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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국가건설사상: 

‘아국(我國)’, 민의 형성, 전쟁, 혁명1)

오문환(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핵심주제어: 자주적 학문, 아국의식, 민의 형성, 평등사상, 민의 조직화, 동학혁명

I. 위기의 인식 

동양은 19세기말 서구의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면서 근 성의 장으로 진입한다. 서구가 자기 

성찰에서 근 성의 길을 찾아 시민권을 확장하고 국가주권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한 데 반하

여 동양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강력한 함포로 무장한 제국주의 국가와 만나면서 근 로 진

입하게 된다. 동양이 서구의 근 성을 실감나게 체험한 것은 아편전쟁(1840)과 불연합군

의 북경함락(1860)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다. 

전쟁에 의하여 초래된 당 를 위기에 하여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는 근본적인 종교적 

성찰을 하게 된다(｢布德文｣)1) 수운은 당시의 조선사회를 “평생에 하는 근심 효박한 이 세상

에 군불군 신불신과 부불부 자부자를 주소간 탄식하니”(｢몽중노소문답가｣)2)라고 하여 국가·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3-BS1002)

1) “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

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

었더니(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功取天下 立其堂 行其道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

2) 수운 저작의 경우는 ꡔ東經大全ꡕ과 ꡔ龍潭遺詞ꡕ 계미판(癸未版)을 저본으로 한다.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79, ꡔ

수운 최제우는 동학을 유학과 서학에 한 자주적인 학문으로 선언하

으며 조선을 지리적 중심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아국(我國) 조선에 한 

애국심이 싹트고 조선을 토적 중심으로 인식하는 근 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모든 존재들은 자신 안에 천주를 모시고 있다(侍天主)고 하

여 인간의 성적 주체성, 평등성, 존엄성의 철학을 제시하 다. 

이러한 사상을 토 로 19세기말 조선민은 접(接)과 포(包)라는 조직체를 

형성하여 정치적 투쟁에 나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지향하게 된다. 혁명과 

전쟁은 동학의 사상과 조직을 토 로 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동학은 전쟁을 통하여 국가를 지키는(輔國) 진정한 주

체가 민임을 실천으로 천명하 으며, 혁명을 통하여 전제왕권의 억압에 

한 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安民) 자각시켜 민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

하게 된다. 

자기성찰적 성에 기초한 민이 자생적 조직을 기초로 혁명과 전쟁을 

통하여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 국가상은 도덕적 민주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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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가정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시 로 인식했다. 정치사회적 위기 뿐만 아니라 생명 자

체도 만연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수운의 위기 인식이었다. ‘괴질운

수’(｢몽중노소문답가｣)가 우리나라에 도래하여 온통 병들었다는 것이다. 

수운은 당 의 위기는 기존의 사상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교훈가｣)라고 하여 기존의 유학과 불교는 불가능하고, 공맹의 덕과 요순의 

정치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몽중노소문답가｣)3)이라고 하 다. 그러므로 ‘보국안민’의 계

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포덕문｣).4) 동학은 당 의 위기를 근본적

인 것으로 인식했으며 근원적인 안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위기에 한 처방으

로 수운은 동학을 제시하 다고 할 수 있다. 수운은 “한울님이 내몸내서 아국운수 보전하

네”(｢안심가｣)라고 하여 자신의 사명은 이 망해가는 조선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수운은 종교적인 천주(天主)와 ‘아국(我國)’ 보전이라는 정치를 묘합시키고 있다. 

동학에는 구체적인 정치제도에 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김 작은 “동학이 주장하는 후천개

벽의 사회를 ‘천년왕국’이나 ‘극락정토’같은 환상적인 미래왕국설로서 ‘체제구상에서 관념성’

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또한 ‘무위이화(無爲而化)’를 ‘행동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

로 화출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정치기능의 공동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김 작 

1989, 211-222). 이러한 비판은 동학의 철학적 개념을 정치기구나 제도에 한 정치구상

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동학에는 ‘체제구상’이나 ‘정치기능’에 

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동학의 철학구조와 혁명과 전쟁

이라는 운동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동학의 국가건설사상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II. 자기정체성의 확인: ‘아국(我國)’ 의식의 형성

1. 학문적 자주성: 서학과 유학과의 차별성

중화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문화주의에서 동학은 조선을 ‘아국(我國)’으로 자각하여 자기정체

성을 정립하고자 하 다. 

수운은 경신년(1860) 4월 5일에 “내 마음이 네 마음(吾心卽汝心)”(｢논학문｣)이라는 적 체

험을 한 뒤 논리와 철학체계로서의 학문은 동학이라 불렀다. ‘도인즉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

이라’(｢논학문｣)하여 서학이나 추로지풍(鄒魯之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로서 자리매김하

다. 동학은 지금·여기라고 하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내포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유학자

던 수운은 공자와 중국에 비교하면서 동학의 자기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학이 중화주

의를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5) 그렇다고 수운이 성리학자들처럼 유학

東學思想資料集 壹貳參ꡕ, 亞細亞文化社 에 인되어 있다, 해월의 저술은 ｢內修道文｣, ｢內則｣, ｢遺訓｣이 있으

며 서울  중앙도서관 奎章閣圖書 문서번호 17295 東學書 30책에 실려 있다.  愼鏞廈 교수가 ꡔ韓國學報ꡕ, 
12(1978), 198-202면에 전제하고 해설을 붙 다. 해월의 언설은 손천민(孫天民)이 한자로 옮긴 ｢理氣大全｣, 
ꡔ韓國學報ꡕ, 21(1980), 150-155.; 天道敎史編纂委員會, 1981, ꡔ天道敎百年略史ꡕ, 未來文化社; 李敦化, 1970, 

ꡔ天道敎創建史(影印本)ꡕ, 景仁文化社에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수운, 해월의 저작들은 천도교중

앙총부에서 펴낸 ꡔ天道敎經典ꡕ 포덕138년(1998)판을 참고로 한다. 인용은 편명만 본문에 표기한다.  

3)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라도 부족시요 공맹지덕이라도 부족언이라.”

4) “輔國安民 計將安出”

5) 가령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明) 신종(神宗)의 은의에 보답하기 위하여 숙종이 비원에 1704년에 세

운 보단(大報壇)을 언급하면서 청(淸)을 배척한다는 유학적 의식이 연속되고 있다. “ 보단에 맹세하고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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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수운은 자신의 깨달음은 서학(西學)과 공자의 학문과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하여 자기 정체

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포덕문｣에 의할 것 같으면 수운은 경신년 천주와의 문답에서 ‘서도

로서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천주에게 질문했으나 그 답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 부

(靈符)’와 ‘주문(呪文)’으로 가르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부 있

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부를 받아 사람

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

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布德文｣).6) 수운은 천주로부터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한 가지

가 부요 다른 한 가지가 주문이다. 

부의 모양은 태극의 모양이나 활을 두개 겹쳐 놓은 듯한 궁을(弓乙) 또는 궁궁(弓弓)이라

고도 하 다. 수운은 이 마음을 불사약(不死藥)이라고도 하 다. 원히 약동하는 하늘마음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시천주(侍天主) 주문이다. 이 두 가지는 자주성의 철학적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수운은 동학의 독자성을 확신하 다. 그렇기 때문에 수운은 “사양지

심 있지마는 어디 가서 사양하며 문의지심 있지마는 어디 가서 문의하며 편언척자 없는 법

을 어디 가서 본을 볼꼬”(｢교훈가｣)라고 하여 예전에는 없는 새로운 법을 받았음을 자부하

다. 해월은 동학의 독자성을 다음처럼 말한다. “운인즉 천황씨가 새로 시작되는 운이요, 

도인즉 천지가 개벽하여 일월이 처음으로 밝는 도요, 일인즉 금불문 고불문의 일이요, 법인

즉 금불비 고불비의 법이니라.”(｢개벽운수｣) 동학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학문임

을 강조한 것이다. 학문적 가기 정체성의 확인은 국가적 자기정체성과 긴 한 관계를 갖는

다. 

부와 주문을 근거로 수운은 동학을 유가와 서학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시켜 자기 정체성

을 확립시킨다. 먼저 수운은 서학의 제사에 한 입장을 인륜을 모르는 소치라고 비판한다. 

또한 죽은 부모의 혼령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천당을 간다고 하는 자기모

순을 비판한다(｢권학가｣).7) 수운은 또한 서학이 천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은 뒤

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論學文｣).8) 더욱이 죽은 뒤에 귀신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천지 역시 귀신’(｢도덕가｣)9)인줄 모르는 소치라

고 비판한다. 수운은 천주체험에서 천주로부터 두 가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

데 하나가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論學文｣)10)라는 것이다.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

라 곧 천주라는 뜻이다. 풀어보자면 귀신은 천주의 작용하는 측면일 뿐이라는 뜻이다. 수운

은 ‘귀신’으로 작용하는 천주를 모르므로 서학에는 ‘몸에는 기화지신(氣化之神)이 없고 학에

는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11)고 비판한다. 기화지신이란 몸에서 기운으로 활동하는 천주를 

원수 갚아보세 중수한 한의비각 헐고나니 초개같고 붓고나니 박산일세”(｢안심가｣)
6) “曰 然則 西道以敎人乎 曰不然 吾有靈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7) “저사람은 저의부모 죽은후에 신도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지내며 오륜에 벗어나서 유원속사 무삼일고 부모

없는 혼령혼백 저는어찌 유독있어 상천하고 무엇하고 어린소리 말았어라”

8)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라(頓無爲天主之端 只祝自爲身之謀)”

9) “천지역시 귀신이오 귀신역시 음양인줄 이같이 몰랐으니 경전 살펴 무엇하며 도와 덕을 몰랐으니 현인군자 어

찌 알리”

10) “鬼神者吾也”

11) “身無氣化之神 學無天主之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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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초월적·절 적 유일신 관념은 있지만 귀신이나 음양의 이름으로 우주만물의 일동일

정을 예외 없이 간섭하고 명령하는 활동하는 기운의 신을 모른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서학에 한 비판을 감안할 때 공자에 한 수운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공자의 도와 

자신의 도는 ‘ 동이소이(大同而小異)’(｢修德文｣)12)하다고 하 다. “인의예지는 선성지소교

요 수심정기는 유아지갱정이라”(｢修德文｣)13)이라 하여 지향하는 본체는 공자와 똑같지만 도

달하는 방법만 자신이 새로이 정하 다고 하여 겸양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자의 

도는 10년이 지나도 도성덕립(道成德立)이 매우 어렵지만 자신의 공부는 3년이면 충분하다

(｢도수사｣)14)고 하여 우위성을 주장한다. 또한 “사람은 공자가 아니로되 뜻은 같다(人無孔

子意如同)”(｢화결시｣)라고 하여 그 뜻이 공자와 동일하다고 하여 공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있다. 서학에 비한다면 유학에 한 수운의 평가

는 긍정적이지만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역시 다했던가”(｢교훈가｣)라고 하여 유학의 종말

은 분명히 하고 있다. 

수운은 서학과 유학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학의 정체성을 정립시키고자 하 다. 

수운은 동학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도와 덕으로 자부하

게 된다. 수운은 ｢불연기연｣에서 새로운 도덕은 반드시 새로운 정치권력과 연계된다는 사실

을 천황씨(天皇氏)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아 수운은 새로운 국

가의 모습을 그려내지는 않지만 새로운 국가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운은 “임금은 맨 처음 자리를 전해준 임금이 없건마는 법강을 어디서 받았으며”(｢不然其

然｣)15)라고 하여 천황씨는 어디에서 통치의 권리를 받았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유가에 의하

면 권력은 천명(天命)에서 나온다. 이 천명을 수운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월

은 명확하게 “우리 도는 천황씨의 근본 큰 운수를 회복한 것”(｢개벽운수｣)16)이라고 하여 동

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덕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체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다. 

2. 지리적 중심의식: 중화관과 일본관

학문적 자주성과 함께 동학은 토적 중심의식을 뚜렷하게 자각하 다.  

조선은 사상과 지리에서 중화질서의 변방이었다. 그러나 명의 멸망과 청의 등장으로 말미암

아 중화의 중심이 사라지자 성리학자들은 조선을 ‘소중화주의’로 자처하기는 하 지만 그것

은 자기의식의 확인이라기보다는 허위의식의 표현이었다. 

동학은 자신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과 동일하다(侍天主, 人卽天, 人乃天)는 각성에서 시작

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우주의 중심으로 인식

하 다. 유학 및 서학과 차별성을 가지는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는 학문이라는 자부심

을 근거로 동학은 조선을 화이질서의 변방이 아닌 조선을 지리적 중심성으로 인식하 다. 

수운은 자신이 태어난 천년고도 경주에 하여 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용담가｣
12) “공부자의 도를 깨달으면 한 이치로 된 것이요, 오직 우리도로 말하면 체는 같으나 약간 다른 것이니라(覺

來夫子之道則 一理之所定也 論其惟我之道則 大同而小異也)”

13) “仁義禮智 先聖之所敎 修心正氣 惟我之更定”

14) “십년을 공부해서 도성입덕 되게 되면 속성이라 하지마는 무극한 이내 도는 삼년불성 되게 되면 그 아니 헛

말인가”

15) “君無傳位之君而法綱何受”

16) “吾道 回復天皇氏之根本大運也”



- 61 -

를 지어 경주를 찬송하고 있다. 수운은 용담정이 있던 구미산을 중화의 곤륜산에 비유하면

서 경주의 주산(主山)으로, 우주의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다(｢용담가｣)17) 경주를 ‘소중화(小

中華)’로 자부하고 있다. 자기 중심성의 선언이라 하겠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우암 송시

열과 같은 성리학자의 소중화 의식과는 다르다. 우암의 중화의식이 청에 하여 보편적 리

(理)의 문화중심을 자부하는 것이라면 수운의 소중화 관념은 중화의 중심인 곤륜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구미산이 중심이라는 지리적 중심인식이다. 

추상적 문화중심이 아닌 구체적 지리중심이다. 수운이 ｢용담가｣에서 경주의 풍수, 아름다움, 

역사, 지리 등을 극찬하고 있다. 

｢용담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수운은 물리적·지리적 경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라는 사실을 제기함으로써 자각적 주체를 특별히 강조하 다. “구미산수 좋은 풍경  아무리 

좋다  해도 내 아니면 이러하며  내 아니면 이런 산수 아동방 있을소냐”(｢용담가｣). 지리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 수운은 천주를 모시고 있는 자아 성찰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

향인 경주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을 강조한다. “용담의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요, 구미산에 봄이 오니 온 세상이 꽃이

로다”(｢絶句｣).18) 수운은 자신이 거처하고 있었던 구미산의 조그마한 연못인 용담을 네 바

다의 근원이라 하고 구미산의 꽃 소식이 천하의 봄을 알려준다고 하여 우주중심으로서의 구

미용담(龜尾龍潭)을 자부하 다. 

구미용담을 우주중심으로 보는 수운은 당연히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을 변방으로 이해하

다. 일반적으로 중국을 치아로 한국을 입술로 인식하던 전통관념을 극복하고 수운은 중국을 

입술로 한국을 치아로 인식하게 된다. 중국-한국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인식한다.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

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布德文｣).19) 조선이 중심이고 중국은 변방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양질서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국’을 보전하는 문제 다. 

수운은 ｢안심가｣ 전편에 걸쳐서 멸망직전의 조선의 국운에 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

서(｢안심가｣).20) 국가를 보전할만한 인재가 없으며(｢안심가｣),21) 천주가 자신을 통하여 국가

를 보전하게 하 다는(｢안심가｣)22) 강한 국가의식을 표출하 다. 지리적 탈중화주의라 하겠

다. 

이는 실학자들이 조선의 지리와 현실에 관심을 둔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동학은 이러한 지

리적 중심성이 천주를 모시고 있는 인간이라는 철학적 성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학

자의 지리적 상 주의와 다르다. 홍 용은 세계의 모든 나라는 ‘정계(正界)’라 하여 지리적 

상 주의와 ‘화이일야(華夷一也)’(ꡔ湛軒書ꡕ 內集 補遺 券4 項36)라는 문화적 상 주의를 주

장하 다. 홍 용이 지동설과 문화적 상 주의를 근거로 조선의 상 적 자주성을 주장하지

만(宋榮培 1994), 수운은 보다 철저하여 인간이 천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모

든 준거를 찾는다고 하는 적 자기중심성에 근거하여 경주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

17) “곤륜산 일지맥은 중화로 버려있고 아동방 구미산은 소중화 생겼구나”

18) “龍潭水流四海源 龜岳春回一世花”

19)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脣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20)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 가련하다”

21) “전세임진 그때라도 오성한음 없었으며 옥새보전 뉘가 할꼬 아국명현 다시없다”

22) “한울님이 내몸 내서 아국운수 보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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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지리적 상 주의가 아닌 자아 중심주의에 기초한 지리적 중심주의를 주장한다. 

수운은 일본을 적으로 경계했다. 일본에 하여 수운은 임진왜란을 상기하면서 이 때 나라

를 지킨 애국충신인 오성(鰲城) 이항복(李恒福)23)과 한음(漢陰) 이덕형(李德馨)24)을 들고 있

으며, 의병 장군으로는 전라도 광주의 김덕령25) 장군을 들고 있다. 또한 군 를 파견하여 

왜적과의 전쟁을 도운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보단(大報壇)도 상기하고 있다. 이미 260여

년이 지난 임진왜란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아국(我國)’ 의식의 형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

니었을까? 

수운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공로를 세운 많은 충신들 신 의병출신인 김덕령을 특별히 

거론하여 칭찬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만고충신 김덕령이 그 때 벌써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있을꼬 소인참소 기험하다 불과 삼삭 마칠 것을 팔년 지체 무삼 일고”(｢안심가｣)라
고 하여 김덕령이 소인들의 참소로 죽지 않았다면 전쟁이 불과 3-4달이면 끝났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김덕령은 민란을 주모자와 내통하 다는 무고로 피소되어 고문의 후유증

으로 죽게 되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8년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수운은 임란을 상기시키면서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외세침략에 한 국가보존의 일

이 급선무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병장에 불과하 던 김덕령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운은 관직을 맡지 않은 일반 민의 투철한 국가 안보의식을 

높게 평가하 던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건설의 혁명의식보다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전한다는 자주적 성격이 강하다. 

임진왜란을 거론하면서 수운은 극도의 반일감정을 보이고 있다. 수운은 일본을 ‘개같은 왜

적놈’이라고 부르면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고 있으며 또한 

“개같은 왜적 놈이 전세임진 왔다가서 술싼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사람 뉘가 

알꼬 그 역시 원수로다”(｢안심가｣)라고 하여 일본을 원수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사

람들이 쇠로 만든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선을 정복하지 못한 절치부심으로 보고 있다. 

수운은 구미용담을 우주중심으로 보아 중화질서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으며 임진왜란을 상기

하여 일본의 침략주의에 한 경계와 국가에 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사상적 자주

성과 함께 지리적인 중심성을 세우게 된다. 수운은 일반 민중들을 위하여 한글로 쓴 가사에

서 “십이제국 다 버리고 아국운수 먼저 하네”(｢안심가｣)라고 하여 아국(我國)을 최우선시하

23) 임란 때 도승지 던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국가의 보존한 표적 관리 다. 보수 세력들을 설득해 왕

을 의주로 피난시켜 목숨을 구하게 했으며 명에 원군을 요청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폈으며 모함으로 인

하여 정치적인 위기에 빠진 이순신 장군을 적극 믿고 지지해 주었다. 임란이후 47세에 의정에 올라 국가재

건에 경주했다. 기지와 지혜의 인물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으며 청빈한 관리의 표상이다. 

24) 이항복과 함께 이이에 의하여 발탁된 인물이다. 1592년 임란이 일어나 왕이 평양으로 피난했을 때 일본군이 

동강까지 이르자 단독으로 일본의 겐소와 회담하고 의로써 공박했다. 그 뒤 정주까지 왕을 호종하고, 구

원병을 청하는 사신으로 명에 파견되어 원군을 파병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명군을 맞아들 으며 한성판윤

으로 이여송(李如松)의 접반관(接伴官)으로 활동했다. 이항복의 진언으로 명의 제독(提督) 유정(劉綎)과 함께 

순천에 이르러 통제사 이순신(李舜臣)과 합동으로 적장 고니시[小西行長]의 군사를 파했다. 1601년 행판중

추부사로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 4도체찰사를 겸하여 전란 뒤의 민심수습에 힘썼고, 다음해 의정이 되

었다. 

25) 김덕령은 본관은 광산이고 자는 경수, 시호는 충장이다. 광주에서 출생하 고 임란 때 담양부사 이경린과 장

성현감 이귀의 천거로 종군 명령이 내려져, 전주의 광해분조로부터 익호장군의 군호를 받기도 하 다. 1594

년 의병을 정돈하고 선전관이 된 후, 권율의 휘하에서 의병장 곽재우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하

다. 1596년 도체찰사 윤근수의 노속을 장살하여 체포되었으나, 왕명으로 석방되었다. 다시 의병을 모집하여 

충청도의 이몽학 반란을 토벌하려다가 이미 진압되자 도중에 회군하 는데, 이몽학과 내통하 다는 신경행의 

무고로 체포·구금되었다. 이후 혹독한 고문으로 인한 장독으로 옥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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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수운은 ‘아국(我國)’을 ꡔ용담유사ꡕ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말함으로서 일반 민에게 

국가의식을 불어넣어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있다. 이러한 ‘아국(我國)’의식은 민의 자각과 조

직화로 이어졌다. 

III.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民)’의 형성

1) 성찰적 주체

동양에서 정치는 공공성에 이른 인격체의 전유물이었다. ꡔ서경ꡕ에 묘사되는 요순정치, 공·맹

의 덕치, 송명 성리학의 사 부 정치는 공통적으로 천명(天命)과 도덕(道德)이 권력의 정당

성의 근본 원천임을 말하고 있다. 역(易)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정치적 인격체를 인(大

人)이라 하여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체가 정치의 주체라는 관념은 유학을 정

치이념으로 한 조선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요순은 그러한 인격적 경지와 현실적 지위가 합치된 이상정치의 표본이었으며, 공자와 맹자

는 현실적 통치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한 마음의 경지를 이룬 성인으로 추존되었다. 송명

에 이르면 부분의 성리학자들은 사 부가 요순의 도통(道統)을 이은 현실적인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다. 성리학자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는 공부를 ‘위기지학

(爲己之學)’이라 하 으며 혈통으로 전해지는 왕권보다 도덕적 우위성을 가진다고 보아 이

른바 사 부 정치를 지향하 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엄 한 의미에서 보자면 성찰적 인격성보다는 천리나 본성과 같은 원

리주의적 성향을 강조하 다. 성리학자들 가운데 자아 성찰적 철학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주

류적 흐름은 이기이원론(理氣二元論)의 경향이다. 초월적이고 우주법칙적인 리(理)나 성(性)

이 자기성찰을 앞섰다. 초월주의적, 보편주의적 성향은 강한 이데올로기성으로 나타났다. 성

즉리(性卽理)라는 초월주의적·보편주의적 성향에 하여 심즉리(心卽理)의 양명학(陽明學)은 

유가적 정치철학의 자기 성찰성을 강조하 다. 양명학자들의 비판이 리(理)의 초월성에 

한 심의 주체성에 초점이 주어졌다면 조선 실학자들의 비판은 리의 초월성에 하여 기(氣)

의 현실성에 기초하고 있다. 왕양명이 양지(良知)의 개념에 의거하여 천리(天理)와 자연사물

을 통합하는 주체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적 성향이 강한데 반하여 실학자들은 리의 초월주의

에 한 기(氣)의 현실주의를 우선시하는 이원론적 성향이 강하다. 조선의 경우에도 강화도

의 정재두 등과 같은 양명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극히 주변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심학에 한 체계적인 전개는 동학에 이르러 발견된다. 

동학에서 인간은 천주를 모신(侍天主) 존재로 이해된다. 동학은 시천주 개념을 통하여 근본

적인 종교혁명을 이루어낸다.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명(天命), 천리(天理)와 같은 

형이상은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또는 본심으로 내재화되었다

는 점에서 신성의 세속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성의 세속화뿐만 아니라 세속적 인간의 

신성화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학은 서구적 종교혁명과는 또 다르다.

수운이 심학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성속을 통합하는지를 조금 자세히 분석해 보자. 수운은 

모실 시자를 내유신령(內有神靈)과 외유기화(外有氣化) 그리고 일세지인(一世之人) 각지불이

(各知不移)로 분석하 다(｢論學文｣). 의미를 분석한다면 인간 존재의 궁극적 내면에는 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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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고 밖으로는 기화가 있다고 하 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신령적 존재이면서 기화

적 존재로 이해된다. 신령이란 성 또는 본성으로 이해된다. 신령은 움직이지 않고 ‘공공적

적(空空寂寂)’하며 ‘무형(無形)’이며 ‘불택선악(不擇善惡)’하는 고요한 하늘마음으로 표현된다. 

반면 기화는 ‘무사불섭(無事不涉)’, ‘무사불명(無事不命)’하는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기운으로 

표현된다. 모신다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천주로도 표현되는 성을 갖고 있고 밖으로는 우

주의 하나의 기운(混元一氣)과 통한 존재로 이해된다. 궁극적 존재인 신성과 현상적 활동인 

기화를 안팎의 쌍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속의 일원성을 주장한다. 성속의 일원성을 각각의 

개인들이 실천하는 것을 수운은 각지불이(各知不移)라 하 다. 

동학이 찾아낸 새로운 인간은 서구의 근 적 개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의식의 

사유능력에서 존재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심층의식으로서 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수운은 모든 존재자와 그 활동은 근원적 존재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지어천

명(付之於天命)’(｢論學文｣), ‘부지어조물자(付之於造物者)’(｢不然其然｣)이라 말하 다. 풀이하

자면 일체의 활동은 모두 궁극적 근원인 천명과 조물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서구 

근 성이 부정한 신성을 동학은 내면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동학은 서구 근 성과 구분된

다. 

무위이화(無爲而化)란 인간의 생각, 말, 행위를 모두 천명과 천주에 비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이치와 기운에 따라서 행한다는 뜻이다. 동학은 노장처럼 ‘도법자연(道法自然)’이나 

유가처럼 도법천명(道法天命)을 주장하기보다는 도법천심(道法天心)을 주장한다고 하겠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 마음에 이미 천명과 자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따로 밖에서 법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철저한 인간 주체성과 인간 중심주의이다. 인간의식의 주체성, 지향

성, 구성력 등이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 때의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 아닌 성적 

인간이며 우주기운과 소통하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다르다. 천명과 자연

을 자신 안에 간직한 인간은 본성을 거느리고 자연을 통솔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위

적이지 아니하며 무위이화(無爲而化)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은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

터 군자되어 무위이화할 것이니’(｢교훈가｣)라고 하여 천명과 자연을 거느린 인격체가 되는 

것은 단지 무극 로로 표현되는 동학에 들어 수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 다. 

군자, 사 부 등으로 일컬어지던 이상적 인격은 신분, 재산, 지위, 성별 등의 차이와 무관하

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등사상이 등장하게 되고 민이 정치적 주체로 등

장하는 성찰적 철학이 등장하게 된다. 

2) 평등사상을 통한 민의 형성

인간은 성적·공동체적 주체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관념은 쉽게 민의 공감 를 형성하

다. 물론 인간들 사이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은 자연만물과 한 몸”(노태구 2001, 

260)이라는 점에서 자연과도 평등한 존재로 그려진다. 성리학의 이기론은 천리를 따르는 

인과 인욕을 따르는 소인의 엄격한 이원론적 정치철학이다. 반면 동학은 모든 인간은 천리

(天理)를 받아 천주를 모신 존재이고 혼원일기(混元一氣)에 통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그러

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이다. 

평등은 불평등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정립된다. 수운은 노비 두 

명을 한 명은 며느리로 한 명은 딸로 삼았다. 해월은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오니”(｢내수도문｣)라고 하여 노소차별의 유가질서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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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평등을 제시하 다. 또한 청주를 지나면서 서택순의 집에서 며느리가 베를 짜는 소

리를 듣고 누가 베를 짜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서씨로부터 자신의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은 이

야기를 하면서 해월은 며느리가 베를 짜는 것이 아니라 천주가 베를 짠다고 하 다. 이는 

여성 평등의 근거가 된다. 호남좌도편의장의 자리를 천민출신인 남계천을 임명하자 지역 동

학도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해월은 동학은 포태지수(胞胎之數)를 다시 정하는 것이라 하여 

동학에서 일체의 신분제적 차별을 금지하고 지위는 자격과 도덕에 있다고 하여(天道敎中央

總部 1981, 159-160) 신분제 타파를 주장하 다. 동학은 조선에서 가장 큰 차별로 적서와 

반상의 차별을 들었다. 적서차별은 가정 붕괴의 원인으로, 반상차별은 국가붕괴의 원인으로 

제시하 다.26) 이러한 평등사상을 제기하 다는 사실은 민권의 중요한 표지이다. 해월은 또

한 ‘두목 밑에서 두목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여 조직적 서열이 곧 도덕의 수준과 일치하

지 않음을 강조하 다. 이는 조직적 계서제의 비판이다. 동학은 일체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다. 

동학은 불평등한 사유방식, 생활양식, 의례, 제도 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유

구조, 생활양식, 조직과 제도 등을 도입하 다. 운동의 초기에는 권력에 한 정면전이 아닌 

유교의 사유방식, 생활양식, 의례제도, 사회제도 등을 뿌리에서부터 교체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게 된다. 1890년 에 들어서게 되면 조선의 왕권체제에 한 직접적 문제제기로 발전

하 다. 평등사상은 민을 정치적 주체로 정립하는 기초적 사상조건이었다. 

3) 접포제(接包制)를 통한 민의 조직화

주체의식과 평등의식은 접과 포라는 민의 자기 조직화로 구체화되었다. 조직화를 통하여 민

은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 다. 동학의 성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접은 이미 수운 생존시에 

경상도 동북부 지역 부분에 걸쳐서 조직되었다. 선전관 정운구의 서계에 의하면 “조령에

서 경주에 이르는 사백여리의 마을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동학의 주문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ꡔ高宗實錄ꡕ 癸亥 12月 20日; ꡔ備邊司膽錄ꡕ 哲宗 癸亥年 12月 20日 宣傳官 鄭雲龜 書

啓)라는 평가를 보더라도 동학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월은 1871년 이

필제에 의한 해 신원운동이후 절멸의 지경에 이른 동학조직을 1878년에 개접을 선언하면

서 재건하기 시작했다. “ 신사 재세의 시에 잇어 기수의 질 성쇠하는 리(理)를 미루어 이

미 개접파접의 규례에 말한바 잇엇든 것이니 그럼으로 내 이제 접을 개하고 도를 강하는 것

은 전혀 선생의 뜻을 이음이라”(李敦化 1970, 제2편25)라고 하여 사회역사적 변동에 맞추

어 접을 열게 되었음을 말하 다. 

접은 략 50-60호의 가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880년 에 들어서게 되면 동학

은 경전을 간행할 정도로 교도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1883년에는 충청도와 경기도 출

신인 제자들이 거 입도하면서 조직의 중추역할을 맡게 된다(吳知泳 1985, 60).27) 구성원

이 증가되면서 1884년 12월 해월은 육임제(六任制)(李敦化 1970, 제2편34)28)라는 조직적 

26) “我國之內에 有兩大弊風하니 一則 嫡庶之別이요 次卽 班常之別이라 嫡庶之別은 亡家之本이요 班常之別은 亡

國之本이니 此是吾國內 痼疾也니라.” ｢포덕｣; “神師曰, ｢自今으로 吾道人은 嫡庶의 別을 有치 勿하고 人間平等

의 義를 實遵하라.” ｢天道敎書｣
27) 이때 입도한 인물들에는 김연국(金演局), 손병희(孫秉熙), 손천민(孫天民), 박인호(朴寅浩), 황하일(黃河一), 서

인주(徐仁周), 안교선(安敎善), 여규덕(呂圭德), 김은경(金殷卿), 유경순(劉敬順), 이성모(李聖模), 이일원(李一

元), 여구신(呂圭信), 김 식(金榮植), 김상호(金相浩), 안익명(安益明), 윤상오(尹相五), 옹택규(邕 宅奎)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장차 해월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중심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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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체계를 마련하여 조직의 체계화를 기한다(崔東熙 1969, 87). 1880년 에는 강원도, 경

기도, 충정도 지역에 걸쳐서 접주제와 육임제가 실시되어 동학사상을 공유하고 일반 정보를 

나누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된다(睦貞均 1984, 233-4).29)

1880년  후반에 이르게 되면 동학은 아래로는 호남으로 위로는 황해도와 평안도까지 확장

되게 되면서 동학에 입도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팽창한다. 양적 팽창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인맥에 의하여 형성되던 접 조직으로는 효율적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지역단위의 조직

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포 조직이다. 동학혁명기에 접포를 구성하는 인원은 매우 유동적

이었던 것 같다. 동학혁명기에는 동학조직은 일종의 군사조직으로 변혁지향적인 일반 농민

들을 광범위하게 받아들 을 것이다. 1894년 9월 흥선 원군의 편지에 한 도주 안교선

의 답장을 보게 되면 지동접주 김기창이 3만4천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있고, 가

장 적은 수를 거느린 덕지접주 남상원도 2천5백명으로 기록하고 있다(ꡔ東學農民戰爭史料叢

書ꡕ5, 108-110)30) 과장도 있겠거니와 동학혁명기에는 접의 구성은 매우 신축적임을 알 수 

있다. 동학혁명기에 운동 단위는 주로 접주 또는 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접포제가 나름 로 체계화된 것은 1893년 보은집회 다고 할 수 있다. 보은집회를 통하여 

최시형을 법헌으로 하는 도소, 도접주를 주인으로 하는 도소, 접주를 주인으로 하는 

도소, 접주가 통제하는 접소의 체계성있는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인 운동체의 모습

을 갖추게 된다. 동학은 변혁지향적인 민을 조선의 지배이념과 다른 동학이라는 독자적인 

사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었고 접포제를 통하여 민을 조직화·체계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

한 조직체계가 집강소 시기에도 이어져 해당 지역의 치안·행정·사법 기구로 활용되었음을 

현재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동부지역을 총괄하 던 호도회소(嶺湖都會所)의 조직체

계에서도 볼 수 있다. 호도회소는 순천도호부의 읍성에 본부를 두고서 낙안군 · 광양현 · 

좌수 (여수)을 관할하 는데, 현재의 순천 광양 여수 여천시 지역이 해당된다. 도회소의 조

직 상층부는 접주·수접주·도집강·성찰 등으로 편제되었으며, 하층부에는 면단위마다 접주·

접사·성찰·동몽·서기 등이 있었다(김양식 1995, 56). 면과 면, 군과 군을 관할하는 도접주 

혹은 수접주가 있었으며, 집강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도회소내의 하부기관으로 운 된 

것으로 보여진다(김양식 1995, 56-7) 

동학의 사상과 조직을 통하여 민은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 다. 아래로부터 형성된 동학의 

공공성은 민을 조직화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나아가 ‘사회 권력’을(이신행 1999, 

191)31) 형성하게 된다. 

 

28) “교장(校長)은 이질실망후인(以質實望厚人)으로 교수(敎授)는 이성심수도가이전수인(以誠心修道可而傳授人)으

로 도집(都執)은 이유풍력명기강지경계인(以有風力明紀綱知經界人)으로 집강(執綱)은 이명시비가집기강인(以明

是非可?執紀綱人)으로 정(大正)은 이지공평근후인(以持公平謹厚人)으로 중정(中正)은 이능직언강직인(以能直

言剛直人)으로 정하라 하시다.” 

29) 목정균은 동학의 정기 비정기 행사를 통한 얼굴  얼굴의 커뮤니케이션, 둘째로는 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발길이 곧 포덕과 통신이었다는 점, 셋째로는 1866년부터 돌리기 시작했다는 ｢通文｣을 통한 커뮤니케이선망, 

내 째는 각 지역의 접소를 통한 경전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1864년부터 육임제가 실시되는 1884년까지는 동

학의 통신망이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0) 이하에서는 ꡔ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ꡕ는 ꡔ東史ꡕ로 약기하여 권과 쪽수를 표기한다.

31) 민주화를 민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1987년 민주화 운동을 분석한 이신행은 ‘민의 표성과 새로운 정당성

을 창출하는 하나의 안적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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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반침략주의와 정치혁명

아국의식의 사상적 토 를 형성하고 아국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이 형성하면서 동학은 역

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동학이 인식한 당 의 급선무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문제 기에(輔國) 반침략주의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민이 국가수호의 전면에 등장

하게 된다. 민이 국가방어에 나서면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安民) 왕권체제와 갈등하면

서 자연스럽게 민을 억압하는 왕권체제와 혁명에 돌입하게 된다. 

1. ‘아국(我國)’보전의 반침략주의

동학은 19세기말 국가건설의 제1과제는 국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다. 

일본은 1874년 5월 만정벌을 단행하고 1876년에는 강화도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정벌의 야욕을 표출하 다. 동학의 침략주의 경계는 이미 광화문 복합상소에 일본공사

관 등에 붙인 격문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판리공사의 공식적 항의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ꡔ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ꡕ 高宗 30年 3月 2日․4日32) 볼 때 광화문 복합상소를 계기로 

동학은 일본을 포함한 외세에 하여 크게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은집회(1893.3)에 이르면 일본을 위시로 한 외세에 한 경계는 강도를 높여간다. “지금 

왜와 서양의 도적이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어 큰 혼란이 극에 달하 다. 진실로 지

금 나라의 서울을 볼 때 마침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ꡔ東史ꡕ2. 27-28). 국가의 

심장부에 들어온 왜와 서양 적(賊)이 위기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동학인이 발한 한 

령(令)에도 이적(夷狄)이 이미 중국을 범하고 이제 아동(我東)에 이르러 국가에 화를 미칠 

지경이 되어 성인(水雲)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효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ꡔ東史ꡕ2. 

40). 왜적(倭賊)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적’으로 보고 조선의 ‘국세는 거꾸로 매달

려 있는 형세’처럼 시급하다고(ꡔ東史ꡕ2. 41)33) 보고 있다. 동학도들이 방으로 붙이거나 배

포한 적지 않은 문서에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국가’보전을 위하여 자신들이 나서게 되었음

을 말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산견된다(ꡔ東史ꡕ5. 64-65; 68-69). 

이들 문서들은 한결같이 5백년간 이어온 종묘사직이 짐승의 무리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

서 비록 벼슬이 없는 민이지만 국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모 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어리석은 백성이나 선왕의 법을 이어받고 이 나라의 국토에서 땅을 갈아 부모

를 봉양하고 있으니 신하와 백성의 직분이 비록 다를망정 충효야 어찌 다르겠는가? 원컨  

작은 충성이지만 나라에 바치고자 하나 보잘것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상달할 길이 없도다”(ꡔ
東史ꡕ2. 28). ‘아국(我國)’ 보전을 위하여 민이 나서게 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민이 국가

보전의 주인이라는 애국심이 드러나고 있다. “저희들 수백만은 힘을 합쳐 죽기를 기약하고 

왜적과 서양 놈을 쓸어내어 나라에 크게 보답하는 의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충성심이 잇는 선비와 관리를 뽑아 모집하여 같이 국가를 돕기를 천만 

번 바라나이다”(ꡔ東史ꡕ2. 29). 역설적이게도 조선왕조의 정치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국가보전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학의 국민주권 의식과 함께 

32) “고종 30년 3월 2일(갑신) 앞서 동학교도들이 경성 각처에 첩을 붙 고 또한 일본국 사관 담벽에도 첩을 

걸었는데, 즉 일본인을 막고 이를 물리치자는 내용이었다. 이 날 일본국 판리공사 大石正己가 독판교섭통상사

무 조병직(趙秉稷)에게 조회하여 이러한 무뢰의 도를 엄히 처판할 것을 요구하다.”

33) “國勢如倒懸之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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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의식을 잘 보여준다. ‘보국(保國)’, ‘애군충국(愛君忠國)’, ‘보국(輔國)’을 위하여 민이 일

어났으며 힘을 합하여 외세에 항하자는 주장이다. 나아가 민이 주체가 되어 관리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촉구하고 있다. 민이 국가수호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는 깃발을 내건 보은집회의 취지는 왜적에 하여 국가를 보전하

자는 것이었다. 해월의 주도하에 모인 동학인의 최  집회 다. 보은집회를 통하여 민의를 

결집을 국가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이 국가를 방위한다는 주장을 당당히 개진하

다. 보은집회에서 분출된 반외세의 결집된 의사가 전주함락이후 집강소 체제로 들어간 뒤 

일본군과 전쟁을 개시하는 동학혁명 9월봉기로 구체화되었다. 

9월봉기는 일본군에 한 봉기 다. 압도적 무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6월 21일 경복궁을 점

령하고 조선군의 무장해제를 하 다. 이어 민씨 정권을 붕괴시키고 원군을 세워 친일정권

을 수립하 다. 일본 공사의 간여로 개화파에 의한 이른바 신정부가 수립되었고 일본은 조

선의 내정에 단독으로 개입하게 되었다(ꡔ東史ꡕ6, 289-90). 내정을 장악하고 이어 7월 25일 

충청도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군함에 한 선제공격을 가하여 1,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청

일전쟁을 일으킨 뒤 성환과 평양전투에서 약 2,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청일전쟁에서 승

리하게 된다(김창수 2002, 86-88). 친일정권을 수립하고 청일전쟁에서 승전하면서 일본은 

안팎으로 조선의 실세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동학혁명의 적은 조선정부에서 일본으로 바

뀌게 된다. 

농민이 다수 던 동학군은 음력 9월(양력 10월)이후 각지의 동학접주들에게 통문을 내어 

남북접이 연합하여 일항전에 돌입하 다. 전봉준은 통상을 주장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군 를 이끌고 서울을 점령한 일본은 국토의 침략자로(ꡔ東史ꡕ18, 40)34) 보았다. 남접은 전

봉준이 총 장이 되었고 손화중과 김덕명이 총지휘가 되어 삼례에 집결하 다. 김개남은 남

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 다. 9월 18일 최시형은 각포 두령들로 하여금 

교도들을 거느리고 충청도 청산에서 남접의 전봉준과 합세하여 무력항쟁을 지시하 다. 보

은 장내리에 결집하여 손병희를 중군통령으로 삼고 동학농민군을 총지휘하게 하 다. 남북

접은 논산에서 합세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9월 봉기에서 최 의 격전장은 공주로 들

어가는 길목인 우금치 전투 다. 

농민군은 10월 16일 농민군 재기의 목적을 재차 천명하고 관군도 즉각 항일 구국전선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글을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냈다(ꡔ東史ꡕ10, 336).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걸친 약 20일 동안 공주를 둘러싸고 이인․효포․우금치 등지에서 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 사이에는 일  공방전이 벌어졌다. 전략 요충지인 공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해당

되는 우금치에서 지형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서 농민군은 

6~7일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막 한 희생자만 내고 패퇴의 길을 걷게 된다. 우금치 전투

이후 11월 12일자로 관군에게 한문과 한글로 된 격문을 띄워 동족끼리의 골육상잔을 즉각 

중지하고 공동보조를 취하여 일본군을 격퇴할 것을 호소하 다(ꡔ東史ꡕ16, 199).35) 또 같은 

날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의 이름으로 “기실은 됴션기리 샹젼쟈 바 아니”(ꡔ東史ꡕ10, 

333)므로 관군 및 일반 민중들에게 함께 척왜척화하여 조선이 왜국화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사를 이루자고 호소하 다. 여기에서 민이 앞장서서 민족과 국가를 수호한다는 근 적 국

민국가의 성격을 볼 수 있다. 

34) “各國人은 다만 通商만 데 日人은 率兵야 京城에 畓陳는 故로 我國境土를 侵掠는가 疑訝이니

다.”

35) “自今以後 切勿互相爭鬪 妄殺人命 火燒人家 同扶大義 上輔國家 下安民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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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권체제의 혁명

전쟁을 통하여 국가수호의 주인으로 등장한 민이 정치적 주체로 전제왕권에 항한 혁명운

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역사흐름이었다. 국가는 더 이상 왕이나 사 부의 전유물

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동학의 근  국민국가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동학의 혁명성은 왕권체제에 한 정면 도전에서 잘 나타난다. 동학의 왕권체제에 한 일

차적인 비판은 정당성 문제에 집중되었었다. 수운이 천명을 받고 도통(道統)을 계승하 다

는 주장 자체가 혁명적이다. 수운의 죄목이 ‘좌도난정(左道亂正)’이었으며 조직화된 동학운

동의 제1구호는 수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원(伸寃)’운동이었다. 1893년 보은집회 이

전까지 동학의 운동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의 정당성을 주

장하는 것이었다. 왕, 관리, 사 부의 전유물이었던 정치에 하여 민이 ‘천명(天命)’을 말하

면서 정치적 발언을 시작하 다. 

수운은 자신을 동양문명의 시원이자 정치의 원조인 천황씨로 자처했다는 자체가 혁명적이

다. 조선왕조의 정치적 정통성 신 동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운은 일

상의 모든 일들을 천명에 부쳐 보았다(｢논학문｣)36)고 하여 오제(五帝)의 도를 다시 회복하

다고 하 다. 또한 ｢불연기연｣에서는 ‘조물자에 붙여보았다(付之於造物者)’(｢불연기연｣)고 

하여 천명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하 다. 천황씨를 운운한다는 것은 조선의 종말과 새

로운 정권의 등장을 뜻한다. ‘조선왕조 500년’을 예언하는 정감록의 예언이 흉흉하던 시

적 혼란과 함께 동학의 ‘천명’ 주장을 근거로 계룡산 신도안을 수도로 하는 혁명조정이 세

워졌다는 문건이 나돌 정도로(ꡔ東史ꡕ5, 47-57) 동학의 수명(受命)설은 강한 변혁사상으로 

작용했다. 

‘보국안민’은 더 이상 왕, 관리들, 사 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동학의 핵심적 구호

다. 국가와 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권의식은 정통성 주장을 통하

여 매우 일반화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삼례집회, 광화문복합상소, 보은집회 등을 통하여 동

학은 정통적인 도덕임을 강조했으며 이제 보국안민의 계책은37) 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식

이 일반화되었다고 하겠다. 민권의식과(金義煥 1959, 45) 자주의식이 동학에서 시작되었다

고 하겠다.38) 일련의 집회는 민권의식의 성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찍이 

보은집회 때 양호선무사로 파견된 어윤중도 보은집회를 일종의 ‘민회(民會)’로 보았다(ꡔ東史

ꡕ4, 68). 신일철은 동학의 일련의 집회를 조선정부와 등한 입장을 가지면서 압력을 행사

하는 일종의 민회로 평가하 다(신일철 1985, 58). 동학운동을 조선의 민권운동의 시발점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민은 정치에 하여 독자적인 사상과 조직을 기반으로 발언하 다. 

36) “一動一靜一盛一敗 付之於天命”

37) 수운은 ｢포덕문｣에서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

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脣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라고 하여 보

국안민을 걱정하 다.

38) 김우태는 1860년 부터 1910년까지의 한국민족주의 1단계를 1기(1860년 ～1870년 )와 2기(1880년 ～

1890년 )로 구별한다. 1기는 척사(斥邪)파와 동도서기(東道西器)파에 의한 민족보전이라는 보수적 민족주의

로, 2기를 개화파와 동학파에 의한 반침략⋅반봉건을 투쟁목표로 내어건 진보적 민족주주의로 본다(김우태 

198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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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혁명성은 전봉준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현실화되었다. 전봉준의 고부봉기는 동학의 

혁명적 근 성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전봉준은 동학접주로서39) 조선의 부패한 관료제를 정

면으로 시정하고자 하 다. 전봉준은 동학의 사상을 매우 좋아하 으며(ꡔ東史ꡕ18, 32) 동학

의 접주가 지도하여(ꡔ東史ꡕ18, 33)40) 왕권체제의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제에 희생된 민을 

혁명을 통하여 정치적 주체로 성숙시켜나갔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혁명운동은 자신의 지휘

하에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인하 다(ꡔ東史ꡕ18, 36). 전봉준은 교장(敎長), 교수(敎授), 

집강(執綱), 도집(都執), 정(大正), 중정(中正)의 동학의 육임제 조직과 역할에 하여 명확

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을(ꡔ東史ꡕ18, 34-35) 보아 동학조직을 통하여 혁명군을 통솔하 음

을 알 수 있다.

백산의 격문에는 동학의 혁명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1894년 정월 초사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창의문(倡義文)을 선포하고 고부관청을 함락하고 이틀 뒤 고부 읍내에서 백산으로 

진을 옮긴다. 이때 장기폭에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걸고 격문(檄文)을 배포하 다. 민

을 경제적 피폐로부터 보호하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이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이다(吳知泳 1973, 203)41) 고부봉기이후 사태가 확산되자 무장현에 

모여 “국가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어 팔로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사생의 맹세”(ꡔ東史ꡕ2, 126)하는 창의문을 포고하면서 

민중과 동학군이 5·6만 명의 규모로 급격히 확산되었다(ꡔ東史ꡕ4, 363) 백산에 집결하여 이

른바 4  강령을 포고하 다. 네 번째 강령인 ‘군 를 몰아 서울에 들어가서 권귀(權貴)를 

다 멸할 것’(ꡔ東史ꡕ4, 363)42)은 동학농민군의 정치적 권리의식과 새로운 정권창출의 혁명적 

의지를 보여준다. 왕권에 한 직접적 도전은 보이지 않지만 집권권력층에 한 혁명의식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일반 민중과 하급 관리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경제

적 도탄에서부터 벗어나자는 주장이다. 일본의 ꡔ동경조일신문ꡕ의 보도를 따르면 전봉준은 

동학을 “마음을 바로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ꡔ사회와 

사상ꡕ, 1988.9 창간호 재인용)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심정기를 통하여 민은 정치적 

주체로의 지배층을 신하여 보국안민할 수 있다는 민권 의식이 잘 표출되고 있다. 민의 정

치적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농민의 국가의식의 형성과 참여를 통한 실천(吳知泳 1973, 

263)43)은 백산거의를 계기로 전라도와 충청도로 급속도로 확산된다. 

동학농민군과 전라감사 김문현이 조직한 별초군과 보부상으로 구성된 지방군은 황토현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어 동학농민군이 승을 거두게 되자 양호초토사 홍계훈의 경군(京軍)이 

투입되게 된다. 황토현 승이후 발표한 폐정계혁안에는 전운사(轉運使)의 혁파, 균전사의 

39) “심문: 너가 접주가 된 것도 또한 최시형이 임명한 것이냐? 전봉준: 그렇다. (問汝之爲接主亦崔之差名乎 供 

然矣)”(ꡔ東史ꡕ18, 80). 전봉준이 동학접주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전봉준 공초｣에는 동학접주로 나온다. 

전봉준이 동학접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해서는 신복룡 1985, 169-171 참조.

40) “所謂 接主는 皆是東學이요 其餘率下는 忠義之士라” 

41)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자는데 있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는데 있다. 양반과 부호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들 밑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42) “①살생을 하지 말 것, ②충성과 효도를 다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할 것, ③서양인과 일본인

을 쫓아 없애고 성스러운 도를 밝게 할 것, ④군 를 몰아 서울에 들어가서 권귀(權貴)를 다 멸할 것”, 

43) 오지 은 동학혁명의 사망자수를 30-40만명으로 추산한다. “전후 피해자를 계산하면 무릇 三四十萬의 다수

에 달하 었고, 동학군의 재산이라고는 모두 관리의 것이 되고, 가옥 등은 죄다 불 속에 들어갔으며, 기타 부

녀강탈과 능욕 등은 차마 다 말 할 수가 없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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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 탐관오리의 축출 등 폐정개혁을 위한 13개조의 요구사항을 김문현의 파직 이후 전라

감사로 부임한 김학진(金鶴鎭)에게 제시하 다. 그 이외의 여러 문서에서도44) 동학군은 조

선의 삼정(三政)의 혁신, 탐관오리 숙청, 동학도의 신원(伸寃)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

고 있다(ꡔ東史ꡕ4, 330-332)45). 조선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던 전제(田制)의 전면적 혁

신 조세제도 혁신, 군정의 혁파 그리고 환전과 같은 재정문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외래 상품의 도래에 따른 국내 상업의 위축과 왜곡을 비판하고 전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박찬승 1997, 107-122). 조선의 경제정책 전반에 한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는 점에서 반봉건적 성격은 뚜렷하다(金光載 2002, 102-112). 동학혁명군의 이러한 개혁안

은 일본에 의한 수동적·피동적 근 적 개혁이 아닌 자주적 근 성의 원형이라는(노태구 

2001, 298) 점에는 이견이 없다. 

동학혁명은 왕권체제를 철폐한 이후 형성할 새로운 권력체제나 국가상을 제도적으로 구상하

지는 못했다. 군주제 한 명시적인 부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봉준공초｣를 포함한 혁

명군의 여러 문서를 살펴보아도 왕권체제 이후의 새로운 국가건설의 구상은 찾기 힘들다. 2

차봉기에 한 동기를 묻는 심문관에 하여 전봉준은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협합(協合)해서 합의

법에 의해 정치를 담당하게”(金光載 2002, 115재인용)46)하는 것이 자신의 구상이었음을 내

비추고 있다. 또한 1895년 1월 말 일본 사관에서의 심문에서 전봉준은 “원래 우리 나라의 

정치를 그르친 것은 모두 원군이기 때문에, 인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정창렬 

1999, 509재인용)47)고 하여 합의제를 그 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전봉준

은 원군과 협력하여 민씨 정권에 반 하여 새로운 정권구상을 하 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

봉준은 원군과의 관계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ꡔ東史ꡕ18, 45; 55).48) 원군측에서는 동학

농민군을 이용할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신복룡 1985, 153).49)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독자적인 국가건설의 구상을 갖고 혁명운동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으며 부패하고 탐학한 관

리, 약탈적 경제정책과 조세제도, 민씨 정권타도가 주된 관심사 다. 

천명을 받아 새로운 권력체제를 세운다고 하는 정통성 주장에서는 혁명적이었으나 1차봉기 

때 나타나는 동학혁명은 주로 경제적 모순과 관료제의 문제점 비판에 치중되고 있으며 그러

한 경제적 모순과 관료제의 부패가 지배구조와 긴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왕

권체제가 버티고 있다는 의식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착취체제와 관

44) 4월 4일 부안을 점령한 농민군이 법성포 이향에게 보낸 ‘동학군통문(東學軍通文)’ 9개조와 4월 19일 경군을 

이끌고 내려온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한 ‘호남유생원정(湖南儒生原情)’ 8개조, 5월 초 전주화약 직전 화약의 

조건으로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한 27개조 중 14개조, 전주성에서 물러나와 5월 11일경 순변사 이원회에게 

제시한 ‘전라도유생등원정(全羅道儒生等原情)’ 14개조와 5월 17일경 ‘원정열록추도자(原情列錄追到者)’ 24개

조, 그리고 5월 20일경 장성에서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제시한 ‘개혁안’ 13개조에 한 자세한 분석은 鄭診相 

1999, 353쪽 참조.

45) 김윤식은 1894년 5월 순변사 이원회 앞으로 도착한 동학혁명군의 원정서14개 항과 재차 도착한 24항을 그

로 전재하고 있다. 

46) ｢東學首領と合議政治｣, ꡔ東京每日新聞ꡕ, 1895年 3月 6日字. 

47) ｢東學黨 大頭目과 그 自白｣, ꡔ東京朝日新聞ꡕ, 1895年 3月 5日. 

48) 원군과 동학군을 연결하는 송희옥(宋喜玉)이라는 인물에 하여 전봉준은 ‘부랑배(浮荒之類)’라 하고 일본

사와가 심문할 때 보여준 운현궁 운운하는 서찰도 송희옥의 위조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송의 운현궁에 

한 횡설수설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49) 신복룡 교수는 “ 원군과 전봉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원군이지, 전봉준이 먼저 그를 찾

아갔거나 아니면 그에게 어떤 內札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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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부패상에 너무 긴 하게 속박되어 경우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다는 

근본적이고 긴 안목의 국가건설 구상은 찾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국가형성이라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더라면 동학혁명은 보다 조직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며 전주성 함

락이후 곧장 북상하여 서울로 진격하 어야 했을 것이다. 

민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혁명운동을 전개하 다는 점에서 동학의 근 적 정치혁명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동학의 민권의식은 동학 혁명운동을 추동하 으나 일본이라고 하는 제

국주의에 의하여 사상사적·역사적·주체적 발전과정이 단절되고 국가주의적 근 성이 이식되

고 번식하게 된다. 성찰적 주체에 의한 자주적인 사상, 독자적인 생활, 주체적인 정치 형성

은 좌절되면서 자기성찰이 없는 국가주의적 근 성만이 비 화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

다. 

V. 맺음말 

동학사상과 혁명운동에는 구체적 제도로서의 국가 건설안은50) 찾을 수 없으나 자기성찰적 

민권과 자주적 민권운동을 찾을 수 있었다. 동학이 성찰을 통한 자기준거점을 찾아낸 점은 

매우 독창적이며 자주적이다. 동학을 위정척사사상이나 개화사상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

었던 점도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독특한 성찰적 철학 때문이라고 하겠다. 

제국주의로부터 국가를 보전하고자 하는 ‘아국(我國)’의식은 애국심을 추동하고 국가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무장을 통한 일제와의 전쟁을 통하여 국가를 수호하려고 하 다. 뿐만 아니

라 부패하고 무능한 왕권체제의 모순을 시정하려는 혁명운동으로 발전하 다. 자기성찰성과 

자주성은 침략주의적 일제의 국가주의에 의하여 실패하게 되면서 조선의 근 화는 수동적 

국가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그러나 동학에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의 자기성찰적 자각이 있

었다는 점에서 정치철학적 근 성의 문을 열었으며, 외적 자주국가를 위한 민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전쟁을 하 다는 점에서 자주적이고 근 적인 민족국가 형성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상적 자율성과 국가적 자주성의 자각은 일제시  독립운동과 해방이후 

자주국가 건설운동의 사상적·역사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현 적 맥락에서 보자

면 동학사상은 민의식의 공고화, 민권의 자발적 조직화, 자주적 국가건설의 형성 등에 사상

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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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ak's Idea on building a new Nation:

My country, People, War, Revolution

Moon-Hwan Oh(Yonsei Univ.)

Suwoon Choi Je-Woo founded a unique academia called Donghak as an alternative 

for the ruling Neo-confucianism and Western Catholicism. He recognized Chosun 

instead of China as a center of the world and reminded of a lot of patriotic leaders 

during Japanese invasion at the end of 16th century. Chosun was regarded as an 

ideological and territorial independent country. Donghak's argument that ‘human 

being itself is God’ could have introduced a complete new political ideas like 

spiritual subjectivity, equality and human dignity. 

On the basis of this political ideas, Donghak had organzied a people, most of them 

were peasants, to a small spiritual communes and later into a larger social and 

political oriented groups. Those people who had awakened self-spirituality and were 

organized by Donghak not only declared a war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to 

protect the State but also began revolutionary movement against the oppressive 

dictatorship of Chosun dynasty to save the ordinary people. Donghak strived to 

construct a morality based new nation-state by the people's po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