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王朝國家 朝蘇의 權力과 民樂*
- 政治變홉L의 總體的 認、識을 위 하여 

박 종 성(서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 韓國의 政治變動 鼎究와 朝蘇王朝

한국정치 연구과정에서 ‘조선왕조 Lee Dynasη’가 차지하는 학문적 비중은 

막강하다. 그것은 흔히 한국정치연구의 역사적 기초라는 당연한 이유 이외에 

도 ‘현대성 Coηtemporanetη’이란 시(時) . 공(空)적 제한개념을 ‘근대성 Moderni，η ’ 

속에서 녹이고 차별화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장구한 시간대로 우리 모두의 

인식 저변에 신화처럼 존재하고 있다. 대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라진 왕 

국’은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이 분명 어떤 구체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라 

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 자체에 담긴 방대한 의혹과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지적 책임의 일 

차적인 몫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역사학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사라진 왕 

국 그 자체에 관한 역사 추적과 고중을 통한 ‘시간여행’의 임무 역시 그들 차 

지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그들이 이 같은 작업의 필요성을 너무나 당연 

시해 왔고， 또 지금도 ‘조선역사’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학문적 천착의 중추 

부가 역사학에서부터 ‘발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문하는 이들은 아 

무도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전통사학 전반의 학문적 축적물 속에서 과연 위의 이 

같은 새삼스러훈 물음툴 모두에 대해 그 어떤 혼쾌한 답변의 단서나 더 이상의 

논쟁을 유도할만한 어떤 역사적 빌미도 혹은 이를 확연하게 담보할 수 있을만 

한 오만과 펀견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은 한때나마 한국 역사학이 

* 이 글은 筆者의 著훌王朝의 政治變動· 朝解朝의 國家存續과 農民의 政治的 짧抗ι 

(서울 . 인간사랑， 1995)의 없}究結果 -部를 토대로 하여 發展的으로 再構成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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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고체계 속에 펀입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조차 용납 

하지 않는다. 

전체성의 한 표현으로서의 구체적 사물은 이론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론은 전체의 부분적 측면들이라기보 

다는 본질의 한 추상적 추출이다 … 비록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다 하더라도 그 인간은 과거로부터 직접적으로 발견되고 주어지고 그리 

고 전수된 상황， 즉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제 상황하에 있게 마련인 것이 

다. 인간행위가 형성한 힘틀은 역사적 발달의 어느 한 순간에 인간의지와 

는 무관하게 작용하게 되고 실상 인간의지를 제어하기에 이른다 이 사실 

이 마르크스로 하여금 사회의 경제적 제 형태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 

사의 한 과정으로 보논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법칙들은 

자연과학적 의미의 법칙들이 아니라 발달의 특정한 한 순간의 사회적 제 

형태에 관한 법칙들이며， 또한 이들은 특정 역사상황하에서의 행동에 관 

한 제 설명이론을 제공하는 실제로부터 나온 구조물이다. 그러나 구체적 

인 역사상황은 언제나 이론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1) 

역사해석의 ‘전체론적 holist.κ ’ 논리는 역사발전의 정해진 ‘경로 path ’ 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의 이미지를 현실 속에 가급적 확연히 그려내고자 애쓴다 

는 점에서 역사주의 특유의 유토피아니즘이나 결정론적 오류를 스스로 드러낸 

다. 위의 인용가운데 나타났듯이 역사발전과 개인의지와의 결과론적 단절 현상 

은 이 같은 역사주의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대변하는데 손색없는 대목일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학이 이러한 역사주의적 오류에 빠져든 적이 언제였던가를 추 

론해 내기 위해서는 물론 별도의 추적과 고증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쩌면 분단 

이 기정화된 이후 남북한의 군사 · 정치적 대치상황이 학문영역으로까지 확장 

된 이후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의 하나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민주화 

추진과정 속에서 한국현대사를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재구성할 필요성을 

언식하면서부터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역사주의적 시각에서든 아니면 그 반대편 논리 

에 서서든 ‘조선왕조’ 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 한국역사학자들 모두가 언제 어 

1) 게오르그 G. 이거스(지음)/李敏鎬 · 朴恩생덴(옮김)，現代 社會엿學의 흐름. (서울 : 전예 
원， 1982),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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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 한번이나마 치열하게 고뇌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총체적 이해’ 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 

은 과연 기존의 한국 전통사학 전반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항의 논리로 무 

장 · 은폐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위에 서서 학문적 지원과 공존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성사적 보완의 논리를 담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물음은 사실상 여기서 전혀 배타적일 수 없다. 한국의 전통사학 

에서 다루어졌던 조선왕조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왕조시{王朝史)’였고 왕권 

(王權 Kingshψ)의 유지와 강화， 혹은 이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엘리트 구조 내 

부의 힘의 역학구조나 정치세력틀간의 갈등과 통합을 둘러싼 정사〈政事)의 기 

록만이 정통 역사인식의 기본 범주에 해당된다는 사고체계를 우선 그 축의 한 

가운데에 놓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사학의 보수적 역사인식 속에는 왕조의 역 

사가 ‘생성 - 유지 - 확장 - 보존’되었던 당연한 이유를 변명하고 또 이를 이어 

나가야 할 ‘체제존속’의 이데올로기를 은연중 깊이 은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사대부나 ‘양반 - 지주 - 관료’ 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 

계급구조 내부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통 사학의 보수적 명 

분논리를 계속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체계가 거부감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풍토 속에서 ‘사회시{社會 

史 Soα'al H.자'10η) ’ 적 패러다임의 등장이나 왕조사 이변에 스며들어 있던 민중의 

반(反) 정치적 기록 대부분이 관념적으로조차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은 별 무리 없이 추론된다. 그것은 결국 왕조의 역사를 구성한 또 하나의 불가 

분의 몫이며 배제할 수 없는 ‘기층민(基層民)’ 의 정치적 행각들로서 이미 엄연 

한 역사 사실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곧 새로운 학문적 천착의 토대가 될 수 있었고 전통사학의 범주 속에서는 도저 

히 읽어낼 수 없는 또 다른 힘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 

실을 암암리에 암시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로 기폰 왕조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논 

리는 다만 정통을 자처하는 이들의 역사기록에 나타난 귀족주의적 사고나 엘 

리트 결정론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그 이면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 

는 경험적 근거로서 중요한 양가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함축한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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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역사에 관한 변중법적 해석이나 이를 둘러싼 아류의 역사주의적 

인식논리는 여기서 별다륜 의미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 

은 왕조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구조의 주변과 중심을 

끊임없이 공략하면서 단절적 정치변화의 맥을 떠받들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었던 또 다른 힘， 즉 민중의 저항적 정치폭력이 서로 어떤 길형1括抗) 관계를 

형성했으며 그 같은 역사 사실들을 이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데로 모 

아진다. 

‘이조 민중사’ 의 학문적 천착과 그 연구의 맥이 이제껏 전혀 없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2) 다만 아직도 그 연구가 충분히 진행， 축적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국한되거나 개별 사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문제의 하나로 짚어볼 수 있 

다 3) 결국 왕조사 전체를 관통하는 정치적 변화의 맥을 민중부문으로부터 도출 

· 정리하려는 역사학자들의 노력은 아직도 사건과 인물， 혹은 이를 둘러싼 사 

실의 전후맥락에 치중하고 있으며 객판적 분석이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되는 

주관적 함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 더욱 적확한 고증과 확실한 사료의 존재여부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 

정확한 기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의 존재 없이 ‘증거없는’ 역사의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이 땅의 전통사학적 불문융 ! 그것은 아직도 사라진 왕 

국의 총체적 정체를 규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도사려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수 

미일관된 사관과 적합한 역사해석의 보편적 준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여전히 

고뇌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대기론과 신중주의가 여전히 압도적인 전통사학의 

2) 이러한 문제와 관련， 연구의 빈곤을 반중하고 있는 자료로는 다음 참조. 金泳護韓國

社會階層&다究J (서울 : 一漸聞， 1982), pp. 9-12. 그는 여기서 특별히 이조후기의 雜職 · 

中人層과 朝解朝 全般의 良人 · 農民層에 관한 연구가 뼈輝나 購民 맑究에 비해 매우 

未암했음을 지적한다 
3) 그 뽑近한 例로서 다음 연구 참조할 것 高承濟韓國社會經濟史論~ (서울 . -志社，

1988), 第 8 章 역사학t특히 韓國史 部門)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朝解朝 後期’ 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解後期 民짧벚 部門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경향에 
관해서는 다음 분석 참조할 것. 朴光用， “朝解後期 政治勢力 lifI究現況 近代史맑究會 

(編)， ~韓國中世社會解體期의 諸 問題(上): 朝解後期벚 lifI究의 現況과 課題 - 政治 · 思
想編.l (서울 : 한울， 1987), pp. 93-132; 朴贊勝， “朝解後期 農民抗爭벚 맑究現況 近代
벚따究會(編)， r韓國中世社會解體期의 諸 問題(下): 朝解後期史 &자究의 現況과 課題 -
經濟 · 社會編.l (서울 · 한울， 1987), pp. 37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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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볼 때 사회과학의 현대사 해석이나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사 논 

의까지 진행하려는 역사전반의 해석학적 분석태도는 위험스럽고 동시에 경계 

해야 할 학문적 조급심리로 비쳐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문제는 왕조사의 사회사적 해석이나 이를 둘러싼 총체적 분석 노력 

이 거의 시도된 바 없었다는 그간의 학문적 빈곤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 그 

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행로 

속에 담아야 할 논의의 내용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다음 몇 가지 물음 

들은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의 대강을 집약시켜 본 것이다. 

l. 조선의 왕조국가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었던 정치적 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 

까? 그것은 민중 전체의 ‘자발적 복종 ν'oluntaη ob，찌ences ’ 에 따른 권위주의 정 

치 이데올로기였을까? 아니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생성 • 유지시킬 수 있었 

던 지배계급의 정치교육과 이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었던 ‘정치공학 political 

eη!ginκrl:ηg ’ 의 결과였을까? 

2. 왕조체제의 존속을 담보한 저변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지배계급의 인위적 이 

데올로기나 이에 따른 정치교육 • 정치공학적 장치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 

었다면 그 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체제의 존속은 민중의 정치적 저항을 

상회할 수 있었던 지배계급의 정치폭력 장악과 그 실질적 힘의 행사에 의해 

가능했던 것인가， 아닌가? 민중의 저항적 정치폭력 크기나 그 양에 비해 지 

배계급의 그것이 훨씬 압도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중저항의 맥 역시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역사 사실들은 왕조사의 정통성 유지와 서로 어떤 관 

련이 있는가? 

3.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조선조의 ‘민중 people ’ 개념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집단과 사회계충들이 포함되는가? 비록 사회계충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역사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사회저변으로 확산 · 전개된 

하층계급， 혹은 피지배계급 전반의 저항적 정치의식의 실체는 어떻게 설명 

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지배적 다수 C1:쩌1 maJ’orlη ’ 를 점하고 있던 ‘농민 

계급 Peasants’의 정치적 존재양식4)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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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良人)5)-노비6)-천민7)-비도(展짧， 흑은 ~戰)’ 등으로 연결되는 불특 

정 다수인들의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저항의 기본성격은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 것일까? 

4. 기본적으로 왕조의 체제유지를 담보한 힘의 정체가 ‘억압’ 과 ‘저항’ 의 이중 

구조나 그 속에서 엘리트와 대중 서로간에 나타난 정치적 길항력， 혹은 이를 

둘러싸고 간단없이 진행된 긴장과 갈등의 통합 관리로 집약될 수 있다면 이 

양자간의 힘의 관계를 국가붕괴시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에네르기는 역사적 

으로 어떻게 체계화될 수 있을까? 그 힘의 총체적 전개과정은 거시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수 있으며 이에 담겨 있는 조선조 민중의 정치적 요구는 무 

엇이었을까 14세기말의 개국과 20세기초의 ‘국가붕괴 state breakdown ’ 가 갖 

는 역사변동의 논리는 고전혁명이론에서 이미 제시된 순환론적 ‘혁명성’을 

반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5. 20세기초의 왕조 해체를 계기화한 역사적 변인들이나 구조적 · 동태적 상호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재편 과정과 세계자본주의 질 

서에 강제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조 농민들에게 ‘ 19세기’는 과연 어떤 

역사성을 갖는 것일까? 왕조의 정치적 붕괴나 사회적 해체를 방어하기 위해 

봉기한 세기말 조선조 농민들의 저항과 정치변동적 ‘함의 implicaπons’는 왕 

조사 전반을 관통하는 ‘암묵’ 적 복종심리나 자발적 동조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결과적으로 19세기는 정치적 에네르기의 고갈을 예단t據斷)케 했던 

위기의 시간대였는가 아니면 농민혁명의 시그날을 준비하고 이를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역사토대로 기능했던 본격적 정치변혁기였는가? 

4) 농민계급의 신분적 성격과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이재룡， “農民 國史編

훌委員會(編)， r韓國史J lO 卷 (1977), pp. 629-638. 

5) 金泳護1982) ， 前揚書， pp. 9-10. 

6) 이재룡， “如轉 國벚編훌委員會(編XI977)， 前揚誌， pp. 662-693; 지숭종， “조선 전기의 

主如 관계와 私tz牌의 성격 한국사회사연구회(펀)， w한국의 사회신분과 사회계층」 

(서울 : 文學과 知性社， 1986), pp. 11-70 

7) 高承濟(988)， 前揚書， pp. 155-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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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이제 새로이 조 

선왕조사 전반을 다시 쓴다거나 이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하려 들진 않는다. 이 

제까지의 조선왕조 역사를 다시 역추적하면서 위에 제기한 문제점틀을 세목화 

하여 분석 • 검토해 보고자 하는 기본의도는 어디까지나 왕조사의 사회사적 재 

해석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왕조의 정치적 변혁토대가 피지배계굽의 항거과정 

을 통해 어떻게 다시 체계화될 수 있는가를 그려냄으로써 방대한 사회사적 해 

석의 한 기본축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필자의 이 같은 의도를 이해하는데 다음 인용구는 암시적 근거를 제공한다. 

펼자의 의도와 다음 인용구에 나타난 그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 

지만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울프의 생각은 조선왕조의 민 

중사적 재해석 작업을 위해 시사하는 바 적지않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유혈이 낭자하고 난폭스러운 농민봉기는 흔히 이야기거리가 되어 왔 

다. 그런 것은 농민들의 일상생활과는 묘하게도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제삼자가 보기엔 농민들이 밭에서 우직하게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 

기 때문이다. 다른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봉기는농민과농민의 잉여를 

뽑아올리는 측과를 갈라놓는 잠재적인 대립이 어쩌다가 밖으로 터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농민은 흔히 노래나 옛날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의 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기성사회 체제에 감연히 도전한 인물들을 

우상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인 

물들은 혁명적인 비적(많戰)이나 비적 비슷한 사람들이어서， 부자들을 골 

탕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국가의 힘이 강한 경우， 농민운동 

은 언제나 유혈로써 진압된다. 설사 정의의 천년왕국에 대한 꿈이 농민들 

사이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농민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장기적인 안목 

으로 본 목적보다 눈암에 닥친 이해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중에 제지당하여 일상적인 일로 몰려난 농민은 곧장 입을 다물고 소극 

적인 태도로 전향한다. 이러한 추론(推論)은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이해하 

는 데 매우 중요하다. 농민층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좁은 생활의 테두리에 

전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폭력 혁명에 기름을 붓게 될 

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러한 사태는 현대적인 상황속에서 전쟁으로 참화 

를 겪어 전통적인 지배력과 사회체제가 파괴된 나라들에서 발생하였다 8) 

8) 에릭 R 울프(著) . 朴賢i朱(譯)，農民~ (서울 · 좁年社， 1981), pp. 193-196, paJ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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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는 이 같이 말하면서 세계역사 속에 둥장했던 ‘의적(義戰)’들을 열거， 

대비하고 있다.9) 이를테면 영국의 로빈 후드，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디에고 꼬 

리엔떼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야노쉰， 멕시코의 판초 빌라， 러시아의 스멘 

까 라젠 등이 바로 그 대표적 예다. 조선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은 적지 

않게 풍장한다. 설화적 존재이긴 해도 홍길동을 위시하여 임쩍정이나 홍경래， 

장길산 같은 이들이 바로 그틀이다. 물론 서양의 의적， 혹은 비적들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 • 분석한다논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전 

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서양국가들과 우리의 경우를 견주어 보고자 할 때 분석 

의 준거마련도 그만큼 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사회 조건과 문화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부딪치 

고 있는 정치적 모순과 비리， 혹은 경제적 배분의 문제를 울러싸고 여러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역사 속에 뛰어든다. 대의와 명분을 위해 제 

각기 실현하고자 했던 사회적 정의의 실체는 달랐지만 그들 거의가 다 포악한 

영주나 악질적인 지주에 대해 의연히 저항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유인 · 결정했던 역사상황과 그 사 

회적 실천양식 일체가 과연 혁명적 조건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는가 하는 물음 

은 물론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그리던 세상과 장길산이 

의도했던 미래의 국가 이미지가 사회주의 조선을 표상화할 만큼 파격적이었다 

거나 혹은 더 나아가 홍경래나 로빈 후드의 꿈이 국왕없는 평등사회로의 급진 

적 이행을 담아낼만람 실로 혁명적이었던가 하는 물음 앞에 우리 모두는 지나 

치게 과장된 여운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행동은 당시 봉건주의 사회에서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정치적 의외성이 인정된다 전혀 다른 세상을 꿈 

꾸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회목표를 정의롭게 실현하기 위해 당 

시 집권세력의 도덕적 불성실을 준엄히 꾸짖고 파격적으로 행동하였다. 하지 

만 그저 단순히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 이러한 인물들이 존재했었다논 사실 그 

자체는 별 다른 의미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들 주변부에 끝없 

이 그리고 끊임없이 포진 · 추종했던 민중들의 저항과 그 역사적 맥락을 어떻 

게 체계적으로 재정리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로 초점이 모아진다. 왜냐하 

9) 1::揚書，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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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선역사의 기본 흐름은 결코 어느 한쪽의 정치세력이나 이를 대표하는 파 

당적 집단， 혹은 몇몇 엘리트에 의해서만 지배 • 결정되지 않았고 통치계급 반 

대편에 존재하고 있던 매우 광범위한 기층 민중의 정치적 복종체계에 의해 ‘추 

동 • 견인’ 되었음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0) 

왕조의 역사를 민중부문에서 사회사적으로 재해석한다는 발상은 학문적 필 

요성이나 지적 호기심과는 관계없이 이미 문제제기 자체가 상당기간 지체되어 

왔다. 그것은 지체된 민주화라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 

았으며 1960년대 이후의 금압적 분위기와 깊이 관련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심 

화시켜 왔던 치명적 동기는 물론 분단 상황이었다. 분단 구조에서 파생된 남북 

한의 학문적 상호 괴리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현실적 타개책조차 마련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담감은 깊어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남한의 억압적 분위기는 지식인들 내부에서조차 균형있는 

논의를 방해하였고 그에 따른 편파적 역사기술의 대가를 감수하도록 강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양의 사회사 이론이나 방법론 도입시기마저 지체되었다는 것도 연구 부 

진의 또 다른 이유였다.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는 별로 중요치 않다. 다만 

권력중심부를 둘러싼 정치사 위주의 역사기술보다 시민사회나 삶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정치사를 전면 재구성할 필요성을 지적， 제기한 서구 

지식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사회사’라는 용어 11)를 보편화하거나 더 나아 

가 이 같은 학문적 필요성을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학제(學際)간 공조체제로 연 

결 ·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기까지는 우리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 

요했다 12) 

10) 여기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피지배계충 중심의 역사분석까진 담보해 주지 못하지만 다 

음 자료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데 적어도 유용한 기초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 
지가 충분하다 金成俊朝解初期社會史資料(實錄 상存) 士地篇 • 따牌篇~ , 民族文化짧 
究所 資料農書 第 5 輯 (慶山 鎭南大學校出版部， 1985) 參照

11) ‘社會史’ 鷹;念의 認識옮的 基隨에 관해서는 다음 %究 參p，~. Arthur 1. Stinchcombe, 
Theoretical MethodJ jη Social Hùto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12)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歷史社會學’이나 ‘比較社會史’ 맑究와 관련하여 

理論的 · 方法論的 測面을 다룬 문헌틀로서는 주로 다음을 參照할 것. Daniel 

Chirot, “ Introduction: Themaric Controversies and New Developments in rhe U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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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사에 나타난 민중의 저항을 사회사적 시각에서 조준 · 부각시키는 

작업은 북한이 남한보다 한발 앞선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사관에 입 

각하여 ‘리조(李朝)’ 의 체제 자체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입각한 봉건적 착취 

구조로 일관 • 결정되었음을 반증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저들이 적지 않은 결 

정론적 오류를 범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오류가 통일된 왕조 

사 해석을 시도하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학문적 의도 전체를 펌하시킬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거나 혹은 이를 빌미로 그들의 저작 전체를 평가절하시킬 수 

는 없을 것이라는데에도 유념할 펼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체사관’ 의 

합목적성이나 그 가치관적 진위 여부를 떠나 이미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 

에 없는 별도의 문제영역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북한 역사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조 사회구성체의 계급성 문제를 해부하 

기 위해 ‘반 · 상’ 의 신분관계를 적대적 대립관계로 파악했고 이 같은 적대현상 

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저항의 맥이 사회저변에 존재했었음을 사료로 입증 

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서술， 공표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 13) 이러한 북한 역사학 

Historical Materials by Sociologists," Social Forces , Vo l. 55 , No. 2 (December 1976), 
pp. 232-241; Timothy McDaniel, “ Meaning and Comparative Concepts," Theoη and 

Society , Vo l. 6 (July/November, 1976); Ivan Vallier, “ Empirical Comparisons of Social 

Srructure: Leads and Lags," in Ivan Vallier, ed. , Comparative Methods in Sociology: Essays 

on Tren‘is and Applications (Berkeley , Calif.: U 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 

203-263; Neil J. Smelser, Comparative Metho짜 in the Social Sciences (Englewood Cliffs, 
N.J.: Prenrice-Hall, 1976); Reinhard Bendix, “ Concept and Generalizations in 

Comparative Sociological Srud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tν ， Vol. 28 , No. 4 (August 

1963), pp. 532-539; Reinhard Bendix and Bennett Berger, “ Images of Society and 

Problems of Concept Formation in Sociology," Reinhard Bendix, Embattled Reasoη; 

Essays 0η Social Knotιledge (N ew Y 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116-138;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 The Compararive Study of National 

Societies," Socia/ Scieηce lnformation , Vo l. 6, No. 5 (October, 1976), pp. 25-28; Charles 

Tilly, Louis Tilly and Richard Tilly , The Rebellioιs Centιη， 1830-193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 341; Neil J. Smelser, Essays in Sociological 

Expμn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rice-Hall, 1968), pp. 62-75; 필립 아브람즈 

(著) . 뼈續I흥(譯)， f 歷몇社會學.iI (서울 . 文學과 知性社， 1986); 찰스 틸리(著) . 

안치 민 / 박형 신(譯)， f構造와 變動의 比較社會學" (서 울 - 文服社， 1990). 

13) 이러한 노력의 -段을 반증하는 연구가 바로 다음 자료이다 박시형 · 홍희유 · 김석형， 
『봉건지배계급에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 - 이조편- < (서울 열사람， 1989). 이들은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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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노력과 그 학문적 효과는 한편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완역이라는 방향 

으로 집대성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학계의 기관지 「력사과학J 14)을 위시 

하여 「근로자J，과학원통보J，경제연구J，사회과학J，철학연구J，고고민 

속J，문화유산J，조선문학」 등 인접 학문분야의 정기간행물 발행으로 나타났 

다 

역사 이론에서 역사의 기술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사이에 나타나논 문제는 매 

우 오래된 논쟁꺼리다. 특히 역사는 물적 토대와 이에 따라 결정되는 상부구조 

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힘’과 ‘양식’의 복합체라는 인식론이 확산되었고마 

르크스주의가 한반도로 이식 • 파급되는 과정에서 그 이념의 핵이 ‘주체’ 의 외 

피 속에 구속， 변신되는 동안 조선의 역사는 북한사회에서 결국 철두철미 봉건 

제 생산양식에 따른 ‘영주 - 농노’ 간의 착취 • 피착취 관계로 광범위한 이해의 

틀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조선역사 해석(고려조까지 포함하여)은 세습군주체제 

의 국왕과 피치자의 관계가 앞서 논의했던 대중의 자발적 복종이나 권위주의적 

인식론으로서는 도저히 파악되기 어려운 대항 논리를 한반도내에 정착시킨다. 

따라서 왕조사의 흐름이 왜 그렇게 오래도록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규 

명하는 문제에서 역시 OJ:측의 인식세계는 대립과 단절의 벽을 넘지 못한다. 타 

도되어야 할 억압대상이 권력을 계속 장악할 수 있도록 용인한 기층민중의 정 

치적 한계를 고발하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한 주체가 농민이라는 식의 해석이 

나 이를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5세기 동안의 사료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한 

북한 역사학계. 그리고 여전히 개별 사례에 관한 훈고학적 천착이나 신중주의 

적 사고체계로 무장한 남한 역사학계. 그 사이의 단절이 그렇게 쉽사리 메꾸어 

년의 함경도 농민전쟁과 1811-1812년간의 평안도 농민전쟁， 그리고 1862년 진주농민 

폭동과 조선내 각지의 농민봉기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막상 여기서 그들은 농민전 
쟁과 농민폭동， 그리고 농민봉기 등 세 가지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15세기말 

부터 19세기 초까지 농민들의 정치적 침묵이 무엇을 함의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는 규 
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다만 조선역사 속에 등장했던 - 그것도 史料로 입증 가 
능한 부문에 국한하여 - 분명한 농민저항의 기록을 임의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농민투쟁의 정치적 맥락을 다소 과장시키거나 의도적인 역사해석의 한계를 극복하 
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소지를 스스로 안는다. 

14)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력사과학」은 r력사제문제J에 이어 1955년 

창간되어 오늘에 이른다 1955년 창간 당시는 월간이었으나 1956년부터는 격월간으로 
바뀌었고 1967년까지 간행되었다가 이후 일단 停刊된다. 그 후 1977년 경에 다시 複刊
되어 年 4 回의 季刊誌 形式으로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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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가능성은 아직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학문적 차별성과 대립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고려왕 

조의 무신난15)이나 조선 왕조의 농민저항 등 민중의 정치적 행동표출올 체제 

변혁의 적극적 행동으로 인식하고 그 행동의 토대를 사회사 속에서 구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북한 역사학자들의 일관된 자세는 다시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예시하는 목록은 바로 이 같은 북한 역사학자들의 노력의 단면을 

잘 대변한다. 

<표 1> 1955-1988 年間 「력사과학」誌에 빼錄된 朝蘇朝 關聯 맑究텀錄16) 

짧t 號훌t 筆 者 表 題

2 박시형 조선에서의 봉건적 토지소유에 대하여 

1955 
3 정현규 14 - 15세기 봉건조선에서의 민전의 성격(1) 
4 정현규 14 - 15세기 봉건조선에서의 민전의 성격(2) 

6 오장환 리조 봉건시기의 사회 경제의 몇 가지 문제 

3 도유호 조선 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사회가 없었는가 

1956 
3 전석담 조선에서의 봉건적 토지국유제에 대하여 

4 김석형 조선의 노비 

5 리웅수 다시 한번 조선노예시 대 문제를 논함 

1 편집부 
리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를 위한 투쟁』에 대한 합평회 

력사연구소 
1 근대 및 현대사 조선에서의 부르죠아 민족형성에 관한 토론회 

연구실 
1957 

3 김석형 조선력사연구의 기초 축성올 위하여 

3 로정환 토론: 조선 봉건사회에서의 토지소유관계의 성격 
4 리나영 토론’ 조선근세사의 시기구분에 대하여 

4 박린형 토론. 조선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몇가지 의견 

6 리상호 리조실록에 대한 약간의 고찰 

15) 남 · 북한은 모두 과거 세습군주체제 속에서 피통치계급의 반항을 ‘亂’으로 큐정하는 
데 일치하고 있다. ‘亂離， 體擾， 政쩔’ 등 현존 정치질서의 의외적 변화나 특히 아래로 
부터 위를 향한 기충 민중들의 저항을 ‘어지 럽고， 시끄러운’ 행동 - t，ιrbιImt， forioιJ 
behavioιηtιrmoil - 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당시의 政治的 生活世界가 얼마 

만큼 ‘靜的 Jtattc’이었올 것인가를 暗暗裡에 反證한다. 
16) 이 資料의 出處는 다음 參照할 것. 도진순， “북한의 역사학술지 r력사과학」 總，目次

r歷史批評J 0989年 봄)， 季刊 4 號， pp, 356-378, þaJ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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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황장엽 
토론: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발생 발 

전의 특수성 

1958 l 김사억 토론· 조선 봉건사회에서 토지소유형태의 특수성 

2 최병무 
토론: 리조 후반기에 있어서의 봉건적 토지사유의 발전 
에 관하여 

3 오길보 토론: 갑오농민전쟁과 동학 

1959 
5 오길보 토론· 갑오농민전쟁과 동학에 대하여， 집강소에 대하여 

5 김사억 1894(갑오)농민전쟁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5 검증식 갑오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계에 대하여 

1960 3 오길보 갑오농민군의 군사예술 

1961 3 정찬영·김세익 조선 노예소유자사회의 존재시기문제에 관한 론쟁개요 

4 자료. 농민폭동 및 의병투쟁 관계자료 

1963 
6 전석담 

서평봉건지배계급올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J (리조 
편)에 대하여 

1964 3 오길보 1894-1895년 (갑오)농띤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1965 6 오길보 강좌: 갑선정변 전야 개화파의 자주적 대외활동 
1 전석담 서평: 허종호조선봉건 말기의 소작제 연구」 

1966 
6 김석형 

력사연구에서 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을 관철할 
데 대하여 

1979 
3 문병우 13 - 14세기 봉건관계의 발전 

4 조회숭 1446 - 1447년 대성산농민폭동 

1981 4 홍회유 18세기 이후 점촌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1984 3 정창규 1893년 보은집회투쟁의 성격에 대하여 

1985 1 오길보 1896년 제천 반일의병대의 활동에 대하여 

1986 3 장청옥 
17 - 18세기 서민지주의 장성에 의한 지배계급신분충 
의 변화 

1987 l 장청옥 17 - 18세기 노비의 면천에 대하여 

1 허종호 
리조봉건사회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자본주의적 관 
계의 발생문제에 대하여(1) 

1988 
2 허종호 

리조봉건사회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자본주의적 관 
계의 발생에 대하여(2) 

3 원종규 1894년 (갑오)개혁 때 국가정치기구의 개편 

역사연구 일반에서 사회사적 해석과 그 기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최근이 

듯 한국(남한)사회에 북한식 역사해석의 무드가 나타난 것 또한 얼마전의 일이 

다. 이른바 ‘진보주의 Progressivism ’ 사관을 표방하는 일군의 연구자들17)이 기록 

17) 이들의 학문적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그들 대 
부분이 本名을 밝히지 않고 애초부터 筆名이나 假名을 縮的式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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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역사가 사회사적 접근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매 

우 많은 논리적 함정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기왕의 정통{흑은 전통) 사학이 표방한 일종의 자연사 

적 왕조교체사와는 크게 다른 분석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각의 출현을 예 

고하기도 했다. 그들의 시각이 세련되어지거나 북한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사 

관이나 주체 사관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차별성있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크게 보아 마르크스주 

의 역사이론을 차용하여 그 범주속에서 논리를 진행하되 경제결정론의 함정 

역시 굳이 피하려들지 않고 진보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입장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의 인용구에서 풍기는 이미지의 한 

자락처럼 말이다. 

조선왕조 전(全)시기를 통하여 농민들은 교화의 대상， 곧 지배와 착취 

의 대상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15세기에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인륜질서 

에 구체적으로는 포섭되지 않았고， 전통적인 관행의 연장 위에서 점진적 

인 느린 변화를 겪어가고 있었다 16세기를 지나면서 λ똑(士族)들의 상 

속， 혼인 등의 관행이 주자가례에 기준을 두고 남자위주로 차츰 바뀌어 

나아가는 것， 향약의 시행 등과 관련되어 성리학적 질서에 포섭되어 갔 

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사회변동 속에서 교생(校生) 등으로 상승한 농민 

의 경우는 자발적인 동화가 있었다 농민들에게 성리학적 사회윤리가 

파고들어간 기본적인 원인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조선왕조 지배체제 

가 장기간 지속된 데 있다. 이는 한펀으로는 동계나 향약에 사족과 상천 

(常購)이 같이 묶이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임진왜란 등 사회변동에 따 

라 신분상승의 길이 다소 넓어지게 된 데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바 .열굴없는’ 담론들을 量塵해 냈다는 점에서 論톱의 責任性으로부터 논리의 -貴性

與否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팽批判의 餘白을 안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한계가 이미 ‘민 
주화’ 추진과정에서 의례히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정치적 뱃가였다는 식으로 보 

자면 어느 정도 해소 • 연책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廣名의 
論調’ 자체가 완전히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 한국정부의 
취약한 정통성을 공박하고 동시에 북한의 역사해석과 유사한 논리를 담아 냄으로서 

‘體制批判的 談論 a critical disco.μrJe’을 통한 機能的 않劃을 담당했느냐 하는 물음이나 

혹은 한국사회발전을 위해 열마나 기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분제는 전혀 별개의 논 

쟁꺼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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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관직을 주는 납속수직이 일반화하면서는 

양반이라는 신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의 대상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 

에서 오히 려 사족중심의 성리학적 인륜질서는 급속하게 농민속으로 확산 

되어 갔다 이는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농업 등으로 돈을 

벌어 새로운 계굽적 입장에 서서 사족을 타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층[府民地主， 富商]이 돈이나 곡식으로 양반신분을 사들임으로써 차츰 사 

족에 통화하여 갔기 때문이다 이후의 사회질서는 ‘사족의 준거는 도덕’ 

이라는 허위의식에 의해 지탱된 면이 있다 조선왕조의 사회질서를 지탱 

해 온 ‘도덕군자’ 라는 허위의식은 조선 말에 이르러 봉건사회에 반대하 

는 농민들의 투쟁의 결과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어 깨져 나갔다. 투쟁과정에서 농민의 의식이 성장해 감에 따 

라 농사짓는 일， 곧 생산노동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족위주의 도덕이 지 

딘 허구는 깨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새롭게 부각된다. 즉， 이제까지의 기존 역사해석과 기술 

내용 가운데 더 이상의 상상과 추론이 불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과연 어 

떤 보완 논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의 ‘총합’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측의 계급사관이나 남한의 전통사학 그 어디에서도 시도해 본 

바 없으며 동시에 진보주의 진영 역시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남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라진 왕국’의 뒷뜰에 이제 새로이 헤집고 들어갈 

‘궁 속의 빈터’ 가 마련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또다시 발 

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정치변동연구에 관한 이제까지의 통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 역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조의 역사는 역 

사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이나 한국정치변동이란 주제 역시 해 

방 이후 현대사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사고체계가 어느덧 고착화되었고 또 이 

를 불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韓國歷벚짧究會(編)， w韓國벚講義~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89), pp.167-168 ‘ 이들 역시 

‘記述 主體’ 의 問題를 集團的 思考로 代身하고 있다 결국 그 主體가 누구이든 불문하 
고 문장 속에 나타난 기본 개념 틀만으로도 이틀의 조선사 기술에 관한 입장을 추론하 

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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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양자의 통념은 일종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대변할 뿐 근본적인 

학문적 단절이나 그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변동 

연구는 역사적으로 소급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는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현재로서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과거의 정치질서와 그 변화의 과정을 새 

롭게 인식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왕조의 역사는 오 

늘의 정치질서 변화를 담보하는 간접 토대이며 동시에 근 · 현대 한국의 역사 

적 단절을 새롭게 인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II. 方法·資料·限界

조선조 통치계급의 리더십과 조선 민중의 정치적 추종에 얽힌 힘의 메커니 

즘은 역시 스물 일곱명의 주상과 그들의 519 년간 집권기간 전체를 시기별로 

재구성하고 세목화된 논의를 거쳐 양 진영의 정치력을 역사적으로 여과 • 대비 

해 보아야만 그 적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구 

체적인 근거와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에 따라 조선사를 어떻게 나누어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9 그리고 각 시대별 정치환경과 그 속에서 빚어진 엘리트 · 대중간의 정 

치적 길항관계는 어떻게 구도화해 볼 수 있을까? 조선왕조의 정치변동과정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물론 국왕의 교체와 자연 세습에 따른 형식변 

화의 기준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민중사 전개의 총 

체적 역사 구조나 그 흐름 속에 나타난 정치적 힘의 동태적， 거시적 성격을 분 

석하는데 극히 소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흔히 조선사 전체를 크게 두 시대로 범주화하여 보는 ‘전 · 후기’ 구분 방 

법 19)에서 좀 더 진전된 것 가운데 하나가 세 가지 시간대로 다시 나누어 보는 

일이다. 이원론적 시대구분 방법은 크게 왕조사회를 구성하는 지배계급의 각종 

사회적 특권과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 이익 향유의 폭과 갚이， 그리고 그 내용면 

19) 前 • 後期의 二元的 時代區分論을 이끈 代表的 입장으로서 다음 參照. 韓永愚朝解前

期社會經濟없究.D (서울 : ζ西文化社， 199 1) ;'朝解前期社會思想맑究ι (서울 : 知識훌業 
社，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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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차이를 기준으로 양반사회가 민중들의 사회적 세력신장에 의해 위축되 

는 역사의 전후맥락에 주목하여 시도된 거시적 분류방법20)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519년의 종묘사직을 크게 두 시대로 범주화하는 일은 여전히 분석의 

밀도 자체를 희석시키고 불가피한 생략과 도약의 한계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한 시대 역사의 총체적 의미 파악을 그만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각 군주별 

역사해석이나 왕조사 전체의 전 · 후 맥락에 입각한 분류방법 모두는 각기 피 

할 수 없는 한계를 안는다. 

여기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세 가지 분류방법 역시 역사분석에서의 보편과 

특수라는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변할 수는 없 

다. 다만 이 방법은 조선왕조의 민중사적 정치변동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 

기 위한 펀의상의 한 ‘역사 재단’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여기 

서는 조선조 ‘창건’ 에서 ‘수성(守城)’ 의 단계로 발전되는 정치권력의 초기 제 

도화시기를 ‘태조’에서 ‘성종’까지 일단락시켜 보고다음으로는초기 제도화 

과정에서 축적된 왕권의 권위와 국가정통성 자체가 단속(斷織적 위기와 갈등 

의 극복과정을 통해 여러가지 유형으로 단련되어 나가는 중기 정치변동기로서 

‘연산군 - 정조’ 까지， 그리고 세계자본주의 체제에로의 강제 편입과 내적 대응 

실패로 인해 붕괴와 해체의 길로 접어드는 말기 정치변혁의 시기로 나누어 보 

기로 한다. 이 같은 분류는 기존의 거시분석방법이나 군주별 왕권구분보다 중 

단위 수준의 연구추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전제아래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방법을 중점 사용한다. 우선 여기 

20) 이러한 입장의 연구결과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로서는 다음 
참조. 鄭柱熙， “朝활前期 支配勢力의 形成과 燮選: 그 맑究몇的인 成果와 課題 朱南敵

· 金龍善 · 鄭柱熙、 · 李泰鎭 · 柳永益(共著). w韓國社會發展史論~ (서울 : 一湖聞. 1993). 

pp. 89-128; 李泰鎭， “朝解後期 兩班社會의 變化. 身分制와 獅村社會 運營構造에 대한 

%究를 中心으로 上揚書. pp. 129-226 특히 李泰鎭의 다음 주장에 주목할 것 “朝解
時代몇 돼究에서 ‘兩班社會의 變化’ 라고 하면 통상 양반이 지배하던 사회체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양반은 조선왕조 지배신분충의 통칭으로， 이를 이 시대 歷몇像의 표 
정으로 삼아 그 前半을 양반사회(또는 兩班官f흉國家)의 成立期， 後半은 變動期로 파악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이와 같이 지배층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으로 그것이 곧 역사를 지배충 중심으로 보려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의 ‘兩班社會의 變化’는 이 같은 常例的 表現에 따른 
것으로 .... "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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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하고자 하는 기본 역사문헌은 『조선왕조실록』이다. 실록에 관한 해석 

문제 역시 현 단계의 조선사 연구에서 그리 단순치만은 않은 복합적 쟁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여기서는 설록의 각 권별 구성이나 내용상의 어구 · 문장 

해석상의 진위 여부나 그 적합한 표현 여부까지 문제삼고자 하진 않는다. 

현 단계의 남 • 북한 분단상황 속에서 어느 진영의 역사 연구가 더 적합한 해 

석의 틀을 갖고 또 수미일관된 사관을 견지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 

한 바 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조사 연구과정에서 우리가 저들보다 한글 번역본 

을 늦게 마련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관된 연구가 지체되어 왔음을 간접 반영 

한다. 그것은 단순히 번역시기의 완급에서 파생되는 지적 성실성 여부만의 문 

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번역상의 논리적 통일이나 일관된 

이해의 틀을 갖고 독자들에게 보다 적확한 역사사실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애 

쓴 흔적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는 점에서 북한판 실록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는 북한판 『리조실록~21)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추진한다. 총 27명의 

주상 재위기간 동안 기록된 실록을 다시 400권으로 재구성 • 번역한 북한판 실 

록은 그들의 문자기록 관행과 마찬가지로 순한글 가로쓰기의 형태로 인쇄되어 

이해가 쉽다. 다만 발음상의 고집과 어조사 얼부의 표현양식이 남한의 그것과 

대조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다소 거칠은 대목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해 

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여기서는 『이조실록』 전편(全篇)의 내용을 독해하되 왕조사 전체동안 발생 

했던 엘리트 내부의 각종 정치 음모와 반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관한 사건 · 

사실기록과 그 총체적 맥락을 치멸하게 재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지배집 

단 내부에서 발생한 정치 음모와 이에 따른 정변， 반정， 변란， 변고 등의 어휘 

나 일반적 ‘난(亂)’과 농민 · 천민 • 양인 · 노비 • 의병 • 화적 · 비도 등 매우 다 

양한 수준에서 진행된 하층 직엽집단들의 사회적 항거의 의미가 오늘날 관용 

화되어 있는 쿠데타나 혁명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행동의 구체적 실천양식이나 거사 주체의 정치적 의도， 그리고 추종자들의 주 

관세계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강 

한 정치적 저항의 맥이 조선왕조의 역사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틀을 재확인하 

2 1) 본 연구에서 직접 인용， 참조하고자 하는 版本은 남한에서 再影印한 ro]조설록니이다. 

북한 (평엠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번역이조설록.n (서울 . 여강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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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데 문제의 초점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 같은 개별 사건들과 상하간에 

오르내렸던 정치적 힘의 변동 실상부터 우선 정확히 정리， 대비해 보자는 것이 

여기서의 우선 목표다. 

실록 추적외에 여기서 참조하고자 하는 2 . 3차 문헌들은 물론 이미 국내 역 

사학자틀에 의해 추진된 유사 관련 연구결과틀이다. 필자가 의도하는 것과 반 

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작엽을 추진하는데 몇몇 학자들의 

노력은 그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공한다 22) 문제는 이들 역사학자의 개별 작업 

이 단일 왕조사 전체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직도 극도의 제한성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통사적 수준에서 기술， 펀년화된 

‘역사서’ 23)마저 이에 관한 한 극히 선별적 수준에서밖엔 관심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있다. 

본 연구는 출발부터 몇 가지 한계를 안는다 그것은 이미 흘러간 한 왕조의 

역사전체를 다시 되감아 펼쳐놓고 의도적인 계획아래 유사한 사례들을 임의 추 

출하여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자칫 역사의 자의적 해석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가 

능성을 안는다는 점이 그 하나다 24) 더 나아가 수많은 사례들의 원인과 과정 

22) 이미 지적한 대로 역사학자들의 기본의도는 ‘全體論 H씨ISm ’ 의 규명에 있지 않았다 애 

초부터 그들은 歷史의 大海를 단숨에 건너버리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려 들지 않았다. 

그 결과 반드시 치밀한 해석과 정교한 추적이 수반되는 ‘微視論 Microcosm ’ 의 信奉者틀 
로 스스로를 轉化시킬 수밖에 없는 풍토를 만들어 놓는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 
하고 다음 연구들은 이 책의 기본의도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웅을 준다. 洪性讀，

『韓國近代農村社會의 變動과 地王層 20世紀 前半期 全南 和11頂那 同福面 →帶의 事써UJ 

(서울 · 知識塵業社， 1992); 趙尙濟 • 權t輪韓國近代農民抗爭벚~ (서울 : 느티나무， 
1993); 安秉旭， “朝蘇後期 民亂의 )端과 民의 動向 " r韓國文化~ 2 (981); “朝解後期
自治와 振抗組織으로서의 鄭會" r聖心女大論文集J 18, (986); “ 19世紀 王않民亂에 있 

어서의 ‘獅會’와 ‘薦戶’" r韓國벚論J 14, (986) 
23) 이를테면 李基白 • 邊太燮 · 韓뻐뻐 둥 대표적인 한국사학자틀의 기본 텍스트로서 『韓

國史新論』이나 『韓國史通論~，韓國通史』 동을 말한다. 
24) 이러한 문제는 가령 이인화가 쓴 『영원한 제국J의 주인공， ‘이인몽’ 의 행적과는 또 다 

른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문학척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상상력의 내용이 서로 

합일될 수 있는 틀이나 또 그 초점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 역시 제 
기될 수 있다. 다만 적어도 문학에서나 역사학에서 중요시하려는 개별 사례의 확인과 

그 집요한 추적은 사회과학적 해석이나 연구 현장에선 별 다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거나 흑은 이에 겸허히 .承服하려’ 드는 역사학 
자틀이 의외로 적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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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역사적 결과를 각각 있는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거시적 경향분석과 

변동의 맥락 파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역사를 ‘크게 봄’으로써 나타 

날 한계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자료의 한계 역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사건 자체 

를 당시 조정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거나 혹은 의정부와 비변사 등지에서 

역사기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관리들이 고의적으로 폐기 · 배제해 버리거나 

축소 • 은폐 • 왜곡시킬 수 있었던 가능성마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분적이거나 편파적인 정보들만에 의거， 기록된 사안들에 관해서는(특히 이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비변사등록(備邊司鷹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 

記)~ , 혹은 『일성록( 日 省錄)~ 등의 문헌들을 통해 집요하게 추적，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록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자체의 완벽한 담 

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ill. 朝離朝 政治雙動의 構造的 理解:

王朝의 存續과 政治勢力의 觸環

조선정치사는 권력의 단순 교체나 이를 제도적으로 옹호하려 들었던 지배계 

급의 전유물일 수 없었다. ‘실록의 기록 전체가 곧 왕조의 법통을 골간으로 구 

성 · 진행되고 있다’ 는 명제는 그 역사 자체가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충실히 복 

무하고 있었음을 반증하진 않는다. 

설록 기록자들의 정치의식 역시 당대의 신분질서를 혁파해야 한다거나 세습 

군주사회의 체제 존속을 거부해야 한다는 혁명적 의지를 표방하진 않았다는 점 

에서 보면 그들도 친 군주적 행태의 소유자들이었음을 부인할 길은 없다. 변화 

를 거부하고 오히려 지배계급의 체제유지적 정치의식에 편승한 채 그 기본틀 

안에서 역사적 감시의 눈길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갔다는 점에서 사관들의 시 

각이 민주적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일단 여기서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반민중주의 aηtiψopulism’가 곧 지배계급에 대한 일 

방적 동조나 맹목적 예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관들은 지배계급에 대 

한 민중부문의 이유있는 반항 사실들을 기록해 나가고 동시에 그 정치적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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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가 지나쳐 사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펀파적이었을 때 양반 지배 

계급의 편에 섬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고자 애썼다. 

실록의 기록은 과학적이지 않았다. 그렇다고해서 계급결정론적이지도 않았 

다. 실록은 지배계급의 세계관과 이를 일방적으로 지지 · 두둔하는 양반들의 

정치적 ‘정적(靜寂)주의’， 그리고 민중부문의 사회적 맹종이 빚어낸 일련의 세 

습군주사회의 유지 메커니즘이란 것이 어떻게 작동， 존치되고 있었는가를 기 

록한 방대한 문헌이었다. 지배계급의 이익과 실려 존속에 유리하도록 상대적 

으로 펀중된 시각을 견지해 나가는 동안 현상타파의 정치적 이미지를 표방하 

진 못했지만 사관들은 역사가 민중의 의지와 욕망없이는 추동 · 견인될 수 없 

다는데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고 성급한 역사적 귀족주의의 펀견을 탈피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기도 했다. 

조선 민중부문이 정치적으로 계몽된 왕조후기 사회사에 주목할 때 이러한 

체제안주적 사고방식 역시 변화의 대상이 된다. 정치질서가 사회변화의 현실 

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 그 기본적인 존속가능성마저 확보할 수 없다는 최소한 

의 인식이 자리잡혀 나갔던 것이다.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데 최완기 

의 조선역사 인석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조선사회는 대체로 봉건적 체제와 중세적 질서의 사회로 이해되고 있 

다 그러한 조선사회는 후기에 이르러 그 사회 구성의 토대가 크게 흔들 

리면서 급속도로 변동 · 해체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경국대전』으로 다시 한번 강화된 봉건적 체제와 중세적 질서가 더 이상 

옹전하게 운영될 수 없을 만큼 구조적 모순이 드러남으로써 원인하였다. 

즉， 신분이라는 봉건적 장벽에 얽힌 정치 · 경제의 구조적 불평동 관계， 
사회 변화의 흐름을 폐쇄화하고 경직화한 획일적인 통제 정책， 지배 계층 

과 기층 사회를 유리시킨 토지소유관계 등은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 

는 조선후기의 사회현실 속에서 이제 그 문제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써 농촌 경제가 자못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국가재정은 

그 형세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양반으로 통칭되 

는 지배계층은 현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영을 정 

비하여 통치체제를 변칙적으로 재편하는가 하면， 붕당의 조성을 통해 양 

반사회체제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 사회적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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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주력하였다. 즉， 16세기 후반 이래의 붕당정치는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양반사회가 동요함에 이르러 이를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정치질서 

를 재편， 정국 운영에서의 당위성을 찾고 기층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 

배하기 위하여 제시된 편법적 정치원리라 하겠다 붕당정치가 다소의 진 

전된 정치형태로 이해되고도 있지만， 중세적 정치원리 이상의 것은 아니 

었다. 말하자면 붕당정치는 양반사회 모순의 부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양반사회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한 붕당정치는 사림의 집권과 더불 

어 모색되었다 요컨대 사림이 주요 정치세력이었던 조선의 정치원리 

는 붕당정치이었으나， 왕실이라는 변수때문에 그것은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왕실 측에서는 관료정치를 추구하였고， 집권의 당위성으로 내 

세운 붕당정치는 현실적으로 왕권과 결탁하게 되면서 타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주정치의 전제화에 

제동을 거는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붕당정치의 원리도 왕 

권이 절대화하면 그 의미를 살렬 수 없었고， 또 권력구조에 척족세력이 

개입되면서 나타난 정치의 집중화 · 보수화로 인하여 원리 자체가 유명무 
실하여 갔다 이로써 볼 때 정치원리라는 것은 정국의 운영과정에서 유연 

하게 제기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기 

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정치원리는 곧 사 

회 변화의 원리인 것이다 25) 

이러한 설명은 왕조의 정치사가 권력의 내부변동으로 인해 단절적 변화를 

경험했던 몇가지 단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이해를 도모하게 하려는 방법들 가운 

데 한가지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 왕조의 장구한 역사적 지속력을 담보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세계 문화사 어디에서도 유사한 역사의 반복을 허락하 

지 않는 조선왕조사의 ‘내적 지구력 mηer conslsteηq ’ 의 정체는 어떻게 그 설명 

의 틀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과학적 검증이나 적확한 고증을 통해 유도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니며 유일무이한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점에 

서 더욱 난해하다. 위에서 언급한 최완기의 역사 인식 또한 이러한 한계를 전 

제한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선택적 의미 

만을 반영할 따름이다. 그것도 권력부문 내부에서 양반지배계급이 보인 정치 

25) 崔完基(1992)， 前揚書， pp. 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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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욕망의 연쇄효과와 왕조의 역사적 전통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일종의 우연 

이라는 변수와 맞부딪치며 나타난 결과에 국한시켜 본 데 불과한 것이었다. 따 

라서 막상 왕조의 후기 역사가 시간적으로 연장， 변화하는데 민중부문이 기여 

한 긍정적 • 부정적 역할의 몫은 과연 얼마만큼이었고 또 그 배경의 힘을 이룬 

요소는 무엇들이었는가에 관해서는 답하지 못한다. 

왕조존속의 내적 정치 드라이브는 사상적 변수일 수도 있었고 그에 따른 사 

회교육적 효과나 정치심리적 파급 결과일 수도 있었다. 가령 왕조의 역사 전체 

를 관통하는 수많은 사간t司課)들의 ‘간언(課言 remonsfrance )’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져 나간 이들 도덕적 충언의 담론체계들이 발휘한 정치윤리 

적 자각의 효과 그리고 그 계몽적 비판의 파장을 제일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 

우다. 미분화된 사회구조 역시 민중부문의 잦은 정치항거를 차단하고 이들을 

배제하는 대신 주상과 권력부문이 국사의 최종결정권을 담보해 나가는 동안 

왕조의 생장력은 의외로 강건했다. 

이와 관련， 한배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조 사회가 유지된 것은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조 정권의 정통성 기반이었던 유교적 정치원리가 민중의 에토스를 형 

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구조의 제한된 분화는 통치를 

더욱 용이하고 단순하게 이끈 요인이 되었으며， 양반 계급에게만 정치 참 

여를 허용하고 여타 계급은 정치적으로 묵종하거나 무감각하게 유도함으 

로써 이조의 정치체제는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다 관료에 의한 

왕권견제제도에 대항해서 왕자신도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상호견제와 긴장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한 ‘천명덕치정체’로서의 조선조는 안정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안정 속에서 여러 정치세력간의 경쟁과 쟁투가 전개되 

더라도 정체자체의 존속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윤리 

적 문화적 내용을 지닌 정통성기반 위에서 정치주체자간의 상호견제 및 

긴장 속의 균형을 바탕으로 전개된 정치질서는 체제변질적인 변화보다 

체제수정적， 한계적 변화 marginal chaη'ge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 

치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이나 변혁은 기도할 수 없 

었다. 정체의 안정에 주력하면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임시적 편법 

으로 처리하기가 일쑤였다. 대규모적인 개학은 꺼혔고 문제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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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를 취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일시적인 구제해소책에 급급했 

을 뿐이다. 정체의 정통성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개혁안도 용납될 수 없 

을 뿐 아니라 정체의 성격자체에 변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요소나 

제안이란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26) 

그는 이조의 정치변동이 다원적일 수 없었던 이유를 ‘천명(天命)’ 과 ‘인섬(人 

心)’의 상통에 있었다고 해석한다. 즉， 하늘이 인심을 반영하는 토대이듯 인간 

역시 하늘의 돗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여기서 왕조의 

생명력이 영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조정의 권력이 ‘천명덕치’ 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 충실한 복종과 ‘인종’ 의 미덕을 ‘예(禮)’ 그 자체로 요구 

하는 한， 어느 한 개별자의 의지에 따라 왕조의 정체나 법통이 단절 · 해체될 

수는 없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정치변화의 역동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왕제 Monarchy 하의 조선조의 정통성 내용을 구성한 개념은 천명과 인 

심이었다 인심의 방향을 보고 천명을 알 수 있고， 천명이 정해지변 인섬 

은 이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늘의 운과 인간의 성의와 운이 서 

로 합하고 상통할 때 왕조의 창건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왕조의 운수가 

영구히 계속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천명이란 전혀 인간의 의사와 무관한 

필연의 숙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좌우되 

는 것도 아니 었다.27)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해석들만으로 조선의 왕조사회체제가 단순히 정태적 

이었다거나 보수적 정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민 

중부문의 정치적 비동성이나 그 같은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하여 조선의 사 

회사 전체가 맹종과 일방적 동조의 문화 속에 길틀여져 있었다는 결정론적 오 

류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밖엔 말할 수 없다 

물론 조선의 민중부문이 갖고 있던 정치행태의 외형적 수동성은 왕조의 장 

구한 존속원언을 분석하는데 매우 기능적인 변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항거 사실들과 

26) 韓培浩韓國의 政治~ (서울 : f홉英社， 1984), pp. 29-30, pp. 54-55 

27) 上揚書，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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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 

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조의 촌속이라는 단순한 역사사실 그 자체보다도 

왕조의 생명력이 강언하게 유지될 수 있던 구조적 동인을 파악하는 편이 훨씬 

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논의의 새로운 지탱점이 된다. 

한배호가 지적한대로 천명과 인심의 완벽한 조화가 왕조유지를 위한 탄탄한 

이념의 반석을 보장해 주었다고 해도 간단없이 이어진 정치변란 사건들과 민중 

부문이 보인 항거의 조선사회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체제변질적 변화보다 

는 체제수정적 · 주변적 변화에 국한된 것이 왕조 정치변동의 기본 성격이었다 

고 해도 이들 제한적 변화의 정체논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조선 농민들의 

점진적 민주화 과정이었을까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역사적 우연의 연속이었 

을까〉 왕조말기의 조선 농민들이 보인 정치적 · 도덕적 분노와 그 집단적 에네르 

기에 반영된 힘의 실체는 체제변혁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왕조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 발생하고 있는 권력 · 민중부문의 상 

호교차적 변란기도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주기적 빈발 경향은 이제까 

지의 역사분석과 어떤 함수관계를 갖는 것일까9 역대 농민들의 정치적 반항과 

이를 촉발시킨 심리적 동인이 양반계급의 전횡에 대한 도덕적 분노였다는 데 

학문적 합의가 구해진다 해도 각 시대별 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났 

던 항거의 주체들과 사회적 존재양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약탈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조선 도적의 행동양식과 정치 적 비판의식으로 무장한 ‘의도(義짧)’ 의 

경계를 가르는 절대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민중봉기의 주체들이 갖고 있던 각 

시대별 정치 목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정치권력구조나 사회계급의 툴 그 자체를 동시 변헥할만한 힘을 발휘할 순 

없었어도 권력접수를 향한 지배계급 일부의 원초적 욕망이라든가 양반계급의 

비인간적 수탈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대규모 정치변란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 

의 정치변동맥락은 모두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를 갖고 있었다. 즉， 

왕조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치변란과 동시에 그 속에서 단절없이 

이어진 조선왕조의 정치질서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내는 작업. 바로 그것이 문 

제의 요체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사는 지속적인 정치변란과 후발 정치변동의 연속으로 

점철된다 그 역사 존속의 에네르기를 담보한 실질 주체들은 다양한 얼굴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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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무장，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정치세력들28)이었고 그 세력들의 각축과 

역사적 교체의 과정을 통해 왕조사회의 권력부문은 내적 지구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들의 존재양식을 전면 부정하거나 새로이 대체할 수 있을만한 저력 

까지 구비하진 못했지만 민중부문의 완만하고 점진적인 ‘정치화 politiαzatlOη ’ 

추세는 결국 왕조 그 자체와 이를 받치고 있던 국가 구조의 해체라는 극단적 

폭력사용의 단계로까지 성장， 변화한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들 두 세력이 발휘 

했던 힘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조합하고 재해석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은 

과제로 좁혀진다. 

왕조의 역사적 존속을 단절시키려 했던 정치세력들의 이기적 욕망과 그 상 

호 각축의 과정은 어떻게 순환되었는가9 그리고 그 일련의 변화과정은 어떻게 

가시화되는가? 이 작엽을 위해 별도의 역사추적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왕조사를 관통하는 대표적 정치변란들과 각 사건들을 주도한 인물들의 역사적 

맥락을 다시 일별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이조 정치변동의 주도적 계기와 이 

를 이끈 인물들의 역사적 교체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다음 〈표 2>는 역대 군 

28) ‘政治勢力 politi“I forces’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指稱하는가를 여기서 細目化하긴 어렵 

다 이 戰念이 特異한 意味를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교국가의 봉건정치질서를 
‘구축 · 유지’해 나간 ‘政治 主體’틀을 집단적 차원에서 이론화하기란 그리 容易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이를 代替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價f直判

斷의 차원을 떠나 ‘있었던 사실’ 자체를 토대로 조선조 정치변란주체의 範購를 ‘勢力

化’해 본다면 權力部門이나 民果部門 兩者 모두 包括하여 ‘黨ìlR faction’가 그 대표적인 
例에 해당할 것이다. 城黨이나 派黨， 흑은 不규黨 等 政治的 意圖를 가진 무리들의 ‘패 

거리’化 경향전반에 관해 왕조 초기부터 극도로 경계했던 慣例에 유념할때 ‘變亂’의 
개념과 ‘政治勢力’이란 용어사이에는 언제나 일정량 이상의 부정적 이미지가 介入될 
소지가 있음을 감受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韓t숍浩의 다음 主張

參照할 것: “李朝 社會의 政治過程은 한편에 王과 王族， 다른 한편에 官更와 兩班階級
이 있어서 이들 兩者問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결과이디(歷벚學者들 중에는 農民이나 따 
鐘를 傳統的 政治生活에서 重要한 投홈0을 擔當한 勢力으로 보려는 분도 계시나 이러한 
觀點의 흉當性은 疑心스럽다). 兩班階級의 構成員은 각기 宮廷에서 自派의 세력을 확 
장하려고 상호 투쟁하였다. 政治와 偏學의 合作은 前者가 엄격한 이데올로기적 定l퍼을 
갖고， 또 이로부터의 速脫이나 反對는 무자비하게 처별하는 性格을 띠고 있었으므로 
黨派的 鏡爭을 더욱 熾烈化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黨派的 相爭의 이슈와 權力간 
의 動的 關係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相互 號爭的인 정치집단의 直接的 僅i突原
因은 조상숭배나 장례의 의식절차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것은 항상 王位繼

承問題와 관련되어 있었다” 上獨書，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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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정치변란을 주도한 인물들을 권력부문과 민중부문으로 다시 나누어 체 

계적으로 대비해 본 것이다. 

<表 2> 朝蘇朝 歷代 君主別 • 階層別 政治훌훌L 主導A服

區 分 權力部門 民짧部門 年 度

太 祖 李芳遠 1398 

íE * 示 李芳幹 1400 

太 宗 조사의·조대림 1402 / 1408 

世 宗 이맹종·김 철 1418 / 1426 

文 宗

端 宗 世 祖·이정옥 1453 

世 祖 死六뭄 이시애 1456 / 1467 

철 宗 납 이 張永奇 1468 / 1469 

成 宗 이효지·유자광 1473 / 1478 

薰山君 中 宗 1506 

中 宗 박영문·윤탕빙 1513 / 1525 

仁 宗

明 宗 林닫正 1557 - 1562 

鄭t!l.立·池빼斗. 
1589 / 1594 

宣 祖 송유진·변하복 
놈三훌·놈三山. 
李夢學·한 현· 
길운절 

1596 / 1601 

입해군·김직재 
1608 / 1618 

光海君 許 홉·하인준 
1623 t 祖

仁 祖
李 造·박웅성 

안익신 
1624 / 1625 

윤계륜·황 익 1628 / 1646 

孝 宗 김자점 7，J끼A--E「 1652 / 1653 

顯 宗

關 宗 류혁연·허 적 
張吉山·이 절 1680 / 
류션기·李榮昌 1687 - 1697 

景 宗

英 祖 李흩양住·李能住 1728 

윤약연·전유기 1776 / 1777 
正 祖 宋德、象·金夏材 1782 / 1785 

金尙喆·金東餐 1786 / 1787 

純 祖 洪景來 1811 

憲 宗
남공언·남웅중 

1836 / 1844 
민진용 

哲 宗 民 홈t 1862 

高 宗 軍 亂·政 寶
民 홉L 

1864 - 1894 
李弼濟·全奉準

Ll띤 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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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맥 계보가 조선사 전체에 걸쳐 영멸했던 정치반항주체 모두를 포섭하 

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것은 다만 정사{正史)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사 

건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들의 진용과 사회계층을 단순 대비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의 강도나 역사적 영향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질서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거나 이를 기도했던 인물틀의 주도적 단면틀만을 예시해 놓은 것 

이다. 따라서 그들을 추종한 세력들이나 미처 기록되지 않았던 인물들까지를 

염두에 둘 때 그 규모는 물론 가변적이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과 이에 따른 경험적 통계치는 위의 표에 나타난 기초자 

료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 역사 속의 사실들과 집합자료와는 다 

소간의 편차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표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왕조 초기부터 붕괴에 이르기까지 동기와 환경을 각기 달리하는 정치 

변란들이 매우 빈발했다는 역사 경험 그 자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가지 의문은 이조 정체(政體)의 특수성이나 높은 

수준의 민중복종 수준에도 불구하고 변란발생 회수의 의외성이 무엇을 의미하 

는가 승}는 점이다. 권력부문의 왕권접수욕망과 수호과정， 그리고 민중부문의 

도덕적 정치욕구와 민주화의 완만한 추진속도가 서로 정치적인 길항력을 형성 

해나가는 동안 그들은 격돌 직전， 때로 내연하거나 때로 사전 발각됨으로써 좌 

절과 피체(被運)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이 같은 변란 반복의 역사는 왕조 중 · 

후반기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된다. 

이조의 정치변란은 권력이 일방적 힘의 강화를 통해 도덕성을 상실할 경우 

제도권력내부에서의 비제도적 폭력이나 민중부문의 예기치 않은 기습폭력사 

용으로 반복되었다. 민중부문의 정치폭력 사용은 반드시 조정을 겨냥했던 것 

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양반 지배계급의 배후를 강타하거나 방만과 

허세로 가득찬 통치주체의 탐학을 준열히 그리고 단발마적으로 통박하는 경우 

가 더 일반적이었다. 

이조는 절대 자동적으로 유지되어 나간 왕조가 아니었다. 민중이 권력을 정 

치할 수 있다는 경험적 교훈과 권력이 또다른 권력을 창출， 기정화하기 위해 

기존의 파워 시스템을 공략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긴장의 정서가 핵심권력을 

경각시키고 동시에 절제와 자각의 계기를 수시 학습시킴으로써 왕조의 생명은 

의외로 강건할 수 있었다. 잦은 정치변란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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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권력과 민중사이에 잠재적 폭력의 

교환이 서로 가능했고 동시에 그 예비적 공포가 견제와 균형의 심리를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정치변란들이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되， 그 

시기는 양대 세력들 모두 상호 교차적으로 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론 이틀 

양자가 동시에 거사함으로써 권뷔權府)를 지속적인 위기로 몰입시킨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교체 · 반복되었다. 

반 • 상 모두가 정치변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는 거의 ‘반정’ 을 통해 집권 

한 군주들{中宗 · 仁祖 等)의 통치기 때였다. 이러한 현상은 반정추진 세력과 반 

혁명 세력간의 정치적 경쟁 흑은 개혁과정에서 파생한 불가피한 마찰의 대가 

였다. 양대 사회세력이 이처럼 상호교차적으로 변란을 의도했다 하더라도 모 

든 군주가 반드시 어느 한쪽의 정치폭력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렇다 할만한 업적을 남길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만큼 유난히 재위기간이 짧았 

거나29) 극단의 위기(絡對홉困現象 等)가 중첩되는 경우30)에는 별다른 정치변란 

이 발생하지 않았다. 

양대 세력의 변란발생빈도와 그 반복주기는 어느 정도였는가<표 2>의 역 

사적 사실틀을 ‘조선조 역대 군주별 · 주도계층별 변란건수’ 31)자료와 관련， 비 

교 계산하여 보면 권력부문의 경우 정치변란은 평균 ‘ 9.980년’ 에 한번씩 반복 

발생하였고 민중부문의 경우， ‘ 3.680년’ 에 한번 발생한 ‘꼴’ 이 된다 이 발생 

주기를 다시 산술 평균해 보면 그 빈도융은 ‘ 6.830년’이 된다 사건을 주도한 

사회계층별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변란발생건수 ‘총계(193件)’를 절대값으 

로 하여 왕조의 유지기간과 평균해 보면 그 수치는 ‘ 2.689년’이 된다. 

결극 이조의 정치변란은 결과적인 성패 여부나 그 동기의 복잡미묘함 등 다 

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발생 변수로 국한시켜 볼 때 최소 평균 2.7년 

에서 최대 10년 주기로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개별사건의 

충격규모나 구체적 동인의 정체와 관계없이 조선에서 정치적 위기와 변동의 

29) 文宗이나 t宗， 純宗 둥이 그에 해당한다 
30) 顯宗의 在位期問이 그 代表的인 例에 해당한다. 
31) 헤、鍾흉王朝의 政治變動: 朝解朝의 國家存續과 農民의 政治的 振抗. (서울 . 인간사 

랑， 1995), p. 37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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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가를 가늠케 한다. 정치폭력 발생빈도의 의외 

성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의 틀을 갖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그 표피 

적 보수성과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강하게 표방하면서도 안으로는 권력의 옹호 

와 공략을 둘러싸고 얼마나 치열하게 내연했었는가 잘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바로 이 같은 변란 발생의 의외적 빈도를 일목요연하게 

대변한다. 이 그림은 앞의 ‘조선조 역대 군주별 • 주도계층별 변란건수 비교치’ 

를 그래프로 바꿔 사건의 발생추이를 연차적으로 구도화해 본 것이다. 이에 따 

르면 각 군주별 사건발생회수의 ‘저위성(低位性 downgradeηess) ’ 과 관계없이 왕 

조의 정치적 변동주기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그 변화의 기폭 역시 심하게 교차 

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그래프에 나타난 싸이클의 반복패턴을 

통해 변란발생빈도의 주기성 문제도 재확인할 수 있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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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朝蘇朝 歷代君主別 · 階層別 政治變亂 發生趣移>32)

32) X 轉의 -連짧號는 太祖에서 純宗까지 朝蘇朝 歷代君主의 在f立期이고(例 1: 太祖， 8:
훌宗， 13: 明宗， 26: 高宗 等)Y 轉은 變홈L發生의 總， 件數다 統計 根據는 『이조실록」에 

나타난 集合資料를 토대로 算定하였으며， 發生地名이 明記되지 않았던 경우까지를 모 
두 總括한 全體統計{直임을 밝혀둔다. 굵은 설션은 民짧部門， 가는 실션은 權力部門의 
數{直이고 맑線標識은 兩 部門의 .在位期問別 總計’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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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의 정치변동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대구분의 문제나 각 시 

대별 정권의 성격 그리고 이를 결정한 군주의 리더십 내용이나 민중부문의 정 

치적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아 

직껏 조선시대사의 역사 구분방법이나 각 군주별 집권기의 정치적 성격에 관 

해서도 역시 지적인 합의가 도모된 바는 없다. 다만 각기 주관적인 학문적 전 

제에 따라 왕조의 역사를 전 • 후기로 양분하거나 권력의 유지와 확산을 둘러 

싼 외형적 변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삼분{츠分) 혹은 오 · 육분{五 · 六分)하 

는 등， 다분화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까지의 대표적 관례들이었다. 

그러나 시대구분의 방법론적 대안과 관계없이 정치변동의 성격은 일정한 특 

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이미 밝힌 바대로 위의 그래프는 왕조초기부터 19 

세기 중반까지 민중부문과 권력부문에서 정치변란들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반 

복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여기에서 ‘세종 - 성종 - 중종’조 당시의 변 

란회수가 다른 군주의 집권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폭력성을 견지하고 있 

었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 10회 미만의 ‘건수’를 유지하며 양대 사회 

세력의 힘이 반복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조선왕조사를 권력의 ‘확립 - 변질 - 정비 - 안정 - 동요 - 격동’ 의 여섯시기 

로 구분했던 최완기의 분류방법을 원용， 위의 그래프를 독해하여 보면 장구한 

역사변동과정과 그 속에서 진행된 정치질서의 변화과정은 보다 더 입체적으로 

조명된다. 그것은 적어도 간단없이 이어진 조선농민들의 정치의식 성장과 각 

군주별 집권기의 상이한 정치환경들을 추론 •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은준거가된다. 

여기서 조선의 역사가 초기부터 극심한 정치적 동요와 변화의 국면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통치계급이 주 

도한 여러 형태의 변란과 그에 부수된 후발 사태들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에 

서 그 기본적인 한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성종조 이전에 매우 강도높은 정치 

폭력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왕조 초기부터 권력부문의 시련이 얼마나 심했었 

는가를 잘 반증해 준다. 비록 정치적으로 의식화되거나 이를 행동으로 가시화 

할 만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민중부문의 동요 역시 적지않은 

충격의 계기로 작용한다. 성종조를 전후하여 도적의 준동과 농민들의 유밍t流 

亡)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권력부문을 심각하게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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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했던 직접적 부담요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력 스스로의 방만과 타락은 정치체제의 변질을 급격히 재촉했다. 

그 속에서 암묵적으로 성장해 나간 농민들은 19세기 중반까지 분명한 체제변형 

이나 구조적 변혁의 직접적 담지주체로 기능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역할 지체현 

상 역시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대상이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각별한 관심의 초점으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가 있다. 그것은 

과연 철종 • 고종조 당대의 조선조 민중부문의 동요를 결정 • 주도한 민란의 배 

경이 그 이전까지 비축되어 있던 농민들의 점진적 비판의식 성장과 그에 따른 

자연사적 표출과정에서 웅당 마련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 

하지 않았던 집단적 행위의 결과로 돌출된 조선농민의 순간적 집단화 현상이거 

나 그 현상의 우연적 반복 결집이었다고 간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문제는 우선 19세기 중반， 조선의 열악한 정치경제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 

이 서로 어우러져 빚어진 비극의 객관적 변인을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차하며 가로지르는 조선농민들의 도덕적 분노의식이란 주관적 변인과 그에 

따른 항거의 현실경험적 경로를 겹쳐 보아야만 풀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양자택일적 물음보다는 훨씬 정밀한 

전제와 계획을 설정， 새로이 문제의 초점을 부각시킬 펼요가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굳이 여기서 택일적으로 답변을 강제 선별하려 든다면 그것은 전자로 기 

울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9세기 조선 농민들의 정치적 항거는 돌출적 급진성과 급격한 역 

사적 단절성을 외형적 특성으로 하지만 사실상 이 같은 과격성의 배후에는 시 

간상 매우 길게 소급될 수밖에 없는 몇가지 역사적 전제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란의 전국적 파급효과에 편승， ‘무임승차free-ride ’ 하여 쉽사리 집단화되 

어 버렸거나 혹은 농민들의 미분화된 군중심리에 본의 아니게 자동편입되어 

버림으로써 갚은 고려없이 민란의 조류가 확산될 수 있었던 사회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가능성은 왕조사회 특유의 금압적 분위기와 

기왕에 뿌리깊이 형성되어있던 복종의 정치심리적 정서를 감안할 경우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억압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통제의 가치박탈예고 역시 충분히 인지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의 항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치폭력의 사용강도가 하강하지 않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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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이미 권력부문의 정치적 통제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거나 정통성이 

취약해져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조선 농민들의 도덕적 분노와 그 정치적 항거의 에스컬레이트 현상이 단순 

한 역사 우연의 계기로 촉발된 것이 아니었음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것은 

향리의 극단적 탐학이나 수탈구조의 심화에 따른 폐해가 이미 15 .6 세기 전 

후부터 노골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적 전정(前徵)을 감안한다 하더라 

도 19세기의 전국적 민란과 그 후발 효과로 가시화된 1894년의 농민혁명， 더 

나아가 왕조의 해체까지를 총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절대적 계기를 논리화 

하려면 물론 이를 촉발시킨 구체적 계기나 일련의 촉진제적 사건틀이 부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무엇이 민란의 전국적 확산에 불을 질렀고 걷잡을 수 

없는 동요의 획기적 동인이었는가에 관해 분명한 역사적 성찰이 뒤따라야만 

이 물음의 해답도 명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촉발주체들은 명종 때의 임쩍정일 수도 있고 선조조의 이몽학이나 

길운절일 수도 있다. 그리고 광해조의 홍길동이나 숙종조의 장길산， 영조조의 

이인좌나 순조조의 홍경래， 고종조의 이펼제와 전봉준 둥일 수도 있다. 연산조 

이후 왕조의 개국정선이 변질되고 민중부문의 새로운 정치적 기대가 중종반정 

이후 조선사회 전역에 파급될 때부터 이조의 민중봉기는 이미 준비되기 시작 

했다고 보는 것이 또다른 사회사적 추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각 시대별로 다양하게 전개된 민중부문의 항거와 이를 주도했던 이들의 구 

체적 행각은 모두 다 독특한 철학과 거사의 이유를 갖고 단행되었던 진지한 고 

뇌의 결과였다. 다만 이들 모두가 ‘농민’이라는 광의의 사회계층개념에 포섭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들의 다양한 봉기 배경이 과연 모두 다 정치적인 

수준의 것들이었을까 하는 의문 역시 분명히 규명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여 

전히 높다· 

그러나 19세기 중 • 후반， 왕조 해체 직전에 민중부문의 정치폭력이 극단적 

으로 편중 사용되고 있음은 과거의 정치적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한 개혁군주 

들의 일련의 조치와 관련된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농민들의 의식적 자유의 폭 

이 선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의 신장세는 영 • 정조조를 전후 

하여 급성장하였고 특히 외세의 개입을 둘러싼 조정의 대웅능력부족은 농민들 

의 자발적 봉기를 촉발시킨 강력한 토대로 기능한다. 국제자본주의의 침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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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웅 정치력의 고갈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역사 속의 복종주체로 일관해 

왔던 농민들이 급기야 억압의 사슬을 스스로 끊는다는 사실도 이미 사회혁명 

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참을 수도 없다는 지체된 계몽의식을 반 

영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왕조의 해체와 국가붕괴를 가속화시킬 만큼 충분히 

폭력적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종 • 고종조에 편중된 농민행동의 저항성이 

나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 말기적 집단행동의 급상승 · 급하강 기울기의 의미 

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그립 1 - 1>은 보다 정확한 정치변란의 역사적 소재 

를 중거해 준다. 위의 〈그림 1>이 왕조의 전 역사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전국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간적 한계를 최대한 감안하여 작성한 것 

이라면 이 그림은 행정 공간이 명기된 사건들만을 선별 참조하여 다시 그래프 

화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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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朝離朝 歷代君主別 • 階層別 政治變亂 發生趣移: 行政空間確認>33)

33) 여기에서 역시 X 輯의 一連홉號는 歷代 君主의 견Ei立期를 뜻한다. 그리고 Y 輯 역시 變
홈L發生의 總 件歡를 意味한다. 統計의 根據는 r이조실록ι에 나타난 ‘空問確認’ 資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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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란발생건수의 집합자료와 공간확인자료를 반영하여 작성한 위의 두 도표 

를 대비해 보더라도 두 사회세력들의 정치폭력 사용빈도나 그 변화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설록의 기록 특성상 상세한 변수틀을 골고루 명기하지 않았 

던 점을 감안， 확실하게 공간 추적이 가능한 사건들만을 선별하여 앞의 변화추 

이와 비교해 볼 때 사건발생 건수는 다소 줄어든다 34) 그러나 전체 사건의 변 

화추이를 분석해 보면 두 그래프상의 변동주기는 거의 유사하며 특히 17세기 

중 · 후반의 정치변화과정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앞서 논의한 

철종 · 고종조의 민란발생건수와 조선농민들이 보인 정치폭력의 지속적 효과 

는 모두 동열한 경로를 통해 왕조의 최후를 극적으로 대변한다. 

개국 초기부터 시작된 제도권력 내부의 변란과 그 충격적 학습효과는 경제적 

침탈과 자연 재해의 중첩으로 인한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권력과 민 

중의 정치폭력 사용 역시 왕조의 중 • 후반까지 지속된다. 왕조의 말기국면에 

폭발적으로 가시화된 민란의 조류는 결과적으로 4세기 이상의 왕조사를 통해 

비축 · 전수된 농민들의 정치 · 경제적 한파 핍박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합리적 선택경로였고 때마침 19세기를 관통하고 있던 세계자본주의의 성장물 

결은 왕조의 개화를 자극하고 끝내 민중부문의 도덕적 분노의식을 촉발시킨 핵 

섬의 계기로 중첩 작용하면서 역사는 걷잡을 수 없는 해체와 붕괴의 국면을 치 

닫게 된다는 거시적 해석의 틀도 바로 여기서 그 준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그 분명한 개념적 정체가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민중부문의 역사적 정 

치변동추이를 결정한 중추적 담지주체는 ‘도적’틀이었다고 사관들은 기록한 

다. 조선사회사에서 도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의 

답은 아직도 약탈자와 의식화된 봉건사회의 반정치적 인사들이란 이원적 수준 

에서만 고려될 뿐 더 이상 세목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화 현상이 

란 것도 막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 행적과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인가라 

는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더 이상의 논의가 유보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것 

토대로 하였으며， 發生地名이 明記되지 않았던 경우는 모두 排除시킨 것임을 밝혀둔 

다， 굵은 실선은 民聚部門， 가는 실선은 權力部門의 數f直이고 點線標識은 兩 部門의 

‘춘位期問別 總‘計’ 를 뜻한다. 
34) 集計의 偏差는 ‘ 180/ 193’의 크기로 나타난다 13件의 變홉L事件을 除外하고 行政空問

이 確認된 件數들만의 變化 趣移를 追助;해 보면 <그림 1>의 週期와 變化기울기의 범 
주속에서 反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얽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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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이다. 도적 일반에 관하여 당대 사관들이 갖고있던 부정적 이미지의 

총체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의 경계는 쉽게 허물 

어지기 어렵다. 다만 역사 사실들의 체계적인 재인식 작업과 이를 위한 사료의 

조합을통해 그들의 당시 의식의 단면들을추론해 보는 일은그리 어렵지 않다. 

다음 <그림 2> 역시 이러한 측면해서 고려해 본 조선 의적의 전체론적 이 

해 방법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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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太祖 - 宣祖朝 年間 훌텀蘇의 짧願發生 變化훌훌移>35) 

35) 여기서 과연 宣祖朝 以後에는 짧戰들의 發生頻度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만큼 隔

少해져 갔는가 하는 疑問이 당연히 提起된다. 그리고 왜 하펼이면 ‘효祖’ 朝에서 그 흐 
름이 斷總되고 마는가 하는 質問 역시 부수적으로 提起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 

히 짧願의 一方的 消滅이나 ‘社會的 退湖 socia/ retreat’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헤아 
려 툴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宣祖朝가 크게는 朝解王朝를 分劃하는 中半의 變化
時期에 該當하고， 이와 동시에 國內外的으로 極甚한 動搖를 거치면서 ‘朝解前期’ 의 성 

격을 마감하는 時期였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變亂 發生의 ‘回數’ 는 

制限的이었으나 彈度面에서는 莫彈한 수준의 事件들이 重壘 · 發生하였고， 王亂과 T 
쩔再홈L의 충격까지 국내 정치변동 주변부를 彈打했다는 점에서 기왕의 민중부문 변란 
주체로 대표되던 짧願의 이미지가 크게 훌縮 · 變容되었을 것이란 推論이 여기서 TlJ能
해진다. 그러나 막상 『宣祖大王修正實錄] 以後 「實錄」의 기록과정에서 ‘짧願’이란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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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도적발생건수 총계를 절대치로 환산， 전국 

의 행정공간별로 재배치해 본 것이 다음 〈그림 3>이다- 수도 한양과 이에 근 

접한 경기도가 조선 전기의 도적발생 누계치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 

음으로 ‘전라-황해-충청-평안-경상-강원-함길-제주’의 순으로 점차 변방화하고 

있었던 사실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그만큼 

욕망과 현실사이의 사회 • 경제적 간극이 심화되어 나갔고 그 차별성을 메꾸기 

위한 비제도적 정치폭력이 남발되거나 권력부문의 민중경계의식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반증한다. 이와 동시에 조선전기 도적발생의 변방화 추세를 

반증하논 변수 가운데 하나로서 ‘삼남’의 상대적 빈발경향도 두드러진 특정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기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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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朝蘇前期 行政空間別 짧敵發生 f憂先}II흉位 對比: 件數確認、>36)

語가 自制되고 현격한 ‘減少趣勢’로 돌아선 直接的 찢機가 무엇이었는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X햄의 →連香號는 太祖부터 宣祖까지의 歷代君主

執權期를 順次的으로 單純橫列化해 놓은 젓이고 Y轉의 수자는 짧威發生件數를 뜻함) 
36) X轉은 짧陳發生空問이며 Y轉은 實錄確認資料에 따른 짧戰發生 總件數임 橫列化한 各

홈號7J1j 行政空問의 凡f제는 다음을 參照할 것: 1. M1:吉 2. 'p安 3 黃j每 4 京離 5 江原

6. 慶尙 7 全羅 8. 앞、淸 9. 濟州 10. 漢城 1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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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선의 도적발생공간이 권력 중심부가 소재하고 있는 수 

도와 이에 근접한 경기에 절대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천착 대상 

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나 제도 

권력의 경고예시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위의 편재(偏在)화 현상과 철저한 계급 

적 신분사회의 ‘착취 - 피착취’구조가 해결하지 못했던 민중부문의 삶의 조건 

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농민 개개인의 자발적 • 합리적 선택결과 

였다. 동시에 당대의 정치를 비판하고 이를 대변하고자 했던 민중들 각자의 유 

일한 극단적 대안이자 최후의 폼짓이었다는데도 주목할 펼요가 있다. 

조선조 정치변동의 구조적 이해문제는 이제껏 여기서 살펴본 내용에만 국한 

될 수 없다. 여기서의 논의는 다만 설록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또 누가 이를 주도 • 동원해 나갔으며 그 전후의 역사 맥 

락과 변화의 결과는 어떻게 연계 • 폰속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몇 가지 입 

체적 대안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까지 살펴본 조선조 정치변동의 기본 맥락은 어디까지나 정치사와 사회 

사의 흐름이 서로 고립되어 있었다거나 상호배타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 

실을 부각시키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었다. 나아가 왕조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여러 자원들 가운데 권력부문과 민중부문의 정치적 변란기도와 이를 성사 · 실 

패시킨 변수틀을 추적 • 검토해 봄으로써 왕조의 생장력이 유달리 강했던 이유 

의 몇가지 단면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조선의 왕조사회체제와 이를 담보하고 있던 유교국가의 정 

치적 메커니즘이 그 외형적 단순성을 불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 

동적인 체제유지 ‘동학’ 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엄격한 신분사회질서의 흐름이 상층계급에 대한 하층게급의 사회적 반발이나 

정치적 봉기를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방적 비관론만으로 조선의 왕 

조사회를 조준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정론적 오류를 초래하는가 하는 

사실을 잘 반영해 주었다. 이와 동시에 왕조사회체제의 장구한 존속원인이 권 

력부문의 ‘예비단속’과 민중부문의 ‘예비공포’라는 상호견제적 정치심리에 

의해 일차적으로 발동되었고 이러한 상호 외경과 경계의 정서가 결국 조선조 

특유의 민본사상이나 천명덕치주의와 어우러져 유난히 강한 자기정체의 확인 

으로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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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적 정서와 심리적 동인들에 의해 조선사회는 5세기 이상의 시간 

대를 통해 지속되어 나간다. 그러나 왕조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민 

중부문의 대 지배계급 항거논리와 체제존속의 내적 동인 사이에는 서로 합치 

되기 어려운 깊은 골이 자리한다 그것은 민중부문의 대 지배계급 항거의 논리 

가 제아무리 강한 저항성과 충격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끝내 

그 항거의 맥이 사회혁명적 저항성이나 근본적인 정치 · 사회 · 역사적 구조 변 

혁을 담보할 만큼 강력하진 못했다는 사실이다. 민중의 항거와 권력의 존속사 

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한계의 치명성은 바로 여기서 그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 

고야만다. 

민중의 단흰斷續)적 항거와 왕조의 존속 사이에 나타난 한계의 상당부분을 

보완했던 정치논리는 바로 조선 농민들의 ‘자발적 복종’ 에서 구할 수 있다. 때 

로 항거하면서도 역사의 상당기간을 암묵적 복종과 일방적 순종으로 일관한， 

그리고 때로 무조건적인 체제 동조의 주체로 기능할 수밖에 없던 조선농민들 

의 양면적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이들의 정치사회적 항거 사실들이 경우에 따 

라 쉽게 호도되거나 흑은 아예 배제될 수밖에 없던 그간의 이유를 새삼스럽게 

이해할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전체 통계수치로 볼 때 비록 인습적 복 

종과 체제동조적 정치침묵의 논리를 배제하진 못했지만 조선사회의 정치적 한 

계와 권력의 패덕화 현상을 정치할 수 있었던 역사의 최종 주체는 바로 조선농 

민들이었다는 사실(벚實). 바로 그것이었다. 결국 침묵하논 다수의 계층도 농민 

이었고 함성의 주체이자 실질적 반항의 주역도 농민일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 

사실들은 과거의 왕조사회사가 어떻게 유지되었고 또 어떻게 붕괴 • 해체되었 

는가를 고스란히 반증해 준다. 

왕조의 존속을 담보했던 실질 주체이자 통치 대상이었던 계층이 왕조의 국 

가체제를 붕괴시키고 체제의 기반을 해체 • 소멸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주체 

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 같은 역사의 전말을 통해 조선 농민의 위상은 

다시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종과 항거를 둘러싼 정치심리적 근거나 

역사 변화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새삼스러운 연구대상으로 우리 

모두 앞에 남는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과 

연 조선 역사 속에서 농민이란 누구였으며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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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양면성 혹은 다면성의 실체를 

가급적 실재에 가깝도록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지나간 왕조의 사회사와 정치 

변동의 과정을 새로이 조명하는 작업은 이제까지 제기한 문제의 규명과 앞으 

로의 탐구를 위한 바로 그 중간 기로에서 더욱 절실해진다. 

IV. 朝縣朝 農民의 政治的 正體와 歷史 位相

한국의 농민이라는 독특한 존재양식에 관하여 이제까지 별다른 엽적이 축적 

되어있지 않았던 연구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 문제에 관한 총체적 접근은 그만 

람 어려웠다. 그러나 『이조실록』의 기록과 기존의 역사학 연구결과들을 종합 

해 볼 때 다음 몇 가지 항목에 걸쳐 새로운 해석을 위한 정치학적 인식의 필요 

성을 발견할 수 있었음은 적지 않은 수확이었다. 

첫째， 조선의 농민들은 가장 포괄적이며 기층적인 왕조사회의 피지배계충이 

었고 미분화된 상민계급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점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 

군이었다. 그들은 사회학적 분류기준에 적합한 변수들， 이를테면 지주에 대한 

예속의 정도나 경제적 의존도， 계급이동의 가능성 정도나 사회적 유동성의 크 

기 등 대부분의 사항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봉건초기단계의 원시성을 공유 

했고 왕조역사의 점진적 민주화나 농민 스스로의 의식적 자각t혹은 自 B 탱豪) 

가능성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삶의 질을 개선할 만한 경제적 자율성을 끝내 발 

휘하지 못한다. 

둘째， 조선 농민들의 삶의 양식은 왕조사회의 경제적 말단 노동단위이자 신 

분사회유지를 위한 필수적 복종대상이란 전제아래 박탈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구성 · 유지되었다. 현실적으로 다소간의 편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들의 시대별 • 매 군주집권기별 존재양식의 구체적 실상은 원천적으로 고질적 

빈곤과 운명적 피착취 상황을 극복 •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 이 같이 열악한 삶의 조건이 사회적 불만과 경제적 소외의 상황을 심 

화 • 자극할 때 조선 농민들은 정치화하기 시작했다. 이 때 이들의 분노는 우선 

‘양반-지주-관료’ 등 지배계급 일반의 정치 ·사회적 상위신분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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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된 것만도 아니었고 이틀의 사회적 기반을 허물고 자신들이 새롭게 

지배하려는 사회혁명적 공동체의 구성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다. 조선 농민 

들의 분노는 자연볍 질서의 간헐적 파괴 주체였던 지배집단들의 탐학과 과잉 

착취현실에 대한 선별적 응정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냈다는 점에서 다분히 제 

한적이었다. 이와 동시에 유난히 선명한 도덕성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넷째， 조선역사 속에서 단속(斷續)적으로 반복된 자연재해와 질병(특히 첼病) 

그리고 농민사회의 무지의 결합은 이들의 정치화 과정을 때로 극단적 폭력사 

용의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현상은 양반들의 가옥이나 축적 재산에 대한 

약탈과 중앙 및 지방 관아의 기습 공격 흑은 관리들의 직접적 예인(몇경 1) • 구 

타 • 주살t課殺)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조선 전기부터 가속화 

되는 가붐과 홍수의 교체나 전국적 질병의 영향은 개국초기부터 농민들 다수 

를 ‘유망’의 길로 유인하여 대부분 제도권력과 맞서려는 ‘도적’， 특히 수적이 

나 화적 • 우마적(牛馬觸， 산적 동의 다양한 부류로 분화하게 만든다. 

다섯째， 조선초기의 도적 개념은 태조 - 성종조 연간의 지속적인 정치적 내 

우외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노비반란을 

거치면서 복합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특히 조선 전기의 농민도적화 경향 혹은 

유망화의 과정은 조선 중기 도적발생빈도의 전국화 추세의 역사적 단초를 이 

룬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조선중기의 의적과 비도의 개념은 바로 전기 조선 

사회사에 투영된 민중부문의 맹아적 동요와 농민사회의 암묵적인 정치심리적 

호웅을 토대로 하여 발전한 것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전국적 민란과 그 충 

격적 파급효과 역시 정치환경이나 사회 • 경제적 조건의 차별성을 감안할 수밖 

에 없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저항의 맥이 이러한 왕조초기의 사회사와 중 

반기의 정치 · 사회적 항거의 그것과 맞닿아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었 

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농민블의 동요를 중심으로 한 민중부문의 변란이란 이름의 정치변 

동 축을 교차하는 또 다른 축은 주상을 정점으로 한 양반지배계급 중심의 권력 

부문이 야기한 변란행위에 의해 형성 • 가동되었다. 이들의 변란행위는 주로 

왕권의 자기중심적 접수와 권력변동의 비제도적 경로 모색이라는 이기적 속성 

을 골간으로 추진 · 모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권력부문의 변란과 민중부문의 

그것이 서로 긴밀한 정치적 상호관련성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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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치 않았다. 다만 역사 속의 숱한 사실들은 이들 양대 사회세력이 모색한 

변란과 거사의 행적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권 

력부문의 변란은 주로 주상의 사망과 세자의 등극을 전후한 소위 권력교체기 

에 집중 발생하였고 대체적으로 당해 권력부문이 변란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 

든 관계없이 민중부문의 그것은 왕권의 제도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불가피한 

변수들이 정치 • 사회 · 경제적으로 조합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로 남는다. 

권력부문의 역사적 변란들은 ‘정난 - 사화 - 반정 - 당쟁’ 등 몇 가지 대표적 

인 유형들을 만들어 나갔고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이 이끄는 민중부문의 변란 

주체틀은 제도권력이 야기하는 정치적 변화의 결과나 그 현실적 • 계급론적 억 

압구조의 지속적 강화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자율적 항거의 맥락이나 그 결정 

적 저항의 유형을 가시화 시키는데는 실패하고 만다. 그것은 주로 민중의 항거 

행위에 대한 지배계급 전반의 극단적 금압조치와 실제적 가치박탈로 인한 학 

습효과 때문이기도 했고 이에 따른 농민 대부분의 침묵적 행태 강화로 연결된 

탓이기도 했다. 

조선농민들의 사회적 항거나 정치적 비판의 가시화 경향은 주로 연산조 이 

후 중종반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명종조에 이르러 정착된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부문내부에서 지배층 일부의 정치적 일탈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용납되었 

으며 또 그 현실적인 기정화 효과가 막상 농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반영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었다. 

일곱째， 명종조의 임쩍정으로부터 고종조의 이필제 • 전봉준에 이르기까지 

조선 중반기 이후의 사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명멸했던 농민 지도자들의 인맥과 

그들의 정치화 경향은 왕조의 정치변동과정에서 20세기 국제자본주의 침투와 

압력 그리고 조정의 위기대응능력 부족현상 등과 아울러 국가붕괴를 자극한 역 

사의 치명적 단초로 기능한다. 권력부문과 민중부문의 교차적인 정치폭력 사용 

과정에서 권력의 원초적 · 이기적 욕망과 민중의 도덕적 분노가 빚어낸 역사적 

길항의 전말이 이렇게 끝나고 만나는 불가항력의 지점에서 조선조 정치변동의 

말기 국면은 일말의 정치적 ‘감상주의 seημmentaι'sm’의 틈업을 허용한다. 

여넓째， 왕조가 장구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의 총체를 농민들의 사회적 

존재양식에서만 구하고 이를 기정화 한다면 그것은 과잉단순화의 한계를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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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임에 툴림없다. 이조가 정치적으로 막강한 생장력을 확보 ,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농민들의 정치 • 사회적 존재 이유 이외에도 이루 헤아 

리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었고 또 이들을 총합해 보아야만 그 구조적 단연과 생 

명력의 정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물론 재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존속을 담보한 직접적 복종 주체가 이조의 농민이었다 

는 점은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역사 사실로 우리 앞에 고스란히 남는다. 더 나아 

가 왕조의 국가체제가 이 같은 복종 주체들에 의해 붕괴 • 해체되었다는 사실 

역시 ‘옵직일 수 없는’ 역사로서 그대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