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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초기 국가안정을 위한 조명관계는 사대관계로 정립되었으며, 명분과 실
리라는 이중적인 국가목표 및 세부적인 외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외
교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세종~성종대를 거치며 조선의 국가체제는 경국대전
체제로 확립되어 조명관계를 보다 전형적인 형태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조선
의 역사전개에서 큰 전환점이었던 중종반정은 신료에 의한 군주교체라는 특
이성을 가진다. 중종반정은 반정주체세력과 중종 사이에 군신권력관계의 변화
를 초래하였으며, 성종대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관료조직과 관료층의 복합적
인 이념적 균열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실제 유교라는 보편이념과 국가라는
특수개념의 결합은 해당 사회조직의 이념 내부에 강력한 균열을 초래한다. 이
러한 이념의 균열현상은 대외적으로 표출되어 내각과 환관정치로 이어지는
명에 대한 인식과 무능한 황제에 대한 인식은 조선의 대명정책에 적절히 반
영되었다. 조선은 조공체제 하에서 내부적으로 전례없던 정치적 변동기에 경
험하면서 조명관계에 있어 어떠한 변화양상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중종반정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어 전
반적인 역사흐름을 가늠하게 한다.1)1)중종반정을 조선 왕조개창 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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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신료들의 추대로 빚어진 君臣 권력관계, 臣權 강화의 양상으로 재편된
계기로 분석한 연구,2)2)성종대 왕권의 안정을 바탕으로 대신과 삼사가 서로 균
형을 이뤘던 ‘君臣共治’의 유교적 정치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變改시켜 신하
들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극단적 형태의 전제적 왕권을 행사하였던 폭력적
시도로 연산군 통치를 평가하고 중종반정을 또 하나의 극단적 방법으로 君臣
共治의 이념에 입각한 유교정치를 지향한 조선 왕정의 특징으로 규정한3)연구3)
등이 있다.
또한, 조명관계의 구체적인 역사상을 정리한 연구는 대부분 조선초기 건국
과정과 세종대에 집중되고, 세종대이후 조명관계는 별다른 변화양상이 없이
4)

진행되다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새롭게 주목하였다. 4)그러나 명의 국가
1) 신석호, 1996 ｢조선 성종시대의 신구대립｣, 신석호전집 1, 신서원; 홍순창, 1973
｢사화와 당쟁과의 관계｣, 대구사학 7․8; Wagner. Edward W, The Literati
Purges: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Dynasty Cambridge :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4; 허재일, 1981 ｢조선왕조에 있어서 사화발생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관한 고찰｣, 학술지 25, 건국대; 이태진, 1985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사화와 당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최이돈, 1994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998 ｢조선중기의
비리 문제와 사화｣, 한국사 시민강좌 22; 김돈, 1997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범, 2005 조선전기의 왕권과 정국운영-성종․연산군․중
종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 김돈, 1997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3) 김범, 2006 ｢조선 연산군대의 왕권과 정국운영｣, 대동문화연구 53.
4) 中村榮孝, 1937 ｢文祿․慶長の役を中心としたる外交事情｣, 歷史敎育 12-8; 李仁
榮, 1948 ｢壬辰倭亂前後의 對外關係｣, 新天地 3-10; 신석호, 1959 ｢조선왕조 개
국 당시의 대명관계｣, 국사상의 제문제 제1집; 權重憲, 1976 ｢壬辰倭亂을 中心으
로 한 三國(韓․中․日)의 外交關係｣, 院凰 3, 경희대 대학원; 姜尙雲, 1959 ｢威
化島 回軍 以後의 政治外交史 硏究｣, 한국정치학회보 1집; 姜性文, 1986 ｢世宗朝
婆猪野人의 征伐 연구｣, 육사논문집 30; 姜聖祚, 1982 ｢朝鮮前半期 對明唐物 需
要에 對한 一硏究-紗羅綾緞을 中心으로-｣, 關東大學 論文集 10; 1991 ｢조선前期
對明 公貿易品에 關한 小考｣, 인천대학교 논문집 16; 孫鍾聲, 1990 ｢壬辰倭亂時
對明外交-請兵外交-｣, 國史館論叢 14; 金九鎭, 1990 ｢朝鮮 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朝鮮과 明의 使行과 그 性格에 대하여｣, 홍익사학 43; 孫承喆, 1993 ｢朝
鮮의 事大交隣政策과 敵禮關係｣, 新實學의 탐구 열린책들; 차문섭, 1998 ｢세종
대의 국방과 외교｣, 세종학연구 12-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송희, 1998 ｢조선
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일연구 -대명사신과 명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합집; 최효식, 1999 ｢명의 임진왜란 참여 동기와 그 실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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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및 국제질서에 대한 변화과정은 몽고관계 및 여진관계, 왜구문제 등으로
시기별로 급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독 조명관계만 변화양상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중종대의 대명 외교사안은 변무문제, 왕위
승습, 典禮문제, 국경문제, 무역문제, 弓角수입, 왕세자 책봉, 공녀․공마문제,
쇄환문제, 여진․몽고의 흥기에 따른 군사문제, 중국인 解送, 각종 奏請事 등
다양하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조명관계는 역사학계의
5)

구체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인 연구성과가 있지만, 5)단
일 외교사건에 대한 서술에 머물고, 조명관계의 역사적 성격을 언급하지는 못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중기의 큰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중종반정과 조명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종반정 이후 반정주체는 반정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반정의 대외적 완
성이라 할 중종의 고명은 명으로부터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또한, 그 외교과
정에서 명분과 절차의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 중종대 정국운영에 있어 어떤
결과와 영향을 가져왔는가? 이러한 의문은 중종반정에 대한 평가, 중종대 정
치사와 조명관계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점이다.
본 연구는 조선중기 조명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중종의 즉위를 명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승습외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종반정 직후 우선적으로 대외적 명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도된 승
습외교가 궁극적으로 반정의 명분을 왜곡하는 자기부정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이로 인하여 반정의 역사적 의미마저 평가절하하게 되는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승습외교의 중요한 과정을 3시기로 구분하고, 조선과 명의 정세변화 및
반정과 승습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먼
산학보 53; 韓明基, 2000 ｢임진왜란 시기 明의 內政干涉과 直轄統治論｣, 東아시
아 歷史의 還流 지식산업사; 박원호, 2002 명초 조선관계사 연구 일조각; 김
경록, 2000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6 ｢조선초기 종
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5) 조영록, 1966 ｢수우각무역과 조명관계｣, 동국사학 9-10; 1990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 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국사관논총 14; 이존희, 1978 ｢조선전
기의 대명서책무역｣, 진단학보 44; 柳在春, 2001 ｢15세기 明의 東八站 地域 占
據와 朝鮮의 對應｣, 朝鮮時代史學報 18; 구도영, 2006 ｢중종대 사대인식의 변화｣,
역사와현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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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반정직후 조선과 명의 정세변화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승습외교활동을 3차
례 주청사행의 파견을 중심으로 조선과 명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중종반정은 건국이후 왕위승계방식과 군신권력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
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적인 사림과 훈구의 대립이라는 측면과 군신권력관
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대외적인 조명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공체제하의 조명관계에서 책봉이 가
지는 명분과 실리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중종반정 시기, 조선과 명의 反正․承襲인식과 정국동향
1) 중종반정 시기 반정인식과 승습외교의 대두
조선건국이후 최초의 신료에 의한 군주교체였던 중종반정은 다양한 측면에
서 정치․사회․외교적 의미가 있다. 물론 연산군의 폐정이 원인이었지만, 신
료에 의한 군주교체는 무엇보다 명확한 명분의 천명이 성공여부의 관건이었
다. 반정이란 용어를 반정주체들이 공적으로 언급하였던 점에서 반정을 정당
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에 우선 반정의 문헌적 의미와
중종반정이후 일련의 정국동향을 정리함으로써 반정의 대상과 주체문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고대에는 ‘일을 서술하여 풍자하였으니 正道로 돌아옴을 찬미하였다’는 언
급처럼 반정은 정도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였다.6)6)춘추시대에 접어들면서 제
후의 쟁투와 夷狄의 발호를 바르지 못한 시대로 인식하고 바른 세상으로 되
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7)7)이후 漢代에는 高祖의 건국, 世祖의 중흥
등을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 바른 세상으로 돌린다는 의미로 평가하
8)

였다. 8)또한, ‘撥邪反正’으로 표현되듯 사악함을 물리치고 바름으로 되돌린다
6) 毛詩注疏 卷5, 國風, 衛. “故 序其事以風焉 美反正 刺淫泆也”.
7) 春秋集傳 卷1, 隱公. “春秋曷爲始於隱公 春秋之初 諸侯無主 自相侵伐 中國大亂
夷狄乘之 天子不正 而後能伯者興焉 本其禍端 所起皆在 隱公之世 春秋撥亂 反正必
治 其源是 故 始於隱公也”.
8) 五禮通考 卷3, 禮制因革上; 漢書 卷6, 本紀, 武帝紀第6; 後漢書 卷2, 本紀, 顯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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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 典章을 稽考하여 穢惡을 洗除하고, 황제가 세상을 바로잡으면 郊
廟에 告하는 의식을 圜丘에서 행하기도 하였다.9)

9)

唐代 말엽에는 劉季述에 의해 폐립된 昭宗처럼 다시 황제로 복위한 경우를
10)10)

반정으로 인식하였다.

송대에는 제왕이 스스로 失德하였다가 스스로 회복하

면 반정이라 인식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잃지 않았지만 자기로부터 회복하면
중흥이라 인식하였다.11)

11)

한편, 명대에 들어와 건문조에 韓郁은 高巍와 더불어 제왕의 削封을 주장하
여 각지의 제왕을 남북으로 상호 봉지를 바꾸도록 먼저 건의하였다. 이때 한
욱은 번왕의 존재 자체가 천자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에 혼란을 초래하는 방해
요소로 보고 난을 다스림으로써 바른 통치로 되돌리는 것을 반정으로 인식하
였다.12) 명 숭정연간에 환관 위충현을 탄핵하는 소장에서 工部主事 吳昌期는
12)

반정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때 반정은 정치의 바름으로 되돌아가
13)

는 것으로 황제의 교체가 아닌 황제에 의한 정치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13)

이처럼 중국의 반정은 대체로 군왕에 의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도의
세상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뿐, 군왕의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
았다. 즉, 반정의 대상은 군왕이 아닌 신료사회 내지 정국이었으며, 반정의 주
체는 명확하게 군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중종반정이후 반정은 대체로 君道가 상실되어 세상이 혼란스
14)14)

러운 것을 天命과 人心을 근거로 군주를 교체함을 의미하였다.

연산군의 정

치에 대해 조종의 舊章을 모두 변화시켜 분란시킨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정직
후 대비의 교지에서 연산군이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고, 민심이 흩어져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연산군을 폐하고, 晋城大君 李懌을 세운다고
한 점15)과 즉위교서에서 연산군이 도리를 잃어 刑政이 번거롭고 가혹해졌으
15)

9)
10)
11)
12)
13)
14)
15)

孝明帝紀第2.
五禮通考 卷7, 吉禮7, 圜丘祀天; 卷11, 吉禮11, 圜丘祀天.
五代史 卷43, 雜傳第31, 李彥威; 孫德昭.
宋史 卷478, 列傳237, 世家1, 南唐李氏, 李景, 韓熙載.
明史 卷143, 列傳31, 高巍, 韓郁.
明史 卷245, 列傳133, 吳懷賢.
중종실록 권1, 중종 원년 9월 기묘.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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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민심이 窮蹙하여도 구제하지 않는 등 문란하기 때문에 變亂된 법제를 혁
파하고 祖宗成憲을 일체 준수하겠다고 표방하였다.16) 즉, 반정과 중종의 즉위
16)

는 君道의 상실로 인한 天命과 人心의 변화에서 유래하였으며, 君臣之力이 중
종반정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는 大事를 首唱한 朴宗元
등을 포상하는 공신책봉으로 이어졌다.17)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정세력에 의해
17)

천명된 연산군의 폐정은 임금이 도리를 잃고 형정이 가혹하며, 민심이 이반되
었다는 점 등으로 판단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당시 ‘반정’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되었던 용어로 ‘靖國’이 있다. 공신을 남발
하자 지평 辛世瑚가 朝講에서 정국의 공이 중대하기 때문에 공신을 축소하지
못한다는 중종의 전교에 대해 태조대의 개국공신, 세조대의 정난공신, 성종대
의 좌리공신과 반정공신을 비교하며, 반정의 공이 전자의 공보다 높지 못하다
는 언급을 하였다.18) 물론 공신숫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비유를 들었
18)

던 것이지만, 중종반정을 일반적인 정난의 수준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간은 ‘革正’, 즉 개혁하여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
였다.19)

19)

반정에 대한 인식은 功臣號를 통하여 중종반정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하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종반정의 공신호는 1등(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과 秉
忠奮義協策翊運靖國), 2등(秉忠奮義翊運靖國), 3등(秉忠奮義靖國), 4등(奮義靖
20)20)

國)이었다.

공신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도 중종은 예종대 翊戴功臣의 예에

따르도록 전교하였다.21) 즉, 중종반정을 주도하고 이를 성공시켰던 반정세력
21)

을 포함한 당시의 인물들은 조선왕조에서 최초의 반정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오히려 癸酉靖難과 비교하여 靖國의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혼란스러운 국가를
바로 잡았다는 인식이었다. 결론적으로 중종반정은 반정의 대상이 국왕이었으
며, 반정의 주체가 신료들이었다. 그러면서 조선사회에 있어 기존의 靖國차원

16)
17)
18)
19)
20)
21)

윤정, 1997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현실 25. 155면.
김돈, 1997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103~104면.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0월 경술.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0월 계축.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을유.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0월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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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종반정을 인식하였다. 기존 정국과 달리 반정의 대상이 신료사회나 政
局이 아닌 국왕이고, 주체가 국왕(왕실포함)이 아닌 신료라는 현실과 반정을
기존 정국과 동일선에서 두었던 인식간의 괴리는 정국운영에서 국왕과 신료
간의 마찰을 가져왔다.
반정세력이 반정을 일으킨 이후 후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大妃의 慈
旨를 稟承하였던 관례에 따라 貞顯王后에게 議啓하자 왕후는 세자

에게 繼

嗣를 미루었다. 慈旨의 頒賜 및 敎示의 頒布, 張綠水․田田非․金貴非 등 참
형, 연산군대 金印(憲天弘道)․花押․承命牌 철폐, 洪淑儀․朴崇質 복권, 東西
禁標 혁파, 연산군의 喬桐 안치 등 반정당일 급박한 정국동향이 있었다.22) 이
22)

후 반정세력은 연산군의 처리를 魯山君의 예로 하도록 건의하여 폐왕을 연산
군에 봉하였다. 愼守勤․愼守謙․愼守英․任士洪 등의 자제를 付處하고, 모든
법제를 성종조의 법제로 회복하고, 경연․중궁 책봉을 마련하는 조치가 이루
어졌다. 반정초기 개혁작업으로 燕山君代 폐단이 되었던 각종 제도가 혁파되
고, 과도한 封進이 금지되었다. 반정세력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대신이 請辭位
使․請承襲使의 差遣을 건의하자 당일로 前判書 金應箕를 請辭位使로, 前觀察
23)23)

使 任由謙을 請承襲使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중종은 연산군대 유배죄인을 서용함에 계품하지 않은 것을 지
적함으로써 처음으로 반정세력에 의한 독단적인 정국운영 및 인사처리에 불
편한 심기를 표출하였다. 이날 廢世子( )와 昌寧大君 李仁․陽平君 李誠․李
敦壽 등을 외진 군읍에 안치하였다.24) 9월 8일에 반정공신을 책정하고 공신의
24)

포상에 차별을 두었는데, 공신책정 다음날 대사간 安瑭, 사간 朴好謙이 공신봉
25)25)

작의 남발을 진언할 정도로 문제되었다.

중종반정은 역성혁명이 아닌 반정

을 통해 군주를 교체한 것으로 신하들에 의해 군주가 교체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중종의 왕권이 가지는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
쳤다.
22)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23)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24)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는 牛峯에 안치하였다.
25)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무인.
9월 경진.
9월 신사.

은 旌善에, 仁은 遂安에, 誠은 堤川에, 敦壽

9월 을유;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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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예종 사후에 성종이 즉위할 때 전적으로 후사결정권을 대비 貞
熹王后가 행사하였던 것에 비하여 중종의 즉위에 있어 반정세력이 추대할 인
물을 결정하고 의례적으로 대비에게 의계한 점에서 확인되며, 이후 반정공신
들이 국가정책 및 인사문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서도 확인된
다.26) 공신세력의 강력함은 왕권의 제약을 가져왔으며, 이는 향후 정국동향에
26)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왕조는 유교국가로서 절대적 지배권력의 유지와 행사를 기본적인 사명
으로 하는 절대군주 중심의 국가권력이란 측면과 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經筵과 臺諫의 제도설정과 같은 유교주의적 통치원리의 결합에 의
27)27)

해 성립되고 존속되어 간 중층적 통치체제에 입각해 있었다.

이러한 정방향

의 제도에 의해 왕권과 신권이 운영되어야 했지만, 중종반정이후 상황은 비정
상적인 신권의 강화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반정이후 정국의 난맥상으로 인적청산의 과정에서 청산대상의 많은
숫자가 종친이라는 점이 있었다. 중종으로서도 종친을 모두 내치는 것은 정치
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28) 귀양보낼 사람 가운데 종친이 많다는 사실을 어
28)

떻게 처리하는가를 두고 중종은 대신에게 의견을 구하였는데, 대신들은 반정
이 성공한 뒤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뒷날의 일을 염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련 인물의 촌수를 따져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정국동향 뿐만 아니라, 조명관계의 측면에서 정국동향은 차
이가 있다. 고려말 전래된 성리학은 개인을 핵심적 사색 단위로 상정하고, 개
인의 존속원리를 통하여 최소 결사체인 가족과 이의 운영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의 확대형으로 국가와 이의 운영원리, 국가의 확대형으로 국제체
계와 이의 운영원리를 추론하였다. 개인에서 국제체계에 이르는 각 단계는 상
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단계별로 相補相養的인 특정의 권위와 규범이
형성되어 국제체계의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단계의 정치사
회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족관계를 정상적으로 규율해
야 하며, 그 구성원인 인간개체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26) 김돈, 1997, 위 논문. 102~103면.
27) 김돈, 1997, 위 논문. 106면.
28)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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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조선시대 성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으로서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며, 유기
체적 정치사회론에서 가족과 국가, 국제체계는 인간적 완성을 위한 중대 절차
라 할 것이다.
조선건국이후 성리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였던 국왕과 사대부
는 성리학적 문화에 따른 국제질서체계를 상정하고, 국가간의 관계에서 仁에
의한 以大字小와 智에 의한 以小事大가 조화를 이룬 질서를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체계에 있어 중심은 中華로서의 천자국, 즉 明이었으
며 조명관계를 명 중심 조공체계의 일환으로 설정하여 명과 事大關係를 맺었
다. 이후 조명관계는 사대관계를 기본으로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조공제도에
있어 형식적인 측면으로는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었지만, 중화로서 명이 아닌
현실적인 대국으로서 명에 대한 인식은 시기별 차이를 보인다. 즉, 명을 중화
로서 상정한 사대인식과는 달리 현실 국가체계의 정치질서로서 명의 황제와
관료체계에 대해서는 냉엄한 인식을 하였다.
조선은 명을 국제체계에서 정치권위의 변동에 대한 책봉권자로 인정함으로
서 천자로부터 군주권을 확정받는 절차(冊封)를 통해 대내적인 권위를 부여받
는데, 구체적인 형식이 誥命의 하사와 수령이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질서화된
세계를 지향하는 天의 의지(天命)의 대행자이며, 의인화된 天으로서의 중책을
부여받아 절대적 존경과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천자의 고명을 받은 국왕은
天道로 표상되는 정치공동체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는 정당한 수단으로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위로 하늘(天)과 아래로 민으로부터 정당성과 절
대성을 보증받게 된다.29)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국왕의 책봉은 정치적 정당성
29)

30)30)

과 절대성을 보증받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자 절차였다.

연산군의 폐정에 대한 개혁을 명분으로 일어난 중종반정, 또한 반정군주로
서 중종은 현실적, 명분적인 측면에서 명으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아 정치권력
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으로부터 자발적 복종을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
에 고명은 중종즉위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중종대 정치적 중흥의 모
29) 부남철, 1991 ｢조선 전기 군주권 유지를 위한 이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5.
12면.
30)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정미. 이러한 측면은 이성계의 즉위교서를 비롯한
다양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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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중종반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명의 중
종승인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려본 바와 같이 반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와 황
제중심의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가 강화된 명과 달리 신하에 의해 군주가 선
택되는 擇君의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중종반정은 명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반정세력은 반정의 자기부정적인 성격
이 있는 대응을 하였다. 연산군의 사위와 중종의 승습과정에서 연산군이 폐정
하였기에 천명과 인심을 잃고 이에 반정이 단행되었음을 강조하지 못하고 연
산군의 칭병을 이유로 내세운 것은 중종반정의 정당성을 반정주체가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종반정을 전후한 시기 명의 정세
변화와 조명관계에서 중심 외교사안으로 등장하는 승습에 대한 명의 인식을
살펴보자.
2) 명 정국동향과 승습에 대한 인식
명 중하대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초기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동요
한 시기였다. 동북방으로 몽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建州女眞의 興起가 두드
러져 邊關을 위협하였으며, 야선의 오이라트는 지속적으로 서북변경을 침구하
였다. 또한, 정치적 혼란은 행정체제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제관계에 있어 변화
의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천명되었던 海禁과 私貿易금지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福建지방
의 연해주민과 土豪, 鄕紳, 官僚層 사이에 비등하였다.31) 경제적인 이해관계
31)

때문에 嘉靖帝 시기엔 福建, 浙江의 貴姓大家들이 官府와 결탁하여 자본을 제
32)32)

공하고 船主를 고용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결국 명은 15~16세기 상

품 생산의 전개와 은유통의 발전 등으로 명을 중심으로 한 조공무역으로 국
제무역을 제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의 폐쇄적인 국제무역을 점차 개방하
31) 武備志 卷214, 海防6. “福建邊海 貧民倚海爲生 捕漁販鹽 及其業也 然其利甚徵
愚弱之人 方悖乎此 其奸巧强梁者 自上番舶取外國之利 利重十倍故耳 今旣不許通
番 復並魚鹽之生理 而欲絶之 此輩肯坐而待斃乎.”
32) 佐久間重男, 1953 ｢明朝의 海禁政策｣, 東方學 6輯, 東方學會.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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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게 되었다.

중종조 대명관계와 관련한 명의 정세변화는 正德帝(武宗)와 嘉靖帝(世宗)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에서 중종반정이 일어난 1506년은 명의 중흥기라
는 弘治帝(孝宗)의 治世가 종료되고 正德帝(武宗)가 즉위한 해이다. 영락제
이후 전횡한 환관세력에 대한 억제책으로 成化帝때 설치된 西廠을 폐지하고,
환관의 정치 간여를 방지하고 정치 쇄신을 목적으로 홍치제는 내각의 閣臣을
34)34)

적극적으로 召對하여 議政하는 통치방식을 시행하였다.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인 안정을 구가하였던 弘治朝였지만, 환관의 조직은 실제 각종 행정체
계에서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였다. 홍치제 말년에 각종 工作이 모두 內官監에
집중되어 실제 工部는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이외에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兵科給事中 楊一渶의 지적도 있었다.35) 예부상서 장승은 1월부터
35)

9월까지 130번의 天災地變이 발생하여 민심이 악화되었으니 등극 초기에 황제
36)36)

로부터 신료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삼가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禮科都給事中

周璽는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300여 곳에 이르는 등 하늘의 경계함이
극명하므로 內外大小 신료들로 하여금 直言을 허락하여 대처하도록 건의하였
37)37)

다.

정덕제는 황태자시절 近侍宦官인 劉瑾 등 환관에 국정을 맡기고 사치와

무절제한 생활을 하여 명대 가장 惡政의 시기를 구가하였다. 정덕 원년에 禮
科都給事中 周璽가 鷹犬 등을 멀리하고 황실지출을 줄이도록 건의할 정도로
38)38)

정덕제의 폐정은 시작되었다.

정덕제가 등극한 초기는 劉健을 비롯한 내각의 대학사가 維新을 도모하고
자 노력한 시기였다. 정덕제도 등극한 직후에는 예부의 주청을 받아들여 敎坊
司의 冗員을 혁파하는 등 새로운 황제로서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39) 유건은
33) 高柄翊, 1966 ｢近世 韓中日의 鎖國｣, 진단학보 29․30합병호. 302면
34) 衛建林, 1997 明代宦官政治 花山文藝出版社, 86~87면. 명대의 환관정치에 대
한 내용은 周良霄, 1997 皇帝與皇權 上海古籍出版社; 徐華靑, 1995 中國宦官
制度史 上海人民出版社; 張治安, 1993 明代政治制度硏究 聯經; 石碩․殷玉明
외 1987 宦官大觀 西安; 丁易, 2006 明代特務政治 中華書局. 참조.
35) 명무종실록 권4, 홍치 18년 8월 경신.
36) 명무종실록 권8, 홍치 18년 12월 병자.
37) 명무종실록 권8, 홍치 18년 12월 무인.
38) 명무종실록 권10, 정덕 원년 2월 기묘.
39) 명무종실록 권3, 홍치 18년 7월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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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君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明理를 講學하고 正心修德한 뒤에 政務를 裁決
하고 臣民을 統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덕제로 하여금 등극 초에 매월 3차
례 경연을 크게 열어 翰林과 春坊으로 하여금 經史를 講說하도록 하고, 公卿
大臣으로 하여금 分班하여 環聽하고 매일 儒臣에게 傳令하여 講讀한다면 太
平功業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하였다.40) 내각뿐만 아니라 五府․六部의 관원
40)

이 연명으로 정덕제에게 정무에 전념하도록 건의하는 등41) 등극과 동시에 폐
41)

정의 기미를 보이는 정덕제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시도하였다. 특히 재변론에
입각한 疎를 올렸던 南京吏部尙書 林瀚,42)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것을 주장한
42)

병부상서 劉大夏43) 등 관료들의 건의는 지속되었지만, 정덕제의 정치적 방기
43)

현상을 제어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정덕제의 정치적 방기는 八虎의 전횡을
가져왔다. 戶部를 중심으로 한 내각 등 外庭세력과 司禮監을 비롯한 內庭세력
이 八虎를 축출하고자 하여 1510년(正德 5) 유근 등은 주살된다.44) 이후 7년
44)

동안 劉六․劉七의 亂이 산동, 산서, 하남, 화북 등지로 확대되어 혼란을 초래
하였다.45)

45)

정치문란은 군비의 허실화로 이어졌다. 留守에 속한 71衛所의 경우, 원래
軍額이 339,265명이었지만 도망한 189,225명을 제외하면 실재 150,040명으로
군액에서 도망한 비율이 실재한 비율보다 높을 정도였다.46) 황제의 정치방기,
46)

재변의 빈번함, 정치세력의 부정행위, 민란, 군비의 허실화 등 총체적인 국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국가가 운영된 것은 명 초기부터 구축된
행정통치체계에 있었다.47) 비록 정치문란은 존재하더라도 정치 자체가 없는
47)

40)
41)
42)
43)
44)

명무종실록 권6, 홍치 18년 10월 무인.
명무종실록 권12, 정덕 원년 4월 계축.
명무종실록 권13, 정덕 원년 5월 계묘.
명무종실록 권13, 정덕 원년 5월 경자.
阪倉篤秀, 1983 ｢武宗朝における八虎打倒計劃について｣, 明淸時代の政治と社會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48~58면.
45) 西村元照, 1974 ｢劉六․劉七の亂について｣, 東洋史硏究 32卷4號. 참조.
46) 명무종실록 권8, 홍치 18년 12월 정축. 禮科給事中 葛嵩 등이 아뢴 바에 의하면
五軍을 비롯한 15營의 操練者, 각 衛의 見任者, 優給優養記錄者, 守門者, 上直侍
衛者, 墥門夜巡者, 鞍轡等局․鑄鍾等倉所役者는 116,417명이며, 이전부터 있던 各
倉, 各監局, 18處所占者는 33,623명이었다. 이러한 실재 숫자를 제외하고 도망한
인원에 대해 보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

中宗反正이후 承襲外交와 朝明關係

223

것은 아니었으며, 모든 정치와 행정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된 행정통치
체계는 무능한 暗君을 교체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정치문란은 행
정절차상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음과 일치하며, 조선의 使行을 통한 대명관계
에서 사행과정의 어려움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교문서의 전달이 사행의 실질적인 외교활동이었던 조공체제
에서 행정절차의 문란은 외교적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48)
48)

그러나 중종 전반기(정덕제 치세)의 상황은 이러한 일반적 경향성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명의 행정체계에서 육부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찰하
는 기능은 과도관들에게 있었다. 특히, 외교문서에서 “禮科案呈” 등으로 표현
되듯이 六部의 해당 업무별로 과도관들이 있어 이들이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典禮를 바탕으로 논박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내각도 육부의 행정업무에 있
어 절차상 상위기관으로 육부 및 과도관 계층과 불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즉, 모든 백관들의 章奏에 따른 정무의 처리가 육부와 내각 그리
고 六科의 參駁을 거치는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이들 기관들 사이에 불화관계
가 조성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49)

49)

다른 왕대에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의해 조선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는 모든 행정절차 기관별로 적절한 조선의 대응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비하여 정덕제 治世는 조선의 입장에서 오히려 일원적인 행정체계라 할 정도
로 절차상의 어려움이 줄었으며, 황제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조선의 대
명관계가 수월하게 전개된 측면도 있었다. 또한, 황제가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하여 정책 및 정무처리를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
하여 표류하는 측면도 있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정덕제 치세는 이 두 가지 측
면이 조선의 대명관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시기라 할 것이다. 정덕제가 등극
한 뒤 홍치 18년 8월에 翰林院 侍讀學士 徐穆을 정사로, 吏科給事中 吉時를
50)

부사로 삼아 卽位詔書를 조선에 반포함으로써 正德朝 조명관계는 시작되었다.
50)

47) 김경록, 2006 ｢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 명청사연구 26. 126~129면.
48) 명무종실록 권14, 정덕 원년 6월 을묘.
49) 明代 科道官의 임무와 역할에 관련해서는 曺永祿, 1988 中國近世政治史硏究
지식산업사. 참조.
50) 명무종실록 권4, 홍치 18년 9월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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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종반정으로 중종의 왕위계승에 대한 승인은 승습외교로 진행되었는
데, 명의 승습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무초년에 親王은 적장
자의 경우 왕위승습을 인정하고, 적장자가 없을 경우는 次庶子로 승습을 허락
51)51)

하였다. 군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규정은 정식화되어 명 황실의

기본적인 예제서의 역할을 하였던 皇明祖訓 에는 親王의 次嫡子와 庶子는 나
이 10세가 되면 郡王으로 책봉하고, 郡王의 嫡長子가 襲封할 경우에는 먼저
朝廷에 보고하고, 조정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冊命之禮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정덕연간에도 준수되었다. 정덕 4년에 郡王이 病故하여
그 자식이 應襲本爵에 해당되면 전례를 살펴 칙서를 내려 승습을 인정하도록
52)52)

규정을 보완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에 遼王이 주본으로 應山王의 病故로

無嗣하기 때문에 방계로 王爵을 승습하도록 아뢰자 정덕제는 왕작을 허락하
지 않고, 등급을 낮추어 輔國將軍을 허락하였다.53) 적장자 우선의 원칙, 병고
53)

이외의 사유를 허락하지 않는 관행 등 명의 승습에 관련한 규정의 정착과정
은 중종의 승습요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對明 嗣位․承襲외교의 전개과정
조공체제 하에서 중국에 큰 일이 있으면 조선에 통보하였으며, 조선에서 책
봉 등을 요구하면 중국은 사신을 파견하여 儀禮를 행하였다.54) 조공책봉의 국
54)

제질서에서 중종반정과 같은 왕위교체는 필수적으로 중국에 통보되어야 했지
만, 연산군의 폐위와 중종의 승습은 조선의 입장에서 명분과 실리를 찾기 어
려운 문제였다. 국내적으로 연산군의 폐정을 일소하고 중종의 왕위계승이 당
연할지 모르지만, 최고통치자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절대 황제권으로 운영되던
명에 통보하여 중종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즉, 중종조의 외교사안으로 가장 먼저 대두한 것은 명으로부터 誥命을 받는
일이었다. 비록 국내적으로 반정이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폐주 연산군이 살아
51)
52)
53)
54)

禮部志稿
禮部志稿
禮部志稿
大明會典

卷15, 儀制司職掌, 王國禮, 凡封爵典制.
卷74, 宗藩備考, 藩爵, 郡王承襲.
卷74, 宗藩備考, 藩爵, 不襲定例.
卷108, 禮部63, 主客淸吏司, 朝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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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반정사실을 그대로 명에 알릴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반정세력
은 반정의 상황에서 고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先王의 嗣位를
선택하였다. 즉, 중종반정이후 폐주 연산군이 스스로 사위하고 중종이 승습하
는 형식으로 명으로부터 왕위계승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이에 반정발생 2일이
지난 9월 4일에 사위와 승습의 방안이 제시되고, 9월 7일에 外交文書의 格式
을 검토하였으며, 9월 21일에 使行事目이 결정되고, 9월 27일에 사신이 發行하
는 등 대명외교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반정이후 정국의 혼란과 시급한 사무
가 많았음을 고려한다면 일반 陳奏使의 發行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정세력이 그만큼 중종의 고명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고, 반
정이후 정국을 운영하면서 대명관계와 고명접수를 우선적인 사안으로 인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사위․승습 과정을 정리하면 당시 반정이후 조명관계의 특징과 반정세력의
대명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정 이틀 후 반정의 대외적 완성을 위하
여 명에 반정을 통보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반정세력은 사위와 승습의 방
식을 건의하고 중종은 받아들였다. 請辭位使 金應箕와 請承襲使 任由謙을 파
견하였는데, 이때 일반적인 使行事目과는 달리 신중한 사목을 준비하였다. 사
행사목은 사행이 외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 관원 및 북경체류 기간중에
작성하는 외교문서에 기재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조
공체제에서 조명관계의 ‘臣者無外交’라는 전통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실제 사
신은 임의의 외교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외교문서의 전달이라는 형식에 입
각하여 사행하기 때문에 철저히 발행이전에 규정된 사행사목에 따라 대응하
55)55)

였다.

당시 사행사목은 三公․六曹 및 재상들이 함께 의논하여 마련하였는데, 구
체적으로 柳洵, 金壽童, 申浚, 鄭眉壽, 李蓀, 金勘, 柳子光, 權鈞, 成希顔, 李季
56)56)

男, 李諿, 柳順汀, 宋軼 등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사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왕은 ‘前王’이라 칭함.(廢王稱前王)
② 중종과 연산군은 母弟임.(若問 殿下前王母弟與否 以實對)
55) 김경록, 2006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38~40면.
56)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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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산군은 현재 별궁에 있음.(若問 前王所在處 答曰 在別宮)
④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風眩症이 있었고, 세자의 죽음으로 증세가 발작하여
방안에만 거처함.(若問 前王病證 答曰 自幼稚時 有風眩證 世子亡後 痛傷過
度 前證復發 心神不定 驚悸昏眩 深處房室 不拓窓戶)
⑤ 세자는 瘡疹으로 夭死하였다고 대답함.(若問 世子病證 答曰 以瘡疹夭亡)
⑥ 중종의 왕비는 잠저 때 병으로 죽어 아직 새 왕비를 들이지 않았음.(若問 殿
下冊妃與否 答曰 殿下潛邸時 夫人病亡 時未納妃)
⑦ 중종의 나이는 사실대로 대답함.(若問 殿下春秋 以實對)
⑧ 康靖王의 아들은 사실대로 대답함.(若問 康靖王子幾人 以實對)
⑨ 연산군의 아들은 다만 딸 하나만 있음.(若問 前王子幾人 答曰 只有一女年幼)

원래 성종의 후사는 燕山君, 愼淑公主(早卒), 桂城君, 安陽君, 完原君, 檜山
君, 鳳安君, 甄城君, 益陽君, 利城君, 景明君, 全城君, 茂山君, 寧山君, 雲川君,
57)57)

楊原君 등 다수였지만,

恭惠王后의 아들이었던 晋城大君이 가장 왕위계승에

근접해 있었다. 연산군의 후사는 세자

과 昌寧大君 誠, 陽平君 仁, 敦壽 등

이 있었는데, 반정이 일어나자 곧 외진 군읍에 안치되었다. 폐세자의 경우, 위
리안치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뒤 9월 21일, 승습사와 사위사의 사목을 마련
하였는데, 그 내용에 세자는 瘡疹으로 夭死하였다고 대답하도록 하였다.58)

58)

연산군의 사위와 중종의 승습을 위해서는 연산군의 직계 세자와 왕자는 제
거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목이 결정된 이후 3일만에 반정세력과 宰樞 1품 이상
이 폐세자와 왕자들의 사사를 건의하고 이를 관철시켰다.59)

59)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사위를 위해서는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사사하지 않
았으며, 실제 喬洞에 안치했지만 사목에는 別宮으로 정했다. 또한, 정현왕후의
소생이었던 중종과 폐비 윤씨 소생이었던 연산군은 모제가 아님에도 친형제
로 통보하고, 연산군의 질병을 꾸몄다. 중종의 경우, 신수근의 여식인 단경왕
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저 때 병사한 것으로 정하고, 세자와 왕자를 모두
사사한 뒤 왕위계승권이 없는 공주가 한명 있는 것으로 사목에 규정하였다.
전체 9개 세부항목 가운데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3항목이고, 6항목이 거짓
으로 명에 통보하는 내용이었다. 사실대로 언급하는 것은 중종에 관련된 내용
57) 璿源錄 卷38~45(奎 8785).
58)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정유.
59)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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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거짓으로 언급하는 것은 모두 연산군에 관련된 내용으로 철저히 연산군
이 사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성하기 위한 항목이었다. 새로운 왕의 봉작
을 얻기 위해서 전왕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전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모두 거짓으로 꾸며 통보하였다는 것은
중종반정이 일어난 당시의 조명관계의 특수한 상황과 성격을 반영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명은 절대적인 황제권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적인 통치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귀속되었으
며, 내각과 환관의 일정한 권력행사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황제권을 바탕한 것
으로 신권에 의한 황제권 침해는 용납되지 않았다. 또한 전통적인 조공체제의
복원 및 한층 강화된 조공체제를 지향하던 명의 입장에서 조공국에서 신하들
에 의한 왕위교체는 용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명의 입장을 예상한 반정세력
은 전왕의 폐단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신하들에 의한 반정은 설득력이 없음
을 인정하고 전왕 스스로 후사가 없고, 신병의 문제 등 왕위계승상 문제를 강
조하며 禪位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
지만, 내부적으로 반정의 명분과 어긋나는 모순을 가지는 것으로 향후 반정세
력의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사위․승습의 과정에서 많은 외교
적 마찰을 초래하였다.
사행사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외교문서의 작성이 시작되었다. 조공체제에서
외교문제가 발생하면 외교목표 설정, 사행명 설정, 사행원 구성, 사행시기 설
정, 외교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외교절차가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엄
격한 격식과 조선의 대명외교 입장을 잘 반영하는 외교문서의 작성이었다.60)
60)

반정세력은 먼저 承文院謄錄 을 상고하여 사위와 승습을 청하는 문서의 격식
을 정하였다. 이러한 嗣位는 조선에 들어서 여러 차례 있었으며, 명과 관련된
사례는 정종의 사위를 인정받은 것이 처음이었다. 정종의 청사위주문에서 사
위의 명분은 정종이 風疾을 앓아 政事를 視聽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정치적인 원인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정종의 사위를 인정하는 건문제의 聖旨
를 통보하는 禮部咨文을 叅判義興三軍府事 朴子安과 簽書義興三軍府事 李詹
이 가져옴으로써 태종의 승습은 인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선에서 내세운 사
60) 김경록, 2006 위 논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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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위의 명분을 확인할 수 있다.

반정후 請辭位文과 請承襲文은 단종이 세조에게 사위하고, 세조가 승습을
청한 사례를 따랐다.62) 이때 領議政 柳洵 등이 상고한 承文院謄錄 에 기재된
62)

請辭位使, 請承襲使의 奏本格式은 단종의 사위주본이었다. 계유정난이후 세조
가 즉위한 뒤 예조판서 金何, 형조참판 禹孝剛을 명에 보내어 請辭位, 請承襲
하는 주문을 전달하였다.63)

63)

단종의 사위주문은 당시 출래한 明使의 존재로 인하여 稱病하지 못하고, 奸
臣謀逆을 명분으로 癸酉靖難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위주문은 어린
나이에 보위를 계승한 상황에서 姦臣이 亂逆을 선동하여 변고가 계속 일어나
자 首陽大君이 사직을 지킨 공로가 있고, 덕망이 있어 임시로 국사를 署理토
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종반정 이전의 사위는 왕실 내의 문제였다. 실제 왕족에
의한 권력쟁탈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위와 승습을 주도한 세력이 왕실
이었다. 이에 비하여 중종대 사위는 반정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사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종이
崔淑精과 夕講에서 당나라 肅宗의 사위 固請에 대해 논한 사례를 통해서 사
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64)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던 사위를 최선의
64)

방안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반정직후의 현실적 절박함은 연산군의 폐정,
가혹한 형정, 민심의 이반 등 중종반정의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중
종의 즉위는 연산군의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엉뚱한 논리를 표방하
게 하였다.
결국 知中樞府事 金應箕와 同知中樞府事 任由謙이 명에 전달한 최종 청사
위, 청승습주문은 다음과 같다.65)

65)

61)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갑진.
62)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계미. 승문원등록 에 기재된 주본과 세조실록 에
기재된 주본은 일부 글자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格式은 동일하다.
63) 세조실록 권1, 세조 1년 윤6월 계유.
64) 성종실록 권82, 성종 8년 7월 갑신.
65)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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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종반정직후 請辭位文과 請承襲文
朝鮮國王臣 李(諱) 謹奏 爲請辭位事
竊念臣素嬰風眩 發作無時 世子

於正德元年五月 罹疾淹見夭亡 臣傷慟之極 失於節

宣 宿疾復作 轉成沈痼 軍國庶務 不能裁決
仰惟天子眷命 先祖家業 靡堪承守 罔知攸爲
念臣親弟 晋城君(諱) 年長且賢 夙有令聞
付之重寄 允孚輿望 已於正德元年九月初二日 禀于臣母 康靖王妃 令(諱)權襲軍國句當
伏望 聖鑑洞照 特降明允
爲此 謹具奏聞
朝鮮國 權署國事臣 李(諱) 謹奏爲請承襲事
國王臣(諱) 自世子 夭亡 傷慟失節 舊患風眩轉劇 軍國庶務 未能裁決
以臣(諱)爲親弟 啓禀康靖王妃 委臣權襲
臣自念愚庸 不堪承當 固讓再三 竟不得辭
已於正德 元年九月初二日 權襲軍國句當 兢惶罔措
爲此 謹具奏聞

세조대 청사위문서와 달리 중종대 청사위문서는 사위의 이유를 전적으로
연산군의 개인적인 칭병에서 찾았다. 이는 반정이란 비상한 방식을 통한 왕위
교체의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한 한계가 있는 외교
문서이며, 대내적인 반정명분과 대외적 반정명분이 다른 기형적인 상황을 초
래하였다. 결국 성리학적 통치이념과 현실 조명관계의 괴리를 초래하게 되어
명분과 실리의 이중적인 측면을 국왕, 대신, 대간 등 정치세력간에 다양하게
인식하고 시기별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중종대 조명관계의 단초를 열게 되었다.
외교문서의 작성이 완성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위․승습외교는 출행시
기를 기준으로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중종의 승습에 관련한 사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중종 초기 對明使行 일람표(正德朝)
순번

사행명

발행시기

부경시기

회환시기

사신

1

請辭位使 중종01.09.27

중종02.02.15 金應箕(知中樞府事)

2

請承襲使 중종01.09.27

중종02.02.15 任由謙(同知中樞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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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管押使

중종01.10.03

朴仲幹(僉知中樞府事)

4

正朝使

중종01.10.10 정덕02.01.정해 중종02.03.26

柳芳(戶曹參判),
朴兼仁(서장관)

5

奏聞使

중종02.02.28 정덕02.05.갑인 중종02.08.22

盧公弼(右贊成),
尹珣(知中樞府事)

6

聖節使

중종02.07.11 정덕02.10.갑술

曹繼商(吏曹參判),
金淨(서장관)

7

謝恩使

8

奏請使

중종02.09.07 정덕02.11.정사 중종03.02.03

9

正朝使

중종02.10.06 정덕02.12.임진 중종03.03.14 李云矩(同知中樞府事)

10

謝恩使

중종03.04.19 정덕03.06.을미 중종03.09.10

중종02.09.

정덕02.11.정사 중종03.02.20 沈貞(知中樞府事)
成希顔(左贊成),
申用漑(工曹判書)
朴元宗(左議政),
李坫(刑曹判書)

* 전거 : 중종실록 , 명무종실록

1차 사행은 중종 1년(1506) 9월 27일에 辭位使 金應箕, 承襲使 任由謙이 명
으로 發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북경에 도착한 사행은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예부를 비롯한 관련부서의 관리에게 적극적으로 조선의 입장을 전
달하였다. 그러나 명 관리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명의 관리들은 조선의 嗣位요구에 대해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선
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嗣位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국정을 담당하는 權署國
事의 단계를 권하였다. 정책결정의 권한은 없지만, 조선사행을 실질적으로 담
당하였던 序班 崔榮이 質正官 崔世珍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일은, 내 생
각으로 재차 와서 奏請하더라도 그 權署를 허가하는데 불과할 것이요, 전왕이
세상을 떠난 뒤라야 承襲을 허락할 것이다.”하였던 점에서 조선의 사위주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66)

66)

請嗣位使行의 주청요구에 대한 예부를 중심으로 한 명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禮部의 祠祭司郞中 許淳은 연산군과 중종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
며, 혹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사위를 청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표명하
고, 연산군의 사위는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여러 당
상과 三閣老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儀制司郞中 張
66)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2월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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琮은 연산군의 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연산군의 병이 낫는다면 권력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조선사행을 추궁하였다.67)

67)

사실 연산군의 병이 중하였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종반정
이전의 사행에서 국왕의 신병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는 점은 주청과정에 큰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정덕제가 등극한 뒤 도착
한 安琛 등 조선사신은 연산군의 병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68) 오히려 黑
68)

角교역을 요구하여 전례에 따라 해마다 200대를 허가하는 등 구체적인 외교사
안을 언급할 뿐이었다.69) 이 사이에 정덕제는 大統曆을 연산군에게 頒賜하기
69)

도 하였다.70) 연산군 말엽부터 중종반정 직전까지 조선은 아래 표와 같이 節
70)

使를 비롯한 다양한 사행을 파견하여 조명관계를 유지하였다.

<표 3> 중종 즉위이전 대명사행 일람표(弘治 16년 ~ 弘治 18년)
순번

사행명

1

聖節使

연산09.04.13 홍치16.06.을사

安潤德(禮曹參判)

2

謝恩使

연산09.04.26 홍치16.07.임오

鄭叔墀(工曹參判),
成希顔(同知中樞府事)

3

千秋使

연산09.07.08 홍치16.09.신사

4

正朝使

5

聖節使

6

千秋使

발행시기

부경시기

연산09.10.15 홍치16.12.갑인

회환시기

사신

韓偉(同知中樞府事)
柳順汀(戶曹參判),
李世傑(同知中樞府事)

홍치17.06.경신 연산10.07.23 申用漑(禮曹參判)
연산10.07.12 홍치17.09.기유 연산10.12.23 許輯(戶曹參判)

7

陳慰使

8

正朝使

연산10.10.17 홍치17.12.경진 연산11.04.19 閔效曾(工曹判書)

9

聖節使

연산11.04.12 홍치18.07.병술

10

奏請使

연산11.05.20 홍치18.07.계묘 연산11.10.15 安琛, 李忠純

陳慰使

연산11.06.04 홍치18.10.갑인

田霖(同知中樞府事),
任由謙(兵曹參判)

進香使

연산11.06.04 홍치18.10.갑인

成洗(知中樞府事)

11
67)
68)
69)
70)

홍치17.12.을축

明史 卷320, 列傳, 外國1, 朝鮮.
명무종실록 권3, 가정 18년 7월 계묘.
명무종실록 권3, 가정 18년 7월 경술.
명무종실록 권8, 홍치 18년 12월 병자.

申叔根(同知中樞府事)
朴說(工曹參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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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進表使

연산11.07.11 홍치18.10.갑인

權仁孫(戶曹參判)

13

進賀使

연산11.09.10 홍치18.10.병진 연산12.02.12

14

?

정덕01.01.신축

安潤孫

15

進賀使

정덕01.02.신유

尹湯老(同知中樞府事),
沈克輔(工曹參判)

愼守勤(右議政),
尹金孫(知中樞府事)

16

謝恩使

연산12.03.27 정덕01.07.신묘

李繼福

17

聖節使

연산12.07.12 정덕01.09.무술

成洗純(戶曹參判)

* 전거 : 연산군일기 , 명효종실록 , 명무종실록

연산군의 신병문제에 대한 사전언급이 없었던 점뿐만 아니라, 폐세자 관련
사실의 보고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폐세자는 연산군 9년에 太監 金輔․李
珍이 가져온 칙서를 통해 세자로 책봉되었다.71) 무엇보다 세자가 夭死하면 당
71)

연히 명에 통보하여 새로운 세자의 책봉에 관련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행에서 명에 세자관련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음은 반정세
력이 풀어야 할 문제였다.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점은 시작점이라면 죽
음은 종결점이다. 명목적이지만 책봉은 명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에 세자가
명확히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자의 죽음은 명에 통보되어 치제에
관련한 일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다.
또한 낭중 장종은 주청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선왕의 병이 중하다면 辭位와 승습에 관한 일을 국인들이 합동으로 奏請하는
것이 가한데, 어찌하여 국인의 주청이 없이 전왕이 청하는가? 신왕은 또 어찌하여
72)
스스로 陳請하는 것인가?” 72)

조선사행은 왕이 양위 전에 승하하였다면 의정부에서 진청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연산군이 母妃에게 품하고, 臣民에게 의논하여 친히 양위한 것이고 신
왕은 사양하지 못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康靖王
妃가 단독으로 주청하지 않고, 병든 왕이 주청하는가는 질문에 왕비는 부인이
71) 연산군일기 권49, 연산군 9년 4월 계축.
72)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2월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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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奏達하는 예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외에 예부 좌시랑 王華가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조선에 사신을 파
견하여 조사한 뒤에 襲封을 허락할 것을 주장하였다. 왕화는 성화 17년에 진
사에 급제한 뒤, 홍치 18년 9월에 예부 우시랑으로 재직하던 중 탄핵을 받아
치사를 청하였지만, 정덕제가 윤허하지 않고,73) 山陵을 詳定하는 업무를 맡기
73)

는 등 정덕제의 총애를 받았다.74) 이후 정덕 원년 5월에 예부 우시랑에서 좌
74)

75)75)

시랑으로 승진하였다.

즉, 예부의 낭중을 중심으로 한 관리들은 조선의 사

위․승습 요구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연산군이 薨逝한 뒤에 봉습을 허락
하도록 주장하였다.
한편, 禮部尙書 張昇은 상대적으로 조선의 사위․승습 요구에 우호적인 태
도를 보였다. 장승은 字가 啓昭이며, 南城출신으로 성화 5년에 진사시에 장원
으로 출사한 뒤 修撰, 諭德, 庶子 등을 역임하고, 傅瀚의 뒤를 이어 홍치 15년
(1502) 2월부터 정덕 2년(1507) 閏정월 致仕하기까지 예부상서로 재임하였다.
홍치제가 죽은 뒤 眞人, 國師, 高士 등을 축출하도록 건의하고, 정덕제가 政事
를 방기하였을 때는 국정의 기강을 바르게 하도록 直言하였다. 특히, 예부상서
가 된 뒤에는 천자가 현자를 가까이하고, 아부하는 이를 멀리하도록 건의하고,
공근하여 하늘을 본받도록 주장하였다.76) 이처럼 장승이 조선의 사위에 대해
76)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조공체제의 외교를 관장하던 예부상서로 당시 서
북쪽의 변란과 잦은 자연재변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하고, 기존에 예학을 준수
하던 조선에 대한 친조선적인 입장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육부의 다른
상서들은 조선국왕이 신병으로 사위하고자 한다면 의원을 보내어 구휼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결국 예부상서 장승의 중재로 조선에 자문을 보내어
신중하게 사위․승습하도록 통보하고, 조선의 의견을 다시 받아 결정하기로
결정하였다.77)

77)

1506년(중종 1) 9월 27일 출발한 사행은 다음해 2월에 돌아왔다. 1차 사행
73)
74)
75)
76)
77)

명무종실록 권5, 홍치 18년 9월 기해.
國榷 卷45.
명무종실록 권13, 정덕 원년 5월 신사.
明史 卷184, 列傳72, 張昇.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2월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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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조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외교문
서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조선은 외교문서의 작성에 보다 신중
을 기하였다. 승문원 도제조였던 柳洵은 吏文의 작성을 강조하여 상중에 있던
78)78)

李顆를 불러 승문원에서 외교문서를 작성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사헌부는 漢

吏文에 능한 曹司堂上으로 하여금 승문원을 검찰하도록 하여 외교문서 작성
을 독려하도록 건의하였다.79) 또한 승문원 관원의 이문강습을 강화하도록 하
79)

80)80)

였다.

4. 승습의 승인과 朝明관계의 전개
16세기 초반, 대외관계의 긴장은 조선사회의 관심을 내부적 명분과 정세변
화 뿐만 아니라 대외적 요소까지 포함하게 하였다. 특히, 반정직후 대외관계의
불안은 중종의 승습을 더욱 필요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반정직후 조선의 여
진관계는 긴장속에 분쟁의 발생을 막는데 주력하였다. 중종은 함경북도 절도
사 黃衡에게 야인을 잘 위안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시하였으며,81) 변
81)

방의 수령은 무재를 갖춘 인물로 교체하였다.
조일관계의 심상찮은 변화도 대명관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산군대에 이루어진 조일관계의 악화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정이후 3포
의 첨사 및 동래, 울산, 웅천 등의 수령에 撫御의 자질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
82)82)

고 교체하였던 점에서 파악된다.

경상도관찰사 張順孫이 拜辭할 때, 중종은

왜적의 熾盛상황과 邊將을 욕보인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당시 경상
도의 경우, 수군의 군역이 힘들어 도망하는 사례가 많아 방어가 상대적으로
83)83)

허술하였다.

사간 李世人이 변방사무를 아뢰며 남쪽의 왜변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고 지적한 사례를 통해 반정직후 대일관계에 많은 부담이 있었음을
78)
79)
80)
81)
82)
83)

중종실록
중종실록
중종실록
중종실록
중종실록
중종실록

권2,
권2,
권2,
권1,
권1,
권1,

중종
중종
중종
중종
중종
중종

2년
2년
2년
1년
1년
1년

윤1월 신미.
2월 기축.
2월 경인.
9월 계사.
10월 경술; 11월 경진.
10월 경신;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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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알 수 있다.

중종 1년의 사위와 승습에 관련한 주청이 성과없이 끝나자, 중종을 비롯한
반정세력은 명분상 승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1차 사행이
復命하기도 전에 중종은 2차 주문사로 右贊成 盧公弼과 知中樞府事 尹珣을
파견하고, 1차 사행이 復命하자 반정세력의 핵심인물이었던 좌찬성 成希顔을
3차 주청사로 삼아 사위와 승습에 관련한 사항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주청사
행은 선행 주청사행이 북경에서 파악한 명의 정세를 세세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1차 주청사행 시기는 유근을 비롯한 환관의 발호에 대해 호부상서 韓文이
상당한 견제를 행하여 환관과 內閣․科道官(六部 포함)의 대립구도였다. 이에
비하여 2~3차 주청사행 시기는 유근의 전제권력 시기로 국정을 방기한 황제
를 대신하여 유근의 일원적인 권력체제가 형성되었다.85)

85)

당시 명의 정세는 환관 劉瑾을 중심으로 한 八虎가 吏部尙書 焦芳, 禮部司
務 孫聽, 都御史 劉宇, 吏部侍郞 張綵 등을 수족으로 하여 司禮監, 內閣, 六部,
科道官 등을 통제하는 전제정권의 시기였다.86) 특히, 조선의 고명을 받기 위
86)

한 주청과정과 관련하여 당시 章奏의 상달 및 하달과정은 유근의 뜻대로 처
리되었으므로 일부 예부관원의 신중한 입장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통하면 다른 어느 시기에 비하여, 또한,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誥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의 환관이나 관료들 중에서 작은 연결고리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誥命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출신 宦者 金義, 卜享, 陳浩가 太
監이 되어 정덕제의 총애를 받는 상황은 조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구체적
으로 김의와 복순 등이 어떻게 조선사행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파악하
기 어렵지만, 당시 이들의 이름이 조선사행에 의해 여러 차례 거명된 점과 이
후 조선에 사행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주문사 盧公弼, 尹珣이 복명하여 太監 李珍 및 序班 崔瑛, 李相
84)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기축.
85) 明史 卷16, 武宗本紀. 正德 2年 3月.
86) 조영록, 1986 ｢明 正德朝의 亂政과 言官의 집단적 대응｣, 東國史學 19-20집. 381
~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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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조선의 일에 극력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아뢰고, 차후 물건
의 증여를 건의한 사실을 통해서도 환관과 서반세력의 협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87) 특히, 이진의 경우는 칙사로 차정되자 상사를 내려주도록 청하는
87)

88)88)

제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결국 유근의 권력장악이라는 명의 정세변화와 조

선사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조선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2차 사행은 연산군의 사위에 초점을 집중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중종 2년 2월 28일 출발하여 같은 해 8월 22일까지 이루어진 2차
사행은 사위와 승습을 모두 요구하면서 우선 사위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이는
1차 사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이 연산군의 신병과 세자의 夭死 여부였기 때
문이었다. 이에 조선은 백관의 명의로 된 申狀을 작성하여 연산군이 원래 풍
현증이 있었다가 세자가 요절하자 고질이 되어 국사를 주재할 수 없게 되었
으며, 강정왕비의 품의를 거쳐 중종에게 임시로 군국의 임무를 맡겼기에 명분
89)89)

과 실제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북경에서 2차 주문사행의 활동

은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노공필이 조선출신 환관의 공
로를 언급한 점, 2차 사행이 전달한 문서가 연산군의 신병이 심하여 국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내용의 申狀이었던 점, 명 관리들의 관심이 승습여부로 옮
겨진 점 등으로 미루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90)

90)

당시 명은 왕이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왕을 대신하여
生母가 封爵을 청해야 하며, 아들이 없이 손자만 있다면 祖母가 청하도록 규
정되어 있었다.91) 즉, 조선의 국모가 주청하면 허락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1차
91)

주청때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유도하고, 중종으로 하여금 權署國事한다는 성과
를 달성하였다. 이 시기의 모든 사행은 사위․승습에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여
87)
88)
89)
90)
91)

중종실록 권3, 중종 2년 8월 계사.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2월 병술.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2월 경인.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2월 경인; 권3, 중종 2년 8월 계사.
禮部志稿 卷75, 宗藩備考, 藩爵. 정덕 원년에 惠王을 대신하여 封爵을 청한 王
氏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부에서 議覆하여 令을 정하였다. 또한, 정덕 원년
에 秦府의 保安王을 襲封하기 위해 5子 誠 가 주청하였지만 襲封을 허락받지
못했다. 뒤에 母妃 陳氏가 覆請하자 황제가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예부상서 張昇이 허락을 간청하여 특별히 허락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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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朝使書狀官 朴兼仁은 禮部郞中 張宗이 승습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가
졌음을 보고하는 등 명 조정의 반응을 수시로 보고하였다.92) 2차 사행은 특히
92)

조선출신 환관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사
위․승습의 외교목적 가운데 사위를 달성하고 권서국사를 윤허하는 황제의
명령을 기재한 예부의 자문을 가져왔다.93)

93)

3차 請承襲使 성희안은 1507년(중종 2) 9월 7일 공조판서 신용개를 부사로
하여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성희안은 대비의 명의로 된 주청문을 예부에 전달
하여 禮部尙書 劉機로부터 襲封文書를 받아 돌아왔다. 습봉문서란 조선의 주
청문서, 예부의 題文, 성지 등을 포함한 문서로 주청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문
서였다. 禮部尙書 劉機 등이 왕위 승습을 청한 題本은 儀制司에서 예부에 공
문을 올려 禮科로 하여금 謄抄하도록 한 문서로 조선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하였다.94) 결국 정덕제의 성지를 받아 명은 중종의 승습을 인정하고 誥命
94)

95)95)

을 내렸다.

成希顔은 왕비 윤씨의 誥命도 주청하여 허락받았다. 예부상서 유기는 弘治
8년의 전례를 들어 칙사의 파견을 아뢰었으며, 정덕제는 司設監太監 李珍과
御馬監太監 陳浩을 칙사로 파견하도록 하였다.
중종의 승습을 인정하는 황제의 칙서가 있었지만, 당시 명 조정에서는 중종
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였다.96) 이후 正朝使 李云秬에 의해
96)

97)97)

謄書되어 조선에 전달된 중국문서는 다음과 같다.

중종의 승습사안은 조명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명은 절대황제권 체제에서 황제의 정치적 방기에
도 불구하고 정치적 운영은 체제에 의해 진행될 수 있었으며, 환관과 내각정
치라는 명대의 특징으로 인하여 일부 세력에 의해 전제적 정권장악이 가능하
였다. 이러한 전제성은 황제권에 바탕한 것으로 황제의 대리권자로 성격한다.
92)
93)
94)
95)
96)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3월 기사.
중종실록 권3, 중종 2년 8월 계사.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1월 계묘.
明史 卷320, 列傳208, 朝鮮.
중종실록 권6, 중종 3년 9월 을사. 당시 사은사로 명나라를 다녀온 朴元宗이 西
班 崔榮의 일을 아뢰는 내용에서 최영이 명나라 조정에서 중종을 의심하여 ‘纂’
이라 하였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변명하여 무마되었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다.
97)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2월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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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정치적 방기와 狂悖함은 행정체계의 문란을 초래하였으며, 외교문서의
전달이라는 사행체제를 통하여 외교적 목적을 수행하였던 조선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명에 있어 조선출신 환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직책까지 승진하여 권력과 부
귀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張欽이다. 張欽은 성종 14년에
명나라에 들어갔다.98) 초기에는 金義․卜享․陳浩 등보다 職次가 낮았지만,99)
98)

99)

중종대 이후 태감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조선에서 주청하는 일이 있
으면 장흠에게 함께 물품을 주어 외교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100) 장흠에
100)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진하사로 명나라를 다녀온 蘇世讓이 중종에게 문견한 바
101)101)

를 아뢰는 바에 나온다.

당시 장흠은 司禮監太監, 卜亨은 天壽山直, 韓錫은

御馬監太監, 金侗은 內苑太監이었다. 특히 장흠은 매우 부유하였으며, 嘉靖 2
년(1523)에 義子 李賢을 錦衣衛 指揮로 임명한다는 조칙을 받고, 장흠이 죽은
뒤 李賢이 承廕하고，이현이 죽은 뒤 그 아들 李儒가 承廕하였다. 이러한 특
권적인 행태는 隆慶 원년(1567) 周弘祖의 疏에 의해 汰去되었다.102)

102)

연산군의 폐정을 이유로 일어난 반정의 군주였던 중종과 지배층에게 있어
정덕제의 폐정은 용납될 수 없었다. 정덕제의 폐정으로 인하여 대명인식에 있
어서 점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덕제의 정치적 방기와 폐정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조선의 지배층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칙사파견에
앞서 성희안과 申用漑이 복명하여 주청과정 및 당시 명의 정세를 상세히 보
고한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어린 정덕제가 老成한 대신을 물리치고, 간언
하던 諫官들도 貶職되어 정사가 문란하고 기강이 없다는 요지의 보고에서 황
103)103)

제가 궁중에서 아이들 장난같은 일만 한다고 평가하였다.
98)

99)
100)
101)
102)
103)

성종실록 권159, 성종 14년 10월 신유. 이때 함께 명나라에 간 인물은 林璉,
金侗, 沈遜, 金瑢, 李弘, 金重, 卜亨, 朴殷, 李淸, 申嵩, 金經, 金山, 韓錫, 宋沖,
金義, 金玉, 陳浩, 李福 등이다.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2월 기축.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3월 갑오. 당시 주청사행이 물품을 전달할 대상을
收議할 때 檢詳 張玉이 장흠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종실록 권77, 중종 29년 4월 경신.
明史 卷208, 列傳96, 許相卿; 卷194, 列傳82, 金獻民; 卷215, 列傳103, 周弘祖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2월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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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은 점차 정덕제의 폐정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산되
어 조명관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사를 방기한 황제에서 실질적인 정
권을 장악한 내각과 환관으로 관심대상을 바꾸게 되었다.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 환관권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덕제 초반의 정세
를 적절히 활용하여 승습의 인정이라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명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 주청과정을 예상한 철저한 준비, 모든 사행의 승습사안에
대한 집중 등 초국가적인 노력의 내부적 여건과 황제의 정치적 무관심, 환관
의 전제권력 행사, 행정체계의 문란, 환관을 통한 직접적인 문서전달 및 재가
여건의 조성 등 외부적인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승습을 받았다.
한편, 승습외교가 한참 전개되는 과정에 발생한 연산군의 죽음과 이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은 대명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반정 후 2달 만에
연산군이 학질로 죽자 중종은 수의를 내리고 중사를 파견하여 장례를 감독하
도록 하고, 후한 예로 장사지내도록 전교하였다. 연산군의 喪禮에 대해 대신들
은 王子君의 예를 적용하되, 擧哀를 의미하는 停朝市는 情禮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묘지기 역시 없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결국 중앙에서 禮官을 파견
하여 감사․도사와 함께 殮葬 등 일을 措辦하도록 하고, 중종은 연산군의 장
례와 관련하여 素膳하였다.104)

104)

연산군의 죽음은 상례의 문제가 해결된 뒤 정치적인 현실문제로 다시 등장
하였다. 연산군의 죽음 한달 후, 工曹參議이자 試讀官이었던 柳崇祖가 箚子를
올려 대명관계에서 명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유숭조는
연산군의 訃音을 중국에 알리고, 諡號를 청하여 왕으로 한다면 情分과 의리에
극진함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명에서 연산군의 죽음을 물어볼 경우를 대비
하기 위해서도 부음을 알리고 시호를 청해야 한다는 논리였다.105) 이러한 논
105)

리는 사대논리로 연결되어 조선의 명에 대한 사대의 도리에 부합된다고 인식
하였다.
유숭조의 차자를 접한 중종은 적극적으로 중론을 물어 처리하고자 하였다.
반정공신의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106)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106)

104)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1월 계미; 갑신.
105)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계축.
106)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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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대신들은 임금의 도리를 잃고 하늘의 버림을 받아 宗社에 죄를 얻
었으니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유자광은 유
숭조의 차자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사례가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附
會不經하게 詭論을 倡道한 죄를 有司에 회부하여 의혹을 풀 것을 주장하였다.
이계맹, 윤희손, 성윤조, 송흠 등 사헌부, 사간원의 관료들도 종사에 죄를
얻어 군으로 강봉되었기에 부고하여 시호를 청할 수 없고, 장례에 陵儀를 쓰
는 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喪主를 세워 제사하고, 묘지기를 정하
고, 俗節에 따라 致祭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다소 절충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유숭조의 차자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와는 달리 詔使가 출래하였
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군으로 강등되어 喪葬의식에 王禮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명에 대하여 사위․승습하는 것으로 주청한 상황에서 부고를 알리고 시
호를 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사위․승습 자체가 權辭로
청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출래하면 權道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러한 반정세력의 입장은 反正은 正道이지만, 대명관계는 權道로 진
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정직후 대명 사위승습 외교활동은 사관의 사론
에서도 비판되었으며, 이후 반정공신세력에 대한 윤리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유숭조는 경연참찬관에서 교체되고 유숭조의 경연참찬관 교체는 대간
과 대신간의 공론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대사헌 이계맹, 대사간 윤희손,
시독관 김세필, 시강관 최숙생을 비롯한 대간들은 유숭조의 교체를 공론을 막
는 조치라 판단하고, 국가의 원기인 공론을 주도하는 대간의 간언을 청납할
것을 주장하였다.107)

107)

반정직후 중종의 승습외교는 이후 반정세력의 정체성 및 부적절한 대명관
계의 전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章敬王后 尹氏가 출산후유증으로 사망
한 중종 10년에 潭陽府使 朴祥과 淳昌郡守 金淨이 신씨복위 문제를 거론하면
서 고명문제와 연관시켰다.108) 박상 등은 封事에서 중종은 왕실의 주손으로서
108)

107)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병진; 정사; 무오; 경신.
108)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8월 임술. 박상 등은 신씨 복위상소를 올린지 3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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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을 잇는데 명분이 있기에 숨길 것이 없었음에도 반정세력이 국가 계획을
잘못하여 국왕의 입장과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은 중종의 승
습과정에 있어 문제점으로 ① 중종반정은 연산군의 폐정과 三綱의 문란으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② 연산군의 폐위이후 異姓에게 大統이 넘어갈
위험을 하늘의 도움과 백성의 추대로 중종이 즉위함을 말하지 못하고, ③ 王
統의 계승은 천하의 큰일이므로 명백․정대해야 하는데 거짓을 꾸며 구차스
럽게 승습을 청하였으며, ④ 반정후 大妃의 명을 받들어 연산군이 천지․조
종․신민에게 거절된 죄를 종묘사직에 고한 뒤에, 명나라에 알려 大位에 올라
야 함에 그러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었다. 특히, 중종의 즉위를 선위의 교대처
럼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승습외교를 하였다고 비판하고, 조명관계에 위선적이
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상의 주장에 대해 당시 사신은 선위처럼 승습을 청한 과실과 왕
비를 폐한 잘못은 논의가 매우 올바르지만, 관련된 논의가 다양하여 兩是兩非
論처럼 士林이 反目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행사
목에 중종이 잠저 때에 부인이 병으로 죽어 아직 왕비를 책봉하지 않았다는
109)109)

내용이 있었다.

이는 반정 당일에 연산군 폐정의 주범으로 격살된 愼守勤

의 딸이라는 이유로 폐위되어 축출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조치였다. 糟糠之妻임을 강조하여 반대하던 중종을 반정세력은 宗社의 大計를
앞세워 出宮을 강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박상은 이러한 반정세력의 행
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사림이 성리학 이념을 확립하여 가는 과정
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안당은 趙光祖, 金湜, 朴薰
등을 추천하고, 사림이 대간층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박상이 주장하는 반정세력의 잘못된 행동은 모두 중종의 승습이라는 朝明
關係와 관련된다. 조선의 통치체계에 중심이었던 국왕이 폐정으로 名分과 禮
를 상실한 경우에 군주의 교체를 신료들에 의해 제기된 상황이 초래되었다.
국내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되었지만, 국제적으로 보다 명확한 명분과
에 대간의 탄핵을 받아 박상은 南平에, 김정은 報恩에 徒配되었다. 이들의 처벌
문제는 격렬한 찬반논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다음해에 天災地變으로 용서되
고, 師儒에 합당한 인물로 간택되었다.
109) 중종실록 권1, 중종 원년 9월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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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종의 승습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신료에 의한
군주의 교체는 당시 명의 국가운영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위와 승습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를 위해 역사적 사실의 은폐를 시도하고 결국 중종의 승습을 승인받지만, 반
정의 역사적 명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
하였다. 한편으로 박상 등의 문제제기는 중종의 즉위과정에서 내포하고 있던
명분적 손상과 현실적 대립이 사림의 言官權이 확대되면서 사실로 노정된 것
이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중종반정이후 승습외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조명관계를 살펴보
았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중종대 대중국관계에 대한 연구과제를 언급하
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건국이후 최초의 신료에 의한 군주
교체였던 중종반정은 연산군의 폐정이 원인이었지만, 신료에 의한 군주교체라
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명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특히, 명으
로부터 중종의 즉위를 승인받아야했던 조선의 입장에서 신료에 의한 군주교
체를 용납하지 않았던 명을 설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반정은 대체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도의 세상으로 질서를 회
복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군왕의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강력한 통치구조를 형성하였던 명은 황제가 아무리 暗君이라도 일정
한 행정통치체계에 의해 운영되었다.
반면에 조선의 경우, 중종반정이후 반정은 대체로 君道가 상실되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을 天命과 人心을 근거로 군주를 교체함을 결과하였지만, 반정
세력을 포함한 당시의 인물들은 조선왕조에서 최초의 반정이라는 인식은 없
었고, 오히려 癸酉靖難과 비교하여 靖國의 수준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를 바로
잡았다고 인식이었다.
반정이후 모든 법제를 성종조의 법제로 회복하고, 경연․중궁 책봉을 마련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개혁작업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신권에 의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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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종의 즉위를 명으로부터 승인받는 것
이었다. 조선은 명을 국제체계에서 정치권위의 변동에 대한 책봉권자로 인정
함으로서 천자로부터 군주권을 확정받는 절차(冊封)를 통해 대내적인 권위를
부여받는데, 구체적인 형식이 誥命의 하사와 수령이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질
서화된 세계를 지향하는 天의 의지(天命)의 대행자이며, 의인화된 天으로서의
중책을 부여받아 절대적 존경과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종의 책봉은 정치
적 정당성과 절대성을 보증받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자 절차였다.
그러나 황제중심의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가 강화된 명과 달리 신하에 의
해 군주가 선택되는 擇君의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중종반정은 명으로
부터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정세력은 반정의 자기부정적인
성격이 있는 연산군의 사위와 중종의 승습이라는 대응을 하였다. 연산군의 칭
병을 이유로 내세운 것은 중종반정의 정당성을 반정주체가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있었다.
승습외교는 반정직후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사실을 은폐하지만, 중종의 승
습을 달성하기 위한 사행사목이 설정되고, 황제절대주의적 통치구조를 지향하
는 명의 입장을 파악한 반정세력은 신병의 문제 등 왕위계승상 문제를 강조
하며 禪位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지
만, 내부적으로 반정의 명분과 어긋나는 모순을 가지는 것으로 향후 반정세력
의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외교문서의 작성이 완성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
위․승습외교는 출행시기를 기준으로 명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는 1차 사행,
환관세력의 활용 및 승습의 조건을 재확인하는 2차 사행, 중종의 승습을 인정
받는 3차 사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 주청과정
을 예상한 철저한 준비, 모든 사행의 승습사안에 대한 집중 등 초국가적인 노
력의 내부적 여건과 황제의 정치적 무관심, 환관의 전제권력 행사, 행정체계의
문란, 환관을 통한 직접적인 문서전달 및 재가여건의 조성 등 외부적인 상황
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승습을 받았다.
중종의 승습외교는 중종의 즉위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 첫째, 조명관계에서 誥命이 가지는 조공책봉체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왕위계승 및 정치적 명분의 확보라는 책봉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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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조명관계에서 중화에 대한 사대인식과
무능한 황제들에 대한 대명인식을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중종반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반정세력은 反正을 正道라 주장하면서 대명관계는
權道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반정직후 대명 사위승습 외교활동은 사관의 사론
에서도 비판되었으며, 이후 반정공신세력에 대한 윤리문제로 확대되었으며, 반
정세력의 정체성 및 부적절한 대명관계의 전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특
히, 중종의 즉위를 선위의 교대처럼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승습외교를 하였으
며, 조명관계에 위선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외관계는 국내 정치의 외적표현이므로 중종반정과 이후 전개되는 정세변
화는 조명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특히 조선의 통치체계에 중심이었던 국
왕이 폐정으로 名分과 禮를 상실한 경우에 군주의 교체가 신료들에 의해 제
기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보다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종
의 승습외교는 조선중기 조명관계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신료
에 의한 군주의 교체는 당시 명의 국가운영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
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반정의 역사적 명분을 대외적으로 천명
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위와 승습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으로 박상 등의 문제제기는 중종의 즉
위과정에서 내포하고 있던 명분적 손상과 현실적 대립이 사림의 言官權이 확
대되면서 사실로 노정된 것이다.
중종의 승습외교는 반정직후 정치적 상황하에서 제기되었던 대명관계의 외
교정책이었지만, 명분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개과정부터 다양한 문제를 내포
하였으며, 국왕과 신료의 권력문제와 연관되어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중
종반정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이후 사림의 등
장과 언관권의 강화과정과 연관되어 중종대 역사상을 보여준다. 승습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조명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趙光祖, 金湜, 朴薰 등이 추천되어
중앙정계에 등장하고, 사림이 대간층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는 점
에서 중종의 승습외교는 국내적으로 천명과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 정치사상
계의 변화와 군신권력 관계의 변화, 대외적으로 조공책봉의 사대관계 하에서
현실적인 외교목적을 달성하려는 총체적인 외교활동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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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대를 전후하여 조선의 대명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사행을 경험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절대황제체제의 고식화, 황제의 정치적 무관
심, 환관정치와 내각정치의 전횡, 부정부패의 만연 등으로 조선 지식인의 부정
적 대명인식을 초래하여 자연스럽게 대명외교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사림이
본격적으로 정치일선에 등장함으로써 이념적인 측면에서 사대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명관계에 있어 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중종승습사안, 종계변무사안, 嘉靖帝의 大禮儀문제, 국경문제,
무역문제, 弓角수입, 공녀․공마문제, 쇄환문제, 여진․몽고의 흥기에 따른 군
사적 긴장상황 등이 연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중종대 조명관계는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개별 외교사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이를 통해 15세기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조공체제의 전형을 형성하였던
조명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16세기, 17세기로 이어졌는지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필자 :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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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ccession diplomacy to the thron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Joseon and Ming after
Jungjong Restoration
Kim, Kyeong-Lok *
110)

In this article, I study the succession diplomacy to the throne and the
meaning after Jungjong restoration(中宗反正). The Jungjong restoration was
happened because of wrong politics of the Yeonsangun(燕山君). But, The
legitimacy had the problem at the point which the swap of the king was
decided by the minister. 'The condominium of king and minister(君臣共治)',
as a result was brought about. To be recognized the accession to throne of
the Jungjong appeared from China to the diplomacy issue after the Restoration.
Ming was managed by strict bureaucrat system and did not acknowledge
abnormal accession to throne. The main group of restoration needed the
approval of Ming to reserve the justice of restoration. Joseon chose the
alternative to be reality though it lost the justice of the Restoration, Mandate
of Heaven(天命).
The succession diplomacy to the throne was processed to 3 steps. A clear
recognition about the state of things of Ming, the thorough readiness about
the petition(주청) course, the concentration of all Sahaeng(使行)'s ability
about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etc the side to concentrate all ability of
the nation was put together with the political indifference of Enperor, the
intemperate politics power of the eunuchs, the disordered administration

* an assistant professor. Korea air force academy.

․

中宗反正이후 承襲外交와 朝明關係

247

system, a document transmit system by the eunuchs etc, the outside situation
and Joseon got the approval from Ming.

Key Words : Jungjong Restoration(中宗反正), Succession to the throne
(승습), Mandate of Heaven(天命), Relationship between
the Joseon and Ming(朝明關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