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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근대 정치제제의 변동을 입헌민주주의 수용과정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하여 논하고 있
다. 첫째, 전통의 유교정치체제가 근대의 입헌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는‘형
식’
보다 입헌민주주의를 새로운 정치의 정당성으로 확립해 가는‘한국적 이
해과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그러므로 한국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이
론적 수용은 완결된 세트개념으로서 어떤‘교과서’
에 의해 시작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시 정치적 과제를 형성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담론들’
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입헌민주주의의 수용
과정을‘관념’
과‘제도’
의 양 차원에서 살펴보되‘전통’
과‘근대’
의‘연속’
의 측면과‘단절’
의 측면을 아울러 고찰하고 있다. 즉, 입헌민주주의가 전통
의 어떠한 측면과‘연속’또는‘공통점’
을 발견하여 결합하는지, 어떠한 측
면에서‘단절’또는‘차이점’
을 발견하여 이를 극복하려 하였는지 주의하고
있다. 분석은『한성순보』
에서부터「대한국국제」
까지의 정치과정에서 제시되
거나 실행된 정치체제 개혁론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근대 정치체제의 변동을 입헌민주주의 차원에서 검토해보려는 것
이다. 이에 앞서 몇 가지 관점과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보통 한국의‘근대’
를 논할 때는‘전통’
과 대비하여 그‘단절’
과 일방적‘수용’
의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서구적 근대의 몇몇 요소들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전통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전통을 대체하고 이 땅에 자리잡게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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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관점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근대적 개
인’
‘민주주의’
‘자본주의’
‘권리’등의 개념을 ─ 서구에서도 그 실체라고 하기
어려운 ─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으로 설정해놓고, 그러한 용어나 내용이 언제
부터 도입되었는지를 밝히는 시도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될 수 있다. 하나는
역사발전을 서구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하는‘서구중심주의’
와 그 이면에 포함되
어 있는‘오리엔탈리즘’
을 학문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1) 이러한 관점
은 인간 개개인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듯이 역사발전은‘단일한(unique)’경로가
아니라‘다양한(multiple)’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으
로 비판될 수 있다. 근대화는 서구문명의 일방적 주입과정이 아니라 전통문명과
‘소통’
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서구사상이 동양
전통사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인 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상이
자기발견을 하면서 내용을 보다 확장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은 근
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를 산출하는 토양이자 근대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고유전통이 서구 근대성과는 다
른 그들만의 근대성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서구적‘형식’
을 도입하더라도 그‘내용’
은 문화적 토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전통이 근대에 의해 어떻게 극복되어 갔는가 보다는 전통과 근대
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상과 제도를 수용할 때 그 과정에서‘변용’
(metamorphosis)
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 어떤 매력적인 외래
메시지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의 수용은 수용당사자의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그 의미가 수정될 수밖에 없다. 해석자의 선입견, 다른 말로 하면‘문화적 근본
가정(presupposition)’
은 객관화가 불가능하여 해석자의 의식을 아비투스(habitus)처
럼 강력히 지배하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외래메세지의 이해에 관여한다.2) 이것은
외래메세지가 한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수용될 때,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려면 그들

1) 이에 관해서는 사이드(Edward Said 1991)의 논의를 참조.
2) 이에 관해서는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89)와 브르디외(Pierre Bourdieu 1990)의 이
론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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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문화와 타협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래문화의 이해과정은
언제나 그것과 고유문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유사한 요소들을 축으로 행해지
며, 따라서‘오해’
와‘변용’
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오
해와 변용은‘실패한 이해’
로 간주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
라 우리문화 속에 흡수 동화되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근대정치의 발명품인 서구의 입헌민주주의를 한국
이 수용하는 과정을 고찰할 때 그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의 유교정치체제가 근대의 입헌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는‘형식’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입헌민주주의를 새로운 정치의 정당성으로 확립해가는 <한국
적 이해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19세기를 돌
아볼 필요가 없다. 그 때는 입헌민주주의체제 수립에‘성공’
한 적이 없으며, 더구
나‘국망’
으로 정치체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한국의 입헌
민주주의 역사를 해방 이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방 후 남한에‘미국
에 의해’입헌민주주의체제가 도입되었지만, 그 정당성에 별 이의가 없이 수용되
고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다면 적어도 입헌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는
그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3∙1독립운동 이후로는 한국의 새 독
립국가를‘입헌민주주의’
체제로 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그
러므로 한국에서 입헌민주주의 수용은 그 정치체제에 대한 한국적 정당화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러므로 한국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이론적 수용은 완결된 세트(set) 개념
체계로서 어떤‘교과서’
에 의해 시작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시 정치적
과제를 형성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담론들>에 분석의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사실 서양의 정치학 또는 법학 교과서들이 통째로 번역되어 체계
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전후부터이다.3) 이 때는 국권상실 이후로 현
실정치의 문제를 푸는데 활용되기 보다는 서양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수입하여 국
민을 계몽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 정치의‘장( )’
이 상실된 가운데 정치’
학’
이

3) 유길준의『정치학』
은 1907년에 안국선의『정치원론』
은 1907년에 출간되으며, 유성준의
『법학통론』
은 1905년, 유치형의『헌법』
은 1908년에 출간되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서
양의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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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할지라도, 개화파가 주
도한『한성순보』
에서의 서양정치체제 소개 기사들, 갑오경장을 주도한 유길준과
박영효의『서유견문』
과「건백서」
, 비록 좌절되었지만 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하였
던「독립신문」
논설 등은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풀기위한 담론들을 생산하였으며,
따라서 한국 근대정치학의‘교과서’
로 다루어져야 한다.4) 정치학은 그 자체의 이
론적 체계의 정밀함 보다 당대 주어진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과 근대의 <연속>의 측면과 <단절>의 측면을 아울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관념’
과‘제도’양 차원에서 모두 해당된다.
즉, 입헌민주주의를 수용할 때 일단‘관념’
적으로 전통과 어떠한 측면에서‘연속’
또는‘공통점’
을 발견하여 결합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단절’또는‘차이점’
을
발견하여 이를 극복하려 하였는지 하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이 재발견되기도
하고 극복되기도 하면서‘자기정당성’
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제도’
적
으로 기존 정치제도의 어떠한 것을‘강화’또는‘약화’
시켜 그 목표에 근접하게
하려 하였으며, 어떤 새로운 제도를‘도입’
하여‘보완’
하고자 하였던가하는 점이
다. 그 과정에서 ─ 혁명이 아닌 한, 또는 혁명이라 하더라도 ─ 정치체제, 나아가
정치질서의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 분석대상은
「대한국국제」
(1899)반포로 입헌민주주의 운동이 탄압, 봉쇄되기까지의 주요 텍스
트를 다루고자 한다. 말하자면,『한성순보』
(1883. 10~1884. 12)에서부터 박영효
의「건백서」
(1888), 유길준의『서유견문』
(1895),『독립신문』
(1897. 4~1899. 12)
등의 담론들과 함께「갑신정강」
, 갑오개혁 중「홍범14조」
,「내각관제」
, 대한제국
기의「중추원 신관제」등 정치과정에서 제시되거나 실행된 제도개혁(안)들이 검
토될 것이다.

4) 서양 근대민주정치사상의 텍스트로‘프랑스혁명선언’‘Federal Papers’등이 중요하게
취급되면서, 한국근대정치학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이론‘번역서’
에 치중하는 것은 앞
에서 지적한‘문제적 시각’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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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헌민주주의의 한국적 정당화 = 정치 관념의 변화
정치체제는 권력구조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체제의 도입은 권력투쟁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5백년간 유지되
어온 전통의 유교정치체제를 변개한다는 것은‘혁명’
이 아닌 이상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사실 기존 정치체제의 변개는‘정변’
에 의해 시도되었다. 갑신
정변과 일본의 위협을 배경으로 한 갑오경장이 그랬고, 만민공동회도 기존의 관점
에서 보면‘정변’또는‘민변’
의 시도였다.5) 그런데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민
변’
의 시도까지 가게 된 새 정치체제의 정당화과정이다. 근대한국의 개혁세력이
기존의 정치체제를 입헌민주주의로 대체를 시도했다면 그 정당성 확보가 전제되
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기존정치체제의 정당성은 유교‘이념’
에
의해 공고화되어 온 것이 아닌가! 개혁세력은 입헌민주주의 수용의 정당성을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득하고 있다.

1. 국민의 정치적 동원
서구 입헌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과 소개는 최한기의『지구전요( 毬
)』(1857)에서부터 발견되나, 한국에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초 개화파가 발행한 한성순보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6) 이 신문에서는
「각국근사」
항목에서 주로 해외의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국이
나 일본의 신문기사를 번역 게재하면서 편집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이고 있
다. 한성순보에 나타난 입헌민주정치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서양의 부강 원인을
찾는데서 비롯되었다. 서양각국이 부강해진 이유는“군(君)과 민( )이 혼연일체
5) 독립신문은 만민공동회가 통제가 어렵게 되자 백 여년 전에 불란서에서 났었던“민변”
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논설을 싣고 있다. 독립신문, 1898/07/09,「민권이
무엇인지」
.
6) 한성순보는 한성판윤 박영효의 지원을 받아 유길준의 준비작업을 거쳐 1883년 10월에
창간되었다가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 의해 중단된 한국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번역문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번역판에서 옮긴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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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상하가 서로 융화하기 때문”
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 현실의
“정치는 믿을 만하지 못하고 상하가 원망하고 관민이 서로 능멸하여 배반할 마음
만 있으니, 별안간 일이 생겨 그들로 하여금 내환을 막고 외적을 방어하려한다면
낭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고 크게 우려하면서, 지금 정치의 급선무는“먼저
상하의 정이 막히지 않아서 민의 호소가 반드시 윗사람에게 들리어 근심과 걱정을
상하가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한성순보 1884/1/30, 각국근사(

可

))고 주장하였다. 한성순보는“민에게 유익하고 가혹한 정치가 없게 하는”서구
정치체제의 요점을‘장정(

)’즉, 헌법과‘권력분립’그리고‘의원(

) 설

치’
로 파악하여 의회의 설립과 군주권의 제한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한성
순보에서‘민주’
,‘입헌’
,‘민회’
,‘의원’
과 같은 용어가 나타나고 이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한국 근대정치학의 초기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해 있는 동안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
「일
명「건백서」
, 1888)에서 정치체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서구의 문명부국에
비하여 아시아가 정체하게 된 것은“정부가 인민을 노예와 같이 보아 인의예지(
)로 이끌지 않은 까닭에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점령을 당해도 이를 치욕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
이며, 이것은“정부의 잘못이지 인민의 잘못은 아니”
라고 하였
다. 그는“모든 인민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고 군주의 권력에 한계가 있으면 인민
과 나라가 영원히 편안할 것이나 인민에게 자유의 권리가 없고 군주의 권한이 무
한하다면, 비록 잠시 강성한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쇠망할 것이
다. 이것은 정치에 일정한 틀이 없이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진실로
일국의 부강을 기약하고 만국과 똑같이 대치하고자 한다면 군권을 줄여서 인민으
로 하여금 마땅히 부여받은 자유를 누리게 하여 각기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
는 책임을 지게 한 연후에야 점차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여 조선의 부
강을 위해서는 정치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어떻게 하면 조선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 역시 유길준의 핵
심적인 질문이었다. 그는『서유견문』
에서 서양의 나라들이 아시아주에 있는 나라
들보다“백배”
나 부강한 이유는 인종적인 천질의 차이나 재주와 지식의 등급의 차
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정부의 제도나 규범이 다르기 때문”
(유길준 1995a, 148)
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구 제국의 정치체제의 요점은 바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권리가 보존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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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의 권리가 강해져야“전국의 인민이 자임”
하여“산과 같은 기세를 이루
어”국가의 권리를 지킬 수 있지만,“인민이 권리의 중대함을 모르면 타국이 침략
해 옴을 보고도 분격하지 않아 대비하고 방어하기 불능하기 때문”
(유길준 1995a,
98-99)이다. 그래서 그는‘인민의 권리’
를 보장하고, 나아가‘방국의 권리’
도 귀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로 전통 정치체제가 변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독립신문 역시 유사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7)“죠션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죠션사�의 나라요 죠션흥망이 남의 일이 아니라 죠션사�의 흥망”
(독립신문 1897/8/7, 논설)이라는 것을 자각케 하기 위해서는“정부로 �여곰 백
성의 권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는 일”
이 급선무로 인식되었다.“국가”
는“개인의
집적”
이기 때문에 국가가 자주를 바란다면“개개인이 모두 자유권리를 가지고”
“인심의 화합과 중력(

)의 단결”
을 이룰 수 있는 정치체제로 개혁해야 함을 주

장하였다.8)
이처럼, 개혁세력은 근대국제질서의 새로운 국제정치현실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군민일체’
‘상하일심’
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의 자발적 충성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체제로 변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바꿔 말하면,
국민의 정치적 동원의 필요성에서 입헌민주주의체제로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2.‘문명의 정치’
입헌민주 정치체제로의 개혁은 국민의 정치적 동원의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
< 문명’
의 도리>로서 이해되고 정당화되었다. 여기에서 문명이란 도( )와 치환될
수 있는 것으로,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중첩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입헌민주정치는 전통 유교정치의 이상인‘인의의 정치
〔

〕
’
‘요순

7)“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이 날에 잇서서”
(독립신문 1898/12/17, 논설).
8)『대조선독립협회회보』제7호, 1897/2/28.“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집적이다. 즉 개
개인이 모두 자유권리를 가진 연후에 미루어 능히 그 국가의 자유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를 세우는 한가지 일에 반드시 자주를 바랄진대 그 국인(國 )의 자유의
기(氣)를 만들고 길러야 하며, 그 자유의 기를 기르는 방법은 인심의 화합과 중력(
)의 단결만 같은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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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
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박영효는“압제와 학정”
을“야만국의
미개한 정치
〔
치
〔 國開

開

〕
”
로,“관대하고 공명정대한 정치”
를“문명국의 개명 정

〕
”
으로 구분하고, 문명 개명 정치로 변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명개명의 정치’
는 다름이 아니라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속박하지 않으며 국
법이 관대한“인의의 정치”
를 말한다. 그에 반해‘야만미개의 정치’
는“형벌을 혹
독하게 하여 인( )을 해치고, 처벌을 억지로 시행하여 의( )를 무너뜨리고, 법
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 신( )을 잃음으로써, 인민의 마음이 지조없이 나약하게
되거나, 완고하고 포악하게 되거나, 또는 의심을 품고 동요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
도록 하는 것”
(박영효 1888, 297)이다. 관대하고 공명정대한 정치를 위해서는 제
도적으로 전제군주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영효는 조선에서“정부가 백성
을 노예와 같이 본”것은 곧“인의예지로 그들을 이끌지 않은”것이라고 하여 조
선의 정치를‘미개무식한 정치’
로 진단하였다. 전통 유교정치의 명분과 현실의 괴
리를 서구정치를 거울로 삼아 고발하는 한편, 입헌민주정치를 유교정치의 원리에
기대어 그 정당성을 설득하고 있다. 심지어 식민지인 인도가 영국에 점령당했으면
서도 영국정부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 스스로 정부를 세우고자 하지 않는 까닭은
“영국의 법률이 관대하고 정치가 공명정대하여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편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
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유길준 역시 정치체제의 차이에 관계없이 정
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 즉‘직분’
을‘문명개화의 정치 여섯 가지 조목’
으로
정리하고 있다(유길준1995a, 153-154). 독립신문에서도‘문명’
의 차원에서 정치개
혁을 논의하고 있다(정용화 2003). 먼저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는“문명국”
, 또는
“상등국”
으로 평가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야만국”또는“미개국”
으로 비판받
는다. 문명국이란“그 나라의 법률 장정과 모든 다스리는 일들이 밝고 공평하여
무식한 백성이 없고 사람마다 자유권이 있으며 나라가 지화세계가 되어 요순 때와
다름이 없는 것”
을 이르고, 야만국이란“도무지 예의염치를 모르고 짐승과 다름이
없으며 다만 흉포한 일만 행하는 나라”
를 이른다(독립신문, 1899/2/23, 논설). 문
명국의 입헌민주정치가‘요순의 정치’
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둘째, 입헌민주정치는 전통 유교정치의 이상인‘사욕(
(公 )’
정치,‘여민(

)’
을 방지하고,‘공의

)’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성순보에서

는 권력분립의 유용성을 설명하면서“헌법이 있은 이후로 입법관은 입법만 할 뿐
행정은 할 수 없고, 행정관은 행정만 할 뿐 입법은 할 수 없으므로 사욕을 품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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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욕망을 마음대로 펴지 못하고, 사법관은 입법과 행정 양관의 지시와 촉탁을
받지 않고서 오직 법에 의해 형벌을 시행하고 의( )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 이는 실로 삼대권 분립의 제일 이익”
(한성순보, 1884/1/30,「구미입헌
정체」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대체로 서양각국은 군과 민이 한마음이어서 정
사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의원(

)의 타협을 거쳐 거행한다. 이 때문에

안으로는 가학한 정사가 없고 밖으로는 방위와 보수의 적의함이 있으며, 평상시에
는 물화의 교역에 힘쓰다가 사변이 있을 때는 공의(公 )에 급히 달려가는 정성을
다하여 … 이른바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잊고, 공(公)을 위할 뿐 사( )를 잊는
다”
(한성순보 1884/1/30,「

可

」
)고 하여 의회주의 정치는 공의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영효는 현실의 정치가“정치에 일정한 틀이 없
이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
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본주의자들이 전거로 삼는 유명
한 말인“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
固

,『 經』
〕
를 인용하면서,“근본을 굳게 하고자 한다면 곧 민을 화합시키고,

민을 화합시키려 한다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민과 함께[

’
”
하는 정부로 개

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길준도 조선이 해당되는‘군주명령체제’
가“국가
의 전장(

)이 일정치 못하고 명군과 양신이 국정을 행하여 공도(公 )를 행하

여도 그 덕화와 은택이 그 군신이 살아있는 일시에 머물고, 만약 폭군과 간신이 국
권을 잡으면 그 사의(

)를 방종하는 제도”
이며“빈부와 귀천의 차등이 심하고

법률이 공평치 못함
“(유길준 1995a, 149-150)에 반해,‘군민공치정체’
는“그 제도
가 공평하고 조금도 사정(
것을 싫어하여 나라의 정령(

)이 없어서 민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 법률을 여중(

)의 공론으로 행한다”
(유길

준 1995a, 148)고 설명하고 있다. 원래 유교정치의 이상이었던‘사정의 방지’
와
‘공론정치’
‘여민정부’
가 입헌민주주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입헌민주정치는‘소인’
이 아닌‘군자’
를 뽑아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제도
라고 옹호하였다. 한성순보에서는“예로부터 재상들이 흔히 적임자가 아니어서 정
치가 거행되지 못하고 백성이 편안치 못했던 것은, 혹은 문벌 혹은 당여(

)로

사람을 등용하고 일찍이 군자를 널리 뽑아서 정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
금 이 입헌정체는 민선(

)을 근본으로 삼아 일체 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국

중의 현능한 자가 누구나 그 의원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그 재상이 될 수 있
으니, 어찌 소인이 임금을 불의에 빠뜨리는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또한 입헌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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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일 이익이다”
(한성순보 1884/1/30,「구미입헌정체」
)라고 하여 민선의 정치를
적극 소개하고 있다. 민의 정치참여와 선거제도가 소인을 물리치고 군자를 등용할
수 있는 유교정치의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에서도“공평정직한 실
학문을 국중에 퍼트려 중인이 다 각기 직업을 하고 나라가 부강하여 문명진보한
자주독립국을 만들자는 것은 정도(

)요, 허한 것을 숭상하고 한 두 사람을 위

하여 중인에게 압제하여 전국 동포형제를 야만의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은 소인의
도”
(독립신문 1898/5/10, 논설)라고 하여 문명과 야만의 정치행태를‘정도(
와‘소인(

)’

)의 도( )’
에 비유하면서, 문명국의 행태로의 변혁이‘정도’
로서

그 당위성이 주장되고, 기존의 행태는‘소인의 도’
로서 부끄러운 극복대상으로 비
판되고 있다.
넷째, 인민이 치자(

), 즉 정부를 갈아치우는‘저항권’역시 전통 유교정치

에서‘폭군방벌론’
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수용하고 있다. 박영효는“인간이 정부
를 세운 본지는 통의(

)9)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왕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나라는 제왕의 나라가 아니오 인민의 나라며 제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직
인(

)이다”
라고 전제하고“무릇 군주가 삼가지 아니하고 치우치면 천하사람들

이 죽임을 당한다”
는『

』
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그 설립취지인‘보민(

)’
과‘호국( 國)’
을 하지 못하면 그 군주는 탕( )/무( )의 걸(桀)/주( )방
벌론(

)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박영효 1888,「

」
). 나아가 그는 미국

혁명을 저항권의 사례로 소개하면서“만약 일신의 안온을 지키지 못하고, 개인의
자유를 행하지 못하며, 사유재산을 지키지 못하여 인생의 대의를 잃어서 고식(姑
)의 처지도 불가하게 되면 민은 반드시 변동을 일으켜 자유를 지키고자 할 것이
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때문에 미국이 영국의 학정을 계기로 변동을
일으켜서 마침내 자유의 나라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여 이를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입헌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이 전통 유교정치의 이념과 이상에 비추어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유교정치체제와 입헌민주주의체제의 차이점을 드러
내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 문명의 이상이 상호 중첩되는 부
분을 확인하고 그 이상의‘회복’
을 주장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논

9)‘통의(

)’
란 당시 권리(right)의 번역어로 통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용화(2004a,

333-33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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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이러한 논법은 개혁론의 보편적인 방법중 하나로 보인다. 옛 이상에 의탁
하여 현재의 제도개혁을 주장하는
〔 故改 〕
방법은 다산 정약용도 그러했고, 중
국의 캉유웨이(康

)도 그러했다. 특히 중국에서 입헌민주주의를 소개하고 이

해하는 방법에서 그 유사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서양의 정치체제 ─ 입
헌정치와 의회제 ─ 는 유교정치의 이상인‘삼대(

)의 치( )’
의 정신과 부합

함을 주장하면서 그 수용을 주장하였다(민두기 1993, 25-27; 정용화 2004a, 265266). 이러한 어법 역시 견강부회라고 하기보다는 동서양의 문명과 도의 상통성을
확인하면서 정치개혁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입헌민주정치체제 수용을 이처럼 정당화하는 가운데‘정치’관념의 변
화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정치(또는 정부)의 목적이 추상적인 위민 내지 교화
에서 구체적인 인민의 권리보호로 변하고, 정치의 주체 역시 군주독단 또는 지배
계급의 독점에서 인민의 정치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III. 입헌민주주의 수용의 이론과 실제
지금까지 살펴 본 입헌민주주의체제로 정치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현실정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체제를 바꾸려면 현실 정치권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치제도와 관련 속에서‘변용’
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실천’
과정에서 생산된 이론적 정당화와 제도적 변용을 살펴보
자. 입헌민주정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분석개념을 가지고 그 이론
과 실천을 검토해보자: (1) 입헌과 권력분립, (2) 민주와 참정, (3) 법치주의, (4)
시민과 시민사회

1. 입헌과 권력분립
입헌정체는‘군민동치(君

)’
와‘합중공화(

共 )’두 가지로 이해되고

영국과 미국의 정체가 각각 그 모델로 간주되었는데(한성순보 1884/1/30,「구미입
헌정체」
), 현실적인 대안은‘군민공치’
체제였다. 공화정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 군
주정치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입헌민주정치를‘군민공치’
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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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君 共 , 君

)을 통해 이해하고 그 수용을 검토한 것은 동아시아 삼국
10)

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합중공화란 전국민이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행한다는

뜻인데, 세습군주를 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주제와 다르지만, 그 권한과 위엄
이 각국의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공화제를 군주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한성순보 1884/8/31, 각국근사( 國

)).

한성순보는 입헌정치의“움직일 수 없는 기초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국민에
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는 것이다. 그 근본원인은 모든 사람
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고 하여‘주권재민’
과‘인민평등’
의 원칙을 확인 한 후“민
중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통치자가 되게하는 것은 민중에게 유익하게 하
고 반역이나 가혹한 정치가 없게 하기 위함
“인데,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장정
(

)”
, 즉 헌법이며 그“가장 중요한 골자는 권한을 나눈다는 것”
이라고 하여

입헌정체의 특징을 권력분립으로 이해하였다(한성순보 1884/8/31). 그리고 군민
공치의 입헌정체의 특징은 궁정 사무와 내각 사무의 분리 및 내각과 관료 사무의
분리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884년 갑신정변에서 시도되었다.「갑신정강」중 정치체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權을 제정하고, 사람으로서
官을 택하게 하지 관으로서 사람을 택하게 하지 않을 것, ② 내시부를 폐지할 것
③ 대신과 참찬은 합문(
를 하여 품정(

) 안의 의정소(

)을 행하여 정령(

)을 포행(

)에서 일과적( 課 )으로 회의
)할 것, ④ 정부는 6조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직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서로 상의하여
〔
〕
처리케 할 것, ⑤ 모든 국가재정을 호조로 하여금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일체의
재무아문은 폐지할 것(김옥균 1979, 95-96). 여기에서 ①은 주권재민의 전제로서
인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실천하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와 ⑤는 내시부를
폐지하고 궁중사무∙재정과 국가사무∙재정의 분리을 분리하여 전제군주권을 제
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③과 ④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내각을 중
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갑신정변은 급작스러운‘정변’
이었
던 만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폐지’
하거나‘강화’
하여
입헌민주정치의 목표 실현에 접근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0) 3국의 군민공치론의 자세한 내용은 정용화 2004a, 265-2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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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에서 정치체제 개혁구상은 그 주동자였던 박영효와 유길준에 의해 이
미 1880년대 후반에 준비되고 있었다.11) 박영효는“만일 군권을 무한히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면 인민을 지극히 우매하게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없고, 인민이 우매해
지면 잔약해져서 군주의 전권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이 어리석고 약해지면
나라도 또한 약해지니 그러므로 천하만국이 모두 우매하고 약해진 연후에야 그 나
라를 보호하고 그 자리를 안정되게 할 수 있으니 이는 참으로 공허한 말이라 어찌
실( )함이 있겠는가”
(박영효 1888,「

」
)라고 하면서 군권무한의 전제정치를

고쳐 입헌군주의 내각책임정치를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산
림(

)과 부현(

)의 좌수(

)를 민망에 따라 선발하여 민국의 일을 협의하

게 하는 군민공치(君 共 )의 풍습을 개선,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박영효
1888,「

」
). 그렇지만 그는 군민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

해 충분한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군민공치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은 유길
준의『서유견문』
에서 제시되고 있다.
유길준은『서유견문』
(1889년 탈고, 1895년 출간)에서 정치체제에 관해 가장 체
계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조선이 지향해야 할‘군민공치체체’
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① 나라의 법률과 정사를 군주 한 사람이 독단하지 않고 의정에 참여
하는 여러 대신과 반드시 먼저 상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것은 군주의 명령으로
시행한다 ② 의정∙행정∙사법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으며, 군주는 그 원수의 지
위를 차지한다. ③ 의정에 참여하는 여러 신은 인민이 천거하여 정부의 의원이 된
다. 그러므로 의정대신은 인민을 대신하여 사무를 행하는 것이다. ④ 군주의 권세
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 한정되어 법외에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⑤ 나라의
정령(

)과 법률을 대중의 공론으로 결정한다 ⑥ 국민 중에 인구비율로 유덕한

자를 천거하여 의회를 구성한다 ⑦ 이 의회는 군주의 정치를 찬양(

)하고, 인

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며, 행정∙사법의 직무를 규찰하고, 정령과 법률을 논
란( 難)한다 ⑧ 군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는 공평(公 )하게 처
리하고 사정(

)으로 행하지 않는다(유길준 1995a, 144-145, 148-149).

11) 갑오개혁에서 추진한 왕권약화와 내각중심의 정체개혁이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본의 책략에 부응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이태진 1997, 85), 이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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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 박영효가 주도한 갑오경장(1894. 7-1896. 2)에서는 이러한 군민공치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핵심은 내각중심의 입헌군주제와 제한적 대의
정치의 실현이었다(유영익 1993, 205). 군국기무처 시기에 유길준을 포함한 개혁
정권은 일본의 궁내부제도에 착안하여「궁내부관제」
와「의정부관제」
를 작성, 궁
중과 정부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한말근대법령자료집』I, 4-6, 68-71). 그리고
승정원을 계승한 승선원(

)을 폐지하여 군주와 궁내의 자의적인 정치관여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대신 내각제도가 채택되어 총리대신이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국왕의 측근정치를 막고 내각에 권력을 집중
시키려는 조치들이었다. 군국기무처는「각부각아문통행규칙」
에 의거하여 각종 정
책안의 발의자는 오로지 의정부와 각 아문의 대신으로 제한하고, 제출된 의안은
의정부회의에서 검토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의정부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
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성록』1894/7/14). 김홍집∙박영효내각이 주도한「홍
범 14조」
에서는“대군주가 국정을 친히 각대신에게 자순(

)하여 재결케 한다”

고 하여 군주의 친재권을 명시하면서도 군주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하였다.
1895년 4월 19일에 칙령38호로 반포된「내각관제」
『
( 일성록』1895/3/25;『한말근대
법령자료집』I, 198-200)는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칙령안, 세
입세출의 예산과 결산을 비롯하여 모든 국정사무로 규정하고, 모든 안건 및 관리
의 임면 진퇴에 대해 국왕의 의사가 나왔다하더라도 결행하기 전에 반드시 내각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가하도록 함으로써 국왕의 국정행사에 결정적인 제
약을 가하였다(
『한말근대법령자료집』I, 231-232). 특히 과록제(科

)가 폐지되

고 관리의 등용시험 및 임면권이 전고국( 考局)으로 이관된 것은 국왕전제에 대
한 중대한 제약을 의미하였다. 개혁관료들은 삼권분립도 시도하였는데,「재판소구
성법」
을 공포하여 사법권독립을 제도화하였다.
왕권의 제약과 내각중심의 정치운영을 중심내용으로 한 갑오경장은 일본의 위
력에 왕실이 굴복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삼국간섭 이후 일본세력이 위축되
자 왕실은 권력회복을 위해 반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아관파천으로 갑오
정권을 몰락시켰다. 고종은 즉시“역적무리들이 나라의 권한을 농간질하고 조정의
정사를 뜯어고치면서 심지어는 의정부를 내각이라고 고쳐부른 것은 거의 다 지시
를 위조한 것이었다”
고 선언하여 갑오개혁에서의 정치개혁을 전면 부정하였다. 그
리고 칙령1호로 내각관제를 폐지, 의정부관제를 부활시키고‘대군주폐하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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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를 통솔하여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라는 규정을 두어 군주전권을 천명하였다.
1897년 환궁한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칭제를 선언한 가운데 군주
전제권 확립에 몰두하였다. 고종은 청일전쟁 이후 중국으로부터‘독립’
을 이루어
대외적 주권은 확립된 것으로 보고 대내적 주권 확립, 즉 군주전제권 확립을 통해
주권의 완정을 기도하였다.12)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군민공치’
체제를 목표로 활
발한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재필, 윤치호 등 독립협회의 주도자들은 공화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당시 대한제국의 현실에서는 이의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하
다고 보고, 대신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들 역시 입헌
군주제를‘군민공치제’
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실현은‘민회’
설립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2. 민주와 참정
한성순보에서부터 이미 입헌정체의 요체 중 하나는‘의원(

)’
의 설치에 있

다고 이해하였다.“대체로 입헌정체는 전국인민이 모두 국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
는 것을 주지로 삼는다.”
“태서의 정속(

)은 군주 및 민주를 막론하고 모두 상

하 의원을 설치하여 일체 군국대사를 하원에서 공동으로 작의하여 상원으로 올리
면, 상원에서 또 작의하여 하원으로 내리는데, 여기서 의결한 것은 동이(
막론하고 합해서 상재(

)를

)를 청하는 바, 아무리 군주의 존귀로도 자기의 뜻대로

독행할 수 없다”
(한성순보 1884/1/30) 하지만 그 기사의 말미에서는“인민에 슬기
가 없으면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인민들에 슬기가 많아서 국가의 치
란과 득실의 연유를 안 다음에야 거행할 수 있다”
고 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 한성순보에서 의회도입에 관해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갑신정변
에서 의회 관련 조항을 발견할 수 없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의회설치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갑오경장 주도세력도 마찬가지였다.13) 대신
그들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군민공치의 이상에 접근하려 했다. 그들은 정부관
12) 주권개념의 수용과 적용과정에 관해서는 정용화(2004b) 참조.
13) 유길준은 정치란 그 인민의 학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 정체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인민을 교육하여 국정에 참여하는 지식이 있게 한 연후
에 그 정체를 논의함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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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 중에서‘의사부’
를 형성하거나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의 형식을 갖춘 다음
민선의원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었다. 갑오경장에서 군국기무처 시기 의정부회의
는‘의회’
라고 약칭하기도 하였다(왕현종 1999, 175). 신관제 이후 군국기무처가
의정부 산하로 귀속되자 개혁관료들은 이를 형식적인 기구로 두려하지 않고 이전
과 마찬가지로 개혁법령을 그대로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혁관료들은 기존의 회의원을 보다 확충하여 전체 부서의 대신 및 장
신(

), 경무사 등 모두를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군국기무처의안」

1894/7/18), 다음과 같은 의안을 결의했다.:“의회는 의사부이고 정부는 행정부이
다. 양자는 서로 대치해야 하고 섞이는 것은 불가하다. 이는 만국통례이다. 군국기
무처가 의정부에 예속되어 있는데, 특수하게 속해있는 것은 사체(

)에 맞지 않

는다. 이제 마땅히 기무처의 장정을 고쳐 하나의 일을 맡게 하여 정부와 더불어 서
로 상하(

)할 것”
「
( 의안」1894/9/11, 308). 이러한 일련의 관제개혁을 제기한

이유는 갑오개혁정권이 군국기무처의 권력강화를 통해서 개혁정책의 의결권과 집
행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의회제의 도입을 전망함으로써‘군민공치’
체제
로 나아가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왕현종 1999, 179-181). 하지만 이러한 의안은
고종에 의해 폐기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대신 중추원이 정책자문기구로 복구되어 법률 의안에 대
한 자순기능을 부여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추원은 인사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중추원에서 부결하거나 수정하여도
내각에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정적으로는 각 관서나 신민에게서
조차 상서, 건백 및 기타 통신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여 개혁정책을 사후 추인하는
부수적인 자문기관에 불과하였다(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 202-203). 이것은 개화
파 관료들의, 앞에서 살펴 본대로, 즉각적인 의회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
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민의 의견 수렴 절차보다 내각에 정치권력을 집중하여 빠
른 시간 내에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갑오경장에서는 군민공치의 또 하나의 조건인 민의 정치참여를 기존의 향회를
활용하여 지방의 차원에서 시도하였다. 1895년 갑오정권은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된「향회설립안」
을 토대로「향회조규」
와「향약판무규정」
을 제정하였는데,「향회
설치안」
의 내용은 각 면의 인민 중에서 총명하고 노련한 자를 한 명씩 뽑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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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읍정(

)의 가부를 평의∙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

말근대법령자료집 1』
, 30-31).「향회조규」
는 종래 면리단위에서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던 리회(

), 면회(

)의 기능을 수렴하면서

관치적인 성격을 지녔던 향회, 군회와 서로 결합시킨 것으로서, 교육과 호적, 지
적, 위생, 사창, 도로교량, 식산흥업, 공공산림 및 제방, 제반세목 및 납세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하며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다. 향회는 그 회원자격을“신분의 차별 없이”매호 1인으로 하되 징역이나
조세를 체납한 처분이 없는 자로 규정하여 일정한 정도의 자산가를 상정하고 있었
다. 갑오정권의 붕괴로 향촌질서의 재편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근대국민
국가의 실현을 위해 향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대의제도
를 실시하고자 한 것은 큰 한국정치발전에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4)
새로운 제도로서 의회 설립은 독립협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독립협
회는 1898년 4월 3일「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함」
이라는 주제
로 토론회를 연후 의회설립운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윤치호 등 협회 지도부가 구
상한‘의회’
는 일반대중에서 선발되는‘하원’
이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 중에서 선
발되는‘상원’
이었다. 독립협회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기보다 기존의 중추원을
개편하여‘상원’
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협회는 독자적인 상원개설안을
마련하여 정부측과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핵심은 중추원 의관을 50명으로 하되,
그 중 25명은 황제가 임명하고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는 것이었다.‘군민공치’
의 실현을 위해 군권의 대표와 민권의 대표를 반분하여
배정한 것이다. 그러나 황제가 독립협회의 반분 몫에 반대하고 대신 17명을 독립
협회에서, 나머지 8명을 친황제단체인 황국협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을 제시하여 타
협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박정양 의정부 참정 등 개혁파 정부대신들
을 초청하여‘관민공동회’
를 개최, 토론하여 의회개설에 합의하고‘헌의 6조’
를
14) 유길준은 일본에 망명 후 모스박사에게 쓴 편지에서 갑오경장에서는“지방장관회의에
대한 규칙도 정부에서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자유를 누리는 새 생활을 하
게하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는 전단계로 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였
습니다”
라고 하여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이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 개혁과 관련이 있음
을 밝히고 있다. 이후 귀국하여 유길준은“국민의 자치사상을 계발하는 문로(
열기위해”
『
( 유길준전서』4, 313) 1908년 5월‘한성부민회’
를 조직 운영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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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황제에게 품의하였다. 이 관민공동회는 당시 한규설의 말대로“관리와 백성
들이 협의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지 5백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
로서“관리와 백성
이 한 마음이”
(정교 2004, 248-249)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군민공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의 정치참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파 정부는 독립협회가 제출한 중추원관제 개편안을 검토하여 약간의 수정
을 가한 후 황제의 재가를 얻어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하였는데(『 관보』
1898/11/4), 이것은 한국역사상 최초로 제정된 의회설립법이라고 할 수 있다(신용
하 1988, 83). 신중추원은 입법권, 조약비준권,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의권, 건
의권, 행정부 건의 에 대한 자문권 등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의회’
의 기능을 갖춘
것이었다. 그런데 11월 5일 독립협회에서 행해질 25명의 중추원 의관 선출을 앞두
고 수구파 대신들이 공화제 건설 음모를 이유로 17명의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독립협회를 강제해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독립협회는 이에 항의하는‘만민공
동회’
를 무려 19일간 철야로 계속하면서 지도자 석방과 독립협회 복설, 의회설립
을 요구하였고, 결국 황제는 11월 26일 만민공동회의 요구를 전면수용하는 칙어를
내리게 된다. 이 때 고종황제가 200인의 민대표와 직접 접견하고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는데, 김홍우교수는 이것을 조선조 역사상 최초로 군민이 직접 체결
한“계약”
이며“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
리고 이“광무계약”
은 군∙민이 서로 구분된 상태 하에서 맺어진“신계약”
으로서,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은“자연상태”하에서의 계약, 예컨대 홉스, 로크, 루소
류의“최초의 사회계약”또는“원계약”
과는 구분된다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김홍우 2004, 49-69).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만민공동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뜻으로 중추원관제를
실시하기 위해 11월 29일 중추원 의관 50명을 선정, 지명하였다. 이 때 선정된 의
관은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계열이 17명, 나머지는 황국협회 등 수구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었다(신용하 1990, 469).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이
에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황제의 친유
이후 10일간의 기다림을 보니 황제가 약속한 국정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보
부상패들도 완전히 해산시키지 않았으며, 도리어 황제와 수구파가 내밀히 결합하
여 만민공동회가 규탄해 오던 인물들을 재중용하자 12월 6일 만민공동회를 재개하
였다. 사실상 저항권의 행사였다. 이 때 고종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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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중추원을 열어 여기서 그들의 요구를 다루게 하였다. 중추원회의에서 독립
협회는 정부대신급에 임명할 11명의 후보자를 공천하고 고종의 결단을 요청하였
는데, 그 11명 중에 황제가 기피하는 인물이며 대역죄인의 죄명을 지고 있는 박영
효가 들어있는 것을 트집잡아 고종은 12월 25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
산하였다.“군민간의 신계약”
이 군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어 독립협회 세력을 중추원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한편 개혁적 관료들을 모두 파
면하고 완전히 수구파 중심의 정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1899년 8월에는 대한제
국의 국체는“대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향유”
하는“전제군주제”
임을 공포하는「대
한국국제」
를 반포하였다.

3. 법치주의
입헌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통치
권력을 헌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법치주의는 곧 인민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다. 인민의
권리와 법치주의에 대한 규정은 앞에서 살펴 본「갑신정강」
에서 발견되지만,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박영효와 유길준의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효는「건백서」
「

」
에서“하늘이 백성을 내려주었으니, 모든 백성은 다

동일하며, … 천하일반에 통하는 불변의 도리는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구하여 행복을 바라는 것”
이라고 하여‘천부인권’
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
리고“이것을 타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은“
‘삼군으로부터 그들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보통사람으로부터 그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고 한 공자의 말이 이에
해당한다”
고 하여 그 불가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
에서는“모든 경우의

송사와 대소경중의 죄는 다만 재판관에게 맡겨 판결케 하여야 하며, 임금의 권한
으로 재판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혹독한 형벌을 폐지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연좌제를 폐지해야 한다”
“죄인을 심문할 때 함부로 형을 가하여 강제로
자백받아서는 안된다”
“모든 죄는 반드시 증거를 밝혀 형을 집행해야 한다”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
라고 하여 법치주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갖는다는 자연권사상은 유교의‘하늘( )’
개념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소화되었다.15) 먼저,‘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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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된 자연권은 다시『중용』
의 첫 구절의‘천명’
(

)으로 이해되고, 이

는 다시 주자의 주를 따라 인간의 도덕적 본성인‘성’
( )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
운 이치
〔

〕
로 이해되었다. 유교의‘천’
은 객관적 자연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관련된 보편타당한 이치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은 추상
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것(신)의 명령이라는 서구적 의미보다 인간의 도덕감정에
기초하여 훨씬 자연스럽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다(Conner 1998). 그래서“인
민의 권리는 … 천부에 속하며 하늘로부터 받은 바른 이치(

)”
이자(유길

준 1995a, 119),“텬생의 권리”
“하�이 주신 권리”
(독립신문 1899/1/10, 논설)로
이해되었다.
권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위협받거나 부정될 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
한이 있다는 것이다(Donnelly 1989, 11). 사실 인간존중 사상에는 근대 서구와 유
교가 별 차이가 없으나, 인간의 권리를 공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차이가 존재한다(Bloom 1998)고 볼 수 있다. 인민의 권리 보장
을 위한 법치주의의 실현, 이것은 전통적인 유교 관념으로부터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에도 법치를 주장하였지만 이 때의 법은 조종성헌(
)을 주로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권력자 국왕이나 고을의 수령 등
의 자의적인 판단이 광범하게 허용되어 엄격한 의미에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
다. 인민의 권리가 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
과 권력행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길준
은“법률의 근본적인 의도는 사람의 권리를 신중하고도 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
로 법률의 제반 기능이 없다면 권리 또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 생각해본다면, … 법은 장수( )이며 권리는 졸병(

)이라고 할 수 있다”
(유

길준 1995a, 119)고 하여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길준은
개인의 권리가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지 않은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한편‘보수성’
을 보이고 있다.
15) 유교에서‘하늘’
〔 〕
의 의미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정권의 수수
(

)나 탈취 등 권력의 변동과 관련된 경우, 둘째, 유교의 도덕적 규범이 보편적이며

항상적인 것을 기초로 한다는 문맥에서, 셋째는 불가항력적인 사실, 또는 일종의 운명
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 등이다. 이 세가지는 상호연관을 갖는다. 이에 관해서는
介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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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효와 유길준이 주도한 갑오경장에서는 반상(

)∙귀천을 초월한 능력본

위 인재등용, 여성의 대우 향상 등 평등적∙민주주의적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이 법률을 통해 실행되었다.16) 갑오경장에서 단행된 사회개혁들은 갑
오정권 이후에도 지속된다.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은 독립신문에 의해 활발히 전개
되었다. 전통 유교사회에서 법에 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조선시
대의 경우 정도전, 유형원, 정약용 등은 유학자로서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학자
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법의 역할을‘예치’
의 보조적인 수단으
로 보았으며, 또 법과 제도를 연구한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여야 했다.17)
그런데 독립신문에서는 법을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나라의 법률과 규칙과 장정을 만든 본의는, 첫째는 사람의 권리를 있게 정해놓고
사람마다 가진 권리를 남에게 뺏기지 않게 함이요, 또 남의 권리를 아무나 뺏지 못
하게 함이라”
(독립신문 1897/3/18) 독립신문의 법치 주장은 종래 인치의 자의성에
대한 반성에 기반하고 있다.“동양제국에서 개화 이전에는 사람마다 생각하기를
권력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며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풍
속이 있었거니와, 개화세계에는 이런 법이 없고 세있는 사람들이나 세없는 사람들
이나 다 법률에 범치만 않을 것 같으면 누구를 두려워 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감히 늑박지 못하는지라”
(독립신문 1896/7/11) 독립협회는 인민의 권리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그 제도적 장치로서 구체적
으로 사형(

)의 폐지, 죄형법정주의, 영장제시 의무, 유죄확정 전 무죄추정, 재

판청구권, 법 앞의 평등, 공개재판, 노륙법 및 연좌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안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계몽하고 여론을 환기시켰다.
한편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는 준법을‘인민의 직분’
으로 요구하면서‘보수적’
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제정한 좋지 않은 법이나 관원의 불법행위에 대
하여 독립신문은“전국인민이 일심으로 법률과 의리를 밝혀 시시비비를 의론하”
는 것이지,“민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무뢰지배의 일을 행하는”것은 아니라고
하여 불법적으로 저항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독립신문 1897/8/14). 이러한 관점

16) 자세한 내용은 유영익 1998, 제4장 참조.
17) 전통시대의 법관념과 독립신문의 법관념에 대한 비교는 이원택 2004, 36-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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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 동학이나 의병활동과 같은 민의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해
육군의 존재이유가 동학이나 의병같은 토비를 간정시키는 데 있으며(독립신문
1897/5/25), 외국군대가 이를 진압한 것이 다행이라고 까지 하였다(독립신문
1898/4/14). 법치주의의 확립으로 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
은 옳으나 질서유지에 비중을 둔 법치주의는 오히려‘보수적’기능을 수행하여 동
학∙의병 등 민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4. 시민과 시민사회
입헌민주주의체제의 정치주체는‘시민’
이다. 시민이란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인민의 새로운 모습이다. 시민은 결사체를 통하여‘시민사회’
를 형성하고 이
를 통해 통치권력을 감시한다. 그러므로 입헌민주정치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주체로서 시민 형성을 주도하고 시민사
회의 출현을 보여준 것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이다.
독립협회는 밑으로부터 민이 주도하여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시도하
여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본격적인 기원을 이루었다. 독립협회는 로크, 루소의 사
회계약설과 자연법사상, 몽테스키외의「법의 정신」
과 삼권분립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12/5)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독립
협회는‘주권재민’
을 주장하고, 종래의 피치자로만 간주되어 온“인민이 나라의
주인”
이고 종래 주인행세를 해온“관인은 인민이 고용한 사환”
“백성의 종”
이라고
전제하고, 당시의 현실이“사환이 상전이 되고 정작 주인은 노예가 되어”
있는 것
이라고 신랄히 비판하였다(독립신문 1996/11/21; 1998/11/15).18) 독립협회는“백
성의 권리로 나라가 된다”
고 설명하면서 협회의“큰 목적”
이자“급선무”
는“우리
정부로 하여금 백성의 생명 재산의 권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는 것”(독립신문
1898/9/4; 1898/12/15)이라고 하여 자연법론자의 사회계약설을 취하여 인민주권
론을 주장하였다.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에 나타난 인권론은 로크의 자
18) 이러한 관점은“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주어진 것이고 인민에 유래한다. 정부관원들은
인민의 수탁자요 그 공복이다”
라고 규정한「버지니아 권리선언」제2조를 원용한 것이
다. “That all power is vested in, and all times consequently derived from the people; that
magistrates are there trustees and servants, and amenable to them”
; 전봉덕 1981, 269-2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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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권이론에 기반한 미국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은 인민주권의 원리를 표방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적용대상을 제
한하거나 유보하였다. 만민공동회에서 정치참여 요구가 분출하자 독립신문은 인
민이 참여하는 하원의 구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여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하
의원이라 하는 것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
인데“우리나라 인민들은 몇백년 교
육이 없어서”
“자유니 민권이니 하는 것은 말도 모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
무렇게나 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
로 아니 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서 하의원을 설시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
하다는 것이다(독립신문 1898/7/27). 정치의 주체가 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
이라고 판단된 인민들은‘분내( 內)에 있는 권리’
나 잘 지키도록 권고되었다.
‘분내의 권리’
란 지방관 수준의 선출권을 가지고 그들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감시
하고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독립신문 1896/11/17,
1898/7/27).19)
결국 독립협회가 추진한 의회개설론과 인민주권론의 주체는 전체인민이 아니라
신지식을 갖춘 소수엘리트였다. 협회는 인민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계몽
을 통해 정치적 능력, 시민적 능력, 시민적 덕성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가 나쁘고 관인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인민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고 하면서 능동적인 시민의식의 배양을 강조하였다. 애국심, 독립심, 질서, 청결,
우애, 단결 등 시민적 덕성을 함양한‘새 사람’
이 될 것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이
러한 내용은 국민적 의무, 즉‘직무’
로 요구되었다.
1898년에 활동한 만민공동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의 정치운동을 보여주
었다.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의 만민공동회는‘황제 대 만민공동회’
‘수구파 정부
대 독립협회’
가 대치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결이라는“근대정치의 한 원형”
을 보여주었다(전인권 2004). 시민사회가 정치권력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일부관
료들을 해임시키도록 하였으며,「헌의 6조」
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이것은
19)‘하의원은 급하지 않다’
라는 제목의 논설(1898/7/27)에서“조병식씨의 일하듯 분내에
있는 권리나 지키어”
라는 말이 있는데, 조병식씨 일이란 그가 지방관으로서 협잡을 일
삼고, 형조참판으로서 재판도 없이 사혐으로 타살하고, 법부대신으로 사람의 가부는 보
지않고 자기 식구에게 벼슬을 내주는 등 부당한 일을 일삼자 이를 고발하여 탄핵한 일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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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치적 의견 개진방법이었던‘상소’
운동이나‘폭력적 봉기’
와는 다른 양
식이었다. 근대적 정치시위인 데모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가는 모습은 지금 보아도 놀라운 민주정치운동이
다.20)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때부터 성장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그러나, 고종 황제는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하고(1898/12/
25) 황제가 주도하여 만든「대한국국제」
를 반포하였다(1899/8/22).“황제가 무한
한 군권을 향유”
한다고 규정한「국제」
를 통해 황제는 군주주권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황제권 강화의 합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21) 고종의 황제권 강화 목적은
일본 명치유신의 경험과 상통하는 면이 있었지만, 군주권의 범위와 절대성은 일본
에 비해 훨씬 더 넓고 큰 것이었다(이태진 1997, 126). 이를“한국최초의 근대적
헌법”
이라는 평가가 있으나(최종고 1980, 431),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이라는 대
전제에서 볼 때 그것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진덕규
1983, 238-244). 국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의회가 결여되고 국민의 권리규정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 국민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제까지 성장해 온 입헌민주주
의와 군민공치 실현 노력을 일거에 좌절시키고 봉쇄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고 세계의 조류를 따르지 못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러일전쟁 발발 직전까지 고종황제는 명실상부한 전제권력을 행사하면
서 국민의 일체의 정치발언, 정치참여, 정치적 결사를 법률과 권력으로써 엄금한
채 정치를 독단하였다. 고종황제는 주권=국권=황권으로 인식하고 황제권 수호
에 집착한 나머지 인민의 자발적 충성을 동원하여 국내역량을 강화하는데 실패하
였다. 그 결과 외세에 국권을 박탈당하는 시점에서도 변변한‘국민적’저항을 시
도해보지도 못하였다. 박은식은『한국통사』
에서 대한제국은 독립협회의 의회설립
20) 만민공동회의 자세한 전개과정은 정교 2004, 제3권, 4권을 참조.
21) 이「국제」는 블룬츨리(J.C. Bluntschli)의 책『공법회통』(원서는 Das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 민 Rechtsbuch dargestellt, 1867)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봉덕 1981, 110-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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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저지된 이후 군권만 있고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열강이 황제 한사람만 위
협하면 되었기에 주권침탈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는데(박은식 1975,
205-207), 이는 그동안 노력해온 군민공치와 의회 설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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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p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ystem during the Modern Korea

Yonghwa Chung |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system in terms of the reception
proces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during the modern period. Dealing with this subjec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e focus is given to the Korean’s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democracy by which Koreans find out new political legitimacy
rather than mere political system change. Second, therefore, the various ‘discourses’ which
were created for solving the facing political tasks rather than some ‘texts’ which introduced
political theories with logical forms should be analysed. Third, in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relation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as well a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are to be analysed. With these perspectives,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e reception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in modern Korea with two levels: ideas
and institu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