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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정치적 변동 하에서 의암 유인석의 중화사상을 탐구
함으로써, 유교사상을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정치참여형 지식인의 근
대에 대한 대응을 통해, 유교와 근대 국제정치 만남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자 한다. 그가 국내·외 사건을 전환점으로 대외인식을 수정한 것은 부단히
변화하는 중화사상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유인석의 대외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중화사상을 이해하고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글은 기존연구와 달리 연구시기를 1866년부터 1915년 유인석의 작고까지,
연구 자료를 『의암집』과 『소의신편』 전편으로 선정한다. 또한 정치학적 접
근을 중심으로 역사적 기술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당대 기타 유
학자와의 비교를 통해 유인석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유인석은 조선의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의하여 화이관(華夷觀)을
수정하여 왔으나, 그의 '수정된 화이관'의 근저에는 '존주론(尊周論)에 대한 고
수'가 깔려있었다. 즉 조선이 서구에 의해 침입되어 '금수(禽獸)로 타락'하게
된 상황에서, 유인석의 정치사상은 내면적으로 변하지 않는 축(존주론을 고수)
과 외면적으로 변하는 축(화이관의 수정)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존주론
을 고수하기 위하여 중화사상을 '중화의 보존'에서 '중화의 부흥'으로 전환시
켰고, 동시에 이러한 중화사상의 전환으로 화이론의 수정을 이끌어갔다. 즉
서양은 금수이고, 오랑캐였던 일본은 서양보다 더 강한 금수로 변하게 되었
으며, 청은 기존의 중화질서를 타파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일본보다는 차악
(次惡)이고, 러시아는 침략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을 견제함으로써 이용 가
능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전 유인석은 존주론을 기반으로 중화권에
속해있는 청과 일본을 이적(夷狄)으로, 그 외를 금수로 보았다. 강화도조약
체결 후 그는 왜양일체 사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외세가 조선에 대한 침입을
'소중화', 나아가 '중화'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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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침략상을 인식하게 된 유인석은 조선의 기존질서를 타파하려 하지
않았던 청(淸)을 오랑캐에서 '차악'으로, 나아가 '의존할 대상'으로 격상시켰
다. 또한 일본의 서구화 정도가 서구를 초월했다는 왜양분리적 사고를 드러
내기 시작했다. 1912년 중화민국이 공화정을 도입하는 시점부터, 그는 조선
자체적 힘으로 일본을 대적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균세론(均勢論)
적 사고인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동양삼국연대론'을 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인석은 평생 화이관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조선을 구
하기 위하여 '청'과 '중화민국'을 상대로 소중화로써의 신분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의 모화(慕華)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지, 소중화를 통한 사대
자소의 예치적 국제질서 유지와 그 속에서 약소한 조선의 생존을 도모하
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유인석은 끝까지 소중화의 틀 속에서 조선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중화의식은 근대 민족주의와 본질적으
로 구별이 된다.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호하고자 한 것은 민족국가가 아
니라 중화질서인 대일통(大一統)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제정치적 시각으
로 유인석의 중화사상을 분석한다면, 유학을 기반으로 한 중화사상으로 근
대 국제체제를 포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의암 유인석, 위정척사, 중화사상, 존주론, 소중화, 화이관
학 번: 2017-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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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의암 유인석1)은 19세기 위정척사운동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영향력이 가장 큰 화서학파의 정통을 이은 유학자이다. 그는 1842년에 강
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태어나서 조선의 식민지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아 망국의 역사를 증언한 인물이다. 14세에 화서 이항로(1792, 정조
16~ 1868, 고종 5)의 문하에서 십 여 년의 유학공부를 하였고 전후 중암
김평묵(1819, 순조 19~ 1891, 고종 28), 성재 유중교(1832, 순조 32~
1893, 고종 30)를 각각 스승으로 모시면서 세 명의 스승을 이어 화서학파
의 3세대 대표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위정척사사상의 이념을 실천으로
옮겼고, 조선·청·러시아를 오가면서 위정척사운동을 끝까지 관철시켰다. 백
범 김구는 그를 '왜적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생사를 초
개같이 하시고 이역만리에서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잠시도 독립투쟁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2)
유인석은 1865년 만동묘철폐와 1866년 병인양요로 대내외적 위기의
식이 고조되어 갈 무렵에 이미 척사사상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였다.3)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구미열강들과 통상이 시작되면서 위정척사
파 선비들은 개화가 망국의 사태로 발전할 것을 염려하면서 반개화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당시에 유인석은 서양과 일본을 과거의 어떤 오랑캐보다
도 교활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과 서양에 의해 조선에서 대변란이
일어날 것이며, 이 변란의 책임을 일본과 개화관료에게로 돌렸다. 그는
1894년의 갑오개혁을 친일개화파가 일본을 배경으로 군왕을 위협하여 만
들어진 규정이라 보고, 뒤이어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일어나자 제천 장담에
서 강회를 열어 유명한 '처변삼사(處變三事)'4)를 제기하였다.5)
1) 유인석(柳麟錫, 1842~1915): 자는 여성(汝聖), 호는 의암(毅菴).
2) 원영환, "의암 유인석의 생애와 구국 투쟁", 『나라사랑』 106, 2003, p.23
3) 이창식, "『국역 의암집』 편찬 의미", 『天』, (충북: 제천문화원), p.19
4) 처변삼사: 첫째, 의병을 일으켜 역당을 쓸어내는 것; 둘째, 떠나서 구제도를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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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6월에 그는 문하생 이춘영·안승우에 의해 영월에서 의병대
장(호좌창의대장: 湖左倡義隊長)으로 추대되어 제천, 충주, 단양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는 조선에서의 초기의병운동으로써 그의 의병운동
의 전성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1896년에 친일관료 장기렴 부대에 의해 패
배하면서 서북지방으로 항전기지를 옮기려 했으나, 호응이 없어 강원도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이르렀다. 1897년에 왕의 소환으로 일시적으
로 입국 후 재차 요동으로 들어가 강학활동에 몰두하다가, 청(淸)나라에서
발생한 의화단의 난을 피하기 위하여 조선에 귀국하여 계속적으로 강학활
동을 하였다.
유인석은 1905년부터 1908년 사이에 일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병
항쟁을 격문으로 독려하였고, 1908년에 국내의 의병운동이 국외의 원조가
없이는 전패할 것을 예상하여 연해주에 항구적 기지를 건설하고 무기 공
급, 본토수복작전을 계획하기 위하여 재차 망명을 하게 된다. 그간 그는
관일약(貫一約):6)을 창설하였고 1910년에는 13도의군 도총채와 성명회 회
장 등을7) 역임하였다. 그는 또 한일합방이라는 부음에 한일합방 무효를
선언하는 전문과 성명서를 외국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1911년 그는 재차
요동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가족과 합류를 하게 된다. 1912년
중국에서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에 그는 기뻐하면서도 공화제의
채택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 중화의 부흥을 꿈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별세하게 된다.
유인석의 '국외정치'에 대한 시각에는 청(淸)·일본·서구라는 실체뿐만

것; 셋째, 죽음으로써 지조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인석은 어느 것을 택하나 의
리에 합당하다고 한다.
5) 장삼현, 『화서문하연원 어록비수비기』, (경기도: 양평의병추모위원회·常村장학회),
2009, p.59
6) 관일약(貫一約): 1909년에 유인석이 연해주에서 항일의병세력을 결속하기 위해 분산
된 의병 세력을 통합하는 향약 형태의 조직이다.
7) 한편 최근 박민영의 연구에서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유인석이 1909년부터 1910
년 전반에 결처 추진한 의병통합운동의 소산'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그동안 안중근
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는 김두성(金斗星)이 유인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계의
추측적 결론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였다. 참고: 박민영, 『화서학파 인물들
의 독립운동』, (서울: 역사공간), 2019,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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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념적 중국(중화)이라는 대상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서구로부터
시작한 근대주권평등원칙과 달리, 전통 중화권의 위계질서 하에서 특정 중
심국가(그 당시는 중화로서의 명나라)가 사라지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실
체가 존재하는 '나라'와 이념 속의 '나라'는 얽혀있을 수 있다. 또한 '중화'
라는 거대한 정체성 인지 속에서 조선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구분도 모호
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통 유학자로서 유인석에게 모든 사상의 기반은 '
중화'를 구심점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그의 대부분 문적을 수록
한 시문집 『의암집』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유인석의 화이관(華夷觀)적 수정은 그의 변하지 않은 존주론(尊周論)
이 저변에 깔려있다. 즉 만국공법이 강제적 수용과 적용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들을 서양세계에 연결시키고 편입시킨8) 상황 하에서, 유인석이 강화
도조약, 갑오개혁 등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을 전환점으로 청·서
구·일본·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상 그의
중화사상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중화사상을 부단히 수
정하는 이유는 '존주론'9)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유인석은 부
단히 변하는 조선의 배경 하에서 '존주론'을 고수하기 위하여 중화사상을
부단히 수정하게 되고, 이러한 수정은 '소중화'를 포함한 '중화'외의 대상
에 대한 인식, 즉 청·일본·서구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인석의 대외인식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중화사상을
이해하고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화이관, 의병운동 등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그의 중화사상을 다루는 기존연구는 부족하다.10) 더불어 그의 중
화사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은 더욱 결핍하다. 중화사상의 흐름을 파악

8) 장인성, "근대동북아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만국공론: 근대한국의 경험과 관점", 『정
치사상연구』 9, 2003, p.123
9) 존주론(尊周論)은 주나라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춘추전국시대에 나타났다. 주나라
왕실이 만들어낸 천명 논리는 유학의 정치사상으로, 또 역대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존주론은 소중화로 자처하는 조선에서 점점 고착화되어 갔다.
10) 유인석의 중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을 연결시켜 다른 연구가 있는데, 이는 본 논문
의 연구주제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참고: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
가 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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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그의 생애 전반시기를 아우르는 문헌을 참고해야 하는데, 이에 비
해 유인석이 남긴 문적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
질문은 국제정치적 변동 하에서 유인석의 중화사상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
구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유인석의 중화사상
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치학적 접근방식을 위주로, 역사학적 접근방식을 부차적으로 사용한다.
본 글의 핵심주장은 유인석이 서세동점이라는 변화된 세력구도 속에서 동
양과 서양에 대한 배척과 포섭을 통해 일생 동안 중화를 구심점으로 하는
존주론을 고수하였다는 것이다.
초기의 유인석은 이항로에게서 전통 유학사상을 이어받아, 중화를
구심점으로 하는 화이사상을 가졌다. 즉 멸망한 명이 '중화'이고, 조선은
그러한 중화를 보존하고 있는 '소중화'이며, '중화권에 소속되어 있는' 일
본과 청은 이적(夷狄)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모두 금수(禽獸)라는 것이다.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유인석은 서구의 침략상을 간파하면서 왜양
일체사상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그는 일본
이 서양보다도 강하다는 왜양분리사상을 형성하게 됨과 동시에, 조선의 갑
오개혁에 의하여 그는 청나라를 기존의 이적에서 차악(次惡)으로 격상시키
고, 나아가 의존하기에까지 이른다. 즉 유인석은 조선에서의 소중화를 보
존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청과 일본, 나아가 서양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짐에 의해 그는 결국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동양삼국연대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인석이 외세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의 변하지 않은 존
주론의 고수, 또 존주론을 고수하기 위하여 부단히 수정하는 중화사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에서 소중화가 온존될 때에는 존화양이를 통해
중화의 보존을 자랑하였고, 소중화가 위협받을 때에는 민족과 나라를 구하
는 운동을 펼치면서 중화의 맥이 새로 나타날 때까지 소중화를 보존하고
자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의 소중화가 깨지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낀
그는 중화의 부흥을 위하여 화이관을 수정하게 된다. 유인석에게 나라를
지키는 것과 중화의 도를 지키는 것은 동일한 것이었다. 심지어 중화의 도
는 나라의 존망보다 더 중요하였다. 즉 도가 존재한다면 나라는 망해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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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가는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다. 유인석의 중화사상을 국제정치적 시각으
로 분석을 한다면 유학을 기반으로 한 중화사상으로 근대국제체제를 포섭
하였다는 것이었다.

2. 연구현황과 평가
화서학파의 정통을 이은 의암 유인석은 위정척사운동을 끝까지 관철
시킨 유학자뿐만 아니라 의병대장·성명회장 등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고,
일생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작품(詩·書·疏·情辭·雜著·序·記·檄·宇宙問答·道冒
編 등)을 남겼기에 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대량으로 축적되어 왔다. 더
욱이 2000년대에 들어서 의암학회와 제천문화원에서 각각 출판한 두 가지
버전의 『국역 의암집』은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했
다.11) 그중 2001년에 창립된 의암학회는 『국역 의암집』과 『소의신편』으로
부터 시작하여 『의암학회총서』까지 대량의 작업이 필요한 성과물들을 냈
는데, 그 중에는 1차 자료뿐만 『의암유인석연구논문선집』도 들어있었다.
이러한 기존연구에는 역사·철학·정치적 시각뿐만 아니라 문학적 시각도12)
포함되어 있다.
유인석에 관한 기존연구13)를 크게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주제에 관련해서는 여성인식·대일통사상·존화양이론·
문명관·민족운동 등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는데,14) 그중 가장 많이 다루

11) 최근 들어 유인석의 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동{당시 러시아에 상주(常住)한 한인들의
자료와 러시아원문으로 된}자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추세이다. 참고: 박환, "의
암 류인석 연구의 새로운 방향: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암학연구』 13,
2016.
12) 노인숙, "의암 유인석 충절시의 비극미 연구", 『청람어문교육』 25, 2002, 『의암유
인석연구논문선집 Ⅱ』에 수록, (춘천: 의암학회), 2004; 이등연, "근대 초기 한국문
인 한시작품 속의 '중국·중국인' 현상 연구: 유인석과 김택영을 중심으로", 『중국인
문과학』 51, 2012; 이학주, "류인석 의군도총재의 인간애(人間愛) 고찰: 13도의군도
총재가 된 이유", 『의암학연구』 14, 2016(a); "류인석 의군도총재의 의병이미지 선
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2106(b).
13) 기존 연구현황에서는 본 글의 연구주제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 문학적 시각을 제
외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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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부분은 의병운동과15) 「우주문답」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유인
석의 의병활동이 3.1운동의 기반으로 될 만큼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한 작고 2년 전에 완성된 「우주문답」은 기존의 유교적 화이관과 달리 근대
국제법적체제에 대한 인식이 추가되어, 구한말의 주자학적 민족주의자가
동양문화보존 및 서양문화배척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중요한 책
이라는 데에서16) 기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유인석의 의병
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위주로 하거나,17) 의병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그의 유교사상에 대해 평가18)를 한다. 후자는 직접적으로 「우주문답」
을 연구주제로 하거나, 유인석 전반적 생애의 화이관 또는 유교적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주문답」을 인용하는 경우이다.19)
유인석이 역사적 인물인 만큼,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에서는 모두 결
론적으로 그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 즉 유인석이 조선말
기 망국의 위기를 경험하면서까지 위정척사사상을 끝까지 관철시킨 이유를
유교적 발상에서 찾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평가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첫째는 유인석의 생애에 대한 역사
적 기술과 위정척사사상에 관한 철학적 기술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석
14) 김남이, "의암 유인석의 민족자존론과 여성 인식", 『대동한문학』 18, 2003; 『의암
유인석연구논문선집 Ⅱ』에 수록, (춘천: 의암학회), 2004.
15) 예를 들면: 구완희, "연해주 시기 유인석의 의병 노선과 '관일약'", 『대구사학』 126,
2017;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 항일투쟁 로정(1896~1915)", 『의암유인석연구선집Ⅲ』,
2008; 박성순, "위정척사파의 반제논리와 의병항전을 둘러싼 환경의 재검토", 『온지
논총』 28, 2011; 이애희, "의암 유인석의 연해주에서의 의병투쟁과 사상적 변이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69, 2012; 이현희, "의암 유인석의 민족독립운동연구
", 『의암학연구』 2, 2004; 원영환, "의암 유인석의 생애와 구국 투쟁", 『나라사랑』
106, 2003; 송기섭, "의암 유인석의 망명로정에서의 보화와 국권회복운동 고찰",
『의암학연구』 14, 2016
16) 오영섭, "의암 유인석의 동양문화 보존책", 『강원문화사연구』 9, 2004, p.89
17) 박성수, "구한말 의병전쟁과 유교적 애국사상", 『대동문화연구』 6, 1970; 배형식, "
의암 유인석의 학통과 의병활동: 소의신편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2, 1995
18) 박문영, "의암 유인석의 의병활동에 대한 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의암유인석연구논문선집』 2, 1986
19) 특히 『우주문답』은 유인석의 현실관과 세계관을 그린 유명한 글로써, 중국과 서구
에 대한 인식·개화에 대한 비판과 그의 화이관이 잘 드러나 있어 유인석을 연구함
에 있어서 중요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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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을 평가함으로써,20) 유인석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유인석이 만년에 만국공법에
대한 부분적 수용을 현실을 받아들인 근거로 보아, 그를 완전한 보수주의자
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역사적 기술의 연구방법을 위주로,
유인석의 정치적 태도가 '수구' 혹은 '변화'라는 이분법적 결론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유인석 생애의 흐름 또는 생애 일부를 깊게 연구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유인석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의병운동이 애국계몽운동이 아닌 성리학적 가치로 구현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든가,21) 유인석의 국권회복운동은 궁극적으로 중화의 보존을 위
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22) 또한 유인석의 중화질서의 재구축을 연구대상
으로 유인석이 끝까지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서 좋은 '정치'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함과 동시에 위정척사사상의 비현실적인 면을 비판하
거나, 같은 맥락으로 유인석이 중화를 끝까지 섬기는 이유를 유인석의 최종
목적인 중국 중심의 대일통(大一統)을 이루고자하는 연구도 있다.23) 이러한

20) 역사적 기술과 철학적 접근법을 결합시킨 연구: 금장태,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대
의식』, (서울: 태학사), 2001; 김세규, "의암 유인석의 반개론", 『경주사학』, 1982;
김후경, "의암 유인석의 학문과 사상", 『사학연구』 34, 1982; 오영섭, "화서학파의
보수적 민족주의 연구", 한림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7;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
동』, (서울: 국학자료원), 1999;
역사적 기술로 된 연구: 문성혜, "의암 유인석의 의병항쟁", 『제주사학』 1, 1985; 박민
영, "의암 유인석의 위정척사운동: 『소의신편』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3, 1986; "
유인석의 해외 항일 투쟁", 『나라사랑』 106, 2003; 의암학회, 『의암 유인석: 백절불
굴의 항일투쟁』, (춘천: 의암학회), 2009.
21) 구완희, "연해주 시기 유인석의 의병 노선과 '관일약'", 『대구사학』 126, 2017
그 외에도 유인석이 끝까지 반개화적인 화이관에 입각하였고, 그 원인을 '도와 화맥(華
脉)의 보전'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 참고: 송기섭, "의암 유인석 시에 나타난 척사
의식과 현실대응에 관한 연구", 『어문론집』 61, 2015; "한시를 통해 본 의암 유인석
의 반개화 논리와 화이적 서양인식 연구", 『한문고전연구』 30, 2015; "의암 유인석
의 시에 나타난 중국과 우리의 관계 연구: 『화동음』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25,
2015
22) 송기섭, "의암 유인석의 망명로정에서의 보화와 국권회복운동 고찰", 『의암학연구』
14, 2016
23)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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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모두 유인석의 작품 중 일부분-「관일약」, 「洋禍二首」, 「有恃無
恐」, 「華東吟」, 「우주문답」, 「도모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인석의 전
반적 사상과 행위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들은 행위의 정당성, 즉 현상
에 대한 원인을 하나같이 유인석의 유교적 발상에서 찾았다.
두 번째 경우는 유인석이 작고하기 2년 전에 작성된 「우주문답」 혹은
그의 만년시기의 작품에 연구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유인
석이 만년에 서구문물에 대한 식견과 나름의 점진적 개혁론이 개진되었다고
보거나,24) 유인석이 국권의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중화
적 질서관으로부터 망국 후 서양의 병렬적 문명관계로 전환되어, 나아가 동
양삼국연대를 주장하였다고 하였다.25) 이러한 연구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현
상을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환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환원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현상의 원인,
즉 유인석이 서구에 대한 태도변화의 원인을 제시하지 못한데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또한 유인석의 전반생 자료를 무시한 채 그의 만년의 변화를 연구
하였기에, 변화의 원인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이상과 같이 유인석의 정치적 태도가 '보수', 혹은 '
변화'라는 이분법적 결론에서 벗어나, 유인석의 전반적 생애가 아닌 일부
시기의 행위와 사상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우
주문답」의 저술배경에 착수하여 「우주문답」은 중국 신해혁명에 대응하여 위
안스카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중화제국을 수립하여 복고 정
책을 통해 상달 문명을 구현하게 되면 조선도 덩달아 독립을 할 수 있다
고 하는 연구,26) 유인석이 서양문물에 대한 부분적 수용을 했을 뿐 척양
과 척왜로 대표되는 일생의 사고는 바꾸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다.27) 이러
사상연구』 9, 2003
24) 김세민, 『韓國 近代史와 萬國公法』, (서울: 경인문화사), 2002
25) 윤대식, "한국 위정척사의 보수응변(保守應變): 유인석(柳麟錫)의 국권(國權) 관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21, 2014
26) 노관범, "1910년대 한국 유교지식인의 중국 인식: 柳麟錫, 朴殷植, 李炳憲을 중심으
로", 『민족문화』 40, 2012
27) 박용식과 이애희는 유인석의 연해주시기의 의병운동과 「우주문답」의 내용을 연결
시켜서 연구하였다. 이에 덧붙여 박용식은 유인석의 소중화주의를 조선이 주체적으
로 중화를 수용하는 조선중화주의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조선중화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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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은 인위적으로 연구결과를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유인석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만큼 대부
분 단순한 역사적 기술로서 텍스트 분석에만 집중하였고28)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국내외적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연구시기가 지
나치게 후반기로 집중되어 있다. 즉 유인석의 생애에 대한 연구가 골고루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 생애를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주로
역사적 기술에 그친다.29) 이는 유인석이 후반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참
여를 한데서 기인이 된다. 또한 현존해 있는 『소의신편』, 「우주문답」과 같
은 대표성이 있는 연구 자료들도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각 장절의 연구
주제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유인석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작고까지의 시기를 다룸으로써, 유인석 연구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의 시기
적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둘째, 자료인용에서 부분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인
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우주문답」을 그의 서구에 대한 수용정도와 중
화사상에 대한 연구 자료로 사용하거나,30) 글의 일정 종류에 주목하여 유인
본 글의 각주 184번을 참고. 출처: 박용식, "유인석의 문명의식과 위기대응론 고찰
: 우주문답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9-2, 2016; 이애희, "의암 유인석의 연해
주에서의 의병투쟁과 사상적 변이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69, 2012
이밖에도 유인석이 국가 존망보다 유교적 도덕과 교의의 보존을 우선시 하였고, 중화의
맥을 부흥시키기 위해 서구 문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정당
성을 아주 짧은 한 단락으로 낙서(洛書)와 팔괘(八卦)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 참고:
오영섭, "의암 유인석의 동양문화 보존책", 『강원문화사연구』 9, 2004
28) 원영환, 2003, "의암 유인석의 생애와 구국 투쟁", 나라사랑 106; 손승철, 2016, "
의암 류인석 사상의 현재적 의미", 『의암학연구』 14; 정옥자, 2016, "화서학파의 위
정척사론에 대한 새로운 조명", 『화서학논총』 7
29)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유인석에 대한 초기 연구 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
고: 원영환, 2003, "의암 유인석의 생애와 구국 투쟁", 『나라사랑』 106
30) 노관범, "1910년대 한국 유교지식인의 중국 인식: 柳麟錫, 朴殷植, 李炳憲을 중심으
로", 『민족문화』 40, 2012; 방용식, "유인석의 문명인식과 위기대응론 고찰", 『정신문
화연구』 39(2), 2016; 오영섭, "의암 유인석의 동양문화 보존책", 『강원문화사연구』
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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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정치사상을 도출하는 경우이다.31) 특히 「우주문답」이 기존의 화이관에
서 국제법적질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의
미에서, 「우주문답」으로 유인석 생애의 중화사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객관적
인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연구자의 주제 선정에 관하여 특정
자료를 중심으로 유인석의 사상을 연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부분으
로 전체를 파악하고자하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유인
석의 전반적 사상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놓치기 십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유인석의 중화사상의 흐름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하여 『의암집』과 『소의
신편』 전편을 연구 자료로 선정한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정치학적 접근방식이 결핍하다. 유인석에 대한 연
구는 지성사에 대한 연구인만큼, 그 접근방식에는 철학적 접근·역사적 접근·
정치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유인석의 위정척사자의
신분에 근거하여 그의 위정척사사상을 철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거나, 그가
정치와 관련된 의거 혹은 상소와 같은 행위를 역사적으로 기술하여 많은 연
구성과를 축적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상을 오직 유인석이라는
주체에만 제한되어 연구함으로써, 유인석 이외의 인물과 당대의 시대적 배
경을 무시한 채 진행되기에, 자칫 '몰역사'라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는
대부분 기존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유인석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하여 역사적 기술방법
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배경을 최대한 환원함으로써 당대
의 기타 유학자와의 비교를 통해 유인석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유인석의 중화사상이다. 본 연구는 유인석이라
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보다는 그의 중화사상의 전개 궤적을 추적하는
31) 송기섭, "의암 유인석 시에 나타난 척사의식과 현실대응에 관한 연구", 『어문론집』
61, 2015; "한시를 통해 본 의암 유인석의 반개화 논리와 화이적 서양인식 연구",
『한문고전연구』 30, 2015; "의암 유인석의 시에 나타난 중국과 우리의 관계 연구:
『화동음』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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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서론에서 거론되었듯이 유인석의 화이관의 수정
은 중화사상의 수정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중화사상의 수정은 역사적 상
황의 부단한 변화에 근거한 존주론에 대한 변함없는 고수에서 기인이 된다.
그러므로 유인석의 중화사상을 연구함에 있어, 중화사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청·일본·서구 등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거론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러한 인식들의 변화에서 투영되는 화이관을 그림으로써,32) 구한말에서 유교
를 마지막까지 안고 있었던 대표적 정치참여형 지식인이 근대를 어떻게 대
응하였는가를 담론으로 재현하여, 유교와 근대국제정치의 만남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자 한다.
연구시기는 유인석의 국제정치관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참여하기 시작한 1866년부터 작고까지이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가 1866년부터 간접적이지만, 정치를 참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병인양요 때에 유림의 대변자로서 조정에 소환된 스승 화서 이항로
를 따라 상경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혼란한 시국상과 어지러운 민심을 직
시하게 되었다. 또한 1915년 작고 전까지 그는 전통유학자의 신분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고, 유학자들의 의거
준비에 시시각각 주목하였으며, 동시에 후학양성에 몰두하기도 하였기 때
문이다. 그는 중국에서 탄생한 중화민국의 부당성을 부단히 제시하기도 하
고, 이항로가 주도하여 편찬되어, 위정척사(衛正斥邪)를 강렬하게 주창하
는 고려·송·원대의 역사서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33)의
조선과 중국에서의 전파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연구방법은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지만 주로 정치학적 접근을 취
하고자 하며, 문헌 분석의 방식을 사용한다. 연구의 폭넓은 연구시기와 기
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의암집』34)과 『소의신편』 전편을 분석
32) [부록 1]을 참고
33)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 송·원사(宋·元史)와 고려사(高麗史)를 합쳐
서 주자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의 예에 따라 엮은 것으로써, 원의 정통성을 부정한 역
사서이다.
34) 『의암집』의 인용에 관하여 본 글에서는 주로 경인문화사가 출판한 시문집을 사용
하고, 인터넷자료인 한국학종합DB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한국학종합DB(의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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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특정 작품만 분석하여35) 생긴 연구결과에 대한 오차를 감소시키
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문헌인 「우주
문답」을 유인석의 생 마감 전까지의 생각만 담아낸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이전 시기의 자료와 연결시켜서 본다. 연구주제 특성상 유인석의 언어사용
에도 주목한다.36) 즉 『의암집』 원본과 제천문화원 및 의암학회에서 출판
한 두 개 버전의 『국역 의암집』,37) 『소의신편』의 원본과 번역본을 동시에
참고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용문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글에서는 『의암
집』을 1차적 연구 자료로 사용하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본문 중
에서 언급한 연도는 모두 음력표기법이다.38)

4. 논문구성
이 글의 핵심주장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살아온 유인석이 존주
론을 고수하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 하에서 화이관을 수
정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선 존주론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식인 중화사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더불어 중화사상의 변화에 근거하
여 변화하는 그의 화이관도 함께 그려본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네 개의 장으로 나눈다. 2장에서
는 유인석의 중화사상을 도출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써, 유인석의 화이관
http://db.mkstudy.com/mksdb/e/korean-literary-collection/book/reader/8850
/?sideTab=toc&contentTab=text&articleId=1332276
35) 예를 들어 격문(檄文)은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호소하는 글의 형식으
로써 내용 자체에는 저자의 생각과 실제로 다른 의도도 담겨있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앞뒤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단일 자료에 대한 분석은 사상 도출의 오
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36) 예를 들어 제천문화원에서 출판한 『국역 의암집』에서는 『의암집』에서 원문 중의 '
中州', '中華', '神州', '齊州', '中國'을 '중국'과 '중화'로 번갈아서 번역을 하였는
데, 유인석이 외국명을 언급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당시 유인석
의 화이관을 그려낼 수 있다.
37) 본 글에서는 제천문화원의 『국역 의암집(天)·(地)·(人)』을 주요한 1차 자료 번역본으
로 사용한다. 이하 『天·地·人』으로 표시함.
38) 많은 기존연구에서는 시간을 서술함에 있어 음력과 양력을 구분하지 않아 사건과
사상을 도출함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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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사상이 형성되고 추후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 두 개
의 뿌리를 역사적 기술방법으로 설명한다. 즉 조선에서 소중화의 발전과정
과 조·중 양국에서 각각 출현한 벽사론과 존주론의 발전과정을 추적함으로
써 위정척사사상의 형성원인을 파악한다.
3장은 주로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로부터 1894년의 갑오개혁 이
전, 유인석의 초기 중화관을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유인석이 스승에
게서 이어받은 '서양이 금수'라는 화이관과 선배들에게서 이어받은 '왜양일
체'사상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그가 중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왜와 서양에
대한 배척을 개화파에 대한 비판과 고종에 대한 상소 등 다양한 종류의 글
을 통해 살펴본다.
4장은 주로 갑오개혁시기부터 한일합방까지를 다룬다. 우선 유인석
이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에 근거한 청에 대한 태도변화를 파악하고, 다음으
로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병운동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그가 만국공법의 부분적 수용을 통해 외세의 힘을 빌려 중화
를 부흥하고자 했던 과정을 살핀다.
5장은 주로 한일합방 이후부터 유인석이 작고하기까지를 다룬다. 우
선 그가 만년까지 존주론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의 부흥'을 꿈꾸었다는 것
을 그의 유교적 철학, 중화민국에 대한 태도, 고종의 칭제반대를 통해서
살핀다. 다음으로 그가 중화의 부흥을 위하여 중국을 중심국으로 하는 동
양삼국연대론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의 청·러시아·일본에
대한 태도변화를 알아본다. 이상과 같은 인식의 변화를 그림으로 정리하였
는데 [부록 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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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후기의 화이론
조선에서의 위정척사론은 중국에서 형성된 '벽사론'을 시초로 하여,
조선 내부에서의 모화(慕華)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숭명의식과 존주론에 근
거하여 발전되었다. 그중 모화사상과 대응되는 소중화의식은 조선말기까지
조선사대부들에게 이어지면서, 위정척사파들의 이념적 근간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추후 존주론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국내외적 투쟁에 힘을 실었
다. 또한 청음 김상헌과 우암 송시열로부터 시작하여 화서학파의 창시자 이
항로에게까지 이어지는 모화사상을 기반으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근거
하여, 이들은 자신의 화이관을 수정하여왔다. 초기의 위정척사론자들은 존
주론을 기반으로 중화권에 속해있는 청과 일본을 이적으로, 그 외의 모든
존재를 금수로 보았다. 이 시기의 사(邪)는 서양 자체가 아닌 그들의 종교
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1. '소중화'
화이사상은 중국의 선진(先秦)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진(秦)·한(漢)
시대의 중앙집권제를 거치면서, 중국 역대왕조의 자기의식과 대외인식의 기
본이념으로 발전되었다. 중화권 내에 속해있었던 조선반도도 중국과 마찬가
지로 이러한 화이관념의 영향을 받아 자기중심의식을 형성하여39) 중화권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이적으로 배척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과의 사대관
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조선은 '중화'가 아니기에 항상 '소중화'로 자처하였
다. '사대'와 '소중화'의 관계에서 '사대'가 수단 혹은 목적40)이라면 '소중화
'는 이러한 관계의 형성을 점착하는 결정적 구성요소이다.
고려중기, 북송(北宋)시기부터 '소중화'의 표현은 존재하기 시작하였
39) 이종운·고재휘, "중국의 전통적 화이관념과 동아시아 현대 자존역사의식", 『한국동
북아논총』 49, 2008, pp.493~494
40) 수단인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천하질서 하에서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목적인 경우는 전통유교적 문화를 기반으
로 하는 존주론을 고수하기 위해 기꺼이 유지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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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41) '소중화'가 단순히 용어적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화이관을 기반으
로 하는 '소중화의식'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후기에 원나라로부터
주자학이 수입되면서부터였다.42) 초기의 '소중화'는 대체적으로 화이관을
기반으로 하는 '모화사상'을 기본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모
화사상'을 전제로 조선은 명(明)에 대한 사대와 함께 자신의 자주성과 독립
성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소중화'가 조선인의 사상의식으로 내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에서 명이 조선에 대한 원조로부터 시작되었다. 명의 '재조지은'을 강조하면
서 '모화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숭명의식'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동시에 명이 주변의 이(夷)에 대한 '용하변이(用夏變夷)'적 대외정책
은 조선으로 하여금 중화에 최대한 동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 또한 조선의 '숭명의식'을 강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소중화의식은 노론의 세력확대와 함께 국가적인 규모의 시설
로 완성되었다.43)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관계있는 사묘(祠廟)는 조선 각지에
산재해 있었는데,44) 왕궁 내에서 대보단 제사는 그 정점에 있는 국가제사
로, 존명배청을 선양하기 위한 국사행위였다.45) 그러나 이 시기의 조선은
청에 대한 복수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41) 초기의 '소중화'라는 표현은 중국관리가 조선을 출사할 때 찬사로써 많이 사용되었
는데, 이는 조선 유신들의 기록에서만 나타났다. 즉 '중국인'의 입장에서 조선의 교양
이 있고 일정한 유학지식을 갖춘 자만이 '華'로 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출처: 張崑
將, "朝鮮儒者「小中華」意識中的自我情感因素", 2013, 儒敎文化硏究第20輯, p.185,
p.187
42) 성리학의 대표학자인 율곡 이이(栗谷 李珥, 1536~84)와 퇴계 이황(退溪 李滉,
1501~70)은 모두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고, 민에게는 두 개의 왕이 있
을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지변(華夷之辨)에 근거한 중국의 종주국적 위치를 지켰는
데, 이는 그후 '소중화'사상이 조선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출처: 『율곡전서』 二, 拾遗卷四，贡路策，1989年影印本，
p.537
43) 中村榮孝, "朝鮮の慕明思想と大報壇", 『天理大學學報』, 第78輯, 1972; 재인용: 구
와노 에이지, "조선 소중화의식의 형성과 전개: 대보단 제사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 『한일공동연구총서』, 권3, 2002, p.154
44) 朴珠, "조선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고찰", 『한국사론』, 권6, 1980, p.237; 재
인용: 구와노 에이지, 2002, p.160
45) 구와노 에이지, 2002,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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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숭명의리론을 고취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였지만, 청
과의 실질적인 외교관계는 사대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즉 병자호란
에서 패전한 이후 조선의 대외관계는 숭명의리론을 계승한 소중화의식과 청
에 대한 실질적 사대라는 이원적 지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46)
앞서 언급한 '용하변이'는 송시열에게 화이관 중 문화적 요소를 강조
함으로써 소중화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47) 또한 이적도
중화의 문화를 따르면 중화로 동화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용하변이'는 조
선의 유학자들이 그동안 인정하기 싫어했던 청에 대한 태도의 변환도 야기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실학자 홍대용48)뿐만 아니라, 위정척사운동을 끝까
지 관철시킨 화서학파의 이항로도 '청은 비록 오랑캐이지만 나라를 세운지

46) 최연식,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 사대 관념의 굴절", 『한국정치학회보』
41-1, 2007 p.112
47) 최연식, 2007, p.112
현재 국내외의 학계에서 화이지변에 대한 이해는 지역·종족·문화 3요소로 집약된다. 그
리고 한국학계에서는 화이관에 대한 이해는 지역적·종적적 화이관이 결국은 문화적
화이관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참고: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 2006, pp.260~266) 그러나 사실상 이 3가지의 화이관은
구분하기 힘들거니와 부동한 시기에 따라 항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
다. 예를 들어 송(宋)나라에 이르러 화이관에 입각한 중화주의는 기존의 지역·종족적
기준에서 유교적 도덕가치가 추가되면서 예(禮)에 입각한 문화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면서, 중원(中原)이외의 지역, 소위 오랑캐로 불리던 이민족이 중화의 세계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였다. 곧이어 원(元)의 쿠빌라이 칸은 성리학을 관학화하여 중국
과 주변지역을 사상적으로 지배하면서 불변적 성격의 혈통보다는 형세나 문화처럼
가변적인 것을 중화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명나라는 비록 혈통과 종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조선의 유학자들은 자신의 이념에 부합되는 원나라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파의 대외인식", 2001, 『한국 실학의 새
로운 모색』, p.146; 박지훈, "북송대 화이론의 성격", 2002, 『이화사학연구』 29,
p.60; 정용화, "사대·중화질서 관념의 해체과정: 박규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
촌』 44-1, 2004, p.98; 도현철,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2000, pp.101~103; 재인용: 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와 조선중화주의:
사행기록에 나타난 대일 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2009, 『국제어문』 46,
pp.353~354
48) 담헌 홍대용(湛軒 洪大容, 1731, 영조 7~1783, 정조 7)은 만주인이 '오랫동안 중국
에서 살았기에 원대한 포부에 전심하고 예의를 조금씩 숭배하고 있으며 조금씩 충효
를 흉내내고 있어, 토벌하는 속성과 금수적인 행위가 그들이 막 일어날 때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하였다. 출처: 홍대용, 「又答直齊書」, 『湛軒書』 內集 卷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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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되었고 입국(立國)에 규모가 있는 반면, 조선은 위로는 조정으로부
터 아래로는 민간에 이르기까지 전혀 규모가 없어 나라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단지 억지로 버티고 있을 뿐'49)이라고 하였다.
그 후 17~18세기에 조선에서 실학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풍의 학설
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주자학을 전통문화로 하는 유산에서 완전
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18세기 전반기, 조선의 대외정책에 근간을
이루고 있던 소중화의식이 18세기 중반 이후 북학론으로 발전되었으나,50)
그때까지만 해도 실학자들에게51) 있어서도 예(禮)를 좋아하고 무(武)를 천시
하는 '군자지방'인 조선은 소중화로 불리어 마땅한 것이며 긍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중화의식은 추후 조선에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
게 되면서, 위정척사파들의 이념 근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추후 존주론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국내외적 투쟁에 힘을 실었다.

2. 벽사론과 존주론
조선에서 위정척사사상의 형성 기원은 중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
다. 주지하듯이 관례상 조선은 사대교린 외에 동아시아를 벗어난 서양과의
직접 접촉이 금지되었었다. 15세기 말 조선이 지리상으로 서양에 의해 발견
된 후에도 서양의 무역항로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교역대
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서양인식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 이루
어졌다.52) 중국에 소개된 서양문물은 17~18세기에 조선의 실학자들에게 큰
49) 이항로, 『화서집』 부록 권1
50) 최연식, 2007, p.113
51) 북학파의 중심인물인 홍대용, 연암 박지원은 화이사상이나 춘추대의를 기반으로 하
는 소중화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고, 그 후 다산 정약용도 소중화의 문명국으
로서의 긍지를 확신하고 있었다. 출처: 조영록, "조선의 소중화관: 명청교체기 동아삼
국의 천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1996, 『역사학보』, pp.130~132
52) 출처: 반윤홍, "조선후기의 대구라파인식: 실학발생의 외적요인과 관련하여", 1982,
『국사연구』 3; 재인용: 박성순, 『조선유학과 서양과학의 만남: 조선후기 서학의 수
용과 북학론의 형성』, (서울: 고즈윈), 2005, p.22
조선인이 서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통로는 주요하게 네 가지{중국에서 간행된 서
적; 부경사신(赴京/燕行使臣)의 전문; 서양인의 표착이나 이향선의 출몰; 천주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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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중국에서 건너간 서양서적을 통하여 서양종교·천문
학·지리지식·수학 등을 수용하였다.53)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전통화이론
에 입각하여 실학과 서양을 반대하는 보수적 유림의 사상도 조선의 유학자
들에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의 위정척사사상은 17세기에 중국에서 나타난 벽사론(闢邪論)에
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54) 서양의 천주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양광선
(楊光先, 1597~1669)은 역법의 문제55)에 이어 외세의 침입을 극도로 경계
하고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외세와 한통속으로 보았다. 유교와 그리스도교
가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보았던 그는 1659년에 「벽사론」56)이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 글은 사교인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논박하는 첫 번째 글
이었다.57) 즉 이때부터 전통적 화이관 속에 화를 위협하는 사(邪)라는 개념
이 새롭게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는 서구를 금수로 보는 가장 초기적 시각
프랑스 선교사들의 잠입활동 등}가 있다. 출처: 조광, "조선후기의 대외관계: 서양과
의 관계", 『신편한국사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2002, 국사편찬위원회, p.521
53) 예를 들어 홍대용이 지은 실용적 수학서인 『주해수용(籌解需用)』은 중국에 전해진
서양수학서인 『수리정온(数理精蕴)』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참고: 박성순, 『조선
유학과 서양과학의 만남: 조선후기 서학의 수용과 북학론의 형성』, (서울: 고즈윈),
2005, p.34
54) 대부분 기존연구에서는 조선 내부에서의 시각으로 조선의 위정척사상의 근원을 송
시열에서 찾았으나, 이러한 시각은 역사적으로 중화권에 속해 있는 조선이 중국에
서 받은 영향을 소홀히 한 것이다.
55) 중국에 소개된 서양의 천문학은 선교사들의 종교적 동기에 의해 완급이 조절된 것
이었다. 즉 선교가 목적이었다면 서양 천문학의 전파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56) 「벽사론」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연구하여 하나하나 공격하였으니
17세기 반그리스도교 문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각주 58번을 참고.
57) 「벽사론」은 양광선의 『부득이(不得已)』에 수록되어 있다. 『부득이』는 중국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서양 천문학의 폐해를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탄핵
의 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양광선의 사자후가 펼쳐지고 있다. 19세기 중엽에
『부득이』는 중국의 반그리스도교 사상을 대표하는 문헌으로 평가되어 당시에 출간
된 반그리스도교 문서인 『벽사실록(闢邪實錄)』(1870)과 『벽사기실(闢邪紀實)』(1871)
에 많은 부분이 인용되었고, 이 두 책은 20세기가 될 때까지 자주 인용되는 서책이
되어 소책자 등으로 여러 차례 발간되었다. 이밖에도 『부득이』는 우동(尤侗)의 『외
국지』, 완원(阮元)의 『주인전』, 위원(魏源)의 『해국도지』, 하섭(夏燮)의 『중서기사』
등에서 많은 부분이 인용되었다. 참고: 양광선·이류사·남회인 지음; 안경덕·김상근·
하경심 옮김, 『부득이: 17세기 중국의 반기독교 논쟁』, (서울: 일조각), 2013,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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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시기의 사(邪)는 서양천주교와 그로 인해 전해진 유럽의 과학(주로
서양 천문학 중의 역법)을 가리켰다.
위와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 사대부들의 모화사상은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현실적 '중화'와 이념적 '중화'의 취사선택 속에서
숭명(崇明)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그중 병자호란을 계기로 발전된 숭명의식
의 초기 중심인물은 청음 김상헌(1570~1652)이고, 그 영향을 받아 모화사
상을 심화시킨 사람이 송시열(1607~1689)이었다. 송시열은 화이지분을 전제
로 하는 춘추대의를 첫째 의리로 삼고, 명을 위한 복수를 둘째 의리로 삼았
다.58) 즉 중화가 민족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59) 이 시
기부터 초기의 표현형식인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흠모하여 따르려는'60) 모
화사상은 송시열에 의해 존주론(尊周論)61)으로 발전시켰고, 이와 동시에 송
시열을 비롯한 노론계 학자들의 소중화론은 청에 항복한 치욕감으로 북벌론
과 함께 격한 감정으로 표출되었다.
북벌론의 출현은 소중화의식의 발전을 자극하여 조선이 '중화'로써의
자격을 확립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대일통관념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동시에 청에 대한 현실적 사대와 명에 대한 이념적 숭배 등 이유
로 소중화의 개념은 지나친 허구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소중화의식의 발
전이 일부 조선 유학자들의 중화문화를 보존하고 부흥시키는 사명감을 자극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중화의식의 발전은 대일통관념의 영향으로 조선
이 진정한 정통성을 갖춘 중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무리하다. 동시에 이는 근
대민족주의와도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62)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호하
58) 윤봉구, 「記述雜錄 尹鳳九 江上語錄」, 『송자대전』, 부록 권19; 재인용: 하영휘,
2017, pp.101~102
59) 이러한 전통적 모화사상은 부동한 시기와 사건의 발생에 의해 유학자들에 의해 변
용해갔는데, 대표적으로 화서학파의 문인들이다.
하영휘는 조선사대부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병자호란 이전은 '중화', 그 이후를 '중화사
상'으로 구분하였다. '중화'가 삼강오상(三綱五常)을 비롯한 중국 고대문화 그 자체
였다면, '중화사상'은 이적과 양이에 맞서 중화를 지키기 위한 사상이라고 하였다.
출처: 하영휘, "중화사상과 조선후기 사상사", 『사림』 59, 2017, pp.99~102; p.105
6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모화사상'.
61) 존주론은 공자가 지은 『춘추』의 기본원리로써 천명을 받은 주나라의 정통성을 계승
하자는 성리학적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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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은 민족국가가 아니라 중화질서인 대일통이기 때문이다. 즉 마
지막의 양맥을 떨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63)
북벌정책을 계획하였던 효종이 붕어한 이후, 군사적 행위로써의 북벌
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념적 기초로써 송시열 등이 제창한
존주대의론이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64)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
화되는 추세를 보였다.65) 송시열은 오랑캐인 청(淸)이 중원에 입주하는 것
을 강력히 반대하는 동시에, 명나라 상로(商輅) 등이 편찬한 『속자치통감강
목(续资治通鉴纲目)』66)에서 원(元)을 정통으로 삼는 것을 비판하였는데,67)
이항로는 이러한 송시열의 화이관을 이어받아 문인들로 하여금 『송원화동사
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68)을 편찬하게 하였다. 즉 이항로는 화이관
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원에 대한 부정을 통해 송시열의 존주
대의론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항로가 역사무대에 등장한 시기부터 전통 화이관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은 서구세력의 중화권 진입이
62) 하영휘도 이러한 관점을 동조하고 있다. 그는 "조선시대에서 민족의식을 찾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또 "'조선중화주의'는 민족주의적인 표현
으로써 근거가 빈약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조선중화주의에 대하여 본 글의 각
주 184번을 참고. 참고: 하영휘, "유중교의 춘추대의, 위정척사, 중화, 소중화", 『민
족문학사연구』 60, 2016, p.166; "중화사상과 조선후기 사상사", 『사림』 59, 2017,
p.93
63) 王元周, 『小中華意識的嬗變: 近代中韓關系的思想史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13, p.53, p.97
64) 王元周, 2013, pp.67~68; "조선후기 북벌 대의론의 변화와 영향: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40, 2009, p.10
65) 이는 효종이 붕어하고 명나라가 멸망 후 북벌론이 철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
게 되면서, 조선에서 여러 가지 사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데서 기인이 된다.
예를 들어 홍대용 등 실학자들은 화이지변을 부정하지 않은 기초 상에서 청에 대한
현실적 사대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송시열을 대표로하는 주리(主理)론자들에
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66) 속자치통감강목(续资治通鉴纲目): 남송 주희(朱喜: 1130~1200)의 『資治通鑑綱目』을
이어 저술한 사서(史書)이다. 북송 태조부터 원순제(元順帝)까지의 408년 역사를 수
록하고 있으며 일명 ‘續綱目’ 혹은 ‘宋元通鑑綱目’이라고도 한다.
67) 王元周, "조선후기 북벌 대의론의 변화와 영향: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시론", 『사회
과학논집』 40, 2009, p.13
68) 각주 3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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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화이지변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화이관은 서양에 대한 인식이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사(邪)라는 개념이 추가되기 시작한다.69) 이항로의 이러한
척사론은 후대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는데,70) 그중 이론과 실
천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 중 한명이 유중교였다. 그는 자신이 당면한 사
변은 양이의 침범인데, 공맹·주자와 송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그것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였다.71) 즉 여기서 춘추대의사상에 더하여 이항로로부터 이어받
은 위정척사사상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었다.72)
유중교는 도를 위하여 나라를 바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73) 즉 그는
서양의 기술과 무력이 월등히 우세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69) 이항로는 서양이 주장하는 통화·통색의 설은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서양의 모든 것을 사로 배척하였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 호는 순암(順菴), 자는 백순(百順). 자국의 역사를 체계화
한 보수주의 실학자.
70) 박성순, 『조선후기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 (서울: 경인문화사), 2003,
pp.133~134
개항 전후에 이항로와 김평묵은 서양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양헌수·이정관·서
정순·신응조 등 노론계 재조관료 및 재야학자들로부터 얻은 전문을 통해서, 혹은 안
정복의 「天學問答」과 「天學考」, 이익의 『星湖赛說』, 이정관의 「辟邪辨證」, 남숙관의
「遠西艾儒略萬物眞原辨略」, 김치진의 『척사론』, 『지구도』 등의 책자를 통해 서양을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서양인식의 수준이 관념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출처: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1999, pp.126~127; 권
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서울: 돌베개), 2003, pp.179~182; 재인용:
오영섭, "위정척사상가들의 사유구조와 서양인식- 화서학파의 경우를 중심으로",
2013, 『숭실사학』, p.126
71) "공자가 지은 『춘추』의 뜻에 존화양이를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맹자기 지은
『맹자』 일곱 편의 뜻에 선성(先聖)의 가르침을 지키고 음사(淫邪)를 추방하는 것보
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 모두는 『주역』의 양을 북돋우고 음을 억누르는 도에 근본
을 두고 있으며, 위대한 우(禹)가 홍수를 막고 무왕(武王)이 맹수를 몰아낸 것과 그
공로가 같습니다. 공자와 맹자 이후 이적의 화가 날로 더욱 심하고 음사의 해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송(宋)의 주자와 우리나라의 선정신(先正臣) 송시열이 자신
이 당한 사변에 따라 『춘추』와 『맹자』의 의리를 넓혀 천명함으로써 일치(一治)의
공을 이루었습니다." 출처: 『성재집』, 권2, 「除司憲府持平後陳情疏」
72) 하영휘, "중화사상과 조선후기 사상사", 『사림』 59, 2017, p.103
73) "불행히도 양이를 대적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군신과 상하가 결백한 한 마음을 조
용히 지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마침내 도(道)를 위하여 나라를 바치면, 목전의 상
황은 꺽인 바가 있을지라도, 훗날에 다시 펼칠 때는 그 눈부심을 일월과 함께 하고 그
장구함을 천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출처: 『성재집』, 권2, 「除司憲府持平後陳情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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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중화의 도(道)로써 그것을 맞서고자 하였던 것이다. 항복하거나 타협
하여 중화문화를 버리고 서양의 물질문명 아래 굴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옥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야 중화의 정신이 훗날 다시
눈부시고 장구하게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유중교의 생각은 병
자호란 때 김상헌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74) 그 후 유중교를
스승으로 모신 유인석은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근거하여 자신의 화이관을
수정하여 왔지만, 그 근본적 모화사상의 축은 변화지 않았다.
즉 최초의 모화사상이 숭명의식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존주론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근거한 겉모습의 변
화로써, 그 내면에는 조선 유학자들의 모화사상이 저변에 깔려있었다. 바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유학자들의 화이관은 부단히 수정되어 왔는데, 그 중의
한 갈래가 위정척사론으로 발전되었다. 초기의 위정척사론은 17~18세기에
그 대상을 여진족인 청(淸)으로 하여 척화론을 바탕으로 북벌론을 제창하였
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서양과 그에 편승한 일본으로 대상이 바뀌어 척
사론으로 전환되었다. 즉 성리학의 명분론인 화이론을 견지한 위정척사파는
이적인 청나라보다 더 야만이라는 인식에서 서양을 짐승의 단계인 금수로
설정하기에 이른다.75)

74) 하영휘, "중화사상과 조선후기 사상사", 『사림』 59, 2017, p.105
75) 정옥자, "19세기 척사론의 역사적 위상", 『한국학보』 78, 1995,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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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왜양일체'와 '중화'
유인석이 서양을 금수로 인식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이었다.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그는 서구의 약육강
식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면암 최익현과 김평묵과 더불어 왜양일체
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물론 왜양일체사상은 스승 이항로시기부터 형성된
'서양이 금수'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었다. 유인석은 중화를 보존하기 위
하여 왜와 서양을 배척하기에 이르는데, 이는 중화의 부흥으로 소중화의 회
복을 이끌기 위함이었다.76) 물론 이 과정은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 했던 정치철학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화사상에서 기
초한 것이었다. 그는 일본의 침략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개화
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간접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새로
운' 인식과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그는 외세가 조선에 대한 침입을 '소
중화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이를 중화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
들였다.

1. 서양과 '금수'
1) 개항 전의 화이론: '서양은 금수'
17세기의 붕당정치 하에서 정치현장에 지식인 집단인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었고, 18세기 탕평정치의 구도 속에 점차
그 유대가 이완되어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이르러 지식인들은 정권과 유리
되어 전국적인 분포의 재야지식인 집단을 이루니 이른바 유림이다. 세도정
권이 북학론에서 개화론으로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에 비해 이들은 기
존의 세계관에 더욱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노론학계 재
야지식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화서학파가 대표적 존재였다.77) 화서학파의

76) 본 글의 5장 1절 1)을 참고.
77)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1998,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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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시자 이항로는 일찍 「양화」에서 서양을 금수라고 비판하면서 '금수'는 '
오랑캐'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였다.
재화융통과 연애하는 화는 한 번 반전할 새도 없이 금수나 이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通貨通色之祸 不待一轉 而陷入於禽獸夷狄).
대개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고 악한 냄새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과
금수가 동일한 것이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은 금수는 능히
하지 못하고 사람만이 유독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금수와 다르
게 되어 있는 데도 바로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이요, 성인들이 너를 위
하여 근심하게 된 것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盖好好色 惡惡臭 人與禽獸
之所同也 好衫惡惡 禽獸之所不能 而人之所獨能也 爾所以異於禽獸者 定
在於此聖人之所以爲爾憂者 亦在於此) ···
중국의 도가 없어지면 이적과 금수가 밀려오는 것이다(中國之道亡
則夷狄禽獸至).
북쪽 오랑캐는 이적인지라 오히려 말할 수나 있거니와 서양은 금
수인지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北虜夷狄也 猶可言也 西洋禽獸也 不可
言也).78)

즉 유인석의 1세대 스승인 이항로로부터 17·18세기 조선사회의 화이
관이 중화와 이적 외에 금수라는 또 하나의 차별화를 도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적인 청나라와 상대할 수 있지만 금수인 서양은 논할 가치
조차 없다고 하였다.79) 화서학파 이외 동 시기에 노사학파의 창시자인 기정
진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안고 있었다. 그는 서구열강이 조선에 통상을 요구
하는 데에 통상개국이 불가하다고 피력하였다.
이 오랑캐(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천지간의 비상한 요기(妖
氣)로서, 천지와 일월을 속이고 강상과 윤리를 짓밟으며, 이익을 좋아하
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유혹함으로써, 그들의 사사로운 음욕을 채우
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행해지고 뜻이 이루어져 온 세상이 거의 그

78) 『화서집』, 第三五，「양화(洋禍)」, p.386, p.390, p.398
79)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1998,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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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손바닥 안에 들어갔는데, 그나마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우
리 청구(靑邱)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저 교활한 오랑캐들은 이를 눈의 가
시처럼 여겨, 백방으로 구멍을 뚫어 반드시 교통을 하고서야 그치려고
하니, 그것은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은 우리 국가를 속국으로 삼고 우리 강산을 창고로 삼고, 우리 예절
바른 백성을 노복으로 삼고, 우리 어여쁜 소녀들을 잡아가고, 우리 백성
들을 금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의 길이 열리면,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차곡차곡 방해받음이 없이 모두 저들의 뜻대로 될 것이
니, 2~3년이 지나지 않아 전하의 적자(赤子)들은 서양에 동화(同化)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80)

즉 서양오랑캐들은 어리석은 백성을 더 타락하게 끌어들이는데 능통
하므로, 그들의 통상개국 요구에 응하면 조선의 백성들은 금수로 될 것이
다. 이러한 서양이 사람을 금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시각은 그때까지만 해도
확고한 위치에 처해있던 전통 유학자들의 입김의 작용으로, 시기적으로는
유인석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전부터 조선에서 널리 퍼져있었다.
2) 개항 후의 화이론: '왜양일체'
통상적으로 왜양일체사상은 '서계문제'의 후유증으로 일어난 운양호사
건을 계기로 조선이 개국을 강요당한 시점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왜양일체
사상은 주로 위정척사파에서 제기되었는데, 그 속에는 일본과 서양이 동일
하다는 겉으로 드러내는 문자 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양이 금수라는 내면
적인 전제조건도 내포되어 있었다. 즉 '서양=금수=일본'이라는 사고방식이
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항로시기부터 유림들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서양이
금수'라는 인식의 기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양일체사상의 제기로 가장 유명한 대표적 인물은 최익현이다. 일
본 세력이 조선에 접근하기 이전의 인물로서 이항로의 작품에는 일본에
대한 단독적인 논의가 없었고, 중암 김평묵으로부터 시작하여 사(邪)의 개

80) 『노사집』, 卷三, 「병인소(丙寅疏)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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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일본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김평묵은 최익현에게 상소를 올릴 것을 격려하였고,81) 최익현은
이에 힘입어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앞두고 「지부복궐척화의소」를 상소하였
는데, 문장 전편(全篇)에서 일본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 중 왜양일체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저들이 비록 왜인(倭人)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賊)입니다. ··· 이
일(강화도조약의 체결)이 한번 이루어지면 ··· 장차 집집마다 사학(邪学)
을 하고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어 ··· 인류는 변하여 금수(禽獸)가 될
것이니, ··· 그들은 얼굴만 사람이지 마음은 짐승이어서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 넘기기를 아무런 기탄이 없이 하는데
···

저 외적(外賊)들로 말하면, 한갓 재화와 색만 알고 다시 조금도 사람

의 도리라고는 없으니 이는 곧 금수일 뿐입니다. ··· 왜와 양 두 무리들
이 심리(心理)가 서로 통하여, 중국을 횡행한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
지금 온 왜인들이 서양 옷을 입었고 서양 대포를 사용하며 서양 배를 탔
으니, 이는 모두 서양과 왜가 일체인 분명한 증거(倭洋一體之明證)입니
다.82)

이상과 같은 농후한 '왜양일체'사상을 띠고 있는 최익현의 상소는 이
항로가 사망한 후 사실상 화서학파를 이끌던 중암 김평묵(1819~1891)에 의
해 재차 고무되었고, 유중교의 동조에 힘입었다.83) 이와 더불어 김평묵도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첫째, 왜는 양적의 앞잡이이다. 몇 년 전부터 왜인과 양인은 동심
일체가 되어 중국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연전에 중국에서 외교문서가
왔을 때에도 프랑스와 미국이 왜와 함께 출동한다는 말이 있었다.

81) 이택휘, "한말의 척사위정논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87, p.24
82) 『국역 면암집(1)』, 「도끼를 가지고 궁궐에 엎드려 화의를 배척하는 소」, (서울: 민
족문화추진회), pp.126~132; 『勉庵集 第一輯』, 「持斧伏闕斥和議疏」, (서울: 민족문
화추진회), p.37; 『승정원일기』, 「난망의 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적과 강화하지 말
것을 청하는 최익현의 상소」, 고종13년(1876) 1월 23일자.
83)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1998, 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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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금 왜인들이 올 때, 타는 것은 서양의 선박이며, 쓰는 것
은 서양의 대포이다. 그 기물을 함께 쓰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함께 일을
꾸미고 있는 실상을 알 수 있다.
···
넷째, 이 달(병자년 정월) 10일에 도착한 중국의 외교문서에 의하
면, 병인년 구월 강화도에 침입하여 핍박한 양적이 몇 년 전부터 우리를
협박한 왜인들을 사주한 것이라 하였다. 그 개두환면(改頭換面)하여 재빠
르고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이야말로 참으
로 양적의 실상이다.84)

즉 화서학파의 2세대 인물인 최익현과 김평묵으로부터 시작하여 왜양
일체사상은 이미 성숙되었다는 것이다.

2. '왜양일체'와 '금수'
그동안 학계에서 왜양일체 사상에 관한 언급은 대부분 최익현에 주목
되었고, 김평묵도 같이 거론되는 경향이다.85) 본 절에서 주목할 것은 유인
석이 앞서 두 사람처럼 왜양일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
으나, 그도 분명히 왜양일체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왜
양일체사상도 김평묵과 최익현 것과 다르지 않게 이항로시기의 '서양이 금
수'라는 사상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었다.
1) 위정척사의 계승
물론 초기의 유인석은 모호한 화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중화'
를 구심점으로 중화를 제외한 모든 존재를 이적(오랑캐)으로 인식하고 있었
84) 『중암집』, 卷五, 「대경기강원양도유생논양왜정적잉청절화소(代京畿江原兩道儒生論
洋倭情迹仍請絶和疏」, p.2
85) 허동현, "일본은 서양을 따라하는 오랑캐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조선이 본 일
본』, (서울: 두산동아)
참고: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view.do?levelId=km_029_0070_002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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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서양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채 '중화'와 '중화 이외
의 오랑캐'인 이원론적 사유구조였던 것이다. 이는 그가 스승들의 존화양이
사상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인 데서 기인한다. 이항로와 김평묵은 서양의 실
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양헌수·이정관·서정순·신응조 등 노론계 재조관
료 및 재야학자들로부터 얻은 전문을 통해서, 혹은 안정복의 「천학문답(天
學問答)」과 「천학고(天學考)」, 이익의 『성호사설(星湖赛說)』, 이정관의 「벽
사변증(辟邪辨證)」, 김치진의 『척사론(斥邪論)』 등의 책자를 통해 서양을 간
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서양인식의 수준이 관념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었
다.86) 그러므로 스승에게서 존화양이의 사상을 이론적으로만 습득한 20대
인 유인석에게 '중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조선에서 소중화가 존재한 이상 유인석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중화'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1865년에 흥선대원
군의 만동묘87)철폐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만동묘가 철폐하면 '중화'와
'존화양이의 정의'가 보존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나아가 '양기의 회복'88)에
86) 오영섭, "위정척사상가들의 사유구조와 서양인식 -화서학파의 경우를 중심으로",
2013, 『숭실사학』, p.126; 재인용: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1999, pp.126~127;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서울:
돌베개), 2003, pp.179~182
화서 이항로는 중화 이외의 것을 '이적과 금수'로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침략
상에 대해서는 진일보 그려내지 못했다. 출처: 『화서집』, 第三五, 「양화」, p.398
87) 조선시대 때 지어진 사당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하여 조선에 원군을 파
병한 명 신종을 기리기 위해, 1704년 숙종 30년 오늘날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지었다.
88) "지금 만동묘의 제향을 철회하는 일은 천지도 실색(失色)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나
라의 산천초목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화를 사
모하는 혈성(血誠)이 있었고 선성(先聖)의 존화양이의 정의(正義)가 있었음을 아는
사람이나 선비들은 어떻게 마음을 잡습니까? ··· 대체로 천지간에 중화(中華)만이
제왕이 있고 공자가 더욱 제왕을 높이고 대일통을 해야 한다는 의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종 중화를 사모하고 우리 조선에 이르러서는 명나라에 대하여 군신의
의리가 있어 지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 춘추 대일통의 일맥이 여기(만동묘)에
부쳐 있어 사대부들이 존화양이의 큰 의리를 깊이 강구함에 인심이 바르게 되고 천
리가 바르게 되어 천지로 마음을 하게 될 것이니 양기(陽氣)를 회복할 기회가 혹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지금 구유(九有:천하)가 비린내 나는 나머지
사방의 먼 곳까지 음란한 사기(邪氣)가 앞으로 오게 되었으니 ··· 슬프고 슬픕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출처: 『天』 권8, 「족숙 항와 중악에게 주다」, pp.4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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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조선에서 소중화가 존재함으로써 중화를
보존할 수 있었으나, 만동묘의 철폐로써 소중화가 조선에서 위협을 받게 되
면서 '중화의 보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유인석이 직접적으로 서양을 비판하기 시작한 첫 작품은 1866년에
작성된 한시(漢詩) '강화의 서양 난리'89)이다. 이 작품은 병인양요를 비판하
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 유인석은 창작 배경을 '서양 오랑캐(洋夷)가 강도
(강화도)를 침입하여 온 나라가 흉흉하였고 아침과 저녁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았다'라 하고 하였다. 기구(起句)에서는 '태평 시대 오래되어 편안함만
있더니(昇平世久恬嬉存); 위급한 보고에 강화성이 서양 요기로 컴컴하네(報
急沁城洋祲昏)'라고 하였다. 즉 이 시기에 유인석은 서양 오랑캐의 침략상
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서양은 조선을 요기가 가득 차있게 만
드는 '힘',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들은 '침(祲)'90)이 존재하기에 조선을 보존하려면 배척해야 될 사(邪)였다
는 것이다.
즉 병인양요를 계기로 유인석은 서양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
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서양인 오랑캐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스승들의 '이기론에 토대를 두고 주리론을 통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발전해 나간 정사(正邪) 이분법적 사상논리'91)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92)
2) '왜양일체': 일본과 약육강식
유인석의 서양에 대한 태도변화는 일본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1875년 운요호사건에서의 조선의 패배로 인하여 34세인 유
인석은 일본의 침략상을 인식하였고, 동시에 일본을 통하여 서양에 대한 인
89) 『天』 권1, 「강화의 서양 난리」, pp.94~95
90) 祲: 재앙을 일으키는 기운.
91) 오영섭, "위정척사사상가들의 사유구와 서양인식", 2013, 『숭실사학』 30, p.115
92) 조현걸은 이러한 화이관을 '세계를 중화(소중화)- 이적(서양)으로 구분하는 2단계
화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고: 조현걸, "의암 유인석의 대일통사상: 『우주
문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5, 2017.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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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투영되면서 서양을 오랑캐에서 '금수'로 변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최익
현이 지적했던 '왜양일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유인석은 1876년 7월 을미사변 후 백관(百官)에게 국모의 원수를 갚
고 나라의 '예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격문에 '이적들은 금수'93)라는 표현
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년 12월 그는 당시 조선의 시대상황을
'짐승 짓이 종횡하고 천지가 막힌 때(当此禽兽纵横天地闭塞之间)'94)라고 표
현하였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1875년의 운요호사건과 강화도조약의 체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서양이 일으킨 두 차례 양요에서 조선이 승
리한 것과 반대로, 일본이 일으킨 운요호사건에서의 조선의 패배와 그로 인
한 조약 체결로 유인석은 일본의 침략상을 간파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
한 그는 일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서양을 재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서양의 것을 본받았기 때문이었다. 즉 메이지유신 이
후 '강해진' 일본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있는데, 이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강화도조약이 체결 후 그는 조선의 상황을 '
짐승이 종횡하고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강화도조약 체결 후부터 그의 '짐승'에 대한 언급은 많아지기 시작하
였다. 1877년 유인석이 쓴 두 편의 시95)에서 '대도는 마침내 추락되지 않
아; 사람을 따라서 갔다가 다시 오네', '그대여 힘써 큰 뜻을 먼저 세우라;
또한 나도 때가 늦어서야 돌아왔소; 어찌 몸에 좋은 운수를 지니고서; 짐승
과 인간 속을 배회할까; ··· 바구니만 사고 구슬을 되돌리는 일을 하지 말라
'96)고 하였다. 즉 유인석은 소위 말하는 유교적 낙관상을 가지고 대도는 회
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도의 회복을 위하여 사람으로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여 짐승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기적으로 강
화도조약의 체결 후 일 년쯤이고, 『조선책략』이 조선에서의 전파 이전과 서
93) 『국역 소의신편』, 권1, 「다시 백관에게 격문함」, p.43
94) 『天』, 권9, 「이경재 진응에게 답하다」, p.533; 『의암집(上)』, 卷九, 「答李敬哉 晉
應」, p.185
95) 『天』, 권1, 「한가히 읊은 절구 두수」, p.101; 「앞의 시운으로 동학에게 보여 화답
을 구하다」, p.102
96) 바구니만 사고 구슬을 되돌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귀한 것을 천시하고 천한 것을 중
시함을 비유하는 말. 출처: 『韓非子』, 「外儲說」. 재인용: 『天』,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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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독일·영·독·러시아 등)와의 조약 체결 전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
기서의 '짐승'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간 두
차례 양요에서 보이는 서양의 침략상과 더불어 일본의 침략상이 강화된 현
상에 의하여, 서양과 일본은 사실상 하나로 묶여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유인석의 왜양일체 사상은 그가 개화파에 대한 비판에도 내포되어 있
었다. 조선이 서구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청과 일본, 청과 서구 간
의 서로 견제하고 이득을 챙기는 복잡한 관계를 경험한 이후, 1893년 8월
그는 '서양의 음란하고 괴상한 놈들이 이어서 천하에 가득하자 우리 동방의
푸른 한 잎도 또 빠져들어 드디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없는 데에 이르
렀습니다. ··· 같은 문호의 안에도 흉한 무리가 있어 감히 어지러운 일을 자
행하여 바깥의 간사한 무리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합니다'97)고 하면서, 개
화파가 서양의 조선 침략을 도운 행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또한 개
화파의 탄생 자체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화파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일본에 대한 비판이었고 나아가 서양에 대한 비판이었
다.
1896년 고종의 의병을 해산하라는 조령(詔令)에 이어98) 유인석이 이
끈 제천의병은 참령(參領)99) 장기렴의 습격100)을 받았다. 이때 유인석은 고
종에게 아래와 같은 상소를 올려 "간신은 앞에서 전하의 총명을 가리며 난
적들은 뒤에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표제(標題)는 신법(新法)의 개화이
고, 그 시작은 대대로 원수인 일본 오랑캐(日夷)입니다. ··· 작년 8월에는 곤
위께서 물을 수 없는 재앙(을미사변)을 당하셨고, 11월에는 전하께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욕(단발령)을 받신으셨으며, 아래로 공경(公卿)과 선비와 서민
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물려준 몸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어, 휩쓸려 금수(禽
獸)의 영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즉 국가의 변고는 겉으로는 개
화를 숭상하는 간신들이 한 짓이나, 그 내면에는 일본 오랑캐라는 난적이

97) 『天』, 권7, 「이문중 근원에게 답하다」, p.448; 『의암집(上)』, 卷七, p.136
98) 『고종실록』, 34권, 「대소 민인들에게 명하다」, 고종 33년(1896) 양력 2월 18일자
99) 참령: 대한제국 때 무관 계급의 하나임.
100) 『人』, 권55, 「연보」, p.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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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을 뗐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추진 하에서 진행된 일련의 '개혁'
에 의하여 '사람'은 '금수'로 죽게 되는 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개화파에 대한 비판을 모두(冒頭)로 하여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일본의 행위가 '금수'라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왜양일체'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고종에게 소중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피력하였
다. "중화의 문물이 몰락함으로부터는 바로 이른바 주례(周禮)가 노(魯)나라
에 있다101)는 것인데, 4,000년 복희(伏羲)·신농(神農)의 왕정과 2,000년 공
자·맹자의 도맥(道脈)이 우리나라에 붙어 있게 되어 마치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碩果不食)는 것이102) ··· 있습니다. 선왕의 전한 바가 이와 같이 중
요하고, 보전하기는 이와 같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천명을 이어
받들었으니, 마땅히 한없는 아름다움으로 하늘과 조종께서 부탁한 큰 뜻에
보답하셔야 할 것입니다."103) 즉 중화가 붕괴된 후 조선은 소중화의 신분으
로써 중화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근래 일본의 교사로 개화를 주장하는 대신
들에 의하여 소중화가 무너뜨리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기에, 고종은 '선왕이
전한 것'을 이어받기 위하여 일본의 침략상을 간파하고 개화파를 뿌리쳐 소
중화의 보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유인석이 상소에서 드러난 이러한 사
고방식에는 소중화가 위협을 받는 위기의식에서 중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었다.

101) 주례(周禮)가 노(魯)나라에 있다: 문화의 정통성이 노나라에 있듯이, 중화의 정통
성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은유(隱喩)한 것이다.
102)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碩果不食): 『주역(周易)』 64괘(卦) 중 가장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박괘(剝卦)」 상구(上九)에 나오는 글로 세상이 온통 악으로 넘치고 단 한
개의 양효(陽爻: 善)만 남아있는 상태로, 군자의 도(道)가 망하지 않는다거나 사물이
겨우 보존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말한다. 출처: 『天』, 권4, 「서행할 때에 정선에서
올린 상소」, p.344
103) 『天』, 권4, 「서행할 때에 정선에서 올린 상소」, pp.343~344; 『국역 의암집(1)』,
권4, 「서쪽으로 갈 때 정선에서 올린 소」, p.325; 『의암집(上)』, 卷四, 「西行時在旌
善上疏」, p.78; 『국역 소의신편』, 권1, 「서쪽으로 갈 때 정선에서 올린 소」,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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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淸)'과 '왜양분리'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조선에서 '오랑캐'와 '금수'의 문화'가
침투되면서 유인석은 조선에서의 소중화가 철저히 깨지게 된 것을 몸소
느끼게 된다. 또한 갑오개혁을 통해 일본의 침략상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
인석은 자연스럽게 이적이었던 일본과 청을 대비시키면서, 조선의 기존질
서를 타파하려 하지 않았던 청(淸)을 기존의 오랑캐에서 '차악'으로, 나아
가 '의존할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그는 서구의 '만국공법'의 일부를 인정
하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실력과 '서구화'된 정도가 심지
어 서구를 초월하였다는 '왜양분리'적 사고를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유인석이 만국공법을 이용하여 외세를 척결하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화사상을 기초로 한 '중화의 부흥'을 위한 것이었다.

1. '청'과 중화
유인석의 중화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
은 반드시 중요하다. 위정척사를 숭상하는 유림들이 '청'을 중화로 인정하
려 하지 않았지만, 명나라 멸망 후 '청'은 조공체제의 중심자 역할로써 자
리매김하면서 조선과 현실적인 사대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의하여 유인석이 청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번복이
가장 심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청'이 초기의 오랑캐에서 후기의 '의존
의 대상'으로 인식의 전환이었다.104)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청에 대한 태
도변화의 주요원인은 당시 유인석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이 된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에 대한
'부분적인 인정'이 추후 유인석이 청에 대한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
었다는 것이다.

104) 중화민국이 탄생 후, 처음에 유인석은 중화부흥의 꿈이 완성될 거리라 믿으면서
청을 다시 '오랑캐'로 돌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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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악으로서의 '청'
예로부터 중화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조선에서 '대외교류'의 대상은 정
통성이 있는 '중국'만이었고 '중국'외에는 모두 외진 땅이었다. 그러므로 조
선에서 소중화로 자처하는 유학자들에게 청(淸)은 명(明)을 망하게 한 '오랑
캐'로 도식화 되었다. 이러한 도식화는 조선의 유학자들로 하여금 청에 대
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강화도조약 체결 후 유인석
은 서구의 금수특성을 몸소 느낀 동시에 왜양일체사상을 형성하였다. 그러
나 '왜'에 대한 인식변화에 비해 비슷한 시기에 유인석이 청에 대한 태도는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청은 여전히 양이(攘
夷)의 대상으로 멈추어 있을 뿐이었다. 이 시기에 유인석의 사상에서 청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들러리'에 불과하였고, 소중화를 언급을 할 때 중화의
멸망을 소개하는 역사적 배경지식으로만 활용하였다.105) 일례로 1895년 한
해에 유인석은 일 년 전 일어난 동학운동의 상황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을
하였으나106) 동학을 평정한 주체인 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107)

105) 일례로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이전인 1893년 8월 29일에 유인석은 이근원에게 쓴
편지에서 수신자의 경건한 유학공부태도를 부러워하고 이항로와 유중교를 찬양하였
다. 그리고 짧게나마 당시 조선의 시대적 배경을 "북녘의 오랑캐가 중국의 의관을
찢어 버린 후에 서양의 음란하고 괴상한 놈들이 이어서 천하에 가득하자 우리 동방
의 푸른 한 잎도 또 빠져들어 드디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없는 데에 이르렀다
"고 설명하였다. 한문 편폭이 2페이지인 이 글에서 청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
론하지 않고 '북녘의 오랑캐'로 은유(隱喩)를 하는 것으로도 청에 대한 무관심정도
를 알 수 있다. 출처: 『天』, 권7, 「이문중 근원에게 답하다」, p.448
106) 『天』, 권9, 「유경선에게 주다」, p.568; 권10, 「신덕선에게 답하다」, p.592; 권11,
「채성초에게 답하다」, p.622; 권15, 「우계용 종하에게 답하다」, p.769; 『地』, 권11,
「안계현 승우에게 답하다」, p.109
107) 예컨대 윤5월에 우종하에게 쓴 답서에서 '소위 동학 역적들이 또한 심하게 악독
함을 퍼뜨려 일시에 국내를 휩쓸었는데 이로 인해 귀 고향은 더 심하게 그 화를 입
었고 아직까지도 재화가 평정되지 않아서 여러 사우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니 듣
기만 해도 몹시 놀라고 한탄하게 되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고 감정을 표현하였
고 두 달 뒤에 '동학의 소요가 점점 진정'되었다는 소식을 반가워하였지만 동학을
평정한 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물론 1890년까지의 글에서 유인석이 청에 대한
언급은 모두 이러한 형식이었고 이와 비슷한 분량을 차지하였다. 출처: 『天』, 권11,
「채성초에게 답하다」, p.622; 권9, 「유경선에게 주다」,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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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에 이르러 유인석은 드디어 청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인 표현형식은 그 이전에 '청'을 '오랑캐'로, 혹은 기
타 오랑캐와 같이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던 것과 달리 '청'을 '청'이라고 표
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화는 청일전쟁이
아닌 갑오개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08) 청일전쟁이 '청'에 대한 태도변화
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그동안 청에 대한 무관심의 연장선상에서, 또한 전
통유학자의 신분으로 유인석이 조선의 유교적 문화를 망가뜨리는 '국내정치
'109)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서110) 기인한다. 1894년 유인석은 이
근원에게 재차 서한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청을 '오랑캐', '청이(淸夷)'가 아
닌 '청'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나라가 중국(中國)을 의지하는 것은 의(義)이며 국세(局勢)인
데, 청(清)에게 견제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매우 통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힘을 가져 나아가 청을 소탕하여 옛날 효종과 우암 선생
의 대의를 펴고, 다음으로는 청와의 약속을 끊어 버리면서 관문을 닫고
중국의 의로운 군주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장한 일이 아닙니
까? (개화당은) 이런 일은 하지 못하고 왜(倭)를 얻어 함께 모의하여 우
리가 지키던 소중화의 정체는 버리고, 외국의 누추한 유예를 함께 하니
(同隊外各國之醜例) 이 무슨 모양입니까? 자주독립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의리를 주간으로 하여 천지간에 서야 자주독립입니다. ··· 청(淸)
108) 청일전쟁이 갑오개혁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였기에, 청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청
일전쟁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혐의가 존재하지만, 앞서 얘기하였듯이 유인석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 청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또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
만,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석은 위안스카이에 대한 원조
요청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하여보면 청일전쟁의 발발과 결과는
모두 유인석의 청에 대한 태도변화에 영향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9) 전통유학자로써 유인석에게는 '국내'와 '국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글에
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적 의미로 이해되는 조선 내부에서의 '정치'를
'국내정치'로 표현을 한다.
110) 3장에서 언급한 유인석이 서양과 일본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에
대한 그들의 강제적 조치로 말미암아 조선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
다. 즉 유인석에게는 항상 조선의 '국내정치'을 구심점으로 외세를 인식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의 정통유학자신분과 어울리면서, 그가 끝까지 존주론을 고
수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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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일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를 대할 적에 너무 박하게는 하지 않았습
니다. 원대인(袁大人: 위안스카이)이 한 일111)도 청(淸)에서 명령하지 않
았지만 본래 서로 깊은 의를 느꼈고 옛날 임진 고사(壬辰故事: 임진왜란)
의 남은 뜻이 있었기 때문인바 이도 청(淸)이 각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 저 왜놈(倭)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사실상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저희들의 계책을 위함이니 저들은 본래 간계(奸
計)가 많기 때문입니다.112)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갑오개혁이 청에 대한 태도의 재고를 불러일
으켰던 것이다. 조선이 '스스로 힘을 가져 청을 소탕하고 효종과 송시열의
대의를 펴고 청과의 약속을 끊어버려 중국에서 군주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
리는 일'에 힘쓰는 것도 모자랄 판에 개화파는 오히려 '왜인을 얻어 함께
모의하여 소중화의 정체를 버렸다'고 비판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창작배경은 갑오개혁시기였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청은 높일 나라는 아니
지만 우리를 대할 적에 너무 박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오랑캐인 청에 대한 무관심에서 '긍정'으로의 큰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내용을 결합하면 알 수 있듯이 개화파가 일본과 결탁하여 일
으킨 갑오개혁을 통하여 유인석은 자연스럽게 한때 같은 오랑캐였던 청과
일본을 대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청에 대한 태도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힘
에 의한 사대관계113)의 묵인이다. 조선이 스스로 힘을 가진 후 '청과의 왕
111)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임오군란을 진압한 사실을 가리
킨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임오군란, 갑신정변, 대원군송환임무 등 사건에서 큰 영
향력을 행사하였다. 출처: 구선희, "조선을 근대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중국인, 위안
스카이", 2009, 『역사비평사』
112) 『天』, 권7, 「이문중에게 주다」, pp.450~451; 『국역 의암집(1)』, 권7, 「이문중에
게」, pp.464~465; 『의암집(上)』, 卷七, 「與李文仲」, p.137
『국역 의암집』에서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清', '日' 등 나라를 각각 '청나
라', '청'와 '왜', '왜놈', '일본' 등으로 번역을 하였으나, 유인석이 나라호칭에 대한
사용에서 그의 대외태도를 읽어낼 수 있기에, 본 글의 연구주제 특성 상 필요시
『의암집』에 근거하여 『국역 의암집』의 한글 번역본에서 나라에 관련된 용어를 수정
하였다. 본 글에서 추후 등장한 나라에 관한 용어들도 『의암집』에 근거하여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원문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따로 명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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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끊고' '중국의 의로운 군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인석
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조선은 '청에게 견제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간단(簡短)한 한마디 정도의 언급이었지만 이
는 여태까지 조선이 청에 대한 '힘에 의한 사대'라는 사실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문자의 형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우회적인 표현이었다.
둘째, 청나라를 차악으로 격상시켰다. '왜놈'들이 조선더러 '자주독
립'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간계'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하
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비해 '청나라는 높일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를
대할 적에 너무 박하게는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청이 시키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위안스카이가 조선을 '도와' 임오군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
은 '청이 조선을 각박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았
다.114) 청에 대한 이러한 태도변화는 갑오개혁을 계기로 시작하여, '왜양
일체' 이후 조선에게 만국공법을 강요하는 '왜'와 조선의 '기존질서'를 타
파하지 않았던 청이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하였다. 실제로 1636년 병
자호란 시의 삼전도비115)에서 알 수 있듯이 청은 다만 조공체제에서 중심
자의 지위를 확보하려 했을 뿐 기존 유지되고 있었던 중화의 망을 타파하
려 하지 않았다. 유인석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간파하였기에 청에 대한 부
분적 인정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유인석은 평생 동안 '청'에 대한 태도를 여러 번 번복하였으나 "청이
113) 동주 이용희는 사대를 현실적 사대관계라는 사실의 면, 사대의 제도라는 면, 사대
주의라는 가치관으로써 사대관계를 정당화하는 사상과 이념의 면이 있다고 하였다.
(각주 42번 참고). 장인성은 이를 원용하여 각각 현실적 사대(사대정책), 제도적 사대
(조공책봉), 이념적 사대(사대주의)라고 하였다. 출처: 장인성, "중화체제와 '사대': 한
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2), 2014
114) 이밖에도 1906년 3월에 유인석은 조선을 지키기 위하여 청나라에 들어가 역량을
키우는 일의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청국(淸國)은 진실로 주자의 존양의 의리가 있는
곳으로서 ··· 지금 가서 의를 지키는 일이 부끄럽고 혐의되는 것도 없습니다. ··· 청
(淸)은 왜(倭)보다 나을 것이니, (청으로) 가면 왜로 되는 것을 면할 것입니다'고 하
면서 청이 일본에 비해 차악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출처: 『天』, 권9,
「김문여 우경에게 답하다」, pp.553~554/『의암집(上)』, 卷九, 「答金文汝 遇庚」,
p.197
115) 공식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인데 이로서 알 수 있듯이 청은 단
지 조선에게서 '황제'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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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캐이지만 기존 중화질서를 타파하지 않았기에 의하여 가장 나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은 만년까지 변함이 없었다. 1912년 중국에 '요·순 이하
4,000년에 대한 혁명으로 일체를 서양의 공화정치에 따르고 중화의 제통
(帝統)과 전장(典章)과 의발(衣髮)은 깡그리 없애버렸다'는 중화민국이 탄
생했을 때 유인석은 "청(清)이 중화를 오욕하고 중화의 인사(人士)가 그 압
제를 받은 것은 겉으로는 오욕을 받았어도 속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나
지금의 혁명은 중화로써 중화를 오욕하는 것이니 겉과 속이 다 오욕된 것
입니다"116)라고 하면서 심지어 오랑캐인 청이 중화민국보다 전통중화의 질
서를 더 잘 지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1914년에 작성된 「도모편」에서 '지금 중국은 청이 물러나면서
전환되어 더 낮아져 서방 외국의 법이 되었다. 청은 그래도 오륜을 섬기는
명분을 갖고 있고 오히려 성현을 높이는 모양을 갖추고 오히려 시행과 제도
가 중화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다. ··· 지금 서양 법은 중국에 반하여 하
나도 반대되지 않는 것이 없다'117)고 했듯이, 공화정을 채택한 중화민국이
든 서양이든 동일한 것이었고, 그들과 비교를 하면 청은 더 이상 가장 악한
오랑캐가 아니라 차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118)
주목할 것은 유인석이 국내외정세의 변화에 근거하여 청에 대한 태
도를 수정해 온 것은 화서학파의 신분으로서 태생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
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서학파의 창시자 이항로는 처음부터 청
과 서양을 차별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화하'를 현실적 국가개념이라기보다
116) 『地』, 권25, 「중국 제성의 사군자에게 보내다」, p.386; 『의암집(上)』, 卷二十五,
「與中國諸省士君子」, p.599
117) 『人』, 권54, 「도모편(하)」, p.717
118) 중화민국의 탄생에 따라 유인석이 청에 대한 태도는 '사랑'하면서도 한스러운(又愛
又恨)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1914년 유인석은 위안스카이한테 보낸 서한에
서 '청(淸)이 중국에 들어와 주인 노릇한 300년은 오랑캐로써 중화에 가한 것으로 변
고의 큰 것입니다. 중국의 사대부들이 그들의 조정에 서고 그들의 록을 받는 것을 면
하지 못했으나 마음속으로 우리는 중화이고 저들은 이적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
다'고 하면서 청은 독립된 나라이지만 오랑캐의 모습은 여전하다고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화민국의 탄생 이전에 청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청은 더
이상 초기의 존화양이사상에서 가리키는 야만적인 '오랑캐'로 되돌아갈 수 없고, 대
신 '문명한 오랑캐'로 변모된 것이었다. 출처: 『天』, 권12, 「중화국 원총통 세개에
게」, pp.666~667

- 38 -

는 문화적 이념의 차원에서 설정되는 문화적 자존의 개념으로 보는 이항로
는 현실적으로 청을 양적(洋狄)처럼 전연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지 않
았다는 것이다. 그는 청을 서양과 동일한 수준의 야만국으로 보거나 현실적
으로 위급하게 대결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119)
또한 동 시기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최익현은 일찍이 청과 왜를 분
리하기도 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리라는 소식에 최익현은 「지
부복궐척화의소」에서 서양과 같이 금수로 되어버린 왜(倭)를 비판하면서
한때에 모두 오랑캐였던 왜와 청을 비교하면서 청에 대한 평가를 '사람'이
라고 격상시켰다.
청인(清人)들은 뜻이 중국의 황제가 되어 사해(四海)를 무마(撫摩)하
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능히 다소나마 중국의 패주(覇主)들을 모방
하여 인의(仁義)에 근사한 짓을 가장(假借)하였으니, 이는 이적일 뿐입니
다. 이적들도 사람이라 곧 도리가 어떠함은 물을 것이 없고 능히 소(小)로
써 대(大)를 섬기기만 하면 피차가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지금까지 왔고,
비록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아량이 있
어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염려가 없었습니다.120)

최익현은 여기에서 청이 조공체제에서 중심자의 역할로 기능을 함으
로써 '인의에 가장하여' 조선과 사이좋게 지내왔고 '그들의 뜻에 맞지 않아
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아량이 있었다'고 부분적으로 긍정을 하였다. 그러나
1890년대 이전까지 유인석의 작품에서 청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사실에서
미루어보면, 강화도조약의 체결 당시 최익현이 청에 대한 태도는 유인석의
관심을 자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시기에 유인석의 관심사
는 청이 아닌 일본에 있었다는 것이다.

119) 이택휘, "화서 이항로의 척사위정론 연구", 『서울교대논문집』 19, 1986, 『한국근
현대사논문선집』 사상(4)에 수록, (서울: 삼귀문화사), 2000, p.38
120) 『국역 면암집(1)』, 「도끼를 가지고 궁궐에 엎드려 화의를 배척하는 소」, p.128;
『면암집』, 「持斧伏 闕斥和議疏」,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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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에 대한 의존
청일전쟁의 결과로, 청은 '여전하였지만' 일본은 '강해졌다'. 즉 유인
석은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의 '대세가 기울어졌
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증명이 된다.
첫째, 유인석이 위안스카이에 대한 여러 차례 원조요청이 모두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발생한 것이었다. 둘째, 유인석은 '청'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줄
곧 사람들에게 '중국'에 가서 수의를 하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그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의외로 승리하게 되면서 유인석은 일
본의 '강대함'을 점차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
한 인식의 변화는 유인석의 추후 행동의 외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적
요인은 조선의 분위기가 점점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음 '외부세력에 대한 의존'을 설명할 때
함께 논의할 것이다.121) 이러한 주요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외적 요소(일본의 승리)
+
내적 요소(조선의 '타락')

대내적 행위

대외적 행위

의병운동을 일으킴

외부세력(위안스카이)에

(추후에 강학운동도 하게 됨)

원조 요청

<표 4-1> 유인석의 정치사상 및 행위
청일전쟁 후 유인석은 일본의 강대함을 느끼기 시작한 동시에, 조선
의 분위기가 타락되고 소중화가 철저히 깨진 것을 느끼게 된다. 이에 그는
중화를 재차 부흥시키기 위하여, 나라를 구하고 소중화를 지키고자, 대내
적으로는 의병운동을 일으켰고 대외적으로는 위안스카이에 대한 지원요청
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122). 위안스카이에 대한 원조요청은 크게 두 차
121) 본 절의 연구주제는 유인석이 '청'에 대한 태도이므로, 그의 대외적 행동을 주연
구내용으로 하고 대내적 행동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 40 -

례123)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유인석이 청에 대한 의존을 하기 시
작한 시점을 연구하기에 위안스카이에 대한 1차 원조요청에 관련된 글만
<표 4-2>로 정리하였다. 또한 조선의 분위기가 점점 서구화로 변화되는
것은 점진적인 일이기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하
여 <표 4-3>으로 '조선의 타락'을 읽을 수 있는 글도 같이 정리하였다.

시 기

내

용

이번 걸음도 필경 어떠할지 예정하기 어려우며 장차 관서에 가서 군사를
1896.07

더 모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을 건너가 원세개 장군에게 구원을 청하
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곡부 공자의 집 아래에서 형체를 보존하며 이 일

1896.12

생을 끝마칠 생각입니다.124)
내가 청(淸)에 원조를 청하다가 미처 하지 못하고 병이 생겨 ···125)
원조를 청원하는 일(乞援事)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의리상 정당하니 어찌

1897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본의 역시 꼭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
닙니다.126)
이 일[성도(聖道)와 화맥을 보존하는 일]을 결국에는 그만둘 수 없기 ···

1897.10

때문에 청국(淸國)에 군사를 청하였는데 비록 구차하지만 그래도 잠시 논
의할 만한 것이며...127)
(이만여은) 원세개 장군을 만나서 그 힘을 얻으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

1898.윤03

래 인석이 처음 생각하였던 것으로써 의에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만두었지
만 ···128)
중국인(에게) ··· 내가 청(清)을 싫어한다는 뜻을 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1898.06

이 사람들은 비록 듣기 싫어하지는 않지만 한 번 건너가서 다를 사람에게
알려지면 혹 일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129)

<표 4-2> 위안스카이에 대한 1차 원조요청
122) 유인석은 평생 동안 많은 외부세력(위안스카이, 청, 러시아 등)에 원조요청을 하였지
만, 초기에는 주로 위안스카이에 대한 원조요청으로 집중되었다. 추후에 유인석은 동
양삼국연대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련하여 본 글의 5장 1절을 참고.
123) 조현걸, 2017, "의암 유인석의 대일통사상: 『우주문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
회보』 25, 2017, p.166; 『人』, 권55, 「연보」, p.809
124) 『地』, 「송자명 상규에게 주다」, p.96
125) 『人』, 「김생 덕윤의 시 뒤에 쓰다」, p.204/『의암집(下)』, 「題今生德潤詩後」, p.326
126) 『地』, 「오사원 인영에게 답하다」, p.57/『의암집(上)』, 「答吴士元 寅泳」, p.398
127) 『地』, 「이경기 의신에게 주다」, pp.33~34/『의암집(上)』, 「與李敬器 宜慎」, p.383
128) 『地』, 「이만여에게 답하다」, p.95
129) 『地』, 「김중일 화식에게 보내다」, p.127/『의암집(上)』, 「答金仲一 華植」,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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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사람은 금수가 되어 복희 이래 전하여 온 중화의 한 맥이 우리나라에 보
전된 것이 이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임금의
총애를 받은 자가 소위 개화당이 되어 임금을 유인하여 왜적에게 바치고
왜적을 유인하여 임금을 협박하였습니다. ··· 그 나머지는 스스로 나라의
1894.08

대신이라고 자칭하면서 나라와 고락을 함께 한 자들도 시종 국변(國變)에
참가하여 해가 갈수록 더 심하여 오늘의 망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경향의 유림(儒林)이라고 하는 족속들도 서양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한다
고 하는 날에 ··· 넓은 소매의 법복을 입은 자를 그림자도 볼 수 없습니
다. ··· 당당한 소중화(小中華)로서 지금에 와서 소일본(小日本)이 된단 말
입니까?130)
예의의 나라에서 선비의 몸이 저런 흉악하고 검은 오랑캐의 옷을 입고 저
런 흉악한 이적의 부류가 될 줄을 누가 생각하였습니까? ··· 우리나라가

1895.윤05

일본·서양과 화친을 한 뒤로부터 모든 것이 다 변하여 ··· 끝내는 선왕의
법복을 없애버렸습니다. 옷을 없애 버리면 머리를 깎는 것이 또한 그 다
음 일입니다. ··· 얼마 안 되는 적은 역적들이 천고에 없는 대변을 만들어
··· 하루아침에 왜·양·이적의 나라(倭洋夷狄之国)로 만들고 ···131)
지금은 큰 화가 잠시 그친 기간을 타서 급급히 이 일(유중교 문집 간행하
는 일)을 하여 천하의 큰일을 하나 완성하니, 이것이 어찌 고금에 흔히 들

1897

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그런데 주(朱)씨, 서(徐)씨, 안(安)씨, 이(李)씨
네 친구가 특히 이 일에 힘을 다하였는데, 지금 모두 죽어 없는 것을 생

1897.10

각하면 또한 눈물이 흐릅니다.
매양 당신의 종씨와 주씨, 서씨, 이씨, 안씨 등 여러 벗들의 일을 생각하
면 머리를 들고 하늘의 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시사는 지금 과연 어떻다 하겠습니까? ··· 인심은 극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옛날 삭발의 변이 있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면 죽

1898.07

었지 금수는 되지 않겠다고 하여 그 모습을 보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빠져들어 짐승의 형체를 갖기 이전에 먼저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
는데 ···132)

<표 4-3> 조선의 타락에 대한 인식
위 표를 통하여 세 가지 직관적인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조
선이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다. 둘째, 유인석은 위안스카이에게 지원요

130) 『天』, 「어공필 윤석에게 주다」,

pp.550~551/『의암집(上)』, 「與魚公弼 允奭」,

pp.195~196
131) 『天』, 「이문중에게 답하다」, pp.452~453/『의암집(上)』, 「答李文仲」, pp.138~139
132) 『地』, 「이기중에게 답하다」,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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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하고자 하였다. 셋째, '청'을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면 안 된
다.
(1) 조선이 변함
갑오개혁을 계기로 유인석은 조선의 '서구화'를 점점 느끼기 시작하
면서, 조선에서 소중화가 깨진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된다. 그는 1894년과
1895년 갑오개혁을 단행하는 2년 사이의 조선의 변화에 대하여, 개화당은
왜인과 결탁하여 임금을 협박하고 대신(大臣)들도 갑오개혁에 힘을 더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비까지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되어(서양의 옷을 입게 되
어) 조선에서는 '소매의 법복을 입은 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종래로 중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양의 회복'을 자신과 같은 전통유자들에
게 희망을 걸었으나, 이러한 유림(儒林)까지 타락되니 조선의 도가 크게
망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1897년과 1898년 사이에서 그는 유중교
의 문집을 간행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선배들이 모두 세상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여 크게 슬퍼하였는데 이는 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조선에서 '대도를 같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현
실에 대한 불안으로 볼수도 있다.
(2) 위안스카이에 대한 의존
일본의 '강대함'을 점점 느끼기 시작한 동시에 조선의 변화에 힘입
어 유인석은 조선의 내부에서 의병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외세에 대한
의존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외세의존은 주로 위안스카이에 대한
원조요청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전통화이관에 입각한 전통유림한테 '청'
에 귀속되는 위안스카이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
이다. 이는 유인석이 위안스카이에 대한 지원요청의 태도가 여러 번 번복
이 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유인석은 갑오개혁이 끝난 반년쯤인 1896년 7월에 위안스카이한테
구원요청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897년에 작성된 서한에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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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하는 일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의리상 정당하니 어찌 감히 듣지 않
겠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스카이에 대한 원조요청은 분명히 주변
유림들의 많은 반대를 받았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유인석은 '꼭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동년 10월에 그는 또 다시 '청
국에 군사를 청하였는데 비록 구차하지만 그래도 다시 논의할 만하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1898년 윤3월에 그는 수신자의 '위안스카이에 원조요청
을 하는 행위'를 평가하면서 자신도 원래 그렇게 하고자하였으나 '의에 옳
지 않는 것'이라고 또다시 번복을 하였다.133) 그러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리라는 소식에 그는 끝내 위안스카이에게 노골적으로 원조
를 요청하기에134) 이른다. 어찌하였든 유인석은 결국 위안스카이한테 원조
요청을 하였고 이는 위안스카이의 힘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위안스카이가 청정부의 관료이고 청정부의 지원을 받은 병사를 거느
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안스카이에 대한 지원요청이 바로 청의 물
리적 힘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었다.
(3) '청국'에 대한 직접적 의존
1896년 12월과 1897년 10월에 유인석은 각각 위안스카이에 대한 지
원요청을 '청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다'라고 표현을 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청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청에 대한 의존이었다. 동시에 그는 '청국'135)
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청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면서
133) 유인석은 1900년 10월에 개화파가 자신이 청국의 난민단체와 합세하는 것을 반
박하기 위하여 '만일 청국이 힘이 있으면 원조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출처: 『天』, 권4, 「기전에 돌아와서
올리는 정사」, p.360
134) 『人』, 권41, 「중국으로 들어가는 백경원을 전송하며」, p.145
135) 유인석은 그 후에도 '청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본 글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참고(용어관련은 『의암집』과 대조하여 볼 것): 『地』, 「어떠한 이에게 답하다」, 1907년,
390쪽; 『人』, 「우사산 병렬에게 써 보이다」, 1910년, 88쪽; 『天』, 「중화국 원총통
세개에게」, 1912년, 666쪽; 『地』, 「러시아령에 우거하는 동포에게 보내다」, 1914
년,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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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종래의 오랑캐에서 나라로 격상시킨 파격적인 행위였다. 그는 청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1898년에 '청을 싫어한다는 뜻을 다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일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유인석이 청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그는 현실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청을 '싫어하면서도' 청의 힘을
인정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2. '왜양분리'와 '만국공법'
1) '왜양분리': '왜는 남다르게 강하다'
앞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왜양일체'와 '금수'개념을 추가한 3단계 화
이관에 힘입어 유인석은 일본의 강함을 점점 느끼면서 청에 대한 태도를 변
화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강함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유인석은 기존의 '왜양일체'를 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된 '왜양분리'136)로 변화시켰다.
대체적으로 러일전쟁 이전부터 유인석은 일본의 강대함을 느끼기 시
작하였다. 이는 대내적으로 일본이 조선에 서구문화를 성공적으로 전파시킨
것과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의 유산에 대한 축적에서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이 '강대하다'는 인식은 향후 유인석의 일본
인식의 전제로 작용하였다. 그 표현형식은 초기에 최익현의 의거를 적극적
으로 동원하는 것과 추후에 다른 동문들의 의거를 극력 반대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136) 김수암도 '왜양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본 글의 '왜양분리'와 그 주
체도, 내용도 동일하지 않다. 김수암의 논문에서 가리키는 '왜양분리'는 고종과 일
부 신하가 일본과의 교린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선이 일본과 교류를 하는 것은
단지 일본과의 교류이지 서양과의 교류가 아니라는 '분리'이다. 본 글에서의 '왜양
분리'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행위는 더 이상 서양의 앞잡이가 아닌 스스로 행한 '
폭행'으로써, 더 나아가 서양이 조선에 행했던 '폭행'보다 더 강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 김수암, "1870년대 조선의 대일관: 교린질서와 만국공법질서의 충
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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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익현의 의거(義擧) 지지
국내적 요소에서 조선이 점점 서구 짐승으로 타락하고 있는 변화에
대하여 1902년 유인석은 최익현에게 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날 나라의 모양과 인심이 망극하고 또 망극하여 몇 년 전에
우리들이 눈으로 본 좋은 조선이 이와 같았습니까? 을미년 단발령이 내려
질 때에도 인심이 바르고 모두 대화(大禍)를 가슴 아파하여 사람과 짐승을
구분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요동에 몇 해 동안 살면서 크게 변하지
는 않으리라고 여겼더니 중간에 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크게 변함을 보았
습니다. 다시 요동에 가서 몇 년 있으면서 오히려 나라가 크게 변한 중에
혹 여망이 있을까 생각하였는데 지금 와서 또 보니 변함이 극에 달하여
다시는 여망이 없습니다.137)

즉 앞서 4장 1절에서 언급했던 법복의 훼손 및 유림들의 죽음 등과
같은 조선의 변화에 이어, 조선은 더 놀라울 정도로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
이다.
앞서 언급했던 조선의 변화는 갑오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끝내는 선
비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오랑캐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선에서
철저하게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자발적으로 오랑
캐로 되어버려 '변함이 극에 달하여 다시는 여망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국외적 요소에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에 이어, 러일전쟁의 상황
에 대하여 1904년 7월 7일에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은 고
종에게 "지금 일본(日)과 러시아(俄) 간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 군사들
이 용맹을 떨쳐 육지와 해상에서 연전연승(連戰連勝)한다는 소식이 세상에
퍼져 각기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가서 관전(觀戰)하는 일이 많습니다"138)라

137) 『天』, 권6, 「최면암께 답하다」, p.414
138) 『고종실록』, 44권, 「원수부 장령과 위관 가운데서 임명하여 러일 전쟁을 보고 오
도록 하다」, 고종 41년(1904) 양력 7월 7일자;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za_14107007_003 (검색일: 2019년 5
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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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뢰었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 조선의 내부에서 분명히 러일전쟁에서 일
본이 우세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듯 연전연승한 일본으로써 유인석은 그의 '강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속에서 소중화를 구하고 중화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조선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의거를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1896년에 의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당시
가장 인망이 높은 최익현의 의거를 적극 동원하였다. 『의암집』에 수록되어
있는 최익현과 주고받은 글은 1898년부터 시작하여 최익현이 작고한 1906
년까지 총 13편인데 그 중에서 1904년 9월일자로부터 시작하여 유인석은
최익현의 의거를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나라를 살리는 좋은 계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거(義擧)하는 한 가
지 일에 있습니다. 이른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들과 싸우
는 것이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함께 모의
하여 이 일을 확고하게 정하고 하루아침에 양성한 수만의 병정을 모을 것
으로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 왜놈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 진실로 대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저 막강한 적국이 힘을 다하여 앞으로 힘이
빠지거든 이때를 틈타 거사를 하면 일을 성사할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도모해야 합니다. 저들이 국면을 바꾸고 법을
바꾸어 전국을 치밀하게 소지하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한 발도
둘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서 죽는 꼴을 볼 것이니, 어찌 가하단 말입
니까?139)

일본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 대적할 수 없으나' 일본이 러일전쟁(양
력 1904.2.8~1905.9.5)에 임하면서 분명히 많은 군사적 소모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인력과 물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오늘날 일본이 '힘
을 다하여 앞으로 힘이 빠질 것'이기에 그 틈을 타서 의거하면 '성공하여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일본이 러시아와 조선을 동
시에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에 이는 일본을 뒤엎는 절호의 기

139) 『天』, 권6, 「최면암께 드리다- 별지」,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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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였다는 것이다. 또한 서두르지 않으면 "저들이 국면을 바꾸고 법을 바꾸
어 전국을 치밀하게 소지하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한 발도 둘 곳
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한일의정서>에 이어, 당시 조선 조야에서 유포되고 있던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140)을 견주어 하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2) 동문의 의거 반대
1906년 3월 24일에 유인석은 최익현의 의거를 "(거사하는) 일이 충분
하게 준비되지 않고 먼저 시작하여, 다만 오백 명의 군(軍)만을 이끌고 광주
(光州)로 남하하였습니다. ···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며 일이 또 졸지에 일
어나 경황(景況)이 없으니 어떤 계책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141)고 하면서
자신이 의거에 대한 속수무책을 보여주었다.
그 직후 조선에서의 큰 사건들을 정리하면 최익현은 의거가 실패 한
후 1906년 11월 17일에 대마도에서 순절을 하였고, 이듬해인 1907년 6월
(양력)142)에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여 한국의 주권 수호를 호소
하기 위하여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제
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동년 7월 24일에 정미칠조약이 체결되어 한
국의 내정권마저 박탈되었다. 또한 8월 1일부터 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
되어 군인들의 반발이 아주 심하였고 대부분 군인은 의병에 합류하게 되었
다.143) 이에 대하여 유인석은 1908년 7월에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지금 국내에는 의병이 무려 만 명이 이르는데 동지와 동기(同氣)들
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적의 수가 많아 대적하기 어렵고 무기의
날카롭고 무딤이 비교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사방
에서 정탐하고 갑자기 체포하니 몸을 둘 곳이 없어 엎어지고 꺼꾸러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144)
1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을사조약>
141) 『국역 의암집(2)』, 권15, 「강윤경 조영에게」, p.424
142) 본 단락에서 이후에 나온 날자는 모두 양력 표기법이다.
14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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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인석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평가하면서 일본이라는 적은 수량
(병사가 많음)과 질량(무기의 날카로움)에서 모두 조선보다 우월하여 의병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재화를 면하기'145) 위하여 '뭇 사
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만에 하나나마 실천하는 것을 도모하자는'146)
관일약을 꿈꾸게 된다.
이어서 1909년 9월에 조선 내의 의병은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에
밀려 기세가 누그러지기에 이른다.147) 이상 일련의 경험을 겪으면서 유인석
은 결국 맹목적인 의거를 극력 반대하기에 나선다.148) 1910년 한 해에 그
는 일본은 강대한 청(淸)과 러시아도 대적하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
지고 있기에 함부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거반대의 글을 집중적
으로 피력하였다.149)
수백 명의 군사로 적과 맞서서 적을 몰아내고 일을 성사할 수 있
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큰 청나라가 어째서 저
항하지 못하고 겁을 내며 러시아의 강대함으로도 어째서 곧 실패하고 물
러서며 온 천하가 어째서 막강한 대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분명 성사하
지 못할것인데도 거사를 한다면 고국의 희망을 끊어버리고 타국의 웃음
거리가 될 것이며 분명 앞길의 기회를 영영 막아버려 나라에 유익함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많은 생명만 죽이게 될 것이니 이게

144) 『天』, 권12, 「이판서 범진에게 답하다」, p.666
145) 『人』, 권42, 「관일약서」, p.163
146) 『天』, 권12, 「이승지에게 주다」, p.654
1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합병>
148) 그가 동문의 의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국의 힘으로만 일본을 대항하기에는 한계
가 있는 것을 인식이기 때문이지, 의거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본 글의 5장
2절을 참고.
149) 『의암집』에는 최소 7편의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하 본 문에서의
인용 외 내용 참고: 1910년 1월 28일자: 『天』, 「이중선에게 답하다」, p.798/『의암
집(上)』, 「答李中善」, p.349; 『天』, 「홍여천에게 답하다」, p.834; 1910년 2월 25일:
『天』, 「김병연에게 답하다」, p.844; 1910년 4월 7일자: 『天』, 「이여옥에게 주다」,
p.727; 1910년 4월 24일: 『天』, 「최송오 병규에게 주다」, p.759/『의암집(上)』, 「與
崔宋五 炳奎」,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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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주견(主見)이겠습니까?150)
천명도 못되는 군사로 왜놈들을 향해 진격하려 한다는데 이것은
잠시 떠들썩해 보자는 것입니까? ··· 일을 성사하려면 이렇게 적은 병사
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대적(宇内最强之大賊)을 대처하려하니, ··· 꼭 일
을 성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 제가 보기에 이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
라 어리석으며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151)

이와 같이 유인석은 한일합방 이전부터 일본은 '천하에 막강한 청(淸)
과 러시아(俄)도 겁을 먹고 있는 세상(宇内)에서 제일 강한 대적'이라는 인
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더 이상 일본이 서구와 동등하다는 '왜양일체'사상
이 아닌 일본을 서구로부터 분리시키고 심지어 일본이 서구보다 더 강하다
고 보는 '왜양분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만국공법'의 수용
공법적 질서체제와 자신들의 논리 사이에서 어떤 정치집단보다도 괴
리를 크게 느낀 집단이 바로 위정척사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존중화·양이적
의 논리를 기반으로 어양론(禦洋論)을 주창하면서, 중화의 맥을 조선에서
온전히 유지하려 했던 인물들이다.152) 그러나 만국공법153)이라는 현실적 질
서 하에서 위정척사론자들도 부득불 '변화'를 가지게 된다. 그 중 유인석의
'변화'는 초기에 '만국공법의 허구성을 간파하여 그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데에서 '만국공법의 현실적 질서원리와 실정법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시각적 전환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기저에는 '만국공법
의 의의'에 대한 제한적인 인정 하에서 '유교관념의 적극적인 투사를 통해
권력정치에 무력한 만국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육강식과 전쟁상태의
국제질서를 변혁하려는 것'154)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존주론의 고수를 둘러
150) 『天』, 「이여옥·이공후에게 답하다」, p.726
151) 『天』, 「홍여천에게 답하다」, p.834/『의암집(上)』, 「答洪汝千」, p.369
152) 조현걸, "만국공법과 위정척사론", 『대한정치학회보』 24, 2016, p.32
153) 본 글에서는 좁은 의미로써의 『만국공법』이라는 단행본이 아닌, 현대학자에 의해
체제·규칙·질서· 등으로 정의되는 넓은 의미로써의 '만국공법'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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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진행된 것으로써, 자아위로적인 최후의 발악이 아닌 진정한 유교적 발
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마찬가지로 동 시기에 유인석과 함께 위정척사운동의 거두로 꼽힐 수
있는 최익현도 존주론에 기반으로 하는 만국공법에 대한 제한적 '변화'를
보였다. 즉 작고 전의 최익현이 만국공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사실이
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조선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인식하여, 현실적인 판단 하에 만국공법에 호소함으로써 외세를 척
결하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여전히 소중화인 조
선이 이적과 금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신념이 작용하고 있었다.
즉 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국공법의 논리들을 방편적·전략적으로 활용하
면서 궁극적으로는 중화를 부흥하기 위한 집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
다.155)
그러나 최익현이 일찍 만국공법에 대하여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에
비하여, 유인석의 만국공법에 대한 부분적 수용은 위정척사파 중에서도 가
장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화서학파의 학맥을 이어받은 대표적 인
물로써 위정척사운동을 끝까지 관철시킨 것과 표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을미변복령(乙未變服令)의 반포에 관하여 최익현은 일찍 1895년에 상소문에
서 일본이 갑신정변을 배후에서 조종한 행위를 만국공법으로 비판하였
다.156) 그러나 동시기에 이와 대조적으로 유인석은 문인사우들을 모아 대규
154) 장인성은 당대 조선인이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는 원리적 이해로써 만국공법의 존재의의와 자연법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 둘째는
현상적 이해로써 만국공법의 현실적 질서원리와 실정법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 셋째는 만국공법의 허구성을 간파하여 그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경우, 넷째는 만
국공법의 의의는 인정하되 유교관념의 적극적인 투사를 통해 권력정치에 무력한 만
국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육강식과 전쟁상태의 국제질서를 변혁하려는 경우이
다. 출처: 장인성,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
윤식』,

200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24

155) 조현걸, "만국공법과 위정척사론", 『대한정치학회보』 24, 2016, p.49
156) "갑신정변은 비록 다섯 역적들이 소위이기는 하나, 왜인들이 아니면 그 힘을 빌리
수도 없고, 일이 실패된 뒤에도 왜인들이 아니었다면 그 생명을 도피할 수가 없었
읍니다. 우리가 이미 이미 왜인들과 형제를 맺아 신실하게 약속하였다면, 국제외교
(國際外交)에는 마땅히 공법(公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조약(條約)이 있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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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강습례(講習禮)와 향음례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난국에 대처할 방안을
협의 모색하였다. 그는 정기적인 강회를 열어 문인사우들의 결속을 다지면
서 항일의병을 계획하였다.157) 동년 윤5월 그는 자신의 세 스승을 기리면서
'우리 화서선생은 ··· 크게 서양의 환난이 도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을 걱정하여 홀로 위정척사의 공을 책임졌고', 김평묵과 유중교가 이
항로의 사상을 계승하여 존화양이적 행위를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에 이른다.158) 즉 이 시기의 유인석은 여전히 만국공법을 배척하였던 것이
다.
유인석이 만국공법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전조는 내면적으로
는 서구의 물건을 배척하나, 현실적으로는 부득불 서구의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1900년 5월부터였다. 그는 조선에서 '서양의 물건이 날마다
많이 나오는' 상황을 '난처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지금 불행하게도 금할
수 없는 곳에 만약 일절 금한다면 되지 않을 곳이 있습니다. ··· 저들의 물
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저들의 짧은 소매와 머리를 깎는 풍속과는 분
별이 있어서 일체를 죽든 살든 금지하고 막아야 한다고 하면 스스로 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니 사람들의 말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써야 할 곳에는 그 경중을 분별하여 만부득이하여 쓴다는 뜻을 가져야 합니
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서양의 물건은 화서선생도 지극히 경
계한 말씀으로 굳게 지킨 것'으로써 '그렇다고 금하지 못하고 막지도 못하
면 극히 불가합니다'159)라고 자신의 위정척사파적 정체성을 확립해갔다.
유인석은 1904년부터 만국공법의 현실적 질서원리와 실정법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는 최익현의 의거를 권유하는 글에서 '왜인들
의 전후 죄상을 나열하여 각국에 통고하여 각국이 비록 무도하다 하더라도
다. ··· 공법과 조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웃 나라 역적과 결탁하여 협조한다는 조
문은 없을 것이요, 또한 반드시 도망간 사람을 보호하여 받아들인다는 조문도 없을
것입니다." 출처: 『국역 면암집』 Ⅰ, 「역적을 치고 의복 제도의 복구를 청하는 소
(請討逆復衣制疏)」, p.137; 김세민, "위정척사파의 만국공법 인식", 『강원사학』
17·18, 2002, p.225; 조현걸, "만국공법과 위정척사론", 『대한정치학회보』 24,
2016, p.49
1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담강록(長潭講錄)>
158) 『天』, 권7, 「이문중에게 답하다」, p.453
159) 『天』, 권10, 「신덕선에게 답하다- 별지」, pp.5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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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왜인을 옳다고 하고 우리를 그르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만국공법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즉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통적 방식인 의거를 위주로 하면서도 간접적인 방
식으로 만국공법에서의 '균세론(均勢論)'160)적 사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
나 동시에 '나라를 살리는 좋은 계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거(義擧)하는
한 가지 일에 있습니다'161)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인석이 만국공법에 대한 주
목도 어디까지나 앞서 말했던 '유교관념의 적극적인 투사를 통해 권력정치
에 무력한 만국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육강식과 전쟁상태의 국제질서
를 변혁하려는 것'이었다.
유인석이 최초로 만국공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1905
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였다. 그는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각국
에는 이른바 공법(公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제멋대로 처신하고 책임
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162)라고 하였다. 또한 1910년에 한일합방 직후 유
인석은 외국의 각국 정부와 신문사에 합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하고,163)
열강에 대해 한국의 세계평화주의에 호응해 줄 것을 천명하였다. 즉 일본이
한국을 침범한 것은 ···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정의를 모멸한 것이며 ··· 만
약 일본이 합방을 강행하면 동양대국(大局)의 평화 희망은 무너지고 한국은
일본과의 화(禍)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 합방선언을
승인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164)
그는 1913년에 작성된 「우주문답」에서 중화부흥의 꿈을 기본 전제로,
서구의 기술과 법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160) 최익현이 만국공법의 원리 중의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균세론'이라는 기
존연구가 있다. 참고: 조현걸, "만국공법과 위정척사론", 『대한정치학회보』 24,
2016, p.49
161) 『天』, 권6, 「최면암께 드리다- 별지」, p.421
162) 『地』, 권25, 「전국의 진신 사람에게 통고하는 글(通告一國搢紳 士林文)」, p.354
163) 유인석은 1910년 7월 17일에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만여 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각국 정부와 신문사에 보내, 저들 왜적의 죄를 성토하고 우리의 원통함을 밝힌 것
을 허락하고 성명을 가장 앞에 두었다.' 출처: 『人』, 권55, 「연보」, p.824
164) 김호성, "한말 의병운동의 사상사적 배경", 『조선조 정치사상연구』, 1987, p.276;
재인용: 김세민, "위정척사파의 만국공법 인식", 『강원사학』 17·18, 2002,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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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병든 자는 이한치한(以寒治寒)하고 더위에 병든 자는 이열
치열(以熱治熱)하듯이 해야 한다. 서법에 병들었으니 당연히 서법으로 다
스려야 할 것이다. ··· 조선인은 서법(西法)을 병(病)으로 여기되 특별히 국
사를 경영함에 있어 취할 것만 취해야 한다. 취할만 한 것은 기계 등 국사
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다. ··· (그러나) 그들의 일과 기계로 인하여 도
움이 된다 해도 서로 돕는 일이 거듭 나라를 병들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
윤상예의(倫常禮義)의 구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여
끝내 병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165)

이상과 같이 그는 서구의 기술과 기계류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그가 서구의 실용적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근본원인은 어디까지나 '이한치한·이열치열'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조선의 '윤상예의를 돈독히 하여' 전통적 유교국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서법에 의해 침입되어 병든 나라를 서법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서구에 대하여 배척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순적 발
상은 그의 서법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서양법이 비록 그 나라에서
는 좋을지 몰라도 중국과 조선에서는 좋을 수 없다.'166) 즉 그가 서법을 부
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중국과 조선에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다.167) '중국은 나라가 한가운데 있고 제왕을 법통으로 하니, 서양의 법을
본받는 것은 옳지 않다. ··· 중국의 법이 아니면 성품이 중화(中和)됨을 오로
지 하기 어렵고, 너그러운 마음을 도모하기 어렵다. ··· 조선에 서양의 법을
쓸 수 없는 것이 또한 중국과 같으니, 조선은 소중화로 예의의 나라이기 때
문이다'168)
이렇듯이 유인석은 서구의 기술과 기계류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서
양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그가 만국공

165) 『人』, 권51, 「우주문답」, pp.589~590
166) 『人』, 권51, 「우주문답」, p.587
167) 이는 새로 탄생한 중화민국이 전통 유교적 국가를 회복하지 않고, 서구의 공화정
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유인석이 중화의 부흥
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168) 『人』, 권51, 「우주문답」,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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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여전히 부분적으로 배척하고 있다는 것은 1906년과 1913년에 신학
교169)와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170)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다. 또한 관일약의
창설171)과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 전파,172) 의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결국 중화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그가 중화의 부흥을 위하여 한 노력들은 여전히 국내
적 자원의 이용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국외적 요소에 의해 국내적 문
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만국공법적 질서가 아닌, 전통 중화질서에서 오직
169) '신학교(新學校)'는 전통 유학을 전제로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아닌 '서구의 것'
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조선에서의 서당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신 신학교로
교체되는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유인석의 신학교에 대한 평가: (1906년 8월) 이른바 신학교(新學校)란 것은 앞으로 우
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거듭 혼탁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나라는 다 없어지고 도학
은 다 망하게 하고야 말 것이니 비참하고 독살스럽습니다. 출처: 『地』, 권21, 「김중
희에게 답하다」, p.194; 힘써 신학교를 만드니 학교는 윤리를 밝히는 곳이다. 그런
데 윤리를 멸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윤리를 멸하고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까? 평
등과 자유를 힘써 주장하니 평등은 예의가 없게 되고 자유는 양보가 없게 되니 예
의와 양보는 나라가 되는 소이가 된다. 출처: 『地』, 권33, 「산언(散言)」, p.680
170) 1913년 4월 유인석은 "소위 중화민국(中華民國)이 건국된 지 한두 해 밖에 안 되
는데 대총통(大總統)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객으로 서로 도모하기에
까지 이르렀으니, 이와 같이 하고도 나라라 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세 통의
편지에서 대총통을 서로 다투는 폐단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저의 말이 맞았습
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地』, 권18, 「백현복에게 답하다」, p.76
171) 유인석은 관일약의 창설이유를 "지금의 대화(大禍)는 나라가 망하고 도가 멸하고
몸을 보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사람이 모두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화를
면하고자 한다면 온 나라에 약속을 내세워 한결같이 ··· 나라와 도를 사랑하고 자신
과 남을 사랑하는 것을 강목으로 세우고 이 네 가지 사랑에 마음을 하나로 관통하
고 천만대중의 같은 마음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나라를 수복하고 도
를 부추기며 자신을 바로잡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준칙으로"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출처: 『天』, 권12, 「이승지에게 주다」, p.654; 「이학재에게 주다」, p.669; 「이주석
회석에게 주다」, p.679; 『地』, 권18, 「정원지 갑묵에게 주다」, p.100; 『人』, 권55,
「연보」, p.820
172) "『합편』을 찍어내는 일은 천하의 큰일로써 만세의 대계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급선무로써 밝은 세상이 다시 회복될 조짐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
으니, 이일은 하는데서 세상 재앙으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 (합편)을 한 질을
가지고 가서 중국의 공론을 좌우지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나머지 사람이 보고 싶
어 하는 자가 많았다니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면 지금이 적시(適時)입니다."
출처: 『地』, 권17, 「박자경 치익·박용성 예진·박진백 유채에게 답하다」, p.59; 권18,
「박용성게게 답하다」, p.90; 권22, 「박공립 언채에게 보내다」,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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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요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교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유
인석도 최익현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자주적 노력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 제한적인 면에서 만국공법을 이용하여 외세
를 척결하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여전히 소중화
인 조선이 이적과 금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신념이 작용하고 있
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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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동양연대'와 '중화'
1910년 한일합방 전후로부터 유인석은 서구의 균세적 사고를 가지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그의 모화사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즉 유인석이 소중화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중화의 부흥을 위한 것이
었다. 조선의 자체적 힘으로 일본을 대적하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
하게 된 그는 철저히 깨진 소중화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는
균세론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만국공법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결국
당대의 주류담론인 동양삼국연대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의 연대
론이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년에 그의
변화-서구에 대한 부분적 수용-도 소중화의 사상적 틀 속에서 진행된 것이
었다.

1. '중화'의 부흥
1) '중화'와 '소중화'의 상부상조
유인석은 중국으로서의 중화와 조선으로서의 소중화가 상호 부지(扶
持)하면서 중화가 최종적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꿈꾸었다. 당시 조선의 대
외인식이 이미 상당부분 서구 쪽으로 치우친 상황 하에서173) 그는 여전히
전통 유교적인 방법을 집착하였다. 유인석은 의거로써 나라를 구하고자 하
였으나, 그 근본목적은 나라를 위한 복수라기보다는 화와 이를 철저히 구
분하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소중화의 틀 속에서 조선의 생존을
구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174) 그는 소중화를 통하여 사대자소의
173) 일찍 18세기 말부터 조선에서의 분위기는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나타나듯이 중
화사상을 상당 부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출처: 전재성,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
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125~126.
174) 최인현이 1895년에 을미변복령을 반대하는 상소에서 만국공법을 언급한 것에 비
해 유인석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부터 만국공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유인석은 만국공법을 언급하는 동시에 여전히 전통 유학적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상소·의거·강학 등 활동을 겸하였다. 이로 알 수 있듯이 그는 극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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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적 국제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그 속에서 약소한 조선의 생존을 도모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화를 내세우는 행위를 근대국제정치적 시
각으로, 조선의 보존이라는 실용적 목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통유학자로서 그에게 나라를 지키는 것과 중화의 도를 지키는 것은 동
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오늘에 있어서는 화이지분(華夷之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의리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 저 여진족을 친다면 복수한다는 명분을
해야 합니까? 이적을 물리친다는 것으로 해야 마땅합니까? 명나라 태도가
중국의 땅에서 태어나 송(宋)나라와 연대 차이가 백년이 안 되었고 그의
선조는 송나라의 신민(臣民)이 되었지만 그가 의병을 일으킬 때에 복수하
는 것으로 명분을 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175)

유인석의 소중화에 대한 '숭배'는 작고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은 아래와 같은 극진한 유교적 사상이었다. 유
인석은 1913년에 작성된 「우주문답」에서 소중화와 중화의 관계를 설명하기
를 "하늘의 도는 쉬지 않는 법이어서 양이 다해 버리는 이치는 없으니 박괘
(剝卦)가 다하면 복괘(復卦)가 다시 생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박괘가
소중화에서 다하니, 장차는 다시 근본으로 환원하여 복괘가 대중화에서 생
겨서 천둥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온 천하에 두루 비치어 이미 대중화를 회
복하고 또 동쪽으로 점차 소중화가 다시 전과 같이 될 것이다"176)고 하였
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화(정통성 있는 중화)가 붕괴이후 소중화
인 조선이 중화를 보존하였고, 이제 조선이 점점 무너지면서 소중화가 보존
되기 힘들게 되자 중화의 재기로 소중화의 부흥을 이끄는 것이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유학자였다. 즉 전통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한계를 느끼
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만국공법의 방법으로 '이이제이'를 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
에 대하여 본 글의 4장 2절 2)을 참고.
175) 『天』, 권7, 「이대이 광교에게 답하다」, p.486
176) 『人』, 권51, 「우주문답」, p.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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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중화와 소중화의 상부상조적 관계도
(1) 조선 내부에 대한 요구: '중국'에 돌려주기 위한 '소중화'의 보존
조선에서 소중화를 끝까지 보존하기로 했던 유인석의 모든 노력은 결
국 언젠가는 재기할 '중국'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일례로 1898년 8월
대한제국이 탄생하고 "개화법에 따라 위호(位號)를 '황제'로 바꿨다는 말을
들은"177) 유인석은 동년 11월 17일에 최익현에게 쓴 글178)에서 아래와 같
이 비판을 하였다.
대체로 황제(皇帝)라는 것은 본래 중국(中國)의 큰 나라를 통일하여
예의의 군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적과 금수를 모두 몰아내고
옛날의 화하제도(華制)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속방(偏邦)으로 속해
있어 그 실제(황제의 자칭)와 부합되지 않으니 그것은 촉한(蜀漢)이나 동진
(東晉)에 정통이 있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천하에는 황제가 없을 수 없
고 또 이적으로 황제를 삼을 수는 없으니, 우리는 다만 삼가 중화의 법(華
法)을 지키면서 선왕과 선조들이 황제로 받든 명나라를 황제로 하여(皇明)
천하의 참된 천자가 나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갑자기 스스로 황제
라고 칭하였다가 얼마 안 가서 중국(中國)을 통일하고 황제라고 칭하는 자

177) 『人』, 권55, 「연보」, p.776
178) 굳이 최익현과 주고받은 1차 자료를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으
로 작성된 글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위안스카이와 같은 인물들 아니
라, '이익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동문선배와 주고받은 글 속에는 본인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하 인용된 1차 자료는 겉으
로 보이는 내용으로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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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참란된 위호(僞號)로 그들을 대하겠습
니까? 그래도 이치에 온당치 못합니다. 장차 신하의 예로서 그들을 섬기
겠습니까? 그것도 사리가 전도됩니다. 이는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179)

위 글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이 아무리 '
옛날의 중국 제도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속방(偏邦)'이고 '정통'이
없으며 다만 '중화의 법을 지키면서' '명나라를 황제로 하여 천하의 참된 천
자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소중화로써의 조선이 반드시 중화에서
천자가 나와 중화를 부흥시킬 때까지 중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즉, 소중화
는 영원히 중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180) 둘째, 조선이 '스스로 황제
라고 칭하였다가 얼마 안 가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고 칭하는 자가 있으
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고종의 황위 등극을 반대하였는데, 이
러한 반대행위는 '중국'에서 언젠가는 '황제'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다.181)
179) 『天』, 권6, 「최면암 익현께 답하다」, p.404/『의암집(上)』, 「答崔勉庵 益鉉」,
p.110
또한 같은 맥락으로 유인석은 1898년 정월에 "상소문에서 주상전하라고 쓴 것이 격식
에 어긋난다며 황제폐하로 고친 후에 올려서 통하니, 그것도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대체로 인석이 이렇게 쓰고 개화파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임금을 존경하고 스스
로 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또 임금을 경계하여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
니다. ··· 오늘 황제의 칭호는 참용하였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욕되고 실속이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비판하였다. 출처: 『天』, 권13, 「서참봉 상무·김창봉 연
식에게 답하다」, p.707
180) 윤대식은 유인석이 제출한 동양삼국연대론은 '중국을 격하시켜 동료의 지위를 부
여하는 동시에 소중화의 정체성을 유지한 조선이 새로운 중화문명의 건설주체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글에서 주장하는 유인석이 존주론
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중화의 부흥'을 꿈꾸었다는 내용과 상반된 것이
다. 참고: 윤대식, "한국 위정척사의 보수응변- 유인석의 국권 관념 변화를 중심으
로", 2014, 『한국인물사연구』 21, p.411
181) 물론 이후 1909년부터 그는 '청'의 관료에 보낸 편지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
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만국공법'을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받아
들인 그가 한일합방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과 조선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각
국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삽입) 그는 '외국'에 보여주기 위하여
호칭을 '한국(韓國)'으로 사용하였지만 내면에는 중화를 영원한 황제국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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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2년 전인 1913년에 작성된 「도모편」에서 그는 "하늘이 내린 충
(衷)과 펼쳐준 전(典)을 굳건히 갖고 제왕과 성현의 지극히 바르고 실행할
만한 도를 가슴 깊이 안고서 삼가 천하의 의주(義主)가 일어나기를 기다려
야 한다.182) 성인이 태어나 천지와 더불어 조화에 참여하고 도가 크게 밝고
크게 행해짐으로써 만국이 모두 바르게 되고 만세가 영원히 힘입게 되니,
나는 날마다 이를 중국에 바랄 뿐이다"183)고 하였다. 여기서도 '중국'에서 '
성인'과 '천하의 의주'가 태어나 '만국을 모두 바르게' 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즉 유인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중화로 중화를 대체하려 한 적이
없었고,184) 단지 중국이 재기할 때까지 소중화로써 중화를 보존하고자 하였
을 하였다. 이는 그가 한(韓)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단지 편지의 대두(抬头)와
낙관(落款)에서 호칭으로 사용할 정도였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평가가 전무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이라는 연호의 사용여부에 대한 난처한 입장에, 그는 1903년 5월에 "우리 임금이
몇 년 몇 년 하고 써야 할 곳에다 우리 임금의 연호를 쓰고, 명나라황제의 연호를
써야 할 곳에다 명나라의 연호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병행해도 서로 위반되지 않
습니다"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출처: 『天』, 권13, 「맹사간 보순에게 답하다」,
p.699
유인석은 이후부터 한국(韓國)이라는 국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하
를 참고: 『天』, 권2, 「천(天) 글자 운으로 시를 짓다」, p.221; 권2, 「청아(淸俄)에
적(籍)을 둔 한인(韓人)들을 깨우쳐 준다」, p.228; 권12, 「이승지에게 주다」, p.655;

『天』, 권16, 「오어사 녹정에게 주다」, p.830; 『地』, 권25, 「강동의 각 임원에
게 보내다」, p.379; 권25, 「전국의 동포에게 보내다」, p.380; 권25, 「일본 정부에
보내다」, p.381; 권25, 「양간(북간도·서간도)에 우거하는 인사들에게 보내다」,
p.382
182) 『人』, 권54, 「도모편(하)」, p.717
183) 위와 같음, p.721
184)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부분 정옥자가 제시한 '조선중화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개념정의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에 대하여 본 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우선 정옥자는 19세기에 와서
위정척사운동을 관철시키고 있었던 화서학파는 '조선이 바로 중화라는 조선중화의식
으로 정신무장하였다'고 한다. 출처: 정옥자, 『조선후기 중화사상 연구』, (서울: 일지
사), 1998, p.275. 이 후 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손승철은 "유인석의 소중화론은 이미 소중화를 넘어서 조선이 중화라는 조
선중화주의의 선상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출처: 손승철, "의암 류인석 사상의 현재적
의미", 『의암학연구』 14, 2016, p.88.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위정척사파가 조선을
중화로 보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본 글에서는 '유인석이 조선으로 중화를 대체
하고자 한 적이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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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중국'에 대한 기대, 즉 중국이 언젠가는 부흥하
여 중화가 궐기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2) 조선 외부에 대한 기대: '중화'의 부흥으로 '소중화'를 이끌기
유인석은 '중국'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중화의 부흥'을 호소하였다. 이
러한 '남의 나라일'에 굳이 간섭하는 이유는 '중국'이 부흥되어야 조선도 덩
달아서 부흥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이 된다. 그는 '중국의 부흥'을 중국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동시에 중국은 일본을 이길 수 있
고, 중국과 조선은 연합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1913년에 작성된 「우주문답」은 전편(全篇)에서 중화의 우월성을 그리
면서 '중국은 외국이 둘러서서 넘겨다보는 속에 외로이 있기 때문에 일통
(一統)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고, 일통을 이룬 뒤에야 강성함을 이룰 수
있고, 강성하게 되어 막강한 세력을 이룬 연후에 적을 물리치고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185)고 하였다. 이는 '유인석이 중화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다'는 논점을 지탱하고 있다. 즉 중국이 대일통을 이루어야 한다고 호
소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이 중국이 되는 소이를 얻어, 천지 가운데
문명을 열어 중(中)으로서 밖으로 가서 대일통을 얻고, 윤리·도덕과 예악·법
도를 외국과 더불어 같이 행한다면, 세계가 안정된다'186)으로써, 역시 중국
이 옛것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1914년 4월에 유인석은 『화동사』187)의 간행에 대하여 "이 사책
(史冊)은 일이 중국과 관계가 있고 지난날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는 것이
기 때문에 빨리 중국인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한 것은 훌륭하고도 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화동사』) 한 질(帙)을 가지고 가서 중국의 공론을 좌우
지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나머지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자가 많았다니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면 지금이 적시(適時)"188)라고 하였는데, 이는 또한

185) 『人』, 권51, 「우주문답」, p.541
186) 위와 같음, p.599
187)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의 준말. 각주 31번 참고
188) 『地』, 권22, 「박공립 언채에게 보내다」,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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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에게 중화의 우월성을 전파함으로써 중화의 부흥을 추동하는 행위
라 할 수 있다.
1912년 2월에 유인석은 각각 3편의 편지를 보내 중국의 흥망이 조선
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중국정부'에게는 '중국이
일어서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조선의 흥체(興替)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목
을 늘이고 애를 태웠다'189)고 하였고, '중국의 사군자(士君子)'에게는 '폐방
이 중국에 대하여 소대가(小大家)처럼 친숙하게 의지하였던 것은 전부터 그
래왔던 터이고 천품(賤品:자기에 대한 낮춤말)도 존양의 의리를 대충 들어
중화를 사모하는 마음은 거의 혈성(血誠)에 가깝다 할 처지이므로 폐방이
패망한 것을 통렬히 여기고 중국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여 그 힘을 빌려
나라를 부지해보고 싶었습니다'190)고 하였다. 또한 '위안스카이'한테 서구의
공화정이 아닌 중화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중국과 우리나
라는 본래 대·소중화라 일컬어져 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 중국이 일어서
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는 곧 우리나라의 존폐와 관계 된다'191)고 하였다.
위 글들이 모두 '중국인'에게 보낸 편지로써 고의적으로 그들에게 보
여주기 위하여 중국을 칭찬하거나 중국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존재하지만, 1914년 유인석은 조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제기하였다. '중국의 일이 성사되거나 바르게 들어서면 마침내 그
힘을 빌려 북간도 서간도의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아보려고 합니
다. 이것이 안 되면 잠시 홍무황제(명나라 태조)릉 아래나 혹은 문선(文宣:
공자)부자의 사당 곁에서 몸을 지키면서 조만간에 기회가 있기를 기다리겠
습니다.192)' 여기서 '중국의 일'193)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인석은 중국의 일
이 성사될지 말지에 따라 조선의 일이 결정된다고 한 것은 틀림없다. 즉 유
인석은 조선에서 소중화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의 궐기'로 조선의
189) 『地』, 권25, 「중국 정부에 보내다」, p.385
190) 『地』, 권25, 「중국 제성의 사군자에게 보내다」, p.387
191) 『天』, 권12, 「중화국 원총통 세개에게」, p.668
192) 『天』, 권16, 「이참찬에게 주다」, p.829
193)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일'은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총통
이 되고나서 유인석이 위안스카이한테 공화정을 뒤엎고 한족을 정통으로 하는 중화
를 다시 재기시키라고 했던 일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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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을 이끄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2) '청과 중화는 다르다'
유인석은 청(淸)과 '중국'194)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그가 만년에 현실을 받아들였기에 청을 포섭하였다고 하는데, 이
는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여 내린 결론으로써 현상 속에 내재한 사상을
보지 못한 것이다. 즉 서론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의암집』의 일부만을 파
악한 연구들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세 가지 경우를 통하여
유인석이 청을 '중국'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
인석의 '음 속의 양(陰中之陽)'적 사고 틀이고, 둘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특정 시기에 청을 '중국'으로 칭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중화민국 탄생 후
청을 '중국'으로부터 철저한 분리이다.
(1) '음 속의 양': 청은 영원히 오랑캐
유인석은 1914년에 작성된 「도모편」에서 '음 속의 양'이라는 사고방
식을 제시하였다.
원오랑캐(元胡)가 중국(中國)의 제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런 변고가
194) '중국(中國)'이라는 명칭은 최초로 서주시대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시경』에서 나
타나기 시작하여 명나라와 청나라시기까지 줄곧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명실록』과 『청실록』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 그중 『청실록』 원문의 언
어 사용에는 만주(滿洲) 문자와 한문(漢文)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명·청실록』 http://sillok.history.go.kr/mc/searchResultList.do
최초로 '중국'의 개념은 사방(四方)·사국(四國)에 대한 중읍(中邑)·경사(京師)의 의미였으
나 주(周)왕조의 정치·군사적 세력의 팽창과 함께 확대되어 주왕의 직접적인 정치·
군사적 통치력이 행사되는 내복(內服)지역을 의미하고 춘추전국시대에는 정치·군사
적으로 분열 대립되어 있었으나 공동의 제하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제하열국의 전체
영역으로 확대되어 제하열국 내지 제하세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발달하였으며 제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선진 우월지역을 상징하고 있다. 출처: 이춘식, 『중화사
상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2002, p.122; p.128. 이춘식, 『중화사상』,
(서울: 교보문고), 1998

- 64 -

있을 수 있는가. 개벽이후 천지가 이에 이르러 무너진 것이다.
세조(世祖)는 이익만 일으키는 신하를 총애하고 무력을 남용하는 뜻
을 멋대로 펼쳐 천하에 해독을 끼치니, 이른바 물은 더욱 깊어지고 불은
더욱 타오르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도적이 성대하였는데, ···
주렴계(周濂溪), 양정(兩程: 程顥·程頤), 장횡거(張橫渠), 소강절(邵
康節), 사마공(司馬公), 주문공(朱文公), 장남헌(張南軒), 여동래(呂東萊),
허노재(許魯齋: 許衡)가 모두 공자의 묘정(廟廷)에서 종사(從祀)되어 유술
을 존중하고 도를 중시하는 일을 펼쳤는데 이른바 음 속의 양으로써 선하
기는 선한 것이다.195)

위 글에서는 원세조 쿠빌라이(忽必烈)가 중국의 제위를 차지한 행위
는 사람이 아닌 오랑캐의 짓으로 도적에 힘입은 것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비판을 전제로 그는 당시의 유학자들이 오랑캐에 의해 차지된 중국 땅에서
유술을 지키는 현상을 '음 속의 양'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중화권의 중심국
가로 자리매김한 오랑캐 나라인 원은 '음(陰)'이고, 그 속에서 유학의 자리
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한(漢)족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이다. 즉 유인석은
원(元)과 '중국'을 별개의 것으로 열거하였는데, 원이 중국과 같은 공간적
환경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196) 이
는 순 유학적 발상이라, 소위로 말하는 3요소를 구비하여야 '국가'로 될 수
있다는 근대국제정치적 이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본 글에서는 이
러한 사고틀을 전제로 하여 중화권에서의 중심국가가 한족나라인 경우(예를
들어 당·송·명나라), 중국은 전반적으로 '양'으로 뒤덮여있기에 '완전한 중국
'이라 한다. 반대로 중심국가가 오랑캐인 경우를 '음 속의 양', 즉 '불완전한
중국'이라 본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5) 『국역 의암집(인)』, 권54, 「도모편(하)」, p.700; 『국역 의암집(6)』, 권54, 「도모편
(하)」, pp.350~351; 『의암집(下)』, 卷五十四, 「道冒編下」, p.625
196) '음 속의 양'적 사고틀은 기타 화서학파 인물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한(漢)
족이 아닌 '오랑캐정권이 영원히 중국으로 될 자격이 없다'는 발상은 화서학파뿐만
아니라 위정척사사상을 가지고 있는 조선 유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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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나라

완전한 중국
당·송·명

불완전한 중국
원·청

양(陽)

음(陰)속의 양

사고 틀

<그림 5-2> 중국(중화)에 대한 인식
註: 흰색은 중화, 회색은 오랑캐를 대표함; 出處: 저자

이러한 '음 속의 양'적 사고 틀에 의하면 청 속에 유학자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청을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
상 '청'을 '중국'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즉 조선을 구하기 위하여 청 속의
유학자들을 끌어들이고자 할 때만이 그들이 사는 공간을 '중국'이라고 표현
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인석이 사용하는 '중국'이라는 용어는 청나라
를 가리킨다기 보다는 청나라 속의 유학자들이 사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었다. 1898년 7월에 요동에 머물러 있는 조선사람 변절곡(邊節谷)이 조선으
로 들어가 조선 사람을 데리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두 사람
의 대화를 살펴보자.
변절곡: 내가 중국으로 가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이다. 천하가 이적
의 누추함을 싫어한지 오래이다. 혼란이 극에 이르면 다스림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이치이다. 중국(中國)의 많은 무리 가운데 영웅이 있어서 그 뜻
과 생각이 큰 사람이 있기도 할 것이다. 내 은근히 그들을 찾아 대의를 설
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천한의 맑음을 볼 것이다. 그렇지 못하며 요순의
옛 도읍과 공맹의 옛 고향에서 풍토와 물정을 살펴보고 한 지역을 점쳐
살며, 우리가 지키는 것을 중화의 옛 종족과 함께 하며 깊이 강구하고 식
견을 개발해서 마침내 양(陽)이 회복되는 형세를 만들어 내려 한다.
유인석: 이제 우리 공이 중국(中國)으로 가려고 계획함에 있어 더더
욱 이를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천하의 막대한 일을 함에 천신만
고의 어려움이 따를 터인데 성의가 없이 되겠는가. ··· 우리는 외진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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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어난 사람으로 규모의 큼에 있어서는 결국 중국(中國)에 손색이 있
다. 중국(中國)사람은 ··· 마음속으로는 삼대에서 행했던 것을 품고 있으니,
교류하는 즈음에 참으로 살피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을 엿보게 될
까 두렵다.197)

위와 같이 유인석은 조선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 속의
유학자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중국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중국(中國)사람은 ··· 마음속으로는 삼
대에서 행했던 것을 품고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가리키
는 중국 사람은 청 속에서 살고 있는 유학을 숭상하는 무리라는 것
이었다.
(2) '중국'사람에 대한 원조 요청
주목할 것은 유인석이 특정 시기에 '중국'으로 '청'을 가리킨 적이 있
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4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어디까지나 '청국'에
대한 의존을 위한 것이었다. 즉 그 특정시기는 위안스카이와 중국관료에 대
한 원조요청을 한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는 청을 '중국'으로 인정
하지 않았고, 단지 소중화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유인석은 궁극적으로 청의 원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청 속에 살
고 있는 유학자들, 혹은 '양을 회복할 능력이 있는' 한족사람들을 영합하기
위하여 동문들의 '입단속'을 하기도 한다.
일찍이 1898년 6월 그는 "내가 청(清)을 싫어한다는 뜻을 다 말해서
는 안 됩니다. 이(중국) 사람들은 비록 듣기 싫어하지는 않지만 한 번 건
너가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혹 일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조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98)고 하였다. 이는 그가 추후에 공식적이거나
세상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글을 작성 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했을 것
197) 『人』, 권41, 「귀국하는 변절곡을 전송하며」, p.120; 『의암집(下)』, 卷四十一, 「送
邊節谷歸國序」, pp.265~266
198) 『地』, 권19, 「김중일 화식에게 보내다」, p.127; 『의암집(上)』, 卷十九, 「送邊節谷
歸國序」,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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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05년 10월 유인석은 청이 조선을 돕게 하기 위하
여 백경원을 중국에 보내면서 위안스카이를 설득하였다.
··· 이 섬나라 오랑캐(島夷: 왜)가 중국과 우리 동방을 가해한 것은
예로부터 이어졌다. ··· 갑신년에 옥균과 영효 등의 역적들과 모의해서 우
리 임금을 위협하고 또 귀척과 근신들을 많이 살해하여 그 변란이 헤아릴
수 없었는데 다행히 중국(中國)㉠ 원세개 대인의 힘으로 구원되어 이를 모
면하게 되었다.
중국(中國)㉡을 두고 말하자면, 갑오년에 저들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마침내 그 계책대로 화친이 맺어져 마침내 40,000의 배상을 요구
해서 수천 리 대만 땅을 분할 취득하였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지만) 중국(中國)㉢의 경우는 수
십 배의 땅과 400조의 백성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과 사물의 성대함과 군
비의 장엄함으로 만고에 없는 치욕을 당했는데도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으니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이다.
내 근래에 중국(中國)㉣ 소식을 들으니 원대인이 북양대신(北洋大
臣)이 되어 그 위엄과 여망이 성대하여 백 만의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한다. 대인은 병사를 잘 거느리는 것으로 그 명성이 중화와 동방(華
東)에 드날리고 있는데 이제 또 대병을 거느리고 있고...이를 통해 치욕을
씻는 일을 벌이려 하는 바 우리 동방이 그 시혜를 입으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199)

위 글에서 중국㉡와 중국㉢는 명확히 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즉 중
국㉡에서는 갑오년의 청일전쟁을 가리키고, 중국㉢에서 백성과 사물이 성대
하고 군비가 장엄하다는 것도 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
지나 이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유인석은
중국㉠와 중국㉣의 위안스카이의 힘을 빌려 중국이 치욕을 씻는 일을 벌이
면서 '조선이 그 시혜를 입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국가를 보존'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렇듯이 유인석이 조선의 '소중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199) 『人』, 권41, 「중국으로 들어가는 백경원을 전송하며」, pp.145~146; 『의암집(下)』,
卷四十一, 「送白景源入中國」, 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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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힘을 빌리고자 할 때만이 '중국'으로 '청'을 가리켰다. 이는 보여주기
식으로써 겉으로만 '청'을 중국으로 인정한 것이지, 그 내면에는 여전히 위
정척사 사상이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3) '중화 부흥'의 미완성
중화민국의 탄생에 의하여 청은 노골적으로 '중국'에서 분리되었다.
즉 한족정권으로써 중화민국이 탄생 이후의 시기에 유인석은 더 이상 청에
의지하려 하지 않고, 의지대상을 중화민국으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1912년
2월 그는 '중국'의 정부와 사군자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중화국 정부에 보내다:
청이(淸夷)가 중국(中國)을 점거하여 300년이나 육침(陸沈)이 된 것
은 변(變)중에도 극한 변이었습니다. 지금 거사(擧事)한 지 몇 달이 못 되
어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중화국이란 세 글자가 갑자기 세계에 생겨났으니
이는 이세(理勢)의 당연한 귀결로써 오랑캐(夷)는 결국은 중화(華)에서 용
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200)
근래에 폐방(조선/대한제국)이 일본의 압제를 받다가 결국에는 병탄
하기에 이르러(至於見吞) 천한 이 사람도 일본과 싸우다가 일이 실패하여
국외로 나가서 일을 도모하기로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청(清) 경내로 가려
고 하였으나 청의 힘이 미약하여 자신도 가누지 못하여 부득이 노령(俄領)
으로 와서 머문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중국(中國)이 일어
서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다행히 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201)

즉 청과 중화의 관계에서 '청이가 중국을 점거하여 300년이나 육침이
된 것'을 비판하면서 '중화와 이적'은 결국 영원히 서로 반대되고 '이적'은
영원히 '용납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음'은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
는 이상 중국은 영원히 완전한 중국으로 될 수 없고, 또한 '음'은 '양'으로
200) 『地』, 권25, 「중화국 정부에 보내다」, p.383/『의암집(上)』, 卷二十五, 「與中華國
政府」, p.597
201) 위와 같음, p.385/pp.59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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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지도 못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 경내로 가려고 하였으나 청의 힘이
미약하여 자신도 가누지 못하여 부득이 러시아로 갔는데, 날마다 중국이 일
어서기를 바랐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에 동일한 공간적 개념인 '청'과 '중
국'을 분리하여 표현을 한 것인데, 전자는 '불완전한 중국'이고 후자는 '완
전한 중국'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탄생으로 그는 '완전한 중국'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쁨과 희망에 뒤이어, 공화제의 채택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된다. 그는 '당우
삼대의 우리의 좋은 것은 것 버리고; 수양(水羊)의 남긴 것202)을 주워서 행
하다니; 중화가 존귀함은 어찌 국토 때문인가; 이적을 배척해서 금수의 일
구하려나; 하늘의 뜻을 이어 인도를 세우면 제왕의 기강이 되고; 도를 일으
키고 치도(治道)를 세우면 성인의 모범일세'203)라는 시구를 지었다. 즉 이와
같이 중화민국의 탄생 이후 유인석은 중화의 부흥을 위하여 중국사람을 지
속적으로 설득하게 되는데, 정도가 심할 때에는 4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청
이 기존의 중화질서를 타파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하여 긍정을 하기도 한다.
중국 제성의 사군자에게 보내다:
여러 존대인들이 개벽(開闢) 이래로 중화의 고족(中華古族)으로써
300년 동안 청(清)의 압제를 받아 ···
청(淸)이 중화(中華)를 오욕(汚辱)하고 중화의 인사(中華人士)가 그
압제를 받은 것은 겉으로는 오욕을 받았어도 속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나 지금의 혁명은 중화로써 중화를 오욕하는 것이니 겉과 속이 다 오욕된
것입니다.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은 같은 땅에 함께 살고 있다 해도 그
추향이 다른 것은 마치 주야(晝夜)와 흑백이 서로 반대인 것과 같습니
다.204)

여기서 '중화로써 중화를 오욕하는 것'이라는 문구에서, 앞의 '중화'는
202) 수양(水羊)의 남긴 것: 서양 사람들이 남긴 제도를 가리킨다. 水羊은 洋자를 듣한다.
203) 『天』, 권3, 「중국이 새로 일어나 청나라를 타파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서양에서
말하는 공화정치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을 듣고」, p.272
204) 『地』, 권25, 「중국 제성의 사군자에게 보내다」, pp.385~386; 『국역 의암집(3)』,
권25, 「중국의 여러 성(省)에 살고 있는 선비와 군자들에게 보냄」, pp.513; 『의암집
(上)』, 卷二十五, 「與中國諸省士君子」, pp.5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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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정권인 '중화민국'을 가리키고 뒤의 '중화'는 정통성 있는 이념적 '중화'
를 가리킴으로써, 즉 중화민국이 정통성이 있는 '중화'를 더럽혔다는 것이
다. 이는 유인석이 중화의 부흥을 꿈꾸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화의 새로운
표현형식을 중화민국으로 상정하였으나, 희망이 좌절되면서 결국 '중화의
부흥'은 끝까지 완성이 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2. 동양삼국연대론
18세기 말, 19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연대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한국의 동양주의에 나타난 위정척사 사상과 삼국연대론, 일본의 아시아
주의에 나타난 팽창주의와 연대주의, 중국의 「대아시아주의」에 나타난 중화
세계관과 아시아 연대론, 그리고 러시아의 동방주의에 나타난 평화지향성과
갈등지향성이205) 바로 그것이다. 그 중 일본발 연대담론이 조선으로 전해지
면서 근대주권국가개념에 어느 정도 눈을 뜨기 시작한 조선의 대부분 지식
인들도 유럽을 막기 위하여 덩달아 동양삼국(일본, 조선, 청국)연대론을 주
장하게 된다. 1880년 8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서부터 가져온
『조선책략』206)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시 조선에서의 주류 연대론은 러시아
를 방어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
집단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
대론은 공통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지리', '인종', '문화' 등 요소207)를 고려
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05) 양순창, "손문의 대아시아주의에 나타난 일방성과 다자성", 2005, 『대한정치학회
보』 13-2, p.314
206) 『조선책략』은 조선의 현안 중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전제로
친(親)중국·결(結)일본·연(聯)미국하여 균세를 이룸으로써,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
강의 침략을 막고 자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7) 장인성,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
제정치논총』 40-4, 2000,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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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주'일본과 동양삼국연대론
러·일대립이 심화된 1898년에 『독립신문』은 동양삼국연대208)를 제기
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론하였다. "아시아에 있는 각국들도 서로 한 대륙에
서 사는 직무와 정의들을 생각하여 서로 도아주고 서로 북돋워야 할 터이요
또 그뿐이 아니라 별로이 대한과 일본과 청국은 다만 같이 한 아시아 속에
서 살 뿐이 아니라 종자가 같은 종자인 고로 신체모발이 서로 같고 글을 서
로 통용하며 풍속에도 같은 것이 많이 있는지라."209) 이 논설에서는 동양삼
국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원인으로 지리적 인접성, 인종적 동일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기실 엄밀한 의미에서 위 3요소를 구분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종'의식은 지리적 문화적 관념의 차이와 연
동210)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3요소를 동시에 포함한 동양삼
국연대론은 당연한 소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 '인종'과 달리 '문화'적 요소를 논함에 있어, 특정영역
에서 때로는 '문화'와 '문명'을 구별 짓지 않는 경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아시아문화권에서 일찍부터 존재해왔던 표현이었으나,
서구 만국공법의 전파로 새로운 의미첨삭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앞서 언급
한 '문화'적 요소는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가리키고, 동아시아의 문
화와 다르게 구별되는 서구의 '문화'를 '문명'이라고 한다.
조선에서 '문명'이라는 단어는 1883년에 처음으로 유길준에 의해
208) 『독립신문』은 또한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것을 계
기로 「평화론」이라는 논설을 통해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군대를 창설하고
베이징에서 만국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 내에서 연대를 통한 평화론의 제기는 본 글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한성순보』
가 1883년 12월 20일자의 「소병의(銷兵議)」에서 세계정부와 국제평화군의 창설의
언급, 『황성신문』이 1900년 12월 8일~26일자의 「외보」에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전권위원이 기명 조인한 '국제분쟁의 평화처리조약'의 전문
을 16차에 걸쳐 소개한 것, 안경수의 「일청한동맹론」에서 언급한 공동개발은행의
설립과 공동화폐의 발행 등 내용이 있다. 출처: 김경일, 『제국 시대와 동아시아 연
대』, 2011, (파주: 창비), pp.100~101
209) 『독립신문』, 1898년 4월 7일자 논설.
210) 장인성,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
제정치논총』 40-4, 2000,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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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었다.211) 유길준은 『세계대세론』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제기한 문명
론의 기초 상에서 개화의 등급 체계를 단계론적 사고방식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조선이 비록 현 시점에서는 반개 상태에 속하지만 개화의 노력을 통해
서 문명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12) 즉 애초에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구가 말하는 '문명'을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보았던 것이다. 즉 이상적인 '문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개화에 힘을 쓰고 서구의 '문명'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이었다.
이는 그토록 '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길준이 동양삼국연대론을 제기
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는 후쿠자와와 비슷하게 문명을 개화의 궁극적 도달
점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발전과 진보로서의 역사 법칙에 대한 비전을 공
유하였다. 이는 상고 시대를 역사적 이상으로 설정하는 유교적 세계관과 정
반대되는 것으로 18세기 서구의 근대적 진보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213)
이러한 발상은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국의 능동성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동 시기에 연대론보다는 무술변법(戊戌
變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캉유웨이(康有爲)214)와 량치차오(梁啓超)도 이와
같은 능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동일한 개화사상가이지만 유길준과 반대로 문명(혹은 문화)보다는 인
종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한 윤치호에게는 아시아연대가 지배적 사유로 자리

211) 유길준은 1883년 『한성순보』의 창간사에서 '문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동년에
작성된 『세계대세론』과 『경쟁론』 등에서 '문명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출
처: 하영선, "근대한국의 문명 개념 도입사", 하영선 외 지음,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파주: 창비), 2009, p.41
212) 김경일, "문명론과 인종주의, 아시아 연대론: 유길준과 윤치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08, 『사회와 역사』 78, p.139; p.141
213) 김경일, 2008, p.138
214) 캉유웨이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원인을 전적으로 유신 변법에 귀결시켰다. 그
는 황제에 대한 상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은 작은 3개의 섬으로 되어 있
으며 토지나 인구는 중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유신변법을 통하여)
나라를 날로 부강해져 유구를 멸하고 우리의 요동과 대만을 분할하였다 ··· 일본과
같은 소국도 변화하여 저와 같이 강력해졌으니 그 효험이 분명하고 큰 것이 아니겠
는가?". 출처: 康有爲, 「上清帝第四書」, 『戊戌變法』, 第2冊, p.179; 재인용: 王曉秋
지음, 신승하 옮김, 『근대 중국과 일본 - 타산지석의 역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
부), 2002,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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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하였다.215) 그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신의 마지막 작품이며 문명이
자신의 대륙에서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은 건방진 생각이
고, 미국인들이 야만이라고 부르는 민족 들 중의 하나가 세계문명의 정상에
오르게 될 날이 올 수 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216) 일본의 문명개화는 외
부의 자극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봉건주의의 태내에서 배태되어 온 애국심
과 명예감, 지력과 열망, 용기 등과 같은 내재적 미덕이 크나큰 역할을 하
였다고 강조하였다.217) 그런 의미에서 그의 아시아연대에서는 '(청일전쟁에
서) 모든 동양의 선을 위하여 일본이 승리하기를' 기원한다는 일본을 종주
국으로 보고 있었다. 즉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야만 '한국이 구원되고
중국이 개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청국이 승리하게 되면 '반도의 왕국을 중
국의 타락이라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트리게 될 것'218)이라고 하였다. 그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에 이어, 러일전쟁에서 황인종을 대표하는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기에까지 이른다. 이는 당대 조선에서 보편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설이기도 하다.
더불어 윤치호는 5년 정도의 미국유학생활에서 표상되는 문명과 실제
로서의 문명 사이의 괴리와 모순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힘이 곧 정의'
라는 적자생존과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인식하게 된다.219) 그는
1902년 5월 7일 블라디보스톡으로 일하러 간 이강호의 방문을 통하여 러시
아의 야만적 행위를 전해 들어 '백인종'의 침략성을 진일보 인식하게 되면
서, '분개나 흥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강해질 방법을 찾아라'220)라
는 '이이제이'적 발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발상은 러시아를 통해 진일보
발효된 인종우월주의와 러일전쟁에서 막강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철저하게 파괴한' 황인종인 일본의 승리와 결합되면

215) 김경일, 2008, p.130
216) 『윤치호일기(3)』, 1893년 4월 15일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a&levelId=sa_026r_0010_0040_00
80&types=r (검색일: 2019년 9월 27일)
217) 김경일, 2008, p.148
218) 『윤치호일기(3)』, 1894년 9월 27일자
219) 김경일, 2008, pp.150~152
220) 『윤치호일기(5)』, 1975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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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양삼국연대론에서 일본이 종주국을 해야 한다는 윤치호의 관점을 재
차 강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221)
동양평화론을 제기하여 국내외에서 유명한 안중근도 마찬가지로 서구
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정러시아의 남하정책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면적으로는 윤치
호와 동일하게 동양삼국연대에서 일본을 종주국으로 내세웠지만, 내면적 취
지가 달랐다. 즉 조선과 중국을 극적으로 혐오하고 일본을 숭모하는 윤치호
가 생각했던 일본을 종주국으로 하는 '위계적' 연대론과 달리, 안중근의 동
양평화론은 한·중·일 3국이 각기 자주독립국가로서 힘을 합쳐 서양의 침략
을 막아 내자는 데 그 근본정신이 있었다.222) 이러한 안중근의 취지는 러일
전쟁 이전 일본이 제기한 동양평화에 대한 믿음으로, 인종전쟁으로 불리는
러일전쟁에서 초기에는 윤치호와 마찬가지로 황인종을 대표하는 일본의 승
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주독립'은 『독립신문』에서 제기되었던 '
동양형편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선이) 일본과 협력하여 청국을 억지로라도
개명시켜야, 이 세 나라가 자주독립권들을 지탱'할 수 있다는 일본을 종주
국으로 모셔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대부분 동
양삼국연대를 주장한 당대 지식인과 달리, 안중근은 러일전쟁을 통하여 일
본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켰다.223) 러일전쟁 중 일본의 전쟁목적이 한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것을 알게 된224)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러한 처단은225) 그의 동양삼국연대가 '자주평등'을 전제로 하고
221) 동일한 상황 하에서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는 완전히 다른 결
론을 도출한다. 즉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에 의하여 일본의 '강대함'이 증명이
되자, 윤치호는 일본을 종주국으로 하는 동양삼국연대론을 주장하게 되고, 이와 반
대로 '중화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유인석은 서구보다 더 강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
하여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동양삼국연대론을 주장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본 문
의 다음 부분에서 소개된다.
222) 오일환, "안중근의 평화사상의 내용과 의미", 2012, 『민족사상』 6-2, p.44
223) 현광호는 대한제국시기 지식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동양평화론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 가지는 일본의 대륙침략론인 아시아연대론과
같은 동양평화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삼국제휴론과 같은 동양평화론이라 하고, 안
중근은 후자에 속한다고 하였다.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2003,
『아세아연구』 46-3, p.156
224)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2003, 『아세아연구』 46-3,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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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재삼 강력히 증명하게 되었다.
서구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안중근은 윤치
호와 같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남을 제압해야 한다는 '이이제이'적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안중근에게는 서구의 문제를 만국공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는 믿음이 있었다. 일례로 그가 연해주에서 조직한 의병부대가 1908년 7월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경흥 부근에서 일본군 수비대와의 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생포된 일본인 포로들을 국제법에 의거하여 석방한 일이 있었
다.226) 그는 국제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먼저 동양평화를 달성시킨 뒤
동양평화로써 세계평화를 이끄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세계평화의 구조적 일부로 파악하였던 것이다.227)
2) '대일통'과 동양삼국연대론
유인석의 연대담론이 당시 일본을 종주국으로 하는 주류 연대담론과
달리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이유는 그의 위정척사파적 신분에서 기인한다.
일찍이 『조선책략』의 조선유입에 의하여 1880년에 거국적으로 일어난 신사
척사운동(辛巳斥邪運動)에서 유림들은 양물과 양학의 침투에 따른 사회경제
적 폐단, 정치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교 및 이를 따르는 세력들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미국·러시아는 결국 같은 오랑캐이기 때문
에 이들과의 통상은 무수한 다른 오랑캐들과의 통상을 허용하는 빌미를 준
225) 안중근은 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 히라이시와 면담한 내용을 담
은 「청취서」에서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를 죽였다'고 하였다. 즉 그는 이토와 일본
정부를 따로 보아, 이토를 죽이면 일본은 원래의 위치인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노
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참고: 李正傑, 『安重根研究』, 2009, (哈爾濱: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pp.47~49; 재인용: 오일환, "안중근의 평화사상의 내용과
의미", 2012, 『민족사상』 6-2, p.46
226) 물론 이러한 인도주의적 석방조치에 반발한 일부 장교들은 불만을 품고 부대를
이탈했고, 일본군 포로들에 의해 부대의 위치가 알려져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참패를 당한 등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출처: 현광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 2007, 『사회비평』 36, p.222
227) 유인석도 마찬가지로 동양평화로 세계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동양평화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다음 부분을 참고.

- 76 -

다고 하여, 황준헌의 친중국·결일본·연미국의 균세론 및 무비책과 기술습득
을 통한 부국자강책을 비판하였다.228) 유인석의 연대담론이 일본을 종주국으
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정척사적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생각은 동문선배인 최익현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1907년에 그는 최익현과 거의 일치한 내용으로 일본이 스스
로 종주국이 되려고 하는 동양삼국연대론을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동양 3국이 서로 유지하면서 함께 외모(外侮)를 막는다는 것은 이
세(理勢)로는 당연한 말로써 지자(知者)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리
석은 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들 일적(日賊)은 이
러한 논리에는 전연 어둡고 간독(奸毒)만을 품어 일시의 강력함만을 믿고
청(淸)에게는 무명(無名)의 군사를 일으켜서 깊이 원한을 샀고 각국에게
저들의 단처(短處)를 노출하여 우리나라에서까지 경멸을 당했습니다.
··· 저들이 능히 회오(悔悟)하여 실제로 원대한 계획을 시행하려면
즉시 미우라고로(명상황후 시해자)와 이토 히로부미의 머리를 베어 저희
나라에서 그 죄를 성토하고 그 수급(首級)을 상자에 담아 우리나라로 보내
서 그 잘못을 깊이 사과하고, 저희 군대를 철수하여 우리 국권을 회복시켜
주어야만 비로소 보합(保合)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단 우리나라
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국에도 이 예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히 돈목(敦睦)을 다져 3국이 한 덩어리가 되어 외모를 막아낸다면 동
양의 다행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
기 힘드니) 일본은 결국 망하고 동양도 따라서 해를 보고 말 것입니다.229)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인석의 연대담론이 당시 주류 분위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에서 기인이 된다. 러일전쟁 이전
조선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일본의 승리를 바랐는데, 그 내면에는 러시아
의 남하정책에 대한 견제적 심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화서학파의

228) 조현걸, "만국공법과 위정척사론", 『대한정치학회보』 24, 2016, pp.42~43
229) 『地』, 권25, 「어떠한 이에게 답하다」, pp.389~390
최익현은 일년 전인 1906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참고: 『국역
면암집(2)』, 「일본 정부에 보냄」,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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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대표인물인만큼 위정척사사상을 끝까지 관철시킨 유인석에게 관심의
초점은 러일전쟁의 결과가 아닌, 중화의 부흥이었다. 중화의 부흥을 위하여
그는 명나라를 높이는 대일통을 관철하기에 이른다. 명이 멸망한지 오래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력연호를 사용한 것은 '중국의 남쪽에는 삼황(三皇: 명
태조·신종·의종)의 대통(大統)이 아직 있고 영력제(永曆帝)가 끝에 있으니 명
나라를 높이는 대일통의 뜻'230)에서 사용한 것이었다. 그는 중화를 부흥하
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일본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청(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러시아인에게도 희망을 걸게 된다.
앞서 4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유인석이 동문의 의거를 반대하는 이
유는 자국의 힘으로만 일본을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지, 의거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231) 그리하여 의거를 하기 위
하여 외세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중 러시아도 포함이 된다.232) 그
는 안중근의 의거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호감에 힘입어 그들을 끌어들여 함
께 거사를 하고자 하였다. 1909년에 그는 '러시아 사람들은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사람들을 특히 칭찬하였다고 하는데, 그들과 교섭하는데 힘을 기울
이면 효과가 있을 듯'233)하다고 하였다. 이듬해에는 또 조선사람들이 의병
을 일으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하면서, 만약 조선사람
들이 분발했다면 '러시아 사람들도 형세가 확장되는 것을 보았다면 꼭 기꺼
이 도와서 나섰을 것이고 형세도 더욱 장대하였을'234)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인석이 러시아의 침략상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
은 아니다. 그는 1902년 최익현에게 준 편지에서 조선의 도가 타락함에 '마
음을 잡을 수 없어 다시 요동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요동에도 나라가 쉬지
않고 또 소위 아라사(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땅을 점거하여 사세가 변했습
230) 『天』, 권10, 「신덕선에게 답하다」, p.582
231) 각주 147번 참고
232) "몇 백의 군사로 능히 성공적으로 왜적을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는지요?
성공하지 못하면 무익유해하며 고국의 희망을 끊어버리게 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
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오직 러시아인들의 원조에 있는데 여러 번 제시했으면서도
저들에게 일을 이해시키지 못하여 오래도록 앞길이 막히게 되었으니 답답한 일이 아
닙니까?" 출처: 『天』, 권13, 「이여옥에게 주다」, p.727
233) 『天』, 권13, 「이여옥 범윤·이공후에게 주다」, p.724
234) 『天』, 권13, 「이공후에게 주다」, 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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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235)고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는 오직 중화가 부
흥되어야 모든 것이 정확한 자리로 위치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진일보로
공고히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조선의 주류 분위기에 맞추어 동양삼국연대
론을 덩달아 제기하게 된다.
유인석의 연대담론의 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변
화이다. 즉 연대론의 제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과 배척, 청에 대한 무관
심으로부터 연대를 위한 포용이 깃들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
대한 배척과 부득불 연대를 위하여 포용을 하는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유인석이 일본에 대한 포용은 1913년에 제기한 「우주문답」
에서도 나타났다.
조선이 비록 일본에 대하여 불구대천의 원한을 가졌지만 사죄를 받
을 것이며, 시세를 보아 모름지기 좋은 관계를 맺어 서로 꾸짖고 힘쓸 것
이다.236)
일본인이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이웃 나라를
서로 돕고 보호해야 하지 비록 대세가 급한 중이라도 서로 의지해서 동양
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237)

이상과 같이 유인석은 동양삼국의 연대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 즉 무조건적인 배척으로부터 일본의 사죄를 받아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의 변화이다. 또한 동양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일
본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의지와 포용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을 '수락'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가 일본에 대한 근본적 태도는 여
전히 '배척'이다. 그는 러일전쟁 이전 일본의 승리를 바라는 주류적 분위기
와 달리 일본의 실패를 예언하게 된다.
항상 동양3국이 합심하여 외모를 함께 막아내자고 주장하던 일본이
일거에 한국을 점령하고 이어 중국을 해쳤다. 그리하여 일본의 악행이 천
235) 『天』, 권6, 「최면암께 답하다」, p.414
236) 『人』, 권51, 「우주문답」, p.549
237) 『人』, 권51, 「우주문답」, p.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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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가득하다. 그런데 일본이 군사를 만리까지 일으켜 막강한 상대를 대
적하고 있으니 이미 패배의 형세가 드러났다. 국력을 소진하고 인민을 소
란하게 만드니, 나라가 가난해지고 인민이 궁해지면 반드시 내란이 생길
것이다.238)

일본이 결국은 패배할꺼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유인석의 일본
에 대한 시각이 개화파의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개화파가
일본의 '문명'을 본보기로 삼는 것과 반대로 그는 일본의 '강대함'을 일시적
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일본이 서양의 법을 써서 강하게 된 것은
그 까닭이 있다. 나라의 치우침이 서양과 같아, 본래 정치하는 것이 임금으
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권세가 아래에 있는 점도 서로 비슷하다. ··· 서양의
법을 써서 ··· 강함을 얻었으나 어찌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 근본이
되는 법을 바꾸어 입헌하고, 또 입헌을 바꾸어 공화를 하며 공화를 하게 되
면 수천 년의 성(姓)이 임금 노릇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십 대를 향유하던
귀족도 없어질 것이다. ··· 비롯 능한 것으로 강함을 얻었다고 하나, 능한
것만으로는 끝내 강함을 지속치 못할 것이다."239)
동시에 왜양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일본의 침략상을 간파하고
있었다. 유인석은 청일전쟁 끝날 무렵인 1895년에 "(일본이) 항상 말하기를
'동양 삼국이 함께 외방(外邦)의 모멸을 막자'고 하면서 한 번 일어나 우리
나라를 해치고 두 번째로 일어나 중국에 독을 뿜어 죄악이 천하에 관통하였
습니다"240)고 하였다. 또한 1905년 7월에 그는 "저들은 늘 동양 3국은 외
부의 침략을 함께 방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위(청일전쟁과 시모
노세키조약의 체결을 위주로 하는 침략행위)가 이러하니, 이 어찌 반 푼이
라도 신의와 법리를 말할 것이 있겠는가"241)고 하면서 일본의 침략상을 간
238) 『地』, 권35, 「칠실분담」, p.774
동 시기(1904.09)에 유인석은 최익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왜놈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
여 진실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저 막강한 적국이 힘을 다하여 앞으로
힘이 빠지거든 이때를 틈타 거사를 하면 일을 성사할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
니다'라고 일본의 망함을 예언하였다. 출처: 『天』, 권6, 「최면암께 드리다- 별지」,
p.421
239) 『地』, 권51, 「우주문답」, p.586/『의암집(下)』, 卷五十一, 「宇宙問答」, pp.535~536
240) 『地』, 권35, 「칠실분담」, p.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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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였다. 어떠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막론하고, 일본의 침략상에 대
한 간파는 무작정 일본을 바라보는 친일파보다는 현실적인 면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실패에 대한 예견과 침략상에
대한 간파는 궁극적으로 유인석이 중화의 부흥에 대한 결심을 한층 굳혔다.
유인석은 끝까지 존주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우주문답」에서 일본이 조선과
중국에 사죄한 후 '동양 삼국이 하나가 되고 강해져서 중국이 종주국이 된
다면 비단 삼국뿐만 아니라 실로 세계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 진실로 이
와 같이 하면 서양도 반드시 스스로 물러설 생각을 할 것이니, 동양이 스스
로 영원히 존립할 것이다.'242)고 하였다. 즉 그도 동양삼국이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대일통243)을 위해서는 중
국이 종주국으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 유인석은 일본의 호응 하에서 동양삼
국이 연대를 하고 중국이 종주국이 되어 동양평화를 달성하는 대일통을 이
루고, 나아가 대일통으로 세계평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안중근의 동
양평화를 세계평화의 구조적 일부로 파악하는 발상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244)
결론적으로 만국공법은 역내 적용과 확산을 통해 동북아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준거로 기능하였고, 사대교린체제를 주권국가체제로 대체
시켰으며, 동북아공간의 국제사회화를 추동하였는데,245) 그러한 가운데서
유인석은 중화의 부흥을 위하여 부득불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동양삼국

241) 『人』, 권41, 「중국으로 들어가는 백경원을 전송하며」, p.145
242) 『人』, 권51, 「우주문답」, p.549
243) 유인석의 대일통 사상에 관련하여 조현걸, "의암 유인석의 대일통사상: 『우주문
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5, 2017을 참고.
244) 안중근과 유인석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의병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는 한국의 민족
주의를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일정한 역할
을 했다는 것이다. 그 둘은 모두 국내에서 구국활동을 펼치다가 국내에서 희망을
잃자 국외로 투쟁전선을 옮겼고, 국외에서의 투쟁노선에서 모두 러시아와 중국을
선택하였다. 참고: 김경일,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파주: 창비), 2011,
p.92
245) 장인성, "근대동북아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만국공론: 근대한국의 경험과 관점",
『정치사상연구』 9, 200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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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론의 제기가 바로 그 일환이었다. 연대담론의 제기에서 유인석은 '지리·
인종·문화'적 요소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 점은 『독립신문』에서 제
기한 연대담론과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동양, 서양의 황인종, 백인종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들 한다. 서양이 호시탐탐 동양을 넘겨다보고 백인이 황인을 능멸하는 것
이 진실로 그러하다. 동양이 된 자는 마땅히 잘해 나갈 것을 생각해야지
잘못하면 안 된다. ··· 지금 동양이라고 해도 어찌 다른 나라가 있는가. 다
만 중국(中國), 조선(朝鮮), 일본(日本) 등이 있을 따름이다. 삼국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근심해 주며 서로 권하고 도와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야 하
는 처지이다. 슬프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쳐부수어 패망시키니 본래
지극히 외롭고 위태로운 중에 더욱 외롭고 위태로움을 재촉한다.246)

즉 유인석은 러일전쟁을 인종전쟁으로 파악하여, 황인종이 연결하여
백인종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양을 중국·조선·일본이라 함
은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한 발상이기도 하다.
그는 더불어 동양삼국 각자의 자주독립보다는 '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처지'라고 하였는데, 이는 『독립신문』과 안중근처럼 동양삼국의 연대
의 전제를 자주독립으로 보는 시각과 상반 된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만약
동서양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조선은 일본이 망해도 큰일이고 망하지 않
아도 큰 일이 되는 것이지만, 내 나라를 위한 원한이 깊으니 대세는 부득이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특별히 일본의 불행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의 슬픔이 아니겠는가?"247)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존망이
조선의 존망, 나아가 동양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인종'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윤치호의 동양연대론을 연상시키게 한다. 그러나 종주국을 일본
또는 중국으로 하는 차이를 제외하고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대
하여 윤치호는 '이이제이'적인 방식을 택하였지만, 유인석은 전통유교적 화
이관의 입장으로 그들을 배척하거나 최소한의 선에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246) 『人』, 권51, 「우주문답」, p.547
247) 위와 같음, p.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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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연대담론을 제기한 당대인들의 부동한 시각에 대하
여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당대 대표
『독립신문』
안중근
윤치호
유인석(최익현)

종주국
일본
일본
일본
중국(중화)

질

서
평등적
위계적
위계적

지역연대의 요소
문화·인종·지역
인종
인종
문화·인종·지역

구체적 실천방안
有
有
有

<표 5> 조선 내 '동양삼국연대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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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위정척사운동을 끝까지 관철한 의암 유인석의 중화관을 알
기 위하여 그의 화이관을 함께 살펴보았다. 유인석의 중화사상의 변화를 추
적함에 있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학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큰 분석틀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세
기말, 20세기 초까지 살아온 유인석의 중화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의 국
내외적 상황에 근거하여 변화하는 그의 화이관의 변화도 함께 그려보았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유인석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역사와 철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본 글의 정치학적 접근방식은 의미가
있다. 또한 여태까지의 연구는 유인석의 단일사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 경
향이 있는데, 본 연구처럼 유인석의 중화관과 화이론을 연결시켜 하나의 큰
망을 형성하는 경우가 없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인석은 조선의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의하
여 화이관을 수정하여왔으나, 그의 '수정된 화이관'의 근저에는 '존주론에
대한 고수'가 깔려있었다. 즉 조선이 서구에 의해 침입되어 '금수로 타락된
' 상황에서, 유인석의 정치사상은 내면적으로 변하지 않는 축(존주론을 고
수)과 외면적으로 변하는 축(화이관의 수정)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존주론을 고수하기 위하여 중화사상을 '중화의 보존'에서 '중화의 부흥'으
로 전환시켰고, 동시에 이러한 중화사상의 전환으로 화이론의 수정을 이끌
어갔다. 즉 서양은 금수이고, 오랑캐였던 일본은 서양보다 더 강한 금수로
변하게 되었으며, 청은 기존의 중화질서를 타파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일본
보다는 '차악'이고, 러시아는 일본을 견제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 이전까지 조선은 외세에 의해 침입되지
않았기에, 소중화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유인석에게 중화도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인석의 중화관은 자신의 주관적 개입
이 없이, 오직 중국과 조선 유학자들의 화이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었다. 즉 송시열로부터 시작하여 스승 이항로에게까지 이어받은 '소중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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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과, 중국에서의 '벽사론'과 조선의 '존주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존주론을 기반으로 중화권에 속해있는 청과 일본을 이적으로, 그 외
의 모든 존재를 금수로 보았다. 이 시기의 사(邪)는 서양 자체가 아닌 그
들의 종교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유인석이 서양을 금수로 인식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강화도조
약의 체결이었다.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그는 서구의 약육강식을 인
식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최익현과 김평묵과 더불어 왜양일체사상을 형성하
게 된다. 물론 왜양일체사상은 스승 이항로시기부터 형성된 '서양이 금수'
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는 일본의 침략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도 하고, 개화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간접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이
러한 '새로운' 인식과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그는 외세가 조선에 대한
침입을 '소중화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이를 중화에 대한 위
협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그는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소중화
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중화의 보존을 호소하기도 한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조선에서 '오랑캐'와 '금수'의 문화'가
침투되면서 유인석은 조선에서의 소중화가 철저히 깨지게 된 것을 몸소
느끼게 된다. 또한 갑오개혁을 통해 일본의 침략상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
인석은 자연스럽게 이적이었던 일본과 청을 대비시키면서, 조선의 기존질
서를 타파하려 하지 않았던 청(淸)을 기존의 오랑캐에서 '차악'으로, 나아
가 '의존할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그는 서구의 '만국공법'의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실력과 '서구화'된 정도가
심지어 서구를 초월하였다는 '왜양분리'적 사고를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러나 이러한 만국공법을 이용하여 외세를 척결하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
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화의 부흥을 위한 것이었다.
1912년 중화민국의 탄생에 유인석은 중화가 부흥될 것을 기뻐하였으
나, 곧바로 중화민국이 공화정을 도입한 것을 알고 실망을 하게 된다. 동시
에 한일합방 전후부터 조선의 자체적 힘으로 일본을 대적하기 힘들다는 것
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그는, 철저히 깨진 소중화를 회복시킴으로써 중화
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는 균세론적 사고를 하기 시작
한다. 이러한 만국공법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그는 결국 당대의 주류담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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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삼국연대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연대론의 제기에는 그의 청(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포용, 일본에 대한 배척하면서도 포용할 수밖에 없
는 모순적 태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담론이 당시 일본을 종주국으로
하는 주류적 연대론과 달리,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연대론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끝까지 존주론을 고수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인석이 외세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의 변하지 않은 존
주론의 고수, 또 존주론을 고수하기 위하여 부단히 수정하는 중화사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에 소중화가 온존될 때에는 존화양이를 통해
중화의 보존을 자랑하였고, 소중화가 위협받을 때에는 민족과 나라를 구하
는 운동을 펼치면서 중화의 맥이 새로 나타날 때까지 소중화를 보존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소중화의식은 근대민족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국가가 아니라 중화질서인
대일통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년에 만국공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도 중
화의 부흥을 위한 방편적·전략적 활용이었다. 이러한 유인석의 중화사상을
국제정치적 시각으로 분석한다면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사상으로 근
대국제체제를 포섭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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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대배경의

시기 대응

중심사상

중화사상의 변화에 의한 변화

변화에 의한
변화

소중화가

2장

중

존재:

(1866~1876)

중화를 보존

일본

화

서양

(명+조선)

청

소중화가
3장

위협을

(1876~1894)

받음:

서양
일본

중

화
청

중화를 보존
존주론
을 고수
서양

4장

중

(1894~1910)

화
일본

소중화가

청

철저히
깨짐:
중화를 부흥
5장

중

(1910~1915)

화
청

서양

일본

<그림> 국외적 요소에 대한 유인석의 시기별 생각 변화
註: 흰색 원은 중화, 회색 원은 이적, 흑색 원은 금수를 대표; 出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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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摘 要

毅菴柳麟锡的国际政治观与‘中华’思想
刘晓轩
国立首尔大学
社会科学学院政治外交系外交专业
硕士研究生

本文旨在研究国际政局变动下毅菴柳麟锡的中华思想。通过分析将儒教思
想进行到底的政治参与型知识分子对近代的应对态度，来展现儒教与近代国际
政治相碰撞的历史形态。柳麟锡根据国内外事件的发生，不断调整着自己的对
外认识，而这完全取决于其中华思想的变化。因此，要想理解柳麟锡对外认识
的变化，研究并追踪其中华思想是有意义的。基于现有研究的局限性，本文将
研究时期设置为1866年至1915年柳麟锡逝世，将《毅菴集》与《昭义新编》全篇
作为研究材料。以政治学研究方法为主、历史叙事方法为辅，通过与同时期其
他儒学家的比较来了解柳麟锡所扮演的角色。

柳麟锡在不断变化的国内外环境影响下调整着自己的华夷观，但他“调整
华夷观”的基本前提是“固守尊周论”。换言之，在朝鲜被西方侵略而“堕落成禽
兽”之际，柳麟锡的政治思想形成了两个基本轴。一是内在不变的思想轴（固
守尊周论），二是外在不断变换的思想轴（华夷观的调整）。为了固守尊周
论，他将中华思想从“保存中华”转变成了“复兴中华”，同时以中华思想的转变
来带动华夷观的调整。即，西洋是禽兽，作为夷狄的日本则成为了比西洋还强
大的禽兽。而由于清没有打破朝鲜的原有制度，因此相比日本来讲属于“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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恶”。俄罗斯虽然存在侵略本性，亦可被当作牵制日本的因素。

1876年江华条约缔结之前，柳麟锡以尊周论为契机，将隶属于中华圈的清
与日本当作夷狄，将中华圈以外的存在当作禽兽。江华条约缔结后，柳麟锡形
成了“倭洋一体”的思想，他将外来势力对朝鲜的侵略看成对“小中华”、乃至
“中华”的威胁。1894年甲午更张后，他进一步认识到了日本的侵略本性，将相
比之下并没有打破朝鲜原有制度的清，从原本的夷狄身份提升为“次恶”乃至
“依靠对象”。同时，他意识到日本的西方化程度甚至超越了西方，从而出现了
“倭洋分离”的想法。1912年中华民国实施共和政体时期，柳麟锡终于意识到单
凭朝鲜本国的力量难以对抗日本，于是开始出现均势论的思考方式，即提出以
中国为宗主国的“东洋三国连带论”。

如上所述，柳麟锡在一生中多次调整过华夷观。为了救国，他对与“清”和
“中华民国”相对应的概念-“小中华”的身份加以利用。但这完全出自于柳麟锡
的慕华思想，而并非是想通过小中华来维持事大字小的礼治体系、使弱小的朝
鲜从中以谋求生存。也就是说，直到最后柳麟锡依旧试图在“小中华”的构架内
去救国。而这种小中华意识与近代民族主义是存在本质上的区别的。因为他首
要守护的并非是民族国家，而是中华秩序的“大一统”。若以近代国际政治的角
度去分析柳麟锡的中华思想，就是用以儒学为契机的中华思想去容纳近代国际
法体制。

关键词：毅菴柳麟锡, 卫正斥邪, 中华思想, 尊周论, 小中华, 华夷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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