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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熊本) 실학파의 퇴계학 수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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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마자키 안사이 비판
5. 결론에 대신하여—천인무간론과 한일관계의 시사점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사상사에서 이퇴계의 학문과 인격에 가장 심취하였다고
말해지는 구마모토(熊本) 실학파의 원조격인 오쓰카 다이야(大塚退野)의

사상을 중심으로, 후일 그의 학문을 계승한 요코이 쇼난(横井小楠)과 모

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의 관련하는 언설도 가미하여 이 학파의 퇴계학
수용 모습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
색해 본 것이다.
다이야는 17-18세기의 동아시아 사상사, 좁게는 에도 사상사의 여러
* 본 논문은 JSPS科硏費 JP16K02199의 조성을 받은 것임.
**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學) 준교수 / eom.seogin.fw@u.tsukub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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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판도 중에서 주자-퇴계의 정통주자학을 선택하여 심취하였고, 이것
이 후일 동향의 후배 학자들이 지쓰가쿠(實學)라는 새로운 학문을 시도
할 때의 밑받침이 되어 막말유신기(幕末惟新期) 사상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였다. 본고에서는 구마모토 실학파 학자들과 퇴계학의 일차적인
접점과 영향이 심술공부(心術工夫=心學)에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작
업으로 다이야를 비롯한 이들 학자들의 이퇴계 언급과 오규 소라이(荻生
徂徠)와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에 대한 비판적 언설을 검토하였다.
소라이와 안사이에 대한 비판은 일본사상사에서 퇴계-구마모토 실학파
의 위치와 사상적 특징을 들어내기 위한 장치적인 의미도 갖는다. 끝으
로 이 심술공부의 중시는 천일합일론으로 연결되어, 타국을 대할 때의
‘진실한 마음’ ‘천지인의의 대도’, 그리고 허구적인 ‘국가’의 체면과 경쟁
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을 돌보는 참된 ‘인’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
람직한 한일간의 미래상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퇴계와 그의 후계
자로서의 구마모토 실학파의 학자들이 시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이퇴계, 구마모토 실학파, 오쓰카 다이야, 요코이 쇼난, 모토다
나가자네, 심술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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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에서는 일본사상사에서 이퇴계(李退溪, 1501-1570)의 학문과 인
격에 가장 심취하였다고 말해지는 구마모토(熊本) 실학파1)의 원조격인
오쓰카 다이야(大塚退野, 1677-1750)의 사상을 중심으로, 후일 그의 학

문을 계승한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과 모토다 나가자네(元

田永孚, 1818-1891)의 관련하는 언설도 가미하여 이 학파의 퇴계학 수
용 모습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구마모토 번 출신 학자들의 학안(學案)에 해당하는 비후선철위적(肥
後先哲偉蹟) 은 오쓰카 다이야에 대하여 “이름은 히사나리(久成), 통칭은
단자에몬(丹左衛門), 처음 호는 겐사이(蹇齋), 다시 후사이(孚齋)로 개칭
하였고, 치사(致仕) 후에 다이야(退野)로 칭하였다. 세록(世祿)은 200석
(石), 반시쿠미와키(番士組脇)를 역임하였고, 1750년(寬延3)3월5일, 향년
74세로 몰하였다”2)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다이야의 학문을 논할 때 자
주 이용되는 주요한 자료로는 문인인 모리 세이사이(森省齋, 17141774)가 기록한 대총퇴야선생어록(大塚退野先生語錄) (筆寫本)3)과 비
후문헌총서(肥後文獻叢書) 권4에 수록되어 있는 부재존고(孚齋存稿)
가 있다. 후자의

4)

부재존고 는 다이야 사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쇼난과 모토다 등의 실학파 구성원들이 그들의 강학회를 전후하여
1) 阿部吉雄의 日本朱子學과 朝鮮 은 구마모토 실학파와 퇴계학의 관계에 대하여
“九州熊本에 崎門派의 주자학과 同調共趣의 주자학파가 등장하였다. 大塚退野
와 藪愼庵, 藪孤山에서 시작하여 幕末維新期에 橫井小楠과 元田永孚 등의 인물
을 배출하였다. 이것을 熊本實學派라고 한다.……이 학파의 사람들이 이퇴계를
존신하는 모습은 佐藤直方派 이상이었다”( 日本朱子學と朝鮮 , 東京大學出版
會, 1965년, 472쪽)고 논하고 있다.
2) 武藤嚴男編, 肥後先哲偉蹟 正續, 隆文館, 1911년, 27쪽. 正編출판은 1893년.
3) 上妻博之, 新訂肥後文獻解題 , 舒文堂, 1988년(初出版은 1956), 179쪽. 上妻
는 여기에서 ‘기록은 70개조이며, 대체로 退野學問의 변천, 諸學者의 평론, 수양
론 등의 내용으로 退野의 사상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의 인용은 九州大
學所藏本을 이용하였다. 여기에는 96개조의 언설로 구성되어 있다.
4) 武藤嚴男･宇野東風･古城貞吉編, 肥後文獻叢書 4, 隆文館,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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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록한 것이 원형이 된다.5) 모토다의 환력지기(還曆之記) 에는 그가 실
학 강학에 열심인 것을 조부가 기뻐하여, 미처 필사하지 못한 부재존고
등의 유고들의 정리를 도왔다고 하는 내용이 보인다.6) 앞의 퇴야어
록 은 98개조, 뒤의 부재존고 는 전체 3권과 습유(拾遺)로 구성되어 있
지만 이것도 예컨대 다이야가 자신의 글에서 비평하는 안사이나 소라이
등의 문집과 비교하면 그리 많지 않은 분량이다.
여기에서 일부러 이와 같은 것을 언급한 이유는 쇼난이나 모토다 등
의 발굴과 현창에 의해 지방의 한 유학자로서 일본사상사(좁게는 江戶儒
學史)에서 지명도가 거의 없었던 다이야가 이른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다이야의 퇴계학에의 심취가 있었다
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7-18세기의 동아시아 사상사, 좁
게는 에도사상사의 여러 학문 판도 중에서 다이야는 주자-퇴계의 정통
주자학을 선택하여 심취하였고, 이것이 후일 동향의 후배 학자들이 지쓰
가쿠(實學)라는 새로운 학문을 시도할 때의 밑받침이 되어 막말유신기
(幕末惟新期) 사상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다이야와 그의 후계자들은 퇴계의 어떤 점에 공감하였는
지, 그것은 일본사상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통
하여 한일관계의 구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이야를 논하기에 앞서서 일본에서 퇴계학의 영향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를 모토다
나가자네가 초안한 ｢교육칙어(敎育勅語)｣7)를 둘러싼 논의를 통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5) 상동서, 例言2쪽. 위 上妻의 新訂肥後文獻解題 에서도 “天保(1831-1845)･嘉
永(1848-1855) 시기에 米田･橫井･荻･元田 등의 여러 선배들이 협력하여 집록
한 것”(237쪽)으로 소개하고 있다. 강학회 개시 시기는 쇼난이 에도 유학 중 酒
失로 구마모토로 귀환되어 70일 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1840년(天保11년) 12
월 이후의 1841년부터로 추정하고 있다.
6) 元田竹彦・海後宗臣編, 元田永孚文書 1, 元田文書硏究會, 1969년, 36쪽.
7) 1890년 발포되어 1948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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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계학의 영향을 보는 시각―모토다 나가자네의 ｢교육
칙어｣
구마모토 실학파에 대한 이퇴계의 영향을 말할 때 자주 거론되는 대
표적인 언설의 하나가 조선총독부촉탁이었던 마쓰다 고(松田 甲, 1864
-1945)가 소개하는 아래의 말일 것이다. 마쓰다는 이것을 메이지(明治)
천황의 시강(侍講)이었던 모토다 나가자네가 ‘궁중에서 진강’했을 때의
말로 인용하고 있다.
정주(程朱)의 학은 조선의 이퇴계에게 전해지고, 다이야 선생은 퇴계
가 편찬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를 읽고 초연히 얻은 것이 있었다.
이제 나(모토다)는 다이야의 학문을 전하여 이것을 지금의 메이지 천황
에게 올린다.8)

마쓰다는 모토다의 이 말 뒤에 “실로 퇴계가 편찬한 주자서절요 는
그의 자성록(自省錄) 과 더불어 일본의 교화에 공헌한 바가 심대하다”

고 하는 자신의 평가를 부가하고 있다. 이 말이 들어있는 글인 ｢자성록
과 주자서절요(自省錄と朱子書節要)｣는 다른 이퇴계 관련의 5편의 글과

함께 1930년(昭和6년)에 출판한 일선사화(日鮮史話) 제6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마쓰다는 이 1930년의 출판년에 대하여 “이 해는 퇴계가 몰한
경오년(庚午年)으로부터 6주기의 경오년에 해당하며 정확히 360년의 세
월이 흘렀으니, 가장 추원의 뜻을 나타낼 시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8) 松田甲, 日鮮史話 3권제6편, 原書房, 1976년, 47쪽. 阿部吉雄도 전게 日本朱
子學と朝鮮 (484쪽)과 李退溪-その行動と思想 (評論社, 1977년, 196쪽)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단 阿部는 이 말의 출처에 대하여 뒤의 책에서 ‘｢元田家文書｣
에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文書 중에 이퇴계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상동). 한국에서는 박종홍이 松田의 이 말에 근거하여 “후일에
새로운 사료들이 더욱 발견됨에 따라 보다 깊은 영향이 일본의 근대정신사 내지
明治維新의 기본정신을 좌우하였음이 밝혀질는지도 모를 일이다”고 하는 기대
감을 나타냈다고 한다(강해수, ｢‘道義의 제국’론의 射程｣, 일본공간 11호, 국민
대일본학연구소, 2012년,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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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하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마쓰다 자신이 얼마나 퇴계에 심취
하였으며 일본(사상)에서의 퇴계학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퇴계에 대한 심취와 영향력 인식의 태도가 최종
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가 과연 어디였냐고 하는 점이다. 마쓰다는 위의
모토다의 말을 소개하는 ｢자성록과 주자서절요｣의 말미에서 ｢교육칙어｣

를 모토다가 메이지 천황의 명에 의해 초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
람은 많지만, “그러나 도야(東野, 모토다의 호)가 이퇴계의 학문을 존신
한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이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를 희망한다. 특히 조선 사람들 그리고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를 알
게 되면 융화자료(融和資料)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9)고 하
여, 자신의 퇴계와 퇴계학에 대한 연구와 출판 작업이 조선과 일본의
‘융화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였다. 마쓰다가 말하는 ‘융화자료’란 다
른 말로 식민통치의 영속화를 위한 자료에 다름 아니었다.
도야(東野)는 일본국민으로서 항상 복응할 ｢교육칙어｣ 성립의 대공
훈자이다. 그리고 그 학설이 주자-이퇴계-오쓰카 다이야-모토다 도야
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헤아릴 때 내선(內鮮, 일본과 조선)관계의 심
대함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칙어｣는 일
본과 조선의 모든 학교에 걸려있다. 이것을 기초한 도야는 퇴계의 존신
자이고, 또 퇴계는 조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학의 태두(泰斗)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봉독할 때는, 메이지 천황의 마음을 회상하여 감개

무량해 진다. 내선동화(内鮮同和) 또는 내선융화(内鮮融和)를 위해서 이
들(퇴계와 모토다)의 관계를 잘 연구하고 또 영구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10)

이퇴계를 찬양하고 모토다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목적의 저변에 영속
적인 ‘내선동화’ ‘내선융화’를 위한 식민정책의 의도가 존재하고 있었음
9) 松田甲, 전게 日鮮史話 3권제6편, 49쪽.
10) 상동,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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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퇴계가 일본사상에서 갖는 영향력
을 마냥 자랑스럽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대목일 것이다.
일본인에 있어서도 주자-이퇴계의 학통에 연결되는 유학자(주자학자)

인 모토다가 관여한 ｢교육칙어｣는 복잡한 위상을 갖는다. “일본인의 훌

륭한 정신과 행동을 낳은 ｢교육칙어｣”11)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한쪽에

존재하지만, 뿌리 깊은 위화감도 엄연히 공존한다. 근래(2017년)에 ｢교

육칙어｣를 학교 도덕교육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하여 교육사학회(敎育史學會)가 학회 차원에서 반대성명을 낸

것도 그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교육칙어｣를 역사 사실을 비판적으
로 인식하는 자료로서의 이용은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의 도덕교재로서의
사용은 주권재민을 이념으로 하는 일본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한다’고
하는 취지의 반대성명이다. 성명은 구체적인 폐해사실로서 3가지를 제시

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교육칙어｣에 기술된 덕목 모두가 ‘천양무궁(天
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할 것’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에서 구
하고 있다.12)
모토다가 유학자인 점을 상기한다면13), 결국 교육칙어의 폐해는 모토
다도 언급하는 유교사상을 ‘황도(皇道)의 훈해(訓解)’14) ‘황도의 주석(註
釋)’15)으로 자리매김하는, 황도주의와 유교의 일체화 혹은 유교의 황도주

의에의 복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16) ｢교육칙어｣는 황도주의적인 유
11) 伊藤哲夫, 敎育勅語の眞實 , 致知出版社, 2011년, 9쪽.
12) 教育史學會, ｢｢教育ニ関スル勅語｣（教育勅語）の教材使用に関する声明につい
て｣. 3가지의 폐해사실은 ｢교육칙어｣가 천황에 의한 국민지배의 주요한 수단으
로 작용하였다는 점, 이것 자체가 신성시되어 학교현장에 불합리와 비극을 초래
하였다는 점, 민족적 우월감의 근거로 작용하여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ttp://kyouikushigakkai.jp/info/2017/0508115621
13) 모토다의 조언을 얻어 최종안을 정리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1843-1895)
도 요코이 쇼난과 모토다가 학문을 연마하였던 熊本藩校時習館의 居寮生 출신
으로 유학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14) 元田永孚文書 2, 108쪽.
15) 元田永孚文書 3, 231쪽.
16) 교육학자 야마즈미 마사미(山住正已)는 ｢교육칙어｣와 유교의 관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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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통한 ‘국민교육의 대방침으로, 아래의 신민들이 의존해야 할 강상(綱
常)”17)이었고, 이것에 대한 반발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점(황도주의적 유교)에서 퇴계의 책임은 물론 없겠지만, 문제는 그
비판이 주자학에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적 교육학자인 야마
즈미 마사미(山住正己)의 다음과 같은 신랄한 비판이다.
이러한 선인들의 생각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20년대 초엽에 ‘교육
체계’의 확립을 지향하는 위정자들의 눈에는 띠지 않았다. 아니,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 ｢교육칙어｣를 작성하고 발포한 사람들의
생각은 진사이(仁齋)나 소라이(徂徠) 등의 도쿠가와(德川) 시대의 뛰어
난 유학자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고, 그것은 일본의 교육에 불
행한 일이었다.18)

｢교육칙어｣의 작성자(모토다)와 대비되어 도쿠가와 시대의 ‘뛰어난 유
학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와 오규 소라
이(荻生徂徠, 1666-1728)의 학문이 주자학의 안티테제로서 주장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야마즈미가 언급하는 ‘정반대의 것’이란
진사이와 소라이의 ‘관용주의’에 대한 주자학자의 도덕적인 ‘엄격주의’이
고19), 더 구체적으로는 ‘솔성(率性)’과 ‘성선(性善)’의 해석에 관한 두 진
영의 대립이었다. 야마즈미는 주자학의 모토다가 성선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에서 그 성을 따를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진사이와 소라이는 사
람의 성을 개인적이고 유한한 것으로 간주하여 후천적인 학문의 중요성
을 중시하였다는 논의로 두 진영을 대비시키고 있다.20) 특히 소라이의
9세기의 일본에는 일상적인 德育의 방침으로 유교이외에 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교육칙어에서는 五倫의 일부를 약간 수정하여 덕목으로 열거하였
다’고 하면서, ‘勅語의 전체적인 구조는 국가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에 모
두 身命을 바칠 것을 요구하여 일상의 도덕도 이 궁극목적을 이룰 수단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교는 완전하게 이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敎育勅語 ,
朝日選書154, 朝日新聞社, 1980년, 130쪽)
17) 井上哲次郞, 増訂勅語衍義 , 文盛堂, 1899년, 1쪽.
18) 山住正己, 教育の体系 , 日本近代思想大系6, 岩波書店, 1990년, 515쪽.
19) 상동, 5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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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學則) 의 마지막 구절인 “학문은 설령 제자백가나 하찮은 기능의
학자가 될지언정 도학선생(道學先生)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21)는
말을 인용하여 도덕수양을 강조하는 도학선생=주자학자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마즈미는 그러한 주자학자인 모토다에 의해 ｢교육
칙어｣가 만들어진 것이 ‘일본의 교육에 불행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야마

즈미의 글에 이퇴계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조라면 퇴계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도 기대할 수 없고, 퇴계학을 통한 한일관계의 긍정
적인 모색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자학의 도덕중시나 성즉리(性卽理)로서의 보편적 성선의 이
념을 이른바 후일의 전체주의적인 국체론(國體論)에 직결시키는 것은 아

무래도 무리한 논의일 것이다. 야마즈미는 ｢교육칙어｣ 발포 이후의, 앞

의 교육사학회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역사적인 폐해를 감안하여 주자학
을 비판하고 보편보다는 개별성을 중시하는 진사이나 소라이의 사상에
호감을 표시한 것일 테지만, 그러한 결과적인 폐해는 ｢교육칙어｣ 작성자

들에 있어서도 결코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의
“교육칙어가 메이지 시대의 윤리사상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 특징은
동서고금에 타당한 도덕을 말하는 점에 있지, 천황숭배나 충효 등을 역
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칙어의 내용을 차분히 검토한다면 알 수 있
다”22)고 하는 옹호적인 평가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구마모토 실학파의 세 학자는 모두 소라이를 비판
한다고 하는 공통항을 갖는다. 본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대체로 비

20) 山住正己, 전게 敎育勅語 , 166-170쪽. 야마즈미가 인용하는 진사이와 소라이
의 구절은 “蓋人之性有限, 而天下之德無窮. 欲以有限之性而盡無窮之德, 苟不由
學問, 則雖以天下之聰明不能”( 伊藤仁齋･伊藤東涯 , 語孟字義 學2조, 日本思
想大系33, 岩波書店, 1971년, 147쪽), “亦謂先王率人性而作爲是道也. 非爲天
地自然有是道也”( 荻生徂徠 , 辨道 4조, 日本思想大系36, 岩波書店, 1973년,
201쪽).
21) 荻生徂徠 , 學則 7조, 258쪽. “學寧爲諸子百家曲藝之士, 而不願爲道學先生”
22) 和辻哲郎, 日本倫理思想史 上, 岩波書店, 1953년,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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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초점은 소라이가 성인이 작위(作爲)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악형정
(禮樂刑政)의 제도를 중시하고, 도덕 또는 내면의 마음(心)을 경시한 곳
으로 모아진다. 쇼난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소라이는 ‘서양기계(西洋器

械)의 술(術)’(문물･제도)만에 집중하여 그것의 근본이 되는 ‘요순공자의
도’(도덕)을 무시한 것이 된다.23) 구마모토 실학파에서의 퇴계학의 접점
과 영향도 일차적으로 여기(유교의 핵심을 術이 아닌 道로서의 전달)에
서 찾아볼 수 있으며, 조금 비약해서 이런 주장이 역사에서 보다 힘을
발휘하였다고 한다면 근대의 출발점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면도 가능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오쓰카 다이야의 퇴계학 수용의 재정리
다이야의 퇴계학에의 심취 모습은 위의 마쓰다나 아베 등의 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24), 다시 한 번 전후 맥락을 짚어보면서 중요한
23) 원문은 ｢요순공자의 도를 밝히고, 서양기계의 술을 다한다면(堯舜孔子の道を明
らかにし、西洋器械の術を盡さば)｣(山崎正董, 橫井小楠傳記篇 , 明治書院, 1
938년, 903쪽)으로,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같이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이에 대
하여 松浦玲는 쇼난의 역점은 어디까지 전자의 요순공자의 도에 있다고 주장한
다(｢理想のゆくえ―思想は政治となりうるのか｣, 佐久間象山・横井小楠 , 日
本の名著30, 中央公論社, 1970년, 10쪽).
24) 아울러 퇴계학의 영향을 소개하면서 다이야(및 문인들) 사상의 특징을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로 楠本正繼, ｢大塚退野並びに其學派の思想―熊本實學思想の硏
究｣( 九州儒學思想の硏究 , 1957년, 출판사불명)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退野
가 朱子書節要 를 읽으면서 곳곳에 자신의 의견을 기입한 手批本의 내용도 소
개하고 있다. 현재 이 退野手批本 朱子書節要 는 阿部吉雄編, 日本刻版李退溪
全集 上(李退溪研究會, 1975년)에 수록되어 있다. 또 근년에 難波征男에 의해
自省錄 의 일본어 번역서가 출판되었다(平凡社東洋文庫, 2015년). 일본식의
훈독과 현대어 번역, 상세한 주를 가미한 퇴계저작의 본격적인 최초의 번역서가
된다. 한국에서의 근년의 연구로는 성해준, ｢에도시대 유학자들의 퇴계학 傳承
과 그 학맥-특히 큐슈 학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41집, 퇴계학연구원, 20
17년)가 있다.

82

구마모토(熊本) 실학파의 퇴계학 수용과 영향(엄석인)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생(다이야)이 말씀하시길, 나는 28살부터 정주의 학문에 뜻을
두었다. 그 이전에는 양명(陽明)의 학문을 믿어서 양지(良知)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그러나 성인이 남긴 경전의 의미와 비교하여 내심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성록 을 읽으면서 정주학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25)
② 자성록 을 오랜만에 다시 읽고, 점점 퇴계학의 헤아리기 어려운
무궁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퇴계)이 없었다면 결국 자양(紫
陽=주자)의 은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속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
입니다.26)
③ 오른쪽 글은 내가 젊었을 때 퇴계선생의 말에 근원하여 주자서절
요 를 숙독하고 은근히 주자의 말이 이와 같음을 얻어서 적은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책을 마음에 두고서 믿고 이 학문에 종사한지 어언 40여년,
비록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
고 삶이 다할 때가지 추구하려고 합니다.27)
④ 학술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후학이 어디를 따라야할지 길을 잃
기 쉬우니 한탄할 일입니다. 나(다이야)의 경우에는 길을 잃지 않는 가
장 좋은 방법이 주자서절요 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학술이 갈라져 있
는 상황을 우려하는 퇴계 선생의 근심이 모두 이 책에 담겨져 있으니 믿
고 또 존경할 만합니다.28)
⑤ 주자의 학문이 일본에서 유포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우리 구마모
토 번은 바다 서쪽에 치우쳐있어 뛰어난 학자가 없었다. 오쓰카 선생이
나타나 분연히 흥기하여 처음으로 주자의 학문에 힘을 쏟았다. 이때 조
선 이퇴계가 편찬한 주자서절요 를 얻어 읽고서 초연히 마음에 얻은
바가 있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주자의 마음을 얻은 것이
니, 이 책을 신명(神明)과 같이 존신하였다”고 한다. 돌아가신 부친(藪
25) 退野語録 36조.
26) 肥後文獻叢書 4, ｢贈中瀬某｣, 644쪽.
27) 肥後文獻叢書 4, ｢送克齋渡瀬秀才游學於京師序｣, 607쪽. “右一篇, 余壯歳, 本
於退溪先生之言, 熟讀朱子書節要, 密窺得朱夫子之所爲如是者而記之, 終藏之胸
臆, 信而從事於斯, 幾四十年, 雖知未有所得, 不復他求, 將終此生”
28) 상동서, ｢答中村感齋｣, 661쪽. “學術分多端, 後學迷從事, 實可嘆. 在己欲不差,
則莫若讀朱子書節要. 此故退溪先生憂學之志, 全在於此, 可信可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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慎庵)도 이에 흥기하여 오쓰카 선생을 형과 같이 존경하여 같은 마음과
덕으로 크게 이 학문을 계발하여 우리들 후배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두
사람의 학문은 주자를 근원으로 하며, 이퇴계에서 얻은 바가 많았다. 이
에 오쓰카 선생이 말하길, “황면재(黃勉齋)의 주자행장 이라도 퇴계의
주자서절요 만 못하다”고 하였다. 부친도 또한 “자양의 계통을 이은
이는 바로 퇴계 이 사람이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퇴계를 이와 같이 칭
송하는 것은 반드시 얻은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29)
⑥ 이퇴계의 공부는 깊고 치밀하여, 주자의 들어나지 않은 은밀한 의
미까지도 발견하고 얻었으니 참으로 정밀하고 상세하다.30)

①과 ②는 자성록 , ③~⑥은 주자서절요 와 관련한 논평이다. ①은
28세 때에 입수한 자성록 을 인연으로 하여 그 이전의 양명학 추종에
서 주자학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는 학문적 전기의 정황을 전하는 말이다.
②에서는 자성록 덕분으로 주자 학문의 진수를 알게 되었고 속학에 빠
지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의 퇴계존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③에서는 다이야가 그의 학문생활 40여년을 속학이 아닌 정통주자학
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 자성록 에 이끌려 주자서절요 에 접하게 된
덕분임을 밝히고 있다.31) ‘오른쪽 글’이란 다이야가 주자서절요 를 통
하여 이해한 주자 학문의 본질과 공부법을 말한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29) 孤山遺稿 , ｢送赤彦禮序｣,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上, 上巻解題所収. “朱子之學,
行於本朝久矣, 而吾肥以僻在西海, 未有其人. 有大塚先生, 奮然興起, 乃始專力朱
子之學. 既得朝鮮李退溪李氏所撰朱子書節要而讀之, 超然有得於心, 喜曰是獲朱
子之心者矣, 遂尊信其書如神明云. 先子繼興, 兄事大塚先生, 同心同德, 遂大啓斯
學, 惠我後人. 蓋二君之學, 宗朱子而得李氏爲多矣. 故大塚先生之言曰, 勉齋之状
朱子, 不如節要之書朱子也. 先子亦曰, 繼紫陽之緒者, 退溪其人也. 二君之称李氏
如此, 其必有所見焉”
30)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上,157쪽. “李退溪工夫深密, 發得文公之余意, 極精詳”
31) 楠本正繼는 退野가 朱子書節要 권3｢答張敬夫｣에 기입한 “昔年期右之疑, 今又
反復熟讀, 始知李公節要之有深意. 寶永二乙酉年仲春”(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上, 56쪽)에 의거하여 그가 朱子書節要 를 연구하기 시작한 해를 寶永2년(170
5)의 29세 때로 추정하고 있다(전게논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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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학문은 원래 인을 구하고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求仁復性)을
지향하며, 처음부터 세상의 영화와 실패, 기쁨과 근심(榮悴休戚)은 마음
에 두지 않았다. 나아가 천하 후세와 더불어 이를 함께 나누고자하여 홀
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선사들의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선열들의 규범을 받들어 백가지 모두를 실행하고 알 수는 없다
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실제상의 일(分殊之實)에 힘을 쏟고 급하게 사물
의 근원(理一之極)을 생각하지 않고 일촌(一寸)을 얻으면 일촌을 지키
고 일척(一尺)을 얻으면 일척을 지켜서 기왕의 지식과 실행 일체의 자취
를 마음(靈臺)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이것을 경(敬)에 의거하여 요
약하여 잠시라도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면, 의리에 정통해지고 인에
친숙해 질 것이다.32)

학문의 근본을 구인･복성에 두고 심공부, 경공부를 통하여 그것을 이
루려고 하는 관점은 주자-퇴계의 정통주자학을 따르는 학자로서는 당연
한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다이야와 같이 보편적인 성이나 또는 심공부
를 중시하는 관점은 일본사상사, 특히 소라이학 이후의 사상계에서는 오
히려 소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33), 퇴계학을 통한 정통주자학의 흥기
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같은 주자학파의
안사이에 대한 다이야나 요코이 쇼난의 비난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위의 글에서 하나 더 주목해 보자면, 다이야가 말하는 ‘영췌휴척(榮悴休
戚)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일체의 자취를 영대(靈臺)에서 인정하지 않
으며’ 등의 표현은 쇼난이 직접 인용하여 격려의 차원에서 문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글로 잘 알려진(뒤에서 다시 언급) 자성록 중의 “제일
32) 肥後文獻叢書 4, ｢送克齋渡瀬秀才游學於京師序｣, 607쪽. “夫朱夫子之爲學也,
固以求仁復性爲志, 初以榮悴休戚不容乎心. 更又欲與天下後世共之, 而不欲獨善
其身而止也. 於是佩先師之格言, 奉先烈之余矩, 以百不能百不解之心, 專致力於
分殊之實, 而不敢急思於理一之極, 得寸守寸, 得尺守尺, 而既所知所能, 一切不認
其迹於靈台……約之以敬, 終日乾乾不已, 是所以至於義精仁熟也”
33) 예를 들어 源了圓은 “徂徠 이후 사상계의 분위기는 일변하였다. 그 이전의 유학
자의 세계는 내면적이고 求道的인 것이었는데, 徂徠 이후의 사상가들—유학자
가 중심이지만 洋學者와 國學者도 포함―의 지적 관심은 외면의 세계로 변하였
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원심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 德川合理思
想の系譜 , 中央公論社, 1972년,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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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름지기 세간의 궁통득실(窮通得失)과 영욕이해(榮辱利害)의 일체
를 도외에 두고 영대에 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34)의 말을 방불 시킨
다. 이것도 퇴계의 영향력을 전하는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④는 나카무라 간사이(中村感齋, 생몰년불명)라고 하는 문인이 보내
온 학문상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다이야가 질정하여 답한 글의 일절이
다. 나카무라의 질문은 ‘학문의 대법은 주자의 격물거경(格物居敬)의 가
르침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격물에 관하여는 각 학파의 종지
가 서로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35)고 하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다이야
가 퇴계도 이러한 분열을 우려하였다고 하면서 주자서절요 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⑤는 구마모토 번의 번교(藩校)인 지슈칸(時習館)의 제2대 교수(敎授
＝學頭)를 역임한 야부 고잔(藪孤山,1735-1802)의 고산유고(孤山遺稿)
에 보이는 글이다. 다이야는 황면재의 주자행장 보다도 퇴계의 주자서
절요 를 더 높이 평가하였으며, 퇴계가 심경부주(心經附註) 를 신명과
같이 대하였듯이36) 다이야도 주자서절요 를 ‘신명과 같이 존신하였다’
는 말을 소개하고 있다. 야부 고잔의 선부(先父)인 야부 신안(藪愼庵,
1689- 1744)은 다이야의 지기로서 소라이와도 친교가 있었지만 소라이
의 학술을 의심하여 종내 따르지 않고 주자학을 숭상하였다고 하는데37),
고잔은 선부인 신안이 일본에서 안사이에 이어 퇴계를 직접 계승하였다
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의 도는 증자와 자사에게 전해지고
다시 맹자에게 전해졌다. 맹자 사후에 오랫동안 그 전함이 끊어졌는데,
송의 정주 두 선생에 이르러 깊이 연구되어 비로소 얻는 것이 있었다.
그 학문은 다시 조선의 이퇴계에게 전해지고, 퇴계로부터 이 학문은 우
34)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下, 自省錄 ｢答南時甫｣, 321쪽.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
失榮辱利害. 一切置之度外, 不以累於靈臺”
35) 肥後文獻叢書 4, ｢答中村感齋｣, 661쪽.
36) 增補退溪全書 4, ｢心經後論｣,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硏究院, 1985년, 328쪽.
“許魯齋嘗曰, 吾於小學, 敬之如神明, 尊之如父母. 愚於心經亦云”
37) 肥後先哲偉蹟 正続, 21쪽. “藪慎庵……少好讀書, 崇尚程朱學, 巍然有立, 以文
學行儀聞. 嘗祇役江都, 從物徂徠, 問文辭, 而於其學術, 心疑之卒不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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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일본의 야마자키 안사이에게 전해졌으며, 안사이로부터 선부인 신안
선생에게 전해졌다”.38) 전승관계 운운은 차치하고, 다이야 주변의 초기
구마모토 실학파에서 이퇴계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알려주는
말일 것이다.

⑥은 다이야가 주자서절요 권8 ｢답하숙경(答何叔京)｣의 가운데 경과

정(靜)의 관계를 논한 글에 그 직접 감상을 적은(手批) 말이다. 주자 답
변의 내용은 경을 위주로 하여 존양을 일삼되(必有事焉) 아직 사려작위
(思慮作爲)가 발동하지 않은 정(靜)도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39)으로, 이
것에 대하여 퇴계는 정자의 “조금이라도 정을 말하면 바로 불교에 빠지
고 만다. 정의 글자는 쓰지 말고 단지 경의 글자만을 써야 한다. 조금이
라도 정을 말하면 곧 이는 잊어버리는 것(忘)이 된다”와 그와 관련한
맹자 공손축상의 “반드시 일삼되 미리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서 잊지도
말며 조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자의 글보다도
배 이상의 분량으로 자세히 주자의 진의를 추구하고 있다. 퇴계는 “하숙
경은 (위의) 정자의 말에 의거하여 주자에게 의문을 제시하였지만, 그것
은 잘못된 생각으로 정자가 정(靜)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단지 학자들
이 잘못하여 선(禪)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지, 존양에서 정은 없앨 수
없다”고 단언하며, “주자의 이 답장은 분명하여 의심이 없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40) 다이야의 수비(手批)는 이러한 퇴계의 치밀한 학문추구 태
도에 감탄한 것이었다.
이상, 6개의 다이야의 퇴계 존신의 말을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서 살펴
38) 상동서,197쪽. “孔子之道, 傳之乎曾子子思, 而傳乎孟子. 孟子歿後, 久失其傳, 至
宋程朱二子, 深求始得焉. 其學傳乎朝鮮李退溪, 退溪而傳之乎我国山崎闇齋, 闇
齋而傳之乎先府君慎庵先生”
39)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上,157쪽. “主敬存養雖說必有事焉, 然未有思慮作爲亦靜
而已. 所謂靜者固非槁木死灰之謂, 而所謂必有事者亦豈求中之謂哉”
40) 상동서, 157-158쪽. 인용한 곳을 중심으로 표시해보면, “（程子曰）纔說靜便
入於釈氏之說也. 不用靜字, 只用敬字. 纔說着靜便是忘也. 孟子曰必有事焉而勿
正心勿忘勿助長……叔京因程子此語而有疑問於先生, 其說不可考. 今以己意代
說云, 程子不用靜字, 只慮學者之誤入禅去耳, 靜不可廢也.……看先生答辭, 可嘵
然無疑矣”

87

退溪學論集 23호

보았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주목해보자면 위 ④의 ｢나카무라 간사이

에게 답함(答中村感齋)｣에 보이는 다음의 말이다.

(나카무라의 질의) 심술공부는 단지 마음속에 아무 것도 두지 않을
뿐으로, 퇴계선생의 심술 공부가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
지 병통의 부족한 것은 태어난 기질에 따른 것이니 급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듯합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치지(致知)의 공부에 힘쓰고,
천인일치(天人一致)의 경지를 자세히 이해할 수밖에 없을 같습니다. 어
떠한지요?
(다이야의 논평)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此論甚善).41)

나카무라의 질의에 대해 ‘매우 좋다’고 하는 다이야의 간단한 논평만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다이야와 이들 학파의
학문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이 문답 속에 들어 있다
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나카무라가 직접 퇴계와 연관지우며 언급하는
‘심술공부’이고, ‘치지’의 중시, 그리고 ‘천인일치’의 견해이다. 본고에서
는 특히 주제와 관련하여 심술공부와 천인일치론(=天人無間論)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42)

4. 구마모토 실학파의 퇴계학 수용―심술공부와 에도유학
사에의 비판적 관점
41) 肥後文獻叢書 4, ｢答中村感齋｣, 661쪽.
42) 致知의 중시는 양명학비판과 연결되어있다. 다이야가 28세에 자성록 을 읽고
양명학에서 주자학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소개하였다. 다이야는 양명
학의 知行合一에 대하여 “知行兼進하여 明德의 本然을 회복하여야 한다”(상동
서, ｢體驗說｣, 611쪽)고 하며, 일본의 양명학자인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1608
-1648)를 평하여 “本源의 格致一貫의 實理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협하여 성인의 博約정신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부의 수단도 위태롭기 그지없
어 佛氏에 가깝다”(상동서, ｢藤樹學意辨｣, 613쪽) 등으로 주자학의 致知를 중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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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규 소라이 비판
나카무라가 퇴계의 심술공부를 거론하면서 그로부터 천인일치의 개념
을 이끌어 내고, 다이야가 이것을 두말없이 인정하는 상황은 ④와 관련
한 언설(심술공부에 기초한 구인복성)에서도 보이듯이 그들이 퇴계학의
본원, 나아가 유학의 근본을 이른바 심학에서 찾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일 것이다. 다이야와 그의 문인들이 틀림없이 읽었을 자성록 은 퇴계
의 말로 ‘심기지환(心氣之患)’43) ‘심양(心恙)’44)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의 심술공부를 핵심 주제로 편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술
의 공부는 단지 마음속에 아무 것도 두지 않을 뿐’이라는 말은 퇴계의
‘심기지환’ ‘심양’에 대한 처방을 그들 나름으로 포괄하여 표현한 말일
것이다. 다이야와 그의 문인들은 이러한 퇴계학을 통하여 유학(주자학)의
근본을 심학에 두고 탐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학의 근본이 심학이라는 사유는 일
본사상사, 적어도 다이야 시대의 구마모토 번에서는 소수파였다. 당시
구마모토 번 학술계의 상황을 알려주는 다이야의 말이다.
교쿠잔(玉山)이 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위기지학(爲己
之學)은 세상에서 적막해져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소라이(徂徠)
의 학문이 유행하여 우리 동료들은 경전을 품고 궁벽한 산골로 들어가
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45)

아키야마 교쿠잔(秋山玉山, ?-1763)은 번교의 지슈칸(時習館) 건설을
건의하여 초대 교수직(敎授職)을 역임하였으며, “고주(古注)를 근본으로
하여 신주(新注)도 폐지하지 않았다”46)고 하는 이른바 절충학파의 학자
로 여겨지는 인물이다.47) 모토다의 환력지기 에는 쇼난의 인식으로 ‘호
43)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下, 自省錄 , ｢答南時甫｣, 321쪽/ ｢答鄭子中｣, 332쪽.
44) 상동서, ｢答鄭子中｣, 332쪽.
45) 肥後文獻叢書 4, ｢答栗崎某･又｣, 654쪽.
46) 肥後先哲偉蹟 正続,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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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키(寶曆) 연간(개교는 1755년-寶曆5)에 건립된 지슈칸은 기본적으로
는 훌륭하였다고 할지라도 학문은 정대(正大)하지 않았고, 교쿠잔은 소라
이학을 주로 하여 오직 문사(文辭)의 학문이었다’고 하는 말이 보인다.48)
절충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실학파의 입장에서 교쿠잔은 단지 소라이를
따라 ‘위기지학’을 방해한 학자였고, 그 때문에 ‘정대’한 학문(정통주자
학)이 구마모토 번에서 자리를 잃었다는 인식이다.
논어 가 출전인 ‘위기지학’에 대하여 주자는 집주 의 설명에서 “성
현의 말에는 배우는 자가 마음(心)을 쓸 때의 득실을 논한 것이 많다. 그
러나 이것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말은 보지 못했다”49)고 하여, 이것이
기본적으로 심술공부임을 분명히 하였다. 퇴계에서도 위기지학은 “안으
로 마음을 써서 조금씩 모아 쌓아가서 얻는 것”50), “그 학문(위기지학)
을 지향하는 것을 마음이라 하고, 그 학문을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한
다”51) 등의 말로 주자를 따라 심학으로 해석한다. 당연히 다이야도 이
것이 심술과 관련된 개념인 것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지금의 주자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만 향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다이야의 답) 학자들의 뜻이 위기지학에 있지 않고, 언어문자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강명(講明)함에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자세히 밝힌다고 할지라도 불교의 사람들이 경전을 처리하는
것과 같아서 심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52)

47) 下田一喜, 稿本肥後文敎史 , 第一書房, 1981년(初出版 1923), 331쪽.
48) 元田永孚文書 1, 21쪽.
49) 論語集註 憲問25장. “聖賢論學者用心得失之際, 其說多矣. 然未有如此言之切
而要者”
50) 增補退溪全書 4, ｢答李宏仲問目｣, 229쪽. “以此譬爲己之學, 用心於內, 銖累寸
積而有得也”
51) 상동서, ｢答㝯姪問目｣, 310쪽. “相在爾室註, 胡氏曰, 上文引詩, 但見學者有爲己
之心, 此兩引詩, 方見學者有爲己之學, 所謂心與事, 何以分之. 志於其學, 謂之心.
方爲其學, 謂之事”
52) 肥後文獻叢書 4, ｢體驗說｣, 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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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야에 있어서 위기지학은 곧 심술에 도움을 주는 공부였다.53) 이
에 대하여 소라이의 견해를 보자면, “공자의 말은 학문(에 힘을 쏟는 것)
을 말한다. 학문이란 시서예악(詩書禮樂)이다. 군자는 시서예악을 공부하
여 그 덕(공부한 것에서 얻은 지식)을 자신이 갖는다. 소인은 단지 남 앞
에서 입으로만 말할 뿐이다. 공자의 의미는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송
유에 이르러 이것을 심술로 해석하였으니, 그 폐해는 반드시 천하를 무
용지물로 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심각
한 잘못이다”54)라고 해석한다. 공자가 말한 ‘위기’의 의미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심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시서예악으로 상징되는 구체적

인 문물･제도를 연구하여 그 결과로서의 얻는 이익(지식)을 자기가 갖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라이는 주자학에서 강조하는 내면의 심술공부를 미친 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신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위55)라고 매도하
면서, 예악형정의 선왕의 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성인이 작위한 것
이고, 이 문물･제도에 기초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주장을 도처에서 전개하였다.56) 도덕과 정치의 분리이고 자연에서 작위
53) 退野의 爲己에 대하여, 楠本正繼는 ‘다이야 학문의 第一步로서, 내 자신 이외에
목적이 없는 것, 따라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내 마음으
로 돌아가는 것’(전게논문, 12-13면)이라고 하며, 平石直昭는 ‘回輖’라는 개념
과 관련시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주체가 180도 轉回하여 자신의 內面으
로 향하고 거기에 내재하는 明德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大塚退野學
派の朱子學思想｣, 橫井小楠1890-1869 , 藤原書店, 2009년, 50쪽).
54) 荻生徂徠全集 4, 論語徴 憲問, みすず書房, 1978년, 201쪽. “孔子之言, 以語
學也. 學謂學詩書禮樂也. 君子學詩書禮樂以成德於己. 小人徒爲人言之. 孔子所
言, 止此耳. 至於宋儒以此爲心術, 則其弊必不免於辨髦天下獨善其身, 深之失也.
學者察諸。”
55) 전게 荻生徂徠 , 辨道 18조, 205쪽. “心無形也, 不可得而制之矣. 故先王之道,
以禮制心. 外乎禮而語治心之道, 皆私智妄作也. 何也, 治之者心也, 所治者心也.
以我心治我心, 譬如狂者自治其狂焉”
56) “道者統名也. 擧禮樂刑政凡先王所建者, 合而命之也. 非離禮樂刑政別有所謂道
也” (전게 荻生徂徠 , 辨道 3조, 201쪽), “先王之道, 先王所造也. 非天地自然
之道也. 蓋先王以聡明叡知之德, 受天命, 王天下, 其一心以安天下爲務, 是以盡其
心力, 極其知巧, 作爲是道”(상동3조), “先王之道, 安天下之道也”(상동7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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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세계를 제시한 것으로, 이른바 근대적 사유의 맹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로서의
외면적인 제도나 이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자로 비난 받을 여
지도 남기고 있다. 바로 쇼난의 지적이다.
근래에 주자학을 주창한 강력한 학자로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이
있습니다. 상당히 역량 있는 학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도를
저쪽에서 보고 나의 일(爲己)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성이 뛰어난
사람일 뿐으로, 주자의 격물을 말하여 세상일에는 밝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존덕성의 분야에서는 이를 전부 망각하여 심술이 완전히 공리적
(功利的)인 곳으로 내달려버렸기 때문에, 존양성찰에서도 단지 그 의미
만을 추구할 뿐으로 끝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컨대 소라이로 하여금 주자학을 말하게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 학문
(주자학)이 크게 빗나가게 된 것은 이 지쿠잔 때문입니다. ……소라이는
공공연하게 공리를 말하였기에 그 잘못도 쉽게 볼 수 있지만, 지쿠잔은
겉으로 주자학을 표방하였기에 그 잘못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57)

이 글은 쇼난이 에도유학에서 돌아와 칩거하면서 주자학 중심의 실학
파 강학회를 통하여 새롭게 정립한 견해를 구루메(久留米) 번의 유학자
혼죠 이치로(本庄一郞, 생몰년불명)에게 보낸 서한의 일절이다. 주자 이
후 동아시아 유학사(주자학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글로서, 퇴계에 대한
중요한 평가도 여기에 실려 있다. “명대의 진유는 설문청(薛文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조선의 이퇴계를 꼽을 수 있는데, 퇴계는 오히려
설문청보다도 뛰어났다고 여겨지며, 고금에 다시 찾을 수 없는 진유는
주자 이후에는 이 두 학자뿐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독서록 과 자성
록 등의 책은 정주의 책과 더불어 학자들이 읽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
다”58)고 하여 퇴계를 설문청보다도 뛰어난, 사실상 동아시아 유학사에
서 주자 이후의 1인자로 평가하고 있다.
쪽) 등.
57) 山崎正董, 橫井小楠遺稿 , ｢本庄一郞へ｣, 日新書院, 1942년, 132쪽.
58) 상동서,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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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쇼난이 이렇게 퇴계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인데, 다름 아
닌 심술공부의 중시였다. 앞에서 언급한 쇼난이 문인들에게 주었다고 하
는 자성록 중의 ‘마음에 누가 없도록 한다(不以累於靈臺)’를 둘러싼 언
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쇼난은 후쿠이(福井) 번의 무사인 미데라
산사쿠(三寺三作,1821-1895)에게 준 글에서 퇴계의 이 말을 인용한 후,
“학자는 모름지기 본령(本領)을 세워야 한다. 본령이 확립되면 그것에 따
라 처신도 가능해 진다. 이른바 본령은 바로 이퇴계의 이 말 속에 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조금도 티가 없이 깨끗하게 한다면,
순경과 역경 모두에도 태연해 질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학문의 본령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다”59)라고 적고 있다. 첫 제자인
도쿠토미 가즈타카(德富一敬,1822-1914)에게 준 책문의 답변에서는 “본
령은 인의예지의 성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심이 감발하는
곳에 마음을 써서 ‘과연 이렇다’고 마음에서 진실로 이해하여 합치하는
것이 본령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세간의 궁통

(窮通)･득실(得失)･영욕(榮辱) 등 일체의 외욕(外欲)을 실로 도외시하여
단절시켜 이 마음에 누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60)라고 하여, 유학의 ‘본

령’이 곧 심술공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 서한에서 쇼난이 평가하는 일본 학자로서는 퇴계와도 관련이 깊은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와
이 학파의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絅齋, 1652-1711), 무로 규소(室鳩巣,
1658-1734), 그리고 위의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 1730-1804) 등 다
섯 학자이다. 말하자면 위에서 인용한 쇼난의 말은 일본에서 주자학파로
분류되는 학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라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사카(大坂) 가이토쿠도(懷德堂)의 학주(學主)로서 주자학자로
알려져 있는 지쿠잔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 기준으로 소라이를 등장시
59) 상동서, ｢李語書後｣, 723쪽. “學者当先立本領. 本領已立, 斯有可居之處. 所謂本
領者, 在李退溪之此言. 而眞心會得, 洒然脱却, 則順地逆境無不適而泰然. 是學所
以貴立本領也”
60) 상동서, ｢聖學問答｣, 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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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이고, 그 점에서 오히려 존덕성과 존양성찰을 경시하고 ‘공공연하
게 공리’를 주장한 소라이의 공리주의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시점을
달리하면, 소라이를 공리주의자로 단정 짓는 쇼난의 인식은 주자퇴계다이야를 계승하여, 그 전승의 핵심을 심학에 찾는 그의 입장을 선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토다의 소라이 평가도 동일한 지평 위에 있다. “소라이의 경제론(經
世濟民)은 그 본원(本源)이 없는 것을 간파하였”61)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모토다가 지슈칸을 그만두고(24세) 독학하는 과정에서 소라이의
정담(政談) 과 검록(鈐錄) 등을 읽고 그 감상을 적은 것으로, 이때 맹
자 의 ‘또한 인의가 있을 뿐이다(亦有仁義而已)’와 ‘사람들 모두에게 불
인지심이 있다 (人皆有不忍之心)’론을 통하여 그 주장이 틀린 것임을 깨
달았다고 한다. 모토다는 맹자 의 의미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내 마
음의 인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62)는 말로 요약하는
데, 이 점에서 소라이학에는 ‘본원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유학의
진수는 외면의 문물제도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 있다는 자각이었다.
다이야로 돌아가서 소라이 비판의 언설을 하나 더 인용해 보자.
요즈음 (소라이의) 논어징(論語徵) 을 보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기론(奇論)과 궤변에 놀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논의의 천박함과 기질의 오만함은 조금이라도 견식이 있는 사람이라
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고, 백년도 되지 않아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63)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통렬한 비판이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소라이학
은 백년도 되지 않아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다이야의 예언은 어떤
면에서는 맞았고 또 빗나가기도 했다. 앞의 야마즈미가 애석해 하였듯이
제국주의 시대에 대세를 점한 것은 소라이가 아닌 주자학이었고, 현재의
61) 元田永孚文書 1, 26쪽.
62) 상동.
63) 肥後文獻叢書 4, ｢答栗崎某｣, 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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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아무래도 소라이학이 좀 더 매력적인 사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런 증오에 가까운 비판의식은 소라이학이 유
행하는 당시에, 퇴계학을 통하여 겨우 포착한 정통주자학=심학을 지키려
고 하는 절실함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야마자키 안사이 비판
다이야와 그 후계자들의 정통주자학=심학을 지키려고 하는 절실함은
주자학파 내부, 혹은 에도 유학사에서 같은 퇴계 존신파라고 할 수 있는
안사이에 대한 비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안사이에 관해서는 종종 조선 이퇴계와의 인연으로 내면의 마음을 중
시한 학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렇지만도 않다.64) 안사이가 “이퇴
계는 정복심(程復心)의 심학도(心學圖)를 대단히 칭송한다. ……나(안사
이)는 이퇴계의 이 칭송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65)고 하여, 퇴계의
심경부주(心經附註) 에 대한 존중을 비판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안사이는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하여 “외형을 바르게 하여 분별없
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면의 마음도 바르게 될 것이다. 외형이 타락하
게 된다면 내면의 마음도 축 늘어져서 단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6),

“ 마음(意)에서 나쁜 짓을 생각하는 것은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몸으로 나쁜 짓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형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성
인의 학문이 근본으로 하는 곳도 이 몸을 명백하게 하여 근본으로 삼으
니, 이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지극하고 당연한 이치이다. ……상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몸의 행동 여하에 따라 실행하여야 마땅하다
67)

등의 말에서 보면, 마음이 아닌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학자였다.

64) 이하 안사이의 마음에 관한 논의는 졸고 ｢元田永孚の思想形成と展開｣( 倫理硏
究所紀要 27호, 倫理硏究所, 2018년)에서 재인용.
65) 山崎闇齋全集 下, 文會筆錄 권19, 日本古典學會, 1937년, 595쪽. “程復心心
學圖, 李退溪尤稱賞之.……嘉謂李氏所稱恐過矣”
66) 山崎闇齋學派 , 敬齋箴講義 , 日本思想大系31, 岩波書店, 1980년, 86쪽.
67) 山崎闇齋學派 , 大學垂加先生講義 ,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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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사이는 수이카 신도(垂加神道)를 내세운 후반기 사상에서는 몸과
마음에 대하여 “신사(神社) 입구의 기둥문인 도리이(鳥居) 속에 들어가면
이 몸은 모두 신(神，가미)이 된다. 이리하여 심신이 청정해 진다. 보통
사람의 더러운 심신에는 신이 깃들지 않지만, 신의 도리이 속에 나아가
면 나의 심신이 깨끗해진다. 신 앞에 나아가면 마음의 모든 더러움이 사
라지고 청정해 진다”68)고 하여 마음을 종교적인 경지에서 파악하는 말
도 남기고 있다. 퇴계가 “사람의 마음을 보전하기가 가장 어렵다. 내가
이전에 시험해 보았는데, 한 걸음 걷는 사이에도 그 마음을 보전하기가
어려웠다”69),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機)가 바로 죽고 사
는 갈림길이 되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70) 등으로, 일상생활 속
의 심술공부를 강조해 마지않았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두 학자의 마음
에 관한 시각은 서로 다른 차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
야와 그 후계자들의 안사이 비판도 바로 이점에 집중해 있다.
다음은 쇼난의 안사이 평가이다．앞에서 언급한 혼죠 이치로에게 보
낸 글에서 대총퇴야선생어록 중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고 있다．
정주의 학문이 일본에서 행해지게 된 것은 세이카(惺窩)에 이어서 야
마자키 안사이가 있습니다. 이 두 학자는 후학들이 깊이 존중해야 한다
고 여깁니다. 특히 안사이는 사서(四書)의 훈점을 바르게 하고 혹문집
략(或問輯略) 을 편찬하고 주자 이후 역(易)의 의미를 둘러싼 혼잡 상황
을 가리어 밝히고 주역본의(周易本義) 를 중심으로 한 주역연의(周易
衍義) 를 저술하여 주자의 원래 의도를 밝힌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견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소학 근사록 등과 같이 모든 것
을 주자로 돌아가 속유를 분별하고 공리를 배척하여 이 도를 천하에 밝
히려고 한 안사이의 공헌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68) 垂加神道 上, 神代記垂加翁講義 , 神道大系, 神道大系編纂会, 1984년, 360
쪽.
69) 退溪全書 4, 退溪先生言行録 권1, 29쪽. “人之持心最難.嘗自験之, 一歩之間,
心在一歩亦難”
70) 상동. “其機則生死路頭也, 可不懼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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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문을 세상에 밝히려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 아마도 자신을 수양하
려는 본지(本地)가 약하고, 이른바 오직 내면에 힘쓴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기벽(氣癖)이 심해서 그 문인들도 이와 비슷한 폐습이 있
습니다. 우리 번(熊本藩) 선유의 오쓰카 다이야의 어록 에서 말하길,
“안사이의 학문은 치지(致知)하여 하나를 알면 그 하나만 실행하는 것
이니 옳지 않다”, “처음 입지(立志)한 대로 되는 것이다. 남자가 어찌 이
름을 이루지 않고 죽겠는가 하여 그 뜻이 공업(功業=공리)에 있는 까닭
에, 그 학문이 이와 같다”, “안사이는 처음에 정주의 학문을 세상에 보
급시키는 것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다이야의) 논의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안사이의 학문은
(정주의 학문을) 세상에 보급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기에, 폐해도 없다고
는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71)

인용부호로 표시한 부분이 다이야의 발언이다. 쇼난은 그런 다이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당하다’고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이야와 쇼난의
안사이 평가의 요점은 그가 일본에서 주자학서의 편찬과 저술 등으로 주
자학을 보급시키는 것에는 공헌이 있었지만, 결국 주자학의 핵심이 되는
‘스스로 수양하는 본지(自家修養之本地)’와 ‘오직 내면에 힘을 쏟는 공부
(專用力於内’)의 심학을 등한시한 학자로 폐해도 많다는 것이다. 쇼난의
이 글은 안사이의 공헌과 더불어 비판에서도 ‘아마도(자신을 수양하려는
본지가 약하고)’ ‘(내면공부와) 조금(다르고)’ 등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다음의 글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는 하야시 라잔(林羅山) 학파와 야마자키 안사이 학파의 두 파
가 있는데, 안사이 학파의 학문은 그 폐해가 상당히 고루한 지경에 떨어
졌고, 라잔 학파는 그 폐해를 고치고자 시문과 박학에 힘쓰지만, 각각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니, 필경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72)
필경 이 사람은 안사이 학파의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일체 심술공부
71) 橫井小楠遺稿 , ｢本庄一郞へ｣, 130～131쪽.
72) 상동서, ｢遊歴見聞書｣, 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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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밖으로만 내달리려고 하는 병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이
외면하고 서로 소통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73)

앞글은 쇼난이 히메지(姬路) 번의 학풍을 평한 것으로, 안사이학파의
‘고루’한 지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을 수양하
는 심술공부의 결여를 포함하고 있음은 추측할 수 있다. 뒷글은 어떤 사
람이 주위에 폐를 끼치는 원인을 안사이학에서 구하여 논평한 글로서,
이것도 쇼난이 학문의 진수를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다.
모토다의 안사이 비판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토다의 한시

집인 강연여음(講筵餘吟) 가운데 ｢퇴야심연이선생(退野深淵二先生)｣의
시제(詩題)를 붙인 시의 마지막 구이다.
세상에서 이름 있는 유학자는 손으로 꼽을 수 있지만, 도덕을 바르게
전한 이는 과연 누구인가. 하야시 라잔도 아니고 이토 진사이도 아니며
야마자키 안사이도 아니니, 나는 우리 번의 두 선생을 따를 뿐이다.74)

‘우리 번의 두 선생’은 시제에서 보듯이, 다이야와 히라노 신엔(平野深
淵, 1705-1757)이다. 히라노는 다이야의 문인으로, 다이야가 다른 문인
인 구리자키 리사이(栗崎履齋, 1700-1781)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래에
정주학에 오직 힘을 쏟아 내면으로 향하는 의지가 절실합니다. ……이천
역전(伊川易傳)을 믿어서 삼사년이나 숙독하여 조리도 훌륭하고 당대의
일에도 통하는 것을 보니 한갓 서생의 논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
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학문에 정통한 훌륭한 학자가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75)고 절찬한 학자이다.
모토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하야시 라잔과 이토 진사이, 안사
이의 3인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유학의 ‘도덕’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였
73) 상동서, ｢三六岡田準介へ｣, 192쪽.
74) 講筵余吟 권2, 20쪽. (일본)國立國會圖書館所藏本. “海内名儒可屈指. 道德眞
傳誰也是. 嗚呼非林非伊非崎. 吾服東肥両夫子”
75) 肥後文獻叢書 4, ｢答栗崎某･追啓｣, 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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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폄하하고 있다. 유학의 핵심은 ‘도덕’에 있다는 인식인데, 이 ‘도덕’
은 모토다의 다른 표현으로 ‘내면에서 구하는 하학(下學)공부’, ‘요순공맹
의 심법’, 결국 심학과 관련하는 개념이 된다. 모토다가 다이야를 평하면
서 퇴계를 언급하는 다음의 말이다.
오쓰카 다이야는 퇴계를 믿어 정주의 학을 전하고 공맹의 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 처음 들어 간 곳을 본다면 깊은 신심으로 오직 내면에서
구하는 하학공부를 하여 마침내 본령을 얻을 수 있었다.76)
게이초(慶長, 1596-1615) 이후 평화로운 시대77)의 유학자들 가운데
구마자와 반잔(熊澤蕃山)78) 한 사람만이 도덕경륜(道德經綸)을 말하였
고, 그 외에는 오쓰카 다이야의 학문은 조선의 이퇴계로부터 전해진 것
으로, 정주의 진수를 깨우쳐 공자가 말한 인의 뜻을 얻었으며, 그의 문
인인 히라노 신엔은 정역(程易)의 도덕에 힘써서 이윤(伊尹)의 뜻을 체
현하였다. 이 세 선생의 학문은 참으로 요순공맹의 심법을 얻은 것이니,
마땅히 후세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79)

앞글은 구마모토에서 강학회를 행하던 시기(1847년)에 작성한 ｢독서

의답문설(讀西依答問說)｣의 일절이고, 뒷글은 구마모토 번주의 시독(侍

讀)으로 강의했을 때(1870년)의 ｢교육대의사의(敎育大意私議)｣ 중의 일
절이다. 젊은 시절의 학문 형성기부터 20여년이 지난 후에도 일관하여

유학의 본령(공맹의 도)을 내면의 심술공부･심법에서 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입장이 있었기에 라잔이나 진사이80)뿐만 아
니라 에도 사상사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거물 주자학자인 안사이도 유학
의 도(=도덕=심법)을 잘못 전달한 학자라고 비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달리 말해보면 일본 사상사에서의 주자-퇴계의 정통주자학을 누가 계승
76) 沼田哲, 元田永孚と明治国家 , 吉川弘文館, 2005년, 66쪽에서 재인용.
77) 임진왜란 이후의 평화로운 에도 시대를 말한 것이다.
78) 熊澤蕃山(1619-1691)과 모토다의 관계에 관해서는 졸고, 전게 ｢元田永孚の思
想形成と展開｣ 참조.
79) 海後宗臣, 元田永孚 , 日本教育先哲叢書19, 文敎書院, 1942년, 192쪽.
80) 羅山과 仁齋의 心學 부정과, 蕃山과 元田의 관계에 관해서는 전게拙稿 ｢元田永
孚の思想形成と展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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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가의 도통론 논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토다와 퇴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보면, 모토다의 퇴계 언급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앞에서 언급한 마쓰다의 증명되지 않은 언설을
포함하여 다이야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만이 전부이다. 다이야와 쇼난
이 직접적으로 퇴계를 논하면서 존숭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난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일찍부터 존왕경세(尊王經世)의 뜻이 있었다”81) 혹
은 “공자의 가르침은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의 군주를 사랑하고……일본
은 일본의 도를 확립하여 일본의 교육을 행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
다”82) 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황도론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토다는 퇴계를 통하여 확립된 다이야의 유학사상, 특히 그
기반을 이루는 위기지학의 심술공부도 만년까지 견지하였다는 것도 잊어
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모토다 65세 때(1882년)의 신년경연에서 심
학의 출전이 되는 서경 대우모편의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미미할 뿐이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해야 진실로 그 중용의 도를 잡
을 수 있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내용을
주제로 강의한 일절이다.
오직 이 인심과 도심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인
도 되며, 선인도 되고 악인도 되는 까닭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그 귀로 듣는 곳에서 인심의 움직임에 맡겨만
두고 도심이 이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종내는 떠들썩한 소리와 속된 음
악을 좋아하고, 가무유흥에 빠져 노래하는 기생이 앞에 늘어선(聲妓滿
前)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되어, 그 몸을 닦을 수 없고 천하도 결코 다
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83)

이것을 퇴계의 “번화하고 소란한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동요
하기 쉽다. 나는 일찍부터 이 마음공부에 힘을 쏟아 거의 동요하지 않을
81) 元田永孚文書 1, 126쪽.
82) 元田永孚 , 209쪽.
83) 元田永孚文書 2,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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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알았는데,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있을 때, 노래하는 기생이 앞
에 늘어선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움직
이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機)가 바로 죽고 사는 갈림길이 되니 어찌 두
려워하지 않겠는가”라는 말과 비교해 보면, 퇴계가 그토록 강조했던 일
상생활에서의 심술공부를 모토다도 그의 학문의 기초로서 만년까지 견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84)

5. 결론에 대신하여—천인무간론과 한일관계의 시사점
이상, 다이야와 그의 후계자인 쇼난과 모토다의 퇴계학 수용 모습을
심술공부, 심학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조금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그들
의 심학 관련의 언설을 다룬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학의 본령을
마음에서 찾는 그들의 주장이 근대의 전환기에서 조금 더 큰 힘을 발휘
하였다고 한다면 지나간 역사의 식민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한일관
계의 새로운 장면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퇴계의 일상생활에서의 심술공부는 단지 개인적인 수양의 차원에 머
무는 것이 아니라, “일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여 모든 사물의 리(理)가 내
마음의 리(性)”85)이고, “나와 천지만물의 리가 결국 하나”86)라고 하는
‘천인무간(天人無間)’의 웅대한 세계관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퇴계는 ‘인
의 본체’를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지에서는
“하늘과 땅(乾坤)을 부모로 하여, 만민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도 나와 하
나가 되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외원근의 구별이
84) 增補退溪全書 4, 退溪先生言行録 권1, 29쪽. “紛華波蕩之中, 最易移入. 余嘗
用力於此, 庶不爲所動,而嘗爲議政府舎人, 声妓満前,便覚有一端喜悦之心, 其機
則生死路頭也, 可不懼哉”
85)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下, 自省錄 , ｢答鄭子中｣, 327쪽. “及其動而應事接物,
事事物物之理, 卽吾心本具之理”
86) 增補退溪全書 1, ｢西銘考證講義｣, 218쪽. “蓋橫渠此銘, 反覆推明吾與天地萬
物其理本一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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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늘을 섬기는 것이 진실로 하나의 이치인 것
을 알게 된다”87)고 하고 있다. 이러한 천인무간의 사상을 다이야도 ‘천
일일치’로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하, 결론에 대신하여 심술공부에 기초한 천인무간론을 퇴계의 대일
본관과 구마모토 실학파의 대외관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퇴계의 대일본관은 명종(明宗)에게 제출한 ｢갑신걸물절위사소(甲辰乞

勿絶倭使疏)｣에 잘 나타나있는데, 이 상소는 한편에서 일본을 이적금수
(夷狄禽獸)로 치부하는 화이론(華夷論)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화친을 요구하는 일본의 청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다. 그 청을
받아들이는 기본전제는 이적인 일본인도 같은 사람88)이라는 것, 허락
조건은 “왕도는 관대하여 속일 것을 미리 짐작하지 않으며 신의를 어길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화친하려는 마음으로 온 것이라면
받아들일 뿐입니다”89)와 같은 ‘진실한 마음’의 여부였다. 또 일본의 신
청을 받아드리려는 이유는 “전쟁은 흉악하고 위험한 것이니, 나라(社稷)
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하필 그
들을 심하게 다루어 원한을 사서 때리고 물어뜯기는 근심을 자초하겠습
니까”90)하는 말에서 보듯이 전쟁을 방지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 효과로는 “세력을 내세우지 않고 진실한 마음(虛心)
으로 대한다면 반드시 큰 은덕으로 여겨서 마음에서 감동하고 기뻐하여
서로를 이끌어 정성을 바쳐올 것입니다”의 교화91)로 요약할 수 있다.
87)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下, 自省錄 , ｢答金惇敍｣, 338쪽. “須熟玩西銘之旨, 識
得仁體, 則自知此兩語之味. 蓋仁者之心, 本自如此, 非以不忘爲意然後不忘也. 然
亦須於自家心得其正時, 親切體驗, 實見得乾父坤母, 民胞物與, 涵渾惻怛, 無內外
遠近之間, 事親事天, 眞是一理”
88) 增補退溪全書 1, ｢甲辰乞勿絶倭使疏｣, 167쪽. “人有恆言, 皆曰夷狄禽獸, 夫夷
狄亦人耳”
89) 상동. “王道蕩蕩, 不逆詐, 不億不信. 苟以是心至, 斯受之而已”
90) 상동, 168쪽. “兵凶戰危, 以利社稷安生靈爲急. ……何必甚之而生怨, 致搏噬之
患哉”
91) 상동, “忘其勢, 而無心以處之, 則彼必以爲大德, 而感悅於其心, 相率而投款矣, 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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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여론에 맞서서 굳이 이렇게 절절하게 화친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자세는 위에서 언급한 천인무간과 그에 따른 인을 향한 굳은 신
념이 그것을 뒷받침했을 것이다. 현실세계의 결과를 떠나서, ‘진실한 마
음’으로 화친을 요구하고 또 똑같이 그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는 그 자세
야말로 퇴계의 심술공부가 지향하는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 천인무간론은 퇴계를 추종하는 다이야에서도 등장한다. 일본사상사
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천인무간의 개념을 구사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여
기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사람과 사물의 성은 본연에서 이것을 논하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니 즉 천명이다. 하나의 천명인 것이니, 즉 천인무간이다. 그런데
천에 명의 글자를 붙인 것은 사람과 사물이 생하는 각각의 형체가 있고
그 형체에 따라 구비하는 바의 성이 천과 같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잠
시 오늘날의 군명(君命)의 명을 빌려서 말한 것이다. 그 실상은 천을 주
군으로 하고 인륜을 신하로 한 것으로, 이 둘을 상대적으로 대치시킨 것
은 아니다.92)

쇼난 사상에서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천인무간의 개념은 나타나지 않
지만, 이것에서 도출되는 정신만큼은 정확히 계승하고 있었다. 1853년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기 위하여 우라가(捕賀)에 내항한 미국 함대인 이
른바 구로부네(黑船)의 출현으로 요동치는 막말의 정세에서 쇼난은 처음
양이(攘夷)를 주장하다가 개항파로 입장을 바꾸는데, 외국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천지의 마음을 체인하여 인의를 존중한다(天地仁
義의 大道)’는 것이고, ‘지성측달(至誠惻怛)’의 마음이었다.
일본이 만국 중에서 뛰어나고 세계에서 군자국으로 일컬어지는 이유
는 천지의 마음을 체인하여 인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과 러시아의 사절을 대함에 있어서도 단지 이 천지인의의 대도를 관통

所謂化之也”
92) 肥後文獻叢書 4, ｢答中村某｣, 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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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리를 얻는 것에 있다. 이 조리가 무너지게 되면 화친을 맺더라도
국체를 손상하게 되고, 싸워도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방침은 도가 있는(有道) 나라와는 외교를 맺고 도가 없는(無道) 나라는
거절하는 두 가지 뿐이다.93)
우리(일본)가 외국과 응대하는 바도 도리 이외에는 없을 것이니, 비
록 저들이 이중삼중으로 성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성측달의
마음으로 교제한다면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94)

그리고 이 ‘천지인의의 유도’의 나라에 이르는 바탕이 바로 유학의 마
음을 중시하는 ‘심덕(心德)의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서양의 학문은 단지 사업상의 학문으로 심덕의 학문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와 소인, 상하를 불문하고 단지 사업상의 학문으로 사업은
점점 발달하였다. 그러나 심덕의 학문이 없는 까닭에 인정을 알지 못하
고 교역의 담판도 사실의 약속을 추궁하기만 하여 결국 전쟁이 되고 만
다. ……심덕의 학문으로 인정을 알게 되면 전쟁도 없어질 것이다.95)

이렇게 막말의 시점에서 쇼난이 그린 일본이 미래상은 부국강병의 나
라가 아닌, “대의를 세상에 펼칠 뿐”인 도덕 중심의 나라였다.96) 또한
쇼난이 주장하는 ‘심덕의 학문’을 통하여 세워진 대외관의 원칙으로서의
‘천지인의의 대도’와 ‘지성측달’이 퇴계가 말하는 ‘진실한 마음’과 일맥상
통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약 쇼난이 정한론(征韓論)이 비등하였던 시대까지 살아있었다면 어
떤 입장을 취하였을까. 그의 대외관의 원칙으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도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실제로 정한론 논쟁의 와중에 있었던 모토다
의 조선관은 다음과 같다.

93)
94)
95)
96)

橫井小楠遺稿 , ｢夷虜応接大意｣, 11쪽.
상동서, ｢沼山対話｣, 909쪽.
상동서, ｢沼山閑話｣, 926쪽.
상동서, ｢送左・太二姪洋行｣, 726쪽. “明堯舜孔子之道, 盡西洋器械之術, 何止
富國, 何止強兵, 布大義於四海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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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조선은 중국(支那)의 보호를 받는 부용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국에 대해서는 독립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여 우리나라(일
본) 및 미국, 영국, 독일과의 조약에서는 대등한 조건을 내세우고,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중립을 국시로 정하여, 결코 조선에 간섭하지 말
아야 할 것이며, 조선이 독립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
국 등 여러 나라에 맡겨두고……97)

그의 사상의 한 측면을 이루는 황도주의적인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
데, 주목할 곳은 일본은 조선에 간섭하지 않고 중립의 입장을 지켜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퇴계의 상소가 전쟁을 방지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의 싸움터에서
일본 국민의 안전을 먼저 염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생각일 것이다.
대개 인군의 대덕은 인에 머물고, 치덕은 사람(국민)을 사랑하는 것
에 있을 뿐입니다. 혹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르지 못할 때에는, 사
업이 번성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천직인 인
에 어긋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육해군을 확장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헌법과 민법을 공포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
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교육과 권업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철
도와 전신사업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대개 국가가 시
행하는 것은 하나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혹 사람
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단지 사업을 번성시키고 유럽(歐洲)
의 문명과 경쟁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면 이는 국가 책임자로서의 마
음이 아닌 것으로 민심도 또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98)

시강으로서 당시의 군주인 메이지 천황을 요순과 같은 성군(聖君)으로
만들기 위한 모토다의 노력이다. 여기에서의 국민은 물론 당시의 일본국
민에 한해지지만, 이런 인의 실현을 주장하는 모토다가 자국민 우선일지
라도 타국(조선)은 침략해서 학대해도 좋다는 생각의 소유자였다고는 보
97) 元田永孚文書 1, 200쪽.
98) 德富猪一郎, 増補元田先生進講録 , 明治書院, 1910년,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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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타국을 대할 때의 ‘진실한 마음’, ‘천지인의의 대도’와 ‘지성측
달’의 태도, 그리고 허구적인 ‘국가’의 체면과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실
생활을 돌보는 참된 ‘인’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람직한 한일간의 미
래상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퇴계와 그의 후계자로서의 구마모토
번 학자들이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2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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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ptance and Influence of Toegye Study in
Gumamoto Jitsugaku School
- Seeking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the sight of
Toegye Study -

Eom, Seog-I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deas of Otsuka Taiya(大塚退野),
the founder of the Kumamoto Jitsugaku School, who is said to be
the most devoted to the scholarship and personality of Yi Toegye
in the history of Japanese thoughts. He is the teacher of Yokoi
Syonan(横井小楠), I have reviewed the acceptance of this school
of Toegye Studies by examining the related texts of Motoda
Nagazane(元田永孚) and tried to find out the desirabl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this review.
Daiya chose and absorbed in the orthodox Neo-Confucianism of
the Zhu Xi-Toegye among the various ideologies of the East Asian
thought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nd narrowly, in the Edo
Periode Thought. And later, this was the basis for the later
scholars of attempting the New Studies of Silhak and formed an
important axis of the late Shogun period.
In this paper, the primary contacts and influences of Kumamoto
Jitsugaku School Scholars and Toegye Studies were in the Mind
Study(心學). And as a result of this work, we examined the scholars
mentioning of Yi Toegye, including Ogyu Sorai(荻生徂徠) and the
critical discourse of Jamazaki Ansai(山崎闇齋). The criticism
between Sorai and Ansai also has a political meaning in th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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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apanese thought to reveal the location and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the Toegye-Kumamoto Jitsugaku School.
Finally, the emphasis of this MInd Study is linked to The
Relationship Theory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天人合一
論). Therefore it is suggested by the scholars of Kumamoto
Jitsugaku School as Toegye and his successor that ‘the true heart’
related to the nations, and ‘the great moral principle(大道) of
Heaven-Earth-Human-Rightness(天-地-仁-義), and they pointed
out that the idea of a desirable future of Korea and Japan could
be made not in the the fictional face and competition of 'nation',
but on the extension of the true 'In'(仁) policy of taking care of
the real life of people.

Key Words: Yi Toegye, Kumamoto Jitsugaku School, Otsuka Taiya,
Yokoi Syonan, Motoda Nagazane, Min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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