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문명의 표준가. 문명의 표준

나. Civilization vs, Kultur

다 문명과 문화다. 문명과 문화





가 Koselleck의 Begriffsgeshichte가. Koselleck의 Begriffsgeshichte

• 『 독일의 근대 정치 및 사회 개념사사전』
9vols(1972-1997)

• Concepta(http://www.concepta-net.org/links)p p p g

나 한국개념사연구의 3중 어려움나. 한국개념사연구의 3중 어려움

• 하영선편 『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형성사』
(창비,2009)

• 전파연구모임(http://plaza.snu.ac.kr/~ysha)전파연구모임(http://plaza.snu.ac.kr/ ysha)





가. 동양과 서양동양 양

나 과거/현재/미래나. 과거/현재/미래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856년 철종 7년 1세
10월 24일 서울 계동에서 부 유진수와 모 한산 이씨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출생

1864년 고종 1년 9세 가정에서 전통유학 교육받기 시작함

1866년 고종 3년 11세 병인양요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로 피난

1869년 고종 6년 14세 서울로 돌아와 외조 이경식에게 전통유학 교육을 받음

1870년 고종 7년 15세 경주 김씨와 결혼

1871년 고종 8년 16세 박규수에 소개됨





년도 연호 나이 내용

9월 박규수를 만나 <海國圖志>를 읽게 됨
1874년 고종 11년 19세

11월 부인 경주 김씨 사망

1863년 고종 17년 25세 충주 이씨와 재혼

1866년 고종 18년 26세
5월 朝士 어윤중의 수원으로 朝士視察團에 참가

6월 慶應義塾에 입학

1869년 고종 19년 27세 4월 21일 <신문의 기력을 논함>(時事新報)

1월 수신사 박영효 일행과 함께 귀국

1870년 고종 20년 28세

2월-3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外衙門)의 주사. 漢城判尹 박영효의 부

탁으로 한성순보 간행을 도움 / 4월 報聘使의 隨員으로 임명됨
1870년 고종 20년 28세

9월-10월 미국 각지 시찰(샌프란시스코-시카고-워싱턴 DC-뉴욕)

11월 매사추세츠주 셀럼시 피바디박물관장 Edward S. Morse 박사에게 지

도를 받게 됨

1871년 고종 21년 29세
9월 매사추세츠주 바이필드의 덤머고등학교 입학

12월 甲申政變 발생





년도 연호 나이 내용

6월 덤머고등학교 1년간 수학후 4개월 동안 유럽 동남아 일

1885년 고종 22년 30세

6월 덤머고등학교 1년간 수학후 4개월 동안 유럽, 동남아, 일

본을 거쳐 귀국. 일본에서 개화당 인사 접촉 이유로 포도대장

한규설 집에 연금됨 한규설의 요청으로 <中立論>을 씀한규설 집에 연금됨. 한규설의 요청으로 <中立論>을 씀

1887년 고종 24년 32세 白鹿洞 翠雲亭으로 옮김. <西遊見聞> 저술 시작

1889년 고종 26년 34세

3월(음력) <西遊見聞>원고 완성

8월 장남 萬兼 출생1889년 고종 26년 34세 8월 장남 萬兼 출생

<答淸使照會> <再答淸使照會> <三答淸使照會> 작성

1891년 고종 28년 36세 <地制議>와 <稅制議> 작성1891년 고종 28년 36세 <地制議>와 <稅制議> 작성

<漁採論> 작성

1892년 고종 29년 37세 11월 유폐에서 풀려났으나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됨.

가족은 광주로 이사했으므로 여관에 머무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6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주사 부임

7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참의와 軍國機務處 회의원 임명

1894년 고종 31년 39세 8월 都察院 都憲 임명

10월 報聘大使 의화군 堈과 함께 도일

12월 內閣總書 임명

4월 <西遊見聞>을 일본 東京 交詢社에서 간행

1895년 고종 32년 40세

5월 內務協辦 임명

10월 義州觀察使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內務協辦으로
1895년 고종 32년 40세

復任

11월 명성황후 시해사건후 내무대신 서리로 임명되었다가 내무대

신으로 승진. 단발령 공포. 차남 億兼 출생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월 독립신문 간행을 위해 서재필에게 5천원의 보조금을 지불

1896년 건양 1년 41세

1월 <독립신문> 간행을 위해 서재필에게 5천원의 보조금을 지불

2월 황제의 俄館播遷으로 일본 망명. <政治學> 번역

8월 都察院 都憲 임명1896년 건양 1년 41세 8월 都察院 都憲 임명

10월 報聘大使 의화군 堈과 함께 도일

12월 內閣總書 임명12월 內閣總書 임명

1898년 광무 2년 43세 11월 부친 鎭壽 별세(73세)

1900년 광무 4년 45세 3월 모친 韓山 李氏 별세(77세)

6월 일본육사를 졸업한 한국 청년장교들과 革命一心會를 조직

1902년 광무 6년 47세 했으나 발각되어 小笠原島의 母島로 유배당함. 동생 星濬 서

울에서 구속됨.

1903년 광무 7년 48세 八丈島로 移配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906년 광무 10년 51세 3월 유배에서 풀려 東京으로 돌아감 이 시기 기독교를 믿기 시작1906년 광무 10년 51세 3월 유배에서 풀려 東京으로 돌아감. 이 시기 기독교를 믿기 시작

광무 11년 7월 고종퇴위 순종이 황제로 즉위

<報知新聞>에 정미7조약에 대한 반대 성명
1907년 52세

<報知新聞>에 정미7조약에 대한 반대 성명

8월 귀국. 특진관에 임명되었으나 사양

11월 흥사단을 설립하여 부단장이 되다 융희학교 설립

융희 1년

11월 흥사단을 설립하여 부단장이 되다. 융희학교 설립

2월 講究會 조직

5월 <普魯士國厚禮斗益大王七年戰史>를 역술 간행5월 <普魯士國厚禮斗益大王七年戰史>를 역술 간행

6월 <英法露土諸國哥利亞戰史>를 역술 간행. 소학교육에 대한 의

견서를 정부에 제출
1908년 광무12년 53세

견서를 정부에 제출

7월 <노동야학독본> 출간

9월 漢字統一會를 조직하고 취지서 발표 興士團에 壽進測量學校9월 漢字統 會를 조직하고 취지서 발표. 興士團에 壽進測量學校

를 설치하여 학생모집

11월 漢城府民會를 조직하여 회장이 됨



1909년 융희 3년 54세

2월 <大韓文典>을 간행

12월 國債補償金處理會 회장이 됨 進會에서 한일합방에 대한1909년 융희 3년 54세 12월 國債補償金處理會 회장이 됨. 一進會에서 한일합방에 대한

상소를 하자 반박건의서를 내각에 제출

4월 勳 等 太極大授章을 받음

1910년 융희 4년 55세

4월 勳一等 太極大授章을 받음

7월 한성직물주식회사 조직에 참가

10월 일본의 남작 거절 반환10월 일본의 남작 거절 반환

1911년 융희 5년 56세
5월 단군교에서 대교정으로 추대함

9월 경성부민회 해산9월 경성부민회 해산

1912년 융희 6년 57세 <矩堂詩鈔> 간행

1913년 융희 7년 58세 11월 중앙학교장으로 선임

2월 중앙학교장을 사임하고 고문이 됨

1914년 융희 8년 59세 9월 30일 신장염으로 소호정에서 별세

10월 7일 용산역에서 사회장 거행





 가 유길준『서유견문』(1887-1889/1895) 가. 유길준『서유견문』(1887 1889/1895)

• 행실의 개화./학술의 개화/정치의 개화/법률의 개화/기계의
개화/개화

• 물품의 개화

 나.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1875)

• 智德의 개화/政法의 개화/의식주와 기계의 개화智德의 개화/政法의 개화/의식주와 기계의 개화

 다 프랑스: Francois Guizot Histoire generale de la civilization 다. 프랑스: Francois Guizot Histoire generale de la civilization 
en Europe 

• 영국: Henry Thomas Buckl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영국  e y  e y  C   g  





“조공받는 국가가 그런 즉 여러 국가에게 같은 예도를 행하고 조공받치는 나라
에게는 독존의 모습을 마음대로 하니 조공하는 국가 체제가 조공받는 나라와 여
러 다른 국가들에게 앞뒤로 나눠지고 조공받는 국가 체제도 조공받치는 국가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앞뒤로 나눠진다. 조공 받는 국가와 조공받치는 국가
를 하나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형세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의 유무를 하나 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형세의 강약을 려하지 않 권리의 유무
만 따지기 때문이다. 강국의 망령된 존중에 대해서는 공법의 비난이 있고 약한
국가의 수모에 대해서는 공법의 보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가 아
닌 치우친 막힘은 공법이 행해지지 않아서 약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길이니 강자닌 치우친 막힘은 공법이 행해지지 않아서 약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길이니 강자
가 자행하는 교만한 습관을 조성하는 데는 공법의 한 조목도 세우지 않았
다.”(受貢國이 然則 諸國을 向　야 同等의 禮度를 행하고 贈貢國을 對
야 獨尊한 軆貌를 擅 리니 此 贈貢國의 軆制가 受貢國及 諸他國야 獨尊한 軆貌를 擅 리니 此 贈貢國의 軆制가 受貢國及 諸他國

을 向하야 前後의 兩截이오 受貢國의 軆制도 贈貢國及 諸他國을 對하야
亦前後의 兩截이라 受貢國及 贈貢國의 兩截軆制를 一視흠은 何故오 形
勢의 强弱은 不顧하고 權利의 有無를 只管 니 强國의 妄尊은 公法의勢의 强弱은 不顧하고 權利의 有無를 只管　　니 强國의 妄尊은 公法의
譏刺가 自在　고 弱國의 受侮　 公法의 保護가 是存　지라 然　 故로
如是不一　 偏滯　 公法의 不行으로 弱者의 自保　　 道니 强者의 恣
行　　 驕習을 助成　기 爲　야　 公法의 一條도 不設흠이라.)





군주천단(擅斷)정체군주천단(擅斷)정체

군주명령정체 압제정체군주명령정체/압제정체

귀족주장정체

군민공치정체/입헌정체

국민공화정체/합당정체





가. 갑오개혁의 좌절

나 균세의 실패나. 균세의 실패

다. 국내역량의 효율적 동원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