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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82년 6월 구식군인들의 반란인 임오군란으로 인해 고종이 창설한
최초의 신식부대인 교련병대(별칭 별기군, 왜별기)의 운영은 사실상 중단
되었다. 하지만, 군란 발발 당시 약 1년 2개월간 근대식 훈련을 받았던 교
련병대 소속의 사관 및 병졸들과 구식군인들 간의 전투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구식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한 일본인 교관과 일본인 유학
생 및 헌병들, 조선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기록만이 남아있다. 또한 교련
병대 출신의 사관 및 병졸들의 회고담이나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창설 및 운영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본 논문은 고종시대 근대적 군사제도의 수용 시도 중 최초이자 이후
구한말과 대한제국의 근대적 군사제도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준 교련병대
사례를 선정하여 창설 과정 및 운영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한계 요인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
째, 정치집권자 고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논하는 연구들이다. 둘째, 조선
후기 군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셋째, 군사사 분야에서 고종 시기
의 군사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련병대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이다. 하지만, 해당시기 고종에 대한 세밀한 서술과 교
련병대에 대한 총체적 설명력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련병대에 대
한 실체적 서술을 통해 고종과 조선을 둘러싼 권력 집단과의 모습을 살피고
자 했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교련병대의 창설 및 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이
에 따라 어떤 한계점을 지니게 되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교련병대와 직접적
관련을 가졌던 창설 주체로서의 고종세력 및 우호세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
하는 조선 내 권력집단, 그리고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였던 청국
과 일본 등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사례로 선정한 교련병대는 구한말 근대적 군사제도의 수용에
대한 최초의 사례인 동시에 임오군란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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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변, 갑오개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그리고 1907년 군대해산으로 이어진
근대적 군사제도의 개혁과 연이은 실패의 시발점이 된 사례로서 근대사 연구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교련병대 조직에 중점을 두고 근대적 군사제도로서의 교
련병대의 도입과정을 조선과 청국, 일본 간의 창설 협상과정과 조직의 운
영,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도입과
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련병대가 지녔던
내부적 한계와 조선 사회의 외부적 한계를 제시했다.
교련병대가 다층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던 요인들 중 근본적
것은 무엇보다 교련병대의 창설 시점, 협상대상국의 선정 및 조직의 운영
에 대한 고종과 주도세력의 권력 지향 및 과시적 의도였을 것이다. 고종과
중전 민씨, 개화파 등의 연합세력에 의해 창설된 교련병대의 존재는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조선의 위정척사 세력 및 재야 세력이 타도해야할 상징
적 존재가 되었다. 이후 고종은 자신의 근대적 권력 상징인 교련병대에 대
한 지나친 편애와 조정 내 정치적 균형감을 상실하면서 군란 발발의 빌미
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임오군란 당시 구식군인들의 분노가 향한 곳은
실체적 세력인 교련병대 소속 군인들이 아니라 일본인 교관 및 관련자들,
그리고 중전 민씨와 그 외척 관료들과 같은 집권세력이었다.
또한 고종과 우호세력이 창설한 교련병대는 개화시기의 근대적 군사
조직의 단순한 설치로서가 아닌 조선의 양반문화와 기존 주도세력에

대

한 도전 행위였고 이에 양반층 및 기존 전통 권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
으키게 만들었던 것이다.

주요어 : 교련병대, 고종, 군사제도, 정치 권력, 개화파, 양반 문화
학번: 2011-20220

- ii -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의 ··························································· 1
2. 기존연구 검토 ········································································· 2
3. 연구방법 및 자료 ··································································· 5

II. 예비적 고찰 ················································································· 7
1. 고종의 인식 변화 ··································································· 7
2. 권력 분포의 변화 ································································· 11
III. 근대적 군사제도의 도입 ······················································ 14
1. 교련병대의 창설 과정 ························································· 14
1) 청국과의 협상(제1기) ······················································ 14
2) 일본과의 협상(제2기) ······················································ 17
2. 교련병대의 운영 ··································································· 18
1) 교련병대의 성격 ······························································· 18
2) 조직 편성 ········································································ 19
3) 교육 및 훈련 과정 ··························································· 21
3. 관련국들의 반응 ··································································· 22
1) 청국의 반응 ······································································· 22
2) 일본의 반응 ······································································· 23
IV. 교련병대 창설의 배경 ··························································· 24
1.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 24

- iii -

1) 조선책략의 영향 ······························································· 24
2) 일본의 접근 ····································································· 26
2. 고종의 권력장악 시도 ························································· 30
V. 교련병대의 운영에 대한 반발 ··············································· 31
1. 교련병대의 한계 ··································································· 31
1) 내부적 한계 ······································································· 31
2) 외부적 한계 ······································································· 37
2. 국내 위정척사세력 ······························································· 40
Ⅵ. 결론 ·························································································· 50
1. 고종의 권력 장악 ······························································· 50
2. 근대적 제도의 수용으로서 교련병대 ································ 53
3. 조선의 문화적 요소 ····························································· 55
참고문헌 ·························································································· 57
Abstract ························································································· 61

- iv -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의
1881년 4월 고종은 조선의 군사제도의 근대화를 위해 신식군대체제
를 도입한 교련병대(敎鍊兵隊, 별칭 별기군, 왜별기)를 창설한다. 이는 대
원군이 여흥 민씨 일족에 의해 물러나고 1873년 친정을 시작한 후 고종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산물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1년 2개월 만에 조선
의 구식군인들은 신구군대 간의 차별에 분노하여 음력 1882년 6월 신식군
대인 교련병대의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掘本禮造)를 포함하여 일본
인 유학생, 헌병들 그리고 조선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고 관사를 습격하는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과의 고관들 및 조선정부 실
무자들 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약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설
치한 후 일본인 교관을 중심으로 조선의 뛰어난 무관들이 1년 2개월을 훈
련시켰고, 당시 넉넉하지 못한 조선정부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구식
군대에 비해 넉넉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당시 신식소총을 도입하고 서양
각국으로부터 수입한 최신식의 근대무기를 갖추고 있던 정예부대인 병대
가 조선의 구식군대를 맞아 제대로 된 전투도 치루지 못하고 지휘 무관들
과 교관을 잃는 패배를 겪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종시대의 근대적 군사제도의 도입 시도인 교련
병대는 왜 실패하였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먼저 고종의 친정 이후 기존 대원군 우호세력과의 권력 분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대외적 현안으로 부상한 일본의 서계 접수 문제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종은 근대적 군사 제도의 수용을 꾀하게 되
었고, 이를 위한 군사 원조국으로서 청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
만 청국과의 본격적인 협상과정 중에 갑자기 일본으로 대상국을 변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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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련병대를 창설하고, 초기의 나름대로 성공적인
훈련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고종의 편애로 비롯된 구식군대와의 차별
로 발발된 임오군란으로 인해 주요인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련병대 사례가 단순히 1년 2개월 정도 시행하다가 임오
군란으로 사라진 군사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말과 대한제국에 대한
연속성을 찾는 문제에서는 교련병대의 중심인물들 중 윤웅렬, 박영효 등은
임오군란 이후 지방으로 내려가서 교련병대에서 시행된 근대식 군사훈련
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고종은 일본식 모델인 교련병대를 거쳐 청국의
모델을 받아들이고 이후 러시아까지 교련병대의 후속 모델을 채택하게 된
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의 정책 결정자인 고종이 어떠한 생각을 지
닌 채 어떤 의향을 가지고 근대적 군사제도를 초기에 어떻게 수용하였는
가를 분석하는 것은 고종이 교련병대 이후 군사적 분야에서 여러 국가를
통해 다각적으로 시도하였으나, 결국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으로 이
어져버린 조선의 군사적 침탈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지닐 것
이다. 또한 망국이라는 역사적 결과에 치우친 편향적 연구 혹은 민족주의
를 앞세운 인물 만들기의 연구보다는 고종의 군사, 국방, 안보에 대한 사
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군사적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분석
하는 것을 통해 고종에 대한 객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이 겪였던
근대화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살필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본 연구의 질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
다. 첫째, 조선후기의 집권자인 고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논하는 연구들
이다. 이 연구들은 조선후기 사회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들, 즉 내재적 발전
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최고지도자로서의 고
종을 개명군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성리학적 세계관에 묶여있는 봉건군
주로 인식할 것인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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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종을 근대적 민국이념을 추구한 개명군주로 인식한 연구1)를 필
두로 개명군주이기는 하지만, 근대적 민국이념은 정치적 수사학에 불과하다
는 주장2)과, 당시 대한제국의 제도개혁에 따른 제한적 개명군주라는 연구3)
등과 같이 고종이 제한적이나마 근대적 개명군주의 면모를 지녔다는 것이다.
반면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제사 연구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연
구4)에 이어 경제사의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고종을 전제적 권력을 지닌 봉
건적 군주라는 연구5)와 고종의 소중화적 세계관에 관한 연구6) 등과 같이 고
종을 여전히 성리학적 세계관에 묶여있는 봉건군주로 인식하는 연구들이 행
해졌다. 이러한 활발한 논쟁과 연구들은 조선후기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를 배출하였지만, 심화된 논쟁의 이면에 과거 식민지
조선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발심 혹은 서양식 근대적 결과론이 존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종과 조선사회를 민족주의의 발로나 서양
적 잣대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기 보다는,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당시 고종의 군사안보에 대한 관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조선정부
가 시행했던 근대식 군사제도의 수용과정과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조선후기 군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 특히 대원군과 고종시
대 정치변동에 대한 연구7)는 당시 정세 분석에서 탁월하다. 즉 영선사행의
파견, 병대의 설치 등의 강병책은 이 시기 권력집단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춘
추전국시대 이상의 혼란기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군비 확장을 위해 주권을 계
속 유지해야만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다만 고종 친정시기를
분석함에 있어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종보다는 고종을 포함하는 권력집단에 무
게를 두고 있어 고종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는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당시 변화무쌍한 권력구조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1)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서울: 태학사, 2000).
2) 김재호, 이태진, 주진오 외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서울: 푸른역사, 2005)
3)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비한국학연구총서』 20, (서울: 역사 비평
사, 2003).
4) 안병직, 「서평: 조선근대사연구」, 『경제논집』 16권 4호, 667-672쪽, (서울: 서울대학
교 한국경제연구소, 1977).
5) 김재호, 이태진, 주진오 외,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서울: 푸른역사, 2005).
6) 이영훈,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7) 연갑수,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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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고종의 자화상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셋째, 군사사 분야에서 고종 시기의 군사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직업군인 출신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들은 당
시의 군사 조직, 무기 및 병력에 대해 일반 연구자들이 갖추기 힘든 세밀한
시각을 보여준다. 다만 군사 조직 및 편제와 같은 외재적 형식에 집중하여
지휘관이나 병력의 능력이나 인원에 대한 실재적 분석을 놓치고 있다. 군사
조직의 신설과 개편 등은 정치적 권력관계, 특히 고종의 개인적 안위나 외세
개입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근대적으로 세분화된 조직 구조에서 검증된 군 인
력의 부족은 겸직의 폐해로 이어진다. 해당 조직은 문서상으론 존재하지만,
담당 관리는 다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조직의 신설 및
폐쇄로 인한 잦은 부서 변경은 실질적 담당 관리들의 전문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 이러한 군사 조직 및 편제의 변화를 실체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한 근
대화된 군사 제도로의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힘들다. 또한 군사 무기나 전투·
전략과 같은 미시적 요소에 집중하여 이를 사용하고 운용하는 조선의 근대적
군인으로의 변화를 놓치거나 정책 결정자인 고종에 대한 분석이 약한 우를
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련병대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최병옥의 연구8)
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당시 사료를 통해 교련병대의 설치와 운영을 분석하
였으며, 교육훈련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또한 교련병
대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 분석을 통해 연구의 확장을 꾀했다. 다만 군사제도
로서의 교련병대와 최고지도자 고종의 근대적 군사관념을 연계한 분석이 부
족한 점이 아쉽다. 그리고 관련 사료의 부족과 후발 연구의 부재로 인해 교
련병대 자체에 대한 보다 치밀한 재구성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근대적 군사제도로서의 교련병대에 대한 재구성뿐만 아니라, 교련병대
가 가졌던 한계에 대한 고찰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8)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 (서울: 경인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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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자료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고종의 생각과 교련병대 사례이다. 먼저 동
시대 존재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130여 년 떨어진 고종에 대한 분석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면
서 진행해야 한다. 먼저 고종이 조선의 왕이라는 신분이다. 개인적 삶과
정치적 삶이 공존하여 국가적 안위뿐만 아니라, 개인적 안위까지도 걱정해
야만 하는 조선의 왕이었다. 또한 40년이 넘는 즉위기간에 따라 복잡다양
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고종의 삶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한
정된 시간 내에 수행하기에 힘든 작업이라, 고종 즉위 이전 시기와 대원군
섭정 시기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기술하고 고종 친정시기부터 임오군란까
지 기간을 주요 분석시기로 한정하려고 한다. 또한 정치적 양면성을 지닌
고종의 언행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고종실록(高宗
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
錄)』 등과 같은 사료(史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 문서는 내용면
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수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
료 분석에선 텍스트(text) 해석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의 방법을
통해, 문맥 간 함의를 추론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시대적 격차이다. 130여 년 전의 고종뿐만 아니라, 조선의
당시 시대상에 대해 같은 공간을 영유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로서도 격
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조선 지식인들의 저작을 읽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조선인들이 지녔던 세계관을 현대
인들이 공감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사상 중 군사안
보 개념을 분석하는 작업은 130여년 간의 근대화를 거친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1차 공식 사료뿐만 아니라 박
제형의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 정교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윤효정의 『한말비사(韓末祕史)』,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등과 같은 조선 지식인들의 저작을 충분히 검토한 이
후, 2차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당시의 조선 시대상을 생생하게 재현
해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당시 조선이라는 컨텍스트(contex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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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련병대에 대한 군사제도 차원에서, 기존 연구들은 교련병대
설치 직후 발생했던 임오군란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군란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교련병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후발 연구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최
병옥의 연구에 결여되었던 세부 설치과정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구에
서 언급된 자료뿐만 아니라, 호리모토의 출신학교인 일본호산군사학교의 자
료(戶山學校歷誌: 陸軍敎育史別記 第12卷資料)를 비교분석하여 교련병대의
교과목을 재구성한다. 또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교련병대의 군사훈련
방식과 훈련생도를 이루었던 조선인들의 병영생활을 추정하여 교련병대를 재
구성해보려 한다.
그리고 당시 일본화된 서양의 근대적 군사제도를 지고지순한 모범으
로 삼아서 조선식 군사제도의 부족한 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100
여 년이 지난 현재의 정교한 군사제도의 시각에서 이상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군사제도상의 이상형을 설정하여 당시 조선의 군사모델을 비교 분석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는 입대과정에서 병영생활에 이르는 시간적인
추이를 따르면서 각 단계에 따른 사상적·문화적 요소에 대한 분석도 포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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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비적 고찰
1. 고종의 인식 변화
고종은 즉위 초부터 국제정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이
대외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청이 조선정부에 보내온 예부의
자문이나 청 황제의 칙사, 조선의 견청사절(遣淸使節)을 통해서였다.9)
“지난번에 서양 배의 상황을 이미 북경(北京)에 자문(咨文)으로
보고하였습니다.”10)
청의 자문(咨文)은 청의 예부와 조선의 예조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
실무 부서 간의 서신이었다. 조선은 청의 자문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정세를 탐지하고 있었고, 이양선 출몰에 관한 내용도 북경에 수시로 보고
하고 있었다.11)
나아가 고종은 화이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
회의 질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서양 여러 나라들이 청에 조공을 바
치는지 궁금해 하였는데12), 이는 종주국으로서의 청의 위상이 양이의 침
범에 의해 실추되지나 않았는지를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강학기의 고종은 청에 들어와 있는 서양과 청의 주변국가에
대해 인식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만국공법 체계를 터득해 나갔다. 청과의
종주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청의 우월
성을 믿고 의존하는 화이론적 대외인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
원군으로 대표되는 여타의 집권세력들처럼 유교적 도학정치를 통해 나라

9) 原田環, 「十九世紀の朝鮮における對外的危機意識」, 『朝鮮史硏究會 論文集』 21集,
1984, 74쪽.
10) 『고종실록』 고종3년(1866) 10월 15일, “向以洋舶情形, 已有咨報於北京.”
11) 장영숙(2010), 52쪽, 『승정원일기』 고종3년(1866) 10월 15일,
12) 『일성록』 고종10년(1873) 8월 13일; 『승정원일기』 고종10년(1873) 8월 13일, “西洋諸
國無朝貢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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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을 튼튼히 한다면, 서양세력의 도전은 물리칠 수 있다는 내수외양
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중국의 조선의 위정척사적 태도에
대해 칭송한다는 사실을 접한 후에는 일종의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
고종은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
내고 있었다. 강학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점차 서
양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원인과 변화하는 정도에도 관심
을 가졌다. 병인양요가 일어날 무렵만 해도 고종 이하 관리들은 왜와 서양
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와 같이 서양 오랑캐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우리와 교린관계에 있는 이웃나라라고 생각하는 편이
었다. 때문에 조선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이양선의 존재를 일본에 알려줌으
로써 변방의 경계를 강화시키게 하고, 일본과 함께 서세동점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고종이 강학기를 거치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왜양분리적 시각으로 보아왔
으나, 이제는 왜양일체로 인식하여 서양제국주의에 편승한 무리로 일본을
새롭게 보게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을 서양오랑캐와 동일하
게 사악한 무리로 보게 된 학습효과는 고종 친정 이후에 서계접수를 둘러
싸고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게 된다.
고종즉위 초기에 서양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는 중국을 통하
는 간접적인 방법이나, 국경 일대에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고종의 서양에 대한 인식과 정보망
또한 일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14) 더군다나 집권층 대부분이 ‘조선은 산천
이 험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서 오랑캐의 침범이 어려울 것이라는15) 인식
의 기초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종이 서구세력에 대한 정보가 지극
히 미숙한 상태였고, 대응방안 역시 소극적이었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고
종 및 관료집단 대부분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양이는 쉽게 침
략해 오지 못한다는 안이한 대외인식과 위정척사적인 사상 속에 젖어 있
13)

『승정원일기』 고종10년(1873) 8월 13일. “上曰, 我國斥洋之說, 中國甚多之, 果然耶?
根弼曰, 我國之斥邪扶正, 聞于天下, 而中國之人, 莫不欽誦矣”
14) 장영숙(2010), 58~60쪽 참조.
15) 『승정원일기』 고종8년(1871)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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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여준다.16) 고종의 10년 강학기를 통해 볼 때 서양을 오랑캐로
간주하는 근본인식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양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질문은 새로운 이방으로서의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 것이었
다.
한편 고종은 “서양의 무력은 어느 정도 강력한지, 이들을 격퇴하지
못하는 청의 군비는 어느 정도인지”17)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화륜선 제작에 드는 경비와 중국에서 만든 화륜선의 쓰임새 등에 관해서
도 폭넓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알고자 하였다.18) 이러한 과정은 이후 고종
이 서양의 힘의 원천이 상대적으로 화력이 세고 우수한 근대적 병기에 있
음을 깨우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19)
1876년 4월 14일, 조약체결 당시의 강화유수 조병식을 소견할 때의
군신간의 대화20)에서,
고종: 그때 그(일본인)들이 기계 제작을 지도해 주겠다고 말했다
는데 그렇지 않은가?
조병식: 회선포, 자기황에 대하여 배우고 싶다면 당연히 지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종: 하륜선 제조법도 지도해 주겠다고 하였는가?
조병식: 그런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종: 농기계도 역시 배우라고 권하였는가?
조병식: 그들의 말은 만약 본국의 사신을 보낸다면 그 때 모방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6) 장영숙(2010), 61쪽.
17) 『승정원일기』 고종10년(1873) 4월 9일.
18) 『승정원일기』 고종10년(1873) 8월 13일, 上曰, 洋夷之往來渠國者, 乘其火輪船, 而大
國所造火輪船用之耶?
19) 장영숙(2010), 63쪽.
20) 『일성록』 고종13년(1876) 4월 15일, 上曰, 其時彼人云, 器械制作, 當指導云, 然否? 秉
式曰, 回旋砲·自起磺, 若欲學得, 則當指導云矣。 上曰, 火輪船造法, 亦爲指導云, 然否?
秉式曰, 未得聞之矣。 上曰, 農器亦勸學云, 然否? 秉式曰, 彼云本國使若入來, 則其時
模倣爲好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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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종의 관심사항을 짐작케 한다.
접견대관 신헌이 강화도조약 체결되기 전의 상황을 저술한 심행일기(沁行
日記)에 추가된 그의 수행원인 강위(姜瑋)가 남긴 심행잡기(沁行雜記)에는, 처음
보는 일본의 신식 군대 훈련법과 신무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놀라움
이 담겨져 있다.
저쪽 사신 구도다 키요타카가 우리 대관께 사람을 보내서 거처
안에서 군사 조련을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우리 대관께서는 백성
들을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려고 하셨지만, 저쪽에서는 건물을
닫아서 백성들이 못 보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고는 그 이후로 매일
일정하게 시험과 무예 단련을 실시했다. 우리 군대가 처음엔 숨어서 몰
래 보다가 마침내는 제멋대로 쳐다보았다. 악기를 한 번 울릴 때마다
동작이 절도에 맞았으며 총을 들고 칼을 휘두르다가 마치 나는 듯 회전
했다. 한 길 남짓 되는 높이로 노끈 다섯 개를 매어둔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 넘다가 줄을 다 넘으면 멈춰 섰는데, 그러고도 남은 용력을 과
시해서 몇 길씩 뛰어오르니 이를 본 우리 군사들이 모두 경탄하면서 신
기(神技)라고 여겼다. 또 저들이 총포를 진헌해서 한 번 쏘아보게 했
다. 150보 밖에 작은 표적을 세워둔 다음 한 번에 40여 발을 쏘았는데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모두 표적에까지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를 본 우리 군사들이 모두 얼굴빛이 변하여 “우리
가 까마귀밥(蟲沙) 신세를 면한 것은 조정의 은택이며 사신의 힘이로구
나”라고 했다. 울분에 찼던 기세 또한 일시에 모두 사라졌다. 병서에
이르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논구해야 비로소 절실한 말이자 시행할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고종의 군물에 대한 관심은 일본 사신이 바친 근대식 신무기를
통해 증폭되었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장계(狀啓)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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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전하였다.
“일본 사신이 바친 물건이 접견 대관(接見大官) 신헌(申櫶)으
로부터 본영(本營)에 전해져 왔기에 우선 영고(營庫)에 봉류(封留)해
두고 물품 목록은 아래에 개록합니다.
회선포(回旋砲) 1문(門), 탄약(彈藥) 2,000발(發), 전차(前車)
1량(輛), 육연단총(六連短銃) 1정(挺), 탄약 100발, 칠연총(七連銃)
2정, 탄약 200발, 비추(緋縐) 2필(疋), 추(縐) 2필, 수진장금시진표
(袖珍裝金時辰表) 1개, 금련(金鍊) 1조(條), 청우침(晴雨鍼) 1개
(箇), 자침(磁鍼) 1개입니다.”21)
더욱이 고종은 신무기를 다루는 근대적 군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 프랑스식 육군체제를 도입한 일본의 근대적 군인들은 뛰어난
신체능력을 보여주었고 이에 매료된 고종은 조선의 근대적 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청과 일본을 번갈아 접촉하면서 근대
적 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돌입하였다.

2. 권력 분포의 변화
고종의 섭정기인 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그리 대단
한 것이 아니었다. 중앙군의 규모는 상비군으로서 훈련도감에 5,000여 명,
어영청에 3,000여 명, 금위영에 3,000여 명, 용호영에 2,000여 명 그리고
총융청에 3,000여 명 등으로 총 1만 6,000명 정도의 규모를 지니고 있었
다. 그러나 그 반수가 노약자였으며 훈련이 결여되어 있었고 군기 상태가
극도로 해이해진 상태였다. 조선의 허약한 군사력은 곧 외세 침입에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22) 이러한 상황에서 대원군은 당대 군사력의 한
21) 『고종실록』 고종13년(1876) 2월 4일, 江華留守趙秉式狀啓: “日使有進獻物種, 自接見
大官申櫶處, 替傳于臣營。 故姑爲封留於營庫, 物目開錄于後。回旋砲一門、彈藥二千
發、前車一輛、六連短銃一挺、彈藥一百發、七連銃二挺、彈藥二百發、緋縐二疋、縐二
疋、袖珍裝金時辰表一箇、金鍊一條、晴雨鍼一箇、磁鍼一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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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근대식 군사제도과 같은 군사 편제보다는 무기의 낙후성에서 더욱
절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여 서양의 침공에 대비하려
고 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에서 간행된 『해국도지(海國圖志)』, 『영환지략
(瀛環志略)』, 『연포도설(演礮圖說)』, 『칙극록(則克錄)』 등과 같은 서적들을
이용하여 신무기 제작에 더욱 더 노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집권하는 동안 나름대로 국가 재정을 늘리고 군비를 확
충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외국의 통상압력과 천주교 박해에
대한 서양제국들과의 대응에서 강경자세로 일관하면서 주변 정세에 능동
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대원군의 참정을 비난하는 소를 올린 최익현(崔益鉉)에 대해 대원군
세력이 파상적으로 공격하던 정국은 1873년 11월 4일 밤 국왕이 친정(親
政)을 하겠다는 하교(下敎)를 내린 것을 계기로 오히려 대원군세력이 잇달
아 처벌되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국왕은 최익현에 대한 처벌을 제주목
(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최익현에게 더욱
무거운 벌을 내릴 것과 국왕의 친아버지(흥선대원군)에 대한 효를 강조하
면서 완강히 저항하던 홍순목(洪淳穆), 강노(姜㳣), 한계원(韓啓源) 등 3대
신 이하를 처벌하고, 이유원과 박규수를 영의정과 우의정으로 삼는 인사조
처를 단행하였다.23)
이러한 고종의 대원군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며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려했지만, 관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체를 가져오진
못하였다. 고종에 의해 기용된 새로운 권력집단은 정치의 전면에는 나서지
못한 채, 핵심적인 직책에서 고종의 권위에 기대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
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새로운 권력집단은 대원군세력의 기반
이 되는 군영을 다시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12월 11일 이경하를 금위대
장에 임명24)한 후 12월 24일 삼군부의 기반이 되는 군영대장들을 판서보
다 아래의 직급은 종2품으로 환원25)하였다. 이들이 권력기반의 강화를 위
22)
23)
24)
25)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서울: 국방부, 2005), 33쪽.
연갑수,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69쪽.
『고종실록』, 고종10년(1873) 12월 11일, 以李景夏爲禁衛大將。
연갑수(2008), 71쪽, 주15 참조. 『고종실록』, 10권, 1873년(고종10년) 12월 24일, “兵
曹判書、禁軍別將之定朔數, 非古規。 且亞卿亞將之除拜大將, 則依例陞正卿, 直擬兵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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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사력의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 무위소(武衛所)였다. 무위소는 처음에
국왕을 곁에서 호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왕의 전교로 창설되어 이유원·박
규수 등 실무적 인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친위부대를 새로 설치하는
데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과 파수병 증설에 따른 폐단을 우려하여 고종은
1874년 5월부터 400명 수준에 불과한 궁궐 파수병을 서서히 증원하였다.
그러다가 고종은 7월 4일 마침내 무위소라는 명칭의 독립된 군영을 창
설26)하고 결국 대원군대의 삼군부를 대치하는 군사최고기관이 되었다.27)
무위소 도통사(都統使)의 서열은 병조판서보다 높았고, 무위소 제조(提調)
는 선혜청 제조 및 훈련도감 제조를 겸임하여 재정 및 군사를 관장할 수
있었다. 무위소대장은 조영하·민규호·민겸호 등의 척신과 이들이 신임하는
이경하 등의 무장들이 맡았다.28) 즉 고종은 자신의 권력기반의 취약함을
만회하고 기존 군부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조직인 무위소를 창
설하고 해당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인물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전(淸錢)의 혁파29), 암행어사를 이용한 지방의 대원군세력
의 숙청 등 고종이 취한 일련의 정책과 조처에도 불구하고 대원군 세력의
반격은 여전히 강했으며, 고종과 중전 민씨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이러던 중 1874년 12월 17일 고종은 대원군세력의 공세를 봉쇄하기
위해 이최응(李最應)과 김병국(金炳國)을 각각 좌의정, 우의정으로 등용한
다. 동생인 대원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최응을 등용함으로써 대원군
측의 명분을 퇴색시키고, 여전히 위세를 지닌 안동김씨 세력의 도움을 얻
기 위해 김병국을 등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원군 세력은 공개적인 공세
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고종의 인사 등용 방식이 조선 사회를 전반적으로 아우
를 수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것이 아닌 협소한 사회적 집단 내에서
만 이루어져 고종의 권력 기반이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또한 고종은 대원
군 집권시절 철폐된 서원에 대한 조처에 대해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여 지

26)
27)
28)
29)

亦非古法, 有似太濫。 竝復舊例施行。”
『승정원일기』, 고종11년 7월 4일.
최병옥, 「조선말기의 무위소연구」, 『군사』 21, 1990.
연갑수(2008), 71쪽.
김양수, 『조선후기 역관신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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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유생들에 대한 원망을 사게 되었다. 더불어 호포법이나 사창제 등에 대
한 유지 정책은 고종의 권력기반을 지방 사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요
인이 되었다.

III. 근대적 군사제도의 도입
1. 교련병대의 창설 과정
1) 청국과의 협상(제1기)
강화도조약 이후 고종은 일본 군사장비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근대
적 군사 훈련방식에 따른 강병책에도 관심을 보였다. 고종과 조선정부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던 1879년 당시 청국의 이홍장은 비밀서한30)을 통
해,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하기 위해 서양제국과 조약을
맺고 통상하길 바라는 의견을 타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일
본의 침략을 극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크게 우려할
일이 없었기에 서양과의 조약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듬해 김홍집을 통해
전해진 황준헌의 『朝鮮策略』에 대한 조선정부 내에서 찬반 논의가 격렬하
게 전개되었고, 재야의 거국적인 위정척사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당초 무기제조 및 군사훈련 문제를 청의 협조를 얻
어 추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1879년 8월, 부사과(副司果) 이용
숙(李容肅)을 헌서재자관(憲書䝴咨官, 국가 일급 외교문서 휴대관)에 임
명31)하고 청국에 파견하여 무비강구(武備講究)문제, 즉 무기의 제조와 군
사훈련에 관한 협조문제 교섭하기에 이르렀다.32)
30) 『고종실록』 고종16년(1879) 7월 9일.
31) 『동문휘고』 4, 국사편찬위원회, 1978, 3720쪽 참조; 권석봉, 「이홍장의 대조선열국입
약권도책에 대하여」, 『역사학보』 21, 114쪽 및 주19 참조.
32) 권석봉, 「영선사행에 대한 일고찰-군계학(軍械學)조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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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홍장의 권유로 논의되기 시작한 청을 통한 군사력 강
화문제는 다음해인 1880년에 들어 본 궤도에 올라 동년 7월 9일, 자관 변
원규를 청에 파견하여 이를 공식 요청하였다.33)
변원규는 북경을 거쳐 동년 9월 16일 천진(天津)에 도착, 그 곳에
있는 기기국(機器局)·제조국(製造局)·군기소(軍機所) 및 서고(西沽)의 화기·
화약고 등을 돌아본 뒤 동월 22일 이홍장을 만나34)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
갔다.
청국측은 조선에는 기계와 기술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식 총기도
없으므로 조선의 요원이 무기와 제조법과 군사교육 등을 청국에 와서 학
습해야야 한다는 기본방안을 제시하였고,35) 이를 기초로 양국간에 성안된
것이

“조선국원변내학제조조련장정(朝鮮國員弁來學製造操練章程)”으로서,

전문 4개조로 되어 있는 이 장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36)
제1조: 조선 측은 무기제조법을 학습한 요원 38명과 군사교육요원 40명
및 관리위원·통역관 등 10여명을 포함하여 총 88명을 파견하되,
식비 등은 모두 조선 측이 부담하고 숙소는 중국이 대여한다.
제2조: 종래 조선사신의 육로 왕래와는 달리 이번에 파견하는 요원은 예
외적으로 해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선이 구입하는 군사장비와
기계 등도 선박을 활용하여 운송한다.
제3조: 위원·군인·기술학술요원·통역관 등에게는 북양대신아문에서
공백(空白)의 빙표(憑票, 현재의 비자)를 발급하며, 조선 측은
거기에 파견자 명단을 기록하여 북양대신아문과 예부에 송부한
다. 파견인원이 입국한 후에는 중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학습에
전념할 것이며, 혹 이를 위배할 때에는 중국 측에서 조사·처리
17·18, 1962 참조.
33) 『동문휘고』 4, 3733쪽 및 『고종실록』 고종17년(1880) 7월 9일, 以講究武備事, 咨請北
京禮部 참조.
34) 『고종실록』 고종17년(1880) 7월 9일, 以講究武備事, 咨請北京禮部.
35) 『동문휘고』 4, 原續, 軍務, 3734쪽, 謹將朝鮮派人來學 製器練兵分條 擬具淸摺恭呈條
참조.
36) 앞의 책, 3736~7쪽, 謹將朝鮮䝴咨官卞元圭與津海關道鄭藻如等 擬議該國員弁來學製操
練兵章程錄呈御覽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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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학습요원을 수행하는 하인들의 다수 파견을 금하며
개인이 휴대하는 상품이나 화물의 반입을 금한다.
제4조: 군사교육·기술교육·기계의 구입과 군사업무에 관계되는 공문서
는 조선국왕이 청국정부의 예부와 북양대신아문으로 각각 통보하
여 신속을 기한다.
1880년 11월 1일, 이상의 교섭결과를 통보 받은37) 조선정부는 즉시
청국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외교문서와 함께38) 동년 11월 17일 출발
하는 동지사행39)에 이용숙을 수행시켜 빙표와 해로의 이용 문제 등 유학
생 파견에 따르는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케 함으로써40) 청국으로의
군사유학생 파견은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881년(고종18) 2월 4일, 고종은 전년 12월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으로 하여금 유학생을 영솔하고 갈 사
신의 칭호와 유학생의 선발, 그리고 소요 예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속
히 마련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다.41) 통리기무아문은 20여일 간의 검토
끝에 2월 26일 보고42)에서,
“무기제조법을 배워오는 일과 관련하여 사신의 호칭과 공사(工
士)들의 여비를 보내는 모든 일을 빨리 마련해서 들여보내라고 명하셨습
니다. 여러 조항을 마련해서 절목으로 써서 들입니다. 사신의 호칭은
‘영선사(領選使)’라고 부르고 무기 제조는 먼저 공도(工徒)들을 파견
하여 만드는 법을 배우고 기술은 교사를 초청해서 연습하며 군사들을 정
해서 보내기로 한 일은 당분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상세히 말을 구성해
37) 앞의 책, 3737쪽, 謝准請咨.
38) 앞의 책, 3737~8쪽, 謝准請表, 方物表, 右表進呈咨 등 참조.
39) 『고종실록』 고종17년(1880) 11월 7일. 召見三使臣。【冬至正使任應準、副使鄭稷朝、
書狀官洪鍾永】 辭陛也。
40) 『이문충공전서』, 秦稿, 卷45 第 5·6·7 條 참조.
41) 『고종실록』 고종18년(1881) 2월 4일, 敎曰: “軍械學造事, 中國回咨, 已出來矣。 領率
使臣稱號及工士資送凡節, 令統理衙門從速磨鍊以入。”
42) 『고종실록』 고종18년(1881) 2월 26일, “軍械學造事, 使號及工士資送凡節, 從速磨鍊
以入事, 命下矣。 諸條磨鍊節目書入, 而使號稱以領選使, 器械則先遣工徒而學造, 技藝
則邀來敎師而演習, 軍士定送一款, 姑爲置之之意, 備細措辭, 以爲付送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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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음으로써 그 기본방향이 결
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청 양국간에 합의된 “조선국원변 내학제조조련장정”
은 통리기무아문의 검토과정에서 군사훈련요원의 파견을 유보하는 대신
청국의 군사교관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이후 청국과의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1881년 9월 26일, 군사장비의 제조학습을 위한 유학생을 천진에 파견하니
이것이 이른바 영선사행(領選使行)이다.43)
2) 일본과의 협상(제2기)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 실상은 조선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선진 군사 문물을 도입하거나 신무기 제조
법을 익혀 군비강화를 추진해야한다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군비강화를 통한 강병책을 자주적으로 구사함에 있
어 조선정부는 왜양일체론에 따라 일본보다는 전통적인 청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군사장비의 도입과 제조학습을 위해 청국으로 영선사 파견을 결
정하였다.
그런데 군사교육문제에 한해서는 갑자기 청국과의 협조를 중단하고
당시 조선에 체류중이었던 일본 육군소위 호리모토 레이조(掘本禮造)를 활
용하는 것으로 선회하게 된다.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조선의 군제 소속 5영(五營)의 지원자 중
에서 신체 건강한 자 80여 명을 선발하여 다음날인 1881년 4월 12일부터
윤웅렬과 김노완의 통솔하에 모화관(慕華館)을 임시 훈련장으로 본격적인 훈
련에 들어갔으며, 4일 뒤인 16일에는 훈련대장 신정희(申正熙)가 직접 모화
관에 나와 이들의 훈련상황을 살펴보고 금일봉을 주면서 격려했다. 훈련의
실험단계를 거쳐 교육이 시작된 뒤인 4월 19일,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
43) 권석봉(1962), 1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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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는 그 동안의 양국간 협의내용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고, 조선측에서는
23일에 군무사 경리당상 민겸호가 고종에게 보고하였다. 국왕은 이를 윤허하
면서 선병조련(選兵操鍊)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듦과 동시에 책임 장령(將領)은
문무(文武)에 구애받지 말고 유능한 자를 선임하라고 지시하여44) 신식군사훈
련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2. 교련병대의 운영
1) 교련병대의 성격
교련병대는 조선에서 최초로 근대적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인 훈련
및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서양 신식무기로 훈련받은 근대식 군사 부대
이다. 이후 사관생도(士官生徒)를 모집하고 초급장교에 대한 교육도 실시
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교련병대가 단순히
사병훈련 임무뿐만 아니라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각종 병과
특기를 갖춘 사관(士官)을 양성할 임무가 있으며, 그렇게 양성된 장교와
병사로 구성된 근대적 부대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1881년 6월 군사교관 호리모토는 교련병대의 훈련을 담당하고 약 2
개월이 지나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직접 군무사 당상 민겸호와 예조판서
심순택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력의 근대화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일본 육군의 모든 훈병(訓兵)의 법은 7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장 중요한 것이 4개 병종(兵種)으로서 포병, 공병, 보병, 기병이다. 모
두 입학해서 졸업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으며 사관은 그 기간이 길다. 그
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휘자와 지휘를 받는 자는 학술과 기예에 난이경
44) 『고종실록』, 고종18년 4월 23일, 殿講入侍時. 經理事閔謙鎬曰. 間者日使花房義質. 抵
書於臣及禮判洪祐昌. 而簡選兵士. 操鍊戎務. 爲今日急務. 薦引陸軍少尉掘本禮造. 以爲
訓敎之師. 亦要擇定敎場. 從事肄習云矣. 此蓋出於厚誼. 恐難孤負其意. 各營兵士之健壯
者. 抄出點取. 別定將領. 而統率鍊習. 敎場可合處. 亦爲方便擇定之意. 臣與禮判. 商議
於總理大臣及經理諸堂. 有所講確. 故敢達矣. 敎曰. 依爲之. 選兵操鍊等事. 以節目磨鍊.
而將領之任. 勿拘文蔭武擇差可也. http://www.koreaa2z.com/silo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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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難易輕重)이 있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병졸은 사지(四肢)와 같고, 사관은 지기(志氣)와 같아서 일거수일투족,
기좌동정(起坐動靜)이 지기를 거치지 않음이 없다. 마치 반대편오(半隊
編伍), 진퇴이합(進退離合)이 사관의 호령에 의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지기가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사관이 없으면 군이 운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과의 병을 훈련시키려면 우선 각과의 사관을 양성해야
한다.”
라 하여,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병과별 병졸을 양성하려면 우선 각 병과의 사관교육이 선행되어야 하
며 그 규모도 확장해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었다.45)
물론 호리모토의 제의는 자국 일본의 군제와 유사한 형태로 조선 군
제를 개조하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것이었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그의
제의가 타당하다고 여겼다. 고종 또한 군사학교 설립과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주었기 때문에 교련병대는 더욱 확대 발전하였다. 1881년 9월 무
반 자제, 즉 양반 출신 자제 중에서 사관생도 20여 명을 모집하여 병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사관생도수는 점점 늘어나 1882년 2월경에는
140명으로 확충되었다. 당시 일반 병사들은 약 3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
다.
2) 조직 편성

신식군대인 교련병대의 창설에 대한 재가가 공식적으로 하달된 지
10일 이후인 1881년 5월 3일, 통리기무아문은 「선병조련절목(選兵操鍊節
目)」을 선발기준으로 작성하여 병사와 간부를 정식으로 선발하였다. 이때
선발된 장병과 대원의 급료 및 복장은 국왕 친위부대인 무위소가 지원하
기로 하였다. 그러나 간부진이 정식으로 구성된 이후에는 일시 소속되던
무위소라는 일개 부대의 부속기관이 아닌 통리기무아문 군무사라는 정식
기관의 군사교육기관으로 이속되었다.
45) 『동문휘고』 4, 附編, 武備, 4173쪽, 陸軍少尉請益擴鍊戎規制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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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병대의 군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는 통리기무아문의 군무사 교
련국이 맡아 국가적 사업이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교련국의 업무는 생도와
병졸 교육을 관장하고 군사학습용 및 군용장비를 지원하여 장병들의 복지
후생을 담당하였다. 교련국에 교련병대를 배속시킴에 따라 군무사가 교련
병대의 관리를 직접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46) 이러한 관계는 조선 군제
가 오군영체제에서 무위영과 장어영이라는 이군영 체제로 통합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군무사에 남기려는 정책적 일관성을 잘 보
여준다.
통리기무아문 군무국이 교련병대의 관리와 운용을 직접 담당했다는
것은 군무국의 참획관이자 참사직을 맡고 있던 간부들이 교련병대의 간부
진으로 상당수 겸직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표 1>47)은 당시
군무사 관리 명단과 교련병대 간부 명단을 나타낸 것이다.
군무사 간부
○ 경리사: 이재원, 이원회
○ 주

사: 1명(행정업무 담당)

○ 참획관: 이원회, 한성근
○ 참모관: 이제마, 이동인
○ 참

사: 강 윤, 윤웅렬, 김재형
김노완, 김경수, 이응헌
현석운, 변원규

교련병대 간부
○ 교련소 당상: 민겸호
○ 정령관: 한성근
○ 좌부령관: 윤웅렬
○ 우부령관: 김노안
○ 참령관: 우범선
○ 초빙 일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
※통역어학생 무전심태랑 동반, 일본
공사관 순사 등도 보조

표 2 1881년 5월 7일 당시 군무사와 교련병대 간부 명단

46) 최병옥, 1989년, 「교련병대(속칭 왜별기) 연구」, 『군사』, 172쪽.
47) 심헌용(2005), <표1-6>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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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및 훈련 과정
교련병대의 군사훈련은 군사의 기본동작인 제식훈련과 군사기초이론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총기 사용법 학습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식
무라타 소총이 아닌 러시아의 베르당제 등과 같은 서양식 신무기가 주 활
용대상이었다.48) 복식은 일본식을 주로 모방해 초록색 군복과 군화를 착
용하였으나 모자는 서양식을 따랐으므로 다소 혼합적이었다.
사관생도대의 훈련과정은 속성반과 정규반으로 구분되어 전개되었
다. 사관생도대 출신 권동진(權東鎭)의 회고담49)에서
“나는 그 때 제1회 사관생으로 속성반에 들어가 임오년 3월에 졸
업하였다. 그 후 남행부장(南行部將, 종6품)이 되었으나 그대로 학교에
남아 사무를 보았다.”
라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사관생도 20여 명을 모집한 것이 1881
년 9월경이므로 다음해 3월에 졸업하였다면 속성반의 경우 그 교육기간은
6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그가 속성반에 입학하였다면 정규
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관생도를 이수한 자는 종6품관인
남행부장에 임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종래 무과시험을 거치지
않고 조상의 음덕으로 무관이 되는 것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50)

48) 심헌용(2005), 70쪽.
49) 권동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학해』 6, 1937(태학사, 『한국근세사논저집』3에 실려
있음.
50) 최병옥(2000),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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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국들의 반응
1) 청국의 반응
먼저 교련병대 설치이후 청국은 자국이 아닌 일본에 의한 군사조련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선 청국측의 관심은 1882년(고종19) 6월,
청국관리 허속문(許涑文)이 김윤식에게 말한 내용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허속문은 김윤식과의 필담에서 “그 사람(호리모토)의 군사적 조예가 아주
정묘하지 못하다고 들었다. 아마도 중국인만 못할 것이다.”51)라고 하여 일
본인 호리모토에 의한 군사훈련에 대하여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
국인 군사교관의 초빙을 은근히 권유하고 있었다.52) 하지만, 앞서 서술하
였듯이 호리모토의 병종이 공병이라는 점과 부실한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한편 당초 조선정부는 근대무기의 제조법과 장비의 구입은 물론, 군
사훈련문제까지도 청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군사근대화를 성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갑자기 변경되어 군사훈련만은 일본공사 하
나부사의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교련병대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변원규가 청국에 가서 체결한 “조선국원
변 내학제조조련장정” 제1조의 내용 중, “군사훈련요원 40명을 파견한다”
는 국가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당시 조선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청국 측에 어떠한 이유에서 군사
훈련요원의 파견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881
년(고종18년) 12월에 영선사로 청국에 가 있던 김윤식은 이에 대한 이홍
장의 물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일본인이 이미 여러 번 간청하여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또
51) 김윤식, 『음청사(陰晴史)』 上, 고종 19년 임오 6월 초 7일, 172쪽, 許涑文談略,“...聞
其人(掘本)造詣 不甚精抄 恐不如中國之人...”
52) 최병옥(2000), 186쪽

- 22 -

그사람(호리모토)이 지금 서울에 체류하고 있어 숙식에 문제가 없기 때
문에 그에게서 학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의로 볼 때에 일본과는 아
무래도 소원하여 우리 국왕께서는 항상 상국의 교사 몇 사람을 초빙하여
병사들에게 기예를 가르치기를 희망하고 계시며, 이것을 일본인에게 학
습을 청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이 같은 김윤식의 설명은 청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적 발언
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청국 측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군사훈련에 대하
여 달갑지 않은 반응과 함께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2) 일본의 반응
일본측은 강화도조약 체결시부터 그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꾸준
히 조선군의 근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동시에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의
해 온 결과, 그들 군사교관에 의해 훈련되는 교련병대의 창설이라는 수확
을 거둘 수 있었다.
하나부사가 본국의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교련병대의 창설과정을 보
고하면서,
“아직도 진정한 개혁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이로써 조선정부
가 이해득실을 고려하는 시초에, 즉 진정한 개혁의 초보가 우리 육군사
관의 손에 의하여 개시된 것으로 이 역시 실제상 수년 동안 권유의 한
결과...”53)
라 하여, 교련병대의 설치를 하나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이 조선에게 그 동안 보여준 표면상의 우호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즉, 그들이 몇 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끈질
기게 조선군의 근대화를 권유해 온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
을 생각게 하는 것이다.
53) 시천정명편, 2 ,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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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련병대 창설의 배경
1.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1) 조선책략의 영향
황준헌은 『조선책략』에서,
“아! 러시아가 호랑이와 이리 같은 진(秦)나라처럼 정벌을 힘써
경영해온 지 3백년, 그 첫 대상은 구라파였고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동아시아로 옮겨 마침내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정책은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54)
라 하여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러시아의 남하위협에 대하여는 이미 사헌부 집의(執意) 권종
록(權鐘祿)이 지적한 바 있었다. 그는 1879년(고종16) 1월 24일 올린 상
소55)에서,
“러시아에서 근래 더욱 교활하고 강성해져서 접경 여러 고을이
날마다 그 피해를 입고 있으니 크게 우려할 때이다. 어찌 무형의 도적떼
가 유형의 도적떼로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라 하여, 언젠가 현실의 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황준헌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방책을 제
시한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조선이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54) 황준헌 저, 주일문 역주, 『조선책략』, 건국대학교출판사, 1977, 10~11쪽.
55) 『고종실록』 고종16년(1879) 1월 24일. 且俄羅斯近益猾强, 沿邊列邑, 日受其害, 此皆
萬萬隱憂之時也。 安知非無形之寇, 爲有形之寇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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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1882년 4월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되기
두 달 전인 1882년 2월 17일에는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그 사실을 통고
하자는 조선과 러시아 지방관원 사이의 각서가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
門)의 계언(啟言)과 국왕의 윤허 과정을 거쳐서 승인되었다.
만일 조선정부가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설득되어 러시아의 위협을
깨닫고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려던 것이 사실이었다면 러시아와의 각
서가 이 시기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교환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문호개방’에서 『조선책략』의 의의는 다시 생각되어
야 할 문제이다. 『조선책략』이 갖고 있는 의의는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
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조선의 집권세력들이 이제 그 논의를 공
식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제한적 의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882년 2월의 각서가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교환된 것은
지방관 사이의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과 러시아가 이제는 지방
관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56)
한편 ‘친중국’에 대한 김용구의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
의 새로운 정책도 1880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880년 김
홍집이 일본에서 갖고 온 『조선책략』이 이런 정책의 표현이다. 이 서적의
핵심은 ‘친중국’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미국과 조속히 조약을 체결하며 뒤이어 서양 열강과 조약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는 조선은 중국과 상의해 외교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을 검토하여 「제대신 헌의(諸大臣獻議)」라는 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영
의정 이최응, 좌의정 김병국, 영부사 이유원, 영돈령 부사 홍순목, 판부사
한계원, 봉조하 강노(姜㳣)도 ‘친중국’이란 명제에 관해 2백 년 동안 사대
의 관계는 조금도 어김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친(親)을 권하는 것은 이
해할 수 없다”고 의심하였다. 이들의 의심은 정확한 것이었다. 이제 중국
은 조선에 대해 ‘사대질서의 조공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 국제법
의 속국’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57)
또한 사대교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청의 국력에 대
56) 연갑수,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16~17쪽.
57)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인천: 도서출판 원, 200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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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도 깊어지고 있었다. 즉 그동안 서양에 의해 침공당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일본의 침략으로 유구(琉球)가 일본에 편입되어 현으로 개편되었음
에도(1879년 4월) 청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청의 힘을 바
탕으로 한 사대교린관계 자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2) 일본의 접근
조선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변경된 배경의 개략적인 면모는 하나부사
(花房義質)가 본국의 이노우에(井上馨) 외무경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파악
할 수 있다. 즉, 교련병대가 설치된 직후인 1881년 5월 16일(음: 4월19일)
조선주재 辨理公使 하나부사가 본국에 보고한 “쟁총대창설건(鎗銃隊創設
の件)”58)에 의하면,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동경을 다녀온 바
있는 무위소의 별선군관 윤웅렬이 1881년 봄 여러 차례 호리모토를 방문
하여 병제 개혁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일본으로부터도 깊이 권유받은 바에
따라 그의 동료인 충무영 참봉 김노완과 함께 왕명을 받들어 시험적으로
우선 보병 1개 소대를 편성하기로 내정되었으나, 조선정부에서는 먼저 이
를 청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으며 교사를 초빙하려면 청국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등, 정의(廷議)가 결정되기 어려운 상태이
므로 일본측이 조선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내담(內談)이 있었다는 것이
다.59)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련병대의 창설에 영향을 끼친 일본의 접근
을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877년 10월, 대리공사(代理公使)로
부임한 하나부사는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에게 의술·기기(汽機)·군수·측
량 등을 학습하기 위한 유학생의 파견을 권유하였고,60) 1879년 6월에는
인천의 개항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에 온 하나부사의 권유에 따라
장관(將官) 5명을 인천에 보내어 정박중인 일본군함을 견학시킨 적도 있었
58) 『일본외교문서』 제14권, 365~7쪽,
59) 최병옥(2000), 162쪽.
60) 『일본외교문서』 제10권, 291쪽, 30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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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1)
또한 1880년 6월 25일, 조선정부가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 일행 58
명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표면상 하나부사 등 일본사절의 내조(來朝)에 대
한 답례와 조·일 간의 현안문제인 관세징수·미곡의 금수(禁輸), 인천의 개
항, 일본공사의 서울주재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보다 중요한 목
적은 이홍장의 권고, 즉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통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침략성 여부를 살피는 데 있었다. 동년 7월 6일에 동경에 도착한 김홍집
은 약 1개월간 동경에 체류하면서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와 조일간의 현안
문제를 협의함과 동시에, 주일청국공사 하여장(何如璋)·참찬관 황준헌(黃遵
憲) 등과 접촉하면서 일본의 동정과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었다.62)
1880년 8월 28일 김홍집의 귀국보고63)에서, 고종은
(고종이) 하교하기를,
“그들의 동정을 살피건대, 저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과연 악의가
없던가?”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지금 본 바로는 우선 가까운 시일 안으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신
이 이 일에 대해서 청나라 사신에게 물어보니, 또한 실정은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렇다면 영원히 별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감히 확정지어 대답할 수 없지만 향후에 우리가 그들을
61) 『동문휘고』 4, 附編, 武備, 41721~2쪽.
62) 『동문휘고』 4, 附編, 信行別單, 4179~82쪽.
63) 『고종실록』 고종17년(1880) 8월 28일, 敎曰: “察其動靜, 彼國於我國, 果無惡意耶?”
弘集曰: “以今所見, 姑無近慮。 臣以此事問於淸使, 亦以爲實情則然矣。” 敎曰: “然則
可以永保無他乎?” 弘集曰: “此事臣未敢質對。 向從惟在我應接之得其道而已。 以故淸
使亦以自强相勉矣。” 敎曰: “自强, 是富强之謂乎?” 弘集曰: “非但富强, 爲自强。 修我
政敎, 保我民國, 使外衅, 無從以生。 此實自强之第一先務也。” 敎曰: “淸使亦以俄羅斯
爲憂, 而於我國事, 多有相助之意乎?” 弘集曰: “臣見淸使, 幾次所言, 皆此事, 爲我國懇
懇不已也。” 敎曰: “彼人雖欲與我國, 同心合力, 而此何可深信乎? 卽要我亦行富强之術
而已。” 弘集曰: “彼情誠不可深信。 而惟以我國, 不識外事, 爲憫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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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접하는 것에 옳은 방도를 얻는 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 사신도 스스로 힘쓰라는 말로 권면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스스로 힘쓴다는 것은 바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 것인
가?”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만 스스로 힘쓰는 것으로 되는 것일 뿐 아
니라 우리의 정사와 교화를 잘 닦아서 우리의 백성과 나라를 보호함으로
써 외국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로
스스로 힘쓰는 데에 제일 급선무인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청나라 사신도 또한 러시아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을
많이 도와줄 의향이 있던가?”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신이 청나라 사신을 몇 차례 만났는데, 말한 것이 다 이 일이었으며
우리나라를 위한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저 사람들이 비록 우리나라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자 하나, 이것이
어찌 깊이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요컨대, 우리도 또한 부강해질 방도를
시행해야 할 뿐이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저들의 마음을 참으로 깊이 믿을 수는 없지만, 오직 우리나라가 바깥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와 같이 김홍집과의 대화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청국이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며, 조선에 대해 일본이 악의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고종은 이듬해 2월 10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보고64)에
64) 『고종실록』 고종18년(1881) 2월 10일, 統理機務衙門啓: “以軍械學造事, 派使中國, 已
有成命矣。 謹當磨鍊以入, 而日本公使, 亦以銃、礮、船舶等事, 至有文字於廟堂。 非但
難恝其意, 他國軍械, 亦有廣見聞之道。 本衙門被薦人前府使李元會, 參劃官差下, 率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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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제조법을 배워오는 일과 관련하여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
도록 명하셨으니 삼가 마련해서 들여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공사
(公使) 역시 총(銃), 포(礮), 선박 등의 일로 묘당(廟堂)에 상소를 올리
기까지 하였으니 그 뜻을 무시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기
에 대해서도 널리 보고 들을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아문에
서 추천받은 전 부사(前府使) 이원회(李元會)를 참획관(參劃官)으로 차
하(差下)하여 참모관(參謀官) 이동인(李東仁)을 데리고 출발한다는 내용
으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노자는 편의대로 할당해서 지
급하고 도로 연변의 마을에서 접대하는 일은 백성과 고을들에 민폐를 끼
칠 우려가 있으니 일체 그만두라는 내용으로 지나는 제도(諸道)에 분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해 윤허하면서 이동인과 이원회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측으로부
터 무기와 군함의 구입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또한 하나부사는 경기관찰사와 예조판서를 면담하여 이를 촉구하는
한편, 동년 3월 28일(양: 4월 26일) 군무사경리당상 민겸호와 예조판서 홍
우창에게 군사교관의 지원을 제의하고 공사관부 육군소위 호리모토를 추
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65) 이 같은 제의를 받은 민겸호와 홍우창
은 10여일 뒤인 4월 9일 이를 수락한다는 답신을 보냄으로써66) 군사훈련
문제는 일본과의 협조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謀官李東仁, 發行, 而以此意, 撰送書契。 盤纏從便劃給, 沿路支應之節, 爲念民邑貽弊,
一切除之事, 分付所經諸道何如?” 允之。
65) 『일본외교문서』 제14권 365~7쪽, 鎗銃隊創設ノ件(附屬附記一, 甲號) 참조.
66) 『동문휘고』 4, 附編, 武備, 4172쪽, 軍務司堂上 禮曹判書 答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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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종의 권력장악 시도
김홍집은 1842년(헌종8) 음7월 6일 서울 용산에서 출생하여 북촌에
서 살았다. 만 26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을 때 부친
김영작(金永爵)은 그에게
“네 나이 27세인데 오늘날까지 군록으로 큰 것이다. 하물며 오늘
부터 너 자신이 나라에 출사하여 국록을 직접 받게 되니 그 책임 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부터 이르기를, 항상 나라 일에 정성을 다하여 국
록에 대한 책무를 져버려서는 아니된다.”67)
라고 훈시하였다. 이러한 가훈의 영향으로 그의 사생활은 평생을 두
고 청빈하였으며 또한 항상 국은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그의 부친은 환재(桓齋) 박규수(朴珪壽) 등과 같은 초기 개화사상가들
과도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김홍집은 1860년대 청국으
로부터 전해진 서양의 근대 서적을 접하면서 개화사상의 싹을 틔우고 있
었다. 벼슬길에 나선 뒤 청렴하고 공정한 성품과 백성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씨로 인해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된다.
한편, 박규수의 문하에는 김옥균, 박영효, 이동인 등도 배출되었는
데, 이들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김옥균은 집권 세력 집안의 비교적 나이가 젊은 소장파 세력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대원군의 친형인 이최응의 아들인 이재긍, 민씨 집안
의 소민(少閔)인 민영익 등과 같이 집권 세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과 친분을 다졌다.
다음으로 철종의 부마인 박영효 등과 같이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지
만 혈통적·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과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이동인을 통해서 일본의 종교 지도자 및 정치 고위층과
의 연결고리를 짓게 된다.
67) 김영작, 『邵亭詩稿』, 권2 示弘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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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세력은 당시 조정 내 권력 배분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 권력 속에 편입되는 것이 아
닌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단시간에 이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V. 교련병대의 운영에 대한 반발
1. 교련병대의 한계
1) 내부적 한계
1873년(명치6년) 6월 22일 병학료(兵学寮) 호산(도야마)출장소(戶山
出張所)로 창설되어 8월 2일부터 하사관 훈련사무를 시작하여68) 다음해
육군호산학교(陸軍戶山學校)로 개칭된 곳이 교련병대의 일본인 교관이었던
호리모토가 군사교육을 받았던 기관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두 개의 근대적
군사훈련기관이 존재하였다. 하나는 일본육군사관학교, 다른 하나는 육군
호산학교이다. 전자는 귀족계급과 같은 특권계층을 위한 기관이었다면, 후
자는 기존 장교에 대한 재교육이나 하사관의 진급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호산육군학교가 일본 내의 근대적 군인을 조련을 주로 담당한 기
관이라고 할 수 있다.
1880년 10월 호리모토는 육군성의 지시에 의해 조선으로 파견된
다.69) 호리모토가 출국한 1880년을 기준으로 1873년~1880년 사이의 육군
호산학교의 발전과정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 있다. 1873~1875년 전

기에는 육군호산학교가 병학료 출장소의 위치에서 독립 기관으로 자리잡
는 시기였다. 따라서 훈련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관 초빙문제에 대한 체
계도 자리 잡지 못했으니 보병훈련, 사격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다. 후기인 1875년 4월부터 무라타 츠네요시(村田經芳, 1838~1921)
68) 『陸軍戶山學校略史』, 1960, 13쪽.
69) 일본 육군성 내부자료, 1880년 10월 23일자, 陸軍省 送第六七〇三號 将校海外派遣及
歸朝御届 陸軍工兵少尉堀本禮造 御用有之朝鮮國江被差遣之事, www.jacar.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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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관으로 부임하면서 총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총기 및 총탄 생
산을 시도하였다. 이에 시험사격을 거치면서 1880년에 무라타 소총을 개
발하게 된다. 하지만 1885년이 되어서야 사격학생을 소집한 사실70)은
1880년까지 교육생에 대한 정규 사격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호리모토가 교육 받았던 시기에 대해 정확히 추산하기 힘들지
만, 1880년 10월 이전에 졸업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호리모토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하다. 당시 육군호산학교를 살펴보면, 설립
이후 1874년(명치7년)부터

1886년(명치19년) 2월까지 프랑스식 교과과정

및 훈련방법을 도입한 시기 중 전기에 속한다. 이 기간의 초기에는 學科
(內務, 數學), 術科(練兵, 體操, 射的, 地方勤務, 野外勤務) 등의 교과과목
을 진행하였고, 수업기간은 8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로 다양했다. 여기에
서 호리모토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세 가지의 경우로 분석할 수 있다. 먼
저 호리모토의 병종(兵種)은 공병으로 알려져 있다. 훈련기간이 1880년에
가까워질수록 세부화된 과목에 따라 군종에 맞게 훈련받았을 것이다. 물론
사관으로서 공통과목이나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전투 및 사격훈련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훈련기간이 1874년에 가까워
질수록 육군호산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관의 지도 체계가 안정되지 않아
정규 훈련 및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호리모토가 육군호산학교를 수학했던 기간은 프랑스식 훈련방식을 채
택한 기간이었다. 이 훈련방식은 기본적인 사격훈련, 집단훈련은 진행하였
지만, 기계체조에 가까운 개인훈련에 집중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한다면, 호리모토의 근대적 군인으로서 전투 수행 및 교육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1880년(명치13년) 일본은 자국산 소총의 개발과 제작에 성공하였다.
이는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력을 진일보시킨 획기적인 사건
이었다. 화승총이 전래된 이후 300년이 지나 서구와 맞먹는 수준의 소총
을 처음 만든 것이다. 개발자는 앞서 언급했던 무라타 츠네요시였다. 사격
의 명수였던 무라타는 사쓰마번(薩摩藩) 출신으로 보신전쟁(戊辰戰爭,
70) 『陸軍戶山學校略史』, 196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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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1869)과 세이난전쟁(西南戰爭, 1877)에 참가해서 같은 군대가 여러
총을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당시 각기 영국제
스나이더소총, 프랑스제 미니에총(Minie rifle) 등 여러 총을 보유하고 전
투를 했던 것이다. 일본군의 무기를 제식화하려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기에 관심이 많았던 육군의 원로 오야먀 이와오(大山巖)도 지
원하였다. 육군은 총기 개량을 맡은 그를 1875년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 파견했다. 소총 개량과 사격기술 습득이 목적이었다. 귀국 후 그는
1875년(명치8년) 4월부터 육군호산학교 교관으로 총기 연구에 전념하여
1880년에 처음 자국산 소총의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총은 프랑스에서
개발한 그라스(Gras)총과 네덜란드의 보몬(Baumont)총을 모델로 단순화
한 형태였다. 즉시 육군의 제식소총이 되었고, 1885년에는 개량형인 '18년
식 무라타소총'이 나왔다. 이 두 가지 소총을 가리켜 '메이지13년 일본제
국 무라타소총'이라고 하였다.
무라타 소총의 개발시기인 1880년임을 감안해 1881년에 조선에 설
치된 교련병대에서도 무라타 소총 200여정을 수입해 무장하였다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이는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무라타 소총 개발 이후 일본은 대량생산을 시도했지만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따라서 자국 내 수요를 만족시키
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의 교련병대에 200여 정을 반출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1884년 9월 15일에 있는 고종과 일본공사와의 대화에서
편전(便殿)에 나아가 일본 공사(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
一郞)와 육해군 사관(陸海軍士官)을 접견하였다. 다케조에 신이치로가
아뢰기를,
“떠나올 때에 우리 황제가 유시하기를, ‘조선국 대군주가 세계
정세를 살펴보고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와 교화를 일신시키며 밤낮없이
정력을 기울여서 개명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임오년(1882) 강화조약
(講和條約) 제4조에 지적된 보상금 50만 원 가운데서 40만 원을 되돌려
주어 개명한 정치를 실시하는 데 보태 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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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 지극하므로 감사하기 그지없다. 경은 이런 내용으로 전
달하라.”
하였다. 또 일본 외무경(外務卿)이 보내는 무라다식〔村田〕 총을
대군주와 왕세자에게 각각 1자루씩 바치면서 아뢰기를,
“새로운 정사를 찬양하여 우리의 성의를 표시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날 그 이름만 들었는데 오늘 실물을 보게 되었다. 응당 보
물로 삼겠다.”
하였다.71)
라고 하였다. 교련병대의 설치와 사격 훈련을 지켜본 고종이었기에
교련병대에 무라타 소총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임에 틀림없다.
한편, 1881년 8월 28일, 춘당대에서 군무경리사·시원임대신(時原任
大臣)·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병조판서 그리고 각영장신(各營將臣)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교련병대의 시범훈련을 참관한 고종은 군무사당상 이재
원·신정희·민영익 등을 앞으로 불러 “지금 보건대 교련병대가 아주 정예하
다. 병대가 이와 같지 않다면 어찌 병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칭찬하
고, 앞으로는 무예청과 각 군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하라고 지시하
였으며,72) 동년 9월 25일에 있은 국왕의 능행을 호위케73) 하는 등 특별한
71) 『고종실록』 고종21년(1884) 9월 15일,十五日。 御便殿, 接見日本公使竹添進一郞及陸
海軍士官。進一郞奏: “來時, 奉我皇帝聖諭以‘朝鮮國大君主, 洞察宇內大勢, 更革制度,
作新政敎, 宵旰勵精, 以圖開明之治。 玆將壬午講和條約第四塡補金五十萬圓內, 四十萬
圓繳還, 裨補凡資開明之用。’” 上曰: “厚意篤摰, 不勝感謝。 卿宜以斯意轉奏。” 又自
外務卿, 以村田銃各一口, 獻于大君主及王世子曰: “仰贊新政, 以表鄙衷。” 上曰: “曩聞
其名, 今觀其器, 當以爲重寶。”
72) 『승정원일기』 고종18년(1882) 8월 27일, 敎鍊兵隊親監入侍時, 行都承旨閔泳翊, 行左
承旨金昌熙, 行右承旨金聲根, 行左副承旨李載純, 右副承旨閔昌植, 同副承旨洪承穆, 記
事官吳炳文·兪鎭奎, 別兼春秋金學洙·朴斗陽·閔泳駿·金炳吉, 記事官尹相翊·金天洙·鄭夏
源, 提學金炳始, 直提學金永壽, 檢校直閣趙同熙, 直閣金文鉉, 檢校待敎洪淳馨·閔泳煥·
宋秉瑞·韓耆東·金永悳·趙晳九, 待敎閔泳韶, 副校理朴泳敎, 副修撰張錫祚, 經理事金輔
鉉·李載元·金炳德·金弘集, 武衛所原任提調金箕錫, 都統使李景夏, 行兵曹判書趙寧夏, 訓
鍊大將申正熙, 禁衛大將李載冕, 御營大將閔台鎬, 摠戎使閔謙鎬, 主事趙忠熙·柳·李命
宰·洪在鼎·任慶準·金用來·尹泰駿·韓龍源·柳完秀·李重夏·尹瀗以次侍立。 時至, 通禮跪啓
請外辦, 上具軍服, 乘座馬出拱辰門, 藥房提調閔台鎬, 副提調金昌熙進前奏曰, 侵早勞動,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宣傳官跪稟鳴金二下, 大吹打, 由石渠門·金馬門詣春塘臺,
通禮跪啓請降馬陞座, 上降馬陞座, 宣傳官跪稟鳴金三下, 吹打止, 上命機務堂上·主事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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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군무사 관계관들의 건의도 충분히
작용했으리라 믿어지지만, 동년 9월경에는 무관자제, 즉 양반자제 중에서
사관생도 20여 명을 최초로 모집하였으며,74) 병졸과 사관생도의 수는 점
차 증원되어 다음해인 1882년(고종19) 2월 당시, 병졸은 300여 명, 사관
생도는 140명이었다.75)
한편 일본은 제식소총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전역에 퍼져있던 소총
의 수집령을 내려 각종 소총에 대한 연구와 통일 작업을 시작한다. 또한
소총과 탄알의 자체 생산과 수리를 위해 서양의 기초 과학부터 야금기술
까지 도입하여 총기 연구를 시작한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1880년 일본은 자체 생산한 무라타 소총과 탄알 및 수리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반면 조선은 서양의 기초 과학과 야금 기술을 익히기 위해 청으로
연행사를 보냈으나, 체류비용부족뿐만 아니라 장기적 도입 의지를 갖지 못
했기에 자체 생산이 아닌 서양 국가 및 일본, 청으로부터 총기와 탄알을
수입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당시 교련병대의 사격훈련은 정기적으로 수행
되기 힘들었고 고위 관리나 고종이 왔을 때, 전시성 훈련으로 사용되는 수
준이었다. 또한 선물로 받거나 수입한 서양식 총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
져 이에 맞는 탄알을 찾기도 힘들었고, 고장이 발생해도 자체 수리할 수

侍, 經理事輔鉉等, 主事忠熙等以次入就位訖, 上命敎長, 率兵隊以入, 敎長率兵隊序立階
下訖, 以司謁口傳下敎曰, 兵隊還出送, 具服色持器械以入。 上入小次, 少頃, 上出次, 敎
長率兵隊以入試藝訖, 上入小次, 以司謁口傳下敎曰, 侍衛軍兵, 令各其營乾犒饋。 出傳
敎 少頃, 上出次, 宣傳〈官〉跪稟懸燈, 上可之。 仍命軍務堂上進前, 軍務堂上載元·正熙·
泳翊進前訖, 上曰, 今觀敎鍊兵隊, 甚精銳矣, 兵隊若不如此, 豈可謂兵隊乎? 自武藝廳至
各軍門, 將欲使之敎鍊此法, 卿等, 須悉心善飭, 而渠輩之勞苦旣多, 勞問, 可也。 載元等
招兵隊, 序立階下, 勞問訖, 進前奏〈曰〉, 臣等承命勞問, 則皆無頉云矣。 上又命參領官
進前, 參領官韓聖根·尹雄烈·金魯筦進前訖, 仍敎曰, 爾等屢月勞苦, 不惜其身, 而兵隊之
敎鍊, 甚精矣, 今日親監, 極庸嘉尙, 須盡向國之誠, 終必有實效之地, 可也。 又敎曰, 今
玆親監, 欲其試藝, 而稱以兵隊, 慮有自外作弊, 此亦善爲操束, 可也。 上命退兵隊, 又命
機務堂上·主事先退, 傳曰, 還宮, 當自內爲之矣, 該房知悉。 出傳敎聲根奏曰, 請出標信
解嚴。 上曰, 以已下標信擧行。 仍還內, 諸臣以次退出。
73) 『日本外交文書』 第14卷 9, 「朝鮮關係雜簒」, 154, 369쪽, 掘本少尉訓鍊兵隊國王殿下
上覽ノ件 참조.
74) 윤효정, 1931, 109쪽.
75) 『日本外交文書』 第15卷 153쪽, 三月 十日附 在朝鮮國公使館公信寫.” ...去月初旬 ...
新式練兵ノ方ハ迫迫勢宜布當節ハ兵卒三百餘名生徒百四十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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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 결국 교련병대에서의 사격훈련은 ‘요란한 쇼’였
으며, 최신식 근대 총기는 고종의 행차시 호위를 뽐내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복식은 일본식을 주로 모방해 초록색 군복과 군화를 착용하였으나
모자는 서양식을 따랐으므로 다소 혼합적이었다.76)
고종은 교련병대의 설립초기 무인 80명에 대한 훈련 결과에 대해
매우 흡족해 했고 이를 전국에 시행하라 이른다. 이어 양반자제를 선발하
여 사관생도를 교육하려 한다.
교련병대의 군인들이 훈련하였던 장소에 대해선 이미 알려져 있다.
1881년 4월에 훈련을 시작하여 임시 교육장소였던 모화관(慕華館, 독립공
원 내 독립관,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에서 4개월을 보낸 후 8월 21일 창
의문 밖 평창(平倉, 세검정 부근)으로 옮겼다가77) 이내 10일을 채우지 못
하고 다시 남소영(南小營, 현재 동국대학교 부근)으로 옮긴다. 여기에서 2
개월 훈련 후 하도감(下都監, 동대문운동장 부근)으로 이전하여 다음해 임
오군란으로 해체될 때까지 6개월 정도 훈련했다.
훈련 장소의 변경을 분석해보면, 야외 훈련의 필요성이나 집단 훈련
을 위해 장소를 옮겼다고 보기 힘들다. 임시 훈련소였던 모화관은 일본 공
사관과 가까워서 설치되었다면 요란한 기합 소리와 총포 소리에 놀란 사
람들과 야유를 피해 창의문 밖 평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곳은 훈련장
소로는 적당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도성 밖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고종의 지시에 따라 성안인 남산의 북동측 산록에 위치한 남
소영으로 이동하였으며, 결국 훈련도감의 한 분영인 하도감에 자리잡게 되
었다.

76) 심헌용, 2005, 75쪽.
77) 『統理衙門軍務司記錄』, 辛巳 8월 21일. “以司謁口敎曰 軍務司主事輪回進去于彰義門
外技藝所”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창의문외는 평창을 가리키는 것이며, 기예소(技藝
所)는 교련병대의 교육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최병옥, 2000, 175쪽, 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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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적 한계
근대 이전의 군대란 체계적인 ‘훈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무공으로 무과 시험을 통과한 장수들에 의해 지휘 유지되는 것이
었으며, 군사력 역시 군량이나 무기고의 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었다.78)
그렇다면 근대적 군인과 군대의 체제는 어떤 속성을 지녀야 하는가? 근대
적 군인은 개개인의 몸을 잘 단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나 ‘규율’적인 제도의 틀에 맞춘 한도 내에서였다. 엄격한 규율을 가진 훈
련 및 교육과정은 개인의 특출한 무력을 육성하여 ‘영웅’과 같은 독보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혹독한 수련의 과정이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는 형태
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이제 국가에 유용한, 그러나 위협적이
지 않은 부속품으로서의 근대적 군인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된다.
교련병대 설립초기에 훈련된 군인은 기존 오군영에서 차출된 무인들
이었다. 이들은 무인의 기질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신체 훈련에 치중하
여 호리모토의 근대식 군사 훈련을 훌륭히 수행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후 사관생도 육성으로 위해 입대한 양반자제들은 무인도 아닌 상태에서
근대적 군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및 훈련을 갖추지 못한 교련병대
의 체제에서 근대적 군인으로 재탄생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1863년 조슈번(長州藩) 밀출국 유학생인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가 정발(丁髮)을 잘랐고, 1871년 이와쿠라(岩倉具視) 사절단 역시 귀
국할 때에는 단발에 양복 차림이었다.79) 서양 문물의 유입이 조선보다 빨
랐던 일본에서도 1871년의 산발폐도수의령(散髮廢刀隨意令)은 약간의 혼
란과 반발이 존재하였다. 명치4년(1871년)의 영(領)에 따라 명치5년 가을
부터 6년까지에 걸쳐 각 부현에서 집중적으로 단발의 통달(通達)이 발령되
었다. 이러한 통달은 주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단발을 설득하고 있다.
첫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두뇌를 감싸는 두부는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으로 그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 반발(半髮)이 아닌 단발(總髮, 散

78) 이영아, 『육체의 탄생』, (서울: 민음사, 2008), 117쪽.
79) 김어진, 「문명 표준으로서의 두발 양식:1895년 조선 단발령의 국제정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논문, 2002,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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髮, 蓄髮이라고도 함)을 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는 단발은 원래 고대일본
의 머리모양이었는데, 이것이 중세 이로 반발이 되어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단발을 하는 것은 일본 고래의 풍속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
미하며, 절대 서양의 풍속을 흉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셋째로 문명론적
이유로서 반발은 야만적인 풍속으로 개화, 문명의 시대에 어울리는 머리모
양은 단발이라는 점이다. 이 문명론적 설명에 의하면 반반은 지구상 일본,
중국, 인도 등 몇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형(異形)’으로 해외 제국으로
부터 야만의 증거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80)
반면 조선 백성들에게 상투는 남성, 성인, 결혼 등의 관념이나 사회
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을 육체로 표현하는 상징
물이었다.81) 이러한 신체의 일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효 관념과 밀접
한 의미를 지녔던 모발에 대해서 조선 백성들, 특히 양반들이 갖는 의미는
현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1895년 단발령 역시 모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무인이든 양반
자제든 교련병대에서 훈련받은 생도들은 모두 모발을 그대로 유지한 채
훈련을 받았다. 근대화된 시각에서 본다면 장발 상태는 개인 및 공중 위
생, 전투수행과 관련이 깊다. 먼저 개별 생활이 아닌 집단 생활에서의 장
발은 위생과 방역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발은 개인 간 전투상황
에선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에게 머리채를 잡히거나 상투
를 잡힌다면 그것은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투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살펴본다면 군 입대과정의 ‘머리깎기’는 불교의 삭발
식과 비슷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속과의 인연을 끊는 의미까지 아니
더라도 사람, 특히 남자의 외모가 남들과의 구분지음에 있어서 두발 모양
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발을 일률적으로 짧은 단발
머리로 바꾼다는 것은 남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를 제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적 군 입대 절차에서 군복을 입기 위해 이전에 입고 있는
80) 김어진(2002), 38쪽.
81) 이영아(2008),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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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들은 모조리 벗게 된다. 이는 일본의 근대적 군 입대에선 볼 수 있었으
나, 조선의 근대적 군대제도인 교련병대에선 찾아볼 수 없다. 훈련 초기
오군영에서 차출된 군졸 출신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이
후 사관생도를 위해 선발한 양반 자제들은 두루마기 위에 군복을 착용하
였다고 한다. 이는 군사 교육 및 훈련에서의 활동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 훈련, 즉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
한 군사조직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이러한 취약점을 갖는 이유는 사회
적 신분상 군사 훈련에 대한 절박함이 적었고 사회적 위신과 정체성을 유
지하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련병대가 훈련한 장소는 새로 설치한 건물이 아니었고 조선 전통
가옥의 구조를 갖춘 기존 군사조직의 훈련장을 이용했다. 또한 오군영에서
차출된 80명의 초기 병사들은 출퇴근이 아닌 집단숙식생활을 했을 가능성
이 크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조직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모두 서울 도성
안이나 부근에 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관생도 육성을 위해
소집한 양반 자제들은 다른 행태를 보였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서울 도성
안에 살았을 것이고 당시 훈련 장소가 남산 북측 동대문 부근이라 수시로
자신의 집에 드나들었을 것이다.
무관자제 중에서 선발한 사관생도들은 자신들이 양반 신분임을 자부
하면서 조선측 교관인 참령관 우범선을 업신여겨 명령에 복종치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82), 전근대적 사회계급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군
사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의문시되는 것이
다.83)
이에 반해 일본에서의 장교, 즉 사관생도에 대한 천황의 발언을 살
펴보면,
“이제부터 장교직에 대한 요구는, 평시에는 지식과 교육, 전시에
는 예외적 용기 및 명민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자질을 보유하는 국민 각자는 군대의 최고 직책을 차지할 수 있다.
82) 윤효정 지음, 1931, 『한말비사(원제: 최근 60년의 비록)』 (서울: 교문사, 1995), 92쪽.
83) 최병옥, 2000,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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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적 차별은 이제부터 군대 안에서 종식될 것
이며, 각자는 자신의 배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권리를 갖
는다.”84)
라 하며, 사회적 배경과 군대를 분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
하여 새로운 ‘군대사회’를 창출하여 근대적 군인에게 성취감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2. 국내 위정척사세력
교련병대 설치 이후 임오군란까지 당시 지식인의 개인 저작에 나타
난 사례를 바탕으로 호리모토와 교련병대에 대한 당시 평가를 들을 수 있
다.
먼저 호리모토에 관련하여 「평창 별기군 피로연장의 석탄산수 소독
세례」85) 사례에서 호리모토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고 상대에 따라 변하
는 점을 꼽고 있다.
“당상(민영익)의 복장이 아름답고 하려해 석탄산수를 뿌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리모토가 피로연장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소독약을 뿌리는 데
마치 상대를 희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상 민영익에게는 차마 뿌
리지 못하는 점은 그가 소독을 핑계 삼아 조선 관리를 놀렸지만, 고위 관
리인 민영익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빗대어 권력에 아부하
려는 속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둑고양이를 죽인 호리모토의 업보」86) 사례에선 호리모토의
잔혹한 성격이 드러나면서 조선 관리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 된다.
84)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인간사랑, 2012) 210쪽.
85) 윤효정 지음, 박광희 편역, 『대한제국아 망해라(원저: 풍운한말비사)』, 2010, 206쪽.
86) 윤효정 지음, 박광희 편역, 2010,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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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군의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는 부식용으로 쇠고기 한 근을 사
다가 대청 기둥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았는데,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쇠고
기를 물고 도망간 일이 있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칼로 코를 베어 내며 도둑고양이를 다섯 토
막을 내어 죽여버렸다...
민영익이 말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감이 어떠셨소? 오늘 하는 짓을 보니 호리모
토가 참으로 걱정되어.”
민 당상의 말처럼 호리모토가 그해 6월의 임오군란 때 난군에 의
해 돌무덤 속에 무참하게 매장되니 다들 고양이를 죽인 업보라 했다.
다음으로 교련병대과 관련하여 당시 지식인 황현의 글에서
올해 봄에 장정들을 모집하여 왜군식으로 군사 훈련을 시켰는데,
이를 별기대(別技隊)라고 불렀다. 왜군 굴본예조(堀本禮造)가 교관이었
는데, 남산 북쪽에 훈련장을 만들었다. 총을 메고 뛰느라 먼지가 날려
공중을 덮으니, 장안 사람들이 처음 보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
한 개화(開化) 이래 이해를 분간하지 않고 왜놈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
다 하면 어금니를 갈며 죽이려 하였으니, 일반 백성들은 더욱 심하였
다.87)
남산의 북쪽이라면 남소영을 지칭하는 것이며, 근대식 군사 훈련에
대해 “총을 메고 뛰느라 먼지가 날려 공중을 덮으니”라고 묘사하는 장면
은 제식 훈련일 것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처음에는 모두들 놀랐지
만, 이윽고 일본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한편 『풍운한말비사』의 「초록 군복의 포졸 집단 구타사건」88)을 살
펴보자.

87) 황현, 허경진 옮김, 『매천야록』, 2006, 79쪽.
88) 윤효정 지음, 박광희 편역, 2010,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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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생도는 명문 무가(武家) 자제 중에서 뽑은 사관생도와 80명
의 병정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일본 군대의 신식 훈련을 받았고 그
들이 입은 군복이 모두 초록색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초록 군복’이라
고 불렀다.
임오년(1882) 봄에 왕세자의 성년식이 있었다. 이때 의식 시중을
들 여종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여종이 초록 군복 중 한 사람의 제수(弟
嫂)였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시종에 뽑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
서 좌포청에서 초록 군복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초록 군복들이 작당
하여 좌포청 포교를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좌포장 한규직(韓圭稷, ?~1884)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즉
시 그 초록 군복을 잡아다가 엄히 매질을 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포청 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초록 군복 80명 전원이 나서서 포청으로 몰
려갔는데, 가서 보니 그 초록 군복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이들
은 폭도로 변하여 포청의 관리들 방이며 하인청, 옥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사람들은 초록 군복의 불법적인 무력행사에
반감을 가졌고, 오영(五營)의 병졸들은 이들에 대한 조정의 편애에 분노
를 터트렸다. 이는 임오군란 때 오영 병졸들이 대궐에 난입하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이처럼 당시 사건에 대한 윤효정의 기록이 야사(野史)란 점을 감안
하더라도, 초록 군복을 입은 교련병대의 불법적인 행동이 존재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조정의 편애는 도를 넘어섰고 이에 불만을 가진 구식 군인들
의 반란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
한 고종실록89)과 비교해본다면, 상당부분이 잘못 기술되어있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내부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하고 있
으나 하나의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동대문 양민과 관련된 것이다. 동대문 근처에 사는
오원춘과 오소사에겐 딸이 있었는데, 유춘화에게 시집가서 임신중이었다.
89) 『고종실록』 고종19년(1882)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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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봄 왕세자의 성년식을 준비하기 위해 기찰포교 최영순, 최장춘 등
좌변포교들은 오소사의 딸을 성년식 의식 시중을 들 여종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부모와 동네 양민들은 이를 저지하여 포교들을 쫓아버린다. 하
지만, 그 와중에 오소사의 딸은 아기를 유산하고 자신마저 죽어버린다. 이
에 오원춘과 안상관 등 동네 주민들은 좌포도대장의 집을 찾아가 하소연
을 하였으나 도리어 매를 맞고 죽는다.
두 번째 사건은 교련병대와 관련된 것이다. 병대의 이상국은 급료를
받으러 남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포도청 포교와 포졸들한테 ‘동대문
수문군’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좌포도대장의 집에 끌려간다. 이에
남매지간인 양인 최학길은 서너명의 병대군들과 상의하여 포도청을 찾았
으나 거절당한다. 다시 돌아와 병대 수백명들과 구관당상을 찾아 하소연하
였으나 다시 거절당해서 대장 탁기환을 비롯해서 많은 병대원들은 포도청
에 난입하고 이상국을 데리고 나온다. 이 과정중에 옥에 갇혀있던 죄인들
은 도망가고 지인들은 시체를 밖으로 옮긴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사건은 묘하게 접점을 이루면서 합쳐진다. 첫 번
째 사건에서 오소사의 딸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동네 양민들 중에 동대문
수문군이었던 무위영 아기수 김연춘, 동대문 수문군 김봉선, 신유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좌포도청 포교와 포졸들은 사건의 용의자인
동대문 수문군을 잡는 과정에서 교련병대의 이상국을 잡아들인다. 하지만,
첫 번째 사건과의 연관성이 찾긴 힘들었기에 이상국에 대해 몇 가지 요소
를 추가한다. 먼저 이상국과 유춘화는 형제지간이며, 오소사의 딸을 데려
가는 것을 막은 사람들은 동네 양민이 아닌 이상국을 비롯한 몇 명의 교
련병대 인물이었다. 결국 이상국은 좌포도대장의 옥에서 매를 맞아 죽었기
에 교련병대 80명은 폭도로 변해서 포청의 관리들 방이며 하인청, 옥 등
을 닥치는 대로 부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야사의 부정확함을 지적하
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구식군대인 좌포도대장 한규직을 비롯한 포교와 포졸들이 조정의 편
애를 받고 있던 신식군대인 교련병대 인물들에 대해 갈등과 분노를 드러
내고 있는 점이다. 즉 이상국을 잡아들였을 때 첫 번째 사건과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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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알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다. 그
리고 이러한 구식군대과의 갈등에 대해서 교련병대 인물들도 좌시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억울하게 갇힌 부하를 위해 대장 탁기환은 몇 명 인물들
과 함께 좌포도대장과 구관당상에게 청원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교련병대
병사들과 함께 좌포도청을 제압하여 이에 시정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신구 군대 간의 갈등에 대해 당시의 지식인들은 교련병대에 대해 대
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이다.
논의를 좀 더 확장하여 고종과 조선정부가 추진하였던 개화정책과
『조선책략』에 대한 전국 유생들의 반대 논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1880년(고종17년) 12월에 전직 사간원(司諫院) 정언 허원식은
러시아의 남하위협을 언급하여,
“러시아와 우리 나라는 예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과거에 원
수진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도 혐의가 없으니 그들이 어찌 침략
할 것인가! 만약 의외로 명분 없는 침공이 있다 해도 그러한 명분없는
침략이 성공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며 우리 나라에는 충성심 있는
국민이 있어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성해도 이를 제지하고 타격을 가할
수 있으니 어찌 그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하고, “우리 나라의 오영과 전국의 병기군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체는 용병에 있는 것이지 기예에 있는 것
이 아니라”라는 군사기술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유학생의 청국 파견도 반대하고 있었다.90) 이는 다른 국가의 침략에는 명
분이 있어야 하며, 명분 없는 침공은 반드시 실패하며, 무기의 강약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심 깊은 국민이 중요하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원식의 상소에 이어서 다음해 2월에는 이만손을 대표로 하는 영남
만인소가 올려졌는데, 그들은 조선책략의 내용 중 일본과 결맹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90) 『고종실록』 고종17년(1880)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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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란 본래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 삼포왜란의 지
난 일이 어제 같고, 임진왜란의 숙원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 그들
은 이미 우리의 수륙요충을 점거하고 있다. 그들은 본래 우리 종족이 아
니므로 그 마음도 역시 반드시 다를 것이다. 우리의 방비 없음을 보고
그들이 산돼지처럼 돌진해 온다면 이를 제지할 길이 없다.”
라하고, 일본 미국 러시아는 모두 같은 오랑캐들이어서 그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정책은 불합리한 것이며, 따라서 황준헌이 제의하고 있는 “친
중국·결일본·연미국”의 방아책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1) 이는
당시 일본에 대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전반적 차별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
다.
동년 3월에 출신(出身) 황재현(黃載顯)도 상소하여 서양제국과의 수
호통상에 반대하면서 오늘날 국내외의 상황으로 보아 국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병정(兵政)을 쇄신하는 길로서, 그 방법은 첫째; 유능한
장수의 선택(擇將), 둘째; 훈련의 강화(習陳), 셋째; 군랸의 비축(儲食), 넷
째; 병력의 확보(兵卒), 다섯째; 청야작전(淸野)의 5개 조항을 제시하고 있
다.92)
황재현과 같은 날 상소를 올린 출신 홍시중(洪時中)도 『조선책략』의
내용을 논박하면서, 특히 대일관계에 언급하여 일본과의 수교는 결국 우리
의 윤리를 금수(禽獸)와 같은 지경으로 타락시킬 것이라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교개화에 반대하였다.
첫째, 고래(古來)로 왜는 동래 일우(一隅)에서 제한된 무역을 행하여
왔으나 우리의 허락 없이는 감히 일보도 월경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왜가
우리의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의 왜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왜의 제약을 받는 것이 된다.
둘째, 오늘날의 왜는 옛날의 완고한 풍습과는 달리 양복을 입고, 양
기를 쓰며, 양선을 타고, 양화를 수송하며, 통상상품은 모두가 각종 양품
이다. 그러므로 왜는 곧 양이며, 양은 곧 왜이다. 즉, 왜양이 일체이다.
91) 『고종실록』 고종18년(1881) 2월 26일, 嶺南儒生 李晩孫 等萬人聯疏略조 참조.
92) 『고종실록』 고종18년(1881) 3월 23일, 承政院啓 出身黃載顯 洪時中肆然投疏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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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왜와 무제한으로 교역을 행하면 결국 그들에게 현혹되어 모두
가 아편을 복용하게 되고 사교(邪敎)에 물들게 될 것이다.
넷째, 일본과 화합하는 것은 방아(防俄)로서 급선무라 하고 또 왜가
우리와 화합하려는 것도 역시 왜가 러시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만,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가 진실로 러시아가 두려워 우리와 화
합하려 한다면 왜의 약함을 알 만하다. 이제 약한 왜의 여력에 의뢰하여
러시아의 내침을 완화시키려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
다섯째, 오늘날의 병기는 정교한데 우리에게 그러한 무기가 없으므
로 불가불 각국에 가서 군사장비의 제조법을 배운 다음에야 응변할 수 있
다고 하지만, 이도 그렇지가 않다. 고래로 담병가(談兵家)가 많으나 다만
군주가 일심으로 장관을 임명하고, 이 일심으로 군사를 통솔하고, 또한 군
사들이 이 일심으로 군주에게 충성하면 승리는 확실하다. 또한 적의 이목
이 집중되고 있는 곳에서 병기 제조법을 배운다는 것도 어리석은 자의 생
각이다.93)
홍시중은 이상의 다섯 가지 조목을 들어 왜양일체론을 주장하고, 러
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일본과 결맹한다는 것은 양책이 되지 못할 뿐 아
니라 외국에 가서 병기제조법을 배운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오직 승리
의 요체는 군민의 일치된 정신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어 동년 5월에는 경기도의 유기영(柳冀永)·경상도의 김순진(金淳
鎭)·충청도의 한홍열(韓洪烈) 등이 차례로 척사상소를 올림에 따라 정부에
서는 이들을 설득 또는 처벌하는 등 상소운동을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그
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동년 윤7월에는 다시 경기도 유생 신섭
(申㰔)·강원도 유생 홍재학·충청도 유생 조계하(趙啓夏)·전라도 유생 고정
주(高定柱) 등이 그 지역을 대표하여 상소를 올렸다. 이 중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홍재학의 상소문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위정척사는 정조이래 조정의 기본정책으로 병인 신미년에는
외침을 격퇴하였다.
둘째, 고종이 친정한 이래 왜양일체의 해를 모르고 일본과 통상함
93) 앞 주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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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설(邪說)이 횡행하여 공맹정주(孔孟程朱)의 대도(大道)가 무너
지고 말았다.
셋째, 서양문물은 인륜을 멸하고 역천지하는 것이다.
넷째, 전수(戰守)의 계책을 세울 것이며 서양서적과 물건을 몰수
하고 혹세무민하는 간신들을 단죄하여야 한다.94)
이상과 같은 전국 유림들의 수교· 개화반대 운동을 볼 때, 그것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대내외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정부 투
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며, 정부의 정책과 유림들의 척사운동 사이에는 점
차 정책적 대결이라는 갈등과 간격이 생기게 됨으로써 정부의 근대화정책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1880년 말부터 81년 중반까지 거국적으로 펼쳐졌던 유림들
의 척사운동으로, 개항 이후 팽배하였던 배일감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설된 교련병대는 왜양과 연결되어 보수세력의 반발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련병대 창설 당시의 훈련장을 모화관에서 인적이 드문
평창으로 옮긴 것은 모화관이 주위에 담장도 없을 뿐 아니라, 황해·평안의
통로변에 위치해 있어 구경꾼들이 울타리처럼 늘어서 비웃고 비난하기 때
문이었다는 것이다.95)
그리고 앞에 언급한 바 있는 권동진은,
“당시 수년 동안에 걸친 궁중과 정부의 낭비와 무질서로 인하여
국고가 고갈되어 구식군졸의 봉급은 10수개월이나 지급치 못하고 있었으
나 신식병사들에게는 매월 10여 원의 봉급과 군복 그리고 식비까지를 빠
짐없이 지급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구식군졸들의 불평이 많았다.”96)
고 술회하고 있다.
94) 『고종실록』 고종18년(1881) 윤7월 6일, 江原道儒生洪在鶴等疏略조 참조.
95) 市川正明, 일한외교사료 2, 86쪽///
96) 권동진(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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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불과 2개월여 전인 1882년(고종19년) 3
월 29일, 현직 좌의정인 송근수(宋近洙)가 올린 사직상소 중에 교련병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오늘날 이른바 왜는 양이와 한가지입니다. 그들과 아무 제한없
이 한 곳에서 어울려 생활하게 한다면 어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
까! 이것은 온 나라 사람이 모두 걱정하고 탄식하는 바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 군사 중에 장건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예를 배우게 하고 왜별
기라 지목하니 그 부르는 이름부터가 해괴하고, 나아가 무가자제와 유생
년소들로 하여금 윗도리를 벗어 젖힌 채 열을 서게 한다든지 오랑캐 상
놈들인 그들에게 머리 숙여 경계하게 하여 수치심을 품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니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결정하셨는지 그 뜻
을 모르겠습니다.”97)
라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왜양일체의식, 즉 왜양이 모두 오랑캐 무
리들이라는 사상이 가시지 않고 잇던 화이적 유교사회 상황에서 양반자제
들이 일본인 교관의 명령에 따라 윗통을 벗고 정렬한다거나 경례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었다.
요컨대 당시의 개화정책은 고종 이하 일부 진보적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며, 여타 관료와 대부분의 유림들은
아직도 보수사상의 테두리에서 내수외양론만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 신·구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던 곳이 바로 군내부라고
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원군 하야 직후인 1874년(고종11년) 6
월에 고종은 종래의 경오영 이외에 새로이 무위소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궁궐수비만을 담당하고 있던 훈련도감 예하 무예청과 용호영에 추
가하여 설치한 궁궐수비전담병영이었다.98) 당초 500여 명의 소규모 병력
97) 고종실록 고종19년 3월 29일
98) 일성록 고종11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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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발한 무위소는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총 1,250여 명에 달하였
으며, 고종의 특별한 관심 하에 여타 병영의 병사들보다 우대받으면서 국
왕의 시위군이라는 일종의 특권을 누림으로써 기타 대부분 병사들의 사기
를 크게 저상케 하였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허원식의 상소 중에,
“임진·병자 이후 군제를 개혁하여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으
로 하고, 또 총융·용호의 양영을 두어 비록 옛 제도와는 다르나 역시
숙위(宿衛)와 한어(捍禦)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위소라는
것을 신설하니 속된 말로는 수하친병(手下親兵)이라 하는바, 다시 무엇
때문에 무위의 병졸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한어하기 위해
서라면 5영의 군졸이 모두 우리 백성이니 어찌 5영과 무위의 구별을 두
겠습닉까! 지금 5영의 병졸들은 요미(料米)를 먹지 못하여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 무위의 병졸들에게는 별도로 후하게 급료를 내려주어 배불리
먹고사니, 즐기는 자는 1영이요 원망하는 자는 5영으로 어찌 일시동인지
도(一視同仁之道)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무위소
의 군졸을 마땅히 5영에 환부하여 똑같이 처우한다면 모두가 기꺼이 순
종하고 중심(衆心)이 일체가 되어 국방에 힘쓸 것입니다.”99)
라 하여 무위소 설치 이후 차별대우를 받고 있던 5영 병사들의 불만
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무위소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영(掌令) 이준선(李駿善)도 동월 28일, 시폐를 논하는 상소에
서, 기존의 5영으로도 궁궐 숙위가 충분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1영을
신설하여 군사비를 모두 이에 투입하고 있으며, 무위소의 군졸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엉뚱한 명목의 성금을 강제 징수하는 등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0)
이처럼 무위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이질
적인 교련병대를 설치하고 편애함으로써 일반국민과 보수세력의 반발은
99) 『승정원일기』 고종17년 12월 17일
100) 일성록 고종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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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식군인들의 불만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며, 더욱이 구식군인들에
대한 양미 부정배급사건과 이에 반발한 몇 몇 군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그 동안 쌓여 왔던 불만을 일시에 폭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것은 반정부·반일의 폭동으로 확대되어 친일적인 정부 고위관리와 일본인
군사교관 호리모토 등을 타살하고 일본공사관을 습격케 하였던 것이다.101)

VI. 결론
1. 고종의 권력 장악
고종은 조정 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대원군 세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세우려 했다. 동시에 민비 또한 외척을 통해 세력 구축하고
있는 형편이라, 고종에게는 대원군 세력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민
비 세력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친정 초기 군부를 장악
하기 위해 무위소를 설치하여 권한을 확대시켰지만, 여전히 자신의 개화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권력 기반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김홍집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가져와 온 『조선책
략』으로 인한 사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국에 대한 신뢰도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던 청국이 서양세력에 대하여 무기력한 모
습을 보여줬으며, 일본의 유구 병합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못
했다. 또한 청국이 제시한 근대적 조선관은 문화적 사대주의가 아닌 만국
공법상으로 속국을 보여줬다. 이러한 청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청국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찾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 미국 및 서양 국가들은 조선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
류가 적었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선은 당시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에 대해 “가깝지만 먼”, 혹은 “잘 모르지만, 여전히 위협
101) 최병옥(2000),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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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는 양요를 거치면서 서양국가에 대한
적개심이 오랑캐로 인식하던 일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왜양일체론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운요호 사건 및 강화도 조약을 맺고
점차 일본에 대한 재인식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노선을 통해 조선에 대한 잠재적
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첫째, 정식 외교노선인 변리공사 하나부사 등의 외교사절을 통한 고
종 및 조선의 고관들에게 선물을 희사하며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이전 시
기 희사품은 일본에서 채취하거나 제조하며 조선에선 귀한 물품이나 생산
물이었다면, 이 때 희사품의 대부분은 서양식 물품이나 근대적 생산물이었
다. 이러한 진귀하고 신기한 물품이나 서양식 무기를 진상하는 일본에 대
해 고종뿐만 아니라 조선 고관들은 점차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부드러운 회유책에 더불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무력시
위정책도 또한 펼쳤다. 조선에 대한 임진왜란 이래 일본의 평가는 문약국
(文弱國)이라는 것으로서 개항교섭에 있어서도 일본이 무력시위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주지의 일이다. 1880년 김홍집 수신사의 파견 직전
만 하더라도 하나부사 공사의 교섭방침품의102)에 조선측의 교섭천정책(交
涉遷廷策)을 피하려면, “일시의 권도를 택하여 강박의 방책을 사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으며,” “ 그들(수구파)이 보아서 무섭고 꺼릴만한 위력을
준비하여서 필성을 기해야” 된다고 역설하였거니와 또 그런 의미에서 병
함을 당시 부산·원산 간에 순회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진종(眞宗)불교 지도자들은 조선 포교를 위해 조
선의 종교적·정치적 유지와 면밀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불교는 쇠퇴하고 있었고 이에 일본 진종불교는 조선 내 불교의 불씨를 다
시 불붙이고 자신들의 불교적 색채를 덧입히기 위해 조선의 전국적 포교
활동을 꿈꾸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의 불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
로도 내응할 수 있는 중앙 고위관리, 유력가 등의 인물 포섭에 나서게 되
었다. 조선에서 온 이동인은 그러한 역할을 맡기기에는 최상의 인물이었
다. 종교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개화사상을 지닌 동인승은 조선과
102) 『일본외교문서』 13권, 4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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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종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개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건들은
먼저 어느 정도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민씨 외척들을 포섭
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재야 사림을 비롯한 위정척사
파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친정 이후 부분적인 시도는 있었지만, 근대적 군
사제도의 도입과 같은 개화 정책은 위험부담도 크고 실행하는 데 부담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에게 개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
게 연결고리를 부여해준 인물은 바로 개화파 중심인물, 즉 김옥균이었다.
서양 세력의 위협과 『조선책략』으로 야기된 조선정부의 대외적 인식의 변
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2차 김홍집 수신사의 파견은 김옥균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초기 개화파 인물인 박규수라는 공통분모를 지녔던
승려 이동인을 통해 일본진종의 종교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본 정계의
고관들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김홍집 일행의 파견에 대한 성격
을 미리 파악해서 무불승을 일본으로 급파해 이동인으로 하여금 일본 정
부에 적절한 조치를 부탁하게 된다. 즉 일본 정부에게는 관세 및 인천 개
방 등과 같은 외교적 현안 교섭이 걸려있었지만, 가능한 그런 교섭 태도보
다는 수신사에 대한 후한 대접을 부탁한다.
김홍집으로서는 치열한 외교 교섭이 아닌 따뜻한 대접을 받고선 일
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일본승으로 오인했
던 동인승이 사실은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운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에 김홍집은 고종에 대한 귀국보고에서 일본
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고 김홍집과 민영익, 이재긍 등과
같은 소장파 관리들의 소개로 동인승은 고종을 알현하고 일본에 대한 정
보와 신지식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고종과 김홍집, 민영익과 이재긍, 동인승과 일본 정부 등 고
종의 권력 기반과 민비, 그리고 일본과 연결되는 권력의 연결 고리를 완성
하면서 고종은 최소한의 권력기반을 이루고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개화정책
의 일환으로 교련병대를 도입하여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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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적 제도의 수용으로서 교련병대
교련병대는 개항기 고종이 처음으로 시도한 근대적 성격을 지닌 군
사 훈련, 병사 및 사관 양성부대였다. 교련병대에서는 단지 사병만이 아니
라 초급장교까지도 양성하여 근대화된 조선군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교련병대의 성패는 어찌 보면 조선군 군개혁의 성패와도 연관되는 의
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임오군란으로 인해 제대로 목적을 실현시켜 보지
도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교련병대는 조선군 군 개혁의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련병대를 둘러싼 여러 의미를 짚어보는 것도 조선군 군 개혁의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첫째, 교련병대 창설 사업이 진행된 고종 친정 초기의 군사개혁 정
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조선은 이양선 출몰과 양요로 인
하여 큰 충격을 받았으며 군사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왕권
을 강화하고 외세 침입에 국방력 강화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종은 전통 군
제의 비효율성을 버리고 근대적 개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고종의 자주적 개혁에 대한 긍정의 관점을 지닌 연구에서 보면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해 군사전문가를 적
극 참여시켰으며 군사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제를 근
대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 바꾸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을 독자적으로 내림으로써 균형 잡힌 대청, 대일 군사협력 관계를 추진했
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대로 고종의 근대화 노력에 대한 자주적·개혁
적 의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고종의 권력 장악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 투
영되어 근대적 제도의 수용에서 자신의 권력기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한 채, 서울과 지방 간의 괴리뿐만 아니라, 서울 내
의 군부 조직안에서도 심각한 괴리 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왕가를 중심
으로 방탕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근대적 군사개혁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이
결핍되어 군사유학생을 파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개혁을 뒷받침
할 물적 토대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고종이 근대화된 국가에 대한 근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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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둘째로, 교련병대의 편성 과정에서 군무사 소속으로 편제된 것에 대
한 의미부여이다. 일부 연구에선 이를 군무조직의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의
미를 갖는다고 본다. 즉 전통적으로 조선의 군대는 군령, 군정권이 국왕에
게 독점된 국왕의 군대였다. 그러나 고종이 군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정권이 군무전담기관인 군무사(軍務司)로 이관됨으로써 근대적 성격을
지닌 군정기관이 군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군제의 변경만으로 군사조직의 근대화를 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
다. 무위소의 소속이냐, 군무사의 소속이냐 하는 점보다는 교련병대의 운
용과 역할 및 성격에 대한 고찰이 더욱 더 중요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
대로 교련병대는 근대적 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적인 부대로 창설되
었지만, 이후 사관생도를 위한 사관학교로 변화하였으며, 행차시 고종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위장대 역할만 하게 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특권 계
층을 위한 군사 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련병대가 고종의 근대화 정책의 첫 시도였지만, 임오군란을
통해 그 명맥이 끊어진다면 그 중요성은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임
오군란 이후에도 고종의 근대화 정책으로서 교련병대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냐는 문제이다. 군란 당시 교관 호리모토를 비롯한 일본인 순사들과 조
선인 고위관리를 죽임을 당했지만, 잔족 병력은 옛 훈련장소인 평창(연융
대)에 집결하여 전통 군영인 총융청에 소속되어 일본식 군사훈련을 계속
받아왔다. 그 후 이 부대는 1883년 10월 청군제하에서 조선의 군제를 통
일시켜 왔는데, 친군전영에는 광주유수가 된 박영효과 윤웅렬이 교육시킨
남병영 병사, 그리고 서재필이 사관장인 장교교육기관 등 명칭은 달랐지만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는 부대는 계속 존재하였다. 이처럼 교련병대의 설치
및 운용의 경험은 지휘관 및 졸업생도를 중심으로 조선의 군사적 근대화
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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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의 문화적 요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종이 보여준 권력 장악의 의도, 근대식 무
기에 대한 그릇된 개념과 도입방식이 고종시기 근대적 군사제도를 도입하
는 것을 방해한 주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근대적 군사제도를 도
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걸림돌은 조선의 문화적 요소
였다.
먼저 근대적 군대란 장소는 군사교육과 훈련을 통해 병사들의 정신
과 신체를 철저히 굴복시킨 후 국가와 정부에 대한 권력관계를 인식시키
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종 때의 예송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조선 사대부의 거대한 담론 속에 존재하는 왕으로서는 두발이나 복식
문제는 절대 거론할 수 없는 분야였다. 이는 1895년 단발령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표출된다. 교련병대 내의 사관생도에 대한 두발과 복식은 근대
적 군사조직 내의 군율이 아닌 조선 사회의 문화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
다.
또한 사관생도로 소집된 양반자제들에게 영내 생활을 강제하지 못했
다. 대부분의 양반자제들이 도성 안에 살고 있었고 본인과 집안 하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러한 양반문화는 근대적 군사조직 내의 군율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중인 출신 교관들이나 참령관이었던 우범선에게 자신
의 양반 가문을 앞세우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교련
병대에서 사관으로 졸업하면 종6품의 품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조상의
음덕(蔭德)으로 얻게 되는 벼슬과 같다는 점은 양반자제들에게 어떠한 동
기부여도 가질 수 없게 만든 구조였다. 한편 교련병대와 같은 실험부대 혹
은 특수부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국가의 사례에선 천민들을 소
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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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of Modern Military System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高宗):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Gyoryeonbyeong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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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modern operation of Gyoryeonbyeongdae(GRBD)
which King Gojong established was abolished by Imo Incident(Imo
gullan), a military revolt of soldiers in traditionally trained unit
on July 23, 1882. But there are no records about any battle
between newly trained soldiers and traditionally trained ones. And
there are only records of a killed japanese instructor, a foreign
student, military police officers, and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his loss of record makes me curious about the GRBD.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limitation of GRBD as the first and significant change in military
system by analyz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t.
The past approaches for this question – why GRBD failed to
perform its role – focused on four words. Those are an overall
judgement about King Gojong, the military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and a study about GRBD only. These approaches would not offer
proper explanation about relations between King Gojong and
military system. And there is no follow-up research about G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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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rgues the limitation of GRBD by describ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RBD and shows dynamic
relation among King Gojong, the traditional political and social
power group, Qing China, and Japan.
The case of GRBD is the first attempt in modernization of
military system and would be the direct cause of Imo Incident, and
triggered the consecutive events such as Gapsin coup, Gabo
Reform, Gwangmu Reform, the disbandment of Korean Arm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vitalizing the organization of
GRBD by depicting an negotiation with Qing China, Japan abou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t. Analyzing main topics and causes
dur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GRBD system shows the internal
limitation and external limitation of GRBD.
A fundamental factor of various ones why GRBD should show
a limitation on performing its role was originated from King Gojong
and his friendly power group’s biased intention. So GRBD was
achieved as not just an organization of modernized military system,
but a symbol of King Gojong, Yeoheung Min clan and enlightenment
party. It aroused the resistance of traditional power group o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rea.

Keyword:

Gyoryeonbyeongdae,

King

Gojong,

Military

Political power, Enlighten party, Yangban culture
Student Number: 2011-20220

- 62 -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