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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기존의 연구는 체로 우정규가 경제야언에서 제시한 제도 개

선안의 내용을 필자의 심분야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정규의 제도 개선안을 변통론으로 명명하고, 그 기 를 류하고 있는 

사유의 논리  맥락을 복구함으로써 그 특징을 확인하려 하 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정규의 변통론은 부세의 

경감, 군비의 축소, 지방 의 선택, 군주의 수양을 핵심 축으로 하여 구성

되어 있다. 둘째, 그의 변통론은 지방 의 견지에서 본 민생안정론이라는 

성격을 띤다. 셋째, 우정규는 갖가지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면서도 지배 계

층의 도덕성 회복을 가장 근원 인 처방으로 제시한다. 넷째, 경제야언
의 논지 구성은 이이의 향을 받아서 작성된 부분이 많다. 다섯째, 우정

규 변통론의 논리  추이는 이이는 물론 주희 등 신유학자들의 경세론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으로 미루어 우정규의 제도 

개선책은 신유학자 일반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론의 범  안에 있는 것으로 

단되며, 실학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특집 / 조선후기 유학의 새로운 발견72

Ⅰ. 들어가는 말

이 은 경제야언(經濟野 )에 나타난 우정규(禹禎圭; 1718-1791)
의 제도개선안을 사상  측면에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우정규는 그가 정조에게 올린1) 술 경제야언과 련해서 일

부터 주목받아 왔다. 경제야언의 내용  특히 경제 사상의 개략을 

정리한 연구가 1977년에 처음 나왔으며, 이후 경제사상은 물론 우정

규의 화폐경제론, 국방론, 교육론에 한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2) 
그런데 이 같은 연구 목록에서 드러나듯 우정규에 한 기존의 연구

는 체로 그가 경제야언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연구자

의 심분야에 국한하여 소개하고 그 의의를 언 하는 데에 머문 인

상을 지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작 우정규가 경제야언에서 조선 

후기의 국가 행정체계 반에 걸쳐 제시한 다양한 방면의 시무책이 

체 으로 어떠한 지향 을 갖고 있는지, 곧 우정규의 제도 개선안

은 결론 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할 수 있는지를 논한 

종합 인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런 에 착안하여 이 은 우선 경제야언에서 언 된 각 제도 

개선안의 세부 인 내용보다는 그것들 사이의 논리  맥락을 최 한 

일 되게 복구하는 데에 을 맞추면서, 우정규가 의도하고 있었던 

기획의 기본 인 얼개는 어떤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그가 제시한 시

무책의 체 인 상을 재구성하려 한다. 그리고 그 기 를 통하고 

있는 사유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추출해 내려 한다. 이

1) 1788년(정조 12) 6월 우정규가 右通禮로 재직 일 때 상소의 형식으로 

바친 것이다. 

2) 朴根鉍, ｢實學  禹禎圭의 經濟思想 硏究｣, 연세 학교 석사논문, 1977. ; 權

五洙, ｢南坡 禹禎圭의 經濟思想 硏究｣ 연세 학교 석사논문, 1980. ; 元裕漢, 

｢實學  禹禎圭의 貨幣經濟論｣, 弘益史學2, 1985. ; 趙禎基, ｢汝寶 禹禎圭의 

國防論｣, 釜大史學9, 1985. ; 임헌종, ｢南坡 禹禎圭 敎育論 硏究｣, 公州大學

校 석사논문, 2004. 이 논문  앞의 3편은 공통 으로 우정규의 화폐 유통

론을 높이 평가한다.  이  우정규의 생애를 비교  상세히 언 한 것은 

권오수와 원유한의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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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우정규의 제도개선안을 사상사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해 논의하고, 특히 기존의 연구가 우정규의 제도 개선론

을 습 으로 ‘실학’의 범주에 넣고 있는 에 해서도 재검토해 

보려 한다. 말하자면 기존의 연구가 체로 우정규와 경제야언에 

한 각론 격의 연구를 수행했다면, 이 에서는 그에 한 총론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이하 본론에서 필자는 경제야언의 주장을 우정규의 입론을 좇아 

일단 ‘변통론’(變通論)으로 부르려 한다.3)

Ⅱ. 예비적 고찰

1. 야의 말

경제야언에서 드러나는 우정규의 특이한 면모는, 그가 우통례라

는 직 료의 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재야의 지식인을 자처하

고 있다는 이다. 이 은 그가 자신의 시무책을 엮은 술의 이름

을 왜 경제야언(經濟野 )이라고 붙 는지 그 이유를 밝힌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정규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야언’이란 이름은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뜻을 논한 야의 말[草野之 ]’이란 의미이

다.4) 여기서 ‘ 야의 말’이란 일차 으로 자신의 의견이 보잘것없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뜻의 겸사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주장

이, 조정 내의 일반 인 논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것, 혹은 상반된 것

이라는 시사를 담고 있다.5) 

3) 이 게 부르는 이유에 해서는 이 논문 Ⅲ-1에서 다시 논의한다. 

4) 우정규의 상소문,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6월 12일(계묘), 원본1643책 

인본 87책 542쪽 가운데 단(이하 ‘87-542 ’과 같은 방식으로 음), 국

사편찬 원회, 1961, “故痛設其弊, 敢以淺見, 隨弊矯救, 手自繕寫, 輯成冊

子, 名之曰經濟野 , 蓋出於經國濟民之意, 而草野之 也.”

5) 이는 그가 ‘草野’란 말을 ‘大官具僚’나 ‘朝參’과 비시켜 논하는 목에서 

알 수 있다. 經濟野 , ｢廣 路以集群策｣, 民昌文化社 인본, 199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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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규가 이 게 자신의 입장을 조정에 몸담고 있는 료가 아닌 

재야의 지식인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경제야언을 상소라는 방식으

로 임 에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내  동기를 극 으로 부각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경제야언은 흔히 보이듯 리 시무책을 

구하는 임 의 하교에 응해서 이 진 것6)도 아니며, 우정규 자신이 

시폐를 아뢸 책무를 맡고 있는 간 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아

니다. 그래서 우정규 스스로도 경제야언을 임 에게 바치는 일이 

자신의 직분에 벗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7) 이 에서 

우선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재야의 지식인이 한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내세운다. 그리고 재야의 지식인이 직분을 넘어 상소를 해야 했던 사

정에 주목하라고 지시 암시한다. 
여기에는 우정규가 악하는 당  조선 사회에 한 인식과 료집단

에 한 비 의식이 제되어 있다. 우정규에 따르면 당시의 조선은 

‘백성을 병들게 하고 국가를 해치는[病民而害國]’ 상황이 도처에서 목도

되는 것이었다.8) 그러나 구보다도 먼  이같이 잘못된 실을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할 료집단은, 단지 침묵을 지키는 것만을 능사로 

여긴 채 나라와 백성의 근심거리에 해서는 아무도 논하려 들지 않는

다는 것이 우정규의 생각이다.9) 그래서 자신의 ‘천박한 견해’를 무릅쓰

쪽, “大官具僚, 事姑息, 國計民憂, 置諸度外, 草野之有懷欲陳 , 指爲狂

生, 朝參之上殿論事 , 目以迂闊.”  경제야언의 ｢銀店勿禁之議｣에는 

은 이 폐단이 많다하여 지한 ‘廟 ’의 논의와 비하여, 자신은 ‘ 야’

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 이 폐단이 없음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목이 

나오기도 한다. “近來廟 之議, 以銀店, 大爲民弊, 至於筵稟設禁, 而爲其

鑄錢, 只許銅店, 若以銀店爲弊, 則銅店亦豈無弊乎? 臣則 勿論銀銅, 俱無

其弊, 何 ? …… 臣居在草野, 洞知其銀店之無弊, 故玆敢仰陳.”(｢銀店勿禁

之議｣, 139∼140쪽) 앞으로 경제야언 본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책 

이름을 생략하고 편명과 인본의 쪽수만 밝힌다. 

6) 컨  우정규가 경제야언을 바치기 2년 인 1786년에 정조가 신 

이하 인과 군사에 이르기까지 求 을 하교하여, 그 결과를 모은 正祖

丙午所懷謄 이 표 인 경우이다. 

7) 승정원일기, 같은 곳, “今臣所帶, 旣非 責, 則獨何可不顧越俎之嫌, 敢爲

投匭之擧?”

8) 승정원일기, 같은 곳, “凡有病民而害國 , 旣多目覩而耳聞.”



우정규 변통론의 성격 75
고 갖가지 폐단을 좇아 이를 고치려 쓴 것이 경제야언이라는 것이

다.10) 천박한 견해에 기 한 것인 까닭에 그것은 조야한 말[野 ]이지

만, 동시에 조정의 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이기에 그것은 곧 조

정의 역을 벗어난 말로서 ‘ 야’의 말이 된다. 그래서 이로부터 경국

제민의 방책을 토로한 ‘ 야의 말’로서 경제야언이 성립한다. 
경제야언에 담긴 제도 개선안들이 기본 으로는 야의 말이며 

따라서 조정의 료와는 다른 시각을 견지한 것이라는 우정규의 설명

은, 경제야언의 성격을 가늠하는 한 열쇠가 된다. 많은 경우 우정

규는 당  사회의 문제에 해 유학자로서 도덕  원칙에 충실한 해

결책을 제시하곤 하는데, 이런 경향은 그가 스스로 재야의 지식인을 

자처하는 태도와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비변사의 

료들은 바로 이런  때문에 우정규의 주장은 비 실 이며 따라서 

‘ 야의 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 한다. 
한편 이처럼 조정과 야를 구분하는 의식은 다시 실의 공간 배

치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구분으로 이어진다. 조정이 서울이라는 공간

을 유하고 있다면, 우정규는 재야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활동 역은 

기본 으로 지방임을 내세운다.11) 이는 경제야언에서 제시되는 제도

9) 승정원일기, 같은 곳, “大 臣工, 因恬循故, 以建白爲生事, 以容默爲達權, 

至於國計民憂, 漠然不入於心, 故未嘗有一入爲殿下 之 , 是以天下之事變, 必

不能盡究也, 民間之疾苦, 必不能盡審也, 財用之匱渴, 軍政之鈍弊, 必不能盡諳

也, 庶官之隳廢, 法令之蠧壞, 必不能盡察也.”  經濟野 의 ｢廣 路以集群

策｣ 28∼29쪽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夷 十年之間, 何嘗有一人之

敢 不諱 乎? 媕阿成習, 衆兆含枚, 朝陽之鳳不聞, 仗下之馬無聲, 或有投章於

公車 , 挾其偏黨之私, 欲售傾軋之計而已, 於是乎大官具僚, 事姑息, 國計民

憂, 置諸度外, 草野之有懷欲陳 , 指爲狂生, 朝參之上殿論事 , 目以迂闊, 竝

執藝之論, 官師之規, 寂然無聞, 殿下之庭, 無 久矣.”

10) 승정원일기, 같은 곳, “故痛設其弊, 敢以淺見, 隨弊矯救, 手自繕寫, 輯成

冊子, 名之曰經濟野 .”

11) 상소문에서 우정규는 자신의 거처를 지방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서울 지

역과 비한다. 승정원일기, 같은 곳, “臣雖居在鄕曲, 見識孤陋, 而亦嘗

往來京鄕, 閱歷已久.” 이 언 은 자신이 야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경제

야언의 다른 진술과 이어지는 것이다. “臣居在草野, 洞知其銀店之無弊, 

故玆敢仰陳.” ｢銀店勿禁之議｣,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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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특히 지방 의 견지가 다양하게 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희와 이이의 향

경제야언의 본문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 된 인물은 단연 주

희이다. 주희의 이름은 모두 아홉 번 등장한다.12)  조선의 유학자

로는 이이(李珥)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 되는데 본문에서 두 번,13) 
경제야언을 올리면서 쓴 상소문에 한 번 나온다.14)

그런데 이  이이에 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이의 이

름이 직  거명된 횟수는 세 번에 그치지만, 경제야언에 미친 이이

의 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 은 기

존의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이다. 
우선 경제야언과 함께 우정규가 쓴 상소문을 살펴보자. 앞서 본 

것처럼 우정규는 경제야언을 왕에게 바치는 일이 자신의 직분을 넘

어서는 것이라는 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한다. 즉 우정규는 자신의 경제야언
이, 그가 존숭해 마지않는 ‘선정신’(先正臣) 이이의 행 을 본받아 이

진 것임을 밝힌다. 

“신이 일 이 선정신 이이가 남긴 문집을 보니, 비록 한직에 있을 

때라 하더라도, 가슴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사뢰었고, 일이 있

으면 곧바로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옛날의 군자가 말한 ‘임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한다’는 뜻이 실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15)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 ‘경국제민’의 방책을 올릴 수 있는 이유, 그

리고 그것이 조정의 논의 수 에서 일탈한 ‘ 야의 말’이라는 형식을 

12) 민창문화사 인본의 쪽수를 기 으로 표시하면, 11쪽에 ‘朱子’가 두 번 

나오고, 이후 13, 42, 49, 59, 60, 74, 119쪽에 한 번씩 나온다. 

13) 40쪽과 67쪽에 한 번씩 나온다. 

14) 반면 이황은 한 번도 언 되지 않는다. 

15) 승정원일기, 같은 곳, “臣嘗見先正臣李珥遺集, 則雖在閑司漫職, 有懷必

陳, 有事輒 , 古君子‘事君以忠’之義, 誠如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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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수 있는 이유가, 이이의 권 와 ‘사군이충’(事君以忠)의 이념  힘

을 빌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이의 권 를 이용하는 목은 경제야언의 본문에

서도 보인다. 본문에서 우정규는 이이의 조제보합론을 로 들어 자

신의 붕당론에 한 방증으로 삼고 있고,16)  서원에 한 이이의 

진술을 직  인용하여 교육에 한 자신의 논지를 개한다.17)

이상은 우정규가 이이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이의 과 행

을 원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정규는 경제야언의 여러 

곳에서 이이의 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통째로 가져다 쓰곤 한

다.18) 이것은 우정규가 경제야언을 집필하면서 이이의 술을 크게 

참고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어디까지가 이이의 견해이고 

어디까지가 우정규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우정규가 인용자를 밝히지 않

고서 이이의 을 그 로 옮겨 온 부분을,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해 ‘채용’한 것으로 보려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이의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우정규가 채용한 문장은 일단 우정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분석하려 한다. 물론 이 경우 이이 문장의 원출처를 각주에

서 밝힐 것이다. 
이 밖에도 우정규가 이이의 사유에 향을 받은 흔 은 여러 곳에

서 엿보인다. 가령 부세의 경감을 한 방법으로 ‘ 를 덜어서 아래

16) ｢朋黨革祛之議｣, 40쪽, “是以先正臣李珥, 必欲洗滌東西, 保合大和, 使之同

寅協恭, 共濟國事 也.”

17) ｢學校敎育之策｣, 67쪽, “昔先正臣李珥陳疏, ‘乞於書院, 依中朝之例, 設洞主

山長之員, 薄有俸祿, 如童蒙敎授之例, 擇有學行可爲師 及休官 隱之人, 

使居其職, 以責 率, 則其敎育之效, 必有可觀, 而他日國家之得人, 未必不資

於此’, 其 固可用也.” 우정규가 인용한 이이의 말은 ｢栗谷全書｣(韓國文

集叢刊44-45, 民族文化推進 , 1990), ｢應旨論事疏｣, 권6, 25쪽 오른쪽과 

왼쪽 면(이하 ‘6-25ab’식으로 는다)에 나온다. 

18) ｢正心爲出治之本｣ㆍ｢勉學爲正心之要｣ㆍ｢用賢以治天職｣ㆍ｢安民以固邦本｣

ㆍ｢廣 路以集群議｣ㆍ｢振紀綱以勵頹俗｣ㆍ｢節財用以革侈風｣ㆍ｢崇道學以正

人心｣ㆍ｢朋黨革祛之議｣ㆍ｢學校敎育之策｣ 등의 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

타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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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해주기’[損上益下]를 주장한다든가 하는 것이다.19)

 따라서 경제야언과 우정규의 사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주희는 

물론 이이가 우정규에게 어떤 식으로 향을 미쳤는지에 한 고찰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에서는 우정규의 제도 개선안이 지닌 

성격을 드러내기 한 한 방편으로, 의 말미에서 우정규의 제도 개

선안을 주희  이이의 것과 간략히 비교하겠다.  필요한 경우 본

문 서술 에 그때그때 각주를 통해 우정규의 것과 유사한 이이의 

사유와 진술을 보이려 한다. 

Ⅲ. 우정규의 변통론

1. 변통의 기본 방향

경제야언에서 우정규는 자신이 주장하는 제도 개선에 해 ‘변
통’이라는 표 을 사용한다.20)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야언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변통’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는 변통의 요성을 이 게 강조한다.21) 

19) 이 논문의 Ⅲ-2-1)에서 다시 논의한다. 

20) ‘변통’이란 개념은 본래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주역 ｢계사下｣2에는 

“역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계속된다. 그 기 때문

에 하늘에서 이를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易窮

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라는 말이 등장한다. 여기

서 보면, ‘변통’이란 실제로는 窮－變－通－久의 연속 인 단계 속에 놓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단계 설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세계

를 해석하고, 이 세계 해석에 상응하는 인간 행 를 이끌어 내려는 역학

 사고가 형화된 것이다. 

21) ‘時弊의 개선’이란 의미로 ‘변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우정규가 처음인 것

은 물론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이도, 그의 시무책 속에서 ‘변통’의 

논리를 자주 사용한다. 栗谷全書, ｢擬陳時弊疏｣, 4-20b, “循常而守故 , 

以治承治 也. 隨時而變通 , 以治救亂 也.” ; ｢萬 事｣, 5-13b, “夫所

時宜 , 隨時變通, 設法救民之 也.” ; ｢應旨論事疏｣, 6-17ㄱ, “至今一政

之弊未革, 一民之苦未解 , 以殿下固守前規, 不思變通故也.” ; ｢陳時弊疏｣, 

7-29ㄴ, “民窮於積弊 , 何 也? 法久弊生, 古今通患, 不有變通, 生理必



우정규 변통론의 성격 79
“이것들을 모두 그 로 놓아 둔 채 끝내 변통하지 않는다면 비록 

요(堯)와 순(舜)이 임 이 되고 직(稷)과 설(契)이 신하가 된다 할지라

도, 이 백성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은 결코 풀려날 때가 없을 것

입니다.”22)

‘변통’이 이 져야만 비로소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23) 
보는 까닭에, ‘이것을 반드시 변통해야 한다’는 식의 언 은 경제야

언의 곳곳에서 무수히 나타난다.24) 이런 에서 그의 제도 개선안을 

일단 ‘변통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우정규가 생각하는 ‘변통’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 
편 46조로 이 진 경제야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제 1조부터 9조까지는 ‘몸과 마음에 실히 필요한’ 말들로서, 
변통의 원칙을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10조 이하 나머

지 항목들은 구체 인 시무책으로서 변통의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략 인 내용 구분은 바로 다름 아닌 정조에 의해

서 행해진 것이다.25)

窮.”; 聖學輯要8, 26-36b, “不變 , 天地之常經也, 變通 , 古今之通誼也.”; 

｢東湖問答｣, 15-26b, “大抵法久則弊生, 弊生則當改. 易曰, ‘窮則變, 變則

通.’” 이이에서 이 ‘변통’의 논리는 결국 創業－守城－更張으로 이어지는 

역사 이해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聖學輯要7, 25-10b 참조)

22) ｢三南山郡邑還穀變通之策｣, 108쪽, “此皆因循, 終不變通, 則雖堯ㆍ舜爲君, 

稷ㆍ挈爲臣, 斯民之倒懸, 無時可解矣.”

23) 같은 , 109쪽, “如欲變通而便民, 則豈無其策乎?”

24) ｢軍制變通之策｣, 79쪽, “此宜變通而尙今因循 , 非眞爲國計而然也, 有識之

窃歎, 固已久矣.” ; ｢備邊固圉之策｣, 124쪽, “此宜變通而其策無他.” ; ｢備邊

固圉之策｣, 124쪽, “斷然變通, 以安邊民, 可也.” ; ｢錢貨變通之議｣, 138쪽, 

“民國亦必俱利, 玆豈非及今變通 乎?” ; ｢均役廳貿米防禁之議｣, 142쪽, “都

民計活, 若是孔棘, 此不變通, 則艱食之憂, 何時可弛乎?” ; ｢嶺南漕船變通之

策｣, 150쪽, “此宜變通 , 而其所變通之策無他.”  경제야언  12개 조

목의 제목에는 아  ‘변통’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 ｢科制變通之策｣ㆍ｢武

科防禦使禁軍騎士變通之策｣ㆍ｢軍制變通之策｣ㆍ｢徭役變通之策｣ㆍ｢水軍變

通之策｣ㆍ｢畿邑大同上納變通之議｣ㆍ｢三南山郡邑還穀變通之策｣ㆍ｢江華府

三道統禦使變通之策｣ㆍ｢錢貨變通之議｣ㆍ｢漕運變通之策｣ㆍ｢嶺南漕船變通

之策｣ㆍ｢婦人首飾變通之議｣ 등이다. 

25) 정조실록 12년 6월 癸卯조, 권 25, 53쪽 오른쪽 면(이하 ‘25-53b’식으로 

는다), 국사편찬 원회 인본, 탐구당, 1986, “爾以疎外微官, 克效納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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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제야언의 원론 부분에 해당하는 1∼9조만을 놓고 다시 

면 히 검토해 보면, 9개 조목 각각의 사이에도 그 논의 수 에 미묘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9개 조목은 다음과 같다. 

｢정심 출치지본｣(正心爲出治之本)ㆍ｢면학 정심지요｣(勉學爲正心

之要)ㆍ｢용 이치천직｣(用賢以治天職)ㆍ｢안민이고방본｣(安民以固邦本)
ㆍ｢ 언로이집군의｣(廣 路以集群議)ㆍ｢진기강이려퇴속｣(振紀綱以勵

頹俗)ㆍ｢ 재용이 치풍｣(節財用以革侈風)ㆍ｢숭도학이정인심｣(崇道學

以正人心)ㆍ｢붕당 거지의｣(朋黨革祛之議)

여기서 보면 변통의 원칙을 논한 9개 조목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보다 구체 인 실제 정책 수행안에 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

정규가 주희의 설을 인용하여, ‘군주의 온 마음이 만 가지 변화의 근

본’임을 논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제야언의 첫머리인 ｢정심 출치지

본｣이라는26) 을 고려할 때, 제 1조에서 9조로 옮겨가는 과정은, 근

본에서 지말로의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9개 조목  특히 주목할 곳은 네 번째 조목인 ｢안민이고방본｣

으로, 근본에서 지말로 넘어가는 간쯤의 치에 있는 것이라 하겠

다. 곧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出治之本]으로서 정심에 한 두 조목

之義, 陳此四十餘條經濟說話, 上九條無非切要於心身 , 當體念, 第十條以

下, 命廟 回啓.” 여기서 정조가 경제야언의 제9조인 ｢朋黨革祛之議｣까

지를 ‘몸과 마음에 실히 필요한 것’[切要於心身 ]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의 후반부에서 다시 언 하겠지만, 이

러한 구분은 붕당 의 논의도 결국 ‘ 인을 등용하여 직책을 맡기는 

것’[用賢以治天職: 3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악한 때문이다. 따라

서 제 8조까지를 치국의 기본방책으로, 그리고 제 9조 이하를 그 세목으

로 악한 규장각 한국도서본해제(서울  도서 , 1978, 167-168쪽)와 

역시 제8조를 기 으로 경제야언의 내용을 구분한 趙楨基의 논문(｢汝

寶 禹禎圭의 國防論｣, 釜大史學9, 1985)은 정조의 진술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 11쪽, “臣聞朱子告于君曰, ‘天下之事有本有末, 其本正則末之不治 , 非所憂

矣, 正其本 , 雖若迃緩而實易爲力, 求其末 , 雖若切至而實難爲功’, 終以人

主一心, 爲萬化之本, 朱子大賢也, 其 必非迃闊而夸虛則天下之理, 豈有加於

此哉?” 주희의 원문은 朱熹集(郭齊ㆍ尹波 點校, 四川敎育出版社, 1996), 

제24권, 10번째 (이하 ‘24-10’식으로 는다), ｢ 陳侍郞書｣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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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에 이어, ‘사람’에 한 논의인 ｢용 이치천직｣ 조항 바로 다

음에 등장하는 것이 ｢안민이고방본｣이다. 그 제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안민이고방본｣조는 우정규가 생각하는 치국과 치민의 핵

심 인 선결요건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27) 
｢안민이고방본｣조의 첫머리에서, 우정규는 우선 국가와 백성의 계

에 한 유학 래의 견지를 재확인한다. 그것은 곧 “백성이 오직 나

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견고해야만 나라가 편안하다”라는 서경 ｢오
자지가｣(五子之歌)의 말이다.28) 그래서 그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 곧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는[安民以固邦本] 길인 것이다. 정치의 

목 은 바로 이 안민(安民)에 있다.29)

안민을 해 가장 요한 일로서, 우정규는 두 가지를 든다. 첫 번

째는, 지방 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이이의 말을 빌어 이 게 

말한다. 

“백성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렸고, 군비의 허실은 변방의 장

수에게 달렸으며, 잘한 이를 승진시키고 못한 이를 벌주는 것은 감사

(監司)에게 달렸나이다.”30)

이것은 국가의 진퇴와 치란의 원인이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는 통 인 에서 나온 것이다. 우정규의 특징은 그 에서도 특

히 백성과 직  면하여 국왕의 교화를 성취시키는 이로서 지방 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 우정규는 지방 의 역할이 요한 

이유로 다시 2가지를 든다. 
첫째, 지방 이 옳지 못하여 가렴주구만을 일삼으면, ‘제 몸만 살

27) 각주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안민이고방본｣조의 내용은 이이의 상소문

인 ｢諫院陳時事疏｣  특히 3-14ㄱ∼17ㄴ 사이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다. 

28) 23쪽, “臣謹按書, 曰‘民惟邦本, 本固邦寧.’”

29) 23쪽, “發政施仁, 惟在安民.”

30) 23쪽, “生民休戚, 係於守令, 軍額虛實, 關于邊 , 陟罰臧否, 在於監司.” 이 

부분은 이이의 ｢諫院陳時事疏｣, 3-16ㄴ에서 거의 그 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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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백성들은 리하게[肥己瘠民]’ 만든다는 것이다.31)

둘째, 지방 이 밝지 못하여 옥송(獄訟)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

면, 백성들은 ‘원한을 품고 비통함을 머 게[抱寃而含悲]’32) 된다는 

것이다. 우정규는 옥송의 처리를 특히 강조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과 백성에게 각박하게 하는 정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를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 에 더욱 원통하고 분한 게 되는 일은 옥송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33)

지방 의 선택에 이어, 안민의 선결조건이 되는 두 번째는 ‘부세는 

번잡하고 요역은 무거운[賦繁役重]’34) 실을 해결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요역을 지고 있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서  가지

씩 요역의 이름을 지기까지 하고, 부세를 친족들에게 불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멀고 가까운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35)

이상에서 본 것처럼 ｢안민이고방본｣조에서 우정규가 안민의 방책으

로 들고 있는 것은, 지방 의 선택과 부세의 경감36)이라는 두 가지이

다. 이것은 동시에 경제야언을 통해 우정규가 제시하고 있는 변통

론의 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야언의 제 10조 이하에서 

설명된 구체 인 정책들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에서는 우정규가 이 두 가지 안

민의 방책을 어떤 식으로 철시켜 나가고 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31) 23쪽, “守令非其人, 則輦賂媚權, 肥己瘠民.” ｢諫院陳時事疏｣, 3-16ㄴ에서 거

의 그 로 가져온 부분이다. 

32) 24∼25쪽, “聽訟之官, 多不得人, 誘於賄賂, 怵於權貴, 不辨事理之曲直, 惟視

勢力之强弱, 故甚至於傷人 不問, 殺人 不死, 其爲冤氣, 徹于蒼穹, 一女抱

冤, 尙致三年之旱, 一夫含悲, 尙降五月之霜, 況今邦域之內, 抱冤而含悲 , 

不知其幾, 則安得不傷天地之和, 而召水旱之灾乎?” 역시 ｢諫院陳時事疏｣, 

3-17ㄱㄴ에서 이이의 말을 거의 그 로 따 온 부분이다. 

33) 24쪽, “凡於病民之事, 剝民之政, 不一其端, 難以遍擧, 而尤爲怨憤 , 獄訟之

不平也”

34) 24쪽, 이 표  역시 ｢諫院陳時事疏｣, 3-14ㄱ에 나온다. 

35) 24쪽, “身帶兩役之不足, 而兼至三四役名, 徵及一族之不足, 而貽害遠近隣里.”

36) 요역 특히 그  가장 무거운 軍役은 이 시 에 이미 부세화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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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세의 경감

1) 부세를 보는 시각

유학자들에게 부세란 양면 인 것이다. 부세란 일차 으로 국가의 

재정 확보를 한 수단이다. 통사회에서 재화 산출의 가장 큰 원천

은 토지 으며, 토지 자체의 조세와 토지 소유를 기 으로 부과되는 

각종 부세는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국
가경 의 요체는 토지 행정[田政]이다.”37) 그러나 다른 한편, 부세는 

민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과도한 조세 부담은 백성이 삶

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기반[恒産]을 박탈할 수도 있었

다. 따라서 부세에 해 국가 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을 우선할 것인지, 
백성의 생계기반 조성을 우선할 것인지는 유학자들의 논쟁거리  하

나 다. 곧 취민(取民)과 양민(養民)의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이 문제

에 한 유가  원칙은 이미 공자시 에 확립되어 있었다. 유가의 견

지에서 볼 때 정치에서 가장 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었고,38) 이것이 곧 덕치의 이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지나칠지언정,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39) 우정규 역시 이러한 통  견해에 하여 

부세의 문제에 근한다. 
우정규는 백성이 곤궁한 가장 큰 원인은 부세의 증가에 있다고 한다. 

“땅이 더 개간된 것도 아니고 백성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수시

로 명목을 달리하면서 갈수록 부세를 늘리니, 백성이 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40)

37) ｢田賦摠論｣, 93쪽, “有國之所重, 田政是已.”

38) 論語, ｢顔淵｣ 7장,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

不得已而去, 於斯三 , 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 , 

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39) 朱子語類, 권16, 253번째 구 (이하 ‘16-253’식으로 표기), “寧過於予民, 

不可過於取民.”

40) ｢田賦摠論｣, 94쪽, “地不加闢, 民不加聚, 而隨時換名, 轉輾加賦, 民安得不窮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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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게 부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정자들이 ‘국가에서 쓸 

돈이 부족한 것은 근심하면서도, 백성의 재산이 고갈되는 것은 걱정

하지 않기 때문이다.’41) 곧 취민(取民)을 양민(養民)에 우선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쓸 돈이 부족한 이유가 용도가 늘어난 

때문이 아니라는 이다. 즉 우정규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기능이 확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쓰임새가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것

이 아니라, 요긴치 않은 데 함부로 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

이다. “재물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을 이지 않아서 국가에서 쓸 재화가 이같이 다 고갈된 것이 아닙

니까?”42)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은 사치

하기를 좋아하고 검약한 것을 싫어하는 데에 있다.43)

부세에 한 우정규의 이러한 근은 재화에 한 유가 래의 견

해를 토 로 한 것이다. 우정규에 따르면, 천지에 만들어지는 재화는 

본래부터 정해진 수(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껴 쓰지 않으면 

반드시 고갈되는 데에 이르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44) 이 

같은 사고에서는 생산력의 제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화

의 공정한 분배가 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부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화의 총량 에서 국가가 사용하는 몫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백성이 사용할 몫이 어든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백성이 곤궁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 군들 백성은 곤궁하고 재물은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는

가! 그러나 백성이 곤궁한 근본  원인은 부세가 늘어난 데 있고, 재물

이 고갈되는 근심은 쓸데없는 낭비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45)

41) ｢徭役變通之策｣, 88쪽, “猶患國用之不足, 不恤民産之殫竭.”

42) ｢節財用以革侈風｣, 33쪽, “無乃尾閭之洩未杜, 冗費之入未省, 而國用若是罄

竭耶?”

43) 같은  같은 곳, “今人之病, 在於好侈大而惡 約.”

44) 같은  같은 곳, “夫天地之生財, 自有其數, 而生之 民也, 不爲之節, 則必

至於竭, 其勢然也.”

45) ｢田賦摠論｣, 95쪽, “孰不知民窮財竭! 而殊不知民窮之本, 由於加賦, 財竭之

患, 在於冗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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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백성의 곤궁을 해결하는 책도 당연히 부세의 경감이 

될 것이고, 부세의 경감을 해서는 우선 국가의 쓸데없는 낭비를 

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 를 덜어서 아래에 더해 주는[損上益

下]’46) 방법이다.47) 그래서 우정규는 당 의 료들이 국가의 비용이 

부족하면 백성에게서 더 거둬들이려고만 하지, 의 쓰임새를 이는 

것[損上]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48)

그런데 우정규가 보기에는 백성의 부세 부담이 가장 큰 것, 그리고 

의 쓰임새를 여야 하는 가장 시 한 부분은 바로 군비이다. 그래

서 그는 군비의 축소에서부터 변통이 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군비의 축소

병농일치의 이상이 무 지고 모병제의 체제로 환된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균역법의 시행에서 나타나듯 군역은 이미 부세화 되어 있

었다. 그래서 우정규는 군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백성의 부세 부담을 

이려고 한다. 우정규는 우선 국가의 쓰임새  군비에 소요되는 경

비가 가장 많으며, 이 때문에 백성이 더욱 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나라 안의 재력을 모두 헤아려 보면, 군 에 들어가는 것이 열에 

여덟아홉은 됩니다. 이것을 주자는 ‘백성의 힘이 군 를 양성하는 데

46) 주역, ｢益卦｣. 

47) ｢安民以固邦本｣, 23쪽, “凡係損上益下之方, 不 卿士, 不恤煩費.” ; ｢嶺湖南

産大同復 之議｣, 104쪽, “易曰損上益下爲益, 而今欲損下益上, 其所爲益於朝

家 幾何, 而乃反取怨於十邑之幾萬生靈乎?” 이이 역시 ‘ 를 덜어서 아래에 

더해 ’을 안민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栗谷全書, ｢諫院陳時事疏｣, 3-14b

∼15a, “方今急務, 莫若上下一心, 講求訏謨, 損上益下, 務安邦本.” ; ｢玉 陳

時弊疏｣, 3-34b, “苟可以革弊救民 , 不擇難易, 悉擧行之, 損上益下, 薄征寬

役, 務使積弊盡革, 深仁浹洽, 則民心悅而天意得矣.” ; ｢擬陳時弊疏｣, 4-19ab, 

“其一曰, 減御用以舒民力. 祖宗朝, 生齒繁盛, 田野盡闢, 物產豐殖, 故府庫盈溢

民力有裕. 今則生齒凋耗, 田野荒蕪, 物產鮮 , 而進貢不減常規, 經費不能量

入, 故府庫虛竭, 民膚剝盡, 其勢必至於公私俱無尺 斗米之儲, 然後乃已也. 損

上益下, 今日之所急也.”

48) ｢徭役變通之策｣, 89쪽, “顧今國家, 自搢紳大夫, 至韋 下賤, 莫不以民窮財

竭爲殷憂, 而至於國之費用, 依 不動, 只欲取閭井之間, 以爲䌤縫之計, 其所

猷爲, 未嘗一毫及於損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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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 소모된다’고 했고 손자는 ‘군 를 양성하는 나라는 반드시 빈곤

해진다’라고 했는데, 진실로 그 말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49)

“군사와 장교에 허비하는 경비는  불어나고, 백성의 고 은 더

욱 고갈됩니다.”50)

조선 기의 군제인 5 (衛)를 그 로 유지하지 않고 훈련도감, 
, 어 청의 3 을 설치한 것은 헛되이 재력만 낭비한 것이다.51) 

왜냐하면 병가의 가장 좋은 계책은 군사의 많고 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화(人和)를 얻는데 달린 것인 까닭이다.52) 그래서 우정규는 

훈련도감의 군사를 5천 2백 명에서 3천 명으로 이고 , 어

청도 각각 1천5백 명씩으로 여야 하며53) 최종 으로는 군사의 수

를 1/3 수 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4) 그는 이 게 함으로써 

군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도 덜면서, 군사를 정 화할 수 있다고 생

각한 것이다.55)

49) ｢軍制變通之策｣, 74쪽, “通計國內之財力, 歸於軍兵 , 十居八九, 此朱子所

‘民力窮於養兵’, 而孫子曰‘養兵之國必貧’, 信乎其 之有徵矣.” 주희의 말

은 비슷한 표 이 몇 번 나온다. 朱子語類110-17, “今天下財用費於養兵

, 十之八九.” ; 朱熹集25-4, ｢答張敬夫｣, “今日財賦歲出, 以千百巨萬計, 

而養兵之費, 十居八九. 然則屯田實邊, 爲寬民力之大 .” ; 朱熹集26-41, 
｢上宰相書｣, “且國家經費用度至廣, 而耗於養兵 , 十而八九.” 손자의 말은 

출처를 찾지 못했다. 

50) 같은 , 78쪽, “軍校之糜費漸滋, 生民之膏血益竭.”

51) 같은 , 75쪽, “雖以國初五衛之兵, 足可扈衛而謹避, 何必設三營, 虛養軍校, 

徒損財力乎?”

52) 같은 , 같은 곳, “大抵兵家之勝籌, 不在於衆寡, 而惟在於得人和.”

53) 같은 , 75∼77쪽, “我朝訓局之軍, 置以五千二百, 無已太多乎? …… 今若

限以三千, 抄其丁壯, 汰其 弱, 務置精强, 衛護京都, 則玆可 國富兵强之術

矣. …… 今若一依訓局之制, 禁ㆍ御兩營軍, 自五部而募得, 各置一千五百名, 

每番以五百人入直, 分以三番, 則此皆强兵銳卒, 非鄕軍之比也. 兩營之軍, 合

爲三千, 都監亦以三千, 則都下置兵, 竝爲六千, 諸唐之府兵, 其額已倍矣.”

54) ｢徭役變通之策｣, 90쪽, “今之議 , 皆以爲減軍額三之一然後, 可以祛白骨之

徵, 黃口之充, 而至如選武 結錢之名色, 皆可罷也.”

55) 우정규의 군제 변통론은 부세 경감의 측면에서 근하는 부분과 국가 방

의 략  측면에서 논의되는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병조좌랑을 지

낸 력 때문인지 우정규는 후자의 측면에도 큰 심을 보이고 있고, 경
제야언의 각 조목 에서도 순 히 이에 속하는 논의가 상당수를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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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 확보의 책

양민을 해 부세를 경감한다면, 국가 재정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해 우정규는 체로 3가지 방향의 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기존 제도의 규정을 철 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
국 의 규정 로 20년에 한 번씩 철 히 토지 측량[量田]을 실시

하자든가,56) 호 과 련된 조사를 빈틈없이 함으로써 입  자원[軍
丁]의 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든가57) 하는 것이 표 인 경우이다. 
그는 이 게 함으로써 백성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원을 추

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

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다. 논이 아닌 밭에 세를 여 으로써 개

간을 장려할 수 있다든가,58) 서지방에서 거둔 세 도 앙 정부의 

재정에 편입시키자든가59) 하는 주장이 표 인 것이다. 
세 번째는,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것

이다. 우정규가 가장 힘써 강조하는 것은 이 세 번째이다. 그는 조선 

사회를 실질 으로 이끌어가는 지배 계층이 사리사욕에만 몰두함으로

다. 이 부분은 별도의 독립된 논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6) ｢田賦摠論｣, 96∼97쪽, “至若我朝之量田, 自有其制, 載在大典, 必於二十

年而一量田 , 意有所在也. …… 若欲永祛此弊, 必依大典, 二十年一量田, 

則可免白地之徵稅, 亦無新起之勒定, 玆豈非惠民之政乎?”

57) ｢軍丁搜括之策｣, 83∼84쪽, “有國版籍, 其民戶, 而凡軍丁ㆍ徭役, 皆出其

中, 近來民習多詐, 必欲漏籍而免軍, 每當式年, 移徙于他邑 , 亦多有之, 故

軍額難充, 亦以此也. …… 凡移去之民, 有本縣公文然後, 俾之許接, 而如無其

關, 則逐去不受, 此爲定制, 民皆知無公文不相往來, 則初不敢生意於移避漏籍, 

永爲土着之民, 然則古 關節之法, 不可不行, 而此亦爲增戶口添軍丁之術也.”

58) ｢田賦摠論｣, 97쪽, “水田廢則稅減, 旱田則無此例, 故薄土 收 , 懼不敢墾, 

若使水田ㆍ旱田, 同例而不賦於陳廢, 則必爲 失大得之歸矣.”

59) ｢關西賦稅上納之議｣, 102쪽, “盖關西一路, 別是方伯之國, 萬千財貨, 隨手用

盡, 不見痕罅, 其他通邑大都, 財積如山, 而便歸私櫜, 此何不易私爲公, 多

有補於 支經用, 顧乃艱難攟拾, 重斂於弱農殘戶之間, 何也? 臣 兩西之賦, 

量留使价之費, 以其餘上納, 則度支之缺, 庶可以賠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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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국가재정을 좀먹고 백성의 부담을 가 시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일차 으로 지배 계층의 도덕성 회복을 구한다. 이와 련된 

논의로는 둔 (屯田)의 수세(收稅), 환곡(還穀)의 개선, 황(錢荒) 극

복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① 둔 의 수세(收稅)
양란 이후에 거듭 토지를 측량한[量田] 덕분에 조선 사회의 체 

토지 결수는 증가했지만, 국가의 조세 수입은 여 히 늘어나지 않았

다. 이것은 궁방 을 비롯해서 각 청과 군 의 둔 이 증가함으로

써 면세 의 범 가 확 되었기 때문이다.60) 우정규는 옛날의 둔 은 

못 쓰는 땅을 개간해서 국가 체의 부를 늘렸는데 비해, 지 의 둔

은 오히려 좋은 땅을 사들이거나 역 의 재산을 편입시키고 있음을 

지 한다.61) 이것은 당시 각 청과 여기에 소속된 리들이 둔 을 

사 인 재부 축  수단으로 삼고 있던 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래서 

우정규는 민간에서 땅을 사고 는 것과 조 도 다를 게 없는 것이 

둔 의 실태이므로, 부자들에게 세 을 거둬들이듯이 둔 에도 법에 

따라 세 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62) 나아가 그는 각 청과 군

문 그리고 여기 소속된 리들이 둔 과 간척지, 역 의 재산 등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 를 근본 으로 차단하기 해서, 둔  

등의 땅을 호조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한다.63)

60) 朴準成, ｢17, 18세기 宮房田의 확 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11, 
서울  국사학과, 1984. 

61) ｢田賦摠論｣, 98쪽, “古之屯田, 必就荒野墾闢, 以裕國用, 如趙充國之省糧餉, 韓

重華之當度支錢, 是也. 今之屯田, 古有異, 自軍門, 或出貨, 占買良田, 或籍

屬 家之産, 而冒稱屯田, 則地部從而不責公賦, 故正供多縮, 此亦違理之大 .”

62) 같은 , 같은 곳, “若此類 民間買賣相似, 而其斂也 私田之稅同例, 則在民, 

本非渠土, 耕人之田 , 何別? 在軍門, 亦 富戶之占其半而依法納賦 , 何異?”

63) 같은 , 같은 곳, “此民 衙, 俱無所失, 而但中間 校輩, 鈐轄打 不願

耳. 從今以往, 凡屯田之類, 皆屬地部, 其他海鹵藪澤之占墾 , 又其 産之分

屬各府 , 莫不準此, 則屯田自在而正供 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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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곡의 개선 

우정규는, 민생의 고통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환곡이라고 말

한다.64) 우정규가 악하는 환곡의 문제 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환곡제도가 백성 구제라는 본래 목 에서 벗어나, 모곡(耗穀)의 증식

을 통한 이윤 추구로 변질되었다는 이다. 

“지 은 그 지 않아서, 무한한 환곡을 가지고서 가난한 백성에게

도 필요 이상으로  뿐만 아니라, 부자 집에도 억지로 주니, 이것은 

모곡을 취하려는 속셈일 뿐입니다.”65)

이것은 조선후기에 환곡이 사실상 국가 부세화한 실과 련이 

있다. 우정규가 지 하는 환곡의 두 번째 문제 은 그 운 과정에서 

사리사욕에 이 어두운 리의 농단이 심하다는 이다. 즉 환곡은 

“교활한 리가 좀먹는 천이며, 탐욕스런 리가 이익을 꾀하는 도

구”66)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우정규는 그래서 각 고을의 형편에 

맞게 곡식의 수량을 다시 정한 다음, 정해진 곡식의 수량 이외에는 

더 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7)

③ 황의 극복

우정규는 황(錢荒)을 가 시키는 원인은, 선혜청과 균역청 그리고 

각 군문에서 돈을 거둬들이기만 하지, 시 에 풀어놓지 않기 때문이라

고 지 한다.68) 본래부터 돈을 만드는 일[鑄錢]은 막 한 이익을 남기

64) ｢三南山郡邑還穀變通之策｣, 108∼109쪽, “顧今生民之弊瘼, 不一其端, 難

堪 , 莫還穀若也.”

65) 같은 , 110쪽, “今乃不然, 以其無限還穀, 不惟濫給於貧民, 亦爲勒授於富

戶, 此不過取耗之計也.”

66) 같은 , 107쪽, “還穀 , 非活民之劑而卽病民之囮也. 里無甔石之儲, 邑有

露積之盛, 終只爲猾吏蠹食之資, 貪吏牟利之具.”

67) 같은 , 109쪽, “今宜特命三南道臣, 量列邑之民戶衆寡, 穀數多 , 俾之

裒多益寡, 以爲平均之地, 而區別大中 邑, 定其穀數, …… 其元定穀數之外, 

無復滋殖而加蓄.”

68) ｢錢貨變通之議｣, 136쪽, “顧今錢貴之弊, 非在乎他, 一歲之中, 錢之出於民而入

於公 , 不可勝計, 內而惠廳均廳各軍門之所捧, 外而各營各鎭之所收, 已過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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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각 청과 군문에서는 다투어 돈을 주조했었

다.69) 여기에 해 황으로 화폐의 교환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

서, 각 청에서 돈을 수십만 꿰미씩 쌓아두고 있는 것은, 재산 축

에만 신경쓴 나머지 백성의 부담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 하는 것이 

우정규의 견지이다. 우정규에게는 화폐 역시 ‘ 를 덜어서 아래에 더

해 주는 것[損上益下]’으로 악되어야 할 상이었다. “돈이란 에서 

만들어서 아래로 통하게 하는 것”70)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는 청에서, 돈을 만들지 못하는 백성에게서 

돈을 찾아내려 하니,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한다.71)

④ 재정 일원화의 모색

둔 ㆍ환곡ㆍ 황의 문제에서, 우정규가 일 되게 공격하는 것은, 
안민(安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백성을 상 로 한 이윤 추

구에 골몰해 있는 지배계층의 모습이다. 이것은 결국 공리(功利)에 

한 의리(義理)  견지의 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우정규는 각 청과 이에 소속된 원들

이 국가기구를 이용해서 리를 꾀할 여지를 없애기 해 국가의 통

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우정규가 명확히 입론한 것

은 아니지만, 이것은 일단 국가 재정의 문제와 련된 주요 부분을 

호조로 일원화하자는 생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미 본 것처럼, 
우정규는 각 청과 군문 소속의 모든 둔 을 호조에 귀속하고, 독립

된 재정 행을 갖고 있던 서지방의 세 도 호조로 납부하게 하라

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우정규는 균역청을 하고 군포(軍 )와 결

(結錢) 등의 업무를 호조로 돌릴 것,72) 환곡의 경모(京耗)를 호조의 

十萬緡, 而京外之公用所散, 歲不過十分之一二矣, 自民而入 爲十之八九, 自

公而散 爲十之一二, 故比年以來, 惠ㆍ均二廳 各軍門之積錢, 比前不啻倍蓰, 

而又貿銅鐵, 儲置於軍門 , 亦已多矣, 則財之閼滯而不流通 , 於是乎極矣.”

69) 宋贊植, 李朝의 貨幣, 한국일보사, 1975, 122-177쪽. 

70) ｢錢貨變通之議｣, 136쪽, “夫錢 , 上之所造而通於下 也.”

71) 같은 , 같은 곳, “今操自我所造之柄, 而徒索於不得自造之民, 民受其病, 

不亦宜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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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충당할 것73) 등을 제안한다.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자는 주장은 이미 이이도 제기한74)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신유학자들의 이상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우정규 역시 이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정규는 이 방안

을 경제야언의 여기 기에서 해당 문제와 련하여 부분 으로 논

할 뿐, 면에 내세워서 본격 인 논의를 개하지는 않는다. 호조 

심의 재정 일원화라는 발상을 고 나갈 경우, 논리 으로는 국가

통치기구 반의 재정비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에서, 이는 여러 

모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는 목이다. 

3. 사람의 문제

부세  국가재정의 문제에서, 결국 이를 다루는 지배계층의 도덕

성 회복을 가장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정규의 변통론은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정규는, 백성과 직  

면하는 자로서 지방 의 요성을 강조한다. 즉 ‘수령은 구 (九重)의 

걱정을 나 는’75) 자이다. 문제는 이처럼 요한 수령의 자리를, 음직 

출신이 많이 차지함으로써 백성에게 폐해를 끼친다는 이다. 따라서 

그는 문ㆍ무ㆍ음 을 교 로 3년씩 차임할 것, 그리고 수령의 공  

사항에 해 엄 히 평가할 것을 책으로 제시한다.76) 그는  도백

72) ｢徭役變通之策｣, 88∼90쪽, “大抵軍國經用, 皆出租賦, 兵 百 , 仰給度支, 

此有國之通例, …… 又添選武而納 之役, 尤增騷擾, 加徵結錢, 而薄土之民, 

亦多流離, 寧不哀痛哉? …… 今宜特減軍額, 且其不涉於兵事 , 悉皆蠲去, 

則不必別設均役廳, 竝付地部, 以爲調度, 可也.”

73) ｢三南山郡邑還穀變通之策｣, 109쪽, “京耗則納于地部, 以補經費.”

74) 李先敏, ｢李珥의 更張論｣, 韓國史論18, 서울  국사학과, 1988, 240∼241쪽.

75) ｢守令擇差之議｣, 43쪽, “守令 , 九重之所分憂, 而百里之所司命也.”

76) 같은 , 48쪽, “從今以往, 一並依此例爲之, 限以三年, 而文蔭武交差, 則庶

可爲祛民瘼之一道也. …… 惟此守令交遞, 如右所陳, 而雖有五 五上 , 勿

使陞遷, 攷其實績之有無, 以爲進 之地, 宜矣. 且於殿 開拆之後, 別般詳探

於居上連次之邑, 若其題目, 治相左, 當該道臣, 論以重律, 則以私蔑公之習, 

恃勢不法之弊, 庶可痛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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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렴주구를 방지하기 해 도사(都事)로 하여  부사(副使)의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77)

이 같은 논의는 결국 군자ㆍ소인의 구분에 의한 인의 등용[用賢]
이라는 문제로 수렴된다. 군자와 소인의 구분 기 은 사  이익을 추

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78) 그런데 군자를 소인과 구분하여 등용

하는 데에 실 인 제약이 되는 것이 과거이다. 그래서 그는 ‘옛 임

의 시 에 사람을 쓰는 법은 재주와 덕(德)만 보았지 과거만을 

시하지 않았다’79)고 말하고, 과거를 넘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것이 바로 경 에 밝고 품행을 닦은 선비[經明行修之士]
를 향리의 천거에 의해 선발하는 방법이다.80)

그의 붕당론은 이 같은 군자ㆍ소인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임
이 되어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지 못하면 붕당이 생긴다’는 것이다.81) 
따라서 붕당 의 길은 다름 아닌 인의 올바른 용에 있다.82)

붕당 에서 임 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

는 소인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결국 임 의 덕이 이 지지 않고 

77) ｢道臣置副之議｣, 51쪽, “從今以往, 凡都事之職, 必以三司中有人望 擇差, 而

假副使啣, 按住亞營, 周年苽遆, 凡財用獄訟民賦軍政, 必長貳合議而後行之, 動

相關由, 簽署竝列, 毋敢擅輒, 則監司或非其人, 欲恣胸臆, 亦憚都事而不敢爲, 

必大有益矣.”

78) ｢用賢以治天職｣, 20쪽, “夫以道進 , 不苟爵位 , 必君子也, 徒求利祿, 不慙

尸素 , 必 人也, 陳善閉邪, 不顧人主之喜怒, 而只欲格其非心 , 必君子也, 

先意 旨, 不恤國事之日非, 而只欲固其寵祿 , 必 人也, 特立獨行, 不混於

流俗 , 必君子也, 逐利附勢, 不定其趨向 , 必 人也.” 이 부분은 이이의 

｢諫院陳時事疏｣, 3-12ㄴ을 거의 그 로 옮겨 온 것이다. 

79) ｢崇道學以正心｣, 38쪽, “祖宗朝用人之規, 惟視才德, 不 以科擧爲重.” 이 

목은 이이의 ｢玉 陳時弊疏｣, 3-33ㄴ을 그 로 가져온 것이다. 

80) 같은 , 같은 곳, “另飭各道方伯, 亦依鄕擧里選之規, 薦進經明行修之士, 隨

才 用, 毋拘科目, 一如祖宗朝故事.” 이이 역시 과거의 안으로 천거 제도

를 극 주장한다. 李先敏, 앞의 , 250∼254쪽 참고. 

81) ｢朋黨革祛之議｣, 39쪽, “爲人君而建皇極 , 苟不能明辨乎君子 人之別, 務

盡乎王道平蕩之治, 偏私周比之習, 自相縱恣, 而甲可乙否之論, 漸至乖張, 此

朋黨之所由起也.”

82) 같은 , 42쪽, “惟賢惟才則用之, 不賢不才則捨之, 內外 大之臣, 皆得其人, 

精白一心, 公耳國耳.” 이 부분은 이이의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7-9ㄴ

의 내용을 약간 고쳐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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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마음이 밝지 못해서라고 말한다.83) 그래서 그는 “임 의 마음

이 바르게 되면 천하의 일이 바르지 않게 되는 일이 없다”는 주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임 의 정심(正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임을 거

듭 강조한다.84)

Ⅳ. 우정규 변통론의 성격

이상에서 살펴본 우정규의 변통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이 에서는 우선 우정규에게 많은 향을 끼친 것으

로 추정되는 주희와 이이의 경세론을 우정규의 것과 간략히 비교해 

보려 한다. 그런 다음 우정규의 경제야언을 비 하는 이재학(李在

學)의 상소문 내용을 검토해 보려 한다. 

1. 지방 의 견지가 반 된 민생안정론

주희의 경세론  여기서는 특히 ｢경자응조 사｣(庚子應詔 事)85)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주희의 많은 논설  특히 ｢경자응조 사｣가 우

정규의 변통론과 매우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고 단한 때문이다. 
｢경자응조 사｣는 주희가 남강군지사(南康軍知事)로 있던 1180년에 

효종의 조서에 응하여 올린 것이다. ｢경자응조 사｣에서 주희가 주장

하는 경세론은 다음의 일 로 압축된다. 

83) ｢用賢以治天職｣, 20쪽, “ 人之誤國相續, 良由君德未成, 君心未明.” 이 

목은 이이의 ｢諫院陳時事疏｣, 3-12ㄴ의 내용을 거의 그 로 가져다 쓴 것

이다. 

84) ｢正心爲出治之本｣, 13쪽, “朱子曰, 人主之心正, 則天下之事無一不出於正, 

人主之心不正, 則天下之事無一得出於正, ……三代以後, 時君世主, 孰不願

治, 而治日常 , 亂日常多 , 只是秉心不正, 修己未盡, 無以表正萬方故也。

然則正心爲致治之本, 而心之所之, 之志, 人主之志, 治亂之所係也.” 주희

의 말은 朱熹集11-4, ｢戊申 事｣에 나온다. ‘三代以後’ 이하 부분은 이

이의 ｢諫院陳時事疏｣, 3-10ㄴ을 고쳐서 쓴 것이다. 

85) 朱熹集11-2. 



특집 / 조선후기 유학의 새로운 발견94
“천하 국가의 큰 일은 백성을 구휼[恤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

습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일의 핵심은 부세를 이는 것[省賦]이며, 부
세를 이는 일의 핵심은 군비를 다스리는 것[治軍]입니다. 군비를 다

스리는 일과 부세를 이는 일이 백성을 구휼하는 것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임 이 그 마음 을 바르게 하여 기강을 세우는 

데에 있을 따름입니다.”86)

여기서 주희는 백성의 구휼, 부세의 감축, 군비의 다스림 등을 정

치의 핵심으로 들면서 그 근본으로서 군주의 정심(正心)과 기강 세우

기[立紀綱]를 강조한다. 이것은 안민에서 출발하여 부세경감－군비축

소－지방 의 선택－군주의 정심으로 이어지는 우정규의 변통론과 거

의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우정규의 변통론과 주희의 ｢경자응조 사｣의 논지 개가 유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들이 근거하고 있는 신유학  기반이 동일하다는 이

다. 그들은 실사회의 제 문제를 사람의 마음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서 다루며, 마음 수양에 쏟는 인간의 극 인 노력에 의해 모든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군주의 정심을 가장 근본 인 선결과

제로 놓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87)

둘째는, 이 두 편의 을 배태한, 자들의 개인  체험이 유사한 

배경에서 이 졌다는 이다. 이것은 우정규의 변통론이 주희의 경세 

논설  특히 ｢경자응조 사｣와 비슷한 까닭이기도 하다. 컨  주

희의 ｢임오응조 사｣(壬午應詔 事)88)는 강학에 힘쓸 것(講學), 이민

족을 염두에 두고 국방의 계획을 확정할 것[定計], 인에게 정사를 

맡길 것[任賢] 등의 3가지를, ｢무신 사｣(戊申 事)89)는 태자를 바르

86) “天下國家之大務, 莫大於恤民, 而恤民之實, 在省賦, 省賦之實, 在治軍, 若夫

治軍省賦以爲恤民之本, 則又在夫人君正其心術以立紀綱而已矣.”

87) 주희가 의 진술 바로 다음에 인용하고 있는 동 서의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萬民以正四方’이라는 말을, 우정규는 

｢正心爲出治之本｣, 13쪽에서 인용한다. 

88) 朱熹集11-1. 
89) 朱熹集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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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키울 것[輔翼太子], 신을 가려 뽑아 일을 맡길 것[選任大臣], 도

덕 질서를 세울 것[振擧綱維], 풍속을 바로잡을 것[變化風俗], 백성의 

힘을 아끼고 기를 것[愛養民力], 군 의 일을 잘 처리할 것[修明軍政] 
등의 6가지를 각각 강조한다. 백성의 구휼, 부세의 감축, 군비의 다스

림 등을 강조하는 ｢경자응조 사｣는 남강군 지사를 비롯한 주희의 지

방 직 체험이 반 된 것으로 평가되는데,90) 이 은 우정규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평안도사(平安都事), 만경 령, 양

감 등 많은 지방  재직 경험을 지닌 우정규 역시 이 같은 체험을 

그의 시무책 속에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국가 체의 경 을 우

선하는 앙 료의 견지가 아닌, 백성과 직  맞부딪치는 지방 의 

견지에서 출발하는 까닭에 그는 얼핏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까지 시시

콜콜하게 언 한다는 인상을 주는데,91) 이것은 그가 그 같은 자질구

한 문제들이야말로 실제로는 백성들이 가장 실히 느끼는 고충이

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변통론이, 안민의 

재확인에서 출발하여, 실제 행정상에서 백성들이 가장 민하게 반응

하는 부세의 경감과 지방 의 선택이라는 두 문제로 집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주희 당  남송의 사

정과 양란 이후 군비 확장이 거듭된 조선의 상황이 일치한 까닭에, 
부세의 경감을 해서는 군비 축소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논지로 

발 되었다고 보인다. 
물론 여기서 필자는 우정규의 변통론이 주희의 ｢경자응조 사｣를 

범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개의 상소문에서 나타나는 논리 구조상의 유사성은, 
그들의 문제의식과 입론의 논 이 비슷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방 의 견지가 반 된 민생안정론이라고 말할 

90) 友枝龍太郞, 朱子の思想形成, 春秋社, 1979, 26쪽, 429-434쪽 참조. 

91) ｢嶺湖 産邑大同復 之議｣, ｢三南山郡邑還穀變通之策｣, ｢咸安郡牟還 逋釐

革之議｣, ｢嶺南漕船變通之策｣, ｢嶺南別武士依定式施行之議｣, ｢倭館蔘弊釐

正之議｣, ｢東萊府弊瘼矯革之策｣, ｢咸陽居昌兩邑復 之議｣, ｢嶺南仁陽縣復

設之策｣ 등 남지방의 민원을 반 한 여러 조목이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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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 경제야언의 ‘야언’, 곧 ‘ 야의 말’이 

내포하는  다른 함의이기도 하다. 
우정규의 변통론이 이이의 그것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 지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이의 경세론은 통치체제 정비론과 부세

제도 개 론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92) 이  통치체제 정비론에

는, 왕실 련 기구를 국가의 공식 인 통치 질서에 편입하고[宮府一

體論], 쓸모없는 직을 없애서 통치기구를 축소하며[冗官革罷論], 지

방 을 시하고[外任重視論], 직의 재임기간을 늘이자는[官職久任

論] 주장 등이 포함된다.  부세제도와 련해서는 공납제와 군정(軍
政)의 개 이 요한 의제로 다 진다.93) 우정규의 변통론은 부세에 

한 문제의식에서는 이이의 것과 겹친다. 그러나 이이가 주장한 다

양한 통치제제 정비의 방책  우정규가 수용하는 부분은 지방 을 

시하자는 주장뿐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정규는 이이의 경세

론을 크게 참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치기구 반을 문제 삼지

는 않는다. 그가 우선 으로 지방 의 시각으로 민생의 문제에 근

했음을 확인하게 하는 목이다. 

2. 야의 말과 조정의 말

우정규가 경제야언에서 제시한 시무책들 부분은 정책으로 실

화되지는 못했다.94) 정조실록에서는, 정조 12년 8월 정미(丁未) 조

의 기사에서 비변사의 상소를 빌어, 우정규의 변통론이 “말이 매우 혼

란스럽고 조잡하다”고 평한다.95) 비변사가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상소문은, 실제로는 모두 당시의 좌승지 이재학(李在學)이 작성한 것

이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이재학의 상소문96)은  다른 견지에서 

92) 李先敏, 앞의  참조. 

93) 같은 , 특히 265∼266쪽 참조. 

94) ｢婦人首飾變通之議｣ 같은 경우는 상소가 올려진 해 10월에 加髢申禁敎書

와 그 목이 반포됨으로써 시행된다. 정조실록, 정조 12년 10월 辛卯, 

26-15a 이하를 참조. 

95) 정조실록, 26-9ab, “ 多冗雜, 寢不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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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규의 변통론이 갖는 의미를 살필 수 있게 한다. 이하에서는 이재

학의 논 을 간략히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정규 변통론의 성격을 확

인하려 한다. 이 고찰에서 유의할 것은, 실록의 기사가 시사하고 있듯

이, 이재학 개인의 이름으로 된 상소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당시 

비변사 체의 입장을 변하여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이다. 
이재학은 우정규의 경제야언에 해, 자인 우정규의 표 을 슬

쩍 비틀어 그것이 결국 ‘ 야의 말’에 불과하다고 비꼰다. 이것은 이

재학의 상소문 체에 일 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게 

말한다. 

“ 야의 논의는, 그 근원을 살펴보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 폐단만 

보려 한다. 그래서 혹은 결 (結錢)을 할 수 있다고 하고 혹은 어

염세(魚鹽稅)를 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

면 한 폐단을 잘 구할 만한 좋은 법제는 없다. 그리하여 결국은 빈 

말로 돌아가고 말 뿐이다.”97)

여기서 이재학은 명확히 행정 료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그는 

‘ 야의 말’이 무책임하게 시폐를 나열할 뿐, 실 인 안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 야의 말’에 한 ‘조정의 말’의 

견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런 입장에서 그가 우정규

에게 제기하는 논  역시, 우정규의 주장이 비 실 이라는 것이다. 
컨  지방 수령의 임기를 3년으로 여서 문ㆍ무ㆍ음 을 교 로 

발령 내리자는 우정규의 제의에 해서는, 수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

든 6년으로 하든, 못된 수령이 부임하면 백성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마

찬가지라고 응수한다. 즉 수령이 끼치는 민폐는, 그 사람이 요한 

것이지 임기가 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98)  균역청에서 어세

96) 정조 12년 8월 18일 (정미), 87-683부터 692까지에 들어 있다. 이하 이재

학의 상소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본의 쪽수만 표시한다. 

97) 87-685하, “草野之論, 不究其源, 只見其弊, 或以爲結錢可罷, 魚鹽可減, 其

實則亦無良法美制, 別般可救 , 終歸於空 而止.”

98) 87-692 , “守令差除, 要在得人, 得人之道, 又在銓曹, 今此文蔭武交差, 限

三年定窠之說, 蓋出於痛苦之 , 而亦非所 得人之道也。…… 雖三年定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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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稅)를 받는 이후로 생선이 귀해졌다는 우정규의 주장에 해서도, 
물건이 귀하고 흔한 것은 자연 인 추세가 있는 것이지, 세  때문에 

물고기가 귀해졌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논박한다.99)

그러나 이재학의 상소에서 보다 에 많이 띄는 것은 그의 유보

인 태도이다. 그는 많은 경우에 ‘ 리 의견을 구한 뒤에 다시 의논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00) ‘지  그 로 놓아두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101)라는 식으로 유보 인 태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우정규의 

제안을 물리치고 만다. 컨  그는 우정규의 ｢군제변통지책｣에 해

서는 ‘한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곧 바로 경장(更張)을 논할 수는 없

으므로 지 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다.102)  둔 에 

해 세 을 매기자는 주장에 해서는, 본래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부

세를 매기고 말고의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한다.103) 나아가 환곡에 

해서는 그 시행의 문란한 실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우정규의 시정책 

자체에 해서는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말한다.104) 이 은 ｢ 화변통

지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균역청과 군문에 쌓아둔 돈은 만

약의 경우에 비한 것이므로, 우정규의 주장처럼 백성들에게 풀어헤

쳐서 황을 해소하자고 가벼이 논할 수는 없다고 한다.105)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에 한 우정규의 주장은, 당시의 지배계

층이 유학 본연의 정신을 망각하고 공리 추구에만 빠져 있는 것에 

해, 도덕성 회복을 구하는 원칙  입장의 문제 제기 다. 이것은 

不得人則一日可悶, 苟得人則六年猶淺, 一倂限以五 , 只見其無益而有害.”

99) 87-684상, “物之貴賤, 自有其時, 均廳之前, 各處征稅, 不勝其繁, 而魚猶不

貴, 適時之然耳。到今以魚貴, 責之於均廳征稅之故, 則豈理也哉?”

100) 87-683상, “此非一 所可斷定, 更加博詢講究, 從長善處, 俾無銷刻之歎, 何

如?” ; 87-684 , “此一款, 博詢爛商, 從後稟處, 何如?”

101) 87-684상, “實涉重難, 所陳諸條, 竝姑置之, 何如?” ; 87-684 , “今不必別

爲定制, 上疏內辭意, 置之, 何如?”

102) 87-688하, “不可以一人之見, 輒議更張, 今姑置之, 何如?”

103) 87-683 , “屯田之不責公賦, 餉屯量減外, 元無是規, 出稅 否, 非所可論.”

104) 87-685 , “至於裒益平均, 雖是不可已之政, 嶺南則昨年已行六萬餘石移貿, 

繼又有度支取耗之定奪, 無容更議.”

105) 87-686 , “均廳軍門, 雖曰有若干儲錢, 而係是給代或不虞之備, 有難輕議於

散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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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각 청과, 청을 배경으로 한 료들의 무수한 이권 개입의 

상황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정규의 문제 제기는 료집단의 

핵심부에 있는 이재학으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다른 ‘ 실 ’ 한

계 을 것이다. 거꾸로, 우리는 이런 에서 우정규의 변통론이 지니

는, 실 비 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경제야언에 나타난 우정규 변통론의 내용을 살펴보았

다. 우선 우정규가 지은 경제야언의 논지는 이이의 향을 받아서 

작성된 부분이 많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경제야언에서 

제시한 변통론은 부세의 경감, 군비의 축소, 지방 의 선택, 군주의 

수양 등을 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우정규 변통론의 이 같은 

논리  추이는 이이는 물론 주희 등 신유학자들의 경세론과 기본 으

로는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그의 

변통론은 지방 의 견지를 반 한 민생안정론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진

다. 이는 우정규가 갖가지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면서도 지배 계층의 

도덕성 회복을 가장 근원 인 처방으로 제시하는 과 함께 우정규 

변통론의 가장 요한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세의 경감에 한 일련의 주장에서 잘 드러나듯이, 우정규는 

체로 재의 제도  틀은 그 로 유지한 채 운 의 방식을 정상화하

자는 쪽에 서 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료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

는 원칙에 충실한 주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이 먼  실감하게 

되는 부세와 지방 의 문제를 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이 두 가지는 한 우정규가 경제야언에서 취하고 있는 재야 

지식인의 태도와 긴 히 연 되는 것이며, 이 에서 그의 변통론은 

당시 지배계층 사이에 만연해 있던 공리 추구의 경향에 해 일정한 

실 비 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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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규의 변통론이 이상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면, 기존의 

연구가 체로 우정규의 제도 개선론을 ‘실학’의 범주에 넣어 온106) 
에 해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정규의 제도 

개선론이 보이는 논리  추이가 주희나 이이 등 신유학자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을 고려할 때, 우정규를 실학자로 단정하는 데에

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는 ‘실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답이 가능한 문제이다. 실학의 

개념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 이에 해 다시 

길게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정규의 변통론과 실학의 계를 명확

히 하기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견만을 어 본다. 
실학이 한국사상사에서 요한 학문  조류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처음 그것을 실학으로 명명한 연구자들이 그 안에

서 이 의 학문  경향과는 구분되는 어떤 새로움을 발견했기 때문이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령 유형원ㆍ이익ㆍ정약용 등 일련의 남인실

학자들에게서는 토지의 재분배를 축으로 하여 이와 맞물리는 국가의 

제도 반을 신하자는 주장이, 홍 용ㆍ박지원ㆍ박제가 등 북학  

학자들에게서는 상업이 국가의 핵심 인 경제  동력이 되게 하자는 

주장이 그런 새로움의 가장 공통 인 측면일 것이다. 하지만 우정규

에게서 이들의 새로움과 련되는 면모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근 성이나 민족주의 등 실학의 다른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들은 더

욱 말할 것도 없다. 이 에서 필자는 우정규의 변통론을 실학의 범

주 안에 놓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106) 기존의 연구  임헌종을 제외한 부분의 연구자는 우정규의 제도 개

선론을 실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원재

서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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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ance Theory of U Chŏng-Kyu

Jeong, Weon-Jae

Existing research on U Chŏng-Kyu are mostly introductions of his 
plans for system reform presented in his book, A Rustic’s Words on 
Governace(Kyŏngjeyaŏn). In this paper, I tried to reconstruct the 
logical context behind the plans that he presented and identify some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conclusions I have drawn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axis of his governance theory is alleviation 
of tax liability, reduction in military expense, selecting local 
administrators, and the self-cultivation of the king. Second, his 
governance theory show the marks of a theory of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 from the perspective of a local administrator. 
Third, while U Chŏng-Kyu presents various plans for system 
reform, he maintains that the recovering personal morality in the 
ruling class is the most fundamental solution. Fourth, the way his 
arguments are constructed in A Rustic’s Words on Governace is in 
many parts written under the influence of Yi I. Fifth, the logical 
process of U Chŏng-Kyu’s governance theory is in large way quite 
similar to the governance theory of not only Yi I but also other 
Neo-Confucians such as Zhu Xi. Sixth, based on these findings, U 
Chŏng-Kyu’s system reform plans seem to be within the boundaries 
of those of ordinary Neo-Confucians, and it is difficult to define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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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as Sirhak(Practical Learning). 

Keywords: U Chŏng-Kyu, A Rustic’s Words on Governace 
(Kyŏngjeyaŏn), Governance Theory, Yi I, Sirh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