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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그대호 써야 딴 것 갇다

判에 tíì: ~.J ，" ~liJQ æif:5Ui 제，

-!$~~건tIi~~，

*__

flJ, “Jt; J!IHtíl:꿇의 lJt
11! (!977.10.) , pp.lll-112.

10
을 받게되었다고 판단하자 이들 士林들은 性理學的 政治理念의 기조
위 에서 그와같은 위 기 를 극복하고 朝解朝 政體 2)를 보위 하려 는 투邱衛
正의 정치사상을 개진하고 이률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근대 적 시 각에 서 본다면 이 러 한 ff:~論議냐 ff:!fII運動이 서 양을 萬
數로 인식 하여 g和를 주장하고 洋 4썽을 奇技홉巧로

단정 하여 배 격 한

사실은 아무리 그러한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섬오하다고 하더라도 폐
쇄척인 덴舊性을 벗어나지 옷한 정치사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도처럼

빌려오는 외세의

도전으로부터

朝群朝 政治體制의 존렵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박성에 비추어 볼때 투
耶衛正의 정치사상이 한국근대정치사에 있어서 수행했던 적극적 역할

을 재평가하는 작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연 우리 가 혼히

알고있는 朝蘇後期 f-Pf~衛正論議에 대 한 단

순한 개념적 인식이나 잘못된 펀견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섬충적인 연
구와 이해가 훨요하다는 것이다.

fi:$術표思想율 보는 새로운 훌률의 定立

앞에서 논의한 맥락에서 생각할 때 투%衛正의 문제도 그것을 부정
적으로만 보는 眼目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日人들은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불리한 史料를 선별척으로 뽑아 썼는데 이러한 부
정척 시각에서 취급된 史寶 중의 하나가 곧 朝解朝 性理學에

바탕을

둔 }주耶衛tE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다.

2) 여기에서 「政體」란 單位政治共同體內에서 위계질서률 형성한 구성원 간의
非對等的인 상호작용과 그러한 관계에 지도(또는 명령， direction) 가 개채

되는 갱치체제의 구조， 다시 말하연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지시 (direct
ives) 가 결갱 • 발표 • 집행되는 구조와 과청올 의마한다. 긍정적이건 부갱
적이건 간에 그 구성원들로부터 正統itf: 感應융 환기시키는 활동 • 역할 •
수단이 내포되어 있는 정치체제의 구조가 곧 政體이다
Harry Eckstein.

“ Authority Patterns: A Structural Basis for Political Inquiry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 1973), pp. 1l 42~1161 짧照. 또 Ted R.
Gurr , “ Persistence and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1800~1971 ，"
American Po /i tical Science Revieψ， (Dec. 1974), p. 1483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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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 려 투耶衛正의 思想과 그 運動은 朝蘇朝 末期， 특히 19세 기 중

엽 이후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변수의 작용으로 내부적 변신과 외부척
변화를 겪고 있을 때， 또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國家的 危機에 직

면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굳건한 民族主훌훌的 흉抗을 先騙的
으로 보였던 思想이며 運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투部衛正運動은 朝蘇朝 5백 년을 관통하는 性理學思想、이 거 둔 마지
막 결실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思想史的 理解없이는 l주耶衛표을

논의할 수 없다. 분명히

Jf;~~衛正思想、은 전통척인 性理學思想 그 자

체이다. 그런데 朝蘇願 歸數思想이 守舊的이고 事大的이라면

그러한

사상과 朝群後期 國家的 危機에 직 연하여 Jf;~~衛正運動이 척 극적 인 저

항을 벨였다는 사실과는 논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朝群朝性理
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와져야 할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植民地的 史觀에서는 왜 性理學을 守舊的이고 事大的이라고 일방적

으로만 규정 했는가

?

그것은

무엇보다도 g 邱衛표思想에서

反對되는 那’로 규정한 개념 속에 「日本」이

었다. 朝蘇朝가 日本을 외부로부터의

척인

포함되어

‘옳음에

있었기 때문이

「耶」의 개념 속에 적극척

으로 포함시켰기 때운에 日本人들이 朝群올 침략하고 정령했을 때，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Jf;$衛正의 정신을 傳承 시키고

그것을 韓國의 역사에 記述할 경우에는 韓國의

민족정신을 鼓舞시키

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日 A들은 Jf;$衛正의 개
녕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만 역사를 펀찬했던 것이다.
흔히 우려는 지금도 투邱衛正에 대해서 그것은 고루한 聞學者들이
하는 1감에 불과하다고 생 각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 나

日 A들이 韓半

옳을 첨략하여， 군대를 투입하고 武力으로한일합방을 강행했을때 야

미 알고 있듯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抗日 養兵이 있어녔는 바， 이러한
抗日養兵은 韓國의 근대적인

민족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조직척 이념

및 실천운동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

목해야 할 점은 19세기 後半에서 20세기 初에 일어닌- 이러한 抗日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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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의 선봉이었고 理論的 支柱가 된 사람들은 바로 대부분 투Jfl5衛正論
者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韓國史나 近代韓國思想史에

서 }꿈$衛正의 문제를 그렇게 부정척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결코 없
는 것이다 3)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한국의 思想史나 역사를 기록하는데 있
어서， 비록 많이 보완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그 B] 중도

커지고 있기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성지어 그 동안

발간된

朝蘇橋學史 등에서도 투邱衛正 思想을 단 한줄로 대신하는 일이 많았
다.

따라서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각에서 애우 중요한 선도척

이념적으로，

역할을

했던

특히 民族主義라는 시

이 ff:$衛正運動에 대해서

역사척언 재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學者에 따라서는 우리의 民族主義를 實學과 관련시키기도 하

고， 어떤 경우에는 實學을

性理學과

대렵척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마저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實學은 思想의 측연에서나 또는 遭動의

측면에서나 「華命的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현대의 사회과학적 표현을 벌어서 말한다면 「體制否
定的」인 思想도 아니었다. 寶學도 朝蘇朝 5 백년을 관통한 正統的 性
理學思想의 한 부분이었으며， 性理學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속에서

정진적인 社會改華 즉 일종의 진화론척인 개혁을 주장한 사상으로 이
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實學이 性理學과 대렵되는 것도 아니고， 性理
學的 傳統이나 思想的 服絡을 뛰엎기 위해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

니라는 점은 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賣學만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實學이

附化로

이어지고 開化에 뿌련 씨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것만이 韓國民族主養
의 근대척 연원이 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이는

더 연구 • 보완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寶學이라는 사상의 맥락도 크게 보면 性理學
의 를 속에서 性理學思想의 發展的

3)

姜在彦，

r韓國近代史돼究 J( 서울

:

內容으로
한울，

1982),

이해되는 것이며， 兩者
p.326 올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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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존하고 통합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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閒化와

관련된 이흔이나 遺動에 있어서 兩者는 갈등은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
는 朝解朝末期에 가면 월￡抗的 民族主義로 합일될 수 있었던 것이다.
性理學과 實學의 관계를 척극적 대렵관계로 보려는 견해는 어떤 의
미에서는 日 A들이 조작해 놓은 식민지적 역사의식에 영향을 받은 논
리가 남아있는 결과라 할 수도 있다.

물론

역사는 훌顧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調和의 츰면에서도 볼 수 있다.

훌顧의 측면에서만 역

사를 보는 것은 역사를 否定的으로 보는 눈이고， 調和의 측면에서 역

사를 보는 것은 역사를 肯定的으로 보는 눈이다. 그러나 역사는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헤겔의 논리를

벌자띤，

역사는 觀念의 무한한 변증법적 進行過程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

한 의마에서 역사의 진행에서는 調和도 있고 훌顧도 있는 것이다. 調
和와 統合의 논리에서 본다연 性理學과 實學은 그 흐름이나 내용에
있어서 결코 대렵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朝蘇朝末期에 오면 朝蘇
의 正統的 思想의 大河的 흐름이 f팎椰로서 집약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투耶衛正運動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고립된

조그만

사건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n.

反部衛正論議의 再哈味

1. J￥那짧形成의 政治史的 背景
朝없좋은 1876年에

日 本의 武力 앞에 굴복하여

굴욕적 인

修好條約을

맺고 閒國을 했다. 이 閒國을 전후한 19세기 중엽 이후 朝蘇朝의 정
치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아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된
다. 對內的으로만 보더라도 5백 년의 역사 속에서 누적되어온 戰習이

나 정치체제의 內在的 予댐이 없지 않았는데，
프政의 문란 등으로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런 폐습이 섬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民亂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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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 이와 같은 내부적 도전에 의해

5백여 년 동안 「天命德治」의

통치원리 위에서 운영되어 오던 朝蘇朝는 정차 체제의 균형을 상실하
고 약화되어 갔다. 閒港을 전후한 시기에는 朝解朝의 정치체제 내부

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갇이 朝解은 내부척 변모과정을 겪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도

전을 받고 있었다. 즉，

‘西勢東漸’ 이 라는 말로 표현되 듯이 펴歐의 세

력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4) 西歐에서는

이미 塵業華命을 완성하

고 近代的 民族國家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은 처음에는 자생적인

과정을 겪으연서 내재척

변모

민주독립을 성취한 국가들이었으나 나중에

이들 서구 국가들은 팽창주의척 민족주의국가로 변모되어， -資本主훌훌
짧濟體혐l 에 의해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띤서

帝國主훌훌的 홉略으로 급

속하게 세계 전체에 파고 들었다.

그런 가운데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은 아시아로

울밀듯이 띨려와서

그 띠l 까지 橋數政治文化圍을 형성하고 세계 정치와 거의 담을 쌓고
있던 東洋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렇게 하여 中國，

日本에 이어 韓

半島까지 그들이 닿게 되 었으나 이 것 이 西勢東漸이 다. 그리 고 그들은
여러가지 요구， 즉 通商이나 利權要求 등을 해오고 。1 러한 요구를 관
철하는 행동을 젝극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러한 西勢東漸의 영향은 朝蘇社會에 마치어 그 내부에 변화의 조
짐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으로 부각되었다.

설 상가상으로 朝蘇보다 훨씬 앞선 시 기 에 다율적 으로 西勢와 교섭 했
던 淸나라와 日本이 西洋勢力의 영향을 받아 西勢에 가세하여 우리에
게 도전을 해왔다.

이와 같은

여려가지 외부적

도전이 겹쳐 상당히

4) 이 시기에 대외관계의 차원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만 보더략도 첫째
1860年代의 對西洋빼係로서 1866 년의 因寅洋擾，
1870 년대의 對뚫問題로서 1869-1876 년에 걸친

修好條規，

세째 1880년대초 淸과 慶를 통한

1871 년의 辛未洋擾， 둘째
書찢問題，

1876 년의 因子

간접적인 西洋受容問題로서

1880 년의 黃웰훌憲의 朝群策略問題， 同年의 統理機務簡門 設置問題 응을 둡
수 있다. 崔昌圭， “韓國人의 政治意識
서울大學校 文理科大學 韓國文化
liIf究所 刊， ["韓園文 1 1::짧究覆書 J ， 6輯(1 971)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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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세기 중엽 이

후에 朝解朝政治體f힘j가 처했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외부적 도전에 대한 國內의 대웅태도는 어찌 했는가. 우
리의 對應形態는 크게 몇가지로 範蘭化시켜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

서는 思想史的 뼈面에서 살펴보연， 그 첫번째가 fF lf~衛正思想이고 두
벤째는 東學思想이며， 세번째는 東道西器， 즉 한국의 정신피

서 양의

기솔을 화합해 보려는 採西思想이며， 마지막 네번째가 서양의 문물을
척극척으로 받아들이 자는 開化思想이다 5)

이 중에서 특히 투邱衛正論은， 朝蘇朝 5백 년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청통적인 性理學의 문맥에서 朝群朝 政治體制의 保衛를 주장한 대표
척인 정치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실제로 외세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강하게 저항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척으로 反外勢運動
에 영 향을 준 것이 투耶衛正의 思想과 運動이 었다.

開化思想은 자기

의 正體를 정럽하기 이전에 근대화를 먼저 서둘렀던 誤짧를 범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6) 또 한편으로 東學은 종교척인 민중동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상이며 運動이었다는데에 아쉬움이 있었다 7) 이에
반해 東道西器의

사상은 性理學的인

기초 위에서 아직 西洋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단계에서 採西， 즉 西洋의 文物을 받아들이자고 하
는 소극적인 논리이었다.

5)

韓興홈，

-73.

r近代韓國民族主養맑究 J(서울 : 延世大學校出版部， 1977) , PP.70
또한 19세기 후반 朝蘇朝 政體가 당연한 위기적 상황전개에 대한民

族的 對應類型을

G.

Henderson 은

多聚動員 (mass mob i1ization) 이 란 시 각

에서， 宗敎的 次元의 動員(1%제1運動， 東學運動， 6未義兵運動)， 知識A의
動負(甲 申政變， 獨立協會運動)， 外勢依存的 動員(-進會)으로 법 주화하는

데， 이 견해에 있어서 外勢依存的 動員은 賣國的인 갱치적 조착을 위한他
律的인 組織運動이였다는 정에서 民族的 對應類型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
절하지 못하다고 보겠다. G. Henderson , Korea: The Politics 01 the

Vorte.x (Cambridge ,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63-71.
裵成東， “朝蘇末期의 政治體制" r韓國政治學會報J ， 第十輯(1 976) ， Pp.
55- 71. 그리 고 文초益， “韓國近代政治思想의 論理的 性格" r韓國政治學
會報J ， 第十輯 (1976) ， pp. 159-167 參照.
7) Henderson , 1968, 앞의 책 , PP.63- 7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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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邱衛 IE 은 ll] 록- 그 기저에 守舊的이고 薦華的인 측연을 가
지고 있었고 또 이것이 투耶衛正論올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國家的 危機狀況에서 보여 준 철저한 自主와 排外의
定向을 부각시킨다면 韓國 ;lÍ代民族主義의

주요한 한 원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초기의 투%衛正論이 幕華思想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문제가

따라서 민족주체척인

업장에서

보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耶衛正論에서 출발한 排外運動이 무엇
보다도 훨抗的 民族主훌훌運動의 성격을 강렬하게

내포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저항적

연원을 찾는다면 ，

J주$論이

아무리

민족주의의

幕華的 性格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f듀耶衛正 思想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思湖를 이상과 같이 분류할 때

제각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

고 또 각각의 歷史的 意議도 가지 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 며

운동들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쨌衛正論도 비록 거기에 幕華

思想、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 려 排外勢의 문제 에 있어 서 }주耶衛正論이 民族保衛를 위 한 강한
振抗性을 先導的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캠을 고려하여 近代 韓國民族

主義의 原型이 라고 평 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J;:$衛正뼈의 鎭成 : 華西와 흩沙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배경과 의의를

갖는 朝離朝 後期의 ~

耶衛正論은 華西 李힘老 (1792'" 1868) 와 盧沙 奇正鎭(1 798"'1876) 둥
에 의해 集大成되었다. 특히 투那衛正의 理論的언 論議를 시작하려면
19세기 중엽 투쨌衛正 理論의

기념비적인

李↑E老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주지하는

支柱가 되었던

인물 華西

바와 같이 朝蘇朝 思想의

큰 흐름은 開國 初期에 簡敎를 統治理念으로 정착시키면서

시작했다. 橋敎를 統治理念으로 정착시키는데

형성되기

공헌한 朝解朝 初期의

학자들은 이성적인 國家運營原理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제로 한벤 싣

한말의 l주lIIl衛正꿇훌훌

현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척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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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養 趙光祖이었다.

이들의 思想과 政策은 지나치게 理想主훌훌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실
패하였다. 그러나 그 사상의 願은 退뚫·要各을 거쳐

朝離朝 後期까

치 連縮히 이어져 내려왔떤 것이다.
이러한 性理學思想의 大河的흐름이 배경이 되어서 rF~論이 형성되
고 있으나， 學統의 관첨에서는 華西의 경우는 ZJî地突出파 같아서 어

떤 스승에게서 칙첩껴으로 학문을 전송받지는 않었다.

단지 그는 票

各과 尤養을 私淑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華西

는 자신의 學統을 票갑과 尤養에게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尤養의 영
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華西는 19세기 중엽 에 활동하면서

朝蘇의 性理學을 갱비하는 데 진력한 인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性理學을

학운척 바탕으로 하여 이를 외세에의 저항을 위한

賣錢運動의 논리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야 당시에는華西이외에도흩
沙 奇正鎭 8) 과 같은 학자도 투都論을 펴고 있었다.

흩沙는 당시 투部

運動의 이론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 學統이 後代에 이어지
지 못했다. 반면에 華西의 f닫耶論은 後代의 門人툴에 의해 사상적 측

면이나 설천적 측연에서 日本이 朝解플 완전히 강챔할 때까지 이어지
고있다.

華西는 18세기 末， 正祖 시대에 태어났고 內寅洋擾가 얼어난 2 년 후

인 1868년에 죽었다. 한 사람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時代狀況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을 살펴 볼 펼요가 있
다. 正祖年間은이 미 韓半島에서 전파되 기 시 작한 天主敎 내 지 西學에

8) 華西와 훌沙는 거의 같은 시대에 fí:;Jß論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政

治思想의 배경이 되는 形而上學的 次元에셔의 性理學理論에서는 서로 견
해를 달리하고 있다. 華西의 댄%論이 主理=元論에 바탕하고 있는데 비
하여 훌沙의 그것은 唯理-元꿇에 업각하고 있다. 흩沙의 著f‘F 중에서 특
히 「納행私議」와 「狼筆」은 독자적으로 性理學의 理짧§훌系를 천개한 秀作
으로 명가완다.

9) 李硬중 編， í 뼈衛編J(京城 : 關衛社， 193 1),
話堂， 1971 , 影印)

卷느‘와 츠을 參照(서울 :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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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시기이다. 이를

‘關衛論’ 9) 이라고 불렀다.

또

그가 사망하기 2 년 전에는 中國과 R 本을 개국시컸던 댄洋列彈의 진
출시도가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內寅洋擾인데， 이와 같이 華西의 未年은 서양세력이 朝蘇과의 通交를
직정 요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華西를 중심으로 한 偏學者들은

비록 西歐 資

本主훌훌의 제국주의척 팽창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모
르지만 막연하게나마 西歐 資本主養의
했던 것은 사실이다 10) 그들은

이런

도전을 국가적인 위기로 판단
판단에

업각해서 이 위기를극복

할 對應策을 講究했다. 즉， 우리의 전통적 이념이나 체계플 固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洋學과 洋物을 禁斷해야 한다고

따라서

믿었다.

‘ff:洋’이야말로 당시 朝解朝의 정치체제가 수행해야 할 최우

션의 과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세력이 투耶論者이었고， 그 先導者가

華西 李훤老였다고 할 수 있다.
華西는 1866 년 內寅洋鍵 당시 프랑스軍이 江華島에 상륙했을 때 ;양
大한 내용의 上流 11)를 올리고，

이 上歲에서 당시의

之秋’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 개 략적 인 내 용은

상황을 ‘危急存亡

“오늘날 國論이 交와

戰으로 兩分되 어 있다. 그런데 洋戰을 공격 해 야 한다는 주장은
라 쪽 사람， 즉 國邊A 의 주장이고， 洋戰과 和親해야 한다는

내나

주장은

戰邊人의 주장이다. 前者를 따르연 朝解의 ;衣養之舊를 保全할 수 있
고， 後者를 따르연 인류가 홉數의 지경으로 빠지고 만다. 조금이라도

근본을 잡는 신념， 즉 秉蘇之心을 가진 사람이라연 모두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2〉라고 되어 있다. 이 上流는 내용이 상당히 관념

10) r華西集 J ， 卷르， ~1í答IJ ， 짧同義禁회t ， “蓋洋훗之뺨入我國廣(專까B學者 월 섭
他행"

11) 이것은 大院君이 투洋을 위하여 華뼈에게 隱遭로 同副承답를 除授하고
불렀을 때 同職올 사양하며 上奏한 「짧同副承톱尊陳所醫젊」플 말한다.
(1 866年 陰 9 月 13 A) 李뀔老， r華西集 J ， 卷三， ætê答IJ.
12) “今國論兩說交戰 謂洋願可攻者 國邊A 之說-m 謂洋願可和者 @핏邊 A 之說
iÈ. 由此則짧內保衣養之흙 由彼則人類O읍愈默之城 l比則大分tι 'ffi.有秉舞之샘E

한말의 f휴$衛 LE 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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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지만 투耶論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중요한 논리즐 보여주고 있다.
華西에게 댐洋文勳， 西洋思想과 宗敎는 물리쳐야 할 적으로 규정된
다. 그러면 이와같은 華西의 사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살펴

보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華西 사상의 모든 체계를 보아야 하는데

華西의 사상은 상당히 尤大한 體系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

진 바와 같이 性理學에 있어서 宇富萬物을 보는 기본적인 인식구조는

理氣論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理氣論을 바탕으로 人性論을 도출하는

것 이 곧 ‘A心道心說’ 이 다. 이 人心道心說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세
계관이 華奏論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理氣의 理를 지향하지

않고 따

라서 A心과 道心을 실천하지 않는 얼체의 사불과 인간은 ‘ff:!f~’에서
의

‘%’에 속한다. 따라서 理를 지향하는 道心이 사회척 정의의 개념

이고， 背理的인 人心， 즉 이 때의 人心은 人間이 克己하지 못하는 욕
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다 13) 또 理를

지향하는 보펀적 질서가 華의 논리이고 理를 따르지 않고 氣에 便乘
하는 논리가 몇이다.

이와 같은 논리가 바로 투邱衛正運動의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性理學의 논리적 맥 락에서 보면 華西에게는 전혀 異質的이고

옐등하

다고 까지 판단되 었먼 西洋文物을 耶로 규청 할 수 밖에 없 었고 14) 쩌

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牙15가 勝하면 正을

保衛하는 사상이 나와야 한다. 이 리 하여 투那衛正의 사상이 형 성 되 었
번 것이다.

華西의 ff:!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대내적인 予眉보다 대외척
者 皆可以知之 況以嚴下之明聖 뿔容在題之入也 {묘恐、宗 i此危急之腦 追於呼

吸 而計利 微幸之꿇 乘間월￡陳 則未知聖明果能持之如一 剛決鎭壓 如孫討廣
所案之勇否也 此愚톰之所大慣也 ø r華西集 j ， 卷츠， 혜i答U ， 離同副承冒暴陳
所 g용짧.

13) r華西集j ， 卷二十

雜著， 人心道心說， ‘쩌 A 心去 則寫小人寫홈L흙亡 從
同홉， 卷四， 書， 答徐夏鄭， “道心常웠-身之

道心去 則鷹大A 篇治篇存

主 而 A 心每聽命者也

14) r華西集j ， 卷十， 書， 與朴善聊， 同畵， 附錄， 卷七， 語錄， 金永輸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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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挑戰에 민감하였으며 따라서 대외척인 도전을 우선 물리쳐야 한다

고 판단했다는 정 이 다. 그리 하여 華西는 우선 1주%를 투外와 같은 돗
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해 역사책을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옮述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곧 「末元華東史合編網 目 J15) 이 라는 책 으로써， 華西의 學統을 이 어 받은
重養 金平默(1 819-189 1)， 省齊 柳重敎(1 821-1893) 등이 著述하였다.
들의 學統은 뒤에

훌훌兵將

01

觀養 柳陳錫(1842-1915) 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책의 내용은 中國 元나라나 淸나과 같이 오랑캐가 지배했던

시대는 華가 아니라 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동아시아에서

華가 되는 것은 결국 朝鷹朝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시 中國

을 지배하고 있던 淸나라까지 ~~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돈 여기에는 明나라와의 관계나 幕華的 思想이

관련되어 있

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아좋든 fl:1f~論者들은 모든 것을 二分홉的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耶아니면 正만이 존재하며 또 正
에 해당하는 문화나 체제는 朝解朝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耶의 개
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19세 기 중엽 朝蘇朝 政治體制가 처 해 있던

상황에 대 한 華西의 얀

식은 主體的이고 民旅主義的이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폐쇄척인 측
면도 있었다. 그리하여 學者에 따라서는 그의 사상을 「閒銷的」인 정
치적 리얼리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16) 그런데

여기서 特記할만한

것은 투耶論者들이 朝群과 中國과의 관계를 인식하였던 시 각인 바 여
기에서 어느 정도 당시 투耶論者들의 自主的 特性을

읽을 수 있다는

15) ì宋元華東史合歸網텀」은 朱子學的 政治이데올로기의 소산이지만， 그 내
용 중에는 정치체제의
많다.

自主性과

獨立性을 암시하고

이 를테 면 품麗는 天子의 封을 받은 諸候國과는

國」의 대열에 놓는다고

明記함으로써 전척으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기 때 문에 「列

中國의 屬國은

아니라는

정을 밝히고 있다. 또 여기에서 갱치척 측연에서는 물론이고 문화적 측면

에서도 中國에 대한 朝홈의

自主性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16) 이 문제 에 관해 서 는 具範模，
報J ， 第르輯(1 969) 과， 韓佑防，
學會編，

“關化期의 政治意識狀況
ì韓國政治學會
“開港當時의 危機촬‘識과 開化思想
歷史

ì韓國史論文選集 J( 찌)풍을 참조.

한말의 J%llìl衛正짧훌훌

점이다 17) 실제로 이들은 淸을

中國文化의

IE統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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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오히려 그 正統은 明에 와서 끊겼다고 간주했다. 그리고 明朝와 더불
어 끊어진 동아시아의 문화적 청통이 결국 朝蘇朝로 이어졌다는 논리

를 전개하고 있다. 그와같은 차원에서

淸도 耶의 개념에 포함시켰￡

며， 현실적으로는 淸과의 애매한 관계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면적으로는 長久한 歷史의 흐름으로 볼 때 淸과의 從屬關係를 청산하
여 華의 정통언 朝解朝가 문화척으로 淸을 지배해야 하치

않겠는가

하는 암시까지 주고 있는 것이다.
華西의 청치사상은 u1 록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19세기 중엽 朝蘇朝

가 처했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은연중에 民族的 自尊을 함축

하였고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일종의 民族主義的 反應을 보였다는 점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洋物禁斷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
책을 상세하게 건의하고 있는데， 18) 華西가 洋物禁斷의 정책을 건의했

다는 사실은 그가 西歐 資本主議의 팽창에 따른 폐해를 어느 정도 언
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챔은

은연중에 日本 學者들의

영향을 받아 記述된 韓國史책에는 華西가 극도로 守舊的이고 封建的
인 思想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西歐에 대한 인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華西의 文集과 그의 子孫

이나 弟子들의 文集， 그리고 관련자료와 實鐵 둥올
하여 그의 사상과 관계가 있는 항목을 抽出，

종합적으로

考證해 볼

때，

검토

華西가

적어도 서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
러난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 동안 모두 잊혀져 왔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현대 학자들에게 原典 등과 같은 文歡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17) r華西集J ， 卷二十五， 雜著， 關衛錄辦， 用夏훗說.

r華書雅言 J ， 卷十， 尊

짧第十九條.

18) r華西集J ， 卷츠， 짧創， 三짧와 購同義禁짧， 同書，
朴慶훌좋錄.

附錄，

卷四，

語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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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약했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

서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또한 우리 고유의 학문적 방법으로써 우리
의 방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실력을 갖춘 젊은 學徒플이 많
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3. 反꿨衛正뼈홉의 深化와 훨훌散 : 훌훌
華西를 중심 으로 한 투째論議는 思想史的으로 重邊 金2jS默에 게 。I
어진다 19) 重養에 이르며

華西가 정렵시컸던

투耶論이 뿌리를 내려

확산되기 시작한다. 重養。1 살았던 年代는 1819 년에서 1891 년이 정확
하다 20) 日 本人 學者들은 重흉의 논리 를 흔히 생 각하듯 保守 • 復古的

이며 조f建的理論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重華의
사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f-FJfl5論의 骨子는

內修外鍵，

즉 ~Jfl5의

방법은 우선 內修부터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곧 내재척인 체제

의 :;f眉부터 개혁해야 外的 挑戰도 물리칠

수 있다는 論릅에서 출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언 정책 제시는 ‘治道私議’ 21)

로 집약되는데 重흉이 제안한 정책은 진보적일 뿐만 아니라 과격하기
조차하다.

重養이 열 다섯 개 항목에 걸쳐 제안한 내용은 몇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우선 社會·經濟的 改華을 주장한다.

19)

그중에서도 士地所

I重흉集 j ， 卷죠， 혜t ， 代京幾江l京兩道備生 論洋않情않仍請絡和節 또 뼈

鎬，

“重홈政治思想論!iíc，" Î서 울敎育大學꿇文集j ， 第 10輯(1 976) ，

p.153

參

照.

20) 重훨 金2f默의 出生 및 死亡 年代에 관하여 學者들의 liìf究業績이 나 記
錄이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重훨의 後孫들에 의해 펀찬된 「重幕先生文
集jC서 울 : 宇鍾社，

1975) ,

下卷 年調에 는

1819CC째 )-1891C辛찌J) 年으로

기 록되 어 있고 重흉의 觸傳이 며 同門인 省齊 柳重敎의 「省齊集」 年讀와
省齊門人이 며 義兵將인 殺훤 柳憐錫의 「銀흉象」 年합옆에 도 같은 年代로 記
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19-1891 年을 그의

生存年代로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I 治道私議」는 重훨이 당시 의 國內外問題에 관하여

보는 것이

關東의 來客과 問答

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政策代案提示의 性格을

갖는 重義政治思

想의 寶훌훌志向的 뼈面을 칩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重養集j ，
五， 雜著，

治道私議，

細鎬，

1976 ,

앞의 글，

타

pp. 154-161

參照.

卷三十

한말의 f팎部衛正論議

有制度의 개혁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로서는

실로

23

진보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여기서 일종의 觀者有田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이

는 대단히 앞선

논리로서 구체적인 士地의 면척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다융은 行政改華， 즉 官更의 부패를 劇快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朝廳朝 5백년 동안 下級官更에게는 緣이 없었는바， 重養은 緣을 주지
않는 제도 자체가 곧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이들이 蘇
을 받지 못하니 芳數蘇求로 살 수 밖에 없으며 따라시 이들에게 일정

한 緣을 주어 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에게는 이것이 行政改華을 위한 일차적인 급션무라고 생각되었다. 세
번째는 政治改옳을 주장한다. 물론 그의 논리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
는 논리는 전혀

아니었으며

단지 정치적으로

누척된

몇가지 牙l좁을

지극히 진보적인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內修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험이 축적되었을 때 外鍵

을 해야 하는데 그의 스승 華西가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22) 것과는

달리， 重흉은 西洋의 武力을 의식한 방법을 제시했으나

‘養士喆켰’ 23)

이그것이다. 여기서 土는 군대를 뜻하고 채은 武器를 뜻한다. 重養은
이와같이 군대를 양성하고 武器를

비축하자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단히 척극적인 國防策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守

舊的이고 封建的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fI)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펼요
가 있다. 이들의 구상은 상당히 조직척이어서 오늘날의 향토예비군과
비슷한 農兵制度까지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모든 財政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鄭里마다 農兵을 두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따田을 주고
평상시에는 이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한펀 有事時에는 군

대로 충청시킨다는 것인데 重훨은 위와 같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22) 朴忠錫 • 柳根鎬 r軟群朝의 政治思想 J(서울 :2F和뻐版社， 1980),
184.
23) 1童활集」， 卷르十五， 雜著， 治道私議， 第十四策， 養士옮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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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까지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內修外훌策이 自彈我事의 청경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인데
이 自彈我事의 이념이야말로 重흉의 fF1fß論의 방법론적 핵성을 이루

고 있다. 말하자연 內更張 外防響를 역설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적 도
전을 극복하자는 것이 重養의 논리였던 것이다.
重華의 이론이 華西의 이론과 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重養의 著
作에는 日本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24) 이는 華西가

日本 勢力이 우러

나라에 정근해 오기 이전의 언물이었는데 반해 重養은 日本이 적극적

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그 日本의

武力 앞에

江華島條約이 맺어

지는 것을 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重養의 耶의 개념 속에
는 西洋과 淸 외에

日本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투邱論의 論릅는 상당히 넓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870년 후반부터

日本이 구체척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하자 重

養을 중심으로 한 투耶說議는 日 本을 몰리 치 자는 투優論으로 집 약되
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이미 서양세력이 후퇴하고

日本勢力이 우세한 단계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의 강압적인

修好條約縮結 요구에 대 하여 朝蘇朝政府는 이를 받아들이 려 는 움직 임
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簡林은 빗발치듯 투和

減를 올렸다. 이와같은 上減는 開化派를

비롯한 반대세력에 의해 저

지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분개한 重幕이 同門修學한 쨌따￥똘 崔益鉉에게

上節를 올릴 것을 澈뼈하였다. 崔益鉉이

重훨의 激顧書 tL을 받고 당

시 fF!f~派에 속한 關林 50 명과 連뽑하여 上節플 올린 것이 유명한 「持
쏟上流」이다 25)

重養과 敏養은 華西 李桓老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를 스승으로 한

1司門이었으며， 또 華西의 學統을 이어 받아 重養은 이론적인 연에서，
24) r 重養集j. 卷죠， 範， 代京훌훌江原協生꿇洋앓情앓仍請紹和화t.

25) r 뺑흉集j. 卷三， 節， 持1f tlè關fF和훌훌짧. 이 짧는 重養의 劃告로 이 루어
졌 다.

cr重흉集j. 卷二十二， 書， 興崔餐讓， 因子正月 十一 日 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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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敏養은 행동쩍인 변에서 투耶思想을 확산·발전시켰다. 즉 思
想史的인 學統은 重養에게 전송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華西가 타계한
연후에는 敏養은 중대사에 관해 重養에게 이론척인 의논을 해서 重養

은 敏￥홉의 스승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었다.

r持쭈上節」는

이

두 사람의 路力關係에 의해 나오게 된 것인데 실제로 당시 커다란 물
의를

일으켰으며，

朝蘇朝

末期의 정치적 개혁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1882年에는 題南 備生 李曉孫이 「萬A節」를 올렸는데 배후에
서 척극척으로 격려한 사람도 重養이었다 26) 이에 이어서 江原道橋生
洪tE觀이 上節를 올렬 때에는

上減文 末尾에

重養 자신의

이름까지

써 주기도 하였다 21) 洪在購의 上流는 대단히 격렬한 내용으로서
本에게 開國하는 것을 격렬하게 비판한

日

이 투慶의 上節는 당시의 여

러 정치세력간의 갈둥과 開化派에 의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重흉이 귀
양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때가 1882 년이었으니 그 年讀에 의
하면 重養은 1883 년에

귀 양에서

풀려나

1891 년 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종합적 으로 볼 때 朝蘇後期 f-F:~~衛正思想 또는 그 운동은 ‘內修’ 의
측면에서 팩 진보적인 이론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重華에 이 르러 서 는 무조건 투쩌 • 투慶를 하자는 주장이 아니 었다. 오

히 려 外훌의 측면에서 도 rf-F:洋大養」라든가 「絡和流」 또는 「獲洋論」과
같은 여러가지 문헌을 통하여 추론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해

왔던 것 처럼 그렇게 혜쇄적인 守舊性만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당시 국제정치의 急轉直下的 變化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옷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척

올바른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예로 重華의 이론척인 영향

을 받은 後代의 蘭林들이 1800年代 末期나 1900年代 初期에

26) I重養集J ， 年讀 參照.
27) I重흉集J ， 卷五， 節， 江原道橋짧尾附.

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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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東洋三國 zfi和論〉을 주장했던 것을 들 수 있다 28) 이들에게서는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韓國， 中國，
척 표현을 벌어 말한다면

日本이 국제척 협조체제，

즉 현대

소위 棄團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하여 대비하

지 않으면 서양에 의해 침략당하게

된다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전혀 간과해 버리고 있는

것은 심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 重養의 논리가 반드시 守舊的이고 閒銀的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투邱衛正 思想의 기초가 보수척

성향에서 벗어

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朝群朝 政治體制의 存立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殺身成仁의 각오로 분연히 분기하여 척극척인

저항을 계속했고 그 服이 日本에 의한 식민지 지배 이후 까지 끊어지
지 않았다는 사실은 華西와 重흉을 頂點으로 하는 R:!f~의 사상이 韓

國 近代政治思想史에 있어서 輝抗的 民族主훌훌 理;웅의 한 淵源이 되었
다고 평 가할 수 있게 해 주고 었다.

1lI.

結

를죠
n。

本 E升究는 朝解朝 政治體없j의 정통적

이데올로기로서

일관성 있게

기 능해 온 性理學的 政治思想의 한 服을 잇는 R:!f15衛正論議가 19세기
중엽 이후， 대내외척 변화와 도전에 의해 조성된 격동기에 어떻게 형
성되고 기능했는지를 재음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韓國 近代政治思想史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植民地
的 史觀의 폐해를 지척하여 올바른 政治史的視角을 청렵 하고자 했으
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f팎!f~衛正論議의 형성배경과 그 일반척 특성，
그리 고 華西 李힘老，

重養 金平默 등 대 표척 인 R:!f~衛正 思想家들의

28) 뼈橋，
“朝解朝政治恩想의
(1 983) , p.24.

-뽑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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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사상과 실천운동을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투都衛 IE 思想의

역사척

의미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비가 얀와 논에 물이 없다고 저수지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둑을 터
놓고 불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둑을 터놓는다면 펠요한 量:의

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둑은 무너지고 물은 걷잡을 수
급기야 않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처럼

外행에의

없이 밀려와

門 pr펌放에 있어

서도 둑융 터놓는 愚를 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바로 투耶衛正의 시-상

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閒化派의

논리나

I푸耶의

논리

가 모두 각각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r聞化」를 택함의 文物을 우

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잘옷일 것이다.

마찬

가지로 「투耶」의 논리도 西洋文物의 流入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려
는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둑의 을을 아주 막

아버리면 논이 말라버리니까 둑을 터놓되 水門을 만들어 水量을 조절
하듯이 우리 에게도 水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었던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R耶論議가 끝까지 외세와의 단절된

상태를 진제로

하여 閒銷的 Jf;和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提행에 水門
을 만들어 필요한 水量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듯이 우선 國力을 배양
하여 외세의 도전에 自力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政策志向을 추

구했던 것이며 이러한 政策志向을 Ji:耶論에서는 「自행我事」의 개념으
로 천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투部論議 中에 後期에 와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처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대두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또 그와 같은 의마에서 보통 民族主議를 논하는 경우 韓國

近代民族主議의 연원을 開化思想 中心으로 찾는 경향이 있지만 그 思
想史的 淵源온 분명히 투!fß衛正思想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