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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經學文献 수용에 관하여
 古義堂資料․稽古館資料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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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근래에 중국․대만․한국․일본의 연구자들이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유교사상

을 종합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동아시아 여

러 나라들의 공통된 역사적 배경인 유교사상을 하나의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

점 및 영향관계들을 확정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이해와 연계를 심화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연구 상황에 대응하여 일본의

독자적 漢籍 讀解法인 ‘訓讀’ 및 그에 기초한 전통적인 경서 연구의 의의에 대해

懷疑를 품기 시작했다.2)2)유교사상 연구는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

* 弘前大学 人文学部 教授.

1) 일본 국내에서 간행된 연구서로 吾妻重二, 2005 国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世界と儒教,
東方書店; 黄俊傑, 2010 東アジアの儒学, ぺりかん社; 小島康敬, 2013  礼楽 文化―東
アジアの教養, ぺりかん社 등을 들 수 있다.

2) 中村春作, 2008  訓読 論: 東アジア漢文世界と日本語, 勉誠出版; 中村春作, 2010 続 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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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겠다.

논자는 기본적으로는 윤리학적 관심에서 伊藤仁齋를 중심으로 한 일본 儒者의

사상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3)3)그러나 여기에서는 근래 유교사상 연구의 동향에

입각하여 유교의 경학문헌이 일본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교를 국가의 중심적 사상으로 했던 중국이나 한국과

는 다른 일본의 독자적 유교 수용 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日本 社會와 儒教

본고에서는 일본 경학 문헌의 소장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일본사회에서 유교가 차지한 위치를 확인해 두자.

戰後의 일본 사상사 연구에 있어서는 丸山眞男의 학설이 큰 영향력을 지녔다.

丸山은, 주자학이 幕府가 지배한 봉건사회의 體制敎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가 伊藤仁齋(1627~1705)와 荻生徂徠(1666~1728) 등과 같은 유자 혹은 本居宣

長(1730~1801)과 같은 국학자 등에 의해 비판되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근대의

맹아를 찾아냈다.4)4)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丸山의 이러한 사상사 이해가 거

의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近世 前期에는 주자학이 막부의 봉건지배를 제도

적으로 지지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당시의 일본사회와 주자학은 부적합한

경향이 강하다고 여겼다.5)5)거기에 주자학을 포함한 유교사상 뿐만 아니라 神道

와 佛敎 또는 武士의 思想과 兵學이라고 하는 여러 사상들이 복합된 형태로 근

読 論: 東アジア漢文世界の形成, 勉誠出版 등 참조. 또한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간행되
고 있는 朱子語類 訳注(汲古書院)은 한문 白文과 현대 일본어 번역만으로 구성되어 전
통적인 훈독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3) 木村純二, 2007 伊藤仁斎의 天사상 고찰 儒教文化研究 11(成均館大学校儒教文化研究
所 編) 참조.

4) 丸山眞男, 1952 日本政治思想史硏究, 東京大學出版會.
5) 尾藤正英, 1961 日本封建思想史硏究, 靑木書店; 渡邊浩, 1985 近世日本社會と宋學, 東
京大學出版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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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6)6)

이와 같이 일본 사회에서 유교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간단히

논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본고에서 論及할 경서의 流布 狀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유교사상이 수용된 상황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經書가 일본 사회에 보급된 것은 17세기 江戸時代 이후이다. 그 이전 6세기에

일본에 유교가 전래되었다고 전해지며, 중국의 律令制를 모범으로 하여 국가 체

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朝廷 안에서는 어느 정도 經書가 학습되었다. 그러나

禮儀의 측면이 강하였고, 정치적․사상적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일본 사회 전체

에 퍼졌던 것은 오히려 불교였다. 천황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다수가 出家하였고

불교식 장례 의식이 통상적으로 행해졌다.7)7)朱子學을 중심으로 하는 송대의 新

儒學은 12세기 말경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하나 주로 승려들 사이에서 학습되었

고, 일부 무사들 사이에도 배우는 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戰國時代가 끝나고 江戸時代에 들어서자 세상을 다스리는 가르침으로서 다시

유교사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江戸幕府 초대장군 德川家康(1542~1616)이 학문

을 즐겨 周易 외에 六韜․三略 등의 병법서나 貞觀政要․群書治要
같은 정치서를 간행하게 하였다. 또한 주자학을 배운 藤原惺窩(1561~1619)나8)8)

林羅山(1583~1657) 등과 같은 유자를 초빙하여 經書 강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德川家康이 관심을 둔 것은 중국의 역사와 정치․병법 등에 관한 지식

이었을 뿐 주자학의 체계적인 사상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林

羅山이 德川家康에게 벼슬하게 된 것도 그의 박학다식과 글재주가 높이 평가되

어 외교문서를 위시한 공문서 작성 등이 주요 업무였기 때문이다. 또한 幕府에

유자를 임용하는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林羅山은 머리를 깎고 ‘道春’이라는 법명

을 써서 겉으로는 승려의 자격으로 幕府에서 일해야만 했다.

江戸時代 중기는 유자 新井白石(1657~1725)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시기이

6) 前田勉, 1996 近世日本の儒學と兵學, ペリカン社; 黑住眞, 2003 近世日本社會と儒敎,
ペリカン社; 黑住眞, 2006 複數性の日本思想, ペリカン社 등.

7) 천황의 장례의식을 불교식으로 행하는 관례는 江戸時代 말기까지 이어졌는데, 明治이후
神佛分離 정책으로 神式에 의한 천황 장례의식이 행해지게 되었다.

8) 藤原惺窩는 壬辰戰爭(丁酉再亂) 때 일본에 연행된 姜沆에게 주자학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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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는 예외적인 일로, 江戸時代 전체를 통틀어 보면 幕府가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을 통치했다고는 할 수 없다. 기독교를 철저히 금지

하기 위해서 불교사원을 통해 호적을 관리하고(寺請制度 혹은 寺檀制度), 德川

家康 사후에 神格化하여 ‘東照大權現’으로 배향한 것 등 神道․불교․유교를 제

각기 이용하여 민중을 통치하려 했던 것이다.

1719년에 조선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수행하여 일본에 온 申維翰(1681~1752)은

당시 일본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라에는 四民이 있는데 兵․農․工․商이 그것이다. 士는 아무 관련이 없다.

四民 외에 유자, 승려, 의학자가 있다. 그러나 의학자는 유용한 역할을 하니 나라

의 풍속으로 의학을 최상으로 치고, 승려가 그 다음, 유자가 제일 끝이다. 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배워서 시문을 지으나 과거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료가 될 길이 없

다. 그 결과 유자로서 명성을 얻는다 해도 각 藩의 書記官이 되는 데 그친다.

일본의 성리학에는 하나도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없다. 일본의 정치나 풍속은 兵
學 아니면 불교이며, 각 번마다 유교 학교가 없어 예법도 없고 君親의 喪禮도 없다.9)9)

신분이 유동적이었던 전국시대와는 달리 江戸時代에는 신분이 고정되어 무사

는 戰鬪者에서 爲政者로 그 역할을 바꾸어갔다. 무사를 ‘士’로 불렀으며 신분을

士․農․工․商으로 분류하는 생각도 일반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지만 申維翰은

과거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사대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사민은 兵․

農․工․商으로 불러야 한다고 기술한 것이다. 무인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기에 일

본 사회는 유교의 이념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申維翰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10)10)

申維翰이 말한 것처럼 일본에는 과거제가 없어 국가적으로 儒者를 임용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儒者에게 사회적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林羅山이 막부

의 문서 작성을 직무로 한 것처럼 우선은 한문에 관한 기능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11)山崎闇齋(1618~1682)․中江藤樹(1608~1648)․熊澤蕃山

9) 申維翰의 日本聞見雜録 에 있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海游録
(1983, 東洋文庫252, 平凡社)에 수록].

10) 朝鮮通信使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민중이 똑바로 줄지어 정숙하게 하고 있던

것에 대해 申維翰은 禮教가 있어서 교육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兵制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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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691)․伊藤仁齋 등과 같이 명성 있는 유자들도 여러 藩의 顧問이 되거

나 스스로 私塾을 열어 儒者로서의 일생을 보냈을 뿐 막부를 통해 중앙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바꿔 말하자면 근세에 먼저 경서를 수용한 것은 중앙 정치권보다도 유자가 경

영하는 私塾을 중심으로 한 민간에서였다.12)12)직접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武士나

町人에게 敎養書로서 經書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文化의 先進地였던 京

都에서는 江戶時代 초기부터 출판 사업이 성행하여 元祿 9년(1696)의 서적목록

에는 朱子文集大全 100책과 五經集註大全 127책 등이 민간 서점에서 출판되
어 판매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13)13)또한 초학자들도 읽기 쉽게 연구된 手引書

등도 만들어졌으며 江戶時代 후기에는 四書와 近思錄 등에 읽는 방법과 해석
을 붙인 經典余師가 출판되어 널리 전국적으로 유포되었다.14)14)일반적인 교양
서로서의 경서에는 민간의 상당한 수요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경서의 학습은 먼저 민간의 사숙에서 시작되었고 이윽고 여러 번에서 학교[藩

校]가 설립되게 되었다. 幕府 直轄의 昌平坂學問所가 개설된 것은 江戶時代가

끝나기 직전인 18세기 말의 일이다.15)15)규장각과 같은 經書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설이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私塾과 藩校를 통해 경서가 널리 퍼져있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私塾으로는 伊藤仁齋가 개설한 古義堂을,

藩校로는 弘前藩의 稽古館을 각각 거론하여 경서의 수용 방식을 확인해 보기로

11) 黑住眞은 “조선의 유학이 天理 또는 天命과 결합하고 그것이 祭祀나 禮와 연관되어 생활

을 깊이 지배한” 것이었음에 비해, 일본의 유학은 “기술적이고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유자의 첫 번째 사회적 權能”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한문을 독해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고 논술하였다(黑住眞, 2006 앞의 책, 245-247면).

12) 和辻哲郞은 근세에는 “文藝나 美術․演藝 등에 의한 창조적 힘이 모두 민간에 있었던 것

처럼 학문에 있어서도 진실로 탁월한 힘은 민간에 있었다”라고 논술하였다(和辻哲郞,

2011 江戶時代前期の民間の儒學(제5편 제4장) 日本倫理思想史 三, 岩波文庫).
13) 今田洋三, 2009 江戶の本屋さん, 平凡社ライブラリー.
14) 鈴木俊幸, 2007 江戶の讀書熱: 自學する讀者と書籍流通, 平凡社選書.
15) 前田勉은 대등한 관계에서 경서를 함께 읽는 “會讀”이라고 하는 학습방법이 私塾에서 藩

校, 昌平坂學問所로 확대되어 근대의 정치적 公共性을 준비하였다고 논술하였다(前田勉,

2012 江戶の讀書會: 會讀の思想史, 平凡社選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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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古義堂과 稽古館을 거론하는 것은 사숙이나 번교의 대부분이 明治시대 이

후 폐지되어 藏書도 산일되어 버린 상황에서 두 시설의 장서와 자료는 비교적

훌륭한 보존 상태로 남겨져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16)16)

다만 그에 앞서 우선 幕府 直轄이었던 昌平坂學問所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3. 昌平坂學問所

전술했듯이 江戸幕府를 연 德川家康은 세상을 다스리는 가르침으로서 유교사

상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나타냈지만 적극적으로 經書를 수집하고 유자를 임용

하여 유교의 융성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學問所는

먼저 林家의 私塾으로 개설되었다. 林羅山은 德川家康 이후 秀忠, 家光, 家綱까

지 4대의 장군을 섬겼는데 3대 장군인 家光 때 別邸를 賜給받아 塾舎를 세우고

孔子廟 등의 시설을 정비하였다.

林羅山의 아들 鵞峯이 뒤를 이어 幕府에 임용된 이후 林家가 세습적으로 임용

되게 되었다. 林家의 私塾이 정식으로 幕府 直轄의 學問所로 바뀐 것은 塾을 연

지 150년 정도 지난 18세기 말의 일이다. 11대 장군 家齊에 임용된 老中 松平定

信이 ‘寛政改革’의 일환으로 학문소를 幕府 直轄로 하여 林家 이외의 주자학자들

도 임용하여 경학의 융성을 꾀했다. 그러나 같은 18세기 말경부터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연이어 일본에 내항하게 되었고 또 내부 정치에 있어서도 幕府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게 되었다. 혼란스런 사회정세 속에서 昌平坂學問所는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明治시대에 들어서자 곧바로 폐쇄되었다. 昌平坂學問

所의 藏書는 明治政府가 접수하여 内閣文庫로 관리하게 되었다. 지금은 國立公

文書館의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아카이브로 공개되고 있다.

16) 근래 일본 국내에서는 망실되지 않고 남겨진 역사자료가 새로이 주목받게 되어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稽古館은 논자가 근무하고 있는 弘前大学의 소재지인 青森県 弘

前市에 설립된 시설로, 역사․문학․사상 등의 연구에 종사하는 弘前大学 교원들이 팀을

짜서 2014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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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私塾: 古義堂文庫에 대하여

과거제가 없어 儒官으로 임용될 길이 없는 일본에서 경학에 뜻을 둔 유자는

사학을 개설하는 것으로 자신의 학문을 살리려 했다. 塾生은 역시 무사계급이

많았지만 町人(江戸時代에 상공업에 종사한 사람: 옮긴이) 중 비교적 유복한 계

층에서는 경학을 학습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江戸時代에 幕府나 蕃에 임용되는

경우보다 민간에서 私塾을 개설한 유자가 많았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 경학에 대

한 관심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江戸時代 초기에는 아직 江戸(東京)가 그다지 번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

선진지라 할 수 있는 京都를 중심으로 私塾이 전개되었다. 그러한 기반이 되었

던 것은 藤原惺窩의 존재였다. 藤原惺窩는 德川家康에게 經書를 강의하기도 했

지만 특별한 직무를 맡지 않고 京都의 교외에 은거하고 있었다. 藤原惺窩의 밑

에는 林羅山 이외에도 松永尺五(1592~1657), 堀杏庵(1585~1642), 那波活所

(1595~1648) 등이 모여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京學派를 형성하였다. 점차 山崎

闇齋(1618~1682)에 의한 闇齋塾, 伊藤仁齋(1627~1705)에 의한 古義堂 등의 私

塾이 개설되어 문인을 모으게 되었다. 또한 京都와 가까운 近江(현 滋賀縣)에서

는 中江藤樹(1608~1648)가 藤樹書院을 創設하여 교육에 힘썼다. 18세기에 이르

러 町人의 出資로 특색 있는 私塾이 개설되어 많은 문인을 모으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私塾의 하나로 伊藤仁齋의 古義堂을 들어 논의하고자 한

다. 伊藤仁齋는 특히 江戸時代 전기의 유자 대부분이 무사 가문에서 나온 것과

는 대비되게 상인 가문에서 유자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남이

었던 伊藤仁齋는 家業(材木商이라고도 하나 분명치 않음)을 이어야 할 입장이었

지만 어렵게 학문에 뜻을 두었고, 가족․친척들과 대립하며 청년기에는 노이로

제 상태에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결국 바닥부터 다시 일어나서 塾을 개설

하여 빈곤하지만 유자로서의 생활을 확립하였으며, 가족․친척과도 화해하고 일

본전국에 명성을 떨친 유자가 되었다.17)17)

17) 伊藤仁齋의 傳記에 대해서는 石田一良, 1989 伊藤仁齋(人物叢書新裝版), 吉川弘文館
참조. 伊藤仁齋의 思想形成에 대해서는 木村純二, 近刊 伊藤仁齋の‘愛’思想 資料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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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經書를 학습하는 것이 立身出世로 연결되

지 않아 생활면에서 이로운 바가 없었기 때문에(가족이나 친척의 반대도 주로

이런 점이 문제시되었음) 伊藤仁齋의 동기나 관심은 순전히 학문적인 것이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伊藤仁齋는 동시대의 다른 유자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주자학을 학습하여 그에 깊이 경도되었으나 결국 의문을 품게 되어 성인의 가르

침의 본의는 이론적인 체계성보다도 實踐道德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孔孟의 가

르침으로 되돌아가는 古義學을 提唱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論語와 孟子의
주석서가 있다. 論語古義․孟子古義․童子問․語孟字義 등이 있지만 伊
藤仁齋는 이들 저작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고 계속 개정함으로써 결국 생전에 간

행하지 못하였다. 伊藤仁齋의 저작은 그의 사후 古義堂을 계승한 아들 東涯가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古義堂은 1662년에 伊藤仁齋가 개설한 뒤로 東涯 이하 대대로 伊藤家에 의해

계승되어 明治시대에 이르러 6대째인 輶齋가 1904년에 은퇴할 때까지 240여 년

동안 유지되었다. 역대 當主의 自筆稿本이나 藏書類는 그 이후 관리보전을 위해

天理大學에 기증하여 동대학 도서관에 古義堂文庫 로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

는 東涯의 동생 伊藤梅宇가 전술한 申維翰과 만났을 때 보낸 문서( 韓客筆話 )

등도 남아 있다. 江戸時代 私塾의 藏書가 현재까지 한 곳에 모여 보존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天理大學圖書館 古義堂文庫에는 稿本類, 和書․漢籍 총 5000점, 1만 책이 수집

되어 있지만 古義堂文庫目録(1956, 天理大學出版部)에 漢籍으로 저록되어 있
는 것은 대략 500점 정도이다. 그 반 수 이상은 일본에서 출판된 和刻本이며 대

부분 일본인이 읽기 쉽도록 訓点(읽는 방법을 나타내는 返り点,18)18)送り仮名19)19))

이 붙어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京都에서 江戸時代 초기(17세기 전반)에는

주자학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훈점만 달려있으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독자

讀み解くアジアの人․心․歷史: 津輕から世界へ, 弘前大學出版會 참조.
18) 한자 왼쪽에 붙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 읽는 차례를 매기는 기호(レ, 一․二․三, 上․

中․下, 甲․乙․丙, 天․地․人 등: 옮긴 이).

19) 훈독하기 위하여, 한자의 오른쪽 아래에 다는 仮名(‘送る’의 ‘る’ 따위: 옮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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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經書를 출판하였다.

古義堂文庫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 伊藤仁齋 자신이 애용한 책으로 주목되는

것은 監本四書․四書集註大全(周會魁校正四書大全)․周易經傳이다. 監本
四書는 ‘康熙辛未新鐫’라고 쓰여 있는데 康熙辛未는 1691년에 해당된다. 奎章閣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보니 규장각에는 嘉慶 10년(1805) 판본과 光緖 17년

(1891) 판본으로 출판된 것으로서 다른 것 2종, 모두 3종이 수집되어 있다. 四
書集註大全은 명대 판본으로, 규장각 데이터베이스로는 康熙 42년(1703)과 嘉
永 7년(1854)의 청대 판본 2종의 四書大全이 확인된다. 周易經傳은 寛永年
間(1624~1645)에 일본에서 간행된 것이다. 규장각 데이터베이스로는 世宗年間

(1418~1450)에 간행된 周易經傳大文이 확인된다.
2대 東涯가 이용한 書物을 보니, 五經集註․四書集註․四書大全․太極
圖説․晦菴先生語錄類要․近思録集解 등은 일본에서 간행된 판을 소유하고
있었다. 二程全書는 寛文年間(1661~1672)에 이미 일본에서 간행된 듯하지만
東涯가 소유한 것은 명대의 弘治 11년(1498) 판본이다.

이 밖에 古義堂文庫 所藏 漢籍으로 주목되는 것은 歐陽文忠公全集이다. 규
장각의 데이터베이스로는 康熙 11년(1672)과 乾隆 24년(1759)의 청대 판본 2종

이 확인되나, 古義堂文庫 所藏本은 宋代版으로 일본 國寶로 지정되어 있다. 13세

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鎌倉幕府가 운영한 金澤文庫印이 있어, 幕府 멸망

후 유출되어 어떠한 경위로 伊藤家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九州大學의

東英壽 教授가 이 책에 중국의 국가도서관이 소유한 명대 歐陽文忠公全集에
수록되지 않은 王安石 등에게 보낸 書簡 96통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화제

가 되었었다. 12세기 말에 周必大가 歐陽文忠公全集을 편찬한 다음에 간행된
増補版을 때마침 鎌倉幕府가 구입하여 古義堂에 보관한 것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다. 새로 발견된 서간은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간행되었다.20)20)

20) 東英壽, 2013 歐陽脩新発見書簡九十六篇, 文出版; 2014 新見歐陽修九十六篇書簡箋注,
上海古籍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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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藩校: 弘前藩 稽古館 資料에 대하여

江戸時代 중기인 1719년에 일본에 온 申維翰이 각 藩에 학교가 없다고 기술한

바와 같이 藩校가 설립된 것은 江戸時代 중기 이후의 일이다. 일찍 세워진 藩校

가 17세기 후반의 것이고, 대부분은 18세기 후반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

으로 무사의 자제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文武兩道’를 내걸어 經書 강의

뿐 아니라 검술 등의 무예도 교육하였다. 대표적인 藩校로 長州藩(현 山口縣)의

明倫館(1719년 설립), 熊本藩(현 熊本縣 熊本市)의 時習館(1755년 설립), 米澤藩

(현 山形縣 米澤市)의 興讓館(1776년 설립), 會津藩(현 福島縣 會津市)의 日新

館(1803년 설립) 등이 있다. 이번에 거론할 것은 弘前藩(현 青森縣 弘前市)의

藩校 稽古館(1796년 설립)이다.

稽古館에서는 經學․兵學․紀傳學․武藝 등의 과목이 교육되었다. 경학 교과

서로 사용된 것은 孝經․論語․詩經․尚書․周易 등이다. 이는 四書
보다도 六經을 중시한 荻生徂徠 古文辞學派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論
語에 대해서도 荻生徂徠의 제자인 太宰春台가 校訂한 것을 사용했다. 또한 이
들 교과서는 弘前藩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하여 稽古館本으로 불리고 있다. 明治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정부로부터 옛 藩校를 폐지하라는 명령에 따라 稽古館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으나 다시 사립학교로 東奥義塾이 설립되어 藩主 津輕家가

소유한 藏書와 稽古館 藏書도 그대로 東奥義塾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江戸時代

의 藩校 藏書는 散逸된 것이 많아서 보존된 경우에는 지역의 國立大學이나 縣立

圖書館에 所藏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藏書를 계승한 예는 매우 드

물다고 할 수 있다.

옛 弘前藩 관계의 藏書로서 東奥義塾이 소유한 古書 약 1000점 가운데 漢籍으

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180점 정도로,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일본

의 문학, 역사에 관한 도서가 많으며 江戸時代 말기에서 근대 초기에 걸쳐 간행

된 서양도서의 일본어 번역본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4대 번주 津輕信政이 유자

이자 兵學者인 山鹿素行(1622~1685)에게 師事받아 평소 직접 쓴 稿本과 제자들

에 의한 寫本類 수 십 점이 한 곳에 수집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 커다란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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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藏書 가운데 경학과 관계되어 주목되는 것으로는 五經大全․四書大全․性
理大全이 꼽힌다. 이들은 모두 17세기 중반에 京都에서 출판된 것으로, 五經大
全은 林羅山이 訓点한 것이 있다. 이 밖에 명대 말기 崇禎 17년(1644)에 간행
된 朱子語類大全 등도 所藏되어 있다. 기타 귀중본으로 명대 嘉靖 3년(1524)
에 간행된 文献通考가 所藏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황제인 인장이 날인되
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규장각에도 같은 판본이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논자가 근무하고 있는 弘前大學의 인문계 교원으로 팀을 꾸려서 稽古館

藏書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주제어 : 일본 유학, 장서, 고의당, 이토진사이, 계고당

투고일(2016. 2. 6), 심사시작일(2016. 2. 16), 심사완료일(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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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ption of Confucian texts in Japan 

Kimura Junji *
21)

In Japan, Buddhism was spread widely before Confucianism. The imperial court 

adopted Buddhism and many emperors became Buddhist monks. The Tokugawa 

shogunate employed some Confucians. But it didn’t mean that Confucianism was adopted 

as the main teaching of the state. The fact that Confucianism had not occupied the 

central position of t he nation is the distinctive feature of Japanese Confucianism, 

especially compared with China and Korea.

Confucianism spread among the people as the personal moral teaching rather than 

national political thought in Edo period. Many Confucian texts were published not by 

the government but by the private book stores. Some of the Confucians ran their private 

schools in the early Edo period and the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Confucianism 

could learn there. The various domain schools began to be established after the middle 

Edo period.

The book collection of Kogido(古義堂), which was the private school established by 

Ito Jinsai(1627-1705), is still kept in the Tenri University library(天理大学図書館). And 

the book collection of Keikokan(稽古館), which was the school of Hirosaki Domain(弘

前藩), is also kept in the Toogijuku highschool library(東奥義塾高校図書館). These 

collections have academic valules to research how Confucian texts were spread in Japan.

Key Words : Japanese Confucianism, book collection, Kogido(古義堂), Ito Jinsai, 
Keikokan(稽古館)

* Professor, Faculty of Humanities, Hirosaki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