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와 고종*

이 호 윤

유 해 수

- 개요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발틱함대를 새로 재편
한 제2태평양함대 소속으로 동해해전에 참가하였다가 일본군함과의 격
전 끝에 1905년 5월 29일 새벽 울릉도 앞바다에 자침한 러시아 순양함
이다. 돈스코이호는 1981년 조선일보의 보도 등으로 인해 제정러시아의
보물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큰 보물선으로 알려져 왔을 뿐이며 돈스코
이호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고종은 1882년 임오
군란 이후 조선의 내정간섭에 적극적으로 나선 청나라와 을미사변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일본세력을 타개할 목적으
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관계를 타진한다. 1888년 첫 극동항해에 나선
돈스코이호 함장은 고종을 알현하여 협력 관계를 맺었고, 을미사변 이후
정국타개책으로 단행한 고종의 ‘아관파천’시에는 서울에 군대를 파견하여
러시아공사관 수비임무를 담당하여 고종을 호위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돈스
코이호와 고종과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이다.

주 제 어: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고종, 대한제국, 러일전쟁, 동해해전

* 이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 침몰선 정밀탐사 기획연구’ 프로젝트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드미트리 돈스코이호(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이하 돈스코이호)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발틱함대를 새로 재편한 제2태평양함대 소속으로 동해해전에 참가하여
일본군함과의 격전 끝에 1905년 5월 29일 새벽 울릉도 앞바다에 자침한 러시
아 순양함이다. 동해해전 개전 후 러시아함대는 속속 격파 당했고 돈스코이호
는 추격하는 일본 연합함대소속 순양함 나니와(浪速) 등의 공격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포격전을 펼치며 저항했다. 돈스코이호는 많은 손상을 입은 선체
로 인해 함장 레베데프 대령이 울릉도에 승조원들을 상륙시키고 함저의 킹스
톤 밸브를 열어 5월 29일 새벽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최후를 맞았다.
침몰 이후 약 100년 동안 바다 속에서 잠자고 있던 돈스코이호는 지난
2003년 한국해양연구소에 의해 침몰위치가 확인되었다. 즉 1999년 ‘밀레니엄
2000 프로젝트’로 돈스코이호 탐사작업을 시작한 후 약 4년간의 탐사 끝에
2003년 5월 20일 울릉도 저동 앞바다 수심 400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
하였다. 이 때 15센티 함포, 속사포 지지대, 조타기, 전신기, 돛대 지지대, 후갑
판 발코니와 선체 측면 등의 촬영에 성공했으며 이들 촬영사진이 돈스코이호
의 설계도와 일치하였고,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 돈스코이호 이외에 침몰한 군
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러일전쟁당시 침몰한 돈스코이호로 확인되었다.1)
돈스코이호는 일반적으로 동해해전에 참전하였다가 자침하였으며 제정러시
아의 보물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큰 보물선으로 알려져 있다.2) 돈스코이호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침몰선 탐사에 관한 연구3)와 돈스코이호의 항적(航跡)
재구성,4) 동해해전에서의 돈스코이호의 행동상황,5) 동해해전 당시 돈스코이
호 함장이었던 레베데프(И. Н. Лебедев) 대령의 최후6), 해전후의 승조원들의
1) 유해수(2007)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호, 서울: 지성사, 94-95쪽.
2) 다음의 조선일보의 보도가 ‘보물선’에 대한 첫 기사이다. 김효재(1981) ｢한국판 보물
선 인양될까｣, 조선일보 1981.12.06일자 기사.
3) 유해수(2007), 1-104.
4) 송원오(2007) ｢러시아 해군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대한토목학회지 55:1,
104-110쪽.
5) 송원오(1990) ｢Dmitry Donskoi호 소고｣, 대한토목학회지 38:4, 44-48쪽; 송원오
(1991) ｢Dmitry Donskoi호 소고(II)｣, 대한토목학회지 39:6, 28-31쪽.
6) 송원오(2005) ｢돈스코이호 함장의 최후｣, 대한토목학회지 53:12, 148-153쪽.

행방을 다룬7) 연구는 있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격동
의 한국 근대사에서 고종과 대한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돈스코이호와 고종 및 대한제국
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19세기 말 20세기 초 위기의 한국과 관계를 맺었
고 울릉도 근해에 침몰한 돈스코이호의 족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농노해방령(1861)을 발표하여 ‘해방황제’로 유명한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2세(Александр II, 재위 1855-1881)는 1864년 지방 자치 조직인 젬스트보 개
혁을 비롯하여 사법·교육 제도의 개혁, 도시의회인 두마제(1870), 일반징병제
(1874) 등 일련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여 제정러시아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해군 근대화 정책도 시행하였는데 서유럽 및 미국
해군제도를 도입한 조직개혁과 스크류 추진 증기기관 군함 증강이 러시아 해
군 근대화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 해군 근대화 계획으로 1859년까지 러시아
해군은 보유함정의 절반 이상을 스크류 추진 증기함으로 채울 수 있었으며
연안방어와 통상 파괴전 위주에서 점차 대양진출을 위한 순양함 위주의 대양
해군 건설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해군근대화 계획의 성과로 러시아
해군의 함정 보유량은 급격히 늘어나 1880년대에는 세계 제3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880년대 러시아는 4척의 원양순양함을 미국 조선소에 발
주하였고, 러시아 장갑순양함 전대 창설을 위해 2척의 신형 순양함 건조계획
안을 마련했다. 1880년 3월 10일 사모일로프(Самойлов) 중령이 5,800톤급 함
정건조 책임자로 임명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보에 아드미랄테이스트보
(Новое Адмиралтейство) 조선소에서 신형순양함의 건조를 담당했다. 1880년
9월 10일 강철판 99장(60톤)을 네브스키 공작소로부터 인수하여 처음으로 선
체 선대작업을 시작하였고 발틱 조선소에서도 같은 형의 두 번째 순양함을 건
조하기로 결정하여 1881년 2월 10일에 착공하였다. 1881년 3월 28일 이들 신
형 순양함은 각각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와 ‘블라디미르 모노마흐호(Владимир
7) 송원오(2003) ｢돈스코이호 자침 이후의 승조원들의 행적｣, 대한토목학회지 51:5,
52-54쪽.

Мономах)’로 명명되어 이후 20년간 제정러시아 해군 순양함으로 활약하게
된다.8) 신형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명칭은 제4대 모스크바 대공이며
이반 2세의 아들인 러시아의 민족적 영웅 드미트리 돈스코이(1350~1389, 재
위 1359~1389)의 이름에서 따왔다.
돈스코이호의 기공식은 1881년 5월 9일 거행되었고 이 배는 1883년 8월
13일 진수되었다. 그리고 1885년 여름 처녀항해를 하였고 1886년 8월 1일
취역하였다. 돈스코이호의 무장은 203mm포 2문, 152mm포 14문, 37.47mm
탄약통 속사포 10-16(상황에 따라 가변적)문, 64mm 상륙포 2문 등이며,
203mm포의 최대사거리는 6,500m, 152mm포의 최대사거리는 7,400m이었다.
수뢰무기로서 처음 설치한 웨이트식 어형수뢰를 위한 뱃전 부동기 4대, 보트
에 설치한 수뢰기, 소형 수뢰정에는 길이 4.57m의 소형수뢰, 중기보트에는
3.05m의 수뢰(수뢰직경 381mm, 면화약 장약 40kg, 어뢰 사거리 550m)가 장
착되었다. 돈스코이호의 승조원은 장교 23명, 수병 492명으로 총원 515명이
었다. 돈스코이호는 취역 후 처음에는 지중해에서 활동하였다. 1885년 8월
목조 구축함 스베틀라나호를 대신하여 지중해함대를 지휘했으며, 아프가니스
탄 위기 후 태평양으로 파견되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의 발전을 지원하
기 위해 신형함정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1888년 돈스코
이호가 처음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었다.9) 돈스코이호는 1888년 첫
동아시아 파견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했으며 고종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3. 고종과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만남
조선과 러시아는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을 맺어 정식 수교국이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 청, 일 세력의 조선에서의 영향력 행
사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고종(高宗, 1852~1919, 1863~1907 재위)은
청, 일 세력 특히 청나라 세력 견제 및 정국 타개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수교를 택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조선의 내
정에 개입할 기회로 삼았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주도한 흥선대원군(興宣大
8) 송원오(2007), 106.
9) 송원오(2007), 108.

院君, 1820-1898)을 응징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했고, 1882년 7월 청군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하였다.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압송한 후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청의 상인 보호 임무
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였다.
1884년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을 비롯한 개화파인사들이 일본의 힘을 빌
려 청나라 세력 견제를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
로 인해 청의 내정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나라는 1885년
10월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를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
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임명하고 조선의 내·외정을 모두 간섭하였다. 또한 청의
리홍장(李鴻章, 1823-1901)은 조선의 관세권 장악을 목표로 조선의 관세업무
를 담당할 외국인 고문을 추천하였는데 1882년 12월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 1848-1901)가 조선정부 최초의 총세무사가 되어 부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묄렌도르프는 리홍장의 뜻에 반하여 조선을 위한 외
교 및 재무에 힘써주었고 영국, 독일과의 수호협약 수립에 직접 참여하여 조
선에서의 청, 일 양 세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10)
고종은 러시아와 수교를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1885년 묄렌도르프를 통
해 5-6만 명의 조러연합군 구상을 타진하고, 조선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교관과 200명의 해병이 포함된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주일 러시아공사에게
요청하는 등 인아론(引俄論)에 입각하여 동맹국으로 러시아를 택했다. 러시
아는 국가 이익이 한반도에까지 확장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에까
지 방위력을 확장시키면 러시아 전체의 방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하여 조러연합군 구상은 성사되지 않았다.11)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1885년 9월 리홍장은 묄렌도르프를 청으로 소환하였고 1885년 10월 묄렌도
르프의 후임으로 미국인 청년 메릴(Henry F. Merill)을 보냈다. 메릴은 리홍
장의 뜻에 따라 조선의 세관조직을 청의 지배하에 두는 체제로 바꾸었다. 조
선정부는 세관수입을 차단당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청의 내정간섭이 절정에 달하였는데12)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종이 러시아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던 1888년 첫 극동항해에 나선 돈스코이호와 고종
10) 이태진(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서울: 태학사, 28쪽.
11) 심헌용(2009) ｢근대 시기 한・러 군사협력의 역사적 고찰: 러시아 군사교관단 활
동과 조러연합군｣, 시베리아 극동연구 5, 145쪽.
12) 이태진(2000), 28.

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1888년의 러시아 태평양분함대 사령관 슈미트 중장의 보고서에는 슈미트
중장과 돈스코이호 함장일행이 고종을 알현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돈스코이호와 조선과의 첫 접촉에 관한 기록이다.13) 1888년 3월
31일 2시 30분경 러시아 태평양분함대 사령관 슈미트 중장은 보브르호(Бобр)
와 함께 제물포에 도착했다. 슈미트 중장은 다음날인 4월 1일 오전 7시경 참
모 및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함장, 포함 보브르호 함장 등과 함께 한강을 따
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들 일행은 한강을 따라 서울로 가는 동안 한강의
지도제작에 관한 기록을 수로측량 관리본부로 송부하고 그들의 눈에 비쳐진
당시 조선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먼저 이들은 제물포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이용한 도로에 대해 기록을 남
기고 있는데 제물포와 서울 사이에 새로 개설된 도로는 비포장도로로서 통행
하기 어려우며,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데에 따른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의 집들은 유리창문
이 아닌 창호 문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
위를 조선의 가옥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가족이 잠을 자는
돌로 된 바닥 아래 만들어진 특수한 아궁이를 통해, 하나의 작은 부분에서
집 전체에 난방을 공급하여 추위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여 조선의 온돌 난방
문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체격은 좋지만 무뚝뚝하여 일본인들처럼 상냥하지는 않다고 하는 당시의 조
선인에 대해 관찰한 흥미로운 기록도 있다.
이들 일행은 4월 1일 저녁 6시쯤 서울의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하였다. 다음
날인 4월 2일 슈미트 중장은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1841~1910)의 조언에 따라 함대 참모장으로 하여금 조선에 와 있던 외국 대
표들과 고종의 외교고문인 미국인 데니(Owen N. Denny, 1838~1900)를 공식
방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함대 참모장의 공식 방문에 대한 답례로 외국대
표들과 외교고문 데니도 슈미트 중장을 방문하였다.
슈미트 중장은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 중 특히 러시아와 고종에게 협력적
이었던 데니에 대해 우호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 미국인 외교고문 데니는 공
13) 국사편찬위원회편(2007a)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I(1854~1894), 해외사료총서 12권,
186-190쪽. 이하 국사편찬위원회편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본문 사료의 날짜는 러
시아구력.

식 직함이 ‘내부협판 및 외교 고문(Vice president of the house office and
director of foreign affairs)’이며 중국대리공사를 제외한 제 외국 대표들의 큰
존경과 호감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중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리홍장이 데니를 고종의 외교고문으로 추천하여 임명했는데 데니는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반하여 미국과 유럽에 조선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의 베
베르와 함께 조선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데니는 외교고문을 지내는 동안 청한론(清韓論) 저술을 통해
근대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조선이 청에 속한다는 속방론을 부정하고 조선
에 대한 청의 간섭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조선은 엄연한 독립국이라고 주장하
였다.14) 데니는 이러한 고종을 위한 활동 때문에 리홍장의 노여움을 사 1890년
청의 압력으로 파면되었다.
돈스코이호 함장 일행은 4월 4일 오후 2시에 고종의 알다 허락을 받았으며
극동함대 사령관 슈미트 중장을 비롯하여 슈미트 중장의 참모, 베베르, 나예즈
닉호(Наездник) 함장, 보브르호 함장 등과 함께 가마를 타고 경복궁(景福宮)에
도착했다.15) 이들은 경복궁 입구에서 가마에서 내려 궁정관리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갔는데 접견실에서 조선의 외부, 내부대신들과 국왕의 고문 및
고관들의 영접을 받았고 드디어 고종을 알현하게 되었다.16) 슈미트 중장은 경
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평상 업무복인 곤룡포(袞龍袍)와 익선관(翼善冠) 차
림으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고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홀은 장식품과 가구가 전혀 없는 매우 큰 방으로, 바닥은 인피(靭皮)
로 만든 돗자리가 깔려 있었으며 뒤쪽 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는데, 그 뒤
편에 왕이 계셨습니다. 국왕폐하께서는 어깨와 가슴에 조선의 문장이 금색
으로 수놓아진, 일본 옷과 흡사한 붉은 비단옷을 입고 계셨으며 그 양 옆에
는 큰 칼을 손에 든 무장들이 서 있었습니다.17)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는 고종에게 슈미트 중장을 소개하였고, 고종은 슈
미트 중장에게 러시아 황제의 안부를 물었으며, 슈미트 중장은 네 달 전 조
14) 국사편찬위원회편(1957), 

, 62쪽.

15) 국사편찬위원회편(2007a), 187.
16) 이들 러시아 함대사령관 일행을 접견한 장소는 당시 외국사절 접견실로 쓰였던
경복궁 흥복전(
), 함화당(
), 집경당(
)으로 추정된다.
17) 국사편찬위원회편(2007a), 188.

선으로 떠나기에 앞서 황제를 알현했는데 매우 건강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슈미트중장은 베베르의 동의를 얻은 후 다음과 같이 러시아어로 축사하였다.
“지존하신 러시아제국 황제폐하께로부터 태평양 분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받
은 소인은 극동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폐하를 배알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사옵니다. 소인은 조선과의 국제관계가 열리면서 시작된 두 이
웃한 정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국경 무역을 위한 조규를 확립하고 우
리의 육로교류가 양 정부의 더 큰 호감을 증명해 줄 때, 보다 더 긴밀해 질
것이라 확신하옵니다. 저와 제 대위들과, 서울과 조선 내에 있는 장교들 전부
에게 보여주신 환대에 감사드리오며 직무로 인해 잠깐 동안이라 할지라도 저
희가 이곳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하는 데 애석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옵니다.”18)

슈미트 중장은 고종의 윤허를 얻어 돈스코이호 함장 등 일행을 소개하고
30분가량 알현하였다. 이때 고종은 슈미트 중장의 축사에 대한 답사를 하였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왕께서는 통역관을 통해 저의 조선방문으로 인해 매우 기쁘시다고 표
현하셨고 황제폐하께 러시아 군함 중 한 대가 가능한 한 일 년 내내 제물
포항에 정박해 있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폐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군대장에게 부탁
하건대, 러시아제국 황제폐하께 베베르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짐의 감사를 전
해주기 바란다. 그는 짐과 조선에 선의를 갖고 있는 자로, 짐은 항상 그의
의견을 경청하노라.”19)

청의 내정간섭이 절정에 달하였던 당시 제물포에 러시아 함대가 일 년 내내
정박해 줄 것을 부탁하고 고종이 당시 가장 의지하고 신임하였던 베베르를 보
내 준 러시아 황제에게 감사인사를 전해달라고 슈미트에게 부탁하는 등 러시
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했던 고종의 모습을 이 사료에서 엿볼 수 있다.
슈미트 중장은 조선국왕 고종에 대한 인상과 알현이 끝난 후 고종이 이들
일행을 위해 베푼 연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국왕폐하께서는 제게도 저와 동행한 자들에게도 매우 좋은 인상을 주셨
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눈매와 친절해 보이는 외모는 그에게 호감을 갖게 하
18) 국사편찬위원회편(2007a), 188.
19) 국사편찬위원회편(2007a), 188.

며, 우리와 미국의 대표들의 말에 따르면, 국왕은 조선의 이익을 유럽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 국왕폐하께서는 저희에게
자신의 호의를 보여주시려 만찬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주들 중 한 명과 국왕 고문, 대신들과 모든 외국대표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만찬 중에는 춤을 추는 가수들에 더해 18명의 조선악사들로 이루어진 궁중
악단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악기들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피리와 플루트, 그
리고 중국식 바이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악상에는 가락이 있었고 전
체적으로 조선 음악은 일본처럼 귀를 찌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20)

이렇듯 슈미트 중장을 비롯한 돈스코이호 함장 일행은 고종으로부터 극진
한 환대를 받고 돌아갔으며 고종으로부터 받은 환대에 대해 호의적으로 기록
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으로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진 가운데
고종은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1888년 돈스코이호
가 소속된 러시아극동함대 사령관의 조선방문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한 당시
의 조선의 상황과 정국타개를 위해 힘을 기울였던 고종의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종과 돈스코이호와의 이러한 협력적
첫 만남은 이후 ‘아관파천(俄館播遷)’기 더욱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4. ‘아관파천’과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4.1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이어(移御)와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경복궁 점령을 단행하고 일본군이 경
복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세워 김홍집을 총재로 삼
고 개혁안들을 수립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서울에 진주한 일본군은 처음에는
흥선대원군과 친일 개화파 인사들을 동원하여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여기에
서 개혁안을 내게 하였지만 이후 직접 개혁을 주도하기 위하여 군국기무처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어 국사를 주도하게 하였다. 모든 의결권을
내각에 돌려 왕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고종을 국사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무력화 시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 것이었다.21)
20) 국사편찬위원회편(2007a), 188-189.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거
액의 배상금과 랴오둥반도(遼東半島), 타이완브臺灣), 펑후제도(澎湖諸島) 등을
할양 받았다. 러시아는 랴오둥반도가 일본에 넘어가 부동항을 얻으려는 의도가
좌절되자 동맹국인 프랑스 및 러시아의 관심을 아시아에 두려 한 독일과 함께
일본에 랴오둥반도 반환을 요구하였고 일본은 이에 굴복하여 5월 4일 랴오둥
반도 반환을 결정하고 5월 10일 조칙을 발표했다(삼국간섭). 청일전쟁 후 일본
이 추진하고 있던 왕권 무력화 계획 달성에 최대 장애가 민왕후(閔王后; 明成
皇后, 1851-1895) 세력이라고 판단한 일본은 왕의 강력한 후원자인 민왕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삼국간섭을 주도한 러시아, 미국등과 협력을 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자 1895년 8월 왕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을미사변). 고종
은 일본세력 견제와 왕권회복을 위한 대 결단을 내렸다. 즉 1896년 2월 러시
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정국의 전환을 꾀한 것이었다. 비밀리에 추진한 이
거사로 고종은 친일내각을 붕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국왕의 이어(移御)에 책
임을 지고 내각이 사표를 제출하자 고종은 총리대신 김홍집 이하 전 대신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였고 내각대신들을 전면 교체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 농
상부대신 정병하(鄭秉夏, 1849-1896), 탁지부대신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백성들에게 살해되었고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제주도로 유배
되었다. 그리고 내부대신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을 비롯한 10여명의 고관
은 일본 군영으로 도피하여 일본에 망명하였다. 고종은 러시아공사관 이어를
통해 친일내각을 와해시키고 의정부 기능을 부활시켜 전제왕권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고종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후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낸 일본
의 강압을 ‘아관파천’이라는 극적 조치로 후퇴시켜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출
발을 기도하였다.22) 돈스코이호는 이러한 ‘아관파천’기에 러시아 공사관 수비
를 위해 조선에 파견되어 고종의 왕권 확립을 방해하려 했던 일본 세력을 견
제한 러시아 군함 중 하나였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은 제물포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군함 아드미랄 코
르닐로프호(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와 보브르호의 병력의 엄호를 받으며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1896년 2월브10일 고종의 호위를 위해 순양함 아
드미랄 코르닐로프와 포함 보브르에서 파견된 병력 전체 인원은 장교 5명,
21) 이태진(2000), 30-31.
22) 이태진(2000), 32.

해병 135명이었고, 카자크인 군인 4명 및 포함 보브르에서 온 대포 1문이었
다.23) 고종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이어 후 일본은 한국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 러시아공사관 앞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러시아 수비병과 대치하고 고
종에게 환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고종은 요지부동이었다. 일본의 위협
과 더불어 고종 친정 이후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으려 기회를 보고 있던 흥
선대원군도 고종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24)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 돈스코이호가 제물포로 파견되어 돈스코이호의 병
력이 러시아공사관 수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돈스코이호의 러시아 공사관 수
비임무에 관한 기록 중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4월 18일의 러시아
국립해군성문서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러시아공사관 호위임무에 대한 직접
적인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당시 돈스코이호가 러시아 공사관 수비임무를 수
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월 5일 오후 12시 55분 제물포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여 정박했습니다. 정
박지에 1등급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포함 ‘코레예츠(Кореец)’호와
‘오트바즈니’호, 영국 순양함 ‘이모탤리티(Immortality)’호와 ‘피코크’호가 입
항했으며, 6일에는 미국 순양함 ‘마키아스(Machias)’호가 내항했습니다. […]
제물포에 입항한 그 날 1등급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소속의 상륙
부대 중 일부는 이미 서울에서 귀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리공사는 상기
순양함 소속의 상륙 부대를 교대하게 될 새로운 부대가 승선한 본인의 순
양함이 이미 입항하여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입항 다음 날 각하의 제518호 명령에 의거하여 장교 1명의 지휘 하에 총
84명으로 구성된 상륙 부대를 서울로 파병했습니다. 한편 흐멜레프 중위를
선도 장교로 임명하여 서울까지의 안내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25)
23) 김영수(2010) ｢아관파천, 1896: 서울, 도쿄, 모스코바｣, 사림(성대사림) 35, 66-67쪽.
24)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체류사건(아관파천). 1896년 7월 1일(13) 붸붸르가 외상(
)에게 보낸 비밀전문: “러시아 군사고문단 도착이 늦어지자 고종이 공사관에 있
는 것에 반대하여 온갖 방법으로 백성을 선동하던 대원군파가 소란을 일으키고 있
다. 대원군의 부인이며 고종의 친모가 비밀리에 본 대리공사에게 고종을 공사관에
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해 달라고 간청하며 대원군이 매수한 자객(
)이 고종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가 공사관 밖에서 고종의 안전에 대해 도덕적
으로 보증을 하는 것은 러시아군이 경비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대원군
을 추방하고 군사교관단이 도착하면 안정될 것이다.” 박종효 편역(2002)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 문서 요약집, 한국국제교류재단, 424쪽.
25)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II(1894~1899), 해외사료총서

이 사료는 순양함 아드미랄 코르닐로프 호의 함장이 발송한 문서인데
1896년 4월 18일 돈스코이호가 제물포항에 입항하였고 돈스코이호 소속 상
륙부대가 서울에서 귀환하여 아드미랄 코르닐로프호 병력과 교대하고 서울
로 파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봐서 적어도 1896년 4월
18일 이전에 돈스코이호 병력이 서울로 파견되었으며 ‘아관파천’ 초기의 긴
장관계 속에서 파견된 돈스코이호 병력이 러시아공사관 경비임무를 담당하
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돈스코이호 병력과 교대하여 파견된
아드미랄 코르닐로프함의 병력은 장교 1명과 84명의 상륙부대원인데 돈스
코이호 병력도 거의 같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6) 이들 부대는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책임 장교였던 흐멜레프 중위 지휘 하에 서울로 파병
되었다.
이 사료 외에도 1896년의 돈스코이호 병력의 서울파병 기록을 다수 확인
할 수 있는데 러시아사료 뿐만 아니라 일본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일
본 사료에 확인되는 ‘아관파천’ 시 최초의 돈스코이호 병력이동 기록이다.
러시아 軍艦에서 水兵 및 兵器 入京 件
1896년 5월 11일 오후 2시 13분 仁川 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가 芝罘에서 입항하였음. 내일 同艦에서 水兵 및
병기를 入京시킬 사정으로 駄馬 35두를 준비시켰음. 동함에서 보낸 전보 3
통을 참고하시도록 오늘밤 보내겠음. 27)

이 사료는 인천 일본영사관 서기관인 하기하라 모리이치(萩原守一, 1868~
1911)가 주한 일본공사 코무라 쥬타로(小村寿太郎, 1855-1911)에게 보낸 러
시아군함 동향보고서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1896년 5월 11일 드미트리 돈스
코이호가 중국 슨푸(芝罘)항으로부터 제물포항에 입항하여 5월 12일 수병 및
병기를 서울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의 러시아측 사료에는

16권, 110쪽.
26) 1897년 2월 19일 고종의 경운궁 환궁 시 러시아 공사관 수비를 위해 파견된 돈스
코이호 병력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장교 2명, 무장수병 85명, 대포 1문이었다. 국
사편찬위원회편(199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2, 202쪽.
27) 국사편찬위원회편(198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0, 143쪽.

1896년 5월 31일(6.12) 아무르군관구 임시 사령관 그로떼꼬프가 사령부
총참모본부장에게 보낸 전문(황제는 “흥미롭다. 외상에 전하라”는 친필을 남
겼다)” 조선 실정파악을 위해 출장 갔던 모든 장교단이 귀대했다. 고종 왕은
세자와 함께 공사관에 있는 방 3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4번째 방에는 병풍으
로 경계를 짓고 각부대신과 관리가 앉아있다. 공사관 경내는 러시아 해병대
가 1문의 포를 설치하고 51명이 경비를 하고 있으며 외부 수비는 조선군이
하고 있다. 유럽인은 공사관 출입이 자유로우나 동양인은 특별 통행증이 있
어야 한다.28)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료에 나타나는 러시아 공사관 수비임무를 담당한
러시아 해병대는 하기하라가 보고한 돈스코이호의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크
다. 또 다른 기록인 러시아 태평양 분함대 사령관의 탐사보고서에는 돈스코
이호가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공사관 수비임무를 수행했다는 직접적인 기록
과 함께 ‘아관파천’ 당시의 조선의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1896년 6월 29일 제물포에 선박 ‘만주르’가 도착했고, 7월 3일 제물포에
‘오트바즈니’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두 선박은 각각 무장을 한 30명의 상
륙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수비를 위한 상륙 부대는 대리공사 베베르의 동의
하에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가 파견한 상륙 부대로 교체되었습니다.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7월 11일 상륙 부대의 교체를 완료하고 제
물포에서 출항했습니다. 제물포를 떠난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좋은
날씨 덕분에 순항을 할 수 있었고, 7월 16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제물포에서 대략 70일 정도 정박했습니
다. 제물포에서 정박하는 동안에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포함 사격
등 적절한 훈련을 수행했으며, 서울의 강이 지나가는 제물포부터 마포까지
측량을 실행했습니다. 제물포 및 조선의 다른 항구에 정박했던 함장들의 최
근 보고에 따르면 최근 2달 동안 조선은 안정을 찾았습니다.29)

이 태평양분함대 사령관의 탐사보고서에 의하면 돈스코이호는 제물포에
70일정도 머무르면서 러시아공사관 수비병력 파견, 제물포에서 마포까지의
수로측량, 함포사격훈련 등의 주요임무를 수행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하
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아관파천’기의 한국, 러시아, 일본의 긴장관
28) 박종효 편역(2002), 609.
29)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39-140.

계 속에서 돈스코이호는 병력수송과 파견교대임무를 띠고 분주히 러시아와
제물포항을 왕래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고종의 환궁일이 불확실하다는 것과 이로 인한 병력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조선의 국왕이 언제 자신의 궁궐로 환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확정되
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에 주둔한 러시아 상륙 부대가 계속
러시아공사관을 수비해야 하며 적어도 이번 겨울까지는 계속 주둔할 예정입
니다. 상륙 부대의 주둔과 관련하여 저는 상륙 부대를 위한 편리한 장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 상륙 부대는 최대 135명
까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상륙 부대의 거주지
개선을 위해서 서울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저는 겨울을 대비한 임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만약 상륙 부대가 150명을
초과한다면, 러시아공사관 주변의 조선 가옥을 이용하여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30)

‘아관파천’시 러시아는 러시아 공사관 수비 병력을 100명 정도로 한정하려
했다. 그 이유로는 수병이면서 러시아 군함의 승조원인 이들 병력이 육상에
서의 장기적인 임무수행으로 인해 수병으로서의 훈련을 못하게 되어 함상임
무를 잊어버리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즉 최소한의 함정운용에 필요한
인원은 함정에 남기려고 했던 것이다.31)
이 보고서에는 또 아드미랄 코르닐로프호의 대위 흐멜레프가 서울에 있는
러시아공사관의 상륙부대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흐멜레프대위는 조선시위대
장교 및 사병교육을 담당하였고, 고종의 명령에 따라 시위대는 러시아 군사
용어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환궁에 대비하여 호위 병력을 양성하고
있던 고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0)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39-140.
31) “공사관을 호위하는 상륙 부대는 전체 전투부대의 ⅓인원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상륙 부대는 항해 훈련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항해를 위한 훈련과 질
서가 와해되지는 않았지만 하사관 이하 병사들은 몇 달째 육지에서의 생활 때문에
항해와 관련된 필요한 규율 등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위한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서 저는 대리공사 베베르의 동의하에 상륙 부대가 100명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국사편찬위원회편 2007b: 136)

‘아드미랄 코르닐로프’호의 대위 흐멜레프는 서울에 있는 러시아공사관
상륙부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대위 흐멜레프는 조선 시위대의 장교와
사병을 교육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수비대 규정을 조선어로 번역하고 있습
니다. 조선 국왕의 명령에 따라 시위대에서는 러시아 군사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32)

이러한 고종의 계획은 병력양성뿐만 아니라 무기를 직접 생산하는 데에도
이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선의 무기를 생산하게 될 병기공장 기술 담당자
로 돈스코이호의 기술자가 파견된다.
조선 국왕은 대리공사 베베르를 통해서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사령관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즉 조선에 있는 유일한 병기고를
기술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소량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병기고는 이전에 일본인에게서 지원받았습니다. 대리공사 베베르는 6월 30
일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사령관에게 6개월 동안 병기고를 담당
하기 위해서 기계 기술자인 레미노프(Реминов)를 조선정부에 고용해 줄 것
을 청원했습니다.33)

이 사료에서 고종이 조선에서의 무기생산을 위한 병기공장 기술고문 파견
을 베베르를 통해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베베르는 돈스코이호 함장에게
돈스코이호의 기계 기술자인 레미노프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종의 군사적 지원요청에 따라 러시아 군사교관들
과 병기공장을 담당할 기계설계자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우리 교관들이 서울에 도착한 이후로는 새 궁전의 경비와 우리 공사관에서
새 궁전으로 한국의 왕이 이동하는데 경호를 담당할 800명의 한국군 대대 구
성에 착수했습니다. 푸탸타 대령의 제안으로 저는 이 대대가 자세 훈련을 하
는 것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최종 훈련에 임하는 것은 내년
초여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에서 온 기계설
계자 레므뇨브이(Ремневый)가 담당하고 있는 병기고도 둘러보았는데 그는 탄
피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병기고는 무기를 수리하거나 소형 야
전포를 생산하는 소규모 작업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34)
32)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40.
33)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40-141.
34)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53.

러시아 군사교관단은 서울에 도착하여 고종이 환궁할 경운궁(慶運宮) 방어
와 고종의 경호를 담당할 한국군 대대(800명)구성에 착수하였으며 돈스코이호
에서 온 기계설계자 레므뇨브이35)가 병기공장을 담당하여 탄피제작, 무기수리
및 소형야전포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아관파천’ 후의 조선이 긍정적으로 변
화된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내정에 대한 일본의 압도적 영향을 제거하면서 많은 긍정적 변화
들이 생겼습니다. 비록 다른 곳은 아직도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서울
에도, 그리고 제가 다녔던 주요 항구들인 제물포와 부산, 원산에도 교역이
활발해지고 상업회사 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아관파천 후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제거되자 조선의 교역이 활성화되었으며 상업
회사 확장, 권력 강화, 내정 안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저는 이전처럼 국왕폐하를 알현하고 각별한 관심을 받았으며, 폐하로부터
경호를 위해 서울에 와 있는 해군들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찬사와 사의를
들었습니다.36)

돈스코이호 승조원을 비롯한 러시아공사관 수비 병력은 고종으로부터 최고
의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신뢰에 기인하여 고종의 경운궁 환궁 시에도 돈스
코이호 병력들이 호위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4.2 고종의 경운궁 환궁과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고종은 ‘아관파천’ 후 러시아공사관에 가까운 경운궁을 새로 출범하는 왕정
의 본궁으로 삼기로 하고 확장공사를 벌였다. 고종은 이와 더불어 서울 도시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는데 경운궁(慶運宮)을 왕도의 중심으로 하고 대안문
앞에 다섯 방향으로 방사상 도로를 건설하여 기존의 종로와 남대문로를 연결
시키고 도로확장공사를 벌였다.37)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던 1년여
동안 ‘아관파천’을 주도한 베베르와 본국간의 갈등, 타국 공관에 국왕이 장기간
35)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번역본에 레미노프(Реминов), 레므뇨브이(Ремневый)라
고 소개된 두 인물이 원문부에는 ‘Ремневу,’ ‘Ремневы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36)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53-154.
37) 이태진(2000), 37.

체류로 인해 빗발친 환궁상소,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두려워한 영국, 독일,
미국 등의 환궁 요청, 독립협회의 환궁요청 등이 있었지만38) 환궁자체를 서두
르지는 않았다. 고종은 새 본궁인 경운궁의 중심건물들이 완성되어 정상적으로
정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인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된다.
이러한 고종의 경운궁 환궁 시에 러시아 공사관 수비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돈스코이호의 병력이었다. 1897년 2월 18일 발신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을 보자.
러시아 군함 아조프호의 士官 2명이 오늘 오전 9시 육로로 入京하였음. 이
는 앞서 입경한 동 군함의 수병들을 마중하려고 입경한 것이며, 그 수병과
의 교대 요원으로는 오늘쯤 입항할 돈스코이호로부터 수병들을 입경시킬
것이라 함.39)

이 사료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 경운궁으로 환궁을 단행한 이틀
전인 1897년 2월 18일 제물포항에 아조프호의 장교들과 돈스코이호의 수병들
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보고한 일본측 문서인데 돈스코이호가 제물포에 입항
하면 병력을 서울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다. 환궁 하루 전인 2월 19일
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에는 공사관 수비를 위해 파견됐던 돈스코이호
의 구체적인 병력 수가 나온다.
1897년 2월 19일. 仁川 石井 領事. 加藤 代理公使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 호가 어젯밤 長崎로부터 입항, 오늘 아침 7시 士官
2명과 수병 85명이 무장한 채로 대포 1문을 이끌고 양식과 침구를 소와 말
에 싣고서 육로로 入京하였음.40)

즉 돈스코이호에서 1897년 2월 19일 아침 7시 장교 2명, 수병 85명, 대포
1문의 병력이 서울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측 문서에 보이는 이 돈스
코이호의 병력들은 고종의 환궁 시 러시아 공사관 수비임무를 수행했는데 당
시의 구체적 상황을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김종헌(2009)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아관파천｣, 역사비평 86(봄호), 386쪽.
39) 국사편찬위원회편(1990), 201.
40) 국사편찬위원회편(1990), 202.

2월 3일 저의 지시로 신형 함대는 ‘드미트리 돈스코이’를 점검했고 4일
에는 제물포를 조사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6일 저녁 6시에 도착했고 다음
날 길데브란트(Гильдебрандт) 중위의 지휘 하에 서울에 상륙 부대를 파견
하고 동급의 순양함 ‘파먀티 아조프’로 교대했습니다.
2월 7일 ‘드미트리 돈스코이’에서 온 상륙 부대가 우리 공사관 수비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왕이 공사관에서 새 궁으로 이전했습니다. 환궁
식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경축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왕
은 한국군 대열과 우리 교관단이 훈련시킨 위병대대 사이 행렬 가마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린 대대는 서울 주재 장교들
의 직속으로 궁의 경비를 담당할 것입니다.41)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거처하는 동안 러시아 군사교관단이 양성한 한국군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새롭게 건설한 본궁인 경운궁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으
며 환궁하였다. 돈스코이호 병력들은 고종의 경운궁 환궁 후에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러시아 공사관 수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우리의 서울주재 대리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관 경비는 왕의 환궁에도
불구하고 궁으로 이전하는 최초시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유사시에 ‘드미트
리 돈스코이’와 ‘코레예츠’호의 승무원들로 이루어진 예비상륙부대를 지체
없이 투입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왕의 아버지인 대
원군이 이끄는 일파들 측에서 약간의 정변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42)

고종은 경운궁 환궁 후 국체(國體)를 제국(帝國)으로 바꾸고 국가의 모습을
일신하여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였다. 환어(還御) 전 이미 내각을 의정부로 바
꾸고 대군주(大君主)가 직접 통치하는 체제를 만들었으며 새로운 체제에 걸
맞는 왕궁과 왕도의 건설을 주도했다. 경운궁 공사와 서울도시개조작업이 그
것이다. 1897년 8월 고종은 광무(光武)라는 새 연호를 쓰기로 하였으며 10월
에 국체와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그리고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광무연간의 부국강병 정책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43) 돈스코
41)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57.
42)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57-158.
43) 이태진(2000), 335-336.

이호는 이러한 고종의 부국강병정책의 시발점 이었던 ‘아관파천’기에 고종을
일본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

5. 나오며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1888년 첫 동아시아 항해 시 1882년 임오군란 및
1884년 갑신정변으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간섭시기에 청나라를 견제
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고종과
첫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고종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친일내각으로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된 1896년의 ‘아관파천’ 및 고종의 경운궁
환궁시 돈스코이호 승조원이 러시아공사관의 수비 임무, 조선 병기공장에 대
한 기술고문 임무 등을 수행하여 고종의 힘이 되어 주었다.
블라디보스톡의 6월 여름 날씨로 인해 함대에서는 위장병이 발생되었습니
다. 저는 함대에서 위장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예방정책을 펼쳤습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제물포 항에 정박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항했습니다. 5월 25일과 26일 이틀 사이에 35명의
수병이 발병했고, 6월 2일과 5일 사이, 그리고 6월 16일과 19일 사이 유사
한 질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6월에만 151명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2~3일 동안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순양함 군의관의 보고서에
따라서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즉 먹는 음
식을 상세히 조사하였고 마시는 음료만 사용하였으며 상인이 순양함에 들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44)

1896년 6월 블라디보스톡의 이상 고온으로 인해 돈스코이호 승조원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6월에만 151명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스코
이호가 제물포항으로 출항했다. 1896년 6월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
한 ‘아관파천’시기로 당시의 긴박한 상황으로 돈스코이호는 다량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공사관 수비임무 등을 위해 조선의 제
물포로 향하였던 것이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은 제물포 및 뤼순(旅順)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
44) 국사편찬위원회편(2007b), 141-142.

격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는 발틱함대를 제2태평양함대로 재편하여
동아시아로 급파시켰다. 돈스코이호는 제2태평양함대 제1순양함대에 배속되
어 1904년 10월 15일 리바우항을 출항하였다. 제2태평양 함대는 약 7개월에
걸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1905년 5월 27일 동해에 진입하였다. 이때 러
시아함대는 일본연합함대와 결전을 벌였지만 속속 격침당하였다(동해해전).
그 중 최후까지 살아남은 순양함이 돈스코이호였고, 일본의 항복권유를 무시
하고 일본 군함을 침몰 시키는 등 끝까지 항전하였지만 더 이상 전투를 수
행할 수 없었던 돈스코이호의 함장 레베데프 대령은 1905년 5월 29일 울릉
도 저동 앞바다에 자침을 결정하여 최후를 맞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격변의 한국근대사에서의 돈스코이호의 활동을 러시아
및 일본의 사료를 통해 고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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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ussian Naval Cruiser Dmitrii Donskoi and King Gojong
Lee, Ho Yun*ㆍYoo, Hai Soo**
Dmitrii Donskoi, the Russian battleship, fought in the battle of Tsushima
and sunk at the offshore of Ulleungdo around 6:40 AM, May 29, 1905 as a
result of the fierce battle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Japan's increasing
threats of invasion to Korea since the Eulmi Incident in 1985 and China's
growing influence on Korea's domestic affairs resulted in King Gojong's
signing of the agreement o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1905. In 1888, the captain of the Donskoi cruiser made his first long
voyage to the Far Eastern Asia. He was granted an audience with King
Gojong so that they could sign the agreement. The captain deployed Russian
military to Seoul not only to guard the Russian legation but also to escort
King Gojong when he carried out the royal refuge to the Russian legation
after the Eulmi Incident.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 between the
Donskoi cruiser and King Gojong.

Кey words:

Dmitrii Donskoi, King Gojong, Great Korean Empire,
Russo-Japanese War, Battle of Tsu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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