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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문호개방 이후 다가온 외부의

충격에 의해 조선정부는 근대국가의 수립이라

는 과제를 전면화 시킬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서양의 자본주의는 곧 우수한 기술과 물질문명

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당시 조선의 지식

인 가운데에는 서양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부인

하는 세력도 일부 있었지만, 집권관료세력 다

수는 서양의 선진문물을 인정하고 수용해야한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그 수용방

법에 따라 東道西器論과 文明開化論으로 분화

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제반정책은

그 집권관료세력의 재편에 따라 완급이 있었을

뿐 , 봉건사회 해체에 따른 근대화 작업의 수행

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루어진 정치, 사회, 경제제도 등의 재편은 모

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간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세력

의 변동과 제도개혁 사상사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서서히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기술문명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접근이 미흡하긴 하지만 이러한 연

구 동향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서양의학의 수용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체

로 의학자들이나 선교사를 연구하는 교회사가

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을 비롯

한 서양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근대의학이 성립

되었다는 것을 주요 논지로 하는 대신 조선

내부의 주체적 수용의지는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1980년대 이광린의 연구를 비롯

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견해를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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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1) 특히 1980년대 중반 서양의학의 뿌

리를 둘러싼 논쟁은 그것이 가지는 논쟁의 성

격의 뛰어넘어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만들어 내

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濟衆院(廣惠院)에 대한 연구는 조선정부 측 자

료를 토대로 초기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 및

변화 양상 등을 밝혀내었다 2) 뿐만 아니라 의

학교육이 정착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의학생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는 그들의 출신배경이나

교육 후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정착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본고는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중원 의학당 입학생 이겸래의 경우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나아가 봉건사회 해

체에 따른 신분변동을 겪으면서 신문물의 습

득을 통해 입신한 다양한 계층의 일면을 살펴

보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2 제중원 의학교의 설립과 인원선발

제중원이 조선민중의 호응을 받기 시작하자

알렌은 이를 이용해 의학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과 비용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병원에 의학교를

개교하는 것이었고 그 비용은 조선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었다 고종은 즉시 칙령을 내려

병원 북쪽에 접한 가옥과 대지를 매입하고 이

곳에 교사를 꾸미도록 하였다 대지의 넓이는

대략 250평 정도로 크게 3동의 한옥으로 이루

어졌는데 학생숙소 의학교 화학실험실 강

의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학교에서 사용

할 기구 구입을 위해 250불이 소요되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정부는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1886년

2월 13일 (음력 고종 23년 1월 10일) 팔도 감영

에 공문을 보내

팔도감영에서 공문을 내리기를 본아문 학당

및 제중원 생도가 정원에 꽤 미달한 상태이므

로 지체와 문벌을 논하지말고 총명하고 영오하

며 근면한 어린학생 가운데 14-5세부터 18세

까지의 3 4명을 선택하여 지체말고 올려보내

입학시킬 것4)

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2월 28일에는 평안도

에서 金永鎭·梁宜鐘을 생도로 올려보냈으며 5)

3월 10일에 함경도에서는 康基五·金洛鼎을

생도로 올려보냈다 6) 뿐만 아니라 공립의원

1) 이광린 제중원 연구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 김형석 한말 한국인에 의한 서양의학

의 수용 국사관논총 5 1989 ; 김승태 일본을 통한 서양의학의 수용과 그 성격 국사관논총 6
1989 ; 신동원 공립의원 제중원 한국문화 16 1995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2)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세브란스 역사비평 1997 가을호 ; 박형우·여인석 한국근대

의학도입사의 쟁점 延世醫史學 2(1) 1998 ; 여인석·박윤재·이경록·박형우 구리개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과정 醫史學 7(1) 1988 ; 이경록·왕현종·박형우 재동 제중원의 규모와 확대과정 의

사학 9(1) 2000
3) 박형우 조선개항 이후의 서양의학 도입- 의학교육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04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4) 關八道監營 本衙門學堂及濟衆院生徒 尙多未備 無論地閥 心擇聰明穎悟勤實之幼童 自十四五歲 至十八歲 採

取三四人 不日起送入學事 統署日記 고종 23년 1월 10일

5) 箕報 生徒二名起送事 金永鎭 梁宜鐘 統署日記 2월 28일

6) 咸營牒報 聰明生徒姜基五 金洛鼎 修成冊上送事 統署日記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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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은 수업시간에 대한 규정과 학생들이 의

사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규정하였고 제중원

은 1886년 3월 29일에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알렌은 당시 사정을 1차년도 보고서 에서 다

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의학교는 1886년 3월 29일에 경쟁시험으

로 선발된 학생 16명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생

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영어를 가르쳤다 일

부 학생의 영어가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

므로 우리는 곧 이들이 과학 공부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리교섭통상사무

아문의 독판 및 협판과의 회의에서 채택된 학

교 규칙에 의해 이 학생들은 4개월 간의 시험

기간을 거친 후 성적이 우수한 12명을 선발하

여 정규과정에 편입시키고 성적이 불량한 나

머지 4명은 낙제시킬 예정이다 매년 12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식사비

기숙사비 및 학비 등을 제공할 것이며 과정을

끝낸 후 주사 의 직책을 가진 정부 관리로 등

용될 것이다… 7)

그리하여 1886년 7월말에 본과생으로 결정

된 12인은 李宜植 金鎭成 禹濟翌 李謙來

金重聲 崔奎星 崔鐘岳 尹鎬 李軫鎬 秦學

洵 尙瀟 高濟姿 등이다 8)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중 李宜植과 李軫鎬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9) 그러나 이후 이들의 행적에

대한 연구 결과 李謙來 崔鐘岳 尹鎬 秦學洵

尙瀟 등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먼저 秦學洵과 尙瀟10)는 稀姓이라는 장점

때문에 종친회와 족보상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李謙來 崔鐘岳 尹鎬 李軫

鎬는 대한제국 관원이력서와 족보를 통해 확인

되는 인물로서 11) 그 자료에 의해 생몰년대

7) 박형우·여인석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의사학 3(1) 1999 13쪽 그러나 이들 4인은 다른 자

료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천거된 이들 가운에 의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4명 모

두가 제중원에서 의학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8) 朝野新聞 1886년 7월 29일
9) 이광린 앞의 글 1986 132쪽 이진호는 한말연무공원 출신으로 갑오농민전쟁시 농민운동을 진압하는데

출동하였고 을미사변 당시에는 훈련대 제3대대장 훈련대 해산 뒤에는 친위대 제2대대장이 되었다 춘

생문 사건때 내응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변심하여 군부대신 어윤중에게 계획을 밀고하였다 1896년 갑오개

혁이후 김홍집 내각이 붕괴된 뒤 친일인물들이 일본으로 망명할 때 함께 하였다 10년 후 통감부가 설치

되자 귀국하여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주요 요직을 맡았다 이의식은 1886년 제중원 주사에 임명되었다(신
동원 1995 248쪽 ; 국사편찬위원회 편 大韓帝國官員履歷書 685쪽)

10) 秦學洵 대신에 족보상에는 1866년에 출생한 秦學純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활동한 시기가 일치하고 족

보의 성격상 誤記나 이름이 개명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豊基 秦氏 족보상 1870-1890년대의 인물이 學을 돌림자로 쓰고 있어 秦學洵의 존재는 확실하다 尙

瀟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몇 안되는 尙 氏 가운데에는 모두 水 를 항렬로 하고 외자를 쓰고 있다

누락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역시 개명의 가능성 그리고 서얼 출신을 이유로 족보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지난 1999년 5월 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들 12명 가운데 그 존재가 확실한 李謙來 崔

鐘岳 李軫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다

11) 이들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먼저 의관가문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당시 중인층은 양반층보

다 세계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였고 서양학문에 대한 인식의 수용과 함께 서구의학에 대한 논의

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의관가문의 추적만으로 관련성을 찾을 수는 없었으며 이들

이 의업에 종사해 왔던 자료는 더욱이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의관가문의 경우 의료행위로 특권을 누

려왔던 이들에게 서구의학의 확산이 한의학의 쇠퇴를 동반하였다는 조형근의 지적(조형근 식민지체제

와 의료적 규율화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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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력 등을 살필 수 있다 崔鐘岳은 1870년

출생으로 1921년 公州 灘川面 면장을 지낸 인

물이고 尹鎬는 1870년생으로 군인으로 입신

하였다 李軫鎬는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기숙사비와 학비 면제

정부관리로서의 등용이라는 파격적인 조처에

도 불구하고 이후 의학교육부의 활동과 의학교

육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로는 우선

학교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당시 선교의사들은 환자의 진료 등으로 대

단히 바빠 학생교육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다 또한 알렌은 1886년 9월부터 공사업무

를 보기 시작하였고12) 주미공사관 참찬관으로

외교문제에 간여하게 되어 의학교육 자체가 소

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부분 선교

사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학생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이 있을 것

이다

한편 학생들은 그 당시 체계가 완전히 다른

새롭고 어려운 학문을 장기간 그것도 외국어

로 공부해야했기 때문에 공부할 흥미를 상실했

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서양식 의사가 되는데

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기간동안 생계보장

이 없었다 더욱이 영어만 배우면 당시 새로

생긴 근대적 기구의 실무관료로 등용될 가능성

이 높았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제중원 의학당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3 李謙來의 家系와 身分

李謙來(1839-1881)의 본관은 廣州이다 족보

에는 어릴적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이후 1894년

농민전쟁시의 군공을 적고 있으나 , 신분상으로

볼 때 그는 중인출신이었다 14) 중인 가계의 여

부는 시대 중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각종

의 榜目類(譯科榜目 雲科榜目 別薦案 雲觀

先生案 籌學入格案 등)뿐만 아니라 중인의 가

계만을 따로 엮어 편찬한 姓原錄을 통해서 살

필 수 있다

중인층은 조선왕조에서 통치체계의 실무영

역을 맡고 있었던 계층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은 국가 경영에 관한 기능을 대대로 세습하여

익혔으며 행정실무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

면서 현실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왔던 계층이

었다 특히 醫·譯中人의 경우 이들이 맡은

임무는 다른 직역과는 달리 수시로 공로를 세

울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당시 이러한 상황

을 朝鮮王朝實錄 에서는

우리나라의 습속은 오로지 階分을 숭상하되

仕路에 있어서는 더욱 중시한다 그래서 士族

이외에는 醫·譯이 그 다음이 된다 士族이 된

연후에 卿大夫가 될수 있는데 士族이 아니면

서 卿大夫가 되는 자격을 갖고 허리에 犀帶를

차고 이마에 玉管子를 붙이는 것이 醫官 譯官

이다 15)

라고 하였고 스스로 사대부 아래에는 醫·譯

12)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1886년 9월 11일
13) 박형우 등 제중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1985-1908) 의사학 8(1) 1999 29-30쪽
14) 중인가계의 경우 족보에서 아예 누락되어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거나 혹은 李謙來의 경우와 같이 중인출

신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15) 國俗專尙階分 尤重於仕路 而士族以外醫譯爲次 士族然後爲卿大夫 非士族以爲卿大夫之資格 腰犀帶而頂玉

者 醫與譯也( 朝鮮王朝實錄 권46 정조 18년 10월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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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人 이란 일종의 명색이 있어 비록 醫·譯을

업으로 삼으나 衣冠之足 됨을 잃지 않는다 16)고

정도로 자부심이 높았다

李謙來는 1885년 식년시 雲科에 합격한 중

인출신이다 서울대 소장본 雲觀榜目 (서울대

古 5120-130)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증조부 李孝彬이 畵員의 관직에 올라 중인집안

을 유지해오긴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세

습적이고 배타적으로 중인가문을 형성한 醫·

譯중인 출신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동생 李

鼎來(1875-?)는 후일 대한제국기에 관료로 활동

하였으며 사촌 李鴻來18)도 譯科에 입격하고

1885년 통리교섭아문 주사로 활동하던 인물이

었다 역시 내부 주사를 거쳐 의주부 참서관을

지내는 등 관직에 진출하였다 더욱이 흥미있

는 사실은 李鴻來의 여동생과 결혼한 이가 全

良默이라는 사실이다 전양묵은 1885년 3월 7

일(양력 4월 21일) 최초로 제중원 주사를 지냈

던 인물이다 이를 가계도로 圖示하면 <표1>

과 같다

이와같은 중인층의 진출에는 국제정세와 시

대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관료기구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수한(제한된) 업

무를 맡아 수행하는 새로운 하위관료기구들이

다수 설치되었는데 機器局 典 局 博文局

郵政局 育英公院 濟衆院 電報局 務局 등

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른바 행정

직에 해당하는 主事·副主事·司事·委員 參

謀官 司官·司務등의 관직이 설치되었다는 것

이다 19)

근대적 관료기구의 개편과 함께 관리임명에

대한 제한도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 비록 통

리기무아문 창설당시 임명된 주사 부주사는

모두 전현직의 관료들이었지만 이 인사에서 주

목되는 것은 문과 음직 무과에 구애 받지 않

는다 는 규정이었다 20) 이렇게 당시 관직임용

에 있어 文·陰·武에 제한하지 않고 과거에

는 바로 정식관료로 등용되기 어려웠던 생원

진사 유학까지도 임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

었다 유학은 원래 과거에 합격하여 생원 진

16) 士林之下有醫譯中人一種名色 雖以醫譯爲業 不失爲醫官知足也( 輿誦 杏下述 朝鮮庶孼關係資料集

여강출판사 1985)
17) 雲科榜目 에는 1713년(숙종39)부터 1874(고종11)까지 雲觀榜目 에 1713년부터 1885년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총 96회에 831명을 배출하였다 이가운데 천문학 전공이 전체의 53 1% 지리학이 13 5% 명과학

이 23 5%이며 전공미상자가 9 6%에 이른다 특히 19세기에는 천문학에서 5명 지리학에서 2명 명과학에

서 4명의 입격자를 내었다 최진옥 조선시대 잡과설행과 입격자 분석 조선시대 잡과합격자총람-잡
과방목의 전산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8) 李鴻來(1867-?) 字는 儀卿이다 1882년 譯科에 합격하였으며 漢學을 전공하였다 족보에는 佑來로 되

어있다 다행히 족보에 그의 초명이 鴻來로 표기되어있고 이후의 이력도 일치하였다

19) 主事는 각 관료기구의 실무책임을 맡은 참상관급의 관리이고 副主事는 참하관급으로 낭청을 임명할 때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사로 승진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司事는 이들보다 다소 지위

가 낮은 실무관리였다고 생각되는데 교섭아문이나 새로운 하위관료기구(機器局 典 局 등)에서 발견되

는 직명이다 司事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사로 승진하도록 되어있었다 예를들어 교섭아문의 司事 張

博 李康稷 등은 司事에서 主事로 승진되었다 ( 統理衙門主事先生案 ; 統署日記 고종 21년 11월 초5
일)

20) 교섭 군국아문에서의 인사가 이런 원칙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敎曰 我國之尙門地 誠非

天理之公也 國歌用人 何限貴賤 今當更始之日 宜恢用人之路 凡西北松都庶孼醫譯胥吏軍伍一體通用顯職惟

才是擧如有奇才異能者 內而公卿百官 外而方伯守令各擧所知送赴銓曺 予將擇而用之”라는 1882년 7월 22일

의 교서가 있었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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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명칭을 지니고 있거나 관료로 출사하지

않은 양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지만 이 시기에

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반이라 하기 어려운

인물도 유학을 자처하고 있었다 21)

따라서 李謙來는 이러한 관직임용에 대한

개방적 조처에 힘입어 재빨리 입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85년 雲科

에 합격한 후 1886년 제중원에 경쟁시험을 거

쳐 입학한 그의 이력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

받침해주고 있다 1894년 6월 갑오개혁은 중인

층의 관료활동에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왔다

6월 28일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공포한 주요한

개혁안 가운데는 신분제에 관한 혁신적인 법안

이 포함되어있다 이 가운데 과거제 폐지는 곧

관료임용에서 종래 양반이 가졌던 특권이 해체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관료가 되고 사

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료충

원방식에 따라야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선거조례 등이 제정 실시됨으로써 관료의

충원기회는 확대되었다 22) 이는 곧 능력위주의

인재등용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23) 관리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奏·判任官에는 종래 잡직에

<표1> 廣州李氏 文景公派 東皐公系 家系圖

命台 14代

1707-?

尙復 15代

1729-1797

基彬(孝彬) 16代

1767-1819

德會 17代

1798-1841

秉羲 忠淵 18代

1839-1881 1825-1907

謙來 鼎來 佑來 女는 全良默과 結婚 19代
1865-1911 1875-? 1868-?

容憲 容健 20代

21) 그 예로 교섭아문 주사 지운영은 전직이 유학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원래 지운영은 지석영의 동생으로

이 가문은 전통적인 중인가문이었다

22) 조성윤 갑오개혁기 개화파정권의 신분제 폐지정책 김용섭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한국근현대

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1997 112-114쪽
23) 무릇 醫譯雜職 및 嘗加人으로 各府衙의 奏·判任官이 된 자는 모두 新授階級에 따라 시행하되 原資에

구애받지 않는다 는 군국기무처의 조치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었다( 官報 開國 503년 7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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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던 인물들이 현저히 진출하였다

따라서 잡과출신의 중인들은 이제 본래 그

들이 종사하던 잡직(雲觀 譯官 醫官 등)에

한정되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출의

통로가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 즉 군국기무처

와 의정부의 각 아문 그리고 各 部의 奏·判

任官에 임명될 수 있었다 24) 당시 李謙來는

1894년 농민전쟁시 정부측 참모로 종군하여 군

공을 세우고 이후 訓練二隊 副尉라는 무반직에

임명되었다 같은 시기 동생 李鼎來도 농상공

부 기수(판 5)로 활동하는 등 25) 두 형제 모두

1897년 이후 대한제국기에는 관료로 진출한 것

으로 보인다 1897년의 광무개혁은 舊本新參

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었다 군주권을 중심으

로 민권이 결합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권력행

사의 주체로 군주를 위치지우고 그가 개명군

주로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1899년 大韓帝國國制 반포 이

후에는 각종 부서가 신설되면서 그 권한이 더

욱 확대되어 갔으며 궁내부의 기능이 중시되

었다 또한 식산흥업정책을 내세우고 전기·

전신·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근대적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갔다 李謙來는 1898년 외부교섭국장과 중추

원 의관 등을 지낸 후 1899년에는 각도 군물조

사위원과 1900년 농상공부기사 외부 참서관에

임명되어 대한제국의 근대화 작업 및 중앙부서

의 관료로 활동하였다 26)

이상과 같이 이겸래는 잡과 중인출신으로

신분제 해체와 근대화 개혁과정에서 관료로 진

출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였다 그가 제중

원 의학생으로 시험을 치른 것도 그와 같은 연

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그

의 가문에서 대한제국기 관료에 진출한 인물들

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계층

의 사회참여와 관직진출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

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李謙來의 활동과 사회인식

李謙來는 外部 中樞院 沃溝監理와 같은

행정직을 수행하면서도 사회활동에서 적극적

이었다 그의 구체적인 활동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계몽학회를 통해

살필 수 있다

1905년의 국권상실에 대하여 지식인 관료층

은 계몽운동을 통하여 국권회복 을 달성하려

고 하였다 이 운동의 주체는 갑신정변과 갑오

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운동을 통하여 개화파

로 불리던 문명개화론자들이었다 그들은 구

래의 지배층이었던 지주층을 중심으로 한 자본

주의화 입헌적 정치체제를 달성하여 부국강

병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문명

개화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민중층

의 항쟁이나 변혁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

정적이었고 오직 그들의 주도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개량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국권상실이 열강에 비해 실력이 부족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곧 국권을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실력을 양성하여 부국강병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서울의 궁중을 중심으로

한 정변적인 형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24) 김영경 한말 서울지역 중인층의 근대화 운동과 현실인식 學林 20 1999 24쪽
25) 李鼎來는 1899년 漢城電報司長 1900년 駐日本國公使館 三等 參書官 등을 거쳤다

26) 국사편찬위원회 편 大韓帝國官員履歷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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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우매하다고 여겼던 민중층을 그들의 운

동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때의 계몽운동은 민중계몽을 통한 실력양성을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신문 잡지 등의 언

론활동과 학교설립을 통한 교육활동 등을 주로

하였다 27)

李謙來가 활동했던 애국계몽학회는 嶠南敎

育會 로 1908년 학술 문화 교육의 보급에 목

적을 두고 창설된 단체이다 통감부는 1908년

1월 서우학회를 강제 해산 시키고 국권회복운

동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해 온 계몽운동단체

를 탄압·통제하기 위하여 학회령을 선포하여

모든 학회는 학부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조처하

였다 이 시기에 학회령에 따라서 조직된 단체

가 바로 교남학회였다 이 단체는 원래 교남지

방의 교육진흥을 목적으로 먼저 서울에 사범학

교를 설립 운영하기로 활동방향을 정하고 회

보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설립은 부

진하였으며 기관지인 嶠南敎育會雜誌 를 통

권 12호까지 발간하고 1910년 해산되었다 다

른 단체와 달리 계몽운동 퇴조기에 설립된 이

학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지

방출신 인재의 교육기회를 넓혀주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李謙來는 학회 간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창간호에 축사를 실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李謙來는 여기서 民智의 개발 학교의 설

립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세

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28)

당시 계몽운동 단체의 대부분은 서울을 중

심으로 결성되었다 서울에 연고를 둔 李謙來

가 경상도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이 단체

에서 활동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지역적 연

고보다는 학회 구성원과의 관련 때문에 이곳에

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북학회

는 유교지식인 외에도 서북지역이 신학교육이

활발하였던 점과 일본유학생이 많았던 점 등을

이유로 신지식층(崔光玉·王東奎) 및 일본 육

사출신의 전현직 장교(李甲·盧伯麟·金羲善)

등으로 구성되었다 嶠南敎育會의 주요 구성

원인 朴晶東·李謙來·金洛憲·孫之鉉·朴斗

榮등은 모두 중급관료 출신이었다 따라서 이

들은 급진적인 문명개화보다는 대한제국의

舊本新參 이라는 개혁이념을 견지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嶠南敎育會의 취지서에는

세계학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교육의 필요성을

열거한 다음 구학 위에 신학을 병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였다 29) 蔡章默도 오늘날의 신학은 모두 구학

을 원류로 하여 발달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

학을 모두 폐할 수 없으며 오늘의 구학이 전

일에는 신학이고 오늘의 신학이 내일에는 구

학이 될 것이므로 신구는 상호참작해야 한다

고 하였던 것이다 30) 이와 같이 신구절충을 통

한 개혁논의는 당시 지식인들이 현실을 인식하

는데 기초가 되었던 사회진화론을 배경으로 하

고 있었다

사회진화론은 優勝劣敗 物競天擇 혹은 適

者生存 生存競爭을 자연계나 인간사회를 움

직이는 기본원리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경쟁-

인간과 동물 인간 종족 국가 상호 간의 전쟁-

27)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26쪽
28) 李謙來 祝辭 嶠南敎育會雜誌 1 22-23쪽
29) 嶠南敎育會雜誌 1 본회취지서 1쪽 ; 權重澈 儒不可廢 嶠南敎育會雜誌 3 27-28쪽

30) 蔡章默 舊學을 不可全廢 嶠南敎育會雜誌 8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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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회진보원동력으로 상정하는 논리체계였

다 사회진화론은 19세기 말부터 한국 내에 수

용되기 시작하였고 독립협회나 국권회복기의

지식인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로 작용

하였다 李謙來의 글에서 자주 언급되는 優勝

劣敗 生存競爭 이라는 용어는 당시 지식인 사

이에서 풍미하고 있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李謙來는 그의 글 以國富民不如

以民富國 에서

20세기 유신은 한가지 기술과 재능을 익힘

으로써 가히 이루는 것이니 애써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본래 農·工·商과 천연의 이

익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발달하여 생존쟁쟁이

되는 바에 미치고도 넉넉할 것이니…31)

라고 하여 기술을 익히며 본래 가지고 있는

農·工·商의 이익을 지니고 발전시켜나가면

생존경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개인의 民智를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32) 이

처럼 당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정

신수양 적극적인 세계문물의 수용 그리고 그

동안 등한시 해왔던 農·工·商業에 대한 주력

을 설정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以國富民不如

以民富國 이라는 글의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성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주체라고

설명하였다 33)

한편 그의 신분제에 대한 인식은 不可有等

級不可無等級 이라는 글에서 살필 수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법제상으로 신분에 대한

차별은 철폐되었지만 실제로 신분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잔존하고 있었다 . 특히 皇城新聞 은

관직임용에서의 신분차별을 주된 비판의 초점

으로 삼고 있었다 즉 , 寒門微族의 子弟는 학

문이 두터워도 등용의 기회가 적고 華族은 懶

怠하고 學問이 부족해도 敍用되는 現實을 비판

하면서 문벌과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才藝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만 내수를 다져 외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34) 李謙來

역시 인간사회에 등급이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문벌이나 지연이 성행

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維

新과 更張의 지름길이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문벌을 따지지 않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한 등급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바로 이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다만 종래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관계에는 반드시 구별을 두어야하며 이를

不可無等級 이라고 표현하였다 35) 그러나 李

謙來의 입장은 당시 중인층 지식인들이 그러하

듯이 전면적인 신분개혁을 염두에 둔 것은 아

니었다 36) 다만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31) 二十世紀維新之化 一技一能之學以可致者 靡不講求焉 卽吾所固有之農工商天演利益 自可發達而生存競爭

之人爲所及亦足…李謙來 以國富民不如以民富國 嶠南敎育會雜誌 5 13쪽
32) 外國에 壯麗와 外國에 學術과 外國에 富强이 個人의 智力을 團合힝야 小則小受之힝고 大則大受之힝니

安得不如彼也ㅣ리오…有志諸公은 觀海之術로 學海에예 移힝야 一技一能을 無謂細流힝고 風潮丕變 즉

今日에 處힝야 維新後先覺을 梢工으로 看作힝면 迷律寶筏이 咫尺에 自在힝니 萬里馳騁을 何用爲哉아 個

人의 智能이 發達힝다시에 國家의 幸福이 洋洋힝리니…(李謙來 觀於海者 嶠南敎育會雜誌 6 8쪽)
33) 李謙來 以國富民不如以民富國 嶠南敎育會雜誌 5
34) 皇城新聞 1902년 4월 9일 1898년 10월 6일
35) 李謙來 不可有等級不可無等級 嶠南敎育會雜誌 3 21-22쪽

36) 자세한 것은 김영경 한말 서울지역 중인층의 근대화운동과 현실인식 學林 20 44-48쪽

－ 68 －



김영경 외∶제중원의학당 입학생의 신분과 사회진출

고 국가를 부강시키는 주체가 양반관료층에 한

정되고 있음을 개탄하고 근대적 문물을 수용

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이겸래는 당시 지식인 사이에서

풍미하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의병운

동과 같은 무장투쟁의 형태보다는 문명개화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대한제국기 중급관

료를 중심으로 조직한 교남교육회에서의 활동

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기고한 여러 편의 글에서는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방법으로 서양문물의 수입과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였고 부국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개발을 우선으로 삼았다 이는 당시 전형

적인 계몽운동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이겸래 본인이 한미한 중인가문이었

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제 논의는 전면적

개혁이 아니라 개화된 지식인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제중원 최초의 의학당 졸업생의

신분과 사회진출을 李謙來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특히 李謙來는 雲科榜目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의 증조부 대까지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인가문으로 입증되었

다 그러나 다른 譯科 醫科출신들이 조선시대

유력한 중인가문을 형성하였던 것과는 달리

李謙來의 가문은 중인 가운데서도 소수에 속하

는 가문이었다 1885년 雲科에 합격하고 있었

던 이겸래는 당시 별다른 관직에 제수되지 않

은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에

따라 영어를 배우고 서양의학을 익혀 입신의

기회를 찾고자 의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이후 농민전쟁에 군공을 세우고

관리로 진출하여 대한제국기 근대화 작업에 참

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풍미하던 서구이

론을 수용하여 계몽학회를 조직하고 문명개화

를 통한 계몽운동에 나서기도 하는 등의 사회

활동을 벌였다

이와 같이 초기 제중원 입학생들은 의학 교

육과 의료에 뜻을 두고 입학하였다기 보다는

대부분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개인적 재능이

뛰어나 경쟁시험에 합격한 인물들로 여겨진다

제중원 입학을 계기로 후일 군인 행정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이력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

받침 해 주고 있다 이후 의료인을 배출해 내

기 위한 의학교육은 서양의학에 대한 조선사람

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의학교육에 대한 내용

을 정비하여 10년 후에야 재개되었다

색인어∶제중원의학당 이겸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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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 oc ial S tatus an d Role of S tude n ts E nte ring Je joo ng w on

- F oc us on K y um- Rae Le e -

Young- Kyoung Kim*·Hyoung- Woo Park**·Jae- Hoon Roh***

This study considers the social class and social role of the entering students of Jejoongwon at that

time in light of its very first medical graduate Kyum-Rae Lee Foremost Kyum-Rae Lee was

confirmed to have been from a middle-class family However unlike other chungin-class families his

family belonged to the minority He seemed to have entered medical school to seek opportunity to

move up in social class by taking advantage of special government provisions which allowed him to

learn English and Western medicine Afterwards he performed heroic services in the peasant-war

proceeded up to administration and participated in the modernization of Great Han Empire With his

knowledge of Western concepts he became involved in numerous social activities such as organizing

the Enlightenment Society and leading the Enlightenment Movement

In much the same way most early students were from low-class background with exceptional personal

abilities and were able to pass aptitude examinations Such achievements allowed them to apply for

positions in the militar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Ten years later medical education to train

medical professionals was revived with changes in attitudes of people of Chosun Dynasty toward Western

medicine and with creation of formal medical study

Key Words∶ Jejoongwon Kyum-Rae Lee Chung-i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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