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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의 언어를 독해하는 역사가는 그 누구도 현재의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 역사가가 과거의 언어를 조형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때 그는 의식적으
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언어가 부과하는 의미체계에서 인식론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치세력 또는 사회세력의 이념적 지향성
을 변별하는 준거의 하나로 사용되는 진보 개념의 경우 진보 개념 그 자체가 서양
근대 계몽주의 사조의 특정한 역사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역사가는 한국의 전근대 정치세력 또는 사회세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보적인지
아닌지를 변별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한 편이다. 고려후기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조선전기 훈구파와 사림파, 조선후기 서인과 남인 등 시대별로 형성된 상이한 집
단의 역사적 이해에 적용되는 친근한 사고방식은 다름 아니라 보수 대 진보의 구
도로 갈라 어느 집단이 보수에 속하고 어느 집단이 진보에 속하는가를 가려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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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이처럼 진보 개념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때 역사가에 의해 친근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진보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역사의미론적 성찰은 드문 편이
다. 많은 경우 역사적 개념은 역사적인 의미체계로서 접근되기보다 초역사적인 관
념체계로서 접근되기 쉬웠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진보 개념 역시 시대 속에서 의
미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보다 처음부터 시대를 초월하여 본질적이고 영속
적이며 불변하는 관념에 의해 의미가 고정된 개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것은 역사학에서 사상사 분야가 대개 철학사적인 관심으로 역사상의 관념체계를
탐구하는 데에 익숙해 있는 현실과도 일정 정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관
념과 관념의 원근법으로 설명되는 사상사의 시야에서 관념으로 본질화되기 이전의
역사적 개념이라는 지층은 포착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를 가로막는 또다른 난관으로는 정치사적 또는 사회운
동사적 연구관심이 있다. 진보 개념은 그 자체로 개념적인 중립 지대에서 추상적
으로 항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진보를 의식하는 역사적 주체에 의해 다양한
공간에서 실천적으로 운동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역사적 주체가 담지한 진보의
식은 그 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정태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
가 운동하는 상태에서 동태적으로 포착될 수밖에 없다. 개념이 의식으로 전화하고
의식이 실천으로 전화하는 역동적인 역사 공간에서 개념의 운동과 주체의 운동은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주체에 대한 이해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대체하는
현상이 곧잘 일어날 수 있다. 역사적 주체의 정치적 실천 또는 사회운동적 실천은
역사적 주체가 담지한 진보의식 속에서 약동하는 개념의 운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현장이지만 개념의 현장 그 자체가 곧 개념의 역사적 의미와 등치될 수는 없는 법
이다. 진보의 역사적 개념은 초역사적인 관념으로서의 진보와 역사적인 실천으로
서의 진보 어느 한 방향으로 환원됨이 없이 개념과 관념 사이의 긴장 관계, 개념
과 실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역사적 주체가 생성하는 의미체
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에서 진보 개념의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는 대한제국기이다. 진
보는 대한제국기의 지식인들이 제국의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는 개념적 도구였고
그러한 현실을 변혁하려는 실천적 의식이었다. 진보는 현실의 인식과 변혁의 실천
을 매개하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진보는 신문과 잡지의 대중 매체가 출현하면서
형성된 공론장에서 쏟아지는 담론 질서 속에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었고, 제국의
역사적 국면에 따라 또한 그 국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역사적 주체에 의해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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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변주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문명적 전환을 추구하는 계몽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개념어인 바, 외적으로 근대 서양
에서 전파되어 유입된 의미론적 질서, 그리고 내적으로 조선에 유전되고 변용된
관념적 지형과 이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외적인 배경 하에
대한제국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담론적으로 전개된 개념이 곧 진보였던 것
이다.
이 글은 근대전환기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연구의 초점을 진보 개념의 형성과 추이에 두었다. 진보 개념의 형성과 관
련해서는 진보 개념을 함축하는 다양한 어휘들의 출현에 주목하였다. 진보 개념의
사전적 이해를 높이려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개념사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특정
개념어에 관한 역사의미론적 성찰에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성찰의 토대는 일차
적으로 사전학적 지식의 구축에서 마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진보의 개념사를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도구로서 진보 개념을 함축하는 다양한 어휘들을
발견하고 그것의 사전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제1장 진보 개념의 형성 에서는 진보의 전통적인 어의에 비추어
대한제국기에 달라진 진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들에
의해 의미가 발현되고 있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진보 개념의 추이와 관련해서는 진보 개념의 전개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국면들을 관찰하였다. 진보 개념의 맥락적 이해를 높이려는 기초
적인 작업이다. 대한제국기의 진보 개념은 당대에 창간된 주요 신문들이 진보를
추구하고 있고 당대에 결성된 주요 사회단체들이 진보를 표방하고 있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둘러싼 이념적 지형과 관계하는 중요한 개념이
었다. 문제는 그러한 진보 개념이 대한제국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더불어 운동함
에 따라 역사적 국면 별로 상이한 운동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
보의 개념사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와 같은 국면별 개념 운동의
양상을 추적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제2장 진
보 개념의 추이 에서는 진보의 개념 운동 양상이 대한제국의 역사적 현실 위에서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운동 양
상을 크게 진보의 이념, 진보의 부활과 변화, 진보의 확산 등으로 집약하여 설명하
고자 한다. 이상의 시론적인 작업을 통해 근대전환기 진보의 개념사에 대한 기초
1)1)

적인 이해를 얻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본고는 2011년 4월 28일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제4회 심포지엄 근대 동아시아에서 진보의 재발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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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 개념의 형성
1) 진보의 전통적인 어의
진보라는 단어는 오래 되었다. 진보라는 단어의 본뜻은 글자 그대로 발걸음을
앞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추상적인 의미가 파생되어 ‘사물이 좋은 방향으
로 나아간다’, ‘점차 개선발달한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朱熹가 학자에게 涵養과
致知를 강조했던 구절, 곧 “涵養은 모름지기 敬이다. 학문의 전진은 致知에 있다.
이 두 개의 말이 사실 배우는 자가 立身하고 進步하는 요령이다.”에서 진보의 그
러한 의미를 볼 수 있다.2)2)진보의 이와 같은 두 번째 의미는 ‘사람과 사물이 앞으
로 발전한다, 원래보다 좋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朱子語類 에 있는 구절,
곧 “학문을 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하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후에야 進步할
수 있고 독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책은 그대로 책이고 사람은 그대로 사람
3)3)

이 된다”에서 진보의 그러한 의미를 볼 수 있다.

진보의 추상적인 의미로 공히 朱熹의 학문관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현상이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진보 관념의 연변에 그 만큼 주자학의 영향
이 컸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주희는 四書集註 에서 직접적으로 진보라는 단어
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학문적인 진보 관념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공자가 論語
에서 15세의 ‘志于學’부터 70세의 ‘從心所欲不踰矩’까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단계별
로 언급했을 때 論語集註 에서는 이를 공자 스스로 進德의 차례를 밝힌 것으로
4)

이해하고 후학들이 반드시 단계별로 섭렵해서 진보하는 것으로 보았다. 4)학문적인
진보가 단순한 앎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기에 德의 진보가
중시된 것이다.
주자학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학인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곧잘 진보를 언급하였
다. 특히, ‘進步處’라는 말이 애용되었다. 가령 조선중기 학자 張顯光은 독서의 비
결을 들려 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독서는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천천
히 연구해 글뜻을 환히 깨치고, 성인이 입언한 취지를 한 글자 한 글자 검토하되
천착하고 부회해서 본뜻을 파괴하지 말아야 저절로 進步處가 있을 것이다.”5)5)조선
제출한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당일 심포지엄에서 유익한 내용을 발표한 한림과학원 소속의 여러 개념
사 전문가들, 그리고 필자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담당한 한남대 박종기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2) 大漢和辭典 11 95면 進步 ‘涵養須是敬, 進學則在致知, 此二言者, 實學者立身進步之要’
3) 漢語大詞典 10 982면 進步 ‘爲學須先尋得一箇路逕, 然後可以進步, 可以觀書, 不然則書自書人自人’
4) 論語集註 爲政 ‘孔子自言其進德之序如此者, 聖人未必然, 但爲學者立法, 使之盈科而後進, 成章而後達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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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학자 吳熙常도 학문의 진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성인의 말
은 정결하고 정미해서 그 地頭에 따라 살아 있는 맥락을 보아야 한다. 지리하게
얼키설키 주석에 빠져 있는 저들은 도리어 본래의 종지를 어둡게만 한다. 학자는
6)

모름지기 高明한 곳에서 마음을 노닐어야 비로소 進步處가 있을 것이다.” 6)때로 진
보는 학문의 영역을 넘어 현실 상황을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선조대 동서
분당을 즈음하여 李珥는 朴淳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時事에 進步處가 없습
니다. 화를 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조정이 화합하지 못하니 깊이 염려됩니다. 연
소한 士類의 의구심이 너무 심하니 모름지기 안정시키야 됩니다.”7)7)
이렇게 볼 때 전통적인 진보 개념은 주자학이 발달하면서 학문의 진보를 중심으
로 그 추상적 개념이 강화되었고, 그 외연이 정치에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인
간 주체의 도덕적, 학문적 변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드물지만 현실 상황의 개선
까지 포함하는 것, 진보 개념은 이러한 지형 위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2) 문명진보 개념의 출현
조선시대에 주자학에 입각한 전통적인 진보 개념은 근대전환기에 들어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조선을 둘러싼 세계질서가 중국 중심에서 서양 중심으로 변화하
면서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기 위한 사상적인 분투가 시작되었다. 기예, 법제,
학술, 그리고 문명 전반에 걸쳐 조선과 서양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었다. 이에
따라 서양 근대 문명을 목적지로 설정하여 조선을 변화시키려는 제반 관념이 진보
개념에 포섭되어 진보에 관한 새로운 어휘들이 나타났다.
진보는 무엇보다 문명을 향한 진보로 설정되었기에 ‘문명진보’라는 새로운 어휘
가 출현할 수 있었다. 매일신문 의 발행 목적은 자체 광고에서 표현하고 있듯 국
민을 위하여 천신만란을 무릅쓰고 그 근본을 발휘하여 아무쪼록 개명의 주의를 널
리 발고하여 ‘문명진보’를 기어코 권면하자는 주의였다.8)8) 독립신문 역시 ‘대한 인
민들은 어서 바삐 문명 개화하여 학교와 신문과 연설장을 방방 곡곡이 배설하고
전국 인민을 교육하여 사람마다 능히 외교 내치에 제일 긴한 의무를 알도록’ 하자
5) 張顯光, 旅軒續集 권10 附錄 景遠錄 “先生嘗謂余曰, 讀書須當務以虛心徐究, 曉得文義, 而聖人立言旨
趣, 逐字討過, 勿以穿鑿附會, 壞了本意, 自有進步處.”
6) 吳熙常, 老洲集 권27 附錄 行狀 “聖人之言, 潔淨精微, 當隨其地頭, 活絡看出, 彼支離纏繞於箋註者, 反
晦本旨, 學者須玩心高明, 方有進步處.”
7) 李珥, 栗谷全書 권29 經筵日記 97면 “珥見朴淳曰, 時事無可進步處, 苟免禍敗足矣, 朝廷不和, 是可深
憂, 年少士類, 疑懼太甚, 須使安定可也.”
8)
일신문 1898년 4월 13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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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명개화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였을 때 그것은 사실상 문명진보와 일치하는 것
이었다.9)9)
문명진보는 약칭하여 ‘進明’이라 불렀다. 1904년 11월 설립된 進明會는 그 취지
서에서 전국 동포들과 함께 文明에 幷進할 목적으로 회명을 진명이라 정했다고 밝
혔다.10) 문명진보의 약칭으로 진명을 사용한 것이다. ‘진명’이 문명진보를 의미하고
10)

있었기 때문에 진명을 표방한 책자인 進明彙論 에서 세계 인류의 종족, 지세, 기
후, 정치, 법률, 종교, 문학, 무비, 농상공업 등에 관한 지식을 논술한 것은 자연스
런 일이다.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진명에 보탬이 된다고 본 것이다.11)11)
문명진보와 유사한 맥락에서 ‘開明進步’라는 새로운 어휘가 출현할 수 있었다.
1898년 종래 대한황성신문 에서 체제를 일신하여 새롭게 일간지로 거듭난 황성
신문 은 논설의 집필 방향을 ‘개명진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천명하였다.12) 개명이란
12)

글자 그대로 ‘心開眼明’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서양 근대 문명의 세례를 받아 지적
으로 계몽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사실상 문명진보와 혼용되고 있었다. 황성신문
은 1909년 국내의 ‘개명진보’를 논하면서 으뜸이 관서 지방, 둘째가 관북 지방, 셋
13)13)

째가 교남 지방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다.

개명진보는 약칭하여 곧잘 ‘開進’이라고 불렸다. 황성신문 은 1898년 광무 정권
의 신문지법에 대하여 한국이 지식이 천박하고 견문이 고루해서 신문사들이 전적
으로 ‘개진’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西法보다 더 엄격한 신문 통제는 곤란하다고
14)

주장하였다.

개진은 개명진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개진이 빈번히 사용

14)

되면서 개진과 진보 사이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황성신문 은
1910년 현시대 ‘文明開進’의 사업을 말하면서 신학문가를 중시하고 구학문가를 무
15)15)

시하는 풍조가 잘못된 것이라 비판한 적이 있었다.

개진은 정치 세력, 사회 세력을 표상하는 이름으로 활용되었다. 1901년 황성신
문 광고면에 실린 淸國戊戌政變記 의 광고 내용을 보면 이 책 상편이 ‘開進黨’
16)

강유위가 광서제를 輔導하다가 축출된 사적이라고 하였다.

16)

1905년 설립된 ‘東亞

開進敎育會’는 1906년 정부에 보낸 장서에서 자신의 설립의 취지가 ‘開明進步, 敎
9)
10)
11)
12)
13)
14)
15)
16)

독립신문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1898년 4월 14일, 논설
1904년 11월 29일, 雜報 進明趣旨
1902년 8월 30일, 廣告
1898년 9월 5일-12월 29일, 本社告白
1909년 2월 3일, 論說 嶠南의 曙光
1898년 12월 13일, 論說
1910년 3월 4일, 論說 舊學問家의 眞誠熱力
1901년 2월 22일-6월 29일, 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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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育斯民’이라고 밝혔다.

17)

동아개진교육회의 회명에 쓰인 ‘개진’은 일반 인민의 ‘개명

진보’를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18)18)
진보는 그것이 수반하는 방법에 따라 ‘改良進步’, ‘改革進步’ 등의 새로운 어휘를
포함할 수 있었다. ‘개량진보’는 ‘개명진보’와 달리 대한제국 후기에 출현하는 양상
이 특징적이다. 황성신문 은 현시대사회는 구시대사회를 ‘개량진보’할 기회라고 단
언하면서 구시대사회의 부패한 병근을 제거하지 못하면 신시대사회의 건전한 원기
19)

를 양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

‘개혁진보’는 드물게 쓰인 어휘이다. 황

성신문 은 1899년 ‘청국 개혁파 수령’ 강유위가 영국 런던에 도착한 정황을 알리면
20)20)

서 그가 자국의 ‘개혁진보’를 발달시키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개량진보’ 또는 ‘개혁진보’의 약칭으로 ‘改進’이라는 어휘가 출현했는지는 분명하
지 않지만 개진이 ‘保守’의 대립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황성신문 은 1907년 보수와 개진를 자세히 논하면서 쌍방의 문제점을 모두 지적
한 뒤 강토, 국가, 국수는 보수하고 사회, 정치, 학술은 개진하여 보수와 개진의
장점을 겸비할 것을 주장하였다.21) 영국에 ‘進化黨’과 ‘保守黨’의 상반된 정당이 있
21)

고 일본에 ‘改進黨’과 ‘自由黨’의 상반된 정당이 있다는 설명처럼 개진은 정치 세력
22)22)

을 표상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대한제국기에 확장된 진보 개념의 새로운 어휘로 주목해야 할 것은 ‘進化’이다.
진화는 다윈의 생물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연결되는 학리적인 성격이 짙
은 개념이었고 개념상으로도 진보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화라는 신조
어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대중들에게 진화는 사실상 진보로 환원되어 이해되었다.
가령 大韓每日申報 국한문판과 국문판 신문 기사를 비교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1907년 국한문판 신문 논설 韓國之進化程度 는 국문판 신문 논설에서 한
국의 진보

졍도 로 번역되어 실렸다.23) 1908년 국한문판 신문 논설 進化와 降
23)

24)

衰 는 국문판 신문 논설에서 진보와 강쇠 로 번역되어 실렸다.

17)
18)
19)
20)
21)
22)
23)

1909년 국한문

24)

皇城新聞 1906년 4월 2일, 雜報 開進長書
皇城新聞 1908년 4월 18일, 論說 名實相反
皇城新聞 1909년 1월 29일, 論說 敬告社會上僉君子
皇城新聞 1899년 7월 27일, 外報 康有爲氏
皇城新聞 1907년 4월 24일, 25일, 26일, 論說 保守와改進
皇城新聞 1907년 3월 30일, 論說 警告各團體社會
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29일, 論說 韓國之進化程度 ; 대한 일신보 1907년 10월 1-2일, 론셜
한국의 진보 졍도
24) 大韓每日申報 1908년 8월 13일, 論說 進化와 降衰 ; 대한 일신보 1908년 8월 13일, 론셜 진보
와 강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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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신문 논설 競爭進化論의 大槪 는 국문판 논설에서 경 의 진보 로 번역되어
실렸다.25) ‘進化’를 모두 ‘진보’로 바꾼 것이다. 제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도 그
25)

26)26)

러하다.

이 점은 진화를 논하는 서적 광고에서도 발견된다. 문명 진보의 역사적 모범으
로 특별히 주목되는 서양 근대사를 대상으로 삼아 서양 문명의 진보를 논한 책으
로 李埰雨가 역술한 十九世紀歐洲文明進化論 이 있었다. 황성신문 에 게재된 이
책의 광고문은 이 책이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구미 각국에서 문명 진보하고 물질
진보한 유래와 원인을 상술한 것이라고 하였다.27) 책의 제명은 ‘진화’였으나 신문
27)

독자를 위한 광고 문안에서 진화는 보이지 않고 ‘진보’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그
만큼 일반 대중을 향한 친근감에 있어 진화와 진보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음
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에서 진화를 진보로 풀이하고 황성신문 광고문
에서 진화를 진보로 서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를 전적으로 진화 개념의 진보 환원
론으로 간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진화와 진보의 개념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진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진화와 진보의 개념적 친근성 때문에
진화를 진보로 번역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한제국 초기 독립신문 에서는 벤저민
키드를 소개하여 진화의 개념으로 진보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즉, 진보의 원천은
경쟁에 있으며,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선한 법제를 창출하고 개인도 경쟁적으로 학
28)

문을 수련해야 진보가 실현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가의 간섭이 배제된 자유

28)

방임의 환경에서 개인의 경쟁을 추구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달리 국가의 간섭
을 통해 개인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개인 경쟁의 사회적 효율성을 증
29)

진하고자 했던 키드의 사회진화론 를 독립신문 에서 소개한 것은 그 자체로 별
29)

도의 연구 대상이 되겠거니와, 이미 진보라는 어휘가 대한제국 초기부터 사회 진
25)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11일, 論說 競爭進化論의 大槪 ; 대한 일신보 1909년 8월 11일, 론셜
경 의 진보
26) 예를 들어,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11일, 論說 競爭進化論의 大槪 와 대한 일신보 1909년 8월
11일, 론셜 경 의 진보 를 비교해 보자. 국한문판에서는 다윈이 출현하여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며 역
사의 공례를 추론하여 인류는 원래 進化요 떤化가 아님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반면, 국문판에서는 진화
를 ‘진보하는 것’, 퇴화를 ‘퇴보하는 것’이라고 풀어 주었다. 또, 국한문판에서는 금일 물류와 인류는 태
고의 물류와 인류가 아니니 모두 진화하여 이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국문판에서는 ‘진화
하여’를 ‘진보가 되어’라고 바꾸었다. 국한문판에서는 세계는 日進日化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국문
판에서는 일진일화를 ‘날마다 진보하고 달마다 변화하는’ 것이라고 풀어 주었다. 요컨대, 다윈의 진화론
과 관련된 전문 용어로 진화를 사용해야할 경우조차 진보로 풀이하였다.
27) 皇城新聞 1908년 4월 15일, 廣告 : 이 광고는 5월 14일까지 한 달 간 게재되었다.
28) 독립신문 1899년 8월 5일, 논설 진보론
29) 서정훈, 1997 19세기 말 영국의 사회진화론들 부산사학 32, 부산경남사학회, 191-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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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개념을 내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대한제국 후기 진화가 진보로 번역될 수
있었던 개념적 환경을 읽을 수 있다.
사실 인류 문명을 통찰하는 새로운 학설로 진화가 소개되었음과는 별도로 수사
적인 양상에서 진화와 진보는 사실상 혼용되고 있었다. 1906년 황성신문 에서 한
국 인민의 참상을 개탄하며 ‘文明進化’를 창도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30) ‘문명진화’
30)

는 ‘문명진보’나 ‘문명개진’과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文明進步’, ‘進明’, ‘開明進步’, ‘開進’, ‘改良進步’, ‘改進’, ‘進化’ 등
의 새로운 어휘들은 모두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의 새로운 변화를 예시하는 것이
다. 대한제국기의 진보는 전통적인 진보 개념에 문명이라고 하는 목적이 부과되어
문명을 향한 진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가 출
현하였다.

3. 진보 개념의 추이
1) 초기 : 진보의 이념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진보는 문명을 향한 진보라는 의미에서 문명진보라는 새로
운 개념을 함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보 개념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로서 진보를 추구했던 사회세력의 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된 것이었다. 대한제국 초기 사회 여론을 주도했던 여러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진보를 표방하였다. 독립신문 은 창간 논설에서
31)

조선의 신민이 독립신문 을 통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할 것을 기대하였고,
32)

립신문 의 목적이 인민의 이목을 개명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32)

31)

독

뎨국신문

은 신문 창간 목적을 신문을 널리 전파해 국가 개명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
33)

고,

33)

뎨국신문 의 제일의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법률과 풍속을 고쳐 개명

에 나아가기’라고 하였다.34) 매일신문 은 창간 논설에서 국가 문명 진보에 큰 기
34)

30)
31)
32)
33)
34)

皇城新聞
독닙신문
독립신문
뎨국신문
뎨국신문

1906년
1896년
1898년
1898년
1898년

9월
4월
9월
8월
8월

26일, 論說 警告全國同胞
7일, 논셜
5일, 신문 갑 의론
10일, 고
12일, 13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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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초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고,

대한제국 신민이 문명국의 정교과 풍속을 한

35)

결같이 본받아 개명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주장하면서 매일신문 의 목적이 여기
36)

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36)

진보, 개명진보, 문명진보가 모두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황성신문 역시 진보를 추구하였다. 대한제국 초기 여타 신문들처럼 개명진보
37)

를 표방하였다.

37)

황성신문 은 진보를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자 문명의 전개 과정

으로 보았다. 진보란 이를테면 프랭클린이 風箏을 만들어 전기를 발명한 후 電氣
線과 傳語機가 나와 만 리 소식을 일순간에 통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
한 虛靈知覺을 사용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革舊圖新, 棄舊從新으로 제시되었다.
국가의 진보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舊規에 인순한 나라는 쇠퇴하지
않음이 없고 新式을 실시하는 나라는 부강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萬國史의 필연
이었다. 대한제국 초기 국가 진보의 문제점은 갑오경장 이후 누차 圖新과 維新을
천명하는 詔勅이 나와 진보의 의지는 표출되었으나 장기간 축적된 민간의 유습과
정부 관료의 의지 박약으로 新式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개명진보의 실효가 나타
38)38)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황성신문 에서 국가의 진보를 舊規를 버리고 新式을 따르는 것으로 집약했을
때 그 신식이란 서양 근대 문명에서 발원하는 西法을 뜻하는 것이었다. 서법은 인
민을 학대하는 포학의 법률이 아니라 민심을 체찰하는 공평의 법률인 바, 일본은
사사건건 서법을 준행하여 마침내 만국공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국은 구
법을 고치지 않고 명국의 가혹한 법제를 습용하여 망국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설
명되었다. 한국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청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인민을 학대하는 포
학의 법률이었고, 비록 신식이 반포되었으나 조변석개하는 무상한 상황에서 ‘外新
內舊’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39) 대한제국 법제의 외신내구 현상은 달리 말하면
39)

40)

유명무실한 신식과 무명유실한 구식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갑오

40)

경장 이후 신식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황성신문 은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구
식을 행하던가 신식을 확장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월만 허비하지
41)41)

말라고 충고하였다.
35)
36)
37)
38)
39)
40)

매일신문
매일신문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1898년
1898년
1898년
1898년
1898년
1899년

4월 9일, 론셜
4월 15일, 론셜
9월 5일-12월 29일, 本社告白
10월 12일, 論說
9월 12일, 論說
5월 30일, 論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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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에서 지적한 대한제국 초기 ‘외신내구’의 상황은 타이의 중흥을 논한
독립신문 의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독립신문 은 타이가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에서 국운이 위태로왔는데, 국왕의 결단으로 영국인 고문관을 초빙해 재정을
맡겨 국정을 개혁하고 영어에 능통한 인재들로 정부를 구성해 국가 중흥이 전망된
다고 보았다.42) 아울러 일본, 이집트, 한국, 타이의 국가 개혁을 서로 비교하였는
42)

데, 일본은 서양의 법제를 수용해 본국의 구법을 완전히 고쳐 부강함을 이루었고,
이집트는 일본에는 못 미치지만 서양 각국의 선정을 본받아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반면, 한국은 사사건건 구습에만 젖어 외모로는 서양 각국의 법률을 취할 듯하지
만 하나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은 타이를 본받아 속히 진보해야 한다는
43)

것이었다.

43)

독립신문 의 이 논설은 1899년 8월 大韓國國制가 반포되기 직전에

나온 것이지만 그 직후에 나온 황성신문 의 논설에서도 여전히 ‘외신내구’의 타파
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이 각국과 통상한 이래 외양으로 신법을 조금 모방한 것은
시세의 형편상 法古와 守常이 불가했기 때문임을 논하고, 한국이 다시 지금 新法
으로 일변하여 태서의 부강국이 되어야 하는지 古制를 지켜 본래의 빈약국이 되어
44)44)

야 하는지 물었다.

이처럼 대한제국 초기 진보의 중심에는 제국의 維新을 배경으로 西法을 완전히
수용하여 국가제도를 개혁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구법과 신법이 혼
재된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開明으로 명확히 정한다는 성격이
있었다. 모든 것이 갈림길에 있었다. 開明進步가 합당한지 아니면 守舊頑固가 적합
한지, 이런 관점에서 온갖 일의 선악을 정밀히 변석할 것이 요구되었다.45) 현상을
45)

유지하는 保守的 정책과 현상을 타파하는 開進的 정책 중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46)

因時制宜의 정신에 합당한지 국가 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정할 것이 요구된 것도

46)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이와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진보는 수구완고가 아닌 개
명진보를, 보수적 정책이 아닌 개진적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진보는
이를테면 영국이 어떻게 흥성해서 세계일등국이 되었으며 영국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국과 솔직하게 비교해 본다는 생각, 한국이 어떤 정치를 해야 세계일
등국이 되겠으며 구습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지경에 도달할지 냉철히 따져보는 생
41)
42)
43)
44)
45)
46)

皇城新聞
독립신문
위와 같음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1898년 12월 14일, 論說
1899년 8월 8일, 중흥론
1899년 8월 23일, 論說
1899년 4월 27일, 論說
1905년 5월 1일, 論說 國務大臣의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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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각 에서 계발될 수 있는 것이었다.47)
그러나, 대한제국 초기 언론에서 각성된 개명진보의 열정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무엇보다 황성신문 에서 忠君愛國의 목적과 開明進步의 방향으로 이천만 민생을
48)

대표해 결성되었다고 기린

48)

독립협회가 혁파됨으로써 개명진보의 동력이 꺾여 나

갔다. 오히려 한국이 20여년간 開進하면서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것은 개진의 방
49)

도가 본디부터 실효가 없어서라는 개진에 대한 회의론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49)

開

進한 사람도 완고한 귀척을 만나면 꼬리를 내리고 완고로 자처하고 頑固한 사람도
개명한 인사를 만나면 개화로 돌아가는 거듭된 外飾이 비판받을 정도로 개명진보
50)

와 수구완고 사이의 이념적인 경계가 흐릿해 갔다.

대한제국 초기에 제시된 진보

50)

의 이념은 대한제국 황제의 전제정치 하에서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다.

2) 중기 : 진보의 부활과 변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대한제국의 진보 담론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다. 진보를 표방하는 각종 단체가 설립되면서 진보는 국가 개혁을 원하는 사회
세력의 이념적 표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유력한 사회단체, 예컨대 一進會,
進步會, 共進會, 東亞開進敎育會 등이 모두 공통적으로 회명에 직접적으로 진보를
드러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먼저 일진회는 1904년 8월 尹始炳 등 독립협회 계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
립된 단체였다. 취지서에 따르면 회명 일진은 ‘一心進步’에서 나온 말인데 진보의
목적지는 개명으로 설정되었다. 일진회는 자신의 목적이 一新開明의 영역에 전진
하여 국가 면목을 一變維新케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
난 10년간 신식이 반포되었지만 고루한 폐정이 계속되어 전국 인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부에서 민생을 구원하기는커녕 부패한 정치로 학대와 압제를 가하고 있
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보였다.51)51)
진보회는 일본 망명 중인 孫秉熙의 지시를 받아 李容九의 주도 하에 1904년 9
월 지방의 동학 교도들이 각지에 설립한 민회였다. 진보회 회민들은 국가의 안녕
과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며 기왕에 동학의 배외주의를 반성하고
47)
48)
49)
50)
51)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1898년
1898년
1900년
1901년
1904년

11월 5일, 別報
9월 13일, 論說 ; 皇城新聞 1898년 9월 24일, 論說
10월 18일, 論說, 凡人之成無異於穀之成
8월 7일, 論說, 一世多外飾
9월 2일, 別報 一進會趣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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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본과 친절히 교접하여 開明進步의 효력을 얻을 것을 추구하였다.

52)

진보회와 일

진회는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황실 존중,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일본군에 대
53)

한 협조 등 서로 차이가 없었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결

53)

과 동년 12월 2일 중앙의 일진회와 지방의 진보회가 하나로 통합하여 일진회가 되
었다. 사실 일진회와 진보회는 회명을 놓고 보더라도 ‘일심진보’와 ‘진보’로 회명에
진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었고 양회 모두 개명진보에 관한 관심이 깊었다.
한편 1904년 12월 3일 독립협회 계열과 보부상을 중심으로 결성된 共進會의 본
래 이름은 商民會였다. 처음 羅裕錫 등 보부상 지도자가 11월 26일 상민회를 설립
했다가 그 이름을 進明會로 바꾸었고 다시 독립협회 계열 인사를 수용하여 그 이
54)

름을 공진회로 바꾼 것이다.

진명회는 취지서에서 과거 독립협회가 문명의 첫 단

54)

계였는데 정부에서 상민을 속여 독립협회를 배척하도록 한 결과 국가의 흥쇠와 인
민의 고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 상민이 이를 각성하여 전국 동포
55)

들과 함께 文明에 幷進할 목적으로 진명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55)

진명회를 개명

한 공진회는 상민만 進明하면 나머지 士兵農工과 무관한 듯이 비쳐져 ‘大進文明’의
초심에 유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士兵商農工이 ‘共進文明’한다는 뜻에서 회명을 공
56)

진회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진명회와 공진회는 ‘幷進文明’ 혹은 ‘共進文明’의 뜻으

56)

로 양자 공히 문명을 향한 진보를 직접적으로 회명에 노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905년 7월 개회한 東亞開進敎育會의 본래 회명은 東洋開進敎育會였다. 1904년
결성된 輔仁社를 모체로 하여 인민 지식을 개발하고 국가 개명에 보답하기 위해
尹敦求 등이 결성한 단체였다.57) 이 회의 목적은 韓日淸 동양 삼국이 합심하여 인
57)

58)

재를 교육하여 開明의 길로 진보한다는 것이었다.

58)

개회일에 동양에서 동아로 회

명을 바꾼 개진교육회는 여전히 開明進步와 敎育斯民을 주된 설립 취지로 삼아 한
문과 일어를 가르쳐 학문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59)59)
이상의 단체들은 단체 주도 세력과 일반 구성원들, 그리고 단체의 성격이 서로
같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개명진보 또는 문명진보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었다. 그것은 대한제국 초기 가열된 개명진보의 열정을 다시 점화한 것
52)
53)
54)
55)
56)
57)
58)
59)

皇城新聞 1904년 11월 16일, 雜報 進步景況
金鍾俊, 2008 대한제국 말기(1904년-1910년) 一進會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면
崔起榮, 1997 共進會와 反一進會 운동 韓國近代啓蒙運動硏究 , 일조각, 121-137면.
皇城新聞 1904년 11월 29일, 雜報 進明趣旨
皇城新聞 1904년 12월 6일, 雜報 共進榜告
皇城新聞 1905년 5월 23일, 雜報 敎育設會
皇城新聞 1905년 5월 23일, 雜報 東洋開進敎育會規則
皇城新聞 1906년 4월 3일, 雜報 開進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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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대한제국 초기의 진보가 비록 독립협회의 사회운동과 연결
되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를 진보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었다면
대한제국 중기의 경우 진보의 주체를 자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회단체였다는 사
실이다. 특히, 일진회는 과거 독립협회가 정부에 대해 그러했듯 정부의 시정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이 신봉하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일진회는 1906년 伊藤博文이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자 때를 맞추어 선언서를 냈
60)

다.

60)

일진회는 정치의 요점이 민심의 획득에 있고 민심의 획득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다고 하였다. 통감부의 설립을 배경으로 시정개선이 진행되어
제도가 개혁되고 악정이 철폐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기대하였다.
일진회는 문명진보를 두 가지 개념으로 보았다. 하나는 역사의 추세였다. 그것은
‘世運의 變遷’을 만나 문명의 진보가 일월의 운행처럼 진행되어 조금도 중단이 없
는 것, 간단히 말해 ‘世態의 進運’이 그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역사의 추세에 합치
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이었다. 일진회는 여기에 각각 교육과 실업에
해당하는 ‘人文의 發達’과 ‘富源의 開發’이라는 2대 강목을 부여하였다.
일진회 회원인 廉仲模는 일진회의 2대 강목의 하나인 ‘인문의 발달’에 관해 연설
61)

하면서 진보를 논한 적이 있었다.

61)

즉, 그는 인문이 발달해야 문명국을 수립할 수

있음을 말하고 이를 위해 가장 급선무가 진부하고 비루한 풍속을 일체 개량한 후
때에 따라 변혁하는 것이 문명진보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부강함과 인민
의 문명됨이 인문의 발달에 있다고 했을 때 인문의 발달이란 급진적인 구습 개량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진회의 관점에서 통감부의 설치는 대한제국 초기에 이루지 못했던 개명진보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였다. 西法에 충실한 新制 수립을 희구했던 대한제국 초기의
진보의식은 대한제국 중기 일본 통감부의 시정개선을 배경으로 교육과 실업을 추
구하는 一進會 같은 사회단체의 진보의식으로 연속하는 면이 있었다. 그렇게 볼
때 1906년 3월 통감부의 설치와 거의 동시에 설립된 大韓自强會는 ‘自强’이라고 하
는 독특한 진보 개념을 통해 대한제국 초기와 구별되는 진보의식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張志淵, 尹孝定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한자강회는 그 설립 목적을 자국의 부
강을 도모하여 독립의 기초를 만드는 것에 두고 있었고 이를 위해 교육의 확장과
62)

산업의 발달을 연구, 실시한다고 밝혔다.

62)

대한자강회에 참여한 大垣丈夫가 지적

60) 皇城新聞 1906년 3월 5일, 雜報 一進宣言
61) 皇城新聞 1906년 3월 24일, 雜報 一進演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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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했듯 교육과 실업은 반드시 대한자강회의 특징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일진회에서

63)

‘인문의 발달’과 ‘부원의 개발’을 추구했듯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지향하는 것이었다.
대한자강회의 특징이 있다면 선행 사회단체와 비슷하게 교육과 실업의 실력양성운
동을 추구하면서도 취지서에서 밝힌 바 國民精神, 自國精神, 祖國精神 등 정신 배
양을 실력 양성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進’이 들어가는 온갖 진
보 관련 어휘를 회명으로 이용했던 선행 사회단체들과 달리 ‘自强’을 회명으로 선
택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대한자강회는 독립국으로서의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에서 진보의
주체를 수립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았음을 볼 수 있다. 대한자강회가 취지서에서
밖으로 문명의 학술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안으로 조국 정신의
배양을 반드시 주문했던 것은64) 을사늑약 이후 한국에서 진보의 목적이 단순히 문
64)

명의 실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권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포함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진보의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가 정신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라면 주체의 진보를
형성하는 문제는 자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었다. 자강이란 고전적인 ‘自强不息’에
서 유래하는 것으로 군자가 부단히 자신의 덕을 진보해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대
한제국기 진보 개념은 처음부터 그것이 문명과 깊이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문명이라는 목적을 향한 진보의 색채가 짙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주체로부터 진보를 시작한다는 발상보다는 외부에 있는 목적을 향해 진보를 시작
한다는 발상이 더 강했다. 자강은 진보 관념의 그러한 개념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인 바, 주체의 진보에 예민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어휘였다. 남의 힘
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분발하여 오늘 진일보하고 내일 진일보하여 실
력을 양성한다고 하는 주체성에 주안점이 있는 사상이 다름 아닌 자강사상이었기
65)65)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제국 중기에는 진보를 표방하는 유력한 사회단체들의 활동 속에서
62)
63)
64)
65)

大韓自强會月報 1, 大韓自强會趣旨書 1906.7
大韓自强會月報 1, 本會會報 1906.7.
大韓自强會月報 1, 大韓自强會趣旨書 1906.7
자강사상이란 흔히 스스로 강자가 되겠다는 사회진화론적인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기실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분발하여 실력을 양성한다고 하는 고전적인 ‘자강불식’의 주체성에 주안
점이 있는 사상이었다. 자강주의를 제창하고 창립된 상기한 대한자강회는 ‘society for the self-help’라고
영역되고 있는데, ‘self-strengthening’이 아닌 ‘self-help’라는 의미에서의 자강은 대한제국 후기 일본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실력양성을 추구했던 사회운동의 기본 정신이었다. (盧官汎, 2008 대한
제국기 張志淵의 自强思想 연구 : 團合論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노
관범, 2009 韓國痛史 의 時代思想 : 自强, 人道, 革命의 삼중주 韓國思想史學 33, 한국사상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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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부활되었으며 을사늑약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국권 회복이
라는 새로운 역사적 과제가 발생함으로써 단순한 문명진보의 부활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권 회복을 위한 자강불식이라는 변화된 진보의식을 야기하였다.

3) 후기 : 진보의 확산
대한제국 중기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단체들이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한제국
초기의 진보사상이 사회적으로 부활하였다. 문명진보 또는 개명진보는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문명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적 주체들이 지역별
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태서 열국이 부강한 문명을 성취한 이유가 사
회의 발달과 학문의 진취 때문인데, 한국에서도 갑오경장 이후 각종 학교를 창설
해 10년 간 사회가 발달하고 학무가 확장되었으니 한국 문명의 일대 진보가 일어
난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가 주목된다.66) 한국에서 문명진보가 실현되는 과정은
66)

은유적으로 말하면 ‘오늘 학교 하나를 설립하고 내일 사회 하나를 설립하여 학교와
학교가 흥왕하고 사회와 사회가 발달한다’는 말에서 보듯 곳곳에서 학교와 사회를
설립하는 모습으로 시각화되었고,67) 또는 ‘위로는 서울에서 아래로는 시골에서 교
67)

육이 흥성하고 글읽는 소리가 서로 들린다’는 말에서 보듯 곳곳에서 신학문을 흡수
68)68)

하는 소리로 청각화되었다.

문명진보는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것이었기에 그것의 확산은 지역적인 성격을 띠
었다. 따라서, 교육사업이 착수되고 흥성하는 선후에 따라 지역별 전개 양상이 다
를 수 있었다. 李東輝가 설립한 강화의 普昌學校는 교육 구성이 체계적이고 학생
수준이 양호하며 인근에 많은 지교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것
69)

은 곧 강화 지역의 문명진보로 직결되어 이해되었다.

69)

평양 군수 白樂均이 청년교

육의 발달을 위해 面里의 私塾을 개량하고 師範講習所를 설립했을 때 그것은 이
지역의 문명진보의 기초라는 영예를 들었다.70) 경상남도 관찰부 부사 金容孝가 인
70)

민 개발과 청년 훈도를 위해 성내 金善在 집에 新聞縱觀所를 설치했을 때 그는 경
71)

상남도 문명진보의 선도자라는 영예를 들었다.

71)

울산군에서 면면촌촌에 문명의 이

유를 설명해서 사숙을 일체 폐지하고 日新學校가 설립되어 번창하고 있는데, 울산
66)
67)
68)
69)
70)
71)

皇城新聞
위와 같음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皇城新聞

1906년 8월 25일, 雜報 英語硏成會趣旨書
1907년
1907년
1907년
1907년

10월 13일, 雜報 三淸洞私立講數院趣旨書
3월 29일, 雜報 普校大振
5월 8일, 廣告
6월 7일, 雜報 果是有志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133

군 군수와 주사가 격일로 이 학교를 방문해 친히 격려하는 연설을 하고 있어서 이
를 거점으로 울산군의 문명진보가 기대되고 있었다.72)72)
대한제국 후기 지역별로 교육과 실업을 진흥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그것이
곧 그 지역의 문명진보로 이해됨에 따라 문명진보는 이제 그러한 사회사업의 진보
를 의미하게 되었다. 황성신문은 1908년 평안도 영변 지역 각학교연합운동회의 개
설, 유신학교의 창설, 농학회의 조직과 농업학교의 건립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제반
73)

활동에서 ‘開明事業에 착착 進步하는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논평하였다.

73)

미주

교포와 노령 교포가 애국사상으로 청년교육을 위해 사회운동에 분발하는 모습 역
74)74)

시 ‘文明事業이 日漸進步’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한제국 후기 문명진보의 개념은 교육과 실업,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문
명사업’ 또는 ‘개명사업’의 진보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문명사업’이란 정부의 명령
이나 관리의 금제 없이 민간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황성신문 은 평안남북도 각학교
연합운동회 당시 학생들이 보여준 품행 - 음주자와 흡연자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나 미주와 노령의 해외 교포들이 청년 교육에 기울이는 열성을 통해 한국 ‘문명사
업’이 정부의 지도에 관계 없이 한국 민족의 내재적인 역량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문명사업’의 사회적 자율성은 동시에 ‘문명사업’의 정치적 자립성을 전
망하는 근거였으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명진보에 관한 자강사상의 관심이라
할 국권 회복이었다. 황성신문 은 이것을 ‘우리들의 고유한 권능의 회복’이라고
온건히 표현하였다.75)75)
문명진보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국
민이 문명진보의 주체로 상정되었다. 문명진보에 관한 한 국민들 상호 간에 차별
이 있을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이 발행되자 사립 광동학교 교장 申蕭堂
은 그것이 한국의 부인사회와 보통사회를 위한 특별한 사건임을 기리면서 이로 인
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명의 공기를 흡수하여 동포 전체가 문명진보에 들어설
것을 기대하였다.76) 1907년 설립된 進明婦人會는 6월 15일
76)

忠壇에서 개회식을

열었는데, 회장은 申蕭堂으로 이 날 개회식은 다과회 및 각 여학교 연합 대운동회
등의 행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養閨義塾 학도들이 부른 개회식가의 가사에는 ‘국민
72)
73)
74)
75)
76)

皇城新聞 1908년 3월 18일, 雜報 蔚山新校
皇城新聞 1908년 7월 3일, 論說 妙鄕山의 晩翠風景
皇城新聞 1908년 6월 23일, 論說 學界進化
皇城新聞 1908년 6월 23일, 論說 學界進化
대한 일신보 1907년 5월 23일, 奇긔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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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발달 니 남녀학문 일반이라 진명회여 진명회여 문명진보 진명회라’라는 구절
이 있었다. 역시 문명진보의 주체에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었다.77)77)
문명진보의 주체에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것, 이로부터 남녀동등이 제기되는 것
은 논리적 필연이었다. 여성의 시각에서 볼 때 갑오경장 후 개명적 사상과 발달적
의사로 학교와 사회가 시작했지만 그것은 남성의 문명진보였을 뿐 정작 여자 교육
은 거기에 없었다. 교회당에서 교육이 시작되고 몇몇 부인회와 여학교가 설립되어
비로소 여성의 문명진보를 위한 거점이 확보될 수 있었다. 여성의 시각에서 남녀
동등이란 태서의 문명 교육을 본받아 남녀가 동등으로 사업을 해서 남녀 공히 충
78)78)

군애국의 일심으로 억천년 종사를 보전하는 것이었다.

문명진보의 주체에는 계층의 구별이 없는 것이었다. 당시 용어를 빌려 상등사회
와 하등사회 모두 문명진보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상등사회와 달리 하등사회는
계층적 한계로 인해 문명진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넓지 못했다. 교육과 실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력양성운동의 주체는 사회적 有志들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국채
보상운동의 확산은 하등사회가 문명진보의 주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현상으로 각인
되었다. 부인이 반찬값을 줄이고 아이들이 세배돈을 털고 교군과 각사 하인과 걸
인까지 모금에 동참한 일, 삼화항 부두 모군들이 동맹하여 담배를 끊고 술과 노름
을 금해 국채보상 의연금을 모은 일, 안악군 초동 목수들이 밤마다 나라 중흥을
기도하고 촌로에게 금주를 간청한 일,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문명진보가 하등사회
79)

에서 시작함을 입증하는 사례로 간주되었다.

79)

진보는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관습

의 속박을 뚫고 일상을 변혁하는 것이 곧 진보였다. 국채보상운동은 공익을 위한
일상의 변혁이 곧 진보의 출발임을 알려 준 사건이었고, 하등사회가 당당하게 상
등사회에게 문명진보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었다.
또한, 역으로 사회 안에 상하 우열의 기준은 선천적인 귀천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 곧 문명진보를 향한 노력에 의해 설정될 수 있었다. 황성신문사는 이런 견지
에서 ‘勞 者 아래에 士大夫’라는 파격적인 타이틀로 상등사회와 하등사회의 역전
을 주장하였다. 가령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블라디보스톡 교포들이 고된 노동생활
끝에 사회를 조직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을 발행했을 때, 그것은 상해에 체류
하며 은행 저치 예금으로 한몸 편안하게 호화롭게 사는 한국의 貴戚 인사들과 대
77) 皇城新聞 1907년 6월 17일, 雜報 進明婦人開會式盛況
78) 대한 일신보 1907년 7월 9일, 긔셔 남녀동등
79) 대한 일신보 1907년 10월 2일, 론셜 한국의 진보 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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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는 진보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름 없는 樵童과 汲水商이 야
학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것은 엽관과 풍월에 골몰해 있는 사대부와 대비되는 진
80)

보적인 생활로 평가받았다.

80)

애국사상으로 문명진보를 생각하는 숭고한 품행과 실

천이야말로 사회의 상등과 하등을 나누는 새로운 가치였던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문명진보를 위한 신실한 품행이라는 기준에 의해 서울과 지방의 위계가
역전될 수 있었다. 똑같이 문명진보의 길에 들어섰어도 사치스런 복장으로 담배를
태우고 연극장에 출입하는 서울 학생은 그렇지 않은 지방 학생이나 해외 노동 동
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존재로 평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81)81)
이처럼 대한제국 후기에는 진보 개념이 지역, 성별, 계급 등 다양한 범주 속에
서 확산되고 있었으며 국가와 같은 균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이나 일상과 같은
비균질적인 공간에서 진보의 실천이 확장되고 있었다. 대한제국 초기 정부의 국가
정책의 이념적 측면을 둘러싸고 의식되었던 진보 개념은 대한제국 중기 들어와 유
력한 사회단체들의 사회운동의 지향성 속에서 다시 분출하고 변화되어 갔는데, 이
제 대한제국 후기에 들어와서는 진보 개념의 현장이 다변화되고 다원화되는 가운
데 진보의 실천적 공간이 다양한 범주를 통해 개인의 일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숙
하게 파고들어 온 것이다.

4. 결론
이상으로 대한제국기의 진보 개념에 관하여 그것의 형성과 추이를 중심으로 고
찰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進步 개념은 주자학의 형성을 배경으로 학문과 수양의
영역에서 전진함을 뜻하는 것이었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곧잘
‘進步處’라는 말을 애용하였다. 그렇지만,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문명의 실현이 역사
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진보는 문명을 향한 진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게
되었다. 진보는 목적을 향해 운동하는 역사의 변화로서 이해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역사의 변화를 초래하는 역사적 주체의 운동으로 이해되었다.
문명을 향한 진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함축하면서 이와 같은 개념을 발현하는 새
로운 어휘로 文明進步, 進明, 開明進步, 開進, 改良進步, 改革進步, 改進, 進化 등
80) 皇城新聞 1908년 3월 5일, 論說 勞動者下에 士大夫
81) 皇城新聞 1908년 6월 23일, 論說 學界進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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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단어가 유행하였다. 문명을 향한 진보라는 개념의 본래적 의미를 잘 드러
내는 중심적인 어휘가 文明進步였으며, 이와 비슷한 어휘로 文明改進, 文明進化가
혼용되고 있었고 문명진보를 약칭하는 어휘로 進明이 사용되었다. 문명진보 못지
않게 자주 사용된 중심적인 어휘가 開明進步였으며 개명진보를 약칭하는 어휘로
開進이 곧잘 사용되었다. 진보는 그 자체로 문명진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지만
진보를 실현하는 방법과 결부되어 改革進步, 改良進步 등의 새로운 어휘가 출현할
수 있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開明進步 역시 進步의 방법으로서 開明을 의
식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改進이 개혁진보 또는 개량진보의 약칭으
로 출현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保守의 대립적인 가치로서 改進이 거
론된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오늘날 진보와 진화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당대에 進化와 進步는 혼용되고
있었다. ‘進化’는 국문 독자들을 위해 ‘진보’로 번역되었으며 때로 국문 어휘 ‘진보’
가 ‘進化’의 어휘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회진화론을 함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進
步는 전통적인 한문 어법의 영향으로 一進, 共進, 幷進 등의 다양한 어휘로 출현하
였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進步라는 어
휘에만 집중해서는 곤란하며, 진보 개념을 지니고 있는 온갖 어휘들을 전방위적으
로 수집하여 그것의 언어적 관례를 기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기의 진보 개념은 국면별로 크게 세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진
보는 새로운 國制 수립에 있어 西法의 수용을 지향하는 개념이었다. 그것은 개명
진보냐 수구완고냐 하는 양자택일적인 관계에서 설정되는,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개념이었다. 대한제국 초기 언론은 공통적으로 문명진보를 지향하고 있었고, ‘甲午
更張’과 ‘丁酉維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역사적 변화를 아직 ‘外新內舊’의 이
중적인 상황으로 독해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돌파하여 한국 사회의 완전한 혁신
을 추구하는 것을 진보라고 인식하였다.
중기의 진보는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단체들이 대두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러일전쟁의 발발을 배경으로 한국 사회에 설립된 ‘진보’ 단체들이 추구한
진보는 초기 개명진보의 부활이었고 그러한 의식 하에 一進, 進步, 共進, 開進 등
다양한 진보 관련 어휘가 단체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강제된
후 國權 회복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과제가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진보 개념을 담
은 어휘, 곧 自强이 출현하였다. 초기 진보 개념이 문명을 향한 진보에 편향되어
있었고 중기 사회단체들이 표명한 진보 역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
다면, 자강이라는 진보 개념은 국권 회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안고 문명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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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적인’ 진보 못지않게 주체로부터의 '내발적인' 진보도 중시한 것이었다.
후기의 진보는 진보의 확산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것은 한편으로 진보의 주체가
지역, 성별, 계급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국가와 같
은 균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이나 일상과 같은 비균질적인 공간으로 진보의 실
천이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국가의 진보 못지않게 지역의 진보가 중시되었고 남성
의 진보 못지않게 여성의 진보가 갈망되었으며 상등사회의 진보 못지않게 하등사
회의 진보가 선전되고 있었다. 진보란 저 멀리에 있는 거창한 국가의 개혁이라기
보다 이 가까이에 있는 관습적인 일상의 변혁을 의미하였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
고 노름을 끊는 세세한 행위에까지 진보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새로운 진보 개념을 담은 다양한 어휘들이 출현하였고 그러한
어휘들이 대중매체의 담론 질서에 포섭되어 만들어낸 일정한 개념적 국면들이 있
었다. 대한제국기 진보의 개념사는 이와 같은 어휘들과 국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빚어낸 섬세한 의미론적 양상들을 더욱 넓게, 그리고 더욱 깊게 탐구하는 방
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은 고립적인 관념으로 정지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보 개념과 밀착된 역사적 실천에 관한 담론적 질서를 타고
끊임 없이 운동하던 의미체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대한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실천으로부터 진보 담론을 생산하던 대
한제국의 주요 매체들이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된 후 일본에 의해 철저히 탄압을
받아 거의 소멸된 것은 대한제국기 이후의 진보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사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매체의 소멸은 매체의 메시지를 통해 확장되던
진보의 위축 또는 변형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진보까지 침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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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historical concept of progress during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Noh, Kwan-bum *
82)

This thesis is to study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ical concept of progress
during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There were lots of words concerning
progress in Korean mass media, for example, 進步, 文明進步, 進明, 開明進步, 開進,
改良進步, 改進, 進化, which had meaning of proceeding toward modern civilization
in common.
The concept of progress had three steps in connection with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mpire. The first step wa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Western-oriented national policy. In this case, progress meant Westernization in
Korea. The second step was related to the revival of progressive consciousness in
main social groups and its conceptual change during 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slogan of 自强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mation new kind of concept
of progress, for its main focus was on progress from the subject(=Korean people) as
well as toward the object(=Western civilization) in delicately semantec terms. The
last step was related to the diffusion of progressive movement for recovery of
national independence, generally called 'country-saving enlightenment movement' in
historical terminology. There were a lot of movements by name of progress in social
goups, which pursued for the total change of everyday life by female as well as
male, low class as well as high class, periphery as well as capital, and so on.

Key Words : the Great Han Empire(大韓帝國), progress(進步), concept(槪念),
civilization(文明), self-help(自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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