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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국왕의 經筵은 經書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치 이념을 구체화하

는 장으로, 학문  논의와 함께 정치 안에 한 논의와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 에서 경연에 한 탐구는 당 의 정치 운 의 기조를 살필 수 있는 매

개인 동시에 해당 국왕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요한 의미가 있다. 

이 때 경연의 교재는 통상 四書五經을 심으로 구성된 유교 이해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특정 시기의 정치  여건이나 사상  심에 

따라 교재가 선택되기도 하 다. 

조선시기 경연과 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국왕은 英祖이다. 

조는 역  국왕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경연을 열었으며, 자신의 정

치 이념을 드러내고 신료들에게 주입하는 장으로 경연을 극1)활용하 다.
1)
 

이러한 면모는 조의 경연이 그의 정치 운   사상과 히 연 되어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경연 교재의 선택에서 정치  지향이 명확하게 

1) 權延雄, 1989 ｢朝鮮 英祖代의 經筵｣ 東亞硏究 17 ; 李泰鎭, 1990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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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었다.
2)2)

조는 四書五經의 강독에서 통상 인 순차를 벗어나는 면도 보 고, 각종 

史書를 비롯해 다른 국왕이 진강한 이 없던 책들도 다수 교재로 채용하

다. 이는 과거 신료들이 경연을 통해 국왕에게 통치자로서 수련을 강조하던 

통을 뒤집고, 국왕이 신료들에게 治人 로서 자질 함양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조 의 경연과 그 교재에 해 여러 학자들의 

심이 모아졌으며, 이를 통해 조  정치 운 에서 경연이 차지하는 의미와 

교재 선택의 체 인 양상이 해명되었다.3)3)하지만 기존의 근 방식은 ‘朝鮮

性理學의 확립’이나 ‘義理論’과 같은 조의 사상  면모를 제로 삼고, 이를 

경연 교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는 50년을 넘게 재 한 데다 경연에 극 이었기 때문에 그 

교재 한 매우 다양하 다. 게다가 각각의 교재는 조선 사회 고유의 정치․

학문  통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연 교재 체를 단일한 틀로 분

석할 경우 조의 정치 사상을 일면 으로 이해하게 될 험성이 있다. 곧 각

각의 교재가 가지는 내용 ․상징  특성과 그것이 진강되는 시기에 따라 부

여되는 정치 ․사상  함의를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의 정치  의도나 사상  내용을 

잘 보여  수 있는 교재를 추출하고, 그 진강 내용을 입체 으로 탐구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주목되는 교재가 聖學輯要이다. 숙종  처음으로 

진강된 聖學輯要는 조 때 다시 세 차례에 걸쳐 진강되었다. 이는 조가 

자신의 사업으로 自評하고 후계자인 정조 한 조의 표업 으로 평가한 

蕩平․均役․濬川의 사업과 시기 으로 일치하고 있다.4)4)이는 조의 聖學輯

2) 일례로 大學衍義補의 진강은 종  처음 진강된 후 조 때 두 번째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조의 체제 정비  中 主 의식과 히 련되어 있었다(윤정, 

2001 ｢朝鮮 中宗․英祖代 大學衍義補 進講의 의미｣ 奎章閣 24).
3) 池斗煥, 1996 ｢朝鮮後期 英祖代 經筵科目의 變遷 : 朝鮮性理學 확립과 련하여｣ 

震檀學報 81 ; 鄭景姬, 1998 ｢英祖前半期(1724~1748년) 앙학계와 英祖의 性

理學 이해｣ 韓國史硏究 103 ; 鄭景姬, 1999 ｢英祖後半期(1749년~1776년) 經筵

과 英祖의 義理論 强化｣ 歷史學報 162.
4) 英祖實  권121, 조 49년 12월 20일 甲辰 ; 正祖實  권1, 정조 즉 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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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진강이 그의 정치운 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5)5)

실제 성학집요는 숙종 때 처음 진강될 때부터 뚜렷한 정치  성격을 가

지고 있었다. 父王 숙종은 甲戌換局 후 정계에 복귀한 西人의 명분을 인정하

고 文廟에 復享시킨 李珥의 학문  상을 확증하기 해 그의 표 인 

술인 聖學輯要를 진강하 다.6)6) 조 한 세 차례에 걸친 진강을 통해 신료

들이 주장하는 군주 修身의 표상이던 성학집요를 국왕의 정치에 력하는 

충의의 상징물로 바꾸어 나갔으며, 世孫인 정조에게도 두 차례 진강하 다. 따

라서 이에 한 검토는 숙종- 조-정조로 이어지는 국왕의 정치 사상을 계기

으로 악하는 데에도 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7)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조  성학집요의 진강을 당시에 진행된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어떤 논리와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학

집요가 가지는 내용  특징 내지 정치  상징성을 추출하고, 이들이 진강되

는 시간  배경과 유기 으로 연결하여 검토함으로써 조 제왕학의 특질을 

해명하는 단 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해 먼  조  세 차례에 걸쳐 성학집요가 진강되고 그에 수반

하여 李珥에 한 표장이 이루어지는 추이를 정리할 것이다. 이어 각 진강을 

丙戌. 英祖實 ｣에는 均役 신 良役으로 표 되어 있다.

5) 본 연구는 조  성학집요 진강이 세 차례나 이루어졌고, 이것이 일상 인 경

서 학습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 인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에 주목한 

것이다. 곧 본고의 주안 은 조의 사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가 성학

집요를 어떤 논리와 방식으로 활용하여 해당 시기에 추진된 정책의 이념으로 삼

았는가를 해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 자체의 성격과 그것의 정치 사회  

배경에 해서는 별고로 논할 것이다. 

6) 윤정, 2006.6 ｢숙종  聖學輯要 進講의 경 와 의미 : 숙종 정국운 의 일단면｣ 

南冥學硏究 21.
7) 端宗 追復과 련된 일련의 조치는 세 국왕이 繼述 이념을 제시하며 실행한 것으

로, 정치 사상의 계기  구도를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해서는 다음 논

고가 참고된다.

   윤정, 2004.6 ｢숙종  端宗 追復의 정치사  의미｣ 韓國思想史學 22 ; 윤정, 

2004.9 ｢英祖의 三相 追復과 善述 이념 : 조 정치사상의 일 단면｣ 韓國學報 
116 ; 윤정, 2005.6 ｢正祖代 端宗 事蹟 정비와 ‘君臣分義’의 확립｣ 韓國文化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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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기의 주요 정책인 탕평과 균역, 그리고 천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가 성학집요의 체재 가운데 紀綱과 安民이 선후 계

라는 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2. 聖學輯要 진강의 추이

성학집요는 숙종 23년부터 27년까지 처음 진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숙

종 말년 世子의 代理聽政이 시작되자 다시 진강을 요청하는 논의가 제기되었

다. 숙종 44년 정월 獻納 趙聖復은 上書에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요 이 환히 구비되어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帝王

이 入道하는 지침서입니다.
8)8)

라고 하여 성학집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召 할 때 史書와 함께 번

갈아 강독할 것을 권하 다. 세자는 師傅와 賓客에게 문의하겠다고 하 는데, 

실제 강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9)9)

얼마 후 權尙夏는 左議政을 사직하는 에서 朱子全集  事․奏箚를 

먼  진강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면서 아울러 “聖學輯要도 매우 긴요한 책이

니 다음 차례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좋을 것”10)이라고10)하여 성학

집요의 진강을 권유하 다. 권상하는 동왕 45년에도 리 인 세자에게

성학집요는 先正臣 李珥에게서 나왔는데, 帝王의 學問에 藥石입니다. 邸下께

서 이 책에 해 精力을 기울여 혹시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聖賢이 되는 길

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진실로 東方 萬世의 福입니다.
11)11)

 8) 肅宗實  권61, 숙종 44년 정월 甲寅 “修齊治平之要 粲然俱備 此誠帝王入道之

指南”

 9) 肅宗實  권61, 숙종 44년 정월 甲寅.

10) 肅宗實  권61, 숙종 44년 2월 庚辰 “聖學輯要 亦切要之書 次苐加工 尤爲恰

好” ; 寒水齋集 권3, ｢辭左議政兼陳繼講冊子書｣

11) 肅宗實  권63, 숙종 45년 6월 癸卯 “聖學輯要 出於先正臣李珥 其於帝王學問 

無非藥石 邸下若 精致力於此書 毋或虛徐 則爲聖爲賢 不外於此 實東方萬世之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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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국왕으로서 수련을 해 성학집요를 진강할 것을 재차 권유하

다. 그러나 이 한 실 을 보지 못하 다. 그리고 경종 에도 성학집요는 

진강되지 않았다.

성학집요의 진강이 다시 이루어진 것은 조 때의 일이다. 고종 때 편찬

된 列聖朝繼講冊子次第에는 효종 이후 고종까지 역  국왕  東宮이 진강

한 책자의 목록과 기간이 정리되어 있는데,12) 여기에서 확인되는 성학집요 
진강 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 의 聖學輯要 진강

회차 始講 일자 畢講 일자

1 1731년( 조 7) 6월 1732년( 조 8) 정월

2 1749년( 조 25) 5월 1750년( 조 26) 4월

3 1759년( 조 35) 10월 1761년( 조 37) 정월

조 에 성학집요는 모두 세 차례 진강되었다. 1차 진강은 조 7년에 

시작되었으나 결정은 조 4년에 있었다. 당시 조는 大學衍義에 이어 召

에서 진강할 책자를 문의하 는데, 弘文館에서 大臣들의 의견을 모아 보고

하 다. 당시 조는 東國通鑑을 강독할 의사를 비쳤는데, 의정 李光佐는 

동국통감이 문제는 있지만 鑑戒할 바도 있다며 동의한 데 이어

聖學輯要 한 책은 先正臣 李珥가 편찬한 것으로, 首尾가 모두 聖賢의 格 인

데, 항목을 나 고 묶은 것이 人君의 學問과 治道에 가장 실합니다. 東史(東國

通鑑)의 강독이 끝난 뒤에 이것을 繼講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13)13)

라고 하여 동국통감에 이은 성학집요의 강독을 건의하 으며, 조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 다. 

이어 조 5년 윤7월  학연의 강독이 끝나고 동국통감 강독을 시작하

12) 규장각소장. 도서번호 奎3236.

13) 承政院日記 665책, 조 4년 7월 4일(癸丑) “聖學輯要一書 是先正臣李珥所編 

首尾皆聖賢格  而分門類彙 切於人君之學問 治道 俟東史之畢 又以是繼之 恐

爲合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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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시 繼講할 책자를 논의하 는데, 좌의정 李台佐와 우의정 李藪는 前年

에 이 좌가 성학집요 계강을 청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강독을 청하 다. 

조는 자신이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며 성학집요 진강을 결정하 다.14)
14)

이처럼 당시 진강은 신료 측에서 요청한 것이었고, 실제 다수 신료들의 지

지를 받았다.15)15)執義 魚有鳳은

신은 듣건  筵中에서 바야흐로 聖學輯要를 강하신다고 하는데, 先正의 이 책

은 규모가 하고 조리가 정 합니다. 經傳에서 리 채택하고 가끔 자기의 견

해를 덧붙여 에 드러내지 못한 바를 밝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高明하고 

達한 聖學으로 구구한 講說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6)16)

라고 하여 성학집요 진강이 의미 깊은 일임을 지 하 다. 尹鳳九 역시 

스승 권상하가 성학집요를 두고 항상 “이 책은 寒泉之編에 나란히 설 만하

다”고 평가한 것을 말하며, 조의 진강을 높이 평가하 다.
17)17)

조는 진강과 함께 이이에 한 표장도 병행하 다. 조 7년 12월 성학

집요를 진강하는 자리에서 

옛 에 禹王은 좋은 말을 해주면 을 하 는데, 나는 이 책에 해 한 경탄

을 치 못하는 바이다. 그 條理가 整齊하고 按設이 激切한 것을 볼 때, 先正이 그 

날 聖朝(宣祖; 필자주)에게 眷眷했던 바가 마치 나에게 직  말해주는 듯하다. 그 

사람과 같은 시 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18)18)

라고 하며 이이와 성학집요에 해 각별한 평가를 내리고, 이어 자손의 

14) 承政院日記 690책, 조 5년 윤7월 17일(己丑).

15) 신료 에서도 소론 쪽에서 진강을 극 추진하 으나 노론 역시 진강 자체에는 

극 찬동하 다. 다만 성학집요 진강의 상징성에 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

는데, 이에 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16) 英祖實  권29, 조 7년 6월 甲辰 “臣聞筵中 方講聖學輯要 先正此書 規模廣

大 而條理精密 博採經傳 間附己見 發前未發 明白昭晣 以聖學之高明洞達 宜無待

於區區講說”

17) 英祖實  권30, 조 7년 7월 戊寅.

    寒泉은 朱子가 近思 을 편찬한 寒泉精 를 말하는 것으로, 寒泉之編은 곧 근
사록을 가리킨다.

18) 英祖實  권30, 조 7년 12월 丁巳 “昔禹拜昌  予於此書 亦不勝敬歎 觀其條

理整齊 按說激切 先正當日之眷眷於聖朝  殆若親告於予 恨不得 其人同時也”



․ 英祖의 聖學輯要 進講과 정책 활용 309

有無와 사는 곳의 地名, 書院의 稱號 등에 해 질문하 다. 그리고 이이를 제

향하는 紫雲書院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 다. 

한 조 8년 정월에는

내가 선정의 紫雲書院 扁額을 쓰려고 했는데 孝宗께서 이미 賜額했다고 하니 

특별히 성학집요의 序文을 지어 表章하는 뜻을 보인다.
19)19)

라고 하며 이이에 한 존숭의 표 으로 성학집요의 서문을 썼다.
20)20)

이어 李宗城은 이이의 후손이 락하여 庶孫이 있을 뿐인데 前縣監 李綖이 

그 사람이라고 아뢰었고, 조는 그를 올라오게 하 다. 그러나 이연이 늙고 

병들어 오지 못하자 의정 洪致中은 該道로 하여  奉祀孫을 探聞하여 調用

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21)21)이 조치에 이어 조는 儒臣을 견하여 紫

雲書院에 치제하게 하 는데, 이에 해 英祖實 에서는 성학집요를 강독

하면서 친히 序文을 짓고 先正에게 感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 다.
22)22)

동년 2월 金在魯는 이이의 사손과 련하여, 당  이이의 증손인 李厚蒔

가 아들이 없으므로 宋時烈․朴世采가 의논하여 李綖을 그의 아들로 정하

고, 이연이 실제 제사를 주 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에 조는 그를 加資

하고, 그의 아들 李鎭五를 用하도록 하 다.23)
23)

한편 조 25년 두 번째로 성학집요가 진강되었다. 이 해 5월 조는 

내가 근일 召 에서 유신으로 하여  麗史提綱을 읽도록 했는데, 그래서 동궁

도 여사제강을 보았다고 한다. 다만 私覽과 講論은 다르니, 만약 고려의 역사 

에 異端을 숭상한 부분과 기타 非禮의 일을 보고도 경계로 삼을 을 몰랐다면 참

으로 민망하다. 나는 이 책을 강론하지 않고 先正이 찬술한 聖學輯要나 朱子語

類를 抄略한 것을 진강하고자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24)24)

19) 英祖實  권31, 조 8년 정월 丙寅 “予欲先正紫雲書院扁額 而聞孝廟已賜額 

故特製聖學輯要序文 庸示表章之意”

20) 조 8년에 御製序를 수록한 성학집요가 인간되었다. 규장각 소장 성학집요 
 <奎2161～2163>본이 이 때의 刊本이다.

21) 英祖實  권31, 조 8년 정월 丙寅.

22) 英祖實  권31, 조 8년 정월 庚午.

23) 英祖實  권31, 조 8년 2월 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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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혔다. 당시 조는 동왕 17년부터 소 에서 資治通鑑을 강독하

고, 조 24년 畢講이 가까워지자 여사제강을 계강하겠다고 밝히고 그 내용

을 훑어보았다.25)25)그리고 조 25년 4월부터 진강을 시작했다가 한달 여만에 

의 지 과 함께 단하 다.

조가 강독 교재를 바꾸려는 것에 해 徐志修는 두 가지 모두 좋다고 하

고, 李應協은 外祖 朴世采가 지은 程朱經筵故事를 추천하 다.26)26)이에 

해 洪啓禧는 

聖學輯要를 進讀  하면 先正이 말마다 經筵에 입시한 것처럼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語類의 경우 卷帙이 방 하여 진강이 어려울 듯합니다. 이것은 

分類한 책이니 다만 君德․治道․列朝 등의 篇만 進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7)27)

라고 하 고, 조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 다. 이에 따라 이듬해 정월까지 

소 에서 성학집요가 진강되었다. 

조는 동왕 35년부터 세 번째로 성학집요를 진강하 다. 그런데 성학집

요의 3차 진강은 이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종 의 진강이 신료의 극 인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 달리 3차 

진강은 조의 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다. 조는 세 번째로 성
학집요를 진강하는 데 부왕 숙종의 경연을 극 인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얼마 에 政院己卯日記를 가져다 보니 晝講과 召 를 자주 연 것으로 되어 

있어 참으로 숭모할 일이다. 올해 역시 己卯年이니 그 때의 주강과 소 의 책자를 

찾아 玉 에 문의했더니 주강은 곧 성학집요 고, 소 는 곧 宋鑑이었다고 한

24) 承政院日記 1044책, 조 25년 5월 13일(庚申) “予於近日召 時 使讀麗史提綱 

故東宮亦見麗史提綱云 只自私覽 講論有異 若覽麗史中崇尙異端處及其他非禮之

事 而不知爲可戒 則誠可悶也 予欲勿講此書 而以先正所作聖學輯要或朱子語類抄略

進講 未知何如”

25) 承政院日記 1030책, 조 24년 6월 18일(辛未).

26) 程朱經筵故事는 박세채가 숙종 8년 辭職疏와 함께 撰進한 것인데, 南溪集 권7 

～9에 ｢經筵故事｣라는 편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7) 承政院日記 1030책, 조 24년 6월 18일(辛未) “聖學輯要 若令進讀 則如先正

之日侍經筵 必有所益 至於語類 則卷帙浩大 有難進講 而此是分類之書 只以君德治

道列朝等編 進讀則好矣”



․ 英祖의 聖學輯要 進講과 정책 활용 311

다. 그 해를 만나 진강한 책자를 들으니 追慕가 무 간 하다. 성학집요는 내가 

단지 召 에서 하던 것이므로 講筵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권질이 무 많아 暮年

에 하기가 실로 어려우나 이미 追慕함을 드러내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28)28)

라고 하며 당시 소 에서 진강하던 近思  신에 성학집요를 진강하

도록 하 다. 곧 성학집요의 3차 진강은 계강 책자로 미리 비된 것이 아

니라 조의 격 인 결정에 따라 바로 실행에 옮겨졌던 것이다. 당시 조

는 승지에게 성학집요의 識를 불러 주면서 쓰도록 하 다.29)29)이에 따라 

기존의 어제서와 識를 함께 수록한 성학집요가 간행되었다.
30)30)

이에 수반하여 조는 재차 이이에 한 존숭을 표하 다. 조 36년 2월에

는 이 책에 선정의 뜻이 담겨 있어 직  듣는 듯하다며 특별히 禮官을 보내 

石潭書院에 致祭토록 하고 제문도 지어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31)31)당시 조

는 석담서원의 그림을 그려오도록 조치했는데, 이듬해 보고된 그림을 보면서 

敬意를 起시킬 곳이라고 평하기도 하 다.32)
32)

한 조 36년 11월에는 “先正의 성학집요를 강하고 감동을 일으킨다”

라고 命題하여 御製를 불러서 쓰게 하 다. 이에 해  조실록에서는 스스

로 힘쓰는 聖上의 뜻으로 殿壁에 붙이고 儒臣에게 명하여 玉 故事에 싣게 

하 다고 한다.
33)33)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진강은 각기 해당 시기에 진행된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정조는 즉  직후 선왕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선 왕의 사업과 실 은 곧 均役․蕩平․濬川이다.
34)34)

28) 承政院日記 1174책, 조 35년 10월 2일(己卯) “ 日取覽政院己卯日記 頻開晝

講召  猗歟欽仰 今年亦己卯 放其時晝講召 冊子 問于玉  則晝講卽聖學輯要 召

卽宋鑑云 逢其年 聞進講冊子 追慕宷切 聖學輯要 予則只召 爲之 故欲行講筵 

其卷浩多 暮年誠難 而旣已追慕 可無聊表”

29) 英祖實  권94, 조 35년 10월 癸未.

30) 규장각 소장 성학집요  <奎2119～2159>, <奎2164>, <奎5386>본이 이 때의 刊

本이다. 

31) 英祖實  권95, 조 36년 2월 甲辰.

32) 英祖實  권98, 조 37년 10월 己丑.

33) 英祖實  권96, 조 36년 11월 己巳.

34) 正祖實  권1, 정조 즉 년 5월 丙戌 “先大王事實 卽均役蕩平濬川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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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정 金陽澤이 조의 墓誌文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에 한 정조

의 언 은 조의  통치를 총 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조 스스로의 자의식을 정조가 충실히 계승한 평가 다. 조는 

50년 재  기간에 이룬 사업을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서 均役․濬川․蕩平이 그것이라고 시하 다.35)35)이 게 평가되는 사업이 모

두 성학집요의 진강과 시기 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조의 정치 운 과 사

상에서 성학집요와 이이의 사상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각각의 정책은 성학집요와 이이의 사상을 이념  기반으로 제

기․추진되고 있었는데, 이에 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1차 진강과 蕩平

숙종  진행된 성학집요의 진강은 甲戌換局 후 서인의 정당성을 인정하

고 그 연원이 되는 이이의 학문을 공인하는 작업이었다. 당시의 진강은 앞서 

己巳換局으로 文廟에서 黜享된 이이를 復享시키는 조치에 수반하여 이루어졌

다. 이 때문에 서인 에서도 기사환국 때 큰 화를 입은 老論의 상을 부각

시키는 의미가 있었다.36)
36)

숙종 말년 리 인 세자에게 성학집요 진강을 요구한 것도 바로 노론이

었다. 세자에게 성학집요 강독을 처음 요청한 趙聖復은 1721년(경종 1) 世

弟(英祖)의 리청정을 요구하는 疏를 올려 辛壬士禍의 발단을 열게 되는 인

물이다. 그가 리청정을 시작한 세자에게 곧바로 성학집요 진강을 추진한 

것은 각별한 정치  의미를 띠고 있었다. 곧 소론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인식

35) 御製濬川銘幷 序 “今予年八旬 人有問於予 曰近五十載事業何 予笑而答曰 三件

事” ; 英祖實  권121, 조 49년 12월 甲辰.

    한편 조는 탕평․균역․ 천 외에도 續大典의 편찬과 서얼을 청직에 등용한 

것, 여종의 공업을 없앤 것 등을 통치의 성과로 들기도 하 다(御製問業 藏書

閣 소장. 도서번호 K4-2225). 하지만 정조의 언 에서 보듯이 앞의 세 가지 사업

은 조의 통치에서 각별한 상을 가지고 있었다.

36) 숙종 의 진강 논의는 朴世采 등 소론이 보다 극 이었으나 남인과의 립이 

격화되면서 西人의 상징으로서 李珥나 聖學輯要는 오히려 노론 쪽에서 부각되

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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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세자에게 노론의 상을 공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권상하가 성
학집요｣의 진강을 극 추천한 것 역시 세자에게 숙종이 공인한 노론의 상

을 확인시키고, 노론을 주로 政界를 운 한 기조를 유지하도록 강조한 것이

었다.
37)37)

반면 조  성학집요 강 과정은 論이 주도하 는데, 여기에도 정치

 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38)38) 조 즉  직후부터 추진된 탕평책에

도 불구하고 발생한 戊申亂은 조의 왕통까지 부정함으로써 조에게 큰 어

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탕평책을 유지하기 해서는 격

화된 노․소간의 갈등을 합하는 이념  조처가 필요하 다.

당시 정국의 운 을 주도한 소론은 성학집요 진강을 蕩平의 상징으로 활

용하고자 하 다. 이 때 黨禍 극복을 한 調劑의 방안이 제시되면서 주목된 

인물이 바로 李珥 으며, 성학집요 진강은 그 이념을 확증하는 방안이 되었

다. 성학집요 진강이 한창이던 조 7년 10월 持平 趙尙行의 상소는 당시 

붕당  문제와 련하여 이이가 주목되었음을 잘 보여 다.

先正臣 文成公 李珥가 이미 東人․西人을 조정하자는 논의를 주장하 는데, 선

정신 文純公 朴世采가 문성공의 遺意를 追述하여 한 朋黨을 하는 것을 第一

義로 삼았습니다. 성상께서 즉 하신 이래 반드시 彼此를 합하고 物我를 없애서 

함께 화해를 이루게 하고자 하시니, 그 뜻은 매우 거룩하다 하겠습니다.
39)39)

에서 “彼此를 합하고 物我를 없애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곧 당시 조

가 극 으로 調劑를 시도하던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40)
40)

37) 숙종  후반기 노론 심의 정국운 에 해서는 鄭景姬, 1995 ｢肅宗後半期 蕩

平政局의 變化｣ 韓國學報 79 참조. 

38) 池斗煥은 戊申亂 직후 성학집요가 진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노론이 성
학집요의 진강을 주도하 으며, 이는 이이-송시열-김창 으로 이어지는 조선성

리학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평가하 다(池斗煥, 1996 앞의 논문, 141~143면). 하

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성학집요의 진강을 추진한 것이 이 좌를 비롯

한 소론이었음은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된다. 

39) 英祖實  권30, 조 7년 10월 辛亥 “先正臣文成公李珥 旣主調停東西之論 先

正臣文純公朴世采 追述文成遺意 亦以破朋黨爲第一義 聖上卽阼以來 必欲合彼此而

滌物我 同寅恊恭 意甚盛也”

40) 소론을 주로 하는 조 반의 정국운 에 해서는 鄭萬祚, 1983 ｢英祖代 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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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론의 수 던 이 좌가 성학집요 진강을 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  상징성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악된다. 그가 진강을 건의한 것은 무신

란 직후인 조 4년 윤7월의 일이었다. 그가 동국통감의 합성을 묻는 자

리에서 성학집요 진강을 미리 요청한 것은 소론이 연루된 무신란 후의 정국

을 조제의 방향으로 수습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5년 윤7월 성학집요 
진강이 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상기시키고 진강을 실 시킨 좌의정 이

태좌 역시 경종  세제의 代理聽政을 취소  하고 壬寅獄事를 처리한 소론의 

심인물이었다. 곧 성학집요 진강은 정계에 참여한 소론이 공감하는 탕평

의 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론은 이태좌의 아들인 李宗城에게서 더욱 극 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조 7년 10월 召 에서 

오늘날의 朋黨은 옛 의 붕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일 이 保合

의 이론을 개하 고, 하의 蕩平의 정치도 한 선정의 뜻과 같으니, 신은 본디 

무어라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41)41)

라고 하여 조의 조제 정책이 이이의 입론을 계승한 것이라 평가하 다. 

당시 소 에서 성학집요를 진강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종성의 주장은 

성학집요 진강과 연계된 것이었다고 단할 수 있다.42)
42)

물론 이태좌와 이종성은 성학집요의 서문을 쓴 李恒福의 후손이라는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성학집요 진강은 가문의 선양이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43)43)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탕평책의 방안이었음은 이후 이종성

의 제안에서 다시 확인된다.44)44)그는 성학집요 다음에 진강되었던 唐鑑이 

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蕩平基盤의 成立에 이르기까지｣ 震檀學報 56 
참조. 

41) 英祖實  권30, 조 7년 10월 癸丑 “今之朋黨 古之朋黨異 先正臣李珥 當爲

保合之論 殿下蕩平之治 亦如先正之意 臣固無間然”

42) 이종성은 앞선 6월의 召 에서도 제왕학을 한 교재로서 성학집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英祖實  권29, 조 7년 6월 丁未 “今 所講聖學輯要之

書 卽先正臣李珥所著也 以先正堯舜吾君之心 若使當今之時 勸勉吾君  當如何也”).

43) 진강 교재의 선택과 가문 의식의 상 성은 2차 진강 당시 李應協은 外祖 朴世采

가 지은 程朱經筵故事을 추천한 데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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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 계강할 책자로 宋時烈의 節酌通編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 때 

그는 金昌協의 朱子大全箚疑를 參用할 것도 함께 건의하 다.45)
45)

이종성의 건의는 노론의 학문  성과도 함께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다.
46)46)결국 무신난 이후 소론은 蕩平을 구 하는 장으로 경연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며, 성학집요 진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성학집요는 숙종 때 이미 노론과 소론을 保合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었다. 숙종은 동왕 22년 성학집요를 侍講院 원에게 內賜하 는데, 앞서 

소론의 수인 尹拯을 贊善으로, 노론의 수인 송시열의 수제자 권상하를 進

善으로 임용하 다. 당시 권상하에게 내사한 성학집요가 現傳하고 있음에 

비추어 윤증에게도 내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갑술환국 후 노론과 소론의 

립이 표면화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양자를 시강원에 임용하고 성학집요
를 사여한 것은 노론과 소론을 보합하는 매개로 그 의미를 활용하는 것이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47)
47)

하지만 조 3년 丁未換局으로 壬寅獄이 獄으로 환원되어 辛壬士禍에 

한 義理가 재조정된 상태 기 때문에
48)48)노론으로서는 조와 소론이 주도하

는 탕평정국에 비 인 입장을 띠고 있었다.49)49)성학집요 강 당시 大司憲 

44) 그는 조의 탕평책에 극 으로 기여한 소론의 심 인물로서, 후일 莊祖의 

묘정에 配享되었다.

45) 英祖實  권31, 조 8년 2월 丁未.

46) 김창 은 洛論의 핵심 인물로, 이종성의 건의는 노론과 소론의 조제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당시 분화를 겪고 있던 노론 내의 洛論과 湖論을 조제하는 상징성

도 지니고 있었다. 앞서 湖論의 핵심 인물인 韓元震의 건의에 따라 宋史, 宋
鑑 등을 진강한 바 있었다. 각 서 의 진강추이에 해서는 池斗煥, 1996 앞의 

논문, 139~140면 참조.

47) 윤정, 2006.6 앞의 논문.

    하지만 권상하에게 이것은 윤증에 한 사여와 별개로 노론에 한 인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48) 조  반의 정국운 과 탕평책의 개에 해서는 李熙煥, 1993 ｢英祖代 蕩

平策의 실상(上)｣ 全北史學 16 참조. 

49) 戊申亂 이후의 정국동향과 반탕평론에 해서는 鄭萬祚, 1986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論蕩平에서 論蕩平으로의 轉換｣ 歷史學報 111 ; 
崔完基, 1983 ｢英祖朝 蕩平策의 贊反論 檢討｣ 震檀學報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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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觀彬의 상소는 이를 극명히 보여 다. 

조 빈은 조가 탕평론에 혹되어 당을 제거하고 建極의 통치를 이루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비 하고, 억지로 조제하려 함으로써 군자도 

소인도 될 수 없는 蕩黨이라는 새로운 色目이 출 하 다고 논박하 다. 그리

고 이어서 

한번 蕩黨이 출 한 뒤로 氣象이 갑자기 바 고 風節이 엉망이 되어 군주의 원

수와 나라의 역 을 놔두고 서로 잊어버린 채 좋은 작만 내심 바라고 있으니 계

속 이 게 한다면 장차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나라는 나라의 도리를 못하

게 될 것입니다.
50)50)

라고 하며, 무신란 당시 정계에 있던 소론인사에 해 처벌을 요청하 다. 

이는 노론과 소론의 의리를 조정하려는 조의 정책이 결과 으로 의리의 혼

란을 래함으로써 무신란을 낳게 되었다고 비 한 것이었다.

조 빈은 세제의 책 과 리청정을 주장하다 睦虎龍의 告變에 의해 화를 

입은 노론 4 신 의 하나인 趙泰采의 아들이다. 사화 당시 3형제가 絶島에 

유배되었다가51)51) 조의 즉 와 함께 정계에 복귀하 다.52)52) 조 즉  후 4

신은 모두 復爵되었으나53)53)정미환국이 단행되면서 金昌集․李健命․李頤命은 

직이 추탈되었다. 다만 조태채는 鞫招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贈諡만 환수

되었다.54)
54)

조 5년 己酉處分으로 조태채와 이건명은 다시 작이 복구되었으나 案

에 자신과 자손의 이름이 나온 김창집과 이이명은 신원되지 않았다.
55)55)결국 

노론의 입장에서는 경종  建儲와 代理聽政을 청한 노론의 忠義가 완 히 인

정받은 상태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빈의 상소는 의리와 시비를 명

확히 하지 않는 소론과 조의 調劑保合에 한 노론의 반  입장을 변한 

50) 英祖實  권30, 조 7년 10월 丙辰 “一自蕩黨之出 氣像 變 風節蕩然 君讎國

賊 置之相忘 美官好爵 惟意所欲 若此不已 其 人不人而國不國矣”

51) 景宗實  권13, 경종 3년 12월 甲子.

52) 英祖實  권4, 조 원년 3월 甲辰.

53) 英祖實  권4, 조 원년 3월 庚子.

54) 英祖實  권13, 조 3년 10월 戊子.

55) 英祖實  권23, 조 5년 8월 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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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反蕩平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노론 역시 성학집요의 진강

에는 반 하지 않았다. 오히려 탕평을 의도한 소론과 달리 성학집요 진강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하 다. 성학집요의 진강은 갑술환국 후 

앞서 있었던 이이의 출향과 송시열의 賜死에 해 이들의 명분을 회복하고 

인정하기 해 실행된 것이었으며,56)56)세자에게도 이이의  學諸家集註로 학

문을 시작토록 한 바 있다.
57)57)

이것이 송시열의 嫡傳으로 평가되는 권상하가 숙종  후반 리 인 세자

에게 성학집요 강독을 요청한 배경이었으며, 조 의 권상하의 제자인 尹

鳳九가 성학집요 강독에 정 인 태도를 보인 이유이기도 하 다. 결국 성
학집요의 진강은 소론이 주도하는 기 탕평정국에 노론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념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가 성학집요의 진강을 허락한 것은 성학집요가 노․소의 연원인 

이이의 학문  정수로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악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것은 소론이 추진한 탕평의 논리와 통하는 면이 있

는 만큼 탕평에 한 노론의 비 은 큰 부담이었다. 이 때 조는 성학집요 
진강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의 입론을 넘어 자신의 입장에 더욱 부합할 수 있

는 논거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紀綱’의 강조 다. 

조는 성학집요를 진강할 당시 그 의미에 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나는 일 이 조정이 화합한 뒤에야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聖學輯要에 ｢安民｣章이 ｢紀綱｣章 다음에 있는 것을 보고서 나도 모르는 사

이에 惕然히 自省하 다.
58)58)

여기서 조정이 화합한다는 것은 노론과 소론의 조제를 뜻하며, ‘紀綱’은 바

로 그 방안이나 원칙이 되는 것이었다. 

56) 윤정, 2006.6 앞의 논문.

57) 윤정, 2004.12 ｢肅宗~英祖代의 세자 교육과  學 : 奎章閣 소장 소학 련 

서 의 분석｣ 奎章閣 27.
58) 英祖實  권30, 조 7년 12월 辛卯 “予嘗意朝著寅恊 而後生民可保也 今觀輯

要安民之章 次於紀綱章 不覺惕然而自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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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집요의 ｢爲政｣ 편은 總論, 用賢, 取善, 識時務, 法先王, 謹天戒, 立紀

綱, 安民, 明敎, 功效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조는 유독 ｢安民｣ 장이 

｢紀綱｣ 장 다음에 있는 것을 주목할 특징으로 꼽았는데, 이는 성학집요에 

한 그의 심이 어디에 을 두고 있는지 잘 보여 다. 곧 ‘紀綱’이 제왕 

통치의 궁극 인 목 이라 할 ‘安民’에 선행함을 강조함으로써 신료들에게 조

정의 기강을 세워 안민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성학집요 진강은 그러한 이념을 표명하는 자리가 되며, 이이에 한 표장

은 그 상징성을 극 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紫雲書院에 처음 치제할 당시 

조는

선정이 반드시 조정을 화해시키고자 하 던 것은 더욱 세상에 보기 드물게 서

로 感通하는 바가 있다.
59)59)

라고 하 다. 자운서원은 1650년(효종 원년) 賜額되었으며, 1713년(숙종 

39) 金長生과 朴世采를 배향하 다. 이이의 좌우에 김장생과 박세채의 패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노론과 소론의 연원으로 표상된다. 그 심에 

이이가 자리함으로써 자연히 노론과 소론의 조제를 상징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를 표장한 효종의 역할이 상정되기 때문에 국왕이 조정의 기강을 세운다는 

이념에 합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가 성학집요를 진강하는 

과정에 자운서원에 치제토록 하 던 것이다.

조는 이어서 성학집요의 御製序를 썼는데, 여기서 

지  그 책을 보니 세 번을 거듭 감탄하 는데, 紀綱과 安民은 우연히도 내 뜻

과 부합한다.
60)60)

라고 지 하 다. 어제서를 지을 때가 1차 진강을 마칠 시 임을 감안하면, 

진강을 마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해 御製序를 내리게 된 것이라 이해된

다.61)61)이러한 행 는 국왕 스스로가 이이의 사상을 직  평가하고 그의 학문

59) 英祖實  권30, 조 7년 12월 丁巳 “先正之必欲朝著寅恊 又曠世相感也”

60) 列聖御製 권34, 英祖 文, ｢聖學輯要序｣ “今觀其書 三復感歎 紀綱安民 偶合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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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결국 조는 1차 진강을 통하여 이이의 사상 가운데 ‘紀綱’을 調劑와 연결

지었고, 蕩平이 정치세력간의 조제 혹은 是非를 섞어 義理를 문란하게 한다는 

비 을 넘어서고자 하 다. 이는 정치의 궁극  목 인 安民의 정치를 실 하

기 한 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탕평은 궁극 으로 安民의 정책을 망하

는 것이었다. 이후 조는 안민의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한 

성학집요의 진강과 연계되어 있었다.

4. 2차 진강과 均役

조가 성학집요를 처음 진강하면서 강조한 것은 ‘紀綱’의 수립이었다. 이

는 국정운 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安民’을 한 제로 인식된 것으로서, 

탕평과 함께 安民을 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安民의 이념은 실에서 백성

에게 고통을 주는 사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극 인 更張과 變通의 모색

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이이는 국왕에게 안민을 한 극 인 경장의 시행

을 강조하 기 때문에62)62)안민을 목표로 하는 경장 정책의 추진에서 성학집

요의 진강이 그 토 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실제 조는 동왕 20년을 후해서 續大典의 편찬 등 여러 경장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핵심으로 평가되는 均役은 바로 성학집요의 2차 진강

과 시기가 맞물려 있었다. 이러한 시기  일치는 1차 진강이 기강에 바탕을 

둔 탕평의 실행과 연계된 것처럼 2차 진강 역시 균역의 시행과 연 됨을 짐

작  한다. 다만 탕평의 경우와 달리 균역의 시행 과정에서 성학집요가 직

 거론되는 모습은 약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그 연 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균역의 상이 되는 良役의 폐단은 숙종 부터 이미 논의되고 있었는데, 

조 1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 으로 變通 논의와 작업이 모색되었다.63)63) 조

61) 조는 숙종을 이어 ‘君臣分義’를 강조하면서 군주의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

는데(윤정, 2004.9 앞의 논문), 이것은 ‘立紀綱’의 입론과 상통한다.

62) 이이의 경장사상에 해서는 李丙燾, 1987 ｢栗谷의 思想｣ 韓國 儒學史 亞細亞

文化社 ; 李先敏, 1988 ｢李珥의 更張論｣ 韓國史論 18 참조. 

63) 조 에 진행된 양역변통론에 해서는 鄭萬祚, 1977 ｢조선 後期의 良役變通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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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생을 명분으로 극 인 양역변통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生民의 폐단은 良役보다 심한 것이 없다. 고요한 밤 궁궐에서 鄕民 隣族의 고통

을 생각하면 측은하고 슬  마음에 잠을 잊을 지경이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

고 法令이 행해지지 않아 道臣과 守令들이 因循만 일삼으니 良丁이 은닉되는 것이 

수만 가지나 된다. 이것이 어  백성들의 잘못이겠는가? 이는 곧 양역의 고통에 

비롯된 것이다.
64)64)

라고 지 하 다. 이는 양역 변통이 安民의 이념에서 제기되는 것임을 보여

다. 이후 조 18년 良役査正廳을 설치하여 국의 良丁 수와 각 軍門의 군

필 수를 조사하면서 변통을 한 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65)65)그리고 조 24

년 良役實摠의 완성과 함께 儒 論․結 法․戶 論․戶錢論 등 본격 인 

변통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작업의 실무자는 洪啓禧 으며 의정 趙顯命이 그를 지원하 다.
66)66)홍

계희는 이 당시 양역 변통의 실 에 결정 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었다. 양

역 변통에 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던 그는 忠淸監司로 재직하던 조 25

년에 변통 방안을 논한 책자를 올렸다. 당시 홍계희는 반  여론을 의식해 변

통을 강력하게 건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의 진달을 계기로 조가 책자

를 가져오도록 하자 이를 올린 것이다. 이것이 균역법 제정의 출발이 되었다. 

홍계희는 지 의 人才와 紀綱으로는 경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해, 李

珥가 기강에 해 논한 것을 인용하면서 善政을 행하고 賞罰을 분명히 하면 

기강이 설 것이라고 반박하 다. 한 양역 변통이 군액 증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지 과 련하여 이이의 十萬養兵說을 강조하기도 하 다. 조

議에 한 검토 : 均役法 성립의 배경｣ 동 논총 7 ; 鄭演植, 1985 ｢17․18세

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韓國史論 13 참조.

64) 英祖實  권42, 조 12년 11월 丙申 “生民之弊 莫若良役 靜夜九重 思鄕民隣

族之苦 顧 惻傷 幾乎忘寢 國綱解弛 法令不行 道臣守令惟事因循 良丁隱匿 窠臼

萬殊 此豈 民之過 卽由良役之苦”

65) 英祖實  권56, 조 18년 11월 己巳.

66) 英祖實  권71, 조 26년 6월 癸巳.

    이들이 균역법 제정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에 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金亨姿, 1997 ｢조선後期 趙顯命의 政治․經濟思想｣ 實學思想硏究 9 ; 鄭萬祚, 

2003 ｢澹窩 洪啓禧의 정치  生涯｣ 仁荷史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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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홍계희 등과 화를 마친 후 책자를 신에게 내려 숙독하도록 명하 는

데, 이는 균역법 실행에 한 조의 극 인 의지를 보여 다.67)
67)

이 과정을 보면 홍계희의 양역 변통론에서 이이의 경장론이 요한 토 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는 동왕 22년 黃景源이 栗谷全書의 간행을 주

청하자 홍문 에 명하여 이를 가져다 베껴 써서 들이라고 하 는데,68)68)곧이어 

홍계희의 발문을 수록한 율곡 서가 간행되었다.69)69) 조 25년에는 이이가 

諺解한 四書가 간행되었는데, 그 발문을 쓴 사람 역시 홍계희 다.
70)70)

이러한 사례들은 홍계희가 이이의 학문을 포장하는 데 극 으로 여했

음을 보여 다. 그는 바로 조 25년부터 성학집요가 두 번째로 진강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었다. 이를 통해 홍계희의 주장에 성학집요
를 매개로 제시되는 이이의 경장론이 토 가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홍계희와 함께 균역법 시행에 요한 역할을 한 조 명 역시 양역 문

제가 亡國의 폐단이라고 지 하면서

에 先正臣 李珥는 貢案의 변통을 청하는 말에서 “비록 변통해도 망하고 변통

하지 않아도 망한다면 차라리 변통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 습니다.
71)71)

라고 지 하 다. 그는 앞서 良役實摠을 편찬하여 국에 반행한 책임자

다.72)72)그런 그가 不産貢物의 分定을 명분으로 貢案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한 

이이의 말을 들어 변통을 강조한 것은 양역 변통의 실행에서 이이가 제기한 

공안개 론이 요한 선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73)
73)

67) 承政院日記 1047책, 조 25년 8월 7일(癸未).

68) 英祖實  권64, 조 22년 11월 庚子.

69) 규장각 소장 栗谷先生全書  <奎5004>, <奎5557>, <奎6798>본이 이 때의 刊本이다.

70) 규장각 소장본은 大學栗谷先生諺解(奎1448), 中庸栗谷先生諺解(奎1613, 奎

1614), 孟子栗谷先生諺解(奎417), 論語栗谷先生諺解(奎583)가있으며, 각각

에 모두 홍계희의 발문이 있다. 발문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71) 承政院日記 1056책, 조 26년 5월 17일(戊午) “在昔先正臣李珥 請變貢案之

曰 雖不變必亡 變之亦亡 毋寧變之之爲愈云云”

72) 英祖實  권58, 조 19년 7월 乙酉.

    양역실총의 규장각 소장본  <奎12210><奎 12211>본이 있는데, 후자가 조 

19년(1743) 7월에 작성된 것이고, 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73) 16세기 貢案 개 의 의미에 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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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 사업과 이이의 경장론 내지 성학집요의 진강이 히 계된다는 

것은 균역에 한 부정  평가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 26년 7월 조가 弘化門에 臨御하여 良役의 便否를 묻고 大 臣僚에게 

諭示한 기사에 첨부된 史評에는 다음 내용이 보인다.

변통할 때를 당하여 과연 이 일(內 司 : 필자 주)을 有司에게 맡기면 聖

德에 私心이 없음을 보일 수 있을 텐데, 大臣된 사람(우의정 鄭羽良: 필자 주)이 

를 청하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내수사에) 소속된 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음을 

말한다. 그 다면 李文成이 宣廟에게 하기를 청한 것은 과연 오늘날의 신만 

못해서 그랬겠는가? 신이 이러하니, 어떻게 國事를 도모하겠는가? 均役이란 동

쪽에서 쪼개서 서쪽에 보태주는 것인데 근본은 버리고 끝만 취하니 更張의 이름만 

있고 경장의 실속이 없어 얼마 되지 않아 폐단이 매우 컸으니, 슬  일이다.
74)74)

의 사평의 주된 논 은 균역이 실효가 없으며 경장을 하고자 할 때 보다 

요한 것은 內 司  같은 조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내수사 의 당 성을 뒷받친하는 논거를 

바로 이이에게서 찾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이는 성학집요에서 도출되는 

것이었다. 성학집요의 安民 장에서 이이는 有爲의 정치를 한 방안과 련

하여 

반드시 먼  內帑司와 內 司를 戶曹에 붙이고 국가 公共의 비용으로 삼아 私

財로 삼지 말아서 신민으로 하여  하께서 털끝만큼도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환히 우러러 보게 하십시오.
75)75)

라고 제시하 다. 사평은 이를 거로 삼아 균역을 비 한 것이다. 이에 비

추어 당시 양역 변통의 논의가 이이의 경장론을 토 로 추진되었음을 짐작할 

    高錫珪, 1985 ｢16․17세기 貢納制 개 의 방향｣ 韓國史論 12 ; 李東仁, 1997 ｢栗

谷의 經濟改革論｣ 韓國學報 87.
74) 英祖實  권71, 조 26년 7월 癸卯 “當此大變通之日 果若以此出付有司 則可

以示聖德之無私 而爲大臣 旣不能請罷 反 所屬無歸處 然則李文成之請罷於宣廟

 果不及於今之大臣而然耶 大臣如此 何以 國事 均役 破東補西 本就末 有更

張之名 而無更張之實 不旋踵而爲弊甚巨 嗟夫”

75) 栗谷全書 권25, ｢聖學輯要｣ 7 爲政 “必先以內帑及內 司 付之戶曹 爲國家公費 

不以爲私財 使臣民曉然仰睹殿下無一毫征利之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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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제 성학집요가 진강되는 자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경장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조 26년 진강 당시 조는 “先正의 일생 정신은 이 책에 

있다고 하겠다”라고 평가하 고, 검토  林錫憲은 이를 받아 “更張과 朋黨 두 

가지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 습니다”76)라고76)해석하 다. 이 화에서 강 

때의 이 朋黨인 데 응하여 강의 이 바로 更張에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어지는 화에서 조는 

宋 神宗은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것이 무 조 해서 바르지 않은 사람을 쓰게 

되었다. 先正이 壬辰年 무렵에 생존했더라면 倭變을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77)77)

라고 질문하 고, 林錫憲은 그가 살아 있었더라면 波蕩하는 지경에는 이르

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 다.

宋 神宗의 사례란 곧 王安石의 新法을 가리키며, 壬辰年은 곧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모두 체제의 정비라는 실  무와 련된 것이다. 양역 변통이 

추진되던 당시 조는 戶를 기 으로 부과하는 戶 論과 戶錢論에 호의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런데 호 론과 련하여 “戶錢의 폐단이 靑苗法 보다 더할 

것”이라는 비 이 제기되기도 하 다.78)78)곧 조의 양역 변통 방안이 왕안석

의 新法과 결부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왕안석은 人의 표 인 사례

로 인식되고 있었던 만큼,79)79) 조는 자신의 경장론에 한 이러한 비 을 극

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

이 때 주목받은 것이 바로 李珥이다. 이이는 숙종  서인의 종주로서 문묘

에 종사되는 등 그 상이 공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경장론은 그의 사후 

일어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기 상황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76) 英祖實  권71, 조 26년 정월 丁卯 “更張朋黨二事 尤眷眷致意矣”

77) 英祖實  권71, 조 26년 정월 丁卯 “宋神宗求治太銳 故任非其人 先正若在於

壬辰之世 則倭變何以周旋乎”

78) 英祖實  권71, 조 26년 7월 癸卯.

79) 池斗煥, 1993 ｢朝鮮前期 君子․ 人 論議 : 大學衍義 王安石論 심으로｣ 泰
東古典硏究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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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양역 변통을 추진하면서 이이의 경장론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써 신

법 제정에 따른 비 을 비켜갈 수 있었다. 

이 때 조는 왕안석을 등용한 송 신종과 이이를 비 으로 언 하고 있

다. 이것은 결국 자신은 왕안석을 등용한 송 신종과 같지 않으며, 자신의 경장 

정책은 이이의 경장론을 수용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성학집요 진강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직  보여주는 장이 되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인식은 국왕의 주도 인 상을 제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에서 왕안석을 직  언 하지 않고 그를 등용한 신종을 말한 것은 곧 경장 

사업의 주체가 국왕임을 지 한 것이다. 조는 당시 繼志述事의 이념을 통해 

국왕 주도의 정책 실 을 천명하고 있었는데,
80)80)이이의 경장론도 그를 존숭하

고 성학집요를 진강하는 국왕을 통해 구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균역법 시행 과정에서 숙종 의 양역변통론을 연계시키는 

데서도 드러난다. 조는 균역에 한 自評에서

이번에 원히 양역 1필을 감하기로 한 정사는 昔年에 백성을 불 히 여기시던 

뜻을 본받아 生民을 괴로운 도탄 속에서 구하고 昔年에 愛恤하던 盛德을 우러러 

답하려는 것이니 한 政府로 하여  諸道에 諭하도록 하라.
81)81)

라고 하 다. 여기서 “昔年”은 당시 논의 에 “昔年盛際 屢下良役釐正之

敎”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숙종 때 진행된 양역변통론을82)가리킨다.82)

흥미로운 것은 숙종 때 양역변통론에서도 이이  성학집요와의 연계성

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숙종 23년 李健命 등이 상소하여 양역의 폐단을 논

하면서 아울러 이이의 章과 進戒가 時務에 실한 것이 많으므로 東湖問

答 등을 睿覽하라고 권하 다.
83)83)숙종은 동년 4월부터 성학집요 진강을 시

80) 이에 해 조는 續大典․續五禮 의 편찬과 함께 동왕 22년 光廟御製訓

辭의 간행하여 ‘繼志述事’를 잘한다는 ‘善述’이념으로 국왕 주도의 경장론을 

면화 하 다(윤정, 2004.9 앞의 논문). 

81) 承政院日記 1058책, 조 26년 7월 9일(己酉) “今 永減良役一疋之政 體昔年

恤元元 欲濟生民於嗷嗷塗炭之中 仰答昔年愛恤之盛德 亦令政府 諭諸道”

82) 숙종  양역변통논의에 해서는 鄭萬祚, 1990 ｢肅宗朝 良役變通論의 展開와 良

役 策｣ 國史館論叢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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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상태 다. 이건명 등이 이이의 표  술인 성학집요 신 그의 

章이나 東湖問答을 언 한 것은 성학집요가 이미 진강되고 있었기 때문이

다. 곧 이 상황에서 이이의 다른 술도 열람함으로써 時務와 련하여 그의 

경장론을 더욱 극 으로 수용할 것을 청한 것이다. 이로 보아 당시 성학집

요 진강이 이건명 등의 양역 변통 상소에 직 인 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숙종은 동왕 28년에 양역의 변통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良役이 과 하니 비록 잠깐 사이에 變通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계속 因循해서는 안된다. 宰臣 한 사람을 가려 그로 하여  담  하여 장

구하게 변통해야 할 것이다.
84)84)

의 지 이 있기 前年에 성학집요의 진강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 듯이 양역 변통을 청한 이건명 등의 상소에서는 경장의 이념  기반

으로 이이가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숙종이 양역 변통의 필요성을 피

력하게 되는 데는 성학집요의 진강이 요하게 작용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조의 표 인 사업의 하나로 꼽히는 균역법 시행에도 동시기

에 진행된 성학집요 진강이 직  연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균역은 기

강에 이은 안민의 이념을 실 하는 표 인 정책이었거니와 그 례가 된 

숙종 의 양역변통론도 성학집요의 진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조

는 그러한 례를 제시함으로써 변통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왕의 주도  역

할을 강조할 수 있었다. 이는 3차 진강과 천 사업의 시행에서 더욱 두르러

지게 나타나게 된다.

5. 3차 진강과 濬川

조는 동왕 35년 세 번째로 성학집요를 진강하 는데, 이는 숙종에 한 

83) 肅宗實  권31, 숙종 23년 5월 辛巳.

84) 肅宗實  권36, 숙종 28년 6월 庚午 “我國良役苦重 雖非立談間所可變通  而

更勿一向因循 擇宰臣一人 使之 管 從長變通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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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慕를 명분으로 한 것이었다. 조는 성학집요 진강을 결정한 며칠 후

지  강독하는 聖學輯要는 先正이 매번 章末에 반드시 여러 번 致意하 으니 

先正의 用工을 략 볼 수 있다. 지난 己卯年에 강독한 책자를 지   진강하니 

마음이 매우 슬 다. 序文은 壬子年에 지은 것인데 거의 30년이 지난 뒤에 어  

오늘 이 책을  진강하리라 생각했겠는가
85)85)

라고 하 다. 여기서 己卯年은 숙종 25년의 진강을 말하는 것이며, 壬子年

의 서문이란 1차 진강 당시 자신이 지은 성학집요의 서문을 말한다. 이 당

시 조는 숙종이 진강했던 책자를 직  사용하 는데, 이는 숙종의 례를 

명분으로 한 진강의 정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86)86)

조는 이러한 의식을 담아 진강 당일 識를 써서 성학집요에 추가하

다. 이 소지에서도 60년 에 숙종이 행했던 진강을 회상하며 그에 한 추모

의 마음을 표 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己卯年에 法筵에서 진강한 것으로 지난번 政院日記에서 보았다. 

오늘 비로소 召 에서 始講한다. 侍湯하는 에 우러러 法講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 에서 강독하는 소리와 高低에 차이가 있어 가르침이 된다. ( 략) 아 옛날의 

己卯年에는 내가 6세 는데, 지 은 66세이니 다시 己卯年이 돌아와 이 책을 이어 

읽으니 추모하는 감회가 마음 속에 갑 이 된다. 壬子年의 序文에서도 한 諭示

하 으니 마치 先正을 卷中에서 마주하는 듯하니 이 일이 우연이 아니다.
87)87)

의 언 을 통해 조는 숙종이 성학집요를 읽은 지 60주년이 되는 것

85) 承政院日記 1174책, 조 35년 10월 6일(癸未) “今講聖學輯要 先正 每於章末 

必三復致意 先正之用工 槪可見矣 去己卯所講之冊子 今又進講 心甚愴然 而序文 

乃壬子所製也 近三十年後 豈意今日 又講此冊也”

86) 조는 선왕의 사 을 재 하여 정치  효과를 배가하 다. 동왕 23년 宣祖의 

玉帶를 차고 과거를 설행하 는데, 이 때도 숙종이 그 띠를 두르고 朝參을 행한 

것을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 이에 해서는 윤정, 2005.6 ｢18세기 景福宮 

遺址의 행사와 의례 : 조 를 심으로｣ 서울학연구 25 참조.

87) 聖學輯要 識 “噫 是書去己卯年進講法筵  覽政院日記 今日 始講召  而侍

湯中 仰聞法講 召 講聲高低有異爲敎 ( 략) 噫 昔之己卯 卽予六歲時 而于今六

十六 重回己卯 繼讀此書 追慕之懷 一倍于中 壬子序文中亦諭 怳若 先正於卷中也 

事不偶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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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념하여 세 번째로 성학집요 강독을 시작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숙종의 진강은 동왕 23년부터 27년까지 행한 것이었다. 굳이 그가 

숙종 25년을 지목하여 60주년을 기념한 것은 당시 자신이 侍湯하면서 강독하

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거로 삼은 것이었다. 이는 숙종에서 자신으로 이어

지는 왕통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정책을 숙종에 한 

繼述로 제시하는 조 정치사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88)88)

이와 함께 조는 壬子年의 서문을 함께 제시하면서 “先正의 用工”, 혹은 

“先正을 卷中에서 하는 듯하다”라고 하여 이이와 그의 학문을 상기시키고 

있다. 실제 조는 진강 과정에도 “先正의 惓惓한 뜻이 이 책 한 편에 실려 

있어서 마치 친히 듣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89)
89)

이처럼 조가 진강의 계기로서 숙종에 한 추모를 말하고, 이이에 해 

거듭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당시 진강이 조가 추진하는 정책과 히 

연 됨을 시사한다. 그것은 바로 濬川 사업으로 악된다. 

성학집요의 3차 진강과 천 사이의 계는 우선 시간  일치에서 분명

하게 확인된다.
90)90) 천 사업은 실행하기 몇 년 부터 도성민의 의사를 확인

하는 차를 거친 뒤 조 35년 10월에 실시를 한 비 작업에 들어갔다. 

10월 6일 조는 창경궁의 明政門에 나아가 朝參을 행하면서 천에 한 조

정 신료와 五部 坊民의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洪鳳漢․李昌誼․洪啓禧를 濬

川 上으로 삼고, 그 節目을 講定하도록 하라고 명하 다.91)91)이는 곧 천 사

업이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행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같은 

날 조는 성학집요의 識를 쓰고 3차 진강을 시작하 다.
92)92)

88) 양조의 繼述 이념에 해서는 윤정, 2004.9  앞의 논문 참조.

89) 英祖實  권95, 조 36년 2월 甲辰 “先正惓惓之意 載於一篇 今若親聞 特遣禮

官 致祭於石潭書院 祭文當製下矣”

90) 천 사업의 시행과정에 해서는 廉定燮, 1998 ｢조선후기 한성부(漢城府) 천

(濬川)의 시행｣ 서울학연구 11 참조. 

91) 英祖實  권94, 조 35년 10월 癸未 “以洪鳳漢李昌誼洪啓禧 爲濬川 上 命講

定節目”

92) 英祖實  권94, 조 35년 10월 癸未 “上御熙政 召  講聖學輯要 仍命承旨 

呼寫聖學輯要 識”

    성학집요의 진강이 朝參과 천당상 임명 사이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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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간  일치는 탕평과 균역이 그러했듯이 천 사업을 실행하면서 

성학집요 진강을 극 으로 활용하 음을 의미한다. 이 때 숙종의 진강과 

추모를 계기로 삼은 것은 바로 군주의 정책 주도권을 천명하려는 의도로 풀

이된다. 

술했듯이 조는 균역법 시행 과정에서 숙종의 례를 바탕으로 함으로

써 국왕의 정책 주도를 드러내고자 하 다. 숙종의 례를 면에 내세운 성
학집요의 3차 진강과 같은 날에 천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한 국왕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표 하는 것이었다. 

성학집요의 3차 진강과 천 사업은 실행 방식에서도 요한 공통 분모

를 가지고 있었다. 성학집요의 3차 진강은 신료들의 건의가 계강 책자에 

한 논의 없이 조가 격 으로 결정하여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바로 숙종의 진강 60주년이었고, 이를 산정하는 거는 자신의 시탕이었다. 진

강의 상과 시 , 의미가 모두 국왕 조의 주도  에서 규정되었던 것

이다.

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악된다. 균역과 천은 모두 기강에 이은 

과제로 제시된 안민의 표 이었다는 공통 을 지닌다.
93)93)그런데 균역의 경우 

기존의 제도에 한 변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료들의 논의를 거

쳐 입안되었다. 반면 천은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을 국왕 조

가 직  입안하여 실행한 것이었다.

조는 천에서 신료들의 상소나 건의에 의거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이 

직  백성들에게 그 便否를 물은 뒤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

가 천의 실행에 백성의 직 인 참여를 유도하 다. 조는 천당상을 임

명한지 10여일 후 천당상과 오부 坊民을 불러

도랑을 내는 한 가지는 오직 백성을 한 것이다. ( 략) 희들은 昔年의 遺

民이니 이 말을 들으면 어  감동하지 않을까? 일하러 가려는 자가 自願하여 해당 

部에 成冊하고 나에게 보고하면 그 多寡를 보고 군주의 誠과 不誠, 백성의 樂과 

93) 廉定燮은 천사업에 하여 民本을 최우선으로 표방하는 王政의 상징 인 작업

으로 국왕 조가 민본의 이념을 면에 내세웠다고 평가하 다(廉定燮, 1998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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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樂을 알 수 있을 것이다.
94)94)

라고 하 다. 천의 목표가 安民을 한 것임을 제시하면서 백성의 호응을 

유도한 것이다. 이어 조는 오부의 원과 천당상을 불러 成冊한 인원을 

확인하 으며,95)95)한 달 후 성책된 인원이 1만 명이 넘자 民들을 직  면

하여 로하 다.96)96) 천은 다음 해 2월 역사를 시행하여 한 달여 만에 종료

되었다. 

이처럼 천 사업이 백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행하게 된 것은 국왕 주도

의 정책에 한 신료들의 비 론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그런 만

큼 정계의 활발한 논의를 거친 균역에 비해 “국왕의 주도”라는 속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었다. 

이에 해 천에 한 신료들의 시각은 비 이었다. 천당상의 임명 당

일 儒臣 金應淳은

地利가 人和만 같지 못하니, 지  만약 正心의 공부를 더 힘써서 만민을 바르게 

하는 功效가 더욱 드러나게 하면 川渠가 개통되고 되지 않고는 근심할 바가 아닙

니다.
97)97)

라고 하여 正心하는 공부, 즉 聖學의 연마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 다. 그의 

주장은 군주의 修身이 통치의 근본임을 강조해온 통 인 聖學論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구체 인 정책 수행에서 국왕보다는 신료의 주도

 치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98)98) 조의 천에 한 비 에서 통 인 성학

94) 英祖實  권94, 조 35년 10월 壬辰 “濬渠一節 其惟爲民也 ( 략) 爾等亦昔

年遺民 聞此而豈不感動乎 爾等其欲赴  自願成冊于當部 以聞于予 觀其多寡 可知

其君之誠不誠 其民之 不 ”

95) 英祖實  권94, 조 35년 10월 戊戌 ; 英祖實  권94, 조 35년 10월 庚子.

96) 英祖實  권94, 조 35년 11월 乙丑.

97) 英祖實  권94, 조 35년 10월 癸未 “地利不如人和 今若加勉正心之工 使正萬

民之效益著 則川渠之開不開 非足可慮矣”

98) 君主聖學論과 臣權 주도론에 해서는 金駿錫, 1990 ｢正統朱子學派의 政治社

論; 宋時烈의 勢道政治論과 賦稅制度釐正策｣ 東方學志 67 ; 鄭在薰, 1998 ｢조

선 기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 震檀學報 86 ; 김인호, 1999 ｢여말선  군주

수신론과 大學衍義｣ 역사와 실 29 참조. 



330 韓 國 文 化 38 ․

론이 제시되는 것은 결국 천 사업이 조의 정책 주도권을 극명하게 드러

내는 사안이었음을 짐작  한다.

한 조는 동왕 36년 4월 奉朝賀 兪 基를 불러 천 사업이 잘한 일인

지 물었다. 유척기는 백성의 노역과 소용경비, 쌓아둔 모래가 다시 흘러 들어

갈 것을 들며, 그 실효에 해 의문을 제기하 다. 이에 해 조는  

지혜로운 자가 보면 지혜롭다고 하고 어진 자가 보면 어질다고 하는 법인데, 경

은 좋지 않은 일이라 하고 나는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 뒤로는 한 삽도 동

원하지 않아도 백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99)99)

라며 유척기를 내보냈다. 조는 유척기가 당  천에 호의 이었기 때문

에 좋은 평가를 기 했으나 상과 달리 비  태도를 보이자 그의 자질까

지 공격하 던 것이다. 

이처럼 조는 천에 해 군주 주도의 정책 구 이라는 에 상당한 의

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조는 동왕 36년 3월 濬川의 종료와 함께 조는 

천당상인 홍계희로 하여  사업과정을 정리하여 濬川事實이라는 이름을 내

리고 서문을 지어 책자로 묶게 하 다.100)100)이것은 천의 사 을 길이 남기기 

한 조의 의도를 보여 다.

천 사업에서 첨 하게 나타난 군주 주도에 한 인식은 이이와 성학집

요에 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투 되고 있었다. 곧 그에 해 높이 평가하

면서도 그 이념의 정책  발 에 해서는 국왕의 주도권을 제로 삼고 있

었던 것이다. 조 36년 정월 성학집요를 진강하던 에 

先正이 革弊를 논한 이 심히 통쾌하여 諸葛亮의 氣像을 그려내었다.101)
101)

라고 평가하 다. 이것은 일차 으로 이이의 경장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지만, 그를 굳이 제갈량과 견  데는 군주의  상이라는 제가 깔려 

 99) 英祖實  권95, 조 36년 4월 甲申 “智 見之 之智 仁 見之 之仁 以卿

之 之不善矣 以予 之 之善矣 今後不煩一鍤 可期百年”

100) 英祖實  권95, 조 36년 3월 辛酉.

101) 英祖實  권96, 조 36년 1월 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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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당시 諸葛亮은 군주에 해 충성을 견지한 상징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숙종은 월에 있는 단종의 莊陵 경내에 있는 死六臣의 사당을 옮겨야 한다

는 지 에 해 武侯(諸葛亮)의 사당이 昭烈帝(劉備)의 묘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杜甫가 “一體君臣祭祀同”이라고 노래한 것을 들며 그 로 두어도 무방하

다는 입장을 보 다.102)
102)

그런데 조 34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장릉을 심하고 돌아

온 洪象漢은 장릉의 火巢 안에 자리한 死六臣의 彰節祠를 옮길 것을 요청하

다. 조는 숙종과 마찬가지로 杜詩의 “一體君臣祭祀同”이라는 구 을 인

용하고, 사당을 옮기지 말라고 명하 다.
103)

103) 조는 “武侯에 이르러서는 忠孝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神과 같다”104)고104)격찬하고 있다. 

이로 보면 조의 성학집요 진강과 연계하여 이이의 경장론에 해 제갈

량과 같은 충의로 평가한 것은 그에 한 존숭의 표 이자 그의 이념을 수용

하여 구 하는 주체로서 국왕 자신의 상을 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

은 革弊라는 실  사안을 통해 구 되는 것이었는데, 이 당시 조가 폐

의 구체 인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천이었던 것이다.
105)105)

이처럼 천 사업은 국왕이 주도하는 안민의 구 이라는 측면에서 조가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는 기강을 세운 뒤 안민을 실 한다는 성학

집요의 논리에서 균역과 함께 안민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보다 극 으로 

국왕의 정책 주도권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조는 숙종이 성학집요를 진강

하던 기간  자신이 侍湯하던 숙종 25년을 거로 60주년을 기념하여 3차 진

102) 윤정, 2004.6 앞의 논문.

103) 윤정, 2005.6 앞의 논문.

     이후 정조 에도 동일한 논의가 지속되는 등 제갈량은 소열제와 연계되며 충성

의 표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104) 英祖實  권111, 조 44년 7월 甲辰 “至於武候 則不但忠孝 其智如神”

105) 천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다는 의미와 함께 도성에 

몰려드는 貧民에게 노임을 지 하여 생계를 마련  함으로써 도성의 치안 문제

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다. 당시 서울의 도시 문제와 천 사업

의 의의에 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추세와 도시문제 발생｣ 역사와 실 28 ; 
유승희, 2005 ｢조선후기 청계천의 실태와 천작업의 시행｣ 도시역사문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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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단행하고 같은 날 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이념을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6. 맺음말

이상에서는 조  세 차례 진행된 성학집요 진강을 같은 시기에 이루어

진 주요 정책으로서 각기 蕩平, 均役, 濬川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검토된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학집요는 숙종에 의해 처음 진강되었는데, 숙종 말년에는 代理 인 세

자에게도 진강이 요청되었으나 실 되지는 않았고, 경종 에도 진강되지 않았

다. 이에 해 조 에는 세 차례에 걸쳐 진강이 이루어졌다. 

성학집요의 1차 진강은 조 4년 李光佐가 東國通鑑에 이어 성학집요
를 강독할 것을 청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진강은 신료 측에서 요청한 것이

었고, 노론과 소론 모두 지지하 다. 조는 李珥에 한 표장을 병행하여 紫

雲書院에 제사하고 奉祀孫을 찾아 錄用토록 하 다. 한 이이에 한 존숭의 

표 으로 성학집요의 서문을 썼다.

2차 진강은 조가 강독 이던 麗史提綱에 문제가 있다고 지 하며 

안으로 열거한 책자 에서 洪啓禧가 성학집요를 극 추천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그리고 3차 진강은 숙종이 성학집요를 강독한 지 60주년이 되는 것을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조는 이를 기념하여 진강의 의의와 추모의 마음을 담

은 識를 지어 함께 간행하 다.

조의 성학집요 初講은 소론이 탕평의 상징으로서 李珥에 주목한 데 따

르는 것이었다. 이 좌가 성학집요 진강을 미리 요청한 것은 소론이 연루된 

戊申亂 후의 정국을 調劑의 방향으로 수습하려 한 것이었다. 조는 丁未換局

과 무신란, 그리고 己酉處分으로 이어지는 정국 변동 속에서 소론의 논리를 

수용하여 탕평을 극 추진하면서 그 이념  기반으로 이이와 성학집요에 

주목하 다. 이에 해 노론은 탕평이 원론 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蕩黨이

라는 새로운 色目만 만들어냈다며 강하게 비 하 다. 하지만 반탕평의 기조

에도 불구하고 노론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매개라는 에서 성학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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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에는 반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는 성학집요를 통해 노론과 소론의 입론을 넘어 자

신의 입장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논거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紀綱’의 강

조 다. 곧 성학집요에 ｢安民｣장이 ｢紀綱｣장 다음에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료들에게 기강을 세우는 정책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 다. 조는 이러한 인

식을 御製序에 담아 간행토록 함으로써 그 의미를 극 화시켰다. 

성학집요의 2차 진강은 朋黨과 함께 이이가 특히 유념한 사항으로 지목

된 更張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는 紀綱의 다음 과제인 安民의 표 으로, 조

가 마련한 구체 인 방안은 바로 均役이었다. 조 10년부터 본격화된 良役 

變通 논의는 조 24년 良役實摠의 완성에 이은 균역법의 시행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 작업의 실무자는 洪啓禧 으며 의정 趙顯命이 그를 지원하 는데, 이

들은 공통 으로 이이의 학문을 존숭하고 그의 경장론에 주목한 인물들이었

다. 한 양역 변통의 실질성에 해 비 을 가한 史評은 성학집요의 ｢安民｣ 

장에 실린 內 司  주장을 비 의 거로 삼고 있었다. 이는 당시 균역을 

둘러싼 논의에서 성학집요가 논리  바탕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 다.

실제 성학집요가 진강되는 자리에서도 경장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조는 宋 神宗과 李珥를 로 들며 경장에 한 의견을 피력하 는데, 

이는 그가 변통 방안으로 염두에 둔 戶錢論에 해 王安石의 靑苗法보다 심

하다고 비 하는 주장에 한 반박이었다. 조는 왕안석과 이이, 신종과 자신

을 비함으로써 人을 등용한 신종과 달리 이이의 입론을 수용한 자신의 

경장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 다. 이것은 국왕의 정책 주도에 한 인식을 

반 하거니와 숙종의 양역변통론을 례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특히 

숙종 의 논의 한 성학집요의 진강과 무 하지 않았던 만큼, 조의 성
학집요 진강은 균역에 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개가 될 수 있었다. 

조 35년의 3차 진강은 앞서 성학집요를 진강한 숙종에 한 추모를 명

분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천 사업과 연계되어 있었다. 濬川 上을 임명하고 

節目을 講定하도록 한 것과 같은 날에 3차 진강이 시작된 것은 양자의 계

를 단 으로 보여 다. 다만 1, 2차 진강의 경우 성학집요를 통해 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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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의 입론이 蕩平이나 均役 사업의 이념  토 를 제공하는 형태 다면, 3

차 진강과 천 사업은 군주의 주도  단과 실행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었다.

성학집요의 3차 진강은 신료들의 건의나 교재 선정을 한 논의를 거치

지 않고 조의 독자 인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천 사업 역시 철

하게 조 자신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왕이 직  주체

가 되어 安民을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에 해 신

료들이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평가 하한 것과 달리 조는 천의 성과를 

자부하고 있었다. 

천에 한 조의 태도는 자신의 안목으로나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는 태도, 곧 “국왕의 주도  단”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 다. 이에 

맞추어 이이의 경장론에 한 이해도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하는 군주의 역할

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이이의 革弊 논의를 諸葛亮에 견  것은 그 

표 이었다.

이처럼 성학집요의 진강은 조의 정책에 요한 이념  토 를 형성하

고 있었다. 그것은 궁극 으로 국정 운 의 주체로서 국왕의 상을 화하

는 君師 이념을 배태시킨 과정이자 토 로 평가할 수 있는데,106)106)이와 련하

여 성학집요의 내용  특질  君師 이념과의 상 성 등에 해서는 본고의 

성과를 바탕으로 별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필자 : 경상 학교 강사)

주제어 : 聖學輯要, 蕩平, 均役, 濬川

투고일(2006.11.1),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0)

106) 조와 정조의 君師 이념에 해서는 李泰鎭, 1992 ｢正祖의 大學 탐구와 새

로운 君主論 : ｢題先正晦齋讀大學或問卷首｣作 의 배경｣ 李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大同文化硏究叢書 11 ; 정경희, 1999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 韓
國學報 97 ; 金文植, 2000 ｢君師 正祖의 敎育政策 硏究｣ 民族文化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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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yal Jingang/進講 Lectures of the text Seonghak 
Jibyo/聖學輯要 in the presence of King Yeongjo/ 
英祖, and certain Policy Initiatives launched by him

－ Topics of Tangpyeong/蕩平 politics, Gyunyeok/均役 tax system 

and Dredging projects(濬川) －

Yoon, Jeong * 

107)

Lectures of the task Seonghak Jibyo/聖學輯要 in the presence of King 
Yeongjo were arranged for total of three times during his reign, and each 

time the arrangement was related to certain key projects that were led by 

King Yeongjo himself and well underway at the time. 

During the first lecture, from reading Seonghak Jibyo, King Yeongjo 
became interested in the notion that official discipline('紀綱') must come 

first before appeasing the people('安民'). So interested, he based his Tangpyeong 

-chaek/蕩平策 policy(policy for governmental officials' appointments) upon 

that very notion. 

During the second round, he concentrated his attention upon the chapter 

of Reformation(Gaengjang-ron/更張論) inside Seonghak Jibyo,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King's design of the Gyunyeok/均役法 system of 

taxation and human forces mobilization.

The third round was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King Sukjong's first reading of Seonghak Jibyo in a royal lecturing 
session. And the arrangement was also related to the dredging project that 

* Lectur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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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launched at the time. The royal lecture served as a launchpad 

revealing the King's intentions and plans for the project. 

The royal lectures of Seonghak Jibyo provided King Yeongjo with 
crucial information and ideological inspiration for devising his key projects 

and policies. And they also served as opportunities reinforcing the image of 

the King and establishing it as a teacher and a master(君師) who were in 

ultimate charge of National ruling.

Key Word : Seonghak Jibyo(聖學輯要), Tangpyeong politics(蕩平), 

Gyunyeok tax system(均役), Dredging projects(濬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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