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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구한말의 조선의 도시환경은 비숍여사를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저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들은 당시 도시의 도로 및 주거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897

년 시행된 한성개조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한 근대적 도

시계획의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구한말 당시 개화파 지식

인들의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구한말 조선의 도시개혁을 주도한 대표적인 개화파인 김옥

균, 박영효, 유길준의 도시개혁에 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써, 한국 근대 도시계획의 주체적 성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화파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구한

말 도시개혁의 노력이 개별 인물별로, 또는 근대 도시계획의 주체적

성립과정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들의 당시 도시에 대한

문제인식과 도시사상을 문헌자료 중심으로 자세히 파악하고, 전체적

으로 이들의 도시개혁 노력이 근대적 도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확인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김옥균의『치도규칙(治道規則)』, 박영효의『내정

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 유길준의『서유견문(西遊見聞)』과 이

들 개화파들이 제안 및 시행하였던 정책들을『경무청처무세칙(警務廳

處務細則)』과『내무아문훈시(內務衙門訓示)』등의 관련법규를 수집하

고, 원문을 번역하였으며, 그 가운데 이들의 도시문제 인식과 도시관

에 관한 내용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구한말

당시 개화파 지식인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도시개혁의 내용에 대하

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대적 도시정책

의 제안가로서의 김옥균은 일본에서 체류하였을 당시에 저술한『치도

규칙(治道規則)』을 통하여 도로정비사업을 통한 국가의 기반을 정립하



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가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강조

한 사항으로는 ① 치도사업을 통한 균형 잡힌 도로와 위생의 개선, ②

분전법(糞田法)을 통한 도로의 청결유지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③ 순검

의 배치를 통한 철저한 사후(事後)관리, ④ 가가(假家)의 정비와 도로확

장 등을 통한 교통체계의 변화, ⑤ 기술교육과 위생교육을 통한 백성들

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언급함으로써, 도로정비사업을 통하여 조선의 근

대적인 국가로의 탈바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영효는 한성

부윤으로 재임하였을 때에 가가(假家)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도로정비의

담당부서 설치를 의도하는 등 근대적 도시정책의 실행가적 모습을 보

였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해 있는 동안, 고종에게 제출한

『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에서 정치, 경제, 보건·위생, 국방,

교육정책의 수립을 통한 국가기틀의 정립 및 백성들의 안녕 도모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도시정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국내에 복귀

하여 위생국(衛生局)을 설치하고, 『경무청처무세칙(警務廳處務細則)』

의 발표를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와 위생관련 업무에 대한 경무청

(警務廳)으로의 위임 등, 구한말 조선의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다

음으로 한국인 최초의 국비유학생 이였으며 일본과 미국에서의 유학생

활을 통하여 외국의 도시상황을 직접 체험한 유길준은『서유견문(西遊

見聞)』을 저술함으로써 구한말 조선을 개화를 통하여 근대국가로 탈

바꿈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 가운데 구한말 조선의 도시

에 대한 문제인식과 근대도사에 대한 그의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유길

준은 ① 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도시에 대한 소개, ② 기반시설의 정

비 및 도시정책의 실시의 필요성 강조, ③ 위생교육을 통한 공중위생에

대한 개념의 정립 등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근대국가

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은 일본, 미국 등 외국방문을 통하

여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견문한 후, 외국의 사례로부터 구한말 조

선의 대대적인 도시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조국의 근대화를 이

끌어 내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개화파 지식인



들은 19세기 말 조선의 도시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위생적 조건을 갖

추지 못하고, 화재와 수재 같은 재난에 취약하며, 기본적인 도시기능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미개한 상태로 인식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조건은 바로 조선사회 전반의 전근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근대국가로 발전하는데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각기 다른 형식으로 국가개혁과 긴밀

히 연관된 각종 도시개혁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도로, 교량, 건축,

위생, 방재,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개혁사항은 구한말 조선 또는 대한제국기에 근대적 도시계획

이 주체적으로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문제의 인식 뿐 아니

라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근대적 접

근방식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제정,

행정조직의 설치, 담당인력과 임무, 재정적 뒷받침, 공정한 법집행 및

국민교육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일본과

서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체제 속에

서 도시계획이 타율적으로 도입되기 전의 주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에

서 이들 개화파 3인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저술과 활동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주요어 : 구한말, 개화파, 근대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 한성개조사업.

학번: 2013-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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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모습은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

의 대도시와 같은 모습은 구한말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음을 당

시에 조선을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의 견문기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우선 1894년부터 4차례의 조선을 방문하였던 영국인 지리학자 비숍

여사(Isabella Bird Bishop)는 조선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녀는『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이라는

기행문에서 조선에 대한 첫 인상을 정체되고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하였

으며1), 서울의 거리 곳곳에 쌓인 쓰레기와 오물이 서울의 아름다운 모

습을 반감시킨다고 언급하였다.2) 또한 1880년대에 서울을 방문하였던

미국인 선교사 조지 길모어(George W. Gilmore)는 1892년 미국에서 간

행한 저서인『Korea from its Capital : With Chapter on Mission』을

통하여 당시의 서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즉, 노점이나

가가(假家)의 도로침범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하수도로서 기능해야 할 개천 위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집

을 짓거나 모래와 쓰레기로 인해 개천이 막힘으로써, 제대로 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가 매우 불결하였다고 표현하였다.3) 그러나 이러

한 열악한 도시의 상황은 고종이 주체가 되어 실시한 근대화 사업의

일환인 한성개조사업을 통하여 개선되었으며, 그 성과는 이후에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표현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4) 비숍여사가 한성개

1) 김희영 (2007),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말서양인의조선인식”, 경주사학회,「경주사학」, 26, p.169.

2) 이사벨라버드 비숍·이인화(역) (1994),「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살림, p47.

3) 조지 길모어·조용만(1958), “수도서울”,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향토서울」, (2), p.228-230.

4) 비숍여사는 그녀의 저서에서 한성개조사업이 진행된 후의 서울에서는 쓰레기 투하를 금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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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이 실시된 후에 서울을 재차 방문하였을 때의 조선에 대한 인상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도로폭이 확장되고 도로

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도로체계가 정비되었다는 점을 비롯

하여,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의 발병원인 이였던 샛길들을 포장함으로써

도로의 위생환경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청소부를 배치하여 도

성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도성 밖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도성 안

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초기에 서울을 방문

하였을 때의 모습과는 현격히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경탄하였다.5) 특

히, 이와 같은 변화가 4개월이라는 단기간 안에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6)

1897년에 고종에 의해 시행된 한성개조사업은 도로정비사업과 도시

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당시에 서울이 처해있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조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이 실행되기 까지는 개화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근대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가 뒷받침

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수신사로서 외국에 파견되어 근

대화된 국가와 도시의 모습을 보고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들은 근대화된 외국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함은 물론,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부강한 국가로 거듭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이 한성개조사업

과 같은 근대화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화파들은 조선이 근대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도서기와 문

명개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였으며7),

그들은 수신사와 보빙사 등의 사절단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함으로써

그 대책에 대하여 강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

도로의 눈 치우기를 의무화 시키는 등의 규제를 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도로정비사업은 한성의 위

생개혁과문명수준의향상을가져왔다고언급하였다. 김광우(1991),“대한제국시대의도시계획”, 「향

토서울」, (50), pp.110-112.

5) op.cit.,이사벨라버드 비숍·이인화(역) (1994), p.497.

6) Loc.cit.

7) 김영작(2002), “김옥균(金玉均)-시대를앞질러간개혁의지-”, 일조각, 「한국사시민강좌」, 31,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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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파 인물 가운데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박규수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하면서 개화사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개화파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구한말 도시개혁의 노력이 근대 도시계획

의 주체적 성립과정으로서 논의되어 왔으나 (김광우, 이태진), 이들의

당시 도시에 대한 문제인식과 도시사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개인적 생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구한말 조선의 도시개혁을 주도한 대표적인 개화파인 김

옥균, 박영효, 유길준의 도시개혁에 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 근대 도시계획의 주체적 성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개화사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3인의 개화파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에 비해,

이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된 연구는 미흡하

다. 이들 개화파에 대하여 진행되어 온 연구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조선이 근대화를 통해 변혁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김옥균

에 대해서는 갑신정변과 관련된 그의 실천 문제에 기존의 연구가 집

중되어져 왔으며8), 그의 개화사상가로서의 인물됨이 있음으로써 비로

소 갑신정변과 같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이와는 달리, 박영효는 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

8) 이재형(1991), “金玉均의 開化思想에 관한 -硏究 : 內政改革論과 自主外交論을 中心으로”, 서울대학

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9) 김옥균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는 op.cit., 김영작(2002), pp.79-102.

와 이광린(1973),「개화당연구」, 서울:일조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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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옮김으로써,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3인의 개화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인물은 유길준

이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에『서유견문(西遊見聞)』이라고 하는 혁신

적인 견문록을 저술함으로써, 무지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세계를 보

는 시야를 갖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최초의 국비유학생으

로써 일본과 미국에서 선진화된 학문을 습득하였다는 점에서, 유길준

은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10)

우동선(2001, 2012)은 박영효와 유길준의 건축관·도시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적 측

면에서 3인의 도시문제 인식과 도시개혁 제안 및 실천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화파 지식인의 도시개혁과 한국

의 근대 도시계획의 성립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광우(1991)는

김옥균의『치도규칙(治道規則)』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나 한성개조사업의 토

대가 된 앞선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원문을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대 도시계획 성립의 관점에서 당시의 도시상과 개혁제안 내용에

대한 원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앞서 언급한 우동선과 김광우

의 연구들이 3인의 저술과 법령사료를 원문에 충실하여 소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해전달이 용이하도록 번역하여 논의하였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구한말의 조선의 시대상을 바탕으로 초기 개화파였던 박

규수의 문하에서 함께 개화사상을 접하고 수학하였던 김옥균, 박영효,

10) 유길준에 대해서는『西遊見聞』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한철호 (2000), “兪吉濬의 개

화사상서『西遊見聞』과그영향”, 진단학회,「진단학보」, (89), pp.227-244., ; 허경진(2004), “兪吉濬

과 『西遊見聞』”, 한국어문교육연구회,「어문연구」, 32(1), pp.427-453, ; 우동선(2012), “『서유견

문』(1895)에 나타난 유길준의 건축관과 도시관”, 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8(7), pp.215-224.



- 5 -

유길준의 근대적 도시관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역사

적 사실에 입각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이들 개화파들이 가지고 있던 개

화사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개화파들이 직

접 저술한 저서와 그들이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실행으로 옮긴 법규들

을 1차 자료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Ⅰ-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Ⅰ-1] 개화파들의 저술활동 및 정책 활동

Ⅱ에서는 김옥균의 저서인『치도규칙(治道規則)』을 중심으로, 김옥균

11)『치도규칙(治道規則)』은 서문인「치도약론(治道略論)」, 치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인「치도

약칙(治道略則)」, 그리고「여서창(黎庶昌)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김옥균

의 본 저서를 종합적으로 칭할 경우, 『치도규칙(治道規則)』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한문원본

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재되어 있으며, 이 중「치도약론(治道略論)」에 대한 현대한글번역

본이 최치원·이민수(역)(2002),「한국의 고전 명문선」, 서울:범우사, pp.241-248에 개제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부분들은 한글번역을 실시하였다.

12)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는 박영효가 일본 망명 중

에 작성한 글로서, 원문은 日本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第21券, pp.292-311. 문서번호 106,

1888년 양력 2월 24일자,『朝鮮国内政二関する朴泳孝建白書』로 게재된 글이다. 본 논문에

서는 김갑천(1990), “朴泳孝의 建白書-內政改革에 대한 1888年의 上疏文”,「한국정치연구」, 2,

pp.245-295을 참고하였다.

13) 송병기·박용옥·박한설(편)(1971),「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대한민국 국회도서관, p.471.

14) Ibid., p.183.

15) 유길준·허경진(역)(2004),「서유견문: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서울:서해문집.

저서 법규 시행업무

김옥균
1882

『치도규칙(治道規則)』11)

박영효

1888

『내정개혁에관한

건백서(建白書)』12)

1895

『경무청처무세칙(警務廳

處務細則)』13)

『내무아문훈시(內務衙門

訓示)』14)

1883

-치도국(治道局)·순경부(巡警部)

설치

-치도사업준비

1894

-위생국(衛生局) 설치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 발표

유길준
1895

『서유견문(西遊見聞)』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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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제안가적 입장에서 어떠한 도시관을 가지고 근대화를 추구하고

자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문에 해당하는「치도약

론(治道略論)」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한말 서울의 도로 상태와 일반

백성들의 생활모습을 종합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도로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했던 이유를 확인한다. 그리고「치도약칙(治道略則)」과「여서

창(黎庶昌)의 발문」의 현대우리말해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도로정비사

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파악한 뒤, 근대적 도로정비사업의 지침

서로서의『치도규칙(治道規則)』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Ⅲ에서는 박영효가 저술한『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와 그

가 정책으로서 제안 및 실행하였던 법규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근대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 국왕을 비롯한 정치가들이 지녀야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Ⅳ에서는 유길준의 해외경험과 그것을 토대로 저술된『서유견문

(西遊見聞)』을 통하여, 그가 생각하였던 근대적 국가관·도시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근대적 도시정책의 제안가로서의 김옥균

1. 김옥균의 시대관과 도시관

구한말의 대표적인 개화 사상가이며 정치가였던 김옥균에 의해

작성된『치도규칙(治道規則)』은 당시에 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저서라고 할 수 있다.16) 본 저서는

고종이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는 과정에

서 저술되었다. 1881년에 근대화된 문물을 시찰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였던 김옥균은 이듬해인 1882년에 수신사의 고문으로 재차 일

16) 우리의 國土(15) 金玉均의 治道論, 『매일경제신문』, 1983년 8월 19일,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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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김옥균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였던

박영효와 김만식17)을 중심으로 한 수신사 일행은 동경(東京)의 청결

함을 비롯하여 도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모습을 보고 경탄하였다.

그들은 동경과 극도로 대비되는 수도 한성(漢城)의 열악한 도로상황

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들은 한성의 도로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김옥균은 이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1882년 12월 24일에 일본

에서 『치도규칙(治道規則)을 저술하였다.

2. 근대적 도시계획의 이론서『치도규칙(治道規則)』

본 서(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서론에 해당되는

「치도약론(治道略論)」으로서, 도로정비를 비롯한 도시의 정비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신사 일행이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들을 토대

로 한성에서 치도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8) 그리고 본론

에 해당되는「치도약칙(治道略則)」은 치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대하여 전문 17조로 구성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주일청국공사였던 중국인 여서창(黎庶昌)19)이 논

17) 조선말기의 문신이였던 김만식(金晩植 1834-1900)은, 1880년 제물포조약의 조항을 이행하

기 위하여 수신사 김홍집의 부사(副使)로서 수행하였다. 또한, 1882년 8월에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박영효를 수신부사 겸 전권부사로서 수행하면서 당시의 일본의 근대화된 도시의 모

습을 경험함으로써, 박영효와 함께 조선의 도시정비의 필요성을 김옥균의 『치도규칙(治道

規則)』을 통하여 제안하였다. 1883년 8월 17일 신문발간의 담당부서인 박문국(博文局)의

신설 및 신문발간을 추진한 뒤, 10월 30일 『한성순보(漢城旬報)』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김만식”(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9080), 2015년 1월 15

일 최종방문.

18) 본 논문에서는 치도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19) 여서창(黎庶昌, 1837-1897)은 귀주성(貴州省) 준의(遵義) 출신의 청나라 말기의 외교관으로서,

곽숭도(郭崇燾)를 따라 영국과 프랑스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대사관 참찬(參贊)을 지냈으며, 증국

번(曾國藩)의 사제자(四弟子) 중의 한명으로 일컬어졌다. 1881-1884년과 1887-1890년의 두 차례

에 걸쳐 주일청국공사를 역임하는 동안에 송나라와 원나라의 옛 사적을 수집하여『고일총서(古

逸叢書)』를 편찬했다.

“黎庶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04564&cid=42981&categoryId=42981), 2015

년 1월 15일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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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읽고, 치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조언한 발문으로 구성된다.

1) 「치도약론(治道略論)」20)

서론에 해당하는「치도약론(治道略論)」에서는 김옥균이 본 서(書)

를 저술하게 된 동기와 치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먼저

김옥균이「치도약론(治道略論)」과「치도약칙(治道略則)」을 집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은 그와 함께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

효와 김만식 임을 다음의 구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저번에 전권대사 박영효, 부사 김만식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나는 또한 일본을 두루 돌아 동경에 두 번이나 간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장차 치도에 능한 학자 몇 명을 데리고 함께 본국에 돌아가

정부에 보고하고, 치도하는 일을 급히 시행하려 하는데, 그대

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21)

이에 김공은, “옥균에게 부탁하여 치도규칙 몇 조목을 만

들어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22)

옥균이 감히 글을 하지 못한다고 사양할 수 없어서 삼가

다음과 같이 조목을 만드는 바이니, 여러분들은 여기에 유의

하여 채택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23)

김옥균과 박영효는 박규수의 문하에서 개화사상을 함께 공부하였다

20) 『치도규칙(治道規則)』의 내용을인용하는부분에관해서는본논문의 [부록]을인용하기로한다.

21) [부록], p.71.

22) Ibid., p.73.

23)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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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일본에 체류하면서 동경을 중심으

로 한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치도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김옥균은 박영효로부터의「치도약론(治道略

論)」과「치도약칙(治道略則)」을 저술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자발적

으로 받아 들였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서론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점은 김옥균과

박영효의 개화정책 추진의 성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박영효의 경

우, 도로정비사업을 조속히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일본의 치도기술자들

을 조선으로 초빙하여 갈 것을 제안하였던 것과 달리, 김옥균은 장기

적인 관점에서 도로정비사업의 중요성을 바라보면서, 치도기술자들의

초빙과 더불어, 그들이 견문한 일본의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과 도시

정책 등을 지침서(manual)로 작성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후대에 전승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1868년에 명치유신(明治維新)24)을 통하여 개항을 하게 된

일본이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근대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사업이 중심에 있었다고 보았다. 즉, 그들은 도로폭의 확장과 더

불어 도로변의 가옥 및 하수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 개

선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의 개선과 사람들의 삶

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일본이 부강한 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

었음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절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또 들으니 일본이 법을 변경한 이후로 모든 것을 경

장했지만, 오직 도로를 닦는 공이 효력을 크게 거두었다고

한다. 이에 그대들이 본국에 돌아가 정부에 보고하여 이를

행하게 하면, 지난 날 외국으로부터 조소 받던 일이 도리어

24) 메이지 유신. 일본 메이지 왕 시대에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통한 중

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변혁과정을 총칭한다. 구미(歐美)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여

학제, 징병령, 지조개정(地租改正) 등에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메이지 유신”,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

698248), 2015년 1월 15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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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기쁘게 치하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방법은 실로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다.25)

김옥균은 박영효의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

서는 위생, 농상, 도로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중

에서도 위생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들이 일본을 방문

하면서 느낀 조선과 일본의 대조적인 도시의 모습도 있지만, 조선을

방문하였던 외국인들로부터의 언급에서 도시의 청결함의 여부가 근대

성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각국의 가장 요긴한 정책을 구한다면, 첫째는 위

생이요, 둘째는 농상이요, 셋째는 도로인데, 이 세 가지는 비

록 아시아의 성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라고 해도 또한 여

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26)

내가 일찍이 들으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산천이 비록 아름다우나

사람이 적어서 부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도 사람과

짐승의 똥·오줌이 길에 가득하니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한

다. 이것이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는 말인가.27)

이와 같은 언급은 구한말 당시 서울의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음

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들은 하수도와 도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의 위생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과

비교되고 있다. 김옥균은 위생과 도로의 문제를 농상 문제와 함께 근

대국가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치도약론(治道略論)」에 나타난 김옥균의 도시문제인식은 다음과

25) op.cit., [부록], p.73.

26) Ibid., p.69.

27)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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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 십 년 이래로 괴질과 역질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성행

해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전염되어 백 명, 천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더구나 사망자의

대다수는 일을 한창 할 장정들이었다. 이것은 비단 거처가

깨끗하지 못하고, 음식물에 절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러운 물건이 거리에 쌓여 있어, 그 독한 기운이 사람의 몸

에 침입하는 까닭이다.28)

현재 구미 각국에는 그 기술의 과목이 몹시 많은 중에서

도, 오직 의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둔다. 이것은 백성들의 생

명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청에서 민가

의 마당에 이르기까지 물이 번지고 도랑이 막혀서, 더러운

냄새가 사람을 습격하여 코를 막아서 견디기 어렵다는 탄식

이 있으니, 실로 외국의 조소를 받을 일이다.29)

2) 「치도약칙(治道略則)」

「치도약론(治道略論)」을 토대로 하여, 김옥균은「치도약칙(治道略

則)」에서 치도사업의 실시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17개의 조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사

항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 알아보기로 한다.

① 치도사업의 중요성

그는 치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8) Ibid., p.70.

29) Ibid.,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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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치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관리(官吏)의 설치, 치도

와 관련된 기술교육의 확대, 일반 백성들에게의 치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한 치도사업의 보편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조 치도국(治道局)은 최대한 빨리 부를 나누어 통행

의 요지에 개설하고 반드시 대사헌(大司憲)이 관장하게 하

되 경조윤(京兆尹)의 직책과 같게 할 만하다. 이 맡은 그 나

머지 관원 및 하인들은 각 부의 지역의 크고 작음과 호구의

수요의 많고 적음을 보아 등차를 정할 것. (도성에서 처리한

일이 효과가 있기를 기다려 점차 지방에서도 준행할 것.)30)

김옥균은 치도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설치와 관리(官吏)의 임명을

통하여 체계적인 치도사업의 실시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치

도국(治道局)을 거리의 요충지에 설치하고 한성부 판윤과 맞먹는 대관

(大官)을 둠으로써 대대적인 치도사업의 실시와 확대를 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제2조 이번에 공사가 데리고 온 치도사(治道師) 3인과 목

공과 철공 각 1인을 반드시 적당히 지내게 하고 우대하되 (지

금은 겨울철이라서 즉시 치도를 시행할 수 없으니, 제반 기구

를 마련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일을 모두 준비할 것) 목

공과 철공은 마땅히 재주와 사고력이 있는 자를 먼저 뽑아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 학문을 가르치고 익혀서 미리 기계를

준비하게 하라. 또한, 치도하는 자로 하여금 성의 내외와 오

강(五江) 등의 지형을 살펴 공사를 시작하기 편한 순서를 정

하게 한다. (치도의 법은 다른 기술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

으니, 총명한 자가 몇 달만 배우면 그 요령을 터득할 것이니,

치도사(治道師)는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도 될 것이다.)31)

30) Ibid., p75.

31)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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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도사업을 실시함에 앞서, 일본에서 초빙한 치도기술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도로정비와 관련된 각종 기술을 가르치도록 함으

로써 습득한 기술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기술교육을 통한 후대에의 전승은 효과적인 치도사업을 위하여 무엇

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관한 사항은「치도약론(治道略

論)」에서 “과거 선조들은 건국을 한 후에 우선적으로 도로와 교량의

설치 및 정비를 하였으며, 치도관련 부서와 관리를 임명하여 치밀하

게 치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후대에 제대로 전승되어지지 않음으로

써 구한말의 조선은 불안정하고 비위생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는 문제인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

따라서 김옥균은 백성들에게 체계적이며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치

도의 중요성을 체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

선이 부강한 근대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백성들에게의 치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

항은 다음의 제1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7조 각 조항 가운데 부족하여 상세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

자가 자세히 살펴서 이를 증감하게 한다. 지금 공사께서 가지고

온 활자 인쇄판으로 빨리 정본을 완성하고 아울러 한글로 번역하

여 반포해서 백성들에게 이익과 손해를 알게 한다면 백성들을 고

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번역에 관한 일은 인쇄된 판을 반

포하여 백성의 지혜를 날로 발전시켜 오늘날 천하가 열리고 통하

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상의 각 조항은 반드시 조정에서부

터 시행해야 되고 백성에게만 명령을 내리어 일러 경계하면 실효

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의 정치에서 어찌 비용이 많음을

32) 乎我柤宗朝開國制法之初道路橋梁修治之事属之水曹且設濬川之司專務疏鑿溝渠其規模非不綜密

無如風俗頹墮成習雖関切於痛癢一身者惟苟且因循是事良法美意徒存虛名自. 선조들이 치도에 대

하여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었으나, 후대에 치도관련 정책이 제대로 전승되어지지 않음으로 인

해 잘못된 풍속으로 전락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Ibid.,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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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하겠는가. 오직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알 수 없

지만 폐단이 있으면 고치고, 번잡한 것은 간소화하고, 쓸데없는

것은 없애고, 은닉한 것은 조사하고, 허술한 것은 채운다면 예산

을 마련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형세

는 큰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는데 구습을 고치지 않고 눈앞의 편

안한 계획만 한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의 복이 아닐 것이다.33)

이상을 통해 김옥균은 치도사업을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도시개혁 사

업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행정적 토대 마련과 국민교육,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국가의 선도적 개혁역할을 촉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의 개선

김옥균은 치도사업을 통하여 당시의 체계적이지 못한 도로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당히 열악하였던 공중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함을 강조하였다. 공중위생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조항들에서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3조 먼저 도자기 가게에 공문을 신칙하여 수통을 굽게

해서 지하수로로 쓰고, 또 벽돌류를 많이 만들어서 뒷간 등

과 같은 곳에 사용한다. (수통은 공사가 가져온 양식이 있

다.)34)

당시의 조선에서는 제대로 된 하수도 시설과 변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도로변에 오물들이 산재해 있었으며,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에 오물들이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 오염과 전염병

등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단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위

생환경의 개선이 시급하였으며, 그 방법으로서 하수도 및 변소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공중위생에 대하여 인식시키고 잘못된 구습으로

33) Ibid., pp.83-84.

34) Ibid.,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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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였다. 지하수로로 사용할 수통을 제작하게

하고, 화장실에 비침투성 벽돌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근대적 하수

관개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도약칙(治道略則)」에서는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

의 조항들의 구체적인 언급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본국은 별도로 비용(鈔資)을 준비하여 매월 말에 각 부내에

비료를 저장하되, 호구의 크고 작은 것을 보고 값을 주어 사들여 (이

조항은 마땅히 유사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대문 밖에 넓게 구덩

이를 파고 석회를 써서 만들고 사들인 비료를 실어다가 묻고 더러운

냄새가 새어 나오지 못하여 그 성질이 다 사라지고 독기가 다하면

능히 토질을 변화시키고 전염병의 폐단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35)

제9조 매 순검이 관할하는 경계의 안에 본국으로부터 목

재창고 2, 3칸을 설치하고, 매 칸마다 나무통을 따로 묻어서

행인들의 대소변의 급함을 해결하게 한다. 이와 같이 했는데

도 오히려 냇가·축대 및 담 밑과 집 뒤꼍에 어지럽게 오줌똥

을 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36)

제11조 분뇨 구덩이는 마땅히 치도국(治道局)에서 감수관리

를 두어 농부에게 판매하되 그 가격은 반드시 저렴하게 하여

마땅히 항구적인 규정을 둔다. 비록 성곽 문 안팎의 넓은 땅에

스스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가 해당하지 않으나, 또

한, 그들에게도 응당 구덩이를 설치하고 은밀히 저장하게 하여

(분뇨가) 흩어져 죄를 범하는데 이르지 않게 한다. (대개 분전

법을 1, 2년 시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익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 연후에는 조정에서 규찰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

35) Ibid., p.77.

36) Ibid.,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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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저장하는 법이 스스로 규칙화될 것이다.)37)

공중위생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시의 잘못된 구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비롯한 가축들의 배

설물이 도로 위에 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였

으며, 그 대책으로서 도로 위의 오물들을 수거하여 비료화 시킴으로

써, 그것을 농사일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방법은 도로상

의 청결유지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기

대했다는 점에서 도시위생개혁을 국가의 농업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킨

김옥균의 실용적인 국가근대화 추구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도사업이 실시되는 곳에 화장실을 마련하여 일반 백성들이

대소변을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청결

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③ 도로의 관리 및 처벌·징벌

제4조 백성의 집에 있는 뒷간은 마땅히 명하여 따로 구별

하게 하고 또한, 그 집터의 넓고 좁은 것을 헤아린다. 무릇

소·말·닭·개의 배설물이나, 재·짚·나무·돌 등의 장애물은 어

지럽게 뒤섞여 대문이나 문이나 뜰에 쌓아놓거나 도로 사이

에 버리는 일을 허락하지 말고, 그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고

호를 배정하여 날마다 시간을 정해 (버리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규정을 엄히 세운다. (겨울철에 눈을 치우는 것처럼 이

37) Ibid.,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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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례가 있으니 위반하는 사람은 징벌한다. 징벌하는 법은

가볍고 무거운 것의 몇 가지로 나누고, 이에 응하여 한계를

정한다.) 궁궐 내의 각 관청 및 각 궁원에 딸린 하인들의 부

지런하고 게으른 것도 또한, 치도국(治道局)에서 감독 및 감

찰하도록 맡기고, 비록 공경(公卿)이라도 그 범한 죄과에 따

라 처리하되 무거운 쪽을 택하여 징벌할 것이요, 혹이라도

개인의 사사로운 정과 안면에 구애되지 않은 뒤라야 백성들

이 명령을 따를 것이다.38)

제6조 본국에서는 먼저 녹거와 분통을 만들어 (모두 덮개

가 있다.) 운수의 용도로 쓰도록 하는데, 만약 일꾼 중에 분

통을 덮지 않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수시로 징계한다.39)

제7조 치도국(治道局)을 설치한 뒤 여러 일을 거행할 때

는 (그 명목은 헤아려 정한다.) 순검의 임무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가령 50호마다 한 명의 순검을 두되 부지런하고 정직

하고 사리에 밝은 자를 선발하여 직첩을 주어 직무에 이바지

하게 하고 순시규찰의 사이에 임의로 놓아주거나 강제로 징

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따라 징벌하되 마땅히 상민보다

갑절의 무거운 벌을 주고 또한 마땅히 총괄순검을 두어 순검

을 수시로 감독하고 규찰해서 출척해야 한다.40)

제8조 매 순검이 관할하는 경계마다 하나의 판을 설치하

여 법식을 새겨 걸되 한문과 언문을 참고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그것을 보게 한다면 이로 인해 거의 허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41)

38) Ibid., p.76.

39) Ibid., p.77.

40) Ibid., pp.77-78.

41)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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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죄인에게 징역살게 하는 법은 고전에 실려 있고,

지금 해외의 나라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근래

에 시행하고 있으나 조선만이 옛 성인의 정치를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그 흠결은 치도, 순검, 징역으로 이 세 가지는 솥

발의 형세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현재 시

행되는 정치와 형벌을 논하면 법이 오래되고 문란하여 생명

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아 그 해로움이 전 지역에 미치고

있으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 못

하나 훔치거나 권세가를 한번 욕하면 사형에 처해지는데 인

명을 한낱 잡초처럼 가벼이 여겨 조화로운 기운을 손상시키

는 것이 극에 달하니 인자한 사람이나 군자의 마음으로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요순의 시대에는 어느 백성이 교화를 어겨

법관이 있고 속금(贖金)이 있는가. 이것이 징역의 법이 생긴

이유이다. 마땅히 새로운 법률을 정하여 가벼운 죄를 범한

자는 일을 시켜 스스로 속죄하게 하고 이는 반드시 국왕의

결재로 처결하게 하여야 효력을 거둘 수 있다. (법률학이 발

달한 이후에 다른 일들도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42)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토목공사를 통한 물리적인 변

화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김옥균은 언급하였

다. 백성들은 변화에 대하여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고 생

활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순검을 배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만약에 규

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일반 백성들의 관리 및 감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서는 양반과 고관에게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지배계층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

42) Ibid.,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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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책이 시행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징계에 관하여서

도 지위고하를 구분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위반하는 지배계층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과 징계를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4조 50호에 1명의 순검을 두는 법이 시행되면 십오법

(什伍法)은 자연스럽게 바르게 될 것이다. 마땅히 호구를 조

사하여야 하는데, 경조윤이 이를 총괄해서 인구의 증감을 살

펴야 한다. (지금 서양 여러 나라들의 호적법은 매년 호구,

남녀, 생사, 이주자 수를 조사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는

국가의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이 어지러워지면 화폐를

주조하거나 병정을 뽑는 일 역시 점검할 수 없게 된다.)43)

또한 순검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호구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지역에 부합하는 치도사업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역의 인구와 가구의 증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도사업과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제안으로서, 합리적 근대 도시계획의 성

격을 읽을 수 있다. 서양 국가들이 호적법을 제정하여 인구 및 가구

의 증감, 인구의 이동, 성별 실태 및 출생과 사망에 대한 체계적 센서

스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도로환경의 변화와 방재(防災)

김옥균은 도로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가 청결해지고 도로소통이 원

활해짐으로써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도로교통의 속도가 신속

해질 것임을 예상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조항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43) Ibid.,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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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가 이미 놓였으면 인력거와 마력거가 다니지

않게 할 수 없으니, 생각건대 인력거를 마땅히 먼저 많이 만

들어서 각 동의 수레 끄는 사람들에게 반급해 주고 매월 가

벼운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니 더욱 마땅히 제도를

정하고 통용하여 비록 급이 높은 관리일지라도 반드시 인력

거나 마력거를 타도록 한다. (인력거를 사용하는 것이 운수

에 편하다면 우마의 힘을 농사짓는 일에 옮겨 쓸 수 있고,

우마의 힘을 사용하여 수레를 끌게 한다면 또한, 우마도 질

병으로 인해 온역(瘟疫)이 성하게 되는 우환을 면하게 될 것

이니, 이것이 어찌 성인의 은택이 금수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나라는 본래 말이 생산되는 고장이라

불리었는데, 목축의 일이 폐지되고 강구되지 못한지가 오래

되었다. 비록 1, 2곳의 목장이 있기는 하지만 수초와 말먹이

(喂養)에 대해 이미 그 방도를 상실하였고 또 그 중에서 조

금 큰 말은 해마다 뽑아가서 파리하고 수척한 것만 남았는데

이는 토산종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종자를 취하는 방법을 얻

지 못해서이다. 또한 가끔씩 다만 암컷만이 있고 수컷이 없

어서 번식할 길이 없으니 이것 또한 최대한 빨리 방법을 강

구하여 건장하고 큰 종자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여러 섬 곳곳

에 목장을 다시 설치한다면, 5, 6년 안에 장차 준마가 서울의

큰 길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다니며 박봉을 소모하는 일을 면하게

될 것이며, 수레를 끄는 무리도 또한, 각자의 공업에 종사하

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이 편

하고 쉽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생활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

즉, 치도하는 일에는 마땅히 차부(車夫)등이 힘을 내야 할 것

이다. 또한, 궁궐 내에서 근수노를 많이 거느리지 못하게 하

는 금령을 누차 내렸으나, 끝내 이를 한결같이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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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관원을 추종하는 것을 모두

없애는 것만 하겠는가? 한갓 번거로운 구차한 조처에 불과할

것이다!)44)

도로정비사업 중에서 공중위생의 개선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도로를 침범하여 상가로 설치된 가가(假家)를 정비하는 것 이였다. 우

동선(2003)에 따르면, 가가(假家)는 한국 근대사에서 상업의 발달을 보

여주는 척도였던 한편, 한국의 도시가 근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철거되어야만 했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45)

그러나 김옥균은 다음의 조항들을 통하여 후자의 입장에서 가가(假家)

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2조 거리와 도로, 마을에 짚을 엮어 임시 가옥을 만드

는 풍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화재의 빈번함이 여기에서 비롯

되는 것이니 마땅히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레와 말

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공간을 확보하여 장막을 펴고 야시

장을 열도록 허락하여 백성들이 게을러 생업을 잃지 않게 하

여야 한다. (석탄광산이 개설되면 등유를 궁중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벽돌을 만드는 법이 시행되면 화재의 피해가 줄어들 것

이다.)46)

구한말의 조선에서는 도로선을 침범한 다수의 가가(假家)들이 도로

내부에 무분별하게 지어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도로의 통행에 지장

을 일으키거나 도시의 미관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

다. 뿐만 아니라, 가가(假家)는 볏짚과 같은 화재에 약한 소재로 지어

져 있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컸던 것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도로변에 난

44) Ibid., pp.79-80.

45) 우동선(2003), “가가(假家)에관한문헌연구”, 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8), p.184.

46) op.cit., [부록],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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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있던 가가(假家)들을 철거하여 도로폭을 확장시키고, 도로선을

정비하거나, 가옥을 벽돌과 같이 화재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건설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는 가가(假家)의 정비

를 통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것 외에도, 목재창고 등과 같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순검을 배치시킴으로써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가(假家)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해서는 구한말에 시행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확인되어지며47),

그만큼 가가(假家)에 관한 사항이 개화파들의 근대적인 도시관에 중

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화재에 강한 소재로 가옥을 짓는 것 외에도, 땔감으로 사용되는 목

재들로 인한 화재의 발생에 대비할 것도 강조하면서, 목재창고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 온 섶과 같은 화재에 약한 소재의 이용을 삼가고, 이

보다는 화재에 강한 장작의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 속에

서 각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

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조항들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제15조 순검이 머무를 목재창고를 각 부 핵심 지역에 설치

하고 밤낮으로 머물고 쉬는 곳으로 삼아서 수재와 화재를 막는

일, 도적을 살피는 일 등의 일을 모두 순검이 책임지도록 하고

관청에서는 기계를 지급하여 번갈아 순시하게 한다. (한 창고

마다 2명의 순검을 두고, 많아도 3인을 넘지 않게 한다.)48)

47) 가가(假家)의 정비에 관한 개화파들의 생각과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료(史

料)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제안에 관한 글로서는 “朴泳孝의 建白書-內政改革에 대한

1888年의 上疏文”(op.cit,.김갑천(역)(1990), pp.245-295)가 있으며, 법령에 관하여는 1895년 4월

에 한성부윤 류정수에 의해 시달된 「가가건축(假家建築)의 금령(禁令)」 (박은숙(1997),「서울

행정사」서울:서울특별시, p.153), 그리고 같은 해 8월 6일에 내부대신 박정양이 발표한「奏本

道路修治와 假家基址를 官許하는 件」 (op.cit., 송병기·박용옥·박한설(편)(1971), p.185)과 1896

년 9월29일에 발표된「內部令第9號 漢城內道路의 幅을 規定하는 件」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1971),「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서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p.185)이 있다.

48) op.cit., [부록],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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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땔감을 파는 시장은 각 성문의 안팎과 중요한 각

동네의 넓은 곳에 적당히 설치하여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모든 마을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쌓여있는 마른 섶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니, 화재의 염려가 있는 섶의 매매를 금하고

장작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근교에는 이미 울

창한 수목이 다 없어졌으니 사정으로 보아 섶의 사용을 서둘

러 없앨 수 없다. 잘 자라는 나무를 곡식이 잘 되지 않는 텅

비고 너른 들판에 심고 비료를 주어 가꾼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땔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니, 이는 다만 땔감을 충당하

는 이익뿐만이 아니라 홍수와 가뭄에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

에, 지금 천하 각국의 정무에서 가중 중요시 되고 있다.)49)

3) 여서창(黎庶昌)의 발문50)

김옥균이 서술한「치도약칙(治道略則)」에 이어서, 주일청국공사였

던 중국인 여서창(黎庶昌)으로부터 치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충

고를 받아 본 서(書)의 마지막 장에 수록하였다. 여서창(黎庶昌)은 런

던과 파리의 예를 들면서, 이 두 도시에서는 도로정비와 관련된 사업

을 실시하였을 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지방세 등으로 이를 충당

하려 하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구한말의 조선이 놓인 상황에서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고 할 경우, 경제적인 여건과 그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치도사업으로 인해 백성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위기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

였다.

49) Loc.cit.

50) Ibid., pp.85-86.



- 24 -

따라서, 그는 ⅰ) 우선적으로 경비를 마련한 뒤, ⅱ) 치도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ⅲ) 치도를 위한 기술자의 양성과 노동력이 갖추어 짐

으로써, ⅳ) 비로소 백성들이 치도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고 조언하였다. 이는 김옥균이 도로정비사업과 같은 국가적으로 대대

적인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적인 여건을 충당시키는

것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서창의 조언을 빌어 강조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치도규칙(治道規則)』의 의의51)

앞에서 언급된「치도약론(治道略論)」과「치도약칙(治道略則」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치도사업을 통한 균형 잡힌 도로와 위생의 개선

② 분전법(糞田法)을 통한 도로의 청결유지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③ 순검의 배치를 통한 꾸준한 감독 및 관리

④ 가가(假家)의 정비와 도로확장 등을 통한 교통체계의 변화

⑤ 기술교육과 위생교육을 통한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러한 김옥균의 제안은 단순히 도로정비와 위생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구한말 근대적 도시계획이 태동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도시의

위생, 교통, 방재, 하수처리에 대한 도시문제가 근대화를 이룬 외국과

비교하여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기반구축, 법

령제정 및 행정체제 구축, 그리고 관리운영의 방식까지 제시함으로써

근대적 도시계획체제의 정립을 추구하고자 한 노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도시개혁은 구한말 조선을 근대국가로 발전시키

51) 「치도약론(治道略論)」과「치도약칙(治道略則)」,「여서창(黎庶昌)의 발문」을 종합적으

로 표현하기 위하여『치도규칙(治道規則)』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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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개화파의 국가적 문제인식과 개혁의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III. 근대적 도시정책의 실행가로서의 박영효

박영효는 1882년에 김옥균을 고문으로 하여 수신사 겸 전권대신으

로 일본을 시찰하면서 조선의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

게 되었다. 그들이 방문하였던 당시의 일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명

치유신(明治維新)을 통하여 수도 동경을 중심으로 개항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동경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의 전반적인 정비사업

이 시행되었다. 당시의 조선의 백성들은 예로부터 변소에 대한 명확

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용변을 보는 풍속이

지속되어 왔으며52), 그로 인해 도로상에는 사람들과 가축들의 분뇨

(糞尿)가 산재해 있었고, 도시의 위생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였다. 그

래서 개화파들은 일본에서 치도의 방법을 배워 우리나라에 적용시킴

으로써 구습(舊習)을 개량시킴은 물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을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1. 박영효의 도시문제 인식과 도시정책

구한말의 정치가였던 박영효는 김옥균, 서광범 등의 개화당의 주요

인물들과의 결속을 통하여 정치적인 혁신을 주창하였는데 특히, 1882

년에 김옥균과 함께 수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에 시찰을 다녀온 후, 우

리나라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53)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크게 ⅰ) 박

52) 구선희(2000), “[인물바로보기 2] ‘시세를보고있는’ 개혁가박영효”, 「내일을여는역사」,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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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博文局), ⅱ) 치도국(治道局), ⅲ) 순경부(巡警部)의 설치를 통하

여 내무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54) 우선, 박영효는 한성부판

윤(漢城府判尹)에 임명되자 당시에 그와 마찬가지로 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유길준과 함께 ⅰ)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여 신문을

간행하고자 하였다.55) 그는 국왕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신문을 배포함

으로써 국가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외국의 정세

등을 알리고, 좁게는 국내적이고, 넓게는 국제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

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56)

다음으로 ⅱ) 치도국(治道局)의 설치는 1882년에 김옥균이 작성한

『치도규칙(治道規則)』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되었

을 당시에, 박영효와 김만식은 치도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학자를 고용하여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것을 제안하였다.57) 그러나

김옥균은 외국인 치도사(治道師)를 데리고 가는 것 보다는 일본에서

도시에 대하여 견문한 것을 조선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결

국은 박영효와 김만식은 김옥균으로 하여금 치도에 대한 규칙을 일본

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58)『치도규칙(治道規則)』을 가지고 조선으로

귀국한 박영효는 이 책을 바탕으로 “치도국(治道局)을 설치하고 3명

의 일본인 치도사(治道師)를 두어 도로정비를 시행”하고자 하였다.59)

박영효는 김옥균의 저서에 입각하여 도로상의 오물처리와 가가(假家)

53)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은 지금의 서울시장이다. 이광린(1993), ‘춘고 박영효’, “개화기의 인

물”,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p.109.

54) Loc.cit..

55) Ibid., pp.109-110.

56) 박문국(博文局)의 설치에 대한 규정의 내용에서는 신문을 발간하여, 왕실과 중앙 지방 각 관

청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Ibid., p.110.

57) 外邦所譏頃者全權大臣朴公副使金公聘使日本玉均亦遊歷而再東京一日兩謂余曰将邀嫺於治道之

學者三五人與俱載歸報于政府治道一事亟欲施行如何. 김옥균의「치도약론(治道略論)」의 도입부에

서, 박영효와 김만식이 김옥균에게 일본에서 치도사를 조선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

다는내용이기록되어있다. op.cit., [부록], p.71.

58) op.cit., 이광린(1993), p.111.

59) 이정옥(2011), “갑오개혁 이후 한성 도로정비사업과 부민의 반응”,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향토서울」,78,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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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비를 통한 도로의 확장을 실제로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60), 치

도국(治道局)을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61)

그가 기존의 한성의 도로의 폭을 확장시켜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그가 일본에서 체류할 당시의 체험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개항을 한 동경을 비롯한 일본의 대도

시의 도로는 수레와 마차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넓은 폭의 도로가

존재하였으며, 도로 측면에 배수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장마철이나

가뭄철에 통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도로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박영효는 이와 같은 서구식 도로에 감명을 받아 무분별하게

도로의 내부를 침범해 있던 가가(假家)를 철거함으로써 도로를 확장

하고자 하였다.62)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기존의 도로에 대해 문제

점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가가(假家)를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반발이 발생하여, 결국 도로정비사업은 중단되었

고, 그 결과 그는 한성판윤(漢城判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63)

그리고, ⅲ) 한성의 치안유지를 위한 순경부(巡警部)의 설치는, 범죄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도로상의 청결을 관리하는

목적도 있었다. 즉, 치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백성들이

무단으로 오물을 투척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도

로의 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관할구역을 제대로 관

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하기 위한 순경 배치의 목적도 있었다.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직에서 좌천되기 전까지의 박영효의 도시개

혁 활동은 기본적으로 김옥균의 저서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공중

위생의 개선과 조선의 안녕(安寧)확보, 그리고 경찰력을 동원한 시민

생활의 개입 및 통제를 통하여 근대적인 도시로 나아가기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0) 우동선(2001), “도시와 건축에 대한 박영효의 생각 (A Study on Park Young-hyo’s Thought

about City and Architecture)”,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7(7), p.136.

61) op.cit., 이광린(1993), p.112.

62) op.cit., 이정옥(2011), p.131.

63) op.cit., 이광린(1993),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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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88년『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와 기타 정책

발표

1) 1888년『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

1884년에 발생한 갑신정변은 박영효와 김옥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으나, 결국 삼일천하로 실패하자,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

다. 그가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중에서, 1888년 고종에게『내정개

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다.64) 이

것은 일종의 건의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그는 이를 통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65), 초기 개화파가 달성

하고자 하였던 개혁의 내용과 체제의 구상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66)

조선의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건의하고자 하였다. 본 상소문은 전문과

8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화파들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평가되어지고 있다.67) 그는 전문에서 세계의

정세에 무지하였던 당시의 조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근심해 하면

서, 조속히 국가의 내정개혁을 통하여 국가의 기반을 재정립하고 개

화함으로써 근대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

은 다음의 서술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략)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어리석고 우매하며 술에 취하고 미친 것과 같아서, 세계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여 온 천하로부터 모욕을 자초하고 있

64) 역사학회(편)(1975),「한국사자료선집 5」, 서울:일조각, pp.49-67.

65) op.cit., 이광린(1993), p.134.

66) op.cit., 김영작(2002), p.83.

67) op.cit., 우동선(2001),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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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이것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신이 비록

배우지 못하여 아는 바가 없고 세계사정에 어두우나, 이러한

조선의 사정은 부끄럽고 근심되는 바입니다. (하략)68)

(상략) 신은 어리석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감히 8조항을 아

래에 나열했으며,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현재의 시급한 일’

이라 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

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범

상치 않은 일을 해야 이후에 범상치 않은 공(功)이 있는 것

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이란 것은, 천신만고 끝에 수고하

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이 수고하

지 않으면 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략)69)

(상략) 엎드려 바라옵건데, 폐하께서는 이 말을 역적의 말

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어 의심하지 마소서. 신이

글을 씀에 있어서, 마음이 초조하고 혼란스러워 말이 많고

중복되었으며 혹 공경(敬)을 잃었으니, 신은 지극한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략)70)

총 8개의 항목에서 다루어지는 분야에 대하여 [표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정개혁과

도시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국정개혁에 관

한 내용은 도시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

개화파의 도시문제 인식 및 도시개혁 제안이 구한말 조선을 근대국가

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68) 『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의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부록]

을 인용하기로 한다. op.cit., [부록], p.94.

69) Ibid., pp.95-96.

70) Ibid.,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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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건백서(建白書)의 항목별 제안사항

우선, 제1항에서는 당시의 세계정세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서구열강에게 침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을 언급하고 있다.71) 따라서 조선이 서구열강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

고 자주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체적으로 무지한 백

성을 가르치고 일깨움으로써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72)

지금 이 시기는, 아시아 주 동부에 있어서는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때이며, 우리 동족에게 있어서는 떨쳐 일어나 국난

을 헤쳐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시아 주 민

족들은 게으르고 부끄러움이 없어 구차히 목숨을 부지해 가

고자 할 뿐, 전혀 과단성 있는 기상이 없으니, 이것이 신이

한심하게 생각하여 탄식하는 이유입니다.73)

(상략) 생각건대, 여러 나라의 정부가 백성을 노예와 같이

보아, 인(仁)·의(義)·예(禮)·지(智)로서 그들을 이끌고 문화와

기예(技藝)로써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까닭에, 인민이 어리석

71) Ibid., p.96.

72) Ibid., pp.96-97.

73) Ibid., p.97.

항목 내용

제1항
세계정세의 소개를 통한 아시아의 제(諸)정부의 내정개혁의

필요성 강조

제2항 올바른 법의 정립을 통한 국가와 백성의 평안도모

제3항 부국강병을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

제4항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정책

제5항 백성들의 보호를 위한 국방정책

제6항 국가 기틀의 정립을 위한 교육정책

제7항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한 정치개혁

제8항 백성들에게의 자유부여를 통한 국가원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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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끄럼을 모르게 되어, 남에게 점령을 당하더라도 치욕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재앙이 곧 닥치려 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인민의 잘못이 아닙니다.74)

다음으로, 제2항에서는 법률에 대하여 “바른 이치를 권면하고 그릇

된 악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통

하여 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고 부흥시킴으로써 백성과 나라를 안정시

킬 것을 제안하였다.75)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략) 법률이라는 것은, 인민의 개인적 행동과 남과의 관

계 맺음에 대한 규범이며, 바른 이치를 권면하고 그릇된 악

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편

파적이지 않고 치우침이 없게 하여 단지 옳고 그름만을 판별

하여 다스려서, 죄가 있으면 비록 신분이 높은 자라할지라도

반드시 벌하고, 아끼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을 집행해야

하며, 죄가 없으면 비록 천한 자라 할지라도 억눌러서는 안

되고 미워하는 자라도 박절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략)76)

(상략) 규범과 조례를 정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일정한 규

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리와 이치, 그리고 화민성속(化

民成俗)으로 인도하여 범죄가 없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77)

편파적이지 않은 법의 시행을 통하여 신분과 지위에 무관하게 공정

한 심사와 처벌을 집행한다는 점은 김옥균의『치도규칙(治道規則)』

의 제4·7·13조의 내용과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

74) Ibid., p.98.

75) Loc.cit.

76) Loc.cit.

77) Ibid.,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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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의 시행을 통하여, 백성들이 구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교화시킴

으로써 개명(開明)한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 조항에서

도시정책과 관련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청(巡廳)78)을

설치하여 도성 내부의 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 점이

다.79) 즉, 야간에 도성 내부의 순찰을 담당하는 관아를 설치함으로써

도성 내부의 화재예방과 치안유지를 하는 등 민간사정을 파악함으로

써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포도청을 폐지하고 순청(巡廳)에 대해 그 규례를 증삭(增

削)하여 경순사(警巡士) 2만 명을 둘 것 같으면, 잠시 동안은

충분히 민심을 제도하고 민간의 사정을 살피며, 폭행을 억누

르고 급한 일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80)

이것은 앞서 다루었던 김옥균의『치도규칙(治道規則)』에서 도로의

치안유지와 방재를 위하여 순검을 배치하였던 것과 상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81)

이어서, 제3항에서는 경제의 안정을 통하여 백성과 국가를 윤택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경제정책이라 함은 백성과 국가가 윤택해지도록하

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경제정

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물을 증산하고 그것의 운반과 수송을 원활히

하려 한다면, 절약하고 검소해야 하며, 힘써 일하고, 농업, 공

업, 어업, 수렵업, 목축 등을 진흥시켜 산과 들, 강과 바다로

78) 순청(巡廳)은 조선시대에 치안유지와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야간 순찰을

담당하던 관아였으며,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순찰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에 내무아문(內務衙門)산하의 경무청(警務廳) 소관으로 바뀌었다.

“순청”(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0010&cid=40942&categoryId=33383),

2015년 1월 15일 최종방문.

79) op.cit., [부록], p.102.

80) Ibid., p.102.

81) Ibid.,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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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득을 취하며, 금·은의 화폐를 만들어 상품의 유통과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상사와 은행을 설립하여 저축과 무역

을 수월하게 하며,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여 여행자와 수레와

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강과 바다, 하천과 도랑의 수로를 보

수하여 배와 뗏목을 소통시켜야 합니다.82)

박영효는 국가 경제의 번영에 육상·수상 교통체계의 발달이 중요하

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교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물자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농업, 목축

업, 공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장려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

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된다. 즉, 산업의 활성화,

사람들의 근면함, 교통의 활성화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박영효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의 현대도시 경제개발계획의 구조를 이해한 도시정책을 제안한 것으

로 볼 수 있다.83)

나아가,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매매 과정 속에서 얻은 물품을 이용

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짐으로써 국가가 개화되고 윤택

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구절로부터 확

인할 수 있다.

그 매매의 도리라는 것은, 단지 나라 안에 물품을 나눠 보

내어 세간에서 모자라는 것을 공급하고,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고르게 함으로써 사람의 편리를 달성하는 것일 뿐만 아

니라, 한편으로는 그 물품을 밑바탕으로 하여 세상의 문명개

화를 돕고, 사람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며, 인류의 교제를 친

밀하게 하여 태평 무사한 관계를 보전토록 하는 것 입니다.

82) Ibid., p.103.

83)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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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이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남에게 의

존해야만 삶을 이룰 수 있는 존재여서 서로 도와주는 것인

까닭에, 어떤 사람은 선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종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공업 기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 되

어, 오고 가고 서로 교제하느라 바삐 뛰어 다니고 힘써 일하

는 것입니다.84)

또한, 그는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줄이고, 백성들의 생활의 향상과 국가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는 공사에 세금을 이용함으로써 적절한 재원의 사용과

올바른 국부의 축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음의 구절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는, 마땅히 전력을 다하여 백성을 보살

피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략) 무

익한 토목 역사를 일으켜 공공의 재화를 소비한다면, 이는 백성

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는 것이니,

[이러한 실책을 범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85)

그는 도시정책으로서 세분화된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림사(山林

司)의 설치, 수상의 운송을 관리하는 준천사(濬川司)의 설치, 그리고

도로와 교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치도사(治道師)를 두도

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박영효가 제안한 관청86)

84) Ibid., p.103.

85) Ibid., p.106.

관할 분야 구체적 내용

산림

⑰ 산림사(山林司)를 설치하여 산림과 하천, 연못을 수선하고 다스려

서 목재·땔감·물고기·자라의 결핍을 면하게 하고, 또한 산과 하천

의 사태(沙汰)로 인한 전답의 피해를 막는 일입니다.

바다·강 ⑱ 제언사(堤堰司)로 하여금 제방을 고치고 쌓게 하여 수레를 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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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사(濬川司)는 영조 때에 도성 안의 개천과 개울을 준설할 목

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서, 박영효는 이들에게 수리작업 뿐만 아니라,

배의 통행과 관련된 작업까지 담당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앞서

다루어진『치도규칙(治道規則)』에서도 김옥균이 준천사(濬川司)를 높

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 관청이 도로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7)

이 외에도, 도로변에 가로등의 설치를 통한 치안유지, 은행과 우정

국(郵政局)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도로변에 의류점,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의 설치를 통한 도시경제의 활성화 유도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표 Ⅲ-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Ⅲ-3] 치안유지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언급88)

86) Ibid., p.109.

87) op.cit., 우동선(2001), p.139.

88) op.cit., [부록], p.110.

하고, 물을 댐으로써 가뭄을 면하게 하는 일입니다.

⑲ 준천사(濬川司)로 하여금 항상 수리(水利)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홍수나 붕괴를 면하게 하고, 배나 노 젓는 배의 통행을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도로·교량 ⑳ 치도사(治道司)를 두어 항상 길과 다리를 고치게 하는 일입니다.

제안 사항 구체적 내용

치안유지
◯34 밤에는 도로변에 등을 설치하여 행인들을 편하게 하고,

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는 일입니다.

도시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27 은행을 세우는 일입니다.

◯29 우정국(郵政局)을 다시 설치하는 일입니다.

상업시설

◯33 경성의 개시장(開市場)을 철폐하고 외국인들을 내보내

어, 우리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영하게 하는

일입니다.

◯35 순라(巡邏)의 금지를 풀어 백성들이 밤에 장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입니다.

◯41 인민에게 여관·의류점·음식점을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

하는 일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것이 가장

번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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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4항에서는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하였다.89) 그는 건강의 근본이 청결유지에 있음을 언급하

면서90), 당시의 문명국의 경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환경

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하여 신속하게 예방·치료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당시의 열악하였던 조선의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91) 그래서 그는 조선이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하여 시행해야할 정책을 [표 Ⅲ-4]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Ⅲ-4] 박영효가 제안한 도시환경의 개선정책92)

89) Ibid., p.111.

90) Loc.cit.

91) Ibid., p.110.

92) Ibid., pp.114-116.

제안 사항 구체적 내용

도로·하수도

정비

도로상의 오물처리

⑭ 궁궐과 액정(掖庭), 민간의 거리나, 나라의 시

내와 도랑에 이르기 까지, 깨끗이 하고 똥·오

줌·먼지·짚을 제거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한갓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아

니라 농사에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략)

도로선 정비

⑮ 가옥을 도로선 안에 짓는 것을 금지하고, 미리

곧은 도로의 선을 정하여 가옥의 기초를 세우

도록 하며, 도로를 넓혀서 일정한 폭을 갖게

하고, 가옥의 높이를 높여서 일정한 높이를 유

지케 함으로써 후일의 폐해를 막고, 화재와 더

럽고 누추함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일

입니다. (하략)

방재
⑯ 민간에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하

여 화재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식수(植樹)를 통한

공기정화

⑰ 옛 풍속에 의거하여, 민가가 밀집된 곳과 도롯

가에 나무를 심어서 더러운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대기의 좋은 기운을 맑게 하는 일입

니다. (공기의 유용성은 물과 더불어 같습니다.)

수도 시스템 구축
⑱ 수도를 잘 만들어 민간과 길에 물을 대어줌으

로써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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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의 내용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혜민서(惠民署), 활인서(活人署)와 같은 궁핍한 백성들

을 치료하는 의료시설에 외국인 의료진들을 영입하여, 백성들을 치료

하도록 함은 물론, 서양의술을 조선인들에게 전수시키도록 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93) 의료시설의 설치를 통한 건강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박영효는 도로의 정비를 통한 위생환경 개선도 중요함을 언급하였

다.94)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시의 조선의 길거리에는 사람과 가축

의 분뇨를 비롯한 각종 오물이 산재해 있었으며 제대로 된 하수도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물이 물로 유입되어 각종 전

염병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는 물이 오염될 경우, 백성 개개인을 시작으로 결과적

으로는 국가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로상의 오물처

리와 하수도 공사는 치도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한 것이다.95) 박영효는 도로에서 수거된 오물들을 농사에 비료로 사

용함으로써 도로의 청결을 유지하고, 도로변의 수도 시스템을 정비함

으로써 치도사업을 통한 위생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

93) Ibid., pp.113-114.

94) Ibid., pp.114-115.

95) Loc.cit.

재를 막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일입니다.(하략)

위생

의료시설 설치

① 혜민서(惠民署)에 훌륭한 의사를 초빙하고 의약

을 중흥시켜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② 활인서(活人署)에 전염병치료병원을 개설하

고, 그 규정을 엄격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고, 병든 사람들을 힘써 구

제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하략)

목욕탕 설치

⑲ 인민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때

때로 몸을 닦게 함으로써 더러운 것과 전염병

을 면하도록 깨우치는 일입니다.

빈민구제
③ 가난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사람들

과 신체불구자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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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발상은 김옥균의「치도약론(治道略論)」과「치도약칙(治

道略則)」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6)

또한 당시의 한성의 도로상황의 경우, 도로선 내부로 가옥들이 무

분별하게 침범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폭과 가옥의 높이가 일정

하지 않아, 가마나 인력거 등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

며, 가옥들이 무분별하게 수로 위에 지어짐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수로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97) 특히, 가옥의 천정과 지붕 높이

가 높지 않아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민가

가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

우가 많았다.98) 따라서 박영효는 가가(假家)의 정비를 비롯한 가옥의

정리를 통한 도로정비와 화재에 강한 재료를 이용한 가옥의 건설을

제안함으로써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99)

이 외에도, 공기정화와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로수

를 정비하거나 사람들이 신체의 청결함을 유지하여 전염병에 대비하

도록 목욕탕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100) 서구의 대도시들은 도로

선에 맞추어 건물들이 규칙적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벽돌과 같은 화

재에 강한 재료로 건물들이 건조(建造)되어 있었으며, 보행자와 마차

가 통행하기에 충분히 넓은 도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

았을 때, 위생개혁을 통한 도시정비에 대한 박영효의 제안은 서구식

근대도시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제5항에서는 철저한 국방을 통하여 백성들을 보호해야함을 언급하

였는데, 그 중에서도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통로인 도로와 교량을 정

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96) 一 先飭陶器店 使之燔造水桶 以備隱溝之用 又多造甕缶之屬 以備溷圊等處之用 의 구절

에서 수통을 구워 지하수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一 民戶圊厠 宜

令各別 且量其家垈廣狹 凡牛馬雞犬之屎 灰稿木石之礙 不許混雜 推排門庭 及棄諸道路間

其道路境界區分 而使之排戶擔當 課日定時 嚴設科條 에서는 도로변의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의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하여, 상시 도로의 청결을 유지할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치도약칙(治道略則)」해석 참고.

97) op.cit., 조지 길모어·조용만(1958), pp.228-230.

98) Loc.cit.

99) op.cit., [부록], p.115.

100)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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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군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군량미, 기계(器械),

수레와 말을 헤아리고, 도로와 다리의 너비와 폭을 동일하

게 만들어서 운반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101)

이 외에도 박물관의 설치를 통하여 백성들의 식견을 넓히도록 해야 함

을 강조함은 물론,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국(新聞局)을 설치하여 세계의

정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시각을 키우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물관을 설립하여 인민의 견식을 넓히는 일입니다.

·····(중략)····

규칙을 정하여, 인민이 신문국(新聞局)을 설치하여 신문을

인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입니다. (신문이란

것은, 조정의 일을 논의하고 관명(官命)을 공고하고, 관리의

진퇴(進退)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외국의 형세, 학문과

예술의 성쇠, 경작의 풍흉(豊凶), 물가의 고저(高低), 무역의

성쇠, 민간의 고통과 즐거움, 생사와 존망, 신기한 이야기

등을 싣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이목에 새로운 것을 좇아

그것을 기록하고 혹은 그림을 붙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 각자가 신문을 신뢰하

여 모든 일을 널리 알리므로 크게 편리하여, 비록 방안에

문을 닫고 있어서 문밖 사정을 볼 수 없거나, 혹은 수역만

리에 떨어져 고향소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도, 한번 신문을

보게 되면 명료하게 세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 꼭 직접 사물

을 대하는 것 같은 까닭에, 인민으로 하여금 널리 듣고 보

게 하고 일의 사정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 중에 이보다 나

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구미(歐美) 여러 나라

101) Ibid.,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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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문국(新聞局)의 많고 적음으로 문명 여부를 비교하

고 있습니다.)102)

여기에서 박영효가 백성들의 교육문화 시설로서의 박물관의 설치를

주장한 것은 상당히 근대화된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의 경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

화시설이 도시의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겸한 문화생활을 이와 같은 장소에서 보낸다는 점을 배우고자

한 유길준의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103) 이와 같은 시설들은 지역

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아

가 박물관과 신문국(新聞局)이라고 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당시

의 구한말에 제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박영효

의 건백서(建白書)는 국가개혁의 제안서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건백서(建白書) 이후의 도시정책 -『경무청처무세칙

(警務廳處務細則)』과『내무아문훈시(內務衙門訓示)』

박영효가 고종에게 건백서(建白書)를 올린 이후에, 1894년에 갑오개

혁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비된 치도사업이 재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위생국(衛生局)이 설치되었으며, 이듬해인 1895년에『경

무청관제(警務廳官制)』를 발표함으로써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가 더

욱 구체화된『경무청처무세칙(警務廳處務細則)』이 등장하게 되었는

데, 본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다루어 졌다.104)

102) Ibid., p.128.

103) op.cit., 유길준·허경진(2004), pp.472-473

104) op.cit., 송병기·박용옥·박한설(편)(1971), 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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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상의 건설물 및 장애물의 도로침범에 대한 관리

② 도로·교량·구거·오수에 대한 규정 및 처리

③ 도로청소 및 제설에 관한 처리

④ 변소의 구조 및 시뇨 급취·운반

즉, 경무청(警務廳)에서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

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도로와 교량의 교통 등을 포함한 도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교통경찰을 비롯하여, 변소시설 및 오물처리 등

의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결찰과 같이 경찰업무가 세분화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경무청처무세칙(警務廳處務細則)』이 발표된

그 해에, 박영효는 전국에 총 88조항으로 구성된『내무아문훈시(內務

衙門訓示)』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서 치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표Ⅲ-5]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Ⅲ-5] 『내무아문훈시(內務衙門訓示)』 중에서 치도와 관련된 조항105)

105) 내무아문훈시(內務衙門訓示)의 원문은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은 현대

한글로 해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제반규례를 훈

시하다, http://sillok.history.go.kr/url.jsp?id=kza_13203010_001, 2015년 1월 15일 최종방문.

규정사항 조항 구체적 내용

가로수와 과수의

식재 장려

제49조
도로의좌우에나무를심어가꾸는것을장려하고집집마다

울타리안과빈땅에과일나무며뽕나무를각별히심도록할것.

제50조
각동리의주산(主山)과산의줄기, 물어귀와제언(堤堰), 못등에

큰나무와어린나무는산판(山板)의주인이라도베지못하게할것.

대로(大路)의

건설 분담
제58조 대로(大路)를 각 동리에서 나누어 맡아 각별히 수리하게 할 것.

수로의 정비
제59조

물길을 트고 다리를 수리하며 풀을 베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은 농사철에 구애됨이 없이 나타나는 대로 다루도록하며

장마든 해와 장마달이라도 왕래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데에 편리하게 할 것.

제60조 봇물(洑水)이 도로에 마구 쏟아지지 말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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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근대적 도시정책의 선각자로서의 유길준

1. 유길준과 서양문물의 접촉

1856년에 조선 후기 문신이면서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선

을 개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을 소개하고자 하였던 유길준은

김옥균과 박영효와 함께 박규수의 문하에서 개화사상을 처음으로 접하

고 수학하였다.106) 특히, 1881년 신사유람단과 1883년 보빙사의 수행원

으로서 각각 일본과 미국을 방문함과 동시에 한국인 최초의 국비 유학

생의 자격으로 일본과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하여 외국의 상황을 몸

소 체감하였다는 점에서 유길준은 김옥균과 박영효와 비교하였을 때, 개

화를 통하여 구한말 조선을 근대국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투

철하였다고 할 수 있다.107) 특히, 생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임과 동시

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수도 동경을 비롯하여 각 지역이 정돈되어 있

으며, 사람들이 높은 질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국인 조선

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느꼈다.108) 따라서 그는 조선이 일본과 같은

근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세계정세의 파악을 통

하여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목적 하에『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과『서유견문(西遊見聞)』을 저술

하였다.109) 그는『서유견문(西遊見聞)』을 저술하기에 앞서『세계대세론

(世界大勢論)』110)을 저술하고 있었으나 작성과정에서 원고를 도난당하

거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한성순보(漢城旬報)』를 창간하는 과정

중에서 보수당의 반대에 의해 발간이 중단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은 공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세계대세론

106) op.cit., 한철호(2000), p.229.

107) op.cit., 이광린(1977), p.207.

108) op.cit., 유길준·허경진(역) (2004), p.7.

109) 유길준은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서유견문(西遊見聞)』과

같은 책을 저술할 것을 구상하였다. Ibid., p.19.

110) 유길준은『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을 신문에 연재하여 일반백성들에게 세계의 정세를

알릴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op.cit., 이광린(1977),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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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大勢論)』은 그가 일본유학 경험과 그 곳에서 접한 최신정보를 토

대로 하여 당시의 조선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소개와 백

성들로 하여금 바깥의 세계에 대하여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유길준은 조국의 개화를 통한 근대화

에 대한 의지가 김옥균과 박영효보다 강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111)

그는 1883년에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 되었으며, 그 이후의 미국에

서의 유학생활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식견을 넓혀가게 되었으며,

1884년에 갑신정변의 발발로 조선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되어 1885

년에 조선에 도착할 때까지,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지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등의 아시아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의 도

시들의 모습에 대하여 접하게 되었다. 당시 유길준은 개화를 통하여

근대화된 국가 및 도시의 모습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그 지역들을 토

대로 조선의 근대화와 도시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던 것

으로 보인다.

조선에 귀국한 이후에 당시에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과 관계되

어 있다는 이유로 연금생활을 하게 된 유길준은 연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전에 그가 작성하였던『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의 내용을

토대로 그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여러 지역의 방문을 통하여 견

문하고 느낀 점들과 외국의 문헌들을 참고하여『서유견문(西遊見

聞)』을 저술하게 된다.112) 그는 국한문혼용체와 속어를 사용하여 일

반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으며, 서양 문화의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번역을 통하여 문명개화를 시도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

다.113) 본 연구에서는 유길준이 추구하였던 근대적 도시관에 초점을

111) 박한민(2013), “유길준『世界大勢論』(1883)의 전거(典據)와 저술의 성격”, 고려사학회, 「한국

사학보 」, (53), p.41.

112) 본 서(書)는 1887년에 집필이 시작되어, 1889년에 초고가 완성되었다. 당시 유길준은

연금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책의 출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1890년에 초고를 고종에게 바쳤으며, 비매품으로 출판하여 관원과 지식인들에게 무상배

포를 하였으며, 1892년에 연금에서 풀려난 후, 1895년에 후쿠자와유키치(福沢諭吉)에 의

해 설립된 출판사인 교순사(交詢社)를 통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다. op.cit., 유

길준·허경진(역) (2004), pp.3-8

113) Ibid.,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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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서유견문(西遊見聞)』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개화사상서 『서유견문(西遊見聞)』

1) 서문 -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작성 동기

『서유견문(西遊見聞)』은 저서를 저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개

한 ‘서문’과 서양의 형세에 관한 사항을 부문별로 정리한 20편의 글로

이루어진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혼

용체 저서이자, 최초의 서양문물 계몽서”로 일컬어진다.114) 유길준은

이 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체험을 한 내용을 비롯

하여, 귀국 후에 후쿠자와유키치(福沢諭吉)의『서양사정(西洋事情)』,

헨리휘튼의『만국공법(萬國公法)』등의 외국 서적의 번역서를 참조·인

용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여행 견문록과는 차이점을

가진다.115) 즉, 본인이 견문한 것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중심

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질 경향이

있으나, 이에 더하여 외국인들이 저술한 서적들을 참고하여 작성할 경

우, 폭넓은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존

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길준은 무지하였던 백성들

이 외국의 형세에 대하여 알리고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유견문(西遊見聞)』을 작성 하였으며, 본 서(書)에는 개화

사상과 제도개혁구상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행견문록과

는 다른 상당한 의미를 가진 개화사상서로서 평가된다.116)

유길준은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일본의

114) Ibid., p.3.

115) Ibid., pp.588-589.

116) op.cit., 한철호(2000),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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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된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였는데, 그러한 근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서양의 제도나 법규의 모방을 통한

근대화였다는 것을 서문을 통하여 언급하였다.117) 이러한 사실을 염

두에 둔 그는 일본과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선진화된 문물을 익

히면서, 외국의생활 속에서 견문하고 경험한 것들을 비롯하여, 공부를

통하여 습득한 것들을 기록하여 성과물을 만들어서 조국에서 출판물

로 만드는 것이 나라에 보답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이『서유견문(西遊見聞)』을 작성하게 된 이유라고 하였다.118)

구한말 당시에 작성된 견문록이 오늘날에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유길준 본인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였겠지만, 일본에서 만난 후쿠자와유키

치(福沢諭吉)와 모스(Edward S. Morse)와 같은 선진문물을 앞서 접

하였던 스승들이 존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유길준은 그의 저

서에서 그가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자질을 풍부히 하기 까지는

스승인 모스의 도움이 컸다고 언급하고 있다.119) 이와 같은 근대화된

서양의 모습과 상황을 그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접하게

하여 사람들의 계몽과 조선의 근대화를 이룩하기를 바라였으며,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한문혼용체’로 작성함으로써 외국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120)

2) 본론 – 근대적 국가관·도시관의 제안

총 20편으로 구성된 본론은 내용상으로 1∼2편은 세계의 지리, 3∼14편

은 서양의 정치·경제·교육제도, 15∼18편은 서양의 관습과 문명, 19∼20편

은 서양의 주요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121) 이 중에서 유길준이 생각하였

117) op.cit., 유길준·허경진(역), p.17.

118) Ibid., p.21.

119) Ibid., p.22.

120) Loc.cit.

121) op.cit., 한철호(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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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근대적 국가관·도시관은 6·10·11·17·18·19·20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다음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제6편「정부의 직분」에서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조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상략)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조목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마다 힘과 재주를 다하여 자기들의 옷·음식·거처와 같은

모든 생계를 마련케 하고, 조금이라도 동요하지 않게 하며,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있게 해주는 것뿐이다.122)

즉,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

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평안한 삶이란 백성들이 기존에 익숙하여 있던 야박하고 미개

한 풍습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가능한 것 이였다.123) 따라서 그는 정

부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공업 기술과 같은 교육을 통하여 재주와 기

예를 단련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토산물을

넉넉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미개하였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을 강조하였다.124) 이와 같이, ‘미개한 상황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비

로소 개화가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개화를 이룩하기 까지는 문명의

공적이 크다는 점을 다음의 언급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상략) 온 세계의 현상을 비교해 본다면, 문명이 이룬 공적

은 거기서 유출된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 천하 어느 나

라든지 몽매한 옛날의 사물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풍속이

야만인의 부락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개화의 큰 목적은 사람

들을 권하여 사악함을 버리고 정당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자

는 뜻이니, 사치와 검소의 분별도 또한 개화의 등급에 따라

122) op.cit., 유길준·허경진(역)(2004), p.183.

123) Ibid., p.185.

124)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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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는 것이다.125)

그가 앞의 언급들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한 정부의 직분은, 백성

들로 하여금 잘못된 구습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백성

들에게 제공하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을 미개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개화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126) 개화된 국가

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이 백성들을 위한 교육임을 강조한 그는 교육

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였는데, 본 방법들은 서양의

부강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이였다.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은 나라의 커다란 근본이니, 정부에서

힘써 행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들은 바를 간단히 기록해 보

면, 나라 안의 대도시마다 도서관을 세우고 식물원을 만들며,

박물관을 짓고 공원 같은 것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지식을 도와주는 커다란 기틀이 되므로, 정부에서 힘써 행하

는 것이 그 직분으로 보아서도 긴요하다. (중략) 나라 안에 이

러한 곳이 많이 있으면 자연히 인심을 교화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 방탕한 행실과 사특한 습관을 끊어서 악행에

빠지는 자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양생하는 데에도 유익한 관

계를 이뤄줄 것이며, 학문을 권장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나

타날 것이다.127)

서양의 대표적인 도시들에서는 도서관, 공원, 박물관 등과 같은 시

설들을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려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시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125) Ibid., pp.185-186.

126) Loc.cit.

127) Ibid.,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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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과 학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128) 이 중에서도, 서양의 대도시들에는 공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공원의 설치가 백성들의 생활을 개화시키

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29) 그는 공

원의 기능에 대하여 ⅰ) 도시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나쁜 기운을 정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ⅱ) 여가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시위생의 개선이 가능하

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다음과 같다.

그 가운데 공원을 만드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

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빈자든지 부자든지 저마다

영위하는 사업에 분주하여 정신이 피곤하고 기력이 나른할

때에라도 공원 안에 들어와 한가롭게 거닐면서 (중략) 가슴

속이 깨끗해지고 심신이 상쾌해져 고달픈 흔적이 다 씻겨 없

어진다. 이런 곳이 있음으로써 우리 위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대중의 즐거움에 이바지하

는 일이 실상은 부유한 기상을 빈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다. (하략)130)

유길준은 정부의 직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위생’이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원의 설치의 필요성과 더

불어, 그는 위생과 관련된 법의 제정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준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31) 당시의 서양의 대도시들의

경우, 사람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오물을 투척하거나 시궁창에 흘려보

냄으로써 그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132) 특히 수자

원의 경우,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128) Loc.cit.

129) Ibid., p.198.

130) Loc.cit.

131) Loc.cit.

132) Ibid.,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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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은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컸다.133)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서양의 대도시들은 법률을

제정하여 오물의 무단 투척을 비롯한 도시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요

인에 대한 관리와 관련 법규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한

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 및 시행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생에 관한 규칙도 정부가 관계하는 것 가운데 큰 조목의

하나다. 큰 도시의 인구 조밀 지역이 깨끗지 못하면 열병이나

괴질같이 전염하는 병이 항상 유행하게 된다. (중략) 그러니

정부가 위생에 관한 법을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

고 만약 소홀한 자가 있으면 엄법으로 처단하여, 길과 집들을

깨끗이 하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기세를 막을 수 있다.134)

그는 위생에 대한 법규 이외에도, 가옥의 건설과 관련하여서도 정

부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는데, 당시의 서양의 대도시들

은 구한말의 조선과 마찬가지로 가옥들이 불규칙적으로 건설됨으로써

도로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135) 따라서 유길준은 이러

한 서양 도시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로 하여금 집을 짓는 것

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여, 규칙적인 건물의 건설을 통한 도로상황의

개선 및 도시미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

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도시에 집을 짓는 일도 정부의 규칙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 시민들이 저마다 자기 의향대로 (집을 짓는다면), 갑의

집은 오른편을 향하고 을의 집은 왼편을 등져서, 시중의 도로

가 이 때문에 동서로 구불구불하게 될 것이다. (중략) 그러므

133) Ibid., p.201.

134) Ibid., p.198.

135) Ibid.,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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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중에 집을 짓는 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두 집이

서로 등지고 앞쪽은 각기 큰길을 바라보게 하되 어긋나지 않

도록 배치하여,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바둑판의 가로줄과 세

로줄처럼 반듯하게 되는 것이 좋다. (하략) 대개 길이란 운송

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도 또한 정부

의 커다란 행정 가운데 하나다.136)

다음으로 제10편은「화폐의 근본」,「법률의 공도」,「경찰제도」로 구

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법률의 공도」와「경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법률의 공도」에서는 법률을 “대중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큰

도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가를

비롯한 인류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와 국가를 위해서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37) 특히, 법률은 사람이 직접 교화시키기 어려운 지

역까지 그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

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함을 언급하였다.138) 또한,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대비시켜

가면서, 옛 법에 기반을 두고 법률을 새롭게 재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함을 강조하였다.139) 영국의 경우, 국민들이 익숙해 있는 정

령과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법률이 시

행되었던 반면에, 프랑스는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패한 법률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길준은 다음과 같

이 서술하고 있다.

136) Loc.cit.

137) Ibid., p.281.

138) Ibid., pp.283-284.

139) Ibid.,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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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률은 옛 풍습이나 조례를 따라 만들어지는 것

이다. 옛 풍습과 조례를 그 취향 정도 고치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를 없애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정권을 주재하기 위해서는 옛것을 조심스럽게 고쳐야 한다.

(중략) 영국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여 자주적인 권리를 획

득하게 한 연유는 전 국민 마음에 젖어 든 누대의 구습에 따

라 정령과 제도를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법

률을 자주 변경하여 (중략)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

다. (하략)140)

따라서 그는 영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의 제정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상략) 그러기에 법률은 그 나라의 민속과 제도에 적합한

연후에야 공도라고 부를 수 있다.

법률이 강조해야 할 것은 일반 대중의 피해나 걱정을 방지

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소수 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굽

히는 것은 아주 불공평한 처사다. (하략)141)

즉, 진정한 법률이란, 소수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피해나 걱정 등을 비롯한 어려움을 대변하

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을 통한 처벌을 내릴 경우에는 죄과에 적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언급하였다.142) 법률을 통한 처벌과 관련하여

서는 앞서 언급한 김옥균의『치도규칙(治道規則)』과 박영효의 건백

서(建白書)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법률

의 제정이 이들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길준은 나라의 치안유지에 힘써서 “개명한 사회”로 나

140) Ibid., pp.288-289.

141) Ibid., p.291.

142)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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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기 위해서는「경찰제도」가 필요한 제도임을 언급하였다.143) 그

는 경찰을 “적당한 조치를 취해서 재앙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

민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행정경찰과, “이미 죄지은 범

인을 수색하거나 체포해서 국민들의 환난을 제거”하는 사법경찰로 나

누어서 언급하였다.144) 이 두 부류의 경찰의 업무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행정경찰의 경우, 국민의 재해예방을 비롯하여, 국민의 건강보

호, 풍기문란의 제지, 범죄자의 탐색 등을 담당하였던 반면, 사법경찰

은 범죄자의 수색 및 체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거품의 수집, 기아

문제 및 실종문제 등의 처리를 담당하였다.145) 이와 같은 점들을 바

탕으로 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김옥균과 박영효의 저서에서 치안을

유지하거나 도로의 관리를 통한 방제를 담당하였던 순검의 경우, 행

정경찰의 업무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유

길준은 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할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경찰이 국민들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어렵거나 위급할 때에 도와주고, 길 잃

은 어린이가 있으면 그를 이끌어 집으로 돌려보내며, (중략)

국민들이 안심하고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불시의 환난

을 예비하고, 뜻밖의 걱정을 없앨 수 있다. (국민들이) 안전한

복을 누리는 것도 또한 경찰의 도움이 많기 때문이다.146)

이어서 제11편「생계를 구하는 법」과「건강을 돌보는 방법」에서

유길준은 주로 위생과 건강을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하여는 앞으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제중원(濟衆院)

과 같은 의원을 설치하여 상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생계를 구해

143) Ibid., p.292.

144) Ibid., p.293.

145) Ibid., pp.293-294.

146) Ibid.,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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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47) 의원의 설치를 통하여 건강보호 및 생

계유지를 하는 방법 외에도, 집과 도로의 청소를 비롯하여, 식수(植

樹)를 통한 공기정화, 목욕을 통한 심신의 청결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양과 같이 목욕탕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몸의 청결과

도로의 청결을 유지해야함을 주장하였다.148)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의 구절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더러운 기운을 없애는 길은 집 주변과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에 있고, 또 집근처에 나무를 심는 일도 한 가지 방법이며, 목욕을

자주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서양 사함들의 집에는 욕실이

없는 집이 없으며, 도로의 모습을 보더라도 넓고 큰길 양쪽가에 울

창한 나무들을 심어 웬만한 더러운 기운 혹은 그 독을 흡수한다. 길

위에도 더러운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극도로 깨끗하다. (하략)149)

특히, 정부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국민의 세

금을 위생업무와 해당관청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점으로부터, 서양의 근대국가들의 도시정책에서 위생에 관

한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150)

제17편에서는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151) 그가

제시한 다양한 기반시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위생개혁과 백성

들의 교육을 통한 개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기반시설들에 대한 설명과 기능에 대한 사항은 [표 Ⅳ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7) Ibid., p.309.

148) Ibid., p.319.

149) Loc.cit.

150) Ibid., p.320.

151) 유길준은 그의 저서에서 빈민 수용소, 병원, 맹아원, 교도소, 박람회, 박물관, 동·식물원,

도서관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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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위생개혁 및 교육관련 기반시설

기반시설 특징 서유견문에 언급된 내용

병원

Ÿ 가난한 백성을 비롯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

Ÿ 정부의 공금 또는 일반인들의

사비로 건립

Ÿ 서양의 대도시에는 대부분

병원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Ÿ 1. 병원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세운 것인데, 특별히

가난하여 의약을 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세운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공금으로 세운 것도

있고, 일반인들이 사비로 회사를

세운 것도 있다. (하략)152)

Ÿ (상략) 서양 각국 대도시에는

병원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 규모와 시설이 거의

비슷한데, 프랑스 병원의 법이

가장 좋다고 하여 약간

기록한다.153)

박람회

Ÿ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 몇년에

한번 씩 열리는 생산물 대회.

Ÿ 각국의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전시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파악가능.

Ÿ 박람회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방문함으로써 개최 지역의 번영

및 두터운 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함.

Ÿ (상략) 이런 이유로 서양

여러나라의 대도시에서는 몇 년에

한번 씩 생산물 대회를 열고

세계에 널리 알린다. (하략)154)

Ÿ 이와 같이 각종 물품들을 한 큰

장소에 배열하고 5,6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데, 그

물품의 효용에 대해서는 각기

주인이 설명해 준다. (하략)155)

Ÿ 또박람회가 열리는동안은 세계

각국에서찾아오는 사람들이 구름

같으므로그 지방의번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를두텁게

하는 공도 적지 않다. (하략)156)

박물관과

동·식물원

Ÿ 사람들의견문과지식을넓히기

위해설치한곳.

Ÿ 견문을넓힐수있도록할뿐만

아니라, 학자들의공부에도움을

줌으로써, 백성들에게편리함을

제공할수있는연구를가능하게함.

Ÿ 1. 박물관은세계각국의

고급물산들을 크거나작거나

귀하거나천하거나 가리지않고

일제히 거둬 모아 사람들의 견문과

지식을 넓히기위하여 설치한

곳이다.157)

Ÿ (상략) 국민들의 견문도 넓히려니와,

학들의 공부를크게도와서 그들이

연구한 이치가나라를 이롭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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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Ibid., p.460.

153) Ibid., p.461.

154) Ibid., p.469.

155) Ibid., p.470.

156) Ibid., p.471.

157) Loc.cit.

158) Ibid., p.473.

159) Ibid., pp.473-474.

국민들에게 편리함을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략)158)

도서관

Ÿ 정부가 설치한 도서관과 정부와

국민이 함께 설치한 도서관이

존재.

Ÿ 무식한 사람들을 없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Ÿ 서양의 대도시에는 대부분

도사관이 존재.

Ÿ 1. 도서관은 정부에서 설치한 곳도

있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세운 곳도 있다. (중략) 이와 같이

책을 보관하는 까닭은 세상에

무식한 사람을 없애려는 데 주된

뜻이 있다. 그러므로 서양

여러나라에는 대도시마다 도서관

없는 곳이 없다. (하략)159)

신문사

Ÿ 세상의 새로운 사정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들이 작성한 글을 인쇄하여

출판함.

Ÿ 신문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소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항들 중에서 사람들의 견문을

넓힐 만한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냄.

Ÿ 유길준이 방문하였던 서양

국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의

신문사가 가장 큼.

Ÿ 누구든지 좋은 의견을 신문사에

보냄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음.

Ÿ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므로, 신문은 개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임.

Ÿ 1. 신문은 여러 사람이 회사를 세워

편집국을 만들고 세상의 새로운

사정을 탐지하여, 기자들이 써내는

글을 인쇄하여 천하에 널리 펴내는

곳이다. (중략) 실제 모습과 참된

상태, 기이한 일과 이상한 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견문을 넓힐

만한 것들에 대하여 문인이 글을

짓고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한다.160)

Ÿ (상략) 서양 사람들은 신문 보는

일을 인생의 일대 쾌락이라고 까지

말한다. 사람이 받아 읽기 위해서는

고금의 서적도 적지 많지만, 세계의

물정을 훤하게 알고 자신의 견문을

넓혀 처세하는 길을 닦는 데에는

신문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161)

Ÿ (상략) 근세 서양 여러 나라

가운데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의

신문이 가장 크다. (하략)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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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18편「도시의 배치」에서는 도시의 의미와 특징, 그리

고 도시정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러한 특성 때

문에, 인구의 과중한 집중으로 도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163) 따라서 도시정책을 통하여 도시를 일정한 규

모로 조정하여 분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함을 강조하였는데, 도시

정책을 실시할 경우,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편리한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164) 이에 대하여는 다음 구절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을 말한다. 도시는 일정

한 규모로 조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

지 편리를 도모하지 않으면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중

략) 그러므로 중앙 정부는 총괄하는 권한만 행사하여 전국에

보편적인 대원칙만 세우고, 공적으로 받는 이익을 보호할 뿐,

도시에 관한 여러 규칙은 각 지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자기들

에게 편리한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세속

에 어긋나는 일이나 국법에 배치되는 제도를 행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역시 중앙 정부의 직분이다. (후략)165)

그는 서양의 여러 대도시들의 배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해 가면

서 도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제시하였는

데, 그에 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66)

160) Ibid., p.477.

161) Loc.cit.

162) Ibid., p.478.

163) Ibid., p.507.

164) Ibid., pp.507-508.

165)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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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를 침범하여 가옥을 짓는 것을 금지

② 인구밀집 지역에 목축건물 건축의 금지를 통한 화재예방

③ 지번(地番)의 부여와 명패의 부착을 통한 혼란방지

④ 인도(人道)와 차마도(車馬道)의 분리를 통한 질서유지

⑤ 인도(人道)와 차마도(車馬道)변에 식수(植樹)를 통한 미관유지

⑥ 가스등 또는 전등의 설치를 통한 도로 치안 유지

⑦ 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

⑧ 대중들의 편의를 위한 시장·상점·우체국 등의 도시중앙으로의 배치

와 은행·소방서·경찰서 등의 시내요충지로의 배치

⑨ 거주지와 번화가의 분리

마지막으로, 제19·20편에서는 「각국 대도시의 모습」에 대하여 유

길준 자신이 방문한 국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우선, 그는 미국의

6개의 도시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는데, 그가 방문하였던 도시들은 미

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서, 그의 설명으로부터 이들 도시들이 공통적

으로 도시내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 (상략) 사이사이에 공원을 만들어 기이한 꽃과 풀

들을 심어 기르고, 사방으로 통하는 거리는 아스팔트로 포장

하였다. (하략)167)

<뉴욕> 시내에 있는 공원의 수가 적지 않은데, 가장 커다란

곳은 중앙공원이다. (중략) 이 공원은 시내 요충에 자리 잡고

있는데, 땅값이 금값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

동으로 갹출한 돈으로 사들여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하략)168)

166) Ibid., pp.508-509.

167) Ibid., p.512.

168) Ibid.,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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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상략) 공원은 6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페

어마운트 공원이 강가에 있어 여행자로 하여금 산수의 그윽

한 경치를 맛보며, ‘별유천지비인간’의 구절을 저절로 옳게 하

니, 이태백의 이 시는 바로 공원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169)

<시카고> (상략) 그 옆에는 공원을 마련하여 휴식하는 곳을

배치하였다. (하략)170)

<보스턴>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비콘 가이다. 이 지

역에 자리 잡은 공원도 역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공원의 지

세는 언덕에 기복이 있어 자연적인 풍치가 그대로 나타난다.

(하략)171)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공원은시가지남쪽에있는명소다. (하략)172)

그 외에도, 각 도시들은 대로, 철도, 교량이 발달되어 있어 교통 및

운·수송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심부 또는

광장 등에 기념비, 조각상과 같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예술 및 교육기관들이 도시의 곳

곳에 설치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설명들을

유길준의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잭슨의 동상은 동마 위에 앉은 자세로 대통령 관저 앞 돌로

쌓은 대위에 세워져 있다. (중략)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여 그

의 동상을 미국의 서울에 세웠는데 그의 남다른 공을 잊지 않

169) Ibid., p.523.

170) Ibid., p.525.

171) Ibid., p.527.

172) Ibid., 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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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뜻을 표시하여, 모든 국민의 의기를 고취하고 습속을

장려한 것이다. (하략)173)

전 시중의 도로는 돌조각으로 덮었는데, 길을 닦는 제도라든가

청소하는 방법은 견고함과 청결함을 위주로 한다. 길 한가운데

말이나 차가 다니는 철로를 깔아 행인의 편리를 더하며, 두세

길 되는 철주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기차가 다니는 철로를

가설하여 사람들을 내왕시키고 물자를 운송한다. (하략)174)

(상략) 동북으로 미시간 호를 끽 있어서 수로를 이용한 운

송이 편리하며, 내륙의 철로도 사방으로 통해 있어서 육지를

통한 운송도 순조롭다. 그러므로 북쪽이 산물들이 몰려들어

내외 상인들의 무역이 번성하며, 저축해 놓은 개물이 뉴욕과

맞먹는다.175)

정미수술원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품을 간직해 두는 곳

이다. 고금을 통틀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만든 물건 가

운데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든가,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들을 다 갖춰 놓고 사람들의 견문을 넓혀준다. (하략)176)

다음으로 영국의 도시들에 대한 소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길준은

5개의 도시들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이 도시들 중에서 런던에 대한

소개가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런던의 모습을 중심으로 영

국 도시들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런던의 경우도 미국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수의 공

원들이 도시 곳곳에 조성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173) Ibid., pp.514-515.

174) Ibid., p.517.

175) Ibid., p.524.

176) Ibid., 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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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그 수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대략 들어보

자. 세인트 제임스 공원은 왕궁 앞에 있는데 연못과 숲의 풍치가

아주 아름답고, 가까운 곳에 여러 관청들이 잇따라 있다. (하략)177)

또한 런던의 경우, 도시의 중심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을 통한 무역 시장이 발달되어 있었다.178) 그리고 미국의 도시에서

언급되어진 것과 같이, 미술관과 박물관, 성당 등이 도시의 곳곳에 지

어져 있음으로써, 건축적인 요소가 도시의 미관을 형성하는 데에 상

당한 기여를 한다고 표현하였다.179) 이에 대한 사항들은 수정궁

(Crystal Palace)에 대한 감상을 나타낸 유길준의 언급으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6. 수정궁은 런던시 남쪽 10여 리 되는 곳 사이든햄에 있

는데, 이름난 박물관이다. (중략) 이 건물의 기둥과 들보는

모두 철을 사용하여 아주 단단하게 얽어맸으며, 전체를 유리

로 덮어 까마득하게 맑게 빛나는 모습은 하나의 커다란 수정

덩어리가 공중에 튀어 오르는 것 같다. (하략)180)

이외에도 그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

인, 벨기에 등을 방문하면서, 서양 국가들의 도시의 모습을 체감하였

으며, 문명의 개화를 통하여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181)

3.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의의

177) Ibid., p.540.

178) Ibid., p.536.

179) Ibid., pp.537-540.

180) Ibid., p.537.

181) op.cit., 김영작(2002),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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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은 서양의 정치, 경제, 사회, 도시 등을 당시의 조선의 모습

과 비교하여가며 서술함으로써, 조선을 조속히 개화시킬 필요성을 절

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서양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

고, 조선의 정치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조선을 근대국가로 변

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는 본 서(書)를 저술해 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①교육과 ②위생

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적인 도시를 바라보았다고 판단되어진다.

① 교육

근대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방문한 유길준은 이들 국가들이 개화와

발전을 통하여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된 근본이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기술을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거

나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도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즉, 사람들이 무지(無知)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개화가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즉,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

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 그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과도 일맥상

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생

그는 서양의 대도시들의 기반시설들이나 정책들을 소개하는 과정에

서 위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의 경우,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서양의 대도시들에서는

수자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도관 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있는 청정한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

명하였다.182) 또한 서양의 대도시들은 공원을 설치함으로써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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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도시를 정화함과 동시에, 도시의 위생을

개선하기도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183) 즉, 서양의 근대화된 도시

들은 공통적으로 위생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

며, 부강한 국가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위생 상태에 따라

판단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중위생의 정도를 국가

의 부강함을 결정짓는 판단기준으로 삼는 이와 같은 생각은 앞서 언

급한 것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유길준의 ‘위생’에 관한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근대적인 도시관 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한말에 극도로 낙후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

던 조선의 도시조건 속에서 조선의 개혁을 주도한 김옥균, 박영효, 유

길준이라는 3인의 개화파의 도시개혁에 관한 생각을 검토하였다. 이

들의 도시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개혁의 생각과 실천은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의 주체적 형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므로, 이들의 수신사와 보빙사 등의 활동을 통한 외국방문 경험과, 저

술활동, 또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3인은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초기 개화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화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함께 수학하는 과정에서 근대화된 외

국의 모습에 대비되는 구한말의 낙후된 조선을 근대화 시키고자하는 열

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고종이 조선의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으로 외교사절단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고문,

182) op.cit., 유길준·허경진(역)(2004), p.201.

183) Ibid.,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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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대사, 수행원으로 각각 선발된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은 외국의 선

진화된 문물과 정치체제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방

문·체류하였던 근대화된 외국의 사례로부터 도로정비사업과 위생개혁을

통한 대대적인 도시정비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

들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제안하였는데, 김옥균은

『치도규칙(治道規則)』이라는 제안서의 형태로, 박영효는『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와『내무아문훈시(內務衙門訓示)』와 이에 기초

한 정책실현의 형태로 근대화 정책을 제안·실행하였다. 그리고 유길준

은 『서유견문(西遊見聞)』이라는 개화 사상서를 저술·출판하는 형태로

미개해 있던 조선을 개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외국의 근대화된 사

례를 바탕으로 조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

지고 있었다. 우선, 김옥균은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함께 일본에서 체류

하였던 수신사 일행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함과 동시에, 여서창과

같은 외국인의 조언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정

책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영효는『내정개

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와 같은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린 후에,『내

무아문훈시(內務衙門訓示)』와『경무청처무세칙(警務廳處務細則)』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하여 적

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유길준은『서

유견문(西遊見聞)』이라는 국한문혼용체의 책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에

게 세계정세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함과 동시에, 상시 읽고 내

용들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근대적 도시관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고자 하

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3인의 개화파 지식인들은 19세기 말 조선의

도시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위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화재와 수

재 같은 재난에 취약하며, 기본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미개한 상태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조건은 바로 조선사회 전반의 전근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며, 근대국가로 발전하는데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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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각기 다른 형식으로 국가개혁과 긴밀히 연관된 각종 도시

개혁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도로, 교량, 건축, 위생, 방재,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개혁사항은 구한말 조선 또는 대한제국기에 근대적 도시계획

이 주체적으로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문제의 인식 뿐 아니

라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근대적 접

근방식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제정,

행정조직의 설치, 담당인력과 임무, 재정적 뒷받침, 공정한 법 집행

및 국민교육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일

본과 서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자주

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체

제 속에서 도시계획이 타율적으로 도입되기 전의 주체적인 노력이라

는 점에서 이들 개화파 3인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평가에도 불구하

고 이들의 저술과 활동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향후 과제로서 이들의 저술과 활동 및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 이외에도 당시의 도시문제와 개혁

에 대한 선구적 업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굴하고 번역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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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治道略論

「치도약론」

余聞治平之世法貴守成患亂之餘道在整飭今我國新經變亂之後聖上下

惻怛之綸音使紳士胥民各陳已見凡係利國便民之策無不剋日議行盖欲

亟措施而妆實効也

내가 듣건대, 잘 다스려지고 태평한 세상에는 과거에 이룬 업을 지

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환란을 겪은 뒷처리는 단단히 타일러서 경

계하는 데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 변란을 겪은 뒤에 성

상께서 간절하신 임금님의 말씀을 내리시어 신사나 서리, 또는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게 해서, 국가에 이롭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방법을 모두 그 날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으

니, 이것은 대게 급히 실시해서 실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이다.

想當朝諸草萊英俊必有良猷碩劃日進於吾君之聰聽上下一心孜孜賛襄中興之

會跂足拭日而待也

생각컨데 조정에 있는 모든 어진이나 초야에 있는 영민하고 준수한 사람

들아 반드시 좋은 꾀와 큰 계획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 임금께 진달하여 윗

사람과 아랫사람이 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임금을 도와, 중흥의 기회에 발을

디디고 눈을 씻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盖言今日之先務者其必曰用人材也節財用也抑奢侈也擴開海禁而善隣

交也此固關一而不可然區區愚見以為莫若實事求是卽一二要端急見施

行母令期張遠大之策走屬空言而已

대개 오늘날 먼저 힘써야 할 일을 말하노라면, 반드시 말하기를 인

재를 쓰는 일이요, 해안에 외국 선박이 들어오거나 외국인이 와서 고

기 잡는 것을 금하는 것을 풀어 넓혀 이웃과 잘 사귀는 일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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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이 일들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구구한 내

의견으로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상을 탐구해서 여기에서 한두 가

지라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요, 원대한 일을 한다고 떠벌려, 한갓

헛소리가 되게 하지 말지어다.

當今宇內氣運丕變萬國交通輪舶交駛洋面電線織羅全毬他如開採金銀

煤鐵工作器機等一切民生日用便利之事殆指不勝屈而求

지금은 나라 안의 기운이 크게 변하여, 만국이 교통하여 수레와 배

가 바다 위로 마구 달리고, 전선이 온 세계에 그물처럼 널렸으며, 광

(鑛)을 열어 금과 은을 캐내고, 쇠를 녹여 모든 기계를 만드는 등 일

체의 민생과 일용에 편리한 일들은 자못 이루 말할 수 없다.

其各國切要之政術則一曰衛生二曰農業三曰道路此三者雖亞細亞聖賢

治國之軌則亦不能違也

그 중에서 각국의 가장 요긴한 정책을 구한다면, 첫째는 위생이요, 둘

째는 농상이요, 셋째는 도로인데, 이 세 가지는 비록 아시아의 성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라고 해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春秋時聘人之國先觀道路橋梁而知其國之政治得失余

춘추시대에도 남의 나라에 가면, 우선 그 나라의 도로와 교량을 보

고서 그 나라 정치의 득실을 알았다고 한다.

甞聞外人之我游邦者歸必語人曰朝鮮山川雖佳人衆小富强猝難圖也人

畜之屎溺充塞于道路此可畏是豈忍聞者耶於

내가 일찍이 들으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산천이 비록 아름다우나 사람이 적어서

부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도 사람과 짐승의 똥•오줌이 길

에 가득하니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한다. 이것이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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乎我柤宗朝開國制法之初道路橋梁修治之事属之水曹且設濬川之司專

務疏鑿溝渠其規模非不綜密無如風俗頹墮成習雖関切於痛癢一身者惟

苟且因循是事良法美意徒存虛名自

우리나라는 조종조(祖宗朝)에서 나라를 세우고 법을 제정할 때에

도로와 교량을 닦고 다스리는 일은 공조(工曹)184)에 소속시키고, 또

준천사(濬川司)185)를 설치해서 오로지 내와 도랑을 파는 일을 맡게

했으니, 그 규모가 치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풍속이 타락한

것이 그대로 습관이 되어, 비록 자기 몸에 직접 관계되는 이해관계라

도 오직 우물쭈물 그대로 넘기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어,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은 오직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

數十年來怪疾癘疫行於夏秋之間一人羅患傳染至於千百死亡相踵率多

厮役之壮丁此非但由於居處不潔飲食無節汚穢之物堆積街衝毒氣之所

攻偏受巳也

수 십 년 이래로 괴질과 역질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성행해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전염되어 백 명, 천 명에 이르고, 사망

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더구나 사망자의 대다수는 일을 한창 할 장정

들이었다. 이것은 비단 거처가 깨끗하지 못하고, 음식물에 절제가 없

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물건이 거리에 쌓여 있어, 그 독한 기운이

사람의 몸에 침입하는 까닭이다.

當此之時其或冨厚尊貴稍知攝養者焦焉如唑洪瀘中祈禳呪符無所不至

又粗知岐黄之街者欲逃遁而不可得左牽右挽蒼黄奔走僥幸而得生全則

輒言今年運氣使無已而

이때를 당해서 혹시 부후(富厚)하고 존귀한 자로서, 조금 병에 걸리

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초조하게 여겨, 마

184) 조선 시대에, 육조(六曹) 가운데 산택ㆍ공장ㆍ영선(營繕)ㆍ도야(陶冶)를 맡아보던 정

이품 아문.

185) 조선 시대 때 한양 안의 개천을 치우는 일과 사산(四山)의 금호(禁護)를 맡은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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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뜨거운 화로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겨서, 기도하고 빌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써 붙이는 등 별 짓을 다 한다. 또 조금이라도 의술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장소에서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할

수 없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려 매우 급하게 돌아다닌다. 이리하여 요

행히 살아남으면 문득 말하기를 “올해는 운기가 그렇다.”고 할 뿐이다.

天氣稍庸染症少息人皆洋洋自喜習而忘焉可謂甚愚亦可哀矣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전염병의 증세가 차츰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모두 양양(洋洋)하여 기뻐하여 모든 일을 잊어버린다. 그러니 어찌 슬

픈 일이 아니겠는가!

現今歐美邦技術之科目甚多惟醫業置之第一等以為生民之命所關係也

我國自公廨以逮民居門庭沮洳溝道遊塞熏穢之逼人有掩鼻不堪之歎實

為

현재 구미 각국에는 그 기술의 과목이 몹시 많은 중에서도, 오직

의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둔다. 이것은 백성들의 생명에 관계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청에서 민가의 마당에 이르기까지 물이

번지고 도랑이 막혀서, 더러운 냄새가 사름을 습격하여 코를 막아서

견디기 어렵다는 탄식이 있으니, 실로 외국의 조소를 받을 일이다.

外邦所譏頃者全權大臣朴公副使金公聘使日本玉均亦遊歷而再東京一

日兩謂余曰将邀嫺於治道之學者三五人與俱載歸報于政府治道一事亟

欲施行如何

저번에 전권대사(全權大使)박영효, 부사 김만식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나는 또한 일본을 두루 돌아 동경에 두 번이나 간 일이 있었

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장차 치도(治道)에 능

한 학자 몇 명을 데리고 함께 본국에 돌아가 정부에 보고하고, 치도하

는 일을 급히 시행하려 하는데, 그대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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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對曰今我國富大張更之會公適膺斯重寄專對外邦復命之日㩀聞見而
建白樹勳業於國家此公之責也何亦僅僅以治道一事為先務也

이에 나는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고쳐서 새롭게 할 때를

만나서 그대들은 여기에 대한 소중한 책임을 지고 이제 외국에 온 것이

니, 복명(復命)하는 날에는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것을 갖고 정부에 건의

해서 국가에 훈업(勳業)186)을 수립하는 것이 곧 그대들의 책임인데, 겨

우 이 치도하는 일을 가지고 급선무를 삼으려는가?”하고 답했다.

公笑曰不然在我國今日急務莫如興農之要實資糞田糞田勤則汚穢可法

汚穢去則癘疫可銷也借使農務得法運輸不便則河東之粟無以移於河內

矣此所以謂治道之法為要也 道路旣治車馬利用則十夫為力者一夫能之

其餘九夫之力移之工作技藝昔時遊食之徒可使各得恒業便國利民寕有
過於

그들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

날 급히 해야 할 일은 농업을 일으키는 일보다 더한 것이 없고, 농업

을 일으키는 요점은 실로 전답(田畓)에 거름을 부지런히 주면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고, 더러운 것을 없애면 전염병도 없앨 수 있다. 가령

농사짓는 일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운반이 불편하다면, 양곡이

남는 곳의 곡식을 양식이 모자라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런 까닭

에 길을 닦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길이 이미 잘 닦아져

거마(車馬)가 편히 다닐 수 있게 되면 열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니, 나머지 아홉 사람의 힘을 공업의 기술로 돌린다

면, 옛날에 놀고먹기만 하던 무리들은 모두 일정한 항구적인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국가를 편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是我余(=玉均)乃起而拜曰有是我公言曰衛生曰農商曰道路者古今天下

不易之正法余在本國時曽與知舊論及此事猶未悉一擧而衆善偹如是之

186) 큰 공로가 있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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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且密也

이에 나는 일어나서 절하고 말하기를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들이

말하는 위생이니 농상이니 도로니 하는 것은 고금천하에 바꿀 수 없

는 올바른 법이다. 내가 본국에 있을 때 일찍이 아는 친구들과 이 일

에 대하여 의논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한 가지만 행하면

여러 가지가 이토록 갖추어져서 조밀하게 해결되는 줄은 몰랐었다.”

余又聞日本自變法以來更張萬端惟治道之功收效為大 今公歸奏而遄行

之将見前日之嘲笑者不轉而欣然相賀耶我國富强之策實肇於

“나는 또 들으니 일본이 법을 변경한 이후로 모든 것을 경장했지만,

오직 도로를 닦는 공이 효력을 크게 거두었다고 한다. 이에 그대들이

본국에 돌아가 정부에 보고하여 이를 행하게 하면, 지난 날 외국으로

부터 조소 받던 일이 도리어 서로 기쁘게 치하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방법은 실로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다.

此金公因嘱玉均為治道規式數條以便施行

이에 김공187)은, “옥균에게 부탁하여 치도규칙 몇 조목을 만들어 이

것을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玉均不敢以不文辭謹擬章程如左惟望機務諸公之留意採擇為幸甚幸甚

옥균이 감히 글을 하지 못한다고 사양할 수 없어서 삼가 다음과 같

이 조목을 만드는 바이니, 여러분들은 여기에 유의하여 채택해 주신

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

聖上卽位十九年壬午十一月望

성상께서 즉위하신 지 19년이 되는 임오(壬午)11월 보름에188)

187) 김만식.

188) 고종(高宗)이 즉위한 지 19년이 되는 해로써, 1882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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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玉均謹題

김옥균은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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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道略則

「치도약칙」

一 治道局 亟宜分部開設于通衢要地 必委大憲而掌之 如京兆尹之職

可當 斯任其餘官員及厮役視各部 幅員之大小 戶口之衆寡 以定等差

(俟都城辦理有效 卽漸推行於外邑)

제1조 치도국(治道局)은 최대한 빨리 부를 나누어 통행의 요지에

개설하고 반드시 대사헌(大司憲)189)이 관장하게 하되 경조윤(京兆

尹)190)의 직책과 같게 할 만하다. 이 맡은 그 나머지 관원 및 하인들은

각 부의 지역의 크고 작음과 호구의 수요의 많고 적음을 보아 등차를

정할 것.(도성에서 처리한 일이 효과가 있기를 기다려 점차 지방에서도

준행할 것.)

一 此次 公使所携 治道師三人 木工鐵工各一人 必須安排優待而 (今

當寒節未能卽時擧行 辦備諸具自費時月) 木工鐵工 宜先擇有才思者

使與講求學習 預備器械 且使治道之人 察看城內及五江等地形 便以

定下手次第 (治道之法 非比他技術之難 心靈者學之數月 即得要領

敎師可還)

제2조 이번에 공사가 데리고 온 치도사(治道師) 3인과 목공과 철

공 각 1인을 반드시 적당히 지내게 하고 우대하되(지금은 겨울철이라

서 즉시 치도를 시행할 수 없으니, 제반 기구를 마련하는 데 소용되

는 비용과 시일을 모두 준비할 것) 목공과 철공은 마땅히 재주와 사

고력이 있는 자를 먼저 뽑아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 학문을 가르치고

익혀서 미리 기계를 준비하게 하라. 또한, 치도하는 자로 하여금 성의

내외와 오강(五江)191) 등의 지형을 살펴 공사를 시작하기 편한 순서

189) 조선시대 사헌부의 으뜸 벼슬로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현실 정무(政

務)를 논평하고, 모든 관료를 규찰(糾察)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억울함을 풀며 외람

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190) 한성부의 판윤을 달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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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하게 한다. (치도의 법은 다른 기술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으

니, 총명한 자가 몇 달만 배우면 그 요령을 터득할 것이니, 치도사는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도 될 것이다.)

一 先飭陶器店 使之燔造水桶 以備隱溝之用 又多造甕缶之屬 以備溷

圊等處之用 (水桶公使帶有式樣)

제3조 먼저 도자기 가게에 공문을 신칙하여 수통을 굽게 해서 지

하수로로 쓰고, 또 벽돌류를 많이 만들어서 뒷간 등과 같은 곳에 사

용한다.(수통은 공사가 가져온 양식이 있다.)

一 民戶圊厠 宜令各別 且量其家垈廣狹 凡牛馬雞犬之屎 灰稿木石之

礙 不許混雜 推排門庭 及棄諸道路間 其道路境界區分 而使之排戶擔

當 課日定時 嚴設科條 (如冬時拓雪 有已行之例違者懲罰 懲罰之法

分輕重幾等 應有定限) 闕內各公廨及各宮院厮役之勤慢 亦歸治道局

督察 雖公卿随其犯科 而從重懲罰 毌或聸狥情面然後民乃用命

제4조 백성의 집에 있는 뒷간은 마땅히 명하여 따로 구별하게 하

고 또한, 그 집터의 넓고 좁은 것을 헤아린다. 무릇 소·말·닭·개의 배

설물이나, 재·짚·나무·돌 등의 장애물은 어지럽게 뒤섞여 대문이나 문

이나 뜰에 쌓아놓거나 도로 사이에 버리는 일을 허락하지 말고, 그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고 호를 배정하여 날마다 시간을 정해 (버리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규정을 엄히 세운다. (겨울철에 눈을 치우는 것

처럼 이미 전례가 있으니 위반하는 사람은 징벌한다. 징벌하는 법은

가볍고 무거운 것의 몇 가지로 나누고, 이에 응하여 한계를 정한다.)

궁궐 내의 각 관청 및 각 궁원에 딸린 하인들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도 또한, 치도국(治道局)에서 감독 및 감찰하도록 맡기고, 비록 공

경(公卿)192)이라도 그 범한 죄과에 따라 처리하되 무거운 쪽을 택하

여 징벌할 것이요, 혹이라도 개인의 사사로운 정과 안면에 구애되지

않은 뒤라야 백성들이 명령을 따를 것이다.

191) 한강(漢江), 용산, 마포, 현호, 서강.

192) 조선시대의 삼정승과 구경(九卿: 의정부의 좌우참찬, 육조 판서, 한성부 판윤)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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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本局另辦鈔資 每月之終 各部內所貯糞穢 視戶口之大小授價買得

(此一節宜有司措劃)於四大門外廣鑿坑窖 用石灰築成 輸所買之糞穢

蔵之 毋使泄氣而失其性待其毒氣盡消 然能土脈而無疪癘之弊

제5조 본국은 별도로 비용(鈔資)을 준비하여 매월 말에 각 부내에

비료를 저장하되, 호구의 크고 작은 것을 보고 값을 주어 사들여 (이

조항은 마땅히 유사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대문 밖에 넓게 구덩이

를 파고 석회를 써서 만들고 사들인 비료를 실어다가 묻고 더러운 냄

새가 새어 나오지 못하여 그 성질이 다 사라지고 독기가 다하면 능히

토질을 변화시키고 전염병의 폐단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一 自本局先製鹿車及糞筒 (具盖) 以為運輸之用 如役夫有不盖糞筒

者 隨時懲儆

제6조 본국에서는 먼저 녹거와 분통을 만들어(모두 덮개가 있다.)

운수의 용도로 쓰도록 하는데, 만약 일꾼 중에 분통을 덮지 않고 다

니는 자가 있으면 수시로 징계한다.

一 設局之後 諸事擧行 則巡檢 (名目惟在量宜) 之任不可不置 假量

每五十戶置一巡檢 擇勤幹解事者 授帖供職 如於巡視糾察之際 有故

縱及勒討情事懲罰 宜倍常民 且宜設總轄巡檢隨時督察黜陟之 (旣設

巡檢 則巡邏之法自當革罷 而如左右捕廳校卒五部書員使令 刑漢兩司

書吏使令 陞實者外如出假加出 又契房名目寔繁 其徒指不勝屈 而十

之八九朝家之所不知也 其中有雖實料者 未足以資生 其外投託名色者

摠是虐平民 而作口腹視爲本分 噫習於故常 不能矯整之弊有如許矣

各衙門各宮家以至公卿家 輿擡之輩 皆無恒業而投託者也 若論外道各

邑吏校奴令之弊 尤有甚焉 溯其故實属無生活之可謨 而然非盡人心不

良也 若能導之以方 令之以信 何患此弊之不可祛哉 今巡檢之事行 而

規模嚴密 則因以矯革積弊之端似不止此而已)

제7조 치도국(治道局)을 설치한 뒤 여러 일을 거행할 때는(그 명



- 78 -

목은 헤아려 정한다.) 순검의 임무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가령 50호마

다 한 명의 순검을 두되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사리에 밝은 자를 선발

하여 직첩을 주어 직무에 이바지하게 하고 순시규찰의 사이에 임의로

놓아주거나 강제로 징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따라 징벌하되 마

땅히 상민보다 갑절의 무거운 벌을 주고 또한 마땅히 총괄순검을 두

어 순검을 수시로 감독하고 규찰해서 출척해야 한다. (이미 순검을 두

었다면 순라법은 저절로 혁파될 것이고,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교졸

과 오부(五部)193)의 서원(書員)·사령(使令),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

양사(兩司)의 서사(書吏)·사령(吏令) 등으로 실직에 오른 자 외에는

임시직을 더하여 내보내고 또한, 계방의 명목이 번성하니 그 무리들

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십중팔구는 모두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무

리이다. 그 중에 비록 실료(實料)를 받는 자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 밖의 명색만 가진 자들은 모두 평민들을

학대하여 배를 채우는 것을 본분처럼 여기고 있다. 아아, 이런 습속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허락하는 것처럼

되었다. 각 아문이나 각 궁가에서 공경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가마꾼

과 같은 무리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이 투탁한 자들이며, 만약

외도(外道)194)의 각 읍 이교노령(吏校奴令)195)의 폐단을 논한다면 더

욱 심하다. 그 연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는 생활할 수 있는 계

책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어찌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서이겠는가? 만

약 능히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다면 어찌 이

폐단을 바로잡지 못하겠는가? 지금 순검의 일을 행함에 법을 엄밀히

하면 적체된 폐단을 혁거하고 교정하는 단초가 되는 듯하니 여기에

그치지 않을 따름이다.)

一 每巡檢所管之界 立一板竿鐫揭法式 參以眞諺 使民常目在 玆庶可

遠咎

193) 고구려, 고려, 조선 때 서울을 전, 후, 좌, 우, 중으로 나눈 다섯 개의 행정구역.

194) 경기도 이외의 다른 도.

195) 조선시대 때,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 장교, 관노, 사령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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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매 순검이 관할하는 경계마다 하나의 판을 설치하여 법식을

새겨 걸되 한문과 언문을 참고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그것을

보게 한다면 이로 인해 거의 허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一 每巡檢所管界內 自本局設木廠二三間 每間另埋木筒以濟行人屎溺

之急 如此而尙有在川岸築臺及墻根廊側 胡亂放撤者 應議罰則

제9조 매 순검이 관할하는 경계의 안에 본국으로부터 목재창고 2,

3칸을 설치하고, 매 칸마다 나무통을 따로 묻어서 행인들의 대소변의

급함을 해결하게 한다. 이와 같이 했는데도 오히려 냇가·축대 및 담

밑과 집 뒤꼍에 어지럽게 오줌똥을 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벌

칙을 정한다.

一 道路旣治 則人力車馬力車 不可不行 惟人力車 冝先多造頒給於各
洞輽夫等處 每月酌取輕稅尤宜定制通用 雖秩高官員 必令乘人力馬力

等車 (用人力車而便運輸 則牛馬之力可移於農作 用牛馬力以駕車馬

牛 亦免虺頹而轉成瘟疫之患 此固非聖人之澤及禽獸者耶 且我國素稱

産馬 而牧畜之政廢而不講久矣 雖有一二處牧場 水草喂養已失其方

且其中之稍大者 課年抄抜 所餘盡属羸瘠 此非土産之不良 實綠取種

不得其法 又徃徃只存牝乳而無牡將何以孳息 此亦亟宜講求 健大之種

購諸中國 諸島牧場在在復設 則不五六年之內 將見驊騮之良騰驤乎長

安大道矣) 可免多帯儓率以耗薄俸至於輿儓之類 亦使之各歸工業 (此

法行之不久 民必知其便易 而資活計 則治道之功當有車夫出力 且宮

闕內跟隨之毋得多率禁令屡下 而終未見行之如一 此何若官員之追從

頓除 徒煩苟且之舉措也耶)

제10조 도로가 이미 놓였으면 인력거와 마력거가 다니지 않게 할

수 없으니, 생각건대 인력거를 마땅히 먼저 많이 만들어서 각 동의

수레 끄는 사람들에게 반급해 주고 매월 가벼운 세금을 거두어 들여

야 할 것이니 더욱 마땅히 제도를 정하고 통용하여 비록 급이 높은

관리일지라도 반드시 인력거나 마력거를 타도록 한다. (인력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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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운수에 편하다면 우마의 힘을 농사짓는 일에 옮겨 쓸 수

있고, 우마의 힘을 사용하여 수레를 끌게 한다면 또한, 우마도 질병

(虺頹)으로 인해 온역(瘟疫)196)이 성하게 되는 우환을 면하게 될 것이

니, 이것이 어찌 성인의 은택이 금수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나라는 본래 말이 생산되는 고장이라 불리었는데, 목축의

일이 폐지되고 강구되지 못한지가 오래 되었다. 비록 1, 2곳의 목장이

있기는 하지만 수초와 말먹이(喂養)에 대해 이미 그 방도를 상실하였

고 또 그 중에서 조금 큰 말은 해마다 뽑아가서 파리하고 수척한 것

만 남았는데 이는 토산종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종자를 취하는 방법을

얻지 못해서이다. 또한 가끔씩 다만 암컷만이 있고 수컷이 없어서 번

식할 길이 없으니 이것 또한 최대한 빨리 방법을 강구하여 건장하고

큰 종자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여러 섬 곳곳에 목장을 다시 설치한다

면, 5, 6년 안에 장차 준마가 서울의 큰 길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다니며 박봉을 소모하는 일을 면

하게 될 것이며, 수레를 끄는 무리도 또한, 각자의 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이 편하고 쉽

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생활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 즉, 치도하는 일

에는 마땅히 차부(車夫)197) 등이 힘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궁궐 내

에서 근수노198)를 많이 거느리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누차 내렸으나,

끝내 이를 한결 같이 시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관원

을 추종하는 것을 모두 없애는 것만 하겠는가? 한갓 번거로운 구차한

조처에 불과할 것이다!)

一 糞窖應由治道局置監守官吏, 發賣於田夫, 價必從廉宜有恒規, 惟

城闉內外土曠處自操農業者, 不在此例, 然亦使設窖密藏, 毋得散亂致

196) 급성 전염병의 하나.

197) 마차ㆍ우차ㆍ달구지 같은 것을 부리는 사람.

198)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관아의 사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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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科罰. (盖糞田之法行之一二年 使民知其利倍於然後 不待公家糾察

而藏畜之法 自當成規)

제11조 분뇨 구덩이는 마땅히 치도국(治道局)에서 감수관리를 두

어 농부에게 판매하되 그 가격은 반드시 저렴하게 하여 마땅히 항구

적인 규정을 둔다. 비록 성곽 문 안팎의 넓은 땅에 스스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가 해당하지 않으나, 또한, 그들에게도 응당 구덩

이를 설치하고 은밀히 저장하게 하여 (분뇨가) 흩어져 죄를 범하는데

이르지 않게 한다. (대개 분전법199)을 1, 2년 시행하여 백성으로 하여

금 그 이익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 연후에는 조정에서 규찰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장하는 법이 스스로 규칙화될 것이다.)

一 街路及閭里, 編稿爲假家之俗, 不可不禁. 回祿之頻警, 未嘗不由於

此, 亟宜一并撤去. 俾就空間, 不礙車馬處, 許其張傘夜市之法, 毋令

民倦而失業. (石炭之礦開, 則燈油之用可取諸宮中, 造磚之法行, 則回

祿之災可遠.)

제12조 거리와 도로, 마을에 짚을 엮어 임시 가옥을 만드는 풍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화재의 빈번함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마땅히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레와 말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공

간을 확보하여 장막을 펴고 야시장을 열도록 허락하여 백성들이 게을

러 생업을 잃지 않게 하여야 한다. (석탄광산이 개설되면 등유를 궁중

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벽돌을 만드는 법이 시행되면 화재의 피해가 줄

어들 것이다.)

一 凡罪人被赭懲役之法載在古典, 而今海外之國皆行之, 日本近又行

之, 惟朝鮮未能復古聖人政. 所欠者, 治道也, 巡檢也, 懲役也, 如鼎足

之勢, 闕一而不可. 第以現行刑政, 論之法久而紊亂, 刧命奪産, 害及

全省而恬然無咎. 竊一釘錐, 罵一豪强, 而等間處辟, 人命輕如草芥,

于傷和氣於斯極矣. 仁人君子之心, 寜不痛恨惻怛哉. 唐虞之世, 何民

199) 농지 전체에 거름을 주는 시비법(施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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梗化, 而有法官焉, 而有贖金焉, 此懲役之法所由來也. 宜新定法律,

凡犯輕罪者, 槪驅令作工, 以自贖然, 此必斷自聖裁, 方期實效. (法律

之學, 興然後, 庶務乃可就緖.)

제13조 죄인에게 징역살게 하는 법은 고전에 실려 있고, 지금 해외

의 나라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근래에 시행하고 있으나

조선만이 옛 성인의 정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흠결은 치도, 순

검, 징역으로 이 세 가지는 솥발의 형세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

면 안 된다. 현재 시행되는 정치와 형벌을 논하면 법이 오래되고 문란

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아 그 해로움이 전 지역에 미치고

있으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 못 하나 훔치

거나 권세가를 한번 욕하면 사형에 처해지는데 인명을 한낱 잡초처럼

가벼이 여겨 조화로운 기운을 손상시키는 것이 극에 달하니 인자한 사

람이나 군자의 마음으로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요순의 시대에는 어느

백성이 교화를 어겨 법관이 있고 속금(贖金)200)이 있는가. 이것이 징역

의 법이 생긴 이유이다. 마땅히 새로운 법률을 정하여 가벼운 죄를 범

한 자는 일을 시켜 스스로 속죄하게 하고 이는 반드시 국왕의 결재로

처결하게 하여야 효력을 거둘 수 있다. (법률학이 발달한 이후에 다른

일들도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一 五十戶置一巡檢之法行, 則什伍之法自歸釐整. 亟宜査括戶口, 京

兆尹摠管之, 以攷民口之增減. (今歐米諸國簿籍之法, 每年査括戶口

男女生死遷徒之數, 瞭如掌紋, 此有國不易之法也. 此法若淆亂, 則鑄

貨幣抄兵丁亦無以點檢.)

제14조 50호에 1명의 순검을 두는 법이 시행되면 십오법(什伍

法)201)은 자연스럽게 바르게 될 것이다. 마땅히 호구를 조사하여야 하

는데, 경조윤이 이를 총괄해서 인구의 증감을 살펴야 한다. (지금 서

양 여러 나라들의 호적법은 매년 호구, 남녀, 생사, 이주자 수를 조사

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는 국가의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이 법

200) 죄를 면죄받기 위해 지불하는 돈.

201) 열 혹은 다섯 가구를 한조로 묶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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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지러워지면 화폐를 주조하거나 병정을 뽑는 일 역시 점검할 수

없게 된다.)

一 巡檢所處木廠, 設於當部要地, 以爲晝夜棲止憩息避雨之所, 如防

範水火詰察盜賊等變之事, 皆係該巡檢責成由, 官給與器械更番巡視.

(每一廠幕, 宜置二人, 多不過三人.)

제15조 순검이 머무를 목재창고를 각 부 핵심 지역에 설치하고 밤

낮으로 머물고 쉬는 곳으로 삼아서 수재와 화재를 막는 일, 도적을

살피는 일 등의 일을 모두 순검이 책임지도록 하고 관청에서는 기계

를 지급하여 번갈아 순시하게 한다. (한 창고마다 2명의 순검을 두고,

많아도 3인을 넘지 않게 한다.)

一 賣柴之場, 量宜布置于各門內外及大洞要地空曠處, 俾無妨碍於行

路. (凡閭里之大警, 多屬積枯渴薪之爲引, 宜廢褻柴而用榾柮之法. 然

京師近處, 旣乏樹木之蔚密, 則勢不可急廢褻柴之俗. 惟易長之木, 多

就曠原不毛之場, 用糞田法而培植, 則不數年而可資斧斤之入, 此不獨

炊爇之利也即亦霖旱之所關, 今天下各國政務之一大關節.)

제16조 땔감을 파는 시장은 각 성문의 안팎과 중요한 각 동네의

넓은 곳에 적당히 설치하여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모든 마

을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쌓여있는 마른 섶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니,

화재의 염려가 있는 섶의 매매를 금하고 장작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

다. 그러나 서울 근교에는 이미 울창한 수목이 다 없어졌으니 사정으

로 보아 섶의 사용을 서둘러 없앨 수 없다. 잘 자라는 나무를 곡식이

잘 되지 않는 텅 비고 너른 들판에 심고 비료를 주어 가꾼다면 몇 년

이 지나지 않아 땔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니, 이는 다만 땔감을 충

당하는 이익뿐만이 아니라 홍수와 가뭄에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천하 각국의 정무에서 가중 중요시 되고 있다.)

一 各條例中, 疎漏未詳處, 俟有司者審定, 而增減之. 今公使帶有活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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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板, 宜亟搨成正本, 并諺譯, 布行使遇夫愚婦, 亦知利害之所在, 庶

資鼓舞. (飜譯政務之關係者, 用印版布行使民智日長, 當今天下開通

之要務.) 右各欵, 必宜自公家而行之斷, 非令飭于民而期實効者也. 有

國之大政, 何惜乎耗鉅欵. 惟辦財之道, 非寸篷所能知也, 然弊者革之,

煩者簡之, 兄者汰之, 多者減之, 隱者査之, 虛者實之, 則裁辦鉅欵之

道, 諒必在其中矣. 當今事勢, 處於不得不大更張之會, 猶因循姑息,

恐非宗社生靈之福也.

제17조 각 조항 가운데 부족하여 상세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자가

자세히 살펴서 이를 증감하게 한다. 지금 공사께서 가지고 온 활자 인

쇄판으로 빨리 정본을 완성하고 아울러 한글로 번역하여 반포해서 백

성들에게 이익과 손해를 알게 한다면 백성들을 고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에 관한 일은 인쇄된 판을 반포하여 백성의 지혜를

날로 발전시켜 오늘날 천하가 열리고 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상의 각 조항은 반드시 조정에서부터 시행해야 되고 백성에게만 명

령을 내리어 일러 경계하면 실효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의 정

치에서 어찌 비용이 많음을 탓하겠는가. 오직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알 수 없지만 폐단이 있으면 고치고, 번잡한 것은 간소화

하고, 쓸데없는 것은 없애고, 은닉한 것은 조사하고, 허술한 것은 채운

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형세는 큰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는데 구습을 고치지 않고 눈앞의 편

안한 계획만 한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의 복이 아닐 것이다.

金玉均 謹書

김옥균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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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창의 발문」

平治道路, 此古先王不易之政. 西人踵而行之, 益加拻擴精致, 規模宏

大爲, 前世所無然, 其耗費亦鉅矣.

도로를 다스리는 것은 옛 선왕의 바꾸지 못할 정치이다. 서양 사람

들이 그에 따라 더욱 발전시키고 정밀하게 하며, 규모를 넓혔는데 이

는 일찍이 전대에 없었던 일이고 재정의 소모 역시 크다.

西洋都會首推倫敦巴黎, 其修治街道, 倫敦, 則係公會爲之, 抽收房地

等稅充費. 巴黎, 則全是公司紏合股份承辦, 而抽地方各稅補還之. 聞

其稅甚重, 幾與國家正賦.

서양의 수도인 런던과 파리의 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 런던은

공회에서 관리하고 방지세(房地稅)202) 등을 거두어 비용을 충당한다.

파리는 모두 공사에서 부분 부분을 모아 관리하는데 지방 각지의 세

금을 거두어 보충하니 그 세금이 매우 무거워 거의 국가 세금과 맞먹

는다고 한다.

將捋情形如此, 今貴國欲擧行此政, 自先以籌費爲第一義. 有費可籌,

始能議辦理之法, 而雇養治道長夫. 又辦理中之第一義然後, 以民力佐

其不足事, 始有成. 謹就原稿, 僣妄改竄, 并書所見盾之, 高明未知有

千慮一得之助否.

실정이 이와 같은데 지금 귀국에서 이러한 정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면, 먼저 거기에 소용될 경비의 마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경비

를 마련할 수 있어야 비로소 치도를 계획할 수 있고, 치도하는데 필

요한 일꾼을 채용하는 것이 일을 해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뒤에 백성들의 힘으로 부족함을 돕게 하여야 그 일이 비로소 성

공할 수 있다. 삼가 원고를 가지고 참람되게 일부 수정하고 아울러

소견을 적었으니 고명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런지요.

202) 가옥과 택지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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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 壬午(1882)년 11월 黎庶昌 幷識.

광서 임오년 11월 여서창 덧붙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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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효의 건백서(建白書)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203)-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臣) 박영효는 삼가 4번 절하며, 하늘의 용솟

는 운명을 통합하시고 지극히 돈독한 인륜을 일으켜서는 대군주 폐하

께 상소를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의 가문은 세신(世臣)204)의 후예로서, 신의 대에

이르러 부께서 내리신 은혜에 감격했고, 그것에 보답할 바를 알지 못

했습니다. 신의 아비인 고(故) 판서(判書) 신 원양(元陽)205)은 항상 신

의 형제에게, “온 몸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마땅히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바쳐서, 국가를 위한 보답의 길을 찾고 위험이나 어려움을 피

하지 말아라.”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때 신은 나이가 적고 배운 바가

적어, 비록 그 말을 들었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얼굴을

들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성은의 만분의 일이나마 마음에 두었으나, 일의 순조로움과 거슬림

을 헤아리지 못하여, 갑신정변에 이르러 멋대로 경솔한 거사를 행하

였지만 천운과 마음이 어긋나, 공적으로는 폐하의 진노를 사고 3국206)

의 분란을 일으켰고, 사적으로는 헛되이 신의 부모형제와 친구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거사는 끝내 나라에 무익하고, 신은 인정도 의리

도 없는 무리와 같은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아가 명을 받

고 엎드려 벌을 받지 않았느냐하면, 그 거사가 사실은 충신애국의 마

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찬탈·반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근

세문명국에서 죄를 따질 때는, 그 사정과 원인을 살피되 모호한 것은

따지지 않으니, 신이 역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며, 위로는 성세

203) 본 자료는 김갑천(1990), “朴泳孝의 建白書 -內政改革에대한 1888年의 上疏文”,「한국정치연구」, 2,

pp.245-295를 참조하였으며, 일부의 내용을 개정하여 부록으로 사용하였음.

204) 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한 가문이나 왕가를 섬기는 신하.

205) 박원양(朴元陽 1804-1884). 19세기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박영효의 아버지. 아들 박

영효가 철종의 사위가 되자, 승진을 거듭하였으며, 도총부 부총관과 공조판서에 까지

올랐다. 그러나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삭탈관직(削奪官職)되었다가, 1895년 박영효의

상소에 의해 관직이 복구되었다.

206) 한(韓)·청(淸)·일(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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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世)207)의 덕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신의 죽음에 오명을 남길 뿐

이므로, 저는 명을 어기고 나라를 탈출하여 타국에서 체류하였고, 성

조(聖朝)208)의 문명이 더욱더 새로워져 신을 역신으로 보지 않을 때

를 기다릴 뿐입니다.

신이 때때로 고국을 생각하여 다시 한 번 귀국하기를 바랐던 것은,

단지 다시 폐하의 용안을 뵙고 신의 어리석은 충성심을 내보이는 것

이 첫째 이유이고, 신의 부모형제의 유골을 찾아 장사지내는 것이 둘

째 이유입니다. 신도 역시 인간인데 어찌 충효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슬픕니다! 하늘이 신으로 하여금 미미한 충심을 펴지 못하게 하였고

헛되이 외국에 머물게 하니 온갖 근심이 가슴에 맺혀, 신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흐느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

다. 그러나 긴장된 마음으로 비스듬히 서서 기다렸던 것은, 오직 성조

의 중흥이었습니다.

신이, “폐하께서 이미 주일공사를 파견하고, 또 구미(歐美)에 공사를

파견하여 이미 그 임지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로

폐하의 슬기에서 나온 것이며 미래를 위한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하여

신은 내심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듣기를, “대동조(大東朝)209)

폐하의 연세가 90세를 바라보고, 중궁210)폐하도 환후가 정상으로 회복

되어 경사와 축하할 일이 서로 겹쳤다.”고 하니, 신이 비록 외국에 있

으나 너무 기뻐서 서쪽211)을 향해 축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이 앞으로 크게 바라는 바는 ‘하나의 국가경사’(一國之慶)이며. 이

경사로 인해 또 다른 경사가 시작되고 또 경사가 겹쳐 무궁무진한 경

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이 말씀드린 ‘하나의 국가경사’란 무엇이겠

습니까? 국가가 잘 다스려져서 부강하게 되면, 백성이 신뢰하고 안락

하게 되고 교화되고 때때로 새로워져, 상하에 걸림돌이 없고 사람마

다 맞는 지위를 얻어 한 해 두 해 천지와 더불어 평안하니, 이것은

207) 뛰어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208) 조선왕조를 말함.

209) 황태후 또는 왕대비를 일컬음.

210) 왕비.

211) 박영효가 머물고 있는 일본에서 볼 때 조선의 임금이 있는 서울의 방향.



- 89 -

동조폐하께서 90세기 되는 경사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쇠약해

지면 그 국가를 일으켜 흥하게 하고, 백성이 피곤하면 보호하고 일으

키며 기강을 다시 일으켜 공사(公私)를 혼동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마

다 그 분수에 맞게 안정을 이루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 해와 달같이

밝아지는 것, 이것은 중궁폐하의 병환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지만 이러한 일만이 정말로 사세(事

勢)212)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실 그 것은 어려운 일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세상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고질병은 고치기 어렵

다.”라고 했으나 신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도(道)213)가 있게 하고 법에 느슨한 바가 없게 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병은, 그 실제 증상을 진단하고 알맞은 약을 먹으면 치료하

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을 거슬려 어긋나게 하면

반드시 옛말에 이르는 바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자연의 불

변의 이치입니다. 본조(本朝)214)의 흥망성쇠도 역시 ‘다스림’(治)과 ‘다

스리지 못함’(不治)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만국의 관심이 본

조에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어찌 하루하도 이 도(道)를 강구하지 않

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의 총명으로 어찌 이것을 상세히 밝히지 않겠

습니까만, 신은 감히 간략히 그 방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거의 500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중엽부터는 국세를 떨치지 못하여, 동쪽으로는 일본과 전쟁을 하고,

북쪽으로는 청조(淸朝)215)가 일어나는 등 전쟁이 거듭 일어나면서 점

차 쇠약해져, 근세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대체로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 극한에 이르면 멈추게 되고, 멈춤이 극한에 이르면 다

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천지자연의 지극한 이치입니다. 어찌 극한에

다다랐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 폐하께서는 이와 같이

212) 일이 되어가는 형세.

213)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

214) 조선왕조를 말함.

215) 중국 정나라의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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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쇠약해진 후 위태롭고 혼란한 때에 왕업을 이으셔서, ‘날이 새

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후에 늦게 저녁을 먹으시면서’ 정

치와 행정상의 업무에 부지런하시고 나라의 일을 근심하셔서 나라의

부흥을 도모하려고 하시지만,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과 국가가

더욱 곤란해진 것은, 폐하를 보좌하는 신하가 그 지위에 알맞은 사람

이 아니고 치국(治國)의 요체를 알지 못하여 다만 자신과 집안의 부

귀만 살피고,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전과 위험은 살피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또 신하들은 백성의 고혈을 빨고 나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즐겨 충신과 어진이를 배척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꺼리지

않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게 하고 관직을 공개적으로 팔아, 상하

가 재물을 탐하고 공사(公私)의 구분이 모두 없어지게 했기 때문입니

다.

백성의 고혈을 빨고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는 자의 관직이 지방의 수

령(守令)에 이르고, 충신과 어진이를 배척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의 관직에 재상에까지 이르러, 백성들은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 부모형제와 처자식이 서로 만나지 못하

며, 어떤 사람은 굶어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얼어 죽고, 어떤 사람

은 한을 참지 못하여 화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약과 의사를 얻지

못해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아 죽임을 당

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도적이 되었다가 살해당하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나라 한 가운데에 함정을 파는 것과 같

습니다. 나라의 실상이 정말 이와 같으니, 제가 어찌 감히 없는 사실

을 꾸며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폐하께서 그 간사한 재상과 탐관오리를 내쫓지 아니하시

고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신다면, 비록 폐하의 정성을 다 하신다 해도

일은 마침내 성과가 없고 도리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성인의 경전과 옛 사서(史書)들을 살펴보니, “창고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 백성들의 얼굴에는 배고픈 기색

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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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아먹게 한 것과 같다.”라는 말은 맹자께서 훈계하신 바이었던

것입니다. 또, “지방장관(宰)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데 장관이 밭과

들을 황무지로 변하게 하고 인민의 수를 감소시키고 뇌물을 써서 명

예를 구하려 한다.”고 한 것은 제(齊)나라216)의 왕이 노했던 바입니다.

또한, “강대국들과 사방으로 이웃해 있으면서 서로 도리가 없으면,

[그 나라는] 즉시 법령이 실행되게 해야 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하

며, 군사와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병사를 훈련시켜야 한다. 만약

백성이 상부층과 뜻을 달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죽으려 하지 않고 또

한 그들과 더불어 살려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자기나라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나라를 두려워 할 것이다.”고 한말은 손오217)병

법(孫吳兵法)에서 우려했던 바입니다. 무릇 나라를 이끌고 군사를 다

루는 일은 시대가 다르다고 해도 그 이치는 같으며 옛날과 지금이 다

를 바 없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이것을 거울삼지 않으십니까? 폐하께

서는 또한 평안히 궁궐 속에 계시면서, 날마다 좌우신하와 더불어 한

가히 즐기시니, 어찌 스스로 안락함을 찾으시면서 민간백성의 어려움

은 살피지 않으십니까?

신은 폐하를 위하여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이니, 무릇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 백성이 장차 어디를 향

하여 하소연 하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장차 반드시, 그들이 친애하지

않는 쪽에는 등을 돌리고 친애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

겠습니까? 강태공(姜太公)이, “나라는 제왕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나

라이니, 제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이

익을 같이 나누는 지기 나라를 얻고, 나라의 이익을 자기 혼자서 차

지하는 자는 나라를 잃을 것이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입니다.

무릇 일에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을 행할 때는 먼저 그 목적을 생

각하며, 그 목적을 얻으면 좋은 것이고 그 목적을 얻지 못하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정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

고 국가를 지키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대한 탕(湯)왕218)

216) 중국 춘추 시대에, 산둥성(山東省) 일대에 있던 나라.

217)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를 말함. 두 사람 모두 춘추시대의 병법의 재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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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桀)왕219)을 토벌했을 때 하(夏)나라 백성은 기뻐했고, 주(周)나

라의 무(武)왕220)이 주(紂)왕221)을 정벌했을 때 은(殷)나라의 백성은

비난하지 않았으니, 탕왕·무왕이 나라를 얻었던 까닭은 백성을 사랑했

기 때문입니다. 또 걸왕·주왕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까닭은 백성을 학

대했기 때문입니다. 맹자께서 이르기를, “지금 왕이 여기서 북을 치며

음악을 즐기는데 백성들은 왕의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듣고 머

리를 흔들며 얼굴을 찡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왕은 음악을 좋아하는

데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의] 극도에 이르게 하는가?’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이 아마도 병

환이 없으신가 보다. 어찌 저렇게 음악을 잘 즐기실까?’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왕이 음악을 즐겼기 때문이다. 무릇

제왕이 무도(無道)하여 지위를 잃게 되면 비록 서민이 되기를 원한다

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제후가 도리가 있어 백성들을

이끌게 되면 비록 당이 사방 백리라 할지라도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

까?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폐하께서 백성과 같이

즐기지 않고 홀로 즐거움을 독차지 한다면, 아래로는 반드시 죽은 어

미의 젖을 빠는 고아와 구렁에서 뒹구는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가 있

을 것이니, 만약 큰 눈(大眼)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광경을 보게 한

다면, 어찌 한 사람222)의 편안한 즐거움으로써 나라 전체가 평안하다

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곧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이

발꿈치를 이어 일어날 것이니223), 반드시 성조(聖朝)에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왕족 간

218) 중국 은나라의 초대 왕.

219)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왕.

220) 중국 주나라의 초대 왕.

221)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

222) 왕을 말함.

223) 接踵而起. 밀집해 있는 모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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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화목하지 못하면 왕조가 뒤집어지고, 나라 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라고 했

으므로, 근본을 굳게 하고자 한다면 곧 백성을 화합시키고, 백성을 화

합시키려 한다면 백성을 즐겁게 하고, 백성을 즐겁게 하려 한다면 백

성을 안정되게 하고, 백성을 안정되게 하려면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

을 위로하려면 그 백성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

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백성에게 인의(仁義)

의 정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며, 제왕과 백성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릇 상하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했는

데도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

니다. 옛날에 조(趙)나라의 윤탁(尹鐸)이 진양성(晋陽城)을 지키고 있

을 때, 3국의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물을 대어, 성벽이 3판(板)224)의

깊이만 남기고 모두 물에 잠겨 부엌에 개구리가 들끓어도 백성들에게

반란의 뜻이 생기지 않았던 것은, 윤탁이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가르

치고 친애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현명한 이와 성인은 마

땅히 지켜야할 도리로써 백성을 가르치며, 의리로써 다스리고, 예로써

움직이게 하며, 인으로써 위로하는 것이니, 이 4가지 덕행을 닦을 것

같으면 나라가 흉하고, 그 덕행을 없앨 것 같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

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폐하의 총명으로써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

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어떤 이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알면서도 그

를 등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의

간사함과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그를 내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

은 과감성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보통사람이라 할지라도 인(仁)·의

(義)의 마음과 과감성이 없을 것 같으면 세상에 서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제왕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224) 길이의 단위, 10자(尺) 또는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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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이르기를, “‘때’란 ‘바로 지금’뿐이다. ‘바로 지금’ 외에는 다

시는 ‘바로 지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 만약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루를 늦출 것 같으면 하루만큼의 해악이 있고, 하루를 빨리

할 것 같으면 하루만큼의 이익이 있으니 어찌 헛되이 시일을 연기하

여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해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극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이웃에 한 나라가 있어서, 우리 조선과 같은 인류로 똑같이

비와 이슬의 혜택과 해와 달의 빛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땅덩어리의 넓이에 있어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생산되는 물화의 많고 적음의 차이도 심하지 않으나, 다만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개명의 도리를 취하여 문화

와 기예(技藝)를 닦고 무장을 갖추어, 다른 부강한 국가들과 거의 어

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꿈에서 깨

어나지 못하여, 어리석고 우매하며 술에 취하고 미친 것과 같아서, 세

계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여 온 천하로부터 모욕을 자초하고 있으

니, 이것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신이 비록 배우지 못

하여 아는 바가 없고 세계사정에 어두우나, 이러한 조선의 사정은 부

끄럽고 근심되는 바입니다. 또 천하의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이 어리

석음과 우매함, 술취함과 광기의 나라라는 것을 보게 한다면, 진실로

뜻있는 자 중에 그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본래 어리석어서, 자신의 얼굴은 보지 못해도 남

의 얼굴은 볼 수 있고, 자기의 소리는 알지 못해도 남의 소리는 알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은 헤아리지 못해도 남의 단점은 헤아릴 수 있

는 까닭에, 비록 자신이 괴상한 모습을 지녀도 자신의 추함을 알지

못하고, 비록 자신이 도리를 어겨 악을 행하여도 자신의 포악함을 알

지 못하며, 어리석게도 자기 삶을 즐겨 부끄러움을 모르니, 이것은 자

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허물을 지적하고 잘못을 꾸짖으면 노하여 기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첨하고 칭찬하면 웃으면서 기뻐하여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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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게도 자신을 믿어 스스로 영웅인 체하니,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

이고 또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지 못하면 곧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니, 어찌 남을 속이지 않게 되겠습니

까?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거울삼고 옳고 그름과

선악을 헤아려서 자신의 장단점을 알 것 같으면 곧 자신을 속이지 않

게 되니, 어찌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증자(曾

子)225)께서는, “하루에 세 가지씩 내 자신을 반성한다.”라고 말씀하셨

고, 맹자께서는, “남을 사랑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친해지려 하지 않으

면 자신의 인(仁)을 돌이켜보고, 남을 다스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면

자신의 지혜를 돌이켜보고, 예로써 남을 대우했는데 그들이 답하지

않으면 자신의 경(敬)을 돌이켜보고, 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얻지 못하

면 모두 자기 자신에게 그 허물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청하옵건데, 폐하께서는 하루에 세 가지씩 자신을 반성하시

고 행함에 있어, 성과가 없을 때는 모두 폐하의 마음에서 그 허물을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안 연후에,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고 간사한 자를 멀리 하여 백성과 나라를 안전하게 하

시고, 빨리 부흥을 도모하여 세상에 성덕의 빛을 발하십시오. 무릇 현

명한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마치 대낮에 큰 길을 걸어가

는 것과 같고, 간사하고 어리석은 자를 등용하여 정치를 하면 마치

컴컴한 밤에 산과 계곡을 걷는 것과 같은, 정치의 어려움과 쉬움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알아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감히 8조항을 아래에 나열했으

며,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현재의 시급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옛말

에 이르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

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범상치 않은 일을 해야 이후에 범상치

않은 공(功)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이란 것은, 천신만고

끝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이 수고

225) 중국 춘추시대의 노나라의 유학자였던 증삼(曾參)을 높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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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공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폐하께서는 이 말을 역적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어 의심하지 마소서. 신이 글을 씀에 있어서, 마음

이 초조하고 혼란스러워 말이 많고 중복되었으며 혹 공경(敬)을 잃었

으니, 신은 지극한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개국 497년 1월 13일

1. 세계의 형세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는 옛날 전국시대의 열국들과 같습니다. 한

결같이 병세(兵勢)를 으뜸으로 삼아,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병합하

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삼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군비(軍備)226)

를 강구하는 한편, 아울러 문화와 기예(技藝)를 진흥하여, 서로 경쟁

하고 채찍질하며 앞을 다투지 않음이 없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뜻을

공고히 하여 세계에 위력을 흔들어 보고자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폴란드와 터키가 본래 약한 나라가 아니었으면서도

모두 자국의 곤궁과 혼란으로 인하여, 때로는 분할을 맛보고 때로는

영토를 약탈당하여 다시 흥성해질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만국의 국제법(公法)과 세력균형(均勢), 공의(公儀)227)가 있긴

하지만, 나라에 자립·자존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토의 삭탈과 분할

을 초래하게 되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법과 공의는

본래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개명하고 강대한 나라

로서도 역시 패망을 맛보았는데, 하물며 아시아의 개명하지 못한 약

소국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유럽인들은 입으로는 법과 도리(義)를 일컫지만 마음속으로

는 야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3, 4백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합병하고 삼켜버린 지역이 곧 남·북아메리카주요, 아프리카주

226)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춘 군사시설이나 장비.

227) 국제적인 도리나 신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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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남양군도요, 오스트레일리아주이며, 점차 우리 아시아의 땅에 이

르러서는, [그들이 합병하고 삼켜버린 지역이 土斯坦228)이요, 인도요,

미얀마요, 청(淸)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요, 홍콩이요, 일본의 사할

린 섬인 바 이미 아시아주의 반을 넘었으니, 아시아로 말하자면 남은

땅이 상실된 땅에 미치질 못하고, 세계 전체로 말하자면 남은 곳이

열 곳 중에 한 곳 남짓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여전히 만족해하지

않고 도리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그들의 의도는 과연 어

느 곳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아시아 주 동부에 있어서는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때이며, 우리 동족에게 있어서는 떨쳐 일어나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시아 주 민족들은 게으르고 부끄러움이

없어 구차히 목숨을 부지해 가고자 할 뿐, 전혀 과단성 있는 기상이

없으니, 이것이 신이 한심하게 생각하여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동쪽으로 침범하고자 하여, 산을 뚫고 길을 열어 동

쪽 해안에 도달하고서는, 여러 나라의 형세를 살펴본 후 우리에게 군

비(軍備)가 없는 것을 보고, 먼저 우리나라의 서북지방으로 진출하여

함경도·평안도 양도를 침략하고, 일본해와 황해의 수리(水利)에 의지

하여 한·중·일 세 나라의 양 무릎을 끊음으로써 아시아 주의 화복(禍

福)을 쥐고 흔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일은 이미 끝장나 있게 될 것

입니다. 우리가 비록 떨쳐 일어나 난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 러시아는 비록 군주

독재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와 법질서는 우리나라보다 나

으므로, 우리나라의 인민이 일단 그러한 정치와 법질서의 편안함에

안주하게 된다면 다시는 우리 조선의 부흥을 달게 여기지 않을 것입

니다. 인도는 아시아 각 국 가운데서도 국세가 번창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였지만, 국내의 혼란과 군비(軍備)의 결여로 인하여 영국에게 점

령당하였는데. 인민들이 영국정부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 스스로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지 않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영국의 법률이

228)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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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하고 정치가 공명정대하여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편하다 생각하

므로, 영국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시 혹독한 [인도의] 정치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아시아 주는 천하의 신령스럽고 영묘한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교, 불교, 예수교 및 이슬람교의 교

조들이 모두 여기서 출현하였던 바, 옛적의 흥성했던 시기에는 문명

이 없는 땅이 아니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도리어 유럽에게 양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건대, 여러 나라의 정부가 백성을 노

예와 같이 보아, 인(仁)·의(義)·예(禮)·지(智)로서 그들을 이끌고 문화

와 기예(技藝)로써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까닭에, 인민이 어리석고 부

끄럼을 모르게 되어, 남에게 점령을 당하더라도 치욕이 되는 줄을 모

르고 재앙이 곧 닥치려 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인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모든 일을 미리 하면 서고, 미리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니, 말은 미리 정해지면 막히지 않으며, 일은

먼저 정해지면 곤란을 당하지 않고, 행동은 미리 정해지면 고통스러

워하지 않게 되고, 도리가 미리 정해지면 곤궁해지지 않는다.”고 하였

거늘, 아시아 주의 모든 정부를 위해 꾀해야 할 자들이 어찌 구차히

안일하게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2. 법률과 기율을 부흥시켜 백성과 나라를 안정시키십시오.

법률이라는 것은, 인민의 개인적 행동과 남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규

범이며, 바른 이치를 권면하고 그릇된 악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편파적이지 않고 치우침이 없게 하여 단지

옳고 그름만을 판별하여 다스려서, 죄가 있으면 비록 신분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벌하고, 아끼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을 집행해야

하며, 죄가 없으면 비록 천한 자라 할지라도 억눌러서는 안 되고 미워

하는 자라도 박절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어른, 가난하고 천한

자, 부유하고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 몸과 목숨은 하나인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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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일개 가난한 아이로서 해진 옷을 걸친 자라 하더라도, 법으로 보

호함에 있어서는 곧 제왕의 소중한 영지(領地)와도 같게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대체로 법률의 본 취지는 그것의 집행을 강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

다.『대학(大學)』에 이르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송사(訟事)를 처

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도] 남과 같으나 [나는] 반드시 백성들로 하

여금 송사를 갖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진실이 없는 사람들

이 그들의 [거짓된] 말을 다 할 수 [없어 송사]가 없게 되는 까닭은

[위정자가 자신의 덕을 밝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

음을 갖게 하여 감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때문이며, 이를

일러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규범과 조례를 정하

여 사람들의 마음에 일정한 규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리와 이

치, 그리고 화민성속(化民成俗)229)으로 인도하여 범죄가 없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법을 제정하고 형을 집행하더라도 반드시 인

(仁)·의(義)·신(信)을 근본으로 여기는 것인 바, 형벌을 혹독하게 하여

인(仁)을 해치고, 처벌을 억지로 시행하여 의(義)를 무너뜨리며, 법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 신(信)을 잃음으로써, 인민의 마음이 지조 없이

나약하게 되거나, 완고하고 포악하게 되거나, 또는 의심을 품고 동요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야만스런 나라의 미개한 정치

인 것이며, 인(仁)으로써 법을 운용하며 인민의 마음이 안온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문명국의 개명한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仁)으로써 사람들을 보살피고, 의(義)로써 사람들을 다

스리며, 신(信)으로써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이 세 가지 길을 밝혀 그

르침이 없게 될 것 같으면,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면서도 법도가 해이

해지지 않을 것이고,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면서 풍속이 아래에서 아

름다워 질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스스로를 책망하는 유시(諭示)230)를 백성에게 내

229)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만듦.

230) 관청 등에서 국민을 타일러 가르치거나 또는 그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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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보내신 것이 여러 번이셨음에도, 끝내 폐하의 유시를 실천하지 않

으셨던 까닭에, 백성은 더욱 의심을 하고 법률과 기율은 더욱 헤이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백번 유시를 내려 보내셔도 백성은 그

것을 믿지 않고, 서로 ‘우리 임금님이 또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 말할

것이니, 무릇 그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정령(政令)231)은 결코 행해지지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백관을 인솔하시어 종묘에 제사지

내고,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에 이르러 다섯 가지 일을 서약하시어

이르시길, “짐은 이제 천명을 삼가 받들어 다섯 가지 일을 서약함으

로써 나의 백성을 다스리고 나의 나라를 보호하려 한다. 만약 이 큰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이는 나의 백성을 위태롭게 하고 나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자하는 것이니, 짐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

며 도적과 같이 볼 것이다. 모든 신민(臣民)들은 삼가 다음의 명을 받

들라 : 첫째, 선행을 하는 자와, 재주와 덕이 있는 자는, 비록 천한 신

분이라 할지라도 상을 주고 등용할 것이다. 둘째, 악행을 하는 자와,

재주와 덕이 없는 자는, 비록 귀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벌을 주고 [관

직에서] 쫓아낼 것이다. 셋째, 형벌을 줄이고 과세를 가볍게 하여, 백

성으로 하여금 간난(艱難)232)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넷째,

농업과 양잠업을 권면하고 공업과 상업을 진흥시켜,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다섯째, 문덕(文德)을 도야하

고 무비(武備)를 가다듬어, 백성은 편안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할 것이

다.”라고 하십시오.

서약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먼저 궁중에 신뢰를 확립하여 조정에

미치게 하고, 나라에 신뢰를 확립하여 천하에 미치게 하십시오. 그리

하실 것 같으면, 나라 안에는 법을 어기는 자가 결코 없게 될 것이고,

천하에도 또한 약속을 배반하는 나라가 없게 되어, 모든 일이 폐하의

뜻에 따라 형통하여 질 것입니다. 무릇 치국(治國)과 입법의 요채는

신뢰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신뢰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231)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 또는 명령.

232) 괴롭고 고생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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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신은, “ 법은 세상의 정황을 따라 알맞게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법도에 의거하여 점차 좋은 법도로 나아가

야하며, 갑작스런 변화는 적절치 못하여 우환과 소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과 나라를 크게 유익하게 하며 옛 법도보

다 훨씬 나은 것이 있을 경우, 시끄럽고 어지러운 분분한 논의가 있

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면, 후에 고치지 않더

라도 점차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모든 경우의 송사와 대소경중의 죄는 다만 재판관에게 맡겨 판결케 하

여야 하며, 임금의 권한으로 재판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

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기쁨·성냄·슬픔·즐거움·두려움·걱정으로 인하

여 그 상도(常道)233)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형벌을 내리고 죄를 판결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처단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혹독한 형벌을 폐지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법이 혹독한 까

닭에 나라의 주권을 외국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③ 죄인의 처자식까지 죽이는 법을 폐지하여 범죄 당사자만을 다스리고

부모·형제·처자에게는 벌이 미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④ 죄인을 심문할 때 함부로 형을 가하여 무죄인데도 강제로 죄를 자백

받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비록 죄인에게 자백의 다짐을 받고 시간

적 여유를 주어 스스로 그 죄를 아뢰게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

지만, 가혹한 형벌로 인해 강제적인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대소경중의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죄의 증거를 밝혀 죄인이 스스로

자백한 연후에 옥에 가두고 형을 집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야만스런

미개한 나라에서는, 인민이 옥에 갇히고 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무고

함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포도청에서 고문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숨기는 것과 같은 관행

을 폐지하는 일입니다. (형을 받아 죽은 자의 부모·형제·처자라 할지라

233) 항상 지켜야할 도리.



- 102 -

도, 그가 옥에 구금되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니, 어찌 불법적이

고 잔인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⑦ 재판을 하여 형을 결정할 때는 그것을 비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

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소에] 들어가 방청하게 할 것 같으면, 재판

관이 잔인한 형벌로써 사사로움을 용납하려고 하는 일이 저절로 줄어

들 것이라는 일입니다.

⑧ 징역의 법을 정하고 징역의 장소를 설치하며, 최고로 중한 죄가 아니

면 죽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징역을 살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⑨ 포도청을 폐지하고 순청(巡廳)234)에 대해 그 규례를 증삭(增削)하여 경

순사(警巡士) 2만 명을 둘 것 같으면, 잠시 동안은 충분히 민심을 제도

하고 민간의 사정을 살피며, 폭행을 억누르고 급한 일을 구제할 수 있

다는 일입니다.

⑩ 제상·사대부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형(私刑)235)을 행하는 것을

엄금하며, 비록 자신에게 속한 자제나 노비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적인

재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⑪ 인민으로 하여금, 돈을 꾸어주고, 갚고, 사고팔고 하는 것에 관한 모든

약속과 증빙의 글을 소상히 하는 데 힘쓰게 하고, 아울러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훗날의 송사에 곤란이 없게 하며, 글의 증거가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⑫ 귀하고 천한 [각 계층의] 묘소를 각처에 정해 다른 곳에는 묻는 것을

금하여, 임야에 대한 송사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편으로는 훗날의 채

광(採鑛) 일에 곤란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3. 경제(經濟)236)로서 백성과 나라를 윤택하게 하십시오.

나라에 있어서 재화(財貨)는 사람에 있어 몸속의 진액(津液)과 같습

234) 조선시대 때 야간순찰을 맡아보던 관아.

235) 사적 제재.

236) 원래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뜻으로 쓰여 졌으나, 본 상소문에서는 ‘경제(經濟)’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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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람이 혈기를 보호하고 길러, 그것들이 전신을 흘러 통하고 막

혀 흐르지 않는 일이 없으면 건강하고 굳세게 되며, 나라가 생산물을

증산하여 운반과 수송을 원활하게 하면 부유하고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물을 증산하고 그것의 운반과 수송을 원활히 하려 한

다면, 절약하고 검소해야 하며, 힘써 일하고, 농업, 공업, 어업, 수렵업,

목축 등을 진흥시켜 산과 들, 강과 바다로부터 이득을 취하며, 금·은

의 화폐를 만들어 상품의 유통과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상사와 은행

을 설립하여 저축과 무역을 수월하게 하며,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여

여행자와 수레와 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강과 바다, 하천과 도랑의 수

로를 보수하여 배와 뗏목을 소통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도 의·식·주의 세 가지가

주요한 것이어서,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이루어서 필요한 용도에 공

급하고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치부(致富)의

길은, 소박과 검소로써 집안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비축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절제

가 있어서 운반, 수송, 매매의 길이 편리해 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매매의 도리라는 것은, 단지 나라 안에 물품을 나눠 보내어 세

간에서 모자라는 것을 공급하고,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고르게 함으

로써 사람의 편리를 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물품

을 밑바탕으로 하여 세상의 문명개화를 돕고, 사람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며, 인류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여 태평 무사한 관계를 보전토록

하는 것 입니다.또한 사람이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남에

게 의존해야만 삶을 이룰 수 있는 존재여서 서로 도와주는 것인 까닭

에, 어떤 사람은 선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종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공업 기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 되어, 오고 가고 서로 교

제하느라 바삐 뛰어 다니고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따지고 보면 우리들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

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한 개인을 돌아보지 않고서 있

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반드시 곤궁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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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고 없는 산물을 서로 유통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의·식·주를 대기 위해 수천만의 인원을 각처에 흩

어져 일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어찌 지극히 기이하고 지극히

묘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에 반하여, 농업과 공업에 힘쓰지 않고 어업, 수렵과 목축을

장려하지 않으면, 화폐는 신용할 수 없게 되고 저축은 불가능하게 되

고, 강과 바다 및 도로에 있어 그 막힌 것을 개통시키지 않아 배와

수레와 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없거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있고 없는 물품을 유통하지 못하게 되

고, 인민은 서로 친교하지 못하게 되어 간난(艱難)과 고통을 불러들인

다면, 이는 백성을 멸하고 나라를 약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치에 밝은 나라는 경작을 권면하고 공업을 복 돋우

며, 목축을 장려하고 어업과 수렵에 힘써 널리 세계와 통하게 하여,

떠도는 백성이 생겨나지 않게 합니다. 영토는 비록 적을지라도 인민

은 많고 수명 또한 깁니다. 이는 인민에게 식견이 있고 온갖 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모

두 그러합니다. 한편, 이 이치에 어두운 나라는 게을러 아무 일도 하

지 않으며, 이웃나라와 통하지 않아 유랑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토지

가 비록 넓을지라도 인민은 희소하고 수명 역시 짧습니다. 이것은 인

민에게 식견이 없어 온갖 기물이 없거나 부족해서 생긴 결과이며, 야

만족과 무래유(無來由)237)족 등 모두 그러합니다.

대체로 부귀와 입신출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자기의

심력을 기울이며 겸하여 남에게도 이익이 있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손해를 입혀 자신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

에서 아뢴 바와 같이, 개명한 사람들은 각자 옳고 그름을 알아서 남

을 헤쳐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 없으므로, 모두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보(財寶)238)를 계산하여 밝힐 수 있어 떳떳하게 내보이니, 일을 꾸

려나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우매(愚昧)한 사람들은 예(禮)·의

237) 말레이족으로 추측가능하다.

238) 재화와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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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염치(廉恥)를 모르고 본능적인 욕심에 몸을 내맡겨, 남에게 포악

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이롭게 하고, 그들이 사유한 재화를

백성들이 계산하여 밝히지 못하도록 몰래 감추어 두니, 일을 꾸려나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르시길, “나라에 도리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라에 도리가 없으면 거기에서는 부유

하고 존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

한 것입니다. 『대학(大學)』에서 이르기를, “재물을 생산하는 것에

도리가 있으니, 나라에 유랑하는 백성이 없으면 재화를 생산하는 것

이 많을 것이고, 조정에 요행으로 얻은 벼슬이 없으면 [생산물을] 먹

어 치우는 것이 적을 것이며, 농사의 때를 침탈치 아니하면 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나가는 것을 조

절하면, 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완만하게 되어 재화가 항상 충분하게

될 것이다. 인자(仁者)는 재물을 풀어서 백성을 얻고, 불인자(不仁者)

는 몸을 망침으로써 재물을 불린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길, “군자

는 먼저 덕에 있어 삼가야 한다. 덕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땅이 있게 되고, 땅이 있으면 이에 재화가 있게

되고, 재화가 있으면 이에 그 쓰임이 있게 된다. 덕은 근본이고 재화

는 말단인 것이다. 근본을 겉에 두르고 말단의 것을 마음속에 품는다

면, 이는 백성을 싸우게 하고 약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

로 재화가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화가 흩어지면 백성이 모이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말이 부정하게 나가면 역시 부정하게

돌아오고, 재화가 부정하게 들어오면 역시 부정하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부를 도모한다면, 노심초사하여도 도리

어 곤궁함에 이를 뿐이니, 생각건대 이는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그 말단의 것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의 치부의 근

본은 씀씀이를 줄이고 힘써 일하는 것이며, 한 나라의 치부의 근본은

곧 백성을 보로하고 [불필요한] 재화를 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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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지 않은 채, 남이 노역한 것을 먹어 댄다면 이는 남의 공을 탈취하

는 것이어서, 그 해가 온 나라에 미치어 나라의 빈궁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써 일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 두 가지

가 서로 용납되지 않음은 물·불과 같은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는, 마땅히 전력을 다하여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관록

(官祿)·치안(治安)·군무(軍務)·영선(營繕)239)·위생교육(衛生敎育) 등이

나 유공자에게 포상하는 데 쓰는 것은 옳지만, 법령을 가혹하게 하여

백성의 통의(通義)240)를 해치거나, 국가 방위에 실책을 하여 나라의

치욕을 불러들이거나, 명분이 없는 군사를 일으켜서 백성을 핍박하거

나, 문득 전염병이 돌아 사방에 퍼지게 하거나, 교육에 마음이 없어

인민이 고루(固陋)241)하게 되도록 하거나, 사궁(四窮)242)을 돌보지 않

아 구렁에 굴러 떨어지게 하거나, 실적 없는 관리에게 녹을 주거나,

공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거나, 무익한 토목 역사를 일으켜 공공의

재화를 소비한다면, 이는 백성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는 것이니, [이러한 실책을 범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저 인민이 세금을 내고 나라를 위하는 본뜻은, 자신과 집안의 행

복과 안녕을 보존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마땅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존

해야 하며, 유식한 군자는 높은 대부(大夫)의 자리에 앉게 하고 무식

한 소인은 천한 예복(隸僕)243)의 자리에 앉게 하여, 관직의 품계에 따

라 녹봉을 알맞게 나눠 주어서, 각자가 자신의 분수에 안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가 바로 잡힐 수 있어서, 백성은 정부를

의지하고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239) 건축물을 신축하고 수선함.

240)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변의 도리.

241) 완고하고 식견이 없음.

242)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이를 말함.

243) 하급관리를 칭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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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급 관리에게는 녹을 후하게 하고 지위가 높은 대부(大夫)

의 녹은 박하게 한다면, 이건은 『대학(大學)』에서 이르는 바, “그

후하게 대하여야 할 자에게는 박하게 하고, 그 박하게 대하여야 할

자에게는 후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넘치고 위에서는

부족하고, 위에서는 궁하고 아래에서는 교만하여, 베풂과 상하관계의

질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상하관계의 질서를 행하기가 어렵

고, 상하가 서로 이기려 들며, 탐욕과 포악이 뒤따라 발생하게 됩니

다. 이렇게 되면 백성은 그들의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

라, 도리어 피해를 입게 되어 괴롭고 고생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

다. 이에 화란(禍亂)244)이 갑자기 발생하여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위

태로워지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어찌 이를] 거울삼지 않을 수 있

겠습니까?

또, 인간의 성품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뜻을 펴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며 애쓰는 까닭

에 통하게 뜻을 펴게 되지만, 뜻을 펴게 되면, 더 이상 애쓰지 않으므

로 다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부하고 귀하게 되어서도 빈궁함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만사가 형통하

고 위태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의 부강은 모든 사람이 저

마다 크게 바라는 바이지만, 더러 그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많이 생각하며 애쓰는 것과 애쓰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① 관직을 팔고 지위를 파는 일을 금지하여 근본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관직을 팔 것 같으면, 관리는 반드시 백성[의 재산]을 탐하게 되어

관직을 사는 데 들인 비용을 메꾸려들 것이며, 지위를 팔게 되면 그

지위는 반드시 천해져서 나라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직과 지위를 팔 것 같으면, 더러 사기를 원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대게는 부유한 백성에게 관직과 지위를 받을 것을 강요하여,

만약 순수히 받지 않으면 포도청에 가두고 을러서 그 값을 내게 하

244) 재앙과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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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것은 강제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② 군주의 녹봉을 정하는 일입니다. (러시아 황제에게 무제한의 주권이

있지만 역시 [녹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③ 낭비를 절제하고, 쓸모없는 관원을 가려내며, 관원의 녹봉을 고쳐 정

하여 그 직책에 알맞게 하는 일입니다. (관직의 녹봉이 박하고 스스

로를 구제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하면, 반드시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

이 생기게 됩니다.)

④ 호구를 상세히 기록하여 세입과 세출을 산출하는 데 편리하게 하십시오.

⑤ 호의 차례를 정하여 통가(統家)의 제도를 개정하는 일입니다.

⑥ 지조(地租)245)를 다시 조정하고 지권(地券)246)을 만드는 일입니다.

⑦ 길이, 양, 무게의 단위를 통일하는 일입니다.

⑧ 백성들이 외국인에게 토지를 파는 것을 금하는 일입니다.

⑨ 법을 만들어, 유민(遊民)247)을 금하고 사람의 고용 가격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고용 가격을 하나로 통일시켜 정한다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구별이 없게 되어, 비록 부지런히 일해도 그

보답을 받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게으른 자와 더불어 똑같이 게

을러 질 것입니다.)

⑩ 세금을 적게 걷고 관용으로써 그 법을 실행하여, 치우침이 없게 하는

일입니다.

⑪ 농업과 양잠업을 장려하고, 영농법과 농기구 사용의 이로움을 가

르치는 일입니다.

⑫ 양을 기르게 하여 앞으로의 의복을 만들게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양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는 일입니다.

⑬ 여섯 가지 가축을 의무적으로 기르게 하는 일입니다. (비록 소가 많

으나, 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의 수

가 적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 서양말의 종자를 얻어 번식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245)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246) 토지 소유권의 증명서.

247) 직업이 없이 놀며 지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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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공업과 상업을 일으키고, 그 방법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⑮ 어업을 융성하게 일으켜서 무궁한 이익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⑯ 수렵을 융성하게 일으켜서, 백성의 위험을 구제하는 동시에 팔 수

있는 훌륭한 품목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⑰ 산림사(山林司)를 설치하여 산림과 하천, 연못을 수선하고 다스려서

목재·땔감·물고기·자라의 결핍을 면하게 하고, 또한 산과 하천의 사

태(沙汰)로 인한 전답의 피해를 막는 일입니다.

⑱ 제언사(堤堰司)248)로 하여금 제방을 고치고 쌓게 하여 수레를 면하

게 하고, 물을 댐으로써 가뭄을 면하게 하는 일입니다.

⑲ 준천사(濬川司)로 하여금 항상 수리(水利)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홍수나

붕괴를 면하게 하고, 배나 노 젓는 배의 통행을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⑳ 치도사(治道司)를 두어 항상 길과 다리를 고치게 하는 일입니다.

◯21 백성이 개인의 돈으로 물길을 트고, 길을 수리하고, 다리를 설치하여

해당 장소에서 제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22 내륙과 섬지방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23 금·은·동·철·석탄의 광산을 크게 열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감독케

하는 일입니다.

◯24 금·은·동·철을 제조하여 당오전(當五錢)249)의 폐단을 구제하는 일

입니다.

◯25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녹이는 것250)을 금하는 것입니다.

◯26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혁파로 인해 백성의 사유 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로부터 내려오

는 관례이지만 다시금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27 은행을 세우는 일입니다.

248) 조선시대 때, 각 도의 수리(水利)시설과 둑을 조사·수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조선시대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한때 폐지하였으나, 1662년(현종 3)에 다시 설치하여

1730년(영조 6)에 비변사에 예속시키고, 1865년(고종 2)에 의정부의 소속으로 옮겼음.

249) 1883년(고종 20)에 국가재정의 궁핍을 구하고자 주조하여 1894년 군국기무처에서

새로운 화폐를 제정할 때까지 사용되었음.

250) 주화의 실물가치가 통화 가치보다 높을 경우, 화폐를 녹여서 동전(銅錢) 기물(器物)을 만

들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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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자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29 우정국(郵政局)을 다시 설치하는 일입니다.

◯30 주교사(舟橋司)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정책을 중흥케 하고, 등대와

부표를 바닷길에 설치하는 일입니다.

◯31 백성이 상사를 설립하는 것과, 외국의 각 부두에서 장사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32 백성이 육상운송 상사를 설립하는 것을 돕거나, 혹 관청에서 설립해

서 육지내의 상품수송을 편리하게 하고, 또한 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

를 없애는 일입니다.

◯33 경성의 개시장(開市場)251)을 철폐하고 외국인들을 내보내어, 우리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영하게 하는 일입니다.

◯34 밤에는 도로변에 등을 설치하여 행인들을 편하게 하고, 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는 일입니다.

◯35 순라(巡邏)의 금지252)를 풀어 백성들이 밤에 장사를 하는 것을 허

용 하는 일입니다.

◯36 관청에서 통용화폐의 교환가치와 갖가지 물품의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37 어떤 물건이든지를 막론하고, 도매상이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백성의

생활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단, 처음 시작의 경우에는

이를 허락해도 무방합니다.)

◯38 홍삼의 [판매]금지를 풀어,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상회를 세워 홍

삼의 출품을 증가하게 하는 일입니다.

◯39 서북인253)들로 하여금 장백산254)의 목재를 취하게 하고, 그 대신

어린 나무를 심게 하는 일입니다.

◯40 청나라의 비단·도자기, 일본의 칠기·그림·조각·구리·철·화훼·정원

251)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허가하여 시장을 개방한 곳.

252) 통행금지.

253) 관서지방 출신의 사람들.

254)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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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교사를 고용하여 인민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41 인민에게 여관·의류점·음식점을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일입니

다. (문명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것이 가장 번성하고 있습니다.)

◯42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빚을 포탈할 것 같으면 단지 본래의 죄인에

게만 그것을 보상하게 하고, 족징(族徵)255)이나 동징(洞徵)256)으로

써 일족(一族)이나 일동(一洞)을 빈곤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입니다. (비록 본래의 법인과 관련된 부모·형제·처자라도 역시 강

제로 빚을 갚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43 새롭고 낡은 물건의 매매의 규정을 정하여, 매매를 편리하게 하고

절도가 발생할 우려를 적게 하는 일입니다.

◯44 백성 중 장성한 자나 어린이들에게, 납세하여 나라를 보전하고 백

성을 안정시키는 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납득

하게 한 연후에, 농민·기술자·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지금의 급

한 일에 쓰게 하는 일입니다.

4. 백성의 몸을 건강하게 보살핌으로써 백성을 굳세고 번성하게

하십시오.

몸을 건강히 한다는 것은 혈(血)을 보존하고 혈(血)이 흐르고 통하

여 막힘이 없으며 신체를 왕성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디 깨

끗하게 살고, 더러움을 멀리하며, 음식에 절도 있고, 운동하는 것은

곧 건강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의 큰 의의

는, 의식주 세 가지 일로써 요지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의복으로 추위와 더위를 고르게 하여 동상이나 더위에 의한 상처로

부터 벗어나고, 먹고 마심에 있어 배고프고 배부른 것을 적절히 하여

마르거나 비만해지지 않고, 주거를 움직임에 편하게 함으로써 닫힘으

로 인한 막힘으로부터 벗어나며, 안으로 혹시라도 질병이 일어나는

일이 있거나 밖으로부터 혹시라도 오염된 것의 침입이 있다면 곧 의

255) 조선시대에 군역(軍役) 의무자가 도피하였을 때 그 의무를 친척에게서 징구(徵求)하던 일.

256) 조선 후기 도피한 군역 해당자의 의무사항을 그 동민이 부담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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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약으로써 그것을 치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이 왕성하

고, 힘이 세고, 마음은 넓고, 몸집이 크고, 행복을 누리며, 오래 살고,

인구가 늘어남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문명국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

게 보살필 수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의복을 고르게 하지 못하여서 동상이나 화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마심에 절도가 없어서 마르거나 비만해지며, 주거가 불편하여

닫혀서 갇히며, 안으로 자주 질병이 있고 밖으로부터 더럽혀지거나

의사나 약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쇠퇴하고, 힘이 약해지

고, 정신이 나약해지며, 신체는 파리해지고, 혹독한 고통은 많아지며,

빨리 죽고, 인구는 감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야만국 사람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는 불학

무식(不學無識) 때문이며, 또 하나는 박학다식(博學多識) 때문입니다.

하나는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으니, 곧 멀리까지 생각하지 못하

고 타고난 본성에 맡겨, 하는 것이 어린애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넓게 배우고 아는 것이 많으니, 곧 일의 이치에 도달하

여 천지의 오묘한 이치를 연구할 수 있고, 더욱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밝게 드러낼 수 있으므로, 타고난 본성을 조절하

고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의복은 깨끗한 것을 좋

게 여기고, 음식은 깔끔한 맛을 좋게 여기며, 거처는 높고 넓은 것을

좋게 여기며,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잠을 자며, 때가 아니면 먹지를

않습니다.

공자께서는, 음식에 있어서, 쉬고 상하거나, 물고기가 썩었거나, 고

기가 부패한 것은 먹지 않으셨고, 색깔이 나쁘거나, 냄새가 나쁘면 먹

지 않으셨으며, 익힌 것이 알맞지 않거나, 식사 때가 아니면 먹지 않

으셨으며, 고기가 비록 많아도 먹고 싶은 욕구를 다 채우지 않으셨으

나, 오직 술에 있어서는 제한된 양이 없으셨으되, 어지러워짐에 이르

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현께서 먹음에 절도가 있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했던 법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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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의 책략을 따르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맡기고 그 본성에 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비록

땀에 젖고 더러운 것이 달라붙은 옷일지라도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부패하고 쉰 음식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으며, 막히고 낮고 좁은 집

일지라도, 그 위에 오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라면, 더러운 증

기가 올라오는 것은 두려워할 바가 못 된다고 하며, 땅이 낮아 습한

기운이 올라온다 해도 피할 바는 못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전염병에 걸린 자가 있어도, 하늘에 목숨을 맡기고 꺼리며 그것을 숨

깁니다. 혹은 질병에 걸려도, 전적으로 신이나 부처에게 기도하고, 의

사나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무지한 민간의 약을 사용하여, 도

리어 회복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색에

빠져서 돌이킬 줄을 모르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거나 누워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어린 자손을

시집보내거나 장가가게 만들며, 어떤 이는 자손을 기르는 데 있어 완

강하고 포악하여, 그 자손들의 몸과 근육과 뼈를 다치게 하고, 그의

본성, 기운, 마음과 힘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도에 지

나치도록 일을 하면서 쉬지 않아서, 정신을 손상하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대체로 그들의 몸이 다할 때까지 그쳐야 함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일찍 죽게 되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리석고 어두움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새나 짐승이 지혜롭지 못하면

서도, 역시 그쳐야할 바를 알고 자신의 몸을 살피고 기릅니다. 사람이

면서도, 새나 짐승만도 못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심한 형벌을 폐지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을 베풀었으며, 그 이후로부터 인구는 융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① 혜민서(惠民署)257)에 훌륭한 의사를 초빙하고 의약을 중흥시켜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257) 조선시대 때 의약과 서민을 구료(救療)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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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인서(活人署)258)에 전염병치료병원을 개설하고, 그 규정을 엄격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고, 병든 사람들을 힘써 구제

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혜민서, 활인서 두 관청은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고 병을 치료하는 곳이며, 이전 임금들의 휼민(恤民)259)의 정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쇠약해지고 피폐되어 유명무

실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③ 가난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사람들과 신체불구자들을 구제

하는 일입니다.

④ 아이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법률을 만들어 아이를 양육케 하는

일입니다.

⑤ 남자나 여자가 독 있고 해로운 것을 마시거나,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⑥ 시집간 여자가 독 있는 것을 마셔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⑦ 부귀를 탐하여 자손의 불알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⑧ 남편이 부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일입니다.

⑨ 폭력을 써서 자손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⑩ 어려서 시집·장가가는 것을 금지하고, 옛 풍속에 의거해 혼인연령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⑪ 아편을 피우는 것을 엄금하는 일입니다. (지금 비록 모든 사람들이

아편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예방하여 금지하지 않으면 반

드시 만연하게 되어, 인간의 심신을 미혹하고 신체를 상하게 하고

정신에 해독을 끼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⑫ 인민들에게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곧 약을 복용해야 하며, 무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일입니다.

⑬ 널리 우두(牛痘)를 접종하는 것을 행하여, 사람들이 일찍 죽고 소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신은 일본에서, 일본국민

중 젊은 사람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을 보

258) 혜민서와 마찬가지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이었으나, 한양의 백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한계가 있었음.

259) 이재민을 구휼(救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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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나날이 문명화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⑭ 궁궐과 액정(掖庭)260), 민간의 거리나, 나라의 시내와 도랑에 이르

기까지, 깨끗이 하고 똥·오줌·먼지·짚을 제거하게 하는 규정을 만

들 수 있다면, 이것은 한갓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농사에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궁궐과 액정으로부터 민간의 거리, 도로,

시내와 도랑에 까지, 먼지가 쌓여 언덕을 이루었고, 똥이 도금한

것 같이 되어 외국인들의 꺼림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

므로 외관상 아주 보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증발되어

반드시 전염병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⑮ 가옥을 도로선 안에 짓는 것을 금지하고, 미리 곧은 도로의 선을

정하여 가옥의 기초를 세우도록 하며, 도로를 넓혀서 일정한 폭을

갖게 하고, 가옥의 높이를 높여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케 함으로써

후일의 폐해를 막고, 화재와 더럽고 누추함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

시키는 일입니다. (옛날 집의 방과 지붕은 높고 넓었으며, 천정에

는 또한 사각형의 구멍이 있어서 악취와 불 피우는 연기를 배출시

켰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방과 지붕을 낮고 좁게 만들고,

또 천정의 구멍을 막았는데, 이것은 지식수준이 점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⑯ 민간에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⑰ 옛 풍속에 의거하여, 민가가 밀집된 곳과 도롯가에 나무를 심어서

더러운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대기의 좋은 기운을 맑게 하는

일입니다. (공기의 유용성은 물과 더불어 같습니다.)

⑱ 수도를 잘 만들어 민간과 길에 물을 대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사용

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화재를 막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대저 물이란 것은 세간에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맑고 깨끗

이 하여 사람이 사용하면 건강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의복·기구·가옥·길도 물이 아니면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없

260) 궁중 정전(正殿) 옆에 있는 궁전으로 비빈(妃嬪)·궁녀들이 거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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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또 민간의 가난한 백성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물을

길을 틈이 없으며, 혹 문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나 가물

어서 우물물이 말랐을 때는, 물의 귀함이 금과 같아서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없게 되어 크게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는 몸을 건강하게 보살피는 데 있어서 제일 급한 일입니다. 또 물

에 독이 있으면, 끌어들인 물이나 우물물을 막론하고 모두 그 좋고

그름을 검사한 수에,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써 병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 황해도 사람들 중에 장님이 많은 것은 또한 물에 독

이 있기 때문이니, 깨끗한 물을 끌어들여서 그 해로움을 막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⑲ 인민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때때로 몸을 닦게 함으로써

더러운 것과 전염병을 면하도록 깨우치는 일입니다.

5. 군비(軍備)를 갖추어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십시오.

군사력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기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력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으며, 남의 모욕을 막을 수도 없습니

다. 나라가 군비(軍備)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안으로는 정치를 행할

수 없고, 밖으로는 이웃나라와 정당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력은 있으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태로워지

고, 나라에 군비(軍備)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군사들이 하나로 통일되

어 있지 않으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군대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문

제는 아닙니다. 만일 군대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신다면, 먼저 그

들에게 인(仁)과 의(義)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스스

로 싸워야 한다는 뜻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법을

세우고, 장수를 사랑하시며, 병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이 있는 자

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주셔서, 군사들로 하여

금 나라에 자신을 다 바쳐서 보답해야 한다는 뜻을 품게 하시어, 전

쟁에 임해서 죽음을 돌보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병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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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 흩어져서는 자신의 힘을 다하고, 모여서 부대를 이루어서는

앞을 다투어 적에게 나아갈 것이며, 따라서 병사들을 손발처럼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나아가고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는 기율이 있는 군대이며, 장군이 비록 무능하다고 할

지라도 오히려 싸우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군대에

있어서 기율이 있고 없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고 망하는 것과 관련되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끌고 군대를 가르칠 때는, 예

(禮)를 가르치고 의(義)를 장려하여, 병사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부끄

러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무릇 사람에게 수치심이 있으면, 크게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작

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부

끄러움을 알아, 그것을 미루어 넓혀 나라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칠 것

같으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장수와 재상이 위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며 국가의 안위를 알

지 못하고, 병사들과 백성들은 아래에서 반란을 생각하며 영욕(榮

辱)261)을 돌보지 않을 것 같으면, 간첩이 그 틈을 타서 올 것입니다.

비록 백만의 군대가 있을 지라도 전쟁이 나면 창을 거꾸로 하고 도망

갈 것이니, 어찌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기(吳起)262)가 위나라 임금(魏候)에게 대답하여 말하기

를, “국가의 흥망은 덕에 있는 것이지, 지형의 험준함에 있는 것이 아

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오기(吳起)는 명장이니, 어찌 나라와 군사를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무릇 제왕은 한 나라의 주인이며,

장수는 한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주인이 어리석고 교만할 것 같으

면 나라를 망치게 되고, 우두머리가 어리석고 교만할 것 같으면 군대

를 전복시키게 됩니다. 군대를 전복시키는 장수가 있는 것보다는 장

수가 없는 것이 더 낫고, 장수가 없는 군대라면 차라리 군대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장군이란 직책에 있어서,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잘

261) 영화(榮華)와 치욕(恥辱).

262) 중국 전국시대 위(衛)나라의 병법가로, 병법서인 ≪오자(吳子)≫를 저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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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군대를 맡겨서, 군대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폐하께서는 외국인에게 품삯을 주어 병졸

들을 가르치게 하면서도, 장수가 될 만한 인재들은 가르치지 않으신

다.”하니, 진실로 이와 같으면 장수가 없는 병졸은 장차 어느 곳에다

쓰려고 하십니까? 병졸들은 배워서 알고, 장수들은 배우지 못하여 알

지 못할 것 같으면, 병졸들이 장수를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군사들을 맡더라도 능히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

다. 이런 장수는 반드시 패배하는 장수가 될 것이니, 장수가 없는 것

만 못합니다.

또한, 군대에 구식, 신식, 전군, 후군, 좌군, 우군의 제도가 있어, 군

법과 서열이 서로 다르고 서로 간섭할 수도 없어서, 군사를 움직일

때마다 서로 경쟁을 하여, 비록 한 나라의 군대일지라도 서로를 적과

같이 보고, 또 도로와 세간의 거리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면, 백성들

은 병사들을 보기를 원수와 같이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할 것 같으

면 절도가 없는 군대이니, 군대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은, 재앙과 난리의 근원이고 폐망할 징조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삼국이 성할 때에, 고구려는 얼마 안 되는

고립된 군사로 수(隋)나라의 백만 군을 무찔렀으며, 연개소문은 또한

이만의 병사로써 당(唐)나라의 수십만 무리를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마음이 하나로 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이르

러, 거란과 전쟁을 해서 한번 이기고 한번 졌는데, 끝내는 압록강 서

쪽의 땅을 잃고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조(本朝)는 임진왜란 때

패배하였고 병자호란 때 항복을 하였으나, 훼손된 땅과 백성, 물건 등

에 대하여 치욕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본조(本朝)가] 비록 고구려보

다도 성대하나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수와 재상, 군사와 백성

이 모두 다 이 치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바야흐로 힘써야 할 일

중에, 인민들에게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승리의 영광을

얻은 것과 패배의 치욕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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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실들을 간과 폐에 새길 것

같으면 능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곧

회복되어 굳세어 지고 강하게 되어서, 비로소 그들과 더불어 일을 같

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서기 1200년경에, 러시아는 내란으로 인해 몽고에 의해 다스

려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왕들은 몽고의 신하 앞에서 줄지

어 섰고, 몽고의 사신이 러시아에 와서 순시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왕

이 몸소 그를 맞이하여 친히 말고삐를 잡고서 인도하였고, 이 말에게

종묘와 사직의 제기(祭器)에 보리를 담아 먹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250여 년간 하고서 1460년경에 이르러, 러시아가 또한 몽고의 내란을

틈타 몽고인을 쫓아내고 스스로 일어서서 지금의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은, 모두 장수와 재상이 도리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병

사들과 백성이 마음을 같이 했느냐 안했느냐는 문제를 벗어나지 않습

니다. 또한 비록 현명한 재상과 지혜 있는 장수,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 병사와 백성이 있을지라도, 만일 군량미와 기계(器械), 수레와 말

이 없고, 길이 멀고 험하고 좁아서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대를

내보내서 적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군량미, 기계(器械), 수레와

말을 헤아리고, 도로와 다리의 너비와 폭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운반

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오늘 남쪽

변방에서 무슨 변란이 있으면 다음 날에 북쪽 군대로 하여금 구원하

게 하시고, 오늘 북쪽 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음 날

에 남쪽에 있는 군대로 하여금 구언하게 하시어, 변란을 진압하고 후

환을 예방하는 일에 편의를 도모하십시오.

그러므로 병사(兵事)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일됨과 신속함, 그리고

부끄러움을 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① 군사학교를 설립하여, 종친(宗親)과 전국 백성들 중에서 준수하고 젊

고 의기가 왕성한 자들로 하여금 학교에 나아가서 장수와 병졸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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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익히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외국으로 보내어 유학하게 하는 일

입니다.

② 먼저 군대를 양성하는 경비를 계산하여 보통 때 들어오는 세금으로

그 비용을 나누어 정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양병(養兵)을 도모하고

시작하여 불시에 발생하는 급한 난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③ 전국의 군사는 옛날의 법식에 의하면 모두 병조(兵曹)263)에 속합니

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모든 장수들에게 명령하게 하여서, 군대를

완전히 하나의 명령 체계로 만드는 일입니다.

④ 군대의 법률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⑤ 병사를 모집하는 법을 개정하고, 병역을 치루는 데 있어 기한에

제한을 두는 일입니다.

⑥ 수군을 중흥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수군이 필요불가결합니다. 고(故) 통제사(統制使) 신 이순

신(李舜臣)은 수군의 명장이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그 모

습이 매우 기이하였고, 또 병졸을 부리는 데에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그 법도를 끝내 익히지 못하고 그 법을 더

욱 새로이 해서 그 배를 손질하고 더욱 정밀하게 만들지 못했던

까닭에, 지금에 이르러 그 병법과 그 배가 함께 없어졌으니 애석합

니다.)

⑦ 무기고를 보수하고 무기를 수선하는 일입니다. (370년 전에 포(砲)를

주조하는 기술자인 이장손(李長孫)이, 폭발하여 터지는 포(砲) 처음

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름 하여 진천뇌(震天雷)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양보다도 앞선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는 것

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재를 등용하고, 칭찬하여 표창하고, 그 무기

를 수리하여 더욱 정밀하게 만들지 못한 까닭에, 모든 것이 쇠퇴하

고 결단이 나서 전날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늘의 극한 상황에 이르

렀습니다.)

⑧ 수만의 군대를 양성하면, 잠시 동안은 충분히 나라 안을 평온하게

263) 조선 시대에, 육조(六曹) 가운데 군사와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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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킬 수 있다는 일입니다.

⑨ 함경도와 평안도에 잘 가르치고 다스린 병사를 두어, 서쪽과 북쪽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⑩ 개국 이래로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서 죽어간 장수와 병졸의 후손들을

가엾이 여겨 보살피고, 또한 그 영혼들에게 제사지내서 장수와 병졸들

의 사기를 복 돋아 주는 일입니다.

6. 백성들에게 재주와 덕행과 문화와 기예(技藝)를 가르쳐서 근본을

다스리십시오.

가르침이란 것은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큰 바다 또는

사막의 한 가운데에 잇을 때, 비록 남북을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나

침판이 있으면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까닭에, 나침판은 사방으로 나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명의 도구입니다. 사람이란 태어나면 아는

것이 없으니, 아는 자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먼저 그를 가르쳐서 인도하여 그의 지식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에는,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그의 배움이 완성되는 까닭에, 학교를 설

립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대게 백성이 어려서 배우지 못할 것 같으면 커서 무식하게 되어,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얕고, 서로 믿는 의리가 얇으며, 경거망동하고 앞

뒤 돌아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형벌을 받게 되니. 세상 사람들과의 교

제를 해치는 일이 많습니다.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 지식이 있는 자는, 혹 범죄를 저질러 벌을

받더라도 그 벌의 적용을 마땅하다고 달게 여겨,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서 잘못을 고칩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죄에 대한 형벌에 불복하여 그 잘못을 고치지 않기 때

문에, 죄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체로 무지하고 몰지각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뢰배들은, 시비

(是非)와 곡직(曲直)을 분별하지 못하고, 국법을 좇아 자신을 지키고

가문을 보전하며 재산을 보유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느 날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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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난리가 일어나면 그 틈을 타서 봉기·운집하여, 법도 무서워하지 않

고 남도 꺼리지 않는 태도로 참혹하고 흉포한 난동을 일으키며, 멀리

내다봄이 없이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쫓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좌명을 이루 다 나열할 수 없는 악행을 행하면서, 양생과 음식 조절

의 법을 알지 못하고, 남과 사귀어 세간에 처하는 도리도 알지 못하

며, 삶을 헤아려 몸을 안전히 하는 방도도 모르고, 분발하여 무언가를

펼쳐 일으켜 세우려는 뜻도 없습니다. 게으름에 안주하고 빈궁함을

달게 받아 들이기만 하며, 세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모두 함께 빈궁

하고 고생스런 처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교육을 받아 학식의 귀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들의 학식을 배양할 때 비록 정신력을 소모시키고 재산을 소비하더라

도, 자신을 채찍질하는 의지를 지니므로 학업을 완성하고, 마침내 세

상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이 세금을 내 돈을 써가면서 정부로 하여금 인

민을 교육시키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직분을 알고 이치를 깨달아 빈

곤에 빠지지 않게 하고, 완악하고 흉포한 난동을 일으켜 인간의 보편

적 의리를 헤치고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재앙을 미연에 박는다.’라는 것이니, 이미 빈궁해진

후에 빈궁을 구제하고, 이미 죄를 저지른 후에 죄를 다스리는 일과는,

이해(利害)와 좋고 나쁨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정부가 인민을 벌하는 정치만을 행하고 인민을 교육하는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른바 ‘백성을 몰아다가 우물에 빠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형벌이란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가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도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한 사람을 벌함으로써 만

인에게 경계를 보이고 공의를 보전하려는 까닭입니다. 하물며 그 죄

인을 교육시켜 행복을 더해주고, 부덕(不德)함을 바로 잡고, 빈곤을

구제하여, 드디어는 일국의 번영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개명한 나라에서는, 비록 속에 갇힌 죄

수들이라 할지라도, 옥중에서 설교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여 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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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고 선행으로 나아가게 하니, 이 어찌 훌륭한 일 중에서도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인간이 개명하게 되면, 정부에 복종하는 도리와 정부에 복

종해서는 안 되는 도리를 알게 되고, 또한 다른 나라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의와 염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개하고 무식한 국민들은, 어리석고 게

을러서 능히 압제(壓制)의 폭정을 견뎌내고 그에 안주하지만, 개명하

여 이치를 아는 백성들은, 지혜롭고 강직하여 속박하는 정치에 복종

하지 않고 그에 항거합니다. 그러므로 군권(君權)의 무한함을 공고히

하려 한다면, 인민으로 하여금 백치바보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인민이 바보 같으면, 그들은 나약하므로 가히 임금

의 전권을 공고히 할 수 있겠지만, 인민이 어리석고 나약하면 나라도

역시 그것을 좇아 약해지므로, 천하만국이 어리석고 약해진 연후에야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고, 임금의 자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렇지만 이런 헛된 말에 어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실로 한 나라의 부강을 기약하고 만국과 대치하려 한다

면, 군권(君權)을 축소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정당한 만큼의 자유를 갖

게 하고 각자 나라에 보답하는 책무를 지게 한 연후에, 점차 개명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일 것입니다. 대저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하게 될 것이며, 종사(宗社)264)와

군위(君位)265)가 모두 함께 오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자(朱子)께서 이르기를, “왕궁에서 여항(閭巷)266)에 이르기까지 배

우지 않음이 없게 한다. 사람이 태어나 8살이 되면, 왕(王)·공(公)으로

부터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교에 들여보내, 물 뿌리고

청소하며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과 예(禮)·악(樂)·사(射)·어

(御)·서(書)·수(數)를 그들에게 교육 시킨다267). 그들이 13세기 되면

264) 종묘와 사직.

265) 임금의 지위.

266) 여염(閭閻). 백성의 살림집이 모여 있는 곳.

267) 예(禮)·악(樂)·사(射)·어(御)·서(書)·수(數)는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으로

육예(六藝)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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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의 원자(元子)·중자(衆子)로부터 공(公)·경(卿)·대부(大夫)의 적자

(嫡子)와 일반 백성 가운데의 수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에 들여보

내,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로 잡으며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

리는 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였으며,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대학의 도리는 명덕(明德)268)을 밝히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만드

는 데 있으며, 지극히 선한 곳에서 머무는 데 있다.”; “옛적에 천하에

명덕을 맑히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

스리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고, 그 집안을 가

지런히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을 닦았다. 자신의 몸을 닦

으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의 마음을 바로 잡았고, 자신의 마음을 바

로 잡으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의 마음을 바로 잡았고, 자신의 마음

을 바로 잡으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의 뜻을 성실하게 하였으며, 자

신의 뜻을 성실하게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의 앎에 도달하였는바,

앎에 도달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였으

며, 그러므로 또한,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

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워졌는데도 그 말단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자(朱子)께서 이르기를,] “이른바 ‘앎에 도달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에 있다.’라는 말은 자신이 앎에 도달하는 것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말한다. 대체로 사람 마음

의 영특함에는 모를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에는 이치 없는 것이 없으

니, 오직 이치에 대해 아직 궁구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앎

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히 배우는 자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게 하여,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치에서 출발하여 더욱더 궁구하여 그 극에 이를 것을 구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힘쓰는 것이 오래되어 어느 날 아침에 활연관통(豁

然貫通)269)할 것 같으면, 뭇 사물의 외면과 내면, 정조(精粗)에 대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고, 그 마음의 온전한 전체대용(全體大用)

268) 공명한 덕행.

269) 환하게 통하여 이치를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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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밝지 않은 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 ‘사물의 이치를 궁구

하여 앎이 지극해지는 것’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형산물은 지식인이 마음과 힘을 쓰는 데서 발생되고,

유형산물은 농부와 수공업 기술자가 힘쓰는 것으로부터 산출되는 것

이며, 대저 아주 오랜 옛날의 현인·성인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친 깊은 뜻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서는 교화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풍속이 쇠미

해져서, [사람들은] ‘격물치지(格物致知)’270)의 본뜻을 모르고 단지 글

의 번지르르함을 즐겨 구경하고, 옛글을 뒤적여 그 문구를 취하는 것

만을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제자백가서

(諸子百家書)271)를 읽고, 암송하고, 글을 지을 수만 있으면, 멍청하고

어리석은 썩어 빠진 유생이라 할지라도, 대학사(大學士)라 불리어지고

상대부(上大夫)의 반열에 들게 되어 백성과 나라를 그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쇠퇴하게 된 근본적 이유인 것입

니다.

만약 말단을 버리고 근본을 취하여,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

는 학문으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구미(歐美)에서 바야흐로 융성하고 있는 학문과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옛날 사람의] 도리는 이미 그 전수가 끊기어 궁리

(窮理)와 격물(格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신은 다음을 말씀 드립니

다; 학문이란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용’을 앞세우고 ‘글의 화려

함’(文華)은 뒤로 해야 합니다. 대저 ‘실용’이란 것은 글과 같은 것이

고, ‘글의 화려함’이란 것은 귤의 향기와 같습니다. 향기는 귤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귤이 그것의 향기로부터 생겨나는 일이 있

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열매(實)’를 버리고 ‘꽃(華)’를 취한다

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나라를 다스리

270) 사물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

271)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한 학자들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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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문이 일시에 함께 무너져 버려서, 이윽고 뿌리 없이 떠도는 겉

만 번지르르한 풍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다음과 같은 옛일을 살펴보았습니다. : 신라에서는 경주에 박

물관을 지었는데, 건물이 넓고 대단히 웅장·화려하였으며, 페르시아·

인도·한(漢)·당(唐)·일본 및 우리나라의 고금(古今)의 기이한 보물을

진열하여 진실로 국내의 아름다운 경치가 된 바 있습니다. 임진년에

이르러 드디어는 잿더미가 되어 전혀 흔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라에서는] 수신(修身)과 궁리(窮理)·천문·지리·법률·의약·산수·음악

등의 학문 및 한(漢)·몽고·만주·일본·인도 등의 말과 글에 관한 학문

을 가르쳐서, 후에 온갖 사물의 이치를 밝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

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실체와 그림자가 모두 없어져 버려, 혹

그 이름이 있어도 그 실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부가 인문학과 기술을 장려하여 궁리(窮理)·발명의

길을 열지는 않고,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는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입

니다. 이미 밝혀진 이지가 있어도 그것을 보다 깊이 궁구할 수가 없

고, 도리어 이미 밝혀진 그 이치마저 잃어 버렸으니 안타까워하지 않

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급무는,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널리 배워 이치에 통달한 선

비를 맞아 들입으로써 나라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위로는

춘궁(春宮)272)전하로부터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나아가

천지의 무궁한 이치를 밝히게 한다면, 문덕(文德)과 재주, 기예(技藝)

가 찬란히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소홀히 하고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또한 종교라는 것은, 인민이 의지하는 것이며 교화의 근본입니다.

그런 까닭에 종교가 쇠하면 나라도 쇠하고, 종교가 융성하면 나라도

융성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유교가 융성했을 때엔 한(漢)나라가 강성

해졌고,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인도 및 동양의 여러 지역들이 부강하

게 되었으며, 이슬람교가 융성했을 때엔 서역(西域)과 터키 등 여러

272) 1) 황태자 또는 왕세자의 별칭. 2) 태자궁 또는 세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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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와 예수교가 융성하니 구

미(歐美)의 여러 나라가 가장 강성합니다. 우리 조선의 유교와 불교도

일찍이 조금 융성한 때가 있었지만, 요즈음에 이르러 유교와 불교가

모두 무너져 버리고 국세가 차츰 약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유교를 다시 부흥시켜 문덕(文德)을 닦을 것

같으면, 국세(國勢)도 또한 그것을 따라 다시 융성할 것을 기약하여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때나 시대에 따라 운수가 있어 인력으로 조작할

수 없으니, 모든 종교는 백성의 자유의사에 맡겨 신봉하게 하고, 정부

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종교상의 쟁론(爭論)으로,

민심을 동요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 명(命)을 해친 일이 이루 다 헤

아릴 수 없습니다. 마땅히 거울삼아야 할 일입니다.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워, 남녀 여섯 살 이상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학교에 나아가 수업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② 장년교(壯年校)를 세워, 한문이나 언문(諺文)으로 정치·재정·국내외의

법률·역사·지리 및 산술·이화학대의(理化學大意) 등의 책을 번역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젊고 의기가 왕성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

(이것은 호당(湖當)의 고사(古事)와 유사하며 그 이익은 반드시 클 것

입니다), 혹은 팔도(八道)로부터 장년(壯年)의 선비를 징발하여 교육

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할 때를 기다렸다가, 과거(科擧)의

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문관(文官)으로 택하여 등용하는 일입니다.

③ 먼저 인민에게 국사·국어·국문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국의 역사·

문장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청(淸)나라의 역사와 문장을 가르치는

까닭으로, 인민이 청(淸)을 근본으로 삼아 중시하면서도 자기 나라

의 서적은 알지 못하는 데 이르고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 ‘근본은

버리고 말단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민에게 법률·재정·정치·의술·궁리(窮理)와 여러

재주, 기예(技藝)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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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활자를 주조하고, 종이를 만들며, 또 인쇄소를 많이 설립하여, 서적

을 풍요하고 넉넉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배우고자 하더라도

서적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까닭에, 문명국은 서적이 풍부합니다.

신이 일본에 대해 부러워하는 점은, 종이 값이 싸고, 활자가 많고,

인쇄가 편해 서적이 풍부하고, 학교가 많아 학생이 많은 것입니다.

⑥ 박물관을 설립하여 인민의 견식을 넓히는 일입니다.

⑦ 인민 중 혹 지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때로 군중을 모아 세상일을

연설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고루함을 열게 하는 일입니다.

⑧ 동서양 여러 나라의 어학을 융성하게 하여서 교류·친선에 편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⑨ 규칙을 정하여, 인민이 신문국(新聞局)을 설치하여 신문을 인쇄하

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입니다. (신문이란 것은, 조정의

일을 논의하고 관명(官命)을 공고하고, 관리의 진퇴(進退)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외국의 형세, 학문과 예술의 성쇠, 경작의 풍흉(豊

凶), 물가의 고저(高低), 무역의 성쇠, 민간의 고통과 즐거움, 생사

와 존망, 신기한 이야기 등을 싣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이목에 새

로운 것을 좇아 그것을 기록하고 혹은 그림을 붙여 상세히 설명하

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 각자가 신문을 신뢰

하여 모든 일을 널리 알리므로 크게 편리하여, 비록 방안에 문을

닫고 있어서 문밖 사정을 볼 수 없거나, 혹은 수역만리에 떨어져

고향소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도, 한번 신문을 보게 되면 명료하게

세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 꼭 직접 사물을 대하는 것 같은 까닭에,

인민으로 하여금 널리 듣고 보게 하고 일의 사정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 중에 이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구미

(歐美) 여러 나라들은 신문국(新聞局)의 많고 적음으로 문명 여부

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⑩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혹은 묻지 않고 묵인하면서 백성들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것이 정당하지만, 우선은 종교 사원을 건축하여 화

란(禍亂)을 야기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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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를 바로잡아서 백성과 나라가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정부가 맡은 바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안하게 다스려 속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 멋대로 하지 않는 것입

니다. 또한 외국과의 교제를 보호하여 신의를 두텁게 하며 백성의 생

업을 육성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청렴과 절개를 지키고 영욕(榮

辱)을 분별케 하며, 문(文)·덕(德)·재주·기예(技藝)를 가르쳐서 이치를

궁구하고 새로운 것을 밝혀내는 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일단 틀이 잡히면 고치지 아니하며,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

시 믿음이 있게 하고 속이거나 거짓됨이 없게 하면, 백성들이 나라의

법에 의지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생산을 계획하게 되어, 굶주림

과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백

성들의 소요가 없게 하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의 침임이 없게 하며,

정부가 중용의 도리를 지킬 수 있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인심(人心)이 위태롭고 도심(道心)273)이 미약할지

라도, 오직 세밀함과 한결같음이 있다면, 진실로 그 중(中)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근

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어질고 관리가 정직하여, 어디에도

편벽됨이 없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며, 백성을 가르

치기를 자식과 같이 한다면, 곧 백성과 나라는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

나 임금이 포악하고 관리가 부패하여 간사한 무리를 가까이 하고 사

악한 것을 좋아하며, 백성을 보기를 원수같이 하며, 백성을 다스리기

를 짐승과 같이 한다면, 곧 백성과 나라는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시(詩)』에서, ‘우뚝 솟아있는 저 남산

이여, 바위들이 첩첩이 쌓여 있구나. 위엄이 넘치는 태사(太師)와 윤

씨(尹氏)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들을 우러러 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으니, 나라를 맡은 사람은 삼가지 않을 수 없으며, 편벽될 것 같으

273) 도덕의식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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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천하 사람들로부터 주륙(誅戮)274)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인민이 있으면 정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정부가 존재하면

다스림의 이치가 있게 되며, 다스림의 이치가 있으면 의논이 있게 됩

니다. 또 의논이 있으면 이(異)·동(同)이 있게 되고, 이(異)·동(同)이

있으면 종(縱)·횡(橫)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縱)·횡(橫)이 있으면

당(黨)이 이루어져서 각각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른바 옛날의 ‘붕당(朋黨)’275)이며, 지금의 ‘정당(政黨)’입니다.

만약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다면, 중(中)을 얻고 편벽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

을 판별할 수 없어 옳지 아니한 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 중(中)을 잃

고 편벽됨에 이르게 될 것이며, 화란(禍亂)이 이 기회를 타고 움직이

게 될 것입니다.

신이 조정의 옛날 일들을 살펴보니, 서인·남인·대북·소북 등의 분당

(分黨)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배척했으며, 역적의 이름을 거짓으로 꾸

며 서로를 죽였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

뉘었는데, 이들 역시 옛날의 ‘당(黨)’과 같아서 국체(國體)의 보존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붕당(朋黨)’이라고 부름이 마땅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르러 당파가 또 다시 2개로 나뉘었는데, ‘새로운 것에 나

아가고 자립한다.’는 입장과 ‘옛것을 지키고 남에게 의존한다.’는 입장이

바로 이들입니다.

신 등은, 나라의 사세(事勢)가 급박한 것을 보고서 헛되이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나라의 부흥을 급히 도모한 나머지 잔혹하고 망령

된 거사276)를 감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비롯한 당은 국

체(國體)의 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마땅히 ‘정당(政黨)’

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옳고 그름

을 분별하시어 국가에 충성하는 당을 보호하셔서, 국체(國體)를 보존

274) 죄를 물어 죽임.

275) 이해(利害)나 주의(主義)따위를 함께하기 위해 뭉친 동아리.

276) 갑신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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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곧

재앙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① 폐하께서는 친히 모든 정사(政事)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관원들에게 각각 맡기는 일입니다.

② 어진 재상을 택하여 정무(政務)를 전담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③ 종실(宗室)277)을 숭상하여 종묘사직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④ 모든 직무는,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 맡게 하여 그 정사(政事)를

다스리게 하는 일입니다.

⑤ 공(公)·경(卿)·대부(大夫)로 하여금 정무를 다스리게 하고 하급 관리

에게는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⑥ 작은 현(縣)을 합하여 큰 현(縣)을 만드는 일입니다.

⑦ 작위와 재보(財寶)로써 공(功)에 대해 상을 줄 수 있으나, 관직으로

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⑧ 외국인에게 관직과 직위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⑨ 사색당파로 하여금 옛 증오를 풀고 서로 혼인하게 하며, 정부에서도

그들을 분별하지 않는 일입니다.

⑩ 현(縣)의 관리와 재판관은 인망(人望)에 따라 등용하는 일입니다.

⑪ 현회(縣會)라는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일을 의

논하게 하여, 공사(公私)양쪽이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현 정부의

산림(山林)278)과 부현(府縣)의 좌수들은, 유학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선발되어 백성과 나라의 일을 함께 의논하

고 있으니, 본조(本朝) 역시 임금과 백성이 함께 통치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신이 전날에 듣기에, “다스림과 덕이 융성할 때 산림의

권위는 온 세상을 움직였고, 나라의 중대한 일은 반드시 의논을 거

친 후에야 정책을 시행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제도를

277) 종친.

278) 산림(山林)의 뜻은 1) 은자가 숨어사는 시골, 2) 학력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서 글만 읽으며 사는 선비 의 두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음. 양쪽의 의미는 모두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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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넓히어 점차 정밀함과 아름다움에 이르게 할 것 같으면, 그것

을 문명의 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고 임금에게 권위의 한계가 있으면, 백성과 나라가 영원

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자유의 권리가 없고 임금

의 권한이 무한하다면, 비록 잠시 강성한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오

래가지 못하고 쇠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에 일정한 틀이 없이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⑫ 청(淸)은 조심스럽게 대하고, 러시아와 신중히 화합하며, 미국에

의탁하고, 일본과 친교하며,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국교

를 맺는 일입니다.

⑬ 신뢰로써 외국과 교류하여 배신하지 않으며, 또 더불어 조약을 맺을

때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 경솔하지 않는 일입니다. (신 등은 그 이

익과 손해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⑭ 외국과 교류할 때, 주권을 잃거나 국체(國體)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8.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몫의 자유를 갖게 하여서 원기를 배양토

록 하십시오.

하늘이 백성을 내려 주셨으니, 모든 백성은 다 동일하며, 타고난

성품에 있어서는, 변통시킬 수 없고 천하 일반에 통의(通義)가 존재합

니다. 그 통의(通義)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

를 구하여 행복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르길, “삼군(三軍)으로부터 그들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보통사람으로부터 그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곧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부를 세우

는 본래의 뜻은, 이러한 통의(通義)를 공고히 하기를 바라는 데 있는

것이지, 제왕(帝王)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 통의(通義)를 보호하여,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것 같으면, 권위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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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그 통의(通義)를 벗어나, 백성이 좋

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백성은 반

드시 그 정부를 갈아치우고 새롭게 세움으로써 그 커다란 취지를 보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의 공의(公義)의며 직분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제법(公法)에 있어서는, 국사범(國事犯)을 죄인으로 취급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공의(公義)이

며 하늘의 지극한 이치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대게 사람의 본성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구습을 고치지 못하고 이

를 따르면서, 우선 당장에 탈 없이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정부를 볼 것 같으면, 하루아침

의 갑작스런 거사로써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신(一身)의 안락함을 보존할 수 없

고, 일신(一身)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개인 소유의 재물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인생의 대의(大義)를 잃는 것이며, 당장의 편

안함을 취하려는 입장은 더 이상 가능할 수 없어서, 반드시 자유를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

니까? 이전에 미국은, 영국의 가혹한 정치로 인하여 안이한 태도를

바꾸었으며, 드디어는 자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법은 관대해야 하며 인민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들이 좋아하는 바를 해야 하니, 선비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선비가

될 수 있고, 농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농부가 될 수 있으며, 수공업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수공업기술자가 될 수 있고, 상인이 되

기를 원하는 자는 상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비, 농부, 수공업

기술자, 상인 간에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문벌

을 논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정부의 지위로써 인민을 경멸해서는 안

되며, 상하와 귀천은 각자의 본분을 얻어서, 터럭 끝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하늘이 내려준 재주와 덕을 신장시키

도록 해야 합니다.

귀천이라는 것은 단지 공무를 맡은 관리의 지위일 뿐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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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글을 알고 이치를 분별하며 마음을 써서 도리를 통달하는 자

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신분이 귀해지는 것이며, 글을 모르고 힘을

써서 일하는 자는 지위가 낮은 빈민이 되어 신분이 천해지는 것일 뿐

입니다. 이러한 것이 인민이 스스로 자유를 보존하는 대의(大義)인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자는, 인민으로 하여금

그들 몫의 자유를 얻어 넓고 큰 기운을 기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혹한 정치로 풍속을 해치고 통의(通義)를 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미국의 정부는, 노예를 금지하는 일 때문에 큰 전쟁을

치루었고, 마침내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온 세계도 역시 미국을 뒤따

라 노예를 금지시켰으니,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폐하께서 뛰어난 영단(英斷)279)으로 공과 사의 노비를 폐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인의

정치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감복하고 기뻐했을 것

이며, 이후에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러한 일

로 인하여, 우리 성조(聖朝)가 장차 흥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아직도 인민으로 하여금 그 통

의(通義)라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그 권리에 있어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남자와 여자의 질투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부

인이 있으면서도 첩을 얻을 수 있으며, 혹은 그의 부인을 멀리하거나

혹은 쫓아내기도 하지만, 부인은 다시 시집갈 수도 없고 또한 이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법률에서 여자의 간음만을 금지하고

남자의 간음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는 그의 부인을

잃어도 또 다시 장가들 수 있으나, 여자는 그 남편을 잃으면 비록 혼

례를 치루지 않았더라도 다시 시집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친

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9) 슬기롭고 용기 있는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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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양반·상민·중인·서민의 등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 나라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조상의 자손들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귀천을 정하여 서로 시집·장가가지

못하게 하며, 상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드디어는 다른 종족을 이

루게 되었습니다. 양반이라 일컫는 자는, 비록 열등할지라도 영원히

귀한 신분이며, 상민이라 일컫는 자는, 비록 재주와 덕이 있어도 영원

히 천한 신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귀한 신분의 사람들과 남자들이 예(禮)를 제정

하고 제도를 만들어, 스스로 귀하게 하고 스스로 편하게 했기 때문입

니다. 만약에 부녀자와 천한 신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와 제도를 만

들게 했다면, 어찌 이러한 편벽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인

간으로써 다른 사람을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부리기를 짐승과 같

이 하여서 같은 종족의 인간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첩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어 세속을 어지럽히는 것, 이러한 것

들은 모두 의(義)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야만적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것들은, 정말로

하늘의 이치를 해치고 사람의 도리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시

아주(洲)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나쁜 풍속이 있기 때문

이니, 어찌 수치와 욕됨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나쁜 풍속을

빨리 고쳐 좋은 풍속을 이루지 않는다면 성조(聖朝)의 문명은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라는 것은,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

다. 단지 천지의 이치만을 따른다면 아무런 속박도 굽힘도 없어야 합

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면서, 서로 모자

라는 점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의 일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속의 통의(通義)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의 법률에도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자유를 버린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야만

적인 자유를 버리고 온 세상에 통용되는 공동의 이익을 얻은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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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을 만들어 사람의 죄를 규제한다면, 비록 하늘이 부여해 준

자유를 감소시킨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

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를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법률을 만들어 사람의 뜻을 구속하고 압박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가혹한 정치인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어도 벌을 받지

않으며, 힘으로 멋대로 포악하게 구는 것은, 야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

입니다. 법이 비록 관대해도 범죄는 없으며, 힘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

아도 마음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문명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혹

은 가장이나 친족으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혹은 사(士)·대부(大夫)나

세력 있는 호족에게 굴욕을 당하니, 어찌 그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난

결제이겠습니까? 곧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 절제되어지

니, 그 때문에 기가 죽고 힘 때문에 잔약해집니다. 어찌 불쌍하지 않

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이것이, 진실로 하늘의 이치를 다치게 하고

사람의 도리를 잃게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찌 그들을 돌아보

고 구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① 어명을 내려서, 남자가 첩을 얻는 것을 금지하며, 과부가 임의대로

   개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② 양반·상민·중인·서민이 임의대로 서로 혼인하도록 하고, 재주와 덕이

있는 자라면 신분이 천할지라도 그들 대관(大官)에 등용하는 일입니다.

③ 때때로 인민으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을 탈 수 없으며, 사람을 쓰는 데 있

어 짐승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깨우치게 하여, 수레·말·소로 그것을

대신할 것 같으면, 점차 그것이 수치임을 알게 되어 스스로 멈추게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8가지 조항은, 단지 서울 중심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감히 전국을 들어 통론(統論)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박해 보

이는 견해를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참으

로 아는 자이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사실 모르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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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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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writings of foreign missionaries who visited Korea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era including Isabella Bird Bishop, we can

identify that the city conditions of Joseon were very poor. They

described that stree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were very

underdeveloped. But, there are also descriptions where the authors

admired the process where such negative aspects in urban life were

removed and the cities of Joseon were transformed into organized

forms 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changes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as made by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members

who aspired moderniz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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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Reconstruction Project initiated in 1897 by the

sponsorship of King Gojong is evaluated as the achievement of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members whose foresight and efforts

made it possible for the cities to be equipped with features of modern

cities. With the awareness that improvement of stree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e urgent for modernization, they planned and

implemented the project. A study on the thoughts and activities of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members who tried to transform the

contemporary urban environment which was extremely backward can

be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can shed new lights on their

achievements. But, it can also be more significant n the sense that it

can identify the views on moderniz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by

examining the thoughts, views on their times, and achievements, tries

to find out the driving force which changed the negative views on

Korea among missionaries to positive one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llect and analyze the books those

members of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write: Chidogyuchick (治道規則)

by Kim Ok-gyun; Suggestions on Reform of Domestic Politics by Park

Yeong-hyo; Seoyugyeonmun (西遊見聞) by Yu Gil-jun. And, to know the

policies suggested and implemented by members of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related rules including ‘the

Gyeongmucheong Cheomu Sechik (警務廳處務細則)’ and ‘the Naemuamun

Hunsi(內務衙門訓示)’. By grasping problems the cities of Jos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era,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views on city

with which they pursued modernization.

The analysis based on the above method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Kim Ok-gyun, as a politician who suggested a modern urban polic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road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 in hi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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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dogyuchick, he wrote while he lived in exile in Japan. What he

emphasized are ① construction of well-organized roads through road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 and improvement of hygiene; ②

the maintenance of road cleanliness and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bunjeonbup (糞田法)’; ③ thorough post management

through the allotment of the police; ④ Demolition of old hous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traffic system through expansion of roads; ⑤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people through education on technology

and hygiene. In essence, 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hanging

Joseon into a modernized country through the road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 Park Yeong-hyo, as the practitioner of modern urban

policies, seems to have implemented urban policies such as demolishing old

houses based on the above book of Kim Ok-gyun, when he was the

mayor of Seoul city. But, escaping to Japan, and living in exile there after

the Gapsin Jeongbyeon, the Reformist Coup, in 1884. had failed. Park

Yeong-hyo watched modernized cities of Japan, and felt acutely the need

to reform backward Joseon. He submitted ‘the Suggestion on Political

Reform (建白書)’ to King Gojong. In the book, he emphasized the

followings: ① the need to reform domestic politics by citing the political

situations in the world; ② establishment of the prope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ions

by establishing political, economic, public health and hygiene, and

educational policies and preparing for the safety of people. Furthermore, he

suggested to improve cities of Joseon by such means as founding of the

Public Health Agency, management of urban infrastructure by announcing

the ‘Gyeongmucheong Cheomu Sechik’, and referral of hygiene-related

works to the Gyeongmucheong (警務廳). Next, Yu Gil-jun, the first

student sent abroad at state expense in the Korean history, and who

studied in Japan and America wrote Seoyugyeonmun. Unlik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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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gyun and Park Yeong-hyo, Yu Gil-jun emphasized the will to

transform Joseon to a modern state through modernization. With ①

introduction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ities in foreign

countries; ② awareness of the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education;

③ emphasis of the need to improve infrastructure and implement

urban policies; ④ establishment of concept of public hygiene through

hygiene education, the book stated the necessity of Joseon to go

toward a modern country.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had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members of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watched the modernized cities

in foreign countries, and felt the need to improve the cities of Joseon on a

large scale. And, they shared a common aims to make a national

modernization happen by expressing their views: as a suggestion called

Chidogyuchick in the case of Kim Ok-gyun; as form of implemented

policies based on Suggestions on Reform of Domestic Politics and

Nemuamon Hunsi in the case of Park Yeong-hyo; writing and publishing

an idea of modernization called Seoyugyeonmun.

As future resear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tudy

whether the Chidoguk (治道局) was actually established, and whether

the ideas suggested in the Chidogyuchick were actually implemented. It

seems that, by shedding new lights on reforms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in Joseon, we can get good guidelines on

the conditions society needs to be equipped with to construct a more

advanced country.

Key Words: the Late Joseon Dynasty,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Modern Urban Planning, the road maintenance project,

the Seoul Re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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