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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19년 4월 수립된 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

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기하여 임시정부의 정체가 민주공화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1899년, 고종이 ‘ 한국 국제’를 통해 제군주제를 강화한 

지 불과 20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 명 ’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한국에 근  정치제도나 이념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  이후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8년도 21세기 신규장각자료구축사업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1) 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에 공화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명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

이다. 당시 임시정부 수립 주체들이 참고했을 법한 서구의 법 이나 1911년 국의 신해

명 이후 제정된 여러 헌법 어디에도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규범화한 사례가 없었다. 서

구의 경우 1920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헌법에서, 그해 10월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서, 

국은 1925년 제정된 ‘ 화민국헌법 안’에서 민주공화국을 명기했다는(이 록, 2018 ｢한국

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법사학연구� 42, 58면) 에서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는 

매우 독창 이라 할 수 있다.



188·한국문화 88

인데 3.1운동 이후 국내외에 선언 내지 수립된 임시정부들이 거의 공화제 내지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서구의 근  정치제도를 국내에 수용, 소개한 지 겨우 

4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민주공화제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국근 사에서 공화제 문제는 일 부터 근 국가의 건설이란 에서 연구

해 온 주제 가운데 하나 다. 특히 지난 ‘촛불정국’에서 “이게 나라냐?”하는 국

가에 한 근본 인 의문제기와 함께 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학계는 물론 사회 반에서 민주공화제에 한 심이 집 되었다. 개항 이후 

개화 들이 서구의 근 정치제도나 이념을 소개,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화제도 

정체의 하나로 소개되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공화제를 한국의 

근 국가 내지 정부의 정체로 수용한 시 에 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

다. 한말 비 결사 던 신민회의 경우 공화제를 근 국가의 건설 방안으로 지향

했다는 견해가 있으나2)
2) 개는 개화 나 한말 계몽지식인들이 근 국가 건설의 

방안으로 공화제가 아닌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 그 이유로 존하는 군주제를 

거부할 수 없는 실과 아울러 우민 에 근거한 민 에 한 부정  인식을 지

했다.3)3) 한 공화제의 내  수용계기와 련해서 병합 이후 공화제의 수용이 

한말 ‘민’의 성장과 이것이 일부 계몽지식인의 인민주권에 한 인식에 향을 

미쳤다는 주장,4)4)공화론 수용의 사상  기 로서 동사상이란 정신  통과 

연 다는5)
5)주장 등이 있다. 이 듯 공화제의 수용 과정에 해서는 많은 연구

가 진행 지만 민주공화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의 정체

2) 신용하, 1986 ｢19세기 한국의 近代國家形成 문제와 立憲共和國 수립 운동｣ �한국의 근

국가형성과 민족문제�, 문화학과 지성사; 이승 , 2006 ｢신민회(新民 )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정신문화연구� 102.

3) 유 렬, 2003 ｢한국에 있어서 근  政體論의 변화과정｣ �국사 논총� 103; 이승 , 2006 

｢신민회(新民 )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정신문화연구� 102; 박찬승, 2010  

｢한국의 근 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歷史學報� 200; 이 록, 2010 ｢한국에서의 ‘민주공

화국’의 개념사｣ �법사학연구� 42; 종익, 2017 ｢ 한민국임시정부 이  정치체제 구상: 

1910년  군주제와 공화제를 심으로｣ �법사학연구� 56.

4) 윤 원, 2001 ｢한말 일제 기 정체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 국근 사

연구� 21.

5) 신주백, 2017 ｢1910년 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정치이념의 환: 공화론과 동론

을 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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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잡게 되는지에 해서는 여 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즉 개화

나 계몽지식인들이 서구에서 수용한 민주 내지 공화를 당  어떻게 이해하고 인

식했는지, 그때의 민주, 공화의 개념이나 인식이 재와 같은 것인지 그리고 당

시 세상에 없던 민주와 공화의 조합 즉 민주공화가 어떻게 가능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한 의문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의문을 풀기 해 먼  한말 정체변 의 제가 되는 입헌정

체에 한 논의의 특징  민주․공화에 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시

간 안에 인민주권에 기 한 민주공화제를 수용할 수 있었던 내  계기를 고찰하

고자 한다. 

2. 민주․공화의 수용과 ‘立憲政體’ 논의의 특징

한국에 서구 사회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  � 환지략�과 같은 국 

서 을 통해서이지만, 서구의 정치제도에 한 본격 인 소개는 개항 이후 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던 민종묵이 견문서에서 세계 각국의 

정체로 군민공치(君民共治), 입군독재(立君獨裁), 귀족정치와 함께 공화정치를 

언 한 것이6)
6)서구의 정체 즉 공화제에 한 최 의 소개다. 이후 극 인 문

호개방과 서구화를 추구한 개화 들이 자신들의 개화정책을 계몽․선 하고 지

지 세력을 넓힐 목 으로 �한성순보�를 통해 서구의 여러 정체를 본격 으로 소

개했다.

�한성순보�는 ｢구미입헌정체론｣이란 기사에서 구미 여러 나라의 정체를 ‘군민

동치’와 ‘합 공화’로 나 고 모두 ‘입헌정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군주국  민

주국을 막론하고 헌법을 통한 삼권 분립이 제일 이익이라고 했다.7)7)이어 ｢민주

주의와 각국의 장정  공의당에 한 해석｣이란 기사에서도 주권자에 의한 헌

법 제정과 삼권분립의 원리 등에 해 소개했다.8)8)서구의 정치제도를 소개한 �한

6) 鄭玉子, 1965 ｢紳士遊覽團 ｣ �歷史學報� 27, 135면.

7) ｢歐美立憲政體論｣ �漢城旬報�, 188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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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순보�의 기사들은 외국 신문의 기사나 백과사  등을 주로 번역한 것으로 

극 인 수용 보다는 소개에 집 했다. 다만 번역자들은 간혹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이들 제도를 실행하려면 인민들이 문명화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즉각 인 용이나 실행에 해서는 부정 이었다.9)9)

그러나 개화 는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개  과정에서 정치체제 개

에 좀 더 극 으로 나섰다. 컨  1888년 박 효는 고종에게 올린 ｢건백서｣에

서 군권을 제한하고 민권을 신장시켜야 백성과 나라가 모두 안정되고 부강할 수 

있다며 ‘군민공치’를 주장했다.10)10)유길 도 �서유견문�에서 각국의 정치제도를 

‘군주가 천단하는 정체’, ‘군주가 명령하는 정체(압제정체)’, ‘귀족이 주장하는 정

체’, ‘군민이 공치하는 정체(군민공치)’, ‘국인이 공화하는 정체(합 정체)’ 다섯 

가지로 나 고 이 가운데 국식 정체인 군민공치를 개인 으로 가장 선호한다

고 했다.11)11)유길 ․박 효 등이 생각한 군민공치는 기본 으로 의회의 개설과 

군주권의 제한을 제로 한 것이지만,12)12)조선과 같이 “인민의 지식이 부족한 나

라는 갑자기 인민에게 국정참여의 권리를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군민

공치로 나아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13)13) 

독립 회는 군민공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권론에 기 한 의회설립론을 주장

하며 직  의회개설운동에 나서 군주권의 제한을 주장하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

다. 그러나 독립 회의 “인민에 한 심은 인권 자체보다는 부강한 국가를 

한 제로서 민권과 인민의 권리를 주장”했다. 특히 독립 회가 민의를 변할 

하원의원의 설립을 반 한 것은 곧 “주권을 가진 인민 즉 국민을 거부했으며 의

회를 강조했지만 국민주권 혹은 인민주권이 아니라 지식인이나 특권세력에 의해 

만들어져야함을 역설했다.”14)14)이처럼 독립 회의 민권론 역시 “인민의 지식이 

 8) ｢民主主義와 各國의 章程  公議 에 한 解釋｣ �漢城旬報�, 1884.02.08.

 9) 윤 원, 2001 ｢한말 일제 기 정체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 국근 사

연구� 21, 57면.

10) 朴泳孝, 1964 ｢朴泳孝建白書｣ �日本外交文書� 21, 306면.

11) 兪吉濬, 1969 �西遊見聞�, 景仁文化社, 143-147면.

12) 박찬승, 2008 ｢한국의 근 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 315면.

13) 兪吉濬, 앞의 책,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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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라는 졸연히 그 인민에게 국정 참여하는 권리를 허락함이 불가하다.”

고15)
15)한 개화 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개화 나 독립 회는 처음부터 공화에 해서는 부정 이었다. 인민을 

불신하고 존하는 군주를 부정할 수 없었던 개화 나 독립 회는 공화를 군주

를 부정하는 ‘반역’의 개념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근 국가 건설을 한 정체변 론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을 후하여 

계몽지식인들을 심으로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보호정치에 한 잘못된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개화 를 뒤이은 계몽지

식인이나 개신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의 시정을 개선하여 독립을 시켜주

겠다는 일본의 보호정치를 선의로 받아들 다.16)16)때문에 이들의 심은 자연히 

일본의 보호정치가 끝나고 건설될 새로운 국가 건설에 집 되었다. 근 국가 건

설을 한 정체변 에 한 소개와 논의는 1904년 헌정연구회를 시작으로 한

자강회, 한 회와 기호․서북학회 등 많은 계몽단체들이 발간하는 잡지나 신

문 등을 통해 본격화했다.17)17)

14) 김동택, 2009 ｢한국 근 국가형성과 3.1운동｣ �大同文化硏究� 67, 411-412면. 독립 회는 

하의원 설치를 반 하면서 그 이유로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

나 국정이 그르기는 마찬가지요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로 민주국 보다 견고함은 

고  사기와 구미 각국 정형을 보아도 알지라.”라고 하며, “하의원을 설치하려면 먼  백

성을 흡족히 교육”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인민은 “자유니 민권이니 하는 것은 말도 모

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무 게나 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

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로 아니 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서 하의원을 설치

하는 것은 도로 태함을 속하게 함이라.”라고 하여(｢하의원은 지 안타｣ �독립신문�, 

1898.07.27) 독립 회 역시 인민에 한 깊은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15) 兪吉濬, 앞의 책, 152면.

16) 을사늑약 “ 문에 있는 ‘한국의 富强之實을 因할 時에 至하기까지 이 조약을 약정한다’는 

부분이 이후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구실하 다. 

즉 이 기만 인 문안은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실력을 길러 부강하게 된다면 이 조항에 

의거하여 국권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박찬승, 

1991 �한국근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44-45면).

17) 이런 논의들은 국체와 정체를 다룬 서양의 정치이론을 다룬 책을 출 하거나 신문․잡지

를 통해서 소개 다. 컨  아리스토텔 스의 국체 3종설(군주제․귀족제․민주제의 

설), 마키아벨리와 리네크의 국체 2종설(군주제와 공화제), 루소의 국체 1종(민주), 정

체 3종설(군주제․귀족제․민주제), 몽테스키외의 정체 3종설(공화제․군주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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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제의 실시를 목표로 한 취지서를 통해 “천하의 세는 무

엇인가 물어본다면 이는 곧 입헌”이며 “군민이 함께 헌법을 立約하는 것이 세계의 

세”라고18)
18)하며 헌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어 헌정연구회는 1905년 7월 �헌정요

의�라는 소책자를 발행했고 일부 내용을 �황성신문�에 연재, 소개했다.19)19)

먼  헌정연구회는 ｢국가  황실의 분별｣에서 “무릇 군주는 국가의 통치자라 

말함은 가하되 국가의 사유자라 말함은 불가”하고, “국가는 그 생명의 장구함이 

천만년에 걸치나니 무릇 황실의 흥망으로써 국가의 흥망이라 말함은 국가 본의

에 불명한 까닭이라”20)고20)하며 국가와 황실을 구별했다. 이어 ｢군주의 주권｣이

란 항목에서 “국가가 있는 즉 주권이 있고 주권이 없는 즉 국가도 없으니 고로 

국가와 주권은 相 하여 立하고 잠시도 분리함이 불가한지라. 무릇 국가는 衆民

의 합성체며 주권은 민의 합성력이니 군주가 그 합성체되는 국가를 표한 즉 

그 합성력되는 주권을 장악함이로되 민주국에 있어서는 의원에 歸하며 군주국이

라도 군주  의원에 있고 군주 일인에 속하지 않기도 하나니 이는 각기 국체를 

따라서 같고 다름이 있음이라.”고 했다.21)21)즉 국가가 민의 합성체가 되는 까닭

은 국가는 국민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군주는 이를 표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국이란 곧 주권이 군주와 의회에 있는 입헌군주국이라고 했듯이 

인민주권에 한 인식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와 같이 계몽지식인들이 강조한 것은 입헌정체 다. 먼  이들은 헌법에 

해 “헌법이라 함은 국가의 조직  주권의 활동을 규정한 법률이라. 고로 국가

의 조직과 질서는 헌법에 의하여 始保하는 것”이고,22)22)입헌국이란 헌법을 제정

하여 주권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를 말함이니 즉 주권의 행동을 각개의 기

에 분배하는 것”이라고23)
23)하여 헌법이 국가의 정치조직 구성과 국민 기본권을 

등이 그것이다(｢國家論의 槪要 九號續｣ �西北學 月報� 11, 1909.04.01, 14-18면).

18) 김효 , 2006 �근 한국의 법제와 법학�, 세종출 사, 411면.

19) ｢近日憲政硏究 에서 憲政要義라｣ �皇城新聞�, 1906.7.15.

20) ｢憲政要義第二回｣ �皇城新聞�, 1905.07.18.

21) ｢憲政要義第六回｣ �皇城新聞�, 1905.07.27.

22) 法學 年, ｢憲法上八大自由에 就하여｣ �西北學 月報� 14, 1909.07.01, 12면.

23) 郭漢倬譯, ｢憲法｣ �太極學報� 6, 1907.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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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최고의 법률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입헌제도의 기 는 곧 삼권분립

주의에 있다고 했다.24)24)사실 삼권분립에 해서는 개항 기 개화 들이 서구의 

입헌정체를 소개할 때부터 그 정체가 무엇이든 치국의 요 은 삼권분립에 있다

고 하면서 “첫째는 입법권으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부로 하여  이를 장하

도록 한다. 둘째는 행정권으로서 입법 이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치를 행하

는 것인데, 이는 행정부로 하여  장하도록 한다. 셋째는 사법권으로서 입법

이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을 시행하고 訟獄을 처결하는 일을 사법부로 하

여  장하도록 한다.”고 하며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강조했다.25)25)

하지만 계몽지식인들은 헌법제정과 삼권분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주권

의 소재에 따라 정체를 구별하면서 입헌정체의 특질이 군주가 아닌 ‘ 의기 ’에 

있음을 강조했다.26)26)즉 “입헌정체는 주권이 비록 군주에게 있으나 정령을 집행

할 시에 일정한 헌법을 확립하여 비록 군주라도 국헌을 違越치 못하는 것”이라

거나,27)27)일본과 국은 같은 군주국체이면서도 주권행사의 형식에 따라 일본은 

입헌 의정체고, 국은 주권이 의회(국왕  상하원)에 있기 때문에 그 실은 

공화국체라고 했다.28)28)군주와 헌법, 의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을 공화국체

라고 한 것은 일본은 왕 1인에게 주권이 있는 것과 달리 국은 주권이 왕과 의

회에 있다는 에서 입헌공화제라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계몽지식인들은 입헌정체의 핵심을 주권이 구에게 있느냐로 인식

하고 군주와 의회가 주권을 함께 가지는 입헌군주제를 근 국가의 건설 방안으

로 생각했다. 서북학회 회원 한 호가 “통치권은 국권이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라고29)
29)했듯이 당시 계몽지식인들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 으로 결정하는 

권리인 주권을 통치권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이들은 인민을 당연히 통치의 상

24) 全永爵, ｢立法司法及行政의 區別과 其法意義｣ �太極學報� 8, 1907.03.24, 14면.

25) ｢歐美立憲政體｣ �漢城旬報� 10, 1884.01.30.

26) 서희경, 2006 ｢ 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  기원(1898~1919)｣ �한국정치학회보� 40-5, 

151면.

27) ｢皇城基督敎靑年 에서｣ �大韓每日申報�, 1906.10.05.

28) ｢國家論의 槪要 九號續｣ �西北學 月報� 11, 1909.04.01, 16면.

29) 韓光鎬, ｢統治의 目的物｣ �西友� 5, 1907.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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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했을 뿐이고, 자신들로 구성될 의회를 통해 군주의 통치권을 견제하고

자 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계몽지식인들이 입헌군주제를 선호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입헌은 문명부강의 主物이요 문명부강은 입헌의 從物이라”고 하며 “20

세기 인민으로 입헌  사상이 결핍한 국가는 나라의 독립을 유지키 곤란하며 타

락한 국권을 회복키 곤란”하다고 했다.30)30)병합 직  한매일신보에서도 “이 세

계는 헌정(입헌정치)세계라. 헌정을 행하는 나라는 반드시 흥하며 헌정을 행치 

못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함은 어린 아이도 모두 아는 바”라며 “헌정을 행하여 

인민의 복리를 팽창  하며 정부의 施爲를 편의  하며 군주의 신성을 長保  

함이 가하다”고31)
31)하며 부국강병을 한 입헌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때 헌정은 입헌군주제 다. 한 마디로 이들은 입헌 여부를 문명과 부국강병의 

척도로 보고 입헌  비를 강조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제국주의의 침략  

세계 이었던 문명개화론 즉 사회진화론  인식이 깔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무릇 국가의 삼 요소  가장 요한 인민부터 자립 자강할 지식이 있은 

후에야 나라가 능히 독립할” 수 있다고32)
32)했듯이 통 인 우민 에다가 무식하

고 미개한 인민으로는 문명개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회진화론  인식을 더한 엘

리트주의도 입헌군주제를 선호한 요한 이유 다. 때문에 한말 각지에서 반

건반제운동을 벌이던 인민을 ‘폭도’ 내지 ‘비도’로 비난했던 이들에게 서구의 시

민 명과 같은 격한 정치 명은 고려 상이 될 수 없었다. 

한 이들이 인민주권에 근거한 공화제보다는 입헌군주제를 선호한 데는 공화

제가 갖는 정치  폭발력 때문이기도 했다. 공화는 원래 서양에서 특정한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상이나 헌법상 원리를 표 하던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세 후기 이후부터 군주국과 립되는 개념 즉 ‘왕이 없는 

국가’로 사용되어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다.33)33)당시 국과 일본을 통해 수용

30) 金振聲, ｢立憲世界｣ �大韓 學報� 4, 1909.06.20, 23면.

31) ｢憲政硏究 의 必要｣ �大韓每日申報�, 1910.03.19.

32) 薛泰熙, ｢法律上人의 權義｣ �大韓自强 月報� 8, 1907.02.25, 19면.

33) 이 록, 앞의 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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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화 역시 군주제를 부정하는 ‘비군주제’를 뜻했다. 공화는 곧 존하는 군주

를 부정하는 반역의 의미 기 때문에 이들은 존하는 군주를 부정하는 공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 군주권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계몽지식인들은 헌정을 인민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부국강병을 

한 제로 그리고 군주를 견제할 수 있는 통치권의 문제로 인식했다. 여기에다 

인민에 한 부정  인식 즉 통 인 우민 에 더한 문명개화론 그리고 존하

는 군주제를 부정하고 ‘반역의 의미’인 공화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  이유 

등이 향을 미쳐 계몽지식인들은 입헌군주제를 근 국가의 정체로 선호했던 것

이다. 

3. 민주․공화의 개념과 상 계

그러면 개항 이후 서구의 근 정치제도를 소개, 수용하면서 병합 직 까지 민

주와 공화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보자. 

계몽지식인들은 정체를 논하면서도 근  민주정치의 기본 가치인 인권에 해

서도 제한 이기는 하지만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지간은 

“세상에 생존하는 인류는 여하한 종족을 물론하고 비록 天帝라도 털끝 하나를 

그의 인권을 능히 범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인류도덕의 범  내에서 자유로 

행동하고 독립으로 생활함은 우리 인류의 생존원칙”이며 “나의 천부한 자유 인

권으로 세상에 서서 국가에 해서 부당한 의무로 정정당당하게 실행하면 비록 

天帝의 앞이라도 꺼릴 것이 없다.”고 했다.34)34)필명 警世生은 인권은 “천부의 동

등한” 권리로서 “남녀존비의 평등함과 혼인의 자유를 허함이며 인민의 언론권과 

八 權과 신앙권과 선거권 등 天理人情에 합한 바”를 가리키는 것이라며35)
35)개

인의 권리를 국권보다 우선하는 자연법  사상인 천부인권설을 주장했다. 

34) 金志侃, ｢靑年立志｣ �太極學報� 15, 1907.11.24, 8-9면.

35) 警世生, ｢人權은 國權의 基礎｣ �大韓學 月報� 4, 1908.05.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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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천부인권설은 소수의 의견에 지나지 않았다. 다수 계몽지식

인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를 앞세우는 국가주의  입장 내지 실정법 내에서 

인권을 받아들 다. 컨  설태희는 “천부권은 사람이 태어남과 더불어 고유”

한 것이지만 “법률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 소  천부

자유라고 하는 말은 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36)36)안국선 역시 고  그리스의 철

학자 라톤의 �정치가�를 인용, “민주정치는 자유의 표”, “민주주의의 기 되

는 평등의 념” 등을 언 하며 실정법 내에서의 자유, 평등의 기본권을 소개했

다.37)37) 한 필명 법학소년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八大自由權을 소개하면서 “자

유라는 것은 결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 이 에 존재한 바 

아니오. 그 실질범 는 오로지 법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38)38)이처

럼 계몽지식인들은 인권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에 해서도 천부인권설을 

부정하고 실증법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했다.

때문에 계몽지식인의 심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인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주권소재나 정체에 집 되어, 민주라는 개념을 주로 ‘민주정체’, ‘민주국’, ‘민주공

화’ 등 정체와 연결하여 사용했다. 이때 이들이 분류한 국체 내지 정체의 기 은 

“국가의 형체는 주권의 소재로부터 정하고 정부의 형체는 주권행사의 형식 如

何” 다.39)39) 

계몽지식인들이 ‘민주정체’, ‘민주국’, ‘민주공화’ 등에서 사용한 민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자. 컨  “민주정체는 즉 공화정체이니 헌법을 因하여 주권을 

행하되 2종 분별이 있으니 국민 표자 통령에게 임하여 주권을 행키도 하고 

국민이 직 으로 주권을 행”한다거나40)
40)“민주국은 그 국가의 요소 권력이 있는 

자를 말함”이오 “민주국이란 것은 국민 체가 주권을 총람하는 국가를 말함”이

라고41)
41)하여 민주정체 내지 민주국의 주권은 기본 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36) 梧村 薛泰熙, ｢法律上人의 權義｣ �大韓自强 月報� 8, 1907.02.25, 17면.

37) 安國善, ｢政治家｣ �大韓協 報� 5, 1908.08.25, 23면. 

38) 法學 年, ｢憲法上八代自由에 就하야｣ �西北學 月報� 14, 1907.07.01, 13면.

39) ｢國家論의 槪要 九號續｣ �西北學 月報� 11, 1909.04.01, 16면.

40) ｢憲法要義第六 ｣ �皇城新聞�, 19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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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정치는 만민공심에서 나온다.”라고42)
42)한 것 역시 주권재민을 말한 것

이다. 특히 “민주국이란 것은 민이 함께 하는 정치요 을 따로 두지 아니함을 

말함”이라43)
43)하여 민주국은 ‘존’ 즉 군주를 따로 두지 않는 ‘비군주국’이라고 했

다. 한 민주정체를 “  인민의 의지가 직  는 간 ( 의 )으로 독립 고유

의 최고권이 된 경우”라고44)
44)하여 민주를 인민주권으로 인식했다.

이와 같이 인민주권이 근본인 민주정체는 곧 “국민에게 통치권의 주체가 존재

한 나라”인45)
45)공화국으로서 민주와 공화는 같은 개념인 것이다. 즉 국민에게 주

권이 있는 민주국은 군주 1인에게 주권이 있는 군주국을 부정하는 비군주제인 

공화국인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계몽지식인은 민주는 인민주권을 뜻하는 것으로 

군주 1인 주권을 부정하는 공화와 같은 의미로 인식했다.  

그럼 민주와 연결된 공화를 계몽지식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자. 

주지하듯이 공화라는 용어는 이미 동양에서 ‘왕이 없을 때 신하들이 의논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해 왔고,46)46)개항 이후 서구의 ‘republic’을 번

역한 공화가 한국에도 수용, 사용되었다. 그런데 개항 후 공화는 미국이나 랑

스를 합 국공화로 소개했듯이 주로 정체의 한 형태로 언 되었을 뿐 공화의 본

질인 공화정 내지 공화주의에 한 본격 인 소개나 논의는 거의 없었다. 1906

년 10월 목사 최병헌은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한 연설에서 “정체는 국가주권을 

집행하고 정치조직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며 정체를 군주정체와 입헌정체, 민주

정체로 분류하고, 입헌정체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나 정령을 헌법에 따라 집행

해야 하는 입헌군주제로, 민주정체는 곧 공화정치인데 여기에는 국민 표자인 

41) 郭漢倬, ｢憲法｣ �太極學報� 6, 1907.01.24, 27면.

42) 元泳義, ｢政體槪論｣ �大韓協 報� 3, 1908.06.25, 27면.

43) ｢盧梭民約｣ �皇城新聞�, 1908.08.04.

44) 鮮于, ｢國家論의 槪要(續)｣ �西北學 月報� 12, 1909.05.01, 10면.

45) 法律續書人, ｢國家의 區別｣ �大同學 月報� 8, 1908.09.25, 21면.

46) 동양에서 공화라는 말은 ‘기원  841년 서주의 厲王이 폭정을 일삼다가 민란으로 彘 땅

으로 달아난 다음 14년 동안 제후인 周公과 召公이 왕을 신하여 정치를 행했다’는 데

서(�史記� 周 나라 本紀) 유래한 것으로, 조선시 에도 공화는 반역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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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을 선출하여 주권을 임하는 것과 국민이 직  주권을 집행하는 직  민

주제로 분류하여47)
47)공화를 민주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다. 한 원 의는 ｢정

체개론｣이란 에서 정체를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로 분류하고 다시 군주정체는 

제와 입헌으로, 공화정체는 貴顯과 민주로 나 면서 귀 과 민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민주 즉 민주공화라고 하여48)
48)민주공화를 공화정체의 한 

종류로 분류하거나, ｢국가의 개념(속)｣이란 에서는 “공화제도의 폐단은 다수

한 압제에 있어 시정의 방침이 하층의 衆意를 합함을 갑자기 하니 지 에 민

주제도라 칭”한다고49)
49)하여 때에 따라서는 민주와 공화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계몽지식인들은 민주를 공화와 구별 없이 사용하거나 민주를 공화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일반 이었다. 어느 경우든 유성 이 �법학통론�에

서 언 했듯이 공화정체의 핵심은 “통치권이 인민 체에 있어 국가의 정치를 

인민이 스스로 행”하는50)
50)정체로서 인민주권에 있었다. 다만 공화정체를 귀 과 

민주로 구분했던 원 의는 “공화는 군주가 신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체이고51)
51) 

“공화정치는 군신의 자유 권리를 和同함”이라고52)
52)했듯이 입헌군주제를 공화제

의 한 정체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군주 1인이 제하는 군주

제와는 구별했다.   

한말 계몽지식인들이 분류한 정체론에서 민주와 공화는 동일 개념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국체 내지 정체를 구분하는 기 은 주권의 소재 내지 

행사 주체가 구인가 기 때문에 민주의 개념은 다만 주권 소재의 상으로 국

민을 인식하되 매우 제한 이었다. 따라서 민주는 인민주권이라는 주권 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화는 군주 1인의 주권을 반 하는 비군주라는 의미에서 민주와 

47) ｢皇城基督敎靑年 에서｣ �皇城新聞�, 1906.10.05.

48) 元泳義, ｢政體槪論｣ �大韓協 報� 3, 1908.06.25, 27면.

49) ｢國家의 槪念(續)｣ �西北學 月報� 1, 1908.06.01, 16면.

50) 유성 , 1905 �法學通論�, 박문사, 66면.

51) 元泳義, ｢政體槪論｣ �大韓協 報� 3, 1908.06.25, 27면.

52) 元泳義, ｢政治의 進化(續)｣ �大韓協 報� 10, 1909.01.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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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체로 민주공화는 인민주권의 비군주 정체 정도로 

이해했던 것이다. 민주와 공화에 한 이런 인식을 반 하듯이 병합 직  민주

공화를 정체 가운데 하나로 소개 내지 주장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있었다. 컨

 1907년 미국을 “세계상 민주공화국의 開祖”라고 했고,53)53)원 의는 공화정체

를 귀 공화와 민주공화로 분류했다.54)54)따라서 1919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한민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규범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앞선 시기 민주

공화의 조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서55)
55)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

라는 용어가  뜻밖의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인민주권의 자각과 민주공화제로의 지향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와 련한  하나의 의문은 강제 병

합 직 까지 입헌군주제를 선호했던 근 국가 건설 방안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

에 민주공화제로 바 었는가 하는 이다.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 정체를 채택

한 것과 련해서는 2천년이나 지속되던 황제정을 무 뜨리고 공화정을 향해 나

아가기 시작한 1911년 국의 신해 명의 향 등이 지 되기도 했다.56)56)물론 

신해 명이 당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체에 미친 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

만 이것만으로 민주공화제의 수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공화제 수용의 사상  기 에 동론 내지 동사상이란 정신  통과 

연 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57)57) 한제국이 1910년 망했을 때 안  

정치이념으로 공화주의 는 민주공화주의 던 것은 일제시기 독립운동가 부

53) ｢國家의 主動力｣ �大韓留學生 報� 2, 1907.04.07, 5면.

54) 元泳義, ｢政體槪論｣ �大韓協 報� 3, 1908.06.25, 27면.

55) 이 록, 앞의 논문, 59면.

56) 배경환, 1997 ｢上海 南京지역의 기(1911-1913) 韓人 망명자들과 신해 명｣ �동양사학

연구� 67; 김희곤, 2012 ｢辛亥革命과 한국 독립운동｣ � 국근 사연구� 53.

57) 신주백, 2017 ｢1910년 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정치이념의 환: 공화론과 동론

을 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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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동론에 지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화는 공화정치라는 말로 유통되며 반역 인 정치체제라는 시선도 있기는 했

지만, 주로 화평, 안정, 단합의 함의를 농축하고 있어 동과 같은 함의로 유통

되었다. 하지만 군주제를 부인하지 못하는 공통 이자 제한성 때문에 공화론과 

동론은 병립”하다가 1910년 한국병합을 계기로 “국민 개개인의 민권을 시하

는 민주주의가 여러 사람의 권력인 공화와 목하고, 평등으로 동과 만나며 

민주공화제로 제도화되었다.”고 했다.58)58)임시정부 성립의 근거가 된 1917년의 

‘ 동단결선언’이나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기 한 조소앙 등이 동사상과 연

이 있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이 주장에는 사실 계를 검증하지 못한 

제에 오류가 있다. 

우선 공화와 동의 삼투가 가능하다는 제로서 두 사상 모두 ‘화평, 안정, 

단합을 함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가 성립하려면 서구의 개념인 공화가 ‘화

평, 안정, 단합’을 함의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말 이후 계몽지식

인이나 독립운동가들이 공화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민주와 공화의 수용과정에서 보았듯이 개화 나 계몽지식인 모두 

공화는 단지 국체 내지 정체의 한 유형으로만 인식했을 뿐이었다. 이들이 서구

의 정치제도를 소개한 이나 입헌정체를 논의한  어디에도 공화정 내지 공화

주의 자체에 해 언 하거나 소개한 을 찾아 볼 수 없다. 

주지하듯이 공화국이란 서양에서 기원  509년 폭정을 이유로 왕을 축출한 후 

자신들의 국가를 ‘공공의 것’이란 뜻으로 불렸다.59)59)이후 서구에서 공화는 ‘왕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 ‘정부의 형태에 계없이 공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정치  이상 내지 헌법상의 원리를 표 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서

구에서 세 후기부터 공화국이 국가형태로서 군주국과 립되는 개념으로 사용

되기 시작했고, 19세기 이후 왕정이 다수 붕괴되면서 공화국은 비군주국이란 

의미로 그 의미가 다시 축소되었다.60)60)개항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국, 일본에 

수용된 공화 역시 국체 내지 정체의 한 형태로서 축소된 ‘비군주’ 이상의 의미는 

58) 의 논문, 177면.

59) 趙承來, 2008 ｢공화국과 공화주의｣ �역사학보� 198, 227면.

60) 이 록, 앞의 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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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때문에 당 인들이 ‘비군주제’인 국체 내지 정체의 한 유형으로 인식

한 공화를 동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당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61)61)     

그 다면 민주공화제를 임시헌장에 명기할 수 있었던 계기, 즉 인민주권을 내

재화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먼  일제의 강제 병합이 가져 온 ‘ 존하

는 군주의 부재’라는 정치  변동이 공화제를 수용할 수 있는 직  계기가 

겠지만, 내 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민권을 시하는 민주주의” 즉 인민주권 의

식의 성장이 계기가 되었다.62)62)즉 국민주권주의로 상징되는 인민주권 의식이 한

국병합을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멀리는 조선 후기 이래 가깝게는 

1907년 이후의 후기 의병 쟁 과정에서 성장한 민권의식의 결과 다. 즉 반제반

건의 폐정개 의 주체 던 1894년 농민, 서울 한복 에서 자신의 정치  의견

을 거침없이 토로했던 1898년 만민공동회의 백성 그리고 1904년 이후 민권운동

에 극  나선 지방 인민과 1907년 이후 스스로 주권자임을 천명한 후기 의병

들 속에서 인민주권 의지가 싹트고 무르익었던 것이다. 민주와 공화의 결합에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요구 즉 민권신장이 크게 향을 미쳤던 것이다. 

1904년 이후 앙에서 계몽지식인들이 인민을 배제한 채 정체변  논의가 한

창일 때 지방에서는 하층 인민을 심으로 일상  생활상의 민권운동이 들불처

럼 확 되었다. 비록 그것이 일진회 지회들을 심으로 벌인 것이지만 하층 인

민은 이를 통해 일상 으로 자신들이 겪는 과도한 세  징수와 지주들의 압박, 

지방 리의 부정부패 등을 정치 이슈화하여 항했다. 물론 앙의 지도부가 

이런 하층 인민의 열망을 역으로 이용하여 친일 단체로 그 본색을 드러내지만 

기 지방을 심으로 하층 인민이 거 참여한 일진회의 활동은 민권운동의 연

장이었다.63)63)이런 민권의 신장은 1907년 일제가 한제국의 황제를 강제로 양

61)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기 한 조소앙도 1941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黨綱解釋 草案｣

에서 임시정부 수립 당시 국호 한민국의 민국에 해 “민국이라 함은 민주국의 의미이

니 소  민주국이라 함은 군주정치에 립한 명사”라고(� 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4 한

국독립당 Ⅱ�, 국사편찬 원회, http://db.history.go.kr) 한데서 그 역시 민주를 공화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62) 박찬승은 ‘공화제’에 한 지향과 련하여 ‘국민국가론’과 함께  하나 주목해야 할 것

으로 ‘국민주권론’을 강조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공립 회에 주목, 나라 밖에서 제기된 

것으로 악했다(박찬승, 앞의 논문,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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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이에 항하여 일어난 의병들의 인식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당시 평민

의병장이 주축이었던 의병들은 이 황제양 를 보고 “우리 황실은 있으나 없는 

것과 같”고64)
64)“국가는 있으되 그 實은 없는 것과 같”은65)

65)‘망국’ 상태로 인식했

다. 당시 평민 의병들 역시 국망의 상황에서 국가를 앞세운 국가주의에서 벗어

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의병들이 자신을 “ 한민족의 표자”라며66)
66)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한 것은 존하는 군주를 부정하지 못했던 계몽지식인들의 인식

과는 구별되는 역사  사건인 것이다.

이처럼 망국의 실을 직시하고 인민주권을 앞세운 평민 심의 의병항쟁과 

일상 생활상의 투쟁을 통해 민권 신장을 꾀해 온 민권운동은 망국을 앞에 둔 

시 에서 일부 계몽지식인들에게 크게 향을 미쳤다. 일부 계몽지식인들은 이

런 실을 목격하고 차 진정한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민 심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국민주권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

다.67)67) 컨  한말 웅주의, 국수주의를 강조했던 신채호는 1908년 무렵 “고

에는 한 나라의 원동력이 항상 한, 두 명의 호걸에 있었고 국민은 그 지휘를 따

라서 좌우할 뿐이러니, 일에 이르러서 한 나라의 흥망은 국민 체 실력에 있

고 한, 두 명의 호걸에 있지 않”다고68)
68)했듯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병합 직  

한매일신보 계열을 심으로 나타났다.69)69) 한매일신보는 강제 병합 직 인 

1909년 이후 20세기에 들어 한국의 주민과 한국이 환골탈태하기 한 ‘새로운 

국민(新國民)’으로의 각성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국가(新國家)’의 건설을 연일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63) 기 일진회의 민권운동에 해서는 김종 , 2010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신구

문화사, 70-85면 참조.

64) 金東臣, ｢八域忠義士에게 泣告함(1908.03)｣ �한말의병 쟁자료집-檄文�(한국정신문화연

구원, 2000), 128면. 

65) 湖南義所, ｢告示(1907)｣ �韓國獨立運動史� 1, 국사편찬 원회, 679면.

66) 沈魯術, ｢歸 勸誘書에 한 返書(1908.05.07)｣ �暴徒編冊� 11, 146면.

67) 종익, 2017 ｢ 한민국임시정부 이  정치체제 구상｣ �법사학연구� 56, 225면.

68) 鍊丹生, ｢所懷一福으로 普告同胞｣ �大韓每日申報�, 1908.08.21.

69) 한매일신보는 1907년 8월 군 해산 이후 의병운동이 국 으로 확 되면서 이때부터 

이  의병을 ‘暴徒’, ‘匪徒’로 비난하던 태도를 바꾸어 ‘의병’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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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일신보는 ｢신국가 념의 변천｣이란 사설에서 신국민이 건설할 신국가

의 3요소로 토지, 인민, 주권을 들고 “국가는 국민의 나라이며 그 존망이 오직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나라의 인민이어야 한다.”고 했다.70)70) 한 ｢국민의 권

한｣이란 사설에서도 국민이 있으면 주권이 생겨난다고 하고 “국가는 민의 團

成體오 주권은 민의 합성력”이라고71)
71)하며 제한 이지만 일단 군주주권을 부

정하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어 ｢20세기 

신국민｣이라는 사설에서 20세기 문명의 진보를 설명하면서 동양의 국과 인도 

문명이 정체 는 쇠퇴하고 반면 서양이 암흑시 에서 문명의 황 시 를 맞이

한 것은 “ 제 건의 陋가 去하고 입헌공화의 복음이 遍하여 국가는 인민의 

낙원이 되며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 되”었기72)
72)때문이라며 입헌공화제를 가장 이

상 인 국가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한 국민의 각성을 구했다. 그리고 “국민

 국가가 아닌(입헌국이 아니요 1, 2人의 제하는) 나라와 세계 세를 거스르

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데 한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니 20세기 신국민

의 理想氣力을 분발하면 문명강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73)73)

한매일신보는 병합 직  20세기 새로운 국가의 건설 방안으로 국민주권주의

에 기 한 입헌공화국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곧바로 공화제의 건설을 주장

한 것은 아니었다.74)74)왜냐하면 한매일신보는 연속된 에서 신국가 즉 국민  

국가는 1, 2인이 제하는 나라가 아닌 입헌국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입

헌국이란 곧 입헌군주국이다. 이런 사실은 뒤이은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1910년 6월 19일 ｢국민의 권한｣이란 사설에서 “우리 한국은 원래로 군주가 

주권을 장악하던 나라”라고 하면서 국세가 기운 지  국민이 된 이상 자강자립

의 권한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 히 군주국으로의 국권회복을 주장

70) ｢新國家觀念의 變遷)｣ �大韓每日申報�, 1909.07.15.

71) ｢國民의 權限｣ �大韓每日申報�, 1910.06.19.

72) ｢二十世紀新國民(續)｣ �大韓每日申報�, 1910.02.23.

73) ｢二十世紀新國民(續)｣ �大韓每日申報�, 1910.03.03.

74) ｢二十世紀新國民(續)｣(�大韓每日申報�, 1910.02.23.)에 언 된 “ 制 建의 陋가 去하

고 立憲共和의 福音”을 근거로 윤 원․이승  등이 한매일신보 계열이 ‘민주공화제’

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한 것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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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75)75) 한 한매일신보는 ｢공법의 필요｣라는 사설에서 “나라에 일정한 법을 

세우고 임 은 그 법률을 지키어 권리를 남용치 못하고 인민은 그 법률을 시행

하여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바라.”라고도 했다.76)76)병합 직 에 이르기까지 

한매일신보는 여 히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이  개화  내지 

계몽지식인들과는 달리 인민주권에 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이와 같이 한말 계몽지식인들은 병합 직 까지도 군주제를 부정하지는 못했

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주가 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반역의 명  

사상’인 공화제를 수용할 수 없었던 당시 계몽지식인들의 한계이자 한국 근 사

의 역사  제한성이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강화된 인민주권 의식은 이들에게

도 향을 미쳤다. 그 결과 병합 직  한매일신문의 경우 어느 때보다도 국민

주권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1910년 8월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은 이런 상황

을 변시키는 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일제의 불법 병합으로 사실상 군주가 

부재한 상황이 되면서 ‘반역’의 개념이었던 공화가 비로소 독립운동계를 심으

로 신국가의 건설 방안으로 수렴되어 1910년  비록 나라밖에서 이지만 공화제

에 기 한 임시정부 건설운동을 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77)77)그리하여 인민주권

을 쟁취한 1919년 3.1운동을 결정  계기로 그해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민

주공화제를 채택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한말 근 국가의 건설 방안으로 논의 던 입헌정체론을 심으로 민

75) ｢國民의 權限｣ �大韓每日申報�, 1910.06.19.

76) ｢公法의 必要｣ �大韓每日申報�, 1910.07.23.

77) 박용만은 1911년 공화제에 기 한 임시정부인 무형정부건설을 주장한 뒤 미주, 연해주, 

상해, 간도, 국내와 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임시정부건설운동을 벌 고 1917년 ｢ 동

단결의 선언｣은 이런 운동의 결과 다.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윤 원, 2019 ｢1910년  

해외 독립운동가의 국제정세 인식과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 �3.1운동과 한민국임시정

부의 재조명 Ⅰ�,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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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공화에 한 인식과 사용 용례에 한 검토를 통해 한민국임시정부 임시

헌장에 민주공화제를 명기할 수 있었던 내  계기를 고찰했다.

입헌군주제, 공화제와 같은 서구의 정체는 개항 이후 개화 들이 수용, 소개하

기 시작했다. 특히 을사늑약 체결 이후 계몽지식인들이 심이 되어 근 국가의 

건설방안으로 정체변 론이 꽃을 피웠다. 이들의 심은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와 

같은 근  정치제도의 민주  원리나 인민의 기본권 보다는 정체변 에 집 되

었다. 이들은 정체변 을 주장하면서 부국강병을 우선했고 여기에다가 통 인 

우민 에 문명개화론과 같은 사회진화론  인식이 더해져 인민을 단지 계몽의 

상으로 인식했다. 이들이 말한 인민주권이나 민권은 국민공동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선언  주장에 지나지 않았고, 인민의 참정권 배제를 제한 것이었다. 

한 이들은 정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와 공화의 개념이나 원리에 심을 

갖기 보다는 정체를 주권의 소재 여부에 그리고 주권을 통치권의 문제로 인식하

면서 민주를 ‘비군주’ 즉 ‘공화’의 의미로 인식했다. 더구나 군주가 존하는 상

황에서 공화는 ‘반역의 의미’ 기 때문에 이들은 군주의 통치권을 의회를 통해 

자신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를 근 국가의 건설 방안으로 선호했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래 아래로부터 성장한 민권의식은 한말에 이르러 한매일

신보 계통의 계몽지식인들에게 큰 향을 미쳤다. 1904년 이후 지방 인민들은 

앙의 친일  지도부와는 달리 기 지방 일진회를 통해 국 인 민권 신장운

동을 벌 다. 1907년 이후 평민의병들은 고종이 황제직을 양 한 상황을 ‘국망’

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 한민족의 표자’라고 하며 주권자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인민의 주권의식이 반 되어 한매일신보 계열의 계몽지식인들은 비록 입

헌군주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병합 직  어느 계몽지식인보다 인민주권

을 강조했다. 

이 게 내재화된 인민주권 의식은 1910년 일본의 불법 병합을 계기로 이후 국

내외에서 개된 공화제 임시정부건설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인민주권을 쟁취

한 3.1운동은 1919년 4월 민주공화제의 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결정  역할을 

했다. 이때 민주공화제는 한말의 민주와 공화 의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

었다. 임시헌정을 기 한 조소앙이 한민국의 민국이 곧 공화라고 했듯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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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의 민주는 공화와 동어 반복이었고 그 핵심은 인민주권의 강조에 있었다. 

때문에 1919년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가 획기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그 다고 

이 민주공화제를 당시 서구 내지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 내지 평가하는 것은 역

사  사실에서 벗어난 과 평가인 것이다.

주제어 : 입헌정체, 민주, 공화, 민주공화, 민권, 인민주권, 한민국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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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ussion about the Costitutional System of Government and 

Democracy․Republic’s meaning at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
78)

Yun, Dae-won **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l reasons for the adoption of democratic republican 

government 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entering o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government theory that was discussed as a construction plan for the modern nation.

Since 1905, the concern of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has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form of government rather than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the modern political 

system or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t was a declarative argument that came 

from the recognition that people’s sovereignty or civil rights were a national community. 

They recognized democracy as ‘non-monarchy’(非君主) or ‘republic’. Moreover, in the 

presence of monarchs, republican was the meaning of treason, so they favored the 

constitutional monarchy as a means of building a modern state.

However,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ivil rights consciousness that grew from 

below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enlightened intellectuals of the 

Daehanmaeilshinbo(大韓每日申報) line. Since 1904, local people have participated in a 

local civil rights movement called Iljinhae(一進 ), which has promoted national civil 

rights. In 1907, the late patriotic soldier recognized Kojong’s demise of the Crown as a 

“the fall of a nation” and made himself clear that they were a sovereign 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people. Reflecting such a sense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Daehanmaeilshinbo emphasized people's sovereignty more.

This indwelled consciousness of people's sovereignty was the driving force of the 

republican government movement, which was developed at home and abroad after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8 Twenty-First-Century New Kyujanggak Archival 

Program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KIKS).

** Visiting resea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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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al annexation of Japan in 1910. The March 1 movement, which won people's 

sovereignty,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in April 1919. At this time, democratic republic was not far 

from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consciousness. Democracy in a democratic republic 

is synonymous with republic, and the emphasis is on people's sovereignty. For this 

reason, it is clear tha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1919 Provisional Charter was a 

landmark event, but it is an overestimation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this democratic 

republic is interpreted or evaluated in the Western and contemporary sense.

Key Words :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Government, democracy, republic, 

democratic republic, civilright, people’s sovereignty,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