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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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 머리말

종반정은 장차 왕이 될 인사의 참여 없이 신료들로만 주축이 되어 추진된 

독특한 사건이다.1)1)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처럼 정변을 통해 왕이 바  경우가 

에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왕권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종의 즉  과정

은 분명 태종과 세조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반

정은 이 시기의 왕권과 그러한 왕권을 규정하고 있는 권력 지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  이 논문은 2016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6S1A5A2A03927395)

** 총신 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인조반정과 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오수창, 1985 ｢인조  정치세력의 동

향｣ �한국사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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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정  종 반의 정국과 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편의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종 반의 정치 상황 속에서 종이 왕권을 확 해 나간 상황을 정리

한 연구와,2)2)정국공신들의 가계 분석을 통해 이들의 성격을 검토한 연구,3)3)군신

권력 계와 왕 계승의 측면에서 종의 즉 가 갖는 의미에 해 검토한 연

구,4)4) 종 반기의 정국 상황과 추진된 정책을 검토한 연구,5)5) 종 반의 옥

사들을 통해 반정 직후의 불안한 정국과 종의 치에 해 검토한 연구6)
6)등

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기 하면서도 반정으로 추 된 국왕의 왕권

에 해 좀 더 천착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반정 모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치 기반

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종이 집권 반에7)
7)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목되는 

사실은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이 공자를 비하하고 부왕의 기제사까지 폐지하며 

극단 으로 자신의 권 를 극 화시키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8)8) 종은 도학 이

념에 기 한 도덕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방향에서 반정 군주로서의 정당성과 

국왕으로서의 권 를 확 해 나갔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그 게 도덕  권 에 

기  왕권을 강화해 나갔던 종은 자신의 권한이 반 로 도덕  권  아래 

치 지워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는  다른 한계를 갖게 되었음도 주목된다. 

2) 이종호․김 철, 1982 ｢조선왕조 종 의 왕권과 정치세력의 동향｣ �마산 학논문집� 4.

3) 이병휴, 1983 ｢조선 종조 정국공신의 성분과 동향｣ �조선 기 기호사림  연구�, 일조각.

4) 김돈, 1997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硏究�, 서울 출 부; 김돈, 2009 ｢반정과 왕권의 상｣ 

�조선 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5) 윤정, 1997 ｢조선 종 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실� 25.

6) 정두희, 2001 �조 조�, 아카넷.

7) 본고에서 말하는 종 반은 즉  후~ 종 8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종 8년이라는 

시 은 종반정 핵심공신인 박원종․유순정․성희안 삼 장이 모두 사망하고, 반정의 무

력 기반이었던 박 문과 신윤무마  고변으로 처형된 시 이다. 큰 틀에서 보면 즉  

반의 미약했던 왕권에서 벗어나 군주로서의 향력을 발휘해 나가기 시작한 시 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반정 이후부터 종 8년까지의 시기를 상으로 종의 왕권과 정

국의 동향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8) 송웅섭, 2019 ｢연산군의 의례  가치 체계에 한 괴와 도덕  권 로부터의 탈피｣ �사

림� 68, 123-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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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정에서 표방한 ‘조종조(성종조) 체제’로의 복귀는 삼사로 표되는 청요직들

의 향력 확 와 언론의 재 활성화를 수반했는데, 언론의 활성화는 간이 도

덕  권 를 유하는 가운데 왕권과 도덕  권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을 유발

시켰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으로, 종 반의 정국 속에서 실권 없이 즉 한 

종이 반정 군주로서의 권 를 도덕  권 에 기 해 확보해 나가고 있었던 양상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도덕  권 에 한 존 이 왕권에 부담이 되

어 되돌아오는 상황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왕권과 도덕  권  

사이의 긴장 계를 천착하고, 그 같은 긴장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었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2. 반정 군주로서의 종의 상과 왕권 신장을 한 노력

1) 국정 독  세력의 부재와 왕권의 진  신장

진성 군(이후 종)은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다. 종이 즉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반정 주체들이 연산군을 신할 인물로 

그를 지목했고, 그는 그것을 거부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9)9)물론 왕실 

내의 서열 계상 반정 주도자들의 그 같은 단은 한 것이기도 했다.10)10)

반정 과정에서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종이었기에 그만큼 감내해야 할 몫이 

컸다. 부인 신씨의 폐 를 비롯해11)
11) 종 반 역모 사건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

유만으로 처형해야 했던 이복형제 城君에 한 처벌이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12)12)하지만 일단 왕 에 오른 종으로서는 어  되었든 군주로서의 온 한 

 9)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2일(무인) “先遣具壽永雲山君德津君于晋城大君邸 具告擧

事之由 仍領軍侍衛. 又遣尹衡 于景福宮 啓于大妃….”

10) 박원종 외의  다른 반정 모의에서도 진성 군이 왕으로 추 될 계획이었다. � 종실록�

권1, 종 1년 12월 1일(을사) “晋城大君諱 成宗大王之親子也 賢而有德 中外屬望 謳歌所

歸 此安仰.”

11)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乙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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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와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반정 반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왕권 강화를 해 종이 취할 수 있었던 

실 인 방법은, 일단 정국공신 삼 장을 심으로 주도되는 정국 운 에 기 어 

국정 경험과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반정을 성공시킨 삼 장  시임 

재상들과의 한 력 계 속에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방법은 결과 으로 종에게 유용한 것으

로 명되었다. 

무엇보다 힘이 미약한 상황에서 당국자들과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종은 반정 

반의 미숙하거나 무리한 국정 처리에 한 비난으로부터 빗겨 설 수 있었다. 

신씨의 폐 나 과도한 정국공신의 책 으로 표되는 실정과 련해 종은 

어도 피해자로 인식되거나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참작되었

다. 이들 사건에 있어서 비난은 오롯이 삼 장에게 집 되었다.13)13)반정 기 정

국공신들의 무리한 국정 행태에 한 묵인 내지 허용은 종으로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실 인 모습이었지만, 결과 으로는 불필요한 에 지를 소진하지 

않고 힘을 비축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정국공신들의 권력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고,14)14)이들의 향력 약

화는 종 반의 정국에서 독  세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자, 시간이 흐를수

록 종의 권력 신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면 정국공

신들이 반의 막강했던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국공신 내부의 구심력이 취약했던 을 꼽을 수 있다. 정국공신의 구

성은 박원종․유순정․성희안과 같은 핵심 주동자들 몇몇과 유순․유자  등의 

조정 신들로서 뒤늦게 합류한 인사들, 그리고 이들의 인척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정 이후의 국정 운 은 삼공신과 합류 인사들이 력 계

를 이루는 한편, 일반 료들의 력 한 불가피한 형국이었다. 상황이 이 다 

12) � 종실록� 권4, 종 2년 10월 16일(병술) “上因朝廷力請, 賜死 城君 惇于杆城郡.”

13) 종 10년 박상과 김정의 폐비신씨 복  주장과 정국공신 책  이후로부터 시작된 과도

한 공신 책 에 한 비 은 당시의 집권자들이었던 삼 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에게 쏟아

졌다.

14) 李秉烋, 1978 ｢朝鮮 中宗朝 靖國功臣의 性分과 動向｣ � 구사학�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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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계유정난 이후 정난공신들이 세조를 구심  삼아 종을 거쳐 성종 반까

지 권력을 지속했던 것과 같은 장기집권은 정국공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종 8년에 이르는 동안 삼 장이 모두 사망하며 새로운 구심 을 마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국공신들의 향력은 속하게 약해졌고 국정은 일반 

료들을 심으로 이루어졌다.15)15) 

둘째, 종이 반정 과정에서 반정 주동자들과 동반자  계를 맺지 못한 것

은 역설 으로 이들의 실세를 진시켰다. 공신들이 국왕의 지원과 호응 없이 

권력을 지속시켜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종은 반정 주동자들과 사  교감 없이 

왕 에 올랐던 만큼, 이후 이들의 실세에 한 부담감 한 그리 많지 않았다. 

자신의 즉  자체는 이들에 기 지 않아도 연산군이라는 희 의 폭군을 체한 

의미 있는 거사라는 정당성을 갖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은 반정 

반에는 불가피하게 삼 장을 표로 하는 정국공신에 의존 인 태도를 보 지

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신 출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인사들로 조정을 

구성해 나갔다.

셋째, 정국공신들은 삼사로 표되는 청요직 인사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었

던 반면, 삼사의 향력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종반정은 군주의 권

를 극단 으로 내세우면서 지배 이념까지 괴시킨 연산군을 몰아낸 일이었

다. 따라서 반정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연산군이 훼손한 법제와 질서가 회복되기 

마련이었다. 이에 반정 직후부터 간의 언론이 재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라 삼

장을 심으로 진행되는 국정 운 에 한 지속 인 견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이 범한 심각한 과오, 이를테면 과도한 규모의 공신 책 과 상  지 , 종

의 즉  경 에 한 거짓된 奏文 작성에 해 간에서는 거침없는 탄핵을 제

기해 정국공신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종 8년 삼 장과 1

등 공신 모두가 사망하고 일반 료들을 심으로 국정이 운 되는 단계에서, 

조정 내에서 구도 국정을 좌우할 만한 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15) 물론 심정이나 홍경주와 같은 정국공신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삼 장 사후의 정국은 

어도 이들이 정국공신의 핵으로 활동하며 정국공신들을 심으로 하는 독자 인 세력

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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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다. 

이에 비해 종은 착실히 국정 경험을 쌓아 가면서 군주로서의 온 한 권 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사신은 논한다. 상의 천성이 총민하고 더욱 吏事에 밝으시어, 비록 中外의 奏啓가 

많이 모여들어도 한 번 보면 문득 그 요 을 領解하며, 한 자의 착오가 있는 것도 

반드시 지 하여 묻기에 이르니, 뭇 아랫사람들이 다 그 밝음에 탄복하며, 정원․헌

부와 육조․한성부 당상 등이 스스로 착오한 것으로서 죄하는 자가 연이었다.16)16)

사신은 논한다. 상이 聽政에 밝아 외가 아뢴 문서에 하나라도 착오가 있으면, 

문득 표를 붙여 내려보내어 고치게 하 다. 하루에 아뢴 것이 무려 수십 권이나 되

어도 수일이 넘지 않아 還下하고, 다른 날 취품하면 하나도 잊지 않았으니, 그 총명

으로 정사에 힘 이 이와 같았다.17)17)

의 두 기사는 종 5년과 8년에 이루어진 종의 국정 수행 능력과 련한 

사신의 논평이다. 어느 정도 과장이 있다는 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 더라도 

종이 많은 양의 정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작

은 오류도 찾아낼 만큼 해당 업무에 한 이해도가 높았음을 볼 수 있다. 한 

승정원을 비롯해 사헌부, 육조, 한성부 등 주요 부서들 반에 걸쳐 폭넓은 국정 

수행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의 국정 운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진 되어 갔다.

교하 다. “즉 한 후 일 이 한 번 親政을 하 으나, 該曹의 注擬에 의하여 낙

할 뿐이었으니, 이는 常政과 다름없다. 내 생각에는 친정이란 銓曹가 궐원을 뽑아 

아뢰면 친히 인물을 택하여 이름을 써서 제수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조

종의 옛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속히 노성한 신과 부원군․정부  이조․병조

에 물어서 아뢰라.”18)18)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신이 세조조의 친정하시던 일을 보건  卑官은 다 조로 

16) � 종실록� 권12, 종 5년 10월 辛亥.

17) � 종실록� 권18, 종 8년 6월 辛丑.

18) � 종실록� 권18, 종 8년 4월 己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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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망하게 한 뒤에 낙 하고, 육조 당상․ 간․ 찰사 등의 직은 흔히 어필

로 제수하 으며, 성종조에서도 역시 친정하실 때 조가 의망한 이 많았고 간혹 

特授한 이 있었습니다. 兩曹의 친정 규모가 이러하며,  비 들의 제수까지 일

일이 상께서 가리시기란 어려운 일이니, 양조의 옛일에 의하여 하게 처리하신다

면 常政과 혼동되지 않으리다.” 하고, 성희안․노공필의 의논도 다 ‘卑微한 온갖 

직은 조에 임하고 과 요직은 特除함이 무방하다.’ 하니 교하기를, “그러하

다. 조로 하여  주의하게 하라.” 하 다.19)19)

  

의 두 기사는 종 8년에 이르러 종이 인사권을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직 으로 행사하기를 희망한 기사들이다. 첫 번째 기사는 종이 인사를 직  

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자신은 그  이조에서 올린 후보자들

을 낙 만 할 뿐이라며, 향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조에서 그 사실을 통보해 

주면 자신이 직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겠다면서, 인사권 행사에 한 극 인 

의지를 드러내었다. 

두 번째 기사는 종의 지시에 해 실 인 방안을 논의하는 기사이다. 유

순은 세조조와 성종조의 사례를 들며 군주가 모든 직에 인사를 담당한다는 것

이 실 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종의 친정 의지에 

한 해법으로, 미 말직은 제외하고 육조 당상․ 간․ 찰사 등의 주요 직

들을 종이 친히 제수할 것을 제안했는데, 종은 유순 등이 제시한 충안을 

받아들 다. 

종이 인사권 확 에 한 의지를 피력한 종 8년이라는 시 은 정국공신의 

핵심 주동자와 무력 기반이었던 박 문‧신윤무 등이 모두 사망하는 시 이다. 

그리고 정 필과 김응기 같은 신료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으면서도 정국공신 출

신이 아닌 인사들이 의정부 재상으로 선출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종의 입장

에서는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버린 반정 반의 황당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벗

어나, 자신이 직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던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 인사권을 보다 극 으로 발휘하겠다는 의사를 극 으로 천명

했고, 그에 따라 핵심 요직에 한 인사를 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19) 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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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통해, 이 시기 종의 왕권이 이 에 비해 한 단계 신장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2) 도덕  사회 질서의 재건과 반정 군주로서의 정당성 확보

종은 왕권을 확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폭군을 체한 반정 군주라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연산군에 의해 흐트러진 사회 질서를 재수립하기 한 사업

들을 추진했다. 도학 이념에 기반을 둔 도덕  사회 질서를 재건하는 사업들을 

통해 반정 군주로서의 엄을 신장시켜 나갔던 것이다.

상이 사정 에 나아가 생원 이심에게 講을 받으니, 사성 이 이 경서를 가지고 

문난하 다. … 좌승지 홍숙이 아뢰기를, “지  이심이 강한 것은 곧 宣王이 나라를 

흥한 일입니다. 厲王이 무도하자 나라 사람이 내쳐 彘에 유배하 습니다. 宣王은 

이를 계승하여 오는 이를 로하여 안집시켜서 주나라의 도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 지  이때는 바로 선왕이 려왕의 뒤를 계승한 것과 같으니, 옛일로써 거울을 삼

는 것이 이보다 간 함이 없습니다." 하 다. 이어 시강원에 공궤하고, 날이 기울어

서 하 다.20)20)

 기사는 종이 즉 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시 에서 성균  유생을 불러 

경 을 강독하게 하고 신료들과 함께 그 뜻을 궁구하는 기사이다. 갑자사화 이

후 성균 은 유희의 공간으로 락했고 유생들은 연산군에게 충성을 강요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 다.21)21)따라서 반정 직후 종이 친히 성균  유생들로

부터 강을 받고 問難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제가 반정에서 표방한 선왕의 

정치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이날 좌승지 홍숙이 언 한 말을 보면, 무도한 勵王이 쫓겨났던 것처럼 연산

군이 폐 된 것은 마땅한 일이며, 종은 려왕을 신한 宣王처럼 주나라의 도

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종의 입장에

서는 연산군을 폐 된 려왕에 비유하는 말에 안을 얻으면서도, 치도의 수 

20) � 종실록� 권1, 종 1년 12월 己未.

21) 송웅섭, 2019 ｢연산군의 의례  가치 체계에 한 괴와 도덕  권 로부터의 탈피｣ �사

림� 68, 121-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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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왕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종이 도학을 존숭하고 그에 입각한 제도와 의례들

을 성실히 행해가기만 해도, 연산군의 행태와 비되며 반정 군주로서의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연산군이 훼손시킨 의례와 질서

를 재시행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반정의 정당성과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종은 도학에 한 소양을 쌓기 해 노력하는 한편, 

그 같은 도학 이념을 창하기 한 조처들을 극 으로 시행했다. 

우선, 폐지되었던 경연이 종의 즉 와 함께 재개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경연

은 치도를 밝히는 장으로서 그 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이 없다. 그럼에도 

경연에 한 군주들의 태도는 그다지 극 이지 않았는데,22)22)성종 를 기 으

로 이 같은 기조가 크게 바 다. 성종으로서는 자신의 즉 가 어린 나이에 擇君

의 형태를 띤 다소 이례 인 방식이었던 만큼, 왕도정치의 상징  의미를 갖고 

있는 경연에 극 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1일 3강 체제로 경연에 참여했으며 

夜 라는 새로운 경연 행을 만들기도 했다.23)23) 기야 성종은 호학의 군주라 

일컬어질 정도로 조선시  군주들 가운데 가장 많이 경연에 참여했다. 재  기

간 25년 동안에 8,748회라는 경이 인 경연이 열렸다.24)24)그 기 때문에 경연은 

성종이라는 군주를 통해서 제왕학과 왕도정치에 한 상징 수 을 넘어 군주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럼에도 연산군은 이같이 새로운 상을 지닌 경연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은 연산군의 경연 참여를 지속 으로 요청했고, 신들도 연산군의 

불성실함에 한 우려를 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산군은 다양한 핑계로 경연 

참여를 최 한 회피했고, 갑자사화 이후에는 경연을 아  폐지했다.25)25)그리고 경

22) 남지 , 1980 ｢조선 기의 경연제도: 세종․문종연간을 심으로｣ �한국사론� 6, 124 

-128면.

23) 이하 성종 의 경연과 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權延雄, 1981 ｢朝鮮 成宗朝

의 經筵｣ �韓國文化의 諸問題�, 시사 어사.

24) 김 권, 2005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察｣ �書誌學硏究� 32, 557-562면.

25) �연산군일기� 권57, 연산 11년 2월 甲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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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폐지한 것은 연산군의 표 인 실정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다.26)26)

따라서 종이 즉 해 경연을 재개한다는 것은 왕의 공부가 다시 시작되었다

는 단순한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반정 시에 선포했던 선왕의 정치로 되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극 인 경연 참여가 공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

었기에, 종은 즉  직후 재 시행된 경연에 극 으로 참여했다. 종은 39년

의 재  기간 동안 총 6,241회의 경연에 참여했다.27)27)부왕인 성종만큼은 아니었

지만, 연산군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경연이 열렸다. 그리고 그의 재  기간 

체 가운데 즉  반에 가장 왕성한 경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28)28) 종

이 반정 기 경연에 극 으로 참여한 것은 경  소양에 입각해 치도를 실

해 나가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분명 공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

시 말해 반정 직후 종의 극 인 경연 참여는 그 자체가 부왕 성종의 미덕을 

본받는 것이자 경연을 폐지한 연산군의 폭정과 자신의 치세를 구별하는 것이었

다. 한 그것은 도덕 가치와 질서의 회복으로서 반정 군주로서의 상과 권

를 온 하게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경연 외에도 종은 �삼강행실도�를 반포하거나 새롭게 간행함으로써 문란해

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방편으로 삼았다.29)29)이는 무 진 풍속을 재수립하기 

함임과 동시에, 자신의 통치가 인륜과 도덕에 기 해 있음을 극 으로 홍보

하는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종은 차 �삼강행실도�의 간행을 지시하는 한

편,30)30) 종 6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2,940질이라는 인 분량을 인출해 반사

하도록 했다.31)31)그리고 이 같은 입장을 지속 으로 추진해 나갔다.

26)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戊寅 “燕山自知其惡 恐有  廢經筵 革司諫院弘文館 減

持平二員.”

27) 김 권, 2008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한 察｣ �서지학연구� 41, 207-213면.

28) 의 논문, 214-215면.

29) �삼강행실도�의 편찬과 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항수, 1998 ｢三綱行實

圖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

30) � 종실록� 권10, 종 5년 1월 辛酉; 권14, 종 6년 8월 乙巳.

31) � 종실록� 권14, 종 6년 10월 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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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다. “개성부의 인민들이 조의 남긴 풍속에 의하여 불교를 숭상하고 이

륜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염려된다. 조로 하여  �삼강행실�의 수량을 더 많이 인

쇄하여서 내려 보내게 하라.”32)32)

 기사는 종 10년 개성 지역의 풍속을 문제 삼으며 �삼강행실도� 간행을 

지시하는 기사이다. 종 6년 거의 3천질을 간행한 뒤에도 다시 간행을 명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은 �삼강행실도� 속집 간행의 필

요성을 지 하고, 속집 간행의 의미와 수록 인물들에 한 기 을 제시하 다. 

아래는 종이 �속삼강행실도� 간행을 지휘하는 모습들이다.

교하 다. “근래에 삼강이 땅에 떨어져 풍속이 문란하므로 백성이 본성을 잃어 

순후하여질 을 모른다. 조종 때에 강상을 굳게 세우기 하여, 충신․효자․열녀들

의 상을 그리고 사 을 기록하여 하나의 책을 만들되,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

여 외에 반포하매, 여항의 소민이 보고 감동을 일으켰으니, 어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내가 이런 생각이 나서, 과 같이 형상을 그려서 속편을 편찬하

고자 하니, 속히 국을 설치하도록 하라.”33)33)

정원에 교하 다. “지  바야흐로 �삼강행실�을 찬집하는데, 로부터 큰 난리 

뒤에는 반드시 의를 포상하는 법이 있었다. 지난번 반정 때의 일은 내가 잘 알지 

못하나 어  충 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겠는가! 물어서 찾아 아울러 수록하도록 

하라.”34)34)

교하 다. “�삼강행실�을 속찬할 때에 조종조  반정 후의 일을 모두 수록하도

록 하라. … 내가 경연에서 사마온공이 풍도를 논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여자는 남

편을 따르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요, 신하는 임 을 섬기면 죽더라도 두 임

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여자로서 부정하면 아무리 용모가 아름답고 길  솜씨가 교

묘하다 해도 어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신하로서 불충하면 아무리 才智가 많고 

治行이 우수하다 해도 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大節이 이미 이지러졌

기 때문이다.’ 하 으니, 서문을 지을 때에 이 뜻을 서술해야 하리라.”35)35)

32) � 종실록� 권22, 종 10년 6월 甲子.

33) � 종실록� 권17, 종 7년 10월 戊申.

34) � 종실록� 권17, 종 8년 2월 丁卯.

35) � 종실록� 권20, 종 9년 4월 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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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해진 풍속을 순후한 기풍으로 바꾸기 해서라는 편찬 목 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반정 과정에서 연산군에게 충 을 다한 인사가 없었는지, 조종조 

때의 일 가운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게 하는 한편, 사마온공의 말을 참고

해 군주에 한 신하의 忠이라는 大節을 강조하도록 하는 서문의 방향성까지 지

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도 종이 수동 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극 으로 �속삼강행실도�의 간행에 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 같은 사업의 추진은 유교 질서의 회복과 함께, 반정 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종이 그것을 의도했건 안했건 말이다.

이 밖에도 종은 도학의 실천에 합하거나, 자신이 본받기에 마땅한 성왕들

의 사 들에도 심을 기울 다. 홍문 으로 하여  경 과 사서 속에 잠언이 

될 만한 구 들을 뽑아 병풍이나 족자로 만들어 곁에 두거나,36)36)그 과정에서 발

췌된 다양한 자료들까지도 자신에게 들이도록 했다.37)37)자신이 본받을 모델들을 

찾아서 통치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한 종은 의를 지킨 인사들

을 창하는 일에도 극 이었다. 연산군 시 에 훼손되었던 각도의 정문을 다

시 세우고 행 있는 자들을 포상토록 지시했으며, 의와 효렴이 있는 자들을 

찾아 포상했다. 성종의 상에 心喪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정성근을 작

하고, 정성근과 같은 류의 사람들이 더 있는지를 탐문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의를 행한 송 의 아내에게 정표를 내려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38)3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반정 이후 종과 조정 신들은 성리학  이

념에 기 한 사회 질서의 회복을 한 노력을 기울 다. 이 과정에서 종 역시 

도학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업들에 극 이었는데, 그 같은 지향 자체가 

왕권의 기 를 다지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이러한 사업

들을 통해 조정 신료들과 일반 사 부들의 지지를 얻어가는 한편, 자신이 연산

군과는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반정 군주에 부

합한다는 을 부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의 이러한 왕권 강화 방식은 왕권

에 있어서는  다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했다. 

36) � 종실록� 권2, 종 2년 1월 庚寅; 권4, 종 2년 11월 壬寅.

37) � 종실록� 권4, 종 2년 11월 辛丑.

38)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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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 언론의 재 활성화와 도덕  권 의 유

종반정은 폭군을 몰아내고 바른 정치로 되돌아간다는 명분 속에서 거행되었

다. 이때 반정 주동자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바른 정치란 祖宗朝의 정치인데, 보

다 직 으로는 연산군 즉  이 인 성종 를 의미했다. 따라서 반정이 성공

한 뒤에 연산군이 제멋 로 고친 제도들은 모두 폐지되고, 성종  국정 운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근년에 옛 법도를 고쳐서 어지럽히고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

하고, 한결같이 조종이 이루어놓은 법을 수할 것이다.39)39)

폐주 조에 쫓겨난 재상으로 쓸 만한 사람  죄 없이 직첩을 빼앗기고 직당한 

사람은 마련하여 아뢰게 할 것이며, 여러 직 에서 이미 한 것은 옛날 로 

다시 설치하고 신설된 것은 아울러 모두 제하소서. … 성균 은 속히 수리하여 

을 도로 안할 것이며, 여러 학당은 아울러 수리하여 복구하게 하소서.40)40)

첫 번째 기사는 종이 즉 하면서 반포한 즉 교서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연산군이 어지럽  놓은 제도들을 조종 의 것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선언하는 

기사이다. 두 번째 기사는 박원종 등의 건의로 조종조의 정치에 해당하는 조처

들을 실행하는 기사이다. 연산군에 의해 된 것은 다시 설치하고 신설한 것

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왕  법제의 복구 상에는 당연히 삼사의 언론을 시한 청요직들의 활동

과 련된 제도들도 포함된 것이었다. 갑자사화 이후 된 홍문 과 사간원이 

복설되었고,41)41)축소된 사헌부 직제도 회복되었다. 그리고 홍문 과 사간원의 복

구로 폐지되었던 경연42)과42)서경43)이43)재개되었다. 

39)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戊寅.

40)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己卯.

41)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壬午. 반정 후 5일째 되는 이날의 인사이동 기사에는 홍문

과 사간원 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홍문 과 사간원이 복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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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여겨볼 부분은 홍문 과 사간원, 경연과 서경 등의 복구는 단순히 

언론 련 제도의 복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이다. 이는 성종의 치세 동

안 이루어진 청요직을 심으로 하는 권력구조의 재구축과 국정 반에서 이들

의 향력이 확 된 국정 운 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청요직

들이 공론이라는 이름하에 국정 안마다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홍문

록․피 ․서경 등을 연동시켜 인사권을 행사하는 양상의 재연을 고하는 것이

었다.44)44)

실제로 종반정 직후부터 삼사의 활동이 이미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종반정이 일어난 9월 1개월 동안 간에서 

제기한 안건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 종반정 성공 직후 1개월 동안의 언론 활동 양상

42)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己卯; 권1, 종 1년 9월 辛丑.

43) � 종실록� 권4, 종 2년 10월 丁酉. 서경 계 기사는 이때 처음 보이나, 보통 실록에서 

서경에 한 언 은 간에서 서경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사간원 복설 이후 

인사 행정이 시행되면서는 서경이 재개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44) 송웅섭, 2018 ｢기묘사림과 공론지상주의｣ �역사와 실� 108, 50-55면.

날짜 언론 내용

9월 4일 새로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부 합자 탄핵, 과도한 승품을 시정할 것

9월 6일 재직자  폐조와 인연이 있는 부 합자 탄핵

9월 7일 사간원 소속의 서리․나장․조례․노비들을 되돌려  것

9월 9일 과도한 규모로 이루어진 공신 책 을 고칠 것

9월 10일 간이 합사; 공이 없음에도 인척의 인연으로 책 된 사람들은 원종으로 돌릴 것(2회)

9월 11일 과도한 공신 책 을 시정할 것

9월 13일 과도한 공신 책 을 시정할 것

9월 16일 사헌부에서 직 료 가운데 연산군의 폐정에 참여했던 인사들(민효증, 신극성)을 탄핵

9월 17일 사헌부, 의 일 재론

9월 18일 사헌부가 의 일을 재론

9월 18일 사간원; 공이 없는 윤탕로( 종의 외삼 )의 공신 책 을 철회할 것

9월 19일 사간원: 윤탕로 문제, 사헌부: 민효증 문제

9월 20일 간; 민효증, 윤탕로 문제

9월 21일 간; 민효증, 윤탕로 문제

9월 21일 간: 폐지한 기신재를 복구했는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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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정은 9월 1일 녁에 시작되었다.45)45)그러므로 종 원년 9월이라는 시

은 매우 어수선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어수선함 속에서도 간의 

활동은 즉각 으로 재개되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월 한 달 동안 반복

해 요청된 주요 의제는 크게 3가지 정도이다. 과도한 공신 책  문제, 원종공신

에 한 가자 지  문제, 폐주 때의 총신들을 재서용 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기신재 재시행 문제와 사간원 소속 서리와 노비의 환속 등이 거론되었

다. 주목되는 부분은 간의 언론 가운데 부분이 공신 책  문제라는 이다. 

9월 8일 공신 책 이 이루어진 뒤 바로 다음 날인 9월 9일부터 이에 한 비

이 시작되었다.46)46)비  요지는 반정 과정에서 실제로 공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은데도 공신에 책 된 사람이 무려 1백 10명에 달하며, 여기에 원종공신까지 

과도한 숫자로 책 되었음과 이들 원종공신 역시 부분이 공이 없는 사람들이

라는 것이다. 정국공신 책  규모가 역  공신 책  가운데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7)47) 

간의 활동이 흥미로운 부분은 첫째, 종 원년 9월이라는 시 은 반정이 성

공을 거두어 삼 장의 권력이 가장 막강했던 시기라는 이다. 이런 시기에 

간에서는 공신 책 이 과도하다는 비 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향후 

간의 언론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임을 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5)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戊寅.

46)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乙酉.

47)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癸卯.

9월 23일 간; 기신재 문제, 윤탕로, 민효증 문제

9월 25일 원공공신 1등에게 모두 가자를 지 한 일을 철회할 것(2회)

9월 26일 경연에 참석한 간이 원종공신에 내려진 과도한 작상을 비

9월 26일 간이 합사하여 과도한 작상의 시정을 요청

9월 27일 조강에 참여한 간이 과도한 작상의 시정을 요청

9월 27일 간이 합사 과도한 작상 수여를 시정할 것을 요청

9월 27일 사간 안당이 단독으로 작상 수여 문제를 제기함

9월 28일 사간원 정언; 부세 경감 요청

9월 28일 과도한 작상을 시정할 것

9월 29일 과도한 작상을 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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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신 책 의 과도함과 공신들 가운데 공이 없는 사람이 부분이라는 

주장이 기묘사림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가 아닌, 이미 종반정 직후부터 간들

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묘사화의 원인이 훈삭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인 시각인데, 공신 책  직후부터 간에서 이 문제를 지속

으로 거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론 활성화라는 상이 특정 세력의 진출에 의

한 것이라기보다, 료조직이 작동하는 구조 ‧시스템  요인과 연 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산군의 폭정이 바로 그러한 시스템의 

작동을 막았던 것이고, 종반정으로 성종시 의 국정 운 이 회복되면서 멈추

었던 시스템이 재가동되며 자연스럽게 언론 활성화가 재개되었던 것이다. 폐지

된 홍문 과 사간원의 복설과 경연과 서경의 재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홍문록

을 통한 홍문 원의 선발, 서경과 피 을 바탕으로 청요직 스스로가 통청권을 

갖게 되며 청요직 반의 단일한 오를 형성시키는 구조가 재구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종반정에서 선포한 ‘성종조 체제’로의 복귀는 청요직들을 심으

로 한 권력구조의 재건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구조 인 기 의 재건에 의해 언

론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종 2년 

간의 탄핵에 의한 유자 의 축출이다. 유자 은 종반정 모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반정 당일 훈련원에서 최 의 회합이 이루어질 때 참여해 1등 공신에 

올랐다.48)48)하지만 성종 9년의 무술옥사 이래49)
49)임사홍과 유자 에 한 朝野 인

사들의 개심이 팽배한 상황이었고, 무오사화 과정에서의 유자 의 행태는 그

에 한 비난을 고조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에서는 유자 이 간의 공

론을 막았다는 이유로 그에 한 탄핵을 시작했다.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이사균이 아뢰기를 “…  신 등이 들으니, 유자 이 고성 

령 안극종과 창녕 감 심 종을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기를, ‘두 사람은 백성

을 공근히 다스렸는데, 간이 잘못 아뢰어 직시켰다.’ 하 다 합니다. … 유자 은 

정부의 당상이 아닌데 와서 아뢰니, 이것은 간하는 의논을 지하고 억제하여 말하

48) �연산군일기� 권63, 연산 12년 9월 己卯.

49) �성종실록� 권92, 성종 9년 5월 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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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정언 박거린이 아뢰기를, “ 간이 공론을 가지고 아

뢰었는데 유자 이, ‘고을 백성에게 하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것은 

공론을 고을 백성의 말만 못하다고 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 조짐이 지극히 크니 정

상을 국문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사균이 아뢰기를, “유자 은 앞서도 잘못 아뢴 

것이 많았는데, 신 등이 매양 논박하려 하면서도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본래 

해치기를 심히 하며 말에 앙심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 다.50)50)

 기사는 비리 의가 있는 지방 수령에 한 간의 탄핵을 유자 이 교묘

하게 지하고 간의 공론을 폄하했다는 비 이다. 아울러 간에서는 부

터 유자 을 탄핵하고자 했으나 그의 사나운 성품과 세 때문에 지 껏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언 했다. 이날의 유자 에 한 탄핵 이후로 간의 유자 에 

한 탄핵이 물 쏟아지듯 터져 나오게 된다. 기야 종은 신을 처벌하는 

것의 미편함을 들어 반 하면서도, 간의 요청이 워낙 거세었기 때문에 신들

에게 收議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들이 유자 의 직을 요청해 마침내 유자

은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51)51)하지만 간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층 더 가

열차게 유자 을 극형에 처할 요구했다.

간이, 유자 의 죄를 條陳하여 극형에 처할 것을 청하 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차하기를, “… 그리하여 조야가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무어라 못하게 된 

뒤에 공론이 무 지고 조정이 배척할 수 없게 되며 인군은 제어하지 못하여 마침내 

나라를 팔아먹을 지경이 돼야만 그만두게 되는 것이니, 자 은 곧 그 사람인 것입니

다. … 하루아침에 우리 조종의 당당한 기업을 그르칠 자는 이 사람이 아니고 구

이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보이지 않을 때 미리 책을 세워야 한다.’하 는데, 

하물며 지  무성하게 퍼져 있음이겠습니까? 원컨  큰 죄로 다스리고 그 손발도 함

께 제거하여 외의 분한을 씻게 하소서.”52)52)

유자 이 어떤 인사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사로, 그에 한 직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여세를 몰아 조정에서 구히 쫓아내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다. 이로부터 간과 홍문 에서 오직 이 문제에만 집 해 매일 같이, 하루에도 

50) � 종실록� 권2, 종 2년 4월 丙戌.

51) � 종실록� 권2, 종 2년 4월 己丑.

52) 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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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유자 의 극형을 청하는 상소와 차자를 올렸다. 뿐더러 성균  

생원들도 유자 의 처벌을 요청했으며,53)53)심지어 좌의정 박원종 한 유자 의 

처벌을 건의했다. 박원종은 유자 에 한 처벌이 온 나라의 공론인 을 지

하는 한편, 그가 공신이므로 극형에 처할 수는 없고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조율

할 것을 요청했다.54)54)이후에는 승정원과 삼정승 한 형을 요청했다.55)55)몇 달

을 지루하게 이 문제로 종과 신료들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유자 은 유배를 

가게 된다.56)56)이후로 유자 은 재기하지 못한 채 종 7년 사망하게 된다.57)5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정 이후 성종조 체제로의 환은 청요직들과 간의 

활동 강화로 이어졌고, 이에 반정 직후부터 과도한 공신책  문제와 같은 민감

한 사안들을 제기함은 물론, 유자 이라는 거물을 조정에서 축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한다. 물론 언론의 재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험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등 공신 박 문이 문신들에 한 불만을 토로해 

이 문제로 잠시 소요가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화와 같은 언론 박해가 일어나

지 못했고, 이는 간의 언론 활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어질 것임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58)58) 

한편 간 언론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간이 도덕  권 를 앞세우거나 

유하는 일이 확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언론의 활성화는 

간이 도덕  권 를 차용해 조정 내의 각종 안들에서 발언권을 높여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종 8년 이  간에서 제기한 주요한 의제들이다. 

간의 요청이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교 ‧도덕  질서가 구

53) � 종실록� 권2, 종 2년 4월 甲午.

54) � 종실록� 권2, 종 2년 4월 乙未 “左議政朴元宗奉審胎峯 事完來復命. 仍啓曰 今聞子光

之事 臺諫․弘文館․承政院․藝文館以至大學生 論啓不已. 此擧一國 之 不可不聽. 但子

光旣有大功 不可置極刑 可遠竄以快公論.” 【子光潛致簡于元宗曰 唇亡齒寒 古有其  何不

庇護耶. 元宗答曰 士林向君切齒已久 何不早 乎】 上曰 “子光歷仕累朝 今已議諸朝廷 罷職

已過 不 加罪.”

55) � 종실록� 권2, 종 2년 4월 乙未; 권2, 종 2년 4월 丙申.

56) � 종실록� 권4, 종 2년 9월 壬寅.

57) � 종실록� 권16, 종 7년 6월 丁巳.

58) �陰崖日記� 庚午年 正月條.



중종 초반 왕권의 신장과 도덕적 권위 사이의 긴장·453

되는 사회를 실 하기 해 그 같은 사안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

다는 당 성을 천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간에서 제기한 주요 이슈들 가운데는 유교  가치에 배치되는 제도의 

나 이단에 한 배격 문제와 련한 사안이 많았다. 忌晨齋와 祈恩祭의 폐지, 사

찰 건립 반 , 소격서 폐지, 여악의 폐지, 내수사 장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신재  문제는 간에서 선왕의 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것에 한 미

편함을 지 하면서 제기되었다. 기신재란 忌晨(기일 새벽)에 齋를 올리는 것으

로, 주로 궁 에서 선왕의 제사를 지낼 때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며 지내는 제사

를 가리킨다.59)59)기신재는 연산군이 선왕의 제사를 폐지하면서 되었는데, 폐

지된 기신재를 반정 이후 재개하자60)
60) 간에서 선왕 의 제도라 할지라도 이단

에 빠진 그릇된 것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폐지를 요청했다.61)61)비슷한 

맥락에서 기은재에 한 폐지 역시 주장되었다. 기은재란 왕가의 복을 비는 제

례로 祀典에 등재되지 않은 淫祀이다. 체로 무당이 山川에 기도하는 형태로 

치러지는 의식이었는데, 역시 이단과 계된 의례 으므로 폐지를 요구했다.62)62)

소격서  문제도 제기했다. 소격서는 연산군  표 안에 있다하여 이 시

켰는데, 반정 직후 원래의 자리에 재설치하라는 명이 내려졌다.63)63)이에 홍문 에

서는 소격서의 폐지를 요청했는데,64)64) 종 6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

쳐, 심지어는 사직까지 요청하면서65)
65)소격서 폐지 문제를 놓고 왕과 충돌했다. 

하지만 허락을 얻지는 못했고 이후 조 조 집권 시에 이르러 폐지된다.66)66)

女 의 폐지 역시 반정 부터 제기되었다.67)67)이 역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

59) �한국일생의례사 �.

60)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辛巳.

61) � 종실록� 권1, 종 1년 9월 丁酉.

62) � 종실록� 권15, 종 7년 4월 丁亥. 

63) � 종실록� 권1, 종 1년 10월 戊申 “傳于工曹曰 急修昭格署 令本署官員還入. 【時署移

寓安陽君家 故有是命】”

64) � 종실록� 권1, 종 1년 10월 庚午.

65) � 종실록� 권14, 종 6년 7월 己巳.

66) � 종실록� 권34, 종 13년 9월 乙巳.

67) � 종실록� 권1, 종 1년 12월 辛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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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어도 국 사신을 맞이할 때는 여악을 쓰지 않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졌

다.68)68)국가 제도가 모두 국 제도를 쓰고 있으나 여악의 경우는 그 지 않아 

국 사신이 이를 비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내수사 는 내수사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폐단을 시정하기 해서라는 이

유도 있지만, ‘군주는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폐지가 

요구되었다. 종 2년 7월에 이르러 내수사 를 집 으로 제기했다.69)69)역시 

수개월에 걸쳐 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70)70)한편 내수사 가 윤허

되지 않자 간에서는 방향을 조  바꾸어 내수사 장리의 를 요청하기 시작

했다.71)71)일정 정도 타 할 만한 수 에서 내수사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

각되는 장리 문제로 수 를 낮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종 5년 간에서는 정몽주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요청했다. 기신재 와 

같은 사안들이 체로 이단을 섬기고 왕도를 펼치는 데 가 되는 문제라면, 문

묘종사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정몽주와 련

한 사안은 먼  경연에서 그의 의를 기리기 한 사당 건립 요청이 제기되었

다.72)72) 조에서는 례가 없음을 이유로 자손을 녹용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

고 종이 이를 수용했다.73)73)

정몽주의 문묘 종사와 련된 논의는 수개월 이후 경연에 배석한 사간원 정언 

이여에 의해 재개되었다. 崔致遠․薛聰․安裕 같은 사람도 모두 문묘에 배향된 

만큼, 동방 이학의 비조라 일컬어지는 정몽주의 문묘 배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었다.74)74)이여의 문묘종사 건의 이후로 정몽주의 배향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 본

격 인 논의가 시작되었다.75)75) 

68) � 종실록� 권8, 종 4년 4월 戊辰.

69) � 종실록� 권3, 종 2년 7월 甲辰.

70) � 종실록� 권4, 종 2년 11월 甲寅.

71) � 종실록� 권7, 종 3년 10월 丁丑.

72) � 종실록� 권10, 종 5년 2월 丁亥.

73) � 종실록� 권10, 종 5년 2월 戊子.

74) � 종실록� 권12, 종 5년 10월 辛丑.

75) � 종실록� 권12, 종 5년 10월 壬寅.



중종 초반 왕권의 신장과 도덕적 권위 사이의 긴장·455

삼공이 아뢰기를, “정몽주의 충효 이 후세에 늠연히 뛰어나고,  이학에 공

이 있으니, 과연 문묘에 종사함이 가합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문묘에 

종사하게 된다면 소  문묘 종사라는 것이 가벼운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 다.’ 하 다.76)76)

정몽주의 문묘 배향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삼공이 수합한 의논은 

정몽주가 비록 이학에 공이 있고 문묘에 종사되는 것도 가하지만, 어진 사람이

라고 해서 모두가 문묘에 배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배향될 자

격은 있으나 배향은 곤란하다는 다소 앞뒤가 어 난 논의라는 인상을 주는데, 

재상들에 의해 정몽주의 배향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의가 나왔다는 사실 자

체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이때 정몽주의 문묘 배향은 받아들여지지 않

았지만, 앞의 사안들을 포함해 간이 도덕  이슈들을 선 하며 국왕  신

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정 직후부터 간의 언론 활동이 활발하게 재개되었

다. 그리고 간의 언론에는 공신 책 이나 유자 에 한 탄핵에서부터 기신재

와 기은재 ․여악의 폐지․내수사  그 장리의 ․정몽주의 문묘 종사

에 이르기까지 조종 내의 각종 안을 망라하는 것이었다. 뿐더러 간은 그 같

은 안에 한 자신들의 주장을 도학과의 연결 고리를 통해 도덕  우월성을 

확보했다. 따라서 간 언론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궁극 으로는 체제 이념에 기

한 언술 속에 도덕  권 에 한 강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군주의 입장에서 이 같은 양상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었다. 물

론 종 역시 권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경연에 극 으로 참석하고, �삼강행실

도�와 �속삼강행실도�와 같은 강상윤리를 밝히는 서 들을 간행하면서 반정 군

주로서의 권 를 강화시켜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간에서 사안마다 도덕  권

를 앞세우는 상황에 직면할 때, 종으로서는 자신의 권 가 도덕  권  하

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언론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종의 곤

란함은 커지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종 8년 소릉 복  

문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76) � 종실록� 권12, 종 5년 12월 癸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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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릉 복  과정에서의 왕권과 도덕  권 의 충돌

간이 도덕  권 를 유하며 언론을 통해 안마다 시비를 주도하고자 함

에 따라 군주의 권 와 도덕  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소지 역시 그만큼 커

졌다. 종 7년 말에 시작된 소릉 복  문제가 바로 그 같은 사안에 해당한다. 

소릉의 복 는 자칫 세조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의리상으로나 법제상으로는 추복이 마땅한 사안이었다. 한마디로 소릉 복  문

제는 반정 반 간 언론을 통해 도덕  권 가 확 되어 가는 정국에서, 왕실

의 권 와 도덕  원칙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고심하게 했

던, 국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사안이었다는 에서 주목된다. 

소릉은 문종비이자 단종의 모친으로서 세자빈 시  단종을 낳고 사망했는데, 

문종 즉  후 덕왕후에 추숭되었다. 하지만 1456년(세조 2) 사육신 사건으로 

덕왕후의 동생 권자신과 모친이 사형에 처해 지자, 덕왕후 역시 폐서인되어77)
77) 

종묘에 모셔진 신 가 철거되고,78)78)무덤은 격식을 낮추어 개장되었다. �음애일기�

에는 개장 당시의 상황에 해 언 한 기사가 있어 이때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축년에 묘가 일 이 에서 낮에 가  리는 괴상한 일이 있다 하여 즉

시 명하여 소릉을 폐하게 했다. 그때 使臣이 먼  석실을 뻐개고 을 끌어내려 했

으나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군민이 해괴히 여겨 곧 을 지어 제사 지냈더

니, 이 비로소 나왔다. 3, 4일 동안 밖에 내버려 두었다가 명하여 백성의 로 거

두어 장사지내게 했다.79)79)

 기록에 따르면 1547년(세조 3) 세조가 낮잠을 자다가 가 에 린 뒤, 

덕왕후가 폐서인 되었으므로 소릉 역시 일반 백성의 에 맞게 능의 격식을 낮

추게 했다는 것이다. 음애 이자는 改葬 과정에서의 해괴한 일들을 언 하며 이

77)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6월 戊午.

78)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9월 戊辰.

79) 李耔, �陰崖日記� 癸酉年 四月 十七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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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조처를 취한 사

람이 세조 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세조의 처사가 갖는 부당성을 드

러내었다. 

소릉이 폐 된 뒤로 사 부들 사이에서는 세조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이긴 하지만 성종 9년 남효온이 소릉의 복 에 

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80)80)연산군 1년에는 김일손이 다시 소릉의 복 를 

요청했다.81)81) 

하지만 무오사화가 일어나면서 김일손은 사  문제와 함께 소릉 복 를 청한 

일로 문 를 당하다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갑자사화 과정에서 김일손이 소릉 

복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조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받았다.  

정승들이 김일손과 더불어 소릉 복 를 같이 간한 사람들을 써서 아뢰기를, “李胄

와 韓訓입니다.” 하니, 교하기를, “이 사람들의 아비가 아직 살아 있느냐.” 하 다. 

僉啓하기를, “일손의 아비와 이주의 아비는 이미 죽고, 홀로 한훈의 아비 韓忠仁만이 

일 이 장형을 받고 외방에 축출되어 있습니다.” 하니, 교하기를, “세조께서는 가

문을 변화시켜 임 이 되신 분인데, 이와 같은 말을 오히려 차마 하 으니, 어  이

보다 더한 난신 자가 있겠는가. 김일손과 이주의 아비는 모두 부 참시하고, 한훈의 

아비 충인은 잡아다가 교형에 처하고, 일손의 첩자 김청이․김숙이는 사람을 보내어 

목을 베어 오고, 이주의 아들과 딸은 모두 정역하도록 하라.” 하 다.82)82)

남효온은 난신의 로 부 능지하여 가산을 몰수하고, 그 아들은 참형에 처하여 

효수하되, ‘아비 효온은 소릉의 복 를 청한 죄’라고 써 를 달아라."83)83)하 다.

첫 번째 기사는 김일손과 소릉 복 를 함께 언 했던 사람들을 찾아낼 것을 

명한 뒤,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하도록 한 기사이고,84)84)두 번째 기사는 소릉 복

를 처음으로 요청한 남효온을 부 능지  가산 몰하고 그의 아들을 효수하도

80)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丙午.

81) �연산군일기� 권5, 연산 1년 5월 庚戌.

82) �연산군일기� 권56, 연산 10년 10월 戊午.

83) �연산군일기� 권56, 연산 10년 11월 己亥.

84) 이주와 한훈은 연산군 10년에 이미 사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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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명한 기사이다. 소릉 복 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들까지 부 참시하

거나 교형과 효수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로써 신료들 사이에서 소릉 복  문

제는 난신 자로 규정되어 끔 한 화를 래하는 ‘ 기어’로 인식되어 함부로 발

설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따라서 종반정 이후 소릉 복 와 련해서는 좀처럼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과도한 공신책 에 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거침없이 문

제 제기했던 간이었다. 그런 간이 소릉 문제만큼은 안건으로 삼지도 못했던 

것이다. 

반정 이후 소릉 복  문제가 처음으로 언 된 것은 종 7년 11월 22일에 있

었던 경연에서 다. 이날 주강에서는 당 종 때의 명신 姚崇에게 太廟가 무

진 일에 해 물었던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날 종은 태묘에 한 이야기 끝에 

신료들 가운데 家廟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우려했는데, 이 때 검토  

소세양이 소릉 문제를 거론했다. 

검토  소세양은 아뢰기를, “임 에게는 태묘, 신하에게는 가묘가 있어 천자와 제

후로부터 경 부와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사 모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문종

왕께서는 홀로 一位로만 향사하 으니, 그때의 일을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종

조에 소릉을 추복하는 일로 더러 아뢰는 사람이 있었으나 고치지 아니하니, 여러 사

람의 의논이 매우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만약 자손이 조종이 한 일이라 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천만 세가 되더라도 그 과오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나라의 

잘못된 거사가 이 일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릉의 일은, 조

종조가 한 일인데 진달하여 아뢰는 사람이 없었으며, 오래된 일이요 한 경솔히 바

꾸어서는 안 되니, 지  처치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하 다.85)85)

이날 주강에서의 강의 내용이 종묘와 련된 것이었던 만큼, 소세양은 문종이 

종묘에 홀로 모셔져 있는 부당함을 지 한 뒤, 성종조에 소릉의 추복을 요청한 

일이 있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럽게 추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종은 조종조의 일을 경솔히 바꿀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85)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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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해 좀 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입장에서 실록을 상고해 경

를 악하도록 지시했다.86)86)이후 종은 유순정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신

들의 입장이 어떤지 收議에 붙 다.87)87)

유순․유순정․성희안․송일․노공필․민효증이 의논드리기를, “소릉을 추복함은 

의리에 합당할 듯하나, 당  폐할 때에 세조께서 이미 종묘에 고하 으니, 지  복구

한다면 역시 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슨 말로 고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망령되게 ‘뒤를 이은 왕이 이 일을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다.’고 의논드린 것은 

이것이 두려워서입니다.”88)88)

사신은 논한다. 재상들이 소릉 일의 의논 때문에 빈청에 모 으나 먼  발언하기

가 곤란하여 해가 기울도록 의논하지 못하는데, … 유순정이 ‘당 에 종묘에 고하고 

폐하 는데, 지  무슨 말로 고하고 복구할 것인가?’ 하니, 부원군 유순이 제일 상좌

에 앉았다가 어깨를 내두르며 크게 외치기를 ‘소릉을 폐한 것은 세조께서 한 일로, 

세조께서 종묘에 계시는데, 무슨 말로 종묘에 고하고 복구할 것인가?’ 하자, … 김응

기․이손은 유순의 말을 듣자 모두 흔연하여 득의한 듯한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며 

‘소릉은 결코 복구할 수 없다.’고 했었다. … 정승들은 신용개 등이 이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즉시 서 등을 모두 앞으로 나와 둘러앉게 하고서 말하기를 ‘오늘 일

은 작은 것이 아니니 각자가 의논할 수 없다.’ 하 으나, 김 은 마침내 따르지 않았

다. 성희안이 용개를 불러 앞에 앉히고 ‘ 서의 의견을 들어 보아 의논하려고 하는

데, 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용개가 웃고 말하지 아니하 는데, 이날 확연

하게 복구해야 된다고 한 사람은 김 이요, 그 다음은 장순손․신용개․박열․윤계

상이며, 강징․손주는 어기지를 못했다. 성세순이 용개 등의 의논을 보고서 ‘여기다 

이름을 쓰더라도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며, 곧 그 이름을 썼다. 이 의논에 

있어서, 정부․부원군은 모두 복구함이 부당하다고 하 는데, 다른 재상들이 따라붙

는 자가 많았고, 신용개 등의 의논에 따르는 사람은 매우 었다.89)89)

첫 번째 기사는 신들의 수의 가운데 추복을 반 하는 유순 등의 주장이다. 

핵심 내용은 종묘에 홀로 모셔진 문종을 해서는 소릉 복 가 의리에 맞는 것 

86)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壬辰 “又曰 復昭陵事 於經筵 亦有啓之 . 若議此事 則當

知根源 實 擇日速開 之. 成宗朝亦有議論也 實 開閉時 其竝 之.”

87)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甲午.

88)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丙申.

89)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丙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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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기는 하지만, 세조 조에 이미 시비가 정리되어 종묘에까지 폐  사실을 고했

고, 이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상황 변화도 없으므로 복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기사는 소릉 복 와 련한 신들의 논의 과정이 어떤 분 기 속에

서 진행되었으며  가 찬성하고 반 했는지를, 사 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

는 내용이다. 이날 빈청에 모인 재상들은 서로 치를 보며 해가 지도록 말을 

꺼내지 못할 만큼 자신의 입장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부원

군 유순이 세조가 종묘에 모셔져 있는 상황에서 소릉 복 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하자, 많은 신들이 유순의 입장을 반기며 동조했음을 

하고 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신들 에서도 소릉 복 에 찬성하는 사람들

도 있었는데, 사 은 이때 가장 극 으로 찬성한 사람으로 김 을 꼽고 있다. 

그리고 찬성 입장을 보인 사람으로는 장순손, 신용개, 박열, 윤계상, 강징, 손주, 

성세순 등이었다고 했다. 

사 이 이날의 분 기를 달한 바와 같이 소릉 복  문제는 여 히 신 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유순이 이를 극 으로 반 했던 것은 복  

문제는 왕가의 정통성과 련된 민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소릉 복 를 요청

했던 인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친히 목도했기 때문에 더더

욱 복 에 반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릉 복 와 련해 종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종은 소릉 

폐  경 를 정리한 실록 기사를 본 다음, 소릉 복 를 최 로 공식화한 간에

게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교하기를, “소릉의 일은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었다. 지

난번 경연에서 노산군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의 생각에 항시 생각하기

를, 아들의 죄로 그 어버이가 연좌되는 일은 율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록을 고

찰하도록 하여 보니, 다만 권자신이 그의 어미와 모반하여 노산군과 통하다가 복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미가 이미 복주되고 폐하여 서인이 되었으니, 그의 자식이 

어  그 명호와 지 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의정부가 건의하여 폐하기를 청한 뜻이 

역시 막연한 것이 아니다.”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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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종은 평소 아들의 죄로 부모가 연좌되지

는 않는 것이라는 에서 소릉의 폐 를 의아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릉의 동

생 권자신과 모친이 모반에 간여한 이유로 복주되고 폐서인되었다면, 소릉의 폐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세조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리고 복 가 

불가한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리하 다.

“사정으로 논한다면, 문종께서 홀로 향사받고 배 가 없으시니 어  측은한 마음

이 없을까마는, 공론으로 논한다면 그 어버이가 이미 종사에 죄를 얻었으니 조종들

께서 어  죄인의 딸을 용납하겠는가! 이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만일 복 할 수 있는 사세라면 경 등이 힘써 논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91)91)

인정으로는 문종이 홀로 제사를 받는 것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공론의 입장

에서 보면 조종들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은 소릉 복  문제와 

련하여 자신의 입장이 사 인 것이 아닌 공 인 것임을 이 같은 논리로 정당화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종 7년 11월 26일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으로 제기한 

이래, 간과 홍문 에서는 만 3개월을 넘겨 가며 소릉 복  문제를 집 으로 

제기했다. 아래의 표는 삼사에서 소릉 복 를 요청한 기간과 횟수를 정리한 것

이다.

<표 2> 소릉 복 를 요청하는 삼사의 언론

90) 의 주 참조.

91) � 종실록� 권17, 종 7년 12월 辛丑.

날짜 간 헌부 간원 옥당 날짜 간 헌부 간원 옥당

7년 11월 26일 1 1 1 1월 8일 1 1

11월 27일 1 1 1월 9일 1

11월 28일 1 1 1월 10일 1 1

11월 29일 1 1월 12일 1 1

11월 30일 3 2 1월 14일 1 1

12월 1일 4 1월 15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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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안은 경연에서의 건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간과 홍문 은 매일 같이 소릉 복 를 요청하는 상소

나 차자를 올렸다. 삼사에서 각각 소를 올리는 한편, 때로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사로, 때로는 경연에서 소릉 복 를 요청했다. 많게는 하루 동안 6차례(12.06)

나 반복해 복 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소릉 복  문제가 제기

12월 2일 3 1월 16일 (1)

12월 3일 3 1월 17일 (1)

12월 4일 1 1월 18일 (1)

12월 5일 1 1월 19일 1, (2)

12월 6일 6 1 1월 20일 (1)

12월 7일 4 1월 21일 1, (1)

12월 8일 2 1 1월 22일 (2)

12월 9일 2 2 1월 23일 (1)

12월 10일 5 1 1월 24일 (1)

12월 11일 4 1월 26일 1

12월 12일 3 1 1 2월 1일 1

12월 13일 4 1 2월 2일 1

12월 14일 5 1 2월 3일 1

12월 15일 3 2월 4일 1

12월 16일 5 1 2월 5일 (1)

12월 17일 1 2월 6일 (1)

12월 18일 4 1 2월 7일 4

12월 19일 5 2월 8일 1, (1)

12월 20일 2 2월 9일 (1)

12월 21일 1 1 2월 10일 (1)

12월 22일 1 2월 16일 1

12월 24일 4 2월 18일 1

12월 25일 1 2월 21일 2

12월 26일 1 2월 22일 1

12월 27일 1 1 2월 23일 1

12월 28일 2 2월 24일 (1)

12월 29일 1 1 2월 25일 1

12월 30일 1 2월 28일 1

8년 1월 2일 1 2월 29일 1

1월 4일 1 2월 30일 1

1월 7일 1 총합 143+(14)=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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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삼사와 청요직 료들은 력을 다해 허락을 얻어내기 해 최 한의 노력

을 기울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사 이외의 청요직 료들과 성균  유생들

도 소릉 복  요청에 동참하 다.

<표 3> 삼사 이외의 진언 사례

날짜 발언 주체

7년 12월 3일 계묘 이조좌랑 이효언

12월 7일 정미 도승지 경세창, 생원 김구 등

12월 8일 무신 생원 김구 등

12월 9일 기유 성균 유생들, 교 유인숙

12월 10일 경술 성균  유생들

12월 14일 갑인 문

8년 2월 24일 계해 찬집청 낭 들

간 외에도 이조 좌랑, 문  교, 문 원, 찬집청 낭 들 등이 복  요

청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청요직군에 속하는 인사들로, 부분은 홍문록에 선발

된 인사이거나 간직과 문 직을 오가는 인사들이었다. 상소를 올렸던 당시

는 언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의 일을 논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삼사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소릉 복 를 

요청했다. 그리고 성균  유생들 역시 이러한 험을 무릅쓰며 소릉 복  요청

에 동참했다. 이처럼 소릉 복  문제는 간을 시한 청요직 반과 유생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 같이 

폭넓은 지지를 얻었던 이유는 소릉의 폐 가 의리 으로나 법 으로나 잘못된 

처사 다는 인식에 기 하고 있었다.

삼사에서 석 달이 넘는 동안 150여 회가 넘게 복 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

릉 복 되어야 하는 정당성으로 내세워진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종 홀로 종묘에서 향사되는 일은 의리상 잘못된 일이다.92)92)

둘째, 소릉을 폐 한 일은 당시 신들의 잘못된 건의 때문으로 세조의 본의가 아

92)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丁酉; 12월 甲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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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따라서 종묘에 다시 고하는 일이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릉을 복 하는 

일은 세조의 본의를 드러내는 일이다.93)93)

셋째, 여자는 출가하면 죄가 연좌되지 않으므로, 소릉의 어머니가 죄를 얻었더라

도 소릉을 추폐할 수는 없다.94)94)세종비 소헌왕후는 부친이 사형에 처해지고 모친이 

노비가 되었지만 폐 되지 않았다.95)95)

넷째, 성종이 소릉을 추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신 임사홍이 지하고 정창손이 

막았기 때문이다.96)96)

사실, 종과 신들이 복 의 불가함으로 내세운 근거는 소릉의 폐 가 세조

조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 소릉의 모친이 모역에 연루되어 처벌된 , 성종이 

소릉을 추복하지 않은 에 기 해 있다. 따라서 간에서 제기한 소릉 복 의 

당 성은 종과 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게 마련이었다. 그

리고 삼사의 복  요청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논리들이 좀 더 정연하게 다듬어

져, 종과 신들이 내세웠던 불가 이유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드러내었

던 것이다. 

한편 삼사에서는 공론의 권 에 기 어 자신들의 주장이 공론이고 종과 

신들이 내세운 주장은 그릇된 의논이라고 논박했다. 이는 종이 자신의 입장을 

공론이라고 언 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둘  하나는 공론이 아

닌 셈이 된다.

“지  衆論은 버리고 한두 사람의 말만 믿으며 조정 의논이라고 핑계하는 것이 

어  사리이겠습니까?”97)97)

홍문 이 차자를 올리기를, “소릉 추복하는 일을, 비록 한두 신이 불가하다고 

하나 재상․ 간․시종과 포의의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 해야 한다고 하는

데, 하께서 굳이 거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공론의 소재를 돌아보지 않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98)98)

93) 의 주 참조.

94)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戊戌; 12월 甲辰.

95)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庚子 홍문  상소.

96) � 종실록� 권17, 종 7년 11월 丁酉.

97) � 종실록� 권17, 종 7년 12월 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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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로 하여  그릇된 의논을 고치고 정당한 의논을 내놓게 하지 않으시면서, 

하교하시기를 ‘지  다시 의논하더라도 어  이의가 있겠는가?’ 하시니, 이는 하께

서 공론을 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 신들로 하여  잘못을 숨기고 그릇된 일

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공론이 어떻게 신장될 것이며 국시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

까?”99)99)

의 세 기사 모두 간과 홍문 에서 올린 상소로서, 소릉을 복 하는 것이 

공론이며 재상에서 포의들까지 모두가 주장하는 바인데, 종이 이를 거부하며 

일부 신들의 그릇된 의견을 핑계로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는 비 이다. 

아울러 종의 그 같은 행동은 궁극 으로는 공론을 폐하여 국시가 정해지지 못

하게 하는 처사라며 비 의 수 를 높 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이 어떤 

치에 서 있는 군주인가를 언 하며 소릉의 복 를 강청했다.

세조께서는 이미 정부의 청에 따라 그르쳤고, 성종께서는 다시 정창손․임사홍의 

말에 따라 그르쳤는데, 하께서 한 두서  신하의 의논 때문에 추복하지 못하신

다면, 천지신명이 하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되며, 조종이 하에게 책임 맡긴 것

이 어떻게 되며, 온 나라 신민이 하에게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100)100)

 기사는 찬집청 낭 으로 차출된 청요직 인사들의 상소이다. 이들의 주장은 

세조와 성종이 범한 잘못을 종이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무엇

보다 반정으로 왕 에 오른 종이기에 천지신명이 그에게 부탁하고, 조종들께

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온 나라 신민들의 기 하는 바를 버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성종도 그릇된 주장에 이끌리어 잘못된 결정

을 내렸는데, 반정을 통해 즉 한 종까지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종이 반정 군주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지 이자 압박이라 할 

수 있다. 

반정 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신료들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은 

 98) � 종실록� 권17, 종 7년 12월 癸丑.

 99) � 종실록� 권17, 종 8년 1월 甲戌.

100) � 종실록� 권17, 종 8년 2월 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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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복  요청을 거부했다. 재상들로 하여  한 번 더 수의를 하게 해서 그

들의 재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했다.101)101)겉으로 드러

내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세조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험한 사안

이었던 만큼, 종으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같

은 종의 고집스러운 태도 속에 삼사의 건의는 동력을 잃어가며 차 停啓 수

순에 들어가는 듯해 보 다. 하지만 의외의 사건으로 소릉 복 는 새로운 기

를 맞게 된다.

빈청에 교하기를, “태묘 안에 놀라운 천변이 있었으니, 내일 음악을 연주하면서 

조하를 받기가 미안하므로 정지한다.” … 송일 등이 첨의하여 아뢰기를, “벼락 떨어

진 곳이 정 은 아니나 조종의 혼이 어  놀라지 않았으리까!  경연에 나아가시

는 일도 일을 보는 것이니, 이런 재변을 만나 안연하게 나아가실 수 없습니다. 청컨

 우선 정지하고 정 을 피하여 외구하는 뜻을 보이며,  신을 종묘에 보내어 

安神祭를 거행하도록 하소서.”102)102)

종묘에 벼락이 내리치는 변고가 일어나 정되어 있던 행사들을 철회함은 물

론, 례를 상고하여 이에 한 책을 마련토록 한 내용이다. 다른 곳도 아닌 

종묘에, 그것도 소릉을 복 해 온 한 종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벼락이 종묘에 내려침으로써 꺼져가던 소릉 복  

문제가 되살아 난 것이다. 

종은 의정부․육조 서 이상․ 간․홍문  등을 불러들여 각각의 입장을 

아뢰도록 했는데 과는 달리 신들도 부분 소릉의 복 를 요청했다.103)103)이

에 종은 한두 차례 더 다른 신료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최종 으로 복 를 

허락하 다. 아래의 기사들은 소릉 복 를 결정하면서 언 된 신과 종의 

발언이다.104)104)

101) � 종실록� 권17, 종 7년 12월 丁卯.

102) � 종실록� 권17, 종 8년 2월 己巳.

103) � 종실록� 권18, 종 8년 3월 辛未.

104) � 종실록� 권18, 종 8년 3월 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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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송일이 의논드리기를, “… 조종의 공론이 이와 같으니, 어  한 두 신

의 의논에 구애되오리까!  논의는 국시를 좇는 것이 온당합니다.”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 그 후에 의를 들으니 다 추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

다. … 청컨  의를 택하여 명철하신 결단을 내리소서. 이 나라 만세가 성상의 재

량에 있사옵니다.”

교하기를, “이제 소릉을 추복하자는 의논을 보니 모두 정의에 합당하다. 나도 

처음부터 추복함이 인정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이

에 어  非輕한 일이 없으랴! 나라의 사는 임 이 독단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뭇 신하들에게 물어 여망이 일치한 뒤에 택함이 한 옳지 않으랴! 이 일은 사체에 

매우 계되는 것인데, 국사를 도모하는 신이 부질없는 계책으로 추복하자는 의논

을 드렸으랴! 고묘하는 사연은 으로 하여  깊이 헤아려 에 맞도록 해서 추복

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 다.

소릉 복 가 어려운 일임을 주장했던 송일․유순․ 종 세 사람이 복 를 받

아들이는 내용이다. 유순이 처음부터 어려워했던 부분은 소릉 복 는 단순히 

덕왕후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세조의 즉  과정 반

을 되뇌게 하면서 왕가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험성을 갖고 있었기 때

문이다. 그가 맨 처음의 신 수의에서 ‘世廟의 뒤를 이은 嗣王이 계시는데, 어

 이를 거론할 수 있는가’라고 언 했던 것도, 그리고 그의 발언에 신들 상당

수가 동조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다. 간에서는 소릉을 폐 한 것이 세

조의 본의가 아니라 의정부 재상들의 잘못된 건의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소릉의 복 는 잠정 으로 계유정난에서부터 세조의 즉 에 이르기까지의 처사

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종이 인정상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가벼이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다. 하지만 삼사의 끈질

긴 건의와 종묘에 벼락이 내려치는 우연을 맞닥뜨리며 결국 복 를 수용하는 쪽

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다. 

소릉의 복 는 세조의 자손인 종이 세조의 처사가 갖는 부당함을 인정하는 

조처 다는 에서,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은 삼사와 청요직 료들이 도덕  정

당성을 앞세워 지속 으로 압박을 가한 결과 다는 에서 음미해 볼 부분이 많

다. 즉, 종반정은 연산군의 폭정을 종식시킨 도덕 인 거사 음을 강조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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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종의 왕권 강화 역시 도덕  권 에 한 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

던 만큼, 종의 치세를 안정시키는 주요 기제로서 도덕  권 에 한 인정이 

그만큼 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왕권이 도덕  권 와 충돌하게 될 경우 

군주는 무엇을 우선순 에 놓아야 하는지, 만약 국왕이 양보해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양보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 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소릉 복  

문제는 바로 왕권과 도덕  권  사이의 긴장을 표면화시키며 갈등을 빚은 사안

이었다. 

결과 으로 종은 왕실의 권 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소릉 복 를 허락하게 

되었다. 의리 으로나 법제 으로나 공  측면에서의 소릉 복 는 당연한 것이

었다. 하지만 그 같은 원칙에 한 존 이 자신의 왕권과 정통성을 침해하고 있

다는 에서 쉽사리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다시 말해 道高于君의 기치 속에서 

도덕  권 를 존 하는 일은 분명 반정 의에 부합함은 물론 왕권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같은 존 은 사안마다 자신들의 주장이 보다 원칙과 의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청요직들의 일상 인 도 을 허용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종 반의 정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반정 이후 종의 왕권은 

서서히 신장되어 갔고 왕권 강화를 해 종 스스로가 도덕 군주로서의 극

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간을 시한 청요직들이 도덕  권 에 기 어 

실 인 향력을 키워나감에 따라, 종은 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

었다는 사실이다. 간의 언론을 통해 지배 이념이 실재 권력으로 구 되면서 

군주의 권 를 상시 으로 하는 상황이 다시  재개되고 있었던 것이다.105)105)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고에서 도달한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05) 이 같은 상황은 성종 부터 출 하고 있던 것이었다. 송웅섭, 2013 ｢朝鮮 成宗의 右文

政治와 그 귀결｣ �규장각� 42, 20-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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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갑작스럽게 왕 에 오른 종은 즉  반에 왕권이 미약했지만, 한편으

로는 공신과 신들의 보좌를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종조 체제’로의 

복귀와 도학에 기 한 사회 질서의 재구축을 통해 군주로서의 권 를 확보해 나

갔다. 

둘째, 정국공신들은 반정을 성공시키며 실세로 부상했지만 구심력이 부족한 태

생 인 한계를 갖고 있었고, 비공신 계열의 신들 역시 연산군의 총신이라는 비

에 직면하면서 정국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마디로 종 반의 정국

은 조정 체를 독 으로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이 부재한 채, 기왕에 권력을 갖

고 있던 반정공신들의 향력이 차 약화되어 가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반정의 명분이었던 ‘성종조 체제’로의 복귀는 성종조 이래 구축되어 갔던 

청요직을 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재구축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삼사 언론

의 항시 인 활성화와 도덕  권 의 확 와 연결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언론

의 활성화는 간이 도덕  이슈들을 선 해 나가는 가운데 道高于君의 기치를 

강조하며 조정 안에서 시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넷째, 종 8년의 소릉 복 는 권력의 향배를 가늠하는 상징 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소릉을 복 시킨 일은 세조의 자손인 종 스스로가 세조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조처를 단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종은 공론을 앞세운 간들의 

압박과 종묘에 벼락이 내려치는 우연이 겹쳐 소릉을 복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도덕  권 를 앞세운 청요직들이 군주를 압박하며 그들 심의 정국운

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권력을 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 

9년의 다음과 같은 사신 논평은 청요직들의 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에 간이 건의하는 바를 재상이 일 이 가부를 말하지 않고 모두 따르고 어

기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간이 공론을 부지한 힘이 한 자못 많다. 그러나 

권한이 각에 있으므로 신은 데면데면하여 나라 일에 간여하지 않으니, 체통이 

엄하지 않고 조정이 존엄하지 않아서 식자들은 근심하 다.106)106)

106) � 종실록� 권20, 종 9년 9월 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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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종 부터 제기되고 있던 권력이 간에 있다는 勸歸臺閣의 상이 

종 반부터 재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조 조 등장 이 부터 

신들이 간을 두려워해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국정이 간 주도로 진행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반정은 성종조 체제로의 복귀

이자 청요직 심 권력구조의 재구축이었으며, 청요직들을 매개로 도덕  권

가 군주의 권 를 항시 으로 압박하는 상황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주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한 시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  사화라 불리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지 에서 배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반정, 종, 왕권, 도덕  권 , 청요직, 소릉, 소릉 복

투고일(2020. 2. 3),  심사시작일(2020. 2. 12),  심사완료일(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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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nsion between the kingship and moral authority

in the early Jungjong’s reign
107)

Song Woong-sup *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he expansion of King Jungjong's kingship without 

real power and th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By eight years of King 

Jongjung's reign, most of core jeonggug-gongsin died, and the influence of the gongsin 

in the government had weakened. And there is no political group that can lead politics. 

King Jungjong expanded the kingship by actively promoting the reconstruction of moral 

social order. Restoration of righteous governance meant a return to the predecessor’s 

politics, and indeed such steps were taken. As a result, with the beginning of King 

Jungjong’s reign, the power structure centered on cheongyojik, which had been under 

way since King Seongjong's reign, has been rebuilt. At the same time, the press was 

reactivated. With the activation of the press, daegan has take sole possession of moral 

authority. And this meant that cheongyojik was able to take the initiative on various 

issues. The reinstatement of soleung by eight years of King Jongjung’s reign is an 

interesting event in which the kingship and moral authority clashed. The reinstatement of 

soleung was to admit that Jungjong himself, a descendant of king Sejo, had problems 

with the legitimacy of Sejo. Nevertheless, King Jungjong had no choice but to reinstate 

the soleung. For the daegan oppressed the King Jungjong through public opinion. 

Moreover, a sudden bolt of lightning hit Jongmyo was issued. In the end, Restoration of 

righteous governance can be called a re-entry into a conflict structure in which moral 

authority constantly presses the authority of a monarch. Thus, the monarch h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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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but to find a way out of this situation. The so-called ‘sahwa’ was born at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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