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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잃4년 미일 화친 조약을 기점으로 구미 제국에 개국하기 시작 

했고 이에 따라 서구 국제 체제 = 구며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이러 한 통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할 우려가 있 

다. 즉 일본은 개국 이전 ‘일본형 화이(華헛) 질서’로 불리우는 전통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개국 이후 이를 근대적으로 개편하는 형 

태로 구미 국제 질서의 세계회에 적응했다. 이 적응은 편승과 저항을 포 

함한다. 특히 메이지(明治) 유신(1868) 이후 일본은 ‘국가 형성’을 위한 

근대화를 급히 추진하는 한편 훗차이도 개척(1869년 ‘北海道開紀使’ 설 

치 ), 유구 왕국의 병 합(1879년 'f1rt球處分’)， 그리 고 타이 완과 한국 등 내외 

지 식민지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갔다. 이 사이 일본 

은 청일 전쟁(1894-95)에 승리함으로써 중화 세계 질서를 붕괴시키는 

한편 구미 국제 질서의 세계화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그 

질서 재편 과정에도 편승 또는 저항했다. 

본고는 메이지 시기(1868-1912)의 일본이 구미 국제 질서의 세계화 

또는 그 재편 과정에 어떻게 적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이 적응 과정에는 다양한 내외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읍. (KRF-2004-여4-AOOO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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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 가운데 일본에서의 ‘아시아주의’적 사상 조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아시아 연대론’(이하 연대론으로 줄임) 이 그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1) 

그런데 메이지 일본이 겪은 구미 국제 질서는 현실적으로 영국 주도의 

국제 질서 = ‘팍스 료리태나카’였다. 일본은 이 영국의 패권 질서에 적응 

했던 셈이나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편승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편 

승함으로써 일본은 정일 전쟁의 승리， 영일 동맹(제1차1902， 제2차 1905, 

제3차 1911), 러일 전쟁(1904-05)의 승리， 그리고 ‘한일 합방’(191이 등 

성과를 얻어냈다.2) 단 그 편승은 일정한 정도 저항을 내포하거나 잠재하 

고 있었다. 그런 뜻에서 일본의 국제 질서에의 적응은 ‘저항적 편승’ 또 

는 ‘편승적 저항’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 ‘저헝적 편승’이란 일종의 모순 어법이다. 그 모순성은 단적으로 말 

하면 구미 국제 질서와 그 세계화의 모순에 기인한다. 구미 국제 질서는 

프레데릭 슈만에 따르면 국가 주권 국제볍 세력 균형의 세 초석에 의거 

한 것이었다，3)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모순을 안고 있었다. 첫째 관념 

적 주권 평등과 현실적 불평등 간의 모순이다. 둘째 국제법의 자연법적 

원리와 실정볍주의의 모순이다. 마지막으로 세력 균형은 국제 질서 안정 

을 위한 원칙으로 형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권력 정치와 식민지주의에 이 

1) ‘아시아 연대론’이라 해도 그 ‘아시아’란 주로 동아시아 3국 -일본， 조선 • 한국， 청국(청조 
중국; 1616-1912) - (이하 3국으로 약함)을 가리킨다. 조선은 1897년 대한 제국(약칭 한 
국)이라는 국호로 변경했다. 본고에서는 조선과 한국을 적절히 혼용한다 덧붙여 지나(支 

那)는 청국의 별칭이었으나 그 속에 멸시가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그 후 제1차 세계 대전(1914-18)을 계기로 영국의 패권이 동요하자 이에 대한 적응 전 
략으로서 일본은 중국 진출을 통한 동아시아 패권을 기도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중국과 

관련 제국 특히 미국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20세기 ‘확스 아메리 
카나’의 탄생과 확립에 공헌한 셈이 되었다 워싱톤 회의(1921.1 1 -1922.2)는 그 상징이었 
다. 이 회의에서 영일 동맹은 파기되었고 일본의 팽창주의는 일시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군부， 우익의 반미 주장과 국제 협조 노선이 대립했고 이어서 세계 대공황 
(1929)을 거쳐 ‘워싱톤 회의 체제’ 타파의 급진론이 등장했다 그리고 만주 사변(1931)과 
중일 전쟁 (1937-45)을 일으켰고 제2차 세계대전(1939-45)에 참전했다. 

3) Fr어erick L. Schuman, Intemational Politics: the Westem State System and the 
World coηνnunity (New York: McGrew-Hill, 195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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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도 했다. 더욱이 구미 국제 질서는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세계화 

했다. 이것은 산업화와 민주화 자유와 진보를 상징하는 한펀 다른 한편 

으로 폭력과 전제를 긍정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적옹 

하려 했던 일본의 근대화도 그 모순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편승과 저항의 이중성으로 표출되었다.4) 

이 ‘저항적 편승’의 전형을 어쩌면 일본의 연대론에서 찾을 수 있지 않 

을까? 과연 때이지 시기의 일본형 연대론은 아떤 형태로 생성되었는가? 

그리고 왜 표류했으며 어떻게 변용해 갔는기.? 그 후 어떤 형태로 재생되 

었고 어떻게 변용 내지 실종되어 갔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본고는 사상사적 접근법을 활용한 

다. 이는 일본형 연대론과 이에 연관된 ‘아시아주의’적 사상 조류에 초점 

을 맞추고 거기에 보이는 편승과 저항 언설(텍스트)을 콘텍스트(맥락， 상 

황) 에 비추어 그 작용 연관을 분석 고찰하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야다.5) 

제 1절에서는 연대론의 이변성을 분석하면서 관련 개념들을 정리해 둔다. 

제2절에서는 메이지 10년대에 생성된 연대론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고 

그 표류의 양상을 고찰한다. 이어서 청일 전쟁에 이르기까지 변용해 간 

연대론의 실태를 밝혀 본다(제3절). 제4절에서는 메이지 30년대 이후 어 

떤 형태의 연대론이 재생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용 내지 실종되어 

갔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대론의 ‘표류와 실종’이 남긴 유산 내 

지 교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4) 이같은 사상(事象)은 세계화에 적응하려 했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단 그 적웅， 표출 방식(예컨대 편숭과 저항의 배분， 내용， 성격 등)은 각 

나라 또는 구룹， 개인에 따라 다종다양한 형태로 나닐 것이다 특기할 것은 일본의 경우 
편승이 저항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5) 이러한 방법을 필자는 “‘구조상관’적 분석”으로서 제기한 바 있다 김봉진東7ν7 r테1 
明」 知識Aσ)탬、堆空間 鄭觀r;t，. 福ìfi.論吉 · 兪吉협η比較땅{究J (九州大學出版會， 2004), 서 
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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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해론의 애면성 

‘아시아’란-그 어원은 고대 앗시리아 셈어의 ‘아수 as디’ 즉 ‘나아 간다’ 

를 의미하는 동사임 - ‘해가 돋음 일출’을 뜻한다. 이 셈어가 그리이스에 

들어가 공간 개념으로서의 아시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단 아시아 

라는 공간 개념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실체를 전제한 것은 아니었 

다. 달리 말해 그것은 일종의 표상이었다. 물론 근대 이후에도 아시아는 

거듭 표상되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표상은 인식 주체의 판섬 영 

역에 따라 인종적 표상， 문명(문화)적 표상， 정치적 표상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아무튼 근대 이후 아시아는 ‘동방의 끝 = 극동’까지 확대되어 
이유고 지구 전체의 세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동방의 아시아’ 즉 

동아시아 또는 동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탄생했다，6) 아니 그 보다 ‘타자’ 

인 서양으로부터 전래되어 주어졌다. 

이와 같이 근대 이전 동아시아라는 공간 개념은 실제로서는 물론 표상 

으로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3국 사이에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공통 

성은 있었으나 그것을 의식하고 공유할 만한 아이덴티티는 탄생하지 않 

았던 것이다. 오히려 3국은 정치 문화나 심리 등 변에서 소원 관계에 있 

었다.1) 이 소원 관계의 뒤에는 세대 전승의 적개심이 감춰져 있었으며 

또한 그 적개심은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다시 드러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근대에 들어서도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3국 공통의 아시아 인식이나 연대 의식을 생성하기 위한 전 

6) (동) 아시아， 동양 등 개념의 내력에 관해서는 아라노 야스노리 等編 n東7ν/J σ)時

代性~ (많水社， 2005)을 참조 

7) 그 역사적 배경에는 16세기 중반 부터 17세기 중반에 걸친 동아시아의 변동 특히 도요토 
미 히데요시(豊民秀吉， 1536-98)의 조선 침략 명/청 교체 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 

하여 18세기의 동아시아에는 3국이 각각의 ‘화이질서’를 설정， 안정된 국제관계을 영위하 
는 상태가 출현했다. 그 상세는 아라노 야스노리(쁨野泰典)， ~近世日本￡東7ν/~(東京
大學出版會， 1988)의 서문， 제 1-2장을 참조. 여기서 아라노는 일본형 ‘화이질서’의 설상 
(이념， 성격 등)을 분석하고 있다. 덧붙여 청조의 중화 세계 질서의 실상에 관해서는 모 

테기 토시오 1997, 또한 3국의 ‘화이 질서’의 실상과 원리 등을 재해석한 김봉진， “화이 
(華奏) 질서의 재해석" ~전통과 현대~(계간)， 1997년 겨울호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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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기반의 취약성을 이야기한다. 

거듭 말하나 공간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는 근대 이후 ‘타자’로부터 주 

어졌다. 게다가 실태로서의 동아시아는 구미가 형성했던 평등과 불평등， 

문명과 야만이라는 공간 배치나 위계 질서의 하위에 위치지워졌다. 그리 

고 동아시아라는 인식툴 안에는 구미중심적 근대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간 인식과 이에 관련된 언설 편제는 위계적 

인식 지도(地圖)나 심상(心像) 지리를 자아냈고 그 밑에서 동아서아는 멸 

시와 차별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 ‘타자’로부터 주어진 개념과 인 

식에 작용 연관하는 형태로 동아시아도 자기 인식으로서의 지역적 

(regionall 아이덴티티를 창출해 나갔다. 이는 즉자(맴원)와 대자(對틴) 

달리 말해서 ‘자기(확대)로서의 동아시아’와 ‘타자로서의 동아시아’의 이 

면성을 지니고 있었다，8) 이 이면성은 동아시아의 ‘자기화’와 ‘타자화’의 

교착이나 배리(背理)를 표상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거기에 ‘입아(入 

亞)， 흥아(興亞)’라는 자기 현시나 ‘탈아(脫亞)， 침아(홉亞)’라는 자기 혐오 

의 심리가 분열/착종하고 있었다. 이 심리는 일본형 연대론 내지 ‘아시아 

주의’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주의’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타자’에 대한 저항을 표상 내지 함 

의한다. 그러나 일본형 ‘아시아주의’의 계보를 살펴 보면 그 대부분은 실 

질적으로 ‘타자’에 편승한 전략 사고와 자국 정부의 팽창주의에 봉사하거 

나 때로는 이를 선취하는 정략 구상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형 ’아시아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했으며 같은 형태 안에도 

명분과 이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러한 ‘아시아주의’에 연관된 논 

의는 이미 18세기 후반 부터 일부 지식인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8)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는 ‘자기’이자 ‘자기’가 아니라는 이율배반이 발생하여 그 가능태로 
서의 상(像)을 재생산해 왔다고 야마무로는 서술하고 있다(야마무로 신이치 (山室信←'1，

『思想課題 èlτη7ν7: 基면dJ， 連銷， 投企~(岩波書店， 때00， 1 쪽). 같은 책 제 3부에서 

야마무로는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마무로 신이치， rS 本外交

è7ν7主義η交ilL， 日本政治향승編 F 日本外交ι :B 'H7ν7主義~(日本政治함승年報， 

199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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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그 후의 아시아주의적 논의는 아시아 진출/침략론과 연대론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전자는 주로 바쿠마츠(幕末)의 ‘대 

륙 진출론’을 계승하는 형태로 생성했으며 나아가 후자에 비해 다수 우 

위룹 접한 채 뚜렷한 사상 조류를 형성하여 발전해 나갔다，9) 이 사상 조 

류의 한 갈래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에게도 계승되어 실제로 메이지 정 

부의 ‘정한론’(1871-73)을 비롯한 타이완 출병(1874) ， 유구 병합 등 일련 

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후자의 연대론은 소수 열위에 속한 논의였으나 적어도 정부 

의 팽창주의나 서구화주의에 대한 저항 언설로서 ‘아시아주의’ 계보의 일 

각에 자려잡고 있었다.10) 이는 ‘자기로서의 아시아’ 또는 ‘아시아의 아시 

아’틀 표상했던 면이 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진정한 이념’으로서의 ‘아 

시아주의’를 담고 있는 언설도 있었다.11)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전술한 이 

면성과 함께 ‘수상쩍은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수상쩍은 면’은 한 마디 

로 ‘침략적 연대’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연대와 침략이 교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12) 이는 곧 그 연대의 방식을 둘러싼 문제로 이어진다. 예컨대 일 

본을 맹주(盟主)로 하는 방식의 연대론이 그것이다. 이 맹주론적 연대론 

9) 뿔龍승 『東亞先寬志土記iLJ 上卷， 明治百年史輩書(原書房， 1않ì6)의 二 ‘對外經輪η행흉’에 

따르면 바쿠마츠의 ‘대륙 진출콘’으로서 흔다 토시아키(本多利明， 1743-182이의 ‘西域物
語，’ 사토 노부 히로(뾰顧信淵， 1769-1850)의 ‘混同秘策，’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內， 1잃4 

-59)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59)의 해외 팽창론， 히라노 구니오미(平野國많， 

1828-64)의 ‘뼈l武必勝論’ 등을 소개하고 있다 덧붙여 흑룡회는 1901년 우치다 료헤이(內 

田良平， 1874-1937)가 설립한 소위 ‘대륙 낭인(大陸浪A; 근대 일본의 팽창 정책의 일익 

을 담당하면서 아시아 대륙 각지에서 활동했던 민간인) 산실의 하나로서 침략주의적 우 
익 단체였다. 우치다의 생애와 활동은 하츠세 류헤이(初懶龍平)， W {r;統的右짧 內田良平

η따究Jj(九州大렇出版승， 1980)을 참조. 

10) 연대론의 맹아는 바쿠마츠의 일부 지식인의 대외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아이자 

와 야스시(會澤安， 1781-1863)는 1825년에 저술한 『新論』 속에서 ‘청일 동맹’에 의한 양 
이(壞헛)를 제언하고 있다 또한 히라노 구니오미는 주9에서 서술한 바 대륙 진출론자로 

소개되었으나 실은 같은 논문 안에서 일종의 ‘3국 동맹’을 구상하기도 했다. 

11) 여기서 ‘진정한 이념’이란 일본을 ‘아시아 속의 한 나라’로 위치짓고 자국 식민지를 포함 
한 아시아의 식민지를 해방시키면서 나아가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를 구상함을 함의한다， 

12) 다케우치에 따르면 정부의 팽창주의 안에서 하나의 결실로 형성된 ‘아시아주의’는 “침략 
주의와 연대의 미묘한 분리와 결합"(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編 f7ν7主義』 現代 H本

멍、想大系9 (짧摩書房， 1963), 22 쪽)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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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침략적 맹주론과 미묘하게 결합하거나 일종와 ‘공범 관계’를 맺기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연대론은 。1냄과 실제의 괴리는 불론 심정과 논리 

의 분열 나아가 자기 기만， 위선 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H 。 생/앨팩 표휴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내지 세계화는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서구화주의와 국가주의 나아가 팽창주의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 세계화 

에의 ‘저항적 펀승’ 방식의 하나였던 일본의 ‘지역화’ 구상은 주로 ‘타자 

로서의 아시아’를 ‘자기화 = 일본화’하려는 기도를 담고 있었다. 이는 일 

본의 지역화가 ‘탈아’와는 모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침아’ 또는 ‘입아’를 

지향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 모순성은 전술한 이면성 속에 회수된 채 

오히려 ‘탈아’는 ‘침아’와 일종의 공법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그 안에 

- 개념적으로 반대어이자 논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 ‘업아’는 물론 

‘흥아’까지도 포섭 내지 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민간에서 

는 청국， 조선 등 아시아에 대한 우월 의식과 멸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에 대한 저항 언설로서의 연대론이 하나의 사상 조 

류로 형성된 것은 메이지 10년대의 현상이다 13) 예컨대 민간 언론 일부 

13) 그 배경에 대외 위기 의식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나 특히 이 시기의 러시아 남진에 
대한 3국 공동 대웅의식의 발생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청국의 근대화 진전과 

조선의 근대화에 대한 기대 심리도 투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연 
대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3국의 국내외 상황 변화 속에서 표류/변용， 재생/실종을 거 
듭하게 된다. 물론 이는 청국이나 조선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즉 일본형 연대론에 대한 
협조 또는 저항 언설로서 생성된 청국형， 조선형 연대론 역시 표류/변용， 재생/실종을 
반복하다가 결국 실종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에서 더욱 급격하고 현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형 연대론에 관해서는 아라노 야스노리 등펀 2에5의 김봉진 논문이 
나 장인성， 자기로서의 아시아， 타자로서의 아시아 근대 조선 지식인에 나타난 l아시아’ 

와 ‘동양’아세아J 제 17호(신아세아 질서 연구회， 1998); 장인성，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 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한국정치학회， 
20C에)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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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관 반민 단체였던 흥아회가 주창한 연대론이 그것이다. 우선 민간 

언론의 연대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논설을 소개한다.14) 하냐는 『郵便

報知新聞~ 1879년 11월 19일자의 ‘東洋連衛論’이다. 이 논설은 아시아 ‘연 

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나라는 일 

본 밖에 없다는 맹주론적 연대론을 표명하고 있다. 또 하나는 『朝野新

聞~ 1881년 5월 15일자의 ‘朝蘇창짜T -b σ)政略’으로서 청일 ‘합종(合從)’ 

에 의한 조선의 점진 개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조선의 ‘개화당’을 지원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극히 소수였으나 그나마 내용을 보 

면 알 수 있듯 실질적으로 ‘진정한’ 연대론을 주창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뜻에서 민간 언론의 연대론은 실태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좋다. 

어느 정도 실태로서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홍아회의 연대론이 

다. 그 전신은 1877년 소네 토시토라(曾根俊虎 1847-191이 둥이 아시아 

의 “흥기 진작(典起振作)"을 목적으로 결성했던 진아사(振亞社)였다. 이 

것이 1880년 3월 흥아회로 발전되었던 바 그 설립 취지에 찬성한 주일 

공사 허루장(何如環， 1838-?), 참찬관 황준시엔(黃遭憲， 1없8-1905) 등 

청국 공사관원들도 입회하고 있었다. 그 취지란 3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 

국의 연대 - 친목， 민간 교류， 교육 기관 설치 등 - 에 의한 ‘흥아’를 가 

리키며 이는 와타나베 고커(週邊洪基， 1없8-1901)의 ‘興亞會創立大會~:

칩 ~t -b演說’에 잘 드러나 있다 15) 이 홍아회의 취지와 활동은 다음과 같 

이 조선의 일부 개화파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16) 

1880년 6월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1842-96)은 8월 하순에 청 

국 공사관을 방문하여 허 황 등과 조일 간의 현안을 비롯한 구미 제국 

의 사정， 러시아의 위협 등을 협의했다. 그리고 9월 6일 내방한 황은 허 

의 지시에 따라 사의(私擬)로서 저술한 『朝蘇策略』을 김홍집에게 증정했 

14) 두 논설은 각각 시바하라 타쿠지(효原初엽) 等編처外觀』日本近代思想大系12 (岩波書

店， 1988), 265-268쪽과 잃4-347 쪽에 실려 있음. 

15) 이토 아키오(伊顧昭雄) 編著 W7ν7 1:.近代日本~(社승評論社， 1뼈)， 20-22 쪽에 실려 있음. 
16) 이에 관한 상세는아라노 야스노리 等編 2005의 김봉진 논문， 56-60 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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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안에는 “親中國， 結 B:本， 聯美國”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 중 “친중 

국， 결일본”은 일종의 연대론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전후의 문 

장을 보면 전술한 와타나베 고키 의 ‘연설’과 유사성 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w朝蘇策略』에는 흥아회의 취지가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는 허， 황 등이 일본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저항/비판 의식을 지니고 었 

지 않았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연미국”은 일본의 조선 진출 기도 

를 견제하기 위한 세력균형책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허루장은 대일본 

강경책(海防論)을 본국에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듬해 81년에는 2년 전의 

유규 병합에 대한 항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 귀국해 버렸다 17) 

김홍집은 “최근 일본인은 청국 공사를 비롯한 중국의 인사 다수와 더 

불어 흥아회라는 민간 결사를 결성했다. 그 뜻은 청국과 일본과 우리나 

라 3국이 마음과 힘을 합쳐 유럽의 모욕을 없앤다는 것이다”라고 기록하 

고 있다 18) 그를 회장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1818-92)는 홍아회 모임 

(9월 5일)에 초대했다. 이에 김은 호의적인 답장을 보냈으나 실제 모임에 

출석한 것은 수행원 강위(1820-84) ， 윤웅렬(1840-191 1)， 이조연 (1843-

84) 등 3인， 그리고 이동인이었다19) 

1881년 일본을 방문한 신사유람단 가운데 홍영식(1855-84) ， 어윤중 

17) 덧붙여 말하면 1880년 일본을 방문， 흥아회 모임에도 참석했던 청국의 개명 지식인 왕타 
오(王뚫， 1828-97)는 귀국후 그 자신이 발행하고 있었던 『領環日報」에 ‘흥아회의 폐(뺑) 

를 논함’이 라는 논설을 쓰고 있다(이 논설은 『興뾰승報告)第十二集， 1잃0/11/15 발행 에 

‘기인 (tê人)의 우(憂)’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문을 부친 후 전재되었다). 요는 흥아회의 취 

지는 좋으나 타이완이나 유구 등에 대한 일본의 팽창 정책을 보면 결국 상호 이해를 추 
진해야 할 어학 학습이나 국정 조사도 “타국을 정창하는 수단이 되어 이웃 나라의 영토 

를 빼앗는 일을 조장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왕타 오의 생애와 사상 펀력에 관 

해서는 Cohen, Paul A., Between Tradition and Modemity: WIα19 Tao and Refom1 in 
Late α1’ing αlÍna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없7)을 참조 

18) 한국사편찬위원회편 『修信使記웠 日東記游 · 修信使日記 · 使和記錄~(韓固史料靈書第九，
1958), 151쪽 원문은 한문， 

19) 이동인은 1879년경 김옥균(1851-94)과 박영효(1861 -1939)의 밀명을 받고 일본에 건너 
가 그들의 정보원으로 활약한 숭려이다， 그는 이미 흥아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모임 
에도 참석한 바 있다(W興뾰승報告』 第四集， 1880/5/14발행의 ‘興亞會參’을 참조). 그는 도 
쿄 체재 중 히가시 흔간지(東本元쭈)의 아사쿠사(많草) 별원에 묵고 있었는데 같은 곳에 

김홍집 일행도 체류하게 되었다. 거기서 이동인을 만난 김홍집은 그의 일본어와 해외 지 

식에 감명을 받아 그 밀항의 죄를 묻지 않고 수신사 일행에 참가시켰다 



148 美 國 學 第二十A輯(2005)

(1848-96), 김용원 등은 6월 22일 흥아회 모임에 참석하여 ‘흥아’와 3국 

연대 구상에 찬의를 표하는 문장이나 시를 짓고 있다，20) 8월 19일에 신 

사유람단 일행은 요코스카(橫須貨) 군항을 시찰한 후 그 곳에서 일박했 

는데 이때 엄세영， 박정양(1841 -1904) 등은 흥아회의 간사 소네 토시토 

라와 서로 시를 나누고 있다，21) 이와 같이 조선의 일부 개화파는 흥아회 

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 공감의 이변에는 다음과 같은 의 

도자 투영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일본 정부의 팽창주의에 대한 경 

계와 조선을 둘러싼 청일 알력의 회피이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3국 연 

대에 의한 ‘홍아’ 구상이 조선의 자주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유력한 전략 

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기대했을 것이다. 이로써 연대론은 조 

일 양국 간에 크게 확산될 계기를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그 수명은 그다지 길지 못했다. 

1882년 3월 17일 김옥균은 강위， 김용원， 정병하(?-1896) 등 수행원과 

함께 부산을 출발， 19일 나가사키(長뼈)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일행은 

서광범(1859-97)과 합류한 4월 20일 까지 체재했다. 그 후 4월 말에 고 

베(神戶)， 5월에 오사카(大版)， 교토， 요코하마(橫價) 등을 거쳐 6월 1일 

도쿄에 도착했다，22) 김옥균은 당시 일본인에게 ‘개화당’ 수령으로 알려져 

일본 각지의 신문이 그의 거동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 하나로 나가사키 

의 『西海新聞~(동년 3월 26일자)의 지면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되어 있 

다，23) “김옥균이 그저께 24일 밤 후나다이쿠효(빠大工메)의 사쿠라유(樓 

揚)에 입욕하고 있었을 때였다. 잠시 누상에서 휴식하고 있었던 오사카 

출신의 연설가 다루이 토키치는 긴 머리 긴 수염의 김옥균 ..... 서로 펼담 

20) 嘴亞승報告」 第十八集(1881/8/10발행)， 第十九集(188뻐31발행)의 ‘文짧雜識’을 참조， 

21) r興햄승報告』 第二十集(1881/9/30 발행)의 ‘文짧雜識’을 참조. 

22) 일행이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당시 게이오 기주쿠(慶應義聲)에 유학 중이던 유길준 
(18.56 -1914)이 합류했다고 『大版朝日新聞』 동년 5월 10일자의 기사는 전한다. 또한 교토 

에 도착했을 때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論吉， 1835 -1901)는 문인(門人)으로서 미타(三田) 
에 살고 있는 승려 데라타 후쿠쥬(좋田福壽)를 교토에 특파하여 이를 맞이하게(古휠記念 
會編舞 『金玉均{쿄』 上卷， 慶파出版社， 1944, 138쪽) 했다고 한다 

23) 금병동(琴秉洞)， r金玉均 k 日本-깐η뽑Hη빼械~ (錄陰書房， 1991), 52 쪽에서 재인용， 



세계화에의 편숭과 저항 - 메이지 일본 사상사에서의 ‘아시아 연대론’ 149 

을 나누었다. 다루 이는 김을 매우 흠모하여 자기를 꼭 조선에 데려가 

주기 바란다고 간청했다”라고 이는 김과 다루이 토키치(構井顧吉， 1잃O 

-1922)의 첫 만남을 전해주는 기사아다 

도쿄에 도착한 후 김옥균 일행은 일본의 관료， 지식인과 교유하면서 

또 각국 공사관，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일행은 후쿠자와와도 만 

났다.싫) 이로써 김과 후쿠자와의 ‘쩨휴’ 판계가 시작된 것이다. 단 후쿠자 

와의 지론은 어디까지나 ‘탈아’론과 일본 맹주론， 그리고 국권 확장론이 

었다，25) 그런 뜻에서 오히 려 그는 반연대론자이자 팽창주의자였다. 따라 

서 김이 주창했다는 ‘삽화(三和) 주의’는 실은 후쿠자와를 비롯한 일본인 

이 지녔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이념이었다고 말해도 좋다. 

김옥균 일행은 6월 21일 흥아회원의 친목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 참석 

자를 보면 일본측은 당시의 회장 에노모토 다케아키(樓本武揚， 1836-

1908)를 비롯하여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뭄， 1828-1905), 와타나베 고 

키 등 회원， 청국측은 주일 공사 리쑤창(짧應昌， 1837-97)과 공사관원， 

조선측은 김옥균， 서광범， 강위， 유길준 풍 7명으로 되어 있다(W東京日 日

新聞~ 1882/6/23), 이 친목회는 김에게 깊은 인상과 감명을 주었던 듯하 

다.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郞， 1860-1938)의 회상에 따르면(W古箱』 

誌 창간호， 1935) 김은 귀국 직후 고종에게 ‘興亞策’이라는 저술을 헌상했 

는데 그 요지는 “동양 삼화의 방첨”을 제안한 것이었다고 한다，26) 또한 

이 노우에는 후쿠자와를 방문했던 김 에 게 “동문 동종의 민족은 서로 일치 

협력하여 서력 동점을 막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며 아사아의 홍륭을 도모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응한 김은 “동양 평화에 일신을 바치고자 결 

심했으니 ..... 국왕에게 복명할 상소는 내치， 외교를 쇄신하고 일본， 청국， 

조선의 협화 일치를 도모할 삼화주의”라고 답했다고 한다.잉) 이후 ‘삼화 

24) 앞의 책 『金玉均{i~ 上卷， 139-141쪽 

25) 이에 관한 상세는 김봉진 2004, 제3장의 一을 참조. 

26) 금병동 1991, 86쪽 이노우에의 조선 입국과 그 활동의 상세는 김봉진 (金鳳珍)， r朝蘇σ)
開化 t 井上角五郞-日韓開係史η '1lJí構藥』 장 f足T問題提起 東洋文化冊究所紀要~ 140 
冊 (2000年 12月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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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죽는 날까지 김옥균을 따라 붙게 되나 그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 

에서는 청국의 대조선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6월 21일의 친목회는 3국인이 함께 했던 흥아회 최후의 모 

임이 되고 만다. 약 1개월 후 임오군란이 돌발하여 이유고 조선을 둘러 

싼 청일 알력이 표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아회의 연대론은 표 

류했고 동시에 조선의 일부 개화파 사이에 싹터 있던 연대 의식도 표류 

했다. 더우기 청일 알력은 조선의 재화파를 내부 분열시키는 역할도 했 

다. 이는 크게 두 유파로 나뉘어 갔다. 일본의 원조를 구하는 반청 성향 

의 급진 개화파와 청국의 벼호(底護)를 바라는 반일 성향의 온건 개화파 

가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둥은 전자에 속한다. 

1882년 9월 조선 정부는 특명 전권 대신 겸 수신사 박영효， 종사관 서 

광범 등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 일행에는 김옥균과 함께 당시 민씨 정권 

의 실력자였던 민영익(1860-1914)도 동행하고 있었다. 일행은 일본 관료 

와는 불론 구미 각국 공사관원과 교유하는 가운데 청국의 대조선 간성 

정책을 비판하면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고 또 그 지원을 요청했 

다.잃) 또한 일행은 후쿠자와와의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 이듬해 83년 1 

월 일행은 귀국했으나 김옥균， 서광범은 남아서 4월말 까지 일본에 체재 

했다. 그런데 이 동안 연대론의 표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흥아회의 

명칭을 둘러싼 청일 양측의 알력이 발생했다. 즉 중국인 회원 사이에 흥 

아회는 일본이 ‘홍아’의 중심 즉 맹주가 되려는 의도를 감춘 단체라는 비 

판이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흥아회는 83년 1월 21일 아세아(亞細亞) 협 

회로 개칭하게 되었다.때) 

1883년 6월 김옥균은 다시 방일하여 일본의 정치가와 기업인 그려고 

27) 井上角표郞先生傳記編옳會 『井上角五郞先生rr.;. (러版印때珠式욕社， 1943), 120쪽， 
28) 이 일행의 활약에 관해서는 김봉진 r얘L. I:方固公法η間-朝蘇η初期開化派η公法觀 

~北九州市立大후外固語렇部紀要』 第102 블 (2001年9月 ), 147-152쪽을 참조. 

29) 그러나 그 후에도 청일 양국 회원의 대립은 계속되었고 결국 중국인 회원들의 불참으로 
이어졌다 이 아세아 협회는 유명 무실한 상태로 존속하다가 1900년 후술할 東亞同文會
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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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사 관원과 상사(商社)에 재정 지원을 요청， 차관 교섭을 하면서 

84년 4월경 까지 체재했다. 그 사이 없년 1월 27일 김옥균은 아세아 협 

회의 1주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회장 나가오카 고비(長 

間護美， 1850-1906)와 부회장 와타나베 고키를 비롯하여 에노모토 다케 

아키， 다테 무네나리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 이래 미증유의 성회(盛 

會)"를 이루었으나 “외국인은 김옥균 뿐이고 중국인이 한 사람도 참석치 

않아 유감이었던” 상태였다고 한다 3이 그 이튿날 김은 청국 공사관의 구 

력 신년회에도 참석하고 있다，31) 이들 두 모임에서의 김의 언동온 전하 

지 않으나 그는 아마 청일 간의 화해 방법을 찾고 조선의 자주 독립을 

확보할 대책을 짜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귀국 후 김옥균은 당시 청불 

전쟁 (1884-85)이 본격화된 틈을 이용하여 청국의 간섭 정책을 타파하고 

자 84년 12월 갑신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뒤 다수의 동지들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다.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텐진(天律) 조약을 체결(1잃5/4/18)하여 직접 

대결을 일단 회피했으나 양국 간 알력은 잠류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 국 

내에서는 대청 강경론이 분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같은 

해 일본의 일부 아시아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건의 조선 침공 계획 

을 추진한 일도 있었다 하나는 자유 민권파 또는 자유당 좌파의 오이 

켄타로(大井憲太郞， 1843-1922), 고바야시 쿠스오(小林揮雄， 1않6-192이 

등이 조선의 자주와 내정 개혁을 내걸고 추진하다가 발각된 오사카 사건 

이 다，32) 또 하나는 현양사(玄洋社)의 사장 히 라오카 쿄타로(平周浩太郞， 

1851-1906)와 사원 도야마 미츠루(頭山滿 1잃5-1944)， 마토노 한스케 

30) ~朝野新聞~ 1잃4년 1월 31일자 관련 기사 금병동 1991, 130쪽에서 재인용 
31) 위의 책， 같은 쪽 
32) 이 사건의 경과와 결과에 관해서는 오사카 사건 연구회(大~&事件따究會) 編著大限事件

ηE뮤究~ (拍書房， 1982)를 참조. 덧붙여 말하면 자유당은 1880년 11월 도쿄에서 결성된 

자유 민권파 계열의 정당 1884년 10월 스스로 해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상 
황과는 별도로 대외적으로 이 정당 관련 활동가들의 일부가 ‘대륙 낭인’과 결탁하거나 스 
스로 대륙 진출콘자로 변모해 갔다 그 후 1890년에 오이 켄타로 등이 자유당을 재결성한 
바 있으나 곧 정부와 타협， 그 1잃0년대의 혁명성을 상실한 채 수년 간 존속하디-가 해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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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野半介， 1858-1917) 등이 세웠던 계획이다，33) 이 계획에는 다루이 토 

키치가 가담했고 김옥균도 종종 모임에 참가하여 안건을 진행시키고 있 

었던 듯하나 같은 해 11월에 오사카 사건이 폭로된 결과 이 계획 역시 

중단되 고 말았다，34) 

이상에서 서술한 바 어쩌면 임오군란의 돌발과 갑신정변의 실패는 

1880년대 초기에 생성된 연대론을 표류시키고 그 실태화 가능성을 막아 

벼펀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거칠게 말하면 이 

들 두 사건은 홍아회의 연대론을 표류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일본형 

연대론이 ‘침략적 연대’론으로 변용할 계기를 제공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단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요인이자 계기가 되었을 뿐 

이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본형 연대론의 주체는 이를 주창했거나 변 

용시컸던 일본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II I. 변용의 살태 

갑신 정변 약 4개월 전인 1잃4년 8월 양하이에는 자유 민권파 계열의 

언론인이었던 스에히로 시게야스(末廣重옆 1849-96) - 필명은 렛효(鐵 

陽) - 를 관장으로 하는 동양 학관이 설립되었다. 이는 일종의 교육 기 

관으로서 중국어， 중국 사정에 정통한 인재 육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 

었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은 ‘東洋學館規約縮言’에 보이는 바 일찌기 흥 

아회가 내걸었던 목표의 하나였다.잃) 

33) 현양사(1880년 설립， 1946년 해산)는 우익 정치 단체. 후쿠오카(福周)의 민권정사향양사 

(民權政社向陽社) 를 전신으로 설립되었으나 주로 대륙 진출을 위한 해외 활동에 주력했 

다. 이 단체는 흑룡회와 함께 ‘대륙 낭인’의 산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히라오카 등 인 

물의 약력은 黑龍會 『東뾰先相志士記fi~ 下卷(列傳)의 해당란을 참조 

34) 그 후 김옥균의 일본 망명 생활에 관해서는 금병동 1991, II와 III을 참조. 
35) 이토 아키오 編著 1990, 26쪽. 



세계화에의 편숭과 저항 - 메이지 일본 사상사에서의 ‘아시아 연대론’ 153 

우리 동방 아시아주를 진흥한다는 셜은 벌써 세상에 일어나 방내(和內)에 

이미 흉아회가 설립된 바 있다 .... 우리들은 간절히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근심 한 끝에 굳이 이 위업을 자임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필히 동 

양 제국이 친화함으로써 보거상의(輔車相依)， 순치상보(層짧相保).". 우선 청 

국의 세태， 민정(民情)에 달하여 학술， 언어에 통하고 .... 다읍으로 교제의 친 

(親)을 이루고 통상의 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 인용문의 취지는 한 마다로 연대론이다. 그러나 이 연대론이란 실은 

그 변태였다고 말해도 좋다. 그 이유는 이 학관의 설립 동기나 관계자의 

성향에서 ‘수상쩍은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학관 관계자의 성향을 보자， 이 동양 학관 설립의 주창자 8명 안 

에는 자유 민권파 계열의 고바야시 쿠스오， 우에커 에모리(植木技盛， 

1857-92) 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시에 ‘대륙 낭인’ 계열의 히노시 

타베 마사카즈(8 下部正-， ?-1913), 무나카타 세이(宗像政， 1잃4-1918) ， 

와이즈미 쿠니히코(和果和彦， 1853-1913)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현양사 사장 히라오카 코타로과 다루이 토키치 그리고 자유 민권 이론 

가로 유명 한 나카에 효민(中江*民 1847-19ûl) 등도 참가하고 있었다. 

이 학관은 말하자면 자유 민권파와 ‘대륙 낭인’과의 합작품인 셈이었다. 

한 마디로 그 속에 i침략적 연대? 구상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 학관의 설립 동기 안에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청불 전쟁 

의 시찰이나 청국 정탐， 그리고 반청 ‘혁명’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와이즈미나 다루이 등은 일본 육군 첩보원과 함께 푸조우(福州) 

지방의 반청 결사 커라오후이(哥老會) 일파와 제휴하여 ‘혁명’을 획책한 

바 있었다(福州組事件). 이 사건에는 학관 학생이었던 나카노 구마고로 

(中野熊五郞， 1867 -1917)도 관여했다.36) 또한 학관 학생이었던 야마우치 

36) 나카노는 청일 전쟁 중에도 상하이에 주재하면서 청국의 기밀을 정탐한 후 랴오뚱(遺 
東) 전선에 종군， 종전 후 타이완에 은행원으로 부임했다. 그 후 다시 양하이에 건너가 

고쿠류카이나 군부와 관련된 여러 기지 활동에 참가했다. 黑龍會 1966, 下卷， 352-353쪽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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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오(山內옮， 1864 -1926)는 실은 관장인 스에히로의 요청에 따라 양하 

이에 건너 왔으나 그 요청 속에는 청불 전쟁의 시찰， 정탐이 포함되어 

있었다，37) 이 학관은 설립으로부터 약 1년 후 폐쇄되었으나 그 참가자 

대부분은 후일 동방 협회(東해協會)， 일청 무역 연구소(日淸賢易昭究所)， 

그리고 동아 동문회(東亞同文會)와 그 뒤를 이은 동아 동문 서원(東亞同 

文書院) 등 기관의 설립과 활동에도 참가했다，38) 

이와 같이 일본형 연대론은 이미 청불 전쟁을 계기로 침략적 구상으로 

변용 아니 형해화되어 갔다고 말해도 좋다. 단 이는 연대론의 실종을 뜻 

하지는 않는다. 일부의 논자는 여전히 ‘진정한’ 연대론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39)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의 팽창주의와 조선을 둘러싼 청 

일 알력 때문에 청일 연대 구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일본형 연대론은 그 변태로서 반청 ‘혁명’ 세력과의 정략적 연대를 추구 

했고 이것이 또한 그 주류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정략적 연대 

는 달리 말해서 ‘침략적 연대’의 한 표현이기도 했다. 

한편 이 주류에 대한 일종의 저항 언설로서의 연대론도 출현했다. 다 

루이 토키치가 주창한 ‘大束合돼論’은 그 일례이다. 여기서 ‘대통’이란 일 

본과 조선 양국을 가리키며 ‘합방’은 대등한 국가 결합 즉 연방을 뜻한 

다. 이 다루이의 구상은 1893년 8월에 이르러 『大東合행論~(한문)으로 출 

판되었다. 그런데 이 구상을 초고(‘日蘇連해論’)로서 완성한 것은 1잃5년 

11월 이전의 일이라고 한다.40) 즉 1짧5년 11월 다루이는 전술한 오사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일시 투옥되었으나 이때 그 초고를 분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구상에는 김옥균의 의도도 어느 정도 투 

37) 야마우치의 약력에 관해서는 위의 책， 480-482쪽을 참조. 

38) 이들 중 일청 무역 연구소는 1890년 아라오 세이(앞尾精， 1없8-96)， 네즈 하지메(根律 

一， 1860-1927) 등 참모 본부원이 상하이에 설립한 교육 기관이자 정탐원 양성소였다. 
그 밖의 기관의 약력 에 관해서는 東亞同文會編 『처支回顧錄』 上卷(原書房， 1968)의 제4 

절을 참조할 것. 

39) 예컨대 소네 토사토라가 청불 전쟁을 기록한 『法越交兵記~ (1886년 출판)의 ‘序’를 보면 
소네는 여전히 “아시아 諸웹의 연합 구원 상조”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0) 黑龍會 1966, 下卷， 282쪽을 참조. 같은 책 281 잃3쪽은 다루이의 약력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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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大東合해論』의 ‘정국은 마땅히 동국(東國)과 합종해야 함’이라는 절에 

서 다루이는 “경쟁 세계의 대세를 보니 마땅히 아시아 동종의 우국(友 

國)을 합하여 이종인(異種人)과 서로 경쟁해야 한다. 합동을 요하는 나라 

가 어찌 일한(日韓)에 그치겠는가”라 하여 청국도 이에 참가하길 바란다 

고 서술한다. 그리고 대동 합방이란 어디까지나 “각방(各郭)의 자주를 완 

전케 하고 그 인민을 일통국(一統國)의 대정(大政)에 참청(參聽)케 함”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40 여기서 3국은 같은 인종으로 표상되며 이를 

토대로 하는 합방은 각각의 “자주”를 전제로 한다는 뜻에서 ‘진정한’ 연 

대론이 표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자주”는 실은 다음과 같이 

청국의 대조선 간섭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함의한다. 

일한 양국은 자주국이다. 자주국이 협의， 체맹(細盟)하여 화합하고자 함은 

원래 공통(公通)의 조리， 정명(正明) 의 대전(大典) 에 의거한다. 어찌 청국이 

참견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현재 [청국이 조선의 내치/외교에] 제멋대로 참 

견하고 있으나 이는 만국 공법의 조리에 어긋난다， (다케우치 요시며 펀 

1963, 126쪽에서 인용) 

대동 합방의 또 다른 목표는 “조선을 기탤 수 있는 우국으로 만드는 

일” 이며 이는 곧 “청국의 금일의 급무”라고 다루이는 주장한다. 나아가 

“우리 일본인은 벌써 백인의 비망(非望)을 알아 채렸다. 그래서 일찌기 

흥아회를 설립하여 후일 아시아 합종의 기초를 세우려 했던 적이 있다” 

(위의 책， 127쪽)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루이의 ‘대동 합방’ 구상은 주지하는 바 후년 일진회(러일 전 

쟁 중인 1904년 8월에 일본군 통역으로 활약했던 송병준이 조직한 친일 

단체)의 회장 이용구(1868-1912)에게 큰 영향을 미쳐 마침내 ‘한일 합방’ 

의 단서를 열었다，42) 이로써 이용구는 친일 매국노로 낙인찍히게 되었으 

41) 다케우치 요시미 편 1963, 124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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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어도 그 자신의 목표는 바로 ‘대동 합방’의 실현에 있었다고 전해 

진다，43) 달리 말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연대’ 구상에 있 

었던 것이다. ‘한일 합방’ 후 그는 일본 정부의 작위를 거절했다. 그 이유 

를 말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제 합방이 성립했으나 앞으로 한국 황실의 

안태(安泰)와 2천만 동포의 행복 여하를 지켜보는 일이 금후 자선에게 

주어진 일대 책임이다. 신정(新政)을 행할 즈음 불행하게도 내 기대에 이 

긋날 경우가 생낀다띤 나 자신은 국가 국민에 대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을 지위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44) 그의 친일 매 

국 행위 조차 일정한 정도 ‘저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다. 이 

는 곧 이어진 일진회 해산의 한 요인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한일 합방’ 당시 다루이의 행적에 있다. 그의 『大東合해論』은 

초판으로부터 17년 후인 1910년 즉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해에 재판되 

었다. 이 재판에는 ‘大東合和論再版附言’이 책 머리에 실려 있다. 이에 따 

르면 일본 국내에서는 “일독의 가치도 없다”로 평가 절하되었던 본서가 

량치차오(梁햄超， 1873-1929)에 의해 청국에 전해져 상하이에서 번각(騙 

刻) 되었고 베이징의 『句天時報』도 자신의 주장에 찬의를 표했으며 또한 

조섣에서는 “천 부 이상 배포되었으나 .... 등사된 책은 그 수를 모르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부언’ 속에서 다루이는 ‘한일 합방’이 완 

성되어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이상 일본은 조선에게 재정 원조 

를 해야 할 것이나 조선이 그 재정 부담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합성국 

의 대정에 조선인을 참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대통 합방의 원 

42) 일진회와 ‘한일 합방’과의 관련은 黑龍會 1966, 中卷의 二~六을 참조 
43) 1906년 9월 일진회의 고문으로 취임한 우치다 료헤이는 이용구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환 

했다. 그 자리에서 이용구는 “나 자신의 의견은 터方씨 [다루이의 아호] 가 말하는 대동 

합방에 있다”고 답했노라고 한다(r 日本之뾰細멜日韓合해J ， 1932년 출판， 다케우치 요 

시미 편 1963, 209쪽)， 그 의견응 들은 우치다는 매우 기뻐하면서 “아시아 연방을 성취 
하기 위해서 우선 일한 연방의 일가를 실현하고 다른 여러 나라를 이에 따르게 해야 한 

다"(209-210쪽)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우치다는 통감부(1905년 12월 설치)의 촉탁(屬託; 

실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幕寶 즉 사적 협력자)으로서 ‘한일 합방’을 위한 여러 
공작에 참여했다. 그 상세는 하츠세 류헤이 1980, 제4장을 참조. 

44) 黑龍會 1966, 中卷，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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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는 ‘한일 협-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커녕 이를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때， 채생과 변용， 웰종 

다루이 의 『大東合채論』 초판이 출판된 것은 전술한 바 1893년 8월의 

일이었다. 그 출판 배경에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국내 상황이 있었는 지 

도 모른다. 즉 당시 일본에서는 불평둥 조약 개정이나 외국인 내지 잡거 

의 가부를 둘러싼 논쟁이 비등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문제와 관련하 

여 일부 지식인들은 정부의 서구화주의 = ‘탈아’ 주의와 국가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내적으로 ‘국민주의’ 또는 ‘국수주의’를 주창했고 대외적으 

로 특히 구미 제국에 대한 강경 외교를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루이 의 『大東合해論』 초판이 출판된 1893년 8월 쿠가 카츠난(陸짧南， 

1857 -1907) - 본명은 미노루(實) - 의 『原政及固際論』이 출판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뼈) 

쿠가는 신문 ~S 本~ (1889년 2월 창간 1914년말 폐간)의 창간자로서 

잡지 『日本人~(1없8년 4월 창간 1907년 1월 ~S 本』 사원의 일부를 흡수 

~S本及日本λ、』으로 개제 1945년 폐간)을 발간하고 있던 정교사(政敎社， 

1888-1945) 계열의 시가 시게타카(志賢重昆 1863-1927)나 미야케 세츠 

레이(르현 雪鎭， 1860-1945) 등과 더불어 메이지 20년대 ‘국민주의， 국수 

주의’ 조류의 대표적 논객이었다. 이들 논의 속에는 일정한 정도 아시아 

연대 의식이 포함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뼈) 

쿠가는 『原政及固際論』에서 당시 국제법이 “구주 제국의 가법(家法)" 

45) 쿠가는 후술할 동방 협회와 동아 동문회 설립과 활동에도 깊이 관여했다. 
46) 이같은 소지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나 r 日本人~ 116-123호(19(에년 6월 5일간-1900 

년 9월 24일간)에는 안경수(1853-1900)의 ‘일청한동맹론(日淸韓同盟論)’ 이라는 논문이 
연재되어 있다. 그 내용 분석은 아라노 야스노리 등편 2뼈의 김봉진 논문 69-71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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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은 상황 밑에서 “동양 나라”의 선택 

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서양 제국의 

식민지， 둘째는 국제법을 향유하기 위한 “구화(歐化)" 정책， 셋째는 구미 

제국의 특권을 타파할 “국제 혁명”이다. 쿠가의 선택이 셋째인 국제 혁명 

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나 여기에는 바로 아시아와의 연대 의식이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 민간의 내셔널리즘 또는 ‘국 

수주의’와 연대 의식의 미묘한 결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 역시 전술한 이면성과 ‘수상쩍은 변’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같은 성향은 청일 전쟁 이후의 연대론에도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쩍항 옐설뿔쩌엌 영뼈뿔 

청일 전쟁 이후 일본에서는 정부나 민간을 불문하고 팽창주의(대륙 진 

출론)의 성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각에서는 이러한 

성향에 대한 저항을 표상하는 다양한 연대론이 재생되기도 했다. 먼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평론가이자 중국 문학자였던 다오카 레이운(田뼈領 

雲， 1870-1912)의 연대론이다，47) 그의 평론 ‘東亞η大同盟’(上은 1897년 

11월 25일 간행 『萬朝報』 제1509호， 中은 11월 28일 간행 제1511호， 下는 

11월 30일 간행 제1512호)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아 연합에 의한 아시아 

해방을 주장하고 있는 점 이다.얘) 달리 말하면 그는 후쿠자와의 ‘탈아’론 

47) 그는 도쿄 제국 대학의 한학과(漢學科) 재학 중 잡지 r 日本^~에의 기고를 시작으로 문 

단에 데뷰했다. 후일 그는 여러 사회 문제를 평론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여성 해방이 
나 아시아 해방 그리고 사회주의에 경사하여 천황제 철폐을 주장하기도 함으로써 여러 
차례 탄압을 받았다 또한 그는 중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혁명가와 교류하기 

도 했다. 이 같은 정부 당국과의 투쟁을 포함한 평론 활동 중 건강을 해쳐 집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했다 

48) 본고에서는 西田勝編 『田間領雲全集』 第二卷(全八卷)(法政大￥出版局， 1978)에 실린 것 
을 인용한다. 덧붙여 말하변 이 논설의 취지는 주46에서 소개한 안경수 논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세계화에의 편승과 저항 메이지 일본 사상사에서의 ‘아시아 연대론’ 159 

비판이라고 할 ‘연아(連亞)’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했던 것이다，49) 이 논설 

은 영일 동맹이나 러일 동맹과 같은 “이인종(異人種)과의 동맹”을 “사대 

적이고 비열한 근성에 기초한 우론(愚論)"이라 비판하고 청국과의 연대 

와 협력에 의한 동양 평화를 제창한다(432-433쪽)， 

이 평론의 下에 따르면 청국은 “동아 문명의 중심”이자 “문자와 인종 

이 같은 동아의 나라”이며 따라서 청일 양국은 “서로 도와 합동해서 황 

인종의 일대 동맹을 만들어 아시아 지 역으로부터 백인종 세력을 몰아내 

야 한다’'(433-434쪽). 그 동맹 방식에 관하여 다오카는 다음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支那 = 청국) 는 나라가 넓고 인민이 많기는 하나 그 국민이 

완미(碩迷)하여 제 멋대로 옛날을 그리워하고 현재를 모르며 스스로를 존대 

하여 우내(宇內)의 대세에 통하지 않으니 .... 우선 이를 각성시키고 계발시켜야 

한다 .... 그 후에야 함께 동양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434쪽) 

이 인용문 속에는 일정한 정도 청국 멸시와 일본 맹주 의식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오카의 동맹 = 연대 의식은 심정적으로 순수 
하다고 말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는 청일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일본의 

“근시안적인 당국자나 경박한 국민”을 비판할 뿐 아니라 그 전쟁의 목적 

은 “조선의 독립”과 함께 “동양 평화의 유지”에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 

여 “지나 국민의 완미를 각성시키려는 것”에도 있다면서 “동아 합동， 제 

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같은 쪽)， 

나아가 다오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일청 (B 淸)이 동맹하 

여 우선 한국으로부터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일， 청， 한 3국 동맹을 조 

성 하라. 그런 후 착실히 전진하여 타이 안남(安南 = 베트남)으로부터 프 

랑스를 몰아내고 인도로부터 영국을 몰아내어 마침내 동양에서 백인의 

49) 다오카는 1897년 11월 19일 간행 T萬朝報』 제 1503호를 통해서 후쿠자와의 저작 재검웠검 

話.~ 11897년 7월 출판)을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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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올 쫓아내라"(435 쪽)고. “오늘날 독일의 자오조우완(陽州灣) 점령과 

같은 것은 국제법을 멸시하고 다른 나라의 국권을 짓밟는 일로서 지나친 

망상(亡狀)이다 .... 동양 평화를 위해 또 우리 황인종의 운멍을 위해 우리 

나라는 마땅히 지나를 도와서 정의를 지키고 폭만(暴慢)한 백인을 쳐부 

수지 않으면 안펀다고. 그리고 일본은 동양의 선각자로서 동아 연형의 

주동자여야 한다. 이를 달성함은 일본의 천직이니 아아 일본의 천직이 

여 ” 라는 말로 평론은 끝맺는다(같은 쪽)， 

거듭 말하나 이러한 연대론을 주창하는 다오카의 심정적 순수성에는 

의심할 바 없다. 그 후에도 그는 이른바 ‘아관 파천’(1896년 2월) 이후 조 

선 정부의 지원이 끊어짐으로써 곤경에 빠져 있었던 한국의 재일 유학생 

을 좁는 일에 참가했고 독일의 자오조우완 점령(1897년 11월)을 계기로 

‘과분(JlJ.分)’ 위기에 빠진 청국에 깊은 관심과 동정을 표시했다. 비록 그 

의 연대론 속에 일종의 일본 맹주론과 같은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을 지 

라도 그 자신은 어디까지나 심정과 논리의 분열이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 

았다 말하자변 다요가의 연대론은 일본의 팽창주의나 그와 연결된 ‘침략 

적 연대’론에 대한 저항 언설이었던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 ‘진정한’ 이 

념으로서의 ‘아시아주의’를 담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다. 

이러한 다오카의 연대론과 일맥 상통하면서도 인종 경쟁론이 아닌 문 

명 경쟁론적 견지에서 범아시아 연대를 주창한 예로서 오차쿠라 템신(阿 

홈天心， 1862 -1913)의 ‘아시아주의’적 사상이 있다. 일본의 전통 회화 

(縮畵) 부흥에 노력했고 동양의 미를 칭송했던 인물로 유명한 그는 1901 

-02년 인도를 여행하던 중 현지에서 영문으로 『東洋η寬醒~東洋σ)理

想』 등 일련의 저작을 썼다，5이 그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표현을 빌자면 

"ö}시아주의자로서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상가로서도 고립되어” 있 

었던 인물이다，51) 아무튼 오차쿠라의 사상도 ‘진정한’ 이념으로서의 ‘아시 

50) r間용天心全集』 第一卷(平凡社， 19(4)에 설려 있음 이 가운데 『東洋σ〕寬醒』의 내용 분 

석 은 히 라이 시 나오아키 1994, 1998의 두 논문(각각 279-282쪽， 187-191쪽)을 참조. 
51) 다케우치 요시미 편 1963,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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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를 담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다. 

먼저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명제로 시작되는 『東洋σ)理想~(1903년 런 

던에서 출판)은 그 속에 일종의 일본(사상) 예찬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오카쿠라 자신은 어디까지나 심정과 논리의 분열이라는 오류 

에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카쿠라에 있어서 제국주의는 서구적 

인 것이며 미의 파괴자로서 매척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는 그와 친분을 

맺었던 인도의 시인 타고르(묘. Tagore, 1861 -1941)의 사상과도 유사하 

다. 다만 그의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명제는 후일 일본 파시즘에 의해 

다루이 의 『大東合해論』 못지 않게 악용되 었다，52) 

다음으로 『東洋η寬醒』은 유럽 근대 문명에 의한 아시아 전통 문명의 

파괴에 대한 항의가 그 특정을 이루고 있다. 그 속에서 오카쿠라는 “유 

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이라는 테제를 내걸고 격렬한 반서양적 저항 

언설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차쿠라가 “범아시아 동맹”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는 단순한 연대보다는 아시아 각국의 민 

족적 각성이나 자기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맥일지라도 

그 속에서 “범아시아 동맹” 이념을 들고 있었던 의미는 크다. 식민지 독 

립， 해방과 이를 위한 “애국심의 조직적 고양과 전쟁에 대비한 계획적 

준비”라는 호소를 담은 그의 이념은 매우 적극적이자 공세적이었기 때문 

이다. 여기서 일본은 아시아의 해방자로 위치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이념은 후일 일본의 ‘아시아주의’적 사상 조류와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의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던 이 저작은 1938 

년에 이르러 일본어 번역판으로 공표되었고 이로써 당시 선전되었던 ‘동 

아 협동체(東亞協同體)’ 이념과 ‘동아 신질서’ 구상에 크게 이용되었던 것 

이다 

덧붙이자면 오카쿠라는 도쿄 제국 대학에서 자신의 문명 경쟁론을 강 

의했던 적이 있었다. 이때 그의 강의를 들었던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1886-1957)는 1916년 1월에 잡지 『道』에 ‘君固η使命’를 발표한 이래 공 

52) 위의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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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아시아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로서 모든 아시아인을 이끌어 

그 해방과 대제국 건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918년 만테 

츠(滿鐵) 동아 경제 조사국에 입사한 이듬해 편집 과장이 되어 조사에 

종사하는 한편 기타 잇키(北一輝， 1없3-1937)와 더불어 유존사(觸存社; 

1919년 8월 창립， 1923년 2월 해산)를 결성 하는 등 국가주의 운동을 이 

끌었던 우익 이론가였다，53) 그는 일본이 1941년 12월 ‘대동아 전쟁’ 즉 

제2차 세계 대전에 돌입하자 ‘米英東亞慢略史’를 제목으로 한 라디오 연 

속 강연을 행했으며 1943년에 『大東낯縣序建設』을 출판했다. 패전 후 민 

간인으로서는 드물게 A급 전범 용의로 체포되었으나 극동 국제 군사 재 

판의 심리(審理) 중 정신 장애를 일으켜 변소되었다. 

g 。 ‘펼솔짧 훨활9외 훌훌휠g뿔얘21 멀왜뿔 

귀족원 의장 고노에 아츠마로(近衛罵鷹， 1863 -1904)의 연대론은 대륙 

진출론에의 편승 또는 편승과 저항의 미묘한 결합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않) 그는 잡지 『太陽dJ(l898년 l월 1일호)에 ‘同人種同盟， 附支

那問題昭究η必要’라는 논문을 기고했다，55) 이 논문에서 고노에는 인종 

경쟁론에 업각한 황인종 동맹론을 전개하고 있다，56) 여기서 그는 구주 

53) 오카와와 기타의 사상 편력에 관해서는 오카모토 코지(間本幸治) 編著近代日本η7ν
7觀꾀( 2 :f )ν "l-r 書房， 1998) 제7， 8장을 참조. 또한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直昭)， r近代
日本η r7ν7主義~-明治期η諸理念장中心 f::: J 構口雄三等編 『近代化像~ 7ν 7iJ' G考

i.. {, [5] (東京大후出版승， 1994); 히라이시 나오아키近代日本η固際款序觀ε r7ν7 
主義~J 東京大후社씁科쭈冊究所編 r20世紀νÂ T J，.~ 1 構想 k 形成， (東京大렇出版승， 
1998), 198-204쪽을 참조， 

54) 고노에는 1잃4년에 공작을 수여받고 독일에 유학한 후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1896년 

귀족원 의장， 동양 문제에 김은 관심을 가졌고 대외적으로 구미 제국에 대한 강경 외교 
의 지도자였다. 

55) r太陽~(1895년 1월 창간-1928년 2월 폐간)은 정치， 사회， 경제 관계 논문이나 문예 평 
론 등을 실은 종합 잡지. 편집 주간 다카야마 효규(高山標牛， 1871 - 1902)가 창간했으며 
미야케 세츠레이와 다오카 레이운 등이 대표적 집필자였다 특히 다카야마는 인종 경쟁 
론을 전개하기도 한 인물이었으며 ‘일본주의’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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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국이 청일 전쟁에서의 일본의 기량을 보고난 후 황인종을 대하는 태도 

가 변했다고 판단한다. 즉 황인종을 업신여기기 어렵다고 깨달았다는 것 

이다. 이러한 그의 판단에는 청일 전쟁 때부터 독일의 빌헬름 2서1 등이 

제창한 ‘황화론(黃網論)’에 대한 반응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거기에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인의 자신감과 함께 일본 맹주 의식 

도 드러나 있다. 

이러한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고노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힌다. 

우선 그는 “동양의 전도는 결국 인종 경쟁의 무대”가 될 것이라 예측한 

다. 그 근거로서 이욱고 구주 열국에 의한 지나 분할 기도는 불가피하나 

각국 단독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열국 동 

맹”으로 그 분할을 기도할 것이며 이는 곧 “황백 양인종의 경쟁이라는 

종국(終局)"으로 이어진다. 이 경쟁 하에서는 “지나인(支那人)도 일본인 

도 함께 백인종의 구적(tfL敵)"으로 여겨 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 만이 

그 “활극” 밖에 서 있을 수 없다. 이려한 논리의 결론으로서 “모든 황인 

종 나라는 대국적으로 같은 인종의 보호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 

는 ‘동인종 동맹’을 고노에는 주장한다. 

고노에의 ‘동인종 동맹’론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일의 자오조우완 점령 

을 비롯한 구주 열국에 의한 청국 ‘과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 

한 그의 우려에는 러， 독， 불 3국 간섭(1895년 4월)에 대한 울분과 청국 

의 ‘과분’ 경쟁에 일본을 참가시키려는 의욕이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그의 논문을 통해 읽을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그의 ‘동인종 동맹’론은 논 

리의 모순 내지 비약과 함께 전술한 이면성이나 ‘수상쩍은 면’을 담고 있 

었던 것이다，57) 이러한 고노에의 연대론은 곧이어 기존의 다양한 연대론 

56) 이 논문의 분석이나 고노에의 연대론에 관해서는 히라이시 나오아키 1994, 1998의 두 
논문(각각 275-278쪽， 186-187쪽)을 참조， 

57) 이 고노에 논문은 공표 4개월 후인 1898년 5월 3일자 『蘇報~(상하이 간행의 친일적 일 
간지; 1896년 창간， 1903년 봄부터 혁명파 단체였던 愛國學社의 기관지로 변신했으나 청 
국 정부의 탄압 으로 같은 해 7월에 폐간)에 한역 게재되었다 이로써 청국에 알려지긴 
했으나 그의 논문에 호웅한 청국의 관료나 지식인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이러한 정국 
측의 (무) 반응은 같은 해에 고노에가 설립한 동아 동문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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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대륙 진출/침략론을 흡수 결합함으로써 일련의 ‘아시아주의’적 사상 

조류플 주도해 나갔다. 이는 연대론의 재생이자 동시에 그 변용(= 허구 

화) 내지 설종을 뜻한다고 말해도 좋다. 

고노에는 이미 1890년 동방 협회 설립에 관여한 바 있으며 97년에 발 

족한 똥아회(東亞會)와 동문회(同文會)를 합병하여 98년 11월 동아 동문 

회를 설립했다，58) 그 참가자를 보면 흥아회(아세아 협회)， 현양사， 동양 

학관， 정교사 등 기존의 ‘아시아주의’ 계열 단체에 참가했던 인물을 망라 

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다시 말해서 연대론과 대륙 진출/침 

략론을 한 계열로 통합， 수렴시킨 셈이었다. “지나(支那) 보전， 지나와 조 

선의 개선， 지나와 조선의 시사를 토구(討究)하고 실행함” 동 강령을 내 

걸었던 이 단제의 ‘주의서(主意書)’를 보면 다음과 같다，59) 

일청한(日淸韓) 3국의 교제는 오래되었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풍교(風敎) 

가 서로 같고 정(情)을 말하변 순치의 형상이다 .... 아아 지난 실수를 잊고 싫 

어함을 버리고 밖으로 그 모욕을 막는 일이 어찌 오늘날의 급무가 아니런 

가 .... 이때를 당하여 위로는 3국 정부가 공(公)을 취해 예를 숭상하여 더욱 방 

교(웹交)를 굳게해야 하며 밑으로는 3국 상민(商民)이 마땅히 신(信)을 지켜 

화(和)를 함께 하여 점차 인의(憐誼)를 좋게 해야 한다. 

이같은 취지는 분명 연대를 표상하고 있으나 그 상대여야 할 청， 한 양 

측의 호옹은 별로 없었다，60) 그 취지와 달리 이 단체의 설립 동기 그리 

58) 이 단체의 설럽， 참가자， 활동 등에 관해서는 東亞同文會編 1968, 上卷， 679 없6쪽을 참 

조. 이에 따르면 동아회는 1897년 봄 참모 본부원의 강연을 계기로 쿠가 카츠난， 미야케 
세츠레이 등 정교사계열 인물과 현양사 사장이던 히라오카 코타로 등에 의해 결성되었 

다. 한펀 고노에가 설립한 동문회는 일청 무역 연구소와 동방 학관 참가자나 ‘대륙 낭 
인’이 그 주된 멤바였다 그 밖에 고노에와 친밀 관계에 있었던 쿠가， 아세아 협회 회장 
을 지냈던 나가오카 고비 등도 참가했다. 이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의 약력에 관해서는 

東亞同文會編 1968, 下卷(列傳)의 해당란을 참조. 
59) 위의 책， 東亞同文會編 1968, 上卷， 681쪽. 

60) 1898년 11월 12일 고노에는 같은 해 무술정변 (않않政變) 실패로 일본에 망명한 캉유워1 
이(康有寫， 1858-1927)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양은 동양의 동양이다 동양인 
홀로 동양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생각컨대 미주의 몬로주의도 그 뜻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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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동에는 ‘수상쩍은 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결과론이긴 하 

나 그 논리는 ‘침략적 연대’론의 범주를 넘지 못했고 교육과 문화 사업 

등 실천은 첩보와 침략에 이어졌거나 이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동아 동문회는 1900년 1월 아세아 협회를 홉수했고 이어서 4월에는 상 

하이에 동아 동문 서원(1921년 전문 학교로 인가， 39년 대학요로 승격， 

45년 폐쇄)을 개설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영， 미， 러， 일 동 8개국 연 

합군은 의화단(義和團)을 진압할 목적으로 베이징요로 진주했다. 이에 고 

노에는 8월 31일 당시 수상이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

1922)를 방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이싱· 속히 철벙할 것과 아울러 “러 

시아의 남하와 독일의 발호(歐를)를 제압할 것”올 진언하고 있다，61) 여기 

서 그의 러시아와 독일에 대한 주전론이 주목된다. 그러나 야마가타는 

그의 주전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는 

만주 지역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다. 

1900년 9월 24일 고노에는 국민 동맹회(國民同盟會)를 조직했다. 그 선 

언에는 “동아의 평화를 극복함은 세계 평화를 극복하는 것이니 지나를 

보전하고 조선을 옹호함은 단지 우리 국권과 국리 만을 자위(딩衛)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62) 이어서 그는 10월 9일 주일 한국 공사 

조병식 (1832-?)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월 29일 회담에서 제안했던 ‘일 

한공수동맹(日韓攻守同盟)’을 재론하고 있다，63) 조병식은 답변을 회피했 

다， 동양에서 아시아 몬로주의를 실행할 의무는 실로 귀국과 우리 나라 양국인의 어깨 

에 달려 있다"(近衛憲層日記刊行會 『近衛;罵鷹日記~IÆ島liff究所 出版會， 1969, 第二卷，
195쪽)라고 이 말을 캉유웨이가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후 고노에의 

활동에 호응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당시 ‘과분’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청국에서 일 
본과의 연대를 기대했던 관료，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실제로 캉유웨이를 

비롯한 청국의 일부 지식인 그리고 장즈통(張之洞， 1837 -1909) 등 일부 관료는 일본과 
의 연대를 주장하거나 이에 호응하기도 했다(이에 관해서는 야마무로 신이치 2001 , 
614-620쪽 참조)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해당되나 실제로 연대론를 표명한 인물은 극히 

적었다 주 46에서 소개한 안경수는 그 일례이다. 

61) W近衛罵랩 日 記』 第르卷， 291쪽， 

62) 固民同盟슴編 『固民同盟승始末~ (政文社， 1902), 14쪽. 
63)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으로서는 일본과 비밀리에 공수동맹을 맺으면 충분하 

다 필경 귀국의 우려는 국방에 있으리니 일본이 이를 보증하면 그 책임은 일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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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그의 의견은 한국의 중립화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호국화론에는 물론 ‘일한공수동맹’과 같은 연대론에 대 

해서도 위기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저항 언설로서 

중립화안을 일본， 러시아 등 열강에게 제의， 추진하고 있었다.없) 

1901년 1월 15일 국민 동맹회는 러청 밀약(제l차， 1900년 11월 체결) 

반대를 의결하고 만주 해방과 밀약 반대의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 

다. 같은 해 2월 러시아는 12개조의 제2차 러청 밀약을 시도했으나 열강 

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국민 동맹회는 이애 만족하지 않고 4월 

23일에는 러시아의 만주 철병을 결의하고 있다，65) 그 실현의 어려움을 

느낀 고노에는 고육책으로서 만주 개방 통치책을 제창， 장즈통의 찬동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만주 개방’론은 곧 대러 강경 노선을 뜻했다. 

동시에 이는 일본도 만주에서의 이권 경쟁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 

현이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 그는 ‘平和克服後~::取&시혼 日本η方針’

이라는 논문을 발표， 러시아의 만주 철병 이후의 대외 방침으로서 “만주 

개방， 청국의 각종 개혁， 일청은행(日淸銀行) 설립， 동양 항로 확장” 등을 

내걸었다，66) 

다 .... 이로써 귀국은 오직 내치(內治)의 개량에만 진력할 수 있고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 
다. 그린 다음 군비의 정비도 비로소 달성할 수 있고 일본의 엄호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近衛罵鷹H 記』 第三卷， 289-290쪽) 라고. 이러한 고노에의 ‘일한공수공맹’론은 당시 일 

본 정부의 ‘만한교환(滿韓交換)’론 또는 한국 보호국화론에 대한 저항 언설로서의 기능 
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제안했던 고노에의 심정은 어쩌면 순수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논리는 한국 보호국화론에 이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64) 당시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중립화 추진에 일정한 정도 동조하고 있었으나 이를 일본은 
견제하고 있었다. 한편 그 밖의 구미 제국은 한국을 둘러싼 러일 대립을 방관하면서 자 
국의 이권 획득과 보호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 결과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중립화 추진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 경과에 관해서는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않德)， 
『近代日韓開係史冊究 朝解植民地化 k 固際開係~ (東京大풍出版승， 1987), 117-124쪽을 참 
z 
~. 

65) 앞의 책 r固民同盟승始末~， 150쪽. 

66) ~東洋』 제1권 제7호. 잡지 f東洋」은 정치가， 정치 단체， 지방 신문 나아가 그 한역/영역 

본이 해외 정치인에게 무료로 배포되었다. 약 1년 후 재정난에 빠지자 국민동맹회 회원 

이자 『日本』 신문사 사장이던 쿠가 카츠난과 상담東洋』를 『日本』의 부록 주간지로 

발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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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2월 12일 영일 동맹이 체결되자 고노에는 『日本~(2월 16일자) 

에 ‘ H 英同盟η成立’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일 동 

맹은 만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전진이자 “청국 보전과 조선 옹호 

의 대의”를 일본 정부가 확립하기에 이르렀다는 의의를 지니며 나아가 

“동양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즈옴 며국도 반러 

자세를 취했고 이는 영일 동맹과 더불어 일본의 러시아 견제를 돕는 역 

할을 했다. 같은 해 4월 8일 러청 간에는 만주 환부 조약이 체결되어 무 

조건 18개월 이내의 만주 철병과 청국에의 주권 이양이 약속되었다. 이 

에 따라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진 국민 동맹회는 4월 27일 해산했다 원래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된 이 단체는 그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단 그 해산을 선언한 자리에서 고노에는 앞 

으로 다시 “우리나라의 이해와 동방의 안위”를 저해하는 세력이 나타나 

면 제2의 국민 동맹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67) 

이로부터 약 l년 후인 1903년 4월 8일 러시아는 청국에게 철병의 보수 

를 요구， 특약안 체결을 요구했다. 이는 만주 환부 조약의 무조건 이행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이에 고노에는 5월 도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1858-1935), 가나이 노부루(金井延， 1865-1938) 등 대학 교수를 움직여 

대러 강경론을 유세시키고 그 의견서를 정부 원로， 대신에게 제출시켰 

다68) 8월 9일에는 제2의 국민 동맹회라고 할 대로 동지회(對露同志會)가 

결성되었다. 이 동지회의 논조는 대러 주전론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도 

전쟁 돌입을 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즈음 고노에는 중병에 걸려 러일 

개전 약 X개월 전인 1904년 1월 2일에 42세의 나이로 죽었다. 

과연 고노에는 순수한 연대론자였을까 아니면 침략주의자였을까. 이에 

대한 답은 그의 이른 죽음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의 동아 동문 

회 나 ‘지나 보전’론을 적극적 으로 평가하려는 학자도 있다.69) 그러나 일 

67) ~티本~1902년 4월 27일자 ‘固民同盟승η解散~:'Jμτ’를 참조 

68) 그 의견서는 『日露開냈論뚫.D (東京固文社， 1903)에 실려 있다. 
69) 예컨대 구리타 나오야(票田폐해;)， w上海東뾰同文뿔院-日中창架Itλε L t~ 男 t.: t，~ (新人

物往東社， 1993)는 그 대표격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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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혁계의 주류는 그를 침략주의자로 해석해 왔다. 예컨대 하라다 카츠 

마사(原田勝正)은 고노에의 ‘지나 보전’론을 “일본 내셔널리즘의 침략 정 

책에 봉사하는 방향 = 대아시아주의 정치 사상의 체계화 방향의 한 초석” 

이었다고 비평했다.70) 또한 반노 륜지(板野潤治)는 고노에를 은미(隱微) 

한 침략론자로 이해했다，71) 중국인 학자인 자오쥔(趙軍)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72)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고노에의 연대론에는 어쩌면 심징 

적 순수성이 투영되어 있었을지 모르나 그 논리는 결국 ‘침략적 연대’론 

이었다. 이 때문에 그가 죽은 이후 그의 연대론의 계승자들은 실제로 ‘한 

국 병합’과 중국 침략에 저항하기는 커녕 이에 봉사했거나 동조했던 것 

아다.73) 

밸음말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말하자 한국 정부는 국외 중립을 선포 

했다. 이를 무시하고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요한 일본은 “한일 친교 

와 통양 평화， 황실 안전， 독립과 영토 보전" (제1-3조)를 내걸고 “군략상 

필요한 지점의 임기(臨機) 수용"(제4조)을 얻어냈다. 이 제1-3조는 머지 

70) 하라다 카츠마사(原田勝正)， r大7ν?主義思想形成~η展望歷史풍liJf究』 弟229뭉 

(1959), 66-67쪽. 
71) 반노 윤지(板野潤治)， r r東洋盟主論~ è r脫西入歐論~-明治中期7ν7進出論η二類型J t보 

顧誠三郞等編 『近代 日 本η쳐外態度~ (東京大렇出版승， 1974), 56쪽‘ 
72) 그는 고노에의 ‘지나 보전’론이 청국 독점을 위한 토대였다고 논한다(자오쥔(趙軍)， r大

-r:;-r主義 k 中固』 효E紀書房， 1댄97， 28-34쪽) 

73) 이와 관련시켜 말하면 그의 장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鷹， 1891 --1945)는 아버지의 유 
지를 잇는 뜻에서 1922년 동아 동문회 부회장을 맡는 등 아시아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1933년에 귀족원 의장 1937년 6월에 제1차 고노에 내각을 조직한 다음 달 로코우차오 
(盧構橋) 사건이 발발， 중일 전쟁에 돌입했고 11월에는 ‘똥아 신질서’ 성명을 발표， ‘동아 

협동체’ 이념을 이론화했다(그 상세는 오카모토 코지 펀저 1998, 제9장 참조)， 1940년 제 
2차 고노에 내각을 조직한 후 신체재 운동을 전개， 대외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했고 

9월에는 독， 이， 일 3국동맹을 결성했다 1941년에 조직된 제3차 고노에 내각은 같은 해 
10월 그 육상(陸相)이었던 도조 히데키(東條 英機， 1없4-1없8) 내각으로 이어졌다. 제2 
차 세계 대전 패전후 전범으로 지목되자 고노에는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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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기만적 조항으로 판명되어 갔으나 적어도 그 이전에는 한국인의 연 

대 의식을 재연시키는 계기를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러일 전 

쟁 발발 후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연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황인종으로서 

의 연대 의식도 고양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편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등 

슬로간은 기만이 아닐까 그렇다면 일본에의 기대도 환상이나 허구가 되 

지 않을까라는 회의와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었을 것이다. 

1904년 8월 22일 ‘저H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일본 정 

부가 추천 하는 재무， 외교 고문 임명과 한국 정부의 조약 체결권 제한 

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한국인의 회의와 불안은 고조되어 갔을 것 

이다. 실제로 러일 전쟁이 종국에 이름에 따라 일본에의 기대는 불안으 

로 점차 기울어 갔다. 이러한 경향을 『大韓每日申報』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신문의 논설도 러일 전쟁 당초에는 일본에의 기대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1905년 1월 6일자 논설은 일본측의 ‘황인종 동맹’이나 

‘동양인을 위한 동양’이라는 슬로간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일본 

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미명이자 기만에 불과 

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일본형 연대론의 기만성/허구성에 대한 

비판/저항이자 동시에 한국인의 연대 의식(론)의 좌절을 표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인은 연대론을 고수하고자 했다. 연대론 

그 자체는 여전히 일본형 연대론의 기만성/허구성에 대한 비판/저항으로 

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한국형 연대론은 그 

후 상황 변화에 따라 표류하다가 이유고 변용 내지 실종되어 갔다. 그 

변용 내지 실종의 결정적 계기는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체결 

한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이었다. 일본의 한국 ‘보호’ 통치가 본 

격화했던 것이다. 물론 연대론은 이 ‘보호’국화에 대한 비판/저항 언설로 

서도 유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측의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형 연대론은 결국 ‘친일’ 논리로 변질하거나 아니면 형해화된 채 점차 실 

종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다，74) 

74) 러일 전쟁 이후 ‘한일 합방’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연대 의식(론)의 전개 즉 ‘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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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연대론의 ‘표류와 실종’은 바로 일본형 연대론의 그것을 표상 

내지 상정한다고 말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러일 전쟁 이후 ‘실체로서의 

아시아’를 외면 내지 기만했던 일본형 연대론은 스스로 허구적 표상이었 

음을 증명했고 바로 그런 뜻에서 형해화 아니 실종된 셈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허구적 표상으로서의 연대론은 예컨대 ‘중일 제휴’론의 

형태로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쳐 만주 사변에 이르는 동안 점차 일관된 

조류로 전개되었고 또한 동아시아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정부의 대 

외 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더우기 만주 사변 이후에는 ‘동아 신 

질서’나 ‘대동아 공영권’ 구상에 봉사하는 이념 즉 허위의식으로 동원 또 

는 수렴되면서 일종의 환상으로서의 연대론으로 변용되었다. 비유하자면 

러일 전쟁 이후의 일본형 연대론은 - ‘아시아주의’도 - 마치 발가벗은 왕 

의 옷을 봉합하는 꼴로 새로운 허구 형해를 제2차 세계 대전에 패전할 

때까지 재생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론의 ‘표류와 실종’은 그대로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진정한’ 

연대가 성립하기 위한 사상과 실천 기반의 취약성과 그 연대라는 과제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진정한 연대의 성립을 저해하고 그 과제를 

난제로 만들었던 까닭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3국 각각이 자주 독립하고 다음으로 제국주 

의， 인종주의 나아가 ‘근대’의 부(負)의 측면에 대한 비판/저항 의식을 공 

유해야 했다. 이를 전제로 3국이 함께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 

상하고 구축하기 위한 지리학적 상상력과 지역적 감각을 엮어내지 않으 

면 안되었다. 그런 뜻에서 연대는 지적 실천을 포함한 사상 과제였던 것 

이다 

이 사상 과제로서의 연대가 실종되어 간 과정 속에서 3국은 각각의 민 

족주의와 일국주의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3국간에는 ‘불행한 역사가 기 

록되었고 또한 감정의 기억도 3국 국민의 심층 심리에 각인되어 전승되 

었다. 동시에 3국은 ‘근대’ 특히 그 부의 측면에 주박(뼈續)되어 갔다. 각 

실종’에 관해서는 아라노 야스노리 등편 2005의 김봉진 논문. 72-81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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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전통은 ‘근대’에 대한 비판력 저항력을 상실해 갔다. 이들 사상(事 

象)의 극복도 연대와 마찬가지로 3국 간에 남겨진 공통의 사상과저l이 

다，75) 어쩌면 이 사상 과제의 요점에 연대가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과연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이 

지 역 에 서 새 로운 공통의 인식 공간과 지 역 적/국가 횡 단적 (trans -nation머) 

아이덴티티를 창출하기 위한 지리학적 상상력을 엮어내고 길러댈 수 있 

는 것일까? 

75) 이 공통의 사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김봉진思想課題I: Lτη 日韓閔係J ， 
山腦直司他編 , :7'’디 -1':";ν化꺼行方』 딩 17'7 ' ) 相閔社습科")tlO (新世삼， 2때4)을 참조， 

이 논문은 특히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논한 것이나 그 논점은 3국 모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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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와tracαt) 

Be願ree뼈 Op엠。rt뼈msm an뼈 앓sistance 뼈 Globalization: 

X칸뼈e Argument for Asian 없lidari앵T in Me때i Japan 

Bong~Jin Kim 

(The University of Kita행!Shu) 

From the ‘open door' to Westem countries in the late of 19th Century, broke 

against the East-Asian region the waves of the modern globalization i.e. 

globalizing the modem Westem capitalism and intemational order. The modem 
Western capitalism and intemational order had contradictions: it represented 
industrialization, sovereignty or national equality on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it served as the justification for organized exploitation, v뼈lence and 
tyranny. 
lt has been commonly accepted that Japan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Westem intεrnational order by the US-Japan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in 1854. But such a commonly accepted idea can fail to see the facts: 
Japan had maintained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until the ‘open door,’ 
and after the ‘open door,’ Japan adapted to the globalization. This adaptation 
implies opportunism (in other words, taking advaηtage of globalization) and 
reslstance. 
Japan adapted to globalizing as well as reorganizing the Westem intemational 

。rder which was actually led by the British Empire (Pax Britanica). On this 
process of adaptation, of course, various factors in internal and external worked. 

Among them,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argument for Asian solidarity of 
Japanese intεlIectuals and politicians, which was forming and changing in the 
ideological stream of ‘Asianism’ in Meiji era (1 868-1912). 
It can be said that the way of Japan’s adaptation was basically opportunísm. 

But the opportunism, to some exte뼈， contained or hid resistance. In this sense, 
Japan’s adaptation was the ‘resisting opportunism’ or ‘opportunist resistance.’ 
This expression is a kind of 0엠얘noron， holding contradictions of the modern 
Westem capitalism and international order in common. 
We can find a typical example of ‘resisting opportunism' in the argument for 

Asian solidarity. This article examines its historical process in Meiji era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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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s below: How did it form in the M에i 10th era? But why was it 

drifting along and how did it change in appearance until the Sino-Japanese War? 

Thereafter what kind of argum없lt for Asian solidarity revived and meta‘ 

morphosed itself into disa원pearance? Lastly, 1 will think about the legacy or the 

lesson remained of its ‘drift a때뼈 disappearance.’ 

핵섬 어 (Key 밍vo뼈s) 

세 계 화 (globalization), 적 응 (adapt없on)， 모순 (contradictions ), 아시 아 연 대 론 
(the argument for Asian s이id없뺑)， 저 항적 편승 (r않isting opportu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