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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성

개념은, 국가가 폭력의 근거로서 자신의 고유한 영
역인 국가 자체만을 참조할 뿐이며, 국가의 행위는

합리적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동기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
는 데에 있다는 견해를 함축한다. 이러한 함의 가운데 국가 폭력의 동기의 측면에
한정하여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전기 담론 공간의 두 가지 특징을 규명한다.
첫째, 마루야마 마사오가 주장한 것과 같이, 국가가 권력 기구로서 작동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개별 이해 추구를 정당한 동기로 주장하는 논변은 메이지 전기
담론장에서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폭력의 정당성을
초국적 의리의 구현에서 발견하려는 도덕주의적 의협론, 즉 반국가이성론 역시 메
이지 전기 담론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셋째, 동일한 담론 공간에는 국가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익의 추구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두 범주의 논
리를 동시에 구사하는 경우, 즉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의 혼효 양상 역시 존재하
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 따른다면, 메이지 전기에는 국가이성이 오늘날과 같이
소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론 공간에 유통되던 반국가이성
과 결합하거나 반국가이성의 위협을 받은 채 조건적으로만 성립하는 2차적 형성
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메이지 국가의 실체는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상이한 요소를 표상하는 최소한 두 가지 정신에 의해 뒷받침되
었음을 함의한다.

T

he notion Reason of State implies the views that the state, legitimizing the state power, refers only to its own realm, namely the state

itself, that the act of the state is determined by rational calculation, and
that its use of power is motivated by the consideration on the stat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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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s. Having taken the last implication as a criterion, this study shows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discursive field during Early Meiji Era.
First, this paper admits that some discourses, as Maruyama insisted,
indeed applied the principle of Reason of State, which regarded the pursuit of state interest as the best criterion. Secondly, however, the principle
adopted by other discourses was close to Anti-Reason of State, which
saw the allegedly righteous indignation (Gikyo-shin) as the best ground for
war and intervention. Still other discourses took the form of a mixture of
Reason and Anti-Reason of State.
In conclusion, Reason of State during Early Meiji Period was not a
notion taken for granted as it is in our time, but merely was a secondary
construction under specific conditions, being ceaselessly threatened by
or mixed with the premises of Anti-Reason of State which were largely
shared in the discursive field. This implies that the Meiji state was backed
up by at least two spirits, each representing different elements, sometimes
even contradicting each other.

국가이성 reason of state , 반국가이성 anti -reason of State , 메이지
Meiji, 국가이익 state interest, 의협 righteous indignation (Gikyo-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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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메이지 전기(1868~1895)1의 일본 지식인과 정치
관료에게 국제정치가 어떻게 사유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메이지 전기의 국제정치적 사유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근대 동
아시아의 정치적·제도적 국제 관계를 재편한 메이지 국가의 행위
를 뒷받침한 정신적 토대였기 때문이다. 메이지 국가의 대외적 행
위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치 변동을 계기로 증대된 군사력과 경
제력에 의하여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물리적 능력을 보는 것만으
로는 국가의 행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메이지 전기의 국제정
치사상에 주목하는 것은, 메이지 국가가 물리적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한 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전제된 정신적 차원의 의
미 부여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정치사상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근대 국제 관
게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국제정치사상에 고
찰의 대상을 한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폭력 행사를 정당화
한 1868-1895년의 담론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주요한 계기인 메이지 국가의 폭력은 군
사적·경제적 역량 확보에 따른 필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재편은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와 정치가의 규범적 정당화를 거쳐서

1

메이지 전기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된 1868년에서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포된 1889
년까지로 잡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글에서는 메이지 시대를 국제정치적 관점에
서 접근하였을 경우 청일전쟁(1894-1895)이 주요한 분기점이었다는 사실에 유념
하여 ‘메이지 전기’를 통상적인 방식과 다르게 설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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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 작업이었다. 따라서 메이지 시대 국가 폭력의 정당성 담
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이라는 역사 과정을 설명하는 의미를 지니
며, 그에 의해 변형된 동아시아 질서의 규범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의미도 지닌다.
본 고찰에 따라 각별히 재검토하려는 기존의 견해는, 정신사
의 입장에서 메이지 시대 국제정치사상을 내재적으로 분석하되 그
사상 속에서 현대 일본에서 자유주의적 사유를 구성하기 위해 유
의미한 계기를 간취하려고 했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와 후지
타 쇼조(藤田省三)의 입장이다. 마루야마의 「근대일본사상사에서
국가이성의 문제」(近代日本思想史における国家理性の問題)는 마이네케
의 국가이성 논의를 참조 체계로 근대 일본의 사상사를 개관하려
는 시도였다. 그는 국가이성을 “개인적, 왕조적 혹은 지배계급적
이익과 구별되어, 특정 권력의 이해 속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국가’ 자체의 존립, ‘국가’ 자체의 이해”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지
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루야마 논의의 핵심은, 전중 쇼와 시대에
는 “권력행사가 그대로, 도덕이나 윤리의 실현인 것처럼” 간주되
어 무분별한 팽창이 정당화되었던 것에 반하여, 메이지 시대에는
“권력정치에 권력정치로서의 자기인식이 있고, 국가이해가 국가이
해의 문제로 자각되고 있는 한, 거기에는 그런 권력행사나 이해 나
름대로의 ‘한계’ 의식이 수반”되는 “정신적 태도의 콘트라스트”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쉽게 말해, 메이지 시대에는 국익 추구라는 국
가 고유의 행위 논리가 도덕의 추구와 구분된 채 자립하였다는 것
이다. 그의 분석은 현대 일본에서 시민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세계를 도덕의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되, 이 분리에 의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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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권력정치에 상대화와 긴장감을 부여해야 함을 함축하였다(丸山
真男 1998, 217, 239, 245). 니시무라 미노루(西村稔)의 『후쿠자와 유

키치: 국가이성과 문명의 도덕』(福澤諭吉: 国家理性と文明の道徳)은
마루야마가 해당 논문에서 범한 오류를 부분적으로 바로잡았지만,
후쿠자와 사상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마루야마가 미완의 논
문에서 전달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재확인하였다(西村稔 2007). 그
러나 두 사람은 자신의 연구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특정 사상
가의 논설에만 주목하여, 메이지 담론장 전반에서 국가 폭력의 정
당성이 어떻게 사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 있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지적되듯이, 후쿠자와의
사상적 입장이 당대 주류나 일반론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대 일본 시민사회를 주조·유지하기 위한 함의를 발견하고
자 역사의 특정 측면을 절취하려는 정신사적 연구는, 어디에 주목
하는가에 따라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정신사의 방법이 이미 자의성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내포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지타는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
皇制国家の支配原理)에서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관으로부터 도덕

과 권력을 이분화했던 건전성보다, 도덕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를
침식했던 위험성을 부각하였다. 마루야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
기인데도 그는 마루야마와 반대로 메이지 국가가 국가이성에 의하
여 움직일 수 없었다고 보았다.

“일본의 사회가 해외 여러 나라와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일종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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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것”이 향당적 일반사회의 도덕적 원소에서 추구되는 한,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 원리는, 인간 일반의 윤리(에토스)와 특
수국가의 권력(크라토스)의 내면적 갈등을 내포하는 근대적 국가이
성에 기초 지워지는 것일 수는 없게 된다. 역으로 일본이 도덕을 독
점하는 것에 의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도덕 밖의 여러 나라로 변화시
키고, 국제관계는, 도덕국가(일본)와 비도덕세계의 교섭으로 파악되
기에 이를 것이다(藤田省三 1998, 24).

이 인용문은 국제정치사상의 사료에 기반한 역사학적 진술로
서 쓰인 것은 아니다. 위 결론은 일본 사회의 구성 원리에 공동사
회의 성격과 이익사회의 성격이 모순을 지닌 채 혼재되었다는 점
을 지적하여 전중 쇼와의 귀결을 필연적인 것으로 연역하는 과정
에서 도출된 것이다. 적어도 상기 인용문에 한해서, 후지타는 국제
정치사상의 개별 사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였
다. 그는 메이지 국가의 대외관을 시민정치를 구성할 계기의 담임
자(擔任者)가 아니라, 전중 쇼와의 위험성을 재현할 계기의 담임자
로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이 마루야마와 정반대였다. 사
료에 대한 중시 수준이 낮고, 문제 의식의 성격에 따라 결론의 변
동 폭이 큰 정신사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자의성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마루야마·후지타가 보인 접
근이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사상 텍스트로서 획득한 지위와 의미
는 부정하지 않는 대신, 사상’사’로서 보인 문제를 비판·보완하는
데에 주목할 것이다. 그 결론으로서 메이지 사상사의 실상은 두 논
자가 제시한 국가이성의 보유 또는 결여라는 두 이미지 사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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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있었음을 보일 것이다. 이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을 일단 전제하고 메이지 국가를 뒷받침한 정신에
대하여 정(+)이나 부(-)의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신하여, 그와 뒤
섞이거나 심지어는 대립하면서도 국가 행위의 방향을 제시한 독자
적 원리로서 반(反)국가이성이라는 논리 체계를 규명하고 평가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 전기의 국가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사회와 정부라는 두 개의 분석 수준에서 고찰할 것이다.
‘국가’란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의에 따라 “일정한 영토 내에
서 ‘합법적 물리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하는 인간 공동체”
로 정의한다(Weber 1994). 일본은 대정봉환(1867)과 메이지유신
(1868)을 계기로 천황, 막부의 쇼군, 번의 영주들 등에게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다원적으로 분산돼 있던 정치적 권위를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 ‘정부’는 국
가의 외교 정책 논의에 문서로써 참여하고 결정할 제도적 권한을
가진 관료 및 그들의 결정을 재가하는 천황을 가리킨다. ‘사회’는
관직이나 정책 결정 권한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저술 활동으로 정
책 결정을 제언하여, 국가 행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식인
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회에는 흔히 계몽사상가라고 불리는 저술
가 및 언론(인)이 포함된다.

2

메이지 전기에도 이 단일한 권위에 대한 물리적 항쟁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본 영토 내에서 물리력의 정당한 독점 상황을 재편할 가능
성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의의 유효성은 축소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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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279

279

2016. 6. 3. 오후 5:54

담론의 성격을 분류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국가이
성과 반(反)국가이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유관 선행 연구
가운데 마루야마와 후지타 등의 저작에서 보듯이, 국가이성 그리
고 그 반대 개념으로 필자가 제시할 반국가이성 개념은 메이지 국
제정치사상의 권력·도덕 관계를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유럽 정치사상사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국가이성이 역
사적으로 단일한 정의나 계보를 가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마이네
케가 보여준 것과 같은 국가이성 규정이나 사상사 서술의 문제점
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해 온 것은 사실이다(Foucault 2007; Viroli
1992; Tuck 1993; Armitage 2000). 그러나 국가이성 개념을 자신에

게서 파생된 역사적 일부로서 가지는 유럽 사상사 분야와 달리, 이
글에서는 국가이성을 메이지 시대 국제정치 담론을 평가하기 위
한 외재적 기준으로서 동원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다는 전제 하
에서 마이네케의 국가이성 개념을 원용한다면 시대착오라는 비판
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개념은 일본 사상을 분석하
기 위하여 유효한 개념으로 여전히 통용된다(西村稔 2007; 小堀圭一
郎 2011).

본 연구는 국가이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이성이란 국
가가 폭력을 행사할 때, 동기의 차원에서 국가의 방위·유지·팽창과
같은 이익 추구를 최우선시하며, 이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당위, 이
를테면 정의의 실현과 같은 도덕적 동기를 배제하려는 견해를 포함
하는 개념이다. 이와 반대로 반국가이성이란 국가 폭력을 정당화할
때 일국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도덕·윤리의 실현을 우선적인
동인으로 간주하려는 견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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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880년대 국가 폭력 정당화의 몇 가지 유형
메이지의 담론 공간에서 전쟁은 주권 국가에는 개전의 권리가 보
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국제법적 논리 이상의 변론을 요
구하는 사안이었다. 전쟁을 국제법에 따라 정당화할 경우, 법률상
의 국가 개념에는 국가 폭력을 행사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국가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형식논리에 그치고 만다. 그러
나 구가 가쓰난(陸羯南)의 다음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메
이지 담론장에서는 전쟁의 정당화를 위하여 법실증주의 논변을 넘
어서는 국가의 동기를 내세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목적이 없는
전쟁은 전쟁을 좋아하는 천박한 심리 상태의 발로라는 비판을 면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쟁은 전쟁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별개로 전쟁의
목적이 없을 수 없다. …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번 전쟁은 단지 지
나와 각력(角力)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며 일대결전 외에는 또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한다. 과연 이 설과 같다면 이번의 전쟁은 정당한 전
쟁이 아니며 국가의 존립의 측면에서 말하면 의미 없는 전쟁이다. 당
당한 제국이 어찌 이러한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은 전쟁을 하겠는가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583).

갑신정변 직후 한 신문에서 표현했듯이 “오늘날 문명의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국가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없는 바”였다
(「戰爭ハ手段ニシテ目的ニアラズ」, 『朝野新聞』, 1885년 1월 7일).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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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한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군대는 반드시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싸움을 일으킬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다. 단지 싸울 결심이 있다면 족하며, 단지 결심이 있어서 화친하
여 우리 명예와 우리 위광(威光)에 손해 볼 우려가 있다면 싸워서
이를 온전히 할 따름이다”(「出兵の目的」, 『萬朝報』, 1894년 6월 16일).

1. 이익 추구와 국가이성의 논리
그렇다면 메이지의 담론 공간에서 국가 폭력은 어떠한 동기에서
정당화되었는가? 국가의 권력정치적 행위를 순수한 이익 추구의
동기로 지지한 논변이 당대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
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논문이 주목한 국
가이성론적 언설은 역사적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대로 천황
제 일본을 본질적으로 국가이성의 결여태로서 파악한 후지타 쇼조
의 주장은 사상‘사’의 관점에서는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성이 국가가 독립이나 안보와 같은 국가의 고유한 이
익을 추구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회의 담론
은 존재하였다. 스기 코지(杉享二)는 1874년 「진정한 위정자에 대
한 논의」(眞爲政者の說)에서 국익 도모를 우선시하는 정치를 제언하
였다. 그는 “평시에는 국가로 하여금 더욱 융성하게 하기를 도모하
고, 유사시에는 국가의 화난(禍難)을 원만하게 하여, 멸망에서 구
제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할 천부적 재덕을 갖춘 자”를 진정한 지
도자의 상으로 그렸다. 스기는 정치가에게 “국가를 경륜할 도를 얻
어 그 이해를 일으키는 곳, 득실이 연유하는 곳을 관찰하고”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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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 우리 나라 사람의 안영(安榮)·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목
적을 설정해 그 방법을 세우고 시행하여 여론의 항의 없이 국가의
이용(利用)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였다. 그의 논설은 국제정치 무
대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 “국가의 뒷날의 영광”, “우리 국위” 등
일국 단위에서 정의 가능한 이해만을 국가 행동의 기준으로 일관
되게 제시하였다(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338).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는 비슷한 시기에 『브리태니커 백
과사전』(The Encyclopedia Britanica, 8th ed.)을 초역하여 발표하
였는데, 이 글에서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해 “오늘날 정치
학자[政學家]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설을 규준으로 삼을

때는 다스리는 도리[世道]의 큰 해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썼다. 국가이성은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과 동일시되는 경
우가 있지만, 나카무라의 번역문은 반마키아벨리즘을 표명하되 국
가이성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초역문에서
마키아벨리 사상을 비판한 이유는, 그 사상이 “군주가 정사를 행할
때,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군주 전제 및 자
의적 통치를 조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군주의 사적 이익을 겨냥한
비판이 행해졌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도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적 이익이었다. “방국의 근원과 기초는 인민의 지식 개
명, 재산 풍족, 심신안녕”이며 정치가는 “군주 한 몸의 이익을 도
모하지 말고 방국 전체, 영구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나카무라
역시 말미에 부언하여 “대공(大公)의 이(利), 공공의 익(益)”을 긍정
적인 키워드로 썼다(Meinecke 1957;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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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78년에 쓴 『통속국권론』(通俗
國權論) 역시 한 국가 차원의 이익 추구를 도덕 추구과 분리시키려

고 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
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이해를 도모해야 할 필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내 심신을 범할 수 있는 천종만상의 사물은, 오늘날
의 인지(人智)와 오늘날의 도리(道理)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물 사이에서 소요하며 일체 도외시하니, 내 삶의 약속은 단지
몸을 편안히 하여 집에 거하는 한 가지 일에 있다.” 이러한 조건 속
에서 그는 일국의 이익 추구 행위를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과는
별개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국가 폭력의 행사를 규정할 때, 도덕적

성격을 탈각시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이다. “어떠한 불의[不
義理]를 행하든 어떠한 오욕을 입든, 반드시 다다미 위에서 병사

해야 한다고 각오를 정한다면, 바로 그날부터 그 삶은 금수의 삶이
되고, 또 인류의 이름을 얻을 수 없다. … 결국 지금의 금수 세계에
처하여 최후에 호소할 수 있는 도는 필사의 금수의 힘[獸力]에 있
을 뿐이다”(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636).

1880년대의 국가이성론 중에는 『조야신문』(朝野新門)에 실린
주장이 눈에 띈다. 갑신정변의 실패 직후에 쓰인 이 기사에서는
“구구한 이해를 계산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분강개의 무사”는
나라의 이익을 계산할 줄 모른 채 “죄를 묻는 군대를 내어 이 나라
[중국–인용자]를 정벌해야 한다며 오직 혁혁한 무공을 좋아”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국가의 이익을 계산하지 못하고 오로지 전
쟁만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는 바”이며 “문
명의 진보에 따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진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84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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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전쟁은 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
여, 이 신문은 국가이성 범주에 속하는 명확한 입장을 지녔다(「戰爭
ハ手段ニシテ目的ニアラズ」, 『朝野新聞』, 1885년 1월 7일). 『조야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정치와 도덕은 완전히 별개의 종류”라고 분리하고
“부도덕한 수단이라 해도 국가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행하기를 꺼
려선 안 되고, 아무리 관대하고 인자한 처치라 한들 국가에 해가
된다면 속히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 사상을 소개하였
다. 이 신문은 국가이성의 논리를 따라 “오늘날 우리 나라의 외교
정략은 마땅히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권모술수로써 강대
국의 능멸을 막고 지위가 우리보다 열등한 자를 향하여 이익을 널
리 취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外交政略ノ標準ヲ論
ズ」, 『朝野新聞』, 1885년 2월 22일).

2. 이익론과 의리론의 혼효
위의 예시는 마루야마가 말하듯 메이지 시대에 국가이성에 상응하
는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몇 가지 사례에 한정하
여 제시하였지만, 이를테면 자유민권 계열 언론이 정세 판단과 정
책 제시에서 현실적인 이익 계산에 능하였다는 기존의 지적을 고
려하면(岡義武 1993), 위에서 고찰한 것 외에도 국가이성에 속하는
담론이 영향력을 발휘했으리라고 추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메이지 담론장의 논설이 모두 국가 이익의 추구를 도
덕이나 윤리와 간단히 분리시켰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마루야마
는 양자의 이원적 분리를 메이지와 전중 쇼와를 구별시켜 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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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지만, 국가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메
이지 시대의 어떤 언설에는 이익의 도모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설
득 전략이 공존하기도 하였다.
『자유신문』(自由新聞)의 1884년 한 사설은 이를 잘 예시한다.
전략적 사고를 각별히 강조한 이 글의 저자는 “조선과의 지극히 친
한 사귐의 정”과 “청국과의 우의”를 동양 정략에서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간주하는 등 “정략이 무엇인가를 망각”한 논의를 비판하
였다. “우리의 이른바 동양정략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를 손해 보
게 하여 동양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를 이롭게 하여 더불어 동양을 이롭게 하는 정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선후본말을 설명하자면, 우리 나라의 이익은 본(本)이
며, 선(先)이고, 동양의 이익은 말(末)이며, 후(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조선이 순연한 독립국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실
로 우리 나라의 직접적 이해에 관계된다. 어찌 이를 청국과 우의를
잃진 않는지 아닌지와 같이 다소 요원한 이해와 비교할 수 있겠는
가?” 이 사설은 이러한 이익 계산에 따라 동양 정략을 재정의함으
로써, “어떠한 방국에 의해서도 한국을 좌우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우리 동양 정략의 첫 발걸음”으로, “지나와 기타 아시아 열국의 수
면을 깨워 … 유럽 방국을 방어하고 제어”하는 것을 “두 번째 발걸
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견 냉정한 이익 계산 일변
도로 점철된 듯한 이 신문의 주장은 언뜻 일본적 국가이성을 보여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신문의 대 조선 정책은 자국의 이익 추구가 배타적
인 것이 아니라 “동양의 이익”에 비해 선(先)과 본(本)의 지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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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순전히 이기적인 것만을 긍정하는 논리
는 아니었다. 이 신문은 흥선대원군을 이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서 그것이 타자의 이익이 된다는 도덕적 의미를 망설이지 않고 부
여하였다. “이 사람은 늙은 호걸로서 그가 불기독립의 정신으로 가
득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이다. 만약 능히 이 사람을 이용한
다면 단지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나라
의 정략을 조선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朝鮮二對
スル政略ヲ論ズ」, 『自由新聞』, 1884년 4월 18일, 20일).”

메이지 정부 역시 대한반도 정책을 정당화할 때 동양의 평
화와 조선의 독립이라는 수사를 자주 동원하였다. 메이지 천황은
1882년 12월 22일 산조 사네토미(三条実美)에게 내린 글에서 말했
다. “동양 전국(全局)의 태평을 보전하는 것은 짐이 절실하게 바라
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의뢰하였기에 이웃 교제의 호의
를 가지고서 그 나라의 자수(自守)할 실력을 거들어 주고, 각국이
그 나라가 독립국임을 인정하게 하는 정략으로 건너가서, 직접적
으로 우리 국익을 장래에 보호하고자 하는 각의는 마땅함을 얻은
듯하다(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294).”
어떤 논변에서 일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자국의 이익 추구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순
수한 국가이성론을 세우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
가 폭력의 행사가 언제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만으로 지탱된 것
은 아니었다. 그 정신은 윤리의 구현이라는 국가이성 이외의 체계
를 함께 참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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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주의·반국가이성론의 제기
메이지 담론장에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의 입장은 의리를 실현하
려는 동기만으로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관점이다. 이전부터
이익 추구와 정의 추구 가운데 전자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나카
에 조민(中江兆民)의 논설이 있었지만(松本三之介 外 (編) 1984a, 2225; 松本三之介 外 (編) 1984b, 125-136), 18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

익 추구와 정의 추구를 상호 배타적인 동기로 규정하고 설득의 수
사로서 후자만을 채용하는 논의가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1884년 말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개화당을 돕고 국내
입헌정체를 온전히 하겠다는 명분으로 폭발물까지 동원한 조선에
서의 거사를 계획하였다가 사전 발각되어 실패한 1885년의 오사
카 사건이었다. 조선에서의 도발로 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을 유
도하고, 이로써 인민의 활력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민
주화의 열기를 재생하겠다는 것이 거사의 구상이었다. “생명은 돌
아볼 바가 아니며, 재산도 돌아볼 바가 아니며, 명예 역시 돌아볼
바가 아니니, 선미(善美)한 입헌정체 창출 이전에 자기 일신을 내
던졌다”라고 묘사되는 사건의 참가자들은 “국가를 위하여 일신을
버리는 것은 물론 각오한 바”이며 “물론 재산을 버리고 자신을 죽
일 결심으로 궐기하였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사리(私利)를 전
면으로 부정하는 논리였다. 오사카 사건 참가자의 하나인 우지이
에 나오쿠니(氏家直國)가 옥중에서 쓴 시는 이러한 논리를 함축적
으로 담았다. “장부는 오로지 모여서 이 백성을 구하려 하거늘, 위
험에 임하는데 어찌 일신을 돌아보랴(石川諒一·玉水常治 (編)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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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288

2016. 6. 3. 오후 5:54

93, 100-101).”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는 1887년 7월
법정에서 폭발물을 동원한 거사 계획의 동기를 이렇게 변론하였
다.

우리는 조선에 충분한 호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에게는 신의로써, 인
(仁)으로써 대하는 자인데, 전쟁을 행하여 해를 가하고자 한다면 도
리어 불인하고 불의하며 불신으로써 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인은
널리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동정상련(同情相憐)하는 의에 반한다. 우
리는 사해형제의 주의로, 저 예수교도가 와서 사교에 미혹되는 우리
국민을 가련히 여기며 진정한 종교를 알게 하려고 힘을 다한 것과 다
르지 않다. 이것을 인(仁)하지 않고 신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糸
屋寿雄 (編) 1961, 74).

조선에서의 정변을 기도하는 동기를 기독교의 포교 정신과 동
일시할 정도로 오이는 심정윤리적 논변에 강하게 호소하였다. 그
것은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정신” 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
듯이, 일신의 안위를 포함한 이익 추구의 동기 일체를 전면으로 거
부하는 것이었다.
야마모토 겐[山本憲, 야마모토 바이가이(山本梅崖)]이 지었다
는 거사의 격문 「일본의 의의 무리가 우내 인사에게 격문으로 고한
다」(日本義徒檄告宇內人士)에서도 “우리 무리가 어찌 일삼기를 좋아
하겠는가. 자유대의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이다.”라고 폭력의 정당
성을 도덕에서 찾으면서 “자신을 죽이고 의를 위해 순사한다”[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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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殉義]라는 동기를 역설하였다(石川諒一·玉水常治 (編) 1981, 40).

오이가 법정에서 자신을 기독교 포교의 무리와 동일시하였다면,
야마모토는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천고의 미담”이 될 미국 독립
전쟁 지원을 결정한 프랑스 군대와 자신을 비교하였다.
이들의 변론은 대외적 폭력 행사에 대하여 오이가 상정한 “전
쟁을 행하여 해를 가하고자 한다”는 비난, 야마모토가 상정한 “일
삼기를 좋아”한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구성된 것이었다. 그들은 반
론이 부여하는 발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폭력에 도덕적 속
성을 적극 주입하는 것을 택하였고, 이 때문에 국가이성론이나 혼
효된 이익·의리론과 다른 유형의 폭력 정당화 논변을 고안하였다.
국가 폭력의 정당화라는 사상적 과제의 공유가 이에 대한 대답의
공유까지 보장하지는 못한 것이다. 메이지 시대가 근대 국가를 사
유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충만했다고 이해하더라도, 담론장에 국가
이성론만이 아니라 오이의 변론과 같은 반국가이성의 사유까지도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익 추구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오사카 사건
주모자의 반국가이성론·의리론은 국가이성론에 비해 도덕적 우월
성을 가진 듯한 호소력을 지녔기에, 메이지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도 현실을 비판하는 강한 힘을 보유하였다. 쇼와 초기에 오사카 사
건을 기리는 글에서 도야마 미쓰루(頭山滿)가 정당정치를 비난하는
근거로 이익 추구의 경향을 지적하는 이러한 표현을 보라. “헌정
실시 이래 40년이 지난 지금, 정계의 혼탁한 정당인[黨人]이 의리

를 잊고 이익을 추구하며 정권 쟁탈에 급급하여, 입국(立國)의 대
계를 강구하는 자가 거의 드물다(石川諒一·玉水常治 (編)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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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사건을 뒷받침한 반국가이성의 정신은 쇼와 시대의 문
제를 교정하기 위한 규준으로까지 재해석되었다. “거침없는 정당
정치가 무리가 단지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어, 안중에는 국가가 없
고 정의가 없으며 서로 솔선하여 부패와 타락의 심연에 침윤되었
다. 재산을 내던지고 생을 버려서 국사(國事)를 따라 순사한 자유당
선배 여러 무사의 영(靈)이 안다면 구천의 거리에서 곡할 것이다(石
川諒一·玉水常治 (編) 1981, 2).”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오사카 사건의 동
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나카쓰카 아키
라(中塚明)의 경우 “사건 참가자의 주관적 의도는 무엇이건, 객관
적으로는 조선을 일본을 포함한 열국의 침략에 노출시키게 되었
고, 나아가 청국에 대한 그들의 정책은 천황제 정부의 대조선 정책
에 국민을 동원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여, 오사카 사건 주모
자가 심정윤리에 의하여 움직였을 뿐이라며 책임윤리의 입장에 비
추어서 비판하였다(中塚明 1959, 14).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반면, 「아시아주의의 전망」(アジア
主義の展望)에서 오이 겐타로가 신념윤리에 경도되었음을 변론하는

인용문을 여럿 제시하면서, 오사카 사건의 주동자를 사욕을 넘어
공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천우협(天佑俠) 등의 아시아주의 세
력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케우치 역시 오이의 자기 변호
속에서 파시즘과 친화적인 요소를 읽어내어 비판을 가하였지만,
해당 논리 구조 안에서 위험성뿐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상
적 계기까지 발견한 것이다. 아시아주의는 종국적으로 침략주의로
귀결되었지만, 사심이 아니라 대의에 대한 지향의 발현이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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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침략주의를 제어할 가능성도 포함하였다(竹内好 (編) 1963).
만약 다케우치를 따른다면 반국가이성은 국가이성에 대한 단
순한 반대항이 아니라 적극적 기반과 의미를 갖춘 하나의 논리로
서도 평가할 만하다. 반국가이성론 담론에 대한 주목은, 마루야마
가 국가이성으로 메이지 시대를 특징지은 사상사 서술에 대한 소
극적 비판을 넘어서서, 잊혀 온 역사 속의 논리를 재조명한다는 점
에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4. 국가이성론의 대응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1880년 후반 언설을 보면, 도덕적 정당화를
거의 수반하지 않은 계산적 발화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말을 자국 안보를
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주로 발화하였다. 물론
이는 청불전쟁에서 오사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위기가 지나간 다
음, 군비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결정자 그룹
내부를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논설은 국
가이성론에 해당하며, 1880년대 중반 제기된 반국가이성론을 견
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888년 「군사의견서」(軍事意見書)에서 조선에 대해 “그
나라의 위치는 그로써 동양의 형세를 제어하는 데에 족하며 특히
강국이 이를 침략하고 보유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직접적
으로 불리”하다고 써서, 조선의 독립을 원조한다는 명분에 대해서
는 침묵하는가 하면, 군비 확충을 진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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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어찌 외국에 대하여 우리 국권을 확장하고 우리 국리(國
利)를 보호할 목적을 확고히 가지고, 이로써 자유롭게 그것을 나아

가고 물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영국과 러시
아가 번갈아 동맹을 요구할 세입니다. 우리 국권과 국리에 신축과
소장(消長)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300, 305).”

메이지 정부의 전략적 발화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야
마가타의 1890년 「외교정략론」(外交政略論)이었다. 그는 “완전한
독립의 방국”이 되기 위하여 “이웃 나라 접촉의 세(勢)가 우리 주
권선의 안위와 단단하게 서로 관계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정의된
이익선, 즉 조선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독립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틀 속에서 타국에서의 국가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였다. “각
국의 행위가 진정 우리에게 불리할 때, 우리가 책임지고 이를 배제
해야만 할 때에는 강력을 써서 우리 의지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냉
정한 주장에는 일국을 넘어서는 윤리에 대한 수사가 수반되지 않
았다(大山梓 (編) 1966, 196).
이익 계산을 우선시하는 정당화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오사카
사건의 도덕주의 일변도 태도와 비교하여, 담론 차원의 균형을 맞
추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뒤 청일전쟁기의 담론
공간에 등장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이 균형을 두 가지 극
단 사이에서 새롭게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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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청일전쟁 국면 사회 담론장의 대립

1. 혼효된 이익·의리론의 전개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사상 전체를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누
어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말은 청일전쟁 전후 국면에서
도 유효하다. 1880년대 몇몇 국제정치 논설과 마찬가지로, 청일전
쟁 전후에도 국가 권력의 작동을 이익과 도덕의 이원적 기준에 의
하여 정당화하는 혼효된 이익·의리론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국적
차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기적 논리에는 이웃 나라의 이익과 지
역 전반적 차원의 이익까지 도모한다는 이타적 논리가 자주 수반
되었다.
『국민신문』(國民新聞)은 1894년 6월 “조선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양의 대국(大局) 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썼
다(「獨立の擔保と內政の幇助」, 『國民新聞』, 1894년 7월 8일).『우편보지신
문』(郵便報知新聞)은 1894년 7월, 개전의 정당성의 근거로 한편으
로는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 이웃 나라의 후의”와 “동
문동인종(同文同人種)”에 대한 “일편(一片)의 의심(義心)”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이 일단 강한 이웃이 침략하는 곳이 되자 이
에 따라 우리 나라의 독립에 위해를 미칠 것”이라며 자위의 동기를
제시하였다. 이 신문은 “지금 열국은 오히려 명분을 인의에서 빌

려 탄서의 사욕[慾]을 멋대로” 한다며 강대국의 사욕 추구와 거리
를 두면서 “우리 나라만이 이웃 나라의 후의에 의거하여 인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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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니 설령 형적에서 내정의 간섭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심사
의 공명정대함은 하늘과 사람이 공히 보는 바이니 역시 누가 나무
라겠는가.”라고 정의 추구라는 동기가 일본에게만 고유한 것이라
고 역설하였다. 조선의 독립 원조는 “우리 서쪽 이웃의 방어막[防

障]”을 만드는 안보 확보의 이익도 있지만 “제국이 스스로 떠맡아

… 열국이 마찬가지로 의라고 인정하는” “직분”으로 “하늘과 땅을
우러러 수치스러운 바 없고 안으로 그 마음에서 부끄러운 바 없었
다(「開戦の理由(清国に對して)」, 『郵便報知新聞』, 1894년 7월 25일).”

2. 의협론·반국가이성론의 재등장
그러나 메이지의 발화 공간에서 몇몇 논자는 이미 오사카 사건을
거치면서, 이중 기준에 의한 정당화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기준만
을 선택함으로써 더 일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유력한 신문은 조선에
서 청과 일본 간의 무력 충돌이 임박하거나 가시화되자, 많은 신문
이 이러한 이중의 정당화를 포기하고 일원적인 기준에 의하여 국
가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청일전쟁기에 국가 폭력을 도덕주의·심정윤리로 정당화하려
는 계열의 담론에는 의협론(義俠論) 또는 의전론(義戰論)이라는 이
름이 붙었다. 물론 의협심에 따라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기적
동기를 배제하는 것이 논리적 필연은 아니었다. 『국민신문』의 한
기사에서는 “개인에게도 우의(友誼)가 있고 국가에도 우의가 있다.
개인에게도 의협심이 있으며 국가에도 의협심이 있다.”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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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움직이는 동기로 심정윤리를 전제하였으나, “우리 나라가
병력으로 조선의 독립을 담보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나라의 국방
을 위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종래 조선에 대하여 심해진 간섭
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라고 써 고려 대상에 자국의 이익을 포함
시켰다(「國家の義俠心」, 『國民新聞』, 1894년 7월 8일).
그러나 이기적 동기를 분명히 말한 『국민신문』조차 다른 기사
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 “고락을 함께 할 의협심, 휴척을 함께 할
동정, 진보, 자유를 나눌 공의”를 지니는 “부모이며 형제자매이며,

모범[師表]이며 선배인 책임”을 지고, “부모로서 형제자매로서, 선
사(先師)로서 진정 다해야 할 상당한 의무”를 지니며, “동양을 짊어
지고 일어설 운명”, “천직”을 가진다는 식으로 심정윤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협론의 논리 구조에 그러한 경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朝鮮を双肩に負ふて立つべきのみ」, 『國民新聞』, 1894년 7
월 24일).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의 『대일본팽창론』(大日本膨脹論, 1894
년)은 그가 이 시기 『국민의 벗』(國民之友)·『국민신문』에 연재한 글

을 모은 책이다. 이 역시 국가 폭력에 도덕적 의미를 적극 부여하
려는 반국가이성적 사유를 보여주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통속
국권론』에서 국가 폭력을 “금수의 힘”이라고 규정한 것에 반하여,
도쿠토미 소호는 “인간의 전쟁은 금수의 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썼다. 청일전쟁은 “금수의 힘의 현상”을 지니지만
이면에는 “도의적” 인과와 “동양의 평화를 담보”하려는 목적 의식
이 있었다. 도쿠토미는 일본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는 데서 “천하
를 의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德富猪一郞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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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3, 55, 134).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국가 폭력의 대외적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익과
도덕의 추구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둘을 동시에 동원하였다. 동
학농민운동군의 기세가 커져가는 동안 이 신문은 한편으로는 조선
으로 일본군을 파병하는 이유는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우리가 의구하는 바는 한국에 있는 우리 백성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이며 “이웃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내는 일은 명분이 바
르고 말이 순하니 방가(邦家)의 영예에 잘못된다고 할 수 없고 욱
일(旭日)이 향하는 곳에 도적을 평정하고 난을 진압하는 것이 씩씩
함에 잘못된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조정으로서 우리의 높은 의에
감복하여 묵은 원한을 버리게 할 천세에 한 번 오는 순간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朝鮮の亂に處する道如何」, 『読売新聞』, 1894년 6월 7
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문은 “동학당의 사변이란 것이 조선

의 독립에 틀림없이 관련되며,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가 아닌가는,
이를 연장하자면 우리 제국의 이해와 영욕에 관계된다.”라며 자신
의 대외관의 이익 추구적 성격을 인정하였다(「人心の外に轉ずる事は
望む可らず」, 『読売新聞』, 1894년 6월 12일).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익과 도덕을 양
립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대한반도 정책이 일국적 이익을 추구한
다는 입장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였다. 신문은 “조선의 독립을 옹
호하는 것은 우리의 십수 년 내려온 이웃 나라에 대한 일정하고 불
변하는 정략이며, 또 우리가 동양을 대하는 용협적 천직(勇俠的天
職)일 따름이다.”라고 하여 의협론을 제시하는가 하면,

“조선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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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옹호하는 것은 … 오늘날의 시세에서 논하자면, 동학농민군
[東軍] 봉기를 한국 조정이 위구하는 틈을 타서 그 사이에 사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적수가 누구든 간에 일본은
어디까지나 그를 배척하고 축출하여 다른 나라로서 감히 조선의
주권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주
장하였다(「獨立の擁護とは何ぞ」, 『読売新聞』, 1894년 6월 17일).
『요미우리신문』은 경복궁 점령 및 청일 교전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는, 조선이 일본의 내정 개혁 권고에 불응하거나 외국의
힘을 빌려 반격하는 상황 등을 가정하여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
였다. “우리의 후의에 무례함을 가하는 등의 일이 생긴다면 우리
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일으켜 곡직을 다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義)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니 감히 일삼기를 좋아하고 무(武)를
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對韓の要求, 我國の決心」, 『読売新聞』,
1894년 7월 4일).” 실제로 청일 간에 교전이 벌어지자 신문은 “이번

의 전쟁은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
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의전(義戰)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며 사익 추구가 부정된 정의로운 전쟁론을 제기하였다(「義戦」,
『読売新聞』, 1894년 7월 26일).

이 신문은 1880년대에 이미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정의
가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로 조선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주
장한 바 있었다. “이 나라[조선—인용자]를 문명으로 이끈다는 식
으로 칭하기는 하나 피차 간에 어떠한 실익을 낳는가를 우리는 아
직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조선을 문명으
로 이끈다 함도 역시 예(例)의 허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허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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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치고자 언제나 성가신 지위에 서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소비하
는 것은 아무래도 득책이라고 볼 수 없다. … 허명을 위하여 실익
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朝鮮との關係」, 『読売新聞』, 1885년 9
월 7일).” 1880년대와 1890년대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정

도로 진심이거나 기만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
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폭력에 대
한 정당화 논리를 바꾼 것은 그것이 본심이든 아니든 간에, 변화된
이후의 수사가 도덕적으로 더 정당한 내용을 함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일전쟁 전후로 주목해야 하는 의협론자의 하나는 신문 『일
본』(日本)의 저널리스트 구가 가쓰난이었다. “오늘날의 정계는 다
만 실리를 계산할 뿐, 그러나 명분은 매번 소홀히 한다. … 그 방부
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의 관념이다.”라고 하여 초기 제
국의회 정치의 동인이 이익 추구로만 점철되어 있으며, 여기에 의
리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西田長
寿·植手通有 (編) 1970a, 355).

구가는 조선에서 청과의 무력 충돌이 일단 발발하자, 대외 정
책을 전적으로 도덕적인 동기에만 기초하여 논하였다. 그가 “우리
의 보호는 매번 후의에서 나온다. 매번 선진국으로서 이웃 나라를
이끄는 후의에서 나온다. 매번 조선을 동양의 오랜 나라로서 그 자
주독립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 오래도록 이와 입술이 서로 돕는
선린의 호의를 지키고자 하는 후의에서 나온다. 어찌 다른 생각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익 추구의 동기는 가져선 안 될 “다른
생각”으로서 명시적으로 배격되었다(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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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그의 논리에 따르면 문명국임을 자처하는 서양 국가들이 “여

러 강국의 균세”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우리 왕사(王師)
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어떠한 야심도 없다(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580).” 도덕적으로 순수한 동기가 “흉기”이며 “위험한 일”

인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는 흉기이며,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이 실업(實業)과 양립
할 수 없다는 것은 본디 논할 것 없으나 우리 나라의 이번 출병은 본
래 조선의 독립을 도움으로써 동양 전반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여
나온 것으로, 명분이 바르고 일이 순조로우니 이른바 의전(義戰)이
다. 따라서 국외의 여러 나라가 모두 이를 정당한 거병이라고 여긴
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여덟 대륙에 드리우고 적(籍)을 일본국에 올
리는 데에 있어서랴. 모두 의를 태산과 같은 중함에 비하고 명(命)을
홍모(鴻毛)와 같이 가벼운 것이 비김으로써, 보국의 절개를 온전히
하고자 하다. 구구한 재리상의 득실로 어찌 우리 마음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587).

구가가 쓴 이 사설에는 1887년 오이 겐타로가 법정에서 한 변
론이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그는 여기서 국가 폭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자가 정의에 투신하겠다는 심리 상태에 있을 때라야 완
전히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폈다. 바른 “명분”을 가지고서 “의를 태
산과 같은 중함에 비”하는 도덕적 순수함은 “구구한 재리(財利)상
의 득실”이라는 이익 추구의 동기로 오염되기를 거부한다. 의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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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이성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침공의 정당성이 “일개
권리”가 아니라 “덕의”를 다투려는 동기에서 온다면, 전쟁은 서양
의 국제법적 합법성 이상의 권위를 지닐 수 있었다(西田長寿·植手通
有 (編) 1970a,

579-580).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달성한 세력균형에

는 국가 권력들에 대한 산술적 계산 이상으로, “조선의 약함을 도

와 지나의 강함을 꺾는” “의협[俠]”·“인”(仁)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b, 193-194).

구가는 청일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러시아와 영국이 크리미
아 전쟁에서 일국적인 사리를 추구하면서 터키에 개입한 데에 비
해 일본의 대한반도 개입은 정의를 구현하려는 동기에서 비롯하였
다는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청은 “옛날 터키를 대하는
영국을 배워” 조선에서 사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일본제국은 북
방을 향하여 영토를 개척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늘날의 대한 정책
은 옛날 러시아가 보스니아 주의 반도(叛徒)를 이용하여 터키에 간
섭한 것과 같이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은 다른 나
라의 남하를 두려워하여 철두철미하게 이를 막을 필요가 없으므로
오늘날의 대한 정책은 옛날 영국이 터키 조정에 권고하여 보스니
아의 반도를 잔혹하게 진압하게 한 것처럼 권략(權略)을 가지는 것
이 아니다.” 일본은 “유럽 여러 나라가 터키에 대하여 기독교민을
도운 것과 동일한 정신일 따름이다(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b,
138).”

사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의협론은 이것을 제기한 발화자의 심
리 속에서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적극 이용되었다. 이타가키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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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板垣退助)가 1895년 3월 1일 이토 히로부미 수상에게 보낸 의견
서는 “당시 민간에 넘쳐났던 대청국 정책에 관하여 …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平塚篤 1930, 78).” 이타가키는 “타이완
은 우리 나라에서 취하여 단지 이익상으로만이 아니라 국방상으로
도 편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차
원에서 본다면 타이완을 정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타
가키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일본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이완보다는 조선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고도의 이익상의 계
산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을 셈하
는 동기는 국가 폭력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그가 주장하
는 데에 있었다. 전쟁의 정당성은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반도
원조라는 명분에 의해서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별개의 국가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타
가키의 이 문서를 전쟁사·외교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토를 포함
한 정부 관료와 내용만을 달리하는 침략주의론을 예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상사의 측면에서 이 글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
로서 17세기 유럽식의 국가이성의 사유가 얼마나 취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타이완을 취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침략의 정신으로 의군(義軍)의 정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자가 자칫 말하기를 동양의 평화를 보전하
기 위해서 타이완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도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동양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망령
되게 치안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는 조선의 독립을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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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동양의 평화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청국과 싸움을 선전한 것
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타이완
을 취하는 것은 완전히 선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平塚篤 1930, 79-80).

이타가키는 국가 폭력의 진정한 정당성의 근거를 이익과 정의
가운데에서 택일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주저 없이 정
의를 선택하였다. 그는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던 타이완 점
령을 “침략”이라고 바꿔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때 타이
완을 정벌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면 이는 완전히 침략의 정신으
로서 의군의 정신이 아닙니다. 선전의 정신은 오로지 하나이니, 두
개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平塚篤 1930, 79).”

3. 국가이성론의 대응
앞에서 살핀 대로 일부 논자가 도덕·정의에 의한 국가 폭력의 이
중적 정당화에서 의협론이라는 심정윤리에 적극적으로 경도되었
다면, 다른 한편에는 이러한 의협론에 대한 적극적 반명제로서 순
수한 이익 계산만이 국가적 폭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
가 등장하였다.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실린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설에서는
“일본 인민의 목적은 실제 유형의 이익을 보는 데에 있지 무형의
보수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국가의 동인의 근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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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이익 추구를 전제하였다. 따라서 “진정 여기에 나라를 세
운다면 목적은 단지 자국의 이익일 뿐 다른 나라의 이해 등은 돌아
볼 여유가 없다.” 후쿠자와는 청일전쟁 국면에 재등장한 반국가이
성론자를 담론장의 경쟁 상대로 상정하였다. “조선의 내정에 간섭
하는 것은 의협도 아니며 절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자가(自家)의 이
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義侠に非ず自利の爲なり」, 『時事新
報』, 1895년 3월 12일).”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은 국가이성론 측면에서 의협론
에 대응한 또 하나의 주요 언론이었다. 이 신문은 처음에는 청일전
쟁을 그것이 성취하는 이익과 정의라는 두 측면에서 옹호하였다.

우리가 어찌 전쟁을 좋아하겠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
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며,
우리가 개혁을 한국에서 힘쓰는 것도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
다. 우리는 예로부터의 유래를 고찰하여 청과 협동하여 한국의 독립
과 치안을 장래에 담보하고자 하며 열국은 우리의 심사를 양해하였
다. 청은 오로지 우리의 호의를 사라지게 하니 우선 협동을 거부하기
에, 우리의 혼자 힘으로 그 나라 경영을 맡고자 하니, 백방으로 방해
를 시도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국 조정에 우리의 말이 용납되자
저들은 마침내 화심(禍心)을 드러내어 포악하게 굴어 와 병력의 위압
을 가하여 한국의 뜻을 돌렸다.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님은 논할 것도
없다. 청이 이렇게까지 우리 호의에서 나온 동양평화의 □계(□計)를
방해하고자 하니 우리는 단지 군자의 성노(盛怒)를 발할 뿐이다. 우
리가 어찌 전쟁을 좋아하겠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止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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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得ざるなり」, 『東京日日新聞』, 1894년 7월 20일).

여기에서 신문은 호전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지 않은 인간이
외국으로의 파병과 내정 관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
른 마음”을 품지 않은 채 그 외국의 “독립과 치안”을 도모하는 것
을 들었다. 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파병과 내정 관여를 하
려고 하는데도, 두 나라를 구별시키는 유일한 차이는 청은 조선을
위하지 않는 마음, 즉 “화심”을 가졌으며 일본은 여기에 반발하여
“군자의 성노”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신문도 다른 나라를 위한
도덕적 동기를 폭력의 정당성의 원천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며칠 뒤 사설에서는 “한국 조정의 개혁”에 “제국이 이렇
게까지 잠입하지 않을 수 없음은 왜인가. 한국 조정이 능히 자주하
지 못하여 타국의 부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의 이익을 손상
시키는 것이 대단히 적지 않기 때문”이며, “제국이 동양의 대국(大
局)을 생각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낸 대한 정책은,

제국의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낸 파병과 개혁 요구가 되”
었다고 하여 이익 추구의 동기 역시도 시인하였다(「韓廷改革は列國
に對する我日本帝国の責任なり」, 『東京日日新聞』, 1894년 7월 24일). 정의

추구와 이익 추구라는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었다.
이 신문은 1894년 말에는 “제국이 군대를 낸 것은 물론 영토
를 개척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인의절제(仁義節制)의 군대가 어
찌 탄서(呑噬)와 침략을 일삼겠는가?”라고 하여 전쟁에 대한 종래
의 도덕주의적 정당화를 반복하면서도 대외 폭력을 옹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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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건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이 청에 비해 전세가 우세하였지
만, 유럽 정치를 움직이는 ‘실세’인 일반 대중은 일본에 대해 무지
하거나 높은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진정
으로 대일본제국의 지위를 유럽 정치와 연관시킬 때는 그 고하와
존비는 주로 평범한 대중의 일반적 견해에 의해 인정 받는 것을 각
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주의적으로만 행동해선 안 되는 이유
는 일본이 실질적으로도 서양과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로
부터 승인 받기 위하여, 객관적인 권력이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이
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목적인 정의, 신실, 인애, 의협[任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속류(俗流)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국토[國疆], 국민, 국부,
국력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大大日本」, 『東京日日新聞』, 1894년
12월 4일).” “한편으로는”이라는 말의 반복에서는 도덕과 이익에

대한 자각적 구분, 그리고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동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것인가? 『도쿄일일신문』은 이후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한다면 일국주의적 이익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일찍이 세상 사람이 대한 정책을 확정하라고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외교의 지극한 뜻[極意]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문(注
文)이라고 지적하고 배척하였다. 형세의 추이가 한국에 의해, 우리에

의해, 또는 국외열국에 의해 진행된다. 우리가 오로지 정략의 방침을
정하여 이를 묵수한들 그 어리석음은 거의 융통성이 없는 것[尾生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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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에 그칠 따름이다. 한국은, 보호해야 할 한국이고, 독립을 지키게

해야 할 한국이며, 어쩔 수 없을 때는 병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형세와 사정에 연유하는 것인데 형세와 사정을 도외시하여
오로지 정략의 방침을 지키고 묵수하고 고집하지 않는 자가 꽤 드물
다.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이른바 일본당이라는 것에
구구하여 오로지 이들을 도울 것을 계책으로 삼는 등 가장 외교의 극
진한 뜻에 반하는 자들일 뿐이다. 외교란 무엇인가?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고 신장하는 것을 제일의 주된 뜻으로 삼아 이 주된 뜻
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인의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저 자선
과 인과 의협[慈善仁俠]이 나라의 사귐[國交, 국제관계—인용자]과
관계 없다고 냉철하게 말하는 것은, 노예 폐지, 적십자 사업 등 최근
열국 사이에서 공동 시행되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관여할 것을 바
라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인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라를 희
생하는 것 역시 우리가 취하지 않는 바이다. … 자국의 권리와 이익
을 언제나 신장하기만 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으니, 한국 조정과 한국
백성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독립
을 명의(名義)로 실제로는 보호해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 등을 돌리
고 우리를 팔아 넘기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을 뿐이다. 아아, 이것이 어
찌 오로지 한국에 대하여서만 그러하겠는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
도 그러할 따름이다(「外交の方針」, 『東京日日新聞』, 1895년 9월 5일).

이 글에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은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 정세의 변화를 무시한 채, 자국과의 친소를 감안하여 특정 세
력(“일본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자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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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자선과 인과 의협” 등 감정적 친애를 낳아 대상을 보
호하거나 원조하는 것 이외의 선택의 폭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친애하는 대상에 대한 헌신 일변도의 정책은 “인의를 시행하기 위
하여 스스로 나라를 희생하는” 부정적 사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익 추구와 정의 추구 가운데 더 근본적인 것은 전자이다. 국가는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현재 친근하게 대우하는 대상을 경우에 따라 “병합”하
거나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 이후의 다른 논설에서도 도의심을 부정하고 일국주의 이익을
유일한 행위 기준으로 삼는 국가이성론이 재천명되었다. “제국이
조선을 대하는 조치는 다른 외교상의 조치와 같이 물론 수주(守株)

하고 고집[膠柱]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제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
전한다는 한 점은 만고에 불변할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면 돕고 넘어뜨려야 한다면 넘어뜨리는
것이지 또 무엇에 구애되겠는가(「朝鮮問題に對する謬見」, 『東京日日新
聞』, 1895년 12월 17일).”

『도쿄경제잡지』(東京經濟雜誌)는 사회에서 의협론에 반대하
고 이익만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한 또 하나의 언론이었다. 이 잡지는 한반도에서 청일 간의 긴장
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간의 시비곡직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 표준을 자국의 이해득실에서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이
해득실 밖에서는 국제 간의 시비곡직을 결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
을 수 없다”라며 일본에서도 “영어에 이른바 Right or wrong our
country[옳든 그르든 내 나라의 이익을 기준으로–인용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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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준으로 국제적 행위의 당위를 판별하자고 주장하였다(岡
義武 1993, 198).

이 잡지의 주필인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는 1894년 12월 1
일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견한 것의 정당성을 이렇게 옹호하였다.
“[조선이–인용자] 독립국이라 한들 다른 나라가 그 내정에 간섭
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 비유하건대 이웃집에서 자주 부부가 소란
을 일으키면 가서 이를 꾸짖을 수 있고, 이웃집이 누누이 부주의하
게 화재(火災)를 일으키려고 하면 가서 이를 금할 수 있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다구치는 ‘이웃집의 소란’이라는 비유에서 궁극적 관
심사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가(自家)의 안녕에 두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의협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고안된 비유였다. “이것은 특히 이웃 사귐[隣交]의 의(義)
가 아니라 실로 자위의 권리이다. 조선은 동양 추요(樞要)의 나라

에 있으니 이 나라에 다른 강국이 있는 것은 실로 우리 나라의 해
이다. … 따라서 우리 나라가 여기에 간여하려고 하는 것은 지당한
권리로서 이를 천하에 호소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다구치에게
도덕주의적 근거를 끌어오는 반국가이성적인 담론은 국가 폭력의
궁극적 정당화 원천을 오인하는 부류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개전
의 이유는 자위(自衛)보다도 강한 것이 없다. 우리 일본은 실로 이
를 위하여 청국과 개전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田口文太 外 鼎軒田口
卯吉全集刊行會 (編) 192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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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청일전쟁 국면에서의 정부의 이중적 정당화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전후 정부의 담론 공간에서는, 사회의 다양
한 국가 폭력의 정당화 논의 중 어떤 것을 취하였는가를 논의할 차
례이다. 정부에서는 대체로 정의와 이익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동
원하여 침략이나 간섭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상일은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에서 메이지 정부의 일
원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정의 추구라는 동기를 견지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이토나 무쓰, 또는 정책결정자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정개혁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조선 문제
를 주시하고 있는 열강들에게 외교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다
(한상일 2015, 167-168).”

이러한 분석은 메이지 정부 관료의 침략적 의도의 존재만을
전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문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전제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때문에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
다. 그러나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아 한상일의 주장이 지니는 문제
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주요 인사의 내면과 독립적으로, 폭력의
정당화 방법을 둘러싼 당대인 간의 논쟁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
다는 점이다. 한상일의 말대로 조선에 대한 정계 인사가 일률적으
로 조선에 대한 ‘침략주의’적 동기를 가졌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들
이 개전 당시 선언한 명분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은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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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310

2016. 6. 3. 오후 5:55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라는 양대 명분을 일본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놓고서 당시 메이지 관료들은 깊은 고
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기 일본의 담론 공간에 유통된 국
가이성론과 반국가이성론의 공존은, 막상 청을 격퇴하고 나자 일
본의 대조선 개혁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낳은 것이다. 재조선
주차공사(駐箚公使)였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무쓰 무네미쓰
(陸奥宗光)에게 보낸 1895년 2월 17일자 의견서에 이렇게 썼다.

근래 우리 나라 신문지에서 말하는 것과, 속속 한국으로 건너온 유지
자(有志者)가 논하는 것을 듣건대, 누구든지 모두 일본의 이익만을
주로 삼거나, 철산을 우리 손으로 열어야 한다거나 우리 인민을 내지
로 이식시켜야 한다거나, 제어장(製漁場)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 공
업으로 상업으로 단지 우리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
로 여기는 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본관은 우리 나라의 이익을 증진시
키려는 것을 희망합니다만, 오로지 일본 인민의 이익만을 계획하기
를 꾀할 때는 조선의 이익은 모두 일본인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불러
옵니다. 이와 같은 데에 이르면 조선 독립의 실질은 무엇에 기대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한 취지와 모순하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관은 조선에
대하여 장래 그들의 이익을 빼앗지 않으며 우리의 이익을 잃지 않고
서 서로의 이익을 병진시킬 방침을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井
上馨侯伝記編纂会 (編) 1934, 454-455).

이노우에의 편지에서 어떤 독자는 제국의 침략주의를 분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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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311

311

2016. 6. 3. 오후 5:55

려는 도덕적 외피를 발견하거나,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읽어
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사적 입장에 선다고 할
때 이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국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 내부에서도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의 저
변에 어떠한 동기를 두어야 하는가를 놓고서 명시적인 입장 차이
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노우에는 “근래 우리 나라 신문지에서
말하는 것과, 속속 한국으로 건너온 유지자”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영토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희망”한다는 개
입주의자라는 점에서 그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단지 우리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순수한 이익 추
구 행위를 비판하는 발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설
령 극단적으로 이 모든 발언조차 후대의 독자를 상정하고 쓴 수사
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노우에는 이익 추구를 날것 그대로 인정하
는 논변으로는 대외 개입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독립의 실질”을 이루지 못한다면 “일본 정부가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구성한 담론의 논리를 스스로
붕괴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익 추구를 근저의 동기로 인정
하되, 이것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정의 추구의 자세를 동시에 견지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회에서도 『우편보지신문』은 이미 1894년 10월에 “일청사
건이 다시 변하여 어쩌면 고래 미증유의 최대 세계 문제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라고 예견하고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단히 바빠져서
조선의 개량을 도외시하는 등의 일은 빈약한 이웃 나라를 구제하
여 다른 나라의 탄서를 면하게 하려는 의협(義俠)을 세계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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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아니”라며 유사한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朝鮮を奈何せんと
する」, 『郵便報知新聞』, 1894년 10월 10일). 권력정치에 도덕적 요소를

가미한다고 하여 권력 행사에 대한 관념상의 제어 장치가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메이지 관료의 반국가이성적 논리는, 이익 추구라는 일원적
근거에 기반한 제언이 여전히 미약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예증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정책 결정 그룹 외부의 독자를 상정한 어떤
글에서, 자기 이익만으로는 독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내란을 평정하고 그 어지러운 정치를 개혁하
는 데에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요하는 자금의 조달을 역시 어
쩔 수 없다고 여겨 스스로 다음의 대한책(對韓策)을 작성하여 이를
재정 당국자는 물론 민간 유력자에게 보여 그 주의를 환기”한 문건
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미약한 힘에 위임하여 감히 원조하고 지원하는 바가 없다면
그 개혁은 중도에 꺾여 마침내 백년하청을 기다릴 유감이 있을 것이
다. 아마 조선의 변란을 평정하고 그 치안을 회복하며 부원(富源)을
계발하며 상업을 진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 목하의 급무일 뿐 아
니라, 또한 동양의 대국에서 실로 영원한 장기 계획이다. 우리 나라
가 이웃 청과 전쟁을 하는 데에 이른 것도, 일이 조선에 주로 근거하
기 때문이니, 조선 개혁의 성사 여부가 어떠한가는 우리의 이해와 영
욕에 관계된다.

따라서 이토는 조선 정부조차 “우리 국민의 고의(高義)와 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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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情)”에 호소하여 “공채 모집을 기도하고자 한다”라고도 썼다(金
子金太郎 外 春畝公追頌會 1940, 113-115).

메이지 정부의 관료 가운데 국가이성에 입각하여 움직였을 개
연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아마 무쓰 무네미쓰일 것이다. 이것은 그
의 『건건록』(蹇蹇錄)이 비합리적인 대외 정책 요구에 비판적인 자
세를 취하면서, 냉정한 이성에 따른 이익 계산을 그만큼 강조하였
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쓰는 1895년에 탈고한 이 청일전쟁 회고록
에서 도덕주의 일변도의 전쟁 정당화론을 겨냥하여, 국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도덕주의보다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구절은 무쓰가 정의 추구의 동기가 이익 추구를 위협할 정도
로 근본적 지위를 점하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거부감을 보인 근
거로 자주 인용된다.
세간에서 공연히 표명된 것은, 사회 범속(凡俗)의 여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약자를 돕고 강자를 꺾는다는 의협론(義俠論) 이외에 다른 것
이 아니었다. 나는 본래 조선 내정의 개혁을 정치적 필요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겼기에, 역시 의협을 정신으로 삼아 십
자군을 일으킬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陸奥宗光 1929, 322).

무쓰의 이러한 발언은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
폈듯이, 청일전쟁기에 『국민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 등의 신
문에서 적극적으로 의협론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화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 중 일부가 전쟁의 의로운 측면과 이
익이 되는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이력이 있고, 『시사신보』,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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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문』, 『도쿄경제잡지』 등이 국가이성론을 개진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간에서 공연히 표명된 것”이 마치 의협론뿐이었다는
듯한 무쓰의 발언은 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노우에 가오루의
의견서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신문이나 한국으로 건너온 유지자
가 “누구든지 모두 일본의 이익만을 주로” 삼는다는 정반대의 평
가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청일전쟁의 의의의 하나가 “우리 국민이 의협심으로 가득함
을 세계에 보이”는 기회라고 주장한 『우편보지신문』의 한 기사에
서는, 동시에 “국리(國利) 보호”라는 명분에 따라 움직인 영국과 마
찬가지로 “무역상의 이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亞細亞

諸國に對する外交政略 (貿易上政略上より公使領事を派遣する必要)」, 『郵便

報知新聞』, 1894년 10월 9일). 『오사카매일신문』(大阪每日新聞)은 청

일전쟁이 “단지 작은 약한 나라인 조선의 독립을 도울 뿐 아니라,
청국의 무례함을 꾸짖을 뿐 아니라, 실로 우리가 동양의 새벽종임
을 자임하고 다년간 방대한 나라를 둘러싼 구름과 안개를 우러러
깨뜨림으로써 문명의 광휘를 떨치고 예로부터 해가 뜨는 나라라는
이름을 실질로 만들고자 하는 큰 뜻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여 이
중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담론장의 분위기에 참여하였다(「戰息むの日
は全勝を得る日なり」, 『大阪毎日新聞』, 1894년 9월 17일). 『오사카매일신

문』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논조를 유지하였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전체는 어디까지나 조선을 보호하여 그 독립을 돕고 조선
국민을 뉘우치게 하여 문명의 늦은 저녁으로 향하게 하고자 힘쓰
는 동시에, 감히 망령되이 우리 제국의 위광을 남용하여 불법부정
한 거동을 하는 것은 그 죄를 단정하여 성낼 수 없으며, 일이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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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행(私行)에 지나지 않는 듯하여도 우리 대조선 정책상에는
우리 이해의 대관계가 걸려 있다(愛溪生, 「朝鮮に於ける日本人 印度に
於ける英 國人」, 『大阪毎日新聞』 1895년 10월 2일).”

게다가 『건건록』에 무쓰가 이익 추구의 논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논리가 메이지 담론 공간에서 유력하
게 통용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기록은 1895년에 탈고
되었지만 1929년이 되어서야 공간(公刊)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 한다. 무쓰가 자신의 이익 추구의 동기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은 이 책이 비밀리에 회람될 수 있었기 때문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무쓰는 다른 나라 정부를 청자로 상정한 발화에서는 결코 정의
추구라는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1894년
11월 26일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일본에
서는 이[한반도–인용자]를 점령하는 논거, 즉 구실로 공명(公明)
한 것은 장래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고 청국의 간섭을 막는 것이 제
1의 좋은 변명입니다(金子金太郎 外 春畝公追頌會 1940, 149-152).”
청일전쟁이 의협의 전쟁이 아니라고 후일 회고한 무쓰조차 한반도
에서 청과 긴장감이 높아지던 1894년 6월 22일, 왕펑자오(旺鳳藻)
공사에게 보낸 반박서에서 일국의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언급하
였다.

조선반도는 … 사변이 누누이 일어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서 그 나
라가 독립국이 되는 책무를 온전히 지킬 요소에서 결함이 있는 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저 나라는 좁은 해협
을 끼고 떨어져 있고 강토가 서로 인접하여 양국의 이해 관계는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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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기에, 오늘날 저 나라에서와 같은 참상을 수수방관하고 이를
구제할 계책을 베풀지 않는 것은 이웃 나라의 우의에 반할 뿐 아니라
실로 우리 나라 자위의 길에도 상반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여기서 우리 정부는 장래 이 나라[조선—인용자]의 치안을 보장하고
선정을 보장하기에 족한 변법을 확정하지 않으면 현재 이 나라에 주
재하는 제국군대를 철거하는 것이 득책이 아님을 믿는다. 이는 단지
톈진 조약의 정신에 의거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 조선의 선후 처치
로서도 마땅히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金子金太郎 外 春畝
公追頌會 1940, 62-63).

무쓰의 말대로 청과의 비타협적으로 전쟁의 지속을 요구한 세
력이 민간에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우편보지신문』은 강화를 체결
하기 전에, 전국 병력을 동원하여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본토를 함
락하여 중국 전체 영토와 인민의 복종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의 강
경론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이 반드시 무쓰의 주장대로 의
협론 때문에 강경해진 것은 아니었다. 강화를 통하여 “조선의 독
립, 군비의 배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양 영원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한 것이었다(「支那本土を占領せよ」, 『郵便報知新聞』, 1894년 11월 15일).
따라서 무쓰가 『건건록』에서 사회의 전쟁 담론을 의협론으로 간단
히 요약하고, 자신은 순전한 사익 계산만을 고려한 반대자로 묘사
한 것은, 청일전쟁기 사회와 정부에서 유통되던 담론의 흐름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역시 청일전쟁기가 되자 전략적 선택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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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정책 결정 그룹을 향하여 말할 때에도, 국가 폭력의 행사
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 추구라는 동기에도 입각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다. 1880년대에 걸쳐 그의 발화가 대부분 이
익 계산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사고에 의거한 것임은 앞에서 보았
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대외적 선전을 위하여 계산적으로 동원
했을지 모를 정당화의 수사가 이제는 그들 간 발화 행위의 폭까지
제한하였던 것이다. 야마가타는 일본의 이익 추구가 외국을 원조
한다는 정의 추구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일전쟁기
인 1894년 11월 7일, 육군대장으로서 쓴 「조선정책상주」(朝鮮政策
上奏)에서

조선의 독립 원조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으로 귀결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나라를 도와서 독립의 명분과 실질
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를 독립시킴으로써 동양에서 우리
의 이익을 온전히 할 방편에 기여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겠습
니까.”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번 일에서 그 주의(主意)로 삼은 바
는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조선의 독립을 돕고 그들에게 전연 청국
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야만 했다(大山梓
(編) 1966, 223-224).

청일전쟁 전후 메이지 정부의 담론장에서 주요 관료가 국가이
성론이라고 할 만한 근거에 따라 국가 폭력에 권위를 부여하는 모
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리와 일국의 사익을 동시에 추
구하는 논변, 즉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이 혼효된 듯한 양상이 지
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국가를 뒷받침한 정신에 도덕
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그것이 냉정한 이익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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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뒷받침되었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몇몇 논자가 정의 혹은 이익이라는 일원적인 규준을 고수
하여 비교적 극단적으로 주장하기로 선택한 데에 반하여, 메이지
정부는 두 가지 규준을 동시에 차용하는 것으로 국가의 행동을 지
지하였다.

V 결론
이상에서의 고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
다. 만약 국가이성을, 일국주의적 이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 국가
의 국제적 운신을 합리화하는 사유 체계로 정의한다면, 국가이성
은 담론 권력을 가진 언론에 의해 피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이성은 긴박한 국제 정세에서조차 담론장
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지는 못한 채, 의협론·의전론이라는
이름의 도덕주의 혹은 반국가이성과 경쟁하는 지위에 서 있었음을
지적해야 하겠다. 심지어 국가이성론으로 분류될 만한 제언을 게
재한 신문조차도 유사한 시점에 상황에 따라 이타심 등 도덕주의
적 논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정부
관료 역시 두 가지 기준 모두에서 맞추어 전쟁이나 내정 간섭의 이
유를 찾았다.
이러한 고찰은 국가이성이 메이지 담론장에서 지녔다고 주장
되었던 독자적 지위를 의심스럽게 한다. 나아가 의협론·도덕주의
적 대외관이 국가이성과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의 폭력을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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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것으로 만드는 설득력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전
기에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화 담론은 마루야마 마사오가 암
시한 대로 국가이성론 일변도였다거나, 후지타 쇼조가 말한 대로
국가이성의 결여태였던 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역사적 진실은 두
사람이 제시한 이미지의 중간 어디쯤에 있었다.
사상사 서술에서 역사적 실상을 중시하는 입장에 선다면, 마
루야마·후지타라는 두 정신사가와 같이 과거 사상의 특정 측면을
간취하여 메이지 국가의 정신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재고해야 한
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메이지 전기에 국가이성론이라고
불릴 만한 담론의 논리는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국가이성은 행위
동기에 국한하여 살펴보더라도 반국가이성이라고 할 만한 반명제
와의 갈등이나 혼효 속에서 조건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 위태로
운 가건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이성이라는 특정 개념어만
으로 한 시대의 국제정치사상의 위광을 부각하거나, 결락된 지점
을 비판하는 규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대 동아시아에서 국제정치 관념의 전환을 규정하려는
개념적·이론적 접근이 개별 사료에 대한 존중과 병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메이지 국가를 뒷받침하는 사상 공간을 균질적인
특성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적의 논리와 접속된 채 발화하려는 경쟁
적 입장들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수행한 국가이성의 지위에 대한 재검토는,
단순히 서양사의 특정 사유가 일본에 있었거나 없었다는 점을 확
인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 그것은 사상사적 차원에서, 메이지 국
가가 갈등·교착하는 여러 정신에 의해 떠받쳐졌고, 그 정신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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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근대 국가에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포함하기까지 했
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의 고찰에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국
가이성 개념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을 때 표상되는 것과 달리, 근
대 국가는 국가 이익과 초국적 의리 사이의 갈등과 교착 속에서 의
미를 부여받는 유동적 사물의 상을 띤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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