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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추국장관련 기존 연구 검토
추국장 사례 분석: 영조 13년 김성탁 사건
결론

[국문초록]
조선후기에는 정치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반역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반역죄 혐의
로 주요 정치인이 처형당하는 사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반역사건
을 분석하면서도 당시 관련자를 심문하는 공간인 추국장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추
국장을 극단적인 상황에 한해 개설되는 예외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왕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조 13년 김성탁 사건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해서,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 추국장이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추국장의 분석을 통해서 해당 반역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반역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왕권의 특성을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조선후기, 추국장, 영조 13년 김성탁 사건, 왕의 권력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에 포함된 사례 연구를 보다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이 원고의
초고에 해당하는 글은 2018년 5월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2018년 6월 서울대학교
정치사상워크숍에서 발표한 바 있다. 학회에서 토론 및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이번 원고를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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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후기에는 정치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반역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
고, 반역죄 혐의로 주요 정치인이 처형당하는 사건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
다. 반역범죄자 심문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기록에 따르면,
현존하는 추국기록의 양 역시 상당하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 (1601
년)에서 고종 29년 (1892년)까지의 기록으로 모두 33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추안급국안≫에 누락된 사건 기록들도 존재하고 혹은 정치적인 이
유로 추국 기록을 일부러 삭제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반
역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의 장은 ≪추안급국안≫의 기록 수 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하나의 사건 심리가 수개월
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추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1)
추국에 대한 기록이 이와 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그동안
반역사건을 다루는 공간인 추국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추국장
을 극단적인 상황에 한해 개설되는 예외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왕
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뿐이었다. 그러나 추국장에서 죄인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순히 정치행위자가 폭력적이고 무법적
인 힘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반역범죄자 심문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추국장은 특정한 사건을 반역사건이라고 규정해야 하는
지의 문제, 나아가 반역자를 어떻게 처벌해야하는지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러 정치행위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는 공간이었다. 이때, 정치공동체
에 위협을 가하거나 최고의 정치 권위자에게 도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곧바로 처형하지 않고, 죄인의 처벌에 관하여 정치행위자들이 논쟁을 했다는
점은 당시 권력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 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하경, 뺷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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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성탁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향후 정치
사 연구에 있어서 추국장이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추국장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해당 반역사건의 정치적 의미
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반역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왕권의 특성을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추국장관련 기존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추국의 기록을 토대로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부재하다. 다만 추국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을 대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추국장에서
죄인을 심문한 기록인 ≪추안급국안≫에 관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정광호는
조선시대의 죄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역죄’라고 하면서,
반역자 심문 기록을 모아 놓은 ≪추안급국안≫의 방대함, 포괄성을 강조한
다.2) 또한 정석종의 경우는 민중사 연구와 관련하여 ≪추안급국안≫의 사료
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3) 나아가 ≪추안급국안≫의 사건 기록에 조
선후기의 제반 문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관찬(官撰)기록에서 반영
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정석종은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
가하면서도, 심문기록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시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추국장에서 죄인을 심문하는 과정이나 제도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우철은 추국기록의 ‘결안’을 중심으로, 심문과정에서 죄인
에게 결안을 받는 과정이나 결안의 내용 및 형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4) 이를 통해서, 추국장의 운영구조를 보다 거시적이고 통
2) 정광호, ｢추안급국안｣, 뺷민족문화뺸 1, 한국고전번역원, 1975.
3) 정석종, ｢추안급국안의 민중사적 가치｣, 뺷한국학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뺸, 아세아문화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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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즉, 김우철의 분석에 따르면, 자백-결안-조율
-처형의 추국 절차가 현종 대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무신란을 겪으며 영조가

직접 추국에 개입하면서 기존의 추국의 절차가 변하였다. 나아가 정조대 이
후에는 심문형식이 1문 1답으로 변화하면서, 자백과 결안의 작성방식도 변
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김영석의 경우는 추국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의금부에 주목하고 있다.5)
김영석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당시 사회의 이념 내지
는 사상을 담고 있다고 간주하고 의금부 제도의 연원이나 구성원의 특성을
분석한다.6) 또한, 의금부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인 추국의 절차적 제도적
특성에 대해서도 조선시대에 어떠한 변천을 겪게 되었는지를 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국에 관한 제도적인 이해의 깊이를 한층 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추국과정과 관련된 성문화된 법규나 혹
은 관련 관행들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추국장에서 벌
어지는 정치적 행위나 그 함의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셋째, 개별적인 반역사건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영조시기에 대
해서는 영조 4년 무신란, 영조 6년 경술 모반사건, 영조 31년 을해 옥사사건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7) 그런데 개별 반역사건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추국장
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추국장은 부분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이와 같이 ≪추안급국안≫에서 다루고 있는 반역 사건들이 정치사적으로

4)
5)
6)
7)

김우철, ｢조선후기 추국 운영 및 결안의 변화｣, 뺷민족문화뺸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김영석, 뺷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영석, 위의 책, 3쪽.
무신란과 관련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다. 최근에는 무신란을 민중의식의 성장의
발로로 간주하기도 하고, 난의 발생지역과 참여계층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무신란의 발생 원인
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장필기, 뺷영조 대의 무신란:
탕평의 길을 열다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3~15쪽 참조. 경술모반사건에 대해서는 조윤
선, ｢영조 6년 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뺷조선시대사학보뺸 42, 조선시대사학회, 2007
참조. 을해 옥사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심재우,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뺷정신문화연구뺸 33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조윤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뺷한국사학보뺸 37, 고려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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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국장에 대해서는 학계의 관심
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식민사학 대 반식민사학의 연구 풍토 속에서 반역사건에 대한
정치적 함의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후기의 정치가 ‘대립과 갈등으
로 점철된 당파성의 산물’이라는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반
역 사건 역시 주로 다른 당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되
어 왔다. 물론 최근에는 기존의 식민사학의 시각을 극복하고 ‘붕당’, ‘탕평’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조선후기 정치사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
들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반역사건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
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역사건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국장 역시 정
치권력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반역사건을 정
치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때, 반역사건을 해결하는 공간에서 행사되는
왕의 권력은 그와 같은 위협을 해소해 나가는 정치행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추국장을 극단적인 상황에 한해 개설되는 예외적인 공간이 아
니라 정치 공동체에 발생한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공간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후기 반역사건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해결
하는 공간에서 행사되는 권력이 곧 조선후기 정치권력의 특징을 규명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반역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왕의 형벌권이나 조선시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왕이나 혹은 특정세력이 모
든 것을 자의적으로 행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하여, 추국장을 심도 있
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왔던 것이다. 왕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제한적
으로 규정하는 연구들에서 조차 조선시대 사법권이나 형벌권에 대해서는 왕
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간주해왔다.8) 이는 근대법 이전
8) 예를 들면 James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5, 27쪽; 한영우, 뺷(다시찾는) 우리역사뺸, 경세원, 2011,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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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법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9) 조윤선에 따르
면, 전통법에 대해서 ‘조선 법은 공법(公法), 행정법 위주의 강압적이고, 전제
적인 모습의 법’ 이라거나, 혹은 ‘법의 운영이 왕의 자의에 의해 천단(擅斷)
되고 관리의 남형(濫刑)이 자행되는, 그래서 참혹한 형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민(民)은 관에 대해 절대 복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감
히 할 수 없는 그런 위압적인 모습의 법’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10)
그러나 실제로 추국장에서 나타나는 왕의 권력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형
태로만 서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추국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자들을 심문하고 있고, 왕을 비롯한 여러 정치행위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국
장에서 나타나는 왕권의 속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11)
셋째, 추국장의 기록인 ≪추안급국안≫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서 추국장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12) 조선시대에는 죄인의 자백이 죄
9) 아시아 국가를 근대 서구사회와 대비하여 전제주의 국가로 간주한 연원은 17세기 몽테스키외
(Baron de Montesquieu), 18세기 헤겔(G. W. F Hegel) 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몽테스키외는
합리적인 법의 정신이 지배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예속의 정신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동양은
천 년 전과 다름없이 강력한 전제권력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Baron de Montesquieu,
The Spirit of Laws,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2. 225쪽, 269쪽 참조. 헤겔 역시 동양사

회가 독립적인 개인이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규제되는 사회라는 점에서 전제적인 특
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체된 제국(prosaic empire)이라 했다. G. W. F. Hegel, The
Philosophy of History. Translated by J. Sibree,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1, 116~138쪽.
10) 조윤선, ｢조선후기 법사학 연구의 현황｣, 뺷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뺸, 창작과 비평사, 2004
참조.
11) 최근에는 조선시대 법체계 및 사법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박강우(｢조선조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 뺷형
사정책연구뺸 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는 조선 시대 증거재판주의나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운용되었던 상피, 검험, 삼복, 소원 등의 제반 형사법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당시 상
당히 정비된 형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왕의 권력행사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의성을 제약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다음 참조. 김영수, ｢세종대의 법과 정치
(Ⅰ): 유학적 ‘예치주의’의 이상과 현실｣, 뺷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뺸 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함재학, ｢유교적 입헌주의와 한국의 헌정사｣, 뺷헌법학연구뺸 14(3), 한국헌법학회, 2008.
12) 이외에도 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추안급국안≫ 자료가 방대하고 ≪추안급국안≫의 접근이 용
이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83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총 30권으로 영인
한 ≪추안급국안≫은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때로 원 글자를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구어체의 심문 기록의 특성상 이두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독하기도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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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를 판별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죄인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죄인을 때리면서 심문하는 형문(刑問)도 일반적으
로 허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죄인의 진술이 실제로
는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거짓으로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문기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미 수백 년 이전에 발화된 특정한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고 이를 증명
해내는 일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그리고
설사 관련자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목적
이 사실관계의 복원이 아니라면 진술의 진위 여부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특정한 사건이 왜 반역사건
으로 간주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어떠한 근거로 형벌
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추국과 관련한 행위의 정치적인 함의
를 찾고자 하는 연구라면, 추국장에서 발화되는 진술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진술의 진위여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치행위자들
은 추국장에서 발화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논쟁을 벌이고 사법적인 판
단을 내렸다. 따라서 오늘날 연구자 역시 해당 진술에 주목해야 하고, 관련자
들의 발언이 갖는 의미 특히 ‘그 발언을 함으로써 행하고자 하는 의미’에 유
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조 13년에 발생한 김성탁
사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김성탁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성탁
사건이 추국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추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전주대학교에서 ≪추안급국안≫을 완역하여 국역본으로 총
90권으로 출간하였으며, 현재 ≪추안급국안≫의 영인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웹상에서 색인
검색 및 원문보기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성과로 인해서 ≪추안급국안≫의 접근성이 이전보다 용
이해졌기에, 앞으로 학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안급국안≫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3) 고문을 받아서 죄인이 허위로 자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추안급국안≫ 자료의 신빙성에 한
계가 있다고 간주하는 연구로는 다음 참조. 조윤선, ｢영조 6년 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술의 사료비판방법론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다음 참조. 문경득, ｢조선후기 심문 진술 기록의 사료비판 방법론 연구-≪무신역옥추안≫
을 중심으로｣, 뺷조선시대사학보뺸 83, 조선시대사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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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탁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추국장은 왕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공간이 아니
라, 당시의 정당화된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심
문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논쟁을, 중앙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제제기와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과정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구성을 통해서 김성탁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김성탁 사건을 정치적 노
선이 다른 사람들 간의 정쟁 속에서 김성탁이 희생된 사건으로 간주해 왔는
데, 추국장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김성탁 사건에 대한 기존 인식을
비판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추국장 사례 분석: 영조 13년 김성탁 사건
김성탁 사건은 1737년(영조 13, 정사년) 5월 김성탁(金聖鐸, 1684~1747)
이 스승 이현일(李玄逸, 1627~1704)에 대한 신원소(伸寃疏)를 올렸다가 추
국을 받게 된 것을 말한다.14) 기존 연구들은 김성탁을 18세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가운데 한명으로 간주하고, 주로 그의 학문 및 사상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15) 뺷동방한문학뺸 학술지 제 12호에서 특집호로 김성탁에 관한
연구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김성탁의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때의 연구로 보
인다. 이연섭의 경우는, 김성탁의 생애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생
애 자체에 주목하고,16) 그 외의 연구들은 주로 김성탁의 학문과 사상에 관해
14) 이연섭, ｢제산 김성탁선생의 생애｣, 뺷동방한문학뺸 12, 동방한문학회, 1996에 따르면, 김성탁은
1711년(숙종 37) 28세에 진사에 급제하고, 1735년(영조 11) 52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그
런데 문과에 급제하기 전에 이미 영남 사림의 거유(巨儒)로 유일하게 천거되어 입시(入侍)하여 영

조에게 국왕의 자세와 시정에 대해 상소하기도 하고 또 관직을 사양하는 상소를 하면서 시정 폐해
를 논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안장리, ｢시권을 통해 본 유교적 인간상 고찰: 제산
김성탁의 시권을 중심으로｣, 뺷포은학 연구뺸 16, 포은학회, 2015, 265쪽.
15) 안장리, 위의 글, 264쪽.
16) 이연섭,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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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하고 있다.17)
김성탁이 추국장에 서게 된 사건에 대해서, 기존연구에서는 당시 남인의
성장을 견제하던 노론의 탄압에 의해 김성탁이 희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김성탁이 특정한 위법행위를 하여 이에 따라 형벌 받은 것
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쟁에 휘말려서 김성탁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서술할 뿐이다. 예를 들어, 안장리는 김성탁 사건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1736년(영조 12) 유생 신헌 등이 그의 스승 이현일을 욕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에 사직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현일의 신구(伸救)를 청하게 되는데 노론을 대표하
는 당쟁의 우두머리 김재로(金在魯)와 그 당파들의 참소(讒訴)에 의해 이듬해 5월
국문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해 윤9월 제주도로 유배된 이후 광양, 해남 등으로 유배
지를 11년간 떠돌다가 1746년(영조 22) 2월 배소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18)

즉, 안장리의 설명에 따르면 김성탁이 추국을 받게 된 것은 노론의 계략에
따른 것으로 김성탁은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다.
김윤규의 경우도 유사한 태도를 견지한다.19) 김윤규에 의하면, 김성탁이
애초에 상소문을 쓰게 된 것도 노론의 함정이라고 한다. 김성탁을 역적의 제
자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의 스승이 모욕당한 상황에서 제자인 김성탁이 변론
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김성탁을 정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김윤규의 논리대로라면, 1737년의 사건은 처음부터 김성
탁을 제거하기 위한 노론의 전략이었으며, 그러한 노론의 전략대로 김성탁이
처벌받게 된 것이다.
17) 김윤규, ｢제산 김성탁의 사상과 문학: 문집외 자료-제산선생의 언찰｣, 뺷동방한문학뺸 12, 동방한문
학회, 1996; 김시황, ｢제산 김성탁의 사상과 문학: 제산 김성탁 선생의 상소문에 대하여｣, 뺷동방한
문학뺸 12, 동방한문학회,, 1996; 김주한, ｢제산 김성탁의 사상과 문학: 제산 시의 일면｣, 뺷동방한문
학뺸 12, 동방한문학회, 1996; 안장리, 앞의 글; 허권수, ｢제산 김성탁의 사상과 문학: 제산 김성탁
의 학문관과 영남유림 에서의 역할｣, 뺷동방한문학뺸 12, 동방한문학회, 1996.
18) 안장리, 앞의 글 280쪽.
19) 김윤규, 앞의 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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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에서는 노론이 왜 김성탁을 탄압하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김성탁
이 상소문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성
탁을 심문한 추국과정에서 어떠한 논쟁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주목
하지 않는다. 당파간의 갈등으로 사건을 단순화하여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1) 김성탁의 문제제기
그렇다면 김성탁의 추국기록을 중심으로, 왜 김성탁이 반역 죄인으로 추국
장에 서야 했는지를 살펴보자.20) 우선, 5월 28일부터 시작된 김성탁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김성탁이 역적인 스승 이현일을 보
호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김성탁은 상소문에서 “이현일의 동이를 이고 있는
억울함이 이미 40여년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다.21)
이현일 사건은 이현일이 숙종 대에 희빈 장씨(禧嬪張氏, 1659~1701)를 위
해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현일은 영남지방의 선비
들을 퇴계학파 위주로 규합한 영남학파의 중흥조(中興祖)로 알려져 있는
데,22) 이현인일 상소문에서 희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해서
갑술환국(숙종 20년 1694년)때 유배를 당한 것이다. 역적으로 몰려 형벌을
받은 자를 비호하는 자 역시 역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탁이 이
현일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 추국장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김성탁의 역적 비호행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김성탁
20) 이하에서 인용하는 김성탁의 추국기록인 <김성탁 추안> 문건은 <김성탁·안세복 등의 추안> (아세
아문화사, ≪추안급국안≫ 20권, 1983, 216~271쪽;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추안급국
안: 국역본≫ 58권, 전주대학교출판사, 2014, 131쪽~210쪽)가운데 김성탁에 관한 공초 기록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하의 추국기록 인용은 기본적으로 국역본의 번역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인용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주석으로 영인본의 원문을 표기하였다.
21) “玄逸戴盆之冤, 已至四十餘年。
” 이때 동이를 이고 있는 억울함(戴盆之冤)이란 사마천이 임안에게
보낸 글에 나오는 말로, 동이를 머리에 이면 하늘을 볼 수 없고 하늘을 보려면 동이를 일 수 없다는
것으로 억울하고 슬픈 심정을 뜻한다.
22) 정만조․송양섭 외, 뺷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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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안> 김성탁의 1차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이현일의 죄명이 역률에 이를 정
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일[이현일의 일]은 4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선조께서 완전히 석방시켜
주셨으므로 제 생각에, 세월이 오래 흐른 후이니 죄명이 이처럼 너무 심한데 이를
정도는 아니다 싶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기사년
의 일은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여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갑술년(1694, 숙종20)
이후 이현일이 완전히 석방되고 더러 관직이 회복되기도 했으므로 죄명이 역률(逆
律)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5월 28일 김성탁의 1차 진술)23)

일반적으로 반역죄와 같은 중죄에 해당될 경우 죄인이 곧바로 사형에 처해진
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현일은 상대적으로 형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김성탁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현일은 숙종 23년
(1967년)에 유배지의 울타리가 철거되었고, 숙종 27년(1701년)에는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또한, 김성탁의 상소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현일을 신
구하는 상소문을 올린 나학천(羅學川, 1658~1731)은 오히려 벼슬을 받기도
하였다.24)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김성탁의 상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역적을 비호했다는 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김성탁 추안>에 따르면, 김성탁의 상소문에 대해서 영조가 내린
전교에 따르면, 김성탁의 죄를 ‘역적을 보호하고 왕을 업신여긴 죄(護逆慢
上)’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탁이 역적을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은 곧 ‘역적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김성탁이 역적을 보호하려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성탁 추안>에서는 왕을 업
23) “此在四十餘年前, 先朝曾已全釋, 故意以爲, 年久之後, 罪名或不至此極, 故敢爲此言矣. 當時己巳事,
矣身年幼, 不能詳知。甲戌以後, 玄逸或全釋或復官, 罪名不至於逆律, 故敢言之矣。
”
24)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 11월 19일 기미 4번째 기사; 박광용, 뺷영조시대를 만든 사람들뺸, 한국
학중앙연구원,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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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긴 죄가 별도의 죄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역적을 보호한 죄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군사부일체 논의

왕을 업신여긴 죄와 관련해서 추국장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일차적으로
김성탁의 ‘군사부일체’ 논의다. 바로 다음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성탁은 자신이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군사부일체(君師
父一體)’논의를 언급한다.
지금 또 [스승이] 이처럼 전에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신이 아버지, 스승,
왕을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의리에 대해서 어찌 차마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5월 22일 김성탁의 상소문)25)

김성탁의 이 발언은 한편으로는 제자의 도리 상 스승이 모욕을 받고 있는 상황
을 좌시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자로서 자신이 갖는
스승에 대한 의리가 왕에 대한 의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조의 입장에서 보면, 김성탁의 이러한 발언은 곧 왕에 대한 의리
를 스승에 대한 의리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왕에 대한 모욕으
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한 진술 중에 더욱더 형편없는 대목이 있다. 군신(君臣)의 의리는 천지간
변할 수 없는 것인데, 군부(君父)에게 반역하려는 마음이 어찌 세월이 오래된다고
하여 갑자기 사라지겠으며, 세월이 가깝다고 하여 더 절실하겠느냐. 너의 진술은
특히 형편없고 무식할 뿐 아니라 이러한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느냐.
기사년 이후, 무함하고 업신여기며 패악한 역적질을 한 자를 스승이라고 모셨으

25) “今又遭此無前詬辱, 以臣生三事一之義, 豈忍泯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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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의리가 어둡고 막힌 것만이 아니라 네가 한 짓이 너무나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지금 감히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군신간의 큰 의리를 잊어버리고 음흉한 이현일에
게 따라붙었으니 또한 어찌 아버지, 스승, 왕의 의리를 안다고 하겠느냐.
(5월 28일 영조의 전교)26)

영조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군신의 의리가 그 자체로 변할 수 없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김성탁이 ‘스승의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군신간의 의리를 저
버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탁이 말하고 있는 군사부일체의 논
의에 대해 영조의 이와 같은 반응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
기 위해서는 군사부일체라는 해당 발언이 기존에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김성탁이 인용하고 있는 군사부 일체, 즉 아버지, 스승, 왕의 의리
에 관한 논의는 진나라 대부 난공자(欒共子, ?~BC709)가 한 말이다.
난공자가 말하였다. “백성은 세 분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이들을 섬기기를 한결같
이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 주시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왕은 나를
먹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왕이) 먹여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 낳아주신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한결같게 섬겨서 오직 그 있는 곳에 죽음을 다해야 한다. 살려준 것에 대해 죽음으로
보답하고 베풀어 준 사람에게 힘으로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27)

난공자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아버지, 스승, 왕을 꼽
26) “招中尤極無狀者, 君臣之義, 無所遷於天地之間, 而爲君父通逆之心, 豈可年遠而忽也, 年近而切耶。
矣身所供, 非特無狀無識, 是可敢忍, 孰不可忍也。 於己巳以後, 誣慢悖逆之賊, 推以爲師, 非徒義理
之晦塞, 矣身所爲, 己極無謂是去乙于。今敢爲訟寃, 旣忘君臣之大義, 追附陰兇之玄逸, 亦馬知生三
之義乎。
”
27) 國語 ｢晉語｣1권에 나오는 구절로, 진나라 애후(哀侯)의 대부인 난공자(欒共子 곧 共叔成)가 무공
(武公)에 의해 살해된 애후의 뒤를 따라 죽으면서 하는 말이다. 난공자는 무공의 할아버지인 환숙
(桓叔)의 사부(師傅) 아들이기에 무공은 그의 죽음을 만류했다.
“欒共子曰, 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敎之, 君食之。 非父不生, 非食不長, 非敎不知, 生之族
也。 故一事之, 唯其所在, 則致死焉。 報生以死, 服賜以力, 人之道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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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들을 섬기는 의리가 같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
면, 난공자의 이 말 속에는 아버지, 스승, 왕에 대한 위계질서가 별도로 부여
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군사부일체는 그 말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게 해
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면, 스승
이 돌아가셨을 때,28) 혹은 왕이 승하하셨을 때,29)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삼년상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스승에 대한 도리
나 왕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기 위한 전거로 이 세 사람에 대한 도리가 같음
을 들고 있다. 반면, 세조(世祖, 1417~1468, 재위 1455~1468) 때 최항(崔恒
1409~1474)이 기복(起復) 즉, 아버지의 상중에 벼슬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아버지, 스승, 왕을 섬기는 의리가 같
아야 함을 든 경우도 있다.30) 이때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 왕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것이다.
김성탁의 경우와 같이, 스승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소문을
쓸 때에도 이 논의가 활용된 바 있다. 그런데 그 상소문의 뉘앙스나 이를 받
아들이는 당시 정치행위자들의 분위기가 김성탁의 경우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선조(宣祖, 1552~1608, 재위 1567~1608) 때 스승 이이(李
珥, 1536~1584)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조광현(趙光玹, 1553~?), 이귀

(李貴, 1557~1633)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사람은 아버지, 스승, 왕 세 분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이들을
섬기기를 한결같게 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지금 부모에게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화복과 이해를 헤아리지 않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守靜)하자
는 말에 동요되어 그만둔다면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
다. 신들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죽은 스승의 심사(心事)를 기어이 드러내어 밝히

28)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4월 12일 병술 4번째기사
29)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1월 19일 신해 1번째기사
30)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12일 계사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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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 말겠다. 그렇게 해야 죽은 스승의 평일의 논의를 신명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
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불쌍히 여겨 재결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31)

즉, 이 상소문의 내용에서 아버지, 스승, 왕의 의리 부분은 단지 자신들에게
스승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일 뿐, 군사부 일체 논의 자
체로 군신관계와 사제관계 사이의 우위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선조이므로, 이들에게 군신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군사부일체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용례를 고려해 볼 때, 김성탁
의 상소문에서 군사부일체의 논의가 이렇게 확대되어 해석된 데에는 또 다른
맥락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영남의 중앙권위에의 도전

김성탁의 상소문의 ‘군사부일체’ 논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
가 주목하는 부분은 영조가 김성탁의 발언을 영남사람의 발언으로 본다는 점
이다. <김성탁 추안>에 따르면 5월 22일 전교에서 영조는 김성탁의 상소문
을 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김성탁이 영남사
람이라는 점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더욱 비통한 점이 있으니 평소 영남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면서, 공자,
맹자의 지방으로 대접해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옛날에 크고 넓게 한결같게
보는 성현의 뜻을 우러러 본받은 것이다. 그러니 영남 유생들의 도리 상 마땅히
옛날 나쁜 버릇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닦아 바른 도리로 크게 돌아간다면 성현을
잊지 못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은 비록 이기기를 힘쓰면
서도 이렇게 윤리와 의리가 크게 관계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감히 이와 같이 하였다.
가령 김성탁이 평소 책을 읽어 의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음관인 그

31) 선조수정실록 21권, 선조 20년 3월 1일 경인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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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조정에서 대접해 준 것이 어떠했는데 이처럼 윤리도 없고 형편없는 말로 감히
현혹한단 말이냐.

(5월 22일 영조의 전교)32)

여기서 영조의 영남지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영조의 상기 전교에 따르면, 영조는 평소에 영남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33) 영남지역을 성현의 뜻을 본받은 지역이
라는 의미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왔고, 영남출신인 김성탁도 조정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 무신년이 발생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영조 13년의 시대적인 상황
을 고려해 보면 영조는 김성탁이 영남출신이라는 점을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 28일의 심문과정에서 영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더욱 비통한 점이 있다. 아, 무신년(1728. 영조4)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자들이 어째서 조금도 뉘우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 해 전에도
국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속에 쌓아 두고 결국 역적질을 저질렀다. 전에는 비록 미
혹되었더라도 나중에 깨달아야 하고, 전에 오히려 뉘우침이 없었더라도 또한 복종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또 감히 이처럼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감히 왕을 섬기고
자 했으니…

(5월 28일 1차 추고)34)

여기서 김성탁은 ‘9년 전 발생한 무신란 반역의 원인이 된 자’들 가운데 하나

32) “优可通者, 恒日眷顧嶺南, 待以鄒、魯之鄕者, 無他也. 仰體昔日蕩蕩一視之聖意, 則在嶺儒之道, 其
當革舊勵新, 大歸其正, 可謂不忘之意, 而他雖務勝, 此等倫義大關處, 猶敢若此, 使聖鐸恒日, 少知義
理, 渠自蔭官, 眷待若何, 而此等無倫之語, 其敢欲眩耶?”
33) 조선후기 영남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다른 사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영남지역을 ‘인재의 보고’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익(李瀷, 1681~1763)은 ≪성호
사설≫에서 조선의 팔도 가운데 오륜이 구비된 지역은 영남 한 지방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역
사학자 48인, 뺷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뺸, 푸른 출판, 2005, 16쪽.) 영조 집권 초반 영남지역의
인재등용과 관련된 기록은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 5월 20일 정사 6번째기사,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9월 14일 정묘 3번째기사 참조.
34) “优可通者, 吁戊申亂逆所由者, 何不少懲畏。 於昔年, 蘊蓄怨國, 終成其逆。 前雖迷者後可覺, 前猶
不懲者, 可亦帖伏。 而矣身又敢若此抱此心, 敢欲事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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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되고 있다. 무신년의 관련자들이 평소 ‘국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속에
쌓아두었다가 결국 반역을 일으킨 것이데, 영조는 김성탁을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김성탁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왕을
업신여겼다는 불경(不敬)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국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서 결국에는 반역을 도모하게 될 정도의 위협으로까지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성탁이 무신란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성탁은 곧 영남출신이고 이는 곧 무신란의 원인이 된 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라는 인식이 영조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5)
이렇게 보면, 김성탁이 상소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역적으로 간주되어
온 스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에 머물지 않는다. 무신란이 발발한 지 10
여년이 지나지 않아 여전히 영남지역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
남지역에서 상당한 학문적 권위를 누리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김성탁이, ‘군
사부일체’ 발언을 통해 중앙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추국과정
이제 심문기록을 토대로 김성탁에 대한 추국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성탁이 1737년(영조 13년, 정사년) 5월 22일에 상소를 올린 후, 같은 날
영조가 전교하여, 상소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친국을 열도록 하였다. 이에
5월 28일에 김성탁을 잡아 와서 4차례 심문 한 끝에, 1차로 형문(刑問)(신장
35) 1565년(명종 20년) 사림파의 집권 후 정계를 주도했던 영남의 정치세력은 1623년 인조반정을 계기
로 정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여, 1694년 갑술환국을 계기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1728년 무신란
을 계기로 남인계 영남의 정치세력은 ‘반역향’으로 낙인 찍혀서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김성우, ｢정조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뺷다산학뺸 21,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84~185쪽). 실제로 무신란이 영남학파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논의는 기존연구에서도 지
적되어 왔다. 당시, 이현일의 문인인 권구(權絿, 1672~1749), 김만행(1673~1737), 권덕수(權德秀,
1672~1759)가 무신란에 연루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반면, 경상남도 암행어사 이흡(李潝,
1684~1740)은 도내 수령의 치적여부를 묻는 영조에게, ‘안동의 권치수, 유몽서, 권구 등등 다른
유림들은 적과 내통하였는데 유독 김성탁만은 문을 걸어 닫고 적에게 항거하였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2월 27일 경신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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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성탁의 진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앞서 제

기한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었다. 6월 1일에는 친국이 아니라 의금부에서 추
국을 진행하였고, 김성탁에게 신장 30대를 다시 가하였다.
김성탁에 관한 심문에 대해 영조는 크게 두 차례의 판단을 내린다. 첫 번
째는 6월 2일 다음과 같이 김성탁을 절도에 천극(栫棘, 귀양살이하는 중죄인
의 거처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쳐서 출입을 제한함)하라고 영조는 전교
를 내린다.
그가 한 짓을 가지고 논한다면 털끝만큼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단서가 없을 것이
나 그 사람됨을 살피면 조금이나마 참작할 수 있는 도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니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보내 천극(栫棘)하라.

(6월 2일 영조의 전교)36)

조선후기 형법의 역할을 한 ≪대명률(大明律)≫ <모반대역(謀反大逆)> 조항
에서, “무릇 모반 및 대역죄의 경우 주범, 종범을 불문하고 모두 능지처사(陵
遲處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수는 복주하고 회보를 기다린다(死
因覆奏待報)>는 조항에서는 “십악(十惡)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시킬 자

는 부대시(不待時)로 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김성탁을 반
역죄로 간주하였다면 김성탁은 결안을 받은 후 곧바로 처형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조는 김성탁의 ‘사람됨’을 근거로 사형이 아니라
유배형으로 감형시켜 준 것이다. 이러한 영조의 입장에 대해서 곧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사간(司諫) 허옥(許沃, ?~?)은,
(중략) 지금 이처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큰 은덕에서 나온 것이지만 명분과 의리가 지극히 중하고 여론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니 결코 그를 용서해 주어서 숨 쉬며 살 수 있게 하기 어렵습니다.37)

36) “論其事, 則其無毫分可怒之端, 察其人, 則不無一毫, 參酌之道。 特減其死, 絶島栫棘。
”
37)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大德, 名義至重, 輿情愈激, 決雖容貸, 使得假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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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반대하였다. 즉, 왕이 반역범죄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큰 은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힘
들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지평(持平) 홍계희(洪啓禧, 1703~1771)는 ‘의금부로 하여금 국가
의 형벌을 명쾌하게 바로잡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심지어 김성탁을 추천
한 자를 삭직(削職)하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에서는 양사(兩司)가 영
조의 절도에 유배하라는 명령을 거두기를 청하는 계(啓)를 올렸기 때문에,
영조의 전지(傳旨)를 받들 수 없다고 아뢰었다. 뿐만 아니라 6월 12일에는
생원 이덕신도 영조의 뜻에 반하는 상소를 올렸다.38) 이에, 영조는 다시 김
성탁을 추국장에 세워 심문을 받게 한다. 김성탁에 관한 심문과정을 <김성탁
추안>의 기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1737년 김성탁 추국일지

일시

내용

비고

5월 22일

김성탁 상소에 대한 왕의 전교

5월 28일

도사 심용이 죄인 김성탁을 붙잡아 옴, 김성탁 4차례 심
문, 1차 형문

신장 30대

6월 1일

의금부 개좌. 김성탁 심문. 2차 형문

신장 30대

6월 2일

김성탁 절도에 천극하라고 왕의 전교. 이에 대한 지평 홍
계희의 반대. 승정원의 반대.

6월 12일

이덕신이 김성탁을 사형해야 한다는 상소. 이에 대해 왕이
국문을 허락하는 전교

6월 14일

김성탁 3차 형문

신장 30대

6월 15일

김성탁 4차 형문

신장 30대

6월 26일

김성탁 5차 형문

신장 30대,
병세 악화

38) 실록에는 사간 서명형(徐命珩, 1687~1750)과 정언 홍창한(洪昌漢, 1698~?)이 상소문을 올린 사실
을 기록하고 하고 있는데, 김성탁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실록 44권, 영조 13년 6월 9일 병인 2번째기사, 3번째기사; 영조실록 44권, 영조 13년 7월
27일 계축 6번째기사; 영조실록 45권, 영조 13년 8월 6일 임술 3번째기사; 영조실록 45권, 영조
13년 8월 8일 갑자 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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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7월 7일

윤 9월 8일

내용
김성탁 6차 형문

비고
신장 15대 맞았을 때,
기절함

김성탁을 절도에 천극하라는 왕의 비망기, 전교. 제주목
정의현에 감사정배.

즉, 6월 12일 영조가 의금부에서 김성탁을 다시 추국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한
후, 김성탁은 6월 14일 3차 형문, 6월 15일 4차 형문, 6월 25일 5차 형문을
받게 된다. 형문 때마다 김성탁은 각각 신장 30대씩 맞았고, 이로 인해 7월
1일에는 병세가 위급해져서 형문을 멈추게 된다. 7월 7일 다시 6차 형문이

시작되었는데, 신장 15대를 때렸을 때, 김성탁이 기절하여 형문을 멈췄다. 이
러한 형문과정에서도 김성탁의 진술은 앞선 진술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후 윤 9월 8일에, 영조는 김성탁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을 내린다. 영조는
비망기와 전교를 통해서 김성탁을 더 이상 추국하지 말고, 절도에 천극하라
고 명하였다.

3)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김성탁의 추국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쟁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조가 추국장을 통해서 얻
고자 했던 정치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국장에서 드러나는 정치권력의
특성이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우선, 영조는 추국을 통해서 반역사건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던 중앙 권위를
회복하고 동시에 반역자와 유사한 시도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 22일 영조는 김성탁을 추국하겠
다는 명령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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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원본 상소도 결안(決案)하기에 충분하나 윤리와 의리를 밝히고, 국가의 체
통을 엄하게 하며, 서리나 이슬을 보고 앞일을 경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엄하게 처
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규례대로 국문하는 경우에 비할 바가 아니니 친문(親問)
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깨우쳐 보이고자 한다. 김성탁에 대해 즉시 해부(該府)에
분부하여 국청을 열고 추국을 거행하라.

(5월 22일 영조의 전교)39)

언뜻 보기에 상투적인 문구처럼 보이는 이 말은 영조가 직접 추국의 이유와
그 함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40) 즉, 김성탁
에게는 곧바로 형벌을 내리는 것(결안하기), 의금부를 통해서 김성탁을 심문
하도록 하는 것(규례대로 국문하기), 그리고 영조가 직접 추국 현장에 나아
가서 김성탁 심문과정을 주재하는 것(친문(親問)하기)의 세 가지 선택지 가
운데 친문하기를 택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41)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윤리와 의리를 밝히고, 국가의 체통을 엄하게 하며, 앞일을 경계
하는 도리’ 때문인 것으로, 해당 사안이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김성탁이 상소문에서 제기하는 바가 단순히 역적인 스승을 비호하는 차
원에 머물지 않고, 보다 직접적으로 중앙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김성탁을 곧바로 처형하지 않고 김성탁을
39) “原疏亦足爲結案, 而其在明倫義、嚴國體、戒履霜之道, 不可不嚴其處分, 此非循例鞫問之比, 欲爲
親問, 曉示中外, 聖鐸即爲分付, 該府設鞫擧行。
” 이 때, 履霜: ≪주역(周易)≫의 곤괘(坤卦)에, “서
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를 것이다.[履霜堅氷至]”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禍)를 경계하라는 말임.
40) 다른 시대의 심문기록과 비교해 볼 때, 왕이 이처럼 직접 추국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기 밝힌 바와 같이 김우철은 영조대에 이르러 영조가 직접 추국에 개입하면서 추국에
서 심문 및 결안을 받는 절차가 다소 변하였음을 밝힌 바 있는데, 김성탁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표현 역시 영조가 추국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시대별 추국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김우철, 앞의 책 참조.
41) 김영석에 따르면, 조선 초에는 공적인 심문 절차를 모두 추국이라 하였으나, 점차 임금의 직접 통제
를 받는 절차만을 추국이라고 하게 되었고, 숙종 이후에는 의금부에서의 심문 절차만을 추국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임금의 직접통제를 받는 국문 절차 가운데에서도, 의금부 단독 추국과 국왕주
재추국, 삼성교좌추국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친문은 국왕주재추국 가운데 친
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는 것을 지칭한다. 보다 자세한 추국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는 ≪은대조례≫ 규정 특히 이강욱 역, 뺷은대조례: 조선조 승정원의 업무규정집뺸,
한국고전번역원, 2012, 421~427쪽 주석 부분; 김영석, 앞의 글, 150~162쪽; 오갑균, 뺷조선시대사
법제도연구뺸, 삼영사, 1995, 48~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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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심문하면서 김성탁의 잘못된 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
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영조는 김성탁을 친문하는 형식을 통해서 ‘중외(中外)에 널리 깨우쳐
보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궁 안에서 펼쳐지는 추국장의 논의가 단
순히 조정의 관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의미를 갖
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조는 추국을 하나의 극적인 효
과를 갖는 공간(theater)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김성탁을 추국하면서 김성탁
의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는 군주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김성탁이 받는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유사한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경고
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42)
다음으로, 김성탁의 추국장에서 엿볼 수 있는 왕권의 특성이 기존 연구에
서 가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왕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가정
했던 연구에서도 반역사건을 다루는 사법권이나 형벌권에 대해서는 자의적
인 권력의 행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런데 김성탁 사건에서 영
조는 김성탁의 추국을 통해서 일정한 극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하면서도, 왕
이 전제권력을 일방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형태로 추국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추국장에서 행하는 자신의 권력이 사사로운 권력과는 구별되
는 것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김성탁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영조는 ‘내가
주벌하는 것이 아니라, 삼척(三尺)의 법이 처벌하는 것’43)이라고 말한다. 즉,
42) 이러한 경고의 효과는 흔히 전근대적 국가권력이 강력한 형벌권을 동원하여 얻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푸코는 루이 15세를 시해하려 했던 자를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집행과정을 상세하게 묘
사하면서, 국가권력이 현시되는 공간으로서 처벌의 집행이 갖는 연극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ment, Alan Sheridan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79, 188~189쪽. 만일 영조가 처음 전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성탁의 상소문 원문만

으로 김성탁을 처형하고 그 처형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국가권력을 동원했다고 한다
면, 이것이 오히려 푸코가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현시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
43) “非我誅之, 卽三尺所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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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자신이 추국장에서 행하는 행위가 왕 개인에게서 사사롭게 행하는 것
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추국장에서 삼척의 법이라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은 ‘왕이 곧 법이
고, 따라서 나의 판결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상당한 인식의 차
이가 있는 것이다. ‘삼척의 법’과 같은 외적인 존재를 환기함으로써,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사적인 권력행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44)
또한, 추국의 진행과정에서 영조는 자신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끊임없
이 정당화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죄인을 추국장에 세워야 하는
가 하는 문제부터, 추국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죄인에게 어떠한 형벌
을 내려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정치행위자들이 함께 논쟁을
한다. 그리고 6월 2일 영조가 김성탁에 대한 추국을 멈추고 김성탁을 절도
(絶島)에 천극(栫棘)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에도 다른 정치행위자들의 반대가

있자, 그러한 반대를 수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김성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자신의 왕권이 그
자체로 절대적이거나 강력함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고, 다소 유보적인 형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조가 윤 9월 8일에 마지막으로 김성탁에게 다음과 같
이 명령을 내린다.
당초 김성탁을 친문하겠다는 명을 내린 것은 대체로 의리를 엄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다시 참작하여 처리한 것은 특별히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
니라 여러 해 전에 선왕께서 보이신 불쌍히 여기는 흠휼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본받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심문하라고 다시 명을 내린 뜻도 그 일을 중요하
게 여겼기 때문이다.
6차례 걸쳐 엄하게 심문하였으나 그 밖에 달리 어긋난 단서가 없다. 그런데도

끝장을 보자고 심문하는 것은 지난번 참작하여 처리한 뜻이 아니다. 사형을 감하고
절도에 천극하도록 의금부에 전교한다.

(윤 9월 8일 영조의 전교)45)

44) 삼척의 법이 갖는 법적 지위나 왕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45) “金聖鐸親問之命, 蓋所以嚴義理。 其後酌處, 非特渠之癡騃, 其意仰體昔年欽恤之盛意, 而復命訊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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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자신이 김성탁을 친문하고자 한 것, 첫 번째 판결을 내린 것, 재차
추국하라고 명한 것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조의 첫 번째 판결에 대한 정당화 부분이다. 첫 번
째 판결에서 영조가 김성탁에게 사형을 감해 준 이유는 김성탁의 ‘사람됨’이
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그 뿐만 아니라 ‘선왕께서 보이시는 불쌍히 여기는
흠휼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성탁이
제기했던 군사부일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영조는 군, 사, 부 가운데 군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영조는
선왕의 뜻을 받드는 도리를 통해서 김성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영조의 해결방식은 앞선 숙종의 태도와 크게 차이가 난다. 숙종은
윤증(尹拯, 1629~1714)의 배사(背師)사건46)과 관련하여,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사생(師生)의 의리가 가볍다고 한다면 군신의 대윤(大倫)도

흐려지게 될까 걱정스럽다.”47)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김진규(金鎭圭)가 이른바 ‘군신의 대의가 이 때문에 흐려진다.’고 한 것은, 말을
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사리에 어긋난다. 아! 백성은 아버지, 스승, 왕
셋에 의해 사는 것이니, 섬기기를 한결같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옛 훈계이기는 하나,
군신(君臣)의 대의는 실로 천지를 통철하고, 만고에 뻗어갈 대경(大經)이요, 대단
(大端)인 것이니, 어떻게 사사(事師)의 도리에 견주어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

가? 만일 이 논설(論說)이 시행되게 되면 말류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48)
者, 意亦重其事。 六次嚴訊, 無他違端, 限了訊問, 非頃酌處之意, 减死絶島, 栫棘爲只爲義禁府。
”
46) 윤증의 배사사건이란, 율곡의 계승자로 꼽히던 윤증이 그의 스승인 송시열을 등진 사건을 의미한
다. 송시열과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가 동문수학한 사이였는데, 송시열은 당시 자신과 학문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규정하여 배척하였다. 그런데 윤선거가 윤휴를 비호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송시열이 윤선거 사후에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에,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이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고 스승의 허물을 거론함으로써 사제지간의 의리가 갈라지
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준석, 뺷조선후기정치사상사연구-국가재조론의 대
두와 전개뺸, 지식산업사, 2003, 388~395쪽 참조.
47)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3월 28일 정유 1번째기사
48)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4월 5일 갑진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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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숙종은 군신의 대의가 천지를 통철하고 만고에 뻗어나갈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그 어떤 도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49) 따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의리를 왕과 신하의 의리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조차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선례를 고려해 볼 때, 영조가 김성탁이 제기하고 있는 군사부일
체 논의에 대해서, 군신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그 자체로 절대적이라거
나 그 어떤 도리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즉,
영조가 김성탁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당시 왕의 권력이 그 자체로
초월적인 권위를 갖는다거나 절대적인 지위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5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조 13년 김성탁 추국장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반역사건을
연구하는 데에 추국현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김성탁
사건을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하면서도 남인에 대한 노론의 탄
압이라는 단순한 틀로 분석해 왔을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왜 김성탁이 추국
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추국장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논구한 바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성탁의 추국기
49) 숙종의 왕권 강화의 한 측면을 이러한 군사부일체 논의에서 군의 절대적인 지위를 확인한 숙종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핀 연구로는 다음 참조. 이상식, ｢조선 숙종대 군사부일체론의 전개와 왕권강화｣,
뺷한국사학보뺸 20, 고려사학회, 2005.
50) 물론 보다 많은 추국장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논증해야 할 주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김성탁 사건
에서 나타나는 영조의 권력 특성은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 18세기의 조선시

대를 마치 서구의 절대왕정 시기와 유사한 절대적 군주권 확립의 시기로 간주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흐름을 고려하면, 다른 왕들에 비해 영조와 정조는 보다 강력한 전제권력을 향유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참조. 이태진, ｢18세기 탕평정치와 소민보호정
책｣, 뺷한국사특강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이경구, ｢1740년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 뺷역사와
현실뺸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김용흠, ｢19세기 전반 세도정치의 형성과 정치운용｣, 뺷한국사연
구뺸 132, 한국사연구회, 2006; 한상권, ｢정조의 군주론과 왕정｣, 뺷정조와 정조시대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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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살펴보면 김성탁의 상소문 내용은 역적으로 간주되어 온 이현일을 비호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성탁이 말한 ‘군사부일
체’의 논의가 영조 13년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중앙의 권위에 위협
을 가하는 발언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성탁을 심문하는 추국장에서 행사되는 권력의 특성에 대해서 고
찰하였다. 영조는 김성탁의 추국을 통해서 일정한 극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하면서도, 왕의 전제권력을 일방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형태로 추국장을 활
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추국장에서 행하는 자신의 권력이 사사로운 권력
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죄인을 추국장에 세워야 하는가 하
는 문제부터, 추국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죄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
려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 주요 정치행위자들과 논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때로 신하들의 반대에 따라 자신의 뜻을 굽히기도 하였다. 영조는 김성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자신의 왕권이 그 자체로 절대적이거나 강력
함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추국장에 대한 분석은 반역사건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주고, 나아가 조선후기 왕의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정치사 연구에서 반역사건을 해결하는 추국장을 연구대상으
로 삼아 조선후기 왕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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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tate Tribunal(推鞫,
Ch'uguk)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A Focus on 1737 Kim Sŏngt'ak Treason Case－

Lee, Ha-Kyoung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abundant cases of treason took place and
major politicians were executed for their attempts at rebellion or treason.
However, the State Tribunal, where treason cases were investigated and
suspects were interrogated, has not yet received a full academic attention.
Regarding treason cases as exceptional events, existing literature has presumed
that the Tribunal was nothing more than a façade for the King’s exercise of
arbitrary power. However, a more meticulous examination of the records
reveals that the judicial process cannot be understood as such. Therefore, this
study, by analyzing Kim Sŏngt'ak interrogation records of the 1737 treason
case, argues that the State Tribunal should becom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analysis of political history. Examining Tribunal records allows us to elucidate
political underpinnings of the specific treason case and explore distinctive
feature of King’s power at the State Tribunal.

Key words : late Chosŏn Dynasty, the State Tribunal, Kim Sŏngt'ak Treason,
King’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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