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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에 일본에 대한 지식이 축적ㆍ확대되는 과정 및 일본과의 접촉

ㆍ소통이 조선 문인들의 지적 세계에 끼친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1590년부

터 1763년 사이에 일본에 다녀온 조선 사절들의 기록 및 조선 국내의 일본 관련

자료를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일본에 대해 어떠한 지식이 추가되고 수정되었는지,

일본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조선 문인들에게 어떠한 사고의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를 살폈다. 일본 관련 지식의 전반적인 축적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검토 영역을 정

치, 경제, 기술, 문자, 문학, 문화, 여섯으로 나누었다. 본고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정치이다. 사행원들은 군공을 세운 무사(武士)가 토지를 부여받

는다는 점, 과거시험이 없고 직업을 세습한다는 점, 도쿠가와 막부가 각지의 영주

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 등 일본 정치제도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

하였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군사기구에 기반한 정치제도 하에서 평화

로운 사회가 유지된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은

강항(姜沆)을 통해 사회개혁을 주장한 조선 지식인들에게 일부 수용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이다. 사행원들은 일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특히 사찰과 저택이 사치스럽다고 보았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풍속에 젖은 일

본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반면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는 일본 백성들을 긍정적

으로 보았다. 그들은 도쿠가와 막부가 주로 직할지에서 얻는 세수입, 광산에서 채

취한 금ㆍ은, 해외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을 기반으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나가사키 무역에서 일본이 이익을 얻는 만큼 조선은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인식은 박제가의 해외통상론에 크게 반영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술이다. 사행원들은 일본의 기술에 감탄하였다. 특히 일본의

수차, 건축, 선박의 정교한 만듦새를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자 그 기술을 조선에서도 실용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 일본에서 기

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용후생을 주장한 지식인들에게 기술

자 양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네 번째 주제는 문자이다. 히라가나ㆍ가타카나ㆍ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문자를 사행록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 일본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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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능통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당초 승려에 한정되어 있던 필담의 상대가 점차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사행원들도 일본을 한자ㆍ한문문화권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 그들은 일본인이 한문을 훈독법(訓讀法)에 따라 읽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오규 소라이(荻生徂徠)가 한문직독법을 제창한 이래 일본인의 한문 구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다섯 번째 주제는 문학이다. 역대 일본 문인 중에서 조선 문인들에게 가장 주목

받은 사람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오규 소라이이다. 그들은 이 두 문인을

일본 문학을 선도한 사람으로 보았다. 일본 문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

본인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그들은 일본을 멸시하였던 자신들을 반

성하게 되었고 일본 문인들과 우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일본인과의 깊은 교류는

그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낳았으며, 그 유대의식이 일본인과 보편적 윤리를 공유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이어졌다.

여섯 번째 주제는 문화이다. 사행원들은 신도ㆍ불교ㆍ신사참배ㆍ귀신숭배 등 일

본 고유문화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신도가 일본인의 일상생활ㆍ사고방식

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잘 파악하였다. 한편으로 그들은 일본 유학자

들과의 교류 및 유교 풍속을 사모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통해 일본이 점차 유교

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을 유교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질서

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고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현실의 일면만을 과

대하게 본 결과 생겨난 것으로 일본의 국학자(國學者)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

長)는 사행원들의 인식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일본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초래한 사고의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는 일본을 멸

시하였던 기존의 인식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본의 기술을 조선에

적용하자는 실학적 사유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일본과의 접촉ㆍ소통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주요어: 조선통신사, 일본, 사행록, 무가사회(武家社會), 나가사키(長崎), 동문의식(同文意

識), 동문세계(同文世界), 계미통신사(癸未通信使),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원중거(元重擧)

학번: 2009-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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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와 본고의 구성

본고의 목적은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들이 남긴 사행록 및 일본에 대해 언급한

조선 문인들의 글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조선후기 일본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축

적ㆍ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일본과의 접촉ㆍ소통이 조선 문인들에게 어떤 사고의

전환1)을 일으켰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비롯해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일본 체험기가 저술되었다. 본고가 검토대상으로 삼을 1590년부터 1763년

사이에 저술된 일본 체험 기록은 35종에 이른다.2) 일본에 다녀온 조선 사절들은

일기체로 서술한 사행일기와 견문을 정리한 문견총록(聞見總錄)을 남겼다.3) 문견

총록에는 일본의 지형, 물산, 풍속, 학문, 관습, 건축, 정치기구, 경제구조, 관직제도

등이 서술되어 있는데, 사행을 거듭함에 따라 문견총록에 담긴 일본에 대한 지식

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점점 더 정확해졌다. 이러한 기록을 읽는 작업을

통해 일본이란 나라를 알고자 한 조선 문인들의 지적 노력, 일본에 관한 지식이

쌓여간 과정, 일본에서 겪은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사고

가 형성된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다.

이 35종의 일본 체험 기록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후기 일본에 대한 지식이 축적

ㆍ확대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본고의 첫 번째 과제이다. 이 작업

1)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진 조선 지식인 및 사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문인들은 그 당시

조선 사회의 주류 지식인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극히 일

부 지식인에게 한정된다. 그 당시 주류 조선 문인들은 여전히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았

으며, 일본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비

록 소수의 지식인들에게 일어난 제한된 현상이긴 하지만, 일본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조선 문인들의 지적 세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전근대 조일(朝

日) 간에 이루어진 교류의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2) 본고에서는 사행록 외에도 문학작품과 포로실기(捕虜實記)를 다룬다.

3) 문견총록이 수록되지 않은 사행록도 있다. 사행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개관 에서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견문한 지식을 정리한 글에 대해서 ‘문견총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사행록마다 ‘문견잡록’(聞見雜錄), ‘견문잡록’(見聞雜錄), ‘문견록’

(聞見錄) ‘총기’(總記) 등 그 명칭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문견총록’이라는 명칭으로 통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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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일본인식이 변화해가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일본이라는 이질적 세계와

접촉한 사행원들은 우선 일본의 제도ㆍ문화ㆍ언어ㆍ풍속을 상세히 관찰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회에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려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일본의 제도ㆍ문화ㆍ언어ㆍ풍속에 대해 평가를 내리거나

의미부여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접촉-관찰-파악-평가를 거쳐 일본에 대한 총체적

인 지식이 이루어지고 그 지식을 토대로 일본인식이 형성되었다. 사행원들은 일본

을 방문할 때마다 이 일련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일본에 대한 관찰은 예리해지고

이해는 정확해지고 평가는 다양해졌으며, 일본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축적ㆍ확대

되었다. 또 에도시대 일본의 문화ㆍ풍속이 점차 변화하고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일본인이 많아짐에 따라 양국 문인들의 접촉ㆍ소통의 기회도 늘어났다. 일본에 대

해 새로운 사실이 포착되거나 일본 국내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사행원들의 일본인

식도 심화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시간적 계기성을 고려하며 어떤 지식이 추가

되거나 수정되었는지, 사행원들이 보인 일본 인식은 어떻게 계승되거나 변화되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둘째 과제는 일본과의 접촉ㆍ소통이 조선 문인들에게 어떤 사고의 전환

을 초래하였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일본이라는 타자와의 접촉ㆍ소통은 조선을

상대화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일본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면서 일본이라

는 존재가 조선 지식인의 사유영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종래의 자기인

식 내지 세계관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 변화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

다.

첫째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선 지식인들은 자기반성의 계기를 갖게 되었

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일

본을 오랑캐로만 멸시해왔던 종래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자국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일본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세도 형성되었다.

둘째로 일본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발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발상은

일본에서 보고 들은 바를 조선에 적용하자는 시도로 이어졌다. 사행원들은 특히

일본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조선에서도 실용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정한 실학적 사유가 일본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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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다.

셋째로 일본인과 직접 만나 교류한 소통의 경험은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을 생각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조선과 사회구조나 풍속ㆍ문화가 상이한 이

질적인 나라였다. 그럼에도 일본과 조선이 공유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이는 한

자ㆍ한문이었다. 문자의 공유는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유일한 소통회로였다. 전

근대 동아시아에서 한자ㆍ한문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일본인과 소통한 경험의 축적은 조선 문인들의 정신세계에 큰 전환을 불

러일으켰다. 문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은 서로 가치관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의

식을 낳았다. 그 의식은 일본을 유교문화권 내지 한자ㆍ한문문화권4)으로 포섭함으

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이어졌다.

이상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접촉ㆍ소통의 경험이 조선 문인들의 지적 세

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행록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나,5) 대부분의

사행록 연구는 각기 한 편의 사행록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 편의 사행록에

나타난 일본인식을 살피는 방식의 연구는 해당 사행록의 구성ㆍ내용ㆍ서술방식ㆍ

집필 경위ㆍ저자의 생애 등을 자세히 탐구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해당 사행록을 집필한 문인의 일본인식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행록을 개별적으로만 연구하면 사행록의 역사적 맥락이 간과된다는 약

점이 있다. 즉 하나의 사행록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다 보니 그 사행록이 기존의 사

행록과 비교해 어떤 점에서 새로운지, 후대의 사행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동

시대의 다른 사행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등한시되는 경향이 보이는

4) 김문경은 주로 일본의 훈독(訓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찍이 동아시아 각국에 존재한

한문으로 된 글의 읽기방식과 쓰기방식을 소개하였다. 그는 한문으로 된 글의 문체에

각각 다양한 표현방식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문문화권’(漢文文化圈)이라는 개

념을 토대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한자ㆍ한문이 이룩한 역사적 역할을 공통점과 차이

점을 고려에 두면서 해명할 것을 제창하였다(金文京, 漢文と東アジア-訓讀の文化圈,
東京: 岩波新書, 2010). 본고에서도 종래 사용되어온 한자문화권이라는 표현 대신 한자

ㆍ한문문화권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5) 한국에서 이루어진 통신사 연구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장순순, 通信使 硏究의 現況과

課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110~125면 참

조. 또 일본에서 이루어진 통신사 연구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編,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第２分科篇, 第1部 日本側報告 第1編 學說史(東京: 日韓

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10), 61~104면(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伊藤幸司, 橋本雄,
米谷均 집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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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테면 1748년 일본에 다녀온 무진통신사(戊辰通信使)를 연구하려면 무

진년의 사행록에 반영된 일본인식이 전대와 후대의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에

공통점 내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 공통점 내지 차이점은 어째서 생겨났는지, 어떤

지식이 새로 추가되고 어떤 지식이 수정되었는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무진통신사를 제대로 파악하여 연구할 수 있다. 무진통신사를 고립시켜 연구

하면 그 연구가 아무리 상세해도 전후 관계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역사성을 읽

게 된다. 향후 통신사 연구는 하나의 사행록을 고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

랫동안 이어진 사행의 역사 속에서 그 사행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 가운데 사행록 전반을 통시적인 시각으로 검토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태문과 이혜순의 연구가 있다.6) 한태문은 종래의 연구가 지닌 문제점으로 세 가

지를 지적하였다. 첫째로 선행연구가 18세기의 사행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둘째

로 사행에 참여한 여항문인(閭巷文人)들을 도외시하였다는 점, 셋째로 통시적 연구

의 부재와 실학파들과의 영향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7) 한태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통신사행의 임무와 목적, 사행록의 형식 및 서술방식, 사행

길에서 벌어진 외교 의례상의 대립과 충돌, 사행록에 수록된 시와 글의 구체적 내

용 등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행에 참여한 여항문인들의 글이 지닌

문학적 특성 및 실학파들에 끼친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한태문의 연구

는 17세기에 기록된 사행록까지 범위를 넓혀 폭넓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행문학 연구에서 크게 진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혜순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기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사행에 참여한

인물과 사행록의 구성을 자세히 살폈고 사행록에 기록된 시와 글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ㆍ일본인식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혜순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필담창화집(筆談唱和集)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이다. 한일 문인들 사이에서 오

고간 필담ㆍ문답의 내용과 창화시(唱和詩)의 문예성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혜순의 연구는 선행연구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ㆍ종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시적인 시각에서 사행록을 검토하는 시도가 점차 늘어

6) 韓泰文,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 硏究 (부산대 박사논문, 1995); 이혜순, 조선통신사
의 문학(이화여대출판부, 1996).

7) 한태문, 앞의 논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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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정영문은 해행총재에 수록된 사행록을 대상으로 삼아 역사적 문맥을 고려

하여 사행록의 내용을 검토하였다.8) 그는 사행의 노정(路程), 사행록의 유형과 성

격을 살핀 다음 몇 가지 사행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쿠가와 막부(德川幕

府) 집권 이전에 기록된 송희경(宋希璟) 및 김성일(金誠一)이 남긴 사행록을 검토

한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정훈식은 사행록에 수록된 문견총록을 검토하여 일본 관련 지식의 전개양상을

살폈다.9) 그는 기존 연구가 사행록의 문학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에 치중하였음을

지적하고는 그 대신 지식 생성의 차원에서 문견총록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견총록의 서술 대상, 서술 방식, 체재를 검토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본에

대한 지식이 어떤 목적 하에 추구되었으며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사상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10) 그는 일본에 대한 지식 탐구의 목적이 “비왜”(備倭)에

있다고 하였고, 일본지식은 “박람(博覽)과 변증(辨證)”을 통해 구성되었다고 하였

으며, 또 일본지식의 사상적 기반에 “화이(華夷)와 문물(文物)”이 있다고 지적하였

다.

박희병은 일본에 대한 학지(學知)의 축적과정 및 기술방식의 변화를 살피면서

그것이 조선후기에 ‘일본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을 탐

구하였다.11) 박희병은 ‘일본인식’ 내지 일본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연구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일본에 대한 학지의 ‘누적’

(累積)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학문사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동제국기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문견총

록에 수록된 학지가 반복되거나 새로 추가되거나 심화되면서 축적해 가는 과정을

살폈다. 특히 계미통신사(癸未通信使) 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 가운데 원중거의 
화국지의 특징을 살피면서 화국지를 조선 최초의 ‘일본학’을 정초(定礎)한 책으

로 규정하였다. 끝으로 이덕무(李德懋, 1741~1793)의 청령국지(蜻蛉國志)가 화

8) 정영문, 조선시대 대일사행문학 연구: 해행총재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숭실대 박사

논문, 2005).

9) 정훈식, 朝鮮後期 通信使行錄 所在 見聞錄의 展開 樣相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
문학회, 2008).

10) 정훈식, 조선후기 일본지식의 생성과 통신사행록 (東洋漢文學硏究 제29집, 東洋漢文
學會, 2009).

11) 박희병, 조선의 일본학 성립: 원중거와 이덕무 (한국문화 6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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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를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그 당시까
지 축적되어온 일본에 대한 학지가 “하나의 체계와 방법을 갖춘 독자적인 학문 영

역”12)으로 수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은영은 성대중의 일본록을 대상으로 삼아 일본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축적

ㆍ생성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13) 또 그는 사행록에 보이는 견문의 기술 방식, 지식

의 입수경로, 지식의 구체화 과정, 문견총록과 일기의 관련성 등을 탐구하였고, 더

나아가 17, 18세기에 저술된 사행록을 검토 자료로 삼아 정치ㆍ외교, 문학ㆍ학술

등 항목별로 일본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14)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 각각의 사행록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연구방식에서 여

러 사행록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연구방법이 변화하였다. 사행록을 통시

적인 시각에서 살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행록의 문학성을 중시하

는 시각에서 일본에 대한 지식의 생성 혹은 누적(累積)을 중시하는 시각으로 변모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행록에 수록된 시문을 문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예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식에서 사행록에 수록된 지식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방식으

로 변화한 것이다.15)

사행록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종축(縱軸)에 해당한다면 일본과의 접촉

ㆍ소통이 어떤 사고의 전환을 초래하였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은 횡축(橫軸)에 해당

한다.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에 대해서는 하우봉의 선구적 연구가 있다.16) 하우봉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실학자들이 일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

12) 박희병, 앞의 논문, 217면.

13) 정은영, 일본록에 나타난 대일지식 생성연구 (어문학 제122집, 한국어문학회,
2013).

14)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4).

15) 이처럼 지식이나 정보에 주목하는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점차 나타났다. 서적을

통한 지식ㆍ정보가 조선에서 어떻게 유통ㆍ수용되었는지를 탐구한 연구로 진재교, 동
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 壬辰倭亂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안대회, 18ㆍ19세기
조선의 百科全書派와 『和漢三才圖會』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2010)를 들 수 있다. 진재교도 해당 논문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서적의

유입과 지식의 전파가 조선 지식인들의 사유를 전환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16)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일지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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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여 그들이 일본에 관해 남긴 글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실학자들에게

일본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데 통신사행 이외에도 일본서적이 큰 역할을 하였음

을 밝혔다. 또 실학자들이 대체로 일본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점, 일본의 침

략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 천황과 막부장군의 관

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정치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일본을 이적시(夷狄

視)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아울러 시대별ㆍ학파별

로 일본에 대한 인식ㆍ평가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혔다.

일본에 대한 지식이 조선 학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살핀 연구는 대개

1763년의 계미통신사에 관심을 두었다. 임형택은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이 남긴 사

행록의 내용을 살폈고, 연암일파 및 성호학파의 대일외교론과 정약용의 일본론(日

本論)을 검토하면서 일본 사행원들이 가져온 정보가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양

상을 살폈다.17)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그 문제점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대상이 대체로 사행록에 수록된 문견총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검토대상에서 중요한 사행록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지

식의 축적을 살필 때 강항의 간양록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이다.
셋째, 선행연구는 일본 관련 지식이 어떤 경로를 거쳐 입수되었고 어떤 방식으

로 구성되었는지에 치중할 뿐,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축적되고 추

가되고 수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인식전환이 생겨났는지를 자세히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사행록에는 일본의 민가(民家)에 대한

기술이 종종 보인다. 1590년부터 1764년까지의 사행록에 묘사된 민가에 대한 기록

을 모아 시대 순으로 검토해보면 민가에 대한 지식이 점차 확대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사절들은 당초 민가의 외관을 피상적으로만 기록하였다가 1655년 사행원이

민가 안에 설치된 다타미, 병풍, 장자(障子)의 크기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지식은 후대로 갈수록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용후생

을 주장한 지식인들에게 도량형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으로서 민가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축적ㆍ확대되었는지, 축적

된 지식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해명하는 식의 연

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17) 임형택, 癸未通信使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비평 85, 창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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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 영역이 문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행원들은 일본에서

문학교류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본의 정치제도, 경제생활, 법제도, 기술, 언

어, 문자, 도시구조, 문화, 풍속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이 견문한

바를 기록에 남겼다. 그런데 종래의 연구에서는 대개 문학교류나 일본 유학자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데 치중하였다.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사행록의 성격이나 서술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축적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지

식의 축적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

였듯이 지식의 ‘누적과정’18)에 주목하면서 일본 관련 지식이 형성되고 계승되면서

점차 확대되어간 과정을 시간적 계기성을 고려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또 검토대상

을 문학, 유교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 경제, 기술, 문자로 확대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정치, 경제, 기술을 다룬다. 일본의 정치제도, 경제구조, 기술은 조

선과 전혀 달랐다. 여기서는 사절들이 조일간(朝日間)의 이질성을 어떻게 파악하였

는지, 이질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조선의 자기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정치제도이다. 우선 도요토미 정권 말기(16세기 말)부터 도

쿠가와 정권 초기(17세기 전반)까지, 아직 전국시대의 기풍이 남아 있었을 때의 시

기를 다룬다. 조선의 사대부와는 전혀 다른 무사(武士)라는 존재, 무사 우선의 사

회구조, 과거시험의 부재, 직업을 세습하는 신분제도 등을 사행원들이 어떻게 보았

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평화가 지속되었던 18세기를 중심으로 막번체

제(幕藩體制)19)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18세기 전쟁이 없는 시

기가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막부의 정책도 무(武)에 의한 통치로부터 문치주의에

의한 통치로 변화하였고 일본사회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은 여전히 무사였고, 정치제도 또한 군사기구에 기

반해 있었다. 여기서는 사행원들이 군사기구에 기반한 통치체제 내에서 평화가 유

18) 박희병(2013), 앞의 논문, 181면.

19) ‘막번체제’란 ‘막부’(幕府)와 ‘번’(藩)에 의해 구성된 정치적 체제를 가리킨다. 근세 일본

에서는 중앙정권인 막부가 각지의 영주에게 영지를 분할하였고 영주들에게 큰 자치권

을 부여하였다. 사행원들은 막부가 각지의 영주들을 어떻게 지배하였는지 일찍부터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일본의 정치구조에 대한 관심은 후대로 갈수록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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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던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20) 끝으로 조선 후기

에 정치개혁을 주장한 지식인들이 일본의 정치제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피

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이다. 사행원들은 오사카(大坂)의 재래시장, 교토(京都)의 사

찰, 에도(江戶)의 부케 야시키(武家屋敷: 무사들이 거주하는 저택)를 직접 구경하

면서 일본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을 목도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사

회 전체가 부유한 반면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검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기록하

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러한 경제발전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일본의 부는 어

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관찰하였다. 우선 이러한 일본의 경제발전과 일본인의 경제

생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검토한 다음, 국가재정 확보 방식에 대한 지식이 축적

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나가사키(長崎)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나

가사키 무역에 대한 지식이 조선후기에 주장된 해외통상론에 반영된 과정을 추적

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다룰 주제는 기술이다. 사행원들은 일찍부터 일본에서 기구와 설비를

제작하는 장인과 기술자(技術者)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고, 일본을 다니면서 건축물과 생활기구가 상당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

음을 관찰하였다. 일본의 기술에 대한 지식은 조선 국내의 지식인에게도 알려졌으

며, 더 나아가 조선후기 이용후생을 주장한 지식인들은 생활문화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일본의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수차(水車)ㆍ민가(民家)ㆍ배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검토하면서 일본의 기술문화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는 과정 및

일본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조선후기의 이용후생론에 수용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언어, 문학, 문화를 다룬다. 일찍이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신유한(申維翰, 1681~1752)에게 일본에 조선과 비슷한 점이 무엇이

20)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을 살피는 데에 있어 丸山眞男, 丸山眞男講
義錄 第七冊 日本政治思想史 一九六七(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8), 第二章 第二節

幕藩體制の統治原理 에서 큰 시사를 받았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막번체제의 성격을 ‘전

국상태의 동결화(凍結化)’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에도막부의 사회질서는 ‘임전체제’

위에 구축되었고, 군사조직을 겸하는 행정조직 하에서 ‘천하태평’(天下泰平)이 유지되었

다. 그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막부가 어떻게 일본을 통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치상황이 조선 사절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막번체제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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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묻자 신유한은 남녀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목소리와 백성들이 밥을

먹는 모습 외에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답하였다.21) 그만큼 조선과 일본은 문

화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였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을 들자면 양국 공히 한자ㆍ

한문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문자를 공유하였다는 것

이 문학ㆍ사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한다.22)

일찍이 이육(李陸, 1438~1498)은 자(字)를 지어 달라는 일본의 케이테츠(景轍)라

는 승려의 요청에 답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당초 게이테츠를 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고, 또 어음(語音)이 다

른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나, 한스럽지 않았던 것은 천하의 문(文)이 똑같고 천

하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다. 문이 똑같으면 마음 또한 똑같으니, 비록 언어

가 똑같지 않다고 해도 나의 마음을 문으로써 깨닫게 할 수 있다.23)

여기서 ‘어음’이란 구어(口語)를, ‘문’이란 문자, 즉 한자ㆍ한문을 가리킨다. 문이

똑같으면 마음도 똑같다는 이육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옛 문인들은 동아시아 제

국(諸國)이 공용언어인 한문을 사용하면 소통이 가능하며, 소통이 가능하면 마음도

통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식을 ‘동문의식’(同文意識)으로 정의한다. 동문의식이란 같

이 한문을 사용하는 데서 획득되는 문화적ㆍ문학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동문’(同

文)이라는 말은 원래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8장에 보이는 “지금 온 천하가, 수

레는 수레바퀴의 간격을 같게 하고 글은 문자를 같게 하고 행동은 윤리를 같게 한

21) “雨森東謂余曰: ‘日本何事與朝鮮相似.’ 余答曰: ‘至京都而聞男女行販於道者, 呼喚之聲, 恰

似我京男女. 見衆人會坐飮食之狀, 如我國僧徒會食, 餘無所同.’”(申維翰, 海游錄 下, 聞
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2면)

22)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있어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창비,
2014)에서 큰 시사를 받았다. 임형택은 이 책의 책머리에서 종래의 한국학 연구에서는

“동일한 역사적ㆍ문화적 권역으로서의 동아시아”(6면)에 대한 시야가 부족했는데, “학적

사고의 논리”(7면)에서 동아시아라는 관점을 취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본고에

서 한자ㆍ한문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역사적ㆍ문화적 권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고찰하

고자 한다.

23) “余初以不得見爲恨, 又以語音殊爲恨, 所不恨者, 天下之文同也, 天下之心同也. 文同而心

亦同, 言雖不同, 而吾之心可以文曉也.”(李陸, 靑坡集 卷2, 日本國賴忠使, 送師川首座,
請僧景轍字圓行字說 , 한국문집총간 13, 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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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라는 구절에서 비롯된다. 이는 천하가 통일되

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제도를 따르고 있다는 뜻이다. ‘서동문’(書同文)이라는 말은

조선에서는 조선이 중국과 같은 문자를 공유하면서 ‘중화’의 문물을 수용하였음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신라 시대의 문인 최치원(崔致遠)은 ‘서동문’을 강조하

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문화를 추구하였다.24)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조선

이 ‘동문의 교화’[同文之化]를 입음으로써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 ‘중화문명’에 들

어섰다고 생각하였고,25) 또 일부 조선 문인들은 조선 문명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조선의 뛰어난 한시를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이처럼 ‘동문’이

라는 말에는 중화중심주의적인 함의가 담겨 있다.27) 그런 의미에서 ‘동문의식’이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열적(序列的) 세계관을 전제로 성립된 관념이다. 그와 동시

에 한자ㆍ한문을 수용하고 중국 중심의 위계화된 세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중국 바

깥의 나라들인 베트남, 유구, 일본의 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함을 의

미하였다. 말하자면 조선을 비롯해 중국의 주변에 위치하는 나라의 문인들은 중국

을 중심으로 한 한자ㆍ한문문화권에 동참함으로써 국경 너머에 있는 문인들과 서

로 문화적 유대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한

문을 통한 문학교류는 이러한 세계관을 토대로 행해졌다.28) 요컨대 ‘동문의식’에는

24) 최영성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중국중심의 보편문화를 추구하는” 최치원의 문명의식을

‘동문의식’으로 정의하여 그의 문학세계를 검토한 바 있다(최영성, 崔致遠 사상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東人意識과 同文意識을 중심으로 , 동양문화연구 제4집, 영

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9).

25) 이를테면 조익(趙翼)은 송김자시부경서 (送金子始赴京序)라는 글에서 조선이 중국의

예악(禮樂)과 문물을 수용하면서 ‘동문의 교화’를 입은 결과, 중국 문인에게 비견할 만한

선비가 조선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趙翼, 浦渚先生集 29卷, 한국문
집총간 85권 523면).

26) 이에 대해서는 이종묵, 한시의 보편적 가치와 조선후기 중국 문인과의 시문 교류 , 
한국시가연구 30호, 한국시가학회, 2011) 참조. 이종묵은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에서 한

시가 동문의식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한시의 제작 능력이 문명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문학교류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한 바 있다.

27) 선행연구에서도 ‘동문’이라는 말이 갖는 중국중심적인 측면이 지적되었다. 김영환은 언

어학적 관점에서 ‘동문’ 및 ‘동문의식’이라는 개념을 분석하였다(김영환, 유학적 모화에

따른 동문ㆍ방언 의식에 관하여 , 한글 284호, 2009). 그는 동문이라는 말은 “중국과

같은 제도와 문물을 채용하여 중화에 동화된다는 뜻”(194면)이라고 하여, 동문의식의 근

저에 ‘모화사상’이 깔려 있으며, “동문으로서의 한문은 중화 제국 또는 동아시아 제국의

통일성을 표상하는 것”(196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8)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조선후기 문인들의 문학 활동 내지 문학 교류를 고찰하고자



- 12 -

양면성이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양면성에 유의하면서 조선전기부터 조선 문인들의 내면에 존재

하던 ‘동문의식’이 임진왜란 이후에 유지ㆍ발전되어간 과정을 살핀다. ‘동문의식’은

‘문이 똑같으면 마음 또한 똑같다’(文同而心亦同)는 관념을 낳았고, 이런 관념은 일

본인과 ‘도’(道), 즉 보편적 윤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낳았으며, 이는 다시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사유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또 사행원들은 일본

과 도를 공유한 동문세계(同文世界)를 꿈꾸기도 하였다. 조선 문인들이 일본에 대

해 동문의식을 가지게 된 과정을 탐색하는 작업은 한문이라는 공용언어를 통해 조

선 문인의 문학적 세계의 폭이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기도 하

다.29)

하는 시도는 이미 몇 가지 이루어져 있다. 다카하시 히로미는 조선 사절과 일본 문인과

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국경을 넘은 교류를 ‘문예공화국’으로 부르면서 1763년 계미통신

사와 일본 문인들과의 문학교류를 탐구한 바 있다(高橋博已, 東アジアの文藝共和國,
東京: 新典社, 2009). 그는 16세기의 유럽에서 라틴어를 매개로 한 국경을 넘은 지식인

들의 네트워크인 ‘문예공화국’과 견주어보면서 계미년에 이루어진 조일 간의 문학교류

및 홍대용과 중국 문인들의 교류의 양상을 살핀 바 있다. 또 정민은 다카하시 히로미의

주장에 호응하여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병세의식(幷世意識)을 바탕으로

한중일 문사들의 교류 및 조선 후기에 편집된 시문집에 중국ㆍ일본 문인의 작품이 수록

된 현상을 살핀 바 있다(정민, 18,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 , 한국문화 54, 서
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이어서 그는 ‘동아시아 문예공화국’의 개념을 수용하

여 한중일 문학교류의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폈다(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

공화국: 하버드 옌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문학동네, 2014). 다카하시 히로

미와 정민이 밝혔듯이 18세기 동아시아에서는 국경을 넘은 지식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감동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정민은 자신이 할 일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거나 희미해져 버린 옛 공화국의 자취를 찾아 복원하는 작업”(같은 책, 714면)이

라고 하였다. 필자가 본고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도 일찍이 조일(朝日) 문인들과의 사이

에 문화적 유대의식이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그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

는 사유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복원하는 일이다. 문학교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측면

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적 유대의식도

어디까지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열적 가치관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를 매개로 서로 교류한 것과 한중일의

지식인이 한문을 매개로 교류한 것을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존재하던 화이론적 세계관을 간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은 일

본 문인들에 대해 문화적 유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중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일

본을 인식하였고, 또 일본 문인들 역시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조공하러 온 사절로 보기

도 하였다. 또 사행원들은 일본에 대해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더 많이 느꼈다. 본고에서

는 동문의식이 낳은 긍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동시에 동문의식 뒤에 어떠한 갈등과 충돌

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동문의식이 어떠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탐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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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는 첫 번째로 문자에 대해 다룬다. 우선 가나(仮名: 히라가나와 가타

카나)ㆍ일본 고유 한자어(漢字語)에 대한 지식의 확대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한자ㆍ한문을 숭상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면서 승려에 한정되어 있던

소통의 대상이 점차 서민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일본인들

이 한문을 읽는 방식인 훈독법(訓讀法) 및 한문직독법(漢文直讀法)에 대한 사행원

들의 인식을 검토한다.30) 이 작업을 통해 사행원들이 한문직독법을 발견한 것이

일본에 대한 동문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큰 계기가 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문학이다. 우선 사행원들이 일본의 문풍(文風)을 상징하는

문학자로 지목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에 대한 인

식을 살핀다. 다음으로 1763년부터 1764년에 걸쳐 일본에 다녀온 계미통신사(癸未

通信使) 사행에서 이루어진 문학교류를 다룬다. 사행록에서 일본 문인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일본 문인들과의 문학교류가 조선 문인들에게 반성적

사유를 가져온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계미년에 이루어진 문학교류를 통

해 일본에 대한 동문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핀다.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에는 일본인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도처에 보인다. 그 장면들을 검토하여 동

문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또 일본에서 문학교류

를 한 경험이 조선 국내에 유입되면서 조선 문인들의 문학세계에 변화를 일으킨

과정을 살핀다.

29) 또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주장된 동문동종론(同文同種論)을 상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이 말은 문자도 인종도 똑같다는 뜻으로 일제시대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일

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사이토 마레시(齋藤希史)는 ‘동문’이라는 말이 “일본

에 의한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정치적 욕망과 깊이 관련이 있다”(齋藤希史, 漢字世界の
地平, 東京: 新潮選書, 2015, 11면)라고 하면서 한자ㆍ한문을 사용한 지역을 “하나의 문

화”로 보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0) 최근 일본에서 ‘훈독’(訓讀)을 매개로 한자ㆍ한문이 일본문화의 형성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문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훈독이 이룩

한 역할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연구로는 中村春作ㆍ市來津由彦ㆍ田尻祐一郞ㆍ前田

勉 編,  訓讀 論: 東アジア漢文世界と日本語(東京: 勉誠出版, 2008) 및 中村春作 編,

小島毅 監修, 訓讀から見なおす東アジア(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4) 등이 있다. 일본

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일본이 한문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한문세계 형성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 사절들이 동아시아 한문세계로

들어오는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일본 연구자들은 주로

‘훈독’을 매개로 그 당시의 한문세계를 연구하였는데, 조선 사절들은 훈독이야말로 일본

이 동아시아 한문세계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보았다. 그런 점에서도

훈독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을 살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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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유교ㆍ유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

문인들이 일본의 유학, 특히 반주자학적 경향을 가진 일본 유학자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탐구한 선행연구는 많다.31)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접근법을 달리해

일본 유교의 실체성(實體性)에 대해서 사행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탐

구할 것이다.32) 일본의 역사학자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는 유교문화

가 일본인의 실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인과 중국인이

31) 소라이학과 조선통신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박창기, 조선시대

通信使와 일본 荻生徂徠門의 문학교류 (일본학보 제27집, 한국일본학회, 1991); 구지
현, 徂徠學派와의 만남: 일본 시론의 등장과 대립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
사, 2006, 280~302면); 필담을 통한 한일 문사 교류의 전개 양상 (동방학지 138권, 연
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夫馬進, 조선통신사의 일본고학 인식 (夫馬進,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제5장); 1764년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소라이학 (같은 책, 제6

장), 藍弘岳, 徂徠學派文士と朝鮮通信使 (日本漢文學硏究 9, 二松学舎大學21世紀COE
プログラム 日本漢文學硏究の世界的據點の構築 /日本漢文硏究編集委員会編, 2014, 53~80
면); 허경진ㆍ박순,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를 통해 본 한일 문사의 사상적 차이

(일어일문학제4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8); 임채명,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
의 필담을 통해 본 조일 문사의 교류 (日本學硏究 제2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이경근, 계미통신사 필담집에 나타난 ‘완고한 조선’과 ‘유연한 일본’ (고일홍 외

지음, 문명의 교류와 충돌 : 문명사의 열여섯 장면, 한길사, 2013); 이효원, 1719년 필

담창화집 『航海唱酬』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관: 水足屛山과 荻生徂徠의 대비적

시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 제41집, 2012); 荻生徂徠의 贈朝鮮

使序 연구 (한국한문학회, 韓國漢文學硏究, 2013); 荻生徂徠와 통신사: 徂徠 조선관

의 형성과 계승에 주목하여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 제43집, 2013);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
비, 2014, 제3장) 등 참조. 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를 비롯한 고학파(古學派)에 대해서

는 하우봉, 정약용의 일본유학 연구 (조선후기실학자의 일본관연구, 일지사, 1989,
210~267면); 조선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 고학 이해 (일본사상 8, 한국일본사상사학
회, 2008); 김성준, 18세기 통신사행을 통한 조선 지식인의 일본 古學 인식 (동양한문
학연구 32, 동양한문학회, 2011); 정혜린, 金正喜의 일본 古學 수용 연구 (한국실학연
구 26, 한국실학학회, 2013); 정은영(2014), 앞의 논문, 147~163면) 등 참조.

32) 에도시대의 일본사회에 주자학이 얼마나 보급ㆍ침투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와타나

베 히로시(渡辺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박홍규 옮김, 주
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서원, 2007)를 참조. 일본 문화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을

고찰함에 있어 이 책에서 큰 시사를 받았다. 와타나베 히로시는 이 책에서 주자학이 도

쿠가와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지배적 사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종래의 설을 비판하

고 근세일본사회에서 주자학의 영향은 한정적이었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주자학이 일본

사회에 수용되었을 때 어떠한 충돌ㆍ갈등이 생겨났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일본의 유교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근세일본사회와 유교의 관계 및 유교가 조일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

할을 하였는지를 탐구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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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서명 저자 직책 수록자료ㆍ소장처 비고(문견총록 유무)

1590 海槎錄 金誠一 副使 海行總載 Ⅰ 없음

유교에 의해 공통적인 교양과 사상을 갖추었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33)라고

하였다. 에도시대의 일본을 다녀온 조선 사절들은 쓰다 소키치가 말한 것과 유사

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일

본에는 유교의 풍속이 없지만 유교를 수용할 기반은 있다고 보았다.34)

우선 신사를 참배하거나 관혼상제를 불교ㆍ신도 방식으로 치르는 일본인의 풍습

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고유문화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는 과정을 추적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유풍(儒風)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일본 유학자와의 교류

양상을 살피면서 유교를 배우고 유교식 의례를 실행하려는 일본인의 모습을 사행

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탐구한다. 이어서 조선 국내에서 일본의 유교화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일본이 점차 유풍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

식은 중화(조선)가 오랑캐(일본)를 교화해야 한다는 종래 존재하던 화이관념과 결

합되면서 일본을 유교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을 원하는 사유가 어떻게 형성되었

는지를 밝힐 것이다. 끝으로 일본의 국학자(國學者)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와 원중거(元重擧, 1719~1790)의 ‘도’(道)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

면서 원중거의 일본인식에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자료개관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35)

33) 쓰다 소키치, 남기학 옮김, 중국 사상과 일본 사상(소화, 1996), 124면.
34)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는 ‘가직국가’(家職國家) 일본의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

자학적인 이(理)를 이해하는 일본 유학자가 종종 있었음을 거론하면서 근세일본에 주자

학이 수용되는 기반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渡辺浩,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100면).

35) 사행록의 수집ㆍ정리에는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海行摠載》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제112집, 역사학회, 1986)가 참조가 되었다. 또 정훈식(2008), 앞

의 논문, 235면에서도 문견총록이 수록된 사행록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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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日本往還記 黃愼 正使 海行總載 Ⅷ 해당하는 글36)(12월9일)

1597
海上錄 鄭希得 被虜 海行總載 Ⅷ 附日本總圖,風土記

看羊錄 姜沆 被虜 海行總載 Ⅱ 賊中聞見錄

1607 海槎錄 慶暹 副使 海行總載 Ⅱ 해당하는 글(7월17일)

1617

東槎上日錄 吳允謙 正使 海行總載 Ⅱ 없음

東槎日記 朴宰 副使 奎章閣 해당하는 글(11월16일)

扶桑錄 李景稷 從事官 海行總載 Ⅲ 해당하는 글(10월18일)

1624 東槎錄 姜弘重 副使 海行總載 Ⅲ 聞見總錄

1636

丙子日本日記 林絖 正使 海行總載 Ⅲ 없음

海槎錄ㆍ槎上錄 金世濂 副使 海行總載 Ⅳ 聞見雜錄(해사록)

東槎錄 黃㦿 從事官 海行總載 Ⅳ 聞見摠錄

1643

東槎錄 趙絅 副使 海行總載 Ⅴ 없음

海槎錄 申濡 從事官 海行總載 Ⅴ 없음

癸未東槎日記 미상 海行總載 Ⅴ 없음

1655
扶桑錄 南龍翼 從事官 海行總載 ⅤㆍⅥ 聞見別錄

扶桑日記 趙珩 正使 大系通信使제3권37) 없음

1682
東槎錄 洪禹載 譯官 海行總載 Ⅵ 없음

東槎日錄 金指南 譯官 海行總載 Ⅵ 없음

1711
東槎日記 任守幹 副使 海行總載 Ⅸ 聞見錄ㆍ海外記聞

東槎錄 金顯門 押物通事 京都大學 없음

1719

東槎錄 洪致中 正使 京都大學 없음

海遊錄 申維翰 製述官 海行總載 ⅠㆍⅡ 聞見雜錄

東槎錄 鄭后僑 幕裨 京都大學 없음

扶桑錄 金翕 軍官 雨森芳洲と玄德潤38) 없음

1748
奉使日本時聞見錄 曺命采 從事官 海行總載 Ⅹ 聞見總錄

隨槎日錄 洪景海 軍官 奎章閣 없음

1763

海槎日記 趙曮 正使 海行總載 Ⅶ 해당하는 글(6월18일)

溟槎錄 吳大齡 譯官 국립중앙도서관 追錄

日東壯遊歌 金仁謙 書記 亞細亞文化史 없음

日本錄 成大中 書記 고려대 지방별로 풍속을 기술

槎上記 成大中 書記 고려대 없음

日觀記 南玉 製述官 국사편찬위원회 總記

乘槎錄 元重擧 書記 고려대 없음

和國志 元重擧 書記 御茶ノ水大學 國志

36) 문견총록 이라는 제목은 없으나 문견총록의 성격을 지닌 글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37) 일본의 아카시 서점(明石書店)에서 8권으로 된 大系朝鮮通信使가 1990년대에 출판되

었다(辛基秀ㆍ中尾宏 編, 大系朝鮮通信使: 善隣と友好の記録 全8卷, 東京: 明石書店,
1993~1996). 여기서는 大系通信使로 표기하였다. 이 책에 통신사가 남긴 사행록의 원

문이 몇 가지 수록되어 있다.

38) 김흡의 부상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초서로 된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信原修, 雨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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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고에서 논의되는 주요자료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강항(姜沆, 1567~1618)의 간양록은 포로실기(捕虜實記)이다. 그 중 적중문견록

(賊中聞見錄)에 일본의 지리ㆍ역사ㆍ풍속이 정리되어 있다. 일본지식의 축적ㆍ확

대 과정을 살필 때 간양록은 꼭 참조해야 할 책이다. 일본에 다녀온 역대 조선

문인 중에서 일본을 가장 예리하게 성찰한 사람이 강항이다. 간양록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후대의 사행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도쿠가와(德川) 정권 시대의 일본이 아니라 도요토미(豊臣) 정권 시대의 일본을

그 어느 사행록보다도 자세히 묘사하였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사행록

을 보면 간양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고, 인용하지 않더라도 강항

의 인식을 계승한 부분이 종종 보인다. 또 조선후기의 지식인도 간양록을 참조

하였다. 조선후기에 전개된 일본 관련 지식의 원천을 찾으려면 우선 강항의 간양
록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도쿠가와 시대에 기록된 사행록의 특질을 검토하려면

도요토미 시대에 기록된 간양록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

관련 지식이 확대되는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 일본 지식의 원천을 보여주는 자료로

강항의 간양록을 중시하였다.
이경직(李景稷, 1577~1640)의 부상록은 17세기 초반의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

하다. 책의 말미에 수록된 문견총록에는 일본의 지리ㆍ관직제도ㆍ물산ㆍ건축ㆍ경

제제도가 정리되어 있다. 주로 제도에 관한 기술이 많은 점이 특징적이며 그 내용

이 후대의 사행록에 수록된 문견총록에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도요토미 정권 시대

일본 관련 지식의 원천이 간양록에 있다면, 도쿠가와 정권 시대 일본 관련 지식

의 원천은 부상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세금제도에 대한

지식의 원천을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Ⅱ장 제2절 제2

항에서 다룰 것이다.

남용익(南龍翼, 1628~1692)의 부상록에는 문견별록 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17세기에 기록된 사행록 중에 가장 내용이 풍부한 문견총록이다. 일본지식의 축적

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료의 가치를 지적하자면 첫째로 일본의 미닫이나 자리(다타

미)의 크기가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과 둘째로 일본의 문사(文

芳洲と玄德潤: 朝鮮通信使に息づく 誠臣の交わり (東京: 明石書店, 2008)의 부록에 국

사편찬위원회 정지상이 탈초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책에 수록된 
부상록의 해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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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에 대해서 소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미닫이와 다타미에 대

한 기록은 조선후기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북학의(北學議)에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Ⅱ장 제3절 제2항에서 다룰 것이다.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의 해유록이 일본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정에서 가지
는 의의는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그가 일본의 세습제에 대해 주목하였

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Ⅱ장 제1절 제2항에서 다룰 것이다. 둘째, 그가 일본

의 경제구조에 대해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Ⅱ장 제2절 제2항에서 다룰 것이다. 셋째, 그가 일본의 훈독법(訓讀法)을 발견하

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 제1절 제3항에서 다룰 것이다.

남옥(南玉, 1722~1770)의 일관기에도 문견총록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해외무역에 대한 새로운 식견이다. 즉 나가사키 무역 때문에 조선이 경제

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그것인데, 나가사키 무역에 대한 그의 인식은 박

제가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Ⅱ장 제2절 제3항에서 언급할 것

이다.

원중거의 화국지는 일본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책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료

이다. 원중거의 기록이 다른 사행록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가 일본의 민중세계를

잘 묘사하였던 데에 있다. 원중거의 기록에서 세습제가 일본 백성들의 심성(心性)

까지 침투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한 대목은 제Ⅱ장 제1절 제2항에서 언급할 것이

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일본 백성들을 자세히 묘사한 데 대해서는 제Ⅱ장 제2절

제1항에서 다룰 것이다. 신사를 참배하고 신도를 믿고 신불 앞에서 발원하는 일본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자세히 묘사한 대목에 대해서는 제Ⅲ장 제3절 제1항에서 논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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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일본의 정치·경제·기술에 대한 지식과 조선의 사회개혁론

1.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1) 武家社會에 대한 인식의 심화

조선 문인들이 일본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느낀 대상은 무사(武士)이다. 무사란

무엇인가? 무사가 가져야하는 마음가짐을 저술한 하가쿠레[葉隱]에는 “무사도

(武士道)란 ‘죽음’을 깨닫는 것이다. 생과 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죽음을

선택하면 된다. (…) 자나 깨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죽을 몸이 되어 있을

때 무사도의 각오가 몸에 배어 일생 동안 큰 탈 없이 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1)라는 말이 보인다. 무사는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는 것이다. 하가쿠레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무사상(武士象)은 일본인에 대한 사행
원들의 기록과 유사점을 가진다. 1607년에 일본에 다녀온 경섬(慶暹)은 당시 일본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사람들이 협기(俠氣)를 숭상하여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잊어버린다. 그

래서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문득 칼을 뽑아 서로 죽이기를 조금도 거리낌 없

이 하며, 잠시 작은 원한이 있으면 스스로 제 배를 갈라 죽어도 후회하지 않

는다. 남과 서로 접촉할 때에는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부처(夫妻)가 거실에

들어가서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부자가 서로 대하는 데도 칼을 풀지 않

는다. 혹 공을 탐내고 이익을 다툴 적에는 부자가 서로 모해하고 형제가 서로

해치므로, 자식이 생겨 열 살만 되면 다른 사람의 양자로 주고 함께 살지 않

는다.2)

1) “武士道といふは, 死ぬ事と見付けたり. 二つ二つの場にて, 早く死ぬかたに片付くばかり

なり. (…) 每朝每夕, 改めては死に死に, 常住死身になりて居る時は, 武道に自由を得, 一

生越度なく, 家職を仕果すべきなり.”(山本常朝, 和辻哲郞ㆍ古川哲史 校訂, 葉隱 上, 東
京: 岩波文庫, 1940, 23면; 이강희, 옮김, 하가쿠레, 사과나무, 2013, 13면) 이하 이 책

만이 아니라 자료를 인용할 때 번역본이 있는 경우는 원문을 제시하고 뒤에 번역본의

서지사항과 면수를 적었다. 인용문의 번역은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한

번 번역본의 서지사항을 제시한 후에는 번역자의 이름과 면수만을 적었다. 이하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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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금방 상대를 죽여 버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명예에 오점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할복하고 후회하지 않으며, 항상 남에 대

해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 하고 부자ㆍ형제 사이에서도 이익을 다투고 서로 해친다

는 것이다. 경섬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사사회에서는 친구는 물론 부모도 형제

도 아들도 모두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서로 죽이고 죽는 무사사회에 삼강오상(三綱五常)으로 대표되는 유교 도

덕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무사들은 주자학은커녕 학문에 관심이 없었

고, 독서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웃었으며, 학문을 통해 얻은 지

식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발상이 없었다.3) 유교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지식인이 과거를 통해 발탁되어 사회를 지배하는 조선과 달리 일본에

서는 전투를 일삼는 군인이 사회를 지배하였다. 그야말로 조선 사회와는 이질적인

사회였던 것이다.

위 인용문에 보이는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잊어버린다’[輕生忘死]라는 말

은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이 일본인을 묘사할 때 상투어로 쓴 말이다. 그 외에 ‘죽

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한다’[好死惡生]4) 내지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좋아

한다’[輕生好死]5)라는 말도 사행록에서 종종 보인다. 이 말은 주희(朱熹)의 맹자
집주(孟子集註)에 보이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심(人心)에 똑

같은 바이다.”(好生惡死, 人心所同)6)라는 말을 의식해서 만든 말로 보인다. 주자학

에서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조선

2) “人尙俠氣, 輕生忘死. 少有不平, 則輒拔劍相殺, 略無忌憚, 暫有小嫌, 則自刳其腹, 死而不

悔. 與人相接, 互生猜疑, 夫妻居室, 寢不同席, 父子相對, 亦不解劍. 或至貪功爭利, 則父子

相謀, 兄弟相賊, 故子生十歲, 出養於他人, 不與之同居.”(慶暹, 海槎錄, 정미년 7월 17일

조; 국역 해행총재 Ⅱ, 336면) 해행총재에 수록된 사행록은 모두 민족문화추진회에

서 나온 국역 해행총재를 사용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해행총재에 실린 사행록을 인

용할 때는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한 번역을 참조하여 권수와 번역본의 면수를 밝혔으며,

필요에 따라 필자가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3) 渡辺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12면; 박홍규 옮김, 주자학
과 근세일본사회(예문서원, 2007), 31면.

4) 姜沆, 看羊錄, 賊中聞見錄 ; 국역 해행총재 Ⅱ, 182면.
5) 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Ⅲ, 154면); 金世濂, 海槎錄, 聞見雜錄 (Ⅳ, 182

면)

6)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梁惠王章句)의 주(注)에 “蓋好生惡死, 人心所同. 故人君不嗜殺

人, 則天下悦而歸之.”라는 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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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김시습(金時習, 1435~1497)이 신유학에서 강조한 ‘호생지덕’(好生之德: 생명

을 사랑하는 덕성)을 특히 중요시하면서 인간의 삶뿐 아니라 초목과 금수의 생명

을 포함해 모든 목숨 있는 존재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호생지덕’을 강

조하는 주자학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에서 죽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할

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 무사들의 모습은 특이하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 주자

학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여겨진 ‘호생오사’(好生惡死)라는 말과 조선 문인들이 일

본인을 표현할 때 상투어로 쓴 ‘경생망사’(輕生忘死), ‘호사오생’(好死惡生), ‘경생호

사’(輕生好死)라는 말을 비교해 보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사생관(死生觀)

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조선 문인들이 일본에서 가장

먼저 느낀 이질감이란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

선 문인 가운데 처음으로 상세히 관찰한 사람은 강항(姜沆, 1567~1618)이다. 1597
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포로가 되어 일본에 연행된 강항은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학, 유학 등 다양한 사항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일본의 정치기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가 억류되었을 때의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국시대를 종결시켰을 때였다. 일본 전국을 통

일한 히데요시는 검지(檢地: 토지조사)ㆍ병농분리(兵農分離)ㆍ가타나가리(刀狩: 무

사 이외의 무기소유를 금지하는 것) 등 큰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강항은 이들

정치개혁이 단행된 직후의 일본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정치제도를 자세히 기록하였

다. 이는 일본 견문기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강항

이 근세 일본 사회의 원형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군사기구에 기반한 정치제도는

도쿠가와 막부에도 계승되었다. 그런 점에서 강항은 근세일본사회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기록한 것이다. 그는 일본의 사회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투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곧 토지로 상을 주어, 식읍(食邑)이 혹은 여덟

아홉 주(州)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두어 주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으

며, 그 다음은 한 주를 독차지하고 또 그 다음은 두어 성(城)을 독차지하며,

또 그 다음은 한 성을 독차지하고, 가장 적은 사람이 향정(鄕井)을 떼어 받습

니다. 더러 편비(褊裨)였다가 갑자기 주(州)ㆍ군(郡)을 얻으며, 공이 없는 사람

7) 김시습의 생명관에 대해서는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돌베개, 1999), 30~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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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지를 폄삭(貶削)당하여 사람축에 끼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이기

지 못할 경우에는 주륙(誅戮)의 벌을 기다리지 않고 칼로 자결하고 말며, 전몰

(戰歿)한 장사(將士)는 그 자제가 그 직을 이어받습니다.8)

군사적 공적이 무엇보다 우선시된다는 점, 군사적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는 포상

으로 토지를 부여한다는 점, 장수가 전사한 경우 그 자제가 직을 계승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모두 무가사회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강항은

일본의 번(藩)을 ‘식읍’(食邑)이라 부르면서 일본의 식읍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 용어 사용은 후대의 사행원들에게도 받아들여져 식읍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

다. 그는 군사적 공적만 있으면 비천한 지위에 있던 사람도 식읍을 받을 수 있으

며, 반대로 군공이 없으면 식읍을 삭감당한다고 하며 군사적 공적과 토지를 매개

로 한 은급관계(恩給關係)에 의해 주군(도요토미 히데요시)과 신하(각 지방의 大名

들)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토지를 받은 신하들이 자신의 영지를 어떻게 통치하

는지를 설명하였다.

식읍을 가진 사람이 또한 그 토지를 나누어 부곡(部曲)의 공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부곡은 또 그 토지의 소출을 가지고 정예(精銳)하고 용력(勇力)있는

사람을 모아 양성합니다. 칼 쓰기를 배운 자, 포(砲)를 잘 쏘는 자, 활을 잘 쏘

는 자, 수영을 잘하는 자, 군법(軍法)을 잘 아는 자, 달리기를 잘하는 자 등,

조금이라도 한 가지 기예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망라하여 받아들이므로, 큰

주(州)의 수비병은 그 수효가 몇 만 명으로 계산되고 작은 주의 수비병은 몇

천 명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공격전이 벌어지면 적괴(賊魁: 도요토미 히데요

시를 말함)는 여러 장수에게 명령하고, 여러 장수는 부곡에게 명령하고, 부곡

은 가정(家丁)에게 명령하므로 편성된 부대는 정병(精兵)과 건졸(健卒)을 좌우

에서 취해도 남음이 있습니다.9)

8) “戰有功者, 卽以土地行賞. 食邑或有亘八九州, 或亘數州, 其次專一州, 又其次專數城, 又其

次專一城. 最小者分割鄕井, 或自褊裨, 驟得州郡. 無功則貶削土地, 不齒人類, 故戰不勝則不

俟誅戮而自引決. 戰亡將士, 其子弟襲其職.”(姜沆, 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州圖 ; 국역
해행총재 Ⅱ, 127면)

9) “食土者又分其土, 以許部曲之有功者, 部曲又以其土之毛, 收養精銳勇力者. 學劍者, 放砲者,

引弓者, 善水者, 通曉軍法者, 急走者, 稍有一藝一能者, 並羅而致之. 大州之守則其數以累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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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가신단(家臣團)을 설명한 것으로 늘 임전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

습을 기술한 것이다. 가신단이란 대명가(大名家)들에게 고용되어 가신이 된 무사들

을 가리킨다. 곧 무사들이 모인 군인집단을 말하며 주군과 가신은 주종관계로 연

결된다. 강항이 기록한 대로 대명의 가신들의 밑에는 또 부하들이 있고 그 부하들

은 활ㆍ창ㆍ철포(鐵砲) 등을 따로 다루는 전문 부대에 분속(分屬)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서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10) 영지를 부여받은 번주들은 자신의 신하들

에게 다시 토지를 주고 신하들은 또 자신의 군대를 거느려 강력한 군대를 키웠다.

강항은 각 지방의 영지에서 운영되는 통치형태를 관찰하며 상의하달(上意下達) 식

의 지휘계통에 따라 군대가 편성되는 일본의 정치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당대 일본은 군인이 지배하는 사회라서 농민들의 생활은 아주 어려웠다.

강항은 군사우선의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모두 농민에게 몰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의 농민들은 칼도 가질 수 없고, 토지를 지키는 사람

에게 조그만한 농지를 받아 농사를 하지만 아무리 농지를 잘 가꾸어도 세금이 너

무 무거워서 연공을 납부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게

해도 부족할 경우 자녀를 팔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때문에 풍년을 만나도

농민들은 겨나 칡뿌리만 먹으며 힘겨운 농사에 오로지 종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농

민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움을 전하였다.11) 이러한 농민들의 힘겨운 생활을 묘사하

면서 강항은 일본의 백성을 대우하는 도리[待其民之道]로 다른 나라의 백성을 대

우하면 하루도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일본에서 농민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12)

정리하면 강항은 일본에서는 군사적 공적이 지배층이 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

計, 小者以累千計. 一有攻戰, 則賊魁令諸帥, 諸帥令部曲, 部曲令家丁. 伍兩率旅. 精兵健卒,

取之左右而有餘.”(姜沆, 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州圖 ; 국역 해행총재 Ⅱ, 128면)
10) 가신단의 구조에 대해서는 笠谷和比古, 主君 押込 の構造(東京; 講談社學術文庫,
2006), 208~225면 참조.

11) “其農民獨無刀劍, 受田土於守土者, 以爲稼穡, 無尺寸之土, 不屬官人者, 種一斗之地, 例徵

米一斛, 以我國之官斗計之, 則倭一斛, 可容二十五斗, 糞其田而不足, 稱貸而取盈焉. 又不足

則納其子女, 以爲廝養, 又不足則囚繫於岸獄, 極其侵掠, 旣足而後, 乃許解縱. 故其民雖當樂

歲, 只食糠粃, 登山採蕨根葛根, 以度朝夕, 又番遞入直, 採薪汲水以供之, 倭中之可矜者只小

民耳.”(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州圖 ; 국역 해행총재 Ⅱ, 138면)
12) “蓋以待其民之道, 待他國之民, 則雖得之, 不能一日居之.”(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州
圖 ; 국역 해행총재 Ⅱ,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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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 주군과 부하는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관계에 의해 연결된다는 것, 일본사

회 전체가 피라미드형의 군사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 무가사회를 가장 밑바닥

에서 뒷받침하는 농민들의 생활은 가혹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선과는 이

질적인 요소를 가진 무가사회의 구조를 이처럼 정확하게 파악하였던 것은 일본 정

치제도에 대한 지식의 원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본 정치기구에 대한 지식의 확대는 그 정치기구 안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을 깊

게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일본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가운데 강항은 일

본의 장수ㆍ장졸[倭將ㆍ倭卒]들, 즉 무사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그는

일본의 장수와 장졸들에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나 물(物)

이나 마음이 똑같은 법인데, 일본 사람들은 유독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13)라고 물었다. 이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호생오사’

(好生惡死)가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강항은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하는’

(好死惡生) 일본인에게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본 무사들에 대해 느낀

위화감을 그 당사자들에게 솔직히 물어본 것이다. 강항이 이러한 질문을 일본인에

게 했고 그 문답을 기록에 남긴 것은 일본인에 대한 인식사(認識史)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강항의 질문을 받은 무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본에서는 장관(將官)이 백성들의 이권을 장악하고 털끝 하나라도 백성에

게 맡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관의 집에 기식(寄食)하지 아니하면 의식(衣食)

이 나올 길이 없으며, 이미 장관의 집에 기식하면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한번 담력이 부족하다고 소문나면 가는 곳마다 용납되지 못하고 패도(佩刀)가

정(精)하지 못하면 사람축에 끼지 못합니다. 칼에 찔린 흔적이 얼굴에 있으면

용맹한 사나이라 지칭되어 중한 녹(祿)을 얻고, 칼 자욱이 귀 뒤에 있으면 달

아나기를 잘하는 자라 여겨져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의식(衣食)이 없어서

죽을 바에는 적의 진중에 달려가서 싸우다 죽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힘껏 싸

우는 것은 실로 자신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요, 주장(主將)을 위해서 계책(計

策)한 것은 아닙니다.14)

13) “好生而惡死, 人物同此心, 而日本之人, 獨好死惡生何也?”(姜沆, 看羊錄, 賊中聞見錄 ;

국역 해행총재 Ⅱ, 182면)
14) “日本將官榷民利柄, 一毛一髮, 不屬於民. 故不寄口於將官之家, 則衣食無從出, 已寄口於

將官之家, 則此身非我身. 一名膽薄, 則到處不見容, 佩刀不精, 則人類不見齒. 刀搶之痕在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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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수들의 대답을 통해 그 당시 먹고 살기 위해 무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

던 일본인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장관의 집에 기식하면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

다’라는 말에서 장관들과 주종관계를 맺은 이상 부하들은 목숨까지 장관에게 바쳐

봉공(奉公)해야 했던 상황이 읽힌다. 무사가 될 수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

에 필사적으로 장관들에게 기식하는 무사가 되려고 하지만, 막상 무사가 되면 주

군에게는 절대복종을 해야 하는 데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무사다운 행동양식에 따

라 살아야 하였던 것이다. ‘무사다운 행동양식’이란 ‘담력이 부족하다’라고 소문나

지 않게 용맹한 사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고, 강항의 말을 빌리자면 ‘죽음을 좋

아하고 삶을 싫어하는’ 행동양식을 몸에 익혀 살아간다는 것이다. ‘칼에 찔린 흔적

이 얼굴에 있으면’ 칭찬받고, ‘칼 자욱이 귀 뒤에 있으면’ 겁쟁이라고 사회에서 배

제 당한다는 말은 일본인의 사나운 성격을 말할 때 후대의 사행록에서 반복해서

인용되었던 상투적인 말이다. 강항은 이와 같이 무사답게 행동하는 것도 자기보신

을 위해서이지 주군에게 봉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일본 무사들의 말을 소개하

였다. 말하자면 강항은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하는’ 일본인의 행동양식도 그

들의 천성이 아니라 사회제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 무사라는 역할을 맡아 필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

본인들의 모습은 강항의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위 인용문에 이어서 강항

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대개 그 사훼(蛇虺)의 독과 호랑(虎狼)의 탐욕과 무력을 믿고 잔인을 즐기며

떠들썩하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오직 천성에서 생기고 이목에 익혀진

것일 뿐만이 아니라, 법령이 따라서 얽어매고 상벌(賞罰)이 또 따라서 몰아붙

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수가 태반은 재질이 노둔한데도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사력을 다하게 하고, 그 군사가 태반은 연약한데도 다 능히 적(敵)과

맞서서 죽음을 다투게 하니, 만 명만 되면 능히 당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왜노를 두고 한 말입니다.15)

前, 則指爲勇夫而得重祿, 在耳後則指爲善走而見擯斥. 故與其無衣食而死, 不若赴敵而爭死,

力戰實爲身謀, 非爲主計也.”(姜沆, 看羊錄, 賊中聞見錄 ; 국역 해행총재 Ⅱ, 182~183
면)

15) “蓋其蛇虺之毒, 虎狼之貪, 阻兵安忍, 囂然好戰之心, 不惟得之天性, 慣於耳目. 而其法令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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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항에게 있어 일본 무사란 ‘사훼(蛇虺)의 독과 호랑(虎狼)의 탐욕과 무력을 믿

고 잔인을 즐기며 떠들썩하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다. 왜란을

겪고 일본인들의 잔학행위를 직접 목도한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일본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강항의 경우 그것을 ‘천성’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법

령’과 ‘상벌’이라는 사회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목숨 걸고 적을 죽이는

일본인의 잔인성도 군사적 공적이 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전국시대

의 사회규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강항은 일본인의 잔인성을 선천

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도 본 것이다. 무사를 정점으

로 한 엄격한 신분질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속에서 법령과 상벌에 얽매이면서

필사적으로 살아야 하는 일본 무사들의 실상을 목도한 경험이 이러한 인식 뒤에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무사 및 무가사회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본인 및 일본사회를 바라보는 인식틀도 변화되고 확대되었던 것이다.

강항이 일본에 연행되었을 때의 에피소드를 또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강항이

일본에 도착하였을 때 처자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굶주림으로 인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일본인이 울면서 히데요시

가 그들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탄식하면서 강항 일가에게 식사를 주었다. 그제

야 의식이 돌아왔다.16) 이러한 경험을 서술하면서 강항은 “왜노 가운데도 이와 같

이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은 단지 법령이 몰아넣

은 것이다.”17)라고 기록하였다. ‘천성’이 아니라 ‘법령’이 잔인한 일본인을 만들었다

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무사라는 가면을 벗기면 일본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

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에게 부탁을 받아 사서오경(四書五經)

의 훈점본(訓點本) 제작을 도왔는데, 그 발문에서 “한결같이 성현의 참된 가르침을

從以束縛之, 賞罰又從驅使之. 故其將太半奴才, 而皆能得人死力, 其卒太半脆弱, 而皆能向

敵爭死, 滿萬不能敵者, 此奴之謂也.”(姜沆, 看羊錄, 賊中聞見錄 ; 국역 해행총재 Ⅱ,
183면)

16) “飢困已甚, 十步九顚, 小女年六歲不能自行, 與妻及妻母更負. 負渡一川, 頓臥水中, 無力不

能起, 岸上有一倭人垂涕扶出曰: ‘噫其甚矣, 大閤俘致此人等, 將欲何用? 豈無天道哉?’ 急走

其家, 取稷糠茶飮, 以饋吾一家, 耳目始有聞見.”(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 국역 해행

총재 Ⅱ, 212면)
17) “倭奴中有至性如此, 其好死喜殺, 特法令驅之耳.”(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 국역 해

행총재 Ⅱ,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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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하면 부상일역(扶桑一域: 일본을 말함)도 동주(東周)로 바꿀 수 있다.”라

고 썼다. 이러한 발언의 근저에는 인간의 천성을 선량한 것으로 보는 주자학적인

사상이 깔려 있었다.18) 후술하겠지만 성인(聖人)의 도(道)로 교화하면 오랑캐 일본

도 교화가 가능하다는 강항의 인식은 계미년에 사행을 다녀온 원중거에게서도 그

대로 드러난다.

이상 일본 정치제도 및 그 제도 안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에 대한 강항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강항의 기록은 후대의 사행록에서 참조되었다. 예를 들어서 강항은 일

본 농민들이 겨나 칡뿌리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겹다고 하였는데, 후대의 사

행록에서 일본 농민들의 생활을 묘사할 때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19) 무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탄하는 일본인의 말도 후대의 사행록에서 인용되었

다.20) 강항의 관찰이 후대 사행록에 미친 영향력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각지의 번주들이 가신단을 만들어 상비군을 키우며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는 지

배형태, 그리고 군사적 업적과 토지를 매개로 한 은급관계로 인해 막부와 번주가

연결되는 사회구조는 에도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는 1603년에 막부를 열고 1605년에 장군
의 지위에서 물러나 순푸(駿府: 지금의 시즈오카 현靜岡縣)에 은거하였다. 아들 히

데타다(秀忠, 1579~1632)가 뒤를 이어 제2대 장군이 되면서 도쿠가와 정권은 이에

야스와 히데타다의 이원정치(二元政治)로 운영되었다. 이에야스는 1614년부터 1615

년에 걸쳐 오사카 성(大坂城)에 거주하던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豊

臣秀賴, 1593~1615)를 공격하였다. 이 전쟁으로 도요토미 씨를 멸망시킨 도쿠가와

정권은 본격적으로 도쿠가와 체제의 기반구축에 나섰다. 1615년 7월에 히데타다는

무가제법도 (武家諸法度)를 발포하여 대명통제책(大名統制策)을 발표하였다. 무가

제법도는 대명들에게 도쿠가와 막부로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지

방의 번주들을 통제하였다. 1616년 이에야스는 75세로 죽었다. 뒤를 이은 히데타다

18) “一以聖訓從事, 則扶桑一域未必不爲東周”(姜沆, 五經跋 , 藤原惺窩集 卷上, 東京: 思
文閣出版, 1941, 299면) 강항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松田甲, 續日鮮史話 제1집, 朝鮮總
督府, 1931, 27면;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156면 참조. 임형택

은 위에서 인용한 강항의 두 발언을 거론하면서 “저들도 본디 선량한 사람이지만 통치

권력이 법령으로 내몰면 얼마든지 비뚤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일종의 정치적 각성

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19) 金世濂, 海槎錄, 聞見雜錄 (Ⅳ, 180면) 참조.
20) 金世濂, 海槎錄, 聞見雜錄 (Ⅳ, 182면); 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Ⅱ, 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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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규모의 개역(改易: 번주들의 땅을 몰수하는 것)과 전봉(轉封: 번주들의 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정권의 안정화를 시도하였다.21)

도쿠가와 정권 초기의 정치상황을 잘 묘사한 사람은 1617년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경직(李景稷)이다. 그는 에도막부의 관직제도, 세금제도 등을 자세히 서

술하였는데, 그도 강항과 마찬가지로 에도막부는 군사제도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고 보았다. 이경직은 “그 녹(祿)을 분등해 주는 제도는 실은 양병(養兵)하는 규식

(規式)이다.”22)라고 하면서 봉록을 분배하는 제도가 병사를 양성하는 방식에서 비

롯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참고로 1711년의 사행에 참여한 임수간(任守幹)도 “이 나

라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군정(軍政) 하나뿐이니, 분록(分祿)의 제도는 사실 양

병(養兵)하는 법규이다.”23)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행원들은 일본의 사회 제도를 기

본적으로 ‘양병’(養兵)의 방식으로 보았다.

이경직이 목도한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을 완전히 수립하는 데에 가

장 큰 장애물이었던 도요토미 일족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정권 안정화에 나서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경직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처해

있는 히데타다 정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인민이 번성하나 군병이 대부분으로 큰 칼 작은 칼 두 개를 찼으며,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좋아한다. 평상시에도 싸움터에 임하여 적과 마주한 사

람들 같았다. 가는 곳마다 성ㆍ보루(堡壘)ㆍ기계(器械)가 또한 조석간에 대진

(對陣)하려는 듯한 태세였고, 백성의 힘을 다해서 군량을 저축하여 군량이 쌓

여 있으며, 배와 돛을 수리하여 해안에 가득히 정박해 놓았으니 서로서로 시

기하고 의심하여 항상 전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히데타다가 새로 평정(平定)된 다음을 이어받아 인심이 미처 굳지 못하므로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각 주의 장관의 처자를 인질로 삼고

고을을 바꾸어 기미(羈縻)의 계책으로 삼았다. 온 나라가 굳센 병정, 용맹스러

21) 宮地正人ㆍ佐藤信ㆍ五味文彦ㆍ高埜利彦 編, 國家史(新體系日本史 1, 東京: 山川出版

史, 2006), 285~292면. 도쿠가와 막부의 기본적 역사에 대해서는 이 책에 수록된 Ⅲ 近

世の國家 (高埜利彦 執筆) 참조.

22) “其分祿之制, 實爲養兵之規.”(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2면)

23) “國之所重, 只軍政一事, 分祿之制, 實爲養兵之規.”(任守幹, 東槎日記, 聞見錄 ; 국역
해행총재 Ⅸ, 276~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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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군졸(軍卒) 아닌 사람이 없다.24)

도쿠가와 씨와 도요토미 씨의 전쟁이 종결한 직후의 일본은 아직 전쟁상태에 있

었던 것이다. ‘평상시에도 싸움터에 임하여 적과 마주한 사람들 같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 시대의 일본에는 살벌한 기풍이 만연했다. ‘서로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항상 전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에서 그 당시의 막부와 번주의 관계가 아

직 안정적이지 못했던 정치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경직이 방문하였을 때의 일본

은 아직 서로가 ‘시의’(猜疑)하면서 ‘전투지심’(戰鬪之心)을 가지고 막부와 번주들이

항상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疑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용문에 보이는 ‘각 주의 장관의 처자를 인질로’ 삼다라는 말은 곧 ‘참근교대’

(參勤交代)를 가리킨다. 참근교대란 막부가 각지의 대명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일정기간 에도에 거주하게 한 제도로, 대명들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에도에 머물

면서 막부에서 부과하는 각종의 부역을 담당하였고, 에도를 떠날 때는 자신의 처

자를 인질로 에도에 남겨 놓도록 하였다.25) 이 제도를 설명한 다음, 이경직은 ‘온

나라가 굳센 병정, 용맹스러운 군졸(軍卒)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였다. 그

는 일본을 병영국가(兵營國家)로 보았던 것이다.26)

그 7년 후인 1624년, 부사(副使)로 사행에 참여한 강홍중(姜弘重, 1577~1642)은
제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 재위: 1623~1651)가 즉위하였을 때의 일

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에미츠가 비록 권병(權柄)을 손아귀에 쥐고 중임(重任)을 맡았으나, 일본

의 풍속이 공적을 세워 창업한 자에게는 복종하고, 계승하여 승습(承襲)한 자

에게는 복종하지 않으므로, 서로 시기하여 군중의 마음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므로 이에미츠가 비록 부조(父祖)의 업을 이어 받았으나 항상 의심을 품

24) “人民繁盛, 軍兵居多, 帶劍大小, 輕生好死, 居常有如臨戰對敵之人. 所在城堡器械, 亦如朝

暮對壘者然, 竭民儲粮, 軍食委積, 治船理楫, 滿泊海岸, 互相猜疑, 常有戰鬪之心. 秀忠承其

新定之後, 人心未固, 常懷疑懼, 各州將官, 質其妻子, 換易郡邑, 以爲羈縻之計云. 擧國無非

強兵勇卒.”(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4~155면)
25) 참근교대의 제도에 대해서는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제6권, 522~523면의 ‘參勤交代’ 항목 참조.

26) 근세일본을 ‘병영국가’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前田勉, 近世日本の儒學と兵學(東京:
ぺりかん社, 1996), 19~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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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러 고을의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서울을 번갈아 지키게 하고 그 처자를

볼모로 삼았다. 그리고 주군(州郡)을 수탐(搜探)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였으며, 온 나라에 영을 내려 방포(放砲)하는 것을 금지하였다.27)

‘방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수렵할 때를 제외하고는 철포를 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뜻이다.28) 강홍중은 세습으로 장군이 된 이에미츠에 대한 불만이 일

본에 있다는 것, 이에미츠가 참근교대의 제도를 이용하여 각 지방의 번주들을 경

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이에미츠의 시대에도 개역과 전봉은 빈

번하게 시행되었다.29) 이 시대에도 도쿠가와 정권의 기반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이다. 주목을 요하는 점은 강홍중이 일본의 풍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군공을 세

워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복종하지만 세습으로 선대의 위업을 계승한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고 본 사실이다. 그는 그 당시의 일본에서는 세습에

의한 도쿠가와 정치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636년에 일본을 방문한 황호(黃㦿, 1604~1656)도 이에미츠와 번주들이 여전히

서로 의구심을 느꼈던 상황을 기록하였다. 황호는 “지금 관백은 공도 덕도 없는

사람으로서 한갓 세습으로 자리에 올랐다. 겉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속으로는 의심

하고 시기한다.”30)라고 하면서 세습으로 장군에 오른 이에미츠를 부정적으로 묘사

하였다.

대체로 막번체제의 성립기(成立期)에 해당하는 도쿠가와 이에미츠 시대까지의

막부와 번주들의 관계는 의구(疑懼)ㆍ시의(猜疑)ㆍ의기(疑忌)라는 말로 표현되었

다. 사행원들의 눈에 도요토미 시대 말기로부터 도쿠가와 시대 초기의 일본은 자

칫하면 내전이 다시 터질 상태로 비쳤던 것이다.

27) “家光雖手握權柄, 身居重任, 而日本之俗, 服其立功而創業者, 不服其繼序而承襲者. 故互

相猜忌, 衆心不滿, 以此家光雖據有父祖之業, 而常懷疑懼之心. 各州將官替守京中, 質其妻

子, 搜其州郡, 以爲羈縻之計, 下令國中, 禁其放砲.”(姜弘重, 東槎錄, 聞見總錄 ; 국역
해행총재 Ⅲ, 292면)

28) 도쿠가와 시대에 철포의 소지에 대한 단속이 정식으로 시행된 것은 1687년인데, 그 이

전부터 지방마다 철포소지에 대한 금지령이 시행되어 있었다. 자세한 것은 藤木久志, 
刀狩り: 武器を封印した民衆 (東京: 岩波新書, 2005), 160~163면 참조.

29) 宮地正人ㆍ佐藤信ㆍ五味文彦ㆍ高埜利彦 編, 國家史(新體系日本史 1, 東京: 山川出版

史, 2006), 298면.

30) “今關白以無功無德之人, 徒襲舊業, 外施恩而內疑忌.”(黃漫浪, 東槎錄, 聞見雜錄 ; 국
역 해행총재 Ⅳ, 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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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幕藩體制에 대한 지식의 확대

제4대 이에츠나 정권으로부터 일본의 정치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자 평화로운 세상과 부합하는 문치주의(文治主義)에 기초

한 정치가 시행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순사(殉死)의 금지’이다. 순사란 주

군이 죽었을 때 그 신하들이 주군의 뒤를 따라 할복하는 것으로, 주군에 대한 충

성을 중요시하는 무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순사를 금지하였

다는 것은 무가사상의 가치관을 전환시켰다는 뜻으로, 일본의 정치가 무단통치로

부터 문치정치(文治政治)로의 이행하였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법으로 간주되었다.

또 제5대 장군 도쿠가와 츠나요시(德川綱吉, 재위: 1680~1709)가 즉위하였을 때는

무가제법도 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 제1조는 원래 ‘문무궁마(文武弓馬)의 도를 오

로지 힘쓸 것’이었는데, 문구를 ‘문무충효(文武忠孝)를 장려하여 예의를 바로잡을

것’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문무궁마 즉 무도(武道)가 아니라 충효와 예의에 의한

질서유지가 중요시되었다.31)

무사들의 존재양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군을 섬기는 존재로부터 도쿠가와 막

부에 출사하는 관료로 그 양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32) 18세기에 접어들자 전

쟁이 없는 세상이 100년 이상 이어져 막부도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한 상태였

다.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의 일본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1719년 사행에 제술

관으로 참여한 신유한이다. 전국시대의 일본을 깊이 있게 관찰한 사람이 강항이라

면, 신유한은 평화가 정착된 시기 일본의 정치상황을 누구보다 자세히 묘사한 인

물이라 할 수 있다. 전환점에 이른 일본을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해유록은 획기

적인 사행록이다.

신유한도 다른 사행원들과 마찬가지로 도쿠가와 정권의 정치제도가 전국시대의

군사기구를 그대로 계승한 제도라고 보고 있었다. “관백이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읍을 맡아 늠료(廩料)를 받아 먹게 한 것도 치병(治兵)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31) 이에츠나 정권 이후의 문치정치에 대해서는 高埜利彦 編, 元祿の社會と文化(東京: 吉
川弘文館, 2003), 25~59면 참조.

32) 渡辺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62면; 박홍규 옮김, 주자
학과 근세일본사회(예문서원, 2007), 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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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라고도 하였고, “군제(軍制)는 가장 정(精)하고 강하다. 각 주의 태수는 다 무

관(武官)인데 받아들이는 전세(田稅)는 다 군사를 육성하는 데 쓴다.”34)라고도 하

였다.

군사가 가장 우선시되는 만큼 그 제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반 백성은 매우

힘들었다. 신유한은 백성에 대한 착취가 매우 심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

하였다.

그래서 평민의 기름과 피가 날로 고갈되어 군사가 되지 않고는 의식(衣食)

이 나올 데가 없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두 힘을 다하여 청탁을 하여 장관들의

부하에 들어가려 한다. 이미 군사가 되고 나면 제 몸을 제 마음대로 못하고,

죽고 살고 배고프고 배부른 것이 모두 장관의 손에 달려 있다. 한번 담력이

부족하다고 소문나면 가는 곳마다 용납되지 못하고 검 솜씨가 뒤떨어지면 사

람축에 끼지 못한다. 칼에 찔린 흔적이 얼굴에 있으면 용맹한 사나이라 지칭

되어 중한 녹(祿)을 얻고, 칼 자욱이 귀 뒤에 있으면 달아나기를 잘하는 자라

여겨져 배척을 받는다. 대개 그 법령이 사람을 몰아넣기를 이와 같이 한다. 의

식(衣食)의 나올 데가 다른 길이 없으므로 그들이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주군을 위해 의(義)를 사모해서 그런 것도 아

니요, 또 타고난 성질이 그런 것도 아니며, 실은 스스로 제 몸을 위해 그러한

것이다.35)

병가에 들어갈 수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며, 한번 무사가 되면 주군에게 절

대복종해야 하고 겁쟁이로 지목되지 않도록 용감하고 위엄이 있는 무사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언급은 조금 변개(變改)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

강항의 간양록에서 가져온 말이다. 막번체제가 군사기구라는 점, 무가사회에서

33) “關白之使諸臣典邑食廩, 亦出於治兵之制.”(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

행총재 Ⅱ, 50면)
34) “兵制最爲精强, 各州太守, 皆爲武職. 而所入田賦, 悉爲養兵之具.”(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54면)

35) “而平民之膏血日盡, 不入於兵家, 則衣食無從而出. 故民皆竭力自售, 思託於將官部曲. 而

旣許爲兵, 則其身不敢自有, 死生飢飽, 皆在於將官之手. 一名膽薄, 而到處不見容, 劍佩差

劣, 而人類不見齒. 刀鎗之痕在面前, 則指爲勇夫而得祿, 在耳後則指爲善走而被斥. 蓋其法

令之敺人如此. 而衣食之原, 無他路. 彼所以輕生敢死者, 初非爲主慕義也, 又非天稟然也, 實爲自

謀其身也.”(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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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야 하는 일본인들은 매우 힘들다는 점,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輕生敢死)도 주군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보신을 위한 것이라는 언급

등도 그대로 강항의 인식을 계승한 것이다.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신유한이 제공한 새로운 식견(識見)은 신분제에 관한

지식이다. 일본의 신분제에 대해서는 신유한 이전의 사행록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신유한은 기존의 기록과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역대 사행록 중에서 일본

의 신분제에 대한 기록을 몇 가지 뽑아서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 국민은 병(兵)ㆍ농(農)ㆍ공(工)ㆍ상(商)ㆍ승(僧)이 있는데, 오직 중과 공족

(公族: 천황에 출사하는 귀족들을 말함)에만 문자를 해득하는 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비록 장관(將官)의 무리라도 역시 한 글자도 알지 못했다.36) (黃愼,

日本往還日記, 1596년 사행)

그 백성은 다섯 가지가 있다. 병(兵)ㆍ농(農)ㆍ공(工)ㆍ상(商)ㆍ승(僧)인데,

오직 승만이 글을 읽어 문자를 알므로, 관백 이하가 사(士)로 대우하여 서열

(序列)이 장관(將官)의 위에 있다.37) (李景稷, 扶桑錄, 1617년 사행)

나라에 사민(四民)이 있으니, 병(兵)ㆍ농(農)ㆍ공(工)ㆍ상(商)이다. 선비[士]는

그중에 속하지 않는다.38) (申維翰, 海遊錄, 1719년 사행)

이렇게 보면 일본의 신분제를 보는 인식이 시대에 따라 점차 달라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보통 에도시대의 신분질서를 설명할 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에도시대의 일본에는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및 서열은 없었

고, 에도시대의 문헌에서 ‘사농공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신분서열이 아니라 직

업(職業)의 구별을 가리킬 때가 많다고 한다.39) 사행원들은 일본의 신분질서를 ‘병

36) “其民有兵農工商僧, 而唯僧及公族, 有解文字者, 其餘則雖將官輩, 亦不識一字.”(黃愼, 日
本往還日記 12월 9일조;국역 해행총재 Ⅷ, 176면)

37) “其民有五, 兵農工商僧, 而惟僧讀書解字, 關白以下待之以士, 序於將官之右.”(李景稷, 扶
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4면)

38) “國有四民, 曰兵農工商, 而士不與焉.”(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56면)
39) 에도시대의 ‘사농공상’에 대해서는 渡辺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東京: 東京大學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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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승’(兵農工商僧) 내지 ‘병농공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황신과 이경직이 일

본의 신분 구별을 다섯 가지로 본 반면 신유한은 네 가지로 보았는데, 이러한 차

이는 결국 지식층에 대한 파악방식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황신과 이경직은 ‘병농

공상’ 외에 ‘승’이 있다고 하면서 승이 실질상 ‘사’(士), 즉 지식인의 역할을 맡는다

고 보았다. 심지어 이경직은 승려를 장관 위에 놓았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승려가

일본의 학문ㆍ외교를 담당하였고 통신사를 접대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이경직은 일본에서 승려가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유한은 ‘선비’[士], 즉 지식인은 신분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

일본에서 선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신유한은 지식인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대개 사민(四民) 외에 따로 유학(儒學)과 승도(僧徒)와 의학(醫學)이 있다.

그러나 국속(國俗)에 의학은 사람을 살리는 공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상(上)이

되고, 승도(僧徒)가 다음이 되고, 유(儒)는 말등이 된다. 소위 유(儒)라는 것은

시문(詩文)을 짓기를 배우나 과거(科擧)에 올라 벼슬할 길이 없으므로 명예를

얻어서 각주의 기실(記室)이 되면, 능히 수백 석(石)의 봉급을 받으면서 평생

을 마치고, 자리를 얻지 못하면 병가(兵家)에 들기를 구하거나 또 의학에 붙어

서 산다. 내가 지나가는 역로(驛路)ㆍ참(站)ㆍ관(館)에 자기가 지은 글을 보이

며 만나기를 요청한 자가 있었는데 아무 지방의 의관(醫官)이라고 하고, 아무

성(城)의 무신(武臣)이라 하였다. 그 글이 간간이 볼 만한 것이 있었다. 대개

문사(文士)로서 의관(醫官)이 되거나 군사가 되어 녹을 먹는 자들이었다.40)

이처럼 신유한은 일본에서 ‘병농공상’ 외에 유학(儒學)과 승도(僧徒)와 의학(醫

學)이 있다고 보고, 지식인, 즉 유학자는 공식적 신분체계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파

악하고 있었다. 유학자가 가장 존경받는 조선사회와 전혀 이질적인 사회구조를 가

會, 1985), 43~49면; 박홍규 옮김,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예문서원, 2007), 63~69면 참

조.

40) “蓋於四民之外, 別有儒學僧徒醫學. 然國俗, 醫則功在活人, 故醫爲上, 僧徒次之, 儒爲末.

所謂儒者, 學爲詩文, 而無科擧仕進之路. 故苟得聲譽, 而爲各州記室, 則能食累百石廩米, 以

終其身, 不得則求入於兵家, 又托於醫. 余於驛路站館, 有投文而求見者, 或曰某地醫官, 或曰

某城武臣, 其文字往往可稱, 蓋以文士而爲醫爲兵, 以求祿食者也.”(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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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신유한이 유학을 배우는 지식층이 일본에 존

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신유한 이전에는 ‘문자

를 아는’[解文字] 사람이란 주로 승려를 가리켰는데, 신유한은 승려 외에 학문에

종사하는 ‘선비들’이 일본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만큼 당시의 일본에는 승려

와 별도로 ‘문자를 아는’ 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며, 신유한은 사회에서

소외된 ‘문자를 아는’ 자들의 집단을 목도한 것이다.

그러나 유학자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신유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과거시험이 없어서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승진의 길이 없는 상황을

거침없이 비판하였다.41) 그는 하야시 라잔(林羅山, 1583~1657)의 손자로 그 당시

대학두(大學頭)를 맡고 있던 하야시 노부아츠(林信篤, 1645~1732)의 글을 혹평하면

서 “일본의 벼슬은 다 세습이므로 비록 높은 재주와 깊은 학문이 있어도 평상 아

래에서 노부아츠를 바라볼 수 없으니, 가소롭다.42)”라고 하여 세습제 때문에 능력

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

그는 “일본은 과거로 인재를 뽑는 법이 없고 벼슬은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세습

이다. 이 때문에 기특한 재주와 준수한 자질로도 능히 스스로 세상에 떨치지 못한

다. 원한을 품고 죽는 자는 대개 이 무리이다”43)라고 하여 세습제 때문에 비참하

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신유한은 일본의 관리(官吏)들을 대개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일본의 지방 관리들에 대해서 “나아오고 물러날 때 겁만 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관작(官爵)은 세습하기 때문에 인물을 선택하지 아

니한다. 그러니 괴귀(恠鬼)와 같은 무리가 어떻게 이런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는

가. 우습다.”라고 하여 세습제로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에 대해 혐오감을 토로하였

다.44)

41) 신유한이 일본의 세습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 申維翰의 海遊錄을 중심으로 , 일본
문화학보 제11집, 2001, 456~459면; 김태훈, 申維翰(1681~?)의 海遊錄에 나타난 일본

인식 , 한국학보 30권 2호, 2004, 133~134면).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모든 관직

이 세습직이라는 신유한의 지적은 잘못이다. 신유한이 일본의 세습제를 잘못 이해했다

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있다.

42) “日本官爵皆世襲, 雖有高才邃學, 不得望信篤於牀下, 可笑.”(申維翰, 海游錄 中, 기해년
9월 2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29면)

43) “日本無科第取人之法, 官無大小, 皆世襲. 所以奇材俊物, 不能自鳴於世, 使民抱恨而圽者,
多此類矣.”(申維翰, 海游錄 中, 기해년 11월 5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60~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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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한은 에도 막부에 출사하는 무사관료(武士官僚)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에도성에서 열린 연회에 참여한 기이번(紀伊藩)의 번주 도쿠가와

무네나오(德川宗直, 1682~1757)와 미토번(水戶藩)의 번주 도쿠가와 무네타카(德川

宗堯, 1705~1730)에 대해 “무네나오(宗直)는 나이 겨우 약관(弱冠)이요 무네타카(宗
堯)는 나이 겨우 14, 15세로 다 젖 냄새 나는 아이였다.”45)라고 하여 세습제 덕분

에 어린 나이로 번주가 된 사람들을 혹평하였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

였다.

네 집정(執政)은 하나는 이노우에 고우치모리 미나모토 마사미네(井上河內

守源正岑)요, 둘째는 구제 야마토모리 미나모토 시게유키(久世太和守源重之)요,

셋째는 미즈노 이즈미모리 미나모토 다다유키(水野和泉守源忠之)요, 넷째는 도

다 야마시로모리 후지와라 다다나오(戶田山城守藤原忠直)인데, 각기 성읍(城

邑)을 차지하여 식봉이 많은 자는 수십만 석(石)이요, 작은 자도 또한 6, 7만

석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한다. 그 밖에 세습으로 권력을 잡은 자로서 이이

카몬노카미 미나모토 나오노부(井伊掃部頭源直惟)의 부류가 모두 국가의 안위

(安危)를 쥐고 있으므로 앉아서 부귀를 누린다 하나, 천박하고 어리석어서 흙

으로 만든 인형과 같았다.46)

‘집정’이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를 보좌하던 4명의 무사관료로 ‘노중’(老

中)이라 한다. 사행원들은 그들을 ‘집정’이라 불렀다.47) 신유한은 네 명의 노중들을

44) “進退恇㥘, 未能措言辭. (…) 日本官爵, 以世襲故不擇人, 怪鬼輩安能當此任, 可笑.”(申維

翰, 海游錄 上, 기해년 9월 4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479면)
45) “宗直則年纔弱冠. 宗堯則年僅十四五, 皆乳臭兒也.”(申維翰, 海游錄 中, 기해년 10월 1

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34면)
46) “四執政, 一曰井上河內守源正岑, 二曰久世太和守源重之, 三曰水野和泉守源忠之, 四曰戶

田山城守藤原忠直. 各有城邑, 俸廩多者數十萬, 小不下六七萬. 其外世臣秉權者, 井伊掃部

頭源直惟之類, 皆云身佩安危, 坐享富貴, 而膚淺癡騃, 皆土偶人也.”(申維翰, 海游錄 中,
기해년 10월 1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34면)

47) 노중은 막부 장군의 측근관료를 가리키며, 보통 1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노중에 의한

통치제도는 제3대 이에미츠 시대에 확립되었다. 제4대 장군 이에츠나가 장군에 즉위하

였을 때 그의 나이는 11세였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운영은 모두 노중들이 시행하

였으며, 노중들은 막부에서 큰 권력을 가졌다. 이러한 노중 중심의 국가 운영 방식은 막

부말기까지 유지되었다. 노중 중심의 정치운영에 대해서는 藤野保, 德川政權論(東京:
吉川弘文館, 1991), 83~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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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 일본의 무사관료들을 ‘천박하고 어리석어서 흙으로 만든 인형과 같았다’고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집정들을 세습제의 보호 아래 아무 노력도 하

지 않고서 벼슬에 오른 관료들로 보고 있었다. 또 그는 해유록에 수록된 견문

잡록 에서도 일본의 관료들에 대해 “한 사람도 넓은 도량과 중한 인망을 지닌 자

가 없다.”48)라고 신랄하게 혹평하였다. 이처럼 무사관료에 대한 신유한의 인식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신유한은 에도성에서 열린 연회에서 본 풍경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

였다.

궁중에서 연회할 때에, 좌우의 청벽(廳壁)에 발을 드리우고 보는 자가 있었

고, 구멍 틈으로 엿보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 관백의 희첩(姬妾)의 무

리인 듯했다. 들으니, 관백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었다고 한다. 규모가 이와

같고 사람을 등용함이 이와 같고 의식과 제도가 이와 같은데도 능히 부국강병

의 장구한 낙을 누리니 실로 알 수 없는 일이다.49)

신유한이 본 일본은 17세기 초반에 사행원들이 목도한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

는 살벌한 분위기의 일본이 아니었다. 일본의 위정자들은 100년 이상 이어진 평화

로운 세상을 누리면서 주색에 빠져 있었다. 장군은 첩들과 향락에 빠져 있고 측근

들은 안일하게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째서 ‘부국강병의 장구한 낙’이 향유되었는가? 신유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

실한 정치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

던 것이다. 신유한은 안일한 생활에 젖어 있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내가 추측하건

대, 인간에 액운이 닥쳐서 히데요시나 기요마사(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지휘한 가

토 기요마사加藤淸正)50)와 같은 적이 다시 그 땅에 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국가 변

방의 걱정은 만(萬)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51)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일본이 다시

48) “無一人博蓄弘量而坐負重望者.”(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102면)

49) “宮中宴享之時, 左右廳壁, 有垂箔而觀者, 穴隙而窺者, 必是關白嬪嬙之屬, 聞關白亦在其

中云. 規模如此, 用人如此, 儀度又如此, 而能致富强長久之樂, 實未可知也.”(申維翰, 海游
錄 中, 기해년 10월 1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34면)

50) 인용문의 괄호 안에 있는 말은 필자가 설명한 것이다. 이하 동일하다.

51) “以余揆之, 自非天人遘厄, 秀吉ˎ淸正之賊, 復生於其地, 則我國家邊疆之慮, 萬無一矣.”(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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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만큼 신유한이 목도한 일본은 평화로운 상

황이었던 것이다.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신유한의 인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존의

사행원들과 마찬가지로 신유한도 일본의 국가구조가 군사기구를 토대로 삼고 있으

며, 그 제도 안에서 무사로 살아가야 하는 일본인들의 삶은 매우 힘겹다고 보았다.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인의 성격도 주군에 대한 사모

가 깊거나 그런 본성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자기보신을 위해서라는 신유한의 견해

는 강항의 인식을 계승한 것이다. 둘째로 신유한은 기존의 일본 신분제에 대한 인

식을 바꿨다. 그는 선비[士]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모든 직업이 세습되는 일본

의 사회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신유한이 승려신분이 아닌 사람들 중

에서 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한 것은 그만큼 그 당시의 일본이 ‘문

풍’(文風)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즉 사회에서 소외된 지식계층을 신유

한이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는 신유한이 군사기구 하에서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무사가 통치하는 군사기

구 하에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이해하기 어려

운 현실을 신유한은 경탄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신유한과 더불어 1719년의 사행에 참여한 정후교(鄭后僑)는 일본의 정치

에 대해 신유한과 다른 인식을 제시하였다.

그 주현(州縣)에는 학정이 없고 군역과 잡요(雜徭)도 없으며, 백성들은 그

생업을 즐겨 여리(閭里)는 안전하다. 이는 재정이 풍요로우면서도 검약함에 힘

써 국력이 편안하면서도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아 마침내 능히 나라를 잘 다스

려 오랫동안 유지하게 될 것이 아닌가?52)

가혹한 정치를 펴는 것도 아니고 농민에게 군역이나 잡역도 없는데다 치안도 아

주 좋으며, 나라가 풍요로우면서도 백성들은 검약에 힘쓰고 있으니, 도쿠가와 막부

는 나름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이처럼 정치적 안정

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102면)
52) “其州縣靡有掊克之政, 又無征戌雜徭, 民樂其業, 閭里晏然, 是其不財饒而用儉, 國力舒而

民不困, 乃能國其國而至於於久遠者歟?”(鄭后僑, 東槎錄, 장41앞, 京都大學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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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막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었던 것이다.

신유한이 일본에 다녀온 29년 후인 1748년에 군관(軍官)으로 사행에 참여한 홍

경해(洪景海)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방을 제어하여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각 주에서 심복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나, 지세(地勢)가 험하고 성지(城池)가 견고하고 군대가

강하고 식량이 풍부하고 법이 엄하고 법령이 가혹해서 누구도 감히 어찌 할

수 없다. 관백 이에야스가 나라를 세운 이래 전란이 하나도 없고, 각 주 600여

명의 태수들의 제택(第宅)이 도읍에 있어서 처자들을 남겨 둔 채 일 년 마다

머문다.53)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도쿠가와 막부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었다. 홍경해는 막

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참근교대에

의해 각 지방의 영주들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역대 사행원들 중에서 일본의 막번체제를 가장 예리하게 분석한 사람은 1763년

부터 1764년에 걸쳐 일본에 다녀온 원중거이다.54) 원중거는 일본 관련 지식을 집

대성한 사람인데, 일본 정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행원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있었다.

우선 그는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한다’ 내지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좋아한다’라는 상투적인 일본인 인식을 비판하였다.55)

53) “控制四方, 以力服人, 各州亦多有不心服者, 而地勢險阻, 城池堅固, 兵强, 食富, 法嚴, 令

苛莫敢誰何. 自關白家康立國之後一無兵革之警, 各州太守之六百餘人第宅皆在都中, 留置妻

子遞年來留.” (洪景海, 隨槎日錄 卷中, 장32뒤-장33앞)
54) 일본 정치에 대한 원중거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존재한다(김정신 1763

년 계미통신사 원중거의 일본 인식 , 조선통신사연구제11호, 조선통신사학회, 2010,
94~102면;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181~186면). 김정신은 일

본 정치운영에 대한 원중거의 인식을 분석하면서 원중거가 일본의 패도적(覇道的) 정치

운영을 일본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인정하였다고 했다. 또 유교적 왕도정치를 내세워

일본의 정치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은 원중거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법치와 무력으로 인한 정치운영이 일본에서 잘 기능함을

원중거가 인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쿠가와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에

서도 보이듯이 그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정치원리 및 정치운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

았다고 생각된다.

55) 원중거가 종래의 일본인 인식을 비판하였던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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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왜인을 논할 때 몹시 독하고 몹시 교활하며 살인에 과감하고 자살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는 임진왜란에서 멀지 않아 우리에게 의심하고 두

려워함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56)

‘몹시 독하고 몹시 교활하며 살인에 과감하고 자살을 가볍게 여긴다’는 기존의

고착된 일본인 인식을 모조리 부정하고 또 나아가 그렇게 인식해왔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기비판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식전환이라고 할 수 있

다. 원중거가 여기서 ‘호사오생’(好死惡生)이라는 수백 년간 유지되어온 일본인 이

미지를 전환시킨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인식전환은 역으로 말하면 일본

인 또한 우리와 똑같이 ‘호생오사’(好生惡死)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음

을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인간의 본성은 모두 똑같다는 주자학적인 발상에

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주자학적인 관점에서 상대를 타자

화하였다가 다시 상대 역시 주자학적 동일성을 공유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

던 것이다.

원중거는 종래 우리가 일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왔던 원인으로 쓰시마와 역관

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선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쓰시마 사람들이

며, 그래서 항상 일본인을 교활하고 독하다고 일컬었다고 지적하면서 “내국(內國)

의 사람들은 품부(稟賦) 받은 기(氣)가 유약하고 그 풍속은 공경하고 근면하다.”57)

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원중거는 일본의 풍속을 잔인하고 흉악하고 참혹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제시하였다. 또 원중거는 강항과 신유

한에 이어 일본의 국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신, 위의 논문, 92~94면). 김정신은 원중거의 이 말을 분석하면서 원중거가 “화이론이

지니는 자기폐쇄성과 비현실성을 자각하며 점차 日本夷狄觀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

다.”(같은 논문, 93면)라고 하였다. 원중거가 종래의 일본인 인식을 비판하였던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원중거가 화이의식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일본

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에 대해서는 제Ⅲ장 제3절에서 상론하겠다.

56) “前此論倭人, 嘗以爲至毒至狼, 敢於殺人, 輕於自殺, 是因去壬辰不遠, 我人積有疑㥘.”(元

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370면)

57) “內國之人則禀氣柔弱, 習俗畏謹.”(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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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검을 차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신교(神敎)를 숭상하기 때문

이고 자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국법(國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의를 좋

아하고 부끄러움을 멀리하며 법을 두려워하고 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데 이

르러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들의 풍속에 대해 몹시 부끄러움이 있다고 나

는 생각한다.58)

자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천성에 의한 것이 아닌 국법에 의한 것이라는 원중

거의 인식은 강항의 인식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중거는 강항의

인식에서 더 나아가 일본 풍속을 깊이 있게 관찰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긍정적

인 점까지 포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풍속을 근거로 조선의 풍속을 반성적

으로 돌아보았다. 이러한 반성적인 자세는 종래의 사행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자세이다. 이처럼 원중거가 일본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수많은 일본 문사들과 교류하고 일본 백성들의 생활양식에도 눈을 돌려 자세히 관

찰하였기 때문이다. 또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져 종래의 살벌한 사회로부터 평온한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일본인 자신이 온화해진 측면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적어

도 원중거의 사행록에는 하가쿠레에 나오는 ‘자나 깨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언

제나 죽을 몸이 되’는 무사도의 이상적 인간상에 부합하는 일본인은 나오지 않는

다.

또 원중거는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한 글도 상당히 많이 남긴 바 있다. 군사기구

에 기반한 정치체제 속에서 왜 이와 같이 100년 이상이나 평화로운 세상이 유지되

어 있는가 하는 신유한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이 물음에 대답하려고 한 사람이

원중거였다.

그는 화국지에 수록된 무주본말 (武州本末)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연 이래로 도쿠가와 일족이 일본을 통치해온 역사를 개괄하였다. 그 중에

는 이에야스가 막번체제를 제정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 글을 통해 도쿠

가와 막부가 어째서 이와 같이 오랫동안 반란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한 원중거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그가 이 글에서 강

58) “若其好帶釼者, 尙神敎也, 輕於自殺者, 畏國法也. 至於好義遠恥畏法避害, 則吾恐中國之

人深有媿於彼俗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72~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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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것은 막부 장군이 각지의 대명들을 길들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상당히 엄

격하게 통제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주본말 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을 세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도쿠가와 막부는 각지의 번주들을 에도에 모아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

었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이에야스가 에도성(江戶城) 주변에 위치하는 ‘번저’(藩邸)

에 각 지방의 번주들을 살게 하였으며, 그 ‘번저’에서 번주들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리석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로 막부가 철저히 각지의 번주들을 감시ㆍ통제하였다는 것이다. 막부는 ‘고

변’(告變)의 제도를 설치하여 만약 번주들 중에서 문무(文武)에 뛰어나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가 있으면 모반의 뜻을 품고 있다고 고발하게 했고, 고발당한 자는 진

실인지 아닌지 불문하고 극형을 받았으며, 각지의 가신들도 철저히 통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법조(法條)’에 의한 통치이다. 원중거가 말하는 ‘법조’란 ‘무가제법도’를

말한다. 획일적인 법조를 만들어 오로지 그 법조를 시행하면서 통치하여 일본 전

국을 편안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59)

무주본말 은 과장된 표현도 많고 오류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로 원중거는 막부가 각지의 번주들을 ‘번저’에 모여서 어리석

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는데, ‘번저’는 ‘다이묘 야시키’(大名屋敷)를 가리킨다. 참근

교대(參勤交代)로 각 지방에서 에도로 올라온 번주들은 각번(各藩)마다 에도성(江

戶城) 주변에 세워진 다이묘 야시키에 머물면서 막부가 부과하는 군역에 종사하였

다. ‘야시키’(屋敷)란 저택을 말한다. 원중거는 막부가 ‘다이묘 야시키’에서 번주들

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게 함으로써 모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본 것이

다.

둘째로 원중거는 막부가 번주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

로 대명들에 대한 막부의 감시는 엄격하였다. 이를테면 대명들은 허가없이 결혼할

수가 없었고 자신의 영지에서 성벽(城壁)을 수리할 때도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

으며, 또 막부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각지의 대명들을 감시하였다.60)

59) 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19~120면; 박재금 옮김, 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

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119~120면.
60) 대명들에 대한 막부의 통제ㆍ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兒玉幸多, 日本歷史 18 大名(東
京: 小學館, 1975), 142~1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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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무가제법도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각 지방의 번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반포되었다. 이 법조항을 보면, 모반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방해야 한다는 것, 다른 번의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 허가없이 통혼(通婚)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61) 원

중거는 무가제법도의 내용을 보고서 위와 같이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무사가 통치하는 군사기구 하에서 왜 이와 같은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가하는 신유한이 일찍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 원중거는 나름대로 대답하였다. 첫째

로 번주들을 우둔하게 함으로써 모반을 방지하였고, 둘째로 각지의 번주들을 철저

히 감시하였으며, 셋째로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였기에 평화가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약 260년 유지된 도쿠가와 막부의 영속성(永續性)을 생각하는 데에

흥미로운 시사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원중거가 일본 정치제도에서 주목한 또 다른 대상은 신분제도이다. 앞서 밝혔듯

이 원중거 이전에 일본 신분제에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1719년에 일본에 다녀온

신유한이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선비가 배제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세습으로 직책

이 계승되는 제도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원중거의 인식은 신유한과 조금

다르다. 그는 신유한처럼 세습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대신에 세습제가 일

본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우선 일본 신분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62) 종래의 인식은 ‘병

농공상승’(兵農工商僧)이었다가 신유한이 ‘‘병농공상’(兵農工商)으로 바뀌었다. 그런

데 원중거는 “왜의 풍속은 지위를 가진 자를 먼저 받들고, 그 다음이 상인이요, 그

다음이 공인이며, 최하는 농민이다.”63)라고 서술하였다. 즉 그는 일본 신분제를 ‘유

위자’(有位者)ㆍ상인(商人)ㆍ공인(工人)ㆍ농민으로 본 것이다. ‘사농공상’이라는 유

교적 신분질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일본 사회를 관찰함으로써 일본 신

61) 무가제법도의 내용은 石井紫郞, 日本思想大系 27 武家思想(東京: 岩波書店, 1974),
454~462면에 수록되어 있다. 1635년까지에 배포된 조문(條文)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

고, 그 이후는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인 일본어로 되어 있다. 원중거는 이 조문을 일본에

서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62) 일본 신분제를 ‘위상공농’(位商工農)으로 보는 원중거의 독특한 파악 방식에 대해서는

하우봉의 연구에서 큰 시사점을 얻었다(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189면). 본고에서는 원중거가 전대의 사행원들과 비교해 어떤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63) “倭俗先敬有位者, 其次商, 其次工, 其最下則農也.”(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6면; 박재금 옮김, 125면)



- 44 -

분제의 특질을 표현한 것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점은 제일 지위 높은 신분을 ‘병’

(兵), 즉 무사로 보지 않고 ‘위’(位), 즉 벼슬을 가진 자로 본 점이다. 그는 무사가

아니라 벼슬을 가진 자가 일본 사회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한편, 일본의 정치상황에 대한 원중거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는 “대저

법을 세우는 데는 비록 엄하고 혹독하지만 그 세부적인 조목은 실로 간략하다. 또

획일적이며 변경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170년의 오랜 세월을 내려와 공사(公私)

가 익숙해 있고 상하가 서로 편안해 한다.”64)라고 하면서 막부가 개설된 이래 오

랫동안 편안한 세상이 이어져 왔음을 기술한다. 이어서 그는 ‘관’(官)과 ‘야’(野), 즉

무사신분과 그 외의 신분 양자의 세습제도 잘 정착되어 있음을 서술하였다. 우선

무사계급에 대해서는 “관직에 있어서 후(侯)의 자식은 후가 되고, (…) 경(卿)의 자

식은 경이 되어 대대로 적장자(嫡長子)가 대를 이어서 조금도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65)라고 하면서 상급관리로부터 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세습

하며 서로 관직을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절대 없다고 기록하였다. 또 농민, 공인,

상인들, 각 지방의 번주들과 봉행들도 세습이라고 하면서 “비록 세상을 뒤덮는 용

기와 만고에 떨칠 재주가 있어도 또한 상업ㆍ공업ㆍ농업에 뜻을 굽히고 산다.”66)

라고 하여 신분제에 묵묵히 순종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문사들

에 대해서는 “문사라고 일컫는 자들은 또한 초목과 충어(虫魚)의 사이에서 읊조리

는 데서 벗어나지 않으며, 상인이나 공인(工人)을 양성함으로써 생업의 보탬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하류에 있는 자들은 실로 문인과 시인이 많다.”67)라고 하여 문사

들이 사회의 ‘하류’에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신분제에 대한 원중거의 인식은 일찍이 신유한이 막부 정치

제도의 허술함을 강조하면서 ‘능히 부국강병의 장구한 낙을 누리니 실로 알 수 없

는 일이다’라고 개탄한 것과 사뭇 다르다. 원중거는 170년간이나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해온 비결이 일본의 엄격한 신분제, 더 정확히 말하면 신분제에 익숙한 일본

64) “大抵立法雖嚴酷, 而科條實簡約, 又畫一而無變更. 故垂之百七十年之久, 而公私慣習上下

相安.”(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5면; 박재금 옮김, 125면)

65) “其在官則侯之子爲侯, (…) 卿之子爲卿, 嫡嫡相承, 無非分希覬之心.”(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5~126면; 박재금 옮김, 125면)

66) “故雖有盖世之勇振古之才, 亦屈首於商工農業.”(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6

면; 박재금 옮김, 125면)

67) “其稱文士者, 又不過吟咏於草木虫魚之間, 而陶冶商工以資生業. 故在下流者實多文人䪨士
矣.”(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6면; 박재금 옮김,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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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내면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인들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는 마음’

[非分希覬之心]을 아예 가지지 않는다고 전하였다. 즉 일본인들이 신분 상승을 원

하지도 않고 자신의 분수를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세습제가 이

미 안정적 사회 체계의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인의 심성 또한 그에 순응한 측

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화국지에 수록된 풍속 조에서 군사제도 하에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

어지는 모순적인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성찰하였다. 그는 “대저 에도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첫째는 무력이요, 둘째는 법이요, 셋째는 지혜요, 넷째는

은혜로움이다. 인의와 예악, 문장과 정사(政事)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68)라고

지적하였다. 이 말은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원리를 꿰뚫어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무(武)ㆍ법(法)ㆍ지(智)ㆍ은(恩), 이 네 가지가 일본의 통치원리라고 하였다.

‘무’는 군사기구를 토대로 한 정치제도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제도를, ‘법’은 덕이

아니라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방식을, ‘지’는 모반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수

단을 강구하여 번주들을 통제ㆍ감시하는 정책을, ‘은’은 번주들의 군사적 공적에

대해서 토지를 부여하는 등 보답을 아끼지 않은 정치적 관행을 말한 것으로 보인

다. 원중거는 도쿠가와 막부정칙의 특질을 무ㆍ법ㆍ지ㆍ은이라는 군사기구를 토대

로 한 법치로 규정하였다. ‘인의와 예악’에 근거한 정치, 즉 백성을 위한 인정(仁

政)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원중거는 이러한 인의의 정치가 시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러나 거의 2백 년이나 8주가 편안하였고 인물이 번성하였으며 명령하면

행하고 금지하면 그쳐서 위아래가 서로 편안히 즐거워한다. 해내(海內)가 손바

닥 안에 있어 비록 치우(蚩尤)의 용기나 지백(智伯)의 지혜, 소진(蘇秦)의 변설

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이름 없이 민간에서 말라죽을 것이니 분수를 범하고

기강을 범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히데요시가 다시 오늘

날 태어난다고 해도 또한 당연히 종노릇이나 하다가 늙어 죽고 말 것이다.69)

68) “大抵江戶之所以爲國者, 一曰武, 二曰法, 三曰智, 四曰恩, 至於仁義禮樂文章政事, 一無存

焉.”(元重擧, 和國志 卷1, 風俗 , 69면; 박재금 옮김, 80면.)

69) “然而近二百年, 八州晏然, 人物繁庶, 令行禁止, 上下相安翫. 海內於股掌之間, 雖有蚩尤之

勇, 智伯之智, 蘇秦之辯, 亦枯死草間, 莫有犯分干紀之心. 假使秀吉復生於今日, 亦當生老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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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거는 유교적 인정이 아닌 무력과 법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2백 년이나 풍요

롭고 편안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

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본에서는 신분의 제한을 뛰어넘어

영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인 자신에게 ‘분수를 범하고 기강을 범하려

는 마음’[犯分干紀之心]이 없다고 하면서 신분제에 묵묵히 따르는 일본인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가령 히데요시가 다시 오늘날 태어난다고 해도 또한 당연히 종노릇이

나 하다가 늙어 죽’을 것이라는 말은, 신유한이 일찍이 하던 말, 즉 ‘히데요시나 기

요마사와 같은 적이 다시 그 땅에 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국가 변방의 걱정은 만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흥미로운 함의를 지닌다. 일본의 재

침략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도 아직 히데요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신유한에

비해 원중거는 비록 히데요시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더라도 신분제도에 순응하여

삶을 마칠 것이라 보았다. 그만큼 신분제도가 일본 사회에 정착되어 있다고 인식

한 것이다.

그런데 원중거는 한편으로 이와 같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 덕분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치적

(治積)을 이룬 것은 간결함, 검소함, 공손함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에야

스의 능력만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본래 유약한데다가 독한 고통을 받은

후라 어지러움이 극하여 편안함을 생각해서다.”70)라고 분석하였다. ‘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본래 유약’하다는 말은 전쟁보다 평화를 선호하는 성품[性]이 일본인의 내

면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를 보아도 원중거가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

한다’라는 상투적 일본인 인식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한 고통을 받은

후라 어지러움이 극하여 편안함을 생각해서다’라는 말은 도쿠가와 시대 이전에 이

어진 전란의 시대에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 끝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정치

목표에 대한 전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원중거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쿠가와 정권의 통치기술뿐 아니라 일본인

於厮役而已.”(元重擧, 和國志 卷1, 風俗 , 69면; 박재금 옮김, 80~81면). 치우(蚩尤)는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아주 용맹하여 전쟁을 잘 하였다. 지백(智伯)은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정치가이다. 소진(蘇秦)은 중국 전국시대의 변론가(辯論家)이다.

70) “所以致此者, 曰簡也, 儉也, 恭也. 然此不但家康之能也. 國中之人性本柔弱, 承毒痛之後,

亂極而思安耳.”(元重擧, 和國志 卷1, 風俗 , 69면; 박재금 옮김,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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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약한 국민성 및 전국시대에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기초한 역사적 교훈 위

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지식이다. 원중거는 일본의 정치제도, 일본인의 성품, 일본인이 겪은 역사적 경험

에 대한 지식을 종합함으로써 도쿠가와 시대에 이루어진 평화로운 세상의 근원을

찾아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중거는 일본 무사의 삶,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구조, 신분제도, 일

본의 역사, 일본인의 심성 등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조선과는 전혀 다른 이

질적인 정치제도를 이토록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원중거가 유일하다.

이러한 일본의 개성ㆍ이질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원중거의 태도는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원중거는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

다. 그는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구조를 정리하고서 “그 맥락과 분포를 보건대 조리

가 있고 정연하다. 또한 대대로 덕을 잃지 않고 공손함과 검소함으로 스스로를 지

켰다. 그러므로 국내가 편안하여 2백 년을 내려오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71)

라고 하여 막부의 정치기구가 면밀하다는 것, 나름대로 검소한 정치를 펴고 있다

는 것, 전쟁이 없는 세상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였다. 그렇지

만 그는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 일본 국내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서경(西京: 교토를 말함) 사람들은 아직도 무주(武州:

에도를 말함)를 외번(外蕃)으로 보고, 그들이 오래도록 권세를 오로지 하는 것

을 분히 여기며 오히려 원망을 그치지 않는다. 각 주의 태수들도 의심하고 두

려워하며 몸을 굽히고 감히 한 시각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72)

이 말을 통해 원중거가 일본의 정치 상황을 깊이 관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는 권력을 전단하는 에도 막부에 대해 원망을 가지는 교토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존황도막(尊皇倒幕)의 움직임, 즉 천황을 받들어 막부를 타도하

71) “觀其脈絡分布, 條貫整密. 且世無失德, 恭儉自守, 故國內晏, 如垂二百年, 兵塵不起.”(元重

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7면; 박재금 옮김, 126면)
72) “雖然西京之人尙眂武州爲外蕃, 憤其久專權柄, 猶怨詈不已. 各州太守亦疑懼跼蹐, 不敢一
刻放心.”(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7면; 박재금 옮김,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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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황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말한다. 원중거는 그 당시

교토에 있던 존황도막의 움직임 및 막부에 대한 모반을 일으키려는 번주들의 움직

임을 일본에 다니면서 포착한 것이다.73) 즉 그는 언제나 일본에 정변(政變)이 일

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종적으로 원중거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형벌과 법률로 나라를 세운 자는 종말이 반

드시 흙이 무너지는 형세[土崩之勢]가 있다. 내가 생각건대 무주(武州: 에도

막부를 말함)의 말기에도 반드시 흙이 무너지는 형세가 있을 것이다.74)

원중거는 결국 ‘형벌과 법률’로 나라를 통치하는 막부는 언젠가 붕괴할 것으로

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에도 막부의 통치원리를 ‘무력’ ‘법’ ‘지혜’ ‘은혜’

로 파악하였는데, 인간을 외부에서만 규제하려는 통치기술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중거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은 군사제도를 기반으로 구축된 막부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1763년에 다년 온 조엄은 일본의 정치제도를 논하면서

‘갓과 신이 뒤바뀐 나라’[冠屨倒置之國]라고 평하였다.

대개 일본은 상위(上位)에 있는 자는 권세를 잡지 못하고 권병(權柄)이 아래

로 옮겨가니, 왜황은 윤위(閏位)요 관백이 실권을 행사하고, 태수는 세습이요

봉행(奉行)이 전단(專斷)한다. 이러므로 밑에 있는 자가 그 위에 있는 자를 가

리어 막을 수 있으니, 이른바 갓과 신이 뒤바뀐 나라라고 할 수 있다.75)

천황은 장군보다 지위가 높으나,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장군이고, 영

73) 1763년부터 1764년까지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은 일본의 ‘존황토막’(尊皇討幕)의 움직

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夫馬進, 朝鮮通信使が察知した尊皇討幕の言說 (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참조.

74) “歷觀往牒, 立國於刑法者, 其終必有土崩之勢. 吾恐武州之末亦必有土崩之勢矣.”(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7~128면; 박재금 옮김, 127면.)

75) “大凡日本在上位者, 不得執權, 權柄下移, 倭皇閏位而關白主之, 太守世襲而奉行專之, 以

此在下者, 輒皆壅蔽其上, 可謂冠屨倒置之國也.”(趙曮, 海槎日記, 갑신년 4월 8일조; 국
역 해행총재 Ⅶ,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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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행정실무는 번주가 아니라 봉행이 담당한다고 하여 일본의 정치제도를 부정

적으로 보았다. 조엄은 세습제를 비판하는 시도 지었다.

후문은 세습이라 재주가 필요없고,

정법(政法)의 위권(威權)도 마음대로 결단하네.

이는 이에야스의 우롱하는 술책이니,

공연히 나라에 인재가 나지 못하게 하였네.

侯門代襲不須材, 政法威權任自裁.

此是家康愚弄術, 坐敎邦內不生才.76)

세습 때문에 특별한 능력 없이도 정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본의 사회제도

를 이에야스의 ‘우롱술’(愚弄術)이라 불러 그것이 재주 있는 인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고 있었다. 이 시는 세습제와 정권유지의 관계를 지적한 것

으로 주목할 만하다. 세습제로 인해 능력을 지닌 인재가 못 나도록 함으로써 오히

려 정치적 권력을 마음대로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도쿠가와 정권의 실상을 포착한

것이다.

이처럼 사행원들은 기본적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

런데 일본의 정치구조 중에서 사행원들이 높이 평가한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은 도

쿠가와 막부의 직책 중에서 세습되지 않는 직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직책을 맡

은 무사관료들을 칭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유한은 일본의 벼슬은 모두 세습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 그가 그토록 혹평한 집정, 즉 노중(老中)은 세습이 아니다. 그들은 막부

장군에 직속(直屬)하여 막부 정치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직으로 보대대명(譜代大

名)77)에서 뽑혔다. 노중의 지위에는 세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대대명 중에서도

인망이 높고 실무능력에 능통하다고 인정받은 우수한 인물이 선정되었다. 노중 이

외로 세습직이 아닌 벼슬로 대판성대(大坂城代: 오사카의 통치를 맡은 관료)와 경

도소사대(京都所司代: 교토의 통치를 맡은 관료)가 있다. 사행록에는 ‘판윤’(坂尹),

‘경윤’(京尹) 내지 ‘서경윤’(西京尹)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따라서 일본의 모든 벼

76) 趙曮, 海槎日記, 酬唱錄, 江戶雜詠用徐文長韻 ; 국역 해행총재 Ⅶ, 432면.
77) 보대대명(譜代大名): 세키가하라(關原) 전쟁 이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섬긴 가신

들을 말한다. 즉 도쿠가와 막부에서 큰 신임을 받았던 신하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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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 세습직이라는 신유한의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신유한은 이 잘못된

지식을 전제로 일본의 정치인들을 혹평하였다.

신유한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한 것은 1748년 사행원들이다. 일본의 집정이 세습

직이 아니라는 지식은 일본의 정치가에 대한 평가에 변화를 일으켰다. 1748년 사

행원들은 에도성에 들어갔을 때 마키노 사다미치(牧野貞通, 1707~1749)를 보았다.

마키노 사다미치는 그 당시 경도소사대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조명채는 에도에서

본 마키노 사다미치에 언급하면서 “서경윤(西京尹)은 본디 세습하는 직이 아니고

태수들 중에서 잘 가려 뽑는데, 직위가 집정(執政)과 같으므로 드나들 때에는 쓰시

마 태수와 두 장로가 다 뜰아래에서 매우 공경히 마중하고 배웅한다고 한다”78)라

고 하였다. 이 말은 일본에 비세습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언한 대목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홍경해는 사카이 타다즈미(酒井忠恭, 1710~1772), 혼다
마사요시(本多正珍, 1710~1786), 니시오 타다나오(西尾忠直, 1713~1760), 아키모토
스케토모(秋元凉朝, 1717~1775) 등 그 당시 노중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 “사람됨이

모두 준수(俊秀)하고 비록 세습이 아니어도 충분히 부귀를 누릴 수 있다.”79)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 글을 통해서도 노중이 세습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홍

경해가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48년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 1703~1771)는 귀국한 후의 인견에서 “소위 집

정은 어떻던가?”라는 영조의 질문에 대해 “각주의 태수들은 모두 세습되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집정은 원래 태수에서 충원하고 가려 뽑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라고 답하였다.80) 이처럼 일본에 세습되지 않는 직책이 있

고, 그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 다른 일본 고위직과 좀 다르다는 것은 1748년의 사

행원들을 통해 알려졌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세습제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실질

적으로 일본의 무사관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1763년의 사행원들도 일본의 관직제도에 세습으로 계승할 수 없는 직책이 있음

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원중거는 화국지에 수록된 무주내관직 (武州內官職)이라

는 항목에서 일본의 관직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는데, 노중, 경도소사대, 대판

78) “京尹本非世襲之職, 而極選於諸太守中, 位等執政, 故出入時, 馬守及兩長老, 皆於庭下迎

送甚敬云.”(奉使日本時聞見錄, 무진년 5월 2일조, 국역 해행총재 Ⅹ, 119면)
79) “爲人皆俊秀, 雖非世襲, 足可享富貴.”(洪景海, 隨槎日錄 卷中, 장34앞.)
80) “上曰: ‘所謂執政, 何如?’, 啓禧曰: ‘各州太守, 皆是世襲, 故甚多不似者, 執政固以太守充

差, 而以其擇差之故, 執政則稍勝矣.’”(승정원일기, 영조 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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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를 비롯해 도쿠가와 막부 직속의 주요 역직을 소개하면서 “이들 관직은 모두

재능 있는 자를 뽑아서 처하게 하며 세습하지 않는다”81)라고 기록하였다. 또 화
국지 무주본말 에서도 ‘에도의 대관요직’[江戶之大官要職]은 세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직책을 자세히 설명하였다.82)

사행원들은 비세습직 정치 관료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조엄은

당시 네 명의 노중에 대해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그 재상이 되는 자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었다.”83)라고 하여 칭찬하였고, 원중거 또한 경도소사대 아베 마

사스케에 대해 “서경윤(西京尹)은 의젓하니 재상의 풍모와 거동을 지녔다.”84)라고

하여 그 풍모를 칭찬하였다. 제술관인 남옥은 에도성에서 본 두 명의 노중을 보면

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용모와 행동거지가 여러 오랑캐들과는 달랐다. 자못 서경윤과 비슷한데 더

준엄하고 예리했다. 들으니 집정만은 세습하지 않고 여러 주의 태수 중에서

뽑아 직위를 올려 임용한다고 한다. 관백이 어리석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이들이 주관해서 수천 리 지역과 수천 만 사람을 다스리니 그들이

남들보다 출중한 것이 당연하다.85)

일찍이 신유한이 일본의 모든 관직이 세습된다고 오해하여 일본 무사관료들을

혹평한 것과는 달리 남옥을 비롯한 사행원들은 세습으로 직위에 오르지 않았던 무

사관료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지식의 확대가 인식의 변화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

라 할 수 있다. 조선 사절들이 그토록 혐오감을 품었던 무사를 칭찬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평화로운 세상이 이어지면서 전국시대 무사들이 가졌던 사

나운 기풍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주종관계를 잘 지키는 기강에 대한 엄격성은 무

81) “皆擇才能處之, 無承襲.”(元重擧, 和國志 卷2, 武州內官職 , 314면; 박재금 옮김, 266

면)

82) 元重擧, 和國志 卷2, 武州本末 , 126~127면; 박재금 옮김, 125~126면.
83) “雖是蠻夷之國, 爲其宰相者, 與凡人有異矣.”(趙曮, 海槎日記, 갑신년 2월 27일조; 국
역 해행총재 Ⅶ, 211면)

84) “西京尹儼然有宰相風儀.”(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1월 28일조; 김경숙 옮김, 259면)
85) “容貌擧止別於群蠻, 頗似西京尹, 而較尤峭銳. 聞執政獨不世襲, 擇於諸州太守中, 而陞用

之云. 關白癡不事事, 此輩主治敎千里方域, 累千萬人物, 宜其爲佼佼也.”(南玉, 日觀記,
갑신년 2월 18일조; 김보경 옮김,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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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사행원들은 주종관계를 엄격히 지키는 무사 사회

의 윤리에 공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질성 속에서도 공통성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3)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평가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은 조선 국내에도 유입되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사회개혁을 적극 주장한 문인들이 일본 정치제도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국내 지식인들도 사행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군사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막번체제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유수원(柳壽垣, 1694~1755)의 우서 (迂

書)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하에 백성을 학대하고 망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홀로

왜놈만은 백성을 독려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는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가서 백

성들은 끝내 한 알의 곡식을 얻어 먹지 못한 채 단지 토란ㆍ무우ㆍ쌀겨를 먹

고 지내는데, 중세부터 이미 그렇게 하였으니, 대개 몇 백 년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포학무도함이 고금에 없는 바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끝내 감히 배반하지 못했다. 이는 그들의 장수 한 사람이 먹는 것이 거의 50

만 석이나 혹은 1백만 석에 가까우며, 나라의 날래고 용맹한 자를 모두 뽑아

서 군사로 만들되, 급료가 아주 후하여 강하고 사나운 자는 모두 군사가 되며,

잔약한 자는 모두 농부가 되어서 농사꾼이 감히 군사와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이것은 그들이 천리(天理)가 없음이 아주 심한 것인데도 그대로 내려와

풍속이 되어서 마침내 깨뜨릴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86)

86) “古今天下, 未有虐民而不亡者. 獨倭奴督民耕穫, 悉取其穀, 農民終不得一粒米粟, 只喫芋

菁糠覈, 自其中世已然, 盖不知爲幾百年. 暴虐無道古今所無, 自古至今, 其民終不敢叛. 盖其

一將所食, 殆近五十萬或百萬石, 盡取國中驍勇者爲兵, 廩料至厚, 强悍者盡爲兵, 殘弱者盡

爲農, 農不敢與兵爲敵故也. 此其無天理極矣, 而相沿爲俗, 終不可破, 誠可異也.”(李肯翊, 
燃藜室記述別集 卷十八 邊圉典故 ; 국역 연려실기술 Ⅺ, 민족문화추진회, 1984, 436
면) 이 글은 이긍익(李肯翊)이 우서에서 인용한 글로 燃藜室記述別集 卷十八 邊圉

典故 에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된 규장각소장본의 우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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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원이 어느 사행록을 통해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용 대목의 기술은 대체로 사행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는 일본을 군

인들이 후대받고 농민들이 학대받는 ‘포학무도’한 정치를 펴는 나라로 보았다. 주

지하다시피 유수원은 우서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의 관점에서는 군인이 우선시되는 사회제도에서는 배울 점이 없었던 것이다. 오

히려 ‘천리’없는 정치를 펴는 일본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신기하

게 여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이 전부는 아니었다.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은 조

선후기에 주장된 조선의 사회개혁에도 미미하긴 하지만 반영되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강항은 일본 막번체제의 구조를 상당히 깊이 분석하였다. 그가 그토록 일

본 정치구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일본의 정치제도의 일부를 조선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군사증강의 필요성을 실감한 강항은 군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정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인재등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강항은 많

은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임’(久任: 직책을 오래 맡

김)이다. 그가 간양록에서 제시한 개혁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연해(沿海)의 적을 대항할 만한 요충지에 백 리 가량의 간격으로 큰 진(鎭)

을 하나씩 설치하되 내지(內地)의 근방 고을을 덜어다 보태고, 구임(久任)을

허용하고, 재량권을 부여하여 (…) 그에게 종신토록 진(鎭)을 떠나지 못하게

하소서.87)

강항은 해안의 요충지에 진영을 설치하기를 제안하였는데, 그때 진영을 지키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임무를 맡기고 종신토록 그 진영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제안에는 하나의 벼슬을 종신토록 맡기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자

식에게 세습하게 하는 일본의 정치제도를 직접 관찰한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

각된다.

강항의 주장은 후에 유형원(柳馨遠, 1622~1673)에게 참조되었다. 유형원은 반계
이 글이 없다.

87) “沿邊之當賊衝處百里許, 每設一大鎭, 省內地傍縣以益之, 許其久任, 假以便宜. (…) 終其

身勿許移鎭.”(姜沆, 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州圖 ; 국역 해행총재 Ⅱ, 130~131면)



- 54 -

수록(磻溪隨錄)에 수록된 사만천전 (仕滿遷轉)에서 강항의 간양록을 언급하였

다.

강항의 간양록에 말하기를, “왜인은 공(功)이 있는 자에게 맡기기를 종신

토록 하고 그 자식에게 세습하기를 허락하므로 평소에 강기(綱紀)가 갖춰져

있고 부오(部伍)가 항상 정해져 있어 늘상 승리합니다. (…)”88)

유형원은 벼슬의 임기설정을 고민할 때 간양록을 참조하였다. 일본에서는 조

선처럼 3년이나 6년마다 관리를 바꾸지 않고 종신토록 임무를 맡기고 세습을 허락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서가 있고 군대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일본에 대한 다른 언급은 잘 보이지 않으나, 인용한 대목은 일본의

세습제에 처음으로 주목한 글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후기에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문인들은 대부분 ‘구임’(久任)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유수원의 우서 에는 어느 사람이 유수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말

이 나온다.

그대가 논한 것을 들어보건대, 대체로 구임(久任)하여 공을 이룰 것을 요구

하는 계책이었다. 관원(官員)을 자주 바꾸는 것은 과연 고질적인 폐단이어서,

구임(久任)의 의논이 행해진 지 벌써 오랜데도 끝내 그 효험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이 폐단을 없앨 수 있겠는가.89)

유수원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구임’(久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였다.

또 구완(具梡, 1680~1756)의 죽수폐언(竹樹弊言)에도 “지방관을 구임(久任)하지

않으니 아전들이 간사한 꾀를 부리고, 대간(臺諫)들이 자주 바뀌니 전관(銓官)이

문무관의 인사에 고생하게 된다.”90)라는 말이 보인다. 유수원과 구원은 모두 ‘구

88) “姜沆看羊錄, 曰: ‘倭人有功者, 任之終身, 許其世襲. 故能綱紀有素, 部伍常定, 動輒有
克.”(柳馨遠, 磻溪隨錄, 卷之十三 任官之制 仕滿遷轉 , 明文堂, 1982, 263면)

89) “聞子所論, 大抵爲久任責成之計也. 官員數遞, 果爲痼弊, 久任之議, 行之已久, 而終無其

效, 何以則可祛此弊乎?”(柳壽垣, 迂書 卷三 論久任職官事例 ; 국역 우서 Ⅰ, 민족문
화추진회, 1982, 181면)

90) “官不久任, 而吏胥得以用姦, 臺諫數遞, 而銓官疲於開政.”(具梡, 竹樹弊言; 李圭景, 五
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治道類 官職, 散官拯捄辨證說 ) 이 글은 이종묵, 具梡의 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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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久任)을 주장할 때 일본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강항과 유형

원에게 일본의 세습제가 주목된 배경에는 이러한 폐단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구임’을 주장하는 맥락 속에서 일본의 세습제에 대한 지식은 조선 지식

인들에게 미미하긴 하지만 하나의 시사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익(李瀷, 1681~1763)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구임’(久任)을 들었다.

율곡(栗谷)이 정사의 폐단을 논하면서 “감사를 구임(久任)함이 마땅하다.”라

고 했으니, 그 말은 원래 당연하다. 정사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관원을

자주 체임(遞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91)

이 글을 통해 구임제(久任制)의 필요성이 율곡의 시대에도 계속 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도 이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는 일본의 세습제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 그는 일본으로 표류하다가 돌아온 제주도 표류민의 이야기를 기록한 탐라
문견록(耽羅聞見錄)을 언급하면서 그 책에 실려 있는 일본 통사(通事)의 말을 인

용하였다. 그 통사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 진실로 낙국(樂國)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탐욕이 많다. 큰 주발에 놋

수저로 밥을 다져서 배부르게 먹으니 탐욕을 부리지 않고서 어떻게 견디겠는

가? 더구나 일본의 법은 도주(島主)가 자손에게 세전(世傳)하여 재용(財用)이

스스로 유족하므로 다시 착취를 하지 않지만, 조선은 외관(外官)이 3년 만에

한 번씩 교체되니, 가난한 집에서 다행히 수재(守宰)를 얻게 되면 살림 모으기

에만 뜻을 두어 과외(科外)의 징수를 하는데, 백성이 어찌 쇠잔하지 않겠는가?

이는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92)

樹弊言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64호, 2013)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91) “栗谷論政弊, 謂當久任監司, 其言本是矣. 治理之不著, 實由於數遞也.”(李瀷, 星湖僿說
제11권 人事門, 監司入朝 ; 星湖僿說 上, 경희출판사 영인, 377면; 국역 성호사설
Ⅳ, 민족문화추진회, 1978, 312면)

92) “朝鮮國樂國, 然人多貪慾, 大鉢鐵匙搏飯以飽, 不貧胡得. 且日本之法, 島主傳之子孫, 財用

自足, 不復侵漁. 朝鮮則外官三年一逓, 貧窶之室幸而得宰, 一意營産科外徵歛, 民安得不殘.

此則法有不善者也.”(李瀷, 星湖僿說 제9권, 人事門, 大鉢鐵匙 ; 星湖僿說 上, 경희출
판사 영인, 307면; 국역 성호사설 Ⅳ, 민족문화추진회, 1978,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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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이 말을 인용한 다음, “이 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마

땅하다. 외관을 세전(世傳)으로 하는 것은 비록 시행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 구임

(久任)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찌 지금 같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있겠는

가?”93)라고 서술하였다. 이익은 세습제에 의해 어느 정도 가산(家産)이 확보되는

일본의 관리와 달리 조선에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벼슬하는 이가 나오면 재산 확보

를 위한 징수에 급급하다고 하면서 그 폐해를 지적하였다. 이익 역시 ‘구임하는

법’[久任之法]에 의거한 문제의식에서 일본의 정치제도에 주목하였다.

이익보다 더 대담한 정치개혁을 제안한 사람은 홍대용이다. 그가 쓴 임하경륜
(林下經綸)에는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등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다.94) 홍대용은 
임하경륜의 첫 부분에서 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개진하였다. 그는 “국토를 나

누어 아홉 도(道)로 만든다. 경도(京都)가 첫째가 된다.”95)라고 하면서 우선 아홉

개의 ‘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도에는 백(伯) 한 명을 둔

다”96)라고 한 다음, 그 밑에 작은 글자로 “직위는 정이품(正二品)으로 하고 병(兵)

과 민(民)을 겸하여 관리하도록 하는데 3년마다 실적을 점검한다. 직책에 맞도록

잘 하였으면 종신토록 그 직위에 그대로 둔다. 목사(牧使)와 군수 이하도 이와 같

이 한다.”97)라고 서술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 그는 행정조직의 편성에 대한 정책

을 제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8) 나라를 아홉 도로 나눈 다음, 도를 아

홉 군(郡)으로 나누고 군을 아홉 현(縣)으로 나누고 현을 아홉 사(司)로 나누고 사

를 아홉 면(面)으로 나눈다. 이처럼 나라를 도(道)-군(郡)-현(縣)-사(司)-면(面)으

로 나눈 다음, 각각에 장관을 임명하여 관리를 맡긴다. 도의 장관은 ‘백’(伯), 군의

장관은 ‘수’(守), 현의 장관은 ‘감’(監), 사의 장관은 ‘장’(長), 면의 장관은 ‘임’(任)이

93) “此說宜更諦思也. 外官傳世雖不可行, 若立久任之法, 豈有如今時之割剝哉?”(같은 책, 같

은 글, 같은 곳)

94) 박희병,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 18면.
95) “分國爲九道. 京都居一焉.”(洪大容, 湛軒書 內集卷四, 補遺 , 한국문집총간 248권 84

면; 국역 담헌서Ⅰ, 내집 권4, 430면)
96) “道置伯一.”(洪大容, 湛軒書 內集卷四, 補遺 , 한국문집총간 248권 84면; 국역 담헌

서Ⅰ, 내집 권4, 430면)
97) “位正二品, 兼管兵民. 三載考績, 稱職則終其身. 牧守以下皆倣此.”(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 한국문집총간 248권 84면; 국역 담헌서Ⅰ, 내집 권4, 430면)

98) 홍대용이 제안한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조광,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경인문화사, 2010), 402면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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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해서 도백(道伯)-군수(郡守)-현감(縣監)-사장(司長)-면임(面任)이 각

각 자신이 맡은 지역을 통할한다. 그들도 3년마다 실적을 점검하여 실적이 있으면

종신토록 그 벼슬을 맡긴다. 더 나아가 각 고을을 지키는 장관들은 군사도 겸임한

다. “도백이 대장군(大將軍), 군수(郡守)가 장군(將軍), 현감이 교위(校尉), 사장(司

長)이 기총(旗摠), 연임(面任)이 대장(隊長)이 된다.”99)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백-

군수-현감-사장-면임의 연쇄로 구성되는 행정조직은 대장군-장군-교위-기총-대장

의 연쇄로 구성되는 군사조직과 일치하게 된다. 대장군은 장군을 통솔하고 장군은

교위를 통솔하는 방식으로 각 고을의 장관들을 통괄한다. 각 장관들은 각자 자신

의 군대를 거느려 각 부대를 기마수(騎馬手), 포수(砲手), 화병(火兵), 군사(軍師),

천문(天文), 지리(地理), 검무(劒舞) 등으로 나눈다.

이상이 홍대용이 제안한 행정조직에 관한 개혁안이다. 주목할 만한 점을 두 가

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각 장관들에게 그 벼슬을 종신토록

맡겨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각 장관들에게는 군사와 백성을 모두 겸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전문부대를 따로 편성해서 각자 자신의 군대를 키우도록 제안한 점이

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의 행정제도에서 시사를 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100) 앞

서 언급하였듯이 강항은 간양록에서 진영(鎭營)을 지키는 사람에게 종신토록 그

벼슬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벼슬을 ‘종신토록’[終其身] 맡긴다는 홍대용의

발상은 간양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장의 제1절 제1항에서 밝

혔듯이 강항은 간양록에서 각지의 번주(藩主)들이 각각 자신의 군대를 소유하고

가신단(家臣團)을 거느려 부하들을 훈련시킨다는 점, 부하들은 활ㆍ창ㆍ철포 등을

따로 다루는 전문부대에 분속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도 홍대용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원중거의 화국지에도 이와 비슷

한 대목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원중거는 화국지에서 “병제(兵制)는 나라의 금령

이 더욱 엄격하여 전혀 들은 것이 없다.”101)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일본의 군

사제도를 설명하였다.

99) “道伯爲大將軍, 郡守爲將軍, 縣監爲校尉, 司長爲旗摠, 面任爲隊長.”(洪大容, 湛軒書 內
集卷四, 補遺 , 한국문집총간 248권 85면; 국역 담헌서Ⅰ, 내집 권4, 433면)

100) 행정제도에 대한 홍대용의 견해가 일본의 봉건제에서 시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에 지적된 바 있다(박희병, 앞의 책, 96~97면). 또 이 책에서는 행

정제도에 대한 홍대용의 개혁안은 주로 군현제를 토대로 삼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제도

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음을 함께 명시하였다(박희병, 같은 책, 98~99면).
101) “兵制國禁尤嚴, 全然無聞”(元重擧, 和國志 卷3, 兵制 , 405면; 박재금 옮김,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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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운데에서 내관ㆍ외직 할 것 없이 녹봉이 있고 관직이 있는 자는 모

두 자기의 창고를 갖는다. 종인(從人)은 모두 창과 검, 박격(搏擊)의 법을 익히

며, 급한 일이 생기면 모두 가병(家兵)이 된다. 보군(步軍) 한 사람이 해마다

받는 쌀은 25석(石)이다. 1석은 24말이다. 이들은 매월 여섯 차례 교련장에 모

여서 대포와 칼, 창, 잡기(雜技)를 익힌다. 마군(馬軍)의 법은 아직 들은 것이

없다. 에도와 오사카에는 무직(武職)을 따로 두고 있다. 팔왕자(八王子)ㆍ천인

두(千人頭)ㆍ기봉행(旗奉行)ㆍ견봉행(繾奉行)ㆍ궁두(弓頭)ㆍ통두(筒頭)ㆍ철포두

(鐵砲頭) 등과 같은 관직명이 바로 이것이다. 각 주 성부(城府)의 태수는 모두

무직을 겸하여 각기 가병을 모아서 한 달에 여섯 번씩 재주를 시험한다. 평상

시에는 감히 칼날을 드러내지 않으며 감히 대포 소리도 내지 않는다.102)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용 창고를 소유하고 그 창고에 보관된 재산으로

각자 상비군을 두고 전문부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시키며,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

나면 언제나 ‘가병’(家兵)을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행정

제도자체가 하나의 군사기구를 이루는 모습, 말하자면 언제나 군대 출동이 가능한

병영국가로서의 일본을 기록한 것이다. 홍대용이 화국지를 보면서 임하경륜을
썼다고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원중거로부터 일본의 행정ㆍ군사제도에 관한 이야기

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103)

이익이나 홍대용보다도 일본의 세습제에 주목한 사람이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다.104) 정약용은 오학론 (五學論)에서 조선의 과거제도로 인한 사회

적 폐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의 처지를 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02) “國中勿論內官外職, 有祿有官者皆得自廪. 其從人皆習用槍劍與搏擊之法, 有急則皆爲家

兵, 步軍一人歲食米二十五石, 石各二十四斗. 每月六次聚會於敎場, 習砲劍槍雜技. 其馬軍

之法未有聞焉. 江戶ˎ大坂別置武職. 猶八王子千人頭旗鑓奉行弓筒鐵砲頭等官名是也. 各州城
府之守皆兼武職, 各聚家兵月六試藝. 平時則不敢露兵刀, 不敢出砲聲.”(元重擧, 和國志
卷3, 兵制 , 405~406면; 박재금 옮김, 351면)

103) 박희병, 앞의 책, 98면.

104) 정약용이 과거제도가 없는 일본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

다.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일지사: 1989), 199~200면 참조. 하우봉

또한 정약용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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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경(逆境)에 빠져 뜻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증삼(曾參)과 미

생(尾生) 같은 훌륭한 행실이 있고 저리자(樗里子)와 서수(犀首) 같은 훌륭한

지혜를 지녔다 해도 거개가 실의에 빠져 초췌한 모습으로 슬픈 한을 안은 채

죽어가고 만다. 아, 이것이 무슨 법이란 말인가.105)

일찍이 원중거는 일본의 세습제도를 보면서 ‘비록 치우(蚩尤)의 용기나 지백(智

伯)의 지혜, 소진(蘇秦)의 변설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이름 없이 민간에서 말라죽

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일본의 세습제가 좋은 인재를 못 나도록 하는 제도

임을 지적한 것인데, 원중거와 반대로 정약용은 과거시험 때문에 좋은 재주를 가

진 인재들이 ‘말라죽는’[枯死] 상황을 비판했다. 과거제도 역시 좋은 인재를 사장시

키는 비합리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정약용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과

거시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해외의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는 과거제가 없기 때문에 문학은

구이(九夷)에서 으뜸이고 무력은 중국과 맞먹는다. 또 나라를 유지하여 가는

규모와 기강(紀綱)이 정제되어 문란하지 않고 조리가 있으니, 이것이 드러난

효험이 아닌가. (…) 만약 하늘이 돌보아 과거제가 쇠퇴한 것을 기회로 이를

바꾼다면, 백성들의 복이 될 것이다.106)

과거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도 사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는 당시 조선에 유

포되어 있었던 듯하다. 인정(仁政)과 덕치(德治)의 정치를 주장한 정약용이 진실로

군인 우선의 막부 정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과거시험

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은 정치개혁을 주장한 정약용

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일본의 봉건제에 대해

서도 관심을 보이며, “일본의 통치 체제는, 정히 군현제로써 하되 겸하여 봉건제를

시행하니, 수령(守令)이 세습하여 나라가 편히 다스려졌다. 어찌 꼭 봉건제가 나라

105) “其落拓而不得志者, 雖行如曾尾, 智如樗犀, 率龍鍾蕉悴, 齎哀恨以死. 嗚呼, 此何法也.”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第十一卷, 五學論四 , 한국문집총간 281, 242면;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 Ⅴ, 민족문화추진회, 1997, 123~124면)
106) “日本者海外之小聚耳, 以其無科擧之法也. 故文學超乎九夷, 武力抗乎中國, 規模綱紀之所

以維持控馭者, 森整不亂, 有條有理, 豈非其顯效哉? (…) 若天眷顧, 因其衰而遂變之, 則生

民之福.”(같은 책, 같은 글, 같은 곳; 국역 다산시문집 Ⅴ,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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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지럽히는 빌미가 된다고 하겠는가?”107)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아도

정약용은 조선의 정치개혁을 생각할 때 일본의 정치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은 조선에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에게 일부 참조되었던 것이다.

2. 일본 경제에 대한 지식과 조선의 해외통상론

 1)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기술은 사행록의 도처에 보인다. 1617년에

오사카를 방문한 이경직의 사행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히데요리가 패전했을 때 민가가 싹 없어져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는으니,

이것은 모두 난리 후에 지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그 번성함이 이와 같으니,

하늘이 이 무리들을 키워내서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함은 또한 무슨 뜻일까?1)

1614년 그리고 1615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

賴, 1593~1615)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사카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경직은 전쟁

터가 되어 민가들이 싹 파괴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신속하게 재건되었다는 사실

에 감탄한 것이다.

1636년의 사행원 김세렴(金世濂)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 후 인조(仁祖)와 인견(引見)하는 자리에서 “저 나라는 본디

재이(災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있던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세렴은 “에도에 이르니 지진(地震)의 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변(災變)은 그림

자이며 인사(人事)는 몸입니다. 일본은 사치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로부터 사치보

107) “日本之法, 正以郡縣, 兼之爲封建, 守令世襲, 國用治安. 何必封建爲亂兆乎?”(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五集 第七卷 經世遺表 卷七, 井田議 1, 田制9 ) 이 글은 박희병, 앞

의 책, 97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1) “秀賴之敗, 閭家蕩然, 無一餘存, 皆是兵火之後新刱者云. 而其盛如此, 天之種育此類, 若是

繁盛者, 抑何意歟?”(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8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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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재화(災禍)가 없으니, 이는 재변의 큰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인조도 “그

말이 매우 옳다. 국가의 걱정은 반드시 사치에서 나온다.”라고 동조하였다.2)

이 대화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대학(大學)
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3)

나라의 어른이 되어 재용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소인(小人)으로부터 시작된

다. 저 소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천재(天災)와 인해(人害)가 함

께 이른다. 비록 선자(善者)가 있다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다. 이를 일러 ‘나라

는 이(利)를 가지고 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의(義)를 가지고서 이로움으로 여

긴다’라고 하는 것이다.4)

인조와 김세렴의 대화에는 재용에 힘쓰는 정책은 나라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주

자학적인 경제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행원들은 17세기 초반에 이

미 일본이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일

본은 ‘나라는 이(利)를 가지고 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의(義)를 가지고서 이로움

으로 여긴다’는 이념에 배치되는 나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통신사를 초빙할 때마다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통신사의 통

행경로 일대를 정비하였다. 사행의 일정이 결정되자 막부는 각지의 번주들에게 명

령을 내려 시설의 건설, 송영선(送迎船)의 확보 등을 약 1년 전부터 시행했다. 뿐

만 아니라 도로와 교량의 정비, 경관정비, 상점의 장식, 청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행했다.5) 사행원들은 평소보다 깨끗하고 잘 정비된

일본을 봤던 것이다. 이 때문에 사행원들이 묘사하는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일본은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다.

사행원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한 일본의 도시를 묘사할 때 중국의 도시에 비견하

2) “上曰: ‘聞彼中素多災異. 今亦有之耶?’ 對曰: ‘到江戶, 有地震之變, 但災變影也, 人事形也.

日本奢侈已極, 自古災禍, 未有大於奢侈者, 此則變之大者.’ 上喟然曰: ‘此言甚是矣, 國家之

患, 必出於奢侈.’”(金世濂, 海槎錄, 정축년 3월 9일조; 국역 해행총재 Ⅳ, 152면)
3) 大學에 보이는 이 말은 김태영, 조선중기 사림파 성리학자의 경제사상 (韓國儒學思
想大系 Ⅶ 經濟思想編, 한국국학진흥원, 2007, 제4장), 208면에서 언급된 바 있다.

4)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 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 菑害竝至. 雖有善者, 亦無如

之何矣. 此謂國不以利爲利, 以義爲利也.”(大學 傳十章)
5)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대해서는 三宅理一, 江戶の外交都市: 朝鮮通信使
と町づくり(東京: 鹿島出版會, 1990), 36~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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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682년에 다녀온 김지남(金指南, 1654~1718)은 오사카 길거리의 번성함을 묘

사하면서 “중국의 소주(蘇州)나 항주(杭州)를 보기 전에는 아마 이곳을 제일이라

생각하겠다.”6)라고 하여 오사카를 소주와 항주에 버금가는 도시라고 기술하였다.

1763년의 사행원들도 일본의 경제발전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들 또한 오

사카를 중국의 대도시에 견주면서 묘사하였다. 성대중은 번화한 오사카의 거리를

묘사하면서 “소주의 제방과 항주 저자의 번성함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개

제일로 번화한 지역이다.”7)라고 기록하였고, 남옥은 “도시의 누대와 보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겸하여 강호(江湖)의 다리와 제방과 배 같은 구경거리가 있어 가히

항주ㆍ소주와 더불어 맞수가 될 만하니, 어디가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다.”8)라고

기록하였다. 오대령(吳大齡)도 시모노세키의 풍경을 보면서 “마을의 집들이 즐비하

고 사람들이 번화하고 산천이 둘러싸여 있고 풍경이 뛰어난 것은 강소(江蘇)ㆍ절

강(浙江) 등의 지방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9)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시

모노세키도 중국의 도시와 비길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사행원들은 일본이 중국의 상업도시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

다고 보았다. 그들은 특히 일본은 사찰과 저택에 사치를 부리고 있다고 보았다. 사

찰은 통신사들의 숙소로 이용되었다. 사행원들은 일본 국내를 다닐 때 오사카의

니시혼간지(西本願寺), 교토의 혼코쿠지(本國寺), 에도의 혼세이지(本誓寺) 및 히가

시혼간지(東本願寺) 등 큰 사찰에 머물렀는데, 그 장대함에 크게 놀라워했다. 사행

록에는 숙소로 이용한 일본의 사찰에 감탄하는 대목이 도처에 나온다. 1643년의

사행원 임광(林絖)은 “신시(申時)에 왜경(倭京)에 있는 혼코쿠지(本國寺)에 이르렀

다. 그 절은 극히 크고 화려하며 몇 백 칸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이 넓었다.”10)라고

6) “未見蘇ˎ杭之前, 想此爲第一矣.”(金指南, 東槎日錄, 7월26일 조; 국역 해행총재 Ⅵ,
288면)

7) “蘇堤ˎ杭市之盛殆不及也. 盖第一繁華地也.”(成大中, 日本錄, 장15뒤; 홍학희 옮김, 日
本錄-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172면) 성대중 일본록의 원문

은 辛基秀ㆍ中尾宏 編, 大系朝鮮通信使: 善隣と友好の記録 第7卷, 東京: 明石書店,
1994에서 가져왔다.

8) “都市樓臺, 珍寶之富, 兼江湖橋坊, 舟楫之觀, 可與杭ˎ蘇敵, 未知其孰勝也.”(南玉, 日觀記,
갑신년 1월 22일 조; 김보경 옮김, 356면)

9) “村閭櫛比, 人物繁華, 山川環抱, 風景絶勝, 比諸江ˎ浙等處, 未必多遜哉.”(吳大齡, 溟槎錄
, 계미년 12월 27일조)

10) “申時到倭京本國寺, 寺極宏麗敞豁, 不知其幾百間.”(林絖, 丙子日本日記, 병자년 11월

16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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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고, 1719년의 사행에 참여한 정후교는 에도의 혼세이지를 “사행을 위해

새로 세운 것으로 천 여 칸이나 된다.”11)라고 기록하였다. 1763년의 정사인 조엄은

오사카 니시혼간지에 대해 “이 절은 몹시 웅장 화려하여 무려 몇 천 칸이나 되니,

지나오며 유숙하던 관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12)라고 말하고 교토 혼코쿠지에

대해서는 “건물이 호화롭고 경치가 볼 만한 것이 오사카성(大坂城) 혼간지(本願寺)

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오사카의 니시혼간지를 능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앞에 보이는 5층 탑각(塔閣)이 두 개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일본이 오로지

불교만을 숭상하므로 재력을 절에 소모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라고 기록하였

다.13)

일본의 저택에 대한 관심도 사행록 도처에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저택이란 일

본의 무사ㆍ번주 등 상류층이 거주한 집을 가리킨다. 그 당시 에도ㆍ오사카ㆍ교토

등 큰 도시에는 부케 야시키(武家屋敷)ㆍ다이묘 야시키(大名屋敷)가 있었다. 사행

원들은 이러한 야시키들을 일본 사치의 상징으로 보았다.

1748년의 종사관 조명채는 에도에서 다이묘 야시키에 들어가서 본 광경을 자세

히 기록하였다. 그는 매우 높은 건물을 5리나 될 정도의 아주 긴 행랑이 두르고

있고 문은 붉은 색이나 검은 색으로 칠하여 광채가 번들거리며, 구리와 주석으로

장식하고 모두 도금(鍍金)하였으며 사거(駟車)가 들어갈 정도로 넓어 사치를 극도

로 한다고 하면서 호화스러운 부케 야시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14)

1763년의 정사 조엄은 에도에 머물었을 때 역관들을 시켜 조선에서 가져온 서

계(書契)와 선물을 노중(老中)들에게 보냈는데, 노중들이 사는 제택(第宅)이 도쿠

가와 장군의 저택만큼 사치스럽다고 역관들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저들은 재화만

많으면 귀천ㆍ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제택에 그 사치를 극도로 하였으니, 생각건대

참람함을 금하는 제도가 없어서 그러리라.”15)라고 서술하였다. 역관 오대령도 에도

11) “爲使行新創千餘間.”(鄭后僑, 東槎錄, 장29뒤)
12) “屋宇壯麗, 無慮數千間, 非比所經宿館.”(趙曮, 海槎日記, 갑신년 1월 20일조; 국역 해

행총재 Ⅶ, 149면)
13) “而屋宇之奢麗, 景致之可觀, 又非坂城本願寺之比 (…) 此日本專尙佛道, 宜其財力之糜費

於梵宮也.”(趙曮, 海槎日記, 갑신년 1월 2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Ⅶ, 159면)
14) “穹崇甲第, 環以長廊, 而首尾殆至五里餘矣. 其門則或着朱漆, 或着黑漆, 而粼粼然光輝照

人, 粧以銅錫, 亦皆鍍金, 其廣可容駟車, 廊外半壁, 築以甓甎, 以成龜紋, 新塗石灰, 備極侈

麗.”(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무진년 6월 1일조; 국역 해행총재Ⅹ, 169~170면)
15) “且彼人之多財貨者, 則無論貴賤上下, 皆於第宅, 窮其奢侈. 想是無僭踰之禁制而然也.”(
海槎日記, 갑신년 3월 4일조; 국역 해행총재Ⅶ,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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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쓰시마 번의 야시키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는 저택 안의

내부구조나 금으로 장식된 사치스러운 가구들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치

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매우 일상적인 것이니, 습속이 그렇기 때

문이다.”16)라고 기록하였다. 원중거 또한 화국지에서 에도성과 다이묘 야시키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대개 검약함을 자처하나 저제(邸第)에 사치스런 물건

을 쌓아놓았다. 저제는 사치를 다하여 금하는 것이 없다.”17)라고 하여 다이묘 야시

키에서 사치함을 극도로 한다고 서술하였다.

사행원들이 묘사한 대로 그 당시 에도성 주변에 있었던 다이묘 야시키는 광대한

부지에 세워졌다. 막부의 규정에서는 1만 석(石)부터 2만석의 번주는 2500평,

10~15만석의 번주가 7000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큰 경우가 많았다.

미토 번(藩)의 다이묘 야시키의 부지는 약 10만평, 오와리(尾張) 번은 약 7만 5천

평이나 되었다고 한다.18)

번주들은 막부가 부과하는 군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방에서 에도로 올라왔

으나 평화로운 세상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원중거는 에도 막부가 각지의 번주들에게 다이묘 야시키에서 마음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사행원들은 다

이묘 야시키에서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

가하는 무사계급들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일본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은 매우 비판적이었

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적 발전이 인간적인 가치의 실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1655년에 다녀온 남용익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성품이 사치하기를 좋아하여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한다. 위와 아래를 구

별하는 국법이 없어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힘이 넉넉히 미치기만 하면

거처와 의복을 화려하고 찬란하게 꾸미는 데 한도가 없고 수식을 극도로 교묘

하고 기이하게 한다.19)

16) “自我觀之奢侈過度, 而彼入視若尋常, 俗習然也.”(吳大齡, 溟槎錄, 갑신년 3월 5일조)
17) “蓋以儉約自居, 而委奢侈於邸第. 邸第窮極侈淫, 無踰制之禁.”(元重擧, 和國志 卷1, 風
俗 , 64면; 박재금 옮김, 76면)

18) 西山松之助 외, 江戶學事典(東京: 弘文堂, 1984), 145면 참조.
19) “性好奢侈, 爭相務勝, 上下無章. 雖下賤之人, 力所贍及, 則服用居處, 華僭無度, 彫鏤粉飾,

窮極巧奇.”(南龍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 국역 해행총재 Ⅵ,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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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은 필연적으로 남을 이기려하는 경쟁 사회로 연결된

다. 남용익은 경제적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여 한도없이 사치한 생활을 누리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남용익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돈

이 있으면 윗사람보다 사치를 즐기는 일본인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였

다. 남용익뿐 아니라 사행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이 사회적 신분질서

와 상관없이 향유되고 있는 일본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1719년의 사행에 참여한 정후교는 에도에 도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

다.

에도는 관백이 도읍한 곳이다. 백관들의 성부(省府), 창고, 궁궐, 관청 등이

있고 또 60주의 태수들의 관각(館閣)이 있어, 연중 내내 공물을 바친다. 이 때

문에 앞을 다투어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며 농사를 귀히 여기지 않고

연줄을 통해 살아가기를 꾀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그 풍속은 사납고 균평

(均平)하지 못하며 강한 자를 사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깔본다.20)

‘태수들의 관각(館閣)’은 다이묘 야시키를 말한다. 연중 내내 공물을 바친다는 말

은 참근교대로 에도에 머문 동안에 대명들이 도쿠가와 막부에 보내는 선물을 가리

킨다. 이처럼 정후교는 다이묘 야시키라는 장소가 이권 다툼의 근거지가 되어 있

음을 묘사하였는데, ‘강한 자를 사모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를 깔본다’라고 하여 매

우 신랄한 어조로 사치스러운 일본 사회를 비판하였다.

1748년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조명채는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외국

의 침략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기름진 들판이 천 리나 되며 뽕나무와 삼대가 그늘을 이루니, 여자는 한 해

에 누에를 세 번 치고, 남자는 1백 이랑의 밭을 경작한다. 그에 더하여 산과

바다의 광물과 수산물을 채취하며 금은이 흙더미처럼 쌓였으니, 낙토낙국(樂

土樂國)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의 천황이 천황 노릇을 못하고 권신(權臣)

20) “江戶關白所都也. 有百官省府倉廪宮掖院曺, 又有六十州太守館閣, 四時貢獻, 是以競趍附

而規其所利, 不貴農桑, 因緣圖食者多. 故其俗羯羠不均, 慕豪强而凌貧弱矣.”(鄭后僑, 東槎
錄, 장29뒤~장30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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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견제당하며, 사람이 금수와 같고 골육의 분별이 없으니, 땅은 비록 참으

로 아름다우나 만이(蠻夷)임을 어찌하랴?21)

이 말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한 사행원들의 전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경제적

으로 발전하고 좋은 풍토를 가진 ‘낙토낙국‘임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열등

한 나라로 보고 있었다. ‘사람이 금수와 같고 골육의 분별이 없다’라는 말은 일본

인의 분방한 성의식과 친척끼리라도 결혼을 하는 풍속을 가리킨다. 가치의 척도가

경제가 아닌 도덕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발전에 경탄하면서도 거기서 무엇

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희박하였던 것이다.

풍요로운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계미통신사들의 기록에서도 공통적

으로 보인다. 성대중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거간꾼들의 소굴이 된 것인데 습속이 사치함을 숭상하여서 층층

누각과 채색한 정자가 강물 위로 비쳤다. 기예로 이름난 자와 협객(俠客)들이

다리 위에서 방탕을 일삼았다. 혹 시문 등을 짓는 우아한 모임을 여는 모쿠

세슈쿠(木世肅)과 후쿠 쇼슈(福尙脩) 같은 무리 또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

다. 따라서 재주가 없는 이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고, 백성들의 습속이 싸우기

를 좋아하고 해치고 죽이는 데 과감하다.22)

이처럼 성대중은 겉으로 보이는 번화함을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번화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는 ‘재주가 없는 이들

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았다. 일본

에 다녀온 사행원들에게 일본의 경제발전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희

박한 이유로 사치를 숭상하고 이익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원중거는 나고야(名古屋)를 지나갈 때 “큰 상인들이 많은데 여덟 주에 두루 돌

21) “沃野千里, 桑麻成陰, 女收三蠶, 男服百畒. 重以採水採山, 金銀如土, 則可謂樂土樂國. 而

第其皇不爲皇, 見制權臣, 人同禽獸, 骨肉無別, 土雖信美, 其於蠻夷, 何哉?”(曺命采, 奉使

日本時聞見錄, ｢總論｣; 국역 해행총재 Ⅹ, 271면)
22) “所以爲駔儈之窟, 而俗以奢靡相尙, 層樓紛榭照耀江面. 名歧俠客遊冶橋上, 或有雅集文會,

如木世肅ˎ福尙脩, 亦商賈中人也. 是故無材者不可一日居, 而民習好爭鬪果仇殺.”(成大中, 
日本錄, 장13뒤 ; 홍학희 옮김,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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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며 화권(貨權)을 모두 거두어들인다고 한다.”23)라고 하면서 큰 상인들의 활

동을 주목하였다. 그런데 원중거 역시 일본의 부유함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오사카에 도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방에 길이 동일해 수륙(水陸)으로 폭주하는데 온갖 물화와 공예품 및 온

갖 용품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이곳은 관백이 관리하

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즐거움에 빠져 있고 그 풍속은 사치하며 음식

과 의복, 성색과 진기한 장난감, 기예와 배, 집과 그릇 등속이 기교를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단지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며, 섬세하고 자잘할 뿐이다.

거의 다 황음의 물결에 빠져 이익을 서로 노리며, 화려하게 단장하여 눈을 취

하게 하고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 공교로운 물건은 천성을 온전히 함이 없으

니, 그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한 자가 드물다.24)

‘이곳은 관백이 관리하는 곳이다’라는 말은 오사카가 막부의 직할지라는 뜻이다.

그는 오사카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번영하였다고 보았으며,

여러 가지 물화가 모여드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런데 그는 일본의 경제발전이

결코 실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눈을 어지럽게 하는 화

려한 번영과 경박한 배금주의가 있을 뿐, 오사카의 번영은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일본의 경

제발전에 이용후생의 정신을 읽어내고 새로운 사상을 개척하자는 의식은 매우 희

박하다. 조선도 일본과 같이 풍요롭고 번영한 나라로 만들자는 제안은 보이지 않

는다. ‘성품이 사치하기를 좋아하여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한다’라는 언급이나,

‘강한 자를 사모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를 깔본다.’라는 언급, ‘이익을 서로 노리며

화려하게 단장한다.’라는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풍요롭긴

하지만 서로 이익을 다투는 경쟁사회는 목표로 삼을 만한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

23) “多大賈, 周行八州, 盡收貨權.”(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2월 4일조; 김경숙 옮김, 279

면)

24) “四方同道, 水陸交轃, 百貨百工曁百用, 無一不備, 且是關白所管. 故其人泆樂, 其俗侈靡,

飮食衣服聲色珍玩技藝舟楫室閭器用之屬, 無不窮極其巧, 而但粉飾糊塗纖瑣靡屑, 擧皆汨沒

於荒淫之波, 機利交射, 棻華纈眼役其心. 巧物無完性, 其人罕有全其良能者矣.”(元重擧, 和
國志 卷1, 風俗 , 48면; 박재금 옮김,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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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행원들은 사치에 빠진 무사계급과 달리 일본 백성들은 조용

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오히려 일본 백성들의 검약한 생

활양식에 큰 감명을 받았다.

예부터 일본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금지ㆍ제한하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에도

시대 이전에는 ‘과차’(過差)의 제도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었으며, 옷을 화려하게 꾸

미거나 사치를 부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검약령’(儉約令)이 시행되

었다. 도쿠가와 막부는 의식주를 포함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치를 금지하여

검약을 장려하였다. 검약령은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유지하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

으며, 분수를 넘은 사치를 억제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검약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찍 일어나 잡초를 베거나 경작에 힘써야 한다든지, 술과 차를 즐겨서는 안 된다

든지, 의복은 무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25)

에도 시대의 일본 백성들은 하층에서 무사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하는 데다

일상생활까지 통제되어 있었다. 이 때문인지 사행원들도 당시 일본 백성들의 생활

이 매우 검소하다고 기술하였다. 1596년에 명나라 사신을 따라 일본을 방문한 황

신(黃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그곳 풍속은 청정(淸淨)하고 간소(簡素)하여, 요란[紛華]하고 시끄러운[熱閙]

짓을 좋아하지 않았다. 판자로 지붕을 덮으며 더러는 흙으로 발랐다. 간혹 기

와집이 있으나 역시 매우 드문데, 단청하여 꾸미는 짓은 하지 않고 오직 정결

하게 하기를 힘쓴다.26)

황신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전국시대의 일본이며, 아직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본 백성들은 매우 검소하고 조용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1617년에 일본을 방문한 이경직은 “백성들의 풍속이 검

소하려고 힘쓰는데도 실은 사치하고, 문채(文彩)로 꾸미려고 힘쓰는데도 실은 화려

하지 않았다.”27)라고 기록하며 검소함과 사치함이 섞여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그

25) 검약령에 대해서는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제5권, 235면의 ‘儉約令’ 항

목 및 박진한, 일본근세의 서민지배와 검약의 정치(혜안, 2010), 28~37면 참조.
26) “其俗淸淨簡素, 不喜紛華熱鬧之習. 以板子蓋屋, 或以土塗之, 間有瓦屋而亦甚稀, 不用丹

雘之飾, 唯務潔淨耳.”(黃愼, 日本往還日記 12월 9일 조;국역 해행총재 Ⅷ,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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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사행록에서도 자주 반복된다. 1624년에 일본을 방문한 강홍중도 “민속(民

俗)은 검소하려 하면서도 실은 검소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문식(文飾)하려 하면서도

실은 문식을 알지 못하였다. 검소한 듯하나 검소하지 않고, 문채가 있는 듯하나 문

채가 없었다.”28)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당초 일본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사

행원들의 평가는 애매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한 이경직도 식생활은 검소하다고 보았다.

음식 범절(凡節)도 또한 간소(簡素)하기를 힘써, 밥은 두어 홉에 불과하고

찬[味]도 두어 가지에 불과하였다. 귀천을 막론하고 하루에 두 끼니 밥을 먹으

며 노역(勞役)하는 자라야 세 끼니 밥을 먹으나 또한 많이 먹지 않았다.29)

일본인들이 매우 소식한다는 말은 사행록에 자주 보인다. 1643년에 정사로 일본

에 다녀온 윤순지(尹順之)는 귀국 보고를 위해 인조와 인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그 나라는 강토가 협소하지 않지만 인민이 많음은 토지의 갑절이나 됩

니다.”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람은 많고 땅이 좁으면 백성이 반드시 빌

어 먹는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니, 순지가 아뢰기를, “연로(沿路)에서 보니

쌀로 밥을 짓는 자가 없고 가마를 매는 왜인까지도 하루 종일 먹는 것이란 삶

은 토란 서너 개뿐이었습니다.”30)

이처럼 윤순지는 일본 백성들이 아주 소식(小食)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에 다녀

온 사행원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인들의 식생활이 매우 소박하다고 알고 있었다.

27) “民俗務欲儉素, 而實爲奢侈, 務欲文飾, 而實不華麗.”(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

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43면)
28) “民俗則欲爲儉素, 而實不知儉素. 欲爲文飾, 而實不知文飾, 似儉而不儉, 似文而無文.”(姜

弘重, 東槎錄, 聞見總錄 ; 국역 해행총재 Ⅲ, 282면)
29) “飮食之節, 亦務簡素, 飯不過數合米, 味不過數品. 無貴賤一日喫兩旽飯, 有役者方食三旽

飯, 亦不多喫.”(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45~146면)
30) “‘第其國方域不爲狹小, 而人民之衆多, 倍於土地之廣袤矣.’ 上曰: ‘物衆地狹, 則民必多丐乞

矣.’ 順之曰: ‘沿路所見, 無以米作飯者, 至於擔轎之倭, 終日所食, 只煮芋三四枚而已.”(仁
祖實錄, 21년 11월 21일; 孫承喆 編, 韓日關係史料集成 권28, 景仁文化社, 2004, 1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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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의 정사 홍치중(洪致中, 1667~1732)은 검소한 생활이야말로 일본의 부유함

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장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도
검소함에 힘쓰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는 일본 사행에서 돌아와서 숙종과 인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력(物力)은 매우 풍성했고, 인구도 또한 많았습니다. 5천 리(里)에 걸친 수

로(水路)가 마을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강하고 풍요로운 방도를

탐구해 보니 본디 다른 방법은 없었고, 단지 간약(簡約)을 위주로 삼았습니다.

의복(衣服)은 비록 비단옷을 입기는 하였으나, 아랫바지를 벗기까지 하여 들어

가는 경비가 매우 간략하였고, 음식은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서 먹되 먹는 것

도 적었습니다. 관백은 본래 부자(父子)가 계승한 것은 아닌데, 말을 타고 사

냥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혹시 난처(難處)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였

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순리와 편의를 따르는 데 노력하고, 그 자신

이 매우 검소한 것을 숭상하여 항상 목면을 입기 때문에 비록 그 나라의 재상

이라 하더라도 관백이 보는 곳에서는 감히 화려한 의복을 입지 못한다 하였습

니다.31)

홍치중은 일본의 부강과 풍요로움을 탐구해 보니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단지 ‘간

약’에 힘쓴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위 인용문에 보이는 관백은 본래 부자가 계승한

것은 아니라는 말은 제7대 장군의 이에츠구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이번(紀

伊藩)의 번주였던 요시무네가 장군이 된 것을 가리킨다. 홍치중은 장군 스스로 검

소한 생활을 하면서 일본을 잘 다스리고 있음을 전하였다.

1748년의 정사 홍계희(洪啓禧)도 소박하게 생활하는 일본 백성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 열린 인견에서 영조가 “그 도읍과 마을의

제도는 어떤가?”라고 일본의 도시구조에 대해 묻자, 정사인 홍계희는 “도읍의 성

호(城壕)는 견고하고 치밀하지 않은 데가 없었고 마을의 은성(殷盛)함은 우리나라

31) “物力甚盛, 生齒亦蕃. 五千里水路, 閭閻連延, 究其蓄饒之道, 固無他術, 只以簡約爲主. 衣

服則雖服錦段, 至脫下袴, 所入甚略, 飮食則盛以小器, 所食亦些矣. 關白, 本非父子相承者,

而好馳騁弋獵云. 始慮或有難處之事矣, 及其凡事, 務從順便, 而渠甚尙儉, 常服木綿, 故雖其

國相, 關白所見處, 則不敢着華服云.”(肅宗實錄, 46년 1월 24일; 孫承喆 編, 韓日關係史
料集成 권29, 景仁文化社, 2004,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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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칠 바가 아닐 뿐 아니라, 사행에 참여한 막비(幕裨) 중에는 연행(燕行)에 갖

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중국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라고 일본이 상당

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32) 한편으로 일본 백성들의 생활에 대

해서 홍계희는 “나라의 풍속은 원래 기교(奇巧)와 사치를 숭상합니다만 하루에 먹

는 양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먹는 식량으로 그들의 삼일분의 식

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는 옷도 많지 않으며 온돌도 없으니 하늘에서 내려주

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서 저절로 부유하고 은성하게 되었습니다.”33)라고

보고하였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홍계희는 일본인의 삼일분 식사량이 조선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暴殄賦物]를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이 풍요로운 이유로 보고 있었다.

1763년의 사행원들도 일본 백성들의 검소한 생활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남옥은

일본 백성들의 생활양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음식은 아침저녁 밥을 반드시 다 먹는 것은 아니다. 음식에는 작은 그릇을

쓰는데 술잔만 하다. 반찬도 많이 차리지 않는다. 생선은 비리고 싱겁다. 장

역시 짜지 않다. 먹는 것은 쌀 몇 약(龠)에 지나지 않는다. 입고 먹는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 우리나라 사람은 풍토가 맞지 않아서 저들의

익힌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저들은 우리 종들이 제공한 형편없는 음식을 먹

으면서도 맛있다고 한다. 음식이 좋지 못한 것을 저들이 일찍이 알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러나 가마꾼이 하루에 백 리를 가면서 진흙탕에 빠지고 험한 곳을

지나는데 그 먹는 것을 보면 몇 잔의 술과 몇 흡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써 보건대 음식에 절도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만한 곳이 있지 않다.34)

32) “上曰: ‘其都邑里閭之制, 何如?’ 啓禧曰: ‘都邑城壕, 無不堅緻, 里閭之盛, 非但我國之所不

能及, 臣行幕裨, 多有往來燕中者, 皆謂中國之所不及云矣.’”(승정원일기, 영조24년 8월 5

일)

33) “國俗固尙奇巧侈靡, 而一日所食無多, 以我國人一日之糧, 可度三日, 所衣亦不多, 又無烟

堗, 故不甚暴殄賦物, 自致富盛.”(승정원일기 영조24년 8월 5일)

34) “飮食不必其朝夕食, 食用小器如盃者, 饌不多設, 魚醒而淡, 醬亦不鹹, 所噉不過數龠之未,

衣食之費, 不甚糜財. (…) 我人不服水土, 不能食其烹飪, 而彼食吾奴輩所供菲薄之饌, 以爲

旨味, 則飮食之惡渠輩未嘗不知之矣. 然興轎之卒一日百里衝泥過險, 而見其所食, 不過數盃,

酒數合飯而已. 以此觀之, 飮食之無節, 未有如我國者也.”(南玉, 日觀記, 總記 , 飮食; 김

보경 옮김, 593~5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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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옥도 일본 백성들이 소식한다고 하면서 식사의 절도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 백성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위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행원들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백성들의

물질적 소비는 조선만큼 높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음식은 조선보다 일본이 훨씬 간

소하다고 보고 있었다.

검소하게 사는 일본 백성들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사람은 원중거이다. 원중거

가 검소하고 절약한 일본인의 생활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

었는데,35) 여기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원중거의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전대의

사행원들의 인식 및 다른 계미통신사의 인식과 비교해야 비로소 일본 백성들의 절

약에 대한 원중거의 인식이 어떤 점에서 새롭고 독특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원중거는 “대개 그 의복은 따뜻함을 취하지 않고, 음식은 맛을 구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며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산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도 천하에 일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36)라고 기록하였다. 원중거의

일본 사행록에는 다이묘 야시키에서 무사계급들이 누리는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생

활, 그리고 서로 경계하면서 이익을 쫓는 화려하고 어지러운 상업도시 오사카의

풍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소박한 의복과 음식으로 조용하고

검소하게 사는 민중들의 세계가 같은 비중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사치스러운

세계와 검소한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 원중거 일본 견문기의 한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천하에 일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은, 그가 일본 민중들의 생활세계에 시야를 넓힘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중거는 이렇게 일상을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일본 백성들을 높

이 평가하면서도 장래의 일본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인구가 너무 많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식만으로는 모자랄 것이라고 하면

서 “사물은 성하면 쇠퇴하는 것이 변화의 법칙이다. 생각건대 그들이 이룩한 번영

을 능히 오래도록 누리지는 못할 것 같다.”37)라고 기록하였다. ‘사물은 성하면 쇠

35) 신로사, 원중거의 화국지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4), 58면 참조.
36) “蓋其衣不取溫暖, 食不求滋味, 早起而晏寢, 服勞而食力. 吾恐天下無如日本者矣.”(元重擧,

和國志 卷1, 人物 , 42면; 박재금 옮김, 55면)
37) “物盛而衰，固其變也. 吾恐其不能久享盈成之業也.”(元重擧, 和國志 卷1, 人物 ,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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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하는 것이 변화의 법칙이다’라는 말은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로,38) 사물에는

늘 성쇠(盛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원중거는 도쿠가와 막부가

잘 정치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언젠가는 붕괴할 것으로 보았는데, 그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견지했던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일본이 잘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2) 경제구조에 대한 지식의 확대

사행원들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도쿠가와 막

부가 어떻게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포착하였다. ‘치병’(治兵)의 제도를 토

대로 한 경제구조는 그야말로 사절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데 사행원들은 그 독특한 경제구조를 자세히 살펴 일본의 경제발전을 막번체제ㆍ

광물자원ㆍ해외무역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막번체제ㆍ광물자원

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경제구조에 대한 지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도쿠가와 막부는 군공을 세운 무사들에게 땅을 주고 그 지방의 통치를 맡겼다.

그런데 에도막부에는 번주(藩主)들에게 준 토지와 별도로 도쿠가와 막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지(直轄地)가 있었다.

이 직할지의 존재를 처음으로 주목한 사행원은 1617년의 종사관 이경직이다. 그

는 오사카를 지나 효고(兵庫)에 도착하였을 때 “효고는 바로 셋츠 주의 소속인데,

관백이 장입(藏入)하는 곳으로 만들고 가타기리 사다타카(片桐貞隆)39)라는 사람에

게 관할토록 하였다. 장입이란 탕목읍(湯沐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40)라

박재금 옮김, 56면)

38) 史記 권30 平準書 에 “宗室有土公卿大夫以下, 爭于奢侈, 室廬輿服僭于上, 無限度. 物

盛而衰, 固其變也.”라는 말이 보인다. 
39) 片桐貞隆(1560~1627): 가타기리 사다타카는 야마토 국(大和國) 코이즈미 번(小泉藩)의

번주로 당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출사하였다가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하가 되

었다.(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제3권, 354면의 ‘片

桐氏’ 항목 참조)

40) “兵庫乃攝津州所屬, 而關白以爲藏入之地, 使片桐主膳稱號者管之. 藏入, 如謂湯沐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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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록하였다. 이경직은 이러한 지식을 아마도 쓰시마의 수행원으로부터 얻은 것

으로 생각된다. 그는 효고를 지나면서 얻은 지식을 사행록의 맨 뒷부분에서 다음

과 같이 정리했다.

각 주(州)의 시전(市廛)은 태수가 그 세(稅)를 거두는데, 왜경ㆍ오사카ㆍ효고

ㆍ사카이하마(界濱) 등지는 ‘장입(藏入)’이라 일컬으니, ‘장입’이란 탕목읍(湯沐

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세(田稅)와 시세(市稅)는 모두 히데타다

(秀忠)가 수입(收入)하며, 사츠마 주(薩摩州)의 가고시마(籠島)와 비젠 주(肥前

州)의 나가사키(長崎)와 같은 데는 역시 상업 중개[駔儈]를 하는 곳이므로 관

백이 세를 거두는 곳이라 한다.41)

여기서 말한 ‘장입(藏入)’이 막부의 직할지를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구라이리치’

(藏入地), ‘텐료’(天領), ‘고료죠’(御料所)라고도 부른다. 에도막부는 일본 전국에 번

(藩)을 설치하고 번을 통치하는 번주들에게는 상당한 자치권을 주었다. 게다가 번

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그 대신 막부는 에도, 오사카, 교토, 나가사키

등의 주요도시를 직할지로 직접 통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직할지의 수입으

로 국가재정을 확보하였다. 에도시대 초기의 직할지 수입은 230~240만 석(石)이고

17세기 말에는 400만 석으로 총수입의 4분의 1에 달하였다.42) 이경직은 일본에 번

주가 세를 거두는 곳 외에 따로 ‘탕목읍’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막부가 직

할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경직은 부상록의 문견별록 에 해당하는 글에서 직할지 이외에 일본의 세금

제도, 사회기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다. 이경직의 부상록에 기록된 일본의 경
제구조 관련 지식은 이후의 사행록에 자주 인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경직은 일

본의 경제제도에 대한 지식의 기반을 만든 인물로 볼 수 있다. 이경직이 일본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대략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쓰시마 번의 번주가 따로 지쿠젠(筑前)의 토지에서 수입을 얻은 사례를 들

(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8월 16일조; 국역 해행총재Ⅲ, 60면)
41) “各州市廛則太守收其稅, 如倭京ˎ大坂ˎ兵庫ˎ界濱等地, 稱以藏入, 藏入如云湯沐邑也. 田稅
市征, 皆入於秀忠. 如薩摩之籠島, 肥前之長崎, 亦是駔儈之所. 故亦爲關白收稅之地云.”(李

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23면)
42) 歷史學硏究會ㆍ日本史硏究會, 講座 日本歷史 5 近世 1(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2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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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 번주가 다른 지방의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43) 이

는 도비치(飛地)44)를 가리킨다. 즉 근세일본에서 한 지방을 지배하는 영주가 먼

곳에 있는 영지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일본에 66주가 있다

고 해도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는 번주도 있고 한 주에 여러 명의 번주가 있기도

하며 토지의 규모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번주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45)

또 이경직은 “전제(田制)는 30보(步)가 1무(畝), 10무가 1탄(疃)이고 1탄에 상세

(上稅)가 8석(石), 중세(中稅)가 6석, 하세(下稅)가 5석이며 1석이 우리나라 25말이

다.”46)라고 하여 일본의 세금이 토지의 크기에 따라 징수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경

직이 제시한 30보=1무, 10무=1탄이란 기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다이코

겐치(太閤檢地)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에도시대에도 이 기준이 사용되었다. 1보는

3.3058㎡, 즉 1평(坪)이며 1탄은 1㏊에 해당한다.

다이코 겐치란 일본 각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가리킨다.

각지의 대명들과 전투를 거듭한 히데요시는 정복지를 넓힐 때마다 그 지방의 토지

의 크기와 수확량을 조사하였다. 또 논밭ㆍ건물에 상ㆍ중ㆍ하ㆍ하하(下下)의 네 등

급을 매기고, 미곡(米穀)의 양을 측량하는 그릇을 통일하였으며, 일본 전국의 토지

를 ‘고쿠다카’(石高)라고 하는 쌀의 표준수확량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히데요시는 각지의 농민을 지배하여 막대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

다.47) 이경직이 말하는 ‘상세’ ‘중세’ ‘하세’는 논밭의 등급에 따라 징수한 쌀의 양

이 다름을 말한다.

이어서 그는 “백 석 이상은 땅을 떼어 주어 각자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는데,

부역과 세금은 각자 제 마음대로 하게 한다.”48)라고 하여 식읍을 맡은 자, 즉 번주

43) “旣專其州而又加受他邑之祿者有之, 如平義成以對馬守而又食筑前之祿是也.”(李景稷, 扶
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2면)

44) 도비치에 대해서는 國史大辭典제10권, 409면의 ‘飛地’ 항목 참조.

45) “祿多者或兼有隣邑, 地廣者或三分五裂, 是以州雖六十有六, 而稱太守居一郡者, 厥數甚

多.”(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2면)
46) “田制則三十步爲一畝, 十畝爲疃, 爲疃上稅八石ˎ中稅六石ˎ下稅五石, 而一石則我國之二十
五斗也.”(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2~153면)

47) 다이코 켄치에 대해서는 堀新, 天下統一から鎖国へ(日本中世の歷史 7, 東京: 吉川弘文

館, 2009), 129~140면 참조.
48) “百石以上, 則割地而與之, 自爲食邑, 力役收稅, 各自任爲.”(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

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3면) ‘100석 이상’이란 말은 오기로 보인다. 대명(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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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로이 역을 부과할 수 있고 세율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경직은 이어서 땅을 맡은 영주들이 백성들을 심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있

다고 하면서 이 때문에 농민의 생활이 아주 어렵다고 기록하였다.49) 이처럼 이경

직은 각각의 영주들에게 큰 자치권을 주는 제도를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

하면서도 이러한 경제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경직의 눈에 비친

막부의 경제정책은 백성을 위한 인정(仁政)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경직은 도쿠가와 막부가 직할지를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직접 징

수하고 있다는 점, 일본에서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토지가 구획되어 있으며 토지

의 등급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 등등 일본의 조세제도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이에 기반하여 일본에 병사가 몇 명있는지를 예측하고 있는 바,50) 그는 일본

의 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세금제도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사행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이경직의 기록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지식은 추가되지 않았다.51)

대체로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과 비교하면 경제제도에 대한 지식은 미미

하다고 할 수 있다. 원중거가 “전제(田制)와 병제(兵制)는 나라에 금령이 있어서

감히 외국인에게 말하지 않는다.”52)라고 하였듯이 일본의 경제제도는 군사와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의 세금제

도에 대한 지식은 일본의 경제상황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적 기반이 되었

다. 일본의 경제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한 신유한에게서 이를 볼 수 있다.53) 그는 일

名)이란 보통 ‘1만 석 이상’의 토지를 가진 자를 말한다.

49) “分收其地者, 亦不拘於元定之稅, 侵虐萬狀, 沒數輸入者有之. 是以農民最苦, 終年勤苦, 卒

歲無資.”(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3면)
50) “大槪一國之田, 通共一百二十八萬一千九百四十餘町, 以此斟酌, 計以中稅, 則兵數可二十

萬六千八百八十餘名, 而上中下稅多小之數, 未可的知.”(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

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53~154면)
51) 姜弘重, 東槎錄, 聞見總錄 ; 金世濂, 海槎錄, 聞見雜錄 ; 南龍翼, 聞見別錄, 風
俗, 雜制 ; 任守幹, 東槎日記, 聞見錄 ; 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南玉, 日
觀記, 總記 , 賦稅; 元重擧, 和國志 卷3, 賦稅 등 참조. 대부분의 사행원들이 이경

직의 기록에 의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갈수록 점차 경제제도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기

도 하고 새로운 지식도 추가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이경직의 기록을 답습하였다.  

52) “然田制兵制, 國有禁令, 不敢說與外國人.”(元重擧, 和國志 卷3, 賦稅 , 314면; 박재금

옮김, 350면)

53) 신유한이 일본의 경제발전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 申維翰의『海遊錄』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
보 제11집, 2001, 452~454면; 김태훈, 申維翰(1681~?)의 海遊錄에 나타난 일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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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경제제도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일본이 어떻게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이룩

하였는지를 기록하였다.

에도에 도착한 신유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방의 큰 성과 이름난 도읍을 직할하여 그 시전(市廛)의 세금이 모두 공부

(公府)에 귀속되므로,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도시와 시골의 창고가

다 찼으며, 기이한 인재ㆍ검객(劍客)ㆍ화포(火砲)ㆍ전함(戰艦) 등속이 국중에

가득 넘친다.54)

‘사방의 큰 성과 이름난 도읍을 직할하여 그 시전(市廛)의 세금이 모두 공부(公

府)에 귀속된다.’라는 말은 즉 오사카ㆍ교토ㆍ나가사키 등 막부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지에서 징수한 세금이 그대로 막부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신유한은 직할지에

서의 수입으로 국가재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종실(宗室)이나 대신(大臣) 이하 정사(政事)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달마다

쌀ㆍ돈을 관청에서 받는 법이 없고 각각 맡은 성읍(城邑)이 있어 혹은 태수

(太守)라 하고 혹은 공부(公府)라 하는데 그 가신(家臣)들로 하여금 고을을 다

스리게 하여 들어오는 세금을 계산해 의식(衣食)을 스스로 해결한다. 그러므로

온갖 물질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호화찬란하여 주택이 궁궐과 같았다. 성중에

는 간간이 토돈(土墩)을 쌓아 언덕과 같았으며, 길이가 수십 척이었다.55)

‘달마다 쌀ㆍ돈을 관청에서 받는 법이 없고 각각 맡은 성읍이 있’다는 말은 간단

히 말하면 막부가 번주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며 번주들은 각각 자신의 영지를

, 한국학보 30권 2호, 2004, 129~131면). 그러나 신유한이 막번체제의 경제구조에 대

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일본의 경제발전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은 간과되어 있다.

54) “割四方之大城名都, 市征廬稅, 悉歸公府, 金銀貨寶, 山積川委, 都鄙廩庾皆滿. 而奇材劍

客火砲鬪艦之具, 溢國中.”(申維翰, 海游錄 中, 기해년 9월 27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24면)

55) “宗室大臣以下視事者, 無月廩米錢自公頒祿之法. 各有所典城邑, 曰太守曰公侯, 使其家臣, 

往治邑, 算田賦之入, 而自奉衣食. 所以百物豐美繁華, 爛然居宅擬公宮, 城中往往築土墩, 

如阜陵, 長數十尺.”(申維翰, 海游錄 中, 기해년 9월 27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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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 그 영지에서 얻는 세금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다는 말이

다.56) 이처럼 신유한은 직할지에서 재정을 충당하고 신하들에게 각각 영지의 운영

을 맡기는 경제제도 덕분에 일본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경제제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일본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유한은 이러한 군사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제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는 해유록에 수록된 문견잡록 에서 일본의 경제제도를

정리하였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서술한 뒤, 신유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나 주(州)ㆍ국(國)의 세법(稅法)이 심히 각박하여 추호(秋毫)도 빠뜨리지

아니하므로 원촌(遠村)의 농민들은 1년 내내 경작하여도 다 관청에 바치고, 풍

년에 콩죽으로도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스스로 아내와 자식을 파는 자까

지 있다. 가난하고 부유함이 고르지 못한 것은 모두 국법의 폐단에서 말미암

은 것이다.57)

신유한은 화려한 경제적 발전의 그늘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향촌 농민들의 모습

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화려하고 사치한 세

계가 있는가하면 털끝만큼도 빠뜨리지 않는 엄격한 세금제도에 시달려 처자를 팔

아야 할 정도로 빈궁한 세계가 있다. 이러한 상이한 세계가 있는 것은 모두 ‘국법’

즉 막번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사치스러운 무사계급의 생활과 검약

한 농민들의 생활이 대비됨을 살펴보았다. 신유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에 빈부

의 불균등[貧富之不均]이 존재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부를 형성하는 원천으로 사행원들이 주목한 것은 광물자원이

다. 당대 일본에는 광산(鑛山)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다. 유명한 광산으로는 사도

(佐渡: 니이가타 현新潟縣 옆에 있는 섬)의 금은산(金銀山), 이와미 오모리(石見大

56) 다만 막부에 직접 출사한 신하들에게는 역직수당(役職手當)이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서는 國史大辭典제14권, 34~35면의 ‘役料’ 항목 참조.

57) “然州國之稅法甚刻, 秋毫不漏, 遠村農民, 則終歲畊作, 盡歸公府, 而豐年樂歲, 半菽難繼,

至有自鬻其妻子. 貧富之不均, 皆出於國法之弊.”(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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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 시마네 현島根縣)의 은산(銀山), 무츠 한다(陸奥半田: 후쿠시마 현福島縣)의

은산, 이쿠노(生野: 효고 현兵庫縣)의 은산 등이다. 막부는 이들 금은산이 있는 지

역을 직할지로 하여 관리를 파견해 직접 지배하였다.58)

일본에서 금이 나온다는 지적은 1443년에 일본을 방문한 신숙주가 남긴 해동제
국기(海東諸國記)에 보인다. 그는 일본의 각 지방에서 나오는 산물을 소개하는 대
목에서 무츠ㆍ데와(出羽)에서 금이 산출됨을 전하였다.59) 1596년의 사신 황신은

“금은은 무츠ㆍ데와(出羽) 등지에서 날 뿐인데, 금은 매우 질이 나빠 중국이나 우

리나라에서 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60)라고 기록하였다. 무츠의 금산이란 앞서

언급한 한다 은산을 말하는 듯하고 데와의 광산이란 지금 아키타 현(秋田縣)에 있

는 아니 광산(阿仁鉱山)을 말하는 듯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선ㆍ중국과 비해

아직 금의 질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강항도 무츠의 산물이나 지방행정을 설명한 대목에서 “바다 가운데 금산(金山)

이 있어서, 지키는 장수가 목욕재계하고 그 캐낼 수량을 청한 연후에 배를 타고

가서 캐어 오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그 청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배가 돌

아오다 반드시 부서지게 된다고 한다.”61)라고 하면서 무츠에 금산이 있음을 기록

하였다.

그런데 사행록에서 가장 빈번히 반복되어 인용되는 광물자원 관련 지식을 제공

한 사람은 이경직이다. 이경직은 “물산은, 무츠에서는 금이 나고, 이와미ㆍ사도ㆍ

타지마(但馬)에는 은이 나며, 빗츠우(備中)ㆍ하리마(播摩)에는 동철(銅鐵)이 나고,

비젠(肥前)ㆍ부젠(豊前)ㆍ분고(豊後)에는 철(鐵)이 생산된다.”62)라고 하여 일본 전

국에 있는 광산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경직 이후에 일본을 방문한 사행원들은 모

두 이경직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일본 각지에서 광물이 채취됨을 전했다.63)

58) 근세 일본의 주요 광산의 위치 및 광산 지배에 대해서는 小葉田淳, 日本鑛山史の硏究
(東京: 岩波書店, 1968), 4~8면 참조.

59) “東山道八州 陸奧州, 產金.”(申叔舟,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東山道八州; 국역 해행

총재Ⅰ, 110~111면.
60) “金銀則出於陸奧ˎ出羽等地而已. 金甚惡, 不及天朝與我國所產.”(黃愼, 日本往還日記, 丙
申年12월9일 조; 국역 해행총재Ⅷ, 179면)

61) “海中有金山, 守將齋沐請其數, 然後乃乘船採來, 稍溢其數, 則歸船必敗云”(姜沆, 看羊錄
, 賊中聞見錄 東山道八國; 국역 해행총재 Ⅱ, 156면)

62) “物產則陸奧產金, 石見ˎ佐渡ˎ但馬產銀. 備中ˎ播摩產銅鐵. 備前ˎ豐前ˎ豐後產鐵.”(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Ⅲ, 142면)

63) 姜弘重, 東槎錄, 聞見總錄 ; 任守幹, 東槎日記, 聞見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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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의 광물자원에 대한 사행원들의 지식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그들

은 대부분 이경직이 남긴 기록을 베껴 쓸 뿐, 광물자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

지 않았다. 이와 달리 원중거는 일본의 광물자원에 주목하였다. 그는 승사록에서
황금이 사도에서 나온다는 것, 산에 굴을 뚫고 금을 얻는다는 것, 바다 아래로 구

멍이 30리(里)나 될 경우도 있으며 항상 관리를 두어 채취한다는 것, 에도막부 외

의 다른 번의 사람들은 채광(採鑛)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나라에서 소용되는 온

갖 물건에 도금을 하는 금은 모두 막부에서 나온 것이며, 막부에서 나온 재화는

모두 관백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서 사용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64) 광물자원에

대한 원중거의 관심은 화국지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대개 천리가 비옥한 평야

이며 은과 철, 구리와 주석이 나는 산이 바둑판처럼 벌여 있다.”65)라고 하면서 일

본 곳곳에 광산이 있음을 전하였다.

관동(關東)의 식읍이 이미 많은데다 또한 사도(佐渡)의 금광도 점유하였다.

금광은 나라 안에서 단 한 곳인데 관백이 홀로 주관한다. 비록 왜황이라도 애

초에 감히 간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중에 세금이 없더라도 나라의 재용

(財用)이 차고 넘친다.66)

‘관동의 식읍이 이미 많다’는 말은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지 및 도쿠가와 일족의

영지가 관동에 많이 있다는 말이다. 원중거는 막부가 각 지방의 번주로부터 세금

을 거두지 않아도 넉넉하게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직할지와 광산으로부터

의 수입을 들었다. 원중거는 일본의 재정운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64) “黃金出於佐渡州海邉, 有山穿穴取之, 下及海中穴, 湥三十餘里, 常置守官以採, 而武州外
他人, 不敢預焉. 國中所用百物塗金, 皆從官出. 故自武州因行貨, 皆着關白字標用之.”(元重

擧, 乘槎錄, 갑신년 2월 25일조; 김경숙 옮김, 318면)
65) “蓋千里沃野, 銀鐵銅錫山出棊置.”(元重擧, 和國志 卷1, 風俗 , 61면; 박재금 옮김, 74

면)

66) “關東之食邑旣多, 而又占佐渡之金穴. 金穴國中只一處, 獨關白主之. 雖倭皇初不敢預問.

故國中無賦稅而國用充溢.”(元重擧, 和國志 卷1, 武州本末 , 121면; 박재금 옮김, 1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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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사키에 대한 관심

일본의 국가재정의 원천을 지적할 때 사행원들이 가장 자주 지적한 것은 해외무

역을 통한 수입이다. 사행원들은 일찍부터 일본의 해외무역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

며, 일본의 해외무역은 조선후기에 주장된 해외통상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16세기부터 일본은 해외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왜구 문제 때문에 명나라

와의 무역이 두절되자 여송(呂宋)ㆍ교지(交趾)ㆍ섬라(暹羅) 등의 나라와 교역을 하

였다. 히데요시는 해외로 가는 배에 주인(朱印)이 찍힌 서장을 발급하여 해외무역

을 허가하였다. 이에야스도 이 방식을 답습하여 무역 대상국에 국서를 보내 막부

의 주인장(朱印狀)을 가진 일본의 상선만이 정식의 인가를 받은 일본의 무역선(貿

易船)임을 통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막부는 안남(安南), 섬라, 캄보디아[柬埔

寨] 등의 나라들과 무역을 하였다.67) 그런데 이에미츠 정권 때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교체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막부는 1633년

해외도항(海外渡航)을 금지하였고 1639년 포르투갈에 대해 일본으로의 내항(來航)

을 금지하였다. 유럽 중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에 대해서만 나가사키에 한정하여

무역을 허가하였다.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 네덜란드ㆍ중국과 교역했고, 쓰시마

번을 통해 조선, 사츠마 번을 통해 유구와, 마츠마에 번(松前藩: 지금의 홋카이도

北海道)을 통해 아이누와 무역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네 개의 창구에서 무

역을 전개하고 있었다.68) 근세일본의 외교정책을 쇄국정책이라 부르긴 하지만 사

행록에는 일본이 활발하게 해외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잡혀 일본에서 포로생활을 했던 정희득(鄭希得,

1573~1624)은 “신이 적중(賊中)에서 들으니, 유구ㆍ여송ㆍ남만(南蠻) 여러 나라가

모두 이놈들과 통교는 하면서도 사신 내왕은 아직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69)라고

하여 히데요시 정권하에서 일본이 해외 교역을 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사신 내

왕을 한 일이 없다는 말은 정식적으로 국교를 맺어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

라들의 일본과의 교류가 경제적 관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67) 國史大辭典 제7권, 244~245면의 ‘朱印船貿易’ 항목 참조.

68) 宮地正人ㆍ佐藤信ㆍ五味文彦ㆍ高埜利彦 編, 國家史(新體系日本史 1, 東京: 山川出版

史, 2006), 300~304면 참조.
69) “臣聞於賊中, 琉球ˎ呂宋ˎ南蠻諸國, 皆與此奴通和. 而使价來往則未嘗有之矣.”(鄭希得, 海

上錄 卷1, 自賊倭中還泊釜山日封疏 ; 국역 해행총재 Ⅷ,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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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항은 일본이 활발하게 해외 무역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

였다. 그는 “왜노(倭奴)의 성질이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기뻐하여, 먼 나라의

주즙(舟楫)이 상통하는 것을 항상 성사(盛事)로 여기고, 상선이 오면 반드시 사신

이라 지칭한다.”70)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해외와 무역을 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

로 여긴다고 전하였다. 또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을 졸왜(卒倭)가 간혹 박해하는 일

이 있는데, 그런 경우 왕래하는 길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반드시 그 박해한 자를

삼족(三族)까지 없앤다.”71)라고 하여 해외에서 온 상인들을 살해하면 처형하다고

서술하였다.

나가사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사행원은 1617년에 갔던 이경직이다. 그는 교

토에서 중국 사람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그 중국인은 복건성(福建

省)의 장사꾼으로 나가사키에 왔다가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였다고 전하면서

중국인과 남만인이 끊임없이 왕래한다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72) 이경직은 외국의

상선이 도착하는 곳으로 나가사키를 언급하였고, 이후 ‘나가사키’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확대되었다.

1624년의 부사 강홍중은 교토에서 중국인들을 보았다. 그 중국인들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그들은 나가사키를 왕래하는 상인으로 일본에 오면 수년간 일본 국내에

머문다고 하였다고 기록하면서 나가사키를 상선(商船)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

명하였고,73) 무로츠(室津)에서 남만인(南蠻人)을 봤을 때의 일기에도 그들이 나가

사키를 왕래함을 지적하였다.74)

1655년의 종사관 남용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관백은 무역으로 이익을 일으키는 것을 일삼으니 예를 들면 나가사키 등의

70) “倭奴之性, 好大喜功. 遠國舟楫之相通, 常以爲盛事, 商船賈舶之來者, 必指爲使臣.”(姜沆,

看羊錄, 詣承政院啓辭 ; 국역 해행총재 Ⅱ, 202면)
71) “遠國人來者, 卒倭間或賊害, 則恐絶其來路, 必夷其三族.”(姜沆, 看羊錄, 詣承政院啓辭
; 국역 해행총재 Ⅱ, 202면)

72) 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8월 27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81면.
73) “自倭京出來時, 唐人七八, 立於觀光人中, 問之則以賣買常常往來於長崎, 或數歲留連而不

返云. 長崎卽商船輻湊處也.”(姜弘重, 東槎錄, 을축년 1월 17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254~255면)

74) “自室津出來時, 港口有三四怪狀人, 揖於船頭, 問之則南蠻人也. 以賣買尋常往來於長崎ˎ籠
島等處, 渠之大船, 難容於內洋. 故移載物貨於倭船, 販賣於內地諸處而歸云.”(姜弘重, 東槎
錄, 을축년 1월 30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260~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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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특별히 대관(代官)을 정하여 두고 중국 사람들의 물화를 교역하게 하여

밑천은 놓아두고 이익을 거두어들여 사사로 저축을 하니, 집정(執政) 이하 비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투어 본받으므로 한 집의 재산이 누거만(累巨

萬)인 사람이 매우 많다.75)

이처럼 17세기에 일본을 다녀온 사행원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이 나가사키를 통해

해외 여러 나라와 교역하였으며, 그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얻음을 전하였다. 그러

나 나가사키에 대한 기록은 표면적 관찰에 그치고 있으며, 나가사키라는 무역도시

에서 통교하였던 서양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나가사키 무역을 높이 평가하는 사

례는 찾을 수 없다.

18세기에 들어서 나가사키에 대한 지식은 점차 늘어났다. 1711년에 일본을 방문

한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은 “일본은 바닷길이 사방으로 통한 나라라서 복건

ㆍ절강의 여러 도(道)와 유구 등 남만 여러 나라의 상선들이 다 이곳을 왕래하면

서 통상합니다.”76)라고 하며 그 활발한 교역 양상을 전하였다.

1719년 사행원 신유한은 “나가사키는 중국 상선이 닿는 곳으로 명승지(名勝地)

와 물산의 번성이 국중(國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우리 배가 그곳을 경유하지

않아 하나도 구경할 수 없었던 점이 유감스러웠다.”77)라고 서술하였다. 나가사키를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고 토로한 것이 주목된다. 신유한은 외국의 상선들이 모이

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모이는 무역도시를 한 번 보고 싶다는 호

기심이 들었던 것이다. 또 그는 나가사키는 실로 해외 여러 나라가 모이는 곳으로

써 남경(南京)의 상인들이 일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일본은 그들을 통해 중국의 사정을 알 수 있고 비록 조선에서 배우는 북경말과

차이가 있긴 하나 중국말도 통한다고 기록하였다.78) 이처럼 신유한은 일본이 나가

75) “關白, 貿販興利爲事, 如長崎等島, 別定代官, 交易漢人物貨, 存本取利, 以爲私蓄. 執政以

下, 至於下賤, 爭相慕效, 故家貲累巨萬者甚多.”(南龍翼, 聞見別錄, 風俗, 雜制 ; 국역
해행총재 Ⅵ, 83면)

76) “日本海路, 四通無礙, 閩浙諸道, 琉球ˎ南蠻等諸國商船, 莫不往來通貨.”(任守幹, 東槎日記
, 先來狀啓時別單書啓 ; 국역 해행총재 Ⅸ, 263~264면)

77) “長崎則中國商船所泊處, 其名勝與百物繁華, 最有名國中, 而路不由焉, 無從一經眼, 可

憾.”(申維翰, 海遊錄 上, 기해년 8월 1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429면)
78) “長崎島屬肥前州, 非使行歷路, 雖不得目見, 實海外諸國都會之區. 南京商賈航海而來者,

或狎倭女, 生子往來. 故倭人以此得中國事情, 亦通漢語, 然所學語音, 乃蘇ˎ杭ˎ閩ˎ浙ˎ福建以
下, 故與我人北京譯差異.”(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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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를 통해 중국과 통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사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중

국어 소통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일본이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행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나가사키라는 장소를 종래와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한 것은 1763년의 사행원들

이다. 종래의 사행들은 일본이 나가사키를 통해 해외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막

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1763년의 사행

원들은 나가사키 무역이 실은 조선의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하

였다. 그에 따라 무역에 대한 사행원들의 시선이 점차 달라졌다.

정사로 일본에 다녀온 조엄은 이전에는 왜역(倭譯), 즉 일본 외교를 담당하는 역

관들 중에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이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이 부

산의 왜관(倭館)을 통하지 않고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 강남(江南) 지방의 상인들

과 직접 무역을 하게 되자 역관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며, 역관들이 자손들

을 과거시험에 응시시키기 때문에 선대의 일을 계승하는 자가 매우 적어서 외교

업무를 맡길 만한 인재가 얻기 어려운 것이 매우 답답하다고 서술하였다.79)

일본에서 시행되는 무역이 실은 자신들에게도 여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

에서 조엄의 발언은 큰 의의가 있다. 그 때까지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두었는데, 나가사키 무역 때문에 그 이익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실

제로 17세기 이래로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중국

의 견직물과 백사 및 조선의 인삼을 일본에 팔아서 일본의 은을 수입하여 다시 이

은을 중국과의 무역에 투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상인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청나라가 1684년에 해금령(海禁令)을 해제하자 중국 상인들이 직

접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하였고 1689년에는 청 정부는 나가사키에 상관(商館)을

세웠다. 18세기에 들어가면 일본 상인들은 대부분 나가사키를 통해 직접 중국과

무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부산의 왜관은 급격히 쇠퇴하여 중개무역을 통한 이

익도 급감하였다.80)

1763년 사행원들은 이러한 중개무역을 둘러싼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면)

79) “在前則倭譯多有致富者, 一自長崎島, 直通江南商賈之後, 錦緞買賣, 不由倭館, 被執蔘價,

又重以高蹬, 餘利無多, 契活漸疏. 故譯官輩子姪之稍解文字者, 盡趨科場, 繼其箕裘之業者

甚少, 他日邊門之可以任事者, 因此難得, 是尤可悶處也.”(趙曮, 海槎日記, 계미년 11월

10월조; 국역 해행총재 Ⅶ, 81면
80) 최광식 외 지음, 한국무역의 역사(청아출판사, 2010), 411면 및 434~4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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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나가사키를 보는 1763년 사행원들의 시각은 종전의 사행원들에 비해 한

층 심각했다. 그들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나가사키를 보았다. 제술관 남옥은 다음

과 같이 서술하였다.

우리가 주거나 교역한 것은 모두 쌀과 면포이니 의식(衣食)의 근본이고 인

삼은 죽음에서 살리는 약이다. 그런데 저들이 보답하거나 파는 것은 모두 별

쓸모 없는 교묘하고 부박한 장식이거나 있든 없든 아무 상관도 없는 물건인데

도 도리어 이익을 내고 있다. 국력이 이 때문에 점점 쇠약해지고 오랑캐의 정

상이 이 때문에 더욱 교활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이루 다 탄

식할 수 있겠는가.81)

이와 같이 남옥 또한 대일무역의 부진(不振)이 국력(國力)의 쇠퇴에 직결되어 있

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말은 이전 시대의 사행록에는 보이지 않았던 발언이다.

원중거 또한 나가사키를 통해 해외무역을 전개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교역

에 의한 이해(利害)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인삼 무역을 통해 해외 교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원중거는 일본에 와서 일본인들이 인삼의 재배 방법

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그는 일본인에게 받은 질문 중의 대다수가 인

삼 재배에 관한 질문이었으며, 양의(良醫)의 이좌국(李佐國)을 시켜 질문에 답하도

록 하였더니 이좌국도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마침내 인삼의 재배법을 쓴 기

록을 호행(護行)의 의사에게 가져가게 하였더니 일본인들은 모두 그 기록을 베껴

서 갔다고 하여 일본 사람들이 인삼의 재배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82)

또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기도 하였다.

인삼은 그 나라에서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다. 인삼을 영약(靈藥)이라고 부르

면서 목숨이 달려 있는 것으로 믿는다. 단지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

81) “我之所賜所市, 皆米綿, 衣食之本, 蔘貨起死之藥, 而彼之所答所賣, 皆無用巧薄之餙, 有無

不關之物, 而尙以爲利, 不悟其國力以是而寢弱, 虜情以是而益狡, 可勝歎咤.”(南玉, 日觀記
, 總記 , 物産; 김보경 옮김, 574~575면)

82) “入彼之時, 操問目者强半是種蔘之問, 與良醫李佐國以問聞構成蔘譜, 使答之. 李亦不勝其

紛紜使護行醫人富野義胤, 操其譜使各謄去. 可知其國人之渴於聞此也.”(元重擧, 和國志
卷3, 醫藥 , 403면; 박재금 옮김, 349면)



- 86 -

가운데의 여러 나라가 모두 일본에 와서 인삼을 사간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

들은 또한 이것을 쌓아두고 진기한 재화로 여긴다.83)

조선에서 나온 인삼이 이제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상품이 되어 있음을 일본에

와서 알게 된 것이다. 이 지식은 원중거에게 인삼무역을 깊이 생각하는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 역대 조선 문인 중에서 원중거만큼 인삼무역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

한 문인은 없다. 일본에서 인삼이 세계적인 상품이 되어 있다는 지식은 원중거에

게 무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았다.

그는 인삼 값의 급등, 인삼 상인들의 밀매 등 인삼을 둘러싼 여러 폐해들을 지

적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제안이란 “우리나라가 인삼 종자를 구하여

그 재배법의 기록을 상세히 만들어 예조(禮曹)의 서계(書契)로서 에도의 집정에게

보내는 것”84)이다. 즉 원중거는 인삼제조기술을 공식적으로 막부를 통해 일본에

전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참으로 능히 그 종자를 저들 나라에 옮길

수 있다면, 두 나라의 의뢰하는 바가 갈수록 효과를 볼 것이다.”85)라고 서술하였

다.

일본에서 인삼이 세계화되어 있는 상황을 본 원중거는 그 해결책으로 인삼 종자

의 재배법을 일본인에게 알려주기를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조선에서도 인삼 값이

안정되고 밀매를 비롯한 부정무역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삼이 세계적인

상품이 된 이상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것은 인삼제조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국의 독점상품을 무상으로 타국에 넘겨주자는 의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을 결여한 낙관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도주의적

인 측면에서 보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763년 사행원들 중에서 조엄과 남옥은 일본의 나가사키 무역을 조

선의 이익과 관련지어 생각하였고, 원중거는 인삼 무역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

고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해외무역에 대한 관심은 16세기 전

83) “人蔘爲其國萬病通治之藥, 名之曰靈藥, 而恃之爲性命之關, 不獨日本爲然也. 海中諸國皆

來買取於日本, 故日本之人又蓄此爲奇貨.”(元重擧, 和國志 卷3, 醫藥 , 401면; 박재금

옮김, 349면)

84) “我國家求蔘種, 詳其蒔種之譜, 以禮曹書契送于江戶執政.”(元重擧, 和國志 卷3, 醫藥 ,

402~403면; 박재금 옮김, 348면)
85) “信能移其種於彼國, 則其爲兩國所賴, 必將愈往而愈見效矣.”(元重擧, 和國志 卷3, 醫
藥 , 403면; 박재금 옮김,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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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대의 일본을 목격한 포로들에게서부터 있었다. 후대로 갈수록 일본의 해외무

역에 대한 지식은 확대ㆍ심화되었다. 1763년의 사행원들은 전대 사행원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해외무역의 중요성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이 해외무역

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본처럼 조선에도 외국의 상선

을 불러 해외무역을 전개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구조에 대한 지식은 조선 국내에도 유입되었다. 특히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는 지식은 조선 국내의 지식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부에 관해 일찍부터 주목한 사람은 유몽인(柳夢寅,

1559~1623)이다.

저 중국은 만국과 통화(通貨)하기 때문에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은성하

다. 작고 추악한 왜노들 역시 수십 개의 나라들과 통하니 인민들의 풍요로움

과 시전(市廛)의 넉넉함은 중국에 부끄러움이 없다. (…) 우리나라는 산천이

좁고 막혀 있으며 땅에서 나오는 산물이 많지 않은데다 다른 나라와 재화(財

貨)를 통하지 않는다.86)

유몽인의 발언은 일본의 해외무역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한 글이기에 중요하

다.87) 조선 국내 지식인이 17세기 초반에 이러한 지적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상적

이다. 일본의 해외무역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18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안

정복(安鼎福)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88)

왜인은 자고로 통상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서양에 이르기까지 해외의 여러

나라를 왕래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므로 지금 날로 더욱 부성하여 재보(財寶)

가 가득 차 있고 상선(商船)이 많이 몰려듭니다. 또 일본은 중국과 통상하여

86) “彼中國與萬國通貨, 國以富强, 民以殷盛. 倭奴小醜也, 而猶通數十諸國之貨, 人民之饒, 

市廛之贍, 不愧於中國者. (…) 我國山川迫塞, 地出無多, 而不通域外之貨. (…)”(柳夢寅, 
默好稿, ｢中江開市辨誣啓辭 ; 默好先生文集一, 경인문화사, 249면)

87) 유몽인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한명기, 柳夢寅의 經世論연구: 임진왜란 이후 사회경제

재건의 한 방향 , 한국학보 18권2호, 1992, 148~149면 참조.
88) 일본의 해외무역에 대한 안정복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하우봉, 조
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94, 126~128면). 하우봉이 밝혔듯이 안정복은

나가사키 무역 때문에 조선의 무역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대일무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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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江南), 서촉(西蜀)의 물화가 남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중국 생산물이 우

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89)

이 글도 일본의 해외무역이 결코 조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1763년 사행원 조엄과 남옥은 일본이 나가사키를 통해 직접 중국

과 교역하게 된 뒤부터 중간 무역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조선이 손해를 입

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안정복도 그들과 비슷한 견지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조선에는 손해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

이 일본의 무역이 조선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무역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지식을 피력한 사람은 이덕무이다.

그는 청령국지의 이국 (異國)에서 일본이 교류해온 외국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는 그 글에서 일본이 예전부터 남만ㆍ천축(天竺)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

였다는 것, 그런데 남만 사람들이 일본에 야소법(耶蘇法)을 퍼뜨렸다는 것, 이 때

문에 관영(寬永) 15년, 즉 1638년 이래 일본은 남만과의 교역을 폐지하고 일본인이

외국을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 아란타, 섬라, 교지, 중국 등의 나라들은

여전히 일본과 교역하였다는 것, 아란타는 세계 여러 나라 35개국의 나라와 교류

하면서 그 나라들의 토산물을 일본에서 판다는 것 등등 일본의 무역에 대해 자세

히 서술하였다.90) 이덕무가 청령국지에서 자세히 서술한 일본 무역에 대한 지식

은 모두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권64 서역천축 (西域天竺)에서 가져온 것

이다. 이덕무는 화한삼재도회의 내용을 인용한 다음, “일본이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해 바다 가운데에서 세력을 떨치는 까닭은 능히 외국과 교통하기 때문이

89) “倭人自古以通商爲業, 故海外諸國, 至于西洋, 莫不往來. 至今日益盛, 財寶充牣, 商舶輻

湊, 又與中國通貨, 江南ˎ西蜀物貨南注, 故中産之來我者絶少矣.”(安鼎福, 順菴先生文集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 己卯, 한국문집총간, 229, 552면; 송수경ㆍ김동주 역, 
국역 순암집 Ⅱ, 민족문화추진회, 1997;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
지사, 1994, 127면 참조)

90) “自古天竺及南蠻諸國市舶來于日本. 日本人, 亦無處不到往者, 諳厄利亞ˎ以西巴尒亞, 及阿
媽港ˎ呂宋等南蠻人, 用耶蘓法, 流傳日本. 日本西國人泥其邪術, 故嚴禁之. 磔其魁首, 斬殺
黨與, 若悔先非, 復佛法者, 赦之. 寬永十五年以來, 不許南蠻船來泊, 又禁日本人往來異國.

但阿難陀ˎ暹羅ˎ交趾ˎ東京ˎ大寃與中華每年來泊, 而占城ˎ柬埔寨ˎ太泥ˎ六甲ˎ咬吧ˎ呱哇ˎ番且ˎ母羅
伽ˎ浡泥ˎ莫卧爾ˎ傍葛剌ˎ波剌ˎ斯琶牛ˎ蘇門ˎ答剌等, 凡三十五箇國, 阿蘭陀人入其地交易, 將來
土産貨物, 來賣於日本.”(이덕무, 靑莊館全書 卷65, 蜻蛉國志 異國, 한국문집총간 259,

192면;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청장관전서 제11권, 솔, 1981, 179~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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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라고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였다. 그는 일본의 국부(國富)와 군사력은 해외무

역에 의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조선 후기에 해외무역을 주장한 사람은 박제가이다. 그는 북학의(北學議)에서
해로를 통한 무역을 주장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일본에 대해 언급하였다.

옛날 왜국이 중국과 통상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중개롤 통해 연경

에서 비단을 무역해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간이익을 얻을 수가 있

었다. 그러한 통상이 매우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왜국이 직접 중국과 통

상을 하게 된 이후로는 왜국이 교역을 맺은 다른 나라가 30여 개 국에 이른

다.

왜국 사람들 중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자가 간간이 있어 천태산(天台山)과

안탕(雁蕩)의 기이한 경치를 술술 말한다. 천하의 진귀한 물건과 중국의 고동

서화(古董書畵)가 나가사키에 폭주(輻輳)하고 있다. 그런 뒤로는 다시는 우리

에게 물건을 요청하는 일이 없다.

계미년 통신사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에 서기(書記)가 우연히 중국 먹을 요

구한 적이 있었다. 저들은 어디선가 중국 먹 한 짐을 가지고 왔다. 또 하루 종

일 여행할 때 가는 길마다 붉은 양탄자를 깔았는데 다음날 전날과 똑같이 하

였다. 저들이 으스대고 뽐내는 것이 이와 같다.92)

박제가가 해외무역을 주장한 배경에 일본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93) 하우봉은 박제가가 일본의 해외무역에 대한 정보를 근

거로 해외통상을 주장하였음을 밝혔다. 임형택은 “국제교역이 자국의 기술 발전과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착상”은 일본에서 왔다는 것, 박제가가 “국제교역

이 나라를 부강시키는 데 유익하다는 자기 주장의 논거로서 바로 일본을 들고 있

91) “則日本之國富兵强, 雄長海中者, 能通異國故也.”(같은 책, 같은 글, 같은 곳)

92) “倭之未通中國也, 欵我而貿絲於燕, 我人得以媒其利. 倭知其不甚利也, 直通中國而後, 已

異國之交市者至三十餘國. 其人往往善漢語, 能說天臺ˎ雁蕩之奇天下珍怪之物, 中國之古董書
畵輻湊於長崎島, 竟不復請於我矣. 癸未信使之入日本也, 書記偶索華墨俄持歙墨一擔, 又終

日行盡鋪紅氍毹於道, 明日復如之, 其夸矜如此.”(朴齊家, 北學議 內篇 通江南浙江商舶

議 , 李佑成 編, 楚亭全書下, 아세아문화사 영인, 1992, 399~400면; 안대회 옮김, 북학
의, 돌베개, 2003, 176~177면)

93)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일지사, 1994), 148면; 임형택, 계미통신사
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 비평 85호, 창비, 1994), 330~3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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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94)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해외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나가사키 무역에 대한 지식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일찍이 조엄, 남옥, 안정복은 일본의 나가사키 무역이 결코 조선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나가사키 무역 때문에 조선이 ‘중간이익’을 잃었다는 박제가

의 인식은 그때까지 쌓여왔던 일본 무역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일본

에 중국산의 먹이나 종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 있다는 지식도 계미통신사를

통해 들어온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가 너무나 사치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그

들이 보기에는 매우 일상적인 것이니, 습속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오대령의 말

에 대응하는 것 같은 박제가의 이 말은 분명히 중국산의 명품을 아무 생각 없이

일상도구처럼 사용하는 일본에 대한 동경심을 함유한 말이다.

위 인용문에 이어서 박제가는 “자기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은 없다.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어째서 남에게 양보를 한단 말인가?”95)라고 서

술하였는데, 여기서 ‘남’이란 일본을 말한다. 그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일본에

의해 침식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해외 무역의 시행을 주장함에 있어

상당히 일본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왜국놈들은 약삭빨라서 늘

이웃나라의 틈새를 엿본다.”96)라고 하면서 결국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제가의 자세는 인삼 재배법을 일본에 전함으로써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구축을

촉구한 원중거와 대조적이다. 박제가는 일본을 경제적 협력상대가 아니라 경제적

경쟁상대로 본 것이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박제가는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

무역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이 해외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

고 있다는 소식이 박제가의 해외무역 구상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4) 임형택, 같은 논문, 330~331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본의 해외무역에 대한 지

식은 북학론과 상당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나가사키를 통한 해외무역에 대한 지식

의 축적과 북학론의 관련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

다.

95) “人莫不欲其國之富且强也, 而所以富强之術, 又何其讓於人也.”(박제가, 앞의 책, 같은 글,

400면; 안대회 옮김, 177면)

96) “倭奴黠而常欲窺覦隣國.”(같은 책, 같은 글, 같은 곳; 안대회 옮김, 177면)



- 91 -

3. 일본 기술에 대한 지식과 조선의 利用厚生論

1) 水車

조선 지식인들은 일본 수차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다. 1429년에 통신

사로 일본에 다녀온 박서생(朴瑞生)은 일본에서 본 수차를 조선에 도입하기로 하

였다.1)

이수광(李睟光)의 지봉유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중국 수차의 제도는 위(魏)나라 마균(馬均)2)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논을

관개하는 데에 가장 유익해서 천하에 통행할 만하다. 최근에 양만세(楊萬世)가

일본에 가서 그 제도를 배워왔는데, 극히 편리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

이 소졸(疏拙)하여 배워서 쓰려고 하지 않으니 애석하다.3)

양만세는 1607년에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이다. 이때 부사로 사행에 참

여한 경섬이 남긴 해사록 중 일행이 오사카 동쪽에 있는 요도(淀: 지금의 교토

요도)4)에 도착했을 때의 일기에 “집 뒤의 강교(江橋) 밑에 수차를 설치하고 나무

를 파서 수도(水道)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5, 6길 가량이며, 물을 끌어 올려 바로

부엌으로 대준다.”5)라는 기록이 보인다. 양만세가 배우려 한 수차는 요도에 있는

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경섬이 처음으로 사행록에 기록한 이래, 1763년의 계미통신

사가 마지막으로 요도를 지나갈 때까지 요도에 있는 수차는 계속 사행원들의 흥미

를 끌었다. 이 수차에 대한 묘사는 사행록 도처에 보이며, 갈수록 그 묘사가 상세

해졌다.

1) 이에 대해서는 문중양,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집문당, 2000), 158면 참조.

2) 위나라 마균(馬鈞)이 수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후한서(後漢書) 장양전 (張讓傳)에

나온다.

3) “中國水車之制, 魏馬均始創之, 最有益於灌田, 可以通行天下. 頃者楊萬世往日本, 得其制而

來, 極是便利而我國人性拙, 不肯習用, 可惜.”(李晬光, 芝峯類說 卷19, 服用部, 器用 ; 
芝峯類說 卷之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장25앞)

4) 요도(淀): 사행록에는 요도우라(淀浦)로 표기되어 있다.

5) “舍後江橋下, 設水車刳木作水道, 高可五六丈, 激水引之, 直注廚舍.”(慶暹, 海槎錄, 정미
년 4월 11일조, 국역 해행총재 Ⅱ,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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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원들의 관심을 끌었던 요도의 수차는 요도성 바로 옆에 있었다. 요도 성은

강물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두 개의 큰 수차가

설치되어 있었다. 요도를 지나갈 때는 배 안에서 항상 요도의 수차가 보이기 때문

에 그곳은 일본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고, 수차는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과 문

인들의 시에 등장하였다.6) 일본 예술가들의 관심을 모였던 요도의 수차는 사행원

들의 관심도 끌었던 것이다.

1655년 요도에 다녀온 남용익은 “물가에 두 수차가 있어 물을 자아 성을 넘게

하는데, 제작이 매우 묘하여 중국의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7)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1711년의 역관 김현문도 요도성(淀城) 바깥에 수차가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 같고 크기가 매우 컸으며, 물결이 부딪쳐 바퀴를

스스로 돌아가게 하였다. 본체 바퀴에는 십여 개의 통을 달았는데, 모두 물을

떠서 돌리되 위에서는 통의 물이 속을 파낸 나무 사이로 저절로 쏟아져서, 성

혈(城穴)을 따라 동남쪽으로 흘러간다.8)

김현문은 그때까지의 사행록에서 가장 자세하게 요도의 수차를 묘사하였는데,

수차의 모양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귀로(歸路)에서도 일본

의 수차를 자세히 묘사하였다.

왜경(倭京)에서 요도에 이르는 길에는 용골차(龍骨車)가 많이 있었다. 사상

(使相)이 가마를 멈추고 두 사람을 시켜 돌리게 하여 물을 떠내니, 마치 홍수

처럼 터져 노력은 적게 들이면서 이익은 큰 것을 볼 수 있어서, 삼사(三使)가

크게 기묘하게 여겼다.9)

6) 國史大辭典, 제14권, 452면의 ‘淀の水車’ 항목 참조.
7) “洲邊有二水車, 激水踰城, 制作甚妙, 與中國之制少異矣.”(南龍翼, 扶桑錄, 을미년 9월

11일조; 국역 해행총재 Ⅴ, 487면)
8) “形如車輪, 而其製甚大, 波觸激輪自回, 幹輪懸十數桶, 桶皆挹水輪轉, 而上則桶水自瀉於刳

木之中從城穴, 注之東南.”(金顯門, 東槎錄, 신묘년 9월 27일조; 백옥경 옮김, 동사록,
혜안, 2007, 135면)

9) “淀浦之中途多有龍骨車, 使相停輿, 使兩人回轉挹水, 如決洪水, 可見功省而利博也, 三使大

以爲奇妙.(金顯門, 東槎錄, 신묘년 12월 8일조; 백옥경 옮김, 동사록,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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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 일행은 수차 앞에서 가마를 멈추고 자세히 관찰하기까지 하였던바 일본의

농사 기구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748년의 사행록에도 요도의 수차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조명채는 수차의 모양

이 소거(繅車: 고치로 실을 뽑는 물레)와 같고 높이가 몇 길을 넘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호수 안으로 드리워져 물결 따라 절로 돈다. 그 바퀴의 살은 모두 열여섯이

고, 살마다 작은 통을 달아서 수레가 돌 적에 통이 물을 담아서 수레를 따라

올라가서 절로 성 구멍에 쏟는데, 나무를 파서 만든 통이 보기에 매우 기이하

다.10)

홍경해도 호수의 물을 끌어서 성(城) 안에 쏟는 모습과 수차의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면서 “대개 수차가 한번 돌면 10여의 통이 모두 한꺼번에 물을 주입하는 데

잠시도 걸리지 않는다.”11)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1748년 사행원들도 요도의 수차

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단 그 수차를 조선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763년 사행원들 또한 요도의 수차에 관심을 보였다.12) 남옥과 원중거 모두 요

도에서 본 수차의 구조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원중거는 당시까지의 사행원들 중에

서 가장 자세하게 수차의 구조와 움직임을 묘사하였다. 그는 “큰 홈통을 끌어 밖

에 수차를 매달아 물속에 세웠는데, 제도가 물레와 다름이 없었다.”13)라고 하고서

수차의 바큇살이 몇 개 있고 각각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며 통이 물을 받고 올라갈

때부터 물이 성(城)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또 김인겸은

일동장유가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10) “垂之湖中, 逐波自轉, 其輳凡十六輻. 而每輻懸小桶, 車轉之際, 桶輒抱水, 隨車而升, 自傾

於城穴刳木之桶, 見甚奇異.”(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무진년 5월 2일조; 국역 해행

총재 Ⅹ, 117면)
11) “盖水車一轉, 而十餘桶皆一次注水不過費了霎時.”(洪景海, 隨槎日錄 卷中, 장2뒤)
12) 요도의 수차에 대한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金

東哲, 通信使がみた近世日本の産業と技術 , 松原孝俊 編, グローバル時代の朝鮮通信使
硏究:　海峽あれど國境なし, 福岡: 花書院, 2010, 78~80면).

13) “引大筧筩, 外架水車, 植水中, 制與繅車無異.”(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1월 27일조; 김

경숙 옮김, 256~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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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성(城)을 쌓고,

경개(景槪)가 기이하다.

물속에 수기(水器)를 놓아

강물을 길어다가

홈으로 인수(引水)하여

성(城)안으로 들어가니,

제작이 기묘하여

법 받음직 하구나야.14)

1429년에 박서생이 일본의 수차에 주목한 이래 수백 년 간에 걸쳐 일본의 수차

는 사행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1607년의 양만세는 일본의 수차를 자국에서

실용화하고자 하였고 1763년 김인겸은 위의 가사(歌辭)에서처럼 법받을 만하다고

읊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일본의 수차를 조선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구동성으로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사물 중에서 이와 같이 조선 지식인들의 순수한 실용적 관

심을 받은 대상은 수차가 처음이다. 후술하겠지만 수차를 비롯해 민가ㆍ배의 구조

에 대해서도 사행원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수차에 주목한 조선 국내 지식인은 이희경(李喜經, 1745~1805)이다. 그는
설수외사(雪岫外史)에서 “듣자니, 일본의 오사카 성(大坂城)은 가구수가 10만 여

호인데, 통차(筒車) 한 대를 이용하여 물을 성으로 끌어올리고 집집마다 대나무통

을 설치해 우물을 만들었다고 한다.”15)라고 하여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수차의 이

용에 대해 논하였다. 단 이는 오사카 성이 아니라 요도 성의 오기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이희경뿐 아니라 박제가, 우하영(禹夏永, 1741~1812), 정약용, 하백원(河
百源, 1781~1845), 최한기(崔漢綺, 1803~1877), 서유구(徐有榘, 1764~1845) 등 수많

은 지식인이 수차의 제조에 관심을 보였는데,16) 그들에게 요도의 수차가 참조된

사례는 문면상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요도의 수차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수

14) 김인겸, 최강현 역주, 일도장유가(보고사, 2007), 284면.
15) “余聞日本大板城十萬餘戶以一筒車激水而上城, 家家筧而爲井.”(李喜經, 雪岫外史; 李
佑成 編, 雪岫外史, 아세아문화사, 1986, 55면; 진재교 외 옮김, 북학 또 하나의 보고

서, 성균관대학출판부, 94면)
16)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수차 제조에 대해서는 문중양, 앞의 책, 173~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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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

용화로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요도의 수차에 대한 지식의 확대는 조선 지식인들에

게 수차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建築과 度量衡

사행원들은 일본의 건축물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도처에서 전하였

다. 건축물로는 성(城), 사찰, 신사(神社), 다이묘 야시키(大名屋敷), 부자들이 사는

큰 저택, 백성들이 사는 일반 가옥 등이 있는데, 사행원들은 이러한 건축물의 구조

를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여기서는 백성들이 사는 일반 가옥을 중심으로 그들의

일본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일본의 민가에 대해 최초에 포괄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은 이경직이다. 그는 일

본의 ‘궁실의 제도’[宮室之制]17)가 매우 소박하고 정결하기를 힘쓴다고 하면서 그

특질로, 단청(丹靑)18)하지 않는 점, 흙으로 벽을 바르지 않는 점, 판자[板]로 주변

을 덮는다는 점, 개폐(開閉) 방식의 창호(窓戶)를 설치하지 않고 병풍과 장자(障

子)19) 같은 것으로 가린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그는 기와를 포개면서 만들어진

사찰의 지붕이 정교하고 치밀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20) 다른 사행원들의 일본 건

축물에 대한 기록은 대개 이경직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묘사에 그치고 있었다. 일본의 민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중요한 점을

간파한 것은 1655년의 사행원 남용익이다. 그는 문견별록 (聞見別錄)에서 일본의

민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7) ‘宮室’이란 원래 궁정이나 왕실의 건물을 뜻하지만, 일본 사행록에서는 궁정, 저택, 민

가, 사찰 등 건축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8) 丹靑: 벽ㆍ기둥ㆍ청정에 여러 색깔로 무늬를 그려서 장식하는 것.

19) 병풍과 장자(障子): 원문은 ‘병장’(屛障)이다. ‘병’은 일본의 후스마(襖), ‘장’은 ‘쇼오지’를

가리킨다. 미닫이와 비슷하고 옆으로 밀어 넣어 여닫게 한다.

20) “宮室之制, 務爲朴素淨潔, 不施丹雘, 不以土完壁, 皆用板以粧. 亦不設窓戶以開閉, 只用

如屛障之帖, 以爲遮蔽. (…) 寺刹最爲宏大壯麗, 而內飾金銀, 外或板蓋, 其板蓋之狹小, 不

過如夫瓦之剖半者, 而綜錯蓋覆, 極其精緻.”(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
역 해행총재 Ⅲ,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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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그 영조(營造)하는 제도는 먼저 앞면의 기둥들을 늘어세우고 그 다음

에 가로 기둥을 연결하여 좌우의 방들이 넓고 좁은 차이가 없게 한 다음 점차

로 꾸며 가므로 칸의 제도가 한 자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 병풍21)은 모두 여

섯 첩(帖)이어서 반드시 칸에 맞고 자리22)도 역시 같은 모양이어서 한 칸에

깔리는 것이 일정한 제도가 있으므로 길가의 여러 집들이 바르기가 먹줄 놓은

듯하며, 병풍과 자리를 설사 다른 집에 옮겨 놓더라도 조금도 들어맞지 않음

이 없다.23)

남용익은 다른 사행원들보다 일본의 가옥을 훨씬 세밀하게 보았다. 지붕, 기둥,

창문, 병풍, 장자 등 일본 민가를 구성하는 물건에만 시선을 던졌던 기존의 사행원

들과 달리 남용익은 민가의 내부구조에 눈을 돌렸다. 그 결과 그는 ‘칸의 제도가

한 자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후대의 사행원

및 조선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 후스마와 다타미는 모두 크기가 똑같고

‘병풍(후스마)과 자리(다타미)를 설사 다른 집에 옮겨 놓더라도 조금도 들어맞지

않음이 없다.’라고 기술하였는데, 이 지적도 매우 예리하다고 할 수 있다. 후스마나

다타미 등을 떼고 다른 집으로 가져가도 빈틈없이 들어맞는다는 지적은 기존의 사

행원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명한 것으로 후대의 조선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24)

1719년의 사행원 신유한은 남용익이 남긴 지식을 기반으로 일본의 민가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한 칸의 넓이가 모두 3보(步)인데 이는 온 나라 안이 다 동일하여 털끝만큼

도 틀림이 없고, 매 칸에 자리[茵席] 석 장을 펴는 것도 또 틀림이 없다. 그러

므로 장자(障子)와 자리가 혹시 그 하나가 없어지는 때에는 비록 아무 데서나

21) 병풍[屛]: 일본의 후스마[襖]를 말한다.

22) 자리[席]: 다타미[疂]를 말한다.

23) “蓋其營造之制, 必先立前面列楹, 次結橫臬, 與左右傍舍, 無廣狹參差, 然後漸次結搆, 故其

間架之度, 不差尺寸. 屛皆六帖, 而必稱於一間. 席皆一樣, 而一間所布, 亦有定制, 故路傍列

屋, 直如繩墨, 雖移屛席, 設於它屋, 無小沕合.”(南龍翼, 聞見別錄, 風俗, 宮室 ; 국역
해행총재 Ⅵ, 88면)

24) 실제로는 다타미의 크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國史大辭典, 제4권, 371면 ‘京間’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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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다가 보충하더라도 모두 병부(兵符)를 합하는 것과 같으니, 온 나라에 통

용되는 척도(尺度)의 정밀함을 알 수 있다.25)

이와 같이 신유한은 남용익이 일본의 민가에 대해 쓴 기록을 토대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일본 민가의 구조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 칸의 넓이가 모두 통일

되어 있고 집 내부의 구조가 ‘털끝’[毫髮]만큼도 차이가 없고 장자와 다타미는 ‘병

부’26)를 맞추는 듯이 합치한다고 기록하였다. 신유한은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나라

안에서 ‘척도’가 같음을 강조하였다.

신유한은 일본의 민가의 구조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홍계희에게 보낸 글에

서 “온 나라 안의 무게와 되[斗斛], 길이가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어서 왕궁과 민가

의 규격이 일정하고, 은화와 곡식, 옷감의 단위가 일정합니다.”27)라고 하였다. 도량

형이 통일된 일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신유한이 이 사실을 1748년

의 사행원에게 알려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748년에 이르면 일본 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조엄은 집에 온돌이

없어서 소나무와 삼나무를 베지 않으므로 산과 언덕이 무성하다고 하였고,28) 홍경

해는 남용익 및 신유한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크기가 모두 한결같고 하나가 파손되

면 시장에서 구입해 그대로 설치할 수 있어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며, ‘다담이’는

매우 정교하고 역시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기록하였다.29)

귀국 후 사행원들이 영조와 인견한 자리에서도 일본의 민가가 화제가 되었다.

사행원들은 일본에서 견문한 바를 영조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25) “一間之廣, 皆爲三步, 而一國皆同, 無毫髮差爽, 每間鋪茵席三張, 又無差爽. 是以障子與

茵席, 或缺其一, 則雖置於他方而補之, 皆如合符, 國中所用尺度之精, 可知也.”(申維翰, 海
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46~47면)

26) 병부(兵符): 병부란 조선 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 사용된 나무패로, 한 면에 ‘발병’(發

兵)이라 쓰고 또 한면에 직명이나 지명을 써서 둘로 나눈 다음, 하나는 관리들이 보관

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보관하여 전쟁이 있을 때 이 나무패를 서로 맞춰서 군대를 동

원하였다.

27) “一國之權衡斗斛尺度毫髮不差, 凡爲王宮民舍間架如一, 銀錢穀帛料量如一.”(申維翰, 靑
泉集 권4 奉送通信正使洪公啓禧往日本序 , 한국문집총간 200, 307면)

28) “而家不爨堗, 食無設廚, 故松杉巨材, 斧斤罕入, 籠山蔽原, 處處皆然.”(曺命采, 奉使日本
時聞見錄, 聞見總錄 總論; 국역 해행총재 Ⅹ, 265면)

29) “每間以三隻莊子相推, 轉以爲開閉, 而長廣如一, 若一隻破傷則卽買於市間, 而易之亦無毫

釐之差, 又無溫突以重茵鋪又廳上, 每間鋪三立亦有元定之尺數, 俗稱다담이, 堂制極精巧.”

(洪景海, 隨槎日錄 卷上, 장8앞~뒤) ‘莊子’는 ‘障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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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채: 저 나라에서 밑에 까는 ‘다담’(多淡)이라는 것은 즉 우리나라의 등매

(登每: 돗자리)의 부류인데 두께는 조금 더 두꺼우나 몇 달 써도 못쓰게

되지 않아 매우 좋습니다.

홍계희: 저 나라의 법제는 일정하여 바뀌지 않고 가옥의 척촌(尺寸)이 가지런

해서 방 안에 깔려 있는 자리는 등매(登每)보다 두껍고 다담이라고 하

는데, 그 크기가 3척이고 높이가 6척입니다. 가옥의 칸살에 두 장을 까

는 방도 있고, 서넛 장, 대여섯 장 까는 방도 있는데, 자리의 크기는 변

화가 없어서 한 장이 이지러지면 시장에서 구해서 보충해도 꼭 들어맞

아 지나치거나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창호(窓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조: 그러면 율도량형(律度量衡)이 매우 균등하니, 이적(夷狄)에 군주가 있다

할 만하다.30)

1655년에 일본에 다녀온 남용익이 ‘한 자 한 치도 틀리지 않는’ 일본 민가의 제

도를 발견한 이래 1719년에 다녀온 신유한은 칸의 크기가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

고’, 다타미의 크기가 병부를 합한 듯이 동일한 일본 민가의 구조에 주목하였다.

1748년에는 홍경해가 남용익과 신유한의 인식을 계승하면서 통일된 민가의 구조를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면면히 계승되어온 일본 민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드디

어 영조에게도 전해졌으며, 영조로 하여금 ‘이적에 군주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도

록 하기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다타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 일본

에는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음을 안 것이다. 일본의 도량형 통일은 후에 이용후생

을 주장한 지식인들에 의해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적에 군주가 있다는

영조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763년 사행원들 또한 일본 민가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남옥

은 종래의 사행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까는 다담(茶毯: 다타미를 말함)과 집에

설치하는 판자 칸막이나 시장에서 사오는데 한자 한치도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

30) “命采曰: ‘渠國之所鋪多淡云者, 卽我國登每之類, 而厚則過之, 屢月居處, 不至甚難, 其法

儘好矣.’ 啓禧曰: ‘彼中法制, 一定不易, 屋宇尺寸整齊, 如一室中所鋪之席, 厚於登每, 稱以

多淡, 其廣三尺, 長六尺, 屋制間架, 有鋪二席者, 有鋪三四席五六席者, 而席則無變, 一席缺,

則求諸市中而補之, 亦脗合而無過不及, 窓戶亦然矣.’ 上曰: ‘然則律度量衡甚均, 可謂夷狄之

有君也.”(승정원일기 영조 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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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그 척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31)라고 기록하였다.

남용익, 신유한, 홍경해, 남옥으로 이어져 온 일본 민가의 통일된 구조에 대한

지식은 마지막으로 박제가에게 이어진다.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다음과 같이 기

술하였다.32)

일본의 주택은 구리기와, 나무기와의 차등은 있으나 집 한 칸의 넓이와 창

호의 치수는 위로는 왜황(倭皇)과 관백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시장에 나가 사온다. 만약 이사라도 하면 장지문, 탁자 같은 물건이 부절(符

節)을 합한 듯 서로가 맞는다. 주관(周官)에서 서술한 제도가 도리어 바다

속 섬에 있을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33)

1655년에 남용익은 일본 민가를 관찰하면서 병풍, 장자, 다타미 등 일본 민가의

내부를 구성하는 물건들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지식은

신유한, 홍경해, 남옥 등 후대의 사행원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박제가에게 도달하였

다. 박제가는 일본 민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관에서 서술한 제도’가 일본에 있

다고 말했다. 예기(禮記), 주례(周禮) 등에 도량형에 관한 기술이 보이듯 예부

터 중국에서는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시되었다. 1748년

에 사행원들과 인견한 자리에서 영조가 일본 민가의 내부 구조가 통일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적(夷狄)에 군주가 있다’라고 발언한 데에 이어, 박제가 또한 일

31) “所鋪茶毯, 所設板槅, 取之於市, 無不中於尺寸枘鑿, 以其度矩之一也.”(南玉, 日觀記,
總記｣, 宮室; 김보경 옮김, 577면)

32) 박제가의 이 글은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일지사, 1989), 147면에서
도 언급된 바 있다. 또 임형택은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일본의 사례가 거론됨을 지적

하면서 기술발전을 제창한 연암학파 문인들에게 일본 기술에 대한 지식이 일정한 영향

을 끼쳤음을 밝혔다(임형택, 癸未 通信使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 창작과 비평 85, 창
비, 1994, 330면). 해외통상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은

조선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에 대한 북학파의 인식에 일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33) “日本宮室有銅瓦木瓦之等, 而其一間之闊狹ㆍ窻戶之尺數, 上自倭皇關白下至小民無異. 假

如一戶有闕則人皆貿於市, 如移家屛障床卓之屬, 若合符節, 不意周官一部却在海島中也.”(朴

齊家, 北學議 內篇 通江南浙江商舶議 , 李佑成 編, 楚亭全書下, 아세아문화사 영인,

1992, 465~466면; 안대회 옮김, 2003,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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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가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주관의 제도가 일본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박제가와 더불어 이덕무 또한 도량형이 통일된 일본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덕무

는 예기 월령 에 보이는 “춘분과 추분에는 천하의 도량(度量)을 동일하게 하고,

저울을 공평하게 하고, 근량(斤量)을 바르게 하고 말과 휘를 비교하여 바로잡는

다”(日夜分，則同度量，鈞衡石，角斗甬，正權概)라는 말을 풀이하면서 도량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도수(度數)가 모두 엉망이어서 척도(尺度)ㆍ양형(量衡)이

집집마다 다르고 저자마다 틀린다. (…) 아, 이것이 어찌 검찰(檢察)하지 않아

도 될 작은 일이겠는가? 일본은 도수(度數)에 밝으니, 주관의 유의(遺意)가

오히려 남아 있다.34)

‘일본은 도수에 밝다’라는 발언은 아마도 일본 민가의 가구의 치수가 모두 일치

한다는 지식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는 일본 민가의 구조에 대한 지

식을 토대로 일본에 주관의 유의(遺意)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남용익이 처
음으로 발견한 지식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마지막으로 박제가, 이덕무에 이르러

실학자들의 이용후생론에 큰 시사점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3) 造船

일본에서 운행되는 배에 대한 인식의 변천에도 흥미로운 점이 있다. 당초 일본

선박의 구조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임진왜란 때 수군으로 일본을 물리친 기억은

일본의 배에 대한 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기술에

대한 지식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배에 대한 평가는 점차 달라졌다.

1607년에 다녀온 경섬은 “수전(水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전선(戰船)을 가장

꺼리며 감히 당할 수 없다고 한다.”35)라고 하면서 임진왜란 때 겪은 조선 수군에

34) “今我國俗度數皆譌, 尺度量衡, 家殊而市異. (…) 嗚呼, 此豈小事而不之檢察也哉. 日本明

於度數, 猶有周官遺意.”(靑莊館全書 卷7, 禮記臆, 한국문집총간 257, 129면)

35) “至於水戰, 則最憚我國戰船, 不敢抵當云.”(慶暹, 海槎錄, 정미년 7월 17일조, 국역 해

행총재 Ⅱ,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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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포심이 일본인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행원들은 오사카에 이르기까지는 조선에서 타고 온 배로 이동하고 오사카의

항구에 도착하면 일본 측에서 준비한 배로 옮겨 탔다. 사행록을 보면 그 때 막부

가 조선 사절을 위해 준비한 배에 대한 묘사가 도처에 나온다. 1624년에 방문한

강홍중은 “배의 제도가 교묘하여 판벽(板璧)으로 꾸미고 황금을 입혔다. 대개 목판

(木板)에 흑칠(黑漆)을 입히고 포진과 기구가 지극히 화려하다. 그리고 벽에는 단

청으로 그림을 그려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였다.”36)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사행원들은 오사카에서 옮겨 타는 일본의 누선(縷船)의 화려함에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1636년의 종사관 황호(黃㦿)는 “이른바 화선(畵船)이라는

것은 모두 층각(層閣)을 만들어 황금으로 꾸미고 수놓은 장막으로 둘러서 사치하

기 짝이 없었다.”37)라고 기록하였고, 1643년의 종사관 조경(趙絅)은 화방누선설

(畵舫樓船說)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배의 길이, 높이, 배의 내부구조, 배 안에 있는

방의 모양, 배를 운항하는 모양 등 상당히 자세하게 일본 누선의 구조를 설명하였

다.38)

이와 같이 사행원들은 일본 누선의 구조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의 선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636

년에 다녀온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은 물가에 전선(戰船)이 수십 척이 있는 모
습을 보며 “그 배의 제도를 보니, 경쾌하며 정교하였고 좌우에 25개의 노(櫓)를 설

치하거나 또는 30개의 노를 설치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선에 비하면 매우 뒤떨어진

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군대가 “만일 육지에 내리게 되면 막기 어렵다.”라고 기록

하였다.39) 즉 일본의 배가 경쾌하고 정교하다고 인정하긴 하지만, 조선의 배만 못

하며, 때문에 일본과 싸울 때는 육상에서의 전투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로 보아도 그 당시에는 조선분야에서 일본보다 조선이 더 앞서 있다는 의식이 있

었던 것이다.

남용익도 일본의 누선이 호화스럽다고 하였는데, 과선(戈船: 전쟁에서 사용하는

36) “船之制, 曲盡奇巧, 裝以板壁, 被以黃金, 蓋以木板, 着以黑漆, 鋪陳器具, 窮極奢麗, 畫壁

丹靑, 眩亂人目.”(姜弘重, 東槎錄, 갑자년 11월 15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204면)
37) “其所謂畫船者, 皆造層閣, 飾以黃金, 圍以繡幕, 奢侈無比.”(黃㦿, 東槎錄, 병자년 11월

10일조; 국역 해행총재 Ⅳ, 355면)
38) 趙絅, 東槎錄 畵舫樓船說｣; 국역 해행총재 Ⅴ, 9~11면.
39) “觀其船制, 輕快精巧, 左右設二十五櫓, 或設三十櫓, 而比我國戰船, 不及遠矣. (…) 若下

陸則難制矣.”(金世濂, 海槎錄, 병자년 11월 4일조; 국역 해행총재 Ⅳ, 61면)



- 102 -

배)에 대해서는 “역시 정교하고 화려하지만 견고하기는 우리나라의 배에 훨씬 미

치지 못한다.”40)라고 하면서 정교함은 인정하지만 견고함은 조선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사행원들은 일본의 배가 호화스럽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

어져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견고함에 있어서 조선의 배만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 그 평가가 달라진다.

일본의 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은 1748년이다. 홍경해는 일본의 배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사행원들을 마중하러 쓰시마 번의 소오 요시유키(宗義如)가 타고

온 배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함(戰艦)보다 조금 작은데 제도가 극히 교묘하고 사치스럽고

좌우에 보라색의 천막을 설치하고 위에는 다섯 색깔로 아름답게 물든 장막을

설치하여 뱃머리에 무기ㆍ활ㆍ칼ㆍ조총 등을 설치하였으며, 모두 비단으로 감

추고 있다.41)

조선의 전함보다 작긴 하지만 배의 구조가 매우 교묘하다고 서술하였다. 홍경해

는 종전의 사행원들이 보였던 조선의 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

려 조선의 배를 혹평하는 일본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아란타 배의 제도는 극히 정교하다. 일본인은 일찍이 말하기를, 남경(南京)

의 선박은 정교하지만 아란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일본은 남경에 미치지 못하

고 조선 배의 제도는 가장 정밀하지 못하다고 하였다.42)

아란타의 배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까지 사행원들은

조선과 일본의 배를 비교하고 자국의 배가 더욱 크고 단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런데 어느새 조선기술에 대한 평가가 아란타, 중국, 일본, 조선의 순으로 변화한

40) “(…) 亦極精麗, 而堅固則不及我國之船遠甚.”(南龍翼, 聞見別錄, 風俗, 器用 ; 국역
해행총재 Ⅵ, 96면)

41) “如我國戰艦而差小, 制極巧侈, 左右設紫幔, 上設五色斑爛幕, 舡頭設儀仗弓釼鳥銃之屬, 

皆以錦鞱之.”(洪景海, 隨槎日錄 卷上, 장11뒤)  

42) “阿蘭陀舡制極巧, 日本人嘗謂南京商舶精巧而不及於阿蘭陀, 日本則不及南京, 朝鮮舡制最

踈闊云.”(洪景海, 隨槎日錄 卷上, 장28앞~28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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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 홍경해는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하였을 때 조선 사절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본 각지에서 수많은 배들이 속속 모여들어 항구 입구로 북을 치면서 들어가는

광경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만약 병기를 싣는다면 어느 곳에 나아가든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것이

다. 우리나라 전함의 훈련은 통영(統營)을 으뜸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과 비교

하면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다.43)

이로 보아 그 당시의 일본이 상당히 많은 배를 제작하고 배의 운항에도 능통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홍경해는 항구를 운항하는 일본 배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사카에서 일본의 금루선(金縷船)에 타자 “대저 배의

제도가 극히 기교(奇巧)하고 판자의 앞과 뒤를 모두 옻칠로 칠하여 거울과 같다.

뱃머리와 고물에는 용과 봉황(鳳凰)의 형체를 조각하여 금으로 덮었다.”44)라고 하

면서 배 전체의 구조를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배의 구조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18세기에 들어와 점점 일본 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763년에는 일본 배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뒤집혔다.45) 조엄은 일본인들이 ‘고래잡

이 놀이’[捉鯨戱]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래를 만나면 꼭 잡을지는 기약할 수 없

으나 배를 운행하는 것이 빠름을 알 수 있었다.”46)라고 하여 일본 배의 속도가 매

우 빠름을 기록하였다. 그는 일본인들이 말을 길들이는 데에 서투르다면서 “남쪽

사람이 이미 배 만드는 데에 정밀하였으니, 말을 길들이는 데는 익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47)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글을 보아도 조엄은 일본인들이 배를 잘 만든

43) “若兼有兵器則所向當無敵矣. 我國水操以統營爲首, 而視此則不翅兒戱云.”(洪景海, 隨槎
日錄 卷上, 장33뒤~34앞)

44) “大抵舡制極其奇巧, 板內外皆髹漆如鑑, 舡頭舡尾雕刻龍鳳形被以金.”(洪景海, 隨槎日錄
卷上, 장50앞~50뒤)

45) 일본의 조선기술 및 포경기술(捕鯨技術)에 대한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의 인식에 대해서

는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金東哲, 通信使がみた近世日本の産業と技術 , 松原

孝俊 編, グローバル時代の朝鮮通信使硏究:　海峽あれど國境なし, 福岡: 花書院, 2010,
83~92면).

46) “若逢鯨魚, 其必捉得, 雖未可期, 亦可見其制船之捷疾矣.”(趙曮, 海槎日記, 계미년 11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Ⅶ, 88면)
47) “南人旣利於制船, 宜其不慣於制馬也.”(趙曮, 海槎日記, 갑신년 1월 20일조; 국역 해

행총재 Ⅶ,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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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에도의 해안에서 본 광경의 기록으로 “그

가운데에 배 수백 척을 벌여 놓았기에 물었더니, 이는 항시 머물러 두어 사변(事

變)을 대비하는 전선(戰船)이라 한다.”48)라고 서술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이

수많은 전선을 만들고 있었음을 전하였다. 이처럼 1763년에 이르면 일본의 배를

자세히 묘사하는 장면이 대폭 많아진다.

남옥은 일본 배의 구조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물에 둘러싸인 섬나라인지라 배를 마치 말처럼 부린다. 배의 제도가 지극히

가벼우면서도 견고해서 실터럭 하나만큼의 틈도 없으므로, 애초에 헝겊 쪼가

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새는 것을 방비할 수 있다. 그래서 투박하고 엉성한 우

리 배를 보면 모두 비웃는다. 그들과는 가히 육지에서 싸울 수는 있으나 물에

서는 싸울 수 없다.49)

1636년에 김세렴이 일본의 배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선에 비하면 매우 뒤떨어진

다’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해상에서 일본군을 막아야겠다고 한 것과 반대로

남옥은 해상에서 일본과 전쟁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하였다. 1748년 홍경해는 조선

기술의 순위는 아란타, 중국, 일본, 조선이라는 일본인의 말을 소개하였는데, 1763

년에는 조선의 배가 일본인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인

식 전환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행원들은 조선기술 분야에서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졌음을 발견한 것이다.

계미통신사 가운데 일본의 조선기술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사람은 원중거이다.

그가 일기체로 쓴 승사록에는 일본의 배를 묘사한 대목이 많이 보이고, 화국지
에는 주즙 (舟楫)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조선(造船)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 역대 사행원들 기록 중에서 일본의 조선기술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

을 제공하였다. 그는 조선기술 분야에서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의기의식을 가졌으며, 비왜(備倭)의 관점에서 일본의 조선기술에 주

목하였다.50) 그는 쓰시마에 도착하였을 때 시중을 들던 쓰시마 백성들의 형편이

48) “中列船累百隻, 問是恒留待變之戰船云.”(趙曮, 海槎日記, 갑신년 2월 16일조; 국역
해행총재 Ⅶ, 189면)

49) “以水爲國使船如馬. 船制至輕而堅, 無絲毫之罅, 初不待襦袽而備漏, 見我船之朴陋皆笑之,

可與陸戰, 不可與水戰.”(南玉, 日觀記, 總記 , 舟楫; 김보경 옮김, 594~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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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나쁨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들은 날로 번성하는데 살아가는 형편이 이와 같이 심하게 고통스러우

니, 만약 그들이 배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보다 열 배가 된다면 우리 앞날에

닥칠 근심이 또한 적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51)

그는 조선기술이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원

중거는 일본의 상선(商船)이 모두 군사전용(軍事轉用)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는 다른 사행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왜에 대해서 예

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화국지에 수록된 주즙 조에는 비왜론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저

들 배의 정교함은 내가 생각건대 천하에서 일본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저들이 중

국을 침범할 때 우리나라를 업신여긴 것은 그들의 배와 조총(鳥銃)을 믿어서이다

.”52)라고 하면서 조선기술이 발달한 일본에 대해 큰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주즙

조의 말미에서 “지금 남쪽 변경의 일을 논하는 데에는 배를 우선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주즙 조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또 나의 견해를 덧붙여 논

의를 하였으니, 보는 자는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53)라고 서술하였다. 원중

거는 일본 조선기술의 발달을 직접 견문하면서 일본이 또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원중거는

일본 조선기술에 대한 지식을 대폭 확장시켰다.

원중거가 일본의 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다. 첫째로 조선

50) 원중거가 일본의 조선기술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

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박재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

본인식 ,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23면; 원중거의 일본체험, 그

의의와 한계: 화국지를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09, 184
면). 또 박채영, 현천 원중거의 통신사행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9), 28~29면에
서도 배에 대한 원중거의 관심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해당 문제를 그리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51) “民戶日繁而生理若是艱甚, 若其制船之能十倍我人, 前頭之憂亦恐不細矣.”(元重擧, 乘槎
錄, 계미년 10월 17일조; 김경숙 옮김, 82면)

52) “舟楫之精巧, 吾恐天下無如日本者. 彼其侵犯中國, 凌侮吾邦者, 恃其舟楫與鳥銃也.”(元重

擧, 和國志 卷2, 舟楫 , 392면; 박재금 옮김, 343면)
53) “今之論南邉事者莫不以舟楫爲先. 故余於舟楫條加詳, 又附己見說難焉, 覽者宜詳之.”(元重
擧, 和國志 卷2, 舟楫 , 393면; 박재금 옮김,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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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船) 작업이 국가의 관리 아래 오사카에서 시행된다는 점, 둘째로 작업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다는 점, 셋째로 배가 금방 군사전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는 승사록에서 오사카의 길거리를 다니면서 배를 만드는 현장을 관찰하여

그 모습을 상세히 서술하였다.54) 화국지에서는 오사카에서 본 견문의 결과가 더

욱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는 “대개 배 만드는 재료와 기술자는 모두 오사카

로 모이는데 선안(船案)을 또한 치밀하게 관리해 대판봉행(大坂奉行)의 불도장[烙

印]이 찍힌 허가서가 없으면 마음대로 사해(四海)를 다닐 수 없다. 이를 범한 자는

목을 베기 때문이다.”55)라고 하여, 막부가 조선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지

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오사카에서 배가 어떤 과정을 걸쳐 제조되는지를 소개하였

는데, 역대 사행록 가운데 조선(造船)에 필요한 절차를 일일이 서술한 사례는 없

다. 이런 점에서 원중거는 일본의 조선기술에 대한 지식을 대폭 추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매우 치밀하게 배를 만든다는 점이다. 그는 주즙 조에서 배를 치밀하게

만드는 일본 직공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 수법은 지극히 정밀하다. 또한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고

세밀히 살펴서 여러 번 칼로 깎는다. 못을 박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 더불어

만족스레 웃으며 좋다고 말한 후에야 착수한다. 대개 그 공을 들이는 것이 이

와 같으며 정신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이와 같다.56)

일본의 성곽ㆍ수차ㆍ사찰ㆍ민가 등 완성된 제작품의 구조를 묘사한 사례는 사행

록 도처에 보인다. 또 일본에는 물건을 치밀하게 만드는 장인들이 사회적으로 후

대를 받는다고 지적한 사례도 자주 기록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 모습,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와

같이 생생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역대 사행원들 중에서 원중거가 처음이다.

54) 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4월 16일조; 김경숙 옮김, 435~436면.
55) “蓋船材船匠皆聚大坂, 而船案又密, 非大坂奉行烙印者不許擅行四海, 犯者斬.”(元重擧, 和
國志 卷1, 風俗 , 53~54면; 박재금 옮김, 66면)

56) “其手法至精至密, 亦必潛心細察, 屢經刀削, 而其着釘之際, 必相與呀呀稱好然後下手, 夫

其用功如此疲精如此.”(元重擧, 和國志 卷2, 舟楫 , 384면; 박재금 옮김, 336면)



- 107 -

그런 점에서 원중거가 배를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사행록의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군사전용이 가능하도록 배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라 안에서 전선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급한 일이 있으면 바닷배

와 상선이 모두 싸우는 도구가 된다. 평시에는 관청의 문서에 예속되어 있는

데 경보를 들으면 배를 모아서 내놓는다. 그러므로 국중에 선적(船籍)이 가장

명확하다.57)

‘선적이 가장 명확하다’는 말은 배를 보면 어느 번(藩)의 배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뜻이다. 1748년 홍경해가 시모노세키에 들어가는 일본의 배들을 보면서 ‘만

약 병기를 싣는다면 어느 곳에 나아가든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것이다.’라고 썼

던 것과 마찬가지로 배를 통해서도 일본 국내에 임전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목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조선기술에 대해 서술한 다음, 원중거는 일본의 배와 조선의

배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조선에서 어떠한 배를 제조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

하였다. 그가 제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가볍고 빠르고 정밀한 일본의 배를 그대

로 따라해 배를 만들어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재정적ㆍ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종래 시

행해온 조선기술로 충분히 견고한 배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배를 크게 거칠게 만들

지 말고 목재를 잘 관리하면서 더욱 세밀하고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 일본 조선

기술의 장점을 살리자고 제안하였다.58) 이와 같이 원중거는 일본의 조선기술이 뛰

어나다고 해서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우리나라 기존의 조선기술의 토

대 위에 일본의 조선기술의 장점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조선기술에 대한 지식은 조선 국내에도 유입되었다. 조선후기 이용후생

을 주장한 지식인들은 공통적으로 조선기술에 관심을 가졌다. 박제가는 북학의
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의 조선기술이 허술하다고 지적하였다.

57) “國中無戰船之別造者, 有急則海舟商舶皆戰器也. 平時隸於籍聞警作綜而出, 故國中船籍最

明.”(元重擧, 和國志 卷2, 舟楫 , 387면; 박재금 옮김, 339면)

58) 元重擧, 和國志 卷2, 舟楫 , 389~390면; 박재금 옮김, 340~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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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물에 빠지는 것은 면하자는 도구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정밀하게 깎

지 못하기 때문에 틈에서 새어드는 물이 배에 항상 가득하다. 배를 탄 사람의

정강이는 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젖어 있다. 배 안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고 날

마다 한 사람이 그 일에만 힘을 쏟는다.59)

조선기술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일본의 조선기술을 배우려고 한 원중

거의 제안은 조선에서 이덕무에게 수용되었다. 원중거와 절친했던 이덕무는 조선

기술의 향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갑신년(甲申年: 1764)에 통신사가 돌아올 때에 공장(工匠)을 시켜서 그 법을

배워 오게 했다. 병술년(丙戌年: 1766)에 바다를 건널 때에 역관이 비로소 이

제도를 썼는데 물이 양쪽 사이로 들어와 배가 뒤집혀 1백여 명이 죽었으니,

이는 장치(裝治)가 왜인같이 정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60)

이를 보면 일본의 조선기술에 대한 견문을 근거로 제시된 원중거의 제안은 조선

에서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패로 끝났긴 하지만 더 나은 배를 만들자는 시

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신유한이 썼다고 하는 해사견문록(海槎見聞錄)의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의당 관찰해야 할 것은 오직 기물(器物)의 정교함과 여러 가지 조련(調鍊)하

는 법인데, 이 책에서는 그 점이 생략되었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이 그곳에 표류(漂流)하면 그들은 번번이 새로 배를 만들어서 돌려

보냈는데, 그 배의 제도가 아주 절묘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도착하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부수어서 그 법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다.61)

59) “夫舟船者所以救溺. 今削木不精, 隙水常滿舟. 中之脛如涉川然舀, 而棄之日費一人之力.”

(朴齊家, 北學議 內篇 船 , 李佑成 編, 楚亭全書下, 아세아문화사 영인, 1992, 439

면; 안대회 옮김, 39~40면)
60) “甲申通信使回還時, 使工學其法而來. 丙戌渡海, 譯官始用此製, 水入兩間, 舟覆, 百餘人

皆死. 盖裝治不如倭人之精緻故也.”(靑莊舘全書 卷53, 耳目口心書 6, 한국문집총간
258, 470면: 국역 청장관전서 제8권, 278면)

61) “所宜察唯器物精巧及諸調鍊之法, 而此編略於是爲可歎. 然我人漂至彼者, 彼皆造新船送回,

其船制絶妙, 而到此我皆槌碎之, 不欲移其法.”(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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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는 제대로 된 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데 원중거가

그토록 일본의 조선기술을 배우고자 제안하였음에도 조선 국내에서는 이덕무의 사

례를 제외하고는 원중거의 열정적인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일본 기물의 정교함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

본의 기술을 배우자는 자세는 계속 유지되었다.

4) ‘天下一’과 일본의 기술문화

이상과 같이 일본의 수차, 민가, 배에 대해 사행원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관찰하

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기술자가 사회적으로 후

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기술자가 매우 존경받는다는 사

실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강항이다.

왜의 풍속은 늘 백공(百工)을 섬기는데, 반드시 한 사람을 내세워서 ‘천하

일’(天下一)로 삼고, 한번 천하일의 손을 거치면 비록 심히 추악하고 비록 심

히 미미한 물건일지라도 반드시 금은으로 중하게 보상하며, 천하일의 손을 거

치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심히 기묘한 것일지라도 축에 들지 못한다. 나무

를 얽어매고, 벽을 바르고, 지붕을 이는 등의 하찮은 기술에도 모두 천하일이

있다.62)

일찍이 일본에서는 뛰어난 솜씨를 가진 장인에게 ‘천하일’의 칭호를 부여하면서

기술을 장려하였다. 그런데 많은 장인들이 ‘천하일’을 자칭하여 남용하였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의 시대에는 이 칭호가 금지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에 기

술ㆍ공예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천하일’의 칭호가 허가되자 장인들이 이 칭호를 얻

기를 명예로 여겼다. 도쿠가와 시대가 되자 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다시 금

十四卷, 跋海槎聞見錄 , 한국문집총간 281, 307면)

62) “倭俗每事百工, 必表一人爲天下一, 一經天下一之手, 則雖甚麤惡, 雖甚微物, 必以金銀重

償之, 不經天下一之手, 則雖甚天妙不數焉. 縛木塗壁蓋屋等薄技, 俱有天下一.”(姜沆, 看羊
錄, 詣承政院啓辭 ; 국역 해행총재 Ⅱ,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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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다. 이후 천하일의 칭호는 사용되지 않았다.63) 도요토미 정권 시대의 일본을

견문한 강항은 ‘천하일’의 칭호를 얻으려 자신의 기술을 닦는 장인들의 모습을 목

도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일’에 대한 강항의 기술은 후대 조선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조선 문인들은 ‘천하일’이라는 말을 통해 일본에서 기술자가 후

대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 지식을 토대로 조선에서도 기술자를 양

성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강항에 이어서 일본의 기술에 대해 논한 사람이 신유한이다. 그는 “풍속이 기교

를 숭상하여 여공(女工)은 비단과 베를 짜는 것이 정밀하고 가늘며, 온갖 물건이

가볍고 묘하다.”64)라고 하면서 그릇이나 화초(花草)에 기예를 부리는 일본인의 모

습을 서술하였다. 강항은 기술자를 후대하는 일본의 문화에 주목한 한편 신유한은

기술자가 만든 물건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신유한은 “조화(造花)가 꼭 참꽃과 같아

서 참인지 만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 대개 그 천성이 교사(巧詐)하여 진실

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다.”65)라고 하면서 무슨 물건이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

지하지 않고 자연에 기교를 부려 변형시키는 일본의 습속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

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화(造花)에 대한 기록은 사행록 도처에 보인다. 1711년의

사행원 임수간은 “마치 천연적인 것처럼 기묘하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못 진가

(眞假)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사람의 기묘한 솜씨도 조물주의 묘함

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66)라고 하여 일본의 조화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

였다. 1763년 역관으로 사행에 참여한 오대령은 “하나의 산, 하나의 물, 한 그루

나무, 한 포기 풀이라도 자연 그대로 두지 않고 모든 것에 사람의 기교를 부려서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다.”67)라고 하여 일본인은 뭐든지 기교를 부려 자연을 손질

63) 橫井時冬, 日本工業史(東京: 訂正再版 吉川半七, 1898), 50~51면 참조. 日本工業史
는 森仁史 監修, 叢書ㆍ近代日本のデザイン제3권(東京: ゆまに書房, 2007)으로 복간되

었으며, 여기서도 복간본(復刊本)을 참조하였다.

64) “俗尙技巧, 女工絹布之屬, 皆極精細, 而百物輕妙.”(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2면)

65) “假花之逼眞者, 亦不辨眞贗. 蓋其天性巧僞, 不由眞實如此.”(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
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2면)

66) “天然巧似, 若非細看, 則殆不能卞矣. 始知人巧偸得化工之妙也.”(任守幹, 東槎日記, 신
묘년 7월 26일조; 국역 해행총재 Ⅸ, 173면)

67) “一山一水一木一草不任自然, 皆用人巧以侈人目.”(吳大齡, 溟槎錄, 追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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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서술하였다.

일본의 기술자에 대해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원중거이다. 그는 화국
지에서 일본의 관직과 그 관직을 맡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백공(百工)과 백용(百用)은 각각 가진 기능으로써 각자의 장점을 선발해서

취한다. 해당 부서에는 관직명이 있는데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회사(繪師)는 식방(織坊), 야사(冶師)는 철공(鐵工), 묵소(墨所)는 조묵(造墨)이

다.68)

에도성(江戶城)을 건설할 때, 막부는 각종 성의 건설ㆍ군사기능의 유지ㆍ성내의

가구 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장인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건축ㆍ

무기의 제조에 능통한 장인들을 모아 에도성 근처에 거주시켰다. 장인들은 건축ㆍ

무기ㆍ일상생활용품 등 동업자마다 집단적으로 에도에 거주하면서 막부가 요청하

는 일을 맡았다. 막부는 장인들을 막부의 관직체계 속에 편입시켜 어용(御用) 장인

들을 만듦으로써 장인집단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69) 원중거는 장인집단이 막

부의 관직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본의 관직제도를 그토록 깊이

이해한 사람은 역대 사행원들 중에서 원중거 외에 없다.

일본에서 장인과 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정교한 기구를 제작한는 사실

은 조선 국내에도 전해졌다. 이익은 간양록에 보이는 천하일의 이야기를 인용하

면서 “백공이 반드시 한 사람을 추대해 천하일을 삼으니, 그 교졸(巧拙)을 상고하

고자 해서이다”70)라고 기록하였다.

강항이 전한 천하일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인 또 한 사람이 박제가이다. 이익과

마찬가지로 박제가도 조선의 생활 기구를 제작하는 능력이 중국ㆍ일본과 비해 뒤

쳐짐을 문제시한 사람이다.

68) “百工百用, 各以技能選取自長, 該司各有官名, 而不能殫記. 如繪師者織坊也, 冶師者鐵工

也, 墨所者造墨也.”(元重擧, 和國志 卷2, 武州內官職 , 310면; 박재금 옮김, 263면)

69) 에도시대 장인에 대해서는 西山松之助 編, 江戶學事典(弘文堂, 東京: 1984), 237~239
면 참조.

70) “百工必推一人爲天下一, 欲以考其巧拙也.”(星湖僿說 제13권, 人事門, 物勒工名 ; 星
湖僿說 上, 경희출판사 영인, 447면; 국역 성호사설Ⅴ, 민족문화추진회, 1978,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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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풍속은 온갖 기예(技藝)에서 ‘천하일’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

으면 비록 그의 기술이 자기보다 꼭 낫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

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신다. 그리고 그가 평하는 좋다 나쁘

다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기술의 경중(輕重)을 판단한다. 이것이 기예를 권장

하고 백성들을 한 가지 기예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71)

박제가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ㆍ제도를 배울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주로 자신이 중국에서 견문한 경험에 의

거하여 이용후생을 주장하였는데, 미약하긴 하지만 일본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 것

이다. 강항이 일본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자에 대한 후대를 주장한 지

150년 이상 지난 시점에 박제가는 강항의 견문기록에 입각하여 기술자 양성을 촉

구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대 사행원들도 강항의 간양록을 참고로 일본의

정치ㆍ문화를 기술하였고 때로는 그대로 인용할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간
양록이라는 텍스트는 조선의 사상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박제가와 동시대의 역관 김세희(金世禧, 1744~1791)도 다음과 같이 일본의 기
술에 대해 언급하였다.

종로의 제품은 몇 가지 등급이 있다. 중국의 제품은 모두 ‘당’(唐)자를 붙이

는데, 중국 제품은 정교하면서도 치밀하고 담박하면서도 화려하며, 우아하면서

도 약하지 않고 기교적이면서도 법도가 있으므로 가장 뛰어난 상품으로 친다.

일본 상품은 정치하고 세밀하며 교묘하고 화려하여 그 다음이다. 우리나라 제

품은 대개 조악하여 정교하지 못하다. 간혹 중국 제품을 모방하지만 진짜와

다르므로 등급이 가장 낮다.

이것이 어찌 산과 강에서 나는 재료가 중국과 달라서 그런 것이겠는가? 사

람의 솜씨가 미진하여 그런 것이다. 우리 풍속이 지체를 구분하여 사람을 구

속하기 때문이다. 지체가 높은 사람은 지식도 높고, 지체가 낮은 사람은 지식

도 낮다. 그 정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체가 높은 사람은 의지

할 데 없이 곤궁하여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태연하게

71) “日本之俗, 凡百工技藝一得天下一之號, 則雖明知其術之未必勝於己而, 必往師之, 視其一

言之褒貶以爲輕重, 此其所以勸技藝專民俗之道歟?(朴齊家, 北學議 內篇 瓷 , 李佑成

編, 楚亭全書下, 아세아문화사 영인, 1992, 459면; 안대회 옮김,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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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식을 자기 안에 가두고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려 들지 않는다. 이 때

문에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배우지 못하여 무식한 사람의 손에서 나

온다. 사람이 무식한데 어떻게 교묘한 솜씨를 부려 정밀한 물건을 만들 수 있

겠는가? 이것이 바로 제품이 아름답지 못한 까닭이다.72)

김세희는 종로에 있는 여러 제품 중에서 중국, 일본, 조선의 순서로 등급이 매겨

져 있다고 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제품이 정교하고 치밀한 것에 비해 조선의 제품

이 조악한 이유는 재료가 아니라 솜씨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 장인들의 솜씨

가 낮은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

았다. 정밀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신분의 높은 사람들이 기

술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약용도 박제가, 김세희와 마찬가지로 기술 능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

인이다. 그는 기예론 (技藝論)에서 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기예를 닦을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그 예로 유구(琉球)와 일본을 들었다.73)

일본 기술에 대한 관심은 19세기가 되면 더욱 확대된다. 정동유(鄭東愈,

1744~1808)의 아들인 정우용(鄭友容, 1782~?)은 1811년 사절단의 일원인 이면구(李

勉求)에게 편지를 보냈다.74) 그 내용을 보면 정우용이 일본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이 풍토가 온난하여 화초나 식물이 중국만큼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식

물이나 화초의 열매나 씨를 우리나라에 가져오기를 주장하면서 “나무를 심고 꽃을

72) “街上之貨品, 有數焉, 中州之貨, 皆稱爲唐, 而唐之貨精而緻, 淡而華, 雅而無脆, 巧而有制,

故貴之爲上. 而倭貨之精細妙麗次之, 國之貨, 率多麤劣, 終未臻精, 且或倣唐而不眞, 故品居

下焉. 豈唯其山澤之需, 有不如中州而然也. 顧其人工, 亦有所未盡者, 蓋國俗畫地以局人矣.

地高者, 知亦以高, 地卑者, 知亦以卑, 勢固然也, 而地高者, 雖窮寒無賴, 濱塡邱壑, 猶自介

然閉知, 不肯與於工商之事, 是以國之一切工作, 擧出於下之不學無識之人, 人旣無識, 何能

妙其用, 而精其工哉. 此貨之所以不美者也.”(金世禧, 寬我堂遺稿, 鐘街記 ; 이종묵, 정

우용이 통신사로 가는 이면구에게 준 글 , 문헌과 해석 51권, 2010, 106~107면에서 재

인용)

73)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一卷, 技藝論三 , 한국문집총간 281, 237

면; 하우봉, 조선후기실학자의 일본관연구, 일지사, 1989, 198~199면.
74)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묵(2010), 앞의 논문; 안대회, 임란 이후 海行에 대한

당대의 시각: 통신사를 보내는 문집 소재 送序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제35권 제4

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참조. 정우용의 편지의 번역은 이종묵 논문을 참조하였고,

필요에 따라 약간 수정하였다. 아래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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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일이 풍속이 되도록 하면 훗날 나라의 재용이나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은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75)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기후

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화초나 식물을 조선에서 심고 기르면 백성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를 통해 그가 이용후생에 대해 큰 관심

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정우용은 사신으로 일본에 가는 이면구에게 일본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 저들은 공장(工匠)과 기용(器用)의 편리함이 천하에서 최고입니다. 쇠를

다스리는 기술자가 세밀히 분별해 커다란 수레를 도금하니 그 화려함이 사람

의 이목을 놀라게 하며, 옻칠하는 기술자가 한 치 길이의 숟가락으로 한 자가

되는 넓은 것까지 칠을 하니 빛나고 매끈하여 거울처럼 비칩니다. 비용은 적

게 드는데 그 공효가 큼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쇠를 불려 주물을 만

드는 기술은 더 이상 공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검의 날카로움은 쇠나 옥

을 자를 정도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막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대개 위아

래의 가지런함과 담금질의 심천(深淺)에 있어 남에게는 전하지 못할 오묘함이

있습니다. 저 도검의 쓰임새는, 적게는 몸을 보호하여 해를 멀리 할 수 있고,

크게는 적과 싸워 이겨 난리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周)나라에 축씨(築氏)나 야씨(冶氏) 등

의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법을 배워올 수 있다면 이에 천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76)

‘쇠를 다스리는 기술자’나 ‘옻칠하는 기술자’가 각각 정밀하게 작업을 하고 질이

높은 도구를 만든다는 말에서 보이듯 ‘기술자’[工]의 존재를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그는 일본의 도검 제작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이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

75) “使樹藝成俗, 他日之資國用厚生民者, 可勝言哉.”(鄭友容, 密巖遺稿 권4, 與通信副使
李校理書 , 장12앞, 중앙국립도서관 소장본)

76) “且彼工匠器用之便利, 最於天下, 攻金之工, 以銖分鍍車輿之大, 而炫耀奪眼, 髹漆之工, 以

方寸匙塗甚丈之廣, 而光滑可鑑, 其費少而其功多, 有如此矣. 又冶鑄之事莫巧, 而刀劍之利,

無不截金割玉, 經屢百年, 而如新潑鉶, 蓋以分齊之上下, 燒淬之淺深, 有不傳之妙故也. 夫刀

劍之爲用, 小則衛身而遠害, 大則勝敵而定亂. 此有國之所須, 而周官之列築氏冶氏等職也.

苟有授其秘者, 斯可不吝千金耳.”(같은 책, 같은 글, 장12앞~장12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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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周)나라에 축씨(築氏)나 야씨(冶氏) 등의 직분

이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서술하였다. 은주(殷周) 시대에는 씨족마다 도구나 기구

를 제작하는 직업집단이 존재하였다.77) 앞서 박제가가 다타미 크기의 표준화를 보

고 주관의 제도가 일본에 있다고 하였듯이, 정우용 역시 일본의 기술자 양성 현

황을 보고 주나라의 제도를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우용의 언급은 ‘직분’ 또는

‘직업’의 측면에서 기술자 집단의 존재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

다.

이상과 같이 기술ㆍ기예의 향상을 주장함에 있어 조선 지식인들은 일본을 본받

을 만한 사례로 들고 있었다. 일본에서 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기술이

매우 중요시된다는 지식은 조선 문인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강항이나 신유한은 기술자를 후대하거나 기교를 부리는 것을 ‘부

국강병’과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박제가와 정약용에 와서 기술은 부국강병의 관점

에서 중시받게 된다. 즉 일본의 기술에 대한 지식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국가이익

을 위한 기술ㆍ기예 중시라는 사유를 낳았던 것이다.

77) 佐藤武敏, 中国古代工業史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2), 10~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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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언어·문학·문화에 대한 지식과 同文意識

1. 일본 문자생활에 대한 지식

1) ‘가나’(仮名)와 일본식 한자

16세기말부터 18세기후반에 기록된 사행록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사행원들이

일본인의 문자생활ㆍ문제의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일본인이 어떤 글자를 사용하고 어떤 문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

하였다.

한자 외에 독자적인 글자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이 언제 조선에 알려졌는지는 확

실히 알 수 없으나, 이미 15세기에 최만리(崔萬理, ?~1445)가 훈민정음의 창제에

반대하는 상소문에서 몽고(蒙古)ㆍ서하(西夏)ㆍ여진(女眞)ㆍ일본(日本)ㆍ서번(西蕃)

등의 나라들이 각기 자국어를 표기할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보인다.1)

이로 보아 이 시기의 조선 문인들은 이미 일본에 한자와 다른 글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만리의 상소문이 나온 다음 해인 1443년에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申叔舟,

1417~1475)는 “남녀 상관없이 모두 국자(國字)를 익힌다. 국자는 가다간나(加多干那)

라 하고 대저 47자이다. 오직 승려 무리들만 경서를 읽고 한자를 안다”2)라고 전하였

다. ‘가다간나’는 일본어의 ‘가타카나’[片仮名]를 가리킨다. 가타카나는 기비노 마키

비(吉備真備, 695~775)라는 학자가 만들었다는 속설(俗說)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자

를 토대로 만들어진 글자로, 주로 불교 교전을 훈독할 때 한자 사이에 일본어를

써넣기 위해서 사용되었다.3) 신숙주는 일본에서 경서 옆에 기입된 가타카나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 ‘가타카나’라는 이름의 글자가 있음을 지적한 조선 문인

은 신숙주가 처음이다.

1)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ˎ西夏ˎ女眞ˎ日本ˎ西蕃之類, 各有
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世宗實錄, 24년 2월 20일)

2) “無男女皆習其國字. 國字號加多干那凡四十七字. 惟憎徒讀經書知漢字.”(申叔舟, 海東諸國記,
國俗 ; 국역 해행총재Ⅰ, 98~99면)

3) 山口明穂, 坂梨隆三, 鈴木英夫, 月本雅幸 日本語の歷史(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40~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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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 이후에 일본을 다녀온 사람 중에서 일본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지식의 토

대를 만든 사람은 강항이다. 그는 일본 가나(仮名)가 탄생한 역사적 경위 및 그 문

자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홍법대사(弘法大師)4)라는 사람이 중국과 인

도에서 불법을 배워 일본에 돌아왔다는 것, 일본인들이 그를 ‘생불’(生佛)로 부른다

는 것, 그는 일본인들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48자로 된 언문을 만들었다는 것,

그 언문(諺文)은 한자와 섞어 쓸 때는 우리나라의 이두(吏讀)와 비슷하고 한자와

섞어 쓰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의 언문과 비슷하다는 것 등을 서술하면서 일본이

외래문화인 불교를 수용하면서 가나를 만들었다고 전하였다.5)

강항이 지적한 가나는 히라가나(平假名)를 가리킨다. 히라가나는 일본 헤이안시

대(平安時代, 794~1185)에 한자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홍법대사, 즉 구카이(空海)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만 이는 속설(俗說)로 간주된다.6) 또 한자와 가나를 섞어서

표기한 일본어를 조선의 이두에 비유하고, 히라가나만으로 표기한 글을 조선의 언

문과 비유한 점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조선 문인들은 일본어의 히라가나를 조선

의 한글에 비기어 인식하였는데, 강항은 그 인식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다.

강항은 이와 같이 지적한 다음, “왜인 중에서 글에 능하다는 사람도 단지 언문

을 사용할 뿐, 문자에 대해서는 전연 알지 못한다.”7)라고 서술하였다. 강항이 말하

는 ‘문자’란 물론 한자ㆍ한문을 가리킨다. 일본인은 언문(히라가나)은 할 줄 알지만

한문을 전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강항은 일본인의 문자생활을 정확히 파

악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일본에도 한문 능통자가 있다는 사실도 전하였다. 이어지는 글

에서 그는 “오직 왜승(倭僧)만이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성정이 보통

왜인과는 사뭇 달라, 왜장(倭將)의 행위를 비웃고 있습니다.”8)라고 기록하였다. 여

기서 ‘왜승’이란 곧 오산승(五山僧)9)을, ‘왜장’은 무사를 말한다. 그 당시 한문을 쓸

4) 홍법대사(弘法大師)는 일본의 불교도 구카이(空海, 774~835)를 가리키며, 그가 히라가나

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5) “有弘法大師者, 讚之人也. 歷中國入天竺, 學成佛法而歸. 國人謂之生佛, 以倭人不解文字,

依方言以四十八字, 分作倭諺. 其諺之雜用文字者酷似我國吏讀, 不雜文字者, 酷似我國諺

文.”(姜沆, 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州圖 ; 국역 해행총재Ⅱ, 122면)
6) 山口明穂, 앞의 책, 40면.

7) “倭人之號爲能文者, 只用諺譯, 文字則了不能知.”(姜沆, 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州圖 ;

국역 해행총재Ⅱ, 122면)
8) “惟倭僧多解文字者, 性情與凡倭頗異, 姗笑將倭之所爲.”(姜沆, 看羊錄, 倭國八道六十六
州圖 ; 국역 해행총재Ⅱ,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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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아는 일본인은 승려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억류생활을 하던 강항은 승려와 필

담으로 의사소통하였다. 신숙주도 일본에서 승려만이 경서를 읽고 한자를 안다고

지적하였는데, 강항은 신숙주가 제공한 지식 위에 더욱 자세한 지식을 축적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강항 다음으로 일본어에 대한 지식을 대폭 확장한 사람은 1655년에 사행한 남용

익이다. 그는 강항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국자’(國字)를 사용한다는 것, 국자는

50자가 있고 조선의 언문과 비슷하다는 것, 일본인 중에서 문자를 아는 사람은 편

지 중에서 한자를 섞어 사용한다는 것을 기록하였다.10) 남용익이 일본인들이 한자

와 가나를 혼용(混用)하고 있음을 지적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강항의 견해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한자어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예를 들어 “‘목출도’(目出度)라는 3자는 ‘위하’(慰賀)하다는 뜻이다”라거나 “닭

[鷄]을 일러 ‘정조’(庭鳥)라 한다”라고 하는 등 일본의 고유어에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1) ‘目出度’라는 말은 일본어로 ‘메데타이’라고

읽고 ‘축하할 만하다’라는 뜻이다. ‘庭鳥’라는 말은 일본어 훈독으로 ‘니와토리’라고

읽고 ‘닭’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남용익은 일본어에 고유한자어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12)

일본인이 어떻게 문자를 사용하는지를 가장 예리하게 관찰한 사람은 신유한이

다. 일본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지식은 신유한을 계기로 대폭 늘어났다. 그는 발음

의 특징, 존경어, 일본식 한자 등 일본어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13)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신유한은 ‘돈우사마’(敦于沙麻)라는 말을 들어 이 말이 아랫사

람들이 각기 번주(藩主)들을 부를 때 쓰는 말로 ‘돈우’가 ‘전’(殿)이라는 뜻이고 ‘사

마’가 ‘양’(樣)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14) 또 그는 일본에서 ‘어’(御)자가 매우

9) 오산승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상술할 것이다.

10) “無男女貴賤, 皆習其國字. 所謂國字只五十字, 而離合轉環, 無言不記, 猶我國之諺文也. 稍

解文者, 雜以漢字, 以通書辭. 其俗有別用文字.”(南龍翼, 聞見別錄, 風俗, 文字 ; 국역
해행총재 Ⅵ, 86면)

11) “目出度三字爲慰賀之謂. (…) 雞曰庭鳥.”(南龍翼, 聞見別錄, 風俗, 文字 ; 국역 해행

총재 Ⅵ, 86면)
12) 통신사절들의 일본어, 특히 일본 고유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과정에 대해서는

송민, 朝鮮通信使의 日本語 接觸 (어문학논총 5,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6)에

서 자세하게 검토된 바 있다. 일본에 고유 한자어가 있다는 사실은 이전의 사행원들도

단편적으로나마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송민, 같은 논문, 39~40면 참조.

13) 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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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쓰임을 지적하였다.

내가 객관(客館)에 있을 때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어선(御扇), 어필

(御筆), 어용지(御用紙), 어과자(御菓子)라고 쓴 것이 많아 애초 매우 놀라 물

리치려 하였다. 역관(譯官)이 말하기를, “왜인의 습속이 이와 같고 본래 참람

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고쳐 쓰라 하면 이루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

기에 웃고 그대로 두었다.15)

‘어’자는 보통 임금에게만 사용하는 말인데, 일본에서는 예부터 존경어로 많이

쓰였다. 임금에게만 사용하는 존경어를 자기에게 쓴 것에 신유한은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신유한은 일본의 한자수용에 대해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그는 “왜국은 옛적

에 문자가 없었는데, 백제왕(百濟王)이 문사 왕인(王仁)과 아직기(阿直岐) 등을 보

내어 비로소 문자를 가르쳐서 여러 해 강습을 시켜서 대략 전한 바가 있었다.”16)

라고 하여 일본이 백제의 왕인 및 아직기를 통해 한자ㆍ한문을 수용하였음을 지적

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왕인이 일본의 황태자에게 중국의 전적(典籍)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사기(古事記)에 ‘와니키시’(和爾吉師: 왕인을 말

함)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가져 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이 왕인을 통해 한자를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후대의 사행록에도 보인다. 성

대중은 “일본의 문학은 왕인, 아직기에서 시작되니, 모두 백제 사람이다.”17)라고

기록하였다. 원중거도 화국지에서 왕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

였다.

시문이 나라 가운데서 행해진 것은 왕인과 지장(智藏)ㆍ홍법(弘法)18) 두 승

14) “關白以下各州太守, 則其下呼之曰: ‘敦于沙麻’, 敦于殿之譯, 沙麻樣之譯, 卽殿樣也.”(申維

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6면)
15) “余在客館, 見有所饋者, 多書以御筆御扇御用紙御菓子之類. 初甚驚駭, 欲却之. 譯官曰:

‘倭俗如此, 本非僭濫, 却令改書, 則不可勝改.’ 因笑而置之.”(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
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6면)

16) “倭國舊無文字, 百濟王遣文士王仁ˎ阿直岐等, 始敎文學, 經年講習, 粗有所傳.”(申維翰, 海
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7면)

17) “日本文學始於王仁ˎ阿直岐, 而皆百濟人也.”(成大中, 日本錄, 장11앞 ; 홍학희 옮김,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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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로부터 비롯하였다. 그 후대에 각각 사람이 있어 문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로 삼았으니, 또한 염주(斂夫: 후지와라 세이카를 말함)ㆍ라잔(羅山)ㆍ준안

(順菴)의 무리들로부터 번성하였다. 그 후는 혼돈(混沌)에 구멍이 날로 뚫리어

서 나가사키의 서적이 드디어 통하게 되었다. 지금 집집마다 책을 읽고 사람

마다 붓을 든 것이 십 몇 년이 좀 더 된다. 오랑캐라고 깔보거나 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19)

이처럼 원중거는 일본이 왕인을 시작으로 점차 한자를 수용하여 국내에서 한자

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왕인을 통해 한자

가 수용된 후, 이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補治之具]로 삼았고, 후지와라 세이카

(藤原惺窩, 1561~1619), 하야시 라잔, 기노시타 준안(木下順菴, 1621~1699) 등 에도

시대의 유능한 유학자를 통해 ‘혼돈에 구멍이 뚫리’었으며, 즉 문화가 개화하였으

며, 지금은 나가사키를 통해 대량의 중국 서적을 수입하면서 독서와 글쓰기에 힘

을 쓰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일찍이 강항은 일본인들이 히라가나밖에 모른다고 기

록하였는데, 원중거는 한자ㆍ한문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본인들이 많아졌음

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 보아 1763년 당시의 일본에는 한자ㆍ한문이 상당히 널리

유통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오랑캐라고 깔보거나 홀시해서는 안 될 것이

다’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중거는 일본인이 한자ㆍ한문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일본이 점차 문풍(文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

록하였다.

원중거는 또한 화국지에 일본식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소개하였다. 역대

사행록 중에서 일본어를 가장 자세하게 소개한 사람은 원중거이다. 우선 그는 일

본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를 하나씩 열기하면서 그 글자의 의미를 작은 글

자로 설명하였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辻: 街衢也. (사거리이다.)

18) 지장(智藏)은 일본의 승려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불교를 배운 다음, 일본에서 ‘삼론종’

(三論宗)을 전파하였다. 홍법(弘法)은 홍법대사, 즉 쿠카이(空海)를 말함.

19) “詩文之行於國中, 盖自王仁及智藏ˎ弘法兩僧而始. 其後代各有人而其以文字爲補治之具, 則
又自斂夫ˎ羅山ˎ順菴輩而盛. 其後混竅日鑿, 而長碕之書遂通. 見今家家讀書, 人人操筆, 差過
十數年, 則恐不可鄙夷而忽之也.”(元重擧, 和國志 권2, 詩文之人 , 326면; 박재금 옮김,

276~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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雫: 倭爲㳙滴字. (왜에서는 물방물이라는 글자이다.)
芝: 倭以爲小叢茂生之称. (왜에서는 작은 떨기가 무성하게 난 것을 말한다.)

扨: 俗用發語. (풍속에서 발어사로 사용한다.)

込: 爲入滿之義也. (넣어서 채우다라는 뜻이다.)

匂: 俗爲香馥之訓. (풍속에서 향기의 뜻이다.)

掟: 禁制條目敎令也. (금지하는 조목의 법령이다.)20)

‘辻’은 일본어로 ‘츠지’라고 발음하여 ‘사거리’를 말한다. ‘雫’는 ‘시즈쿠’라고 발음

하여 ‘물방울’을 말한다. ‘芝’는 ‘시바’라고 발음하여 ‘잔디’를 말한다. ‘扨’은 ‘사테’라

고 하여 화제를 옮길 때 쓰는 말이다. ‘込’는 일본어로 ‘込める’(고메루)라는 동사로

쓰이며 ‘넣어서 채우다’ 혹은 ‘담다’라는 뜻이다. ‘匂’는 ‘니오이’라고 하여 ‘냄새’라

는 뜻이다. ‘掟’는 ‘오키테’라고 발음하여 금지된 사항이라는 뜻이다. 원중거가 어디

서 이러한 정보를 얻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정확히 일본식 한자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원중거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사행록에 직접 원문을 써넣어서 소개하였

다.

い以　ろ呂　は波　に仁　ほ保　へ八　と止 ち地　り利　ぬ奴　る留　を遠　

わ和　か加　よ與　た太　れ禮　そ曾　つ川　ね称　な奈　ら良　む武　う宇

ゐ爲　の乃　お於　く久　や也　ま末　け計　ふ不　こ已　え江　て天　あ安

さ左　き幾　ゆ由　め女　み美　し之　ゑ惠　ひ比　も毛　せ世　す寸　

(…)

イ以　ロ呂　ハ半　ニ仁　ホ保　ヘ八　ト上 チ　 リ利　ヌ奴　ル流　ヲ乎　

ワ和　カ加　ヨ與　タ多　レ禮　ソ曾　ツ川　ネ 　ナ奈　ラ良　ム牟　ウ宇　

ノ乃　オ於　ク久　ヤ也　マ末　ケ介　フ不　コ已　エ江　テ天　ア阿　

サ薩　キ幾　ユ弓　メ女　ミ 　シ之　エ慧　ヒ比　モ毛　セ世　ス須21)

원중거는 이처럼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소개하고 일본인들이 가나와 한자를 섞

20) 元重擧, 和國志 권2, 倭字 , 333~334면; 박재금 옮김, 282~285면.
21) 元重擧, 和國志 권2, 倭字 , 333~335면; 박재금 옮김, 282~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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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모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안다고 하면서 일

본인들의 문자생활을 정확히 기술하였다.22) 원중거가 기록한 일본어에 대한 지식

은 조선 국내에도 전해졌다. 이덕무의 청령국지에서 소개된 일본어 관련 지식은

거의 대부분 화국지에서 가져온 것이다.23)
남옥도 일관기에 일본어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였다.24) 그런데 서기나 제술관

중에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옥은 일본의 가나

에 대해 “구두(句讀)를 끊을 수가 없고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만

주어보다 “더욱 기괴해서 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였다.25)

또 남옥은 일본어의 발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말소리가 번잡하고 촉급하다. 저들끼리 사적으로 떠드는 소리는 마치 참새

가 짹짹 떠드는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의 역학(譯學)과 통사(通事)만 이해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사카 이서(以西)의 서경(西京)과 에도 등의 말은 쓰시

마의 왜인들도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니, 필담으로 상세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통역으로 그 뜻을 탐지하는 것 역시 신통치 않다.26)

구어에 의한 소통보다 한문에 의한 소통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 당시 역관들

의 일본어 능력도 부족한 데다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마다 방언으

로 말을 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 조선 문인 입장에서는 구어보다 문자를 통한 소통이 더욱 확실한 소통방

법이었던 것이다.

22) 元重擧, 和國志 권2, 倭字 , 335면; 박재금 옮김, 287면.
23) 이덕무, 靑莊館全書 제64권, 蜻蛉國志 藝文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청장관전서
제11권, 솔, 1981, 112~116면 참조.

24) 南玉, 日觀記, 總記 ; 김보경 옮김, 599~605면.
25) “不可句讀, 不可文理 (…) 尤奇怪不可曉.”(南玉, 日觀記, 總記 , 諺文; 김보경 옮김,

605면)

26) “語音繁碎噍急, 私語刺刺, 如鳥雀之啾噪, 不惟我國譯學通事之不能曉, 大坂以西, 西京江

戶等處語, 馬州之倭, 多未通解, 不如筆語之詳, 以譯探情, 其亦踈矣.”(南玉, 日觀記, 總
記 , 語音; 김보경 옮김, 6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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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와 한문의 사용

이 장의 제1절 제1항에서 밝혔듯이 사행원들은 일본에서 한자ㆍ한문을 쓸 줄 아

는 것은 승려밖에 없고 대부분의 일본인은 히라가나를 쓴다고 전하고 있었다. 그

러나 일본에 한문능통자가 승려밖에 없다는 인식은 점차 변화하였다. 18세기에 들

어서면 한문능통자가 대폭 늘어난다. 1590년부터 1764년까지에 기록된 사행록을

통시적으로 검토해보면 일본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묘사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당초 오산(五山)의 승려에 한정되어 있던 필담 내지 한시수창의 대

상이 1764년에 이르면 서민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한자ㆍ한문 능통자

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사절들의 필담의 상대가 확대되는 과정 및 한자ㆍ한문을

숭상하는 일본인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고자 한다.

중세 일본에서는 교토(京都)에 위치하는 다섯 개의 사찰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성행하였으며, 중국에 갖다온 승려들이 불교 교전을 비롯해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

입하면서 활발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불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서예ㆍ회

화ㆍ시문 등 다양한 교양을 가진 중들이 교토의 오산(五山)에서 배출되었다. 오산

에 속한 승려들은 한시에도 숙달하였고 불교와 더불어 유교도 배웠다. 주자학도

오산의 승려들을 통해 일본에 전래되었다. 그들 승려들은 중국 문화에 대해 높은

교양을 가지고 있었고 한시에도 능통하였기 때문에 외교문서의 작성, 외교사절의

파견 등 외교 실무에도 기용되었다. 에도시대에 들어와서도 교토는 여전히 일본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에도막부는 교토 오산에서 문학에 뛰어난 승려를 2년 교대

로 쓰시마에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외교문서를 담당시켰다.27)

이와 같이 중세 일본에서 중국 문화의 수용은 주로 오산승(五山僧)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도 대부분 승려였다. 조선에 대한 외교도

승려가 담당하였고 사행원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는 항상 승려가 접반승(接伴僧)으

로 수행(隨行)하였다. 이 때문에 사행록에는 승려가 많이 등장한다. 17세기 전반에

기록된 사행록에서 사행원들의 소통 상대는 대부분 승려였다.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이 승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 조선에서 온 사절들을 대응할 수 있

는 인재는 승려에 한정되었다.

27) 오산문화의 성립, 외교승(外交僧)으로서의 역할, 오산승이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島尾新(編)ㆍ小島毅(監修), 東アジアのなかの五山文化(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4), 1~21, 70~77, 252~2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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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에 일본에 다녀온 김성일이 남긴 해사록에는 일본 오산승과 주고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일본에 가기 이전에 급거 사자관(寫字官)을 임명한 일과

일본에서의 문학교류에 대해 술회하였다. 김성일은 일본 사신으로 임명받아 국왕

에게 하직하는 날에 당시의 국왕인 선조가 “내가 듣건대, 왜국의 중이 제법 문자

를 알며, 유구의 사신도 항상 왕래를 한다고 한다. 그대들이 만약 서로 만나서 글

을 주고받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글씨도 서투름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유

념하라.”28)라고 일러주었기에 이해룡(李海龍)을 사자관(寫字官)으로 임명하여 일본

으로 데려갔다. 쓰시마에서 일본의 접반승 현소(玄蘇)가 요청한 글씨를 이해룡이

써주자 현소는 이해룡의 글씨를 보배롭게 여겨 현판에 새겨 영구히 전하고자 하였

다고 한다. 이어서 김성일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얼마 뒤 왜도(倭都: 에도를 말함)에 들어오자 글씨를 써 주기를 청하는 자들

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관소(館所)의 문간이 시장바닥 같았다. 일행들이 이를

괴롭게 여겨 혹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무를 타고 담을 넘어 앞다

투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두어 달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는바, 이

해룡이 이번 걸음에 쓴 것이 무릇 몇 장이나 되는지도 모를 정도였다.29)

이와 같이 말하면서 김성일은 급거 데려간 이해룡이 일본에서 저렇게 활약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사행 직전에 적절하게 지시한 국왕의 배려에 감사하고 나라를 빛

나게 한 이해룡을 칭찬하였다. 김성일은 에도(江戶)를 방문하였을 때 일본인들이

‘운집’(雲集)하여 시장바닥처럼 모여들었다고 기록하였다. 조선 사절에 시문을 써달

라고 모여드는 일본인의 모습은 사행록 도처에 묘사되어 있다. 그 현상을 김성일

은 이해룡에게 보낸 시를 통해 묘사하였다.

왜인들이 비록 비루하지만,

그들 역시 명필 글씨 보배로 아네.

28) “聞倭僧頗識字, 琉球使亦嘗往來云. 爾等若與之相値有唱酬等事, 則書法亦不宜示拙也. 爾

等其留念乎.”(金誠一, 海槎錄 二, 贈寫字官李海龍幷序 ; 국역 해행초재Ⅰ, 238면)
29) “比入倭都, 求者雲集, 館門如市. 一行亦苦之, 或閉關以拒之, 則攀樹登墻, 猶恐或後. 如是

者積數月不止, 海龍今行, 所書者未知凡幾紙也.”(金誠一, 海槎錄 二, 贈寫字官李海龍幷
序 ; 국역 해행초재Ⅰ,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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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다투어 달려와서 그대 글씨 구하여

만금보다 중히 여기네.

부채에다 써 준 글씨 이미 많은데,

편액 글씨 성문 위서 빛을 내도다.

오랑캐 수도에 종이 값이 오르고

이름은 여러 사람들 입에 진동하였네.

보는 자는 반드시 절을 하고

두 손 모아 감사하다 말을 하누나.

마침 너에게 작은 병이 있어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웠더니,

승관(僧官)이 약을 보내오고

술과 음식도 들여왔으며

문병하는 자가 날로 잇따라

위로하기 부모 같이 하였네.

이제 알겠네, 재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랑캐나 중국이 모두 똑같다는 것을.

蠻人雖鄙野, 亦知墨妙珍.

奔波乞其書, 重之萬金緡.

蒲葵題已遍, 扁額照城闉.

夷都紙價高, 名字雷衆脣.

見者必加額, 兩手謝諄諄.

屬汝有小痾, 數日臥床茵.

僧官送藥餌, 酒食爭來陳.

問者日相續, 存慰如其親.

始知愛才心, 乃與華夏均.30)

조선 사절의 글씨를 보배처럼 간직하고 편액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시문을 받으

면 공손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일본인의 모습, 사행원들과 수창하기를 열망하는

일본인들의 모습, 이해룡이 병에 걸리자 약과 술과 음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문

30) 金誠一, 海槎錄 二, 贈寫字官李海龍幷序 ; 국역 해행초재Ⅰ,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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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하는 일본인의 모습 등이 묘사되었다. 이 시가 임진왜란 직전의 일본에서 조선

문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의 일본은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이룩한 직후였으며, 살벌한 전국시대의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한 시기의 일본에도 ‘재주를 사랑하는 마음’(愛才心)이 있었던 듯

하다. 그 일본인들의 ‘재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유

일한 회로였다. 겸손하게 사행원들의 시문을 구하고 사행원들에게 친절하게 접하

는 일본인의 모습을 통해 김성일은 조선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에도시대는 일본 문학사 중에서 한문학의 전성기로 불린다. 1603년에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유학을 장려하였고 막부가 운영하는 대학을 비롯해 각지에

학교가 세워져 인재가 육성되면서 학문에 힘쓰는 풍조가 일반민중들 사이에도 침

투하였다. 출판사업도 활발하게 시행되었고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의 서적이 많이

수입되면서 그 당시 일본인들은 쉽게 책을 입수할 수 있었다.31) 이러한 에도시대

의 한문학 열풍을 반영하듯이 사행록에는 한자ㆍ한문을 애호하는 일본인의 모습

및 조선 문인들과 시문 교류를 위해 숙소에 모여드는 일본인의 모습이 도처에 묘

사되어 있다.

그러나 막부 초기에는 여전히 문화의 주도권은 오산승들에게 있었다. 1607년에

사행한 경섬(慶暹)은 일본에서 중이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전하였

다. 그는 “오직 중들만 문자를 조금 익혀서 대소 장군의 서기의 직책에는 모두 중

을 기용한다. 그래서 중을 장로(長老)라 하여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중들은 불법

을 숭신하며 도시 곳곳에 있는 사찰과 신궁(神宮)에서 일반 백성들과 뒤섞여 산다

는 것을 지적하고서는 “중은 일반 백성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며, 부역도 없어, 일

국 안에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자로는 중들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여 일본에서는

중이 매우 특권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고하였다.32) 이처럼 경섬은 막부가 개설된

직후의 일본의 문화는 오산승이 주도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일본의 한문학은 아직

오산승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전반에 일본의 학문적 분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정리하여 전한 사람은 강

31)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東京: 角川書店, 1984), 231~232면 참조.
32) “惟僧輩稍習文字, 大小將軍書記之任, 皆用僧人, 僧爲長老而尊敬. (…) 非民非兵, 無役無

徭. 一國中安居樂生者, 無如僧徒.”(慶暹, 海槎錄, 정미년 7월 17일조; 국역 해행총재
Ⅱ,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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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중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 나라의 풍속이 원래 글을 배우지 않아, 위로 천황부터 아래로 서민(庶民)

까지 한 사람도 문자를 아는 자가 없다. 그리하여 모든 문서는 오직 중이 주

관하였다. 나라 가운데에서 통용하는 글은 이른바 언서(諺書)가 있을 뿐이었

다. 그러나 그 풍속이 오히려 문자가 귀중함을 알아 병풍과 벽 위에 초서(草

書) 붙이기를 좋아하였다. 이 때문에 종이를 가지고 글씨를 구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는데, 그중에도 진초(眞草)를 가장 좋아하였다. 마을 거리의 아이들까

지도 또한 그 귀중한 것을 알아, 만약 글씨를 쓴 종이 조각이 땅에 떨어져 있

으면 서로 다투어 주워 넣으면서도 혹 잃을까 두려워하였다.33)

일본에서 문자, 즉 한문을 아는 자는 중 밖에 없다. 보통 일본인들은 히라가나를

사용하고 한문은 쓸 줄 모른다. 그렇지만 문자를 귀중히 여기는 풍습이 있으며 글

씨를 구하러 사절들에게 모여들기도 한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일찍이 임진왜란 이

전의 일본을 방문한 김성일이 ‘왜인들이 비록 비루하지만, 그들 역시 명필 글씨 보

배로 아네’라고 읊었던 것처럼 강홍중 역시 한문을 못하지만 ‘문자가 귀중함’[文字

可貴]을 잘 아는 일본인들을 묘사한 것이다.

1636년에 사행을 다녀온 김세렴은 일본의 출판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

나라 안에서 인출(印出)하는 책판(冊板)은 흔히 우리나라의 서적을 가져다가 되풀

이 간행하는 것인데, 태반이 임진년에 서쪽으로 침입하였을 때에 얻은 것으로서

저자의 가게에 서적이 가득 찬 곳도 또한 많다. 당본(唐本)은 책값이 매우 높다

.”34)라고 기록하였다. 김세렴이 말한 대로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수많

은 서적과 더불어 활자판인쇄의 자재(資材)와 기술을 가져왔으며, 조선에서 가져온

인쇄기술을 토대로 많은 책이 간행되었다.35) 사행원들은 일본에서 중국 서적이 활

발하게 간행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문풍이 일어나는 조짐을 알아챘다.

33) “其國之俗, 本不爲文, 上自天皇, 下至衆庶, 無一人識字者. 凡百文書, 唯僧主之. 國中通用

之文則只有所謂諺書而已. 其俗猶知文字可貴, 屛壁之上, 喜付草書, 以此持紙求書者, 盈滿

道路, 而最喜者眞草也. 至於閭巷間小兒輩, 亦知其可貴, 如見片紙隻字之墜地者, 爭相拾取

佩紐, 恐或失之.”(姜弘重, 東槎錄, 聞見總錄 ; 국역 해행총재 Ⅲ, 285면)
34) “國中印行冊板, 多取我國書籍反刊者, 太半得於壬辰西搶, 巿肆書籍, 充牣亦多. 唐本冊價

甚高.”(金世濂, 海槎錄, 聞見雜錄 , 해행총재Ⅳ, 171면)
35) 中根勝, 日本印刷技術史(東京: 八木書店, 1999), 121~1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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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내려갈수록 점차 문풍이 일어나는 일본의 모습이 밝혀져 갔다. 1643년

종사관 신유(申濡, 1610~1665)가 남긴 사행록에 수록된 강호잡시 (江戶雜詩)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월나라 풍속에 진나라 법

백성들 부유하고 땅이 기름지네.

비녀 꽂은 여자는 모두 이에 검은 칠

젖 먹는 아기도 칼을 차고 있지.

맨발이라야 바야흐로 예가 되고

목숨을 가벼이 여겨야 호걸이라 하네.

동도(東都)엔 문사가 있어

종종 풍소(風騷)를 사랑하네.

越俗兼秦法, 民饒復地膏.

女笄皆漆齒, 男乳亦環刀.

徒跣方爲禮, 輕生始道豪.

維東有文士, 往往愛風騷.36)

‘월나라 풍속에 진나라 법’이란 풍속이 월나라처럼 미개하고 법이 진나라처럼 엄

격하다는 뜻이다. ‘모두 이에 검은 칠’이라는 말은 에도시대 때 결혼한 여성이 이

를 검게 물들이는 습관을 말한다. 신유는 풍속은 오랑캐이긴 하지만 에도에 ‘문

사’(文士)가 나타났음을 전하였다. 그는 다른 시에서도 “일동(日東)에 문사가 많되

/ 임씨의 아들이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네.”37)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오산승 외에

일본에 ‘문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대목으로 사행록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큰 시구(詩句)이다. 그가 말하는 문사는 하야시 라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

다. 그는 1607년에 첫 번째로 통신사가 파견된 이래 1655년까지 여섯 번에 걸쳐

사행원들을 만났는데, 1643년에 신유가 방문하였을 때에도 사행원들과 시문을 교

환하였다.38)

36) 申濡, 海槎錄, 江戶雜詩 ; 국역 해행총재Ⅴ, 193~194면.
37) “日東東武盛文士, 林氏之子才出入”(申濡, 海槎錄, 次考槃邁長句贈別 ; 국역 해행총

재Ⅴ, 191면)
38) 통신사와 林羅山의 교류에 대해서는 李元植, 朝鮮通信使の硏究(東京: 思文閣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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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년의 사행원 남용익도 “승려들 외에도 문사로 일컫는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

를 깎는데, 혹은 법인(法印)이라 칭하지만 실제는 승려가 아니다.”39)라고 기록하였

듯이 17세기 중반부터 일본에서도 점차 ‘문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통

가능한 상대가 승려에서 문사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소통 상대가 확대됨에 따

라 사행록에도 수많은 일본 문인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사행원과 일본 문인들

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또 남용익은 그 당시 일본의 학문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

술하였다.

중국의 서적이 거의 다 유포(流布)되고 있지만 해석하는 자가 아주 적어 향

모(向慕)하는 정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다 같으며, 혹시라도 우리나라 사람

의 글자 하나 말 한 마디라도 얻기만 하면 보물처럼 간직하고 대대로 전하여

완상(玩賞)한다.40)

한문으로 된 중국 책을 실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모두가 그러

한 서적을 향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사행원들의 시문을 보물처럼 간직하는 모

습을 기록하였다. 중요한 것은 남용익이 일본의 문화에 한문학을 ‘향모하는 정’[向

慕之情]이 있음을 포착한 점이다. 이는 일찍이 김성일이 지적한 ‘재주를 사랑하는

마음’[愛才心]과 일맥상통한다. 사행원들은 조선 문인의 글씨를 간직하는 일본인의

모습과 대량의 중국 서적이 출판된 모습의 기저에 한문학을 경모하는 문화적 심성

(心性)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일본 문인과의 문학 교류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682년이다. 이 때는 이

전 시기의 사행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시문 교류가 이루어졌다. 역관으로 사행에

참여한 홍우재(洪禹載)는 에도에 머물렀을 때의 일기에 일본의 ‘학사’들과 시를 주

고받았다고 하면서 기노시타 준안, 히토미 유겐(人見友元, 1638~1696), 야나가와 신
타쿠(柳川震澤, 1650~1690) 등 일본 문인들의 이름을 거론했다.41) 기노시타 준안은

교토에서 태어나 카가번(加賀藩, 지금의 이시카와 현石川縣)에 출사하였다. 제5대

1987), 127~150면 참조.
39) “僧徒外稱爲文士者, 必刺髮, 或稱法印, 而實非僧人也.”(南龍翼, 聞見別錄 , 風俗 文字

; 해행총재 Ⅵ, 87면)
40) “中國書籍幾盡流布, 解之者絶少, 而向慕之情, 則上下同然. 如得我國人隻字片言, 則寶藏

而傳玩之.”(南龍翼, 聞見雜錄 , 風俗 文字 ; 국역 해행총재 Ⅵ, 87면.)
41) 洪禹載, 東槎錄, 임술년 9월 11일조; 국역 해행총재 Ⅵ,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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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도쿠가와 츠나요시에게 고용되어 막부의 유관(儒官)이 되었다.42) 하야시가(林

家) 이외의 문인이 사행원들과의 교류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본에 문풍

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아메노모리 호슈, 마츠우라 가쇼(松浦霞沼, 1676~1728), 무로 규소(室

鳩巢, 1658~1734),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 등 이름 높은 유학자가 배출

되었다. 그들은 후에 조선 사절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으며, 사절들도 기노시타

준안의 제자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테면 1711년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

현(李礥)은 행차에서 시를 수창한 일본 문인 중에서 글을 잘 쓴 사람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무로 규소와 기온 난카이의 이름을 든 바 있다.43) 또 아메노모리 호

슈와 마츠우라 가쇼는 사절들의 수행원으로 1719년 사행에 참여한 신유한과 교류

하였다. 이를 보아도 기노시타 준안은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큰 영향을 끼쳤

다고 할 수 있다.

1682년의 사행원들은 확실히 일본에서 문학이 성행하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이

때 사행에 참여한 홍세태(洪世泰, 1653~1727)는 수많은 일본 문인들과 교유(交遊)

하였다. 그는 1711년에 제술관으로 선정된 이동곽(李東郭)에게 보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야만으로 여겨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거의

마음을 두지 않는데, 이는 매우 두려울 만한 것이다. 무릇 일본의 땅은 수 천

리에 이르니,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 나는 일찍이 삼가 사행에 동행하여 시를

수창하였을 때 먼 곳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엉성하고 경솔한 말로

시를 쓸 수가 없었다. 저들이 우리를 대접할 때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

는 깊이 관찰하고 있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들의 글에 대해 좋고 나쁨

과 장단점을 평론하고 책으로 엮어 국중에 유포한다. 나 같은 못 난 이로서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까 정말로 두렵다. 지금 생각해보니 진땀이 나지 않을 수

없다.44)

42) 近藤春雄, 日本漢文學大事典, 東京: 明治書院, 1985, 170면 ‘木下順菴’항목 참조)
43) 正德和韓唱酬錄(金澤市立圖書館所藏); 片倉穰, 日本人のアジア観 : 前近代を中心に,
東京: 明石書店, 1998, 299면.

44) “我人之於日本, 鱗介畜之, 卽無論事大小, 略不加意, 此甚可懼. 夫以日本數千里之地, 而

豈無一人. 余故嘗飭同行唱酬之際, 不可爲誕率語, 以取笑於遠人. 彼接我也, 外若敬謹, 內

則深察. 及使歸, 文之佳惡, 人之長短, 無不評論, 爲書傳布其國中, 以余不敏, 誠恐其不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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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태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일본인들이 조선인과 나눈 필담

집을 금방 출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남긴 시를 비평한

다는 것이다. 이 두 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홍세태이다. 또 홍세태는 자신이

일본에서 남긴 시가 일본인들에게 비평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진땀이 난

다고 토로하였다. 자신이 쓴 글이 일본에서 비평받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진땀이 나는 긴장감은 그들을 오랑캐로만 보고 있던 자신의 인식을 반성

적으로 돌아볼 계기가 되었다. 적당히 시문을 써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일본인의

시문에 응답해야 한다는 자세를 낳은 것이다. 일본 문풍이 이처럼 조선 문인의 마

음을 움직인 것은 처음이다. 홍세태의 이 발언은 일본이 동문세계로 들어오기 시

작한 징조를 포착한 글로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 필담집이 금방 출판된다는 지적은 다른 사행원들도 지적하였다. 신유

한은 1682년의 사행원들과 일본 문인들의 글을 모은 임술사화집(壬戌使華集)을
보면서 “그때의 사신 및 제술관ㆍ서기(書記)들의 모든 시편이 갖추어져 있어 한

글자 한 마디 담화가 상세히 다 기록되어 빠짐이 없었고, 모든 왜인이 창화(唱和)

한 시도 또한 모두 추가로 기록되어 있었다.”45)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

달 전에 일본 문인들과 주고받은 필담이 이미 오사카에서 성사답향(星槎答響)이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사실을 전하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 한 달 안에 출판된

것이다. 왜인이 일을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이 자못 중화와 다름이 없었

다.”46)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홍세태에 이어서 신유한도 일본에서 필담집이 금방

간행됨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일본인의 필담집 출판에 대한 열기도 사행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1711년 사행원들은 아라이 하쿠세키를 통해 일본에 ‘문풍’(文風)이 성행하고 있

음을 알았다. 사행원들은 에도에서 숙소에 찾아온 하쿠세키와 필담을 나누었다. 이

필담은 강관필담 (江關筆談)이라는 제목으로 임수간의 동사일기에 수록되어 있

다.

至今思之, 未嘗不汗出也.”(洪世泰, 柳下集 卷9, 送李重叔往日本序 , 한국문집총간 167,

472면)

45) “其時使臣及製述官書記諸篇具在, 隻字片談, 纖悉無遺, 諸倭倡和之辭, 亦皆附錄.”(申維翰,

海遊錄 中, 기해년 11월 5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60면)
46) “然計於一朔之內, 剞劂已具, 倭人喜事好名之習, 殆與中華無異.”(申維翰, 海遊錄 中, 기
해년 11월 5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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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세키: 지금 서방 여러 나라들도 모두 대청(大淸)의 관복 제도를 쓰고 있는

데 귀국만이 대명(大明)의 옛 의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

입니까?

조태억: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만은 대명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니, 청국도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우리에게 비례(非禮)

를 행하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밑에 우리만이 동주(東周)를 위하고 있

거늘 귀국도 중화의 것을 쓸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귀국의 문교(文

敎)가 바야흐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변(一變)하리라는 데 깊이 희망

을 갖고 있습니다.

하쿠세키: 어찌 이웃 나라의 도움이 없겠습니까?47)

조태억은 이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동주의 유제를 계승한 유일한 나라로서의 면

모를 과시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문교가 개화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이다. 이러한 말을 사행원들이 한다는 것은 17세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18세기 초반에 이미 사행원들은 문교가 성행하는 일본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수간 또한 하쿠세키에게 “저는 항상

귀국을 한결같이 무(武)만을 숭상하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본즉 문교(文

敎)가 매우 융성하니 진실로 치하할 만한 일입니다.”48)라고 말하였고, 사행록에도

“군사 행동을 늦추는 반면 점차 문교(文敎)를 숭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항(閭巷)

사이에 힘써 공부하는 선비들이 매우 많으니, 이것도 운수[氣數]가 그렇게 되게 한

것이라 할까?”49)라고 기록하였다. ‘상무’(尙武)의 나라 일본이라는 오랫동안 유지된

이미지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수간은 “유생들 중에는 경사(經史)를 섭렵하여 널리 고금에 통한 자도 있

47) “白石曰: ‘當今西方諸國, 皆用大淸冠服之制, 貴邦獨有大明之舊儀者何也?’ 平泉曰: ‘天下

皆左袵, 而獨我國不改華制, 淸國以我爲禮義之邦, 亦不敢加之以非禮, 普天之下. 我獨爲東

周, 貴邦亦有用華之意否? 今看文敎方興, 深有望於一變之義也.’ 白石曰: ‘豈得無隣邦之陰照

耶?’”(任守幹, 東槎日記, 江關筆談 ; 국역 해행총재 Ⅸ, 238면)
48) “不佞常以爲貴邦一尙武之國, 今來見之, 則文敎甚盛, 誠可奉賀.”(任守幹, 東槎日記, 江
關筆談 ; 국역 해행총재 Ⅸ, 240면.)

49) “偃其兵事, 漸尙文敎, 其閭巷之間, 苦學之士甚多, 此亦氣數之使然耶?”(任守幹, 東槎日記
, 海外記聞 ; 국역 해행총재 Ⅸ,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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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시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해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문(文)이 좀 나은 편이

지만 역시 법도에 어둡다.”50)라고 하여 일본의 ‘유생들’[儒生輩]에 대해 언급하였

다. 1655년에 남용익은 일찍이 일본에 중국 서적이 많이 유통되어 있으나 해석하

는 자가 적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경사(經史)를 섭렵하여 널리 고

금에 통한 자’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문학을 향모하기만 하였던 일본인들이 드디어

경서(經書)의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에도시대에 고조된 유학 교육의 성

과가 18세기 초반의 조선 사절들에게 포착될 정도로 일본 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711년의 사행원들은 일본의 문교가 본격적으로 개창되었음을 전

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문학에 대한 인식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1719년 제술관으로 사행에 참여한 신유한은 종전의 사행록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한문을 익히는 일본인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가 맡은 제술관이라는 직책

은 주로 일본인과의 시문 교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신유한은 해
유록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왜인들의 문자를 즐기는 취미가 근래에 더욱 왕성하여, 부러워하고 사모하

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루었고, 학사대인(學士大人)이라 부르면서 시와 문을 청

하느라 거리가 메워지고 문(門)이 막힌다. 그들의 말에 수응하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선양하는 과업을 반드시 제술관에게 책임지우게 되니, 일은 번잡하고

책임이 크다.51)

신유한은 이와 같이 시문을 청하느라 조선 사절 일행에 쇄도하는 일본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제술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그 직책을 맡은 포부를

서술하였다. 신유한은 ‘문자를 즐기는 취미’[文字之癖]에 대응할 것을 기대된 직책

을 맡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토로하였다. 신유한이 맡은 제술관이라는 직책은 원

래 1682년의 사행 때부터 개설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독축관(讀祝官)이 사행원들을

50) “儒生輩或有涉獵經史, 博通古今者. 而作詩未工, 語多不成, 行文稍勝, 而亦昧蹊逕.”(任守

幹, 東槎日記, 聞見錄 , 해행총재 Ⅸ, 280면.)
51) “倭人文字之癖, 輓近益盛, 艶慕成群, 呼以學士大人, 乞詩求文, 塡街塞門. 所以接應彼人

言語, 宣耀我國文華者, 必責於製述官, 是其事繁而責大.”(申維翰, 海遊錄 서문; 국역
해행총재 Ⅰ, 365~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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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52) 신유한 이전에 일본에 다녀온 제술관으로 성완(成琬: 1682년 사행)

과 이현(李礥: 1711년 사행. 이동곽을 말함)이 있고 독축관으로 박안기(朴安期:

1643년 사행)와 이명림(李明淋: 1655년 사행)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들은 주목할

만한 사행록을 남기지 않았다. 신유한은 제술관이라는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

던바, 해유록에서 문교에 향하는 일본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였다.
신유한이 일본인의 문자생활을 예리하게 관찰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밝혔는데,

그는 한자ㆍ한문을 향모하고 조선 문인들에게 모여드는 일본인에 대해서도 예리한

눈으로 살폈다.53)

풍속이 글씨와 그림을 좋아하여 귀족의 집이나 민간에서 비록 글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도 반드시 중국 사람의 글씨와 그림을 구하여 병풍을 만들어서 보

물로 삼는다. (…)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시와 문을 구하여 얻은 자는 귀천(貴賤)과 현우

(賢愚)를 막론하고 우러러 보기를 신선(神仙)처럼 하고 보배로 여기기를 주옥

(珠玉)처럼 하지 않음이 없다. 비록 가마를 메고 말을 모는 천한 사람들이라도

조선 사람의 해서(楷書)나 초서(草書)를 두어 글자만 얻으면 모두 손으로 이마

를 받치고 감사의 성의를 표시하며, 소위 문사라 하는 자는 천릿길을 멀다 하

지 아니하고 와서 역(驛)이나 관(館)에서 기다려서 하룻밤 자는 동안에 혹은

종이 수백 폭을 소비하고 시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는 자는 비록 반 줄의 필담

이라도 보배로 여겨 감사해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대개 그들이 정화(精華)로운

땅에 생장하였으므로 본래 문자를 귀중히 여길 줄 알기는 하나 중국과는 너무

멀어서 평생에 의관(衣冠)의 성한 의식(儀式)을 모르고, 평소에 조선을 높이

사모하는 이유로 그 대관(大官) 귀인은 우리의 글을 얻어서 자랑거리로 삼고,

서생(書生)은 명예를 얻는 길로 삼고 낮고 천한 자는 구경거리로 삼아서 우리

가 글을 써 준 뒤에는 반드시 도장(圖章)을 찍어 달라고 청하여 진적(眞蹟)인

52) 제술관의 성립에 대해서는 장순순, 朝鮮後期 通信使行의 製述官에 대한 一考察 (全北

史學 제13집, 전북사학회, 1990) 참조.
53) 신유한의 이 기록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김태준,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

교양: 신유한의 일본일기 해유록을 중심으로 ,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1권, 한국동방
문학비교연구회, 1985, 778~779면). 본고에서는 일본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인식사(認識

史)라는 관점에서 신유한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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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증명하므로 매양 이름난 도회지나 큰 고을을 지날 때에는 그들을 응접하

기에 겨를이 없었다.54)

중국인의 서화를 병풍으로 만들어 애호하고 조선인의 시문을 ‘신선’(神仙)을 보

는 것처럼 숭상하면서 비록 글자를 모르는 자라도 조선인의 글씨를 고맙게 받으

며, 문사들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번 조선 문인을 보기 위해서 숙소를 찾아와

필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동한다. 이른바 일본인의 중화취미(中華趣味)와 조선

문인들에게 모여드는 모습을 묘사한 점은 종전의 사행록과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유한이 통신사의 시문 교류에 열광하는 일본인의 내면적 배경을 꿰

뚫어보았다는 점이다. ‘중국과는 너무 멀어서 평생에 의관(衣冠)의 성한 의식(儀式)

을 모른다’라는 말은 그 당시 일본 문인들의 실상을 잘 표현하였다. 일본 문인들은

아무리 중국 문화를 동경하여도 쇄국정책 아래 외국에 갈 수 없었으며, 문명의 본

고장인 중국을 직접 볼 수가 없었다. 신유한은 ‘정화(精華)로운 땅’에 태어나 한자

ㆍ한문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소질이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명의 본고장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생긴 불만이 조선 통신사의 방문을 계기로 한꺼

번에 분출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 신유한은 일본인들이 조선을 사모하는 이유를 신분별로 열거하였다.

지위 높은 사람들은 조선 문인의 시문을 자랑거리[夸耀之資]로, 서생(書生)들은 명

예를 얻는 길[聲名之路]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구경거리[觀瞻之地]로 삼고 있다

고 전하였다. 이중에서 서생들이 명예를 얻는 길로 삼고 있다는 기술이 주목을 요

한다. 일본에는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문사들에게는 영달의 길이 아예 차

단되어 있었다. 아무리 독서와 글쓰기에 힘써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조선 통신사와의 시문 교류는 자신의 이름을 일본 전국에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제Ⅱ장 제1절 제2항에서 밝혔듯이 신유한은 일본에서 유학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시문을 구하러 몰려오는

54) “俗喜書畫, 貴家閭民雖不識字者, 必求中華人書畫作屛幛, 以爲珍貨. (…) 日本人求得我國

詩文者, 勿論貴賤賢愚, 莫不仰之如神仙, 貨之如珠玉. 卽舁人廝卒目不知書者, 得朝鮮楷草

數字, 皆以手攢頂而謝. 所謂文士, 或不遠千里, 而來待於站館, 一宿之間, 或費紙數百幅, 求

詩而不得, 則雖半行筆談, 珍感無已. 蓋其人生長於精華之地, 素知文字之可貴, 而與中華絶

遠, 生不見衣冠盛儀. 居常仰慕朝鮮, 故其大官貴游, 則得我人筆語, 爲夸耀之資, 書生則爲聲

名之路, 下賤則爲觀瞻之地. 書贈之後, 必押圖章以爲眞蹟, 每過名州巨府, 應接不暇.”(申維

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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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면서 조선을 사모하기에 그런다는 피상적인 기술에 그치지 않고 그 배경

에 일본 문인대로의 사정이 있음을 간파한 것은 탁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문풍은 갈수록 성행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 문인들에게 몰려오는 일본인

들도 급증하였다. 1748년에 사행한 조명채는 일본인의 시문 요청에 대응하느라 고

생하는 제술관과 서기의 말을 기록하였다.

시를 요구하는 자가 날마다 몰려들어 수응해내기 어려웠고 저들이 지어 온

시가 기기괴괴하여, 부득불 닥치는 대로 수응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

에 인주와 도장을 놓아두고서 시를 얻은 자로 하여금 찍어 가게 하였더니, 어

지럽게 앞을 다투어 바꿔 찍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대개 사행이 지나간 뒤

에는 에도 사람이 연로의 수창한 시를 찾아 모아서 모두 곧 간행하는데, 이

무리들은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여기며, 도장이 없는 시

는 뽑아내어 싣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 합니다.55)

일본인들의 ‘기기괴괴’(奇奇怪怪)한 시에 수응하느라 제술관과 서기는 상당히 바

빴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인들이 무엇 때문에 수창시의 종이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일본에서는 조선 문인들과 수창한 시를 모

아서 창화집(唱和集)으로 매번 간행하는데 조선 사절의 도장이 있어야 자신들의

시를 실어주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창화집에 자신의 이름이 실리는 것을 명예로

여기기 때문에 도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도 그 당시 일본인에게 있

어 조선 사절과의 수창은 명성을 날리는 일대 기회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만

큼 에도시대 일본인들은 한시ㆍ한문 짓기에 열중하였던 것이다.

조선 사절들과의 한시 수창을 열망하는 일본인의 열기는 1763년에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역대 사행록 중에서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은 한시를 요구하기 위해 몰려

오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신유한과 똑같은 제술관, 즉

한시 수창 담당자로 사행에 참여한 남옥은 다음과 같이 괴로움을 표출하였다.

55) “求詩者日日沓至, 酬應難支, 而渠輩執贄之詩, 奇奇怪怪, 不得不以應卒爲事. 前置印朱圖

章, 使得詩者印去, 紛紜爭先, 換着甚多. 蓋使行過去之後, 則江戶之人, 搜聚沿路唱酬之詩,

皆卽刊行, 而此輩以得參其中, 爲極榮, 無圖章之詩, 則拔而不錄, 故如此云.”(曺命采, 奉使
日本時聞見錄, 무진년 7월 2일조; 국역 해행총재 Ⅹ,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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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캐 선비는 단지 시를 구할 뿐 아니라 시를 반드시 글씨로 써 주길 바라

고 또 반드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시를 수창한 뒤에 일일이 다

듬으면서 쓰고 하나하나 도장을 찍으니 더욱 분주해서 겨를이 없었다. 생판

모르는 문신한 사람들이 흥치도 없고 맛도 없는 작품을 구하는데다가 또 그

운자(韻字)가 거의 대부분 괴이하기 짝이 없어서 가히 압운(押韻)할 수가 없었

다. 이와 같은데도 그 중에 반만이라도 뜻에 맞으면 수응을 해서 오랑캐 나라

에 전하고 심지어는 간행되어 오래도록 남아 있게 했으니 더욱 경악스럽고 부

끄러운 일이다. 나쁜 풍습이 답습되고 있는데도 바로잡을 줄을 모르고 있으니

그 때문에 깊이 개탄한다. 이 날 창수하느라 또 닭 울 때까지 이르렀다.56)

일본인들의 ‘괴괴’(怪怪)한 한시에 수응하느라 새벽까지 계속 시를 써야 하는 제

술관의 괴로움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남옥은 제대로 압운하기 어려운 시에

억지로 운(韻)을 맞춰서 바쁘게 쓴 시가 일본에서 간행되어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을 표명하였다.

일찍이 1748년의 사행에 참여한 홍경해는 1711년의 조선 사절들과 일본 문인들

의 수창시를 모은 계림창화집(鷄林唱和集)을 일본에서 보면서 “여러 작품이 모

두 거칠고 간략하여 볼 만한 것이 없으니 개탄스럽다.”57)라고 토로하였다. 조선 문

인의 눈으로 봐도 사행원들이 일본에 남긴 시문은 그리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었

던 것이다.

남옥은 사절들의 시문을 구하느라 몰려오는 일본인의 모습에 의문을 품고 다음

과 같은 문답을 나누었다.

“귀국 사람들은 반드시 조선인의 글씨를 구하는데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는

것이오?”라고 하니, “나라의 풍속이 대국의 문한(文翰)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

혼하지 않은 남녀는 조선의 글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기가 쉽고, 시

집간 여자로서 아기를 낳지 못한 이가 이것으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운운

56) “蠻士不惟覔詩, 詩必求自書, 又必求圖章, 酬詩之餘, 一一繕寫, 一一印章. 尤致紛氄無暇,

以素昧雕題之人求無與無味之作, 而又其韻字率多有怪怪, 不可押者, 若是應酬, 其可有半分

合意, 而傳之蠻夷之邦, 至於刊印而壽之, 尤可駭恥. 弊風相襲, 不知矯正, 深爲之慨歎. 是日

唱酬又達鷄.”(南玉, 日觀記, 갑신년 1월 23일조; 김보경 옮김, 358면)
57) “諸作皆草率無可觀, 可嘆.”(洪景海, 隨槎日錄 卷中, 36b~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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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58)

역관 오대령(吳大齡)도 시문을 구하러 몰려오는 일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

인은 우리나라 사람의 글씨를 얻어 벽에 붙이면 재앙이 사라져 복이 내려온다고

한다.”59)라고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사행원들의 시문은 독신 남녀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나 불임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임신할 수 있기를 발원하

는 부적으로 간주되어 있었다. 조선 문인들의 시문은 일본인의 일상생활에도 침투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중거도 오사카의 관소 혼간지(本願寺)에 있었을 때의 기록으로 “하루 종일 손

님을 접대하면서 필담을 많이 하였다. 그 문답 목록은 수십 장의 종이에 달하였으

니 대개 80여 사람들이 있었다.”60)라고 하면서 찾아온 문인 중에 인상에 남은 사

람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또 일본인들이 질문 사항을 기록하는 문목(問目)이 매우

많아 밤이 되어서야 끝났고 일본인들은 시를 얻고도 물러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혼간지 안에 필담을 위한 건물이 새로 지어졌으며, 방목에는 ‘필담지간’(筆談之

間: 필담을 하는 곳)이라 적혀 있음을 기록하였다.61) 또 필담에 임하는 일본 문인

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 문사(文士)들은 한번 우리 자리에 들어오면 참으로 하늘에 올라 용(龍)이

된 듯한 기쁨을 가졌고, 혹시 말 한 마디라도 서로 하게 되면 문득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곁에 있는 사람도 이를 무척 기뻐하였다. 비록 시를

가지고 오기는 해도 본래 자랑하거나 재주를 겨루겠다는 뜻은 없었다. 이것이

아니면 능히 손을 빌려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시나 글씨를 구하는 데 잘되고 못된 것을 논하지 않았고, 얻음이 있으면 기뻐

하였으며 한번 창수(唱酬)하는 데에 참여하면 문득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선비가 되고, 혹시 한 마디 칭찬이라도 얻으면 그 평판이나 가치가 여러 세대

58) “問貴國人必求朝鮮筆, 何用? 對以國俗貴大邦文翰, 男女未婚者, 多貯朝鮮書, 則易爲婚,

嫁女之産難者, 亦或以此已之云. 良可笑也.”(南玉, 日觀記, 계미년 11월 6일조; 김보경

옮김, 252면)

59) “日本人得我人書付璧, 則灾消福來云.”(吳大齡, 溟槎錄, 갑신년 1월 12일조)
60) “終日接客多筆談, 其問目數十紙, 盖八十餘人.”(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1월 22일조; 김

경숙 옮김, 238~239면)
61) 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1월 23일조; 김경숙 옮김,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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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루 더하여진다. (…) 이들은 우리나라의 기졸(旗卒)이나 사령(使令)을 막

론하고 명색이 우리나라 사람이기만 하면 글을 구하는 것이 몹시 간절하였다.

혹은 언문으로 글을 써서 주어도 기뻐하며 더욱 구하였다.62)

원중거도 일본인들이 왜 우리들의 시문을 구하러 오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그

것은 조선 통신사와 시문을 교환하면 문인으로서의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온 사람에게 한 번 칭찬받으면 일본 전국에 그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실제로 1711년의 사행원들과 교류한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
는 일본 전국에 알려졌다.63)

또 원중거는 아이와 여성까지 한문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

다.

대저 나라 사람들은 총명함이 일찌감치 이루어져서 4ㆍ5세에 능히 붓을 잡

아, 10여 세가 되면 모두 능히 시를 지을 수 있다. 여자로서 시를 잘 짓고 글

씨를 잘 그리는 자가 몹시 많은데 거의 당나라 사람들의 시와 같다. 이 외에

는 다른 일이 없는 것 같다. 이곳을 일러 해중 문명의 고을[海中文明之鄕]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64)

일찍이 한문을 배우는 사람은 오산승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린애까

지 글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 45년 전만에도 신유한이 일본인의 시를 두

고 엉망이라고 비웃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발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원중거는 4ㆍ5세의 어린애가 붓을 잡고 10여 세의 아이가 시를 지울 줄

알며 여자가 당시와 같은 시를 쓰는 일본의 모습을 통해 이제 이 나라가 조선에

62) “其文士則一入我席, 眞有登龍之喜, 或得一言相及, 則便喜動顔色, 在傍者爲之歆艶. 雖操

詩而至, 本無意於誇能競才也, 以爲非此則不能籍手相而見也. 其來我人詩筆不論工拙, 有得

則喜, 一預唱酬, 則便爲知名之士, 或得一言之褒, 則聲價歷數世而彌增. (…) 勿論我旗卒使

令, 名以我人, 則求書苦懇, 或以諺書文給, 則亦喜而盖求.”(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 김경숙 옮김, 371~372면)
63) 기온 난카이에 대해서는 杉下元明, 江戶漢詩(東京: ぺりかん社, 2004) 35~54면 참조.
64) “大抵國中之人聰明早成, 四五歲能操毫, 十餘歲以長, 則咸能作詩, 女子之能詩能書者甚衆,

殆若唐人之詩, 外無餘事, 雖謂之海中文明之鄕, 不爲過矣.”(元重擧, 和國志 권2, 詩文之
人 , 330면; 박재금 옮김,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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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견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었음을 느낀 것이다. ‘해중 문명의 고을’이라는

원중거의 말은 드디어 일본이 한자ㆍ한문문화권으로 들어섰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3) 訓讀法과 漢文直讀法

본절의 제2항에서 밝혔듯이 사행원들은 일본인들이 평소 히라가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ㆍ한문을 열심히 배우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한문을 배우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신유한이 일

본의 훈독법을 발견한 것은 일본의 문자생활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일이다. 훈독은 일본어와 문법이 다른 중국 고전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 고

안 된 것으로, 예부터 일본인은 한자 옆에 작은 글자로 읽는 순서 및 일본어의 조

사(助辭)를 적으면서 고전 한문을 익혔다.

일찍이 중국 청말(淸末)의 사상가 양계초(梁啓超, 1873~1929)가 일본의 훈독에

큰 관심을 보였다. 1898년의 무술정법(戊戌政法)에 실패하여 일본에 망명한 양계초

는 한문훈독체(漢文訓讀體)로 된 일본어에 주목하여 화문한독법(和文漢讀法)이
라는 책을 지어 일본어 독해법을 서술하기도 하였다.65) 양계초에게 한자가 많은

훈독체의 일본어는 매우 읽기 쉬운 언어로 보였던 것이다.

신유한은 양계초보다 180년 전에 아마도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훈독

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수용한 한자ㆍ한문을 어떻게 자국어

에 기반한 독법으로 읽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지

식의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신유한은 일본에서는 공사(公事)에서 글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도쿠가

와 장군이나 각지의 번주를 비롯해 벼슬하는 사람 중에서 한문을 아는 사람이 없

다는 점, 법령ㆍ정치에 관한 문서는 모두 가나와 한자를 섞어서 쓴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66) 즉 일본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평소 한문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

65) 양계초의 화문한독법에 대해서는 古田島洋介, 梁啓超 和文漢讀法(盧本)簡注 (明
星大学研究紀要 16號, 化学部・言語文化学科, 2008) 참조.

66) “今觀其俗, 不以文用人, 亦不以文爲公事, 關白以下各州太守百職之官, 無一解文者. 但以

諺文四十八字, 略用眞書數十字雜之, 爲狀聞敎令, 爲簿牒書簡, 以通上下之情, 國君之導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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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 신유한은 일본어의 특징을 논하면서 한문을 구사하는 것이 일본인에게 얼마

나 힘겨운 일인지를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 음역(音譯)을 들어 보니 산천, 지명, 육갑(六甲)이나 성명, 직호(職號)를 모

두 방언으로 해석하여 부르고 그 자음(字音)이 또 청탁(淸濁)과 고저(高低)가

없으므로 시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삼운(三韻)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하여 능히 아무 글자는 높고 아무 글자는 낮은 것을 구별한 뒤에 억지

로 맞추어 시를 만들고, 글을 읽을 때에는 선후(先後)를 거꾸로 맺는 법을 알

지 못하고, 글자마다 애를 써서 그 손가락을 내렸다 올렸다 한 뒤에 겨우 그

뜻을 통하니, 당시(唐詩)에 ‘마상봉한식(馬上逢寒食)’이라는 귀(句)를 읽을 적에

는 봉(逢)을 한식(寒食) 밑에 읽고, ‘홀견맥두양류색(忽見陌頭楊柳色)’을 읽을

때에는 견(見)을 양류색의 뒤에 읽어서 문자를 학습하기 어려움이 또 이와 같

다. 비록 높은 재주와 통달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부지런하고 애씀이 우

리나라에 비교하면 마땅히 백 배나 될 것이니, 문인(文人) 운사(韻士)들이 대

를 지나도 이름난 자가 없고 그중에 한 두 사람 붓을 잡는 무리도 또한 그 명

성을 국중에 날릴 수가 없는 것이다.67)

지명이나 관직의 이름을 모두 일본어로 발음하고 중국어처럼 사성(四聲)이 없기

때문에 한문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운서(韻書)를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해

야 한다고 하여 일본인들이 한문 습득하는 데 매우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일본인들이 ‘선후(先後)를 거꾸로 맺는 법’[倒結先後之法]을 모르기 때문

에, 한시를 읽을 때는 일일이 일본어 문법에 맞춰서 읽는다고 하면서 한문을 읽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기록하였다. 일본인들이 한시ㆍ한문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이

처럼 자세히 기록에 남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기록은 후대의 사행원들이 오

如此.”(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7~68면)
67) “聽其音譯, 則山川地名六甲五行人之姓名職號, 皆以方言釋而呼之. 其爲字音, 又無淸濁高

低, 欲學詩者, 先以三韻, 積年用工, 能辨某字高某字低, 然後苟合成章. 其爲讀書, 不解倒結

先後之法, 逐字辛苦, 下上其指, 然後僅通其義. 如馬上逢寒食, 則讀逢字於寒食之下, 忽見陌

頭楊柳色, 則讀見字於楊柳色之後, 文字之難於學習, 又如此. 雖有高才達識之人, 用力之勤

苦, 視我國當爲百倍, 所以文人韻士, 閱世無聞, 而其間一二操觚之輩, 亦無由揚其聲於國中

矣.”(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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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한문직독법에 관심을 갖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본인들이 훈독법으로 한문을 읽는다는 지식이 없었으면 후대의 사행원

들은 소라이의 한문직독법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유한은 일

본에서 걸출한 문학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훈독법에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일본인들이 한문을 읽기 위해서 고안한 훈독에 의한 한문 독해법을, 신유한은 오

히려 중국 고전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신유한을 비롯해 일본인들과 시를 수창한 사행원들은 일본인들의 시를

혹평하고 있었다. 1655년에 다녀온 남용익은 “소위 행문(行文)은 제법 하기는 하나

아직도 법도에 어둡고 시는 더욱 형편이 없어서 억지로 꾸민 말이 많다.”68)라고

하여 일본인의 글쓰기와 시는 미숙하다고 하였다. 신유한도 일본인의 시를 보면서

“시가 모두 서투르고 투박하여 우스웠다.”69)라고 서술하고 있거나 평측(平仄)이 많

이 어긋나고 성률(聲律)이 엉망이라고 도처에서 혹평하였다. 신유한은 일본인들의

한시가 서투른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보았다.

그로 하여금 고시(古詩)나 율시(律詩)를 짓게 하면 평측(平仄)이 많이 어긋

나고 운치(韻致)가 전혀 상실되어 우리나라의 삼척동자(三尺童子)가 들어도 웃

음거리가 될 만하고, 서문(序文)ㆍ기문(記文)ㆍ잡문(雜文)을 짓게 하면 눈먼 뱀

이 갈대밭에 달리듯 하여 법도와 기운이 하나도 볼 것이 없으니, 이것은 어찌

인재가 정한 한도가 있어 그러한 것이겠는가. 그 토풍(土風)과 정교(政敎)가

구애(拘礙)시킨 것이다.70)

신유한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쓰는 한시의 평측이 엉망인 것은 ‘인재’(人才) 때문

이 아니라 ‘토풍’과 ‘정교’ 때문이다. ‘토풍’과 ‘정교’란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과 평소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듯한데, 여기에는 언어적 요인도 함

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유한은 일본인의 시를 조선의 삼척동자(三尺童子)가 들어도 웃음거리

68) “所謂行文頗勝, 而猶昧蹊徑. 詩則尤甚無形, 多有强造語.”(南龍翼, 聞見雜錄 , 風俗 文

字 ; 국역 해행총재 Ⅵ, 87면.)
69) “皆拙朴可笑.”(申維翰, 海遊錄 上, 기해년 8월 3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432면)
70) “而使之爲歌行律語, 則平仄多乖, 趣味全喪, 爲我國三尺童子所聞而笑者. 使之爲序記雜文,

則又盲蛇走蘆田, 法度與詞氣, 無一可觀, 是豈人才有定限而然哉. 其土風與政敎, 有以拘之

也.”(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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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만하다고 비판하였으며, 일본인들의 한시가 서투른 원인은 훈독법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한시에 능통하기 위해서는 훈독법에서 벗어나고 중국어 발음을 습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유한의 생각은 기노시타 란코(木下蘭皐,

1681~1752)와 나눈 필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기노시타 란코의 시집인 
옥호음초(玉壺吟草)에 수록된 시문을 보면서 란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유한: 귀국의 글 읽음은 음역(音譯)이 몹시 비루하여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사들과 필담창화할 때 문리(文理)와 맥락을 알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은 대개 성률(聲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 풍음(風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쓰시

마의 아메노모리 토(雨森東: 아메노모리 호슈를 말함)와 마츠우라 기(松

浦儀: 마츠우라 카쇼松浦霞沼를 말함) 두 사람의 문장이 참으로 빼어난

것이 시대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들은 모두 한음(漢音)에

익숙했습니다. 족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신 선인편 (仙人篇)을 보고

고조(古調)가 있는 것에 몹시 놀라고 아마도 한음을 아는 사람이 지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확실해

졌으니, 또한 당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71) 

이를 통해 신유한이 중국어 발음에 능통하여 중국의 ‘성률’에 익숙한 일본 문인

들을 선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유한의 입장에서 봐도 ‘한음’(漢音)에 능통

하지 않은 일본 문인이 쓴 시와 ‘한음’에 능통한 일본 문인의 시는 역시 달랐던 것

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기노시타 란코가 오규 소라이의 제자라

는 사실이다. 신유한이 간파한 것처럼 기노시타 란코는 중국어에 능통한 문인이다.

교토에서 오카지마 간잔(岡嶋冠山, 1674~1728)에게 중국어를 배운 다음, 에도에 나

가서 소라이의 문인이 되었다. 소라이의 제자 야마가타 슈난(山縣周南, 1687~1752)
및 다카이 슌다이(太宰春臺, 1680~1747)와 더불어 중국어를 잘 하였고 역관들에게

71) “貴國讀書音譯甚卑, 似難曉識. 是以諸文士倡和筆談, 文理脈絡多有不可解者, 蓋坐於聲律

之未閑. 此與中國遠, 故其風音自別, 馬州雨森東及松浦儀二君子, 其諸文固是絶才, 今世之

不易得也, 見其人皆習漢音. 未見足下, 先得 仙人篇 , 絶驚有古調, 疑其曉漢音, 而及見之,

聽言語, 乃信然, 又知非當代之人也.”(客館璀璨集, 後篇 13a,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소

장본; 번역은 박희병 외, 통신사의 필담, 서울대출판부 간행예정을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필담 인용 시에도 마찬가지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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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소라이도 기노시타 란코의 시가 일본인과 다른 것은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72) 신유한은 기노시타 란코의 글을

보면서 ‘아마도 한음을 아는 사람이 지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추측하고 만나

고서 ‘또한 당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썼다. 신유한이 란코를

평가하는 방식이 소라이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주목된다. 뛰어난 시를 짓기 위해

서는 우선 중국어 발음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신유한과 소라이의 의견은 일치한

다. 후술하겠지만 1763년의 사행원들도 신유한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훈독법을 비

판하고 직독법을 칭찬하였는데, 경서를 중국 한자음으로 읽는 풍조는 이미 신유한

이 발견하였던 것이다.

훈독법과 관련해 1719년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대화는

1719년에 정사의 서기(書記)로 사행에 참여한 강백(姜栢, 1690~1777)과 아사히나

겐슈(朝比奈玄洲, ?~1734)의 필담이 실린 봉도유주(蓬島遺珠)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히나 겐슈는 이 필담집에서 자신이 소라이에게 배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동도(東都: 에도를 말함)에 부츠 모케이(物茂卿: 오규 소라이를 말함)라는 분

이 계시는데 호는 소라이입니다. 저는 그 분을 몇 년 간 사사하였습니다. 그렇

지만 경술이나 문장은 아직 그 계단을 엿보지도 못했습니다. 화음(華音: 중국

어를 말함)도 대략 한 두 가지 기억할 뿐입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73)

이처럼 그는 한문직독법으로 경서를 강독하는 소라이의 경서강의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가 조선 사절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

다.

겐슈: 귀국의 독서음(讀書音)과 속어(俗語)의 같고 다름은 어떠합니까?

강백: 우리나라 말은 습속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육경(六經)은 우리나라 언문

(諺文)으로 그 뜻을 풀이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72) 기노시타 란코에 대해서는 先哲叢談續篇 卷七; 石崎又造, 近世に於ける支那俗語文
學史(東京: 弘文堂書房, 1940), 136~137면 참조.

73) “東都有物茂鄕號徂徠者, 余師事之有年矣. 雖然經術文章未曾窺楷梯也. 華音亦略記一二耳.

惶愧惶愧.”(蓬島遺珠,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소장, 前篇 9b~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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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법에는 음(音)과 석(釋)과 현토(懸吐)가 있습니다. ‘음’은 경서 본문의

한자음이고, ‘석’은 속어에 따라 해석한 것이며, ‘토’도 또한 속음(俗音)을

따라서 단 것입니다.

겐슈: 귀국에서는 시를 학습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칩니까?

강백: 시를 학습할 때는 당시(唐詩)를 숭상합니다. 당시가 완전히 몸에 밴 다

음에는 송나라의 방옹(放翁: 육유陸游를 말함), 소식, 황정견 등을 독실히

배워 그것을 체득해 바탕을 삼습니다.74)

겐슈는 조선에서 ‘독서음’과 ‘속어’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는데, ‘독서음’이라는 말

은 한문을 읽을 때의 발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겐슈는 조선에서도 소라이가

하는 것처럼 중국어 발음으로 경서를 읽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

이다. 이에 대해 강백이 조선에서 한문을 읽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 이 답

을 통해 겐슈는 조선에서도 한문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자국의 발음으로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답을 들은 겐슈는 조선에서 한시를 어떻게 배우는

지를 물었다. 이 질문은 한문을 자국어로 읽는다면 조선에서 한시를 학습할 때 현

토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어로 가르치는 것인지를 물은 것으로 생각되는

데, 강백은 무슨 시대의 시를 배우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질문에 답하였

다. 강백의 대답은 아마도 겐슈가 의도한 답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어와 중국어는 문법이 서로 다르다. 훈독이란 원래 문법체계가 전혀 다른

한문을 일본어로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고안한 독해방식이다. 일본인들은 오래전

부터 훈독의 도움을 받아 중국 고전을 익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고전을 자국

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에 자국어를 기입하는 조치는 조선시대에도 현토

나 구결의 형식으로 행해졌다.75) 일본인들이 훈독법으로 고전중국어를 알기 쉽게

자국어로 번역하였던 것처럼 조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문을 자국어에 가깝게

74) “玄洲: ‘貴國讀書音與俗間語, 異同如何?’ 耕牧子: ‘吾邦俗語各因習俗而不同, 六經則以吾邦諺
文釋其義, 以敎小兒. 然吾國俗讀書之法, 有音釋及吐, 音則正經, 釋則從俗語, 吐亦俗音耳.’ 玄

洲: ‘貴國學詩之敎如何?’ 耕牧子: ‘學詩則唐詩尙矣. 旣已淶洽之後, 亦以宋朝篤齊ˎ放翁ˎ蘓ˎ黃之
屬, 優游涵詠, 以得其質子也.’”(같은 책, 같은 곳)

75) 구결은 한문에 토(吐)를 달고 자국어에 맞추어 읽는 방식으로 크게 석독구결(釋讀口訣)과

음독구결(音讀口訣)로 나눌 수 있다. 구결은 불교경전에 보이며, 현존하는 석독구결의 자료

는 10세기 중반부터 13세기까지에 기입되었다고 추정되고 음독구결은 13세기 이후에 기입되

었다. 구결에 대해서는 吳美寧, 韓國の口訣資料および口訣硏究の現況について (藤本幸

夫 編, 日韓漢文訓讀硏究(東京: 勉誠出版, 2014, 所收),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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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읽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 중에서 훈독법을

현토나 구결과 연결시켜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조선에 현토나 구

결이 있어도 훈독처럼 한문의 순서를 거꾸로 읽는다는 발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1719년의 시점에서 사행원들이 중국 발음으로 한문을 배운 소라이 학파 문인들

의 시를 칭찬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 문인들은 훈독법이 아닌 직독법으

로 한문을 익힌 일본인이 지은 시가 더 낫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

사절들을 접대한 아메노모리 호슈는 한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하는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조선어와 중국어에 능통했고 조선 사절들과 깊

이 교류하였으며, 언어문자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책은 음독(音讀)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字義)의 정밀함과

거칢, 사로(詞路)의 순서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를테면 하나의 조자(助

字)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눈으로 읽을 뿐이지만 조선 사람들은 이것도 소리

내어 읽고 음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과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76)

호슈는 한문을 배우려면 ‘음독’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였다. 음독하면 글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어순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조자(助字) 하나를 읽을 때에도 음독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조자는 훈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고 건너뛰어서 읽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한문을 읽고

쓰는 수준도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 그는 조선에서 행해지는 한문 학습법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남에게 책 읽는 것을 가르칠 때 먼저 소리 내어 읽게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제법 익숙해지기를 기다려 번역된 말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독을 하여 뜻풀이를 하는 것처

럼 문장의 뜻을 알게 하니,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이미 익숙해지고 나면

76) “書莫善於音讀, 否則字義之精粗, 詞路之逆順, 何由乎得知. 譬如一助語字, 我國人則目記

耳, 韓人則兼之以口誦音讀故也, 較之我國人大差”(雨森芳洲, 芳洲先生文抄 卷之二, 音
讀要訣抄 , 泉澄一ㆍ中村幸彦ㆍ水田紀久 編, 芳洲文集: 雨森芳洲全書 二, 関西大学東
西学術研究所資料集刊11-2, 京都: 関西大学出版, 1980,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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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음독하도록 가르치고, 책을 보지 않고 등을 돌려 외운 다음에야 끝이 나

니, 이것이 세 번째이다. 이 때문에 초학자들이 다 배운 책은 등을 돌려 외우

지 않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학 한 편도 간혹 외우지 못하는

것과는 달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77)

이처럼 호슈는 소리를 내어 한문을 익힌 다음, 한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마지막

에 암송하는 조선식 한문 학습법을 이상적인 한문 공부법으로 봤다. 외국어에 능

통하였던 호슈는 한문을 배울 때도 ‘음’(音)을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언어의 특징상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보다 한문을 음독하기가 힘들다.

조선 사람들은 국음(國音)으로 음독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음으로 음

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음(音)을 빌리는데, 외우기 어렵고 익히기

어려운 것이 조선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심하다.78)

조선에서는 자국어의 발음으로 한문을 ‘음독’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자국어의

발음으로는 발음이 너무 달라서 음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사람이 한문을

암송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호슈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의 한문 수준

의 격차가 ‘음독’의 여부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 발음으로 한문을 읽으면 어떨까? 호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사람들이 모두 중국발음[唐音]을 알고자 하고 오직 나가사키 사람들은 훈독

을 편리하다고 여기는데, 각각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빠져 투철하게 이치에

의거하지 못한 것이니, 중국발음을 배우는 이는 마땅히 그 까닭을 알아야 한

다.

77) “韓人敎人讀書, 先以音讀, 此一層也. 待稍熟以反言敎之, 如我國人訓讀上下成讀, 使知文

意, 此二層也. 已熟又敎以音讀, 至於背誦而後已, 此三層也. 故初學者, 卒業之書, 未嘗不背

誦, 非我國人大學一篇, 或不能誦, 相去遠矣.”(같은 글, 같은 책, 115면) 이 글은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 震檀學報104, 2007,
193면 각주 36번에서 언급된 바 있다.

78) “韓人直以國音, 我國人國音不可音讀, 故假音於唐, 難記難熟比之韓又甚矣.”(같은 글, 같은

책,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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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이 고시로(今井小四郞)는 어릴 때부터 주지유(朱之瑜)에게 친히 배우며

미토 번(水戶藩)의 문학이 되었는데,79) 중국어에 능통하여 글 쓰는 것도 민첩

하였다. 내가 어릴 때 그의 제자에게 “시로(四郞: 이마이 고시로를 말함)는 독

서할 때 오직 중국발음만 썼습니까?”라고 묻자 “진실로 중국발음을 썼지만,

훈독도 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내가 보기에 그야말로 중국발음을

배운 사람 가운데 특출한 사람이다. 조선 사람 또한 이와 똑같으니 다만 한스

럽게도 중국발음을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 그 국음(國音)을 사

용하여 직독하는 것 같이 하지 못한다. 필경 조선 사람들도 변하여 중국인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겠는가?80)

호슈의 시대에는 이미 오규 소라이의 영향으로 중국발음으로 한문을 배우는 일

본 문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중국발음으로만 한문을 배우는 것과 훈독

으로만 한문을 배우는 것 양자 모두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어에 능

통한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마이 고시로가 중국발음으로도 훈독으로도 한문을

읽었다는 사실을 들면서 그를 칭찬하였다. 또 그는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읽는 방

식도 이마이 고시로의 읽기방식, 즉 훈독과 음독을 섞어서 읽는 방식과 똑같다고

보았다. 다만 일본 사람들이 중국어 발음을 배우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자국어 발

음으로 한문을 직독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즉 그는 일본 사람이 중국발음으

로 한문을 배우는 것보다 조선 사람이 조선발음으로 한문을 배우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고 본 것이다.

중국고전 및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각각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만큼 호슈는 한

문 학습법에 대해서도 독특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신유한은 아메노모리 호슈와

79) 이마이 고시로(今井小四郞)는 이마이 로사이(今井魯濟, 1652~1689)를, 주지유(朱之瑜)는
주순수(朱舜水, 1600~1682)를 가리킨다. 주순수는 명말(明末)의 유신(遺臣)이다. 청나라

가 북경에 들어가자 남명정권을 재흥(再興)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가 나가사키에 망명하

였다. 미토 번(水戶藩)에 초빙되어 일본 문인들과 교류하였다(國史大辭典, 제7권, 375
면 ‘朱舜水’ 항목 참조). 이마이 로사이는 주순수에게 중국어를 배우며 미토 번에 출사

하였다(近藤春雄, 日本漢文學大事典, 44면의 ‘今井魯濟’항목 참조).
80) “人皆欲知唐音, 唯長崎人以訓讀爲便, 各陷於一偏之見, 不能據理透徹, 學唐音者須知其故.

今井小四郞從幼親炙朱之瑜, 後爲水戶府文學, 深通唐音, 做文敏捷. 余少年時, 問其弟子,

曰: ‘四郞讀書, 專用唐音耶?’ 答曰: ‘固用唐音, 訓讀亦不廢. 意者此乃學唐人中之傑然者也.

韓人亦是如此, 惟恨我等學唐之人, 不能如韓人之用其國音而直讀之也. 究竟韓人亦不能變唐

人, 何況我人乎?.”(雨森芳洲, 橘窓茶話下,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 장21뒤~장22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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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를 통해 일본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사

람과 일본 사람의 한문 습득의 방법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였던 인물이 신유한과

접촉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한문 학습에 대한 호

슈의 냉철한 견해는 오규 소라이가 제창한 한문 직독법 및 그를 극찬한 계미통신

사 사절들의 자세를 상대화하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소라이가 한문직독법을 제창하였다는 사실을 조선 사절들이 알게 된 것은 1763

년 계미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이다. 남옥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물쌍백(物雙栢: 소라이를 말함)이 말하기를, “왜인이 글을 읽을 때는 해석만

있고 음(音)이 없으며 거꾸로 읽는 것으로 음을 삼기 때문에 글이 중국을 따

라가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중국발음으로 글 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라

고 하였다. 대개 나라에 조공하지 않으므로 중국 통역을 두지 않는데도 장삿

배들이 항상 오기 때문에 능히 중국어를 할 줄 한다. 그러므로 글 읽는 자들

은 대부분 중국발음으로써 하며 지식이 있는 자들은 중국어에 능하지 않는 이

가 드물다.81)

일본 사람들은 한문을 읽을 때 ‘해석만 있고 음(音)이 없으며 거꾸로 읽는 것으

로 음을 삼’는다. 한문을 훈독하는 법은 있지만 음독하는 법이 없다는 상황은 일본

문인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직독과 훈독의 장점을 살려서 한

문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중국발음으로 한문을 읽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라이는 호슈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규 소라이는 한문의 문법ㆍ어휘를 해설한 역문전제(譯文筌蹄)를 엮었는데,

그 제언(題言)에서 중국의 고전을 일본어 발음과 어순에 맞추어 읽는 것, 즉 훈독

으로 읽는 것을 비판하였다. 소라이의 의하면 훈독법으로 한문을 읽는 것은 문법

이 다른 중국어를 억지로 일본어의 문법체계에 부합시켜서 읽는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으며, 중국의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에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중국 고전을 읽기 이전에 중국어에 습

숙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82) 역문전제는 소라이가 25,6세 때 유생들에게 강의한
81) “物雙栢以爲, ‘倭讀書有釋無音, 倒讀爲音, 文不逮華. 職此之故敎以華音讀書.’ 盖國不貢聘,

不置華譯, 而商船常至能解華語. 故讀書者率多以華音, 有知識者不能華語者鮮矣.”(南玉, 
日觀記, 總記 , 稱號; 김보경 옮김, 6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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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자들에게 필기시켜 엮은 책으로 1692년쯤에 초고가 완성했고, 1715년에 간

행되었다.83) 소라이학은 소라이의 사후(1728년)에 일본 전국에 유행하였으며, 계미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는 소라이학에 경도하는 일본 문인들이 수많이 있

는 상황이었다. 소라이가 한문직독법을 제창한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이다. 이 때

문에 사행원들은 중국발음으로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일본 문인들의 모습을 빈번하

게 보게 되었다.

계미년에 일본을 다녀온 사행원들은 소라이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

다. 그들은 주자학을 비판한 소라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한문직

독법을 제창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인이 한문 옆에 훈점(訓點)

을 붙이는 것으로 두고 남옥은 “대저 옆에다가 그네들의 음을 찍어 놓은 것은 미

워할 만하다.”84)라고 혹평하였다. 조선 문인의 눈으로 한문 옆에 적어놓은 작은 글

자는 보기 안 좋은 것으로 보인 것이다. 그는 소라이의 공죄(功罪)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세에 물쌍백(物雙栢: 소라이를 말함)이 온 세상을 현혹하여 기치(旗幟)를

세워 대중을 호령하니, 그 문학이 황무지를 개척한 공로와 교법(敎法)이 순정

함을 더럽힌 죄악이 모두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는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나라에서 공로와 죄악의 우두머리가 된 것과 같다.85)

소라이의 ‘공로’란 문학 분야에서 ‘황무지를 개척’한 것, 즉 직독법을 제창함으로

써 일본인의 학문 수준을 향상시켰던 것이고 ‘죄악’이란 주자학을 비판한 것을 말

한다. 이러한 ‘공로’와 ‘죄악’이 있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

한 ‘공로’와 전쟁을 일삼아 가혹한 정치로 백성들을 괴롭힌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라이의 사상적 폐해를 비난하면서도 그의 문학

적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자세는 다른 사행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인다.

성대중은 지쿠죠 다이텐이 쓴 글에 훈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이텐과 다

82) 역문전제의 서문은 荻生徂徠全集 第二卷 言語篇(東京: みすず書房, 1974), 3~15면
에 있다.

83) 今中寬司, 徂徠學の史的硏究(東京: 思文閣出版, 1992), 32~37면 참조.

84) “大抵旁印渠音可惡”(南玉, 日觀記, 總記 , 書畵; 김보경 옮김, 583면)

85) “近世物雙栢眩惑一世, 立幟號衆, 其文學之開荒, 敎法之醜, 正功罪俱魁如秀吉之於其國.”

(南玉, 日觀記, 總記 , 文章; 김보경 옮김, 5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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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필담을 나누었다.

성대중: 귀국의 서책은 옆에 모두 역음(譯音)이 달려 있는데, 이는 단지 한 나

라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국에 통행하는 법은 아닙니다. 오직

부츠 모케이(物茂卿)의 문집만은 역음이 없으니, 이 한 가지 일로도 부

츠 모케이가 호걸의 선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쿠죠 다이텐: 이는 다만 초학자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구리의 꼬리,

새알의 털과 같은 쓸데없는 것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86)

성대중이 훈독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만국에 통행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만국에 통행하는 법’을 실행한 소라이를 칭찬한다. 성대

중 또한 일본에서만 통행하는 읽기방식으로 중국 고전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다이텐도 성대중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부끄럽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결코 성대중에 비위를 맞춘 발언이 아니다. 그는 성대중과 나눈 필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책을 읽고 글을 해독할 때에는 한결 같이 화어(和語: 일본어

를 말함)로 옆에 풀이하고,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읽으면서 간간이 주석을 써

넣어, 한 번 읽으면 뜻을 이해하게 되니 이는 책을 읽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지름길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문을 배우는

데 쓰는 힘은 중국 사람보다 몇 배를 들이지 않고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지으려 할 때 걸핏하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귀국의 독서하는 법은 중국과 똑같고 다만 읽는 음만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들께서 막힘없이 필담하는 것을 보면, 습관이 이미 본성(本性)과 같이 되어 저

희들과는 크게 다릅니다.87)

86) “龍淵見余文附譯曰: ‘貴邦書冊, 行傍皆有譯音, 此只可行於一國, 非萬國通行之法也. 惟物

茂卿文集無譯音, 卽此一事, 可知茂卿之爲豪傑士也.’ 余曰: ‘此適爲示初學已. 丁尾卵毛, 誠

可羞也.”(다이텐 지음, 진재교, 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지식인 조선을 엿보다-평우

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355면) 번역은 같은 책의 154면에서 가져왔다. 성대중과

다이텐이 나눈 훈독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는 김문경의 해제(같은 책, 45~47면) 참조.
87) “蓋吾邦讀書解文, 一以和語傍譯, 迴旋其讀, 間有注釋, 所費一呼得之者矣, 蓋捿徑也. 唯其

捿徑, 故亦迷途不少, 故用力學文, 非倍蓰中華不能也. 方其下詞, 動有失步, 想貴國讀書,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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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인들은 역대 일본 문인 중에서 지쿠죠 다이텐의 글을 가장 높이 평가하

였다. 그런 다이텐마저도 한문 습득에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텐은 그

원인이 훈독에 있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직독법으로 한문을 읽는 조선의 읽

기 방식을 더욱 높이 평가한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소라이의 사상적 폐해와 문학적 공적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한 사람은 원중거이

다. 그는 주자학을 경멸한 소라이에 대해서는 ‘이단’(異端)의 학설을 일본인들에게

뿌렸다고 하면서 그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한문직독법을 제창함으로써

일본인들의 한문 구사 능력을 높였던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훈독법의 폐해를 극복한 소라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 나라는 독서의 법이 본래 해석은 있으나 소리는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글자의 뜻을 따라서 짚어가며 해석을 한다. 예로써 ‘마상봉한식’(馬上逢寒食)이

라는 글을 읽으면 먼저 ‘馬’자를 가리켜 방언(方言)으로 읽고 또 ‘上’자를 가리

켜 방언으로 읽고 다음으로 ‘寒食’을 가리켜 방언으로 읽는다. 그런데 그 방언

에 몹시 많은 음(音)이 쪼개져 있어 어떤 것은 한 글자를 해석하는데 다섯, 여

섯, 일곱, 여덟에 이르도록 음이 바뀌니 빨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

약 100행(行)을 읽는다면 구구절절 읽어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자음(子音)의 높

고 낮음에 이르러서는 별도로 운서(韻書)를 고찰해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붓

을 들고 글을 쓸 때 자구(字句)는 뒤집어지고 섞이며 뜻은 능히 유통되지 못

한다. (…) 그런데 모케이(소라이를 말함)가 중국의 운서를 얻어 그 나라 언문

으로 주(註)를 달아 중국발음을 만들었다. 처음 온 문도(門徒)들에게 즉시 운

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능히 중국발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러한 뒤에

중국발음으로 고서(古書)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물씨(物氏)에게서 수업을 받은

사람은 모두 중국발음으로 옛 시문을 읽었고, 모케이(茂卿: 소라이를 말함) 이

후에 책을 간행하는 사람은 다시 간행하는 책의 자구에 가타카나[片假名]로

방주(傍註)를 달지 않았다.88)

如中國, 唯其音訛耳. 觀諸公筆語易易, 習與性成, 大與吾人異矣.”(같은 책, 337면; 진재교,

김문경 외 옮김, 115면)

88) “其國讀書之法, 本有釋而無音, 必遂字指抓爲釋. 如讀馬上逢寒食, 則先指馬字讀以方言,

又指上字讀以方言, 次指寒食讀以方言, 然後方指着逢字而讀以相遇之方言. 而方言極多音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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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거도 신유한과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유한은 일

본의 훈독법을 발견하여 그 읽기방식을 한문 습득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보았다.

원중거도 신유한과 마찬가지로 ‘마상봉한식’(馬上逢寒食)이라는 구절을 사례로 들

었는데, 그는 신유한보다 자세하게 훈독법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는 고작 이 다

섯 글자를 읽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훈독법에 의한 한문 독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강조하였다. 한문으로 글을 지을 때도 일일이 운서를 보면

서 지어야하기 때문에 어순을 틀릴 때가 많다. 이러한 한문 학습의 폐해를 시정하

려고 화음(華音: 중국발음)으로 경서를 읽게 한 사람이 오규 소라이다. 소라이가

직독법으로 한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일본에서 간행된 책에서 훈점(訓点)이 사라

졌음을 전하였다.

말하자면 소라이가 이룩한 공적이란 일본인의 독서 방법을 근저에서 바꾸었던

점에 있다. 사행원들에게 중국 고전을 중국발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독서법을 세계

표준에 맞추었음을 의미한다. 성대중의 말을 빌리자면 만국통행의 법[萬國通行之

法]으로 중국 고전을 읽는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소라이가 일본인의 독서법을 전

환시킨 것은 일본 문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소라이 이후의 일본’에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나라의 총명하고 민첩하며 예리한 재주꾼들이 이미 고문을 중국의 음으

로 읽고, 말을 문장으로 서술하고, 일용행사(日用行事)로써 신심(身心)을 증험

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에 말로 문을 엮고 문을 통해 도(道)를 깨닫는 사람 가

운데 오랑캐를 중화로 변화시키고 제(齊)나라를 노(魯)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

이 없으리라 어찌 알겠는가? 지금 나가사키의 책들이 날마다 이르고 나라 안

의 문풍이 점점 융성해지니 만약 재기가 모케이(茂卿: 소라이를 말함) 같은 사

람이 나라 안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모케이를 돌이켜 정도(正道)로 돌아가게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89)

或釋一字至五六七八轉音, 而不能遽解者. 故若讀一百行古文, 則啾啾切切讀至數食頃, 至於

字音高下, 則別考韻書知之. 故執筆爲文, 字句倒錯, 意脉不能流通. (…) 茂卿得中華韻書,

以其國諺文註爲華音. 門徒之初來者卽授韻書, 使盡能讀作華音, 然後以華音授以古書. 故受

業物氏者皆以華音讀古詩文. 自茂卿以後刊書者, 不復以片假名傍注於刊冊字句.”(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1월 25일조; 김경숙 옮김, 350~351면)

89) “以其國聰明敏銳之才, 旣知讀古文以華音, 叙言語以文章, 證身心以事爲, 則後之因言綴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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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거는 이와 비슷한 말을 승사록과 화국지에서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는

소라이가 일본인의 독서법을 전환시킨 것, 즉 중국음으로 경서를 읽게 하였던 것

은 오랑캐 일본을 중화로 변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 ‘고문을 중국

의 음으로 읽고, 말을 문장으로 서술한다.’라는 말은 중국어 발음으로 고전 한문을

읽고 중국인이 평소 구어로 중국어를 쓰는 것처럼 일본인들도 중국어 발음으로 글

을 쓰게 된다는 뜻이다. ‘말로 문을 엮고 문을 통해 도(道)를 깨닫는 자’[因言綴文,

因文悟道者]가 나타나 일본을 중화로 인도할 것이라는 원중거의 말에서 알 수 있

듯이 그는 말[言]과 글[文]과 도(道)가 서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일본이 ‘중화’가 되

기 위해서는 우리들과 ‘도’를 공유해야 한다. ‘도’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말’과 ‘글’

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 원중거의 생각이다. 이로 보아 소라이야말로 ‘말’과 ‘글’을

중국의 말과 글로 바꿈으로써 중국의 ‘도’로 이르게 할 길을 마련한 공로자인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훈독법을 직독법으로 바꾼 소라이의 공적은 그 반주자학적 사

상에도 불구하고, 조선 문인 입장에서는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원중거

는 위 인용문에서 다시 소라이와 같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가 일본에 나타나 소

라이가 뿌린 잘못된 사상을 개선하여 정도(正道)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

데, 이 주장에서 소라이에 대한 원중거의 이중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소라이의

사상을 수정할 또 한 명의 소라이가 일본에 나타나야 일본은 중화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원중거는 사행록의 도처에서 소라이 이후의 일본을 상상하였으며, 소라

이 이후의 일본이 동아시아의 한자ㆍ한문문화권으로 포섭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어서 원중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천지양명(天地陽明)의 기운이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융성하고 있다. 어떤 사

람은 이 도(道)가 다시 동해(東海)를 건너가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아, 이 도는

우리가 독점하여 사사로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저들과 더불어 공유하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는가.90)

因文悟道者, 安知无用夷變夏, 變齊爲魯之人也耶. 目今長碕之書日至, 而國中之文風漸盛, 

如有才氣復如茂卿者生於國中, 則必有能轉茂卿, 而入正道者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51면)

90) “天地陽明之氣, 方盛於我國矣. 或恐斯道之更渡東海也. 噫斯道也, 非吾所獨私也, 與彼共

之庸何傷也耶?”(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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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거는 확실히 일본을 다니면서 ‘도’가 동해를 건너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

다. 소라이의 한문직독법을 발견한 것이 원중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감정을 품게

한 것이다. 이 도는 우리 조선만이 독차지해서는 안 되며, 일본과 공유하야 한다고

원중거는 주장한다. 도를 공유한다는 것은 보편적 윤리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원중

거는 소라이와 같은 ‘문을 통해 도(道)를 깨닫는 자’[因文悟道者]가 일본에 나타나

면 ‘도의 공유’는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문자의식은 원중거와 절친하게 교류

한 박제가도 표명하였다.

신이 듣건대, 글자[書]란 도(道)와 함께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도는 형체가

없으니 글자로써 보이게 하였고, 도는 일정하게 머무는 장소가 없으니 글자로

써 인도하였으며, 도는 언어가 없으니 글자로써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상에는 물을 떠난 고기가 없듯, 글자를 떠난 도는 없는 법입니다.91)

글자와 도는 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다. 형체가 없는 도는 글자를 통해야만 구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른바 재도론(載道論)에 기초를 둔 언어관을 원중거도 가

지고 있었을 것이다. 원중거는 소라이의 한문직독법이 유행하는 일본을 보면서 일

본이 착실하게 한자ㆍ한문문화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중거의 인식에는 한계점도 있다. 그 당시 소라이의 영향을 받

아 중국어 발음으로 한문을 배우는 문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문직독법이 훈독법을 능가할 만큼 그 당시의 일본 문인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는

지는 의심스럽다. 한자를 수용하였을 때부터 계속 훈독법으로 한문을 읽어왔던 전

통적 읽기방식이 소라이의 영향으로 인해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메노모리 호슈는 일본어 발음으로 한문을 직독할 수 없는 이

상, 일본인이 한문을 읽을 때는 훈독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한문직독법을 제창한 소라이보다 훈독법의 단점을 숙지하면서도 훈독법을 사

용할 수밖에 없다는 호슈의 냉정한 의견이 더 현실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문을 직독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일본인들과 도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

91) “臣聞, 書者與道俱生者也, 道無形體, 則書以眎之, 道無方所, 則書以導之, 道無言語, 則書

以達之. 故世無離水之魚, 亦無離書之道矣.”(朴齊家, 貞蕤閣文集 卷之二, 六書策 , 한국
문집총간 261, 625면; 정민 외 옮김, 정유각집 하, 돌베개,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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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거의 견해는 너무 순진하고 피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는 원중

거의 일본인식의 한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일관되게 일본이 유교문화권, 한

자ㆍ한문문화권에 포섭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한문직독법에 관한 원중거의 인식에

도 그 특징의 일단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2. 일본 문학에 대한 지식과 동문의식의 형성

1) 新井白石과 荻生徂徠

조선 문인과 일본 문인의 문학교류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고려시대 말기에 일본

의 오산승이 고려를 방문하였을 때는 정몽주(鄭夢周), 이색(李穡), 권근(權近) 등

그 당시 최고의 문인들이 그들과 시를 수창하였다. 오산승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선물을 보내자 조선 문인들은 그 답례로 시를 보내기도 하고 오산승들도 고려 문

인들의 시집을 즐겨 수집하였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김종직(金宗直), 서거정(徐居

正), 김수온(金守溫) 등 이름이 높은 문인들이 일본에서 온 승려들과 시를 수창하

였다. 정몽주 및 신숙주(申叔舟)가 일본에 다녀왔을 때에는 많은 일본 승려들과 시

문을 교환하였으며, 그들의 이름은 일본에 널리 알려졌다.1)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재개된 이래 1811년 쓰시마에 최후의 통신사가 파견될 때

까지 조선과 일본의 문학교류는 꾸준히 계속되었다. 사행록에는 수많은 일본 문인

이 등장한다. 그들은 한문으로 글을 쓰고 중국 고전을 읽고 ‘중화’의 문화적 소양

을 쌓은 사람이 일본에도 있음을 목도하였다.

여기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인인 아라이 하쿠세키와 오규 소라이에 대한 사행

원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조선 문인들은 이 두 문학자를 일본에서 최고의 문인으

로 지목하였다. 사행원들은 이 두 문학자를 통해 일본이 한자ㆍ한문문화권으로 들

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 두 명은 일본의 문학사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문학자로 처음으로 도쿠가와 막부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

1) 고려말부터 조선시대 전기까지에 이루어진 조선 문인과 일본 승려들의 문학교류에 대해

서는 李鍾默, 朝鮮前期韓日文士の文學交流の樣相について (朝鮮學報 182, 朝鮮學會,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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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행원들은 일본에서 지식인은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러한 지식인이 배제된 나라에서 처음으로 정치권력을 잡은 지식인이 아라이 하쿠

세키였다. 사행원들은 문학자로서도 하쿠세키를 주목하였지만 정치가로서의 하쿠

세키에게도 큰 관심을 보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학자로서의 하쿠세키와 정치가

로서의 하쿠세키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2)

사행원들이 일본에 문풍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 오규 소라이다.

사행원들은 소라이를 일본에 이단의 학문을 편 유학자로 비판하기도 하고 한편 한

문직독법을 제창하여 일본인의 한문구사능력을 높인 문인으로 칭찬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소라이 및 소라이 학파의 문인들과 사행원들이 어떤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조선 문인 사이에서 가장 재주있는 문학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라이 하쿠세키

이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이름은 긴미(君美), 자는 자이츠(在中)이다. 기노시타 준

안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이어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재위:

1709~1712)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이에노부가 장군이 됨에 따라 측근이 되어 막부

정치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에노부가 죽자 정치에서 물러났다.3)

하쿠세키는 조선통신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1711년에 통신사가 일본

을 방문하였을 때 하쿠세키는 조선에 대한 외교정책을 대폭 변경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국왕’(日本國王)의 복호(復號) 문제로, 하쿠세키는 종래의 방식을 변경하

2) 아라이 하쿠세키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었다(鄭

英實, 朝鮮後期知識人と新井白石像の形成:使行錄を中心に (東アジア文化交涉硏究 제4
호,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編, 2011). 정영실의 논문에서는 18세기에 기록된

사행록 및 조선 국내 지식인의 저작을 대상으로 삼아 아라이 하쿠세키상(新井白石像)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된 바 있다. 사행록에 보이는 하쿠세키에 대한 기사건수를 계

산하는 등 상당히 연구가 자세한 편이다. 정영실의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하쿠

세키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평가는 시인ㆍ문장가로서의 하쿠세키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와 정치가로서의 하쿠세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문풍(文風)을 상징하는 문인으로서의 하쿠세키와 막부정치를 좌우할 만큼의 권력을 가

진 정치가로서의 하쿠세키를 더욱 부각하면서 하쿠세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

3) 하쿠세키의 생애에 대해서는 近藤春雄, 日本漢文學大事典(東京: 明治書院, 1985), 16면
‘新井白石’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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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서(國書)에 ‘국왕’을 기입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측과 문제가 일어나

기도 하였다. 또 그는 국휘논쟁(國諱論爭)으로 인해 사행원들과 큰 갈등을 일으켰

다. 정사(正使) 조태억(趙泰億)은 일본이 조선으로 보낸 편지 중에 조선역대국왕의

휘(諱)를 범하였음을 지적하고 국서를 다시 쓰기를 요청하였다. 하쿠세키는 조선측

도 도쿠가와 장군의 휘를 범하였다고 하여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결국

양국이 국서를 다시 개서(改書)하여 개서한 국서를 쓰시마에서 교환하고 조선으로

귀국하였는데, 이 문제 때문에 조태억을 비롯한 삼사(三使)들은 처벌을 받았다.4)

이 사건 때문에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아라이 하쿠세키는 훌륭한 시를 지은 문학

자인 동시에 조선에 한걸음도 타협하지 않았던 정치가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하쿠세키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평가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하쿠세키는 문인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711년에 일본에 다녀온 김현

문(金顯門)은 “겐요(源璵: 하쿠세키를 말함)가 술을 가지고 와서 삼사(三使)를 뵈고

종일 필담을 나누다가, 밤이 깊은 뒤에야 파하여 돌아갔다. 그 문재(文才)가 매우

볼만하였다.”5)라고 기록하였다. 조선 사절들이 에도에 도착하였을 때 하쿠세키는

에도성에서 사절들을 공식적으로 접대한 후, 개인적으로 사절들의 숙소를 찾아가

필담을 나누었다. 그 필담은 ‘강관필담’(江關筆談)이라는 제목으로 임수간의 동사
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일본의 풍속, 외교, 서양지리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김현문은 이 때의 일을 서술하며 하쿠세키의 문재(文

才)를 칭찬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쿠세키가 다른 막부관료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사

행록에 기록되어 있다. 임수간은 장군 이에노부가 하쿠세키의 말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집정(執政)과는 아주 좋지 못한 사이다. 집정 사가미모리(相模守)는 우리들

4) 국왕복호(國王復號) 문제에 대해서는 宮崎道生, 新井白石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1958, 第一編 第三章 日本國王號の復行 을 참조. 국휘논쟁에 대해서는 같은 책의 第一

編 第二章 朝鮮使節の應對 를 참조. 또 정장식,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대응 (일어
일문학연구 제40집, 2002)에서도 국왕복호문제나 국휘논쟁 등 아라이 하쿠세키가 시행

한 외교방식의 개혁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해

결되었는지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5) “源璵佩酒來謁於三使前, 終日筆談, 夜深罷敀, 文才極爲可觀.”(金顯門, 東槎錄, 신묘년
11월 6일조; 백옥경 옮김, 동사록, 173면)



- 159 -

의 말을 자못 옳게 여기어 피휘(避諱)를 청하여 관백이 허락을 했는데, 겐요의

말을 듣고 갑자기 바꾸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개 겐

요란 자가 능히 문자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절목을 새로 정할 때 모두 겐요가

강정(講定)한 바이며, 사가미모리는 몹시 그를 미워하여 칼로 찔러 죽이려 하

였다고 한다.6)

이 기록은 국휘문제에 대해 논한 글인데, 이를 통해 휘를 범하였기 때문에 국서

의 내용을 고쳐달라는 조선 사절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막부내부에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정의 의견에 대해 하쿠세키는 단호하게 조선측의 요구

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집정 사가미모리, 즉 쓰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

1641~1722)는 하쿠세키를 베려고 하였다고 한다.
임수간이 정치관료로서의 하쿠세키에 대해 기록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사행원

들은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오규 소라이, 이토 진사이 등 수많은 일본 문

인들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하쿠세키라는 인물은 특별한 존재이다. 그

것은 다른 일본 문인들과 달리 하쿠세키가 문인으로서 처음으로 막부정치를 좌우

할 정도의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사행원들은 일본 문인들이 사회적으

로 지위가 낮아 막부정치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하쿠세키만은 장군의 측근으로 정치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

회에서 유학의 소양을 가진 지식인이 어떻게 정치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사행원

들은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1711년의 사행원들은 하쿠세키와 깊이 교류하였으며 하쿠세키의 시집인 백석시
초(白石詩草)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백석시초는 1711년 사행원들이 일본에 왔

을 때 하쿠세키 스스로가 보낸 것이다. 그는 아메노모리 호슈를 통해 사절들이 에

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 시집을 보내면서 서문과 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1711년 사행원들은 그 서발(序跋)에서 하쿠세키의 시를 극찬하였다.7) 또 아메노모

리 호슈는 1711년의 사행 이후 조선인에게서 세 번이나 백석시초를 보내달

6) “與執政大不相能, 執政相模守, 則以吾輩之言, 頗以爲然, 請改避諱一款, 關白面許, 聽璵言

輒變, 致令事機如此. 蓋源璵者能解文字, 故今番新定節目, 皆璵所講定, 而相模守甚惡之, 至

欲刃殺云.”(任守幹, 東槎日記, 신묘년 11월 17일조; 국역 해행총재 Ⅸ, 227면)
7) 백석시초가 조선 사절들에게 소개된 과정에 대해서는 李元植, 朝鮮通信使の硏究(東
京: 思文閣出版, 1997), 239~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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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밝히며 조선인이 일본인의 시집을 구한 경우는 백석시
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서술하였다.8) 이처럼 하쿠세키의 백석시초는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쿠세키는 시인으로서는 일찍

부터 조선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1719년 신유한이 일본으로 떠날 때, 최창대(崔昌大)는 신유한에게 백석시초를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신묘년에 갔던 사신이 얻어온 일동(日東: 일본)의 겐요(源璵)란 사람

의 작품집인데, 말이 저속하고 연약한 것이 많으나 비교적 성향(聲響)은 있으

니, 군이 지금 이 사람과 상대한다면 한쪽 팔로 대적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러

나 내 생각으로는 일동이 땅이 넓고 그 산수가 맑고 곱다 하니, 반드시 재주

가 높고 눈이 넓은 사람이 있을 것이네.9)

최창대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결코 일본 문인들을 깔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조선 문인 입장에서는 ‘한쪽 팔로 대적할 수 있을’ 상대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하

쿠세키와 같이 재주가 있는 문인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를 통해 신유한

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하쿠세키의 시집을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일본에 도착하자 신유한은 아메노모리 호슈와 마츠우라 가쇼에게 하쿠세키가 잘

있는지 물었다. 가쇼가 어떻게 하쿠세키를 아는지 묻자 신유한은 1711년의 사행원

인 조태억이 하쿠세키의 시집을 신유한에게 보이면서 아주 칭찬하였다고 답하였

다. 가쇼가 하쿠세키가 ‘장자’(長者)였다고 하고서 하쿠세키의 시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 묻자 신유한은 “곱고 명랑하여 중국 사람의 격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러자 가쇼는 일찍이 기노시타 준안의 문하에서 하쿠세키와 벗이었다는 것, 하쿠세

8) 雨森芳洲書翰集, 十一月二十日付 慈雲菴主苑 (泉澄一ㆍ中村幸彦ㆍ水田紀久 編, 芳洲
外交關係資料書翰集: 雨森芳洲全書 三,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資料集刊 11-3, 京都:

関西大学出版, 1982), 337~338면. 이 글은 박창기,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의 文壇 (한

국일본학회, 日本學報 第23輯, 1989), 230면에서 언급된 바 있다.

9) “此乃辛卯使臣所得來日東源璵之作也. 語多卑弱, 差有聲響. 君今與此人相對, 可以褊師敵

之. 然余意日東地廣, 聞其山水爽麗, 必有才高而眼廣者.”(申維翰, 海遊錄 上, 서문; 국
역 해행총재 Ⅰ, 367면)

10)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김태준,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 교양:

신유한의 일본일기 해유록을 중심으로 ,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1권, 한국동방문학
비교연구회, 1985, 7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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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칭찬해주어서 매우 고맙다는 것, 하쿠세키는 병 때문에 정치에서 물러나고

지금은 두문불출(杜門不出)하므로 에도에 가서도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

였다.11) 또 신유한은 기노시타 란코(木下蘭皐)와 나눈 필담에서도 하쿠세키의 시

를 칭찬하였다.

신묘년(1711) 통신사가 귀국할 때 백석시초(白石詩草) 한 권을 가지고 와

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음조가 아름답고 낭랑하여 중화의 울림이

있는 것을 감탄했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 사람이 나와서 객(客)을 만나지 않아

인사할 기회가 없다고 하니 몹시 애석하고 애석합니다.12)

이와 같이 신유한은 하쿠세키의 시를 ‘곱고 명랑하여 중국 사람의 격이 있다.’라

거나 ‘그 음조가 아름답고 낭랑하여 중화의 울림이 있는 것을 감탄했습니다’라고

하여 극찬하였다. 일찍이 1655년에 다녀온 남용익이 하야시 라잔의 시를 혹평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 문인이 이와 같이 일본 문인의 시를 칭찬한 것은 도쿠가와

막부 개설 이래 처음이다. 신유한의 말은 드디어 일본에 ‘중국 사람의 격’이 있는

시를 지을 수 있는 문인이 탄생한 것을 의미한다.

신유한은 문견잡록에서 하쿠세키에 대해 얻은 지식을 정확히 정리하였다. 그는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일찍이 하쿠세키에게 배웠으며, 장군이 되자 하쿠세키를 발

탁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겐요는 재주가 족히 고문(古文)을 알 만하고 시를 짓는 것이 자못 운치(韻

致)가 있어서 그의 저술인 백석집(白石集)이 세상에 행한다. 그의 스승 기노

시타 준안(木下順庵)이 또한 박식(博識)하고 글 잘하기로 소문이 났으므로 일

시에 문학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차차 세상에 진출하여 쓰이게 되었는데, 그

문장이 간간이 칭도할 만한 것이 있어 지금까지 에도와 지방의 모든 사람이

서림(書林)과 예원(藝苑)에 힘을 쏟는 자가 있으니, 훌륭하다 할 수 있다.13)

11) “婉朗有中華人風調”(申維翰, 海遊錄 上, 기해년 7월 19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425~426면)

12) “辛卯使行歸時, 持白石詩草一卷示余, 余歎其音調婉朗, 有中華之響. 今聞其人不出見客,
無以奉拜, 甚恨甚恨.”(客館璀璨集 後篇, 13a~13b,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소장본)

13) “源璵者, 才足以識古文, 爲詩頗有聲響, 有白石集行于世. 其師木下順庵, 亦號博識能文章,

一時好學之徒, 稍稍進用於世, 其文辭往往有可稱. 至今京外諸人, 着力於書林藝苑者, 可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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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유한은 하쿠세키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 하쿠세키의 스승인 기

노시타 준안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문인으로서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하쿠세키가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신유한은 정치가로서의 하쿠세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하쿠세키가 원래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가 이에노부에 총애를 받아 벼슬

을 얻었다는 것, 신묘년(1711)에 조선과 어휘(御諱)를 둘러싸고 충돌하였다는 것,

이때 그 당시 대학두를 맡았던 하야시 노부아츠(林信篤)가 하쿠세키의 잘못을 고

칠 수 없었다는 것, 하쿠세키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막부관료들 중에

서 하쿠세키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이에노부가 죽고 지금의 장군이 계

승한 이래 하쿠세키가 정치에서 쫓겨나 하쿠세키 일파는 모두 벼슬길이 막혔다는

것, 이 때문에 아메노모리 호슈도 쓰시마의 기실(記室)을 맡았을 뿐이라는 것을 지

적하였다.14) 이어서 그는 “하쿠세키 공(公)이 만약 지금까지 권력을 잡았더라면 우

리 무리도 또한 길이 트일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15)라는 아메노모리 호슈의 말

을 언급하면서 하쿠세키를 비롯한 기노시타 준안의 문하생들과 하야시가(林家)의

사이에 정치적으로 큰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막부의 문서관리ㆍ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두는 대대로 하야시가 일족이 맡았는데,

이에노부가 장군에 즉위하자 이에노부는 하쿠세키를 중용하여 하야시가의 문인을

해고하였다. 이에노부의 측근이 된 하쿠세키는 기노시타 문하의 문인들을 불러 막

부 정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하쿠세키와 하야시가의 갈등은 격화하였다.

1712년에 이에노부가 죽은 데에 이어 4살의 이에츠구(家繼)가 뒤를 이었으나 그도

1716년에 죽었다. 그 뒤를 이은 요시무네(吉宗)가 하쿠세키 일파의 문인들을 모두

해고함에 따라 하야시 노부아츠가 복권되었다.16) 신유한은 이러한 하쿠세키와 하

야시가의 갈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일찍이 장군의 측근으로 큰 권력

盛矣.”(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8면)
14) “聞源璵者本以微品, 爲家宣所寵, 官至筑後守, 挾其才華, 變更制度. 辛卯回書, 犯諱爭執,

時源璵主事, 林信篤者, 不能矯其非. 凡所主張, 多執異議, 宗室大臣, 皆怨之. 今關白入承之

後, 卽黜源璵, 親近信篤, 故璵之黨友, 一時廢錮, 不敢與於儒官酬唱之席. 雨森東以璵之同

學, 尙在絶島記室.”(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100면)
15) “白石公若至今秉權, 吾輩亦有彈冠之望.”(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

총재 Ⅱ, 100~101면)
16) 아라이 하쿠세키와 하야시 일가의 갈등에 대해서는 揖斐高, 江戶幕府と儒學者: 林羅
山ㆍ鵞峰ㆍ鳳岡三代の鬪い(東京: 中公新書, 2014), 199~2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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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악한 하쿠세키는 정치 무대에서 쫓겨났다. 신유한은 무사가 통치하는 사회에

서 권력을 잡은 유학자의 말로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1763년에 일본에 다녀온 원중거는 하쿠세키와 하야시 노부아츠의 갈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폈다. 그는 기노시타 준안을 소개하고서 하쿠세키를 다음과 같이 논평

하였다.

겐요(源璵)는 스승의 말을 따랐으나 성격이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깔보았다.

총애를 믿고 교만방자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또한 폐출(廢黜)을

당하여 죽었다. 겐요가 이미 쫓겨나자 아메노모리 도(雨森東: 호슈를 말함) 또

한 자리를 잃고 근심하다가 쓰시마의 부름에 응하여 기실이 되어 쓰시마에서

생애를 마쳤다.

(…)

하야시 노부아츠는 겐요와 더불어 문파를 나누어 서로 사이가 나빴는데 노

부아츠는 온후하며 남을 사랑하였고 겐요는 강퍅하고 제멋대로 하였다. 겐요

는 하야시씨의 권한을 빼앗고자 하여 스스로 문사를 주관하고 변화시켜 어지

럽히는 바가 많았는데, 마침내 이 때문에 실패하였다. 신묘년에 답서의 서식을

고친 일과 우리나라가 저들과 통하는 문자에서 강(康)ㆍ광(光)ㆍ강(綱) 등의

글자를 피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다. 대저 모쿠 데이칸(木貞幹: 기노시타 준안

을 말함)의 무리는 재주를 믿고 덕이 적다. 학문으로 말한다면 하야시 노부아

츠과 모쿠 데이칸 모두 미숙하다. 다만 하야시 노부아츠는 중후하고 삼가서

그 때문에 능히 후에까지 오래도록 할 수 있었다.17)

원중거는 여기서 하쿠세키가 막부정치에서 쫓겨난 원인을 기술하였다. 즉 하쿠

세키의 ‘교만방자’한 성격이 문제였다는 것이 원중거의 견해이다. ‘재주를 끼고 덕

이 적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중거는 기노시타 준안의 문인들을 높이 평가

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하야시 노부아츠에 대해 학문은 부족하지만 인격이 온후

17) “源璵遵師說, 而性矜已傲物. 恃寵驕恣積忤於人, 亦見廢以死. 源璵旣廢, 雨森東亦失所悒

悒, 應馬州之辟爲記室終於馬州. (…) 林信篤與源璵分門相角, 而信篤溫厚愛人, 璵剛愎自用,

欲奪林氏之權, 而自主文事, 多所變亂, 終以此敗. 如辛卯返翰時改書式事及我國通彼文字中,

使諱康光綱等字是也. 大抵木之徒挾才而少德, 若言學問則林與木俱未也. 但林重厚謹畏, 所

以能永其後也.”(元重擧, 和國志 권2, 學問之人 , 323~324면; 박재금 옮김, 273~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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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면서 그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견해에는 조선과의 외

교실무를 무난하게 수행한 하야시가에 비해 조선 사절에 대해 강경한 행동을 취한

하쿠세키에 대한 반감이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하쿠세키는 정치적으로 조선과 문제를 일으킨 인물인 만큼 높은 평가

를 받지 못했다. 한편 그의 문학적 재능은 조선 문인들에게 인정받았다. 이는 성대

중이 하쿠세키에 대해 논평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하쿠세키가 기노시타

준안에게 배웠다는 것, 조선 사절들과 국휘논쟁을 했다는 것, 하야시가와 대립하여

이에노부가 죽자 실권하였다는 것 등을 언급하고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나 겐요의 제자들은 그의 글을 송독(誦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의

문집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사천(槎川) 이병연(李秉淵)도 그의 시가 당시

(唐詩)의 격조가 있음을 좋아하여 본뜬 적이 있다.18)

사천 이병연(1671~1751)은 이색(李穡, 1328~1396)의 후예로 조선후기의 이름이

높은 시인이다. 당풍(唐風)을 추구하였으며, 조선의 산수ㆍ향촌을 대상으로 한 시

를 많이 남겼다.19) 조선후기의 명망 높은 시인이 일본 문인의 시를 일찍이 본떴다

는 말이 주목된다. 하쿠세키의 시를 보면서 ‘곱고 명랑하여 중국 사람의 격이 있

다’라고 평가한 신유한의 말은 솔직한 논평이었던 것이다. 성대중의 발언을 통해서

도 아라이 하쿠세키의 한시가 조선 문인에게 주목받을 만큼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남옥은 일본의 문학 수준을 높인 사람으로 소라이와 하쿠세키를 들었다.

그 나라에 과거(科擧)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높은 자는 혹 옛날과 가까우나

낮은 자는 문리(文理)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대체로 경박하다.

대개 명나라 사람의 문자가 유입된 뒤로부터 수사에 많이 천착했다. 물쌍백

(物雙栢: 소라이를 말함)이 또 웅걸하고 횡방(橫放)한 체(體)로 가르친데다가

겐요 등의 글을 가지고 공부한 덕분에 유자로서 이름난 자들이 또한 점점 성

18) “然璵之徒，並才子也. 至今推璵爲宗，誦之不衰. 其集之至於我，李槎川秉淵，亦愛其唐

調，而嘗效之.”(成大中, 靑城雜記 卷之四, 醒言 ; 김종태 외 옮김, 국역 청성잡기,
민족문화추진회, 2006, 271면)

19) 이병연에 대해서는 김형술, 槎川 李秉淵의 詩文學 硏究 (서울대 석사논문,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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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으니 이전에 비하면 가히 혼돈(混沌)이 뚫렸다고 이를 만하다.20)

과거시험이 없는 일본에서 문인들이 자신의 학문 수준을 높이는 법은 이름이 높

은 유자를 찾아가 그의 문하에 들어가거나 본뜰만한 선인(先人)을 사숙(私淑)할

뿐이었다. 남옥은 일본인의 글이 향상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으로 소라이와 하쿠세

키를 들면서 ‘혼돈(混沌)이 뚫렸다’는 말로 일본의 문화(文華)가 열렸음을 전하였

다. 이를 통해서도 하쿠세키가 일본 문학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인식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

오규 소라이의 자(字)는 모케이(茂卿)인데, 오규 씨가 모노노베 씨(物部氏)의 계

보를 이었기 때문에 부츠 모케이(物茂卿)이라고도 하였다. 아버지는 의사이다. 소

라이가 14세 때 아버지가 처벌을 받자 소라이 일가는 가주사(上總) 나가라(長柄)에

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에도에 돌아간 후, 31세 때 소라이는

야나기사와 요시야스(柳澤吉保)에게 유자(儒者)로 출사하였다. 40세 전후에 명나라

의 문인 왕세정(王世貞, 1526~1590)과 이반룡(李攀龍, 1514~1570)의 저작에 접하여

고문사학(古文辭學)에 경도하였다. 1711년에 야쿠샤(譯社)라는 모임을 만들어 중국

어를 배웠다. 변도(弁道), 변명(弁名), 학칙(學則) 등의 저작 및 논어를 해

석한 논어징(論語徵)을 간행하여 고문사학을 제창하였다. 그는 시문 제작에 한정
되어 있던 고문사학의 방법론을 경학의 분야에까지 넓혀 독특한 사상을 구축하였

다. 소라이의 고문사학은 일세를 풍미하여 일본 전국에 유행하였다.21)

1711년과 1719년에 사절들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소라이는 에도에 있었다. 그

는 1711년의 사행원들과 자신의 제자들이 주고받은 수창시를 모아 문사기상(問
槎畸賞)을 편집하였다. 그는 수창시 옆에 작은 글자로 평어를 적으면서 통신사의

시를 혹평하였고 사행원들과 만나 수창한 제자 야마가타 슈난(山縣周南,

20) “文以其無擧業也, 故高者或近古, 卑者多不成理. 詩則大體輕淺. 盖自明人文字流入之後,

詞致多穿鑿, 雙栢又敎以傑驁橫放之體, 以源璵等文爲學究, 儒名者亦漸盛, 比前則可謂混沌

鑿矣.”(南玉, 日觀記, 總記 , 文章; 김보경 옮김, 582면)

21) 소라이의 생애에 대해서는 尾藤正英, 日本の名著 16 荻生徂徠(東京: 中央公論社,
1974), 16~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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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1752)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도 통신사의 시를 비판하였다. 문사기상에는
핫토리 난카쿠(服部南郭, 1683~1759)를 비롯해 소라이의 제자들이 서문이나 발문

을 썼는데, 제자들도 그 글에서 조선 사절들의 시를 혹평하였다.22)

1719년에 사행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소라이는 증조선사서 (贈朝鮮使序)

라는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사절을 일본에 조공하러 온 사절단으로 규정

하기도 하였고 조선에 대해 노골적인 대결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23)

오규 소라이의 문집인 조래집(徂徠集)에는 조선을 언급한 대목이 몇 가지 있

다. 미즈타리씨 부자 시권서 (水足氏父子詩卷序)24)에서는 옛날에 조선과 일본은

무력으로 싸웠으나 지금은 문(文)으로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 간의 문학교류

를 싸움에 비유하였다. 또 여노희마가 (麗奴戱馬歌)를 통해서도 도쿠가와 장군을

칭송하고 조선을 경시하는 소라이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쓰시마 서기 아메 하

쿠요에게 주는 글 (贈對書記雨伯陽敍)에서는 “우리나라(일본을 말함)가 유수지덕

(柔綏之德)을 펴서 저들(조선을 말함) 역시 세왕지례(世王之禮)를 지키고 있다. 만

일 틈이 벌어진다면 제양구세지지(齊襄九世之志)가 없지 않을 것이다.”25)라고 하면

서 선린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을 서술하는 동시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다시 갈등이

벌어져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6)

22) 문사기상에 대해서는 졸고, 자료 소개: 문사기상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참조.

23) 소라이가 쓴 증조선사서 (贈朝鮮使序)는 통신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 조래집(徂
徠集)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학계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는 자료이다.

증조선사서 에 대해서는 이효원, 荻生徂徠의 贈朝鮮使序 연구 (한국한문학회, 韓國
漢文學硏究, 2013)에서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된 바 있듯이 소라이

는 조선 사절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효원, 荻生徂徠와 통신사: 徂徠 조선관의

형성과 계승에 주목하여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 제43집, 2013)에서는 1711년

과 1719년에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를 대상으로 소라이의 조선관이 검토된 바 있다.

24) 이 글은 1719년에 미즈타리 헤이잔(水足屛山)과 신유한이 나눈 수창시와 필담을 수록

한 필담집인 항해헌수록(航海獻酬錄)에 붙인 것이다. 조래집 권8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미즈타리씨 부자 시권서 는 항해창수(航海唱酬)이라는 필담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항해창수와 항해헌수록의 차이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효원, 1719년 필담

창화집 『航海唱酬』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관: 水足屛山과 荻生徂徠의 대비적

시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 제41집, 2012)에서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25) “唯我國家柔綏之德也, 而彼猶且秉世王之禮, 萬一釁啓, 毋迺弗有齊襄九世之志乎.”(荻生徂

徠, 徂徠集 권10, 贈對書記雨伯陽叙 ; 近世儒家文集集成 第三卷, 東京: ぺりかん社,
1985, 103면).

26) 이상 조래집에 수록된 글을 통한 소라이의 조선관에 대해서는 임형택, 한국학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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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양구세지지’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양공(襄公)이 구대(九代) 이전의 원수

를 갚은 일에서 나온 말로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표현할 때 쓰였다.

소라이는 조선통신사를 조공하러 온 사절로 보기도 하고, 조선을 원수가 될 수 있

는 나라로 보기도 하였다. 사행원들은 소라이의 반주자학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부

정적이었지만 그가 한문직독법을 제창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유대의식을 가졌다. 그런데 소라이는 조선사절들에 대해 이

러한 문화적 유대의식을 일체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조선에 대해서 일관되

게 적대의식을 보였던 것이다.

또 소라이의 문인들이 모이는 겐엔샤(蘐園社)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누어

졌다고 한다.

조선인은 일종의 풍습이 있어서 시도 문도 형편이 없다. 특히 작년에 내빙

한 한인(韓人)은 더욱 나쁘다. 군슈(君修)27)의 상대도 되지 못했다고 한다. 난

카쿠28)를 비롯해 우리 시사(詩社)의 사람들은 서로 상의하고 한 명도 보러 가

지 않았다고 한다.29)

‘작년에 내빙한 한인’이란 1719년의 사행원을 가리킨다. 핫토리 난카쿠를 비롯해

소라이의 제자들은 조선 문인들의 시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한다.30)

이처럼 소라이 및 소라이학파 문인들은 조선 사절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아시아적 지평(창비, 2014), 160~171면을 참조하였다. 임형택은 여기서 오규 소라이의

조선인식, 18세기에 일본에서 간행된 필담집을 살피면서 양국 지식인 사이에서 ‘이성적

대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27) 군슈(君修): 소라이의 제자인 마쓰자키 난카이(松崎南海, 1725~1775)를 말한다.
28) 난카쿠: 소라이의 제자 핫토리 난카쿠를 말한다.

29) “朝鮮人ハ一種ノ風習アリテ詩モサンザンナリ.就中去年来聘ノ韓人イヨイヨワルシ.君修相

手ニモ足ラスト云ヘリ.南郭モ予カ社中ハ云合テ一人モ出合ズト云レケル.”(文會雜記 第1
卷, 日本隨筆全集 第二卷, 東京: 國民圖書株式會社, 1927, 560면; 大庭卓也, 朝鮮通信
使の文學史的意義 , 江戶文學と異國情報, 東京: ぺりかん社, 2005, 63면 참조)

30) 인용문에서 ‘한 명도 보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 소라이 학파 중

에서도 핫토리 난카쿠와 비견될 정도로 이름이 높았던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

1680~1747)는 1719년의 사행원들과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필담을 나누었다. 또 1711년

의 사행원들과 시를 수창(酬唱)한 야마가타 슈난(山縣周南, 1687~1752)도 매우 우호적이

었다. 따라서 소라이 학파의 모든 문인이 통신사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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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역으로 조선 사절들을 통해 혜택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소라이의 애

제자인 야마가타 슈난은 1711년의 사행원들과 수창한 자리에서 아메노모리 호슈와

마츠우라 가쇼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야마가타 슈난의 문명이 일본

전국에 떨쳐졌다. 그 상황을 소라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옛날 지코(次公: 야마가타 슈난)는 우리 모임[予塾: 소라이가 만든 겐엔샤蘐

園社를 말함]에 3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지 5년 만에 조선 빙사

(聘使)의 내방(來訪)을 만났다. 배가 아카마가세키(赤關: 시모노세키下關를 말

함)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문학에 능숙하여 국내의 학사들이

기예를 연마하려 한 번 만나 수창하기를 구하였다. 지코 또한 가서 수창해보

았더니, 그들은 우물쭈물하다가 그의 필봉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지

코의 명성이 훌쩍 높아져 국내 학사들 중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

었다.31)

야마가타 슈난은 원래 시모노세키 출신으로 에도에서 소라이에게 학문을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711년에 조선 사절들이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을 때 슈난은

사절들의 숙소를 찾아가 시문을 수창하였다. 소라이는 제자인 야마가타 슈난이 한

시 수창에서 조선 문인들을 준순(浚巡)하게 하여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

큼 명성이 높아졌음을 서술하였다. 조선 사절들이 ‘우물쭈물하다가 그의 필봉을 감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소라이가 만든 말인바, 이 말을 통해서도 조선 사절에

대한 소라이의 경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 문인들과의 수창을 통

해 제자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그 당시 일

본 문인들에게 있어 조선 사절들과의 한시 수창은 자신의 문명을 높이는 하나의

큰 기회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라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슈난이 칭찬

을 받은 것에 편승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학파를 일본에 널리 선전하는 기회로 삼

아 문사기상을 출판한 것이다.32) 말하자면 소라이는 조선 문인들에 대한 경멸의

31) “曩者次公居予塾中, 三年乃歸, 歸五年, 値朝鮮聘使之來也. 舟泊赤關, 其人素稱嫺文學, 

於是海內學士, 砥其藝以求一相當. 次公亦且往試之, 則彼浚巡不敢當其鋒, 由此次公名隆隆

以起, 諸海內學士莫有不識其名者.”(徂徠集 권9, ｢縣先生八十序｣; 近世儒家文集集成
第三卷, 東京: ぺりかん社, 1985, 94면)

32) 졸고(2012), 앞의 논문, 349~3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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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가지면서도 통신사를 통한 문학 교류가 일본의 문단에 마치는 영향력을 무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소라이가 1711년부터 조선 사절에 관심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오규 소라이

의 이름이 사행록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그가 죽은 지 35년이 지난 1763년

이다. 소라이가 사행록에 등장하는 것이 늦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행록과 달

리 필담집에는 소라이의 이름이 1763년 이전부터 빈번하게 나타났다. 소라이의 제

자인 다자이 슌타이(太宰春臺, 1680~1747)가 1719년의 사절들과 만났을 때 그는

“어릴 때부터 독서하기를 좋아하여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께 수학하였고, 어른이

되어서는 오규 소라이 선생께 사사하여 고문사(古文辭)를 배웠습니다.”33)라고 자기

를 소개하였다. 또 기노시타 란코는 신유한과 필담을 나눈 자리에서 “에도에 소라

이 선생이란 분이 계십니다. 일찍이 고문사(古文辭)의 학문에 힘써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책이 아니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소라이가 즐겨 읽는 중국

고전을 열거하여 고문사학(古文辭學)을 제창한 소라이의 말을 인용하고서 “저는

그 문하에 노닐면서 그 책을 받아 읽고 몹시 기뻤습니다. 지금 글 읽는 선비들은

모두 앞다투어 달려가 종지로 삼습니다.”라고 말하였다.34) 이처럼 1719년 사행원들

은 소라이의 제자들과 필담을 나눌 때마다 소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소라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748년에 사행원들이 일본에 다녀왔을 때 간행된 필담집을 보면 ‘소라이

선생님’(徂徠先生)을 일컫는 일본인들이 대폭 증가하고 사행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까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1748년의 필담집 중에서 소라이의 이름이 나온 자

료를 그 일부만 소개한다. 다자이 슌다이의 제자인 마츠자키 간카이(松崎觀海,

1725~1776)는 제술관인 박경행(朴敬行) 및 이봉환(李鳳煥)을 비롯한 서기(書記)들

과 필담을 나누었다. 마츠자키 간카이가 이봉환에게 소라이의 저작을 읽었는지 묻

자 이봉환은 “자못 순수하지만 적확한 점에서는 부족한 듯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또 마츠자키 간카이는 소라이의 저작인 변도(辨道)와 변명(辨名)을 보내면서

“훗날 이 저서들을 읽으신다면 공께서도 반드시 소라이를 천년에 한 번 나올 호걸

33) “少好讀書, 就時師受業, 壯而師事徂徠物先生名茂卿者, 學古文辭.”(群書一轂 六, 信陽
山人韓館倡和稿 , 2b,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본)

34) “東都有徂徠先生者, 夙務古文辭之學, 非姬公ˎ宣父之書, 不涉於目. (…) 余遊其門, 受其書,
讀之甚驩, 今者執簡之士, 莫不趨風而宗之矣.”(客館璀璨集 10a~11a, 大阪府立中之島圖書
館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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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35) 이를 보아 1748년에 소라이의 변도와 
변명이 조선 문인들에게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나오미 코사이(直海衡齋)
라는 본초학자(本草學者)는 박경행에게 “지난번에 선생께서 우리나라엔 경학을 논

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매우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에 20년 전에 ‘소라이 선생’이라는 호를 쓰는 부츠 모케이(物茂卿)란 분이 고문(古

文)을 창도하여 세상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36)라고 하면서 고문사학을 주장한

소라이를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박경행은 “소라이란 이름은 저도 들었습니다. 사

람은 호걸이지만 학문은 의리를 크게 위배했으니, 귀방(貴邦)에서 정주(程朱)를 배

척하는 것은 모두 이 사람의 죄입니다.”37)라고 답하였다. 또 서기로 사행에 참여한

이명계(李命啓)는 미야세 류몬(宮瀨龍門)이라는 소라이 학파 문인들과의 대화에서

“소라이의 학문은 쇠 가운데 한 조각의 금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지만 이토 진

사이 같은 자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으니 강아지풀은 많고 벼는 적은 게 아닐까

요?”38)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1748년에 일본을 다녀온 사행원들은 소라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소라이의 저작도 읽었고 일본에서 소라이의 책을 입수하기도 하고,

소라이를 칭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라이 학파 문인들과 자주 필담을

나눈 제술관 및 서기들은 사행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라이 학파 문인들

이 소라이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소라이의 저작을 선물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오규 소라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형성되지 않았다. 1748년에 일본에 다녀온

홍경해가 소라이의 이름을 기록하긴 하였으나,39) 소라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

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역대 사행록에서 소라이에 대한 지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계미통신

사가 일본을 다녀왔을 때였다.40) 그들이 일본에 다녀왔을 때는 소라이학의 최성기

35) “頗醇而似欠的確. (…) 他日若賜領收電纜, 則公亦恐許徂徠千載一豪傑.”(來庭集 12a,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본)

36) “曩聞先生謂吾國無論經學者, 余甚怪焉. 吾國二十年前有物茂卿號徂徠先生者, 以倡古文

鳴.”(班荊閒譚卷之下, 5b,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본)

37) “徂徠之名, 吾聞之矣. 人則豪傑, 云學則大違義理, 貴邦排斥程朱者, 皆此人之罪也.”(같은

책, 6a)

38) “徂徠之學, 可謂鐵中零金. 而如伊藤仁齋者, 亦不爲不多, 得無莠多而苗少乎?.”(延享槎餘
 20a, 都立中央圖書館 소장본)

39) 洪景海, 隨槎日錄 卷上, 장18뒤.
40)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의 소라이 인식에 대해서는 夫馬進, 1764년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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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盛期)였다. 사행원들은 소라이를 실제로 보지 못했으나 대신 그들은 소라이를

우러러 받드는 일본인의 모습을 목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오규 소라이 선생

님’을 신봉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통해 사행원들은 일본의 문풍을 실감한 것이다.

원중거는 화국지에서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와 오규 소라이를 이

단의 학설을 주장하는 자로 소개하였다. 그는 소라이가 나가사키에 들어오는 중국

의 서적을 가운데 왕세정과 이반룡의 문집을 얻어 그들의 시문을 ‘정학’(正學)으로

삼았고 논어징(論語徵)에서는 정주(程朱)를 심하게 경멸하였다고 하여 소라이의

학설을 이토 진사이에 비해 더욱 경망(輕妄)하다고 혹평하였다.41) 이처럼 소라이

의 반주자학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는 원중거뿐만 아니라 사행

원 모두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런데 역대 일본 문인 중에서 문학자로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소라

이다.42) 남옥은 “그 문장을 보니 한 무리 안의 우두머리가 되지 아니함이 없어 광

염(光焰)이 찬란하게 빛나고 변설(辨說)이 크고 트였다.”43)라고 하였고, 성대중도

“문장이 준수하고 아름다워 거의 일본 제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문은 편벽(偏

僻)하여 맹자 이후는 모두 업신여겼다.”44)라고 하여 소라이의 사상을 비난하면서

도 문인으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였다. 한편 원중거는 소라이의 글에

대해서 서사(敍事)는 잘 하긴 하나, 글의 짜임새나 함축이 부족하다고 하고, 시에

대해서도 서사는 잘 하지만 다양성이나 비유가 부족하다고 한 바, 그의 시문 전반

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평하였다.45) 그러나 소라이가 뛰어난 문인이라는 것은 인정

소라이학 (夫馬進,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 본

고에서는 소라이학의 유행과 일본 문풍의 관계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伊藤維禎, 號仁齋, 著童子問, 毁斥程朱 (…) 物部雙栢, 字茂卿, 號徂徠, 一號蘐園, 陸

奧州人. 遊學四方略有詩文之名, 後得王世貞ˎ李于鱗文集於長碕唐船 (…) 自著論語徵. 自

孟子以下, 一皆詆侮至程朱尤甚, 其說比維禎尤極狂戾.”(元重擧, 和國志 卷2, 異端之說 ,
324~325면; 박재금 옮김, 274~275면)

42) 사행원들이 소라이의 문학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신로사, 원중거의 화국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4, 72
면).

43) “觀其文非不爲自中之雄, 光燄燁然, 辨說宏放.”(南玉, 日觀記, 갑신년 3월 2일조; 김보

경 옮김, 436면)

44) “文章俊麗殆日東第一, 而學術詖僻, 自孟子以下皆加侵侮.”(成大中, 日本錄, 장12앞; 홍
학희 옮김, 166면)

45) 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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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그는 나와 로도(那波魯堂, 1727~1789)를 통해 소라이의 문집인 조래
집(徂徠集)을 입수하였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소라이의 문집을 구해보고자 시소(師曾: 나와 로도를 말함)에게 부탁을 하니

시소가 놀라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어찌 이러한 말을 하십니까?’라고 하였

다. 이에 ‘그 치우치고 음하며 사악한 도(道)가 유래한 근원을 궁구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는 호걸스러운 선비인데 다만 잘못에 빠져 헛되이 늙어 죽어

후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유포시켰으니 가히 애석한 일입니다. 그가 만약 지

금도 살아 있어 손님을 만나는 자리에 온다면 나는 마땅히 예로써 대우하고

다음으로 그가 잘못에 빠진 것을 공격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그의 문집을 본 뒤에 시소가 다시 내게 ‘어떠합니까?’라고 물어보았

다. 내가 ‘기이한 재주입니다, 기이한 기개입니다, 애석하고 애석합니다.’라고

이어 썼더니 시소가 ‘공의 공평한 헤아림에 경복(敬服)합니다. 경복합니다.’라

고 말하였다.46)

조선과 일본의 문학교류에서 일본 문인이 자신의 문집을 조선 사절에게 주거나

혹은 일본인이 일본을 대표하는 문인의 문집을 사절들에게 선물하는 일은 흔한 일

이다. 그러나 조선 사절이 스스로 일본 문인의 문집을 구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원중거가 스스로 조래집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
미를 가진다. 그만큼 조선 문인의 관심을 이끄는 문학자가 일본에 탄생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관심의 동기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동

기였다. ‘그 치우치고 음하며 사악한 도(道)가 유래한 근원을 궁구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원중거는 소라이의 문집을 구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인데, 사행원들은 주로

주자학을 숭상하는 일본 문인보다 주자학에 비판적인 일본 문인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졌다. 남옥이 “주자를 공격하는 자들 중에는 준걸한 인재가 많고 주자를

종조(宗祖)로 하는 자들 중에는 재주가 떨어지는 자가 많다.”47)라고 하였듯이 오히

46) “求見徂徠集於師曾, 師曾驚曰: ‘先生何爲有此言耶?’ 曰: ‘欲窮覰其詖淫邪道所由來之源矣.

且彼是豪傑之士, 直誤入而虛老死又流害於後人可哀也已. 彼若至今尙在, 入來賓筵, 吾當禮

待之, 而次攻其所䧟而已.’ 及見其集後, 曾復問余曰: ‘何如?’ 余聯書奇才奇氣可惜可哀. 曾書
曰: 公平之量敬服敬服云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54면)

47) “攻朱者多才俊, 主朱者多庸下.”(南玉, 日觀記, 總記 , 文章; 김보경 옮김, 5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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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반주자학적인 경향을 가진 문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원중거는 만약 소

라이가 필담의 자리에 왔더라면 ‘예로써 대우하고’, 그의 잘못을 따질 것이라고 하

였는데, 한 번 만나서 의논하고 싶다고 여기게 만들 정도로 소라이는 역설적인 의

미에서 매력적인 문인이었던 것이다. 소라이의 문집을 읽은 후에 원중거가 토로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소라이가 비범한 재능을 가진 문인임을 인정하고 있었

으며, 기이한 재주를 가지고서도 고문사학에 경도했던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었

다. 이처럼 문인으로서의 소라이에 대해서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다. 문장가

로서는 소라이가, 시인으로서는 하쿠세키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라이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은 소라이 본인을 통해 형성되었다기보다

소라이를 일컫는 일본인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행록에는

소라이를 숭배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도처에서 기록되어 있다.

66주(州)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일어나 급속하게 그를 닮아가며 모케이를 해

동(海東)의 부자(夫子)라 일컫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중에 약간 명이 조

금이라도 자립하려고 하면 무리지어 비난하여 나라 안에 용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멀고 가깝고 귀하고 천하고 늙고 어리고를 막론하고 다만

부츠 소라이 선생 모케이가 있음만을 알 뿐이었다. 그러니 사람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웃게 만들었다.48)

지쿠젠(筑前)의 가메이 로(龜井魯) 이후부터는 조금 재주가 있고 말을 잘하

는 사람은 모두 부츠씨(物氏: 소라이를 말함)를 높이고 섬기었다. 나는 필담을

할 때나 시문을 지을 때 반드시 정주(程朱)를 일컬었고 반드시 소학(小學)을
거론하였는데 저들 가운데 유학하는 선비들이 처음에는 자못 항거하는 말을

굽히지 않더니만 끝내는 혹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고 다키 죠가이(瀧

長愷: 다키 가쿠다이를 말함) 같은 사람은 ‘잠시 버려두고 나중에 다시 논합시

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49)

48) “六十六州之人群起, 而速肖之, 至稱茂卿爲海東夫子, 其有若干人稍欲自立, 則群聚而咻之,

使不得自容國中, 勿論遠近貴賤老幼, 只知有物徂徠先生茂卿而已. 令人不覺發咲矣.”(元重

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49면)
49) “自筑前龜井魯以後, 稍有才辯, 皆尊事物氏. 余則於筆談於詩文, 必稱程朱必擧小學. 彼中

儒士初頗抗言不屈, 末或噤口不言. 若瀧長愷則言姑舍此後當更論云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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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거는 신처럼 소라이를 숭배하는 일본인들을 묘사하고서 또한 소라이학이 유

행됨으로써 일본에 문풍이 일어났음을 말하였다. 즉 그는 이단(異端)이 퍼짐으로써

문풍이 성행하게 된 역설적인 상황을 목도한 것이다. 원중거는 ‘멀고 가깝고 귀하

고 천하고 늙고 어리고를 막론하고’ ‘소라이 선생님’을 받드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하였는데, 그만큼 학문에 힘쓰는 일본인들이 늘었던 것이다. 또 원

중거는 소라이를 칭송하는 일본의 유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역으로 말

하면 조선 문인과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일본 유학자의 교양수준도 높아졌던 것이

다.

앞서도 밝혔듯이 원중거는 소라이의 한문직독법 덕분에 일본인의 한문 구사 능

력이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성대중도 원중거와 똑같이 인식하였다.

그러나 모케이 이후로 일본의 문학이 크게 진작되었다. 이전에 후지와라 세

이카와 하야시 도슌이 비록 신동이나 거벽(巨擘)으로 일컬어졌어도 그러나 우

리나라 사람들과 창화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에도

인사들의 시문이 매우 극성(極盛)하여 예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 참으로 모

케이가 왕(王: 왕세정을 말함)ㆍ이(李: 이반룡을 말함)의 학문으로써 창도한 것

이다. 왕ㆍ이가 비록 부화(浮華)하여 알맹이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문장도 참으

로 그에 힘입은 것이 많았는데 이제 또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 효과를 바로 보

게 되었으니 이른바 진(秦)나라가 하(夏)나라의 음악에 능하게 된 것과 같다.

이후에 사신으로 가는 이들은 반드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50)

성대중은 소라이 개인의 문학수준도 다른 일본 문인보다 높고 또 일본 전국에

문풍을 전파시킨 공로자로서도 소라이는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이를 보아도 소라

이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소통의 통로를 만든 문인으로서 세이카, 라잔, 하쿠세키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또 성대중은 왕세정과 이반룡이 일본에서

숭상되고 있는 것을 두고 ‘이후에 사신으로 가는 이들은 반드시 곤경에 처하게 될

50) “然自茂卿以後, 日本文學大振. 始藤原ˎ道春雖稱神童巨擘, 然與我人唱和, 多不成說, 而今
江戶人士極盛詩文, 非昔日比, 實茂卿以王ˎ李學倡之也. 王ˎ李雖浮華無實, 我國文章實多賴
之, 而今又東渡其效立見, 秦聲能夏. 後之往者, 吾知其必困矣.” (成大中, 日本錄, 장12뒤;
홍학희 옮김,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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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았다. 즉 그는 앞으로고 소라이의 영향력이 일본에서 계속 유지될 것

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원중거는 성대중의 예측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그(소라이를 가리킴)

가 종조로 삼는 왕ㆍ이도 또한 천하에서 함께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다. 지금 그

무리에서는 이미 점점 그를 거역하는 자들이 없지 않으니, 마치 저 풀벌레인 반딧

불이의 빛과 같아서 스스로 응당 소멸할 것이다.”51)라고 하여 소라이학의 융성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며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아마도 조선에서 고문사

학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난 것처럼 일본에서도 조만간 소멸할 것이라고 본 것으

로 여겨진다. 소라이학에 대한 원중거의 인식은 그가 일본인에게 자주 하였다는

다음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천도(天道)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온 것이 오래 되었다. 귀국의 사람들을

보건대 총명함이 빼어나니 이는 진실로 문화가 가히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되

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좋은 단서가 겨우 싹텄는데 이단(異端)이 그것을 잡아

매니 산하 수천 리의 나라로 하여금 주자라는 성인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

고 있다. 비유하자면 산의 나무가 겨우 움이 텄는데 소나 양이 그것을 먹어버

리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니 걱정스럽고 측은하

다.52)

원중거는 소라이학이 유행함으로써 문풍이 일어났던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지만, 소라이학을 일본 문풍의 핵(核)으로 보지는 않았다. 위 인용문에 보이는

‘산의 나무가 겨우 움이 텄는데 소나 양이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53)는 비유

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일본 문풍의 움[蘖]은 이미 싹트고 있으며, 그 움을 밖에

서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소라이학이라고 보았다. 원중거는 소라이학은 곧 사라

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판단은 이단을 제거하여 일본과 도(道)를 공유해야 한

51) “今其徒已不無稍稍叛之者, 如彼草蟲燐火之光, 自應消滅.”(元重擧, 和國志 卷2, 異端
之說 , 325~326면; 박재금 옮김, 276면)

52) “天道自北而南久矣. 觀貴國人聰明秀敏, 此誠文化可與之日, 而惜乎善端纔萌, 異端牿之,

使山河數千里之國, 不復知有朱夫子聖人, 譬如山木纔蘖牛羊吃之, 令人不覺怵愓惻隱.”(元重

擧, 和國志 卷2, 詩文之人 , 330면; 박재금 옮김, 282면)
53) 孟子 告子 下에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孼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

以若彼濯濯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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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내지 저자 책

윤광심(尹光心) 병세집(幷世集)
유득공(柳得恭) 병세집(並世集)
이서구 일동시선(日東詩選)
이덕무 청비록(淸脾錄)
원중거 일동조아(日東藻雅)

다는 원중거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癸未通信使와 일본 문인

역대 사행록에는 수많은 일본문인들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계미년에 이루어진

문학교류가 가장 중요하다.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은 가장 활발하게 일본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원중거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조선 국내에 적극 전하였다. 조선에 귀국

할 때 그는 일본인들과 수창한 시를 많이 가져왔다. 그가 가져온 일본인들의 시가

시선집에 수록되면서 조선 국내에 유통되었다. 일본인의 시가 수록된 책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윤광심의 병세집은 시 2권 2책, 문 2권 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선

문인과 창기(娼妓)의 시와 삼께 이국 (異國)편에 중국인과 일본인의 글을 수록해

놓았다.54) 유득공의 병세집에는 육비(陸飛),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 등 홍대

용과 교류한 중국 문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중국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또 뒷부

분에 일본, 안남(安南), 유구 문인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서구가 엮은 일동시선은 현존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득공이 쓴 일동시선
의 서문이 있어 그것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과 편찬과정을 알 수 있다. 유득공은

서문에서 “현천(玄川: 원중거를 말함)이 귀국한 뒤 강산거사(薑山居士: 이서구를

말함)가 그의 해항일기(海航日記) 중의 증별시(贈別詩) 67수를 뽑아 일동시선
이라 명명하고 나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55)라고 설명하였다. 해항일기
54) 윤광심 병세집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화진, 尹光心의 『幷世集』 硏究 (영남

대 석사논문, 2013) 참조.

55) “及其歸後, 薑山居士鈔其海航日記中贈別詩六十七首, 名曰日東詩選, 屬余爲之序.”(柳得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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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마도 원중거의 사행록인 승사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동시선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시가 수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유득공은 특히 뛰

어난 시인으로 몇몇 일본 문인의 이름을 들었다. 그가 칭찬한 일본 문인의 이름은

뒤에 표로 제시한다.

이덕무의 청비록(淸脾錄)에는 청령국시선 (蜻蛉國詩選)이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56) 그 글에서 이덕무는 유득공이 건연외집(巾衍外集)에 청령국시선 의 서

문을 썼다고 하면서 그 서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건연외집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청령국시선 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덕무가 인용한 청

령국시선 의 서문은, 유득공의 일동시선서와 거의 일치한다. 이로 보아 이덕무가
말하는 청령국시선이란 일동시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가 인용한

유득공의 청령국시선의 서문에 의하면 원중거가 일본인들의 증별시를 뽑아서 2

책으로 엮었고, 이서구가 그 중에 다시 67수를 뽑았다고 한다.57) 이덕무는 이서구

가 뽑은 67수에서 다시 몇 수를 뽑아서 청비록(淸脾錄)에 수록하였다. 이덕무가

뽑은 일본 문인은 뒤에 표로 제시하였다.

원중거가 엮었다고 생각되는 일동조아도 현존하지 않는 책이다. 홍대용의 일

동조아발 (日東藻雅跋)에는 시선집의 편찬과정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홍대용

은 원중거가 일본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동조아 또
한 원중거가 엮은 책으로 보인다. 홍대용도 몇몇 일본 문인의 이름을 들면서 그들

의 시문이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이상과 같이 윤광심의 병세집, 유득공의 병세집, 이덕무의 청비록에는 일

본 문인들의 시가 수록되었고 일동시선서와 일동조아발에는 특히 뛰어난 시

를 쓴 일본 문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것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58)

泠齋集 卷之七, 日東詩選序 , 한국문집총간 260, 111면; 김윤조 옮김, 누가 알아주

랴: 유득공산문집, 태학사, 2005, 235면)
56) 이덕무의 청비록에 실린 일본 문인의 시 및 그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허경진ㆍ박혜

민, 이덕무의 일본 한시 수집 경로와 서술방식 : 청비록을 중심으로 (동묵아문화연
구 제2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107~110면 참조. 이 논문에서도 청령국시선과
일동시선이 동일한 책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또 이 논문에서는 청비록과 유득공의

병세집에 실린 일본문인의 이름과 시의 숫자가 정리되어 있다.

57) 李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五, 淸脾錄, 蜻蛉國詩選 , 한국문집총간 258권 67면; 
국역 청장관전서 7권, 230면

58) 표에서 시문이 실려 있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이름이 언급된 경우는 ●로 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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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ㆍ別號ㆍ別稱 幷世集 並世集 日東詩選序 淸脾錄59) 日東藻雅跋

木村蒹葭堂 木弘恭 ○ ○ ●
那波師曾 孝卿ㆍ魯堂 ○ ● ○ ●
大典顯常 蕉中ㆍ竺常 ●
富野義胤 仲達 ○ ● ○
瀧鶴臺 彌八 ●
草場大麓 艸安世 ○ ○ ●
細合半齋 合離ㆍ斗南 ○ ○ ● ○ ●
源叔 韶春 ○
岡龜峯 明倫ㆍ子彛 ○
田吉記 墨山 ○
福原承明 福尙修 ○ ●
德田見龍 ○
守屋元泰 ○
今井松庵 井敏卿 ○
井上四明 井潛 ● ○ ●
岡田宜生 新川ㆍ挺之 ○ ○ ● ○ ●
岡田惟周 大壑ㆍ仲任 ○ ● ○
維明周奎 羽山 ●
朝比奈玄洲 文淵 ●
南宮大湫 南宮喬 ●
渋井太室 ●
日比野秋江 ●
芥川丹丘 芥煥 ○
星野貞之 ○
松平君山 源雲 ○
松平霍山 源忠ㆍ純臣 ○
西原彰 ○
德力良弼 ○
香川景記 ○
宮田金峯 明ㆍ子高 ○

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일본 문인들의 시가 이들 시문선집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시문선집에 이처럼 많은 일본 문인들의 시가 수록된

것은 전례가 없다. 여기서 거론된 일본 문인들은 모두 1763년부터 1764년에 걸쳐

일본을 다녀온 사행원들과 교류한 문인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계미통신사는 사행

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중거가 조선에 돌아온 후

59) 이하 항목에서는 청비록에 수록된 청령국시선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급된 일본

문인만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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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의 시를 모아서 2책으로 엮었던 것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원중거가

엮은 2책의 시선집이 조선 국내에 퍼지면서 일본 문인들의 시가 유통된 것으로 보

인다.

역대 사행원들 중에서 귀국 후에 일본인의 시를 모아서 2책의 시선집을 엮는다

는 시도 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 국내 지식인이 원중거

가 엮은 2책의 선집에서 작품을 다시 뽑아 시선집을 엮어 그들의 시를 칭찬하였다

는 것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계미년에 이루어진 조선 문인과 일본

문인의 문학교류의 소산이다. 1763년의 사행원들은 일본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

하여 사행록에 일본 문인들을 칭찬하는 글을 남겼다. 종전의 사행록과 비교해 보

아도 상당히 많은 문인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는 조선 국내 문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일본 문인이 계미통신사 사행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위 표에서 많이 언급된 5명의 문인,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60)
가메이 난메이(龜井南冥, 1743~1814),61) 나와 로도(那波魯堂, 1727~1789),62) 지쿠죠
다이텐(竺常大典, 1719~1801),63) 다키 가쿠다이(瀧鶴臺, 1709~1773)64)에 대해 살펴

60) 기쿠라 겐카도(木村蒹葭堂): 이름은 고쿄(孔恭), 자(字)는 세슈쿠(世肅), 겐고도는 호

(號)이다. 오사카 출신으로 대대로 술을 만드는 주조가(酒造家)의 집에서 태어났다. 당

초 본초학(本草學)을 배웠다가, 회화ㆍ한학ㆍ난학(蘭學) 등을 배웠다. 수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여 서화, 전적(典籍), 금석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近藤春

雄, 日本漢文學大事典, 東京: 明治書院, 1985, 173면 ‘木村蒹葭堂’항목 참조).
61) 가메이 난메이(龜井南冥): 후쿠오카(福岡)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사카에서 의

학을 배운 후, 야마가타 슈난에게 소라이학을 배웠다. 후쿠오카 번의 의원(醫員) 겸 유

원(儒員)이 되어 학문소(學問所)에서 소라이학을 강의하였다(近藤春雄, 같은 책, 128면

‘龜井南冥’ 항목 참조).

62) 나와 로도(那波魯堂): 이름은 시소(師曾)다. 효고 현에서 태어나 교토에서 수학(修學)하

였다. 당초 소라이학을 배웠다가 후에 주자학에 경도하였다(近藤春雄, 같은 책, 497면

‘那波魯堂’ 항목 참조).

63) 지쿠죠 다이텐(竺常大典): 일본에서는 ‘다이텐 겐죠오’(大典顯常) 내지 ‘다이텐 젠지’(大

典禪師)라고 부른다. 겐죠 및 지쿠죠는 휘(諱)이고, 다이텐이 이름이다. 시가현(滋賀縣)

에서 유의(儒醫)의 아들로 태어났다. 여덟 살 때 부친과 더불어 교토에 가서 열한 살

때 소코쿠지(相國寺)에서 불도에 들어갔다. 수행하면서 고문사파(古文辭派)의 학문을 배

웠다. 교토ㆍ오사카의 문인들과 폭넓은 교우를 맺었다. 1781년에 이정암(以酊庵) 윤주

(輪住) 때문에 2년간 쓰시마에서 생활하였다. 1785년에 에도에 조빙되어 조선통신사의

방문연기를 요청하는 국서의 기초(起草)에 관여하였다. 불교ㆍ유교ㆍ한시문에 관한 수

많은 저작이 있다(末木文美士ㆍ堀川貴司 注 江戶漢詩選 5 僧門, 東京: 岩波書店, 1996,
325~333면 참조).

64) 다키 가쿠다이는 하기 번(萩藩, 지금의 야마구치 현山口縣) 출신의 문인으로 처음에

주자학자인 오구라 쇼사이(小倉尙齋, 1677~1737)에게 배운 다음 야마가타 슈난(山縣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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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65)

기무라 겐카도는 그 당시 일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원중거는 기

무라 겐카도가 오사카에서 가장 좋은 술집을 경영한다고 하면서 “또한 나가사키로

부터 책을 구매하는데 남경의 책을 많이 샀다. 강가에다 집을 짓고 겐카(蒹葭)라는

현판을 걸어두었는데 장서가 3만 권에 이른다고 한다.”66)라고 소개하였다. 남옥도

“모쿠 고쿄(木弘恭: 겐카도를 말함)가 해마다 중국 책 수천 권을 구입한 것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더라도 아마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67)라고 기록하였다.

성대중은 “평소에 그의 문도 9명과 함께 고아한 모임을 갖고는 그림을 그려 나에

게 부쳐 주었다. 세슈쿠(世肅: 겐카도를 말함)의 그림과 지쿠죠의 서문, 고리(合

離)68)의 시가 으뜸이었다.”69)라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방대한 장서를 소유하고 뛰어난 교양을 가지고 있는 겐카도에 대한 언급

이 발견된다. 사행원들은 오사카(大坂)을 방문하였을 때 기무라 겐카도와 만나 필

담을 나누었다. 그들이 교류한 모양은 평우록(萍遇錄)이라는 필담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때 성대중은 겐카도에게서 겸가당아집도 (蒹葭堂雅集圖)를 선물로 받

南, 1687~1752)을 사사(師事)하여 소라이학을 배웠다. 1730년에 에도에 가서 소라이의

제자인 핫토리 난카쿠에게 배웠다. 1770년에 하기에 돌아가 하기 번의 학교인 메이린관

(明倫館)의 학장이 되었다(山岸德平, 近世漢文學史, 東京: 汲古書院, 1987, 220~228면
참조).

65) 통신사와 일본 문인과의 문학교류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 겐가토

와 통신사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카하시 히로미, 통신사ㆍ북학파ㆍ蒹葭堂 (조선통신사
연구 4호, 조선통신사학회, 2007) 참조. 가메이 난메이에 대해서는 김호, 1763년 계미

통신사와 일본 고학파 儒醫 龜井南冥의 만남: 조선인의 눈에 비친 江戶時代 思想界 (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구지현, 1763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8), 280~286면 참조. 나와 로도에 대해서는 김성진, 계미사행시의 남옥과

那波師曾 (조규익ㆍ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4, 학고방, 2008) 참조.
지구죠 다이텐에 대해서는 김성진, 계미사행단의 大坂滯留記錄과 大典禪師 竺常 (동
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참조. 또 이언진(李彦瑱)과

일본 문인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돌베개, 2010), 31~99면
참조.

66) “直購書自長碕, 得南京書甚多. 爲堂於江上, 扁以蒹葭, 藏書至三萬卷.”(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1월 25일조; 김경숙 옮김, 241면)

67) “木弘恭之歲購華書數千卷, 求之我邦恐亦難及.”(南玉, 日觀記, 總記 , 書畫; 김보경 옮

김, 584~585면)
68) 고오리(合離):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斎, 1727~1803)를 말함.
69) “常與其徒九人, 雅集畫以奇余. 世肅畫, 竺常序, 合離詩爲最.”(成大中, 槎上記, 장36뒤,
갑신년 5월 6일조; 홍학희 옮김,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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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70) 후술하겠지만, 이 그림은 조선 국내에 유입되어 이덕무에게 큰 충격을 주

었다.

가메이 난메이와 나와 로도를 가장 칭찬한 사람은 성대중이다. 그는 “내가 일본

에 이르러 기이한 인재 두 명을 만났다.”71)라고 하면서 가메이 난메이와 나와 로

도를 소개하였다. 가메이 난메이에 대해서 “나이 20여 세에 개연히 사방을 유학하

며 학문을 닦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소개하였고, “가메이 로(龜井魯)는 이른바

동해(東海)의 대학자로 내가 일인자로 지목하는 자이니 시문이 모두 빼어나고 식

견과 깨달음은 더욱 기이하다.”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72) 또 조선으로 돌아가는

날에 가메이가 “함께 돌아가서 예의의 나라를 한 번 본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내가 그 뜻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 재주를 사랑하여 항상 머물며 함께 이

야기를 나누었다.”73)라고 하여 그가 애정 깊은 사람임을 전하였다.

성대중은 나와 로도에 대해서 “시소(師曾)는 책에 있어서는 읽지 않은 것이 없

었는데, 집이 가난하고 외모가 보잘것없어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받았다. 그러나 재

주를 믿고 세상을 능멸하여 부쓰 모케이(物茂卿: 오규 소라이를 말함) 이하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74)라고 매우 기개가 높은 문인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무사가 지배하는 일본 사회에서 세상에 나아갈 수 없어 원한을 가지면서도

시문에 숙달하여 강한 기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였

다.

원중거도 가메이 난메이에 대해서 “가메이 로라는 이는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총

70) 평우록은 한국어 번역이 있다(진재교ㆍ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지식인 조선을

엿보다-평우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겸가당아집도 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

김문경이 쓴 해제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평우록과 겸가당아집도 에 대해서는

김성진, 계미사행단의 大坂滯留記錄과 大典禪師 竺常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에서도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또 겸가당아집도 에 대

해서는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하버드 옌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

카 컬렉션(문학동네, 2014), 684~702면에서도 다루어졌다.
71) “余生日本見奇才二人.”(成大中, 書日本二才子事 , 槎上記, 장55앞; 홍학희 옮김, 139

면)

72) “年二十餘, 慨然有游學四方之志. (…) 魯所謂東海之大, 余目以一人者也. 魯詩文皆超悟識

解尤奇.”(成大中, 書日本二才子事 , 槎上記, 장55앞; 홍학희 옮김, 139면)
73) “得載歸, 一見禮義之邦, 死無恨矣. 吾奇其志而愛其才, 常留與話.”(成大中, 書日本二才子

事 , 槎上記, 장55앞; 홍학희 옮김, 139면)

74) “師曾於書, 無所不讀, 家貧貌寢陋, 見輕於世, 然恃才凌物, 自物茂卿以下不數也.”(成大中,

書日本二才子事 , 槎上記, 장55뒤; 홍학희 옮김,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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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슬기롭기가 남보다 월등히 뛰어났고 붓을 놀리기가 마치 나는 듯하였다.

다만 중머리를 한 것이 애석했다.”75)라고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그의 문재

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나와 로도가 사행원들과의 필담 교류를 계기로 문명

(文名)이 일본 중에 퍼지자 일본 곳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고,

나와 로도가 겸손하게 자신이 망발(妄發)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내가 로도(魯堂)를 아끼는 이유입니다. 만약 말을 휘감아서 꾸미고 스스로를

장식하는 무리라면 돌아보건대 어찌 족히 다시 더불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76)

라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나와 로도와 가메이 난메이는 사행원들에게 깊은 인상

을 준 인물이었다.

지쿠죠 다이텐에 대한 기록도 사행록 도처에 보인다. 지쿠죠 다이텐은 최천종

(崔天宗)이 살해당하였을 때77) 사건의 경위를 한문으로 설명한 사람이다. 성대중

은 “그가 쓴 필담은 모두 외워서 전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지쿠죠 다이텐과 나눈

필담에 큰 감명을 받았음을 서술하고 있으며, 그가 쓴 최천종 사건의 경위서에 대

해서 “문법이 예스럽고 우아하여 한대(漢代)의 문장에 가까웠다.”라고 칭찬하였고

“우리나라에 왕생(往生)하고 싶다며 이별에 임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니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 좋아하기가 이와 같았다. 사람이 침착하고 묵직하며 그릇이

그 재주에 걸맞으니 아마도 일본 땅의 제일가는 인재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였

다.78) 원중거는 “지쿠죠는 마음가짐이 몹시 순수하고 바르니 본래 명리(名利)를 쫓

는 속승(俗僧)이 아니다. 고서를 많이 읽었으며 지난 일을 알았다. 아마도 순수좌

(舜首座)의 무리일 뿐이다.”79)라고 하면서 순수좌, 즉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비기면

서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75) “龜井魯者秊二十一, 聰慧絶倫笔翰如飛, 但惜其禿頭.”(元重擧, 乘槎錄, 계미년 12월 8

일조; 김경숙 옮김, 168면)

76) “此吾所以愛魯堂也. 若是邉幅自飾之徒, 顧何足再與言耶?”(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김, 344면)

77) 사행원들이 1764년 4월 7일 오사카에 있을 때 도훈도(都訓導) 최천종(崔天宗)이 일본

인 스즈키 덴조(鈴木傳藏)에게 살해당하였다. 이때 사건의 경위서를 지쿠죠 다이텐이

한문으로 썼다. 사행원들은 그 글을 극찬하였다.

78) “其所筆談皆可誦而傳之. (…) 文法古雅逼漢. (…) 往生吾國, 臨別至出涕, 其誠心投好如

此. 人自深沉, 器稱其才, 殆日東之冠冕也”(成大中, 槎上記, 장36앞~36뒤, 갑신년 5월 6

일조; 홍학희 옮김, 105면)

79) “筑常持心極純, 正本非名利俗僧, 多讀古書, 知往事, 殆亦舜首座之流耳.”(元重擧, 乘槎錄
, 갑신년 4월 29일조; 김경숙 옮김, 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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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에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과 만난 문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키

가쿠다이다.80) 사행록에는 다키 가쿠다이가 자주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은 조선에도 알려지고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핫토리 난

카쿠와 야마가타 슈난에게 배웠는데, 학문적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순정한 소라

이학도이다. 야마가타 슈난은 1711년 사행원들과 우호적으로 교우한 사람으로 조

선 문인들과 한시를 수창하여 칭찬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전국에 이름을

떨쳤다. 한편 핫토리 난카쿠는 조선사절들을 매우 헐뜯고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 다키 가쿠다이는 두 스승의 태도를 절충하는 자세를 조선 사절들에게 보였다.

그는 사행원들과 우호적으로 교유하면서도 사절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자학을 비판

했으며, 사행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 논쟁의 내용은 장문계갑문사(長門
癸甲問槎)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81) 다키 가쿠다이는 사절들이 시모노세키에 도

착하자 숙소를 찾아가 논쟁을 벌였다. 그 내용은 상당히 길고 선행연구도 많기 때

문에 여기서는 일부만 소개한다. 다키 가쿠다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말에 집약

되어 있다.

천지간에 성인의 도(道)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만, 후세의 유자들은 도를

자신의 사유물(私有物)로 여기고, 같음을 표방하면서 다른 것을 공격하였으며,

중국을 귀하게 여기고 이적을 천하게 여기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은 식견이

비루하여 천지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나라에는 각기 나라의 도가 있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해집니

다. 인도에는 브라만교가 있어서 부처의 도와 함께 나란히 행해집니다. 서양에

는 천주교가 있고, 그밖에 이슬람교라든지 라마교와 같은 것을 여러 나라들이

혹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작자 칠인(作者七人)82)은 모두 개국(開國)의 군자이고,

80) 다키 가쿠다이와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

문학 연구, 보고사, 2006, 143~144면 및 198~202면에서 언급된 바 있다.

81) 장문계갑문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허경진ㆍ박순, 장문계갑문
사(長門癸甲問槎)를 통해 본 한일 문사의 사상적 차이 (일어일문학제44집, 대한일어
일문학회, 2008); 임채명,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의 필담을 통해 본 조일 문사의

교류 (日本學硏究 제2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이경근, 계미통신사 필담집

에 나타난 '완고한 조선'과 '유연한 일본' (고일홍 외 지음, 문명의 교류와 충돌 : 문명

사의 열여섯 장면, 한길사, 2013) 등 참조
82) 작자 칠인(作者七人):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요(堯), 순(舜), 우(禹), 탕(湯)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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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이어 근본을 세우셨으며, 이용후생의 도를 세워 성덕(成德)의 도를 세

우셨으니, 모두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하니 또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어찌 꼭 중국만

이 유독 귀하고 이적의 가르침[夷敎]은 없애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자의 도(道)란 그릇을 이루고 재주를 통달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쓰임

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83)

이는 시모노세키에서의 논쟁이 끝난 후 가미노세키(上關)로 떠난 사행원들에게

다키 가쿠다이가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가쿠다이의 주장에 대해 원중거는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가 가미노세키에서 보낸 답장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의 유자들이 중국을 귀하게 여기고 이적을 천하게 여김을 식견이 작고

비루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천지의 성인의 도와 다르다고 했는데, 이는 그대의

뜻만 크고 안목이 공허한 논의이니, 족히 사곡(邪曲)한 선비나 놀라게 할 뿐입

니다.84)

다키 가쿠다이는 유학자들이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같음을 표방하면서 다른

것을 공격’하여 ‘중국을 귀하게 여기고 이적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일삼’는 것을

비판한다. 브라만교, 천주교, 이슬람교, 라마교 등 각각 도를 달리하는데도 각각 나

라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국만을 유

독 높이는 것을 비판하면서 ‘군자의 도란 그릇을 이루고 재주를 통달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쓰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오규 소라이의 사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소라이에 의하

면, “공자의 도(道)는 선왕(先王)의 도이고, 선왕의 도는 천하를 평안히 하는 도”85)

83) “凡天地之間, 聖人之道, 莫尙焉. 雖然, 後世之儒者, 以道爲己之私有, 以標同伐異, 貴中國

賤夷狄爲務. 是其識見之陋, 不知天地之大者也. (…) 而其國各有其國之道, 而國治民安也.

乾毒有婆羅門法, 與釋氏之道幷行. 西洋有天主敎, 其他如回回敎囉嘛法者, 諸國或皆有之,

作者七人皆開國之君也, 繼天立極者也. 立利用厚生之道, 立成德之道, 皆所以代天安民也.

國治民安, 又復何求? 何必中國之獨貴, 而夷敎之可廢乎? 故君子之道, 成器達材, 以供安民

之用.”(長門癸甲問槎 卷之一 23b~24a)
84) “以世儒之貴中國而賤夷狄爲小見陋識, 異於天地聖人之道, 此足下志大眼空之論也, 足令曲

士呿口.”(長門癸甲問槎 卷之一 27b~28a)
85) “孔子之道, 先王之道也. 先王之道, 安天下之道也.”(荻生徂徠, 辨道; 日本思想大系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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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선왕의 도는 선왕이 만든 것이지, 천지자연의 도가 아니다”86)라는 것이다.

소라이는 성인의 도를 ‘천하를 평안히 하는 도’, 즉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고는 “개인도덕(個人道德)과 정치를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

식에 대한 통렬한 부인”, 즉 “개인도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사고방식으로 이어

진다.87) 말하자면 소라이는 성인의 도를 “통치를 위한 사회제도ㆍ정치제도”88)로

보는 것이다.

다키 가쿠다이도 ‘군자의 도’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쓰임에 이바지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의 통치술(統治術)로 본다.89) 다키 가쿠다이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

하면 ‘개인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브

라만교이든, 천주교이든 이슬람교이든 무슨 ‘개인도덕’을 신봉하든 간에 나라가 잘

다스려져지고 백성들이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중국만을 숭상하는 것은

천지가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루한 생각이라는 것이 가쿠다이의 주장이다. 원중

거는 다키 가쿠다이의 주장에 대해 ‘화이’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반박하였는

데, 두 명의 논쟁의 씨앗은 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만큼 다키 가쿠다이 내지 다키 야하치(彌八: 가

쿠다이의 통칭)라는 이름은 사행록 도처에 나온다. 그런데 사행원들은 다키 가쿠

다이를 그리 나쁘게 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풍부한 학식과 그의 사람됨을

칭찬하였다.90) 다키 가쿠다이와의 논쟁은 원중거를 통해 조선 국내 지식인에게도

알려졌으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荻生徂徠, 東京: 岩波書店, 1973, 200면)
86) “先王之道, 先王所造也, 非天地自然之道也.”(같은 책, 같은 글, 201면)

87)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硏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2), 82면, 91면(김석근 옮김,

日本政治思想史硏究, 통나무, 1995, 195면, 208면).
88) 渡辺浩, 日本政治思想史(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0), 180면.
89) 허경진ㆍ박순도 다키 카구다이와 사행원들의 논쟁을 ‘정치’를 중요시하는 소라이학의

입장과 ‘개인윤리’를 중요시하는 주자학의 입장이 대립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허경진ㆍ박순,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를 통해 본 한일 문사의 사상적 차이

, 일어일문학제4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8, 354~357면).
90) 사상적으로 대립하여도 그 사람됨을 칭찬한 자세는 후술하겠지만 가메이 난메이에게도

드러난다. 사행원들이 사상적으로 충돌한 일본 문인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 문학 연구, 보고
사, 2006, 280면; 이홍식, 1763년 계미통신사의 일본 문화 인식: 현천 원중거를 중심으

로 , 온지논총 제41집, 온지학회, 2014,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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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원들은 아이노시마(藍島)에 있었을 때 가메이 난메이에게 일본에서 이름이

높은 문인이 누군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가메이 난메이는 “나가토(長門: 시모노세

키를 말함)에 다키 야하치(다키 가쿠다이를 말함)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학하고 뛰

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문을 잘합니다.”91)라고 답하였다. 그들은 시모

노세키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다키 가쿠다이라는 뛰어난 문인이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행원들이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자 과연 다키 가쿠다이라는

인물이 찾아왔다. 남옥은 다키 가쿠다이를 포함한 6명의 일본 문인이 숙소에 찾아

왔을 때의 일을 일기에 남겼다. 남옥은 그들 6명의 일본 문인을 천박하고 졸렬하

다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메이가 이별할 때 말하기를 ‘다키 야하치가

제법 낫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5,6명의 오랑캐 문사 중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이

었다.”92)라고 기록하였다. 또 남옥은 “모습이 자못 괴연하고 문장 또한 제법 넉넉

했다.”93)라고 가쿠다이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다키 가쿠다이라는 사람은 일

본 문인 중에서도 뛰어난 문인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남옥도 처음부터 다키 가쿠

다이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에도의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에서 시부이

다이시츠(澁井太室)라는 일본 문인과 필담을 나누었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이 다키

가쿠다이를 평가하였다.

다키 가쿠다이는 우리들과 3일 동안 상대하였는데, 기쁘고 흡족함이 매우 깊

었습니다. 그의 풍류가 호탕하고 시격(詩格)이 빼어난 것이 사랑스러웠으니,

지금껏 우리 네 사람이 마주하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

금 그대에게는 시메이94) 및 가쿠다이와 비슷한 정조(情調)가 있으니 마치 두

사람을 보는 듯하여 진실로 매우 기쁩니다.95)

91) “長門有瀧弥八者, 博學豪才, 甚善詞藻.”(泱泱餘響, 龜井南冥ㆍ昭陽全集 第一卷, 葦
書房, 1978, 509면;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 문학 연구, 보고사, 2006, 144면 참조)

92) “龜井別時言, 瀧彌八稍勝, 果於五六蠻士中, 差出一頭.”(南玉, 日觀記, 계미년 12월 28

일조; 김보경 옮김, 310면)

93) “貌頗魁然, 文亦稍贍.”(南玉, 日觀記, 계미년 12월 28일조; 김보경 옮김, 310면)

94) 시메이는 사행원들이 우시마도(牛窓)에서 만나 교류한 이노우에 시메이(井上四明,

1730~1819)를 말함. 
95) “瀧鶴臺, 與僕輩三日相對, 歡洽殊深. 愛其風流踈宕, 韻格超爽, 至今四人相對, 未嘗不言

及. 今足下與四明ˎ鶴臺有同調之情, 如見兩人, 實深欣躍.”(歌芝照乘 2a, 國立公文書館 內

閣文庫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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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3일 동안 상대하였’다는 말은 사행원들이 시모노세키에서 다키 가쿠다

이와 교류한 계미년 12월 28ㆍ29ㆍ30일을 가리킨다. 그들은 이때 가쿠다이와 치열

한 논쟁을 벌였는데, 남옥은 그와 교류한 3일간을 ‘기쁘고 흡족함이 매우 깊었습니

다’라고 술회하였다. 남옥은 다키 가쿠다이와 논쟁을 벌인 경험을 좋은 추억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남옥은 가쿠다이를 ‘풍류가 호탕하고 시격(詩格)

이 빼어난 것이 사랑스러웠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에도에서 만난 일본 문인들이

‘가쿠다이와 비슷한 정조(情調)’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쁨을 표하기도 한였다.

일찍이 논쟁을 벌인 소라이 학파 문인을 이와 같이 칭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시모노세키에서 만난 소라이의 학도는 사행중 계속 남옥의 마음을 끌

었던 것이다.

원중거는 에도 방문을 마친 사행원들이 돌아가는 길에 다시 시모노세키에 도착

하였을 때의 일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논쟁을 벌인지 약 5개월 지났을 때이다. 그

에 의하면 사행원들이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숙소에 내려갔더니, 다키

가쿠다이가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가쿠다이는 사행원들의 여정(旅程)을

미리 알아보고 가미노세키(上關)까지 마중하러 갔다가 사행원들이 아직 오사카에

있다고 들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이번에 사행원들이 가미노세키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중하러 갔는데, 사행원들이 가미노세키에서는 숙소에 묵지 않

고 그대로 배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가쿠다이도 배를 타고 사행원들의 뒤를 따

라 시모노세키로 돌아와 숙소에서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96) 이러한 행동

을 볼 때 다키 가쿠다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겸허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행원들도 이러한 가쿠다이의 자세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가쿠다이는 사행원들이 시모노세키를 떠날 때도 그들을 찾아왔다. 원중거는 이

별의 인사를 하러 찾아온 가쿠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오후에 다키 야하치가 만나기를 구하므로 배에서 내려가 보았다. 대략 문목

(問目)과 필담이 있었고 갈 때에 돌려주었던 벼룻돌을 선물하려고 계속하여

간절하게 말을 하므로 받고서 종이와 먹과 호도와 잣으로 사례를 하였다. 야

하치는 풍채가 넉넉하고 중후하여 해외의 사람 같지 않았다. 그의 문식(文識)

도 풍부하고 넓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나의 필법(筆法)이 속되지 않건만 소기

96) 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5월 21일조; 김경숙 옮김, 5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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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技)를 스스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날 남겨 둔 글씨는 이미 족자로

만들어서 보배로 여긴다고 하였다. 가소롭다 가소롭다.97)

원중거는 예의바르고 간절하게 대응하는 다키 가쿠다이의 사람됨을 칭찬하고 그

의 학문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일찍이 치열한 논쟁을 하던 가쿠다이에 대

한 원중거의 시선은 매우 우호적이다. 가쿠다이 또한 사상적 경향이 다르다는 이

유로 원중거와의 교류를 끊지 않았다. 그는 항상 사절들을 찾아가 학술적인 문제

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면서 보배로

여긴다고 하였다.

남옥은 이별할 때에 끝까지 소라이학을 고수하는 가쿠다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

하였다.

다키 야하치가 다시 와서는 언덕 위에서 이별시를 주기에 잠깐 물가에 있는

인가로 내려갔다. 이야기가 무츠 모케이(物茂卿: 소라이를 말함)의 심술학(心

術學)에 미치게 되어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질문했는데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대는 이른바 전법사문(傳法沙門: 법을 전하는 승려를 말함. 여기서는

소라이학을 전파하는 학도라는 뜻)이니 내 비록 노파심이 있기는 하나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려”라고 말했다.98)

이처럼 시모노세키에서 시작한 다키 가쿠다이와의 사상적 논쟁은 끝내 종식되지

않았다. 그런데 소라이의 ‘심술학’에 빠진 다키 가쿠다이에 대한 남옥의 시선은 결

코 적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소라이학에 고집하는 가쿠다이와 친구처

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남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또 말하기를, “다키 군이 갈 때에 며칠 동안 함께 만나 여러 편의 시를 수

97) “午後瀧彌八求見, 故下舟而見之. 略有問目筆談, 欲贐去時所還硯石, 縷縷恳言, 故受之以

紙墨胡桃栢子謝之. 彌八風儀安閑重厚, 不似海外人. 其文識又贍博. 謂余筆法不俗而不欲以

小技自喜, 前日所留之蹟, 已得粧䌙珎玩云, 可笑可笑.”(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5월 22일

조; 김경숙 옮김, 502면)

98) “瀧彌八復來岸上贈別詩, 暫下臨水人家, 語及物茂卿心術學問之誤, 終不以爲然. 余曰: ‘君

所謂傳法沙門, 吾雖老婆心, 切無如之何.’”(南玉, 日觀記, 갑신년 5월 22일조; 김보경 옮

김, 5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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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 것을 마음에 끝내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전에 없는 변고(變故) 때문

에 옛 맹세를 계속할 수 없으니 이것 또한 운수가 그 사이에 있는가 보오”라

고 하니, 다키가 오랫동안 한숨을 내쉬었다.99)

예전대로 사행이 진행되었더라면 사절들은 시모노세키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다

키 가쿠다이와 깊이 교유(交遊)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전에 없는 변고’ 즉 사행의

일원인 최천종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사카에서의 체재가 길어졌다. 이

로 인해 사행원들은 시모노세키에서 머물지 않고 금방 쓰시마로 떠나야 했기 때문

에 왕로(往路)에서 했던 다키 가쿠다이와의 수창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남옥

이 그 아쉬움을 드러내자 다키 가쿠다이는 오랫동안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일찍이 사행원들에게 도전적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소라이의 심술학(心術學)에

미친’ 문인으로 지목된 다키 가쿠다이는 사절들과의 이별을 오랫동안 아쉬워하였

다. 가쿠다이가 신처럼 받드는 소라이는 일찍이 조선 사절들을 거침없이 헐뜯었고

가쿠다이의 직접적인 스승인 핫토리 난카쿠도 조선 사절들을 ‘귀머거리’[聾者]에

비유하면서100) 깔보았다. 이와 달리 그의 또 한명의 스승인 야마가타 슈난 및 소

라이학파의 문인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는 조선 사절들과 만나 우호적인 태도로

필담을 나누었다. 다키 가쿠다이는 자신의 스승들보다 더욱 절친하게 사절들과 교

유하였다. 이런 점에서 다키 가쿠다이라는 인물은 역대 소라이학파 문인들 중에서

조선 문인들과 가장 깊이 교유한 동시에 가장 치열한 충돌을 일으킨 사람인 것이

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토록 진지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적 교유를 나누는 한편 사

상적 충돌을 병행한 사례는 일본 사행의 역사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계미년에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은 많은 일본 문인들과 깊이 교유

하였다. 계미년 이전에는 이와 같은 활발한 문학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763년

에는 그만큼 한문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문인과의 활발한 문학교류의 경험은 일본인들을 오랑

캐라고 멸시하였던 자신들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전

보다 훨씬 더 문교가 성행하고 있고, 높은 한문 구사 능력과 교양을 가진 문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의 모습을 목도함으로써 사행원들은 일본 문인들에 대한 자

99) “且言: ‘瀧君去時, 相見幾日, 相酬幾篇, 於心終不能忘. 今以無前事故, 未續舊盟, 是亦有數

存於其間.’ 瀧歔欷久之.”(南玉, 日觀記, 갑신년 5월 22일조; 김보경 옮김, 507면)
100) 졸고(2012), 앞의 논문,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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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대중은 글씨나 시문을 요청하러 몰려와 공손한 태도로 시를 얻는 일본인의 모

습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머리에 이고 품에 품고는 어린아이가 부처님에게 절하듯이 하니, 어찌 다시

잘하고 못함을 분별하였겠는가. 그러나 저들의 문학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 옆

에서 혼자 몰래 비웃는 자가 없는지 어찌 알겠는가.101)

조선의 사행원들은 일본인들이 제대로 한시를 감상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일본의 문교가 이전보다 훨씬 개화되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자신이 쓴 시문

이 혹평받고 비웃음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다. 일찍이 홍세태가 필담집이 금방 간행되는 일본을 보면서 자신이 일본에 남긴

글이 일본에서 누군가에게 비평받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진땀’이 난다고 토로

하였는데, 홍세태가 말한 ‘진땀’과 비슷한 감정을 1763년의 사행원들도 느꼈던 것

이다. 성대중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일본인의 시문 요청에 대응하느라 서둘러 적당

하게 시문을 준 후에 “무릇 알지 못하는 자에게 허풍을 쳤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102)라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이전의 사행원들에

게는 볼 수 없었던 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성대중이 느낀 불안감은 적중하였다. 계미통신사와 일본 문인들

의 수창시와 필담을 수록한 계단앵명(鷄壇嚶鳴)이라는 책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

은 말이 보인다.

조선사람의 시는 촌구석의 속된 노래로 모두 빨리 짓는 것을 재주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우리 선비의 시는 고아한 노래로 모두 정교함을 지극한 것으

로 여긴다. 그 우열은 따지지 않아도 저절로 분명할 것이다. 무릇 시가 정교하

지 않으면 비록 하루에 천 수를 짓는다고 할지언정 얻다 쓰겠는가? 어려운 일

이 아니다.103)

101) “加頂納懷, 如嬰兒之拜佛像, 豈復下長短哉? 然彼中文學非昔日之比, 安知無從傍竊笑者

耶?”(成大中, 書東槎軸後 , 槎上記 장57뒤; 홍학희 옮김, 142면)
102) “夫夸构不知者以爲能, 恥也.”(成大中, 書東槎軸後 , 槎上記, 장57뒤; 홍학희 옮김,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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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시타 우세키(松下烏石, 1699~1779)라는 사람이 이 서문을 썼는데, 그는 소라

이의 수제자 핫토리 난카쿠(服部南郭)의 제자이다.104) 앞서도 밝혔듯이 핫토리 난

카쿠는 조선 사절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 제자인 만큼 마츠시타 우세키

또한 사행원들의 시문을 혹평하였다. 제Ⅲ장 제1절 제2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술

관과 서기들은 일본인의 ‘기기괴괴’(奇奇怪怪)한 시에 수응하기 위해 하루 수 백명

의 일본 문인들의 시에 대해 수창해야 했고 때로는 숙소에 찾아오는 일본인들을

새벽까지 상대하였다. 마츠시타 우세키의 서문에는 이러한 사행원들의 사정을 고

려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은 ‘혼자 몰래 비웃는 자’가 있지 않을까하는 성

대중의 불안감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남옥은 “대개 오사카에서부터 만나 본 노인들은 모두 순후하고 고아한 뜻이 있

었으니 이로 보면 화이(華夷)가 다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105)라고 하여 순후하고

고아한 일본 문인의 모습을 보면서 화이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그는 일본인의 한문 구사 능력을 목도하면서 일본인의 시

문 요청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천하여 견문이 없는 자는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지만 만약 안목이

있는 자라면 시문은 구하되 서화는 거의 구하지 않는다. 물쌍백(物雙栢: 소라

이를 말함)과 같은 자는 우리나라 사람의 시를 거칠어서 족히 본받을 것이 없

다고 하여 비웃고는 와서 구하지 않았다. 이는 대개 그 수응한 것 가운데 거

칠고 조잡한 말들을 보고 한쪽으로만 몰아붙인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오랑캐

사람들에게 수응할 때는 마땅히 진지하게 해야지 급하게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106)

103) “韓人下里巴曲, 共以敏捷爲才, 我士陽春白雪, 各以精工爲至. 其優劣不論而自分焉. 凡詩

章苟不精工, 則雖一日千首, 奚以爲? 不爲難耳.”(鷄壇嚶鳴, 鷄壇嚶鳴序 1b~2a, 大阪府
立中之島圖書館 소장본)

104) 近藤春雄, 日本漢文學大事典(東京: 明治書院, 1985), 623면 ‘松下烏石’ 항목 참조.

105) “盖自大坂, 凡見耆老之人皆有淳古意, 此則不以華夷而有異也.”(南玉, 日觀記, 갑신년
2월 23일조; 김보경 옮김, 421면)

106) “然下賤無所見者偏求之, 若其有眼者, 求詩文而罕求書畫, 如物雙栢者, 以韓人之詩, 草率

不足法, 笑之而不來求. 盖見其酬應潦率之語, 而驅之於一科. 以此知應副蠻人, 宜認而不宜

銳也.”(南玉, 日觀記, 總記 , 書畫; 김보경 옮김, 584면) ‘認’은 ‘訒’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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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말하면서 일본인들과 수창할 때는 급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남옥도 소라이가 자신들의 시를 혹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남옥은 일본인들이 쓴 시가 엉망이어서 도저히 압운할 수 없다고 개탄하

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중에는 안목이 있는 일본인들도 있음을 알아채고 있

었다. 성대중과 남옥으로 하여금 일본 문인을 진지한 태도로 대하게 한 인물이 바

로 소라이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라이는 조선과 일본의 문학교류에 큰 영향

을 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옥은 이어서 일본에 교양 높은 문인들이 많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끝내 거칠

고 조잡한 시필(詩筆)과 적고 얕은 견식을 가지고 가벼이 필봉을 다투어서는 그들

의 마음과 눈을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107)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의 문교가 개

화됨에 따라 점차 아래로 여겼던 일본 문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깨

달기 시작하였다. 물론 전체적인 한문 능력으로는 조선이 월등하였다. 남옥은 귀국

한 후 열린 국왕과의 대화에서 “그 나라의 문장이 전과 비교하여 어떠하며, 우리

나라와 비교한다면 우열이 또한 어떠한가”라는 영조(英祖)의 질문에 대해 “이전

사행 때는 잘 알지 못하오나 문기(文氣)가 점점 열려서 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

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곧 중화와 오랑캐와 같은 차이가 있으니 우열

을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108) 이것이 남옥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옥이 보인 자기반성적인 자세는 시문교류를 담당

하는 제술관으로서의 진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또 한문에 능통한 일본인의 출현은 사행원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멸시적인 자세

를 바로잡아 예에 따라 교류해야 한다는 의식을 낳았다. 그것은 원중거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된다.

사신 일행이 저들의 지경(地境)에 들어가서 저들을 대할 때에는 신분의 귀

천을 막론하고 참으로 그에 걸맞은 예에 따라 대우해야 할 것이요, 거만하고

소홀하며 함부로 하는 모습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이 한

107) “終不可以鹵莽詩筆, 諛淺見識, 輕與爭鋒, 而折服其心眼也.”(南玉, 日觀記, 總記 , 書

畫; 김보경 옮김, 584~585면)
108) “問: ‘彼邦詞翰比前何如? 比我國優劣亦如何?’ 對: ‘以前行時未詳, 而文氣漸闢似勝於前

矣. 然若比我國, 則有華夷之別, 恐不當以優劣論.’”(南玉, 日觀記, 갑신년 7월 8일조; 김

보경 옮김,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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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다만 우리의 위엄 있는 거동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닌 것이니 만약에 저

들이 혹 성을 내어 꾸짖는 일이 생긴다면 그 모욕이 어떠하겠는가? (…) 우리

들은 스스로 다짐하고 서로 약속하면서 반드시 위의(威儀)를 가다듬고 스스로

엄숙히 삼가며 겸손하고 공경하여 예로써 사양하며 웃으며 말함으로써 그들을

움직이고자 한다.109)

원중거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1748년의 사행원 중에서 글씨를 잘하는 자가 일본

문인들 앞에서 아주 오만한 태도를 취해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런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융성하는 일본의 ‘문기’에 걸맞게 우리도

종래의 거만한 태도를 바로잡고 ‘겸손하고 공경하여 예로써 사양’해야 한다고 말했

다. 원중거는 “이번 행차에서 힘을 가장 최우선으로 쓴 것은 겸양(謙讓)이라는 두

글자였고 그 다음은 편안하고 고요하게 저들을 응대하는 것이었다.”110)라고도 서

술하였다.

유교적인 예(禮)의 정신으로 일본인들을 대하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일본은 이제

유교문화권으로 들어왔으니, 우리 또한 유교문화권에서 행해지는 행동규범을 일본

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별종으로 보지 않았

다. 그는 일본을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3) 동문세계에의 꿈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계미통신사 때 일본 문인들과 문학교류를 한 경험은 조선

문인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자신들의 멸시적인 자세를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그것은 일본 문인에

대한 정(情)의 형성이다.111) 일본인들과 정을 나눈 경험은 그들에 대한 감정적 유

109) “使行入彼境對彼人, 勿論貴賎, 固當隨宜禮待之, 不當加以慢忽褻狎之容. 如是不但喪我威

儀, 如或逢彼之怒罵則其所貽辱, 當如何. (…) 吾輩自礿相約, 必欲攝慎威儀莊敬自持謙恭禮

讓, 笑語以動盪之.”(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22일조; 김경숙 옮김, 579~580면)
110) “今行得力最在謙讓二字, 其次安靜而應彼.”(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

숙 옮김, 358면)

111) ‘정(情)의 형성’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 夫馬進, 1765年洪大容の燕行と1764年朝鮮通信

使: 兩者が體驗した中國ㆍ日本の 情 を中心に (夫馬進,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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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을 낳았으며, 그 유대의식이 동문세계에의 꿈으로 이어졌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가장 고조되는 순간은 작별할 때이다.

계미통신사 사행원들은 이별에 임하여 정성스럽게 절하여 인사를 하는 일본 문인

의 모습을 매우 인상깊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전대의 사행록에는 거의 발

견되지 않는다. 이별에 임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 양국의 교류는 깊었던 것이다. 계

미통신사가 전대의 사행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학교류가 외교사령적인

시문교류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드러낼 정도로 깊어진 것이다. 일본인과

정을 나눈 경험은 사행원들의 일본 인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사행원들은 아이노시마(藍島)에서 가메이 난메이와 깊이 교류하였는데, 아이노시

마에서 시모노세키로 가고자 배를 탔을 때의 일기에 남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

다.

가메이 로(龜井魯: 가메이 난메이를 말함)를 불러서 이별하는데 쓰시마인의

눈을 두려워해서 곧 일어나 여러 번 절하고 여러 번 구부리고는 단지 “평안”

(平安)이란 글자를 써서 그것을 두 손에 붙잡고 언덕에서 한참 동안 바라보며

屋: 名古屋出版會, 2015, 所收)에서 큰 시사를 받았다. 후마 스스무는 이 논문에서 홍대

용의 乾淨衕筆談과 원중거의 승사록을 대조하면서 중국인ㆍ일본인의 정에 대한 인

식과 조선인의 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논하였다. 그는 원중거의 승사록과 홍대용의

담헌연기(湛軒燕記)에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유사성이란 일본인과 중국인

이 모두 성실하고 솔직하며, 이별할 때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다. 후마 스스무는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의 ‘정’(情)을 표출하는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

면서 두 텍스트에서 이별의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핀 바 있다. 후마 스스

무는 중국ㆍ일본의 지식인이 ‘정’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였던 것에 비해 조선 지식인은

‘정’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조선 지식인이 정에 대

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원인은 주자학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그는 중국

지식인들의 ‘정’에 ‘감염’된 홍대용의 경험이 간정동회우록을 통해 북학파 지식인들에

게 수용되면서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 ‘유정인’(有情人)이 탄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후마 스스무의 연구는 ‘정’을 나눈 경험에 주목하여 홍대용의 연행록과 원중거의 사행록

을 대조하며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 문제를

주자학에 환원시켜 생각한 것이라든가 사행의 경험이 조선에 유입되어 ‘유정인’(有情人)

을 낳았다고 본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마 스스무는 원중거도 정을 절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서술하였으나, 필자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문화적 유대

의식이 한중 혹은 한일 지식인의 정서적 감정=정을 촉발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한

다는 점에서 후마 스스무와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계미년의 사행록에서 이별의 장면

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더욱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문화적 유대의식을 형성해나

가는 조선과 일본 지식인들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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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다가 돛이 안 보이게 된 후에야 그만두었다. 작은 오랑캐와 정에 매이니

이 또한 그리운 마음이 들게 하였다.112)

‘평안’이란 말을 쓴 종이를 손에 들고 배웅하였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행이 탈 없

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말로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의 의사를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로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란다고

전하는 것보다 ‘평안’이란 한자를 쓴 종이를 두 손에 붙잡고 한참 동안 서있는 모

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동문(同文)의 세계에서는 이

러한 표현방식이 가능하다. 단 두 한자로 표현한 가메이 난메이의 뜻은 분명히 남

옥의 마음을 흔들었다. ‘작은 오랑캐’[小蠻子]와 ‘정’(情)에 매어 ‘그리운 마음이 들

게 하였다’[使人作戀]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종류의 표현은 종

전의 사행록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다.

가메이 난메이는 소라이 학도로 사행원들과 필담도 나누었다.113) 그는 성대중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도(道)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는데, 성대중의 편

지를 논평하면서 “용연(龍淵: 성대중을 말한다)의 편지 두 통에서 조선 유자(儒者)

의 오활함을 족히 알 수 있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극에 달하여, 군자를 사물(死

物)로 만들고 만족할 뿐이다.”114)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조선 사절에 대한 가메

이 난메이의 자세는 표리부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가메이 난메이의

간절한 태도가 남옥을 감동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대립적인 입장

에 서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마주보고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이

다.

112) “龜井魯作別怕馬人, 卽起屢拜屢傴, 只寫平安字爲之摻其手, 在崖瞻望佇立, 直至帆匿而後

已. 小蠻子繫情, 其亦使人作戀.”(南玉, 日觀記, 계미년 12월 26일조; 김보경 옮김, 303

면)

113) 사행원과 가메이 난메이의 필담은 앙앙여향(泱泱餘響)이라는 필담집에 수록되어 있

다. 그는 특히 이언진과 흥미로운 필담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희병, 나는 골목

길 부처다: 이언진 평전, 돌베개, 2010, 34~46면 참조. 가메이 난메이의 생애와 학문 및

앙앙여향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호, 1763년 계미통신사와 일본 고학파 儒醫

龜井南冥의 만남: 조선인의 눈에 비친 江戶時代 思想界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
사학회, 2008) 참조.

114) “龍淵二編之書, 足以觀朝鮮儒流之汙矣. 腐朽之極, 以君子爲死物而足焉爾.”(泱泱餘響,
龜井南冥ㆍ昭陽全集 第一卷, 葦書房, 1978, 548면). 가메이 난메이의 이 논평에 대해서

는 이효원, 荻生徂徠와 통신사: 徂徠 조선관의 형성과 계승에 주목하여 (한국고전문학

회, 고전문학연구 제43집, 2013), 470면에서 검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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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원들은 에도에 머물었을 때 간텐쥬(韓天壽)와 다이라 에이(平英)라는 문인

과 수차례 필담을 나누었다. 그들과 이별할 때의 일기에 남옥은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다.

간텐쥬와 다이라 에이가 새벽에 이별을 고하는데 간텐쥬가 눈물을 줄줄 흘

렸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몇 번 되지 않아 여러 날 함께 다닌 정호(情好)가

없건만 우리가 그의 호고(好古)의 뜻을 어여삐 여긴 것에 특별히 감동해서 먼

곳으로부터 우중(雨中)에 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별하니 그 마음속이 비

고 순후하여 이욕(利欲)에 손상되지 않았음을 가히 알 수 있었다. 이 어찌 오

랑캐라고 해서 웃어버릴 수 있겠는가?115)

간텐쥬(韓天壽, 1727~1795)는 에도시대 이름이 높은 전각가(篆刻家)이다. 마한(馬

韓) 여장왕(余璋王)의 후손이라고 해서 성을 ‘한’으로 하였다.116) 새벽에 ‘먼 곳으로

부터 우중(雨中)에 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별’하는 간텐쥬의 모습을 보면서 남

옥은 그의 맑고 순수한 마음에 크게 흔들렸다. 일찍이 조선을 유린한 저 잔인한

‘만이’(蠻夷)가 이별에 임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사행원들에게는 경탄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찌 오랑캐라고 해서 웃어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일본인

에 대한 경멸적인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남옥은 오사카를 떠날 때의 일기에 기무라 겐카도, 지쿠죠 다이텐, 나와 로도 등

친하게 교유한 일본 문인들이 배웅하러 왔다고 하면서 작별하고 배를 탔을 때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두 사람, 그리고 아까 여섯 사람은 오랫동안 모랫 머리에서 눈동자를 돌리

지 않고 서 있다가 배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야 그만두었다. 말은

비록 통하지 않지만 수천 리를 동행하면서 네다섯 달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

으니 정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때 묻지 않은 것

도 알 수 있었다.117)

115) “韓天壽ˎ平英晨告別, 韓涕汪然下, 此子不過數面, 非有累日追隨之好, 而特感吾輩眷愛其
好古之意, 至於百舍泥雨, 灑泣爲別, 可見其心中虛順, 不傷於利欲也. 安可以蠻夷而笑之

也.”(南玉, 日觀記, 갑신년 3월 13일조; 김보경 옮김, 446면)
116) 國史大辭典 제3권, 883면의 ‘韓天壽’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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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르러 남옥은 일본인을 ‘이류’(異類)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게 된 것이다.

상대를 ‘정’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동류’(同類)로 본다는 것이다.

조선 사절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양국 간의 문학교류가 이루어졌다. 그 문학교

류가 서로의 ‘정’에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가장 깊어진 것은 계미통신사 때였다.

이별의 장면을 가장 상세히 기록한 사람은 원중거이다. 그가 일기체로 쓴 승사
록을 보면 도처에 이별 장면이 나온다. 사행원들은 육로로 금절하(金絶河)를 지나
하마마츠(濱松: 지금의 시즈오카 현靜岡縣)에 도착하여 말을 교대하였다. 이때 같

이 따라오던 마부(馬夫)들도 교대하였다. 원중거는 요도성(淀城)에서 하마마츠까지

사행원 옆에 따라오던 마부들과 이별할 때의 일기에 “내 말을 잡았던 마부는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헤어짐을 고하였다. 각 처소마다 고별하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고 한다.”118)라고 서술하였다. 이

처럼 원중거는 헤어질 때 그때까지 사행원들 옆에서 말을 잡았던 마부들이 슬퍼하

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또 그는 교토를 떠나 오사카를 가기 위해 배를 탔을 때의 일기에 이별을 고하는

마졸(馬卒)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뒤에 남는 마졸들이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는데 금절하(金絶河)에서와 같은

형상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각각 악수를 하며 이별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

은 차고 있던 칼이나 부채를 그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또 미리 행중(行中)에

글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 내어 주었다. 살펴보니 저들은 정(情)의 근본이 얕아

마치 부녀자와 같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진실된 마음을 저들에게 보내

어 진실로 백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듯이 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심

함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119)

117) “二人與向六人延竚沙頭, 目不轉晴, 直至帆影不見而後已. 雖不能通語言, 數千里同行, 四

五朔酬話, 情不得不深, 而亦見其心無所染也.”(南玉, 日觀記, 갑신년 5월 6일조; 김보경

옮김, 496면)

118) “把余馬夫, 曲躬點頭而告別. 各所之告別者, 皆怊悵, 或至淚下云.”(元重擧, 乘槎錄, 갑
신년 2월 6일조; 김경숙 옮김, 284면)

119) “落後馬卒之告別於我人, 又與金絶河一般. 我人又各握手與別, 或至解所佩刀扇與之, 又預
求書於行中, 出而與之. 觀彼人則情根本淺如婦人女子, 我人則間有實心輸彼, 眞若百年不忘

者, 我人儘覺虛懷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4월 4일조; 김경숙 옮김,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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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들과 이별할 때 사절들 중에는 소지하고 있던 칼이나 부채를 주는 사람도

있고 글을 써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 사절들은 ‘백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듯이’ 진실된 마음을 일본인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처럼 원중거는 마부들과 이별

인사를 나눈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작별의 정황은 다른 사행원들에게는 별

감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원중거와 더불어 사행에 참여한 조

엄, 성대중, 남옥이 남긴 사행록에는 이러한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원중거의

승사록에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사행원들에게는 별다른 관심

을 끌지 못하였던 광경이 원중거의 눈에는 중요하게 비친 것이다. 이를 보아도 원

중거가 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 문인들과의 이별 장면은 승사록에 더욱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침에 간텐쥬(韓天壽)가 이별하고자 할 때 울음을 삼키느라 말을 하지 못

했다. 가마가 오는 것을 보고는 또 오열하며 몇 번이나 소리를 내며 울려고

하였다. 정을 붙인 것이 심함이 가히 이상하였는데 대개 그는 백제의 후예라

고 하였다.120)

간텐쥬가 이별에 임하여 심하게 오열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더니, 그는 백

제의 후예였다고 한다.121) 원중거는 남옥보다 상세하게 이별에 임할 때 오열하는

간텐쥬를 묘사하였다.

원중거는 오사카를 떠날 때의 일을 자세히 일기에 기록하였다. 그는 숙소까지

찾아와 울면서 이별 인사를 하는 일본 유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기록하였다.122)

사행원들이 숙소를 떠나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가는 길에 깊이 교류했던 기무라

겐카도, 호소아이 한사이, 지쿠죠 다이텐 등이 길옆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조선

사절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구경하는 일본인들 앞에는 죽란(竹欄)이 설

120) “朝韓天壽欲別, 飮泣不成聲, 見乘轎又嗚咽, 幾欲放聲. 可怪着情之已甚矣, 盖是百濟後人

云.”(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3일조; 김경숙 옮김, 385면)
121) 夫馬進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원중거가 오열하는 일본인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것

은 그가 ‘정’을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夫馬進, 앞의 책, 349

면). 그런데 夫馬進은 ‘그는 백제의 후예였다고 한다.’라는 말을 놓쳤다. 간텐쥬는 자신

이 백제의 후예였기 때문에 원중거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오열한 것이다.

122) 乘槎錄 갑신년 5월 6일조; 김경숙 옮김,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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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어 일본 문인들은 그것을 넘을 수 없었다. 원중거들은 말에서 내려 그들

에게 다가서서 죽란을 끼고 서로 손잡고 이별 인사를 하였다. 원중거는 그들의 모

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세슈쿠(겐카도를 말함)는 당황하며 어찌 할 바를 몰라 했다. 고리(合離: 호

소아이 한사이)는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가슴을 어루만졌는데 하늘

과 땅 사이에서 이 마음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는 오열을 하였는데 눈물이 얼굴을 뒤덮었다. 지쿠죠는 우두커니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어 눈물이 아래로 흘러 옷깃을 적시었으니 모습과 행동이 가

관(可觀)이었다.123)

역대 사행록 중에서 원중거의 이 글만큼 눈물을 흘리는 일본인을 생생하게 묘사

한 대목은 없다. 겐카도, 호소아이 한사이, 지쿠죠 다이텐은 모두 오사카에 있는

겐카도의 모임에서 활동하는 일본 문인들이다. 오열하는 호소아이 한사이, 소리없

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지쿠죠 다이텐의 모습을 매우 상세히 묘사하였다.

또 나와 로도에게 이별의 편지를 받아 배를 탄 원중거는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열어 보니 이별의 말이 간절하고 슬퍼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싶도록 하

였다.”124)라고 기록하였고 이별 인사를 하는 도미노 요시타네를 보면서 “츠우다츠

(仲達: 도미노 요시타네를 말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려 몹시도 사람으로 하여금

정을 움직이게 하였다.”125)라고 기록하였다.

역대 사행록 중에서 이처럼 이별의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사례는 없다. 일찍

이 신유한이 눈물을 흘려 이별의 인사를 하는 아메노모리 호슈를 묘사하였다. 그

런데 신유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문장을 한다고 핑계하면서도 마음속에

는 창과 칼을 품고 있다”라고 하여 그가 우는 것은 쓰시마의 문서관리담당자로 일

생을 마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혀 동정의 뜻을 보

이지 않았다.126) 이와 달리 원중거는 배웅하러 온 겐카도를 비롯한 일본 문인들의

123) “世肅惶駭莫知所爲, 合離指天指地而拊心, 似道此天地之間此心不可化也, 咽鳴咽淚被面.

竺常脉脉無聲, 泫然涕下沾襟, 容止盖可觀.”(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5월 6일조; 김경숙

옮김, 466면) 이 글은 夫馬進(앞의 책, 344면)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124) “開見告別書, 別語恳惻, 令人欲淚.”(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5월 6일조; 김경숙 옮김,

467면)

125) “達之無言淚下, 極令人情動.”(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5월 6일조; 김경숙 옮김,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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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뒤에 창과 칼이 숨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일본 문인들

의 눈물은 진정으로 원중거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다.

이별의 대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중거는 일본 문인들과 이별한 후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귀국 길에 쓰시마에 도착한

원중거는 일본에서 교류한 문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정암(以酊菴)의 중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배 안에서 지쿠죠 다이텐의 이별 편지를 보면서 다음

과 같이 서술하였다.

지쿠죠의 편지는 뜻이 은근했고 말도 또한 부드러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

이 슬프도록 하였다. 누가 왜국(倭國)에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가. 바로

배 안의 방에 돌아와 등불을 켜고 답서를 썼고 전지(箋紙)를 취해 “초중선자

(蕉中禪子: 지쿠죠 다이텐을 말함)는 공문(空門: 불교)의 백낙천(白樂天)이고,

나와 고쿄(那波孝卿: 나와 로도)는 국외(局外)의 자산(子産)이고, 다키 야하치

는 해외의 화인(華人)이며, 오카다 기세이(岡田宜生)는 청국(蜻國: 일본)의 당

시(唐詩)입니다. 내가 바다 건너에서 이 네 사람을 얻었을 뿐입니다.”라고 썼

다.127)

또 원중거는 쓰시마를 떠난 후 배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

다.

에도의 명류(名流)들이 시나가와(品川: 에도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눈물을 뿌리고 나니와(浪華: 오사카)의 재사(才士)들이 찻집에서 울음을 삼키

던 일과 같은 것은 아직도 생각할수록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 조각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인 나와 시소, 하는 말마다 이치에 맞던 지쿠죠, 신중하고 중후

하며 겉으로 꾸밈이 없던 다키 죠가이(瀧長愷: 다키 가쿠다이), 가지런히 속마

126) “外托文辭, 內蓄戈劍”(申維翰, 海遊錄 下, 기해년 12월 2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Ⅱ,
19면); 졸고, 조선후기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한 지식의 축적 (국문학회, 
국문학연구 제30호, 2014), 161면.

127) “意旣慇懃語亦宛轉, 令人情悵, 誰謂倭國無好人也. 卽面坐船房, 索燈修答書, 且取一箋書

之曰: ‘焦中禪子空門之樂天也, 那波孝卿局外之子産也, 瀧彌八海外之華人也, 岡田宜生蜻國

之唐詩也. 余於海中得四人焉已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8일조; 김경숙 옮김,

558면) 이 글은 夫馬進(앞의 책, 342면)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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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다 보여주었던 가메이 로. 비록 그 사람됨은 고인(古人)에 미치지 못하지

만 그들의 사업으로 말한다면 거의 안영(晏嬰)이나 숙향(叔向)128)과 같은 유풍

이 남아 있었으니 어떻게 무정(無情)할 수 있겠는가.

아쿠타 모토수미(芥元澄)는 나의 한 마디 말에 자기를 굽히고 가르침을 청

하였으며, 곤도 아츠시(近藤篤)는 나의 말없음에 마음을 기울여 감복하였다.

그 사람들의 바탕과 성품이 또 어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생각하니 때때로 눈앞에 삼삼하다.129)

그토록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논적(論敵) 다키 가쿠다이를 ‘해외의 화인’(華人)으

로 부르고 ‘신중하고 중후하며 겉으로 꾸밈이 없던’ 사람으로 기록한 점이 주목된

다. 양자는 논쟁을 벌여도 결코 서로 간에 증오심을 가지지 않았다. 서로 마음을

열고 예의를 지킨 위에서 이루어진 인간적 소통은 사상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다.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찍이 이육(李陸)은 “문이 똑같으면 마음 또한 똑같

다”(文同而心亦同)라고 하였다. 원중거는 이육의 말을 실제로 일본에서 경험하였

다. 조선에 돌아오는 배 안에서 지쿠죠 다이텐에게 정이 담긴 편지를 쓰는 원중거

의 모습에서, 또 일본에서 교류한 문인들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어떻게 무

정(無情)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하는 원중거의 모습에서, 문학을 통해 마음을 같

이 할 수 있었음을 직접 경험한 자의 애석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과의 정 깊은 교류는 원중거의 일본인식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또한 저들 나라 내지(內地)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착하며 자애롭고

진실되어 부인과 여자의 어짊이 있으니, 우리가 만약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128) 안영(晏嬰)이나 숙향(叔向): 안영은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이름이 높은 재상이다. 질

소검약(質素儉約)에 힘써 인망이 높은 정치가로 유명하다. 숙향은 춘추시대 진(晉)나라

의 정치가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하다.

129) “江戶名流徒之揮淚於品川, 浪華才士輩之吞聲於茶肆, 尙令人念之悄悵. 若夫師曾之片片

赤心, 竺常之言言理致, 瀧長凱之謹厚無外餙, 龜井魯之整竭輸中情, 雖其作人不及古人, 以

言其事則殆晏嬰叔向之遺風. 吾安得無情乎哉? 芥元澄以我一言, 而折節求敎, 近藤篤以我無

言, 而輸心傾倒, 其人姿性又豈可易得者耶. 隔海相思時或森然於眼中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22일조; 김경숙 옮김, 581~582면) 이 글은 夫馬進(앞의 책, 343면)에서도 인

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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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고 정성스럽고 화목하게 하고, 교만하며 꾸미는 뜻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다면, 저들은 모두 본심을 보여줄 것이며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을 토로할 것

이다.130)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일본인들을 대하면 그들도 ‘본심’[赤心]을 다할 것

이라는 말은 일본인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의식이 형성된 것을 말해준다. 원중거는

분명히 일본인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일찍이 우리나라를 침

략하던 잔인하고 호전적인 저 일본인이 이제 우리들과 같은 문자를 구사하면서 소

통하기를 열망한다. 이별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이러한 마음의 교류는

공통의 문자를 통한 소통이 가능케 한 것이다. 적어도 쓰시마를 떠나 조선으로 돌

아오는 원중거의 마음속에는 동아시아 동문세계로의 의지가 싹트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중거가 꿈꾸던 동문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앞서도 밝혔지만 그것은 동아시아

나라들이 ‘도’(道)를 공유한 세계이다.

저 나라가 바다 만 리에 둘러싸여 만 년이 된 나라인데 처음에는 인의예악

(仁義禮樂)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신라와 백제와 통함에 이르러서야

문자가 비로소 행해지게 되었고 포은(圃隱: 정몽주를 말함) 이후로 여러 명유

(名儒)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니 그들이 의관과 문물의 아름다움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사모함이 있어도 능히 배우지 못하였다. 이제 나가

사키에 서적이 날로 생기고 나라 안의 문화가 바야흐로 흥하는 형세가 있음을

보니 만약 능히 그 형세로 인하여 예속(禮俗)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간다면, 저

들의 자세히 물을 줄도 알고 명민하기도 한 바탕과 성품이 또한 아주 달라져

지극히 바른 기틀로 이르지 않으리라고 어찌 알겠는가? 저들이 만약 예의를

알고 염치를 알아 도리(道理)로 일을 처리한다면 또한 하나의 군자 나라가 될

것이며 교제하는 의(義)도 따라서 절로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를 일

으켜 대중을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변방에 놀랄 일이 없어질 것이며

바다의 파도도 드날리지 않을 것이다.131)

130) “又彼國內地之人大抵多柔善慈諒, 有婦人女子之仁, 我若與之誠心款洽, 絶不示矯餙之意,

則彼皆輸盡赤心, 吐出誠慤.”(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경숙 옮김, 536면)
131) “其環海萬里萬年之國初不知仁義禮樂之爲何物, 及夫羅濟通而文字始行, 圃隱以後諸名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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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백제와 소통하면서 문자, 즉 한자를 수용했고, 이후 조선 유학자를 통해

‘의관과 문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은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의 서적을

수입하면서 문화가 개화하였다는 서술이 보인다. 원중거는 유교문화를 수용하면서

일본이 문명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일본 문화의 기저(基底)에 유교문화에

대한 ‘사모’가 있다고 보았다. 즉 유교문화 수용의 소지가 일본 내부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예의염치’를 아는 ‘군자’의 나라가 되면 조선과 중국

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국경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위험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동문세계의 도래를 꿈꾸는 원중거의 사상은 임진왜란의 기억에서 비

롯된다. 그는 화국지에서 자주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말을 썼다.132) 그는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면서 임진왜란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조선 침략 때의 군대편

성, 군대의 규모, 장관(長官)들의 이름, 히데요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전쟁의 준비

를 하였는지, 누구의 부대가 언제 조선에 상륙하여 어디서 몇 명을 죽였는지 등

임진왜란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후 “아! 내가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한 것

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이는 와신상담의 남은 뜻에서 나온 것이니 보는

자는 마땅히 이 점을 살펴야 할 것이다.”133)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의 문학, 사상,

풍속, 사회제도 등을 철저히 연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투철하

게 분석한 원중거의 자세에는 이러한 와신상담의 정신이 깔려 있었다. 일본에 보

복하고 싶어도 보복은 이미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임진왜란과 같은

참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원중거의 사상적

과제였다. 원중거는 일본을 유교문화권으로 포섭하는 것, 동아시아 세계의 윤리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 일본의 재침략을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책이라고 본 것이

다.134)

而盖知有衣冠文物之美, 然心雖有慕而未能學焉. 見今長碕之書日至, 國中文化有方興之勢,

若能因其勢, 而進之於禮俗之美, 則以彼人請詳明敏之姿性, 亦安知無一變至齊之機耶? 彼若

知禮義, 識廉恥, 處事以道理, 則亦一君子之國, 而交際之義隨而自明, 不待興師動衆, 而邉障
無警, 海波不揚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경숙 옮김, 530면)

132) 화국지에 보이는 ‘와신상담’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다(박재

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16~219면).

133) “噫, 愚必欲記之者, 乃所以不欲忘之也. 此出於薪膽之餘意也, 覽者宜察之.”(元重擧, 和
國志 권1, 壬辰入寇時賊情 , 153~154면; 박재금 옮김,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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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본을 다녀온 원중거는 일본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

(道)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직독법으로 한문을 읽는 일본인들, 화목하

게 시를 수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선 사절들을 대하는 일본인들,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는 일본인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원중거는 동아시아 동문세

계가 형성되기를 꿈꾼 것이다.

성행하는 일본의 문교를 목도한 사행원들의 경험은 조선 국내 지식인에게도 수

용되었다. 계미년 통신사들의 일본 경험을 수용한 조선 문인은 유득공, 박제가, 이

덕무, 홍대용이다. 조선후기 동문의식의 형성은 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135)

유득공은 일동시선서 에서 일본인이 쓴 시에 대해 “그 시가 훌륭한 것은 삼당

(三唐)에 비길 만하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왕ㆍ이(王李: 왕세정과 이반룡)와 맞먹

을 만하여 오랑캐들의 조잡한 소리를 일신시켰으므로 칭찬할 점이 많다.”136)라고

평가하였다. 유득공의 눈으로 봐도 그 당시 일본 문인들의 시는 동아시아에서 인

정받을 만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만력(萬曆) 연간에는 침략을 일삼더니 임진년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내쫓기고 거절당해서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문화가 캄캄하

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변 나라들의 시를 편찬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안남ㆍ점성(占城)의 아래에 두게 되었고, 끝내 스스로 떨칠 수가 없었다.

요즈음 들으니 나가사키에서 배가 항주(杭州)ㆍ절강(浙江)으로 왕래하고 나

라 사람들도 점점 서적을 간직할 줄 알며 글씨와 그림을 배워 거의 볼 만하게

134) 원중거가 일본의 문풍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망하였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박재금, 원중거의 일본체험, 그 의의와 한계: 화국지를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09, 186~187면; 이홍식, 1763 계미통신사행과
한일 관계의 변화 탐색: 충돌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 문화연구 49권, 한
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06면).

135) 유득공을 비롯해 그 당시 개명한 사상을 가진 조선 문인들이 계미통신사를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일본 문인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신로사, 원중거의 화국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4, 91~97면; 高
橋博已, 洪大容과 李德懋의 프리즘을 통해 본 일본의 文雅: 동아시아 학예공화국으로

의 助走 , 金城學院大學論集 人文科學編 제7권 제2호, 2011; 이홍식, 1763년 계미통

신사의 일본 문화 인식: 현천 원중거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제41집, 온지학회, 2014,
185~188면).

136) “其詩高者摸擬三唐, 下者翺翔王李, 一洗侏離之音, 有足多者.”(柳得恭, 泠齋集 卷之七,
日東詩選序 , 한국문집총간 260, 111면; 김윤조 옮김,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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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간다 한다.137)

일찍이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은 유교문화권에서 빈척(擯斥)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했는데, 요즘 일본은 나가사키에서 활발하게 중국 서적을 수입하면서

점차 문교가 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중거의 기록에 의거한 말인데, 일본

이 점차 유교문화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는 담론은 원중거를 통해 조선에 유

통된 것이다.

일본의 문풍에 대한 지식은 조선 문인의 문학세계에 변화를 일으켰다. 만난 적

도 없는 일본 문인의 모습을 자신의 상상세계에 그려낸 사람이 박제가이다. 그가

지은 장난삼아 왕어양의 세모회인시(歲暮懷人詩) 60수를 본떠 짓다 [戱倣王漁洋

歲暮懷人六十首]에는 이덕무, 박지원, 이서구, 홍대용, 원중거 등 그와 절친하게 지

낸 조선 문인들을 읊은 시만이 아니라 원중거와 교류한 다키 가쿠다이, 지쿠죠 다

이텐, 이묘 슈케이(維明周奎), 기무라 겐카도, 오카다 형제를 읊은 시도 수록되어

있다. 박제가는 시 첫 부분에 “나는 백 가지 중에 하나도 능한 것이 없지만, 어진

사대부와 함께 노닐기를 즐긴다. 이들과 친해지면 또 하루 종일 마음을 쏟아 그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가할 날이 없다고 웃곤 한다.”138)라고 서술하였

다.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 그가 ‘어진 사대부’ 중에 일본 문인들을 포함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원중거 등이 전한 일본 문인들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시를 지었던 것이다. 가장 주목을 요하는 점은 박제가가 원중거와 논쟁을 벌였던

다키 가쿠다이에 대해 시를 썼다는 사실이다.

2월이라 부상(榑桑) 땅에 조선 배가 정박하니

열 길 높이 고운 매화 해맑게 보이누나.

이토(伊藤)의 동자문(童子問)에 대한 강의를 마쳤거늘
이학(理學)을 조선에 양보한 적이 없네.

137) “萬曆間侵冦爲業, 遂有壬辰之役. 以此之故, 輒爲中國所擯絶不與通, 文物因之晼晩. 編次

屬國詩者, 置之安南ˎ占城之下, 訖不能自奮. 比聞長碕海舶往來杭浙, 國人稍解藏書, 學爲書
畵, 庶幾彬彬焉.”(柳得恭, 泠齋集 卷之七, 日東詩選序 , 한국문집총간 260, 111~112면;
김윤조 옮김, 235~236면)

138) “余百無一能, 樂與賢士大夫遊, 旣與之交好, 又終日亹亹不能已也. 人頗笑其無閒日焉.”(柳

得恭, 貞㽔閣集, 戱倣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 , 한국문집총간 261권 469면; 정민, 이승

수, 박수밀 외 옮김, 정유각집 상, 돌베개, 2010,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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榑桑二月泊韓船, 淸見梅花十丈姸.

講罷伊藤童子問, 何曾理學讓朝鮮.139)

동자문은 이토 진사이(伊藤仁齋)가 엮은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한 책으로

주자학을 비판한 부분이 도처에 보인다. 박제가는 이토 진사이나 오규 소라이가

주자학에 대해 비판적인 유학자임을 원중거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다

키 가쿠다이가 조선 사절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키 가쿠다이는 이토 진사이의 문하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긴 하

지만, 조선 문인에게 양보하지 않는 자부심이 강한 이학자(理學者)가 있다는 사실

이 박제가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후기 지식인이 일본 문

인을 소재로 한 시를 읊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과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

다는 의식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선후기 일본에 대한 동문

의식의 형성은 원중거를 매개로 점차 조선 국내로 퍼져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문풍에 관심을 보인 또 하나의 문인이 이덕무이다. 그는 일본의 다카노

란테이(高野蘭亭, 1704~1757)라는 맹인 시인에 대해 논한 글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다카노 란테이를 말함)가 슈난(周南) 다키 야하치(瀧彌八)를 전송한 시가

있는데, 야하치의 이름은 죠가이(長凱)로 역시 소라이의 고제자(高弟子)이다.

계미년에 원현천(元玄川: 원중거를 말함)이 일본에 갔을 적에 야하치와 필담을

하고서 박학하고 근후(謹厚)하며 풍채(風彩)와 위의(威儀)도 볼 만하다고 칭찬

하였는데, 란테이의 시와 묘지(墓誌)를 읽어 보매 문풍이 크게 떨쳤음을 알 수

있다. 실명(失明)하고서도 시에 능하였으니 해외의 당중언(唐仲言)이라 하겠

다.140)

다카노 란테이는 오규 소라이에게 배웠으며 17세 때 실명하였다. 이후 시 창작

139) 柳得恭, 貞㽔閣集, 戱倣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 , 한국문집총간 261권 473면; 정민,

이승수, 박수밀 외 옮김, 정유각집 상, 돌베개, 2010, 259면.
140) “有送周南瀧彌八詩, 彌八名長凱, 徂徠之高弟也. 癸未歲, 元玄川之入日本也, 與彌八筆談,

甞稱博學謹厚, 風儀可觀云. 讀蘭亭詩及墓誌, 可知文風之大振, 失明而能詩, 海外之唐仲言

也.”(李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二, 淸脾錄, 日本蘭亭集 , 한국문집총간 258권 7면;

국역 청장관전서 7권,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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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념하여 시경 이하 당ㆍ명나라 시대의 시를 암송하여 핫토리 난카쿠와 병칭
되었다.141) 이덕무는 다카노 란테이의 시집을 보다가 ‘다키 야하치’라는 이름을 찾

았다고 하면서 다키 야하치가 일본에서 원중거와 필담을 나눈 다키 죠가이, 즉 다

키 가쿠다이임을 지적하였다. 이덕무는 다키 가쿠다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원중거

에게 직접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도 원중거가 다키 가쿠다이에

대해 주변 문인들에게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덕무에 의하면 원중거는 다

키 가쿠다이를 ‘박학하고 근후(謹厚)하며 풍채(風彩)와 위의(威儀)도 볼 만하다.’라

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원중거는 조선에 돌아온 후 다키 가쿠다이를 엉뚱한 학설

을 펼치는 문인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문인으로 소개하였던 듯하다.

이덕무는 기무라 겐카도가 만든 시사(詩社) 및 겐카도가 성대중에게 선물한 아

집도 (雅集圖)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겐카도가 오사카에서 술을 팔아 큰

돈을 벌고는 날마다 손님을 불러 술과 시를 즐기며, 1만여 권에 이르는 책을 소장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집도 의 그림 및 그림에 부기(附記)된 여러 문인들의

시가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142) 이어서 그는 지쿠죠 다이텐이 아집도 에

쓴 서문을 인용하였데, 서문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겐카도에 모이게 된 것은 문(文)이 같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각각 뜻이

다르고 도(道)가 혹 같지 않은데도 서로 즐기며 우유자적(優遊自適)한 것은 어

찌 문만 같은 때문이겠는가! 다른 것은 서로 어그러지기 쉬우나 세슈쿠(世肅:

기무라 겐카도를 말함)가 화(和)로써 조화시키고, 같은 것은 뇌동(雷同)하기

쉬우나 세슈쿠가 예(禮)로써 정제(整齊)하니, 이것이 겐카도에서 아집(雅集)하

게 된 까닭이다. 세슈쿠는 예가 있고 또 온화(溫和)하였기 때문에 문유(文儒)

ㆍ운사(韻士)와 교제를 맺어, 일향(一鄕)이나 일국(一國)으로부터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겐카도 위에서 이 사람을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으니 세슈쿠의 교

141) 近藤春雄, 日本漢文學大事典(東京: 明治書院, 1985), 386면 ‘高野蘭亭’ 항목 참조.

142) “木弘恭字世肅, 日本大坂賈人也. 家住浪華江上, 賣酒致富, 日招佳客, 賦詩酌酒, 購書三

萬卷, 一歲賓客之費數千金. 自筑縣, 至江戶數千餘里, 士無賢不肖, 皆稱世肅. 又附商舶, 

得中國士子詩數篇, 以揭其壁, 築蒹葭堂於浪華江. 菼花荻葉, 蒼然而靡, 瑟然而鳴, 檣篷烟

雨, 極望無際, 與笁常ˎ凈王ˎ合離ˎ福尙脩ˎ葛張ˎ罡元鳳ˎ片猷之徒, 作雅集於堂上. 歲甲申, 成龍

淵大中之入日本也. 請世肅, 作雅集圖, 世肅手寫橫綃, 爲一軸. 諸君皆記詩于軸尾, 書與畫, 

皆蕭閒逸品.”(李德懋, 靑莊館全書 32권, 淸脾錄 蒹葭堂 , 한국문집총간 258, 9~10
면; 국역 청장관전서 7권,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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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과연 넓다고 이를 만하다. 지금 마침 조선의 제공(諸公)이 동(東)에 이르

자 세슈쿠가 폐백(幣帛)을 가지고 숙소로 찾아가서 제공을 뵈니 제공도 세슈

쿠를 마치 옛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143)

뜻과 도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 ‘화’와 ‘예’로 대하여 사해의 선비들에게 칭송받는

겐카도라는 인물은 조선에서 온 손님들과도 친구처럼 교제했다. 일본에 이러한 문

인이 있다는 사실은 이덕무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지쿠죠 다이텐은 이어서 성대중이 아집도 를 구하였기 때문에 겐카도와 그의

벗들이 “가지고 돌아가서 만리 밖에 있는 우리들을 보듯 하여 주시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는 “아, 성공(成公: 성대중)의 마음과 겐카도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찌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세슈쿠의 교제가 일향 일국으로부터 사해에까지 이른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문(文)은 도(道)가 아닌데도 성공(成公)이 세슈

쿠와 똑같이 보아주었으니, 이역만리(異域萬里) 밖의 사람과 교유하게 된 감동이

마음속에만 쌓아 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 이 겸가아집도 (蒹葭雅集

圖) 뒤에 서문을 쓴다.”라고 끝을 맺었다.144)

이처럼 지쿠죠는 ‘만리 밖에 있는 우리’를 보듯 해달라고 하면서 아집도 를 성

대중에게 주었다. 지쿠죠는 ‘일향 일국’을 넘어 ‘사해’의 사람이 겐카도에 모여 교

유한다고 하면서 ‘이역만리’의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드러냈다. 국경을 초

월한 문학교류가 겐카도의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쿠죠 다이텐의 서문을 인용한 다음, 이덕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

였다.

아, 조선의 풍속은 협루(狹陋)하여 기휘(忌諱)하는 것이 많다. 문명의 교화

143) “蒹葭之集, 以文同也. 而其人各異志, 其道或不同, 其能使洽然樂, 怡然適者, 豈徒以文而

已哉. 蓋異者易畔也. 世肅能諧之以和, 同者易流也. 世肅能齊之以禮, 此蒹葭之所以集也. 世

肅旣禮且和, 以故締綴文儒韻士, 一鄕一國, 以至於四海, 無不揄揚伊人於蒹葭之上焉, 世肅

之交, 不亦富乎. 乃今會朝鮮諸公之東至也, 如世肅者, 皆執謁館中諸公, 則悅世肅如舊相

識.”(李德懋, 靑莊館全書 32권, 淸脾錄 蒹葭堂 , 한국문집총간 258, 10면; 국역 청

장관전서 7권, 28면)
144) “齎歸以爲萬里顔面云爾. 嗚呼, 成公之心與夫置身蒹葭之堂者, 豈有異哉, 則世肅之交, 一

鄕一國, 以至四海, 固矣夫! (…) 余也文非其道, 然亦辱成公之視, 猶世肅也. 其感於異域萬

里之交, 不能無欝乎內而著乎外也. 作蒹葭雅集圖後序.”(李德懋, 蒹葭堂 淸脾錄 靑莊
館全書 32권 한국문집총간 258, 9면; 국역 청장관전서 7권,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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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化)는 오래되었으나 도리어 풍류문아(風流文雅)는 일본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스스로 잘난 체하여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니 나는 이를 매우 슬퍼한

다. 원현천(元玄川: 원중거를 말함)이, “일본에는 총명하고 영수(英秀)한 사람

들이 많아 진정을 토로하고 심금(心襟)을 비춰 보인다. 시문과 필담도 모두 귀

히 여길 만하고 버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여겨 무

시하고 언뜻 보고 나무라며 헐뜯기를 좋아한다.”라고 한 말이 참으로 옳은 말

이다. 나는 이 말에 느낀 바 있어, 이국(異國)의 문자를 보게 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마치 마음이 맞는 친구의 글을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145)

이덕무는 일본 문인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신의 기존관점을 수정하였다. 문명이

없는 오랑캐로 여겼던 일본에 문교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조선 문인들

의 사고에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협루(狹陋)하고 기휘(忌諱)하는 것이 많은’

조선 및 ‘스스로 잘난 체하여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우리나라 문인’이라는 비판

적 인식은 ‘일본’이라는 타자 없이는 획득할 수 없는 인식이다. 마찬가지로 ‘오랑캐

라고 여겨 무시하고 언뜻 보고 나무라며 헐뜯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원중거의 비판적 인식도 그의 일본 경험없이는 도달하지 못했을 인식이다. 그리고

일본의 문교를 직접 견문하여 문교에 힘쓰는 일본인들을 순순히 인정한 원중거의

자세도 150여년 이상 이어져온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의 소산이다. 이러한 사행

을 통해 얻어진 일본 경험의 축적이 마침내 ‘이국의 문자’를 ‘마치 마음이 맞는 친

구의 글을 보는 것처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덕무의 감수성을 낳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대용과 원중거의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홍대용은 일동

조아발 에서 다키 가쿠다이, 지쿠죠 다이텐, 나와 로도 등 일본 문인들의 이름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45) “嗟呼, 朝鮮之俗狹陋而多忌諱, 文明之化, 可謂久矣. 而風流文雅, 反遜於日本. 無挾自驕,

凌侮異國, 余甚悲之, 善乎. 元玄川之言曰: ‘日本之人, 故多聦明英秀, 傾倒心肝, 烱照襟懷,

詩文筆語, 皆可貴而不可棄也. 我國之人, 夷而忽之, 每驟看而好訛毁.’ 余甞有感於斯言, 而

得異國之文字, 未甞不拳拳愛之, 不啻如朋友之會心者焉.”(李德懋, 靑莊館全書 32권, 淸
脾錄, 蒹葭堂 , 한국문집총간 258, 10면; 국역 청장관전서 제7권,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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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제ㆍ노(齊魯)와 강좌(江左)의 사이에서 구한다 하더라도

또한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제인(諸人)은 꼭 가장 뛰어난 사람

은 아니니, 그 나머지를 족히 상상할 수 있다. 어찌 좌해(左海)에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해서 깔볼 수 있겠는가?146)

그 당시 조선 지식인에게는 한 나라에 시문을 잘 쓰는 문인이 얼마나 있는지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판단하는 제일 큰 평가기준이었다. 홍대용의 이 말은 조선

과 중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큼의 시를 쓸 줄 아는 문인이 일본에 생겨나고 있었음

을 말해준다. 또 홍대용은 오규 소라이와 이토 진사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147)

그러나 저 이ㆍ물(伊物: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를 말함)의 학술은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요체만은 몸을 닦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었으니,

이들도 또한 성인의 무리인 것이다. 그 학술대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가하지

않겠는가? (…) 현옹(玄翁: 원중거를 말함)의 학설인, “정학(正學)을 밝히고 사

설(邪說)을 없앤다.”라는 것은 급선무라고는 할 수 없다.148)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를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원중거에 대해 홍대용은 반

대로 그들 또한 ‘성인의 무리’라고 하면서 ‘정학’(正學)과 ‘사설’(邪說)을 따지는 것

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홍대용이 원중거에게 보낸 시에도 나타나 있다. 귀향하는 원중거

에게 보낸 홍대용의 시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이토(伊藤)는 이미 봉황처럼 떨치고

소라이 또한 큰 선비네.

사해는 모두 하늘이 낸 백성이니

146) “卽無論我邦, 求之齊魯江左間, 亦未易得也. 况諸人者未必爲極選, 則其餘足可想也, 寧可
以左海絶域而少之乎.”( 洪大容, 湛軒書 內集卷三, 日東藻雅跋 , 한국문집총간 248, 74

면; 국역 담헌서Ⅰ, 내집 권3. 378면)
147) 홍대용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박희병,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 94~95면 참조.
148) “然彼伊物之學雖未詳其說, 要以修身而濟民, 則是亦聖人之徒也. 因其學而治之, 不亦可

乎? (…) 玄翁之明正學息邪說, 不可謂急先務也.”(홍대용, 같은 글, 같은 곳; 국역 담헌서

Ⅰ, 내집 권3.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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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賢俊)은 한 지역에만 있지 않다네.

(…)

아침에 도난(斗南: 호소아이 한사이를 말함)에게 강론하고

저녁에 가쿠다이(鶴臺)를 가르쳤겠지.

언어와 용모는 풍속이 다르지만

기의(氣義)는 우리와 같다네.

伊藤旣鳳擧, 徂徠亦鴻儒.

四海皆天民, 賢俊非一途.

(…)

斗南朝列侍, 鶴臺夕趨隅.

言貌雖異俗, 氣義皆吾徒.149)

홍대용은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를 뛰어난 유학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또

이 시에는 모든 종족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하다는 의산문답(醫山問答)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150) 주목되는 것은 홍대용이 다키 가쿠다이를 언급한 점이

다. ‘저녁에 가쿠다이에게 가르쳤겠지’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홍대용은 가

쿠다이에 대한 이야기를 원중거에게서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원중거와 논

쟁을 벌였던 다키 가쿠다이의 이름이 점차 조선 국내에 퍼져간 것이다.

원중거는 가쿠다이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홍대용의

연행록에 발문을 썼는데,151) 반정균(潘庭筠)이나 육비(陸飛)와 필담한 홍대용의 모

습을 보면서 자신을 깊이 반성하였다.

내가 이 책(간정필담을 말함)을 읽으면 돛을 내리고 수레를 달려서, 지쿠

149) 洪大容, 湛軒書 內集卷三, 贈元玄川歸田舍 , 한국문집총간 248, 77면; 국역 담헌서

Ⅰ, 내집 권3. 396면
150) 홍대용의 이 시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분석되었다(박희병, 앞의 책,

101~102면).
151) 원중거의 화국지,승사록 및 홍대용의 간정필담 사이에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

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정훈식, 元重擧와 洪大容의 使行錄

을 통해 본 18세기 사행록의 행방 , 조선통신사연구 제7호, 2008; 박희병. 범애와 평

등, 돌베개, 2013, 102~104면; 夫馬進, 1765年洪大容の燕行と1764年朝鮮通信使: 兩者が
體驗した中國ㆍ日本の 情 を中心に ,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 名古屋出版會,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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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다이텐과 다키 가쿠다이를 등 뒤에 두고 반정균과 육비를 대면하여 필상

(筆床)과 다로(茶爐)의 사이에서 빙그레 웃으며 붓을 휘두르는 듯한 황홀한 느

낌이 든다. 반정균과 육비의 기의(氣義)와 연락(然諾), 지쿠죠 다이텐과 다키

가쿠다이의 침착함과 장중함은 각각 서로 다르지만 그 속마음을 토로하며 정

성스럽고 친밀함은 거의 똑같다. 이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서글피 정에 끌리

어 하늘의 북쪽에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맺는 것 또한 비슷하다. 다만 내가

지쿠죠 다이텐과 다키 가쿠다이를 대한 것은 담헌(湛軒)이 반정균과 육비를

대한 것만 못하니, 필담한 많은 종이를 지쿠죠 다이텐과 다키 가쿠다이가 각

자 가져가 버려서 지금에 이르러 아득하여 그 한두 가지도 기억하지 못하거늘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읽은 날 찐덥잖고 부끄럽고 슬펐던 이유다.152)

원중거는 홍대용의 간정필담에 나오는 반정균과 육비를 일찍이 자신이 일본에
서 교류한 지쿠죠 다이텐ㆍ다키 가쿠다이와 겹쳐서 보면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

하였다. 즉 중국인도 일본인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

이 지쿠죠 다이텐ㆍ다키 가쿠다이와 나누었던 필담의 원고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

을 뉘우친다. 귀국하였을 때 원중거의 손에 남아 있던 것은 이별할 때 일본인들이

보내준 증별시뿐이었다. 그는 그것만이라도 후세에 남기고 싶어 증별시를 2책으로

엮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2책을 통해 일본 문인들의 시가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그는 “대개 필담이 중요하고 시문은 그 다음이다. 우리 무리가 필담을 소홀히 하

였던 것은 몹시 잘못한 것이다.”153)라고 말하였다.154) 시문보다 필담이 중요하다는

말은 곧 일본인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필담의 원고를 일본에서 가져오

152) “以余閱此書, 恍若落雲颿而馳星軺, 背竺瀧而對潘陸, 莞爾揮毫於筆床茶爐之間矣. 盖潘陸

之氣義然諾, 竺瀧之沈實莊重, 各一其規, 而若其吐露肝膽, 誠愛藹然, 則大抵略同. 其分手揮

涕, 黯然牽情, 各自結戀, 於天南天北者又與之彷佛矣. 獨吾所以處竺瀧者, 未若湛軒之接潘

陸, 其筆談屢紙又被竺瀧輩各自收去. 到今漠然不記一二, 此吾所以慊愧惆悵於覽此書之日者

也.”(林基正 編, 燕行錄全集 43권, 244면) 이 글은 夫馬進(앞의 책, 340면)에서도 인용

된 바 있다.

153) “盖筆談爲重, 詩文次之. 吾輩之忽於筆談甚是失着.”(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

조; 김경숙 옮김, 555면)

154) 원중거가 홍대용의 간정필담을 보고 필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

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정훈식, 元重擧와 洪大容의 使行錄을 통해 본 18세기 사행록의

행방 , 조선통신사연구 제7호, 2008, 22~24면; 박희병.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
1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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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원중거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원중거는 일본인과의

대화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귀국 후에 간정필담을 읽고서 깨달았던 것이

다.

홍대용의 중국경험과 원중거의 일본경험이 원중거의 내면 안에서 결합됨으로써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일본에도 있고 문(文)을 같이 하면서 마

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일본에도 있다는 의식이 탄생하였다. 원

중거는 간정필담을 읽고 자신이 일찍이 일본에서 경험하였던 일의 기억을 되살

려보면서 ‘지쿠죠 다이텐과 다키 가쿠다이를 등 뒤에 두고 반정균과 육비를 대면’

[背竺瀧而對潘陸]하면서 ‘빙그레 웃으며 붓을 휘두르는’[莞爾揮毫] 자신을 상상한

다. 이러한 원중거의 상상력은 오랫동안 연행과 사행이 거듭되면서 축적된 중국인

ㆍ일본인과의 문학교류의 경험이 원중거의 내면세계에서 결합된 결과 형성된 것이

다.

한편 여기서도 다키 가쿠다이가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박제가는 다키 가쿠다

이를 상상하면서 그에 대한 시를 지었고, 이덕무는 다키 가쿠다이를 칭찬하였으며,

홍대용도 가쿠다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일본 문인

을 자신의 상상 속에 그려내 글을 썼다. 그들에게 다키 가쿠다이라는 인물이 일본

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원중거이다. 소라이 및 소라이 문도들은 조선 문인

을 헐뜯고 멸시하였다. 다키 가쿠다이도 시모노세키에 상륙한 조선 사절들 앞에서

주자학의 정통성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가쿠다이는 논쟁을 벌인 후에도

예의바른 태도로 조선 사절들과 교류하였고, 사절들이 시모노세키를 떠나는 날에

는 오랫동안 한숨을 내쉬어 이별을 슬퍼하였다. 귀국한 원중거는 다키 가쿠다이라

는 훌륭한 문인이 일본에 있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며 다녔다. 양국에서 대립

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소라이 학도에 대한 인식에 점차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원

중거는 문(文)을 같이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문을 같이하면서 도(道)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실현되기를 꿈꾸었다. ‘지쿠죠 다이텐과 다키 가쿠다이를 등 뒤에

두고 반정균과 육비를 대면’하는 원중거의 상상력이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

존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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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

1) 일본의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의 심화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하는’[好死惡生] 일본 무사에 대해 사행원들이 큰 거

부감을 보였다는 것은 제Ⅱ장 제1절 제1항에서 밝혔다. 무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

로 사행원들이 혐오감을 느낀 것이 신도(神道), 불교, 신사참배, 귀신숭배 등 일본

의 민속신앙이다. 일본에는 유교적 의례(儀禮)가 하나도 없었다. 일본 백성들의 민

속문화는 조선의 그것과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강항은 일본인의 종교적 풍습을 다

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들 풍속이 또 귀신을 혹신(酷信)하여 신을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이 하며,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신(尊信)을 받은 자는 죽어서도 반드시 사람들의 제사를

받게 되며, 부모가 죽은 날에 혹 재소(齋素)를 아니하는 수는 있어도 신인(神

人)의 기(忌)에는 절대 어육(魚肉)을 금한다. 그리고 장왜(將倭: 상류 무사들을

말함) 및 장왜의 처첩(妻妾)으로부터 서민 남녀에 이르기까지 명절이나 신인

의 기일을 만나면 매양 목욕재계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신사(神社)의 문(門)에

와서 돈을 던지는 자가 길거리를 메운다. 신사는 크고 사치스러워서 금벽(金

碧)이 휘황찬란하다. 덴쇼코다이 신궁(天照皇大神宮)은 시조(始祖) 여신(女神)

이요, 구마노산(熊野山)의 곤겐슈신(權現守信)은 서복(徐福) 신이요, 아타고산

(愛宕山)의 곤겐슈신(權現守信)은 신라(新羅) 사람 니치라(日羅) 신이다. 또 가

스가대명신(春日大明神)ㆍ하치만 대보살(八幡大菩薩)ㆍ다로보(大郞房)ㆍ소로보

(小郞房) 등의 신이 있어, 이런 부류가 헤아릴 수 없는데, 맹약(盟約)이나 금계

(禁戒)에는 반드시 이들 신을 끌어다 서약을 하며, 간혹 팔목을 지져서 힘줄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내 파계(破戒)하지 않고는 반드시 말하기를, “천도가

무섭고 벼락이 무섭다.”고 한다.1)

1) “其風俗酷信鬼神, 事神如事父母, 生爲人所尊信者, 死必爲人所享祀, 父母死日, 或不齋素,

而神人之忌, 切禁魚肉. 自將倭及將倭之妻妾, 以至庶人男女, 每遇名節, 及神人忌日, 齊明盛

服, 躡門擲錢者, 塡咽街路. 神社宏侈, 金碧照輝, 有天照皇大神宮者, 其始祖女神也, 有熊野

山權現守神者, 徐福之神也, 愛宕山權現守神者, 新羅人日羅之神也. 又有春日大明神ˎ八幡大
菩薩ˎ大郞房ˎ小郞房等神, 其麗不億, 其盟約禁戒, 必引此等神, 以爲誓, 間有燃臂斷筋而不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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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일본의 민간사회에는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가미[神] 신앙이 주류를 이루

고 있었는데, 불교가 전래됨에 따라 토착적인 신앙과 불교의 융화가 이루어졌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가미와 부처가 일체라는 사상, 즉 본지수적(本地垂迹) 사상이

널리 일본의 민간사회에 유포되었다. 이 사상은 부처가 임시로 신의 모습을 취하

여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신앙으로 일본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2) 강항이 언급한 신

들도 본지수적 사상과 관련이 있는 신들이다.

‘귀신을 혹신(酷信)하여 신을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이 하며’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대에 이미 일본인의 가미 신앙은 상당히 깊이 민중들의 생활에 퍼

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강항은 부모의 기일(忌日)보다 가미의 기일을 더욱 중요시

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이런 기술도 부모의 제사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강항은 명절에 신사

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매우는 모습, 호화스럽게 꾸며진 신사, 수많은 일

본의 신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는 역대 조선 문인 중에서 일본의 민간풍속을 처

음으로 전한 것이다. 또 주목되는 것은 가미를 끌어다 ‘맹약’(盟約) 내지 ‘금계’(禁

戒)를 맺으며, 절대로 계율을 어기지 않고 천도(天道)의 벌을 무서워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묘사한 점이다. 일본인의 윤리규범이 인의예악에 기초한 유교적 도덕의식

이 아니라 ‘가미’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강항의 눈에는 금벽의 신사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귀신에게 무엇을 발원하는 일

본인이 유교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비쳤을 것이다. 유교문화를 가지

지 않은 일본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특수성을 사행원들이 얼마나 깊이있게

관찰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된다. 강항은 일본인의 종교생활을 처음으로

기록에 남겼다.

강항과 더불어 일본에서 포로생활을 했던 정희득(鄭希得)은 다음과 같이 일본인

의 말을 소개하였다.

왜의 풍속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유식한 자라야 어버이 상사(喪事)에 30

일 복을 입고, 그 나머지는 4,5일로 그치며, 살육(殺戮)을 농사처럼 여겨 전쟁

破戒者, 必曰畏天道畏雷霆云.”(姜沆, 看羊錄, 詣承政院啓辭 ; 국역 해행총재 Ⅱ, 200
면)

2) 사토 히로오 외, 일본사상사(논형, 2005), 192~1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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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을 제일로 삼으며, 집집마다 불상을 모시어 숭배하고, 형벌은 무척 가혹

하며, 시서(詩書)와 예악(禮樂)은 애당초 어떤 것인지 알려고도 않고, 구슬놀이

와 바둑에만 열중하여 낮밤으로 즐겨 놀며, 죽으면 신체를 불태워 무덤도 없

고 사당도 없다.”라고 한다.3)

일본의 풍속이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

아 이 말은 아마도 후지와라 세이카 아니면 일본 지식인의 말로 생각된다. ‘살육을

농사처럼’ 여기는 만큼 죽은 사람도 간단하게 처리해버린다는 것이다. 일본 문화의

기저에 유교문화는 없는데다 일본 백성들은 ‘시서’와 ‘예악’은 아예 모른다는 일본

인의 말을 전하였다.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도 일본에 유교의 풍속이 없다고 전하

였다. 1617년에 다녀온 이경직은 일본의 관혼상제에 대해 “혼인(婚姻)에 같은 성씨

(姓氏)를 피하지 않아 사촌 남매끼리도 서로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이따금 음탕하

고 더러운 행실이 있어 추하여 차마 들을 수 없었다. 혼인할 때에도 중매(仲媒)하

거나 납폐(納幣)하는 예식(禮式)이 없다.”라고 하여 결혼도 유교 방식으로 시행되

지 않음을 전하면서 “나라에는 종사(宗社)를 설립해서 향사(享祀)하는 의식이 없고

민간에는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이에게 제사하는 예가 없다.”라고 기록하였

다.4) 즉 관혼상제에 관한 모든 예식이 유교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

행원들은 일본의 관혼상제의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일본에서 결혼이나 장례를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지 자세히 묘사하였는데, 일관되게 “국중에 관혼상제(冠婚喪

祭)의 예법이 없다.”5)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의 관혼상제에 대해 신유한은 일본의 문인과 다음과 같은 필담을 나누었다.

“예(禮)와 악(樂)은 유가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귀국의 음악을 본즉 노래는

범음(梵音)과 같고 춤은 창을 쓰는 형상이나 권법(拳法)과 같으니, 이것으로써

3) “倭俗自謂有識者, 服親喪三十日, 其餘皆四五日, 以殺戮爲耕作, 戰功爲第一, 家家懸佛像尊

尙之, 刑罰甚酷, 詩書禮樂, 謾不知何事, 耽對玉碁, 日夜歡樂, 死後燒身, 無塚無祠云.”(鄭希

得, 海上錄, 무술년 3월 3일조. 국역 해행총재 Ⅷ, 238면)
4) “婚姻不避同姓, 四寸男妹, 亦相嫁娶, 往往有淫穢之行, 醜不忍聞, 婚媾之時, 無媒妁聘幣之

禮. (…) 國無宗社享祀之儀, 民無養生死祭之禮.”(李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Ⅲ, 143~144면)
5) “國無冠婚喪祭之禮.”(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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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에서 불교를 숭상하고 군사를 연마하는 풍습이 우세하고 유풍(儒風)이 흥

성하지 못함을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모든 선비들이 답하기를, “참으로

바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풍은 아주 없다고 하여도 옳습니다.”라고 하였

다.6)

정희득에 이어 신유한도 일본인의 말을 소개하면서 일본에 ‘유교 풍속’[儒風]이

없다고 서술하였다. 주희(朱熹)의 가례(家禮)는 일본의 유학자 사이에서도 물론

읽혔다. 일본 유자들은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

는데, 일본 사회에서 삼년상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

다.7) 일본에는 ‘유풍’이 없다는 점에서 조선과 일본 문인의 의견은 일치한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사행원들은 일본을 신불(神佛)의 나라로 규정하게 된다.

1748년에 일본에 다녀온 조명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일국을 통틀어 가옥의 수효를 계산해 보면 불우(佛宇)와 신사(神祠)가 반을

차지했다. 웅도(雄都)ㆍ거주(巨州)와 대소의 향촌에 좋은 곳이 있으면 다 사찰

이 먼저 점거하여, 구리기와에 금 문미(門楣), 홰나무 기둥에 돌문으로 높직하

고 화려하게 꾸며 태수나 관백의 집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런데 까까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중들이 팔을 뽐내며 방자히 다니면서 스스로 여기기를, ‘나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 일본의 온 땅은 신불(神佛)의 나라라

고 할 만하다.8)

에도시대 일본에 신사와 사찰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메이지

(明治) 초기에 시행된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신사는 일본 전국에 18만 채 정도 있

6) “‘禮樂出於儒家, 而今觀貴國音樂, 歌如梵音, 舞如槍勢拳法, 此可知貴國崇佛鍊兵之敎勝, 而

儒風則不競矣.’ 諸生答曰: ‘誠是格言, 弊邦儒風, 雖謂之絶無, 可也.”(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 국역 해행총재 Ⅱ, 63면.)

7) 근세 일본의 장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渡辺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東京: 東京大
學出版會, 1985), 164~179면; 박홍규 옮김,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예문서원, 2007),
192~207면 참조.

8) “通其一國之內, 而計其家屋之數, 則佛宇，神祠, 可以居半. 而雄都巨州, 大小鄕村, 苟有別

區勝地, 則皆爲寺刹之先占, 銅瓦金楣, 槐棟石門, 穹崇巨麗, 逈出於太守ˎ關白之居. 而禿頭
緇衣, 揚臂肆行, 自視若無敢侮余. 日本一域, 可謂神佛之國矣.”(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 聞見總錄 總論; 국역 해행총재 Ⅹ,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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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9) 일본을 다니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신사와 사찰이었다. 조명

채는 호화찬란한 사찰과 거만하게 뽐내는 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신불의

나라’라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763년의 사행록에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성대중은 “일본은 오로

지 신불을 숭상하여 집집마다 신당(神堂)을 두고 마을마다 불우(佛宇)를 두어 마

치 종묘사직과도 같이 섬긴다.”10)라고 신사와 사원(寺院)이 많이 있음을 전하였다.

남옥은 “신사(神祠)가 없는 곳이 없으니 신사의 번성함은 불우(佛宇)보다 곱절이나

된다. 사람에게 공훈이 있으면 사당을 세우고, 비명(非命)에 죽으면 사당을 세우고,

의리와 열행이 있으면 사당을 세운다.”11)라고 하여 공적이 있거나 불우하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당을 세운다고 서술하였다.

일본의 고유문화에 대해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원중거이다.12) 그는

일본의 관혼상제에서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이질적인 풍속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일본의 사례(四禮)를 관례(冠禮)ㆍ혼례(婚禮)ㆍ상례(喪禮)ㆍ제례

(祭禮)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그는 “사례는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다.”13)라고 하여 유교식의 사례가 일본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관혼

상제가 각각 일본 방식으로는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관례에

서는 일본의 존마게14)가 어떤 형태인지, 머리를 어떻게 묶으면서 존마게를 만드는

지, 혼례에서는 어떤 순서로 식이 거행되는지, 여자는 어떻게 이를 검게 하는지,

상례에서는 어떻게 화장(火葬)을 하는지, 제례에서는 언제 어떻게 기제(忌祭)를 지

내는지 등등 일본 특유의 방식을 꼼꼼히 묘사하였다.15) 역대 사행록에도 일본의

관혼상제를 기록한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일본의 관혼상제를 자세하게 살펴본 사

9) 國史大辭典, 제7권, 838면의 ‘神社’ 항목 참조.

10) “日本專尙神佛, 家置神堂, 村設佛宇, 事之若宗廟社稷然.”(成大中, 日本錄, 장11앞; 홍
학희 옮김, 2006, 164면)

11) “神祠之盛累倍於佛宇. 人有勳伐則祠之, 强死則祠之, 義烈則祠之.”(南玉, 日觀記, 總記
, 神佛; 김보경 옮김, 578면)

12) 일본의 토착문화에 대한 원중거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박재금, 원

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07~212면).

13) “四禮國中無一存焉.”(元重擧, 和國志 卷2, 四禮 , 345면; 박재금 옮김, 298면)

14) 존마게란 주로 무사가 했던 상투를 말한다. 머리 앞부분부터 정수리까지 밀고 옆머리

와 뒷머리를 모아 틀어올리는 머리 모양이다. 주로 무사계급 남자들이 했으나 다른 계

급의 사람들도 하였다.

15) 元重擧, 和國志 卷2, 四禮 , 345면; 박재금 옮김,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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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원중거가 처음이다. 이러한 기술에서도 조선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일본

의 이질적인 부분을 자신의 가치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원

중거의 학문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 원중거는 일본의 불교와 신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우선 그는

“왜경에는 404개의 사찰이 있는데 이름난 승려와 신이한 자취가 많으며, 그 무리

가 대대로 다스린다. 그러므로 왜경의 승려는 높은 계급과 후한 녹봉을 받는 자가

많으며 에도에 들어가거나 여러 주(州)를 다닐 때는 집정ㆍ태수와 예를 대등하게

한다.”16)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승려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였다. 그런

데 원중거는 일본에는 실질적으로 불교가 없다고 보았다.

귀족으로 승려가 된 자는 또한 모두 창루(娼樓)와 술집을 돌아다니며 가정

과 자녀를 두고 있어서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 경전을 얘기하고 법을 설하며

범패(梵唄)를 읊고 계율을 지키는 자는 천백 가운데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일본에는 단지 문교(文敎)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불법도 없다고 말할 만하다.

그들이 이적(異跡)이라 일컫는 것들은 모두 과장되고 허탄하다.17)

조선의 승려는 결혼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데, 일본의 승려는 여색을 즐

긴다고 원중거는 전하였다. 원중거는 그들을 승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원중거가 일본인의 종교생활을 묘사하는 데에 가장 중요시한 것은 신도이다. 그

는 일본 천황의 궁실과 의복ㆍ음식은 보통 일본인과 비교해도 극히 소박하고 천황

이 거주하는 궁중은 매우 조용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대개 왜황은 신불로 자처하였으며 나라 사람들 또한 모두 신주(神主)로 대

우하였다. 또한 인황(人皇) 이후로부터 수천 년을 대대로 전해왔고, 나라 사람

들도 그것을 편안히 여겨 틈을 엿보아 쟁탈하려는 생각이 절대로 없다. 권력

을 잃고 난 후 왜황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신도일 뿐이다.18)

16) “倭京四百四刹多名僧異迹, 其徒世修之, 故倭京之僧多崇秩厚綠, 入江戶行諸州, 與執政太

守抗禮.”(元重擧, 和國志 卷1, 風俗 , 58면; 박재금 옮김, 70면)

17) “其貴族之度僧者, 又皆流連於娼樓酒肆, 有室家子女, 與平人無異. 其談經說法誦梵唄持偈

戒者, 千百中無一焉. 故日本不但無文敎, 亦可謂無佛法矣. 其稱名異跡者, 率皆誇誕.”(元重

擧, 和國志 卷2, 佛法 , 339~340면; 박재금 옮김, 290~291면)
18) “盖自處以神佛, 而國中之人, 亦皆以神主待之. 又自人皇以後, 數千年世世相傳, 國人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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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 천황과 신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천황

이 원래 ‘신주’(神主)였다는 것을 지적한 것도 탁견이라 할 수 있다. ‘신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천황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일본인의 토착신앙과 연결되면서 얼마나 뿌리 깊게 정착

되어 있는지를 도처에서 묘사하였다.

대개 그 나라에서는 자칭 신국(神國)이라 칭하며 생사와 화복을 한결같이

신에게 맡긴다. 그러므로 왜황의 명령과 다스림, 생살(生殺)과 폐치(廢置)는 하

나같이 모두 신도에 의지하여 행한다. 불법이 들어오자 나라 사람들은 또한

명신(明神)으로 삼아서 높이 받들었다. 그러므로 왜황은 이에 의지하여 더욱

스스로를 굳건하게 한다. 부처를 받드는 것은 그 법을 받드는 것이 아니며, 그

들의 명신을 위하여 받드는 것이다.19)

천황의 탄생은 신의 강림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나라 안에서는 스스로 신국

(神國)이라 부르며 천황을 신주(神主)로 삼는다. 무릇 한 가지 일이나 움직임

에 있어서도 빈번이 ‘신우’(神祐)ㆍ‘신조’(神助)ㆍ‘신화’(神禍)ㆍ‘신벌’(神罰)이라

고 한다.20)

이처럼 원중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신국사상(神國思想)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 천황의 존재근거가 신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일본의 불교도 신도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일본

인의 종교적 신앙심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일본천황의 역사를

기술한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 1293~1354)의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의
서론에 “오야마토(大日本)는 신국이다. 아마쓰미오야(天祖)는 처음 나라의 근본을

絶無窺覬爭奪之念, 其失權柄之後, 倭皇所存者, 只是神道而已.”(元重擧, 和國志 卷1, 倭
皇本末 , 80면; 박재금 옮김, 88면)

19) “蓋其國中自稱曰神國, 死生禍福一委於神. 故倭皇之命令政討生殺廢置, 一皆籍神道而行之.

佛法旣入, 國人又以爲明神而尊奉之. 故倭皇籍此而益自固, 其崇佛者, 非崇其法也, 爲其明

神而崇之也.”(元重擧, 和國志 卷1, 倭皇本末 , 81~82면; 박재금 옮김, 89~90면)
20) “天皇之生旣因神降, 而國中自稱爲神國, 以天皇爲神主, 凡有一事一動, 輒謂之神祐神助神

禍神罰.”(元重擧, 和國志 卷2, 神祠 , 337면; 박재금 옮김,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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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고 태양의 신[日神]이 오랫동안 자신의 계통을 후세에 전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일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와 같은 예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신국이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보이듯이, 예부터 일본에서는 일본을 신의 나라

로 보고 ‘신’의 뜻을 받은 자로서 천황의 정통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신국관념

은 신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21) 원중거는 일본의 건국신화가 신도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또 ‘신우’ㆍ‘신조’ㆍ‘신화’ㆍ‘신벌’이라고 하

면서 신의 은혜와 신의 징벌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는 일본인의 종

교의식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인의 모습에 대해 원중거는 매우 냉소적

이었다. 이어지는 글에서 원중거는 “사람들이 독실하게 믿으며 어리석게 혹하므로

귀신들이 그 요망한 재앙을 펼 수가 있는 것이다.”22)라고 하여 일본인 특유의 가

미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일본인의 종교의식에 불교보다 신도가 침투되

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세 집이 있는 마을에서 그 하나는 반드시 신궁이며 또 하나

는 반드시 절이다. 그들이 부처를 섬기는 것은 그 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부

처를 명신(明神)으로 삼아 신도(神道)로서 받들기 때문이다. 비록 물쌍백(物雙

栢: 오규 소라이)같은 호걸스런 인재도 신도에 있어서는 그것을 받드는 것이

몹시 정성스럽다.23)

원중거는 일본의 신불습합(神佛習合)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오규 소라이가 신도

를 받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오규 소라이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신국(神

國)의 풍속이라고 긍정하였으며, 근세일본의 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도와 유교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거나 신도를 용인하고 있었다.24) 신궁과 절이 도처에 있고 소

라이 같은 뛰어난 지식인도 신도를 용인하였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이어서 일본

21) 가타바타케 지카후사, 남기학 옮김, 신황정통기(소명출판, 2008), 11~12면; 사토 히로

오 외, 일본사상사(논형, 2005), 204면.
22) “人旣篤信愚惑, 而鬼得以肆其妖孽.”(元重擧, 和國志 卷2, 神祠 , 337면; 박재금 옮김,

287면)

23) “故雖三家之村, 其一必神宮, 其一必僧舍也. 其事佛者, 非悅其法也, 以爲明神, 而以神道奉

之也. 雖以物雙栢之豪傑之才, 於神道, 則右之甚誠.”(元重擧, 和國志 卷2, 神祠 , 337면;

박재금 옮김, 287~289면)
24) 衣笠安喜, 思想史と文化史の間(東京: ぺりかん社, 2004),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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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신앙의식을 기록하였다.

비록 사람과 신이 섞여서 기상(氣像)이 유음(幽陰)하기는 하나 일이 있으면

신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일이 끝나면 신에게 고하며 일이 잘못되면 신이 노한

것이라 하여 감히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히데요시

가 그것을 거슬러 망하니, “명신(明神)에게 죄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이에야스

는 그것에 순응해서 흥하니, “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아래로 여항의

남녀에 이르기까지 한 끼의 배부름과 한번의 움직임을 행할 때도 모두 신이

재앙과 복을 내린다고 말한다. 비록 신에게 빌고 제사지내며 축원하는 풍속이

음란하고 또한 비루하기는 하지만, 예악과 형정(刑政)의 밖에서 그것을 유지하

는 까닭은 또한 반드시 이러한 점에 말미암은 것이다.25)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중거는 일본에는 유교식의 의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대신 그가 일본인의 민간신앙에서 발견한 것은 신도였다. 일본 백성

들의 검약한 경제생활을 자세히 묘사한 필치와 같은 방식으로 원중거는 일본인의

종교생활을 상세히 전하였다. 신도는 일본인의 일상생활ㆍ사고방식ㆍ가치관 등 모

든 것에 침투해 있으며, 정치의 성패(成敗)까지도 신의 의사로 결정된다고 믿고 있

음을 서술하였다. 언제나 자신의 행동의 성패를 신의 뜻으로 보는 일본인의 모습

은 원중거에게는 신기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일본인의 가미 신앙은 자

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원중거는 일본인의 윤리규범이 유교적 예악이

아니라 신도를 토대로 한 가미 신앙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원중거는 이와 같은 일본인의 민간신앙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생전에 선행을 하거나 명성이 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를 위해 사

당을 세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5) “雖其人神雜糅, 氣像幽陰, 而有事則受戒於神, 事訖則告成於神, 事敗則謂之神怒, 不敢有

尤人之意, 亦莫有犯分干紀之志. 故秀吉逆之而亡, 則曰得罪明神, 家康順之而興, 則曰受神

之佑, 下至閭巷男女飯一飽行一蹶, 皆指謂神降禍福, 雖禱祀祈禳之風, 淫且陋矣. 其所以維

持於禮樂刑政之外者, 亦未必不由於此.”(元重擧, 和國志 卷2, 神祠 , 338면; 박재금 옮

김,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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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나라를 들어 대체적으로 논한다면 바로 무풍(巫風)이다. 천황이 수

천 년이나 오래도록 위호(僞號)에 의지해 온 것은 신도를 옆에 낀 것에 지나

지 않을 뿐이다. 지금은 문풍(文風)이 점점 열리어 귀신의 정상이 날로 드러나

니, 오랑캐의 비루한 풍속이 마땅히 크게 변할 날이 있을 것이다.26)

여기서도 원중거는 신도와 천황의 관계를 정확히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민속신앙도 ‘문풍’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원중거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로는 그만큼 ‘문풍’에 대한 원중거의 신념이 강하였던 점도 있지만, 1763년의

일본에 문풍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도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즉 원중

거는 그토록 신도가 일본인의 사고방식ㆍ풍습에 뿌리를 내린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 고유의 풍속을 전환시켜 유교적 사회로 나아가려는 기풍이

일본에 퍼져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2) 儒風에 대한 평가

일본을 다니면서 일본인의 생활문화에 접한 사행원들은 모두 일본을 유교의 나

라가 아니라 신불의 나라로 보았다. 일본사회 어디에도 유교적 의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행원들이 본 일본 민간사회는 조선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문화

ㆍ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소

수이지만 신기신앙(神祇信仰)이나 불교 등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 유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본 유학자들은 유교국가 조선에서 온 사절들에게 문목(問目)을

작성하여 사례(四禮)의 방식 및 유학에 관한 학설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며, 전통적

인 풍속을 개선하여 유교적 윤리를 익히려는 자가 일본에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

다. 일본에 유학을 배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사행원들은 일본 유

학자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 기대란 그들 일본 유학자가 일본에 남아 있는

‘만이누속’(蠻夷陋俗)에서 벗어나 그들의 나라를 ‘문명국’(유교국가)으로 발전시켰으

면 하는 소망이었다. 일본의 유학자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에는 이러한 소망이

26) “若擧一國㮣論則直是巫風. 而天皇之寄僞號於數千年之久者, 不過挾神道而已. 見今文風漸
開, 而鬼神之情狀日見, 蠻夷陋俗行當有一變之日矣.”(元重擧, 和國志 卷2, 神祠 ,

338~339면; 박재금 옮김,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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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초 일본에 유교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없었다. 앞서도 밝혔듯

이 일본에서 유교는 먼저 교토(京都) 오산승(五山僧)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그들에

게 있어 유교는 여러 가지 학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오산승의 학문 경향에

대해서는 강항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승려 중에서 불경(佛經)을 닦는 자는 혹은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주

로 하고, 혹은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을 주로 한다. 절을 갈라 맡아 다투는

것이 마치 원수와도 같고, 성경(聖經)을 다스리는 자는 혹은 공안국(孔安國)ㆍ

정현(鄭玄)의 전주(箋注)를 주로 하고, 혹은 주회암(朱晦庵)의 훈해(訓解)를 주

로 하여, 문(門)을 갈라 왕복(往復)하여 각기 당여(黨與)를 세웠다. 그들 풍속

에 다투기를 좋아함이 이와 같아 비록 승도(僧道)도 능히 면하지 못하는 모양

이다.27)

오산승들은 불교를 배우기도 하고 유교를 배우기도 한다. 불교와 유교 안에서도

각각 여러 학문이 분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강항의 견해였다. 강항이 목도한

시대의 일본에는 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항이 주목한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28)이

다. 오산(五山) 출신의 후지와라 세이카는 이때 아직 환속하지 않은 상태였다. 강

항은 승복(僧服)을 입은 학자를 만난 것이다. 강항과 세이카의 만남은 일본에 주자

학이 유입된 큰 계기가 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억류 중의 강항과 만나 깊이

교류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불교를 버리고 유학을 수용하였다. 그는 강항의 도움

을 받아 신주(新注)에 의거한 유교경전을 간행하였고 강항의 지도를 받으며 석전

(釋奠)을 시행하였으며, 강항의 귀국 후에는 이에야스 측근의 학승(學僧)과 유불논

27) “其僧之治佛經者, 或主南無阿彌陁佛, 或主妙法蓮華經, 分寺爭難, 有同仇敵. 治聖經者或

主孔安國ˎ鄭玄箋註, 或主朱晦菴訓解, 分門往復, 各立黨與. 其風俗好爭如此, 雖僧道亦不能
免也.”(姜沆, 看羊錄, 詣承政院啓辭 ; 국역 해행총재Ⅱ, 201면)

28) 이름은 이슈쿠(以肅), 또는 슈쿠(肅)라고도 한다. 자(字)는 렌부(斂夫), 세이카는 호(號)

이다. 시립자(柴立子), 북육산인(北肉山人)이라는 호도 있다. 어려서 승려가 되어 쇼코쿠

지(相國寺)에 들어갔다. 오산 제일의 수재로 일컬어져 쇼코쿠지의 수좌(首座)가 되었다.

일찍이 중국에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병 때문에 좌절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의 출신 및

생애에 대해서는 藤原惺窩集 卷上(東京: 思文閣出版, 1941)에 수록된 藤原惺窩略傳

(太田兵三朗 집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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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펼쳤다. 이 논쟁을 계기로 세이카는 유학자로서의 입장을 공표하였다.29) 그는

1590년에 일본에 다녀온 황윤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 허성(許筬) 등과 교토에

서 만나 교류하였는데,30) 이때의 사행록에는 세이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안 나

온다. 세이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강항이다.31)

강항은 후지와라 세이카가 과거 보는 절차 및 춘추(春秋)의 석전(釋奠)ㆍ경연(經

筵)ㆍ조정(朝廷) 등의 절목(節目)을 묻기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것, 일

본에서 태어난 것을 개탄하고 일찍이 중국으로 건너가려 했으나 병 때문에 포기하

였다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32) 과거시험이나 석전에 대해 묻고 일찍이 자신이 중

국으로 건너가려 했던 이야기를 조선에서 온 문인에게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이카는 끊임없이 자신이 일본의 고유문화를 버리고 중화의 문화를 체득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세이카는 강항에게 일본의 무사 중에서도

유학을 배우는 인물이 있음을 말하였다. 강항은 다음과 같은 세이카의 말을 기록

하였다.

일본의 장관(將官)은 모두 다 도적들인데, 오직 히로미치(廣通)만이 자못 사

람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일본이 본시 상례(喪禮)가 없었는데 히로미치만이 홀

로 삼년상을 거행하였고, 중국의 제도 및 조선의 예절을 독실히 좋아하여, 의

복ㆍ음식의 세세한 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중국이나 조선의 것을 본받고자

하니, 비록 일본에 살지만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33)

29)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5), 62~63면.
30) 이 때의 교류에 대해서는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5),
42~53면에 자세히 검토되었다. 세이카는 그 당시 쇼코쿠지(相國寺)의 승려였고 종순

(宗蕣)이라고 칭하였다.
31) 후지와라 세이카와 강항의 교류에 대해서는 吾妻重二, 江戶初期における學塾の發展と

中國 朝鮮: 藤原惺窩, 姜沆, 松永尺五, 堀杏庵, 林鵞峰らをめぐって (文化交涉學敎育硏究

據點, 東アジア文化交涉硏究 第2號, 2009)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32) “問臣以我國科擧節次及春秋ㆍ釋奠ㆍ經筵ㆍ朝著等節目. 臣答以草茅之人, 未及豫聞, 但告

以科擧釋奠等大槩. 僧必憮然長嘆曰: ‘惜乎吾不能生大唐,又不得生朝鮮, 而生日本此時也. 吾

辛卯年三月下薩摩, 隨海舶欲, 渡大唐, 而患瘵疾還京, 待病小愈欲渡朝鮮, 而繼有師旅恐不

相容, 故遂不敢越海, 其不得觀光上國亦命也.”(姜沆, 看羊錄,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 ; 
국역 해행총재Ⅱ, 185면)

33) “日本將官盡是盜賊, 而惟廣通頗有人心. 日本素無喪禮, 而廣通獨行三年喪, 篤好唐制及朝

鮮禮, 於衣服飮食末節, 必欲效唐與朝鮮. 雖居日本, 非日本人也.”(姜沆, 看羊錄, 壬辰丁
酉入寇諸將倭數 ; 국역 해행총재Ⅱ, 185면)



- 226 -

‘히로미치’, 즉 아카마츠 히로미치(赤松廣通, 1562~1600)는 도요토미 시대의 무장

으로 일찍이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학문을 배웠다.34) 일본의 무사들은 모두 도적이

지만, 개중에서도 삼년상을 실행하고 조선이나 중국의 예절ㆍ의복ㆍ음식을 본받으

려는 무사가 있다는 말이다. 세이카가 말하듯이 신불의 나라 일본에서 삼년상을

치른다는 것은 ‘비록 일본에 살지만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세

이카는 일본 무사 중에서도 이처럼 ‘비록 일본에 살지만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

즉 일본적 특수성에 물들지 않고 유교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강항에게 알리려 하였다. 실제로 강항은 세이카가 칭송하는 아카마츠 히로

미치(赤松廣通)에 대해서 “일찍이 우리나라 오례의(五禮儀)ㆍ군학석채 의목(郡
學釋菜儀目)을 얻어서 그의 사읍(私邑)인 다지마(但馬)를 독려하여 공자의 묘(廟)

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 제복(祭服)ㆍ제관(祭冠)을 만들어 날을 걸러 그 부하를 거

느리고 제의(祭儀)를 익혔다.”35)라고 기록하였다.36)

전통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은 일본의 유학자를 통해 일본적 특수성(=신

불)에서 벗어나 유교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세이카는 조선 문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사람이다. 세이카와 관련된 일화를 하

나 소개한다. 강항의 의하면 세이카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생민(生民)이 지치고 시든 것이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선이 만약 중국 군사와 함께 일어나서 백성을 조문하고 죄 있는 자를 토벌

하되, 먼저 항복한 왜인(倭人) 및 통역으로 하여금 왜언(倭諺)으로 방(榜)을 내

걸어 백성의 수화(水火)의 급함을 구제한다는 뜻을 보이며, 군사가 지나가는

곳마다 추호도 백성을 침범하지 아니한다면, 비록 시라카와세키(白河關: 일본

의 동북지방에 있는 지명)에까지라도 갈 수 있거니와, 만약 왜인이 조선 사람

을 죽이고 약탈하던 그 수단을 이쪽에다 바꾸어 쓴다면 비록 쓰시마 하나도

34) 太田兵三朗, 藤原惺窩略傳 , 藤原惺窩集 卷上(東京: 思文閣出版, 1941), 10면 참조.
35) “又嘗得我國五禮儀郡學釋菜儀目, 於其但馬私邑, 督立孔子廟, 又制我國祭服祭冠, 間
日率其下習祭儀.”(姜沆, 看羊錄,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 ; 국역 해행총재Ⅱ, 185면)

36) 강항, 세이카, 아카마츠 히로미치의 교류에 대해서는 吾妻重二, 앞의 논문, 52~55면 참

조. 吾妻重二는 세이카와 아카마츠 히로미치가 강항에게 과거시험이나 석전(釋奠)에 대

해 질문한 것은 세이카가 주자학을 토대로 한 인재육성을 구성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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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지 못할 것입니다.37)

이어서 강항은 세이카에게 육경(六經)의 대문(大文)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는 사실과 세이카가 돈을 조달하면서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용으로 쓰라고 하

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이카는 히데요시의 포

악한 정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만약 조선이 중국과 협력하면서 일본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정의(正義)의 군대를 보내면 일본 국토의 대부분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항은 이 말에 대해 아무 논평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은 후대의 사행록에 자주 인용되었다. 또 강항의 탈출을 도와준 세이카의 행동

도 조선 국내에 전해졌다.

1748년 일본에 다녀온 조명채는 세이카에 대해 “총명하고 글을 좋아하여 성리학

을 주창하여 밝히고, 천성이 또 엄하고 강하여 남을 가볍게 허여하는 일이 없었

다.”38)라고 하면서 위에서 인용한 세이카의 말을 그대로 실었다. 이어서 조명채는

화한삼재도회에 실린 일화로 강항이 세이카를 “조선국(朝鮮國) 3백 년 이래로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39)라고 높이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대당(大唐)에 들어가려 했다느

니 조선에 건너가려 하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로 살펴보면 그 사람의 대략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만한 지기(志氣)를 타고 났으면서도 우물 속의 좁은 소견에

국한되고 가을 물의 큼을 보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40)라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조명채는 그 당시부터 약 150년 전에 이루어진 강항과 세이카의 만남에 언급하면

서 세이카의 사람됨을 칭찬하고 그가 ‘우물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아쉬워하

37) “日本生民之憔悴, 未有甚於此時. 朝鮮若能共唐兵, 弔民伐罪, 先令降倭及舌人, 以倭諺揭

榜知委, 以示救民水火之意, 師行所過, 秋毫不犯, 則雖至白河關可也. 若以倭人之殺掠朝鮮

人物, 換手於此則雖對馬不濟矣.”(姜沆, 看羊錄,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 ; 국역 해행총

재 Ⅱ, 185면)
38) “聰明好文, 倡明性理之學, 性且峭剛, 於人無許可.”(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總論｣; 
국역 해행총재 Ⅹ, 270면)

39) “朝鮮國三百年以來, 未聞有如此人.”(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總論｣; 국역 해행총

재 Ⅹ, 270면)
40) “以入大唐渡朝鮮未遂之語觀之, 其人之大略, 可知. 惜乎, 生出如許志氣, 局於坐井, 不見秋

水之大也.”(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總論｣; 국역 해행총재 Ⅹ, 271면) ‘가을 물

의 큼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莊子 추수편 (秋水篇)에 나오는 말인데, 좁은

세계에 갇혀 큰 바다가 있다는 것을 모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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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원중거도 정의의 군대를 일본에 보내라는 세이카의 말을 화국지에서 인용하였
다.41) 또 그는 화한삼재도회에 의거해 후지와라 세이카의 생애를 자세히 소개하

고 간양록에 세이카에 대한 기술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세이카를 ‘해외호걸지

사’(海外豪傑之士) 또는 ‘일세의 뛰어난 현자’[命世之賢]라고 부르면서 세이카가 일

본 유학의 기초를 세운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42)

성대중 또한 강항이 세이카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일본 유학의 단서가 열렸다

는 것, 강항이 세이카의 도움을 받아 귀국하였다는 것, 간양록에 보이는 일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마도 세이카에게 들은 것이라는 것, 세이카는 환속한 후 많

은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일본에서는 그를 위해 사당을 지어 제향(祭享)하였는데,

강항까지 배향(配享)하였다는 것을 기록하였다.43)

이처럼 생전에 세이카를 만났던 강항은 물론 후대에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도

세이카를 전설적인 문인으로 묘사하였다. 역대 일본 문인 중에서 인망이 높은 사

람으로 조선 문인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세이카이다. 일본 유학의

개조(開祖)가 이처럼 조선 문인들에게 평가받은 이유는 세이카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이카의 말이 참조된다.

이(理)가 존재하는 것은 마치 하늘이 덮지 않음이 없고 땅이 싣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안남(安南: 베트남을 말함)

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 동해의 동쪽이든 서해의 서쪽이든 간에 이 말은 합

치하고 이 이(理)는 똑같다. 남쪽과 북쪽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어찌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를 사사롭게 지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44)

41) 元重擧, 和國志 卷1, 壬辰入寇時賊情 , 154~155면; 박재금 옮김, 151면.
42) 元重擧, 和國志 卷2, 學問之人 , 321~322면; 박재금 옮김, 271~272면.
43) “姜睡隱沆於壬辰亂, 被虜入倭, 遇僧舜首座敎焉, 日本之文種始此. 而卒得其力以還, 著看

羊錄, 書倭事甚精悉, 蓋聞於舜僧者也. 舜僧終返倫, 改名斂夫, 敎弟子甚多, 日本廟祀之, 並

祀睡隱.”(成大中, 靑城雜記 卷之五 醒言 ; 김종태 외 옮김, 국역 청성잡기, 민족문
화추진회, 2006, 477면)

44) “理之在也, 如天之無不幬, 似地之無不載. 此邦亦然, 朝鮮亦然, 安南亦然, 中國亦然. 東海

之東, 西海之西, 此言合, 此理同也. 南北亦若然. 是豈非至公至大, 至正至明哉? 若有私之

者, 我不信也.”( 惺窩問答 , 國民精神文化硏究所 編纂, 藤原惺窩集 卷下, 京都: 思文閣
出版, 1978, 394면; 吾妻重二, 앞의 논문, 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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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를 관통하는 이(理)의 존재를 강하게 믿었던 만큼 세이카는 이치와 반대되

는 학정을 펴는 히데요시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히데요시 토벌을 위한 조

선ㆍ중국의 연합군을 일본에 보내기를 강항에게 제안하기도 하고 포로로 비참하게

억류생활을 하던 강항을 위해 일본 탈출의 비용까지 조달하기도 하였다. 공평무사

한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 세이카의 자세가 조선 문인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지와라 세이카 다음으로 유학을 배운 인물로 주목된 일본 문인이 하야시 라잔

(林羅山, 1583~1657)이다. 그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히데타다(秀忠, 1579~1632), 이
에미츠(家光, 1604~1651), 이에츠나(家綱, 1641~1680) 등 4대에 걸쳐 막부에 출사하

였다. 하야시 라잔은 일본 문인 중에서 가장 많이 조선 사절들과 만났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사행록 도처에 보인다. 1636년에 다녀온 김세렴의 사행록에는 ‘이기선

후’(理氣先後)와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는 하야시 라잔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라잔을 ‘국승’(國僧)으로 불렀듯이45) 이때 라잔의 신분

은 승려였다. 승복을 입은 사람이 ‘성리’(性理)나 사단칠정을 열의 있게 김세렴 앞

에서 논의하였던 것이다. 김세렴은 하야시 라잔 같은 인물이 일본에 있다는 것에

큰 인상을 받았다. 조선에 돌아온 후 인조(仁祖)를 알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또 묻기를, “저 나라 사람으로 글에 능한 자가 있던가?”라고 하니, 상사(上

使)가 답하기를, “문리(文理)를 이루지 못했고, 시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라

고 하였다. 신(臣) 세렴(世濂)은 답하기를, “쇼 장로(召長老)와 린세이도(璘西

堂)의 글은 모두 좋았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오직 도슌(道春: 하야시 라잔을

말함)의 글이 제일이었으며, 연로(沿路) 및 에도에서 와서 묻는 자가 많았는데,

다 이기(理氣)ㆍ성정(性情) 등의 말을 질문하였으니, 야만인이라고 얕볼 수 없

습니다.”라고 하였다.46)

45) “羅浮, 卽國僧道春.”(金世濂, 海槎錄, 병자년 11월 22일조; 국역 해행총재 Ⅳ, 80면)
46) “又問: ‘彼國之人, 有能文者乎?’ 上使對曰: ‘不成文理, 詩則尤不好.’ 臣世濂對曰: ‘召長老

ㆍ璘西堂行文儘好, 國中惟道春之文爲最, 沿路及江戶, 多有來問者, 皆以理氣性情等語爲問,

不可以蠻人而忽之.’”(金世濂, 海槎錄, 정축년 3월 9일조; 국역 해행총재 Ⅳ,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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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장로와 린세이도는 각각 교쿠호 고린(玉峰光璘)과 도인 겐쇼(棠蔭玄召)를 가

리키며, 그들은 오산에서 쓰시마로 파견되어 조선 외교를 담당하던 승려이다. 김세

렴은 그들 오산승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47) 그 외에 도슌, 즉 하야시 라잔이라는

이름을 들면서 오산승보다 그가 쓴 글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하였다. 또 그는 ‘이

기’(理氣)로 대표되는 보편적인 원리에 관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인물이 일본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포착하였다. 사행원들은 후대로 갈수록 일본에 유교의 소

양을 지닌 지식인이 점점 많아져가는 모습을 목도하였는바, 이는 조선 사절의 입

장에서 보면 자신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일본인들이 배우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주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1643년에 사행한 조경(趙絅)의 사행록에도 라잔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

는데,48) 조경은 “뜻밖에 족하 같은 이를 머나먼 해외(海外)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49)라고 하였고, “이정(二程)의 도(道)를 우러러 깊이 연구하

여 일역(日域)의 선비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모범할 바가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50)라기도 하였다. 라잔 같은 유학을 배우는 이가 일본에 있다는 것

은 조경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후지와라 세이카를

만났을 때의 강항의 감정과 비슷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조경은 승복을 입은 라잔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유교는 인

(仁)을 근본으로 하는데, 인을 다하려면, 공자가 “살아서 예(禮)로써 섬기고 돌아가

시면 예로써 장사하고 예로써 제(祭)해야 한다.”라고 하였듯이 예에 근거한 의례를

해야 하건만, 일본에서 봉분(封墳)을 보지 못했고 무덤 앞에서 제사지내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또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 감히 훼상

치 못한다.”라는 말이 관례(冠禮)에 보이는데, 라잔의 두 아들을 보면 모두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다. 이를 보면 족하의 학문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51)

47) “兩人俱善飮, 長於詩文, 喜用語孟文字.”(金世濂, 海槎錄, 병자년 11월 14일조; 국역
해행총재 Ⅳ, 72면)

48)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

과 趙絅의 일본 인식에 관한 小考 , 민족문화 제41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89~91
면).

49) “不意遇足下於窮海之外也, 何幸何幸.”(趙絅, 東槎錄, 答林道春書 ; 국역 해행총재
Ⅴ, 12면)

50) “鑽仰兩程, 使日域蛾子, 有所矜式, 幸甚.”(趙絅, 東槎錄, 答林道春書 ; 국역 해행총

재 Ⅴ, 13면)
51)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之.”(趙絅, 東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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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말한 다음, 조경은 라잔 자신에게도 “한 가지도 유(儒)에 종사하는 자

의 규모와 승척(繩尺)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천백 년 뒤에 혹시 참으

로 오유(吾儒)의 학을 하는 자가 이 나라에 난다면, 그가 족하를 비웃고 꾸짖을 것

인데 마땅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하였다.52)

이어서 그는 라잔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족하가 진실로 유풍(儒風)을 떨쳐 온 세상을 변하게 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

부터 시작하고 먼저 집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록 오랑캐 땅에

있을 때에도 또한 속류(俗流)에서 벗어나 하(夏)로써 오랑캐를 변하게 하였는

데, 족하는 왜 계자(季子)53)를 모범으로 삼지 않습니까? 왜 관혼상제의 예에

있어서 때로 익히는 공을 힘쓰지 않습니까?54)

조경은 승복을 입고 민머리의 모습으로 사단칠정을 운운하는 라잔에게 느꼈던

자신의 위화감을 솔직하게 전하였다. 조경이 말하는 바는 요컨대 유학을 익히려면

사상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고 자신의 머리 모양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게 자신이 유자로서의 풍격을 갖추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관혼상제의 예를

실천해야 일본을 오랑캐의 풍속에서 탈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행원들

은 유교 문화를 희구하는 일본 유자들에게 항상 일본적인 특수성에서 벗어나기를

권유하였다. 일본이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랑캐’의 풍속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과 라잔의 대화가 이루어진 지 약 40년 후 1682년에 다녀온 사행원들은 일

본적 고유풍속을 파괴하고 유교의례를 실천하는 일본인을 발견하였다. 곧 비젠(備

前) 오카야마 번(岡山藩: 지금의 오카야마 현)의 번주 이케다 미츠마사(池田光政,

1609~1682)이다. 이케다 미츠마사는 제2대 장군 히데타다의 딸과 결혼하였다. 쿠마

錄, 重答林道春書 ; 국역 해행총재 Ⅴ, 16면)
52) “無一事儒者規模繩尺之髣髴近似者. (…) 千百載之后, 倘有眞爲吾儒之學者, 出於此國, 則

其笑罵足下當何如也.”(趙絅, 東槎錄, 重答林道春書 ; 국역 해행총재 Ⅴ, 17면)
53) 계자(季子): 오(吳)나라 출신의 문인으로 춘추시대 노(魯)나라의 사신으로 각지를 다니

면서 주대(周代) 각국의 예악을 익힌 인물이다. 여기서는 오랑캐 출신의 사람이 중화의

예악을 익혔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54) “足下如欲振儒風以變一世, 則莫若先自身而始, 先自一家而始也. (…) 雖處蠻夷之時, 亦能

自拔於俗流, 而用夏變夷也. 足下何不以季子爲法? 於冠婚喪祭之禮, 用力時習之功乎?”(趙

絅, 東槎錄, 重答林道春書 ; 국역 해행총재 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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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반잔(熊澤蕃山, 1619~1691)에게 유학을 배우며, 인정이념(仁政理念)에 바탕한

정치를 펼쳐 관리들을 교화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다. 정치ㆍ학문ㆍ교육에 힘을 써

서 각지에 학교를 만들었다. 대학, 중용, 논어의 해설서도 저술한 바 있

다.55)

역관으로 사행에 참여한 홍우재(洪禹載)는 이케다 미츠마사에 대해 들은 바를

기록하였다. 그는 “대개 글을 잘 짓고 재주가 많으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다고

한다. 그는 불교를 일체 금하였는데 불상을 모두 부수어 강물에 던져 버렸으며, 자

기 지역 내의 중들을 다른 지방으로 쫓아 버렸다고 한다.”라고 하여 이케다 미츠

마사가 철저히 불교를 배척하였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유학을 숭상하여 도(道)를

배우며, 시서를 암송하고, 부모의 3년상을 상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치르게 했다

고 한다.”라고 하여 스스로 유학을 배우며 유교에 기초한 의례를 실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 이케다 미츠마사가 “옳지 못한 일은 응징하므로 백성들이 다 사람

이 지킬 도리를 생각하여 날마다 착한 방향으로 나아가니, 일본의 모든 고을에서

다 현사(賢士)라 칭한다.”라고 기술하였다. 홍우재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맨 끝에

작은 글씨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시서에 능한 자가 곳곳에 있어 장차 문운(文運)

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학문에 힘쓰는 일본인이 나타나 문운이 일어나고 있

음을 서술하였다.56)

1643년에 조경이 만났던 하야시 라잔은 비록 유학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이라고

는 하나 막부에 고용된 일개 유관이다. 이에 비해 이케다 미츠마사는 제2대 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사위이자 번주이다. 홍우재의 이 기록은 일본의 문치주의 정

치를 상징하는 이케다 미츠마사를 통해 일본에 문운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하였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이케다 미츠마사와 같은 번주가 나타났다 해도 일본 고래의 풍속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문운’(文運)이 일어나면서 유학을 배우는 자가 늘었긴 하지만 풍속

은 여전히 ‘만이누속’(蠻夷陋俗)이었다. 1711년에 다녀온 임수간은 다음과 같이 서

술하였다.

55)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제1권, 475면의 ‘池田光

政’ 항목 참조.

56) “蓋善文多才, 孝友至矣, 切禁佛法, 凡諸像撤破投江, 境內僧尼, 驅逐他鄕. 崇儒學道, 誦法

詩書, 三年之喪, 上下共之. (…) 民皆思道, 日將遷善, 海東諸郡, 咸稱賢士. (…) 非獨此人,

能通詩書者處處有, 文翰將興云矣.”(洪禹載, 東槎錄, 입술년 7월 21일조; 국역 해행총

재 Ⅵ,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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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사(儒士)들은 혹은 주회암(朱晦菴) 혹은 육상산(陸象山)을 배우는

데 이따금 제조관(製造官)에게 글을 보내어 학문을 강론하고 퇴계(退溪)의 학

설을 들어 변증하기도 하니, 그 쌓은 덕과 높은 이름이 이처럼 먼 지방 사람

들에게까지 경복(敬服)을 받는다. 그러나 풍속이 귀신을 좋아하므로 총사(叢

祠)가 온 나라에 가득하여, 돌문을 세우고 신명(神明)의 이름을 써 붙이니, 이

를테면, 하치만(八幡)ㆍ수미요시(住吉)ㆍ가스가(春日)ㆍ이나바(稻葉) 따위의 이

름인데, 다 ‘대명신(大明神)’이라고 일컫고 사람들이 혹신(酷信)하여, 무슨 일이

있으면 문득 재계(齋戒)를 하고서 기도한다고 한다.57)

유학을 배우며 퇴계를 운운하고 학문을 강론하는 사람은 있는데, 풍속을 보면

유교의례는 없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문으로서만 유교를 배울 뿐

유교에서 중요시되는 사례(四禮)를 비롯한 유교의례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유교

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신사를 참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풍속을

가진 일본의 모습이 사행원들에게는 특이하게 비쳤을 것이다.

1763년에 다녀온 조엄은 후지와라 세이카, 마츠나가 세키고(松永尺伍), 기노시타

준안, 무로 큐소, 아라이 하쿠세키, 아메노모리 호슈 등과 같은 유학자의 이름을

들면서 일본 유학사를 간단히 소개한 후,58)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테이칸(貞幹: 기노시타 준안木下順菴을 말함)은 머리도 깎지 않고 화장(火

葬)도 하지 않는 중화의 제도를 좇으려다가 내쫓김을 당해 죽었다. 겐요(源嶼:

아라이 하쿠세키)는 스승의 설을 따라 또 풍속을 고치려다가 역시 폐사(廢死)

되었다.59)

57) “所謂儒士, 或主晦菴, 或學象山, 而往往貽書於製造官, 論學問, 輒擧退溪, 其宿德高名, 爲

遠人所敬服如此. 其俗最好鬼神, 叢祠遍滿一國, 立石爲門, 輒書神明如八幡ˎ住吉ˎ春日ˎ稻葉
之號, 而皆稱以大明神, 人皆酷信, 有事輒齊或祈禱云.”(任守幹, 東槎日記, 聞見錄 ; 국
역 해행총재 Ⅸ, 280면)

58) “舜首座俗名藤歛夫號惺窩, 其弟子宋昌山, 昌山弟子有木貞幹號順菴者, 多有敎訓, 其弟子

鳩巢者, 以理學名, 源璵號白石, 雨森東號芳洲者, 皆能文.”(趙曮, 海槎日記, 갑신년 6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Ⅶ, 313~314면)
59) “貞幹不剃髮不火葬, 欲從華制, 見放而死, 源璵遵其師說, 又欲變國俗, 亦廢死.”(趙曮, 海
槎日記, 갑신년 6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재 Ⅶ,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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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시타 준안은 민간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승려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1682년

에 방문한 홍세태와 교유하였는데, 사행원들은 그때 승려가 아닌 유학자와 교류한

셈이다. 조엄이 일본 유학의 역사를 일본의 풍속을 개조하려다 실패한 역사로 그

려낸 점이 흥미롭다. 일본에서 뛰어난 유학자가 배출되어도 일본의 풍속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아무리 유학을 배우는 지식인이 나타나도 신도를 비롯한 특수한 생활양식을 개

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사행원들의 견해였다. 앞서 일본인의 신도 숭

배를 묘사한 원중거의 글을 소개하였는데, 그 글에서 원중거는 일본 문인과 나눈

대화를 수록하였다. 그는 일본인들이 신도를 매우 정성스럽게 받들고 있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나 시를 주고받은 유사(儒士)들 중 다키 가쿠타이나 나와 시소(那波師

曾) 같은 무리의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가리켜 부끄럽다고 하며 비판하는 말

을 많이 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귀국은 정자(程子)와 주자

를 존중할 줄 안 후에야 성인(聖人)의 도가 밝아질 것이요, 성인의 도가 밝아

진 후에야 신사가 없어질 것이다. 신사가 없어진 후에야 문교가 밝아질 것이

요 문교가 밝아진 후에야 교화가 행해질 것이다.”라고 하니, 나와 시소의 무리

가 지당한 말이라고 하였다.60)

신도로 대표되는 일본적인 특수성을 없애야 일본은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성인의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학을 사상으로 수용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며, 풍속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와 로도는 원중거의

말에 수긍하였다고 하는데, 원중거는 일본인 스스로가 오랑캐의 풍속을 탈피하고

자 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기록하였다.

우선 원중거는 나와 로도와 일본의 양자제도(養子制度)에 대해 나눈 대화를 기

록하였다. 조선과 중국에서 동성혼(同姓婚) 및 이성양자(異性養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동성혼과 이성양자가 빈번하게 행해졌다. 이성양자

에 이르러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행해졌다. 혈연에 상관없이 입양을 하면 가업(家

60) “然酬唱儒士中, 如瀧長凱ˎ那波師曾輩諸人則又指爲羞媿, 而多發疾忸之言. 余嘗語之曰: ‘貴
國知尊程朱, 然後聖道明, 聖道明, 然後神祠廢, 神祠廢, 然後文敎明, 文敎明, 然後敎化行’,

會輩以爲至言.”(元重擧, 和國志 卷2, 佛法 , 337~338면; 박재금 옮김,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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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을 계승할 수 있었고, 무사계급에서도 입양은 많이 행해졌다. 일본 유학자 중에

서도 이성양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입양

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61) 이와 달리 조선에서 동성혼 및 입양

은 오랑캐에서 시행되는 혐오스러운 제도로 간주되었다.

원중거는 일본에서 교류한 나와 로도와 오쿠다 모토쓰구(奧田元繼, 1729~1807)가
원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이건만 ‘나와’와 ‘오쿠다’라고 하여 서로 성(姓)

이 다름을 지적하고서 “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가 싫어할까 봐 염려되어

말을 하지 않았다.”62)라고 서술하였다. 조선 문인과 일본 문인의 대화에서 입양제

도를 화제로 하는 데 대해 꺼리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가(再嫁)

에 대한 화제가 나온 김에 원중거가 나와 로도에게 오쿠다 모토쓰구와의 관계를

물었다.

나와: 모토쓰구는 사실 저와 부모님이 같습니다. 그러나 모토쓰구는 오쿠다씨

(奧田氏)에게 출계(出繼)하였습니다. 오랑캐 풍속이 부끄러워 귀국 사람에

게 말하기 창피합니다.

원중거: 이는 이른바 시양(侍養)이군요. 의(義)를 보임이 비록 깊지만 하늘이

그 아비에게 부여하여 태어나게 하였으니 사사로운 애정으로 그 성을 옮

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국이 금하지 않는 것은 법이 없어서입니다.

나와: 국속(國俗)이 잘못되었음을 근래에 자못 알지만 감히 갑자기 고치지 못

하는 것은 실은 나라에 이 법이 없는 것에 연유합니다. 심지어 에도(江戶:

여기서는 도쿠가와씨(德川氏)를 말함)에 이르기까지 형제가 성이 다름이

있습니다.63)

친동생이 입양 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나와 로도의 모습에서 에도시대 일

61) 에도시대 일본의 동성혼 및 입양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渡辺浩, 近世日本社會
と宋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123~140면; 박홍규 옮김,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서원, 2007), 148~165면 참조.

62) “余欲質問慮其厭聽, 而不言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경숙 옮김, 539

면)

63) “曰: ‘元繼實與曾同父母, 而元繼出繼於奧田氏, 冒奧田爲氏, 自媿夷俗羞向貴國人道也.’ 余

曰: ‘是所謂侍養也, 見義雖深天予父生, 不可以私愛移其姓也. 貴國之不設禁, 是闕文也.’ 曰:

‘國俗近頗知非, 而不敢遽改者, 實緣國無此法也. 及至江戶又有兄弟異姓者.’”(元重擧, 乘槎
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경숙 옮김,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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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학자의 모순적인 삶을 엿볼 수 있다. 유학을 배우며 유교도덕을 실천하려고

해도 이미 깊게 뿌리내린 일본적 풍속까지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화를 기록한 다음, 원중거는 일본에서는 고급관료의 집에서도 입양

이 행해지고 있으며, 미천한 신분에서 태어났지만 언행이 좋은 아이가 있으면 명

문 집안에 입양 보내고, 입양 받은 사람은 그에게 가업을 계승시키기도 하고 관직

을 주기도 한다고 서술하였다.64) 원중거는 상당히 정확하게 일본의 입양제도를 파

악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입양제도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

이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종자(種子)가 섞여 어지럽고, 천성(天性)이 바뀐다. 그 혼인에서도

동성(同姓)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종형제(從兄弟)가 부부가 되기도 한다. 이

것이 저들이 오랑캐가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기 부끄러워하며

심지어 얼굴을 붉히고 땀을 흘리는 것은 저들에게도 병이(秉彛)가 있기 때문

이다. 알 수 없구나, 또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바야흐로 능히 중화(中華)로 변

하게 될지. 하지만 염치(廉恥)와 수오(羞惡)는 또한 이미 개발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65)

원중거는 동성혼 및 입양제도야말로 일본이 오랑캐임을 보여주는 이유라고 했

다. 특히 동성혼은 사행원들이 일본의 풍습 중에서 가장 혐오한 것으로 사행록의

도처에 언급이 보인다. 예를 들어 1624년에 사행한 강홍중(姜弘重)은 일본에서는

사촌남매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형이 죽고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아우가 형

수를 데리고 같이 살아 아이를 낳아서 형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 나라의 풍속이다. 금수의 행동은 더러워서 차마 들을 수도 없는데, 습

속이 이미 젖어 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66)라고 서술하였다. 여성이 재가하는 것

마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조선인의 시각으로 볼 때 죽은 남편의 동생에게 재

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수의 행동’[禽性獸行]이었던 것이다. 1624년에 사행한

64) 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경숙 옮김, 540면.
65) “故種子雜亂, 天性變易, 其婚姻則不擇同姓, 至有從兄弟爲夫婦者, 是其爲蠻夷也. 然羞向

我人說道, 至有面赤流汗者, 是有秉彛也. 不知又經幾箇年代, 方能變夏, 而廉恥羞惡, 則亦可

謂已開發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경숙 옮김, 541면)
66) “此乃國俗也. 禽性獸行, 醜不忍聞, 而習俗已成, 恬不爲怪.”(姜弘重, 東槎錄, 聞見總錄
; 국역 해행총재 Ⅲ, 283~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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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중과 1763년에 다녀온 원중거 사이에 일본 동성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

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원중거가 일본인이 자국의 풍습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동성혼의 풍습에 대해 ‘얼굴을 붉히고 땀을 흘리는’ 일본인

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병이(秉彛), 즉 타고난 윤리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중거의 눈으로 볼 때 일본에는 유교풍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

중거는 일본을 조선과 아무 공통성을 가지지 않는 이질적인 나라로만 보지 않았

다. 원중거는 일본적인 미개의 풍속에 ‘수치’와 ‘수오’(羞惡)를 느껴 그것에서 벗어

나 문명으로 나아가려 하는 일본인들이 있음을 사행록 도처에서 묘사하였다. 원중

거가 일본인들을 ‘이류’(異類)나 ‘금수’로 보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본 것은 그가

유교적 문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일본인의 내면에 깔려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인의 내면을 꿰뚫어봄으로써 일본이 점차 동아시아 세계로 접근하고 있

음을 포착한 것이다.

원중거는 유교 풍속을 사모하는 일본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근세에 문풍이 점차로 일어나서 유사(儒士)의 무리가 점점 옛 예법을 숭상

하여 장례에 관곽(棺槨)을 사용하고, 제사에 신주(神主)를 쓰며, 혼례에 폐백을

보내며 술 따르고 절하는 자가 간혹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행이 지나가는

곳에 문목(問目)을 가지고 와 묻는 자가 많다.

사례(四禮)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관복(冠服)을 좋아하는 자들이 간혹 있어서

남은 의복과 두건을 얻으려 한다. 그 제도와 모양을 본떠 두려고 복건(幅巾)을

보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루 다 응답할 수 없었다. 혹은 말하기를, 이 나라에

는 본래 금지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유사(儒士)들의 가문에서는 의복을 개조하

는 의론이 제법 있다고 하니, 멀지 않아 장차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를 것이

다.67)

일본인 스스로가 유교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의 풍속을 본떠서 유교식 사

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중거에게 있어 불상을 모시는 것, 승려를 불러 장

67) “近世文風浸起, 儒士輩漸尙古禮, 葬用棺槨, 祭用神主, 婚用禮幣, 醮拜者間或有之. 故今行

所過, 操問目者多. 及四禮, 或有悅我冠服者, 求得餘衣餘巾, 模置其制樣, 求見幅巾者, 則不

勝其應答. 或有言國中本無禁令, 儒士家頗有改服之議, 非久將自下而達上云矣.”(元重擧, 
和國志 卷2, 四禮 , 352면; 박재금 옮김,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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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지내는 것, 신사에 참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등등

일본 고유의 풍속은 타기해야 할 풍습이었다. 그는 조선식의 관혼상제에 대해 질

문하고 자신들의 의관이나 의복을 얻으려 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경박한 중화취미

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일본인들이 진지하게 유교문화를 익히려고 한다고 보았다.

일본이 유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원중거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

은 유학에 대한 일본인의 열정적인 갈망이다. 원중거는 일본에 다니면서 자신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문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우리 네 사람이 필경 모두 학구(學究)로 자처하여 심상한 문답에서부터 시

문의 수창에 이르기까지 늘 정주(程朱)를 인용하고 걸핏하면 성정(誠正)을 일

컬었다. (…) 대개 저들의 문풍이 날로 열리고 좋아하고 숭상함이 더욱 변했지

만, 국중에 미처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진짜 학문’인 데 연유한다. 그러므로 마

음에 사모하는 바가 있어서 듣고자 하는 바람이 더욱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길에서 만약 가히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비록 무척 바쁘더라도 반

드시 학문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68)

원중거는 일본에서 스스로 주자학자로 행동하였고 일본인을 만날 때마다 주자학

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일본에 ‘진짜 학문’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인에게 학문, 즉 유학을 ‘사모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원중거는 유교를 수용할 소지가 일본인의 내면에 있다고 보

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일본인에게 자주 하던 말을 서술하였다.

날마다 어진 선비를 만나 풍요(風謠)를 묵묵히 살펴보니 귀국 문명의 운세

는 장차 날로 열릴 것입니다. (…) 귀국의 문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또한 유학

을 강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호걸지사(豪傑之士)가 있어 거

경궁리(居敬窮理)하고 정학(正學)을 밝히어 일으킨다면 귀국의 총명하고 명민

68) “吾四人畢竟俱以學究自處, 而尋常問答, 以至詩文唱酬, 動引程朱, 輒稱誠正. (…) 盖由彼

中文風日開, 好尙益變, 國中所未及出者, 卽眞箇學問. 故心有所慕而益欲有聞故也. 余於路

中, 若得可與語之人, 則雖百忙中, 必說學問之方.”(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경숙 옮김, 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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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선(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 번 변하여 제(齊)나라에 이르고 한

번 변하여 노(魯)나라의 아름다움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서로 노력

하여,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데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

다.69)

이처럼 원중거는 ‘귀국 문명의 운세는 장차 날로 열릴 것입니다.’라고 하여 일본

이 개벽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사례는 국중에 하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도가 일본 문화의 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것

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 그는 “왜인들이 높이 숭상하는 바는 첫째는 신이요, 둘

째는 부처요, 셋째는 문장이다.”70)라기도 하였다. 이 말은 일본인의 종교 생활의

면모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문장’이 가장 중요시

되는 조선과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편으로 일본은 조만

간 유교화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원중거가 남긴 화국지와 승사록을 보면 이

와 비슷한 모순된 말이 도처에 나온다. 이는 원중거의 모순으로 보는 것보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발언을 원중거에게 하게 할 만큼 에도시대의 일본이 모순적인 측면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납고 매서운 무사, 군사기구를 토

대로 한 정치제도, 호화찬란한 사찰과 신사, 신도로 대표되는 민속종교 등 당시의

일본은 조선과 이질적인 고유의 제도ㆍ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조선 사절

들의 숙소를 찾아와 시문을 구하기도 하고, 문목(問目)을 만들어 조선의 유학ㆍ과

거시험제도ㆍ제사의 방식 등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조선ㆍ중국의 문인에 비견될

만큼 수준 높은 글을 쓰기도 했다. 원중거는 문화적ㆍ학문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아직 유교의 나라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일본인의 마

음속에 유교를 수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원중거의 말을 빌리자면 유교 문화

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본 것이다.

69) “日接賢士, 黙察風謠, 貴國文明之運將日闢矣. (…) 貴國文體之不變, 亦坐斯學之不講, 如

得一箇豪傑之士, 窮理居敬, 明正學而倡之, 則以貴國聰敏樂善之人, 夫豈無一變至齊, 一變

至魯之休耶. 幸相與努力, 無陷於自畫自棄之科.”(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

경숙 옮김, 549면)

70) “倭人所尊尙一曰神, 二曰佛, 三曰文章.”(元重擧, 和國志 卷1, 風俗 , 58면; 박재금 옮

김,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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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유교화와 동아시아의 평화

이웃 나라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이웃 나라 사람

들과 ‘인’(仁)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을 주변세계로 확대함으로써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으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유교의 평화

사상이다.

권근(權近, 1352~1409)이 일본으로 사신 가는 사람에게 보낸 송서(送序)에는 유

교적 평화이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71) 이 글은 임진왜란 이전에 기록된 것인데,

이 글에 보이는 일본 유교화의 이념은 조선후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일본은 천지의 극동에 있으니, 곧 천지의 물(物)을 낳는 방위이다. 그 사람

들이 생겨날 적에 천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본성의 인(仁)을 지니게 된 것

은 또한 사방 사람과 더불어 균일할 것이니, 그들이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역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구원하려 할 것

인데, 하물며 차마 죄 없는 백성이 칼날 아래 넘어지고 구렁에 빠지는 것을

보겠는가.

아, 어진 사람의 마음은 천지 만물을 일체(一體)로 여기고, 사해(四海) 사람

을 형제로 여기기 때문에 비록 바다와 산이 가로막히고, 강토가 다르고 언어

와 습속이 다를지라도 인류(人類)라는 것은 마찬가지니, 반드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성인이 방교(邦交)에 대한 빙문(聘問)의 예를 제정하여

통역을 두어 그 의사를 통하고 폐백을 올려 그 정을 도탑게 하고 찬란한 문장

으로 서로 접촉하며, 반가운 은의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이리하여 사람이

사람 된 구실을 하여 천지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72)

71) 권근의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임채명, 朝鮮의 對日 敎化 樣相과 그

基底: 朝鮮前期의 詩文을 중심으로 , 동양학 제4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7,

78~80면). 임채명은 이 논문에서 권근이 ‘인’(仁)으로 일본인을 교화하고자 한 배경에는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72) “夫日本在天地之極東, 卽天地生物之方也. 其人之生得天地之心, 以爲吾性之仁者, 亦與四

方之人均矣. 其見赤子匍匐而入井, 亦必有惻隱之發以思其救, 况可忍視無辜之民死於鋒鏑,

轉於溝壑也哉. 吁, 仁人之心, 以天地萬物爲一體, 四海爲兄弟, 故雖隔海岳異彊域, 音殊俗

別, 而其爲人同類, 則其相愛必矣. 故古之聖人, 制爲邦交聘問之禮, 象譯以通其意, 幣帛以厚

其情, 粲然有文以相接, 懽然有恩以相愛, 此人所以爲人, 而無愧於天地者也.”(權近, 陽村先
生文集 卷之十七, 送密陽朴先生敦之奉使日本序 , 한국문집총간 7, 179면; 국역 양촌



- 241 -

우리는 언어와 습속을 달리하는 저 바다 건너편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옛날부터 모든 조선 문인들에게 공통된 고민이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일본과 같이 공존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언어도

풍속도 우리와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조선 문인들은

이 문제를 ‘천지의 마음’ 즉 ‘인’(仁)을 보편적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일본에 확장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 번 ‘인’을 체득한 사람, 즉 ‘인인’(仁人)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천지 만물을 일체로 여기고, 사해 사람을 형제로 여기’게 된다. 그

렇게 되면 언어ㆍ풍습이 다르더라도 같은 ‘인류’를 사랑할 것이라고 권근은 주장하

였다. 권근의 평화이념에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인’을 일본 또한 갖고 있을 것이

라는 대전제가 있다. 조선 문인에게 천지의 마음인 ‘인’에 대한 신념이야말로 일본

과의 공존을 가능케 한 철학이었다.

그렇다면 만약 누가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도 그들의 마음에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는가?

즉 일본인에게 ‘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경우 일본인들을 교화해야 하는

것이다. 권근은 위 인용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지금 저쪽 사신이 와서 방교(邦交)의 예를 닦고 옛 정의(情誼)를 강론하니,

그 뜻이 진실로 착하다. 만약에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같은 인류를 해친다면

반드시 천지에 죄를 얻고 귀신에게 성냄을 당하여 좋지 못한 앙화가 마침내

자신에게 미쳐 반드시 칼 맞아 죽고 말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선생은

가서 이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해주면 반드시 감동하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고치

는 바가 있을 것이다. 환담하고 술 마시는 사이에 갑옷과 투구가 변해서 의관

이 되고, 활과 칼이 변해서 옥백(玉帛)이 되고 완악한 흉도가 선량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빼앗은 물건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길이 화친을 맺어 이웃의

정의(情誼)를 굳건히 함으로써 양국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히 오래도록 천수

(天壽)를 누리는 지경에 앉게 하는 것이 당연히 이 겨를에 있을 것이니, 얼마

나 위대하랴.73)

집Ⅲ, 민족문화추진회, 1978, 65면)
73) “今彼國使來, 修聘以講舊好, 其意固善矣. 苟不知此而戕賊其同類, 則必獲罪於天地, 見怒

於鬼神, 不仁之禍, 終亦自及, 必死於兵而後已, 豈不哀哉. 先生之往, 苟以是語於其人, 必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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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은 일본에 갈 사신에게 ‘같은 인류를 해친다면 반드시 천지에 죄를 얻을 것

이다’[賊其同類, 則必獲罪於天地]라고 일본인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그

들도 꼭 감동하여 스스로를 고칠 것이며, 그들의 ‘갑옷과 투구’를 ‘의관’으로, 그들

의 ‘활과 칼’을 ‘옥백’으로 변화시키고, ‘완악한 흉도’를 선량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바,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과 ‘화친’(和親)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인’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이 내세우는 ‘무’(武)를 ‘문’(文)으로 바꿔야 평화로운 관계

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다녀온 조선 문인들은 모두 이러한 일본 교화를 자신의 책무로 여겼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 문인의 태도의 근저에는 일본이 언젠가 유교국가가 되기를 간

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러한 마음은 조선 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화이

의식(華夷意識)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74)

김성일은 일본을 다니면서 “예의는 어찌 오랑캐와 중화가 따로 있으랴 / 그

것을 가지면 중화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오랑캐가 되네”(禮義何嘗有夷夏, 存能

爲夏去爲夷.)75)라고 읊기도 하고 “도리로써 먼 나라 사람을 회유하여 / 가이

없는 인성(仁聲)을 퍼뜨리려 하네 / 어찌 오랑캐라고 감화되기 어려우랴 / 역

시 같은 기(氣)로 생명을 타고 났도다”(通周道兮綏遠人, 暢無外之仁聲. 豈殊類

之難化兮, 亦含生於一氣.)76)라고 읊었다. 중화와 오랑캐의 차이는 예의에 있을

따름이며, 예의를 가지기만 하면 오랑캐도 중화가 될 수 있다는 유교 윤리에

대한 순수한 신념이 ‘인성’(仁聲)으로 오랑캐를 감화시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신념을 낳았다.  
김성일의 글은 임진왜란 이전에 기록된 글이다. 김성일이 조선에 돌아온 2년 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였다. ‘같은 인류를 해친다면 반드시 천지에 죄를 얻을 것이

所感發, 愧赧而自新者矣. 揖讓談笑之際, 從容尊俎之間, 變介胄爲衣冠, 化弓刀爲玉帛, 革頑

兇於善良, 復俘掠於鄕井, 求結和親, 以堅隣好, 能使兩國之氓, 躋於仁壽之域, 當在此行矣,

不其偉歟.”(같은 책, 같은 글, 같은 곳; 국역 양촌집 Ⅲ, 65~66면)
74) 일본을 교화해야 한다는 담론에 대해서는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와 조선중화주의:

사행기록에 나타난 대일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6집, 국제어문학회, 2009),
356~359면에서 검토된 바 있다. 정은영은 일본에 대한 교화의 담론을 성리학적 화이론

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비왜론(備倭論)의 관점에서 일본을 교화해야 한

다는 주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75) 金誠一, 海槎錄1, 遇書 ; 국역 해행총재 Ⅰ, 208면.
76) 金誠一, 海槎錄2, 次五山懷歸賦 ; 국역 해행총재 Ⅰ,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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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권근의 말이 일본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조선 문

인들은 일본을 ‘이류’(異類), ‘추류’(醜類), ‘이물’(異物)로 불렀다.77) ‘이류’란 ‘동류’가

아니라는 것, 즉 ‘인’(仁)을 가지지 않은 금수라는 뜻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 문인들은 ‘인’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역

으로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더욱 ‘인’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견지하였다. 우리

조선이 일본에 ‘인’을 확대함으로써 ‘이류’를 ‘동류’로 바꿔야 한다는 관념은 더욱

강해졌다. 일본으로 사행 간다는 것은 ‘무’(武)를 숭상하는 일본을 ‘문’ ‘인’ ‘예의’

‘충신’으로 교화하러 감을 의미하였다.

1617년에 다녀온 오윤겸은 “원컨대 성화(聖化)가 무한히 베풀어져 / 오랑캐 땅

도 문명으로 변하였으면”(願言聖化覃無外, 終使蠻區變誦歌.)78)이라고 읊었고 이

수광(李睟光)은 일본에 가는 강홍중에게 “이제부터 동쪽 바다 파도가 일어나지 않

겠네 / 오랑캐를 가르쳐 중화의 의관을 갖추게 할 테니”(從此東溟波不起, 定敎鱗

介化衣冠.)79)라고 하였다. 1719년 사행원들의 출발에 앞서 낭독된 축문에는 “일본

은 만리 길인데, 바다 밖의 오랑캐 땅입니다. 저 날뛰고 교활한 것들을 회유시켜

평화롭게 지내려고 지금까지 백 년 동안 사신이 왕래했습니다.”80)라는 말이 보인

다. 일본에 ‘성화’(聖化)를 베풀고 ‘날뛰고 교활한’ 일본을 회유하는 것이야말로 사

행원들에게 기대된 임무였고 사행원들이 스스로에 부과한 사명이었다.

일본이 유교화되어야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 조선 문인들의 공통적

견해였다. 그들은 자신이 일본을 다니면서 ‘인’으로 일본을 포섭함으로써 일본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 유교화는 비왜

(備倭)의 측면에서도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유교화의 시

도는 조선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기대하는 실현불가능한 원대한 사상이었다고만 단

정할 수는 없다. 앞서 밝혔듯이 사행원들은 일본을 다니면서 일본에 유교를 수용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유교화의 꿈은 일본을 실

제로 견문한 결과를 통해 획득한 현실인식 위에서 그려진 것이었다.

일본이 유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조선 국내에도 유입되었다. 여기서

77) 張維, 谿谷先生集 卷之二十二 辨誣奏本 , 한국문집총간 92, 353면 참조.

78) 吳允謙, 東槎上日錄, 詩, 次福使韻 ; 국역 해행총재 Ⅱ, 392면.
79) 姜弘重, 東槎錄, 別章 ; 국역 해행총재 Ⅲ, 306면.
80) “扶桑萬里, 海外蠻荒, 綏彼猖狡, 好以笙簧, 百年于今.”(申維翰, 海遊錄 上, 기해년 6월

6일조; 국역 해행총재 Ⅰ, 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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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목(許穆), 이익(李瀷), 유득공, 정약용의 인식을 살펴본다. 허목은 일본의 역사

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흑치열전 (黑齒列傳)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구주(九州)의 사방도 풍기(風氣)가 각각 다르고 성음(聲音), 풍속, 기호(嗜好)

가 같지 않은데, 하물며 바다 밖 절역(絶域)의 나라로 성교(聲敎)가 미치지 못

하는 오랑캐 말을 하는 지역이겠는가. 그러나 희로애락의 감정과 선악을 구분

하는 본성은 똑같은 것이다. 이제 왜(倭)가 유서(儒書)를 구하고 제사 지내는

것과 예를 갖추는 풍속을 물어 왔으니, 만이(蠻夷)의 성대한 일이라 할 만하

다.81)

아무리 문화와 풍속이 다르더라도 ‘희로애락의 감정’과 ‘선악을 구분하는 본성’은

조선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지금 일본은 유규 서적을 구

하고 제사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는 지적이다. 이질성 속에서도 조선과 공

통된 부분을 일본인의 마음속에서 발견하려는 허목의 자세는 원중거의 그것과 일

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일본에 유교가 성행한다는 지식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유교화에 대한 조선 문인

들의 꿈은 점차 커져 갔다. 일본 유교화를 위해서 우리 조선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장한 사람이 이익이다. 그는 1629년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명나라로

가고 싶다고 한 겐포(玄方)라는 승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였

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겐포가 말하기를, 옛날에 조선은 일본에 글과 악(樂)

을 가르쳐 주었고 악은 고려악(高麗樂)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 조선은

중국과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법(佛法)도 전해졌을 테니 일본에 전수해주길

바란다. 이와 같이 겐포가 말하자 조선 측에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겐포는 옛

날 일본에 온 송운선사(松雲禪師)82)가 뛰어난 승려였다고 칭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이 송운을 계승하는 자는 이제 조선에 없다고 답하자, 겐포는 송별의 잔치

도 받지 않고 돌아갔다.83) 이익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81) “九州四方風氣各異, 聲音，謠俗，嗜欲不同, 況海外絶國, 聲敎所不及, 狗嘷鴃舌之域乎.

然其喜怒哀樂善善惡惡, 其性均也. 今日本之倭, 求儒書, 問俎豆禮俗, 可謂蠻夷盛事.”(許穆,

記言 卷36, 東事外 五, 黑齒列傳 , 한국문집총간 98, 211면;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미수기언 1, 솔, 1997, 297면)

82) 송운선사(松雲禪師): 일찍이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중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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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해 보니, 불학(佛學)에 대한 요청은 이치로 보아 허락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예와 악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 귀향(歸向)에 따라 권도

(勸導)하는 것이 옳았는데 어찌하여 응하지 않았단 말인가. 다만 이것마저 그

들을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너무도 부끄

러운 일이다. “송운을 계승한 중이 없다.”라는 대답도 역시 극히 무식한 대답

이다. 더구나 일본은 지역이 넓고 토질이 비옥하여, 무기가 예리하고 군졸이

굳세니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임진년 뒤로부터 그들도 또한 잘못을

고쳐서, 지금 1백 50년에 이르도록 변방이 아무런 경보가 없었다. 그러나 어찌

장래에 영영 일 없을 것을 보증할 수 있으랴. 그들의 나라가 고금을 통하여

외국의 침략을 입지 않은 것은 지형이 그런 점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여러 주

가 서로 분쟁하는 일은 있으니 오래 가면 장차 반드시 통합될 것이며 통합되

는 날이면 문풍이 일어나고 무비(武備)는 쇠해질 것이다.

그 백성이 절실히 중국을 사모하여, 서적을 많이 발간하고 약간의 시문도

전해 오지만, 그래도 촌수재(村秀才)들의 미숙한 기미를 면하지 못하였다. 우

리가 만약 이 기회에 깨우쳐 일으켜 준다면 그들은 멀지 않아 집집마다 글월

을 숭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예로써 선비를 뽑는 데까지 이른다면 바야

흐로 우쭐대며 뽐내어 외부를 침략할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두 나라의 이

익이 아니겠는가?84)

이처럼 말한 다음, 이익은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는 재주 높은 선비를 보내 그

들과 시를 주고받게 하고 강론도 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쪽에서도 일본 사신을 불러 3년마다 서로 왕래하면 서로 정의(情義)를 통할 수 있

을 것이라 주장하였다.85)

83) 李瀷, 星湖僿說 제19권 人事門, 倭僧玄方 ; 星湖僿說 上, 경희출판사 영인, 295면;

국역 성호사설Ⅳ, 민족문화추진회, 1978, 41면.
84) “愚按佛學之請, 理宜不許, 如禮樂之敎, 因其歸向勸導之可矣, 奈何不從? 但恐此亦無可敎

之師而然耳, 旣甚愧恧. 松雲無繼之答亦極無識, 且日本地廣土饒兵利卒勤, 非我邦之比, 自

壬辰之後, 彼亦懲艾, 迄百五十年邉徼無警. 然亦安保來者之卒無事乎? 彼國今古不被外侵,
地勢有然者也. 然諸州分爭則有之, 久則必將統合, 合則文風起, 而武備衰. 其民功功慕華, 多

刊書籍稍傳詩文, 尙不免村秀才, 酸醋氣味. 我若乘此會, 風動之有術, 其將不日革變, 家戶詞

華, 以至於文藝取士, 則方且楚楚自華, 而無暇於外窺, 豈非兩國之利耶?”(같은 책, 같은 글,

295~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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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또한 일본 백성들이 ‘중국문화를 사모’[慕華]한다고 말했다. 조선 문인들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모화’의 마음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익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

악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일본을 교화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선에서도

일본 사신들을 초치(招致)해 3년마다 양국의 사신들이 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무’가 약해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선 문인들은 ‘문’의 성행이 ‘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신

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이토오 진사이(伊藤仁齋), 오규 소라이,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의 경

의(經義)를 읽어보니, 지금 일본은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

다.86)

비록 그들의 의론이 간혹 오활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문화가 발전한 것이

자못 대단한 바 있다. 대체로 오랑캐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것은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가 없으면, 예의염치로 사나운 마음이 분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대한 계책으로 무턱대고 뺏으려는 욕심을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범과 시랑(豺狼) 같은 사나운 짐승처럼 성나면 물어뜯고 탐나면

먹어치우게 되니, 어떻게 옳고 그름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방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사(武事)를 힘쓰지 않기 때

문에 망령되이 이익을 노려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위에 열거한 몇 사람들이

경의(經義)와 예의(禮義)를 말한 것이 이러하니 그 나라는 반드시 예의를 숭상

하고 나라의 원대한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일

본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87)

85) “其機在信使往來, 選一時才學之士, 多與之唱酬講說, 俾增榮願而已矣. 夫交際信命先王之

懿典, 今彼使止於境上, 我又待其請, 然後發使, 大欠誠信, 宜更與約條三年一使, 我王彼來,

各達都中, 删其繁費, 禁其慢譎, 則精相通也, 義相比也, 悠遠之圖莫過於此.”(같은 책, 같은

글, 296면) 이익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하우봉, 조선후
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94, 88~89면; 임형택, 계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 창작과 비평 85호, 창비, 1994, 332면).
86) 정약용의 ‘문승’(文勝)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혜순, 전통과 수용(돌베개, 2010),
255~256면 참조. 여기서는 정약용의 이 말이 일본 유교화의 담론 속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87) “雖其議論間有迂曲, 其文勝則已甚矣. 夫夷狄之所以難禦者, 以無文也. 無文則無禮義廉恥

以愧其奮發鷙悍之心者也. 無長慮遠計以格其貪婪㩴取之慾者也, 如虎豹豺狼, 怒則齧之, 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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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교화되면 무력을 숭상하는 일본의 풍속, ‘표범과 시랑(豺狼) 같은 사나

운’ 마음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다. 정약용의 이 말에도 ‘임진왜란’의 기억이 스며

들어 있다. 임진왜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에 문교를 전파

하고 일본인에게 예의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을 동아시아의 유교세계에 포섭하는 것이 최선의 ‘비왜책’

(備倭策)이라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토 진사이나 오규 소라이에 언급하면서 일본은

이미 동아시아의 동문세계에 들어왔다고 보았다.

유득공 또한 이익, 정약용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백여 년 이래 만주의 자제들은 서화(書畵)를 배우고 시와 문장을 서로 주고

받으며, 몽고는 장막 속에 골동품을 놓아두고 향을 사르고 차를 마시며, 왜인

들은 학문을 강론하여 심성(心性)ㆍ이기(理氣)를 열심히 논한다. 이것이 만국

이 태평한 이유일 것이다.88)

유득공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이

다.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가 이처럼 오래 유지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유득공은 그

것은 학문ㆍ문화의 힘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교 윤리가 주변 국가로 확대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시대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또한 다른

조선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심성’, ‘이기’를 익힌 일본인은 결코 다시 조선을 침략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일본은 이미 조선과 ‘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허목, 이익, 정약용, 유득공은 일본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긍정적 견

해는 직접 일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본

에 직접 다녀온 문인들은 조선 국내 지식인보다 더욱 일본 유교화에 긍정적인 견

則啗之, 復安有商度可否於其間哉? 斯其所以爲難禦也. (…) 文勝者, 武事不競, 不妄動以規

利. 彼數子者, 其談經說禮如此, 其國必有崇禮義而慮久遠者. 故曰日本今無憂也.”(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二卷, 日本論一 , 한국문집총간 281, 251면; 정약용,

다산시문집Ⅴ, 민족문화추진회, 1997, 163면)
88) “百餘䄵來滿洲子弟學書畵, 唱酬詩章. 蒙古帳中位置古董, 焚香啜茶. 倭子講學, 說甚心性

理氣. 此所以萬國太平也歟.”(柳得恭, 古芸堂筆記 권4, 滿蒙倭 ; 李佑成 編, 栖碧外史
海外蒐佚本叢書10 雪岫外史 外二種, 亞細亞文化社, 1986, 345면; 김윤조 옮김,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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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보였다.

1763년 마지막 통신사에 이르러 일본 유교화의 꿈은 꿈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하

였다. 정사로 사행에 참여한 조엄은 일본의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 남녀들의 웃는

소리는 우리나라와 똑같으며 천성(天性)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도덕적 천성이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다만 가르치고

키움이 그 마땅함을 잃어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있게 된 것이다. 만일 윤리

로 가르치고 예의(禮義)로 인도한다면, 풍기를 변화시키고 세속을 바꾸며 야만

을 변화시켜 문명으로 선도(善導)하여 그 천성의 타고난 것을 회복시킬 수 있

을 것이니, 그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한 하늘 아래에 태어나 같은 것과 무엇

이 다르랴?89)

‘도덕적 천성’은 모든 인간에게 구비되어 있다. 화이의 구별은 단지 ‘가르치고 키

움’에 있을 뿐 윤리로 가르치고 예의로 교도하기만 하면 타고난 천성을 회복시킬

수 있어 오랑캐라도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엄의 화이관의

배경에는 예의의 나라 조선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쓰시마에서 매

우 예의바르게 사행원들을 대접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조엄은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또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예의 바르기로 천하에 소문이 났으므로, 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예를 행할 때에 더욱 마음을 쓰는 것은 반드시 예의의 나

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미루어 살펴본다면, 예의가 천하에 중히 여겨짐과

충신(忠信)이 오랑캐 지방에도 행해질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으니, 더구나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온 자가 스스로 예의를 손상시켜 이웃 나라에 업신여김

을 당해서야 되겠는가?90)

89) “以此推之, 秉彝倫常之天, 夫豈有異哉? 只緣敎養之失宜, 以致華夷之有別, 苟能敎之以倫

綱, 導之以禮義, 則亦可以移風易俗, 變夷導華, 以復天性之固有者, 其何間於啼笑之同然於

一天之下者耶?”(趙曮, 海槎日記, 계미년 10월 10일조; 국역 해행총재 Ⅶ, 57면)
90) “且念我國以禮義聞於天下, 彼人之與我人行禮時, 尤爲致念者, 其必以禮義之邦而然也. 推

此以觀, 則禮義之見重於天下, 忠信之可行於蠻貊, 亦可驗矣. 使乎他邦者, 尤何可自損禮義,

見侮於隣國也哉.”(趙曮, 海槎日記, 계미년 11월 2일조; 국역 해행총재 Ⅶ,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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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인들은 명나라가 멸망한 오늘날 예악문물을 갖춘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조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본을 교도할 수 있는 것도

조선 밖에 없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사행원들은 오랑캐 일본을 교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 만큼 일본 유교화에 대한 열의가 조선 국내 지식인보다 뜨거

웠다.

역대 사행원들 중에서 일본 유교화에 가장 큰 의욕을 보인 사람은 원중거이다.

그는 사행 처음부터 일본을 유교화해야겠다는 열정을 드러냈다. 그가 자신의 의무

로 삼은 일은 일본에서 주자학에 반대하는 무리들을 주자학으로 인도하는 것이었

다. 그는 사행 이전부터 일본에 반주자학적인 학풍이 성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

다. 원중거는 그러한 일본의 잘못된 유학을 개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명감은 그가 일본 출발 직전에 부산에서 두 명의 벗

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벗에게 한 말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정주(程朱)가 있다는 것을 모르므로 나는 늘 정주를 인용하여 그

들을 접하려 하니 형들의 뜻은 어떠합니까?

(…)

우리 예의의 나라 조선이 장엄하고 공경함을 스스로 지니고 관복(官服)을

단정히 하며 행동과 위엄 있는 거동의 법도를 잃지 않고, 정주가 아니면 말하

지 않고 경서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는다면 생각건대 좋지 않겠습니까?

(…)

좌중에 만약 정주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무리가 있다면 얼굴빛을 엄히 바르

게 하여 물리치고 더불어 창수를 하지 않는 것이 또한 무슨 해가 되겠습니

까?91)

이처럼 원중거는 일본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주자학의 전도자로서 일본 문인과

91) “日本之人不知有程朱, 吾欲動引程朱以接之, 兄意如何?. (…) 以吾禮義朝鮮, 莊敬自持, 修

飭冠服, 不失動作, 威儀之則, 非程朱不語, 非經書不引顧, 不好耶? (…) 座中若有非斥程朱

之類, 則正色斥之勿與唱酬, 亦何傷耶?”(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3월 10일조; 김경숙 옮

김, 351~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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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나칠 정도의 고집스러운 계몽

적 태도는 원중거의 개성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때까지 조선 국내에

쌓여 있던 일본 유교화에 대한 기대감이 원중거를 통해 분출되었다는 면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일본을 다녀온 뒤 원중거의 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의 정치,

사회, 기술, 문화, 풍속을 관찰하고 수많은 일본 문인과 필담을 하고서 원중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어찌 족히 더불어 인의를 말할 자들이

있겠는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가 둥글고 발

이 네모난 것은 우리와 저들이 같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우리와 저

들이 같다. 그러할진대 어찌 홀로 오기(五氣)와 오성(五性)에 있어서만 저들과

우리가 다르겠는가? 하물며 그들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순수하고 조용하며

의(義)를 사모하고 선(善)을 좋아하며 일에 부지런하고 직업에 정밀하다. 이에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도리어 저들보다 못함이 있을까 저어된다. 그러므로 부

츠 모케이(物茂卿: 소라이를 말함)가 창도(倡導)하니 나라 안의 사람들이 모두

한음(漢音)으로 고서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명체(明體)로 시문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만약 다시 한 사람이 있어 바른 도리를 잡고 스스

로 서서 모케이를 반대하고 풍속을 교화시킨다면 우리 공자님의 승사지탄(乘

槎之歎)이 다시 저 나라에도 있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 그러므로 인의

로 이끌고 예악으로 다스린다면 1년이면 다스려질 것이라 기약할 수 있는 것

은 오직 일본이 그러할 것이다. 저들이 과연 인의예악으로 다스려진다면 우리

나라도 또한 장차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영원히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식자

(識者)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이다.92)

위 인용문에 보이는 ‘머리가 둥글고 발이 네모난 것은 우리와 저들이 같다. 눈으

92) “說者或有言, 彼何足與言仁義耶. 云是有大不然者, 圓頭方足, 我與彼同, 目視耳聽, 我與彼

同, 何獨於五氣五性, 而彼與我不同耶? 況其聰慧專靜, 慕義好善, 勤於事, 而精於業, 則吾恐

我國之人, 反有慊於彼矣. 故物茂卿倡之, 而國中之人, 皆能讀古書以漢音, 變詩文以明體, 今

若復有一人秉正道, 而自立反茂卿而化俗, 則吾夫子乘槎之歎, 安知不復在於彼國耶? (…)

故導之以仁義, 齊之以禮樂, 可期以朞月之治者, 唯日本爲然. 彼果以仁義禮樂而制治, 則我

國亦將永無東顧之憂矣. 此不待識者而知之矣.”(元重擧, 乘槎錄, 갑신년 6월 14일조; 김

경숙 옮김, 530~5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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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우리와 저들이 같다.’라는 말은 보편적 관점에서 ‘우리’와

‘그들’이 같은 인간이라고 말한 것이다. 원중거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순수하고 조

용하다고 일본인들을 칭찬하면서 일본은 우리 조선과 유교 윤리를 공유할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는 일본의 문화ㆍ풍속에는 유교 문화가 하나도 없지만 일본인의 내

면에 유교문화를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단’의 학문에 빠진 일본인

앞에서 골수 주자학도의 얼굴로 정주학의 위대함을 강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

명하였던 원중거는 실제로 일본인과 접하면서 일본 유교화의 가능성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원중거의 사행록에는 일찍이 일본인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던 ‘죽음을 좋

아하고 삶을 싫어한다’라는 상투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원중거는 소라이가 중

국 발음으로 경서를 읽게 한 것은 일본 유교화를 위한 큰 진전이고 소라이 이후의

일본에 또 하나의 소라이가 나타나 일본인을 ‘인의예악’(仁義禮樂)으로 ‘교도’하면

1년 내에 유교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본이 유교화되면, 즉 일본과 ‘도’를 공유

할 수 있게 되면,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영원히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원중거는 조선ㆍ중국ㆍ일본이 유교적인 ‘도’를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교류사에서 유교 사상은 평화적 공존에 대한 사유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원중거로 하여금 이러한 유교화의 기대를 가지게 한 것은 일본의

문화도 풍속도 아닌 일본인의 내면성이었다. 원중거의 말을 빌리자면 ‘총명하고 지

혜로우며 순수하고 조용하며 의(義)를 사모하고 선(善)을 좋아하며 일에 부지런하

고 직업에 정밀’한 일본의 민족성이다. 원중거는 일본인과의 학문적ㆍ문화적ㆍ인간

적 교류의 경험을 통해 유교적 윤리를 공유한 동문세계의 성립을 꿈꾼 것이다.

4) 聖人의 道와 皇國의 道

일본에 다녀온 역대 사행원들 중에서 일본을 가장 예리하게 분석한 사람은 원중

거이다. 일본의 정치제도, 경제구조, 기술에 대한 원중거의 기록은 그 분량, 정확

함, 깊이에 있어 다른 사행록을 능가한다. 그는 일본에 대한 지식을 대폭 확장시켰

고, 조선후기에 축적되어온 일본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원중

거야말로 일본 지식 형성의 대성자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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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일본과 ‘도’(道)를 공유한 세계의 도

래를 꿈꾸었다. 앞 절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일본 유교화의 꿈은 권근, 이익, 정약

용 등 조선 국내 지식인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일본인에게도 ‘인’(仁)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본 권근, 일본에 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조선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이익, 일본 유학자의 이름을 들면서 일본에 의한 재침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 정약용 등은 말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일본과 ‘도’를 공유할 수 있

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원중거에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원중거는 일본

출발 이전부터 일본인에게 주자학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일

본인들을 인의예악으로 이끌면 곧 유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일본

과 ‘도’(道)를 같이 한 동문세계를 상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도’란 유교적인 성인

(聖人)의 도를 말한다. 대학에 “위대하다, 성인의 도(道)여, 양양하게 만물을 발

육케 하니, 그 높고 큰 도는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인의 도는 이

세계 모든 것에 관통하는 보편적 윤리이며, 모든 인간에게 타고난 윤리성[秉彛]이

있는 한, 지역ㆍ종족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중거는 이 ‘성인의 도’를 일본

과 공유함으로써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의 도에 대한 신념은 원중거의 일본인식에 중대한 오류를 가

져왔다. 원중거 일본관의 한계점은 일본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두드러지

게 드러난다. 그는 천황과 신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 천황이라는 존재가

일본인의 민속신앙에 뿌리 깊게 정착되어 있다는 것, 일본인의 윤리규범이 유교가

아니라 신도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 문화의 기저에

신도가 깔려 있음을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이 조만간 유교화될 것이

라고 하였다. 일본 고유문화 및 일본 유교화에 대한 그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발

언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대개 왜국은 중화에서 수만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 처해 있어 그 땅은 중화

의 영토에 더해질 수 없고, 그 백성은 중화의 호적에 더해질 수가 없다. 또한

그 풍속이 신귀(神鬼)를 중시하고 예의를 경시한다. 스스로 좁은 우물 가운데

서 태어나고, 스스로 굴과 소라의 무리에서 자라 천지의 큼과 일월의 밝음과

부자의 도와 군신의 도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치 물의 요괴나 물고기

정령의 무리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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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천도(天道)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온다는 뜻을 여러 번 왜의

유학자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듣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속으로는 천지

사이에 또한 원래 이러한 이치가 있음을 생각하였다. 또한 그 나라의 풍속을

보건대 신에게 빠지고 부처에게 빠지며 병란으로 어지러웠는데 히데요시에 의

해 그 어지러움이 극에 달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괴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좇아 안정시키고 통일하였다.

지금은 통신사행이 여러 번 들어왔으며 나가사키의 서적이 또한 유통되고

있다. 유학을 닦는 선비들이 사람의 떳떳한 도리와 사물의 마땅한 법칙이 있

음을 알게 되어 부녀자와 젖먹이, 천한 사람에게 날마다 선(善)을 권장하니 만

약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앞장서서 이끈다면 역말이 빨리 가는 것과 같아서

일본은 아주 쉽게 변할 것이다. 저들이 만약 인의를 알고 염치를 알아, 옛 것

을 기뻐하고 지금을 돌이킨다면 이는 단지 그 나라의 다행만이 아니라 우리나

라와 중국이 침략당할 우환이 더욱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나

가사키의 물화와 서적을 일러, ‘진실로 청나라 사람의 이득이며 또한 일본문명

의 운명이 걸린 것’이라고 한 것이다.93)

원중거의 입장에서 보면 신불 숭배로 대표되는 일본의 고유성ㆍ특수성은 모두

중화에서 떨어진 곳에서 생겨난 오랑캐의 풍속이다. 말하자면 우물 속의 개구리가

천지의 이치를 모르면서 ‘굴과 소라’ 안에서 제멋대로 고유의 풍습을 형성해버린

것이다. 그는 일본은 빨리 그 오랑캐의 풍속을 타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도 언

급하였듯이 일본에 신사ㆍ사찰이 사라져야 비로소 일본은 중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원중거의 견해이다. 귀신 숭배와 같은 일본적 고유성ㆍ특수성에서 벗어나야 일

본은 문명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졌던 만큼 그는 신도를 믿

93) “蓋倭國處中華屢萬里海中, 其地不足以廣中華幅員, 其民不足以益中華版籍, 又其俗重神鬼

輕禮義, 自生于鼃黽之中, 自長于蠔螺之羣, 不知天地之大, 日月之明, 父子之道, 君臣之理,
有如水怪魚精之隊聚類分. (…) 愚常以天道自北而南之意, 屢語于倭儒, 非欲悅其聽也. 窃恐

天地之間亦自有是理, 且觀其國俗淫於神, 荒於佛, 亂於兵, 亂極於秀吉, 而人皆有厭苦懲創

之意. 家康順人情而寧壹之. 見今通信之行屢入, 而長碕之書又通. 其儒士者, 漸知有人彛物

則之懿, 媍孺下賤, 日勸於善, 如有在位者倡而率之, 則置郵之速, 惟日本爲甚易. 被若知仁

義, 識廉恥, 悅古而反今, 則不但其國之幸, 我國與中國益不見寇掠之患. 故愚嘗謂長碕貨書,

固是淸人之市利而亦繫日本文明之運也.”(元重擧, 和國志 卷1, 中國通使征伐 , 170~172
면; 박재금 옮김, 166면) ‘被’자는 ‘彼’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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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사에 참배하고, 신불에 기원하는 일본인의 모습보다 나가사키에서 중국 서적

을 수입하고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본인의 모습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보

았다.94) 그는 신도를 숭상하는 대다수의 일본인보다는 입양제도에 부끄러워하거나

유교식 사례(四禮)를 실행하려 조선 사절들에게 질문하는 극소수의 일본인에게 과

도하게 주목하여 동문세계에의 꿈을 조급하게 머릿속에 그린 것이다.

원중거는 차이보다 공통점에 주목하고 특수성에 매몰된 일본보다 유교문화권으

로 나아가려는 일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가치

관을 공유하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등한시했다. 말하자면 문화적 동질감을 강

조하는 나머지 일본의 개별성을 불순한 것으로 배제한 것이다. 그는 사상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한문직독법을 제창한 소라이에게 동질감을 느껴 소라이 이

후의 일본에 큰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소라이 이후의 일본은 원중거가 원

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소라이 이후 일본사상계에 ‘국학’(國學)이 대두하자 ‘국학자’(國學者)들은 유학자

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는 종래 일본에서 사용된 ‘도’에 대한 관념 자체를 비판하였다. 그는

“사실은 중국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도 그 취지를 파고들어 보면, 단지 남의 나라

를 빼앗기 위한 것과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준비, 이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95)라고 하면서 ‘도’라는 것도 결국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정치적 도

94) 일본이 중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원중거의 희망적 관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박재금은 일본의 문화발전에 대한 원중거의 기대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나 정보가 결여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의 시야가 중국

과 조선, 일본 3국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원중거가 일본의 변화상과 발전상을 포착하였다는 점은 종래의 멸시

적인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박재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

식 ,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12면). 이홍식은 원중거의 “희망

섞인 낙관적 전망”에 대해 “통신사들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일본 문화에 대한 뿌리 깊

은 선입견과 문화적 우월감에 대한 재고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

는 동시에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된 세계 각국의 문화는 다양성과 상대성을 긍정하고

중심논리를 허물어 원중거의 기대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지적하였

고, 일본이 인의와 염치를 가진 중화의 나라로 변화할 것이라는 원중거의 견해에 대해

서도 “비논리적이고 막연하며 지나치게 환상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홍식, 1763

년 계미통신사의 일본 문화 인식: 현천 원중거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제41집, 온지학
회, 2014, 184면, 194면).

95) “かゝれば, からくにゝして道といふ物も, 其旨をきはむれば, たゞ人の國を奪ばゝむ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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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에 대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인식은 소

라이학의 연장선상에 있다.96) 제Ⅱ장 제2절 제2항에서 사행원들과 논쟁하였을 때

다키 가쿠다이가 ‘군자의 도’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쓰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고 보았다는 것, ‘도’를 ‘통치술’로 보는 가쿠다이의 사상은 오규 소라이에게서 비

롯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도를 정치적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다키 가쿠다이와 모

토오리 노리나라의 견해는 일치한다. 이처럼 소라이 이후에 일본에 대두한 것은

유교적인 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국학이었다. 일본과 도를 공유한 세계를 꿈꾸

었던 원중거의 관측은 빗나간 것이다. 노리나가는 유학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실천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도 유학자가 육경(六經)이라는 서적만을 내세워 “그 나라야말로 도가

올바른 나라다.”라고 요란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생각이

다. 이런 식으로 도를 꾸며내고 내세우는 것은 본디 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

인데도 오히려 이를 우수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후세 사람들이 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수긍하겠지

만, 오랜 역사에 걸쳐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대대로 내려온 그

나라(중국을 말함)의 역사서를 봐도 명백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도라

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의(仁義)ㆍ예양(禮讓)ㆍ효제(孝悌)ㆍ충신(忠信)

등과 같은 호들갑스러운 덕목을 수없이 만들어놓고 이로 하여금 사람을 엄격

하게 가르쳐서 인도하는 것이라 한다.97)

めと, 人に奪はるまじきかまへとの, 二にはすぎずもある.”(本居宣長, 直毘靈, 增補 本

居宣長全集 第一卷, 東京: 吉川弘文館, 1937, 54면; 모토오리 노리나가 지음, 고희탁 외

옮김, 일본 ‘국체’ 내셔널리즘의 원형: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국학, 동북아역사재단,
2011, 56면)

96) 마루야마 마사오는 위에서 인용한 노리나가의 말을 거론하면서 “소라이학과 국학의 부

정적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2, 154면; 김석근 옮김, 日本政治思想史硏究, 통나무, 1995, 277~278면). 소라이학과
국학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같은 책, 140~159면(김석근 옮김, 260~281면) 참조.

97) “然るに儒者の, たゞ六經などいふ書をのみとらへて,彼國をしも, 道正しき國ぞと,いひ

のゝしるは, いたくたがへることなり. かく道といふことを作りて正すは, もと道の正しか

らぬが故のわざなるを, かへりてたけきことに思ひいふこそをこなれ. そも後人, 此道の

まゝに行なはゞこそあらめ,さる人は, よゝに一人だに有がたきことは, かの國の世世の史

どもを見てもしるき物をや. さて其道といふ物のさまは, いかなるぞといへば, 仁義禮讓孝

悌忠信などいふ, こちたき名どもを, くさぐさ作り設て, 人をきびしく敎へおもむけむと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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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거가 말하는 유교적 도를 노리나가는 철저히 비판한다. 원중거는 ‘인의’와

‘충신’으로 일본을 인도하면 일본은 곧 유교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노리나가는 이

러한 유교적 덕목을 통한 교화에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표명한다. 중국의 문물을

사모하여 배우는 것에 대해 노리나가는 “천황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지 않

고 각자의 약삭빠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게 된 것은 가라고코로[漢意]에 물

들어 버렸기 때문이다.”98)라고 비난한다. ‘가라고코로’란 중국의 문물을 숭상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조선 사절들의 시나 글씨를 보물로 삼거나 기복(祈

福)을 위한 부적으로 삼는 행위는 ‘가라고코로’[漢意]에 물든 행위로 비난받는다.

노리나가의 가라고코로 비판은 중국문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조에 대한 반

발심에 연유한다. 이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열적(序列的) 세계관을 전제로

성립한 동문의식은 노라나가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쳤다. 이러한 노리

나가의 말은 나오비노 미타마(直毘靈)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저작은 1771년에 쓰

였다. 계미통신사가 일본을 떠난 지 고작 7년 후이다.

노리나가가 말하는 도란 ‘황국’(皇國)인 일본에만 전해지는 도를 말한다. 이 도

를 배우기 위해서 학문에 힘써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러면 학문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를 배우는 일이다. 본디 도라는

것은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도이고, 천황이 천하를 다스리는 도이며, 사해만

국(四海萬國)으로 퍼져나가는 참된 도로서 오로지 황국(皇國) 일본에만 전해지

고 있다. 이 도는 어떤 도인가 하면,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
두 서적에 나타나 있는 신대(神代)ㆍ상대(上代)의 여러 가지 사적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서적의 신대ㆍ상대의 내용을 되풀이하여 속독하지 않

으면 안 된다. (…) 이들 서적을 빠른 시간에 읽어두면, 야마토다마시[大和魂]

가 견고해져서 가라고코로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도를 배우려는 자는 첫째

가라고코로ㆍ유의(儒意)를 깔끔히 씻어버리고, 야마토다마시를 견실하게 보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99)

すなる.”(本居宣長, 直毘靈,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一卷, 54~55면; 고희탁 외 옮김,

56~57면)
98) “天皇尊の大御心を心とせずして, 己己がさかしらごゝろを心とするは, 漢意の移れるな

り.”(本居宣長, 直毘靈,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一卷, 56면; 고희탁 외 옮김,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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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특히 뛰어난 참된 도가 전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다. 이

런 나라에 태어난 것은 실로 행복 중의 행복이므로, 도를 배울 때에는 어찌

해서든 훌륭한 황국(皇國)의 도를 배워야 한다.100)

노리나가가 말하는 도란 ‘황국(皇國)’ 일본에만 전해지고 있는 도를 말한다. 이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고사기, 일본서기 등 일본의 고전을 읽어야하며, 예부터
전해온 일본의 고전을 통해 ‘야마토다마시’를 함양하고 ‘가라고코로’를 깨끗이 씻어

야 한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일본에 가장 부족한 것은 ‘진짜 학문’이라고 하면서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주자학의 전도자를 자임하여 일본 문인들을 만날 때마

다 주자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인의 내면에 유학을 ‘사모하는 마음’

이 있다고 지적하고서 일본의 문풍이 곧 일본을 중화로 바꿀 것이라고 보았다. 노

리나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유학을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가라고코로’인 것

이다. 노리나가는 원중거가 본 일본인의 유학을 사모하는 마음을 ‘야마토다마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리나가는 한문을 배우고 중국 서적을 읽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

시하였다.

중국 서적[漢籍]도 함께 읽어야 한다. 고문헌은 모두 한자와 한문으로 기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토쿠[孝德] 천황과 덴지[天智] 천황 이후에 만사

가 그 나라의 제도에 따른 바가 많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더라도 한문을 읽을

99) “さてその主としてよるべきすぢは, 何れぞといへば, 道の學問なり, そもそも此道は, 天

照大御神の道にして, 天皇の天下をしろしめす道, 四海萬國にゆきわたりたる, まことの道

なるが, ひとり皇國に傳はれるを, 其道は,いかなるさまの道ぞといふに, 此道は, 古事記書

紀の二典に記されたる, 神代上代の, もろもろの事蹟のうへに備はりたり. 此二典の上代の

卷卷を, くりかへしくりかへしよくよみ見るべし. (…) 又件の書どもを早くよまば, やま

とたましひよく堅固りて, 漢意におちいらぬ衛にもよかるべき也. 道を學ばんと心ざすとも

がらは, 第一に漢意儒意を, 淸く濯ぎ去て,やまと魂をかたくする事を, 要とすべし.”(本居

宣長, うひ山ぶみ,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九卷, 東京: 吉川弘文館, 1938, 480면; 고희
탁 외 옮김, 206~208면)

100) “さて道を學ぶにつきては, 天地の間にわたりて, 殊にすぐれたる,まことの道の傳はれる,

御國に生れ來つるは, 幸とも幸なれば, いかにも此たふとき皇國の道を學ぶべきは, 勿論の

こと也.”(本居宣長, うひ山ぶみ,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九卷, 485면; 고희탁 외 옮김,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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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으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만, 중국 서적을 읽을 때는 야마토

다마시를 굳게 견지하고 몰두하지 않으면, 한문의 문장 수식에 휘둘리게 된다.

그런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101)

한적(漢籍)을 읽는 것도 학문을 위해서는 유익하다. 야마토다마시만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동요하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한문만을 가까이하여도 미혹될 염

려가 없다.102)

원중거는 중국어 발음으로 한문을 읽고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한 중국 서적을 열

심히 배우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일본과 도를 공유할 수 있겠다고 보았다. 이에 대

해 노라나가는 비록 한문을 읽어도 야마도다마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

하자면 노리나가에게 중국의 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성인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수양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게 중국의 서적은 역사를 배우기 위한 문헌이

다. 한문을 읽되 성인의 도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며, 일본인은 언제나 ‘야마토다마

시’를 견지하면서 학문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노리나가는 학문의 의미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노리나가는 일본 고래로 전해지는 노래[歌]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히라가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서 가타카나, 히라가나라는 것이 생겨 모든 것을 우리

나라 말대로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옛날처럼 한문으로 쓸 필요

가 없다. 그런데도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을 버리고 부정확하고 불편한 쪽을

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103)

101) “さて又漢籍をもまじへよむべし, 古書どもは, 皆漢字漢文を借て記され, 殊に孝德天皇

天智天皇の御世のころよりしてこなたは, 萬の事かの國の制によられたるが多ければ, 史ど

もをよむにも, かの國ぶみのやうをも, 大抵はしらでは,ゆきとゞき事多ければ也. 但しから

ぶみを見るには, 殊にやまとたましひをよくかためおきて見ざれば, かのふみのことよきに

まどはさるゝことぞ, 此心得肝要也.”(本居宣長, うひ山ぶみ,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九
卷, 482면; 고희탁 외 옮김, 212면)

102) “からぶみをもまじへよむべし, 漢籍を見るも, 學問のために益おほし, やまと魂だによ

く堅固まりて, 動くことなければ, 晝夜からぶみをのみよむといへども, かれに惑はさるゝ

うれひはなきなり.”(本居宣長, うひ山ぶみ,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九卷, 492면; 고희
탁 외 옮김, 232면)

103) “然るを後世に至りては, 片假字平假字といふ物あれば, 萬の事, 皇國の語のまゝに, 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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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제1절 제1항에서 밝혔듯이 남옥은 통역을 통해 구어로 간접적으로 소통

하는 것보다 한문으로 직접 일본인들과 필담하는 것이 더 정확한 소통방법이라고

하였다. 노리나가에게 한자ㆍ한문을 통해 외국인과 소통한다는 발상은 없다. 그것

보다 히라가나ㆍ가타카나로 기록된 일본 고래의 노래를 통해 옛날 일본인과 소통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문보다 히라가나에 의한 표현수단이

더 일본인의 심정을 드러내기에는 편리하고 정확하다고 본 것이다.

노리나가와 원중거의 차이는 일본의 풍속에 대한 인식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앞

서 동성혼의 습관에 대한 원중거와 나와 도로의 대화를 소개하였는데, 노리나가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등은 저 나

라(중국을 말함)에서도 상대(上代)부터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주(周)나라 시대

에 제정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정했던 까닭은 나라의 풍속이 나쁘

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같은 어머니의 형제 사이에서도 항상 음란한 일들이

다반사여서, 구분이 없고 통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

도의 엄격함은 오히려 나라의 수치인 것이다. 무슨 일에 관해서 법이 엄격한

것은 이를 범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 또, 황국(皇國)을 억지로 얕잡아보

려고 걸핏하면 옛날에 형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끄집어내어 금수의 행위라고

비난을 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도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나라의 불만스런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속이기만 하면서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저 성인(聖人)들의 건방진 생각을 틀림없이 당연한 도리

라고 깊이 믿고 역시 그들에게 추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추종하

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과 같이 않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104)

やうにも自由に, 物はかゝるゝことなれば, 古のやうに, 物を漢文に書べきことにはあらず,

便よく正しき方をすてゝ, 正しからず不便なるかたを用るは, いと愚也.”(本居宣長, うひ
山ぶみ,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九卷, 489면; 고희탁 외 옮김, 225면)

104) “又百世を經ても, 同姓どち婚することゆるさずといふ制など, かの國にしても, 上代よ

り然るにはあらず, 周の代のさだめなり. かくきびしく定めたる故は, 國の俗あしくして,

親子同母兄弟などの間にも, みだりなる事のみ常多くて, 別なく治まりがたかりし故なれ

ば, かゝる制のきびしきは, かへりて國の耻なるをや. すべて何の上にも, 法の嚴きは, 犯

すものゝ多きがゆゑぞかし. (…) 又皇國をしひて賤しめむとして, ともすれば, 古兄弟ま

ぐはひせしことをいひ出て, 鳥獸のふるまひぞとそしるを, 此方の物知人たちも, 是をば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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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노리나가는 옛날 일본에서는 같은 어머니의 형제끼리 결혼하는 일은 피

하였으나 배다른 형제끼리 결혼하는 일은 천황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고

했다. 이복 형제간의 결혼을 피하는 습관은 없었는데 후세에 중국의 규범을 따르

면서 배다른 형제가 결혼하는 일에 대한 금기가 생겨났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옛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규범으로 삼아서 논해서는 안 될 일이다

.”105)라고 서술하였다.

노리나가는 동성혼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성 사이에 음란한 일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이 더 나라의 수치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동성혼의 관습을 ‘금수의 행위’로 비난하는 외국의 유작들에

동의하여 동성혼의 풍습을 불쾌하게 여기는 자국의 유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으로 사행원들은 일본의 동성혼에 대해 큰 거부반응

을 보였으며 일본이 오랑캐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풍습에 있다고 보았다. 원중거

는 동성혼의 풍습에 대해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워하는 나와 로도의 모습을 보면

서 ‘수치’와 ‘수오’(羞惡)를 느끼는 ‘병이’(秉彛)가 일본인에게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노리나가는 원중거와 나와 로도처럼 동성혼의 풍습에 불쾌감을 표시하

는 유학자들을 비난하였다. 노리나가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혼의 풍습을 두고 일본

문인에게 엄격한 태도로 비판하는 원중거야말로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이다. 노리

나가에게 원중거와 나와 로도가 공유하고 있었던 ‘병이’는 없다. 원중거가 일본인

의 내면에서 발견한 ‘병이’야말로 조선 문인과 일본 문인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

런데 노리나가에게 그러한 ‘병이’는 ‘가라고코로’에 오염된 결과에 불과하다. 이제

일본인은 조선인이나 중국인과 도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인에게 필요한 것

은 ‘황국’의 도를 배우면서 ‘야마토다마시’를 함양하는 것이다.

노리나가는 원중거가 꿈꾼 도를 공유한 동문세계도, 국경 너머에 있는 문인들과

소통한다는 동문의식도 모조리 부정했다. 이러한 의식은 노리나가에 의하여 모두

ころよからず, 御國のあかぬことに思ひて, かにかくにいひまぎらはしつゝ, いまださだか

に斷り說ることもなきは, かの聖人のさかしらを, かならず當然理と思ひなづみて, なほ彼

にへつらふ心あるがゆゑなり. もしへつらふこゝろしなくば, 彼と同じからぬは, なにごと

かあらむ.”(本居宣長, 直毘靈,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一卷, 64면; 고희탁 외 옮김, 75

면)

105) “古は古の定まりにしあれば, 異國の制を規として, 論ふべきことにあらず.”(本居宣長, 
直毘靈, 增補 本居宣長全集 第一卷, 65면; 고희탁 외 옮김,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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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코로’에 물든 것으로 비난받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같이 한자ㆍ한문을

공유하는 데서 획득되는 문화적 유대감이 아니라 ‘야마토다마시’를 가진 사람들끼

리의 문화적 유대감이다. 노리나가는 원중거가 그토록 거부반응을 보인 신도야말

로 일본인들을 결속해주는 종교이자 황국 일본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았

다.

요컨대 소라이 이후의 일본은 원중거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역으

로 원중거가 혐오감을 가졌던 일본적 고유성ㆍ특수성에 더욱 큰 자부심을 가지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원중거는 일본을 오독(誤讀)한 것이다. 그리고 원

중거로 하여금 일본을 오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일본에 대한 동문의식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동문의식의 양면성을 보게 된다. 일본 문인들과 정을 나눈 경험은

일본에 대한 문화적 유대감을 낳고, 그 의식을 기초로 조선 문인들은 일본과 ‘도’

를 공유한 동문세계의 성립을 꿈꾸었다. 그런데 일본측은 동문의식이 근거하고 있

는 중국 중심의 서열적 세계관에 반발하여 점점 동문세계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는 계층적 세계관을 전제로 성립된 문화적 유대의식이 얼마나 큰 취약성을 가지

는지를 보여준다. 동문세계의 꿈은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지역적 공동체를 상상

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자칫하면 낭만적 공상에 빠지기

쉽다. 원중거의 일본인식에 잘 나타나 있듯이 동질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현실적으

로 존재하는 이질성을 등한시해버리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일(朝日)

간의 접촉과 소통의 양상을 탐구할 때 동질성만이 아니라 이질성에도 주목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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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고의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신사 및 조선 문인들이 남긴 글을 대상으

로 일본지식이 축적ㆍ확대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접촉

ㆍ소통이 조선 문인들에게 어떤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일

본지식의 전반적인 축적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를 정치, 경제, 기술, 문자, 문학,

문화,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무가사회(武家社會)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

본인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가능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강항은 일본인들의 잔인

한 성품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결과로 보았다. 그러한 인식은 신유한과 원중거에게

이어지는 가운데 점차 변화되어 갔다. ‘호사오생’(好死惡生)이라는 말로 표현된 일

본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달라졌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인의 내면에 ‘호생오사’(好

生惡死)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정치제도를 가장 세밀하게

분석한 원중거는 ‘병농공상승’(兵農工商僧)으로 보던 일본 신분제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위상공농’(位商工農)으로 변화시켰고, 막부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번주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에서 찾았다. 또 그는 세습제가

사회전체에 정착되어 있고 개인들도 거기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회

가 유지된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일본 정치제도에 대한 사행원들의 인식은 갈수

록 예리해졌다. 직업을 세습하는 제도는 ‘구임’(久任)의 필요성을 주장한 조선 지식

인들에게 일부 참조되기도 하였다. 다만 조선 문인들은 ‘양병’(養兵)을 토대로 한

막번체제를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보지는 않았다. 원중거는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

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무력과 법에 기반한 막번체제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근본적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구조는 ‘인정’(仁政)

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선 문인들의 정치관과 배치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제구조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일본의 경제 발전을 관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행원들은 도쿠가와 막부가 각지의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토지 외에 직할지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서 얻는 수입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일찍부터 지적하고 있었다. 신유한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어떻

게 번영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 원중거는 일본 곳곳에 광산

이 있고 그 광산에서 채취된 금ㆍ은으로 재정을 확보한다는 점을 들어 막부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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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영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나라가 풍요로운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

였다. 나가사키 무역을 조선의 국가이익과 깊게 관련된 것으로 보는 인식은 박제

가에게 계승되어 그의 해외통상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 번째로 일본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조선 국내에 유입되면서 이용후생을 주장

하는 지식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남용익은 일본 미닫이(후스

마), 자리(다타미)의 크기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지식은

신유한, 홍경해, 남옥으로 이어져 마지막으로 이덕무와 박제가 등에게 계승되었으

며, 도량형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조선기술에 대한 인식은 1748

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고, 1763년에 이르면 사행원들은 일본의 배를 칭찬하면서

일본 선박의 구조나 제조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술

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지식은 기술자 양성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네 번째로 문자생활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일본인에 대한 문화적 유대의식을 형

성하는 데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문을 구사하면서 조선 사절들

과 소통하려는 일본인들은 점차 늘어났다. 승려에 한정되어 있던 사행원들의 소통

상대는 계미년에 이르자 서민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원중거는 일본

을 ‘해중문명지향’(海中文明之鄕)으로 부르기까지 하였다. 또 사행원들은 일본인의

한시가 어색한 원인을 훈독법에서 찾았고 이후 일본인들의 한시 수준이 향상된 원

인을 한문직독법에서 찾았다. 원중거는 한문직독법을 제창한 소라이를 극찬하여

소라이 이후의 일본에 도(道)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탄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로 일본 문학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동문의식의 형성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일본 문풍을 상징하는 아라이 하쿠세키와 오규 소라이를 통해 사행원

들은 중국과 조선에 비견할 만큼 뛰어난 문인이 일본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계미

년에 이루어진 문학교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다키 가쿠다이(瀧鶴臺)이다.

그는 조선 문인들이 일본에 대한 동문의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이별에 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본 문인들의 모습은 사행원들로 하여금 일본인에

대한 감정적 유대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그 감동의 여파는 조선 국내에도 전파되

었다. 특히 박제가, 이덕무, 홍대용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다키 가쿠다이를 언급

하거나 칭찬하였다는 사실은 원중거의 동문의식이 그들에게도 수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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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이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을 전망하는 사유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사행원들은 신도, 불교, 신사참배, 귀신숭배 등 일본의 민

속신앙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원중거는 일본의 민속신

앙을 가장 자세하게 관찰하였고 신도가 일본인의 일상생활ㆍ사고방식 구석구석까

지 침투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사행원들은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이케다

미츠마사, 나와 로도 등의 인물을 통해 일본에 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목

도하였다. 원중거는 유교적 문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본인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

음을 지적하면서 신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고유문화는 ‘문풍’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

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원중거는 소라이 이후의 일본에 또 하나의 소라이가 나타

나 일본인을 인의예악(仁義禮樂)으로 교도하면 일본은 곧 변화할 것이라고 낙관하

면서 조선ㆍ중국ㆍ일본이 유교적 윤리를 공유하는 세계의 성립을 꿈꾸었다. 그러

나 원중거의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는 국학(國學)이 성행하면서 성인(聖人)의 도

(道)보다 황국(皇國)의 도(道)가 중시되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중국문화를 사

모하는 일본 유학자들을 ‘가라고코로’[漢意]에 물든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인들

은 일본 고전을 배우면서 ‘야마토다마시’[大和魂]를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리나가의 사상은 원중거가 희망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원중거가 전망한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 조선후기 일본에 대한 지식의 확대 및 일본과의 소통을 통해 점차 조선 문

인들의 사고에 변화가 일어난 과정을 살폈다. 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로 일본에서 무엇을 배우려 하는 사고가 형성되었다는 것, 둘째로 일본 문인들

과의 사이에 감동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경험을 통해 일본에 대한 문화적 유

대감이 형성되었다는 것, 셋째로 일본인에 대한 동문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공존

에 대한 사유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일부 극소수의

지식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자와의 소통 경험의 축적이 동아시아 공

통의 가치관을 모색하려는 사유로 이어진다는 점은 본고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고 생각된다.

일본이라는 상대를 대면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인식과 사유를 심화시켜간 과

정을 포괄적이고 통시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은 본고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이 점에

본고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에는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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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어떠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지식이 조선 문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고의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

은 일본에 대한 지식이 조선 국내에 축적되어 갔으며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

고의 변화를 낳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을 뿐, 그 지식의 수용과 축적이 어떤 역사

적ㆍ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본고는 전반적으로 사행록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 치중했으며, 그 사회

역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한 한계를 안고 있는바, 이는 필자의 역

량 부족에 기인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장차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문학, 사상에 대해 더욱 많은 지식을 쌓아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일본지식 축적과

원용의 역사적ㆍ사회적 의미를 고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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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up of Knowledge about Japan and Conversion in the way of 
thinking during the Late Choson 

-A study focusing upon the Travel record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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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regarding the process of knowledge accumulation and its extension

about Japan. It concentrates on the aspects of changes which arose in the intellectual

world of Choson literary scholars due to their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Japan.

This research is a study of what knowledge addition and correction about Japan

occurred amongst Choson literary scholars. It is a diachronic investigation of the texts

regarding Japan available inside Choson and the records of literary scholars who had

been to Japan as Korean emissaries from the year 1590 to 1763. Such an investigation

looks into how these texts invited a conversion in the way of thinking of Choson

literary scholars with an extension in the knowledge about Japan. Six categories

namely; 1. Politics 2. Economy 3. Technology 4. Letters 5. Literature and 6. Culture

were identified and studied for having the process of knowledge accumulation about

Japan.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for each respective area is as follows.

The first category is politics. Comparatively, the Korean emissaries understood

accurately about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like the receiving the Samurai system

based on military exploits, inheriting the post without a state exam, strict surveillance

by Tokuga and Shogunate of respective feudal lords. On the basis of this knowledge, it

was acutely analyzed how a peaceful society could be maintained under a political

system based upon military machinery. The knowledge about Japan's political system

was partially embraced by the intellects of Choson insisting on a social reform by

Kan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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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s the economy. Korean emissaries saw that Japan was comparatively

economically developing and especially the Buddhist temple and residence were seen to

be extravagant. On one hand, they saw Japan negatively as it was soaked in

extravagance.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positively saw Japanese subjects who had

a frugal and simple life. They grasped that the national finance of Japan was being

assured through the profits of overseas trade, gold and silver extracted from mines and

tax revenues obtained in the territory directly ruled by Shogunate. And, the awareness

that through Nagasaki trade Choson was suffering an economic loss as much Japan

was gaining was largely reflected in the argument for marine trade of Park Je Ga.

Third is the technology. Korean emissaries admired Japanese technology. Specially,

they highly praised the elaborate construction of water mills, buildings and ships of

Japan. As the knowledge about Japan's technology increased, there were trials to

practically use this technology in Choson too. Also, the fact that craftsman in Japan

were socially acknowledged arose an interest regarding the cultivation of technicians

amongst the intellects who stressed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Fourth category is Letters. Knowledge about Hiragana, Katakana and Chinese letters

used in Japanese increased with time and the Korean emissaries recorded these

Japanese letters in the travel documents. Also, as fluent classical Chinese users in

Japan increased, the target users of written conversation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that was initially limited to monks increased gradually. Accordingly, Korean emissaries

also acknowledged Japan to be an area of Hanja and a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s. Also, they negatively viewed reading as per Hunduk; Japanese reading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and saw that the Japanese ability of reading Chinese

characters rapidly developed by the chanting of Chinese characters by Ogyu sorai.

Fifth is literature. Amongst the Japanese writers, Arai hakuseki and Ogyu sorai were

the most admired people by the Choson literary men. They saw that these two were

the one who led Japanese literature. As per the active exchange with Japanese literary

scholars, the awareness of the Korean emissaries regarding Japanese also changed.

They self - reflected upon themselves who once looked down upon Japan and they

shared friendship with Japanese literary scholars. A deep exchange bore a cultural bond

between them and this link continued with a reason that can be sharing of universal

morality with Japanese.

The sixth is culture. Though, Korean emissaries showed rejection about Japanese

native culture like Shinto religion, Buddhism, visiting a shrine to worship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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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ism etc., they pointed out Shinto religion had penetrated deeply in the way of

thinking and everyday life of Japanese. On one hand, they saw that Japan was

gradually changing into a country of Confucianism by seeing through the Japanese

who adored Confucianism flow and exchange with the Japanese Confucians. Such an

understanding was linked to the thinking that a peace order can be established in East

Asia by changing Japan into a Confucianism nation. However, Motoori Norinaga; a

Japanese scholar of classical literature had a conflicting assertion than the awareness

of the Korean emissaries as such an understanding had occurred as a magnification

result of the reality.

The knowledge accumulation about Japan brought three types of changes in the way

of thinking. Firstly, there was a self-reflection about looking down upon Japan.

Secondly, there was formation of a practical reasoning for application of Japanese

technology in Choson. Thirdly, there was development of a reason for peaceful co -

existence with Japan. This study could deeply analyze the significance of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Japan by Choson intel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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