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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1)

장 현 근(용인대)

1. 머리말

19세기 말 조선사회는 외적으로 제국주의 세력에 항해야 하는 절체 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었고, 내적으로 삼정의 문란에서 비롯된 정치부패와 각종 민란 때문에 사회전체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위기의 조선 사회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 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서양 근 문명의 길을 받아들

여 물질적으로 서양식 부국강병을 달성하자는 일종의 서도서기론(西道西器論), 도덕주의적 

중화질서를 다시 구축하여 정신적으로 동양식 문명국가를 건설하자는 동도동기론(東道東器

論), 정신은 전통적인 길을 지키되 물질적 수단과 방법은 서양의 것을 채용하여 새로운 국

가를 수립하자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 그것이다. 화서(華西) 이항로(李恒老)에서 시작

된 위 두 번째 흐름을 표하는 재야 유림 중심의 사상 및 실천 운동을 위정척사론(衛正斥

邪論) 또는 위정척사운동이라 부른다.

화서의 제자인 경주 최(崔)씨 익현(益鉉, 호는 勉菴)은 명(明) 의종(毅宗) 숭정(崇禎) 

206년2), 우리 왕조로는 순조 왕 33년, 서양 달력으로는 1833년에 태어났다. 고흥 유(柳)

씨 인석(麟錫, 호는 毅菴)은 1842년 생이다. 이 해는 청(淸)나라가 제국의 무력에 굴복

하여 남경(南京)조약을 맺은 해이다. 포천 태생의 익현과 춘천 태생의 인석 모두 14세에 가

까운 양근(楊根) 벽계(檗溪)에 살던 이항로 문하에 들어가 배웠다. 훌륭한 스승을 따라 위정

(衛正)의 삶을 살다 면암은 일본 마도의 감방에서, 의암은 중국 요녕(遼寧)성에 숨어서 척

사(斥邪)의 삶을 마감하 다. 두 분 모두 일흔 네 살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지금, 돌이켜보면 포와 군함을 앞세운 제국주의 세력이 본국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려 힘없는 약소국들을 제멋 로 착취하던 시절이었다. 최익현과 유

인석은 바로 그 제국주의 마수가 조선반도에 뻗치기 시작할 무렵 태어나 마침내 국권을 상

실한 뒤까지 살다 간 지식인들이다. 시 가 말해주듯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보고 조선 지식인들의 고뇌는 한없이 깊어갔다. 힘엔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가? 

그냥 문 닫고 우리끼리 살 수는 없는가? 힘만 기를 수 있다면 배알이 좀 뒤틀린 듯 어떠랴, 

일본에 좀 기댄들 어떠랴. 아니다. 정신으로 승부해야지 몸으로 승부하면 그게 금수지 어디 

사람이냐.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서양을 배워 힘을 기르자는 쪽이 개화파이며, 서양과 만나

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는 쪽이 위정척사파 다.

위정척사론자는 이 땅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자 다. 유학자 가운데

서도 신으로써 공자님을 모시는 상당히 교조적인 학자들로 보인다. “공자님은 하늘이시니 

하늘을 어찌 어길 수 있으리. 백성을 낳고 기르신 만세의 종사이시도다. 천하를 안정시키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 BS1002)

2) 이들은 청(淸)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 명 의종은 1628년 즉위하여 연호를 숭정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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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 지를 내 아나니. 공자님 가르침을 길 삼아 오로지 그 한 길로 돌아

가야 하리.”(孔子其天天可違/生民萬世大宗師/安天下術知何在/敎一爲塗化一歸)3) 그리고 그들

은 현실보다 이상을, 물질보다 정신을, 폭력보다는 도덕을 추구하는 철저한 주자학자 다. 

그래서 현실/물질/폭력의 청(淸)나라를 배격하고 명(大明)을 숭상한 송시열을 추종하 으

며, 소중화(小中華)의 기치를 높이 들어 조선의 정신적 우월성을 자임하 다. 조선 성리학의 

성과를 리(理)로 일관되게 정리하여 세상에 리를 구현해야한다는 리의 정치적 보편성을 강

조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다. 이 점에서 화서학파는 조선 성리학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들로 여겨진다. 

최익현과 유인석은 그 마지막 두 사람이다. 그들은 개화파/서양/일본을 인류보편적인 

리를 거부한 금수로 취급하여 몸으로 저항하다 죽었다. 그들이 세상을 뜨고 일제의 폭압과 

미군정, 그리고 오로지 부국강병을 향해 매진한 ‘근 ’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전면적인 ‘개화’에 이르렀다. 위정척사는 반(反)근 적 또는 전근 적 사유로 치부되어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근 에 살고있

고, 개화에 젖어있는 오늘의 시각으로 다룬 연구가 부분이었다. 그래서 위정척사파가 시

를 따라가지 못했다느니, 보수적인 체제수호론자라느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무지한 사

람들이었다느니 하는 평가들이 많았다. 반 로 자주적 입장에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한국민

족주의의 원형이라느니, 민족주체의식으로 무장한 애국주의자라느니 하는 평가도 그와 같이 

현재의 시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속한다. 이 논문에선 국가건설사상과 관련하여 주권관

념․법치주의․민권개념 따위 서양 근 국가 개념을 동원하지 않고, 가능하면 최익현과 유인석

의 시 로 돌아가 그 시 의 위기인식과 진단, 그리고 그들의 처방에 해 사상사 내에서의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위정척사파들은 근본적으로 서양문명을 야만으로 치부하여 철저히 배격하며, 개화파와 

같은 근 화론자들의 개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구상하는 이상적 중화질서에 

의한 도덕주의적 문명국가는 서양(또는 현 ) 개념으로서 근 국가(modern state)나 국민국

가(nation state)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근 적 개념을 가지고 최익현/유인석을 분석한

다는 것은 그들이 반 하는 말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선 최익현/유인석이 상정하는 문명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중화주의적 도덕국

가를 건설하려 했는지, 그들의 문명국가 건설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위정척사론자 자신들

의 입을 통해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위정척사파 또는 화서학파에 한 사학계/철학계의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판단된

다. 최익현/유인석의 경우 본인의 문집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4) 적잖은 연구논

문과 저술을 통해 근  한국사상 또는 근 사에서 그들의 주리론(主理論)이 차지하는 위치 

및 상소/의병운동을 통한 실천에 해 상당부분 규명되었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

섭의 박사논문과 그 확장인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국학자료원, 1999)에는 그동안

의 역사적 연구성과가 부분 망라되어 있고, 이상익의 박사논문과 그 확장인 『서구의 충

격과 근  한국사상』(한울아카데미, 1997)에는 그동안의 사상사적 연구성과가 부분 망라

3) 柳麟錫저, 金永德외 역 1990, 『柳麟錫全集』(一),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41쪽 孔子敎.

4) 면암의 사상은 『勉菴集』(景仁문화사, 1976)과 『국역 면암집』(민족문화추진회, 이정섭 외 공역 1978, 솔출

판사 1997년 복간, 이하 『면암집』으로 약칭)에 의암의 사상은 『毅菴集』(景仁문화사, 1973)과 국역본으로

는 1984년 서준섭 외 역, 종로서적  출판의 『의암 유인석의 사상: 宇宙問答』(이하 『우주문답』으로 약칭)

에 잘 나타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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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익현/유인석이 제기한 문명국가의 이상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조선 국내질서의 복합적인 변화를 반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거시적 구상이 어느 정도 수

준에서 제기되었는지, 그들이 재구축5)하려고 한 중화질서는 어떤 모습인지를 개화의 입장

이 아닌, 개화와 립각을 세운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최익현과 유인석이 완전히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생각을 했다는 말은 아니

다. ꡔ면암집ꡕ과 ꡔ의암집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성격이 다르다. 삶의 행보가 

다르고, 언어규모가 다르다. 최익현은 깐깐한 성격 로 원군과 고종에게 직설적 비판 상

소를 올려 유배를 당하고, 돌아와선 또 더 강하게 질타하고 쫓겨가고, 다시 조목조목 따지

는 꼼꼼함을 보인다. 유인석은 호방한 성격 로 행동이 크고 말이 세어, 의병을 일으켜 쫓

겨다니면서도 의(義)를 천하에 빛낸다고 하고 크게 우주에 해 문답하 다. 택선고집(擇善

固執)의 유학자 본의를 잃지 않은 점에서 일치한 두 사람의 정치사상은 면암의 소(疏)와 의

암의 『우주문답(宇宙問答)』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선 그것들을 기본 참고자료로 

하면서 면암의 경우 많은 편지글인 서(書)를 통해, 의암의 경우 많은 우국충정의 시(詩)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필자는 논문의 뒷부분에서 개화에 한 묵시적 긍정은 배제하지만, 근 적 입

장에서 화서의 제자 면암과 의암의 생각으로 본인들이 주장한 중화질서와 문명국가에 해 

질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근 에 사는 우리가 ‘근 ’에 한 맹목적 긍정을 반성하게 된다

거나, 경제우위의 시 에 윤리와 정치의 결합을 생각하게 된다거나, 물질과 자본의 가치보

다 정신과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거나, 학문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생각하게 

된다면 덤으로 얻은 소득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근 주의자 입장에서 개화적 

입장을 견지하며 최익현/유인석의 사상으로부터 근 국가관념의 일단을 발견하려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전통유교의 시각에서 위정척사파의 문명관을 살펴본 뒤 그로부터 최익현/유인

석이 구축하려 한 중화문명국가의 모습을 논구하고자 한다.

2. 화이(華夷)/왕패(王覇)/정사(正邪)의 뒤틀림

“천하의 커다란 시비․분별이 3가지 있는데, 첫째는 화이(華夷)의 구분이며, 둘째는 
왕패(王覇)의 구분이며, 셋째는 정학과 이단의 구분이다.”(이항로)

2.1 중화(中華)에 대한 이적(夷狄)의 도전

최익현과 유인석은 이항로 학문의 충실한 계승자 다. 이항로는 조선 성리학의 주기론

5) 위정척사파 학자들은 정통 유학의 계승자임을 자부했다. 그들은 유가의 전적들을 종교적 성전으로 받아들 으

며, 모두 사실로 인식하 다. 따라서 이상적 정치질서의 전형으로 유가 경전에 등장하는 요(堯)-순(舜)-우

(禹)-탕(湯)-문(文)-무(武)의 시 가 역사상 분명한 사실로 존재하 고, 그것은 최고의 문명국가 으며 실제로 

중화문명이 우주만방에 펼쳐졌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물론 후  중국사에 등장하는 왕조들 또한 유

학을 숭상하는 나라들은 그러한 중화문명국가 건설을 열심히 추진한 세력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역시 세계 최

고의 문명을 누리는 나라라고 긍정한다. 이미 문․무가 실현했던 최고의 문명국가건설이 최익현/유인석이 가려

는 이상이었고, 정도인 유학을 존숭했던 후  중국문명도 볼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중국의 안정과 유교

질서의 회복을 온 몸으로 기 하 다. 이 논문에서 최익현/유인석이 구상하는 중화문명에 ‘재구축’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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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리론 양  흐름 사이에서 송시열을 주자학의 진정한 계승자로 삼고 존경하면서도 우암

의 주기론과는 달리 주리론으로 학문적 체계를 세우며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 

학문세계를 구축하 다. 최익현/유인석의 글 속에도 적잖은 철학적 논의를 발견할 수 있지

만, 체로 화서학설의 철저한 신봉이었지 스승의 길과는 다른 독자적인 논의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시 인식과 정치적 행보에선 스승을 추종하면서도 학문과 삶을 동일시한 치열한 

행동에선 스승 이항로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 최익현은 재야유림의 표로 유인석은 의병

총 장으로서 정치적 실천의 선봉에 섰다. 최익현/유인석이 이론보다 정치적 실천에 치중한 

것은 ‘개화(開化)’파라는 정치집단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

듯 1876년 개항에서 1910 한일합방까지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의 큰 사건들이 개화파

의 ‘작란’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개화파의 정치활동이 적극적일수록 

그들의 반 편에 선 최익현/유인석의 정치주장도 치열해진다. 중화와 자신들을 일체화시킨 

경지에 이른 조선말 성리학자들에게 개화는 중화를 버리는 짓인 동시에 그런 자신들의 의식

과 실체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정척사론자들의 반(反)개화 정치활동은 자신들의 내면화된 중화(中華)의식을 

지키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인이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보다 넓은 세계로 

뻗치려는 적극적 사유가 중화주의(大中華主義)라면, 중화의 그물망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야말로 중화의 본질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소극적 사유가 소중화주의이다. 중화주의에 함

몰되어 알아서 기어들어 갔다면 사 주의이지만, 자신의 독자성을 표방한 것이라면 소중화

주의는 사 주의와 무관하다. 일본의 화주의(大和主義)가 일본의 문화인 것처럼 조선의 

소중화는 조선의 문화다.6) 조선 성리학의 끝단에서 화서학파는 이러한 소중화의식을 완전

히 내면화시켜 적극적 중화의식으로 발전시켰다. 그것은 중국이 오랑캐 만주족에게 더럽혀

진 지 2백여 년이 흘렀고, “우리나라만이 홀로 중화의 옛 전장(典章)을 보존하여, 의관과 

예․악(禮樂)이 거의 삼 의 풍속이 있”(『면암집1』, 180)다는 강한 자의식에서 성장한 것이

다. 따라서 이적들과 더불어 ‘개화’ 운운한다는 것은 세계 유일의 이 문명국가를 야만화 시

키는 짓이라고 보았다.

“(중화의 인의도덕은) 성인들이 만세의 큰 법으로 세워 만세의 표준을 만든 것입니

다. 그러므로 화하(華夏)라고 한 것이니, 화하란 것은 문명이란 뜻으로 곧 그 전장

(典章)과 법도가 찬란하게 문명하 음을 말하는 것입니다.”(『면암집1』, 178)

“(이적들은) 남녀의 분별이 없고 내외(內外)를 구별하지 않으며, 음양의 건순(健順)

한 이치에 어둡고 강유(剛柔)와 존비(尊卑)의 차서를 방치하여, 또한 금수와 행동이 

다름 없고, 거처(居處)함이 거만하고 집들이 기괴하여, 모두 성인들에게 버림받은 자

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면암집1』, 179)

“ 지(大地)에 중국(中國)이 있으니 중국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풍기(風氣)가 일찍 

열리고 사람과 나라가 먼저 생기어[居]서 지극히 오래 되었다. 외국(外國)은 변두리

에 있기 때문에 풍기가 늦게 열린다. 그래서 나라가 뒤에 이루어지며 오래지 않아 

차질이 생긴다. ……중국은 나라가 한가운데에 있어서 그 행하는 바가 상달(上達)인

데, 상달이란 도리(道理)에 통달하는 것이다. 외국은 치우쳐 변두리에 있는 나라로서 

6) 장현근, “문화제국주의와 한국: 중화주의의 허와 실”(『전통과현 』 1998․봄호),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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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하는 바가 하달(下達)인데, 하달이란 형기(形氣)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은 

천지가 처음 열릴 때부터 문명을 이룸이 오래되었다.”(『우주문답』, 4)

“(서양) 저들의 정치가 윤상(倫常)과 덕예(德禮)에서 나왔는가? 일체 이와 반 되므

로 애초에 논할 가치도 없다. 그들의 물질이 지극히 정교하다고 하나 기술자들의 말

단 기예에 불과하다.”(『의암집』권33, 9)

중화주의에 입각한 ‘이적 = 서양 = 일본 = 금수’ 논리는 최익현/유인석의 공통된 인식

이다. 이들은 중국이 요․순 이 하 3 의 제왕과 공자․맹자․정자․주자의 성현에 힘입어 좋은 

문화를 계승하여 훌륭한 중화문화의 맥을 이어 오고 있다고 믿었으며,(『면암집1』, 114; 

『우주문답』, 4-5) 이 중화의 맥이 오직 조선에서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

로 서양과 일본의 도전을 중화의 ‘맥’을 끊는 일로 받아들 고, 개화파를 이적을 끌어들여 

맥을 끊어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자들이라고 이해하 다. 위정척사론자들에게 있어 개화파

는 자신들의 의식과 존재를 부정하는 철천지원수일 수밖에 없었다.

최익현/유인석은 ‘이적’의 직접적 도전과 개화파의 득세에 당하여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응해 나갔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중화를 해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는 강한 정신을 보여준다. 최익현은 “기자(箕子)의 옛 강토이며 명(大明)

의 동쪽 울타리로서 태조 왕(太祖大王) 이래 중국 문물(文物)로 이속(夷俗)을 고쳐 예절을 

제정하고 아악(雅樂)을 만들어 인륜이 크게 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노린내 나는 서양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면암집1』, 128-129)이라며 서양을 “노린내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최익현/유인석은 당시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문제,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 원인

은 중화에 한 이적의 도전과 그것을 부추기는 개화론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한갓 오랑캐 풍속으로 중화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금수로 타락시키는 것으로 능사를 

삼으면서 이름하기를 ‘개화’(開化)라고 하니, 이 개화란 두 글자는 용이하게 남의 나

라를 망치고 남의 집안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혹 ‘자주’(自主)한다는 이름 아래 나

라를 가져다가 왜놈에게 주고서 ……혹은 고유한 의상을 찢어버리고 이적의 것을 따

르면서 억지로 문명(文明)이라 하고, 혹은 스스로 부강(富强)을 말하면서 군제(軍制)

를 없애고 방어를 팽개쳐 나라 형세를 날로 약화시킵니다.”(『면암집1』, 140)

“중국과 조선이 서양의 법을 따르면 (서양의) 옷 입는 까닭과 같이 되어서 옷을 버

리는 것이니, (결국) 옷을 벗고 알몸으로 있는 것과 같다.”(『우주문답』, 38)

“나라가 망하는 것은 개화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개화를 한다면서 그 하는 바는 국

모를 시해하고 군부(君父)를 폐하며 인륜을 무너뜨리고 법률과 기강을 문란케 하고 

나라를 팔아 결국은 나라가 망함에 이르렀다. 구법(舊法)을 써서 망하더라도 어찌 

개화를 해서 망하는 것보다 심하겠으며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바르게 하다가 망하

고 깨끗하게 하다가 망하는 것이니, 개화를 해서 극악하고 더럽게 망하는 것과는 같

지 않을 것이다. 비록 수구인을 탓하지만 국모를 시해하고 군부를 폐하고 나라를 팔

아 망하게 한 것은 모두 개화인들이 한 짓이요, 망국을 애통하여 순절하며 의거한 

자는 모두 수구인들이다.”(『우주문답』, 95-96)

2.2 왕도(王道)에 대한 패도(覇道)의 도전

정치적으로 최익현/유인석이 그토록 지키려 한 중화의 내용은 왕도 다. 성왕․선왕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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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왕도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바라는 얘기다. 요․순
(堯舜)과 삼 (三代)의 창업자인 하 우(夏禹), 은 탕(殷湯), 주(周)의 문․무(文武) 왕은 직접 

왕도를 실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원칙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왕도 즉 이상정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역  유학자들의 궁극적 목표 다. 또한 이 원

칙, 즉 인의도덕의 정치를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등 성인이 잘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추적해 따라가기만 하면 왕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방법론이었다. 최익현/

유인석도 마찬가지 다.

“무릇 도는 하나일 뿐이요, 이른바 학술도 역시 하나일 뿐이다. 옛 성왕(聖王)들이 

서로 이어서 천하를 다스릴 때 도로써 배움을 삼고, 배운 바로써 천하를 가르쳤고, 

도를 천하에 행하니, 인심(人心)이 바르게 되어 하나가 되고 천하가 스스로 안정되

어 다스려졌다. …… 체로 도는 하늘로부터 나왔고, 요순(堯舜) 두 임금이 그것으로

써 행하시고 공자와 맹자 두 성인이 그것으로써 가르쳤으며, 정자(程子)와 주자(朱

子) 같은 후성(後聖)은 그것을 계승하여 일관(一貫)했다.”(『우주문답』, 64)

최익현 또한 고종에게 올린 상소의 곳곳에서 “맹자가 말하기를”7)을 운운하고 있다. 그

들은 적어도 이념적으로 힘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는 패도(覇道)를 부정하고 있다. 인의도덕

의 구현을 ‘문명’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힘의 경쟁은 문명의 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

다.

“경쟁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면, 당우삼 (唐虞三代)의 훌륭한 정치를 하던 시

는 문명이 아니고, 춘추전국(春秋戰國)의 전쟁하던 시 가 문명이라는 말인가. 또한 

｢경쟁｣과 ｢문명｣은 지극히 상반된 말인데, 그와 같은 말이 어째서 서로 뒤섞여 함께 

일어나는지…….”(『우주문답』, 34)

따라서 최익현/유인석 위기의식의 일단은 힘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에 하여 왕도를 부

르짖으며 왕도는 중화요 패도는 이적이라는 논리로 풀어가야 했다. 그리하여 그 뒤틀림을 

막아 유가적 이상국가를 만드는 논리를 펴야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두 사람의 저술

에 패도와 이적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패도를 긍정하는 부분이 많다. 

“만약 제 환공(齊桓公)과 진 문공(晉文公) 같은 인군이 있다면”(『면암집1』, 137/230 등)

을 자주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왕도를 추종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신의를 강조한 

패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스승 이항로의 견결한 왕패의 구분과 조를 이

루는 것도 스승을 추종하면서도 능가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송․명(宋明) 이학자들에게서 첨예해진 왕패논쟁은 인간세상에서 천리(天理)의 구현이라

는 관념의 산물이었다. 춘추 의(春秋大義) 즉 한(漢)  이래 성인이 된 공자가 『춘추』를 

지은 목적을 생각하고 올바른 인의도덕의 국가로 일통(大一統)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 그

로 ‘ 의’명분이었다. 최익현/유인석도 관념으로서 명분은 물론 스승 이항로와 같이 ‘왕도’

를 추앙한다. 그런데 최익현/유인석은 혼란을 극복하고 현실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서 

패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漢)  이전 원시 유가, 즉 공자/맹자/순자에 공통된 

7) 예컨  『면암집1』, 204쪽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를 얻는 데는 도리가 있으니 백성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

게 되는 것이요, 백성을 얻는 데도 도리가 있으니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면 곧 백성을 얻게 된다.’고 하 고” 

등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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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었다.

사실 왕도를 추구하는 것과 패도를 긍정하는 것은 같은 일일 수 있다. 순자(荀子)처럼 

왕도를 향해 가는 단계로서 패도를 상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왕도를 으뜸으로 

하 지만8) 그렇다고 패도에는 반 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다. 제 환공(齊桓公)의 구합제후

(九合諸侯)가 무력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仁)하다고 관중(管仲)을 칭찬하기도 하

고9),(『論語』｢憲問｣) 관중의 그릇이 작다고 비꼬기도 하기10)(『논어』｢八佾｣) 때문이다. 맹

자는 존왕출패(尊王黜覇)하면서, “힘으로 인을 가장한 것을 패도라 하니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필요로 한다.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라 하니 왕자는 나라가 클 필요가 없

다”11)(『맹자』｢公孫丑上｣)고 주장한다. 강 국의 힘으로 인의를 가장한 도가 패도라는 얘

기다. 분명히 왕패를 명료하게 구분한 듯 하지만, 그에게서도 역시 왕도는 “마음으로 기뻐

하고 진심으로 복종하는”12)(『맹자』｢공손축상｣) 관념으로서 경지를 얘기하고 실제 정치의 

측면에서는 제 환공의 패업을 찬양하고 있다. 불효자를 죽이고 현인을 존중하고 마음 로 

적자를 바꾸지 않는 등 도덕윤리적으로 왕도로 나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맹자』｢
告子｣)13)

유인석이 “만일 시세를 좇아 반드시 내가 할 바를 버린다면, 공자가 춘추 시 에 살면

서 어째서 당시에 숭상되던 바를 하지 않으면서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가 모두 책(冊) 

속에 들어 있다｣고 했겠는가. 또 맹자가 전국시 (戰國時代)에 살면서 어째서 당시에 숭상

되던 바를 하지 않으면서 ｢선왕(先王)의 법을 준수하여, 잘못이 있는 자는 없었다｣고 하

겠는가”14)(『우주문답』, 39)고 긍정하면서도 춘추시 의 패업을 다음과 같이 긍정하고 있

음에서도 관념으로서 왕도보다 현실의 패업을 긍정하고 있는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춘추 시 에는 존왕(尊王)의 의(義)를 위하 고 불효(不孝)를 베고 수자(樹子)를 바

꾸지 않았으며, 어진 사람을 받들고 노인을 공경하여 천명(天命)을 위하는 일이 있

었지, 진초(秦楚)의 무리들과 억지로 협약하지는 않았다. 지금 시 는 오히려 그런 

점과는 거리가 머니 서로 비슷하지 않다.”(『우주문답』, 35)

왕패 구별에 한 최익현/유인석의 생각은 결국 춘추시 의 패도보다 못한 현실에 한 

질타인 셈이다. 즉 개화파를 주축으로 한 부국강병론, 당시 유행한 경쟁과 힘의 논리를 춘

추시 의 패도보다 못한 금수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즉 최익현/유인

8) “天下有道, 則禮樂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樂征伐自諸侯出”(『論語』｢季氏｣) 할 때의 중점은 ‘치도

(治道)’의 유무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의 도가 왕도이다.

9)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管仲相桓公, 覇諸侯, 一匡天下, 民到如今受其

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被矣.”

10) 管仲之器小哉.

11) “以力假仁者覇, 覇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12)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13) “五覇桓公爲盛, 葵丘之會諸侯, 東牲載書, 而不歡血,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其德.’ 三命曰: ‘敬老慈幼, 無忘賓旅.’ 四命曰: ‘七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

夫.’ 五命曰: ‘無曲防, 無渴權, 無有封而不告.’ 曰: ‘凡我同盟之人, 旣盟之後, 言歸于好.’ 今之諸侯, 皆犯此

五禁, 故曰: 今之諸侯, 五覇之罪人也.”

14) 앞의 공자의 말은 『중용』 20장의 “文武之政, 布在方策”을 “文武之道, 具在方冊”이라고 고쳐서 자기 주장

을 하고 있으며, 뒤 맹자 인용은 『맹자』｢이루(離婁)｣상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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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패도에 한 긍정은 당시 힘으로 문명을 지배한다고 여긴 청(淸)에 한 반 도 한 이

유이겠지만, 보다 분명한 목적은 패도에 기 를 건 것이 아니라 왕도보다 훨씬 뒤떨어진 문

명으로서 춘추시 의 패도를 얘기함으로써 왕도라는 진정한 중화문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로 보인다.

2.3 정학(正學)에 대한 이단(異端)의 도전

조선시 는 학문사․정치사상사적으로 유학지배의 역사이다. 정학(正學)의 사학(邪學)에 

한 공격의 학문사이다. 정통과 이단을 구분 지어 결한 역사이다. 유교문화권에서도 가

장 열렬하고 치 한 논쟁의 역사이다. 정통은 항상 공․맹․정․주(孔孟程朱)의 학통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일률적으로 이단이었다. 조선초기는 유교(정학=정통)  불교(사학=이단)의 논쟁

이었고, 조선중기로 넘어 가면서는 육왕학(陸王學)  정주학(程朱學), 중기 이후 왜란․호란

을 겪으며 주전론․주화론에서 소중화의식의 확립으로 이어지면서 숭명(崇明)하는 파와 청

(淸)의 실재를 인정하는 외교중시 현실론자들의 립으로 이어진다. 조선 후기의 소위 벽위

론(闢衛論) 또한 이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 서학(西學=천주교)  

정학(正學=주자학)의 결, 양이(洋夷)에 결하는 위정척사,15) 최익현/유인석으로 넘어 가

면서 왜이(倭夷)도 양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결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 다.

최익현/유인석은 성리학자이다. 이단인 사학을 배척하고 유교인 정학을 지킨다는 스승 

이항로의 뜻을 그 로 이어받았다. 이들은 서양이라는 이질세계가 처음으로 끼어 든 역사적 

상황 하에서 그들이 중화에 한 이적이며, 왕도를 모르고 힘의 논리만 앞세운 금수(禽獸)

로 보았으므로 당연히 배척해야할 이단이었다. 당연히 그들을 추종하는 개화파에 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아아, 오직 우리 동방(東邦)이 은(殷) 나라 태사(太師, 箕子를 가리킴) 때부터 이미 

동이(東夷)의 옛 풍속을 고쳤고, 본조(本朝)에 이르러 역  성왕들이 계속해서 나시

고 여러 현인들이 번갈아 일어나, 그분들이 한 세상에 모범이 되고 너그러운 도리를 

후손들에게 남기신 것이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으며, 정학(正學)을 숭상

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것이 아님이 없어 일치(一治)의 수를 당한 것이 천지에 

어긋나지 않고 백세에 의혹되지 않아 세상이 없어지도록 잊지 못할 일입니다.”(『면

암집1』, 114-115)

“학술을 바로잡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지름길이요, 급선무(急先務)이다. ……무릇 공

맹(孔孟)과 정주(程朱)에 의해 계승된 도학의 술[道術]이 천지 사이에 바른 것이 되

었다.” “올바른 스승을 섬겨서 두 종(宗)이 없게 하고 올바른 학문을 배워 이단사설

(異端邪說)이 없게 하는 것이 천하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우주문답』, 64/67)

‘없게 해야 될 이단사설’이 바로 서학=양이=왜이=개화이다. 최익현의 척양(斥洋)․이단배

격사상은 한편으로는 원군 쇄국정책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하 으나, 다른 한편으론 

‘정학’에 입각한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상소｣를 통해 원군을 권좌에서 몰아내기도 하 다. 

정학을 숭상한다는 정체성(identity)의 철저한 확인을 통해 최익현이 일약 재야정치의 핵심

15) 최창규 외 1978, 한국민족사상사 계 4 근 편․현 편, 서울: 형설출판사, 263쪽에서 이원순 (｢위기의식과 

민족사상의 팽배｣)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개화정신의 등장으로 벽이(闢異)정신이 퇴조하 다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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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것을 보면, ‘정학과 이단’이 갖는 시 적 역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16) 

위정척사론자들이 사사건건 개화파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단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이러

한 역사적 시 인식의 소산이다. 원군  민비, 위정척사파  개화파라는 정치논리 즉 

벽이단(闢異端)에 중심을 두고 당시 상황을 보면 최익현/유인석이 척사(斥邪)의 결과로서 위

정(衛正)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리학의 정점에 올라 중화의 정학을 자임한 

유학자로서 조선조 정학  이단의 투쟁이라는 역사논리 즉 보편적인 리의 세상에의 구현이 

이들 사상의 핵심임을 염두에 두고 보면, 다시 말해 숭정학(崇正學)의 입장에서 보면 최익

현/유인석의 정치적 실천 즉 척사는 위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17)

3. 중화 문명국가의 건설

“옛날 국에 본성을 본성답게 하여 덕(徳)을 선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윤리를 윤리답게 하여 행동을 선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

다.”(유인석)

3.1 개화는 야만이다

위정척사론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치세(治世), 즉 질서가 바로 선 세계는 모든 인간이 

선한 본성 로 살아가고, 정치가는 덕을 베풀며, 윤리와 정치가 일체화 된 ‘옛날 중국’이었

다. 그 “중국은 천하의 도덕국(道德國)이고 조선은 그 다음가는 나라이다.”(ꡔ우주문답ꡕ, 48) 

그런데 서양은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에 기초한 도덕국가의 건설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

고, 부국강병을 꾀하며, 강한 병기를 만들어 사람을 많이 죽인다. 진정한 문명국가는 그런 

부강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힘쓰는 것은 원 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기이한 기술은 힘쓰지 않았을 뿐이

다. 성인(聖人)의 신묘한 도리는 훌륭한 것이다. 중국의 재지(才智) 있는 사람이 서

양인들처럼 힘쓰고 또 힘쓴다면 어찌 그것을 얻지 못하겠는가. 서양보다 훨씬 능가

할 것이다. 우리 조선도 또한 거기에 미치지 못할 바 없다.”(ꡔ우주문답ꡕ, 74)

“오늘날 서양이 병기에 강하며, 이미 그 예리함을 다하고도 또 예리함을 궁구하여 

더 예리하게 할 수 없는데도 더 예리하지 못할까 근심한다. 한 번에 백 사람 천 사

람을 죽이고도 오직 사람을 더 잘 죽이지 못할까 근심하니, 그들이 병기를 얻은 이

래로 사람을 죽인 숫자는 계산 잘하는 만 사람을 동원하여 헤아린다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다. 천지는 만물을 생육(生育)시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우리 인간도 그와 같

은 마음을 지녔다. 그런 까닭에 만물을 생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16) 최익현의 이 상소는 “당시 원군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폐색되어 있던 언로(言路)를 뚫었다는 점에서 장거

(壯擧) 지만, 객관적으로는 원군의 은퇴를 신하는 민씨일파의 등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강재

언 1986, ꡔ근 한국사상사연구ꡕ, 서울: 미래사)는 시각도 있다.

17) 척사위정인지 위정척사인지에 한 논리적 다툼에 해서는 이상익 1997, 161-162쪽 각주92)에 

상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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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ꡔ우주문답ꡕ, 75)

개화파가 그토록 신봉하는 서양의 기술, 특히 부국강병을 위한 군사기술이라는 것이 결

국은 량살상무기를 양성하여 ‘인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니 야만이 아니냐는 주

장이다. 위정척사론자들이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역(易) 철학을 계승하고, “기술은 신중해

야 한다”18)는 맹자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기술의 발달을 문명으로 보지 않고 ‘원 한’ 인간

의 도덕적 실천을 문명으로 생각하 다. 개화파 또는 서양이 주장한 문명은 사실 야만이며,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덕중심의 중화문명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이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큰 도의 정 함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말류(末流)의 폐단만 보다가, 하

루아침에 갑자기 신기(新奇)하고 이상한 기술을 보게 되자, 부분 모두 정신을 빼

앗기고 붙쫓아 다투어 모여들며, ‘이는 참으로 요․순(堯舜)과 삼왕(三王)의 법보다도 

낫다’ 하여, 드디어 개화니 문명이니 지목하되 그것이 도리어 어둡고 캄캄한 속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ꡔ면암집1｣, 179)

물론 최익현/유인석은 “도덕만 힘쓰다가 외국이 포를 가지고 쳐들어 오면 어떻게 감

당한 것인가. 인도와 같은 나라도 도덕만 힘쓰다가 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실력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ꡔ우주문답ꡕ, 76)는 질문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답

한다:

“진실로 도덕에 힘쓴다면 어찌 외국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도는 결코 현허(玄虛)

하고 미망(迷妄)한 것이 아니고, 충실하고 현저한 것으로서 그것을 확립하기만 하면 

체(體)가 되고, 시행하면 용(用)이 된다. ……그러니 중국의 4억 상하 소인(上下大

小人) 모두로 하여금 이 도로 말미암고 이 덕에서 가지런해져서 힘쓴다면, 변화가 

무궁하여 외국의 포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은 오직 포만 있는데 우리가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의 이천만 인이 일찍이 도덕을 힘쓰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 금후로 전보다 훨씬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인도는 청정적멸(淸淨寂

滅)을 힘쓰고, 세상 일을 돌아보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인 아무런 일도 하는 것이 없

었던 까닭에 서양의 침략 앞에 호랑이 밥이 됨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도덕을 

힘써서 생긴 실력이 온전한 실력인 것이다.”(ꡔ우주문답ꡕ, 77)

최익현/유인석의 눈에는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는 ‘개화’야말로 어둡고 캄캄한 굴속으로 

들어가는 야만으로 비쳤다.

“은혜와 원수를 두 가지 다 망각하고 자식과 도적의 분별 없는 것이 원래 개화(開

化)하는 본색”, “오랑캐 풍속으로 중화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금수로 타락시키는 것

으로 능사를 삼으면서 이름하기를 ‘개화’(開化)라고 하니, 이 개화란 두 글자는 용이

하게 남의 나라를 망치고 남의 집안을 넘어뜨리는 것”, “개화 이후부터 선왕의 법제

를 모두 고치고 한결같이 왜놈의 지휘 로 하여, 중화를 오랑캐가 되게 하고 인류를 

금수가 되게 하 으니, 이는 개벽이래 있지 않던 큰 변란”, “소위 개화(開化)라는 것

이, 그 법이 어떻게 된 것이기에, 오직 죄가 있어도 형벌하지 않고, 가벼운 죄와 무

18) 術不可不愼也.(ꡔ孟子ꡕ｢公孫丑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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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죄를 같이 벌하니, 그것이 곧 난을 가져오게 되는 길입니다.”(순서 로 ꡔ면암집

1ꡕ, 136/140/148/166)

최익현/유인석이 제기한 개화망국론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망한다는 말이다. ꡔ면암집ꡕ과 ꡔ의암집ꡕ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개화의 허구성을 지적하려 애쓴 부분이다. 거기엔 농산품과 공산품의 

교역이 가져올 민생의 폐해를 지적한 경제적 측면, 평등/자유․단발/양장․신학교/여학교․서양 

사회와 법률․민주제/공화제/입헌제가 윤리적 타락현상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회적 정

치적 측면, 야만적 풍습이 동양세계 가치질서를 전복시킬 것이며 야소학/천주학 등이 동양

인의 성정을 빼앗아 서양인의 성정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상적 측면에서 나름 로 평가

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인 논거가 없이 주장된 그들의 표준은 항상 중화 문명국가 다.

3.2 중화가 문명이다

최익현/유인석은 서양=이적=왜이=개화파를 짐승으로 보고 “그들이 말하는 문명은 백 

가지 기술과 천 가지 기교가 극(極)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그 궁극적 의도는 맛있는 음

식, 사치스러운 옷, 웅장한 집, 강한 병사 등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다”(ꡔ우주문답ꡕ, 

34)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문명은 어떤 모습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

화문명이요, 공맹의 사상이요, 도덕국가 건설이다.

“삼강오상(三綱五常)과 중화(中華)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경 법

(大經大法)은 근본이고, 부국강병하는 일과 기예와 술수는 말엽(末葉)입니다. 근본은 

마땅히 중하게 여겨야 하고 말엽을 마땅히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ꡔ면암집2ꡕ, 121)

“중국은 옛 성왕(聖王)․성인(聖人)이 이를 밝혀 상달도리(上達道理)하 고, 지금의 서

양은 이를 밝혀 하달형기(下達形氣)하고 있으니, 설혹 인양(仁讓)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일만으로 경쟁할 수 있겠는가. 상달도리를 문명이라 하겠는가, 아니면 하달

형기를 문명이라 하겠는가. 옛날 중국이 오상(五常)․오륜(五倫)을 밝혔다는 말은 들었

으나, 오늘날 서양이 오상․오륜을 밝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 다. 오상․오륜은 사

람에게 있는 것이어서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밝힐 수 없다. 오상․오륜을 밝히는 것이 

문명이겠는가, 오상․오륜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명이겠는가.”(ꡔ우주문답ꡕ, 33)

구체적으로 삼강오상을 높이고, 성인을 존중하며, 오륜을 밝히는 일이 문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명을 창조하고 그 도통(道統)을 이어온 중국이야말로 문명국가이다. 지금 중국

이 잠시 오랑캐의 발굽아래 눌려 문명의 이상을 잃고 있지만 끝내는 다시 천하의 종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위정척사론자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큰 

경계와 사람과 짐승의 큰 한계는 진실로 천지의 상경(常經)이며 고금의 통의(通義)이므로 옮

기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중화의 중화가 된 까닭은 예의와 문물(文物)이 있기 때문”(ꡔ면
암집2ꡕ, 220)이다. 

최익현/유인석의 중국에 한 숭상은 곧 문명에 한 숭상이며, 천도(天道)에 한 숭상

이며, 인문주의에 한 숭상이며, 도덕과 성인에 한 숭상이다. 곧 도덕이상주의를 말한다. 

중화문명국가를 회복하여 그에 따르는 것을 정치적 질서[治世]의 이상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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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은 일견 관념의 감옥에 갇힌 왕정론자, 심하게 얘기하면 봉건체제를 옹호하려는 고집 

센 사 주의 유생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에 천리를 구현하려는 궁극적 삶의 

목표를 끝간데까지 어 올려 성리학의 정점에 오른 이들에게 이상(혹은 관념)과 삶은 일치

되어 있었다. 따라서 “차라리 중화의 것을 지키고 사람노릇을 하다가 망할지언정 이적의 짓

을 하고 금수의 짓을 하면서 살 수 없는 것”(ꡔ면암집1ꡕ, 203)이었다. 

중화 문명국가 건설에 배치되는 양이=개화파는 그들 관념에 있어서의 적 즉 문명을 포

기하고 야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들 현실적 삶에 있어서의 적 즉 힘과 경쟁이

라는 금수와 같은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양적(洋賊)들의 짐승 같은 행동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을, 천지 부모의 앞에서 말한다면 이는 바로 용납되지 못할 적자(賊

子)요, 중화 성왕(聖王)의 세상으로 말한다면 이는 곧 반드시 죽여야 할 난신(亂臣)이다.”(ꡔ
면암집1ꡕ, 133) 유가의 전통으로 볼 때 난신적자는 사람이라면 모두 죽여야 할 의무가 있

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최익현은 개화파들, 갑신정변 주동자들, 갑오경장 입안자

들, 을사오적 등을 죽이라고 고종에게 수 십 차례의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즉 위정척사론

자들에게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반(反)개화론은 자신들이 정의한 문명을 지키려는 이상적․현
실적 노력의 일단이었다. 그들에게 관념의 울타리에 갇힌 보수적 유생이라고 비판한다면, 

이는 당신들의 문명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3.3 ‘도리(道理)’로서 중화와 ‘형기(形氣)’로서 서양 - 도덕국가론

최익현/유인석의 국가건설사상은 한 마디로 ‘문명국가 건설론’이다. 그들 나름으로 상정

한 문명은 개화파들이 주장하는 야만적인 서양문명이 아니라, 선왕 성인들이 가꾸어온 중화

의 도덕문명이다. 오륜․오상이 밝게 빛나는 도덕국가야말로 최고의 문명단계라는 주장이다. 

위를 향한 한없는 정신적 추구, 그들의 말로는 상달도리(上達道理)가 중화=중국문명의 특질

이며, 이것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문명의 이상이다. 분명히 근  서양에서 비서구사회를 지

칭하며 야만(savage)에 비되는 말로 쓴 문명(civilized)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이다. 

“중국은 세계의 딱 한가운데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행하는 바가 위로 통달하

는[上達] 것인 바, 위로 통달한다는 것은 도리(道理)에 통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이외의 나라는 세계의 변두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행하는 바가 아래로 통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 통달하는 것은 중국의 장기요, 아래로 통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장기다.”(『우주문답』,  4)

유인석인 강조하고자 한 것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사문화적 

이치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위로 통달하는 이치, 즉 중화의 도덕국가를 이루었다는 관념적 

정치이상으로서 중국중심의 문명관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의 가운데 = 모든 

것의 가운데 = 도리의 중심 = 중화문명 = 도덕국가’라는 것이다. 동양=중화문명의 이런 상

달(上達)에 비해 “외국은 치우쳐 변두리에 있는 나라로서 그 행하는 바가 하달(下達)인데, 

하달이란 형기(形氣)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은 천지가 처음 열릴 때부터 문명을 이룸이 

오래되었다.”(『우주문답』, 4) 하달의 형기를 지닌 서양이 오히려 상달의 도리를 지닌 동양

에 복종하고 배워야 한다는 정문일침이다. 

최익현이 철저한 위정척사 입장에서 수 없이 고민하고 고쳐 쓰고 바로 잡아 상소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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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의 인생역정을 바꾸어놓은 장문의 ｢병인의소(丙寅擬疏)｣(고종 3년, 1866년)와 그것의 

발전형태로 보이는 7천자가 넘는 무술년 10월의 ｢재소(再疏)｣(光武 2년, 1898년)를 보면 

정치․경제․사회 각종 제도에 한 구체적 건의를 담고 있는데,19) 중화가 진짜 문명국가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북방은 이미 천지가 처음 생겨 나는 위치이며, 음․양(陰陽) 두 가지 기운도 또한 먼

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 (正大)하고 청수(淸秀)한 기운이 모두 여기에 모

여 성인이 출생하게 되니, 오제삼왕(五帝三王)과 같은 분들이 이들인데, 곧 지금의 

중원(中原) 땅입니다. ……(인의예지 등) 이는 모두 성인들이 만세의 큰 법으로 세워 

만세의 표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하(華夏)라고 한 것이니, 화하란 것은 문

명이란 뜻으로 곧 그 전장(典章)과 법도가 찬란하게 문명하 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으로 말하면 이미 천지의 지극히 치우친 곳에 살고 산천과 풍기(風氣) 또한 

따라서 고르지 못합니다. ……비록 능히 학문을 하기는 하나, 오로지 기기(氣器)만을 

숭상하며 잔인하고 방자하여, 우리 유학(儒學)의 이른바 정일(精一)과 극복(克復)으

로 기질(氣質)을 변화시키는 공부가 없으며, 비록 능히 이(理)를 말하나, 일찍이 하

늘이 명한 사람의 마음․성(性)․정(情)의 오묘한 데와 인륜의 일상 생활 중에 늘 행동

하는 속에서 구하지 못하며, ……위의나 법도와 귀천과 상하의 분별이 없습니다. 심

지어 남녀의 분별이 없고 내외(內外)를 구별하지 않으며, 음양의 건순(健順)한 이치

에 어둡고 강유(剛柔)와 존비(尊卑)의 차서를 방치하여, 또한 금수와 행동이 다름 없

고, 거처(居處)함이 거만하고 집들이 기괴하여, 모두 성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입니

다. 그러므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ꡔ면암집1ꡕ, 177-179)

자신과 같은 “정직한 선비를 선발하여, 항시 그 소임을 띠고서 임금의 덕을 보도(輔導)

하고, 또한 더욱 성상의 학문을 권면하여 기어코 성취되시도록”(ꡔ면암집1ꡕ, 162) 하라는 정

치적 요구를 담은 이 글에서 최익현도 진정한 문명국가 건설은 위로 도리에 통달하는 중화

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종에게 개화파를 권력에서 몰아 내고 성주(成周)의 도덕국가 건설을 

위해 유교적 성왕의 덕을 닦으라는 주장은 사실 서양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높은’ 가치로

서 중국=동양의 정신문명에 한 자부심에 기초하고 있다.

진정한 문명, 즉 중화적 도덕국가 건설은 정신적인 동양문명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물질

적인 서양문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화파/서양의 주장은 확실히 낮은 가

치를 지향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문화 때문에 동양이 정신에 강하고 

서양이 기물에 강한지 두 사람의 논의는 더 전개되지 않지만, 최익현/유인석이 곳곳에서 서

양을 인정한 듯한 발언은 사실 부분이 형기, 즉 물질적 성취뿐이다. 이는 형이상(形而上)

과 형이하(形而下) 둘로 나누고 형이상을 보편적이고 우월한 가치로 보는 유인석의 견해에 

잘 드러나 있다.

“무릇 하늘에는 신(神)이 잇고 이(理)가 있다. 신이란 것은 기(氣)의 (靈)이어서 비

록 지극히 신묘하여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것은 형이하(形而下)이다. 그러나 이(理)

라는 것은 성(性)의 참된 것이어서, 지극히 진실하며 바른 것이며 떳떳한 것이니, 즉 

형이상(形而上)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형이하는 마침내 국한(局限)됨을 면치 못하

19) 한 편의 긴 논문으로 12가지의 책을 건의하고 있는데, 최익현의 정치사상이 압축되어 있다. ꡔ
면암집1ꡕ, 158-1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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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이상은 본래 스스로 통(通)함이 있는 것이다. 신으로 말하면 하늘은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은 하늘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들은 인간과 신을 섞어서 하늘을 

업신여기어 그르칠 뿐이니 어찌 도라 하겠는가.”(ꡔ우주문답ꡕ, 108)

서양의 신 위주의 사고도 사실은 낮은 수준이라는 말이다. 도저히 이민 갈 수 없는 신

의 세계를 상정한 서양의 기독교적 사유와 열심히 천리(天理)의 구현에 힘쓰면 누구나 성인 

곧 천이 될 수 있다는 동양적 사유는 분명히 다르다. 유인석은 여기에 생각이 미쳤으나 단

지 그것 때문에 서양사상이 국한된 낮은 차원이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인식

은 사실 위정척사론자들의 기(氣)에 한 리(理)의 우위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ꡔ화서

아언(華西雅言)ꡕ에 집중 논의되고 있는 형이하로서 기에 한 형이상으로서 리의 우위에 

해20) 최익현/유인석이 사상적 논의를 전개한 글은 없다. 이들은 정치적 실천을 위해 도리

(道理)로서 중화를 강조하며 개화파/서양의 주장이 형기의 낮은 차원임을 부각시키는데 주

력하 을 뿐이다.

4. 도덕주의적 실천방안 및 그 한계

“경솔하게 화의 것을 고치고 이 의 것 따르기를 즐겨 하신다면, 신은 두렵거니와 

황천이 돌보지 않고 조종들이 진노(震怒)하시게 되어, 비록 스스로 면하려고 하셔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성상께서는 장차 어느 것을 택하시렵니

까?”(최익 )

최익현/유인석의 정치에 한 관심은 도덕국가 건설이었다. 그 처방은 성리학적 가치기

준에 입각한 위계질서의 재확립이었다. 중화문명국가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그들이 구상

한 이념적 원칙과 실천적 방안들 가운데 표적인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체로 그

들의 처방은 군주통치를 전제한 왕정복고라는 점에서 보수적임에 틀림없다. 물론 현 인들

이 정의한 시 개념에 따르면 시 착오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의식의 내면을 파헤쳐 그것이 

당시에 얼마나 절실한 갈구 는가를 헤아려보면 그들의 수구를 시 착오라고만 보기는 어려

운 점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처방에 한 다음의 비판적 질문들에 하여 효과적으

로 방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적 한계가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최익현이 송시열을 추종하는 이유를 밝힌 다음 구절은 중화 문명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들 처방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 “첫째는 중화(中華)를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것이요, 둘째는 흑수(黑水, 白湖 尹鑴를 말한다)를 공격하고 주자(朱子)를 호위하는 것이요, 

셋째는 명교(名敎)를 부식(扶植)하고 도학을 천명한 퇴계(退溪)․율곡(栗谷) 이하 여러 선생을 

법받고 추념(追念)해야 하는 일들이다.”(ꡔ면암집2ꡕ, 263) 그리고 정치적으로 춘추 의(春秋

大義)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위정(衛正)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정(正)이라는 요-순-우-탕-

문-무와 공맹(孔孟)이 정의한 선왕의 도가 왜 시공을 초월한 진리인지, 시 적 공간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왜 그것을 주장하고 지키려는 것인가? 자신들이 정의한 정만이 

20) 이상익 1997, 96-1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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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위정척사론자들의 인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을 생래(生來)적인 것으로 볼 경

우도 마찬가지다. 주관적 관념에 갇혀 객관적 실체를 놓쳤다는 비판들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아 보인다. 고치(古治)를 회복하고 사서육경(四書六經)으로 복귀하자는 유인석의 주장(ꡔ우
주문답ꡕ, 17)을 볼 때도, 그의 정치(政治)에 해 정의와 법가에 한 부정이 외유내법(外儒

內法)이란 중국전통정치의 객관적 특질을 현실성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2)최익현/유인석이 주로 활동하던 시 는 일본의 국권침탈이 구체화되던 시기라 그들의 

행동에 한 처방은 상당부분 어떻게 일본에 항할 것인가에 모여져 있다. 정치현실상 일

본이 서법(西法, 일본)→개화(開化)시킴→독립(獨立)시킴→보호(保護)명분→합방(合邦)강행의 

길을 가리라는 것을 최익현/유인석은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 특히 최익현의 ｢지부척화소(持

斧斥和疏)｣가 ‘공교롭게도’21) 예언한 것인지 인간심성에 한 깊은 천착과 인간사회 내면질

서의 운용에 한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한 강렬한 저항정신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

다. 일본을 금수=이적으로 본 점은 최익현/유인석이 일치하지만, 항방법에서 최익현은 상

소를 통해 고종을 설득하는 방법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보다 아홉 살 뒤에 태어난 유인석은 

의병을 동원해 일본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런데, 일본의 국권침탈에 항한 행

동이라면 그 1차 목표는 국권회복일텐데, 개화파나 서양 장점의 수용 또한 국권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중화문명의 이상국을 세

우기 위함이라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예컨  최익현이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는 ‘순수한’ 이

유로 전투를 포기해 잡힘으로써 뜻 있는 더 많은 의병동지들을 어처구니없게도 죽음으로 몰

아넣는 것처럼 동족-민족-국권 등에 한 객관적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국권상실 직후 그들의 운동목표는 국왕에 한 충성인 근왕(勤王)과 전통적 왕정을 

회복한다는 복벽(復辟)이었다. 그들에게 무슨 근 적 국가 관념이란 있을 수 없었고, 전통적 

국가관념을 바꾸려는 의식도 노력도 없었다. 오직 전통 국가관념에 입각하여, 그것을 정확

히 실현함으로써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유인석의 경우 만주

로 옮겨가 다른 독립운동세력들과 합류하면서, 민족국가 건설론에 동참하기도 하지만22) 그

가 내린 처방은 근본적으로 근왕과 복벽을 벗어나지 않는다. 군주, 구체적으로는 고종이 정

신을 차리고 성인의 도를 밟아 가서 단기적으로는 왜양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왕이 

도덕적 모범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근본을 다스려야 한다며 군주

의 수신(修身)에 모든 것을 기 한다. 최익현이 고종에게 황제를 칭하지 말고 전하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국역 면암집』1, 144) 것도 명분과 실상에 맞는 ‘폐하(陛下)’여야 한다는 

수신론의 연장으로 보인다. 최익현의 고종에 한 상소는 고종을 가르치려는 의식으로 가득

하다. 유가사상이 근본적으로 성인-군자-유생의 학문권력체계가 군주-신하-백성으로 이어

지는 정치권력체계를 이끌고 지도하여 궁극적으로 성왕이 다스리는 도덕국가 건설에 있음을 

21) 예컨  강재언 1986, ꡔ근 한국사상사연구ꡕ(서울: 미래사) 80-81쪽의 시각이 그렇다.

22) 확실히 1905년 이후 유인석의 행보는 시 에 따른 사상적 변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

체적으로는 일관된 위정척사론을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주권개념을 갖게 되는 것 같으며 새로운 

국권의식을 보인 부분도 있다. 이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며, 수단으로서 

서양을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서구문명 비판으로부터 사상적 변

모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ꡔ우주문답ꡕ 후반부 참조) 이 글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므로 여기서는 생략했으나, 다만 이로 인해 유인석이 근 적 주권의식을 가졌다고 주장하거나 민

중적 성격을 보 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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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23) 최익현/유인석이 철저한 유학정신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가고 

많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고종에 한 최익현의 가르침은 성인이 되라는 충고에서 질타로, 

마침내는 폭언까지 하고, 끝에는 죽으라고까지 질책한다. 그런데, 왕정국가론에 한 보편적 

질문 즉 국왕이 현명해지기만을 ‘기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명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

는가? 최익현처럼 통한의 질타를 하다가 끝내 아무 기 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눈물을 머금고 자결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확실히 최익현/유인석의 논의에서는 눈앞에 발

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문제를 타개할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

다.

4)개화에도 반 하고 자주에도 반 한다. 개화와 자주를 왜놈들과 연계하려는 술책, 중

화를 버리려는 술책으로 본다.(『면암집1』, 140). 그래서 내수(內修)책으로 군주통치․관료체

제 정비․사회경제 혁신을 제시하고, 외양(外攘)책으로 서학금절․양물금단(洋物禁斷)․어양(禦

洋)․척왜(斥倭)를 내세운다. 중국을 버리고 일본과 관계하려는 움직임에 한 당시의 국론 

분열상을 보는 듯하다. 오늘날 아시아를 버리고 미국과 관계하려다, 요즘은 또 미국을 버리

고 중국과 관계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나라 ‘자주의식의 양면성’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개화파들이 강제로 머리를 깎는 등 너희를 잘 살게 만들어 

주겠으니 시키는 로 하라는 행위가 자주로 비치지 않듯, 위정척사론자들이 오직 중화만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라는 고집 또한 독선으로 보인다.24)

5)중화를 지키기 위해 중국정치가 왕정으로 복귀하기를 기 하고(『우주문답』), 조선에

서는 맹약을 하여 중화지키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익현의 <노성 궐리사에서 강회

할 때 맹서한 조약(魯城闕里祀講會時誓告條約)>(ꡔ면암집2ꡕ, 219-223)에 적나라하게 표현되

어 있다. 그런데, 중화를 반(反)자본주의적 문명의 전형으로 본 점을 아무리 긍정하더라도 

‘중화’사상 자체가 주변 국가와의 관계성의 산물로 주의(主義)화한 것이란 점에서 볼 때, 그 

내면에 중심부와 주변부의 우열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최익현/유

인석의 논의가 중심지향의 사유이며, 사 주의적이며, 힘의 논리가 개입된 정치이데올로기

로서 중화주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그러니 중국

이 청(淸)을 물리치고 크게 변동하리라는 예상(ꡔ우주문답ꡕ, 7)은 맞았지만, 결과는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한 주자학적 왕정국가가 아니라 그토록 배척한 공화제 국가 다.

6)만국공법 운운하며 서양의 것을 취하는 듯한 부분이 꽤 많다. 그러나 이는 척왜의 수

23) 장현근, ｢도덕이상주의: 선진 유가의 내성외왕론｣(한국정치사상학회 2002년 9월 연례학술 회 발

표문) 참조.

24) 1870년  위정척사론자들에 하여 자주의식이 강한 민족주의자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중화에 하여 

‘자주’ 함에는 반 하나, 서양 및 일본에 해 주체적 시각을 가졌다는 시각이다. 그 결과 이들에 한 비판도 

다음과 같다: “배타적인 자주의식만 강조하 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발전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 다고 

평가된다. 그들이 고수하려고 한 세계는 중화․소화를 포괄한 중국중심의 화(華)의 세계 고, 그들이 지키려고 

한 사회체제는 구질서에 입각한 봉건체제 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토록 파수(把守)하려고 한 조선의 주체는 근

민족으로서의 한국사회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창규 외 1978, ꡔ한국민족사상사 계 4 근 편․현
편ꡕ, 서울: 형설출판사, 209쪽) 그러나 무엇이 순기능인지 무엇이 근 민족인지 정의하지 않고 오늘의 잣 를 

그들에게 들이댄 것이어서 이 비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유세계를 정확히 인지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비판이란 점에서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에 그런 비판을 부를 소지가 내재하고 있음은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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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서 말한 것이지 국제정치에 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자발적으로 국제질서에 참여하려

는 의도는 아니다. 서양의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논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전국의 사민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맹세하여, 군기(軍器)와 총포(銃砲)를 제외하고는 

일체 저들의 물건을 쓰지 말고, 기계(器械)의 편리한 것이라도 본국 사람이 제조한 것이 아

니면 사서 쓰지 말 것”(『면암집2』, 218)을 건의한 경우가 그렇다. 아예 과학기술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25)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당시의 모순과 혼란은 상당부분 (서양의) ‘힘’ 

앞에 나약한 (조선의) 통치‘이념’이 그 이유 중 하나 다. 따라서 왕정으로의 복귀를 주장하

려면 ‘힘’에 한 최소한의 해답을 주었어야 했다. 

7)나라가 망해 가면 뜻 있는 유생들은 세 가지 길 즉 거병(擧兵), 부해거수(浮海去守), 

자정(自靖)을 선택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나약한 지식인들에게 의병에 참여하든지 망명하든

지 순절 또는 숨든지 적극적인 실천을 보이라는 충고이다. “일제(日帝)의 침략에 조선 정부

가 무기력하게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하자 도학파(道學派)가 보이는 입장으로서, 하나는 의

거(義擧)하여 적을 토벌하고 물리치겠다는 거의소청(擧義掃淸)의 입장이고, 하나는 목숨을 

끊어 절의(節義)를 지키겠다는 치명수지(致命遂志)의 입장이고, 하나는 해외(海外)로 망명(亡

命)하여 전통을 지키겠다는 거지수구(去之守舊)의 입장이고, 하나는 깊은 산(山)속으로 들어

가 은둔하여 안정하겠다는 입산자정(入山自靖)의 입장이 있다.”26) 이 요약엔 화서학파의 방

법이 모두 들어 있다. 특히 유인석의 처변삼사(處變三事) 즉 거의소청․거지수구․자정은 당시 

선비들의 행동에 지 한 향을 미쳤다. 그런데, 도의를 지켜야 한다는 중화질서 수호의지

를 가지고 유교의 의리에 합치되는 것만을 정당한 행동으로 본다면 개방적 개혁의식을 갖는 

혁신적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유인석의 정치사상에서 수구와 혁신의 모순은 그의 

하층양반지주 지식인으로서의 계급적 입장과 국난을 당하여 발동한 애국심 사이의 모순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8)서양의 정치제도는 동양의 실정에 맞지 않으니 동양은 정신문명을 높이는데 모든 역

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자기 군주제도를 버리고 민주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첫째 

정치 혼란을 불러 일으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군주제도

로 하여 반드시 전제(專制)하고 민주제도라 하여 반드시 민주하는 것이 아니니, 민주하고 

전제하느니 군주하고 민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결과라 할 것”(ꡔ우주문답ꡕ, 39)이라고 

한다. 서양에서 발달한 제도는 동양의 실정에 안 맞다는 논리다. 그런데, 노쇠한 현 민주주

의를 볼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접근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중국은 정신문명에 강하고 

서양은 물질문명에 강하다는 이분법의 실체는 무엇인지, 입헌군주정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동양의 정신문명만을 추구하라는 요구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그토록 

존경하던 스승 이항로처럼 보편적 정치원칙으로서 리(理)에 해 논의하고 거기서 그들의 

반개화/척왜양이란 정치실천의 근거들을 찾아내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을 지녔을 것이다.

25) 예컨  최익현의 시: “평생에 미운 것은 火輪車/하루에 천리길을 달리고 있네/우리 師友들을 태우고 가니/

찢어지는 듯 번개같이 달려 가네/저 기차, 저 기선이여/어찌 저렇듯 어질지 못한가/묻노니 누가 만든 것인

가.”(ꡔ면암집1ꡕ)
26) 琴章泰․高光稙 공저 1986, ꡔ儒學近百年ꡕ(서울: 박 사), 7쪽.

27) 朱紅星외 지음, 김문용/이홍용 옮김 1996, ꡔ한국철학사상사ꡕ(서울: 예문서원),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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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최익현/유인석을 읽고 있으면 우리 어린 시절, 중국사로 예를 들어가며 공맹(孔孟)의 도

리를 이야기해주시던 하얀 도포에 갓 쓴 할아버지 유생이 생각난다. 어려서부터 『천자문

(千字文)』에 『십팔사략(十八史略)』을 배워 모든 마을에서 중국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자임하던 시 는 그 할아버지 시 로 끝나고, 지금은 극히 일부 전통을 지켜 가는 유림들만

이 남아있을 뿐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한 ‘왜’문화의 유입시기와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천박한 재력에 의한 ‘양’문화의 유입시기를 지나고도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 

보통 지식인들이 중화주의의 그림자에 놓여 있었음을 생각하면, 100년 전 최익현/유인석의 

시 에 이 땅이 얼마나 중화주의적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장터에서 듣던 판소리 

사설, 그 어려운 한문구절과 시시콜콜한 중국사 이야기를 이 땅의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음이 경이롭다. 상거지 차림의 이몽룡이 남원군수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남겨놓은 “금준

미주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 옥반가효만인고(玉盤佳餚萬人膏)～～”는 중국 명(明)나라 때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극작가 구준(邱濬)의 시인데, 조선말 지식인들이 그런 책들까지 섭렵

하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확실히 최익현/유인석의 시 는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근 ’가 맞다. 그러

나 그들이 처한 세상은 ‘근 ’가 아니었다. 척사위정파는 근 에 소위 nation state와 같은 

서구식 ‘근 국가’를 건설하려는 생각도, 의지도, 구상도,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은 건설을 

생각하지 않고 복원을 생각했다. 새로운 세계의 개척을 미워하고 아름다운 과거로의 복귀를 

그리워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과거는 중화(中華)문명의 세계 다. 철저한 주자학적 질서가 

통하는 세계, 정신은 중국적 자부심으로 가득 찬 세계, 도덕국가, 도덕질서의 회복이 그것이

었다. 중화를 내면화하고, 도덕문명국가를 보편의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적(서양, 일본)의 

도전은 야만화의 길이다. 개화파 정치는 문명의 부정이자 자기 훼멸이다. 

위정척사론자 자기존재의 확인은 문명국가 건설을 위해 건설에 방해되는 개화파를 제거

하고, 중국이 살아나길 기 하고, 우리만이라도 중화질서 재구축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죽기 

직전 최익현은 이렇게 얘기한다: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강토를 도로 찾지 못하여 4천 년 

화하(華夏)의 정도(正道)가 흙탕에 빠지는 것을 붙들지 못하고, 삼천리 강토에 있는 선왕의 

백성이 어육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하 으니, 이는 신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까닭입니

다.”(『면암집1』, 238) 따라서 위정적사론자들로부터 근 국가 관념을 끌어내려 한다거나 

근 적 관념과의 언어적 일치라도 주장해야 한다거나 등의 주문은 문제제기 자체가 그들을 

부정하고 출발하는 것이어서 그들 사상을 제 로 읽어낼 수도 없으며 해답을 얻을 수도 없

다.

최익현/유인석은 구조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다. 구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자체를 아예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구조의 틀을 부숨으로써 보다 좋은 ‘정치’

에 도달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정치

가’인가에 하여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미 존재한 군주를 인정하고, 분명히 

존재했다고 믿는 삼 의 이상정치로 처방을 내릴 뿐이다. 즉 먼저 해답을 가지고 현상을 분

석하는 경우에 속한다. 답을 가지지 않고 연역적으로 고민하여 좋은 정치와 훌륭한 정치가

를 구상했다면 당시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주자

(朱子)처럼 성인의 말을 따르고 해석하는데 일생을 바치지 않고 공맹(孔孟)이나 선진제자처

럼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고 현상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기울 다면 창조가 가능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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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모른다.

최익현/유인석을 읽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학문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들에게 신문잡지나 읽고 인용하며 늘 정치적 권위를 꿈꾸는 학문태도는 

없었다. 주자학자인 그들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은 중화를 

뜻한다. 즉 문명의 이상으로서 중화질서를 뜻한다. 현상으로서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라 이념으로서 중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자학적 질서 속에서 철저한 화이론에 기초하여 

학문=인생목표=문명이상=치세를 등치시킨다. 그리고 학문과 사상, 앎과 행동을 일치시켜 실

천한다. 성리학을 체화(體化)시켜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다. 무수한 최익현의 상소와 모든 것

을 포기한 유인석의 의병운동을 보면, 조그만 권력을 쥐고 교묘한 위세를 떨치는 말을 서슴

지 않는 얄팍한 학문태도는 없었다. 그들이 근 를 제 로 인식했는지 못했는지, 근 국가

의 관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수구반동인지 고집이 센 선비인지 

따위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는 얘기들은 근 병에 걸린 학자들이, 근 라는 관념에 물씬 젖

어 있는 스스로가 과거인들보다 우월하다는 맹목적 인식에 근거하여 내린 단정이다. 중요한 

것은 공맹을 통해, 정주를 통해 충분히 그려진 문명의 이상을 최익현/유인석이 어떻게 체화

시키고 있는가를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학문과 삶에 해 실마리를 찾는 일이다.

적어도 우리는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을 통해 그들이 문명에 하여 내린 도덕

주의적 정의가 맹목적 서구추종의 물질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현 의 우리보다 훨씬 주체적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화문명을 우위에 두고 서양을 야만으로 본 그들의 접근방

법이 서양근  국민국가의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동

서사상의 융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문명에 한 동양적인 개념 하나를 갖게 된 것이다.

다만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상에 한 아쉬운 사족 하나를 달면 이렇다. 학문과 삶

을 일치시키는 노력은 인식과 주장의 일치에서 찾아질텐데, 그들은 중화문명의 그늘에 가려 

한자를 사용하면서 이념으로서의 중화와 실체로서의 중국을 헛갈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말글이 아니라 한자를 사용하 으니 창조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 

성리학 최  맹점은 문명으로서 중화의 그늘에 서 있다고 자임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문명이 

아닌 실체로서 중국의 그늘에 서 있음을 말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문명의 언어로서 

한자를 쓰면서 사실은 실체로서 중국의 글자를 썼다. 그들의 중국어는 시원치 못했고, 결국 

우리말을 통해 자신들의 문명의 이상을 중화의 질서와 합치시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말았

다. 그들에게 민족주의적 전향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언어의 등치를 통해 보다 깊

은 사유세계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후학들이 지금 백년이 지나고도 자기 개념 하나 정립하

지 못한 갈증에서 좀 일찍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오늘날 많은 총

명한 사람들이 뻔한 중국어실력과 한자실력으로 해석학 운운하며 어로 목소리를 높여 탤

런트가 될 뿐, 학문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한 풍토는 이런 유산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이 논문은 최익현/유인석의 중화적 사유를 드러내는 작품에 치중한 나머

지 그들의 입체적 사고를 규명하지 못했고, 그들의 내정개혁안이나 의병활동에 해서도 구

체적인 연계를 설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100년 전 지식인들의 친중화(親中華)가 어

떻게 100년 후 오늘날 지식인들의 친서학(親西學)으로 관념이 전이되었는지, 그 사이의 부

자연스럼움, 반지성적․권력적․폭력적 역사성 등에 한 보다 적극적인 학문적 규명을 못한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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