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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록』 재해석 시론(再解釋 試論): 
그 바닥에 깔린 비극성의 원인 읽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 용 직

I

『한중록(閑中錄)』은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온 여섯 권 한 질의 전기체 궁정비록(宮廷秘錄)

이다. 저자인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는 영풍부원군(永豊府院君) 홍봉한(洪鳳漢)의 따님이

었다. 영조 11년(1735) 한성 반송방(盤松坊) 거평동(居平洞)에서 태어나 열 살 때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궐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위로 주상(主上)인 영조를 모시고 내전에서 대비와 중

궁전(中宮殿), 세자의 생모인 선희궁(宣禧宮) 이하 여러 궁인들을 섬기며 거느리는 바쁜 일과

를 치르어 나가야 했다. 그러나 그런 틈서리에서도 후에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된 국본(國

本)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물여덟 살이 된 해 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명횡사하는 끔찍한 참변을 겪게 되었다. 당시의 일을 혜경궁홍씨는 <천지합벽(天地闔闢)

하고 일월(日月)이 회색(晦塞)하니 내 어찌 일시(一時)나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오, 칼을 

들어 명(命)을 그치려 하니 방인(傍人)이 앗음을 인(因)하여 뜻같이 못하고 다시 죽고자 하되 

촌철(寸鐵)이 없으니 못하고 ……>라고 적었다. 『한중록』은 이와 같이 엄청난 참변을 겪은 혜

경궁홍씨의 비극적 체험이 줄거리가 된 작품이다.

II

『한중록』 이외에도 궁정비록으로 비극적인 내용을 줄거리로 한 내간체 작품으로는 『계축

일기(癸丑日記)』,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 등이 있다. 『계축일기』는 선조(宣祖)의 후궁으로 

광해군(光海君)의 집권과 함께 폐비가 되어 서궁(西宮)에 유폐당한 인목대비의 기록이다. 그

는 다섯 살에 지나지 않은 영창(永昌)이 역모에 몰리어 죽는 참변을 겪었다. 그런데 그 작자

는 작품의 주인공인 인목대비가 아니라 측근 나인으로 추정된다.

『인현왕후전』의 주인공은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의 따님으로 태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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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조 후기의 개혁 군주인 숙종(肅宗)의 계비가 된 인현왕후 민씨다. 그는 숙종의 탕평책에 

힘입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남인(南人) 계통의 희빈 장씨(禧嬪 張氏)와의 사이가 원

만하지 못하였다. 그 틈서리에서 한때 사가(私家)로 퇴출되고 희빈 장씨가 그를 대신하여 정

비(正妃)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인현왕후에 소생이 없는 것을 기화로 

그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시키기에 성공한다. 『인현왕후전』의 줄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폐비가 

겪고 맛본 낙탁, 비감의 정경을 줄거리로 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 역시 그 작자는 인현

왕후 자신이 아니라 그를 모신 나인이거나 아니면 친정 쪽의 사람으로 추정된다. 

『한중록』도 『계축일기』, 『인현왕후전』과 비슷하게 궁정 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으로 작품

의 주인공들이 축출, 처형되는 비극이 줄거리가 되어 있는 왕조비사(王朝秘史)이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유추되는 바 비극적 체험의 정도에 있어서 『한중록』은 『계축일기』나 『인현왕후

전』을 크게 앞지른다. 『계축일기』의 주인공은 분명히 인목대비다. 그런데 그는 광해군에 의해 

사사 당한 것이 아니라 유폐가 되었다. 이때 목숨을 잃은 것은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영창대

군(永昌大君)이다. 『인현왕후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 숙종의 정비인 인현왕후

를 폐출하여 사가로 내쫓은 것은 장희빈을 앞세운 남인들이었다. 그들의 주장에 휘말린 숙종

은 인현왕후를 한때 서인(庶人)으로 격하시켰으나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다. 그 후 숙종은 폐

비의 일을 뉘우쳐 다시 중궁으로 복위를 시켰다. 그에 따라 민비는 다시 내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중록』의 주인공은 왕자로 태어나 국본(國本)의 자리에 오른 사도세

자였다. 한때 그는 부왕인 영조의 사랑을 받아 조정 정사를 관장하는 섭정의 자리에까지 올

랐다. 그런 그가 하루 아침에 부왕의 진노를 사서 뒤주에 갇힌 다음 목숨까지를 잃게 되는 것

이다.

우리 왕조사에는 형제간의 권력다툼으로 골육상잔(骨肉相殘)의 참극이 벌어진 일이 아주 

없지가 않았다. 이런 경우의 한 보기가 되는 것이 조선왕조 초기에 일어난 왕자의 난이다. 조

선왕조 건국에 남다른 공을 세운 것은 후에 태종이 된 방원(芳遠)이었다. 그는 왕조 개국에 

주역으로 활약했으나 정작 정권이 수립되자 이복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겼다. 이에 분개한 그

가 부왕에게 반기를 들어 이복동생의 목을 벤 것이 왕자의 난이었다. 이와 같이 『계축일기』의 

주인공 역시 형인 광해에 의해 사사된다. 그에 반해 『한중록』의 주인공은 바로 부왕에 의해 

사사되는 것이다.

『인현왕후전』을 읽을 때 우리는 당시의 사회의 습속 가운데 처첩제도가 있었음을 감안해

야 한다. 조선왕조는 그 국시(國是)를 유교, 또는 유학적 이념에 의거했다. 유교, 또는 유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선비들은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다음 단계에서 경세치민(經世治民)의 자

리에 나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정실(正室) 이외의 여자를 거느려도 무방하게 된다. 

이런 사회제도 속에서 주상인 숙종이 장씨를 희빈으로 둔 것은 유학적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



1부  논설   163

는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가 정쟁의 회오리에 휘말린 나머지 반대파의 무고를 믿고 정실인 

민비를 한때나마 내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숙종은 그 후에 곧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현

왕후를 다시 복권시켰다. 이렇게 보면 『인현왕후전』의 줄거리에는 비극의 정석인 주인공의 

비참한 죽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중록』에는 주인공인 사도세자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것도 세자의 몸

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것이 아니라 뒤주에 갇힌 가운데 목숨이 끊긴다. 이것은 

다른 두 작품에 비해 『한중록』이 한층 비극적 요소를 짙게 가졌음을 뜻한다. 유교국가에서는 

위로 왕후장상에서 아래로 농상공에 종사하는 서민, 백성들 모두가 철칙으로 삼아야 할 행동

강목이 있었다. 그것이 삼강오륜(三綱五倫)이다. 삼강오륜의 허두에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가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런 유교국가에서 그것도 

국정의 방향을 성학(聖學)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지치정치(至治政治)를 지향한 영조가 그의 

아들인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했다. 이것은 『한중록』의 비극성이 우리 고전문학기의 그 

어느 작품보다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III

우리가 『한중록』의 내용을 기능적으로 파악하려면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뒤주유폐사건이 있기 전까지 세자와 부왕인 영조의 사

이는 유별나게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영조가 한때 세자에게 조정

정사를 맡긴 사실이다. 영조가 세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면 막

중한 국사를 그에게 맡겼을 리가 없다. 그런 영조가 세자에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격렬한 증오를 품게 되어 그를 뒤주에 가두어 치사케 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편차를 가진 몇 가지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지적이 있

었다.

그 하나가 나경언(羅景彦)이 세자 반역행위 획책을 알린 것이라는 고변설(告變說)이며, 두 

번째가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가 영조를 충동하여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사도세자의 장인)이 영조에게 참소하는 말을 올린 

결과라는 주장과 영조의 후궁인 문여(文女) 난애의 이간책이 작용한 나머지 뒤주감금과 같

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가해진 바 있다. 이들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고전

문학기의 여류문학을 전공한 김용숙(金用淑) 교수의 사실해석이 있었다.

그는 김동욱(金東旭) 교수가 교주한 『한중록』의 권두에 실린 해설을 통해 김용숙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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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세 가지 설이 전하여 내려오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어느 설도 그 

대화변(大禍變)의 절대적인 이유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나경언의 고

변이 영조의 사태 결정에 얼마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었다. 그러나 「한중록」의 본문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때의 고변은 그 직후 금부의 국문을 통해 사실무근인 무고임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부왕인 영조가 이미 근거 없는 모함으로 드러난 말을 믿고 하나밖에 없

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명줄을 끊어버리는 대화변을 감행했을 리가 없다. 영빈이씨 무고설

과 영풍부원군 참소설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경우와 거의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이에 대해서

는 『한중록』 본문에도 혜경궁홍씨의 충정어린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그가 낳아 기른 아들의 목숨을 빼앗도록 아버지인 영조에게 간청할 

것인가. 또한 제정신을 가진 어느 장인(丈人)이 딸이 평생을 바쳐 따르고 섬기기로 한 사위

(사도세자)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자 음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제기되는 물음의 답

은 명백히 「아니다」가 된다. 그렇다면 「한중록」의 뼈대가 되는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김용숙 교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에서 구하

고 있다. 

이 병환은 작자가(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을 가리키며, 작자는 혜경궁홍씨 – 필자주) 화증(火

症)이라고도 말하고 의대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강박증과 우울증이라고도 할 

것이다. 시초는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본능(本能),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로 말미암아 부왕(父王)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욕구불만(Frustration)이 차츰 강박

관념을 조성하고 이것이 의복에 대한 공포로 이행하고 의복 하나를 입는데 수십 벌씩 소화

(燒火)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로 다시 마음이 우울해져 이를 풀기 위하

여 궁중 밖에 미행(微行)을 하고 우울한 심정을 유흥으로 발산하고, 이것이 악화되어 평양을 

갔다오는 등 탈선행동까지 이르렀다. 또 기녀(妓女)나 니승(尼僧)을 데려오고 궁녀(宮女)를 

보되 학대하고 피를 보고 다시 이를 가까이 하는 등 사디즘적인 행동도 있었다. 또 궁중에서 

움을 파서 광중(壙中) 같이 하고 그 위를 떼로 덮어 등까지 달아 놓고 비밀실을 가졌으니 작

자(혜경궁홍씨 – 필자주) 말로는 부왕(父王)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병기(兵器)붙이 같은 완호

지물(玩好之物)을 감추는 이외 별 뜻이 없었다고 하건만 <그 일로 망극한 일이 많았으니>라 

하고 있듯이 이 병의 성적착란(性的錯亂)의 통성(通性)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한 나라의 국본(國本)으로서의 세자가 별감(別監)들과 놀이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염(閭閻)을 

출입하고 이리하여 당시 장안의 불량배들이 가짜 세자 행각을 하고 다녔다는 사회상까지 연

출하였다.

이런 해석에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사항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어느 시기부터 사도

세자가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되는 화증(火症), 또는 의대증을 앓게 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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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상으로 세자는 옷을 입을 때 수십 벌을 가려내고 그들을 태우기까지 했다. 또한 궁중에

서 금지된 기녀와 니승, 잡속배까지를 불러들였다. 특히 대궐 안에 땅굴을 파고 거기에 병장

기까지 감춘 것은 정도가 심한 정신병의 증세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부왕인 

영조가 세자를 미워하게 된 시기다. 섭정을 보게 할 때까지 영조가 세자에게 품은 감정은 명

백하게 자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자가 미처 성년이 되기도 전에(열네 살 때 

- 필자주) 그에게 대리집정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부왕의 그런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고 세자

의 정신착란증이 거듭되었다. 수시로 궁궐을 벗어나 시정의 잡속(雜屬)들과 어울리고 마침내

는 구중심처에서 시종이나 나인을 구타, 척살할 정도의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 『한중록』에

는 이때의 일 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신사년(辛巳년)이 되니 병환이 더욱 심하오신지라 이어(移御)하신 후는 후원(後苑)에 나가오

셔 말 달리기 군기(軍器)들 붙이로나 소일(消日)할까 하시다가 칠월(七月) 후 후원도 잠가오

시니 그도 신신치 않으셔 생각밖에 미행(微行)하려 하시고 처음 놀랍기 어이 없으니 어찌 다 

형용하리오. 병환이 나오시면 사람을 상하고 마오시니 그 의대 시종을 현주의 어미가 들더니 

병환이 점점 더하오셔 그것을 총애하신 것도 잊으신지라 신사 정월(辛巳 正月)에 미행을 하

시니 의대(衣襨)를 가오시다가 증(症)이 나셔서 그것을 죽게 치고 나가오셔 즉객에 대궐서 

그릇되니 제 인생이 가련할 뿐 아니라 제 자녀가 있으니 어린 것들 정경(情境)이 더 참혹한지

라. 어느 날 들어오실 줄 모르고 시체를 한때도 못 둘 것이니 그 밤을 겨우 세워 내녀고 용동

궁(龍洞宮)으로 호상소임(護喪所任)을 정하여 상수(喪需)를 극진히 하여 주었더니 오셔서 들

으시고 어떻다 말씀을 아니하시니 정신이 다 아니 계시니 사사(事事)히 망극하도다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의 정신이상 증후는 이미 10세 전후해서부터 나타나 그 후 점차 심

해진 것으로 보인다. 처음 그것은 옷을 되풀이 갈아입는 정도에 그쳤다. 그것이 악화되어 궁

궐을 벗어나 기녀나 시정의 잡배들과 어울리고 궁중 안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지내는

가 하면 불시에 화를 내어 측근 시종과 궁녀들의 목숨을 빼앗기까지에 이르러 그 수가 한 둘

에 그치지 않았다. 영조와 세자의 관계를 가늠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세자의 광기와 난

행의 정도가 심해진 시기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한중록』에 나타나는 기록으로 보면 세자

의 정신착란증은 혜경궁 홍씨의 입궐이 있기 얼마 뒤 이미 발병이 된 것 같다. 뒤주유폐사건

은 그 뒤 10여 년이 지난 다음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영조는 아침저녁으로 세자를 만났으며 

한때 막중국사를 관장한 섭정까지를 맡겼다. 그랬다면 부왕인 그가 세자의 기행, 광태를 몰

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그가 10여 년을 참다가 사가도 아닌 궁궐에서 그것도 그 자신이 기

강세우기를 철칙으로 주장한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뒤주유폐와 같은 

처벌을 세자에게 과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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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와 부왕 영조의 남다른 관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영조가 세자에게 품은 자정은 여느 부자간의 경우를 크게 넘어서고 

남을 정도였다. 그런 세자가 정신착란증을 보이자 영조는 누구보다 크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그는 세자의 병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호전, 치유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금궁(禁宮)의 규범이 세자에 의해 깨어지고 그와 함께 세자의 난행이 

거듭되어 마침내 그것이 인명의 살상으로까지 확대되자 조정의 중신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영조의 인내에도 한계가 생겼다. 그리하여 그의 진노가 표출되

었는데 이 경우 역린(逆鱗)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서명응(徐命膺)의 주청이었다. 『조선왕조실

록』 영조 37년 5월조에는 그가 세자의 서도 잠행 사실을 문제 삼아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세자는 서도 미행길에서 얻은 기녀를 궁중에까지 데리고 왔으며 그와 함께 시정의 

유녀 잡배들까지를 들여 부왕이 금지시킨 음주가무 자리를 벌렸다. 이에 대한 서명응의 주청

이 있자 드디어 오래 참고 견딘 영조의 분노가 터져버렸다. 이를 계기로 그는 훈계, 신칙(申

飭)의 입장을 뒤집고 강경책으로 세자의 난행을 다스리고자 했으며 그와 함께 뒤주유폐와 

같은 극약처방이 단행된 것이다.

IV

유별나게 세자를 사랑한 영조가 서도미행사건으로 표출된 난행에 대해 분기탱천한 사정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 단죄가 왜 뒤주유폐 형태로 나타났을까. 이에 대해서는 

일단 당시 부왕으로서의 영조가 품은 심경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영

조는 정계·적통(嫡統) 출신이 아닌 방계·서출의 몸으로 등극한 왕이었다. 등극 직후부터 

그는 자신이 정계·적통이 아님을 뼈아프게 의식한 듯 보인다. 거기서 빚어진 부채감이 보상

심리로 바뀌면서 그는 남다른 열정으로 경국치민(經國治民)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했다. 등극 

초부터 그는 그가 맡은 왕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의 시대를 열성조의 전례에 비추어서 부

끄럽지 않은 태평성대로 이끌어나가고자 했을 것이다. 그 표현 형태로 나타난 것이 탕평책

(蕩平策)이었다.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탕평책은 동서붕당(東西朋堂)의 폐해를 지양·극복

하여 국론을 통일함으로써 국정을 쇄신하고 개혁정치를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

다. 이와 아울러 그는 안으로 대소관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으며 조정과 민간에 두루 

절제와 검약의 기풍을 진작시키기를 기했다. 태종 때 시행하다가 폐기된 신문고(申聞鼓)를 

부활시켰으며, 남달리 농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균역법(均役法)을 만들어 양민의 권리를 보

호하고자 했다. 형정(刑政)에서 압슬과 낙형(烙刑), 난장형(亂杖刑)을 폐지했으며, 농정(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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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을 강화하여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기에 힘썼다. 왜침을 경계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보진(堡鎭)을 개수, 신축한 것도 그였다. 그와 함께 군사들에게 신식무기인 조총

(鳥銃)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력 강화를 기한 것 역시 영조였다.

영조의 개혁정치는 조선왕조의 구태의연한 원리주의, 세계인식의 굴레를 벗어나 경세치용

(經世致用)에 기여하는 학문과 사기진작(士氣振作)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그 결과로 이루어

진 것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국조악장(國朝樂章)』,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

答)』 등의 여러 서적 편찬이며, 양민(良民)들의 신분 인정, 균역법의 실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되어야 할 것이 영조의 개혁정치가 반드시 그의 뜻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 실

시되지 못한 점이다. 등극 초기에 그가 가장 힘을 기울인 탕평책은 뿌리 깊은 동서붕당의 작

폐로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과 부딪쳤다. 그 무렵까지 강력한 기성 정치세력을 형성한 것은 

서인들이었다. 그들이 다시 노론, 소론들로 분열되어 사사건건 맞섬으로써 국론이 쪼개어지

고 개혁정치에는 차질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파는 다시 시파(時派)와 벽파(僻

派)로 나뉘어 서로가 물고 물어뜯는 작태를 연출했다. 새롭게 등용한 남인들 또한 개혁정치

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지 않았다. 때로 올바른 길을 뒷전에 돌린 채 정권의 주도권 장악

에 급급한 나머지 반대파의 견제와 거세에 매달리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이것이 영조에게는 

그의 정치가 숙종조의 전철을 밟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했을 가능성이 있

다.

새삼스럽게 밝힐 것도 없이 국정쇄신의 일대방책으로 탕평책을 쓴 것은 영조가 처음이 아

니었다. 그 이전에 숙종이 그것을 시행한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숙종의 이 정치혁신 기도는 

장희빈 사건으로 집약된 노론과 남인들의 갈등, 충돌로 그 효과가 거의 반토막이 되어 버렸

다. 여기서 우리는 영조의 의구심을 부채질한 또하나의 상황으로 균역법을 들어볼 필요가 있

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균역법은 영조가 기도한 사회개혁 시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의

를 가진 경우였다. 그 이전 나라에서 과하는 부역은 농·상·공에 종사하는 서민에게만 부과

되고 양반, 사족들은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버렸다. 이것을 시정하여 모든 백성에게 부역을 

고루 과하고자 한 것이 영조가 이 법을 만들어 시행한 근본 의도였다. 영조가 균역법의 기초

와 실행에 어느 정도로 힘을 쏟았는가 하는 점은 임금인 그가 직접 거리에 나가 서민들에게 

이 법의 취지를 말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까지 한 사실이 뚜렷하게 증명한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26년 5월조를 보면 거기에 왕이 몸소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오부방

민(五部坊民)을 불러 모아 양역법(良役法)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법령은 

물론 임금 혼자 만들어 공포한 것이 아니다. 기초과정에서 해당 신료가 참여하였고, 그에 이

어 취지와 내용이 조정공론에 회부되어 토의, 의결의 절차도 거쳤다. 이렇게 제정, 공포된 균

역법은 그러나 시행 직후부터 양반, 사족(士族)들의 비판, 공격의 과녁이 되었다. 그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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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형태가 영조 28년(1752)년 홍계희(洪啓禧)의 수정, 보완 상소로 나타났다. 들끓는 열정

과 남다른 꿈을 안고 개혁정치를 시도해 간 영조는 이런 장애상황에 부딪친 다음 상당한 의

식상의 갈등을 느꼈을 것이다.

영조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무릅쓰고 시도한 그의 이상사회 건설이 그의 당대로 마무리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이에 영조가 생각한 것이 후계

자를 길러내어 그가 간 다음에라도 그의 꿈을 차질 없이 완성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의 마련

이었다. 마침 그에게는 어릴 때 영특한 자질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세자가 있었다(어렸을 

때 사도세자는 매우 영리, 총명했다고 전함). 그런 생각에서 영조는 등극 중반기부터 세자에

게 치국안민(治國安民)의 감각을 익히게 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 살핀 영조 24년에 이루어

진 세자의 섭정이었다.

그런데 그런 세자가 뜻밖에도 정신착란의 증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름 한낮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기행이 연출되었다. 조금만 그의 뜻에 거슬리는 노복이 있

으면 칼을 빼어 찔렀다. 그것으로 한 두 사람이 아니게 금중의 이속과 궁녀가 목숨을 잃기까

지 한 사실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본(國本)의 몸으로 궐내에 

잡속배와 기녀, 니승을 불러들이는가 하면 부왕에게도 무단으로 궁궐을 벗어나 서도(西道)로 

여행을 떠나기까지 했다. 그것이 내각 신료에까지 포착되어 조정공론이 들끓게 되었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자 영조 자신이 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자가 벌리는 

이들 기행, 광태의 성격이 문제였다. 세자에게 나타난 정신병은 그 중요 원인의 하나로 다분

히 민간 신앙에 관계되는 무속, 주술적 요소가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중록』의 기록 

한 부분이 특히 주목되어야 한다.

그 병환이 아니 나오신 때는 인효통달(仁孝洞達)하오셔 거룩하심이 미진(未盡)한 곳이 없으

시다가(사도세자를 가리킴-필자주) 병환 곧 나오시면 두 사람 같으시던 것이니 어찌 이상(異

常)하고 설은 일 아니리오 매양(每樣) 경문(經文) 잡설(雜說) 붙이 보시기를 심히 하시더니 옥

추경(玉樞經)을 읽고 공부하면 귀신을 부린다하니 읽어보자 하오셔 밤이면 읽고 공부를 하시

더니 과연 심야(深夜)에 정신이 어둑하오셔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이 뵌다」하시고 무

서워 하시며 인(因)하여 병환이 깊이 드시니 원통하고 섧도다. 십여세부터 병환이 계오셔 음

식 잡숫기와 행동운용(行動運用)까지 다 예사롭지 아니하오시더니 「옥추경(玉樞經)」 이후로 

아주 변화 기질(氣質)하듯이 되셔 무서워 하오시고 옥추(玉樞) 두 자를 거들지 못하오시고 단

오(端午)에 드는 옥추단(玉樞丹)을 거들지 못하여 그 옥추단이 들어도 무서워하시기 차지 못

하고 그 후는 하늘을 심히 무서워 하시고 우뢰 雷, 벼락 霹 그런 글자를 보지 못하오시고 이전

은 천둥을 무서워하시나 그리 심하지 않으시더니 옥추경(玉樞經) 후는 천둥 때면 귀를 막고 

엎디오셔다 그친 후 일어나오시더니 이러하온 줄이야 부왕(父王)과 모빈(母嬪)이 아오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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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세자의 정신이상이 옥추경(玉樞經)을 읽은 다음 크

게 악화되었다는 부분이다. 옥추경은 유학 중심의 조정에서는 금서목록에 든 책이었다. 이 

책은 도교의 한 갈래에 드는 점박과 주술용 경전으로 그 내용 일부가 소경의 축도에 쓰였다. 

조정신료들의 주청이 있자 세자의 난행에 대해 크게 머리를 썩이게 된 영조는 이때부터 세자

의 정신착란을 무속신앙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 순간 영조는 세자의 정신을 바로 

잡는 길로 극약처방에 속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영조는 이를 계기로 세

자를 뒤주에 가두고 그 둘레에 기치창검을 든 경계 병사를 배치했다. 그것으로 아들의 정신

을 어지럽히는 잡귀와 요마를 쫓아버리고자 한 것이다. 병사들의 창과 칼끝을 뒤주의 반대 

방향인 하늘로 향하게 한 것도 그런 판단의 결과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기까지 하여 악령, 요귀를 쫓아내고자 한 영조의 비원을 

읽어야 한다. 그것으로 그는 세자를 정신착란증에서 건져내어 그가 시도한 개혁정치를 중단 

없이 시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영조의 비원과는 달리 무더운 날 풀더미까지를 덮은 뒤주에 7

일 동안이나 갇힌 세자는 끝내 질식이 되어 목숨이 끊기었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이 비

극을 정파 간의 이해득실에서 빚어진 파당싸움의 결과로 해석했는가 하면 생모와 피붙이, 처

족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빚어낸 결과로 보았다. 최근의 한 연구에는 영조와 세자 사이에 벌

어진 마찰과 갈등을 유학적 윤리체계의 파탄현상으로 잡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부자유친(父

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의 강상(綱常) 붕괴라고 지적한 예도 나왔다. 나아가 그것을 조

선왕조의 지도이념인 주자학적(朱子學的) 이데올로기가 파탄된 것이라고 지적하여 「한중록」

에서 전근대의 막이 내리고 자아각성의 국면이 열린 것이라고 하여 우리 사회의 근대화가 그

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상 우리가 살핀 바에 따르면 그

런 판단은 모두가 전면적 진실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파악한바 「한중록」

은 부왕인 영조가 그가 추구한 왕조의 꿈을 사랑하는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이어받게 하여 

실현시키고자 한 건 나머지 그를 죽음으로 몰아버린 비정의 인간 드라마이다. 영조의 남다른 

이상국가 건설의 꿈과 그와 병행상태가 된 세자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아들인 세자를 밀폐공

간인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우리 왕조사에서 유례가 없는 비극을 낳게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