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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使와 徂徠學派의 교류 양상과 그 의미 *
 文明과 武 의 착종과 충돌,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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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문제제기

18세기에 들어서 신묘년(1711), 기해년(1719), 무진년(1748), 계미년(1763) 4차

례에 걸쳐 통신사가 일본에 왕래하 다. 18세기 통신사행은 이  시기에 비해 

한일 문사 간 교류가 비약 으로 증가했다는 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상업경제가 번성하 고 막부의 정책에 따라 유학이 보 되면서 

유학서를 읽고 한시를 짓는 것을 교양으로 여기는 풍조가 일어났다. 이들은 통

신사와의 수창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검증 받고자 했고, 때로는 이로 인해 명성

을 얻고 幕府나 藩의 자문역으로 발탁되기도 하 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변화를 

감지하고 1682년 임술사행 때부터 제술 을 두어 세 명의 書記들과 더불어 일본 

文士와의 시문 창수와 필담에 극 응하도록 하 다. 한편 일본 학술사의 변화

라는 에서 볼 때 18세기는 伊藤仁齋(이토 진사이, 1627~1705)의 古義學과 

*  이 논문은 2016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6S1A5B5A07921528).

**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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荻生徂徠(오규 소라이, 1666~1728)의 古文辭學이 등장하여 새로운 학풍을 일으

킨 시기이며, 통신사행도 이러한 변화에 직간 인 향을 받았다. 古學으로 통

칭되기도 하는 仁齋(진사이)와 徂徠(소라이)의 학문은 주류  치를 하고 있

던 주자학을 비 하면서 일본 학계에 란을 일으켰고 그 여 가 통신사에게까

지 미쳤던 것이다.
1)1)  

일 이 丸山眞男(마루야마 마사오)는 徂徠가 정치와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주

자학을 내재 으로 극복했다는 논리를 통해 徂徠에게서 근  정치사상의 맹아를 

발견하고자 하 다. 그는 日本政治思想史硏究에서 일본 근세 사상사의 발  

과정을 ‘朱子學 - 仁齋學(古義學) - 徂徠學’으로 도식화하 다. 서구의 정치사상

을 기 으로 삼아 주자학은 근 , 古學은 근 이라는 도식을 끌어낸 것이

다. 주자학에 해 일본 인 유학이라 할 수 있는 徂徠學을 역사 발  단계의 

우 에 놓는 은 마루야마의 바로  세  학자인 井上哲次郞(이노우에 데츠

지로, 1854~1944), 遠藤隆吉(엔도 류키치, 1874~1946)에게서 이미 보인다.
2)

2)당

시 청일 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학문 으로도 국을 능가하고자 했으며 그 계

기를 일본 역사에서 찾았다. 국 문명의 정화라 할 수 있는 儒學, 그 에서도 

宋代 이래 官學으로 채택되어 正學으로 간주되었던 주자학에 한 의도 인 비

과 폄하가 이루어졌다.
3)

3)마루야마는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에 동조했던 학자에 

해 몹시 비 이었음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을 계승한 면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자학에 한 古學의 우 라는 구도가 여 히 일본 학계에서 향력

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다. 근래 제출된 夫馬進(후마 스스무)의 동아시아 교류

사 연구가 표 이다.
4)

4)그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학(주자학)이 되었다는 

1) 古學派와 통신사의 교류에 해서는 하우 , 2005 ｢조선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 고학 이

해｣ 일본사상 8에서 사행록의 분석을 통해 반 인 양상을 검토하 고, 구지 , 2006 계
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김보경, 2009 ｢계미사행 조선문사들의 강호(江戶) 체

험과 그 의미｣ 한문학보 20에서는 필담창화집과 사행록을 아울러 분석하 다. 한편, 김

성 , 2011 ｢18세기 통신사행을 통한 조선지식인의 일본 古學 인식｣ 동양한문연구 32에
서는 古學派 술이 조선에서 수용된 양상을 상세히 검토하 다.

2) 大日本百科辭書編輯所 編, 1912 哲學大辭典, 東京: 同文館; 遠藤隆吉, 1903 支那事象發達史, 東
京: 富山房; 井上厚史, 2010 ｢일본의 이퇴계 연구의 동향｣, 퇴계학논집 6 참조.

3) 井上厚史, 의 논문, 9-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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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연구를 부분 으로 인정하되, 그러한 흐름이 18세기 반에 이르러 역

되었다고 하 다. 18세기 반 이후 통신사가 일본에서 선진 인 학문을 함으

로써 정체되어 있던 조선이 비로소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진 인 학문이란 곧 古義學과 徂徠學을 말한다. 이 시기에 知의 흐름이 ‘조선-

일본’에서 ‘일본-조선’으로 역 했다고 그는 주장하 다.
5)

5)여기에는 주자학은 후

진 ․ 세  학문이고, 古學은 선진 ․근  학문이라는 제가 깔려 있다.
6)

6) 

4) 夫馬進, 2015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 . 이외에 徂徠學派와 

통신사의 교류를 통시 으로 조망한 연구는 藍弘岳, 2014 ｢徂徠學派文士と朝鮮通信使: 

‘古文辭學’の展開をめぐって｣ 日本漢文學硏究 9, 二松学 大學 東アジア學術総合研究所

가 있다. 藍弘岳은 古文辭學의 외교  련성에 해서도 언 하고 있으나 주로 徂徠學派

의 古文辭論에 통신사가 어떻게 응했는가에 을 맞추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론에 

한 논쟁보다는 통신사 교류의 사상 ․정치  의미에 주목하 다. 

5) 夫馬進, 의 책 제9장 ｢朝鮮通信使による日本古学の認識: 朝鮮燕行使による清朝漢学の

把握を視野に入れ｣와 제10장 ｢1764年朝鮮通信使と日本の徂徠学｣에서 주로 이런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는 통신사가 古學이 주자학을 비 하고 있다는 에 기의식을 가지고 

응하려 했으나 주자학의 논리로는 古學을 비 할 수 없었다고 하 다.  元重擧 등은 

주자학 이외의 학문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조선의 경직된 분 기와 일본을 夷狄으로 보는 

우월감으로 인해 徂徠學을 조선학계에 소개하기를 꺼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  조선

은 병자호란 이래 종족  화이 에 사로잡  청나라 지식인과 학술 교류를 하지 않은 까

닭에 100여 년 이상 학문 으로 정체되어 있었는데, 통신사를 통해 일본의 古學을 함으

로써 새로운 학술경향에 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夫馬進의 이러한 논의는 조선은 주

자학에 정체되어 있었던 반면 일본은 古學으로 발 해나갔다는 결론을 미리 상정해놓고 

거기에 들어맞는 자료들만 단장취의해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론에서 상세히 논하겠지

만, 徂徠가 ‘先王의 道’로써 시했던 ‘禮’와 련된 요한 필담조차 夫馬進는  거

론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 거에게서 보이는 徂徠學에 한 우호 인 평가 한  고

려하지 않고 있다. 夫馬進의 연구에서 통신사  조선의 주자학은 徂徠學의 우 성을 증

명하기 한 비교 상으로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생산 인 논의를 해서는 근 성이라

는 단일한 기 으로 어느 한쪽의 우 를 울질 할 것이 아니라 상이한 사회역사  배경 

속에서 양국의 학문 내지는 사상이 어떤 특질을 지니며 발 해왔는지 검토하는 시각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夫馬進의 연구에 비  을 견

지하면서 徂徠學派와 통신사의 교류를 재검토하 다. 

6) 이러한 주장은 궁극 으로 근  동아시아 역사는 국과 일본 양  세력의 각축장이었

고, 조선은 근 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역사의 주체로 존재한 이 없다는 식민사 의 논

리와 연결된다는 에서 문제 이다. 1970․80년  일본 사학계에서 제기되어 주류  학

설로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日本型華夷秩序論’ 역시 일본 심주의라는 에서 이와 유사

한 논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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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주자학을 고수하여 정체되었고 일본은 고학으로 발 해 나아갔다는, 제

국주의 시기 변학자의 주장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로 이어지는 역사 이 오늘날

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7)7) 

유교는 국에서 발원하여 조선과 일본, 베트남, 유구 등 세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지배 인 교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각 지역의 사회역사  조건에 

따라 조 씩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진화해왔다. 같은 주자학이라 하더라도 조선

과 국, 일본의 사회 ․역사 ․정치  조건에 따라 특수성을 지니게 되는 것

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근래 일본에서도 일본 유학이 지닌 동아시아  보편

성과 일국  특수성을 아우르고자 하는 시각의 연구가 제출되고 있다. 일본 사

상사 연구에서는 에도 시  기의 지배  사상이 주자학이 아닌 兵學이었다는 

설이 제출된 바 있으며,
8)

8)사상사의 흐름이 ‘주자학에서 徂徠學’이 아닌 ‘徂徠學

에서 주자학’으로 변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9)

9) 한 幕末 일본의 외정책에 

주자학자의 역할이 지 했다는 주장 한 근래 일본 유학 연구의 새로운 견해로

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10)10) 

이에 본고에서는 근래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염두에 두고 종래의 근 지향  

연구 경향에 비 인 을 견지하면서 18세기 통신사행을 매개로 이루어진 

조선과 일본의 교류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사와 徂徠學派의 교류에 주목하여 이를 통시 으로 살피

되, 동아시아 유교 문명이 조선과 일본에서 노정하고 있는 특수성에도 유의하고

자 한다. 

 7) 夫馬進은 서에서 丸山眞男의 日本政治思想史硏究를 주요하게 참조․인용하고 있다. 

특히 제12장 ｢1765年洪大容の燕行と1764年朝鮮通信使｣를 참조. 이 논문의 주요 논지는 

김명호 선생의 실증  비 에 의해 증거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 명백히 밝 졌다[2015

년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외한국학 자특강(2015.5.13) 토론요지 참조].

 8) 前田勉(이용수 옮김), 2014 일본사상으로 본 일본의 본질, 논형.

 9) 上安祥子, 2005 經世論の近世, 東京: 靑木書店; 宮島博史, 2015 ｢‘유교  근 론’과 한

국과 일본의 역사  치｣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머북스, 40-46면에서 이러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10) 眞壁仁, 2007 德川後期の學問と政治,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 ; 박훈, 2015 ｢사무라이

의 ‘士化’: 메이지유신과 ‘사 부  정치문화’｣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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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荻生徂徠의 조선 과 일본 유학의 특질

 

徂徠學派가 처음 통신사와 한 것은 1711년 신묘사행이다. 徂徠의 高弟인 山

縣周南(야마가타 슈난, 1687~1752)과 安藤東野(안도 토야, 1683~1719) 등은 통

신사를 만나 수창하 고, 이를 엮어 問槎畸賞이라는 제목의 필담창화집을 출

하 다. 그런데 이 필담창화집의 출간에는 당  일본 학계에서 徂徠學派의 입

장을 짐작  하는 다소 복잡한 사정이 개입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여타의 필

담창화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徂徠는 江戶에서 개인 學塾인 蘐園塾을 

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문사가 몰려들었으나 

국 인 명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주자학과 훈독을 비 하는 학풍

으로 인해 林家, 木門(木下 庵 學派), 崎門(山崎闇齋 學派) 등 기존 학 의 견

제를 받고 있었다. 徂徠는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가 일본 내에서 지니는 상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 의 존재를 일본에 알리고자 했다. 問槎畸賞을 편찬하면

서 唐詩 혹은 明詩風인 자  문사의 시를 과장되게 칭찬하고 통신사의 詩文이 

宋詩의 기습을 지니고 있다고 비 하는 徂徠 자신의 評語를 수록하 다. 그밖에

도 통신사의 시문을 비 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록하고, 高弟인 服部南郭 등에게 

통신사와 통신사를 추종하는 일본의 여타 문사들을 폄하하는 서문과 발문을 쓰

게 하 다. 問槎畸賞의 출 은 古文辭學을 주장하는 徂徠學派의 입장을 통신

사 비 을 통해 만천하에 내보임으로써 신생 학 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는 계기

가 되었다.
11)

11)통신사  조선의 문학  역량을 의심하지 않았던 일본 문사들도 

이 이후로 통신사에 해 비 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통신사와 일본 문사의 

교류도 새로운 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에 해 논하기 에 먼  徂徠의 조

선 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12)12) 

11) 杉田昌彦, 1996 ｢問槎畸賞の序跋について｣ 季刊日本思想史 49, 東京: ぺりかん社; 

박상휘, 2012 ｢자료소개: 問槎畸賞｣ 국문학연구 25; 이효원, 2016 ｢18세기 徂徠學의 

흥기와 通信使｣ 조선통신사연구 21.
12) 이하 徂徠의 조선 에 해서는 이효원, 2012 ｢1719년 필담창화집 航海唱酬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 고 문학연구 41; 이효원, 2013a ｢荻生徂徠의 ｢贈朝鮮使序｣ 연

구｣ 한국한문학연구 51; 이효원, 2013b ｢荻生徂徠와 통신사: 徂徠 조선 의 형성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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徂徠는 통신사의 시에 해 “卑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결같이 宋․

元의 낡은 것을 답습한 것은 본디 三韓의 土俗이 그 게 만든 것”이라
13)

13)하거

나, “교묘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추하니, 완연히 송나라 사람이라 오스럽다”라

는
14)

14)평어를 남기는 등 통신사의 시가 宋詩風이라는 을 집 으로 비 하

다. 徂徠는 唐詩와 秦漢古文을 범으로 삼는 明代 王世貞, 李 龍의 문학론을 

수용하여 古文辭를 주로 하는 문학 을 확립하 고, 古文辭學을 통해 六經을 

재해석하는 尙古的 학문세계를 구축하 다. 이와 비교할 때 여 히 宋詩와 주자

학에 머물러 있는 조선은 후진 이라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조선에 비해 일본이 문학과 학문에서 앞서 있다는 일종의 ‘문명  우월의식’

이 徂徠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徂徠는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압도했다는 데 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問槎畸賞에 수록된 편지에서 徂徠는 “  三韓은 隋史
에 사납고 난폭하다고 일컬어졌지만 우리 猿面王(豊臣秀吉을 말함-인용자)과 싸

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후에 文으로 이기고자하여 八道에서 인재를 뽑아 사신

을 따라 동쪽으로 왔지만, 여 히 족하를 이기고 올라설 수 없었습니다”라고
15)

15) 

말하기도 했다. 외교 의례인 시문 수창을 무력에 의한 쟁의 연장으로 생각하

고 있다. “우리와 조선의 계는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근래 天正 연간(1573 

~1592)의 일을 보지 못했는가? 豊王(豊臣秀吉-인용자)이 십만의 군사로 大邦을 

정벌했는데, 그를 좇아 바다를 건  우리 병사들이 갑옷과 투구를 잘 갖추고 창

을 쥐고 활과 화살, 화포를 비하고 창을 단련하고 칼끝을 리하게 하고 군량

을 산더미처럼 비축하고 기계와 배를 갖추어, 앞을 다투어 나아가, 힘써 용기를 

떨치고 기이한 계책을 내는 것에 힘써 승리를 구했다”고
16)

16)한 데에서는, 과거 

승에 주목하여｣ 고 문학연구 42를 참조하여 정리하 다.

13) 徂徠集 권21, ｢ 縣次公｣ “亡論其卑靡, 一沿襲宋ˎ元之 , 是自三韓土俗使然.”

14) 問槎畸賞 上卷, 9b “似工却醜. 宛然宋人, 面目可憎.”

15) 徂徠集 권16, ｢ 江若水｣ 第4書 “夫三韓, 獷悍見稱于隋史, 而不能 吾猿面王爭勝也. 

後來迺欲以文勝之, 則輒拔八道之萃, 從聘使東來, 猶且不能勝足下而上之矣”(問槎畸賞에
는 ｢徠翁答江生書｣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6) 徂徠集稿 권11, ｢贈朝鮮使序｣ 第一書 “我之 朝鮮, 其在古昔亡論已, 近不見夫天正年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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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功皇后 三韓征伐說과 壬辰戰爭을 동일선상에서 사고하며 한반도를 무력으로 

유린한 것에 한 우월의식이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통신사를 조공사 로 간주

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 神祖(德川家康를 말함-인용자)께서 文德을 닦으시어 

잘 다스려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잘 하여 귀하게 여기니, 大邦 한 몸을 

굽  로 王業을 보존하는 를 따라
17)

17)그 학사 부로 하여  무리를 이끌고 

옥과 비단 등에 여러 가지 조공하는 물품을 더해서 공손하게 와서 임하 다”라

는
18)

18)발언에서, 徂徠가 德川 정권이 文治 정책을 편 덕분에 쟁이 종식되고 평

화가 이어졌으며, 조선은 이에 감복하여 통신사를 보내 조공을 하는 것이라 생

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 로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복속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우월의식을 ‘武 에 의한 우월의식’이라 할 수 있다. 

‘무 에 의한 우월의식’은 ‘문명  우월의식’과 척되는 지 에 있으면서도 내

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徂徠는 통신사와 일본 문사 간의 필담을 治世의 투

로 간주하 다. 그는 임진 쟁 당시 加藤淸正(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城門을 

리품으로 뜯어와서 肥後州에 다시 세운 高麗門을 거론하면서, 필담창화집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文戰에서 승리한 리품과 같다고 하 다.
19)

19)임진

쟁이 ‘무사의 싸움’이라면 필담창화는 ‘군자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20)

20)그의 의

식 속에서 임진 쟁과 통신사와의 창화는 공히 ‘ 투’로 간주되고 있다. 무력이 

거두어진 시 에는 ‘武’ 신 ‘文’으로 상 를 제압해야 한다는 결의식은 조선

과 국의 유학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본 유학의 독특한 발상법이라 할 수 있

다. 문명  우월의식의 류에도 여 히 무 가 흐르고 있다는 을 기억할 필

요가 있다. 요컨  徂徠는 조선에 해 ‘武’와 ‘文’의 양쪽에서 모두 우월의식을 

事歟? 豊王乃以十萬之師, 請罪大邦, 則我士之從而蹈海 , 莫不各糓乃甲冑, 敽乃干, 備乃

弓矢火砲, 鎩乃戈矛, 厲乃鋒 , 峙乃糗糧, 器械舟楫之具, 爭先而進, 務奮勇出奇以求勝.”

17) 원문은 “世王之禮”이다. 尙書에 출 을 둔 말로, 조선이 로 일본에 조공을 와서 나

라를 보존하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8) 徂徠集稿 권11, ｢贈朝鮮使序｣ 第一書 “及我神祖之修文德, 以綏柔之, 善隣而寶之, 而大

邦亦俯從世王之禮, 俾其學士大夫, 率其屬, 執玉帛, 加諸庭實, 儼然辱來臨焉.”

19) 이효원, 2012 앞의 논문, 396-405면.

20) 徂徠集 권8, ｢水足氏父子詩卷序｣ “昔之爭也武夫, 今之爭也君子. 曾 斯卷不若高麗門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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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徂徠 이  일본에는 조선에 해 ‘무 에 의한 우월의식’만 존재

했다면, 徂徠의 등장으로 ‘문명  우월의식’이 더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徂徠가 조선에 해 우월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는 통신사에게서 볼 수 있는 衣冠과 악 제도, 그리고 유학이 본래 지닌 왕도

정치의 이상에 해서는 동경의 念을 보인다.
21)

21)‘문명에 한 동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은 앞서 조선의 宋詩와 宋學 비 에서 볼 수 있는 우월의식

과 모순된 것은 아닌가? 그 지 않다. 왜냐하면 徂徠가 동경하는 것은 ‘조선’이 

아닌 조선이 담지하고 있는 ‘ 화 문명’이기 때문이다. 徂徠는 조선을 독자 인 

문학․사상․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국의 아류 내지는 체물로 보고 있

는 것이다.
22)22) 

이상에서 살펴본 徂徠의 조선 에서 우리는 조선이나 국의 유학과는 구별되

는 일본 유학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
23)

23)그것은 ‘무 ’에 의해 그 권 가 보장

되고 운 되는 병 국가의 유학이 지니는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쟁과 같은 

21) 徂徠는 入江若水에게 보낸 편지에서 1719년 에도에 입성하는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기 

해 부지런히 달려갔으며, 그 制度와 典章이 명나라와 방불하다는 을 자못 흥분된 어조

로 말하고 있다(徂徠集 권21, ｢ 縣次公｣).  조선이 宋儒의 도를 보존하고 있으며 후

세에 국에 왕도정치가 실행된다면 조선에서 그 법도를 취할 것이라 하 다(｢贈朝鮮使

序｣ 第三書; 이효원, 2013b 앞의 논문).

22) 이러한 인식은 1719년 사행 당시 申維翰과 肥後州의 문사 水足屛山의 필담에서도 나타난

다. 이에 해서는 임형택, 2012 ｢동아시아 삼국간의 이성  화에 한 성찰｣ 한문학

보 26, 148면에서 지 한 바 있다. 

23) 前田勉, 앞의 책에 의하면 德川時代 前期의 유학은 兵學에 기반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학이 비교  리 보 되고 심화된 18세기 이후에도 여 히 이어진다. 德川時代 기 

주자학의 官學化에 공헌한 林羅山이나 古學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山鹿素行 역시 병학자

로서의 정체성이 강했으며, 뒤를 이어 등장한 山崎闇齋, 淺見絅齋, 新井白石 등도 일본의 

‘무 ’에 의한 우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徂徠의 발언들 역시 이러

한 사상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선희, 2005 ｢일본 유

자의 자국의식과 ‘조선’: 17~18세기 주자학자를 심으로｣ 실학연구 9에서도 17~18

세기 일본의 주자학자들이 자국을 ‘무 의 국가’로 규정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조선에 

해 우월감을 보인다는 을 지 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新井白石, 

雨森芳洲, 中井竹山  崎門學派를 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

하면서 일본 유학사의  다른 요한 축으로 거론되어 온 徂徠學派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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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폭력을 용인하고 국가 간의 외교를 지배와 복속의 계로 악하며 문화

 교류를 ‘ 쟁’으로 간주하는 徂徠의 견해는 ‘武家 사회의 유학’이라 할 만하

다. 도쿠가와 막부는 압도 인 무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성립한 무 를 통해 

지배하는 병 국가 다. ‘무 국가’에서는 ‘法’이 ‘理’에 앞선다. 즉 양심에 의한 

내면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권력자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시되었

다.
24)

24)근세 일본 유학자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다. 

본래  의미에서 유교는 보편  윤리정신을 지닌다. 구체 으로 말하자면 내

치에 있어서 백성의 恒産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며, 정치 으로는 권력에 

한 날선 비 과 견제를, 국제 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공존을 추구한다.
25)

25) 실

이야 어떻든 어도 사상과 이념으로서 이러한 이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사 부는 국가에 복무하는 료의 성격도 있었지만 이념상으로는 국가를 

넘어 보편  차원에서 사고하는 지 이 있다.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유교  교

양과 수양을 통해 획득한 도덕  권 를 바탕으로 조정에 나아가 군주를 보좌하

여 天下大事를 논하는 것이 사 부의 책무 다. 사 부는 정치의 주체로서 인간

과 만물을 통하는 보편  ‘理’에 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폭력에 

굴하지 않는 기개와 권력에 한 비  정신을 보증해주었다. 그런 에서 군주

와 신하의 계는 기본 으로 ‘義合’이었다. 군주에 한 맹목  충성이 아닌 

‘義’라는 보편  가치가 실 되는 한에서 유지되는 계인 것이다. 혹 ‘義’가 

철되지 않을 경우 군신 계는 소멸하게 되고, 나아가 군주를 타도하는 명에 

이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래디컬한 의미에서의 유학은 武 에 의해 지탱되는 도쿠가와 막부 

체제하에서는 결코 통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타 을 찾을 수밖에 없

었다는 데서 일본 유학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 徂徠가 주자학의 심성수양론

을 비 하고 유학의 본질을 先王이 제정한 제도에서 찾고자 한 것도 어떤 의미

24) 1615년 반포한 武家諸法度에 “법은 의 근본이다. 법으로써 도리를 깨트릴 수 있지

만, 도리로 법을 깨트릴 수는 없다(法是禮節之本也. 以法破理, 以理不破法)”라고 명시되

어 있다. 병 국가의 지배를 이론화하고 논리  운 법을 논한 것이 병학이다. 徂徠의 사

상 역시 이러한 병학의 자장 안에 있다(前田勉, 앞의 책, 28-29면; 35-40면).

25) 김상 , 2011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아카넷,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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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러한 타 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도덕  주체임을 자각하고 

내면의 양심에 따라 선악과 시비를 단하기 시작하면 무 의 의해 구축된 질서

는 언젠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徂徠의 조선 의 특징 인 국면을 주로 ‘무 ’라는 측면에서 검토하

으며, 이것이 일본 유학의 특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다면 徂徠 이후 이러한 은 어떻게 계승되어 갔던 것일

까? 다음 장에서는 여기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3. 荻生徂徠 조선 의 계승

통신사에 한 徂徠의 비 과 조선에 한 멸시 인 시각은 이후 일본 문사가 

조선을 단하는 하나의 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무진사행(1748)과 계미사행

(1763) 때통신사와 徂徠學派 문사 간에 이루어진 교류를 기록한 필담창화집을 

통해 徂徠 조선 이 후 에 어떤 방식으로 계승, 확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무진사행(1748) 때 書記 李命啓(1714~미상)는 江戶에서 松崎觀海(마츠자키 

칸카이, 1725~1776)를 만나 필담을 나 었다. 觀海는 徂徠의 高弟인 太宰春臺

(다자이 슌다이, 1680~1747)의 문인으로, 이때의 필담과 창화시를 묶어 來庭集
이라는 제목의 필담창화집을 출 하 다. ‘來庭’은 제후가 천자의 조정에 귀순한

다는 의미이다. 제목에서 이미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그는 徂徠의 학설을 통신사에게 열성 으로 설명하고, 辨道, 辨名과 같은 徂

徠의 서를 직  달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 觀海는 송나라 학자가 古 을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 로 고인의 말을 해석하여 성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며, “‘明鏡’은 佛書에서 나온 말이고, ‘止水’는 莊子에서 나온 말이

고 ‘虛靈不昧’는 모두 불서의 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에 어  이

런 것이 있겠습니까? ‘入敎持行’은 볼만하나 ‘治國平天下’의 방법은 매우 소략하

니 어떻게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데 소용이 되겠습니까?”라고
26)

26)하 다. 徂徠

26) 來庭集 17b “宋諸老先生入敎, 豈不美耶! 然不知古 , 以己意解古人之 , 宜乎不得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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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派의 문사가 주자학을 비 할 때 항상 불교와의 유사성을 지 하는데, 觀海 

역시 주자학의 심성수양론을 비 하는 논거로 佛書와 장자를 들고 있다. 내면 

수양에 치우쳐 경세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학의 기본 교설이 

‘修己治人’임을 상기한다면 觀海의 지 은 한쪽의 폐단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지

하는 듯이 보인다. 사실 이러한 비 은 徂徠學派에 공통 으로 보이는 것이기

도 하다. 어째서 이런 상이 나타나는가? 

지역에 따른 유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觀海가 비 하는 주자학은 

일본  주자학이라 할 수 있다. 세습무사가 지배하는 일본에서 유학자가 정치의 

일선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軍의 신임을 얻어 막부의 정치에 직

인 향력을 미친 유학자는 新井白石(1657~1725)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이며
27)

27) 

그 외에는 荻生徂徠 정도가 있을 뿐이다. ‘治人’의 길이 가로막힌 일본의 주자학

자들은 자연스  ‘修己’에 몰두하게 된다.
28)

28)이것이 先王의 정치를 당  일본에 

재건하고자 했던 徂徠의 에는 탐탁지 않게 보 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 다면 

徂徠學派의 주자학 비 의 논리는 기실 ‘修己’에 과도하게 경사된 일본 인 주자

학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觀海의 발언을 통해 徂徠學派가 禮 , 즉 제도나 

典章과 같은 治人의 요소를 몹시 요시했다는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  

일본 주자학이 修己에 기울어 내팽개친 유교의 본래  면모를 회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徂徠가 問槎畸賞에서 통신사의 시가 宋․元의 구폐를 답습하고 있다

고 신랄하게 비 했던 논리는 후 에도 그 로 계승되고 있다. 淵好凱(후치 코

가이)는 무진사행 당시 이루어진 徂徠學派 문사들의 필담과 창화를 엮어 槎餘
를 편찬하 다. 그는 이명계가 徂徠의 高弟 服部南郭(핫토리 난가쿠, 1683~ 

之旨. 明鏡出佛書, 止水出莊子, 虛靈不昧, 皆剖折佛書之字, 聖人之敎, 豈有此耶? 且其入

敎之行可觀, 而治平之術甚疎, 何以供家國天下之用?”[이하 필담창화집의 번역은 박희병 

외, 通信使의 筆談, 서울 출 부(간행 정)을 참조하여 필자가 일부 수정하 다].

27) 渡邊浩(박홍규 옮김), 2007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문서원, 208면.

28) 丸山眞男가 지 하 듯이 崎門學派에서는 주자학을 생활의 실천규범으로 받아들여 언행

의 세세한 부분까지 제약하고 단속하는 등 일종의 엄숙주의 인 분 기가 있었다. 이런 

으로 인해 徂徠學派에게 주자학이 실제 이상으로 교조 이고 자폐 인 학문으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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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의 시에 해 성률과 평측에 얽매이는 폐단이 있어 이반룡의 후 일 뿐이

라 비 한 것을 두고 “이명계와 같은 이는 程․朱의 牧圄이고, 歐陽脩와 軾의 

노 이다. 어  徂徠의 學問을 알겠는가? 손가락이 앞을 가려 태산을 보지 못

하는 격이라 할 만하다”라고
29)

29)했고, 마찬가지로 徂徠學派인 岩井笠澤(이와이 

류타쿠)는 朴敬行, 李命啓, 李鳳煥 등의 시가 천편일률 이라고 지 한 후, “변

변찮은 三韓은 평소 程․朱의 가르침을 숭상한다. 문장은 구양수와 소식의 노

이고, 시는 宋․元의 서얼이다. 우리나라가 文明한 지 백년이 되어 經術과 문장

이 漢․唐의 성 함에 가까우니, 어  청나라가 미칠 바이겠는가? 하물며 조선

놈에 있어서랴”라고
30)

30)했다. 조선의 사상과 문학에 한 비  논리는 앞서 徂徠

와 동일하다. 그런데 일본의 학문에 한 자부심은 徂徠보다 더 한 것처럼 보인

다. 德川 막부가 유교를 받아들인 지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 漢․唐의 시문을 

범으로 삼는 고문사학이 유행함으로써 일본의 문학과 학문이 한나라, 당나라와 

방불하게 되었다는 자부는 과장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조선을 

‘鮮奴’라 비하한 것은 이와 같은 ‘문명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문 수창을 쟁으로 간주하는 시각 역시 徂徠學派 내부에서 통용되고 있었

다. 徂徠의 高弟인 山縣周南의 문하에서 수학한 林東溟(하야시 도메이, 1708~ 

1780)는 계미년 필담창화집인 鷄壇嚶鳴의 서문에서 北山橘庵(기타야  기츠

안, 1731~1791)의 詩文을 가리켜 “그 사람은 로써 싸우는 데 있어서 실로 猿

面王의 용기가 있다. 한 詩賦를 가지고서 浪華(나니와: 오오사카-인용자)의 

鷄林壇에서 싸우니 어  꼭 큰 소리를 내면서 꾸짖어야만 하겠는가? 다만 담소

하면서 늘 먼  읊으면 조선인들은 더 이상 猿面王에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을 알고 있으니, 비유하자면 뒤따라 우는 닭이 날개를 고 따라 걷는 것이 마

치 和親을 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31)

31)하 다. 앞서 徂徠가 問槎畸賞에

29) 槎餘 20a “如海皐則程ˎ朱之牧圉ˎ歐ˎ 奴隸, 安知物氏之學哉? 可 一指在前泰山不見也.”

30) 槎餘 ｢附記｣ “區區三韓素服程朱之敎尙矣, 文則歐 奴隸, 詩則宋元遺孼. ( 략) 我邦

文明百年, 經術文章雖漢唐之盛, 猶可庶幾焉. 豈淸人所 及也. 何況鮮奴耶!” 

31) 鷄壇嚶鳴 序文 “盖其人也, 其於筆陣, 實有猿面王之勇也. 亦以詩賦鬪於浪華鷄林壇. 奚必

喑噁叱咤? 第以譚笑, 屢能先鳴焉, 韓人知其不可復敵乎猿面王也. 辟如後鳴之鷄, 斂翅相步, 

似以請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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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면왕 운운하며 무 로 조선을 압도한 것을 뽐내고 통신사와의 수창을 文戰

으로 간주한 논리를 林東溟도 그 로 차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가 天朝에서 

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기를 세우고 북을 치며 상 할 수는 없었으나, 이 

책을 보아서 그 투를 논할 수 있었다”라거나,
32)

32)“文陣에서 韓客을 응수하는 

데 있어, 공격하고 지키고 도 하고 진을 치는 것은 요컨  모두 사리에 맞게 

해야 한다”라는
33)

33)말, 통신사의 방문을 기다리며 文才를 갈고 닦는 것을 싸움닭

을 기르는 것에 비유하여 詞鷄라 표 하기도 하는 데에서,
34)

34)외교 행 인 시문 

수창을 쟁으로 간주하는 이 徂徠學派 내부에 범 하게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를 조공사 로 간주하는 ‘무 에 의한 우월의식’ 역시 徂徠學派 내부에

서 끊임없이 변주되어 나타난다. 가령, 앞서 언 했듯이 來庭集은 제후가 천자

에 귀복한다는 뜻의 제목을 노골 으로 드러내고 있다. 계미사행(1763) 필담집 

賓館唱和集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옛날 神功皇后는 한 번 뽕나무 활을 당겨 삼한을 복속시키고 武德으로 길이 엄

을 떨치고 삼한을 개처럼 우하 다. 근세에 豊王이 석자 되는 검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 조선을 정벌하니 팔도가 바람에 쓰러지듯 복종하 으며 넘치는 용맹함으로 

호랑이를 사냥했다. 우리 일본이 조선에 가한 이 두 차례의 쟁은 그 성 함이 국

가의 가 된다. 지  平俊卿의 시는 신공황후의 활이다. 문장으로 닦고 道로써 베

풀며 漢魏로 군 를 떨쳐 일으키고 이백과 두보를 장수로 임명한다. 風雅를 활시

로 삼고 比 을 화살로 삼아 낭랑한 목소리로 활시 를 힘껏 당기고 수려하고 화려

함으로 활을 쏘면 맞추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平俊卿의 은 豊臣王의 검과 같다. 

쇠의 정수로 붓을 삼고 철의 정미함을 먹으로 삼아, 楷書를 쓰면 옥을 가르는 것과 

같고 行草를 쓰면 풀을 매는 듯하니,  하나는 별자리를 침노하고 두 획은 룡을 

날려 보낸다. 八法으로 진을 펼치고 三端에서 하나를 취한다면 한 성 한 일이라 

할 만하다.35)35) 

32) 和韓雙鳴集 序文 “余以辱職官於天朝, 不得 彼人旗鼓相當, 而得寓目此集, 以論隲其

戰”(구지 , 2010 ｢1763년 통신사행과 필담창화 기록: 시문창화에 한 인식을 심으

로｣, 2010년 한양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추계 국제학술회의 1763년 계미 통신사행

과 東亞細亞 文化 接觸 발표문, 53면).

33) 南宮先生講餘獨覽 跋文 “凡文陣之 韓客也, 功 守 挑戰 結屯 , 要皆在其允當矣”

(구지 , 의 논문).

34) 구지 , 의 논문,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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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俊卿은 14세의 소년으로 통신사를 만나 빼어난 씨와 시로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源惟直(미나모토노 고 나오)가 쓴 서문은 平俊卿이 씨와 시로 통신사

를 굴복시켰다는  반 의 내용이다. 源惟直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

만 漢魏와 唐詩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때 徂徠學派 계열의 문사일 가능

성이 높다. 신공황후 삼한정벌 신화와 임진 쟁을 동궤에서 사고하는 것은 徂徠

를 비롯하여 당  다수의 일본 문사들에게 공통 으로 보인다.
36)

36)임진 쟁으로 

조선을 유린했다는 목은 徂徠의 다음 시를 떠올리게 한다. “  보지 못했는

가? 豊王의 십만 병사 / 風雷 울리며 바다를 건 가 / 열흘도 못되어 두 도읍 

함락하고 / 석 달 만에 팔도를 석권한 일을.”
37)

37)이념상으로나마 국가 간의 평화

 공존을 추구하기보다는 무 로 한반도를 복속한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무

사 인 토스가 강하게 드러난다. 

마찬가지 계미년 필담집인 東槎餘談의 서문을 쓴 徂徠學派의 宮田明(히라타 

아키라) 역시, “三韓이 우리에게 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 神功皇后는 옛 

일이고 豊王이 한 번 군사를 일으키니 거의 폐허가 되었다. 神祖가 어진 聖人이

시라 무력을 그치고 善隣으로 하여 두 나라의 백성이 편안해졌다. 이에 어

난 맹서를 다시 맺어 聘使가 통하게 되어 비로소 사신을 데리고 내빙하 으니, 

옛 법도를 따른 것이다”라고
38)

38)하여 무 에 의한 우월의식을 보인다. 問槎畸賞
으로 발된 필담창화집 편찬의 결과물은 학  내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

었다. 徂徠에게서 만들어진 ‘삼한정벌 - 임진 쟁 - 조공사 ’이라는 담론은 필

35) 賓館唱和集 ｢題賓館唱和集｣ “昔 神皇后, 一張桑弓, 制服三韓, 武德永 , 待之以狗. 近

世豊臣王, 提三尺劍, 自 伐韓, 八道風靡, 餘勇獵虎. 吾日本之於朝鮮, 蓋以此二役, 盛爲國

譽矣. 今俊卿之詩, 神后之弓也, 修之以文, 施之以道, 漢魏振其旅, 李杜拜其 , 風雅爲絃, 

比 爲矢, 圓朗以引滿, 秀麗以 發, 而無不中也. 俊卿之書, 豊王之劍也, 金英爲筆, 鐵精爲

墨, 作楷如切玉, 行草如鋤草, 一點侵星文, 二劃飛雙龍. 八法 陣, 而三端取一割, 亦可 盛

矣”(구지 , 의 논문, 55면).

36) 이른바 ‘紀記史觀’ 이래 조선을 조공국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林羅山, 伊藤東涯, 淺見絅齋 

등 학 를 월하여 두루 나타난다. 

37) 徂徠集 권1, ｢麗奴戱馬歌｣ “又不見豊王十萬兵, 叱吒風雷度大瀛, 二都浹旬拔, 八道三月平.”

38) 東槎餘談 ｢東槎餘談序｣ “韓之不抗我也久矣. 神后則邈, 豊王一擧殆爲丘墟. 神祖仁聖, 偃

武善隣, 以安二國之民. 於是乎寒盟復 , 聘使寔通, 乃操使來聘, 遵 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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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창화집을 통해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徂徠學派 내부에서 지속 으로 공유

되고 재생산되었다. 徂徠學派 내부에서 조선에 한 이미지는 이 게 고착화되

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4. 일본의 유교화와 徂徠學派에 한 인식의 환

앞 장에서는 살펴본 바 徂徠  徂徠學派는 ‘문명’과 ‘무 ’ 양쪽에서 조선에 

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토 로 배타  자기 심성을 강화해 나

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徂徠는 통신사 내지는 조선이 지닌 화문명에 

해서 동경의 念을 지니고 있었다. 徂徠가 고  先王의 악을 당  일본에 실

하고자 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徂徠는 얼마간은 통신사와 조선을 화 제도의 

체 자로 생각했던 듯하다. 지 부터 살펴볼 徂徠學派 문사들의 필담에 보이는 제

도에 한 심과 자부심은 徂徠學의 내부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진사행(1748) 당시 李鳳煥(1710~1770)은 徂徠 경학의 계승자라 일컬어졌던 

太宰春臺의 문인인 松崎觀海와 다양한 주제에 한 필담을 나 었는데, 그 가운

데 분량도 많고 논쟁 인 주제는 바로 일본의 衣冠과 법에 한 필담이다.
39)

39) 

이 환은 사행 도  여러 주를 지나오면서 찰한 결과 과연 마을마다 의 과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 다. 일본에는 ‘武’의 가르침이 크게 성

하고 문명은 성 하지 않은 것처럼 보 던 것이다. 쟁이 종식되고 유교에 의

해 다스려지는 평화로운 시 가 된 지가 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 히 유교  

악이 정착하지 않은 것에 해 그는 의문을 제기하 다.
40)

40)徂徠學派의 문사들

39) 이 필담은 來庭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來庭集에는 조선의 주자학에 한 松

崎觀海의 질문, 徂徠學  문학론에 한 필담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來庭集에서 분량도 가장 많고 논쟁 인 목은 의 과 법에 한 필담이다. 夫馬進

는 來庭集을 하나의 논거로 제시하면서 徂徠學派와의 논쟁에서 통신사가 수세에 몰렸

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하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곤란한 것은 오히려 觀海

던 것으로 보인다. 

40) 이하 두 사람의 논쟁은 來庭集 18a-2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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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徂徠學을 제창하면서 악형정과 같은 제도를 강조하고 심성수양을 시하는 

성리학을 비 하고 있는데, 그 다면 일본에서 그러한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시

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환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질문은 사실 徂徠學만이 

아니라 일본 유학 체가 직면한 곤란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막부가 성립한 

지 백여 년이 지난 시 에서 세습무사에 의한 지배체제는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

다. 굳이 악 따 를 제정해서 막부의 을 더하거나 백성을 교화하는 번거

로운 일을 벌이지 않아도 세상은 잘 다스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유학자

에게는 악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제 인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

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본질 인 질문으로까지 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환의 물음에 해 觀海는 일본은 고 에 神道로 국교를 삼아 풍속이 충후

하고 질박하 으며, 후에 국의 제도가 해지면서 악과 문물을 받아들여 延

喜(901~923)와 天曆(947~957) 연간에 크게 번성하 다고 하며, “율령과 격식

은 비록 漢․唐에서 온 것이 많으나 그 제도와 다스림이 충후한 것은 본래 우리

나라의 풍속입니다. 三代의 남은 뜻을 사용하여 의 의 제도와 음악, 무용의 범

이 성 한 周나라와 나란히 융성했습니다”라고
41)

41)했다.  국시 에 이르러 

악이 잠시 폐하기는 했지만 京都의 公家는 란에 휘말리지 않고 악과 제도

를 보존할 수 있었다.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개창하면서 기강

과 풍속이 모두 회복되어 성 한 하․은․주 삼 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하

다. 다만 지  제도와 복이 미비하게 보이는 것은 국시 의 유풍이 남아 

그런 것일 뿐이며, 만일 詔書가 한 번 나와 國朝로 하여  古制를 행하게 하고 

아침에 명을 내려 녁에 사해에 도달하게 한다면 일본의 백성들은 요순 삼 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漢․唐의 악을 범으로 인정하고 요순 삼 의 제도를 당  일본에 실 시

키는 것은 유교  문명주의라 할 수 있다. 徂徠가 통신사의 의 과 제도를 동경

41) 來庭集 18b “律令ˎ格式雖多因漢唐, 其制治忠厚, 則本我邦俗用三代之遺意, 衣冠之制, 

舞之節, 如盛周比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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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과 동일한 발상이다. 그런데 觀海는 화문명을 도달해야 할 종착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일본에서 실 된 때를 醍醐天皇․村上天皇의 시 에 두고 

있다. 악이 실 된 시 가 있었으며 지 은 국시 의 여풍이 남아 있기에 

면 으로 시행되지 못하지만 천황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실행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화의 제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환은 觀海의 답

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구체 으로 따져 물었다. 冠婚喪祭의 와 衣服冠裳

의 제도는 일시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西京을 지나가면서 길가나 밭두 , 

논두  사이에서 목도한 것은 다른 지방에서 본 것과 략 다름이 없었고 때때

로 삭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따름이다. 혼상제 四禮의 강을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先王의 古禮와 크게 어 나는 것 같았고, 심지어 사례를 모르는 자도 

있었다. 의복, , 치마는 조정에서 조회할 때만 입었고, 평상시에 입는 것은 

개 제도에 맞지 않으며 버선이나 바지도 없었으니 딱히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서가 한번 내려지면 행해질 수 있다고 여기지만, 과연 그러할

까?  태평한 세상이 지속되는데 무엇을 꺼려서 古制가 행해지지 않는가? 觀海

는 이러한 물음에, 京都의 공경 부의 의 은 古制를 지키지만 이들이 거리에 

다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 뿐이라 답하 다. 백성들은 태평한 시

를 만나 문화를 향하고 풍속이 크게 변하여 堯舜 三代의 성 함과 같아 나라

에 비루한 풍속은 없다고 앞서의 답변을 되풀이하 다.

그러자 이 환은 觀海에게 “족하의 말이 時王의 법령을 꺼려 그러한 듯합니

다”라고
42)

42)말하 다. 觀海와의 문답이 래할 수 있는 곤란함을 알아챈 것이다. 

‘時王’이란 막부의 軍을 말한다. 어째서 막부를 의식해야 하는가? 觀海가 앞서 

답변에서 과거 천황이 다스리던 시 에 악이 성 한 시 이 있었으며, 지 은 

국시 의 유풍이 남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천황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시

행될 수도 있다는 발언 때문이다. 이 논리를 고 나가면 막부 체제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천황이 친정을 행하고 유학이 체제 교학으로

서 기능하게 되면 유학자는 명실 공히 악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觀

42) 來庭集 20a “足下之 似諱時王法令而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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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는 어쩌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43)

43)이 환은 앞서의 문답 

속에서 무가사회에서 유교  악을 실 하려는 觀海가 직면한 곤란함을 치 

챈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무 ’와 ‘문명’이 충돌하는 지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막부체제의 ‘무 ’와 유교  ‘문명’은 이념 으로는 공존할 수 있지만, 악과 같

은 가시 인 제도로 추구될 때 양자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觀海는 일본의 天祖는 天孫의 정통으로 하늘과 일체인 존재라 하

며, 천조의 명을 받아 태평한 치세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 다. 국에서 주기

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天祖가 국가의 

始祖에게 천하를 맡기고 시조는 스스로 악을 제정하지 않고 천조의 조서를 기

다린다고 했다. 오늘날 문화가 날로 융성해지고 있기에 언젠가 하늘이 이를 알

아채고 조서를 내린다면 풍속이 일거에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만세일계

의 神國이라 국에 비해 우월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정치 ․

사회  변 의 주체로서의 유학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 환과 觀海의 논리가 

충돌하면서도 더 이상 생산 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마는 지

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의 이나 악에 한 심은 徂徠學派에 공통 으로 보인다. 岩井

笠澤은 槎餘에서 통신사가 입은 의 과 법이 당나라와 명나라 것인데 비해 

일본인 일행은 평상복에 도 쓰지 않은 복장이라 부끄럽다고 고백하 다. 安東

海는 西京의 의 과 문물이 漢․唐을 따랐지만 江戶에서는 사라졌으며, 통신사

의 복장을 보니 조선에 악이 성행함을 알겠노라고 하 다.
44)

44)宮瀨龍門(미야세 

류몬)은 일본에 해지는 악이 한나라 이하 당․육조의 것이라 국인들조차 

일본의 제도와 법을 칭찬한다고
45)

45)하여, 일본이 화의 제도를 보존하고 있다

는 자부심을 내비친다. 徂徠學이 先王의 禮 을 道로 삼고 악의 실 을 목

으로 했기에 徂徠學派가 융성함에 따라 유교  제도에 한 심도 확 되어 간 

43) 渡邊浩에 의하면 실제 교토에 보존된 禮 의 존재가 王論을 낳은 요인이 되기도 했다

(渡邊浩, 앞의 책, 214-217면).

44) 槎餘 16b-17a “我邦西京衣冠文物, 悉遵漢ˎ唐之制, 而東都 徐諸侯之外, 別有我邦服制. 

公等衣冠聞其名稱, 愈益知貴邦禮 文物之盛矣.”

45) 槎餘 17b “吾邦所傳禮 , 漢以來唐ˎ六朝之餘也. 故華人稱衣服漢制正朔夏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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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徂徠學派에 이르러 비로소 제도  차원에서의 유교

화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46)46)

그 다면 이러한 유교화에 한 고민이 통신사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던 것일까? 

일본인의 일상에서 유교  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 이 환의 발언으로

부터 25년이 지난 시 에 이루어진 계미사행(1763)의 기록을 통해 검토해보자. 

계미년 사행에 서기로 참여한 원 거는 무진년(1748)에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

를 통해 일본에서 주자학에 비 인 古學이 세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다.
47)

47)그는 부산에서 다른 두 명의 서기 南玉과 成大中에게 “우리 

의의 나라 조선이 장엄하고 공경함을 스스로 지니고 冠服을 단정히 하며 행동과 

엄 있는 거동의 법칙을 잃지 않고, 程朱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經書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을
48)

48)것이라고 하며, 정주학으로 일본 문사를 교화할 뜻을 내비쳤

다. 남옥과 성 은 창수하는 자리는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며, “ 들이 혹시 망령되이 程․朱를 비방하고 배척한다면 끝까지 더불어 변

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좋지 않은 얼굴로 끝낸다면 처음부터 일이 없는 것

이 더 나을 것”이라
49)

49)만류하 다. 서로 다른 학문  입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

기에는 자리가 부 하며, 외교 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

46) 실제로 徂徠는 “언제나 股引(모모히키: 통이 좁은 바지)를 입 야 한다. 오늘날 주인님

의 코앞에 엉덩이를 내놓고, 의를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政談. 渡邊浩, 

앞의 책, 212면 재인용)라고 하여 세세한 법까지 바꿀 것을 쇼군에게 건의하고 있다.

47) 古學에 한 인식을 포함하여 원 거의 일본 인식 반에 해서는 신로사, 2004 ｢원

거의 和國志에 한 연구: 그의 日本 認識을 심으로｣ 성균  석사학 논문에서 

종합 으로 검토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48) 乘槎  卷2, 갑신년 3월 10일 “以吾禮 朝鮮, 莊敬自持, 修飭冠服, 不失動作 之則, 

非程ˎ朱不語, 非經書不引”(乘槎 의 번역은 김경숙 옮김, 2006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

과 만나다, 소명, 351-352면 참조. 본문의 번역도 이 번역본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

으며, 이하의 각주에서 언 되는 번역본도 모두 이 책을 지칭함).

49) 의 책, 의  “唱酬之席本非講學之時. 己若語引程ˎ朱, 而彼或妄加非斥, 則其可盡 辨

難耶. 若至不好顔面而罷, 則不 初無事之爲愈矣”(번역본 352면). 夫馬進은 이 목의 ‘不

好顔面’을 ‘체면을 구긴다’라고 번역하여, 통신사가 일본의 徂徠學을 이기지 못할 험성

을 근심하고 있다고 과장하여 해석하고 있다(夫馬進, 앞의 책, 221-222면). 그러나 문맥

상 ‘不好顔面’은 학문  논쟁으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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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원 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주자학자의 입장에서 이단사설이 치

는 일본을 교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게 가지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선언

한 로 사행 내내 주자학을 근거로 徂徠學派 문사들과 논쟁을 벌 다. 물론 이

들의 논쟁은 원 거의 완고함만큼 徂徠學派의 반발 한 만만치 않아서 평행선

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원 거는 사행 도  辨道, 辨名, 徂徠集 등 徂徠의 주요 서를 입수해

서 읽었다. 그는 徂徠가 호걸의 재주를 지니고 있지만 기이하고 편벽된 이론을 

좋아하고 程․朱를 지나치게 비방하는 이 사리에 어 난다고 비 하 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乘槎 에 기록된 徂徠에 한 평을 종합해 보면 정 인 평

가가 더 많이 보인다는 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50)

50)원 거는 徂徠가 후학에게 

큰 공을 세운 것이 있다고 하며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 다. 첫째, 일본 문사들

의 문학  역량을 해하는 훈독법 신 국어를 익 서 古書를 읽게 하고 시

문을 창작하도록 하 다. 둘째, 서사를 주로 하는 문학론을 주장하여 文氣가 

분방하고 사물을 핍진하게 묘사하 다. 셋째, 옛것을 인용하여 지 을 증명하고 

사실을 미루어 마음과 몸에 용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徂徠의 문학론인 고문사학에 한 평이고 세 번째는 고

문사학의 방법론을 경학 연구에 용하여 六經을 재해석하고 先王의 악을 당

에 실 시키고자 한 徂徠學에 한 평가이다. 소략하기는 하지만 徂徠學의 핵

심을 잘 지 한 평가라 할 수 있다.
51)

51)사행 도  나  필담에 보이는 徂徠에 

50) 원 거가 古學에 해 일정 부분 정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은 하우 , 앞의 논문

에서 지 한 바 있다. 여기서는 원 거의 정  평가의 논리와 맥락을 밝히고, 그것이 

마루야마가 제시한 사상사의 구도와 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夫馬進의 논의

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 다. 

51) 夫馬進은 앞의 책 제10장에서, 원 거․성 ․남옥 등이 徂徠學에 해 ‘①주자학을 공

격했다 ②왕세정과 이반룡의 향을 받았다 ③華音으로 독서와 작문을 하게 했다’는 세 

가지만 지 했으며 徂徠學의 핵심인 ‘古 을 통한 경  해석’, ‘정치와 도덕의 분리’에 

해서는  언 하지 않은 채 불분명하게 소개했다고 하 다(앞의 책, 299-300면). 그리

고 이를 조선의 경직된 사상계와 일본을 이 으로 간주하는 華夷觀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주자학 심의 조선 사상사를 생각할 때 夫馬進의 논의는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

다. 그러나 이하의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단장

취의하여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실상과는  어 난다. 컨 , 徂徠學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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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고하고도 신랄한 비 과는 다른 태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

거는 사행  동료들에게 밝혔듯이 성리학 비 에 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으나, 徂徠學이 일본 문사의 문학  역량을 높이고 일본의 유교화에 

끼친 향이 크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으로 사행록이 

고를 바탕으로 귀국 후에 정리된다는 을 감안한다면, 필담창화집에 보이는 

徂徠學에 한 비 과는 별개로, 원 거는 사행 체험을 통해 徂徠學에 한 선

입견을 일정 정도 수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면 원 거는 과연 일본에

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다음 두 문에서 일본 사회의 유교화에 한 원 거

의 기 를 엿볼 수 있다. 

① 그 나라의 총명하고 민첩하며 리한 재주꾼들이 이미 古文을 국의 음으로 읽

고, 언어를 문장으로 서술하고, 사실로써 몸과 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에 말로 을 엮고 을 통해 도를 깨닫는 사람 가운데 오랑캐를 화로 변화

시키고 제나라를 노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어  알겠는가?52)52)  

② 지  長崎에 서 이 날로 이르고 나라 안의 문화가 바야흐로 흥하는 형세가 

있다. 만약 그 형세로 인하여 禮俗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간다면, 들의 자세히 

물을  아는 명민한 성품으로써 한 한 번 변하여 공자가 제나라에 이러 韶

을 듣고 고기 맛을 잃은 것과 같은 일이 없을  어  알겠는가? 들이 만

약 의와 염치를 알아 道理로써 일에 처한다면 한 하나의 군자 나라일 

것이니, 교제하는 義도 따라서 로 밝아질 것이다.53)53)

 경 을 시한다는 에 해서는 원 거가 말한 徂徠學의 공  세 번째에 포 으

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丸山眞男가 탈주자학 인 계기를 에도 

시  사상사에서 발견하기 해 제시한 테제이지, 徂徠가 직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夫馬進가 정치와 도덕의 분리의 근거로 제시한 徂徠의 발언, 즉 ‘선왕의 도는 천하를 편

하게 만드는 길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앞의 책, 300면)라는 데 해 원

거는 王道 정치의 이상이라는 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徂徠學이 가져올 일본 사

회의 변화(유교화)에 해 크게 기 하 던 것으로 보인다. 

52) 乘槎  卷2, 갑신년 3월 10일 “以其國總名敏銳之才, 旣知讀古文以華音, 敍 語以文章, 

證身心以事, 爲則後之因 綴文, 因文悟道 , 安知無用夷變夏ˎ變齊爲魯之人也耶”(번역본 

351면).

53) 의 책, 6월 4일 “今長崎之書日至, 而國中文化, 有方 之勢, 若能因其勢而進之於禮俗之

美, 則以彼人請詳明敏之姿性, 亦安知無一變至齊之幾耶? 彼若知禮義識廉恥, 處事以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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徂徠學의 세례를 받는 단계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일본도 화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다시 말해 徂徠學은 일본이 화로 변하기 바로 직 의 단계로

써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徂徠가 국에서 수입된 후칠자의 서 들을 통해 

고문사학을 제창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18세기 내내 국 서 은 長崎를 통해 

수입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이 ‘문명화’되고 있다고 원 거는 생각했다. 그것은 

‘ 속의 아름다움’, 곧 ‘ 의를 알고 염치를 알아 도리로 일을 처리’하는 ‘군자의 

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사한 취지로 원 거는 “仁義로 이

끌고 禮 으로 다스린다면 1년이면 다스려질 것이라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본이 그러할 것이다. 들이 과연 仁義와 악으로 다스려진다면 우리나라도 

한 장차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원히 없게 될 것이다”라고
54)

54)말하기도 했다. 

이와 련하여 乘槎 에는 일본의 유교화된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일화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가령, 大阪에서 源文虎라는 리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行狀

을 어  것을 정성스럽게 요청하면서, 장례는 文公家禮를 따랐고 묘비를 세

우는 등 유교식 장례를 지냈다고 말하는 장면이 보인다.  赤間關에서 만난 瀧

鶴臺(다키 가쿠다이)는 윤달에 죽은 사람은 기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을 제기하 다. 이런 질문은 상례를 실제로 행하려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이다. 이에 원 거는 다른 날로 기일을 삼아야 하며 다시 윤달이 돌아와도 한 

번 정한 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었다. 여기에 해 가쿠

다이는 여러 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이 게 되물었다. “이는 선생님께서 義

에서 일으키신 말입니까? 아니면 고구할 만한 이나 서 이 있습니까? 국의 

古書에는 모두 명백하게 가리켜 바로잡아 증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차례를 차리고 玄冠을 쓰고 엄숙하게 거한다는 가르침은 天

理와 人情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바로 禮 이니 가히 공경하고 가히 감복합

니다.”
55)

55)이에 원 거는 金長生의 喪禮備要와 疑禮問解에서 본 기억에 따라 

則亦一君子之國, 而交際之義隨而自明”(번역본 530면).

54) 의 책, 의  “ 之以仁義, 齊之以禮 , 可期以朞月之治 , 唯日本爲然. 彼果以仁義禮

以制治, 則我國亦 永無東顧之憂矣”(번역본 531-532면).

55) 의 책, 의  “此乃先生義起之 否, 抑有文籍可 否? 中國古書俱無名白指訂, 願聞之. 

略設茶禮玄冠齊居之訓, 斟酌天理人情. 極是禮義, 可敬可服”(번역본 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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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이라 하자, 가쿠다이는 이 책을 구해  수 있는지, 나라에서 하고 있

는 건 아닌지 간곡하게 물었다. 그러자 원 거는  그 지 않다고 하며 “禮

라는 것은 하늘을 본받고 땅에서 받은 것으로 천하 공공의 物입니다”라고
56)

56)

답하 다. 이 말에서 우리는 유교  이념이 국가와 민족을 월해서 리 공유

되어야 한다는 유교  보편주의를 간취할 수 있다.  원 거는 “천지에 밝게 

빛나는 기운이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융성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道가 다시 

동해로 건 갈까 어하기도 한다. 아! 이 도는 우리가 독 하여 사사로이 가지

는 것이 아니다. 들과 더불어 공유하더라도 무슨 상함이 있겠는가”라고
57)

57)말

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유교  가치는 공공의 것이라는 발상이다.
58)58) 

徂徠學派와 원 거가 만나는 지 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자학을 신

하고 주자학을 비 하는 차이는 있지만, 유교문명을 당 에 실 시키고자 한다

는 에서 徂徠學派와 원 거는 공유하는 지 이 있는 것이다. 원 거는 和國

志에서 “근세에 文風이 차 일어나 儒士들이 차 古禮를 숭상하여 장례에 棺

槨을 사용하고, 제사에 神主를 쓰며, 혼례에 폐백을 보내며, 술을 따르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 그래서 사행이 지나가는 곳에서 우리를 잡고 조목을 묻는 자가 

많다”라고
59)

59)하 다. 그는 사행을 통해 제한 이지만 일본에서 禮 의 풍조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 다. 그리고 일본의 유교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다

름 아닌 徂徠學派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행 후 徂徠

學派에 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56) 의 책, 의  “禮 , 是則天殽地 , 天下公共之物”(번역본 544-545면).

57) 의 책, 갑신년 3월 10일 “天地陽明之氣, 方盛於我國矣. 或恐斯道之更渡東海也. 噫! 斯道

也, 非吾所獨私也, 彼共之庸何傷也耶”(번역본 351면).

58) 이상의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원 거를 비롯한 통신사가 종족  화이 에 사로잡  徂

徠學을 애써 무시했다는 夫馬進의 주장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원 거는 문화

 화이론을 통해 일본도 화가 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59) 和國志 ｢四禮｣ “近世文風浸起, 儒士輩漸尙古禮, 葬用棺槨, 際用神主, 婚用禮幣, 醮拜 , 

間或有之, 故今行所過操問目 多”(李佑成 編, 1990 栖碧外史海外蒐佚本 30: 和國志, 아
세아문화사, 352면. 번역은 박재  옮김, 2006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 음).



42·한국문화 77

5. 결론

지 까지 통신사와 徂徠學派의 교류를 다룬 연구는 개 주자학과 徂徠學의 

학문  간극에서 비롯된 갈등을 강조하 다. ‘주자학에서 徂徠學으로’ 사상사가 

발 한다는 념 에 徂徠學이 주자학을 비 하는 논리를  연구자들이 그

로 따라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徂徠學이 주자학을 비 함으로써 성립

한 것은 역사  사실이지만, 역사  맥락에 놓고 봤을 때 두 사상 공히 각기 맡

은 역할이 있었을 터이다. 그것은 조선과 일본의 사회역사  조건을 염두에 두

었을 때 비로소 시야에 들어온다. 徂徠學은 본래 유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정치

 실천성이 거세되거나 혹은 왜소화된 일본 주자학을 비 하면서 새로운 돌

구를 찾고자 하 다. 그것은 고  악에 한 탐구와 그것의 당  실천이다. 

그런 에서 일본의 사상사는 탈주자학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반 로 

유교화(주자학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徂徠學이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구도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60)60) 

유교문명의 실 이라는 시  과제를 놓고 봤을 때, 조선의 주자학은 명실이 

상부한 반면 일본의 徂徠學은 그 지 못했다. 고  선왕의 악을 궁구하는 새

로운 학풍이 융성했던 일본에서 실질 인 제도  실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은 통신사에게 기묘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徂徠學은 주자학을 공리공

담이라 비 했지만 일본  맥락에서 볼 때 학문  논의는 무성한데 정작 제도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에서 통신사에게는 어쩌면 徂徠學이 비 실 인 

학문으로 비쳐졌던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徂徠가 기 했던 것과는 달리 그를 

등용했던 德川吉宗가 유교  악을 면 으로 시행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60)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향후 근세 일본 사회에서 유교  (유교  문명성)

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근  환기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한 좀 더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루야마 마사오가 제기했던 

‘탈주자학’이라는 일본정치사상사의 구도가 ‘조선’을 시야에 넣고 봤을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이다. 서론에서 언 한 眞壁仁, 박훈 교수의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근 화 과정

을 설명할 때 간과되었거나 축소되었던 주자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에서 본고

의 논지와 일정 부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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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禮 이 곧 ‘先王의 道’라고 갈 했던 徂徠學이 악의 실 이 이루어지

지 않는 실 아래 그 존재 의의를 잃고 속하게 쇠퇴한 것은 필연 인 귀결이

라 할 수 있다.
61)61) 

근  서구 정치사상이라는 단일한 기 을 가지고 학문의 선진성을 논할 경우, 

조선은 주자학에 정체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반면, 徂徠學의 탈주자학 인 측면

은 과도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의 사회역사  상황과 맥락을 시야에 

넣고 볼 때 徂徠學은 오히려 무사에 의한 세습 지배체제 하에 있었던 일본 유학

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로 합하다. 주자학이 심성수양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도덕  주체임을 자각할 것을 요구한 반면, 徂徠學은 백성을 자율  주체로 보

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한 통제와 교화의 상으로 간주하 다. 말하자면 徂

徠學은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를 속화하고 지지하는 체제교학으로 기능하 으

며, 유학이 본래 지니고 있던 도덕  주체성이나 권력에 한 비 성, 사해동포

 보편성은 왜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마루야마가 정치와 도덕의 분리라는 테제

를 통해 근  정치사상의 맹아로 ‘발견’했던 徂徠學을 동아시아 유교문명이라는 

에서 검토했을 때  다른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면 주자학이 고루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은 마루야마가 그려 낸 구도에서 

비롯된 착시가 아닐까? 원 거는 오히려 徂徠의 학문을 두고 고루하다고 평했

다. 사상사의 념  시각에서 벗어나 당 의 사회역사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일본에서 단히 신 으로 받아들여졌던 徂徠學이 당  조선에서는 

그리 유용하게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발

 도식을 기 으로 조선과 일본의 유학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생산 인 논의

를 이끌어낼 수 없다.
62)

62) 국에서 발원하 으나 동아시아 공동의 문명  자산으

로 기능했던 儒敎가 각국의 역사 발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사회역

61) 그 자리에 다시 체제교학으로서 주자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논리에

서 볼 때, 徂徠學의 쇠퇴가 18세기 말 막부에 의해 실시된 ‘寬政異學의 禁’에서 기인했다

기보다, 徂徠學이 실 합성을 상실함으로 인해 주자학이 재조명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에 해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2) 夫馬進의 경우처럼 실상을 곡해하거나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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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맥락에 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근래 이루어진 夫馬進의 통신사 연구에 해 비  시각을 견지하면

서 徂徠學派와 통신사의 교류를 재검토하 다. 따라서 주자학  古學에서 강조

한 禮가 일본의 사상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한 심도 깊은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 다. 향후 근  禮式으로 치부되었던 유교  禮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발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에도 시  기에 이미 조선의 유교문명에 해 일본의 문명성을 강

조하는 논리가 일본 주자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徂徠學派와 이들 간의 사

상  연 성을 따져보는 작업 역시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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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 of exchange and its meaning between 

Tongsinsa(通信使) and Soraigakuha(徂徠學派) in the 18th century
 Collision and combination between civilization and military prestige, and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Lee hyo won *
63)

In this paper, we re-examined the 徂徠學 in the context of History manner through 

the relevance of the 通信使 and 朝鮮. 徂徠‘s sense of superiority to 朝鮮 are displayed 

in the following two directions. First of all, 朝鮮 is less advanced to Japan by the 

literature and research. It is “civilized sense of superiority.” Secondly, 朝鮮 was 

subsumption by force. It is “sense of superiority by 武 .” 徂徠學 is, confucian 

universality, such as the critical spirit to the peace-oriented and dominated syst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missing or sparse. 徂徠’s vision of 朝鮮 such as described 

above, is directly inherited internally to 徂徠學派. 

戊辰通信使(1748) were expressed doubt on the point that has not been run 

confucianism actually in the system and the practical dimension in Japan. Japanese 

confucian scholar never had been a subject in social and political change. So they shows 

the confusion on these questions.

On the other hand, 元重擧 who was 癸未通信使(1763), even while thought that 徂徠

學 is heresy, because of 徂徠學 strive to run the 禮  plans, Japan was evaluated to 

proceeding to the 中華. And he highly evaluated that 徂徠學 had a great impact to 

Japan’s 儒敎化. 

When 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socio-historical context of Japan, intellectual 

history of Japan has been advanced to the direction of Confucianize(儒敎化=朱子學化) 

rather than postneo confucianism(脫朱子學).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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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is point, the 夫馬進’s argument that the scholarship of 朝鮮 was 

stagnant in the 朱子學 and that the 通信使 felt the crisis in Japan and tried to ingest 

it, is a one-sided interpretation that does not consider the socio-historical context of the 

two countries. 

Key Words : Ogyu Sorai(荻生徂徠), Chosunkan(朝鮮觀), Chosun Tongsinsa(朝鮮通信使), 
筆談唱和集, Kyemi xongsinsa(癸未通信使), Mujin tonsinsa(戊辰通信使), 
Maruyama Masao(丸山眞男), Huma Susumu(夫馬進), Jingukogo(神功皇后), 
Won-jung geo(元重擧), Lee-bong hwan(李鳳煥), postneoconfucianism(脫
朱子學), East Asia, 中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