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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年間(1863∼1907) 서적 刊行 양상과 그 성격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신 경 미

Ⅰ. 머리말

조선의 임금은 재위기간동안 서적을 간행, 전국에 頒賜하며 자신의 정책과 

이념을 알리고자하였다. 즉 조정에서 간행된 서적은 왕의 생각을 전달하는 

직접적 매개체로서 존재하며 단순한 서적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에서의 서적 간행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당시 조선에서 서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의 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高宗(1852∼1919, 재위기간 1863∼1907)의 서적 간행 양상을 

추적하여 당시 조선 사회와 고종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종 재위기간동안 조선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내적으로는 興宣大院君(1820∼1898)과 明成皇后(1851∼1895)

로 대표되는 세력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개화와 수구로 나뉜 

이념 대립도 계속되었고, 대외적으로도 청·일본·러시아 및 여러 열강의 

침입에서 비롯된 내정 간섭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간행된 서적을 살펴보다보면 고종이 어떤 의도로 서적을 만들고 

반포하였는지 시대 상황과 맞물리는 고종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고종 시대가 가지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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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특히 고종의 개화사상1) 및 정책과 정치적 

태도2)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다수의 훌륭한 성과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종 시대에 이루어진 서적 간행에 대한 연구는 출발 

단계나 다름없다. 고종의 서양 서적 수입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3) 각각 작품의 편찬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몇 편 있을 뿐4), 고종 전반의 

서적 간행을 살핀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종이 왕위에 있었던 전 기간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국가에서 간행을 논의하거나, 실제 간행한 서적을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1) 김부연, 「19세기 후반 조선 정부의 서양 과학기술 수용: 고종의 친정(1873
년 이후-갑오개혁(1894년)이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김형수, 「고종의 친정과 개국정책 연구 1873-1876년」, 『이대사원』, 34
집(2001); 안종철, 「親政前後 高宗의 對外觀과 對日政策」, 『한국사론』, 
40권(1998); 유재곤, 「韓·日 兩國의 萬國公法 受容·認識」, 『한일관계사연
구』, 7집(1997); 장경호, 「고종의 미국인식에 대한 연구: 고종과 미국 공사
관원·고문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정통
일, 「高宗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1995).

2) 김병우, 「고종의 친정체제 형성기 정치협력의 근향」, 『대구사학』, 63집
(2001); 김성혜, 「재위전기(1864-1876) 고종의 강연과 그 실태」, 『사학
연구』 , 93호(2009); 「1890년대 고종의 통치권력 강화 논리에 대한 일고
찰: 군부론과 군사론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8집(2011); 「고종 즉
위 초기 군주관 형성과 그 내용」, 『이화사학연구』, 42권(2011); 김세은, 
「고종초기 (1864-1873)의 경연」, 『진단학보』, 89호(2000); 유현, 「고
종시대 관왕숭배의 확산과 국왕의 정치적 태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은정태, 「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 『한
국사론』, 40권(1998); 장영숙,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연구」, 상
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한철호, 「고종 친정 초(1874) 암행어사 파견
과 그 활동-지방관 징치를 중심으로」, 『사학지』, 31권(1998).

3) 민회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奎章閣』, 47권(2015); 장영숙,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
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권(2009); 
황정연, 「고종연간 緝敬當의 운용과 宮中 書畵收藏」, 『문화재』, 40권
(2007).

4) 김순희,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 63권(2015); 金允濟, 
「『增正交隣志』의 편찬과 간행」, 『奎章閣』, 35권(2009); 신명호, 「『
高宗純宗實錄』과 『孝明天皇紀』의 편찬배경과 편찬체제 비교」, 『藏書
閣」, 35권(2016); 정대영, 「조선시대 書目에 나타나는 古地圖자료 연구-藏
書閣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古地圖硏究」 2권(2010); 정우봉, 「19
세기 善書의 간행 유통과 삽화의 활용」, 『한문학논집』, 42권(2015); 함영
대, 「규장각 소장 『맹자』 판본 연구 –정조∽고종대 書目에서의 계승을 중
심으로」, 『한국문화』, 70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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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정에서의 서적 간행이라는 단편적 소재를 통해 접근하는 

만큼 당시의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근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거시적이고 포괄적 관점이 아닌, 

서적의 간행이라는 미시적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Ⅱ. 재위 전기(1864∼1876) 서적 간행과 그 성격

고종은 국내ㆍ외적으로 혼란했던 1863년, 왕위에 등극하였다. 조선 

사회는 正祖사후 純祖, 憲宗, 哲宗의 治世를 지나는 동안 일부 老論 閥閱

家門의 권력 독점이 일어났으며 정치의 문란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는 田

政, 軍政, 還穀 등 三政의 문란으로 대변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民亂과 1830년대부터 이어진 이양선의 

출몰 및 열강의 개항요구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고종은 즉위 직후부터 私親에 대한 追

崇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각종 국가적 제례와 의례에 관해 적극적 모습을 

선보였다. 이와 같은 고종의 모습은 조정에서 있었던 서적 간행 논의와 

실제적 간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고종실록』에 보이고 

있는 조정에서 논의되거나 간행된 서적의 목록이다.5)

5) 이 목록은 실제적으로 조정에서 간행이나 반포를 논의하거나 권유한 경우, 혹
은 특별히 언급한 경우나 실제 편찬을 추진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목록화한 것
으로 개인적으로 간행에 올린 경우, 서적을 구입한 경우를 합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고는 『고종실록』만을 분석하고 『승정원일
기』, 『비변사등록』과 같은 기타 관찬사서는 분석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Homo Migrans Vol. 16(May 2017)

46

[표 1] 재위 전반기(1864∼1876) 조정에서 논의 및 간행된 서적 목록

시기 서명 시기 서명

1 1년 5월  6일 을사 先朝의 御製 13 4년 1월 20일 을해 『璿派續譜』

2 1년 7월 10일 무신 『國朝譜牒』 14 4년 7월 11일 임술 『選擇紀要』

3 1년 7월 15일 계축 『潘溪隨錄』 15 4년 11월 30일 기묘 『璿源續譜』

4 1년 11월 1일 무술 『善惡圖帖』 16 4년 12월 17일 병신 『春官通考』

5 1년 11월 15일 임자 『交隣志』 17 7년 5월 20일 을유
『五禮便攷』
『銀臺條例』

6 1년 11월 17일 갑인 『法善圖』 18 8년 2월 28일 무자 『同文彙考』

7 2년 3월 16일 신해 『大典通編』 19 10년 4월 21일 기사

『璿源譜略』, 
『國朝御牒』, 
『八高祖圖』, 
『王妃世譜』

8 2년 7월 18일 경진
『列聖誌狀通記』,
『三陵誌狀續編』,

『睿陵誌狀』
20 10년 5월 27일 갑진 『紀年兒覽』

9 2년 9월 26일 무자 『兩銓便攷』 21 11년 1월 23일 정해
『綸綍』,

『日省錄』

10 2년 11월 30일 신묘 『大典會通』 22 12년 6월 3일 무진 『泰平五策』

11 2년 12월 17일 무신 『六典條例』 23 12년 12월 5일 무진 『皇明實錄』

12 3년 7월 24일 경진 『三班禮式』

위 목록에서 보이는 서적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왕실과 관련된 것.  

둘째, 禮制와 관련된 것. 세 번째는 조정의 사무에 관한 법전으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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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분류를 토대로 각각에 해당하는 서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서적의 간행이 추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왕실과 관련된 것으로는 전대 왕들의 御製와 綸音등 지침을 

기록한 『綸綍』, 始祖에서 憲宗斷妃까지의 世系를 기록한 『國朝譜

牒』, 역대 국왕과 왕비의 行錄, 行狀, 備忘記, 誌文, 敎命文, 玉冊文등을 

모아 편찬한 『列聖誌狀通記』, 선조의 묘를 재단장하는 가운데 편찬한 

『三陵誌狀續編』, 『睿陵誌狀』, 19세기 철종 말부터 시작하여 고종 

초에 걸친 왕실족보 『璿派續譜』, 『璿源續譜』, 『國朝御牒」, 『八高

祖圖』, 『王妃世譜』 등이 있다. 

조선의 왕실에서는 꾸준히 왕실족보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혈통을 밝혀 왕족의 권위를 높이고 정통성에서 비롯된 왕권을 확실히 

위함이었다. 특히나 고종은 세도정치로 인한 특정 가문들이 정권을 

독차지한 상황에서 傍系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군주로서의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왕실의 후손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며 왕실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선원속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의 고종의 행동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고종은 『선원속보』를 편찬하는 도중 속보 발간이 지연되자 

늦어지자, 그 원인이 각 門派의 門長들의 불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종진부의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한편6) 종친들만 응시할 수 

있는 宗親科를 마련하는 등 관직등용에 힘썼다.7) 또한 퇴락한 종친부를 

중수하고 자신이 직접 쓴 편액을 내려주며 왕실 족보를 확대시켜 갔다.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선원속보』의 편찬은 왕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선원속보』의 발간을 이유로 존호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領議政 洪淳穆(1816∼1884), 左議政 姜㳣

(1809∼1887), 右議政 韓啓源(1814∼18829)등의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승정원일기』, 권127, 원년 4월 21일(신묘).

7) 『승정원일기』, 권127, 2년 1월 14일(경술).

8) 『종친부등록』, 규13007, 고종 2년 2월 20일, 24일, 김일환, 「조선 말기 
『璿源續譜』 발간경위와 정치적 의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권
(2010), 12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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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종실 간에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으로 능히 조상에게 

보답하려는 성대한 생각을 좇아 널리 종실들의 족보를 거두어 직접 

정리하여 바로잡아 고치면서 먼 대의 配位까지도 자세히 더하여 추가로 

실었으며, 四王의 자손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봉작하라고 명하시어 끊어진 

대는 이어 그 제사를 보존시키고 쇠미한 집안은 일으켜 관직을 제수하니, 

은하수가 세차게 흘러 천고에 쌓였던 억울함을 다 씻어주고 금빛 나무가 

빛나고 빛나 찬란한 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傳에 이르기를,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의 도는 효도와 우애뿐이다.’ 하였습니다. 요 임금이 

九族이 이미 화목하여 백성의 덕을 고루 밝혀 이에 화락한 데에 이르게 한 

것과 순 임금이 五典을 백성들이 능히 따름으로써 뭇 공적이 다 빛난 데에 

이른 것은 모두 이 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9)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은 많은 시대 차이가 나는 왕족까지 

찾아내 추가하고 끊어진 집안은 이어 붙어 제사를 보존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세가 한미한 집안은 관직을 줌으로써 집안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왕실의 족보를 확대ㆍ번영하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고종의 이와 같은 시도는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 형식상의 신분으로 전락해 그 존재가 미비했던 왕족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고, 그 속에서 왕실의 후손으로 왕이 된 자신의 위치를 

돈독히 하려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禮制와 관련된 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三班禮式』, 『春官通考』, 이를 보충ㆍ개칭한 『五禮便

攷』 등이 있다. 고종은 위와 같은 예서를 편찬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빨리 

수정, 교정 작업을 끝마치라고 하교하였다.10) 고종이 이렇게 편찬을 

독촉한 것은 옛 제도에 따라서 예제와 관련된 일을 이 서적들을 상고하여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고종은 서적을 편찬하는 와중에도 각 능침의 제사절차와 封進절차를 

9) 『승정원일기』, 권130, 9년 12월 16일(병인).

10) 『고종실록』, 권7, 7년 6월 29일(갑자), 7년 12월 8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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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례편고』에 따르도록 명하고11) 王大妃의 41세 축하연에서 관리들의 

의식 절차도 『삼반예식』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12)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위기간동안의 고종은 혼란시기에 왕위에 올라 

왕권강화와 대외정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法宮으로서 경복궁의 

위상제고와 문호개방을 통한 개화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런 고종이 굳이 옛 유교적 예제를 담은 서적을 출간하며 전례를 담은 

서적을 상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단서를 고종 3년 8월 3일에 있었던 斥邪綸音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고종은 西學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윤음을 중앙과 지방, 신하와 온 

백성들에게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훌륭한 임금들이 계승해 내려오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겨서 예의와 풍속이 찬연히 빛났다. 그리하여 

군자들은 어진 사람들의 가르침을 익혔고, 부인들은 지조와 믿음이 있다는 

명예를 떨칠 수 있었다. 올바른 도를 점점 익혀 모두가 바른 학문을 밝히고 

떳떳한 윤리를 펴 나가 이것으로 기강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근본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융성한 교화는 중국과 견줄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천하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 진실로 능히 

나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요점을 강구하여 밝히고, 덕을 밝히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서 이 세상을 바른길로 이끄는 일은 순수하게 

오로지 바르게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람마다 程子와 朱子의 

책을 외고 선비마다 孔子와 孟子의 교훈에 심복하며, 간사한 무리들과 

편당을 짓는 무리들이 의탁할 곳이 없게 하고, 요사스런 말과 난폭한 

행동이 일어날 수 없게 한다면, 우리 유교의 도는 밝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게 될 것이며, 이단의 학문은 배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척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깊은 대궐 안에서 새롭게 분발하고 

11) 『고종실록』, 권7, 7년 12월 1일(임술).

12) 『고종실록』, 권5, 7년 11월 1일(임진).

13) 안외순, 「高宗 初期(1864-1873) 對外認識 變化와 新政」, 『韓國政治學會
報』, 30권(1996), 247~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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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가다듬은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고종은 조선의 번영이 유교를 숭상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이 중국과 견주어 빛날 

수 있던 것은 유교를 기본으로 하여 기준과 규칙을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고종이 즉위한 당시는 열강의 침입으로 인한 개항 요구 속에서 조선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종은 밖으로는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개화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안으로는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전통적 질서를 

강조하여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을 지킴으로서 나라의 영광을 이어가고자 

했다고 생각해봄직하다. 이러한 생각은 재위 당시 고종이 백성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교적 질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예제를 담은 서적을 편찬, 배포하면서 예를 

잘 지키고 있는 나라로서의 ‘조선’을 강조하는데 몰두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고종이 무조건적으로 옛 제도를 답습한 것은 아닌 듯하다. 

『오례편고』를 편찬하면서 『禮典』, 五服條에 실린 庶母의 상복과 

관련된 제도가 잘못되었으니 개정해야한다는 예조의 건의에 합당하다며 

개정을 허하기도 하였고,14) 『오례편고』 「內殿」 章服條는 『大明會

典』을 참고하였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하고 수정할 것을 

명한 일도 있었다. 『삼반예식』의 반사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문관이 

무관을 대하는 태도와 무관이 문관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였다.15)

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서적이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이듬해인 1898년부터 대한제국의 

전례서인 『大韓禮典』의 간행을 추진하며 황제국의 국가 의례를 

14) 『고종실록』, 권7, 7년 10월 15일(정미).

15) 『고종실록』, 권5, 5년 7월 2일(정축), 권7, 7년 11월 1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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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고자 하였다.16) 옛 전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적 예서의 편찬과 

제국으로서의 새로운 예전의 편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고종의 예전 

편찬이 옛날의 유교적 방식을 고수하며 무조건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오래된 예절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법칙을 가미하고, 유교적 방식을 

재편함으로써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 혼란한 상황에서의 조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고종 재위 전기에 간행된 서적의 세 번째 유형은 조정의 사무와 관련 

있는 서적의 편찬이다. 法制와 관련된 『大典通編』, 『兩銓便攷』, 

『大典會通』, 『六典條例』 외에도 외교와 관련된 『交隣志」, 『同文

彙考』, 방어대책을 담은 『泰平五策』, 조선의 年譜라 할 수 있는 『紀

年兒覽」과 영조와 정조의 국정을 기록한 『日省錄』, 명나라 사서인 『

皇明實錄』이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의 

편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조정의 사무와 관련된 서적 발간의 

의미를 파악해보겠다.

『대전회통』은 『大典通編』의 편집체제를 따라 『대전통편』을 

보완하여 발행한 것으로 1차적으로 편찬이 완료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정綍보완하였다. 『대전회통』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관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동반직의 품계 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비변사를 폐지하고 종부시를 종친부에 속하게 하고,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五部와 外官職이었던 廣州, 華城을 京官職으로 변경시킨 

후 府로 승격시켰다. 또한 궐내의 물품을 관장하는 대부분의 아문을 

강등시키면서 제사용 물건을 관리하는 典牲暑만은 승격시켰다. 이러한 

관제 변화를 고려하면 왕권을 강화하려는 조정의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17)

『대전회통』의 편찬이 마무리되자 1870년에는 이전과 병전의 조례를 

별도로 담은 『양전편고』의 편찬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공식적으로 

16) 『대한예전』에 대해서는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
헌과해석』 35호(2006)을 참조하였다.

17) 『대전회통』에 대해서는 남미헌, 「대원군 집권기(1864-1873) 종친부 진
흥책의 성격」, 『동대사학』, 1집(1995)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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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하였고 1865년 12월에는 『대전회통』을 바탕으로 하여 각 

아문들의 규칙을 會典형식으로 만든 『육전조례』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행된 법전의 편찬 의도는 그간 조선의 왕들이 법전을 만든 

의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백성은 하늘이니, 백성의 마음이 편안한 뒤에 하늘의 마음도 편안하여지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마땅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無良에게 괴로워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된다. 분하고 독한 마음이 날로 자라나고, 和易한 덕은 날로 

없어져서 孝弟와 忠信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者가 

法을 세우고 刑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刑의 

중대함이 이와 같은데도 지금 京外의 관리들이 근본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 함부로 휘둘러서 법도가 없이 구는 

자가 있으나, 위에서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작은 일은 有司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내 어찌 거기에 참견하겠는가.’ 한다면 어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小民들이 아래서 수심하고 원망하면 하늘의 

마음이 위에서 느껴 상하게 되는 것이니, 水災와 旱災는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내 비록 부덕한 몸으로 욕되게 大寶를 차지하였으나, 

하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민생을 내 몸으로 삼아 밤낮으로 다만 

그것을 생각하고 한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국가의 安危와 

백성의 休戚을 누구에게 미룰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일에도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경사에도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반드시 몸소 친히 행하고 게을리 

하지 않아야만, 가히 하늘과 백성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副應할 수 있을 

것이다.18)

世祖는 조선을 대표하는 『經國大典』의 편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왕이 

법을 세우고 형을 제정하는 것은 하늘인 백성을 편안하게 위해서라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세조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법전을 

정비하는 것은 愛民정신에서 발현된 정치적 발현이었다. 『속대전』

을 편찬한 英祖와 『대전통편」을 편찬한 正祖도 세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고종의 연속된 법전의 편찬은 백성을 생각하는 

18) 『세조실록』, 권4, 2년 5월 19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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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종은 嶺南과 湖南지방에서 

재해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을 때 다음과 같은 綸音을 내렸다.

아, 나같이 덕 없는 사람이 어렵고 중대한 자리를 이어받았기에 밤낮으로 

두려운 마음에 감히 편안할 때가 없었다. 행여 다스림이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은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위로는 하늘의 돌보는 뜻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추대하는 마음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밤낮으로 국사에 매진하여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다.… 

감사와 수령은 모두 조정이 믿고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이다. 임금과 걱정을 

나누는 의리와 백성들을 보살피는 방법에 있어서 응당 최선을 다하겠지만 

염려되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또 慰諭使를 특별히 차송하였고, 

시종신으로 있다가 수령으로 나간 자가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행여 

다칠세라 赤子를 보호하듯이 하는 나의 간절한 뜻을 두루 펴게 하였다. … 

백성들이 모두 자기 집에 편안히 살고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 뒤에야 

나의 뜻을 선양하는 책임을 이루고 지방관의 중책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고종은 백성을 赤子와 같이 생각하여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을 자신의 不德때문이라 하였는데 백성을 

적자라고 표현한 지점에서 백성을 자식처럼, 임금을 부모처럼 섬기는 

유교적 君父論의 논리를 찾을 있다.

유교 국가에서는 집안에서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군주와 백성사이의 

관계를 대변하였다. 그렇기에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충신이 

임금을 섬기는 것의 근본은 하나’19) 라는 논리 아래에서 군주제에 대한 

정당성이 발현될 수 있었다. 또한 군부론은 유교적 민본사회를 구현하는 

논리 또한 제공하고 하였다. 군주는 만백성의 부모와 같기 때문에 백성을 

친자식과 같이 신중하고도 성실하게 돌봐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데 

적용된 것이다.20)

19) 『禮記』, “忠臣以事其君 孝子以事其親 其本一也”

20) 김성혜, 「1890년대 고종의 통치권력 강화 논리에 대한 일고찰-君父論과 軍
師論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8집(2011),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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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론을 바탕으로 군주가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할 

매개체가 필요하였다. 고종의 군부론적 마음은 백성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관료를 통해 전달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담은 서적을 통해 

전파되었다. 백성을 보호하고 편안히 하려는 목적에서 일정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 법전을 반포함으로써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로써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굳건히 하려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종 재위 전반기 서적 간행은 왕실과 관련된 서적, 

예제와 관련된 서적, 국정과 관련된 서적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적들을 간행한 의도와 서적의 반포를 통해 

얻고자 했던 고종의 의도는 하나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혼란했던 시기 왕실의 방계혈통으로 왕위에 올랐던 고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군주로서의 지위를 돈독히 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서적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종친부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왕실의 족보와 관련된 서적들을 간행함으로써 종친으로 왕위에 

오른 자신의 정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각종 예제를 담은 서적과 

법전들을 간행, 반포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은 백성들의 어버이와 

같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 권력기반의 강화를 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재위 후기(1877∼1907) 서적 간행과 그 성격

그간 고종의 정치적 태도는 東道西器論에 입각한 정국 운영으로 

대표되었다. 동도서기론은 정신으로는 동양의 道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우수한 器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뤄나가자는 논의로 

임오군란 이후 고종이 내린 교서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의 정치적 의도가 서적 간행에도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때, 고종의 재위 후반기 서적 간행과 동도서기의 추구가 궤를 

같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종의 1882년 敎書를 통해 동도서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55

高宗 年間(1863∼1907) 서적 刊行 양상과 그 성격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우리 東方은 바다의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외국과 교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견문이 넓지 못한 채 삼가고 스스로 단속하여 지키면서 500

년을 내려왔다. 근년 이래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 

交隣에 道가 있다는 것은 經典에 나타나 있는데, 사리에 어둡고 막혀 

있는 유생들은 송나라 조정이 금과 화의를 했다가 나라를 망친 것만 보고 

망령되이 끌어다 비유하여 번번이 斥和의 논의에 갖다 붙이고 있다. … 

그러나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다.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다만 공법에 의거할 뿐이다. 

당초 內地에 서교를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평소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익혀 왔고 오랫동안 예의의 풍속에 젖어 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正道를 버리고 邪道를 따를 수 있겠는가. 설사 어리석은 

백성들이 몰래 서로 전교하여 익힌다 하더라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는 

이상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숭상하고 물리치는 데에 그 

방도가 없다고 근심하겠는가. 그리고 기계를 제조하는 데 조금이라도 

西法을 본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 대뜸 사교에 물든 것으로 지목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종교는 사특하니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美色처럼 멀리해야겠지만, 그들의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利

用厚生할 수 있으니 농기구ㆍ의약ㆍ병기ㆍ화륜선과 같은 제조를 어찌 

꺼려하며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약의 형세가 이미 

현저한데 만일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이 얕보는 

것을 막고 저들이 넘겨다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으로 

정치와 교육을 닦고 밖으로 이웃 나라와 수호를 맺어 우리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각국의 부강한 방법을 취하여 너희 사민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21)

임오군란이 끝난 후 내린 교서에서 고종은 부강을 위해 서양과 수호를 

맺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종교는 邪交로 배척하면서 利用厚生을 

위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동도서기의 핵심은 유교적 五倫으로 東道를 유지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서학을 사교로 

21)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5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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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하는 것과 『萬國公法』에 의거해 외국과 교역을 맺는 것은 서로 

별개라는 것이다.22) 이 교서는 조선 사회에서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의 확산을 불러 일으켰는데 교서 발표 후 전국에서 올라 온 상소가 

이를 반증한다.23)

교서 이후 고종은 서양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서양 관련 서적을 

수입하는 한편24) 국가 주도로 서적 간행 사업도 진행하였다. 고종의 서양 

서적 수입 정책은 池錫永(1855∽1935)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의 大政으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바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제까지 外交라곤 

해본 적이 없기에 견문이 넓지 못하여 時局에 어둡습니다. 나아가서 交

隣하거나 聯約하는 것이 모두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外務에 마음을 쓰는 자를 보기만 하면 대뜸 邪敎에 물들었다고 지목하며 

비방하고 침을 뱉으며 욕합니다. 백성들이 서로 동요하면서 의심하고 

시기하는 것은 時勢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안주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잘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25)

유생이던 지석영은 외교에 힘쓰는 무리들에게 사교라고 힐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세에 어둡고, 지리적 위치로 인해 경험해본 적이 없어 

견문이 좁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고종도 적극 동조하여 

22) 동도서기론에 대해서는 노대환,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서울: 일지
사, 2005)를 참조하였다.

23)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23일(병자) 외국 서적을 도입하자는 지석영의 
상소; 같은 책, 19년 9월 5일(무자) 이웃 나라와 修好를 주장한 변옥의 상소; 
같은 책, 19년 9월 14일(정유), 외국 화폐를 도입하자는 정영조의 상소가 대
표적이다.

24) 서양 관련 서적은 1884년에 작성된 『내하책자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 목록에는 고종이 수집했던 서양의 문물, 제도에 관련된 책을 포함하여 
중국의 전통적 서적 총 500여종이 기록되어 있다. 고종의 개화정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들인 『만국공법』, 『해국도지』 뿐만 아니라 朝士視察
團의 보고서도 들어 있어 당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내
하책자목록』에 대해서는 장영숙, 앞의 논문을 참조.)

25)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23일(병자). 이 외에도 『고종실록』 권19, 19
년 9월 5일(무자) 이웃 나라와 修好를 주장한 변옥의 상소; 같은 책, 19년 9월 
14일(정유), 외국 화폐를 도입하자는 정영조의 상소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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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영이 언급한 서적을 의정부에 내려 보내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때 언급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萬國公法』, 『朝鮮策略』, 『普法戰紀』, 『博物新編』, 『格

物入門』, 『格致彙編』, 『箕和近事』, 『地球圖經』, 『農政新

編』, 『公報抄略』, 『易言』

위의 목록을 살펴보면 지석영이 추천하고 고종이 동의한 책은 제도와 

문물, 그리고 외교와 연관된 서적이 대다수이며 서양의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서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서적은 『萬國公法』이다. 『만국공법』은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

(Henry Wheaton‚ 惠頓, 1785∼1848)의 국제법에 관한 서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월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

韙良, 1827∼1916)이 漢譯한 것이다. 조선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26) 개화사상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척사를 주장하는 

유생들 사이에도 널리 읽혔던 것으로 확인된다.27)

고종은 척사를 주장하는 이들이 연이어 올린 상소에도 불구하고 『만국공법』

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만국공법』을 참고했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 시기는 고종 36년, 즉 光武改革 때로 고종의 대한제국 구상에 

『만국공법』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大

韓國國制에서 언급하는 만국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바로 이 『만국공법』

을 바탕으로 하는 법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당시 조정에서는 

어떤 서적의 간행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는 고종 재위 후반 조정에서 논의된 서적과 실제 간행된 서적을 

정리한 것이다. 

26) 『만국공법』에 대해서는 류재곤, 「한국의 萬國公法 수용과 인식」, 『선문
대학교 인문대학논문집』, 1권(1998)을 참고하였다. 

27) 『고종실록』, 권18, 18년 3월 23일(을유), 황재현, 홍시중의 상소; 같은 책, 
윤7월 6일(병신), 홍재학 등의 상소에서는 『만국공법』을 포함한 서양서적
은 요사스러운 것이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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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위 후반기(1897∼1907) 조정에서 논의 및 간행된 서적 목록

시기 서명 시기 서명

1 15년 3월 13일 계해 『進饌儀軌』 10 30년 4월 13일 을축 『養老宴儀軌』

2 18년 2월 26일 무오 『私擬朝鮮策略』 11 34년 11월 30일 
양력 『明時』

3 19년 8월 26일 기묘 『孝經大義』
『古鑑』 12 40년 2월 24일 양력 『文獻備考』

4 19년 8월 30일 계미 『皇明實錄』 13 40년 8월 3일 양력 『大明律』

5 19년 10월 7일 경신 

『杞憂子易言』
『海國圖志』
『朝鮮策略』
『萬國公法』

14 42년 4월 29일 양력 『刑法大全』

6 20년 8월 23일 경오 『通鑑政要』
『補拾』 15 42년 6월 18일 양력 『民法常例』

7  23년 3월 2일 을미
『大典會通』
『大明律』
『無冤錄』

16 43년 3월 5일 양력 『文獻備考』

8 26년 7월 18일 임술 『東宮日錄』
『書筵日記』 17 43년 8월 3일 양력 『步兵操典』

9 29년 8월 28일 계미

『列聖誌狀通紀』
『文苑黼黻』

『東國文獻備考』
『春官通考』

18 44년 2월 11일 양력 『增補文獻備考』

고종 재위 후반에도 왕실에 대한 추숭작업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전기에도 편찬되었던 『列聖誌狀通紀』가 다시 한 번 거론되었고 그 

외에 翼宗妃 神貞王后 趙氏(1808∽1890)의 周甲을 경축하기 위한 進饌 

의식에 관해 기록한 『進饌儀軌』나 양로연에 절차에 대해 기록한 『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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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宴儀軌』를 편찬한 것이 눈에 띈다.28)

그런데 이 서적들은 왕실 추숭 의도도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孝行과 관련 있는 책들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前 都事 崔瑆煥(1813∽1891)이 『孝經大義』와 『古鑑』을 만들어 

中外에 널리 보임으로써 교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진달했을 때, 

최성환이 가진 학술의 經緯를 알 수 있으니 속히 올리라는 하교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29)

주지하였듯이 조선은 유교적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孝와 忠은 유교의 기본 이념이자 불가분의 관계였다. 집안에서의 

효가 바로 정립되어야 국가의 충이 바로서고 그래야 조화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유교에서의 五倫이요, 王道政治의 핵심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부모의 부모다운 사랑과 자식의 자식다운 효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때, 부모와 자녀간의 일체 의식이 이루어지며, 형다움의 

우애와 동생다움의 공손 그리고 윗사람다움의 이해와 아랫사람다움의 

순종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형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의식이 확립되며, 남편다움의 올바름과 부인다움의 덕성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조화를 이루며, 지도자다움의 사랑과 

아랫사람다움의 충성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정의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30)

고종은 동도서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동양의 도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즉 고종이 오륜에 바탕을 둔 유교이념을 계속 지켜가기 

위한 발현체로 『의궤』와 『효경대의』를 편찬하고 조묘를 정비하고 

선조를 추숭하는 작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고종은 

자신의 위치를 대한제국의 황제로 공표하고 『만국공법』에 따라 외국과 

수교하며 서양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도 “東宮과 함께 한 나라 

28)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 때 유독 양로연에 관한 논의가 많았음을 알 수 있
다. 가장 많았던 成宗과 世宗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검색되고 있는데, 조선후
기 왕들 중에서는 그 수가 단연 압도적이다.

29)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26일(기묘).

30) 오석원, 「유교의 효사상과 현대사회」, 『유교사상연구』, 13권(2000),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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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宗主가 되어 기자와 공자의 도를 밝히고 거룩한 聖祖의 뜻을 

이을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31) 다시 말하면 유교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유교를 진흥시키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전국 유생들의 지지를 

얻고 동시에 서양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함으로써 부국강병으로 나아가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서적 간행의 특징은 법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조선의 법전 편찬은 『大明律』을 바탕으로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전의 

육전을 하나로 모은 종합법전 형태로 발간되었다. 종합법전은 기존 법전의 

내용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조항을 기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 

형전과 관련된 『欽恤典則』이나 『無冤錄』, 재판 판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 『審理錄』등과 개인이 만든 여러 법전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고종 대의 법전 편찬에서는 그동안의 조선의 법전과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대전회통』은 앞선 시기의 법전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대명률』, 『무원록』의 발간은 전 시기에도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것이기에 특별할 것이 없지만 고종 42년에 발간된 『刑法大

全』과 『民法常例』는 고종의 새롭게 발간된 것이다. 고종은 

『형법대전』이 완성되어 중앙과 지방에 반사하라는 詔令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刑法은 정치의 필수적인 수단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典憲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데 옛날과 

지금은 제정하는 것이 다르고 두거나 없애는 것을 대중없이 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有司의 의혹도 차츰 깊어지기 때문에 짐은 

속으로 개탄하였다. 이어 先王들이 제정한 법을 근본으로 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작하여 나라의 법을 뚜렷이 만들고 그 이름을 『刑法大全』이라 

하여 온 나라에 반포하여 영원히 전하는 바이니 백성들은 두려운 것을 

알게 될 것이고 有司는 遵奉하기 쉬울 것이다. 아! 공경히 받들도록 하라.32)

31) 『고종실록』, 권39, 36년 4월 27일(양력).

32) 『고종실록』, 권45, 42년 4월 29(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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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법전을 만든 것은 더 이상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고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좀 

더 생각해본다면 고종의 통치 체제가 법에 의한, 法治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종의 법치에 대한 생각은 1899년에 

있었던 ‘大韓國國制’ 의 반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1조 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自主獨立한 帝國이다.

제2조 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 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專制政治이다.

제3조 대한국 大皇帝는 무한한 君權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바 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侵損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陸海軍을 통솔하고 編制를 정하며 戒嚴과 

解嚴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各府와 各部의 관제와 文武官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治

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黜陟과 任免을 행하고 爵位, 勳章 및 

기타 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宣戰, 

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33)

대한국국제는 황제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는 제6조에서 제9조의 내용에 집중해보자. 이 내용은 ‘만국의 

공통적 법률에 본받아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33) 『고종실록』, 권39, 36년 8월 17(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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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공법에 의하여 황제가 제정하며 각 부의 행정 사무와, 관리의 

선발, 사신 파견 등 모든 행정 제반 사항을 법에 의거하여 따른다는 것은 

법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고종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법을 참작하여 시행하라는 명을 

여러 차례 내리고 있음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종은 앞서 

살펴본 대로 동도서기에 입각하여 기본적 정신은 유교에 바탕을 두고 

만국에 통용될 수 있는 법에 의한 정치를 하고자 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쉽게 섞일 수 없는 동양의 도와 서양의 제도를 자신에게 부여한 절대적 

군주권과 유교의 종주로써의 역할로 통치하려하지 않았을까 추론해본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고종 재위 시기의 서적 간행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혼란기에 왕위에 오른 고종은 왕실과 관련된 서적을 편찬하고 조묘 

정비 사업, 선조 추숭 작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왕위 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제 및 효와 관련된 서적을 출간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도서기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고종은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를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를 위해 유교 

이념의 핵심 사상은 예와 효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예는 조선을 문명국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며, 효는 효=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강력한 군주권을 

성립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셋째, 서양의 

기를 받아들이는 노력은 각종 법전의 편찬으로 완성된다. 그간 조선의 

전통적 법전 형태는 육전을 하나로 모은 종합법전이었다. 그러나 고종 

재위 기간에는 다양한 사례집이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최초의 

형법, 민법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는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제도, 법제 특히 『만국공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제국만의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 법에 의한 통치를 하고자 했다고 생각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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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종의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정치가 과연 실제로 실행될 수 

있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고종의 대한국국제의 전반부는 

절대 군주로서의 의지 표명으로, 후반부는 법치로의 지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속에서 근대사회로의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민권에 대한 

언급은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법치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고종의 정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없다. 이는 아직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강력한 군주권과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동국대학교, onetop02@dongguk.edu

키워드(Key Words):

고종(King Gojong), 동도서기(Dongdo-Seogi), 서양기술서적(Western 

technological books), 규장각(Gyujanggak), 조선왕조실록(Annals of 

the Chos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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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高宗 年間(1863∼1907) 서적 刊行 양상과 그 성격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신 경 미

이 글은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던 고종 재위 시기, 

조정에서 논의되고 간행된 서적의 간행양상을 통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고종은 왕실과 관련된 서적을 편찬하고 祖廟 정비 사업, 선조 追

崇 작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왕위 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둘째, 예제 

및 효와 관련된 서적을 출간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도서기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고종은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를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를 위해 유교 이념의 핵심 사상은 예와 

효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셋째, 서양의 기를 

받아들이는 노력은 각종 법전의 편찬으로 완성된다. 그간 조선의 전통적 

법전 형태는 육전을 하나로 모은 종합법전이었다. 그러나 고종 재위 

기간에는 다양한 사례집이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최초의 형법, 

민법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는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제도, 특히 『萬國公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제국만의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 법에 의한 통치를 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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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book publishing during 

the reign of Kojong(1863∼1907)

-Focusing on the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朝鮮

王朝實錄)』-

Shin kyoungmi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ime of King Gojong who was on the 

throne at the time of confusion at home and abroad. Among them, I 

sought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facts by tracking the books 

that were discussed or actually compiled in the country. As a result, 

three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Kojong compiled a book related to the royal family, repaired 

ancestral tombs, and elevated ancestors. This seems to be the 

justification of his being a king. Secondly, we published books on 

etiquette and filial piety. This is the expression of the ‘Heurem of 

Eastern ways, Western machines(東道西器論)’, which is the political 

ideology of Gojong. Kojong pursued a policy of blending Oriental 

traditional Heurem with Western machines, and it seemed to have 

emphasized etiquette and filial piety in order to lead it successfully. 

Third, efforts to accept Western technology are completed by a 

compilation of various codes. In the meantime, the traditional form 

of the law in Korea had a collective character that brought together 

the rules of each department. However, when King Gojong was 

on the throne, various casebooks were compiled, and the first 

penal code and civil code were made. As you can see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Daehan Empire(大韓國國制), we can think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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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mpire has created a new legal system based on Quoting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and tried to rule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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