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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622년 인조반정으로 서인․남인의 공존체제를 수립한 조선 기의 붕당정치는 

해군 에 일당 제의 길을 걸었던 북 세력을 제외하고는 앙 정부에 참여

할 만한 정치 세력의 역량을 앙정치에 수렴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17세기 후반 이후 정치 주도층 사이에 립과 도태

가 격화되어 붕당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복수 붕당의 공존과 상호비 의 원리가 

부정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해 수행해야 했던 정치  과

제는, 당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많아져 정치  경쟁이 집단 으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태에서 그 집단  경쟁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인들이나 사상가들은 그 방향으로 논리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 다. 성호 이익은 붕당간의 쟁투가 정치  이익을 한 경쟁임을 지 하여 

실 정치의 실상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지만, 그것을 논리화하기보다는 과거 

* 이 논문은 2012년 서울 학교 인문 학의 학술논문 게재 지원을 받았음.

** 서울 학교 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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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여 경쟁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 다. 확 된 정치 참여 세력

을 이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았으므로 붕당정치

를 성립시켰던 사족 공동의 정치논리는 붕괴되었다. 그 이후 18세기 탕평군주가 

국가 운 을 주도하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고 사회개 에서 지 않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 으나 그것 역시 한계에 부딪힌 지배체제를 근본 으로 변 할 만

한 논리와 사회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1)1)이와 같이 붕당정치나 탕평군주

는 17․18세기를 뛰어넘는 사회 운  논리를 수립하지 못하 다. 지배층의 체제 

인식을 확인하기 해 남은 문제는 그 시기 지식인들의 정치사상을 조선시  

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야, 즉 민본이념이나 군주체제 등 조선 지배체제의 기본 

성격에 입각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민 운동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당  사회 구성원들이 지

배체제를 해체하여 새로운 시 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는가, 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 의 

통  지배체제를 해체한다는 과업은 당시 지배층-피지배층의 계를 복하는 

것이었으며, 그 핵심은 군주제의 폐기 혹은 무력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한다. 한국사의 개에서 조선 인민들은 자기 힘으로 지배층과의 계를 재설정

하거나, 군주제를 폐기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도달하지 못하 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의 민족․민 운동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조선후기 사회운동의 과제가 구체 으로 어떤 성격을 지녔으

며, 그 과제의 수행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2. 민본 이념에 갇힌 지배층

1) 민본 이념의 기본 성격

일 이 맹자는 신하가 그 임 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齊나라 국왕의 질문에 

1) 오수창, 2012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후 맥락｣ �역사학보�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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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周 武王이 주도하여 商의 폭군 紂王을 쫓아내 죽게 한 사례를 들면서 

신하들이 죽인 것은 ‘한 사나이’ 을 따름이지 임 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

다. 이 내용은 조선 기에 최고 통치자 국왕에 의해서, 혹은 국왕을 둘러싸고 일

상 으로 거론되었다. 를 들어 건국 직후 사헌부의 상소에서는 ‘桀王과 紂王이 

망한 이유’를 국왕에게 상기시켰고, 태종은 부세제도의 변경에 따라 민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받은 후 “그 다면 내가 걸․주가 되겠구나.” 하고 탄식하

다.
2)

2)태종과 세자는 걸과 주가 ‘인심’을 잃어 백성들에게 배반당한 일을 주고받

으며 자신들도 인심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지 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어  일

을 소홀히 하겠느냐고 각성하 다.
3)3) 

폭군 걸․주가 신하들에 의해 축출된 일을 국왕과 신하들이 되풀이하고 그것

을 실록에 기록하여 후 로 원히 달하던 상황에서 당시 국왕을 포함한 정치

세력이 인민이 왕실을 뒤엎을 수 있다고 공개 으로 경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다. 그러한 논의는 비록 지배층 내부라는 범 를 벗어나지 못하 지만, 폭력에 

의한 역성 명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던 맹자의 논리는 조선과 같은 세습 군주

체제가 허용할 수 있었던 정치논리의 최 치 다고 단된다.
4)4) 

국왕이 인민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을 국왕 자신과 신하들이 공개 으로 경계

하던 조선 기의 정치상황은 그 시기 民本 이념의 확립과 맞물려 있었다. 민본

사상의 핵심은 ‘民惟邦本’이라 하여 민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

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

고, 군주는 요하지 않다.”하는 어구가 곧 되풀이되었다. 실 으로도 “백성

들은 세 [貢賦]를 바쳐서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변경에 일이 있으면 무기

를 들고 지키는 존재” 곧 국가의 경제 ․군사  기반이며, 따라서 “백성이 없

으면 사직과 종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이 요하다.”라고 강조되었다. 

2)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20일 기해 ; �태종실록�, 태종 원년 12월 20일 갑술.

3) �태종실록�, 태종 5년 8월 19일 임오.

4) 蕭公權(최명․손문호 역), 1998 � 국 정치사상사�, 서울 학교 출 문화원, 157-162면 

참조.



252·한국문화 60

그런 바탕 에서 지배층은 국가의 근본인 백성을 한 정치를 해야 했다. 

“하늘”이 군주를 세운 것이나 군주가 료를 임명한 것은 백성을 한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백성을 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주를 비롯

한 지배층은 부모로, 백성은 자식으로 비유되었다. 天과 인간은 하나의 동일한 

氣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불만이나 항은 자연의 재이를 래한다

고 하 다. 백성의 원망과 억울함이 지배층에게 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

한 것이다. 지배층 내부에서 상 으로 진보 이고 양심 인 개인이나 집단은 

이러한 민본 정치이념 에서, 지배층의 불법 인 백성수탈을 비 하고 국가의 

과도한 수탈을 견제함으로써 민생의 안정에 심을 기울이는 ‘온정  배려’를 베

풀 수 있었다.
5)

5)특히 정도 의 경우 인층과 민의 계를 일방 인 지배-피지

배의 계가 아닌 사회  분업에 따른 ‘相報’의 계로 인식하 음이 강조되기도 

하 다.
6)6)

조선시  민본사상이 19세기 말의 민 운동에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한 사실은 

이미 설명된 바 있다. 조선 왕조를 개창한 건국 주체세력이 내세운 지배 이념이 

民本과 仁政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지배-피지배층 간의 

상호 교섭과 침투를 거치면서 민본과 인정, 德義가 하나의 ‘정치문화’로 형성되

어 갔다고 설명되었다. 교육경험의 확 와 평민․천민의 신분상승 속에서 지배

이념은 피지배층에 의해 지배층을 비 하는 무기로 유되는 데 이르 으며, 민

이 국왕을 신하여 수령의 죄를 묻고 스스로 인정을 회복한다는 代執行 단계

를 거쳐,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국왕이라는 존재를 상 화하고 새로운 정치질

서를 여는 의식을 형성해 갔다는 것이다.
7)7) 

하지만 조선시  민본사상의 한계 한 명백하 다. 당시의 지배층은 정치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체인 백성에 해 국가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배층이었으며 백성

5) 김훈식, 1989 ｢15세기 민본이데올로기와 그 변화｣ �역사와 실� 창간호, 186-190면.

6) 이석규, 2006 ｢麗末鮮初 新 儒臣의 民에 한 인식｣ �‘민’에서 ‘민족’으로�, 선인, 37-38면.

7) 배항섭, 2010 ｢19세기 지배질서의 변화와 정치문화의 변용 : 仁政 願望의 향방을 심

으로｣ �한국사학보� 39, 고려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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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의 통치에 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8)

8)이 시기 인층

이 민을 강제로 통치하는 명분론  근거는 민이 도덕  능력 없이 人欲만을 좇

는 존재 다고 보는 데 있었다.
9)

9)따라서 조선 기의 민본 이념은 지배층의 민에 

한 ‘온정  배려’에도 불구하고 근본 으로는 지배체제의 신분계  성격과 

억압 이고 수탈 인 성격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지배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지

배이데올로기 다고 설명된다.
10)10)

2) 조선후기 정치사상의 한계

지배층이 내세운 민본과 인정은 오랜 시간이 흘러 민 이 새로운 정치 의식과 

질서를 개척하는 데 젖 이 되기도 하 으나, 그 시  한계가 새로운 의식의 

성장을 제한하는 측면 한 뚜렷하 다. 민본이념이 설정한 이상이 매우 높았고, 

그것만으로도 실을 개 할 여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조선시  민의 정치  

입지에 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고 설명되는 사상가들이 여럿 있다. 그  

표 인 인물들을 심으로, 그들이 조선 기의 민본이념에서 근본 으로 탈피

하여 지배층과 민의 계에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었는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조선 기에 신 인 정치사상을 내놓은 인물로 許筠이 강조되었다. 그는 정

치의 상으로 민 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았으며, 통치자나 료 계 이 정책

을 세우고  그 정책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민 이어서 

정자는 종이라고 했다고 설명되었다. 특히 허균이 설명하는 민  사이의 ‘豪

民’은 ‘시 의 사명을 스스로 깨달아서 남과 사회와 국가를 나와 계지을  알

고 자기가 받는 부당한 우와 사회의 부조리에 도 하는 무리이며, 자기의 권

익과 함께 남의 권익을 해서 조직력, 행동력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

추고 앞장서는 인물’이라고 설명되었다. 허균의 정치 이념은 ‘ 명 이론’이라고 

 8) 김훈식, 앞의 논문, 188면.

 9) 이석규, 1996 ｢조선 기 인층의 민에 한 인식 : 민본사상과 련하여｣ �역사학보� 

151, 55면.

10) 김훈식, 앞의 논문, 188-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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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었으며, 체 으로 ‘백성을 해서 군주와 집권자가 있는 것이지 군주 개

인이나 집권세력을 해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착취당하는 계 은 

언제인가 반드시 모순된 정치 제도  정치 실을 개 하려고 일어난다는 것, 

얼핏 보기에 민 은 무기력하고 우매한 것 같지만 때를 만나면 무서운 항세력

이 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허균은 특히 호민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와서 백

성을 충동질하면 근심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

담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이 바로 앞에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지 했다는 것

이다.
11)11)

하지만 허균의 ｢호민론｣을 명 이론으로 해석한 바로 그 설명에서도 허균의 

정치사상에 내포된 한계가 명확히 지 되었다. 허균이 말하는 호민의 세력

은 어디까지나 썩어빠진 권이나 독재 군주이지 정당한 권이나 바른 군주는 

아니었으며, 허균은 호민을 왕건이나 이성계가 아닌 견훤이나 궁 , 한 고조나 

당 태종이 아닌 황건 이나 황소에 견주었다는 것이다.
12)

12)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허균의 사상에 용한  용어와 개념들을 걷어내고 허균의 주장을 원문 그

로 음미할 필요가 있다. 허균의 ｢호민론｣은 ‘호민’의 성격을 직 이고 구체

으로 지 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그 의 골자는 군주와 집권자는 백

성을 해 존재하며, 겉으로 무기력해 보이더라도 억 린 민 이 때를 만나면 

무서운 항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내용은 조선 기에 정립된 

민본이념의 테두리를 질 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사나운 백성이 국가 권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가 비록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발언이 만일 인민을 향해 쏟아낸 것이었다면 문제가 달라졌

을 것이다. 그 경우 허균의 발언은 진정 명 인 사상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호민론｣은 그 청자가 인민 일반이었다고 단할 근거가 없다. 특히 그 은 

“백성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爲民牧 ]가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잘 알아서 제

도나 방법을 바꾼다면 그런 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구 로 마무리되

었다. 허균의 의도는 민 을 직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 을 다스리는 사

11) 이이화, 1980 �허균의 생각�, 뿌리깊은 나무, 67-70면.

12) 이이화, 의 책,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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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하여  지난 일을 거울로 삼아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

리고 그러한 의도는, 태종이 자신이 걸․주처럼 왕 에서 축출되고 나아가 왕조

를 종식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던 조선 기 지배층의 인식에서 질

으로 더 높이 나아간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다음 시기인 18세기에 탕평 군주 英祖와 正祖가 인민에 한 새로운 정치이념

을 제시하 다는 설명이 많이 있다. 조 에 이르러 ‘民國’이라는 용어가 새롭

게 부각되는 상황에 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때 사족과 양민을 

균등하게[齊一的] 지배하는 의의 백성 이 두하 으며, 백성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연결시켜 설정하 고, 백성의 생활 안정을 국가 안녕에 필수 제 요건

으로 간주하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백성’, ‘나라-백성’이 각기 하나로 연

결될 뿐만 아니라 ‘군주-나라’ 역시 등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군주와 

나라도 일체로 인식되어 ‘군주=백성=국가’의 계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되었다.
13)13)

하지만 조선 기 민본사상에서 지칭하는 民은 良人, 賤人 등 특정 계층에 국

한되지 않으며 인층만 제외하고는 士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의미하

다.
14)

14)고려말 조선 의 李崇仁, 권근, 정도  등에 이르러 인층과 민이 同

胞․同類로 표 되는 일체  계에 있다고 인식되었다.
15)

15)따라서 조가 사족

과 양민을 균등하게 포 하는 백성 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선 기의 

민본이념을 근본 으로 넘어선 것이 아니었다고 단된다. 나아가 조가 설정

했다는 ‘군주=백성=국가’의 등치 계는 논리 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16)16) 

조선후기의 丁若鏞이 한국사상사에서 앞 시기와 당 의 학문  성과를 종합하

는 발군의 업 을 쌓았다는 에 학계가 동의하고 있다. ｢原牧｣과 ｢湯論｣으로 

표되는 그의 정치사상은 명 인 정치사상이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정약용

13) 김백철, 2010 �조선후기 조의 탕평정치� 태학사, 211․274-277면.

14) 김훈식, 앞의 논문, 185쪽 ; 이석규, 앞의 논문(1996), 41-47면.

15) 이석규, 앞의 논문(2006), 39-43면. 

16) 김인걸, 2011, ｢정조의 ‘국체’ 인식｣ �정조와 정조시 �, 서울  출 문화원, 120-123면 

; 오수창, 앞의 논문,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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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에 의하면 天子․皇王은 백성으로부터 차례차례 단계 으로 상향하여 衆

民의 추 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군주는 자동 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

라 백성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끌어내려 평민을 만들고 다른 능한 지도자

를 다시 선출하여 군주를 교체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옛 제

도를 원용하면서, 아래(백성)로부터 (천자)를 뽑는 것을 ‘ ’이라 하고 로부

터 아래를 임명하는 것을 ‘ ’이라 한 것은 본질 으로 원시공동사회의 원시 민

주제를 빌려다 자기 시 의 제군주제를 비 하고 새로운 민주제에의 희구와 

모색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백성의 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을 승

인하고 강조했으며 입헌군주제의 맹아를 보 다고 설명하 다.
17)

17)근세 조선조에

서 처음으로 정약용이 정통 유교에서는 통치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민을 정치

의 주체에로까지 고양시킴으로써 근 인 정치사회에의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

도 있다.
18)18)

반면에 다음과 같이 정약용의 사상이 합리 이고 양심 인 통 인 지배층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음을 단언하는 입장도 있다. 다산의 민에 한 인

식은 유가의 애민의식에서 출발하여 결국 합리 이고 양심 인 사족 지배체제에

가닿으며, 그것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의 내용이자 주제라고 평가

되었다. 다산은 존 지배체제의 타락에 해 �여유당 서� 체에 걸쳐 맹렬히 

비 하 지만 사족 지배 체제 자체에 한 반성  고찰은 없다고 하면서, 사족

이 지배계 으로 정치권력을 독 하고 민이 지배 상으로 놓이는 체제 자체를 

넘어설 어떤 상상력도 없다고 평가하는 입장이다.19)19)이 내용  정약용의 민에 

한 사유와 연결되었다는 사족지배체제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호하

고, 정약용이 당시 정치질서를 넘어설 ‘상상력’마  완 히 결여하 다고 단언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약용이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독 하고 민이 

지배 상으로 놓이는 당시 체제를 뛰어넘어 민이 심이 되거나 주체 인 권력

을 행사하는 새로운 정치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17) 신용하, 1997 �조선후기 실학 의 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54-63면.

18) 박충석, 2010 �한국 정치사상사 제2 �, 삼 사, 397-398면.

19) 강명 , 2012 ｢과연 탈 세  인물인가｣ �한겨 신문� 2012년 6월 20일자,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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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원목｣과 ｢탕론｣을 바탕으로, 군주가 민에 의한 추

와 교체의 상이 된다고 설정함으로써 정약용이 명 인 정치사상을 제시했

다고 설명한 논 에서도, 그러한 의미 부여와 동시에 정약용 사상의 한계를 지

하 다. 정약용이 군주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군주와 백성의 계에 하

여 ‘군주는 부모이고 백성은 자녀’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 다고 하 다.  

군주란 교체하여 개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왕도’에 따라 명한 군주가 되어 

‘仁政’과 ‘德治’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 제군주’를 비 한 것일 뿐 어디까지

나 건  사상의 틀 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20)

20)정약용 정치이념의 한계가 이와 

같다면, 정약용이 조선 기에 정립된 민본주의와 근본 으로 다른 ‘민주주의 사

상의 맹아’를 수립시켰다는 내용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된다. 정약용

이 ｢원목｣에서 마을의 里正 선출에서 최상  皇王의 선출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

한 것은, 통치자가 백성을 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통치자를 해 존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하여 ‘옛 제도’를 끌어온 것일 따름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옛 제도’를 오늘날 되살려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

았음은 물론, ‘옛 제도’의 구체 인 형식과 차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다. 국 漢代보다 앞선 시기에 隣長에서 里長, 縣長, 諸侯

의 추 를 거쳐 天子가 추 로 섰다고 설명한 ｢탕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군주가 애 에 아래로부터의 선출이나 추 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내용 

역시 다음 시 로의 길을 개척할 만큼 새로운 사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성계의 즉 와 그로 인한 조선의 건국은 실제로 신민의 ‘추 ’에 의해 이루어졌

으며 그것은 실록 등에도 명확히 기록되었다. 이성계가 국왕이 되기 한 사  

단계인 고려 국왕 공양왕의 폐출은 공민왕비로서 고려 왕실의 어른이라는 자격

을 갖춘 왕 비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에 이어 이성계가 고려의 監 國

事가 된 것 역시 왕 비의 명령에 의해서 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이성계가 왕 에 오른 것은 왕 비의 승인이 아니라 臣民의 추 라는 형식에 의

해서 이루어졌다. 실록에 따르면 배극렴을 비롯한 백 이 이성계를 향해 ‘마땅히 

20) 신용하, 앞의 책,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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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에 올라 神과 사람의 기 에 부응’하라고 요청한 것, 大 臣僚와 閑良․  

등이 그에게 왕 에 오르기를 권고한 것[勸進]을 따라 태조가 즉 하 다.21)21)태

조의 즉  교서에도 ‘여러 사람의 뜻[輿情]’을 따라 즉 했음이 명확히 기록되었

다. ‘하늘의 뜻[天意]’ 한 함께 거론되었지만, ‘인심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

을 알 수 있다’고 한 바와 같이 즉  교서에 거론된 하늘의 뜻은 인심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었을 따름이다.
22)

22)건국 직후 올린 사헌부의 상소에서는 태조에게 

‘하늘이 살펴주는 명령’을 버리지 말 것과 함께 ‘臣民이 추 한 뜻[臣民推戴之

意]’을 배반하지 말 것을 강조하 다. 여기서는 자 그 로 ‘추 ’라는 용어가 

동원되었다.
23)

23)한편 명나라에 책 을 요청하고자 작성된 문서에서는 태조의 즉

를 두고 ‘한 나라의 크고 작은 신료, 한량, 기로, 군민 등이 모두 추 하기를 

원했다’고 기록되었다. 국왕 추 의 주체가 소신료와 한량․기로에 더하여 여

기서는 軍民으로까지 내려왔다.
24)24) 

정약용은 군주의 성립이 추 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군주가 민에 의해 교

체될 수 있었다는 과거의 사정을 서술함으로써 군주의 세습에 한 회의를 표출

했다. 하지만 구태여 시 를 거슬러 올라가 그가 말한 태고[邃古之初]의 시 이

나 湯王․武王의 시 에 도달하기 훨씬 에, 신민의 추 에 의한 조선 왕조의 

개창이 실로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역  군주들은 세습에 의해 이어지고 있

었지만, 왕조 개창자인 태조가 넓게는 ‘軍民’까지 포함하는 신민의 추 라는 형

식을 통해 즉 하 고 그것이 명백한 역사 기록으로 실존하던 것이 정약용이 살

아가던 조선의 정치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이 조선 국가체제의 한계

를 뛰어넘는 人民의 정치  자격과 역량을 새롭게 규정했다고 보거나, 새로운 

체제를 망하는 명 인 사상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러한 사정

은 토지와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경제  재화를 군주가 우선 소유해야 한다는 그

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선이란 오랜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정약용의 시도

가 기본 으로 과거 회귀 이었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25)25)

21)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17일 병신.

22)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28일 정미.

23)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20일 기해.

24)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18일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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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권력에 항할 민의 자산

1) 군주체제 부정의 가능성

조선 국가 체제의 핵심에는 君主가 있었다. 따라서 민의 체제에 한 인식과 

항을 검토하기 해서는 조선 군주의 권력과 권 를 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지 까지 조선 국왕의 상에 한 설명들은 개 국왕과 신하들 사이의 권

력 계, 국왕권의 강약에 해 을 맞추어 왔으며 서로 다른 견해들이 엇갈

리고 있다. 조선왕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왕이 료들을 동원하여 직  통치하

는 中央集權的 制王朝 국가 으며, 조선의 國王들은 이념 으로 신성한 최고

통치자의 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부분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설명되었다. 따라서 조선시  정치사를 서술할 때도 그러한 

기본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26)26)반 로 조선 정치체제의 특징

으로 국왕의 권력이 매우 미약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신하들의 국왕권 제한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매우 많다.27)27) 

여기서는 단순히 국왕권의 강약을 논하기보다, 조선후기 국왕 체제에 해 

항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논리가 어떻게 마련되어 갈 수 있었을지, 그 가능성

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조선 왕실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명백히 태조가 

신민의 직  추 라는 방식으로 즉 함으로써 개창되었다. 하지만 �燃藜室記述� 

�朝野輯要� 등 후 의 역사서는 조선 기 정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면서도 유

독 왕조 개창에 해서는 신하들의 태조 ‘추 ’를 언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즉  

사실만 기재하 다.28)28)시 가 내려오면서 왕조의 개창과 태조의 즉 가 형식

25) 백민정, 2007 �정약용의 철학�, 이학사, 371․384면 참조.

26) 李迎春, 1998 �조선후기 왕 계승 연구�, 집문당, 14면.

27) 조선시  국왕권에 한 설명에 해서는 오수창, 2003 ｢국왕과 신료의 역학 계｣ �조

선 기 정치와 정책 : 인조- 종 시기�, 아카넷, 41-49면 참조.

28) �燃藜室記述� 권1, ｢太祖朝故事本末｣  ｢開國定都｣(민족문화추진회 1966 제1책, 607- 

610면) ; �朝野輯要� 권2(여강출 사 인본 1990 上卷,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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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마 臣民의 추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부로 언 할 수 없게 된 것이

다. 그것은 동시에 이성계가 실제로 왕 에 즉 하여 왕조를 개창한 ‘추 ’의 방

식이 조선 국왕의 권 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도 하다.

조선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국왕을 축출하여 새로운 인물을 국왕으로 

추 하고서도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정당화한 ‘反

正’을 두 차례나 수행하 다. 1506년 연산군을 축출할 때는 지 추부사 박원정, 

부사용 성희안을 비롯한 신하들이 주동하여 거사를 약하 다. 그들은 종으

로 즉 하게 되는 晉城大君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불법 으로 군

사를 일으켜 반 를 살해한 후 비에게 진성 군을 국왕으로 세울 것을 요구

하 다. 이때 비는 세자가 장성했고 어질다는 이유를 들어 진성 군이 아닌 

세자에게 왕 를 넘기자고 하 으나 신하들은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의하여 

大計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비의 뜻을 간단히 물리쳤

다.
29)

29)그들은  국의 황제를 향해서 연산군의 병세가 하여 친히 양 하

다는 허  사실을 통보하고 새로운 국왕의 옹립에 합의한 신하들의 성명을 나

열하여 그 책 을 요청하 다.
30)

30)왕 에 오른 종의 권 를 당 에는 물론 그 

기록이 해질 후 에 이르도록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 다. 

인조반정 때는 훗날의 인조가 되는 綾陽君이 친히 군사를 모으고 기군을 지

휘하는 등, 종종반정 때와는 달리 국왕으로 즉 하기로 계획된 인물의 직 인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처음에 신하들의 모의로 일이 시작되

어 자신들이 섬기던 국왕을 축출하고 반정의 주역들이 비에게 자신들이 추

한 국왕의 즉 를 강요했다는 은 종반정 때와 사정이 같았다. 인목 비는 

새 국왕에 한 승인을 미루려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국사를 임시로 처리하

게 하는 것[權署國事]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신하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능양군이 즉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군에 한 즉각 인 복수를 주장

하는 인목 비에게 능양군은 ‘백 이 있는데 臣(인조-필자)이 어  감히 마음

29) � 종실록�, 종 원년 9월 2일 무인.

30) � 종실록�, 종 2년 2월 15일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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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겠습니까?’라고 답하 다가 비로부터 ‘왕 를 이어받을 임 의 나이가 이

미 장성했는데 어  백 의 지휘를 받겠는가’ 하는 면박을 받기도 하 다.
31)

31)

해군의 축출과 새 국왕의 즉 를 둘러싼 과정에서 신하들의 비 과 역할을 짐작

하게 하는 상징 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하들이 무력이나 압으로 국왕을 교체하는 일은 여느 나라 역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신하들의 그런 행동이 정치 참여층  다수

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가 기존 지배 체제의 강화로 귀결

된 일은 국은 물론 유럽의 랑스와 같은 근  앙집권제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단된다. 이때 국왕 교체의 논리를 공유하고 정당

화하는 데 일반 민 들이 참여하 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정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과 역량을 갖춘 인물들 사이에, 국왕의 사고와 국정 운 이 자신들이 기

반으로 하고 있는 기  정치 이념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임 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기억되고 있었을 것이다.

맹자가 말한 민의 폭군에 한 항이나, 조선 기 이래로 국정운 의 제가 

된 ‘민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사상이 아래로부터의 항에 한 인식이었다면, 

그 반 편에는 성리학을 신 하던 조선시  지배층의  가치에 한 추구

가 있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보편 이면서 객 인 궁극의 원리를 확

신하고 있었던 만큼 실 군주의 권 와 권한에는 명백한 제한을 가하게 마련이

었다. 그것이 극 으로 표출된 것이 17세기 병자호란 때의 斥和論이었다. 당시 

척화론자들은 국가와 왕실이 앞에서 망할 험에 직면해서도 끝까지 청에 

항해 싸울 것을 주장하 다. 표 인 척화론자 던 鄭蘊은 국왕을 향해 “옛날

부터 지 까지 천하의 국가가 길이 보존되기만 하고 망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망하기보다는 차라리 正道를 지키며 사직을 하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 다.
32)

32)김상헌 한 인조에게 상소하여 “ 로부터 죽

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망하지 않는 나라 한 없습니다. 죽고 망하는 것은 차

31) 인조의 즉  상황을 포함한 인조반정의 과정에 해서는 �인조실록�, 인조 원년 3월 13

일 계묘 ; �승정원일기�, 인조 원년 3월 13일 계묘 참조.

32) �인조실록�, 인조 15년 1월 19일 기미 “吏曹參判鄭蘊上箚曰 … 自古及今 天下國家 安

有長存而不亡 乎 其屈膝而亡 曷若守正而死社稷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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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따를 수 있으나 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 다.
33)

33)국가  군주보다 상

의 가치가 있음을 바로 국왕을 향해 직설 으로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근본 으로 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층 내부에서 조선 기 체제를 유

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왕의 권 에 명시 으로 제한

을 가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원리가 사회 구성원 일반에게 확산되어 나간다면 

후일 군주를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지배 체제에 항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운

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19세기 천주교도들의 이른바 

‘大舶請來(洋舶請來)’ 운동이 있다. 1801년 黃嗣永은 당시 정부가 천주교도들에

게 가한 신유박해의 말을 밝히고 그에 한 책을 건의하는 편지 즉 ‘황사

백서’를 작성하여 북경의 랑스 주교에게 보내다가 그 사실이 정부에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이 백서에서 황사 은 교황이 청 황제에게 압력을 가하여 조선을 

청의 근거지인 고탑에 소속시키고 청의 친왕으로 하여  감독 보호하게 할 것

이며, 조선 국왕을 청 황실의 부마로 삼게 할 것을 제안하 다. 여기에는 조선에

서 국의 허락 없이 시헌서와 상평통보를 운 하 다는 사실을 그 명분으로 삼

으라는 매우 실 인 방안까지 부가되었다. 나아가 많게는 군함 수백 척과 정

군 5․6만, 게는 배 수십 척에 군인 5․6천 명을 동원하여 조선에 와서 국

왕에게 나라를 잃는 것과 천주교 포교를 허락하는 것 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라고 요청하 다. 황사 은 국가체제와 신앙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더 이

상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외세를 빌려서라도 그러한 체제를 부정하려고 

한 것이다.
34)

34)이러한 ‘ 박청래’는 황사 이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윤유일이 1790년에 북경에 갔을 때부터 이미 모색되던 방안이었다. 황사 의 

박청래 계획에 해 정부는 말할 나  없이 그것을 반역으로 규정하여 이후 천

주교 탄압의 명분을 강화하 다. 그러한 행 는 당 의 천주교도 사이에서 반역

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의 교회사가들도 그것이 ‘반민족 ․반국가 ’

33) �인조실록�, 인조 17년 12월 26일 무신 “前判書金尙憲上疏曰 … 自古無不死之人, 亦無

不亡之國, 死亡可忍從, 不可爲也”

34) 여진천, 2005 �황사  백서의 원본과 이본에 한 연구�, 서강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5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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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는 데 기본 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35)

35)더욱이 ‘ 박청래’ 운동이 

무나도 뚜렷한 반국가  성격을 드러냈던 탓에, 그 이후 국왕이나 왕조의 정당

성을 회의하고 거기에 도 할 다른 세력이나 인물의 이념 ․실천  움직임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어냈다고 볼 소지도 있다. 다만 동기와 이유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국가보다 상 에 있는 가치를 내세워 국왕의 권 와 조선왕조의 정통성

을 부정한 역사  경험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만은 사실이다. 

2) 국가 권력에 한 결

지배층  지식인 사이에서 조선 체제 내에서의 지배층과 민의 계를 근본

으로 재설정하는 논리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 체제를 극복하려는 운동

은 피지배층 인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의 사회 모순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두루 동의를 얻는 통설은 재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일반 으로 지주-소작인의 립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모순 

계가 민의 항과 변 운동에서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조선후기 사회 문제의 핵심을 ‘수령-吏․鄕 수탈체제’로 규정한 연구들은 수령과 

속을 심으로 한 료제  계질서가 향 의 사회모순을 구성하는 핵심 인 

요소라고 지 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시각에서는 부를 축 한 새로운 사회세력

이 신분제가 이완된 틈을 타서 이․향층에 진출하 음을 강조하고, 사회운 의 

지표에서 우 를 차지하는 것이 앞시기에는 명분이었으나 시 가 내려오면서 경

제력으로 변화했다고 하 다.36)36)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도록 민을 억 르는 사회  지배력은 권 그 자체에 핵

심이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속들이 민을 상으

로 자행하던 폭력을 자세히, 그리고 빈번히 소개하 다. 그  ‘門卒’에 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옛날의 皁隸이며 日守․使令․羅 으로도 불리는 문졸은 문

을 지키거나 곤장을 때리고 죄수의 칼을 우고 벗기는 일, 향 에 나가 부세를 

거두거나 죄인을 잡아오는 일을 기화로 삼아 지역민들에게 온갖 횡포를 자행하

3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2010 �한국천주교회사 2�, 한국교회사 연구소, 78-82면.

36)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 사회연구�, 서울 출 부, 341-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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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죄인을 잡아오는 일을 맡았을 때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마을에 이

르면 원래 禮錢이 있어 부자는 500푼이고 가난한 자는 200푼이며, 그들이 붉은 

포승 로 겁을 주면 술 빚고 돼지를 삶느라 온 마을이 떠들썩하여 마치 난리를 

만난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때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들 문졸들이 

“본래 모두 근본이 없는 떠돌이들인데, 혹은 창우[ ]가 투입한 자들이거나 

혹은 굴뢰(窟儡; 꼭두각시놀이 연희자)가 변신한 자들로서, 가장 천하고 교화하기 

어려운 자들이다.” 하는 사실이다.
37)

37)정약용의 설명을 따라간다면 신분이든 경제

력이든 아무런 사회  기반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천 받던 인물들이 의 말단 권력에 참여한 것만으로 갖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향 의 부자들까지도 함부로 수탈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된다. 

한편 정약용은 향  사회에 만연한 국가권력의 횡포와 농민수탈을 지 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방안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 차원에서 ‘폭력’의 상

황을 개념화하고 구조 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지 못하 다. �목민심서�

의 경우 그 책의 기본 성격이 수령의 행정업무에 직  참고하기 한 지침이라

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술에서도 의 횡포와 수탈을 ‘불법과 합법’

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처 방안을 제시했을 뿐, 지배체제 체에서 그것이 

래되는 구조를 진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단된다. 

조선시 의 지배층이 폭력이라는 개념을 두고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

로, 무엇보다도 국왕이 신하들에게 가하는 불법과 폭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

지만 연산군이나 해군과 같이 지배층 다수의 정치  권리와 견해를 무시하고 

권력을 자의 으로 남용한 군주, 혹은 소수 집권 세력이 정치세력 다수를 조정

에서 축출하던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 군주는 신하들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축

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에도 효종이 金弘郁을, 숙종이 朴泰輔를 혹독하

게 심문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은 국왕의 폭력이 속출하 다.
38)

38) 

김홍욱이나 박태보를 지지하는 신하들의 의식세계에서는 국왕의 폭력이 한계를 

37) 다산연구회 역주, 1979 �역주 목민심서 II�, 창작과비평사, 101-103면.

38) �燃藜室記述� 권30, ｢孝宗朝故事本末｣  ｢金弘郁杖死｣(민족문화추진회 1966 제7책, 

480-481면) ; 같은 책, 권35 ｢肅宗朝故事本末｣  ｢元子定號｣(민족문화추진회 1966 제

8책, 587-5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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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경우에 비하여 반정이라는 마지막 해결방안이 끊임없이 반추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실 인 해결 방안이 주어져 있었으므로 지배층은 국왕의 폭력

에 해서도 이론  탐구를 끝까지 고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흔히 지 되는 바와 같이 국 등 다른 나라의 군주체제에 비하여 조선은 국왕

의 권 와 권력이 약하여 상 으로 군주의 자의 인 권력 행사가 심하지 않았

으므로, 신하들이 군주와의 긴장 계에 하여 본질 이고 근본 인 탐구를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으리라 단된다.

조선시  지배층은 자신들과 국가가 민을 향하여 자행하는 폭력에 해서는 

자신들에 한 군주의 폭력에 해서 만큼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며, 불법과 

합법의 문제로 재단하면 그만이었으리라고 단된다. 즉, 조선의 민본 이념과 법

률 체계가 교과서 으로 베풀어지기만 한다면 당시 통치체제는 근  사회로서

는 최고 수 의 민생의 안정과 민의 사회  성취를 보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 의 지배층은 자신들이 피지배층에 가하는 폭력, 국가권력이 민에게 가

하는 폭력의 본질을 보기가 힘들었다. 폭력에 한 형상화는 습과 법률이라는 

체제 내부의 기 을 벗어나 지배체제를 구조 으로 조망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9세기에 이르도록 지배층 심의 민본주의 이념의 본질  한계를 직시

하고, 국가 권력의 민에 한 폭력이나 수탈과 같은 사회모순을 민의 입장에서 

구조 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지식인이 배출되지 않은 상태 다고 단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나 구조 인 폭력에 맞서는 것은 민 일반의 실천 역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억압에 한 민의 항은 국가권력을 주된 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인 상황

이었다. 19세기를 심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읽 졌던 

야담과 소설 등에서 다루어진 주제들 에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압도 으로 국가와 민의 립이었다. 노비 주인  노비 사이

의 립을 제외하면 양반 지배층과 양민․천민 사이의 신분  립에도 별다른 

심이 두어지지 않았다. 하물며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립이라는 사회경제  

계는 떠오르지 않았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상황이 실 그 로 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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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당시 민이 의식하고 있던 사회  모순이 주로 자신들과 국가권력의 

계 속에서 빚어지던 것이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39)

39)1812년의 홍경

래난, 1862년 농민항쟁, 1894년의 갑오농민 쟁이 모두 민의 국가 권력에 한 

직 인 투쟁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 다는 사실에 더욱 큰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3) 경험의 축 과 계승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농민 항의 양상을 검토할 때 정치사

으로 먼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사건들 사이의 연속성이다. 그 은 1728년의 

무신난(이인좌난)과 1812년의 홍경래난 사이에서부터 확인된다. 무신난은 국왕

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論 세력이 심이 된, 앙 정치에 참여하던 지배층의 

반란이어서 인민이 항의 심 주체가 된 사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방의 향

임․군 층이 거 합세하고 유민․화 민․소상인․소작인 등이 동원되거나 자

발 으로 참여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참여층에 한 설명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

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반란의 경험이 홍경래난에 폭 으로 계

승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신난의 주도층은 ‘도 이 외방에서 일어나면 京中에서 내응’한다는 外起內應

의 기본 략을 확정하 다. 홍경래난에서도 기군의 핵심이 변경에 가까운 청

천강 북쪽에서 거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한기조나 박종일 등 여러 인

물들이 기군과 연결하여 활동하고 있었다.40)40)비록 실패했지만, 홍경래난의 

기군이 거병에 앞서 평양에서 동문을 폭 하는 작 을 수행했던 것을 고려하

면 청천강 이북에서의 기와 서울에서의 내응을 함께 추진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으로 단된다. 道의 경계를 넘나드는 넓은 지역에서 富民․土豪와 하층민을 

범 하게 포섭한 것도 무신난과 홍경래난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무신난에서는 

거병에 앞서 주와 삼례 장시에 괘서를 하고, 서울에서도 ‘主上이 弑 을 행하

39) 오수창, 2009 ｢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 담긴 사회  갈등과 신분인식｣ �시 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태학사.

40) 정석종, 1994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286-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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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괘서를 종루와 서소문에 살포하여 인심을 동요하게 하 다. 이것은 홍경

래난에서 거병에 앞서 ‘임신년에 병란이 일어난다’는 참언을 한 것과 동일하

다.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빼앗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錢穀과 米 를 분

하여 人民의 참여를 유도한 것도 동일하다. 무신난에서 반란의 최고지휘자가 

‘大元帥’를 칭한 것은 홍경래난의 최고지도자인 홍경래가 ‘平西大元帥’를 칭한 것

으로 연결되었다.
41)

41)난의 주체가 평민세력으로 내려온 것과 짝하여 鄭眞人으로 

표되는 신비주의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 지만, 홍경래난은 와 같이 앞시

기 무신난의 조직과 수행 방식을 여러 모로 이어받았다. 이 게 앞 시기로부터 

축 된 이념과 경험을 이어받은 홍경래난은 후 의 변란에 하나의 형을 제시

하 다.
42)42) 

다음 시기 1862년 농민항쟁에 이르러서는 민의 조세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법 제정에 한 담론이 나타났다. 민은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 지만 

법 주체로서 행 하는 진 을 보 다.
43)

43)이와 같은 새로운 면모와 함께 앞 시기

의 홍경래난에서 확인되는 여러 특징들이 이후 1862년의 농민항쟁이나 1894년의 

갑오농민 쟁으로 계승되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조선 기에 성립된 민본 이념은 폭군은 민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맹자의 

명 사상을 바탕으로 민에 한 온정  배려를 다해야 한다는 지배층의 의무를 

강조하는 정치사상으로서, 앞시기의 이념에 비하면 상당한 진보를 이룩한 것이

었다. 하지만 17-18세기를 지나면서 士族과 國王은 조선 정치 체제의 큰 틀을 

41) 무신난에 해서는 이종범, 1985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조선시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참조.

42) 한명기, 1992 ｢19세기 반 반 건항쟁의 성격과 그 유형｣ �1892년 농민 쟁연구 : 1

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14-121면 참조.

43) 김선경, 2006 ｢19세기 농민 항의 정치 : 1862년 농민항쟁, 官民 계 기와 법 담론｣ 

�역사연구� 16, 역사학연구소, 125-128면.



268·한국문화 60

지키면서 국가를 운 해 나갈 역량을 차 상실해 갔고, 19세기의 정약용에 이

르도록 지배층과 지식인들은 조선의 민본 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

하는 정치이념을 구성하지 못하 다고 단된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가

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민의 국가권력에 한 직  도 이 두드러지게 되

었다.

조선의 국왕권이 상 으로 약했음은 많이 지 된 바와 같다. 조선 왕실은 

신민의 추 라는 형식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신하들이 존하는 국왕을 몰아내

고 새로운 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 를 체제 차원에서 거의 완벽하

게 정당화한 反正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다. 국가나 왕실보다 상 의 가치가 있

음을 신하들이 국왕을 향해 역설하기도 하 다. 이것은 지배층의 논리와 행동이

었지만, 훗날 民이 군주제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할 때에 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천주교도들이 국가와 국왕의 권력과 권 에 정면으

로 도 하 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선후기 민을 옭죄고 있던 질곡의 핵심은 국가권력 그 자체에 있었다고 단

된다. 한 상당히 정교한 민본이념이 정립되었고 그 理想의 실 을 실  과

제로 삼고 있던 상태에서, 지배층은 체제의 구조 인 폭력에 하여 궁극 으로 

성찰하거나 극복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국가권력이나 구조 인 폭력에 

맞서는 것은 민 일반의 실천역량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도 1812년의 홍

경래난, 1862년 농민항쟁, 1894년의 갑오농민 쟁 등 민의 항은 국가권력을 직

 향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이 그 항운동의 핵심이었다.

19세기 민의 국가에 한 항은 앞시기 조선 사회의 역량이 수된 것이었으

며, 그 은 1728년 무신난과 1812년 홍경래난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반란을 이

끈 세력이 상층 정치가와 평민이라는 근본 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의 구체

인 양상들이 도 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하는 것이다. 1862년, 

1894년 등 각 단계에서 새로운 면모들이 나타난 것과 더불어, 홍경래난에서 확

인되는 민의 경험들은 1862년의 농민항쟁, 1894년의 갑오농민 쟁으로 계승되어 

갔다고 단된다. 

이와 같은 논지의 구성에는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다. 東學을 비롯하여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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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토해야 할 구체 인 주제도 매우 여럿이지만, 구조 인 문제로 지배층의 

이념과 인민의 실천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상호 침투, 는 양자가 어울려 이루

어낸 새로운 ‘정치문화’의 성립 등이 있다. 인민이 지배체제의 이념과 법을 어떻

게 수용하 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지향 을 구성해냈는가를 

설명하는 데 이미 큰 성과가 있었다.
44)

44)조선시 의 민본이념은 근  군주체제

라는 시  한계를 넘은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 내포와 외연이 매우 풍부하

고 넓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지배체제는 인민의 보호라는 표방이나 지향에서

는 매우 진보 인 면모를 갖추었고, 민의 의식 ․실천  성장에 큰 향을 미

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의 변화에 직면해 있던 조선후기의 상황에서 이념 으

로 새 지평을 여는 작업은 지식인들에게 집 으로 기 되는 과업이었고, 일반 

민의 실천은 그 길잡이가 될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천 그 

자체가 새로운 논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지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시 의 

국가 체제와 민본이념을 근본 으로 뛰어넘거나 그것을 망할 만한 정치이념은 

실학의 집 성자에 이르도록 구성되지 못하 던 것으로 단된다. 국가 권력에 

항하는 인민의 지향 과 실천 한 19세기 후반에 이르도록 직 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 으나, 그 경험과 그들이 새로 개척한 가능성은 다음 시기 사회발

에 강력한 기반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면모를 탐구하는 것, 즉 그 시기 

지식인들의 사상이 근 와 근 의 시  변화 속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명확히 하면서 그 논리 구성에 내포된 한계를 비 으로 성찰하는 것, 민이 국

가 권력과 직  결하면서 다음 시 의 역량으로 축 해 나아갔을 새로운 사회

논리가 어떤 내용이었을지 한국사의 통설이 되도록 구성해내는 것이 조선시  

체제인식과 민 운동이라는 주제하에 추구해야 할 궁극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民本理念 君主制 民衆運動 反正 丁若鏞 

수일(2012. 12. 17), 심사시작일(2012. 12. 18), 게재확정일(2012. 12. 23)

44) 배항섭, 앞의 논문; 김선경,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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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5)

A Tentative Investigation about the Thoughts on the Monarchy 

and the Popular Movements in the Late Joseon Period

Oh, Soo-chang *

The popular movements in the late Joseon period were ultimately supposed to 

overthrow the monarchy. Although Joseon people couldn’t reach to reset the relationship 

with the hierarchy or bring about a system revolution for themselves, we should keep 

studying what direction such tasks were being performed in.

The ‘people-first’ ideology formulated in the early Joseon was progressive to stress 

the duty of the political elite. However, it was still the logic to justify the small ruling 

class. Including Jeong Yakyong in the 19th century, thinkers in the Joseon state did not 

seem to get over the Joseon ‘people-first’ ideology and organize a political ideology 

toward a new system. Meanwhile, Joseon dynasty was established to be crowned by 

subjects and two kings were replaced in the name of the restoration justified by 

subjects. They had stressed to the king that there were values more important than a 

state or a royal family. 

All efforts to stand against state power and its violence became people’s political 

capability. People’s movements in the 19th century succeeded to their social experience 

of the previous time. It will be the significant task for study of popular movements to 

catch how the direct challenge against the state power was organized and performed. 

Key Words : People-first Ideology, Monarchy, Popular Movements, Restoration of the 

Rectitude, Jeong Yakyong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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