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자와 유커치(編헐훌 훌훌吉)의 정치명론에 나
따난조선정략롬
_0'時훌新輪』 초선판련 논첼(1882-1900)옳 중심으로-

T빼빠Ira 삐삐商城 幸-)

I 서옳대 태<2 1 법학연구단

본 논문운 ‘政治評輪’ 적 관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祖뿔 論홉)가 자신이
주재하는 잃간지인 『時훌斯報」에 밟표한 313편의 조선 관련 .논싫’ 옳 검토
하고， 이훌 흉해 그의 조선정략론의 내용옳 분석하는 데 있다 i 륙히 본 논문

온 후쿠자와의 조선 관련 정치평툴옳 다섯 시기， 측 『時훌新報』 창간 이전，
임오군란 전후， 갑신정변 전후 천진조약체제 그리고 일청전쟁 전후로 구분
하여분석한다 i

우선， 후쿠자와는 明治 초기， 자신2.1 ’문명론’으| 판점에서 조선옳 ‘半閒’

내지

‘-小野뺑國’ 으로 평가하였다. 이 시기 후쿠자와는 조선융 매력없는

나라로 보아 무시하였고， 따라서 기피적이고 구체적인 조선정략톰옳 가지
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정외교의 기본방첨운

1881 (明治

14) 년

에 “내부의 安寧올 유지하여 외부에서 경쟁한다” 는 ‘內安外鏡’ 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外觀’ 온 해오1. 혹히 조선으로의 ’국권의 확장’ 옳 의미한다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온 임오군란 직후의 조선에 대한 ‘문화공작’ 의 시
기훌 제외하면 항상 혐박에 의한 조선의 문명화， 측 ‘무력에 의한 團政千涉
的 방법’ 옳 강요했다고 짧 수 있다. ’자금옳 移用하여 문명화사업울 일으키

는 방법’ 율 토대로 한 조선정략훌과 ‘이주 · 雜居짧’ 적인 조선정략론도 기본
적으로는 ‘무력에 의한 園政T涉的 방법’ 율 토대로 한 조선정략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자와의 조선정략폰의 최종 목적 · 목표는 조선의 병합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보호국화 또는 조선옳 잃본의 영향하에 두는 것
에 있었다. 즉 ‘類빼據防적’ 인 ‘아시아 運帶輪’ 이외에 윌본의 조선으로의

진훌옵 정당화합 논리훨 가지고 있지 않았던 후쿠자와는 「脫亞輪」옳 제외하
고는 시종일판 ‘아시아 連帶輪’ 적인 입장옳 지켰다고 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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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일본 근대화의 역사적 기점은 明治維新(1 868)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명치유

신을 통해 본격적인 근대국가로 출발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서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論吉) 1) 를 둘 수 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은 일본 역사의 대 전환기에 해당된다. 즉 미국의 Matthew C. Perry 提督의 내
항(1 853) 에 의한 개국의 강요， 명치유신(1 868 )， 대일본제국 헌법 반포(1 889) , 일
청전쟁(1 894-95) 등 일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후

쿠자와는 “서양문명을 도입함으로써 일본인 개인의 능력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

력을 높이고 일본의 독립을 확보하는"2)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이것이 그
를 근대 문명의 지도자로서 주목받게 한 큰 요인이다 3)
후쿠자와 유키치는 『文明論之搬略~ (1 875) 에서 일본근대화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4) 당시 일본은 국가의 독립을 달성하고 서양문명의 도입을 통해 근대국가를
건설해야만 하는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비록 명치유신에 의해 오래된 신분
제 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아직 그에 대신할 새로운 지배 질서는 완성되지 않았으
며， 신정부 지도자는 新 國家 건설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

한 때에 후쿠자와는 세차례나 幕府의 구미사절단5) 의 일원으로 서구에 파견되었
고， 자신이 직접 서구세계를 보고 경험한 것과 서구의 책을 통해 학습한 것을 토대
로 『西洋事情.!l， F學問 η -r-rIlò J (학문의 권장)， F文明論之獅略」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명치정부와 일본국민에게 명확한 비전과 지침을 주고 신일

1) 후쿠자와 유키치는 1835년 I월 lO일(陰歷 天保 5년 12월 12일) 하급무사의 다섯 형제
중의 막내로 오오사카(大版)에서 태어났고， 1901(明治 34) 년 2월 3 일 근대문명의 위대

한 지도자로 얘도를 받으면서 동경 (東京)에서 사망했다- 특히 그의 사망에 대해 일본
국회(聚議院)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小果信三: Wj福澤論吉~ , 岩波新書， 東京:
岩波書店， 1966 , p. 3).

2) 薦野政直著， 福澤論吉~ (東京: 淸水書院， 1967) , pp. 3-4.
3) 小果信三福澤論吉 (J) W文明論之擺略~J w'L、』 第80號(東京· 平凡社， 1955) , p. 52.
4) 上揚書， p.48
5) 幕府의 遺美使節團(1 860년)， 幕府의 遺歐使節團(1 861 ~62년)， 幕府가 주문한 군함을
받으러 가는 遺美使節團(1 867) 의 일원으로서 세 번의 구미시찰의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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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셀의 토대가 될 구미문명올 도입， 보급하고 국민 속에 깊이 뿜리내린 봉건의

식올타파하고자했다.
후쿠자와는 일생동안 재야에서 일본의 명문 사립대화교인 慶應훌훌훌휠올 경영했

다. 그리고 봉건적 사상， 특히 유교에 대한 비판6) 파 다수의 계몽적인 저작율 통해
서 관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올 주었다. 교육과 저술활동 이외에
도 『民間雜誌'.!I. l'家底훌훌홉&동의 잡지와 『時事新報』라는 일간지를 창간하였고， 일
반대중들의 계몽에도 노력했다. 그는 명치정부의 대외강경책올 강력하게 지지하

였고， 조선의 개화파 김옥균 퉁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에도 후쿠자와의 영향력
은 일본의 만엔권에 그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지대하고， 慶應義뿔올 통
해서 일본 국민과 유학생， 그리고 일본과 관계하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까지 계
속영향을미치고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명치정부의 개화정책， 자본주의화 정책에
영향을 주었으며. 군비확장 정책， 對조선 및 중국 정책에도 큰 영향율 미쳤다.
어떤 사상가의 사상올 연구할 경우， 그의 사상중에서

.변화하는 부분(非永續

性)' 과 ‘변화하지 않은 부분(連網性)’ 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의 후쿠자
와 연구는 그의 사상의

蠻홈性’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非永續性(흉化)'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인 의미밖에 부여하지 않았다. 김영작 교수는 “후쿠자와 연
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후쿠자와의 사상의 전체상파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아직 정셜이 없는 것 같다”면서， “보다 포팔적이고 객관적인 후쿠
자와상의 확립운 불가능한가? 후쿠자와에는 시기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서로 다

른 후쿠자와상 밖에 제시할 수 없는가7"7)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후쿠자와
의 발언이 ‘狀i뼈인 發言’ 이 많고 여러 의미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8) 실
6) 후쿠자와는 일본이 서구근대문명올 도입하여 문명 개화 사업울 통해서 근대적인 신국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풍적인 가치관과 구습올(후쿠자와의 말로 표현한다면)

淸橋破壞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토대로 새로운 체제를 ‘建置經響’ 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 즉 오래된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휴교(톡히 주자학)적 가치관에
기반한 세계관이였기 때문에， 서양 근대과학옳 토대로 한 새로운 가치관올 도입하기 위
해서는 유교비판이 불가피했다.

7) 金榮作 (2001): r福澤論吉 '7" ν " 7" ~

;‘ r

J

(內田隆三 他 3 名編 r .:f-1' ν "，/(J)執陣』

東京: 新世社. pp.99-138) , p.99 , p.101(이 논문은 『社홉科學m:究」 제 14집 (2001) (국민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그대로 일본어로 수록되고 있다 (pp.

45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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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후쿠자와의 방대한 저작의 대부분은 시사문제를 다루는 『時事新報』 논설이
다. 그러므로 그때 그때의 정치상황과 인식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
의 입장과 관심에 따라 주장이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후쿠자와의

‘상황적

인 발언’을 ‘사상’으로서가 아니라，“해당 시공 속에서만 그 의미를 지닌” 즉 그때
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주장되는 ‘정치평론.으로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왜냐
하면 ‘정치평론’ 에서는 ‘상황적 발언’ 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즉 “정

치평론은 특정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그 속에서 실천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그 자체로서 정치적 행위" 9) 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평론은 정치
사상이나 정치이론과 비교할 때 그 생명력이 짧다" 10)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평론’ 이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와의 『時事新報』 논설에 대한 연구는， 후쿠자와 사
상의 ‘非永續性(變化)’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 論吉)가 자신이 주재했던 『時事新報』에 발표

한 313편의 朝蘇關聯 논설문을 ‘政治評論’ 적 관점에서 분석 · 검토하여 그의

‘朝

蘇政略論’ 의 의도와 특정 ,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
히 본 논문은 이 와 같은 그의

‘논설문’ 을 Michael Walzer가 말하는 ‘평 론’ 의 의 미

로이해하고자한다.
여기서 Michael Walzer의

‘사회평론 (soci때 criticism) ’ 에 관한 논의를 잠시 살펴 볼

8) 김영작 교수는 “상황적 사고를 특정으로 하는 후쿠자와가 다양한 역사적 과제에 대해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테제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것이 그의

진짜 사상과 주장인지 판별이 어렵다는 것이 실태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영작
은 그에게 사상가로서의 일관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셔널리스트’ 로서의 후쿠자와像

으로 계몽주의， 문명론 등도 그의 내셔널리즘의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변모였을 뿐
이라고 보고 있다(김영작， 上揚 논문，

p.99)

9) 김대영 박사는 그 이유를 “오엘이 강조하는 ‘특수 시점(따1lC버armoment)’ 과 리프만이
강조하는 특수 국면 (p때cular phase) ’ 속에서 정치평론은 그 매개적 역할을 요구받기 때
문이다”고 설명한다〔김대영

r정치평론과 민주적 공론장

- Koestler, Orwell， μppman에

관한 비교연구 -J(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2002년 8월)， p.228 , p.256.)

10) 김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다읍과 같이 설명한다: “특정 상황에서 공감받
는 정치평론도 다른 상황에서는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에 지금 여기서’ 발생한 현안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어떤 정치평론은 신속하고 민감하
게 대응한다. 나아가 특정 맥락 속에서 타당성을 주장하는 정치평론은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김대영， 上揚論文， pp.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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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W없er는 ‘사회명론’ 을 하나의 ’사회척 실천’ 으로 이해하면서 1 1) ‘외
재적 평론 (external criticism) ’ 12) 과 .내재적 평론(internal criticism 또는 immanent

critique) ’ 올 구분한다.
Walzer는 올바른 ‘사회평론’ 으로서 ‘내재적 평론 (immanentσitique)’ 13) 을 강조한
다. ‘내재적 평론’ 은 ‘사회적 연결 (soci따 connection) ’ 14) 율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

고유한 이해(loc외 understanding)' 15) 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연결’ 은 감정적 유대
(sentiment머 ties)' 16)를 가지 고 .공유 (common possession) ’

17) 라는

관념 을 유지 한다.

‘사회와 연결된 평론가 (a connected critic) ’ 는 ‘지금 여기서 사회와 연결된 평론’ 을

하게 된다 18) ‘정치평론’ 은 ‘사회와 연결된 평론가 (a connected critic) ’ 가 정치에 관
해서 평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평론’ 은 .정치적 내재주의’

19)

에 입각한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평론’ 의 관점에서 후쿠자와룰 본다면， 과연 그를 ‘정치평론
가’ 로 볼 수 있을까? ‘정치평론 (politic허 αiticism) ’ 의 특성으로 ‘진실성’

대중성’

그리고 ‘내재성’ 이라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20) 우선 ‘내재성. 에 관해서， 우리는

11)

Mích없I Walztπ"

J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ìsm

(C때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vii

12) Ibid. , p. 69.
13) Ibid. , p. 64 .
14) Ibid. , p. 69
15) Ibid. , p. 65
16) Ibid. , p. 62
17) Ibid. , p. 32.

18) Ibid. , p. 78.
19) ‘정치적 내재주의’ 에 대해 김홍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정치 문제의 해결올
정치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또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가능성을 정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율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주주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
안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만일 정치 문제의 해결올 정치 외적인

데서 구하거나 또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율 민주주의 밖에서 찾옳 경우， 이것은 약한
정치 또는 약한 민주주의률 초래하게 된다- 반면 정치 문제의 해결올 정치 내에서 찾을
경우， 강한 정치 또는 강한 민주주의가 생장할 수 있다고 본다.. [김홍우 저

r현상학과

정치학~ (서옳· 문학과 지생사. 1999년 10월).

20)

김대영

r정 치 평 론과 민주적 공론장

pp. 720-721).
- Koestler, Orwell , Lippma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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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가 명치유신 이후 시종일관해서 재야의 입장을 지키며. Walzer가 강조한
‘비판적 거리두기 (αitic외 distance) ’ 를 잘 견지하면서도 일본정부와 국민과의 ‘사회
적 연결 (soci떠 connection)’ 을 유지함으로서 특정한 사회의

지역에 고유한 이해

(Joc머 unders때ling) ’ 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 이런 점에
서 보면 후쿠자와의 평론은 ‘내재성’ 을 가진 평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
의 여러 저작은 간단한 구어체로 표현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후쿠자와는 ‘대중성’ 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진실성’ 이 사실에 입각한 ‘진실’ 을 보도하는 것이라면， 후쿠자와는
김옥균 등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과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리고 조선의 개
항장에서 일본상사의 주재원으로 파견된 많은 제자들을 마치 『時事新報』의 특파
원처럼 활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고， 조선에 관한 정확한 보도에 노력했

다. 조선에 관한 그의 정보량은 다른 신문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임오군란
때의 조선정계의 세력관계에 대한 후쿠자와의 분석은 다른 신문들에 의해 그대로
인용될 정도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모든 평론
들은 “일본정부와 국민과의

‘사회적 연결.을 우선시했고， 그의 정책적 대안들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익’ 을 중시했으며，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정세에 관한 내재적
분석의 경우에서조차 스스로를 결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동일시한 점에서

도 조선에 대한 아웃사이더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후쿠자와의
조선관련 논설문 속에 함축된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내재적 해석’ 이 동일시하는

준거의 변화에 따라 외재적 관점이 될 수 있다는， 말하자면 ‘내재적 해석’의 상대
성을 밝히고자한다
‘정 치 평 론’ 은 상대 방에 향해 서

‘speak out’ 하는 ‘dyn뼈c process’ 이 자 'purposive

actlOn’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첫째로， 후쿠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2002 년 8월). pp.178-280

21) 그 당시 국민의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유교적 가치관이였다. 후쿠자와
는 심한 유교비판올 하면서도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또는 유교적 고전에 나오는
일화를 예로 들면서 새로운 서양문명의 본질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
하고 쉬운 구어체로 표현했다(米原議 (2003): r일본에서의 문명개화론

후쿠자와 유키

치와 나카에 효민을 중심으로J r동양정치사상사』 제 2권 2호(韓國 · 東洋政治思想、史學
會 .2003년 9월). pp. 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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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가 조선에서의 사건율 어떻게 (how) 보고 표현하는가를. 둘째로， 후쿠자와가
조선에서의 사건을 평론하는 의도와 목적 {purpose} 또는 목표 (goal) 는 무엇인가률，
셋째로， 후쿠자와의

.정치평론’ 과 eHte{톡히 정부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inter

action’ (상호 영향)의 여부와 정도(일반국민과의 상호 영향올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신문의 논편올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률， 넷째로， 후쿠자와가 조선 사
건파 관련해서 평론올 전개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롤， 혹은 그의 I영론의 의
도와 목적

(purpose)

또는 목표 (go어)를 달성

(result or achievement) 했는가를

중심 으로

검토하고자한다.

아울러 용어 사용상의 몇 가지 유의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후쿠자와는 한국올
가르키는 말로 주로 ‘조선’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가끔 ‘한국’ 과 ‘韓’ 이라는 말
올 사용한다. 직접 인용할 때는 후쿠자와의 말올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그 외에는
‘조선. 이라는 말올 주로 사용한다. 후쿠자와는 청국을 가르키는 말로는 ‘支那(지
나. s메a) ’ 라는 말올 사용한다. 이 말도 직접 인용할 때는 후쿠자와의 말을 그대
로 사용하겠지만， 그 외에는 ‘청국’ 또는 ‘중국’ 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支

那 (shina) ’ 라는 말을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하는 한국인이 많지만， 그 용어가 일본
에서 차별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 이후부터이다. 한국에서는

관례상 ‘청일전쟁’ , ‘청일관계’ 로 표기하지만， 후쿠자와의 논조를 살리기 위해 인
용문에서만이 아니라 본문에서도
과조선또는한국파의관계도

일청전쟁 ,

일청관계 로 표기할 것이다. 일본

朝日관계 . ‘한일관계’가아니라， ‘日朝관계’， ‘일

한관계.로 표기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기타 후쿠자와의 용어사용과 한
국에서의 용어사용이 다를 경우， 후쿠자와의 용어사용법올 따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는 慶應義뿔編1"福澤論吉全集~ (全 21 卷) (東京 : 岩波書店，

1958-1964) 올 Text로 사용했다1"時事新報』22) 의 사셜은 일체 무서명이고， 원고는

22) r時事新報』는 후쿠자와가 창간한 신문이다. 1882( 明治 15) 년 3월 I 일에 창간된 이후
1936(昭和 11) 년 12월 25일 『東京日 日新聞』에 합병됨으로써 폐간되었다. 1880년 이토

히로부미(伊顧 博文) . 이노우에 카오루(井t 醫). 오오구마 시게노부(大限重信)의 의
뢰를 받고 정부률 위한 기판지롤 발행할 것올 준비했으나，

때문에 그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明治 14年 政흉’ (1 881 년)

r時事新報」는 후쿠자와 독력으로 창간되었다. 명치

초기의 신문은 정치중심의 대신문과 사회변중심의 소신문으로 대별되며， 대신문에는

정부의 의향을 대변하는 어용신문과 자유민권올 주장하는 신문(엄由薰系와 改進黨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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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후쿠자와의 면밀한 가필， 수정을 통하여 발표되었다，-漫言」이나 사설이외의

논설도 거의 무서명 또는 가명이었기 때문에， 신문의 지변에서 필자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작업은 후쿠자와의 제자이자 『時事新報』의 기자 · 편집주간이

었던 이시카와 미키아키(石河 幹明)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본 전집에 수록
된 『時事新報』의 기사는 石河 幹明가 후쿠자와가 직접 쓴 기사라고 판독한 원고와
후에 발견된 원고중 후쿠자와가 쓴 것으로 입증된 것만으로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후쿠자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아도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된다 23) 이 논문에서는
전집에 수록된 『時事新報』의 조선 관련 논설을 모두 후쿠자와가 쓴 것으로 간주하
고 인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Text를 사건과 연결하는 Contextualism에 입각하여 사
건에 대한 후쿠자와의 상세한 기술 (how) 과 그의 해석을 추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時事新報』 논설문의 제목을 표시할 때 원문(일본어)의 제목은

,- J 로 표시하고 번역문(한국어)의 제목은 { }로 표시한다. 다만 원문(일본어)이
한문(한자)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문(일본어)대로 ,- J 로 표시한다.

으로 구분되는데~時事新報」는 ‘不偏不黨’ 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켰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주장만이 아니라 보도를 중요시했고， 1892( 明治 25) 년에 로이타통신과 통

신독점계약을 체결했다. 경제기사의 충실한 것이 明治， 大正시대를 통해서 이 신문의
특정이었다 후쿠자와가 스스로가 논설을 썼으며， 회사의 경영은 조카인 나카카미카와
히묘지로(中上川 彦次郞)가 담당했다. 明治中期 以後 大正末期까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문의 하나였으나 1923( 大正 12) 년의 관동대지진로 사옥이 소설된 후 쇠퇴하였고
1936년에는 폐간되었다.

23) 富田正文後記J( 全 8 , p.87 1.) 이다 신야(井田 新也 1998) 는 全集에 收錄된 日淸戰爭
期의 후쿠자와의 對淸彈硬論은 文 í* 등에서 보면 후쿠자와가 쓴 논설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디가지나 추측에 불가하고，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장래 후쿠자와 논설의 진위가 분명해지면 再考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
집에 수록된 『時事新報』 論說을 후쿠자와의 것이 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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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의 조선정확론

1 ‘先內훌獅外11’빼= ‘先톨圓後랩兵’흙的조선정략롬
明治초기의 후쿠자와는 일본문화가 조선에서 유래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형체(形體)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보고， 정신적인 것보다 낮게 명가한다. 또한 무
력적으로는 일본이 항상 조선의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 『日本畵*파의 사판을 그대
로 받아들여， 太古에 있어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神功皇E의 三韓m:~과 豊 ê秀吉의 朝蘇m:~은 조선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항상
후쿠자와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 시기의 후쿠자와는 일본이

문명개화사업올 통해서 근대적인 신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흉적인 가치관과
구습올 (후쿠자와의 말로 표현하면)

淸補破壞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토대로 새

로운 체제률 ‘建置經舊’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오래된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유교(톡히 주자학)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서
양 근대 과학과 서양중심의 근대 국제질서체계를 토대로 한 새로훈 가치관파 국제

질서체계를 도입하기 왜해서는 당연히 유교비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런 후쿠자와의 눈으로 청국과 조선을 보면， 양국이 모두 유교주의에 시달리고 있
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문명화)할 수 없는 주체성이 없는 나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나라(특히 조선)를 무력으로 침공하면 외채만 늘릴 뿐 얻을

것은 없다는 기피적인 조선정략론을 明治 초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그 배경에는 세 번의 구미시찰에 의한 강렬한 위기의식(서양열강에 의한 일본

식민지화의 위험성)과， 당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근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국내의 개혁

에 전념해야 하고 다른 나라를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그 시기는 ‘만국공법’ 에 절대적인 신뢰섬올 가지고 있었던 시
기였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만국공법’ 에 입각한 각국의 자주성올 중시

하는 시기였다.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의 근저에는 19세기 후반의 일본과 동아시

아가 놓여진 상황에 대한 상황파악과 발전단계척인 문명론24) 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문명의 삼단계 발전론에 의하면， 조선윤 ‘半開’ 내지

‘-小野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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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이고 아무 매력도 없는 나라로서 밖에 안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明治 초기
의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은 기피적이고 동시에 멸시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상대성’ 논리를 동아시아에 적용하면 일본= ‘文明國’ , 청
국과 조선= ‘半開國’ , 혹은 ‘-小野蠻國’ 이라는 도식이 되고， 일본은 ‘아시아 동
방의 맹주’ 로서 청국과 조선을 문명화의 길로 유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아시아 동방의 맹주론’ 으로 발전한다.
1874( 明治 7) 년 1 월 17일， 이타가키 타이스케(板桓 退助)등 저명인 8 명에 의한
‘民選議院設立建白書’ 가 명치정부에 제출되었다. 이

‘建白書’ 의 제출이 자유민

권운동의 정치적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농민민권가가 전국적으로 등장
하는 1880( 明治 13) 년까지 전제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士族출신자

들였다. 국회개설청원운동의 전국적인 고양은 명치정부 수뇌부에 충격을 주었다.
명치정부는 입헌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약한 시기에는， 그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지만， 자유민권운동에 의한 국회개설청원의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소극
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결국 國體의 보호를 명목으로 삼아 입헌제에 대한 생각
을 보수적인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정부 수뇌부는 구미제국의 혁명의 역사를 고려

하여 자유민권운동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진압하는
가가 주된 관심이었다， 1880년 4월 구라파의 탄압 법규를 참고로 하여 자유민권운
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사항을 가진 ‘集會條例’ 를 제정한 것은 정부의

자세가 보수 반동으로 전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5) 자유민권운동에 의한 국회
개설청원에 관련해서

‘國會開設尙早論’ 을 주장하는 가토 히로유키 (加藏 弘之: 政

府剛)와 ‘早期開設論’ 을 주장하는 오오이 겐타로(大井 憲太郞: 民權剛)로 대표되

는 ‘民選議院論爭’은신문의 좋은기사거리가되고그격렬한논쟁은이때까지 계

24)

후쿠자와는 그의 著書인 『文明論之懶略~ (全

의 文明國’

4,

1-212) 의 제 2장에서 世界文明을 ‘最上

(歐羅巴 諸國， 美國) , ‘半開國’ (터키， 지나， 일본 동 아시아 諸國)，

.野蠻

國’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三段階로 구분한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이런 구분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그는 “文明開化의 글자도 역시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여 ‘’文明도
半開에 대해서는 文明이라 할 수 있고， 半開라 할지라도 野蠻에 대해서는 文明이라 말
할 수 있다

“현재의 淸國은 西洋諸國과 비교하면 半開國이라고 할 수 있지만， 南아프

리카諸國과 비교하면 文明國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全

25) 遠山옮樹 著 r 日本近代史 IJ (東京; 岩波書店， 1975) ， p.69 ,

4,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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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적인 보도를 중심으로 해 온 신문을 정치론올 중시하는 ‘政論新聞’ 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일본의 신문온 정부의 전제정치를 비난하여 인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 국회홉 요구하는 ‘民權派 新聞’ 과， 정부
의 입장올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官憲派 新聞’ 으로 나누어졌다. 전자에는 『郵便報
知新聞J. i'朝野新聞J. i'橫洪每日新聞』 둥이 있고， 후자를 대표하는 것은 『東京日

日新聞』이 있다 26) 당시 신문의 직접구독자 수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가장
큰 정보원이었던 신문의 영향력윤 아주 컸기 때문에， 정부는 讀諸律

· 新聞紙條例

27) 으로 언론의 자유률 억압했다.
더 나아가 명치정부는 언론옳 단속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보의 발행을 시

도했다. 후쿠자와는 1880( 明治 13) 년 연말에 이토 히로부미(伊藏 博文) . 이노우에
가오루(井上 聲)‘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限 重信)로부터 정부훌 위한 신문올 발행

하여， 정권의 외부로부터 정부의 시정올 도와달라는 비공식척 요청올 받았다. 그
는 그것을 일단 거절하였는데， 세명으로부터 정부가 국회 개설을 준비하고 었으
니， 국민의 정치교육을 위해서 유력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솔직한 심정을 듣고， 정
부를 위한 신문의 발행을 결심했다. 그래서 게이오의숙 관계자를 중심으로 신문발
행 준비에 착수했다.

1881 (明治 14) 년 7월 29일에 간행된 『時事小言』은 국회개설

과 정부를 위한 신문의 발행을 전제로 명치정부룰 측면 지원하기 위해 쓴 책이라

26)

顧原 慶 · 今井精-. 大江志乃夫 編

r近代日本史@基鍵知識I (東京: 有裵開

1972 )， pp.

88-89
낀) 1875( 明治 8) 년 6월， 明治政府는 홉훌觀律과 新聞條例률 공포했다‘ 이것들윤 일본에서 최
초로 제정된 체계적인 언론 단속법이었다. a훌훌뽕律은 事寶의 有無를 묻지 않고， 남의 명

예를 훼손하는 자는 그 수단이 著作

文書

. ~헥畵省像等의 發行 · 展觀 · 貼示의 어느 쪽
이라도 페事關올 묻는다는 것이고， 게다가 讀課의 대상이 皇族 · 官更 · 華士族 平民의
순으로 重페이 된다. 그것은 모든 政治批判 , 關刺를 일절 금하는 뽑法이었다， 新聞紙條
Øll는 발행 철차률 엄격히 하여， 筆福의 책임 추궁올 편리하게 하고. 그 절차 위반자에
는 하나하나 엄격한 형벌올 묻는다는 가혹한 법이었다

예를 들면 모든 기사는 筆者의

姓名과 f主所롤 쓸 것이 요구되고， 필명의 사용은 금지되고， 위반자에게는 禁減 30 日과
節金 10며이 규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기사에 관한 모든 형사 책임은 일차적으로 편집

인이 지고， 필자는 어디까지나 이차적인 책임율 진다는 규정이었다. 더 나아가 1876( 明
治 9) 年 7 月 明治政府는 국가의 안전올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新閒
止

· 雜誌의

發行울 禁

· 停止할 수 있는 條項을 규정하게 된다(0"近代日本史 η基樓知識J. pp. 6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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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후쿠자와는 內政 · 外交의 기본방침을 ‘內安外鏡’ 의 네
글자로 제시했다. 후쿠자와는 “외부의 觀難을 알아 내부의 안녕을 유지하여， 내부

가 안녕이 되어 외부에서 경쟁한다. 內安外觀， 나의 주의는 단지 이 네 글자에 있
을 뿐”이다고 주장한다(全 5 , 118) , 더 나아가 후쿠자와는 ‘內安外觀’ 을 위해서는
첫째로 政務의 권력을 강대하게 하여 護國의 기초를 세울 것， 둘째로 이 대의를 실
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國庫를 풍요롭게 할 것， 세째로 農I商을 장려 보호하여 植

塵振興을 시도할 것. 이상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全 5 , 119) , 그런 후쿠자와에게는
자유민권운동의 격화는 ‘內安’ 즉 ‘內國의 安寧. 을 해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

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學者論客은 近年에 와서야 겨우 民權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현재의 정부의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 공격을 시도하고， 정부
의 -짧-動에 이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연설과 신문에서 (비판하
여) , 그 목적으로 삼은 것은 결국 政務의 권력을 축소하여 민간인의 권력을 신장

하려고 원하는 자이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자는 “오로지 政府의 退縮을 열망하
는 자”와 같다고 강조한다(全 5 , 119-120). 후쿠자와는 민권론자에 관해 “지금의

論者는 近年에 새로이 민권자유의 論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연설 등이 유쾌한 것
을 깨닫고， 그 진기함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는 자이다”라고 지적하고， 그런 남용
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全 5, 12 1),
그러나 후쿠자와는 국회 개설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명치정부는 灌

閒政府’ 라고 부를 정도로 옳摩灌， 長4‘|‘|灌， 土住灌의 3灌(특히 障摩灌， 長州灌 )01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유민권파의 큰 불만의 원인의 하나였
다.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內安’ 즉 ‘內國의 安寧’ 을 위해서는 灌閔정부’ 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펼요가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를 열어 政體를 일변시키고.
다수로 정부의 기초를 세우는 이외에 길이 없다

“나는 이 개혁으로 내부의 안녕

을 유지하고 외부에서 경쟁하려고 할 자이다”고 강조한다(全 5 , 126-127). 후쿠자
와는 국회의 개설은 政體 (constitution) 의 변혁이고， 政務(때ministration) 의 변혁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政體라는 것은 政府의 구조를 가르킨 것이고， 국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권한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고 지적한다. 정무라는 것은 정부의 사무를
가르킨다(全 5 , 12 1), 후쿠자와는 “현재의 서양 입헌국에 있어서 그 執政이 新陳
交代할 것을 가장 안전하고 그 방법이 가장 원활한 것은 영국의 것이 가장 적절하

다”라고 하여 政體의 모텔로서 영국을 두고 있다(全

5, 143) ,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論吉)의 청치평론에 나타난조선정략론

후쿠자와의 내정 · 외교의 기본방청인
선으로의

‘內安外廳’ 의

53

‘外觀’ 용 해외로， 특히 조

‘국권의 확장. 을 의미한다. 후쿠자와는 ‘만국공법’ 에 절대적인 신뢰심

을 가지고 있었던 명치초기와 달리i'時事小言.1(1 881) 에서는 만국공법도 서구 크

리스트교의 ‘공동체 의식’ 이 존재하는 범위내에서만 홍용된다는 냉혹한 국제정치

의 현실윷 깨닫고 있었다 28) “법률과 윤리도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그 역활도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활 수 있다’'2'이라는
Joseph S, Nye, Jr，의 지적올 고려한다면，

공동체 의식 이 결여된 이상 결국 만국공

법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즉 (후쿠자와의 말로 표현함며 ) “지 금의 세상은 마치

대극장에 서서 서양제국의 인민파 패권올 다투려는 상황파 같다‘’라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후쿠자와는 “외국교제의 大本
은 힘에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全 5 , 169-184) 라는 만국공법에 실망하는 ‘정치적

현실주의 (political r;않lism) ’ 적인 국제정치인식 30) 올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후쿠자
28) 후쿠자와는 명치 5년 2월에 간행된 『학문의 권장』에서 “天理A道에 따라 서로 교류하고
理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흑인에게라도 고개룰 숙이고， 道률 위해서는 영국， 미국의

군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가 配團을 받올 경우 일본 전국민이 한 명도 남김없이 생
명을 버리고 나라의 영광올 위해서 회생하는 것이 일국의 자유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全

3 , 3 1)라고 ‘정치적 이상주의(뼈tic때 id잃lism) ’ 에 업각해 국제정치률 이해하고 있

었다. 그러나 병치

11 (1 878) 년 9월에 간행된 『通倚國*顧융J (全 4 , 599-6(5) 에서， 현재의

인간세계를 금수세계로 비유하여

결국 지금 금수세계에서 최후로 의뢰할 것은 필사적

인 默力에 있을뿐이다”라고 하여 “백권의 만국공법은 數門의 대포에 미치지 못한다. 수
권의 화친조약은 한박스의 탄약에 미치지 못한다

“대포， 탄약은 있는 도리를 주장하

기 위해서 훨요한 것이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든 기계이다단지 협박이 있올 뿐이
다" (636-서637) 라고 단언한다. 이와 같은 만국공법에 대한 불신은 명치 14 (1 881) 년의 『時

事小릅」에서， “그 소위 만국공법

:z;;굽 이라고 하는 만국의 字도 세계 만국의 뜻이

아니라 다만 서구 크리스트 제국에만 통용되는 것이다. 그 종파 이외의 국가에서는 만
국공법이 실행되는 것은 이때까지 볼 수 없었다" (全

5 , 184) 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올 발

견하게된다

29) Understanding lntemational Cor떠ïcts; An lntroduction to 자eo.η and History, Third 많ition by
Joseph S. Nye, Jr, published by Per;son Education, Inc, publishing as LONGMAN, Copyright
2αxu 田中明彦 · 村田용빼譯 『國際紹爭 -理論 ξ 歷史-J 東京: 有藥開， 2002) , p.5.

30)

후쿠자와에 의하면 ‘Jj國交際’ 에는 ‘名實’ 의 두가지 원리가 있다고 한다， ‘名’ 적 원리
는 A類는 같은 創造神에 의해 쩔IJ造된 형제이고， 서로 교역하여 過不足올 보완하여 행
복을 촉진하는 것이 ‘方國交際’ 의 목적이고， 그것율 위해 ‘方國公法. 이 있고， 서로 方

한국정치연구

54

제 13집 저11 호 (2004)

와는 중국과 조선에 대해 ‘공동체 의식’ 을 갖고 있었는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
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공동체 의식’은 아주 약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의 유교 비판에 잘 나타나고 있다. 유교의식을 극복하지 않은 이상 문명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후쿠자와에게는， 유교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과 조선에 대해
서는 ‘공동체 의식’ 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

로 중국과 조선을 “경우에 따라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문명화시켜야 한다”라는 주
장이 나오게 된다.
후쿠자와는 조선의 개화파인 이동인， 어윤중(魚允中) 등과 교류를 시작하여， 그
관계가 깊어져 1882( 明治 15) 년 3월부터 8월까지 金玉均과 徐光範이 방일하게 되

었다 3 1) 이와 같은 조선 개화파와의 교류는 후쿠자와에게 조선의 현실을 잘 파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현실에 맞는 개혁안을 제
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선의 개화파와의
접촉， 교류는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2, ‘先外했 홉內安’ 홉 = ‘先꿇兵 後흩園’ 월적 조선정략론
후쿠자와는 『時事小言.!I (1 88 1)에서 일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선을 지

나와 조선(특히 조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類燒’ (남의 집에서 난 불이 이웃으로

國公法’ 을 존중한다고 지적한다(全 5 , 107). 여기서는 國家間의 관계를 情’ 을 중심으
로 한 倫理 · 道德과 ‘저國公法 에 기초를 두고 파악하고 있다(全 5 , 167)

그러나 國家

內에서는 法廷이 있고， 각 개인간의 약속 위반이 있는 경우， 재판할 수 있지만 國家間
의 關係에서는 약속 위반을 재판할 법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國家間의 關係에 있어， 그
국가가 약속을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事國間의 재력과 병력의 多흉
彈弱如何에 있다고 단정한다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돈과 병사는 있는 도리를 보호하
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드는 器械이다”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國家間의 관계

에서는 평시에는 ‘工業商賣(쓸易)의 戰爭’ 을 하고 있고， 쉴易의 揚益도 경事國間의 兵
力如何에 따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全 5 , 108 , 11 1). 결국 ‘li國交際’ 는 .情’

( ，名’

적

원리)이 아니라 .힘’ (‘賣’ 적 원리)에 의뢰해야 한다， 즉 “外國交際의 大本은 廳力에 었

다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全 5 , 167). 여기에 국제정치를 ‘정치적 이상

주의’ 보다 ‘정치적 현실주의’ 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후쿠자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1)

姜在彦 著

F近代朝蘇η思想J ，

p. 120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 輸吉)의 정치명룬에 나타난 조선정략론

번져서 타는 것을 의미한다 -

필자) 방지척인

55

‘동아시아 연대론’ 또는 ‘아시아

동방의 맹주론’ 올 제시한다. 여기서 후쿠자와는 강제로라도 조선과 청국올 문명

(西洋)화시킴으로서 일본중심으로 조선과 중국(청국)올 연맹하여 서양렬강의 아
시아침략에 대해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아시아 동방의 맹주론’ 올 제시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1882년 3월 11 일자 『時事新報」 논셜인 「朝離η 交際창論fj l'조선과의
교제를 논한다.11 (全 8, 28-3 1)에서 반복된다. 후쿠자와의

‘아시아 동방의 맹주론.

은 다음파 같이 세 가지의 특정을 갖는다.

첫째로 ‘類燒’ 예방척 방어의식 , 즉 ‘방어척 네셔널리즘’ 에 입각한다는 점올 들
수 었다. 당시 후쿠자와는 근래 서양제국의 문명은 날마다 진보하고 그 문명의 진

보와 동시에 병비도 역시 날마다 증진하고 그 병비의 증진과 함께 휴佛의 욕심도
역시 날마다 증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욕심올 채올 수 있는 지역은 아
시아 동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全 8 , 30) 라고 하여， 서양열강의 東漸에 의한 아

시아제국의 식민지화의 위협올 심각하게 보고 강력한 위기의식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후쿠자와는， 지금 아시아는 구미 열강의 東漸에 대해 .. 힘으로서 상대하는

수단밖에 없는”상황이다고 인식하여， 힘으로 구미 열강파 상대할 경우 일본 혼자
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 톡히 동방에 있는 일본， 중국， 조선의
3국이 연대하여 서구열강의 침략을 막으려는 것이 ‘아시아 동방의 맹주론’ 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는 서구멸강의 아시아첨략을 막는 방책울 햇鍵’ 예방법의
비유로 암시한다. 후쿠자와에 의하면 일본이“지나의 형세를 우려하고 조선의 국사

에 간섭하는 것윤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올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 자국의 類燒룰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의 표현은 몇흉燒’ (구미열강에 의한 憐國 즉 지나와

조선의 식민지화의 위협)만 없다면 일본은 독립올 유지할 수 았다는 강한 자신감
올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일본이

‘아시아 통방의 맹주 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올 들 수 있다. 후쿠

자와는 동아시아 3국이 혐올 합쳐 연대하여 서구열강의 침략올 막으려할 때，“현재

동양 열국에서 문명의 중심이 되고 맹주가 되고 서양열강에 대용할 수 있는 것온
일본국민이 아니면 누가 있올까? 아시아 동방의 보호는 우리외 책임이라고 각오
해야 한다.. (全

5 , 18이라고 일본국민의 결의롤 촉구한다. 이 때의 후쿠자와의 조

선정략론에는 일본의 문명화에 대한 자신감과 조선의 현상에 대한 동정과 우월감
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선의 현상에 대한 동정과 우월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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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조선은 일본의 30년 전(1 853년의 페리 내항 당시)과 같은 혼란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세째로 일본이 아시아(특히 청국과 조선)의 문명화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명

의 지도자 의식’ 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쿠자와는 그의 문명론에 입각
하여 일본이 아시아의 선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한다. 후쿠자와의 말로 표현하

면， 당시의 일본의 상태는 ‘橋除破壞’ 의 시대가 끝나고 ‘建置經營’ 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근대국가로서의 기반도 어느 정도 정비됐다는 일본의 문명화에 대한 자

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나와 조선은 유교의 폐해가 심각하고
자기 힘으로 문명화할 수 없다고 후쿠자와는 본다. 따라서 “지금의 지나， 조선에
웅원을 의뢰하는 것은 쓸데없이 기대하는 일’이고현재에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
을 이용하더라도 지나， 조선을 유도하고 우리와 함께 행동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
을 가지게 하고， 실제로 통반자로서의 실효를 얻 는 것이 무엿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다. 여기에는 일본만이 문명화한다해도 다른 나라(여기서는 특히 지나， 조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들이 문명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과 아울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문명화에 성공한 ‘아시아 동방의 맹주. 로서
의 일본이 지나， 조선의 문명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른바 .동아시아 문명의
지도자’ 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時事新報』는 1882( 明治 15) 년 3월 l 일에 창간되었다. 이후 후쿠자와의 조선관
련 논설은 그 사셜로 발표되었다. 후쿠자와는 1880( 明治 13) 년 연말에 이토 히로
부미 (伊藏 博文) , 이노우에 카오루(井上 響) ,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限 重信)의 세
명으로부터 정부가 국회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니 , 국민의 정치교육을 위해서 유력
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솔직한 심정을 듣고， 정부를 위한 신문의 발행을 결심하고，
게이오의숙 관계자를 중심으로 신문발행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신문을 발행하
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伊廳 博文) , 이노우에 카오루(井上 醫) , 오오쿠마 시게노
부(大限重信)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여기에 훗가이도 개척사 관유물의 매각에 관
한 소동이 합쳐지게 되었다. 게다가 후쿠자와가 오오쿠마와 미쪼비시 회사의 소유

주인 이와사키 야다로(岩p옮 빼太郞)와 연맹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가지
고 있다는 호소문이 나와 오오쿠마와 후쿠자와와 연류된 사랍들이 일제히 정부에
서 쫓겨난 이른바 ‘명치 14년 정변， (명치 14년 10월)이 일어나자， 정부를 위한 신

문 발행이 물거품으로 되어 후쿠자와 단독으로 신문을 발행한 것이 『時事新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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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와 거리롤 두면서 어떤 정당의 편도 툴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고할수있다.
명치정부는 국회룰 1890( 明治 23) 年에 개셜할 것울 약속했다. 국회개셜의 전망

이 확실하게 되자정당결성의 움직임이 빈번하게 되었고， 민간의 정치의식이 고조
되었다. 그러자 정부내에서는 이런 풍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수구반동
적인 정책올 채택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立魔帝政黨이라고 칭하는 수구극단
적인 官權論者에게 정당올 조직하게 하여 전국올 유세하여， 어용신문올 이용하여
민간의 정당올 공격시켰다. 교육정책으로는 유교주의훌 장려하여 漢學과 복고주
의률 부활하여 이것에 의해 청소년의 사상을 선도하며 사회인섬윷 진정시키려 하

였다. 후쿠자와는 이런 경향을 우려하여 『時事新報』의 논셜을 풍해

‘官民調和’ 의

필요성을 역셜하고， 帝政黨 -派의 極端不讓|演한 언동을 비판하여， 유교주의의 부

활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본방침올 서양 과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에 두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32)

후쿠자와는 명치 23년의 국회 개설올 염두에 두고 정부와 민간이 그것에 대한
대응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비판하면서. 8년 후의 일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윤

‘-國大計의 기본’ 올 정하고 정권의 기반을 튼톤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
한다. 여기서 후쿠자와는 현재의 일본의 육해군력을 가지고서는 국내 치안의 유지

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
나가서 후쿠자와는 “오늘이라도 지나와의 갈퉁이 생기고 내일에 조선에 일이 발생
하며， 일본이 지나롤 공격활 때도， 조선을 원호할 때도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병
사들을 지나와 조선 땅에 상륙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여 육해군의 군비롤 지급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한다 33)
후쿠자와는 일본과 조선의 양국 관계의 실상과 관련하여 , 일본에서 공사와 영사

롤 파견， 주재시키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보내지 않고 경우에 따라 信使가 오
는 정도로 아직 교류가 활발하고 친밀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무역
도 부산파 원산의 수출입(무역양)이 I 년에 300만엔 정도로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현상태에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의 對朝離政略율 재검토할 필요성올

32) 全 8, r後記J (富田正文) , pp. 673 -674.
33) r政府何f훌T 大|ζ進훌 혼:J.J후J {정부는 왜 분발해서 크게 진행하지 않은가?l (1 882
〔明治 15) 년 3월 3 일， 全

8, 13-15)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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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찌) 여기서 후쿠자와가 강조하는 것은， 서양 제국이 하려 했으나 못했던
조선의 개국을 일본이 한 것은 “우리 일본의 영예”이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며， 일본을 개국시킨 미국이 일본이 다른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항
상 最惠國待遇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조선에 대해서는 항상 최혜국대우
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全 8 , 28-29).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조
선을 개국시킨 이상 조선을 문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우리 일본의 책임”이
라는 논리로 발전한다. 이런 의식 속에는 ‘일본은 강대하고 조선은 소약하다. 일

본은 이미 문명의 단계에 있고 조선은 아직 미개 단계에 있다”라는 문명론적 인식
이 후쿠자와의 의식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는 조선을 문명으로 이끌
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선의 국세가 만약에 미개라면 권유하여 문명으로 이끌

어 가야 한다. 만약에 조선의 국민이 완루하면 그들을 타이르고 문명의 길을 가도
록 설득해야 한다.. (全 8 , 29) 라는 ‘請導說論 에 의한 방법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약에 조선의 “민심이 온화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무위를 보여주고 그 인심을 압

도하여 우리 일본의 국력을 가지고 憐國의 문명을 돕고 전진시키는 것은 양국 교
제의 내친 걸음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 일본의 책임이다고 말할 수 있다.. (全

8, 30) 고 하여 , 경우에 따라 무력간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2개의 논설을 통해서 우리는 후쿠자와가 첫째， 문명으로 조선을 유도한
다는 점， 둘째， 지나와 조선과 연대하여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항해야 하며， 그 때
일본이 盟主가 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일본이 조선을 원조하는 것은 일본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는 점， 넷째， “병비는 국권을 유지하는 대본이”라는 인
식하에 막강한 군사력의 뒷바침을 배경으로 한 조선정략론의 네 가지 기본 방침으
로 집약된다. 후쿠자와는 이 네 가지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앞으로의 조선정략론

을주장하게 된다.
1882년 3월 31 일에 원산진에서 일어난 일본인 살상사건(한명이 살해당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이른바 ‘元山律事件’ 이 일어났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후

쿠자와는 세편의 관련 논설을 발표했는데， 종래의 후쿠자와 연구에서는 抽鎬

(1998)35) 이외에는 언급한 것이 없다. 細橋(1 998) 도 세편의 관련 논설을 간단히
34) r朝蘇η 交際장論주J {조선과의 교제를 논한다} (1 882 (明治 15) 년 3월 11 일， 全 8, 283 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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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했을 뿐， 상세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세편의 관련 논젤올 상세

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쿠자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의 조선의 모습은 30년전의 페리내함때(1 853년)의 일본의 모습과 닮았다고 강
조한다. 즉， 일본과 강화도조약올 맺었율 때(1 876년)의 조선의 동요는 페리내항때
의 일본의 혼란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오년 반이 경파했지만 아직도

동요가 수습되지 않았다고 후쿠자와는 본다 36) 그는 조선의 쇄국양이의 무리는
“마치 舊朝蘇國의 사불과 다른 것은 일체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자이고， 그 碩
횟固隨한 것은 막말의 아국의 皇學者일파가 서양제국올 미워하고， 서양의 사람도

물건도 일체 척양하려고 하는 것파 같다.. 37)

“쇄국양이의 무리들이 왕왕 도섬에

출몰하여， 物論이 평온하지 않는 것온 명백하며

언제 어떤 변을 일으킬 것인지 예

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만약 이들 무리(쇄국
양이의 무리 -

필자)가 일올 일으켜， 가령 하루라도 그 정부의 통치권올 벗어나

는 일이 있다면， 적으로 향하게 되는 바는 틀림없이 우리 일붐인이다”고 하여， 지
금 조선에서의 일본인 배척 풍조는 30년전의 일본의 서양인에 대한 배척보다 심각

하다고 걱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일본정부가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후

쿠자와는 幕末 서구열강과 화친조약올 맺윤 후， 서구인올 척양하려고 하여 암살사
건과 공사관 습격사건 동이 빈발하자 영국퉁이 거류지인 요코하마(橫洪)에 자국
군대를 둔위시키는 퉁 자위책올 세웠던 예를 근거로 삼아 척양의 풍조가 강한 상

황에서는 “타국으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38) 라고 하여 신
속히 대비할 것을 명치정부에 당부한다. 후쿠자와는 원산진사건에 대한 대처법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과오가 조선인에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일본정부는

반드시 엄중한 담판올 할 것 .. 39) 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옴과 같이 세가지의 요구사
항올 제시한다. 즉， 내지여행의 자유， 무역 통상 지역의 확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의 세가지이다. 그 이외에도 조선 三港에 경비훌 위한 군함을 상주시키

35)

萬城幸-(1 998): r福澤論吉의 『朝購융」에 판한 鼎究 -[時事新報〕의 朝解빼聯 記事

(1 882-19뼈)롤 中心으로-J (서울대학교 정치화과 政治學碩士 學位論文).

36)
37)
38)

r 日本趣 ~j {조선은 일본과 닮았다} (灌릅) (1 882 (明治 15) 년 4월 28일， 全
r朝蘇政略j

CD (1 882

r朝蘇IJ)交際장論fj{ 조선과의 교제를

31)), pp.29-30.

8, 87-88).

(明治 15) 년 8월 2일， 全

8, 251-253) , p.25 1.
논한다} (1 882 (明治 15) 년

3월 11 일， 全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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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류지의 순사를 증원할 것과 대마도 경유 부산까지의 해저전션을 설치할 것

등을 대책으로 제안한다.때)
후쿠자와가 원산진사건에 대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

적 대응책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i'東京橫洪每日新聞』의 5월 6일자 「開韓論」은 원
산진사건에 대해 군함을 파견하여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 다시 말해
서， 조선의 쇄국당과 청국 이홍장에게 일본에 대한 중상모략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이번 변을 해결하기 위해 거류지에 병사를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상주하고 있는 군함 이외에는 군함을 파견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고 논한다. 그리고 무력적 대처보다는 영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고 주장한다 41) 결국 후쿠자와의 제안을 명치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882년 7월 23 일에， 조선의 경성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나 일본공사관이 폭도에

의해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일본으로 전해지자， 후쿠자와는 폭도 진압과 청국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으로 일본군을 파견할 것을 명치정부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그
는 임오군란을 일으킨 폭도는 ‘문명의 적’ 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출병하는 것은
“문명을 위해서 적을 문책하기 위한”것이라고 정당화한다. 또 “이번의 변란은 조
선국의 내정을 일변시킬 기회. 라고 관측한다.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난 진압 후는
조선에 국무감독관을 설치하여 조선의 정무 전반을 감독시긴다는 실질적인 보호

국화를 의미하는 제안을 한다. 여기서 후쿠자와는 감독관을 설치하고 내정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조선국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문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며， 조
선국의 문명을 높이는 것은 ”우리 일본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당화 한
다.
이상과 같은 국무감독의 설치는 조선정부 내에서 열세한 개화파를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務藍督의 설

치는 중대한 내정 간섭이고， 만약 그것이 실시되면 조선은 실질적인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후쿠자와의 주장은 다른 신문의 논조와 비해서도， 경제이권

39)

í 日 本極 OJ{조선은 일본과 닮았다)(漫言) (1 882 (明治 15) 년 4월 28 일， 全

8, 87-88) ,

p.88
40) í朝蘇政府/\要求f可 LJ {조선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1 882 (明治 15) 년 5월 12일， 全

8 , 94-96) , p.96
4 1) 北原 Ä"< 子他編 w資料新聞社說κ 見&朝蘇 l J ,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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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률 의도하는 명치정부외 대웅책에 비해서도 그 강경노선인 것이 명확하다.

후쿠자와의 “밟朝蘇公使에게 조선의 國務藍홈官올 겸임시기고 조선국의 萬機의
政務를 감독시킨다·’는 주장은 12년 후의 일청전쟁 하에서 임오군란 · 갑신정변 당
시 외무경이였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 響; 1879 [明治 12) 년 9월에 外務뼈에 취
임한 이래 1887 [明治 20) 년 9월에 외무대신을 사임할 때까지 8년간 外務聊 · 外務
大닮으로서 일본 외교의 책임자이었고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명치정부의 실력자
필자)를 밟朝蘇公使에 임명하여 그의 감독하에 조선의 내정개혁올 실행함으로써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가 강경론올 주장한 배경에는 조선 인민은 눈 앞에 강력한 병력올 보여
주지 않으면 약속율 지키지 않는다는 조선국민에 대한 강한 불심감이 있었던 것

같다. 후쿠자와는 임오군란과 관련시켜서 生짧事件42) 에서의 영국의 강경한 태도

와 下關事件 43) 에서의 연합국의 압력에 대해 언급한다. 그것은， 구라파제국이 일
본에게 강제로 한 것올 그대로 憐國인 조선에 실시한다는 발상에 입각하여 임오군
란에 대한 대웅책올 고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자신의 朝蘇

政略율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력이 필요한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事件 직후의 흥분이 지나 냉정함을 회복하고， 차차 들어오
는 軍亂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접하게 되자， 국무감독관설치에 의한 내정간섭의

주장을 취소하고 오히려 內政不千涉을 주장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후쿠자와의 강
경노선에 대한 『東京日 日新聞』의 비난도 영향올 미쳤다고 볼 수 었다. 그러나 8월

42) 1862年 9月 14 日 , 上海在住의 英國商 A 등 4名이 j寶洪의 生찢村에서 韓앤훌續主의 父親인
島律久光의 行列에 遭遇， 魔兒옮(障摩)麗士에 의해 殺優된 사건. 英國의 {펠뿔公使는 幕
府에 謝罪와 §홈慣金율 요구， 結局 幕府는 暗慣金올 支據했다. 1863年 6月

,

犯A의 死페

과 暗慣金올 塵兒島灌에 要求하고 處英戰爭이 일어났다 .9月에 和議가 成立. 塵兒島灌
은 暗{賞金올 支佛했다. 이 事件윤 西洋列彈의 軍事力이 강대한 것을 |健摩樓에게 痛感、시
키고 倒幕의 必要性올 깊이 刻印시켰다고 할 수 있다.

43) 四國連合짧隊 下關 抱짧事件. 下關戰爭라고도 한다 1863年 5 月 , 長州覆은 樓훗률 주장
하면서 下關海映훌 通般한 外國船을 施擊하고， 그 후 下關海映륭 封銷했다. 그것에 대한
報復惜置로서 英國， 프랑스， 네텔란드. 미국의 四國連合歸懶는 1864年 8 月 5 日부터 長
州灌에 대한 攻짧올 開始하여 3 日 間로 施台를 破壞 古領했다. 結局， 長州灌은 連合國의
壓倒的인 軍事力에 屆服하여 , 講和條約올 總結햇다. 그 후 長州灌은 開國論으로 體換하

여 倒幕運動으로 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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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에 다시 강경노선을 취하고， 대원군정부는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담보의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선국 영토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점령하여 교섭을 하
고， 교섭이 무사히 타결하면 점령상태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와 같
은 후쿠자와의 주장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 著) 外務~~p이 花房公使에 보낸 8 月 2

日자의 「內닮11條」의 第七， 즉， “만약에 조선정부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는 거제도
혹은 松島(驚陸島 - 필자)를 我國에 양여하여 사죄의 뜻을 표시시켜야 한다”는 명
치정부의 방침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임오군란 때 폭도에 의한 일본공사관 습격사건을 둘러싼 일본과 조선과의 갈등
은 1882년 8월 30일에 조인된 제물포조약의 체결로 무사히 종결되었다. 그 내용은

배상금 50만엔， 공사관 보호를 위한 둔병권， 謝罪使의 파견， 피해가족에 대한 보상
을 포함한 것이었다. 후쿠자와는 이와 같은 조약내용에 대해 만족의 뜻을 표명한
다. 그리고 후쿠자와는 조선정부의 중신들이 청국을 상국시하고 일본과 가까운 것
보다 청국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조선정부의 인심을 청국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여 일본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선에서 준 배상금 50만 엔을 일단

받은 후에 다시 조선 정부에 증여할 것을 제안한다 44) 이와 같은 제안을 명치정부
는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갑신정변 직전에 장기휴가를 위해 귀국중있었던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流 進→郞)주조선공사가 다시 조선의 임지에 복귀할 때 배
상금 40만 엔의 반환제의로 실행된다
후쿠자와의 朝蘇政略論의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조선을 비교

해보면 “우리는 문명의 선진이고 그쪽은 후진이다 우리는 문명의 학식이 깊고 그
쪽은 깊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문명론. 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
째， 후쿠자와가 조선을

문명화 로 유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쿠자와에 의하면， 어떤 나라를 문명화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을 쓰는 방

법， 종교를 이용해서 인심을 유도하고 차차 개명으로 유도하는 방법， 학문을 가지
고 하는 방법，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았다고 한다. 그러나 종교에
의한 방법은 조선국의 상류의 士 A 이 우리 일본과 같이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유도할 수 없으며， 거기다가 오늘날의 일본 佛者는 퇴폐하고 있기 때문

44)

r朝蘇if)慣金五十方며J {朝蘇의 R흠{賞金五十 Jj 圓} (1 882 (明治 15) 년 9월 8 일， 全

337)

‘

8,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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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것올 가지고 憐國 A을 유도하려고 해도 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조선
을 문명화로 유도하는 방법은，1) 무력에 의한 국정간섭적 방법， 2) 학문에 의한

문명개혁적 방법，

3)

자금올 이용하여 문명화사업을 일으키는 방법의 세가지가 남

게 된다 45) 그 중， ‘무력에 의한 국정간섭적 방법’은 임오군란직후의 ‘국무감독
관. 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청국에 대해서도 만약 청국이 일본의 행동울 방해하면， 무력올 행사하더라도 청
국의 방해를 배제해야 한다는

對淸彈硬論 올 주장한다. 당시 후쿠자와는 청국 정

부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고 청국올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에 대한 정략에서도 청국에 대한
배려를 그다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청국은 조선개혁의 주도권 싸
움에서 라이벌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兵論.! (1 882년 11 월)에서 문명개화한
청국은 동양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청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청국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군비확장， 특히 해군의 확장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하게 된다

후쿠자와는 입오군란 이전까지는 청국의 군사력의 실상율 자세히 파악하지 않아
고， 단지 그의

‘문명론’ 에 입각하고 서양문명의 홉수의 속도와 정도는 일본이 청

국보다 우위에 었다고 해서 ‘文明指導者’ 의식율 가지고 있었고， 막연하게 청국을

가소평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오군란에서 청국의 신속한 대웅에
접하자 청국을 다시 보게 되고， 陸軍뼈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 有朋)에게 陸軍
文庫 發行의 『憐郭兵備略』올 벌어 청국 군사력， 특히 해군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兵論.! (1 882년 11 월)올 쓰게 된다. 이와 같이 임오군란은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
에 있어， 對中國 인식의 변화룰 초래하였고， 그와 동시에 청국의 조선 정략의 동향

에 대한 우려와 조선 정략에 있어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올 후쿠자와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켰다고 활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관을 통해서 우리는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의 목표가 조선의 보
호국화 또는 조선을 일본의 영향 하에 두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았다. 조선
의 개화파률 원조하고 조선의 문명화률 주장하는 것도 그 목적올 달성하기 위한

수단있었다는 점을 후쿠자와의 임오군란 관련 평론올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생각

45) r朝蘇政略 m急It我짧金창彼1':'移用-r J.> t.:.걷E ~ J {조선정략에 있어서 아주 효파적인 것은
우리 자금올 조션에 이용하는 것이다} (1 883 (明治 16) 년 6월 I 일. 全 9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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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이후의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에서도 이런 기본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고필자는본다.
후쿠자와는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구해야 하는데， 조선국내에

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앞서 그는 조선국이
문명화가 안된 것은 유교주의가 포만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지나인에게 의뢰할

수 없고. 아시아에서 문명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은 洋學을 배운지 이미 오래되었고， 많은 우수한 인재
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장소가 없다고 하여， 그 우수한 인재를 조선국에서 활용

하면 일본을 위해서도 조선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46) 이와 같이
후쿠자와는 이 시기에 조선에 자본을 빌려주고 문명사업을 일으키고 일본에서 활

약할 기회가 없는 우수한 인재를 조선에 보내어 활용할 기회를 주려고 생각했음을
알수있다.

3.

‘조선개혁론’ 의 실천과 좌절

임오군란 이후 청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조선의 국사에 간섭하게 되
었다 그러므로 청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對朝蘇政策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정부도， 안남(배트남 - 필자)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淸佛戰爭때문에 청국이 조선에
신경쓰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때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고， 김옥균 동 獨

立黨이 일으킨 쿠데타인 갑신정변에 협조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경으
로 한 활韓淸國軍이 개입하자， 갑신정변이 어이없이 삼일천하로 끝나버린다.
후쿠자와는 자기자신이 갑신정변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의 관
련을 부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피해자이고， 청국과 조선이 가해자라고 강력히 주
장한다. 그 배경에는 사건과의 관련을 숨기고자하는 의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청국과의 開戰을 주장하는 논조에 나타나고 있다. 후쿠자
와는 外愚이 국가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1700년 전에

神功皇팀의 삼한 정벌， 元國 大兵의 來攻， 豊많秀吉의 조선정벌과 같은 외국과의

46) r朝蘇國ι資本창移用-t.h냉我창￥Ij-t~.: C 大t!. 1) J {조선국에 자본올 移用하면 우리에
게 이익이 되는 것은 많다} (1 883 (明治 16) 년 6월 5일， 중

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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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일본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회소한 일이라고 한다. 후쿠자와는 외국과의 전
쟁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올 위해서는 괜찮지만 국가의 발전올 위해서는

불리하다고 하면서 外愚이 국가발전에 필요하다고 논한다. 더 나아가 “이번 조선
사변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 명화적으로 해
결될지 전쟁이 될지 그것올 결정하는 것온 일본이 아니라 지나와 조선이다”고 말
하고， 지나와 조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일본의 입장

을 표명한다.깎) 더 나아가서 후쿠자와는 담판이 결렬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전쟁의 송패가 국가존망올 가르는 중대한 전쟁이라 지적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천황의 親，{jE.올 요청하여 국민의 戰意률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음올 명백히 하고

있다 48) 그 이유로서 태고에 일본이 삼한올 정벌 활 수 있었던 것윤 神功皇팀 스
스로가 병사를 데리고 親狂하므로서 군대의 사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후쿠자와는 청국과 전쟁올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군비를 확보해야 하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번의 전쟁은 태고에 있어서는 神功皇팀와 중세에 있어서는
北條時宗(元國의 일본 침공 당시의 일본쪽의 최고 실권자 - 필자)， 그리고 豊닮秀

吉 이래의 외전이 아니겠는가? 군비를 아끼면 안된다”라고 강조한다. 말하자면 그
는 청국과의 전쟁율 역사척인 전쟁으로 규정하고 일본국민에게 군비를 위한 현금

을 요구한 것이다 49)
후쿠자와는 조선이 현상태로 방치되면 스스로 그 폭립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露英佛獨 諸國의 첨략올 받올 것이다”라고 강조하여， 일본이 조선정략에서
손올 빼고 경성의 일본병을 철수시키게 되면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은 불안하

다고 하여 일본병의 철수롤 미 리 막으려고 한다 50)

47)

r敵國外惠、장知&者따國亡V:Tj {적국 외환올 아는 자가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1 885 (明治 18) 년 l 월 3 일， 全 10 , 181-184).

48)

r細親낌E(})準備如何j {(天皇의) 훌~{正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I 885 (明治 18) 년
l 월 8일 , 全

49)

10 , 184-187).

r單寶支辦 η用意、大早計 t.( i? T J {군비지급의 준비롤 하는 것은 빠르지 않다 1 (1 884년[明

治 17) 년 12월 26일， 全

50)

10 , 155-158).

r朝蘇國 η始末￡亦心配t.(~ 짧;j {조선국의 시말도 역시 걱정이다} (1 885년 4월 11 일， 全

10 , 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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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는 갑신정변의 실패를 청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으로 보고， 청국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와 동시에. 일본 주도하에 조선을 개혁한다는 것에 절망한

후쿠자와는 아시아 연대론을 포기하고， 아시아(특히 청국과 청국이 지도하는 조
선)와의 관계를 절연하고，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의 동료가 되기를 선언한 것이
「脫亞論J (1 885年 3 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脫亞論」에서 일단 절연을 선언
한 청국과 조선에 대해서， 며칠 후에는 청국은

동양 제 1 의 부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하고， 조선에 대해서도 “인구도 많고 천연의 물산도 풍부한 나라”
라고 인정한다.
갑신정변의 실패에 따라 외교를 주도해 온 井上聲 外務聊과 伊藏博文 동의 主和

派(長州派라고도 한다)의 소극적인 對淸方針에 대해서 청과의 개전을 주장하는
主戰派(羅摩派)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對淸方針을 둘러싼 명치정부 내에서의
棒 · 長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그래서 對淸方針의 결정은 늦어지고， 겨우 다음해인
1885년 2월 7 일의 開議에서 신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 요구의 중심은 경성주둔 청

군의 철병이고， 만약에 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同數의 병사를 경성에
對抗활兵(→ 開戰)시킨다는 것이 명치정부의 방침이었다. 井上 · 伊藏은 청과의
개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의 양보를 얻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청국을 문책하고자 하는 후쿠자와와 睡摩派의 기대와는 달리， 무력행사를 피하

고자 하는 일 · 청양국 정부의 노력 끝에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청국대표
李鴻章과 일본대표 이토 히로부미 (伊購 博文) 사이에 전후 육차에 걸친 회담을 거
쳐 1885년 4월 18 일에 소위 ‘天澤條約’ 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서 伊購는 처벌 · 배
상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체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구를 달성하

지 못했다. 그러나 교섭의 핵심인 철병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청군을 철병시킬 수
있었고， 여기에다 대등한 형태로의 재 파병권을 청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청의

‘속국론’ 에 큰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조약면에서

일본은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조선에서 일본과 청
국 양국의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천진조약을 조선에 있는 일본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파기할 것을 제기한다. “일본에게는 불리한 조건에서 획득할 수 있
었던 놀라운 성과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天律條約’ 의 중요성을 후쿠자와는 제대
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후쿠자와의 갑신정변에 관한 평론의 의도는 자신과 일본정부의 사건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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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숨기는 것에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그 일차적 목적 · 목표는 자신과 일본
정부의 책임올 피하는 것에 있었고， 이차적 목적 · 목표는 챙국에 대한 開戰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兵論.!I (1 882년 11 월)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청국의 군사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후쿠자와는， 일본 단독으로 청국과 開戰하려고 하는 것
이 아니라 安南사건올 계기로 한 청국과 프량스와의 전쟁을 이용하고， 프랑스와의

통맹을 맺어 양쪽으로 청국을 공격하면 숭산이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그런 후쿠
자와의 계산이 프랑스와의 동맹올 찬성하는 평론을 발표한다. 후쿠자와는 일차적
목적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이 피해자이고， 청국과 조선이 가해자라고 강력
히 주장한다. 그런 후쿠자와의 일차적 목적 · 목표는 일본의 책임을 불문하여

漢

城條約’과 ‘天律條約’이 체결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차적
목적 · 목표는 일청전쟁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4,

‘훨消 협조노선’ = ‘천진조약체제’ 에 대한 비판

‘천진조약 체결. 애 의한 對淸 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은， 갑신정변의 실패

로 위기에 빠져 있었던 主和論者인 흉州派의 외교주도권의 회복과 동시에 長州派
의 정국주도권의 유지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894년 7월말， 8월초부

터 시작하는 일청전쟁까지의 약 10년간의

‘對淸協調路線‘율 기축으로 하는 소위

‘天律條約體制’ 가 계속된다.

후쿠자와는 『時事小言.D (1 88 1)에서， 서양열강의 東漸에 따흔 極東지역의 식민지
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국민의 주의를 환기한 적이 있었다. 이런 후쿠
자와의 우려가 영국에 의한 거문도점령사건(1 885年 4月)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

다. 그러므로 거문도 정령사건은 후쿠자와에게는 중대한 관심율 가질 수 밖에 없
었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후쿠자와는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수 편의 거문도 점령사건에 관련된 평론에서 후쿠자와는， 거문도 점령사건이 러시
아에 의한 대마도 점령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일본정부와 국민의 경계심을 환

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국운이 풍전동화인 것올 강조한다. 그러나 후쿠자
와는 대마도와 조선의 운명에 대한 위기감만 강조활 뿐， 갑신정변 이전과 같은 구

체척인 대처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윤 갑신정변 실패에 따라 조선에서의
자신의 기반이 사라지고，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후쿠자와의 좌절감， 무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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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라고할수있다

대원군 귀국 문제에 관해서도， 거문도 점령사건을 계기로 ‘對淸 協調路線’ 으로
조선정책의 노선을 변경한 명치정부와 보조를 맞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후쿠자와의 논설에는 이전과 같은 활기가 논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후쿠자와는 조선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일까? 대원군 귀국 이후의

후쿠자와의 논설에서 판단하면， 후쿠자와는 조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
시 못했지만， 조선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쿠자와는 일
본인이 국방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면， 국방의 범위를 일본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 국외까지 확장할 펼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후쿠자와는 ‘防響線’ 은 번 곳
에 설치하여 적이 우리 방어선에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일본을 지키려면 단지 일본에만 방어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멸
리 일본 이외의 땅에도 방어선을 설치하여， 가능하면 빨리 일본 이외의 영토에서

적의 진입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일본을 지키는
방어선을 조선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조선이 적에게 넘어가는 경우
일본의 방어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독립유지를 위해서 조선
은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후쿠자와는， 일본과 부산 및 경

성간의 통신망 강화책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후쿠자와의 주장은 약 3년 후인
1890년의 第 1 帝國議會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 有朋) 首相이 제창하는 ‘王權
線’ 과 ‘￥IJ益線’ 論으로 나타난다 야마가타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主權線’
을 수호하고 ‘利益線’ 을 방호하는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조선을 지배하는 것
을합리화하려 했다.
청국과 러시아， 영국이 조선에서 각축을 벌이자， 후쿠자와는 여러 해 동안 조선

에 관해서 침묵 상태가 계속된다. 그것은 후쿠자와의

‘朝蘇政略論의 좌절’ 이라고

할수있다.

후쿠자와의 조선 관련 논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明治 25 (1 892) 年 6
월 24일자의 {朝蘇의 變亂}에서였다. 이 논설에서 후쿠자와는 대원군 암살 미수

사건을 전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후쿠자와는 조선이 일본의 방어선으로
서 중요하다고 하여， 조선이 다른 강대국의 속국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러

므로 약소국가일지라도 독립국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과 러시아가 조선에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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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러시아 어느 한 쪽에 협조하면， 다른 쭉과의 판계가 나뼈지기 때문에， 러시

아와 영국중의 어느 한 쪽에도 들어가지 말고， 제 3자인 청국과 협조하고 조선올
개혁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日淸共同 朝蘇改草論’ 올 주장한다. 이것은 종래

‘天律條約體밟Ij’ 의 기본노선인 ‘對淸協調路線 ‘에 반대하고 있었던 후쿠자와의 노
선변경을 의미한다. 후쿠자와의
은， 明治 25 (1 892) 年 7월

‘日淸兩國共同 朝解改華論’ 이 처옴에 나타난 것

19 , 20일자의 {일대 영단이 펼요하다}라는 논셜에서이다.

이 논설에서 후쿠자와는 조선의 내부에는 왕족과 외척과의 알력이 었고， 밖에는
영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국의 간섭이 있어， 그 국운운 풍전동화와 같다고 지적한

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의 治亂興亡에 직접 관계가 깊은 것윤 일본파 챙국이라고
하여， 양국은 이해률 같이 하기 때문에 일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쿠자와

가 ‘조선개혁론’ 올 주장하는 배경에논 국내 짧士族의 불만올 다른곳으로 툴리기
위해서는 눈을 밖으로， 혹히 조선으로 돌릴 필요가 었다고 하여， 그 방법온 정한론
과 같이 무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울 투자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
었던 것이다. 그래서 후쿠자와는 조선올 문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정을 정비하

고 군버. 재정， 우편， 전신， 합船， 철도 동 짧來의 풍습올 일소하고 문명의 풍토률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 위해서는 서양문명의 선두자인 일본이 경험과 숙
련이 풍부한 일본인올 조선에 보내고 사업을 돕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다면 담보률 받고 우리 일본의 자본올 빌려주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후쿠자와는 천진조약 체결 직후부터 여러 자례 천진조약올 파기활 것올 주장했
다. 또한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중인 김옥균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올 토로했다. 그런 와중에 1886( 明治 19) 年 8 월 청국의 北洋짧

隊의 군함 4척 이 나가사키 (長~짧)항에 입항한다. 상륙한 수병들의 읍주폭행이 계기
가 되어 8월

13 . 15 일의 이틀간에 걸친 난투사건으로 발전하여， 淸國 수병 4명，

일본순사 2명이 사망한 ‘나가사키(長騎)事件’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對淸彈硬論
의 주장， 김옥균 암살사건에 대한 명론， 防顆專件에 대한 평론， 동학당의 난에 대
한 평론풍율 통해서 후쿠자와는 항상 ‘천진조약체제’ 률 깨려고 노력했지만( ‘거문
도 점령사건’과 ‘일청양국공동 조선개혁롬’의 제안올 예외로 하여) 깨뜨리지 못

했다.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에서는 ‘천진조약체제’ 는 항상 가장 큰 姐害요인이
었던 것이다. 김옥균 암살 사건(김옥균은 1894 [明治 27J 年 3 월 28 일에， 上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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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서 동행한 洪鐘宇에 의해 사살되었다)을 계기로 한 조선과 청국에 대한 악
감정과 조선을 일본의 방어선으로 보는 시각이

‘무력간섭적 조선론’ 을 등장시키

는 요인이 된다. 거기에다 동학당의 亂의 발생은 후쿠자와를 하여금 더욱 더

‘무

력간섭적 조선론’ 을 주장하게 한다. 일본이 동학당의 난을 계기로 대군을 조선에
보내 막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추진하게 되자

경우 ‘천진조약체제’ 가 붕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래의 숙원이었던 청
국과의 전쟁이 일어났다.

5, 일청전쟁

전후의 후쿠자와의 ‘조선개혁론’

후쿠자와는 일청전쟁을 ‘文明’
자’

=

=

日本과 ‘진보를 방해하는 자’

日本과 ‘野蠻’

=

=

淸國，

‘진보를 기도하는

淸國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전

쟁에서 반드시 일본이 승리할 것이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후쿠자와는 일청전쟁의
개전에서 我軍이 대숭리했다고 전하고， 이번의 역사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는. 군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헌금을 요청한다 51) 그리고 후쿠자와는
조선의 供合이나 보호국화는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무역의 시장’으
로서의 조선， 즉， 경제 침략의 대상으로서 조선을， 다시 말하면 일본은 무역의 이
익을 얻기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청국과 싸운다고 강

조한다. 일청전쟁 중에 일본은 본격적인 조선개혁에 착수하고， 개혁을 성공시기기
위해 명치 외교의 거물인 이노우에 카오루 백작을 조선공사로 임명하여 조선으로
보냈다. 당연히 후쿠자와도 이노우에 백작의 수완에 기대하고 일본정부가 조선정
부에 대해서 박영효 등의 개화파를 등용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몇 번이나 권유한

다김영작 교수에 의하면 “일본군의 입경에 황급해진 민씨정권은 6월 22일 이후에
개화파를 포섭하는 등 대내적 결속을 시도했다 .6월 22일에 개화파의 김가진을 내

무참모로， 23 일에는 안경수를 민영준(閔永騎)의 고문으로， 유길준을 외무주사로
각각 임명하고， 그밖에도 몇 사람의 개화파를 정부요직에 등용했다”고 한다. 그리

51)

í大κ 軍費창遭出용 ιJ {크게 군비를 내야 한다} (1 894 (明治 27) 年 7월 29일， 全

492-49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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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작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자신들이 취해온 농민정책에 대한 반성
과 청-일 양국군대의 출병용 자초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평

가한다 52) 더 나아가 김영작 교수는 “조선정부가 자주적으로 개혁의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리는 6월 26일에 국왕을 알현하고 내정개혁에 관한 예

비적 의사표시률 한 뒤에 28 일에는 청-한 종속문제의 제기를 거쳐서 7월 3 일에는

5개조의 .내정개혁안’ 올 채시하기에 이른다”고 셜명한다 53)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내의

‘자주적 인 내정개혁의 음직임에 대혜서 후쿠자와

는 무관심했다. 조선의 일본인 거휴지에 『時事新報』의 통보원올 파견하고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후쿠자와가 이런 움직임을 모르지 않았올 것이다고 생각
된다. 이런 조선 내의 사정과 관계 없이 후쿠자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즉， 후

쿠자와는 조선의 현상을 보면， 일반 국민은 노예의 경우와 같고， 상하함께 문명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知字의 野蠻國 (문자 문학은 있으나 문명화가 안 된 상태

에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 필자)라고 활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런 국가를
문명화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문명화를 추진하는 협박교육
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관리의 대
부분은 폭군이고， 일반국민은 牛馬際大파 같은 상태이고， 그런 국가를 문명화하기

위해서는 보통수단으로서는 개혁올 단행할 수 없으니， 조선 정부의 中樞에 일본인
올 퉁용해 실권율 가지게 하고 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임오

군란 직후의 朝蘇國務 藍督官율 설치하자는 제안의 내용융 다시 한번 제기한 것이
다. 그러나 일본정부 주도에 의한 조선개혁의 실효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조선
이 러시아와 접근하는 움칙임이 보이자 다수의 일본인올 조선내지에 이주시키고
조선인과 雜居시키면서 일본인의 생활과 행동올 통한 (문명의 ) 실물을 눈앞에 보
여주고 개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상의 논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의 최종 목적 ·
목표인 조선의 보호국화 또는 조선올 일본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은 일청전쟁의
승리로 일본의 조선정책의 최때 姐害要因이었던 챙국올 제거함에 따라 달성할 수

52)
53)

김영작 著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김영작

r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

사상과 현실J (서올: 청계연구소 .1989).
사상과 현실 J.

p.277.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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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같이 보였다. 후쿠자와의 평생의 과업은 서양 문명을 도입함으로써 일

본인 개인의 능력과 국력을 높이고 일본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
는데， 이런 후쿠자와의 입장에서 보면 일청전쟁에서의 일본의 숭리는 일본의 독립

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을 서양 문명국의 일원으로 부상시키는 중요한 계기
가 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정략은 三國千涉(1 885년 4월)
에 의해 일보 후퇴하게 되고， 閔 ~E試殺事件(1 895年 10 月 )과 佛館播遭(1 896년 2월)
에 의해 완전히 좌절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對韓의 방침’ 에 관해서 후쿠자와는， “우리나라 종래의 對韓政略을
보면進 1 退”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와 같은 실책은 2개의 원인이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이 타국에 대해 지나치게 열심히 의협심을 가

졌다는 점과 문명주의를 지나치게 열심히 강조했다는 점의 2개의 열심이야말로 실

책의 원인이다”라고 분석한다. 즉， “우리국민이 조선에 대처할 때， 그 독립을 확고
히 해야 하며. 그 부강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여， 義俠一遍， 스스로 힘을 다해서
남의 일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朝蘇)쪽에서는 오히
려 귀찮게 느끼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明治 15年의 대원군의 羅動(임오군란 필자)과， 17年의 변란(갑신정변-필자) , 혹은

27 , 28年의 사건(1 894년의 동학당의

난과 1895年， 閔 ~E-派에 의한 쿠데타를 통해 朴泳孝 둥이 추방되고 반일정권이

수립된 것을 가르킨다 - 필자)의 시말은. 모두 조선인이 우리의 의협에 대한 報
빼’이고， 그것에 대한 慣愁가 28년 10월의 事件(閔姐械殺事件)을 유발했다， 그 근
원을 따지고 보면 義俠心에 열심인 나머지의 우리의 실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
러므로 후쿠자와는， “국가간의 교제에는 오히려 義俠心이 유해한 것을 알아야 한

다

“앞으로 조선에 대해 義俠할 생각을 일절 단념할 것이 간요하다‘’라고 강조한

다. 이어서， “제 2의 실책은 일본인이 남을 유도하려고 해서 지나치게 문명주의로

빠졌다는 점이다

“조선인은 본래 文思의 소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코 不文

不明의 인민이 아니다”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일본인의 생각에는

조선국의 국정을 마치 유신 전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정치상의 개혁을 단
행하고 그 인심올 일변하면 곧바로 현재의 일본인과 똑같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

다고 생각하여 자국의 경우를 타국에 적용하려 하는데， 조선인이 “頭뼈， 不靈한
것은 南洋의 土 A과 똑같고， 일본이 제시한 길을 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친
절을 원수로 생각하고 교도자를 오히려 미워한다 고 하여， “마치 조선에는 스스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 論吉)의 갱치명혼에 나타난 조선쩡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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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유의 습판이 있고 그 습판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없다”고 조선 개혁

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54) 이와 같은 후쿠자와의 말은 그의 조성정략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었다. 이와 같윤 자세는 ..福澤의 내셔널리즘은 명치시대에 살았던 사상
가에게는 자주 볼 수 있는 성급하고 독선적인 자세와 중국 · 초선에 대한 멸시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잘 나타내고 었다.. 55) 라는 비판올 피활 수 없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의 최종목적 · 목표는 조선의

뺨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보호국화 또는 조선용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1.

結 輪

후쿠자와는 그의

‘문명론’에 입각하여， 조선올 ‘半開’ 내지

小野홉國’이고

아무 매력도 없는 나라로 보았다. 따라서 후쿠자와는 明治初期에 구체적인 정략론

올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8 I(明治 14) 년의 『時事小言』에서，
내정 · 외교의 기본방침이 .內安外鏡’ 으로 바뀌었음옳 알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조
선으로의 ‘國權의 據張. 올 의미한다. 이 책에서 후쿠자와는 일본 독립을 휴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와 조선(특히 조선)까지 방위선올 확대해야 한다는 맺혔k寶’ 방지적인
.동아시아 연대론’ 또는 ‘아시아 東方의 盟主論’ 올 제시한다. 이것은 강제로라도

朝蘇과 淸國올 문명 (西洋)화시킴으로서 日本중심으로 朝解과 中國(淸國)을 聯盟
하여 西濟맨옳의 아시。H훗略에 대해 獨立올 지켜야 한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와

같용 주장은 1882년 3월 11 일자 『時事新報』 논셜에서도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이 후쿠자와의 임오군란 이전의 조선정략론용， 첫째， 문명으로 조
선올 유도한다는 점， 둘째， 지나와 조선파 연대하여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항해야

하며， 이때 일본이 盟主가 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일봉 자국의 안전올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올 원조해야 한다는 점， 넷째， 막강한 군사력올 바탕으로 하고

54) r對韓 m方略J {대 한 방략} (1 898 (明治 31) 年 4월 29일 , 全 16 , 329-33 1).
55) 飯田鼎 rr脫亞論』 η形成-騙澤論吉&中國~‘J: V‘朝蘇j (福i훌鋼吉協會編 『福澤論吉年
鍵J 9됨 (1 982. 12) , pp. 62-92) , p.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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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 둥으로 집약된다. 이 네 가지 기본 방침은 향후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

의 근간이 되었다.
임오군란종결 이후 후쿠자와의 朝蘇政略論의 기본 태도는 이상의 관점이 보다

심화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조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문명
의 선진이고 그쪽은 후진이다. 우리는 문명의 학식이 깊고 그쪽은 깊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문명론’ 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 후쿠자와는 조선을 ‘문명화’

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1) 무력에 의한 國政千涉的 방법， 2)
학문에 의한 문명개혁적 방법， 3) 자금을 移用하여 문명화사업을 일으키는 방법
등이다. 이 방법들 중에 후쿠자와는 앞의 두 가지 방법을 구사했다. 우선， ‘무력에
의한 國政千涉的 방법’으로 조선을 문명화하려던 구체적인 예는， 임오군란직후의
‘국무감독관’ 의 주장과 日淸戰爭 전후의

조선내정개혁론’ 에서 볼 수 있다. 그리

고 ‘학문에 의한 문명개혁적 방법 의 구체적인 예는 임오군란직후 후쿠자와가 일
본에 사죄하기 위하여 통신사로 보내졌던 정사인 박영효와 고문인 김옥균의 요청

에 의해 자기 제자들을 조선으로 보내 조선에 대한 소위 ‘문화공작’ 을 시도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때 후쿠자와는 진심으로 조선의 문명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항상 협박에 의한 조선의 문명화， 즉 ‘무력에 의한 國
政千涉的 방법’ 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時事新報』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의 최종목적 · 목표는， 조선의 따合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조선의 保護國化 또는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밑에 두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후쿠자와가 「脫亞論」을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아시아連帶
論’ 的인 입장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후쿠자와의 정치론이
『時事新報』 창간 이후 자유주의자 · 민권주의자의 입장보다 국권론 · 내셔널리스트
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을 본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둘째로 .문명이 목

적이냐 독립이 목적이냐’ 라는 學說史의 논점에 대해서 본 논문은 ‘독립’ 이 목적이
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세째로 본 논문은 연구업적의 축적이 별로 없는 「脫亞
論」이후의 후쿠자와의 조선정략론을 다루고， 후쿠자와 사상의 후반기의 조선정략

론의 윤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넷째로 본 논문은 『時事新報』 創
刊 이후부터 1901 년 2월 후쿠자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후쿠자와가 「時事新報』에
발표한 조선관련 논설을 시대별， 사건별로 다루고 후쿠자와의 조선론의 전체 모습

후쿠자와 유키치(福澤 論吉)외 정치평론에 나타난 조선쩡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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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변천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일부 연구자는 日淸戰爭 전후

에 『時事新報』에 게재된 침략적인 성격이 강한 논셜들을 후쿠자와가 쓴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하여 후쿠자와에게 免罪符를 발부하려는 연구 동향에 대해서 본 논문은

임오군란 · 갑신정변기에 후쿠자와가 『時事新報』에 발표한 조선관련 논설들과 日
淸戰爭期의 후쿠자와의 조선관련 논셜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반론

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여섯째로 평론을 통해 일반국민을 자극하여 여론화
시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용 정치평론외에， 후쿠
자와의 정치평론이 원산진 사건과 임오군란에 대한 명론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를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책방향올 제시했다는 점을 본 논문은 드러내
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민감한 후쿠자와의 생생한 모습’ 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신문과 후쿠자와의 평론과의 상호영향관계에 대해서 임오군
란 시기밖에 검토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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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f[πleory of Chosun Politics]

on Fukuzawa Yukichi ’ S
PO패C따 Criticism - Focusing on Chosun-related Critiques
(1882-1900) in 떼iS뻐lp여 Tlh빠hlra 뻐I매I

πris

!iS없JlNa뼈때I
댐<21 Law Prog때n，
Unive댐ty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Fukuzawa Yukichi’ s theory of Chosun politics: to review

313 Chosun-related ‘essays’ carried in [Jiji Shinpo] which Fukuzawa Y따ichi present엉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σiticism' and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theory. In detail, this
dissertation 띠vides Fukuzawa' s Chosun-related political αiticism into five periods: before the
파st

publication of

Kaps뼈nCoup

[피i

Shinpo] , about the time of Im-o military revolt, about the time of

d’ état, during the period under the sysκm of Tianjin treaty, and about the time

ofthe Sino-Japanese War.
Fukuzawa ’ s theory of Chosun politics could be confìrmed to coerce the Chosun’ s
civiIization always by means of ‘ intervention in the national politics by arms' by intimidation
all the time with the exception of the period of ‘cultural engineering’ to Chosun right after the

Im-o military revolt

civilization by

π1e

dive띠ng

theory of Chosun politics by means of

‘underta생ng

the

pr'이ect

for

funds' and ‘ migration and mixed residence' could be defmed, in

essence, to be based on ‘ intervention in the national politics by arms'. Tbe ultimate purpose or
goal ofF따U잃wa’ s theory of Chosun politics , however, was not to 없mex Chosun but to let it
be a client state of or affected by Japan. In short, Fukuzawa who did not have a logic to jus디fy
the Japanese 앉1try into α10Sun except for ‘the theory of As빼 solidarity ’ to prevent ‘ spreading
flames' , maintained a consistent standpoint of just ‘Asian solidarity ’ exclusive of [theory of
Chosun poli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