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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은 다산 정치론에서 정치권력의 발생과정과 근거라는 문제

를 다룬 것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있으나 개의 경우 推戴나 侯

戴 문제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다산이 侯戴와 함께 兩端으

로 거론한 帝命의 문제에 을 맞추어 논의를 개했다. 더 나아가 다산

이 말한 帝命의 구체  내용이 民의 願望 혹은 願欲에 반 되어 있다는 

을 논했고, 그 로 孝弟慈의 도덕욕구와 富貴에 한 욕구를 거론했다. 
이를 통해 다산 정치 로그램의 요 과제가 天命을 이해함으로써 民欲

을 실 해  정자를 推戴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을 논하고, 다산이 말

년에 이르기까지 이 을 일 되게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다산 정치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 해 생각해 본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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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 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정치철학을 다룬 

것으로, 그 가운데 특히 정치권력의 발생과정과 근거라는 문제에 

을 맞춘 것이다. 다산 학문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 

한 연구는 시기 으로도 더 빨랐을 뿐만 아니라 양 으로도 훨씬 압

도 인 분량을 차지해왔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다산학에 한 

심이 經世的 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

가 다산 정치학의 쟁  가운데 하나를 다루려고 할 때 우선 이 주제

는 과거의 다양한 연구성과들과 복될 우려가 있었다. 필자는 이 

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다루어왔지만 정치

권력의 성격과 련해 부분 으로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이 어떤 것

인지를 밝 보고자 했다.
우선 다산의 정치론과 련해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심을 발

시킨 것은, ｢原牧｣의 목민 에 한 다산의 입장과 ｢湯論｣에 나타난 

放伐 혹은 推戴라는 정치행 에 한 다산의 입장이었다. 목민  즉 

정자는 백성을 해 존재한다고 본 다산의 은, 백성을 하지 

않는 정자를 몰아내고 교체할 수도 있다는 방벌의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물론 정자의 선출  立案[立法]의 과정 역시 백성들의 

願望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기에, 연구자들은 다산의 정치 이 높

은 수 의 진보  가치를 품고 있다고 논평하 다.1) 필자가 우선 주

1) 몇몇 연구자들은 다산의 推戴論에 民本主義에서  민주주의로 계승될 

만한 과도기 인 ‘民權’ 의식이 일정 부분 담겨있다는 에 동의한다. 조

은 ｢정약용의 민권의식연구｣에서 다산의 정치 에는 민 의 참정권, 

공직담임권, 항권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民亂에 한 다산의 입장 그

리고 民堡義의 조직 등을 바탕으로 다산이 민  항권 역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임형택은 ｢정약용의 민주  정치사상의 이론 ․ 실  근 ｣

에서 다산의 인간 , 즉 구나 도덕  嗜好를 가지고 있다고 본 자율  

인간 과 19세기 기의 농민항쟁이라는 실  배경을 통해 다산이 

민주  정치형태의 원형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목민

심서의 이해｣라는 논문에서도 동일한 의 民觀을 주장하면서 다산 정

치 의 토 를 규명한 바 있다. 이 외에 김용헌, ｢정약용의 민본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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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해보아야 할 은 바로 이런 다산 정치 의 진보  성격의 수 에 

한 문제이다.
다산은 말년(1834년)에 매씨서평 을 2차로 수정하면서 ｢逸周書克

殷篇辨｣이란 을 첨가했는데, 이 자료 역시 정치 분야에서 일 부터 

주목받아온 것이다. 다산은 이 을 마무리하면서 과거 자신이 지은 

｢탕론｣의 續篇이라는 을 명시했다. 다시 말해 一表二書의 표  

經世學 서들을 마무리한 뒤에도 자신의 기 정치  이 큰 틀

에서는 변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일주서

극은편변｣에 나오는 방벌과 추 의 논의도 어렵지 않게 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만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은 ‘兩端’이라

고 다산이 표 한 帝命과 侯戴 가운데 帝命의 측면이었다. 물론 소수 

연구자들은 제명이란 용어에도 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월  

이미지를 풍기는 제명이란 개념은 다산의 진보 인 추 에는 어울

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제기되었다.2) 다시 말해 民의 정치

참여라는 추 의 실  지평을 강조한 다산이 왜  다시 제명 혹

은 天命과 같은 형이상학  토 를 서술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 문제와 련해 다산이 왜 제명을 강조했고, 
그 을 통해 추 된 군왕의 정치  권력을 어떤 성격의 것으로 해

명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천명과 련된 논의에서는 불가피하게 民의 원  상태 혹은 

민권의식｣, 김한식, ｢다산의 민권사상｣, 백철 , ｢정약용의 민권의식과 국

민주권론으로의 이행 가능성에 한 연구｣, 한상익, ｢다산의 목민론: 민

본을 넘어 민주로｣, 김기승, ｢다산 정약용의 부국강병형 국가개 사상｣ 

등의 논문에서 다산 정치 을 민권 내지 민주주의의 맹아와 련해 설명

한 논의들을 찾아볼 수 있다.

2) 임형택(2002), p.358 주석 37번. 김태 (2000), p.223 / p.261. 김태 은 다

산이 정치론에서 天命이나 上帝를 언 한 것은 군주의 횡포를 막는 이론

 의미를 갖고 있으나, 여 히 월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民의 자율

, 이성  능력에 주목하지 못했고 이 에서 서양근  정치사상과 차

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天理 혹은 天命과 같은 요소는 궁극

으로는 군주의 자의  행 를 막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지

했다. 물론 타당한 지 인데, 필자는 아래 논의에서 다른 맥락을 함께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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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욕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유학의 오랜 

정치  통에서 民心은 곧 天心을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

이다. 다산 역시 조선후기 한 사람의 유학자로서 天이 보고 듣는 것, 
즉 天이 원하는 것은 결국 民이 원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산

의 民은 이미 도덕  욕망과 아울러 부유함[富] 혹은 고귀함[貴]에 

한 세  욕망을 타고난 존재로 상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자는 

天을 신하여 民의 이와 같은 선천  욕망을 실 해  의무를 갖는 

존재로 그려진다. 따라서 民의 욕망과 정자의 계를 다루는 문제는 

推戴의 구체  의미를 드러내  뿐만 아니라 다산이 생각했던 帝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밝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연구자들의 지 처럼 다산의 정치론에는 이 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한 독창  면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와 달리 여 히 

구시  병폐를 드러내는 곳도 병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필자 역

시 몇 가지 문제 과 한계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19세기  고군분투했던 한 지식인의  속에는 우

리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한 정치  쟁 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

한다. 만약 재의 우리가 이와 같은 정치  문제들에 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다산과 같은 인물의 오래된 성찰 역시 무

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연 그는 정치권력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

했는지, 이제부터 순서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原牧｣과 ｢湯論｣에 대한 일반적 고찰

｢원목｣은 무도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문구로부터 시작된다. “목민자(牧
民 )가 백성을 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해 있는 것인가?” 아

마 다산의 시 다고 해도 이 물음에 한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을 것

이다. 목민자는 당연히 백성들을 ‘ 하여’ 존재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유학의 民本主義 념은 물론이려니와 爲民政治 한 이런 백성을 ‘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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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을 익숙하게 피력해왔다. 따라서 다산이 이제 목민자의 진정한 상에 

해 질문할 때, 이것은 사실 무도 오래된 념을 새삼스럽게 의문에 부

치는 행 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마치 서구근 의 사회계약론자

들이 ‘자연상태’라는 이론  지평을 놓고 출발했던 것처럼, 그와 유사하게 

목민 이 존재하기 이 의 태고  상태를 설정한다. 물론 이것은 이 같은 

역사  상태가 정말 존재했는지 그 지 않았는지를 논증하기 한 과정은 

아니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목민 이 없던 고  상황에 한 논

증이 아니라, 목민 과 백성과의 정당한 계 기 때문이다.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 어  목민자가 있었던가? 백성들이 옹

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

을 公 을 잘하는 어른이 있어 그에게 가서 해결을 보고 四隣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 하여 높이 모시고는 그를 里正이라 불 다. 
 여러 마을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서 해결 못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수하고 식견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 그에게서 해결을 보고는 여러 

마을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 하여 높이 모시고서 그를 黨正

이라 불 다.  여러 고을 백성들이 자기 고을에서 해결 못한 다툼거

리를 가지고 어질고 덕이 있는 어른을 찾아가 그에게서 해결을 보고

는 여러 고을이 모두 감복하여 그를 州長이라 불 다.  여러 州의 

長들이 한 사람을 추 하여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를 國君이라 불 으

며,  여러 나라의 君들이 한 사람을 추 하여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

를 方伯이라 불 고,  四方의 伯들이 한 사람을 추 하여 우두머리

로 삼고서는 그를 皇王이라 불 다.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부터 시

작되니, 목민자는 백성을 해 있는 것이다.3)

다산은 목민 의 등장을 이 게 설명한다. 개인 사이의 다툼이 있

을 때 치우치지 않는 공  발언으로 문제를 해결해  사람을 里正으

3) 邃古之初, 民而已, 豈有牧哉? 民于于然聚居, 有一夫 鄰鬨莫之決, 有叟焉

善爲公 , 就而正之, 四鄰咸服, 推而共 之, 名曰里正. 於是數里之民, 以其

里鬨莫之決, 有叟焉俊而多識, 就而正之, 數里咸服, 推而共 之, 名曰黨正. 

數黨之民, 以其黨鬨莫之決, 有叟焉賢而有德, 就而正之, 數黨咸服, 名之曰州

長. 於是數州之長, 推一人以爲長, 名之曰國君, 數國之君, 推一人以爲長, 名

之曰方伯, 四方之伯, 推一人以爲宗, 名之曰皇王. 皇王之本, 起於里正, 牧爲

民有也. 詩文集 (5)｢原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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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마을 단 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한 식견으로 분쟁을 

해결해  사람을 黨正으로 삼으며, 고을 단 의 분쟁에서 어짊과 덕

으로 문제를 해결해  사람을 州長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다산이 公

을 잘 하는 이로부터, 識見이 있는 이로, 그리고 德이 있는 사람으

로 선발의 기 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4) 그런

데 이 게 이정과 당정, 주장에 이르기까지는 직  백성들이 모여 그

를 추 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이후 國君, 方伯, 皇王의 추  

과정에서는 우선 표 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 된 

표자들, 즉 주장들이 모여 국군을 뽑고, 주장들에 의해 추 된 국

군들이 모여 방백을, 그리고 그 방백들이 모여 황왕을 추 하는 방식

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체  구조에 있어 다산은 일 된 논

리가 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겠지만, 한편으론 소규모 마을 단

와 州를 넘는 규모 지역 단 에서의 추  방식의 차이를 구별했

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의 인용문을 통해 다산이 결과 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최고 

지 에 오른 황왕의 경우조차 그 지 의 성격은 이정의 상태와 논리

으로 동일하다는 이었을 것이다[皇王之本, 起於里正]. 이를 통해 다

산은 천하를 표하는 皇王 혹은 天子라고 하더라도 결국 백성들의 의

지에 따라 임시 으로 추 된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여기서 다산이 ｢原牧｣ 혹은 ｢原政｣ 등의 ‘原’ 시리즈 형식을 

따왔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명말청 의 학자 황종희(1610-1695)의 명

이 방록 을 잠시 살펴보면, ｢原君｣, ｢原臣｣, ｢置相｣, ｢學校｣ 등에서 

다산과 무도 유사한 정치  을 피력하고 있다.5) 황종희는 공․후․

4) 안외순(2001), pp.75～76, 박 모(2003), p.10 참조. 그런데 두 논문에서는 공

통 으로 다산이 기존의 유가 통에서 요구된 통치자의 有德性을 ‘덜’ 강조

하게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구체 으로 세분화된 정치가의 자질을 주장했

다고 풀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달리 가장 요한 정자의 조건을 다산

이 여 히 ‘德性’으로 간주했고 이런 조건을 皇王에게까지 연속 으로 용

했다고 본다. 

5) 다산은 매씨서평 을 일차로 개정하면서 ｢염씨고문소증 ｣라는 문건을 

첨가했다. 이것은 청 학자 염약거의 상서고문소증 에 한 논평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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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남의 순차 인 등  차이에 따를 때 天子란 한 단계 윗자리에 

있는  한 명의 정자에 불과한데 왜 유독 천자만을 월 인 존재

인 것처럼 간주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6) 이것은 다른 공경 부와의 

상  계를 통해 천자의 특별한 권 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종희가 지식인 료들과의 계에서 천자의 지 를 상 화시

킨 반면, 다산은 民의 推戴에 따른 선발형식을 취함으로써 황왕의 지

를 근본 으로 변모시켰다. 몇몇 이웃하는 백성들이 민원을 해결하

기 해 뽑은 里長과 皇王은 존재 방식이 근본 으로 동일하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한편 다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사  사례 가운데 湯武에 의한 

放伐 사건을 재해석함으로써, 추 에 한 자신의 주장이 실  설

득력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다. ｢탕론｣의 서두에서 다산은 이

게 질문하고 있다. “湯王이 桀을 추방한 것이 옳은 일인가? 신하가 

임 을 친 것이 옳은 일인가?” 이에 한 다산의 답변은 ｢원목｣의 경

우와 역시 동일하다. 정자가 백성을 해 존재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정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로서는 당연한 논리  귀결

이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탕무에 의한 왕조 교체라는 명  사건의 

례가 이미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五帝 시  神農氏가 덕을 잃

었다는 이유로 여러 제후들이 공격했을 때 그 가운데 軒轅氏가 무력

을 동원해 阪泉의 들 에서 신농씨와 쟁을 벌이고 세 번의 싸움 

끝에 승리하여 결국 皇帝가 된 사건을 말한다.7) 다산은 이상의 내용

것인데 이곳에는 남뢰 황종희의 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다

산은 황종희의 인심도심설을 비 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도 

다산이 황종희의 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을 간 으로 보여 다

고 생각한다. 황종희 외에도 다산은 명말청 의 다양한 학자들에 해 논

평했는데, 그 가운데 다산의 ｢원목｣, ｢원정｣ 등은 황종희의 ｢원군｣, ｢원신｣

편으로부터 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가정해 보았다.

6) 蓋自外而 之, 天子之去公, 猶公․侯․伯․子․男之遞相去. 自內而 之, 君

之去卿, 猶卿․大夫․士之遞相去. 非獨至於天子遂截然無等級也. 昔 伊尹․

周公之攝政, 以宰相而攝天子, 亦不殊於大夫之攝卿, 士之攝大夫耳. 明夷待

訪  ｢置相｣.

7) 神農氏世衰, 諸侯相虐, 軒轅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歸, 以 炎帝戰于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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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史記  ｢五帝本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 만 

가지고는 다산이 말한 방벌과 추 에 한 납득할 만한 역사  거

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탕무뿐만 아니라 애 에 황제의 경우부터 

잘못된 사례라고 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산은 다음과 같은 보다 설득력 있는 방벌과 추 의 근거를 제시한다.

 天子의 지 는 어떻게 해서 소유한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져 

천자가 된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 천자가 된 것인가? 5家가 1
隣이고 5가에서 長으로 추 한 사람이 隣長이 된다. 5隣이 1里이고 5
린에서 장으로 추 된 사람이 里長이 된다. 5鄙가 1縣이고 5비에서 

장으로 추 된 사람이 縣長이 된다.  여러 장들이 다같이 추 한 

사람이 諸侯가 되는 것이요, 제후들이 다같이 추 한 사람이 천자가 

되는 것이니, 천자는 여러 사람이 추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

러 사람이 추 해서 만들어진 것은 한 여러 사람이 추 하지 않으

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5가가 화 하지 못하게 되면 5가가 의

논하여 인장을 改定할 수 있고, 5린이 화 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

하여 이장을 개정할 수 있고, 九侯와 八伯이 화 하지 못하면 구후와 

팔백이 의논하여 천자를 개정할 수 있다. 구후와 팔백이 천자를 개정

하는 것은 5가가 인장을 개정하고 25가가 이장을 개정하는 것과 같으

니, 가 신하가 임 을 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개정함에 있어

서도 천자 노릇만 못하게 할 뿐이지 降等하여 제후로 복귀하는 것은 

허락하 다.8)

다산은 천자라는 인물이 우연히 하늘[天]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님

을 강조한다. 이것은 천자의 지 가 우연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곳에서 다산이 제시하는 추 의 과정

泉之野, 三戰而得志, 以代神農. 見本紀則是臣伐君, 而黃帝爲之, 臣伐君而

罪之, 黃帝爲首惡, 而湯奚問焉. 詩文集 (5)｢湯論｣.

8) 夫天子何爲而有也? 天雨天子而立之乎, 抑涌出地爲天子乎? 五家爲鄰, 推

長於五 爲隣長. 五鄰爲里, 推長於五 爲里長. 五鄙爲縣, 推長於五 爲縣

長. 諸縣長之所共推 爲諸侯, 諸侯之所共推 爲天子, 天子 , 衆推之而成

也. 夫衆推之而成, 亦衆不推之而不成. 故五家不協, 五家議之, 改鄰長, 五

鄰不協, 二十五家議之, 改里長, 九侯八伯不協, 九侯八伯議之, 改天子. 九侯

八伯之改天子, 猶五家之改鄰長, 二十五家之改里長, 誰肯曰臣伐君哉? 又其

改之也, 使不得爲天子而已, 降而復于諸侯則許之. 詩文集 (5)｢湯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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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살펴본 ｢원목｣의 경우와 유사하다. 5家의 백성들이 隣長을 

뽑고, 25家의 백성들이 里長을 뽑는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

되, 마지막 천자를 뽑는 것은 역시 표자인 제후들 집단으로 설정되

고 있다. ｢탕론｣에서 다산이 주목했던 것은 이 다음 구 이다. 여러 

사람이 추 해서 정자를 뽑았기에, 여러 사람들이 추 하지 않게 

되면, 그 정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목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다산은 제후들이 천자를 바꾸는 것

은 결국 5家와 25家의 백성들이 인장과 이장을 바꾸는 것과 논리

으로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엄격한 기 에서 보면, 백성들이 

직  이장과 인장을 교체하는 것과 제후들에 의한 천자의 방벌 사이

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비록 

제후들에 의한 간 인 결정에 머물더라도, 그것이 결국 民意를 

히 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다.
에서 인용한 ｢탕론｣과 련해  하나의 쟁 이 되는 것은 방벌

된 인물들에 한 처우 문제이다. 특히 천자의 지 에서 물러나 제후

로 돌아간 사람의 경우가 문제로 지목되는데, 다산은 이 경우 천자 

자리에서는 강등되었지만 원래의 제후 지 로 복귀시킨다고 말했다. 
가령 秦漢 이후에는 천자를 방벌하면  侯로 다시 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 일족을 모두 멸 시키는 사례만이 허다했다. 그래서 백성

들 사이에 천자에 한 방벌이 ‘不仁’한 행 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자신이 말한 과거 선왕들의 시 에는 그런 식으로 천자를 방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9) 이와 같은 다산의 해명을 두고 어떤 연구자들은 

다산이 명 인 정권의 교체를 갈구했지만 폭력  방법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하고, 혹은 반 로 일부의 ‘추 ’를 인정했

지만 결국  다른 측면에서 제후의 ‘세습’을 용인함으로써 귀족 계

의 특권  지 를 인정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10) 비록 백성들의 뜻을 

9) 又其改之也, 使不得爲天子而已. 降而復于諸侯則許之. 故唐侯曰朱, 虞侯曰

商均, 夏侯曰杞子, 殷侯曰宋公. 其絶之而不侯之, 自秦于周始也, 於是秦絶不

侯, 漢絶不侯. 人見其絶而不侯也, 凡伐天子 不仁, 豈情也哉? 詩文集

(5)｢湯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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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하지 못해 천자 자리에서는 쫓겨났을망정 다시 원래 로 제후 자리

에 돌아와 자신의 지 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와 련해 다산이 폭력  정권 교체가 싫어

서 혹은 不仁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기존의 천자들에 한 우

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11) 물론 제후들의 세습을 용인했

다는 주장은 더욱 다산의 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필자가 보

기에 다산이 천자의 직무에 합하지 않은 자를 제후로 다시 복귀시

킨 것은 그 사태에만 한정 으로 해당되는 일일 뿐이다. 다시 말해 

제후 자리에 복귀한 자가 다시 제후의 직무조차 제 로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아래 단계의 國君 혹은 縣長, 州長 등에 의해 다시  방

출의 기에 몰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입

장을 확실하게 변해  다산의 명시 인 문구는 없다. 그는 다만 천

자의 방벌 이후 그를 제후 자리로 되돌린다는 문구만을 남겼기 때문

이다. 그러나 皇王의 추 를 里正의 추 와 같다고 주장했고, 天子를 

방벌하는 것은 隣長과 里長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다산의 설

명을 염두에 둔다면, 논리 으로는 충분히 필자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천자의 지 에 걸맞지 않는 자를 교체할 수 있다면 

제후의 지 에 걸맞지 않는 자를 내칠 수 있고, 한 연속 으로 

장, 이장, 인장 역시 그 게 교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론 으로 

다산의 방벌론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언 한 명이 방록 의 자 황종희도 天下가 주인이며 군주

10) 자는 임형택(2002), p.332, 후자는 안병직(1999), p.280 / p.291 참조. 안

병직은 다산의 侯戴論을 명확히 ‘세습  귀족들의 代議政治論’이라고 정

의하면서(p.274) 다산이 民에 의한 推戴와 세습귀족들인 제후들의 추 를 

제 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 한다(p.294). 필자는 이런 구분이 의미가 있

다고 본다. 그러나 안병직이 제후로 복귀된 자들이 갖는 지 의 ‘세습성’을 

정당화하기 해 다산이 ‘帝命’ 개념을 뒤늦게 ｢일주서｣에서 마련했다고 본 

주장(pp.293～296)에 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반  해석이 더 타당

하다고 보며, 이에 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거론하 다.

11) 안외순(2001)도 만약 다산이 우 차원에서 제후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 다고 말한 것이라면, 이것은 다산이 시종일  유지했던 ‘其人

其職’의 원칙에 크게 배되는 것이라고 지 했다(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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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客에 불과하니, 걸주와 같은 폭군을 방벌한 것은 타당한 행 라는 

주장을 남긴 이 있다.12) 그러나 황종희는 天子라는 직 의 발생조

건을 民으로부터의 推戴라는 형식으로 풀이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지식인 료로 성장할 학교의 학생들에 주목했고, 실질 으로 정자

를 견제할 선생[學長] 집단에 한 교체권을 강조했다.13) 이와 달리 

다산은 백성 일반으로 을 돌려 皇王 혹은 天子 역시 民의 신임

과 불신임에 따라 방벌, 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종희가 왜 학

교의 公論을  기 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이상 

해명하지 않은 반면, 다산은 民의 원  욕망을 帝命 혹은 天命의 

문제로 설명함으로써 더 근본 인 이유를 들기 해 노력했다. 물론 

다산의 추 론은 그 구체 인 추 의 진행과정과 아울러 방벌의 기

  용방법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과연 실  실효성이 있는 

논의인지에 한 의문을 낳기도 했다.14)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다산

12) 古 以天下爲主, 君爲客, 凡君之所畢世而經營 , 爲天下也. 今也以君爲主, 

天下爲客, 凡天下之無地而得安寧 , 爲君也. (…) 然則爲天下之大害 , 君

而已矣. 向使無君, 人各得自私也, 人各得自利也. 鳴呼, 豈設君之道固如是

乎! 古 天下之人愛戴其君, 比之如父, 擬之如天, 誠不爲過也. 今也天下之

人怨惡其君, 視之如寇讎, 名之爲獨夫, 固其所也. 而 儒規規焉以君臣之義

無所 於天地之間, 至桀紂之暴, 猶 湯武不當誅之, 而妄傳伯夷叔齊無稽之

事, 使兆人萬姓崩潰之血肉, 曾不異夫腐鼠. 豈天地之大, 於兆人萬姓之中, 獨

私其一人一姓乎? 明夷待訪  ｢原君｣. 

13) 學校, 所以養士也. 然古之聖王, 其意不僅此也. 必使治天下之具皆出於學校, 

而後設學校之意始備. (…) 天子之所是未必是, 天子之所非未必非, 天子亦遂

不敢自爲非是, 而公其非是於學校. 是故養士爲學校之一事, 而學校不僅爲養

士而設也. 明夷待訪  ｢學校｣ 郡縣學官, 毋得出自選除. 郡縣公議, 請名

儒主之. 自 衣以至宰相之謝事 , 皆可當其任, 不拘已任未任也. 其人稍有

干於淸議, 則諸生得共起而易之, 曰; 是不可以爲吾師也. 其下有五經師, 兵

法․曆算․醫․ 各有師, 皆聽學官自擇. 明夷待訪  ｢學校｣.

14) 안외순(2001), p.92. 안외순은 다산이 民의 推戴를 강조했으면서도 구체

인 제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 하고 이 때문에 결국 일표이서

의 개 안에서도 제외되었다고 으로써, 기 ｢원목｣, ｢탕론｣의 주장과 

후기의 정치  입장이 크게 변모된 것으로 기술했다. 民의 발언권을 최

한 정하던 다산이 이제 民을 군주에 해 피동  존재로 그리며 개

의 주체를 강력한 군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p.87). 다산이 강력한 왕

권을 바탕으로 경세유표 의 개 론을 주장했다는 에서는 이런 설명에 

동의할 수 있으나, 필자는 다산의 기 과 후기 이 다르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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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는 원론 인 수 에서나마 民 모두를 구체 인 정치참여의 

상으로 간주했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民心 혹은 民望을 帝命과 동일시함으로써 군왕에 한 

추 권이 궁극 으로 民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산이 자신의 추

와 방벌 논의를 좀 더 보편  지평에서 체계화하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Ⅲ. ｢逸周書克殷篇辨｣의 두 가지 개념: 帝命과 侯戴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산의 ｢원목｣은 략 1800년 이 의 로, ｢탕론｣ 

역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10년 이 의 로 추정된다고 한다.15) 이

에 비해 본 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일주서극은편변｣은 매씨서평  2차 

개정시(1834년) 10권[｢諸說｣]에 새로 첨가된 것으로 다산 말년의 작품에 

해당되는 것이다.16) 그 다면 이 작품들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면 추

각하지 않는다. 경세유표 의 다산은 추 된 군왕의 실제 행동지침을 가

정해서 말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진나라 이후 ‘下而上’의 선출

방식은 사라졌지만, 다산의 의 에는 ‘民意에 의해 추 된 君王의 제도개

’이라는 이상이 유기  그림으로 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외에 다

산의 진보 인 정치  [추 론]이 후기에 실타 으로 바뀔 수밖에 없

었다고 보는 견해는 다수이다. 표 으로 다음과 같다. 임형택(2002), 

p.357, 임형택(2007), pp.24～27, 김용헌(2001), pp.96～97, 함규진(2007), 

p.395, 주석89번, 김태 (2000), p.221. 특히 김태 은 다산의 帝命論이나 

侯戴論이 하나의 이념상의 소신에 불과하며 실을 개 할 이론으로 활

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15) ｢원목｣과 ｢탕론｣, ｢일주서극은편변｣의 작 연 에 해서는 이지형, 다

산경학연구 (1996), 정일균, 다산사서경학연구 (2000), 조성을(1984), 안

병직(1999), 안외순(2001) 등의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했음을 밝 둔다. 

｢탕론｣의 경우 매씨서평 6권 ｢仲虺之 ｣에서 ‘이런 뜻은 나의 ｢湯論｣에 

보인다’라고 다산이 말한 을 염두에 두어, 매씨서평  고 완성 연도

인 1810년을 그 하한선으로 잡은 듯하다.

16) 이지형(1996), p.160, 안병직(1999), p.280, 정일균(2000), p.5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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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한 다산의 기본 입장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원

목｣이나 ｢탕론｣에서 언 하지 않았던 ‘帝命’이란 요소가 새롭게 등장할 

뿐이다. 다산은 정치  혼란의 문제 을 살피면서, 그 근원은 帝命과 侯

戴를 불신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이유로 옛날의 ｢탕론｣에 이어서 ｢일

주서극은편변｣을 짓게 되었다고 서술한다.17) 그 다면 다산은 어떤 내용

을 더 부연설명하려고 했던 것일까? 우선 기존의 들과 내용이 일부 

복되는 侯戴論을 먼  살펴보도록 하겠다.

侯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백성들이 모여 그들  長子를 구해 뽑고 

장자들 에서 지도자를 뽑아 각각 그 지도자를 세워 이를 侯라고 이

름한다. 후 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로 모여 상의하여 추

해서 그를 天子라고 부른다(유종원의 의견이다:原註). 천자의 자손이 

어질지 못하면 제후들이 받들지 않아도 한 이를 편안히 여기며 받

아들이고, 분발하여 흥하는 자가 있으면 제후들이 다시 가서 그에

게 朝 하여도 한 이를 편안히 여기면서 받아들여 지난 일을 따지

지 않는다. 만일 포악하고 음탕한 짓으로 만백성을 해치는 자가 있으

면 서로 모여서 상의하여 그를 제거하고  다른 한 뛰어난 인물을 

추 하여 천자로 삼으니, 그 제거되는 자도 역시 그의 종사를 끊어버

리거나 유족을 멸 시키지 않고 다만 물러나 원래의 侯位로 돌아가게 

할 뿐이다.18) 

몇몇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산은 었을 때 ｢원목｣과 ｢탕론｣에서 

보인 이상  을 말년에는 끝까지 고집하지 못하고 실에 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켰다고 평가된다.19) ‘上而下’의 제도에나 어울릴 

듯한 경세유표 나 실제도를 인정하면서 증요법으로 서술했다고 

17) 原其本, 自不信帝命侯戴而發也. 余昔作湯論,今又書此以續之. 梅氏書平  
｢逸周書克殷篇辨｣.

18) 其云侯戴 何? 民聚而求其長, 長列而求其帥, 各立一帥, 名之曰侯. 侯之中

有翹楚, 相 議以戴之, 名之曰天子. 柳宗元之意. 天子之子若孫不肖, 諸侯

莫之宗也, 亦安而受之, 有 發以中 , 諸侯復往朝之, 亦安而受之, 不問其

往事也. 有暴虐淫荒, 以殘害萬民 , 則相 議以去之, 又戴一翹楚 , 以爲

天子, 其去之 , 亦未嘗殄其宗祀, 滅其遺胤, 不過 而復其原初之侯位而已. 

梅氏書平  ｢逸周書克殷篇辨｣.

19) 주석 1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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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평가한 목민심서  등은, ‘下而上’의 추 론에 비해 그 진보성

이나 개 성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 인 평가

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례 를 모범으로 한 경세유표 에서

의 개 론은 정화된 王權을 기반으로 일 된 官制, 田制, 賦貢制 등

을 로부터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산이 民이 주체가 되어 정자를 선출하고 民望에 따라 

立法하는 이상  에서 한 발 물러나 실에 용 가능한 法制나 

禮制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분석이 일면 타당해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다산

의 을 그의 견해와 계없이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도 든다. 그는 일표이서를 완성한 뒤에도 여 히 ｢탕론｣의 속편을 남

기면서 자신이 말한 추 론, 즉 ‘제후들에 의한 천자의 추 ’라는 侯

戴論을 일 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20) 의 인용문에서 다산은 

이 견해가 유종원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유종원은 ｢ 건론｣에서 건제라는 제도가 성인의 주  의지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객 인 자연의 형세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長子, 
里胥, 縣大夫, 諸侯, 方伯, 連帥, 天子 등에 이르는 계는 인류의 자연

스런 발달 과정에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21) 아마도 다산은 

와 같이 治 의 등 이 발생한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추 의 과정을 

유비 으로 생각해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물론 다산이 건제를 

옹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탕론｣의 경우처럼 천자를 추 하

는 것은 제후이며 이 제후를 뽑는 것은 결국 下民으로부터 시작되는 

연쇄  과정에 속해 있다는 을 말했을 뿐이다. 그 다면 후 론에 

있어 다산의 기본 은 종래와 유사한데, 이것을 경세유표  같은 

20) 박 모(2003), p.9 참조. 박 모는 다산의 정치론은 체 구도에서 볼 때 

기와 후기가 단 된 것이 아니라 고도의 논리  일 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필자도 이 에 동의한다. 그런데 박 모의  논문에서는 

기의 侯戴論과 경세유표 의 王權論을 직 으로 연결짓는 작업을 하지는 

않은 듯하다. 한 帝命論의 내용을, 賢臣을 등용하여 왕을 보좌하는 정도

의 의미로만 푼 (p.12)은 필자의 설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21) 柳宗元, ｢ 建論｣, 諸子百家名篇鑒賞辭典 , 上海辭書出版社, 2003, pp.757-7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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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 안과 정합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고리는 과연 무

엇일까? 필자는 그것이 바로 ｢일주서극은편변｣에서 다산이 새로 등

장시킨 帝命論이라고 생각한다.22) 우선 제명에 한 다산의 언 을 

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  사람들은 秦 이후의 안목으로 진 이 의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어느 하나도 거꾸로 비치고 비스듬히 비치지 않

는 것이 없으니, 湯武가 가장 그러한 경우이다. 진 이후의 법과는 매

우 다른 것으로 兩端이 있으니 그 하나는 帝命이요, 다른 하나는 侯戴

이다. 이른바 帝命이란 무엇인가? 고인들의 事天은 모두 정성스럽고 

진실로 두려워하여, 후세의 왕권을 다투는 이들이 하늘에 빗 어 가

탁하면서 일컫는 그런 하늘이 아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밝게 섬기는 

사람은 상제에게 정성이 닿아 몸소 은 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밝게 天命을 아니, 제왕된 자가 이런 인물을 얻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

리고 祖 의 統緖를 감히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인물을 얻은 

뒤에야 정치를 잘 하여 국가를 흥할 수 있고, 명의 시기를 만난 

사람도 이러한 인물을 얻은 뒤에야 천명을 받아 창업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소강이 미를 얻어 우임 의 사업을 부활했고, 태무가 척을 

얻어 은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았으며, 탕이 이윤을 얻어 하나라의 정

사를 교체하 고, 문왕과 무왕이 상보를 얻어 상나라의 군사를 베었

으니, 그 지모와 재술이 천하에 할 만한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신명스런 정성이 天命을 아는 데 이르 기 때

문에, 그를 세워 스승으로 삼고 그의 말 을 물어서 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군사를 출동시켜 죄를 토벌함에 있어 감히 큰 소

리로 “상제가 나에게 명령하여 죽이라고 하는 것이니 감히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상제를 속여 이에 빙자하면서 스스로 

상제의 명령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제가 문왕에게 말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진실로 이런 이 있었다.23)

22) 侯戴  帝命의 논의와 련해 배병삼(2002)의 을 참조할 수 있다. 그

는 다산이 績制를 시행하는 군주에 한 감찰의 근거로 上帝 혹은 天

命을 들여온 을 지 했고(p.120), 군주의 책임문제는 통치권의 계승에 

있어 반 되는데 가령 ｢일주서극은편변｣에서 말한 帝命의 경우도 상제가 

개입함으로써 왕의 승계에 향력을 미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그

가 천명이나 상제를 군주의 정치  책임을 묻고 견제하는 철학  토 로 

설명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의 논문에서 통치권 이양의 방법을 a 禪讓, 

b 侯戴, c 帝命(상제개입), d 世襲 등으로 四分化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다(p.121 / p.128). 그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과 주석 25번에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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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命이란 말은 자 그 로 上帝의 명령이다. 통 으로는 天命이

란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 온 말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다

산의 철학  입장에는 천명을 부여하는 상제라는 존재가 요한 

상을 차지하고 있다. 월  성격을 띤 상제의 등장에 해 인문주의

 주자학 연구자들은 오히려 학문  퇴보라고 비 하기도 했지만24),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 다만 다산에게 있어 상제가 매우 

비  있는 역할을 맡은 존재 다는 만 짚고 넘어가겠다. 다산은 인

간이 상제와 유사한 靈明性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心]을 통

해 상제와 直通相感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25) 물론 여기에는 

공경스런 마음으로 상제를 섬기는 事天의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목에서 다산은 상제를 섬기는 자는 상제로부터 密旨를 받아 天

命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한 이 게 천명을 아는 자를 반드시 신

하로 삼아야만, 어떤 경우의 王 라도 帝王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조상의 유업을 이어받아 순조롭게 왕 를 계승하는 

사람, 혹은 명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사람, 구든지 

외 없이 이런 신하를 곁에 두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23) 今人以奏以後之眼, 仰視秦以前之天. 其萬事萬物, 無一非倒景斜光, 湯武其

大 也. 其 秦以後之法, 天壤不侔 , 厥有兩端, 一曰帝命, 一曰侯戴. 其

云帝命 何? 古人事天, 皆誠信而忱畏之, 非如後世爭王之人, 憑依假託而稱

天也. 厥有虔心, 昭事之人, 格于上帝, 能躬承密訓, 灼知天命, 爲帝王 , 不

得此人, 不敢以爲國, 承祖 之緖 . 得此人然後, 能致治以中 , 値鼎革之際

, 得此人然後, 能受命而肇業. 故 康得靡, 以復禹緖, 太戊得陟, 以正殷綱, 

湯得伊尹, 以代夏政, 文武得尙父, 以殪商戎, 非其智 才術無敵於天下也. 乃

其神明之衷, 能格知天命, 故立之爲師, 詢其 而 之. 故方其出師而伐罪也, 

敢爲大 曰, 帝命殛之, 不敢不征. 此非矯誣上帝, 憑空自 得帝之明命也. 帝

文王, 誠有是也. 梅氏書平  ｢逸周書克殷篇辨｣.

24) 한자경(2005), ｢유교와 천주교 사이의 다산｣ 혹은 이상익(2003), ｢정약용

의 윤리사상에 한 주자학  반론｣ 등의 논문을 참조해볼 수 있다.

25) 天命不但於賦生之初, 畀以此性. 原來無形之體妙用之神, 以類相入, 之相

感也. 故天之 告, 亦不由有形之耳目, 而每從無形妙用之道心, 誘之誨之. 

此, 所 天誘其衷也. 其誘而從之, 奉天命 也, 慢其誘而違之, 天命

也. 曷不戒愼, 曷不恐懼? 中庸自箴 1:5 天之靈明, 直通人心, 無隱不察, 無

微不燭. 照臨此室, 日監在茲. 人苟知此, 雖有大膽 , 不能不戒愼恐懼矣. 

中庸自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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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임 의 사업을 다시 부활시킨 소강, 은나라의 기강을 다시 바로 

잡은 태무는 왕 를 연속 으로 이어 받은 사례에 해당되고, 탕왕과 

무왕은 왕조를 교체한 사례에 해당된다. 모두 공통 으로 賢臣을 두

고서 天命에 따라 사업을 일으켰던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탕왕과 무왕의 경우가 극  推戴에 의해 선출된 사례이다. 
그 다면 우선 추 의 형식에 앞서 기본 으로 天命이 함께 수반되

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곳에서는 天命의 담지자가 탕

왕이나 무왕 자신이라기보다 그들의 신들로 지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말이 왕 자신은 천명을 알 수 없다거나 그

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본

다. 이미 다산은 가장 이상 인 정치형태로 요순의 有爲政治와 績

制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26) 이 경우 요순이라는 聖人君主, 
즉 聖王은 자신들 스스로 이미 천명을 알고 실천했던 인물들로 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추 론과 련해 다산이 함께 

언 한 帝命은 賢臣을 존 하라는 맥락 정도에서 언 된 것이 아니

고, 王의 정치권력이 어디로부터 생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방벌을 일으키고 새로 추 된 탕무의 경우, 세습된 왕

를 이어간 소강이나 태무의 경우, 이 목에서 함께 언 하지 않았

지만 다산이 가장 이상  상태로 인식한 요순의 禪讓의 경우 등, 이 

모든 경우에 있어 권력이 임되는 첫 번째 조건을 다산이 곧 帝命

으로 생각했다는 말이다.27)

26) 다산이 주자학 인 ‘無爲政治論’을 비 하고 군주의 ‘有爲政治’를 주장했

으며 그 표 인 사례로 ‘ 績制’ 등을 강조했던 은 김문식(1995), 배

병삼(1998 / 2002), 이 규(2005), 함규진(2007)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분석

되었다. 한편 유 정치의 구체  내용으로 학 의 ‘用人理財說’과 상서  
｢고요모｣의 ‘知人安民論’을 주장한 것에 해서는 김문식(1996), 이 규

(2005 / 2007) 등의 연구를 통해서 소상히 밝 진 바 있다.

27) 배병삼(2002)은 帝命의 경우가 禪讓이나 侯戴, 世襲의 경우와는 다른 것

이라고 했지만(p.121 / p.128), 필자는 ｢일주서｣에서 다산이 帝命의 구체  

사례로 왕 를 ‘세습’한 소강이나 태무, ‘후 ’된 탕무를 함께 언 했다는 

에 주목했다. 세습, 후  어떤 경우라도 제명은 반드시 제되어야 한

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堯가 舜에게 왕 를 ‘선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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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든 王 의 존립 근거가 최종 으로는 天命에 있다는 것

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천명은 이 게 정치권력의 발생을 

가능  하는 불가피한 조건이 되는 반면, 추 라는 형식은 외 인 

경우[탕무]에만 발생하는 것일까? 추 는 가령 앞선 시기의 禪讓의 

방법과는 다른 것일까? 필자는 ‘推戴’라는 말과 다산의 ‘侯戴’라는 용

어를 다시 구분해보면 이 문제에 새로운 각도에서 근할 수 있다고 

본다. 다산 스스로는 제후들의 회합을 통한 추 [＝侯戴]가 궁극 으

로 民意에 따른 추  모델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 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직 민주정과 간 민주

정 그 이상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산이 생각했

듯이 侯戴라는 의미로서의 폭넓은 推戴 개념을 그 로 사용할 경우, 
요순의 선양 혹은 세습  형태의 왕 계승 한 의의 推戴 방식에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요임 이 순에게 선

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정세에서 제후들이 요를 이어 순에게 

자연스럽게 朝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28) 소강이나 태무의 경

우 왕조를 흥, 부활시키는 공 이 있었기에 제후들이 조회를 끊지 

않아서 왕 를 계승[＝세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9) 이를테면 요

‘하늘[天]에 묻고 백성[民]에 물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고사다( 맹자  ｢만
장｣상, 5조목에도 나옴). 이런 선양의 경우에도 한 民意를 기반으로 하

되 하늘에 제사지냄으로써 上帝의 인정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때문에 제명을 선양, 후 , 세습 등과 구분되는  하나의 왕  승

계 방식처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28) 상서고훈  ｢요 ｣, 맹자  ｢만장(上)｣, 사기  ｢오제본기｣ 등에 언 된 

요순의 선양 과정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고사에 따르면 요임 이 죽고 

난 후 순이 요의 아들 단주를 피해 남쪽으로 숨었는데도 여러 제후들이 

오히려 단주가 아닌 순에게 조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天命과 民意를 등에 업고 제후들이 순을 다음 王 로 推戴하는 과

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다산은 상서고훈  여러 곳에서 三代의 세습 경우와 五帝의 선양을 비교

하면서, 祖 血脈의 傳보다는 神聖道統의 傳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역

설했다. 다시 말해 요순의 선양은 官天下한 것이나, 삼 의 세습왕조는 

私天下한 험을 안고 있다고 본 것이다( 상서고훈 1:25). 그러나 이것은 

진나라 이 의 계승 형태들 사이의 가치를 구분한 목이고, 천명을 받

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두 경우 모두 천명을 받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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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民意를 의식하는 제후들이 암묵  합의 하에 

어떤 인물을 유지시키거나 갈아치우는 모든 경우가 바로 추 의 형

식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소강이나 태무가 정치를 잘 하

지 못한다면, 그래서 民意를 극 으로 배하게 되면 제후들의 조회

가 끊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경우 제후의 추 라는 정치행 는 

단지 미래의 어느 시 으로 유 되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다산이 생각했던 의의 推戴 개념은 진

나라 이  왕 를 계승할 수 있었던 모든 경우들에 폭넓게 용되는 

정치행 를 가리키며, 帝命이란 그 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정치권력

들의 최종근거 혹은 정당화의 토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산이 

兩端이라고 표 한 제명과 후 는 서로 립 이거나 혹은 이질 인 

두 가지 방식의 선발 방법이 아니라, 서로 병행되는 정치권력의 성립

요건들이었다고 본다. 다산이 탕무의 경우를 양쪽[제명․후 ] 모두

에 용시켜 설명한 것을 보아도 이 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 장

에서는 侯戴論의 철학  근거로 제시된 帝命 혹은 天命의 실질  의

미가 무엇인지에 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정치권력의 최종근거인 天命의 의미

다산은 과거 시경강의 를 작성하면서 天命의 성격에 해 생각해

본 이 있다. 주자는 ‘性卽理’라고 하여 ‘天命之 性’의 性, 즉 天命

으로 부여받은 性을 天理라고 설명했을 뿐인데, 자신이 볼 때 천명에

는 이런 ‘賦性之命’ 외에  다른 ‘得位之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해당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산은 帝命을 풀이한 목에

서 비록 국가 흥의 공 이 있긴 했지만 왕  세습의 사례가 분명했던 

소강과 태무의 경우 역시 천명을 받았던 사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

만 이 경우 소강이나 태무가 요순보다는 등 이 떨어질 것은 분명한데, 

여러 제후들이 ‘소극 ’으로나마 아직 朝 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에서 

여 히 侯戴 형식에 포함되는 사례 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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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부성지명이란 다산에 따르면, 천명으로부터 부여받은 嗜好性,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을 말한다. 부성지명은 인

간이라면 구나 공유하고 있는 도덕  본성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득 지명이란 구체 으로 군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천

명을 의미한다. 지 [位]를 얻고 얻지 못함에 한 문제는 이미 군왕

의 자리를 얻은 正祖와의 문답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

다. 그 가운데 표 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임 께서 하문하셨다. “지  세상에 태어나서 옛 도를 회복하는 것

이 不可하다면 학문을 하여도 반드시 聖人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정치

를 하여도 三代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인가?” 신이 답했다. “지 를 

얻어서[得位] 도를 행한 사람은 순임 과 주공이고, 지 를 얻지 못해

서 도를 행하지 못한 사람은 공자입니다. (…) 聖人인 것은 같지만 

때에 있어서 다만 命을 받음과 받지 않음이 다를 뿐입니다. 지  세상

에 태어나 옛날을 회복하는 것은 지 [位]가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어  공자께서 스스로 탄식한 바가 아니겠습

니까? 그러므로 공자께서 배움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으신 것은 홀

로 자신을 善하게 하는 측면에서 옛날을 회복하신 것이고, 공자께서 

법도를 조술하신 것은 천하를 함께 善하게 하는 측면에서 옛날을 회

복하려다가 끝내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면 ‘지  세상에 태어

나 옛날을 회복하려는 것’에 한 경계는 태로운 나라에서 벼슬해 

어지러운 조정에 서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홀로 자신을 선

하게 하는 이를 두고 경계해서 말한 것이라면, 공자께서는 이미 법도

를 조술하 습니다.”31)

다산과 정조와의 문답을 살펴보면, ‘학문을 통해 聖人이 될 수 있고 
정치를 통해 삼 의 王처럼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물

30) 中庸章句曰, 性卽理也. 此云命天理也. 朱子之意, 理一字, 兼包性命. 天命有

賦性之命, 有得位之命. 詩經講義 3:15.

31) 御問曰, 生乎今之世, 反古之道, 爲不可, 則爲學不必做聖人, 爲治不當期三代

耶? 臣 曰, 得位而道行 , 舜․周公也, 不得位而道不行 , 孔子也. (…) 

聖人則同, 時特受命 不受命異耳. 生今反古, 非無位 所可行, 則此豈非孔

子之所自歎 乎? 故孔子之好學不倦, 獨善之反古 也, 孔子之祖述憲章, 兼

善之欲反古而未遂 也. 然則生今反古之戒, 在於仕危邦而立亂朝 . 若以獨

善 而 之, 則孔子已祖述憲章矣. 中庸講義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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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다산은 용 의 이 구 이 공자와 같은 경우를 말한 것으로, 정

조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을 간 으로 피

력한다. 군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물음에서 다

산은 天命의 유무를 통해 설명하는데, 이것이 그가 말한 ‘득 지명’을 

가리키는 것임은 분명하다. 공자는 홀로 선을 닦은 聖人의 반열에는 

오를 수 있었으나, 함께 세상을 구제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天命을 얻

지 못해 王이 되지 못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다산의 

에서 보면, 결국 공자는 ‘부성지명’으로서의 천명만을 실 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순임 이나 정조의 경우는, 도덕  본성인 

‘부성지명’ 외에 당연히 ‘득 지명’을 함께 얻은 聖人＝君主, 즉 聖王

에 해당되는 존재이다. 다산은 이런 경우야말로 온 히 천명을 알고 

한 천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산이 賢臣들의 정치  역할

을 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32), 제왕의 자리를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어지는 

정조와의 문답에서도 三代의 정치행 에 해 논하되, 이덕조[이벽]
의 답변을 통해 자기입장을 보충하고 있다. 

임 께서 하문하셨다. “하나라․상나라의 일은 비록 훌륭하지만 증

거가 없고 공자․맹자의 말은 비록 훌륭하지만 지 가 높지 않기에, 
같이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그 다면 

증거할 수 있고 높은 지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의당 어디에서 구

해야 하는가?” 신이 답했다.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지 가 높지 않은 것이 어  善의 잘못이겠습니까? 군자의 학문은 

이 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을 칙으로 삼으면 증거할 수 있는 공

자․맹자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임 께서 하문하셨다. “  문단에서 이미 ‘증거할 수 없고’ ‘믿을 수 

32) 賢臣에 한 다산의 존 감을 다음 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鏞

案: 帝拜之拜字, 是後世之所不見也. 太甲之於伊尹, 成王之於周公, 猶之可

也. 舜於臯陶, 非有師保之名․顧託之重, 而拜受嘉 . 不有九五之 , 聖帝之

謙恭求益, 有如是矣. 自秦以來, 全以 主卑臣, 爲馭世之長策, 則君道日亢, 

士趨日卑, 而二帝三王之治, 不可復見矣. 尙書古訓  ｢皐陶謨｣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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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까닭을 말했는데도, 한 아래 문단에서 ‘어그러지지 않으며’ 
‘의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신이 답하 다. “도를 행하

는 근본은 백성이 따르는 데 달려 있으며 백성이 따르는 근본은 백

성이 믿는 데 달려 있으니, ‘어그러지지 않으며’ ‘의심이 없다’는 것은 

도가 백성들이 믿고 따르기에 합당함을 밝힌 것입니다.” 
이덕조[이벽]가 말하 다. “성인이 증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

이 백성들에게 믿어지기 때문이다. 진실로 백성들이 믿는다면 증거가 

없는 것이 어  해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근본하고 백

성들에게 증험하여 天命의 도가 된다면, 三王에게 상고하고 천지에 

내세워도 순조로울 것이다. 그런즉 증거가 없더라도 그 도는 로 

한결같으니, 어  반드시 증거에 해야 하겠는가? 그 지 않다면 

 三王들은 어디로부터 이 도를 내놓았겠는가? 역시 자기 자신에 

근본하고 백성들에게서 증험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도는 天命의 도가 되는 것이며 귀신에게 물어보고 성인을 기다려 물

어보아도 한결같을 뿐이다.33) 
다산이 용강의보 의 고가 된 용강의 를 이벽과 함께 작성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목에서 다산은, 하은주 삼 의 

성왕들이 행한 정치  치세를 지  와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

냐는 정조의 견해에 해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이것은 이벽의 주장

을 반 한 것이기도 하다. 삼 의 왕들, 가령 탕왕과 무왕의 치 을 

말하려고 할 때 증거를 시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백성들이 쉽게 

믿기 때문인데, 가령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다면 구태여 史蹟

33) 御問曰, 夏․商之事, 雖善無徵, 孔․孟之 , 雖善不 , 均之爲人不信而民不

從. 則所以可徵可 之方, 當於何求得耶? 臣 曰, 無徵 已矣, 不 豈善

之罪哉? 君子之學, 所以學此善也. 以善爲準, 則有徵之孔․孟, 可信可從矣. 

御問曰, 上段旣 無徵․不信之故, 此又以不悖․無疑爲 , 何也? 臣 曰, 

行道之本在民從, 民從之本在民信, 不悖․無疑, 明斯民之於斯道, 所宜信從

也. 李德操云, 聖人貴徵 , 以其信於民也. 苟信於民, 無徵何傷乎? 故本諸

身, 徵諸民, 爲天命之道, 則 三王․建天地而 矣. 然則無徵而揆自一矣, 何

必切切於徵哉! 不然, 彼三王 , 從何出道耶? 亦不過本諸身․徵諸民而已. 

故此道爲天命之道, 而質鬼神․俟聖人而如一已矣. 中庸講義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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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증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 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믿게 할 수 있는가? 우선 일차 으로 다산은 왕이 자

신에게 근본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추상 인 표 은 물론 

왕의 자기수양을 염두에 둔 것인데, 天命의 道를 알기 한 개인 인 

수양의 과정을 다산은 나름 로 충실하게 해명한 바 있다.34) 그가 

말한 천명, 즉 상제의 명령은 곧바로 명한 인간의 마음에 해진

다. 따라서 상제의 명령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밖이 아니라 자기 내

면의 도덕  마음인 道心을 통해서이다. 
물론 이와 같은 다산의 이 군왕의 자의 인 단, 가령 자기주

에 매몰된 단의 험성을 간과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곧이어 천

명을 알 수 있는 길로 백성들에게 직  증험해보아야 한다는 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단과 결정이 천명에 부합되

는 것인지 그 지 않은지에 한 최종 결정은 결국 民意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이제 다산은 거꾸로 소 하여 탕왕

과 무왕 같은 삼 의 왕들이 천명을 깨닫게 된 것도 결국 자신에게 

궁구해보고 백성들 속에서 증험해보았기 때문이라는 이벽의 견해에 

동조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天命의 구체  내용이 民의 願望과 欲求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일 것이다. 
그 다면 이 목에서 다산이 天과 民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인물

로 상정했던 존재가 결국 군주 다는 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군주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천명을 알려고 스스로 노력해

야 하며, 한 하늘이 들려주고자 하는 密旨는 下民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 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35) 그래야 부성지명과 

34) 天之喉 , 寄在道心, 道心之所 告, 皇天之所命戒也. 人所不聞而巳. 己獨諦

聽, 莫詳莫嚴, 如詔如誨. 奚但諄諄已乎? (…) 詩云天之牖民, 如塤如箎, 非

是之 乎? 越上帝之只在方寸, 正亦以是. 求天命於圖籙 , 異端荒誕之術

也. 求天命於本心 , 聖人昭事之學也. 中庸自箴 1:3-4道心 天命, 不可分

作兩段看. 天之 告我 , 不以雷不以風, 密密從自己心上丁寧告戒. (…) 丁

寧諦聽, 無所熹微. 知此 , 乃是赫赫之天命. 循而 之則爲善爲祥, 慢而違

之則爲惡爲殃. 君子之戒愼恐懼, 亶在此也. 中庸自箴 1:5.

35) 中庸之學, 本之於天命, 持之以戒愼恐懼, 成之以恒久不息, 古所 祗庸之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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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지명을 온 히 갖춘 성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천

명론’은 하늘에 기탁해서 정자의 사 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할 경우가 많았기에, 왕조의 세습 혹은 독재와 횡을 정당화하

는 구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은 다산이 帝命을 설명한 곳

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론 이와 같은 상제의 

명령이 군주의 행 를 제약하는 가장 효과 인 수단이 된다는  역

시 강조하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의 경우는 단순히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수사  표 만을 내세우지 않고, 추 론으로 드러나는 

‘下而上’의 모델을 함께 제시하 다. 따라서 다산의 帝命 사상이 곧바

로 통 인 유학의 천명론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이유

와 련해 몇몇 연구자들은 다산의 정치  입장이 맹자의 역성 명

론과도 다르다는 을 이미 지 한 바 있다.36) 
한편 실  가능한 개 을 해 강력한 王權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다산의 왕정론을 해석한 경우도 있었는데,37)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왕

也. 臯陶之學, 純粹無雜, 九德有常. 旣陳中庸之說, 乃曰兢兢業業, 以代天工, 

敎則曰天敍, 禮則曰天秩, 賞曰天命, 罰曰天討. 至是直云天之視聽, 自我

下民. 又云天之賞罰, 無間於貴賤, 以起人主之敬. 此今之所 戒愼恐懼, 古之

所 祗庸之德. 源遠矣哉! 尙書古訓  ｢皐陶謨｣2:37.

36) 조 (1976, pp.206～207)은 맹자의 역성 명론이 피치자에 한 치자들의 

우월성을 제하며, 이 에서 볼 때 맹자의 民은 능동 이고 주체 인 

권한을 지니지 못한 반면, 다산의 民은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

로 그려진다고 구별했다. 사실 맹자의 명론은 同姓 제후들에 의한 정

권교체만을 의미할 뿐, 백성을 정치참여의 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

었다. 한 김용헌(2001, pp.88～92)도 맹자의 명론에는 民에 의한 추

형식이 없다는 을 지 하고, 맹자가 하늘[天]에 의한 君民의 매개과정

을 제한 반면 다산에게는 이런 측면이 없다고 설명했다(p.92).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후자는 다산의 경우에도 여 히 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산 역시 실  근거로 民心을, 그리고 이념  근거로 하늘[帝命]을 주

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태 (2000, p. 256)은 다산이 왕권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그의 철학에서는 이미 모든 인간이 心의 靈明性을 통해 上帝와 

직  교감할 수 있는 주체 ․자율  존재로 등장하므로, 다산의 왕권론

을 復古的인 형태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다.

37) 이지형(1985, pp. 284～285), 김기승(2005, p.69), 안외순(2001, pp.87-90), 

김성윤(2001, pp.41～43). 특히 김성윤은 상서  ｢홍범｣의 皇極論을 분석

하면서 군주의 권한을 인 상제의 그것과 유사한 정도라고 논평한 



정약용 정치론에서 권력의 정당성에 한 물음 27

의 강력한 권  한 천명 혹은 제명을 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왕의 모든 권한은 民意와 동일한 성격의 천명으로부터 정당화

될 뿐이다. 군주의 특별한 권한을 강조하는 듯한 경세유표 의 다음 한 

구 을 살펴보겠다.

옛날 聖王이 법도를 세우면서 무릇 천하 부귀의 권한을 모두 에

서 잡고 온 백성에게 덕을 내려주었다. ｢홍범｣에서 ‘임 이 그 極을 

세우고 五福을 거두어 리 그 백성에게 다’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田地는 모두 왕의 지이며 천하의 재물

은 모두 왕의 재물이며, 천하의 산림․천택은 모두 왕의 산림․천택

이었다.  그런 다음에야 왕이 그 지를 백성에게 리 주며, 왕

이 그 재물을 백성에게 리 주며, 왕이 그 산림․천택에서 나온 것을 

백성에게 리 주었는데, 이것이 옛 성왕의 뜻이었다. 왕과 백성 사이

를 막는 사람이 있어서 그 徵斂하는 권한을 훔치고 그 리 베푸는 

은덕을 막는다면, 임 이 極을 세우지 못하여 백성도 고르게 받지 못

할 것이다. 탐 오리가 부당하게 거두어들이고 豪商과 교활한 리가 

이익을 독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 에서 그 富를 처분

하여 아랫사람이 그것을 고르게 받도록 하는 것이 王 가 天을 신

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다.38) 

천하의 모든 부가 일차 으로 왕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왕의 강력

한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목으로 보일 수 있다. 상서고훈  ｢홍범｣

의 皇極論에서도 다산은 民의 생사여탈권, 미 말직에 이르는 모든 

벼슬, 세상의 부귀가 왕의 수 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

뒤, 이 문제를 民意에 의한 추 와 정합 인 것으로 보려면, 군왕을 公共性

의 保持 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가 왕의 권 를 공공성으로 제한

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그것을 ‘탈의리 , 공리주의 ’ 성격을 띤 것으

로 再述한 것(pp.39～40 / p.43)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산의 군주상은 그 

근 에 수양된 도덕  聖人이라는 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38) 古之聖王, 立經陳紀, 凡天下富貴之權, 總攬在上, 降德于兆民. 洪範曰; 皇建

其有極, 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此之 也。故天下之田, 皆王田也, 天下之

財, 皆王財也, 天下之山林川澤, 皆王之山林川澤也. 夫然後王以其田, 敷錫厥

庶民, 王以其財, 敷錫厥庶民. 王以其山林川澤之所出, 敷錫厥庶民, 古之義

也. 王 民之間, 有物梗之竊, 其斂時之權, 阻其敷錫之恩, 則皇不能建極, 民

不能均受. 若貪官汚吏之橫斂, 豪商猾賈之榷利 , 是也. (…) 上處其富, 下

受其均, 卽王 體天理物之權也. 經世遺表  ｢地官修制․賦貢制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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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 다.39) 이 때문에 王과 民 사이에서 재물을 가로채고 권력을 

분열시키는  다른 세력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으로 간주

되었다.40) 그러나 이것은 ‘一人之治’의 강력한 힘과 효율성을 강조하

기 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정치의 역을 도덕과 윤리로부터 

분리시키기 한 의도도 아니었다고 본다.41) 다산은 民意에 따라 天

이 명령하는 것을 행할 만한 군주의 실  조건을 기술한 것일 

뿐이다.42) 필자는 다산에게 있어 군왕의 실  처지라는 것은 직무

39) 皇極居九疇之中, 如公田在九畉之中. 爲四方四維之攸極, 故曰建其有極也. 斂時

五福 , 人主總攬權綱, 握之在手中也, 噓之爲雨露, 吸之爲霜雪, 生死存亡, 唯

辟是 , 一曰壽之柄, 在皇極也. 尺土寸地, 無非王田, 斗祿鞭士, 罔非王臣, 二

曰富之柄, 在皇極也. (…) 凡此 福之權, 皇則攬之, 皇則 之, 斂時五福, 用敷

錫厥庶民也. 後世人私其田, 皇無寸土, 則皇無以錫民富矣, 家立其敎, 皇不 道, 

則皇無以錫民德矣. 孔子論治, 曰富曰敎, 而二 之柄, 皆已下移, 則餘無不然

矣. 何以建極出治哉? 經田所先務也. (…) 周禮六篇, 其首章皆云設官分職, 

以爲民極, 正是皇建其極. 易有太極, 兩 四象, 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 皆於是

乎分出, 如皇極斂福, 用敷錫萬民也. 尙書古訓  ｢洪範｣4:35-36. 

40) 다음 구  역시 君民 사이에서 세력을 분열시키는 기득권층을 다산이 인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때 자주 인용되는 곳이다. 臣嘗 田有二主, 

其一王 也, 其二佃夫也. 詩云普天之下, 莫非王土, 王 其主也. 詩云雨我公

田, 遂及我私, 佃夫其主也. 二 之外, 又誰敢主 哉? 今也富彊之民, 兼竝唯

意, 王稅之外, 私輸其租. 於是田有三主矣. 詩文集 (9) ｢擬嚴禁湖南諸邑佃

夫輸租之俗箚子｣. 

41) 김성윤(2001)은 다산이 군주의 建極을 해 필요한 것은 修身이 아닌 經

田이라고 말한 에서 주희와는 다른 ‘탈의리론 ’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고 하고(p.39), 다산이 특히 經世論에서 修身․敎化보다는 경제  측면의 

경제결정론 , 功利的 요소를 강조했다고 말했다(p.43). 김기승(2005)은 

다산의 경세유표 의 개 안이 수학  계량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

면서 다산이 후기에 생산성과 효율성에 주목했던 측면을 강조했다(pp.7

7～79). 한 다산의 군주상은 도덕  교화에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고도 

말한다(p.69). 이와 유사한 으로 안외순(2001, p.71)도 다산이 정치

역에서 만큼은 어도 도덕주의  성격을 상당 부분 탈색시켰다고 보았

다. 한편 이 훈(2000)은 다산이 人倫과는 상이한 차원의 法制, 修己라는 

도덕세계와는 상이한 治人의 정치를 주장했다고 말했는데(pp.130～131), 

이는 다산이 여러 차례 강조한 군왕과 군자의 수양  民에 한 도덕  

敎化의 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

42) 다산은 天의 일을 신할 만한 임자를 군왕으로 여기고 그의 권 와 

힘을 職位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했다. 다음 목을 참조할 수 있

다. 王 設官分職, 代理天工. 三公六卿百執事之臣, 皆所以輔君德立人紀,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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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실한 행자라는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본다. 정 제든 고 제

든, 어떤 신  제도의 실 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바로 와 같은 실  정황으로 말미암아 왕의 직 에 따

른 권한을 인정했을 뿐이지, 이것이 곧 도덕으로부터 정치의 독립을 

의미하거나 혹은 법제를 바탕으로 한 왕정론으로의 회귀를 의미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43) 
다산은 도덕  수양을 통해 한 개인이 聖人이 되는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군주 역시 외일 수 없었다. 따라서 주

자학  통에서 강조되어온 군주의 자기수양은 천명을 이해하기 

해서라도 여 히 요청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었다.44) 앞서 삼 의 왕

至禮 刑改財賦甲兵, 其眞實急切之務. 經世遺表  ｢春官禮曹․弘文館｣ 한

편 필자가 인용한 이 구 을 통해서는, 권력자로서의 군왕이 아닌 

天의 직능상의 리인으로서의 군왕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상 으로 

天의 일을 代理한다고만 표 한 것은 결국 실에서 군왕의 강력한 혹은 

자의 인 정치행 를 견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

자 역시 다산 정치론에서 보이는 강력한 왕정론의 성격을 쉽게 부인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어도 다산이 왕의  권력에 한 이

론  견제장치라도 설정하려고 했던 을 되살리고 싶었다. 본 논문에서

는 와 련된 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차후의 정치 주제와 련

된 다른 논문을 통해 이 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43) 필자의 에 해 논평하면서 심사 원들께서 요하게 지 했던 은 

다산 정치론에서 보이는 왕정론의 성격을 본 논문이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었다. 그동안의 여러 논문들에서 밝 진 바 로, 다

산 정치학에서 엿보이는 군왕의 권 를 정 으로 한 강력한 개 에의 열

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 한 정조 치하의 정

치 실에서 다산이 의도한 정치 구상이 와 같은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 논문에서 통 인 군왕의 자기수양과 그에 따른 도덕정치를 강조했

던 것은, 다산 정치론의 가려진 일면을 함께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 때문

이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다산의 정치론을 노론계의 무 정치론, 혹은 

통 인 도덕정치론으로부터 차별화하기 해 강력하고 작 인 정치작

용이라는 측면에서 해명해왔는데, 필자는 이 논의만으로는 다산의 종합

이고 다면 인 정치론의 성격을 온 히 밝힐 수 없다고 보았고 이 때

문에 상 으로 취약하지만 다산에게서 분명 엿보이는 다른 성격의 정

치  을 함께 드러내고 싶었다.

44) 이 규(2005)는 ｢홍범｣의 皇極論을 포함해서 다산의 작 어디에서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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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증거하면서 다산이 天命을 알기 해 군주는 우선 자신에게 근

본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 다면 백

성들을 통해 증험해본다는 것의 구체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경우 다산은 한 개인으로서의 民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下民들이 

동시에 요구하는 보편 인 欲求를 염두에 두고 있다. 최고 정자인 

군주는 民欲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 군주와 民의 

계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Ⅴ. 君王과 民의 관계: 民欲의 실현 문제

다산의 인간 에 따르면 기질의 청탁수박, 귀천의 등 에 계없이 

인간이라면 구나 賦性之命에 따른 선천  욕구,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도덕  욕구를 느낄 수 있다. 이 은 결국 정치

 문제와 련해 볼 때 天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정자에 

해 民 일반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뿐만 아니라 수양되지 

못한 民의 의사는 정치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종래의 

통  을 벗어나, 民의 생래  욕망 자체가 선을 지향하는 극  

기 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도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산

은 경세유표 의 제도  차와 체계를 구상하면서 民의 성격에 

해 매우 부정 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45) 그러나 필자는 

의 권력을 옹호하는 발언은 보이지 않으며, 한 인륜으로부터 분리

된 강제  법제를 그가 인정한 도 없고, 군주 역시 孝弟慈의 도덕규범

을 솔선수범해야 할 존재로 그려진다고 말했다(pp.196～197). 한 다산

이 政의 실 을 통해 民의 孝弟慈를 실 하는 敎의 역으로 나아가려 

했음을 보임으로써(2007, pp.212～213), 다산의 인륜  왕정론이 ‘도덕’으

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상세히 규명한 바 있다. 이와 련해서 

함규진(2007) 한 다산이 養民과 敎民을 함께 강조했던 측면을 지 하

다(p.374).

45) 一王之法, 萬世永賴, 不耐一時之 騷, 未淸萬世之巨亂, 非聖人經世之弘量

也. 設令歲入有減, 度支憂歎, 不可恤也, 設令歲入有增, 民謗訕, 不可顧也. 

一王之法, 不可不畫之如金石, 平之如衡尺. 經世遺表  ｢田制11․井田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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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부수 인 측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다산의 체 인간 에 

비추어볼 때 논리 으로 보다 정합 인 측면들은 다음과 같은 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첫 번째 인용문은 다산이 富寧

都護府使로 부임하는 李鍾英을 송하면서 쓴 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은 다산이 목민심서  ｢奉公｣편에서 논한 것이다. 

목민자에게는 네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으니, 아래로는 백성을 두

려워하고 로는 臺諫을 두려워하고 더 로는 朝廷을 두려워하고 

한 더 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목민 이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간과 조정뿐이고, 백성과 하늘은 때로 두려워하지 않는

다. 그러나 간과 조정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니, 먼 경우에는 

천 리나 되고 더욱 먼 경우에는 수천 리나 되어 耳目으로 살피는 것

이 혹 두루 상세하지 못하다. 오직 백성과 하늘은 바로 앞에서 으로 

보고 마음에 임하고 가까이에서 거느리고 呼吸을 함께 하니, 매우 

하여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백성과 하늘다. 무릇 도를 

아는 자라면 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46)

천하에 지극히 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 民이지만, 천하에 산처

럼 높고 한 자 역시 소민이다. 요순이래로 성인들이 서로 경계한 것

은 그 요 이 소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서책마다 실려 있고 사람들

의 이목에 젖어 있다. 그러므로 상 이 비록 존귀하긴 해도,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면 상 이 굴복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다. 정택경

은 해변의 무인이었지만 언양의 감이 되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

우매 감사가 굴복하 고, 안명학은 의주의 토민이었는데 강진의 감

이 되어서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매 감사가 굴복하 다.47)

方公田之創立也, 一國其騷騷矣. 愚民可 享成, 不可 慮始, 一國其騷騷矣. 

然人主一心, 爲萬化之本. 誠使聖斷, 赫然如英 之於均役, 則何患不成. 英

之 曰, 國雖亡, 均役不可不爲, 嗚呼! 此王 之大 也. 經世遺表  ｢地官

戶曹․經田司｣. 

46) 牧民 有四畏, 下畏民上畏臺省, 又上而畏朝廷, 又上而畏天. 然牧之所畏, 恒

在乎臺省朝廷, 而民 天, 有時乎勿畏. 然臺省朝廷, 或邇或遠, 遠 千里, 其

彌遠 數千里, 其耳目所察, 或不能周詳. 惟民 天, 瞻之在庭, 臨之在心, 領

之在肘腋, 之在呼吸, 其密邇而不能 臾離莫此若. 凡知道 , 曷不畏矣? 

詩文集 (12)｢ 富寧都護李鍾英赴任序｣.

47) 天下之至賤無告 , 民也, 天下之隆重如山 , 亦 民也. 自堯舜以來, 聖聖

相戒, 要保 民, 載在方冊, 塗人耳目. 故上司雖 , 戴民以爭, 鮮不屈焉. 鄭

慶, 海徼之武人也, 爲彦陽縣監, 戴民以爭, 監司屈焉, 安鳴鶴, 義州之土民

也, 爲康津縣監, 戴民以爭. 監司屈焉. 牧民心書  ｢文報奉公(第四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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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일반 목민 들이 조정과 간만을 두려워하는 상에 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두려운 존재는 오히려 하늘

[天]과 백성[民]이다. 왜냐하면 나의 행실과 태도를 앞에서 직  보

고,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경고하며, 몸과 몸으로 부 끼

면서 삶의 공간을 함께 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목민

의 교묘한 행실이 조정의 리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지  내 목

에서 나를 감시하는 백성들까지 속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인

데, 이는 결국 民의 감시야말로 上帝의 감시에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을 보여 다. 다산이 요순의 정치요 을 설명하면서 백성의 

耳目을 언 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산은 두 번째 에서 무

인 정택경과 토민 안명학의 사례를 로 들어 상 에 불복종한 抗命

의 경우를 말했는데, 이는 계 인 유교질서 내에서는 매우 이례

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다산은 만약 근거 없이 상 에게 항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겠으나, 民의 願望을 등에 업고 항명한다면 

그 행 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다산이 수배자 李啓

心이 한 民瘼을 듣고 그를 방면하게 되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의 

사례일 것이다.48)

이 게 다산이 백성의 이목을 강조한 것은 결국 그것이 天命의 실

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에 해서도 다

산은 좀 더 구체 인 천명의 내용을 한다. 그의 인간 에 따르면 

民은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천 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다산이 天

命으로 인정한 民의 표  욕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이다.49) 

48) 谷山之民, 有李啓心 , 性喜談民瘼. 前政時砲手保棉 一疋, 代徵錢九百, 啓

心率 民千餘人入府爭之, 官欲刑之, 千餘人蜂擁啓心, 歷階級, 呼聲動天. 吏

奴奮梃以逐之, 啓心逸, 五營譏之不可得. 鏞至境, 啓心疏民瘼十餘條, 伏路左

自首. 左右請執之, 鏞曰; 毋. 旣首不自 也, 旣而釋之曰官所以不明 , 民工

於 身, 不以瘼犯官也. 如汝 官當以千金買之也. 於是凡京營上納之 , 鏞

親於面前度而受之. 詩文集 (16)｢自撰墓誌銘｣.

49) 학공의 에서 드러난 民의 욕망과 그 욕망의 실  주체로서의 정자

와의 계에 해서는 김선경(2006)의 ｢다산 정약용의 정치철학: 학공

의  읽기｣라는 논문을 참조해볼 수 있다. 民과 정자의 사회  계를 

願欲이란 주제를 심으로 상세히 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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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서 말한 ‘賦性之命’으로서의 천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천  본성을 말한 것인데 다산은 이 

본성을 嗜好라고 풀이했다. 기호란 무언가를 좋아하는 욕구를 가리키

는 말인데, 다산은 도덕  욕구의 구체  항목으로 특히 ‘孝弟慈’를 

강조했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자식을 사랑하

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구나 느끼는 선천  嗜好라고 말한다. 그런

데 정자는 먼  이 효제자의 감정을 실 으로 구체화함으로써 

民의 잠재된 도덕  욕구를 발시킬 의무가 있다.50) 물론 그 다고 

해서 이 말이 백성의 도덕  욕망은 정자에 의해서 수동 으로밖

에 표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정자를 한 太學의 교

육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산은 民의 도덕  욕망은 결국 백성 스스로

에 의해 실 가능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내가 이미 지극히 善하면 백성이 스스로 나를 따라서 지극히 선해

지지만, 백성의 지극한 선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
짊을 행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

미암는 것이겠는가?51)

나의 효도와 공경과 자애로써 백성들도 모두 효도와 공경과 자애

를 원한다[願]는 것을 안다. 이에 太學에 나아가 세 가지 禮[노인을 

양하고 나이에 따라 우하며 고아를 구휼하는 것]를 행하면, 백성

들도 결국 효도와 공경과 자애를 일으킬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좋

아하는 것으로써 남도 한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絜矩之道

를 행하는 것은 곧 恕이다.52)

다산에 따르면 大學이란 원래 최고 교육기 인 太學을 가리키며, 
한 경  학 의 내용은 모든 지식인들에게 일반 으로 통용되는 

50) 이 규(2005), pp.178～179 참조.

51) 我旣至善, 民自隨我而至善, 然民之至善, 非我所强.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大學公議 1:13.

52) 以我之孝弟慈, 知民之亦皆願孝弟慈. 於是就太學行三禮, 養 序齒恤孤, 三

禮也. 而民果 孝弟慈, 是故知我之所好, 人亦好之. 行絜矩之道, 即恕也. 

大學公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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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정자에게만 용될 수 있는 것이다.53) 이는 종래 주

자의 학 을 비 한 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이 태학에서 다

산은 비정치가들인 冑子들이 三禮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지닌 효

제자의 욕망을 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

을 공자가 말한 恕의 방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효제자라는 도덕  욕구는 民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충실하

게 실화될 수 있을 뿐이다.54) 한편 다산이 인정한 生民의  다른 

願欲은 부유함과 귀함에 한 선천  욕구이다. 인간이라면 구나 

풍족해지고 싶어하고  귀한 우를 받길 원한다. 혹자는 아래 목

을 통해 다산이 君子와 人의 族類를 변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지

만,55)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을 벗어난 논의로 보인다. 다산이 

말하려는 것은 군자나 소인 모두 동등한 욕망의 주체라는 이기 때

문이다. 다산은 이 둘의 욕망을 동일하게 ‘生民’의 욕구라고 기술하고 

53) 大學 , 國學也. 居胄子以敎之, 大學之道, 敎胄子之道也.(…)朱子於此, 遂改

書名曰大學, 讀之如字, 訓之曰大人之學, 童子之學, 大 相 , 以爲天下人

之通學.(…)經云大學之道, 是爲敎胄子之道, 明非敎國人之道. 是可云太學之

道, 不可云鄕學之道. 大學公議 1:1. 

54) 이 의 심사 원 한 분은, 백성의 도덕  욕망이 백성들 스스로에 의해 

실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산의 표 이 선언 인 정도의 것이 아니었는가라

고 지 하셨는데, 필자 역시 다산 논의의 수 이 아직 원론 인 경우에 해

당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산은 백성들의 자율  실천보다 정자들의 솔

선수범을 더욱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당 의 다른 유학자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다산이 보편  성선론에 근거해 民이 도덕  욕구 실 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했던 을 높이 사고 싶었고 이 때문에 원

론 인 수 에서나마 이 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55) 이 훈(2000)은 다산이 말한 富貴의 욕망 주체를 君子와 人이라는 고정된 

사회  등 으로 구분하 다(p.129 / pp.149～157 / p.158). 원래 도덕 으로 동

일한 善의 능력을 타고났지만 후천 으로 자유의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 구

는 군자로 구는 소인으로 락한 뒤, 이 게 구분된 族類가 사회 내에서 지

속 으로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더 요한 것은 다산에게 있어 이와 

같은 구분이 항상 뒤바뀔 수 있었다는 이다. 다산이 평생 동안의 愼獨, 誠

意 공부를 강조한 목들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훈

은 이를 바탕으로 다산이 목민심서 에서 노비제 복구론(p.156), 班常의 身分

制 옹호론(150) 등을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는데, 이  역시 

체 다산의 인간 , 民觀을 고려하지 않고 지엽 인 한 두 목을 통해 지나

치게 일반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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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군주의 입장에서는 臣과 民이 모두 무엇인가 충족시켜야 할 선

천  욕망을 지닌 존재들로 인식될 뿐이다. 

인을 인으로 우해 주고 친한 이를 친하게 여김이 리를 임

용하는 덕이 아니겠는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게 해주고 이로워하는 

것을 이롭게 해 이 백성에게 베푸는 덕이 아니겠는가? 천하를 다스

리는 大經大法은 오직 이 두 가지이므로, 학 은 이로써 결론을 맺

었다. 治平의 방법은 九經八統이라 그 목이 매우 한데, 어째서 

꼭 이 두 가지만을 큰 것으로 삼았을까? 生民에게는 원래 욕구[欲]가 

있다. 그 큰 욕구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富欲이요 하나는 貴欲이다. 
무릇 군자의 족속으로서 왕조에 벼슬살이 하는 자는 그 욕구하는 바

가 귀함에 있고 소인의 족속으로서 야에서 경작하는 자는 그 욕구

하는 바가 부유함에 있다. 사람을 벼슬시킴이 함을 잃으면 원망

과 비방이 귀족에게서 일어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고르

지 못하면 원망과 비방이 소민에게서 일어나니, 이 두 가지는 충분히 

나라를 잃게 할 수 있는 것이다.56) 

다산에 따르면, 상서고훈 과 마찬가지로 학 에서의 요한 가

르침도 用人과 理財를 통해 정자가 民의 욕구를 실 시켜주는 것

이었다.57) 이 두 텍스트에서는 공통 으로 生民의 富貴에 한 선천

인 욕망을 정치의 기본 목표로 인정한다. 백성을 수양된 군주에 의

한 수동  다스림의 상으로 인식했다면, 民의 세  욕망은 극복

의 상으로밖에 간주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다산의 경우에도 도

56) 賢賢親親, 非官人之德乎? 利利, 非惠民之德乎? 治天下之大經大法, 唯斯

二 , 故大學以此而結局也. 治平之術, 九經八統, 其目甚廣, 奚必斯二 之爲

大乎? 原夫生民有欲, 其大欲有二, 一曰富, 二曰貴. 凡君子之族, 仕於王朝 , 

其所欲在貴. 人之族, 耕於王野 , 所欲在富. 官人失其宜, 則怨詛 於貴族, 

惠民有不周, 則怨詛 於 民, 二 皆足以失國. 尙書古訓  ｢皐陶謨｣2:32-33.

57) 議曰, 爲國 其大政有二, 一曰用人, 二曰理財. 大凡人生斯世, 其大欲有二, 

一曰貴, 二曰富. 在上 其所欲在貴, 在下 其所欲在富. 惟1)其 用之際, 其

賢愚邪正之升降黜陟, 不違於衆心, 其徵斂之日, 賦稅財賄之出納收發, 不違

於衆心, 則物情平允, 邦國以安. 如其不然, 菑禍立至, 故自古以來, 朝廷之

治1)亂得失, 恒起於立賢, 野人之苦 恩怨, 恒起於斂財. 雖百度庶工, 千頭萬

緒, 而靜究厥趣, 則朝野所爭, 唯此而已. 聖人知其然也, 故用人則賢其賢而親

其親, 以待君子, 理財則 其 而利其利, 以待 人. 盛德至善之使民不忘. 其

要在此, 此節重 複 , 丁寧申戒, 皆此義也. 大學公議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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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욕망과 물질  욕망 사이의 계가 설정돼 있었다는 을 부인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도 욕망의 차원에서 정치의 목 에 근

했고, 이것을 臣을 포함한 民 일반의 욕구로 확 했다는 에서 다산

의 정치  입장은 여 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의 추 론

이 논리 으로나마 체 民意를 근본 토 로 삼았던  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을 것이다. 필자는 다산이 백성의 願欲이 天命임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 으로 실 해  정자를 推戴해야 한다는 일

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가령 경세유표 와 같은 개 안을 

군왕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天命인 民意에 따라 

추 된, 혹은 후 된 인물과 유사할 것이라는 이 그에게는 분명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경세유표 를 지은 이후에도 다산이 

정치권력의 발생조건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로 여 히 帝命과 侯

戴를 강조할 수 있었다고 본다.

Ⅵ. 나가는 말

다산 경세유표 에 서문을 달았던 20세기 의 강화학  이건방은 

｢방례 본서｣(1908년)에서 이 게 한탄한 이 있다. 경세유표 를 비

롯한 다산의 작품들은 때를 만나지 못해 제 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고 말이다.58) 서양의 경우라면 몽테스키외의 만법정리 나 루소의 민

약론 과 같은 책이 나와 시 를 바꾸는 신  역할을 담당했는데, 조

선 후기 사회는 학자의 창발  견해를 자유롭게 표 할 수 없던 곳

이라 결국 다산의 정책과 제안들이 실에 반 될 수 없었다는 말이

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건방의 아쉬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다

산 작의 가치와 의미에 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다산은 시 의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표출하지 못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구보다도 더 열정 으로 자신의 주장과 해법을 밝

58) 경세유표 , 이건방의 ｢邦禮艸本序｣ 참조.



정약용 정치론에서 권력의 정당성에 한 물음 37

힐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본다. 이미 수백 권의 술을 그가 구성할 수 있

었던  자체가 이 을 웅변 으로 말해주고 있다. 다산은 西學이 탄압받

던 시 에서도 서학의 요한 철학 , 형이상학  을 일부 자신의 철

학에 수용했고, 한편 정치  입장에서도 이미 ｢원목｣과 ｢탕론｣, 매씨서

평 , 상서고훈  등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을 드러낼 수 있었다. 비

록 연구자의 에 따라 정치  입장에 한 분석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산은 자신의 정치  소신과 망을 나름 로 

일 된 방식으로 밝힐 수 있었다고 본다.
오늘날의 정치  에서 본다면, 다산의 주장은 유교의 통 인 

민본주의  견해와 국민국가 성립 이후의 국민주권론의 성격을 부분

으로 함께 지니고 있다. 후자를 民權主義라고 부르면서, 연구자들

에 따라 다산 정치학을 민본주의로부터 민권주의로의 이행, 혹은 민

본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이행 과도기로 표 한 경우도 많았다. 필자 

역시 오늘날의 의 민주정이 다산이 생각했던 民에 의한 推戴라는 

정치행 를 논리 그 로 실화한 경우로 풀이될 수도 있다고 본다. 
더구나 세의 공리주의  에서 본다면 정치가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잘 실 해  의무를 갖는데, 이 한 다산의 에 일부 드

러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다산은 民欲을 획일 인 몇 가지 종류의 

욕망들로 환원했고, 더구나 그것의 근거를 天命으로 돌림으로써 실 

그 머의 월  지평을 끌어들 다. 다원주의 문맥에서 본다면 처

음 출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걸림돌을 다산 정치학이 가

지고 있던 셈이다. 
그러나 다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월 인 天命, 즉 帝命의 강조로부

터 왕권을 견제하고 民의 지 를 격상시킬 수 있는 근본  토 를 

발견했다. 가령 民이 정치의 주체며 정치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

것은 바로 天命을 통해서만이 그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왜 정치가가 국민의 욕망을 실 시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의 욕

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환할 수 있다고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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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국가 구성원의 욕망이란 어떤 능력과 권 를 가지고 있기에 우

리가 이 게 단순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자문하게 된다. 
만약 帝命을 끌어들인 다산의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합하지 않다고 

단된다면, 우리로서는 스스로 이 문제에 한 나름의 답변을 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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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Questions about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in Ch ng Yagyong’s Political Philosophy

Baek, Min-Jeong

The purpose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and ground of 
political power in Ch ng Yagyong’s political philosophy. So far most 
studies of Ch ng Yagyong’s political philosophy have beenrestricted to 
such problems as Chudae (推戴) or Hudae (侯戴). However in this 
premise I pay attention to Jeim ng (帝命) as well as Hudae. Also, I 
explain that the contents of Jeim ng is associated with the hope of 
people, namely Minyok (民欲). In result Ch ng Yagyong’s political 
philosophy has direct relation to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for 
he regarded the legitimate ruler as understanding Jeim ng and realizing 
Minyok. Therefore, according to his philosophy, this ruler should be 
appointed as the legitimate ruler. Ch ng Yagyong maintained his political 
position to the death.

Keywords: Political power, Chudae (推戴), Hudae (侯戴), 
Jeim ng(帝命), Ruler, Minyok (民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