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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적(李彦迪: 1491~1553)은 사화가 연달아 벌어지던 16세기 초 조선에서 중앙정치

의 정상화를 모색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명종 즉위년(1545) 벌어진 을사사화의 파국 속

에서 이언적은 신중한 자세로 최대한 피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권신의 독주를 막으려 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이언적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저작 『대학장구보

유』(大學章句補遺)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주요개념인 중(中)과 본말

은 이 시기 이언적의 문제의식, 구체적 대응방식과 연관된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관

관계는 선조(宣祖) 때 벌어진 문묘종사 논쟁에서 영남 유생들에 의해 다시 언급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파국이 거듭되었던 16세기 초의 조선의 정국 속에서 “진실로 그 중(中)

을 잡아”(允執厥中) 정국의 평형을 유지하였고, 신중하게 당대 정치의 핵심과제인 중앙

정치의 정상화를 모색하였던 이언적은 문묘종사를 통해 후대인들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정치가 상으로 자리잡았다. 정치적 갈등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져가는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이언적의 정치가 상을 복기하는 작업은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주제어: 이언적(李彦迪), 을사사화, 중(中), 본말, 대학

   

I. 머리말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살았던 16세기 초반의 조선에서는 한 번의 반정과 네 번의 

사화가 벌어지는 등 정치적 격변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 당시 조선은 창업과 태평의 시기

를 이미 지나고 아직 중흥을 이루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다. 왕권은 안정과 불

안정을 반복하였으며, 그 틈을 타고 권신과 외척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번번이 대규모의 옥사와 같은 정치적 파국을 동반하였다. 

일련의 학자들은 16세기 조선의 상황을 연달아 벌어진 정치적 파국에 주목하여 ‘사화의 시

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김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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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적은 16세기 초 조선 정치의 풍파를 중앙과 향촌, 하위직과 고위직, 조정과 유배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체험한 인물이다. 조선의 4대 사화(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가 모

두 그의 생애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을사사화 때는 사건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또한 이언

적은 권신세력이 부상할 때마다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다. 그는 중종 시기의 권신 김안로

(金安老: 1481~1537)에게 맞서다가 유배를 떠났으며, 김안로의 실각 이후에야 중앙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17년 뒤 중종(中宗), 인종(仁宗)의 잇따른 붕어 이후 벌어진 권력공백을 

틈타 윤원형(尹元衡: ?~1565)의 소윤 세력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을사사화의 파국이 벌어

졌다. 이언적은 피화의 범위를 줄이고 명종이 특정세력의 손아귀에 놓이는 사태를 막으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자신도 2년 뒤 소윤 세력에 의하여 양재역 벽서사건에 휘말려 

평안도 강계로 유배에 처해져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을사사화 당시 이언적은 신중한 접근을 통해 당시 중앙정치를 정상화하려 하였으며, 이

는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였던 김안로 시기 그의 행적과는 차이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언적의 정치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을사사화 국면에서 그가 보여준 행적을 살펴

보고, 이는 어떠한 정치사상에서 비롯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정치사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살펴볼 책은 바로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이다. 『대학장구보

유』는 이언적이 유배지 강계에서 집필한 경학 저술로 이언적은 여기에서 중(中)과 본말(本

末)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대학장구보유』에서 드러난 이언적의 문제의식은 을사사화 

당시 그의 행적과도 연관되며, 후대인들의 이언적 평가에서도 이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

다.

이언적의 『대학』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철학계의 연구자들이 많은 논의를 전개한 바 있

다.1) 이들 논문에서는 『대학장구보유』의 해석이 주희 『대학장구』와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

에 주목하여, 이언적의 새로운 『대학』 해석이 지니는 독창성, 실천성 등을 높이 평가하였

다. 이 중에는 이언적의 『대학』 해석과 그의 경세론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

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서술은 『대학장구보유』의 저술이 이언적의 경세적 체험에서 비롯하

였다는 식의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이동희 1985, 157). 이언적이 『대학장구보유』에서 

보여준 새로운 해석이 구체적인 정치현안 속에서 어떤 측면을 가리키고 있으며 실제 행적

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1) 이언적의 『대학』 해석에 대한 연구로는 김진성(2011), 이동희(1985; 2008), 조창렬(2003) 등의 논
문이 있다. 이들 논문에서는 주희의 『대학장구』(大學章句)를 새롭게 해석한 이언적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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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적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사학계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 여기서 

이언적은 사림파의 일원 내지는 권신·척신에 대한 반대자로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

정은 훈구, 사림파의 대립이라는 큰 시대상 속에서 이언적의 행적을 분석한 것인데, 이언적 

개인의 특수성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을사사화 시기 이언적

의 권신·척신세력에 대한 저항이 이전의 이언적 또는 다른 사림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언적의 『대학』 해석과 을사사화 

시기 행적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언적의 경학이 지향하였던 의도를 구

체화하고 을사사화 당시 이언적의 행위가 지니는 특수성을 규명하여 선행연구에서 간과

되어온 측면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II. 김안로와 윤원형 

이언적이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시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중

종 17년(1522) 세자시강원 설서로 임명된 때부터 중종 25년 권신 김안로에 의해 유배된 시

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김안로의 실세로 인해 중종 33년 정계에 복귀한 이후부터 인종의 

재위기간 8개월을 거쳐 명종 2년(1547) 윤원형·이기(李芑: 1476~1552) 등에 의해 강계로 

유배를 떠날 때까지이다. 이언적의 전반기 출사 시기와 후반기 출사 시기의 행적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언적의 전반기 출사 기간 중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김안로다. 그는 중종 26년

(1531)부터 32년(1537)까지 정국을 장악한 권신이었다. 그는 중종의 부마였던 자신의 아

들 김희(金禧: ?~?)를 통해 왕실의 사정을 두루 파악하였으며, 대신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두었고 아울러 삼사까지도 자신의 우군으로 두는 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어떤 한 개인이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신과 삼사를 아우른 거의 모든 관원들을 장악하는 현

상은 일찍이 중종 초기 정국공신이나 중종 중기 기묘사림이 활동하던 기간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었다(김범 2007, 217). 당시의 조선 정치는 국왕, 대신, 대간의 상호관계 속에

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김안로는 이 세 가지 권력의 원천을 모두 장악한 최초의 인물이

   2)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태영(1992)과 이병휴(1992)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김태영의 논문에서
는 이언적을 권신·척신 정치의 반대자로, 이병휴의 논문에서는 이언적을 사림을 영도할 만한 
독보적 위치는 아니지만 사림의 명망을 얻은 인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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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가진 권세는 세조부터 성종 대까지 권신이었던 한명회(韓明澮: 

1415~1487)나 중종반정 공신 박원종(朴元宗 : 1467~1510)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안로가 중앙정계에 복귀하려는 시도가 막 드러난 순간부터 이언적은 그에 대해 저항

하였다. 중종 26년(1531) 심정(沈貞: 1471-1531)이 실각하고 김안로의 정계복귀가 기정사

실화되자 이언적은 “심정(沈貞)을 내쳤으니 다시 심정과 같은 자가 들어와도 안 되는데 심

정보다 더 심한 자가 들어오니 그 화가 마침내 클 것이다(중종실록 32년 10월 癸酉條)”라

고 하였다고 한다. 이언적은 김안로가 심정보다도 더욱 권력을 전횡할 수 있는 능력과 야

심을 지닌 인물임을 알아본 것이다. 그 해 1월 11일 이언적은 김안로의 측근인 채무택(蔡

無擇: ?~1537)을 탄핵하려 시도하였으며, 결국 1월 22일 다른 김안로의 측근인 허항(許沆: 

?~1537)의 역공을 받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이 해 6월 김안로는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며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1인 독주 체제를 굳히게 된다. 

이 시기 이언적의 김안로에 대한 대응은 과감하고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는 조정에 미처 反김안로 전선이 구축되기도 전에, 김안로의 측근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김

안로의 정계복귀에 타격을 주려 하였다. 이언적은 김안로에 의해 유배를 떠난 사람들 중에

서도 상당히 일찍 축출된 편에 속한다. 이언적 이전에 김안로에 반대하였다가 피해를 당한 

인물은 성세창(成世昌: 1481~1548) 정도이며, 나머지는 이언적이 유배를 떠난 뒤인 중종 

26년 6월 이후부터 하나 둘씩 중앙정계에서 축출당하였다.

이 당시 이언적의 과감한 정치적 처신이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하였는지 엿볼 수 있는 글

은 그가 10년 전인 31세에 작성한 「이윤오취탕론」(伊尹五就湯論)이다. 이 글에서 이언적은 

이윤(伊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사대부는 억지로 출사하여 세상을 바로잡기

보다는 오직 도에 맞게 처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윤은 탕(湯)을 도와 하나라를 무너뜨

리고 은나라를 세운 인물이다. 그는 처음에 탕의 신하가 되었다가, 탕의 건의로 하(夏)나라

의 마지막 왕인 걸(桀)의 신하가 되었다. 걸이 이윤의 충고를 듣지 않자 이윤은 다시 탕에

게 복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였다. 이언적은 탕과 걸 사이를 다

섯 번이나 오간 것은 도를 지나친 처신이라고 비판하였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하늘이 이 도를 없애려 하신다면 내가 이 도를 얻지 못했겠지만, 하
늘이 이 도를 없애려 하지 않으시니 광(匡)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셨
고, 또 이르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겠다”고 하셨으니, 공
자께서 스스로의 임무로 삼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다. 공자가 스스로의 임무로 



   이언적과 中의 정치   29

삼으신 것은 이 도일 뿐이므로 세상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든가 없다는 것이 없이 오직 
의리로 귀결될 뿐이었으니 저러한 세상일을 가지고 어찌 자신의 임무로 삼았겠는가? 도
가 행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었다. 이윤은 이런 경지에 이르
지 못한 채 천하 구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니 천하는 무겁고 자신은 가볍다고 여
겨 힘써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마침내 걸과 탕임금 사이를 다
섯 번 오간 데까지 이른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회재집』 「이윤오취탕론」).3) 

이언적은 이윤과 공자의 진퇴를 비교하면서 이윤의 행위가 가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자는 벼슬할만하지 않으면 결연히 떠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반면, 이윤은 잘못

된 군주인 걸(桀)에게 다섯 번이나 나아갔다. 이언적이 평가하기에 이윤은 자신이 어떻게

든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여 어떻게든 벼슬자리에 나아갔고 그 결과 자

신의 처신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초기 출사 시기 이언적의 처세관(處世觀)을 잘 엿볼 수 있는 글로 자리에 연연하

지 말고 도리에 따라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굴욕적인 행보도 감수하였던 이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언적은 실제로 10

년 뒤인 중종 26년 김안로 세력에게 정면으로 맞서다가 미련 없이 유배 가는 쪽을 택하였

다.

이언적이 유배된 다음 김안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 조정의 거의 모든 기관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다. 이후 김안로는 동궁(훗날 인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신과 대

간의 인사권을 자신의 수중에 넣고 전횡을 휘둘렀다. 심지어 이팽수(李彭壽)같은 이는 김

안로에게 개고기를 바쳐 환심을 사 승정원 주서가 될 정도였다(중종실록 29년 9월 丙寅

條).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안로는 6년간의 세도를 누리다가 중종 32년

(1537)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를 폐비하려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정계에

서 축출되었다. 세자(훗날 인종)와 경원대군(훗날 명종)의 외척세력인 파평 윤씨의 소윤과 

   3) 『晦齋集』 卷5 「伊尹五就湯論」: “孔子嘗曰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 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
文也. 匡人其如予何. 又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然則孔子之所自任者, 蓋可知矣. 其所自任者, 斯
道而已. 故其於天下, 無可無不可, 惟義之歸. 彼天下惡足爲己任哉. 道旣行則天下自無不治矣. 伊
尹不及是而以天下自任, 則天下重而在己者輕, 未免有用力擔當之意. 遂至於此者, 無足怪矣”(번
역은 김교빈 2010, 212-213에서 재인용. 밑줄은 필자가 강조. 이하 인용문도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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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이 힘을 합쳐 김안로 세력을 몰아낸 것이다.4) 이언적은 김안로의 실세로 인하여 그 해

에 바로 중앙정계로 복귀하게 되었다. 김안로의 실각 이후에는 중종이 직접 주도하는 정국

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 때에는 앞으로 있을 갈등의 기미가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윤과 대윤의 대립이었다. 이들은 서로 힘을 합쳐 김안로를 몰아냈으나, 이후에는 

세자(인종)와 경원대군(명종)의 왕위승계문제로 서로 대립하게 된다. 

김안로 축출 이후부터 중종 말기까지 7년간은 권신의 출현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정국

이 흘러갔다. 하지만 후계자인 인종이 8개월 만에 붕어하고 곧바로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

이로 즉위하자 다시 혼란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중종 승하 후 인종의 짧은 재위기

간 동안에는 대윤의 영수인 윤임(尹任: 1487~1545)이 정권을 주도하였으나, 인종의 승하 

후 명종이 집권하면서 문정왕후의 오라비인 윤원형의 소윤 세력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충순당 인대(忠順堂 引對)이다. 명종이 즉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인 1545년 8월 22일, 문정왕후는 밀지를 윤원형에게 내려 이기(李芑: 

1476~1552) 등에게 조정 대신들을 충순당에 소집할 것을 명하였다. 여기서 문정왕후, 윤

원형, 이기 등 소윤세력은 윤임을 탄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윤임과 가까웠던 유관(柳灌: 

1484~1545), 유인숙(柳仁淑: 1485~1545) 등도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충순당 인대가 바

로 을사사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언적은 당시 좌찬성이라는 고위관직을 맡고 있어서 충순당 인대에서 윤임, 유관, 유인

숙의 처벌문제에 같이 참여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언적은 사화의 피해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였다. 

예로부터 국가의 명맥은 사림에게 달려 있으므로 사림이 화를 당하고서 난망(亂亡)에 
이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중종께서 말년에 전일의 사건을 후회하시고 사림을 수합하
시자 조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선왕의 옛 법도를 따르지 
않고 다시 사림의 화를 일으킨다면 종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의 하교에 ‘종사를 돌보
지 않고 역적의 무리(윤임의 세력을 의미함)를 구원하는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신들은 자
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혹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성명 아래에서는 저절로 소

   4) 대윤은 세자(훗날 인종)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이들의 영수는 윤임(인종의 외삼촌, 장경왕후
의 오라비)이었으며, 소윤은 경원대군(훗날 명종)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중심인물로는 윤원
로, 윤원형(명종의 외삼촌, 문정왕후의 오라비)이 있다. 이들은 9촌간의 친척이었으나 권력의 향
배를 두고 치열한 쟁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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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어 없어질 것인데 다시 무슨 염려를 갖겠습니까. 지금 만약 끝까지 다스린다면 성덕
에 허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인심이 위구(危懼)하여 안정될 날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국가
의 복이 아닙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공경(公卿)의 반열에 있으면서 마음과 충절을 다하여 
선왕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오늘, 어찌 털끝만큼이나마 간사한 자를 옹호하
는 마음을 지녀 성명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자전께서는 굽어 살피소서(명종실
록 즉위년 8월 甲寅條).

을사사화의 정국에서 이언적은 특정세력(소윤세력)이 앞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권세를 

독점하는 일을 막으려 하였다. 현실적으로 대윤세력의 주도권 상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만, 소윤세력의 완전한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피화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림이 화를 당하고서 난망(亂亡)에 이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중종께

서 말년에 전일의 사건을 후회하시고 사림을 수합하시자 조정이 안정되었습니다”라고 하

였는데, 이는 과거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신진들이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의 피

해를 당한 이후 결국 김안로의 세상이 도래하여 나라가 혼란해졌으며, 김안로가 패망하고 

기묘사림들이 다시 등용되자 정국이 균형을 찾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 조정 내에서 소

윤세력에게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모두 제거해버린다면 앞으로 소윤세력의 전횡이 벌어질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국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언적은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문정왕후에게 사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 당시의 이언적에게 중요한 과제는 바로 명종과 문정왕후가 윤원형·이기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는 충순당 인대 6일 뒤 “옛날의 제왕들은 

만약 비밀히 의논해야 할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는데 하물며 이렇게 

평상시와는 달리 주상께서는 어리고 재궁(梓宮)이 빈전(殯殿)에 계신 때이겠습니까. 모든 

전지를 출납할 때에는 꼭 대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상(院相)이 정원을 떠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런데 대신을 믿지 못하시어 다른 곳에 내리셨으니 매우 미안하다는 점을 신 역

시 아룁니다”(명종실록 즉위년 8월 戊午條)라고 문정왕후가 윤원형, 이기 등에게 먼저 밀

지를 내려 조정 중신들을 충순당에 모이게 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였다. 

실제로 이언적은 당시 원상(院相)5)이었으므로 윤임, 유관, 유인숙의 처벌 등 국가의 중

대사에 대해 제일 먼저 논의에 참여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

   5) 원상(院相)은 국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국정(國政)을 의논하기 위하여 원임
(原任)·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한 임시 관직이다(국사편찬위원회 홈
페이지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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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문정왕후에게 언급할 정도로 이언적은 원상으로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

던 것이다. 이언적의 생각에는 작금의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 중신의 역할을 버리고 떠나버

린다면 명종과 문정왕후는 완전히 윤원형·이기 세력의 손아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정국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었다. 따라서 이언적은 과감한 저항으로 중앙정계

에서 축출되거나 또는 자기 한 몸의 처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 무작정 조정을 떠날 수는 없

었다. 

그 결과 소윤 세력에 대처하는 이언적의 태도는 17년 전 김안로를 대하던 방식과는 완전

히 달라져 있었다. 17년 전 한 명의 언관에 불과하였던 시기와는 달리 그는 이제 조정 중신

으로서 다른 종류의 책임감을 가져야 했기에, 현 상황에서 소윤세력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

서기보다는 중앙정계에 남아서 앞으로 벌어질 이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이언적과 뜻을 같이 하였던 권벌6)(權橃: 1478~1548)과는 달랐다. 권

벌은 과감하게 소윤세력에 대하여 격렬히 반대하는 상소문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이언적

은 “그대는 어찌하여 시기를 생각하지 않는가? 윤임은 구제할 수가 없다. 도움은 되지 않

고 해만 있을 뿐이다”(명종실록 즉위년 8월 丙辰條)라고 만류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언적은 권벌이 소윤세력에 정면도전함으로써 피화의 범위를 키워 중앙정

계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일을 막고자 하였다. 권벌 역시 당시 병조판서이자 원상이었는데, 

이언적은 권벌과 같은 강직한 조정 중신들이 중앙정계에 남아서 추후 윤원형 세력의 독주

를 일정 정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을사사화 당시 이언적의 신중한 행

보는 17년 전 다른 사람보다 앞서 김안로에게 정면으로 저항하였던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이언적 관련 연구에서는 이언적을 사림파의 일원(이병휴 1992)이나 권신정치의 반

대자(김태영 1992)로 유형화하였는데, 이는 이언적의 전체 정치행보에 관해서는 대체로 큰 

무리가 없는 규정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김안로와 윤원형에 대한 이언적의 대응이 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둘째

로 을사사화 당시 이언적과 다른 권신·척신 반대자(권벌, 백인걸 등)들의 대응은 왜 달랐

냐는 것이다. 

   6) 권벌은 이언적보다 열 살 정도 위이며, 이언적과 비슷한 시기에 관직생활을 하였다. 권벌은 안동 
출신이고 이언적은 경주 출신으로 둘 다 영남지역을 출신기반으로 한 인물이다. 이 둘은 비슷한 
배경을 지녔으며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였으나 을사사화를 대처하는 방식에는 강온의 차이가 있
었다.   



   이언적과 中의 정치   33

이병휴(1992), 김태영(1992)의 논문은 이언적의 전반기 출사 시기 김안로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는 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언적의 김안로 배척은 자신들이 

규정한 이언적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이

후의 이언적을 설명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김태영의 논문에서는 아예 을사사화 

시기 윤원형에 대한 이언적의 대응 부분이 서술되지 않고 있으며, 이병휴의 논문에서는 이

언적이 윤원형에게는 김안로와 다른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당시의 사림 세력의 성격변화에 

따른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병휴(1992)에 따르면, 당시의 이언적 등의 사림파는 조광조 시기의 사림파에게서 발

견되는 원초(原初)의 틀은 허물어져 “개혁의지면에서는 약간 희석된 듯하고 성향면에서는 

다소 불투명한 인물들이 훈구파와 일정한 거리에서 대응해간 추세가 나타난다(285)”는 것

이다. 하지만 권벌, 백인걸(白仁傑: 1497~1579) 등 여타 사림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강경

대응을 살펴보자면 을사사화 시기 사림파가 과연 더욱 온건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왜 권벌, 백인걸과 이언적의 대응은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김안로 세력에게 정치적 패배를 당한 이후 이언적은 생각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중종 26년(1531)의 이언적은 김안로와 그 세력을 공격하여 중앙정계에서 제거함으로

써 권력의 전횡을 애초에 방지하려 하였다. 반면, 명종 원년(1545)의 이언적은 권신·척신

의 권력독점을 막을만한 세력을 보존하고, 어린 왕을 곁에서 보좌하여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심정이 제거되자 김안로가 등장하고 김안로가 제거되

자 윤임과 윤원형이 등장하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권신·척신 한 두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당대의 패정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없었기에, 이언적은 좀 더 본질적인 해

결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III. 中과 본말 

을사사화 시기 이언적의 태도를 좀 더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작 『대학장구보

유』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윤원형 세력에 의해 유배를 떠난 이후인 명종 

4년에 완성되었으며, 을사사화와 그 이후 이언적의 정치사상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작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대학장구보유』의 여러 내용 중에서 삼강령(三綱



34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1호(2014)

領) 중 지선(至善)과 팔조목 중 격물치지(格物致知)에 관한 이언적의 해석이 주희의 『대학

장구』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여기서 강조된 중(中)과 본말이라는 개

념을 이언적이 당대의 정치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7) 

중(中)과 본말이 이언적의 행적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

볼 문헌은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와 「진수팔규」(進修八規)이다. 「일강십목소」는 『대학

장구보유』 보다 11년 전(중종 33년), 「진수팔규」는 『대학장구보유』가 완성된 이듬해(명종 5

년)에 쓴 상소문으로 여기에는 당대 정치상황에 대한 이언적의 발언이 담겨 있다.8) 비록 이 

두 상소문이 작성된 시간대는 12년의 차이가 있지만 중(中)과 본말을 사용하여 당시의 정

치현안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 유사한 맥락의 용례가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언적은 중(中)과 본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주장을 되풀이해왔으며, 그 사이에 

집필된 『대학장구보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중(中)과 본말을 해석하였을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일강십목소」와 「진수팔규」에서 보이는 이언적의 중(中)과 본

말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의 을사사화 시기의 행적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

다.   

이언적은 『대학장구보유』에서 대학 삼강령의 지선(至善)을 중(中)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여기에는 그의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해석이 담겨 있다. 이언적의 후학인 노수

신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이전의 『대학』 해석자들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비로소 이언적이 

발견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대학장구보유』 「대학장구보유발문」).9) 

주희의 『대학장구』에서 삼강령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명덕은 자기수양, 신민은 정치행위, 지선은 앞의 두 가지의 이상적 상태를 가리킨다. 주

   7) 주희의 『대학장구』는 삼강령과 팔조목의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삼강령은 명명덕(明明德)·신민
(新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며, 팔조목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이다. 이언적은 『대학장구』의 주석서인 『대
학장구보유』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담은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을 통해 삼강령 중 지
선과 팔조목 중 격물치지에 대해 새로운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는 지선을 중(中)으로 격물
치지는 본말로 해석하였다. 

   8) 「진수팔규」는 유배지에서 작성된 상소문으로 당시 명종에게 올리려고 하였으나 이언적의 생전
에는 전달하지 못하였고, 윤원형의 사후인 명종 21년 이언적의 아들 이전인(李全仁: 1516-1568)
을 통해 명종에게 전달되었다. 

   9) 『大學章句補遺』 「大學章句補遺跋文」: “夫以慮爲思, 以至善爲中, 因論爲治而歸之仁, 蓋又前賢所
未發者 其旨矣乎. 嗚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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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대학장구』에서 지선은 ‘사리의 당연한 극치’(至善, 則事理當然之極也)라고 정의하였

는데, 여기에는 ‘사리의 당연한 극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언

적은 지선을 중(中)으로 해석하면서 주희가 말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여기

서 말하는 중(中)은 바로 『상서』 「대우모(大禹謀)」 편의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允執厥中)

라고 할 때 그 중(中)에 해당한다고 이언적은 설명하였다.

혹자가 묻기를 “그대가 『서경』(書經)의 명명덕(明俊德)에서 여민오변시옹(黎民於變時
雍)10)까지를 명덕(明德)과 신민(新民)이라고 한 것은 괜찮겠지만, ‘진실로 그 중(中)을 잡
아라’(允執厥中)를 지지선(止至善)이라 함은 선배 학자(先儒)도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 그
대만이 말하였으니, 어디에 근거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선
(至善)의 의의는 정자(程子)께서 ‘의리의 지극히 고요한 극치’라 하였고, 주자가 ‘사리(事
理)의 당연한 극치’라 하고, 또 덕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이르기를 구해야 하는데, 조금도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명덕과 신민은 본디 하나의 당연한 법칙이 있으니, 지나쳐서도 안 되고 미치지 못하여도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중용의 의의를 해석함에 이르러서는 “천명의 당연한 것으로서 지극
히 고요함의 극치라”하였으니, 그렇다면 정자 주자가 비록 ‘중을 잡음’(執中)을 지지선(止
至善)이라고 분명히 말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극(極)이라는 것은 중(中)의 이치이니 천하
의 지선이 무엇이 중(中)보다 지나친 것이 있겠는가”(『속대학혹문』).11)

지선은 본래 명명덕(자기수양)과 신민(정치행위)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지선

을 중(中)이라고 할 때 명명덕의 중(中)과 신민의 중(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언적은 

부가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즉 대학의 지어지선(至於至善)이란, 이언적에 따르면 자기수

10) 明俊德에서 黎民於變時雍는 『서경(書經)』 「堯典」에 등장하는 구절로 수신, 제가, 평천하를 달성
한 요(堯)의 공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능히 큰 덕을 밝혀 구족(九
族)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백성(黎民)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합하였다”(번역은 성백효 1998, 17-18
에서 재인용). 

11) 『續大學或問』: “或問子以虞書明俊徳以至黎民於變時雍, 爲明徳新民, 可矣. 至以允執厥中, 爲止
至善, 則先儒之所未及, 而子獨言之, 其亦何所據邪. 曰至善之義, 程子以爲義理精微之極, 朱子以
爲事理當然之極. 又曰欲明徳以新民者, 求必至是, 而不容其少有過不及之差. 又曰明徳新民本有
一箇當然之則, 過之不可, 不及亦不可. 至其釋中庸之義, 則曰天命所當然, 精微之極致, 然則程朱
雖不明言執中之爲止至善, 而所謂極者, 中之理也. 天下之至善, 孰有過於中者乎”(번역은 조창열 
2008, 92에서 재인용. 이하 이언적 『대학장구보유』, 『속대학혹문』 번역도 같은 책에서 재인용).



36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1호(2014)

양(명명덕)과 정치행위(신민)에서 중(中)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언적의 

중(中)은 자기수양(명명덕)과 정치행위(신민)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주희가 자

기수양을 중심으로 중(中)을 서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언적이 주희에 비

해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바로 정치행위(신민)의 중도를 규정한 대목이다. 다음은 정치행위

(신민)의 중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언적이 해석한 부분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그대가 ‘중을 잡아라’(執中)를 명명덕(明明德)의 지어지선(至於至
善)이라 한 것은 괜찮지만 신민(新民)의 지어지선도 중(中)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까?” 
대답하였다. “중(中)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和)는 천하의 공통된 도(道)이니 큰 근본이 
서고 공통된 도(道)가 행해진다면 국가와 천하에 시행하는 정치와 교육, 상벌이 모두 중
도(中道)에 맞아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써 백성을 고루 다스리
면(平章)하면 백성이 밝게 밝혀서 평범한 백성(黎民)에 이르면 평범한 백성들도 착하게 변
하여 화합할 것이니, 순(舜)이 백성에게 중(中)을 쓴 것과 탕(湯)이 백성에게 중(中)을 세운 
것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신민의 지어지선이 어찌 중(中)에 근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대개 중(中)이 명덕·신민의 극(極)이고 사(思)가 궁리·진심의 요체이니 명덕에 지선
이 중(中)임을 안다면 높은 것은 멀어 공허한 데에 빠지지 않고 낮은 것은 천근함에 떨어
지지 않을 것이며, 신민에 지선이 중임을 안다면 지나친 것은 억제하여 중(中)에 나아가게 
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끌어서 나아가게 해서 중(中)에 합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속대학혹문』).12)

이언적은 신민의 중(中)에 대해 ‘지나친 것을 억제하고 모자란 것을 이끌어 중(中)에 맞

게 하는 것’(過之者 抑而就之, 不及者 引而進之, 而無不恊于中矣)이라고 풀이하였다.

주희가 본래 『중용』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中)은 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희

는 『중용』의 첫머리에서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편벽되지 않음을 중(中)이라고 이르

고, 변치 않음을 용(庸)이라 이르니, 중은 천하의 정도요, 용은 천하의 정리이다. 이 편은 

12) 『續大學或問』: “曰子以執中, 爲明明徳之止於至善, 可矣. 新民之止於至善, 亦由於中乎. 曰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大本旣立 而達道以行, 則凡施之家國天下, 政敎刑賞 皆合
於中 而無有過不及之差. 故以之平章百姓, 而百姓昭明, 以至於黎民, 於變時雍, 如舜之用中於民, 
成湯之建中于民 是也. 然則新民之止於至善, 安有不本於中者乎. … 盖中爲明徳新民之極, 思爲窮
理盡心之要, 明徳而知至善之爲中, 則高不溺於空虗, 卑不失之汚賤. 新民而知至善之爲中, 則過
之者 抑而就之, 不及者 引而進之, 而無不恊于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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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문하에서 전수해온 심법(心法)이니 […]”(중용장구 1장)13)라고 말하였다. 주희는 중

용을 심법(心法) 즉 심성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정자(程子)의 견해를 계승한다(박홍규 

2012, 58). 

주희가 『중용』 1장에서 이야기하는 중(中)은 개인의 마음이 편벽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구체적 정치 행위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하지만 이언적이 『속대학혹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中)은 통치자의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과함도 모자람도 없는’ 일종의 정치적 

평형상태를 의미한다. ‘순(舜)이 백성에게 중(中)을 쓴’ 행위와 ‘탕(湯)이 백성에게 중(中)을 

세운’ 행위는 이러한 정치적 중(中)의 사례로서 제시되었다. 이언적은 주희의 심성론 중심

의 중(中)개념만으로는 ‘중앙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자신의 정치사상을 구성하는 데 부족

함을 느꼈으며, 좀 더 구체적인 정치적 내용을 지니는 중(中)개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듯

하다.    

그렇다면 이언적이 중(中)을 어떻게 실제 정치활동에서 활용하였는지 알아보자. 그는 

「일강십목소」에서 정치적 중(中), 즉 ‘지나친 것을 억제하고 모자란 것을 이끌어 중(中)에 

맞게 하는 것’을 권신의 전횡을 막고 정국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일

강십목소」에서 김안로의 시대에 대하여 “제가 가만히 살피옵건대 지난번의 폐단은 조정에 

대중지공(大中至公)의 도(道)는 없고 편파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私)만 있었으므

로 말이 자기와 맞는 자는 등용하고 자기와 어긋난 자는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회재집』 

「일강십목소」)14)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언적이 보기에 지난 시기 조정에서 중(中)

이 무너진 것은 김안로의 세력이 권력의 3대 축인 왕실, 대신, 삼사를 모두 장악하여 지나

친 권력을 휘둘렀으며, 왕이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강

십목소」에서 이언적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유배지에서 작성한 「진수팔규」에서 이언적은 명종에게 언로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면서 

“삼가 전하께서는 강건(剛健)함으로 하늘의 운행을 본받고 겸허한 자세로 남의 의견을 받

아들이며, 중화(中和)의 표준을 세우고 포용하는 도량을 확대시키며, 선(善)을 즐기고 덕

(德)을 좋아하시되 한 생각의 성실치 못함도 없게 하고,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되 한마디 말

13) 『中庸章句』 1章 朱子註: “程子曰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 天下之正道, 庸者 天下之定理. 
此篇 乃孔門傳授心法 […]””

14) 『晦齋集』 卷7 「一綱十目疏」: “臣竊見頃者之弊, 朝廷無大中至公之道, 而有偏陂好惡之私, 言之合
者則進之, 言之違者則斥之”(번역은 이언적 1974, 이재호 역, 70에서 재인용, 이하 이언적의 『중용
구경연의』, 『회재집』 번역도 같은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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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실하지 못함이 없게 한다면 자연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좋은 말과 올바른 논의

가 모두 임금의 앞에 진달되어 태평한 정치를 도와 이룰 것입니다”(『회재집』 「진수팔규」)15)

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언적은 명종에게 중화의 표준(中和之極) 즉 군주로서의 모범을 확

립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상소문의 맥락 속에서 이 말은 진실한 자세로 여러 의견을 경청

하라는 의미였다.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사건 이후 조정은 소윤세력의 독무대가 되었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언적은 왕에게 다른 세력의 의견도 들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소윤 

세력의 권력독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 하였다.  

을사사화 국면에서 살펴보자면 윤원형과 이기 등이 반대세력을 몰아내고 권력 전횡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언적이 

생각하는 중(中)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는 사화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분투하

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언적은 「일강십목소」와 「진수팔규」에서 특정세력의 권력독점을 비

판하는 맥락에서 중(中)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을사사화 국면의 그의 행적

과도 연관된다.

다음으로 이언적이 『대학』의 격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

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이언적은 팔조목의 격물치지에 대해서도 주희와는 다

른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대학장구』에서 주희는 증자(曾子)가 작성한 『대학』의 원문에는 

격물치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언어로 「격물치지장」을 따로 구성

하였다. 주희는 여기서 격물치지를 독서, 강학 등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습득하여 앎을 지

극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이언적은 격물치지에 관한 내용이 본문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대학』 의 

첫머리인 경(經) 1장16)의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먼

저하고 뒤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라는 문장을 격물의 해석으로 보고, ‘그칠 데를 안 뒤에 정해짐이 있으니, 정해짐이 있은 뒤

15) 『晦齋集』 卷8 「進修八規」: “伏願殿下 剛以法天, 虛以受人, 建中和之極, 廓包容之量, 樂善好德而
無一念之不誠, 發號施令而無一言之不信, 則自然群情感動, 昌言正論, 畢陳於前 而有以贊成元明
泰和之治矣.” 

16) 주희의 분류에 따르면 『대학』은 공자의 말을 증자가 기록한 경(經) 1장과 증자의 뜻을 그의 제자
들이 기록한 전(傳)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경(經) 1장에서는 삼강령, 팔조목의 대강이 서술되
어 있으며, 전(傳) 1~3장은 삼강령, 전 4장은 본말, 전 5~10장에는 팔조목의 뜻이 상세히 설명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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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히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은 뒤에 능히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은 뒤에 능

히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은 뒤에 능히 얻을 수 있다’(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静, 静
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는 구절을 치지의 해석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에 따

르자면 이언적의 격물치지는 선후본말을 잘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된다. 이언적은 격물의 

뜻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학의 가르침은 격물치지에서 시작하고 무릇 천하의 모든 사물이 근
본과 말단, 마침과 시작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 근본과 말단, 마침과 시작의 이치를 
궁구하여 선후완급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덕을 진보시키고 학문하는 데 순순히 차례
가 있어 아마 도에 이름이 멀지 않을 것이다(『대학장구보유』).17) 

주희가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을 격물로 본 반면, 이언적은 선후관계를 궁구함을 

격물로 보았던 것이다. 

『대학장구보유』에서 격물치지를 선후본말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였던 이언적은 상소

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 중앙정치 특히 왕권의 정상적 작동을 강조하였다. 그는 「일강

십목소」에서 정치적 선후본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왕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모든 관
리들을 바르게 하고 모든 관리들을 바르게 하여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하고 모든 백성을 
바르게 해서 사방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조정은 사방의 근원이고 임금의 교
화가 시작되는 곳이니 근원이 맑으면 비록 지류가 혼탁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정을 먼저 바루기를 힘쓰지 않고 문서, 탄핵 등 지엽적인 것에만 구구히 
만족하여 퇴폐적인 풍속을 개선시키고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려 한다면 이것은 비유하건
대 그 근원을 흐리게 하면서 지류의 맑기를 바라는 것이니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회
재집』 「일강십목소」).18)

17) 『大學章句補遺』 傳4章(格物致知章): “謹按大學之敎, 始於格物致知, 而凡天下萬物庶事, 莫不有
本末終始, 能窮其本末終始之理, 而知所先後緩急, 則進徳脩業, 循循有序而其至於道也, 不遠矣.”

18) 『晦齋集』 卷7 「一綱十目疏」: “臣聞王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
萬民以正四方. 夫朝廷者, 四方之本源, 王化之所由始也, 本源淸明, 雖欲末流之溷濁, 不可得
矣. 若不務先正朝廷, 而區區於簿書彈劾之末, 而欲以振頹風除民瘼, 譬如溷其源而望流之
淸, 其可得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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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적이 보기에 정치 방면에서 선후본말을 지킨다는 것은 곧 임금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왕권의 정상

적인 작동은 전체 정치질서와 연관된 문제였으며, 이언적은 이에 대하여 「원계체를 보내는 

글」(送元典翰繼蔡序)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군주는 ‘천리를 체인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體天理物)’이니 신(神)과 사람(人)의 종
주(宗主)이며 만방의 표준이다(『회재집』 「송원전한계채서」).19)

국왕은 ‘천리를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대천리물(代天理物)의 이념은 조

선시대 왕권의 근원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기본명제로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었다(박홍

규·송재혁 2012, 135). 이언적 역시 왕권의 정상적인 작동이 국가의 정상적인 운용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였다. 

「진수팔규」에서도 이언적은 임금이 국가의 큰 근본(大本)이 됨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

개 임금은 억조의 백성 위에 자리하여 모든 정사를 다스리니, 그 마음이 크게 공변되고 엄

연히 정직하여 해가 중천에 떠서 만물을 비추어 편벽되이 가려진 바가 없는 듯이 해야만 

이후에 명령을 내리거나 어진 이를 임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모두 이치에 

합하여 조정이 바르게 되고 백관·만민들도 모두 바르게 될 것입니다”(『회재집』 「진수팔

규」)20)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임금이 조정의 근본이 되어 임금이 바르게 된 후에야 조정, 백

관, 만민이 모두 올바르게 된다는 정치적 선후본말관계는 「진수팔규」에서도 강조되고 있

다.

을사사화 시기 이언적의 행적도 「일강십목소」와 「진수팔규」에 등장하는 정치적 선후본

말관계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언적의 입장에서 보기에 당시는 어린 임금(명종)이 집

권한 상황에서 왕권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이를 조정 중신인 자신이 곁에서 제대로 보위하

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소윤세력이 왕을 좌지우지할 것이 분명하였다. 정치의 근본인 왕

권이 소수세력에게 휘둘린다면 정치의 기강이 뿌리부터 흔들려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소윤과의 정면대결로 중앙정계에서 축출되는 것보다는, 신중

하고 온건한 태도로 어린 왕의 곁에 남기를 택한 것이다. 

19) 『晦齋集』 卷5 「送元典翰繼蔡序」: “人君體天理物, 神人之宗主, 萬方之標準.” 
20) 『晦齋集』 卷8 「進修八規」: “蓋人君位億兆之上, 理萬幾之政. 其心廓然大公, 儼然至正, 如日中天, 
照臨萬物, 無所偏蔽, 然後發號施令, 任賢退邪, 皆合於理, 而朝廷以正, 百官萬民皆得其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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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구보유』에서 이언적은 주희 『대학장구』의 지선을 중(中)으로 격물치지를 선후본

말이라고 해석하였다. 「일강십목소」, 「진수팔규」같이 김안로 시대 이후 이언적의 정치적 발

언이 담겨있는 문헌에서 중(中)과 본말의 쓰임을 살펴 볼 때, 이언적이 을사사화 당시 중

(中)과 본말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피화의 범위를 줄이고 정국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 하였던 것은 중(中)으로, 조정 안에서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조정 중신의 역할을 다하려 한 것은 본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IV. 후대의 평가

명종 20년(1565)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20년간 세도를 부리던 윤원형의 시대

도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2년 뒤 새로운 임금(선조)이 즉위한 이후에는 윤

원형에게 화를 입은 세력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의 도통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언적도 다시 긍정적인 평

가를 받게 되었다. 선조 즉위년(1567) 경연에서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은 조선의 도통

을 대략적으로 정몽주-김종직-김굉필-조광조의 순으로 보았으며, 이언적에 대해서도 높

은 평가를 내렸다. 또, 그는 윤원형 시대의 악습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조광조와 이언적

을 추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선조실록 즉위년 10월 甲辰條). 그 해 이황(李滉: 1501∼

1570)은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조광조, 이언적을 높이 

평가하여 추증(追贈)해줄 것을 건의하였다(선조실록 즉위년 11월 乙卯條). 

이황이 이상의 네 명을 언급한 이후 조선 도통에 관한 논의는 문묘종사 요청으로 이어졌

다. 선조 3년(1570)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에 대한 문묘종사

를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이후에는 이황까지 추가하여 오현(五賢)봉사에 대한 요구가 지

속되었다. 선조는 이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지만 문묘에 배향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문묘배향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위 초에 벌어진 문묘종사 논쟁은 한동안 잠복해 있다가 선조 37년(1604)에 돌연 다시 

등장하였는데, 이는 조명욱 등 성균관 유생들이 오현종사에 대한 상소를 올리면서 시작되

었다(선조실록 37년 3월 己巳條). 이 상소의 내용은 기존의 오현종사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후 조정의 큰 논쟁으로 번진 것은 이에 대한 선조의 대답 때문이었다. 선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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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재차 올라온 조명욱 등의 상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재차 소장을 살펴보니 뜻이 진실로 근실하다. 그러나 전후에 상소를 올린 것이 한두 번
이 아니었지만 감히 경솔하게 거행하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
구나 이언적(李彦迪)같은 사람도 그 속에 끼어 있으니 그대들의 경위(涇渭)를 내가 괴이
하게 여겨 온 지 오래이다. 우선은 뒷날의 정론(定論)을 기다리도록 하라(선조실록 37년 3
월 庚午條).

이전의 문묘종사 요구에 대하여 선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를 미

루어왔다. 반면, 이번에는 좀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여 이언적이 을사사화 때 보여준 태도

에 대하여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대개 조선사회에서 한 인물이 문묘에 종사되기 위해서는 크게 학문, 사업, 절의의 세 가

지 조건이 필요하였다. 앞 세대 학문의 참 정신을 이어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 학문적 공

이 있거나(학문), 관직에 나아가 도덕 정치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거나(사업), 도덕

과 절의를 몸으로 실천하여 후세에 도덕적 전범이 되어야(절의) 하는 것이다(이승환 2004, 

123). 선조는 이 중에서 이언적의 절의에 관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사흘 뒤 선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언적의 행적에 대해 비판하였다. 선조가 보기에 이언

적은 중종과 인종의 은혜를 두텁게 입은 조정 대신으로, 윤원형·이기 등 “뭇 간신들이 마

구 일어나 화란을 크게 일으킴으로써 사림(士林)은 어육(魚肉)이 되고 종사(宗社)는 위기

일발(危機一髮)의 처지”(선조실록 37년 3월 癸酉條)에서 사생을 걸고 대항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절개를 지켜야 하였다. 하지만 이언적은 이 두 가지를 실

행에 옮기지 못하고 오히려 권신 세력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언적은 뭇 간신들 속에 발을 딛고서 물결치는 대로 부침(浮沈)했을 뿐 직언
(直言)으로 극론(極論)하여 간흉들의 간담(肝膽)을 깨뜨렸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나아가
서 국가를 바로잡지도 못하였고 물러가 몸을 결백하게 하여 멀리 떠나지도 못한 채 자신
이 추관(推官)이 되어 남문(南門) 밖에서 여러 어진 사람들을 국문(鞫問)했으니, 이날 이언
적의 이마에서 땀이 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 이렇게 해서 끝내는 간흉들에게 휩싸
이게 되어 종정(鍾鼎)에 공로를 기록하고 인각(麟閣)에 높이 이름을 걸고서 적신(賊臣) 이
기(李芑)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맹하였으니(선조의 첨언: 그때 이미 동맹했었
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는 내가 짐작으로 한 말이니, 만일 미처 동맹하지 않았다면 
이 구절은 삭제하라), 그가 ‘나에게 과연 정난 위사(定難衛社)의 공로가 있다’고 여겼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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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선조실록 37년 3월 癸酉條).

선조가 을사사화 시기 이언적의 행태에 대하여 비판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이언적은 윤원형·이기 등의 준동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였으며, 그렇다면 미련 없이 관

직에서 떠났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였다. 두 번째로 이언적은 윤원형·이기 세력과 결

과적으로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볼 때 그는 임금과 조정을 바로잡

으려 하기보다는 윤원형·이기 세력에게 부합하려 한 혐의가 있다. 첫 번째는 이언적의 처

신에 관해 두 번째는 그의 의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논쟁은 일파만파 확대되었다. 8일 뒤에 홍문관이 성균관 유생들과 입장을 같이하

여 이언적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으며(4월 4일), 또 한 달 여 뒤인 6월 3일에는 김윤안(金

允安: 1562~1620)을 대표로 하는 경상도의 유생들이 대거 상소를 올려 이언적의 절의를 

문제삼은 선조의 의견을 반박하였다(선조실록 37년 6월 壬午條). 김윤안 등은 “그(이언적)

의 마음가짐을 찾아보고 사실을 고찰해 보면 또한 전혀 그렇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선조

실록 37년 6월 壬午條)라고 하여, 이후의 상소문에서 이언적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

였으며, 더구나 그의 의도는 권신들에게 부합하려 하였다는 선조의 지적과는 전혀 다른 것

임을 밝혔다.

선조는 이언적이 윤원형·이기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음을 비판하였는데, 김

윤안 등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여 이언적은 윤원형·이기 세력의 독주를 반대할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충순당 인대 당시 그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음을 증명

하고자 하였다. 

 

세속을 버리고 멀리 가버리기에는 시대가 그럴 수 없었으므로 위태로운 조정에서 부지
런히 힘쓰고 사군(嗣君)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정(中正)의 도를 지키고 조
용하게 유지시켜 가는 한편 임금의 마음을 계적(啓迪)하여 은밀히 화란의 기미를 해소시
켜야만이 간신들의 음모를 저지시키고 종사를 부지해갈 수 있었습니다 […] 충순당(忠順
堂)에 입시(入侍)했던 때에는 사기(事機)가 이미 헤아릴 수 없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섬기
는 바에 전심(專心)해야 하고 일은 현명(顯明)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바로 뇌정(雷
霆)의 위엄을 범했습니다. 그러자 자전(慈殿)께서는 또한 그대로 용납하시어 ‘경(卿)의 말
이 진실로 옳다. 사림(士林)의 화를 일으키려는 것이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군
간(群奸)들 또한 감히 크게 흉계를 부리지 못하게 되었고 세 신하의 죄도 찬축(竄逐)에 그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선조실록 37년 6월 壬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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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안 등은 이언적이 당시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임금의 마음을 인도하여 화란을 해결

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용기 있게 이 사태(윤임 세력에 대한 옥사)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문정왕후에게 주문하였고, 그 결과 윤원형·이기가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상소문 속에서 ‘중정(中正)의 도를 지키고 조용

히 유지한 행위’라고 표현되었다.

김윤안 등은 을사사화 시기 이언적의 처신에 대해서도 변호하였다. 이언적이 조정을 떠

나지 않고 온건하게 소윤세력에게 대처한 것은 그 방식이 바로 당시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간신들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낭서(囊書)를 날조하고 계림군(桂林君)이 망명(亡命)함에 이르러서는 큰 화가 하늘을 
뒤덮을 형세여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 신하가 나란히 죽음에 나아가게 되었고 사림
(士林)들이 어육(魚肉)이 되었는데 권벌(權橃)의 강직한 의논과 백인걸(白仁傑)의 밀지(密
旨)에 대한 계사(啓辭)가 추상(秋霜)처럼 늠름하여 신명(神明)에게 대질할 수 있었으나 단
지 살모사같은 자들의 머리를 건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지난날 이언적이 주선하여 조호
(調護)한 힘이 없었다면 아마 세 신하의 죽음이 이덕응(李德應)의 무복(誣服)을 기다릴 것
도 없었고, 봉성군(鳳城君)이 원통한 죄에 걸린 것도 또한 정미년 가을의 고변(告變)을 기
다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 진실로 말단을 다스리는 것은 근본을 다스리는 것만 못
하고 흐름을 다스리는 것은 근원을 다스리는 것만 못해서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임금의 면전에서 과감히 쟁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양전(兩殿)을 돕

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으며, 원통함을 신설(伸雪)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 종사(宗社)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언적은 자신이 위의(危疑)스러운 자리에 있었고 또
한 궁액(宮掖)의 변까지 만나 장래의 화를 예측할 수 없었으니, 그의 우려가 어찌 대신들
을 주살(誅殺)하고 왕자(王子)를 금방(禁防)하게 하는 일에만 그쳤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전(慈殿)께 말씀드릴 적에는 보양(輔養)과 교도(敎導)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 
사왕(嗣王)에게는 학문을 강론하고 사리를 밝히며 현명한 사람을 친애하고 간사한 사람
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말들이 오활한 것 같지만 
실지는 절근(切近)한 것이고 완만한 것 같으면서도 실지는 간절한 것이었으니, 어찌 견개
(狷介)한 선비가 일을 당하기만 하면 간하여 한때 충성을 다하는 것에 견줄 수가 있겠습
니까(선조실록 37년 6월 壬午條). 

권벌이나 백인걸이 윤원형·이기 등을 정면비판한 일은 오히려 이들의 공분을 사 사화

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이언적이 당시에 주목하였던 것은 왕권의 

정상화였다. 조정 중신 중에서 이언적 같은 사람이 어린 임금과 모후 옆에서 버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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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추후 윤원형·이기 등의 세력은 왕권을 빙자하여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김윤안에 의해 선후본말을 잘 헤아려 근본을 먼저 다스린 것으로 평가되었

다.

김윤안 등의 상소에서는 이언적의 의도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중정의 도’라는 표현을 썼

으며, 이언적의 처신을 옹호하면서 ‘근본’과 ‘말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언적

이 『대학장구보유』에서 강조하였던 개념이 김윤안 등 영남유생들의 언급 속에서 다시 나

타난 것이다. 이 상소를 주도한 김윤안의 출신과 행적을 살펴볼 때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

고 볼 수만은 없다. 김윤안은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제자로 유성룡은 「성균관 유생

들의 상소에 대해 답한 어찰의 뒤에 삼가 쓴 글」(恭書答太學諸生疏御札後)을 통해 이언적

의 행적을 옹호한 바 있다.21)

이황, 유성룡의 학맥을 잇는 영남 유생들은 이언적을 영남학파의 중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만큼 이언적의 사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는 이 상소문의 다른 부분에서 일찍이 이언적의 문집을 읽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대

학장구보유』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변한 바 있다. 김윤안이 을사사화 시기 이언적의 처신

을 옹호하고 의도를 밝히면서 중정의 도, 본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이언적 사

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언적이 사용한 중(中)과 본말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

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을 반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중종에서 명종에 이르기까지 16세기 초의 조선은 왕권이 잠시 동안 안정되는 듯하였다

가 이내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왕권의 불안정한 시기에는 어김없

이 권신·외척 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옥사가 동반되기도 하였다. 마

치 북송의 학자 범조우(范祖禹: 1041~1098)가 탄식하였듯이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 날은 

늘 적었고, 어지러운 날은 늘 많았던’(맹자집주 고자편)22) 것이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이 시기의 

21) 이 글은 유성룡의 문집인 『西厓集』과 이언적의 문집인 『晦齋集』에 모두 실려 있다.
22) 『孟子集注』 「告子章句」 朱子注: “范氏曰 … 自古國家治日常少而亂日常多, 蓋以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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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기도 하였다. 국왕, 대신, 대간, 외척 등 다양한 행위자들끼리 얽힌 이 시대의 정치적 

갈등은 창업의 시기였던 태조, 태종의 시대나 태평의 시대였던 세종, 성종 대와는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예전 시기의 정치적 문법은 통하지 않았으므로 꼬인 정국을 쾌도난

마의 기세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후(선조 37년)의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분명하게 과거의 정치상황을 판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중

종~명종 시기 당대를 살던 인물들은 명확하지 않은 진영 구분 속에서 무슨 길이 옳은 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중종~명종 시기 동안 일관된 정치적 갈등축은 존재하지 않

았으며, 특정 정치집단이 단일대오를 이루어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내지도 못하였다. 일례

로 예전에 조광조를 추종하던 백인걸과 정순붕(鄭順朋: 1484~1548)은 을사사화 국면에서 

서로 다른 진영에 놓이게 되었다. 백인걸은 윤원형 세력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으며 정순

붕은 윤원형 세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여 출세길을 걸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백인

걸과 정순붕 외에도 그 당시 인물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건국, 전쟁, 혁명, 망국의 시기 등 특정한 시점을 제외하고, 어떤 사회의 정치적 갈등들은 

대개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구조 속에서는 쾌도난마의 해결

책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난맥상을 풀어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데, 이언

적이 살던 16세기 조선의 정치상황이 바로 그러하였다. 이언적은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신중한 자세로 당시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정상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었기에 그는 후대에 문묘종사를 통해 조선의 모범적인 정치

가 상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언적의 행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전 시기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정치적 갈등의 양상도 비교적 간명하였다. 하

지만 최근의 한국정치는 더 이상 어느 하나의 슬로건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정치적 갈등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정치 진영 간의 구분도 

이전보다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맞은 우리가 역사 속 인물들의 사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신중함을 추구하였던 정치가에게 주목하는 것이 간명

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명백한 해답을 추구하였던 정치가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욱 값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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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Eon-jeok and the Politics of Zhong (中)

 Hongkyu Park | Korea University

 Sulsoo Park | Korea University

Lee Eon-jeok (李彦迪: 1491-1553) is a scholar and statesman who tried to settle the 

Joseon Dynasty’s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16th century. This instability was mainly caused 

by a series of literati purges. When the last purge, Ulsa Sahwa (乙巳士禍), occurred in 

1545, Lee attempted to reduce the scale of the calamity and prevent Yoon Won-hyung’

s group―which persecuted other political groups to take power―from monopolizing 

political authority. In this paper, Daehak jangguboyu (大學章句補遺), one of Lee’s books, 

will be analyzed to explain his behavior in 1545. The concepts of Jung (中) and Bonmal 

(本末), which are emphasized in Daehak jangguboyu, properly represent his awareness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 and the discreet manner in which he reacted to Yoon’

s group. More than 50 years later, the literati from Yeongnam region also used the terms 

Jung (中) and Bonmal (本末) to clarify Lee’s intentions and behavior in 1545. Lee strove to 

stabilize the Joseon Dynasty’s politics, while prudently minimizing damages from constant 

purges under intricate and harsh circumstances in 1545. As a result, Lee became one of the 

most revered Confucian scholars and an ideal statesman of the times. Remembering Lee’s 

political thought and behavior also gives meaningful lessons in today’s era of complicated 

political circumstances.

Keywords: Lee Eon-jeok, Ulsa Sahwa (乙巳士禍), Jung (中), Bonmal (本末), Daehak (大

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