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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률온 .iE祖의 정치훈영방식용 당시 公輪의 양상옳 용해 이해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훌 쭈|해서 먼저 조선조 정치에 있어서 공물의 의미와 위상옳
삶펴보았다. 정조시대의 공롤의 앙상은 언톨三司의 활동(在朝언톨)과 재야
유생률의 정치적 참여(在野언폰)훌 싫훌적인 자료훌 가지고 분석해보았다.

그 젊과 정조시대의 공혼용 在朝 차원이나 在野 차원에서 모두 위촉된 것으
로 나타났다. 대간률의 활동윤 언관권옳 제한하는 국왕의 조치나 금렴 싫치
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고， 재야 사림(또는 산립)의 밟동 역시 쭉정 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분앓되는 등 그 권위흩 인정밭지 못하게 된 것이
다. 정조는 훌훌히 집권 후기로 갈수훌 과도한 금령싫치훌 톰해서 언로훌 펴|쇄

하는 한편， 재야 유생률의 집단상소훌 국왕의 정치적 목적옳 위해서 동원하
거나 산림뚫의 권위륨 싫추시키곤 했는데

이는 컬국 국왕의 자의적인 통치

와 독주， 그리고 공론정치의 붕괴훌 초래했다. 조선조 정치체계의 중요한 견
제장치였던 대간권이 약화되고 재야의 비판세력이었던 산림뚫의 위상이 싫
추휩으로써 왕권 그 자체는 강화되었옳지 모르나， 유교국가체제의 기반옳
붕괴시키는 젊과훌 초래한 것이다.

正祖 중엽에 이르러서는 영영 당의 (薰議)가 끊어지고 침묵이 주률 이루매
소위 세도(勢道)라 하는 것이 생기고， 문벌로의 제약이 혹심하여 필경 국
정이 크게 쇠퇴함에 이르렀다.
안확l'조선문명사J

(1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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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훌
우리 역사에서 정조시대(l 776~ 18(0)는 이중적인 평가률 받고 있다. “조선문화
의 난숙기 .. (정옥자

1999 , 16) , “정치정의에 힘쓴 탕명의 시대 .. (박광용 1998 , 9) 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소위 세도(勢道)라 하는 것이 생기고 문벌로의 제약이

혹심하여 국정이 크게 쇠퇴한” 시기(안확 1923) 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정조시대
의 상이한 평가와 판련하여 정조의 죽음을 전후로 전개된 대조적인 시대상은 상당

한 의구심올 자아낸다. 어떻게 한 국왕의 죽음으로 인해 “왕조중홍의 꽃이 활짝
핀 전성기 .. (한영우

1997 , 345) 가 갑작스레 “세도정치와 민란의 시대 .. (유봉학

2001 , 4) 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조선왕조률 지탱해오던 메커니즘윤 무엇
이었고， 정조는 정국올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정조시대의 사대부들윤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본 논문은 이 같은 일련의 의문률올 풀기 위해 정조시대의 公論의 위상과 성격

올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국왕파 더불어 조선시대 정치의 주체였던 사대부들은
공론의 이릅으로 국왕의 행동을 제약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정

당화하곤 했다. 정치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올 인식했던 조선의 유학자들은 정치적
부패륨 최소화하고 정책적 심의 (deli밟'lÚÌon) 기능올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
의 공론정치를 가동시켰다(김용직

1999 , 60-용1). 국왕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어

전회의〔常參 · 次對 · 經建〕와 다양한 형식의 정치비명〔課짧J. 그리고 철저한 인사
검증〔暑經〕파 백관의 논핵(~니察〕 퉁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조의 정치체계는
특정 국왕에 의해서 좌우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국왕과 관료제 사이
에， 그리고 고위 관료와 하위 관료 사이에는 공론정치라는 중요한 견제장치가 존

재하고 있었는 데. 이는 조선조의 정치체계의 장기 지속성올 셜명해주는 핵심적
변수의 하나였다.

따라서 필자는 조선조 공론정치의 두 차원인 언론삼사의 활동과 재야 유생들의
정치적 참여훌 실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 사간원 · 사헌부 · 홍문관 3
사의 재조언론(在朝홈論)의 탄핵활동파 관학(館學: 成均館 · 四學) 및 향촌의 재
야언론(在野롭論)의 정치운동과 집단상소의 내용이 그것이다. 논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론율 미리 말한다면， 정조는 집권 후기로 갈수록 언판의 발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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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거나 금령(禁令)올 내려 언로 자체훌 막아버리곤 했으며， 재야 사립들올 정

치적 목객옳 위해서 동원하거나 산림들의 권위훌 실추시키곤 했는데， 이는 결국

국왕의 자의적인 통치와 독주. 그리고 꽁론정치의 봉괴훌 초래했다. 이하에서는
바로 이 점올 논증하고자 한다.

11.

죠선죠 공훌쩡 x) 의 생격

1 조선조정치체계와공톨
조선조 정치의 대표적인 톡정의 하나는 공론올 중시하는 정치라는 점이다. 성총
16년(1485) 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럽， 조정에는 “황의 악정(惡

政)파 비위 (非違)훌 간(課)하고 또한 논박(論騎)하는 일올 담당〔掌課譯 · 論顧r
하는 사간원과， “현재의 政事률 논명하고 문무백관의 치적(治績)올 조사 · 규탄하

여 풍속을 시정하고 억울한 형벌올 밝히며 또한 남사한 행실과 위계 (憶計)률 금지
하는〔黨論執時政 察百官 正風倚 뼈魔柳 禁游健)" 사헨부와， “왕의 자순(諸詢)에
웅하는〔備顧閒)" 흉문판이 각각 정 2폼파 정 3품의 아문으로 법제화되어 있었다. 국
왕율 비롯한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와 비리”롤 비판하고 풍속을 바로 잡고 당시

대의 정치훌 상시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제도척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론정치가 제도척으로 보장된 것온 조선조의 정치이념에 근거한 것이

다. 즉 태조의 「즉뀌교서」에서 나타난 것처렴， 조선왕조는 “사직(社樓)온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有德者〕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백성의 마융과 하늘의 뜻올 받들
어” 개창되었으며， 이는 유교적 소양올 갖춘 인재률 뽑아 그들의 말옳 듣고 정책

에 반영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Ii태조실록J 1/7/20 丁未). 주요한
국정은 국왕이 일방적으로 전단(專斷)할 수 없고， 관료집단과 재야의 사렴률의 의

사를 구한 상태에서〔博詢採納〕 국왕파 판료들 사이의 합의률 통해서 결정할 수 있
었다(김용쭉 1988 , 132). 말하자면 “그 형식에 있어서는 전제질서이지만， 그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완전한 절대군주체제가 아닌 관인지배체제(官A支配體옮1]) 라는
특수한 성격율" (김운태 2002 , 399) 띠고 있었먼 조선왕조는 “유가판료간의 합의를

國政의 근본”으로 썰정한 정치체제였던 것이다(김용욱 1988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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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합의체적 성격올 가지고 있었던 조선왕조에서 어떤 조치룰 정당화하거
나 반대할 때 꽁론올 그 근거로 주장하판 했다. 예컨대 정조가 “ 1 만여 명의 영남

선비률의 논의는 바로 나라 사랍들의 공론(公論 r (1 6/5/7 甲辰)0 이라고 말하면서
생부 사도세자의 명예률 회복시킨 것이나， 심환지가 국왕의 금령 설치 때문에 “국
가의 체모가 구차해지고 공론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 {2ν6/21 쫓표)면서 금령철
회를 요청한 것이 그것이다. 공론은 또한 특정인올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도 사용
되었다. 교리 장지혐(張至願)이 ”大庫의 말은 팔 三司의 딸이고 삼사의 말은 곧

온 나라의 공론”이라면서 이병모의 말대로 강화도에 있는 은언군의 처벌을 요청한
것(1 8/05/25 辛갖)이나， 김종수가 이서구(李書九)의 홍인한 비판 상소는 “실로 온
나라의 공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의리의 관건에 관계되는 것”이었다면서 그롤 지지
하였옳 때 {20/07/09 王子)의 공론이 그 예이다. 그리고 교리 이동직이 김종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론올 둥지고 당파에 목숨올 바치는” “송냥이” 같은 자라고 지
칭하면서 비판한 것 (8/12/27) 과， 노론의 김익이 채제공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의 공론”이라면서 그의 퉁용올 저지한 것은 (10/09/25 ζ未) 공론이 톡정

인율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된 예이다.

다른 한면 조선조 사대부률의 공론과 정치적 관싱온 집단척 형태로 분출되기도
하였다. 집단적 수업거부운동〔擁堂〕율 통해서 국왕이나 관료들의 실쩡옳 비판 ·

항의하는 성균관이나 사학 휴생들의 웅직임이 그 한 예이다. 공론은 또한 지방 유
생들의 연명상소를 흉해서 특정 사안올 건의하거나 비판하는 집단척 방식으로 표

출되기도 하였다. 1 만여 명의 영남유생들이 연병 상소를 하여 사도세자의 명예회
복올 건의한 일(1 6/04#27 ζ未)이나， 팔도의 휴생틀이 상소하여 조헌과 김집을 문

묘에 종향(從享)활 것윷 요청한 일 (20/6/10 甲申) . 그리고 호서의 유생들이 송덕
상 처벌이 부당하다는 뜻의 통문(通文)용 사도(四遭)에 보내 국왕의 조치를 비판

한 것 {05/09/14 찢표) 퉁이 그 예이다. 이 같은 재야의 공론은 “밖의 의논.. (外議〕
으로 표현되어 청치적 정당성의 지표로 이해되기도 했다. 예컨대 “(조정에서 일을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외의(外讓)에 따라 의논하고， 일올 행하는 것은 반드시 외
의에 따라 행하니 . (이툴온)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율 뽀이고 정사(政事)는 밖의 논

1) rjE祖實짧J 16년 5월 7일 甲辰條. 이하에서는 (16/5/7 甲辰)으로 표기한다(융5월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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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辰)나 "(세자에게 국정올 대리케 하라는 지시륨) 內敎로 시행하려고 하지만， 外

議가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형세가 매우 어렵(다)"는 숭언색 김숭보의 말

(39/1 1/15

康成) , 그리고 정조시대의 경우 “외간의 여론이 다뚫 말하기롤， 새 정숭

이 둥대(登對)하면 반드시 성상의 마음올 감동시켜 톨려놓는 한마디 말이 있올 것
이라고 합니다"(18/05/25 辛家)라고 하여 우의정 이병모가 은언군올 처단활 것올

요청활 때의 外讓가 그 예이다.

2 ，공폰의의미와률징
이처럽 『조선왕조실록』용 물론이고 개인 문집률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공

롱은 어떻게 규정활 수 있는가. 공론이란 말윤 그 동안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국내에 있어서 다수의 의지. 그 최대꽁약수척인 국민의 정치적 합의 (consensus) "
(이현출 2α)2 ， 2) 로 개념화되거나. “천리와 인심에 부합하는 ‘公正한 議論’ ” 내지
“모윤 구성원이 참여하는 ‘公式的인 論議’ .. (이상익

2002 ,

46) 로 정의 내려지기도

했다 2) 그러나 실확에서 공론이 지칭하는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가변적이어서 특
정하게 개념화하는 데는 많윤 어려움이 있다. 말하자연 공론 개념은 그 자체가 아

직 공론화되어 있지 않온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의 의미률 좀 더 찰 이
해하기 위해서는 주회와 이이의 공론에 대한 논의률 살며불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정치적 행위의 정당한 근거로서의 꽁론윤 宋代에 이르러 청립되었으며(이상익

2002 , 22) ,3) 조선조에 있어서 이이의 공론에 대한 논의가 가장 넓게 수용되었기
2) 대체로 공론과 여론옴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r 中文大難典」훌 들 수 있

다. 이 사전에서 興論은 “興는 聚의 뜻이니， 聚A의 言論올 말한다”고 하여， “公覆의 議

論 또는 公正한 讓論”인 公論과 다른 것으로 셜명하고 있다. 이 사전은 또한 ‘興論’의
用例는 r홈훌:J <王沈傳>， r梁훌J <武宰紀〉 동에 보이며.

‘公論’온『堆南子J <庸務힘11> ，

『世說新語J <品漢〉 풍에서 그 용례률 찾아불 수 있다고 하였다.

3)

이상익에 따르면 송대의 公輪 개념은 사실 선진휴학에서외 天命輪파 民心論융 지양시
킨 개념이었다. 즉先奏時代의 휴교에서 사용된 ‘天命(天또는 t帝의 명령)’온그것을

알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실재하는지도 의심스렵다는 논외가 제기되면서 민심론이 동
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심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자각
이 싹트면서 팡론롬(公論謝)이 정치적 정당성의 곤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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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논의되는 정치행위의 정당성 내지 정치적 권위의 근거는 크게 天命

과 民心， 그리고 公論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天命은 그것을 확인하
기가 어렵다는 ‘짧‘識論的 문제’ 와 과연 천명이 실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存
在論的 문제’ 롤 가지고 있었다. 즉 ‘파연 누구에게 천명이 내려졌는가’

‘과연 어

떻게 하는 것이 천명에 부합하는 것이냐’ 와 같은 인식론적인 문제와天은 正義

로운 존재로서， 인간의 善에 대해서는 福으로 웅답하고 惡에 대해서는 짜쨌으로
웅답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가 그것이다(이상익

2002 , 23-28).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 근거로서 민심은 이 같은 천명론의 모호성 때문에 동장하
였다， 즉 ‘·훌天용 친하게 여기는 사랍이 없고， 오직 德 있는 사랍올 돕는다. 民心

은 無常하여， 오직 온혜를 베푸는 사랍올 그리워한다 "4) 라는 구절에서 보이듯이.
天과 함께 民이 정치적 권위체로 둥장한 것이다. “결주(榮約)가 天下률 잃은 것은
그 백성옳 잃었기 때문이요， 백성올 잃은 것은 백성의 마읍융 잃었기 때문이다. 天
下률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융 얻으면 천하를 얻올 것이다. 뼈성올 얻

는 떼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외 마옴올 얻으면 백성올 얻올 것이다" 5) 라는 맹자의
말은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서 민심의 의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민심은 反省옳 필요로 했다. 민심이
늘 정당한 것만온 아니었기 때문이다w'논어』에는 민심에 대한 이 같은 회의가 잘

드러나 있다. 즉 子賣이 “鄭A이 모두 좋아한다면，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공자
는 "옳지 못하다n 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다시 “鄭A 이 모두 싫어한다면， 어떻습니

까?" 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옳지 못하다. 챔I~A 가훈데 착한 사랍윤 좋아하고

악한 사람은 싫어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대답하였다 6) 여기서 공자는 백성들 가

따르면서도〔順天理〕 민섬에 부합되는〔符興情〕 꽁롬이야말로 정책결정파 정치적 행위

률 정당화하는 근거로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이상익

2002 , 22).

이하의 ‘천명

론’과 ‘민심론’ 그리고 ‘공론혼의 내용온李교수의 논폼옳크게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 r홈輕」 周홈 蔡f뿌之命· 훌天無鏡 推德f훌輪 民心無常 推惠之懷.

5) r굶子』 離훌上 9: 굶子日 榮約之失天下也 失其民也 失其民者 失흉ι也 得天下有道 得
其民 斯得天下횟 佛其民有道 4흉其心.

6)

r論語』 子路

22:

子홈間日 빼A皆好之 何如 子티 未可也 i郞A皆뽑之 何如 子티 未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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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에는 착한 사랍파 악한 사랍이 있다라고 하여 민심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문

제훌 결정할 수 없으며. 反省올 통해서 천리에 부합된 것만 따훌 껏올 강조하고 있
다.
주회(朱熹. 1130-1200) 는 公論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公論옳 보다

구채척으로 정의하였는 바. 그에 따르면 공론이란 “天下의 모든 사랍들이 한결같
이 하는 말〔萬口~離r 이다. 즉 “天下의 참된 是非는 끝내 속일 수 없는 것이다.

( ... ) 자기의 偏見용 주장하고 자기의 私心율 채우려 하면셔도 억지로 ‘國是’ 라 이
름올불이고， 君主의 權威를빌려 .天下의 萬口一難의 公論’파싸우려 하니， 아마

도 古A의 이른바 德온 오직 한결같다’ 는 말온 이렇지 않올 것 "7) 이었다. 여기서
주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인 공론과 ‘天理에 따르고 A心에 부합
하여 天下 사랍들이 모두 함께 “옳다”고 여기는 것. 인 國是릅 같은 차원에서 언급
하고있다.

공론에 대한 보다 정치척인 정의는 이이(李짧. 1536-1584) 에게서 발견된다. 이
이는 ‘사랍의 마음이 모두 그렇게 여기는 것’ 올 ‘公輪’ 이라 하고， 공론이 있는 곳
올 ‘國是’ 라 한다. “國是’ 란 한 나라의 사랍들이 꾀하지 않고서도 함께 ‘옳다’ 고

여기는 것이다， 이익으로 유혹하지도 않고 위력으로 겁주지도 않았는데 삼척동자

도 또한 그 옳옵올 아는 것이 바로 國是"8) 라고 하여 보다 분명하게 공론과 국시와
의 판계률 정의하고 있다. 즉 “天下의 사랍률이 모두 함께 ‘옳다’ 고 여기는 것〔天
下之所同是者 r 이라는 주회의 국시를 웅용하여 ..사랍의 마음이 모두 ‘그렇다’ 라

고 여기는 것 [A心之所同然者J"을 바로 공론이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9)
不如椰A之響者好之 其不善者惡之.

7)

주회

r朱熹鎭」 卷24<與陳待郞寶): 天下之是之也 故必總賞以購之 嚴페以홈之 然後僅

足以佳制士夫不爾之口 而天下之홉是非 則有終不可짧者홍 (…) 欲主其偏見 濟其私心

讀짧之名 號日國是 假A主之威 而戰天下萬口-蘇之公輪 홈恐古A所謂德推-者 似不如
是.

8) 이이

r옳곡전서」 卷7 頁7: A心之所同然者 調之公輪 公論之所在 謂之團是 團是者

-

國之A 不羅而同훌者ií! 非짧以利 非 以威 而三R童子 亦知其훌者 此乃圖是也.

9) ‘A心之所同然者. 란 본래 굶子의 말이다. 맹자는 “(모든 사랍외) 입이 맛에 있어서 함
께 훌기는 것이 있고. (모든 사랍의) 귀가 소리에 있어서 함께 듣는 것이 있〔다J.

(... )

그런데 마용에 이르러서만 훌로 함께 하는 것이 없겠는가? (모든 사람의) 마용이 함께
그렇게 여기는 것 〔心之所同然者〕온 무엇인가? 理이며 義이다. 홈~A은 먼져 우리 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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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되는 것온 주회의

.옳다’ 라는 말율 ‘그렇다’ 라는 말로 바꾼 부분이

다. ‘옳고 그르다’ 는 말온 天理와 A愁이라논 대립되논 것올 천제로 하여 후자률
부인하고 전자를 따르라는 이분법척인 기준이다. 이에 반해 이이의 .그렇다’ 라는
것윤 수긍파 협상의 여지롤 내포한 말이다. 즉 국가의 존재 이유 (Raison d’etat) 로

서의 국시의 문제가 그것올 인정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는 선택의 사안인 데

반해 10) 꽁론온 토론과 타협의 소지가 존재하는 말이다. 어떤 문제률 결정활 때
그 선돼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옳고 공동체의 유지률 위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선의 존재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
니라면， “그렇다”라고 수용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공론의 본질인 것이다.

이이는 공론의 주체훌 士林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립이란 “마옴으로는 古
道훌 사모하고. 폼으로는 簡行올 설천하고， 입으로는 法홉옳 말함으로써 공론올

부지하는 자”인데， 따라서 “사립이 조정에 있어서 공론올 사업에 베풀면 국가가

다스려지고， 사립이 조쩡에 없어서 공론올 공언(空홉)에 부치면 국가가 혼란해진

다 .. 11) 조선조에서 사렴운 유교적 화식과 덕망올 갖춘 사랍으로서， 어떤 일에 당
변했올 때 천리와 민섬에 근거해 자신의 견해롤 표명하는 존재였다. 이이가 民心
이라 말하지 않고 Aι、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갈윤 사림융 염두에 두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士林온 .말이 없는 하늘의 뜻’ 파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

민심올 혜아려서 각자의 말율 하는 정치의 주체였으며， 정치적 책임올 맡윤 자는
사림들의 말 안에서 공정한 판단기준올 찾고 그것올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조선조의 정치척 조건이었다 12)
이이가 “붕당옳 깨어버리라”는 이준경올 비판하면서， 현실척으로 이미 “쓸만한
이 함께 하는 것올 얻으셨다. 그러므로 理와 義가 우리 마옴옳 기쁘게 하는 것은 고기

가 우리 입옳 기쁘게 하는 것파 갑온 것이다〔口之於味也 有同홉穩 耳之於聲也 有同聽
罵

[…]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 何也 輔理也義，1:11 聖A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뼈我心 鋼짧 之’뻐我口) ," r굶子』 告子上 7.

10) 예컨대 ”대한띤국온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국시에 대해， 이률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랍용 갑욕에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올 가든지 선택훌 해야만 한다. 국시용 가지고 타
협하거나 협상활 수는 없기 때문이다.

11)

이이

r옳곡전서」 卷3 頁29 ， <玉堂陳時홉統> : 夫心幕古道 身짧爛行 口戰法롭 以持公論

者 體之士林 土林在朝廷 施之專業 則國治 士林不在朝廷 付之空줍 則國亂.

12) 이 이

r윷곡전서」 권24 성 학집 요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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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들은 동서의 색목에 들어가” 있는 바， 이들의 士論옳 잘 듣고 반영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온 이 같은 맥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푹 “연소한 신진 .. (東 A) 과 “선

배 구신 .. (西 A) 이 각각 “나라 일율 계획하는 데 용감”하고， “사직에 꽁로가 있으

니” 어느 한 쪽올 배척하지 말고， “각각 그 결정옳 감싸고 장점올 드러내야 한다”
는 것이다 13)

이렇게 볼 때 공론이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립들의 다양
한 토론과 대화 숙에서 형성되고 만툴어지는 ‘미결정의 어떤 것’ 이라 활 수 있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자연환경〔天理〕과 인문환경〔民心〕올 잘
아는 사립들이 구성원 모두가 수긍활 수 있는 견해률 채택 ·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공론정치의 이상이었다. 이는 공론의 본질적인 성격이 ‘公올 논의한다’가 아니라

‘論올 통해서 公왈 찾야 가는데 있음올 보여준다 14) 주회의 시버론적 공론 개념
이 公올 전제한 것이라면， 이이의 然 · 不然의 공론개념은 후자와 같이 과정(過程)
으로서 공론정치훌 강조한 것이었다. 결과를 예측활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과

정올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것’ 보다 더 나온 정치쩍 대안은 있올 수 없기 때문이다.

111.

쩡조시대 훌課의 탄빽 활흩

1 ，훌빼외정치쩍쭈|상

대간이란 감찰의 임무률 맡은 대판(훌官)과 국왕에 대한 간쟁(課짧)의 임무를

말은 깐판(課官)의 합칭으로， 채조(在朝) 언론의 대표적인 관칙이었다. 대간체의
최초의 행태는 이미 주대(周代)부터 나타나며， 진(奏) , 한(漢)대에 이르러 하나의

제도로서 모습올 갖추었다가， 당 · 송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대간제

는 당나라의 제도활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편성되었는데 15) 그 시작은 신라
13) 이이 r옳곡전서』 권7 統짧 (5).
14) 이상익온 公輪올 “천리와 인심에 부합하는 公1E한 훌훌論’”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結
果’ 로서의 .公’

J.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公式的인 論鐵’ ”라고 해석합 수도 있다면

서( .節次’ 로서의 論’

J.

“論옳 통해서 公옳 찾아낸다”는 것이야말로 ‘현대 자유민주주

의 사회에서 전흉 유교의 공룬론이 지니는 의의”라고 평가한다(이상익

2002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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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총무열왕 6년 (659) 에 감찰기구로 셜치한 사쟁부(司正府)에서 볼 수 있다. 이후
대간제도는 발해의 ‘좌상시 (左常待)’ · ’ 간의 (課議)’ 와， 고려의 어사대 · 중서문하

성의 ‘낭사(郞舍)’ 로 계숭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대간의 외상과 기능은 한충
더 강화되었는데. 사헨부 · 사간원에 소속된 간판들과. 나중에 규장각의 역할을 계
숭한 홍문판의 관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조선시대 대간제의 존재의미는 신료 내부의 상호견제작용에 의한 권력구조의

안정 속에서 찾올 수 있다. 조선에서는 재상과 대간이 동일관서 내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일대일외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16) 대간이 의정부를 감찰，
탄핵한 반면. 의정부 역시 대간의 일에 간여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아올러， 대간
에게는 모든 관리임명에 대한 동의권〔暑經權〕올 주고. 이조(更費)에는 대간에 대

한 근무평가〔考功〕의 권한율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대간은 왕권 및 의정부와 육조(특히 이조)와 상호견제하도

록 짜여진 권력구조 위에서 투명한 정치와 정치의 안정올 동시에 도모하는 데 큰
구실용 하였다. 그러나 대간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권다툼에 이용될 때는

많은 폐단올 낳올 위험생도 있었다 18) 결국， 그와 같은 가능성윤 성종 때 신구세
력의 대립파 그로 인한 연산군 때의 사화 및 선조 이후의 당쟁에서 사실로 나타났
다(강광식 2뼈， 2찌).

2, 정조시대 대감의 활톨현황
『정조실혹」에서 대간(훌課)아란 단어로 검색되는 사항운 총 441 개이다. 그런데

이 중에는 헨의(歡議)와 탄핵활동과 같운 대간의 본래 활동 외에 대간의 인사이동
둥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둘 사항융 일일이 확인하여 공론정
치와 직접책 판련올 갖는 대간의 탄핵활동만옳 추려낼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대

간의 탄핵활동은 표 1 에 나타난 것처 럼 350건에 뭘했다， 01 률 다시 탄핵올 당한 인
물의 지위에 따라서 고위인사탄핵파 하위인사탄핵으로 나누고， 탄핵에 대한 국왕

15) 한국정신문화연구훤 r민쭉문화백파대사전J (1988). 권6.
16) 李重煥1':擇里志J A心.

17) 李建昌. r;t;훌훌通略」 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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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분올 수락 · 부분수락 · 불허로 구분하여 수치화하였다.
탄핵용 당한 인물이 국정의 정책결정에 영향올 미철 수 있는 정 3품 당상관 이상
일 경우는 고위직으로， 당하판 이하는 하위직으로 분류하였다. 중앙관의 경우는

육조의 참의(參議) 이상 의정부의 諸大닮， 고위의 종친파 여러 공신， 무관의 경우
각 군영의 대장 · 중군(종2품)파 별장 · 천총(정 3품)， 그 밖의 정 3품 이상의 관리를
고위직으로 분류하였다. 지방관의 경우는 각 도의 판찰사(종2품) . 부융(종2품) .
목사(정 3품) . 한성판윤 둥이 고위직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반해 중앙관의 육조의
정랑(정 5품) . 좌랑(정 6품) 이하의 벼슬과 규장각의 대교(정 3품) . 사헌부의 집의
(총3풍) . 홍문판 · 예문관의 직제학(청 3품)의 당하판， 그리고 군영의 파총(종4품)

이하의 관리와， 지방관의 도호부사(종3품) . 우후(종3품) 및 군수(종4품) 이하의
당하관은 하위직 관료로 분류되 었다(정 두회

1994).

표 I 에 나타난 것처럽 정조시대의 대부분의 탄핵은 고위직의 인사에게 집중되었
다. 즉 하위직 인사에 대한 탄핵이 116건인데 비해 고위직 인사에 대한 탄핵은

234

건으로 두 배를 넘고 있다. 이는 당시 대간의 탄핵이 영향력 있는 주요 인물들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옳 보여준다. 특히 즉위한 직후와 재위 10년에 탄핵의 빈도

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바， 이는 정조의 즉위툴 반대했던 세력들(공홍파와
부홍파 동)올 제거하는 과정에， 그리고 홍국영의 잔존세력인 구선복-이담 일파의

역모사건에 대한 토역과정에 대간의 탄핵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럽 고위인사가 많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활지라도 그 탄핵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즉 표 l 에 나타난 고위인사에 대한
탄핵의 수락건수는 부분수락까지를 합해도 69건에 불과하며 .70.5% 에 닿하는

165

건은 모두 “불허” 판결올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하위인사 탄핵에서도 비슷
하게 나타났다. 즉 하위인사에 대한 탄핵의 수락건수가 부분수락까지롤 합하여
건에 불과하며. 68.1%에 랄하는 79건이

37

불허’ 판결을 받았다. 이는 대부분의 대

간의 탄핵이 비리에 대한 폭로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구체척인 증거가
없이 정척올 공격하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그런데 표 1 에서 주목되는 것은 채위 20년올 고비로 대간의 탄핵빈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국왕의 비답 역시 전부 “불혀 .. 로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조가

대신(훌닮) 한 사랍이 대신(大닮)의 감최(顧罪)활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大많을
풍문에 의해 탄핵하지 못하도록 (20/1/6 쫓표;

21/6/4

쫓西;

21/6/6

ζ家)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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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정조싫훌」에 나타난 대간의 탄핵훨톨 상활

고위인사탄핵

하휘인사탄핵

재위

탄핵

년대

총수

탄핵수

수락

부분수락

불허

탄핵수

수락

부분수락

불허

즉뀌

40

28

7

2

19

12

3

4

5

20

12

5

3

4

8

2

4

2

18

16

0

3

2

0

3

0

13
3
7

9

2
2

0

6

0

8
5

8

0

6

2

0

4

2
3

5

4

4

19

0

0

0

5

18

6

11

10
10
5

7

17

10

3

0

7

7

2

0

5

8

12

9

0

2

7

3

0

0

3

0

6

0

0

6

19

13
5
6

2
3

0

10
2
4

6

9

7

10
11
12

39

26

5

2

12

7

2

0

5

12

6

0

0

6

13

16

0

0

3

3

0

10
12

3

19

13
15
5
13

2

14

4

2

0

2

2

0

2

0

11

2
10

0

2

0

8

0

0

2
0

0

15

7

16
17

23
2

18

22

18

6

2

19

11

9

2

3

20

9

7

3

21

5

3

0

0

0

0

0

0

0

0

46

16

22
23

4

4

24
합계

350

234

2

0

10
4

4
2

0

0

2

3

2

0

0

2

3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116

23

14

79

4

165

2

편， 주요한 정치척 쟁점에 대해서는 금령울 설치하는 둥 언로률 극도로 통제한 결
파였다. 룩히 정조는 조헌(趙憲)

,

김집 (金集)의 문묘 종향(從享)과 관련하여 노론

산림옳의 권위를 의도척으로 실추시키는 한편， “스숭파 도에 대한 책임이 실로 나
에게 있다"(20/8/8 康辰)면서 사림의 역활과 권한의 범위를 극히 축소시켜 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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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송치규 · 송환기 · 오회상 동 노룡의 산립과 문신들이 출사(出 ft) 를 거
부하는 한편， 국왕의 금령옐치에 대해서 ”이 한가지 일(금령설치)만은 한 · 당(漢
廣) 시대 평범한 군주보다 못하”다고 비판(이병모의 말. 18/5/25 辛友)하는 둥 정

국이 경색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국왕의 수원 화성 축조률 “진나라 축성(樂城r

에 비휴하는 “유언비어가 여항(閒흉)에 횡행 .. (20/7/2 ζEJ 하는 둥 조정의 공론이
크게 위축된 시기이기도 했다.

3. 정조의 굽횡설치와신흩홈의 E융
『정조실록」에서 금령(禁令)은 서원이나 사우(꽤宇)의 남셜올 금지한 지시라든
지 (03/08/06 丁 EJ. 변방(邊方)의 국경올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나

(1 0/03/06 康成)， 파장(科擾)에서의 불법행위 금지， 향안동록의 제한(14/04/15 ζ
표) 둥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한 규제사항올 가리키거나， 톡정 사안을 국왕이 상소

하거나 논의하지 못하게 금지한 명령율 뜻한다.
표 2는 정조시대에 조정에서 금령과 관련해 논의된 횟수를 나타낸다Ir정조실

록』에 나타난 금령은 275건으로 나타나지만，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금령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사항만 세었을 때 1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특정의 사안에
대한 상소나 언급왈 금지한 것이라든지， 특정 서책을 금지하는 동 공론정치와 관
련된 사항은 66% 에 달하는 109건으로 가장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다.

정조는 인사문제나 역적토벌과 관련하여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해당 사항
에 대해 금령 (禁令)을 셜치하여 상소나 차자에서 그 문제를 언굽하지 못하게 하곤
하였다， 예컨대 재와 6년에 남인의 채제공올 중직에 임명하자 노론과 소론의 신하
들은 그를 “흥국영의 조아(JJ\牙) 라며 강경하게 반발했다 (6/ 1/5 王寅). 이에 정조
는 이후로 채제공이라는 를자률 상소나 차자에서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

린 바 있으며 (06/01/22 己未) , 재위 8년에도 노론의 김문순이 채제공과 함께 같은

부처 [I醫〕에서 일활 수 없다고 반발하자， 채제공용 정토하지 못하도록 금령올 내
리기도 했다 (08/06/07 康寅). 또한 재위 10년에는 탕명책의 일환으로 소론의 상징
척인 인뚫인 윤션거

· 윤종 부자의 명예훌 회복시켰다. 이에 대해 노론과 남인의

신하들이 강경하게 반발하자， 정조는 이 문제에 대해 금령옳 설치해 언급율 하지

못하게 했다(1 0/03/19 찢家). 정조는 또한 전과(前過)훌 가지고 있는 인물올 죄과

106 한국정치연구 제 11 집 저12호 (2002)

표 2. 청조시대 논의된 禁令의 수
재위년도 측위

2

3

4

3

3

10

11

12

6

11

4

9

2

4

8

2

5

6

7

8

0

4

3

0

2

5

9

금령수

0

0

언로제한

0

0

재위년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금령수

7

16

5

14

5

18

9

14

6

8

5

11

163

언로제한
금령수

5

4

4

11

2

14

7

12

5

4

3

11

109

금령수

에서 탕척하고 다시 동용하기도 했는데， 이 파정에서 언관들의 반발을 우려해 그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좌포도대장 조규진의 경우. 13/11/02 甲申).
금령셜치의 빈도수가 높고 신하들의 강경한 반발이 큰 경우로는 역모와 관련된

종친올 보호할 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그는 재위 JO년에 자신의 이복동생(사도
세자의 f훌子)인 온언군이 역모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혐의를 받자， 이 문제에 관해
금령올 설치하는 한편， 강화도에 휴배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또한 그는 사
도세자 사건(임오화변)에 연루된 혐의 뿔만 아니라 정조 자신의 동극올 반대한 것
으로 비판받는 화완옹주를 끝까지 보호하였다. 당쟁의 와중에서 왕의 가족들이 본

의 아니게 역모자들에 의해 추대 대상에 올랐올 경우， 토역(討遊)의 법 규정을 기
계적으로 적용하여 처단할 것이 아니라 존왕(尊王)의 차원에서 관대하게 처분해
야 한다는 것이 정조의 논리였다. 그런데 그는 강화도에 있는 은언군을 주기적으
로 불러내서 만나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 대신들과 언관들의 줄기차고도 강
력한 비판올 받곤 했다. 정조는 그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급령올 셜치하여 언급올

못하게 하였다.

정조는 또한 온언군의 이륨이 거명되었던 충청도 ‘흉언사건. 18) 의 경우도 대신

18) 흉언사건이란 충청도 지역에 은언군 및 사도세자의 이룹과 결부되어 나돌던 유언비어
로서， 예률 들연 “강화의 최인(용언군)이 오래도록 샘 안에 갇혀있는 것은 실로 국가의
지극히 훤흉한 일이다

사도세자가 죽온 “오년(午年)울 만날 때마다 가붐이 매우 심

한데도 국가에서 전혜훌 거행하지 봇하고 있다

“강화의 죄인울 서울로 들여보내면

비률 얻융 수 있옳 것 "(22/6/12 甲辰)이라는 말 똥이 그것이다. 신하률은 이훌 역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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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차자(節子)롤 불태운 다옴， 그 재률 봉(封)해서 되몰려보내면서 ‘’이 일로 조
정에 들어오는 자에 대해서는 비록 대관(大官)이 주대(奏對)를 청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금령으로 정하였다 (22/6/12 甲辰)， 그는 또한
금령 셜치률 비판하는 신하들올 호되게 꾸짖거나 어전에서 쫓아내는 동 독단척인
태도률 보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금령올 비판하자 ”그 아흰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에” “그만 두어라! 금령 두 글자도 듣고 싶지 않다. 다시 이것올 거론하면 대관이

라도 용서받기 어려올 것”이라고 하여， 그를 쫓아낸 것이 그 예이다 (22/6/21 쫓
표).

이에 대해 규장각 제화 심환지 (沈煥之)는 왕의 “성화이 높아 경도와 권도를 섞
어 쓰는” 차훤을 신하들로서 알 수 없지만 의심스러운 것올 반복하여 논단하고 질

정하는 것은 신하률의 임무인데， “국사(國是)률 굳게 정하여 사람들이 입올 열고
의논올 하지 못하게 해서， 한갓 국가의 체모가 구차해지고 공론이 위축되고 있다”

(22/6/21

찢표)고 비판했다. 대체로 집권후반기에 들어서 정조는 금령올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노론 신하들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왕의 정당성이 점차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령올 자주 설치했으며， 사망
하는 24년의 경우엔 약 6개월 간의 짧은 재위에도 불구하고 금령에 관한 논의빈도
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의 사망 직전의 정국이 금령올 고집하는 국왕과 그 철

회를 요구하는 신하들 사이의 대립으로 심각하게 경색되었음올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다분히 정조가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역모 사건에 관련된 인
물들에 대한 정토의 절차 자체률 봉쇄했던 것이다. 그 결과 신하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논의나 간쟁올 하기보다는 금령 그 자체롤 철회하는 데 온 힘올 쏟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령셜치의 빈도와 앞에서 살펴본 탄핵의 관계를 보면 양자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홍미로운 사실올 발견할 수 있다. 그림 I 에서 나타나듯이
대간의 탄핵이 가장 많았던 즉위년에 금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정조가 사망

하는 재위 24년에 금령이 치솟고 있는 반면 탄핵활동온 부채한 상태였다. 재위
9년 이후를 보면 금령이 점차 빈번해지는 데 반해， 대간의 탄핵은 줄어들고 있으

일단(-端)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배후조사와 함께 흉언에서 거론된 온언군의 처단올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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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조시대 대간의 탄핵건쉬진한표새와조정의 금령논의{얼용표세 빈도

며， 특히 재위 17년과 18년을 전후해서 탄핵과 금령용 각각 최저 근사치와 최고치

를 보여주고 있다. 정조가 재위 20년 이후 이른바 존왕(尊王)의 논리， 즉 ‘임금이
높아져야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가 다스려져야 백성이 보호를 받는다’ 고 주장하면

서， 신하둘에게 ‘왕릉19) 과 같윤 충성’ 올 (22/6/21 쫓표) 요구하는 반면， 노론 세력
들은 출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함하는 둥 정국이 극도로 경직된 것은 이 같온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탄핵의 내용과 금령의 성격으로 훌 때. 정조시대는 크게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현모

2001 , 187-188). 첫째， 재위 l 년 후반부터 9년까지의 기간은

‘소혼-노론의 보합체제기’(제 l 기)로 이 시기 언관들윤 죽위과정에서 드러난 정적
들올 국왕파 협력 관계 하에서 비교척 활발한 탄핵활동을 하였다(戀討 중심). 둘
째. 재위 12년부터 17년 전반부까지는 ‘남인-노론 보합체제기’(제 271)로 이 시기

언판들외 활동윤 민생(民生)과 정토(離討)문제가 비교척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19)

왕롱(王陸)은 漢萬祖의 공신이다. 한고조 휴방이 楚顆王 項쩌와 싸울 때 항우가 왕롱의
모친올 사로 잡아두고 황룡올 불렀다. 이에 왕롱 모친이 자살올 하여 왕롱으로 하여금
변심하지 말도륙 면려하였으며 , 왕룡온 뜻융 굽히지 않고 끝까지 유방에게 충성올 다
했다 r漢養』 卷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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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차대 동 다양한 채널올 통해서 나타났다. 특히 제 l 기와 제 2기 사이에서 채

제공올 중심으로 한 남인들올 풍용하려는 국왕과 이률 반대하는 노론 · 소론외 대
립 속에서 탐핵과 금령 이 다 같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17년 후반부터 21 년 전반

부까지는 ‘노론주도기’(제 371)로 이 시기는 금령을 철회하라는 언관들파 금령올
고집하는 국왕 사이의 힘져루기가 계속되면서 정토와 민생 문제가 다 같이 거의

제기되지 못했다.
요컨대 제 1.2기는 탄핵의 내용으로 볼 때， 민생문제와 무관하게 제기되는 정치

적 공세와 징토로 흐르는 언관의 활동올 국왕이 적절히 견제함으로써 비교적 균형
잡힌 공론이 형성된 시기였다. 이에 비해 제 3기는 국왕이 과도한 금령설치를 통해

서 언로를 폐쇄하고 언관의 권한올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공론정치가 극히 위축된
시기였다. 즉 국왕이나 륙정 정치세력이 재야의 유생과 산림들올 정치적 목적올

위해 동원함으로써 정조외 집권 후기에는 공론의 권위가 실추되고， 공론의 비판기
능이 점차 쇠퇴한 시기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생들의 집단상소와 그
것의 공론정치적 의미는 절올 바꾸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IV.

쟁조시대훼 집단상소와 풍폴

1 집단상소의현황

조선조의 재야공론은 앞에서 지척한 바와 갈이 성균판 및 四學 유생들이 擁堂과

같온 집단행동올 똥반한 채 국왕의 실정올 비판 · 항의하는 방식으로， 또는 지방
선비들의 집단척 상소를 통해서 표출되었다. 따라서 판화유생률의 권당과 향촌유
생률의 집단척 상소를 『정조실록』에 의거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33건의 집단상소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서 19건은 판학 유생들의
권당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행동의 규모는 수십명에서 수백명 때로는 1 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동 다양하
였으며， 전국의 유생들이 연합해서 움직이거나 (20/6/10 甲申) 지역올 초월해 연합
상소률 융리는가 하면 (03/11/11 辛때; 05/09/14 찢표)， 향촌의 유생파 성 균관의
유생이 연대해서 집단행동올 하기도 (11/02/28 內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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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조시대의 집탄상소 및 권당수
재위년도 측위
집단상소

2

3

0

유생권당

2
2

0

3
2

0

재위년도

13

14

15

16

집단상소

3
2

0
0

2
0

유생권당

4

5

6

7

8

9

10

11

12

0

0

2

3

0

0

0

2

3

3
2

17

18

19

20

21

23

24

합계

0

0
0

6
0

0

0
0

0
0

33
19

0

22

내용상으로 불 때 , 향촌의 유생률이 송덕상(宋德相)을 위하여 사도(四道)에 통

문(通文)올 보내어 선통하거나 (05/09/14 쫓표) . 역척들올 처벌하라고 요구한 경우

(11/01/20 B표; 13/10/27 己쩨)가 많았다. 그런데 정조시대의 공론정치와 관련하
여 주목활 것은 욕정 인물(예컨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올 둘러싼 집단행동과， 특
정인(김장생 · 김집)의 문묘 종향(從享)올 요청하는 집단행동이다.
다른 한편， 성균관 및 四學 유생들의 집단행동은 보다 다양한 동기에서 촉발되
었다. 즉 청으로부터 ‘금불상 받은 것에 대해 권당 (4/11/08 王午)한다거나， 야금
올 범한 유생올 구류한 훈련대장에 항의하기 위해서 (08/11/25 內子) . 또는 왕세자

를 잘못 진료하여 죽게 만든 의관들올 처벌하라고 집단상소훌 옳리는(10/06/21 쫓

EJ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성균관 유생들의 경우에는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집단

행동올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윤중 부자의 명예률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저
지하기 위해서 권당 (10/04/02 ζ갖)하거나. 역모 혐의를 받은 특정 정치인들(신기
현 · 휴성한 · 이인)올 탄핵하며 권당에 틀어가거나 (13/10/24 內子. 16/04#/02 康

午

19/06/22 辛표) . 채제공을 지지한 윤영회(尹永↑喜)률 규탄하기 위해서

(15/09/04 內子) 권당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정조시대 유생들의 대표척인 집단행위인 ‘사도셰자 명예회복운동’

과 ‘문묘종사운동’ 을 예로 들어서 . 그 당시 공론정치의 성격을 살펴본다.

2, 사도써|자 명빼회훌훌동
영조 38년(1 762) 에 있었던 사도세자 사건(임오화변)은2이 사실상 영조의 집권
후반 뿐만 아니라. 정조의 집권시기 전체에 걸쳐서 정치권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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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였다. 아버지가 자식옳 죽인 이 비상한 사건용 국왕인 영조 자신에게는 물론

이고， “죄인”으로 죽온 생부를 둔 정조에게도 정당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한 문
제였다. 뽑만 아니라 사도세자를 죽읍으로 몰고 갔거나 그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신하툴 역시 영조나 정조가 이 문제를 걸고 나올 경우 치명척인 타격올 입
게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조는 ‘임오년에 판계된 일은 혹 의리에 있어 충분히
옳온 것 같다 하더라도 이는 곧 나(영조)를 모함하는 것으로서， 단지 나에게만 충
성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정조)에게도 또한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앞날에
이 일에 대해 간범(千犯)하는 자는 빈전(續願) 뜰에서라도 반드시 준엄하게 국문
해야 하고， 비록 성복(成服) 이전이라 하더라도 왕법으로 처단해야 한다"(0/4/1

王寶)라고 엄한 하교훌 내렸다. 정조 역시 자신의 생부가 정치척인 이유로 억울하
게 죽용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선대왕 영조의 .하교’ 와， 취약한 자신의 정치척 처

지 때문에 퉁극한 초기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 옳 극력 억체하였다 21)
사도세자 사건 처리문제( .임오의리’)는 이후 조정의 금기사항처럽 간주되다가

재위 16년에서야 남인들의

‘영남 만인소 ‘에 의해 본격 제기되었다. 경상도 유학

(뼈學) 이우(李土禹) 동온 ‘만인소 ‘(萬 A統)를 올려 사도세자를 죽게 한 노론 벽
파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선대왕(영조)의 본심올 받드는 것" (1 6/4#/27 ζ未)이
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도세자의 ”고명 (萬明)한 학문과 예의바르고 장엄한 용모”

는 “국운의 무궁합“융 기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 “일종의 음흉하고 완악한 무리

20)

사도세자 사건은 그 동안 @ 영조와 사도세자의 성격적 차이와 갈둥올 강조하는 .정신

병리학적 입장. 과 @ 영조시대의 정치상황 및 셰력관계률 중시하는 ‘정치구조적 입장’
에서 셜명되어 왔다. 대체로 @의 갱신병리학척 입장. 은 영조의 강박중과 자녀에 대한
치우친 애중관계， 사도세자의 소심중과 衣帶病 (옷 갈아입기톨 무서워함)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에 비해 @의 ‘정치구조적 입

장’ 윤 정치적 의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영조의 입지， 사도세자의 失德非行문제로
인한 정당성 훼손， 영조와 세자 사이의 정치적 입장 차이

,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 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정조가 쓴 『현흉원 지문』과 남인률외 ‘영남만인소 ’(1 6/4#/27) 에 비

교척 잘나타나았다.

21) 측위년 8월에 영남 유생 이용원이 사도세자률 ‘·참소하여 이깐하번 간흉 C!if~)올 드러
내어 주벌(課代)"할 것옳 주장했다가 노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것도 이같
은 맥락에서 이해활 수 있다 (0/8/6 ζ B). 이용원 사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현모

(2001 , 50-5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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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세자의 가차없는 사색(難色)에 남몰래 두려운 마음올 품고， 조정의 권력율

잡은 당여로서 비밀리에 국가의 근본올 요동시키려는 계책올” 통해 사실올 왜곡하
여 “차마 말활 수 없는 변고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1 6/4#/27 ζ未).
이에 대해 정조는 이우 둥올 불러 이례적으로 “소리내어 상소를 원게“ 한 뒤 자
신이 오랜 세월 동안 “애통합“파 “근섬”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임오의리’ 를 명백
히 밝혀 판련자들올 처단하지 못한 이유는 군신의 윤리(忠義: 영조와의 관계)와

부자의 윤리(孝親: 사도세자와의 관계) 중 어느 하나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

(1 6/4#/27 ζ未)라고 하여 극히 우호적인 비답율 내렸다.
이같용 분위기 속에서 영남의 이우 등은 제 2차

영남만인소 ‘를 올려 “먼저 사실

올 확인한〔先分辦〕 다옵에 처벌할 것〔後談討r (1 6/5/7 甲辰)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조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도세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던 제 1 차 만인
소 때의 태도를 바꾸어 임오의리를

한 나라의 꽁꽁(公共)의 논의 .. (16/5η 甲辰)

로 부각시키는 한편， “부자간의 윤리가 있은 연후에야 군신간의 分義”도 있다

(1 6/5/22 已未)면서 권도에 의거해 자신의 원수훌 갚아왔음을 밝혔다. 즉 국짱 자
신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롤 제기하지 않고 다른 일에 의탁하여 그 모
해자를 처분함으로써 선대왕 영조와의 약속올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2)
사실 정조 16년의 두 차례에 걸친 영남인들의

‘사도세자 신훤 상소. 는 정조의

‘내심’ 올 간파한 남인들의 정치적 목적과 어느 정도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정국
올 변화시키려는 정조의 의도가 결합되어 제기된 것이었다. 즉 영남의 남인들윤
정조 집권 중반기 이후 국왕 정조가 보인 ‘영남 남인에 대한 각별한 호의’ 에 힘입

어 정국의 ‘뜨거운 감자’ 인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었다. 국왕의 ‘각별한 호의’ 를
짐작케 하는 대표적인 ‘사건’ 으로는 근기남인 채제공의 중용을 들 수 있다.
정조는 재위 12년(1 788) 세손시절부터 자신의 측근에서 시종 보필해왔던 채제

22) 예컨대 홈인한 · 정후겸 둥 임오화변 관련자들올 임오의리가 아닌 정유역변파 같은 다
른 사건올 빌미로 제거했으며，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숙이 개입한 구선복과 같은 “역척

중의 역척”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스스로 천주(天課)활 법활 때까지 기다린 연후에 죽
였던 것 .. (1 6/5/22 B未)이다. 정조에 따르면 이처렵 ‘’밖으로는 형척올 드러내지 않으면
서 안으로는 외리률 스스로.펴”는 정토 방법은 ‘싸용에서 피률 흉리지 않고 이기는” 법

이자 “경도 안에서 권도를” 조화시키는〔求權於經〕 방법이다(1 6/5/22 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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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올 노 · 소론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홉쓰고 우의정에 임명했다. 채제공의 발

탁윤 .경신환국’ (숙종 6년. 1680) 에 정국에서 축출된 남인이 급 백여년 만에 정부

요직， 그것도 재상직에 오른 것으로서. 영남의 유림사회에 새로운 회망올 주는 계
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에는 무신난 평정 60주년올 맞아 전국의 유

공 · 순절자들에게 대대적인 포상이 추서되었는데， 이 파정에서 영남 남인의 공로
가 지적되고 ‘조덕련 · 황익재’ 를 특별히 당척하라는 하교가 있었다. 특히 그해 11
월에는 “추로지향(都짧之鄭)인 영남이 무신란에 일부가 가담한 것은 몇몇 괴귀의

소행인데， 그로 인해 영남의 한 도를 다 버릴 수 있겠는가. 영남올 무신란의 소굴
이라 한다면 京城에서도 역적이 여러 번 나왔으니 경성올 모두 반역의 소굴이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정조는 “영남파 경성은 일반”이라고 말하였다.

결과척으로 이 문제는 노론의 반발과 정조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채제공의 주장
처럽 “큰 피수틀올 처단”하고 .. 벼슬자리에서 몰아내는” 수준〔談討]의 정국 변동올

초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올 계기로 “사도세자의 무함 입은 것”은 공식
적으로 해명 〔分辦〕되었고. 사도세자의 추존(1 9/1/17 更子)이 가농해졌다. 생부의
명예가 회복됨으로써 국왕 정조의 정당성이 제고된 것과，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에 화성 축조(1 8/2/28-20/8/19) 를 본격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의 또 다른
정치적 효파라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영남만인소는 오랫동안 폐색되어 있던 남인들의 정치적 목적파 생부의
명예회복올 통해 자신의 정당성올 만회하려던 국왕 정조의 목적이 맞아 떨어져 발
생한 사건이었다. 사도세자 사건 처리률 홍해 ‘환국

차원의 정치적 지각변동， 즉

노론의 대거 축출과 남인의 중용올 꿈꾸었던 영남 남인들은 제 l 차 만인소 때보다
더 많용 인원이 참여하여 제 2차 집단상소롤 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남인의 정치적
노력은 한 때 정조에 의해 주목받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영남 남인들이 얻

윤 것윤 거의 없었다. 물론 영남이

‘반란의 소굴’ 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고，

국왕으로부터 우호적인 비답파 따뜻한 대우륭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정

부 관직에는 근기남인이 차지했다. 국왕 정조 역시 남인이 바라는 바， 즉 환국올
기도하기는커녕， 영조에 이어서 당명책올 추진하였다. 한마디로 영남의 남인들은

정조와 채제공의 정치적 목척올 위해 ‘동원’ 되고 또 이용되었올 뽕이라는 지적을

면활 수 없다. ‘論올 통해서 公율 찾아낸다’ 는 공론의 절차적 측면에서 보거나 그
것의 결파적 차원에서 볼 때 남인의 만인소 사건은 적절치 못했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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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광생김집 폼묘훌사톨톨
사도세자 명예회복운동이 정조 중반기에 남인들에 의해 제기된 집단행동이라

면， 재위 말기의 노론들의

‘문묘종사 사건’ 용 국왕의 당명정책올 견제하기 위해

추진된 집단행위였다. 즉 남인〔潤南〕 허적(許積)의 판작옳 회복(1 9/10/12 B표)시
키는 동 각 붕당의 정당성 〔義理〕를 인정하는 정조 특유의 ‘의리탕평’ 이 본격 추진
되고， 양주익 (梁周翊)에 의해 국왕 중심의 대통일의 정치가 제창되는(1 9/1 1/24 辛

未) 둥 탕명정국이 무르익어가자 노론세력들윤 일종의

‘맞불작전’ 의 차원에서 조

헌과 김집의 문묘종사 운동올 일으킨 것이다.

유생 박한홈(朴漢敎) 동에 의해 시작된 노론의 조현(趙憲) . 검집(金集) 문묘
배향훈동에 대해 정조는 계속 거부하였으나， 노론측의 공세가 집요하게 계속되자

퇴계 이황과도 절친했먼 초당파적 인물인 김인후(金憐庫)의 배향안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노론측은 ‘조헌 · 김집 兩者 배향안’ (박한홈 풍의 상소. 20/6/11

甲申)과 정조의 .김인후 단독배향안，’ 양자률 절충한 ‘三者 배향안’ (채홍신 동의
상소 .20/1 1/6 T未)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그런데 정조가 ‘양자 배향안’ 이나 ‘삼
자 배향안’ 에 대해 “아비와 자식(김장생-김집)올 아용러 배향하는 것이 근거가 없
다" (20/8/10 王午)면서 크게 “진노하여 엄한 분부”훌 내리자， 윤행임(尹4퍼휠) . 이

성보(李城輔) 둥이 단독배향안올 지지하는 쪽으로 툴아섰다. 톡히 산림출신의 노
륜의 이생보는 애초에 3자 배향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국왕의 뜻을 보고 ‘김인

후 단독배향안’ 으로 수정하였는데， 정조는 이성보의 이같은 태도를 공개척으로 비
난하였다‘ 즉 “성상의 뜻올 오인하여 우물쭈물하였다”는 말이 적힌 편지를 숭지
이조원(李擊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는 한편， 여러 선하률이 모인 자리에서
“무룻 종향하는 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산림(山林)이라고 이릅하는 자가 위의
뭇올 망령되이 믿고 그 껄올 이랬다저랬다 하는가’라고 책망하였다. 이성보는 결
국 “사립의 수치”가 되고 “세도(世道)의 변피 "(20/8/27 己찾)률 초래했다는 이유
로 삭직되었다 (20/9/15 丁 EL
특히 정조는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지금 사도(師道)의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
다”면서， “사문(斯文)에 관계된 일”파 “교화”하는 일， 그리고 “인재롤 양성하고
교도”하는 일이 “군사(君師)의 지위’ 에 있는 자신의 책입이라고 하여 사림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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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한의 범위훌 극히 축소시켜 버렸다 (20/8/10 王午). 종래 정국운영의 주재자
이자 도통 계숭의 중심자로서 사렴(또는 산립)의 업지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된 것이다 23)

결론적으로， 노론의 김장생-김집 문묘종사훈동온 국왕 정조의 학문적 탁월성과
노회한 책략， 그리고 노론 내부의 불열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명가된다. 특히 각
지방의 유생들이 당파별로 동훤된 것은 물론이고 재야의 산림들까지도 붕당의 입

장에 따라 우왕좌왕함으로써 재야 언론의 그 권위가 훼손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
역사회의 공론을 대표하고 정국운영의 주재자 및 조정자로서 기능하던 17세기의
산립의 위상은 크게 실추되었고， 정국온 대간이나 산림의 견제가 결여된 상태에서
국왕과 그룹 둘러싼 측근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요컨대 앞의 공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노론의 문묘종사운동용 다분히 당파

척 동기에서 설정된 명분〔自作義理〕의 판철운동， 즉 꽁론의 이름옳 벌어서 노론의
당론을 판철시키려는 정치훈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V.

겹

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시대의 공혼용 在朝 차원이나 在野 차원에서 모
두 위축되는 양상올 보였다. 대간들의 활동은 언관권올 제한하는 국왕의 조치나

금령 셜치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고， 재야 사림(또는 산림)의 활동 역시 특정 봉당
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분열되는 풍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재야 사렴세력의 정치참여는 동기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정쟁에 휘말리면서
그 권위가 실추됨으로써 조정은 물론이고 향촌에서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정치적 신뢰률 상실함으로써 중앙의 권신세력용 견제하고 지방의 띤심을 수렴 대변하던 조선후기의 중요한 정치세력이 사라진 것이다.

정조는 대간의 언로률 통제하는 한편， 이조전랑과 한렴과 같은 하위직의 권한올
23) 유봉학에 따르면 “정조 년간에 초치되었번 산림들온 송덕상 · 김종후 · 이생보 동에서
보듯이 한결같이 산림으로서 체모가 훼손된 채 그 위상옳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대
신 “국왕이 측근외 판료학자돌올 이끌며 학문활동윷 주도 해 나갔다. 정조 년간의 산림
의 추이에 대해서는 유봉학(J 998) , 46-55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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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키고， 대신 국왕이 통제활 수 있는 이조 · 병조의 판서와 창환의 권한올 강
화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임금과 백성 사이에서 농간부리는 중간세력의 발호롤 최

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외 국정올 직접 판장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親政과 無進의 정

치룹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는 관료제의 기강올 세우고 짱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윷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판료제 내부의 견제장치 24)를 무너뜨려 세
도정치의 출현 조건올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사칸원 , 사헌부)와 홍문판의

언론옳 주도하는 이조전랑올 국왕의 통제 아래 두고， 사관[輪林〕까지도 국왕의 영
향력 하에 둘 뿔만 아니라， 산림의 정치적 영향력훌 차단함으로써 국왕의 정치적

존립기반올 오히려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휴히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구조
와 “고가대족’(故家大族)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운영 방식은 국왕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꽁론정치의 붕괴와 견제장치의 부재 속에서 절대화된 권력정치， 즉 세

도정치의 풍장올 가능하게 하였다 25)
그러나 다른 한편， 정조시대 전반기에 형성된 균형잡힌 꽁론정치와 다양한 인재
둥용온 정조의 정치률 결코 펌훼(짧없)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금령에 대한 언

판과 신료들의 강력한 비판에서 발견되는 정치의 역동성은 오히려 정조시대만이
가졌던 정치적 자휴로움 내지 포용력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올까 하는 의문

을 갖게 한다. 이 같은 의문들윤 결국 정조 이전과 이후의 시대에서 대간의 활동과
유생들의 집단상소률 비교해서 고찰해볼 때 비로소 풀어질 것인 바， 차후의 연구
파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4)

조선조 판료제 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견체장치에 대해서는 李盧煥

r擇里志J A心 참

조

25) 조션 후기의 정치가 ‘봉당정치 의 성립 {•

‘환국정치’ •

‘탕명정치’ •

‘세도정치’ 로

변천되는 것으로 보는 판점으로는 배우성. “정조연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ι 『한

국사론J 24(서울대학교 국사학파. 199 1).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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