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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역사전쟁과 고종 독시(毒弑)†

이 영 재*
10)

국문요약

이 논문이 특히 고종 독살설에 주목한 것은 3⋅1운동 100주년을 맞

아 유독 고종 독살설에 한 부정의 강도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이

념적 강도를 더해가며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특정 이념에 

역사를 도구화하는 역사전쟁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고종 독살설

에 한 이념적 부정은 한국의 정치적 근 화 해석과 관련하여 고종

과 한제국에 한 배제로까지 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이중적인 데 하나는 역사

가들의 이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주조하는 근현 사 ‘역사전쟁’의 

일환으로 고종독살설이 도구화될 우려를 경계하는 것이다. 다른 하

나는 고종독살설의 실체적 쟁점인 고종을 암살해야 할 일본의 정치

적 필요성, 고종의 사망시점 및 사망원인 등에 한 논란을 검토해 

고종 독살설의 실체에 다가감으로써 최근 ‘야사’로까지 치부되고 있

는 고종 독살설과 관련한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는데 있다. 

주제어: 3⋅1운동, 고종 독살설, 역사전쟁, 민주공화정,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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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화” 즉,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 과정이라고 한다(Carr, 2011: 50). 그런데 

우리 근⋅현 사를 둘러싼 역사적 해석을 들여다보면,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들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이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주조되는 경

향이 지배적인 것 같다. 여기서는 이 경향성을 ‘역사전쟁’1)이라는 용어로 지

칭하고자 한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한겨레신문｣
이 기획한 역사학자 좌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고종과 3⋅1운동 사이

의 거리두기가 진행되었다. 기사는 ‘황실은 식민지화에 가장 앞장서서 협력

한 반민족행위자’로, 고종은 ‘반동군주’로 낙인찍었다(한겨레 2019/1/23). 

동시에 학계 일각에서는 거족적 3⋅1운동의 촉매 역할을 한 고종 독살설을 

부정했다.2) 체로 진보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한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선포를 중시하고, 보수는 1948년 정부수립일을 중시한다. 그런데 공교롭게 

진보와 보수 역사관이 공유하는 지점이 고종에 한 비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종을 ‘암군(暗君)’, ‘무능한 군주’, ‘반민족행위자’ 등으로 평가하면

서 정치적 근 화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 고종 독살설과 관련한 최근의 양상을 역사전쟁에 비유할 정도로 

1) 당초 ‘역사전쟁’은 동북공정에 한 비판 차원에서 한⋅중 간의 역사논쟁 과정에서 제기
된 용어다(윤명철 2004; 이인철 외 2004. 참조). 이후 국정교과서 파동 과정에서 정부의 
권위주의적 역사교과서 재편에 한 저항 즉, 역사왜곡과 편향적 해석에 한 역사바로잡
기 차원에서 ‘역사전쟁’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 바 있다(심용환 2015; 김정인 2016. 참
조). 반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
국역사연구회가 주최한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제하의 학술회의
(2019. 4. 12.)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학이 국가주의의 도
구로 전락했다는 성찰과 함께 이념에 따른 역사전쟁에 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 글에
서 사용하는 ‘역사전쟁’이라는 말은 이 우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분법적 진 논리
에 갇혀 역사를 도구화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2) 한국역사연구회⋅한국학중앙연구원⋅한겨레신문 공동주최 학술 회, <3⋅1운동 10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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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이유는 첫째, 고종 독살설에 한 부정이 자칫 진 논리에 갇힌 채 

담론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한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여부에 한 검토가 아니라 고종 독설설을 

주장 자체를 보수 역사학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3) 고종 독살설을 

다루기 위해서는 ‘독살’이라는 사인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담론화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3⋅1운동 100

주년을 맞아 3⋅1운동을 민주공화정으로의 전환으로 담론화 하는 과정에

서 고종과 한제국을 해석상의 걸림돌로 간주해 배제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회나 미디

어에서 고종 독살설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일본이 고종을 암살해야 할 정치적 의

미가 없다거나 당시 청년들은 왕실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논변들이 고종 

독살설 부인의 논거로 담론화 되고 있다. 

Ⅱ. 3⋅1운동을 둘러싼 역사전쟁의 우려 

1. 3⋅1운동과 역사전쟁 

‘3⋅1운동’만큼 좌우 역사전쟁의 한복판을 가로지른 사건도 드물다. 지난 

100년간 ‘3⋅1운동’을 둘러싼 담론 변화를 추적4)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방

한 논의를 필요로 할 정도다. 3⋅1운동이 극단적 이념 전쟁으로 비화한 것

은 이데올로기 립이 가장 첨예했던 해방 전후∼정부수립 직후 시기 동안이

3) “현재의 교과서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에 통과되었다는 사실과 그 교과서들에서 보수 
역사학의 주장인 고종 독살설이 강조된 사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김정인 2018: 168-169)

4) 참고로 1990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3⋅1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동향에 해서는 (정
용욱 2018: 269-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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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1운동’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념전쟁이 전개되었다.5) ‘민족의 단

결’과 ‘임정법통론’에 근거하여 3⋅1운동을 기억한 우익과, ‘민족부르주아지’

가 아닌 ‘민중(인민)’의 투쟁으로 3⋅1운동을 기억한 좌익이 립하여 ‘정통

성’ 경쟁을 벌 다는 사실은 연구자들 사이에 체로 공유되는 지점이다(오

제연 2018: 358-359). 이후에도 3⋅1운동은 주요한 시기 마다 당 의 상황

에 맞추어 새로운 의미로 소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의 강제를 위한 도구

가 되었다. 

1945년 해방 직후 좌익은 3⋅1운동을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구축키 위하여 3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위 한 민족해방투쟁”으로 규정

했다. 반면, 우익은 민족적 단결을 삼일정신으로 강조했다(최병택 2009: 

270-271). 정부수립 1년 전인 1947년 3⋅1절에는 기념행사를 둘러싸고 좌

우가 노골적으로 분열⋅ 립했다. 서울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좌익은 남산에서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각각 따로 개

최했는데, 이들 행사에 참석한 군중들이 시가행진 중 남 문에서 충돌하여 

난투를 벌 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날 지방

에서도 곳곳에서 좌우 또는 경찰과 군중이 충돌하여 사망 16명, 부상 22명의 

희생자가 나왔다(서중석 1992: 552; 오제연 2018: 360-361).

이러한 3⋅1운동의 기억을 둘러싼 좌우익 립의 봉합은 역설적이게도 남

북분단에 의해서 다. 남한에서는 우익의 기억, 그 중에서도 단독정부 지지 

세력의 3⋅1운동 기억이 국가의 중심적인 기억으로 자리를 잡았다(오제연 

2018: 358).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50년  후반부터 ‘일민주의’

에 입각한 독재를 강화하면서 3⋅1운동을 “전 민족이 이해관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합심한” 사례로 교과서에 소개하고, 이를 ‘3⋅1정신’으로 규정하고

5) 3⋅1운동과 임정에 한 이념적 활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에 따라 교과서에서 그 서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피는 것도 한 방법이다(최병택 
2009; 조규태 2011: 132-133; 정상우 2018: 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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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최병택 2009: 267). 당시 언론은 이승만 정부에 호응해 삼일정신을 

자유정신으로 담론화 했다. 한편에서는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유정신인 동시에 민족자결의 독립을 실현하려는 자유정신이 삼일정신이라

고 담론화 했다(동아일보 1951/3/1). 이승만 독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7월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겪은 후, 1956년 

정부통령 선거를 치르는 시기 동안 3⋅1운동은 야당에 의해 호출되었고, 민

주주의와 결합하여 담론화 되기도 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도 

‘3⋅1운동이 호출되었다. 1959년 3⋅1절 40주년 기념행사는 ‘반공’에 ‘반

일’이 적극적으로 결합한 ‘북송반 ’ 궐기 회로 치러졌다. 특히 이때 최초로 

야간에 규모 ‘봉화행렬’이 등장하여 서울운동장부터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오제연 2018: 368-371).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3⋅1운동에 한 국민적 자긍심이 크기 때문에 진

보-보수를 막론하고 3⋅1운동을 자신들의 담론으로 전유(專有)하려는 시도

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3⋅1운동의 의의

를 민주공화제로 이행한 혁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3⋅1혁명론’6)이 새

로운 담론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주공화제로의 정체 변화를 초

래한 역사적 연속성과 전환의 배경, 근 화의 동력이 있는 그 로 분석되지 

못하고 담론화의 폭이 협소해 보인다.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게 되는 

맥락과 계기, 민주와 공화를 내재화하며 성장한 중들의 양상 등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고종과 한제국기 분석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배제적인 양상이다. 

이렇듯 최근 ‘3⋅1혁명’ 정명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면, 정치적 이념에 

따른 역사적 단절과 비약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3⋅1혁명론의 

확산 구도를 보면 일제 식민지배 당시 민족적⋅시 적 과제 던 ‘독립’ 보다

6) 여기서 ‘3⋅1혁명론’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제가 처음 실현되는 계
기로 3⋅1운동의 의의를 강조하는 논의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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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주정 타파’에 경도된 측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

가 주최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토론회에서 여당 표가 이해찬이 민주공

화정 선포와 3⋅1혁명 정명운동의 적절성을 표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독

립과 결부된 3⋅1운동의 의의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7) 또한 최근 각종 토

론회 등에서 ‘3⋅1혁명’을 ‘촛불혁명’과 나란히 등치시키는 경우가 많아졌

다.8) 이런 일련의 흐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연초부터 본격

화 되었다. ｢한겨레신문｣이 3⋅1운동 100년 특집의 일환으로 기획한 역사학

자 좌담의 표제어가 “‘희망 없는 정치’에 저항…3⋅1운동은 100년 전 촛불혁

명이었다”이다(한겨레 2019/1/23). 

2. 역사전쟁의 단편화 우려 

고종 황제의 서거와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퍼져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독

자적으로 3⋅1운동을 준비하던 종교계와 학생들이 손을 잡는 계기로 작용했

으며, 국장일에 즈음하여 3⋅1운동을 계획했다는 것이 그동안 공유되어 온 

3⋅1운동의 배경이다. 현행 중고교 교과서 중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3⋅1.운동의 발생 배경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러던 중에 고종 황제가 서거하자, 일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져 국민이 크

게 분노하 다. 이에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천도교계, 기독계와 

학생들이 손을 잡았고, 불교계도 가세하 다. 그리하여 종교계 인사들로 구

7) 2019년 4월 8일 한반도 새100년위원회가 주최한 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토
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표는 “1919년 3⋅1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바로 그 때 한제국에서 한민국으로 민주공화정을 선포하는 큰 전환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3⋅1혁명이라고 정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다”고 했다. 

8) 2019년 4월 11일 국회의회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혁명과 촛불혁명, 그 역사적 의미와 
실천과제 토론 및 제안 회’가 안민석 의원실과 10여 곳의 시민단체 공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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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민족 표와 학생들은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고종의 국장일에 즈음하여 

규모 비폭력 평화시위를 벌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계획

하 다”(한철호 외 2018: 258). 

한국통사 중 향력 있는 저술 중 하나인 다시 찾는 우리역사9)는 1917

년 러시아혁명과 1918년 세계 전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패배, 파리강화회의

를 국제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배경 중의 하나로 일반 민중의 일본

에 한 적개심을 한층 북돋우는 사건이 1919년 1월 21일에 일어났다고 밝

히고 있다. “그것은 이날 밤 덕수궁 함녕전에서 식혜를 먹고 갑자기 승하한 

고종 황제를 일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황제는 일제의 독립운

동 포기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이강과 더불어 독립운동을 후원하여 국민

의 흠모를 받다가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고종의 장례식은 3월 3일로 정해져 

있었고, 3월 1일은 장례의 습의(習儀 예행연습)를 치를 예정이어서 이날 많

은 군중이 모인 것이다”(한 우 2015: 487). 

이렇듯 3⋅1운동과 직접적 연관을 가져온 고종독살설은 보수 이념에 편승

해 갑자기 삽입된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부터 줄곧 교과서에 수록되어 3⋅1

운동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어 왔다.10) “1919년 1월 21일 한제국의 황제

던 고종이 급서하 다.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퍼진 독살설은 

일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던 조선 민중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김종수 외 2014: 307). 그런데 유독 3⋅1운동 100

주년인 올해 3⋅1운동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고종독살설을 부정하는 경향

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에 3⋅1운동의 배경으로 고종 독살을 제시

9) 다시 찾는 우리역사는 1997년 3월 1일 초판 1쇄 발행 이래 2003년 8월 15일 17쇄, 
2004년 1월 5일 전면개정판 1쇄 발행 후 2013년 12월 34쇄 발행, 2014-2015년 사이 제2
전면 개정판 3쇄를 발행하고, 2003년 일본어판, 2010년 문판, 2010년 러시아어판이 발
행되었다. 

10) 1990년  국정교과서만 3⋅1운동의 배경으로 고종독살설을 다루지 않았지 1980년 , 
2000년 (1종 미래엔만 다룸), 2010년  교과서(6종 다룸)에서 줄곧 3⋅1운동의 배경으
로 고종 독살설을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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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조차 강도 높은 비판의 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이 승전국으로 참여하는 파리강화회의가 개막하고 친왕이 일본 황녀와 결

혼하는 중요적 국가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일본이 고종을 독살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야사 수준의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고

종 독살설이 유일하다”(김정인 2018: 168). 아예 고종 독살설의 진위 자체

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장과 학술 공론장에

서도 이러한 담론화가 이어졌다.11) 

물론 3⋅1운동이 민주공화제로의 전환을 촉발시켰고, 이 가치를 부각시키

는 것에 동의하지만, 군주의 주검을 딛고, 독립을 열망하며, 새로운 정치적 

지향을 모색해야 했던 다양한 시 적 과제가 한데 응축된 3⋅1운동의 주요 

배경과 의의들이 역사가들의 이념적 필요에 따라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국외적 요인보다는 국내적 요인, 그것도 군주의 독립노력과 국

민의 흠모, 독살설에 분노한 국민의 저항이 현재의 담론화 과정에서 소외되

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존 3⋅1운동의 배경과 다른 차원의 담

론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한겨레신문｣의 3⋅1운동 100년 특집에서는 두 

가지 담론이 중심적으로 제안되었다. 첫째, 한국민들이 3⋅1운동에 나선 동

력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12)와 둘째, 고종 및 한제국과의 거리

11) 2019년 2월 28일 한국역사연구회⋅한국학중앙연구원⋅한겨레신문사가 공동주최한 
“3⋅1운동 10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 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
장)에서 “고종독살설 비판”(윤소 )이 발표되었다. 또한 역사학 저널인 내일을 여는 역
사 2019년 봄호에 <3⋅1운동 톺아보기> 기획논문으로 ｢고종 독살설과 3⋅1운동｣(윤소

)이 게재되었다. 

12) 3⋅1운동의 동력과 관련해서 사회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국
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집단적 희망의 구체화 양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다. 
“그저 심각한 억압과 그로부터의 군중적 불만, 반발의식 이런 구도만 갖고는 혁명 발발 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1운동의 경우에 뭔가 다른 요인 추가로 설명돼야 
할 것 같다. 제 생각엔 집단적 심리상태 연구가 필요하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의 
군중이 일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도 바쁜데 공동체의 일에 뛰어들었을까. 불이익, 핍
박,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예견하는데도 뛰어든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집단적 심리상태 조성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인데 왜 그럴까, 이것은 그래서 한국사회를 
구성했던 그 시기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에 내재한 어떤 특성을 포착해야 하는 일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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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이다. 첫 번째 논점이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이라면 두 번째 논점은 역사

적 논거와 체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종 독살설에 한 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3)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고종 독살설에 관한 최근의 담론들을 보면서 일

종의 역사전쟁이 우려되는 것은 첫째, 고종 독살설에 한 실체 여부보다는 

진 논리가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경우다. 역사 교과서에서 

3⋅1운동의 배경으로 고종독살설이 부상한 이유가 “고종시 가 폄하되고 있

다며 재평가를 요구해 온 보수 역사학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인 2018: 168-169). 둘째, 고종 독살설 부인의 근거가 사인을 둘러싼 

사실관계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해석을 통해 사실관계의 성

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담론 차원에서 독살설 부인의 논거

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퇴위하여 실권이 없는 고종을 일제가 암살해야 할 정

치적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청년들의 마음이 

일제 식민통치와 타협하고 있던 왕실로부터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다(윤소  

가 생각하기론 ‘희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장에 나가서 만세 부르는 데 동참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볼 때 내가 핍박받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가 바뀔지 모른다’는 
희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것 같다. 직접적인 계기는 1차 세계 전의 종결이다. ‘서구 주
도의 질서가 재편되어 가는데 그 와중에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상호 이해관계 다툼 속
에서 하나의 틈이 보인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같다. 그래서 지금 행동
하면 승산이 있다는 희망 때문에 수백만 명이 움직인 게 아닌가 한다.” 박찬승도 유사한 
맥락에서 3⋅1운동의 동력을 설명하고자 했다. “3⋅1운동 뒤 일제 경찰이 평양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걸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하면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30%, ‘반신반의’가 50%, ‘절  안 된다’가 20%라고 한다. 30%면 굉장히 높고 반신반의 
50%도 굉장히 큰 것이다. 지방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검거된 사람들을 신문해보면 “내가 
만세 부르면 독립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불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걸 보면 독
립의 희망이 조금은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다 … 이에 더해 민중들을 움직인 건 총독부의 
실정이다.”(한겨레 2019/1/23) 

13) 박찬승은 “고종의 죽음이 3⋅1운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날짜를 잡는데 참고
가 됐다고는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정인은 “1월 18일엔 일본이 전승국으로 참
가하는 파리강화회의가 예정돼있고 25일에는 이은의 결혼식이 예정돼 있어서 두 사건은 
고종독살설의 반 논리가 된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행사들을 놓고 고종을 죽일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입장으로 독살 가능성을 부정한다. 다만 고종의 독살의 실체는 없
지만, ‘독살설’ 자체는 3⋅1운동에 상당히 향이 컸을 거라고 본다(한겨레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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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9). 이는 일제가 발표한 병명으로 고종 독살설을 부정하고, 그 전

제에서 암살의 정치적 이유가 없음을 연상케 하고, 청년들의 마음이 왕실로

부터 떠나 있음을 부가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다. 고

종의 독살설과 관련한 실체적 쟁점에 앞서 일제가 고종을 암살해야 할 정치

적 이유가 없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자. 

Ⅲ. 일제가 고종을 암살해야 할 이유는 정말 없었나? 

1. 고종 독시의 정치적 의미 

3⋅1운동의 원인을 외인론과 내인론으로 구분하여 보자면, 외인론과 관련

해서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이 거론된다. 남한의 역사 연구에서

는 미국 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가 3⋅1운

동의 원인으로 정착한 반면 북한에서는 러시아 10월 혁명이 3⋅1운동의 원

인으로 정착해 갔다(도면회 2018: 457-460). 내인론과 관련해서는 민족운

동의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신용하 1990), 1910년  후반 광무황제(고종)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이 3⋅1운동의 원인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는 입장(도면회 2018: 456)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2000년 이

후부터 지역 만세 시위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산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밝

혀진 중요한 원인으로 철도 등 교통수단을 통한 서울과의 거리, 고종 장례식 

참여자의 존재 여부, 천도교⋅기독교 등 종교의 지역 조직 유무, 보통학교 이

상 학생층의 존재 여부, 조선시 부터 내려오는 농촌의 공동체적 유  여부, 

성(大姓) 집단의 존재 여부, 일본인의 거주 규모 여부 등등 많은 요소들이 

거론되었다.14) 

14) 2000년  이후 지역사 연구의 주요 성과들에 해서는 도면회(2018: 474. 각주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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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의 원인과 관련하여 볼 때 고종 독살설은 3⋅1운동의 내인론과 

외인론이 교차하는 중첩지 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상 두 원인을 연계하는 핵

심고리 역할을 한다. 민족자결주의가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을 고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종 독살이라는 상징적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게 큰 폭발력을 발

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족자결주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 적극적 방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지 실상 그 자체가 한

반도의 독립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1918년 1월 8일 미국 통령 윌

슨은 미국의회에 일단 제1차 세계 전이 종결되면 세계평화가 기초로 삼아

야 할 항목들을 천명하는 연두교서를 제출했다. 이 항목들을 담은 메시지는 

<14개항(Fourteen Points)>으로 알려졌다. 제6항에서 제13항까지는 러시

아⋅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의 토문제를 비롯해 제14항 국제연맹의 결

성 요청 등을 담고 있어 일본제국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이나 만, 또는 프

랑스⋅네델란드⋅미국의 지배 아래 놓인 동남아 국가들과 직접적 관련은 없

다. 민족자결주의와 관련한 조항은 제5항인데, “해당 주민들(populations 

concerned)의 이익이 그 권원이 결정되어야 할 동등하게 유효한 통치권 주

장들과 동등한 비중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민족자결원칙’으로 알려

진 것이다(황태연 2017: 487-488). 

이 <14개항>이 세계 각국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아시아지역의 모

든 식민지 제 민족들은 이 민족자결원칙을 민족해방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반면, 일본 등 식민당국들은 일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윌슨의 

<14개항>에 응해 1918년 1월 중순부터 조선총독부와 고종은 상반된 방향

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윌슨의 민족자결원칙

이 발표되자마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민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만족하고 있

다는 것을 외적으로 선전하는데 주력한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움직임은 

이후 고종 독살설을 부정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윤소  2011; 2019; 김정인 

2018: 168. 참조)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는 친왕을 마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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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식으로 혼인시킬 것을 결정15)하고, 5일 만인 1월 13일 동경에 볼모로 

잡혀있던 친왕을 한국으로 귀국시킨다.16) 10년 만에 귀국한 친왕은 짜

인 바쁜 2주 일정을 마치고 26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조선총독

부는 1918년 8월 태황제 고종의 생일에도 친왕의 환국을 허용했다. 이런 

갑작스런 우 조치는 두 왕가는 민족자결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돈독하다

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계산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황태연 2017: 

487). 1919년 1월 25일을 결혼예정일로 정하고 신혼여행지를 강화회의가 

열리는 파리로 잡은 것도 한일왕가의 돈독한 관계를 국제적으로 선전하려는 

정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태진 2009: 437-438). 

반면 고종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의도와는 정반 로 움직 다. 고종은 한

편으로 하란사(河蘭史) 이화학당 교수와 함께 의친왕(이강)을 파리강화회의

에 참석예정인 윌슨 통령에게 사로 파견할 계획을 추진했다. 고종은 이 

사를 통해 1882년 한미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상기시키고 1905년 을사

늑약과 1910년 한국병탄 시 방관한 미국의 위법적 한(對韓)정책을 따져 

향후 한국에 한 미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으려는 계획이었다.17) 

이방자여사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고종은 의친왕의 파리 사 여비 마련을 위

해 부심했고, 총독부는 고종의 신임이 깊었던 김황진 시종을 불러 여비조로 

의심한 10만원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고문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경향신

15) 조선총독부는 1916년 8월 3일 친왕을 일본 황족(천황의 조카) 나시모토노미아(梨本宮) 
모리마사(守正)의 장녀 마사코(方子)와 약혼시켰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친왕
과 민갑완의 기존 정혼관계를 파혼시키고 민갑완을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도록 그 부친 민

돈(전 국공사)을 강박하고 있었다(강용자 2013: 176. 참조). 

16) 친왕이 처음 일본으로 간 것은 1907년 11월이었다. 이해 7월에 일본은 고종황제가 제2
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표를 파견한 것을 구실로 강제 퇴위시키고 황태자(순종)를 
억지로 황제의 위에 오르게 하 다. 그러나 황제와 황태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자 9월 7일
에 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하게 하고 11월 16일에 일본의 황태자(나중의 大正帝)가 한
제국 경성을 방문하여 고종황제의 실질적인 퇴위를 압박하 다(이태진 2009: 436).

17) 하란사와 의친왕의 관계, 파리 사 계획에 관여한 상해임시의정원 부의장을 맡았던 손정
도 목사 등에 한 상세한 논의는 (황태연 2017: 490-4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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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84/5/15. “이방자 여사 회고록: 세월이여 왕조여(7)”). 

다른 한편으로 고종 자신은 이회 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경으로 망명을 감

행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1918년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나오자 이회 은 

이전부터 품어오던 고종망명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회 은 일제

의 감시망을 뚫고 1918년 당시 순종의 찬시(贊侍) 던(純宗實錄附錄
1918(순종11)/4/9). 이교 (李喬永, 전 함흥군수, 고종의 조카사위)을 통해 

은 히 고종황제에게 망명계획을 주청하고 의사를 타진했다. 중국망명에 

한 고종의 윤허를 얻은 이회 은 을미왜변 직후 내부 신직을 사임하고 물러

나 있던 민 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민 달은 “만약 폐하께서 나라 밖으로 

나가신다면 독립운동에 광채와 효력이 발양될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이 실현

되기를 가슴에 가득한 성심성의로써 기원한다. 그리고 내가 비록 재주 없고 

지혜 부족하지만 신하의 충심을 다 기울여 폐하를 따라 모시겠다”(이관직 

1985: 169-170)고 답했고, 거사자금으로 5만원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회

은 1918년 말 이득년⋅홍중식 두 동지를 시켜 이 자금을 북경의 동생 이시

에게 보내 고종황제가 주필(駐蹕)할 행궁(行宮)을 빌리고 수리하도록 시킬 

정도로 이 망명계획은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있었다(이규창 2004: 29-30). 

그러나 이 망명계획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고종의 서거로 중단되었다. 

일제에 의해 ‘뇌졸중으로 인한 병사’로 발표된 고종의 죽음 이면에는 위와 

같은 파리 사파견 계획과 고종의 북경망명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더구나 

조선총독부의 수뇌부는 사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태

진이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는 “구라토미 유자부로의 일기(倉富勇三郞日記)”18)

에 따르면, 일본 총리 신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 최고위 일본 수뇌부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구라토미가 송병준으

18)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는 1907년 한국 총감부로 와서 한제국 법부 차관, 통감
부와 총독부의 사법부의 장으로 활동하 다. 그의 일기는 일본 국회 헌정자료실의 ｢倉富
勇三郞文書｣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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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이 일기에 따르면, 총리 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현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쯔에게 무엇인가 의사를 전했고, 

하세가와는 윤덕 , 민병석 등에게 고종황제를 찾아가 그것을 전하게 했다. 

그러나 고종황제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일제가 고종 서거 후 책임지는 외

양을 꾸미기 위해 윤덕 , 민병석 두 사람에게 일단 사직서를 받았고, (한국

병합 때)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은사금 10만 엔의 증서와 이자 등도 모두 

반납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고, 윤덕 과 민병석이 시해의 죄를 뒤집어쓰고 

노심초사하는 내용의 일단이 드러난다. 11월 1일자 일기에 보면, 구라토미가 

이시하라 겐조에게 “민병석 등은 독살 운운의 풍설(소문)이 무근(無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을 바라면서, 사직은 본의가 아니었는데 예기치 않게 면관(免
官)이 되었기 때문에 단히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전언한 내용이 나

온다(이태진 2009: 441-443). 이태진은 이 구라토미 일기를 분석하면서 등

장인물과 시점 등을 ｢순조왕조실록부록｣과 조해 일기의 진위를 파악했다. 

이 일기의 부분은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진은 일본 정

부의 수뇌부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고종황제가 다시 국권회복을 위해 움

직일 가능성을 우려하여 독살을 지시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린다(이태진 

2009: 432). 

총리 신 데라우찌는 1905년 11월 보호조약 강제 이후로 고종황제가 열

강국을 상 로 벌인 외교전, 특히 1907년 6월의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를 비 리에 파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민족자결주의 선포를 계기로 고종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은 정확히 맞았다. 간도, 블라디보스

톡, 동경, 상해 등지에 한국의 항일독립운동 세력이 여러 행태로 구성되어 있

었기 때문에 황제가 이를 규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에 그는 먼저 조선통독 하세가와에게 고종황제에게 어떤 제안을 해보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독살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도 이러한 정황을 소개하고 있다. 총독부가 한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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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양국의 협의로 된 것이란 문서를 만들어 여기에 고종황제의 어새 날인

을 받아내려고 하 지만, 고종황제가 그 문서를 들고 온 윤덕  등 매국노들

을 준열히 꾸짖어 내쫒다시피 하자 독살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이태진 

2009: 450). 

파리 사계획의 파장도 컸지만, 정작 국내외적으로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사건은 고종의 북경 망명추진이다. “고종의 망명은 일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막

아야 하는 식민지 통치의 제1  원칙이었다”(김명섭 2008: 96). 의친왕 

사계획에 고종북경망명계획이 중첩되어 실현될 경우를 상상할 때 일제는 더

욱 경악해 고종을 살려둘 수 없다는 공포의 결론을 도출할 만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일제에 의해 ‘뇌졸중’으로 인한 병사로 위장된 고종의 죽음 이

면에는 의친왕의 파리 사파견과 고종의 북경망명이라는 이 두 방향의 적극

적 응이 불가분적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황태연 2017: 

498-499 참조). 

2. 3⋅1운동 전후 사료에 투영된 고종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고종독살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료들이 새롭

게 발굴⋅공개되었다. 2019년 2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당

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선독립신문｣(창간호)19)와 ｢국민회보｣ 등 희귀자

료 2점이 부산박물관에 기증되었다. 1919년 3월 1일이라는 발행 날짜가 있

는 이 ｢조선독립신문｣은 조선독립신문사가 서울 천도교 인쇄소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와 함께 인쇄해 3월 1일 배포한 지하신문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가 한국인 발행 일간지를 일제히 폐간시키자 일제 탄압을 피

해 몰래 발간, 배포한 것이다. 손병희, 김병조 등 민족 표 33인이 태화관에

19) 크기는 가로 19.4㎝, 세로 22.5㎝로 A4 용지보다 조금 작다. 부산박물관 측은 “조선독립
신문이 그 동안 전시된 사례는 다른 박물관에서도 있었지만, 창간호가 공개되는 것은 거
의 없거나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일보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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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월 1일 오후 2시 독립 선언한 사실과 민족 표 33인이 체포당해 서울 종

로경찰서로 연행된 것, 비폭력운동 방침 등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

함돼 있다. 기증된 조선독립신문 창간호는 활판 인쇄된 1만부 중 한 점인 것

으로 추정된다. 

조선독립신문은 고종의 독살설 유포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문이

기도 하다. 이번에 밝혀진 제1호 신문에 이어 2일 배포된 ｢조선독립신문｣ 제
2호에는 “우리 태황제를 시해한 역적” 제하의 제목을 달고 고종이 7명의 친

일파 역적들의 강압에 굴하지 않자 독살된 것이라고 독살의 이유를 밝힌 기사

가 실렸다. 이 기사는 앞선 구라토미 일기와 맥이 닿는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세계강화회의에 보낼 ‘조선이 스스로 원하여 합방하 다’는 

내용의 문서에 이완용⋅윤덕 ⋅조중응 등 일곱 명의 역적들이 도장

을 찍고 나서 태황제께도 조인할 것을 강박하 지만 태황제께서 크

게 화를 내시며 윤허하지 않으시므로 그날 밤에 독살하 다고 한다

(｢朝鮮獨立新聞｣ 第二號 건국 4252년 3월 2일).

기증된 ｢국민회보｣는 1919년 3월 1일로 발행일이 적혀있는 필사본으로, 

발행처 미상의 지하신문이다. ‘태상황제 폐하 붕어의 원인’이라는 문구로 시

작되는 이 자료도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국민회보는 

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일부 문헌에서만 기록으로 확인되다 이번에 존재

가 확인됐다(한국일보 2019/2/26). 그 내용은 2019년 2월 국사편찬위원회

가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 우리 태상황제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슬프다! 우리 민

족은 우리 폐하께서 돌아가신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제 그 이

유를 우리 이천만 동포들께 고하나니 자세히 보시고 충군 애국을 다

하시오. 근래에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미국 통령이 13개 조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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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따라 끝이 났고 그 후에 민족자결의 목소리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바로 지금 파리강화회의에서는 약소 민족들의 독립을 제창함

에 따라 저 원수 같은 일본은 간교한 술책을 써서 뒤에 기재한 역적

들로 하여금 조선이 일본에 동화되었음을 증명한 글에 먼저 도장을 

찍도록 한 후 태상황제께도 옥새를 찍으실 것을 강박하도록 하 다. 

폐하께서 크게 노하시며 이를 물리치시니 저들은 후환이 있을까 두

려워하 다. 가장 큰 역적놈인 이완용은 윤덕 과 한상학을 시켜서 

시중을 들던 궁녀 두 사람을 핍박하여 한밤중에 식혜에 독약을 탄 후 

드리게 하 다. 두 궁녀도 동시에 독살하 다고 한다.

△ 조선이 일본에 동화되었음을 증명한 역적들!!!

귀족 표　　　　이완용　　　　사회 표　　　　　　　 조중응

유림 표　　　　김윤식　　　　동　　　　　　　　　　 송병준

종친 표　　　　윤택 　　　　교육⋅종교계 표 신흥우

3월 4일 경성 종로 3정목에서 고양군 뚝도면 면목리 손 근이 한 

학생으로부터 받은 것(｢國民會報｣ 三月二日, 국사편찬위원회 삼일

운동 데이터베이스. 현 역 정승교).

참고로 ｢국민회보｣는 3⋅1운동 당시 거리의 공론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다. 3월 1일 이후 전차나 거리에 ‘국민회보’라는 이름이 붙은 인쇄물이 배포

되었다. 3월 5일 최윤창은 경성 수은동 최 찬의 집에서 등사기 1 를 이용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국민회보를 본 떠 국민회보 50여 통을 인쇄해서 배

포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현재 강화회의에서 미국 통령이 12개조로 된 민

족독립주의를 천명하고 세계 개조, 독립의 기회이므로 우리 동포는 거국 일

치하여 해외 동포에게 성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

동 데이터베이스 “3월 초 경성에서 국민회보 제작, 배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료가 공개되었다. 1907년 7월 25일 로이터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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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위종과 이상설을 인터뷰한 기사가 ｢알게마이네 차

이퉁｣(Algemeine Zeitung)에 실렸는데 그 기사가 이번에 발굴된 것이다. 고

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

종을 특사로 파견했다. 이준은 6월 14일 헤이그에서 순국했고, 이위종과 이

상설은 만국평화회의가 끝난 뒤 7월 24일 국을 거쳐 미국에서 외교전을 펼

칠 계획이었다. 이위종과 이상설이 미국행 배에 오르기 전 로이터 통신 사무

실에서 인터뷰를 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고종의 구체적 전언이 포함된 인

터뷰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 

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고종은 특사단에 결연한 의지를 전달했다. 자신

이 ‘살해당할 위험’을 언급하면서, 살해당하더라도 특사들은 한제국의 독

립을 위해 특명을 다하라고 전언했다. 이위종과 이상설은 고종의 강제퇴위(7

월 20일)의 원인이 일본의 돈과 한국의 변절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21) 

이 인터뷰 기사의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을 이루려는 

고종의 노력이 드러나 있는 사료라는 점이다. 특히 이위종과 이상설이 고종

의 강제퇴위의 원인을 국제사회에 밝히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Denn des Kaisers letzte Worte seien gewesen:　Nehmen Sie 

auf mich keine Rücksicht, selbst wenn ich ermordet werden sollte. 

Setzen Sie Ihre Werke fort und stellen Sie die Unabhängigkeit des 

Landes wieder her. Die Mission der Delegation würde darin 

bestehen, an die Mächte die Aufforderung zu richten, die 

Unabhängigkeit Koreas zu sichern, als eines neutralen Staates, 

wie es Holland ist. Zum Scklusse erklärten die Delegierten, die 

Abdankung des Kaisers sei japanischem Gelde und koreanischen 

20) “고종 ‘내가 살해돼도 특명 다하라’ … 112년 전 헤이그특사 인터뷰.”(연합뉴스 2019/3/14)

21) Algemeine Zeitung, 25. Juli 1907 (Nr.341); 연합뉴스 2019. 3. 14. “고종 ‘내가 살해돼
도 특명다하라’ … 112년전 헤이그 특사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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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rätern zuzuschreiben. (Algemeine Zeitung, 25. Juli 1907 

(Nr.341) [베를린=연합뉴스] ※ 고혜련 교수 제공) 

황제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설령 내가 살해당할지라도 나에 

해서는 괘념치 마오. 그 들의 과업을 계속하여 이 땅의 독립을 되

찾으시게. 표단의 임무는 네덜란드가 그러하듯 중립국으로서 한

(Korea)의 독립 보장을 열강에 요청하는 것일 터요. 끝으로 표단

은 황제의 퇴위는 일본의 돈과 한국의 반역자들 탓이라고 설명했다.

(※ 첫 번째 문장은 직접 인용, 두 번째 문장은 간접 인용)22)

역사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종이 ‘암군’이거나 ‘반

민족행위자’ 다면 일제의 입장에서 을사늑약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이용가

치가 높고 협조적인 인물을 암살할 이유는 없다. 고종이 일제와 결탁했다면 

살해 위협에 시달릴 이유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고종이 위에서 우려하

고 있는 살해 위협은 단지 기우가 아닌 실제 실행에 옮겨진 바 있었다는 점에

서 주목해야 한다. 1904년 호위장교 3명이 살해되고 고종의 침전을 비롯한 

다수의 전각들이 불에 타는 실제적 위협이 자행되었다.23) 1904년 이 분시기

도가 실패한 뒤에 이 위협은 결국 1919년 고종의 독시로 실체화되었다. 고종

22) 번역은 동국  서창훈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23) 고종실록 (1904년(광무8년), 4월 14일)에 따르면, 경운궁에 불이나 함녕전(고종의 침
전),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과 각 전각들이 불탔다. 고종은 당시 러시아를 통해 일제를 견
제하려고 하던 중이었고 파블로프를 통해 러시아와 연락을 취하는 암호코드를 건네 받았
는데 이 화재로 암호코드가 사라졌다. 고종은 이 암호코드가 일본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우려해 상해로 탈출해 있던 현상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현상건이 이를 러시아 상해 정
보국 담당관 파블로프 전 공사에게 전달하고, 파블로프는 1904년 5월 16일 페테르부르크
로 이 사실을 타전했다. 박종효 편역, 한국관련 러시아문서, 44쪽. 고종은 7월에야 프랑
스 리공사 퐁트네에게 분시기도 사실을 알리고 러시아 황제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한다. 
고종의 친서와 함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전달된 ｢퐁트네 보고서｣에는 분시기
도가 왜측(倭側)이 고종의 생명을 노린 음모 다는 사실과 당시 고종 방에 있던 호위장교 
3명이 왜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러시아국립역사문서 서가 560, 
목록 29, 사건 45, 리스트 431; 최덕규 2014: 51. 재인용). 고종에 한 분시기도에 한 
상세한 설명은 (황태연 2017: 72-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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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을 애도하는 국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분노가 3⋅1운동으

로 표출되었다. 고종이 나라를 망하게 한 암군이자 반민족행위자 다면 벌어

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이은

의 결혼식 추진 보다 고종을 암살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24)

Ⅳ. 고종 독시에 관한 의문과 쟁점 

1. 고종 독살설에 관한 의문과 부정 

고종 독살설은 오랫동안 3⋅1운동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정작 

당시 각종 기록에 전하는 고종 독살설에 관한 검증은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다. 역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고종의 죽음을 파헤친 연구성과는 이태진

(2009)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태진은 구라토미 유자부로의 일기(倉富勇三郞
日記)를 새롭게 발견하여 검토하고, 고종 암살의 배후가 일본 내각 총리 신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지시하고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쯔가 지휘하여 감

행된 독살로 결론 내렸다. 이태진의 논문이 발표된 직후 이승엽(2010)이 반론을 

제출했으며(李昇燁 2010), 다음 해 윤소 (2011)이 한일 언론자료에 한 분석

을 기반으로 고종 독살설을 부정하는 연구를 발표하 다(윤소  2011; 2019). 

윤소 이 독살설을 검토한 주요 논점은 첫째, 고종의 사망일시가 실제보다 

24) 이 논문에 한 한 익명의 심사평은 “일본이 한국병합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한일 
간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과 고종의 국권회복운동을 우려하여 고종을 독
살했다는 주장은 상호모순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필자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결
혼이 성사되었더라도 고종이 망명계획을 실행에 옮겨 성공했다면, 결혼이 갖는 정치적 의
미 자체가 퇴색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향력의 
급선무에서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다. 일본 수뇌부의 입장에서도 고종의 국권회복운동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에 한 우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심사평은 
일제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여러 세력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일제 지배세력 사이의 갈등이 고종의 독살에 향
을 미쳤을 개연성에 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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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게 보도되면서 고종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둘째, 사후 고종의 모습에 한 의구심이 독살설로 비화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윤소 이 서거 일시와 사망에 이르게 한 병명진단을 중심

으로 당시 한⋅일 언론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 고종의 사인보도가 

집중된 1월 21일을 중심으로 발병시각과 사망시각 관련 보도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윤소  2011: 189-191). 

위 경과표를 보듯 발병시각과 사망시각에 해서 진술이 다소 어긋나 있

다. 략 발병 시점은 안락의자 가매 중 1월 21일 새벽 1시 30분 전후에 시

작되었고 사망시각은 1월 21일 아침 6시 30분 전후로 되어 있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병세에 한 내용은 각 보도기사와 자료에서 공히 뇌일혈 증세로 

나타나 있다(윤소  2011: 191). 이 중 흥미로운 기사는 大阪每日新聞
1919년 1월 22일자 기사다. 기사제목은 ｢이태왕 전하 갑작스런 훙거(薨去)｣
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병명은 뇌일혈이며 1월 21일 오전 1시 45분경부

터 용태가 좋지 않아 오전 6시 30분에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윤소  

시각 내용 출전

발병
시각

1시경 12-1시 사이에 안락의자 가매 후 발병
가미오카의 진술, 
매일신보 1. 29

1시 35분
11시경 김 전의의 배전을 받고 침전에 
든 후 1시 35분경 발병

신호신문 1. 23

1시 45분 함녕전 안락의자에서 가면 중 발병 판매일신문 1. 22

사망
시각

6시경
고종사망, 고종 사망 직전에 순종 
참궁(도가와 여의 진술) 

경성일보 1. 23

6시 10분경-50분경

순종과 순종비 참궁 직전에 고종 
사망(새벽 2시경 연락 받음) 
(매일신보는 순종이 덕수궁으로 향한 
시각은 6시 35분이라 함)

매일신보 1. 22. 곤도
시로스케 1926. 김명
길 1970. 

6시 30분
발표된 고종 훙거 시각(1. 21 오전 6시 
30분)

판매일신문, 신호신문 
1. 22/ 경성일보의 도가와 
진술담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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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81). ‘훙거’란 임금이나 왕족 등의 죽음을 높여 부르는 말로 기사 제

목은 사망보도인데 내용은 중태에 빠진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왕직 사무관인 곤도 시로스케가 말한 고종의 

사망시점 1월 21일 오전 1시 45분경과 ‘갑작스런 훙거’ 제목을 달고 있는 
大阪每日新聞 1919년 1월 22일자 기사에 제시된 용태가 나빠진 시점(오전 

1시 45분경)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종의 사망 당시 창덕궁에서 

순명효왕후를 모시고 있던 상궁 김명길 씨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 한 무

렵의 몹시 추운날 자시(밤 11시–1시)가 조금 지난 시각 전화가 울렸고 순종

이 ‘아바마마가 위독하시다오’하고 황황히 나가셨는데 순종이 덕수궁 부왕의 

침전에 들어섰을 때 고종은 벌써 세상을 떠난 뒤” 다는 것이다(김명길 

1977: 40; 윤소  2011: 187). 곤도가 말한 고종의 사망시점과 김명궁 상궁

의 기억이 일치한다.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밝힌 내용인 점을 고려

해볼 때 이 두 사람의 기억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기초로 해서 보면, 大阪每日新聞 1919년 1월 22일자의 ‘훙거’라는 제목은 

단순 실수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 

윤소 은 2019년 연구에서도 大阪每日新聞 1919년 1월 22일자 기사

를 지칭하며 “이것은 참 이상한 기사”라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제목의 

‘훙거’와 기사 속의 ‘중태’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아직 발상(發
喪) 보도는 없다’고 부기를 달아 고종이 사망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다(윤

소  2019: 51-52). 윤소 (2019)은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로 다음

날 보도된 大阪每日新聞 1월 23일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기사

가 게재된 배경이 다음날 신문 기사에서 해명되었다는 것이다. 大阪每日新
聞 1월 23일자 6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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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거시각…21일 오전 6시 30분 

21일 미명 중태에 빠지신 이태왕 전하는 응급조치한 보람도 없이 

21일 오전 6시 30분 훙거하셨다. … 이태왕 전하의 훙거는 이미 위에 

적은 로 21일 오전 6시 30분이다. 당시 왕가에서는 훙거에 따라 이 

왕세자 전하의 혼례를 연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궁내성의 방침

이 아직 불분명하여 喪을 감추고 급히 당국에 문의 중이었는데 세자 

전하는 즉시 조선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별항과 같이 복상 1년, 그

동안 경사스런 행사도 연기하기로 내정되었으므로 왕가에서는 22일

에 상을 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민 장관, 윤 찬시 등 일행은 미야지마 

현에서 되돌아가 22일 밤 귀경하게 될 것이다(경성특전) (윤소  

2019: 51-52). 

윤소 은 “ 략 발병은 안락의자 가매 중 1월 21일 새벽 1시 30분 전후에 

시작되었고 사망시각은 1월 21일 아침 6시 30분 전후이다. 발병에서 사망까

지의 병세에 한 내용은 뇌일혈 증세로 모든 보도기사와 자료에서 같다(윤

소  2019: 191)”고 결론 내린다. 윤소 이 여전히 의문점을 남겨두고 있는 

목은 가미오카의 진술이 의심스럽고,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

는 점이다(윤소  2011: 197). 

둘째, 이태진의 연구에서 독살론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고종 시신에 

한 의구심에 한 검토다. 독살의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는 김명길 상궁이 고

종의 시신을 염을 할 때 시체에서 살이 묻어나 독살에 한 의문이 한층 굳어

졌다고 회고한 점(김명길 1977: 40-41), 고종을 염한 자리에 있었던 민 달

에게 들은 이야기로 ‘고종의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어 올라서 사람들이 황제

의 통 넓은 한복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었고 황제의 입안에 이가 모두 

빠져 있고 혀가 닳아 없어졌다,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점은 줄이 목 부위에

서 복부까지 길에 나 있었다’(윤치호 일기 1920. 10. 23)고 한 점 등이다

(이태진 2009: 433). 윤소 은 이 독살의 징후들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시신

의 자연적 부패 징후로 갈음한다. 고종을 염 할 때 살이 묻어나고, 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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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빠지는 등의 현상에 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하루 안에 소

독을 하고 염을 한다. 그런데 고종의 시신은 사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하루가 경과되었고, 게다가 고종의 소렴식은 

이은 왕세자 도착한 후인 1월 24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었다. 결국 고종의 

시신은 4일 정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눕혀져 있었던 자연적 부패 현상

이라는 것이다(윤소  2019: 57). “윤치호 일기에서 민 달이 전한 시신

의 변이 또한 고종이 뇌일혈을 일으키며 다소 체온이 상승해 있었고 더구나 

밤 10시에 사망하여 24일까지 놓여 있었다. 이러한 조건이 부패를 촉진시켰

다고 보인다. 고종의 목 부위에서 흉부에 이르는 검은 줄은 피하출혈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민 달과 김명길 상궁이 말한 고

종 시신의 변이는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지 고종 독

살을 입증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윤소  2011: 199). 

윤소 은 고종 독살을 둘러싼 직접적인 논점 두 가지를 검토한 후 추가로 

순종이 이미 일본까지 방문하며 한국병합의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 고, 

일본 육장교가 된 이은 왕세자와 일본 황녀와의 결혼을 앞 둔 상황에서 이미 

퇴위하여 실권이 없는 고종을 일제가 암살해야 하는 정치적인 의미는 발견되

지 않는다고 덧붙인다(윤소  2011: 216). 또한 당시 청년들의 마음은 일제 

식민통치와 타협하고 있던 왕실로부터 떠나고 있었다는 단서를 달고, 3⋅1

운동의 동력인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이미 구시 의 전제정치의 틀을 넘어서

고 있었다고 부연한다(윤소  2011: 214-215). 

2. 고종의 독시 마주하기 

고종의 독살을 부정하는 주요 논거 중 일제가 고종을 암살할 정치적 이유

가 없었다는 점에 해서는 앞선 3장에서 다루었고, 또 다른 논거인 당시 3

⋅1운동의 동력인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이미 구시 의 전제정치의 틀을 넘

어서고 있었다는 주장은 독살의 사실관계와는 관련성이 먼 논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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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사망시점과 사망원인을 중심으로 고종 독살 실체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1919년 1월 20일 순종실록부록을 보면, 고종은 1월 20일 중태에 

빠졌다. 

◦ 태왕 전하가 편찮아서 전의 김형배(金瀅培)와 총독부 의원장

(醫院長)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郞)가 입진(入診)하 다.

◦ (순종이) 덕수궁에 나아가 근알(覲謁)하 다. 왕비도 따라가 이

어 경숙(經宿)하 다.

◦ 종척(宗戚)⋅귀족 등을 인견(引見)했다. 태왕 전하의 환후가 

심중하 기 때문에 문후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자작 이기용

(李埼鎔), 이완용(李完鎔)에게 별입직(別入直)하도록 명하 다.

◦ 태왕 전하의 병세가 매우 심해져 동경에 있는 왕세자의 별저(別
邸)에 전보를 보냈다(純宗實錄附錄, 1919(순종12)/1/20).

이 기록에 따르면, 20일 고종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입진이 있었고, 순종이 

근알하고, 왕비가 경숙(經宿, 왕과 왕비의 궐 밖에서의 1일 숙박)했다. 순종

이 근알하고, 왕비가 경숙하고, 종척과 귀족이 문후하도록 하고, 동경의 왕세

자가에게 전보를 보내도록 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고종의 환후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은 늦어도 20일 밤부터 이미 중태에 빠진 것

으로 보인다. 고종이 평소 새벽 3시에 잠들어 오전 11시경 기상하고 점심은 

오후 3시경 과자나 죽으로 때우고 저녁 수라는 밤 11-12시경에 먹는 오랜 

생활습관을(윤소  2011: 193. 재인용) 고려할 때, 오후 3시경, 또는 11시 

이전이나 이후에 뭔가를 먹고 용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고종의 병세는 1-2시간 사이에 바로 치사지경(致死之境)에 이르렀을 

것이다. 순종이 근알하고 20일 밤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20일 

밤에는 고종의 숨이 아직 붙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황태연 2017: 501.참조). 

몇 시간 후인 21일 새벽 2시경 “태왕 전하가 중태이니 빨리 오라”는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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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창경궁에서 “거리를 일직선으로 달려 한문에 도착해 덕수궁 함녕

전에 들어간”(곤도시로스케 2007: 252-253) 곤도 이왕직사무관은 “고종이 

사망한 것은 1월 21일 오전 1시 45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25) 곤도가 도착

한 뒤 “10분 정도 지나서(곤도가 창경궁에서 덕수궁 간의 거리를 일직선으로 

달렸을 경우 20분 정도로 걸리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2시 30분경에) 왕 전하

가 의장을 갖출 여유도 없이 겨우 두세 명의 찬시무관을 데리고 참전(參殿)

해 즉시 병실로 들어갔지만 아바마마이신 태왕 전하께서는 이미 유명을 달리

한” 상태 다고 하고 있다(곤도시로스케 2007: 253). 즉, 고종의 사망시간

이 1시 45분이라서 순종은 부친의 죽음에 임종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런 정

황을 종합해 보면 고종의 죽음은 급사(急死) 다. 이 사망시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순명효왕후(순종비)의 지 상궁 김명길의 회고와 일치한다(김명

길 1977: 40). 김명길 상궁의 기록과 곤도의 기록은 순종이 고종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 일치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와 상치되게 ‘20일 환후가 몹시 심중했다’고 기록한 

순종실록부록의 1월 21일자 기록에는 고종의 사망시점이 언론보도와 일

치되게 21일 ‘묘시’(새벽 5-7시)로 늦춰 기록되어 있다.26) 실록의 기록만 놓

고 보면 고종이 무려 6-10시간 이상 앓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된다. 이

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황태연은 “순종실록부록의 21일 기록을 사망시간

만이라도 당시 언론보도에 맞춰놓으려는 총독부의 ‘권력’이 작용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종이 21일 아침 5-7시경 사망했다면, 김명길 상

궁과 이왕직 사무관 곤도가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함녕전에 2시 

30분경 도착한 순종이 고종의 임종을 보지 못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황태연 

2017: 503-504. 참조). 

25) 権藤四郞介, 李王宮祕史, 174쪽. 곤도시로스케(이언숙 역),  한제국황실비사, 262
쪽에서는 원본의 ‘1시 45분’을 ‘1시 15분’으로 오기하고 있다.

26) 純宗實錄附錄, 1919(순종12)년 1월 21일: “묘시에 태왕 전하가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
하했다. 다음날 복을 행했다(卯時 太王殿下薨于德壽宮之咸寧殿. 翌日 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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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1월 20일자와 비교하면, 당시 신문들은 발병 시점을 일제

히 21일로 늦춰 보도한 셈이다.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는 21일자 ‘호외’를 

22일자 신문에 ‘태왕전하 중환’ 제하에 다시 게재하는 형식을 빌려 21일 새

벽 1시 45분 발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시 가미오카⋅안상호 촉탁의가 배

진해 응급처치를 했고, 새벽 5시 35분 모리야스렌기치(森安連吉) 박사(총독

부 의관), 하가에지로(芳賀榮次郞) 의원장이 상차(相次 연달아) 내궁⋅배진

한 결과 뇌일혈로 진단했는데, 경과는 불량했다는 것이다. ｢ 판조일신문｣도 

22일자에 고종이 새벽 1시 45분부터 뇌일혈 증세를 보 다고 보도하고, ｢
판매일신문｣ 22일자는 <이태왕 전하 갑작스런 훙거(薨去)> 라고 제목을 뽑

아놓고 제목과 배치되게 새벽 1시 45분경부터 용태가 나빠져 6시 30분 중태

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제목은 ‘죽었다’고 하고 기사는 ‘중태’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국왕의 죽음을 보도하는 신문이 이런 실수를 하기는 어렵다. 권

력이 개입한 기사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호(고베)신문｣ 22일자도 

거의 비슷하게 새벽 1시 35분 돌연 뇌빈혈 증세를 보 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신문들이 모두 다 ‘사망시간’을 ‘발병시간’으

로 조작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황태연의 지적에 신

빙성이 있다. 그리고 사망시점의 경우에는 ｢ 판조일신문｣ 23일자가 새벽 6

시, ｢ 판매일신문｣ 22일자는 새벽 6시 35분, ｢신호(고베)신문｣ 22일자는 1

월 21일 아침 시간이라고 보도하고, ｢매일신보｣ 22일자는 서거사실을 보도

하면서 21일 아침 6시 35분 뇌일혈로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다(윤소

 2011: 181-185; 황태연 2017: 504-505). 

그렇다면, 발병시간과 사망시간을 5-6시간이나 늦춘 진짜 이유는 무엇일

까? 독살, 즉 타살을 감추기 위해 병명을 ‘뇌일혈’ 즉 ‘뇌졸증’으로 만든 알리

바이용일 가능성이 크다. ‘뇌일혈’⋅ ‘뇌졸증’은 부분 즉사하지 않고 사망

에 이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강  외 2012, 84; 황태연 2017: 

509). 황태연은 이런 이유로 왜인들이 발병시간과 사망시간의 간격을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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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벌리기 위해 사망시간을 늦춰 잡았을 것이라고 본다(황태연 2017: 

509-510). 긴급한 상황에 기 중이던 순종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었음을 감안하면 고종은 급사했고, 곤도가 고종이 중태에 빠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혹시 창덕궁(순종)이 아닌가 하고 반문했을” 정도로 고종은 당시 

건강한 상태 다. 그렇다면 급사의 사인은 1월 20일 섭취한 식음료를 원인으

로 한 독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친일파 김가진도 상해로 망명한 후 임시정

부 기관지 ｢독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시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흉복부와 

얼굴에 푸른 반점과 붉은 반점이 있었고 구강과 콧구멍 등 부위에 썩은 피가 

흘렀다는 점을 들었다(독립신문 1919/12/25). 

직접 염을 한 민 달이 전한 시신의 변이를 단순히 ‘자연적 부패’(윤소  

2011; 2019)로 단정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의문이 든다. 많은 장례를 지

켜보았고, 왕실의 장례도 치른 경험 있는 고위관료들이 시신의 변이에 이상

함을 느꼈다면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오래전의 역사적 사건이고, 

당시 의학적 검시기록이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한계를 감안해야겠

지만 당시의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료를 중심으로 이 변이를 보고 법의학

자들이 독에 의한 중독 소견을 낸 바 있다. 지난 2009년 8월 15일 KBS 역사

스페셜에서 “고종 독살의 진실”을 다루면서 윤치호 일기(1920. 10. 13)에 

기록된 민 달이 전한 시신의 변이 묘사에 한 법의학자의 의학적 소견은 

자연적 부패가 아니라 ‘중독’에 무게를 두었다. 곽정식(경북  법의학 교실) 

교수는 “고종 황제의 팔다리가 1∼2일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황제의 통 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면 부패된 

시신의 옷을 벗길 때 다리나 팔이 부어올라 흔히 옷을 찢거나 가위로 끊고 하

는데, 이 정도의 부패는 상당히 진행된 부패라고 한다. “사후부패가 빨리 진

행됐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던 고

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채 안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간 

것에 해서는 “경련과 마비가 왔다는 것은 신경계통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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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비상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어”(｢KBS 역사스페셜｣ 2009/8/15) 독살

을 의심했다.27) 

윤치호 일기에서 보듯이 당시 고종독살설은 3⋅1운동 선동가들이 만세

운동의 목적으로 사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 1월 21일 직후부터 새어 나와 시

신을 염한 친일파 민 휘, 민 달 등을 통해 궁 밖으로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

었다. 고종의 조카딸이자 이회 의 며느리 던 조계진은 고종 승하 5일 뒤 

운 궁에 들렀다가 독살 사실을 알았다. 이회 의 둘째 아들 이규창은 형수

(조계진)로부터 들은 내용을 “극비리에 식혜에다 극한 독약을 타서 잡수시게 

했으니 고종이 전신이 파열되시고 절명하시었다 … 이 사실은 나의 형수가 

고종황제 붕어 5일 후 운현궁에 갔다 돌아와서 부친께 이 비 을 말씀드려서 

알게 되었다”(이규창 2004: 30; 황태연 2017: 516). 놀라운 사실은 1984년 

연재된 ｢이방자 여사회고록｣에 따르면, 이방자 여사는 결혼 전 임에도 불구

하고 일본에서 독살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에 있는 황족

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종이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다. 

차차 망국의 한을 알게 되었음으로 전하와 고종황제에 한 슬픔

과 안타까움이 더욱 큰 것이었다. 이러한 슬픔 속에 며칠을 지내다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종황제는 병환으로 돌

아가신 것이 아니라 독살 당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놀라다 못해 무서

움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공포와 놀라움과 통분함으로 나는 자

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나 앉아 온몸을 떨곤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

지도 태황제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다 한다. 측근과 옛이야기로 흥겨

27) 이 논문의 한 익명의 심사자는 비소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비소화합물인 비상은 독성이 
강한데, 비상은 미생물의 활동까지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종의 사후 부
패가 급속하게 진행한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비상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반면 
청산가리의 경우 혈액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청산가리
의 경우도 사지보다 내장에서 먼저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지만이 부풀어 올랐다는 언
급과 비교해 볼 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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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시다가 그들이 물러간 뒤 좋아하시는 식혜를 들고 잠자리에 드

셨다. 그런데 곧 복통이 오고 그 로 순식간에 절명하셨다 한다. 순간

적인 일이라 아무도 어쩔 수가 없었다. 너무나 뜻밖이고 허무했기 때

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행여 독살이 아닐까?’하는 풍설

이 나돌기 시작했다. 더욱이 입관하려고 염을 할 때 시체에서 살이 묻

어나 이 의문은 더 한층 굳어졌다.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살이 묻어난다는 것이다(경향신문 1984/5/25 세월이여 왕조여 조선

조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 회고록(8)) 

이렇듯 이방자 여사의 회고록에도 ‘급사’의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

다.28) 황태연은 독극물로 청산가리를 특정한다. 청산가리는 최소치사량(시

안산 50-100mg, 시안산염 200-300mg)을 넘는 양을 섭취하면 즉각 허탈, 

전신 경련이 일어나고 수 분 후에 호흡마비로 절명한다. 아급성형 최소치사

량에 가까운 양을 섭취한 경우에는 “때때로 경련⋅발작이 계속되어 4시간 이

내에 사망한다.” 경련 외에도 두통⋅불안감⋅운동실조⋅호흡촉진⋅오심(惡
心, 가슴울렁증)⋅구토⋅질식감⋅혼수⋅심박상승 등도 동반한다. 고종이 사

망에 이르는 경과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걸렸으므로 고종은 최소치사량에 

가까운 양의 청산가리를 섭취하고 2시간 30분 만에 ‘아급성형 사망’에 이른 

것이다. 청산가리는 무색무취한 맹독이다. 청산가리는 떫은 아몬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인구의 절반은 유전적 이유에서 이 냄새를 맡지 못한다. 청산

가리는 입으로 섭취하면 입술⋅입안⋅목구멍⋅식도⋅위점막 등에 “알칼리

성 부식”을 일으킴으로써 접촉부위를 “미란(靡爛)”시켜(녹여 문드러지게 해) 

“출혈상(出血狀)”을 만든다. 이런 까닭에 고종의 혀가 다 문드러지고 잇몸이 

녹아 치아가 다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피트쯤 되는 검은 자국의 줄무

늬가 시신의 목에서부터 배까지 길게 뻗어있었던 것은 시신이 2-3일이 지나

28) 친왕(英觀王)의 왕비인 이방자(李方子, 리 마사코) 여사의 회고록에 나타난 고종황제 
독살설에 관한 진술의 중요성에 해서는(Ch’oe Yŏng-ho and Yi Tae-jin 2011, 
122-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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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목구멍⋅식도⋅위 점막 등이 깊이 부식되어 야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고종 시신의 사지가 부풀어 오른 것은 4-5일 뒤에 나타나는 자

연부패로 인한 거인양외관 현상이 아니다. “황제의 사지”만이 부풀어 올랐

고,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윤중진 2013: 

180-181; 강  외 2012: 202; KBS 역사스페셜 2009; 황태연 2017: 

527-52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종 독살설은 단순 ‘설’이 아니라 실체적 진

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Ⅴ. 맺으며 

이 글은 고종 독살설이 이념적 역사해석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

를 경계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물론 현실에 발 딛고 선 역사가들이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 과정에서 특정 관점과 견해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해석에 있어 용인 가능한 경계는 분

명히 존재한다. 이념에 따라 특정한 역사적 사실만을 부각시킬 경우 결과적

으로 사실관계는 왜곡되게 마련이고, 특정 정치이념에 복무할 목적으로 역사

적 사실을 단절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비약하는 것은 역사해석에 허용된 

용인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기되는 역사해석

에서도 이러한 역사전쟁의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근현 사의 공

급자라 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의 역사 해석이 진 논리에 따른 역사해석으로 

정작 수요자인 중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거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

고 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우리 근현 사에 한 무관심을 초래하

고, 심지어 역사에 한 적 와 반목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은 아닐까? 한 역

사학자의 솔직한 성찰처럼 그 일차적 책임은 역사학자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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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역사를 특정 목적에 따라 왜곡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야 할 터인데, 역사가들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

는 실정이다”(김인걸 2018: 3). 역사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정작 궁금한 

목은 상식적이고 공감적인 역사해석과 달리 단절과 비약으로 점철된 단언

(斷言)의 이면이다. 

이 글에서 유독 고종 독살설에 주목한 것은 진 논리에 입각한 고종 독살

설 부정이 자칫 한국의 정치적 근 화 해석에 있어 고종과 한제국에 한 

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종과 한제국에 한 공

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 우리 정치적 근 화와 관련하여 정치권력은 

공백으로 남거나 친일파 관료들과 조선총독부를 위시한 일제의 강권적 관료 

통치만 남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 긍정적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는 식민지근 화론과, 그 연속선상

에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건국-산업화-자유

시장의 정착으로 연결하며 ‘강한 국가론’, ‘개발국가론’ 등으로 의미를 부여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이 한창 역사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다른 한편 

현재의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 현상의 기원이 식민체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수탈론’, ‘억압론’ 등을 중심으로 식민지 유산의 부정적 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공교롭게 그동안 이 두 축의 입장에서 고종과 한

제국에 한 연구는 우회되거나 망국의 군주놀음으로 간단히 치부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한 조선인의 저항은 ‘국민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상당

히 조직적으로 지속되었고, 50만 명이 참가하여 7,500명이 사망하고, 4만 

5,000명이 체포된 1919년 3⋅1운동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

름을 이해하는데 고종과 한제국을 논외로 하거나 우회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이 고단하게 부 끼며 그 시 를 살아 왔고, 군주를 정점으로 활용하면

서 점진적인 신분해방을 관철시키고, 민주와 공화라는 가치를 내재화하며 전



 3⋅1운동 100주년, 역사전쟁과 고종 독시(毒弑)

205

진해 온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과의 상호성을 중시할 필

요가 있다. 군주정에서 어떻게 민주공화정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동력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준 것인지, 우리 정치적 근 화의 주체는 

군주인지, 개화파 지식인지, 민중인지에 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주공화제가 정립되었는데,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

도 여기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3⋅1혁명론의 역사전쟁화를 견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의 

단초마저 차단당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고종독

살설의 실체적 쟁점인 고종을 암살해야 할 일본의 정치적 필요, 고종의 사망

시점 및 사망원인 등에 검토를 통해 최근 ‘야사’로까지 치부되고 있는 고종 

독살설에 관한 논란 해소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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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hypothesis of poisoning Emperor Gojong, 

because the intensity of the ideological rejection of poisoning of Emperor 

Gojong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3⋅1 movement.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historical war that makes history a tool for certain ideologies. The 

ideological denial of the poisoning of Gojong is likely to extend to the exclusion 

of Gojong and the Korean Empir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political 

moderniz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ual purpose, the one is 

to watch out for the concern that the hypothesis of poisoning Emperor Gojong 

will be instrumentalized as part of the ‘historical war’. The other is to examine 

the controversy over the political necessity of Japan to assassinate Gojong, the 

actual issue of the poisoning of Gojong, the point of time of death of Gojong 

and the cause of death, and to overcome the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exhaustion controversy.

Keywords: the March 1st movement, the hypothesis of poisoning Empe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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