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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와 수구’는 언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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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사상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통 으로 한국사상사 연구는 시  속

에서 사상의 주체를 설정하고 주체의 사상을 역사 으로 독해하는 방법에 친숙

한 편이었다. 특히 시 환기의 연구는 구시 로부터 신시 를 향하는 변 운

동의 에서 운동 주체와 그 사상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사상사 서술에서 주

체와 사상의 긴 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쉬웠다. 운동사의 향으로 형성된 주체

와 사상의 일체화 상은 사상사 연구에서 사상의 역사를 주체의 역사로 신하

는 풍조를 낳기도 했는데, 를 들어 조선말기 사상계에서 개화사상의 역사란 

실상 개화 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화 라는 주체와 

개화사상이라는 사상이 자명하게 주체와 사상의 계에서 일체화될 수 있는 것

일까?

문제는 주체와 사상의 간극에 한 고려이다. 시 환기 신시 를 향한 사상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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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를 검출하는 것은 분명 요한 일이지만 설령 이와 같은 존재를 검출한

다 하더라도 그 주체의 역사가 곧 그 자체로 사상의 역사와 동일시될 수 있을

까? 시 환기의 특정한 국면에서 활동한 역사의 주체를 ‘개화와 수구’라는 

임 에서 개화 라고 명명했을 때 개화 로 명명된 주체의 역사를 곧바로 개

화사상의 역사와 등치시킬 수 있는 것일까? 주체의 존재론과 사상의 존재론의 

동일성과 동시성에 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때 이러한 연구 방법의 설득력이 

배가될 것이다.

사상은 사상을 담지한 주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동시에 사상을 직조한 

언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없다. 주체로부터 근하는 주체의 사상사와 언어로

부터 근하는 언어의 사상사는 공히 사상사 연구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지향

이 동일하지는 않다. 개화사상은 이에 근하는 방법을 자에서 구할 것인가 

후자에서 구할 것인가에 따라 역사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와 같이 주체

를 시할 경우 개화사상은 개화 라는 주체의 사상, 개화 라는 주체와 결부되

어 실천된 사상이라는 의미를 얻는다. 후자와 같이 언어를 시할 경우 개화사

상은 개화라는 언어의 사상, 개화라는 언어와 결부되어 실천된 사상이라는 의미

를 얻는다. 

지 까지 ‘개화와 수구’의 임 에서 구축된 개화사상에 한 역사 지식은 

‘주체의 사상사’를 특징으로 하 다. 개화사상에 한 연구는 곧 개화 에 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개화사상 연구의 주요 토픽은 개화 의 역사  배

경이나 역사  실천, 개화 와 정척사 의 사상  립, 개화 와 실학  사이

의 사상  연계 등에 치 되어 있었다. 개화사상 연구를 개화  연구로 체시

킨 결과 개화사상의 존재론과 직결되는 개화의 개념 는 개화의 의미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소략했다.1)1)개화에 한 ‘언어의 사상사’가 부진한 가운데 개

1) 개화의 개념과 련하여 일본의 문명개화와 연계되어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문명화 혹은 

부강화를 표시하는 개념이 곧 개화 음을 제시한 통 인 견해가 있다[이 린, 1999 �(

정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35-42면]. 그런데 유길 의 �서유견문�에서 개화에 한 

개념 규정을 시도하기 까지 개화 조차 개화에 한 통일  이해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1890년  후반부터 산업의 근 화와 의식의 근 화를 의미하는 ‘개물화민’ 개념이 들어섰

음을 보인 연구가 있다[강재언(정창렬 옮김), 1981 �한국의 개화사상�, 비 출 사,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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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한 ‘주체의 사상사’로서 개화 의 역사  정의를 장악했던 것은 ‘개화와 

수구’라는 임이었다.2)2)기실 ‘개화와 수구’는 제되어야할 임이 아니라 

입증되어야할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으로 삼아 개화 를 설정하여 개

화사상을 설명한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논리의 도 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은 조선 말기 개화사상의 재인식을 목 으로 ‘개화와 

수구’라는 임의 역사  이해를 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작업을 시도하고

자 한다. 첫째, ‘개화와 수구’가 조선 말기 역사 지식을 어떤 식으로 편제하고 있

는지 해방 후 국사 교과서에서 그 역사 서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개화와 

수구’가 조선 말기의 역사  언어로서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있었는지 당  연

기 자료에서 그 언어 질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개화와 수구’가 한국 근

의 문제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개되고 있었는지 연 기 자료와 신문 자

료 기타 단행본 작에서 그 개념 지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화사

상 연구에서 ‘주체의 사상사’와 구별되는 ‘언어의 사상사’의 요성을 환기하고

자 한다.3)3)

176면]. 그리고 1894년 이후 민간에서 개화가 유행하 고 한제국기에는 개화가 리 통

용되어 다양한 정의가 등장했음을 지 한 연구도 있다(김종학, 2017 �개화당의 기원과 비

외교�, 일조각, 343-346면). 이들 연구에 비추어보면 조선 사회에서 개화 념의 본격  

출발은 갑오개  이후가 된다. 

2) ‘개화’와 ‘수구’의 임에 해서는, 후쿠자와 유키치, 기쿠치 겐조 이후 조선말기 고종  

정치사를 보는 일본측의 기본 시각으로 정착하 고, 그 향으로 한국에서도 이 수, 최남

선, 이병도, 이선근 등에 의해 수용되어 확  재생산 되었음을 논구한 연구가 있다(유승렬, 

2017 ｢사 =수구  독립=개화 의 이항 립  근 서사 임의 창출과 변용｣ �역사교

육� 142). 이에 앞서, 조선의 개화 와 수구 에 한 정치  구별은 처음 임오군란(1882)

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조선의 정치 실을 수구당(명성왕후)과 개화당(김옥

균)의 립으로 규정하는 도식은 일본의 내정 간섭에 따른 갑오개 (1894) 이후 정착되었

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개화’-‘수구’ 임을 ‘일본 침략주의 논단의 산물’로 보

았다(이태진, 2003 ｢한국 근 의 수구․개화 구분과 일본 침략주의｣ �한국사시민강좌� 33).

3) 이 에서 제기하고 있는 ‘언어의 사상사’는 근래 한국사 연구에서 증하는 개념사 작업

과 련 있으며, 라인하르트 코젤 이 말하는 근 의 문턱에서 발생하는 언어 명을 의식

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 ‘언어의 사상사’에 한 총론 인 서술을 제시할 역량이 없으나 사

상사 연구에서 ‘언어의 발견’이 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체득해 왔다. 이를테면 조

선시  유교 인 실학 개념과  학술 인 실학 개념 사이에 놓여 있는 한제국기의 

‘實學’,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한제국기 신채호의 ‘我’↔‘社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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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와 수구’의 역사 서사

조선 말기 개화와 수구의 립이라는 역사 지식은 한국 사회에서 그 뿌리가 

깊다. 개화와 수구는 근  서양의 역사  충격과 통 조선의 역사  변화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정치의식과 계있다.  그러한 정치의식

으로 무장하여 각각 자기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던 서로 다른 유형의 정치  주

체와 계있다. 후자의 경우 개화와 수구의 주체로서 곧잘 개화당과 수구당이라

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개화와 수구의 립 곧 개화당과 수구당의 립은 

환기 역사의 기로에 서서 신질서를 건설하느냐 구질서를 수호하느냐는 신구 

립의 역사철학 인 문제로 이해된다. 신구 립의 역사철학은 새 시 를 향한 

변 의 주체와 이에 항하는 반동의 주체가 활약하는 역사 드라마를 상정한다. 

이 역사 드라마에서 각각 변 의 배역과 반동의 배역을 담당함으로써 개화와 수

구는 비로소 한국사에서 특정한 역사  의미를 획득한다. 이 칭  계에서 

불변의 배역이 유지됨에 따라 배역 그 자체와 동일시된 나머지 드라마를 떠난 

개화와 수구의 본래  실상과 그 인식이 있음이 망각되기 쉽다.

해방 직후 진단학회가 펴낸 �국사교본�4)은4)조선말기 개화와 수구의 역사 드

라마를 간략하지만 핵심 으로 달하는 국사 교과서이다. 이 책은 개항 후 조

선 정부가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견하고 청에 선사를 견하여 청일 양국을 

통해 서양의 신문화를 흡수하고자 하 고 이를 배경으로 ‘개화 와 수구 ’가 출

교 경서의 ‘유신’과 메이지 유신의 ‘유신’ 사이에 놓여 있던 조선 말기의 환기  ‘維新’과 

같은 키워드의 검출이 그것이다(노 범, 2013 ｢ 한제국기 실학 개념의 역사  이해｣ �한

국실학연구� 25; 노 범, 2014 ｢ 한제국기 신채호의 ‘아(我)’ 개념의 재검토｣ �개념과 소

통� 14; 노 범, 2018 ｢조선 말기 유신 개념의 역사  이해｣ �인문논총� 75). 이것은 사상

사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  에 따라 고정된 범주나 고정된 개념으로 제되기 쉬운 

개념어들이 실상 오늘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 의 역사 인 용법을 갖추고 있음을 일

깨워 다. 이러한 용법들의 역사  이해를 통한 기존 개념의 새로운 언어  통찰은 습

인 사상사 연구의 성찰과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4) �국사교본�은 해방 후 발간된 최 의 등 교육용 한국사 교과서이다. 아직 제1차 교육과

정에 진입하기 이  단계의 교수요목기(1946.9.~1954.4.)보다도 앞선 시기에 나왔기 때문

에 해방 후 한국사 교과서 지식의 출발 이 되는 요한 문헌이다(조 , 2019 ｢해방 후 

첫 인 교과서 �국사교본�의 한국고 사 서술 분석｣ �한국민족문화� 70, 194-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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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서술하 다. 즉, ‘이때 국내에는 각계를 통하여 신구의 립이 생기게 

되었다. 신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개화 라 지목하고 그 지 못한 사람은 수구

라 하여 그 사이에 암투와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5)5)이것이 한국사

에서 개화와 수구의 첫번째 국면이다. 이어서 이 책은 ‘개화의 바람’ 속에 

된 조선 구식 군인의 불평으로 임오군란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 청의 간섭으로 

조선이 속국의 굴 에 빠져들자 이를 배경으로 ‘독립당과 수구당’이 출 하여 갑

신정변이 일어났음을 서술하 다. 즉, 수구당은 청에 의뢰하는 조선의 사 , 

독립당은 자주의 신국가를 만들려는 개화 인데, 신문명의 수입을 해 독립당

이 수구당을 제거하려 기도한 사건이 갑신정변이었다는 것이다.6)6)이것이 한국사

에서 개화와 수구의 두 번째 국면이다. 이어서 이 책은 ‘동학란과 청일 쟁’을 

기술한 데 이어 ‘갑오경장’을 서술했는데, 원세개의 귀국을 배경으로 수구당이 

축되자 개화당이 수구당을 몰아내고 신 내각을 세워 안으로 제를 개 하

고 밖으로 독립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특기하 다.7)7)이것이 한국사에서 개

화와 수구의 세 번째 국면이다.

�국사교본�에 보이는 ‘개화와 수구’의 역사 드라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째, 개화의 계기는 모두 일본에 의해 주어진다. 일본에 개항한 후 비로소 신문화

를 수용하는 문화  주체로서 ‘개화 ’가 발생했고 이로부터 신국가를 건설하고

자 하는 정치  주체로서 ‘개화당’이 성장했는데, ‘개화당’은 일본의 힘을 배경으

로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의 양  사건을 통해 마침내 역사의 임무를 완수한다. 

둘째, 수구의 계기는 모두 개화에 한 립이라는 부정  정의에 의해 주어진

다. ‘개화 ’라는 문화  주체의 립자가 ‘수구 ’이고 ‘개화당’이라는 정치  주

체의 립자가 ‘수구당’이라는 발상이다. 여기서 ‘수구당’이든 ‘개화당’이든 실은 

개항 이후 신문화 수용을 추구한 동일한 ‘개화 ’라는 엄연한 사실이 외면된다. 

이에 따라 ‘수구 ’와 ‘수구당’을 통하는 수구의 개념  일 성에 혼란이 발생

5) �국사교본� 제3편 ｢근세의 후기｣ 제6장 ｢일본과의 교섭과 개화운동｣ 3. ｢신문화의 수입｣.

6) �국사교본� 제3편 ｢근세의 후기｣ 제7장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2. ｢청국 세력의 침입과 

갑신정변｣.

7) �국사교본� 제3편 ｢근세의 후기｣ 제9장 ｢갑오경장과 나라의 새로운 체제｣ 1. ｢갑오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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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화와 수구’의 주안 이 개화에 있으므로 개화가 만나는 국면별 립

자로서의 배역에 충실하다면 수구의 이러한 혼란을 문제삼지 않는다. 셋째, ‘개

화와 수구’의 드라마는 일본에 한 문호개방(1876년) 이후 청일 쟁시 일본군

의 무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갑오경장(1894년)까지의 한국사를 상으로 한

다. 그 이  는 그 이후의 시기는 본질 으로 한국사의 ‘개화와 수구’에 직

으로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출발지로서의 개항과 목 지로서의 경장 

사이에 일어나는 개화와 수구의 립이라는 정치 드라마가 종국 으로 개화의 

승리로 끝났음을 역사의 필연 인 법칙으로 자각하자는 발상일까? 그러나 과연 

당 의 ‘개화와 수구’가 그런 식으로 �국사교본�의 의제처럼 존재했을까? 

�국사교본�에서 제시한 ‘개화와 수구’의 정치 드라마는 제2차 교육과정 고등학

교 국사 교과서에서도 그 로 재 된다. 이미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

과서에서 ｢조선 문화 후기｣라는 이름으로 조선말기 고종․순종 시기(1863~ 

1910)가 별도로 독립한 데 이어 제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가운데 개항 후의 시기(1876~1910)가 ｢조선의 근 화｣라는 이름으로 독립하는 

변화를 보 다.8)8)제3공화국의 근 화론이 한국사에 깊이 투 된 제2차 교육과정

은 근 화라는 키워드로 기존의 ‘개화와 수구’의 드라마를 흡수하 다.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개국과 더불어 보수와 개화의 분열 립’이 발생하 음을 

서술한 것은 과 같았지만 문호 개방 결과 ‘근 화의 태동이 감돌게 되었다’고 

해석하 다.9)9)일본과의 문호 개방 후 ‘개화운동의 진 ’에 따라 ‘개화와 수구의 

립’이 발생했음을 기록했는데, 이 립은 최 에는 조선 정부의 개국과 개화에 

한 재야 유림의 반 운동으로서 나타났지만, 앙 정치 세력 내부의 이념 투

쟁으로 화하여 기야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폭발하는 것으로 

8) 제2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는 1963년 설치된 국사교육통일심의 원회의 결정사항을 

반 해야 했다. 이 결정사항이 기록된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에는 한국 근 사를 1876년 

‘병자수호조규’ 이후로 설정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한국사의 시 구분론에 한 진 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우선 흥선 원군 집권기를 ‘최근세’로 보는 에 해 반박

하겠다는 태도이다(조성운, 2017 ｢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한국사

학보� 66, 356면).

9) �국사� Ⅴ ｢조선의 근 화｣ 1. ｢조선의 개국｣ : 제2차 교육과정의 국사교과서로 참조한 이 

책은 문교부가 펴낸 국정교과서(  196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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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원군을 추 한 ‘수구 세력’이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보수 정책’을 휘

두른 사건이 임오군란이었다면, 개화와 독립을 추구하는 소장 세력, 곧 개화당이 

청에 사 하는 민씨 수구 세력, 곧 사 당을 제거하고 정치를 신하고자 했던 

근 화 운동이 갑신정변이었다는 것이다. 개화와 수구의 정치  립과 투쟁으

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독해하면서도 갑신정변에 해서는 각별히 ‘우리나라 

최 의 근 화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태도를 보 다.10)10)이는 개화와 수구의 역사

 립에 근 화라는 이념  해석을 극 으로 부여한 것인데, 그 종국  결

과물인 갑오경장에 이르러서는 개화와 수구라는 용어도 배제하고 오직 ‘우리 역

사상 최  규모의 근 화 작업’이라는 찬사를 표하 다.11)11) 

이처럼 제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해방 직후 �국사교본�이 주조

한 개화와 수구의 역사 드라마를 그 로 계승하면서도 여기에 근 화라는 시

 가치를 투 하여 조선 말기 역사를 서술했다는 특징이 있다.12)12)｢조선의 근

화｣로 편장된 조선 말기 역사는 근 화의 역사  국면에 따라 제1단계 ‘근 화

의 태동’(개항), 제2단계 ‘우리나라 최 의 근 화 운동’(갑신정변), 제3단계 ‘우

리 역사상 최  규모의 근 화 작업’(갑오경장)으로 일 성 있게 설명되었다. 이

는 에서 언 했듯 �국사교본�이 출발지로서의 개항과 목 지로서의 갑오경장 

사이에 개화의 종국  승리로 귀결되는 개화와 수구의 정치 드라마를 장착했음

을 그 로 이어받으면서도 이 드라마의 역사 철학을 명확히 근 화로 표상한 것

이다. 이처럼 근 화가 상  항목으로 편제되고 개화와 수구가 그 하  항목으

로 편제됨에 따라 개화와 수구는 개항 이후 갑오경장 이  근 화의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치  립이라는 역사  의미에 더욱 강하게 속박되었다. 

한가지 특기할 이 있다면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1979년 

)부터는 개항 이후의 역사  국면에서 나타나는 정치  립을 더 이상 ‘개화

10) �국사� Ⅴ ｢조선의 근 화｣ 2. ｢개화와 보수의 갈등｣.

11) �국사� Ⅴ ｢조선의 근 화｣ 3. ｢조선 말기의 정치사회의 변화｣.

12) 제2차 교육과정 기간에 발행된 국정 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의 정권 이데올로기 주입

의 의지와 사회  요구를 충실히 반 했고, 향후 제3차 교육과정에서 면 으로 시행되

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실험하는 토 가 되었다고 평가된다(허은철, 2017 ｢제2차 교

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발행과 서술 변화｣ �역사와 교육�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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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구’로 표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 정치  립을 단순히 근 화 세력과 

이에 역작용하는 반근 화 세력의 립으로만 해석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다. 즉 조선말기 역사를 ｢조선의 근 화｣로 편장한 2차 �국사�와 달리 3차 �국

사�는 ｢민족  각성과 근 문화의 수용｣으로 편장함으로써 역사 해석의 주요 키

워드로 근 와 더불어 민족을 시했고, 이에 따라 개항 후 분출되는 이념  실

천으로서 ‘개화운동’과 ‘척사운동’에 주목하여 각각의 역사  의의를 공평하게 서

술하고자 하는 변화된 태도를 보 다. 를 들어 ‘개화운동’의 경우 갑신정변의 

주체 세력으로서 개화당은 ‘표방은 근 이었으나’ ‘ 근 인 정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외세의 침략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서술하 다. ‘척사운

동’의 경우 ‘개화의 흐름에 반 하는 입장에서 주장된 것’이지만 반침략을 한 

‘자강의식과 자주의식을 굳게 하는 내수정신이 표 된 것’이라고 서술하 다.13)13) 

개화에 한 반동으로서의 수구라는 측면과 함께 민족운동의 일부로서의 척사운

동이라는 성격이 부각된 것이다. 갑오경장에 해서도 근 와 민족의 에서 

근  개 과 일본의 침략이라는 양면성이 있음을 분명히 지 하 다.14)14)‘근

화의 태동’으로 찬양된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에 해서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 

‘국가와 민족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명기하 다.15)15)제4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부터는 ‘근  사회의 태동’이 조선후기에 설정됨에 따라 2차 �국사�

가 개항에 주입시킨 ‘근 화의 태동’은 의미가 감퇴하 다. 결국 해방 직후 국사 

교과서에 구축된 ‘개화와 수구’의 드라마, 2차 �국사�의 근 화론과 결합되어 더

욱 강화된 이 역사 드라마는 3차 �국사� 이후 균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개항

에서 갑오경장까지 문명화이자 근 화로서의 역사  도정을 드러냈던 장엄한 역

사 서사는  지 를 상실했다. ‘개화와 수구’에서 ‘개화운동과 척사운동’으

로의 변화는 국사 교과서의 조선 말기 역사 서술을 지배했던 근 주의에 한 

민족주의  자기 성찰의 소산이었다. 

13) �국사� Ⅳ ｢근  사회｣ 1. ｢민족  각성과 근 문화의 수용｣ (2) ｢개화․척사운동｣ : 제3

차 교육과정의 국사교과서로 참조한 이 책은 김철 ․한 우․윤병석이 집필한 국정교

과서(  1979년)이다. 

14) �국사� Ⅳ ｢근  사회｣ 1. ｢민족  각성과 근 문화의 수용｣ (4) ｢근 문물의 수용｣.

15) �국사� Ⅳ ｢근  사회｣ 1. ｢민족  각성과 근 문화의 수용｣ (2) ｢개화․척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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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화와 수구’의 언어 질서

해방 후 국사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 보듯 조선 말기 ‘개화와 수구’의 립이

란 개항부터 갑오경장까지의 한국사를 문명화 는 근 화로 극 으로 해석하

고자 했던 특정한 역사의식의 산물이었다. 문제는 근 주의에 깊이 침윤된 그러

한 역사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 근  지성사의 역사  상황을 고려

한다 하더라도 하필 다름 아닌 ‘개화와 수구’라는 념으로부터 이와 같은 근

주의를 표 해야 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데 있다. 만약 개화와 수

구가 처음부터 역사  실천과 결합된 특정한 가치를 내포한 개념어 고 처음부

터 상호 립 계에 놓여 있었다면 해방 후 국사 교과서에 표 된 개화와 수구

의 립이라는 역사 해석의 임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양자가 처음부터 각각 그 게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특정한 역사  

조건 하에서 서로의 만남이 실 되어 비로소 ‘개화와 수구’의 립  칭 계

가 발생한 것이라면 개화와 수구가 어떻게 해서 ‘개화와 수구’가 되었는지 그 역

사  출 에 한 언어  성찰이라는 흥미로운 탐구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의 연 기 자료에서 개화와 수구는 각각 어떤 용례를 보

이고 있으며 ‘개화와 수구’라는 념이 어떻게 출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먼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개화의 용례를 검출하여 도표로 작성한 

것이 아래의 <표 1>과 <표 2>이다.

<표 1> 실록의 개화 용례

# 연도 어구 문장

1 1881 豁然開化 使諸路士民, 咸知聖意之攸在, 豁然開化, 則匪類可化爲赤子

2 1894 自今開化 公使曰: 自今開化, 則兩國交隣, 比於前日, 尤爲篤好矣.

3 1894 開化之道 況今更張之初, 若此而敍用, 則開化之道, 未免亂雜而辱莫甚焉.

4-1

1894

敎我開化 臣聞日人勸我自主, 敎我開化

4-2 開化固亦美談 自主豈非好事? 開化固亦美談

4-3 自主開化 曾有人心渙散, 法紀凌夷, 國脈澟如綴旒, 而能自主開化 乎?

4-4 善開化 善開化 , 先務開化之實, 而不屑屑於其跡,

4-5 開化之實 善開化 , 先務開化之實, 而不屑屑於其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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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可爲開化 徒變官制、易衙號, 以效嚬於外國, 則足可爲開化乎? 

4-7 所 開化
夫所 開化 , 不過曰恢張公道, 務祛私見, 使官不尸位, 使民不遊

食, 開利用厚生之源, 盡富國强兵之術而已.

4-8 爲開化 安有毁冠冕、從夷狄之俗, 然後爲開化也哉? 

4-9 開化之實
俾我君臣, 得以聚精 神, 培根端本, 內理外靖, 因民心酌時宜, 漸鞏

自主之勢, 徐就開化之實.

5 1895 誠心開化
爲今之計, 莫如求賢用材, 誠心開化, 確議政敎, 克致富强然後, 可

以新東方維 之命, 而庶免隣國之嗤笑矣.

6 1895 更張開化 俾朕赤子, 懷恩而畏法, 安生而 業, 咸知更張開化之亶出於爲民也.

7 1895 公平開化之政
且 公平開化之政, 雖爲現今急務, 而堯、舜、周、孔之敎, 不可

變也.

8 1895 開化의 本
敎育은 開化의 本이라. 愛國의 心과 富强의 術이 皆學文으로붓

터 生나니 惟國의 文明은 學校의 盛衰에 係지라

9 1896 自開化以後
自開化以後, 盡革先王之法制, 一從倭夷之指揮, 使中華爲夷狄, 人

類爲禽獸,

10-1
1896

擧國稱曰開化
至再昨年則擧國稱曰開化, 四千載先王大法、五百年列聖成憲, 其

餘幾希

10-2 開化之初 以其家之人, 首先超擢於開化之初, 而自以爲榮.

11 1896 所 開化之徒
所 開化之徒, 出沒外國, 乃還本國, 幻形以爲奇, 異語以爲能, 外

託富强之 , 內懷梟獍之心, 蛇蟠蚓結, 煽結外人, 釀出亙萬古所無之變

12-1 1896 藉託開化
一, 發訓各郡, 凡悖類之藉託開化, 以下凌上, 犯分干紀, 敗壞風俗

, 一切嚴禁事.

12-2 妄託開化 無賴悖類之妄託開化, 以下凌上, 犯分干紀 , 尤不可不一切鋤治也.

13 1897 開化以前 此省之經氛屬耳, 訛 胥動, 有曰: "開化以前, 亦有其生"云,

14 1897 開化之規 當遵外國之例, 嚴其禁而重其稅, 則開化之規自明, 富國之術自期矣,

15 1897 開化新式 當爲變通, 而縱有拘於開化新式, 醫院擧行等節, 依前例爲之似好矣.

16 1900 開化以後
觀察若卽爲狀啓, 則有妨於內部之權, 此亦難處矣, 聞外國開化以後, 

有新 式參酌互用之例云矣.

17-1

1902

全未開化
今我國法令, 全未開化, 亦未守 , 則譬如人之半立半坐, 牽引跼蹐, 

不能低仰而正其身 也

17-2 所 開化 世所 開化 , 非別件事也.

17-3 好開化 必百僚協恭, 庶績咸熙, 則是好開化矣.

17-4 開化發明之國 今天下開化發明之國, 雖不爲不多, 而究厥政治, 皆各守其 憲.

17-5 開化之先務 若有良法美規, 必取用而已, 則只改官名、易衣制, 決非開化之先務也.

18-1
1902

所云開化 今所云開化, 臣未知何件事.

18-2 開化之道 自箕子以來至于我朝, 典章燦備, 生民休養, 開化之道, 已盡無餘

19 1904 開化
凡政令施爲、典章 物, 皆文具也. 守 , 備文而已, 開化 , 亦

外飾而已.

20-1
1906

開化 守 有可用不可用, 開化有可取不可取,

20-2 開化之可取 守 之可用 , 禮 文物之盛, 開化之可取 , 器械農殖之便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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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승정원일기의 개화 용례

# 연도 어구 문장

1 1881 豁然開化 使諸路士民, 咸知聖意之攸在, 豁然開化, 則匪類可化爲赤子

2 1882 開化之期
開化之期, 昇平之日, 可翹足而待也, 玆非化民成俗之妙法, 利用厚生

之首 乎

3 1882 格物開化
故必於熟諳民艱․勤職佐理 , 夫博涉外文格物開化 , 一體竝進, 

而後內外畢擧, 政務俱明矣  

4 1884 開化之漸 然後可見通商之利, 而開化之漸可基矣

5 1884 開化一款
富强之術, 莫先於內修, 內修之策, 莫先於自强, 至於講和外國, 開化

一款, 在乎自强無讓而後, 可爲

6-1

1885

不欲開化 貴國十月之變, 出於不欲開化矣

6-2 講明開化
爲人臣子, 講明開化, 期圖富强, 自是不可已之事, 而豈效顰於歐羅巴

諸國而後, 始快於心乎? 

7 1885 開化之勢 半夜驚怪之說, 初不動念, 後日開化之勢, 自 得時, 

8 1885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9 1886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0 1886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1 1886 開化各國 上曰, 義國人物規模, 近日開化各國有異 也

12 1886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3 1886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4 1888 有所開化
夷狄爲患於中國, 自古伊然 , 蓋其桀驁之性, 强暴之慾, 猝難以 語

戰伐, 有所開化

15 1888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6 1889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7 1889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8 1889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19 1890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0 1890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1 1891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2 1891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3 1891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4 1891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5 1892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6 1893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7 1893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8 1894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29 1894 開化得時 聖郁之 亂知機, 模之開化得時

30 1894 自今開化 自今開化, 則兩國交隣, 比於前日, 尤爲篤好矣.

31 1894 開化之議 所以外務之臣, 慨然變規創開化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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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894 開化之如何
彼衆愚蠢, 焉知開化之如何, 獨立之如何? 但知淸國大日本 , 淸國親

日本疎而已, 

33 1894 開化之議 所以外務之臣, 慨然變規創開化之議

34 1894 所云開化
亂我定制, 氣色 沮於三班, 已 數月, 尙無撤還之意, 所云開化, 固

如是乎

35-1

1894

開化之道 況今更張之初, 施以開化之道

35-2 開化之道 開化之道, 果在於護 而 寵之乎?

35-3 開化之道 若若此而敍用之, 則開化之道, 未免亂雜不正而辱莫甚焉.

36-1

1894

敎我開化 臣聞日人勸我自主, 敎我開化

36-2 開化固亦美談 自主豈非好事? 開化固亦美談

36-3 能自主能開化 曾有人心渙散, 法紀凌夷, 國脈澟如綴旒, 而能自主能開化 乎?

36-4 善開化 善開化 , 先務開化之實, 而不屑屑於其迹,

36-5 開化之實 善開化 , 先務開化之實, 而不屑屑於其迹,

36-6 可爲開化 徒變官制、易衙號, 以效嚬於外國, 則足可爲開化乎? 

36-7 所 開化
夫所 開化 , 不過曰恢張公道, 務祛私見, 使官不尸位, 民不遊食, 

開利用厚生之源, 盡富國强兵之術而已.

36-8 爲開化 安有毁冠裂冕、從夷狄之俗, 然後爲開化也哉? 

36-9 開化之實
俾我君臣, 得以聚精 神, 培根端本, 內理外靖, 因民心酌時宜, 漸鞏

自主之勢, 徐就開化之實.

37 1895 誠心開化
爲今之計, 莫如求賢用材, 誠心開化, 確議政敎, 克致富强然後, 可以

新東方維 之命, 而庶免隣國之嗤笑矣.

38 1895 開化黨 十年前曾受開化黨之名 , 今則反近於 固

39 1895 更張開化 俾朕赤子, 懷恩而畏法, 安生而 業, 咸知更張開化之亶出於爲民也.

40 1895 公平開化之政 且 公平開化之政, 雖爲現今急務, 而堯舜周孔之敎, 不可 變也.

41 1896 自開化以後
自開化以後, 盡革先王之法制, 一從倭夷之指揮, 使中華爲夷狄, 人類

爲禽獸,

42-1
1896

擧國稱曰開化
至再昨年則擧國稱曰開化, 四千載先王大法、五百年列聖成憲, 其餘

幾希,

42-2 開化之初 以其家之人, 首先超擢於開化之初, 而自以爲榮.

43 1896 所 開化之徒
所 開化之徒, 出沒外國, 乃還本國, 幻形以爲奇, 異語以爲能, 外託

富强之 , 內懷梟獍之心, 蛇蟠蚓結, 煽結外人, 釀出亙萬古所無之變,

44-1
1896

藉託開化
一, 發訓各郡, 凡悖類之藉託開化, 以下凌上, 犯分干紀, 敗壞風俗 , 

一切嚴禁事.

44-2 妄託開化 無賴悖類之妄託開化, 以下凌上, 犯分干紀 , 尤不可不一切鋤治也.

45 1897 開化以前 此省之經氛屬耳, 訛 胥動, 有曰: 開化以前, 亦有其生云,

46 1897 所 開化以來
所可慮 , 自有所 開化以來, 淫邪禍亂, 陷溺摧折之久, 人心天理不

正不明之極.

47 1897 開化 世
及此 閑無事之時, 則不念朝野罔極之痛, 自以爲開化 世, 而相 奔

競於品秩之高下, 耽索其月給之多寡, 

48-1 1897 開化
其所 官制也, 服章也, 章程也, 皆出兇賊之手, 而苟且因循, 至今用

之, 稱以爲開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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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1>에서 보듯 실록에 출 하는 개화는 기사 건수로는 모두 20건, 어

휘 건수로는 36건이고, <표 2>에서 보듯 승정원일기에 출 하는 개화는 기사 건

수로는 모두 64건, 어휘 건수로는 모두 85건이다. 양자 사이에 복되는 개화는 

48-2 開化之規 臣亦曾於外國, 粗窺開化之規矣.

48-3 開化
一國〈有一國〉自由之權, 萬國有萬國公共之法, 豈可以兇 所爲, 

之開化, 而永遵於大聖人建極出治之世乎? 

49 1897 所 開化物色
一國之人, 皆衣冠我膚髮我 語我, 而至於軍隊, 有近日所 開化物

色, 一國之人, 視軍隊便同外國之人.

50 1897 開化新式
天 地卑, 卽周易之常經, 而近日開化新式, 都無 上育下之道, 祗有

平分均等之法云, 甚庸訝惑矣.

51 1897 開化 甚悶然, 而開化則富國强兵云, 而今無其效, 何也? 

52 1897 開化之規 當遵外國之例, 嚴其禁而重其稅, 則開化之規自明, 富國之術自期矣,

53 1897 開化新式 當爲變通, 而縱有拘於開化新式, 醫院擧行等節, 依前例爲之似好矣.

54 1898 開化之法
歐洲諸國權利義務之說, 國之操術, 君臣上下各有權限, 不相侵犯, 是

開化之法, 而 禮義廉恥, 其實名殊意同

55 1898 所 開化
今各國鍊兵之際, 但學其藝, 不毁我形, 以別彼我之兵, 然後可以爲我

之用, 而庶免資冠之嫌矣, 所 開化云 , 何必削髮而後, 爲之哉? 

56 1898 主開化論
主開化論 , 例皆貶薄聖賢, 卑惡仁義, 堯․舜不足法, 經傳不足

學, 賊愛國, 邪說有道,

57 1900 開化以後
觀察若卽爲狀啓, 則有妨於內部之權, 此亦難處矣, 聞外國開化以後, 

有新 式參酌互用之例云矣.

58-1

1902

全未開化
今我國法令, 全未開化, 亦未守 , 則譬如人之半立半坐, 牽引跼蹐, 

不能低仰而正其身 也

58-2 所 開化 世所 開化 , 非別件事也.

58-3 好開化 必百僚協恭, 庶績咸熙, 則是好開化矣.

58-4 開化發明之國 今天下開化發明之國, 雖不爲不多, 而究厥政治, 皆各守其 憲.

58-5 開化之先務 若有良法美規, 必取用而已, 則只改官名、易衣制, 決非開化之先務也.

59-1

1902

開化 今之開化, 臣未知何件事.

59-2 開化之道
自箕子以來, 至于我朝, 聖神相繼, 燦備典章, 生民休養, 開化之道, 

已盡無餘

60 1902 非開化非守 至今廟務積滯, 非開化非守 , 而上下膠守攻利, 多致艱憂

61 1904 開化
凡政令施爲、典章 物, 皆文具也. 守 , 備文而已, 開化 , 亦外

飾而已.

62 1904 開化之人
雖戎狄蠻夷之蠢昧, 未有人而無君臣之義, 未有國而無忠 之分, 況於

文明之國, 開化之人乎?

63 1905 開化邊 諫官, 孰不畏之, 雖在開化邊, 而亦皆憚之矣.

64-1
1906

開化 守 有可用不可用, 開化有可取不可取,

64-2 開化之可取 守 之可用 , 禮 文物之盛, 開化之可取 , 器械農殖之便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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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수 19건 어휘 건수 33건이며 양자를 통틀어 출 하는 개화는 기사 건수 

65건 어휘 건수 86건이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개화의 기사 건수와 어

휘 건수를 연도별로 표시하면 아래 <표 3>을 얻는다.

<표 3>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출 하는 개화의 기사건수와 어휘건수

연도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기사 실록

건수 일기

복

도합

어휘 실록

건수 일기

복

도합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기사 실록 1 3 4

건수 일기 1 2 2 3 5 2 3 2 4 1 2 9 4

복 1 3 3

도합 1 2 2 3 5 2 3 2 4 1 2 9 6

어휘 실록 1 11 4

건수 일기 1 2 2 4 5 2 3 2 4 1 2 19 4

복 1 11 3

도합 1 2 2 4 5 2 3 2 4 1 2 19 6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기사 실록 4 3 1 2 1 1 20

건수 일기 4 9 3 1 3 2 1 1 64

복 4 3 1 2 1 1 19

도합 4 9 3 1 3 2 1 1 65

어휘 실록 6 3 1 7 1 2 36

건수 일기 6 11 3 1 8 2 1 2 85

복 6 3 1 7 1 2 33

도합 6 11 3 1 8 2 1 2 86

의 <표 3>에서 보듯 개화의 기사건수와 어휘건수는 연도별로 빈도수를 달리

하고 있었는데, 빈도수의 추세로 보아 실록과 승정원일기 공히 크게 연도상으로 

세 단락의 구분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다. ① 1894~1897년 : 실록과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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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 막론하고 갑오경장이 있었던 1894년부터 한제국을 선포한 해인 1897년

까지의 구간에 개화의 기사건수와 어휘건수가 집 하고 있다. 실록의 체 기사

건수의 70%, 체 어휘건수의 66.7%, 승정원일기의 체 기사 건수의 40.6%, 

체 어휘건수의 47.1%가 이 구간에 있다. 한 단일 연도 최다 빈도수로 보아

도 실록 기사건수 4건(95년․96년), 승정원일기 기사건수 9건(94년․97년), 실록 

어휘건수 11건(94년), 승정원일기 어휘건수 19건(94년)이 이 구간에 있다. 이는 

갑오경장을 거쳐 한제국을 선포한 이듬해까지 역사의 변 기를 배경으로 연

기 자료에서 개화의 어휘 상이 폭발했음을 의미한다. ② 1897년 이후의 시기 

: 1900년부터 1906년까지 무연간의 시기에 개화의 기사건수와 어휘건수가 여

세를 이어가며 포진하고 있다. 실록의 체 기사건수의 25%, 체 어휘건수의 

30.6%, 승정원일기의 체 기사 건수의 17.2%, 체 어휘건수의 20.0%가 이 구

간에 있다. ③ 1894년 이 의 시기 : 실록과 승정원일기 모두 개화라는 일반 명

사는 1880년까지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는데 조선 사회에서는 개화가 거의 쓰

이지 않는 드문 용어 기 때문이다. 재래가 아닌 외래 용어로서 문명개화의 함의

를 갖는 개화는 실록의 경우 1894년 ‘自今開化’가 첫 사례이며 승정원일기의 경

우 1882년의 ‘開化之期’가 첫 사례이다.16)16)실록의 체 기사건수의 5%, 체 어

휘건수의 2.7%, 승정원일기의 체 기사건수의 42.2%, 체 어휘건수의 32.9%가 

이 구간에 있다. 승정원일기 건수의 비 이 작지 않으나 갑신정변 연루 죄인들 

처벌 요청 啓辭(1885~1894년)가 반복되는 기사들을 제외하면 각각 체 기사건

수의 9.4% 체 어휘건수의 8.2%의 미미한 수 으로 떨어지며 출  구간도 

16) 1881년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출 하는 ‘使諸路士民, 咸知聖意之攸在, 豁然開化, 則匪類可

化爲赤子’에 보이는 ‘轄然開化’는 문명개화로 개념화 되기 이  단계의 일반 인 술어이

다. 1882년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開化之期’는 임오군란 이후 국가 흥의 방향을 논한 

池錫永의 상소에 출 한다. �萬國公法�․�格致彙編� 등의 국 서학서  조선의 金玉

均․朴泳敎․安宗洙․金景遂 등이 편찬한 시무 서 을 리 간행하고 각국의 산업․군

사 기계를 리 보 해 開化와 昇平을 기 하는 것이 化民成俗과 利用厚生의 계책이며 

自强禦侮의 방책은 �易 �을 참조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개화’는 조선의 제반 부강 정

책을 통해 구 되는 왕정의 지고한 수 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근  국의 ‘자강’과 근

 일본의 ‘개화’라는 이분법 인 변별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은 가운데 유학 통의 ‘이

용후생’, ‘화민성속’과 의미론  속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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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886년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갑신정변 이후 갑오경장 이 의 시

기가 개화의 의미론  확장에 있어서 침체기 음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개화 빈도수의 추세에 해 간략히 살

펴보았다. 오늘날의 의미를 갖는 개화는 1882년 池錫永의 개화 상소 이후 조선

의 개화정책을 배경으로 간간이 발화되었으나 갑신정변 실패 후 장기간 침체되

었고, 1894년 갑오경장과 함께 본격 으로 분출, 근 변 기(1894~1897년) 조선 

사회의 역사  진로를 둘러싼 정치 개념으로 집 으로 발화되었으며, 이후에

도 여세를 이어갔다. 실록 건수, 승정원일기 건수, 기사 건수, 어휘 건수를 기

으로 연 기에 출 하는 개화의 어휘 추세를 시각 으로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

도록 그래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  1> 실록의 개화 건수              <그래  2> 승정원일기의 개화 건수

<그래  3> 개화의 기사 건수               <그래  4> 개화의 어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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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 에서 알 수 있듯 연 기 자료에서 어휘 상으로서 개화의 본격

인 출발은 1894년이다. 1882년 미약하게 출발해 1894년부터 격히 분출되어 변

기의 특징 인 어휘 상을 보 다. 이는 국사 교과서에서 상정한, 1876~1894

년 개화와 수구의 립이라는 역사 드라마, 개항에서 갑오경장까지 근 화의 완

수를 한 개화의 역사 성공담이 실제 연 기에서 표출된 개화의 어휘 상과 

 들어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개화와 수구의 드라마의 종착지로 상정된 1894

년 그 해가 사실은 본격 인 출발 이었다는 것, 이 문제를 본격 으로 검토하

기 해 이번에는 개화의 핵심 인 의미연 들을 추출하기로 한다. 개화와 긴

하게 결합하여 뚜렷한 의미연 을 형성하는 어휘들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첫째 

개화라는 어휘와 그 로 연 하여 구 의 의미를 형성하는 개화 연칭어, 둘째 

개화라는 어휘와 연 해 있지는 않으나 서로 호응하여 구 의 의미를 형성하는 

개화 칭어에 주목하 다. 아래의 <표 4>는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보이는 개

화의 의미연 들을 개화 연칭어 는 개화 칭어로부터 추출하고 다시 이를 일

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표 4> 개화 핵심 의미연 어

# 구분 어휘 연도 형태 문

1.1

외국

外文 1882 칭 博涉外文, 格物開化

1.2 講和外國 1884 칭 講和外國, 開化一款

1.3 義國 1886 칭 義國人物規模, 近日開化各國有異 也

1.4 兩國交隣 1894 칭 自今開化, 則兩國交隣, 比於前日, 尤爲篤好矣

1.5 外國 1897 칭 臣亦曾於外國, 粗窺開化之規矣

2.1

부강

通商 1884 칭 可見通商之利, 而開化之漸可基矣

2.2 富强 1885 칭 講明開化, 期圖富强

2.3 富强 1895 칭 求賢用材, 誠心開化, 確議政敎, 克致富强

2.4 敎育 1895 연칭 敎育은 開化의 本이라

2.5 富國强兵 1897 연칭 開化則富國强兵云, 而今無其效, 何也?

2.6 富國之術 1897 칭 開化之規自明, 富國之術自期矣

3.1

갑오

獨立 1894 칭 焉知開化之如何, 獨立之如何?

3.2 更張 1894 칭 況今更張之初, 施以開化之道

3.3 自主 1894 칭 日人勸我自主, 敎我開化

3.4 自主 1894 연칭 能自主能開化 乎

3.5 自主 1894 칭 漸鞏自主之勢, 徐就開化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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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듯 개화의 핵심 인 의미연 들은 ‘외국’, ‘부강’, ‘갑오’, ‘역 ’, 

‘수구’, ‘유교’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어휘들은 개

화가 발화될 때 긴 하게 연동하는 핵심 인 어휘들이다. #1에 ‘외국’에 배치된 

연 어들은 일반 인 외국 는 특정한 외국, 그리고 외국과의 교린이나 외국과

의 강화와 계한다. 1882년(#1.1)부터 1897년(#1.5)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연

기 자료에서 개화에 한 기 인 심사가 ‘외국’이었음을 뜻한다. #2에 ‘부

3.6 更張 1895 연칭 咸知更張開化之亶出於爲民也

4.1

역

護 1894 칭 開化之道, 果在於護 而 寵之乎?

4.2 悖類 1896 연칭 凡悖類之藉託開化

4.3 無賴悖類 1896 연칭 無賴悖類之妄託開化

4.4 兇賊之手 1896 칭
其所 官制也, 服章也, 章程也, 皆出兇賊之手, 而

苟且因循, 至今用之, 稱以爲開化

4.5 兇 1897 칭 豈可以兇 所爲, 之開化

5.1

수구

固 1895 칭 十年前曾受開化黨之名 , 今則反近於 固

5.2 衣冠 1897 칭
一國之人, 皆衣冠我膚髮我 語我, 而至於軍隊, 

有近日所 開化物色

5.3 削髮 1898 칭 所 開化云 , 何必削髮而後, 爲之哉? 

5.4 守 1902 칭 今我國法令, 全未開化, 亦未守

5.5 守其 憲 1902 칭
今天下開化發明之國, 雖不爲不多, 而究厥政治, 皆

各守其 憲

5.6 守 1902 연칭 至今廟務積滯, 非開化非守

5.7 守 1904 칭 守 , 備文而已, 開化 , 亦外飾而已.

5.8 守 1906 칭 守 有可用不可用, 開化有可取不可取

5.9 守 1906 칭
守 之可用 , 禮 文物之盛, 開化之可取 , 器械

農殖之便利

6.1

유교

堯舜周孔 1895 칭
且 公平開化之政, 雖爲現今急務, 而堯舜周孔之

敎, 不可 變也

6.2 先王之法制 1896 칭 自開化以後, 盡革先王之法制, 一從倭夷之指揮

6.3
先王大法

列聖成憲
1896 칭

擧國稱曰開化, 四千載先王大法、五百年列聖成憲, 

其餘幾希

6.4 上育下 1897 칭 近日開化新式, 都無 上育下之道

6.5 禮義廉恥 1898 칭 是 開化之法, 而 禮義廉恥, 其實名殊意同

6.6 聖賢 1898 칭 主開化論 , 例皆貶薄聖賢, 卑惡仁義

6.7 新 式 1900 칭 聞外國開化以後, 有新 式參酌互用之例云矣

6.8 典章 1902 칭
自箕子以來, 至于我朝, 聖神相繼, 燦備典章, 生民

休養, 開化之道, 已盡無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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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배치된 연 어들은 직 으로 부강, 부국강병, 부국으로 표 된 어휘들, 

그리고 부강과 계 있는 통상과 교육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1884년(#2.1)부터 

1897년(#2.6)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역시 연 기 자료에서 개화에 한 기

인 심사가 ‘부강’이었음을 뜻한다. 1894년 갑오경장 이  시기 개화의 주요 의

미연 이 ‘외국’과 ‘부강’에 있었음은 개화의 개념사에서 의미있는 상이라 하겠

다. #3에 ‘갑오’에 배치된 연 어들은 1894년 갑오경장이라는 사건이 발생함

에 따라 이 사건을 지칭하는 경장  이 사건의 역사  의의를 환기하는 자주, 

그리고 독립을 포함한다. 경장, 자주, 독립이 모두 갑오경장과 직결된 어휘임을 

고려하여 ‘갑오’라는 범주로 통칭하 다. 1894년(#3.1)부터 1895년(#3.6)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개화의 긴 한 연 어로서 경장, 자주, 독립이 연 기에서 이 두 

해에만 출 한다는 것은 개화 개념의 개 과정에서 요한 시사 을 다. 

#4에 ‘역 ’에 배치된 연 어들은 갑오경장 주도 세력을 비난하는 어휘로서 

흉  는 흉역, 그리고 갑오경장을 틈타 동했던 사회 세력을 지칭하는 어휘

로서 패류를 포함한다. 1894년(#4.1)부터 1897년(#4.5)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아 천 이후 생성된 갑오경장에 한 비  인식이라는 역사  맥락이 

개입해 있음이 특징 이다. #5에 ‘수구’에 배치된 연 어들은 개화에 직 으

로 칭되는 립어로서 수구, 그리고 수구와 유사한 완고, 그리고 개화와 수구

의 치열한 립 지 이었던 단발 문제 련어를 포함한다. 1895년(#5.1)부터 

1906년(#5.9)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1 ‘외국’, #2 ‘부강’, #3 ‘갑오’, #4 ‘역 ’

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개화의 핵심 의미연 들이 1897년을 끝으로 사라진 후 

#5 ‘수구’에 포함되는 어휘들이 약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1902~1906년

의 기간 ‘수구’라는 어휘 그 자체가 개화의 유일한 의미연 으로 기능했음이 인

상 이다. 이는 직 인 어휘 상으로서 ‘개화와 수구’의 립  칭 계가 

매우 늦은 시기에 출 했음을 의미한다. #6에 ‘유교’에 배치된 연 어들은 조선

의 왕정 체제의 근본 이념으로 작용하던 유교 통과 조선의 왕정 체제에 변

을 가한 갑오경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어휘들을 포함한다. 1895년(#6.1)부터 1902년(#6.8)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5 

‘수구’에 포함되는 연 어와 함께 개화의 개념사에서 후기 국면을 주도하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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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이상으로 개화에 한 6가지 의미연 의 연도별 분포 상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개화 핵심 의미연 어의 어휘 건수

연도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어휘 외국

건수 부강

갑오

역

수구

유교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어휘 외국 1 1 1 1

건수 부강 1 1 2

갑오 5 1

역 1

수구 1

유교 1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어휘 외국 1

건수 부강 2

갑오

역 3 1

수구 1 1 3 1 2

유교 2 1 2 1 1

<표 5>에서 보듯 연 기 개화 기사에서 검출되는 개화의 핵심 인 의미연 어

는 연도별로 크게 세 가지 단락의 분포 상황을 보이고 있다. 먼  갑오경장 이

 단계로 1882~1886년 ‘외국’ 계열과 ‘부강’ 계열의 개화 연 어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기 국면에서 개화의 핵심 인 의미 연 이 ‘외

국’과 ‘부강’에 있었음을 뜻한다. ‘외국’과 ‘부강’이란 조선에서 실 될 개화의 미

래로서 기 되는 의미 범주들이었다. 다음으로 갑오경장과 아 천을 거쳐 

한제국이 선포되는 변 의 단계로서 1894~1897년을 특화해서 보면, 이 시기 개

화 연 어는 술한 ‘외국’ 계열과 ‘부강’ 계열은 물론 ‘갑오’ 계열, ‘역 ’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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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계열, ‘유교’ 계열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개화가 

갑오경장으로 실체화됨에 따라 그 미래에 한 기 와 함께 그 실에 한 비

난이 공존하면서 변 기 특유의 치열하고 첨 한 정서 속에서 개화의 의미연

이 매우 다채롭고 풍부한 역에 걸쳐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개화

의 핵심 인 의미연 어 여섯 범주가 모두 출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끝

으로 한제국 수립 이후 단계로 1898~1906년 ‘수구’ 계열과 ‘유교’ 계열의 개화 

연 어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기 국면에서 개화의 핵심

인 의미 연 이 ‘수구’와 ‘유교’에 있었음을 뜻한다. ‘수구’와 ‘유교’는 조선에서 

실험된 개화의 실을 비 하는 의미 범주들이었다. 

이상으로 개화의 핵심 인 의미연 어를 구분하는 여섯 범주들이 개화 개념의 

개 과정에서 특정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데, 기 국면(1882~1886년)에서는 

‘외국’ 계열과 ‘부강’ 계열이 기 국면(1894~1897년)에서는 여섯 범주 모든 계

열이 후기 국면(1898~1906)에서는 ‘수구’ 계열과 ‘유교’ 계열이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 ‘부강’, ‘갑오’ 계열은 개화에 한 정 인 태도가 

반 된 의미연 어의 범주라면 ‘역 ’, ‘수구’, ‘유교’는 개화에 한 부정 인 태

도가 반 된 의미연 어의 범주로 상반된 계에 놓여 있다. 아래의 <그래  5> 

․<그래  6>․<그래  7>은 각각 자의 정  계열, 후자의 부정  계열, 그

리고 정  계열과 부정  계열의 상호 비교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  5> 정  계열의 개화 핵심 의미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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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6> 부정  계열의 개화 핵심 의미연 어     

<그래  7> 정  계열과 부정  계열의 개화 핵심 의미연 어 어휘 건수 비교

<그래  5>에서 개화에 한 정 인 범주의 의미 연 어들이 1897년을 종

으로 끝났음을 알 수 있고, <그래  6>에서 개화에 한 부정 인 범주의 의미 

연 어들이 1894년을 기 으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래  7>에서 개화

에 한 정 인 범주의 의미 연 어들과 부정 인 범주의 의미 연 어들의 이

원화된 패턴으로 개화 의미연 어의 체  추세를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은 

<그래  7>에서 정  의미연 어의 어휘 건수 최고 이 1895년, 부정  의미

연 어의 어휘 건수 최고 이 1896년, 그리고 양자가 동일한 수치로 균형을 맞

춘 시 이 1897년인데, 이는 이 시기 정치사  기류와 연계되어 개화에 한 정

치  찬반이 격심했음을 뜻한다.

 그래 에서 더욱 명료해진 사실은 개화의 의미 확장이 다양한 범주에서 이

루어진 1894~1897년이 개화라는 념의 정치사회 인 확산에서 획기 인 출발

이 되는 지 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국면 이후에 들어가 비로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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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화와 수구’라는 칭 계가 언어 으로 실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갑

오경장을 거쳐 한제국의 수립까지 역사의 변 기에 개화의 격한 개념화가 

크게 한번 이루어졌고 이를 배경으로 발된 개화와 수구의 립이 한제국기

에 지속 으로 개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연 기 자료에는 개화와 더불어 수구의 용례도 지 않게 발견된다. 개

화와 달리 수구는 조선시  통시 으로 사용된 어휘인데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수구를 검색해서 그 일반 인 어휘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실록의 수구 용례 (고종․순종 시기)

# 연도 어구 문장

1 1876 只守 例 交隣以來, 每以格式相爭, 便成久例, 而旣違 式, 則邊臣只守 例而然也

2 1876 遵守 制 兩國修睦, 行且三百年矣. 情若兄弟, 遵守 制, 各安人民, 無相爭嚇

3 1893 膠守 例 其餘各邑各穀, 迄今日膠守 例, 見今時直之相左, 不啻幾倍

4 1894 膠守 規 若有不容不更張之事, 則何可膠守 規, 苟爲姑息之歸乎

5 1894 安常守 我國家昇平日久, 安常守 , 文武恬嬉, 浸浸然有委靡不振之勢

6 1896 守 之士
且以鄕曲時鬧 之, 向在斷髮之時, 閭里守 之士, 深恥變形, 創出義名, 

嘯聚徒黨, 以致燎原滔天之勢

7 1896 目之以守
臣初非其人, 而況今典憲殆盡變更, 新規全然曚昧, 出一 論一事, 輒目之

以守 , 而亦皆沮格. 開口旣難, 又 何所藉毛乎? 

8 1897 株守 見
臣曾讀丁韙良所譯公法 通, 其第八十六章曰: 國主非必有帝號, 方 稱

帝之國平行. 此指自主之王國而 也. 在我國不當株守 見, 何也? 

9 1897 膠守 見

大君主陛下之稱號, 初非自我求之, 各國人之所推而戴之也, 而 稱帝之國, 

平行交際, 則雖未始有帝號, 而卽亦帝國也, 各國之人, 其必 我國有所未

察於時局而膠守 見矣.

10 1901 屠殺守 黨

被告等, 或往來於日本, 閃忽於本國東萊、蔚山等地, 通 國事犯亡命人朴

泳孝等, 相忍鷺讓唆楼, 還御北闕, 祕通外兵, 左右挾勢, 顚覆政府, 屠殺

守 黨之事

11 1902 亦未守
今我國法令, 全未開化, 亦未守 , 則譬如人之半立半坐, 牽引跼蹐, 不能

低仰而正其身 也.

12 1904 守 凡政令施爲、典章 物, 皆文具也, 守 , 備文而已, 開化 , 亦外飾而已.

13-1
1906

守 守 有可用不可用, 開化有可取不可取

13-2 守 之可用 守 之可用 , 禮 文物之盛, 開化之可取 , 器械農殖之便利

14 1906 獨守 規 現今宇內軍政, 日以進步, 誠不可獨守 規

15 1907 墨守 規
今則梯航이 相望야 天涯咫尺이라. 交際之殷과 事務之繁이 非復昔時

則其可墨守 規而能保性命守國家乎아?

16 1908 墨守 規
今此時運之進步ㅣ 非復昔時之因循故로 以維新으로 定國是야 誓告于

宗社 則當此百度革新之時야 奚但墨守 規 獨於祭禮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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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승정원일기의 수구 용례 (고종․순종 시기)

# 연도 어구 문장

1 1881 安常守 我國泰平數百年, 民不見兵, 安常守 , 恬嬉成習.

2 1882 謬守 聞
然而我國人, 不究其本, 先斥其末 , 皆畏染洋學之指目, 其心然而其口

則不然, 此是謬守 聞, 不究 時偕行之道故也.

3 1884 株守 見
時勢之不同若是, 而株守 見, 愚吾民爲遊手, 竟角利 之所售, 則何足

快乎? 

4 1884 遵守 制 伏乞殿下, 講明義理, 遵守 制, 用光先王之遺德, 深追皇明之 恩

5 1893 膠守 例 迄今日, 膠守 例, 見今時直之相左, 不啻幾倍

6 1894 膠守 規 若有不容不更張之事, 則何可膠守 規, 苟爲姑息之歸乎?

7 1895 株守 制
或 以爲時局大變, 百度維新, 而國勢之岌嶪, 反甚於壬․丙播越之際, 

是豈人臣株守 制之時乎? 

8 1896 守 之士
且以鄕曲時鬧 之, 向在斷髮之時, 閭里守 之士, 猝當嚴酷之際, 深恥

變形之變, 創出義名嘯聚徒黨, 以致燎原淊天之勢, 

9 1896 目之以守
臣初非其人, 而況今典憲, 殆盡變更, 新規全然矇昧, 出一 論一事, 輒

目之以守 , 而亦皆沮格, 開口旣難, 又 何所藉手乎?

10 1897 株守 見

臣曾讀丁韙良所譯公法 通, 其第八十六章曰, 國主非必有帝號, 方 稱

帝之國平行, 臣以爲, 此乃泛指自主之王國而 也, 在我國不當株守

見, 何也?

11 1897 膠守 見

大君主陛下之稱號, 初非自我求之, 各國人之所推而戴之也, 而 稱帝之

國, 平行交際, 則雖未始有帝號, 而卽亦帝國也. 各國之人, 其必 我國

有所未察於時局而膠守 見矣.

12 1897 膠守 例
外部之官, 掌外部之事, 通於各國之形便事務, 然後可以 也, 可以

柔遠也, 此則固不可膠守 例而已也

13 1902 亦未守
上曰, 今我國法令, 全未開化, 亦未守 , 則譬如人之半立半坐, 牽引跼

蹐, 不能低仰而正其身 也.

14 1902 守 衣冠 王屢徵以門下侍事[門下侍中]而守 衣冠, 終不就禑

15 1902 非開化非守 仍敎曰, 至今廟務積滯, 非開化非守 , 而上下膠守攻利, 多致艱憂

16 1904 守 凡政令施爲, 典章 物, 皆文具也. 守 備文而已, 開化 亦外飾而已

17-1
1906

守 守 有可用不可用, 開化有可取不可取

17-2 守 之可用 守 之可用 , 禮 文物之盛, 開化之可用< >, 器械農殖之便利

18 1906 獨守 規 現今宇內軍政, 日以進步, 誠不可獨守 規

19 1907 墨守 規
今則梯航이 相望야 天涯咫尺이라 交際之殷과 事物之繁이 非復昔

時, 則其可墨守 規而能保性命守國家乎아 

20 1908 墨守 規
今此時運之進步ㅣ非復昔時之因循故로 以維新으로 定國是야 誓告

于宗社 , 則當此百度革新之時야 奚但墨守 規 獨於祭禮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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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6>에서 보듯 실록에 출 하는 수구는 상당수 ‘○守 ○’의 술어  형

식을 취하고 있다. ‘守 ’ 단독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최 의 사례는 ‘安常守 ’

(실록, 1894년; 승정원일기, 1881년)이고 두 번째 사례가 ‘守 之士’(실록․승정

원일기, 1896년)인데, ‘수구지사’는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립자로서 수구의 주

체를 지칭한다는 에서 주목된다. 체 으로 기사 건수로는 모두 16건, 어휘 

건수로는 17건이고, <표 7>에서 보듯 승정원일기에 출 하는 수구는 기사 건수

로는 모두 20건, 어휘 건수로는 모두 21건이다. 양자 사이에 복되는 수구는 기

사 건수 12건 어휘 건수 13건이며 양자를 통틀어 출 하는 수구는 기사 건수 24

건 어휘 건수 25건이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수구의 기사 건수와 어휘 

건수를 연도별로 표시하면 아래 <표 8>을 얻는다.

<표 8> 수구의 기사 건수와 어휘 건수 (고종․순종 시기)

연도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기사 실록 2

건수 일기

복

도합 2

어휘 실록 2

건수 일기

복

도합 2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기사 실록 1 2

건수 일기 1 1 2 1 1 1

복 1 1

도합 1 1 2 1 2 1

어휘 실록 1 2

건수 일기 1 1 2 1 1 1

복 1 1

도합 1 1 2 1 2 1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기사 실록 2 2 1 1 1 2 1 1 16

건수 일기 2 3 3 1 2 1 1 20

복 2 2 1 1 2 1 1 12

도합 2 3 1 3 1 2 1 1 24

어휘 실록 2 2 1 1 1 3 1 1 17

건수 일기 2 3 3 1 3 1 1 21

복 2 2 1 1 3 1 1 13

도합 2 3 1 3 1 3 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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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8>에서 보듯 수구의 기사건수와 어휘건수는 연도별로 빈도수를 달리

하고 있었는데, 빈도수의 추세로 보아 실록과 승정원일기 공히 크게 연도상으로 

세 단락의 구분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다. ① 1876~1884년 : 기사 건수 6건, 

어휘 건수 6건으로 체 기사 건수 24건의 25%, 체 어휘 건수 25건의 24%가 

이 구간에 있다. 이 시기의 수구는 수구 단독형보다는 부분 見, 聞, 禮, 

制를 지킨다는 술어 인 성격을 지녔다. 개항 이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배

경으로 정치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맥락에서 발화된 수구도 있으나 

아직 개화와 수구의 직  연결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1893~1897년 : 기사 

건수 9건, 어휘 건수 9건으로 체 기사 건수 24건의 37.5%, 체 어휘 건수의 

25건의 36%가 이 구간에 있다. 이 시기의 수구는 갑오경장을 배경으로 하는 ‘경

장’, ‘유신’의 립어로 사용되었다. , 명백히 ‘수구’ 단독형으로 갑오경장에 반

하고 이에 항하는 정치사회  주체를 지칭하는 변화를 보 다. ③ 1901~ 

1908년 : 기사 건수 9건, 어휘 건수 10건으로 체 기사 건수 24건의 37.5%, 

체 어휘 건수 25건의 40%가 이 구간에 있다. 이 시기의 수구는 비로소 개화와 

함께 병용되어 ‘개화와 수구’라는 칭 계를 본격 으로 펼쳐 나갔는데, 수구

와 개화가 양자택일 인 립 계가 아니라는 , 한제국의 정치사회  실

이 순연한 수구와 순연한 개화에 못 미치는 수 으로 형해화 되었다는 이 거

론되었다. 

이상으로 수구의 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수구는 개화와 달리 

조선시 에 습 으로 사용되던 술어  어휘 으나, 갑오경장을 계기로 이에 

반 하고 항하는 정치  태도 는 정치  주체를 지칭하는 개념화 과정을 겪

었으며 한제국기에 들어와 비로소 ‘개화와 수구’라는 칭 계가 형성되어 변

기 역사  실천과 련된 뚜렷한 함의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수구의 기사 건수와 어휘 건수도 그래 를 통해 

역사  추세를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래  8>부터 <그래  11>까지

는 연 기에 출 하는 수구의 어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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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8> 실록의 수구 건수               <그래  9> 승정원일기의 수구 건수

<그래  10> 수구의 기사 건수              <그래  11> 수구의 어휘 건수

<그래  8>에서 <그래  11>까지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수구의 기사 건

수와 어휘 건수의 추세는 에서 말한 수구의 어휘 추세의 세 단락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개화와 마찬가지로 수구 역시 갑오경장 이 , 갑오경장에서 한제

국 수립까지, 한제국 수립 이후의 세 단락으로 분별 가능하다. 다만 수구의 어

휘 추세가 개화의 어휘 추세와 다른 이 있다면 후자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어

휘의 증과 감이 상 으로 격심한 편이지만 자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어

휘의 증감은 완만한 반면 단락 내 특정한 연 에만 어휘가 집하는 선택  집

도가 상 으로 높다는 이다.

지 까지 실록과 승정원일기 내 어휘 상으로서 개화와 수구에 해 고찰하

다. 국사 교과서에서 기술한 ‘개화와 수구’라는 역사 드라마가 연 기의 어휘 

상으로서 검증될 수 있느냐는 것이 근본  물음이었다. 연 기에서도 직

으로 ‘개화와 수구’라는 칭 인 어휘 상이 출 하지만 그것은 국사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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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달리 개항 후가 아니라 갑오개  이후 다. 한 개화와 수구가 한국사

의 특정한 사건과 결부되어 역사  실체성을 획득한 것은 갑오경장과 아 천

을 거쳐 한제국 수립에 이르는 역사변 기 다. 이 역사변 기에 개화는 비로

소 ‘개화’가 되었고 수구는 비로소 ‘수구’가 되었으며 ‘개화’와 ‘수구’의 립을 조

정하고 충하여 새로운 국가  통합을 추구한다는 역사  과제가 발생하 다. 

이는 ‘개화와 수구’의 역사 드라마를 기술한다면 갑오경장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

라 첫 장면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연 기에 보이는 수구의 어휘 추세와 개화의 어휘 추세를 비교하면서 

양자의 상 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래  12> 개화와 수구의 기사 건수 비교      

<그래  13> 개화와 수구의 어휘 건수 비교   

<그래  12>와 <그래  13>에서 보듯 개화와 수구의 어휘 추세는 기사 건수로 

보든 어휘 건수로 보든 일정한 상  계를 보인다. 양자가 공통 으로 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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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간은 ① 임오군란~갑신정변 시기, ② 갑오개 ~ 한제국 선포 시기, ③ 

한제국 수립 이후 시기이다. 여기서 ①의 구간은 양자의 빈도수가 낮고 이후 

흐름이 단된 일시 인 상인 반면, ②의 구간은 양자의 빈도수가 높고 이후

에도 흐름이 이어지는 본격 인 상으로 서로 비된다. ③의 구간은 양자 모

두 운동성이 약하지만 패턴의 유사성을 통해 상호 계의 긴 함이 추정된다. 

③의 구간에서 개화와 수구의 긴 한 상호 계는 술한 개화 핵심 의미연 어

의 어휘 추세를 수구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  14> 개화 핵심 의미연 어( 정  계열)와 수구의 어휘 건수 비교   

<그래  15> 개화 핵심 의미연 어(부정  계열)와 수구의 어휘 건수 비교   

<그래  14>에서 보듯 정  계열의 개화 핵심 의미연 어는 술한 ②의 구

간에서 일시 으로 수구와 동시 인 어휘 출 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그래

 15>에서 보듯 부정  계열의 개화 핵심 의미연 어는 술한 ②와 ③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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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구와 유사한 패턴으로 어휘 추세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894년 

이후 수구의 어휘 추세가 동시기 개화의 어휘 추세 에서도 부정  계열의 개

화 핵심 의미연 어의 추세와 긴 히 연동되어 있었음을 말한다. 갑오경장이 

래한 개화에 한 정  부정  의미연 의 확산 속에서 개화를 둘러싼 정치사

회  갈등이 증폭되었고 그 결과 한제국기에 ‘개화와 수구’가 칭 으로 직  

발화되는 사태에 이르 다면, 그 게 해서 창출된 ‘개화와 수구’를 기반으로 조

선 말기의 역사 드라마가 교과서에서 주조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국

사 교과서의 ‘개화와 수구’는 ①의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연 기의 ‘개화와 수구’

는 ②의 구간에서 분출했고 ③에서 여세를 이어갔다.  

4. ‘개화와 수구’의 개념 지형

지 까지 개화와 수구에 한 역사 지식과 어휘 상을 각각 교과서와 연 기

에서 살펴보았다. 갑오경장을 목 지로 하는 ‘개화와 수구’에 한 역사 드라마

를 주조한 후  교과서와 달리 당  연 기에서는 개화와 수구가 갑오경장 이후

에야 본격 으로 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개화와 수구의 정치화된 

용어로서 개화당과 수구당은 정작 연 기에서 거의 보이지 않으며17)
17) 한제국 

기 신문 논설에서 거듭 출 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황성신문� 1899년 3월 

1일자 논설은 한국에 수백년 사색 당 가 있었는데 ‘지 에 이르러’ 수구당과 개

화당으로 나뉘었다고 었고,18)18)�황성신문� 1902년 2월 24일자 논설 역시 ‘근일

에 이르러’ 한국에 두 당 가 있는데 ‘ 固汚陋야 膠守 習고 抵死排外에 不

17) ‘개화당’의 용례는 1895년 신기선의 상소에서 자신이 10년  ‘개화당’의 이름을 얻었음을 

밝힌 것이 유일하고 ‘수구당’의 용례는 1902년 신기선이 박 효의 ‘수구당’ 도륙 음모 계

획을 보고한 것이 유일하다(�承政院日記� 고종 32년 5월 20일 庚寅; �高宗實 � 고종 38

년 10월 9일).

18) �皇城新聞� 1899년 3월 1일, 논설.

     “…我國은 數百年來로 四色偏黨이 痼結不解다가 到今야 曰 守  曰 開化 兩黨이 

亦分야 雖一國人이라도 秦越과 如게 相視할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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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通變 ’ 일 와 ‘粗通外語고 浮慕外事야 剃頭洋服에 孽脚開化 ’ 일 라고 

소개하 다.19)19)�황성신문�은 지식의 수 과 의견의 동이에 따라 수구당과 개화

당, 완보당과 진당이 나올 수 있다고 인식하 다.20)20)수구와 개화의 립은 같

은 신문에서 ‘守 와 開新’,21)21)‘守 와 求新’,22)22)‘守 와 進步’23)의23) 립으로도 표

되었다.

한제국 기에는 수구와 개화에 한 정의까지 추구되는데, 이는 한제국

의 정치사회  실로서 수구와 개화의 립에 한 민한 심이 없이는 나오

기 어려운 법이다. 수구란 무엇인가? 그것은 ‘大凡 守 란 것은 國家에 規를 

膠守야 搖改치 勿쟈 主論이라’고 정의된다.24)24)개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開物成務며 化民成俗을 開化라 니라’고 정의된다.25)25) 는 ‘今所  開化

云 ㅣ 亦非別件這事라 乃酌古通今야 務使開物化民 也니’로 정의된다.26)26)여기

서 수구를 ‘膠守 規’로 풀이한 것은 이를테면 李珥가 선조에게 구법의 경장을 

19) �皇城新聞� 1902년 2월 24일, 논설 ｢黨派之患危乎險哉｣.

     “…至于近日야 所 黨派之分이門戶益繁니 有 固汚陋야 膠守 習고 抵死排外에 

不知通變 ㅣ自以爲一派고 有粗通外語고 浮慕外事야 剃頭洋服에 孽脚開化 ㅣ又

自爲一派니 如此之軰 俱不知內外事情과 時勢分數之如何則不足齒之於黨派之目이어니

와…”

20) �皇城新聞� 1906년 11월 26일, 논설 ｢內外人의 誤觧｣.

     “…盖俄黨日黨四字가 何爲而有也오 此實可寒心而痛哭 로다 生爲韓人에 死亦韓人이오 

達爲韓人에 窮亦韓人이니 我以智識之開未開와 意見之同不同으로 不得而已分別之曰守

黨開化黨이 可也오 緩步黨急進黨은 可也어니와 以我人而爲外黨 야 其可忍 乎아…” 

21) �皇城新聞� 1899년 8월 17일, 논설. 

     “…守 黨은 法을 行치 못야 鳴고 開新黨은 新法을 行치 못야 鳴며…”

22) �皇城新聞� 1899년 9월 20일, 논설.

     “…今之求新  章을 變革야 百獘를 盡滅코져 唯日孜孜호 獘未袪而毀隨고 治

未臻而禍生니 徒亂 國治法이오 今之守  失權으로 齎怒야 大器를 不忌고 

投鼠를 能行나 鼠未撲而器裂나니 所守之 가 何有乎리오…” 

23) �皇城新聞� 1899년 7월 13일, 논설.

     “…今에 玩愒守 의 一派와 開明進步의 一派가 有니 國民의 風氣를 諦觀건 進

則附 고 新進則認新니…”

24) �皇城新聞� 1899년 6월 28일, 논설.

25) �皇城新聞� 1898년 9월 23일, 논설.

26) �皇城新聞� 1901년 12월 14일, 논설 ｢不覺時勢難免夏蟲井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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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 ‘殿下膠守 規, 不欲更張, 誠無善治之望.’이라 말했던 것27)과27)같은 맥

락이며, 이외에도 수구가 본디 ‘○守 ○’의 형태로 술어 으로 자주 쓰 기 때

문에 습 인 이해라 할 수 있다. 반면 개화를 ‘開物成務’와 ‘化民成俗’으로 풀

이하거나 이를 약칭해 ‘開物化民’으로 풀이한 것은 개화라는 외래어를 유교 인 

成語로 순화시키기 한 의도 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주역�과 � 기�

에 출처를 두고 있는 이 두 어구는 통 인 용례에서 서로 결합되거나 칭된 

이 없었는데 개화의 뜻풀이를 해 작 으로 상 시킨 것이다. 유교 으로 

순치된 개화 개념에 따르면 개화는 서양의 개화는 물론 동양의 개화도 포함하는 

것이고,28)28)한국사 최 의 개화는 箕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29)29)�황성신문�이 

제출한 ‘개물화민’으로서의 개화는 개화라는 풍조에 한 사상  교정의 노력으

로도 비치는데, 같은 시기 �시사총보�는 외국을 배척하려는 완고의 입장과 외국

에 동화되려는 ‘所 開化’를 비 하고 고 과 피아를 참작해 알맞음을 추구하는 

‘眞開化’를 소망하 다.30)30)�시사총보�가 ‘소 개화’와 ‘진개화’를 구별했듯 �황성

신문�도 ‘허명개화’와 ‘실상개화’를 구별해 ‘허명개화’의 과도기를 거쳐 ‘실상개화’

에 도달하기를 희망하 다.31)31)양자 모두 ‘개화와 수구’의 임 속에서 개화가 

속류화되는 것을 비 하고 개화의 이념형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 다.

그러면 한국사에서 ‘개화와 수구’의 임은 언제 시작한 것일까? 그리고 이 

임에 의한 정치사회  실체로서 개화와 수구는 각각 언제 출 한 것일까? 

여기서 유념할 은 수구는 본디 가치 탑재 인 어휘가 아니라 단지 변화를 원

하지 않는 ‘因循’의 자세를 가리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李珥는 선조에게 큰일

을 하고 싶으면 ‘수구’를 좋아하고 ‘改新’을 싫어해서 일어나는 ‘인순’의 폐단을 

27) 李珥, �栗谷全書� 권32, ｢語 ｣ 下.

28) �皇城新聞� 1898년 9월 23일, 논설.

29) �皇城新聞� 1902년 8월 23일, 논설 ｢統論宗敎源流之說｣.

30) �時事叢報� 1899년 5월 27일, 논설 ｢似是而非｣.

31) �皇城新聞� 1898년 9월 23일, 논설.

     “…實狀開化 事物의 理竇와 根因을 窮究며 其國의 處地와 時勢를 合當 함이오 虛

名開化라  事物上에 知識이 不足함으로 他人의 景况만 欽慕야 前後를 推量치

못고 每事를 施行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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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렬히 고치라 충고하 다.32)32)이런 의미에서의 수구는 통시 인 것이고 반드시 

개화와 칭되어 제한 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조선에 부재

한 개화라는 외래어가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유입되어 차 착근하면서 ‘개화와 

수구’라는 립 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에서 개화는 福澤諭吉이 

civilization을 ‘문명개화’로 번역한 �西洋事情外篇�(1868)에서 시작, 1870년 에는 

‘개화’ 단독어로 리 쓰 는데,33)33)조선에서는 1881년 일본을 방문한 조사시찰단

이 지에서 사용되는 개화의 어법을 처음 터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李金憲

永은 일본의 개화가 ‘ 의’라는 유교 문명을 괴하고 서양의 풍속을 추종하는 

것임을 인식했고, 朴定陽은 일본 최근사에서 서양과의 문호 개방 문제로 開港․

鎖港의 당이 있었고 서양의 법제 수용을 놓고 開化․守 의 논이 있었다고 악

했다.34)34)

일본에서 들어온 ‘개화와 수구’는 곧 조선의 정치 실을 해석하는 념으로 

화되었다. 1882년 金昌熙는 임오군란의 善後策으로 조선의 국가 재건과 부강

의 방향을 제안한 �三籌合存�을 편찬했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 조선에 국가 정

책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두 부류의 상이한 집단이 있음을 지 했다. 하나는 ‘當

今 宇內의 大勢를 모르고 일 閉關의 論을 膠守’하는 부류이다. 다른 하나는 

‘外交의 사무에 留心하고 開化의 議에 自託’하는 부류이다. 자는 어리석지만 

국사에는 향을 주지 않는 반면 후자는 총명하지만 설익은 지식으로 국사를 망

치고 있는 것으로 비되었다.35)35)여기서 ‘開化의 議에 自託’하는 부류와 ‘ 일 閉

32) 李珥, �栗谷全書� 권29, ｢經筵日記｣ 萬曆二年甲戌○今上七年. 

     “…殿下誠欲有爲, 則 痛革因循之弊可也, 人情莫不恬於守 憚於改新, 以爲今日旣行矣, 

明日何可卒變, 如是姑息, 馴至於不可救矣.”

33) 메이지 기 일본의 표 인 공론지 �明六雜誌�에도 ‘開化’에 한 이 실려 있다. �明

六雜誌� 1, 西村茂樹, ｢開化の度に因て改文字を発すべきの論｣; �明六雜誌� 3, 森有礼 ｢開

化第一話｣; �明六雜誌� 3, 津田真道, ｢開化を進る方法を論ず｣; �明六雜誌� 7, 箕作麟祥,  

｢開化の進むは政府に因らず人民の衆論に因るの説｣; �明六雜誌� 18, 津田真道, ｢西洋の開

化西行する説｣.

34) 김종학, 앞의 책, 346-349면.

35) �三籌合存� ｢善後六策補｣ <總論>.

     “我國人士所讀之書, 皆爲借購中國, 談說歷代, 無非夢中占夢, 况處海角一隅之地, 聞見固

陋, 無異井蛙, 徒以箕子之 , 自稱曰禮義之國, 又以地閥相高之俗習, 自 曰士大夫. 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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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의 論을 膠守’하는 부류가 다름 아닌 일본에서 들여온 ‘개화와 수구’의 실제  

용임은 물론이다. 동시에 그는 이 두 부류의 집단을 ‘因循의 버릇을 고치지 않

고 그  守 를 편하게 여기는’ 부류와 ‘조 한 마음으로 한갓 逐外에 종사하는’ 

부류로 구별하기도 했는데, 이 ‘수구’와 ‘축외’의 구별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병이 들었으나 아무 계책을 내지 않는 자의 태만함과 무익한 사업이나 시도하

며 용렬한 처방을 내리는 후자의 미숙함의 비 다.36)36)이 경우 ‘수구와 축외’로 

지칭되는 상이 ‘수구와 개화’로 지칭되는 상과 다르지는 않으나 ‘수구와 축

외’의 구도에서 인순과 연결된 수구는 수구의 통 인 용법을 이어받는다는 의

미가 있다.

김창희의 �삼주합존�(1882)이 조선의 정치 실을 새롭게 ‘개화와 수구’의 틀

로 해석하면서도 수구 개념에 있어서 통  어법에 충실한 면이 있었다면, 陸

用鼎의 �宜田記述�(1888)은 ‘개화와 수구’를 서양 문명의 에 따라 일어나는 

보편 인 문제로 독해하면서 양자의 면화된 립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다

는 면에서 이채롭다. 그는 서양과의 교통으로 각국에 수구론과 개화론이 발생했

는데 이는 시 에 따른 변화로서 요청되는 ‘變法’이라는 역사  과제를 놓고 벌

어지는 찬반 양론의 치열한 립을 뜻한다고 보았다. 수구는 개화에게 ‘率 ’37)37)

의 정신이 없음을 비 하고 개화는 수구에게 ‘自新’의 정신이 없음을 비 하며 

다같이 상 를 ‘必亡의 도’로 규정하는 극단 인 립의 상황에 처했음을 말했

다.38)38)천하 각국에서 西法 시행의 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수구와 개화의 두 

知當今宇內之大勢, 膠守前日閉關之論, 是誠不移之愚, 故不足深責也. 亦有聰明之人, 留心

外交之事, 自托開化之議, 津津說關稅之利舟車鎗礟之制, 然不得其要之所在, 則其所粗知, 

適以僨敗國事, 反不如彼愚之所無干 也…”

36) �三籌合存� ｢三籌合存序｣.

     “…噫. 居此邦吏而當艱虞溢目之時, 猶不改因循之習, 只以守 爲便 自托老成, 厭人激切 

無一猷爲, 虛 歲月, 乃以民國安危, 付之天數 , 是病中而却藥不服也. 又有以躁競之心, 

徒以逐外爲事, 便議改衣服制度以優俳泰西, 且不擇何 可先, 而思於一朝盡擧種種新務, 强

民之所不樂爲, 而不悅持重之論, 欲試無益之事, 而恨不遽示大木之信 , 是庸醫之亟投峻劑

也.…”

37) 率 는 ‘率由 章’의 약칭이다. �孟子․離婁上�에 ‘詩云不 不忘, 率由 章, 遵先王之法而

過 , 未之有也.’라는 구 이 있다.

38) �宜田記述� 권3, ｢論當今時局事勢｣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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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은 천하의 일  시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벽 하고 충해야 한다는 견

지에서 그는 서법을  따르지 않는 수구와 서법을 기꺼이 따르려는 개화를 

모두 비 하고 ‘不得已’한 까닭에 ‘隱忍’의 태도로 서법에 나아간다는 략을 택

한다.39)39)서법의 수용은 부득이한 실이지만 개화와 수구라는 ‘당론’의 틀에서 

벗어나 ‘中平’의 길을 추구한다는 태도에는 개화이든 수구이든 그 자체로 賢不肖

를 논할 수 없다는 단이 들어있다.40)40) 

김창희의 �삼주합존�과 육용정의 �의 기술� 사이에는 갑신정변이 개재해 있

다. 1906년 �황성신문�에서 장기간 연재된 ｢日本維新三十年史｣는 갑신정변 주모

자들이 維新을 목표로 일본의 원조를 얻어 ‘守 大臣’을 일소하려 했던 ‘開化黨’

이라고 기록하 다.41)41)이처럼 갑신정변을 조선에서 일어난 개화와 수구의 투쟁

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술했듯이 국사 교과서에서 기술한 ‘개화와 수구’의 역사 

드라마의 발원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갑신정변 세력이 정변이 일어난 그 

해에 개화당을 자처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정변으로 제거하고자 했던 상은 

실제로는 ‘수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의 국정이 명색이 개화인데 개화의 효

험이 없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스스로를 ‘日本黨’, 그들의 제거 상을 ‘支那黨’

     “…守 開化 爲何? 守 守執之守, 古 之 , 開 開發之開, 化 變化之化也. 自夫

交通西洋以後, 各國有守 開化之論, 旣爲交通西洋, 則不得不有隨時應變之變法, 旣有變法, 

則人之可 之開化, 人之不可 之守 , 守 守執其古 之意也, 開化 開發而變化

之意也. 兩論爲一分黨而好相詆訾, 守 之論開化 , 曰喜新好奇, 而不率其 , 則必亡之

道也, 開化 之論守 , 曰習 安常, 而不念自新, 則必亡之道也, 兩 俱不能無據, 亦俱

不能無病 .…”

39) �宜田記述� 권3, ｢論當今時局事勢｣ 73면.

     “…今之擧天下各國士民, 以西法之可行 不可行, 相 紛紜張皇, 有守 開化二黨論焉, 此

乃天下之一大是非未定 也, 此不可不一番爛商劈破其曰是曰非而折衷 也. 窃而偏見私心

揣之, 徒爲守 , 固執不通 也, 好爲開化 , 喜事徼功 也, 固執不通 , 以不從西法

爲主 也, 喜事徼功 , 只以樂從西法爲主 也, 是不從不可也, 只是樂從不可也, 而不得

已之故當裁酌增損隱忍就之爲可也.…”

40) �宜田記述� 권3, ｢論當今時局事勢｣ 73면.

     “…守 未必皆是賢人 而其於固執不通邊則不免有其些欠 開化 未必皆非賢人 而其於喜

事徼功邊則亦不免有其些欠焉 寧爲忍就, 不可不從 亦不可樂從也 其於忍就之地 當 得其

出於不得已之故 而不泥不流 中平自在 這道理可見也…”

41) �皇城新聞� 1906년 8월 20일, ｢日本維新三十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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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부르기도 했고 는 스스로를 ‘實開化黨’ 나머지를 ‘ 固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42)42) 

갑신정변 이듬해 일본 외무성은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난 원인이 조선이 개화

를 원하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갑신정변 세력의 과 일치하는 

발언이었다.43)43)그러나 개화는 정변 세력이 배타 으로 독 하는 가치가 아니었

으며 개화와 수구의 분별 역시 정변 세력의 주 인 당의식으로 규정될 문제

는 아니었다. 실제 갑신정변이 발발한 그 해 �한성순보�가 하는 1884년 재 

조선에서 ‘개화와 수구’의 상황이란 본질 으로 조선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이에 

찬성하지 않는 민간의 립, 곧 ‘政府-民俗’의 립이라고 하는 구도에서 만들어

지는 ‘風氣’의 문제 다. 비록 수구가 퇴축하고 개화가 진 하는 ‘풍기의 이’가 

계속 진행 에 있지만 수백 년 조선 민속에 뿌리박힌 수구의 풍기를 정부에서 

완 히 변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빈약한데다 수구에 막  

민간 자본마  동원될 수 없다면 利源이 개발되지 못해 국가의 부강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망이 나왔다.44)44) 

이상의 몇몇 사례들은 개화당과 수구당의 립이라는 교과서 역사 지식에 가

려진 ‘개화와 수구’의 실제  문제 지 들을 제시해 다. �삼주합존�에서 말하

는 ‘逐外와 因循’, �의 기술�에서 말하는 ‘變法의 가부’, �한성순보�에서 말하는 

42) 김종학, 앞의 책, 353-362면.

43) �承政院日記� 고종22년 2월 20일 庚寅.

     “…臣在日國, 外務大輔吉田淸成, 設酒食于外務省, 臣曰, 此 貴局[國]郵程局之 不

同, 勿生怯云, 故臣以爲, 貴國豈有郵程局設宴之意, 設或有之, 我何怯焉? 彼默然無語, 

宴幾罷又曰, 貴國十月之變, 出於不欲開化矣.…” 

44) �漢城旬報� 1884년 6월 13일 ｢申報俄高立約論｣.

     “…朝人自前年經中朝戡定之後, 聽命上國, 決計通商, 交結歐洲, 因爲外輔, 通國之人, 雖咸

知通商之利, 而終拘執古法, 盡屬空談, 物極必返, 變極是通, 屛守 而進開化, 風氣爲之轉

移, 然黨人之名可革, 而黨人之迹未銷, 野 閑談, 罷官省過, 猶孜孜焉, 高語純王, 希蹤三五, 

以爲聖賢自有道也, 何必往來海外, 事富强, 然後始足以 治乎? 此等見解, 目前原不敢顯

撓國是, 而無知之人, 性之所近, 不覺入耳 心, 始終固執, 故欲盡變其風氣, 而猶未能也, 朝

鮮民俗, 璞陋相沿, 數百年習於偸惰, 今朝廷立意變革, 而禁令未改, 人多疑貳, 一切振 之

事, 責諸民間, 則通國無一人起而 , 然則集大本以 大利, 勢必不能, 若僅恃官辦, 而國

用又絀, 諸事無成, 職此之由, 利源不 , 國何以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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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氣의 이’는 이 문제에 한 흥미로운 을 계발시키는 다양한 키워드이

다. 그런데 이 게 다양한 키워드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 사회에 아직 ‘개화와 수

구’에 한 고정된 역사상을 주조할 만한 역사  사건이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개항을 후해 일본과의 화호를 놓고 흥선 원군이 ‘守 主人’이 되었다는 기록

45)
45)이 있으나 임오군란 후 흥선 원군은 청에 유폐되었고, 갑신정변 세력이 정변

을 앞두고 스스로 개화당을 자처한 사실이 있으나 정변 실패 후 주모자들은 해

외에 망명하 다. 이후 조선 사회에서는 ‘개화와 수구’에 한 의미있는 메시지

를 생산할 정치사회  주체가 부재했다. 연 기 자료에서 갑신정변 이후 갑오경

장 이 까지 개화와 수구가 거의 실종되었음은 앞에서 살핀 로이다. 

이런 견지에서 1894년 갑오경장의 격  시행은 한국사에서 ‘개화와 수구’라

는 뚜렷한 역사  흐름을 면 으로 분출시킨 사건이었다. 개화는 갑오경장

과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뚜렷한 역사  실체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이 시기 반하된 고종의 칙령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廟社誓誥’를 수행한 직후 

고종은 국가의 자주독립과 부강을 해 으로 경장을 시행하겠다고 선포했

다.46)46)이듬해 고종은 다시 ‘짐이 작년 여름 이래 국정을 維新하여 독립의 기 를 

열고 흥의 업을 세워 묘사에 서고하고 팔방에 칙유’했음을 말하면서 지방 

외 들은 更張開化가 爲民에서 나왔음을 백성에게 잘 알리라고 명했다.47)47)여기

서 보듯 갑오경장이란 유신, 독립, 자주, 부강, 흥 등의 키워드를 구 하는 과

정으로 설 되었으며 그것을 실 하는 방법이 경장 는 경장개화로 제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술했지만 연 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  계열의 개화 핵심 

의미연 어로 부강, 경장, 자주, 독립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두 칙령에서 

갑오경장을 의미화시키는 주요 키워드와 거의 서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은 개화가 갑오경장과 결합하여 일체화될 때 부정 인 어감이 

45) �梧下記聞� 首筆. 

     “…時浮議胥動有二黨, 日人可和 曰開化黨, 不可 曰守 黨, 所 開化 , 亦無一人

含垢忍恥爲國家計 , 但趨附時局, 蠅營狗嗅, 而雲峴旣廢, 門庭冷落, 不守 而自然守 , 

故目之以守 主人, 而 雲峴相識 , 指以雲邊人云.…”

46)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2월 13일 乙卯.

47)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윤5월 20일 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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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는 경우가 상당했다는 사실이다. 를 들어 ‘개화 이후’ 는 ‘개화 이래’

라는 어휘는 갑오경장과 개화의 일체화를 명증하는 사례라 하겠는데, ‘開化 이후 

선왕의 법제를 모두 갈고 하나같이 왜 의 지휘를 따라 화를 이 으로 만들고 

인류를 수로 만들었으니 개벽 이래 없었던 변’이라는 崔益鉉의 발언,48)48)‘소

 開化 이래 음사와 화란으로 오랫동안 침체되고 좌 되어 인심의 부정과 천리

의 불명이 극도에 이르 다’는 柳麟錫의 발언49)은49)갑오경장 이후를 상징 으로 

개화 이후라고 표 할 때 이미 그 안에 개화에 한 부정 인 가치 단이 개입

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재작년(=1894년)에 이르러 온나라가 開化라 칭함에 

사천 년 선왕의 법과 오백 년 열성의 성헌이 거의 남아나지 못했다’는 李建昌

의 발언50)은50)유교 문명과 조선 왕정의 척 으로서 갑오경장의 정체가 한마디

로 개화로 압축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개화라는 어휘 그 자체로 갑오경

장을 체 하는 순간 그것이 유교  가치를 훼손하고 선왕의 법제를 괴하는 의

미를 발 한다는 것은 갑오경장 이후 ‘개화와 수구’의 형성에서 요한 지 이다.

앞서 연 기 자료에서 개화 핵심 의미연 어의 여섯 범주의 하나로 ‘역 ’을 

거론했는데, 이 한 갑오경장 이후 ‘개화와 수구’의 형성을 이해하는 요한 단

서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갑신정변의 ‘흉역’ 박 효가 갑오경장에 참여한다면 경

장으로 발 될 개화가 ‘난잡부정’해질 것이고 민심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51)51)  갑오경장 당시 박 효․김홍집 같은 ‘흉 ’이 제정한 제, 

복장, 장정을 지 까지 ‘인순’하면서 개화라고 칭하는데 ‘흉역’이 한 일을 개화라 

48)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월 13일 戊申.

     “…自開化以後, 盡革先王之法制, 一從倭賊之指揮, 使中華爲夷狄, 人類爲禽獸, 此開闢以來

所未有之大變…”

49)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9월 25일 辛亥.

     “…自有所 開化以來, 淫邪禍亂, 陷溺摧折之久, 人心天理不正不明之極…”

50)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4월 2일 丁卯.

     “…至再昨年, 則擧國稱曰開化, 四千載先王大法, 五百年列聖成憲, 其餘幾希…”

51)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8월 10일 甲寅.

     “…況今更張之初, 施以開化之道, 而開化之道, 果在於護 而 寵之乎? 若此而敍用之, 則

開化之道, 未免亂雜不正, 而辱莫甚焉, 方各道蜂起之黨, 亦藉此泳孝之醜跡, 而益熾其憤激

攘臂之心, 則其所騷擾之變, 必無寢息之日矣, 亦 何以鎭定民心乎? 泳孝之兇 罪狀, 之

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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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며 수해야 옳은가 비 하는 상소도 나왔다.52)52)이 상소는 본디 수구의 특

징으로 인식되는 인순을 개화와 연결시켜 ‘개화의 인순’이라는 모순 인 어법을 

만들어 개화의 개 으로서 수구를 모색했음이 특징 인데, 구체 으로 漢明의 

구제를 회복해 ‘당당제국’의 엄을 갖추되 外部에 한해서는 수구를 용하지 말

라고 제언했다.53)53) 앙 정부에서 활동하는 개화의 주체로 ‘흉역’이 제시되었다면 

‘悖類’는 지방 사회에서 활동하는 개화의 주체로 제시되었다. ‘패류’ 는 ‘무뢰패

류’가 개화를 가탁해 향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엄 하라는 상

소54)에서54)이를 볼 수 있다. ‘開化契’를 결성한 지방의 新鄕 세력이 鄕廳에 ‘開化

’이라는 을 내걸고 ‘守 物’을 죄다 소탕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55)
55)

은 이와 계있을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 고양된 ‘개화와 수구’의 에서 조선의 개화와 서양의 개화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찰되었다. 유럽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군권과 신권의 

상호 침범을 막아주고 있으니 개화의 법이 유교의 의염치와 역할이 같다는 인

식,56)56)외국이 개화한 후에도 신법과 구법을 참작해서 사용하는 례가 있다는 

인식,57)57)개화를 발명한 천하 각국의 정치를 보면 구법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58)58) 

52)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9월 28일 甲寅.

     “…其所 官制也, 服章也, 章程也, 皆出兇賊之手, 而苟且因循, 至今用之, 稱以爲開化.…豈

可以兇 所爲, 之開化, 而永遵於大聖人建極出治之世乎?”

53) 와 같음.

     “…伏願陛下, 一 漢․明 制…以 帝國之人士, 只一周衣而無帶, 豈非盛代之欠事乎? 

…惟所不當改 , 外部也, 外部之官, 掌外部之事, 通於各國之形便事務, 然後可以 也, 

可以柔遠也, 此則固不可膠守 例而已也…”

54)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1월 4일 乙未.

     “…凡悖類之藉託開化, 以下凌上, 犯分干紀, 敗壞風俗 , 一切嚴禁事.…無賴悖類之妄託開

化, 以下凌上, 犯分干紀 , 尤不可不一切鋤治也.”

55) �皇城新聞� 1900년 7월 16일, 잡보; �皇城新聞� 1900년 7월 18일, 기서.

56)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3월 26일 己酉.

     “…歐洲諸國權利義務之說, 國之操術, 君臣上下各有權限, 不相侵犯, 是 開化之法, 而 禮

義廉恥, 其實名殊意同…”

57) �承政院日記� 고종 37년 7월 7일 丙午.

     “…聞外國開化以後, 有新 式參酌互用之例云矣…”

58) �承政院日記� 고종 39년 5월 10일 己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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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서양의 개화는 도덕을 지키고 있으며 수구를 존 할  안다는 뜻이 

있다. 반면 조선의 경우 ‘소  개화의 무리’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외국인과 결

탁해 만고에 없는 변란을 일으켰다거나,59)59)‘개화의 主論 ’가 성 을 폄하하고 

인의를 미워하며 역 을 애국이라 여긴다60)는60)인식처럼 조선의 개화는 도덕이 

무한 ‘변란과 역 ’의 세계로 이해되었다. 이는 갑오경장 이  조선의 개화를 

둘러싼 주된 인식틀이 축외, 변법, 풍기에 있었다면 갑오경장 이후의 개화는 결

정 으로 명성왕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의 강제 시행 등과 얽히면서 이와 차원을 

달리하는 도덕과 풍속의 괴자로 낙인 혔음을 의미한다.

갑오경장을 주도한 ‘개화’와 이에 항하여 ‘復讐保形’으로 들끓은 ‘수구’가 맞

부딪친 가운데 아 천을 단행해 정치  주도권을 회복한 고종은 ‘개화와 수구’

를 진정시키면서 새 국가의 틀을 짜는 작업에 들어갔다. 아 천 이후에는 國

是論과 討 論의 견지에서 ‘신법을 모두 갈아치우고 하나같이 구제를 회복하라’

는 주장,61)61)갑오년 6월 21일 이후 ‘흉도’가 정한 신법은 모두 시행하지 말고 선

왕의 구제를 속히 회복하라는 주장62)이62)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종은 1896

년 8월 18일 갑오경장으로 설치된 내각을 다시 의정부로 개칭하면서 향후의 정

치 방향을 알리는 조칙을 내린다. 이는 1894년 갑오경장부터 3년간 ‘亂 ’의 무

리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조정의 정치를 변경해 국법이 괴되고 국이 혼란

에 빠졌으며 민이 분통해 했음을 인정하고 향후의 정치는 ‘率 章’과 ‘參新規’

     “…今天下開化發明之國, 雖不爲不多, 而究厥政治, 皆各守其 憲.…”

59)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5월 29일 癸亥.

     “…所 開化之徒, 出沒外國, 乃還本國, 幻形以爲奇, 異語以爲能, 外託富强之 , 內懷梟獍

之心, 蛇蟠蚓結, 煽結外人, 釀出亙萬古所無之變…”

60)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11월 20일 己巳.

     “…主開化論 , 例皆貶薄聖賢, 卑惡仁義, 堯舜不足法, 經傳不足學, 賊愛國, 邪

說有道…”

61)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3월 16일 辛亥.

     “…臣愚妄 , 悉革新法, 一復 制, 以慰忠臣義士之心, 以折奸究巨猾之 , 然後民志可定

矣, 物情可鎭矣, 禍亂可以息矣…”

62)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5월 29일 癸亥.

     “…以凶徒之所定新式官制及品等諸件文字, 自甲午六月二十一日以後, 竝爲勿施, 亟復先朝

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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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서 충하겠다는 선언이었다.63)63)이것은 갑오경장의 정치  정당성을 

부정하되 그 다고 갑오 이 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갑오 이후의 새로운 정

치를 만들겠다는 의미 다. 갑오경장의 ‘개화’에서 벗어나지만 ‘개화’를 비 하는 

‘수구’에 합류하지는 않고 ‘개화’와 ‘수구’에 편향되지 않은 독자 인 정치 역을 

만들겠다는 의미 다.64)64)

그런데 이 조칙에서 주목되는 것은 ‘率 章’이라는 표 이다. 지 까지 이 조

칙의 ‘率 章’과 ‘參新規’라는 표 을 통해 고종이 추구한 정치  지향을 ‘구본신

참’이라 해석해 왔고 ‘구본신참’은 흔히 한제국기의 정치  이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비슷한 표 으로 ‘守 規’나 ‘復 制’를 쓰지 않고 ‘率 章’을 쓴 이

유가 무엇인지에 해서는 아직 정확한 이해가 추구되지 못했다. 술했지만 

規를 膠守한다는 의미에서의 수구는 更張하지 않고 因循하겠다는 어감이 강한 

것으로 김창희의 �삼주합존�에서도 개화와 구별되는 수구의 속성으로 인순이 제

시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갑오경장의 개화에 인순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겠다는, 갑오로부터의 변화 내지 개 을 추구하는 것이었기에 인순을 함축

한 ‘수구규’는 합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 ‘복구제’의 경우 아 천 이후 신

법을 모두 하고 구제를 회복하라는 주장과 직결되는 표 이었기에 이 어휘

에서는 ‘參新規’가 용인될 여지가 없었다. 반면 ‘솔구장’은 �시경�의 ‘不 不忘, 

率由 章’과 이에 한 �맹자�의 해석인 ‘遵先王之法而過 , 未之有也’라는 고

의 권 에 기  선왕의 법을 따르겠다는 극 인 의지를 표 할 수 있는 합

한 어휘 다. 고종이 의정부를 복설한 것은 ‘솔구장’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조선

시  의정부와 달리 의정, 참정, 찬정 신을 마련한 것은 ‘참신규’에 입각한 것

이었다. 한편으로 ‘솔유구장’에는 창업의 임 으로서 구폐를 거하는 것이 아니

63) �承政院日記� 1896년 8월 18일 庚辰.

     “詔勅, 向日亂 之輩, 操 國權, 變更朝政, 至有議政府之改稱內閣, 率多矯制, 典憲以之隨

壞, 中外以之騷然, 百官萬民之憂憤痛駥, 今三年于玆, 國家汚隆, 關係亦大, 自今內閣廢止, 

還稱議政府, 新定典則, 是乃率 章而參新規, 凡係民國便宜 , 斟酌折衷, 務在必行, 而邇

來百度倉皇, 改革多端, 宜其民志靡定, 朝令不孚, 而今此典則, 寔朕宵旰憂勤, 得其停當

也, 凡厥有業, 咸 知悉.”

64) 김용섭, 1968 ｢ 무년간 양 사업에 한 일연구｣ �아세아연구� 31, 고려 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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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성의 임 으로서 선왕의 옛법을 따른다는 어감이 담겨 있었다.65)65)여기에는 

고종이 청일 쟁으로 갑오경장 에 ‘독립국’의 국왕이 되어 ‘朕’을 호칭하고 ‘詔

勅’이나 ‘勅諭’를 내리기도 했으나 아직은 제국을 비하는 단계에서 수성의 임

으로 머무르겠다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고종은 내각을 의정부로 고쳐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는 한 문제에서는 ‘솔

구장’과 ‘참신규’를 제시했으나 그 밖에 갑오경장 이후 발생한 구법과 신법의 상

호 모순과 충돌에 해서는 ‘ 規爲本, 參以新式’의 원칙을 제시했다. 법제가 국

가마다 다르니 자국의 법제를 근본으로 외국의 선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

히 利用厚生에 해 개방 인 태도 다.66)66)그러나 원칙의 수립만으로는 ‘구법이 

폐기되고 신법이 서지 않아 무법의 나라라 이르겠다’67)는67) 실을 타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구 법률을 충해 국법을 통일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68)68) 제

와 법례에서 신구를 서로 고증하고 손익하는 국법 통일 작업은 ‘率 ’와 ‘更張’의 

두 가지를 모두 실 해야 하는 신 하고 난해한 작업으로 여겨졌다.69)69)이는 갑

오경장 이래 분출된 개화와 수구의 어느 한쪽에 환원되지 않으려는 신 한 어휘

다. 

그러나 1897년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 한 고종이 국에 반포한 조서에

는 자신이 상제의 도움으로 독립의 터를 열고 자주의 권리를 행하여 모든 신민

의 추 를 받아 황제에 즉 하고 천하의 이름을 大韓으로 정했음을 말하면서 제

국을 시작하는 자신의 소망으로 ‘革 而圖新, 化行而俗美’를 명시하 다.70)70)그  

65) 申叔舟, �保閑齋集� 권13, 策.

     “…臣伏讀聖策曰, 法立弊生, 古今之通患也, 臣聞, 創業之 持守, 其勢不同, 創業之政, 斟

酌時宜而損益之, 革其弊而止耳, 持守之政, 率由 章, 謹而守之, 救其弊而止耳…”

66)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2월 18일 戊寅.

     “…上曰, 更張後 規新式, 互相牴牾, 多有難便, 以 規爲本, 參以新式, 則似 此弊矣. 典

章法度, 各國不同, 而捨此本國之法, 一從他國之制, 是豈易行 乎? 範朝曰, 聖敎切當矣. 

我國制度, 無非良法美規, 而若或有法久弊生 , 則捄之而已, 至於他國之法, 善 取之, 不

善 勿取, 而利用厚生 , 有所可取云矣. 上曰, 利用厚生 , 頗有可取矣.”   

67)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2월 14일 癸酉.

     “…範朝曰, 近來法綱解紐, 法廢棄, 新法未立, 可 無法之國…”

68)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2월 21일 庚辰.

69)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3월 26일 乙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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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정부 복설과 함께 ‘率 參新’을 말했던 그가, 신구 법제의 충 원칙으로 

‘ 本參新’을 말했던 그가, 정작 한제국을 선포해 황제에 즉 하면서는 그 

신 ‘革 圖新’을 외치는 변화를 보 다. 여기서 ‘ 구도신’은 의 인 해석이 가

능하다. 일단 수성의 임 에게 요구되는 ‘솔유구장’과는 차원이 다른, 창업의 임

에게 기 되는 왕정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달된다. 제국의 선포에 따른 신

정의 도모와 제국 직 에 겪었던 구폐의 거로서 ‘ 구도신’을 이해한다면 여기

서 거란 갑오경장에 따른 역사의 변 기(1894~1896년)에 조선이 겪었던 역사

의 고통, 곧 ‘개화와 수구’의 구도에서 말하자면 갑오경장이 발한 혼란스럽고 

몰주체 인 개화에 한 신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인 에서 본

다면 ‘ 구도신’은 그 강조 이 ‘구’가 아닌 ‘신’에 있기에 분명 그  해 ‘솔구참

신’이나 ‘구본참신’과는 완 히 차원이 다른, 미래를 향한 진보를 의미할 수 있었

다. 1898년 창간된 �황성신문�은 고종의 제국 선포 조서에서 표방된 ‘ 구도신’

을 정확히 후자의 에서 읽어냈다. 즉, 고종이 1894년 신법을 반포하고 독립

국을 선포했고 1897년 황제에 즉 하면서 ‘ 구도신’을 말했고 1898년에는 ‘期圖

維新之業’이라 말했으니 그 정신을 지켜 독립국에 어울리는 명실상부한 ‘開明進

步’의 실효에 주력하자고 제언한 것이다.71)71) 

그러나 고종이 한제국을 시작하면서 천명했던 ‘ 구도신’의 취지가 실제로 

국가를 재건하는 상황에서 만족스럽게 실 된 것은 아니었다. 신생 제국의 법제

는 온 히 개화도 아니고 그 다고 수구도 아닌 비유컨  반은 일어서고 반

은 앉아 있어 몸이 바르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되었다.72)72) 한 제국의 정부가 국

70)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9월 18일 甲辰.

     “…惟朕否德, 適丁艱 , 上帝眷顧, 轉危回安, 創獨立之基, 行自主之權, 群臣百姓, 軍伍

井, 一辭同聲, 叫閽齊籲, 章數十上, 必欲推 帝號, 朕揖讓 屢, 無以辭. 於今年九月十七日, 

告祭天地于白嶽之陽, 卽皇帝位, 定有天下之號曰大韓, 以是年爲光武元年, 改題太社太稷, 

冊王后閔氏爲皇后, 王太子睿諱爲皇太子…於戲, 初膺寶籙, 寔荷自天之祐, 渙斯大號, 式孚

率土之心, 欲革 而圖新, 化行而俗美, 告天下, 咸使聞知.”

71) �皇城新聞� 1898년 10월 12일, 논설.

72) �承政院日記� 고종 39년 5월 10일 己巳.

     “…今我國法令, 全未開化, 亦未守 , 則譬如人之半立半坐, 牽引跼蹐, 不能低仰而正其身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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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산 해 있는데 개화도 아니고 수구도 아니고 그  사리사욕의 추구에 빠져

서 국난을 래하는 상황으로도 인식되었다.73)73)이 게 개화도 아니고 수구도 아

닌 어정쩡한 상태, 한제국 기의 언론은 이를 명확하게 ‘外新內 ’라고 통찰

하고 시 한 개 을 요구하 다. 즉, �독립신문�은 한국 정부가 겉으로는 서양 

법제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구습에 젖어 있으니 일본, 이집트, 타이 여러 

나라처럼 서양 법제의 면  수용이 시 하다고 말했고,74)74)�황성신문�은 유명

무실한 신법과 무명유실한 구법 때문에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진단하면

서,75)75)한국 정부가 신법을 확장하든지 구법으로 복귀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것

도 아니고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요구하 다.76)76)물론 그 진의는 한국 정부가 세

계 각국과 통상하여 외양으로 신법을 조  모방했는데 다시 신법을 확충해 서양

의 부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법을 지켜 본래의 빈약국으로 추락해

야 하는지 묻는 데 있었다.77)77)한국 사회의 혼란스런 신구 착종 상과 련하여, 

단 으로 복식 제도가 통일되지 않아 제국의 리들이 단발하고 양복을 입은 사

람과 속발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으로 양분되어 함께 공무를 보고 있으니 과연 

한국이 제도가 있는 나라인가 하는 통렬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었다.78)78) 

결국 갑오경장 이후 ‘개화와 수구’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해 ‘솔구참신’ 는 

73) �承政院日記� 고종 39년 12월 30일 庚戌.

     “…至今廟務積滯, 非開化非守 , 而上下膠守攻利, 多致艱憂…”

74) �독립신문� 1899년 8월 8일, 논설 ｢즁흥론｣.

75) �皇城新聞� 1899년 5월 30일, 논설.

76) �皇城新聞� 1898년 12월 14일, 논설.

77) �皇城新聞� 1899년 8월 23일, 논설 : 그러나 제국 기 고종의 생각은 오히려 개화하면 

부국강병 한다는데 어째서 그 효과가 없느냐는 것이었다(�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15일 庚子 “…上曰, 甚悶然, 而開化則富國强兵云, 而今無其效, 何也…”).

78) �皇城新聞� 1905년 7월 26일, 논설 ｢申論斷髮問題｣. 

     “…以斷髮一事로 之라도 軍人과 警官과 外交官만 斷髮 이오 其他 官人은 皆仍

貫  니 其政令의 苟且홈이  莫甚도다 一府之中과 一席之上에 同朝之列과 同僚

之朋이 衣章이 各別고 軆貌가 逈殊야 斑駁不一니 以我人而視之라도 彼斷髮而洋

服 를 求新派라 며 束髮而韓服 를 守 派라 지 指名키 難거 況以外人

而觀之면 엇지 制度가 有 邦國이라 리오 所  刷新之政이 如斯히 苟且 胡亂진

 차라리 復 야 其軆貌를 均一  홈만 갓지 못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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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참신’의 정신으로 구법과 신법의 충을 시도했던 노력은,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 구도신’의 정신으로 새롭게 大韓을 창출하고자 했던 지향은, ‘개화와 

수구’를 월하는 뚜렷한 자기정체성의 창출에 이르지 못하고 신구의 혼란스런 

착종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의 개화

와 한국의 수구에 한 첨 한 비 의식도 피어났다. 구법을 변 하려다 화란만 

일으키는 ‘求新’이나 권세를 잃고 분노해 항하는 ‘수구’나 다같이 국가를 혼란

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 ,79)79)개화가 수구를 만나면 골수 수구를 자처한 듯 ‘外

飾’하고 수구가 개화를 만나면 이미 개화로 좌정한 듯 ‘외식’하는 풍조에 한 

비 80)이80)나왔다. 구미의 부강과 일본의 유신은 務實이나 한국은 법령과 문물이 

虛文이라는 비 , 특히 단정 으로 ‘수구는 備文일 뿐이요 개화도 外飾일 뿐이

라’는 비 도 나왔다.81)81)형식만 갖춘 수구, 외양만 꾸민 개화, 이것은 개화와 수

구의 본질이 風化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화와 수구’에 한 반성은 을사늑약으로 한국이 독립을 잃은 후 더욱 거세

게 일어났다. 국권을 잃은 긴 한 상황임에도 ‘守古’는 자기 세계에 빠져 시국에 

어둡기만 하고 ‘開明’은 단지 ‘皮膚開化’를 알 뿐 ‘實地開化’를 몰라 이런 상태로

는 국치를 면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일었다.82)82)한국의 개화가 ‘실지개화’를 하

지 않고 ‘허명개화’를 하고 있으니 개화가 멀었다,83)83)한국의 개화가 ‘허명개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상개화’에 도달해야 한다84)는84)주장은 한제국 기부터 이미 

나왔으나 ‘피부개화’란 조어는 이 시기 처음 생성된 것이다. ‘피부개화’와 같은 

79) �皇城新聞� 1899년 9월 22일, 논설 ｢ 樵問答｣.

80) �皇城新聞� 1901년 8월 7일, 논설 ｢一世多外飾｣.

81) �承政院日記� 1904년 1월 15일 甲午.

     “…至於歐美各國之如彼富强, 無敵天下, 日本之維新三四十年, 蒸蒸日上, 偏覇東洋 無他, 

亦惟事事務實, 不爲虛 虛文…周宋明淸之末, 文勝滅質, 而我東偏染其風, 事多文具, 挽近

以來, 其弊日劇, 凡政令施爲, 典章 物, 皆文具也. 守 備文而已, 開化 亦外飾而已, 詔

勅筵說, 府部規訓之 之中外, 見諸行事 , 擧不過存體面備謄 …”

82)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8일, 잡보 ｢尹忠燮氏가 寄函于在日本國留學生趙範九氏諸君

子가 如左니｣.

83) �皇城新聞� 1899년 6월 21일, 논설.

84) �皇城新聞� 1898년 9월 23일,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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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의 ‘皮開化’도 동시기에 출 하여 개화의 반성에 가세했다. 이는 갑오경장 이

후 일반 국론이 개화, 개화 하며 국제를 정하고 학교를 세우며 변화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째서 국가가 쇠퇴하여 망에 빠졌는가 하는 물음에 한 답변으로 

제출되었다. 여기서 ‘피개화’란 껍질만 아는 설익은 지식으로 개화를 행세하는 

‘口開化耳開化’(=口耳 개화)를 가리킨다. ‘피개화’론의 핵심은 한국의 개화와 수

구에는 ‘피개화’와 ‘皮守 ’만 있고 ‘骨開化’와 ‘骨守 ’가 없어서 앞 시기에는 ‘피

수구’가 나라를 그르치고 뒷 시기에는 ‘피개화’가 나라를 그르친 결과 최근의 비

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85)85) 

‘피개화’와 ‘피수구’에 한 통 한 인식은 한국의 개화와 수구의 정치  주체 

곧 개화당과 수구당이 참다운 개화와 참다운 수구의 가치를 발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조선시  老 南北과 湖洛屛湖의 정치사회  

립에서도 ‘保守’와 ‘改進’의 정치 신념을 찾기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서양의 

풍조가 들어옴에 따라 ‘開港’과 ‘閉港’ 에 국시를 정하려 했던 국면, 간에 ‘事

大’와 ‘獨立’으로 한번 격 을 일으켰던 국면을 지나, ‘십수년 이래’ ‘所 守 黨’

과 ‘所 維新黨’이 있었지만 수구당에서 보수를 찾을 수 없고 유신당에서 개진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논설의 출 이었다.86)86)이것은 한국 근 사에서 

‘개화와 수구’의 정치사  립이란 이 논설이 출 하기 ‘십수년’ 의 사건인 갑

오경장으로 발된 것이며 그 이 의 정치사  립의 의제는 ‘개화와 수구’가 

85) �皇城新聞� 1906년 7월 6일, 논설 ｢皮開化之大弊｣.

     “…試論我國之所以至此컨 皮守 가 誤之於前고 皮開化 가 誤之於後야 以至有

今日也니 誦讀孔孟之書而長守鄕原之 態며 侈談堯舜之道而肆行盜跖之所爲야 在上

則欺君罔民고 在下則欺世盜名  前日之誤國 ㅣ是也오 自許練達於時務而行政用人

에 賄賂公行며 或借好箇之題目而憑公營私에 巧詐百出야 進而事君則流毒全國고 

而爲士則貽誤同胞  今日之誤國 ㅣ是也라 人或見其迂 僻論으로 阻拒維新則穪之

以骨守 고 依㨾効嚬에 干釣名譽則穪之以骨開化라나니 果有骨守 則可以達古通

今에 不爲 固之人物矣오 骨開化  可以黜虛務實에 不爲浮囂之人士矣리니 嗚乎라 皮

守 皮開化  滔滔 ㅣ皆是也어니와 骨守 骨開化  其人을 不可見也니 何以則使

全國之同胞로 去其皮而存其骨也오…” 한편 학문이 없이 이발, 양복, 외투, 모자, 안경, 

권련, 시계, 죽장 등으로 번드르하게 겉모습을 꾸민 사람을 ‘皮開化’라고 부르기도 했다

(�大韓每日申報� 1906년 1월 10일, ｢皮開化｣).

86) �皇城新聞� 1907년 4월 26일, 논설 ｢保守와 改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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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음을 명확히 알려 으로써, 오늘날 갑신정변 세력의 을 내면화하여 

개항에서 갑오경장까지 개화와 수구의 역사 드라마를 반복하고 있는 교과서 역

사 지식의 기반을 철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개화-피수구’의 

성찰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유신당-수구당’의 정치 주체와 ‘개진-보수’의 정치 

신념의 상호 계를 통찰한 결과 한국의 수구에 ‘완고’는 있었으나 보수는 부재

했고 한국의 개화에 ‘경박’은 있었으나 진보는 부재했다는 자기 진단에 도달함으

로써 당 의 ‘개화와 수구’를 바라보는 비 인 시 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 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근 환기 한국의 신구 립의 표  지 으로 ‘개화와 수구’에 

한 언어  성찰을 수행하 다. 국사 교과서의 역사 지식으로서 주조된 ‘개화와 

수구’의 역사 서사를 살펴보았고, 연 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개화와 수구’의 언

어 질서를 살펴보았으며, ‘개화와 수구’에 한 인식의 개를 개념 지형의 

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방 후 국사 교과서의 통상 인 역사 서술과 달리 

조선 말기 연 기 자료에서 ‘개화와 수구’는 실질 으로 갑오경장 이후 분출된 

문제 으며 ‘개화와 수구’에 한 자기성찰  인식이 한제국의 수립과 기를 

배경으로 비등하 음을 확인했는데, 이를 상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해방 후 국사 교과서는 개항부터 갑오경장까지 ‘개화와 수구’의 역사 드

라마를 일 부터 주조해 왔는데, 제2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는 이 역사 드라

마에 근 화 서사를 강하게 장착하여 ‘개화와 수구’의 주요 국면인 개항․갑신정

변․갑오개 을 각각 ‘근 화의 태동’․‘근 화운동’․‘근 화 작업’으로 명명하

다. 제3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에 이르러 이와 같은 국면들을 해석하는 주요 

키워드에 민족이 참여하면서 ‘개화와 수구’를 에워싼 근 화론의 역사 서사에 균

열이 발생했으나 ‘개화와 수구’의 드라마 그 자체에 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둘째, 조선말기 고종․순종 시기의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발견되는 개화는 

기사 건수와 어휘 건수를 통틀어 거의 갑오경장부터 한제국 선포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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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 으로 분포하 다. 개화 연칭어 는 칭어의 형태로 결합한 개화 핵

심 의미 연 어는 외국․부강․갑오의 정  계열과 역 ․수구․유교의 부정

 계열로 나뉘었는데 역시 갑오경장부터 한제국 선포까지의 기간에 이러한 

정 ․부정  개화 핵심 의미 연 어가 모두 병존하여 개화를 둘러싼 의미론

 긴장도를 높 다. 동일한 자료에서 발견되는 수구는 갑오경장 이후부터 ‘개화

와 수구’의 함의를 띠고 있으며 부정  계열의 개화 핵심 의미 연 어와 비교할 

때 서로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첩되어 있는 어휘 추세를 보 다. 이는 연 기 

자료의 어휘 상으로서 ‘개화와 수구’의 역사  발생이 실질 으로 갑오경장 이

후임을 의미한다.

셋째, ‘개화와 수구’에 한 인식의 개 과정과 그것이 입지한 개념 지형을 

살펴보았다. 본래 일본에서 조선에 유입된 ‘개화와 수구’는 1880년  逐外와 因

循(김창희의 �삼주합존�), 變法의 가부(육용정의 �의 기술�), 風氣의 이(�한

성순보� 기사) 등 몇 가지 흥미로운 논 들을 수반하며 단속 으로 발화되기도 

했으나, 그것이 조선의 역사  장 에서 뚜렷한 역사상을 획득한 것은 갑오

경장의 격  시행과 이에 한 항 때문이었다. 갑오경장과 일체화되면서 비

로소 개화는 실체화되었고 이에 한 반  세력으로 비로소 수구가 정치화되었

다. ‘개화와 수구’의 혼란스런 신구 립에서 벗어나기 해 ‘率 參新’ 는 ‘

本參新’의 정신으로 구법과 신법의 충이 시도되고 다시 ‘革 圖新’의 정신으로 

한제국이 창출되었으나 한의 정치는 개화도 아니고 수구도 아닌 혼란스런 

신구의 착종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은 개화의 外飾과 수구의 備文을 내용으로 하

는 개화와 수구의 형해화를 동반하 다. 기야 국권 피탈을 배경으로 ‘개화와 

수구’에 한 비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誤國의 장본인으로 ‘彼開化’와 ‘彼守 ’

에 한 통 한 비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개항 이후 개화와 수구의 립이 갑오개 에 이르러 개화의 승리로 종

결된다는 국사 교과서의 통설 인 역사 지식과 다르게 실제 당  사료에서 증언

하는 개화와 수구의 립이란 갑오개  이후 비로소 면화된 것이며 양자를 지

양하고 반성하는 담론들이 한제국의 수립과 기를 배경으로 분출되는 면면들

에 한 정 한 이해가 요망된다. ‘개화와 수구’에 한 당 의 언어, 당 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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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당 의 개념은 근 화론에 포박된 오늘날의 역사 지식을 구출할 수 있는 풍

요로운 지  자원들이다. 이 자원들을 극 으로 채굴하여 ‘개화와 수구’에 

한 한국사상사 다시 쓰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개화, 수구, 갑오개 , 한제국, 개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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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appearance of ‘Gaehwa[開化] and 

Sugu[守 ]’ around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87)

Noh, Kwan Bum *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oncept of ‘Gaehwa[開化] and Sugu[守 ]’ in 

the modern Korea. Gaehwa, generally accepted as the synonym for ‘enlightenment’, had 

been long considered to indicate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 

while Sugu, literally meaning ‘conservativeness’, actually acquiring the historical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opposition to Gaehwa. In this point, ‘Gaehwa and Sugu’ was the 

representative term on the controversial attitude to the modernization of the Joseon 

Korea. The political conflict and collision between Gaehwa and Sugu from the year of 

1876(Port-opening to Japan) till the year of 1894(Gabo Reform) was regarded as the 

important topic to understand the Korean modernization in the Korean textbooks on 

Korean history.

However, there can be found no evidence for this kind of conventional notion in the 

Korean chronicle as Silok[實 ] and the daily records of the government office 

SeungJeongWeon[承政院]. The semantic order of compound terms in them that include 

‘Gaehwa’ and ‘Sugu’ makes it clear that the year of 1894 was not the ending but the 

beginning of the historical appearance of ‘Gaehwa’ and ‘Sugu’. Gaehwa was identified to 

Gabo Reform and Sugu to the reaction to it. In process of the political upheaval of Gabo 

Reform Gaehwa and Sugu confronted each other in hostility as the action and reaction of 

the Reform. As the result, Gaehwa and Sugu became the notion of ‘Gaehwa and Sugu’ 

for the first time, affecting political and historical viewpoints on the Korea’s past and 

present in Great Han Empire period. In conclusion, ‘Gaehwa[開化] and Sugu[守 ]’ should 

be thought to be the Korean historical phenomenon caused by Gabo Reform.

Key Words : Gaehwa[開化], Sugu[守 ], Gabo[甲午] Reform, Great Han Empire, 

conceptu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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