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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의 목적과 의미는 ‘독립협회’라는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

려놓고, 그 물체를 ‘개념화’하는데 있다. 그동안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어왔지만 다양한 흐름들로 이뤄진 독립협회는 각각의 연구에 따

라 서로 상이한 존재의 모습으로 파악됐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연

구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여 독립협회를 분열시켜 가

까이 들여다보았다. 근대화의 과업을 완수할 주체가 독립협회라고 본 학

자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의 시각으로 독립협회는 근대성을 갖지 않았던

존재라고 비판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이 近視眼的시각(les

courts-voyeurs)은 대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정교하게 分析하는 것에 한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종합의 원리에서 독립협회의 존재를 묻는

물음을 궁극적으로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절단된 시

각을 넘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독립협회가 무엇’이었는지 답하고자 했

다.

독립협회(獨立協會, Independence Club)는 1896년 7월 2일 창립되

어 1898년 12월 25일 해체됐다. 창립부터 해체까지 독립협회는 다양한

흐름으로 이뤄져 있었다. 흐름들, 무규정(apeiron)상태, 또는 독립협회를

형성했던 다양한 質料들은 근대성을 축으로 흩어 분열된 독립협회의 존

재를 투영했고, 기존연구들에 따라 규정되고 이용됐던 독립협회의 정체

는 각기 연구 목적에 따라 절단된 시각(coupure)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흐름과 절단, 배치, 그리고 변형과정을 가졌던 독립협회는 G. Deleuze와

P.Guattari가 말했던 다양체(multiplicité)식의 존재를 표현(expression)하

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협회 내에 중심, 주체, 또는 객체도 없이 창설이

후부터 지속적으로 협회의 존재의 차이를 생산해 냈다. 창립시기

(1896.7.2.~1897.8.28.), 토론회 개최시기(1897.8.29.~1898.2.26.), 구국선언상

소시기(1898.2.27.~1898.10.28.), 관민공동회시기(1898.10.29.~1898.12.9.), 해

산시기(1898.12.10.~1898.12.25.)의 다섯 시기를 통해 초창기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과 관민공동회를 거처 해산에 이르기 까지 협회 내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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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속성에 따른 정체의 변용을 관찰 수 있었다. 독립협회의 탄생과

해체는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본 논문에서 독립협회의 심층을 들여다보아 ‘독립협회는 무엇인가’.

를 답하고자 했다. 이들 과연 어떤 존재고, 어떻게 창설됐고, 어떻게 해

체됐는가? 독립협회의 기존연구를 살펴봄으로 문제를 발견했고, 독립협

회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알고자 했다.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한 세기가

지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독립협회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인

식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협회의 정체를 그려왔다. 왜 이러한 다양한

존재가 한국사회에 그려지고 비춰졌는지에 관해선 또 다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독립협회의 형체와 변형과정을

目睹하여 그 정체를 밝혀봤다는데 궁극적으로 함의가 있다.

주요어: 독립협회(Independence Club), 근대성(modernity), 절단

(coupure), 흐름(flux), 표현(expression), 다양체(multiplicité)

학 번: 2012-2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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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독립협회(獨立協會, Independence Club)는 1896년 7월 2일 창립되

어 1898년 12월 25일 해체됐다. 창립부터 해체까지 독립협회는 다양한

흐름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점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들도 주목했었던 바

다. 대표적으로 신용하(1976)는 독립협회가 다양한 흐름으로 이루어진

연합운동조직이라고 정의했고, 주진오(2005)는 독립협회 안에는 근대화

의 방법과 논리에 있어 서로 다른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어왔지만 다양한 흐름들로 이뤄

진 독립협회는 그동안의 연구에 따라 각기 상이한 존재의 모습으로 파악

됐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흐름으로 이루어진 ‘독립협회가 무

엇’이었는지 적절히 밝힌 연구는 부재했다.

대부분 ‘근대화의 과업을 완수할 주체가 누구 였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주축으로 기존 연구는 이뤄졌다. 근대화의 과업을 완수할 주체가

독립협회라고 본 학자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의 시각으로 독립협회는 근

대성을 갖지 않았던 존재라고 비판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

한 두 시각을 절충하는 연구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근대화’를

축으로 하는 두 논의로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는 나뉘었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독립협회는 과연 어떠한 존

재였기에 왜 근대화를 축으로 근대화론과 비판근대화론으로 나뉘어야 하

는지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들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시각에 따

른 논의는 논의 자체의 성격을 미루어보아 필연적이라 할지라도, 독립협

회에 관한 연구가 상호 이질적인 관점으로 독립협회를 설명했는지에 대

해서는 다른 논의에 견주어 스스로 설명한 부분이 전무했을 정도다. 종

래 기존 연구들은 ‘근대성’이라는 이성 중심주의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통해 독립협회를 개념화 하고자 했다. 독립협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를 묻기 전에 이러한 근대성의 도구로 사용된 독립협회의 연구의 문

제점을 부각시켰다. 흐름들, 무규정(apeiron) 상태, 또는 독립협회를 형성

했던 다양한 質料들은 근대성을 축으로 흩어 분산된 독립협회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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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했고, 기존연구들에 따라 규정되고 이용됐던 독립협회의 정체는 각

기 연구 목적에 따라 절단된 시각(coupure)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개인

의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여 독립협회를 분리시

켜 가까이 들여다봤다. 이 近視眼的시각(les courts-voyeurs)은 대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정교하게 分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 종합의 원리에서 독립협회의 존재를 묻는 물음을 궁극적으로 제시했

다. 선행연구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절단된 시각을 넘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독립협회가 무엇’이었는지 답하고자 했다.

독립협회는 창립될 때부터 해체될 때가지 그 자체로 무질서한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져있었다. 다양한 흐름들이 외부의 접하는 대상과 시기에

따라 각기 절단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창립시기

(1896.7.2.~1897.8.28.), 둘째, 토론회 개최시기(1897.8.29.~1898.2.26.), 셋째, 구

국선언상소시기(1898.2.27.~1898.10.28.), 넷째, 관민공동회시기

(1898.10.29.~1898.12.9.), 다섯째, 해산시기(1898.12.10.~1898.12.25.다. 독립협

회는 이질적이고 개별 차이가 있는 회원들로 이뤄졌는데 이것이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의 존재를 설명했다.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은 일정한 일의성을

갖지 않고 인접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배치되고 변형됐다. 독립협회

는 다양한 흐름들과 절단방식에 따라 그 존재를 다르게 표현했다. 독립협회는

흐름, 절단, 배치, 변형과정을 갖는 무질서와 질서가 혼동하여 다양한 흐름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존재였다.

이 논문의 목적과 의미는 ‘독립협회’라는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

려놓고, 그 물체를 ‘개념화’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는 ‘독립협회’를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기 위해 1959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한 선행연구들을 면

밀히 따졌다(2장). 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필자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구체

화 했다(3장). 본격적으로 필자의 문제를 구체화하기 전에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용어의 혼동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4장). 이를 통해

독립협회에 대해 다룬 일차자료, 즉 정교의 「대한 계년사」와, 국문, 영

문「윤치호 일기」1),「독립신문」2), 영문독립신문 The Independent3),

1)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a&setId=104930&position=9 (검색일 :

201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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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사데이터베이스4)의 駐韓日本公使館記錄과 대조선독립협회

회보를 통해 독립협회의 존재를 알고자 했다(5장). 마지막으로 독립협회

를 통해 목도하고 재구성해본 결과 독립협회의 정체는 G. Deleuze와

P.Guattari가 말했던 다양체(multiplicité)처럼 무질서가 다른 맥락과 차원

에 따라 질서 지어지는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 져있는 존재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6장, 7장).

2) http://redsensor.dothome.co.kr/ (검색일 : 2014년 6월 30일)

3) http://www.kinds.or.kr/ (검색일 : 2014년 6월 30일)

4) http://db.history.go.kr/ (검색일 : 201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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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경향 및 성격

1.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경향

독립협회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5)되어 대표

적인 연구로는 신용하의 『독립협회연구』(1976)가 있다. 1980년대 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신용하의

『독립협회연구』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라6)고 할 정도다. 그러나 허동현

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한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고 근

대 국민국가(nation state)를 세우는 시대적 소명으로 ‘근대화의 과업을

완수할 주체가 누구7)’이었는지를 답하는 문제의식에서 두드러졌다. 신용

하 자신도 한국 근대사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시민적 민족주의와 자유민

권운동의 실재를 증명하는 작업을 위해 독립협회를 연구했다8)고 기술하

였다. 근대화의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1970년대에는 민족론과 시민사

회론으로, 1980년에서 1990년에는 민중론적 입장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국민 국가론적 관점으로 표현 됐다9).

면밀히 말해서 각기 시대별 특성은 있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된 독립협회의 연구가 80년에서부터 90년대까지 단절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2000년대의 국민국가론에 관한 연구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

다. 신용하의 연구 이후로 김숙자(「독립협회의 교육사상」『한국사연

구』 30, 한국사연구회, 1980), 이만갑(「독립신문에 표시된 가치관념」

5) 1970년 이전 해방 후 독립협회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덕수(1978), 주진오(2010)

등이 지적한 바대로 최준(고종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고찰, 1959.), 박성근(『독

립신문』판권과 한미교섭」, 1969.), 한흥수(「독립협회의 사상적 연구」, 1970.), 강재

언(「독립협회의 정치 집단화과정」, 1972.), 유영렬(「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

회」, 1973., 「독립협회의 민권운동 전개과정」, 1973.)，이광린(「독립협회의 민권사

상연구」, 1975.)의 연구 등이 있다.

6) 주진오,「우리역사 바로알자 교과서의 독립협회 서술은 잘못되었다」. 1989, p.155.

7) 허동현,「한국사 개설서에 보이는 개화기(1876~1910) 역사용어 분석」, 『비교문화연

구』, 2006, p.152~153.

8) 신용하, 「나의 학문 나의 저작 독립협회연구 이후 나의 민족운동연구」, 『사회평

론』10, 1991, p.130.

9) 주진오,「사회사상사적 독립협회 연구의 확립과 문제점」, 2010,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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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박사 정년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81.), 박영신(「독립협회 지

도세력의 상징적 의식구조」 『동방학지』 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7.), 이민원(「독립협회에 대한 열국공사의 간섭」 『청계사학』2, 정

신문화연구, 1985) 류영렬(「독립협회의 성격」 『한국사연구』73, 한국

사연구회, 1991.), 강영심(「독립협회의 신분제 잔재 철폐운동에 관한 고

찰」 『이대사원』 26, 이대사학회, 1992.), 이상일(「『독립신문』에 나

타난 국방관계 기사의 검토」 『군사』 33호, 1996.) 이태진(「서양 근대

정치제도 수용의 역사적 성찰 - 개항에서 광무개혁까지」 『진단학보』

84, 진단학회, 1997), 한철호(「독립협회의 창립과 그 성격 - 정동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97.), 오영섭(「한국근대

봉건적 사회신분제 및 풍습의 개혁실태 -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사학지』 31, 단국사학회, 1998.), 이나미(「『독립신문』에 나타난 자

유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임선화(「선교사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인식 - 언더우드와 아펜

젤러를 중심으로 『전남사학』 14집, 전남사학회, 2000.), 정용화(「서구

정치사상의 수용: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보』, 37집 2

호, 2003.), 류준필(「19세기 말 ‘독립’의 개념과 정치적 동원의 용법 -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0, 역사문제연구소,

2003.), 권보드래(同胞, 기독교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 『독립신문』의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4, 2003.), 서창식(「『독립신

문』의 국방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조선사연구』 12, 2003.), 이화여

대 한국문화연구소(『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3.), 이승현(「이상재의 국가건설 사상 - 독립협회 활동기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최형익(「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구한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

동」 『정신문화연구』 9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김용직(「근대 한

국의 민주주의 개념 -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25-2,

2004.),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독립신문 강독회(『독립신문 다시읽기』, 푸

른역사, 2004.), 김동택(「『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사회과학연

구』12,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4.), 김용직(개화기 한국의 근대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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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장과 공론형성 연구, 2006), 서희경(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2006), 최덕수(「제1차 헤이그 세계평화회의(1899년)와 『독립신문』」

『민족문화연구』 47, 2007.), 김지형(「『독립신문』의 대외인식과 이중

적 여론 조성 - ‘한글판’과 ‘영문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

구』 4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이정옥(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

용과정, 2010), 이정희(대한제국기 개국기원절 기념행사와 음악, 2012),

최선(한국 근대 헌법의 기원에 대한 논의, 2012), Klaus Dittrich(Korea’s

Internal Civilizing Mission: Education in the English Edition of the

Independent, 1896-1898, 2012), 임홍순(한국과 일본에서의 근대적 회의

방식의 출현과 의사규칙, 2012), 김정인(근대 한국 민주주의 문화의 전통

수립과 특질, 2013)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1990년 전후를 기점으로 근대 시민사회론 및 국민국가의 논

의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적 성격을 갖는 논의들이 발전하였다. 허동현

(2006)의 주장에 따르면 이시기에 『한국사강의(1989, 한울아카데미)』와

『다시 찾는 우리역사(1997, 경세원)』와 같은 두 역사개설서는 독립협회

에 있어 민권은 실제로 민중이 포함된 것이 아닌 군권에 종속된 신권이

었고, 나아가 민중은 교화와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본다. 사실 또

한 이들은 지방의 유생 및 농민층, 보부상, 그리고 소상인의 지지도 얻어

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주진오

(獨立協會의 對外認識의 構造와 展開, 1986., 우리역사 바로알자 교과서

의 독립협회 서술은 잘못되었다, 1989., 獨立協會의 主導勢力과 參加階層,

1993., 1898년 독립협회 운동의 주도세력과 지지기반, 1995., 독립협회의

개화론과 민족주의, 1996., 해산 전후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각 계층의

반응, 1997., 서재필의 한국근대사인식, 2009., 사회사상사적 독립협회 연

구의 확립과 문제점,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그 외 문일웅의 연

구도(대한제국 성립기 재일본 망명자 집단의 활동, 2011.)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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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렬 신용하 김용섭 이재순 김숙자 임희정 김용직 서희경 박찬승 이정옥 주진오 문일웅 이신철 이태훈 임홍순 Klaus 최선 이정희 김정인 김종준

유영렬 ○ ○ × × ○ △ ○ ○ △ ○ × × △ △ ○ ○ ○ ○ ○ △

신용하 ○ ○ × × ○ △ ○ ○ △ ○ × × △ △ ○ ○ ○ ○ ○ △

김용섭 × × ○ ○ × △ × × △ × ○ ○ △ △ × × × × × △

이재순 × × ○ ○ × △ × × △ × ○ ○ △ △ × × × × × △

김숙자 ○ ○ × × ○ △ ○ ○ △ ○ × × △ △ ○ ○ ○ ○ ○ △

임희정 △ △ △ △ △ ○ △ △ △ △ △ △ △ △ △ △ △ △ △ △

김용직 ○ ○ × × ○ △ ○ ○ △ ○ × × △ △ ○ ○ ○ ○ ○ △

서희경 ○ ○ × × ○ △ ○ ○ △ ○ × × △ △ ○ ○ ○ ○ ○ △

박찬승 △ △ △ △ △ ○ △ △ ○ △ △ △ △ △ △ △ △ △ △ △

이정옥 ○ ○ × × ○ △ ○ ○ △ ○ × × △ △ ○ ○ ○ ○ ○ △

주진오 × × ○ ○ × △ × × △ × ○ ○ △ △ × × × × × △

문일웅 × × ○ ○ × △ × × △ × ○ ○ △ △ × × × × × △

이신철 △ △ △ △ △ ○ △ △ △ △ △ △ ○ △ △ △ △ △ △ △

이태훈 △ △ △ △ △ ○ △ △ △ △ △ △ △ ○ △ △ △ △ △ △

임홍순 ○ ○ × × ○ △ ○ ○ △ ○ × × △ △ ○ ○ ○ ○ ○ △

Klaus ○ ○ × × ○ △ ○ ○ △ ○ × × △ △ ○ ○ ○ ○ ○ △

최선 ○ ○ × × ○ △ ○ ○ △ ○ × × △ △ ○ ○ ○ ○ ○ △

이정희 ○ ○ × × ○ △ ○ ○ △ ○ × × △ △ ○ ○ ○ ○ ○ △

김정인 ○ ○ × × ○ △ ○ ○ △ ○ × × △ △ ○ ○ ○ ○ ○ △

김종준 △ △ △ △ △ ○ △ △ △ △ △ △ △ △ △ △ △ △ △ ○

<표1> 독립협회에 대한 주요연구 및 최근 10년 연구경향 대조표

( ○ : 옹호, × : 상충, △ : 절충)

앞선 두 연구의 흐름과 다르게 2000년 이후에는 근대 시민사회론

및 국민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절충하는 연구

경향이 부각되고 있다. 절충적 입장은 근대화론 비판근대화론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닌 근대화론과 비판근대화론의 각 두 축에서 서로의 의견

을 수용한 것으로 두 축의 한쪽을 지지하는 논지를 갖고 있다. 근대화론

쪽에서의 절충은 최근까지 임희정(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2006), 박찬승(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2008), 이태훈(한말

근대정치운동의 확산과 정치연설의 역할, 2012)의 연구가, 비판근대화론

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이신철(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근대성 논

의 검토, 2011.), 김종준(대한제국기 민권운동 연구의 재인식, 2013) 등이

있다. 한편 개념사 및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아래 근대성의 문제가 재평

가되고 있는 연구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문화연구

원에서 발간한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2004)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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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그러하다.

2.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의 성격

그동안 독립협회에 관해 진행됐던 연구들은 근대화의 과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는 근대화론을 중심

으로 발전했고, 1990년대부터는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연구가,

2000년대부터는 이 둘의 시각을 절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근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협회 연구는 근

대성을 옹호, 비판 또는 절충적 견해를 통해 성장해 왔다.

독립협회 연구의 상이한 세 가지 성격의 목적은 독립협회를 중심

으로 다뤄진 연구의 대상을 다르게 보여준다. 그동안 있어왔던 독립협회

의 연구 대상은 첫째, 독립협회의 창립 및 활동, 그리고 해체기간 동안

있었던 구성원들, 둘째, 시민사회의 문제를 두고 논의된 사회형태, 셋째,

입헌군주제등의 정치제도, 넷째, 대외관계의 측면이었다. 하나의 독립협

회에 관해 이와 같이 상이한 연구의 관점이 나타난다. 연구의 다양한 측

면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독립협회의 정체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협회의 다양한 특징은 특정한 논의의 흐름 및 시대적 요

구에 따라 다양하게 비춰진다.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인원 및 이들이 행

했던 궤적을 두고 행해진 역사적 사건의 선별적 취사 및 논의의 절단 작

업은 연구자들의 각기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대상

목적
개인 사회형태 정치체제 대외관계

근대화론 신용하

신용하, 김숙자,

김정인, 김용직,

장명학, 임홍훈

신용하, 박찬승,

서희경,
신용하

비판근대화론 문일웅, 주진오 주진오 최덕수, 주진오
주진오, 박희성,

배항섭

절충론
근대화론 임희정

Klaus, 박희성,

강영심
임희정 류준필

비판근대화론 이신철 이신철 이신철, 문일웅 이신철, 문일웅

<표2> 4 × 4 논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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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독립협회의 연구는 근대성의 논의

의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상이한 연구대상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어 왔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학연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시대적 목적으로 사용됐던 논의를 상

대로 비판의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독립협회의 연구는 ‘근

대성’을 축으로 제한되어 왔다. 나아가 근대성의 축으로 다양하게 비춰졌

던 연구 대상들은 서로 다른 독립협회를 설명하여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독립협회의 정체를 종

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지 못했다. 따라서 독립협회를

구성하고, 독립협회의 주변에 있는 흐름들을 살펴봄으로 위의 표에서 살

펴볼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특성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협회 구성원에 관한 논의들

독립협회의 구성인자의 성격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다양하다. 첫

째, 독립협회의 초기 창립세력에 대한 흐름들, 둘째, 독립협회가 창립 후

활동하면서 내재했던 다양한 성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독립협회와 만

민공동회의 관계를 구성했던 인원들에 대한 상이한 논의들이다.

독립협회가 결성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쳤던 초창기 세력들에 대한

논의는 신용하의 『독립협회연구』로부터 시작됐다 할 수 있다. 신용하

는 문일평의 『호암전집』에 나오는 내용을 빌어 건양협회세력이 독립협

회의 창설을 적극 지지했음을 언급한다.10) 건양협회는 주로 온건개화파

로 구성된 갑오개혁의 정부 집권 관료들로 1896년 1월부터 연호를 건양

이라고 고치고 개화정책을 시행했다. 군주를 대군주로 높이고 왕을 황제

로 높일 것을 계획했다. 이들은 서재필을 귀국시켜 독립신문의 창간을

지원하고 청국에 대한 강력한 자주독립을 추진하던 세력이었다.

주진오는 신용하의 건양협회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점을 지적

한다. 주진오에 따르면 건양협회는 사실 조선협회가 1896년부터 건양연

10)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200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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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명칭만 고친 것으로 판단된다.11) 조선협회는

박영효의 주도로 김윤식 등이 일본인들과 의논하여 만든 단체다. 이 협

회는 일본의 동방협회와 관련을 가지며 설립 목적을 조선과 일본의 친선

을 도모하여 동양을 보호하는데 두었다. 조선협회가 건양협회라고 칭호

를 바꾸고 나서 협회에 참여했을 사람 중에 안경수가 주로 언급되곤 하

는데 안경수는 실제로 건양협회의 창립이 논의되던 시점에 춘생문 사건

관계로 유배 중 이었다. 실제로 견양협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세력은

살해, 망명, 체포, 또는 근신상태에 있었고 활동한 주요인물로는 김가진,

김종한, 고영희, 권재형등 뿐 이었다. 따라서 신용하가 주장했던 독립협

회가 창립하는데 있어 지지 세력이었던 건양협회의 존재의 영향력은 정

동구락부나 기타 개화파 인물보다 현실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독립협회와 건양협회가 서로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신용

하의 연구에 따른 영향력이 없지 않았지만, 문일웅(2011)의 연구에 따르

면 독립협회의 활동이 박영효를 둘러싼 재일본 망명자 집단 활동과 밀접

한 연관성 때문일 수 도 있다. 문일웅은 을미사변 및 아관파전 이후의

재일본 망명자를 단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박영효라고

지적한다.12) 박영효는 독립협회의 창설 및 해체 전후 독립협회와 지속적

인 연락을 하곤 했다. 사실 독립협회 회원들을 살펴보면 독립협회의 결

성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은 모두 1898년 박영효 입각 계

획인 ‘박파 신내각’에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이었다.

그러나 이신철(2011)은 건양협회 세력이 갑오경장을 추진한 온건개

화파라고 규정13)하는데 실재 주진오의 주장에 따르면 구한말에 건양협

회의 정치적 존재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또한 문일

웅에 따르면 1895년 6월 설립된 조선협회는 동방협회와 제휴를 맺으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고, 박영효 세력 위주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14) 이는 왕실을 자극하지 않게끔 완만하게 개혁정책을

11) 주진오, 「독립협회의 주도세력과 참가계층」, 동방학지, 1993, p.678.

12) 문일웅, 「대한제국 성립기 재일본 망명자 집단의 활동(1895~1900)」,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81, 2011, p.294.

13) 이신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근대성 논의 검토」, 사림39, 2011, p.37.

14) 문일웅, 2011,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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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했던 기존 갑오개혁 주도집단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건양협회

가 온건개화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 수 있다. 건양협

회의 세력이 어느 정도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

러나 건양협회 내에서도 각기 다른 흐름들이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초창기 독립협회 구성원의 세력이 단순히 건양협회, 정동구락부, 독

립파관료로 단순히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일은 고려해 봐야한다.

독립협회의 창립세력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세력은 정동구락부

(貞洞俱樂部, Seoul Union)이었다. 정동구락부의 성격에 대해서 신용하는

주로 외교계관료로 구성되어 외국 외교관들과 널리 교제하던 관료세력으

로 봤다. 문일평에 따르면 정동구락부의 회원으로 민영환, 윤치호, 이상

재, 서재필, 이완용, 미국공사 John B. Sill, 프랑스 영사 Collin de

Plancy, 미국 선교사 Horace G. Underwood와 G. Appenzeller등이 있었

다.15) 기존 연구에서 정동구락부가 독립협회 창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모두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한편 주진오는 정동구락부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김원모16)

(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왕실과 정동파 관료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있

었다고 봤다.17) 정부관료 세력이었지만 왕실과 이해를 달리한 점이 있었

다는 것이다. 정동구락부는 사실 아관파천이후 러시아의 힘을 배경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의 정치적 기반은 러시아와 미국 등의 외세였고,

정통성을 주장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다. 아관파천 이후에도 의병활동

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왕실은 러시아가 신변을 보장해 주

는 조건으로 자신의 권위를 회복시킬 것을 원했기에, 러시아가 조선 개

혁의 강력한 지원자가 되길 바라는 정동파의 이해와 달리할 수밖에 없었

다. 이는 러시아에 파견된 사절단에서 민영환이 윤치호를 따돌리고 러시

아 측과 비밀접촉을 하려 했던 사건을 지적했던 유영익의 연구18)에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정동파가 갑오정권의 잔존인물들의 입장과 같이 했다

는 점19)을 비추어보아 일본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15) 문일평, 『韓米五十年史』, 조광사, 1945, p.210.

16) 박영석, 『정동구락부연구』, 박영석화갑기념논문집, 1992.

17) 주진오, 「독립협회의 주도계층과 참가계층」, 1993, p.677

18) 유영익, 『갑오경장 연구』, 일조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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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웅은 서재필의 비서였던 임창영의 서술을 근거로20) 독립협회

결성 전에 서재필의 독립협회의 방향에 대해 일본정부와의 사전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은 임희정의 주장에 따라 친일 개화파

들을 견제하기 위해 형성된 친미파로 ‘왕실파’, ‘외국인파’, 즉 ‘정동파’로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이다. 분명 정동파내에서 친미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윤치호, 서재필만 해도 경의의숙에서서 수학했

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단순히 친미적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보기 어

렵다. 호칭으로만 동양계인 청·일을 제외한 개념이라고 불렸지만 정동파

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인자들의 속성은 단순화하기 어렵다. 이 점을 이

처럼 정동구락부도 단순히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정동구락부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둔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창립세력에 대한 논의 외에, 신용하는 독립협회 초

창기 조직세력으로 정동구락부와 건양협회세력과 관계없는 실무자급 독

립파세력으로 남궁억, 오세창, 송헌빈, 정현철, 심의돈, 팽의주21)를 언급

한다. 신용하는 정동구락부를 외국 외교관들과 널리 교제하던 관료세력

으로 규정하고, 임희정은 주미 공사의 외교 사절출신 및 최초의 영어 교

육기관 동문학 출신들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주진오는 정동구락부와

개화파를 면밀히 따로 구분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그 이유는 앞서 신

용하가 언급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 때문에 그러한데 대표적으로 남궁

억을 살펴보면 그렇다. 남궁억이 정동구락부와 관계없는 성격이라는 것

은 정동구락부 내에 다양한 흐름들을 조명했을 때 친러시아 세력 및 고

급관료들로 이뤄진 면만 비춰봤을 때 가능하리라 본다. 남궁억은 분명

영어 교육기관 동문학 출신이었고, 1886년에 고종의 영어 통역으로 종사

하다가 1887년 유럽주재 공사로 부임하는 조민희의 통역관으로 출국했다

청국의 방해로 돌아온 경험이 있다.

독립협회의 창립세력에 대한 논의는 초기 신용하가 제시한데로 명

확하게 건양협회, 정동구락부, 그리고 개화파세력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19) 주진오, 「우리역사 바로알자 교과서의 독립협회 서술은 잘못되었다」, 역사비평 통

권 9호 1989, p.155.

20) 문일웅, 2011. p.307.

21) 신용하, 197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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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 진행된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독립협회의 창립이 근대

화의 상징으로 설명되는데 있어 자발적인 개화의 노력으로 보기에는 너

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흐름들이 엮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발적인 개

화의 노력일수도 있고, 정내 이익과 외세의 입김으로 독립협회의 구성원

이 구성됐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은 독립협회가 창립된 이후 독

립협회의 활동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독립협회의 활동인원 그리고 만민공

동회에 참여했던 다수들의 다양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들은

획일화되고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는 독립협

회가 활동하면서 접목하는 주변 항 들이 이 당시만 해도 셀 수 없이 다

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이 기존연구의 논의에도 나와 있지만, 논의를

벗어나 독립협회의 실상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 관찰했을 때 그 일관성을

정의하긴 어렵다. 집단과 세력 외에 개인의 수준까지 살펴봤을 때 한 개

인이 어떠한 흐름의 영향을 받았는지 구한말 정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

렵다. 그 일례가 서재필이다. 앞서 언급된 근대화와 비판근대화론, 그리

고 절충론에 따라 서재필의 논의가 다양하다. 종래 서재필은 미국시민으

로 다양한 해외경험을 통해 당시 근대국가의 실상을 체험한 사람이기에

많은 새로운 지식을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었으며 전근대적 권

위주의를 타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됐다. 또한 서재필은 국

내 개화파와 합작하여 조국을 위하여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독립신문’도

창간했다. 나아가 신용하와 주진오 둘 다 서재필이 국어와 국어문법에

대해서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신문은 주시경 선생과

함께 쓰였다고 인정한다.22) 그러나 이와 다르게 서재필에 의해 온전히

독립신문이 발생됐다는 견들에 대해 국문판 논설은 주시경이나 그 박의

인물이 서재필의 구상을 한글로 옮겨 적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진오는

1999년에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서재필이 쓴 My

Days in Korea and Other Essays에서 나타난 그동안 서재필에 대해 밝

혀지지 않았던 모습들을 통해 서재필 근대 신화를 비판하기도 한다. 서

22) 신용하, 2006, p.33., 주진오, 「사회상적 독립협회 연구의 확립과 문제점」, 한국사연

구 149 (2010년 6월),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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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필이 구한말 인식했던 역사인식은 민족의 지도자로 따라야할 희생적

자세를 찾아보기보다는 항상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한국인들에게 전가하고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불러 넣어 주기 보

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다.23)

독립협회 창립의 주도세력에 대해 상이한 시각, 그리고 독립협회

및 독립신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서재필에 대한 각기 다른 논의의 흐

름은 이처럼 독립협회의 정체가 절단되고 규정된 정체를 갖고 있지 않음

을 나타낸다. 독립협회의 시작에서부터 활동, 그리고 만민공동회에 이르

기까지 독립협회는 더 다양한 흐름이 내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전에

신용하는 이러한 다양한 흐름을 첫째, 서구 시민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

은 흐름, 둘째, 개신 유학적 전통을 배경으로 동도서기파에서 발전한 국

내사상 성장의 흐름, 셋째, 민중 직접대표 흐름, 넷째, 개화파와 무관한

흐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러나 주진오는 이러한 흐름의

분류가 기준은 무엇이고, 각 인물들에 대한 개별적 자료 제시가 없다24)

고 지적한다. 주진오는 이들의 본격적으로 독립협회에 있으면서 어떠한

정치적 색을 띠었고 협회 내에 어떠한 갈등을 갖고 있었는지 조명한다.

따라서 앞서 신용하가 분류한 네 가지의 흐름보다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윤치호의 내정개혁론으로 현존하는

권력구조를 인정한 가운데 신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운동을 상정하는 흐

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안경수 등의 경우 현재의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

운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흐름이다. 주진오의 주장에 따르

면 결국 독립협회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흐름 때문이었다. 이들의 정

치적 노선은 왕실세력에게 있어 반란세력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다. 더

욱이 박영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선 독립협회가 위협적인 세력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한편, 문일웅은 독립협회의 해체에 관해서 더 다양한

흐름을 제시하기도 한다.25) 독립협회의 해체는 독립협회 내 정부타도세

23) 주진오,「서재필의 한국근대사인식」, 한국학연구 제21집, 2009. p.338.

24) 주진오, 「1898년 독립협회 운동의 주도세력과 지지기반」, 역사와 현실 제15권,

1995, p.174.

25) 문일웅, 2011,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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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일본의 사주를 받으면서도, 이 세력이 커지고 자칫 통제할 정도가

넘어섰을 때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 만민공동회를 종용26)했다

는 것이다. 즉 일본의 이중적 잣대에 의해 독립협회 내 회원들 간에 혼

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독립협회의 활동기간 외에 독립협회원과 만민공동회원이 될 수 있

는 자격요건에 대한 상이한 논의 또한 독립협회의 다양한 정체를 보여준

다. 신용하는 독립협회의 창립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즉각 광범위한 호응

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하여 보조금 헌납자를

공고하고, 헌납자가 헌금표에 협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회

원으로 입회시켰다. 따라서 누구든지 임의로 신청하고 보조금을 헌납했

다면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금을 내고도 회

원이 못된 사람들도 있었고, 보조금을 내지 않고도 회원이 된 사람도 있

었다. 보조금 납주자 명단에 없는 사람은 주미공사 이범진, 윤치호, 민영

규, 민영찬이고 보조금을 납부해도 회원이 되지 못했던 사람은 윤용선,

조병식, 이종건, 민영환, 남정철27)이다. 이는 규모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더 회원구분이 더욱 불명확해지고 참여계층은 더욱 다양해진다. 1898년

10월 29일 개최된 관민공동회에선 개막연설을 회원 대표로 백정 박성춘

이 담당28)하기도 했다. 만민공동회구성인자에 대한 다양한 흐름 또한 상

이하다. 신용하는 만민공동회가 자발적인 민중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진오는 만민공동회의 대정부 투쟁이 격화된 것은 민중

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박영효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 본다. 만민공동

회에는 분명 박용효의 세력이 있었던 반면, 민중의 자발적 참여라고 비

춰질 만큼 독립협회 회원이 스스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참여의 규모가

커졌다. 이 속에는 박정양등 친황제세력, 고위 관리들, 순성회 부인들, 학

교 학도들, 시전사인, 맹인, 승도등이 참석29)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과연 근대적 민중운동의 성격을 띤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서 주진오가 주장했듯 이들의 운동은 일박영효의 세력의

26) 대한계년사3, p.390.

27) 주진오, 1993, p.686.

28) 대한계년사3, p.247.

29) 대한계년사3, p.246.



- 16 -

관여로 만민공동회는 어디까지나 독립협회에 의해 주도30)됐던 흐름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립협회의 구성인자의 성격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 논

했다. 이는 첫째, 독립협회의 초기 창립세력에 대한 흐름들, 둘째, 독립협

회가 창립 후 활동하면서 내재했던 다양한 성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관계를 구성했던 인원들에 대한 상이한 논의들

이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의 흐름은 독립협회의 정체가 특정 시각에서

절단되고 규정되는 다양한 흐름으로 이뤄져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다

양한 흐름의 특성에 대해선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사회형태에 관한 논의들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사회형태에 대한 논의의 흐름들은 다양하다.

첫째, 독립협회가 궁극적으로 한말 근대시민사회를 수립하려 했다는 논

의다. 둘째, 첫째논의에 반하여 독립협회가 근대시민사회를 수립하려했다

는 사실은 서구의 시민사회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한말사회에 추구

하여 노력하는데 에는 이들의 행동이 이중적 면을 가졌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선 독립협회가 행했던 반정부투쟁 및 토론을 통한

공론장 형성을 했던 논의의 흐름들이 있고,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 토지

문제, 우민론, 농민운동에 관한 견해,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의 변혁운동

으로의 한계 등의 다양한 논의의 흐름이 있다.

독립협회가 한말 근대시민사회를 수립하려 했다는 논의는 앞서 제

기된 근대성논의의 한 흐름이다. 신용하는 이러한 근대시민사회의 정신

이 한말에 있었다는 점을 그의 저서 『독립협회연구』에서 여러 번 주장

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라 독립협회회원들 및 이들이 추구했던 사회

형태가 분명 시민사회의 모습을 지향했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특히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통해 서구 시민사회와 외국 사정을 소개하는데 많

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신용하는 독립협

회의 언론 및 집회의 자유권사상은 내재적 사상 성장의 흐름과 서구시민

30) 주진오, 1993.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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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영향의 흐름이 합류한 결과 약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강화

되어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아직 충분치 않으면서도 서구의 언론, 집회의

자유권에 못지않은 매우 높은 강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즉, 서구의 시

민사회에는 한말사회가 못 미치나 이에 못지않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

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용하의 주장은 구한말 이미 정착된 시민사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시민사회에 대해 독

립협회가 이를 추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도 지적했듯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의미하는 신분적 구분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봉건사회에 대립되는 개념인데, 아직까지는 시민층이 형성될 만큼 조선

사회에서의 신분제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독립협

회는 1896년 11월 21일 오후 2시 수천 명의 회중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로서는 실로 전대미문의 성대한 독립문 정초식을 거행했다. 이날의 정초

식에는 회원, 일반시민, 정부각부대신, 외국동사, 영사와, 외빈, 각 학교

등이 참여했다. 독립문 정초식을 거행하는데 참여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온전한 시민성이 형성된 것 은 아니다. 신용하

자신도 일반시민으로 따로 구분해 정의했던 바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시민사회계층이 조선 후기 중인층을 중심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여 개항 후에는 급속히 성장했던 점을 지목한다. 이 시민계급은

19세기 말에는 신흥사회계층이 되어 독립협회의 추진층과 지지층을 형성

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시민사회 및 시민 외에 독립협회가 생각한 시민권에 대한

정의도 살펴볼 수 있다. 신용하는 독립협회가 민권(people’s rights, droit

civil31))을 사회적,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특권 양반에 대한 인민의 권리’

로서 봤고 평가한다. 19세기 말의 한국사회에서는 이 권위를 행사하는

집단은 귀속신분으로서의 특권적 양반이 이를 독점하고, 그 외의 일반평

민(시민, 양인, 천인)에게는 이를 허여하지 않았던32) 사실을 지적하면서

온전한 시민사회는 아니지만, 시민층과 시민권이 부상하던 역동기였다고

31) 미쓰쿠리 린쇼는 1870년대 프랑스어의 droit civil을 번역하여 ‘민권’이라고 변역하였

다. 구한말에는 ‘권리’와 더불어 널리 통용되었다.

32) 신용하, 1976, p.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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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신용하는 결국 이 시민에 대한 개념을 공론화하는데 독립협회

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하의 시민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 독립협회가

추구하고 생각했던 시민의 흐름과, 이들이 직접적으로 시민성을 의식하

고, 행동한 흐름을 다소 혼동한 것처럼 보인다. 분명 독립신문을 통해 서

구 문물 및 시민사회를 소개하고 계몽의 역할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은 타

당하지만, 시민권 및 시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각기 동일한 근대 시민사회 개념의 배치에서 이해되지 않고, 각기 한말

특수한 경우와 현대의 이론으로 따로 배치되어 이해되고 있다. 구한말

시민, 시민사회, 시민권에 대한 각기 다른 흐름이 존재한 것이 맞으나 궁

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추구했다는 독립협회의 시민에 대한 이해와 시민권

에 대한 이해가 시민사회의 시민 및 시민권에 대한 이해로 이해되지 않

는다. 사실,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에서 개혁의 대상을 언급하는데 있어 시

민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드물고 나아가 자유권도 독립신문에서 거의 언

급한 경우가 적다.

1896 1897 1898 1899

백성 447 453 762 814

인민 326 429 542 235

국민 26 23 39 12

신민 29 49 50 34

동포 17 24 82 25

형제 33 39 54 19

만민 1 1 59 4

인종 10 44 23 84

자기 231 342 141 307

자유 8 12 24 34

자유권 2 6 1 1

자주 25 112 86 40

권리 33 162 154 122

재산 14 28 73 46

<표3>『독립신문』에서 사용된 용어 빈도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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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의 대한계년사에서 시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시민이 근래

서구에서 규정되던 시민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켰다는 점에서 시민이란 용어의 상용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정교는 등짐장수로 마포에 모인 사람이 모두 1천7백여 명이었는데, 관리

와 선비, 백성 및 도성 안팎의 市民으로 하릴없는 무뢰배들34)이었다고

기억한다. 도성 안팎의 시민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당시 시민은

도시를 둘러싼 거주자를 일컫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신용하기 한말 시민, 시민권, 시민사회에 대한 명확한 흐름을 규정하지

않고 혼동하여 사용했던 부분은 태동기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의 표층에

서만 규정하기 위해 일정한 언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말 근대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독립협회를 논하는데 있어 시

민의 단어가 전략적으로 필요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표층에서 언

급되고 있는 격동기의 사람들의 심층을 신용하는 다음의 이들의 정치적

행동들에서 설명한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독립협회를 근대성의 효시라

고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큰 흐름을 차지하는 논의로 것으로 다음

언급할 공론장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신용하는 독립

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운동에서 자주 부강한 독립국가와 자유로운 시민사

회를 건설하려는 모든 운동의 가장 가까운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35)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로 독립협회는 구사회체제의 기존 제도체계와 행

동체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고 하여 신분제도, 문벌제도의

폐지와 가족제도의 변화를 주장했던 면을 부각시킨다. 나아가 기존의 정

부제도, 관료제도, 교육제도, 산업제도, 사회관습과 가치관 등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혁을 주장하였고, 사회적 행동자로서의 개인의 지위와 역할의

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고 주장했던 점을 지목한다.

독립협회의 기존 제도체계와 행동체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

시키려고 했던 점에 대해선 김숙자(1988)의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더

3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변용』, 소명출판, 2004.

p.146.

34) 대한계년사 4, p.135.

35) 신용하, 1976. p.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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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펴볼 수 있다. 김숙자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 「구한말 민권운동에

대한 일연구」에서 독립협회가 계몽적민권운동 및 반정부투쟁적 민권운

동을 진행했다고 지적한다.36) 독립협회의 계몽적 운동으로는 교육사상,

강연회와 토론회, 민권의 의의와 민권의식을 보급했던 점, 반정부투쟁적

민권운동으로는 고관탄핵, 내각탄핵등의 정치운동을 전개했던 부분을 통

해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협회의 근대시민사회를 수립하기 위해 사회 및 정치활동을 전

개하는 방식으로 독립협회의 토론활동이 주로 언급되며, 이를 근대 민주

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평가하는 연구들도 다수 있다. 독

립협회가 발행산 독립신문 및 1897년 8월 29일부터 다음해 2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개최한 토론회는 근대적 공론장을 형성했다는데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독립협회는 윤치호, 권재형, 박세환 3인에게 토론

회 규칙 준비를 맡겨 윤치호로 하여금 로버트 헨리의 ‘의회통용규칙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의 1부

를 번역37)하게 했다. 이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 회를 조

직하는 차서 8항목, 2장 정정세첵 2항목, 3장 임원의 직무와 권리 7항목,

4장 동의, 재청 투표법 12항목, 5장 동의를 속결하는 방법 7항목, 6장 위

원 천선법 9항목, 7장 규칙수지 10항목으로 총 7장 55항으로 되어 있다.

이 규칙에선 다수결의 의사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38)하고 있다. 이

를 통해 미국 의사진행규칙을 번역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용시킬 정

도로 ‘민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근대적 방식의 절차적 형

식요건과 규칙을 내포한 공론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인

(2013)은 이러한 의회의 절차가 독립신문에 의회의 장점39)으로 소개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주장한다.

김용직(2006)은 공론장(public sphere)이란 ‘공적 여론이 형성되는

36) 김숙자, 구한말 민권운동에 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37) 임홍순, 「한국과 일본에서의 근대적 회의 방식의 출현과 의사규칙」, 한국의정연구

회, 2012, p.30.

38) 이황직, 「근대 한국의 초기 공론장 형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이론, 2007,

p.85.

39) 독립신문, 189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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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간40)’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본다. 1897년 8월부터 독립협회의

토론회에는 500여명 이상의 많은 대중이 협회의 토론회에 청중으로 집결

됐다. 총 34회의 토론회를 통해 이들은 많은 청년 지도자들을 발굴, 양성

했고,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여론을 결집하여 정치적 공론의 형성에

크게 기여 했다. 특히 김용직은 1898년 이후 독립협회의 민중대회인 만

민공동회 운동을 계기로 구한말 정국에 정치적 공론장이 출현했다고 본

다. 이들의 업적으로는 러시아의 조차 요구나 프랑스의 광산채굴권 요구

를 좌절시켰던 사례가 있다. 김용직과 같은 맥락에서 장명학(2007)은 한

나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적 근대공론장의

원형41)을 찾았다. 유럽에서 18~19세기에 등장한 언론매체들이 부르주아

공론장을 형성하였듯, 한국에서도 독립신문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1898년 2월 24일 독립신문에 나와 있는 ‘처음으로 대한에 독립협

회가 생겨 거기서 회원들이 혈심으로 맹세하고 다 위국위민 하자는 목적

으로 의론을 하여 인민의 지식을 넓히고 또 공론을 만드니 이런 경축한

일은 대한 사기에든지 한·당 사기에도 없는 일이라’부분을 인용하여 공

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장명학, 김용직, 김정인, 임홍순, 김숙자, 신용하등의 연구로 연결되

는 독립협회를 통해 나타나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특성은 이들의 주장에

따라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해석의 주관성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어떻

게 배치됐느냐에 따라 그 당시 한말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이 정지되고

절단되어 자유민권사상, 반정부투쟁, 근대공론장등의 현상의 논의를 탄생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에 대해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역사적 해석의 이면이 논의가 비판근대화론 및 절충론의 입장에

서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독립협회의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어

떠한 사건의 배치를 통해 논의를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독립협

회의 정체를 살펴봄에 있어 중요하다.

언급한 공론장에 대해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바와, 이들이 실제로

40) 김용직, 「개화기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과 공론형성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1호 통권38집, 2006. p.336.

41) 장명학,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독립신문》사설을 중심으로」

2007.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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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용하여 토론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한말 사회에서 이러한 토

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각기 같은

근대 시민사회 개념의 배치에서 이해되지 않고, 각기 한말 특수한 경우

에 따로 배치되어 이해되고 있다. 이신철(2011)은 공론장의 실체가 농민

들을 중심으로 한 반봉건 민중운동의 지향점이나 미래, 토지문제 해결

등의 과제에 답을 할 수 없다고 제기42)한다. 나아가 근대적 공론장에 기

반을 둔 근대국가권력이 수립되어있다 하더라고 대한제국의 식민화를 노

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위협을 극복할 힘이 있었는지, 이것이 범농민적

지지 없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Klaus가 지적하듯 공론

에 대한 함의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계몽적 성격에 더 가까웠다. 그의 논

의는 근대성의 한 흐름으로 독립협회의 토론 및 여론을 강조했지만, 이

러한 수단이 자유주의의 한 형태와 기독교의 정신을 가미한 부르주아정

신 갖는 온정주의(paternalism)의 일면43)이었고 당시 계몽의 역할이 컸

다고 지적한다.

독립협회가 한말 부르주아계급의 특성을 나타냈다는 앞선 선학들

에 연구에 대해서 당시 다른 흐름을 주목하기도 한다. 한 논의의 흐름중

하나가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시민사회의 실체가 여전히 광무정권과 다름

이 없다는 관점이다. 주진오(2010)는 독립협회가 지주제의 유지 강화에

있어서 광무정권과 동일했으며 지주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성정

하고 있던 대한제국의 부르주아 계층 및 민중과 결합할 수 없다고 제시

한다. 나아가 이러한 독립협회의 입장이 이권침탈을 자원개발로서 이해

하는 결과44)를 낳았다고 본다. 사실 독립협회의 자주적 목소리가 국가별

로 편향됐다는 점은 박희성(2013)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한편, 독

립협회가 부르주아적 계층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진오는 이들이 부르주

아적 지향을 가진 신흥세력이라고 지적한다. 독립협회를 주도한 세력은

당시 개명관료, 중인, 학생 등 부르주아적 지향을 가진 신흥세력이었고

근대국민국가 수립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독립협회주도세력의 이해는

42) 이신철, 2011, p.29.

43) Klaus Dittrich, Korea’S Internal Civilizing Mission: Education In The English

Edition Of The Independent, 1896–189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p.465.

44) 주진오, 2010,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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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중들의 이해와 사뭇 다른 것이었지만, 반민중적 단체는 아니었다.

독립협회가 갖고 있었던 민중관은 우민관이었다. 민중은 아직 정치의식

과 정권 담당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로 보았고, 정권의 위기가 고취

되어 프랑스 혁명과 같은 ‘민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에 대해

철저히 부정45)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입장과 유하한 것으로, 일본도 민

란으로부터 인해 열강이 다시 개입하길 원하지 않았다.

한편, 강영심(1992)은 주진오(1988), 신용하(1976)의 논의를 절충적

시각을 보이면서, 근대화나 비판근대화의 시각보다는 궁극적으로 독립협

회가 행했던 ‘신분잔재 철폐’운동에 집중한다.46) 신분제 개혁은 갑오개혁

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하여 1894년 갑오경장당시 사회신분제의 법제적인

폐지가 있었다. 이전의 신분제 폐지론은 양반제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노

비제의 전면적 폐지로 농민군의 개혁안에 완결됐다. 강영심은 갑오경장

이후 독립협회가 기존의 노비제잔재 철폐 뿐 아니라 특권신분인 양반을

지탱해주는 양반제잔재의 철폐론을 주장했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독립

협회의 논전개가 근대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 마련

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나, 주진오가 지적하는 토지문제와 관련된 계급철

폐의 실천의 문제47)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 논의와 집회,

토의, 결의를 통해선 독립협회가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

것은 사실이나, 얼마나 현실적인 실천력을 갖고 논의를 행동으로 옮기려

고 했는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장명학, 김용직, 김정인, 임홍순, 김숙자,

신용하, 강영심, 이신철, 박희성 등의 논의는 자주적인 것과 시민사회, 그

리고 정치적 공론장이라는 근대화란 명확한 선을 갖는 주장들은 다른 흐

름들 속에서 특정한 시선의 절단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들 연구가 조명했던 독립협회의 정체가 각기 대립적이고 상이한 면모를

갖는 것은 독립협회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와, 구성인자들의 목소리가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 그들이 궁극적으로 행했던 실

45) 주진오, 2005, p.32.

46) 강영심, 「독립협회의 신분제 잔재 철폐운동에 관한 고찰」, 이대사원 26권, 1992,

p.144.

47) 주진오, 2010,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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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들까지도 각기 다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추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흐름을 갖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들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체제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독립

협회가 기존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내용은 익히 보편화된 사실인 것

같다. 신용하는 독립협회가 종래 전제 군주제를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대의군주제(代議君主制)로 개혁하고 삼권분립을 실현하여 근대 국민국가

의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것의 근거로 헌의 6조의 1

조를 제시한다. 1898년 10월 29일의 관민공동회의 헌의6조 가운데, “외국

인에게 의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동력하야 전제황권을 견고케 할 사”의

1조는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궁극적으로 지향했다48)는 것이다. 나아

가 그는 당시 윤치호 등 서구시민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독립협회 회

원들은 자기 나라의 군주가 대외적으로 다른 입헌군주국의 황제들과 동

열에 서게 함으로써 군권을 독립과 국제적 평등의 상징으로 삼고, 대내

적으로는 민권을 강화하여 국민 참정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해보려고

생각했다49)고 봤다. 박찬승도 신용하의 이런 논의에 따라 독립협회는 궁

극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지향50)했다고 주장한다. 제한군주제의 성격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기의 목표였고, 이후 독립협회가 근대국가로 향하는

진일보된 형태의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한제

국기 고종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기 이후 군권, 즉 황제권을 다시 강화

하려 했다. 하지만 독립협회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군권을 견제하

고 민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독립협회는 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참정권이라 보고, 중추원을 중심으로 참정권을 확대해 나가려 했다. 따라

서 독립협회는 대중을 계몽하면서 의회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점진적

으로 외곽에서부터 ‘입헌군주제’의 방향으로 나아갈 구상을 갖고 있었던

48) 신용하, 2006, p. 790.

49) 신용하, 2006, p.188.

50) 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제200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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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입헌군주제보다 더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서희경은 한국에서 공화주의적 정치적 지향은 3.1운동 2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시작은 독립협회를 근거로 설명한다. 그는

Michael Sandel의 Democracy’s Discontent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신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현

상’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이론을 통해 한말 독립협회를 통해 공화정

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51)한다. 그에게 있어 독립협회를 중심

으로 촉발되었던 1898년의 만민공동회는 민회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운동이었다. 이

는 전통적인 ‘집단상소’나 ‘민란’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왜냐하면 만민

공동회가 공화주의적 맹아를 보여주는 것은 이 민회(people’s assembly)

가 자치(self-rule)에 대한 인민의 자각에 기반을 두어 동료 인민들과 공

동생활의 문제들을 협의하고 함께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민공

동회는 인민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했던 시도였고 법을 통해

자의적이고 전제적 정부를 제한하려고 했던 독립신문의 계몽적 수준을

뛰어넘어, ‘참여’를 통해 정치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서희경

의 지적은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참여수준을 강조하여 이것이 전례 없던

한말 정치적 상황이었던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신용하,

박찬승, 그리고 후에 언급할 주진오 등의 견해보다 상당히 한말 근대화

를 정당화시키려는데 있어 진보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만민공동회가

인민들과 공동생활의 문제들을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참여가

논의를 떠나 얼마나 실천력이 있었을지는 추후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들과 반하여, 비판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주진오52)와 최덕수53), 그

리고 임희정54)은 실제로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체제가 단순히 ‘입헌

51)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

p.140.

52) 주진오, 1989, p.158

53) 최덕수, 「獨立協會의 政體論 및 外交論硏究」, 민족문화연구 13('78.12), 1978.

54) 임희정,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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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가’아니었다고 본다. 이들은 의회설립운동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그들의 정체는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체제, 공화정이 아니라 외견적 입헌

군주제 이었다고 지적55)한다. 주진오는 독립협회가 구상한 것은 미국식

공화정도, 영국식 입헌군주제도 아닌, 독일, 일본식의 외견적 입헌군주제

였다고 본다. 이것은 위로부터 자본주의화를 지향하는 경우 나타나는 정

부의 유형으로서, 봉건지배세력이 주체가 되어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약한 부르주아 세력과 결

탁에 의해 형성해낸 정치구도인 것이다. 여기서 왕권은 타도대상이 아니

라 절대화 내지 신격화 된다. 물론 이때의 왕권은 직접 모든 정치에 간

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의 정치권력을 정당화, 합법화해 주는 도구로

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은 있으나 그 제정주체는 왕권인 흠정(欽

定)헌법이며, 내각은 존재하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왕에

게 책임을 지는 제실(帝室)내각제가 성립하게 된다.56) 흠정헌법은 대게

혁명에 전제군주제로부터 입헌군주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헌법

으로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입헌군주제의 전단계의 외견적 입헌군주제와

그 단계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주진오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덕수도 외

견적 입헌군주제의견을 같이한다.

최덕수57)는 독립협회의 정체론이 민주공화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들의 국민 주권론은 매우 제한된 세력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의회

개설운동도 외견적 입헌군주제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한다. 임희정은 이

를 프로이센형 입헌군주제라고 칭하는데 이는 독립신문에 기고되었던 내

용에서 착안하여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희정은 ‘세계의 민법은 로마법과 독일식 민법으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요즘은 모두 합리적인 독일식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

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대명률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것은 폐쇄적이고 사회의 고법인고로, 이미 신설된 법률 교정소에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 독일식 민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의 독립신문

55) 강영심, 1992, p.145.

56) 주진오,1989, p.158.

57) 최덕수, 「제1차 헤이그 세계평화회의(1899 년)와 『독립신문』」,『민족문화연구』,

200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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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에서 독립협회 지도부가 구사한 것은 영국식 입헌군제라기보다 프로

이센형의 입헌군주제58)였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독립협회 논설에서는

독일식 민법을 참고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봤다. 또한 강력한 군주

권을 배경으로 한 개혁정책의 수행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고,

프로이센의 재상인 비스마르크를 위대한 정치가로 소개하면서 강력한 왕

권을 통해서 안정된 정책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진오, 최덕수, 그리고 임희정의 논의에 따라 한말 독립협

회가 활동하던 시절 일본이나 독일처럼 봉건지배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바는 왕권이 타도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해보면 외견적 입헌군주제의 주장도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이점은 앞서 제기한 근대화론에 입각한 신용하59), 박찬승60), 서

희경61)이 주장한 왕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

이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의 논의가 개진될 수 있던 것은 왕권이 타도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독립협회 내에서도 분열적 흐름이 내재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진오는 독립협회 내에서도 윤치호의

집단으로 대표되는 내정개혁론과, 안경수의 집단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타도세력이 독립협회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으로 양분됐던 사실을 지적

한다.

독립협회가 생각한 정치체제에 대해선 이들 스스로 서구의 정치체

제의 각기 다른 흐름들 속에서 특정한 시선의 절단을 통해 표현한 바는

확인할 수 없다.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인자들이 모두가 동일하다는 환상

을 통해서 하나의 절단된 시선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

체제에 관해선 문일웅이 지적하듯 정치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이들의 이

익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표층과 심층의 각기 다른 흐름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일웅은 독립협회가 2년의 시간 동안 자파 세력의 외연을 넓히고

자 표면적으로는 국민 계몽을 내세웠지만 내면적으로는 비밀리에 입헌군

58) 임희정, 2006, p.24.

59) 신용하, 2006.

60) 박찬승, 2008.

61) 서희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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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론을 확산시켜 나갔고 계획된 시기가 오자 본격적인 정치투쟁으로

나섰다62)고 봤다. 이들이 표방한 입헌군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정

권 장악의 수단에 불과했고, 재일본 망명자 집단 내부의 미묘한 경쟁관

계는 만민공동회로 분출된 대중의 폭발력에 제대로 조응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선학들의 각기 다른 논들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이 주장했던 정치체제는 독립협회의 내부에 각기 다양한 흐름

과 독립협회 외부의 당시 사회의 이질적인 흐름들, 나아가 열강들의 관

계에 따라 얽힌 또 다른 흐름들이 공존한 가운데서 특정인물에 따라 절

단된 시선을 보이는 것이다. 이점은 다음 장에서 일차자료를 통해 구체

적으로 재조명해 보도록 한다.

4) 대외 관계에 관한 논의들

한말 독립협회의 경우에서 ‘獨立’이 뜻하는 흐름이 다양하다. 사실

독립(independence)이란 말은 자립(independence) 또는 비자립

(dependence)의 어원을 함께 의미하는데 하는데 이는 Judich N. Shklar

의 1976년 ‘자유와 독립’이란 저서에서 헤겔을 빌어 해석한 바 있다.

Judich N. Shklar는 헤겔의 정치철학(자립성과 비자립성에 관한 논고)은

루소의 정치경체론에 나오는 ‘사람은 자유로우나 어디에서건 구속된다.

다른 노예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노예들보다 더 노예가 된다.’는 구

절과 시작된다63)고 봤다. 이는 인간의 독립은 의존과의 불가분리성의 관

계고 이들의 변증법을 통해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의 독립 존재하

는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자신의 의식내부에 타인의 의식의 현존

재를 의식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의식은 타인 없이 불가능하다. 타인을

통해 자신이 의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은 자신의 의식을 위해 이용

당해야만 한다. 그러나 타인이 없으면 자신의 의식도 없기에 타인의 존

재는 없어선 안 된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독립’이고, 자신의 의식을

62) 문일웅, 2011, p.332.

63) Judith N. Shklar, Freedom and Independence A Study of the Political Ideas of

Hegels Phenomenology of Mind, 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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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용되는 것이 ‘의존’이다. 따라서 독립과 의존은 분리할 수 없다.

헤겔은 이러한 점을 빌어 전자를 ‘주인’이라고 하고 후자를 ‘노인’이라 칭

한다.

헤겔은 주인과 노예를 설명하여 이러한 독립과 의존의 불가분리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의식(Selbstbewusstsein)은 오직 그가 다른 또 하

나의 자기의식을 위해서 즉자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그

리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만 스스로 즉자·대자

적으로 존재한다. … 결국 이러한 행위가 이중성을 띨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행위가 자기에 대해서 행해지면서 동시

에 타자에 대해서도 행해진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

려 그것이 불가분리적(ebensowohl)으로 중첩된 일자의 행위

이자 또한 타자의 행위(das Tun des Einen als des

Anderen)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하나가 대자적인 입장에

서 자기존립을 고수함을 스스로의 본질로 하는 자립적 의식이

고 다른 하나는 생이나 혹은 대타적 입자에 있는 존재를 자기

의 본질로 하는 비자립적 의식이다. 이때 전자는 주인(Herr)

에, 후자는 노예(Knecht)에 해당된다.64)

독립의 의미가 자립과 비자립의 불가분리성의 의미를 갖는다면 한

말 독립협회의 독립은 과연 어떠한 흐름 속에 각기 다른 절단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64) Das Selbstbewußtsein ist an und für sich, indem, und dadurch, daß es für ein

Anderes an und für sich ist; als es ist nur als ein Anerkanntes. … Das Tun ist

also nicht nur insofern doppelsinnig, als es ein Tun ebensowohl gegen sich als

gegen das Andre, sondern auch insofern, als es ungetrennt ebensowohl das Tun

des Einen als des Andern ist … die eine das selbstständige, welchem das

Für-sich-sein, die andere das unselbstständige, dem das Leben oder das Sein für

ein Anderes das Wesen ist; jenes ist der Herr, dies der Knecht. (Hegel,

Phaenomenologie des Geistes, Akademie-Verlag, Berlin, Erscheinungsdatum: 1998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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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기한 <표2>의 4 × 4 논의 배치에 따라 외세에 대한 독립

에 대한 해석도 근대화론, 비판근대화론, 그리고 절충논의로 나뉠 수 있

다. 근대화론이 주인과 노예의 불가분리성의 관계에서 주인의 역할에 초

점을 뒀다면, 비판근대화론은 외세에 대한 불균형적 태도가 궁극적으로

강대국의 노예의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고, 이 둘의 절충적논의의 배경

으로는 한말 독립의 의미가 장인성(2002)의 논의에 따라 자주’가 ‘독립’과

대비되면서 ‘속국’과 공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가 속국과 대비되면

서 독립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65)를 의미한다 하겠다.

근대화론의 대표로 뽑히는 신용하 시각은 독립협회의 경우가 대외

관계에 있어 제국주의 시대에 외세에 대해 자주적 역량을 보여줬던 역사

적 사건으로 본다. 자주독립사상을 보여준 한국민족주의의 정점이었던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신용하는 『상소존안, 의정부편, 제5책, 光武 2년2

월21일조 「원의관안경수등」을 참조하여 독립협회가 말하는 자주국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첫째, 자주독립하여 다른 나라에 의뢰

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 자수하여 정법을 온 나라에 펴는 것이다(自主而

不依於他國 自修而行政法於一國). 신용하는 이 부분을 어느 나라에도 의

존하지 않고 자립하여 자주국권을 확고히 세우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서 당시 그들의 믿을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아무도 없고, 오직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동포만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독립협회의 이권침탈 및 양여

반대론을 내세워 1898년 말까지 외세에 의해 침탈당한 사례에 대해 독립

협회가 적극적으로 자주독립을 내세웠다고 봤다.

신용하가 독립의 개념을 자주국권으로 인식한데 있어 주로 참고한

자료는 독립신문이다.66) 또한 자주국권을 주장했다는 근거도 ‘원의관 안

경수등’의 책에서 인용하여 전반적인 자주국권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신용하는 어떻게 독립협회가 내부의 정치적 이해를 갖고

자주국권을 표방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신용하의 독립

에 대한 견해는 독립의 심층보다는 표층을 조명하여 독립협회가 주장했

65) 장인성, 『장소의 국제정치 사상』, 서울대출판부, 2002, pp.397~399.

66) 신용하, 2006, p.185,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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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독립의 의미를 절단 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에

대한 한 흐름임은 분명하나 어떻게 시각이 절단됐는지, 절단된 부분 외

에 절단의 환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의 독립에 대해서 1895년 5월 정교의 대한계년사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개국 503년 12월 12일에 종묘와 사직에 종래 청나

라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굳건히 할 것임을 고했다 또한 이번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

約)을 통하여 이 사실을 더욱더 세계에 빛나게 드러내게 되었

다.67)

위 설명을 통해 당시 나라의 독립의 상황에 대해 청나라의 간섭을

끊어 버린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신용하의 시선은 열강

들 사이에서 각 나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외하고 나라의 자주국권을

주장했던 점을 지적하지만 실제로 독립의 의미는 각 나라들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적용되어 이해 됐다. 류준필68)도 이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 류준필은 신용하와 다르게 독립신문에는 ‘독립’은 주로 ‘자주’

와 함께 쓰였는데, 이 둘을 묶어 자주독립이란 표현도 사용되곤 했다. 독

립 및 자주독립의 관념은 1840년대부터 배태되기 시작하여 일본이 청과

조선사이의 조공 및 책봉관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쟁점화 됐다고 지

적한다. 이는 독립이 언어의 일의적 의미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 청과 일

본과의 사이에서 그 의미를 달리했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말 조선뿐 아니라 청과 일본도 조선의‘자주’개념을 달리 이했다

는 점을 1876년 1월 10일 있었던 모리 아리노리와 천꿰이편의 회담을 통

해서도 확인된다. 일본이 조선과 근대 국제법의 질서에 따라 새로운 외

교 관계를 만들려 할 때, 청과 조선 사이의 조공·책봉 관계를 어떻게 처

리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

67) 대한계년사2, p.92.

6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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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전에 조선의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청과의 대화에 나섰다.

모리 아리노리와 천꿰이편의 회담이 열렸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조선은 자주(독립)국인가 아닌가’이었다.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앞두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청의 간섭이나 허락 없이 하나의 자주(독립)

국의 자격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 싶었다. 이에

청은 조선의 ‘자주’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청은 전통

적인 조공관계와 조선의 자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

문이다. 한편, 일본은 이를 청과의 조공관계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

선이 독립된 자주국이 아니라는 입장69)이었다.

이와 같이 독립에 대한 이중적 시각은 독립협회의 경우에 있어 열

강들을 바라보는데 있어도 적용된다. 신용하가 단편적으로 어느 나라에

도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여 자주국권 의미를 취한 반면, 이러한 이중적

시각은 ‘독립’의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대외관계에 대한 논의

중 독립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은 주진오와 박희성도 지적한바 있

다.

주진오(2010)는 독립협회가 반정부투쟁을 전개하면서 러시아의 세

력철수를 요구하고 프랑스의 경의철도 부설권 요구에 반대하였지만, 분

명히 일본의 경인철도 부설에 대해서 환영했던 점을 주목70)한다. 또한

독립협회가 미국의 운산금광채굴권 및 영국의 호남철도 부설권에 대한

것 또한 한 번도 부정적인 논설을 쓴 적이 없던 점을 밝히고 있다. 나아

가 독립협회는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독일의 당현금광 채굴권을 주지 않

으려다 생긴 분쟁에 대해서도 신의를 잃지 말라고 오히려 독일 편을 들

었고, 러시아의 절영도 석탄기지에 반대하면서도 일본의 월미도 석탄기

지 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만 하였을 뿐, 흐지부지 하였다. 박희성도 독립

협회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데 독립협회가 생각했던 대외관계가

자주적이지만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일본과 미국의 침략 야욕

에 대해서 불균등한 시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진오 및 박희

6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4, pp. 21~23.

70) 주진오,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의 구조와 전개」,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학림

8('86.3), 1986,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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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시각은 독립과 의존의 의중적인 이미를 보여준다 하겠다.

독립과 의존의 경우를 모두 함축한 것은 자주 국권으로의 독립,

즉, 주인과 노예의 불가분리적 상황에서 주인의 경우만 기형적으로 분리

한 것에 반대한 경우다. 즉, ‘다른 노예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노예

들보다 더 노예가 된다’는 것으로 조선의 독립이 과연 독립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

지 않고 자립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쪽을 향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절

단된 시각이 없다. 독립협회가 외쳤던 독립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

시아, 프랑스에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독립의 의미는 신용하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는 대외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주진오 및 박희성의 시각에 따라 분명 편향된 시각이 존재 했었고,

이들이 생각했던 독립이란 의미는 각기 다른 흐름에 따라 변형된 것이

다.

한편, 독립협회가 외쳤던 독립의 의미가 대외적 이기라기보다는 독

립협회의 대내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다.

독립협회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입장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야욕이 조우하여 조선의 독립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측면이다. 문일웅, 배항섭, 주진오등의 연구에 이해 뒷받침되

는데 문일웅는 ‘박파 신내각’과 독립협회 구성원들의 관계71)를, 배항섭은

‘독립신문’의 정보원천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아래 있었다는 점72)을, 주

진오는 정교의 대한계년사도 서술하고 있듯 이토히로부미의 대한제국 방

문 시 태도를 통해 이를 설명73)하고 있다. 문일웅은 안경수가 한국의 독

립 방책에 대해 이완용에게 문의하였는데, 이완용은 한국의 독립을 유지

하려면 미국의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한국 자력으로 이를 이룰

수 는 없고 ‘일본의 알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대답했던 점을 주목한다.

이는 독립협회 구성원들이 ‘박파 신내각’의 수립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

치적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립협

71) 문일호, 2011, p.308.

72) 배항섭, 「아관파천 시기(1896~1898) 조선인의 러시아 인식」, 한국사학보 제33호

(2008년 11월), p.340.

73) 주진오, 1989,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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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원들의 일부가 이처럼 재일본망명자 집단과 비밀스러운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일본과의 정치적 연결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독립협회 회원들과 일본과의 친밀도에 대해선 주진오도 다음과 같

이 지적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경부철도부설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

국을 방문하였을 때, 독립협회에서는 그에 대해 그야말로 대대적인 환영

을 하였으며 『독립신문』에서도 그에 대해 찬양 일변도의 논설과 기사

를 많이 실었다. 심지어 독립문 모양의 은종74)까지 독립협회 회장 윤치

호가 증정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독립협회 회원들이 이토에게 지어 바

친 한시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 출판되기도 하였다75)는 사실을 통해 독

립협회와 일본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배항섭은 『독립신문』

의 정세인식이나 대외인식이 영국과 일본에 편향된 정보망에 갇혀있었

다76)고 지적하면서 독립협회의 반러시아 정책이 자주국권을 표층으로

하고 심층에는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가 얽혀있었던 점을 지적한다. 『독

립신문』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영국 발 혹은 일본 발 정보원에 근거

한 경향이 컸고, 사실 박영효의 사면 논의가 1897 년 무렵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당시 러시아의 대한반도 강화정책에 의한 일본의 위기의식 때

문이었다. 일본은 영국과 단합하여 러시아가 한반도 이하로 영향력을 넓

혀 가는데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박영효의 복귀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일본의 전략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협회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입장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야욕이 조우하여 조선의 독립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측면은 이와 같이 독립협회와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확

인된다.

독립협회의 대외인식들에 대한 논의가 한말 조선의 안과 밖의 정

치적 관계를 통해 이질적 차이를 가질 수 있던 점은 이들이 생각했던 독

립의 의미가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인자들 사이, 그리도 이 인자들을 둘

74) 정확하게는 은제 찻잔 한 벌이다. 대한 계년사 3, p.123.

75) 주진오, 2010, p.344.

76) 배항섭, 2008.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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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환영이 각기 다른 독립의 흐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내에

서도 이중적 의미의 독립, 청과 일의 관점에서도 조선을 둘러싼 이중적

의미의 독립, 또한 국내에서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본의 야욕이

얽혀 드러난 독립의 의미는 각기 다른 독립협회의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정치적 행동에서 다르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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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문제제기

그동안의 독립협회에 관한 논의는 독립협회가 한국의 근대화의 뿌

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의식에 따라 크게 근대화론과 비판근대

화론으로 나뉠 수 있다. 근대화론은 한국 근대 변혁운동의 주체가 독립

협회였고, 자주적인 국민국가 및 시민사회의 흐름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

한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으로 비판근대화론의 논의는 독립협회가 사실

시민관이 아니라 우민관을 가졌고, 농민 및 토지문제에 있어 소극적이었

으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측면을 찾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한

다. 한편 이 둘의 시각을 절충하는 절충론도 등장했다. 절충론은 비판근

대화론과 근대화론의 관점을 절충해서 논의를 전개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관점의 축에서 절충했다. 세 가지 흐름들의 논의, 즉 근대화론, 비판

근대화론, 절충론은 궁극적으로 ‘근대화’를 기점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선

행연구들의 독립협회에 관한 논의는 이렇듯 다양한 독립협회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제시해 오면서 상대편의 논의가 간과한 부분까지 드러내고,

독립협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제시하도록 이끌었다.

다양한 독립협회의 모습은 두 가지 원인을 가졌다. 첫째, 시대가

요구하는 독립협회, 둘째,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독립협회는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을 選別·取捨했다. 설별 취사의 연구

로는 신용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비판근대화론의 관점은 독립협회의

선별취사작업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들이 여전히 근대화론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쉽다. 절충론도 마찬가지다.

기존연구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독립협회를 다양하게 절

단하여 배치했다. 절단되어 배치된 대상들은 첫째, 독립협회의 구성원들,

둘째, 이들이 지향한 사회형태, 셋째, 정치체제, 넷째, 대외관계다.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근대성은 독립협회를 근대성의 테두리에서 끊임없이 절

단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들은 절단에 따른 파편들이다. 이 파편들은

지금까지 근대화의 문제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은 근대화의 문제의식에서 서로 상충, 절



- 37 -

충, 옹호의 입장을 가졌다. 상충, 절충, 옹호의 입장들은 각각 서로 이질

적이다. 절충적 논의도 목적에 따라 서로 이질적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독립협회는 다양한 독립협회의 특징을 절단하고 제한했다.

근대성으로 절단하고 제한하는 시각은 매번 새로운 독립협회에 관

한 논의를 생성했다. 이러한 절단된 독립협회의 연구는 서로 모순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상충, 절충, 옹호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러한 상이한

측면은 ‘왜 독립협회가 이렇게 다양할까?’라는 질문을 드러낸다. 즉, 표층

에서의 규정이 심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근대성’이라는 이성 중

심주의의 논의는 독립협회의 정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

다. 기존연구경향은 연구 목적이상을 드러냈다. 그것이 바로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이다. 절단된 독립협회의 다양한 논의들은 서로 ‘틀렸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표층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에서 이

러한 문제제기는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져오지 못한다.

역사적 사료는 단순히 도구인 인 것처럼 논의를 뒷받침 했다. 역사적 사

료들은 연구목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됐는지의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 역사적 사료를 통해 절단된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근대이성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의 연구들은 ‘주체’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근대화의 과업을 이룰 주체의 문제, 둘째, 독립협회 창립

의 주체의 문제, 셋째, 주도세력의 주체의 문제다. 이로써 근대이성중심

주의의 논의들은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을 간과한다. 하나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 의해 한계만 비춘다. 하나의 연구는 연구의 경계 밖의 흐름

들을 종합하지 못한다. 경계 밖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 의해 비판의 도구

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양한 독립협회의 흐름

들을 놓치고 있다.

절단된 연구들은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을 답하지 못한다. 나아

가 다양한 흐름들로 표현되는 독립협회의 정체도 설명 못 한다. 이성중

심주의의 절단에 따른 사고방식의 문제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의 문제

를 해결하려는 연구의 목적 밖에서 독립협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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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알지 못하는 연구들은 지속적인 절단작업만 생산할 뿐이다.

다양한 흐름과 논의의 절단의 큰 그림을 통해 독립협회의 정체를

봐야한다. 흐름(flux)과 절단(coupure)은 들뢰즈와 과타리가 인간 이성중

심주의사고가 갖고 있는 배후와 원리를 설명한다. 이성의 여집합과 이성

의 합집합은 인간이다. 인간의 여집합과 인간의 합집합은 존재다. 이성으

로 절단하고 인간으로 절단하는 것은 이들의 속성을 표현한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이성중심주의의 절단된 시각들의 배후에 있는 흐름들을 조명했

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1. L'Anti-Œdipe

(안티오디푸스, 1972),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Mille Plateaux(천

개의 고원, 1980), Qu'est-ce que la philosophie?(철학이란 무엇인가?,

1991)세 책에서 이성중심주의의 개념화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 분명 들

뢰즈와 과타리의 문제의식이 인간에만 국한되어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

들에게 있어 인간에 관한 문제는 존재의 문제들 중 일부분이다. 들뢰즈

와 과타리는 인간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중심주의의

사고방식 및 개념화문제는 인간의 여러 문제 중 한부분이다. 따라서 이

성중심주의의 문제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문제의식에서 일부분 중에 일부

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

의식과 마주친다.

들뢰즈와 과타리가 이야기하는 ‘흐름’은 무규정(apeiron), 또는 질료

(hyle)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절단과 반대되는 뜻을 나타낸다. 근대화

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들은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 절단한다. 다

양한 흐름으로 이뤄진 독립협회를 규정한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이들의

논의에 따라 탈바꿈한다. 여기에 이들의 시각에 따라 배치된 독립협회의

구성원들, 사회형태, 정치제도, 대외관계가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

양하게 표현됐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

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협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자 한

다. 앞서 진행된 논의의 절단된 시선들 뒤에서 일차자료를 바탕으로 독

립협회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흐름

(flux)과 절단(coupure)의 방식을 통해 어떠한 존재를 그릴 수 있는지 알

아볼 것이다. 이는 첫째,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들추고 둘째, 다양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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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표현된 독립협회의 정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즉 본 논문의

목적과 의의는 ‘독립협회’라는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그 물체

를 ‘개념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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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어와 자료의 문제

독립협회의 연구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인원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궤적에 관해 행해진 선

별적 취사, 논의의 절단 작업을 통해 독립협회의 정체를 연구하는데 일

정한 용어 통일 및 참고자료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점은 사실이

다. 각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함으로 독립협회에 대한 연구가 흐름을 파

악하는데 있어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립

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앞서 살펴본 선학들

의 연구를 통해 독립협회를 정체를 논하는데 있어 어떠한 용어사용이 적

절한지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로 참고할 독

립협회에 대한 당시의 기록문서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어떠한 한 맥락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용어의 정리

용어의 정리는 첫째, 국가의 호칭, 둘째, 국왕의 호칭, 셋째, 인민

및 백성 호칭 순으로 정리했다. 첫째, 국가의 명칭의 명칭에 대해서 독립

협회의 주요 활동시기인 1896년도부터 1898년 말까지 기존 연구 및 사료

에서는 조선, 대한제국, 한국의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

칭이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으로 필자는 독립협회의 정체를 연구하는데

있어 이 당시 호칭에 대해 문일웅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1897년을 기

점으로 국가의 명칭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 배경을 고려하여 서

술의 편의상 국가의 명칭은 ‘한국’으로 칭하고자 한다.

둘째, 국왕의 호칭에 대해서도 1897년 기점으로 국왕의 명칭은 대

군주에서 황제로 바뀐 점을 반영하여 국왕의 명칭은 ‘군주’로 칭할 것이

다.

셋째, 인민 및 백성의 호칭에 대해선 기존연구 및 사료에서 가장

명확한 기준 없이 여러 가지로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다. 신용하는 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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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독립협회와 함께 활동을 같이 했던 인파들을 지칭하는데 다양한 용

어가 사용됐다. 신용하는 이들을 ‘시민’으로 주로 칭하는데77) 이는 시전

의 개편과 조직화, 각종 근대 상회와 근대 주식회사의 성장 등에 기초하

여 대두된 시민계급이 19세기 말에는 강력한 신흥사회계층이 되어 독립

협회의 추진층과 지지층을 형성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신철은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그리고 만민공동회의 운동은 근대적 시민 또는 부

르주아 계급의 형성 이전에 진행됐다고 보고 당시 참여집단에 대해 서울

의 도시 민중들이라고 칭한다. 이 시기 시민층이 존재했느냐의 문제의식

은 신용하의 독립협회연구 이후 1976년 이원순의 서평78)에서부터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다. 시민 뿐 아니라 딱히 정해진 호칭 없이 연구의 맥락

에 따라 용어가 사용되었던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 비단 연구 경향에서

만 아니라 독립신문에서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하여 사용하곤 했다.

권보드래는 그의 연구에서 독립신문에서 사용된 국민, 민족, 인민, 신민,

백성, 동포에 대한 사용 수치를 정리해 보여준다. 이는 19세기 말 독립협

회원들이 오늘날의 국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을 준다.

1896년에서 1899년까지 독립신문에서 <표3>에서 보듯 1890년대에는 나

라, 국가나 백성, 신민, 인민, 국민 같은 단어의 공존이 두르러졌으나 조

금씩 일상을 파고든 수준에 그쳤다. 또한 이들 개념에는 뚜렷한 구분 없

이 뒤섞여 쓰였으며 하나의 글 안에 이들 단어가 번갈아 등장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단어가 별로 쓰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민’과‘백성’은 민족국가의 현실과 다소 어울리지 않고, 정치

적 의미와 거리가 있으며 ‘인민’-‘백성’은 계몽해야할 현실적 결함을 지닌

존재로 남아 있었다. 한편 ‘국민’ 대 ‘동포’의 출현빈도를 보면 1896~1897

년 및 1899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1898년에는 67:247로 ‘동포’가 현저

한 우위를 보인다. 따라서 당시 구한말 활동했던 대상들을 다루는데 단

순히 시민이나 동포등 단순히 통일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각기 맥락에서

사용된 지칭어를 통해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77) 신용하, 2006, p.570, 762.

78) 이원순, 서평-독립협회 연구 , 한국학보2-1,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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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참고자료의 성격

1) 『대한계년사』의 정교와 『윤치호 일기』의 윤치호

본 연구에서 주로 참고할 정교의 『대한계년사』와 윤치호의 『윤

치호 일기』는 당시 독립협회의 활동을 잘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다. 정교

와 윤치호 둘 모두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인물로 이 둘이 기록한 독립협

회 상황을 통해 독립협회의 상황을 비춰볼 수 있다. 두 저서 모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 구한말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저자

의 주관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교와 윤치호의 성향

에 대해서 앞선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하는 정

교를 개신유학적 전통을 배경으로 동도서기파에서 발전한 국내사상에 영

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파악하는 반면, 주진오는 한말 각 대신을 몰아내고

정부를 개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안경수-정교계의 1인

이라고 본다. 윤치호에 대해선 신용하는 서구시민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

은 사람이라고 봤고, 주진오는 내부적 정치개혁을 우선시로 생각했던 윤

치호-남궁억계의 인물 중의 한명이라고 생각했다.

신용하가 인물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로 참고했던 자료는

‘독립협회연혁략獨立協會沿革略’이다. 주진오는 이 자료가 결코 史料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79)한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1926년 필사된 것을

고서 애호가가 발굴하여 1970 년 『창작과 비평』 봄호에 수록한 것이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난 후, 당대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난 시점에 단순히 흥미 위주

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이다. 신용하가 참고한 자료를 통해 윤치호 및 정

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참고자료

의 신뢰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참고 할 수 있는지는 판가름 나기 마련이다.

안경수-정교계, 그리고 윤치호-남궁억계가 둘로 나뉠 수 있는 것

은 독립협회 내 두 집단의 정치적 지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주진오는 당

79) 주진오, 2010,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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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의원회에서 있었던 독립협회운동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

로 어떻게 정치적 상황이 달랐는지 살펴보고 있다.80) 당시 남궁억 등 13

인은 당시 벌어지고 있던 재정의 난맥상과 불법수탈의 대명사로서 이용

익을 지목하여 , 그를 쫓아내는 일을 가장 선결과제로 제기하였다. 그러

나 정교 등 7인은 각 대신을 몰아내고 정부를 개편하는 일을 가장 중요

한 과제로 내세웠다.81)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치개혁 운동에만 머무르

려는 윤치호-남궁억계열과 권력개편 운동으로 변화시키려는 안경수-정

교계열간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고종이

황국협회를 통해 보부상을 동원 하여 독립협회의 민회를 습격 후 윤치호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경수계열은 다시 민회를 재개하여 활동을 강화

했다. 사실 안경수, 고영근, 정교，이건호로 대표되는 세력은 갑오개혁

이전에는 주로 민씨 척족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왔던 사람들82)

이었다. 반면 이 시기 윤치호는 ‘왕실파’ 또는 ‘외국인파’라고도 불리 운

정동구락부 세력 중 한명으로 핵심적인 친미파고 삼국간섭 이후 왕실과

관련 하에 반일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다.

정교의 『대한계년사』는 총 9권중 1896년부터 1899년까지를 다룬

2,3,4,5권을, 윤치호의 『윤치호 일기』는 1895∼1907년까지 국내활동 시

기의 일기부분을 통해 독립협회의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두 저서 모

두 앞서 언급한 윤치호 및 정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됐

으리라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둘 모두 관찰자 시점에서 작성됐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정한 흐름으로 대한계년사와 윤치호일기에서

언급되는 독립협회를 상호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2) 독립신문

『독립신문』은1896년 4월 7일 창간된 한국역사상 최초의 민간신문으

로 19세기 말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수

80) 주진오, 「해산 전후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각 계층의 반응 : 황실과 언론을 중심으

로」, 실학사상연구 제9집 (1997. 3), 1997, p. 192., 1995, p.206.

81) 주진오,1995, p,182.

82) 주진오, 1995,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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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한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신문이다.83) 독립신문에 대해 많은 연구84)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독립신문』을 전산화한 코퍼스

(http://redsensor.dothome.co.kr)를 통해 독립협회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더

욱 용이한 상황이여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독립신문이 세기 말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신문이었다는 점은 보편화된 사실이다. 여기서는 독립협회의 정

체를 연구하는데 있어 독립신문에 기재된 정보의 원천을 이해함으로 1차

자료의 성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독립신문이 발간된 시점에는 지금처럼 해외주재 특파원도 없었을 뿐

더러, 정보의 획득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독립신문에 실린 해외 동향에 대

한 정보의 근거가 어디서 출처됐는지에 따라 서구의 문명을 들어 민중의

83) 신용하, 2006, p.15.

84) 최근 10년동안 발표된 주요 독립신문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희, 『독립신

문』의 지식 개념과 그 의미, 한국언론학보, 2013., 노춘기 , 상해 『독립신문』소재

시가의 시적 주체와 발화의 형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3., 박경, 개화 지식인들의

조혼(早婚)에 대한 인식, 여성과 역사, 2012., 노춘기, 상해 『독립신문』 소재 시가의

계몽적 주체와 발화 구조,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 이민, 《독립신문》

과 《순환일보(循環日報)》의 창간 동기에 대한 비교, 정신문화연구, 2011., 최운호,

『독립신문』 형태 주석 말뭉치 검색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김영희, 독립신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한국언론학보,

2011., 김영희, 윤상길, 최운호, 독립신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조맹기, 소문(所聞)에서 신문(新聞)으로, 스피치와 커뮤니

케이션, 2011., 강남준, 『독립신문』 논설의 형태 주석 말뭉치를 활용한 논설 저자 판

별 연구, 한국사전학, 2010., 이한울, 상해판 『독립신문』과 안창호, 역사와현실,

2010., 이상경, 상해판 『독립신문』의 여성관련 서사연구, 페미니즘 연구, 2010., 김남

준, 김영희, 형태주석 전산 말뭉치를 활용한 『독립신문』논설의 저자 연구, 2010., 김

지형, 《독립신문》의 대외인식과 이중적 여론 조성, 한국근대사연구, 2008., 김신재,

독립신문」에 나타난 우민관, 동학연구, 2008., 문한별, 『독립신문』 수록 단형 서사

와 ‘설(說)’ 문학의 연계성 고찰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8., 통일한국, 〈독립신문〉

발행인 서재필, 만방으로 조국의 독립을 알리다 - "서재필기념관" , 2007., 이원택, 개

화기 근대법에 대한 인식과 근대적 사법체제의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2007.,

김주현, 김영민, 상해 『독립신문』 소재 신채호의 작품 발굴 및 그 의의, 한국현대문

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7., 김주현, 상해판 『독립신문』 소재 신채호의 작품 발굴

및 그 의의, 어문학, 2007., 최창식, 한국 근대신문의 기사제목 변화 연구, 한국언론학

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7., 권유성, 上海『獨立新聞』소재 朱耀翰 시에 대한 서지

적 고찰, 문학과언어, 2007., 이동수, 《독립신문》과 공론장, 정신문화연구, 2006., 채

백, 『독립신문』의 참여 인물 연구, 한국언론정보학교, 2006., 송길룡, 독립신문 어휘

색인 작업과정에 이용된 형태주석 편집도구의 활용 전망, 한국사전학, 2006., 송길룡,

독립신문 어휘색인 작업과정에 이용된 형태주석 편집도구의 활용 전망,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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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을 설파한 논지의 성격이 다를 것이다. 당시 서재필을 필두로 아무리

자주적인 시각에서 편집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원천이 갖는 시선의

전단력과 선별력의 영향에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독립신문의 정보원천은 익히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대로 영

국 발 혹은 일본 발 정보원에 근거했다. 『독립신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을 그대로 전재하여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러시아 교관의 추가

고빙과 관련한 부분이나 러시아의 침략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영국

은 조선독립을 지켜주는 나라로 이해됐다. 특히 런던 발 전보와 일본으로부

터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침략행위는 과장된 반

면 영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으로 우호적인 인식85)이 자리 잡았다.

더욱이 이는 아관파천시기의 논조와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들어온 정보의 정치적 영향력과 독립협회 구성원 내 관계가 내외

부의 이익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서재필을 필두로 한 편집진은 독립신

문과 독립문 그리고 독립협회에 대한 서술에서는 자신이 주도한 것으로 서

술하면서 러시아와의 대립을 부각86)시켰다. 따라서『독립신문』의 국제정치

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며, 주로 영국과 일본 등이 일방

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크게 구속87)됐다는 식의 주장도 타당 할 수 있다. 전

반적으로 독립신문의 서구의 문명을 들어 민중의 계몽을 설파한 논지의 수

동적 성격은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 뿐 아니라 국내정치에 대한 시각의 절

단되고 편향된 성향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 이러한 언론의 상황과 성격은 비단 『독립신문』뿐 아니라 다른

언론매체에도 마찬가지였다. 1898년경의 민족 신문들, 예컨대 『황성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문』, 또는『离國公報 』, 『字林西報』, 한국에서 발

간되고 있었던 The Korean Repository 등88)은 독립신문의 논지를 반영하여

발행됐고 외국에 관한 기사들은 동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이 경영 하던 신문에

서 발췌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85) 배항섭, 2008. p.359.

86) 주진오, 2009, p.304.

87) 배항섭, 2008, pp.364~365.

88) 주진오, 1986,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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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독립협회의 형체와 변용

기존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들은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을 보여

준다. 다양한 흐름으로 이뤄져있는 독립협회를 기존연구들은 제각각 절

단해왔다. 기존연구들의 고유한 시각에 따라 다양한 독립협회에 관한 논

의는 다양하다. 연구의 고유한 시각들은 각기 나름의 연구 목적에서 독

립협회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첫째,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의들,

둘째,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논의들, 셋째, 두 논의를

바탕으로 절충한 논의들이 있다. 근대화론, 비판근대화론, 절충론은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갖으면서 각각의 논의의 한계를 비춘다. 그러나 독립협

회를 두고 왜 이렇게 논의가 절단이 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제각각 연

구목적에 맞추어 독립협회를 해석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논의가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절단의 시각에서 이들의 연구는 타

당성이 있다. 문제는 같은 사료를 두고 근대화론, 비판근대화론, 절충론

등 다른 해석이 가능했는지 어떤 연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독립협회

가 종합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독립협회의 내부에 각

기 다양한 흐름과 독립협회 외부의 당시 사회의 이질적인 흐름들, 나아

가 열강들의 관계에 따라 얽힌 또 다른 흐름들이 독립협회를 둘러싸고

공존한다. 다양한 흐름들로 이뤄져있는 독립협회의 정체를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있어 선행연구들은 分析적인 특징만 가졌

다.

독립협회의 정체는 다양한 흐름들로 이뤄져 있다. 선행연구들은 독

립협회의 다양성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다.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을 선별취사 했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선별적 취사작업배후에 독립협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

적 이해가 필요하다. 곧, 선행연구의 독립협회에 대한 시각에서 떠나 독

립협회 그 자체를 봐야한다.

독립협회의 정체를 묻는 물음은 독립협회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같다. 독립협회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졌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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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독립협회는 어떻게 창설됐고, 둘째, 이 독립협회는 어떠한 활동을 했

으며, 셋째, 어떻게 해체가 되었는지다. 이는 곧 존재의 측면에서 독립협

회가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존재의 목적을 묻는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독립협회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독립협회의 존재목적은 독립협회의 정체

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낮지 않다. 독립협회가

존재했던 목적이 밝혀진다고 해도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고 왜 해체

됐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창립됐고,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어떻게 해체됐는지의 물음은 있는 즉자적인 존재

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목적에 국한하여 독

립협회를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협회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이

러한 우려를 벗어나고자 한다.

독립협회의 창설, 활동, 해체의 물음은 독립협회의 존재를 묻는다.

이 물음은 19세기 말 한국이 어떤 존재였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한국

속에 독립협회의 존재를 알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한국 속에 독립협회

의 존재를 각각 일부분 설명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협회가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곳에서는 다양한 흐름

들을 종합하는 논리가 요구된다.

독립협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다양한 사람들은 독립협회

를 창설했다. 그리고 이들은 독립협회를 이끌어 나갔다. 나아가 이들의

해체는 독립협회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사람

들의 궤적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다양하게 구성

됐다. 여기에는 개화당류, 친서구류, 친일본류, 정부관료류 등 다양한 회

원들이 참여했다. 정부관료류에는 윤치호, 안경후, 이완용, 유학주, 박제

순, 임병길, 이재순, 윤시녕, 정교, 고영희, 권재형, 이채연, 유맹, 현제창,

윤하영, 양흥묵, 정항모, 최정덕, 힌해영, 이응선, 홍재기, 홍정후, 이구환,

손증용, 이대규, 우기환, 김응원, 김각현, 김승한등이다. 개화당류는 정부

관료류의 인사들, 남궁억, 송헌빈, 민상호, 박승조, 음우관, 현증택, 팽한

주, 현재복, 민상호, 김가진, 심의석, 이윤용, 오세창, 이계필, 이근호, 이

상재, 정현철등이이다. 친일본류에는 안경수, 유학주, 윤치호, 이완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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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순, 임병길, 안영수등이 있다. 친미국류에는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이

완용, 윤시녕, 이재순등이 있다. 친독일류에는 우기환, 김용원, 김각현등

이있고 친프랑스류에는 조병직등의 인사가 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인사들이 중복된 정체를 갖고 있다는점이다. 즉, 독

립협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흐름을 갖으면서

일부는 중복된 성향을 가졌다.

위에 언급한 각기 다른 회원들의 몇몇이 독립협회를 창설했다. 또

한 각기 다른 회원들이 주변의 다른 흐름들과 접하여 독립협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각기 다른 회원들은 주변의 다른 흐름들과 인접

하여 해체됐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독립협회의 특성을 기존의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각기 다른 회원들의 활동이 연구목적에 맞게 일

반화 됐다. 이것이 기존연구들의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일차자료를 통해

각기 다른 회원들의 흐름을 조명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을 살펴보는데 가교역할을

했다. 독립협회를 다양한 흐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때문

이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의 집합은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이다. 기

존의 연구들은 서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차이들의 집합이 독립

협회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흐름들만 비출 뿐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

만을 통해서는 다양한 흐름들을 조명할 수 없다.

독립협회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기본단위는 다양한 회원들이

어떻게 배치됐느냐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오늘날의 정당과 다른 인적 배

치를 가졌다. 독립협회는 하나로 통일된 조직이 아니다. 오늘날의 정당은

다양한 흐름들의 인적구성을 갖지만 정당의 명확한 소속을 갖고 활동한

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그렇지 않았다. 다양한 회원들은 독립협회 속에

모였을 뿐이다. 이들이 중심을 갖거나 전체성을 갖지는 않았다. n이란

전체가 하나라면 전체에서 하나를 뺀 나머지(‘n-1’)의 존재가 이쯤해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은 중심을 갖거나 전체성 갖지 않은 독립협회의 정

체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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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협회와 다양체론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져 있는 독립협회’ - 이러한 표현은 독립

협회의 대표적인 두 연구가인 신용하 및 주진호의 연구에서 자주 발견된

다. 앞선 연구들이 지적한 바처럼 독립협회는 다양한 회원들은 각자의

출신 및 정치적 배경이 다른 각자 다른 영토로부터 모여 구성됐다. 독립

협회회원들은 협회 안에 일정한 중심과 주체, 그리고 객체 없이 인접하

는 대상에 따라 다른 조직을 만들어내고 흩어지곤 했다. 독립협회는 창

립시기(1896.7.2.~1897.8.28.), 토론회 개최시기(1897.8.29.~1898.2.26.), 구국

선언상소시기(1898.2.27.~1898.10.28.), 관민공동회시기

(1898.10.29.~1898.12.9.), 해산시기(1898.12.10.~1898.12.25.)의 총 다섯 시기

를 거쳐 협회 내 회원들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정체의 변용과정을 거쳤

던 거쳤다. 시기별로 다양한 변용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이전 들뢰즈와

과타리에가 이야기한 다양체의 기계원리와 흡사하다. 이들이 말하는 다

양체는 물체로, 하나로 정의되지않고 여러개의 존재가 지속 변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다양체론도 실로 프랑스어로 다양체론들(une théorie

des multiplicités)이다. 이 다양체(multiplicité)는 중심을 갖거나 전체성을

갖지는 않았다. n이란 전체(tout)가 하나(un seul)라면 전체에서 하나를

뺀 나머지다. 절대적인 중심, 주체, 객체가 없다. 따라서 모든 곳에 분열

된(미친) 분자가 있다. 분열된 분자 도처에 기계가 작동한다. 분열과 결

합을 자동적으로 계속한다.89) 흐름의 절단작업이 계획됨을 의미한다. 접

촉하는 주변에 따라 이 다양체는 나누어지거나 차원(dimension)을 바꾸

는데 이러한 절단작업은 다른 배치체를 만든다. 배치체는 교미couplages

와 접속connexions을 가진 기계90)에 따라 물질(madères, hyle)들이 배치

되는 몸체다. 독립협회의 정체를 설명하는 다양체의 존재론을 적용시켜

89) G. Deleuze, F. Guattari, Guattari, 1980. capitalisme et schizophrnie2, mille

plateaux, les Éditions de minuit. p.67.

90) Ça fonctionne partout, tantôt sans arrêt, tantôt discontinu. Ça respire, ça chauffe,

ça mange. Ça chie, ça baise. Quelle erreur d'avoir dit le ça. Partout ce sont des

machines, pas du tout métaphoriquement: des machines de machines, avec leurs

couplages, leurs connexions., AO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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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다양체론은 여러 함의를 준다. 그중 흐름을 절

단하는 작업이 반복되고, 이러한 반복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계적 작업

이 독립협회의 시간에 따른 변용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에 있어

하나의 함수처럼 존재를 표현하는 관점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 수 있다.

다양한 흐름들이 있고 시간에 따라 변용하는 존재에 내재하는 원

리는 다양체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져 있는 독립협회는 독립협회가 각기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바 있다. 독립협회는 주요 인사들은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관리들로 조선협회와 건양협회, 교정청, 군국기무

처를 거친 인물들이 다수였다. 독립협회 운영에 관하여 독립협회규칙이

제정되었기 하나 임의적이었고 항상 유동적이었다. 독립신문, 토론회 및

정부를 상대로 보낸 서신, 이들이 생각한 정치체등은 각기 다른 흐름들

은 분열되어 표출됐다. 또한 주변국들과 다양한 관계를 갖으면서 정치집

단을 해 나갔다. 이 중에 안경수, 이완용등의 회장은 도주 및 축출 당했

고 윤치호는 막상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당하기까지 했다. 다양한 회원들

이 참여하여 독립협회가 토론회를 통해 일정한 성숙기로 접어들었지만

서로 위계질서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

에서 열강들과 관계있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각자 발휘했다. 일부 소수가

재일본망명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역모를 계획하기도 한다. 독립

협회의 친일적 행동은 일본에 있는 박영효와 함께 군주제를 위협하는 정

치세력으로 비춰지기고 했다. 이로부터 고종의 지시에 따라 황국협회로

부터 탄압공격을 받았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독립협회에서 주요관료들과

회원들이 차차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한때 독립협회로부터 고소당한 조

병식무리의 탄압으로 인해 독립협회가 체포되고 만민회의 저항으로 인해

복설이 되지만 복설된 이후부터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서로 성향을

달리하여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따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결국 시위

를 멈추지 않았던 만민공동회는 고종의 죄목을 받고 독립협회와 함께 해

체됐다.

이들이 각각의 개인들에 따라 탈영토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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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협회의 역동성을 말한다. 1896년 7월 2일 창립되어 1898년 12월 25일

까지 매일 다양한 흐름들이 있을 정도로 회원들의 수는 다양하고 많았고

다양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개개인의 사람을 액체의 분자라고 한다면,

이 분자들은 각기 다른 흐름으로 충돌했다. 이 충돌은 빈도가 높아지면

서 충돌의 움직임은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無爲自然인 듯 협회 내 인원

들은 스스로 탈영토의 가능성을 갖으며 서로 충돌하고 인접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조직을 만들어내고 흩어지곤 했다. 창립시기, 토론회 개최시

기, 구국선언상소시기, 관민공동회시기, 해산시기의 과정 속에 독립협회

의 창설과 활동, 해체가 있었고 독립협회의 회원들이 충돌과 해체는 자

체 내에 필연성을 갖고 있었다. 다음은 이 다섯 시기를 지나면서 독립협

회가 어떻게 변용되어 나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

독립협회 창설세력은 한말 일본의 정치적 개입과 관련이 있었다.

일본은 민씨정권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등장시킨 다음 내정개혁을 명분으

로 조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갑신정변으로 망명

한 인물들을 모아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려 했다.91) 박영효, 서광범,

추후 독립신문의 고문역을 맡은 서재필의 귀국을 주선했다. 박영효와 서

광범은 새로운 내각에 참여했다. 서재필도 자신의 대역부도죄가 1895년

3월에 사면92)되었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귀국을 거절했다. 그러나 워싱

턴으로 찾아온 박영효의 회유로 귀국을 결심하여 1895년 11월 10일 워싱

턴을 출발하여 망명 11년만인 1895년 12월 25일 인천항에 귀국했다. 서

재필은 귀국 후 스스로 외국사람(Philip Jaisohn)이라 칭하면서 독립협회

회원이 되지 않고 고문역할만 담당했다.

독립협회가 창설되기 이전에 국내에서 1895년 4월부터 박영효의

91) 조휘각, 韓末 開化勢力의 政治運動의 民衆化過程에 관한 硏究: 특히 獨立協會를 中心

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p.71.

92) 박성진, 「20세기 전반 지역사회의 재편과 지역민의 대응 ; 서재필과 이승만의 만남

과 갈등 -개화기, 독립운동기, 해방정국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권 , p.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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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김윤식 등이 일본인들과 만든 조선협회라는 단체가 창립되기도

했다. 조선협회는 평의원 20인, 간사원 2인, 사무관 2인을 두어 조선과

일본의 친선을 도모하여 동양을 보호하고자93) 했다. 건양의 연호를 사용

하는 일과 단발령을 지시한 고종의 을미년 11월 조칙을 시행한 다음해에

도 일본은 1월 4일 일본 헌병대를 조선에 설치했다. 5월 14일 박영효가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망명한 바람에 이후 조선협회가 없어지

고94) 이후 잔존세력들은 1896년 2월 8일 건양협회를 창설할 것을 계획

했다. 부회장 김윤식과 평의원 및 간사원 총 47일이 회동하여 2월 23일

에 창립을 계획했다. 독립협회 회원 중에 건양협회회원이었던 인물은 김

가진, 김종한, 고영희, 권재영등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진위대와 중앙의 친위대가 전국에 걸쳐 일어

난 의병을 진압하려는 틈을 타 2월 11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자 김홍집, 어윤중, 정

병하등은 피살되고 유길준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건양협회의 창설은 무산

된다.

독립협회의 초장기 회장인 안경수가 이 건양협회 세력 중 한명이

었다. 또한 김가진, 김종한, 고영희, 권재형 또한 조선협회 및 건양협회

초장치 세력을 거친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실재로 창설되어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이들 또한 정동구락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어느 한 세력이 독립협회의 초창기 세력을 구성했

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건양협회 및 정동구락부의 인사들은 대부

분 정부 관료들이었고, 독립협회회원들 또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

는 중견관리들이 대부분이었다. 독립협회가 활동할 당시 주로 활동했던

정부 관료들은 김홍륙, 김중환, 이충구, 민종묵, 리젠드르, 서정순, 한규

설, 민영환, 민영찬, 조희일, 신태휴, 알렉세예프, 김홍륙, 김중환, 이충구,

민종묵, 이인영, 조병식, 이종렬, 이문화, 김익로, 김현기, 유치양, 이기묵,

조성훈, 이수병, 이최영, 김운락, 심의승, 권닥섭, 소태구, 강무형, 최기석,

김현익, 이교필, 홍병후, 마튜닌, 김영준, 이건석, 채광묵, 송수만, 홍종우,

93) 유영익, ‘갑오경장 연구’, 역사학보 제131집, 1991, pp.264~266.

94) 주진오, 1993, 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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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알렉세예프, 민영기, 안환, 이종건, 심순택, 신응조, 김홍집, 김병

시, 조병세, 정범조, 김영수, 민영규, 신정희, 이유승, 김만식, 윤용구, 조

종필, 박용대, 이용직, 어윤중, 조인승, 김사철, 박정양, 심상훈, 김종한,

유기환, 김응원, 김각현, 정교, 고영희, 권재형, 이채연, 유맹, 현제창, 윤

하영, 양흥묵, 정항모, 최정덕, 신해영, 어용선, 홍재기, 홍정후, 이규환,

손증용, 이대규, 서재필, 윤시병, 이승만, 이재순, 윤치호, 이완용, 안경수,

유학주, 박제순, 임병길등95)이다. 이중 독립협회 회원은 유기환, 김용원,

김각현, 정교, 고영희, 권재형, 이채연, 유맹, 현제창, 윤하영, 양홍묵, 정

항모, 최정덕, 홍재기, 홍정후, 이규환, 손증용, 이대규, 서재필, 윤시병,

이승만, 이재순, 윤치호, 이완용, 임경길, 유학주, 박제순, 안경수, 김종한

으로 독립협회내에서도 상당한 인물들이 정부 관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단 이뿐 아니다. <표5>에 나와 있듯 당시 독립협회가 활동했을

당시 존재했던 흐름들은 개화당, 완고당, 소청, 교정청관료, 친러시아류,

정부관료들, 황국중앙총회, 황국협회, 완고당, 친독일파, 친일파, 친프랑스

파, 도원서원, 고종직계세력등 다양했다. 이들 세력이 각기 독립협회원들

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립협회를 연합운동조직96)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독립협회가 서

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었다는 견해는 기존 연구가 지적한 독

립협회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비판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95) 대한계년사3, p.82, 대한계년사3, p.90, 대한계년사3, p.98, 대한계년사3, p.100, 대한계

년사3, p.231, 대한계년사3, p.244, 대한계년사3, p.264, 대한계년사4, p.22.

96)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p.136., 주진오, 1995,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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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다양한 흐름들의 회원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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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 소속들은 독립협회가 창설될 시기 전에 있었던 교정청

및 군국기무처를 거친 인물들이었다. 1894년 5월 23일 주한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의 훈령을 받은 내정개혁방안

강령 5개조(內政改革方案鋼領五個條)를 보내어 정사를 바로잡아 바꾸자

고 요청했다. 어떤 사람은 이 충고를 따를 만 하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고종은 대회의를 열어 ‘갑신년의 변란

때 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흉악한 무리들을 감싸준 일본’의 속셈을 정확

히 알 수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거부했다. 이후 1894년 6월 6일 고종은

교정청을 설치한다. 교정청에 있었던 관료들은 심순택, 신응조, 김홍집,

김병시, 조병세, 정범조, 김영수, 민영규, 신정희, 이유승, 김만식, 윤용구,

조종필, 박용대, 이용직, 어윤중, 조인승, 김사철, 박정양, 심상훈, 김종한

등97)이다. 여기서 후에 독립협회 창립세력이자 초창기회원은 김종한이

있다. 일본공사는 6월 21일 1개 연대 이상의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경복

궁을 포위하고 1894년 7월 27일 군국기무처를 설치한다. 군국기무처의

정부 관료들은 김홍집, 박정양, 김윤식, 김종한, 조희연, 이윤용, 김가진,

안경수, 김학우, 권형진, 유길준98)등이다. 여기서 교정청에 있던 인물은

김홍집, 박정양, 김종한등이 었고, 후에 독립협회 회원으로는 김종한, 안

경수등이 있다. 건양협회에서 군국기무처를 거친 인물은 김가진, 김종한

등이 있고, 여기서 김종한은 초기 교정청에서부터 군국기무처를 거처 독

립협회 회원이 됐다.

독립협회 창립세력중 위원의 역할을 맡은 김종한은 1844년생으로

궁내부 시종원경 안동 김씨 김경진의 아들이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및 성균관을 비롯한 민씨 척족정권 하에서 여러 관직생활을 두루

거쳤다. 그는 일본의 경복궁 쿠테타 이후에도 요직에 있었고 교정청에서

부터 군국기무처를 거쳐 주요 관직을 지냈다.99) 어느 특정한 당에 구애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비단 김종한 뿐 만 아

니다. 독립협회 최장인 안경수 및 이완용 또한 그러했다.

97) 대한계년사2, p.50.

98) 대한계년사2, p.57.

99) 박종근, 박영재역,『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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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수는 1853년 생으로 1876년 무과에 급제한 경력이 있다. 1884

년 일본에 유학하여 방직기술을 배운후 일본공사로 부임한 민영준의 번

영관으로 동행했다. 1890년에는 전원국 변판에 임명되어 주로 화폐관계

의 일에 종사했다.100)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유길반，김가

진, 조절연, 김학우등과 함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청에게 병력을 요

청하는 일에 반대했고 일본의 경복궁 점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

나 아관파천 이후 정세가 러시아쪽으로 기울 시기에는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 중 경제적 침탈에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다가도 삼국간섭이 진행될

때에는 이완용과 함께 일본측에 의해 정동파로 지목되기도 한다.101) 이

후 이완용, 이채연, 김종한, 이근배, 윤규섭, 이승업과 함께 조선은행 발

기인102)이 되기도 하고 1897년 5월 부터는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등의

관찰사로 임명됬다. 1898년 3월 독립협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역모사건을

일으킨 죄로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완용은 1858년생으로 25세의 나이에

1882년 문과에 합격하여 규장각, 홍문관의 관직을 행하다 1887년 3월 근

대식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좌원에 입학했다. 9월에는 초대 주미공사관

의 참찬관으로 임명되어 공사 박정양, 서기관 이하영, 이상재, 통역관 이

채연과 함께 미국으로 출발했다 1890년에 귀국했다.103) 이후 미국공사관

알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미국 공사

관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1895년에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모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기도 했다.104) 안경수와 함께 조선은행의 발

기인이 되기도 했고 1898년 3월 안경수를 이어 독립협회 회장에 취임했

다. 그 후 독립협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권양여의 책임자라

는 이유로 독립협회에서 제명됐다.

100) 송경원，한말 안경수의 정치 경제활동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3, p.4~18.

101) 주진오, 1993, p.664.

102) 독립신문，1896.6.27., 광고.

103) 주진오, 1993, p.666.

104) F.H. Harrington, 이광린역，「개화기의 한미관계알렌박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

조각, 1974,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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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협회의 초창기의 형체 (1896.7.2.~1897.8.28.)

독립협회의 초창기 창립세력은 러시아, 미국, 일본과 다양한 관계

를 갖으면서 기존의 정부의 주요 관직을 지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러

시아 쪽으로 힘이 기울었을 때에는 친러계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강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1896년

과 1897년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일본의 지나친 간섭과 민비시해사건으로 인해 당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국간섭 후에는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켜 준 은인이라 하면서 “몇 사람들이 자기 정부의

뜻을 잘 몰랐거나 일을 할 줄 몰라서”라고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적

어도 독립신문에서 이들은 일본의 정책이 직접적인 주권침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본과의 교류는 확대될수록 좋고 또한 본래 일본정부의 정책

은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기술한다. 러시아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다. 독립협회에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전까지

독립협회는 주로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독립협회는

베베르의 특별전권공사로 승진을 ‘러시아의 한국독립 보장의지의 표현’이

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의 군사교관파견을 환영했다. 1896년

4월 22일에 러시아에게 경원 종성 금광채굴권 이양하는데 있어 1898년 2

월 9일 만민공동회가 개최됐을 때 러시아 이권 요구를 저지했던 것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에 대한 만큼은 부정적인 시각을

지속 유지했다. 1896년 9월 12일자 독립신문에는 청을 “세계에서 제일

천한 청국” 으로 일컫거나 다음해 2월 4일에는 “청국이 이 모양대로 오

래 갈수가 없는 즉 마침내 구라파 강국에 독립권을 뺏겨 면전이나 안남

모양이 될 터이니”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독립협회가 청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은 당시 정부의 청에 대한 시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

다. 독립협회의 초창기 세력이 대부분 정부 관료였다는 점을 보아 이러

한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 영은문은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 사신을 맞이

하는 모화관(慕華航)앞에 세웠던 문으로, 이 영은문을 허물고 1896년 7월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건설하기로 하는데 정부와 독립협회원이 함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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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

청에 대한 시각을 제외하고 독립협회는 각기 국가들에 대해 상이

한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지적했던 이들이 구성됐던 다양한 인적

배경에서 유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회원은 주변국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르게 행동했다. 협회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

는다 해도 이에 대해 다른 정치적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완용

은 한국의 진정한 주권국가로의 독립은 일본의 알선이 있어야 가능하다

보면서 제임스 모스에게 경인철로와 가토마스오에게 경부철로에 대한 권

한을 넘기기도 한 반면 이인영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한 독립협회는 일본과 다르게 러시아와 프랑스의 이권침탈에 대해선 부

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윤치호는 이러한 독립협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많은 저명한 회원들은 밖으로 나왔다.

위원회는 개국기원절을 준비하도록 임명됐다. 독립협회는 우스웠다. 이는

서로 소화 할 수 없는 인원들의 집합이었다. 서로 사익으로 가득 찬 이

완용과 그 패거리가 있었다. 대원군 세력, 친러시아집단, 친일 군집 및

관료 등 많았다. 나도 그랬듯 여기저기 패거리가 난립해 있었다.105)」 이

는 1897년 7월 25일자 윤치호의 일기 내용이다. 독립협회의 구성106)에

대해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사료다. 1896년 7월2일 독립협회가 창립된

시기의 임원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5) A large number of its prominent members were out. Committees were appointed

to arrange for the celebration of the Foundation Day the 16th of the 7th Moon

(August 13 '97). The Club is a farce. It is a conglomeration of indigestible

elements. There are Yi Wan Yong and his gang bound for the time being by

some sort of mutual interest. Then there are Tai Won Kunites, Russianites,

Japanites, royalites and otherites. Each gang groups themselves about here and

there and an outsider, like myself, finds himself out of place. (1897년 7월 25일자

윤치호의 일기)

106) ‘1896년 07월 04일 독립신문 논설’에 초기 회원명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일에 발기인은 안경수 이완용 김가진 이윤용 김종한 권재형 고영희 민상호 이채연

이상재 현흥택 김각현 이근호 남궁억 제씨들이 시작 하였고 회석 의장 겸 회계장은

안경수씨가 되고 위원장은 이완용씨가 되고 위원은 김가진 김종한 민상호 이채연 권

재형 현흥택 이상재 이근호 제씨가 되고 간사원은 송헌빈 남궁억 심의석 정현철 팽한

주 오세창 현제복 이계필 박승조 홍우관 제씨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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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임원진
창립(1896.7.2.)

회장 안경수(1896.07.04.)

위원장 이완용(1896.07.04.)

위원

김가진(1896.07.04.), 김종한(1896.07.04.), 민상호(1896.07.04.), 권재형(1896.07.04.),

이채연(1896.07.04.), 현흥택(1896.07.04.), 이상재(1896.07.04.), 이근호(1896.07.04.),

김중환(1897.05.27.), 한규설(1897.07.10.), 심항훈(1897.07.10.), 이인우(1897.07.10.)

간사원

송헌빈(1896.07.04.), 남궁억(1896.07.04.), 심의석(1896.07.04.), 정현철(1896.07.04.),

팽한주(1896.07.04.), 오세창(1896.07.04.), 현제복(1896.07.04.), 이계필(1896.07.04.),

박승조(1896.07.04.), 홍우관(1896.07.04.)

<표5> 초창기 독립협회 주요 세력들

독립협회가 창립됐을 시기의 임원진은 다섯 시기에 걸쳐 계속하여

변화하는데, 이들의 임원진이 딱히 정당성을 갖고 독립협회를 운영했다

고 볼 수 없는 면을 보여준다. 앞서 주진오 및 신용하는 독립협회가 있

었던 시기를 총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한다. 신용하 교수는 고급관료주도

기(1896.7.2.~1897.8.28.), 민중진출기(1897.8.29.~1898.2.26.), 민중주도기

(1898.2.27.~1898.8.27.), 민중투쟁기(1898.8.28.~1898.12)로 독립협회가 활동

했던 시기를 구분하는 반면, 주진오는 운동 방식에 따라 독립문추진위원

회 시기(1896.7. ~ 1897. 7.), 계몽운동기(1897.8~1898.2), 정치개혁운동기

(1898.2.〜1898.10.), 권력개편운동기(1898.1.〜1898.12.)로 구분했다. 신용

하와 주진오는 첫 번째 시기를 각각 고급관료주도기 및 독립문추진위원

회 시기, 두 번째 시기를 민중진출기 및 계몽운동기, 세 번째 시기를 민

중주도기 및 정치개혁운동기, 네 번째 시기를 민중투쟁기 및 권력개편운

동기로 나눴다. 첫 번째 시기가 1896년 7월 2일 ~ 1897년 8월 28일에서

1896년 7월 ~ 1897년 7월로 상이한 것은 전자는 제1회 토론회가 열리는

시점으로, 후자는 기원절 기념식행사가 일어나기 전 독립협회 조직이 위

원과 간사원을 통합한 시점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번재 시기는 1898년 2월 27일 ~ 1898년 8월

27일에서 1898년 2월 〜 1898년 10월로 다른데 그 이유는 전자가 윤치

호가 회장이 된 시점으로, 후자는 관민공동회가 개최된 시점으로 나누었

기 때문이다. 네 번째 시기는 독립협회가 해산된 시점에 맞추어 둘 다

모두 독립협회시기를 마무리 졌다. 필자는 이러한 두 연구의 시기 분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다섯 시기로 나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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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독립협회에서 회원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시기를

중심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시기는 창립시기(1896.7.2.~1897.8.28.), 두 번

째는 토론회 개최시기(1897.8.29.~1898.2.26.), 세 번째는 구국선언상소시기

(1898.2.27.~1898.10.28.), 네 번째는 관민공동회시기(1898.10.29.~1898.12.9.),

다섯 번째는 해산시기(1898.12.10.~1898.12.25.)다. 첫 번째의 마지막 시기

는 1897년 8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는 토론회가 열리면서 독립협회 내

부 조직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는 구국선언상소가

일어났던 시기에서부터 관민공동회가 열렸던 시기로 구분했다. 네 번째

와 다섯 번째는 해산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1898년 12월 10일부터 공

동회가 독립협회로부터 분리되어 회장 고영근을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

이다. <표6>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창기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과 관민공동회를 거처 해산까지 이르기 협회 내 다양한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회원들의 다양한 속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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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임원진 변형 형태

주요사건

임원진
창립(1896.7.2.) 토론회 개최(1897.8.29.) 구국선언상소(1898.2.27) 관민공동회(1898.10.29.) 만민공동회(1897.12.10.)

회장 안경수(1896.07.04.) 안경수(1897.8.29.)

이완용(1898.03.05.)

윤치호(1898.07.21.)

윤치호(1898.08.30.)

윤치호(1898.10.29.) 고영근(1897.11.29.)

위원장107) 이완용(1896.07.04.)

위원

김가진(1896.07.04.)

김종한(1896.07.04.)

민상호(1896.07.04.)

권재형(1896.07.04.)

이채연(1896.07.04.)

현흥택(1896.07.04.)

이상재(1896.07.04.)

이근호(1896.07.04.)

김중환(1897.05.27.)

한규설(1897.07.10.)

심항훈(1897.07.10.)

이인우(1897.07.10.)

김익진(1897.8.29.)

이원전(1897.8.29.)

이병목(1897.8.29.)

주상호(1897.8.29.)

이준일(1897.8.29.)

이상재(1897.8.29.)

〃 〃

정 교(1897.11.29.)

김두현(1897.11.29.)

이건호(1897.11.29.)

방한덕(1897.11.29.)

윤하영(1897.11.29.)

염중모(1897.11.29.)

김구현(1897.11.29.)

유 맹(1897.11.29.)

현제창(1897.11.29.)

정항모(1897.11.29.)

홍정후(1897.11.29.)

한치유(1897.11.29.)

유학주(1897.11.29.)

변하진(1897.11.29.)

조한우(1897.11.29.)

부회장 이완용(1897.8.29.)
윤치호(1898.02.27.)

이상재(1898.08.30.)
이상재(1898.10.29.)

간사원108)

송헌빈(1896.07.04.)

남궁억(1896.07.04.)

심의석(1896.07.04.)

정현철(1896.07.04.)

팽한주(1896.07.04.)

오세창(1896.07.04.)

현제복(1896.07.04.)

이계필(1896.07.04.)

박승조(1896.07.04.)

홍우관(1896.07.04.)

서기 정교(1897.8.29.)

남궁억(1898.03.05.)

양홍묵(1898.03.22.)

박치훈(1898.08.30.)

한만용(1898.08.30.)

〃

회계
권재형(1897.8.29.)

이근영(1897.8.29.)

이상재(1898.03.05.)

윤효정(1898.03.05.)

이일상(1898.08.30.)

〃

제의

이채연(1897.8.29.)

이계필(1897.8.29.)

이종하(1897.8.29.)

이건호(1898.03.05.)

정교(1898.03.05.)

양홍묵(1898.03.05.)

〃

사법위원

안영수(1898.03.22.)

강화석(1898.03.22.)

홍긍섭(1898.03.22.)

남궁억(1898.08.30.)

정교(1898.08.30.)

김두현(1898.08.30.)

〃

남궁억(1898.10.29.)

107) 1897년 8월 29일 부터 위원장제를 없애고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제의의 상설직제를 두었다.

108) 1897년 7월 22일부터 간사원이 위원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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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창기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과 관민공동회를 거처 해산까지 이르기 협회 내 다양한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회원들의 다양한 속성 때문이다. 독립협

회가 사실 중심을 갖고 정해진 조직을 운영했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

들이 섞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던

단체였다. 1896년 11월 30일자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호에 독립협회규

칙을 언급하면서 독립협회 회원들에대한 임명 방식과 조직운영방침이 나

와있는데 이러한 것은 초창기 제시됐을 뿐이지 일정한 통일성과 구체성

을 갖고 진행되지는 않았다. 독립협회규칙내용은 다음과 같다.

獨立協會規則

第一條 本會 獨立協會로 稱 事

第二條 獨立協會에셔 獨立門과 獨立公園 建設 事

務 管掌 事

第三條 獨立協會의 職員은 左開로 定 事

一 會長一人

一 委員長一人

一 委員二十人內外 內에 若干人은 書記掌簿看役等 差備

를 掌 事

一 幹事二十人內外 內에 若干人은 書記掌簿看役等 差備

를 掌 事

一 會計長一人

一 會員無定數

第四條 會長은 會議時에 參席야 議件에 決裁 事

第五條 會長이 有實故 時에 委員長이 臨時 代辦 事

第六條 會議時에 議員中 失儀와 或 違章 者는 輕重

을 隨야 或罰金 或黜會되罰金은 一元 以上五元 以下로 定

 事

第七條 會議 日時 每 土曜日 午后二時로 고 但 特

別會議 時에 書記로 야금 各員에게 通知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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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條 會長以下 諸員이 原定會日 或特別會日에 實病實

故 外에 반다시 參席 事

第九條 委員長은 委員의 首席이라 會中 大小事務를 반

다시 各委員의 議를 收야

會長에게 決裁를 請 事

第十條 委員長이 有故 時에는 之次 委員이 代辦 事

第十一條 委員은 工役의 計劃과 制度와 式樣과 圖形과

費用을 議定 事

第十二條 委員은 何項事件이던지 各기 意見을 具야

會席에 提出야 可否問 多數로 議決 事

第十三條 各項 費用은 各委員이 協議야 委員長을 經

야 會長에게 決裁 後에 會計長이 支出 事

第十四條 原定會議 時에 支出及 收納 文簿를 詳細이

修正야 議席에 供 事

第十五條 補助金은 收納울 隨야 銀行에 任置되 獨

立協會條로 謄記出納 事

第十六條 會計長은 印章을 另造야 各項 費用을 出衲

에 捺印署名 事

第十七條 幹事 大小事務를 委員의 指揮 承야 從

事 事

第十八條 幹事 各項 士木鐵石 等 物을 購入 時에 願

賣各商工의 打算標를 受集야 最廉者를 擇用 事

第十九條 幹事員 中에 書記와 掌簿와 看役 等 各 差備

會席에 議定야 塡差 或 改定 事

第二十條 會員은 補助金 送付 人員으로 定 事

第二十一條 會員은 獨立協會大會에 會參 事109)

제3조에 독립협회 직원은 회장 1명, 위원장 1명, 위원 20명 내외

(이중 서기 포함), 간사 20명 내외, 회계장1명, 회원은 수를 제안하지 않

109)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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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독립협회가 활동하면서 수시로 바뀌는

데 가령 1897년 7월 22일부터 간사원이 위원으로 통합되거나 1897년 8

월 29일 부터 위원장제를 없애고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제의의 상설

직제를 둔 일이다. 하나의 직책으로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겸직을 한 이

들도 다수 있었다. 정교는 제의, 또는 사법위원역을 겸직하기도 하고, 남

궁억은 서기 및 사법위원을 겸직하기도 했다. 또한 독립협회에서 주요

활동을 했던 이들은 총대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독립협회의 회장은 안

경수에서 이완용, 윤치호로 변형되면서 이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회장의

역할을 책임졌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안경수가 일본으로부터

도주한 이래 부회장이 번갈아가면서 회장직을 임했다. 윤치호는 이러한

회장석의 배경으로 독립협회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끌어가기 어려웠

다. 1898년 3월 10일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때 몇 명의 연사가 나서 러시

아 고문관과 관련된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표를 뽑아 정부에 보내어

러시아 고문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치호는 소

외되어 있었다. 미리 결정된 사항에 대해 10일 당일에 가서야 통보를 받

곤 했다. 독립협회가 지향하는 협회의 모델은 협회 임원직, 신문, 그리고

토론회에서 그 형식이 잘 들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임원진 구성, 신문,

그리고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개별 회원들이 협회가 지향했던 모델을 모

두 이해하고 협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었기 보다는 각기 다른 한말

사회의 배경에서 모여서 이들이 상정한 조직을 향해 만들어가는 과정 속

에 있던 단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독립협회가 각기 다른 세력들로 이루

어지고 이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실질적인 협회의 성격을 갖지 않았던 이

유는 국내적 이유와 국외적 이유가 서로 얽혀 복잡한 관계를 가졌기 때

문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수진영이라 할 수

있는 완고당 및 진보진영이라 할 수 있는 개화당의 관계가 서로 얽혀 독

립협회의 초창기 세력들에 영향을 줬다.

아관파천 이후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러시아의 재정 및 군사적 지

원을 크게 기대했다. 다양한 고위관료들로 구성되었던 초창기 독립협회

의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가 한국에 일정한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은 청일전쟁이후 러시아의 적극적인 극동평화정책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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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시아는 청과의 동맹을 통해 점차 커져가는 일본의 세력에 대해 스

스로 국제사회에서 대비해 나갔다. 1896년 5월 22일 모스크바에서 러청

방수밀약이 체결되었는데 본 조약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

어 있다. ‘러시아령의 동아시아 및 청국 또는 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일본

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침략은 본 조약의 즉각적 적용을 초래한다’.110)

또한 러시아의 신임 외무대신이었던 람스도르프는 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자 서구열강에게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종은 주

로 알렌과 내각구성 문제를 논의했고 결과적으로 새 내각의 성격도 친러

보다 반일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관심은 진정 한국이 아니라 만주 지방111)이였기

때문에 한국문제에 관해 일본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러시아

는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일본에 양보하려 했다. 로바노프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사이에 의정서 교환 후, 1898년 4월 25일 로젠과 니

시도쿠 지로 사이에에 양국간에 새로운 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일 양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그 내정에 간

섭하지 않는다. 둘째, 양국 정부는 서로 사전 협상 없이는 한국의 군사

교관이나 재정 고문관의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다. 셋째,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 한·일 양국간의 상업상 및 공업상 관계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는

다.112)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정정도의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만주

110) Alexei Nikolaievich Kuropatkin, 2007, 러일전쟁, 심국웅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

판부, p. 267.

111) George M. McCune, Russian Policy in Korea: 1895-1898, Far Eastern Survey,

Vol. 14, No. 19 (Sep. 26, 1945), p.274.

112) Art. I. The Imperial Governments of Japan and Russia definitively recognize the

sovereignty and entire independence of Korea, and mutually engage to refrain

from all direct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at country.

Art. II. Desiring to avoid every possible cause of misunderstanding in the future, the

Imperial Governments of Japan and Russia mutually engage, in case Korea should

apply to apan or to Russia for advice and assistance, not to take any measure in

the nomination of military instructors and financial advisers, without having

previously come to a mutual agreement on the subject.

Art. III. In view of the large development of Japanese commercial and industrial

enterprise in Korea, as well as the considerable number of Japanese subjects

resident in that country, the Imperial Russian Government will not impede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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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위해 자신들의 담보물이 필요했다. 따라서 한반도에 어느 정도

일본과 현상유지를 하면서 만주로 관심을 돌렸다. 베베르와 스페에르는

새 내각구성에도 사실상 개입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한반도 보다는 만주

에 더 관심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계기는 비테(Sergei Yulievich Vitte)의 차관제공 연기113)로

부터다. 당시 러시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한반도보다는

만주지역에 관심이 더 있었기에 포코틸로프를 통해 조선에 러청은행지점

을 개설하여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속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러시아 측이 보인 소극적 태도로 인해 러시아에서 귀국한 민영환

은 군부대신에 임명된 뒤에도 푸챠타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114) 민

영환은 이범진 등 친러파를 매국노라 생각했으며 고종에게도 더 이상 러

시아에 의존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115) 더욱이 1897년 4월 외무대신 로

바노프의 후임으로 무라비에프가 취임한 이후 적극적인 동아시아 개입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의도로 국내 반러시아적 여론

을 증가시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의 제국주의적 침략의도를 알아

챈 이홍장에 의해 시베리아보다는 먼저 1895년 9월 8일 동청철도(東淸鐵

道, CER:Chinese Eastern Railway)협정을 체결116)하게 된다. 이는 삼국

간섭을 피하면서 요동반도의 영유를 방지함으로 일본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단과 방법

의 차이일 뿐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 했다.117) 또한 베베르 공

사 이후 국내 1897년 9월부터 1898년 4월까지 재임한 스페에르(Alexei

de Speyer)공사의 강경한 대한정책은 국내 반러감정을 촉발시켰다. 스페

에르는 조선에 부임하면서 목재·광산·철도이권의 획득, 군대 및 세관 장

악·해군근거지 조차등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구상한 신내각 명단을 통보

"Done at Tokyo, in duplicate, this 25th day of April, 1898." (Ian Nish,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1985, pp.44~48.)

113)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2001, pp. 212~221.

11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1. (15) 당국친위대와 러시아 사관과의 알력의 건,

115) 배항섭, 2008. p.346.

116) 조철호, 초국가적 동북아 철도네트워크의 기원과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제1호, 2011, p.111.

117) 최덕규, 러시아의 대만주정책과 동청철도, 만주연구 제1집, 2004.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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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서 그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수비대를 궁궐에서 철

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118)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독립협회 및

국내 여론의 반러시아적 성향으로 바뀌도록 했다. 초기 ‘아관파천은 일본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국왕은 러시아 공사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공관

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119)’고 독립신문에서 러시아를 바라봤던 시각

이 1898년에 3월에 이르러선 만민공동회의 주요 논점인 러시아이권요구

저지로 바뀌게 된다. 독립협회 회원의 다수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

은 세력임을 고려했을 때 아관파천 이후 여론이 반러시아로 전향되는 것

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독립협회의 초창기 회장 및 위원장은 안경수와 이완용, 그리고 위

원 및 간사원은 대다수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1896년부터 1897년까지 일본의 민비시해사건 및 단발령으로 일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켜준 은인120)이라고 언

급했다. 1898년에 들어서 독립협회는 러시아에는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에게는 그렇지 못하였다. 독립협회는 이 시기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독립협회는 근대화를 목표로 하고 일본을 개화의

모델로서 협력자로 생각했지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독

립협회는 일본 및 러시아에 대해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

를 바라보는 의견이 반러 및 친러의 강도의 차가 시간의 차를 두고 확연

하게 차이가나는 반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일보다는 친러적인 강

도가 지속적으로 더 강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독립협회의 시각으로

고종이 바라보는 시각과 어긋나 상충된 면도 있었다. 고종이 집중했던

바는 러시아와 일본의 문제 이전에 개화로 인한 왕권의 정당성의 문제였

다. 민비의 시해로 인해 일본 및 개화세력에 대해선 다소 민감한 상태였

으나, 국정전반의 운영이 개화파인물들에 의해 진행됐기에 본인 뜻이 주

변인들에 의해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개화당

과 완고당사건으로 결국 고종의 지령을 받은 완고당인원들이 징역을 받

118) 현광호, 대한제국기 주한러시아공사의 활동, 2006, p.136.

119) 독립신문, 1896.11.5., 논설.

120) 박희성, 「독립신문에 나타난 대외인식 연구」, 2013,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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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귀양보내진다. 당시 개화당은121)외국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로 이루어졌는데, 이에는 구완선, 오세광, 이종우, 정훈교, 이준용, 이종

일, 김춘희, 유세남, 홍재순, 현영운, 이종원, 남궁억, 김종한, 유기환, 김

용원, 김각현, 송헌빈, 민상호, 박승조, 홍우관, 현흥택, 팽한주, 현제복,

민상호, 김가진, 심의석, 이윤용, 오세창, 이계필, 이근호, 이상재, 정현철,

정교, 고영희, 권재형, 이채연, 유맹, 현제창, 윤하영, 양흥묵, 정항모, 최

정덕, 신해영, 어용선, 홍재기, 홍정후, 이규환, 손증용, 이대규, 서재필,

이승만, 윤시병, 이재순, 윤치호, 이완용, 안경수, 유학주, 박제순, 임병길,

그레이트하우스, 조병직, 박영효등이 있었다. 여기에 독립협회 회원들은

남궁억, 유기환, 김용원, 김각현, 정교, 김종한, 고영희, 권재형, 이채연,

유맹, 형제창, 윤하영, 앙홍묵, 정항모, 최정덕, 홍재기, 홍정후, 이규환,

손증용, 서재필, 이승만, 유시병, 윤치호, 이완용, 안경수, 유학주, 박제순,

임병길,윤시병, 이재순, 송헌빈, 민상호, 박승조, 홍우관, 현흥택, 팽한주,

현제복, 민상호, 김가진, 심의석, 이근호, 이윤용, 오세창, 이계필, 이상재,

정현철등이다. 고영근, 홍윤조, 조병선, 신해영, 어용선도 개화당쪽의 독

립협회회원이었지만, 고종의 지령에 의해 황국협회가 창설되고 나서 독

립협회를 벗어나 황국협회 회원이 된다.

완고당122)은 개화당에 반하여 군주권을 강화해 전제적 정치제제를

확립하려는 세력들이었다. 여기에는 김홍제, 이인우, 임지수, 황재현, 이

세진, 윤이병, 구완선등이 있다. 고종은 민비의 시해사건으로 일본 및 개

화당인원들을 경계했었다.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해 있으면서 다시 친

일적 관료들과 힘을 합쳐 반역을 꾀할 것이라 생각했다. 고종은 기회가

되면 박영효와 관련된 이들을 없애버리기로 했다. 자신이 직접 나선다면

주변국의 눈치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더욱이 일본이 이를 근거삼

아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완고당 소수를 시켜 개화당원들

을 없애버리도록 지시했다. 고종은 개화당원이 적혀있는 녹지(錄旨)를 완

고당원인 김홍제, 임지수, 황재현 세명에게 줬다. 여기에는 100여명의 개

화당 인물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고종의 지시로 김홍제외 2명은 녹지에

121) 대한계년사2, p.177.

122) 대한계년사2,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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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 있는 모든 명단을 체포 또는 사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립협회 회원들의 일부는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립협회 내 6명, 즉 정교, 유세남, 이종원, 구완선, 이

종원, 오세광이었다. 하루는 이들이 모여 술자리를 같이하면서 앞으로의

정권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 논했다. 유세남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해

논했다. 그러나 구완선은 이를 완고당인 이세진에게 말한다. 고발할 실마

리를 찾고 있던 시기에 구완선의 고발은 시기 적절했다. 구완선이 어떠

한 생각을 갖고 이세진에게 그날 술자리에 있던 내용을 밀고했는지는 정

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자신이 평소에 구완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개화당이 고발될 시기에 자신만 이세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구완선의 고발로 완고당은 개화당원들을 잡

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날 체포당한 인원들은 홍재순, 이종일, 유세남, 구

완선, 헌영운 등이다. 그 외 이종우, 정훈교, 정교, 오세광등은 사전 낌세

를 알아차리고 도주했다. 개화당원들의 체포로 인하여 고종의 계획이 뜻

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관료들의 개화당원들이

었기에 고종은 개화당원들의 뜻을 공식적으로 거절할 처지는 못되었다.

더욱이 완고당원중의 이세진은 개화당원사이에 행실이 나쁜 것으로 알려

졌기 때문에 이세진의 고소가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논의도 분

분했다. 다수의 개화당원들이 체포되고 나서 이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면서 이세진의 그동안의 적절하지 못했던 행실까지 밝혀지게 됐

다. 자연스럽게 이세진은 오히려 개화당원들을 모함했다는 쪽으로 의견

이 기울게 됐다. 이세진의 고발이 오히려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신

의 무덤을 팠던 것이다. 고종만 믿었던 이세진은 당시 정치적 실세를 잡

고 있던 개화당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체포됐던 개화당원들인 이세진, 윤이병, 김홍제는 추후 무고죄가 됐다.

개화당원이 다시 풀려나고 오히려 이들을 고발한 김홍제, 임지수, 황재현

의 완고당원들은 징역을 받아 귀양보내진다.

이세진의 정치적 행동은 독립협회원들에게 있어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맹아였다. 독립협회원들은 당시 발전한 서구문물들을 적극

적으로 수용해 근대시민사회로 변화할 것을 바랬다. 독립협회는 개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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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일부였고, 이 개화당들은 서구문명 및 문물수용에 있어 적극적이었

다. 그렇다고 완고당원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

았다. 구완선 만해도 개화당과 완고당을 오고가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다. 독립협회에 있어 완고당이나 개화당의 구분보다는 이

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했다. 독립신문 1896년 8월 22일 논설

에서는 “우리는 완고당이나 개화당이나 층등이 없게 대접을 하고 완고당

속이라도 나라 위 할 마음만 있고 무슨 일이든지 백성에게 좋을 일을 배

워 가면서라도 결심 하여 행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친구요”라고 언급

한다. 독립협회는 당시 완고당원과 개화당원에 대해 뚜렷한 정치적 의미

를 부여하기 보다는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했다. 위와

같은 일자 독립신문에서 “개화당이라도 겉으로만 개화하였다 하고 속으

로는 사사와 욕심과 잡심이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친구로 대

접도 아니 할 뿐더러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할 터이요”라고 언급한 부

분을 통해 개화당 내에서도 분명 척결의 대상이 되는 정치가들이 있었

다. 독립협회에 있어 문제의 대상은 “벼슬을 도득 한다든지 권리를 얻으

려 하는 사람들”123)이었다. 독립협회에 있어 당시 개화당이나 완고당이

나 당의 의미가 중요 했다기보다는 서구문명에 비해 뒤쳐진 한말 사회의

모습의 계몽과 발전이었다. 당시 완고당 및 개화당원들을 중에서도 명확

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소속이 두드러질 만큼 정치적 활동을 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의

미가 없는 일 일 수 도 있었다. 구체제를 고집하는 사람 또는 개화를 지

향하는 사람에게 독립협회에 있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로의

사회발전과 인민들의 계몽이었다.

독립협회의 이러한 취지는 독립협회가 발간한 독립신문에서 잘 들

어난다. 독립신문 자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독립신문을 읽는 독자들

의 계몽과 독립협회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뜻을 정당화 시킬 수 있

는 정치적 동원이다. 독립협회가 독립협회의 회원등록에 대해 별다른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어느 누구든 독립신문을 구독하고 구독료를

지불하면 회원이 될 수 있게 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지할 만한 재정적

123) 독립신문 1987.7.27.,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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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신문의 구독자의 구독료와 신문을 통해 실은 광고에 대한 광고료

를 통해 얻었다. 이로부터 회원들의 규모를 확장시켜나갔다. 그러나 독립

신문을 구독하고 이로부터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독립협회가 행했던 정

치적 행동에 적극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독립신문을 통해

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독립협회가 당시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고, 시

민사회로의 사회발전 방식과 인민들의 계몽이유다.

독립신문의 편집자의 의도는 백성들을 계몽시킨다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왜 당시 사회가 계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당

시 진화론적 배경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인민이 약하며 천하며

어리석으며 더러우며 나라 위할 마음이 없으며 남에게 천대를 받아도 천

대인줄 모르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분할 줄을 모르는 지라.”124) 독립협회

원들에게 있어 당시 인민들은 천하고 어리석었다. 이들의 기준은 서구문

명이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서구문명의 그 이면을 볼 수 없었던 시대

적 한계 속에 살고 있었다. 나라 발전과 계몽이 절실할 수밖에 없던 것

은 가까운 청이 이미 서구열강들에 의해 지배의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이

고 이로부터 수탈과 착취는 계속되었던 사실 때문이다. 비단 청 뿐 아니

라 서구세력의 본격적인 침탈, 가까이는 일본, 러시아, 영국 등의 내정간

섭을 통해 이미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청과 유사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

었다. 독립협회원들은 약소국으로 전략해 가는 한국을 일으켜 세우고 서

구문물들을 적극 수용했던 개화당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을 넓혀나

가고 자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독립신문이 그리고 있는 사회형태에

서 나타난다.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에서 표현된 사회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는 독립협회가 현재 그리고 있는 이들의 사회의 형태고, 둘째는 앞으

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사회형태의 방향제시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독립협회가 주로 다뤘던 서양 문명에 대한 소개다. 이는 주

로 서재필외 독립신문 편집자들에 의해 계몽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바

다. 독립신문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간 학계에서는 독립신문이 한말

대상으로 했던 독자들은 시민의식을 어느 정도 갖춘 이들이라는 논쟁이

124) 독립신문, 1896.4.25.,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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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왔다. 그러나 실상 독립신문에서도 시민이란 말은 1896년 4월 1일부

터 1899년 12월 4일 폐간되기 까지 47번만 사용됐다. 서구의 문물 및 문

화, 그리고 정치체도 및 사회에 대해 독립신문을 통해 적극 동포들을 상

대로 소개된 것이 맞지만 이들이 근대적인 시민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시민성, 및 시민이란 단어를 통해 그간 독립협회가 추진했

던 사회형식은 ‘시민사회’였다고 귀납되는 논증도 있으나 시민성과 시민

이란 언어가 어느 정도 서구의 그것과 구한말의 상황과 일치 할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1897년 10월 7일, 그리고 1898년 11월 23일 각각 독

립신문에서 시민이라고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것

은‘...각 전 시민들은 각기 격분한 의리로 전문들을 견고히 닫고 각 동리

백성들은 각기 격분한 의리로 내다라 종로로 모여 드니...125), 우리는 조

선 사람으로서 나라가 미개 하고 사람이 학문 없는 까닭으로 남에게 이

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분한하기에126)’라는 부분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듯 근대성을 가진 시민이라기보다는 도시내부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협회가 지향했

던 사회를 배제하고 이들이 현존했던 사회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순수

하게 이들이 한말 근대성의 맹아였다는 논의는 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

으로 구성된 것이다.

독립협회가 구한말 인식했던 동포들에 대한 시각은 이들을 우선적

으로 계몽해야 된다는 성격을 가진다. 독립신문에서 소개하는 서구의 여

러 우수한 문명들과 이들이 가지는 힘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서구의 시민

들이 가지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백

성을 안돈 시킬 정치를 하고 백성들은 아무쪼록 정부 명령을 승순 하여

나라에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여야 조선이 자주 독립 하는 권리를 잃지

않고 세계에 나라 노릇을 하지 만일 정부고 백성이고 자기의 직무를 법

률대로 행하지 안 할 것 같으면 미구에 큰 화가 생길 터이라 화가 한 번

생긴 후에는 도로 태평이 되기가 어렵고 또 나라에 독립권을 남에게 뺏

길 것이 분명 한지라 이때를 타 물론 대소 인민 하고 조금치라도 자기

125) 독립신문, 1898.11.23., 기타.

126) 독립신문, 1897.10.7., 외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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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집과 나라를 보호할 생각이 있으면 구습을 버리고 진보 하는 경계

를 배워 상하가 화합 하고 법률이 명백히 시행이 되면 애증이 없이 사람

을 교제하며 속히 학교를 확장 하여 후생을 가르치고 연설장과 신문사를

많이 배설 하여 남녀노소를 가르치게 하며 사사 생각을 다 버리고 공심

하나만 가지고 관원들이 일을 하거드면’127)는 독립협회의 논설문을 통해

독립협회의 계몽대상과, 왜 계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19세기말 한국은 서구의 시민의식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

이었다. 또한 제아무리 나라가 부의 수준과 군대가 다른 나라보다 뛰어

나더라도 이를 지탱하고 이끌어갈 대다수의 구성원이 이 수준을 뒷받침

하지 못한다면 자주독립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동포들을 대상으

로 하는 계몽교육은 필수적이었다.

독립협회가 지향한 사회와, 현재 이 사회의 형태를 인식하는 바는

서로 계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 동일하지만, 계몽을 하는 대상

과과 계몽을 받는 대상은 다르다는 점에서 다르다. 1899년 6월 8일자 독

립신문에서는 백성을 ‘우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지금 대한 셰가 말못 되 일이 만히 잇스니 우

셩들은 관리의 학 을 견지 못야 각쳐에 민란이 이

러나고 강 이웃들은 밧그로 틈을 엿보아 눈을 흡고 침을

키니 이 를 당 야 시급 졍이 잇슬것 흐면 더옥

대한의 크게 관계 되 일이라 엇지 즁츄원에 쟈슌치 아니 

고 발오 상쥬 야 결쳐 리오.128)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바는 분명 독립신문이 19세기말 한국의 사

회가 계층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우매한 백성’과 ‘관리’는 분명 다

르다. 이들 모두가 시민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측이다. 관리

중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있고, 계몽되지 않은 관리가 있다. 독립협회

에 있어 계몽의 대상은 우매한 백성과 탐관오리다. 계몽이 이전의 한말

127) 독립신문, 1897.2.6., 논설.

128) 독립신문, 1899.6.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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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계급을 다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계몽을 하는 흐름은

남아 있다. 이는 독립신문의 집필진이고 독립신문이 내세우는 서양의 시

민의식이다.

우매한 백성, 또는 계몽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필히 자주독립을 위

해 ‘외국 제도를 본받아 윤색’129)해야 한다. 또한 ‘외국 군제들을 배워 외

국과 같이 장관과 병졸들이 규모잇고 용맹 있게’130)되야 한다. 교육을 통

해 계몽되어야할 대상은 외국의 발전된 문명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야 한다. 한말 사회의 현주소와 이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독

립신문을 통해 중첩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분명 이들을 기준 하는 것

은 독립신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립신문을 통해 계몽의

대상과, 계몽을 하는 대상이 양분되는 것이다. 서재필 및 서구의 교육을

받은 독립협회의 인사들이 후자라면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동포들이 전

자가 된다. 1899년 9월 5일 기타면에 독립협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사회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사이 연 셰력을 인야 농와 쟝로 산업을 힘

쓰며 화 기를 슝샹 되 토디의 쳑박과 긔후의 한열이

부됴 으로 업은 군 이 만코 인물은 졈졈 번셩 고

로 태셔 뎨국이 사회를 러 발달  셰력으로 잇고 업

것을 셔로 교통 며 더운 것을 피며 치운것을 방비 야

셔로 왕케 약됴 며 통샹 기를 슝샹 니 닐바 명

나라이라 이오 둘 샤회의 힘을 말진 사의 지혜가

졈졈 늘어 가매 샤회를 니켜스니  사의 심력으로 외로

이 잇셔 활을 경영 이 아니라 여러 사이 셔로 도아 주

며 셔로 교제야 함게 태평 복을 누리고자 며 각각 명예

를  고 지식을 널이 며 문명에 진보 기를 다토매 샤

회의 힘이 크게 발 야 졍부에셔 졍치와 법률를 곳쳐 샤

회샹에 평화 방침을 시 며 신하와 셩은 각기 긔 직

129) 독립신문, 1897.5.11., 기타.

130) 독립신문, 1896.12.3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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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힘써 나라 마다 융셩 기를 도모 이라 사의 각

 힘이 적으면 지력이 부죡 고 지력이 부죡 면 활

 슐업이 흥치 못 고 슐업이 흥치 못 면 샤회샹에 진

보가 될 수 업고 사의 예비  심력이 업스면 다만 목젼

에 리익만 각 고 일후에 랑패 됨을 보지 못니 엇던 쟝

가 챠를 풀에 버드 나무 입흘 셕고 간 물픔과 파

물픔이 셔로 지 아니 야 일후에 손해가 됨을 모로것 

지라 그런즉 사 마다 예비심과 신의 심이 잇셔 무 쟝

든지 무 업을 경영 든지 뉘게 가셔 고용을 든지 샹

신의를 쥬쟝 여 업을 흥왕케 것이 샤회샹에 긴요

힘이라 현금 대한국이 긔왕 외국과 통샹을 시쟉엿스니 외양

으로 화를 모본것이 아니라 으로 연 력과 샤회력을

궁구 야 아모죠록 문명에 진보기를 각 시오.131)

위 내용의 행동 지침은 첫째, 독립신문은 개하기를 숭상, 둘째, 통

상하기를 숭상, 셋째, 각기 자기 직분을 힘써 나라마다 융성하기를 도모,

넷째, 생업을 흥왕하고 문명에 진보하는 바를 지양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들이 계획했던 한말 사회의 형태다. 이 사회형태는 ‘~하게’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후는 분명 한말 근대시민사회를 엿볼 수 있

는 대목이고, 독립협회가 생각했던 바다. 그러나 한말 사회에서 독립협회

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여러 부분 중에 극히 작은 부분이다. 독

립협회의 시각에서 시민사회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게 발전되

고 문명화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보인 행동, 그리고 현실은 모두 다르다. 독립신문에는 사회를 보

는 두 가지 척도가 있다. ‘계몽을 하는 대상’과 ‘계몽이 되어야하는 대상’

이다.

독립신문의 구독자 명단은 명확히 밝혀지는 바가 없으나 독립신물

을 필두로 어떠한 회원들이 가담했는지는 알 수 있다. 주시경 선생의 도

움으로 서재필이 주필로 있으면서 당시 윤치호, 안경수, 그리고 독립협회

131) 독립신문, 1899.9.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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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고위 관직들은 계몽을 하는 대상들이었다. 서구문명을 대상으로 계

몽을 하는데 있어 특히 다른 나라를 선별적으로 택지는 않는다. 청과 한

국의 문명보다 앞선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의 대상이 된다. 1897년 8월 13

일에 있었던 독립협회 개국 505회 기원절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서구문명

과 국내 전통의 다양한 방식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1차 경축식에 축수가

는 스코트랜드 민요인 Auld Lang Syne(그리운 옛날)의 반주로 진행된

무궁화 노래와 그 외 기독교의 예배 형식으로 축식이 진행됐다.132) 진행

된 축식은 근대적인 경축일의 성격을 지녔다. 2차 경축식에는 궁중음악

의 관현합주 편성을 이룬 악기들로 연주됐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요소들

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근대적인 예식 문화의 형식을 갖기도 했다. 여기

에는 고종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들, 서양의 정치제도를 지향하는

이들,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들, 아펜젤러 같은 기독교 선교사들도 있었

다. 윤치호는 이러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우스웠다’, 또는 ‘사익으로

가득 찬 패거리’133)로 회상하기도 한다. 당시 독립협회에는 여러 주변들

의 이해관계와 서로 얽혀 있으면서 중앙관료로서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

는 자들도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회장과 부회장직을 역임한 안

경수와 이완용이다. 이완용은 이러한 행실 때문에 독립협회에서 쫓겨나

기도 한다. 1896년 11월21일 독립문 정초식이 거행되었을 시기에도 다양

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들이 모였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열

린 독립문 정초식은 무려 5천에서 6천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여기에

는 일반 시민, 정부각부대신, 각 학교 학원 각구 공영사와 외빈들이 참석

했다. 배재학당 학생들은 조선가, 독립가, 진보가, 애국가등의 축가를 불

렀다. 육영공원 학생들은 체조 시범을 보이고, 안경수와 서재필이 연설을

했다. 정초식은 아펜젤러 목사의 기도를 포함해 전반적인 기독교의 예배

형식을 따랐다.134)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행사에서 개국기원절 및 독립문

정초식처럼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한 것은 독립협회가 해체될 시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관민 및 만민공동회에서도 그러했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132) 이정희, 「대한제국기 개국기원절 기념행사와 음악」, 공연문화연구 25권, 2012,

p.157.

133) 1897년 7월 25일 윤치호의 일기.

134) 신용하, 2006,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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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다. 독립협회자체가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져있고, 이러한 흐름

들의 오늘날의 정당처럼 중심을 갖고 조직되기 보다는 각기 다양한 흐름

들만의 중심을 갖고 모든 집회가 이루어 졌다.

독립협회에 참여하고자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자

기존에 있었던 간사원은 위원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1987년 7월 22일에

간사원이 위원으로 통합되면서 추가된 회원들135)은 박정양, 조병직, 이재

순, 민종묵, 이충구, 고영희, 김각현, 김유정, 신재영, 조병교, 박세환, 조

성협, 이웅익, 오명환, 이인용, 김영준, 윤진석, 어윤적, 박희진, 한진창,

김규희등이다. 박정양 및 조병직을 포함에 대게는 당시 중앙관료로 출신

이다. 초기에 백성의 계몽과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기도 했으나 실

질적으로 독립협회의 가입은 주요 정부 관료들의 멤버쉽 정도로 밖에 기

능을 하지 못했다. 추후 안경수의 역모사건이 붉어졌을 때에는 한때 독

립협회에 가입했던 회원들이 독립협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고종의

지시로 황국협회가 결성됐을 시에는 독립협회에 있던 관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고영근, 홍윤조, 조병선, 신해영, 어용선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관직을 이어나가는데 이익이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유별은 유별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안경수,

이완용, 김종한등도 이러한 유사한 배경에서 독립협회가 창설될 시기 초

창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다.

4.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독립협회의 형체

(1897.8.29.~1898.2.26.)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독립협회가 일정한 성숙기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토론회의 역할이 크다. 독립협회의 토론은 1897년 8월 29일

부터 다음해 2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까지 개최됐다. 이 토론회의 형식

은 앞서 언급했듯 로버트 헨리의 ‘의회통용규칙(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의 형식을 따온 것136)이다. 그러

135) 독립신문 1897월 7일 22 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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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회의가 매번 협회가 제시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회의규칙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고자 하였으나, 독립협회 간부조차 이러한 회의의 규

칙137)을 잘 지키지 않고(정교가 회의 중에 다소 소리를 치거나 회의도중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윤치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합당한 주제

가 아니면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를 거부(철광, 삼림, 광산에 대한 외국

인 권한 조사)하기도 했다.

주요사건

임원진
토론회 개최(1897.8.29.)

회장 안경수(1897.8.29.)

위원
김익진(1897.8.29.), 이원전(1897.8.29.), 이병목(1897.8.29.),주상호(1897.8.29.),

이준일(1897.8.29.), 이상재(1897.8.29.)

부회장 이완용(1897.8.29.)

서기 정교(1897.8.29.)

회계 권재형(1897.8.29.), 이근영(1897.8.29.)

제의 이채연(1897.8.29.), 이계필(1897.8.29.), 이종하(1897.8.29.)

<표7>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독립협회 임원진

위의 표처럼 토론회가 시작되고 나서 ‘위원장’제가 없어진 바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윤치호, 이상재가 이 단계에는 아무 임원도

아니다가 다음해 2 월 27일에 갑자기 부회장과 회계가 되기도 한다. 회

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제의, 그리고 사법위원회의 자리가 딱히 중대한

136)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협성회와 유사하게 <회장의 개회선언 → 서기의 회원 출석

확인 → 지난 회의 기록 낭독 → 내빈과 신입 회원 소개 → 회장의 토론 주제 선언

→ 가부 양팀 우의 2인 연설 →ᅳ 양팀 좌의 2인 연설 → 승패 결정 → 제의의 다음 주

토론 주제 발표 → 우의와 좌의의 연설자 결정 → 회장 폐회사> 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 역시 우의와 좌의의 발언에 대해 회원 중에 이견이 있을 경우 회장의 허락을 받

아 1인당 5분 이내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에 회장이 가

편과 부편 에 대한 지지도를 질문하면 큰 소리로 답하여 그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과

승패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지지자들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에 따라 판가름을 하였

다. 만일 결정이 나지 않으면 협성회와 마찬가지로 회장의 의견에 따라 71부를 결정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정옥,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과정」,2010, p.189.)

137) 협회의 관례나 회원의 연설이 규칙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규칙’이라고 소리쳐 정리

시키게 되어 있었다. 실재로 독립협회의 토론회에서 ‘정치’를 외쳐대며 토론을 진행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고 또한 회의도중 회원들이 단순히 나가버리는 경향도 있어 온전

히 독립협회가 지향한대로 토론이 진행됬으리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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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부여받고 정해졌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축

으로 조직이 이끌어 나가졌는데 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한 서로

위계질서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서

열강들과 관계있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각자 발휘했다. 위원장제가 없어

지고 대중을 참여시켜 본격적인 토론활동을 전개한 것은 독립신문과 동

일한 노선 상에서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가치를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하

지만, 심층에는 독립협회 회원들을 둘러싼 또 다른 정치적 흐름을 내포

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의장 및 총대위원의 간부들과 토론에 제한 없

이 참여할 수 있는 동포들은 토론회가 진정 근대적 공론장의 모습을 하

는 듯 비춰질 수 있다. 토론이 진행되는 장면과 토론에 참여한 신분만으

로는 토론회에서 표현된 사회형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정교가 관찰한 관

민공동회의 모습, 즉 ‘이날 오후 2시 종료에서 관민공동회를 계속 열었

다. 각 부와 부의 관리 및 신사, 각 협회, 순성회부인, 각 학교 학생, 가

계 상인, 맹인, 승려, 백정 등이 모두 청첩장을 받고 왔다.138)’라는 기록

을 통해 구한말 사회형태가 오늘날의 시민사회형태와 차이가 없는 것처

럼 비쳐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토론에는 토론을 주관하는 간

부들과 의제 선정, 그리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세력을 통해 독립신문과

유사한 계급의 절단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138) 대한계년사3, p.245.



- 80 -

토론회 토론자 좌의 우의

1 이윤용*, 한규고, 이충용 백성기, 이건경 이경직*, 조병건

2 조민희 권재형*, 이상재* 이채연*, 유빈환

3 · 이계필*, 이병식 현제복, 이종하

4
윤치호*, 유근*, 지석영*, 윤효정*,

김낙집*, 이병식
김재풍*, 안동수 유정수, 김중환*

5 · 방한덕*, 김성진* 이충구*, 김규희*

6 · 한창수, 조병건 우항선, 김성진

21 윤치호* · ·

22 · 김시남, 김원표 이도익*, 이병은

25 · 정항오, 박승조 유영석, 박승봉

34 · 이상재*, 방한덕* 이승만, 장태환

<표8> 독립협회 토론회 토론자 명단

<표9>는 1회부터 34회까지 토론회가 열리면서 알려진 참석자 명

단이다. 당초 독립협회의 토론회가 각계각층이 모여 국가에 대한 사항과

사회의 발전에 대해 논했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표에서 별표 표시(*)를

한 사람들은 정부 관료직인데 실질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된 방식은 정부

관료들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관료로 이윤용은

농상공부 대신이었고, 유근은 유근 전 주사였으며, 지석영은 중추원 의

관, 윤효정은 안경수가 일본으로 도주했을 시 동행했던 인물로 안경수와

한패였고, 김낙집은 전 농상공부 기수, 권재형은 군부 대신대리, 이상재

는 의종부 총무국장, 이계필은 한성부 소윤, 김재풍은 탁지부 사계국장,

방한덕은 농상공무 광산국장, 이경직은 궁내부 대신, 이채연은 한성부 관

찰사, 김중환은 내부 협판, 이충구는 경무사, 김규희는 탁지부 재무관을

역임했다. 제2회 토론회에는 방청인만도 200명, 제8회 토론회부터는 500

명이상이 참가하기에 이르렀다139)고 한다. 500명이 넘는 토론회가 진행

되면서 토론자는 지정토론자로, 과거 토론자도 번복해서 토론을 진행하

는 경우도 있었다. 1898년 독립협회가 가장 활발히 활동했을 시기와 토

139) 신용하, 2006,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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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진행했을 시기는 서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중

앙관료으나 이들이 특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독립협회원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였기 보다는 당시 열강들의 침입에 따른 개화와 민중계몽의 필요

성에서 잠시 적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독립협회가 추후 만민공동회와

분리되어 운영됐을 시에는 거의 중앙 관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표6, 표8). 토론이나 연설회가 모든 이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주로 독립협회 간부에 의해 토론주제가 제기되고 연설됐다. 일례로 1989

년 3월 9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에 연설자는, 이승만, 홍정후등의 간부들

의 재정권과 군사권은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내용의 연설이 진행됐

고 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보내며 옳다는 반응을 보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독립협회만의 목소리를 갖고 토론 발언과 연설을 행한다는 것은 토

론의 의장 및 총대위원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월 13일에 열린 제21회 토론회에서도 이미 예정된 구도로 진행되

어 민중들을 선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열린 토론회의 주제

는 노예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서 이는 궁극적

으로 대한제국이 러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빗대고 있는 것이었

다. 이 토론회에서는 고종이 “어떤 강국의 노예임”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고 나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나라는 시베리아 철도를

부설하고 있으며 그것이 완성되면 완전히 노예화될 것”이라 하여 구체적

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까지 나왔다. 상소 제의는 50대 4로 가결되었

다. 이때 반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완용, 이윤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러나 집회 후 이왼용 등은 자신들도 실제로는 찬성한다고 윤치호에게 말

하였다.140) 결국 독립협회의 토론의 진행은 오늘날 생각하는 토론의 모

습보다는 형식적이었으며 회원들은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

을 조성하여 대중의 사고방식을 이끌어나갔다.

독립협회의 토론회가 표현하는 사회상에 대해 토론이란 표층에서

조망했을 때 근대 시민적 요소라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심층에는 지

도부의 동포에 대한 우민관과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라는 태도가 자리 잡

고 있다. 동포에 대한 우민관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토론을 통해 학식과

140) 윤치호 일기 189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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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을 발전시키는 것141)이고, 정치적 선동의 대상은 집회가 토론이 목

적이 아니라 관리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국정계획과 백성들의 폐단 문제

에 대해 상의142)한다는 점이다. 토론회의 기능이 한말 사회에 국민의 계

몽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토론이 독립협회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은 독립협회의 토론회를 통해 구한말 사

회가 기준이 재설정될 수 있다는 바를 의미한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토론회의 주제를 살펴보면, 조선의 급선무는 교육(1회), 도로 수정(2회),

상무우선(3회), 길가에 밤이면 등불을 켬(4회), 부녀 교육 필요(5회), 국

문사용의 이익(6회), 러시아 및 열강들의 지배 경고(21회), 러시아 부산

절영도 조차 반대(22회), 의회설립토론(25회), 외국인들을 사귐이 중요(34

회)등으로 이루어졌다. 1회, 2회, 2회, 4회, 5회, 6회등은 주로 우매했던

백성들의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던 반면, 후반에 진행된

토론회들 21회, 22회, 25회, 34회의 토론 등은 주로 국정운영에 관한 사

항들로 다루어졌다. 1898년 4월 3일 열린 25회 회의에서 의회설립운동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서 정부의 탄압은 지속됐고 27회 토론회에서

141) 우리는 세상에 무리지어 태어나 끼리끼리 살면서 하늘이 내려준 백성으로서의 떳떳

한 도리를 발달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본회를 설치하고 그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리고 충군애국의 목적과 독립의 기초를 가지고 토론하고 학식과 견문을 발전시키니

백성들이 메아리처럼 반응하여 기본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대한계년사4, p.198.) 요

젼 일요일 오후에 독립 협회 토론회가 뎨 삼회를 열고 토론  문졔인즉 나라를

부강케  방은 샹무가 뎨일노 결뎡홈 우의에 현제복 리죵하씨가 연셜 고 좌의

에 리계필 리병무씨가 연셜 후 회원들이 토론 야  미 잇고 유익 의론들

이 만히 잇더라 (독립신문, 1897.9.16., 잡보.)

142) 근래에 특별회라 칭하며, 장악원에서 빈번히 모이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며칠 전

황제 폐하의 지시에서, 이런 회 저런 회를 따지지 말고 자리를 떠나 모임을 열지 말

도록 하라, 하셨으니, 금번에 종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가 곧바로 말

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곳에서 계속 모여 있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집회에 참석한 회원 일동이 대답했다." 본 집회의 목적은 토론이 아닙니다. 바로

관리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국정 계획과 백성들의 폐단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이

본뜻이니, 자리를 떠나 모임을 여는 경우는 아닙니다”(대한계년사3, p.241), 집회 장소

문제에 대해 정부에 답장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삼가 답장 드립니다. 어제 귀

정부의 답장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에 의거해 조사해보니 독립관이 본래 독립협회의

토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이처럼 종로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는 바로 크고

작은 관리와 백성들이 일차로 협동하여 나라와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니

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토론과는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닙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늘어 회극의 뜻을 펼치기에 편리하고 쉬

우며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음이 없는 본뜻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습니

다. (대한계년사3,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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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침내 정부의 독립협회 운동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는 토론회가 진행

되기도 했다. 마침내 1898년 6월 30일에 황국협회가 조직됐었을 때에는

정부의 고위관리직이 토론회에서 빠지고 남은 인물은 이상재와 방한덕

뿐이었다.

독립협회의 조직이 의회설립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가 백성들 및 정부관료 그리고 고종을 포함해서 가장 활발히 활동이 전

개됐던 시기다. 재정러시아의 침략간섭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독립협회

가 전개했을 시점에서 가장 뚜렷한 정치적 활동을 보였다. 러시아의 내

정간섭과 철도, 그리고 은행 설립등의 의도에 반대한 독립협회의 운동은

한말 한국의 자강운동으로 꼽힌다.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열강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열강들의 착취 저항운동이

일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러시아만 고집하여 저항운동을 벌인 것의 내면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협회 내에서 모두 러시아의 침략정책에 대

해 반대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세 열강들의 침략활동에 대해 침묵을 지킨

회원들도 다수 있었다. 이완용, 안경수 등이 미국 및 일본에게 조차권을

조용히 허용한 사실에 대해 정교는 이를 러시아 건처럼 이슈화 하려 했

다. 그러나 독립협회 내에서 자신처럼 개신유학적 전통을 배경으로 동도

서기파에서 발전한 국내사상에 발전을 받은 사람이 협회의 임원진 내에

서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을 표출하고 토론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후에 이완용의 열강들에게 조차권을 양여한 사실이 조정을

통해 알려지자 독렵협회 내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반적으

로 다른 국가에 대해 저항운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인원들이 수적

으로 적었고, 설상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내정

간섭이 표면적으로 더욱 표면적으로 두드러졌기에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독립협회내의 주요 임원진들의 반러시아감정이 독립협회의

반러시아 운동을 촉진시켰다.

러시아의 만주정책이 이홍장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자 1895년 9월 8일 동청철도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

에 관심을 갖게 된다. 러시아는 이미 차관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고종

의 신뢰를 잃고 있었기 때문에 베베르보다는 좀 더 강압적인 스페이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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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국에 파견한다. 스페에르는 각종 조차권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구상

한 신내각 명단을 통보하면서 한국정부를 위협했다. 스페에르 공사가 부

임한 이후부터 독립협회의 반러시아 운동은 계획적, 지속적으로 진행됐

다. 1898년 2월 9일 만민공동회가 개최됐을 시에는 러시아의 이권요구를

저지하는 운동을 했고 1898년 2월 13일 제21회 독립협회 토론회가 열렸

을 때에는 윤치호가 러시아의 재정간섭을 경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898년 2월 25일에는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조차에 대해 독립협회는 적

극 항의했으며, 1898년 3월 9일 독립협회 주도하에 개최된 만민공동회에

서는 러시아의 군사 교관, 재정 고문관 및 한러은행을 비난하는 모임을

가졌다.

당시 국내에 친러시아계 인사도 있었는데 이들은 김홍륙, 김중환,

이충구, 민종묵등143)이다. 그중 김홍륙은 친러시아의 대표 인물이었다.

김홍륙은 함경도에서 태어난 천인으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었으나 러시아 말을 대충 할 수 있어 러시아 공사의 통역관이 된 지

몇 년 되었는데, 이때 이 관직에 임명됐다144). 이후 외부 대신이 되어 러

시아 공사 스페이에르와 조약을 맺고 곧바로 탁지부 고문관으로 임명됐

다. 독립협회에 있어 김홍륙은 척결 일순위였다. 그러나 한때는 초기 독

립협회 회장이었던 안경수와 함께 춘생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독립협회와 김홍륙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안경수와 김홍륙

이 과거 한때 뜻을 같이했다고 하더라도 친일계열인 안경수와 친러계열

인 김홍륙은 러시아와 일본의 입김으로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고종은 더욱 심해져가는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경계했고 때

맞춰 독립협회는 김홍륙의 관료직에서 제명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홍륙은 몰래 자객을 보내 정교를 살해하려 하기도했다. 반대로

이완용은 김홍륙이 정부의 여러 사람들과 얽혀 나라의 권세를 제멋대로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다.145) 결국 김홍륙은 1898년 8월 러

시아와의 거래에서 횡령한 사실이 들어나 유배를 가게 되고 이에 대한

143) 대한계년사3, p25., 대한계년사3, p30., 대한계년사3, p135.

144) 대한계년사2, p164.

145) 대한 계년사2, p.190., 대한 계년사3,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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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으로 후에 독다사건(毒茶事件)을 일으킨다. 김홍륙은 ‘만약 황제께서

이 약을 드시도록 한다면 마땅히 1천원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며 김종화

를 시켜 약(아편)을 커피에 타서 황제와 태자에게 올리게 했다. 군주는

이 차를 먹고 병환이 들었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1898년 10월 10일

김홍륙은 사형 당한다. 이 사건이후 러시아공사 스피에르는 무라비예프

에게 국내 상황이 러시아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렸다146). 국내

외 정세에 따라 무라비예프는 일본과 한국내정에 서로 간섭하지 않은 것

을 제시하고 이후 니시-로렌협정이 국내 반러운동은 일단락 된다. 독립

협회는 러시아의 철수로 “한국은 이제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는 인식

을 가졌다. 그리고 로젠-니시 협정을 “러시아와 일본이 함께 한국의 독

립을 보장했다.”고 해석하면서 “다는 나라들은 독립을 얻기 위해피를 흘

려야 하는데 비해 한국은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147)하였다.

독립협회가 이처럼 반러운동을 전개하면서 모두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1898년 3월 12일 러시아의 이권침탈과 침략간섭정책에

반대라는 주제로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회장이었던 이완용과 부회장이

였던 윤치호는 의견교환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회를 진행했다.

공동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협회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과 몇 명의 어

떤 연사가 나서 러시아의 침탈 현실을 인민 앞에서 이야기할지등의 사항

이 전혀 조율되고 있지 않았다. 윤치호는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당일에

가서야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보받았다.148) 당시 윤치호가 부회장으

로 정식 취임했으나 협회 내에 지도력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립협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에도 협회 내에서의 임

원들 간에 이견(異見)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윤치호는 소외되어 있었다.

146) James Murdoch, Japan and Russia in the Far East,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70, No. 522 (May, 1900), pp.628~629.

147) 박희성, 2013, p.93., 주진오, 1986, pp.89~90.

148) 윤치호 일기 1983년 3월 10일, 주진오, 1995,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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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국선언상소 이후 독립협회의 형체

(1898.2.27.~1898.10.28.)

반러시아 운동의 정점인 1898년 2월 9일 만민공동회, 2월 13일 제

21회 토론회, 그리고 구국선언상소(1898년 2월 21일) 이후, 간부진은 대

폭 개편된다. 회장에는 이완용이, 부회장에는 윤치호가, 서기에는 남궁억,

회계는 이상재와 윤효정이, 제의에는 정교, 양홍묵, 그리고 이건호가 임

명된다. 독립신문 1898년 3월 5일자 신문에는 임원진의 변경에 대해 따

로 자세한 원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임기가 찬 고로 다 면림

하고 다시 투표 하여’라는 부분을 보아 각 직책마다 임기가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되고 이러한 임기는 아무래도 작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96

년 7월 4일, 87년 5월 27일, 87년 7월 10일, 87년 8월 29일,98년 2월 27

일, 98년 3월 5일, 98년 3월 22일, 98년 7월 21일, 98년 8월 30일, 98년

10월 29일, 98년 11월 29일 동안 임원진이 임기가 다되어 바뀌었다고 한

것은 98년 3월 5일과 8월 30일 뿐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주요사건

임원진
구국선언상소(1898.2.27)

회장 이완용(1898.03.05.), 윤치호(1898.07.21.), 윤치호(1898.08.30.),

부회장 윤치호(1898.02.27.), 이상재(1898.08.30.)

서기 남궁억(1898.03.05.), 양홍묵(1898.03.22.), 박치훈(1898.08.30.), 한만용(1898.08.30.)

회계 이상재(1898.03.05.), 윤효정(1898.03.05.), 이일상(1898.08.30.)

제의 이건호(1898.03.05.), 정교(1898.03.05.), 양홍묵(1898.03.05.)

사법위원
안영수(1898.03.22.), 강화석(1898.03.22.), 홍긍섭(1898.03.22.), 남궁억(1898.08.30.),

정교(1898.08.30.), 김두현(1898.08.30.)

<표9> 구국선언상소 이후 독립협회 임원진 목록

3월 5일 회원들이 재편성 되고 3월 13일에는 독립관에서 경축회가

열린다. 이 경축의 의미는 니시-로렌협정에 따른 한국의 독립을 축가하

는 자리에서 모두가 모였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의 축하자리도 가진

듯 하다. 경축회에서 가운데 국기 부분은 태극모양으로 하고 독립협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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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애국이라는 한글을 새겨 넣은 유약재질로 만든 회표(배지) 제작하여

배부했다. 독립협회가 경축회를 열어 회표를 배부하면서 축하할 시기에

이를 시기하는 집단도 있었는데 이는 김영준이었다. 시종원시종인 김영

준은 독립협회 때문에 러시아와의 우호를 잃게 되었다며 정교를 헐뜯기

시작했다. 김영준의 고발이 점차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자 정부는 황제의

특명에 의해 3월 15일 독립협회 회원 이원긍, 여규형, 지석영, 안기중 4

명을 구속하기 이른다. 정교는 이때 도피해 숨는다. 니시-로렌협정 이후

괄목할 만한 정치적 효과와 이득을 본 독립협회가 이 시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면을 보여준 반면, 조정에서는 독립협회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대다수 친일인사였던 독립협회가 손대지 않

았던 일본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따로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도약서류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을 모아 정부소청149)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종렬, 이문화, 김익로, 김현기, 유치양, 이기묵, 조성훈, 이수병, 이최영,

김운락, 심의승, 권닥섭, 소태구, 강무형, 최기석, 김현익, 이교필, 홍병후,

마튜닌, 김영준, 이건석, 채광묵, 송수만, 홍종우등이 있었다. 정부소청류

는 독립협회가 러시아에 대해 했던 바와 유사하기 일본의 내정간섭에 반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들은 친일인사의 대부분인 독립협회의 인원들

과 대립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독립협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왕

성했던 시기 이후부터 독립협회를 시기하거나 반하는 인사들의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심지어 3월 30일에는 독립협회 회원 홍재욱의 가옥

을 법무대신 이윤이 늑탈하려는 사건도 발생한다.

정부 소청류의 설립과 더불어 독립협회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점차

줄어들었던 계기는 제25회 독립협회 토론회에서 토론주제가 된 ‘의회 설

립’에 관한 토론 이후부터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독립협회의 토론회가 정

부관료 주도로 진행되다가 의회설립에 관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명목을 이어온 계몽과 근대시민사회로의 발전 운동은 일부 소수에 의

해서만 진행됐던 형식을 갖는다(표8 참조). 의회제도는 독립협회의 시각

에 있어 시민사회 및 서양의 발전된 사회처럼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었

다. 그러나 당시 한말 사회질서에 있어 왕을 대신할 만한 정부기구를 설

149) 대한계년사3, p.43, 대한계년사3,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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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다는 일은 독립협회가 제안한 의회제도에 대해 각기 다른 시선들이

있었기에 당시 관료들로부터 협회를 비판할 여지를 충분이 남겼다. 독립

협회가 후에 해산될 위기를 여러번 겪고 결국 해산됐던 것은 ‘의회 설립’

운동을 적극 개진했던 사실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계속 받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정부관료들의 대다수가 독립협회와 적극적인

활동을 그만두기 때문에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어들기 시작했

다. 곧 3개월 이후 황국협회가 조직되기도 한다.

독립협회가 제시한 의회라는 정치체제는 독립협회원들이 주장할

때와, 독립협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볼 때, 그리고 고종이 볼 때 각기

다른 태도를 지녔다. 의회제도에 관한 독립협회의 시선, 고종의 시선, 반

독립협회의 시선에서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치체제는 당시 다르게 이

해될 수 있었다. 독립협회를 통해 표현된 정치체제는 헌의 6조를 통해서

다. 헌의 6조에의 1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들이 앞서 연구의

흐름들에서 언급했던 이들이 고안했던 정치체계가 영국식 입헌군주제인

지, 독일식 입헌군주제인지 또는 외견식 입헌군주제인지, 나아가 공화제

인지에 대한 논의다. 여러 흐름에 대한 논의를 떠나 독립협회가 직접 주

장했던 헌의 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외국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적인 황제의 권력을 튼튼히 할 일.

하나, 광산, 철도, 석탄, 삼림 및 차관과 군대를 빌리는

일 그리고 정부와 외국인이 조약을 맺는 모든 일은 만일 각

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지 않

으면 시행하지 못할 일.

하나,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을 막론하고 모두 탁지부

에서 관장하되 다른 부(府)와 부(部) 및 사적인 회사에서는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릴일.

하나, 이제부터는 모든 중대한 범죄인의 경우 따로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철저히 설명하여 마침내 스스로 자

백하고 복종한 뒤에 시행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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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칙임관은 대황제 폐하께서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일.

하나, 규정[章程]을 실천할 일.

첫 번째 조항만을 통해서 보면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정치체제가

입헌군주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입헌군주제가 당시 현실적인 정치 상황에서 군주와 관료들 사이에 어떠

한 의미를 가지는 각기 다르다. ‘관리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

여 ‘전제적인 황제의 권력’을 튼튼히 할 일의 대목에서 ‘관리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는 것과 ‘전제적인 황제의 권력’의 부분에 어디에

무게가 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변용될 수 있다 하겠다. 전자에 더 관

심이 있던 것은 독립협회에서도 현 정부의 개혁을 적극 옹호하는 정교,

안경수등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후자를 더 강조했던 것은 친정부관료

세력인 남궁억과 윤치호라 할 수 있다. 한편, 헌의 6조와 독립협회의 정

치적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견제했던 속청, 황국협회, 안고당, 및 독립

협회에 있어 일곱 타도대상 관리들은 독립협회의 조약을 과장 해석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독립협회의 시선을 통한 한말 정치체

제는 앞에서 언급했든 헌의 6조의 주장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독립

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소개하면서 서양의 그것도 동일한 형태가 아닌 지

역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협회가 작성한 헌의 6조를 통해 독립협회의 헌

의 6조 주장배경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여섯 가지 조항 중에서 재정(財政)을 바로잡는 일은,

이미 썩 잘된 것도 규정을 실천하는 것도 역시 시행된 성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모든 관리들을 가려서 임명하는 일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고 백성들의 편함과 고통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

웃 나라와 사귀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서 폐하의 권위를 세상에 우뚝 세

우게 하는 것 역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150)’라고 이야기한다. 당시 정

치적 상황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기보다는 각종 부패한 관

150) 대한계년사4,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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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인하여 외세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독립협회는 관리, 예산에 대한 조항, 그리고 열강들의 무분별한 국내 자

원의 착취를 정당성 있는 조항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강화 하고자 했다.

한편, 군주의 시선을 통한 정치체제대한 모습은 다음의 서신의 내용에

표현된다.

어제 여러 대신들이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를

가지고 황제께 아뢰니,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섯 개

조목은 모두 규정 안에서 정한 사안과 관계되니, 모두 실시해

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밖에 또 더 보태 넣어야 할 몇 개 조목

이 있다 장차 조칙(詔飾)151)으로 특별히 반포 하 여 『관보』

에 게재할 것이니 인민들도 자연히 모두 알게 될 것이다.” …

또 말하기를, 대황제께서는 “‘헌의 6조’ 가운데 단 한 글자도

더하거나 뺄 만한 곳이 없다”고 여기시고 계십니다.152)

이처럼 군주는 독립협회의 헌의 6조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독립협회가 제시한 것 외에 군주의 입장에서 부족한 것은 조칙

5조를 통해서 따로 공포했다. 조칙 5조에서 1조 중 ‘중추원 장정을 써 실

시하게 할 것이며’의 부분은 의회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헌의 6조와

151) 하나, 간관 (諫官)을 폐지한 후에 말길이 막히어 우와 아래가 서로 권면

하여 깨우고 가다듬는 뜻이 없으니 빨리 중추원 장정을 정하여 써 실시하게 할

일이며

하나, 각 항 규칙은 이미 한 번 정한 것이 있는데 각 회와 다 못 신문도 또한 가히 방한이 
없지 못 할 것이니 회규는 정부와 중추원으로 하여금 때에 마땅한 것을 참작하여 재정 
하고 신문 조례는 내부와 농상공부로 하여금 각국 규례를 의지 하여 재정 하여 시행하
게 할 일이며

하나, 관찰사 이하 지방관들과 및 지방대 장관들을 현임(現任)과 이미 갈린 것을 물론 하고 
만일 공전을 건몰한 자는 장률을 의지 하여 시행 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저저
이 찾아서 본 임자를 내여준 후에 법률대로 증감 할 일이며

하나, 어사나 시찰들이 작폐 하는 자는 그 본토 인민으로 하여금 내부와 및 법부에 호소 
함을 허락 하여 써 사핵 하고 궁구 하여 징치하게 할 일이며

하나, 상공 (商工) 학교를 설립 하이 써 백성의 업을 권면할 일이라하나, (독립신문,

1898.11.1., 기타)

152) 대한계년사3, pp.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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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칙 5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군주의 태도는 독립협회와 그 뜻을 달

리하는 것 같지 않고 입헌군주제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주

는 “몇 해 전부터 최근에 이르는 동안 규정을 정하거나 법령을 편찬한

것이 비록 옛날과 지금이 다른 점은 있지만, 역시 한 임금의 제도는 될

것이다. 참으로 정부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게

했더라면 어찌하여 항간에서 의견이 물 끓듯이 했겠는가? 나는 매우 유

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고종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

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즉 ‘임금의 제도’라고 하였으니, 의회가 설립되

더라도 이전과 크게 상이하지 않게 군주 중심의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앞서 선행연구에서 주진오로부터 설명된 부분을 참고할만하다.

그는 ‘따라서 헌법은 있으나 그 제정주체는 왕권인 흠정헌법이며, 내각은

존재하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책임을 지는 제실

내각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군주의 시각에선 분명 제

정주체는 군주고 헌의 6조에 따른 군주의 권한이 작아지지 않고 군주의

관할 하 국정을 투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헌의 6조 가운데

단 한 글자도 더하거나 뺄 만한 곳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앞서 군주의 언급에서 ‘어찌하여 항간에서 의견이 물 끓듯이 했겠

는가’의 말은 반독립협회의 시선을 나타낸다. 독립협회가 제안한 헌의6조

대로 한말 정치체제가 변화된다면 이들의 정치적 세력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독립협회의 이러한 정치적 권한이 커지게 되는 것을 견제한 세력

은 군주의 시각에서 독립협회의 헌의 6조는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었

다. 당시 조병식 등은 몰래 홍종우, 송수만 등을 시켜 독립협회를 모함하

기 위해 군주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독립협회가 대통령을 선

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협회의 헌의 6조의 기저에는 공화

제가 그 근본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들에게 있어 독립협회가 제안한 정

치체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제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또한 다분히 헌의

6조가 기존의 조항과 다르게 세 번째 조항에서 의회와 인민의 역할을 강

조한 것으로 보아 다분히 공화제를 이루러했다고 봤다. 헌의 6조에가 관

민공동회에서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하나 실상은 아니었다.

독립협회가 의회 제도를 추구한 것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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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전까지 남아 있던 회원들은 의회제도의 현

실화를 생각했다. 의회의 현실화가 궁극적으로 군주제가 없어지면 안 되

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주변 분위기는 몰아갔다. 실제로 독립협회 내

에서도 안경수와 같은 이들은 군주제가 없어지길 바라면서 역모를 꾸몄

다. 전직 독립협회 회장직을 지냈던 안경수의 이러한 행동은 후에 독립

협회에 있어 지속 불리하게 작용했다. 더욱이 의회제의 현실가능성을 지

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독립협회는 더욱 백성의 계몽보다는 제도개혁이라

는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켰다.

독립협회가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한

국 정부와 러시아 측은 협회에서 떠드는 것이 모두 서재필의 사주 때문

이라고153)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그래서 고종은 서재필이 독립협회의 고

문이 된 것을 매우 싫어했다. 서재필은 비록 미국사람이었지만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이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19세기말 한국에 와

서 국가의 이익을 대표 한 다기 보다는 사익에 더 가치를 뒀다. 알렌도

미국 관리공사의 이익은 고종의 하사의 횟수에 달렸고 러시아의 이익 확

장의 문제는 부차적인 관심사였다. 알렌은 고종으로부터 여러 차례 후한

하사를 받았던 관계고 관료로 친분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 미국과 긴밀

한 관계를 가졌던 관료는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이완용, 윤시병, 이재

순이었다.154)

독립협회의 다양한 세력과 무언가 추진하려는데 있어 다양한 세력

을 통합하여 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재필은 집단보다는 개

인의 활동에 초점을 뒀다. 이는 자신이 ‘계약기간 내의 봉급만 받게 되면

출국 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서재필이 떠난 이후 단

한글자의 소직도 독립협회에 전하지 않았던 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

재필은 독립협회가 창립된 순간부터 독립협회에 귀속되기를 원하지 않았

을 지도 모른다. 서재필은 그가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협회의 창립 때

의장이나 발기인, 또는 간사원 같은 의원직을 행하지 않고 단순히 고문

역할만 했다. 서재필의 존재가 독립협회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

153) 이광린, 『한국사강좌 5–근대편』, 일조각, 1981, p.430.

154) 대한계년사3, p.51, 대한계년사3,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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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독립신문하면 서재필이지만, 윤치호가 지적하길 서재필이 한

국에 왔을 때에는 그의 한국어 실력을 의심할 정도였으니 독립신문의 방

향제시정도만 했으리라 판단된다.

독립협회 내부의 서재필은 협회 외부에서 비춰지는 서재필과 다르

다. 서재필은 독립협회내부에서 미국에서 온 신사이자 독립신문의 고문

일 뿐이었다. 심지어 그의 한국어 실력까지 의심받는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특히 만민공동회원들은 서재필을 다르게 본다. 이들에게

서재필은 상징적 존재다. 미국에서 온 신사로 독립신문을 창간한 존재다.

나라의 자주와 동포의 계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존재다. 만민공동회원

인 최정식, 정항모, 이승만등을 통해 상징적인 서재필의 존재는 확인된

다. 이들은 서재필의 출국을 적극 만류했다. 서재필의 출국 전 ‘각하(제

이슨)는 부모의 나라를 버리고 어느 곳으로 가서 영원토록 변치 않을 이

름을 세우려 하십니까?’라는 서신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재필의 출국은 독립협회에게 정치적으로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

다. 독립협회가 역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조정 내에 돌

았고 독립협회를 모함하는 세력은 더욱 증가했다. 독립협회를 모함하는

주요 인물들은 윤용선, 박정양, 조병직, 민영기, 유기환, 심상훈, 조병호,

이도재, 신석희, 신기선등이었다. 이들 중 박정양과 조병직은 전 독립협

회 회원이었다. 박정양과 조병직은 중앙관료 출신으로 독립협회가 반러

시위를 일으키면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기전 까지 독립협회에 가담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협회가 점차 군주제에 반하는 정치단체

로 성향을 달리하자 독립협회에서 나와 비판하기 이른다. 독립협회에 있

어 박정양과 조병직을 포함한 11명은 독립협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싸

움에서 존속하기 위해 타도의 대상이었다.

독립협회의 관료탄핵과 관련된 본격적인 상소는 1898년 6월 28일

독립관(獨立館)에서 특별회를 통해 토론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독립

협회는 ‘홍범의 정신이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다155)’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라고 군주에게 간곡히 주장한다. ‘정부에 맑은 향기가 사라지고 더

155) 홍범의 정신이란 홍범 14조를 일컫는 것으로 갑오경장 직후 고종이 1894년 12월 정

치 제도의 개혁을 위해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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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찌꺼기가 넘쳐흐릅니다’고 지적한다. 그 대상으로 윤용선, 박정양,

조병직, 민영기, 유기환, 심상훈, 조병호, 이도재, 신석희, 신기선등이다.

이들은 고위직 관료들의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여 군주에게 상소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정부 참정 윤용선은 무릅쓰고 녹봉이나 타 먹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것, 둘째, 내부 대신 박정양은 큰 일이나 작은 일, 높은 관리

나 낮은 관리를 거간꾼의 물건 보듯하는 일, 셋째, 법부대신 조병직은 기

강이 문란해지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음, 넷째, 군부대신 민영기는 병서에

전혀 어두워 편성하는 제도도 익숙히 알지 못함, 다섯째, 외부 대신 서리

유기환은 외교의 정성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외교 공관에서 손님을 맞이

하는 예법에 어두움, 여섯째, 탁지부 대신 심상훈은 부세가 고르지 않고

화폐가 넉넉하지 못하며, 간사한 꾀가 거듭 생겨나 나라살림이 곤궁하게

줄어다는 점을, 일곱째, 학부대신 조병호는 실속은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

게 물든 까닭에 실질적인 학문에 힘쓰지 않음을, 여덟째, 농상공부대신

이도재는 농민은 그 일을 잃었고 상인은 그 이익을 잃었으며, 물건을 만

들려 하나 방법을 몰라 이름과 실상이 믿음을 주지 못함을, 아홉째, 경무

사 신석희는 경호가 엄밀하지 않아 소인배들은 불쑥 뛰어 들고 정직한

사람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열째, 중추원 의장 서리부장 신기선은 편

의대로 내외 관직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통로로 만들고 있음등이다.

이들은 ‘이제 이 중추원의관인 신하들이 제멋대로 상소하고서 잔인

하기 그지없는 옛 법을 회복하려고 하여, 폐하의 지극히 어지신 성덕으

로 하여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 부끄러움을 끼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들은 마땅히 한 번 크게 징계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삼

가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이들을 모두 쫓아내시어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하소서’ 이러한 밀고로부터 독립협회의 정치적 투쟁이 본격화 된다. 독립

협회가 이들을 탄핵할 것을 군주에게 상소한 만큼, 밀고당한 이들이 독

립협회에게 적이 된다. 이것을 원인으로 독립협회는 정치적 공격을 받고,

추후 조병직의 상소로부터 독립협회원 17인을 체포하는데 있어 정치적

원인이 된다. 독립협회가 이렇게 정부의 주요관직의 인사들을 밀고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주는 달갑게만 바라보지 않았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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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관직들을 뚜렷한 명분 없이 탄핵시키는 것

은 외세로부터의 또 다른 압력을 불러올 것이고, 독립협회를 반대하는

인사들로부터 더 많은 밀고와 상소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군주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는 심순택, 윤용선, 이재순,

심상훈, 민영기등 관료의 탄핵을 주장하는데 굽히지 않았다. 이들의 세력

이 명확히 제거가 되어야 이들이 주장하는 헌의 6조를 실행할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독립협회의 반정인사투

쟁을 통해 조병직등 7인을 탄핵하는데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나 다

시 정부 인사들은 독립협회를 탄압할 구실을 찾아 다시 정계에 복귀하기

이른다. 6월부터 조직된 황국협회와 보부상원들 및 독립협회를 피곤하게

생각했던 군주의 입장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독립협회에 대한 비방이 점차 공격적으로 행해진데 있어서 독립협

회도 지난 도약서원류의 정부소청이 구성된바와 같이 1898년 7월 1일 장

악원에 소청을 개설한다. 소청은 중앙 관료들이 모여 건의 및 상소를 하

던 장소를 말하는데, 이곳에서 독립협회는 각종 탐관오리에 관한 죄를

고발하기 이른다. 독립협회의 정치적 성향도 니시-로렌협정이후로 대외

관계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국내정치의 상황에 더욱 관심 갖기 시작했

다. 이들의 탐관오리를 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정치적 적들은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

독립협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일정한 정치적 가치를 추구했다면 백

성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여기를 남겨둘 수 있었지만, 독립협

회 내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일부는 실재로 역모사건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역모사건의 주동자는 이전 독립협회

회장이었던 안경수였다. 안경수의 역모계획은 일본 측과 긴밀하게 추진

되었지 독립협회 내에서 회원들과 함께 진행되지 않았다. 안경수의 측근

에 있던 인물들을 제외하고 안경수의 역모사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

한 독립협회내부의 분열적 모습은 독립협회가 국내 탐관오리들을 고발하

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는데 일부 이들의 비방이 사실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게 했다.

당시 안경수의 측근에는 김가황, 김재은, 김재풍, 우남규,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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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이용한, 이조현, 이종림, 이충구의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군사

로 황제를 핍박하여 황태자로 대리하게 하고 국정을 개혁156)하려 했다.

독립협회내 윤치호등의 무리는 안경수의 이러한 계획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사실 독립협회 내에서도 윤치호와 안경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윤치호는 독립협회가 더욱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에 대

해 반대했고 안경수는 적극적으로 군주제를 타파하고 입헌군주제가 실현

되길 바랬던 인물이다. 사실 안경수가 이러한 정부타도사건을 계획하게

된 데는 일본의 영향이 있었다. 안경수가 자신의 역모사건이 실패로 돌

아가자 나머지 의지할 곳은 일본밖에 없어 그곳을 망명하게 된다. 독립

협회의 창립세력중의 한 인물이자 회장까지 역임한 그가 역모사건을 꾸

몄다는 것과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고종이 그동안 일본의 침략과

간섭에 대항하는 정부 소청류를 설치하고 군주제를 강화하려했다는 점에

전면 대치된다. 안경수의 이러한 행동은 서재필의 출국이후 독립협회의

존립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독립협회내의 정부 관료들이 협회를 빠져나

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안경수의 계획을 전혀 몰랐던 윤치호 외에

안경수의 이러한 계획을 알고 고발한 사람이 협회 내에서 있었다. 협회

자체의 붕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독립협회는 당시 혼란스러웠다.

계획을 고발한 사름은 이남희였다. 이남희는 안경수 측근으로 역모사건

에 함께 했던 이들 중 한명이다. 그러나 이남희는 안경수의 역모사건 전

모를 탁지부(재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대신 민영기에게 밀고했다.

이남희가 비록 고종인사계로부터 고발 건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지라도 독립협회 자체가 안경수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철저한 안경수파 잘라내기를 통해 역모사건 전모에 대해 알지 못

했던 윤치호의 측근들로부터 사건은 어느 정도 수습될 수 있었다. 안경

수 사건으로부터 독립협회는 주변국의 시선보다는 이들의 정치적 생명력

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여러 당과의 위치도 고려해야만 했다. 윤치호와

다르게 독립협회의 지속성을 위해 협회 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민감했던

이는 정교, 현제창, 이건호 등이였다.

비단 지난 러시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은 일본을 포함하여 열

156) 대한계년사3,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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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의 여러 정치적

세력들 간의 알력과 함께 진행됐다. 독립협회 내에서 정교, 현제창, 이건

호 등은 지난 열강들에게 자원개발권을 내준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내 처

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협회내의 다른 세력들, 즉 윤치호, 이진수, 남궁억

등은 이점에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이들은 국내 관료들과 가깝게 지내면

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남궁억은 정부 관료와 독립협회 사이에서 이중적인 사람으로 이미 반독

립협회쪽으로 의견이 기울은 정부 관료들에게 독립협회의 약점을 여러

번 고발한 적이 있었다. 이로부터 자신은 정부 관료가 되려고 했다.

1898년 9월 13일 독립신문에서는 지난 자원개발권을 내어준 사람

들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 나라에 철로와 광산

과 산림 일절로 독립 협회에서 전전 일요일에 공의 하고 회원 중에 조사

위원을 선정 하여 외부에 보내어 조사 하여 오라고 시켰더니 그 조사 위

원이 돌아간 일요일 통상회에 보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대로 좌에 대강

기재 하노라157)’ 사실 독립협회는 외국에 대해 국가의 자주적 권한을 주

157) 국 오 삼년 갑오 칠월 이십일에 죠션과 일본이 잠간 뎡 합동 약됴 쇽에 우리

나라 졍부의 다림을 리뎡 다 졀목 즁에 셔울과 부산과 셔울과 인쳔 두 에 쳘

로를 챵시 여 노흘 일인 이 약됴 기시 외부 대신 김윤식씨와 일본 공 대죠규

씨가 합동 엿스며 / 건양 원년 병신 칠월 일에 미국 사 졔임씨모어시씨의게 셔

울과 인쳔 이 쳘로를 허락 고 역 친 후 십오년의  우리 나라 졍부에셔

그 쳘로를 사기로 다 이 약됴 기시 외부 대신 리완용씨와 롱샹공부 대신 죠

병직씨와 미국 공 쓰모쓰씨가 합동 엿스며 / 건양 원년 병신 구월 삼일에 법국

피브낼 회샤원 그리요씨의게 셔울과 의쥬 이에 쳘로를 허락 고 그 역 친 후

십오년의  우리 나라 졍부에셔 그 쳘로를 살터이라 이 약됴 기시 외부 대

신 리완용씨와 롱샹공부 대신 죠병직씨와 법국 령 갈림덕씨가 합동 엿스며 / 건

양 이년 삼월에 우리 나라 졍부에셔 덕국 쟝  사으로 더브러 광산 일을 약

됴 엿 한 이년 안에 광산 을 골나 엇은 후에 금을 되 그 한계 넓히가

십리요 길기가 륙십리인 한은 이십 오년이며 금을 셔 분에 이십 오분은 우리

나라 졍부에 밧칠 일이라 이 약됴 기시 외부 교셥 국쟝 김각현씨와 롱샹공부

광산 국쟝 김룡원씨와 덕국 쟝  사 셰챵양 화리덕씨와 합동 엿스며 / 건

양 원년 병신 월 십칠일에 궁부에 붓흔 으로 써 미국 사 졔인씨모어시씨로

더브러  회샤를 쳬결 야 죠션 광 회샤라 일커러 그 금광  권리를 평안도

운산  고을 경에 오로지  게 되 한인즉 이십 오년이라 기시 궁부 대

신 리슌씨가 허락 엿스며 / 건양 원년 구월 구일에 아라샤 해삼위 일등 쟝 

 셩 리너씨의게 죠션 샹목 회샤의 권리를 허락 야 이십년으로 써 쟉뎡 고

관유디 산림에셔 나무를 치며 나무를 기르되 두만강 샹류 오른과 무산과 울릉도와

밋 압록강 죠션 변디에 량의 야 넓게 역를 되 그 회샤의 리죠 즁에 고금의

이십 오고 우리 나라 졍부에 밧치기로 엿다 이 약됴 기시 외부 대신 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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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고 해서 한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식민지욕은 감내할 수 없었다.

독립협회 내부에서도 열강들에게 삼림, 광산, 철도 개발권을 열강들에게

허락해주기도 했다. 독립협회는 표면상으로 자주국임을 내세웠지만, 독립

협회 내부에서 자국에 대한 인식과, 열강들에 대한 태도가 상이했다. 정

교는 이 점을 알고 있었고, 점차 개방되어가는 삼림, 광산, 철도 개발권

을 누가 허가했는지 소상히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원개발권을

열강들에게 부여한다면 어느 순간 독립의 권리도 일게 될 것이라 생각했

다. 평소 관직을 얻는데 사심이 있었던 남궁억은 정부 관료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정교의 이러한 태도가 부스럼을 살 것 같아 정교의

행동을 만류했다. 또한 평소 서양세력들에게 환심을 사길 원했던 윤치호

도 정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윤치호는 평소 외국인

을 두려워하고 꺼렸기다. 정교, 현제창, 이건호는 제안대로 자원개발권을

비준한 인사가 누구인지 조사 실시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윤치호, 남궁

억, 임진수등은 정교를 반대하여 회의를 열지 않으려 했다. 이때 만 해도

독립협회의 새규칙서가 발간될 시기였는데, 새규칙서에는 회원참여인원

이 전체 회원의 1/3이상이 되어야 회의를 열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발간되지 않은상태여서 정교는 조사를 시행하고자하는 회의

에 일정 회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 점을 통해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치호는 이에 대해 새 규칙서를 집어 던지면서 새규칙대로 회의를 개최

않하는지 불반을 표했다. 또한 임진수는 정교가 두려워 회의를 개최하지

용씨와 롱샹공부 대신 죠병직씨와 아라샤공 위씨가 합동 엿다더라 / 광무 이년

칠월 십칠일 외부 대신 셔리 유긔환씨가 덕국 령 구린씨의게 답 죠회 고 강원도

김셩당고 금광을 덕국 쟝  셩 셰챵 양의게 허락 엿스며 영국 공 쥬

리뎐씨의 구쳥  금광과 법국 사의 구쳥  금광은 방쟝 샹지 즁이라 

이것은  엇지 될지 아즉 모를너라고 엿스며 / 광무 이년 무슐 팔월 일일에

덕국 령 구린씨가 우리 나라 외부에 죠회 야 일컷기 셔울과 인쳔 이와 셔울

과 의쥬 이에 쳘로 허락 젼례를 의지 야 셔울과 원산 이에 쳘로를 놋켓노라

고로 팔월 십오일에 기시 외부 대신 셔리 유긔환씨가 답 죠회 기를 우리 나라 쳘

로국에셔 쳘로를 쟝 레로 노흘터인즉 임의 약됴 뎡 것 외에 일졀히 외국 사

의게 허락 아니 겟노라고 엿스며 / 광무 이년 구월 일에 셔울과 부산 이 쳘

로를 일본 사의게 허락 엿 그 약됴인즉 셔울과 인쳔 이와 셔울과 의쥬 

이 쳘로의 젼례를 의지 엿 아즉 그 약됴에 인을 아니 엇더니 독립 협회에셔

죠 여 온 후 잇흘에 당시 외부 대신 셔리 박졔슌씨와 일본 공 가등증웅씨가

이 약됴를 합동 엿스며.(독립신문,1898.9.13.,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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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배회하다 정교에게 ‘너는 서기이면서 회의를 열지 않으려고 몸을

피했구나. 내가 네 뱃속에 칼을 꽃겠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다.

삼림, 광산, 철도 개발권의 양도건에 대해 조사는 계획대로 실시됐

고 그 결과 독립협회 회원이 참여하여 여러 자원 개발 권한을 양보한 것

이 확인됐다. 이완용, 조병직은 미국공사 제임스 모스에게 경인철로를,

프랑스 영사 플랑시에겐 이완용과 조병직이 경의철로를, 박제순은 가토

마스오에게 경부철로를, 이재순은 제임스 모스에게 조선개광회사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각한과 김용원은 독일인 발터에

게 광산개발계약권을, 유기환은 독일인 크리인에게 강원도 금성에 당현

광산개발권을,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브리너에겐 조선망목회사를 이완용

과 조병직이 권한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삼림, 광

산, 철도 개발권의 양도는 이완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혀졌다. 이완

용은 독립협회 안경수 다음 회장이었다. 서재필, 안경수 그리고 이완용의

행동은 점차 독립협회가 정부관료로 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협

회 내에서 회원들 간의 분열을 촉진시켰다. 윤치호와 정교가 생각하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역할은 분명 달랐으며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독

립협회 내에서 점차 근본적인 취지를 잊어버리고 무차별적인 정부저항적

인 특징으로 변모해 나간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완용은

축출당하고 이후로 7월 21일 부로 윤치호가 독립협회 회장이 된다. 윤치

호는 독립협회가 점차 무차별적이고 정부저항적인 특징으로 나아가는 것

을 경계했고, 만민공동회가 독립협회의 통제를 떠난 이후부터는 사실상

독립협회가 형태가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변형된 상태라고 생각했다.

정치적 행동으로 탐관오리의 고발 및 독립협회 내부에 부정관료

척결운동의 일환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용익도 윤용선, 박정양, 조병직,

민영기, 유기환, 심상훈, 조병호, 이도재, 신석희, 신기선에 이어 고발 대

상이었다. 독립협회는 이용익이 광산 개발로 전국에 해를 끼치고, 무절제

한 인삼농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며, 화폐를 마구잡이로 주조하

여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했다고 고발하며 탄핵을 모의한다. 여기에는

정교, 남궁억, 나수연 임진수등 10명이 참여했다. 윤치호는 이 탄핵모의

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궁억 또한 앞서 이완용의 고발건과 유사하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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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 이진수처럼 정부관료 고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정교와 한

패를 이루어 탐관오리 고발에 함께한다. 남궁억은 1863년생으로서 1883

년 동문학에 들어 갔다가 1회 졸업생으로서 해관에 취직하였다. 1884년

우정국 사사를 지냈으며 1886년에는 고종의 영어 통역으로 종사하다가

1887년 유럽주재 공사로 부임하는 조민록의 통역관으로 출국하였으나 청

국의 방해로 되돌아 왔다. 1893년 칠곡부사로 나갔다가 1895년 4 월 박

영효가 내부대신이 되면서 내부 토목국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박정양

의 후임으로 내부 대신에 취임한 남정철에 의해 1897년 9월 해임되었

다.158) 남궁억은 정부관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 관료가 되

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다. 남궁억과 나수연은 정부관료인 심상

훈, 민영기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다. 군부대신 심상훈은 추후 독

립협회가 제거해야할 7적중의 하나로 반 독립협회 인사였다. 남궁억은

정부 관료들과 관료를 구하려고 반독립협회인사들과도 교류를 했다. 이

용익이 탄핵된다면 분명 이용익과 같은 세력인 심상훈도 탄핵당할것이

뻔했다. 따라서 남궁억은 나수연을 시켜 반독립협회 세력인 심상훈에게

이용익 탄핵모의건을 알려 먼저 피하길 원했다. 그러나 심상훈은 이를

정부에 알렸고 탄핵모의사건의 전모가 알려지게 됐다. 독립협회의 탐관

오리 척결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정교는 이에 분개하여 ‘우리 평의원 가

운데 대신과 몰래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

겠는가? 나는 관여하지 않겠으니, 너희들 멋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밖으로 나갔다. 분명 이러한 ‘몰래 내통’하였기에 다른 평의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회원들로부터 정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어려웠다. 남궁억과 나수연은 탄핵 건에 같

이 참여하였으나 이들이 속셈은 궁극적으로 정교와 뜻을 달리했다.

독립협회가 내부 분열과 이로부터의 외부 정치세력의 비판이 가중

되어 나타났던 것은 독립협회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했기 때문이다. 당시 고종은 정부소청을 설치하여 일본의 내정간섭에 반

하는 소청 설치했다. 이러한 고종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는

1898년 8월 14일 이토히루부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친밀의

158) 주진오, 1993, p.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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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한다. 이토히로부미가 8월 24일 서울에 이르렀을 때 독립협회 회

원들은 적극적으로 이토를 환영했다. 독립협회 내에서도 친일적인 성향

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표5>처럼 혼재해 있었는데 특

히 회원 이인영의 시각에서는 독립협회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적극적

인 환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토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독립협

회위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를 접대했다. 총대위원 고희준이 영접

하고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 평의원 종교 및 이건호는 모두 시를 지어

그에게 바쳤다. 일주일 후 이토히로부미가 출국을 위해 인천으로 항했을

때에는 최상돈등 세명은 독립문의 그림이 그려진 은제(銀製) 찻잔 한 벌

을 바치기도 했다. 이 찻잔 선물은 윤치호가 독립협회원들과 일절 상의

없이 너넷사람과 함께 바친것이었다. 이인영은 이를 보고 정교에게 ‘독립

문을 그려서 이토히로부미에게 준 것은, 곧 우리나라 독립의 권리를 일

본에게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독립협회의 친일적 행동은 일본에 있는 박영효와 함께 군주제를

위협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윤치

호는 독립협회가 정치적 단체로 성장하면서 주변에게 괜히 적대감을 살

필요 없다고 느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에는 독립신문에 ‘몰나요’라

는 필명으로 독립신문에 기고하곤 다.159) 회장인 윤치호도 당시 정세가

올바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바를 인지하고 있었고, 더욱이 독립협회가

국내외적인 정치적 운동이 활발히 됨에 따라 독립협회는 주변 단체들과

협력하여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조병식이 이끄는 황국중앙총상회와

함께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이종래, 이인영, 조병식등이 주

축이 되어 상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조병식은 후에 황국중앙총상회장이

되어 황국협회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독립협회(獨立協會)를 타도하는데

선봉서다가 오히려 독립협회의 처벌 요구로 통진에 귀향이 보내지기도

했다.

159) 1898년 9월 15일 독립신문에는 황실의 외국인 고용 항의건에 대해 윤치호는 ‘몰나

요’라는 필명으로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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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민공동회 이후 독립협회의 형체

(1898.10.29.~1898.12.9.)

독립협회가 여러 정치세력과 단합하여 전개한 운동은 관민공동회

에 이르러 대규모의 모임이 된다. 그러나 관민공동회는 규모만 컸지 공

동회에 모인 인원들이 실재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부족했다. 많

은 이들이 관중이었고, 윤치호의 기록에 따르면 중앙관료도 이렇게 많이

모인 관중들 때문에 모인 것도 없지 않았다. 독립협회가 의회설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이후 중앙관료들은 독립협회의 정치적 운동에 가담하

는데 있어 참여하지 않았고 이날 모인 군중들은 따로 정치적 뜻을 갖고

모였다기 보다는 서울시내 한가운데열린 관민공동회가 일정한 행사 형식

을 갖고 개최됐기 때문에 집회에 모인 것도 없지 않았다. 독립협회에서

주요관료들과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황국협회로부터 탄압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들 군중은 따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독립협회의 탄압에 대

해 어느 정치적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독립협회 토론회도 상황은 마찬

가지였고 황국협회가 조직된 이후에는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은 자취를 감

추고 이상재와 방한덕만을 주심으로 토론회가 전개 됐다. 1898년 10월

28일 개최된 관민공동회의 첫째 날에는 독립협회 위원회 및 관중들만 참

여했다.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나서 독립협회는 대대적으로 임원진 몇 명

을 교체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건

임원진
관민공동회(1898.10.29.)

회장 윤치호(1898.10.28.)

부회장 이상재(1898.10.29.)

사법위원 남궁억(1898.10.29.)

<표10> 관민공동회 이후 새롭게 배치된 임원들

독립협회는 공동회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려했다. 이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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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당하고 나서 실무는 윤치호 중심으로 이미 진행됐지만, 공동회 개최

를 통해 새롭게 회장을 발표한 효과는 새로운 독립협회 회장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가졌다. 이전 회장들인 안경수, 이완용이 정부역모

사건 및 조차권을 팔아넘긴 사실에 대해 관민공동회의 개최와 함께 새롭

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공동회 장소는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어 많은 관중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볼 수 있게 했

다. 10월 28일 종로의 대회장에는30 × 60피트의 천막을 치고 국기를 높

이 달았으며, 회장에는 목책을 둘러쳐져있었다.160) 독립협회 회원들이 모

여 대규모의 연설회가 서울 한복판에 열렸을 때 당시 길이라도 가다가

호기심이라도 이 공동회에 참여하여 구경이라도 하지 않은 서울시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경계했다. 독립협회가 지난 토론회에서

의회개설 문제와 안경수의 역모사건이후로 정치적 오해를 살 여지를 많

이 남겼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독립협회가 군중들을 동원해 정국을 혼란

스럽게 하길 원치 않았다. 따라서 박정양은 윤치호와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이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치

호는 이를 무시하고 관민공동회개최를 감행한 것이다. 관민공동회가 개

최됐던 첫날에는 약4천명의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첫날 관민공동

회가에는 독립협회가 의도한대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

1. 황제와 황실에 불경한 언행은 엄금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정치를 옹호하는 연설을 금한다.

2. 우리가 겪는 불행은 우선 우리의 책임이므로 우리와

조약을 맺은 외국을 모독하거나 외교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금한다.

3. 우리는 양반과 상민이 모두 동포 형제로서 이 대회에

모인 것이므로 누구든지 서로 모욕적인 언행은 엄금하며, 우

리가 규탄했던 전임 대신들에게도 불쾌한 언행을 금한다.

4.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보다도 자기의 풍속을

160) 신용하, 2006, pp.483~484.



- 104 -

사랑하므로, 상투를 포함한 사회관습개혁에 대한 논의는 금하

며,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만을 행한다.161)

첫째항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치를 옹호하는 연설을 금한다’라는

말을 첫 번째 언급한 것은 독립협회가 종로에서 열린 것을 반대했던 정

부관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다. 고종은 ‘이런 회 저런 회를 따지지 말고

자리를 떠나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다’162)라고 하여 독립협회가 대규

모로 집회를 여는 것을 반대했다. 정부관료들도 독립협회가 군주제에 반

하는 정치제도를 두고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인지 윤치

호는 첫날 첫대목에 대해 독립협회의 모임의 취지를 명확히 한다. 사실,

이러한 목적은 고종의 허가 없이 종로에서 공동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곳에 참여하지 않은 관료들에게 독립협

회가 반정부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추후 관료들의 동원을 사

기위한 전략에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첫날에는 대규모의 관중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부관료의 초대를 받아내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나 첫

날의 성과로 정부관료들은 이튿날에 개최된 공동회에 참석하기로 한다.

고종은 ‘많은 관리와 백성들아 모여 썼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그 목적을

들어보도록 하라. 찬이슬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 밤은 깊은데 그대로 머

물러 있다고 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163)’ 라고 언급해 정부관료의 공동회 참여를 허가했다. 박정양은 윤

치호와의 서신에서 ‘금번의 이 집회는 단지 일개 독립 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와 백성이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이니, 중앙 지역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옳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즉각 마땅히 나아가 참

석하겠습니다. 사정을 살펴 헤아리시기 바람니다.’164) 라고 언급하여 만

민공동회에는 많은 관료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 자리에 독립협회의

청첩에 따라 황국협회, 황국중앙총상회, 찬양회, 협성회, 광무협회, 진신

161) The Independent, Vol. 3 No. 128, November 1st, 1898 ‘An Assembly of All

Caste’.

162) 대한계년사3, p,243.

163) 대한계년사3, p.244.

164) 대한계년사3,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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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친목회, 교육회, 국민협회, 진명회, 일진회, 보신사등의 사회단체들이

참가했다.165) 반독립협회 인사들도 집회에 별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지

않고 참여했다. 수도 한복판에서 현수막을 걸고 진행된 공동회에서 수많

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모임이 공화제나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첫날에 공표하였으니 대규모 사람들이 모인데서 불쾌한 심리를

들어내 민심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었다. 나아가 헌의6조를 발표했

을 때에는 정부 대신도 모두 ‘可’자 밑에 서명하였다. 여기에는 민영환,

박정양, 이종건, 서정순, 김명규, 한규설, 고영희, 권재형, 이용직, 민영찬,

이채연, 심상훈, 민영기, 이재순, 조희일등이 서명했다.166) 그러나 윤치호

가 “정부탄핵하는 데 각대신과 주요관리가 와서 관민공동회의 기관을 이

룬 것은 그들이 본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맘이 있어서 참석한 것이 아

니라 여론이 무서워서 참석하였던 것은 그 후의 행동으로 봐서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고 한 바와 같이 이때 수구파 대신들인 문영기, 심상훈,

이재순, 이용식 등이 참석하여 서명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민중

의 거대한 압력에 굴복한 때문이었다.167) 사실 박정양, 이종건, 서정순,

김명규등은 모두 후에 징계를 받을 번 하다 면제된다.168) 윤치호의 ‘개최

하고 보자’식의 공동회 이후 대다수의 여론이 독립협회쪽으로 기울자 마

침내 황제는 헌의6조를 동의하고 추가로 조칙5조를 내려 의정부참정 박

정양의이름으로 11월 2일자로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한다.

그러나 1898년 10월 29일 관민공동회 개최이후 10일 만인 11월 4

일부터 5일까지 독립협회원 17인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다. 체포는 이

전 찬정 조병식이 독립협회가 자신을 탄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됐

다. 수구파 인원들은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에 따라 자기들이 정권에서 세

력을 읽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조병식은 친러 수구파로 독립협회의 반러

시아의 태도 있어 타도 대상이었다. 고종은 여러 차례 집회를 갖고 상소

를 올려 따지는 독립협회를 꺼려했는데 조병식은 이 부분을 이용하여 독

립협회원을 체포하는데 앞섰다. 조병식이 고종에게 독립협회를 모함한

165) 신용하, 2006, p.489.

166) 대한계년사3, p.248.

167) 신용하, 2006, p.492.

168) 대한계년사4,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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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익명서를 작성해 ‘독립협회가 1898년 11월 5일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서 이상재를 내부대신

으로 정교를 외부대신으로, 그 나머지 회원 가운데 이름난 사람들을 각

부 대신 및 협판으로 선출하여,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 로 바꾸려

고 한다’였다. 이에 따라 고종황제는 명단에 실린 사람들을 체포토록 김

정근에 시켜 독립협회 17인(이상재, 방한덕, 유맹, 정항모, 현제창, 홍정

후, 이건호, 변하진, 조한우, 염중모, 한치우, 남궁억, 김두현, 정교, 김귀

현, 유학주, 윤하영)을 체포하도록 지시한다. 모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

게 되었다. 남궁억은 정부관료 민영기와 심상훈과 암암리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어서 자신은 체포되지 않을거라 믿었다. 그러나 정부사람

길영수가 남궁억의 이름을 잘못 섞어 17인 중 자신도 체포목록에 포함되

어 체포됐다. 그는 스스로 “지금 체포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역시 잡

혀 들어왔으니, 매우 괴상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황을 살폈

다. 남궁억은 독립협회 총대위원중 한명이다. 독립협회의 총대위원은 독

립협회원들과 뜻을 같이한 다기 보다는 남궁억의 행위를 통해 개인의 사

의를 기반으로 집단의 결성을 이룬것이라 할 수 있다.

독립협회의 내부의 분열 때문에 17인이 체포된 것 뿐만 아니었다.

윤치호는 제정러시아와 일본이 배후에서 자신들의 체포를 조종했다169)고

믿었다. 일본은 독립협회가 회장 안경수 이후 입헌군주제를 온전히 실행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독립협회로부터 국정이 다시 혼

란스러우면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다른 나

라도 개입할 것을 우려하여 일찍이 독립협회를 해체하기로 생각했다. 러

시아는 기존부터 독립협회로부터 자신들의 국내 여론이 나쁘게 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독립협회 혁파는 당연하게 여겼다. 윤치호는 17명이 체포

될 당시 미국인 아펜젤러의 집에 숨어 체포를 면했다. 윤치호를 필두로

양홍묵, 이승만, 영어학교, 일어학교, 배재학당등 각종 학도 및 만민공동

회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11월 5일 진복상호사면서 17명의 석방을 위해

시위를 전개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6일에 거쳐 경무청 문 앞에

모여 철야 시위한 모습을 보고 조병식과 수구파, 그리고 고종은 경찰과

169) 윤치호일기, 189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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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위협하면서 해산을 하려하지만 하지 못하고 결국 11일 간부 17명

을 석방하기에 이른다.170) 그러나 고종은 이 17명을 석방함으로 만민공

동회를 해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는 해산하

지 않고 이후 익명서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주장했고 윤치호를 필두로

헌의 6조가 기필코 실시되어야171) 한다며 물러가지 않았다. 고종은 11월

11일 ‘너희들이 전에 의논해 올린 여섯 가지 조항과 황제가 지시한 다섯

가지 항목의 문건은 정부에 지시해 차례차례 실시토록 할 것이다 … 즉

시 물러가 지시를 기다린다면, 더욱 더 기필코 정부와 백성이 서로 완전

히 믿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았으면 즉각 물러나도록 하라

고집을 피우다가 죄짓지 말도록 하라172)’라고 말하여 군중들을 잠재울

방편으로 헌의 6조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추원관제를 새롭

게 고치나, 만민공동회는 물러나지 않고 이들이 상소문에 제시한 요구조

건173)을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고종은 극비리에 다음날 12일 17명의 지

도자와 80명의 과격파들을 재구속하려 한다. 이날부터 황국협회와 독립

협회의 대립은 첨예화 된다.

황국협회에는 최석창, 박영락, 김연식, 윤석영, 윤석준, 이준덕, 강

상기, 유도수, 도진심, 박래병, 이병소, 김상범, 이남규, 홍종억, 이교석,

심은택, 원세성, 김병일, 박하성, 김규필, 송달현, 김영우, 정인목, 이덕하,

현덕호, 강창희, 이기동, 홍종우, 고영근, 홍윤조, 조병선, 신해영, 어용선

등174)의 인물이 있다. 이들은 11월 16일 독립협회를 혁파하라는 밀지를

받고 보부상들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등짐장수들은 “너희 회원들은 항상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떠들지만, 그러나 지난 일들을 미루

어 보면 폐하의 지시를 거부하고 명령도 받들 지 않아, 폐하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혔으니, 이를 두고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할 수 있겠

170) 대한계년사4, p.71.

171) 윤치호일기, 1898년 11월 10일.

172) 대한계년사4, p.71.

173) 이 요구조건에는 첫째, 조병식, 민종묵, 유기환, 이기동, 김정근을 재판에 회부하고,

둘째, 헌의6조를 실시하고 셋째, 올바른 정부대관을 임명하며, 넷째, 독립협회 복설을

허락하며, 다섯째, 조병식과 민종묵의 대외관계 문서를 공개할 것이 있었다.(대한계년

사4, p.74~79).

174) 대한계년사3,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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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만약 너희들이 우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폐하께 나아간

다면, 우리들이 응당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쳐대며 독립협회를

본격적으로 탄압한다. 그러나 독립협회 회원인 남궁억은 등짐장수들이

자신들을 탄압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다.

만민회의 탄압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에 정교와 남궁억등 18명을

뽑아 사찰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날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궁

억 및 등짐장수 및 정부와 몰래 내통하던 사람 수백 명은 이날 만민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계획대로 등짐장수의 독립협회 탄압은 진행됐고

독립협회 주요 인사들은 도망가거나 붙잡혔다.

윤치호사임 후 아펜젤러가 있는 곳으로 피신했고, 정교, 이무명, 이

건호는 송기용의 집에, 남궁억은 등짐장수 집으로, 고영근, 임병길은 일

본사람 토미타 스즈키치가 머문 곳으로 피신했다. 윤시병과 이승만은 미

국인 셔면 집으로 피신했다. 독립협회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자 윤치호는

이후 중추원 부의장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날 길 택한다. 그러나 같은날

덕원 감리겸 덕원 부윤에 임명했다. 윤치호의 아비 윤웅열이 궁중에 뇌

물을 들여 윤치호를 지방관으로 내보내 도피하게 한것이다. 기존에 있었

던 독립협회원은 모두 도망가 피신하기 바빴는데 아버지의 손으로 윤치

호 혼자만 다시 관료로 임명된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했다.175) 독립협회가 보부상무리에게 철저하게 탄압을 당하여 회원

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의 집회는 계속 되었다. 고종은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여 윤치호를 불러내어 해산시킬 것을 타이르지만

독립협회의 복설이 없이는 불가능한일이라고 이야기하여176) 결국 독립협

회는 11월 26일 복설된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는 여전이 익명서 사건의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하였고 황제는 윤웅렬과 홍응조를 통해 만민회를

해산시킬 것을 타이르게 하였으나 여전히 해산하지 않았다. 보부상은 여

전히 만민회를 탄압했고 보부상과 만민회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윤치

호는 독립협회의 취지가 본래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만민회의 불해

산이 보부상의 불하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177) 중추원의관제 실시에

175) 대한계년사5, p.26.

176) 신용하, 일조각, 2006, p.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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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회의 주장이 끊이지 않자 11월 29일에 마침내 중추원관제를 실시

하여 독립협회계열 17명, 황국협회 28명, 도약서원1명, 고종 직계 4명의

의관 50명을 뽑았다.178)

독립협회의 주요 회원이 중추원의관제에 따라 의관이 되자 고종이

해산하길 바랐던 만민공동회를 이끌 대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고용은

근 만민공동회장의 회장이 된다. 고영근은 민영익의 하인으로 명성황후

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궁중을 출입하다가 중추원 일등 의관을 지낸 인

물179)이다. 한때는 황국협회의 부회장이 되기도 하다가 중추원의관제실

시 이후 만민회에 참여하여 나중에 이르러선 만민회의 회장이 됐다.180)

윤치호는 중추원의관제가 설립되었으니 만민공동회의 역할이 더 이상 논

쟁거리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독립협회와 만민공

동회가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한다. 12월 3일 제34회 독립협회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토론회도 종결된다. 이날 주제는 ‘신과 의를 튼튼히 지키는

것은 본국을 다스리는것과 외국들을 사귀는데 제 일 긴요함181)’ 이였고

토론자는 우의에 이승만, 장태환, 좌의에 이상재와 방한덕이었다.

주요사건

임원진
만민공동회(1898.12.10.)

회장 고영근(1898.11.29.)

독립협회류 회원
정교, 남궁억, 김두현, 이건호, 방한덕, 윤하영, 염중모, 김구현, 유맹,

현제창, 정항모, 홍정후, 한치유, 유학주, 변하진, 조한우

<표12>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분리된 이후 임원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분리되고 나서(1898.12.10.~1898.12.10.),

정작 남은 인원은 정교외 17명과 만민공동회장 고영근 뿐이었다. 정교

및 이건호 등은 윤치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부터 민회의 활동

을 계속해 나갔다. 만민공동회와 보부상이 서로 탄압할 때 민회 회원 이

177) 독립신문, 1898년 12월 25일 잡보.

178) 대한계년사4, p.162~163.

179) 대한계년사4, p.141.

180) 대한계년사4, p.93,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2006, p.431.

181) 독립신문, 1898년 11월 29일 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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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등 10명이 부상입고 김덕구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182) 김덕구는 평

민출신으로 민회의 대표인물들 중의 한명이었다. 민회는 김덕구를 남서

남단 북쪽 기슭 가월리 을좌의 땅에서 장사지내기로 했다. 만회 회원 수

천명이 종로부터 서서 쌍용정까지 함께했다.183) 김덕구의 만민장이 끝나

고나서 민회원들은 더욱 단결심을 보였고 결코 해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

았다. 더욱이 이들은 황국협회와 보부상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민회

는 헌의5소실시, 심상훈, 민영기, 김명구, 유기환, 이기동 구속, 보수상 혁

파등의 각종 상소를 정교를 필두로 고종에게 올리기 시작했고 13일부터

는 각부의 문 앞을 막고 관리들의 출근을 막으며 민회에 참여하라고 강

요했으며 전직 관리들을 등짐장수라 지목하여 붙잡아다 취조하기도 했

다. 이때부터 남궁억 계열은 민회에 불참했다.184) 남궁억은 사태가 위태

로워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본 또한 안경수의 도피이후 독립협회 및

민회의 활동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일본은 박영효의 문

제를 윤치호에게 거론185)시켜 오히려 독립협회 및 민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다. 결국 고종은 민회의 활동이 가라안지 않는 것을 보고 1898년 12월

25일 만민공동회 11가지 죄목186)으로 불법화하여 정식으로 해산시킨다.

182) 대한계년사4, p.124.

183) 대한계년사4, p.163.

184) 대한계년사4, p.169.

185) 윤치호일기, 1898년 12월 27일.

186) 11가지 죄목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차개회離次開會는 이미 금령禁令이 있음에도

곳에 따라 떼지어 모여서 만연히 그칠 줄을 모르니 그 죄가 하나요, ② 독립협회를

이미 준허함이 있는데 ‘만민공동’ 이라 천단히 명목을 세웠으니 그 죄가 둘이요, ③

칙勒으로써 하고 비批로써 하여 물러가라고 유령諭令하였거늘 오로지 항명하여 더욱

갈수록 더욱 심하니 그 죄가 셋이요, ④ 쥐잡으려고 그릇을 깨는 것은 고인古人의 경

계한 바이거늘 대관을 능욕함을 다반茶飯과 같이 보니 그 죄가 넷이요, ⑤ 임금의 과

오를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감히 못할 바이거늘 외국 공관에 투서하여 스스로 죄 가

리기를 도모하니 그 죄가 다섯이요, ⑥ 민이 관과 더불어 체모가 스스로 다르거늘 관

인을 위협하여 억지로 회에 나오게 하니 그 죄가 여섯이요, ⑦ 부府와 부部의 행정은

비우는 것이 불가한데 관아에 난입하여 소리 질러 명하여 사무를 폐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일곱이요, ⑧ 재판하는 사건은 가히 힘으로 소리 질러 명할 것이 아니거늘 호소

하여 요구할 것이 있다 칭탁하고 무리를 지어 끝을 불어나게 하니 그 죄가 여덟 이

요, ⑨ 파병派兵하여 문을 막는 것은 명령이 붙은 바가 있거늘 분을 멋대로 풀어 투

석하여 중상重傷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죄가 아홉이요, ⑩ 누차 명하여 부름에 마땅히

즉시 와서 대령하여야 할 것이어늘 요언妖言을 선동하여 한 결같이 거역하였으니 그

죄가 열이요, ⑪ 도망한 역적은사赦함이 없을 것이어서 사람사람이 죽여야 할 것이거

늘 무리 가운데 말을 열어 임용할 것을 바라 도모하니 그 죄가 열 하나이다 (신용하,



- 111 -

나아가 고종은 신해영, 어용선, 변하진, 이승만, 홍재기, 유맹, 정항모, 홍

정후, 고영근, 정항모, 현체창, 양홍묵, 이건도등 독립협회류 중추원 의관

들을 차례로 징계하기 이른다.

창립시기(1896.7.2.~1897.8.28.), 토론회 개최시기

(1897.8.29.~1898.2.26.), 구국선언상소시기(1898.2.27.~1898.10.28.), 관민공동

회시기(1898.10.29.~1898.12.9.), 해산시기(1898.12.10.~1898.12.25.)의 다섯

시기를 통해 초창기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과 관민공동회를 거처 해산에

이르기 까지 협회 내 회원들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정체의 변용을 관찰

수 있었다. 독립협회는 주요 인사들은 조선협회와 건양협회, 교정청, 군

국기무처를 거친 인물들로 구성됐고 대부분 회원은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관리들이었다. 창립시기에는 독립협회 운영에 관하여 독립

협회규칙이 제정되었기 하나 임의적이었고 항상 유동적이었다. 또한 주

변국, 러시아, 미국, 일본등과 과 다양한 관계를 갖으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여기에는 주요 활동인원으로 안경수, 이완용, 가진, 김종

한, 민상호, 권재형, 이채연, 현흥택, 이상재, 이근호, 김중환, 한규설, 심

항훈, 이인우, 송헌빈, 남궁억, 심의석, 정현철, 팽한주, 오세창, 현제복,

이계필, 박승조, 홍우관등이 있었다. 이 중에 안경수, 이완용등의 회장은

도주 및 축출 당했고 윤치호는 막상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당하기까지 했

다.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독립협회가 토론회를 통해 일정한 성

숙기로 접어들었지만 서로 위계질서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서 열강들과 관계있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각자

발휘했다. 이들중에는 권재형, 김익진, 안경수, 이계필, 이근영, 이병목,

이상재, 이완용, 이원전, 이종하, 이종하, 이준일, 이채연, 이채연, 정 교,

주상호등이었고 이들 중 일본과 가까웠던 이들의 친일적 행동은 일본에

있는 박영효와 함께 군주제를 위협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황국협회로부터 탄압공격을 받았을 때에 독립협회

에서 주요관료들과 회원들이 빠져나갔다. 강화석, 김두현, 남궁억, 박치

훈, 안영수, 양홍묵, 윤치호, 윤효정, 이건호, 이상재, 이일상, 정 교, 한만

2006, pp.6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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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홍긍섭, 권재형, 김익진, 안경수, 이계필, 이근영, 이병목, 이상재, 이

원전, 이종하, 이준일, 이채연, 정 교, 주상호인 주요 활동 회원에서 고영

근, 정 교, 김두현, 이건호, 방한덕, 윤하영, 염중모, 김구현, 유 맹, 현제

창, 정항모, 홍정후, 한치유, 유학주, 변하진, 조한우밖에 남지 않았다. 남

궁억은 만민회활동을 도중에 그만뒀다. 결국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서로 성향을 달리한 채로 고종으로부터 11가지 죄목을 받고 1898년 12월

25일 해산된다. 1896년 7월 2일부터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인물들은 변용

하는 원인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고, 서로 각기 다른 항의 접속의 급속

도로 인해 서로 흩어지고 따로 모이는 과정을 반복했다. 독립협회는 총

다섯 시기를 거쳐 협회 내 회원들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정체의 변용과

정을 표현(express)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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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독립협회의 정체

앞서 선학들의 연구가 연구의 영토에서 각기 다른 시각에 따라 연

구의 흐름을 절단하여 독립협회의 정체를 표현했다. 이는 독립협회의 정

체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에 대한 연구자의 시선의 절단이었다. 앞서

독립협회가 왜 이러한 다양한 시각으로 절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독립협회의 연구의 환경은 다양한 흐름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단 연구의 흐름뿐 아니었다. 독

립협회의 내용 또한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선학들의 시선에 따라 절단된 독립협회의

내용은 절단된 시각외의 환경을 보도록 했고, 이로부터 선학들의 연구에

서 탈영토화 되는 기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다뤘던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이다.

독립협회에는 다양한 흐름(표4)이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흐름의 끊

임없는 움직임(표6) 독립협회의 창설과 해체의 환경이 됐다. 이러한 다양

한 흐름은 독립협회의 회원의 배치에 따라 각기 차이를 갖는 영토를 가

졌다. 독립협회가 창설되기 전에 창설집단으로 이루어졌던 유사한 조직

은 조선협회와 건양협회가 있었다. 독립협회가 활동했을 당시 존재했던

흐름들은 개화당, 완고당, 소청, 교정청관료, 친러시아류, 정부관료들, 황

국중앙총회, 황국협회, 완고당, 친독일파, 친일파, 친프랑스파, 도원서원,

고종직계세력등 다양했는데 김가진, 김종한, 고영희, 권재형 또한 조선협

회 및 건양협회를 거처 독립협회인원이 됐다. 또한 정부관료류로서 1894

년 6월 6일 고종의 지령에 의해 설치된 교정청을 지나 군국기무처를 거

처 독립협회원이 된 이들도 있었는데 건양협회에서 군국기무처를 거친

인물은 김가진, 김종한등이 있고, 여기서 김종한은 초기 교정청에서부터

군국기무처를 거처 독립협회 회원이 됐다. 독립협회회원들 또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관리들이 대부분이었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호에 독립협회규칙을 언급하면서 독립협회

회원들에대한 임명 방식과 조직운영방침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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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제시됐을 뿐이지 일정한 통일성과 구체성을 갖고 진행되지는 않았

다. 독립협회의 초창기 창립세력은 러시아, 미국, 일본과 다양한 관계를

갖으면서 기존의 정부의 주요 관직을 지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러시아

쪽으로 힘이 기울었을 때에는 친러계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일본과 미국

의 입김이 강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독립협회의

초창기 회장 및 위원장은 안경수와 이완용, 그리고 위원 및 간사원은 대

다수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모두들 개화당에

속해 있으면서 구폐습을 벗어버리고 개화와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중요

시 여겼다. 그러나 추후 안경수의 역모사건이 붉어졌을 때에는 한때 독

립협회에 가입했던 회원들이 독립협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고종의

지시로 황국협회가 결성됐을 시에는 독립협회에 있던 관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독립협회가 일정한 성숙기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1897년 8월 29일부터 다음해 2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까지

개최된 토론회의 역할이 크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나서 ‘위원장’제가 없

어진 바를 확인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제의, 그리고 사법

위원회의 자리가 딱히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정해졌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조직이 이끌어 나가졌는데 이 안에 영

향력 있는 사람들 또한 서로 위계질서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서 열강들과 관계있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각

자 발휘했다. 그러나 반러운동 같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에도 협

회 내에서의 임원들 간에 이견(異見)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부회장인 윤

치호는 소외되기도 했다.

한편 반러시아 운동의 정점인 1898년 2월 9일 만민공동회, 2월 13

일 제21회 토론회, 그리고 구국선언상소(1898년 2월 21일) 이후, 간부진

대복 개편되기도 한다. 회장에는 이완용이, 부회장에는 윤치호가, 서기에

는 남궁억, 회계는 이상재와 윤효정이, 제의에는 정교, 양홍묵, 그리고 이

건호가 임명된다. 임기가 찬 이유로 변경했다고 하나 부분적으로 작위적

이었다. 이시기 안경수 역모사건으로 인한 독립협회내부의 분열적 모습

은 독립협회가 국내 탐관오리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는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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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이들의 비방이 사실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게 했다. 독립협회의 친일적

행동은 일본에 있는 박영효와 함께 군주제를 위협하는 정치세력으로 성

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관민공동회에 이르러 독립협회가 여러 정치세력과 단합하여 전개

한 운동은 대규모의 모임이 된다. 그러나 관민공동회는 규모만 컸지 공

동회에 모인 인원들이 실재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부족했다. 독

립협회가 의회설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이후 중앙관료들은 독립협

회의 정치적 운동에 가담하는데 있어 참여하지 않았고 이날 모인 군중들

은 따로 정치적 뜻을 갖고 모였다기 보다는 서울시내 한가운데열린 관민

공동회가 일정한 행사 형식을 갖고 개최됐기 때문에 집회에 모인 것도

없지 않았다. 결국 황국협회로부터 탄압공격을 받았을 때에 독립협회에

서 주요관료들과 회원들이 빠져나갔다. 독립협회 토론회도 상황은 마찬

가지였고 황국협회가 조직된 이후에는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은 자취를 감

추고 이상재와 방한덕만을 주심으로 토론회가 전개 됐다. 11월 4일 조병

식이 독립협회가 자신을 탄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독립협회원

17인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윤치호를 중심으로 독립협회 복

설운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윤치호가 이끄는 독립협회

와 만민공동회는 서로 성향을 달리하여 11월 29일 만민공동회와 독립협

회는 따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독립협회는 결국 복설되지만 윤치호는 고

종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적 행위를 만민회가 지속하길 원지 않았다. 만

민회 회장 고영근은 김덕구의 만민장이 끝나고 나서 더 활발한 익명서

사건 및 헌의6조 실시, 그리고 탐관오리 척결, 보수상 혁파등에 대한 시

위운동을 전개한다. 결국 고종은 민회의 활동이 가라안지 않는 것을 보

고 1898년 12월 25일 만민공동회 11가지 죄목으로 불법화하여 정식으로

독립협회와 함께 해산시킨다.

다양한 흐름들로 이뤄져 있는 배치체에서 창설-기계, 활동-기계,

해체-기계에 내재하는 원리는 자동 생산(auto-production)이다. 즉 끊임

없이 흐름들이 흐르고, 이 흐름들이 절단되고, 또 다른 흐름들로 접목되

어 배치체를 만들고, 이 배치체는 흐름 위에서 또 다른 배치체를 갖는다.

이는 ‘생산하기’이자 ‘욕망(désir)하기’다. 이러한 ‘생산하기’이자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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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sir)하기’의 원리에 따라 독립협회의 흐름들은 창립시기의 흐름들, 토

론회 개최시기의 흐름들, 구국선언상소시기의 흐름들, 관민공동회시기의

흐름들, 해산시기의 흐름들로 절단됐다. 독립협회는 각기 차이를 갖는 흐

름들의 충돌로 창설, 활동, 그리고 해체됐다. 창설은 활동으로 탈영토화

를, 활동은 해체로 탈영토화된다. 활동에서 각각의 코드들이 있으며 활동

에서의 코드화는 창설과 해체보다 영토적 동기가 적었다. 이러한 영토적

동기가 적은 독립협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탈영토화를 가

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양한 흐름들이 흐름으로부터 고정되어 다양한

흐름들이 영토화하려는 특성을 덜 가졌기 때문이다. 3년가량 세월에 이

렇게 다양한 흐름들이 내재했다는 것은 독립협회의 영토화에 탈영토화의

내재성을 갖았다. 영토와 탈영토화는 분리될 수 없다. 독립협회의 경우

그 속도가 다양한 흐름들의 증폭(위에 언급한 다양한 흐름들)으로 인해

더 빨랐던 것이다. 여기서 독립협회의 창설과 해체에 대한 물음은 의미

없다. 독립협회의 창설과 해체는 중간(milieu)으로 와야 한다. 독립협회의

안에는 창설과 활동, 그리고 해체로 절단되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욕망 기계(machine désirante)’다. 창설에 해체의 원인이 있고, 해체에

창설의 원인이 있다. 창설과 해체, 그리고 활동의 절단들이 있다. 이러한

독립협회는 창설로 활동하고, 해체로 활동 할 뿐이다. 기계적 원인들은

독립협회란 다양체에서 각기 차이를 갖고 창설, 활동, 해체됐을 뿐이다.

창설과 활동, 그리고 해체는 창립시기, 토론회 개최시기, 구국선언상소시

기, 관민공동회시기, 해산시기를 거쳐 끊임없이 흐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독립협회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독립협회

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다양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들뢰즈의 ‘다양

체’를 독립협회로 코드화 한 것으로 독립협회의 정체를 정의할 수 있다.

즉 기표라는 권력을 부여해 정의하다면 독립협회는 들뢰즈식의 다양체

다. 독립협회와 다양체란 기표를 제거했을 때 남은 것은 다양한 흐름들

이다. 이 흐름들 속에 독립협회가 있다. 다양한 흐름들 속에서 독립협회

는 창설됐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협회 내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다양한 흐름들에 의해 독립협회는 해체됐다.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 속에 중심은 없었다. 협회의 주체와 객체도 없었다. 다양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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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각 다르게 배치되어 모였을 뿐이다. 회원들 간 도주의 가능성은

항상 있었고 실재로 다수 도주했다. 해체 후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회원

들은 모두 다른 조직으로 갔다. 어느 누구도 독립협회가 해체된 후 독립

협회에 머물지 않았다. 제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이 각기 다

른 흐름들은 다른 흐름들과 만나 또 흐를 뿐이다. 독립협회의 탄생과 해

체는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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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본 논문에서 독립협회의 심층을 들여다보아 ‘독립협회는 무엇인가’.

를 답하고자 했다. 이들 과연 어떤 존재고, 어떻게 창설됐고, 어떻게 해

체됐는가? 독립협회의 기존연구를 살펴봄으로 문제를 발견했고, 독립협

회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알고 싶었다.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 독립협회의 정체에 대한 물

음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그 와중에 독립협회가 무질서한 다양한 흐름들

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독립협

회의 흐름들은 정체를 묻고자하는 질문에 있어 흐름과 절단, 배치, 그리

고 변형과정을 가졌던 독립협회는 G. Deleuze와 P.Guattari가 말했던 다

양체(multiplicité)식의 존재를 표현(expression)하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창설이후부터 끝임 없이 차이를 만들어가면서 반복 생성했던 존재였다.

창립시기(1896.7.2.~1897.8.28.), 토론회 개최시기(1897.8.29.~1898.2.26.), 구

국선언상소시기(1898.2.27.~1898.10.28.), 관민공동회시기

(1898.10.29.~1898.12.9.), 해산시기(1898.12.10.~1898.12.25.)의 다섯 시기를

통해 초창기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과 관민공동회를 거처 해산에 이르기

까지 협회 내 회원들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정체의 변용을 관찰 수 있었

다. 독립협회는 주요 인사들은 조선협회와 건양협회, 교정청, 군국기무처

를 거친 인물들로 구성됐고 대부분 회원은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관리들이었다. 독립협회 운영에 관하여 독립협회규칙이 제정되었기

하나 임의적이었고 항상 유동적이었다. 또한 주변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 중에 안

경수, 이완용등의 회장은 도주 및 축출 당했고 윤치호는 막상 중요한 결

정에서 소외당하기까지 했다.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독립협회가 토

론회를 통해 일정한 성숙기로 접어들었지만 서로 위계질서가 정확히 잡

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서 열강들과 관계있는 부

분에서 영향력을 각자 발휘했다. 한편으론 독립협회의 친일적 행동은 일

본에 있는 박영효와 함께 군주제를 위협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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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황국협회로부터 탄압공격을 받았을 때에 독립

협회에서 주요관료들과 회원들이 대부분 빠져나갔다. 조병식무리의 탄압

으로 인해 독립협회가 체포되고 만민회의 저항으로 인해 복설이 되지만

복설된 이후부터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서로 성향을 달리하여 만민

공동회와 독립협회는 따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결국 시위를 그치지 않았

던 만민공동회는 11가지 죄목을 받고 독립협회와 함께 해산됐다.

다섯 가지 시기를 통해 형성된 정체들의 흐름들 속에 중심은 없었

다. 협회의 주체와 객체도 없었다. 다양한 회원들이 각각 다르게 배치되

어 모였을 뿐이다. 회원들 간 도주의 가능성은 항상 있었고 실재로 다수

도주했다. 해체 후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회원들은 모두 다른 조직으로

갔다. 어느 누구도 독립협회가 해체된 후 독립협회에 머물지 않았다. 제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이 각기 다른 흐름들은 다른 흐름들과

만나 또 흐를 뿐이다. 이 흐름들 속에서 독립협회는 창설됐을 뿐이고 해

체됐을 뿐이다. 창설과 해체는 중요하지 않다. 각기 다른 흐름들이 1896

년 7월 2일 창립되어 1898년 12월 25일까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가

문제다. 이 사건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됐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됐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던 것은 독립협회 안에 다양한

흐름들이 절단되고, 규정되고,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협회가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존 선행연구들

에서도 조명됐다. 다양한 흐름들이 어떻게 창설에서 해체로 변형됐는지

독립협회의 존재 전체를 관망하면서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지만,

이 한계는 궁극적으로 독립협회의 존재를 묻는 물음을 해결하도록 제시

했다. 창설과 해체는 독립협회의 특성에 따라 우연하게 표현됐다. 시모노

세키조약을 통해 조선의 독립은 부각됐다. 독립이란 키워드는 당시 주권

국가로 나가는 핵심어였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인물

들의 결합으로 창설됐다. 여기에는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코드화된 흐

름들도 있고, 이전에 수구파과 독립협회로부터 탈코드화된 흐름들도 있

다. 정부 관료의 흐름도 있었고,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독립협회를 표현했다. 하나의 사건이고 중심, 주체, 또는 객체는 없었다.

상징적으로 대표는 있었으나 다수의 대표가 아닌, 개인을 위한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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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성을 갖았다. 이 방향성은 독립협회 외부

의 다양한 흐름들과 만나 또 다른 흐름들을 생산했다. 필연적으로 중심

이 없는 이 다양체에게 있어 독립협회의 해체는 창립시기, 토론회 개최

시기, 구국선언상소시기, 관민공동회시기, 해산시기를 거쳐서 운명이었다.

다양한 흐름들로 이루어진 독립협회의 정체는 복잡 다양한 존재들이 한

데 얽혀 시기별로 각기 다른 형체를 표현했다.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인

물들은 변용하는 원인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고, 서로 각기 다른 항의

접속의 급속도로 인해 서로 흩어지고 따로 모이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 중에 어느 누구 중심은 없었다. 제멋대로의 이익에 따라 독립협회

로의 창설 및 해체, 독립협회내의 다른 조직의 창설 및 해체를 번복하면

서 독립협회의 회표를 가슴에 달았던 인원들은 독립협회의 추억을 각기

다르게 간직해 나갔다.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한 세기가 지나 현대를 살

아가고 있는 우리는 독립협회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인식하고 장님 코끼

리 만지듯 협회의 정체를 그려왔다. 왜 이러한 다양한 존재가 한국사회

에 그려지고 비춰졌는지에 관해선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독립협회의 형체와 변형과정을 目睹하여 정

체를 밝혀봤다는데 있어 충분히 의미 있는 논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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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독립협회 연표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 창립

　

　

　

　

　

　

　

7월 3일 프랑스인 그리유에게 경의선 철도 부설권 이양

8월 4일 정치제도 개편 : 23부 폐지, 전국 13도로 구획

9월 6일 독립문 건립 비용 3825원으로 책정

9월 24일 내각 의정부로 환원

10월 19일 독립협회 간사원과 위원 확충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 거행(14시 30분)

11월 30일
독립협회규칙제정(대조선독립협회회보제1호)

협성회창립

1897년 1월 31일 한선회, 이근용 등 정부 전복을 꾀하다 제주도 유배

　

　

　

　

　

　

　

　

　

　

　

　

　

　

　

　

　

　

　

　

　

2월 19일 한선은행 설립

2월 20일 국왕을 경운궁으로 환궁

3월 22일 인천에서 경인선 기공식 거행

5월 23일 독립관 개수 완공 및 현판식 거행

7월 3일 심상훈, 한규설, 이인우등 독립협회 위원으로 선출

7월 18일 독립협회 위원과 간사원을 위원으로 통합

8월 13일 독립협회 개국 505회 기원절 기념식을 독립관에서 거행

8월 14일 연무를 광무로 고침

8월 29일 제1회 독립협회 토론회

9월 2일 제정러시아 침략간섭정책 강화

9월 5일 제2회 독립협회 토론회

9월 12일 제3회 독립협회 토론회

9월 19일 제4회 독립협회 토론회

9월 26일 제5회 독립협회 토론회

10월 2일 독립협회 대항위해 부상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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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함

10월 13일 고종을 대군주에서 황제로 등극

10월 17일 제6회 독립협회 토론회

10월 24일 제7회 독립협회 토론회

11월 1일 제8회 독립협회 토론회

11월 7일 제9회 독립협회 토론회

11월 14일 제10회 독립협회 토론회

11월 21일 명성황후 국장 거행

11월 28일 제11회 독립협회 토론회

12월 5일 제12회 독립협회 토론회

12월 12일 제13회 독립협회 토론회

12월 19일 제14회 독립협회 토론회

12월 24일 손병희, 동학 3대 교주가 됨

12월 26일 제15회 독립협회 토론회

1898년 1월 1일 협성회회보 발간

　

　

　

　

　

　

　

　

　

　

　

　

　

　

　

1월 2일 제16회 독립협회 토론회

1월 15일
황해도 군수가 독립협회 황주지회 회원 30여명을 체포하고

6가옥 훼손

1월 16일 제17회 독립협회 토론회

1월 23일 제18회 독립협회 토론회

1월 29일 일본의 경부철도수설권의 인준을 공식적으로 요구

1월 30일 제19회 독립협회 토론회

1월 　
김익진, 정교, 이명목, 주상호, 양홍묵, 이준일등 독립협회

위원으로 선출

2월 2일 광무협회 창립

2월 6일 제20회 독립협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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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윤치호와 서재필이 독립협회의 성격을 사회정치운동으로

전환 협의

2월 9일 만민공동회 개최 - 러시아 이권 요구 저지

2월 13일 제21회 독립협회 토론회

2월 14일 미국의 서울시내 전차부설권 인준 요구

2월 21일 구국선언상소

2월 22일 흥선대원군 사망

2월 25일 러시아에 부산 절영도의 조차에 대해 독립협회 항의

2월 27일

독립협회간부진개편:

회장이완용,부회장윤치호,서기남궁억,회계이상재윤효정,제의정

교양홍묵이건호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조차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전개

2월 　 충청남도 공주지회의 창립에서 독립협회 지방의회 설립

3월 6일 제22회 독립협회 토론회

3월 7일

일본에 조차된 절영도 석탄고 기지철거 요구 공한발송

러한은행철수,친러파와민종묵규탄의공한발송

3월 9일 만민공동회 개최 - 러시아 이권 요구 저지

3월 12일 만민공동회 러시아의 이권침탈과 침략간섭정책에 반대

3월 13일
독립관에서 경축회 열림.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배지 제작

배부

3월 15일

정부는황제의특명에의해3월15일독립협회이원긍,여규형,지석영,

안기중4인을 구속.

정교 도피

3월 19일 대한정부 러시아 훈련교관 해고 및 러한은행 철폐

3월 20일
제23회 독립협회토론회

독립협회사법위원, 경찰위원제도제정

3월 26일
유성룡, 이홍직, 장붕 총대위원 선출하여 법부대신

이유인에게 항의 공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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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제24회 독립협회토론회

독립협회 규칙 및 부칙간행

황제와 법부의 횡포를 규탄

3월 30일
법무대신 이유인이 독립협회 회원 홍재욱의 가옥을

늑탈하려함.

3월 31일 박언진, 나수연, 염중모등을 선출하여 이유인에게 공한 발송

4월 3일 제25회 독립협회 토론회

4월 17일 제26회 독립협회 토론회

4월 25일 제정러시아와 일본 로젠-니시 협성 체결

4월 27일 독립협회 회원들 명부록 재정리

4월 30일 만민공동회 서재필 재류 요청

5월 1일 제27회 독립협회 토론회

5월 5일 프랑스공사 플랑시가 광산채굴권 허가요청

5월 7일
러시아공사 마튜닌은 목포, 증남포의 감리와 지방관에게 현지

조사에 협력하도록 요청

5월 8일 제28회 독립협회 토론회

5월 14일 서재필 출국 당함

5월 15일 제29회 독립협회 토론회

5월 16일
총대위원 정항모, 박치훈, 이승만등 3인이 외부대신

조병직에게 열강의 이권 요구 해명 공한 발송

6월 5일 제30회 독립협회 토론회

6월 6일
홍긍섭, 나수연, 최정식, 김두현, 임병선등의 총대위원이

마준영의 법률위반 고발

6월 10일 법부대한 겸 고등재판소장 이유인 면직

6월 12일 제31회 독립협회 토론회

6월 20일
만민공동회 무관학교 학도선발 부정 비판 및 시정 요구 공한

발송

6월 26일 마준영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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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독립협회장악원에소청개설

독일 영사의 무례를 규탄

만민공동회는 외국의 이권침탈 반대

7월 3일 제32회 독립협회 토론회

7월 4일 인천박문협회 연설회 개최

7월 12일 안경수가 국정개혁하려다 이남희에게 보고되어 일본으로 도주

7월 15일
총대위원 목원근, 송석준, 홍정후 등 2인은 신식의학교

설립요구

7월 16일
만민공동회는 일본에 대한 경부철도부설관 양여 지탄 및

배상금 요구에 대해 항의

7월 17일 이완용을 회장과 회원에서 제명

7월 19일 제33회 독립협회 토론회

7월 21일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는 조병식을 면직시킴

동학교도 최시형등 처형

8월 8일 이종면, 유영석 등 제국신문 창간

8월 12일 이용익 체포 촉구

8월 14일 독립협회 토론회가 다른 사무가 많은 관계로 잠시 권도 정지

8월 24일
이토히로부미 서울 도착

총대위원김두현등5인은 이용익을 처벌하라고 요청

8월 25일 김홍륙 귀양

8월 28일 임원 개선 : 회장 윤치호, 부회장 이상재

8월 29일 농상공부대신 조병직을 통해 러시아 상인 브리너에게 삼림채굴을 허가

9월 1일
개국기원절 기념행사 독립관에서 주관

찬양회의 순성여성학교 설립

9월 5일 장지연, 낭궁억등 황성신문 창간

9월 11일
귀양 간 김홍륙이 그의 부하를 시켜 고종과 황태자에게

아편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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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황실의 외국인 고용 항의

9월 20일 독립협회 대구지회 인가

9월 26일
총대위원 김각현 등 3인은 중추원 의장 신기선에게 노륙법

및 연좌법 부활 저지

9월 27일 정부가 외국인들 철수 송환시킴

10월 10일
법무대산 신기선과 법부협판 이인우 파면, 군부대신 심상훈

탁지대신 민영기 해임

10월 12일
의정부 참정 윤용선 해임, 7대신을 모두 면직시킴, 독립협회

만세를 부르면서 해산

10월 15일
독립협회는 황국중앙총상회와 합동하여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

10월 17일 고종은 조병식을 의정부 찬정으로 임명

10월 21일 고종 윤영선 의정으로 임명

10월 25일 황제 건의소청 및 도약소 금지

10월 29일 대규모의 관민공동회 헌의 6개조 포고, 회장 윤치호

10월 31일 황제 조칙5조 내림

11월 4일

개혁파정부는 박정양의 이름으로 상원설립으로서

'중추원관제'를 공포함

수구파의 독립협회에 대한 익명서사건조작

독립협회해산 - 간부17명 구속 :

이상재,방한덕,유맹,정항모,현제창,홍정후,이건호,변하진,조한우,

염중모,한치유,남궁억,정교,김두현,김구현,윤하영., 미구속자 :

윤치호,최정덕,안영수

11월 5일 만민공동회 진복 상소하면서 시위 전개

11월 10일 간부 17명 석방

11월 11일 헌의 6조 실시

11월 12일
횡제는 극비리에 17명의 지도자와 80명의 과격파들을

재구속하려고 함

11월 16일
황제의 밀지를 받은 황국협회는 전국 각처에서 보부상들을

서울로 불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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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황국협회의 보부상들의 만민공동회 습격

11월 22일 정부는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 법령 공포

11월 23일

만민공동회조병식,민종묵,유기환,이기동,홍종우의 가택을

수탐하여 모해 서류를 찾음

정부만민공동회3개 요구조건실시약속

정부의 보부상 해산 명령

만민공동회해산, 정부각료개편

(박정양,민영환,김명규,권재형이근호,고영희,윤치호임명)

11월 26일
만민공동회다시개최

독립협회복설

11월 29일

황제와 정부 중추관제 실시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17명, 황국협회 27명, 독약소원 2명,

확제 직계4명)

12월 1일
만민공동회회윈 김덕구의 장례식 치름

배재학당학생들의 취영회 창립

12월 3일
제34회 독립협회토론회

독립협회토론회종결

12월 4일 대구군 공립소학교 학생들의 개진협회 창립

12월 6일
독립협회를 표방 하지 않고 만민공동회로 민회를 재개

(정교,이건호,윤하영,염중모,유학주,홍정후)

12월 20일 만민공동회 민영기 체포 조건으로 1천원 현상금 제의

12월 25일

황제는 만민공동회 11가지 죄목으로 불법화하여 정식으로

해산시킴

독립협회해산-간부17명 속

(정교,남궁억,김두현,이건호,방한덕,윤하영,염중모,김구현,유맹,

현제창,정항모,홍정후,한치유,유학주,변하진,조한우)

12월 28일
정교가 올린 상소를 만민공동회장 고영근이 김충섭을 통해

올리려 하자 궐문 밖에서 거절됨

12월 31일 황제는 유기환과 이기동 사면

1899년 1월 1일 송병직, 심상희, 서정순 등 독립협회 폐지 상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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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심상희, 이범철, 이호규, 박종진, 김상범등 독립협회 배척

상소 올림

1월 2일 황제와 정부는 의관들에 의한 징계 실시

1월 3일 서정순, 한긍리, 임덕기 등 독립협회 배척 상소 올림

1월 4일 최익현, 박영효, 서재필을 추천한 인사 탄핵 상소

1월 20일 황제 조명식 민종묵 체포령 취소

4월 19일 보부상 남, 북당으로 분열됨

9월 11일 청과 통상조약 체결

12월 4일 독립신문 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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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dependence Club

Birth of Multiplicities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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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ssess many perspectives

(1959~2013) that have been offered in the academic literature on

Independence Club, and ultimately conceptualize the entity of it.

Independence Club was formed from different flows and these have

been each differently understood and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different study. Most of the studies establish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ir studies, cutting and dividing the entity

of Independence Club according to their way of understanding the

entity as near-seers (les courts-voyeurs). The main early studies

represented Independence Club as a movement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the modern nation-state system. On the other

hand, other studies claimed the truth of this movement's modernity

wasn't clearly establish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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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seers’ understanding of Independence Club shows their

limitations in elaborately analyzing the segmented entity, while failing

to express the full body of the Club by synthesizing these disparate

and dismembered elements constructing different flows of the enti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ir limitations opened the question

asking what Independence Club actually i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is ultimate question beyond the near-seers’ dismembered

gazes.

Independence Club was established on July 2, 1896, and

disbanded on December 25, 1898. From establishment to dissolution,

Independence Club was constructed of many different flows. Flows

(apeiron) or various matter (matière) expressed the dispersed and

divided entity of Independence Club at the axis of modernization,

which made many perspectives break down (coupure) the full body of

the Club.

After going through flows, break, assemblage, and

transformation through entirely different events, Independence Club

showed forth a new expression of multiplicity(multiplicité), a concept

that was created by the theory of G. Deleuze and P.Guattari. The

Club sustainably produced changes in its entity from the beginning

without a center, a subject, or an object during following five times -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ce club(1896.7.2.~1897.8.28.), the

debating forum(1897.8.29.~1898.2.26.) , the memorial to the

throne(1898.2.27.~1898.10.28.), the official and people’s

assembly(1898.10.29.~1898.12.9.), the dissolution of the

club(1898.12.10.~1898.12.25.). The new expression of multiplicities of

the Club was the affection for the entity constructed of different

flows of club members. The birth and death of Independ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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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just infinitesimal parts of nature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The main concern of this research is to witness the essence of

Independence Club, and ultimately answer what Independence Club is.

How was the Club established and disbanded? Many studies have

presented Independence Club as blind men touching an elephant. No

one has answered the question about the essence of the entity of

Independence Club constructed of different flows as a part of the late

19th Century Korea. The essence of the entity of Independence Club

filled with different flows and events, was the new multiplicities

eventually expressed.

Keyword: Independence Club, Modernity, Break(Coupure), Flow(Flux),

Expression, Mutiplicity(Multiplicité)

Student Number: 2012-22991


	Ⅰ. 머리말 
	Ⅱ.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경향 및
	1.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경향 
	2.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의 성격 
	1) 독립협회 구성원에 관한 논의들 
	2) 사회형태에 관한 논의들 
	3)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들 
	4) 대외관계에 관한 논의들 


	Ⅲ. 연구의 문제제기 
	Ⅳ. 용어와 자료의
	1. 용어의 정리 
	2. 주요참고자료의 성격
	1) 대한계년사의 정교와 윤치호 일기의 윤치호
	2) 독립신문  


	Ⅴ. 독립협회의 형체와 변용 
	1. 독립협회와 다양체론 
	2. 독립협회의 다양한 흐름들 
	3. 독립협회의 초창기의 형체(1896.7.2.~1897.8.28.)   
	4.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독립협회의 형체(1897.8.29.~1898.2.26.)   
	5. 구국선언상소 이후 독립협회의 형체(1898.2.27.~1898.10.28.)   
	6. 관민공동회 이후 독립협회의 형체(1898.10.29.~1898.12.25)  

	Ⅵ. 독립협회의 정체 
	Ⅶ.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