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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 성종시대는 『경국대전』의 반포로 국정운영의 틀이 제도화의 완성으

로 안정화되어가던 태평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왕조초기의 창업과정에서 배제된 온건파 

사대부들이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하면서 잠재적으로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었던 시

기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성종시대의 정치적 긴장과 대립을 훈구와 사림의 두 정

치세력간의 대립으로 보거나, 국왕·대신·대간 사이의 정치적 정립구도(鼎立構圖)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이 시기의 정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그러한 구도 

속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지녔던 ‘이념’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본 논

문에서는 훈구와 사림이라는 정치세력간의 대립이나 그들 가운데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정치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

었는가에 착목하여 국왕과 대간·대신 사이에 전개된 정치적 담론을 살펴본다. 이를 통

해서 왕조의 창업 초기에 있었던 권력문제와 제도화의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유교이념

의 내면화가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사풍의 교화를 둘러싼 심술논쟁이 권

력투쟁과 결합되면서 정치가(관료)들의 내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대간들의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화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신과 대

간을 포용하고 화(和)를 추구하였던 성종의 리더십을 ‘포황(包荒)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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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성종시대를 포함하는 15세기 유학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선사의 그 어느 시기보다

도 박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 두 가지 점이 제시된다. 첫째는 이 시기 사상계

를 장악했던 관학파 유학자들은 학문보다 시무(時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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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16세기 이후 사상사적 의미를 가진 집단으로 등장하는 사림파를 위주로 이 시기의 유학사

상을 해설하려는 시각 때문이다.1) 그 결과 소위 ‘여말선초’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15

세기를 여말의 연장선으로 보고,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과정을 설명하면서 사림정치의 

문을 연 조광조로 넘어가고 있다.2) 이와 유사한 관점은 공론(公論)의 운용이나 대간의 언

론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난다. 즉, 15세기 말 공경(公卿)을 중심으로 한 언론운용에서 탈피

하여 16세기에는 사(士)를 공론의 주체로 파악하는데 이르고 사림정치로 전환해간다고 설

명된다.3)

최근 성종과 연산군의 정치에 관한, 특히 성종시대의 ‘태평’에 뒤이어서 전개된 연산군

시대의 ‘폭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사

림파의 등장에 따른 훈구파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통설이었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종집권 후반기의 변화를 훈구대신과 대간(삼사)의 대립구도 속에서 대간

으로 등장한 사림파의 성장과 관련하여 설명한다.4)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종대의 태평과 

연산군대의 폭정이라는 이분법으로부터 탈피하는 시각도 있다. 즉 연산군은 성종대에 후

퇴한 왕권의 원상회복과 강화작업을 추진하다가 불행히도 폭군으로 몰렸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연산군을 위한 변명’의 연장선상에서 성리학의 명분을 내세우며 왕을 능멸하고 자

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권신들에 대항하여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 ‘대왕’으로 

  1) 김홍경(2005)은 관학파의 ‘학문적 미성숙’과 사림파의 ‘도통론적 시각’에 입각한 평가를 15세기 
유학사상에 대한 연구미진의 사유로 제시하면서 그 이후의 관학파의 사상을 철학사상과 경세
사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한 후, 사림파의 등장과 그 주요인물을 설명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연구로는 윤사순(1997), 금장태(1999), 유초하(2009) 등을 들 수 있다.
  3) 남지대(1985, 110)는 조선초기의 실직(實職)을 위주로 한 정치운용이 16세기 성종·연산군대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공론을 매개로 하는 사림정치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성종년간에는 초반의 
세조공신계 원상세력의 지나친 팽대를 왕권의 회복과 비공신계 신진세력의 등용으로 견제하면
서 중반이후 세력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간 잠정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이러한 연구로는 최이돈(1996), 진덕규(2002), 최승희(2002), 최연식·이지경(2005), 강광식
(2009) 등을 들 수 있다. 필자 역시 그러한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
장이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소위 사림파로 이야기되는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을 등용하고 언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치지형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교화의 정치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군주 성종의 의지가 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하여서는 방상근(2011a; 2011b)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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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5) 또한 이러한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성종의 집

권후반기 삼사(三司)의 위상 제고와 정치적 정립(鼎立)구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되기도 한다.6)

그러나 필자는 그동안 성종시대와 15세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선행연구들에서 간과

되어왔던 측면, 즉 왕조초기의 권력투쟁과 제도화의 문제를 넘어서 주자학 정치론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화(敎化)를 지향해가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성종시대를 새롭게 해석

하고자 한다. 성종대의 교화의 정치는 한편으로는 세조대 훈신들의 부패와 전횡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투쟁의 초점이 창업 이래의 권력투쟁과 제도화

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가의 심성의 차원으로 이념의 내면화가 진행되어져 감을 의미한다. 

특히 관료들의 심술(心術)의 선악을 둘러싼 논쟁이 사풍의 교화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7)

그런데 개인의 내면성에 초점을 맞춘 교화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의 

발전이면서도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알기가 

어려운 것인데, 단지 심성(心性)이나 내면이 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교화를 내세우면서 

처벌한다면 누구도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교화의 정치는 끊임

  5) 연산군에게 씌워진 폭군의 멍에를 벗기고자 했던 신동준(2003)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여 변원림
(2008, 247-250)은 성종 말년에 극심했던 권세가들과 대간의 싸움이 연산군 즉위 후에도 계속되
었고, 연산군이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정부 인원들과 대간들
이 합세하여 연산군의 왕권행사에 제재를 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산군이 왕권을 회복하
려 일으킨 것이 사화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6) 김범(2007, 94-98)은 대간의 지나친 언론활동으로 인해 치세 후반으로 갈수록 대신과 대간의 견
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임금이 대간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연산군대의 능상(凌上)
의 폐단으로 이어져 사화(士禍)를 야기하는 잠재적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성종은 사
감(私感)보다는 공의(公義)에 따라 폐비윤씨를 처단했지만, 연산군은 사감과 공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본질적인 사안과 비본질적인 문제를 혼동하여 착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폭정
과 파탄으로 귀결되었다고 설명한다(2010, 64-65).

  7)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성종시대의 대간을 이제까지 가장 충실하게 논한 것은 정두희(1994)의 
연구이다. 기존의 조선시대의 대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대간에 임명된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을 
규명하는 일에 집중한 반면에, 정두희는 통치기구 중 하나로써 상급자나 상부기관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대간이 어떻게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
나 그 역시 유교적인 통치이념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성종대 대간이 직면했던 핵심적인 과제는 
교화였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분석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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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정치적 분쟁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교화가 추구하는 ‘내면성의 

정치’는 회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를 잘 관리하고 정치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가가 중요

한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성종(1457-1494, 재위 1469-1494)의 집권 말년에 있었던 

교화와 심술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9)  

II. 고알(告訐)과 주심(誅心)

성종 24년 3월 28일에 도총관 임광재·이철견 등 도총부 당상관들은 자신들이 사후(伺

候)10)에게 가포(價布)를 받고 놓아 보냈다는 승지(承旨) 정성근의 고발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성근과 함께 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성종실록 24년 3월 癸巳條).11) 이 사건

의 핵심은 처음에 도총부에서 퇴립(退立)하는 정병(正兵)에게서 역가(役價)를 거두어들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임광재가 말한 바와 같이 정성근이 선상(選上)12)에게 역가를 거두어

들인 일이 있는지와 수령에게 요전상(澆奠床, 산소에 차려 놓는 제물)을 청한 일과 뇌물을 

받고 신 술(酒)을 받은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이었다. 성종은 승정원과 사헌부로 하여금 이 

일을 분간하여 아뢰도록 지시하는데, 이후 이 사건은 대신들 사이에서 서로 고알(告訐)하

는 풍속에 관한 문제로 비화된다. 

사헌부장령 이승건은 임광재를 비롯한 총관들이 정성근의 일을 아뢴 것은 정성근이 고

발한 일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 고발한 자의 일을 공

  8) 인간내면의 선악을 다루는 심술에 관한 논쟁은 대체로 ‘군자소인논쟁’의 형태로 전개된다. 역사
학계에서는 선조(宣祖)이후 사림이 정권을 담당하면서부터 붕당론(朋黨論)에 근거한 군자소인
논쟁을 다루면서 정치적 탕평(蕩平)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이성무 2007).

  9) 성종의 치세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을 받던 초기 7년간을 제외하면 성종 16년(1485년)을 기점으
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뉠 수 있다. 성종 16년 이후에도 지속된 교화에 관한 논의는 성종 21년
에 북방의 야인(野人)의 침략과 이에 따른 북정(北征)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성종 24년
부터 다시 전개된다.

10)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낭청 등이 거느리던 수종인(隨從人)을 말함.
11) 이하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는 모두 『성종실록』이 출전이라는 점에서 ‘성
종실록’은 생략하고 ‘연(年) 월(月) 조(條)’만을 약기(略記)함.

12) 선상(選上)이란 각 지방 관아에서 중앙 관아에 필요로 하는 노비·악공·의녀·무녀·무동 등을 
뽑아서 서울로 보내던 일, 또는 그 때의 선상된 노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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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할 수 없는데도 총관들이 정성근의 음사(陰私)를 배척하며 다투는 것은 조정의 아름다

운 일이 아니며, 또한 서로 미루면서 정직하게 아뢰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대신의 체통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만약 정성근이 요전상을 청했다가 얻지 못하고 

도리어 도총부당상이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아뢰었다면 중상(中傷)을 한 소인이며, 임광

재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추핵하여 허실(虛

實)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성종은 정성근의 말이 언로(言路)에 관계된다고 하

는 것은 그를 도와주고 두둔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면서, 사헌부로 하여금 정성근을 추국하

도록 명하였다(24년 4월 辛丑條, 壬寅條). 결국 이 사건은 정성근의 직첩을 거두고 그를 외

방에 부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24년 4월 己未條).

그러나 이 후에도 대사헌 이세좌는 대신들이 다투어 서로 고알하는 풍속을 비판하면서 

총관들이 정성근의 음사를 들추어낸 것은 사체(事體)에 관계되므로 국문하지 않을 수 없

다고 건의하였고, 허종 역시 이는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선비들이 서로 사양하는 

기풍이 없음을 비판했다. 하지만 성종은 도총관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음사를 들추어내

는 것이 아니며, 임광재는 서계(書啓)하였으니 국문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였고, 반면에 정

성근에 대해서는 대신에게 실상이 없는 일을 말하고 바른 대로 아뢰지 아니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성종이 대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성근만을 처벌하고 도총관들에 대한 추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대사헌 이세좌가 도총관을 추국해야 하는 논거로 들었던 이유, 즉 “조

정에 변색(變色)한 말이 있으면, 아래로 쟁투하는 근심이 있게 되고, 서로 고알하여 보복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이세좌는 고알하고 보복하는 일이 “소인에게 있어

서도 오히려 매우 옳지 못한데, 하물며 대신으로서 차마 할 바이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총

관들에 대한 추국을 촉구하였지만, 성종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만약 이들을 

추국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서로 고알하고 반목하는 일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利)를 앞세우고 의(義)를 뒤로 하며 사사

로움을 도모하여 공도(公道)를 폐하는 총관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을 다스려서 조정의 기

강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었다. 대사간 이덕숭 등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저 임광재 등이 무함하고 보복한 정상을 전하께서 이미 환히 아신 것입니다. … 무릇 군
자와 소인의 갈림은 본심을 지키는 것[存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례충신(仁禮
忠信)한 것은 군자이고 서로 참소하고 서로 겨루는 것은 소인인데, 임광재 등이 보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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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한 일을 보면 대체에 어그러졌을 뿐더러 그 마음 쓰는 것이 서로 참소하고 서로 겨루
는 무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버려두고 묻지 않으시는 것은 대신을 형장
으로 추국할 수 없으니 대신을 대우하는 체모가 워낙 그러하여야 하겠으나, 그 잘못이 이
미 드러난 것은 형장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절로 다른 법이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
하께서 특별히 뒷 폐단을 염려하여 대의(大義)로 결단하고 용서 없이 죄주어 뭇사람의 희
망을 시원하게 하소서(24년 5월 甲子條).

성종은 대간의 추국요구에 대해서 도총관들이 대체(大體)를 잃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도, 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변명하고자 한 것뿐이고 정성근을 미워하여 드러나지 않은 일

에 대해 원한을 갚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덕숭은 이 사건의 본질이 군자

와 소인을 구별하는 요체인 ‘본심을 지키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서로 무함하고 보복하면

서 마음 쓰는 것이 어그러져 있는 소인을 대의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로 전환시키고 

있다. 

대간에서는 총관들의 일이 풍속에 관계가 있으며 요전(澆奠)과 주미(酒味)의 일은 오로

지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성종은 “어찌 이 때문에 재상

의 뜻을 알아내어 죄다 죄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만약 신하로서 임금

을 업신여겼으면 그 마음을 문책[誅心]하는 것이 옳겠지만 총관들이 정성근의 일을 말하

였다고 하여서 마음을 문책하여 죄줄 수는 없다고 대답하였다(24년 5월 丁卯條). 그러나 

대간에서는 겉으로는 임금에게 변명하는 체하면서 고알하고 속으로는 보복하려 하여, 사

람들이 그 간사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화를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록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여 마음을 문책하는 일이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성명(聖明)한 군자가 그 마음의 저울추와 먹줄을 정확히 하여 다룬다면 가볍고 

무거운 것과 굽고 곧은 것을 속일 수 없고 능히 분별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13)

성종은 총관들을 모두 부른 후에, 대간들이 총관들 중에서 정성근의 일에 대해서 아뢰려 

한 자도 있고 말린 자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또한 대간에서 “총관들이 상

의하여 아뢰었다”고 하였는데 누가 먼저 의논을 내었는지 각각 글로 써서 아뢰도록 하였

다(24년 5월 丁卯條, 己巳條). 그러나 헌부(憲府)에서 올린 추안(推案)을 본 성종은 이 안이 

13) 여기서 보듯이 주심(誅心)의 의미는 군신관계 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군주인 성종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군주에게 행한 마음이 불선(不善)한 것인가가 우
선적인 고려사항인 반면, 대간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의 마음상태가 불선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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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에서 정성근을 감싸고 대신을 죄주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제까지 대신들에 

대한 대간의 공세에 대해서 대신들을 비호하는 입장이었지만, 헌부가 정성근을 감싸고 대

신을 죄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헌부에 대한 국문(鞠問)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성종은 

“아무리 법사(法司)라도 어찌 정외(情外)의 묵은 혐의가 있다는 따위의 말을 대신에게 씌

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대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영의정 윤필상은 헌부

가 “묵은 혐의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은 과당한 말이지만 예전부터 공함(公緘)14)은 다 과정

(過情)한 말로 억압하였으니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우의정 허종은 총관들

이 모두 임금의 외척에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헌부를 국문한다면 외척을 감싼다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성종은 대신들의 말에 따라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24년 5월 辛卯條). 

이 사건은 본래 대신들 사이에서의 고알과 보복의 문제였는데, 대간이 정성근을 감싸고 

대신을 죄주려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결국 헌부가 모두 환차(還差)15)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사헌부의 관원이 환차된 날에 대사간 이덕숭이 임금에게 아뢴 말 가

운데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 있다. 그는 “임광재·이철견 등은 마음 쓰는 것이 간사하여 

남을 무함(誣陷)하려고 꾀하고 천총(天聰)을 기망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참소(讒訴)하는 

간사한 무리”라고 하면서 “묘당의 귀척(貴戚)인 대신으로서 심술이 바르지 않은 것이 한

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하늘의 견책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24년 윤5월 甲午條). 당시 이덕숭이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재앙을 부른 이들의 파

면을 요구하고 헌부의 관원을 모두 환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성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과 사람 사이의 일은 진실로 말하기 쉽지 않다. 이제 간원(諫院)에서 논한 것을 보
건대 득실의 조짐을 다 일에 붙여서 보려는 것인가? 그대들이 대신의 형적도 없는 일을 가
지고 후세에서 의심을 둘 만한 죄를 만드니, 이것 또한 하늘이 그르게 여기지 않겠는가? 
간원이 말한 것은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 더불어 조화(造化)의 미묘함을 말할 만하지 
못하다 하겠다. 또 헌부는 총관의 일을 말하였다 하여 환차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말한 것을 혐의하여 스스로 사직을 청한 것인데, 거절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마
지못하여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14) 공함(公緘)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사헌부에서 심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던 일을 말한다. 
15) 환차(還差)는 문제가 된 관리의 직(職)을 바꾸어서 다른 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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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내면의 심술을 논하고 사욕을 추구하는 ‘마음을 책망하는 것’이 교화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이는 형적(形迹)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서 의

심을 두어 죄를 만들기보다는 조화의 미묘함, 곧 융통성과 사려를 발휘해야 한다는 성종

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성종은 이덕숭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신의 마음 씀의 사정(邪正)은 

치도(治道)에 관계”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 씀의 ‘사정’과 ‘본심을 지

키는 일’의 득실에 대해서 모두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다(24년 윤5월 甲

午條). 이후에도 대간에서는 조신(朝臣)들이 반목하여 고알하는 풍습을 비판하고, 총관들

을 심술이 바르지 못한 간사한 소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붕당을 만들어 나쁜 짓을 같이 하

고 서로 감싸며 실정을 숨겨 임금을 속이는 불충하고 불경한 죄를 지은 이들을 형적이 없

다는 이유로 용서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국문하고 처벌하여 사풍을 바르게 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상소하는 대간에 대해서 성종은 자신의 조치가 중도(中道)

를 잡아서 결단한 것이며, 정상(情狀)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미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처리

하였으니 죄줄 수 없다고 하면서 논의를 종결시켰다(24년 윤5월 丙午條, 己酉條).

III. 양핵음사(陽劾陰謝)

정성근과 도총관들에 관련한 고알의 풍속과 심술에 관한 논쟁이 끝난 다음 달에 사헌부

지평 남율은 윤은로가 전에 이조참판을 맡았을 때 방납(防納)한 일이 발각되어 파직되었

는데, 이제 한성부좌윤에 제수되었음을 비판하면서 바꾸어 임명하도록 임금에게 아뢰었

다. 성종은 이에 대해서 “사람에게 한 가지 실수한 바가 있다고 해서 종신토록 쓰지 않음이 

옳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윤은로는 이조(吏曹)에서 의망하여 제수한 것이니 척리(戚里)

라고 하여 서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하였다. 대간이 십년 전의 방납의 일을 끄집

어내어서 윤은로의 한성부좌윤 임명에 반대한 것에 대한 성종의 방어논리는 “사람이 요순

(堯舜)이 아닌 바에야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다(24년 6월 庚寅條). 대

간에서는 윤은로가 본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므로 허물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종은 비록 그가 한 때의 실수로 후추를 수령(守令)에게 주고 서간(書簡)을 보낸 일로 방

납의 오명을 받고 있지만, 당시 뇌물로 받은 물건은 없었고 허물이 있었더라도 잘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날의 일로써 그를 추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4

년 7월 乙未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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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에서는 이창신을 종부시(宗簿寺)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이창신은 이

윤의 집 재물을 다툰 일로 인하여 죄를 얻은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날에 그가 지제교

(知製敎)에 임명되었을 때에 대간이 논박하여 개정되었다. 대간에서는 지제교도 불가한데 

하물며 종부시는 종친의 규거(糾擧)를 맡는 자리라는 점에서, 『경국대전』에서도 사헌부와 

사간원과 같은 대성(臺省)이나 혹은 이조와 병조와 같은 정조(政曹)와 같이 논하고 있으

니, 더욱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이창신은 본래 강개한 자인데 부인의 잘

못으로 그르친 것이라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다(24년 7월 丙申條). 

그런데 이 사건은 이창신의 아들인 이과의 상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과는 임금

이 자신의 아비를 종부시정(宗簿寺正)으로 삼자 근거 없는 말로써 임금의 뜻을 움직이려

고 하는 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창신이 일찍이 홍문관에 있으면서 한재로 인하

여 수상 윤필상을 아울러 논박하였는데, 바로 그 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말하며 아첨하여, 

‘책망을 면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참혹합니다”라고 말한 대간을 비판하였다(24년 7월 庚

子條). 임금 앞에서는 대신을 논박하고, 뒤에서는 그 대신을 찾아가 아첨하는 것은 간사한 

소인의 행위라는 점에서 성종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16) 다음 날 성종은 영의정 

윤필상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필상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 일은 해가 오래 되어 월일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이창신의 삼촌숙 조지주가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이창신이 이르기를, 「영의정을 논계한 일은 내가 주창한 것이 
아니고, 또 면대할 때에도 별로 해롭게 한 말은 없었으니, 행여 서로 만나 보거든 이 뜻을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창신이 결코 신의 집에 오지는 아니하
였습니다. … 이덕숭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한 절차는 신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단지 아마
도 이덕숭이 조지주의 말을 듣고서 잘못 말한 것인 듯합니다.

윤필상은 이창신이 자신에 대해서 논계한 후 바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의 

삼촌숙인 조지주가 찾아왔으며, 그 내용도 자신에 대해서 해롭게 한 말은 아니었으며, 이

창신이 임금 앞에서 윤필상을 책(責)한 후에 그를 찾아갔다는 대사간 이덕숭의 말은 조지

주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성종은 이덕숭을 불러서 그가 들은 말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는 을사년(성종 16년)에 윤필상이 자신에게 ‘이창신의 말’을 들려주었는데, 다

16) 실록에서는 이를 ‘양핵음사(陽劾陰謝)’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낮[陽]에는 임금 앞에서 탄핵
하고 밤[陰]에는 탄핵한 사람을 사적으로 찾아가서 사죄하고 아첨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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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때 윤필상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창신이 직접 찾아와

서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는 세월이 오래되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24

년 7월 辛丑條). 이처럼 윤필상과 이덕숭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이창신이 윤필상을 논박

하고 바로 그날 그에게 가서 말하였다는 것은 분명치 않았다. 이창신은 당시 자신이 ‘윤필

상을 논박하고서 윤필상에게 누설하였다’는 말이 떠들썩하게 퍼져있었는데, 자신도 이 말

을 듣고서 몹시 미워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창신은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써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당시 홍문관의 여러 관원들이 같이 의논하여 상소하였는데 자신만이 홀로 원망과 노

여움을 면하기를 꾀하여 조지주로 하여금 영의정에게 원망과 노여움을 풀기를 빌도록 할 

이치는 없다는 점, 둘째 설사 자신이 비록 조지주로 하여금 곧 가서 말하게 하여 꾸지람을 

면하기를 구하였다 하더라도 영의정이 그것을 어찌 신청(信聽)할 것이겠는가 하는 점, 셋

째 만일 자신이 권귀(權貴)에게 아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찌하여 반드시 일을 당하여 

꺼리지 않고 모두 말하면서 그 노여움을 범하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조지주가 자신 

때문에 영의정에게 미움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사로이 가서 위로해 풀게 한 것인지도 모

른다고 하면서, 조지주의 말은 그가 이미 죽어서 분별할 수 없으니 자신의 마음의 진실과 

거짓을 아무도 알아 줄 수 없음을 괴롭게 여기며 번민함을 호소하였다.  

대신들의 의견 역시 조지주의 사람됨이 권변(權辯)이 많고 말을 잘하는 자라서 이창신

을 옹호하려고 그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윤필상에게 말하여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창신이 이를 하였다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이 말

이 나온 것을 대간도 확실히 지적하지 못하여 의심스러움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이처럼 분

간하기 어려운 일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성종은 이창신이 윤필상에게 

가서 말하였다는 것은 그럴 이치가 만무하며, 조지주의 심술을 보건데 조카를 옹호하려고 

스스로 가서 이해하기를 애걸한 이치도 있으니 이창신을 그대로 종부시정에 임명하도록 

하였다(24년 7월 壬寅條).

그러나 이창신에 대한 대간의 탄핵은 그치지 않았고, 방납의 죄를 범한 윤은로의 탐욕스

럽고 비루함은 이창신의 아첨하는 것과 함께 사풍을 더럽히는 일로 지목되었다. 특히 대간

에서는 이창신이 대신에게 아첨하는 무상한 소인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를 강개한 신

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의 간사함을 밝히고 분별할 것을 요구했고, 이창신

이 성품이 간사하고 ‘아첨하며 말을 잘하는 형상’을 지닌 소인이며,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주장하였다(24년 7월 乙卯條). 대사헌 허침과 대사간 허계 등은 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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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한성부좌윤으로 임명하는 것은 ‘친친(親親)의 도’에 어긋나며 ‘구경(九經)의 뜻’을 잃

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창신은 말이 넉넉한 자질이 있는데 학문으로써 이를 꾸미고 

사화(詞華)로써 이를 사치하게 하여 입은 주공·공자이고 말은 요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재주 있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을 생각하여 

공의(公義)에 따라 예단(叡斷)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정부와 대신들은 윤

은로와 이창신의 일이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인데 이로써 종신

(終身)의 누(累)로 삼을 수 없으며, 그 죄를 범한 것이 매우 명백하지 못하고 애매한 것이라

고 의논하였고, 성종 역시 대신의 뜻에 따라 대간의 요구를 물리쳤다(24년 8월 甲申條).

석 달여에 걸쳐서 계속된 윤은로의 ‘방납’사건과 이창신의 ‘양핵음사’사건을 둘러싼 논

쟁에서 성종과 대신들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허물이 있지만 이를 고치면 선행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소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24년 9월 壬

辰條). 특히 성종은 군자는 비록 중국에서 구하여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

면서, 윤은로 등을 소인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대

간은 사람의 심술의 미묘함은 반드시 동료들이 자세히 하는 것이므로 그 상태를 바른대로 

말하고 대간의 공론을 살핀다면 알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24년 9월 癸巳條). 대간의 논리

가 심술의 미묘함을 살피면서 마음을 문책하는 주심론(誅心論)에 입각한 것이라면, 성종

의 논리는 개전론(改悛論)의 논리, 즉 “사람이 죄를 입은 뒤에 혹시 허물을 고치는 이치가 

있는데, 만약 추론하여 끝내 서용할 수 없다면 아래로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었다. 대사헌 허침은 만약 대간의 말을 들으면 사풍(士風)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하여 교화

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성종은 비록 사풍은 바로잡힌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은 

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24년 10월 丙寅條). 사풍의 교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것은 하나의 당위로써가 아니라 억울한 희생을 낳지 않고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루어 가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확전(擴戰)과 휴전(休戰)  

성종 24년 10월 19일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재변이 일어나자 성종은 하

늘의 견책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면서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여 아뢰도록 하는 구언

(求言)의 교지를 의정부에 내렸다. 이 교지에 응하여 23일에 대사헌 허침 등은 상소를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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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천인상관론(天人相關論)에 입각하여 임광재·이철견의 일과 윤은로·이창신의 일에 

있어서 임금이 공론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어 이들을 기용하였던 것이 천변

(天變)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이 상소에서는 영의정 윤필상은 간교하고 아첨하여 

지위(脂韋)로 은총을 굳게 하니, 앉아서 비방하는 의논이 쌓이는데도 오랫동안 어진 이를 

등용하는 길을 방해하고 있으며, 좌찬성 이철견은 배우지 아니하여 학술이 없고 본래 조행

(操行)이 없으면서 녹(祿)만 먹고 자리만 차지하여 중망(衆望)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

다.17) 이는 재이를 계기로 하여 사풍의 교화를 목표로 하는 대간의 탄핵이 다른 대신들로

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소의 말미에는 “안팎이 서로 가다듬으며 성화(聖化)를 힘써 도와서 중화(中和)·위육

(位育)의 공을 이루게 하면, 춥고 더운 것이 때를 맞추고 비와 별 나는 것이 시기에 순응하

며, 재앙이 변하여 상서로움이 되고 화(禍)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니, 태평한 정치의 

계제(階梯)가 되는 것이 장차 오늘날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천변을 전화위

복의 계기로 삼아 교화에 더욱 매진하여 태평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교화’를 명분으로 하여 대신과 대간 사이의 ‘전쟁’이 확대됨을 의미

하며, 오히려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었다. 성종은 일단 이 상소에 대해

서 임광재와 이철견 등은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윤은로

와 이창신의 일은 다시 밝힐 것이 없으며, 정승들의 일은 여러 의논을 채택하여 처리하겠

다고 답하였다(24년 10월 甲申條).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변이(變異)의 원인은 소인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림에서 말미암

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신들에 대한 탄핵을 그치지 않았다. 국가의 안위(安危)와 민생

의 편안함과 근심, 풍속이 더러워지고 일어나는 것이 모두 재상에 달려 있다는 점과 ‘어질

지 못함을 보고서 능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옛 사람의 말을 들어서 사사로

운 뜻을 버리고 공의에 따라서 물리칠 것을 요구하였다(24년 10월 丁亥條, 戊子條). 특히 

영의정 윤필상에 대해서는 간사하고 아첨하며 탐욕스럽고 용렬한 자질로써 적합하지 않

17)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시의 인사의 폐단과 함께 공조참판 한건은 부랑
하고 야비하며, 좌부승지 윤숙은 부박(浮薄)하고 경조(輕佻)하며, 우부승지 노공유는 재주가 용
렬하고 지식이 어두운데 은총의 세력을 인연하여 외람되게 승지에 있으며, 관찰사 윤탄은 교만
하고 망령된 자질로써 승류(承流)의 임명을 받았고, 절도사 원중거는 용렬한 자질로써 곤외(閫
外)의 일을 전제(專制)하게 하였음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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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에 있으니, ‘짐을 질 사람이 수레를 탄다’는 꾸짖음18)과 ‘짝을 찾는 여우가 돌다리에 

있다’는 비난19)이 날마다 모이고 달마다 쌓여 있다는 등의 극렬한 표현을 동원한 비판이 

이어졌다(24년 10월 己丑條). 

윤필상을 ‘간사한 귀신’[奸鬼]이며 ‘뜻에 영합하여 비위를 맞춘다’고 극언하면서 그와 함

께 이철견·윤숙·윤은로·윤탄·원중거 등과 같은 무리를 물리쳐서 음양(陰陽)을 조화시

켜 다스리고 교화를 널리 펼 것을 주장하는 대사간 허계 등의 상소에 대해서 성종은 “그대

들의 말이 과연 모두 하늘의 뜻에 합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대간의 말만 들어주면 “천

변이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윤필상이 사직(辭職)의 장(狀)을 올려서 “어찌 한 소인을 아껴서 대덕(大德)에 누(累)를 끼

치려 하십니까?”라고 아뢰자 그의 뜻을 따라서 사직을 허락하였다(24년 10월 庚寅條). 대

간에서 윤필상을 소인으로 지목하여 탄핵한 배경에는 그동안 임광재·이철견 사건이나 윤

은로·이창신 사건에서 그가 영의정으로서 대신들을 비호하면서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대간의 탄핵이 성공하지 못한 데에 따른 보복적인 측면이 내재해 있었다. 

윤필상의 사직 이후 이철견도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성종은 “대신이 굳게 사양하는데 들

어주지 아니하면 이는 그 허물을 더하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받아들이면서, 대간에게는 

이들을 체임(遞任)하는 것은 대간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직 요구를 들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랐을 뿐이라고 전교하였다(24년 10월 庚寅

條). 성종은 대간의 탄핵에 따른 윤필상과 이철견의 사임이 다른 대신들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대

간에서는 윤은로·윤숙·윤탄·원중거 등에 대한 개차(改差)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좌의

정 노사신·우의정 허종·좌참찬 유지 등의 대신들은 “재주와 덕이 윤필상 등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재직하는 것이 미안합니다”라고 하여 사직을 청하였는데, 성종은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경연(經筵)에서 영사(領事) 허종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재상과 대간은 마땅히 서로 더불어 옳고 그름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에

18) 역경(易經)의 해괘(解卦)에 “짐을 져야 할 사람이 수레를 탔다”[負且乘]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소인이면서 군자가 있어야 할 높은 지위를 훔쳐서 차지하면 화(禍)를 불러들인다는 내용이다.

19) 시경(詩經)의 위풍(衛風) 유호(有狐)편에 “짝을 찾는 여우가 저 기수의 돌다리에 있다”[有狐綏綏 
在彼淇梁]는 것을 인용하여 요사스런 여우가 돌다리에 있은 것처럼 소인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
고 있음을 비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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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지적하여 어떤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주어야 옳을 것이니, 근자의 
홍귀달·박숭질·정숭조의 일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소에 이
름 붙일 만한 죄가 없는데도 모여서 예사스럽지 않은 글자로 이름 붙이기를, ‘누구는 간사
스럽고 아첨하며, 누구는 음험하고 교활하다’고 하여 후세에 전한다면, 어찌 폐단이 없겠
습니까?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은 있지 않았으니, 우리 세종 재위 30년 동안 군자니 소인이
니 하고 지목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허종은 재상과 대간이 서로 더불어 옳고 그름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

동안 있었던 대신과 대간 사이에 질투심으로 간교한 책략을 써서 남을 모함하는 경알(傾

軋)의 폐단을 그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분명하게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다고 말하

고 죄를 주는 것은 가하지만, 단지 ‘간사스럽고 아첨하고 음험하고 교활하다’는 것으로 탄

핵하여 군자니 소인이니 지목하는 것은 조선왕조의 창업 이후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며 바

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24년 11월 甲午條). 성종은 허종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

면서, “만약 재상의 한 때의 일을 가지고 간사하고 음험하여 교활하다는 이름을 더한다면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라고 지적하였다. 성종과 허종이 교화를 추구하는 정치가 

불가피하게 내면에 있어서의 심술의 선악을 문제 삼으면서 그 마음의 정사(正邪)를 논할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교화의 정치가 종종 군자와 소인을 구별

하는 논쟁으로 비화되어 새로운 정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가 대신과 대간 사이의 반목을 조장하고 간교한 책략을 써서 모함

하는 풍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대간과 대신 사이의 휴전과 화해를 촉구하

고 있는 것이다. 허종은 성종의 말을 받아서 ‘재상과 대간은 화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

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대간은 논계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臺中)에서 서로 가부를 의논한 뒤에 말하
여야 하는데, 지금은 스스로 서로 두려워하고 꺼리기 때문에 서로 의논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과실이 있으면 곧 종신토록 허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척합니
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어찌 모두 다 성현만을 얻어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각
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인군은 마땅히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각기 그 기
량에 맞게 할 뿐입니다. … 지금 윤필상과 이철견을 지목하여 무상한 소인이라고 하니, 후
세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을 어찌 썼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름다
운 일이 되겠습니까? 대간과 재상은 마땅히 마음과 덕을 같이 하여 대체(大體)를 보존하
는데 힘써야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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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의 ‘화동론’은 누구에게나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종신의 허물이 되어 배척

되는데 이르러서는 안 되며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서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서 성종의 ‘개전론’과 상통한다. 개전론의 토대 위에서 대신과 대간이 마음과 덕을 같이하

여 대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맹목적으로 부화(附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나 이의(異議)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자는 화(和)하고 동(同)하지 않으며, 

소인은 동(同)하고 화(和)하지 않는다”20)라고 말할 때 ‘화’란 거슬리고 비틀어진 마음이 없

는 것이며 ‘동’은 부화뇌동[阿比]하는 것이다. 군자는 의리[義]를 숭상하기 때문에 ‘동’하지 

않음이 있고 소인은 이익[利]을 숭상하기 때문에 ‘화’할 수 없는 것이다.21)

그러나 대간들의 견해는 달랐다.22) 대간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니 간사하고 교묘

한 말로 아첨하거나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는 자가 묘당(廟堂) 위에 있다면 임금이 알 수 

있도록 논계해야 하며, 인주가 그르다고 하면 대간은 옳다고 하고 인주가 옳다고 하면 대

간은 그르다고 하여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것이 대간의 직임이니,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서로 화동한다면 뒷날의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간으로써의 직분에 충

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간의 주장에 대해서 허종은 ‘마음과 덕을 같이 하자’는 자신의 주

장이 옳지 못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간사하고 아첨하며 

음험하고 교활하다고 한다면 대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간

이 매번 재상과 화동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뒷날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고 걱정스럽다고 언

급하였다. 허종의 주장은 이듬해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대간이 대신과 화동하지 못한 상태

에서 최초의 사화(士禍)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었다.

성종 역시 허종의 뜻이 대간으로 하여금 대신의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대체(大體)를 말한 것이며, 오히려 대신들이 대간의 공박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물의 진퇴는 인군의 짐작에 달려있음을 강조하

면서 앞으로는 대간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24년 11월 甲午條). 

20) 論語 子路篇: 「子曰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21) 論語集註 子路篇: 「和者 無乖戾之心 同者 有阿比之意 尹氏曰 君子 尙義 故有不同 小人 尙利 安
得而和」.

22) 당시 경연에 함께 참석했던 정언(正言) 유승조는 “소인이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있
다면 어찌 뒷날의 폐단을 헤아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지평(持平) 강형은 
“대간은 물론(物論)을 거두어 논계(論啓)하는 것”인데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
까?”라고 하면서 허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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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양호상투(兩虎相鬪) 

한동안 휴전의 상태를 보였던 사풍을 둘러싼 논쟁은 성종 25년 4월에 임금의 장인 윤호

를 우의정에 임명하면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당시 실록에서는 윤호에 대하여 “사람됨이 중

심에 주장하는 바가 없이 이러지리 왔다 갔다 하고 우스갯소리를 잘하니, 본래 청의(淸議)

에 용납되지 못하였다”고 논하였다(25년 4월 丁丑條).23) 대간에서는 윤호가 어질지 못하며 

여러 사람의 의논도 모두 합당치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정할 것을 청하였다. 

대간은 솥[鼎]의 세 다리에 비유되는 삼공(三公)은 나라의 정간(楨幹)이므로 모범이 될 만

한 사람을 가려서 임용해야 하며, 단지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이라 하여 재주도 없고 착

한 점도 없는 자에게 직임을 맞길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성종은 그가 우스

갯소리를 잘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전일에 영의정을 의망(擬望)하는데 참여하였고 문

신(文臣)이며 다른 불초한 허물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25년 4월 庚辰條).

윤호의 우의정임명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쓸 때에 어떻게 

인물의 현부와 선악을 분별하여 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성종은 인물의 진퇴는 대

간의 말에 따라 가볍게 바꿀 수는 없음을 강조하면서, 만약 큰 허물이 있다면 바꾸어야 하

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물을 쓸 초기에 현부나 선악을 논하기보다는 맡겨본 후에 허물이 

있을 때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대간은 처음에 사람을 고르지 않았다

가 잘못한 일이 있은 후에 바꾼다면 제때에 구제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과실이 있은 다음

에야 고친다’는 성종의 논리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공의(公議)를 얻으면 인망(人望)을 얻

게 되고 인망을 얻으면 인심(人心)이 기뻐하면서 복종하여 태평시대를 기약할 수가 있”으

니 반드시 공의에 따라서 고르도록 요구하였다(25년 4월 辛巳條).   

여기서 성종은 “지금 헌부의 관원들도 또한 반드시 다 문장과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간을 견제하고, “만약 불초한 정상이 없는데다가 또 허물이 없다면 좋은 

것이다”라고 하여 인물의 진퇴에 관한 자신의 원칙을 대간에게 재차 확인시킨다(25년 4월 

丙戌條). 임금의 지적에 대해서 대간은 문장을 꾸미는 조그마한 재주를 가지고 재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밝게 살피고 굳게 결단하며 고금의 사리에 통달하여 능히 건백(建

23) 또한 실록에서 사신(史臣)은 윤호가 “매양 조정에서 크게 의논할 적을 당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라고 하였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말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는 재상’[依所啓宰相]이라고 하였다”고 평가했다.



  성종과 포황(包荒)의 정치   173

白)하는 것이 재주라고 할 수 있는데, 윤호는 이에 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록 

자신들도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 스스로 재주가 있은 다음에 남의 재주가 없는 

것을 말한다면 조정위에서 능히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라고 반론하였다. 남을 비난하

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을 요구했던 임금의 견제에 대해서 대간은 자신들의 입장

을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조정대신 모두 재주가 없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에 성종은 대간이 

재주가 없으면서도 자리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25년 4월 丁亥條). 

성종은 자신이 사사로움으로 윤호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그가 문장과 재능이 

없다고는 하지만 문장과 재능보다는 심술의 선·불선이 더 중요하며, 비록 그가 말을 더

듬거리기는 하지만 정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들어 

윤호를 변호하였다(25년 5월 戊子條). 그러나 대간에서는 윤호가 말을 잘할 수 없는 까닭

은 바로 그가 재능과 덕행이 없어서 마음 속에 주장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변론의 문제

는 단지 말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과 덕행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

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임을 내세웠다(25년 5월 己丑條). 대간은 조종조(祖宗朝)의 대신

들이 모두 명망과 절개로써 자신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 행동을 신중하게 하였으며 한번 거

동하는 데에도 반드시 대체를 보존하여 은총을 탐하여 구차스럽거나 모람되지 않았으므

로 사대부가 교화되어 모두 연마하여 진작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지조와 절개를 서로 높이

고 풍속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고식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윤

호로 하여금 죄악을 이루게 하고 대간이 과감하게 말하는 기개를 꺾어서 구차스럽고 모람

된 풍습을 트게 하고 명망과 절개의 근원을 없어지게 한 것이 임금의 과실이라고 비판하

였다. 하지만 성종은 윤호가 특별한 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용하는데 있어서 

대간이 번번이 그것을 논하면서 ‘이 사람도 불가하고 저 사람도 불가하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간의 말을 듣고 진퇴를 결정한다면 이는 권력이 대간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

판했다. 한편으로는 대신을 변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는 대신들에 대

한 대간의 탄핵에 대해서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25년 5월 辛卯條). 

그러나 대간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간에서는 세 가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임금

을 더욱 압박하였다. 첫째 부랑하고 절개가 없고 교만하고 근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호

의 하자(瑕疵)라는 것이다. 둘째 “권력이 대간에게 있다”는 임금의 비판에 대해서 인군이 

대간에게 위임하고 그의 말을 듣고서 채택하여 쓰는 것이므로 이것은 바로 임금의 권력이

며 대간의 권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스럽거든 맡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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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는 옛말을 인용하면서 대간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셋째 착한 것

을 속여서 악하다고 하며 충성스러운 것을 속여서 간사하다고 하며 공정한 것을 배반하고 

사사로움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주벌하고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풍의 교

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과 악, 충성과 간사함, 공의와 사사로움을 분별해서 반드시 심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만약 대간이 옳다고 여기면 윤호를 체임

시키고 대간이 그르다고 하면 실언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며, “양편이 둘 다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내밀었다. 이에 성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간이 일을 말하였다가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면 번번이 분한 마음을 품고서 그 직
을 해임하도록 바라는데, 이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풍습이다. 내가 즉위한 처음에는 이
런 일이 없었으니, 이는 실로 내가 훌륭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르긴 하겠지만 옛
날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가? 이러한 풍습은 자라나게 할 수 없다. … 대간의 말이라
도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니,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것[兩虎相鬪]과 
같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25년 5월 壬辰條).

즉위한 이래로 성종은 사풍의 교화를 자신의 치세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치과제로 표명

하면서 대신과 대간들과 더불어 교화를 위한 수많은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그의 치세 말년에서 대신과 대간이 서로 싸우는 아름답지 못한 풍

습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선악을 문제로 삼는 교화의 정치가 현실에서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24) 성종 25년 10월에 천변이 일어나고 성

종은 그 원인이 자신의 부덕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대간의 끈질긴 공격

과 설득으로 결국 윤호의 사임의사를 수리하는 형태로 그를 우의정의 자리에서 물리친다

(25년 10월 乙亥條). 

24) 그러나 성종 말년의 대신과 대간의 다툼이 교화의 정치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성종 22년에 있었던 북정(北征)으로 인해 당시 조정과 민심이 혼란했던 상황이고, 북정으
로 인한 군액(軍額)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도승(度僧)의 법을 중단하
는 문제를 둘러싸고 임금·양대비(兩大妃)·대신·대간 사이에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있었다. 그 
결과 도첩제(度牒制)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요인들이 사풍의 교
화와 결합되면서 보다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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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포황(包荒)과 지치(至治)

주자는 군자를 천리(天理)의 공(公)을 추구하는 자로, 소인을 인욕(人欲)의 사(私)를 추

구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군자와 소인의 분변을 강조하였다.25)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흥망

성쇠는 다만 군자를 나아가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며, 사람을 아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

했다.26) 그러나 동시에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거친 것을 감싸주는 아량이 있어야 하며, 그

래야 정치가 관대하고도 자세해지며 일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곧 고치게 되어 사람들은 

거기에 안정하게 된다고 한다. 만약에 널리 감싸주는 도량은 없고 사납게 성내는 마음만

을 가지고 있다면 곧 깊고 먼 생각은 없이 사납게 어지럽히기만 할 걱정이 있게 되고, 깊은 

폐단은 없어지기도 전에 가까운 환난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27) 또한 소인배로 어그

러진 자가 많은데 다 버리고 사귀지 않는다고 하면 천하가 모두 군자를 적으로 보게 되어 

큰 의리를 잃고 재난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너그럽게 이해하여 악인을 접하여야 재

앙이 없을 것이며, 옛날의 성왕이 간흉(奸凶)을 선량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원수를 신민

(臣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까닭은 악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8)

이러한 언술들 속에는 군자를 나아오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이 교화의 요체이지만, 

소인을 포용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견 모순되는 주장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

제가지 심술논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신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성종과 인물의 현부와 내

면의 선악을 논하면서 소인을 물리치고자 하는 대간이 사풍의 교화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이론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설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군주와 신하들 사이의 실천적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종은 왜 여전히 사욕에 머물러 있는 대신들을 포용하고

25) 孟子集註 滕文公(上)篇: 「天理人欲 不容並立 虎之言此 恐爲仁之害於富也 孟子引之 恐爲富之害
於仁也 君子小人 每相反而已矣」.

26) 朱子語類 卷13: 「因論人好習古今治亂典故等學曰 亦何必苦苦於此用心 古今治亂 不過進君子退
小人 愛人利物之類 今人都看巧去了」.

27) 近思錄 治體類: 「泰之九二曰…治之之道 必有包含荒穢之量 則其施爲寬裕詳密 弊革事理 而人安
之 若無含宏之度 有忿疾之心 則無深遠之慮 有暴擾之患 深弊未去 而近患己生矣 故在包荒也」.

28) 近思錄 政事類: 「小人乖異者至衆 若棄絶之 不幾盡天下以仇君子乎 如此則失含宏之義 致凶咎之
道也 又安能化不善而使之合乎 故必見惡人 則无咎也 古之聖王 所以能化奸凶爲善良 革仇敵爲
臣民者 由弗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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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것일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심술논쟁의 성격이 고알이나 보복과 같은 음사(陰私)를 다룬

다는 점에서 그 형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을 문책하는 일이었다는 점이다. 

대간이 비판하고 있는 대신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죄나 허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기보다는 심술이 음험하고 간사하다는 혐의가 있거나, 혹은 특별한 재주나 덕행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허물이나 과실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누구라도 이처럼 그 내면을 문제 삼는다면 책(責)잡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탄핵보다는 포용의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

든 인물의 선악과 현부를 다 알고서 등용할 수 없는 이상, 그리고 한 점의 허물도 없이 재

덕(才德)을 겸전한 인물을 얻기도 지극히 어려운 이상, 먼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자를 등

용하고 작은 허물을 용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종의 입장이었다. 

성종은 심술이 바르지 못하며 용렬하다고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 “사람이 요순(堯舜)

이 아니면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라고 하면서 가능한 한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임금의 허물과 현명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대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

서 “비방하는 자가 있는 것은 곧 나의 어질지 못함”이라고 말하였다(25년 8월 壬午條). 고

금의 치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군자를 보존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이 교화를 이루어 가

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자의 말과 소인의 말을 잘 분별하

는 지언(知言)이 요구된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오히려 소인

의 탄핵으로 군자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설사 소인이 보존되는 일이 있어도 

군자를 해치지 않는 것이 차선이 될 것이다. 성종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소인이라 하더라도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교화되도록 하면서 이

들을 포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비록 사풍은 바로잡힌다 하더라도 억울함은 펼 수 없다”

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소인이 보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군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고 물리쳐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대간은 천리의 공을 실현해야하는 직무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군주의 이목(耳

目)인 대간은 군주와 대신의 과오와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군주와 더불어 시

비를 다투는 것을 직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털을 해쳐 가

며 그 속에 있는 흠집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없는 과실까지 드러내며 

허물로 삼는 대간의 지나친 풍속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25년 7월 辛亥條). 성

종은 죽기 얼마 전에도 “대간이 재상을 일일이 비방하는 것은 몹시 아름다운 일이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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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대간의 풍습을 보건대 대신에게 없는 허물을 주어모아 일체 모

두 품평하는데 힘쓰니, 나 또한 유감스럽게 여기고, 이 풍습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아직 하

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대간의 풍습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25년 12월 庚

午條).

대간이 내세운 교화의 명분과 논리에 비하면 포용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대신들의 음사를 들추어내고 허물을 주어모아서 탄핵하면서 심술까지 논하는 상

황에서 성종은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조정의 모든 신하가 배척당

할 것을 우려하였고, 대신의 허물을 자신의 어질지 못한 탓으로 돌리며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성종은 사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화의 원칙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대신을 어

렵게 만들지 않았고, 대간과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물러서는 덕을 보임

으로써 대신과 대간 사이의 격렬한 대립을 완화하였다. 이것이 교화를 향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던 성종시대에 정치적 안정과 지치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29)

VII. 맺음말

기존의 연구에서 성종시대는 『경국대전』의 반포로 국정운영의 틀이 제도화의 완성으로 

안정화되어가던 태평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왕조초기의 창업과정에서 배제된 온건파 사대

부들이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하면서 잠재적으로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성종시대의 정치적 긴장과 대립을 훈구와 사림의 두 정치세력간의 

대립으로 보거나, 국왕·대신·대간 사이의 정치적 정립구도(鼎立構圖)를 통한 견제와 균

형의 측면에서 이 시기의 정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그러한 구도 속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지녔던 ‘이념’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훈구와 사림

이라는 정치세력간의 대립이나 그들 가운데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당

29) 성종이 훙(薨)하던 날 실록은 그의 치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임금은 총명영단(聰明英
斷)하시고 관인공검(寬仁恭儉)하셨으며 천성(天性)이 효우(孝友)하시었다. … 대신(大臣)을 존
경(尊敬)하고 대간(臺諫)을 예우(禮遇)하셨고 명기(名器)를 중하게 여겨 아끼셨으며 형벌을 명
확하고 신중하게 하시었다. … 성덕(聖德)과 지치(至治)는 비록 삼대(三代)의 성왕(聖王)이라도 
더할 수 없었다”(25년 12월 己卯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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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정치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에 착목하여 국왕

과 대간·대신 사이에 전개된 정치적 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왕조의 창업 초기에 

있었던 권력문제와 제도화의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유교이념의 내면화가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사풍의 교화를 둘러싼 심술논쟁이 권력투쟁과 결합되면서 정치가(관

료)들의 내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임금과 신하에게는 각각 지켜야 할 도가 있으며, 임금의 도는 인자함[仁]을 위주로 한

다. 성종은 임금의 도를 지키면서 청탁(淸濁)을 모두 받아들이고 거친 것을 너그러이 감싸

주는 아량을 지니고서 ‘포황의 정치’를 실천하였다. 성종의 시대와 그 이후에 전개된 연산

군·중종에 걸친 사화의 시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선악과 정사를 분별하는 예리한 비판

자의 역할이 존재하는가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성종대의 대간이 연산군이나 중종대의 대

간과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대신들을 탄핵하며 군자

와 소인을 분별하고자 하는 대간에 대해서 때로는 대신과 대간을 중재하며 때로는 대신

의 허물과 대간의 비판을 포용할 수 있는 군주의 노력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성종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은 그 역할을 해냈지만, 연산군과 중종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성종은 대간들의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화의 원칙을 견지

하면서 대신과 대간을 포용하고 화(和)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과연 현실정치에서 실현가

능한 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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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g Seongjong’s Politics of Tolerance: 
In Focus of the Debates on Politician’s Minds and Souls

 Sang Keun Bang | Korea University

In the latter half of King Seongjong’s reign, political debates were focused on the 

good and evil of politician’s minds and souls. However, although it clarifie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viewpoint of confucian ideology, it also includes some political 

catastrophe such as the literati purges in the early Yi Dynasty. Therefore,  how the ‘politics 

of internality’ or ‘politics of reclamation’ (敎化) could be moderated became a major 

challenge and a task for the King to prevent political disasters. In Confucian political arena, 

this kind of debates dealing with the moral virtue of politicians were usually ongoing in 

the form of the “controversy of gentleman and petty man.” This paper tries to focus on the 

debates about the politician’s minds and souls (心術). Throughout this analysis, it will be 

clear that Seongjong tried to maintain political tolerance by seeking for political harmony 

and common good, in spite of the extreme strife between senior politicians and inspection 

authorities.

Keywords: Seongjong, tolerance, reclamation, political debate, minds and sou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