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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의 목 은 1876년부터 1895년까지 ‘개화’라는 말이 조선 사회에 되어 

정착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정치변동 과정과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있다. 1960년  후반부터 본격 으로 제기되어 학계의 주류 담론

이 된 내재  발 론에 따르면, 개화사상은 조선 후기 실학이 개항기의 국내외 

상황에 조응하여 진화한 자주  근 화 사상으로 정의되며, 이는 다시 개항 이

후 정치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유력한 해석 틀을 제공하 다.1)1)  

*  국립외교원 조교수.

1) 김 호, 1969 ｢近代의 새벽: 開化思想｣ �韓國現代史� 6, 신구문화사, 32면 “최근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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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학-개화사상 담론이 당면해 온 난제  하나는 ‘개화’라는 말의 

어원에 한 것이었다. 그것이 만약 개항 이후 수입된 외래어라고 한다면, 개화

사상이란 곧 조선 후기 지성계의 내재  발 의 산물이라는 선험  제와 다소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화’는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

俗)’의 말이라는 견해가 일반 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각각 �周易� ｢繫辭傳｣

과 �禮記� ｢學記｣에서 인용한 구 로, ‘만물의 이치를 밝  천하의 사업을 성취

한다.’와 ‘백성을 교화해서 선한 풍속을 이룬다.’라는 뜻이다.2)2) 

하지만 ‘개화’의 와 유행양상을 실증 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통설에 근본 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들은 ‘개화’라는 말이 개항 이후 일

본으로부터 수입된 구체  경로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3)3)그 사용빈도 

한 진 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1894년을 기 으로 증한 사실을 입증한

다.4)4)다른 한편으로 근  정치변동을 개화사상의 발 과 그 구 과정으로 설명

해온 역사 내러티 에 한 지식사회학  분석도 이 졌는데, 갑신정변 직후 일

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조선 정치사를 ‘독립(獨立)  사 (事大)’의 

이항 립으로 해석하는 역사 을 창안하 으며,5)5)그것이 한제국 말기와 일제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이 내면 으로 서로 히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매우 주목할 만한 문제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실학과 개화사상

을 아주 설득력 있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면 그것은 곧 통의 내부에서 근 화로 이어지

는 주체 인 자기 개(自己展開)의 한 논리를 말해주는 것이요, 아울러 통과 근 의 단

사 을 극복할 수 있는 한 풍토를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2) 그 용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1898년 9월 23일자 �皇城新聞�의 “客이 余다려 問여 

曰 開化라  何物을 指이며 何事를 이뇨 余ㅣ應여 曰 開物成務며 化民

成俗을 開化라 니라”라는 구 이다. 이러한 풀이는 이미 189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논문 각주 42번 柳冕鎬의 상소 참조), 여기서 보다 본질 인 질문은 ‘개화’의 의미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에 한 해석이 시작된 시 (時點)에 있다.

3) 김윤희, 2008 ｢갑신정변 후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 �개념과 소통� 1-2, 83-92면; 김

종학, 2017 �개화당의 기원과 비 외교�, 일조각, 346-362면; 장인성, 2017 �서유견문: 한

국 보수주의의 기원에 한 성찰�, 아카넷, 664-671면.

4) 김 작, 2008 ｢조선조 말기의 서구수용과 양상에 한 실증 연구: 문명개화, 자주독

립, 부국강병 의식의 구조를 심으로｣ �‘문명’ ‘개화’ ‘평화’�(와타나베 히로시․김 작 공

편), 아연출 사; 노 범, 2019 ｢‘개화와 수구’는 언제 일어났는가?｣ �한국문화� 87.

5) 강동국, 2009 ｢‘사 주의’의 기원｣ �일본공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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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기를 거치며 이인직․이 수․최남선 등에 의해 ‘개화  수구’의 역사 

임으로 확 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 다.6)6)이는 개항 이후 형성된 ‘개

화’ 념과 정치변동과의 계를 추 하고,  조선의 정치사회  콘텍스트 속에

서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한 변증법  근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개화’라는 말의 수용과정은 크게 1876년부터 1884년까지의 도입기( 入期)와 

1894년 이후의 정착기(定着期)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의 제2장에서는 도입기

를 다루되, 주로 일본의 외무당국과 언론에서 조선의 ‘개화’와 ‘개화당’을 처음 

운 한 배경과 그것이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조

선 사회에 된 과정에 을 맞출 것이다. 단, ‘개화’의 수용사(受容史)에서 

갑신정변은 일  기(轉機)가 되었지만, 이 사건의 경 와 이를 주도한 ‘개화

당’의 정체에 해선 이미 별도의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7)7)여기서는 논

지 개상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언 하면서 새로 발굴한 사료를 소개하는 데 

집 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1894년 갑오개 을 후하여 ‘개화’가 정착되는 양상을 다룬다.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조선 사회에서 터부시된 ‘개화’가 본격 으로 유행한 것은 

1894년에 이르러서 다. ‘개화’는 갑오개 의 이념이자 명분이었다. 일본 세력의 

간섭하에 추진된 이 진  개 에 한 여러 사회세력의 입장과 태도는 다양했

는데, 이들은 그 이해 계와 미래에 한 망  기 에 따라 각기 ‘개화’의 의

미를 유( 有, appropriation)했다. 여기서는 해당 사회세력을 군국기무처(軍國

機務處)의 주축을 이룬 인(中人) 출신 의원들, 김홍집(金弘集)․김윤식(金允

植)․어윤 (魚允中) 등의 원로 신들, 왕실, 민 (民衆)으로 분류한 후, 이들이 

각기 ‘개화’를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정치  언어로 활용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이 시기 정치변동 과정을 이해하는 데 갖는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6) 류승렬, 2017 ｢事大=守   獨立=開化의 二 立的 近代敍事 임의 創出과 變容｣ 

�역사교육� 142.

7) 김종학,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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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의 기 수용과정

1) 근  일본의 ‘문명개화(文明開化)’와 ‘개화당’이라는 호명

‘개화’라는 말이 ‘서구화’ 는 ‘문명화’라는 의미로 처음 정의되고 유행한 것은 

근  일본에서 다. 그 계기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John Hill Burton의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1852)이라는 책을 �서

양사정외편(西洋事情外篇)�(1868)으로 번역하면서 civilization이라는 단어를 ‘문

명’ 는 ‘문명개화(文明開化)’로 옮긴 것이었다. 원래 civilization에는 정태  의

미의 ‘문명’과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동태  의미의 ‘문명화’라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후쿠자와는 후자의 경우 ‘문명’ 뒤에 ‘개화’를 덧붙

임으로써 그 뉘앙스를 구분했다.8)8)‘개화’는 1870년 부터 ‘문명’과 분리되어 독립

된 단어로 통용 다. 처음에는 ‘열리다(ヒラケル)’, ‘인심이 열린 모양(人心ノヒ

ラケルアリサマ)’, ‘아랫사람을 가르쳐 인도하는 것(下ヲオシエミチビクコト)’ 등

의 의미로 통용되다가 1880년 부터 ‘문명’을 체하기 시작했다.9)9) 

이와 함께 단선  진보사 (進步史觀)에 입각해서 인류사회를 문명, 반개(半

開), 미개(未開)의 세 등 으로 구분하는 문명발  단계설이 유행했다.10)10)문제는 

이에 따르면 일본의 문화 통과 문물제도는 기껏해야 반개에 지나지 않으며, 문

명에 도달하기 해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모두 서양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데 

있었다. 이에 문명과 야만은 상  개념이며, 따라서 반개는 문명에 해선 야

만이지만 반 로 야만을 할 땐 문명이 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그 이면에는 

상처 입은 민족 자존심을 주변국의 비하와 상  우월의식을 통해 보상받으려

는 심리가 내재돼 있었다. 

 8) 丸山眞男(김석근 옮김), 2007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96-132면.

 9) 惣鄕正明․飛田良文 編, 1986 �明治のことば辭典�, 東京 出版, 51-52면. 이에 따르면, 사

류 에선 1881년 발간된 �哲學字彙�에서 처음 ‘開化’의 의미가 ‘civilization’으로 정의

되었다.

10) 함동주, 2001 ｢근 일본의 형성과 역사상: 田口卯吉의 <日本開化 史>를 심으로｣ �역

사학보� 174, 176-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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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3단계로 구별해서 그 상태를 기록하면, 문명과 반개와 야만 간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원래 이 명칭은 상 인 것으로, 아직 문명을 보기 에는 

반개를 최상의 수 으로 여기더라도 무방하다. 이 문명도 반개에 할 때만 문명이 

되는 것이지만, 반개라고 해도 그것을 야만과 하게 한다면 한 문명이라고 부르

지 않을 수 없다.11)11)

비록 시 에서 일본은 반개에 지나지 않지만, 야만의 단계에 안주하고 있는 

국과 조선에 해선 문명을 자부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도  지 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화’는 

이미 1860년  말부터 조선에 한 일본의 지도와 간섭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컨  1869년 일본 외무당국은 태정 (太政官)에 조일 간 

통  교린 계(交隣關係)를 근  조약 계로 재편할 것을 건의하면서 그 명

분을 ‘문명개화의 시세(時勢)’에서 구했다.

이처럼 세계 문명개화의 시세에 이르러, 조약을 맺지 않고 애매한 사교(私交)로 

일개 번(藩)의 소리( 吏)들에게 처리하게 놓아두신다면, 황국(皇國)의 성문(聲聞)

에 계됨은 물론, 만국공법에 따라 서양 각국으로부터 힐문을 받을 때 변해(辨解)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12)12)

이윽고 ‘개화’는 조일 간 교섭 석상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최 의 사례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상 당시 일본 권변리 신 구로다 기요타

카(黑田淸隆)가 견  신헌(申櫶)에게 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은 

구로다가 쓴 �使鮮始末�에서 인용한 것인데,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신헌은 

‘개화’라는 말을 처음 들은 조선인이었다.13)13)

11) 福澤諭吉, 1875 �文明論之槪略�(福澤諭吉, 1959 �福澤諭吉全集� 4, 岩派書店, 17-18면).

12) 日本外務省調査部 編, 1938 �大日本外交文書� 2-2, 문서번호 488(이하 �日外�로 약칭).

13) 이보다 앞서 역  오경석(吳慶錫)이 일본 함선에서 문정(問情)을 하는 과정에서 “개화인

을 만나서 개화의 이야기를 나 니 몹시 유쾌하다(開化ノ人ニ遇ヒ開化ノ談ヲ爲ス情意殊

ニ舒ズ).”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 이는 단편  언 에 불과하고  필담 과정에

서 일본식 표 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화’에 한 오경석의 인식을 단언하

기는 어렵다. �日外� 9, 문서번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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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禮典)에 해선 이미 알고 있소. 하지만 일에 변통이 없어선 안 되오. 

즉 이 찻잔 같은 것도 차를 따르는 기물이지만, 다른 물건을 담는 데도 바꿔 쓸 수 

있소. 세상의 개화(世ノ開化)에 따라선 일률 으로 구애되어선 안 되는 것이 있소. 

( 략) 비  한 가지 사안을 귀국의 (禮典)에 구애되어 변통하지 않고 끝내 교

의(交誼)를 손상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울 것이오. 본 신의 말을 일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반드시 알게 될 것이오.14)14)

이후에도 일본 외무당국은 조일 계의 근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종

종 ‘개화’를 언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조선 문헌에 기록된 첫 사례는, 이

시바타 사다(石幡貞)의 ｢贈米利 志序｣ 다. 1877년 11월(음력) 당시 이시바타는 

일본 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의 수행원으로 송 (松田: 함경남도 

문천) 개항에 한 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표 김기수(金綺

秀)에게 �米利 志�라는 책을 증정하면서 그 서문을 써서 동 한 것이다.15)15) 

처음 미국 사신 페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간혹 강개하고 분격하여 응징할 것을 

크게 외치는 자도 있었다. 이윽고 들과 화친하고 맹약함에 옛날에 오랑캐로 여겼

던 자들이 우방(友邦)이 되었으니, 한 시세가 변함에 세운(世運)이 개화(開化)한 

효과가 많았다.16)16)

1881년  조사시찰단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조선의 ‘개화

당’을 운 하기 시작했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후 양국 간에는 부산과 인천의 

개항, 수출입에 한 과세, 공사주경(公使駐京) 등 여러 외교 안이 제기 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당국은 조선의 은 리들에게 자국의 문명개화의 실상을 

14) 黑田淸隆, 1876 �使鮮始末�; �日外� 9, 문서번호 21.

15) 이시바타의 간략한 경력과 부산 재근 경험에 해서는 허경진, 2010 ｢일본 시인 이시바

타 사다(石幡貞)의 에 비친 19세기 부산의 모습｣ �인문학논총� 15-1 참조.

16) “初米使百理之來我邦也 或有慷慨憤激 盛倡膺懲  旣而 之和親盟約 昔之所夷狄觀  則

爲友邦 亦時勢變 而世運開化之效居多” �倭使問答� 1, 丁丑年 11月 ｢贈米利 志序｣,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청구기호: 奎古5710-7-v.1-2) 참고로 �米利 志�는 미

국 교육학자 G. P. Quackenbos의 서 Illustrated schoo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djacent parts of America(1867)를 1873년에 고노 미치유키(河野通之)와 오카 

센진(岡千仭)이 번역, 출간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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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하게 함으로써 조선 조정 내에 우호세력을 부식(扶植)하고자 했다.17)17)이러

한 일련의 정책은 ‘개화’를 명분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 

언론에 의해 호명된 ‘개화당’은 일본의 조선 정책에 조할 것이 기 되는 일

를 지칭했다.

그 조정에서는 개화설이 뜻밖에 승리를 얻어서, 재상을 필두로 (顯官)들이 왕

왕 그것에 좌단(左袒)했다. 국왕 한 굳이 거 하지 않으니, 묘당의 방향이 략 이

것으로 정해져서, 마침내 개화당(開化黨)의 주창자 김옥균(金玉均)․이원회(李元 ) 

․민종묵(閔鐘黙)․홍 식(洪永植)․박정양(朴正陽-원문)․어윤 (魚允仲-원문)․ 

엄정창(嚴正昌-원문)․조 (趙竣永-원문)․강문형(姜文馨)․이동인(李東仁)을 우

리나라에 견하여 일본 개진(改進)의 규모를 모방해서 충분한 개정(改正)을 하며, 

(후략)18)18)

오늘날 ‘개화당’은 일반 으로 김옥균과 박 효를 심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결사를 가리키지만, 1881년 당시 일본 언론에서 언 한 ‘개화당’의 외연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하나는 ‘개화당’이란 원래 일본 언론에서 임의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언 된 이들이 ‘개화당’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한 증거는 어디서도 찾

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이때만 해도 훗날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개화당’이 아

직 이름 없는 비 결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간혹 일본의 외교문서나 신

문기사 등에서 김옥균 는 이 결사를 ‘개화당’이라고 호명한 사례가 있지만, 앞

의 조사시찰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성과 련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

는 어렵다.19)19)김옥균이 분명한 정치  의도를 갖고 ‘개화당’을 자처한 것은 1883

17) “이상은(조사시찰단-인용자) 유람의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국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정

세를 시찰하라는 특지에 따라 견되는 것이니, 이 일행이 곳곳에서 조선국 개화의 기본

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잘 우해서 들을 개안시키는 조처를 취하시길 바

랍니다.” 1881년 4월 23일 부산주재 사 곤도 마스키(近藤眞鋤)의 보고, �日外� 14, 문서

번호 127의 부속서 1. 

18) ｢朝鮮開化ノ情況｣ �朝野新聞� 1881년 4월 29일.

19) 를 들어 1881년 1월 17일 곤도 마스키 부산 사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에

게 올린 비 보고는 이재 (李載兢)과 박 효․김옥균․서 범을 ‘개화당’으로 분류했다. 

언론과 달리 외무당국이 이 비 결사의 실체를 정확히 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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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가을 일본 외무성과의 차 교섭이 최종실패한 후 후쿠자와 유키치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郞) 등 재야세력과 정변 모의를 마친 뒤의 일이었다.20)20)

 

2) ‘개화’의 도입

‘개화’는 메이지 기 일본 사회를 풍미한 말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언론과 외

무당국에서 일방 으로 조선의 ‘개화’와 ‘개화당’을 운 한 것과 별도로, 조일 

계가 긴 해지면서 이 말들은 조선에도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조사시찰단의 일본 방문이었다. 시찰단의 일원이었던 이헌

(李�永)의 �日槎集略�에는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와 회견한 일화가 기

록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이노우에는 ‘개화당’의 의미를 설명했다. 

외국과 교통할 때 론(衆論)의 난립이 없을 수 없소. 우리나라는 에 개화당과 

쇄항당(鎖港黨)이라고 불 는데, 처음엔 나도 쇄항당이었다가 결국 개화당이 되었소.

그에 따르면, 1853년 ‘흑선(黑船)’의 내항을 계기로 서구열강의 수교통상 요구

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여론이 분열되었는데, 그에 순응할 것을 주장한 일 를 

‘개화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몇 마디 다른 화가 오간 후 이헌 도 ‘개

화’를 언 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이노우에가 말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외무성의 원조를 얻기 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今般朝

鮮人李憲愚ナル 潛カニ浦瀨裕ヲ紹介トシ下官ノ面 ヲ乞ヒ以テ付 ( 략) 朝鮮國開化黨

ノ第一流ナル李載兢[領議政ノ子卽國王ノ從兄ナル]朴泳孝[國壻卽錦綾衛ト稱スル ]金玉

均徐光範ノ內命ヲ以テ密ニ東京ニ赴キ閣下 岩倉右大臣公トニ拜 シ右四名ヨリ時々兩閣

下ト內書往復スルノ一事ヲ請願シ” (東京都立大學付屬圖書館 所藏, �花房義質關係文書�) 

단, 앞에서 열거된 4인 모두 일본을 실지 견문하기 이었다는 에서, ‘개화당’이라는 것

도 곤도의 일방  호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이들이 ‘개화당’을 자칭했더라도 그것

은 일본 외무당국의 환심을 구하려는 방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1882년 3월 김

옥균의 첫 번째 도일을 후하여 그를 조선 개화당의 수로 소개하는 기사가 여러 신문

에 실렸지만, 이때도 그 의미는 조선의 ‘개화’에 유용한 세력을 호명한 것에 가까웠다(�朝

鮮新報� 1882년 2월 15일, 3월 15일, 3월 25일; �京都新聞� 1882년 3월 25일; �時事新報�

1882년 9월 11일 등). 

20) 김종학, 앞의 책, 353-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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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과 근년 다시 이웃 나라 간의 우의를 닦은 것이 도탑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백 년  일(임진왜란을 가리킴-인용자)로 미 보면 어  의심이 없을 수 있겠소? 

이 때문에 인민이 아직 믿고 복종하지 않아서 끝내 개화하기 어려운 것이오. 

이헌 의 ‘개화’는 어리석은 백성을 개도(開 )하고 교화한다는 의미 다. 다

시 말해서 이노우에와 이헌 의 ‘개화’는 서로 다른 말이었고, 그 의미의 차이는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일 양국이 밟아온 역사  여정의 간극을 고스란히 

반 하고 있었다. 

일본 지를 시찰 이었던 이헌 으로선 들이 ‘문명개화’라는 명목으로 서

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통  유교 지식인의 언어 감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국의 문화 통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문물제도를 모두 서구식으로 바꾸

는 것이 ‘개화’가 되는 이유 다. 얼마 후 그는 요코하마 청국 이사서(理事署: 

사 ) 역  하야시 마타로쿠(林又六)를 만나 다시 ‘개화’의 의미를 물었다.

 

이헌 : 귀국에 들어온 뒤로 처음 ‘개화’ 두 자를 들었소. 개화의 설은 무슨 뜻

이오?

하야시: 개화라는 것은 서양인의 설이요,  일본 서생의 설입니다. 의(禮義)를 

깨뜨리고 고풍(古風)을 무 뜨려 지 의 양풍(洋風)을 따르는 것을 득계(得計)로 여

기는 것입니다. 의를 지키고 고풍을 귀 히 여기는 자를 시속(時俗)에 밝지 않다

고 하며 물리칩니다. 이는 서양인이 이웃 나라를 깨뜨리는 음계(陰計)인데도 가의 

고  에는 한 사람도 깨닫는 이가 없습니다.

이헌 :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소. 의를 버리고 이속(異俗)을 따르는 

것이 어  ‘개화’가 되겠소? 

하야시는 당시 일본 사회에서 통용된 ‘개화’의 의미를, 서양열강이 다른 나라

를 수월하게 침략하기 해 먼  그 의와 고풍을 무 뜨려서 자신들을 추종하

게 만드는 음모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개화’의 의미에 한 이헌 의 의혹을 

크게 해소해주었다.21)21)이헌 과 함께 조사시찰단에 참여한 박정양(朴定陽) 한 

21) 본문의 이헌 과 이노우에, 하야시 간의 화는 李�永, ｢問答 ｣ �日槎集略� 人(국사편

찬 원회 편, 2009 �敬窩集略� 上, 한국사료총서 제53집)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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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복명하는 자리에서 ‘개화’를 “서양과 교통한 이후로 정법(政法)을 모두 서

양인을 모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아뢰었다.22)22)이들은 의와 고풍, 정법

을 버리면 결코 나라가 제 로 설 리 없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

본의 ‘개화’란 서양인의 음흉한 계략과 미숙한 서생의 방담(放談)을 분식하는 미

사여구에 불과한 것으로 비쳤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 ‘개화당’을 자처한 무리가 일본인과 결탁한 쿠데타를 시도해

서 조선 사회에 큰 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갑신정변이었다. 하지만 그 에도 

드물긴 하지만 ‘개화’라는 말이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 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임오군란 직후 지석 (池錫永)의 상소에서 “의구심은 사라지고 

비방하는 말도 얼음처럼 녹아서, 개화하고 태평한 날이 방 올 것입니다.”23)23)라

고 한 구 이다. 지석 은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도일한 경

험이 있고, 귀국 후에도 일본인에게 서양의학을 배웠으므로 자연스럽게 ‘개화’라

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소에서의 ‘개화’는 ‘문명

개화’라기보다는 ‘백성의 견문이 트여서 외국과의 교제에 의구심을 품지 않게 되

는 것’ 정도의 의미로 쓰 다.

흥미로운 것은 김창희(金昌熙)의 사례다. 그는 임오군란 후 청 장령의  

임무를 맡았는데, 당시 술한 ｢六八補｣라는 에서 “ 한 총명한 사람들은 외

교의 일에 마음을 두고 개화의 의론에 기 서 왕성하게 세의 이익과 배․수

․총․ 포의 제도를 설명한다. 하지만 그 요체를 알지 못하면 그 충 아는 

것으로는 국사를 망칠 뿐이다.”라고 썼다.24)24)김창희는 일본 방문이나 일외교 

은 하야시의 설명을 듣고 그에 크게 공감했던 듯,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여겨 멀리하지 

말고 부디 속내를 털어놓아 의혹을 해소해  것을 부탁했다. “第今日貴國之變更法度 一

從泰西風俗 雖未知利害便否之何居 而上自縉紳 下至輿儓 無不稱善 而今君之 論 尙有不

然底意 願君不以我外國之人而外之 必開 裏許 以解此惑如何” 

2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4 �朴定陽全集� 5, 아세아문화사, 24-25면.

23)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8월 23일 “疑懼之心瓦散 訛謗之說氷消 開化之期 昇平之日 可翹

足而待也”

24) 金昌熙, 1882 ｢六八補｣(한국문집편찬 원회 편, 1973 �石菱先生文集� 1, 경인문화사, 

264-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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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舟車鎗礮之制 

然不得其要之所在 則其所粗知 適以僨敗國事”  ｢六八補｣는 임오군란의 수습과 조선의 재



‘개화’의 수용과 근대 정치변동(1876~1895)·277

경험은 물론, 개화당과도 별 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부터 ‘개

화’를 알고 있던 것처럼 그 요체를 알려주겠다고 호기롭게 나선 것이다. 그의 경

우엔 왕묘(關王廟) 등에서 이 진 강필(降筆) 계시라는 도교식 신탁(神託)과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5)25) 

이밖에 1883년 10월 �漢城旬報�가 창간된 후 그 지면에서 간헐 으로 ‘개화’가 

소개되었다.26)26)단, 1884년 12월 폐간되기까지 총 36호가 발행된 가운데 ‘개화’를 

언 한 기사는 10건 정도에 불과하므로 빈도는 높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에서 

‘문명개화’의 형태로 쓴 것은 1건에 불과하며,27)27)  ‘개화’의 의미에 한 설명 

없이 원래 어휘에 있는 말처럼 사용했으므로 아마도 조선인 부분은 통  유

교의 의미로, 일부는 도교  의미로 이해했을 것이다.

3) ‘개화’의 잠복

갑신정변과 그 실패는 ‘개화’의 수용과정에서 획기 인 사건이었다. 단, 여기서

건방책에 해 청국인 장건(張騫)이 지은 ｢六策｣과 이연우(李延祐)의 ｢八議｣를 보완했

다는 의미다. 련 연구로는 노 범, 2010 ｢1880년  김창희의 경세사상: 임오군란 직후 

부강정책의 재설정｣ �한국사상사학� 35 참조.

25) 김지 에 따르면, ‘개화’는 ‘삼성개화(三聖開化)’와 같이 도교에서 흔히 사용되던 용어

다고 한다. 이는 ‘겁운(劫運)’이라고 하는 도교  종말론, 더 정확하게는 순환  괴와 

생성의 시간 과 계가 있는데, 괴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우주가 열릴 때 이 지는 

교화와 구원을 ‘개화’라고 불 다는 것이다. 1879년 왕 비 조씨와 왕세자가 각각 콜

라와 천연두에 걸렸을 때 그 처방을 이를 통해 구하는 등 왕실에서도 강필 계시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왕실에서 큰 심을 가졌던 만큼, 이최응․민겸호․김창희․

조 하․류재  등 당 의 손꼽히는 척신과 근신이 이 의식에 계했다. 김창희는 그 핵

심인물  하나로서 1880년 삼성(三聖: 文昌帝君․孚佑帝君․關聖帝君)의 경 을 간행

해서 보 하라는 어명이 내린 후 문창제군과 부우제군의 문집 �桂宮誌�와 �重響集�의 

출간을 담당했다. 김지 , 2019 ｢고종기 권선서의 개화: 왕묘(關王廟)와 도덕 개화｣, 

2019 규장각한국학워크  “개화란 무엇인가?” 발표문. 왕실의 우 숭배와 련해서는, 

진령군(眞靈君)이라는 무당이 우의 딸을 자칭하며 명성왕후의 큰 총애를 얻어 북악산 

아래 새로 제묘(關帝廟)를 짓게 했다는 일화가 한다. 黃炫,�梅泉野 �(국사편찬 원

회 편, 1955 �梅泉野 � 上, 한국사료총서 제1집, 69면); 鄭喬, 1910 �大韓季年史�(국사

편찬 원회 편, 1957 �大韓季年史� 上, 한국사료총서 제5집, 20면).

26) 김윤희, 앞의 논문.

27) “泰西運輸論”, �漢城旬報� 제12호(甲申正月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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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정변의 가담자들이 신분에 따라 ‘개화’를 어떻게 달리 이해했는지만 강조

하고자 한다.

김옥균이 본격 으로 ‘개화당’을 자처한 것은 1883년 가을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과의 차 교섭에서 최종 실패한 김옥균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

토 쇼지로라는 인물과 정변을 공모했다.28)28)김옥균과 고토를 매개한 것은 다름 

아닌 후쿠자와 유키치 다. ‘개화’는 후쿠자와의 상징(trademark)과도 같은 말이

었다. 정변의 비와 실행 과정에서 ‘개화’는 그 의명분이 되었고, ‘개화당’이라

는 정체성은 곧 김옥균과 후쿠자와, 고토 간의 은 한 결탁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변 가담자들은 신분에 따라 ‘개화’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 다. 즉, 양

반 수들의 경우 ‘개화’를 국왕 측근의 사이비 개 론자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주도할 ‘참된 개 ’의 의미로 썼다.29)29)그에 반해 ‘상놈’ 주의 종범(從犯)들은 

거사 실패 후 심문 과정에서 이 말을 천한 신분도 인간다운 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사민평등의 세계’로 이해했음을 일 되게 진술했다.30)30)이와 같은 신분 

차별에 한 문제의식은, 김옥균을 제외하면 양반 수들에게선 찾기 어렵다.31)31) 

그 지만 정변 가담자들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 함께 정변에 투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 으로 ‘개화’라는 말이 갖는 모호성(ambivalence)으로 인해 다양한 

욕망이 유연하게 반 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28) 김옥균이 후쿠자와  고토와 정변을 공모한 경 에 해서는 김종학, 앞의 책, 267-302

면 참조.

29) 伊藤博文, 1970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上, 原書房, 282-286면; 같은 책, 289-294면

(이하 �秘書類纂�으로 약칭).

30) ｢ 反大 不道罪人景純等鞫案｣ �推案及鞫案� 326(박은숙 옮김, 2009 �추안 국안  갑

신정변 련자 심문․진술 기록�, 아세아문화사, 191-247면).

31) 아마도 유일한 외는 박 효가 1931년 이 수와의 인터뷰에서 갑신정변의 ‘신사상’에 

해 “�연암집�에 귀족을 공격하는 에서 평등사상을 얻었지요.”라고 한 말일 것이다(이

수, 1931 ｢박 효 씨를 만난 이야기｣ �東光� 19). 하지만 당시 박 효는 70세의 고령인 

데다가 갑신정변 후 이미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는 에서 그 신빙성은 신 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몇 해 부터 고종과 원군에

게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고른 인재 등용을 지속 으로 건의하 고, 실제 생활에서도 

인 이하 평민을 할 때도 차별을 하지 않았다. 김옥균을 심으로 신분을 월한 비 결

사 ‘개화당’이 결성된 데는 이러한 그의 인간  면모가 크게 작용했다. 김종학, 앞의 책, 

360-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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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 이후에도 조선 정부에서 ‘개화’의 의미나 용 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검토한 흔 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련하여 정변 직후 권 신으로 일본에 

건 간 서상우(徐相雨)와 외무 보(外務大輔)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淸成) 간의 

회견이 주목된다. 당시 서상우에게는 일본으로 도피한 ‘개화당’을 호송해 오라는 

비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이 국사범(國事犯)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정변의 의명분인 ‘개화’의 의미

에 해서까지 논쟁이 벌어졌다. 서상우는 귀국 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얼마 후 연회가 끝난 뒤에  말하길, “귀국 10월의 변(갑신정변-인용자)은 ‘개화’

를 원치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해 신은 “신하가 된 자가 

‘개화’를 강명(講明)하여 부강을 기약하는 것은 본디 그만둘 수 없는 일이거늘, 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본받은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유쾌하겠는가? 요․순․우와 같은 

성인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은 모두 신하들이 힘을 바쳤

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32)32)

한편, 같은 화가 일본 측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요시다: 원래 국사범으로 인정할 경우엔 가령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결코 그에 응하지 않는다.  지  귀하께서 간당(奸黨)이라

고 지목하는 것은, 곧 일국의 개 을 일으키거나 개화의 역[開化之域]에 나아가

려고 거사를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소의 변동을 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서상우: 들의 의도는, 조 이나마 개화 등의 본뜻이 있어서 시도한 것이 아니

다. 단지 사사로운 원한으로 충신을 도륙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펼치려고 한 것에 불

과하다. 이로써 논한다면 사사로운 죄인이며, 결코 국사범이 아니다.33)33)

서상우는 ‘개화’를 고  국 성왕(聖王)들의 지극한 통치의 경지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에 반해 요시다는 이 말을 서구화 는 문명개화라는 의미로 사용

했다. 이날의 화를 어느 한쪽이 의도 으로 왜곡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개화’에 한 서상우와 요시다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린 채 어떠한 합의에도 도

달하지 못한 것이다.

32) �承政院日記� 고종 22년 2월 20일.

33) �日外� 18, 문서번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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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우의 보수  태도는 갑신정변 이후 ‘개화’에 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과 무 하지 않았다. 당시 ‘개화’는 매국이나 반역과 같은 말로 여겨졌다. 이와 

련하여 윤치호(尹致昊)의 일기에 따르면, 이 에는 설령 ‘개화’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놓고 배척하는 분 기는 아니었는데, 정변을 겪은 뒤에는 ‘개화당’이 

외국인과 결탁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여겨 ‘개화’와 같은 말은 흔 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 다.

그런데 어  생각이나 했으랴? 끝내 에 개화를 인도하던 4, 5명이 갑자기 과

격하고 패악한 일을 감행해서 국가를 태롭게 하여 보다 몇 배나 청나라 사람의 

압박과 능멸을 당하게 했으니, 이른바 개화 등의 말은 흔 도 없이 사라졌다. 에는 

인민이 비록 외교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시비를 분간하진 않았으며, 개화당을 비난하

는 자는 많았지만 그래도 개화가 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듣는 이 

한 굳이 크게 배척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변 이후에는 조야(朝野)가 모두 말하길, 

“이른바 개화당이라는 자들은 충의를 잃고 외국인과 결탁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종사

를 배반했다.”라고 한다.34)34) 

3. 갑오개 과 ‘개화’의 유

1) ‘개화’의 부활

‘개화’에 한 사회  터부는 갑신정변 이후 10년간 이어졌다.35)35)그것이 깨지

기 해선 단히 큰 충격이 필요했다. 이를 제공한 것은 1894년의 일련의 역사

 격변들-동학농민운동, 일본군의 경복궁 령, 청일 쟁, 갑오개  등-이었다. 

이때 비로소 ‘개화’라는 말은 조선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련하여 이돈화(李敦化)의 기록은 매우 시사 이다. 

34) 尹致昊, �尹致昊日記� 고종 21년 甲申 12월 30일(국사편찬 원회 편, 1974 �尹致昊日記�

1, 한국사료총서 제19집, 136-137면).

35) 1884년부터 1894년까지 ‘개화’라는 말이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를 들어 흥선

원군은 1890년 2월 일본공사  측의 환심을 사기 해 리공사 곤도 마스키에게 “나

는 과 같이 완고옹( 固翁)이 아니며 완 히 개화당(開化黨)이 되었다.”라고 발언했

다고 한다. �日外� 23, 문서번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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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음으로 開化의 말을 듯고 開化라 함을 입으로 불러보기는 甲午年으로써 

第1期를 삼지아니치 못할지니 屢百年間-惰眠에 무텨 因襲에 꿈꾸던 一般 民衆이 俗

所  東學亂이라 稱하는 民衆的 改革黨의 活動에조차 一般社 는 처음으로 屈의 

窩穴로부터 惰眠을 들어 ｢이것이 웬일이냐｣하는 뜻을 두게 되엇다. 딸아서 日淸戰爭

이 일어남에 이르러 開化의 소리가 漸漸 民間에 놉하젓다. 勿論 甲午以前에 在하야

도 一部 志士政客의 開化黨이 업슴은 아니나 그러나 그는 極히 一部 政治家의 新

衝突에 지내지 아니한 것이요 온 民衆이 다 가티 思想的 童謠를 일으켯스며 變態的 

心理를 가지게 된 것은 하야도 甲午의 年代가 이에 이르게 함이라. 朦朧하나마 開化

라 稱하는 用語가 民間에 流行하기를 始作하야 그를 贊同하는 사람도 생겻스며 그를 

反 하는 사람도 잇게 되엇다. 意味를 알고 불럿던지 모르고 불럿던지 어 든 이 開化 

開化라 하는 用語 한마디가 過渡期의 初期를 形成하엿슴은 避치못할 事實이엇다.36)36)

이에 따르면, 비록 갑신정변 에도 ‘개화당’을 자처한 이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는 소수 지배세력 내의 권력 쟁탈 과정에서 등장한 것에 불과했다. 1894년에 

이르러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쟁의 충격으로 인해 비로소 사회 반 으로 사상

 동요가 생겨났고, 변화를 모색하는 민 의 열망이 ‘개화’라는 말의 유행으

로 표출되었다. 그러한 에서 이 시기 ‘개화’라는 한마디 말은 역사  과도기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아직 모호해서 

조선인 부분이 “알고 불 든 모르고 불 든” 하는 식의 개념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화’가 부활한 배경에는 청일 쟁이 있었다. 당시 일본의 가장 요한 외교

 과제는 서양 열강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조선 병과 청 개 의 정당한 

명분을 찾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외무성과 조선주재 공사 , 그리고 군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개되었는데, 결국에는 조선의 독립과 

내정개  문제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 에 직  간

여할 경우 조선의 독립이라는  다른 명분이 훼손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일

본의 역할은 어도 외견상으로는 지도와 원조에 그치고, 모든 개 은 조선인에 

의해 자주 으로 이 져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화’는 일본의 지도에 의한 

조선의 자주  개 이라는 모순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36) 李敦化, 1921 ｢混沌으로부터 統一에｣ �開闢�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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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군 제21연 가 경복궁을 무단 령한 바로 다음 날인 

1894년 7월 24일에 오토리 게이스키(大鳥圭介) 일본공사가 고종에게 내정개 을 

강요하면서 ‘개화’를 언 한 것은 단히 상징 인 장면이었다. 이는 ‘개화’가 일

본식 ‘문명개화’의 의미로 찬 사료에 기록된 첫 사례이다.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 를 불러들여 입시하 다. ( 략) 공사가 아뢰었다. “크

게 놀라신 뒤에 감히 문후를 여쭙습니다.” 주상이 통역에게 명하여 하교하셨다. “다

치지는 않았다.” 공사가 아뢰었다. “지 부터 ‘개화’를 한다면 양국의 교린이 일에 

비해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주상이 하교하셨다. “양국이 한 나라처럼 서로 여기

고 함께 교린지의(交隣之誼)를 닦는다면 실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

다.” 공사가 아뢰었다. “일 에 상주한 5개 조목은 마땅히 유념하여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37)37)

 

일본 공사가 국왕을 하며 ‘개화’를 강요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국에 퍼

졌다. 당시 부여에 거주하던 한 사 부인은 불과 3, 4일 만에 자신의 일기에 “왜

장 오토리 게이스 가 궐내로 쳐들어왔다. 병사들이 모두 칼을 빼 들고 활을 당

기며 국태공( 원군-인용자)을 맞이하고는 양 (兩殿)과 함께 거처하게 하고, 

온갖 수단으로 박하면서 개화를 요구했다고 한다.”라고 었다.38)38)2개월 뒤에

는 조정 신들이 모두 ‘개화신(開化臣)’으로 체 다는 소문이 평안도까지 

해졌다.39)39)  

이와 함께 상소에서 ‘개화’를 언 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어떤 이는 ‘개화’의 

불가피함을 호소하고,40)40)다른 이는 ‘開化’의 ‘化’를 ‘和’의 의미로 풀이하며 개

이 한 균형과 속도를 유지해야 함을 주장했다.41)41)오토리의 모순된 언행을 

37)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6월 22일.

38) 李復榮 ｢日記 十｣ �南游隨 � 甲午 六月卄五日(동학농민 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 원회 

편, 1996 �동학농민 쟁사료총서� 3, 사운연구소, 220면) “倭 大鳥奎開 闖入闕內 兵皆露

張弓 迎取國太公 使 兩殿同處 迫脅萬端以求開化云云”

39) �沙亭日記� “(八月) 十六日 晴涼 自龍川衙中京毛中政事軸來 自六月二十二日至晦日 政目也 

官制衣制他外章程 一從倭制 大官則皆以開和(‘化’의 오기-인용자)臣爲之 世事極爲寒心也” 

40) 池錫永 上疏,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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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忽見今日之事 大驚大怪 萬口同聲曰何以棄大取  捨親

親疎乎 風鶴擾亂 虎喧嚷 群情皇皇 若 有變 可不危哉” 



‘개화’의 수용과 근대 정치변동(1876~1895)·283

지 하며 ‘개화’의 선  성격을 통렬하게 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42)42)‘개화’

의 의미를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 같은 통 유교의 언어

로 치환함으로써 개 의 명분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이도 있었다.

병자년(1876-인용자)에 개화한 이후로 온 나라 신민이 지 까지 통곡하고 있으니, 

하의 일은 그르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옛날의 개화는 개물성무, 화민성속이었는데 

지 의 이른바 개화는 역신( 臣)의 무리가 사주해서 이웃 나라가 까닭 없이 출병하

여 군부(君父)를 핍박하고, 화친을 주장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43)43) 

1년 후 고종은 갑오개 을 ‘경장개화(更張開化)’라는 말로 총 했다.44)44)이로부

터 알 수 있듯이 ‘개화’는 ‘자주’와 더불어 갑오개 의 이념이자 핵심 구호(catch 

phrase)가 되었다. 하지만 ‘개화’의 의미는 여 히 모호하 고, 이 때문에 그것은 

개 의 구체  지향 을 제시하기보다는 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사회  

혼란과 정책  혼란을 가 시키는 것이 더 일반 이었다.

2) 인(中人) 료의 ‘개화’

갑오개 과 함께 조선 정계에 ‘개화당’이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갑신

정변 때의 ‘개화당’과 비록 이름은 같을지언정 친일세력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인

 구성, 결사의 성격과 응집력, 정치  목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련이 없었

41) 尹起晉 上疏,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7월 29일 “化之意 和也 鉶羹之不調 五味以和之 琴

瑟之不調 六律以和之 國治之不調 八政以和之 時義大矣哉 雖然今當化議之始 不思和之爲

務 徒事功之是急 譬如人之四肢百體 俱受病焉 而其醫治  不知調和之方 徒試砭攻之劑 則

其不殺人 幾希矣 是豈覇 之可爲哉”

42) 劉載斗 上疏,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7월 30일 “噫 我國之於日本 交鄰講好 旣非不久 矧

又開港以來 構釁無說 奈之何相連群凶之腸肚 禍胎忽生於甲申 潛伺匪類之猖獗 亂階叵測於

今年 始托蟻援 末乃蝟集 縱兵暴掠 無所不至 而脅我至  把守 密於九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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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柳冕鎬 上疏, �羅巖隨 � 甲午 八月初九日(국사편찬 원회 편, 1980 �羅巖隨 �, 한국사

료총서 27집, 383-384면)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은 각각 �周易� ｢繫辭傳｣과 �禮記� ｢學

記｣에 나오는 구 로, 자는 만물의 도리를 밝히고 천하의 사업을 행해서 공(功)을 이

루는 것이고, 후자는 백성을 교화해서 선한 풍속을 이룬다는 뜻이다. 

44) �高宗實 � 고종 32년 윤5월 20일 “朕惟昨夏以來 維新國政 肇獨立之基 建中 之業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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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朕 不再 惟爾臣民勖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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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오개 의 ‘개화당’ 한 1881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외무당국이 우

호세력으로 간주한 일 를 호명한 것에 가까웠는데, 1894년 7월부터 1895년 말

까지 그 문헌에서 지칭된 ‘개화당’의 외연의 잦은 변화가 이를 방증한다.45)45)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선의 개 은 어디까지나 조선인이 자주 으로 행하

는 외양을 갖춰야 했다. 따라서 ‘개화당’은 일본의 지도와 향력을 정하면서 

갑오개 에 극 으로 참여한 이들을 가리켰는데, 유길 (俞吉濬)․김학우(金

鶴羽)․김가진(金嘉鎭)․안경수(安駉壽)․조희연(趙羲淵)․권형진(權瀅鎭)․권

재형(權在衡)․김종한(金宗漢) 등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의원들과 장박(張博) 

․고 희(高永喜)․정병하(鄭秉夏) 등 실무 료가 이에 속했다. 특히 경복궁 

령 직후 설치된 군국기무처는 ‘개화당’의 소굴로 간주 다.

 

군국기무회의(군국기무처-인용자) 개설 후 수일간은 구폐( 弊)를 제거하는 문제

를 다루었는데, 그 의사(議事)는 죽지세로 진행되었다. 특히 의원 에는 개화당

(開化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으로 최근의 문명제도를 모방해서 

신제(新制)를 세우고 정무의 책임을 정부로 귀속시키려는 희망을 갖고 착착 그 방향

으로 추진해 나갔는데,46)46)

45) 1894년 10월 특명 권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의 보고만 보더라도, 같은 해 11월

에는 조희연․안경수․김가진 등을 ‘개화당’의 주요인물로 열거했는데, 이듬해 5월 보고

에서는 김홍집이 여기에 새로 추가되었다. 井上馨, ｢大院君ノ東學黨煽動ニ關スル｣(1894. 

11.10.) �주한일본공사 기록� 5  ｢大院君李埈鎔ノ陰 ニ關スル顚末報告｣(1895.5.9.) �주

한일본공사 기록� 7.  1894년 12월 17일에 이른바 김홍집-박 효 내각이 수립된 뒤에

는 ‘개화당’을 다시 신 (박 효․서 범)와 구 (김가진․안경수․조희연)로 구분하기

도 했다. 井上馨, ｢朝鮮內閣員分離幷總辭職動議ノ件｣ �秘書類纂� 下, 573-581면. 1895년 

4월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후퇴하고 6월에 이노우에 공사도 일시 귀국하자 조선정계

는 정동 (이완용․이채연․윤치호․이하 ․김가진)와 군인 ( 는 일본 )로 재편되

었는데, 이번엔 자가 러시아와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면서 ‘개화당’을 자처했다. 杉村濬, 

1904 �明治卄七八年在韓苦心 �( 川正明, 1981 �日韓外交史料� 10, 原書房, 386-387면

에서 재인용).

46) �明治卄七八年在韓苦心 �(�日韓外交史料� 10, 332면) 오토리 공사 한 군국기무처 설

치 직후 외무경에게 올린 보고에서 이를 “어 든 일본 , 즉 개화주의의 사람들이 집합

한 곳(兎ニ角日本派, 卽チ開化主義ノ人人集合スル處ナリ)”이라고 규정했다. 大鳥圭介, ｢

生 韓政策私案｣(1894.9.29.) �秘書類纂� 中, 643-6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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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의 ‘개화당’을 1884년의 그것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신분

에서 찾을 수 있다. 즉 1884년의 ‘개화당’은 김옥균․박 효․서 범․홍 식․

서재필 등 양반 자제가 주축이 되었다. 그에 반해 1894년의 ‘개화당’의 부분은 

문과를 거치지 않은 인․서얼․무반․향반 출신으로서, 통 사회에선 신분상

의 제약으로 출세가 제한된 한계인들(marginal men)이었다.47)47)이들에게 갑오개

은 신분 상승과 벼락출세의 기회를 제공했다. 를 들어 유길 의 경우 갑오

개  이 에는 외아문 주사 다가 1895년 말에는 내부 신에까지 올랐으니, 오

늘날로 말하자면 외교부 서기 이 불과 1년여 만에 행정안 부 장 으로 승격

한 셈이었다.48)48) 한 연령 로 보면 30 에서 40  반에 걸친 소장 로서, 김

홍집(1894년 당시 52세)․김윤식(59세)․어윤 (46세) 등 원로 신들과는 략 

10~20년 정도 터울이 있었다.

특기할 것은, 이들 ‘개화당’이 일본군의 경복궁 령 한 달 부터 자발 으로 

일본군 를 끌어들이려고 시도한 사실이다. 안경수는 6월 20일 오토리를 비 리

에 찾아와서 “앞으로 외병(外兵)의 여 (餘 )를 빌려서 내부의 개 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 당분간 귀국이 군 를 주둔시킬 것을 내심 희망한

다.”라고 했다. 며칠 후 오토리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정부 개 ’로 김가

진․조희연․권형진․유길 ․김학우․안경수․홍종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계

획은 원군을 추 해서 민씨를 몰아내고 정사(政事)를 근본부터 개 하려는 데 

47) 군국기무처 핵심 멤버(김홍집․박정양․김윤식․어윤 ․김가진․안경수․조희연․유

길 ․김학우․이윤용․권재형) 가운데 과거 제자는 문과 5명(김홍집․박정양․김윤

식․어윤 ․김가진), 무과 1명(조희연)에 불과했다. 그리고 김가진․안경수․김학우․

이윤용․권재형은 서자 출신이었다(유 익, 1990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표 3> “군국

기무처 핵심멤버의 배경”, 141면). 그 신에 이들은 유학(유길 ․안경수․김학우), 외

교 (안경수․김가진), 훈련병  생도(조희연․권형진) 경력을 통해 축 한 문성과 

일본인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앙정계에 진출했다.

48) 유길 은 노론 명문 출신으로 박규수(朴珪壽)와도 사제의 연이 있었다. 그럼에도 일  

과문(科文)을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 유학을 통해 신학문을 습득했으며, ‘개화’에 뜻을 둔 

20   이후 교우(交友)에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갑신정변 이후에는 1885년부

터 1892년까지 7년간 취운정에 사실상 유폐되었으며, 풀려난 뒤에도 미 말직을 하

는 등 학문과 경력에서 군국기무처의 ‘개화당’과 공통 이 많았다. 유길 과 김학우를 비

롯한 ‘개화당’ 간의 계에 해선 유동 , 1987 �유길 �, 일조각, 189-1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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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따라서 일본군 가 하루라도 더 진주할 것을 희망하며 철군 에 개 을 

결행하려고 일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했다.49)49)이어서 28일에는 ‘일본당(日本

黨)’에 김가진․유길 ․조희연․안경수 등 10여 명이 있다는 추가 보고가 이

졌다.50)50)당시 외아문 주사 던 유길 은 일부러 과격한 내용의 외교문서를 기안

해서 조선과 일본 간의 충돌을 진하고, 김가진과 안경수 등은 일본공사 과 

긴 히 연락하면서 도움을 주었다.51)51)심지어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한 7월 23

일 궁궐을 수비하던 조선군이 발포하자 안경수는 내(大內)에서 히 나와 어

명을 빙자하여 이를 만류했다.52)52) 

당시 ‘개화당’의 구상은 일본의 세를 빌려 민씨 척족을 몰아낸 후, 흥선 원

군을 추 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근본  개 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단의 이면에는 실 으로 조선 사회 내에선 변 의 망과 수단을 찾기 어렵

다는 망  인식이 있었다.53)53)이는 1884년의 ‘개화당’이 직면했던 근본 인 문

제이기도 했다. 

경복궁 령 다음 날인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부국학민(負國虐民)’과 ‘범장

(犯贓)’ 죄로 민 (閔泳駿)․민형식(閔炯植)․민응식(閔應植)․민병석(閔丙奭) 

․민치헌(閔致憲)․김세기(金世基)․조병식(趙秉式)․임치재(任穉宰)․조필

(趙弼永)․김창석(金昌錫) 등 척족 세력과 민비의 총애를 입은 진령군(眞靈君)

이 유배되거나 투옥되었다. 그 추종세력으로 간주된 의정 김병시(金炳始), 좌

49) �日外� 27-2, 문서번호 579. 

50) �日外� 27-1, 문서번호 384. 

51) �日外� 27-1, 문서번호 412. 

52) ｢甲午實記｣ 甲午六月二十一日(국사편찬 원회 편, 1959 �東學亂記 � 上, 한국사료총서 

제10집, 18면).

53) 1894년 음력 10월 보빙 사(報聘大使) 의화군(義和君)의 수행원으로 도일한 유길 은 

외무 신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를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개 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권박(勸迫)’에 몰려 하게 된 것을 본국인민, 세계만국, 천하후세에 한 ‘세가지 부끄러

움[三恥]’이라고 하 다. 俞吉濬, ｢外務大臣陸奧宗光問答｣(俞吉濬全書編纂委員  編, 

1995 �兪吉濬全書� 4, 일조각, 376-377면) “今朝鮮之改革 不可不行 而爲朝鮮人  有三恥

也 吾所 三恥  不能自行改革 而爲貴國之所勸迫 故 本國人民可恥 一也 世界萬國可

恥 二也 天下後世可恥 三也 今冒此三恥 無面立於世 唯有善行改革 以保自己之獨立 不

爲見屈於人 有開進實效 而保國安民 猶可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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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조병세(趙秉世), 우의정 정범조(鄭範朝)와 내무독  민 환(閔泳煥)과 민

소(閔泳韶), 경기감사 홍순형(洪淳馨), 수원유수 조병직(趙秉稷), 토사 홍

계훈(洪啟薰) 등도 모두 직되어 20여 년간 지속된 민씨 정권이 일거에 붕괴

했다.

이와 동시에 ‘개화당’은 군국기무처(7월 27일 설치)를 심으로 불과 4개월 동

안에 210여 건에 달하는 진  개 안들을 쏟아냈다. 그 개 의 범 는 실로 

범 하지만, 그 에서도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왕실의 국정 간여를 차단하고, 재정․인사․군사 등 정부의 독자  권

한을 확립하는 일이었다.54)54)만약 이를 제도화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개 의 성과

는 한 마디 어명으로 수포가 되고 세도정치와 같은 행  국정운 이 재연될 

수 있다는 에서 이는 모든 개 의 제조건이기도 했다. 갑오개 의 참모 역

할을 한 유길 은 옛 스승 모스(Edward Morse)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들이 

추구한 개 의 근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가와 왕실 간에 명확한 구분이 그어져야 합니다. 즉, 국왕은 국왕이고 단지 국

가의 수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왕 자신이 국가는 아닙니다. 지 까지 우리 정부조

직이나 모든 것이 국가나 국민을 해 있지 않고 국왕 한 사람을 해 만들어져 있

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더 

악의 원천이 되어 국가가 약해지고 가난해졌던 것입니다.55)55)

이에 따라 궁 의 기구와 인원은 폭 정리되고, 인사․재정․군사에 한 국

왕의 권한은 크게 제한되거나 박탈당했다. 이사벨라 비 (Isabella B. Bishop)은 

당시 국왕의 처지를 ‘ 여 받는 꼭두각시(salaried automaton)’에 비유했다.56)56) 

다른 하나는 사회  차별의 철폐 다. 군국기무처의 활동이 시작된 7월 30일

부터 다음 날까지 제출된 의안(議案) 16건 가운데 10건이 사민평등과 능력 본

의 인재 등용, 여성의 사회  우 향상, 공사 노비제도의 폐지  인신매매 

54) 유 익, 앞의 책, 155-158면.

55) “The Reformation We Made”, Morse Papers, Peobody Essex Museum Library 소장.

56) Bishop, I. B., 1897 Korea and Her Neighbours, Fleming H.Revell Company,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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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사회  평등에 한 것이었다.57)57)이는 인과 서얼, 무반과 향반으로 구성

된 ‘개화당’의 출신 배경과 무 하지 않았고, 그 개 의 신속함과 진성은 이들

이 평소 가졌던 깊은 문제의식을 반 했다.

임오군란 직후 고종은 민심의 수습을 해 앞으로 귀천과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교를 내린 바 있지만,58)58)그 뒤에도 사정은 크게 달

라지지 않아서 1894년까지 배출된 당상  375명 가운데 서얼과 인 출신은 각

각 2명과 1명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군국기무처에서 ｢銓 局條例｣․｢選擧條

例｣․｢文武授任式｣ 등을 제정해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리임용 제도를 개 하면

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이후 인과 서얼, 신흥 자산가의 직 진출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한제국 말기에 이르면 명문(名門)의 족보와 �萬姓大同譜� 등

에서 그 씨족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료가 70%에 달하 다.59)59)  

이는 갑오개 의 고유한 성과라기보다는 조선 후기부터 진행되어 온 신분제 

붕괴라는 거시  사회변화를 반 하는 것이었다.60)60) 한 수백 년간 특정 신분이 

독 해온 직을 리 개방한 에서는 분명히 정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인과 서얼 출신의 신흥 료는 양반 료에 비해 인맥이나 사회  명망 등이 

크게 부족했고, 따라서 그 지 를 유지하기 해선 왕실의 신임 는 외국공사

의 후원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이들 가운데 지 않은 수가 결국 맹목 인 

근왕  는 반민족  매 세력으로 락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조정을 쟁탈해서 이른바 문벌을 타 했다는 자들은 그 재능에 따라 선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군상(君上)의 사인(私人)일 뿐이었다. ( 략)  서류(庶類) 

가운데 갑자기 귀해진 자들은 모두가 곤궁함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다가 하루

아침에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오직 재물과 이익에만 탐닉해서 이를 스스로 늘리기만 

하여 사 부들의 구습을 답습할 뿐, 1명도 청렴함을 지켜서 보답하려고 결심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갈수록 에서는 정치가 문란해지고 아래서는 세속의 풍습이 망가져

서, 종사(宗社)는 서서히 무 지고 그들은 한통속이 됨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61)61)

57) 유 익, 앞의 책, 229면 <자료 3> “군국기무처 의정안” 참고.

5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7월 22일. 

59) 김 모, 2002 �조선 지배층 연구�, 고헌출 부, 300면.

60) 四方博, 1938 ｢李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硏究 第三�(京城帝國大

學法學 論集 13),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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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로 신의 ‘개화’

군국기무처의 ‘개화당’과 함께 갑오개  당시 조선 정부의 한 축을 담당한 것

은 김홍집․김윤식․어윤  등 원로 신이었다. ‘개화당’은 명망과 경력, 문벌에

서 도 히 이들에게 비할 바가 못 되었고, 일본공사  측에서도 국내외 평 을 

고려하여 이들을 새 정부의 수반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62)62)세 사람은 각

각 총리 신, 외부 신, 탁지부 신을 역임하며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정부를 

표했다. 이들의 굴곡진 행 은 정부가 일본공사 뿐 아니라 왕실  일반 백

성과의 계에서 처한 삼 고(三重苦)를 반 했으며, 아 천(俄館播遷)으로 

이들이 맞이한 비참한 최후는 갑오개 의 붕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63)63)그

다면 ‘개화’에 한 이들의 인식은 어떠했고,  갑오개 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

이었을까.

김윤식은 육용정(陸用鼎)의 �宜田記述�에 한 평어(1891)에서 ‘개화’의 의미

를 ‘시무(時務)’로 정의했다. 그는 ‘개화’를 ‘개발변화(開發變化)’로 풀이하는 것

은 문식(文飾)일 따름이라고 단언한 후, ‘서이(西夷)’를 제압하는 방법은 기교

(奇巧)한 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주와 신하가 각각 분수와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지켜 ‘도리를 아는 나라(有道之國)’라는 인정을 받는 데 있

61) 黃炫, �梅泉野 �(국사편찬 원회 편, 1955 �梅泉野 � 上, 한국사료총서 제1집, 93면).

62) 군국기무처 설립 직후 오토리의 구상은 ① 원군을 추 해서 왕비와 그 일족의 권력 농

단을 막고, ② 군국기무처 의원들의 내정개 을 도와 실효를 거두게 하는 한편, ③ ‘총리

신(김홍집-인용자) 등을 도와 그 역량을 키워서 독립 으로 국정 방향을 정하게 하며, 

추호도 다른 이에게 견제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은 한 권리를 더해  것’(總理大臣等ヲ

補貸シテ其ノ力量ヲ增シ獨立獨行大政ノ方向ヲ定メシメテ些モ他ニ牽制セラレザルヤウ充

分黑幕ノ權利ヲ副フルコト) 등이었다. 大鳥圭介, 앞의 문서(1894.9.29).

63) 아 천 직후 고종은 김홍집을 비롯해 유길 ․정병하․조희연․장박을 역당( 黨)으

로 규정하고 포살령(捕殺令)을 내렸다. 김홍집은 정병하와 함께 화문 앞 석교에서 백

성에게 타살(打殺) 당했다(�日省 � 고종 32년 12월 28일; �日外� 29, 문서번호 353; 菊

池謙讓, 1939 �近代朝鮮史� 下, 鷄鳴社, 455-456면). 어윤 은 고향인 보은으로 피신하던 

 용인군 장서리(長西里)에서 살해되었다(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魚允中全集� ｢解

題｣, 아세아문화사, x-xi면; 김태웅, 2018 �어윤 과 그의 시 �, 아카넷, 251-270면). 김

윤식은 명성왕후 시해 음모를 사 에 악하고서도 방 했다는 이유로 1897년에 제주도 

종신유배형을 받았다. 그는 1907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李斌承, 1917 ｢雲養先生略傳｣

(구지 ․기태완 옮김, 2013 �운양집� 1, 혜안,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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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 다.64)64)이어서 이듬해 ｢時務說｣이라는 을 지어 시무의 의미를 부연했

다. 이에 따르면, 나라마다 시세(時勢)가 같지 않기 때문에 시무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조선의 그것은 ‘청렴한 리는 높이고 탐오한 리는 쫓아내며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고 조약을 성실히 수해서 우방과 흔단(釁端)을 빚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65)65)김윤식은 바른 정치의 요체는 ‘성인지도(聖人之道)’에 이미 

갖춰져 있다고 믿었으며, 스승 박규수의 말 로 동교(東敎)가 서쪽에 미쳐서 

이 과 수가 모두 인간으로 변화할 날 한 멀지 않다고 망했다.66)66)문명개

화로서의 ‘개화’ 개념 같은 것은 그의 사상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도 1895년까지 그가 이러한 동도서기론  을 철회한 흔 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진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  태도는 어윤 과 김홍집에게서도 드러

난다. 윤치호의 일기에 따르면, 어윤 은 이미 갑신정변이 발발하기 부터 은

이들이 ‘개화’와 ‘야만’ 같은 것을 논하면 으  ‘시사(時事)’도 알지 못하면서 경

솔하게 정치를 논한다고 꾸짖었다고 한다.67)67)김홍집도 마찬가지로 1880년 수신

사로 일본을 시찰한 후 어  복명하는 자리에서 조선이 ‘자강(自强)’하는 방법을 

“비단 부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정교를 닦고 민국을 보 하여 외흔

이 일어날 데가 없게 하는 것이 실로 자강의 제일 선무”라고 아뢰었다.68)68) 

64) 金允植, 1891 ｢宜田紀述評語三十四則｣(국사편찬 원회 편, 1971 �續陰晴史� 上, 한국사료

총서 제11집, 156-157면) “此云開發變化  文飾之辭也 所 開化  卽時務之 也 ( 략) 

當今之時 雖使聖人復起 未必創造奇巧 以制西夷之器械 藉使有之 此非聖人之能事 其制之

之道 無他 君明其德 臣勤其職 官得其人 民安其業 通商可許則許之 而謹守條約 器械可崇

則崇之 而不作無益 推誠柔遠 信孚豚魚 沛然德敎 溢乎四海 四海之國 必相率而來 執壤奠

稱 爲有道之國” 

65) 金允植, 1892 ｢時務說 陸生鍾倫遊天津｣(�續陰晴史� 上, 234-235면) “夫遇各有時 國各

有務 破一人之私 擴工商之路 使人各食其力 盡其能保其權而國以富强 此泰西之時務也 立

經陳紀 擇人任官 鍊兵治械 以禦四裔之侮 此淸國之時務也 崇廉黜貪 勤恤斯民 謹守條約 

無啓衅於友邦 此我國之時務也” 

66) 金允植, ｢開化說｣ “近世安南琉球緬甸之滅亡 豈無所自而然哉 聖人之道 何不可用於今之世

乎 昔 瓛齋相公嘗曰 人 西法東來 不免爲夷狄禽獸 吾以爲東敎西被之兆 夷狄禽獸 悉化

爲人 近聞德國 立漢文學校 敎之以性命之學 斯 殆 驗夫” 

67) �尹致昊日記� 1, 高宗 21年 甲申 1월 2일,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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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이 갑오개 에 참여한 이유를 단순히 ‘개화’라는 의에 동조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배경은 왕실과의 오랜 갈등, 특히 외교정책을 둘러

싼 심각한 불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1873년 고종이 친정(親政)을 시작할 

때부터 그 친 세력이라고 할 만큼 큰 신임을 받으며 부국강병 정책에 앞장선 

신진 료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며 균열

을 빚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 례 없는 변고들을 래한 원인이 왕실의 일방  

국정운 에 있다는 단하에 그 제한을 시도하는 한편, 조선의 재건을 해선 

실 으로 청의 재정 , 외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청외교의 강화를 주

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의 정치  간섭을 우려한 왕실의 뜻과는 상충하는 

것이었고, 결국 왕실은 일본  서구열강의 원조를 얻어 청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장한 김옥균과 박 효 등 ‘개화당’을 용하는 것으로 이들을 견제했다.69)69) 

특히 1884년부터 1886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시도된 조러 약은 양자의 계

가 틀어진 결정  계기가 되었다.70)70)앞에서 보았듯이 김홍집의 ‘자강’과 김윤식

의 ‘시무’는 모두 이웃 나라에 조선을 침략할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국가 자주성을 지키기 해서라고 해도, 이들

은 조러 약과 같은 비 외교에는  찬동할 수 없었다. 청과 일본 한 러시

아를 끌어들여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조선 왕실의 움직임을 크게 경계했다. 그 

결과, 1885년 7월 이노우에 가오루 당시 일본 외무경은 조선의 외교를 장하던 

북양 신 이홍장(李鴻章)에게 조선의 외교․국방․재정 문제에서 왕실을 배제하

고, 이를 김홍집․김윤식․어윤 에게 모두 임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 다.71)71) 

비록 이 제안은 실 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당시 일본과 청의 외무당국이 

68) 金弘集, �以政學齋日 � 下, 庚辰 8월 28일(고려 학교 앙도서  편, 1976 �金弘集遺稿�, 

고려 학교출 부, 264면) “非但富强 自强修我政敎 保我民國 外衅無從 此實自强之第

一先務” 

69) 김종학, 앞의 책. 153-176면.

70) 조러 약의 경 에 해선 임계순, 1984 ｢韓露密約과 그 후의 韓露關係(1884-1894)｣ �韓

露關係100年史�(한국사연구 의회 편), 한국사연구 의회 참조. 조러 약 당시 왕실과 

외부 신 김윤식 간의 갈등에 해선 다보하시 기요시(김종학 옮김), 2016 �근  일선

계의 연구� 하, 일조각, 30-71면.

71) 古宮博物院 編, 1932 �光緖朝中日交涉史料� 8, 문서번호 385의 부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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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과 이들 간의 계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1885년부터 민씨 세도의 성기가 다시 펼쳐지면서72)
72)이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한직으로 려나는 등 고 를 겪어야 했다. 김윤식은 고종폐  음모에 연루되어 

1887년부터 1893년까지 6년간 충청도 면천군(沔川郡)에 유배되었고, 김홍집은 

부분 명 직인 추부사로 지냈다. 어윤 은 1887년에 정치 으로 몰락했다

가 1893년 동학 보은집회를 계기로 재기할 수 있었다.73)73) 

이들에게도 갑오개 은 정치  재기의 발 이 되었다. 이들은 이미 1880년  

부터 군주와 신하 간에 역할과 권한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서 건 한 견제와 

균형이 이 지는 조선왕조 고유의 정치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세도정치나 척족의 발호는 이러한 통  시스템의 붕괴가 래한 필연

 결과 다. 따라서 왕권 개 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이들이 얼마나 직  여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도 그 취지에 해선 크게 공감했을 것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1894년 11월의 ｢誓 ｣을 통해 천명되었다. 이 선언은 김홍

집․김윤식․어윤 을 비롯한 정부 신들이 향후 개 의 방침을 제시한 것으

로, 정부의 고유한 권한과 직무를 규정하고 왕실의 부당한 국정 간여를 구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74)74)｢誓 ｣의 발표는 사실상 당시 조선 주재공사 

72)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후 임오군란 까지 민씨 척족은 의정부 당상직 60-65명 가운데 

45명을 했다. 임오군란 이후 텐진조약이 체결되기까지 그 세력이 약화했다가, 이후 다

시 권세를 회복하여 청일 쟁 까지 당상직의 10여 자리는 항상 민씨 일족이 차지했다. 

특히 1893년부터 국왕 측근의 내무부의 과반수는 항상 민씨 일족이 차지했다. 연갑수, 

2006 ｢개항 후 여흥 민씨 세력의 동향과 명성황후｣ �다시 보는 명성황후�(오 섭․장

숙 편), 여주문화원.

73) 김태웅, 앞의 책, 198-216면.

74) ｢誓 ｣은 6개 조의 기본방침과 15개의 속조(續條)로 구성되었다. 기본방침 가운데 1조와 

2조는 청으로부터의 독립과 왕실 호 에 한 선언  의미 고, 제6조는 사민평등(四民

平等)에 한 것이었다. 나머지 제3․4․5조는 각각 종실과 척족의 정치 간여 지, 신

의 국무담임권, 정부의 인사 추천권을 규정했다. 속조에서는 왕실 범의 제정(제4조), 왕

비의 정치 간여 지(제5조), 외무 신이 외교업무 일체를 담당할 것(제7조), 탁지아문

이 국세 징수를 모두 장하며 왕실 비용 등을 정할 것(제13조) 등이 구체 으로 명시

다. 이 선언에는 총리 신 김홍집, 외무 신 김윤식, 탁지 신 어윤 , 궁내 신 이재면, 

군무서리 신 조희연이 서명했으며, 며칠 후 내무 신 박 효, 학무 신 박정양, 법무

신 서 범, 농상 신 엄세 , 공무서리 신 김가진도 추서(追署)했다. ｢誓 ｣, 서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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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우에 가오루의 박에 의한 것이었지만,75)75)이들의 본의가 없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비록 정치  목표는 달랐지만, 왕실과 정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 

일본공사 과 군국기무처의 ‘개화당’, 그리고 김홍집․김윤식․어윤  등 원로

신들 간의 의견이 일치했다.76)76)이 지 에서 ‘개화’를 ‘시무’라고 이해한 이들도 

그 의에 합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77)77) 

4) 왕실의 ‘개화’

갑오개 을 ‘경장개화(更張開化)’라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1894년부터 1895

년 사이에 고종 는 명성왕후가 직  ‘개화’를 언 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아

마도 1894년 12월에 이른바 종묘서고(宗廟誓誥)를 앞둔 고종이 이노우에 공사에

게 “종묘에 바칠 서문(誓文)은 완 히 종래의 폐정을 고쳐 신정(新政), 즉 개화

를 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니, 이날은 궁도 가마를 함께 타고 부부가 식장에 

임하여 천재유일(千載唯一)의 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문한 

기록이 거의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78)78) 한 1894년 8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

公望)가 빙문 사(聘問大使)로 내조했을 때 일본 황후의 교지를 직  명성왕후

에게 올릴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외무 신 김윤식이 조선의 ‘구규( 規)’가 

아니라고 극구 만류했지만, 사이온지는 ‘이는 개화 두(開化初頭)의 제일요무(第

一要務)’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발[簾]을 반쯤 말아 감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청구기호: 奎15294).

75) �日外� 27-2, 문서번호 478, 495, 496.

76) 1894년 10월 특명 권공사로 조선에 부임한 이노우에는 임자 오토리와 달리 명성왕후

뿐만 아니라 원군과 그 손자 이 용(李埈鎔)까지 국정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이에 

원군이 평양 투 이 에 청 장령과 내통한 것을 이유로 그를 하야시킨 후, 왕실에서 사

의 없이 탁지․법무․공무․농상 등 4개 아문의 을 임명한 것을 계기로 왕비마

 국정에서 손을 떼게 했다. �駐韓日本公使館記 � 5, “內政改革ノ爲ノ 韓政略ニ關ス

ル報告”; 井上馨候傳記編纂 , 1934 �世外井上公傳� 4, 內外書籍株式 社, 402-468면; �秘

書類纂� 下, “朝鮮改革ニ付井上伯ノ意見”, 450-454면; �日外� 27-2, 문서번호 475, 477, 

479, 480, 481, 485,  

77) 이후 김홍집은 종종 ‘개화당’으로 분류되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 � 5, “大院君ノ東學黨

煽動ニ關スル件”; 같은 책 7권, “大院君李埈鎔ノ陰 ニ關スル顚末報告”

78) �日外� 27-2, 문서번호 496의 부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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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녀 2명이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폐 례(陛 禮)를 행했는데, 이처럼 왕비

가 외국 사신을 홀로 견한 것은 물론 유의 사건이었다.79)79)이처럼 왕실의 입

장에서 ‘개화’는, 그 가법(家法)이라고 할 수 있는 범과 례에 한 도 으로

서 실감되었다.

갑오개 의 주안   하나가 왕실 권력과 재정의 제한에 두어진 만큼, 그에 

한 고종의 인식 한 호의 일 순 없었다. 이와 련하여 1895년 7월 1일 밤 

김종한이 스기무라 후카시(衫村濬) 일본 리공사를 찾아와 국왕의 동정에 해 

고한 내용이 주목된다.

군주 폐하와 내각 간의 불화를 래한 원인(遠因)은, 요컨  이번 신정(新政)의 

결과 왕실과 정부 간의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군주께서 처럼 서정(庶政)을 친

재(親裁)하시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군주의 입장에서는 작년 6월(음력) 

이후 군권(君權)을 갑자기 내각에 빼앗겼다고 생각하시고 단히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 략) 이번 정치개  이후로 상하 신민의 정형(情形)이 과 크게 달

라졌습니다. 문벌도 없이 미천한 무리가 갑자기 신의 직(顯職)에 올라 듣는 이

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평민 신(平民大臣) 리의 한 사람인 이주회(李周 ) 

등이 이번 훈련  입 (入衛) 건에 해 사흘 동안이나 조정에서 다투며 항변을 한 

것이나,  경무청 순검이 담하게도 왕족의 근친인 이 용의 택에 침입해서 체

포한 것,  정부가 왕실비(王室費)를 제한하고 왕실 부속 농장을 압수하여 궁 에

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데도 감히 항한 것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게 군

주로 하여  인심의 방자함을 의심하시게 만들었습니다.80)80)

이 고가 사실이라면, 고종은 왕실과 정부 간의 경계가 그어지고, 이로 인해 

만기친람(萬機親覽)이 어려워진 상황을 내각이 자신의 군권(君權)을 빼앗아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갑

오개 으로 인해 거 등장한 ‘평민 신’ 가운데 일부는 조정의 권 는 물론 조

선왕조 수백 년간 과옥조처럼 지켜진 군신 간의 의리마  무시했다. 비록 정

(政敵)에 가까웠지만, 자신의 조카인 이 용의 집에까지 경무청 순검들이 함부로 

들이닥쳐서 그를 체포한 일은 고종에게 풍속의 타락을 개탄하게 했을 것이다.  

79) 金允植, �續陰晴史� 고종 31년 甲午 8월(�續陰晴史� 上, 334-335면).

80) �日外� 28-2, 문서번호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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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화’는 왕으로서도 어 할 수 없는 시  추세 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고종은 ‘개화’의 본거지인 서양의 제도와 역사  사례에서 왕권을 지킬 수 있

는 근거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련하여 이사벨라 비 은 고종과 명성왕후를 

개인 으로 알 한 후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1895년 1월부터 3주간 4

차례 알 했는데, 국왕과 왕비의 질문은 주로 황실비(the Civil List)의 규모와 

내각의 통제, 그리고 개인  거래의 국고처리 여부 등에 집 다고 한다. 국 

내무장 (Home Minister)의 직무와 총리의 지 , 그리고 군주와의 계와 군주

의 해임권에 해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는 당시 내부 신 박 효  

총리 신 김홍집과의 불편한 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화’를 탐

구하려는 국왕 부처의 열정은 어디까지나 왕권의 유지를 한 것이었다. 비 은 

왕권의 입헌  통제(constitutional check) 원칙이나 장  선임에서 국왕은 오직 

명목상의 권리만 가진다는 사실 등을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81)81)

같은 해 6월 고종은 “작년 6월 이후의 칙령과 재가는 모두 짐의 뜻이 아니니 

이를 취소하겠다.”라며 군국기무처 설치 이후의 모든 개 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비록 궁궐호 병 교체 문제로 박 효와 립하던 

에 돌출한 발언이었지만, 갑오개 과 ‘개화’에 해 오래 되어온 불만의 표

출로 도 무방할 것이다. 게다가 이 돌발 선언은 삼국간섭 이후 일본 세력이 

퇴조하고, 그에 비례하여 왕실과 러시아 공사  간의 사이가 크게 긴 해지던 

시 에 나온 것이었다. 국왕의 분노에 놀란 외부 신 김윤식은 형세를 만회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일본공사 에 일시 귀국 인 이노우에 공사의 조속한 

귀임을 요청했다고 한다.82)82) 

4) 민 의 ‘개화’

일반 백성이 ‘개화’라는 말을 처음 한 계기는 갑신정변이었을 것이다. 당시 

‘개화당’이란 일본인들과 사  공모하여 여섯 신을 참살하고 국왕을 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지른 반역자 무리 다. 그로부터 10년 후 일본군의 경

81) Bishop, I. B., 앞의 책, 257-258면.

82) �日外� 28-1, 문서번호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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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궁 령과 함께 갑오개 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주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박

효와 그 무리로 알려졌다.83)83)따라서 ‘개화’에 한 일반의 인식은 처음부터 극

히 부정 이었다. 마치 1881년에 하야시 마타로쿠가 이헌 에게 했던 말처럼, 민

은 이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해 국왕에 한 충성심과 통윤리를 무

뜨리고 추종세력을 부식하려는 음모로 여겼을 것이다.

‘개화’에 한 민  분노는 동학 농민군의 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全琫準)은 제2차 기포의 이유를 묻는 일본 사의 심문에 다음과 같이 진

술했다. 

其後에 聞직 貴國이 開化라 稱고 自初로 一 半辭도 民間에 傳 미 無고 

 檄書도 업시 率兵고 우리 都城에 入야 夜半에 王宮을 破擊야 主上을 驚動

엿기로 草野의 士民더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을 不勝야 義旅을 糾合야 

日人과 接戰야 此 事實을 一次 請問코져 니이다.84)84)

갑오개 의 진성과 그에 수반된 사회  혼란 한 ‘개화’에 한 민 의 부

정  인식을 더욱 확고히 했다. 를 들어 과거제의 폐지는 지방 유생의 벼슬길

을 막고 향  사회에서의 양반의 권 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밖에도 

지방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인 출신이 지방 으로 거 부임했는데, 이 

한 의 지시에 한 항과 항명이 속출하는 배경이 되었다.85)85)군국기무처가 

설치된 지 4개월 후 유길 은 일본 외상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를 만난 자리

83) 李丹石, �時聞記� 乙未(동학농민 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 원회 편, 1996 �東學農民戰爭

史料叢書� 2, 史芸硏究所, 186-187면) “甲申十月作變罪人朴永孝金玉均徐光範徐載弼 入

倭國 金玉均見殺於洪宗浩(鍾宇의 오기-인용자) 見上朴永孝徐光範載弼 甲午六月來 還本

朝 居大臣之位 擅全國之政 大 之事 不由於上 皆出於永孝 自此以後 非我殿下政令也” 

84) 法部 編, ｢開國五百四年二月初九日東徒罪人全琫準初招問目｣(동학농민 쟁백주년기념사

업추진 원회 편,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8, 史芸硏究所, 20면).

85) 李丹石, �時聞記� 乙未(�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187-188면) “廢京鄕科試之法 林下之

士 從而無所望 爲名利而讀  失意而遨遊 爲通古今而讀  或自好而讀 然而遨遊 多 自好

 識 憂之 (中略) 各道列邑觀察使參書警務 皆上官而世祿士大夫之所不願也 任其職  

皆中庶 吏伴儻閑散之流 人亦無過人之能 在其下聽令  不能無爾我我爾之  令甲之不行

勢固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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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 까지는 ‘지상개 ’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지개 ’을 실행하겠다고 다

짐했다.86)86)하지만 이 말은 결국 이 지지 않았는데,87)87)그 원인  하나는 ‘개화’

에 한 민 의 반감에 있었다.

하지만 신분제 철폐에 한 태도의 차이는, 민 으로 포 되는 사회  실체 

내에서도 신분질서가 엄연히 상존한 사실을 환기해 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갑오개  당시 ‘개화당’의 주된 개 목표  하나는 사회  차별의 철폐에 있었

다. 이에 수백 년간 신분제의 질곡에서 신음해 온 일부 하층민은 비로소 ‘개화 

세상’이 열린 것으로 이해했다. 이와 함께 무뢰배가 옛 상 과 양반에게 모욕과 

폭행을 하는 일이 빈발하자,88)88)양반들 사이에서는 신분질서와 강상윤리(綱常倫

理)를 어지럽힌다는 에서 ‘개화’와 동학을 동일시하는 인식마  나타났다.

우리 조선이 나라를 세워 오랫동안 이어진 것은 단지 사서(士庶)의 분수가 엄했

기 때문이었다. 지난 임술민란 때 그 구분이 비로소 무 졌고, 외국인이 경 (京館)

에 와서 거주한 뒤에 그 구분이 더욱 무 졌다. 지  동학의 무리는 더욱 이 일에 

이를 갈아, 반드시 양반과 평민 구분을 없앤 뒤에 그만두려고 한다. 세도(世道)가 이

런 지경에 이르니, 진실로 한심스럽다. ( 략) 지난해 겨울에 경욱(景郁)이 서울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이른바 개화라는 것은 바로 서울의 동학이다.”라고 하 는데, 얼

마 지나고 나서 부 (符節)을 맞춘 것처럼 들어맞았다. 온갖 계교로 사람을 잡아끌

어 자신의 무리에 가입시키는 것이 모두 지난날의 동도(東徒: 동학의 무리)와 같았

다. ( 략) 동도(東徒)가 스스로 ‘학(學)’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한 어디서 모

방한 것인가?  한 번 변하여 개화가 되었으니, 그 분수가 원히 무 졌다. 나라 

한 그 뒤를 따라 무 질 것이니, 통탄스럽고 통탄스럽다!89)89)

86) 俞吉濬, ｢外務大臣陸奧宗光問答｣(�兪吉濬全書� 4, 368면) “自六月後至今日 則紙上改革也 

自今日欲行實地改革也” 

87) 金允植, �續陰晴史� 乙未 正月(�續陰晴史� 上, 353면) “十七日己丑晴 諸大臣協辦 于政

府 因內務大臣(박 효-인용자) 詣 發論以 七月以後 國事無一成緖 政府諸人 宜各陳疏

去 以讓賢路” 

88) 다음 인용문은 1897년 호남 암행어사 이승욱(李承旭)이 ‘개화’를 빌미로 신분을 범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한 감결(甘結)의 일부이다. “名分頹喪 往往以民誣官 以奴反

主 以賤凌貴云 以開化之世 焉有名分云 誠覺寒心 盖開化云  開物化民之 也 捨 卑貴

賤之分 則民俗不正 上下紊亂 安有開化之名乎 試觀天下列國之大勢 君臣之分 貴賤之義 何

嘗有一半分有異於我邦耶” �隨 �(동학농민 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 원회 편, 1996 �東

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史芸硏究所,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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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895년 말에 이르러 ‘개화’와 계된  사건들이 속출해서 민  내

의 신분  차별의식을 차 소멸시켜 갔다. 그 하나는 이른바 을미사변, 즉 명성

왕후 시해사건이었다. 이 무후무한 야만  행 의 주범은 일본공사 미우라 고

로(三浦梧樓)와 그의 지휘를 받은 일본군 와 낭인들이었지만, 일부 조선인이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고 내각의 ‘개화당’ 신들 한 이를 방  혹은 방조했다

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90)90)다른 하나는 단발령(斷髮令)이었다. 당시 김홍집-

유길  내각은 왕비 시해로 민 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춘생문 사건까지 

발생하자 정치  기를 돌 하고자 이 무리한 조처를 단행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개화 신’들이 왕명을 빙자해서 단발령을 내렸으며, 심지어 이 참

람한 무리는 고종과 원군, 왕세자의 머리에까지 직  손을 댔다는 소문이 퍼

졌다.91)91) 

‘자기 몸의 터럭과 피부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

이 효의 시작’이라고 믿는 조선인들에게 단발은 있을 수 없는 불효 다. 한 조

선 사회는 명(明)의 유제(遺制)를 홀로 지키는 것으로 문명을 자부해온바, 단발

은 조선의 통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뿌리째 부정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직후 임진왜란 이후 약 300년 만에 의병(義兵)이 기한 것

은 이 사건들이 그 못지않은 국난으로 인식되었음을 말해 다. 그 속에서 ‘개화’ 

두 자는 이 모든 변고를 래한 원흉으로 간주되었다.

‘개화’라는 두 자는 난신 자가 군주를 기만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간계입니다. 

도 을 끌고 와서 복심으로 삼고 당(黨)을 체결하고 권세를 굳건히 하여 우리 군상

(君上)의 손발을 꼼짝 못 하게 하 습니다. 아아! 오직 임 만이 복을 내리고 엄

을 보이실 수 있거늘, 복( 福)이 군주에게서 나오지 않고 들의 손에서 나오고 

있으니 장차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제멋 로 조정을 변화시키고 선왕의 장

89) 朴文鎬, ｢時事｣ �壺山集� 77(동학농민 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 원회 편, 1996 �東學農民

戰爭史料叢書� 8, 史芸硏究所, 285면).

90) �時聞記� 乙未(�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190면) “猝然義兵數千 自大田儒城 至孔岩 (中

略) 聞其由則 中宮殿復讐之義也 其遇害由於開化 此時爲官  皆開化中人 故有此擧矣” 

91) 의 , 200면 “削髮之令甚急 此是開化中大臣之矯令也 下 京兵數百於本道 循行列邑 促

其削髮人心大動 十五日 上監主見削髮 雲峴大監亦見削 臣之逼 至於此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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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章)에 손을 다가 마침내 모후를 시해하고 군상을 박하여 감히 그 칼날을 숨

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투를 잘라 당당한 의지방(禮義之邦)으로 하여  이

과 수의 지경에 빠져들게 한 것은 모두 ‘개화’ 두 자가 주장한 것입니다.92)92) 

4. 결론

‘개화’는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조선 사회에 되었다. 

이 말은 1884년 갑신정변의 의명분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실패 이후에 매국 

 반역과 같은 뜻으로 여겨져 터부시되었다. 그것이 조선 사회에서 본격 으로 

통용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894년에 이르러서 다. ‘개화’는 갑오개 과 

함께 크게 유행했지만, 그 의미는 여 히 유동 이었고 여러 사회세력은 정치  

이해 계와 미래에 한 망, 기 에 따라 각기 그 유를 시도하 다. 이와 같

은 ‘개화’의 수용과정은 근  정치변동을 재해석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

는다.

첫째, 19세기 정치사는 일반 으로 조선 후기 실학에서 내재 으로 발 한 근

지향  ‘개화사상’이 수구세력의 항을 물리치고 역사 속에서 구 되는 과정

을 심으로 서술돼왔다.93)93)하지만 이 에서 검토한 ‘개화’의 수용 양상은 ‘개화

사상’이 근 사를 이끈 주된 동인(動因)이 되기보다는, 반 로 19세기 조선의 정

치사회  콘텍스트 속에서 근  언어가 그 수용과 동시에 굴 되고, 편화되

는 과정에 가깝다. ‘개화’는 처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정치  언어로 

활용되었는데, 이 에서는 갑오개  당시 군국기무처의 ‘개화당’, 김홍집․김윤

식․어윤  등 원로 신, 왕실, 민 의 유 양상을 통해 이를 확인하 다. 그리

고 그 의미의 편차와 상호 모순은 당시 조선의 사회  분열상을 고스란히 반

92) 奇宇萬 上疏(동학농민 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 원회 편,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7, 

史芸硏究所, 78면에서 재인용).

93) 조선 근 사를 개화  수구의 립이라는 구도로 해석하는 사 은 해방 직후 진단학회

가 펴낸 �국사교본�부터 시작되어 제2차 교육과정에까지 이어졌다. 노 범, 2019 앞의 논

문, 348-352면. 다만 이후에도 ‘개화운동’과 ‘척사운동’의 역사  의의와 공과(功過)를 공

정하게 서술하는 데 노력했을 뿐, 이 구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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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둘째, ‘개화당’은 김옥균처럼 자처한 사례도 있지만, 일본인에 의해 일방 으로 

명명(命名)되는 경우가 더 일반 이었다. ‘개화’는 일본이 조선에 한 간섭과 

침략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명분이었으며, 이러한 목 에 부합하는 조선 내 정치

세력이 ‘개화당’으로 호명된 것이다. 이는 근 사에서 ‘개화당’ 는 ‘개화 ’로 

알려진 몇 개의 그룹들의 정체성이나 정치  로그램, 그들 사이의 사상  연

성 등을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컨  1884년의 ‘개화당’과 1894년

의 ‘개화당’은 결성 배경, 결속력, 인  구성, 정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한 수단의 에서 볼 때 사실상 무 한 집단이었다. 만약 양자 사이에 일 된 

사상  류(低流)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조선 내에선 변 의 수단과 동인을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외세에서 구해야 한다는 망  실 인식과 망

이었다. 

셋째, ‘개화’는 일부 개 분자들이 그 정치  목 을 달성하기 해 외세, 특히 

일본 세력과 결탁하는 과정에서 제시했지만, 이는 일반 백성의 정서와는 크게 

거리가 멀었다. 결정 으로 1895년 말의 을미사변과 단발령 사건을 거치면서 ‘개

화’는 반역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명과 민족 정체성을 근본 으로 부

정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개화’가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의 언어로 규정되면

서 그 계보가 새로 그려졌다. 이 계보는 갑신정변의 사흉(四凶)으로부터 갑오개

의 팔간(八奸)을 거쳐 을미년의 십 (十賊)에 이르는 것으로, 1898년에는 만

민공동회를 열어 황실을 기에 빠뜨린 독립 회도 여기에 포함되었다.94)94) 

이처럼 ‘개화’가 세를 확산해가는 것에 비례하여 그에 항하는 반(反)개화 운

동 역시 결집되어 갔다. 만약 우리가 근  한국 민족주의의 한 가지 사조(思潮)

로서 ‘ 항 민족주의’의 특징을 외래문화와 지식인에 한 불신, 국가의 정당성

에 한 근본  회의와 항, 민  투쟁의 순수성에 한 신념 등으로 규정한다

94)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11월 20일 宋秉稷 上疏 “甲申四凶之變 變而爲甲午八奸之凶 八

奸之凶 潛伺隱  繼作乙未十賊之  十賊之  又成今日獨立協 之禍” 참고로 ‘사흉’은 김

옥균․박 효․서 범․홍 식, ‘팔간’은 안경수․김가진․김홍집․권형진․김윤식․김

종한․박정양․조희연, ‘십 ’은 김홍집․정병하․조희연․장박․권형진․이범래․우범

선․이두황․이진호․김윤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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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맹아는 ‘개화’가 처음 수입되어 그에 항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비유 으로 말하자면 개화 민족주의와 항 민족주의는 근 의 시작

과 함께 태내에서부터 서로를 시하고 증오하는 생아로 자라난 것이다. 

주제어 : 개화, 개화당, 갑신정변, 갑오개 , 항민족주의

투고일(2020. 4. 13),  심사시작일(2020. 4. 14),  심사완료일(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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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Gae-wha(開化)’ and the Political Change in 

Modern Korea(1876-1895)
95)

Kim, Jong-Hak *

The word ‘Gae-wha(開化)’ was first introduced to Chosun society after the visit of 

the Official Observation Group to Japan in 1881. This word, being presented as a cause 

of Gapsin Coup of 1884, had become social taboo after its failure, for it was regarded 

the synonym of treachery or betrayal of nation. 10 years later, it was revived with Gabo 

Reformation in 1894, but still the meaning was floating, and diverse sociopolitical forces 

attempted to appropriate it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and prospects of 

future. ‘Gae-wha’ was diversely interpreted, defined, and utilized as a political language 

from the beginning, and the wide range of its meaning reflected the profound social 

fracture.

Key Words : Gae-wha(開化), Progressive Party(開化黨), Gapsin Coup of 1884, 

            Gabo Reformation of 1894, Resistant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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