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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의 국가건설 사상

                                          이종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I. 서 론

19세기에 서양이라는 문화권으로부터 문화요소가 아시아 문화권으로 내습하기 시

작하 다. 이에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로 인한 문화접변(문화변용; 

acculturation)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당시의 

조선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인 모순이 심화되어 있었다. 게다가 기존의 문화 혹은 가

치에 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자신의 사회를 돌이켜 보고, 위기를 타개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상과 운동이 나타났다. 그 중의 하나가 개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로부터의 충격이라는 난국에 직면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개화파들의 국가건설 사상

이란 이질적인 문화권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요소가 유입됨에 따라 이에 반응하여 제시

한 새로운 국가조직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화사상의 표적인 인물인 유

길준(1856-1914)이 어떠한 국가건설 사상을 어떠한 논지에서 전개하 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개화사상이 어떠한 국가건설사상을 담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유길준이 어떠한 논지에서 어떻게 국가건설사상을 제시하 는지 분석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스프래건스가 제시한 정치사상의 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국가건설사상이라는 정치사상을 보다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고자 한다(이

종은). 그래서 본고는 (2) 개국으로부터의 위기와 이에 한 인식, (3) 위기의 원인, 

(4) 부강하고 독립된 근 국가라는 이상, (5) 문명개화를 통한 부국 강병론, 그리고 

(6) 결론이라는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전반적인 사

상의 틀에서 그의 새로운 국가에 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 개국으로부터의 위기와 이에 대한 인식

유길준의 생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말의 위정자나 지식인은 개국(開國)을 받

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개국이라는 당면의 과제가 당

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선은 서구열강이 강제하는 개항(開港)에서부

터 시작되는 개국을 자의든 타의든 처하여야만 했다. 개국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침략뿐만 아니라 서구의 사상이 유입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객관적

으로 보아 조선이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따라서 사회질

서가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국권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한 이견이 노정되었다. 위정척사파는 조선의 문

화에 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하면서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자립주의에 의한 ‘복고적

인 부국 강병론’에 의존하 다(김 작, 2003, 5). 유길준은 이 방법 자체가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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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며 위기를 불려올 조짐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위기에 응하는 방법에 

하여서 견해를 달리 하 다. 그 원인은 위기의 내용과 심도에 한 인식도 달랐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국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한 견해도 위

정척사파와 개화파는 달리 하 다.

그런데 조선이 강국이라면, 개국 여부 그 자체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정은 그렇지 못 하 다. 그 후 서구 열강이 야만이라는 

애초의 인식에서부터 위정척사파가 후퇴하여 서구 열강도 우월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

는 데에 위정척사파도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위기의 심각성

과 조선조의 실체와 그리고 서양 문화라는 실체에 한 인식의 정도가 달랐다. 그래

서 처 방법이 다르게 되었다. 그들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하면서 주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 위정척사파라면, 개화파는 서구의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즉 근 화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셈이다. 즉, 위정척

사파는 봉건적인 제 모순에서 기인하는 조선조의 허약함을 종전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개화파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다. 

이와 같이 개국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개국에 따른 내외 문제의 해결에 한 국론

의 분열도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 위기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개국을 

하는 경우에도 개국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김 작, 2003, 3). 그러므로 우리는 유길준이 인

식한 위기는 개국으로부터 기인하는 위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III. 위기의 원인

조선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봉착하여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 다면, 이 위기의 원인

을 규명하여야 한다.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길준이 이상에서 나타난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사상가에게 중요한 것 중의 하

나는 사상가가 인간과 사회에 하여 어떠한 시좌(視座; perspective)를 가지고 있느

냐 라는 점이다. 그 시좌에 따라서 위기를 가져다 준 원인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

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 그리고 정치에 하여 유길준이 어떠한 관점

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3.1 진단상의 기본적 시좌

3.11 인간의 본성

그는 인간은 욕구를 가지는 것이 자연적이며, 이 욕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경쟁심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自己의 好惡를 從하여 自己의 趣意를 欲達하

는’ 존재(西遊見聞, 全書 1, 150; 以下에서는 西遊라고 略稱함)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보았다. 요컨 ,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와 그 이상의 욕구

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 다. 

그는 “欲高하는 心性과 進取하는 氣槪로 一步라도 人에게 勿屈하고 一毫라도 人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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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勿讓하”는 (133-4)51) 것이 인간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그는 인간의 삶을 이기

적인 경쟁으로 보고 있다(133-4). 이기적인 경쟁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

여 삶을 꾸려나가는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勞動夜學讀本, 全書 

II, 356; 以下讀本이라 略稱함), 각기 개인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앙양하 다.

요컨 , 인간이 가진 이기심은 배척의 상이 아닐뿐더러 이기심으로 인한 경쟁이 

문명발전의 원동력으로 조장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전통적인 유교에 

의한 인간론과는 다른 것이다.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자연의 질서를 體現할 수 

있는 도덕적인 본성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여

야 한다. 그래서 利보다는 義를 중시하여 자신이 가진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수양의 

본질로 삼았다. 그런데 그는 개인의 욕구와 이익추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 다. 여기

에서 인간이 가진 사욕(私慾)을 기본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근 적인 인간관으

로의 전환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길준이 인간을 이기심을 가진 존재라고 본 이상 그는 이기심을 발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 으며 이기심이 무제한적으로 발양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무질서에 하여 책을 세워야 한다.  

3.12 사회진화론

그가 욕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이기심을 발현시킬 권리를 인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적인 해답은 진화론의 향이라고 생각이 된다. 1883

년경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競爭論」에서 개개의 인간과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

다고 하는 점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문명화(개화)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을 그는 사회적인 경쟁에서 찾았다. 

사회적인 경쟁이란 각기 자신의 직분에 힘쓰며, 자기가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바에 따

라 자신의 뜻한 바를 달성하고자 앞을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즉 사회 내

에서 개인 사이의 경쟁이 개화의 원동력이라고 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인간사회에 

아름다운 이익을 끼침이 바로 이 도를 따라 성취되고, 천하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 도

를 따라 보존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진화론적인 관점이 그의 사상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 역

사가 경쟁을 통하여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고는 尙古主義에 젖어있는 유교

의 사상으로부터 이탈이라는 점이다.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짐으로써 한말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 있어서 위정척사론자의 복고주의 혹은 상고주의(尙古

主義)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은 개화파로 

하여금 주로 군비와 군사제도에 중점을 두는 동도서기론에서부터 광의의 서구수용을 

의미하는 문명개화론으로 이어지게 하 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문명개화의 필요성은 

유길준으로 하여금 서구의 법과 제도의 수용을 주장하게 만든 것이었다. 

둘째, 그는 경쟁을 통한 진화론의 적용은 국내의 개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차이를 

두었다는 점이다. 경쟁을 하게 되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없이 각기 부귀 달

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기술하 다(西遊, 132). 이로써 경쟁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마련인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51) 출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전게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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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이는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에 

한 자유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겠다(田福姬, 112). 그러나 경쟁을 하면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된다는 그의 사고는 욕구가 천리에 의하여 추구되어야 한다는 유교

적인 사고 때문이다(西遊, 116). 공경하는 예와 사랑하는 덕으로써 경쟁의 도를 보여

야 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개개인들에게 적용될 뿐이다. 개개인이 경쟁의 도로써 자기 

발전을 함으로써 국가는 강력해지며, 강력해진 국가는 적자 생존경쟁이 적나라하게 

전개되는 국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셋째,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문명개화론과 개화의 당위성이 도출된다는 점이다. 자

유주의는 그가 일본의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서 접하게 된 허버트 스펜서의 향이

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경쟁에 승리하면 진보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도출되어, 각

자가 노력함으로써 국내 상황에서는 문명개화를 통하여 조선인이 진보에 이를 수 있

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넷째, 진화론이 조선인에게 낙관론을 안겨주면서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합리화

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조선이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 진화론은 강자인 일

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개화파의 친일 행동은 이러한 측면에

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일 방방 이후에 유길준이 무장 항거를 하지 

않고 교육계몽에 전념한 것은 그가 의존하 던 진화론이 그로 하여금 체념하게 하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13 윤리와 정치의 분리

위정척사파는 중화문명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군사적인 우월

성을 아무리 실감하 다고 하더라도 서구 열강의 부도덕성과 야만성을 지적하고 이를 

폄하하는 데에 급급하 다. 이는 결국 정치와 윤리를 분리시키지 않는 사고에서 연유

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개화사상은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적인 연원으로서는 실학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다. 실학은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에서 드러난 병제의 결함과 국가재정의 파탄으로부터 벗어나 부국강병을 달성하

기 위한 사상적인 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김 작, 2003, 7). 우리의 도덕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의 술도 수용하자는 유길준의 주장은 정

치적인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와 윤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시좌를 그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52)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문명개화

를 통하여 진보할 수 있으며, 정치와 윤리는 분리될 수 있다는 사고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유길준의 기본적인 시좌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3.2 진단의 내용

이상과 같은 시좌를 가진 유길준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

52) 실제로 그는 정치와 윤리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全書 IV,   

    時代思想,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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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아래에서 진단의 내용을 그의 저서에서 추출하 다. 요컨 , 그는 개화의 부

진에서 전반적인 답을 찾은 셈이다. 

유교적인 도덕률은 인간이 가진 이기심을 드러내도록 장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

선인에게는 진취하는 기상과 독립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

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선에는 남녀차별과 귀

천의 차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世界大勢論, 31-32). 즉 사농공상의 계층적인 

질서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서구는 국민주권에 의한 평등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은 그에 의하면 ‘군주명령체제’, 곧 ‘압제체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

민들이 애국하는 충성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가의 위급한 사태가 있어도 알

지 못하고 국가의 수치가 있어도 분노하는 기운이 일지 않는다. 이 이유는 정부와 국

민 사이에 정의(情意)가 통하지 않아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 때문이

다. 또한 이 체제에서는 빈부의 귀천과 차등이 심하고, 법률이 공평하지 못하여 세력

이 있는 자는 법을 위반하여도 처벌하지 않고 약한 자는 죄가 없어도 불안에 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며, 정부를 등한히 여기게 되며, 憂

國하는 성의가 없게 된다(西遊, 150). 이런 국민은 ‘진취하는 기상’과 ‘독립하는 정신’

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선인은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며, 憂國하는 성의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의 침범을 당하여 온 국민이 일제히 분기하여 생사를 개의

치 않고 즐거이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西遊, 304-5). 이 원인은 상기한 것처

럼 정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국민통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가 우리에게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개탄하 다고 볼 수도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의한 국민(민족)통합의 기제가 결여된 만큼, 또 다른 문제

는 조선조가 자주권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국에 하여 禮로써 事大字小하

으며 일본에 하여서는 交隣을 하 다. 그런데 일본과 서구열강은 만국공법이라는 

미명하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군사적 그리고 사상적인 침략을 시작하 다. 즉 겉으

로는 국제공법을 내세우지만 실제에서는 약육강식이라는 국제질서가 충돌하게 되었

다. 게다가 이제까지 야만이라고 생각하 던 서구가 적어도 물리력에 있어서 우월하

거나 우월한 문명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에 처하여 독립된 자주 국가를 유지하기에는 조선은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제

반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된 데에는 조선의 문명이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는 인

류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보면 ‘미개화’와 ‘반(半)개화’ 그리고 ‘개화’의 단계로 나누

어진다고 보았다(西遊, 376-7). 그런데 아세아의 동부에 속하는 조선은 반개화 상태

에 해당한다. 반개화상태라는 것은 구법을 고수하고 남녀차별과 귀천의 차별이 있으

며,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군주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행하는 나라이다(世界

大勢論, 31-3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야만으로 치부하 던 구미를 개화국으로 받아들 다

는 점과 유교사상에 없었던 경쟁을 통한 진보라는 개념을 수용하 다는 점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의 개화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구미제국도 眞開化에 도달



- 80 -

하 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西遊, 376; 世界大勢論, 35). 그렇다면 조선이 구미제

국보다 더 빨리 진개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장래의 어느 시

점에서는 서구가 이룩한 개화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의 민중의 우매하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그들을 교육과 계몽의 상으로 보지 않

을 수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문명의 차이에서 서양은 자주독립하고 부강한 데에 비하여 조선은 그

렇지 못 하 다. 그 이유를 제도에서의 차이에서 찾았다(西遊, 128, 246). 그는 제도

를 갖추어 인민이 진취하는 기상을 가지고 국가가 자주독립하게끔 하 다. 사실 경장

(更張)이 노리는 바가 제도의 개혁이었다. 실제 그는 과거제도가 국익에 증진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과거급제에 한 미련을 버렸다. 

 이상, 즉 (1) 인성의 억압, (2) 신분질서, (3) 군주전제, (4) 국민통합의 부재, (5) 

국가자주권의 부재, (6) 문명의 열등 그리고 (7) 제도의 미비를 유길준이 위기의 원인

을 파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러한 원인이 제거된 사

회와 국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리라고 상상하 겠는가?

IV. 부강하고 독립된 근대국가라는 이상

그에 의하면, 개화란 인간의 모든 사회현상이 지극히 좋고 지극히 아름다운 경지

에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리를 가진 인간이 자신이 바라는 바를 하면

서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不羈獨立’(西遊, 109-110)의 정신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인간은 봉건적인 신분제를 탈피하여 법이 공평하게 인간의 권리

를 보장하는 사회에서 인민이 개화를 하면, 진취하는 기상을 가지게 되며 각자가 殖

産에 각자 盡力을 하게 하여(西遊, 305), 국가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

어  국가가 부강하여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과 군주가 혼연일체가 되고 이를 흡수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국가가 부강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져서 조

선은 근 화된 자주독립 국가가 될 것이다. 

부강하고 근 화된 자주독립국가가 바로 유길준이 이상으로 삼은 국가의 모습이었

다. 이상과 같은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작다

고 스스로 위축되지 말며, 군 가 적다고 스스로 약하게 하지 말고”(全書, IV, 322),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끔 노력할 것을 장려하 다. 그런데  현실의 

주어진 상황은 이상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그는 부국강병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처

방(prescription)을 아래와 같이 권하 다.   

V. 부국강병론

그는 동도서기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법과 제도를 수용하자는 문명

개화론을 제창하 다. 서구문명을 도입하고 계몽하여야 하는 이유는 서구의 국제질서

가 내포하고 있는 약육강식이라는 현실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봉건의 탈피, 외적으로는 외세침입을 벗어나서 국가의 독

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국강병에 의존하여야 하며, 부국강병을 위하여 정치 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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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제도를 개혁하여야 하며, 국가의 독립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

요한 것은 민족의 통합이다. 문명 일반에 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한 것도 민족의 통

합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민족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그는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다. 사회에 전통적인 도덕률이 지속되게 한 것도 결국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민족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1 인권의 보장

인간이 가진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정한 이상, 그는 욕구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발양하여 개개인과 사회에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

서 그는 ‘其心의 所好하는 로 何事든지 從할’(西遊, 109)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

정하 다.「人民의 權利」에서 ‘人民의 權利는 其 自由와 通義를 謂함이라“(109)고 

천명하 다. 여기서 通義는 正直, 正理, 權利, 道理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自由와 

通義의 權利는 출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온 천하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누리는(同有共

享) 것이며, 즉 이는 ’天賦‘에 속하며 ’天授正理‘(119)한 것으로 不覊獨立하는 정신으

로‘으로 無理한 束縛과 不公한 窒碍를 받지 않는 것(109-10)이라고 이해하 다. 이렇

게 보면, 통의는 천부인권인 셈이다.

또한 그는 ‘人上에 人도 無하며 人下에 人도 無하다(114)’라고 하여 인간이 인간 

되는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 다. 그리고 자유와 통의는 스스로 훼손하기 전에는 ’萬

乘의 威와 萬夫의 勇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不可奪 不可撓 不可屈한‘ 것(113)이라고 

하 다. 이상과 같이 보면, 그가 서양의 천부인권론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다고 여겨지는 천부의 인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그는 ‘人身에 在하여’ 통의는 세분되어 ‘天然’ 對 ‘人爲’, ‘無係’ 對 ‘有係’의 

통의로 구분된다고 하 다. 여기서 ‘천연의 자유’, ‘무계의 통의’란 ‘一人의 身에 속하

여 他關係가 更無한 者’(110)라고 하 다. 즉 이는 천부의 자유와 권리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인위의 자유’, ‘유계의 통의’는 ‘世俗에 

居하며 世人을 交하여 互相關係하는 者’(110)이어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

여 조절되어야 하는 역을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人은 其 相與하는 際에 

法律의 綱紀를 立하여 通義의 界域을 定’(116)한다고 하 다. 즉 유계의 통의는 交際

의 職分에서 법의 간섭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 다. 무계의 통의를 과용

하면, 禽獸의 자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의 자유를 제어하여야 하는 

것이 유계의 통의이다(118). 이렇게 보면, 통의는 자유가 방탕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된다.

그런데 그는 良自由와 惡自由 그리고 眞通義와 假通義를 구분하고(128) 게다가 

그는 天賦의 自由와 비되는 것으로 處世의 自由를 들고 있다. 처세의 자유는 ‘人人

이 此世에 처하여 各其人間의 一人되는 身分으로 享有하는’ 것이며 ‘天賦한 自由에 

人爲한 法을 加하여 其本趣와 大旨를 累變하여 天下의 普同한 利益’을 꾀한다고 하

다(112).

그가 이상과 같이 구분한 것은 다른 곳에서 “사람이 善(착)한 事(일)에는 自由(자

유) 있어도 惡(악)한 事(일)에는 자유 없”다고 하여 선악의 구별을 한 것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天授한 권리를 행사할 자유는 正理에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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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요컨 , 정치는 良法을 만들어 실시하는 데에 그 要諦

가 있으며, 자유와 통의는 천리에 의하여 주장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자유는 천부의 기본적 인권이지만 방탕과는 다르며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향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천부의 자유로서의 무계의 권리는 유계의 통

의와 처세의 자유에 따라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아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天授한 권리, 즉 천부인권은 그 자체로서 善하다고 칭할 수 없으며 

자유 및 통의, 즉 인민의 권리는 천지의 이치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법은 천리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보면, 通義는 ‘당연한 正理’로서, 이에는 이미 ‘天理’와 함께 ‘常經’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職分’, 즉 도덕적인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보아 그는 인간이 타고

난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각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회적 도덕규범이 존재하

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有係의 通義라는 개

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인간사회가 성립하기 전에도 인정되어

야 하는 자연권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천부인권이 정치사회에 곧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고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인권에서의 법 적용을 강조한 것은 법 자체를 중시하여 천부인권의 포기가 

아니고 법을 통한 인간의 윤리적 교화 속의 인권실현에 있었던 것이라는 견해와 상통

한다고 하겠다(이기용, 58). 즉, 天理, 正理 혹은 四端이나 五倫으로 상징되는 人倫이

라는 요소를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에 그가 첨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견해

도 있을 수 있다. 즉, 인권을 법률의 유보 하에 두어 천부인권론을 실질적으로 포기

하고 法賦人權論를 주장하 다고 할 수 있다(김봉렬, 72-77).  

5.2 秩序의 維持

그는 인간이 가진 권리는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西遊, 93, 109; 讀本, 

269-270). 자유의 행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를 인정하지

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不自由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자유는 자유 못하는 가운데에 있다’고 표현하 다

(讀本, 324).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럽고 분쟁이 끊이지 않아 ‘짐승(獸)의 자유’만 

있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천지의 正理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금수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유

는 天地의 正理에 따르는 경우에(西遊, 111), 즉 ‘도덕과 合한 연후에 비로소 있는’ 

것(讀本, 324)이라고 주장하 다. 즉, 인간이 법률과 통의의 규제를 받으면서 인간이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되며(西遊, 116), 전체와의 조화와 질서

를 이루게 된다. 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도덕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천리에 맞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良自由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렇게 인간이 되는 권리를 인간이 행사하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의 입

장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인간이 가지는 ‘천부인권’은 모두 평

등하지만, 이후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에서 생기는 불평등은 ‘自然한 

道理’라고 칭하 다(讀本, 345-6). 즉 그는 현실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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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는 ‘地位의 權利’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人生의 權利’와 

비시킨다(西遊, 114-5). 즉 무계의 통의와 유계의 통의가 비되는 것과 같이 인생의 

권리와 지위의 권리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같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권리는 평등하지

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하의 귀천과 같은 지위의 등분이 생기기 마련이

다. 때문에 지위에 따른 통의가 있다. 그래서 지위의 권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

피하다고 보았다. 이로써 그가 통의에 五倫이라는 上下身分의 윤리를 포함시켰으며 

이에 상응하는 지위의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자유와 권리를 어떠한 이유에서 제한하려고 하 는가? 그는 상기한 

이유에서 무계의 통의에서 연유하는 천부의 권리를 향유할 자유는 인정하지 않을 수

가 없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處世하는 자유’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西遊, 116)이

며, 그것이 부국강병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발로시키는 무계의 통의, 즉 천부인

권을 향유할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265). 그래서 그는 “자유를 

過用하면 放蕩에 가까운 고로 통의로 조종하야 그 度를 均適”(113)한다고 하고, “自

由는 良馬라 駕御가 其道를 若失한 則 覊靮을 脫棄하야 斥弛하는 氣習이 層生하는 故

로 通義로 其覊靮을 作함”이라고 비유하여 자유와 통의의 관계를 설명하 다. 이렇게 

보면, 통의는 자유가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규범이며 자유와 방탕을 구별하는 것

은 욕망을 천리에 의거하여 추구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自由의 

保存함이 실은 實通義의 功用이라”(110) 하 다. 이어서 그는 “駕御하는 道는 法律에 

在”한다고 하 다. 이로 보아 그는 통의를 달성하는 도구가 법이며 법은 천지의 정리

를 담고 있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유길준도 자유를 규제하는 방법을 법에서 찾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법의 근거를 天理나 正理에서 찾았던 데에 있다. 즉 필자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점은 

유교적인 관념으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 다는 점이며 게다가 기존의 사회구조를 그

로 인정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 다는 점이다(讀本,345-6). 그에게 법률은 

‘四端’과 ‘五倫’의 綱紀와 秩序에 의거하며(西遊, 127) ‘禮儀廉恥의 四維를 補’(264)하

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그에게 통의를 이루는 것은 사단, 오륜, 사유 등의 상하

질서를 전제로 하는 유교의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5.3 立憲君主制

유길준은 서양이 부강한 이유는 적절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조선인 개개인을 하여금 국권회복에 전력하도록 하기 위하여(全書 III, 波蘭衰亡

史, 314),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世界大勢論, 91). 그런데 조선은 

그에 의하면 ‘군주명령체제’, 곧 ‘압제체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애국하는 충

성, 즉 국민통합을 위한 정의가 부족하다. 그리고 압제체제에서는 빈부의 귀천과 차

등이 심하고, 법률이 공평하지 못하여 세력이 있는 자는 법을 위반하여도 처벌하지 

않고 약한 자는 죄가 없어도 불안에 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성격이 활달

하지 못하며, 정부를 등한히 여기게 되며, 憂國하는 성의가 없게 된다(西遊, 150). 이

런 국민은 ‘진취하는 기상’과 ‘독립하는 정신’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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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는 무엇인가?『정치학』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政治學, 全書 IV, 

862). 그가 입헌군주제를 선호한 이유는 인간이 타고난 권리를 군주라도 멋 로 앗을 

수 없게 하여 권리를 보전하게 하며(西遊, 144), 혼합정체이므로 사회 각층에 지위의 

권리에 상응하는 통의의 分限을 행사하게 하여 국가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조화와 

질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주는 ‘人民의 心을 合하여 一體를 成하고 其

勢力으로 人의 道理를 保守하기에 在한 者’(140)이며  ‘백성이 각각 그 나라의 근본

임을 자임’함으로써 ‘政府와 心을 同하며’, ‘其國의 富强할 機會을 圖謀하기’ 때문이다

(149).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가장 아름다운 규모’라고 찬양하 다. 이 중에서도 국 정

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갖춰졌으며 세계 제일이라고 극찬하 다(151). 그가 입

헌군주제를 선호한 이유는 군주제는 불변하여야 하며(141) 군주로 하여금 ‘一國의 體

貌를 保守하고. 萬姓의 安寧을 維持“(85)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제가 

가져다주는 폐단을 세습제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全書  III, 波蘭衰亡史, 310). 따

라서 군주는 입법, 사법, 행정의 3大綱을 장악한 원수로서 통치권의 정점에 위치한다

(西遊, 144-5). 그렇게 한 이유는 군권의 확립이 국권의 신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김봉렬, 159). 이와 같은 입헌군주제에 의한 一君萬民體制가 朝鮮에 이루어

지면, 인민은 ‘一身의 獨立’과 ‘一家의 獨立’, 나아가 ‘一國의 獨立’까지 바라는 진취적

인 기상으로 충만하게 된다(西遊, 149). 그래서 그는 군민공치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개화의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하 다. 

그런데 그는 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유보한다. 그 이유는 무릇 정부형식의 옳고 

그름은 역사상 발달한 정도나 현재 성립된 사정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각

국의 정치체제가 서로 다른 것은 시세와 인심에 따라 자연히 익힌 습관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보았다(西遊, 148). 그래서 학식계제(學識階梯)와 인민의 풍속 및 국가의 경황 

등에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152) 현실의 우민(愚民), 궁민(窮民)이 바로 정치에 참여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 다. 그래서 近世 擅制君主制(啓蒙絶對君主制)를 택

하고자 하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의 좋은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虛名開化가 아

니라 자국의 현실에 맞게 따르는 實狀開化라고 하 다(380-381). 

그가 모범으로 삼은 근세 천제군주제는 프리드리히 왕 시 의 프러시아인 것 같

다. 왕은 “朕은 國家의 上等 公雇傭人이라“ 라고 늘 말하 으며 이를 실제로 행하

기 때문이다(全書 III, 普魯士國 厚禮斗益大王의 7年戰史, 577). 그리고 왕 치하의 

君民(teuton族)을 인민의 모범으로 상정하 다.. .

그런데 그는 군주권은 불변의 권리로 간주하 으며, 共和政體는 비현실적인 정체

라고 비난하 다(西遊. 138-142). 이는 그가 주장한 천부인권론과 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주라는 전통적인 지배방식과 입헌이라

는 근 적인 방식을 혼용하 다고 볼 수도 있다. 군주권을 불변의 권리로 설정하면서

도 입헌을 통하여 군주의 擅斷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김봉렬, 145).  

유길준은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서 敎化를 통하여 인민을 도덕적으로 수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合心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국강병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군주제에서 행실의 개화를 통하여 正德을 확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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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4 自主獨立을 통한 國權伸張論 

유길준은 人間의 平等을 國家의 平等과 연결시키면서 인권과 국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 다(西遊, 88, 114)). 그러나 외세는 몰려오고 청국은 宗主權을 내세워 조선을 

속국화 하려는 상황에서 국가의 자주권 확립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가의 자주권을 천부국권론으로 제시하여(88) 국가 사이에는 간섭이 

있을 수 없으며(85), 증공국이라도 주권이 있다(90)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국가평등의 

논리를 제시하 다.  

그는 외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주권을 ‘外行하는 主權’이라고 표현하 다(85). 우

선 그는 청국에 하여 자주권을 표방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래서 약소국 보존

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贈貢國과 受護國에 있어서의 주권이 가지는 의미를 규정하

다. 그가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公道를 무시하는 강 국의 自恣하는 행위에 벗어나

기 위하여 약소국이 自保하기 위하여 수호국이 되며, 강 국의 침략을 면하기 위하여 

공물을 바침으로 모두 자국의 보존방책에서 증공국이 생기는 것이다(西遊, 89). 그러

므로 약소국이 강 국에 事大를 하여도 강 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90, 92). 수호통상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립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92). 나아가 그는 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인권이 국법에 의하여 

보장되듯이 국가에 주어진 천부국권도 公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증공국의 보존윤리를 설명하 다(93, 97-8). 즉, 조공관계가 있는 증수공국의 관계와

는 상관없이 증공국도 자주주권국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유길준은 중국에 하여 확실하게 주권국가 수립을 위하여 조공관계

를 타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 다. 이는 그

가 제시한 중립론에서도 나타난다. 유 길준은 증공국은 독립주권국이기 때문에 중립

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全書 I, 113).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고 열

강들 사이에서 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은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청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청국에 이 일을 주선하도록 거듭 간청하는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 다(全書 IV, 중립론). 결국 화이관에 벗어날 것을 주장하면서

도 현실을 감안하여 청국의 보호 하에서 중립국이 되어 조선의 자주권을 유지하고자 

한 셈이다.  

그 후 청국은 조선의 외교상의 자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 약삼단’(另約三端)을 

제시하 다. 이는 (1) 조선공사는 임지에 도착하는 로 그 곳의 청국공사를 방문해

야 하고, 청국공사와 함께 주재국의 외무성을 방문하여야 한다. (2) 의식․연회 등이 

있을 때는 청국공사의 뒤를 따라야 한다. (3) 중 한 외교상의 안건은 미리 청국공사

와 의논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의 특별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주미전권 사 朴定

陽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자주 외교를 실시하 다. 이에 3단의 위반을 들어 청국은 

조선의 외교에 간섭을 하 다. 1889년에 박정양은 귀국하 다. 이에 유길준은 그 핵

심은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동등하지 않는 체례(體例), 즉 事大의 관계가 있으나, 조

선과 타국은 동등한 체례, 즉 交隣의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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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자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 다. 이로써 3단 위약 문제는 흐지부지 

되었다.

어쨌든 당시 조선은 청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당하고, 서구열

강과는 자주독립국으로서 근 법질서에 따라 평등한 관계를 맺었다. 1882년 임오군

란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조선은 이와 같은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

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유길준은 양절체제라는 용어로 단적으로 표현하 다. 

요컨 , 수공국인 청국은 한편으로는 구미제국에 하여서는 ‘同等의 禮度’를 행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 하여서는 ‘獨尊하는 體貌를’(117) 행하여,   屬國처

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증공국인 조선으로 하여금 청국에게는 속국으로, 구미제국

에게는 자주독립국으로서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체제를 가지게 한다. 이것

은 앞뒤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체제, 즉 양절체제(兩截軆制)이다. 마찬

가지로 청국도 조선과 구미제국에 하여 양절이 된다. 만약 이 양절체제가 옳다면, 

구미제국이 무슨 이유로 청국과 조선을 동등한 자주독립국으로 보아 조약을 체결하고 

있겠는가? 구미제국이 똑같이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상, 조선은 증공국이지만 속국

이 아니라 독립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국이 조선을 속국처럼 

하는 데서 생긴 양절체제를 청산하고 속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증공국이지만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는 근 적인 공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외교관계를 조선이 이미 수립하 다는 것

을 근거로 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자주주권의 논리를 제시하려고 노력하 다. 자주는 

경제와 병역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5.5 경제의 개혁

봉건체제 내에서 경제적인 모순이 심화되고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농

업생산력의 확 와 세제개혁을 통하여 경제안정과 국가재정을 확립을 꾀하지 않을 수

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부국강병에 의한 근 국가를 수립하

고자 하 다. 

당시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토지의 재분배를 통한 토지의 均分이 있어야만 농업생

산성이 제고되고 경제안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는 이러한 실정을 알았지만, 그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 으며, 자유방임에 의한 부의 축적을 신봉하 기 때문에(西遊, 

120-1, 155) 실질적으로는 토지재분배를 거부하고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全書, IV, 142, 178).

그래서 그는 새로운 농방식에 의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 다(全

書, IV, 154-5, 165).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지주층의 축적된 부를 이용하여 자본

가적 경 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全書 IV, 155). 그렇기 때문에 토지 균

분제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평등관념이 폭력혁

명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겠다(김봉렬, 188). 그렇기 때

문에 그가 노린 것은 농업생산관계를 半봉건적인 성격을 그 로 두고 지주의 부르즈

와化를 통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농민층에 다소 유리하게 세제를 개혁하여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

다(全書, IV, 178). 그리고 생필품에는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여 농민의 생활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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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자 하 다(全書, IV, 191-2). 또한 전반적인 세제개혁을 구상하여 근 화를 

위한 재정확보를 꾀하려고 하 다. 그는 또한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 다(勞動夜學, 全書 IV, 273). 이는 농업인구를 상업에 

전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업의 진작을 위하여 자유방임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상정책에 의존하기도 하 다.

외적인 경제적인 종속관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 다. 

국산제조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 다(商會規則, 全書 

IV, 90). 그는 상업진흥의 방안으로 산업의 분업화를 제시하고(西遊,361), 생산과 판

매의 분업화를 역설하 다(西遊, 361-2). 

요컨 , 유길준이 인간은 이기적인 경쟁심을 가진 존재라고 본 이상, 생산활동에 

자유를 보장하여 생산력을 증 시키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

방임을 전제로 하여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의 강력한 보호육성을 통한 重商政策을 실

시하게 하 다(김봉렬, 244). 그에게 있어서 경제개혁을 통한 부국책은 결국 강병론

으로 이어진다.

5.6 강병론

   양병(養兵)이 자위를 위하여 국가에 긴요하기(西遊, 261-2; 世界大勢論, 全書 III, 

89-90) 때문에 자보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비병을 두어야 한다(西遊, 335). 그런데 

징병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자원하는 법과 공징하는 법이 있다. 군인은 특히 

行實이 단정하여야 군을 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244-5). 이것은 나폴레옹이 군

사의 충성심과 의기를 격발시켜서 구주제국을 압도하 다(357-8)는 데에서 알 수 있

다. 또한 병장기가 우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270). 육군에 못지않게 해군이 있어서 해변의 방어와 통상의 권리를 보

호하여야 한다(274). 군비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절약을 하여야 하며, 그렇다고 

너무 인색하면 군의 사기에 미치는 향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부유하고 

병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인민을 연결시키는 유 가 튼튼하지 못 하면 독립된 근

국가를 달성하기 어렵다.

  

5.7 애국심의 昻揚을 통한 國民統合

유길준은 邦國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선인에게 애국심의 앙양을 호소하면서

(西遊, 303-4, 323), 조선인과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국가에 한 개인의 절 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讀本, 279). 그렇게 함으로써 그

는 국권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 다고 하겠다. 

그는 애국주의에 덧붙여 국왕에 한 충성을 강조한다(西遊, 205). 여기서 그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으로서 인민을 인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천부인권론과 어긋나는 주장

을 펼치면서(198, 202-3), 忠義에 죽는 일이야말로 ‘참 용기’이며 ‘나라 위해 목숨 바

칠’ 것을 강조하 다. 애국심과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권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백

성들로 하여금 국민의식을 고취시켜 自主 獨立國을 유지하는 과업에 자발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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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즉 군주의 절 적인 권력을 확립하면

서, 인민들 사이에는 평등권을 확립하고 충성심을 강화시킴으로써 일군만민(一君萬

民)적인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 작, 259).   

5.8 문명개화론 

이상의 처방에 바탕이 되는 처방이 문명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개화를 ‘행실

의 개화’․‘학술의 개화’․‘정치의 개화’․‘법률의 개화’․‘기계의 개화’․‘물리의 개화’로 구분

하고 있다(西遊, 375-6).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진정한 개화’(眞開化)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행실을 제외한 다른 개화는 시 에 따라 다르고 지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취사하는 것이 개화의 도(大

道)라고 보았다. 

5.81 啓蒙과 敎育

그는 조선에는 개화에 필요한 民智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 다(讀本, 

73). 그는 국민교육 優先論을 전개하 던 것이다. 인민이 지식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기보다는 우선 ‘國政에 參與하는 知識’을 보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 다(西遊, 152; 言事疏, 全書 IV, 67-8).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 으며 ‘自治하는 民智의 啓發“에 서두르게 되었다(政治學, 585). 교육을 

통하여 개화를 촉진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는 ”言文一致의 精神이 四千

餘의 星霜을 貫하야 歷史의 眞面을 保하고 習慣의 實情을 証하도록“(大韓文典自序, 

全書, II, 107) 하기 위하여 국한문 혼용에 모범을 보 으며 「朝鮮文典」,「大韓文

典」과 「勞動夜學讀本」을 지었으며 ”社會進化의 法則에 應케 하고 國家富强의 實益

을 擧케 하기 위하여“(興士團趣旨書, 367) 興士團을 창설하 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계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얻으려고 하 던 것은 무엇인가? 

우선 문명개화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에 있다(西遊, 101), 자유와 통의의 진정한 의미

를 이해시키는(128-9)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는 교육을 통하여 개화에 근

접시키려고 하기도 하 지만 이를 통하여 정치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한 면도 있다(小

學敎育에 對한 意見, 全書 II, 257-8).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행실의 개화를 달성하려

고 하 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사실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국한문 혼

용체를 써서라도 민중을 계몽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는 조선인의 교육에 전

력을 투구하 다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이 

당면한 처지를 감안하면, 그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하겠다.

5.82 行實의 開化

그는 조선이 반개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 지만, 지금의 개화국이라고 일컬

을 수 있는 구미제국도 眞開化에 도달하 다고 보지 않았다(西遊, 376; 世界大勢論, 

35). 그렇다면 조선이 구미제국보다 더 빨리 진개화에 도달하여, 장래의 어느 시점에

서는 서구가 이룩한 개화를 추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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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는 개화를 ‘행실의 개화’․‘학술의 개화’․‘정치의 개화’․‘법률의 개화’․‘기계의 

개화’․‘물리의 개화’로 구분하고 있다(西遊, 375-6).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진정

한 개화’(眞開化)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행실을 제외한 다른 개화는 시

에 따라 다르고 지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취사

하는 것이 개화의 도(大道)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행실의 개화’는 변화하지 않는 진리라고 보았다(西遊, 378). 여기서 말

하는 행실은 오륜의 행실을 의미하며, 오륜의 행실은 곧 바로 유교사회의 행동강령인 

삼강오륜을 지칭한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道理를 깨닫게 하는 행실의 개화를 통하

여 正德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신분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

스러운 사회의 윤기라고 보았다(讀本, 248).  

그는 정부의 목적을 ‘인민의 權利’와 ‘인민의 道理’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

부의 正權이라고 표현하 다(西遊, 180). 그런데 家, 社會 그리고 國家에 관통되어야 

하는 것이 倫紀이다. 그에 의하면, “집을 興는 자는 사람의 도리를 修며 나라를 사랑

하는 者는 사람의 도리를 守하며 社會를 正하는 자는 사람의 도리를 扶”하게 된다(讀

本, 249).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개화는 서양화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삼강오륜을 

근간으로 하는 행실의 개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선비로 만

들려고 한 興士團을 설립하고 전통적인 도덕률을 진작시키려고 하 다(興士團趣旨書, 

全書 II, 367). 유길준이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덕성의 개화를 통하여 진개화에 서구보

다 빨리 도달하면, 경쟁에서 승리하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졌음 직하다. 

그런데 그가 정부의 正權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 사람의 도리는 유교정치의 이념이

다. 그는 정치와 교육을 통하여 행실의 개화를 달성하여야 하며, 그 주체는 군주이어

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입헌군주제를 그가 받아들이려고 한 이유는 

부국강병만이 아니라 군주를 통한 天理의 실현에 있었다고 하겠다. 천리의 실현이 입

헌군주제에 의한 행실이 개화에 있다고 보면, 문명개화하는 것 자체가 유 길준에게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月脚, 139). 

그가 행실의 개화를 중시한 것은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지식의 습득하는 것과 도

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식의 습득은 수동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스스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자가 병행하여야만 개화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西遊,377-8).   

5.9 국가건설 사상의 의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처방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국가

가가 어떠한 국가인가라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제시한 국가가 서구의 근

국가에 근접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는 국가를 민족공동체로 보고 있으며(西遊, 85, 303) 독립과 주권에 하여 강

조하고 있다(全書 IV, 758). 게다가 국가는 자연상태라고 볼 수 있는 ‘草昧한 상태’에

서부터 성립하며 국가의 목적이 권리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西遊, 

136-7, 200). 그런데 국가의 목적은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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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있다. 전자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반 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유교가 제시

하는 정치사회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정부의 목적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이 

이기심에 따라 사회에서 경쟁을 하여 진보하게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은 근 적인 인간

관을 반 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보면, 그는 근 국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측면도 있다. 

우선 민권과 군권 그리고 국권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길준이 제시하는 모

든 처방은 결국 부국강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귀결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

유와 권리, 그리고 개인의 개명을 강조하 지만,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앙양하겠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일차

적으로 가지는 것이다. 서구의 제도, 예를 들면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국민을 문명화시켜 개화시키는 것도 국민의 통합을 통하여 

국가의 독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그는 전제적인 군권(君權)을 

제약하여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권(民權)을 신장하고자 

한 것은 결국 양자의 조화에서 국가의 권력을 신장하여 독립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있

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국권과 민권이 립하는 경우에 유길준은 어느 쪽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는 군주와 국가를 이론적으로도 구별하 으며(140-1), 실제 갑오경장에도 

그렇게 하 다. 그는 천부인권을 통하여 민권사상을 강조하면서도 국권을 강조하 다

고 하겠다. 양자는 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양자의 립을 조화시키는 일이라고 하겠다

(김 작, 257-8). 그 나름 로 양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 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두고, 그가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에 의지하면서 근 를 지

향하 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는 국권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일본의 경우에는 植木枝盛은 법률상의 권리보다 天然의 權利를 우선시키며 

국가와 헌법을 두는 이유도 결국 민권의 보존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松本, 82-3). 그러나 유길준에게는 이러한 측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진화론과 

천부인권을 동시에 수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하 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진화론이 내외에 적용되는 바를 다르게 보았지만, 加藤弘之의 

경우에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천부인권을 거부하 다. 그런데 유길준의 경우에는 

양자를 경쟁원리와 보편적인 권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 존재하는 근거에 하여 논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그가 천부인권에 하여 철저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시켜 부국강병에 동원시킬 수 있는 수단 정

도로 이해하 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셋째, 議會(議事院)을 ‘君主의 政治를 贊襄하

는’ 기관 정도로 본다는 점이다(西遊, 148, 270). 상호 의존하여야 하는 민권과 국권

이 순조롭게 기능을 발휘하려면, 민권의 변기관인 의회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길준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요컨 , 이렇게 보면, 유길준은 입

헌군주제를 통하여 민권과 국권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 다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

나 군권을 강조함으로써 국권을 강화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유길준의 국가건설 사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 하나는 그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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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과연 구별하는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서구의 경우에 근  

국가의 형성은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별

로 구별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를 다음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는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에 관통하는 윤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讀本, 324-6), 다른 한편으로

는 ‘가족의 윤기’, ‘국가의 윤기‘, 그리고 ’사회의 윤기‘를 강조하면서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일체성과 이에 관통하는 倫紀를  주장하고 있다(讀本, 268-9; 夜學讀本, 

319-20). 

가)이러한 관점은 명치유신 이후에 나타난 일본의 가족국가관과 유사성을 가진 것

이다.53) 그러나 유길준은 왕도 오륜이라는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이 다르

다. 어쨌든 민족이나 국가에 한 의식이 희박하 던 당시에 군주의 권위를 강화하고 

군주에 하여 애착심을 가지게 하여 황실을 중심으로 국민의 단결과 충성을 이끌어 

내려는 생각을 유길준이 가졌을 만하 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로 보아 중국에 하여 

자주를 주장시킬 필요성에서 군주의 권위를 강화시키고자 하 다. 

서구의 근 국가에서는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한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인권을 인정하면서도 주어진 사회에 개

인이 흡수되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셈이다. 이는 ‘美國

의 富强을 論하거든 其本을 人民權利에 究할지어다’(漢城府民會刱立理由書, 全書 IV, 

314)라고 언급한 데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즉 극단적으로 보면, 개인은 부국강병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에 립될 수 있는 개인의 독립성이나 존엄

성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보아 그는 국가와 사회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연관하여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유길준이 군주를 중심으로 하여 애국심을 앙

양함으로써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 지만,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국민(민족)국가

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의문을 제시하는 이유는 서

구의 국민국가라는 것은 인민주권론과 평등의 개념이 결합하여 인민이 국가의 구성원

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성되어야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가 유계의 통의와 지위의 권리를 구분함으로써 결국 기존의 신분적인 사회의 

불평등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천리, 도리, 정리라는 것은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

할 뿐이다. 게다가 경제시책에도 결국은 가진 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한도 내에서 개

혁을 시도한다. 개개인을 위하여 천부인권을 사회에서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그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국가건설 사상에서 민족

을 바탕으로 하는 근 적인 국민국가의 형성을 기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왕조체제와 그가 제시하는 근 국가를 비교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즉 국가에 

한 조직상의 정의에서 본다면, 그의 국가가 왕조체제보다 근 국가에 근접하는 것

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도의 이면에 있는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서구의 근

국가에 근접하 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VI. 결 론

53) 福澤諭吉, 『帝室論』, 全集, 제5권; 『尊王論』, 全集,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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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이 위기의 극복책을 제시하는 데에 바탕이 된 시좌로 인간이 이기적인 경쟁

심을 가졌으며, 사회가 진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졌으며, 정치와 윤리는 분리되어

야 한다는 시좌를 그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전제하 다. 앞의 두 가지의 전제에 의하

여 현실의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한 것은 그런 로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정치와 윤리의 분리에 한 그의 시좌가 논리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가 인권을 인정하 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이며 제도적인 장치를 둠으로써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개인의 자유

와 권리보다는 개개인이 가져야 하는 덕성(도덕성)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이는 그가 전술한 것처럼 사회의 윤기, 사람의 도리 혹은 正理, 天理 등으로 나타

나는 윤리적인 교화를 통하여 인권을 실현시키고자 한 데서 나타난다. 즉 그는 인간

에게 본래 구비된 도덕성으로 욕망의 조화를 설명하고, 도덕성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자학의 인간관에 근접한다고 하겠다(月脚, 124). 이는 서구의 문맥에

서 이해하면, 그가 권리나 자유보다는 인간의 덕성(virtue)을 더 강조하고 있는 셈이

다. 서구의 개인주의는 인간을 덕성으로부터의 해방시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덕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유길준은 덕성, 그것도 전통적인 윤리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덕성을 강조함으로써 질

서를 유지하려고 하 다고 하겠다. 둘째, 군주권을 원불변의 항구적인 권리로 간주

하여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인륜의 관계로 설정하 다. 셋째, 구불변하다고 여겨지

는 행실의 개화를 강조하 다. 넷째, 외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즉 만

국 공법의 적용여부로 국권의 존립여부에 한 기준으로 파악하면서도 체결된 조약의 

이행 여부는 예 혹은 천리라는 관념이라는 전통적인 윤리개념에 입각한 신의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윤리적인 교화를 통

하여 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 자체가 - 즉 유교적 도덕주의에 의존하려고 하

던 점 - 근 국가가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컨 , 그가 기본적인 시좌로 가졌던 정치와 윤리의 분리가 그의 사상체계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부국강병을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이 본성

을 기반으로 하여 종전과는 다른 퍼스날리티(personality)를 부여하여, 부국강병에 기

여할 수 있는 민족성(국민성; national character)을 형성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국가를 제시하려고 하 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유길준이 주자학적(혹은 유학적)인 사유양식에서

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 하여 정치와 윤리를 분리시키지 않았지만, 부국강병을 위하여 

제시한 새로운 인성관은 이상적인 국가관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그가 상정한 국가라는 것은 서구의 근 국가와 궤를 달리 한다고 볼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조선을 근  국민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헌군주

제적인 근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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