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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대상 

심형준** 

종교사를 성스러웅의 역사로 바꿔 부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 

스러움을 존재론적 본질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율 때 가능할 것 

이다. 성스러움은 속 (f~)과의 대별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러한 구분이 성스러움올 규정하는 결정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1) 

* 이 논문은 2010년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융 받아 연구되었음(재 
201O-AOO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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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인간적인 방식이며 세계 속에 

서 인간 존재를 유지시켜 나가는 인간다운 방식이다. 

성스러움을 구축하고 구성하는 인간의 의식에 가장 일반적으로 포 

착되는 대상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세계 도처에서 인간적 존재의 

비인간화에 대한 상상력은 그 나름의 역사 · 문화적인 배경 덕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상들은 공히 ’성스러운 인간. 

이라는 주제 아래에 묶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일반적 

인 종교적 상상력의 한 사례로서 .성스러운 인간.의 문제를 다룰 것 

이다. 

종교적 측연에서 정스러운 인간.의 전형은 사제 계급에서 발견된 

다. 일반적으로 평신도와 우멸된 성스러움의 담지자로 여겨진다. 그 

렇지만 일상적인 의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성성(및性)을 드러 

내는 예는 .특별한’ 성직자들이다. 비근한 예로는 테레사 수녀가 있 

었고. 각 종교의 교조라 불리는 사람들도 이러한 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형태가 .성인’(발~A. saint)일 

것이다. 동 • 서양에 .성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많다. 서구에서는 

.성인 숭배.가 상당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그에 비교할 때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사정을 보면， 서구적 의미의 성인 숭배가 상대 

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았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종교 지형의 차이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2)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1) 로제 카이유와 r인간과 멤J. 권은미 옮김 ， 문학동네， 1996, pp. 21-26. 

2)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 점에 대해 간단히 부언하고자 한다. 두 
가지 관찰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선 근대적 종교 개념 하얘서 유교는 온전히 

종교로 평가받기 힘틀다. 이얘 대해서는 많은 전거들융 흉해서 ‘반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유교” 항목을 확인 
하는 것으로 가를한다. “주요 역사 종교로 분류되긴 하지만， ‘컨유셔니즘’은 역 
사 종교와는 조직화된 종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Confucianism" 항목 중 l페이지) 이러한 해석에 전적인 동의를 표한다 
연 기독교적 ‘종교’ 개념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다. 한편으로 그 
외의 ‘종교’ 개념을 상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향이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 
‘이단’을 대하는 지식인의 태도에서 보이는 이분법이 있다. IF./Jf~의 구분은 일종 
의 ‘진리 론’을 전개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기 독교 신학자틀(대표적으로 중세 
의 교부)과 조선조의 유교 지식인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수호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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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서구의 성인숭배〔封뿔制}와 중국의 성인숭배 〔從祝制〕를 

비교한 예가 있다3) 황진홍(黃進興)의 서술을 보면， 서구의 몽성제 

는 유교의 종사제에 대비해서 지역적 특성. 개인의 지적 성취보다는 

수행적 성취(순교. 고행 동). 기적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유교 종사 

제는 중앙적 특성. 개인의 지성과 덕성이 중시된다 4) 종교적 기능의 

측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나타난다. 기적이 용인되는 영역과 .괴력난 

신. (怪力펴L神)을 배척하는 입장의 차이이다. 

다른 문화권의 .성스러운 인간’에 관한 제반 제도를 정인숭배‘의 

범주에 놓고 사유를 하연 유교 종사제의 경우처럼 종교적 기능이 상 

당히 제한된 형태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쟁적인 부분 

에서 한 발 물러나서 우리는 서구의 성인숭배와는 다른 지형에 놓여 

있는 우리의 ‘성스러운 인간’에 관한 지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것은 우리의 특수성을 단순히 규명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성스러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 상상력을 고려하면서 

가치 혹은 진리의 명백한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욕망 해소에 치중 
하는 종교 행위 동을 이단 흑은 삿된 것으로 대상화한다. 단순화시켜 보연 구도 
의 종교적 열망을 기복의 총교적 열망과 구별 지었던 것이다. 특히 기독교는 유 
일신의 존재를 통해서 초자연적 신의 역사를 중시하기에 종교성 자체의 완전한 
불식이 불가놓했던 반면에 유교는 종교성 자체를 추상화 제도화시키면서 이를 
약화시켜왔다. 때문에 기복의 종교적 열망은 다른 전통 체계를 통해서 분출되었 

다. 또한 구도적 종교 열망을 강하게 표출한 경우에도 여러 사례에서 불가와 도 
가와 관련되었다(김시습， 이이 등). 기독교는 민중의 종교적 열망을 홉수할 수 
있었지만 유교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치l계였다. 막스 베벼의 「신분집 
단， 계급 그리고 종교」에서 지적하는 ‘농민， 귀족(파 기사)， 관료 등으로 나누어 
종교성의 특정올 구분하고 있는데. ‘유교’는 전통시대의 신분재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가르침이었다. 때문에 그 종교성율 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신분 
집단이 구멸되었다는 전제률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적 전례， 그 중에서 

도 민중(people)적 원천올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는 이런 구별된 신분집단에 기 
초한 전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핏jf뺏 rr.앨웠」멧「벨/파J : t.써敎從f，~;폐~J;!;tt썼11및폐(f.Jtt校J . r r및원」與r및따J. 

台~t: 允싫x:ftl‘I業股f상1î~公피， 깨IIi"L'( I!쩌90年(2001) . pp. 89-179. 

4) 기독교의 성인숭배에서 민중적 성격이 강하며 유교의 봉성제는 지매집단(유교적 
관료와 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은 유교가 신분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주2)의 말마에서 본인이 지적한 바대로 이다. 황진흥은 비교롤 통해서 
이러한 차이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책. pp. 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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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테마가 가진 종 

교학적 미덕일 것이다. 

1-2 성스러운 인간의 지도 

이 글에서 고려하는 .성스러운 인간.은 여러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존재로 규정된 인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 

는 지도는 성스러운 인간을 상상하는 인간 집단이라는 준거를 가진 

다. 집단에 따라서 계충적 차이가 조명되기도 할 것이며 지역적·시 

간적 차이가 조명되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문묘에 배향된 성현을 다룰 것인데， 위에서 언급 

했듯이 ‘성인숭배’와 비교된 전례가 었다. 그러나 정인숭배‘의 측연보 

다는 좀 더 폭넓은 자리인 ‘영웅숭배.의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 

해 보인다. 때문에 이 글에서 표현하는 ‘인간의 성화.라는 것은 .영웅 

만들기.와 등가의 개념이다. 또 유교의 대표적인 성스러운 인간을 묘 

사하는 것은 계층·신분의 차이를 그려내게 한다. 관료 등용 제도에 

서 양반만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조건 탓에 이 

가르침은 신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이어서 유교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스러 

운 인간 만들기 ’를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앞으로 그려 나갈 정스러운 인간에 관한 지도의 일부를 

다룰 것이며. 문묘 종사 논의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 선비들과 ·구 

별되는 영웅적인 선비의 상을 구축해 나갔는지를 개관할 것이다. 

18현 중의 대표적인 인물을 골라 이러한 개관을 진행할 것이다. 이 

를 통해서 유교 지식인 계급의 .성스러운 인간 만들기.를 조명할 것 

이다. 

2 문묘종사의 간략한 역사 

종사제는 후한 영평(永平) 15년 (72)에 명제(明帝. 후한 2대. 재위 

57-75)5)가 노(홉)나라를 지 날 때 공자의 옛 집 에 들러 중니 와 7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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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제사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후 장제(章帝， 후 

한 3대， 재위 75-88)와 안제(安帝. 후한 6대. 재위 106- 125) 때 궐 

내에서 공자와 72제자를 제사하곤 하여 공자와 제자를 함께 제사지 

내는 형태가 고착되었으며， 당대에 이르러서 최초로 공자와 다른 시 

대의 유자6)를 함께 배향하기 시작하면서 그 체계가 비로소 완성되 

었다. 이후에는 종사 인물이 들고 나는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의전 

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의 공묘7)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를 비롯해서 선현 · 선유가 모두 172위이고. 공묘 안의 숭 

성사(累및패)에 종사된 10위의 선현 · 선유를 더하면 182위가 된 
다 8) 

조선 문묘의 역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된다. 신라 성덕왕 16년 

(717)에 당나라 조정에 들어갔던 왕자 김수충(金守忠)이 귀국하여 

바친 공자와 10철 그리고 72제자의 화상을 국학에 안치시키면서 문 

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려 성종 2년 (983)에 임모성(王老 

成)이 송(宋)에서 가져온 문묘 관련 도서(圖휠)를 국자감에 안치하 

기도 하였다. 하나의 독립된 건물을 세운 것은 고려 시대로 국학에 

대성전(大成願)을 신축하였다. 이 일에 힘쓴 이가 문묘에 세 번째로 

종사된 안향(安빼. 1243- 1306)9)이었다. 국학에서 분리된 문묘는 조 

5) 통상 예교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67년에 꾼 꿈올 계기로 서역에서 불교를 들여 
왔다는 ‘전설’로 유명한 황제이기도 하다. 

6) 정관(찌빼 21년 2월에 당태종이 공자와 함께 배향한 ‘선사{先떼)'는 좌구명(Jë 
(r.1꺼). 복자하(f. -f와). 공양고(公쭈폐， 곡량적(앓찢亦). 복송(j:)Ç陽)， 고당생(i젠’띤 
이，J. 대성(빠믿)， 모장(毛싫). 공안국(.fL갖얘). 유향(劉l꾀). 정중(鄭썼). 두자훈m 
f휴)， 마융(띄없). 노식(J/ii..뼈). 정현(쨌玄)， 복건(1Jf{많). 하휴(써休). 앙숙( 1:)패)， 
왕펼(王찌)， 두예(꾀:ffD. 범녕(7핀훨) 가규(싼썩)이다. 같은 책， p. 94의 주l이. 

7) 공묘는 공자의 샤당올 말하는 것으로 공자가 문선왕(X:宣D으로 추봉ü딘퇴)되면 
서 ‘문선왕묘’로 불려다가 원대 이후부터 ‘문묘(文댐)’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문 
선왕’으로 불린 것은 당 현종 27년(739)의 일이고 원 무총 11년(1307)에는 ‘대 
성지성 문선왕(太및얻및文덴n’으로 추존되었다가 명 세종 9년(1530)에 ‘지성 

선사 공자(至및jH:rHL子)’로 개칭되어 재후 반열로 격하되었다. 우리나라 위패는 
여전히 ‘대성지성문선왕’으로 되어 있다. 김용현 r조선 성리약 지식권력의 탄생 

J. 프로네시스. 2010. p. 298. 
8) 앞의 책. p. 11 1. 

9) 안유(갖힘)라고도 불라는데. 원래 이름이 유(힘)였다가 향(떼으로 개영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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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태조 7년 (1398)에 지어졌다. 정종 때 한 차례 소실된 후에 태종 

7년에 다시 지어졌고. 연산군 때는 유연(遊흉)의 장소가 되기도 했 

으며， 조일 7년 전쟁을 겪으면서 또 다시 불탔다가 선조 34년에 재 

건되었다. 

5현 
김형필 
정여정 

0101 조광조 
죄지원 설총 안양 정몽주 이언쩍 성혼 

이횡 

1020 1022 Ul11 1517 1610 1682 
톨 현흉 11 혐훌 13 훌흑용 6 .흥흩 12 훌빼궁 2 싹용 8 

검장생송시얼 박셰찌 김인후 
조헌 

용길훈 김집 

~ 

1717 1756 17M 1796 1883 
흑흉 43 g조 32 g죠 40 엉초 20 고용 20 

그립 l 문묘 배향 시 대별 순서 

문묘에 종사된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고려 현총 4년 (1013)에는 

최치원(崔줬遠. 857-?)을. 13년(1022)에는 설총(ë￥뺑\)을 종사(從뾰) 

하였고. 조선조 중종 때 정몽주가 종사되는 것을 시작으로 김핑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이이. 송시열 등 모두 18명의 성현이 문묘에 

배향되었다(배향 순서는 그링 l을 참고). 1949년 전국유림대회에서 

중국의 명현 위패를 매안(理安)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공자.4 

성 .10철·송조(宋朝) 6현·공자의 70제자를 비롯한 한·중 양국 명현 

선시대얘 문종의 이룡과 같아 휘하여 유로 다시 고쳐 부흔 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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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위가 배향되었다. 현재는 공자 · 사성 · 공문10철 · 송조6현 · 우리 

나라 18현의 39위가 배향되어 있다. 조선조 배향 성현의 수와 중국 

문묘 배향 성현 수의 차이는 주로 양명학 계열의 유학자들이 배제된 

결과이다 I이 

3, 문묘종사 성현들 

유교에서 .성인’은 특별히 한 사람(공자)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어 

서 이 글에서는 되도록 .성인 보다는 ‘성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문묘에 배 향된 유자들은 및A-함-先賢 · 先備 등으로 시 대 

별로 위계를 두고 분류하고 있고. 통상 한국의 종사된 인물틀을 '18 
현.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3-1. 조선조 이전의 문묘종사 성현 

최쳐월 은 전술한 바대로 문묘에 최초로 배향되는 반도인이다. 곧 

이어서 셜총(ë￥牌， 7세기 중반-8세기 초중반)이 배향되는데 이후의 

사례로 보연 시차가 무척이나 짧은 것이었다. 출생 연대순으로 따져 

봤을 때는 역순이다. 이 두 인물은 주자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유학 

올 중국에서 배워 온 뛰어난 .선구자.들이다. 공히 문장에 뛰어나다 

는 평가를 받았다. 성리학이 유입되기 전에 문묘에 배향되어 자국인 

문묘종사의 선례가 되긴 하였지만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들은 사립으 

로부터 예에 넘친다는 압박을 받아야 했다.川 이 두 사람 중에서 최 

10) 김용한 앞의 책， p, 304, 여기에서 김용헌은 양명학 계열의 학자를 모시지 않 
은 것은 주자학 계보플 잇는다는 도통 의식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 
척하고 있다. 

11) (1)갱종 181권， 16년(1485 올사) 7월 10일(무오) 4번째 기사. 대성전 위차를 
논하는 중에 설총， 최치원， 안유가 예에 맞지 않게 문묘에 배향되었음올 노사 

신(파.맨、tfl， 1427-1498)이 지적하고 있다. 셜흥은 이두릎 안든 공，. 최치원은 
문장이 유명한 공. 안향은 국학에 노비를 납입한 공(찌) 정도가 있다고 노사신 
은 평가하고 있다*최근에는 이률 부정하고 있다. 설총온 이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집대성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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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치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 (868)에 당에 유학올 가서 벼슬살이까 

지 한 실력파였다. 황소의 난 때는 고변(高騎)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종군하여 〈토황소격문(밝黃짧微文))을 작성하여 문명(文名)을 떨쳤 

다. 885년 기울어가는 고국으로 돌아와 여러 벼슬올 거치면서 개혁 

정치를 소망하였으나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진성여왕에 시무책을 

상소하고 지방관직으로 물러났다가 이내 관직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였고 가야산의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학 

봐이면서 문장 실력이 탁월한 바는 공통된 평가이다. 그의 시문집인 

r계원필경』이 남아 있어서 이러한 평가는 이론(異論) 없이 받아들여 

지고 있다 12) 게다가 인생 후반기 운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 주어 

서 ‘선인(仙)\)’으로도 회자되곤 하였다 1 3) 

당대로서는 가장 뛰어난 문인이었지만 현실 정치에서 뜻올 펴지 

못하자 초연히 재야에 은둔한 학자였다. 도가와 불가에도 손을 뻗쳤 

으며 이 때문에 .수행 선비.의 전형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조 내내 그 

의 이름을 시문에 오르내린 인물들의 연연은 자기 내연을 닦는 데 

지극히 관심올 가진 인율들이 많았으며. 특히 현실 정치에서 이렇다 

할 ‘자기 성과.를 얻지 못한 인물들이 많았다(김시숭. 박세당이 대표 

@중종 21권， 9년(1514 갑술)11월 12일(경오) 4번째 기사. 석강(갖淑)에서 김 
구가 r고려사」롤 강연하다가 최치원 문묘 종사 기사흘 보고서 최치원이 동방 

문헌()(鳳)의 태두었기에 문묘에 종사했지만 도학의 연구자가 아니라는 점올 
지적하연서 정용주 문묘 종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r퇴계집」， r언행륙J 5, 유연(혔쩌) 중에 ‘바른 학문융 숭상합’[깡正땅]이라는 
글을 보연 최~I원에 대해서 퇴계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1{從 
ie)하는 전혀l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었다. 저 최고훈(센뻐낌) 같은 이 
는 문장만 숭상하고 또 부처얘게 몽시 아첨했었다. 그의 문집 가운데 있는 
〈불소(佛짧)) 따위의 작풍을 볼 때마다 몹시 미워하면서 풍혈해 끊어버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톨 문묘에 두어 제사 지내니 어찌 선성(光멜)을 욕되게 
함이 심하지 않는가 " 

12) 주11)에서 확인한 자료에서도 문장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되지 
않고 있다. 퇴계의 경우 다른 지면올 통해서 최치원이라는 ‘위대한’ 선학(Ã;씬) 
을 기념하고 있다 r퇴계선생문집」 제 1권 r시(짜)J ， “원영대(JJ 影팎)." 

13) r지봉유설J 18권， 외도부(外iriffll)， 선도(111，따)펀. 최치원이 Jt1À으로 그려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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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는 유가나 불가나 도가를 가리지 않고 공부했기 때문에 각 

전통에서 한반도의 .시조.격으로 추앙되는 인물이다. 문묘에 배향되 

기도 했지만 그는 도맥(道服)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1 4) 문묘에 배 

향된 인물 중에서도 손꽁히는 문화 · 학술적 .상징성. (탁월한 인간. 

도통한 인간의 한국적 모델)을 보여 주었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상징성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은 조광조와 이황이 있 

다 15) 문묘 배향의 사유는 후대 (조선조 유자들)의 평가.로 보면 당 

대로서는 선진적인 문장력을 평가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간의 맥락을 읽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r고려사j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문묘에 배향했다.는 짤막한 기사가 전부이다 16) 설총까지 

.候.로 추봉되었고 이후 문묘종사 성현은 .公.으로 추용되었다. 또 설 

총만이 시호가 ‘文.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17) 이 

명칭의 특성은 후술하기로 한다. 

안향은 고려조에 마지막으로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다. 송의 성려 

학을 들여와 연구 전따시켰으며. 성학전 (廳짱錢)을 셜치하였다. 또 

국학의 대성전 낙성을 선도하였으며. 미신 타파 동 문교 진홍을 위 

해 힘썼던 것으로 명가된다.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었고. 문묘 배 

향은 충숙왕 6년(1319)이었다. 안향을 배향하는 사묘가 그의 본관에 

풍기군수 주세붕에 의해서 중종 37년 (542)에 세워졌고. 이후 풍기 

군수로 부임해 온 이황이 명종 5년(155이 조정에 상주하여 ·소수서 

원(紹修휩·院)’이라는 사액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이 사액서원의 시초 

가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다. 안향은 주자학을 한반 

14) r오주연문장전산고J 18집 r도장총설J . ‘도교의 (111.샤와 피혈애 대한 변증설" 
이러 한 진술은 다양한 논문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 리스트는 다응올 창고하 
라. 심형준 r종교 개념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연구J . 서울대 석사논문.2009. 
p. 29의 주77). 

15) 문묘 배향 성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업에 오르내린 것으로 생각올 해 보연 
정몽주나 이이도 그러한 상정성을 가진다고 해야 하겠지만 이들은 각각 조광 
조와 이황의 ‘전범(싸빠)척 성격’에 포함될 수 있다. 

16) r고려사J 4권， 현종 11년(102이 8월 정해일 기사. “ r b: m때빠짧행차견{훈빼 
~HXi힐內닛:쉬 從.e꺼i엠~~써핸I! 

17) 최치원의 시호는 문창후{)(.' ‘앉). 셜총의 시호는 홍유후{弘따|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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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들여와 선도한 공이 있어 주자 중심의 도통론올 전개한 조선조 

사럼에게 .첫 번째 전수자.의 위상을 가지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 

렇지만 거기에는 제한 사항이 붙어 있다. 안향은 도통론에 들어오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도학 정통성의 상징적 계보에 수용될 수 

있는 요건을 그가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인물들을 통 

해서 이 점에 주목해 보자. 

3-2. 조선조 문요종사 성현 

조선조 문묘종사 성현은 모두 15인이다. 이 모두를 다 다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에서 비효율적이다. 외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 

후 사랍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이끌었던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성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지성과 덕성이 강 

초되었던 것을 근거로 그 전법적 인물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갈응하 

고자 한다. 지성과 펙성은 바꾸어 말하면 학술적 농력과 실천적 능 

력 18)이다. 이는 유교의 .성스러운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었다. 공맹을 위시하여 주자를 평 

가한 잣대로 크게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조 후기로 

가면서 붕당의 결과로 특정 학 · 정파의 유교 지식인 · 관료가 배향되 

면서는 이러한 초건의 모호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전체 종사 

성현이 오롯이 이러한 기준으로만 평가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양자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정몽주. 조광조. 이황만을 

다루겠다. 

우선 조선조 최초로 문묘에 종사된 정몽주를 살펴보자. 그는 충절 

이 높이 평가되었지만 문묘에 종사되는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주자 

의 학문을 조선에 잇는 .이학의 시조라는 점이었다. 덧붙여서 정봉 

18) 이 실천은 공과 사흘 모두 포괄한다. 주자학에서 소학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 
해 보연， 일상생활에서 도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생활 실천론이 강조되었다 
는 것올 알 수 있다(修니). 많은 사람들의 이목올 집중시카고 그 영용성을 공 
공연히 드러낸 것온 갈고 닦아 의리률 분명히 파악한 갱치 장에서의 관료적 실 
천이었대'lf:iÁ). 학문적 능력이 강조되는 경우에 전자의 실천이 또한 주목되는 

데. 정치 일선얘서 벗어난 조건에서 지행합일의 정신올 검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천론이라는 촉연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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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최초로 문묘 종사 후보였던 권근 그리고 같은 시대에 조선 개 

국의 일퉁공신으로 활약한 정도전을 견주어 볼 펼요가 있다. 이들과 

의 비교는 문묘 종사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이 

다. 

정용주 는 조선 사회에서 충절의 상정으로 굳어진 인물이다. 정몽 

주가 충절을 바친 왕조는 고려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그 충절이 평 

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인데. 왕조 중심적 발상을 해 보면 

사실상 그다지 아이러니가 아니기도 하다 r조선왕조실록』에서 태 

조 · 정종 대에는 .간신.으로 묘사되었다 19) 사실 정몽주를 둘러싼 충 

신 만틀기 아이러니의 극단은 이러한 작업이 태종(이 방원) 대에 이 

루어졌다는 사실이다 2이 태종이 즉위하고 이내 정전으로 사용하는 

수창궁이 불탔고 왕조 정부는 민심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보름 남짓이 지나 신하 권근은 6조목의 수습책올 제시하였고. 여기 

에 .절의 포상. 항목이 들어 있었고 그 대상은 정몽주였다. 적의 신하 

를 충신으로 만든 예는 중국에서도 여렷 있었다. 왕조 중심적 영웅 

만들기는 개국과 수성의 시기에 달라지는 법인 것이다. 이 반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인붙이 정도전이다. 그는 개국공신이지만 태 

종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숙청되었다. 보통 왕조의 교체는 전 

왕조의 폭정을 하늘에 돗에 의거하여 물리치고 그 뜻에 따라 세워졌 

음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곤 하며， 여기에서 혁혁한 공올 세운 

인물은 폭정올 일신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공신으로 기리기리 기려지 

기 마련이다. 단 하나의 결격사유만 있지 않다연 그렇다. 왕조에 위 

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한나라 개국 때 토사구팽의 고 

사를 재현해낸 한신의 처리는 그러한 전범올 보여준다. 정도전은 스 

스로를 장량에 비 유하며 “한(漢) 고조(高祖)가 장자방(張子房)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곧 한 고조를 쓴 것이다.‘라고 취중진담한 것 

이 r조선왕죠실록j에도 기록되어 있다 21) 해당 기사에서 정도전은 

19) 대표적인 기사는 태조 2권. 태조 l년(1392 임신) 12웰 16일(임술) 1번째 기사 
이다. 

2이 김용헌. 앞의 책. pp. 52-58. 

21) 태조 14권.7년(1398 무인) 8월 26일(기사)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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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물 됨됨이에서 큰 홈결을 지적받고 있다. 앞의 권근의 글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정용주의 모습은 한미한 선비로 태조의 은덕을 

입었지만 절개를 위해 그 은덕을 외면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것은 의리실천을 표방하는 주자학적 사유로 포착되는 명신의 모습이 

다. 이 절의의 모텔은 그 목적 대상이 왕일 수도 있으며 조광조의 

예처럼 도리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이 지점. 의리 실천이라는 측면에 

서 정도전은 사립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선비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문묘에 종사된 인물이지만 문묘종사 

론이 제기된 첫 번째 인물은 그가 아나라 그의 신원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던 권근이었다. 그 주장은 권근과 교유가 있던 정수홍(鄭 

守弘)이 세종 1년에 제기하였다 22) 이에 대한 다른 의론이 덧붙여져 

있지 않고 의정부와 육조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올 뿐이다. 이 안건은 

같은 해 9월 21일자 3번째 기사를 보면 의정부와 육조에 무신이 많 

으니 문신 중심으로 논의케 하자는 건의가 올라와 그렇게 처리하였 

는데 . 후에 최 충(崔빼. 984-1068)과 하윤(河짧. 1347-1416)도 같이 

검토케 하였다 23) 그 결론은 딱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다시 

권근의 문묘종사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15년(1433)에 김반(金伴)에 의해서 권근 

의 문묘종사를 다시 제기할 때는 이제현-이색-권근으로 이어지는 도 

학의 계 보가 처 음으로 퉁장한다 24) 이 계 보는 3년 후에 김 일자(金 日

썼) 등에 의해서 다시 제기되지만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권근은 r 

입학도설』과 r오경천견록j 등을 지어 주자학 연구에 초석을 다졌던 

인풀이다. 정도전의 r불씨잡변J의 r序」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이후 

문묘에 종사된 인물들의 조건을 고려해 보연 그도 문묘에 들 만하였 

지만 건국 초기에는 .천하에 이로웅을 끼친 자.가 아니라는 근거 등 

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정몽주보다 권근 퉁이 초기에 주목된 것은 

관학파(훈구파)가 종사론의 주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25) 

22) 세종 5권， 1년(1419 기해) 8월 6일(무인) 8번째 기사. 

23) 세종 5권， 1년(1419 기해)10월 24일(을미)10번째 기사. 

24) 세종 59권 15년(1433 계촉) 2월 9일(계사) 4번째 기사. 

25) 김용현， 앞의 책，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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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관학파 중심의 권근 퉁으로 도통의 계보를 구성할 때 정몽 

주도 포함되어 언급되었다. 세조 2년(1456)에 최초로 제기되었다가 

중종 대가 되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때는 훈구파와 사립파가 

대결하던 시기로 종사론 제기 주체가 사림화로 바뀌어 있었다. 신진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립파의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도의 정통성올 자신들이 추앙하는 인물들. 정몽주와 

김핑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 다. 정몽주의 문묘종사 논의 

는 그의 학문이 조선에 끼친 공로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자 

학에 대한 이해 수준은 이색이나 정도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 

는 것이었다. 그가 문묘에 종사되는 논의에서 사립파가 전면에 내세 

운 것은 주자의 도통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학문적 탁월성 

을 논하는 것이었다. 결국 중종 12년 8월 20일에 정몽주의 문묘 배 

향이 결정되었다. 정몽주는 조선 이학의 시조로 공식적인 명가를 받 

게 된 것이다 26) 정몽주는 조선조를 통틀어서 줄곧 충절의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그러한 상징성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조광조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문묘에 종사되는 맥락에서 사림파가 의미 

부여하고 공식화 한 것은 ’이학의 시조‘라는 지위이다. 주자-정몽주 

로 이어지는 도맥의 교두보를 완성한 것이 된다. 

학문적 성격이 강조되었지만 그가 절의와 지조의 측면에서 훨씬 

주목되고 있다는 면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학문 · 정치적 의미 

작용올 넘어서는 정몽주의 상징성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7) 

조광조 는 조선조 절의 모델의 완성체이다- 그는 주자학의 도를 현 

실 정치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그 

러한 와중에 훈구파의 공작에 의해서 사사되고 만다. 그는 유교(도 

학)의 순교자였고. 그럼으로써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의 정계 활동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4년에 불과하였다. 중종 10 

26) 같은 책. p. 68. 

27) ‘정용주 이야기’로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은 이방원의 〈하여가〉와 그의 〈단심 
가〉의 대립이고， 선죽교애서 살수에게 죽음올 당하는 장연과 선죽교얘 아직도 
‘핏 자국.이 남아 있다는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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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515)에 34세의 나이로 알성시에 합격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 

했다. 관직에 들어 온지 3개월 만에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 

고 이틀이 지나서 사간원과 사헌부 대간 파직올 주청하였다 28) 정언 

은 정6풍직이었고 대사간은 정 3풍직이었다. 직속 상사와 다른 부서 

상사 해직을 요구한 것이다. 이유는 조광초가 관직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담양부사 박상(朴함)과 순창군수 김정(金寧)이 중종 

반정이 일어날 시기에 폐출된 중종의 첫 번째 부인 혜비 신씨를 복 

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대간들이 언로를 열어야 하는 

데 오히려 상소한 자를 벌주자 한 것 때문이다. 반정공신과 사렴파 

가 대립하는 사건이었다. 폐비 신씨 복위는 그녀를 폐출시킨 반정공 

신이 잘못을 범했다는 지적이었다. 정언이 된지 이툴 만에 제기한 

이 주장은 논란 끝에 조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흘 만에 이 두 대간 

은 교체되었다 29) 말단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정에서 잘못하 

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훈 

구따 대신들도 이를 지지하게 되연서 새파란 관료의 문제제기가 실 

현될 수 있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요순의 이상시대를 꿈꾸연서 집권 세력의 

도덕적 실천이 이러한 세상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였 

다 3이 그의 이러한 이상주의척이고 도덕주의적인 접근은 그의 정치 

활동을 .과거사 바로잡기’조정 내 악습 철폐 운동성인 군주 만들 

기.에 국한시키게 하였다. 현실적 제도 개혁이나 구체적인 정책의 고 

민이 앞서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바로 하는 것으로 정치의 출발점을 

삼는 것은 주자학적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속고내 (束古乃) 체포 문 

제가 아마도 이러한 특정올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다. 함경도 갑산 

지방에서 노략질을 하고 도망간(중종 7년의 일) 여진족 추장인데 중 

종 13년(1518)에 초선에 들어와 사냥을 한다기에 습격하여 사로잡 

기로 하는데 조광조는 이것이 왕도가 아니고 오히려 패도만도 못하 

다 하여 반대하였다. 

28) 중총 23권. 10년(1515 융해) 11월 22일(갑진) 2번째 기사. 

29) 김용헌. 앞의 책. pp. 95-98. 

3이 같은 책.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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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3년 8월의 일이었는데 이때는 .소격서 혁파.가 조정 내 핫이 

슈로 퉁장했던 시기였다. 이 일로 전 대간이 사직을 요청하는 사태 

가 벌어졌고 조광조 퉁운 송정원에서 밤샘 농성올 벌이기도 하였다. 

끈질긴 압박을 못 견딘 중종운 결국 소격서 혁파를 숭인하였다. 소 

격서 문제는 조선 전기 사립이 퉁장하면서 심심치 않게 초정에서 공 

론으로 다뤄진 문제였다. 중종조에도 이미 초기부터 이 문제가 제기 

되어 왔었다. 조광조가 출사하여 이러한 결실을 얻어낸 것이다. 중 

종 14년 (519) 10월쯤에 조정을 달군 또 다른 이슈가 정국공신 개 

정문제였다. 훈구파와 사립파가 정연으로 충돌하는 사태였다. 소격 

서의 전례처럼 조팡조 퉁 사랍파는 적극적으로 왕올 압박하여 정국 

공신을 개정하기에 이 른다. 애초 정국공신 117명이 이전에 삭훈된 

12명을 제외하면 105명이었는데 이 숫자를 29로 만들었다 31) 약 

72.4%의 공신을 퇴출시킨 것이다. 이 결과 중총과 훈구파는 비밀려 

에 조광조 등을 체포하여 사사시켰다. 이것이 중종 14년에 벌어진 

기묘사화(己째土없)였다. 

중종 39년 (544)에 조광조 신원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글에서 

조광조는 도맥을 잇는 인물로 지목되었을 뿐 아니라 정몽주 이후 가 

장 뛰어난 도의 전수자로 지목되었다，32) 도학의 계보는 정몽주-길재 

-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제시되었다. 본격적으로 조광죠의 문묘종 

사가 거론된 것은 선조 대에 들어서였다. 선조 초기에는 도통의 계 

보보다는 .사현(四賢)’이니 .오현(五賢)'이니 하는 구도로 문묘종사 문 

제가 제기되었다. 김핑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이 사현이고 여기 

에 이황이 더해져서 오현이 되었다. 이전 문묘종사 논의가 도통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것에 비춰보연 큰 변화이다. 이 톡정을 조광조의 

상징성이 도통의 배경올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고 이 

황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이황이 적극적으로 사현33) 개념을 제 

시하였고 학문적 연구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중시되던 분위기 때문 

이라고 지적된다 34) 오현으로 묶이면서 문묘종사의 정당성 문제는 

31) 같은 책. p. 122. 
32) 중총 103권. 39년(1544 갑진) 5월 29일(병인) 2번째 기사. 

33) 이언적이 포함된 것온 거의 그의 평7t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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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보다는 이언적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하는 문제로 모아졌다. 

조광조는 이미 도학의 이상을 실천하려다가 회생된 인물로서 상징성 

이 의심할 바 없이 확립되었다 35) 선조조에는 문묘에 종사되지 못하 

고 광해군 2년(161이에 오현이 모두 문묘에 배향되면서 종사되게 

된다. 

그는 혜성같이 등장하여 조정을 발킥 뒤집는 .의리행’을 실천했다. 

그리고 대쪽 같은 강직함으로 실챙해 나간 개혁정책으로 반대파와 

국왕에 의해서 숙청당하고 말았다. 이상을 향해서 불굴의 의지로 전 

진해가고 끝내 산화되고 만 영웅적 서사를 그는 재현해 내고 있다. 

이황은 도학의 이념을 깊이 궁구한 이로 평가된다. 이 점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없다. 이와 기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여 이기호발설 

(理氣互發說)을 제기하였다. 사단과 칠정을 서로 완전히 분리한 이 

이론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理)가 앞서나가고 기(氣)가 뒤따르 

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후에 이이에게 비판받는 지점이었다. 이 

(理)에는 운통성이 없는데 이황이 이를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 

지만 이것은 학문적 비판일 뿐이었다. 이이는 이황의 문묘종사를 주 

장했던 인불이며 며철이 되지 않지만 이황은 이이의 스숭이기도 하 

였다 후에 퇴계학파와 율곡학파가 나뉘면서 학파가 분리되고 이 양 

진영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집단이 되었다. 조선조 후기의 역사가 

율곡학파 계열의 숭리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이학을 학문적으로 대표 

하는 인물은 사실 이황이다. 그것은 이황 당시의 평가이기도 했다.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선조는 오현의 문묘종사를 거부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36) 사림들에게 이황의 영향력은 이미 절대 

적이었던 것이다. 

34) 김용헌， 앞의 책. pp. 141-143. 
35) 같은 책. p. 141. 

36) 선조 172권. 37년(1604 갑진) 3월 21일(신미) 1번째 기사. 선조는 이언적의 
문묘종사 문제를 거론하연서 이황이 이언적을 추앙하고 존숭합 때문임을 지적 
하면서 그의 말에 “현흑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조는 이언적이 을 

사사화 때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관칙에 있￡면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 

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문과 실천에서 이황이 학문의 탁월함에 가치를 두 
었다연 선조는 그의 실천의 문제점올 지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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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은 도학 연구자가 현실 정치와 관계 맺는 또 다른 방법을 제 

시하였고. 그의 모텔(남명 조식과 공유하는)은 후에 .산립정치라는 

형태의 귀결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34세에 관직생활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고 43세 때부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기를 반복하다가 49 
세에 풍기군수를 지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나서부터는 벼슬이 내려도 

8개월 이상을 지내지 않았고 50대 이후의 벼슬생활은 모두 24개월 

에 불과했다고 한다 37) 이 때 이황과 동갑내기 남명 조식은 한 번도 

출사하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여 명성이 드높았다. 반연 광해군 대에 

문묘종사 논의가 있올 때 북인의 정인홍은 을사사화 때의 이황의 행 

적을 문제 상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정이 발킥 뒤집어지면서 여 

러 사림의 ‘공적으로 규정되연서 이황의 .절대성.이 다시 확인되는데， 

이황 행적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의 치부.로 간단히 처리 

되기도 하였다 38) 

이황은 그의 사후에 일찍이 .오현.으로 묶이연서 문묘종사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선조는 그의 시대에는 문묘종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문제의 핵심은 이언적일 뿐이었다. 이황의 학문적 탁월 

성은 결코 부정되지 않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인흥이 팡해군 초기 

오현의 문묘종사가 결정되고 이황에 대한 문제제기롤 했을 때. 이황 

의 권위와 명성 덕분에 문제를 제기한 측이 큰 타격을 업을 수밖에 

없었다. 이 황은 이미 .부정적 평가’가 불가능한 ’절대적 인간.으로 추 

앙된 것이다 r광해군일기」 중초본에는 사관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고 한다. 

사신은 논한다. 정인홍의 차자는 오로지 이언적과 이형융 공격하기 위한 것 

이다; o}, 언적과 이황융 어쩌 쉽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언적과 이황은 학 

문이 끊어진 뒤에 분발하여 대업(大業)에 잠심하여 깊은 뜻융 천명하고 어 

두운 사랍들을 깨우쳐 유립의 모범이 된 지가 벌써 45년이다. 옹 세상 사랍 

들이 지혜로운 사랍， 어리석은 사람， 어진 사람， 불초한 사랑 할 것 없이 모 

두 그가 대유(大偶)임을 알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의 언론으로 갑 

자기 공격뼈 깨뜨힐 수 있는 것이겠는가 ...... 이황의 학문용 한결같이 

37) 앞의 책. p. 193. 

38) 같은 책. pp. 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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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표준삼아 논변과 저훨l 크게 발명함이 있었고， 또 그의 기상이 화 

평하고 신밀(慣劉하여 자연히 도에 가까웠다. 이른 나이에 학문이 아직 성 

취되지 못한 상태에서 벼슬길에 올라 비록 죠금의 후회가 있옴을 연하지는 

못하였으나 역시 옴올 잃어버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 만 

년에 학문이 진전되고 먹이 이루어져 우뚝하게 수립험에 성명(誠明)이 툴 

다 지극한 데에 。l르고 행실과 견해가 함께 도달하였다 후학을 개도하고 

깊은 묘리를 발명하여 .:I7}- 사문에 기여한 공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학자들이 
우리 동방의 주자라고 일컬었으니， 대체로 큰사하다 하겠다 ...... 두 선비에 

게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소년 때에 한 일에 불과하다. 대개 상 

대가 이미 나를 섬긴 지가 오래되었고 또 다른 큰 이유가 없다연 아무리 나 

의 학문이 이루어진 후라 하더라도 어찌 갑자기 끊어버힐 수 있겠는가 의 

리로 헤아려 보아 를 잘뭇이아고 보이지 않는다. 가령 옛 교훈에 비추어 혹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현자를 위해 감추어줄 수는 없는 것인가)9) 

이황은 이미 언터쳐블이고 약간의 허물쯤이야 감추어 줄 만한. 위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후 40년 만에 문 

묘에 배향될 수 있었다. 

4. 유교의 ‘성스러운 인간 만들기’ 

앞에서 언급했던 황진홍은 성인이 되는 기준올 몇 가지 정리해 놓 

고 있다. 혈연(공자의 부모). 사숙관계 (72제자) , 학문적 성취 c제자’ 

를 가르는 기준) , 덕성의 성취(명대 이후) 등을 제시하였다. 명대의 

유자 구구사(뽑九思. 명의 유학자. 가정짧-靖r32년에 출사)는 ‘먼저 

.덕행 다음은 .경술， (짧術) , 마지막 기준은 ‘세대'(世代)라고 하였다 

.‘4이 중국에서 발전되면서 정착된 ‘성인의 기준.은 조선도 특별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연을 만족시킬 반도인은 없었으니 논외로 치 

면 .사숙관계.는 도통론으로 나타났으며학문적 성취.와 .덕성의 성 

취 ’는 가장 표면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39) 광해 39권. 3년(1611 신해) 3월 26일(병인) 5번째 기사. 

4이 황진흥， 앞의 책，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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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유교의 체제 종교적 성격 때문에 문묘에 종사되는 

성현은 지성과 턱성으로 평가된다. 현실을 결정하는 .참된 지식은 

지적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자학으 

로 나타났다. 표면적 조건이 그러하다. 더 욱 결정적인 요소는 아무 

래도 ‘사표.와 ’정통성.의 학 · 정파적 해석일 것이다. 문묘종사를 ‘선 

택’하는 계층의 이해는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 

다. 순수 주자학 정통올 유지해 나가려는 목적은 문묘에 배향된 인 

물들의 역사적 추이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이 글에서 잠 

재적 문묘종사 대상들올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도전과 조 

식 정도를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바로 .선택의 메커니즘‘이 학 · 정파 

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 

성은 중국이라고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굳이 한 

국적 요소.를 변별하자연 ·주자학 정통주의.의 집요한 추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묘배향 신위의 중국과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성화의 기준과 목적올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관 

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이러한 성화의 상상력이 활용하고 있는 

도구는 무엇이고. 종교척 상상이 정치적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메커 

니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에너지를 정치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조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 

. 명칭’의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또한 이러한 점이다. 성스러운 

존재를 왕조에서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작업은 병칭’의 변화에서 뚜 

렷한 특정을 보여준다. 문묘에 종사되기 전에 신웬복원 작업에서 이 

루어지는 추증은 명예.를 .관직의 직급.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또 

문묘의 주인공은 중국에서 왕에서 황제급이 되었다가 제후급으로 낮 

아지긴 했지만 왕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철저하게 신분제적 

성성(聖性)의 활용이 눈에 띈다. 기본 형식은 중국의 예를 따른 것 

이어서 독특하다고 할 것이 없다. 왕조 사회에서 ‘제도화된 종교적 

상상력’이 왕조의 정치 질서를 모텔로 하고 있다는 정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실적인 인간세계의 ‘혐의 중심.은 상상적 세계의 중심이 

기도 한 것이다. 이것이 .종교와 정치.의 테마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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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치의 장에서 종교적 장치가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라기 

보다는 종교적 상상력이 정치적 상상력으로 전환되는 혹은 등치되는 

지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선 초기에 무묘(武뼈) 설치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41 ) 문과 무의 반이 모여 .양반.이 되었으니 이 

러한 주장이 문과 무의 .통일한 취급.의 전제 위에 제기되었음은 명 

백하다. 그러나 양자의 .일치 ’ 조화를 전제하고서 문관과 왕은 무신 

의 주장을 물리쳤다. 무요(관왕묘와 다른) 셜치 주장은 조선 초기에 

단발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국가의 지배적 이 

념의 영향은 .사표가 될 만한 인간을 규정하는 언어에도 깊숙이 침 

투하였던 것이다. 또 원초적인 측면에서 .성스러운 인간.은 현실적 

혹은 상상적 힘을 가진 존재틀이다. 군왕들이 신성시되는 것도 이러 

한 이유 때문이다. 1차적인 물리적 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추상적 

인 능력’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묘의 무산’옹 흥미로운 사건이 

다. 

5. 향후과제 

이 글의 논의는 아직 출발점에 자리하고 있다. 검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성화의 기준을 드러내는 면밀한 검토를 포항하지 

못하였으며. 신분제 질서 하에서 유교적 성인이 가지는 함의를 구체 

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범이자 사표가 되는 인물에 대한 

.상상력의 역사를 온천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보완 

되어야 .유교적 인간성화의 문제를 온전히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속 작업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배집단의 인간성화 문제와 관 

련해서는 문묘와 관련되지 않지만 .특별한 인간’으로 거명되는 인물 

틀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검토를 동반할 때에야 비로 

소 ‘지배집단의 인간성화’의 윤곽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배집단의 인간성화 문제와 대비되는 민초의 인간성화 문제를 

41) 깨종 51권， 13년(1431 신해) 3월 17일(신사)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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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렬 때에만 과거의 인간에 성성(및性)을 드 

러내고 구성해 낸 우리 조상의 상상력을 온전히 조명할 수 있올 것이 

며. 그 때에야 벼로소 목표로 하고 있는 정스러운 인간의 지도’를 그 

려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인간 성화. 영웅 숭배. 문묘. 18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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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the Matter of Human Sacralization 
To think about 'Sacred Human' by investigating the Sages 

authorized in Joseon Dynasty 

Shim , Hyoung-June 

Nothing is more general thing than human beings used for 
concreting the world. Various sacred humans also have been 
made in Joseon Dynasty. 1 have meant to investigate the 18 
sages worshipped in The State Temple of Confucius in 
Joseon(Munmyo , 文蘭) as an example of this general imagination 
in this essay. Actually 1 have mentioned only some 
representative sages of the 18 sages: Choi Chi-won(崔致遠) , 따1 

Hyang(安페) , ‘Jeong Mong-ju(鄭혔周)， Jo Gwang-jo(趙t祖)， Yi 
Hwang(李港). The processes of sellections of sages , who should 
be worshipped in the Temple of Confucius , accomplished with 
political background is fundamentally the work neo-Confucianist 
had intended to establish genealogically the orthodoxy of School 
of Zhu 씨(朱子學/遊學) in Joseon Dynasty. The select processe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work which a group to secure the 
political power had symbolically justified his power. It was 
explicitly revealed in this example that the imagination 
expressed in these processes was truly political. It might be 
comparable to western saint canonization aκer which had been 
institutionalized. Therefore it might be natul떠ly thought a kind 
of 'saint WOI상lip.' But if we conform to this concept, we wi11 

collide against the wall this example reveals a completely 
political character. If we consider the fact the ear1y version of 
saint worship was mOl‘e popular , it is m이'e persuasi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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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hero worship ,' though it is little wider concept. is 
proper. As it is studied with a hero worship. we will meet the 
familiar issue metamorphosis of religious imagination into 
political one. Examining this issue 1 have meant to understand 
as a whole the mechanism of human sacralization 1'eproduced in 
Joseon Dynasty. We are to reconfi1'm the legitimism of School of 
Zhu 징 in Joseon Dynasty. Also. we reaffirm the general 
character emphasizing intelligence and virtue in select processes 
of sages. By this investigation 1 wi1l speculate the world-sense 
exchangeable in the state that intellectual. political. religjous 
dimensions were amorphous. Lastly. this examination. as limíted 
one in classes. demands subsequent studies in the larger context 
which shoud depict Joseon people's 'the map fo1' sac1'ed human. 

Key Wo1'ds: human sacralization. hero worship. the Temple of 
Confucius(文蘭). 18 s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