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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탕평을 표방한 조는 붕당간의 립을 타 하고 왕권을 정 으로 한 료국가체제를 

회복하고자 하 다. 이에 짝하여 성균 에서는 강학활동을 늘려 성균 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유생들의 당색을 띤 정치 활동은 제한하고자 하 다. 조의 의지는 정치 활동을 심으로 

독자 인 활동 역을 확보해 온 성균  유생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왕과 

성균  유생들, 그 조력자인 朝官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형성되었다. 이 에서는 성균  유생

들의 정치  역할과 상 문제를 심으로 조  성균  유생의 정치활동에 한 규제와 그 귀

결에 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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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성균 은 유교 이념에 기반한 인재를 양성하기 해 설립된 조선 최고의 교육

기 이었다. 성균 은 國學으로서 사 인 교육은 물론 서원이나 향교, 四學 등이 

신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守聖廟’로 일컬어지

는 文廟의 수호 기능이었다.

문묘의 수호는 의례 인 측면에서는 성균 에 상주하며 문묘 제례 등 각종 의

식을 행하고 문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념 인 측면에서는 문묘로 표

되는 유교 이념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하 다.

성균 의 특수한 지 는 실제 의식을 수행하는 성균  유생들에게도 고유한 역

할과 상을 부여하 다. 유생들은 국가의 안 와 유교  교화와 련된 사안에 

해서는 儒疏를 통해 공식 으로 정치 인 의사를 달할 수 있었고, 국왕과 조

정은 이에 해 공식 으로 답변을 해야만 했다. 유생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捲 이나 空館을 통해 聖廟 수호의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조정과 국왕

을 압박하 다. 성균 의 활동은 국왕이나 조정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도 처벌되

거나 무시될 수 없었다. 문묘 수호라는 고유한 기능을 통해 성균  유생들은 독자

인 정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붕당정치기 성균 은 사림 공론의 수렴처로 인식되며, 정치 으로 보다 

민감한 사안에 해서도 정치활동을 벌여 나갔다. 공론의 향배에 의거하여 정치가 

운 되는 체제 하에서 공론 수렴처라는 명분은 성균  유생들이 掌議와 齋 를 

심으로 독자 인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1)1) 

성균 이 표방하는 公論은 이념 으로 유생들의 합의를 거쳐 도출되었다. 그러

나 합의의 과정에서는 異見을 노출시키고 반 자들을 배척하는 정치 인 행동이 

개입되었다. 따라서 성균 의 공론은 그 자체로서 정 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

1) 설석규, 2002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도서출  선인; 박 순, 2008 ｢16~17세기 

성균 (成均館)의 유벌(儒罰)｣, �역사와 실� 67,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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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붕당 간에 이견이 립하는 경우 주도 붕당이 다른 붕당의 의견을 묵살

하고 일방 으로 黨論을 공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儒罰은 성균  내

에서 이견을 배척하는 수단이었다.

정치 인 립이 善-不善의 이분법 인 구도로 설정된 시기에는 성균  공론의 

정 인 성격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를 들어 명종  士林  戚族․佛敎의 

구도나 해군  凡士林  북계의 구도에서는 척족과 북이라는 공동의 惡 앞

에서 성균 의 활동은 유교  의리와 명분을 지키기 한 의로운 행 로 간주되었

다. 한 한 붕당이 주도권을 독 한 경우에도 성균  공론이 지니는 당 성은 크

게 문제되지 않았다. 인조 ~효종  서인들은 성균 을 장악하고 남인 유생들을 

배척하 지만 조 과 유생이 일체화된 서인 심의 권력구조 하에서 남인 유생들

의 의견은 소수의 당론으로 치부되었으며, 성균 은 정치 으로 일 된 입장을 유

지하 다. 

그런데, 숙종  換局으로 집권당이 자주 교체되면서 성균 의 정치  일 성도 

무 졌다. 어느 한 붕당이 정치 권력을 독 하지 못하고 서인과 남인, 뒤에는 노론

과 소론이 번갈아 성균 을 장악하면서 성균 이 표방하는 공론도 집권당의 당론

으로 상 화되어 버린 것이다. 더욱이 각 붕당은 자신들의 당론이 체 士論임을 

표방하기 하여 성균 을 더 극 으로 활용하려 하 고, 성균 을 장악하기 

하여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사이 서로 다른 견해를 담은 유소들이 번갈아 

제출되며, 성균  公論도 黨論으로 인식되기에 이르 다. 

조는 탕평을 표방하며 붕당간의 립을 타 하고 왕권을 정 으로 한 료국

가체제를 회복하고자 하 다. 그 가운데 신료들은 물론 성균  유생들에게도 당론

을 벗어나 탕평정치에 동참하도록 요구하 다. 조 18년 성균  반수교 근처에 

탕평비를 세운 것은 이를 변하는 사건이었다. 

조가 구상한 성균 의 역할은 재  8년의 宣諭文을 통해 그 체를 확인할 

수 있다. 조는 이 해 윤5월 ‘聖廟를 받들고, 士習을 바로잡고, 誠實에 힘쓰라[

聖廟 正士習 務誠實]’고 하는 아홉 자를 친히 써서 성균  유생들을 宣諭하게 

하 다. 그 선유문에서는 유생들에게 ‘구습을 씻어 버리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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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滌 染勵身心]’을 요구하 다.
2)

2)이것은 곧 黨習에서 벗어나 학업에 념하라는 

메시지 다. 

조의 구상은 성균  유생들의 정치 활동은 제한하면서 성균 의 강학활동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제 조 에는 성균  유생들의 圓點制度와 殿講制

度를 확  시행하여 居齋를 강화하 으며, 성균  시험이 문과에서 차지하는 비

도 크게 높아졌다.
3)

3)이를 통해 성균 의 교육  기능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균  유생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의 의지는 붕당정치기 정치 

활동을 심으로 독자 인 활동 역을 확보해 온 성균  유생의 입장과는 배치되

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왕과 성균  유생들, 나아가 조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되

었다. 이 에서는 붕당정치기에 형성된 성균  유생들의 독자 인 역할과 상 

문제를 심으로 조  성균  유생들에 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되었으

며, 그 귀결은 어떠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탕평정치기에 성균 의 

역할과 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숙종  성균  公論과 儒疏에 한 우

성균 의 정치 활동이 보장된 이념 인 근거는 실 인 여건에 굴하지 않고 

直 을 할 수 있는 ‘士氣’가 국가를 지탱하는 ‘元氣’이고, 성균 은 유교의 수호를 

주임무로 하는 곳으로 바로 士氣가 발 되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국가의 원기를 

배양하기 해서는 사기를 부양해야 하고 그러기 해서는 성균 의 유생들이 자

2) � 조실록� 권31, 조 8년 윤5월 5일(경인) “上親書 聖廟正士習務誠實九字 使大司成徐宗

玉 傳宣太學諸生 又諭曰 予以涼德 居君師之位 敎未能感多士 夙宵慨嘆 諸生誠能滌 染勵身

心 有濟濟之美 則豈非邦家之幸”

3) 정경희, 1999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 �한국학보� 97, 일지사; 박 순, 2012 ｢ 조 의 

文科 개  논의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규장각� 41,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 조  到記儒生殿講에 한 고찰｣, �한국문화� 64,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조 성균 유생의 정치활동 규제와 士氣의 하 33

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기를 배

양해야 한다는 이념은 국가가 儒疏, 捲 , 空館 등을 통한 성균  유생들의 정치  

의사 표 을 공인하는 근거 다. 성균  유생들의 정치활동은 국왕이나 조정의 의

사에 반하더라도 처벌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4)4)

성균 의 정치 활동은 선  이래 보장되기는 하 지만 종․명종 를 통해 본

격화되었고, 선조  사림정치의 개와 더불어 공식화되었다. 이로부터 성균 은 

재야의 士林公論을 수합하여 국왕에게 달하는 기능을 자처하 고, 조정에서도 

성균 을 ‘公論所在處’로 악하여 그 의사를 존 하 다. 아울러 성균  유생들은 

齋 와 掌議를 심으로 결속하여 儒罰을 통해 자치의 역을 확보하고, 조정으로

부터 독립된 정치 활동 역을 확 하 다.
5)5)

붕당정치기 성균 은 그 역할의 강화와 함께 국왕이나 조정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 독자 인 규례를 확보하 다. 그  하나는 성균  유생의 首任인 장의의 議

薦制度이다. 의천이란 弘文 을 작성할 때처럼 임 장의들의 동의를 거쳐 薦 을 

작성한 후 결원이 생기면 장의가 천록 에서 3망을 갖추어 추천하고 齋 에서 圈

點하여 장의를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권 할 때에는 首望에만 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의는 사실상 自代에 의해 충원되었다.  하나는 儒罰이다. 

유벌은 성균  내에서 자치 으로 시행하는 유생들간의 처벌로 그 종류로는 鳴鼓, 

損徒, 削籍, 付黃, 墨削 등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성균 에서 유벌을 당하면 

그 효력이 공식화되어 국가에서도 停擧를 시키는 것이 행이었다. 유벌은 조 들

에게도 미쳤는데, 유벌을 당한 조 은 인 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행이었

다. 장의의 議薦과 유생들 사이의 儒罰은 성균  유생들이 장의를 심으로 독자

인 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6)6)

4) � 조실록� 권54, 조 17년 7월 3일(을축) “大司成尹汲又上疏 略曰 殿下深惟元氣之所在 

凡於待士之道 益懋誠禮 毋輕摧折 處事有失 則降黃 而罰之如仁廟故事 食 或捲 則遣宗伯

而慰之如肅廟 例 雖今日已頹之士氣 亦必感發而 起矣”

5) 설석규, 앞의 논문 ; 박 순, 2008, 앞의 논문. 

6) 박 순,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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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숙종  환국의 단행과 함께 국왕이 성균  유생들의 활동에 개입하는 모

습이 등장한다. 숙종은 즉   남인으로 집권당을 교체하면서 효종․ 종  서인

유생들이 시행한 유벌의 해벌을 감행하 고, 성균  유생들의 반발에 해서는 장

의의 御前停擧로 응하 다. 이런 응은 환국이 단행될 때마다 되풀이되었다.
7)

7)

 성균 의 유소에 해서도 疏頭에게 정거를 가하기 시작하 다. 숙종 5년 許

穆을 옹호한 남인계 유생 李澤, 숙종 22년 재상들이 국문을 소홀히 한다고 탄핵한 

노론계 유생 李世基, 숙종 42년 윤증을 옹호한 소론계 유생 吳命尹을 停擧한 것이 

그 이다.
8)8)

국왕이 유생 상소의 소두를 처벌한 것은 종 7년 남 유생들이 송시열의 禮

論을 비 하는 상소를 올린 후 소두 柳世哲에게 御前停擧를 시행한 것이 선례가 

되었다. 숙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환국 후 유생들의 반발을 제압하기 하여 유

생 상소의 소두를 정배시키고, 疏下人에게도 어 정거를 시행하 다. 숙종은 정치

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서는 종종 정배 처분을 내렸는데, 숙종  소두로 정배를 

당한 인물은 10여명에 이르 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소두들이 어 정거를 당했다.
9)

9) 

주목되는 것은 성균  소두에 해서는 정배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성균  유소에 해서도 소두를 정배하려고 한 사례는 있었다. 숙종은 재  9년 

朴世采를 변호하며 우의정 金錫冑를 탄핵한 黃霨 등 30여인의 상소에 하여 소두

를 極邊에 遠竄하고 參疏人은 모두 정거시키라는 왕명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승

지, 언 , 신 등이 태학생을 陳疏로 원찬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여 곧 

왕명을 철회하고 소두만 정거에 처하도록 처벌의 수 를 낮추었다. 그리고, 성균  

7) 의 논문, 243-249면.

8)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6월 23일(병술); �숙종실록� 권30, 숙종 22년 6월 11일(을미); 

�숙종실록� 권58, 숙종 42년 7월 17일(갑술). 

9) 숙종  소두로서 정배된 인물은 이필익, 이세필(사학), 정상룡, 윤헌경, 채범화, 조신건, 고

세장, 이병, 이탁, 이제억, 박해, 임부, 이홍제 등 10여명에 이른다. 련된 사안은 갑인 송

과 송시열 구원(이필익, 이세필, 정상룡, 윤헌경), 경신환국(채범화), 이이․성혼 문묘종사 

반 (고세장), 이이․성혼 문묘 출향(이 령), 기사환국(이병, 이탁), 송시열 도 서원 제

향 반 (이제억, 박해), 회니시비 윤증 비호(임부, 이홍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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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들이 소두 정거를 이유로 권당에 돌입하자 告祭와 釋菜가 얼마 남지 않아 성

균 을 비울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거마  해벌하고 말았다.
10)

10)성균  유생들의 

유소를 우하던 통과 문묘의 제례 행이라는 역할로 인하여 성균  유생들에 

한 처벌은 지방 유생들에 비하여 훨씬 그 수 가 낮았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하여 성균  유생들은 지방 유생들에 비하여 보다 자유롭게 정치 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다. 

성균  유소를 우하는 행은 경종 즉  후 숙종의 誌文 개찬을 주장한 노론

계 유생 尹志述의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윤지술은 성균  장의로 권당을 주도

한 후 所懷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 는데, 경종은 그를 원찬하도록 하명하 다.
11)

11) 

이에 해 노론인 金昌集은 泮儒는 언사가 과격해도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재고를 요청하 다. 반면 소론인 趙泰 는 윤지술이 自削하여 장의의 직임

에서 벗어났고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니라 권당 후에 소회를 진달한 것이기 때문에 

태학의 상소와는 다르다는 을 강조하며 처벌에 동의하 다.
12)

12)그런데, 조태구의 

논리를 뒤집어 보면 그 역시 성균  장의와 태학의 상소에 해서는 처벌할 수 없

다는 을 인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태학의 상소에 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에서는 노론과 소론을 불문하고 모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윤지술의 소회를 성균  상소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지술의 정배 왕명은 곧 철회되었다. 성균  유생들

이 정배 명령에 반발하여 권당을 계속하 기 때문에 聖廟를 비울 수 없다는 명분

으로 해벌에 이른 것이다. ‘守聖廟’의 명분을 이용한 유생들의 권당과 공 은 유생

들이 정치 으로 국왕을 압박하는  다른 무기가 되었다.

유벌, 유소, 권당, 공 을 활용한 성균  유생들의 정치활동은 지방 유생들의 유

소에 한 규제가 등장하는 숙종  이후에도 여 히 용인되었다. 성균 의 공론 

수렴과 성묘 수호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명분으로 성균  유생들은 여 히 정치에 

10)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7월 27일(병신).

11) �경종실록� 권2, 경종 즉 년 9월 10일(갑술).

12) �경종실록� 권2, 경종 즉 년 9월 14일(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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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론과 소론은 각

기 경쟁 으로 성균 을 장악하고 성균  유소를 정치 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

고, 그 결과로 성균  유소는 당론으로서의 면모가 강화되기도 하 다.

그러나 숙종  이후 국왕이 성균 의 유벌에 개입하고 성균 의 疏頭나 齋任을 

처벌하는 사례가 등장한다는 은 주목되는 일이다. 실제의 사례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나마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이 극심하게 립하던 환국기에 집 되어 

있다는 에서 보면 그 력은 미미하 다고도 볼 수 있다.
13)

13)그러나 숙종이 이

까지의 행을 무시함으로써 이후의 국왕들도 성균 의 정치활동에 개입할 수 있

는 여지를 만들었다. 

3. 성균  유생의 정치 활동에 한 규제 

조도 원칙 으로는 士氣가 국가의 元氣이며, 사기를 배양하고 유생들을 우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 다.
14)

14)국왕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直諫을 할 수 있는 

기상은 언  뿐 아니라 유생들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었다. 

조 1년 성균 의 노론 유생 鄭楺 등이 討 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조

를 격노시킨 사건이 있었다. 조는 곧 소두를 원찬하라고 명하는 한편 소두를 불

러 상소문의 내용을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소두 정유는 조의 다그침에도 굴하

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차분히 진술하 다. 조는 이에 하여 3백년동안 士氣를 

배양한 효과가 있었다며 흡족해 하 다.
15)15) 

 조 5년에는 성균  유생들이 討  논의가 일어나 庭請을 행하는 마당에 

13) 숙종  성균 의 소두나 재임을 정거한 사례는 11회가 확인된다. 

14) � 조실록� 권53, 조 17년 6월 20일(계축) “檢討官金漢喆曰 臺官 儒士 國之元氣也 培

養之道 自祖宗朝 已有家法 必留意焉 上曰 此 是矣”

15) � 조실록� 권3, 조 1년 6월 11일(정축) “上曰 承旨之 誠然 賢關之  朝士有異 務

爲新奇故然也 且觀疏儒 咫尺嚴 之下 無撓屈 三百年培養之效 可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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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며 국왕의 성균  試取를 거부했을 때는 士習을 

칭송해 마지않았다.
16)

16) 조 17년에는 士는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신들의 반 에도 불구하고 유생을 治盜律로 다스리는 것을 지

하는 정식을 마련하기도 하 다.
17)

17)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유생들을 

우하려 애쓴다는 의지를 표명하곤 하 다.

그러나 士氣가 표출되는 방식에 해서는 조와 신료․유생들의 인식에 차이

가 있었다. 조는 유생들이 성묘를 수호하고 학업에 힘쓰며 로 국왕을 받들다

가 국가의 기 상황에 떨쳐 일어나는 忠臣이 되기를 기 하 다.
18)

18)반면 사 부

의 입장에 있는 신료나 유생들은 성균  유생들이 재야의 官이며, 국왕이나 조

정도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인식하 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士氣를 배양해야 한다는 이념에는 동의하지만 그 역할의 

수행 방식에 한 인식을 달리한 데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탕평책을 추진하려는 

국왕과 이에 반 하는 노론계 신료․유생들간의 갈등도 함축되어 있었다.

조는 즉 부터 탕평을 표방하며 성균  유생들이 표방하는 공론을 당론으

로 치부하 다. 나아가 신료와 유생들의 논리는 노론의 당론에 젖어 君父를 버

리고 不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 하 다. 이에 소론계 인사들의 처벌을 요구하

는 성균  유생들의 상소도 당론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처해 갔다. 그 과정은 

이 까지 성균 에 용인하던 행들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도 하 다. 

조와 성균  유생들의 갈등은 조 3년 소론의 복권을 단행한 정미환국 당시 

태학생 韓德玉 등이 국왕의 탕평책을 비 하며 올린 상소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16) � 조실록� 권21, 조 5년 3월 16일(경신) “又啓 儒生終不應製 批曰 士氣如此 予之嘉尙 

誠愈於一時節製之慰悅 持題還入 以成諸生之氣”

17) � 조실록� 권53, 조 17년 3월 15일(경진) “上曰 士可殺 不可辱 李夏躋 曾以庠儒 冠儒

冠入此庭  之捕廳 施以治盜之律 終涉過中 捕廳治儒之規 自予創開 則繼序之君 豈不效

之乎 今見講儒 有感於心 自今名爲儒生  勿復施以治盜之律 仍爲定式”

18) � 조실록� 권51, 조 16년 3월 5일(병오) “上曰 儒生當守聖廟勤學業 如許擧措 予甚不

取也 儒生平居無事時  輒攘臂大談 議風生 而蒼黃急遽之際 類皆縮伏如泉下人 當戊申

變之初 泮儒皆忘君讎 棄聖廟而去 殆無守齋  安用如許士類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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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덕옥 등은 조가 흉당의 처벌을 제 로 하지 않고 의리와 시비를 지키지 

않으며 한갓 붕당을 타 하는 데에만 힘쓰고 있다고 비 하 다. 이에 해 조

는 당의 구습을 벗지 못했다는 비답으로 응 하 다. 성균  유생들은 곧 권당

에 돌입하 는데, 조는 재임과 소두 한덕옥을 정거 3년에 처하고, 西齋 장의 洪

啓禧로 하여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유생들을 거느리고 居齋하라고 하명하 다. 

그리고, 홍계희가 이를 거부하자 역시 정거 2년에 처하 다. 그리고 새로운 재임을 

선임하기 하여 노론 유생들이 단행한 삭 을 모두 무효화시켰다.
19)19) 

한편 조 5년 11월에는 성균 에서 黃柑製를 시행하 는데, 장의 등이 掌試官

인 蔡彭胤이 李珥와 成渾을 문묘에서 黜享하도록 청한 상소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시험을 거부한 일이 발생하 다. 이에 해 조는 ‘유생들이 先正을 받들 

은 알지만 君父를 공경하는 도는 알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수창한 재임을 1년 

정거에 처하 다.
20)20)

조가 성균 을 하는 기본 입장은 당습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서는 스스로 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장의나 소두 등에 한 처벌을 감행하

다. 그리고, 탕평정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처벌의 수 도 높아지고 범 도 확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까지 공인되던 성균 의 행들이 하나씩 부정되어 갔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조 16년 성균  유생들이 疏廳 설치를 이유로 視學에 

참여하지 않자 장의와 반수를 정거에 처한 사건이다. 당시 유생들은 임인년의 옥

사를 誣獄으로 규정하고 趙泰 와 柳鳳輝를 역 으로 치죄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비하고 있었는데, 조는 상소를 핑계로 시학에 응하지 않는 것이 君父보다 黨

論을 시한 처사라고 비난하 다.
21)

21)이에 해 조 들은 다시 사기를 배양하는 

도리를 언 하며 사기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 지만 조는 자신이 억 르려

19) � 조실록� 권12, 조 3년 7월 10일(갑자); � 조실록� 권12, 조 3년 7월 12일(병인)

20) � 조실록� 권24, 조 5년 11월 9일(기묘) “上曰 儒生旣知 先正 而不知敬君父之道可乎 

不可無責 首倡齋任 限一年停擧”

21) � 조실록� 권51, 조 16년 3월 4일(을사) “時儒生等聞大臣請雪壬寅誣獄 遂欲陳章 竝論

․輝等諸 之罪 疏未成而有設科之命 儒生等援先朝乙未例 不赴擧 上 其欲售黨習 至命

停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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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은 성균  유생이 아니라 당론에 젖은 유생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처

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22)22) 

로 성균 의 유소는 국가의 盛事로 인정되어 소청을 설치하면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것이 례 다. 그러나 조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는 국왕

의 결정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성균 의 행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인식하 다. 

물론 조가 이런 처분을 내린 데에는 상소가 다루고자 하는 사안의 성이 더 

큰 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 의 행을 무시할 수 있다는 조

의 의지는 사실상 행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 20년 학 유생들이 송 길과 송시열의 문묘 종향을 청했을 때에는 京

鄕 유생들의 이름을 冒 하여 詐稱하며 군부를 기망한 것이라고 성균  유소의 

차  정당성도 부인하 다. 이에 사성 鄭亨復이 나서서 성균  유소를 무시한 

국왕의 처사를 비 하 으나 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23)

23) 조는 때로는 통

으로 인정되던 성균  유소의 공론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왕과 성균  사이의 긴장을 야기시킨 행 의 하나가 朝官에 한 儒罰이

었다. 유생들이 조 을 유벌에 처하는 행은 해군 3년(1611) 성균  유생들이 

鄭仁弘을 靑衿 에서 삭 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 에 한 유벌은 수차례의 령

에도 불구하고 성균 의 고유한 행으로 자리잡아 유벌의 확산과 더불어 付黃이

나 墨削도 시행하게 되었다. 유벌을 당한 조 들은 의리 상 인 하고 공무를 수행

하지 못했다. 국왕은 이를 단하고자 하 지만 士論이라는 명분 앞에 령이 유

명무실화되었다.
24)24)

22) � 조실록� 권51, 조 16년 3월 5일(병오) “憲府 ··· 又啓 太學儒生之 設疏廳 不入命科

之場 雖涉未安 在聖朝培養士氣之道 不宜過加摧折 請寢太學掌議停擧之命 ··· 答曰 其所裁

抑  非賢關之士也 卽黨論之士也”

23) � 조실록� 권59, 조 20년 7월 22일(정유) “館學儒生 以先正臣宋浚吉․宋時烈從享文廟 

上疏請之 上不賜批 以借稱其名 聚集京鄕 以廣博爲能責諭之 諸生至於捲  ··· 大司成鄭亨

復上疏 略曰 太學 章之規 前期設廳 則京外章甫聞風自至 一體着名 名 之多 不期然而然 

借稱之敎 廣博之云 得不近於情外乎 況欺君之目 人臣極罪 今乃容易加之於首善之地 王 一

下 多士掩抑 此豈聖朝扶植士氣之美意乎 批曰 爲師儒之長 不飭于士 反勉於君 士習何時正

乎 予莫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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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에 들어서도 조 4년 부수찬 李宗城이 付黃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조

는 재임을 정거 3년에 처하고 해벌을 명하 다. 유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권당에 

이르 으나 사안은 곧 종결되었다.
25)

25) 조 6년에는 헌납 許集이 성균 의 士風을 

비 했다가 부황을 당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허집은 상소에서 성균 이 유생들이 

떠들고 노는 곳에 불과하고 모두 이익만 쫓고 효제 충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

로 이 때문에 역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극론하 고, 유생들은 그를 유벌  극벌에 

해당하는 付黃에 처했다. 이로 인해 허집이 다시 소를 올려 변론을 피자 조는 

허집을 옹호하 고, 조 에게 유벌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 령을 들어 부황을 제

거하고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사성을 처벌하겠다는 말로 엄포를 놓았다.
26)26)

유생들은 권당으로 항하며, “朝士가 儒籍에서 벌을 당했는데 조정에서 먼  

처치하지 않고 오늘처럼 유생들을 박하여 解罰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

다”며 항변하 다. 이 일은 결국 조가 양보하여 優批를 내리고 권당을 마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27)27) 

그러나 조 21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때는 사학 유생들이 �御製常訓�의 

자구를 문제 삼아 상소를 올렸다가 국왕의 분노를 샀다. 조참  원경하는 소두

를 遠竄하자고 청해 국왕의 재가를 받았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 사학의 재임들이 

원경하를 부황․묵삭에 처하 다.
28)

28) 조는 격노하여 원경하에게 유벌을 행한 사

학재임 韓致大와 宋永休를 遠竄하라고 하명하 다. 나아가 차후에 조 에게 유벌

을 시행하는 유생은 정배하고, 피벌된 조 은 인 하지 말라고 하명하고 이를 �속

24) 박 순, 2008, 앞의 논문, 235-237면.

25) � 조실록� 권20, 조 4년 11월 6일(임인).

26) � 조실록� 권25, 조 6년 1월 4일(계유). 

27) � 조실록� 권25, 조 6년 1월 11일(경진) “時 太學諸生 因許集疏 鎭日捲  上屢下未安

之敎 至是 諸生又陳所懷 略曰 當初付黃 非爲洩憤 乃爲斥妖人伸士論之道 則去黃一節 臣等

雖被萬誅 不得奉行 昔李穆毆逐國巫 元廟爲王子時 泮儒亦笞其傔從 當時朝家 未嘗以過激爲

非 而輒加嘉奬 至今傳爲美談 其他朝士之被罰於儒籍  未聞朝廷 不先處置 而脅制儒生 使

之解罰 如今日 也 上賜優批 仍命改下前批中數句語 於是諸生 相率入齋”

28) � 조실록� 권62, 조 21년 8월 30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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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싣도록 하 다.
29)

29)이로써 성균 의 정치 활동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조

에 한 유벌 시행이 사라져 갔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면에서도 큰 장을 불러 왔다. 사학 유생 洪啓  등은 

이 책에서 ‘ 周’의 ‘周’字를 ‘王’字로 고친 것을 문제 삼고 상소문에는 黃紙를 붙이

고 숭정 연호를 썼다. 이에 조는 선왕의 덕을 높이기 해 책을 편찬했는데 유

생들 때문에 도리어 선조를 욕되게 하 다고 개탄하며 상소문은 불사르고 유소에 

여한 疏頭와 製疏, 掌議는 ‘庶人’으로 삼으라는 명을 내렸다.
30)

30)그리고 원경하의 

부황 사건으로 더욱 격노한 조는 기야 사안과는 아무 련이 없는 소두 홍계

억의 부친 洪禹集 등 7명을 잡아다가 창덕궁 숙장문 앞에서 친히 국문하기에 이르

다.
31)

31) 

유생 상소로 인하여 유생들을 ‘庶人’으로 강등시키라고 한 것이나 그 부친을 국

문한 것은 상당히 충격 인 일이었다. 비록 사학 유생에게 내린 처분이었으나 그 

장은 컸다. 이 일은 유생들의 士氣를 크게 꺾어 놓았고, 심지어 居齋 자체를 기

피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32)

32)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는 학교에 머무는 것 자체가 험천만한 일이 된 것이다. 

조는 이에 해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다고 인정하면서도 士氣는 어떤 경우에

도 꺾여서는 안되며 나라가 망하고 나서 개를 세우는 것보다 평소에 직언을 하

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33)

33)그러나 국왕의 처분을 목격한 유생들이 자신의 

29) � 조실록� 권62, 조 21년 9월 10일(기묘) “命配學儒韓致大·宋永休 仍敎曰 朝臣墨黃 列

朝禁令 而不遵禁令 乃敢放恣 不可不嚴立典章 此後若此  卽爲草記定配 其墨其黃 亦令勿

施 雖當之  不敢引嫌之意 載於續大典”; �續大典� ｢禮典｣ 雜令 “儒生輩 朝官付黃·削籍之

弊 一切禁斷 而如有犯  自成均館卽爲啓達 令該曹定配 黃墨並勿施 當之 毋得引嫌”

30) � 조실록� 권62, 조 21년 8월 9일(무신).

31) � 조실록� 권62, 조 21년 9월 10일(기묘).

32) � 조실록� 권66, 조 23년 8월 5일(계해) “上問京儒不爲居齋之故 啓禧曰 再昨年儒生被

罪後 有兎死狐悲之意 儒生輩欲陳疏 其時上敎嚴截 士氣消沮 不敢以士自處 爲掌議  釋菜

時黽勉入齋 因卽自削而出去”

33) � 조실록� 권67, 조 24년 3월 18일(임인) “大司成洪鳳漢 三人等 次第陳 向 疏儒 罪

及其父 故人皆規避 不入泮宮 士氣日就消沮矣 上曰 士氣豈由予而摧沮乎 秦始皇設大鼎 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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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가족의 안녕을 뒤로 하고 서슴없이 직언을 감행하기를 기 하는 것은 무리

일 것이다. 

유소와 련하여 가장 극 인 사건은 조 46년 청주 유생 韓鍮가 洪鳳漢을 참

하라는 상소를 올렸을 때 일어났다. 한유는 도끼를 들고 궐 앞에 나와 홍 한의 

부자 형제가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하며 그를 참하라는 내용의 탄핵 상소를 올렸다

가 승정원에서 입을 거부당했다. 나 에 상소 사실을 알고 격노한 조는 그를 

체포하여 국문한 후 흑산도에 정배하 다. 입되지도 않은 상소를 근거로 유생을 

체포하여 형신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 례없는 일이었지만 조의 응은 단호하

다.
34)

34)

얼마 후 조는 한유가 산림을 당론의 온상이라고 비 한 �儼堤防裕昆 �을 비

하고 朴世采를 문묘에서 출향하자는 내용의 통문을 사학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 들었다. 조는 곧 학유생들을 연화문 앞에 불러 놓고 통문을 보았는지 물

었는데, 유생들이 몰랐다고 답하자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성균

의 장의와 유생 35명을 모두 구히 정거하고 그날 안에 성밖으로 쫓아내라고 

하명하 다.
35)

35)이 명은 곧 환수되기는 하 으나 상식 으로 볼 때 구도 납득하

기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조는 화문 앞에 유생 이천여 명을 불러 모으고 유생들에게 

직언하도록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희 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자는 오늘 말하라. 그러면 내가 죄를 묻지 않을 것

이다. 차후에 만약 항소하는 자가 있으면 律로 다스릴 것이다.”36)36)

二十七人 流涎以待 茅焦初非世祿之臣 而挺身敢  假使予如始皇之暴 士氣則不當如此 皇朝

末 節義 多 予以爲慨 平時豈無可諫之事 曾無一人 之  至於亡國之日 效死立節 雖死何

補於國乎 此無用之節義也 魏徵願爲良臣 不願爲忠臣之說好矣 疏儒輩以誤聞而投疏 誠非矣 

然罪父之事 予果追悔”

34) � 조실록� 권114, 조 46년 3월 22일(기해).

35) �승정원일기� 조 46년 3월 27일(갑술).

36) � 조실록� 권114, 조 46년 4월 5일(임자) “上詣景福宮 御光化門 聚集儒生數千 宣諭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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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발언 요지는 직언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律 운운하는 강압 인 

분 기 속에서 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는 

그 자리에 있던 유생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史庫에 보 하게 하는 치 함을 보

다. 그리고, 얼마 후인 조 49년 3월에는 지방 유생들의 상소는 먼  성균 을 거

쳐 제출하도록 하명하 다. 지방 유생들의 상소가 난무하는 것을 막기 한 방편

이었다. 그러나 지방 유소를 검열해야 하는 성균 의 입장에서는 더욱 국왕의 

치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다.
37)37)

조는 성균 과 무 한 사건으로 성균 의 행을 무시하기도 하 다. 조 14

년 鄕儒 李思復 등이 趙顯命이 孟子를 모독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

다. 조는 유생들이 꼬투리를 잡아 조 명을 탄핵하려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소두는 물한년정거, 참소인은 모두 한10년 정거에 처하도록 하 다. 그런데, 정거

의 시행 과정에서 이사복이 곧 나타나지 않자 조는 그가 虛名으로 상소한 것으

로 의심하여 四學과 成均館의 靑衿 을 조사하게 하 다. 청 록은 齋任들만이 

閱하는 것이 례 지만 조는 이를 무시하고 피의자를 색출하려는 목 으로 청

록을 고출하게 했던 것이다. 조 들은 학교를 숭상하고 儒籍을 시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를 만류하 는데, 마침 이사복이 자수함으로써 청 록의 고

출은 지되었다. 그러나 이 일은 조가 유생들을 박 한다는 의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사건이었다.
38)38)

탕평을 표방하는 조에게 성균 의 정치색을 탈각시키는 것은 우선 인 과제

다. 그의 입장에서는 노론이 장악하고 노론의 당론을 공론으로 강요하는 성균

의 정치활동을 용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사건건 재임과 소두를 처벌하고 때로

汝輩如有欲  今日奏之 則予不罪之 此後如有抗疏  當以 律治之矣 諸儒皆 以無仰奏

之事 上命藏其名 於史庫” 

37) � 조실록� 권120, 조 49년 3월 12일(신축) “敎曰 以道儒陳章  先關由於太學 若直呈 

勿論事之輕重 其章付太學 書 人限十年停擧”

38) � 조실록� 권47, 조 14년 6월 4일(을유) “大司成吳瑗上疏 請寢搜 庠籍之命 上命還給

其疏 先是疏儒李思復不卽現 上疑其爲虛名冒  命 庠籍 驗其有無 瑗以搜 庠籍 非所以崇

學校重儒籍 疏論其不可 時議 之得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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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균 이 통으로 자랑하는 행마  무시하 다. 그 가운데 성균 의 정치활

동은 축되었으며, 성균  유생 조직의 독자성도 크게 훼손되었다. 

4. 齋任의 自削과 국왕의 齋任薦 개입

성균 은 생원․진사의 강학처이지만 성균  거재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성균  유생은 생원․진사 의 불특정 다수로 어떤 시 에서 성균 에 

거재하고 있는 유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성원이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구성원이 가변 인 가운데 성균  유생 조직을 이끄는 집단이 곧 성균  재임이었

다. 재임은 掌議와 上色掌, 下色掌으로 구성되는데, 동재와 서재에서 각각 선임하

다. 그 에서도 장의는 인조  이후 議薦이라는 방식에 의해 사실상 自代되었

다. 장의에게 그만큼 와 권력이 주어졌던 것이다.

장의는 성균  내에서 행해지는 유생 활동이나 각종 의례를 주 하는 자리로 

성균  公論을 도하고 朋友의 잘못을 규정하는 자로 인식되었다.39)39)실제 성균

의 정치 활동 역시 장의가 주도하 다. 따라서 붕당에서 성균 을 장악하기 해

서는 먼  장의직을 차지해야 했고, 국왕이 성균 을 제어하려고 할 때에도 장의

를 먼  제압해야 했다. 국왕과 성균  사이에 갈등이 형성될 때에는 어김없이 장

의에게 견책과 처벌이 감행되었다.

그 가운데 조 에는 반부터 장의들이 그 소임을 모면하기 하여 스스로를 

儒籍에서 삭 하는 ‘自削’이 성행하 다.40)40)재임의 임기는 숙종  편찬된 �太學成

典�에는 춘추 석 제, 즉 6개월을 기한으로 하 으나 간에 3삭으로 다가41)
41) 

39)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10월 을축.

40) � 조실록� 권31, 조 8년 1월 12일(경오) “大司成鄭羽良奏曰 太學齋任厭避之類 輒皆自

削 請自今自削人 限五年停擧 上可之 知經筵金取魯曰 飭勵士習 師儒之責 此非陳稟於筵席

 且以科擧之停否 操切士子 恐非敎 之良規矣 上曰 此 誠是 自削之弊 只令本館嚴飭”

41) �太學成典� 권2, ｢齋中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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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다시 장의는 원  90 , 상색장은 30 , 하색장은 15 을 채운 후 교체하도록 

조정하 다.
42)

42)그러나 정치 으로 민감한 시기일수록 부담도 큰 자리 기 때문에 당

부터 久任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조 에는 이에 더하여 유생들이 스스로를 유벌

에 처하여 그 소임에서 벗어나려고 할만큼 장의를 기피하는 경향이 형성되었다.

장의의 자삭 사례는 숙종 22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하며, 趙觀彬(1691- 

1757)이 장의 을 때도 자삭을 행했던 것으로 한다.
43)

43)보다 구체 인 사례는 숙

종 40년에 보인다. 당시 노론 장의 李大紀가 崔錫鼎이 宋時烈을 배척했다는 이유

로 捲 을 주도하 는데 국왕이 거듭 入齋를 명하자 이에 한 항의로 自削을 하

고 나갔다. 이는 조정에 자신의 항의 의사를 달하는 정치  수단이었다.
44)44)

이를 례로 권당 등을 둘러싸고 성균  내부에서 견해차가 발생하면 재임은 

자신이 임무를 제 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자삭을 감행하곤 하 다. 를 

들어 조 4년 宋翼輝의 경우 이조에서 태학의 公薦을 임용하지 않자 항의의 뜻으

로 권당을 이끌었는데, 제생들이 자신의 지휘를 받지 않고 권당을 철회해버리자 

인 하며 자삭하 다.
45)

45)따라서 자삭이 성행하게 된 것은 士氣가 과격한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하 다.
46)46)

그런데, 조 에는 자삭이 장의직을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홍계

희의 말에 따르면 조 21년 홍우집의 국문 사건 이후 진소를 하면 국왕의 분노를 

사고, 진소를 하지 않으면 동료들의 미움을 사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계속되

자 장의들이 성균  거재를 기피하다가 석채례 때 잠깐 들어와 자삭을 하고 나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47)

47)홍계희가 설명한 상황은 홍우집의 국문 사건 직후에 

국한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조의 치세기 내내 성균  장의들은 국왕의 질책

42) �태학성 � 권2, ｢齋中規式｣.

43) �太學志� 권5, 章甫 齋規 “肅宗二十二年 丙子 有一齋任 始自削之規 其後 趙觀彬因事自削 

自是凡有嫌端 輒皆自削 復爲齋任 例不得行公”

44)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10월 2일(경오).

45) �승정원일기� 조 4년 11월 7일(계축).

46) �승정원일기� 조 8년 1월 12일(경오).

47) �승정원일기� 조 23년 8월 5일(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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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생들의 요구 사이에서 처신의 어려움을 겪었고, 자삭을 장의직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 다. 조 37년에는 국왕이 講 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성을 越俸에 처하고 장의를 3년 정거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자삭이 난무하여 장의 선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 다.
48)48)

장의가 자삭을 하는 것에 한 처벌도 차 강화되어 갔다. 즉 조 8년에는 한

5년 정거에 처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고,
49)

49) 조 37년에는 그 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청 록 삭제와 정거를 시행하 으며,
50)

50)43년에는 유생으로서의 자격을 

원히 박탈하여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과거 응시를 지하고 석채례도 참여하지 못

하게 하 다.
51)

51)이로부터 자삭은 차 사라진 듯하다. 그러나 곧이어 ‘自罰’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처벌을 고안하여 장의직을 염피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52)52) 

장의는 齋中의 수임으로 성균  유생들의 정치 활동을 주도하는 자리 기 때문

에 성균  유생들의 상을 표하는 자리기도 하 다. 따라서 문벌과 학식을 겸

비한 인물을 선임하고자 하 으며, 개 문벌가의 자제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택

차하 다. 조 에 비해 상이 낮은 성균  유생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48) �승정원일기� 조 37년 7월 4일(경자) “上曰 ··· 賢館 前則掌色之任 人皆榮之 今則人皆

厭避 誠異矣 鄭昌祖曰 自削諸人 多有情勢 故未能行公矣 趙明鼎曰 掌議不得自削事 前旣出

擧條嚴飭 而其後又復如前 事極寒心 更爲申明禁斷 永爲定式 何如 上曰 此後若此  永除靑

衿案”

49) � 조실록� 권31, 조 8년 1월 12일(경오) “大司成鄭羽良奏曰 太學齋任厭避之類 輒皆自

削 請自今自削人 限五年停擧 上可之”

50) � 조실록� 권98, 조 37년 7월 2일(무술) “自削諸掌議 一倂限十年除靑衿案 稱在外  

除五年 蓋以不行月三講 而掌議自削 有飭敎後 又復紛紜故也”

51) � 조실록� 권108, 조 43년 5월 29일(임진) “敎曰 再昨年掌議處分 噫 其君爲國用心 其

時太學任掌 免爲事 昔則傾軋 今則 免 昔則表表 今則僅備 甚至自削其名 特復古規 

意蓋在也 而今日擧措 可 寒心 掌議特令停擧 日下敎 亦令勿施 今後自削其名  不復以

靑衿待之 雖釋菜 勿令參之 雖大 科 勿令赴試事 定式施行” 

52) �태학지� 권5, 章甫 齋規 “肅宗二十二年 丙子 有一齋任 始自削之規 其後 趙觀彬因事自削 

自是凡有嫌端 輒皆自削 復爲齋任 例不得行公 英宗三十七年辛巳 大司成趙明鼎 請嚴防此弊 

使掌議之有情勢當遞  呈單於同任 無同任則 呈單於大司成 其有自削  一 勿施 上從之 

後有自罰之名 諉以 自削有異 復成謬規 當宁七年癸卯 因大司成徐有防陳達 上命更申飭以

從古制”



․ 조 성균 유생의 정치활동 규제와 士氣의 하 47

하 다. 이에 해 조 부터 만연된 장의직 기피는 재임의 상 하락을 변하

는 것이기도 하 다.

장의는 弘文 처럼 薦 을 작성해 두었다가 闕員이 생기면 성균  재임들이 후

보를 추천하고 재회에서 圈點을 통해 선임하 다. 그러나 모두 首望에 권 하는 

것이 례로 사실상은 재임의 自代로 선임되었으며, 조 이나 국왕도 이에 개입할 

수 없었다.
53)

53)그런데, 조는 노론이 재임을 독 한다는 비 과 함께 재임의 선임 

문제에도 여하기 시작하 다.

조는 재  30년에 처음으로 성균  장의를 노론이 독 하는 문제를 지 하

는데,
54)

54)이듬해 황감제 때에도 장의가 모두 노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성을 

직시키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 다.
55)

55)그리고, 조 37년에는 왕세손의 입학례

를 비하는 과정에서 장의와 집사가 노론에 편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성을 직하고 장의를 물한년정거에 처하는 한편 손자를 가르치기 해서도 태

학에 양보할 수 없다고 언 하며 입학식을 물리도록 하 다.
56)

56) 조는 노론이 장

의를 독 하는 것을 두고 유생들이 習을 버리지 못하고 당습에 젖어 있는 것이

라고 성토하 다. 그 후 성균  재임은 西齋는 노론, 東齋는 소론이 맡는 것이 

례가 되었다.
57)57)

조는 성균  유생들에게 公心으로 국가를 받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58)

58)재임의 

선임 문제에 보다 직 으로 간여하 다. 조 40년 성균  유생들이 박세채의 

문묘 종사를 청하지 않자 국왕의 기우제 행차에 재임이 祗迎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성을 직한 후 장의를 30세 이상으로 선임하라고 하명한 것이 그 시

53) �숙종실록� 권33, 숙종 25년 8월 12일(정축) “承旨南致熏  齋任遞改 非朝家之所可知 上

從之 命勿爲改差”

54) �승정원일기� 조 30년 10월 17일(임술).

55) � 조실록� 권86, 조 31년 12월 2일(신축).

56) � 조실록� 권97, 조 37년 2월 26일(병신).

57) 尹愭(1741~1826), �無名子集� 詩稿册 2, ｢泮中雜詠｣ 咏掌色 “齋薦不過二色 而至於首望 

則西任必以  東任必以  色掌亦然”

58) � 조실록� 권101, 조 39년 2월 5일(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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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다.
59)

59)이어 이듬해 2월에는 지방 유생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태학 장의

는 四祖에 顯官이 없는 자로 차출하라고 하명하 다.
60)60) 

사조에 이 없는 자로 장의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문벌이 아닌 자로 재임

을 선임하라는 것으로 성균  장의의 권 를 실추시키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장기

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었다. 이 방법을 항구 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조도 알고 있었고, 스스로 이 방식은 일시 으로 성균  유생들을 칙려하

기 한 방법이었다고 솔직히 밝히기도 하 다. 그리고 門閥과 文才가 뛰어난 인

물이라면 鄕儒도 배제하지 않도록 신칙하며, 구규를 회복하 다.
61)

61)하지만 얼마 지

나지 않아 장의들이 自削하여 箋文을 班首가 신 올리는 일이 발생하자 다시 사

조에 이 없는 자로 차출하라는 이 의 왕명을 수하도록 하 으며,
62)

62)사학의 

재임도 京儒를 차출하지 못하도록 하명하 다.
63)

63)이로써 성균 은 물론 사학의 재

임도 문벌이 한미한 향유로 채워지게 되었다. 경화벌열의 형성이 뚜렷한 가운데 

향유로 하여  재임을 임하게 한 것은 결국 성균  재임, 나아가 성균  유생들

의 권 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조는 재  51년에 이르러 다시 태학 장의는 경향인을 반반씩 섞어서 차출하

라고 하명하 고, 정조는 즉  후 이 규정을 폐지하고 規를 회복하도록 하

다.
64)

64)하지만 그 사이에 실추된 재임의 권 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59) � 조실록� 권103, 조 40년 5월 17일(무진) “以太學齋儒之不行祗迎 罷大司成李潭職 以

徐命臣代之 命掌議齋任 非年滿三十  毋得擬差”

60) � 조실록� 권105, 조 41년 2월 4일(경진) “仍曰 太學掌議 以四祖無顯官 差出 非所以

擇士望作人才之道也  宜還寢前命也 上曰 ··· 四祖雖無顯官 溯其本則亦名臣哲輔也 京之士

子 口不讀書 鄕之靑衿 徒抱其才 正古人沃土瘠土之喩  三代損益 亦因其勢 旣知其弊 何不

規正”

61) � 조실록� 권107, 조 42년 8월 18일(을묘) “敎曰 下敎 不過一時飭勵  ··· 此後太

學齋任 一以 例爲之 而雖鄕儒 門地文才其可合  一體薦望”

62) � 조실록� 권108, 조 43년 5월 29일(임진); �승정원일기� 조 43년 6월 2일(갑오).

63) � 조실록� 권112, 조 45년 1월 21일(을사) “上曰 ··· 此後四學齋任 勿以京儒爲之 以除

亂本”

64) � 조실록� 권124, 조 51년 2월 8일(병술) “命太學掌議 以京鄕人參半差出 因右議政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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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장의천은 임 장의에게 동의를 뜻하는 ‘謹悉’을 받아야 하는데, 숙종 의 �태학

성 �에서는 모든 장의에게 ‘근실’을 받도록 하 다.
65)

65)하지만 조 18년에는 재임

들의 자삭으로 장의 선임이 어려워지자 그 규정을 완화하여 7인에게 ‘謹悉’을 받도

록 정식하 다.
66)

66)그 후 정조 에 편찬된 �태학지�에서는 3인으로 다시 축소되어 

있다.
67)

67)재임의 기피로 자삭, 자벌이 성행하며 재임의 체임이 잦았던 탓에 장의 천

거의 규정이 차 완화되어 갔던 것이다. 아울러 장의의 자격이 향유로 확 되며 

후보는 갈수록 늘어나 정조 에 들어서는 薦 에 180여명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한번에 180명의 후보자가 등록된 천록이란 권 를 가질 수가 없었다. 이에 정조는 

薦 의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장의의 상을 높이고자 시도하 다.
68)68) 

정조 에는 齋儒들이 장의를 유벌에 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조정에서 이를 

단하는 정식을 마련하기도 하 다. 유생들에 한 처벌인 유벌은 원래 재회에서 

결정하 는데 이 재회를 주 하여 유생들에 한 처분을 장하는 것이 바로 장의

다. 따라서 장의는 유생들의 執綱으로 일컬어졌으며, 국왕이나 사성, 四館만이 

장의를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때에는 규례를 넘어 재유들이 장의를 처벌하

는 일들이 발생하 던 것이다.
69)

69)이는 그만큼 장의의 권 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麟漢所奏而有是命” ; �정조실록� 권1, 정조 즉 년 4월 26일(정묘) “敎曰 賢關首善之地

也 明徽疏後 東土衣冠之倫 孰無請討之義 而多日寥寥 由於齋任不古之致 ··· 又以金熤爲

大司成 爲申復齋任擇差之 規也”

65) �태학성 � 권2, 齋中規式 “ 於曾經齋任宅 受謹悉完薦後 齋任遞改 則薦 同之”

66) � 조실록� 권56, 조 18년 11월 12일(정묘) “齋任薦則以七人處 受謹悉然後薦用事定式”

67) �태학지� 권5, 章甫 “齋任薦法 時任人發簡通于曾經掌議 受謹悉滿三人 始爲完薦”

68)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8월 22일(임오) “同知成均館事李秉鼎啓  端士趨 賢關之道 

全係於掌議之得人 而近年以來 齋薦之多 至於百八十餘人 昨所落薦 今忽復薦 以致爭端之紛

紜 士習之汚下 及今釐正 恐不可已 上敎登筵諸臣曰 捄弊之方 無出於先定額數 以復古制 雖

以近例 之 故相金熤於御極初 承命釐正矣 定額之十人二十人中 卿等指一 各陳所見 右議政

金憙․同知成均館事鄭民始․徐有防 俱以二十人定額爲當 從之”

69)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9월 12일(임신) “大司成李始源啓  太學之設置掌議 欲董

率紏正 爲多士執綱  凡有儒罰 掌議當發論主張 而挽近士風頹隳 齋儒之擅罰掌議 係是古未

有之謬例 師儒之長 力禁而不聽 旣乖體貌 有駭聽聞 如是之故 掌議之任 人皆厭避 屢煩譴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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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정조  성균 에 거재하 던 윤기는 성균 에서 가장 필요없는 직임으

로 바로 장의․색장을 꼽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재임의 권 가 실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70)70)

5. 士氣의 하

조는 성균  유생들의 정치활동이나 재임에 한 규제와는 별개로 성균 의 

강학을 강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조 18년 居齋儒生圓

點節目을 제정하여 50  이상의 원 을 획득한 유생들에게만 성균 의 일제와 

황감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居首에게는 제를 하사함으로써 

유생들의 성균  거재를 독려하 다. 나아가 수시로 到記儒生殿講이나 別製를 시

행하고 거수에게 제를 하사하 다. 이로 인하여 조 에는 이 에 비해 유생들

의 성균  거재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성균  시험이 문과에서 큰 비 을 차

지하게 되었다.
71)71) 

조는 수시로 성균 의 掌議, 色掌  연장자인 班首를 궐로 불러 들여 친히 

면 하 으며, 연 2~3회씩 시행하는 도기 강도 친히 장하 고, 조 35년에는 

과거나 성균  시험을 시행할 때 국왕이 유생들을 직  재시험하는 親臨召試를 제

도화하기도 하 다. 조는 이 의 어느 국왕보다도 성균  유생들을 자주 견하

다. 

 성균 의 고례를 회복하여 조 9년과 18년에는 視學禮, 조 19년과 40년에

는 大 禮를 시행하고 註를 새로 마련하 다.
72)

72)특히 사례는 종 29년(1534) 

而痼弊如前 自今掌議有失 大司成隨輕重論罰 齋儒擅罰之習 嚴飭禁斷 載於太學成典 從之” 

70) 윤기, �無名子集� 詩稿册2 ｢泮中雜詠｣ 咏掌色.

71) 박 순, 2012, 앞의 논문; 2013, 앞의 논문.

72) � 조실록� 권33, 조 9년 2월 12일(병진); 권55, 조 18년 4월 13일(임인); 조 19년 

윤4월 7일(경신); 권103, 조 40년 2월 8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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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여년 만에 시행한 성 한 의례 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보면 조 는 분명 성균 의 부흥기라고 부르기에 손색

이 없다. 국왕이 스스로 君師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직  유생들의 교육에 참여

하고, 성균 의 의례를 회복하고, 성균  시험에도 제를 하사한 것은 성균 의 

상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균 의 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국왕과 성균  유생들 사이의 거리는 

좁 지지 않았다. 조 9년 2월 성 하게 視學禮를 치른 후 조는 특별히 성균

의 장의, 색장, 반수를 불러 견하고 소회를 진달하게 하 다. 장의 尹光纘은 자

신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성상께서는 겉으로는 士氣를 배양하고 賢關을 하게 여기는 듯하시면서도 사실은 

사기를 꺾고 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朝士에게 儒罰을 시행하는 것은 비록 先王朝

의 禁令이 있으나 이 역시 館學의 옛 법규 습니다. 어떻게 조정의 법으로 士論을 

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엄 한 하교를 거듭 내리셨습니다. ···”

하고,  말하기를,

“지난해에는 재임이 居齋하지 않는다 하여 유 에서 拔去하는 벌까지 내리셨습니다. 

재임이 사정이 있으면 遞任시키고 사정이 없으면 그 로 行公하는 것이 례입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2년 동안 停擧시키는 벌을 베푸셨으니, 그것도 士林을 무시한 것

입니다.”

하고 유생들이 泮中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 아뢰었다.73)73)

윤 찬의 발언은 조 즉  후 성균 에 내린 조처들에 한 유생들의 불만을 

변하는 것이었다. 성균 에는 이 부터 해오는 독자 인 규례가 있는데 국왕

이 계속 간섭하며, 성균 을 무시하고 모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이른바 사림정치기에 형성된 성균 의 독자성이 탕평을 표방하는 국왕에 의해 훼

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73) � 조실록� 권33, 조 9년 2월 12일(갑자) “尹光纉進伏曰 聖上外若培士氣重賢關 而實則

摧折輕侮之 儒罰之施於朝士 雖有先朝禁令 此亦館學 規 士論豈可以朝禁撓挫 而荐下嚴敎 

··· 又曰 年以齋任之不居齋 至施拔籍之罰 且齋任之有故則遞 無故則行 古例而聖上設此二

年停擧之罰 此亦侮士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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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찬은 국왕이 성균 을 경시하기 때문에 조 들은 더욱 성균 을 하찮

게 여겨 온갖 모욕을 가하고, 이 때문에 경화사족들이 성균 에 들어오려 하지 않

는다고 진달하며, 거재 부진의 원인이 국왕이 성균 을 경시하는 데 있다고 지목

하 다.
74)74)

윤 찬의 발언에 하여 侍講官으로 자리에 함께 했던 金在魯 등도 극력 동의

하 다. 국왕도 윤 찬의 발언을 그럽게 받아들이며, 재임의 유벌을 해제하고 윤

찬이 강했던 서책을 성균 에 하사하는 등 자신의 호의를 표명하기도 하 다.
75)

75) 

그러나 성균 의 유생들이 黨習에 젖어 있다고 보고, 성균 의 유소나 권당․공

에 해 단호하게 처하는 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해 유생들

은 가  정치 인 사안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 다. 그 가운데 조 13년에는 국

왕이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 다. 

조 13년 別試 때 李顯弼이 直 을 명분으로 임 의 과실을 지 하는 책문

을 지어 제한 일이 있었다. 조는 이 일로 심기가 극도로 불편하 지만 내색하

지 않았고, 이 일이 붕당간의 쟁론으로 확 되는 것을 막으려 하 다. 이에 신료나 

성균  유생들은 국왕의 치를 살피며 우왕좌왕하 다.
76)

76)그 사이에 생원 金淑鳴

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성균 의 침묵을 비 한 내용이 있었다. 성균  유

생들은 행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일을 계기로 돌연 인 하며 捲 에 돌입

하 다. 

이 일은 조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조가 보기에 성균  유생들은 국왕이 일

개 유생에게 모욕을 당한 일은 모른 체하고 자신들이 배척을 받은 것에는 격렬하

게 항의하는 忠心이라고는  없는 무리 다. 조는 ‘이와 같이 하면 군신의 의

리가 사라질 것이다’고 유시하 고, 유생들이 ‘조정의 처분이 있어야지 泮儒들이 

74) �승정원일기� 조 9년 2월 12일(갑자) “光纘曰 殿下之所以輕侮如是 故朝士之侮辱 尤有

甚焉 ··· 故京華士子之自好  非不知聖廟至重 上敎極嚴 而擧不肯輕身 投足於泮中一步地 

以取橫來之譏辱 不過如臣疲劣 承乏苟充 俯首逐隊而已 究其弊源 未必不由於聖上也”

75) �승정원일기� 조 9년 2월 12일(갑자) “在魯曰 此儒生之 誠是臣亦嘗慨然於聖上待士之

太迫切 前日筵中 已有陳達矣”

76) � 조실록� 권44, 조 13년 5월 3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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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여할 일이 아니다’고 소회를 진달하자 조정을 칭탁하며 침묵하는 것은 나라를 

해 개를 지킨 四賢에 부끄러운 일이라 답하고 권당을 首唱한 유생과 반수를 

정거하도록 하명하 다.
77)

77) 조는 유생들이 당론에 기 하여 정치 인 활동을 벌

이는 것은 제어하고자 하 으나 臣民으로서 자신을 지지해  것을 희망하 다. 

그러나 성균  유생들은 조의 기 를 버렸다. 

김재로는 이것이 국왕이 자 한 것이라고 진언하 다. 그에 따르면 성균 은 원

래 多士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편당을 지어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곳인데 임 이 

매번 黨習이라고 억 러서 黨論도 없어지고 上疏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김재

로는 당시의 성균 은 국왕의 독려로 거재생은 늘어났지만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

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평하 다.
78)78)

조 17년 서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에도 성균  유생들의 소극 인 처가 

조를 분노  하 다. 이해 서원 설립 령이 내렸던 숙종 40년(1714) 이후에 건립

된 서원을 훼철한다는 하교가 내렸는데, 조 과 유생들은 朱子을 제향한 서원은 

외로 할 것을 주장하며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성균 에서는 아무런 응도 하

지 않아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79)79) 

6월 12일 지방 유생들의 상소가 입되자 조는 성균 의 유소를 막기 하여 

거재 상황을 간하게 하고 거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사성을 從重推 하고, 재

임들은 3년 정거에 처하 다.80)80)그리고 며칠이 지난 6월 20일 성균  유생들의 상

소가 입되었는데, 조는 ‘한심스럽다’는 비답을 내렸다.
81)81) 

77) � 조실록� 권44, 조 13년 5월 7일(갑오) “敎曰 事有輕重 顯弼無狀重乎 行語被斥重乎 

賢關氣像 決不若是其糢糊 今於下敎之後 始曰無狀 果若所懷 雖國有無 之臣 而托曰自有朝

廷 其亦泯默 獨不愧於屹然四賢祠乎 所懷班首 又停擧 勸入他儒”

78) �승정원일기� 조 13년 5월 8일(을미) “在魯曰 此則殿下有以致之也 館學每觀士氣 而近

多浮薄之類 頻以偏論相鬨矣 殿下每爲鎭壓 故無黨論上疏久矣 是以今則無論色目 盡爲居齋 

儒額恒踰於國家定數 而習於不爲 見如此事 而亦不爲矣”

79) � 조실록� 권53, 조 17년 6월 19일(임자) “時祠院督毁之令 已踰三月 而館學儒生不陳

疏爭之 群議譁然攻其非 於是履福等不得已始上疏 而辭不激切 士林傳笑 疏入 批曰 守聖廟

之節纔下 循俗儒之章遽上 爲爾等慨然也”

80) �승정원일기� 조 17년 6월 14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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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성균 의 상소를 막기 하여 간을 하고, 성균  유소에 해 한심스

럽다는 비답을 내린 것에 해 신료들은 士氣를 배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진언하

다. 조 자신도 이에 동의하 다. 하지만 조는 자신이 상소를 막기 해 사

성과 재임에게 施罰한 것이 과도한 처사 음에도 불구하고 유생들이 권당으로 맞

서며 당당하게 자신의 과실을 지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뒤늦게 올린 상소

도 세간의 비난에 직면하여 책임을 메우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82)82) 조가 

보기에 유생들은 의염치도 없이 주 의 치를 보면서 궁색하게 책임이나 메우

며 자기변명을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조 들이 보기에도 성균  유생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펼치지 못하고 주

변의 치만 살피고 있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 들은 국왕 조가 이런 상황

을 조장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인식하 다는 이다.
83)83)

조는 유생들의 정치  언사에 단호하게 처하기는 하 으나 사기를 배양해

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바라는 것은 사기가 충심으로 

국왕의 정사를 보필하는 데 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균  유생들은 

사안을 불문하고 침묵으로 일 하 다.

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균  유생들에게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 다. 그 에

81) �승정원일기� 조 17년 6월 19일(임오) “答曰 省疏具悉 守聖廟之飭 纔下 循俗儒之章 遽

上 爲爾等慨然也 瞻彼國學 洋洋陞享 屑越書院 其何護哉 今予處分 是敬大賢 而今 爾等 

以此曰  何若是反乎 爲爾等寒心也”

82) � 조실록� 권53, 조 17년 6월 20일(계축) “檢討官金漢喆曰 臺官 儒士 國之元氣也 培

養之道 自祖宗朝 已有家法 必留意焉 上曰 此 是矣 予亦知予過 向日幼學先上疏 故欲知泮

儒守聖廟 否 摘奸施罰 有若鉗制 師儒之長 至於被推 則泮儒當捲  直斥予過 而乃反冒沒

陳疏 今日士氣 亦可知也”

83) �승정원일기� 조 17년 7월 6일(무진) “大司成尹汲疏曰 ··· 向 特令摘奸賢關 而仍下齋

色停擧之命 俾之飭勵 其後筵中 又以摘奸 卽摧却之意爲敎 當初飭敎辭旨有異 使諸生 窺

測聖意 一倍解體 此後則雖有大義理所關處 孰得以 之哉 此雖一事 而亦殿下之所當類推而

猛省 也 伏願殿下 深惟元氣之所在 仰體列聖之遺法 凡於待士之道 益懋誠禮 毋輕挫折 處

事有失 則降黃 而罰之 如仁廟故事 食 或捲 則遣宗伯而慰之 如肅廟 例 雖今日已頹之士

氣 亦必有感奮 起之道 而可以責他日 用之效矣 惟聖明留意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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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조 40년 박세채의 문묘 종사는 성균 과도 직결된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반 도 심했던 만큼 성균  유생들이 나서서 士論의 지지를 표방해주기를 

기 하 다. 

이해 지방 유생들이 박세채의 문묘 종사를 요청하 는데, 조는 성균 에서 유

소를 올리면 士林公論에 의탁하여 종사를 허락할 양으로 향유들의 요구에 불응하

며 성균  유소를 기다렸다. 그러나 성균 에서는 끝내 상소를 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왕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面 마  회피하 다.
84)

84)격노한 조는 鄕儒로

서 성균 에 거재하고 있는 유생들을 6진에 나 어 정배하고 儒籍에서 삭 할 것

을 명하 으며,85)85)성균 과 사학의 재임은 기우제 때 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在外를 물론하고 모두 10년 동안 정거하도록 하 다.
86)

86)국왕이 간 히 원하는 상

황에서도 유생들은 묵묵부답으로 일 하 고, 이것이 더욱 조를 분노  하 다. 

박세채의 종향에 반 한 노론 유생들도 아무런 응을 못하기는 마찬가지 다. 

그들은 국왕의 유소 요구를 회피하며 성균 을 떠나 버렸을 따름이다.
87)

87) 조  

후반의 성균  유생들은 국왕의 호불호를 불문하고 어떤 사안에 해서도 이 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88)88)이것은 당  조가 원했던 바는 아니었다.

84) � 조실록� 권103, 조 40년 5월 15일(병신) “初諸道儒生之請文純從享  章三四上 而上

重其事不許 以待館學齊請 而終無請之  間或以通文誣辱之 上疑士論互有黨 特旨遽命從享”

85) � 조실록� 권103, 조 40년 5월 19일(경오) “上命大司成 率泮儒而入 泮儒皆逡巡不入 

獨 一掌議尹勉升偕入 上甚怒 竄大司成徐命臣于湖沿 以趙明鼎代之 鄕儒在泮  分配六鎭 

刊名儒籍”

86) �승정원일기� 조 40년 5월 17일(무진) “又下敎曰 望八其君 爲民祈雨 昨日館儒生 無掌

議․色掌而祗迎 極爲駭然 館掌議色掌及四學掌議色掌 勿論在外 否 限十年停擧”

87) 조  박세채의 문묘 종사에 한 노론 유생들의 처는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잘 드

러나 있다. 이에 해서는 정순우, 2007 ｢18세기 성균 의 일상과 과거｣, �이재난고로 보

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 앙연구원 참조.

88) 조  성균 에서는 모두 35회의 권당이 있었는데, 이  25회는 조 20년 이 에 일어

난 것이며, 이후의 권당은 개 정치 인 것과 무 한 것이었다. 조  권당 사례에 

해서는 김 주, 2008 ｢조선시  성균  유생의 권당(捲 )․공 (空館) 연구｣, �언론과학

연구� 8-4, 한국지역언론학회 부록 조선시  권당․공재․공  일람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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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조는 성균  유생들이 국가 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 다. 이에 

맞추어 유생들은 국가와 왕실의 賀禮에 箋文을 올리고, 皇壇 참배에 참석하거나 

국왕의 거둥을 祗迎해야만 했다. 만약 이것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시 

장의에게 견책이 가해졌다.
89)89)

아울러 의례에 참여하는 유생들에게는 특별히 科試를 베풀어 노고를 치하하

다. 지  유생들을 한 別製는 조 38년(1762) 조가 先農壇에서 觀刈 式을 

행하고 돌아올 때 지 한 유생들을 해 처음 실시하 다. 당  유생들을 무하

기 해서 시행된 시험은 국왕의 행차가 잦아지면서 그 수도 늘어났고, 유생들은 

시험을 기 하고 앞다투어 지 에 나섰다. 그러나 그 의도는 科名이라는 이익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조 들은 지 별제가 유생들로 하여  염치를 상실하게 하고 

士習을 해치는 원인이라고 지목하 다.
90)90)

조 들의 비 과 달리 조에게 지 별제는 유생들이 신민으로서 국왕에게 충

심을 보이고, 국왕이 이에 해 恩賜를 내리는 성 한 의례 다. 조는 유생들의 

의례를 회복함으로써 국왕과 유생들과의 계를 다시 설정하고자 하 을 것이다. 

그러나 외 인 의례를 통해 극복하기에는 성균  유생이 무 축되어 있었다. 

조의 치세기를 거치는 동안 성균  유생들은 재야의 언 에서 망자로 락해 

있었다.

6. 맺음말

붕당정치기 성균 은 문묘와 유교의 수호자이자 공론의 수렴처로서 국왕이나 

조정으로부터 독립된 정치 활동 역을 보장받았다. 성균  유생들은 儒疏, 捲 , 

空館 등을 통해 정치 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으며, 齋 의 운 과 掌議의 議薦, 

89) � 조실록� 권125, 조 51년 9월 6일(신해); �승정원일기� 조 40년 5월 17일(무진).

90) 박 순, 2013 앞의 논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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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罰의 시행 등을 통해 독자 인 유생 조직을 운 하 다. 성균 의 정치 활동이

나 조직 운 에는 국왕과 조 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행 으로 인정되었

다. 공론의 지지를 표방하며 국왕을 압박하려는 각 붕당도 이를 지원하 다.

탕평을 표방한 조는 즉  부터 성균 의 강학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생들

의 과도한 정치활동을 제어함으로써 성균 의 정치색을 탈각시키고자 하 다. 그

는 성균  유생들이 黨習에 젖어 있다고 인식하 고, 단호하게 齋任이나 疏頭 등

을 처벌하면서 그들의 정치 인 활동에 제재를 가하 다. 필요한 경우 성균 이 

자랑하는 독자  행들도 무시하 고, 재임의 선임에도 개입하 다.

조 를 거치는 동안 분명 성균 의 학교로서의 역할은 강화되었고, 체 료

선발제도 하에서 성균 이 차지하는 상도 높아졌다. 성균  유생들의 정치활동

을 규제하려는 시도도 외형 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국왕의 과도

한 개입은 성균  유생들을 축시키고, 재임의 권 를 떨어뜨리며 성균 의 질서

를 훼손시켰다. 독자 인 행과 조직이 훼손된 성균 은 구심을 잃은 채 표류하

고, 이른바 국가의 元氣라고 일컬어지는 士氣도 하되었다. 

성균  유생들을 우하여 士氣를 배양한다는 논리는 이념 인 구호에 그쳤을 

뿐 더 이상 성균 을 두고 士氣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조  후반으로 가

면 갈수록 성균  유생들이 정치  견해를 표출하는 일도 없어졌고, 이로 인해 국

왕과 충돌하거나 유생들끼리 충돌하는 일도 없어졌다. 성균 은 과거 시험을 한 

강학 장소로 변화하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 다. 이것은 정치  무 심을 수반하

는 것이었다. 

조는 유생들이 평소 학업에 열 하다가 국왕과 국가의 안 를 해 士氣를 

발휘하는 충신이 되기를 기 하 다. 그러나 조의 계속된 압박으로 성균  유생

들은 어떠한 사안에 해서도 정치 인 견해를 밝히지 못한 채 가능한 한 국왕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 다. 성균  유생들은 국왕이 실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도 침묵으로 일 하 다. 국가의 元氣이자 재야의 官으로 불리던 성균  유생들

은 이제 정치  망자로 락하여 정치의 장에서 사라져 갔다. 

성균 은 이념 으로 문묘를 수호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교육기 이지만 시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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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역할과 상이 달랐다. 조선 기의 성균 이 료 비군을 배양하는 교육기

이었다면 붕당정치기의 성균 은 士林公論과 黨論을 변하는 정치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탕평정치기에 이르러서는 과거 응시를 해 일정기간 몸담

아야 하는 연수기 이 되었다. 정치색을 벗고 수학기 으로 탈바꿈한 무색무취의 

성균 은 세간의 비 에 시달리며 권 가 실추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균 이 

학교로 거듭났다는 것은 조가 일궈낸 요한 성과 다. 이를 기반으로 성균  

수학의 내실을 기하고 실추된 권 를 회복하는 것은 정조 의 과제로 남겨졌다. 

논문투고일(2014. 4. 30),   심사일(2014. 5. 31),   게재확정일(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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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of the Seong’gyun-gwan students 

and their demoralization during King Yeongjo’s reign

Park, Hyun Soon

King Yeongjo, who promoted the policy of Tangpyeong, intended to get rid of the 

conflicts and clashes between Bungdang parties, and tried to restore an official governing 

system with the leadership of the king at the center. So he increased the time of lectures 

in order to reinforce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the Seong’gyun-gwan university. And he 

also prohibited the student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Contrary to his plans, the 

students had been trying to secure spaces of their own through political actions. Tension 

between the king, the Seong’gyun-gwan students and their supporters(the governmental 

officials) continued to rise.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political role of the 

Seong’gyun-gwan students, their status, the prohibition on their political activities, as well 

as the result.

Key words : Seong’gyun-gwan, Confucian Students' Memorials, Kongkwan, Kwondang, 

Confucian Students’ punishment, Student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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