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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척사파의 도덕국가론 :

이항로와 기정진의 존화양이사상을 중심으로

                                                                   

이  승  연

Ⅰ 서언

  혹자는 20세기를 ‘국민 국가의 시 ’로 규정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 전 후 탈식민지화

를 추구한 부분의 나라는 국민 국가의 수립을 희구하 고, 그 결과 국민 국가의 수는 비

약적으로 증가하 다. 국민 국가가 보편적인 국가상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 것이

다1).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국민 국가의 틀을 넘어선 보

다 확 된 공동체 건설이 시도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국민 국가의 틀 내에서 지역이

나 집단 등을 중심으로 한 다원화 사회가 추구되기도 한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배타적 

국민 국가를 근간으로 한 갈등과 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

에서 21세기는 국가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탐문해야 할 시 인지도 모른다.

 

  이 글은 서구적 국민 국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정척사파의 국가관을 고찰한 것이다. 

개화사상과 더불어 19세기의 시  정신을 변하는 그들의 사상적 특성이나 의의에 관해서

는 이미 다방면에 걸친 선행 연구들이 있다. 특히 근년에는 최근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화

서학파의 사상과 민족 운동』2), 『화서 이항로의 시 인식』3),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

인식』4)등의 서명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상을 일종의 반외세, 반침

략의 자주적 민족주의로 재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자주 지

적되고 있는 것처럼, ‘존화양이’라고 하는 주자학적 기치 아래 중화주의를 표방한 그들의 사

상을 민족주의로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5). 실제로 민족주의라는 개념 또한 그들이 마지

막까지 항하 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여 버린 ‘근 ’적 관점의 산물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탈근 ’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그들의 사상을 굳이 근 적 잣 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고는 국가라는 경계를 뛰

어넘어 존재하 던 그들의 국가---화(華), 혹은 천하로 표명되었던---를 통해 새로운 국가

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정척사파의 국가관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본고는 그것의 원류가 되는 화서 이항로와 

노사 기정진의 사상에 그 범위를 한정시키고, 역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원류로 삼았

던 우암 송시열, 더 나아가 주자로의 소급을 통해 그들의 국가관의 원형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 주자학적 세계를 마지막까지 고수하고자 했던 순정(純正) 주자학자로 일컬어지는 그

1) 松田京子, 1996, 「‘ポスト․オリエンタリズムを考える」『江戶の思想 4』, ペリカン社

2) 오 섭, 1999, 국학자료원 

3) 강 덕, 2001, 신서원

4) 금장태, 2001, 태학사

5)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용된 말이 주자학적 민족주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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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상은 실제로 주자의 사상을 절 화 한 것으로 주자학이 시 를 초월하며 전개되는 

양상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주자의 언설들은 그들을 통해 시 를 넘어 반복되었고 반

복을 거치면서 심화되어 갔다. 무엇이 반복되었는지, 또 그 반복을 통해 무엇이 새롭게 재

구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화서와 노사의 독자적 세계를 엿보는 것 또한 이 글의 과

제이다.  

  먼저 화서와 노사의 국가관을 검토하기에 앞서 그들의 사상적 원류가 되는 주자의 국가관

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도덕국가론의 연원

  

  이후 중화로 변된 ‘천하’라는 개념은 주 에 성립된 것으로, 이민족의 복속과 그들의 동

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6). 천하가 천하 밖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를 끊

임없이 상정하게 되는 것은 복속과 동화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세력이 적으로서 그들 밖에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부의 존재는 동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한 

타자는 아니었다. ‘천하’라는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내부와 외부, 그 외부의 복속과 동화를 

필연으로 전제하면서 태동한 중화주의, 그것을 유가적 언설로 표현한 것이 ‘춘추 의’ 다. 

따라서 도덕국가의 원형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것의 본류가 되는 ‘춘추 의’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춘추대의 - 내부와 외부의 형성

  맹자의 다음 언설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 이것은 『춘추』가 공자의 저작임을 최초

로 언명한 일절이기도 하다.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희미해져 사악한 학설과 포악한 행실이 또 일어나 신하가 자기 임금을 죽이는 

자가 생겨나고…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시자 난신(亂臣)과 적자(賊子)들이 두려워하였다7).

  

  주지한 바와 같이, 『춘추』는 노나라 패자들의 역사적 기록이다. 『춘추』가 역사서임에

도 불구하고 의리를 밝힌 경(經)으로 추앙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사적 기록을 통해 ‘천하’

를 회복하고자 하 기 때문일 것이다. 

  맹자의 위의 언설은 『춘추』를 의리서로 해석한 최초의 일절이기도 하다. ‘신하가 임금

을 죽이는 것’, 그것은 『논어』에서 되풀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상하질서의 붕괴, 즉 명(名)

의 혼란을 상징한다. 맹자는 『춘추』를 난신, 적자의 횡포를 막고 왕도를 회복하는 것, 즉 

공자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명(正名)사상의 표출로 보았던 것이다. 물론 이 난신과 

적자 속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언설이 그것의 한 예일 것이다.

6) 溝口雄三 외, 2001, 『中國思想文化事典』, 東京大學出版會 pp137-146 참고. 

7) 『孟子』, 藤文公篇 下, ‘世衰道微, 邪說暴行, 臣弑其君者有之…孔子成春秋而亂臣賊子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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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변론을 즐기겠는가? 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능히 양자와 묵자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다

면 성인의 무리인 것이다8).

  공자가 주왕실을 높임으로써 ‘천하’를 회복하고자 하 다면, 맹자는 공자의 종지를 실현함

으로써 ‘천하’를 회복하고자 하 다. 그에게 이단이 새로운 타자로 등장하여 외부 세계를 형

성하게 된 것은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춘추 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타자를 형성하며 

자신의 내부를 강화시켜 갔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내부를 열어둠으로써 자신과 타자의 단절

을 막았다. ‘ 일통(大一統)’9)을 표방한 『공양전』은 바로 그러한 맹자의 춘추관을 계승한 

것이었다10). 다음에는 내부와 외부를 둘러싼 『공양전』의 유명한 언설을 보기로 한다.

춘추는 그 나라를 안으로 하고 제하를 밖으로 하며, 제하를 안으로 하고 이적을 밖으로 한다11). 

  맹자의 이단에 이어 『공양전』에는 이적이 새로운 타자로 등장한다. 단, 『공양전』은 

천하와 이적을 양분하여 상 화함과 동시에 국과 제하를 다시 구분하여 상 적인 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래 사국(四國)의 이적을 통합하면서 형성된 천하는 춘추전국시 를 거치면서 해체되어 

갔고 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재통일을 이룩하게 된다12). 이른바 천하의 회복이다. 그러나 

‘국’의 철저한 통제 위에 이룩된 진시황의 천하 통일은 그가 채택한 법치주의적 강압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난다. 진의 뒤를 이어 천하를 통일한 한(漢)은 ‘국’13)의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천하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 다. ‘국’을 인정하면서 ‘국’의 경계를 뛰어넘은 천하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한 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양전』에서 ‘천하’가 ‘국’과 제하로 구분

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공양전』은 천하의 내부에 ‘국’을 인정하면서 그 ‘국’과 

‘국’ 사이의 동질성을 ‘예’로서 보증하고자 하 다. 『공양전』이 경전의 참뜻을 무시한 예교

주의적 정치론으로 비판받게 된14) 배후에는 그러한 시 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언설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인용한 것이

다.

춘추는 이로써 의리를 말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서 이것을 정도로 돌아가게 한다……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자는 춘추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무릇 예(禮)의 본지(本旨)에 통하지 못하면 임

금이 임금이 되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가 되지 못하며 아비는 아비가 되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춘추는 예의(禮義)의 대종(大宗)인 것이다15).

  

8) 『孟子』, 藤文公篇 下, ‘豈好弁哉, 予不得已也, 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

9) 『公羊傳』, 隱公元年, ‘元年者何, 君之始年也.……王者孰謂, 謂文王也,……何言乎王正月, 大一統也’

10) 『공양전』과 맹자 사상의 관계에 관해서는 佐川修의 『春秋學論考』(東方書店, 1983)를 참고하 다. 

11) 成公 15年, ‘春秋, 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

12) 미조구치유조 외, 같은 책, 참고

13) 물론 이 때의 ‘국’은 오늘날의 국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14) 竹內照夫, 김형종 역, 1985년, 「춘추와 춘추필법」, 『중국의 역사인식(상)』, 창작과 비평사  

15) 『史記』, 太史公自序, ‘春秋以道義, 撥亂世, 反之正,……故有國子不可以不知春秋……夫不通禮義之旨, 至於君

不君臣不臣, 父不父子不子……故春秋禮義之大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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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의 춘추관을 답습하고 있는 이 언설은 『공양전』과 마찬가지로 ‘예의’라는 개념을 

통해 그것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춘추』의 의리는 정명사상을 표출한 것이며 정명사상

을 사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예’이다. ‘예’는 안으로는 상하질서를 규정하여 왕도정치

의 초석이 되고, 밖으로는 중화주의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된다. 즉 중국은 ‘예’를 통해 ‘천하

/중화’가 되고 천하의 적자로서 이적을 복속시킬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춘추 의’로 이념화된 천하와 천하 밖,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예’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중국은 자기상과 타자상을 형성하여 갔다. 주자의 자기상 역시 그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 다. 다음에는 조선 중화주의의 전형이 된 주자의 국가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자의 국가관

  ‘춘추 의’가 맹자에서 『공양전』을 거쳐 주자에게로 전승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음 

발언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춘추의 큰 뜻이라 볼 수 있는 것은 난신을 주살하고 적자를 정벌하며 중국을 안으로 삼고 이적을 밖

으로 삼으며 왕도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16).

  

  송 는 사학의 극성기로 일컬어진다. 오 라는 혼란기를 청산하고 등장한 송은 오 의 혼

란을 바로잡고 이민족에 한 자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춘추』에 주목하 고 그 

결과 손복(孫復)의 『춘추존왕발미』를 비롯하여 유창(劉敞)의 『춘추의림』, 소철(蘇轍)의 

『춘추집해』, 최자방(崔子方)의 『춘추경해』, 섭몽득(葉夢得)의 『춘추전』 등 다수의 

『춘추』해설서가 출현하 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주자는 『춘추』에 관한 한 어떤 

주석서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유학의 부흥과 신왕조의 건설이라는 시 적 과제를 등에 업

고 일 를 풍미하 던 정통논쟁과 거기서 파생된 화이론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도학이라 칭하며 도통론을 확립하 고 이적인 

금에 해서는 최후까지 결전을 주장한 척화론자 다. 그렇다면 그는 ‘춘추 의’를 어떤 식

으로 수용한 것일까? 

 

  (1) 역사서의 편찬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자는 『춘추』의 해설서를 저술하는 신에 ‘춘추 의’를 계승한 역

사서를 편찬하 다. 우선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①『자치통감강목』의 편찬 : 『자치통감강목』은 문인 조사연의 도움을 받아 주자가 찬

수한 역사서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모범으로 하면서도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편찬

한 이 책에서 주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왕조의 정윤(正閏)이다. 『춘추좌씨전』이 

끝나는 주의 위열왕(威烈王)23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의 구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

럼, 이 책을 통하여 주자는 『춘추』의 ‘ 일통’ 사상을 송이라는 시  속에 구체화하고자 

하 다17). 금이라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반쪽의 천하를 감내해야 했던 주자가 송의 정통성을 

16) 『朱子語類』권83, 春秋, 綱領, ‘春秋大旨, 其可見者, 誅亂臣, 伐賊子, 內中國, 外夷狄, 貴王賤伯而已’

17) 麓保孝, 1985, 「주자의 역사론」, 『중국의 역사인식(하)』,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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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②『명신언행록』과 『이학연원론』: 주자 자신, 전세 의 언행을 후 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저술하 다고 밝힌 이 책은 자신의 학문적 연원을 밝힌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학

과 이단을 구분하는 학문적 정통론의 시발점이 되었다18). 맹자가 그러하 던 것처럼, 그에

게 있어서 이단의 척결은 ‘ 일통’ 사상의 또 다른 실현이었던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맹자는 공자의 종지를 추앙함으로써 ‘천하’를 회복하고자 하 다. 성학

(聖學)과 구분되는 이단의 학이 새로운 타자로 설정되고 성학의 수호가 천하의 회복과 동일

선상에 놓여졌다. 그것은 동시에 도덕이 자기정당화의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주자는 스스로 맹자의 후계자임을 자처하 다. 그는 『자치통감강목』을 통해 송이 주를 계

승한 천자의 나라임을 입증하 고, 『명신언행록』과 『이학연원록』을 통해 자신의 학문이 

공자의 도를 계승한 도학, 정학임을 입증하 다. 그에게 있어서 천하는 송의 천자를 정점으

로 ‘통일’되어야 하며 천하의 정점에 선 천자는 도학으로 천하를 평정해야 했다. 그것이 그

의 천하이자 국가 다.     

  (2) 이적의 수용

  맹자의 의리론을 계승하면서 ‘예’를 강조한 『공양전』은 이적을 외부의 적으로 간주하면

서도 그들의 화(華)로의 전환을 인정하 다. 그것은 인종이나 지리를 화이 구분의 잣 로 

삼았던 배타적 중화주의와는 구분되는 문화중심 중화주의 다. 그렇다면 주자는 어떠하 을

까? 우선 다음 발언을 참고하기로 한다.

①논의가 북로(北虜)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적은) 처음에는 산 속의 호랑이가 들판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이라 할 수가 없었다. ...대개 처음에 나타났을 때에는 이적이었다 하여도 뜻

을 충분히 얻으면 우리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19).

②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갈왕은 仁政에 힘써서 중원 사람들은 그를 작은 요순이라고 부르고 있습

니다. 」 (선생이) 말하기를 「그는 요순의 도를 행하고 있다. 대요순이 되는 것도 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20)

  주자는 맹자의 후계자인 동시에 『공양전』의 후계자 다. 주자 역시 천하 밖의 이적을 

화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위 글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전통적인 화이관에 

따라 이적을 ‘금수’와 같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단, 그는 그것이 변화불가능한 존재라고 

보지는 않았다. 위 글②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적도 ‘도’를 얻기만 하면 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언설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것은 주자 자신이 도학의 계승자로 칭송하 던 이

천의 말이다.

18) 상동

19) 『朱子語類』권133, 本朝7, 夷狄, ‘論及北虜事, 當初起時, 如山林虎豹縱於原野, 豈是人……大抵當初出時是夷

狄, 及志得意滿, 與我何異’

20) 『朱子語類』권133, 본조7, 이적, “或者說, 葛王在位, 專行仁政, 中原之人呼他爲小堯舜, 曰, 他能尊行堯舜之

道, 要做大堯舜也由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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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한 번 잃으면 이적이 되고 예를 두 번 잃으면 금수가 된다. 성인은 사람이 금수가 되는 것을 두

려워하였으므로 춘추의 법을 지극히 근엄하게 하였다21).

  ‘도’는 ‘예’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한 주자의 언설이 외부를 향한 발

언이었다면 위의 언설은 주자의 언설과 표리를 이루는 내부를 향한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화도 ‘예’를 상실하면 이적이 된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적도 ‘예’를 실현하면 화

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기준으로 한 화이론은 물론 공자 이래의 전통적인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

나 박지훈이 「송  화이론 연구」22)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른 한편에는 중국과 이민

족의 관계를 본과 말, 내와 외 등 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적을 중국인과는 구분되는 

변화불가능한 존재로 간주하는 관점 또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북송 의 표적인 화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석개(石介)의 ‘중국론’은 양자의 교류 가능성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

다. 

  오가타 켄이치는 「朱子の國家再生産の試み」에서 주자의 화이론이 보편적 중화주의에 충

실했던 이유를 금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 상황에서 찾고 있다23). 그러나 

만약 단순히 주자 화이론의 특성을 금의 힘의 우위에서만 찾는다면 동시 의 진량 등이 왜 

배타적 중국중심의 화이론을 고수하 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주자의 화이론은 보다 심층적

인 것, 그의 천하관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통주의와 예교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의 천하관에 해서는 이미 간략히 언급한 바 있지만, 다음에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그의 

천하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종법(宗法)24)의 복원

  먼저 다음 언설을 보기로 하자. 이것은 주자가 유명한 장재「서명(西銘)」의 일절(一節), 

“民吾同胞, 物吾與也”를 주해한 것이다. 

일통(一統)이면서 만수(萬殊)이니 비록 천하를 한 집안으로 하고 중국을 한 사람으로 하여도 겸애의 

폐단으로 흐르지 않고, 만수이면서도 일관이니 비록 친소의 정이 다르고 귀천의 등급이 다르더라도 

나만을 위하는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서명의 큰 뜻이다. 친친의 후함을 미루어 무아

(無我)의 공(公)을 키우고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는 도를 밝히는 것을 보면 어디를 가

나 나눠진 것에서 이일(理一)을 미루는 것이 아님이 없다25). 

21) 『河南程氏遺書』권2,上. ‘禮一失則爲夷狄, 再失則爲禽獸. 聖人初恐人入於禽獸也, 故於春秋之法極謹嚴’

22) 1990, 이화여자 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하 화이론에 한 내용은 본 논문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23) 緖方賢一, 1996, 「朱子の國家再生の試み」, 『中國學志』泰号, 大阪市立大學中國學會. 오가타는 주자의 화이

론을 전후기로 구분하고 전기 화이론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배타적 화이론인데 반해 후기 화이론은 보편

적 중화주의적 색채가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4) 이 글에서 종법이라 함은 小林義廣(1997. 「北宋中期における宗族の再認識について」, 『東海大學紀要』68

輯 참고) 등의 주장에 따라 송  이후에 祠堂 族産 族譜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현한 종법을 지칭한다. 

25)『주희집』, 주희유집권3, 「서명론」, ꡒ一統而‘萬殊, 則雖天下一家, 中國一人, 而不流於兼愛之蔽, 萬殊而一貫, 

則親疎異情, 貴賤異等, 而不牿於爲我之私, 此西銘之大旨也. 觀其推親親之厚, 以大無我之公. 用事親之誠以明事天

之道, 蓋無適而非所謂分殊而推理一也.ꡓ



- 23 -

  『공양전』은 천하를 ‘국’과 ‘제하’로 구분하고 ‘국’을 독립적인 역으로 인정하면서 그것

의 통합된 형태로 천하를 상정하 다. 그러나 주자의 위의 언설에는 독립된 역으로서의 

‘국’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 주자는 ‘천하위일가(天下爲一家)’의 기치 아래 

‘가(家)’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원래 ‘천하위일가’는 공 달이 『예기』, 예운편의 ‘가천하(家天下)’를 주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말로 ‘공천하(公天下)’에 비되는, 차선의 천하 다. 그러나 수신, 제가에서 치국, 평

천하로 확 되는 『 학』의 이념에 철저하고자 하 던 송 의 유학자들은 ‘가’의 강화를 

통해 송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 다. 이천의 다음 언설은 ‘천하위일가’라는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한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오제시대는 공천하였으므로 (천자의 지위를) 현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삼왕시대는 가천하였으므로 

(천자의 지위를) 아들에게 주었다. 선이 가장 지극한 것은 (천자의 지위를) 공공의 것으로 하여 현

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도리이다. 그러나 현인을 얻기는 어려우며 쟁탈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아들에게 주는 것을 만세(의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 역시 지공至公의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6)

  주자에게는 『주자가례』와 『의례경전통해』라고 하는 두 권의 예서가 있다. 제자 양복

이 부주(附注)에서 밝힌 것처럼, 전자는 『의례』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실천서이고 후자는 

『의례』의 복원을 추구한 이론서이다.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권의 예서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양자 모두 종법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일통이면서도 만수이니”, 즉 천하는 종법을 통해 무수한 ‘가’로 확산된다. “부모를 섬기

는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는 도를 밝히는 것”, 즉 만수된 ‘가’는 다시 천하 속으로 통합된다. 

‘가’와 천하가 동일선상에 놓여지며 리(理)가 양자를 관통하며 보증한다. 주자의 톡특한 천

하관, 그것은 종법을 담보로 하여 ‘천하위일가’의 세계를 구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야만 비로소 천자를 정점으로 통합된 ‘ 일통’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

른 한편으로 맹자의 ‘춘추 의’가 『공양전』을 거쳐 ‘천하위일가’의 모습으로 정착되었고 

그들이 표방한 예교주의가 리의 보증을 얻어 한층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 장을 바꾸어 주자에 의해 그 이론적 깊이를 더한 ‘춘추 의’의 정신과 거기로부터 

파생된 ‘존화주의’가 조선에 수용된 그 수용양태와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위정척사파의 도덕국가론

  한 에는 ‘국’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합한 형태로 천하27)라는 개념이 정착되었

다. 그리고 그 ‘국’이 천하로 통합될 수 있는 근거를 ‘예’에서 찾았다28). 그러나 주자는 ‘국’

26) 『河南程氏粹言』, 권1, 論書篇, ‘五帝公天下, 故與賢, 三王家天下, 故與子. 論善之盡, 則公而與賢, 不易之道也. 

然賢人難得, 而爭奪興焉, 故與子以定萬世, 是亦至公之法也’.

27) 한 의 천하 개념에 지 한 향을 미친 것은 동중서의 천하관이지만 천하 개념 그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을 목적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위정척사파의 국가관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 것들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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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하’를 먼저 ‘가’로 환원시킨 다음, 종법이라는 예제(禮制)를 통해 그것을 다시 천하로 

확 시켰다. 천하는 일가(一家)인 동시에 만가(萬家) 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종

법/예인 동시에 리(理) 다. 따라서 천하는 달리 표현하면 리가 구현되는 장(場)이며, 또한 

리가 구현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 다. 『춘추』의 천하가 주자를 거치

면서 도덕주의의 극단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화서의 다음 언설을 참고하고 싶다.

그런데 주자가 그 때에 태어나 토복할 계책을 주장하고 강목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니 한 모퉁이를 

보존한 자가 진정한 천자와 진정한 대통이 되었으니…… 그 공은 공자보다 더 광채가 있다29)

  송, 특히 남송은 천하의 반을 이적에게 잃었다. 그러나 토의 상실이 천하의 상실은 아

니었다. 주자는 송왕조가 ‘ 일통’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천하를 지켰다. 천하

의 주인은 ‘ 일통’의 계승자이고 ‘ 일통’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곧 천하 던 것이다. 화

서의 위의 언설은 그의 천하관을 엿보게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또 하나의 

언설을 참고하기로 하자. 위 글과 맥을 함께 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옹 때에는 영력 이후부터 다시 한 덩어리의 땅도 없어 대의를 신장시킬 데가 없었으나 오히려 공자

와 주자의 사업과 공로를……의상은 오랑캐를 면하고 인류는 금수를 면하게 되어 양이 회복할 수 있

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니 이 공은 주자보다 더 광채가 있다30)

  명의 멸망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천하를 구한 것은 우암이었다. 그것은 천하의 변방에 위

치한 조선이 유일한 중화로 변신하는 시점이기도 하 다. 화서가 자신의 사상적 원류로 삼

았던 우암의 국가관을 검토하기로 한다. 실제로 우암의 중화사상은 이후 조선중화주의의 전

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1.  우암의 도덕국가론  

  

  우암은 밖으로는 명청 교체, 안으로는 임진, 병자 양란과 효종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예

송 의 발생 등, 내외적으로 격변과 혼란의 시 를 살았다. 주자의 계승자로 자처한 그의 

국가상을 통해 주자의 도덕주의적 국가상이 17세기 위기의 조선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새로운 타자의 등장 

  송학의 출발점은 금이라고 하는 이적에게 천하의 반을 빼앗긴 사 부들의 자기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춘추 의’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고 무수한 『춘추』해설서가 출현하게 된 것

은 천하의 반을 잃은 반쪽의 송이 천하의 주인임을 천명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28) 한은 기본적으로 도덕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치주의적 요소가 강하 음을 부언하여 둔다.  

29) 『華西集』, 雅言, 武王32, “然而朱子生於其際, 主張討復之謨, 修述綱目之書, 則保全一隅者, 乃爲眞天子, 眞大

統...其功于孔子有光矣”

30) 상동, “若尤翁時, 自永曆以後, 無復丸泥, 大義宜無處可伸, 而猶惓惓於孔朱之事功......衣裳免於裔戎, 人類免於禽

獸, 爲陽復之基, 是其功于朱子有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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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주자의 존화사상의 출발점이기도 하 다.

  우암이 살았던 17세기, 조선은 이적의 청에게 신하의 예를 강요당했다. 당시 지식인들에

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 사건은 명과 조선에 한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명과 중국을 구분하 던 조선은 이미 멸망하여버린 명을 중화의 정통으로 추앙하여 명의

리론을 개진하 고 스스로를 명의 뒤를 이은 중화의 적통으로 자부하게 하 다. 그 의리론

의 가장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암 송시열이었다. 우암의 청의식을 짐작

하게 하는 다음 일절을 참고하기로 한다. 

우리나라가 대명을 섬긴지 이미 삼백년이 되어 일국의 신민은 대명이 있음을 알 뿐이다. ……우리가 

쟁취하려는 것은 오로지 대의 뿐이니 성패나 존망은 논할 바가 아니다31).

  그러나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우암은 이러한 강변과는 달리 실질적인 북벌은 준비

하지 않았다. 그는 실질적인 북벌보다는 군주의 수심을 바탕으로 한 내수에 치중하 다. 이

것은 당시 북벌을 위해 군비를 획책한 유형원에 비하면 오히려 소극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현실감각에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그가 추구한 것이 내수를 통

한 중화의 수호 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2) 내부의 강화

  우암의 경세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효종 즉위년에 올린 기축봉사(己

丑封事)이다. 특히 이 글 가운데 우암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수정사이양이적(修政事以攘夷

狄)’조에서 그는 춘추 일통의 원리를 불역의 진리로 간주하면서 명의리론과 복수론을 개

진하 다. 이 글에 표명된 그의 존화주의는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지극히 관념적인 것이

었으며, 명에 한 조선의 종속적 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32). 그렇다면 그는 단순한 

관념적 중화주의자인가, 또 관념적 사 주의자인가? 

  우암의 기축봉사는 주자의 기유의상봉사(己酉擬上封事)와 무신봉사(戊申封事)를 답습한 것

이었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주자는 관념적 중화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춘추 의’를 

밝히기 위하여 직접 역사서를 저술하 고, ‘춘추 의’를 현실 속에 구현하기 위해 예서 편찬

에 정열을 쏟았다. 물론 송이라는 사회에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춘추 의’에 입각한 구

체적인 국가상/천하상을 두 권의 예서를 통해 제시하 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상을 통해 

주자는 자신의 천하를 지켰다. 조선 주자학자들에게 있어서 예가 중 한 과제로 부상하 음

은 부언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먼저 중화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예의 측면에서 우암의 중화

사상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서인 정통론의 확립

  주자에게 있어서 예는 안으로는 왕도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었으며 밖으로는 자신의 

중화주의를 정당화하는 기반이었다. 물론 그것은 조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17

31) 『宋子大全』권203, 傳, 三學士傳, “我國服事大明, 今已三百年矣, 一國臣民知有大明而已, ……我等所爭者, 惟

大義而已, 勝敗存亡, 不須論也”

32) 이 춘, 1985, 「우암 송시열의 존주 사상」, 청계사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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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전후로 예학이 조선 사상계를 지배하 던 것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주자

학이 건국 이념으로 채택된 조선에 있어서, 예는 중화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자파의 정통성

을 보증하는 기반이기도 하 다. 16세기, 훈구파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사림파는 내부 분열

을 거듭하 고 그것은 주자학파 내의 정통성 논쟁을 야기시켰다. 특히 17세기에 발생한 예

송은 그 자체가 정통성 논쟁이기도 하 지만 또한 주자학파 내의 정통론을 심화시키는 역할

을 하 다. 먼저 다음 언설을 참고하기로 하자. 이것은 우암이 자신의 스승인 사계의 학문

을 평한 것이다. 사계는 한강 정구와 더불어 조선 중기 예학을 집 성한 인물이며 이후 조

선 예학의 개조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역책(易簀)하기 전에 이것(예서의 완성)을 황면재에게 부탁하였고 면재는 (그 뜻에) 따라서 이

것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 완성된 책에는 원래 품정을 거친 것도 있고 역시 품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이것이 바로 주자의 이른바 천고의 한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원공신 김장생

은……33)

 

  주자의 제자 황면재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완성한 예서는 『의례경전통해』이다. 그러

나 여기서 이 책이라 함은 『주자가례』를 지칭할 것이다. 사계는 『상례비요』를 저술하여 

『주자가례』의 시행을 도모하 고 『가례집람』을 저술하여 『주자가례』를 이론적으로 탐

구하 다. 『주자가례』는 주자 생전에 분실되었고 사후에 등장한 역시 주자의 미완성 유작

이었다. 우암은 스승 사계가 주자의 미완성 분야를 완성하 다는 점을 들어 주자 학통의 적

계승자임을 주장한 것이다. 퇴계를 종주로 삼아 자신들의 정통성을 정당화한 남학파를 염

두에 둔다면 우암의 학통론이 가지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 역시 예학에 관

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는 만년에 이르러서야 『통전』에 접할 수 있었고 『의례

경전통해』는 끝내 보지 못하 다. 퇴계의 제자 한강조차 퇴계 예학에 관해서는 불만을 토

로하고 있었던 것이다34). 참고로 부언한다면 우암의 학통을 계승한 도암 이재는 우암의 예

론을 폭 수용하여 『사례편람』을 저술하 고35) 화서는 스스로를 우암에서 이재를 잇는 

학통의 계승자로 자처하 다. ‘ 일통’의 세계를 표방한 그들이 자파의 정통성을 입증해야 

했던 이유는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자가 『이학연원론』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33) 『沙溪全書』권51, 부록, 論從享聖廟疏略,“其於解釋經書之時, 則未嘗有此請. 而獨於是書如此者, 誠以禮治則國

治, 禮亂則國亂. 其有關於天下國家也如是. 故不嫌其煩猥矣. 然而朱子遽爾去國, 故其奏不果上, 而私與學者評議訂

定, 工未半而易簀. 易簀之前, 付託之黃勉齋, 勉齋踵而成之. 其所成之中, 固有曾經稟訂者, 亦有未及稟訂者. 此正

朱子所謂遂成千古之恨者也. 是以故文元公臣金長生, 得程朱之學於文成公李珥, 旣盡受其說, 驗之心而體之身. 然

後慨然於朱子之所恨者, 晩年專意於禮書. 蓋以勉齋之書, 尙猶有可憾, 而不無更商量者故也.” 그 밖에 , “晦菴朱夫

子編集家禮....而惟禮經則晩歲始得施功, 自以精力衰耗, 其所以求助付託於朋友者, 極其諄諄, 然而其所編摩至於王

朝禮十四, 而止所謂儀禮經傳者時爾. 而喪祭二禮則猶未及焉. 其體用本末之粗完, 而可以羽翼本經者獨家禮一書而

已. 我文元公老先生, 早登栗谷之門, 其所誦法一主晦菴.......常以爲朱夫子晩年所致意者惟在禮書, 則後學於此尤當

盡心焉. 旣爲喪禮備要疑禮問解, 以盡其常變. 又以爲家禮之書, 出於草創亡失之餘, 而其儀度名物之際, 讀者猶有病

焉者, 遂逐條解釋辨別, 其章句塡補其闕略, 訛者正之, 疑者闕之, 旣成名以家禮輯覽 ......故先生於此二禮用功尤深. 

雖謂之置水不漏可也. 然則是書也, 可與勉齋續編, 共爲輿衛於朱門也審矣..(『沙溪全書』권50, 부록, 가례집람후

서)” 역시 김장생의 학문적 특색을 예학의 측면에서 구하고 거기로부터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한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4) 퇴계 예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계나 한강에 비하여 時俗을 중시하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강은 사계와 더불어 퇴계의 예설이 『의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을 비판하 다. 

그들에게 퇴계의 시속 중시는 『의례』에 한 이해의 부족의 비쳤던 것이다.   

35) 『사례편람』은 사계의 『상례비요』를 모범으로 삼으면서도 우암의 예론을 바탕으로 사계의 예설을 수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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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을 입증하고자 하 다면 우암은 예학에 의거하여 자파의 정통성을 입증하고자 한 것

이다. 주자 예학이 중국을 넘어 조선에서 더욱 심화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2) 『주자가례』의 실천과 중화의 완성

  주자에게 있어서 중국이 중화 던 것은 예가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기술한 바와 

같이 그는 천하의 반을 상실한 송이 중화이기 위하여 『주자가례』와 『의례경전통해』를 

저술하 다36).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자가 그의 예서 속에 구현하고자 한 천하를 

현실 속에 실현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었다. 먼저 다음 언설을 참고하기로 하자. 이

것은 조선 중기 주자학자 장현광의 문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도道에는 고금이 없고 리理에는 중외가 없으니……만약 천하일가의 리로써 말하자면 황조皇朝가 우

리나라를 외국으로 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도리를 업신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37).

  17세기를 전후로 조선의 사회 구조는 급변한다. 사당의 보급과 족보의 편찬, 그리고 족산

族産의 등장과 더불어 상속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조선을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회

로 이끌어간 것이다. 그 변화의 동인으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유교 

사회의 창출』에서 마크 피터슨이 주장하 던 것처럼, 『주자가례』의 내면화가 가장 큰 역

할을 담당하 다. 『주자가례』가 조선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주자학자들은 왜 그처럼 집요하게 『주자가례』를 시행하고자 한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주자조차 이루지 못했던 삼 의 복원이라는 원 한 이상의 실현이 그들의 목

표가 되었을 것이며 또한 위에서 기술한 학파간의 정통성 싸움이 『주자가례』의 시행을 제

촉하기도 하 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주자가례』의 시행만이 조선을 

실질적인 중화로 변신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자가례』의 핵심사상인 종법은 

‘천하위일가’를 보증하는 것이었고 천하가 일가라면 조선은 이미 중국이었던 것이다.

  그럼 다음에는 우암을 주자의 계승자로서 존숭하 던 화서와 노사의 국가사상을 검토하기

로 한다.

  2. 화서와 노사의 도덕국가론

  기술한 바와 같이, 난신 적자라고 하는 내부의 적을 외부화하면서 시작된 ‘춘추 의’는 맹

자의 이단, 주자의 이적을 거치면서 ‘ 일통’의 유교적인 천하관 내지 국가관을 선명히 하

다. 그러나 그들이 표명한 천하를 현실 속에 구현한 것은 조선이었다. 조선은 스스로를 이

적으로 자인하면서 그 천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다. 천하가 천하 밖을 상정하면서도 

그 천하 밖을 향해 열려있음을 그들이 입증한 것이다.

  조선의 우암은 천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그 천하를 지키고자 하 다. 그는 조선을 내부

36) 『朱子家禮』는 주자 사후에 등장한 책으로 일찍부터 위서설이 제기되어 있었다. 최초로 체계적인 위서설을 

제기한 사람은 원 의 무림 응씨 고 이후 청 의 왕백전이 이를 더욱 정 하게 보강함으로써 위서가 정설화

된다. 그러나 조선 주자학자들은 청  하흔이 『朱子語類』 속에 등장하는 ‘제례’를 『주자가례』의 전신으로 

간주하여 위서설을 부정하 던 것처럼, 위서설을 부정한다.

37)  『旅軒集』, 속집권4, 雜著, 書祔廟上疏下批後, “蓋道無古今, 理無中外……若以天下爲一家之理言之, 則皇朝不

可以外國是我東, 而使之蔑天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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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여 일통의 계승자로 규정하고 청을 외부화 하여 새로운 타자로 상화하 다. 그리

고 천하의 멸망이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한층 더 강렬한 존화양이론을 개

진하 다. 

  화서와 노사는 바로 그 천하의 극점에 위치해 있었다. 이단의 극성과 미증유의 강력한 

적, 서양을 맞이하여 그들은 천하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춘추 의’를 재천명하 고 ‘ 일통’

의 천하를 재확립하고자 하 다. 그것은 주자와 우암의 존화양이론이 새로운 적을 향해 소

생하 음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유교 전래의 ‘춘추 의’와 일통의 세계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천하관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그러하 던 것처럼, 먼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외부화하 는지를 밝힌 다음, 

그 외부에 한 그들의 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이 추구한 국가상은 그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1) 새로운 타자의 등장 

  19세기 조선은 기존의 주자학적 세계관이 그 내부적 모순으로 동요되기 시작한 일종의 

체제 이완기 다. 천주교의 확산을 직접적인 동인으로 태기한 위정척사운동은 주자학적 체

제의 강화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 다. 그들은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

고에 입각한 ‘춘추 의’의 기치 아래 주자학적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사상 체계를 외부의 

타자로 간주하 다. 밖으로는 이적인 청을 비롯하여 안으로는 당시의 부패한 관료 세력과 

실학의 주축이 된 남인 및 소론 세력이 이른바 난신적자로서 그들에게는 외부의 타자 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타자로 부상한 것은 무엇보다 ‘서양'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주로 서양에 한 그들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그들의 서학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서학에 대한 인식

  서양에서 전래된 문물을 서학이고 정의할 경우, 서학은 ‘천주교’와 ‘서양 기술’로 별된

다. 주지한 바와 같이 서학이 조선 사상계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체로 18세기 

전후이며, 성호 이익 등이 그러하 던 것처럼, 천주교에 해서는 비판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문물에 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노사와 화

서는 이 양자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먼저 다음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오륜을 배반하면서 교법이라 칭하는데 그 실상은 가면 괴뢰이다. 만국에 걸쳐 통하면서 배에 실은 

것은 배에 가득찬 욕심이어서 이 땅의 생산물을 고갈시킨다38)

만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면 그들이 경영하고자 하는 바가 모두 듯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 

아무런 장애 없이 출입하게 되면 2, 3년 안에 전하의 백성 가운데 서양에 동화되지 않는 자는 얼마 

없을 것이니 전하는 장차 누구의 군주가 될 것인가39). 

 

38) 『蘆沙集』권25, 檄文, “召募檄文背五倫而稱敎法, 其實假面傀儡, 跨萬國而通, 舟航所載者, 滿肚淫慾, 竭其土地

之出”

39) 『蘆沙集』권3, 疏, 丙寅疏, “萬一開交通之路, 則彼之所營, 件件如意, 次第無碍不出, 二三年, 殿下赤子, 不化爲

西洋者無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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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병인양요를 당하여 노사가 의병에의 참여를 촉구한 ‘병인소모격문(丙寅召募檄文)’

의 일부이다. 화서와 달리 노사의 문집에는 임금에게 올린 ‘병인소(丙寅疏)’와 ‘응지진언잉청

삭람자소(應旨進言仍請削濫資疏)’, 그리고 위의 ‘병인소모격문’을 제외하면 서양에 한 언설

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노사는 척사보다 위정을 강조한 위정척사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언하여 두면 그의 문집에는 『주자가례』의 입후(立後)를 둘러싼 

문답이 태반을 이루고 있으며, 리(理)의 절 성을 강변한 리기론이 주류를 이룬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 위 글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노사의 서학 인식을 정리하

여 두기로 하자. 첫째, 노사는 서학에 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천주교와 서양 기술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양자가 모두 조선의 서양화의 목적으로 한 것

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병인소의 제 6조, ‘내수(內修)를 외양(外攘)의 근본을 

삼는다’라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서양세력의 침투는 주자학에서 주장하는 

덕성의 함양을 통해 극복 가능한 것이며 또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노사는 생각하고 있었

다.

  그럼 다음에는 화서의 서학관을 보도록 하자. 우선 다음 언설을 참고하기로 한다.

양이가 우리나라에 잡입하여 사학을 널리 전하는 것은 어찌 다른 목적이 있어서겠는가? 그들의 도당

을 우리나라에 심어놓고 내외가 서로 호응하여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여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문

화를 더럽히고 우리의 재물을 약탈하여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

기 때문이다40). 

  한편, 화서는 노사와 달리 서양에 관한 많은 언설을 남기고 있으며 또 적극적으로 존화양

이론을 피력하 다. 특히 그의 존화양이론은 제자 김평묵이 편찬한 『화서아언』권10의 ‘존

중화’와 권12의 ‘양화(洋禍)’에 집약적으로 표명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화서집』권25, 잡

저雜著편에 수록되어 있는 ‘서양역법여요시역법부동변(西洋曆法與堯時曆法不同辨)’조나 ‘地

球圖辨(지구도변)’등은 그의 서양문물에 한 지식을 추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편의 

‘벽사록변(闢邪錄辨)’에는 ‘상제여천주상반변(上帝與天主相反辨)’을 비롯하여 천주교를 반박

하는 글이 실려있어 그의 천주교에 한 인식을 엿보게 한다. 노사와 화서 문하의 교류나 

노사 문하의 의병운동에의 동참에도 불구하고 이후 화서 학파가 의병운동은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양자의 이 같은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본론으로 되돌아와 그의 서학관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노사와 마찬가지로 화서 

역시 천주교와 더불어 서양 기술도 모두 배척한다. 위 글에 이어서 그는 서양과의 교역이 

결국은 백성의 생활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유를 들어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사나 화서가 천주교뿐만 아니라 서양 기술조차 배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

까? 

  2) 서양기술에 대한 인식

  서양과의 교역이 조선에게 불리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서양의 기술이 조선을 능가하고 있

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40) 『華西集』권3, 疏箚, 辭同義禁疏, “自古異端盅人心術者, 何限而莫甚於洋敎……蓋洋夷之潛入我國, 廣傳邪學者, 

豈有他哉, 欲植其黨與表裏相應, 偵我虛實, 率帥入寇, 배穢我衣裳, 奪掠我貨色, 以充谿壑之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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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언설들을 보기로 하자. 

서양역법이 정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 대본이 서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순 역법은 오

직 하늘의 마음을 공경하고 사람의 윤리를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행하는 명령이 오륜 오상에 관

한 법이 아닌 것이 없었고…41)

  서양 기술에는 인륜의식이 배제되어 있다. 그것이 노사와 화서가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배

척하는 또 하나의 이유 다. 즉, 그들의 서양비판은 기술과 정신 양 쪽에서 그것의 반인륜

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부언하여 둔다면 화서와 노사는 서양의 침투에 비하여 서학 뿐만 아니라 서양의 

물건조차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한다. 다음이 그 예이다.

그들은 서양물건을 축적하는 데 열심이고 서양 옷 입기에 탐닉한다. 가장 상스럽지 못한 것은 해구

가 동래할 조짐이라 할 것이니 서울과 지방의 관리에게 명하여 저자에 쌓인 양물을 거두어 내어 이를 

거리에 불태우게 하고……42).

  위 글은 노사의 것이나 화서 역시 노사와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곳곳에서 하고 있다. 그

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서양 물건의 금지는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백성의 자발

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덕성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보았다는 점이다. 그들의 도덕국가관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척사’를 강변하 던 화서조차도 그들의 마지막 도달점은 내면적인 인격 

수양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 다음에는 그들이 이 외부의 타자에 해 어떻게 반응하 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화서 또한 노사와 마찬가지로 서양에 한 비판은 그들의 비도덕성에 쏠리고 있다. 그러

나 화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인류와 이적과 금수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서

양을 금수로 규정하는 한편 그들의 반인륜성을 더욱 철저하게 비판한다. 또 하나의 언설을 

보기로 하자.

  

  화서 또한 서양 기술문명의 우수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화서에게 

있어서 인륜 의식이 결락되어 있는 기술문명은 무가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인간됨을 

저해하는 유해한 존재에 불과하였다. 

  

  즉 화서와 노사는 서양을 기술문명을 보지하고 있지만 반인륜적인 치체계로 간주하 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이후 병자수호조약, 단발령, 을미사변 등 서양43)의 만행을 경험한 그

의 제자들을 통해 점차 격화되었으며 마침내 의병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41) 『華西雅言』尊中華30, ‘西洋曆法, 非不精細詳密, 但大本不立, 何也. 堯舜曆法, 專以敬天之心, 明人之倫爲本, 

故所行之令, 無非五倫五常之典…’

42) 『蘆沙集』권3, 疏, 丙寅疏1, “近日豪華輕薄, 喜畜洋物, 耽服洋布, 最爲不祥, 海寇東來之兆朕, 命中外官, 搜括

廛人所儲洋物, 焚之通衢”

43) 위정척사파들은 서양과 일본을 동일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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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물에는 사목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양물의 해가 가장 심합니다. 신이 원하

건  전하의 마음에서부터 단안을 내려서 일상으로 접하는 의복, 음식, 용기에 양물이 하나

라도 있으면 모두 찾아내어 궁궐의 뜰에 모아놓고 불태우십시오(사동의금소 삼소)

  (2) 내부의 강화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치는 것은 천지가 다할 때까지의 큰 법이다”44)라는 화서의 

언설 속에는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중화

가 선ㅅ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화가 참 중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주자학적 

가치로 재무장함으로써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고자 한 것이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중화되고자 하 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송원화동사합편강목』의 편찬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이하 『화동강목』으로 약칭)은 화서의 명을 받아 그의 수제자 

유중교와 김평묵이 편찬한 것이다. 중국의 송․원사와 고려의 역사를 강목체로 편술한 이 책

은 고려사와 중국사를 합하여 편찬하 다는 의미에서 ‘합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그 취지는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목적이 그러하 던 것처럼, 존중화 양이적의 ‘춘추 의’를 천명하

는 데 있었다45). 물론 이것은 주자가 『자치통감강목』을 통해 송이 중화의 적통임을 밝히

고 우암이 ‘정유봉사’에서 원에 종사했다는 점을 들어 허형(許衡)의 출향(黜享)을 주장하

던 것처럼,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고자 한 것이지만, 동시에 조선이 그 적통을 계승한 유일

한 중화임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 음을 부언하여 둔다.

  단, 『화동강목』의 편찬 과정이나 취지 특징등에 관해서는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

으므로 여기서는 그 논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화서의 중화주의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만을 몇 가지 부언하여 두고자 한다. 먼저 화서의 다음 언설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것은 『화동강목』의 편찬에 즈음하여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군신의 의리는 역시 본국으로부터 미루어서 천하에 이르러야 한다.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다. 그러므

로 역사서를 저술할 때 노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천하의 일에 미치게 하였다. 이것은 지극한 뜻이다. 

지금 이 책도 중화정통을 주로 하지만 그것이 근본하는 바는 우리나라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46).

  화서는 ‘국’을 무시한 ‘천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물론 ‘국’을 강조하여 ‘천하’를 등한시

하지도 않았다. 나의 ‘국’으로부터 비롯하지만 ‘국’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천하’까지 미침

으로써 그것은 옳음을 획득하게 된다. 유교의 전통적인 ‘친친(親親)’의 원리이다. 그리고 그

것은 주자의 표현을 빌리면 ‘친친’인 동시에 ‘의(義)’이기도 하다47). 화서나 노사의 중화주의

가 단순히 맹목적인 사 주의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44) 『華西雅言』第20, 尊中華, “尊中華, 攘夷狄, 窮天地之大經”

45) 오 섭, 1999,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p161-198

46) 『華西集』권9, 연보, “君臣之義, 亦由本國而推之以達于天下, 孔子魯人也, 其修史, 必因魯史而及天下之事, 此

至義也, 今此書, 雖以中華正統爲主, 而其所本之在吾東, 則不可掩.”

47) 이승연, 2003년, ‘종법과 공사론--주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제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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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또 하나의 언설을 참고하기로 한다.

원나라의 정통을 삭제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다. 고려 때부터 차근차근 중

국을 높여야 하는 의리를 알게 되어 이에 이적을 바꿔가는 실적이 있었고 아조에 이르러서는 순수하

게 되었다. …즉 옛날에 소위 중국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것이 없었고 중국 천지

가 멸망하여 서양 사람이 혼란시키고 있었을 때조차도 바로 중첩된 음의 밑바닥에서 양의 덕이 되돌

아와 회복하는 것과 같으니…48)

  원나라를 정통에서 삭제한 『화동강목』이 조선 중화주의의 일면임을 말해주고 표적인 

언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주자대전집차』와 『이정전서집의』의 편찬

  

  화서는 1846년에는 아들 준(埈)에게 『주자 전집차』를, 1848년에는 제자 김평묵에게 

『이정전서집의』를 편찬하게 한다. 『화동강목』을 통해 원이 이적임을 천명하고 조선이 

명의 뒤를 이은 유일한 중화의 계승자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라면 화서는 이 책의 편찬을 통

해 남인이나 소론, 뿐만 아니라 노론계 반 파에 항하여 그들이 정통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춘추』 ‘ 일통’의 세계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통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었다. 주자가 『이락연원록』을 통해 자신의 도통론을 입증하고자 하 던 것처럼, 화

서는 자신의 학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학문의 연원인 주자 저서의 주석

서를 편찬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 중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일찍부터 중국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한 남인이나 

소론에 비해 노론계 학파들의 화이론은 상 적으로 배타적이지만 그것은 주자의 정통을 계

승하 다고 하는 자부심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인과 소론의 탈중국이나 탈주

자자학은 그들의 현실감각에 연유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론에게 

빼앗긴 정통성에 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는 그들의 학맥상의 정통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3) 도통론의 재확인

  『화동강목』을 통해 조선이 중화임을 입증한 화서는 『주자 전차의』의 편찬을 통해 자

신이 주자학의 정통 후계자임을 입증하 다. 그러나 다음 언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

럼 조선주자학의 정통성을 그는 우암에서 찾고 있다. 먼저 그의 학문관이 잘 나타나 있는 

다음 언설을 보기로 하자.

요순으로부터 주공에 이르기까지는 도를 행한 계통이요, 공자로부터 우옹에 이르기까지는 학문을 전

승한 계통인데 공자는 요순과 같고 맹자는 우와 같으며 주자는 주공과 같고 우옹은 맹자를 닮았

다49).

48) 削其元統, 因謂我東中國之屬國也, 自高麗時, 駸駸然知尊周之義, 有變夷之實, 而至我朝, 則純如也. 則古所謂進

於中國者, 莫如我東, 而其在神州陸沈, 西洋昏塾之時, 正如重陰之底, 陽德來復也.

49) 『華西雅言』요순제36, “自堯舜至周公, 行道之統也, 自孔子之尤翁, 傳學之統也, 孔子似堯舜, 孟子似禹, 

朱子似周公, 尤翁似孟子”



- 33 -

  공자에서 맹자, 주자, 우암으로 이어지는 학통론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언설을 통해 이 학통론 내의 주자와 송자는 거의 절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는 말마다 옳으며 일마다 합당하여 이른바 삼왕을 상고하여 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천지 사이에 

세워도 의혹됨이 없다.50)

송자는 주자를 계승하여 일어난 분이다. 송자가 존대받지 못하면 주자만이 홀로 존대받을 수 없

다51).

  

  그렇다면 공자와 맹자, 주자와 우암, 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그가 주자와 우

암 사이에 명 의 구준을 삽입하여 구준을 원으로부터 정통을 되찾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춘추 의’의 계승자들이다. 화서 사상의 핵심이 ‘존중화 

양이적’에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의 수호 다. 구준에서 우암, 이재

로 이어지는 그의 독특한 학맥론은 그의 사상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

다.

  (3) 외부의 수용 - 문화 중화주의

  중국의 중화주의는 오늘날 그것이 자민족우월주의이며 타민족의 복속과 억압을 정당화하

다는 점에서 신랄하게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적이었으며 중화는 될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중국은 아니었다. 이적이었던 조선은 필연

적으로 중국과 중화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은 필연적으로 문화 중화주의를 강화시

켜 중화를 일종의 국제질서로 재규정하게 하 다. 다음 구절은 화서가 조선을 중화라고 이

념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태조대왕 때부터 황제의 명을 받아 대대로 동번의 신하가 되게 하여 중국 황제가 작은 나

라를 사랑하는 은혜와 왕이 충정하는 절개가 300년동안 바꾸어지지 않았다52).

  그렇다면 중화라는 질서 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음 언설을 보기로 하자.

북로가 그 호칭을 참람되게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의를 지키며 그 덕을 이었다. 그 덕이란 무엇인가? 

맹자가 말하기를 측은지심은 인이다……또 말하기를 부자에게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중하가 이

적을 가르치는 까닭과 이적이 중화를 사모하는 까닭에 다른 설명은 없다53). 

  그들에게 있어서 중화란 곧 인륜이며 예이다. 그것은 동시에 인륜과 예를 무시하거나 거

50) 『華西集』부록, 권1, 어록, 김평묵록2, “朱子, 言言皆是, 事事皆當, 所謂考三王而不謬, 建天地而不悖, 俟百世

而不惑”

51) 『華西集』부록, 권1, 어록, 김평묵록3, “先生謂宋子繼朱子而作者也, 宋子失尊, 則朱子不可獨尊”

52) 『華西集』권3, 疏箚, 辭同義禁疏, “我國自太祖大王, 受命立國, 世爲東藩之臣, 字小之恩, 忠貞之節, 三百年不

替矣”

53) 『華西集』권25, 雜著, 四海大統說, “北虜僭號, 我東守義, 以綴其德, 其德何也. 孟子曰, 惻隱之心仁也……又曰, 

父子有親……中夏所以敎夷狄, 夷狄所以慕中華者, 無他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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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것이 이적임을 알 수 있다. 중화의 척도가 예임을 언명한 것이다. 지리나 인종중심

주의 중화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한 문화중심 중화주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언설을 보기로 하자. 이것은 위의 내용을 한층 더 보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순은 동이의 사람이다. 문왕은 서이의 사람이다. 뜻과 행동이 중국과 꼭 맞았으므

로 (중화의 사람이 된 것이다)54)

  삼 의 전설적인 성왕조차도 원래는 이적이었다. 그들이 인륜에 완전히 부합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화가 된 것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인륜을 실현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중화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들이 왜 서양을 공격하 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반인륜적이었다. 반인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화의 예/인륜을 오히려 파괴하고자 

하 다. 

서양 사람 말은 비록 천가지 만가지 단서는 있어도 단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의 주체이며 통

화 통색의 방법일 뿐이다55).

  그리고 그것은 또한 서양에 해서조차 중화는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서양 역시 인륜을 

회복하면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적이며 서양은 금수라고 하는 이러한 계서적 구분은 전적으로 문화=예적 질서

에 의한 구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것

이라는 사실이다. 동아시아는 물론 유교적인 예질서 속에 편입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

의 문화가 완전히 같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문치:일본/무치라는 도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

럼, 그들은 사회의 기본구조조차 달리하는 이질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화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예의 보편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서가 

보여준 서양에 한 철저한 배타성은 보편성을 무시한 그들의 침략성에 기인한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즉 서양의 침략성이 그들로 하여금 배타적 민족주의로 전회하게 한 계기가 되

었던 것이다.

  조선은 국가의 존망을 묻기 이전에 마지막 남은 중화 다. 그들은 중화/천하를 지키는 수

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 다. 이것이 그들은 단순히 배타적 민족주의자라고 부

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Ⅳ 결어

  조선의 화이사상은 주자의 화이사상에 연원을 두면서 시 적으로 변용되어 온 것이다. 만

약 그 시 적 변용을 벗겨내고 화이사상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본다면 주자학의 화이사상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맥락에서 위정척사파의 

54) 『華西集』권25, 잡저, 用夏變夷說, “孟子曰, 舜東夷之人也, 文王西夷之人也,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

55) 『華書雅言』洋禍, ‘西洋之說, 雖有千端萬緖, 只是無父無君之主體, 通貨通色之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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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사상을 고찰한다면 위정척사파의 또 다른 일면이 보여질 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 화이

사상의 연원적 고찰을 시도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철저한 의리론에 기초한 위정척사파의 화이사상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자학의 이론적 

성숙과 예학의 실천이라고 하는 주자학적 배경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들의 배타성은 주자

의 배타적인 화이사상이 결국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사고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안

에 개방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화서와 노사의 화이사상은 때로는 시 착오적 수구주의로 비판받기도 하 고 또 때로는 

자존적 민족주의로 긍정되기도 하 다. 그러나 그들에 한 긍정적 평가가 시도된 이후에도 

여전히 강조된 것은 그들의 배타성었다. 그러나 그들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양

의 문화가 그 어떤 시 의 것보다도 도덕성/정신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

었다. 역시 그들의 시각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구성이나 배타성

이 강조된 것은, 또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 ’라는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만약 ‘근 ’를 잣 로 한다면 개화파이든 척사파이든 그들은 비판될 수밖에 없

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구의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다. 당시 서구의 충격이란 

약소국 조선이 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단 어떻게 해

체되는가가 문제 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 ’를 기준으로 한 그들에 한 평가는 다른 

한편에서는 무의미하기도 한 것이다. 

  화이사상으로 변되는 화서와 노사의 국가론은 주자 이래의 전통적인 문화주의이며, 국

가라는 틀을 넘어선 도덕적 국제질서관에 입각한 것이다. 국가가 도덕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국제질서가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국가가 국가의 틀을 넘어서 일종의 문화적 공

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국가관 내지 국제질서관이며 또한 

원한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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