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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부끄럽고 부족한 입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과 도

움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도교수이신 유석춘 선생님

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적절한 지적과 함께 따뜻한 격려

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재주에다 게으르기까지 한 제자에게 선생님의 격려

는 더할 수 없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외유 중이신 선생님과 조만간 좋은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병재 선생님과 송복 선생님은 한국 전통과 

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히 논문을 쓴다는 의미 이상으로 제게 많

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신 두 분 선생님의 

선비정신, 그 文史哲의 정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논문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김상준, 함재봉 두 선생님은 허술한 제 논문이 조금이나마 모양새를 갖추도록 

여러 가지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역량부족으로 두 분의 지적과 기대

에 턱없이 못 미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의 분발로 감사와 미안함을 대신

하려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다른 선생님들께도 제자로서 많은 빚을 졌습

니다. 사회학적 지식은 물론이요 學人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주신 그 분들께 논문

을 마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주례로서 제가 배우자를 맞이하는 자리

까지 빛내주셨던 안계춘 선생님께는 그간 논문을 핑계로 감사의 말 조차 전하지 

못했습니다. 동양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곧 논문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함께 생활했던 선후배, 동료들은 기나긴 의 고통과 

무지의 좌절을 이겨내게 한 소중한 힘이었습니다. 그들과의 함께 함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물론이요 저의 대학원 생활도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과 초

조 속에 의기소침하기 일쑤 던 저에게 상철형과 병 형의 위로는 긴장을 푸는 동

시에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게 하는 따뜻한 지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승훈과 범

은 자 그대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同學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공간은 달리 하고 있지만, 세훈과 현성 역시 하나에서 열까지 함께 기뻐하고 

같이 푸념할 수 있었던 좋은 벗이었습니다. 고통의 공간 위당관 420호를 함께 했던 

동료들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들 모



두에게 감사하며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인생의 길은 다르지만 코흘

리개시절부터 우정을 나눠온 상원, 은용, 훈주, 출생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논문의 와중에 잠깐씩 만나는 그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내 지친 삶

의 청량제 습니다. 

   지금 고향 남쪽바다 곁을 거닐고 계실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늘 가슴 한켠의 싸함으로 다가오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분들은 이 논문의 실

질적 저자이기도 합니다. 淺學菲才의 아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늦어지는 공부에도 

그저 격려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두 분이 계셨기에 그나마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부족하나마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어머니이신 장모님

께도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장모님께서는 기나긴 사위의 공

부에 때아니게 수험생 뒷바라지를 하셔야 했지만, 늘 기도와 격려로 저와 제 가정

을 지켜주셨습니다. 항상 수고하심과 함께 어느 날 보내주신 격려의 노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양가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그 

분들께 바칩니다. 아울러 속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양가의 형제들에게도 고마움과 

애정을 함께 전합니다.         

   돌아보건대, 논문을 쓰는 과정은 저보다는 아내 미애에게 더 고통과 인내를 요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다 가내 대소사를 팽개친 남편 몫까지 

더해져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딸, 지민이 역시 

그 나이에 의당 누려야 할 아빠의 사랑을 문도 모른 채 유보당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사랑과 인내와 격려로 남편과 아빠를 지켜봐 준 내 가족

에게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늦은 밤 들어서는 현관 문 앞에서 그들이 보

여준 환한 미소는 제 삶을 감사하게 하는 소중한 힘이었습니다. 미애와 지민에게 

남편과 아빠의 진심어린 사랑을 전하며 이만 감사의 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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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줄임글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공공성: 이념․구조․변화

  이 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사회로서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이념적, 구조적 특성

과 변동의 논리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는데 있다.  특히 이 에서는 조선중

기의 사림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사림정치의 이념과 구조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고

찰한다.  조선 중기 사림정치는 수많은 세력이 포진하여 상호 연합하고 갈등한 통

태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공공성’의 논리가 강한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의 주된 입장이다.  유교적 공공성이란 ‘지

배계급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넘어서서 보편주의적 기준에 따라 일반 백성들

과 전체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실천도덕적 지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공공성의 논리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도 정당성의 중요한 잣대로 기능

했다는 점이다.  조선의 사림정치는 공공적 정당성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성립

하 고, 마찬가지로 그 투쟁의 동력에 의해 제도화되고 또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조선의 지배질서 속에는 ‘도덕적 사회계약’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  지배계급인 士의 특권적 지위는 그들이 지배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도덕정

치를 구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었다.  말하자면 士계

층이 공공적 지배를 실천하지 못하고 지배의 양상을 私的차원으로 파해시킬 때, 거

기에는 중대한 비판과 책임이 뒤따랐던 것이 성리학적 질서의 계약적, 조건적 성격

이었다.  유교에서‘放代論’이 존재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이 등장한 시기는 집권 훈구세력에 의해 지배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

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득권세력이었던 훈구들은 지배의 공공성보다는 권력을 독

점하고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앙집

권기획을 매개로 권력구조의 폐쇄성을 강화하 고, 여기에 기반하여 향촌을 중앙에 

부속시키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일방적 국가주의 세력이었다.  이에 비해 

사람들은 소외된 ‘사회’세력으로서 분권적, 鄕黨的 색채를 뚜렷이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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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그들은 지배의 공공성 원리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던 성리학적 근본주의 

세력이었다.  사람의 입장에서 당시 훈구의 지배행태는 자신들의 향촌적 기반을 위

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성리학적 사회계약의 요구를 심각하게 위반

하는 것이었다.  결국 성리학적 근본주의자 던 그들은 훈구의 계약 위반을 좌시하

지 않았고,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비판 및 투쟁을 전개하 다.  士禍

는 이러한 사림의 비판과 훈구의 反비판이 극적으로 충돌한 결과 다.

  士禍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권세력이 된 사림은 자신들이 신봉해온 지배의 공공

성 원리를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제도화하 다.  공론정치로 불리는 사림정치는 이

러한 제도적 체계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사림 공론정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士계층의 광범위한 여론, 

즉 公을 수렴하여 이를 정치에 반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찬가지로 권력의 공공성

을 위해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를 반 하고 있던 것이 

‘붕당체제’와 중앙-향촌의 ‘조율적 분화체제’ 다.  공론을 매개로 중앙의 붕당과 향

촌의 정치기구(서원, 향회)가 비판과 후원을 교환했던 것은 지배의 공공성을 확보

하려는 사림정치의 전략적 산물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림이 공론정치는 공공적 지

배의 이념형적인 모습이었다.  결국 이 시기의 붕당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상호 공

공성을 경쟁함으로써 권력의 분점 및 공존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사림의 공론정치는 그들이 신봉했던 공공성의 원리가 내용적 의미를 상

실하고 형식화함으로써 급격하게 파행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시기의 공공성은 

백성과 사회의 보편적 이익이나 迨者의 자기규제와 같은 실천적 내용보다는 사변

적 이론이나 형식적 禮의 준수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제 권력투쟁은 

공공성의 내용적 경쟁이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 이론 해석이나 禮에의 부합 경쟁

으로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배의 공공성 역시 실질적 내용 원리

가 아니라 교조적 형식논리로 전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림 고유의 근본주

의적 속성은 이 시기에 이르러 집권 붕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반대 붕당을 

철저히 적대케 하는 교조적 에너지로 변질되고 만다.  공론정치에 따른 정치참여층

의 확대가 집권의 희소성을 높 고, 이로부터 격화된 권력투쟁이 붕당정치 본연의 

공존 논리를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본주의는 붕당체제의 공존 논리

를 부정하는 탈제도적 에너지로 전화했던 것이다.  붕당체제와 조율적 분화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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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면서 조선사회에서 지배의 공공적 성격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 이 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해보았거니와 논문의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Ⅰ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밝히고 

Ⅱ장에서는 동양사회에 대한 기존의 사회학이론을 소개하는 동시에 조선사회의 기

본 성격과 지배 구조를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사림정치의 

이념적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유교(성리학)를 그 역사적 변화 맥락과 특징적 성격, 

이론구조의 면에서 고찰하며, Ⅳ장에서는 조선 중기 정치의 주체로서 사림세력의 

사회구조적 위치와 성격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사림적 공론정치의 제도 사례와 의

미를 살핀다.  Ⅴ장에서는 그러한 사림정치가 어떠한 동학에 의해 기원, 성립 및 

변화되어 갔으며, 각 시기별 성격과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한 다음, Ⅵ장 결

론에서 내용 요약과 함께 사림정치의 성격과 함의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을 맺

는다.

------------------------------------------------------------------

주요어 : 사림, 공공성, 근본주의, 유교, 성리학적 사회계약, 지배, 공론, 향촌, 사화, 

붕당, 도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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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 제기와 그 배경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구조와 성격을 해명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주

변 역으로 머물러 왔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 현대사의 지배적 담론이자 실천 양

식이었던 ‘모더니티 프로젝트(the project of modernity)’의 향력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이 찬, 2001: 19-21; 임현진, 1996: 187-193). 현실은 물론이요 

이론적인 면에서도 모더니티의 담론체계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전통(사회)의 

구조와 논리를 ‘反근대’ 혹은 ‘非근대’라는 근대(사회)의 대립항으로서만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이다.1) 특히 모더니티의 담론을 세계에 대한 해석체계이자 이론틀로 수

입한 우리의 경우에 그 맹점과 현실적 괴리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전통사회에 

대한 인식의 이면에 이렇듯 언어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은 전통사회에 대한 

체계적 접근 자체를 차단한 중요한 배경이기도 했다(조혜정, 1992). 한국 전통사회

를 대상으로 한 사회학적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해 보

이지 않는다. 전통에 대한 부정적 경험2), 신화화된 모더니티의 세계관, 대안적 언

어의 부재. 이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여 만들어낸 효과는 단연 전통과 전통사회의 

폄하와 관심의 방기 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의 급진적 근대화 논리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문화․이념적 전통으로 

1) 에드워드 쉴즈는 과학주의와 계몽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현대 사회과학이 전통의 문제

를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지적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Shils, 1981). 그의 지적은 특히 오늘날 한국의 사회과학적 상황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근대화 프로젝트 자체가 전통의 부정 혹은 전통의 극복을 기치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Eisenstadt, 1973: 1-11).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합방과 식민지 그

리고 전쟁과 분단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거치면서 전통에 대한 극단적 부정과 혐오를 내면화

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세계최빈국의 초조감과 결합하여 역설적으로 근대화에 적극 매진

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전이됐다고 볼 수 있다. 전통을 고난의 진원이자 부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근대(화)를 그 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가 만들어낸 세계관적 이분법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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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온 유교와 그것의 구조적 장(場)이었던 유교적 조선사회는 마치 현재적 병

리와 질곡을 배태한 원초적 진원인양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6, 70년대의 고

도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유교적 전통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3) 오

늘날 세계화 논리의 득세는 그것이 상황적 관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유교와 전통사회의 유산이 오늘날 파행화된 근대성

의 책임소재로 지목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우리사회의 ‘비합리'와 ‘불투명'의 기원

을 그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형이 아닌가 싶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인식이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인식론적인 차원으로서 ‘모더니티 패러다임’4)으로 유교와 

전통사회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의 가능성이다. 역사적 이념으

로서 유교와 전통사회로서의 조선사회는 현재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모더니티 패

러다임으로부터 시간적으로는 물론 역사적 공간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모더니티의 구축과정이란 서구에서 발원한 새로운 세계관과 제도들의 공

3)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주로 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Hamilton and 

Biggart, 1988; Amsden, 1989). 이들 논의의 특징은 주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차별적

인 한국의 문화, 제도적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것의 작동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었다. 그 중에

서도 특히 자원동원의 주체로서의 ‘국가’ 그리고 그것에 기능적이었던 ‘유교적 가치’ 등이 주

목의 대상이 되었다. 

4) 최근 사회과학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더니티’의 해석 문제이다. 단순화시켜볼 때 이 논쟁의 대결 구도는 모더

니티의 서구편향성과 폐해를 문제삼아 그것의 보편성을 의문시하는 아시아적 가치의 옹호입

장과 핵심적인 모더니티 가치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아시아적 가치야말로 모더니티의 

왜곡을 유발한 주 요인이라고 비판하는 반대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Fukuyama, 1995; Bell, 

1996; Lawson, 1996; Lande, 1998, 유석춘, 1997a; 함재봉, 1998).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관련

하여 이 논쟁의 의의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우선 옹호 입장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아시아적 가치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 보편성을 설득시켜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현실분석의 틀로서도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반대의 입장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반하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이

데올로기적 관점에 서서 비판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아시아적 가치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

각하는 권력편향적 함의에 대한 비판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자의 논쟁이 

다소 빗나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자 공히 아시아적 가

치에 대한 구체적 지식의 부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떤 면에서 양자는 

내용없는 개념을 둘러싸고 각자 지향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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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이식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심과 잣대에 

의거하여 유교와 전통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그 내적 역동성

을 간과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 지식의 차원이다. 유교와 조선사회에 대한 기간의 사회과학적 

지식은 주로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해 방식 역시 구체적 사

실에 근거한 귀납적 이해보다는 특정 이론으로부터 추론한 연역적 이해에 편중되

어 있었다. 이론과 연역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이 구체적 지식

으로 끊임없이 검증되고 교정되지 않을 때 그 효과는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나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Burke, 1992). 구체적인 역사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 채 

모더니티 패러다임에 의해 개념적으로 이해된 유교와 전통사회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굴절되고 제한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5) 문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제약된 전통사회의 이해가 오늘날까지 주도적인 

사회과학 담론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있다(함재봉, 1998: 299-301).

   이상의 상황인식이 대변하듯 본 논문은 전통이념인 유교와 조선사회가 모더니

티로부터의 상대화 효과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엄 한 학적 

조명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는 기본적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 일례로 최근 사

회학계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국가/시민사회 논의에서도 우리는 불충분한 유교

와 전통사회의 이해가 부정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시민사회

론이 상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구도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와 미약

한 시민사회로 대별된다. 주목할 사실은 한국 사회의 국가중심성을 문제삼는 많은 

논자들이 그것의 주요한 역사․구조적 기원의 하나로서 ‘유교적 전통(사회)의 국가

(官)주의적 편향’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Henderson, 1968; Pye, 1985; Steinberg, 

1997). 여기에서 유교는 군주와 문사계급의 권위와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집

권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仁’으로 대표되는 私的 情誼의 원리를 근간으로 가족과 

5) 이런 맥락에서 사회학적 동양사회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막스 베버에 대한 평가 역시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지대한 향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Weber 1951), 베버

가 불가피하게 가졌던 서구중심적 한계와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은 일정 정도 동양사회

에 대한 편향을 유발하 기 때문이다. 특히 宋代 이후의 성리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베버는 애초에 유교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베버의 동양사회론을 비판적으로 논한 로서는 Metzger(1977), 정재식

(1982)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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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무매개적으로 연결, 결합시키는 전근대적 사회철학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조선사회는 그러한 이념적 지지 위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매개로 군주와 양반관

료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한 역사적 제도화 사례로서 구조적 수준에서 공공성을 찾

아보기 힘들었던 자의적 권위주의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다음 이들의 결합이 

권위주의 국가와 시민사회 부재의 문화․제도적 전통으로 응고되어 일제와 미군정

을 거쳐 오늘날에도 국가권력의 이해에 따라 일정하게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

해된다. 결국 이 논의에서도 우리는 유교와 전통사회가 현대의 곤란을 초래한 부정

적 기원으로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동안의 사회학적 동양사회론은 조선사회를 주로 유

교적 사적 원리가 지배한 전제적, 권위주의 사회로 이해해왔고, 그 구조적 조건 역

시 이러한 사적 원리를 담보하는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진단

의 사회학적 함의는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조선사회가 유교에서 연원한 사적 정의

의 원리에 깊이 침윤되어 있어 그로부터 어떠한 공공성의 원리나 체계도 발전하기 

어려웠다는 부정적 메시지인 것이다(Weber, 1991; 차성환, 1992).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과연 그러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유교는 

권위주의 국가와 결핍된 공공성의 논리를 스스로의 이념적 중핵으로 하는 일방적, 

보수적 사유체계 으며,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사회는 그러한 논리의 충실한 제도

적 구현체 는가? 그리하여 이념과 현실을 아우르는 공공성 부재의 유교전통이 현

대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정치와 시민사회 부재를 낳은 불투명과 비합리의 원초적 

기원인 것인가?6)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조선사회의 구조와 성격, 

그 가운데서도 지배 및 권력구조와 그 성격을 유교이념과 관련된 조선사회의 역사

적 맥락 속에서 해석적으로 재조명해보려 한다. 근대화론이 구축한 시계열적 발전

론과 전통/현대의 이분법을 상대화하면서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특유의 지배구조

와 변동의 논리를 사회학적으로 규명해보려는 것이다.     

   통념적 이해와는 달리 유교는 적어도 정치 및 권력 역에서 ‘공공성의 논리’를 

6) 당연히 이러한 의문이 유교와 전통사회에 대한 복고적 묵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유

교이념과 전통 조선사회는 과거의 산물인 만큼 그 속에 내재된 시대적 한계라는 것은 필연

적이다. 이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내재적 한계나 구조적인 모

순이 게재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이 문제삼는 것은 그것들이 근대의 잣

대에 의해 상대적․일면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지식의 부재로 인해 객관적

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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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로 했으며, 그것이 사림세력 특유의 ‘근본주의적(fundamentalistic)’ 실천성향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면서 당대의 지배지형을 구조화하고 변동시킨 핵심 동력으로 기

능했다는 것이 이 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교적 공공성의 

논리에 주목하여 이 공공성의 논리가 조선 중기의 사림세력의 근본주의적 성향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지배 및 권력관계로 제도화되고 혹은 변화되어 가는지를 중점

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간의 전통사회에 대한 공공성 부재의 논리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현대 한국 정치의 사적, 권위주의적 측면

이 유교와 전통사회의 직접적․본원적 유산으로 일반화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이는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제도적 구성과 논리가 흔히 인식하는 바와는 달리 현

대의 국가중심적 지형과는 대조되는 양상을 띄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유교적 공공

성의 논리가 놓여있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조혜인, 1993; 최이돈, 1997; 김왕수, 

1991; 이태진, 1998: 7장). 만약 이러한 가설적 주장이 확인된다면, 현대 한국의 정

치, 사회적 지형 및 성격의 기원을 유교와 조선사회의 제도적 전통과 결부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과의 오류임과 동시에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된다. 

   2.  연구 목적과 과제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한국의 전통사회로서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지배 및 

정치구조의 특성과 변동의 과정을 ‘유교적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학적으로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조선사회의 구조적, 이념적 특성을 이념형

적으로 대변한다고 생각되는 조선 중기의 사림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그 공공적 논

리와 체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그것이 기원, 정착 및 파행화되는 변동의 계기를 밝

히는 것이 이 의 목적이다. 상기한 대로 한국의 전통사회인 조선사회는 그간 사

회학적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은 물론, 숱한 현재적 모순의 역사적 근원인

양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분히 선험적인 이러한 이해방식이 전통사회에 대한 과

학적 인식을 가로막음과 동시에 자칫 현재와 과거의 적확한 연결관계를 호도할 가

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앞서의 문제제기 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조선 중기의 정치 및 지배구조와 성격 그리고 그 변화의 동력을 역사사회학 내지 

사회이론적 측면에서 해석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 이 의 기본 입장이자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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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에서는 분석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명을 시도한다. 첫째는 조선사회의 정치(혹은 지배)

의 기본 성격 문제로서 과연 조선사회가 그 제도적, 구조적 특징의 하나로서 국가

중심적이고 전제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견지하 는가 하는 물음이다. 그 동안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상식화된 관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국가중심의 권위주의 체제에 

있었다고 할만큼 이러한 규정은 오래고 강력한 것이다.7)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조선사회 정치구조의 성격과 변화의 계기를 이해하는 주요한 배경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림과 결합한 성리학 이념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실천적 측면

에서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과제는 성리학

이 내장하고 있던 정치와 권력의 공공성이론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기한 대로 조선시대의 유교인 성리학은 공식적인 국가이념으로서 

군주와 지배집단의 이해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봉사했다는 이유에서 유교의 부정적 

이념형으로 평가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유교가 특수주의적이고 사적

인 세계관을 조장함으로써 공공적 인식과 실천들을 가로막았다는 주장 역시 오늘

날 통념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우선 유교이념에 대한 정당한 이해라는 

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며, 나아가 사림정치에서 성리학이 행한 규범적 역

할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리학의 본질에 대한 천착과 

함께 그 이념적 기능과 역할이 보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실천주체의 문제로서 조선 사림세력의 구조적 위치와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과제이다. 이들은 흔히 양반사대부라는 범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

나, 사실 양반 내부에는 사회경제적 조건, 신분 구성, 이념적 지향, 정치적 실천양

상 등에서 다층적이고 복잡한 분기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간에는 갈등

과 타협의 복합적인 계기가 작용하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정치와 지배구

7) 대표적으로 김용덕(1976)은 조선사회의 정치체제를 고도의 보수성 원리에 기반한 절대주

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절대주의설의 특징은 서구에서 절대군주의 지배를 정당화했던 왕권

신수설(王權神授說)과 조선의 유교교리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던 이념으로 간주하고 

조선의 군주가 유교교리를 통해 초계급적인 존재로서의 절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왕수, 1991: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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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동을 야기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많은 

연구들처럼 조선왕조의 지배계급이라는 단일 범주로 이들을 파악하는 것은 조선사

회의 구조와 변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停態化하는 단견을 재현할 뿐이다. 특

히 양반의 하위분파로서 사림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종교적 근본주의 성향은 그것

이 기존 지배구조의 균열과 함께 사림정치의 정착을 가져온 주요한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고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과제는 이상의 종합적 이해 위에서 사림정치가 기원하고 성립하며 변화

해간 구체적 양상들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유교적 공공성의 논리에 터한 사림정치

가 구체적으로 중앙과 향촌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 또한 士禍期와 朋黨

期를 거치면서 사림정치의 단계별 성격과 양상은 어떻게 주조되고 변화되어 갔는

가,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와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 과제의 주된 요지

라고 할 수 있다. 축약컨대 이는 사림정치의 동학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짐작되는 바와 같이, 이상의 연구 과제는 분석적 구분일 뿐 실제로는 복합적으

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과제의 해명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도될 것이다. 당연히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는 고착화된 정태가 아니라 갈등하고 

요동한 유기적 동태 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 모순의 근원을 역사

에 비추어 반추하고 과학적으로 재고하는 작업은 언제나 필요한 요청이다. 근․현

대사의 질곡 속에서 흔히 역사와 전통을 현재적 모순의 부정적 기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와의 긴장이라는 이

론적 당위에 앞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실천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전통사회에 대

한 사회학적 연구로서 이 이 갖고 있는 이론적, 실천적 의의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조선 중기의 사림지배구조’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사회

는 500여 년에 걸쳐 양반사대부들에 의한 지배체제를 견지해왔지만, 그 주도세력과 

지배의 원리라는 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가 鮮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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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세력과 그에 뒤이은 공신세력 주도의 ‘勳舊政治期’에서 ‘士林政治期’로의 변화

이고, 두 번째가 ‘士林政治期’에서 蕩平期라는 과도기를 거쳐 소수 閥閱가문이 주도

하게 되는 ‘勢道政治期’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사회의 전개를 전기, 중

기, 후기로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하다.8) 이 가운데 조선 중기는 대략 15세

기말로부터 17세기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국왕으로 환산할 때 9대 성종기

(1469-1494)부터 19대 숙종기(1674-1720)까지가 이 의 연구대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이 조선 중기 사림정치기의 지배구조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왕조의 전개

과정은 예외없이 성립, 성장 그리고 쇠퇴의 길을 걷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왕조의 가장 완숙되고 전형적인 모습은 아무래도 성장기의 그것일 수밖에 없고 이

는 시기적으로 중기의 양상에 가장 잘 반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위의 일반론에 부합하되 조선 중기 사림지배구조가 가지고 있

던 대표성의 비교 우위에 근거한다. 조선 중기에 등장한 사림지배구조는 구성원리

라는 면에서 그 이전 및 이후의 양상과 확연히 구분될 뿐 아니라 이념적 지향의 

면에서도 유교 정치의 정수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평가된다. 간단한 예로 중기의 

사림지배구조는 정치 및 지배의 견제와 균형원리, 중앙국가와 (향촌)사회의 상호관

8) 조선사회의 시기구분 문제는 역사학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체적

인 경향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이분법적 구분이 약화되고 전, 중, 후기의 시기 구분이 설득

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김현 , 2000: 85-87). 전통적인 시기구분의 입장은 임진왜란을 중심

으로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으로 조선 전기의 안정

적 사회체제가 후기에 와서 해이해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는 견해라는 점에서 1960년대 이후 발전론적 시각에 의해 비판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에 비해 최근의 조선 중기 설정론은 조선의 역사를 국가성립 및 토대 확립의 1기(15세기), 

양반지배체제가 안정되는 2기(16, 17세기), 양반지배체제가 동요되는 3기(18세기 이후)로 구

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우선 양란의 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양란의 피해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복구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란을 통해 사족지배체제가 보다 확고해

지거나 최소한 유지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김성우, 2001: 373-421). 두 번째 근거는 기존의 

전, 후기 구분법이 사족지배체제가 형성, 발전되는 16, 17세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시기 3분법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지배구조의 성격을 훈구정치

기, 사림정치기, 세도정치기로 나누어 보는 입장(이태진, 1991)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조선시대 시기 구분을 둘러싼 쟁점과 논쟁의 구도에 대해서는 김성우(1995), 오종록

(1995), 고 진(1995)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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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공성에 입각한 도덕정치의 실천 및 제도화 수준 등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전 및 이후 시대와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公論의 제도화’라는 조선 사

회 특유의 구조적 압력이 이념형적인 형태로 발현되었던 시기가 바로 조선 중기이

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사림의 지배체제 속에 구현돼 

있었던 것이다(최이돈, 1997). 조선사회의 구조와 논리를 해명함에 있어 중기의 사

림지배체제가 연구대상으로서 대표성은 갖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한편, 이 이 시기적으로 조선 중기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이미 밝힌 대로 

중기의 사림 지배구조가 조선의 이념형적인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까닭이

다. 하지만 연구 대상으로서 사림 지배구조의 독특한 성격이 고립된 역사적 실체로 

파악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의 정확한 이해는 전후의 역사적 변동 맥락 위에서

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넓게 본다면 본 연구는 전, 후기를 막론한 조선

왕조의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선 사회의 지배구조를 이념

형적으로 설명하려는 이 의 사회학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기와 후기는 배경적 

맥락이나 비교의 관점에서만 축약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연구방법의 면에서 이 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통사

회로서 조선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부분 역사학계의 문헌에 기대고 있

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문제는 사회학도로서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 일차적인 

史料 보다는 대부분 역사학계의 이차적 연구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한

계이기도 하다. 역사학의 축적된 성과와 사회과학의 여러 시각을 궤환적으로 교차

시킴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려 한다.   

   史實을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해석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조선 중기 사림정치를 구성했던 구조적 조건과 사회세력 그리고 그

들이 몸담고 있던 제도, 기구, 이념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도 그래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이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학 연구들

이 다소 산만한 사실기술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 해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역사사회학적 성격을 가

지는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

다.  

   첫째는 이념형(ideal type)적 방법이다. 이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림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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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유관 제도, 이념들은 실제 운 상에서 상당한 변이와 파행이 없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시기적 맥락에 따라 그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사림

의 성격이나 실천 양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 연구대상은 그 성격과 내용

을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되 궁극적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의 이념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조선 중기 사림지배의 내용이 그간의 역사학

적 지평에서 사회학적 지평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서 묘사

하는 事象들은 기본적으로 이념형이다.

   둘째는 체계론적 방법으로서 조선사회를 수많은 하위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된 하나의 종합적인 상호작용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사회는 이념, 

제도, 사회세력의 면에서 다른 어떤 전통사회보다 유기적인 체계성이 돋보 던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인식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거나 적

어도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 중심의 일방적 체계, 兩亂 등 외부충격에 대한 

수동적 반응체계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역과 행위 주

체를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작동과 변동의 매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인 연구에 보다 부합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셋째는 비교의 방법으로서 위에서 밝힌 이념형 및 체계론적 구성에 기반하여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구조적 성격을 내부적으로 사화기, 붕당정치기, 붕당파행기 

그리고 외부적으로 조선 전기 및 후기의 양상과 견주어보는 것이다. 비교방법의 효

과는 짐작하는 바와 같이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시기적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부

각시킬 뿐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의 거시적 변동 흐름과 그 변동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보다 확장한다면, 조선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

회와 어떻게 연속되고 단절되는지를 일반론적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근대화와 사회발전에 전통사회의 어떤 측면이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단절되

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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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동양사회의 이론 및 조선사회의 기본 인식

   1.  사회(학)사상과 동양사회 

   동양사회의 성격은 흔히 ‘중앙집권적 전제주의’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조선사회 역시 오랫동안 이 개념을 통해 포착되어 왔다. 여기에서 특별히 검토를 

요하는 부분은 ‘전제주의(despotism)’라는 政體의 개념이다. 하나의 사회과학적 개

념으로서 이러한 전통사회 규정은 일면 가치중립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9)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면 중앙집권적 전제주의라는 규정 이면에는 뿌리깊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놓칠 수 없다.10) 분석적 유용

성도 의심스럽거니와 중앙집권적 전제주의의 개념 속에는 停滯와 후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송 배, 1987: 125-126). 

   근대 이후 서구는 타 지역의 문화 특히 동양문화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해하

려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자본주의가 서구를 넘어 새로운 문화권인 아

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팽창해감에 따라 더욱 절실해졌다. 이 과정은 서구 문화권

이 정치, 경제적으로 비서구 문화권을 복속시켰던 근대의 역사적 전개와 궤를 같이 

한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이러한 근대의 맥락 속에서 서구중심적 기준에 의해 만들

어진 동양의 타자화 혹은 왜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중앙집

권적 전제주의 개념 역시 애초에 서구 유럽의 절대주의 시대에 그들이 구축하 던 

9) 하지만 이미 몇몇 학자들은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용어를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

다고 주장해왔다. 일례로 고들리에는 동양적 전제주의를 분석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

의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파악한다(Godelier, 1981). 주로 맑스의 동양사회론을 겨냥한 홉스

봄 역시 맑스의 동양사회 이해가 잘못된 증거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동양사

회의 停滯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맑스의 사상 중에서 포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Hobsbawm, 1972).   

10)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학자는 주지하는 바대로 에드워드 사이드(E. 

Seid)이다. 그는 자신의 책 첫머리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비서구에 대해 가르치고 저술하고 

연구한 서구인의 일반적인 사고 형태’ 또는 ‘서구와 비서구의 구별의식에 기초한 인식론적이

고 존재론적인 서구인 일반의 사고형태’ 그리고 ‘비서구를 복속시키고 지배하면서 생긴 서구

인의 사고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aid, 197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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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배양식을 옹호하기 위한 비교개념으로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Hindes 

& Hirst, 1975: 213). 

   1) 근대 사회사상의 동양사회 인식

   서구의 사회사상가들이 동양사회를 전제주의와 停滯의 사회로 이해해온 것은 

사회학이 제도적으로 성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 그 기원을 따진다면 그리스시대

까지도 소급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리엔탈리즘의 본격적인 확산은 서구 근대

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서구와 비서구

의 政體를 ‘전제정’과 ‘군주정’으로 나누고, 비서구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제군

주의 노예인 반면 서구사회는 모든 사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로 파악하 다. 그

는 입헌군주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입헌정치와 법치주의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주장

하기 위해 자유에 대한 순수 부정의 형태로서 전제주의를 상정한 것이다. 그에 앞

서 보댕(Bodin)은 군주제를 ‘왕권 군주정(royal monarch)’, ‘ 주 군주정(seigneurial 

monarch)’, ‘전제 군주정(tyrannic monarch)’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 는데, 당시 

유럽의 절대군주제에 해당하는 왕권 군주정은 군주의 법과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臣民들이 자연법에 의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 반면, 동양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전제 군주정은 군주가 자연법을 무시하고 모든 신민을 노예

로 삼아 그들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보았다(김세연, 1985: 112-118).

   서구 사상가들의 전제주의적 동양관은 헤겔(Hegel)에 와서 보다 정교화되고 세

련화된다(Marcuse, 1984: 243-265). 헤겔은 주지하는 바대로 세계사의 전개과정을 

개념의 자기실현과정, 다시 말해 궁극적 실체인 정신이 자신의 본질로서 자유를 실

현해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Hegel, 1976: 74). 그에게 있어 역사란 ‘세계정신’이 

그 하위체계라 할 수 있는 ‘민족정신’을 매개로 궁극적인 자유를 지향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문제는 그가 각 개별 민족정신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민족정신은 세계정신의 자유 실현의 매개체로서 고유의 역

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포된 자유의식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단계적 혹

은 위계적으로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헤겔의 불평등한 동양관이 도

출된다.   

   그가 파악한 ‘동양적 세계’는 자유의식의 위계상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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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성에 깊이 매몰되어 있어 개별성만 존재할 뿐 스스로의 본질인 자유를 의

식하지 못하는 미개의 상태 다. 이에 비해 ‘그리스-로마 세계’와 이를 경유한 ‘독

일 기독교 세계’는 자유의식이 보다 고양된 상위의 단계로서 이 세계에서의 정신은 

특수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유로부터 순수하게 보편성을 갖춘 자유로 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헤겔의 위계적 세계 인식은 ‘동양적 세계는 한 사람만이 자유

롭고 그리스-로마 세계는 몇 사람만이 자유로운데 비해 독일적 세계에서는 만인이 

자유롭다’고 한 그의 진술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Hegel, 1985: 89). 뿐만 아니

라 인류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정치형태 상의 진보를 ‘전제정치’, ‘귀족정치’, ‘(입헌)

군주정치’의 순으로 구분하고, 최초의 정치형태인 전제정치에 동양적 세계를, 최초

의 완전한 자유 국가 형태인 (입헌)군주정치에 독일 기독교 세계를 각각 대응시킨 

사람이 바로 헤겔이었다(Marcuse, 1983: 253-255). 결국 헤겔에게서 세계정신의 자

유실현 과정이 곧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의 기준은 곧 서구 기독교세계 고 그

로부터 상대화된 동양적 세계란 자유의 반성적 계기조차 차단된 인류의 원초적 단

계에 다름 아니었다(Hegel, 1985). 이렇듯 서구의 사회사상에서 부정적 동양관이 

형성, 강화된 데에는 헤겔의 향력이 지대하 으며, 특히 그의 철학 속에 내포된 

보편주의적 지향과 근대화론적 함의가 여기에 기여하 다. 헤겔의 ‘이성의 간지(奸

智)’ 논리야말로 세계정신이 민족정신을 폐기한다는 철학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으

로 서구에 의한 비서구의 타자화 혹은 식민화를 가능하게 한 사상적 오리엔탈리즘

이었다.11)     

   2) 맑스의 동양사회 인식

   서구의 근대 사회사상을 모태로 한 사회학이 헤겔 류의 전제주의적 동양관을 

이어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대표적으로 맑스(Marx)의 

11) 아비네리(S. Avineri)는 이러한 헤겔의 역사철학적 논리가 마르크스의 식민주의론에 그

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본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세계정신의 자유실현 과정에서 개별 

민족정신의 차별적 위치 설정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 민족정신의 폐기 가능성까지 용인한 

‘역사적 이성의 간지(奸智)’야말로 마르크스 식민주의의 철학적 토대 다고 할 수 있다

(Avineri, 1968). 이런 맥락에서 헤겔의 작업은 이전의 단편적 동양사회 인식을 넘은 부정적 

동양관의 철학적 체계화인 동시에 이후의 사회학적 오리엔탈리즘을 낳은 사상적 기반의 하

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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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Bailey and Llobera, 1981; 

Anderson, 1974; Wittfogel, 1957). 주지하다시피 맑스의 동양사회론은 베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체계적이고 산만한 형태로 개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주된 관심

과 논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칠게나마 맑스의 동

양사회론이 그의 체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의 대립항으로서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제반 역사적 생산양식의 한 가지 사례를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12)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맑스가 동양사회

를 역사발전의 구조적 계기를 결여한 사회로 이해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변화의 계

기가 미약한 사회로 이해하 다는 사실이다. 

   맑스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파악한 동양사회의 몇 가지 핵심적 특징으로부터 

도출된다(Marx, 1993: 21; 김세연, 1985; 25-26; 송 배, 1987: 133). 

① 토지 사유재산제도의 결여

② 국가는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자로 등장한다. 지방적 차원에서 토지는 촌락구성

원들이 공동으로 점유한다. 따라서 촌락공동체는 ‘동양적 전제주의의 굳건한 토대’

이다.

③ 지대와 지세는 동일하다.

④ 농업 및 수공업은 자급자족하는 촌락경제의 폐쇄 체제에 통합되어 있다. 

⑤ 중앙집권화된 국가는 사회의 경제적 요인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주로 관개 및 

도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⑥ 고도로 통합되어 자급자족하는 지방주의와 결합된 중앙집권화된 관료주의가 동양

사회의 정체되고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설명한다. 

이러한 요약을 통해 보건대, 맑스가 파악한 동양사회의 모습은 태고적부터 존재해

온 자족적인 소규모 촌락공동체의 병렬적 배치를 기본 구조로 하고, 이들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기능을 매개로 그 위에 전제적 국가가 군림하고 있는 형태

12)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 형태』에서 촌락공동체의 토지소유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양적 형태이다. 고전․고대적 형태(로

마․그리스 형태) 및 게르만 형태와 비교되고 있는 동양적 형태의 특징은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와 그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개별 성원의 점유’에서 찾아진다(Marx, 1993: 11-24). 

결국 맑스가 파악한 동양적 토지소유의 핵심은 사적 소유의 부재에 모아져 있었으며, 그것

은 고립된 자족적 공동체의 병존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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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띄고 있었다. 

   일종의 자립적 유기체로서 촌락공동체는 공동재산에 대한 공동경 과 자연발생

적 분업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공동체의 필요와 유지

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양적 촌락공동체의 조건과 요구는 자연경제의 벽을 

뛰어넘는데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하 으며, 이들 자족적인 공동체야말로 동일한 

생산방식과 삶의 방식을 원히 반복하게 하는 정체와 불변의 결정적 기원이었던 

셈이다(송 배, 1987: 129-130). 맑스가 보았던 동양적 전제주의란 바로 이러한 촌

락공동체의 조건에 결합하고 있던 일종의 상부구조적 政體 다. 그리고 상기한 소

규모 촌락공동체의 자족성과 독립성 그리고 이들의 병렬적 배치가 바로 이 결합을 

만들어낸 구조적 유인이었다. 소규모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서 거대한 관개시설을 필요로 했지만(Marx, 1993: 15-16; 

Wittfogel, 1957), 이 요구는 결코 자족적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개의 문제는 모든 공동체 위에 군림하여 그것들을 총괄

하는 통일체로서의 국가, 특히 강력한 독재적 국가의 작업이자 몫이었다. 결국 동

양의 국가는 촌락공동체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조건으로서 관개를 담보로 

하여 그들 공동체 위에 군림했던 포괄적 통일체(comprehensive unity)이자 상위의 

소유자 또는 유일한 소유자(higher or sole proprietor) 던 것이다. 맑스의 동양적 

전제주의는 바로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이며, 그 속에는 停滯와 권위주의의 메시지

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13) 

   3) 베버의 동양사회론

   동양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대표는 단연 베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3) 맑스의 동양적 전제주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단서는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으로서 식민주의가 갖는 기본

적 모순은 전제되어 있었지만, 식민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기능을 그는 분명히 인정

하 다(김세연, 1985: 128-142). 일례로 그는 서구 식민주의에 의해 동양의 촌락공동체가 해

체되는 것이 동양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회혁명이며 이것이야말로 서구의 프랑스혁명에 

비견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Marx, 1976: 35-41). 맑스는 기본적으로 동양사

회가 변동의 구조적 계기를 결여한 사회라고 생각하 고, 이러한 그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식민주의를 긍정하게 한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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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나아가 이슬람세계까지 포괄하고 있는 그의 동양사회론은 선대 학자

들의 연구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체계화된 것이었다. 오늘날까지도 동양사회에 대

한 사회학적 연구 대부분이 베버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 하고 있는 징

표이다(Eisenstadt, 1963; Turner, 1992; 유석춘, 1992; 조혜인, 1990). 주지하다시피 

베버의 기본적인 관심은 ‘근대의 합리적 자본주의가 왜 서구에서만 등장하게 되었

는가’ 하는 것이었다.14) 애초에 이 질문부터가 강하게 암시하고 있지만 그의 궁극

적인 관심은 결국 자기의 사회 고 자기의 문화 다. 베버의 동양사회론이 ‘왜 동

양에서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는가’ 라는 부정적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15)

   지나치게 단순화된 감이 없지 않지만, 중국사회에 대한 베버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들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Weber, 1951; 유석춘, 1992: 

319-320). 

① 화폐경제의 미발달 혹은 제한적 발달

②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와 길드

③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지방의 친족조직

④ 과거제도로 인한 관직예비군(literati)의 분권적 세력화 차단

⑤ 현실개혁적 이념(정신)의 부재

14) 베버가 주목한 서구의 근대와 자본주의는 발생학적으로 수많은 역사, 구조적 변인들의 

복합물이다. 특히 그것은 중세 이후 자원적 결사체의 장(場)으로서 도시를 기반으로 한 서구 

시민계급이 자체의 행정수단과 군사수단을 가지고 봉건 주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

이다(전성우, 1986). 분석적으로 볼 때, 이 과정은 우선 봉건 주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군주

와 시민계급이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함으로써 군주의 이해와 자본의 이해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대변되는 서구의 독특한 가치체계가 시민

계급의 구원수단이자 이념으로서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프로테스탄

트 윤리가 제공하는 탈주술적 합리화의 힘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냉정하고도 즉물적인 인식

을 통해 시민계급이 주술적 세계관과 맞물려 있던 전통적인 정치, 사회적 제약을 효과적으

로 깨뜨릴 수 있도록 한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 다. 결국 베버가 해석하고자 한 근대와 

자본주의는 서구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작용한 복수 변인들의 우연적이고도 특수한 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1987a: 4장; Collins, 1986).   

15) 해 턴은 바로 이 부정적 질문으로 인해 베버의 작업이 잘못된 해답으로 귀결되었다고 

보며, 아울러 비서구 사회에 대한 이론을 전개할 때 서구적 기준에 의해 부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방법론적 원칙이라고 주장한다(Hamilt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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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근거로 볼 때, 베버가 파악한 중국사회 역시 기본적으로 停滯的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편의상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

해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측면으로서 그가 이해한 중국사회는 무엇보다 강력

한 ‘가산제적(patrimonial) 政體’로 대별된다. 베버가 개념화한 지배유형으로서 서구

의 봉건제와 대비되는 가산제는 왕이 마치 가족 내의 가부장처럼 전통적이고 情誼

的인 권위에 입각해 無所不爲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차원의 지배체제를 

의미한다(Weber, 1981: 73-86). 베버는 중국사회의 왕이 바로 이 가산권력의 구심

으로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통제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 공순(恭順)

원리에 의거해 民은 물론 잠재적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신료들까지 효과적으로 통

제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가산제적 정체는 베버에게 중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은 주요한 구조적 장벽으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베버가 이해한 중국사회의 정체적 성격은 경제 및 사회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그가 파악한 서구의 근대는 중세의 봉건적 굴레에 갇혀있던 상공인계층

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추동되어 봉건세력과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서구 중세의 상공인계층에 대응할 만한 경

제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약한 사회 다. 그들의 활동은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입각한 가산제적 정체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되었고, 무엇보

다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 교환의 사회적 장(場)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른바 시민사회(혹은 시장)의 부재 및 미발달이 그것이다. 특히 이 시민사회의 부재

는 베버가 보기에 중국사회의 진화와 근대의 견인에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

다. 그것은 서구에서의 시민사회가 상공인계층의 정치, 경제적 실천의 장(場)으로서 

근대를 추동한 핵심적 구조요인이었다는 사실과 극적으로 대비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버는 문화 및 이념측면에서 유교를 통해 중국사회의 특성을 이해

하 다. 베버가 파악한 중국 유교의 핵심적 성격은 그것이 초월성과 합리적 예언을 

결여한 현실적응의 윤리라는 점에 있었다. 주로 서구의 개신교와 비교된 중국의 유

교는 초월성의 결여로 인해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없

었다. 오히려 강한 현실지향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인격적 관계를 절대화하고 

그 속으로 적극 투탁케 하는 힘이 유교로부터 발원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의적 관계, 공순의 원리 등 私事化된 유교규범이 세계에 대한 즉물적 인식을 차

단하여 경제적 이해추구를 이념적으로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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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었다. 그가 본 유교에는 근대를 

향한 어떠한 돌파(breakthrough)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구조 및 제도

요인들과 결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유교에는 근대를 특징짓는 결정적 

행위원리로서 보편적 공공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개관해본 베버의 동양(중국)사회론은 맑스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에 서 있다(전성우, 1992: 61-66; 정재식, 1982: 134-137). 베버는 

서구 근대를 낳은 독특한 합리성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그것이 최소한 자신들 서

구인들이 기꺼이 상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제한적 단서를 달고 있다. 그는 합리주

의의 복수성(multiplicity)을 인정하 을 뿐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합리성 역시 제

반 조건적 요소들과의 선택적 결합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고 이해하 다

(Bendix, 1960). 하지만 그의 방법론적 상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베버는 자신의 주 관심인 서구 근대와 자본주의 발생에 대한 비교의 맥락을 벗어

나지 못했다. 동양사회에 대한 그의 질문은 ‘왜 동양은 서구가 보여준 방식으로 합

리적인 생활양식 창출의 발전방향을 취하지 못했는가’라는 부정적 형식으로 제기되

었고, 이 질문은 전반적으로 결여된 요소에 대한 물음일 수밖에 없었다.16) 극단적

으로 말해, 베버의 동양사회론은 결핍요인을 확인하고 서구 근대사회의 탄생을 가

능케 한 발전요인들의 부재를 추적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전성우, 1992: 65). 

따라서 본질적으로 베버의 중국사회 분석은 맑스의 그것과 수렴하고 있다.  

    베버가 핵심적인 면에서 맑스와 수렴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Turner, 1992: 28-30). 첫째는 동양사회에 대한 정체론적 인식이다. 가산제의 

관점에서 동양사회를 이해한 베버는 가산제적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거기에 결부된 

전통주의적 가치로 인해 동양사회에서는 보다 역동적인 체계를 향한 어떠한 돌파

의 가능성도 차단되어 있다고 보았다. 같은 이유에서 봉건제를 근간으로 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생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맑스의 

경우 유일한 소유주인 전제적 국가(군주)와 병렬적 촌락공동체가 정체의 구조적 요

인이었다면, 베버에게서 그것은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입각한 가산국가(군주)와 경

16) 한 사회의 발전에 기능적이었던 요인을 기준으로 다른 사회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것

은 방법론적으로 중대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특정한 요인을 

근거로 다른 사회의 부재 환경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회의 

자체적 구조와 논리를 단지 부재의 재생산에 기능한다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도록 만들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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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 친족공동체로 세련화되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동양사회에 대한 원초적 타자

(other)로서의 서구사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상기한 대로 맑스가 식민주의를 매개로 한 서구 자본주의의 의

도하지 않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베버 

역시 서구 자본주의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궁극적으로 맑스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

는데, 이는 자체 내에 변동의 계기를 결여한 그의 동양사회관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맑스와 베버 양자는 서구 자본주의가 봉건주의와 결합한 전통주의를 

청산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통하여 동양사회의 고착되고 정체된 

특성을 밑으로부터 파괴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 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서구 자

본주의를 혁명적인 역사적 체계로 파악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건대, 

결국 사회학적 동양사회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베버 역시 오리엔탈리즘의 굴레

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스

스로가 체계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생산자 다고도 볼 수 있다. 

   2.  지배구조의 인식과 유형론 

   베버는 권력을 ‘한 행위자가 자기와 같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여타 사람들

의 반항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지배를 ‘어떠한 행위자(집단)가 명령을 통해 타행위자(집단)를 복종케 하는 권력행

사 상황 혹은 권력행사의 사회적 관계상황’으로 규정한 바 있다(Weber, 1987a: 14). 

여기에 따른다면, 지배구조란 지배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관철되는 정

형화된 사회적 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배구조는 한 사회의 권력소재를 반

함과 동시에 권력의 행사방식 그리고 권력갈등의 구조적 가능성 등을 말해주는 

기본적인 윤곽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성격을 이해하는 작업

은 필연적으로 그 지배구조의 해명을 동반한다. 사림세력이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

의 지배계급이었고 그들의 정치사회적 실천 역시 명백한 지배행위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지배관계의 구조적 틀을 배경으로 하 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반적으로 조선사회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이론적 유

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절대군주제’, ‘가산제’, ‘관료(관인)지배제’, ‘봉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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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17) 여기에서 이들 유형을 나누는 일차적인 분기점은 지배의 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 다시 말해 다양한 지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의 궁극적 소재가 누

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궁극적인 권력의 소재가 국왕에

게 있는가 아니면 신료들에게 있는가 하는 기준이 이 네 가지 유형화의 기본 척도

이다. 이 기준에 따를 때, 절대군주제와 가산관료제는 권력의 소재가 국왕에 있는 

유형이며, 반대로 관료지배제와 봉건제는 그것이 신료들에게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준에 더하여 신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로 혹은 

어떤 형태로 보장,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유형화의 또 다른 척도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관료지배제와 봉건제는 실질적으로 국왕에 비해 신료의 권력이 상대적으

로 강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국왕-신료의 관계와 신료의 독립성 정도에서 명

백히 구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결합되어 있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조

선사회의 지배의 성격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 그간의 논의구도 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 유형들의 특징을 살펴 본 다음, 여기에 입

각하여 조선사회가 구축한 지배구조의 기본 성격을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절대군주제’는 근대 서구 중상주의 政體의 핵으로서 절대군주에 의한 지

배를 개념화한데서 비롯된 유형이다. 하지만 적어도 동양사회적 맥락에서 이 절대

군주론은 헤겔과 맑스의 아시아적 전제주의를 전형적으로 답습한 지배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서 규정하는 절대군주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의 배타적 전제성에서 찾아진다. 그것은 治水를 중심으로 한 공공사

17) 실제로 조선사회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려는 기존의 연구들은 이 네 가지 분석틀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 분류법에 따를 때, 각각의 입장이 개진되고 있는 

로서는 절대군주제의 경우에 이상백, 1977, 「조선왕조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한국사: 

근세전기편』, 을유문화사; 김용덕, 1976, 「조선시대 군주제도론」, 『창작과 비평』 제11권 

2호, 가산관료제의 경우 박성환, 1992,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 유석

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오세덕, 1977, 「조선왕조 관료체제의 특징」, 『경

희법학』14-1; 이재환, 1978, 「이조관료제의 분석적 고찰」, 『학술논총』2, 단국대대학원, 

관료지배제의 경우 김운태, 1973, 「한국의 전통적 관인지배체제의 성격」, 『공삼민병태송

수논총』, 서울대출판부; 이태진, 1985, 「집권관료체제와 양반」, 『한국사연구입문』, 한국

사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최이돈, 1997, 『조선중기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봉건제의 경

우 김홍식, 1981,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기본구조』, 박 사, 그리고 이들 입장의 입론적 이

해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김왕수, 1991, 「한국의 정치전통과 정체개혁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42-50쪽; 강광식, 2000, 『신유교사상과 조선조 

유교정치문화』, 집문당, 63-72쪽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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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독점적 주체라는 동양군주의 독특한 지위로부터 파생된 결과 다. 여기에서 

전제성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동양의 군주는 일차적으로 관개를 무기로 촌락공

동체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이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王土思想에 입각하여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소유자이며 누구의 견

제도 허용치 않는 유일한 자유인으로 상정된다. 바로 이러한 이론적 전제가 지배구

조의 유형으로 수렴된 것이 절대군주제이다. 헤겔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 사람만이 

자유롭고 만인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는 지배형태가 절대군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거기에는 군주의 전제적 지배를 제어할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었다. 신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여지가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결국 절대

군주제는 합리적 법이나 여타의 보편적 통치기준이 아니라 군주의 전제적 자의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일관된 지배형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 권

력과 경제적 자원의 유일한 소유자로서 전제적 군주에 의한 사적 지배형태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가산제(혹은 가산관료제)’는 절대군주제의 전제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와 신료의 관계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세련화

하여 설명한다. 가산제는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 지배를 

위해서는 자신의 보조자로서 신료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

게 행정수단을 위시한 지배의 수단들을 수하의 신료들에게 일정하게 위임한 형태

를 가리킨다.18) 가산제적 지배의 초점은 군주가 신료에게 지배수단을 분배한다는 

현상적 측면보다는 신료가 그러한 지배수단을 전유하여 속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베버의 설명대로 가산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료의 지배수단 전유 및 속

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Weber, 1987a: 165-169; 유석

춘, 1992: 315-318). 군주로부터 부여받은 지배수단의 사용이 재직 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관료로서 봉사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자원 역시 마찬가지 기 때문이다. 지배

수단과 경제적 자원의 제한은 신료들이 군주의 대항 정치세력이 되는 길을 효과적

으로 봉쇄하 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가산제적 지배에서 신료를 향한 지배

수단의 분배 및 회수여부가 전적으로 군주의 수중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근

본적으로 신료로서의 入仕 자체가 군주의 호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

18) 여기서 말하는 지배의 수단이란 행정수단을 위시하여 경제적 잉여의 수취권, 사법적 제

재권, 폭력수단 등 지배에 요구되는 제 권리와 물적 장치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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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특성을 보더라도, 가산제는 적어도 권력의 소재라는 면에서는 기본적

으로 절대군주제의 범주에 수렴한다. 다만 군주의 수하로서 관료층에게 부여된 일

정한 행정적 분권성과 그것의 제도화 측면을 고려할 때, 가산제는 절대군주제의 현

실적 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개 관료제는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몰주관성과 추

상적 규준에 따라 움직이게 되지만, 절대군주제와 결합된 관료제는 현실적으로 군

주의 독점적 권력과 전제적 자의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료는 어디까

지나 행정적 기능인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고,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전화할 수

도 없었다. 일정한 관료제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관료제는 사적인 역과 공적인 

역의 구분이 모호했고, 대개의 경우는 전자의 향력이 후자를 지배하 다

(Weber, 1987a, 104-105). 이러한 지배형태를 가산관료제로 명명(命名)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19)   

   한편 절대군주제나 가산제와는 달리 권력의 궁극적 소재가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에게 있는 지배형태가 관료지배제와 봉건제이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군주가 명목적인 존재로서 실질적 권력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상징에 가

까운 것이 양자의 공통된 속성이다. 반면 권력 소재 면에서 한 범주로 묶일 수 있

는 관료지배제와 봉건제 사이에도 중요한 구조적 차이가 없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

으로 이들은 지배의 중앙집권성과 지방분권성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졌다.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관료지배제’는 애초에 절대군주 예하에 있던 관료들이 군주를 성공적으로 견제

함으로써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지배형태를 말한다. 위에서 본 가산

19) 주지하는 바대로 가산(관료)제는 베버의 후광에 힘입어 조선사회의 지배구조를 설명하

는 주요한 이론적 틀로서 기능해왔다. 일례로 박성환의 논의(1992)가 여기에 속한다. 그는 

조선사회가 베버가 분석한 가산제적인 중국의 형태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파악한다. 

다만 가산제의 범주를 보다 확장하여 ‘순수가산제’와 ‘신분제가산제’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권력 및 행정수단의 전유를 둘러싸고 지배자와 행정관료 사이에 전개된 투

쟁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지배자가 우위를 확보하는 경우에

는 순수가산제의 형태가 나타나고, 행정관료가 우위에 있을 때는 지배자의 절대권력이 귀족

신분층에 의해 제한되고 분권화되어 가산제적 성격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하게 되는 신분적 

가산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각하여 그는 조선사회가 순수가산제와 신분제가산제

의 교차 및 혼합형태를 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박성환의 논의는 조선사회의 

지배구조적 역학관계를 잘 포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 및 개념 측면에서 조선사회의 

그러한 성격을 과연 가산제로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보다 근원적인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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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와 비교할 때, 관료지배제는 관료들이 군주의 독점적인 정치, 경제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의 속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

서 구분된다. 이러한 물적 기반을 토대로 관료들이 군주에 대항하는 혹은 군주를 

능가하는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전화한 것이 관료지배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관료지배제는 군주의 개인적 지배를 성공적으로 무력화한 결과인 만큼 필연적

으로 집단성을 띄게 되며 아울러 일정 수준 몰주관적 관료제 원칙에 따라 운 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관료지배제는 뒤에 나올 봉건제와 비교할 때 강력한 중

앙집권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점은 관료지배제가 봉건제보다는 오

히려 절대군주제나 가산제와 공유하는 속성이다. 관료지배제의 중앙집권적 성격은 

군주의 위상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본래 정치적 중앙집권은 필

연적으로 강력한 권력 구심을 요구하기 마련이며, 절대군주제나 가산제에서 군주권

이 예외적으로 강력했던 것도 이를 반 한 까닭이었다. 비록 관료층이 실질적 지배

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구심적인 중앙집권의 원리를 고려할 때 군주의 존재는 

관료지배제에서도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었다. 다만 관료의 실질적 권력과 비교해보

건대, 관료지배제 하의 군주는 상대화된 권력자 다시 말해 도전받을 수 있는 권력

자 고, 넓은 의미에서의 상징적 권력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지배제 하의 

군주권이 적어도 봉건제의 군주권보다 강했던 것은 관료지배제가 기본적으로 구심

적 중앙집권을 지향하고 있었던데 근거한다.  

   ‘봉건제’는 베버의 논의가 시사하듯 서구의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지배의 경험이 

반 된 유형이다.20) 지배구조의 이념형으로서 봉건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군

20) 이런 점에서 전성우는 봉건제논의와 관련된 서구 역사의 전개과정을 두 가지 역에서

의 실패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전성우, 1986). 첫째는 중앙권력의 권력집중화 시도의 실

패이고, 둘째는 이와 맞물린 구원 역에서의 전통적 요소 유지의 실패이다. 전자의 실패의 

결과는 봉건주의적 분권원리의 성립이고, 후자의 실패의 결과는 탈주술적인 객관적, 즉물적 

세계인식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봉건제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각각 

매개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봉건제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친화력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봉건제의 주요한 사회

세력으로서 봉건 주층은 그 속성상 가산제 구조에서와 유사한 전통적 지배에 구속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농노의 무상강제노역을 통해 자신들의 지에서 획득한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상업화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치적 소비에 충당하 다. 또한 그들이 

하층민에게 부과했던 무급의 강제노역과 과중한 착취는 자본주의 발전의 주요 기반인 대중

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전통적 자연경제를 고착화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 다. 이런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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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신료의 절대적 독립성이다. 봉건제란 원래 가산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

제를 모태로 하 다. 하지만 군주의 家權的 절대권력으로부터 이탈한 신료들이 독

자적으로 분권적인 지배 역을 형성하면서 봉건제적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하 고, 

정확히 서구 역사에서 로마제국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중세의 분권적, 지방적 지배

체제가 여기에 대응하 다(전성우, 1996: 5, 6장). 봉건제 하에서 신료의 절대적 독

립이란 관료지배제와 비교해도 뚜렷이 구분된다. 그들은 군주로부터 정치, 경제적 

권력수단을 전유하여 자신들의 지배기반으로 속화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료로서의 굴레를 탈피하여 독자적인 (소)군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 다. 이 과

정에서 신료들의 지방적(local) 기반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지방에 위

치한 그들의 토는 중앙의 군주로부터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체 

내부에 정치, 경제적 지배수단과 군사력을 두루 갖춘 일종의 자기충족적 체계

(self-sufficient system)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봉건제의 권력관계에서 군주와 

신료(봉건 주)의 매개체는 느슨한 계약 원리에 불과하 고, 그나마 실질적인 구속

력은 극히 미약하 다. 군주는 봉건 주를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

지 못했으며, 현실적으로 수많은 봉건 주 가운데 일인으로서 기껏해야 상징적인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이 봉건제의 기본지형이었다.  

   앞서 말한 대로 봉건제가 관료지배제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질은 그 지방

분권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분권적 성격이 특별히 중요한 까닭은 그로부터 봉건

제 특유의 구조적 효과들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신료에서 기원한 주계층

이 각자 지방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들이 단일한 하

나의 사회세력으로 결집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관료지배제 하의 

관료들이 동일한 이해관계와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하나의 통일된 사회세력을 

형성했던 것과 결정적으로 대비된다. 오히려 봉건제의 주들은 자기충족적인 소군

락에서 볼 때, 그들은 근대 자본주의 발생의 중대한 장애세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봉건

주와 봉건제는 부정적 의미에서 자본주의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봉건 주의 자연

경제적 생산물은 생산력의 발전 위에서 새로이 성장하고 있던 신흥 상공인층의 생산물과 경

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전통적인 정치적 제약과 간섭을 강화시킨 결과 신흥 

상공인층은 자체의 지배수단(행정 및 군사수단)을 대응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보

다 즉물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원리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Weber, 1987a: 199-203). 

결국 서구 역사에서 나타난 이중의 실패과정의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

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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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서 각자 자신의 세력확대를 위해 상호 투쟁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이었다. 다

른 한편 자기충족적인 소군주로서 봉건 주들이 지방 고유의 전통적 요소를 매개

로 자신의 토를 사적 차원에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도 봉건제의 지방분권성이 

낳은 중요한 구조적 효과 다. 이 점 역시 관료지배제의 중앙집권적 求心性이 일정 

수준의 몰주관적 관료제 원칙을 성립시켰던 것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현상이었다. 

봉건제 특유의 분권적 遠心力은 통일적인 관료제 원칙보다는 지방적 전통이나 

주의 사적 자의성과 보다 잘 결합하 다.  

   지금까지 권력의 소재 및 신료의 자율성 측면에서 전통사회가 노정했던 지배구

조의 양상을 몇 가지 이론적 유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들 이념형적 

유형을 기반으로 조선사회에 관철되고 있던 지배의 기본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

다.  

   3.  조선사회 지배구조의 일반적 성격

   조선사회의 지배구조는 시기와 국면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인다. 자연히 

지배구조 측면에서 조선사회의 성격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

은 아니다. 조선이 오백여 년을 지탱한 장기왕조 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어떤 면

에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구나 두 차례의 대규모 외침이나 잦은 천재지변

같은 외생적 변수 역시 여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21) 하

지만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구조적 입장에서 볼 때 조선사회가 노정했

던 지배 유동성의 기본적인 축은 군주와 신료층의 대립 그리고 신료세력 내부의 

21) 실제로 16세기 초반부터 약 250년간은 대규모 유성이 자주 지구에 추락한 결과 이 때 

발생한 먼지가 태양을 가림으로써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이른바 ‘小氷期’ 현상이 계속

되었고, 이 여파는 조선에서 16-17세기의 잦은 자연재해로 나타났다(나종일, 1982). 문제는 

흉년과 기근으로 이어진 이 자연재해가 사회불안의 고조와 함께 지배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만만찮은 요인으로 작용하 다는 점이다. 특히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천재지변은 지배자의 

통치력에 대한 하늘의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곧 통치권에 대한 지지기반의 상실 

다시 말해 정당성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조선왕조에서 진휼정책이 특

별히 중요했던 이유도 이런 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진휼

사례가 중종대와 숙종대만 국한하더라도 각각 31회나 시행된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박경하, 2000: 1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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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지배구조의 이념형 역시 이러한 

두 권력주체의 역관계에 주목한 소치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아래에서는 조선사회

가 노정했던 왕과 양반관료의 지배구조적 역관계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해보고

자 한다. 그것은 조선 중기 사림정치가 펼쳐질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이자 일종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1) 왕권의 상대성과 제약된 군주 

   여타의 전통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조 역시 왕을 정점으로 하는 君主政體

를 지배구조의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었다. 고려의 군주제를 승계한 조선왕조 지

만, 조선은 지방분권적 성격을 일소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중앙집권체제를 구

축했다는 점에서 고려와 구분되었다. 중앙집권적 군주제 국가 던 조선에서 왕의 

권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도전받을 수 없는 절대성을 갖는 것이었고, 이 같은 군주

의 위상은 조선왕조 전 기간에 걸쳐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조선사회의 지

배에 대한 인식에서 절대군주제가 오랫동안 이론적 향력을 발휘해왔던 것도 이

런 맥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실제 조선 군주

의 권력적 지위는 지배체계 상의 여러 가지 규범적, 제도적 제약 아래 묶여 있었

다. 조선의 전 시기를 일반화해 보건대, 군주의 권력은 전제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제한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상징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유교의 후광 아래 절대적 권위를 누리는 존재 음에도 불구하

고,22) 실제 권력행사 측면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있던 지배자 다.     

   조선의 군주가 실제 권력행사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분석적으로 

22) 조선의 유교체계에서 군주에 부여되는 절대적 권위는 이른바 天命에 근거한 것이었다. 

성리학적 형이상학에서 ‘太極’ 혹은 ‘理’로 합리화되는 이 천명개념은 종교적인 의미의 절대

자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세계운동원리이기도 했다. 유교적 체계에서 군주는 바로 이 천명

을 부여받은 사람 혹은 천명의 대행자로서 인식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군주에게 주어진 천명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군주의 자질과 실천여하에 따라 옮겨갈 수 있다는데 있었다. 맹자의 방벌론이 바로 이 점을 

적시하고 있었다(『孟子』, 「梁惠王(下) 湯放章」). 유교체계에서 군주는 천명의 궁극적 통

치권을 대행하는 존재이지 그것과 별개로 군주 개인이 절대화될 수는 없었다(최석만, 1999: 

13-14).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군주가 누렸던 절대적 권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제한된 것이

었고 다분히 조건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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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물론 이 세 측면은 긴 하게 상호연결된 것이었

다. 첫째는 조선왕조가 갖추고 있던 고도의 관료체계 때문이었다. 가산관료제의 이

념형에서도 보았듯이 군주의 권력이 전제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지배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관료의 기능적 도움을 요구하기 마련이며, 이 점은 조선의 군주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더구나 고려의 지방분권적 호족체제를 극복하려 한 상황에서 조

선의 군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구축을 위해 관료계층의 행정력에 거의 전적으

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 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관료층의 권력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다 주목되는 요인은 조선의 관료체계가 삼

국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의 소산이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통유교국

가인 조선에 들어오면서 文治主義의 이념적 후광 아래 고도의 제도적 체계성을 견

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23) 이 고도화된 관료체계는 기본적인 속성상 일정한 몰주

관성을 근간으로 하기 마련이었고, 이로부터 파생된 관료체계의 제도적 일관성은 

군주의 전제성과 결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로부터 군주의 원칙

적인 전제권이 성공적으로 견제되었던 것이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절대군주

제의 이념형이 시사하는 군주의 절대적, 자의적 권력행사란 조선의 지배구조 상에

서 극히 제한적인 예외 사례에 불과하 다.  

   두 번째는 조선의 지배집단을 구성하고 있던 사대부계층의 견제와 압력 때문이

었다. 사대부계층은 원래 고려말 지방의 중소지주층을 사회적 기원으로 하고 있으

면서 그 누구보다 고려사회의 모순을 첨예하게 느끼고 있던 집단이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들의 사회적 존재와 위치 자체가 이미 조선조 개국의 중요한 기반이었고,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開國세력의 핵심적인 모집단으로 집결하

23) 한국에서 유교의 수용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고구려는 小

獸林王(372년) 때 이미 太學을 설치하여 경학을 교육한 바 있으며, 백제도 古爾王(285년) 때 

王仁이 일본에 論語와 千字文을 전할만큼 유교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현상윤, 1960: 

13-15). 그런데 한국에 전래된 유교는 통일신라기에는 주로 일부 지식인의 도덕원리로만 한

정되어 있었고, 고려시대 역시 정치적 관료제 형성에 기여한 정치원리로서 그 기능이 제한

되어 있었다. 이들 시기에 유교는 하나의 독점적인 세계상이자 종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불교나 여타 민간신앙들과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이기백, 1982; 차성환, 1992; 

55-57).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유교의 지위는 주지하는 바대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극

적으로 확장된다.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한 조선에서 유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

르는 총체적인 세계관이자 행위원리로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삼국시대 이래

의 유교의 내재적 잠재력이 발휘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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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왕권의 제약은 조선왕조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사대부세력의 강한 향

력에서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고 있었다. 조선 개국의 중추세력으로서 사대부계층

은 비록 신료라는 본원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개국 이후의 조선사회에서 실질적인 

지배세력으로 군림하 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군

주와 정치적 헤게모니를 다투었고, 이것이 조선의 지배구조에 내포된 긴장의 원천 

가운데 하나 다. 특히나 위에서 본 관료의 모집단이 바로 이 사대부계층이었다는 

것은 지배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들이 관료체계를 장악하여 이를 무

기로 군주의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대부들의 우월한 힘은 조선왕조의 관료체계가 가산제적 성격으로 흐르

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국왕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체계로 지속

적으로 전화시켰다. 이 과정이 그들의 지배력 확장에 기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

다. 

   조선의 군주를 제약했던 또 다른 측면을 우리는 성리학의 이념적 규제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이 수용한 성리학은 南宋의 朱憙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교로서 

관학화, 귀족화한 기존 유교를 비판하고 공맹기의 원시유교적 원리를 재생하고자 

한 유교적 改新運動의 소산으로 등장하 다.24) 따라서 선대의 유교와 비교해볼 때 

성리학은 일정하게 反官 내지 反權力的 혁신성을 구비한 이념체계 다. 이는 베버

가 말한 바 전제군주의 가산제적 지배를 후원하는 현실적응적 이념과는 명백하게 

거리를 둔 것이었다. 권력 및 지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성리학은 특히 맹자의 왕도

정치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면에서 군주의 전제

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향되어 있었다(전락희, 1995: 469). 대표적으로 王道와 覇

道의 구분,25) 이상적인 정권교체의 방법으로서 禪讓,26) 권력교체의 정당성을 시사

한 放伐論27)등은 맹자에서 비롯된 바 성리학적 정치이론의 본령을 이루는 부분이

24) 이상은은 성리학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를 바로 이 공맹사상의 형이상학적 체계화

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성리학이 갖고 있던 특징으로서 원시유교의 現世間的 사상

과 불교 및 도교의 出世間的 사상을 종합했다는 점, 存心養性과 窮理를 극히 중요시한 점 

그리고 학문방법으로서 체험과 직관을 강조한 점등을 들고 있다(이상은, 1976: 209-210). 

25) 『孟子』,「公孫丑(上)」, 以力假仁者覇, 覇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湯以七十

里, 文王以百里. 

26) 『孟子』, 「萬章(上)」, 堯以天下與舜, 有諸? 不. 天子不能以天下與人. 然則舜有天下也, 

孰與之? 天與之. 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 不.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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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조선의 성리학이 군주에게 가했던 제약은 이른바 ‘民惟邦本’의 원리에 

따른 군주의 책임성과 그러한 책무수행을 위한 군주의 자질론에서 잘 드러난다. 이

념적으로 ‘爲民’ 혹은 ‘愛民’을 지향한 조선의 성리학적 지배구조에서 권력주체인 

군주의 자질과 책임성은 정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없었

다.28) 문제는 조선사회에서 이러한 성리학적 지향이 이른바 ‘賢哲君主論’ 혹은 ‘聖

君論’ 등으로 체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왕의 전단이나 전횡을 제어하는 사회학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이다(윤사순, 1992: 60). 성리학의 ‘현철군주론’은 賢者로서

의 군주가 지성으로 학문에 힘써 三代의 聖治에 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는데, 현

실적으로 현자에 미치지 못하는 군주는 賢君이 될 수 있도록 신료들의 보필을 받

아야 했으며 그들의 公論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던 것이다(이병휴, 1996: 231-232). 

조선의 지배구조에서 言路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했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조선의 군주는 성리학의 이념적 규제에 의해 강온양면으로 견제되고 있었고, 그 규

제력은 단순히 규범적 수준에만 머물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개괄한 것처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조선 군주의 권력적 지위는 명백

하게 제한돼 있었다. 물론 고려의 군주와 비교할 때, 조선의 군주가 전국적 통일권

력의 구심으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의 소유자 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사한 지배력은 적어도 조선사회적 지형에서 관료세력에 거의 전

적으로 의존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관료계층에 의해 심각하

게 제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은 조선사회의 지배구조가 일반적으로 군

주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관료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나갔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27) 『孟子』, 「梁惠王(下)」,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

矣, 未聞弑君也.

28) 이를테면 “天의 視하심이 우리 民의 視로부터 하시며 天의 聽하심이 우리 民의 聽으로

부터 하시나니 백성의 過있음이 나 一人에게 있으니 이제 나는 반드시 往하리라(『書經』, 

「周書 泰誓 中」)”라는 서경의 구절은 유교적 질서에서 위민을 지향한 군주의 책임성을 상

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최석만, 1999: 15). 이러한 군주의 책임성 논리는 조선왕조에서 보편

적으로 합의되고 있었던 바이며, 특히 도학적 지향을 갖고 있던 조선 중기의 사림세력에게 

그것은 핵심적인 정치이론으로 내면화되어 있었다(윤사순, 1992: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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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료적 지배력의 조건과 배경

   사대부를 모집단으로 하는 관료계층의 실질적 지배력은 이미 조선의 건국 초기

에 그 단초가 내재되어 있었지만,29) 그것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배경에는 조선이 

표방한 정치적 이상으로서 ‘유교적 文治主義’와 그 제도적 표현인 ‘관료체계’가 자

리하고 있었다. 武臣亂을 필두로 한 고려의 무력적 투쟁상황에서 성리학을 근간으

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켰던 사대부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인문적 지식에 입

각한 文士계급이었다. 그들에 의해 개창된 조선왕조가 유교적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고, 사대부들은 문치주의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의의와 정

체(identity)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치주의를 통해서만 그들의 권력적 지

위와 사회경제적 이해관심을 관철시킬 수가 있었다. 사대부들은 문치주의에서 자기

정당성의 근거와 함께 계급적 이해관철의 효과적 통로를 발견했던 것이다. 개국 당

시만 하더라도 권력의 한 축을 이루었던 무장세력이 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지

속적으로 소외되었던 사정은 이러한 문치주의의 위력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유교적 문치주의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리의 제도

적 구현이 뒤따라야 하는데, 다름 아닌 조선의 관료체계가 이에 부응한 제도적 결

정체 다. 일반적으로 무력에 의한 통치는 고려의 무신란에서 보듯이 권력의 속

을 기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배의 예측가능성 마저 현저히 떨어뜨리는 취약점

29) 신흥사대부 출신의 무장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신왕조를 개창하며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사대부계층의 결정적 지원 덕택이었다. 물론 이성계 자신의 군사력이나 개인적 카리스

마 역시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역성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는 그 어떤 경우보다 정치적, 이념적 정당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이었

고, 이러한 요청은 군사력이 아니라 사대부계층의 이념적 지원에 의해서만 적절히 화답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결과적으로 사대부들의 향력을 확대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 다. 실제로 조선조 개창시 이성계를 왕위에 추대한 사대부출신의 공신들은 자신들

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都評議使司라는 合坐機構를 제도적으로 신설하고 이를 통해 군주의 

권력독점을 효과적으로 봉쇄하 다. 이성계는 단지 도평의사사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제가하

고 군주로서 이를 대표하여 시행할 뿐이었다(김왕수, 1991: 51). 왕조의 교체라는 혁명적 상

황이 지배자의 개인 카리스마를 고양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례

적인 현상으로서 사대부들의 힘을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잦은 정변이 매개된 

것이기도 하지만, 조선 초기에 대량으로 배출된 공신들의 존재 역시 역설적으로 사대부계층

의 힘을 반증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의 군주는 지배의 속성을 위해 그들과 일정하게 권력

을 분점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확하게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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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조의 경험과 함께 조선 초에 벌어졌던 각종 정

변들은 정치적 실권자로서 사대부세력에게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체감되었다. 지

배구조의 급격한 단절이나 역전 혹은 그 가능성의 상존은 그들의 지배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관료체계의 구축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료체계는 문사집단인 사대부세력들이 그들 지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항구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 기 때문이다. 개국

이래 조선의 관료체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된 이유도 일정 부분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관료체계는 조선 군주의 지배력 행사를 

위한 현실적 도구이기도 했지만, 사대부들 역시 관료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었고,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군주의 권력을 효과적으

로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관료체계의 성립은 사대부들이 ‘공신’이라는 

우연적 지위를 탈각하고 ‘관료’라는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점으로서 의

미를 가졌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제도적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가능하

다. 

   첫째 조건은 관료제 운 의 기본틀이라 할 수 있는 법전의 편찬이었다. 사대부 

관료들은 법전의 편찬을 통해 관료제적 지배의 기본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는데, 선

초 鄭道傳에 의한 ‘朝鮮徑國典’과 趙浚에 의한 ‘經濟六典’을 거쳐 성종대에 완비된 

‘經國大典’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경국전은 국호와 국통에 관한 설명

을 비롯하여 6전(治典, 賦典, 禮典, 政典, 憲典, 工典)체제 하에 관제, 군사, 호적, 농

상, 상공, 의식, 과거 등 모든 제도와 정치의 요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주목

되는 점은 정치의 근본을 仁에 두면서 재상 및 관료가 중심이 되는 강력한 중앙집

권적 관료체제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강광식, 2000: 176-177). 그리고 

경제육전은 위화도회군 이후 태조 6년까지의 교서와 조례를 수집, 편찬한 것으로서 

그 성격 상 관료제적 행정의 표준적 사례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베버가 

근대적 합리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법체계를 꼽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Weber, 1981: 193-196), 법전의 정비는 지배의 측면에서 예측가능성과 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지작업이며 무엇보다 관료제 운 의 핵심적인 관건이었다. 특히 

국초의 잦은 정변과정에서 몇몇 카리스마적 군주의 전제력을 경험한 사대부 관료

들로서는 자신들의 지배 속성을 위해 법전의 정비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법전 편찬 작업이 선초에 집중되었던 현상은 새왕조의 기틀을 정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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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행정적, 기능적 의미 외에 사대부 관료들의 권력적 관심이 투 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관료 주도의 과거제 시행이었다. 법전의 편찬이 관료층의 지배 

기반을 다진 것이라면, 과거제의 시행은 관료의 재생산 다시 말해 사대부들의 지속

적인 관료진출을 보장하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사실 관료충원의 통

로로서 과거제가 가지는 의미는 지배의 측면에서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대표적으

로 베버가 중국사회를 분석하면서 설명한 과거제의 사회학적 기능이 그 단초이다. 

베버는 중국사회에서 행해진 과거제를 기본적으로 군주의 신료통제 수단으로 파악

하 다. 즉 가산관료제 하에서 중국의 군주는 신료들의 관직독점과 이에 기반한 폐

쇄적 신분집단화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상호경쟁시키는 일종의 분산책으로서 과

거제를 시행했다는 것이다(Weber, 1991: 174-178). 그는 중국에서 군주의 이러한 

의도가 성공적으로 관철되었고, 그 결과 신료계층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단지 군주의 절대 권력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군

주는 신료계층의 경쟁에 의한 분열효과를 등에 업고 과거의 시행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향력을 행사했던 바, 중국에서 관직 수여가 궁극적으로 군주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분명 타

당한 면이 있으며 조선의 경우에도 적어도 과거제의 기원 면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베버의 분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가산관료제의 이념형에서 규정한 것처럼 군주가 가산군주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과거제가 군주의 통제 아래 관

료층의 통일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주권이 강력했던 

중국의 지형에서 베버의 과거제 분석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상황에서는 과거제의 기능이 오히려 반대의 양상으로 부각

되어 나타났다. 아래에서 다시 보겠지만, 군주권이 상대적으로 약해 군주가 관료세

력에게 제약되어 있던 조선의 상황에서 과거제는 오히려 관료층의 확대재생산 및 

저변확대의 역할에 보다 충실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에서 과거제의 시행을 놓고 왕과 신료들이 직접적으로 대립했던 사례

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과거제는 유교의 정치이념이 규정한 공식적인 관료입

사로로서 광범위하게 합의되고 있었으며,30)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권력갈등의 소재

30) 물론 조선조에서 과거 외에 문음(門蔭)이나 천거 등 비공식적 입사로가 없었던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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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제의 구체적인 시행양상 이면에는 지

배의 역관계가 일정하게 반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실시 횟수와 정규과거/비

정규과거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준호, 1987: 465-466). 

   실제 조선에서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규과거 식년시문과(式年試文科)를 500년간

에 걸쳐 163회 실시한데 비해 증광별시(增廣別試) 등 비정규과거를 동기간에 모두 

581회 실시하 다. 정규가 약 22%, 비정규가 약 78%인 셈이다. 이것을 급제자수로 

보면 전체 급제자 14,620명 중 정규출신이 6,030명, 비정규출신이 8,590명으로 그 

비율이 41대 59이다. 3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적 과거시행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이라는 과거의 원칙이 

거의 그대로 지켜졌다. 일례로 明代의 경우 270년간 총 90회의 진사과(進士科)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조선의 식년시에 해당하는 정규 진

사과 다. 淸代의 경우에도 260년간 총 112회의 진사과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 정

규 진사과가 87회 고 나머지 25회가 은과(恩科)라는 이름의 임시과거 다. 인원은 

정규가 약 21,200명, 비정규가 약 5,600명으로 포진되어 있었다. 비율로 볼 때, 정규

과거와 비정규과거의 비율이 77.7대 22.3, 인원의 비율이 80대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수치를 종합해보건대, 조선은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정규과거의 비율이 

높으며, 그것의 당연한 결과로서 비정규과거를 통한 급제인원이 역시 중국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유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제

의 실시행태가 이처럼 차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만, 지금의 맥락과 관련지어 볼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주권의 강도 혹은 신료권

력의 강도가 일정하게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조선의 

신료층은 정해진 과거의 3년 주기를 상당 부분 일탈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모집단인 

사대부계층의 입사를 관철시켰던 반면, 조선과 달리 군주권이 절대적으로 강했던 

중국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빈번히 시행된 과거는 관

료층을 매개로 한 사대부세력의 자기이해와 긴 히 연결된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

서 관료층 내부의 환류를 도모하고 관료층의 자기증식을 겨냥한 기제가 과거제

다고 할 수 있다. 관료로의 입사가 사대부계층의 주요한 자기재생산 통로 음을 감

안할 때, 조선에서 보여지는 과거의 실시행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군주 그리고 강력

니었으나 그것은 예외적인 성격이 강했고 더구나 위광 면에서 과거 특히 문과급제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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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료집단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반 한 지표이기도 했다.31)    

   이상의 개괄적 논의를 통해 보건대, 조선사회의 지배구조는 앞서 본 ‘관료지배

제’의 이념형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32) 분석적으로 나누어 볼 때,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러하다. 첫째는 정치적 차원으로서 조선왕조가 갖추고 있던 군신 

합의적 의사결정체계와 거기에 부수된 여러 가지 견제체계가 그 요지이다. 조선왕

조에서는 중요한 국사가 기본적으로 국왕/중신 합좌의 ‘御前會議’에서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주는 ‘收議’라는 형식을 통해 지위 고하의 문무관료들로부터 의사결

정의 자문을 구할 것을 일종의 당위로서 요청받고 있었다(김운태, 1973: 71-72; 최

이돈, 1997: 14).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도 군주의 의사결정은 의정부를 위시한 고위

관료기구의 협의결과에 결정적으로 긴박되어 있었다.33) 본격적인 사림정치의 제도

화사례에서 보겠지만, 의사결정의 전후과정에서 언관기관의 직접적 견제를 받았던 

31) 주지하다시피 조선에서 군주에 대한 관료세력의 상대적 우위를 담보한 중요한 제도적 

조건 중의 하나가 ‘언론제’ 다. 이를테면 법전의 정비와 과거제 시행이 관료 지배력의 기본 

토대 다면, 언로의 확장 및 다양화는 그들의 의사와 이해를 관철하면서 동시에 군주를 견

제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제도적 장치 다고 할 수 있다(최승희, 1976; 남지대, 1985; ; 정두

희, 1989). 하지만 관료제 구축의 기본 조건을 살피는 것이 지금의 맥락이고 또 언론제의 효

과는 사림정치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논의는 사림정치의 제

도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2) 조선의 지배구조를 관료지배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이 의 기본 입장이다. 하

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지금의 맥락에서 말하는 관료지배제의 개

념이 기본적으로 이념형이라는 사실이다. 베버의 언급처럼 구체적 현실은 복수의 이념형이 

배합, 혼합, 동화, 개조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Weber, 1987a: 23), 그렇기 때문에 조

선의 관료지배제 역시 이러한 사실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전제로서 관료지배제가 이를테면 박성환이 말하는 신분제적 가산제, 다시 말해 군주의 가산

권력이 신료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당하는 지배체제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박성환, 

윗 ). 그는 이 에서 말하는 관료지배제의 내용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굳이 관료지배제로 조선의 지배성격을 규정한 것은 기

본적으로 조선이 군주의 가산적 권력에 의해 좌우된 측면보다는 집권사대부들의 관료제적 

권력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33) 물론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주가 관료기구의 협의나 견제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국왕의 자발적 명령으로 하달되는 이른바 ‘受敎施行’의 

형식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독자적 명령조차도 국왕의 자의적 독단에 의해 행해지

기보다는 유교적 敎義에 의해 간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김왕수, 1991: 77). 이

를테면 중국이나 조종조의 의사결정 사례를 말하는 古制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었다(최이돈, 

199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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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러한 합의체계나 직․간접적 견제체계의 작동은 절대

군주제 혹은 가산관료제에서 말하는 절대적 군주권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

로서 사대부관료들의 실질적인 지배력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었다. 그

렇지만 그 지배력의 성격은 관료들이 군주와 별개의 독립적 지배자로 전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봉건제의 양상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념적 차원으로서 성리학이 행한 反전제적 규제력에서 관료지배제

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본 바처럼 조선의 지배적 지형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와 향력을 가졌던 것이 성리학 정치론의 핵심으로서 ‘현철군주론’이

었다. 이는 기존의 관학적 유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리학 고유의 특성으로서 특

히 조선에서 군주의 위상을 규정한 중요한 잣대로 통용되었다. 지배구조의 면에서 

현철군주론의 의미가 각별했던 이유는 그것이 현군정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관료

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에서의 현철군주론은 

군주로 하여금 자신의 덕성과 자질 함양에 매진하도록 압력을 가함은 물론 ‘股肱之

任’인 관료대신을 성의로 감동시키고 예로 대접할 것을 주문하 다.34) 거꾸로 관료

들에게는 군주가 현군이 될 수 있도록 보필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의 공론에 따라 

여러 신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왕에게 적극적으로 諫할 것을 요구하 다(이병휴, 

1996: 231).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철군주론을 필두로 한 성리학적 규제는 군

주에 대한 견제와 제약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지배적 측면에서 관료들의 

향력 확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다.35) 이러한 이념의 역할은 恭順원리에 입각

하여 관료를 군주에 종속시키기보다는 오히려 反전제적 지향을 통해 관료의 위상

을 상대적으로 고양시켰다. 조선에서 성리학이 행한 기능은 베버가 말한 바 親가산

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료지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차원으로서 관료층이 토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34)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6월 경오

35) 특히 성리학적 이념의 급진적 현실태라 할 수 있는 道學政治는 국왕에게 고도의 修身과 

도학적 지향을 요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대부관료의 지위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 다. 

‘人主一心 萬化之本’의 논리에 따라 국왕이 먼저 수신을 해야한다는 도학적 이념에는 군주의 

수신에 대한 교습자로서 사대부관료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

나 도학정치의 논리는 그것이 확장될 경우, 비록 국왕이 최고권력자요, 최고명령권자라 하더

라도 도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교체될 수도 있다는 혁명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

러한 가능성이 군주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

는 바이다(이성무, 199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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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히 한데서 조선사회의 관료지배적 성격을 설명해볼 수 있다. 고려말의 전제개

혁을 계승한 조선 초의 科田法체계는 광범위한 고려 귀족층의 私田을 혁파하여 그

것을 국가의 수조지로 귀속시키는데 일단 성공하 다.36) 소위 王土思想에 부합하

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개국 초기의 논공행상과 잇따른 공신의 출현은 

공신전의 수여를 남발하게 하 고, 거기에는 세습권이 인정됨으로써 사적 토지소유

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료층에게 일종의 俸祿으로 주어진 

수조지 역시 점차 세습적으로 전유됨으로써 사실상 관료층의 소유지로 전화했다는 

사실이다. 과전법이 부여한 수조권이란 실상 관료 개인이 행사하는 전지의 소유권 

위에 추가적으로 가설된 부차적 권한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과전법체계 자

체가 이미 수조권보다는 소유권을 근간으로 했다는 주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었다(김태 , 1996: 32-33). 이처럼 관료층의 보편적 토지소유에 위협을 느낀 군주

가 비현직자의 수조지 절급을 불허하는 등 부분적으로 관료의 토지세력화에 제동

을 걸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 다. 그나마 조선의 과

전법체계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무너지게 되고, 실질적 토지소유에 기반한 지주제

가 조선사회의 보편적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바처럼 조선에

서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군주와 신료의 투쟁은 다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

로 지주인 신료층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료

의 토지소유 양상은 가산제의 봉록테제에 결정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지주로서의 

관료층이 사적 토지를 근간으로 군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누렸음을 반증하고 

있다. 군주가 관료층의 사적 토지를 자신의 왕토로 회복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조선 

전 시기의 일반적인 양상이었고, 이 과정은 군주에 대한 관료층의 세력 우위에 정

확히 대응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관료지배적 성격은 이러한 배경적 조건들에서 연

유하고 있었다. 

       

36) 조선 초 토지제의 정비를 위해 실시된 과전법은 전, 현직 관료들을 모두 18과로 나누어 

최고 150결에서 최저 10결까지의 과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여

기에 세습불가라는 원칙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전의 지급은 토지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준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관리의 미망인에게 주

는 수신전(守信田), 어린 자녀들만 남은 경우에 주는 휼양전(恤養田), 공신들에게 주는 공신

전(貢臣田) 등이 사실상 세습되었고, 이런 경향은 조선의 중, 후기로 강수록 더욱 확대, 강화

되어 갔다(최재현, 1992a: 202-207; 박희, 1992: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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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선의 관료지배제적 의미와 특성

   일반적으로 조선사회의 지배구조가 강력한 관료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

은 전통사회인 조선의 성격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선의 

관료지배적 현실은 군주의 전제성에 대한 기간의 이해를 불식시킨다. 조선왕조가 

국왕의 전제적 통치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인식은 일반 사회 뿐 아니라 사회과학계

에서도 오래된 통념 가운데 하나 다. 절대군주론이나 원형적 가산제론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관료의 모집단인 사대부계층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

반을 중앙관료로의 진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료

입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군주에게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었다(Weber, 1991; Eisenstadt, 1963). 그리고 토지의 사적 소유 부재, 다시 말해 

조선의 국가적 토지소유가 여기에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다. 하지만 결론

적으로 보건대 이러한 인식은 오리엔탈리즘이 낳은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이

다. 의도했던 아니든 이들의 이해방식은 군주가 자연법을 무시한 채 막강한 전제력

을 바탕으로 신민을 노예화했다는 서구 근대의 동양사회 인식을 기본적으로 답습

하고 있다. 물론 국면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 제한적인 타당성을 지니는 경우도 없

지는 않았다.37) 또 실제로 四祖 내에 顯官이 없으면 사실상 양반신분으로 인정받

기 어려웠던 것이 조선의 관습적 현실이었음을 고려할 때(이성무, 1995: 40), 양반

계층이 비자립적으로 중앙권력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그들이 의존하고 있던 중앙권력이란 국왕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관료체계를 매개로 한 관료세력이었다. 관료들은 과거, 문음 등 합법적 

입사로를 통해 사대부계층의 관료적 재생산을 관철시켰을 뿐 아니라 유교적 관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군주의 전제적 통치를 효과적으로 봉쇄하 던 실질적 지

배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君臣共治의 성리학 이념이 그들의 지배를 후

원하기도 했지만, 엄연히 존재했던 조선의 사적, 지주적 토지소유 역시 관료적 재

37) 이를테면 국초의 혁명적 상황을 배경으로 강한 전제력을 발휘했던 태종이나 훈구세력에 

기대어 사화를 주도했던 연산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 히 말해 

이들의 전제력 역시 국초의 혁명기나 탈유교적 비상상황에 결정적으로 힘입은 것으로서, 구

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휘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전제적 지배가 

당대에 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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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관료를 포함한 사대부계층은 왕토사상에 입각한 국가적 

토지소유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배연합을 구성하 고, 조선의 군주는 기본

적으로 이를 제어하는데 실패하 다. 결국 조선의 군주를 전제군주 혹은 가산군주

로 이해하는 입장은 실제 조선에서 펼쳐진 군주-신료의 사실적 역관계와 지주적 

토지소유 현실을 잘못 파악한 소치이며, 같은 근거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오류를 재

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료지배에 내포된 또 다른 함의는 조선에서의 지배현상이 기본적으로는 관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견제 및 합의 원리에 입각해 있었고 이는 일종의 準관료제로 

범주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관료제적 성격을 근대의 

합리적 관료제와 직접적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가 있다. 지금의 맥

락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군주의 가산적, 자의적 지배에 대비되는 측면에서 비

록 한정적이나마 몰주관적인 관료제적 지배가 관철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조선에서 성립했던 관료체계 자체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볼 때는 경국

대전을 위시한 객관적 법규의 존재와 이에 따른 정치적, 행정적 지배가 그것을 말

해준다고 하겠다. 조선에서 관료를 중심으로 한 사대부계층의 지배연합은 그 속성

상 군주의 일인 사적 지배와는 달리 집합적인 지배 양상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는

데, 그것은 개인의 임의적 지배를 부정하고 일정한 원칙에 의한 지배 그리고 합의

에 의한 지배를 필연적으로 동반하 다. 이러한 지배 원칙은 물론 군주의 자의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배연합으로서 사대부계층의 내부적 동

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중요하게 기여하 다. 특히 관료와 비관료는 사대부계층을 하

위분화시키는 중요한 구분의 하나 는데, 공식적 권력자로서 관료들이 원칙적 지배 

규칙을 훼손했을 때 그들은 군주로부터는 물론 비관료 사대부들로부터도 심각한 

정당성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조선이 유교이념에 입각한 관료

지배국가 다는 점에서, 일반 民을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었다.  

   조선의 관료지배를 특징짓는 준관료제적 성격이 사회학적으로 보다 주목되는 

이유는 그것이 조선사회의 지배 정당성과 관련해 볼 때, 넓은 의미의 ‘합법적 지배’

로 범주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지배란 베버의 지배유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승되어 온 관습이나 전통에 입각한 규범이 아니라 목적합리성이나 가치

합리성의 맥락에서 의식적으로 정립된 비개인적 혹은 추상적 원칙에 기반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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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대 관료제의 추상적 역할원칙이 이 합법적 지배를 대변하

는 전형적 사례로 꼽히는데, 이를테면 관료제 조직의 부하가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

은 개인적인 의존관계나 전통적 관행 때문이 아니라 상사의 권위를 지정해주는 비

개인적 원칙을 수용하기 때문이다.38) 관료제 하에서 모든 권력자의 지위가 비개인

적 원칙으로서 합리적 법규에 의해 합법화되며 그의 권력행사가 이 법규에 의거해 

정당화되는 형태가 합법적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밝힌 바처럼 조선의 관

료지배를 이러한 근대 관료제의 합법적 지배에 무맥락적으로 등치시키기는 분명 

어렵다. 간단히 보더라도 일단 근대와 전근대의 기본적 지형이 다른데다 지배의 정

당성을 보장하는 ‘법’ 개념 역시 내용적인 초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근대 관료제가 

준거하고 있는 법이 몰주관적, 즉물적 추상원칙으로서 형식적, 기능적 측면이 보다 

부각된다면, 조선의 관료체계가 기반한 법은 이러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 

현실과 긴 히 연결된 구체적 원칙으로서 윤리적, 규범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

다. 이를테면 조종조의 선례나 중국의 사례가 조선 법체계의 주요한 근간이 되기도 

하 고, 그런 점에서 조선의 법체계는 분명 전통을 매개로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성 또는 즉물성의 내용적 차이가 곧 조선의 관료제가 가지는 

합법적 성격을 무효화하거나 그것을 사적, 전통적 지배기제로 낙인찍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실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과 전통매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公’ 개념

에 입각한 비개인성과 몰주관성이 조선의 법체계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유교적 ‘公’의 의미는 일단 사적 이해를 철저히 

배격하는 기본 지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성리학적 형이상학과 결합한 公개념은 

非公으로서의 현실에 대해 끊임없는 긴장을 연출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전통을 추

수하는 지향과는 결정적으로 갈라섰다. 조선의 법은 이러한 지향을 근거로 의식적

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여기에 기반한 관료지배의 성격은 제한적이나마 합법적 지

38) 베버는 이 같은 관료제 하에서의 관리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

고 있다. ① 관리의 경력은 추상적인 의무개념에 의해 좌우된다. 관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것을 통해 개인적인 물질적 수입을 얻고자 하는 수단은 아닌 

것이다. ② 관리는 자기의 전문기술적 자격을 토대로 상급 권위자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자

신의 직위를 획득한다. 관리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 ③ 관리는 보통 종신적(終身的) 지위

를 확보한다. ④ 관리는 고정된 정규적 봉급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⑤ 관리의 직업상

의 지위는 권위의 위계질서를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경력을 제공해준다. 승진의 정도는 명확

한 능력이나 연공 혹은 그 양자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Giddens, 198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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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조선사회가 노정한 지배구조의 일반적 성격과 특성 그리고 거기에 결

부되어 있는 몇 가지 사회학적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전제하거니와 이러한 일반적 

성격은 조선사회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을 뿐 아니라 때론 

모순적으로 중첩되기도 하 다. 크게 보아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는 양상이 이

를 잘 대변하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도 모순과 파행이 없지 않았던 것이 조선사회

의 역동적 현실이었다. 사림이 주도한 조선 중기의 지배질서는 명백히 이러한 역동

의 와중에서 성립하 다. 문치주의에 입각한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체계 내에서 정

통성리학자인 사림의 위치는 일단 이념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었고, 같은 이유에서 

그들이 구축한 지배질서 역시 성리학적 질서를 가장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초기의 불안정한 구도를 청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배를 정착시킨 주체가 바로 그들이었으며, 그들에 의한 질서체계는 이른바 세도

정치가 출현하기 전까지 조선사회의 지배적 골격을 이루었다. 구조적, 이념적 수준

에서 조선사회의 이념형적 전형을 중기의 사림체제에서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유교적 ‘公’과 公共性

   이 에서는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기본적인 동력을 사림세력 특유의 公共性에

서 찾는다. 사림의 공공성이란 이른바 ‘公’의 의미에 부합하려는 유교적 질서 특유

의 실천적 지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유교적 맥락에서 ‘公’은 크게 다음 4가지 의

미로 이해되었다(송복, 1999: 146-149; 이승환, 2001: 4-5). 첫째는 ‘無私’의 의미

다. 자 그대로 私가 없는 상태가 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無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公․私라는 문자의 어원을 추적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문

해자』의 해설에 의하면, ‘공평한 분배(平分)’를 뜻하는 公은 ‘등진다’ 혹은 ‘배치된

다’는 의미의 八과 ‘간사함’을 뜻하는 厶가 결합한 자이다. 간사함과 등지는(배치

되는) 관계가 곧 公이라는 뜻이 된다. 이에 비해 私는 그 원형이 다름 아닌 厶로서 

語意的으로 볼 때 ‘스스로를 빙 둘러 에워싼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다. 여기에서 

‘스스로를 빙 둘러 에워싼 모양’이란 한 개인이 어떤 이익의 전유를 위해 타인과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배타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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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행위는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고, 그런 이유에

서 私는 간사함이란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이승환, 2001: 1-2). 결국 無私로서

의 公은 개인적 이익이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즉 개인적 이익이나 욕망을 

제어하여 이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하 다. 

   두 번째는 ‘공평(혹은 공정)’의 의미 다. 공평, 공정으로서의 公은 유가에서 말

하는 ‘公平無私’의 덕목에서도 반 되어 있듯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와 같은 특수

주의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뜻하 다. 말하자면 보편주의적 관점에 서서 

사사로움을 제거한 상태가 공평으로서의 公인 것이다.39) 

   세 번째는 ‘많은 사람(혹은 여러 사람)’의 의미 다. 개인이나 특정하게 제한된 

소수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共), 특히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전체가 公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이 共으로서의 公에는 주로 수혜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

었는데, 어떠한 이익의 혜택이 개인이나 제한된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즉 이 의미의 公은 많은 사람이 더불

어 공동의 이익을 누리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유교적 公에 내

포된 보편주의적 성격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公은 ‘官(혹은 官職)’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정치권력자(왕)나 국가 

혹은 그 기관이나 업무를 公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는 역으로 非국가적 잔여 범주

를 私로 규정하는 것과 불가분의 짝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官은 

곧 公이라는 의미 속에 이중적인 함의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公으로서

의 官이 私로서의 非官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존재론적 함의이다. 다른 하

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官은 非官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해야만 한다는 당위론

적, 규범론적 함의이다. 여기에서 官의 공적 성격, 다시 말해 도덕적 우월성은 다름 

39) 『禮記』 「禮運」편에 묘사된 ‘大道之行也 天下爲公’의 언명은 소위 유교적 보편원리라 

할 수 있는 大道의 주재 아래 세계가 보편적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는 존재론 및 규범론의 

상징적 표현으로 읽힌다. 더구나 이 구절이 흔히 유교의 유토피아로 상정되는 大同社會의 

기본 묘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반면 동일한 禮運 편에 묘사된 小康社會의 모습은 보편

성이 파괴된 특수주의 세계의 유교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今大道旣隱 天下爲家’의 언명

으로 시작되는 小康社會의 모습은 보편원리의 실종으로 세계가 ‘家’로 대변되는 사적 욕망 

다시 말해 특수주의적 이해관계로 분열하는 사회이다. 결국 禮記에서 제시되고 있는 大同과 

小康의 비교는 지금 이 문맥에서 유교적 公의 의미를 가름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의 대동사회와 소강사회에 대한 소개로는 이애희, 1992; 김철운, 2001: 

271-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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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앞서의 公이 의미했던 바 ‘無私’, ‘공평’,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보증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함의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었다. 이는 公으로서의 官이 그 본연의 당위적 요구를 충

족시키지 못할 때, 官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 다. 그런 점에

서 公으로서의 官은 단순히 국가나 국가기구 혹은 직위를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의

미보다는 도덕적 모범으로서 규범적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네 가지 公의 의미는 유교적 맥락에서 서로 단절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

라 유기적으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유교적 ‘公’이란 ‘사적 이해를 넘어 공평한 기준

과 관점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지향하는 태도 혹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위에서 본 바대로 이러한 公의 내용이 官의 고유한 속성

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公의 실천이 官의 당위적 사명으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公을 실현하는 핵심적 주체가 바로 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官이란 

사회학적으로 표현할 때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 지배기구와 그 활동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지배엘리트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 다. 다시 말해 官은 국가기

구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기구를 움직이는 지배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

다. 이로부터 국가를 매개로 한 지배는 곧 公의 행위이며 그것을 담당하는 지배집

단은 곧 공적 집단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의 유교이론에서도 

보겠지만, 국가와 지배집단이 公의 담지자로서 특권화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맥락

이다. 하지만 반복되거니와 官의 공적 성격이 존재론적으로 특권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公의 실현이라는 당위론적 실천이 필수적

인 조건으로서 요구되었다. 성리학은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을 강조한 정치이념이었

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公’이란 유교적 맥락에서 ‘지배집단이 주체가 되

어 사적 이해를 넘어 공평한 기준과 관점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지향

하는 상태 혹은 원리’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하에서 유교적 公의 의미는 사림의 존재와 실천을 이해

하는 핵심적인 관건이었다. 사림은 바로 이 公의 내용으로부터 도출된 유교적 의미

의 ‘公共性’을 자신들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하 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를 근거로 할 때, 사림의 공공성이란 ‘지배계급의 일원

인 사림이 자신들의 개인적(계급적) 이익을 넘어서서 보편주의적 기준에 따라 백성

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실천적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림의 종교적 성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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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제하기도 했지만, 이 공공성은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서 권장되는 세속적 덕

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궁극적 원리와 이어져 있는 종교적 정언명령이었

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官, 즉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던 사림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지배정당성의 약화와 함께 스스로 

계급적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를 가졌다. 사림정치의 구조와 

변동과정에서 공공성에의 요구는 단순히 규범적 원칙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와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 기능하 다. 이 

이 정치와 지배의 측면에서 특별히 공공성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6.  이론적 주장과 분석틀

   사림의 공공성 그리고 그것의 근간이 된 유교적 公의 원리가 조선을 움직여갔

던 것은 조선사회의 이념, 사회세력 그리고 물적/제도적 공간의 복합적 효과로 설

명할 수 있다. ① 양반을 모집단으로 하는 사림세력, ② 文士계층의 이해와 결합한 

공공적 도덕정치이념으로서 성리학, ③ 자치 및 공론형성의 공간적 거점인 향촌. 

크게 보아 이 세 가지는 조선사회의 발전맥락에서 특유의 사림정치체제를 구축하

게 한 핵심적인 요인이었으며, 상호간에 강한 선택적 친화력을 발휘하 다.   

   사림은 분석적으로 볼 때 이중적인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일차적으로 사

림은 지배계급인 양반을 모집단으로 하는 양반의 하위분파로 규정된다. 그런데 在

地 중소지주적 경제기반을 공유하고 있던 이들은 조선 초기에 또 다른 양반분파인 

‘勳舊’와 대립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정치적으로 볼 때 권력중심으로부터 거의 전

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지주적 경제기반 위에 정치권력을 독점하

고 있던 훈구세력과 비교하여 사림의 정치사회적 성격은 상대적이지만 진보성과 

개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사림의 또 다른 측면은 종교적인 견지에서 설명된

다. 유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에서 그들은 훈구와 구별되는 이상주

의적, 본질주의적 경향을 노정하 고, 그런 의미에서 사림은 일종의 근본주의 종파

(sect)세력이었다(Troeltsch, 1960: 331). 사림에 내재된 정치사회적 진보성과 종교

적 근본주의경향은 분석적인 구분일 뿐 실제로는 상호침투한 속성이었다. 특히 종

교적 근본주의 경향은 행위에 있어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역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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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치사회적 역에서 개혁성을 촉진케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 다. 사림 공

론의 비판적 성격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배이념으로서 조선의 유교는 宋代에 발원한 改新유학 곧 性理學이었다. 유교

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연구자는 조선 성리학의 핵심

을 공공성의 구현을 위한 고도의 ‘도덕정치적 지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유교

는 곧 도덕정치라고 할만큼 도덕정치는 유교의 보편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리학의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 규범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의 

당위로 요청되어 강한 실천적, 제도적 함의들을 체계화하 기 때문이다. 조선 성리

학의 도덕정치 개념 역시 분석적 견지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갈라볼 수 있다. 첫째

는 ‘道學政治’ 혹은 ‘至治主義’의 모토에서 잘 드러나듯 고도의 도덕성 구현을 정치

의 기본 목표이자 원칙으로 간주한 측면이다. 정치를 도덕에 종속시키고 정치의 급

진적 도덕화를 지향한 성리학적 이념은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

의 정치 및 지배구조가 자신의 정당성 기반으로 다른 무엇보다 도덕적 선명성을 

추구하게 되며, 그런 맥락에서 조선의 정치를 이른바 ‘모랄폴리틱(moralpolitik)’으

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김상준, 2001a). 성리학적 도

덕정치 개념의 또 다른 측면은 ‘治者의 자기규제에 기반한 공동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爲民’ 또는 ‘與民’으로 표현되는 유교적 공동체성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유교

적 보편원리 즉 天理를 구현하기 위한 治者의 핵심적 실천지향이었다. 이념적인 기

준에서 볼 때, 이 자기규제적 공동체성의 결핍은 사림의 사회적 존재의의를 부정하

게 할만큼 도덕정치적 지형에서 결정적인 것이었다. 요컨대, 조선 중기 맥락에서 

성리학이 행한 사회적 효과는 ‘도덕정치의 강제와 爲民원리의 제도화’에서 전형적

으로 관철되었다. 공론을 매개로 한 현실정치의 도덕적 비판도 이러한 이념적 후광

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 중기의 향촌공간은 사림과 도학적 성리학의 물적 토대로 기능하 다. 기원

적인 면에서 사림은 향촌의 중소지주 출신으로 대개 在京시간보다는 在野시간이 

많았으며 향촌의 현장에서 농촌의 실상과 민중의 생활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던 계층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존재근거라 할 수 있는 성리학적 학문활동이 무엇보

다 在地的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의 논리구조 자체가 우주론의 보편적 시

각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림이 군주 및 

중앙 역과 일방적으로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촌적 조건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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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친화하고 있었다(이범직, 1996). 사림의 정치․사회적 성격에는 이처럼 鄕黨

的 색채가 짙게 배어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는 국가와 중앙

의 위상이 중요했던 것만큼 향촌사회의 존재와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 다

(Rozman, 2000).     

   사림과 도학적 성리학의 존재기반인 조선의 향촌사회는 전통과 주술이 어루러

진 사적 공간이기보다는 공공적 자치를 근간으로 한 공적 공간으로서 성격을 뚜렷

이 노정하 다. 성리학적 질서를 표방한 사림의 자치지향성을 기반으로 향촌사회는 

국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누렸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자치지향성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공적인 견지에서 작동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鄕會’, ‘留鄕所’, ‘司馬所’, 또는 ‘鄕約’이나 ‘書院’ 등이 국면과 맥락

에 따라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이태진, 1994a; 1994b), ‘鄕飮酒禮’, ‘鄕射禮’, ‘春

秋講信’ 등에 입각한 자체의 鄕規 또한 마찬가지 역할을 하 다(박익환, 1995; 정진

, 1998; 김현 , 1999). 이들 여러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향촌의 일상생활을 규율

하는 자치기구로서 역할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對사회적 발언

통로, 혹은 중앙권력에 대한 비판책으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이러한 향촌의 성격은 

대개 사림정치와 더불어 시작된 현상으로서 특히 조선 중기(의 초기)에 이르러 본

격적인 제도적 틀로서 정착하게 되는데, 자치적 기능과 중앙비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그것은 사회학적 의미의 ‘공적 역’이라 할만한 것이었다. 조선 중기 사림의 

비판적 공론정치는 중앙의 국가기구와 더불어 공적 역으로서 향촌이라는 제도적 

거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현상이었다.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공적 성격이 상기한 요인들의 선택적 결합에 의한 것이

라면, 그러한 결합을 추동한 핵심적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이 에서는 그 계기를 

조선사회의 체계위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체계의 ‘정당성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 

파슨스(Parsons)의 말을 빌릴 때, 특정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응

(adaptation)’, ‘목표달성(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및 ‘잠재적 유형유지

(latent pattern maintenance)’기능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

지 않을 때 체계는 심각한 항상성의 위기를 노정하게 된다(Parsons, 1971: 8-18). 

정당성의 위기란 이 가운데서도 특히 ‘잠재적 유형유지’ 측면과 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체계의 문화-동기적 요소에 관여하는 잠재적 유형유지 측면은 사회 공동

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권력과 권위를 포함한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정당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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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정당화의 기능은 

종교를 의미하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질서정연한 관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파슨스는 말한다(Parsons, 1971: 11).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교에 기반한 조선의 체

계 정당성이 조선 중기의 지형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 고, 그것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공론에 입각한 사림체제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체계의 정

당성 위기가 비단 잠재적 유형유지 측면에 국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적

응, 목표달성, 통합의 전 측면이 복합적으로 매개된 총체적 정당성 위기 다. 이를

테면 훈구와 權臣의 대토지 소유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사림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위협하 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다수 소농의 재생산기반을 와해시켜 

전체적인 견지에서 조선사회의 체계적 ‘적응’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 다. 뿐만 아

니라 훈구세력에 의해 주도된 중앙권력은 성리학적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향촌의 자치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권력의 독단 및 지배구조의 편중

화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었다. 조선 중기(의 전반기)는 체계로서 조선사회가 전반

적으로 균열하고 그러한 균열이 집약되어 정당성의 위기로 外化하던 상황이었다.  

   조선 중기에 노정된 체계의 정당성 위기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유교정치

의 ‘본질과 제도화간의 모순’을 극명하게 반 한 것이었다. 성리학에서 상정하는 유

교정치란 ‘공공성’에 입각한 고도의 도덕정치 다. 물론 어느 체제에서나 도덕성은 

정치적 정당성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지만, 유교정치에서 그것은 예외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 다. 이는 유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성격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데, 흔히 간과되지만 유교의 도덕성에는 세속적 윤리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초

월적 종교성이 깊이 삼투되어 있었다. 바로 이 종교적 성격으로 인해 유교정치에서

의 도덕성의 의미는 단지 현실정치의 규범적 덕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당위로서 고양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치에 부수된 규범적 필요조건이 아니라 유

교정치 자체를 성립하고 완성시키는 존재론적 필요충분조건이었다. 

   이념형적으로 볼 때, 고도의 도덕성에 입각한 유교정치는 권력이나 무력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동의의 정치’ 혹은 ‘헤게모니적 

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심을 배격하고 公共의 

도덕화와 인간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정치’로 규정할 수 있다. 성리학의 

도학적 기준은 바로 이를 상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유교정치의 본질이 제도

화될 때, 특히 현실정치의 권력적 관심이 개입할 때 발생한다. 모든 이념이 그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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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적인 제도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본질로부터의 괴리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사회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현실정치의 강제에 의해 권력적 관

심이 부각된 결과 지배의 양상은 헤게모니적 성격보다는 권위적, 억압적 성격을 뚜

렷이 드러내게 되고, 보편주의 정치는 당파 정치에 의해 왜곡되어 간 것이 조선 

전, 중기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괴리의 현실적 결과는 조선사회를 체계적으로 위협하 다. 중앙권력과 

향촌사회의 정치적 대립,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경제적 갈등(혹은 보다 근원적으로 

지주와 소농의 대립) 등 체계의 전반적인 균열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균열의 향

은 유교정치가 현실정치의 권력 및 이해(interest)의 논리를 존재론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그 대립항으로서 현실정치의 도덕화를 스스로의 존재목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이었다.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조선 중기의 지형은 적어

도 성리학적 도학이념의 담지자로 자처하는 사림들에게는 심각한 자기모순의 상황, 

다시 말해 본질과 괴리된 反유교적 상황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사림에 내포된 근본

주의적 종교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이 反정통적 異端상황으로 체감된 것은 무

리가 아니었다.40) 

   사림이 주도한 조선 중기의 공론정치는 바로 이러한 지형이 발한 이념적, 구조

적 긴장의 결과로 등장하 다. 그것은 정당성의 위기에 즈음한 사림의 ‘정치사회적 

유신운동’이면서 동시에 이단상황에 대응한 ‘종교적 근본주의운동’이기도 했다. 주

지하다시피 ‘근본주의’란 주로 종교적 견지에서 始原的 본질을 지향하는 절대적이

고 근원적인 입장 혹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Marty, 1992: 19), 바로 이 근본주

의는 조선 중기의 사림에게 내재된 주요한 속성이자 실천적 에너지 다. 그리고 이 

근본주의와 사림적 공공성의 결합여부는 사림정치의 성립과 해체에 결정적으로 작

용한 변수 다. 요약해보건대, 사림의 근본주의가 유교적 공공성의 논리와 강하게 

결합함으로써 현실정치의 논리를 제어하고 규범화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보편주의

에 입각한 강력한 권력비판 및 현실개혁의 에너지로 표출될 수 있었다. 반면 근본

주의적 속성이 공공성과의 내재적 결합을 끊고 현실정치에 종속되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특수주의적 입장에서 권력을 후원 및 배타하는 보수적 에너지로 전환되었

40) 근본주의의 대표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같이 정통과 이단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데 있다. 이 때 이단으로 규정된 세력은 근본주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

인으로 지목되어 철저한 투쟁의 대상으로 단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Marty, 199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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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양상이 士禍를 전후한 始原 및 성립기의 사림정치 모습이라

면, 후자는 붕당정치가 왜곡되는 이른바 파행 및 해체기의 사림정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림의 근본주의와 공공성 그리고 양자의 결합여부는 사림정치의 국면적 

성격과 변화를 규정한 근원적인 동력이었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정치지형을 달리하

는 사림정치의 제 국면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근본주의와 공공성의 구조적 결합의 

함수관계 아래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림정치의 상이한 국면들은 도학

적 근본주의운동의 상이한 발현이었던 것이다.  

   이상 개괄적으로 살펴본 본 논문의 이론적 주장과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도식

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 분석틀에 입각

하고 있다.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논의의 틀>

               구조 / 이념요인

     - 성리학적 공공성
     - 사림의 사회적 성격
            :정치적 소외와 재야성
            :종교적 정통 및 근본주의
     - 향촌: 자치 및 권력비판의 공간

  종교적 근본주의운동
(정치적 유신운동)

사림의 공론정치
(공공성의 제도화)

            
           위기 / 변동요인
          
          - 체계의 정당성위기
          - 정치의 공공성 위기
            : 정치와 도덕의 모순
            : 중앙과 향촌의 모순
            :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모순
   

                        

士禍期
-비판적 공공성
-근본주의>현실정치
-향촌(사회) 중심
-비판적 도덕정치

朋黨(定着)期
-제도적 공공성
-근본주의=현실정치
-중앙-향촌 균형
-제도적 도덕정치

-형식적 공공성
-근본주의<현실정치
-중앙(국가) 중심
-영합적 권력정치

朋黨(跛行)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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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에서는 조선 중기 사림 정치의 구체적 양상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것의 이념적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여기에서 성리학에 대한 고찰의 의미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조선에서의 성리

학이 행한 역할은 단지 조선의 국가이념이라는 포괄적이고 평면적인 의미에 국한

되지 않으며, 성리학이 제공한 정치적, 도덕적 원리와 거기에 내 하게 결합된 특

유의 종교적 성격이 실제 사림정치의 중요한 국면마다 결정적인 변수로서 힘을 발

휘했기 때문이다. 문치주의를 매개로 한 도덕정치적 지형에서 성리학적 이념요인이 

단순히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림정

치의 특이한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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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유교이념의 성격과 특성 

 

   1.  유교의 기원적 성격과 변천 

   1) 원시유교의 비판성

   모든 이념이 그러하듯 춘추전국시대 공자와 그 제자들에 의해 주창된 유교 역

시 시대적 조건을 반 하고 있다. 시대의 문제를 접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유교

의 고유한 성격이 주조되고 또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공자가 처해있던 상황

은 周왕조의 쇠락과 더불어 수많은 봉건제후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투쟁하던 혼란기이자 사회변동기 다. 殷을 정복하면서 성립한 周왕조는 새로운 지

배질서의 구축을 위해 혈연적 親親의 원리에 입각한 宗法체계를 정립시켰는데, 그

것은 周의 봉건제적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장치로 기능하 다

(이강수, 1992: 20-21). 기원전 12세기 경 周武王은 殷을 멸망시킨 후 자신의 직속

지를 제외한 광대한 토를 자신의 혈족들에게 分封하 고, 각지의 토를 분봉받

은 제후들은 다시 자기 토 안의 토지와 인민들을 卿大夫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천자와 제후, 제후와 제후, 제후와 경대부 그리고 경대부들 사이의 관계

는 혈연으로 맺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혈연적 관계에 기반한 위계서열체계가 종

법이었다. 하지만 혈연으로 매개된 종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규율했던 것은 행위규범으로서 ‘禮’의 원리 다. 원래 종교적 의미41)로부터 출발했

던 예의 개념이 周代의 종법질서 내에서 사실상 모든 역을 포괄하는 총체적 역

할규범 혹은 행위원리로 확장된 것이다. 禮記의 다음 구절이 말해주듯, 당시의 맥

락에서 예는 인륜도덕과 교육, 풍속의 교정, 신분질서의 확립, 정치와 행정의 시행, 

분쟁과 송사의 해결, 제사와 같은 종교기능 등 사회의 전 역에 관여하고 있었다

(유권종, 1992: 111).  

41) 禮에 담긴 종교적 의미는 禮라는 한자어에 이미 잘 표현되어 있다. 禮는 示와 豊이 합

해진 자로서 示는 神을 의미하 고 豊은 豆 위에 공물을 얹은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 혹은 신을 섬겨서 복을 구한다는 뜻이 그 속에 내

포되어 있는 것이다(『說文解字』: 禮,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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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 인의는 예가 아니면 완성되지 않고, 敎訓 正俗은 예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

고, 分爭 辨訟은 예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군신 상하와 부자 형제의 관계는 예가 

아니면 정해지지 않고, 宦學함에 스승을 섬김은 예가 아니면 친해지지 않고, 朝廷에 

班列하고 군대를 다스리는 것, 관직에 임하여 법을 시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면 위엄

이 행해지지 않고, 禱祠 祭祀하여 귀신에 공급하는 것은 예가 아니면 진실하지 않고 

엄숙하지 아니하다(『禮記』, 「曲禮」上)  

周가 300여 년에 걸쳐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고 또 공자가 찬미할 만큼 문화의 극

성기를 구가했던 것은 이 禮治的 질서체계에 힘입은 바 컸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

할 때, 周나라의 붕괴는 곧 종법제도의 해체를 의미하 고, 그것은 禮治的 사회질

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周의 붕괴는 당시의 지배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생산력 발전을 반 한 결과 다. 일차적으로 周의 붕괴는 강성한 봉건제후

들이 중앙권력에 도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봉건제후의 도전은 이미 그 자체가 

혈연적 종법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당시의 지배질서를 근본적으로 균열시킨 요

인이었다. 周왕조의 초기에 天子는 봉건제후들의 토확장을 굳이 반대하지 않았

다. 토확장의 부산물로서 더 많은 조공을 제후들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통과 지리적 여건 역시 봉건제후들의 자율성 확장을 불

가피하게 하 다. 하지만 다소간 묵인되고 또 불가피했던 이러한 조건들이 결국 周

의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周왕조의 역사가 거듭되는 동안 경

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봉건제후들의 힘이 오히려 천자를 능가하게 되고 그들간에 

패권적 투쟁이 벌어짐으로써 종법질서가 뿌리 채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경

제 및 사회 측면의 변동과도 연동되어 있었다. 우선 봉건제후들이 권력의 기반인 

토지와 노동력을 경쟁적으로 확보해나감에 따라 확대된 토지와 노동력의 관리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조세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

다. 이전의 노동지대인 助가 사라지고 현물지대인 貢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이

러한 맥락때문이었다.42) 노동지대에 비해 현물지대는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42) 周왕조 초기 이래로 조세의 기본은 公田이라는 공동경작지에 투하되는 노동지대 형태로 

수취되었다. 이른바 井田制가 그것이다. 그러나 토확장을 통해 공전이 넓어지는 동시에 개

인 소유의 私田 역시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자신의 사적 잉여 확대를 위해 사전에 집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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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생산물 획득을 위한 잉여노동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해주었다. 농민들이 자

기의 잉여생산물 확보를 위해 노동의 집중도를 높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지주들 역시 보다 많은 조세의 확보를 위해 농민들을 독려함으로써 여기에 화답하

다. 사적 잉여를 추구한 농민들과 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원하는 지주가 각기 이

해관철을 위해 투합한 결과는 비약적인 생산력 발전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생산력 

발전이야말로 봉건제후들이 스스로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여 강성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 농민층 역시 여기에 힘입어 경제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부농이나 상인

층으로 전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유가가 

출현했던 것은 이런 배경 위에서 다. 

   유교의 기본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공자 시대의 의미는 각별하다. 우선 그 시

대는 예를 중심으로 한 기존질서의 해체기 으며, 동시에 새로운 지배질서의 모색

기이기도 하 다. 부국강병과 패권을 놓고 각축하던 제후들이 저마다 以賢擧,43) 즉 

현자등용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것도 이 같은 변동기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사

회질서의 비젼을 제공받고자 함이었다. 儒家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군웅할거의 패권적 투쟁상태, 신흥 농민 및 상인층

의 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사회를 압도하던 힘은 무력과 경제력이었다. 

이른바 武治와 경제주의적 지배가 시대의 지배원칙이었던 것이다. 유가는 바로 이 

武治的, 경제주의적 지배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등장한 일군의 지식인집단이었다. 

이들의 反武治, 反경제주의적 입장이야말로 유교의 이념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적인 요소 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周의 붕괴가 가져온 무력적, 경제주의적 지배상

황을 일탈 혹은 병리로 파악하 다. 반면 그들이 지향한 이상적 지배는 윤리, 도덕

에 입각한 文治에 있었고 그것만이 당시의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 지배

원칙이라고 생각하 다. 그런데 유가의 이러한 지향 밑바탕에는 周代의 禮治가 하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B.C 8세기 경 周의 宣王은 ‘徹法’이라는 현물지대를 도입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공동경작지제와 노동지대를 폐지하고 농민들이 배당지에 관계없이 한해 경작

한 수익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송 배, 1987: 31-32; 

이강수, 1992: 21-24).  

43) 晋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以賢擧는 이른바 지식인등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周代의 종법사회에서 친인척을 관리로 등용했던 以親擧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현상

이었다. 以親擧가 혈연적, 가족주의적 사회구조를 반 한 것이었다면, 以賢擧는 그러한 경향

이 해체되고 있음을 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강수, 1992: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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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배 이념형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44) 다시 말해 周代의 문물, 특히 禮라는 

총체적 질서체계가 유가의 지향했던 文治의 이상적 모델역할을 하 으며, 이로부터 

당대의 反禮治的 상황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던 것이다. 유교에서 周의 

禮治的 질서가 가지는 이념형적 의미는 論語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잘 확인된

다. 

 殷은 夏의 禮를 따랐으니 비교해 보면 더하고 뺀 것을 알 수 있고, 周는 殷의 禮를 

따랐으니 비교해 보면 또한 더하고 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周의 바른 

문화 전통을 계승만 한다면 백대의 앞일도 능히 알 수 있다.45)  

  

 周는 夏와 殷의 두 대를 본땄으므로 문물제도가 빛나는지라, 나는 周를 따르련

다.46)

공자의 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周代를 현재화하려는 노력은 유교의 始原的 지향

이었으며,47) 그것은 일반화해서 말할 때, 禮에 의한 지배질서의 적극적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제후들의 무력적 패권 투쟁으로 점철됐던 당시 상황에

서 周代의 禮治的 질서에 대한 유가의 염원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44) 여기에서 지배의 이념형이라는 말에는 주의해야 할 함의가 들어있다. 그것은 이념형이

라는 개념이 암시하고 있듯이 周代의 지배질서가 오로지 禮的 지배에 의해 일관된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이다. 禮記의 曲禮 장에 나오는 ‘禮는 아래로 서민에게 미치지 않고 형벌은 위로 

대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는 표현처럼 실제 周의 지배는 禮治와 

刑治의 혼합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다만 신분제를 부정하지 않은데다 

그 자신들 역시 士계층의 일원이었던 유가의 입장에서는 사, 대부 이상을 규제했던 禮的 질

서가 周의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런 점에서 周는 유가의 이념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45) 『論語』, 「爲政」23, 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

者, 雖百世, 可知也.

46) 『論語』, 「八佾」14,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47) ‘周代의 현재화’라는 지향이 유교의 본원적 성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곧 유교에 내재된 보수성의 진원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맥락을 무시한 소치로 보

인다. 실제로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여기에 주목하여 유교의 본질주의적 성향, 보수성향을 

문제삼고 있지만(Pye, 1985: 34-39), 당시의 맥락에서 周代의 현재화라는 명제는 오히려 현

실정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무기로 기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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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유가의 禮治 혹은 文治的 지향이 우선적으로 당시의 무력적 지배상황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당대의 경제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었다. 춘추전국기의 혼란은 지배구조의 균열과 지배세력

의 투쟁에서 비롯되기도 하 지만, 생산력 발전에 기인한 광범위한 농민층의 분해

도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 다. 周初 이래의 노동지대가 현물지대로 바뀌면서 

농민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들 중 

자신의 사유화 토지를 기반으로 富를 확대하는데 성공한 일부 농민층은 ‘殷戶’라고 

부르는 새로운 지주층으로 성장, 전화하 다(송 배, 1987: 33). 물론 이 과정의 이

면에는 정치적 패배에 따라 몰락하게 된 기존 지주층 그리고 오히려 더욱 세해

져서 새로운 지주층의 소작인으로 전락한 기존 농민들이 함께 존재하 다. 어쨌든 

舊경제관계의 해체와 함께 농민층 혹은 거기서 전화한 상인층이 새로운 지주로 등

장한 것은 종법질서의 균열이 가속화됨은 물론 사회관계가 경제력에 의해 재편됨

을 의미하 다. 그것은 사회작동의 원리로서 경제주의의 확산을 전형적으로 대변하

는 현상이었다. 

   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서의 원칙으로서 경제주의는 武治에 버금가는 해악

으로 이해되었다. 그들이 지향한 예치가 기본적으로 도덕적, 규범적 질서체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경제주의적 지배는 사사로운 이해에 추동되는 반규범적 질서체계

다. 여기에서 유가가 이해한 경제주의의 범위는 비단 경제적 이해의 추구에만 국

한되지 않았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철을 초점으로 하 지만, 그 외의 모든 역에

서 힘을 발휘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추구 경향을 총체적으로 경제주의로 파악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경제주의는 유가들에게 질서의 원칙이 아니

라 ‘天下無道’의 진원으로 받아들여졌다.48) 그들은 예치적 질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大同이 구현되는 ‘公’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 다.49) 따라서 그들이 당시의 경제주

의적 현실에 반발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경제적 이해를 포함한 사사로운 이해 

추구는 이른바 私의 행위원리로서 公을 지향한 유가의 예치적 질서에 결정적으로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50) 

48) 『論語』, 「季氏」2, 天下有道, 則庶人不議. 

49)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子獨子

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葉

於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

閉. 是謂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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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는 德을 생각하나 소인은 땅을 생각하고, 군자는 法을 생각하나 소인은 혜택받

기만을 생각한다.51)  

 군자는 무엇이 대의인가에 마음을 쓰고, 소인은 무엇이 이익인가에 신경을 쓴다.52) 

      

 임금이 제 나라의 이익을 꾀하고 대부가 제 집안의 이익을 꾀하고 선비와 백성까지 

자기만의 이익을 쫓는다면, 이는 위아래가 모두 자기의 이익만을 다투는 것이니 이

로부터 필경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萬乘의 대국에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

드시 千乘의 봉토를 가진 제후이고, 千乘의 소국에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百乘의 봉토를 가진 대부일 것이다. 萬乘 중에 千乘을 가지고 있고, 千乘 중에 百乘

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지만, 인의를 제쳐놓고 오직 이익만을 내세운

다면 전부를 빼앗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53)

이처럼 유교 경전에서 숱하게 나타나는 利와 私 혹은 小人에 대한 경계는 당시의 

경제주의적 이해추구 경향을 직접적으로 반 한 것이며, 거기에 대한 강렬한 반감

은 유교의 시원적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54) 禮的 지배질서를 붕

50) 유교적 예치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조건이 바로 ‘자기’의 극복이었다. ‘자기’란 다

름 아닌 사사로움 혹은 사사로운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의 맥락에서 정확히 경제주

의적 개인(이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論語』, 「顔淵」1, 克己復禮爲仁. 一日

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51) 『論語』, 「里仁」11,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

52) 『論語』, 「里仁」16,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53) 『孟子』, 「梁惠王(上)」, 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上下

交征利, 而國危矣. 萬乘之國, 殺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殺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

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奪不饜矣.

54) 경제주의에 대한 유가의 반감은 그들 자신의 문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리고 사농공상

의 신분적 질서체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이 반대한 것이 경제주의이지 결코 경제(적 행위) 자체의 필요성

과 의의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류인희, 1992). 다시 말해 禮나 公과 같은 유교적 

규범원칙에 종속되어 그것의 확장에 공헌하는 한, 오히려 경제적 행위는 적극적으로 요청되

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권장되기까지 하 다. 그들은 백성들의 경제적 삶의 고양이 유교적 

질서체계의 근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孟子 梁惠王上편의 다음 구절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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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시킨다는 점에서, 公的 大同의 이념에 反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文士로서 자신들

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결코 유가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

다. 무력적 질서 역시 마찬가지 다. 『左傳』의 다음 구절이 유가의 이러한 입장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는 군자가 능히 그 능력을 발휘하여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

풀고 소인들은 농사일에 열중하여 윗사람을 섬겼다. 그러므로 상하 모두 예를 잘 지

키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경멸을 받아 멀리 쫓겨났다. 하지만 세상의 질서가 어

지러워졌을 때는 군자가 자신의 공적을 뽐내어 소인을 억압하고 소인은 실질적인 힘

을 가지고 군자에 대항했다. 그러므로 상하 모두에 의해 예가 지켜지지 않고 어지러

움과 학정이 동시에 생겨났다.55)

   이상의 간단한 고찰을 통해 본 것처럼 유교형성기의 배경은 유가들의 입장에서

는 자신들의 이념과 지향에 반하는 철저히 反유교적인 지형이었다. 따라서 시대적 

맥락 상 그들의 이념적 지향에는 사회비판적 성격이 다분히 내포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전형적 外現이라고 

할 수 있다.56) 한편 원시유교에 내포된 맥락적 비판성은 百家가 爭鳴하는 당시 상

황에서 그들이 주류 질서 속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결정적으로 강화되

었다. 이른바 재야의 지식인으로서 주류 지배질서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이념적 지향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士집단을 자신들의 계급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王道之始也.’ 유가들이 반

발하고 경계했던 것은 경제적 이해의 원리가 禮나 公의 규준을 대체하고 복속시키는 것이었

다. 공자 역시 유교적 정의에 부합한다면 재부와 이익의 추구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것의 추구를 당연하게 생각하 다. 따라서 공자를 무조건적으로 모든 이익 추구를 반대하고 

단지 인의도덕의 교조만 공담한 인물로 보는 것은 그의 의리관과 경제사상을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전체 유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5) 『左傳』, 襄公 13年. 世之治也, 君子尙能而讓其下, 小人農力以事其上, 是以上下有禮, 而

讒慝黜遠, 由不爭也, 謂之懿德, 及其亂也, 君子稱其功以加小人, 小人伐其技以馮君子, 是以上下

無禮, 亂虐並生, 由爭善也, 謂之昏德, 國家之敝, 恒必由之. 

56) 이러한 비판의 두 축은 종합적으로 보건대, 非公으로서 私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성격

을 공유하고 있었다.  



- 57 -

서도 武士가 아니라 文士(literati)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평민이 아닌 그들은 국가 통치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정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분적 자격 역시 구비하고 있었다. 유가들은 그들이 

희구한 禮治的 질서와 ‘天下爲公’의 실현이 기본적으로는 현명한 군주에 의해 도

되어야 하지만,57) 그 과정에서 진정한 君主之道를 제시하며 군주를 보필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하 다.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고도의 문치적 지식과 자기규율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유교적 수양으로 훈련된 유가들이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유가의 입장은 그들이 이상적 인간형으로 내세운 

‘君子’의 역할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전병재, 1980: 136),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고, 백 리 사방의 나라를 맡길 수 있고, 존망을 건 위급

함에 임해서도 굽히지 않으면 군자다운 사람이라 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는 군자다

운 사람이로다.58)

  위에 있는 군자로서 부모에게 독실하게 하며, 백성들 사이에 인덕의 기풍을 일으

키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덕풍 역시 따라서 두터워진다.59) 

이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통치를 하는 왕이나 귀족계급이 아니었던 이들은 뛰어난 文治的 

지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재생산을 기본적으로 제후나 귀족들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었다(함재봉, 2001: 4). 더구나 원시유교의 발흥기에 유

가들은 당시의 지배적 제후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했다.60) 무력과 경제력에 기

57) 『論語』, 「子路」12, 如有王者, 必世而後仁; 「八佾」5,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58) 『論語』, 「泰伯」6,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

子人也！

59) 『論語』, 「泰伯」2, 君子篤於親, 則民興於仁, 故舊 不遺, 則民不偸.

60) 함재봉은 論語의 첫 구절인 學而편 1(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에 당시 유가의 소외된 상황이 직접적으로 반 되어 있다고 본

다. 주류 질서로부터 소외된 그들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는 자기위안적 언명이 나왔으며, ‘ 벗이 멀리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

절 역시 소외된 士계급이 공유하는 일종의 同病相憐的 감정 표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함



- 58 -

반한 패권적 투쟁상황에서 유가의 예치적 도덕질서원리는 전혀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일례로 儒家의 강력한 경쟁세력 가운데 하나 던 法家가 많은 제후들의 주

목을 받고 결과적으로 통일된 秦의 지배원리로 수용되었던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

다.61) 기본적으로 무력에 입각하여 강력한 刑과 罰을 질서의 원천으로 내세운 법

가적 입장은 당시의 지형과 현실적 친화성을 가졌던 것이다. 결국 제후나 귀족 등 

권력집단으로부터 외면 당하면서 동시에 부농이나 상인 등 신흥 경제주의 세력으

로부터 도전받고 있던 것이 당대 유가의 불우한 입장이었다. 이처럼 당시의 지배적 

질서로부터 소외돼 있었다는 사실은 유교의 이념적 지향 속에 비판적 在野性을 각

인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 다.62) 맥락적으로 볼 때, 소외된 문사의 사회적 

지위 및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념이 바로 원시유교 다고 할 수 있다.

재봉, 2001: 2-6). 물론 유교적 수양론이나 윤리론의 입장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이나 함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시 유가들이 처해있던 사회적 맥락이라는 점에서는 정확한 지

적이라고 생각된다.    

61) 유가와 법가의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백성(民)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물론 양 진  모두 백성을 직접적인 정치적 주체로 보는 

것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공히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런 제한 속에서도 유가는 백성을 정치

의 근본으로 상정하고 인격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법가는 통치의 객체로서 하나

의 재료 혹은 수단으로 간주하 다. 이러한 차이는 양 진 이 갖고 있던 국가-백성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연결되는데, 유가가 국가-백성관계를 상보적이고 조화적인 것으로 상정

했다면, 법가는 적대적, 합적(zero-sum) 관계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Rubin, 1983: 

106-110). 

62) 일반적으로 특정 이념이나 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과 지향은 그 이념이나 종교가 

기원한 시점의 사회정치적 상황으로부터 결정적인 향을 받는다(Brandon, 1971). 이를테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할 때, 기독교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고난’과 ‘권력’의 개념은 초기 

기독교를 둘러싸고 있던 사회정치적 상황, 대표적으로 유대기의 피억압, 예루살렘의 몰락, 

잇따른 로마제국의 압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기독교와는 달리 종교의 형

성기에 외부의 군사적 침탈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슬람교는 이러한 고난이나 권력 개념이 덜 

중요하거나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종교의 형성 초기에 이슬람세력이 지배자 혹은 권력자의 

입장에 있었고 기독교세력이 피억압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양 종교의 성격형성

에 중요한 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Turner, 1992: 59-60). 마찬가지 이유에서 원시유가의 

정치, 사회적 지형이 유교의 성격형성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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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교의 관학적 변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부류로부터 성립한 원시유교는 이후 후대로 오면

서 중대한 내용적, 형식적 변환과정을 겪게 된다. 흔히 유교는 사상사적으로 공맹

기의 원시유교, 漢代 이후의 관학유교 그리고 宋代에 발흥한 신유교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시기적 구분이 이미 유교의 변천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공

자 당대에서 맹자, 순자에 이르는 원시유교시기는 이른바 태동기로서 유교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주도적 사상체계로 성장하게 되는 모태의 시기이

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도 공․맹․순 사이에는 미묘한 강조점의 차이가 발견된

다. 비록 상대적이긴 하지만 공자가 仁의 덕목에 보다 치중했다면, 맹자는 義, 순자

는 禮에 그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이상은, 1976: 13-22). 이는 일정하게 당대

의 사회적 조건 변화를 반 한 의미있는 차이로 보인다. 공자 당시 그러니까 춘추

시대의 상황은 이미 周代의 종법질서가 동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혈연 및 가족중심의 질서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情誼의 원리에 기반한 仁의 덕목으로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조정, 극복할 수 있다

고 믿었고, 그로부터 周代의 사회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국시대

의 조건은 이미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의 중심단위가 구래의 종법

적 ‘家’에서 제후 중심의 ‘國’으로 재편된 것이 변화의 핵심이었다(이상은, 1976: 

146-150). 맹자가 義를 강조하고 순자가 禮를 강조한 것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러한 사회적 조건 변화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家중심의 정의적 仁의 원리가 갖

는 시대적 한계에 즈음하여 그들은 仁의 원리를 사회 및 국가차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객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義와 禮는 仁의 사회적 객관화라고 

볼 수 있다.63) 공자에게서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은 맹자의 王道政治사상이

나 순자의 覇王竝用사상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공자 이후의 유교(원리)는 보다 사회화되고 객관화됨으로써 역설적으로 漢代의 주

도적 정치이념으로 전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63) 이를테면 순자가 지향한 禮는 공자 당대에 법에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 禮개념에 비해 

다분히 형식성이 강하 다. 그가 말하는 禮는 형식적, 객관적 덕목 혹은 규범으로서 규제적 

성격까지를 포괄하는 의미 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法의 개념에 가까웠던 것이 

그의 禮개념이었다. 그가 性惡說을 주장하 고 또 대표적 法家 던 韓非와 李斯가 그의 제

자 다는 사실이 그의 이러한 禮개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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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전국시대와 秦을 거친 유교는 漢代에 이르러 주도적인 국가이념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 특히 漢武帝 때 董仲舒 등의 건의에 따라 유학자들을 등용하고 진

시황제에 의해 소실되었던 유교경전을 經學博士들을 통해 정리하고 해석케 함으로

써 본격적인 국가이념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漢代에 이르러 유교가 국가이념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결정적 기반은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성립이었다. 분석적으로 

볼 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유교가 중앙집

권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체계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힘이었다. 漢

代의 유교는 춘추전국의 百家爭鳴期를 거치면서 도가, 법가, 묵가, 음양가 등 여러 

경쟁적 이론들을 자신들의 체계 내로 흡수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음양오행에 입각

한 天人上關說, 災異說 등을 자신들의 이론 속으로 포섭하여 이로부터 체계적인 통

치이론을 구성하 던 것이다. 하늘과 인간 혹은 하늘과 天子 사이를 필연적 상관관

계로 규정하거나 혹은 자연현상을 天의 의지가 표현된 징표로 파악함으로써 통치

의 우주론적 맥락을 제공한 것이 漢代 유교의 기능적 역할이었다(松島隆裕, 1991: 

53-54). 하지만 유교가 국가이념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보다 결정적인 근거는 이른

바 文士로서 유가들이 갖고 있던 관료제적 친화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열

적인 봉건체제를 극복하면서 성립한 秦代 이후의 통치질서는 기본적으로 군현제에 

입각한 통일적 중앙집권체제에 의거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광대한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조직화된 관료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기능적으로 부합하 던 세력이 바로 士로서의 유가들이었다. 

   원래 공자가 생각한 士의 역할은 종법사회의 문화와 질서원리를 구현하는데 맞

추어져 있었지만, 실상 士의 신분이나 사회적 기능은 오히려 제국의 관료에 보다 

적합하 다(함재봉, 2001: 6-13). 비록 봉건적 가치가 매개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들의 文士的 지식과 전문성은 宗法的 家에서 요구되는 情誼원리의 구현보다는 오

히려 제국의 통치행정과 기능적으로 친화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

가사상에 기반 한 秦의 통일제국 수립은 역설적으로 관료로서의 士가 출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준 셈이었다. 비록 유가와 대립했던 법가 고, 실제로 

秦代의 유가가 숱한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가들에 의한 중앙집권적 

제국의 출현은 유가들에게 관료로서 그들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구조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게다가 강력한 법가적 통치가 빌미가 된 秦의 급속한 멸망은 오히

려 漢代에 접어들면서 유가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고양시킨 토대가 되었다. 



- 61 -

   이상의 배경들이 암시하듯이 漢代 이후의 유교는 원시유교와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 원시유교의 재야적, 비판적 성격을 상당 부분 탈각하고 체제내화한 관학적 

성격이 그것을 전형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교는 우선 정치적

인 면에서 강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견지하 으며, 사상적 측면에서도 법가와 도

가 혹은 자연주의자들의 향을 흡수하여 원시유교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된 

양상을 노정하 다.64) 지배이데올로기로 전화한 유교는 원시유교의 도덕규범적 성

격이 상당 부분 희석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도모하는 官學

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始原期의 공자와 맹자 등이 民을 국

가와 통치의 중요한 기반으로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의 유교는 군주를 국

가와 통치의 중심으로 부각시킨 점에서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원시유교에서 

도덕적 인간형으로 제시된 군자개념을 통치자의 명령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

는 수동적 관리의 像으로 변모시켰던 것이 이 시기 유교의 특징이었다(Rubin, 

1983: 61). 여기에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관료적 행정체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는 것은 이미 위에서 확인한 바이다. 한편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일련

의 성격변화는 원시유교의 사회화, 객관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내용적으로 법가와

의 타협에 결정적으로 힘입은 것이었다. 춘추전국시대와 秦을 거쳐 새로운 통일왕

조를 연 漢은 정치의 중앙집권화, 民에 대한 통치자 권한의 강화, 토와 국가자원

의 확대 그리고 자원의 중앙집중화 등을 현실적 목표로서 추구하 다. 하지만 이러

한 시대적 요구는 원시유교가 강조한 仁, 禮, 혹은 德治의 원리만으로는 현실적으

로 부합되기 어려웠다. 이에 엄격한 법과 형벌, 무력에 의한 통치 등 법가적 원리

들이 유교체계 내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종합해보건대, 漢代 이후의 유교는 군주의 

전제적, 가산적 통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특유의 관학적 성격으로 대변

된다. 이러한 유교의 성격은 新儒敎가 대두하는 宋代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유

지되고 있었다. 

   

64)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의 고대 사상전통에서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등은 기본적

으로 대립하고 있었지만, 맥락과 조건에 따라 혼융되고 상호침투했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

이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각 학파의 기본 사상과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 로서는 

Rubin(1983), 전낙희(1990)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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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리학의 등장과 그 의미

   朱憙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은 漢代 이후의 관학적, 귀족적 유교에 대한 비판

과 함께 공맹 시대의 원시유교적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유교의 改新운동으로서 

등장하 다. 무엇보다 성리학은 宋代 특히 北宋期(960-1127)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개혁 상황65)을 뚜렷하게 반 한 이념이었다. 우선 당시는 양자강 남쪽 지

역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일정 정도 경제적 성과가 사회전반으로 파급되던 시기

다. 이러한 양상은 새롭게 마련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이전보다 정치참여의 자격

층 혹은 정치참여의 의식층이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태진, 1991: 15). 宋代의 지형에서 재지 중소지주층이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형성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 위에서 다. 이들은 唐末의 전호소작제로부터 성장

해 나온 신흥지주층 이른바 형세호들로서 양자강 유역의 개발을 계기로 宋代의 주

요한 사회,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松島隆裕, 1991: 63). 자신들의 중소지

주적 기반에 힘입어 새롭게 관료층으로 진입한 이들은 문사계층의 일원으로서 기

본적으로는 지배계급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특권신분으로 구조화되어 온 귀족적 

관료세력과는 본원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지배적 권력관계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들은 귀족적 관료와 전제적 군주에 적대할 수밖에 

없었던 세력이었다. 따라서 재지 중소지주 던 이들이 대지주 던 귀족세력과 전제

군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득권자들의 이해에 부합하고 있던 관학유교나 

도교, 불교에 대한 비판이 무엇보다 절실하 다. 개신유교로서 성리학은 이러한 조

건에 대한 이념적 대응의 결과로 나타났다.     

   성리학의 등장은 분석적으로 나누어 보건대, 종교, 이념적 차원과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다. 먼저 종교, 이념 측면에서 성리학의 등

장은 漢代 이후의 관학유교와 불교, 도교 등을 비판하는 종교적 이념투쟁의 소산이

었으며, 그 결과 일정한 종교, 이념적 지형변화를 초래한 진원의 역할을 하 다. 성

리학이 불교나 도교에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이들 종교의 出世間的 성격이었다(이

상은, 1976: 209-210). 불교나 도교가 우주적 염세주의와 윤리적 무관심을 지향함으

65) 다양한 제도개혁과 혁신적 정책을 추진했던 王安石의 新法이 北宋期의 정치적 개혁상황

을 전형적으로 대변하는데, 이러한 혁신운동의 와중에서 성리학은 그 이념적 기틀을 마련해

갔다고 볼 수 있다(de Bary, 1998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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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현실에 대한 당위적 관심과 실천을 종교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 성리학의 비

판적 인식이었다(Ching, 1993: 165). 이에 비해 고래로부터 이어져 온 유교 전통의 

기본 입장은 인간의 인위적 노력을 통해 사회질서의 확립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

러한 입장에 충실하여 성리학에서도 五倫으로 표현되는 인간관계의 원리, 즉 사회

질서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신봉하 다. 성리학의 지향이 이처럼 世間에 집중되어 

있었던 탓에 거기에 강한 현실지향성이 내포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하지만 이

와는 달리 당시의 불교와 도교는 피안과 내세 혹은 자아나 자연으로의 신비적 귀

의를 내세우며 脫世間的 지향을 사회적 차원에서 재생산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고

대로부터 유교와 대립해온 도교는 자연적 삶을 규제하는 법률, 제도, 禮 등 일체의 

사회규범을 철저히 배격하고 또한 인간의 인위적 노력과 실천 역시 자연적 삶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배척하 다. 현실의 제 관계에서 도피하거나 그것을 초월하고

자 한 도교적 지향에서 인위적 현실 곧 인간사회는 결코 의미의 대상일 수 없었다. 

내용적으로 다르기는 했지만, 피안과 내세를 지향한 불교 역시 결과적으로는 현실

로부터의 유리, 도피라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발휘하 다. 설사 불교가 현세를 고

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과 사회로 지향되기보다는 자아로의 신비적 몰입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다(Ching. 1993: 204). 따라서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이들 종교

의 出世間的 성격이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모순이자 惡으로 해석되었다. 다음 장에

서 보겠지만, 성리학적 체계에서 인간사회는 우주의 궁극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규

범적, 당위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이탈은 곧 우주적 질서로부터의 일탈이

라는 존재론적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宋代의 성리학이 당대의 불교 및 도교와의 종교적 이념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불교와 도교의 존재론과 실천론적 원리들을 적극적

으로 흡수한 덕택이었다. 이를테면 도교가 상정하는 존재론적 질서원리인 道개념이

나 불교의 法개념 그리고 양 종교가 이해의 방법론으로 공유하고 있던 직관적 깨

달음의 원리(心齊, 坐忘) 등이 성리학적 형이상학을 구성하는 주요한 인자로서 수

용되었다.66) 따라서 道와 佛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발흥한 것이 성리학이었지만, 

66) 하지만 이러한 수용은 형이상학적 체계와 개념의 형식적 수용이었지 종교적 지향이나 

실천의 내용적 수용은 아니었다. 일례로 도교에서 말하는 자연적 질서원리로서 ‘道’의 개념

을 빌려오지만 성리학적 ‘道’의 개념은 자연적 질서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질서에까지 확

장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내용적으로 구분된다. 또 도교나 불교의 직관적 자각 원리 역시 양

가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전달되거나 강요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성리학에서는 자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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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이 일정 정도 道와 佛의 사상경향과 체계를 포괄한 유학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윤사순, 1992: 9).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성리학 등장 이전까지의 전통 

유교는 道, 佛과 같은 경쟁상대에 비해 종교적 경쟁력의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었

다. 전통 유교는 도교나 불교에 비해 체계적인 형이상학을 구비하지 못했을 뿐더

러,67)고유의 현실지향성 특히 정치친화적 성격으로 인해 종교적 성격을 상당 부분 

탈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전통 유교가 관학화된 정치적 통치원리 이

상이 되지 못했으며 그만큼 유교의 종교적, 이념적 향력이 한정되어 있었음을 말

해주는 것이다.68) 따라서 성리학이 근원적 원리와 현실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정교

한 형이상학으로 체계화한 것은 곧 전통 유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이념적 맹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작업이었다. 성리학은 뚜렷한 우주적 존재론을 도입함으로써 세

속적 윤리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유교를 완연한 종교의 위치로 고양시켜 

놓았다(조혜인, 1990: 151). 이를 통해서 성리학은 경쟁 종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리학의 등장과 향력 확장은 出世間的 종교지향을 世間的 종교지향으로 바

꾸어놓는 결정적인 계기 다. 다시 말해 도교와 불교에 의해 내세와 자연으로 집중

되었던 종교적 관심을 현세로 돌려놓은 역할을 성리학이 했던 것이다. 이는 유교가 

정치원리로 기능하고 불교 및 도교가 종교원리로 역할했던 기존의 聖俗분리적 체

계를 聖俗통합적 체계로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 다(馮友蘭, 1993: 225-237). 성리학

의 등장으로 세계는 聖과 俗이 일원적으로 통합되는 단일한 체계로 재구성되었으

며, 같은 맥락에서 성리학은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통합원리로서 일원적, 통일적 

가치구조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박 신, 1983). 성리학의 등장으로 초래된 종교적, 

이념적 지형변화는 이후 유교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 지대한 향을 미치게 된

지식이 남에게 전달될 수 있고 또 당연히 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유초하, 1994: 60). 

따라서 道․佛의 성리학적 수용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 하에 반성적

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67) 『論語』, 「公冶長」13,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

也. 

68) 유명한 베버의 ‘마술의 정원’논리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중국

사회의 가치구조가 정치적, 행정적 이념인 유교와 민중들의 (道․佛이 매개된) 신념체계인 

주술적 민간신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 다(Weber, 1991: 275-314). 하

지만 그의 논의는 宋代 이후의 성리학적 종교지형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제한되

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Metzger, 1977: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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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컸다. 

   한편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성리학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세력으로서 文

士계급, 다시 말해 사대부계층의 역사적 등장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사대

부라는 명칭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69) 이들은 당시의 지형에서 업적지향적 관료 

혹은 그 예비군들로서 하층 지배집단을 이루었던 부류 다. 南宋代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비로소 물적 토대와 사회적 입지를 마련했던 이들은 신진관료로서 혹은 재

야의 명망가로서 지배구조의 한 축을 차지하기 시작하 다. 그들은 새로운 물적 토

대를 기반으로 정치 및 문화 역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 으며, 자의

식과 자신감에 충만한 강한 연대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de Bary, 1998a: 110). 

그렇지만 사대부층은 당시의 지형상 전제적 군주 그리고 군주의 비호 하에 특권계

급으로 전화한 귀족세력과 지배의 주도권을 놓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 다. 군

주의 전제권력을 정당화하고 관료를 군주의 수동적 관리로 변모시켰던 관학유교가 

이들로부터 배척된 것은 당연한 결과 다. 그리고 관학유교와 짝을 이루어 귀족화

한 지배현실을 무마해온 불교와 도교 역시 이들에게는 적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

다. 反官學的 유교, 反佛敎, 反道敎的 유교로서 성리학이 이들에게서 발원하고 또한 

이들과 강하게 결합될 수 있었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宋代의 사대부계층은 이전의 귀족적 관학유가들과는 유교(성리학) 

원리의 철저함이라는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아래의 성리학 이론에서 

소개하겠지만, 이들은 원시유교의 본원적 원리를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정교하게 내

면화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일종의 종교 차원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성리학적 원리

의 구현은 그들의 절대적 존재 의의 고, 그런 점에서 사대부계층은 역사상 가장 

철저한 유교이념의 담지자집단이었다. 이른바 反귀족적 지배세력이었던 이들이 이

후의 정치, 사회적 지형에서 여러 가지 혁신과 전환을 감행할 수 있었던 힘도 기본

적으로 여기에서 나왔다. 요컨대 성리학의 등장은 그 이념의 철저한 실천집단인 문

사계급의 출현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를 지녔다. 문사계급은 

성리학이 제공한 단일한 가치구조의 체계 위에서, 성리학적 원리와 끊임없이 교류

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지향과 지배적 관심을 구현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

69) 士大夫라는 명칭은 원리 周나라 종법체계의 신분적 위계제, 즉 五服제도에서 기원하

다. 五服제도에 의한 신분적 위계는 天子, 諸侯, 大夫, 士, 庶人의 순으로 짜여있었는데, 여기

에서도 드러나듯이 士와 大夫는 庶人의 바로 위에 위치하는 하층 지배계급이었다(신해순, 

197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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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성리학은 단순한 배경 이념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의와 실천을 포괄적으

로 규정하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 강제되었다. 성리학은 객관적 존재이론이

면서 동시에 규범화된 종교적 당위이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3.  성리학의 이론체계

   道學, 理學, 程朱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性理學은 北宋期의 개혁적 분위기 

속에서 출현한 改新儒學이었다(de Bary, 1998a: 38). 여기서 ‘개신’이란 말이 시사하

고 있듯이 성리학은 기존의 유교와 구분되는 새로운 경향 및 특징들을 가지고 있

었다. 특히 사상적인 면에서 성리학은 심성의 수양을 과거의 어떤 전통적 유교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규범법칙 및 자연법칙으로서의 理를 깊이 연구하여 그 의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存心養性과 窮理라는 이론적, 

실천적 원리를 근간으로 종래의 유학에서 볼 수 없었던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했

던 것이 성리학의 기본 특징이었다(윤사순, 1992: 9). 또한 이러한 체계적 형이상학

을 바탕으로 성리학은 강력한 실천적 정치이론으로 전화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성리학 특유의 공공적 정치이론을 가능하게 한 바탕으로서 성리학이 구축한 존재

론적, 실천론적 이론 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리학의 존재론과 인간론

   우선 존재론적 측면에서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단절되지 않는 일원적, 

자기완결적 통합체계로 파악하 다. 인간과 자연,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의 궁극

적 원리 아래 통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질적 차별성이나 단

절 혹은 대립적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馮友蘭, 1993: 47-48). 이러한 

존재론적 이해방식의 근간에는 성리학이 파악한 세계의 궁극 원리이자 법칙으로서 

理의 개념이 놓여 있었다. 비록 산만하게나마 원시유가에서 天命 혹은 天道70)로 

표현되는 궁극원리가 성리학 체계로 수용되면서 바로 이 理개념으로 합리화된 것

70) 『論語』, 「堯曰」3,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里仁」8, 朝聞道, 夕死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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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道, 太極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理는 성리학에서 시공간의 제한성

을 뛰어넘는 보편자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운행법칙이고 혹은 속적 진실체이기도 

하 다.71) 규범법칙이면서 동시에 자연법칙이었던 理는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하

나로 관통시키는 보편원리 던 것이다. 따라서 理는 우주의 운행방법이자 원리이면

서 동시에 인간에게도 내재된 원리 다(금장태, 1992: 215). 이렇게 볼 때, 理에 입

각한 성리학적 존재론은 인간과 우주가 하나의 궁극 원리로 이어져 있음을 이론화

함으로써 인간이 우주적 질서에 참여하는 능동적 구성인자임을 천명했다고 할 수 

있다(de Bary, 1998a: 40-41). 

   하지만 성리학적 존재론은 이러한 理의 체계로 완결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른바 

물질적 힘 혹은 물질적 바탕으로서 氣의 체계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존재론이 완성

되고,72) 또 氣의 존재로부터 독특한 성리학적 수양(실천)론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소위 말하는 理氣論적 세계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理氣論에 따를 때, 理는 무작용

성과 원리적 당위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氣는 작용성과 물질성(질료성)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氣가 형이하의 본체로서 작용에 관여하는 일종의 물질적 

질료라면, 理는 모든 작용을 주재하는 당위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윤사순, 1992: 

15). 理氣論的 체계에서 理의 당위적 성격은 사물에 내재하는 理가, 한 사물이 그 

사물로 존립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법칙 혹은 근거라는 점으로부터 도출된다. 

여기서 理는 사물이 필연적으로 부여받은 절대명령이며 어김없이 밟아나가야 할 

원리 내지 목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理는 사물의 자연적 존재원리이면서 동시

71) 성리학에서 말하는 理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周敦頤는 理가 

시간, 공간에 매어 있지 않고 형적이 없으며 끝없이 열려 있는 세계를 구성할 뿐 아니라 논

리적 지평에서도 파악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본체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理는 감각이나 오

성의 형식으로 파악될 수 없는 무규정자라는 것이다(유초하, 1994: 117). 

72) 理와 氣를 구분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리학적 존재론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氣(적 사물)는 理의 법칙성에 의해 존립하며 그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이 성리학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러한 관계를 주희는 理가 氣에게 명령하고 통제하며 주재

하는 주인이라는 것으로 표현한다(理爲氣主). 그에 의하면 사물 속의 理와 氣는 물론이요 근

원적 존재로서의 理와 氣 역시 원칙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없는 존재의 세계는 상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는 곧 理와 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가 말한 바 ‘理氣의 선후를 말할 수 없다’, 혹은 ‘理氣는 나누어져 각각 다른 곳

에 있을 수 없다’는 언명은 궁극적으로 理氣가 하나로 歸一되는 성리학적 일원론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유초하, 199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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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천적 당위원리로 성립되는 것이다(이승환, 1998: 262). 理는 순수히 선하여 악

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나아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理는 道, 天 혹은 天命

과 같이 그렇게 됨이 마땅한 규범적 원칙이기도 한 것이다. 성리학 체계에서 모순 

혹은 악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이다. 상기한 것처럼 理는 所以然인 

동시에 所當然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난 사물이나 현상은 그 존립의 의미를 잃

게 되며 여기에서 모순과 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유초하, 1994: 117). 

   성리학의 인간인식 및 실천론 역시 존재론적 理氣論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

된다. 존재일반은 理와 氣의 합으로 되어 있으며, 인간 역시 이로부터 예외가 아니

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바대로 성리학적 존재론은 일단 인간이 궁극적 보편원리인 

理를 본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 다. 성리학에서는 理가 인간에게 내재되

었을 때 그것을 性이라 표현하고 있는데,73) 구체적으로 우주적 원리와 이어져 있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性이라 하여 이를 ‘本然之性’이라 지칭하 다. 맹자로

부터 비롯되어 성리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本然之性의 개념은 주지하다시피 四端 

즉 仁義禮智를 내용으로 하는데,74) 거기에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규범성과 

합리적 이성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규범

성과 이성을 본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완수할 수 있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75)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존재론적 

73)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에 속하지 않는 성질, 즉 類的 고유성으로서의 본질을 지니는데, 

이를테면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노는 것과 같이 개별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

유한 속성을 성리학체계에서는 性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에서 性은 궁극적 주재원리인 理의 

개별적 현실화로 이해된다(『朱子語類』 4, 「性理」 1, 人物皆稟天地之理以爲性, 皆受天地

之氣以爲形.). 따라서 존재의 근원으로서 理는 모든 개별사물의 性의 총합과 일치한다(유초

하, 1994: 119). 성리학에서 말하는 ‘理一分殊’의 명제는 바로 이러한 性과 理의 존재론적 관

계를 말하고 있는 바, 理는 원래 근원적으로는 하나지만 그것은 사물 속에 분화되어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내재하게 된다. 宋代의 程伊川으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性卽理’의 원

리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松島隆裕, 1991: 67-68).  

74) 『孟子』, 「告子(上)」,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求則得之, 舍則失之, 或相倍 而無算者, 不能

盡其才者也.

    『朱文公文集』, 「答陳器之」, 性是太極渾然之體, 本不可以名字言, 但其中含 具萬理, 而

綱領之大者有四, 故命之曰仁義禮智.

75) 여기서 성리학이 상정하는 인간의 이성을 서구 근대의 계몽적 이성과 혼동하는 것은 곤

란하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계몽적 이성은 유명한 ‘탈주술화’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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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인간에 대한 類的 규정이지 개별적 인간이나 맥락적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仁義禮智의 본성은 인간의 類的 속

성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재되어 있지만, 개인의 개별적 속성은 이와 다를 

수 있고 또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승인된 인간의 자기실현 가능성이 실제로 모든 인간에게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

다. 인간의 존재와 활동은 理의 원리적 규정 속에 氣의 작용이 가해져야 가능한 것

인데, 개별 인간의 氣的 양태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本然之性

에 대비되는 氣質之性의 개념은 이로부터 도출된다. 즉 氣質之性은 本然之性을 개

별화하는 질료적 속성으로서 그 淸濁에 따라 본연지성의 발화가 촉진되거나 혹은 

차단된다. 이로부터 사람들 가운데 요․순과 같은 성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다.76) 원리적인 性과 대비되는 현실적 발현태로서 情, 이른

바 喜怒哀樂愛惡欲의 七情이 바로 이 氣質之性의 外化로서 개별인간에서 작용한 

탓이다. 이렇게 볼 때, 성리학적 인간은 仁義禮智의 理的 본성을 類的 차원에서 구

비하고 있지만, 氣로부터 유래한 喜怒哀樂愛惡欲의 情的 요소가 본연의 性을 가림

으로써 현실적으로 불완전하게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의 兩向的 가능성은 인간의 본성이 위치하고 발현

되는 소재지로서 마음(心)에 대한 구분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유초하, 1994: 12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희는 타고난 원래의 본성이 그대로 발현되었을 때의 마음을 

道心이라 하고, 그렇지 않고 본성이 기질적 요소에 의해 뒤섞여 있을 때의 마음을 

人心이라 하여 양 상태를 엄격히 구분하 다. 여기에서 道心은 마음의 활동이 (義)

理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人心은 감각적 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 다. 따라서 성리학체계에서 道心은 개별성, 특수성에 매이지 않는 公

的인 마음으로, 人心은 감각적,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 私的인 마음으로 각각 규정

통해 자연과 세계를 객관적 이해대상, 나아가 지배 및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성리학이 상정한 인간의 이성은 자연 및 세계와의 합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서 전자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계몽적 이성이 객관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반면, 성리학은 인간의 이

성에게 객관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주희에게 있어 합리성

의 궁극적 원천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품수되어 있는 理

에 있었다(이승환, 1998: 264-266). 성리학적 이성은 세계와 자연의 궁극원리를 발견하여 거

기에 합일하는 능력이지 세계와 자연을 적대적으로 대상화하여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다. 

76) 『朱子語類』4, 「性理」1, 就人之所稟而信, 又有淸明昏濁之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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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는 언제나 善인 道心에 비해 人心은 惡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 주희가 人心에서 기원한 악한 마음을 人慾이라 부르고 이것이 道心에 표

현된 天理를 훼손한다고 본 것도 이러한 이해를 반 하고 있다(Metzger, 1977: 

113). 그가 人心을 극복하고 人心이 항상 道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은 성리학적 체계 상 당연한 귀결이었고, 이 대목에서 성리학적 수양론은 자연스럽

게 요청되기 마련이었다.  

   성리학적 수양론의 핵심은 개별 인간에게 드리워진 氣質之性의 濁性을 극복하

고 類的 차원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본원적 덕성을 발화하는데 놓여 있었다.77) 그

것은 理의 규제에서 벗어난 일탈적, 병리적 상황을 본원의 완전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성리학적 인간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당위 다. 

수양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성리학적 체계에서 天理를 거스르는 것으로

서 곧 모순이자 惡으로 규정되었다. 성리학적 수양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거

하 는데, ‘居敬’과 ‘窮理’가 그것이다. 먼저 居敬은 움직이고 드러나기 이전, 다시 

말해 氣의 작용에 의해 情이 개입하기 이전의 마음과 본성을 온전히 지키고 북돋

우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存心養性의 실천이 바로 이 居敬이 지향하는 바 다. 窮

理는 인간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 입각하여 감각적 욕구를 다스리며 이미 

드러난 심신현상이 理的 당위를 어기는 것인지 아닌지를 반성적으로 살피는 실천

원리를 말한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치를 깨달아서, 이른바 格物致知해서78) 끊

임없이 惡의 발생을 경계하는 것이 窮理의 실천적 요지 다. 요컨대 성리학에서는 

理的 원리와 현실적 인간 사이의 긴장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한 동시에 그 긴장의 

77) 인간에게 내재된 우주적 보편원리의 존재와 그것의 함양을 위한 성리학적 수양론의 이

론적 단초는 단연 맹자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러한 연관관계

를 확인할 수 있다. “우주만물의 도리가 다 나의 본성 속에 갖추어져 있다. 그런고로 항상 

내 자신을 반성해 살피고 성실하게 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孟子』,「盡心(上

)」,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인의예지는 애써서 구하면 얻어지고, 내버려두

면 없어지게 마련이다. 이때는 애써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유는 (그것이) 내 속에 본

래부터 있는 덕성을 연마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孟子』,「盡心(上)」,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78) 『大學』에서 설명하고 있는 格物致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앎을 다하여야 한다. 앎을 다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다하는데 있다. 사물의 

이치를 다한 후에 앎에 이르고, 앎에 이른 후에 뜻이 성실해진다(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

知在格物. 格物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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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해소를 위해 居敬과 窮理의 실천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철학적 인간학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居敬, 窮理의 

방법론이 이론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개인적 수준에만 국한돼 있던 것

은 결코 아니었다. 居敬, 窮理는 구체적 현실에서 理의 인간적, 사회적 현실태라 할 

수 있는 仁義禮智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에 본원적

으로 내재된 仁義禮智가 곧 사회적 인간관계의 핵심적 내용이자 원리로 상정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부자, 군신, 부부, 노소, 붕우간의 상하, 혹은 수평적 질서규범인 

五倫이 곧 仁義禮智의 사회적 발현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볼 때, 본원적 理의 원

리를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수양론은 일상의 차원에서 五倫체

계의 충실한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된다. 五倫的 체계와 그 규범은 성리학이 희

구하는 理的 원리의 사회적 外現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륜은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당위규범으로서 성리학적 인간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실천지침이었다. 이 관계를 이탈한다는 것은 곧 보편적 우주적 질서를 이탈한다는 

의미를 가졌으며, 또한 그러한 질서는 단지 자연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규범법

칙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이탈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서 주목할 사실은 내용적 측면에서 이 五倫的 사회관계가 ‘호혜성’과 ‘상보성’을 필

수적인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물론 오륜적 관계의 위치는 성리학적 名分論

에 의해 교환되거나 역전될 수 없는 고착성을 지녔고, 그런 점에서 불평등과 억압

의 가능성이 암암리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 기본적으로 아들의 효도나 신하의 충성에 대한 아버지의 자애나 임금의 예우를 

동시에 요구하는 보합적 관계 다. 이를테면 주희는 五倫的 덕목 중의 하나인 朋友

有信의 근원적인 의미를 다른 네 가지 관계가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서로를 일

깨워주는데서 찾고 있다(유초하, 1994: 123). 五倫的 사회관계에서 어느 한편에 의

79) 유교에서는 한 개인이 오륜적 관계에 의거하여 특정의 고정된 사회적 위치를 점하는 것

으로 이해하 는데, 이 때의 사회적 위치를 ‘名分’으로 표현하 다. 名分이란 名稱과 分位를 

뜻하는 말로서 유교적 맥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위치에 걸맞는 자격과 행위를 갖추

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담고 있었다(이완재, 1983: 21). 이러한 

명분론적 인식은 대표적으로 공자에게서 잘 드러나는데, 그는 인간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

는 명분이 곧 자연적, 규범적 질서라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명분으로부터의 이탈과 어

긋남이 곧 사회혼란의 원인이자 근원적인 反규범이라고 생각하 다(『論語』, 「八佾」1, 公

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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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방적 주도와 복종은 五倫的 질서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존재론적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인 理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런 근거에서, 五倫관계에 내포된 理的 기반을 인식하고 거기에 입각하여 본연으로

서의 五倫관계를 발화시키려는 노력은 개인적 수준에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관계적, 사회적 차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 다. 

   성리학적 수양론의 관계적, 사회적 지향은 仁義禮의 덕목을 분석적으로 갈라볼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성리학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수양인의 모습은 당연히 

仁義禮의 상호융합에서 찾아질 수 있지만, 분석의 편의상 仁은 주로 개인적 수양을 

대표하는 덕목으로, 그리고 義와 禮는 주로 타인과 사회를 지향하는 덕목으로 구분

해볼 수 있다. 이때 義는 주관의식의 발현인 仁을 객관화함으로써 도덕적 사회의 

보편타당한 표준이 되며, 또한 보다 객관성이 두드러지는 禮는 義에 의해서 정당성

을 부여받게 된다. 역으로 仁은 禮를 통하여 규범화되고, 또 義를 통해 보편타당성

을 갖춤으로써 도덕원리의 근본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송재운, 1992: 104-105). 

이렇게 볼 때, 仁義禮를 지향한 성리학적 수양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유

기적 연결을 지향하며,80)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內聖外王’의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성리학의 정치이론

   성리학의 정치론은 그 존재론 및 인간론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존재론적 

고찰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리학은 인간됨의 요체를 氣質之性의 濁性을 극복하고 

本然之性을 발현함으로써 우주의 근원원리인 理에 부합하는데서 찾았다. 이러한 당

80) 대표적으로 성리학의 핵심덕목이라 할 수 있는 仁은 단지 개인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對己의 仁, 對親의 仁, 對人의 仁으로 확대되는 개념이다(송재운, 1992: 97-101). 그런 

점에서 仁은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지향적 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에 기반한 사회적 자아 위에서 타자지향적으로 표출되는 

태도 및 행위원리가 仁인 것이다(정창수, 1990: 30). 이러한 타자지향성은 禮에서 보다 잘 나

타나는데, 성리학체계에서 禮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적

인 고리역할을 한다. 개인적으로 인격과 의식구조를 조화시키고 행동을 조화시키며 행하는 

儀節을 조화롭게 한다면,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개인을 무리없이 사회에 연결시키고 또한 사

회적으로 각 부문들의 관계가 조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禮가 담당하는 것이다(송복, 1981: 

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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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 요청을 지배와 피지배의 차원에서 혹은 권력의 행사 및 분배의 차원에서 재

구성한 것이 성리학의 정치이론이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 측면에서 성리

학이 규정한 정치이론의 골자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배경적 맥락에서 성리학이 상정한 정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

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성리학적 정치는 일단 우주적 보편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사회적 실천 일체를 포괄적으로 의미하 다.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내재된 

眞善美의 속성을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충실히 재현하려는 

실천활동이 모두 정치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실천의 요지는 이미 본 바대로 

본원의 원리에서 벗어난 일탈과 모순을 제어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있었다. 개인

적 차원에서 天理에 반하는 人慾을 극복하고 道心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기질적 요소에 의해 파행화된 질서를 본연의 理的 질서로 되돌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성리학의 정치개념은 기본적으로 도덕

적 실천활동과 구분되지 않았으며, 또한 구분될 수도 없었다. 존재론적으로 규정된 

궁극원리의 구현활동이 곧 정치라고 했을 때, 그 원리는 객관적 존재의 원리인 동

시에 규범적 당위의 원리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리학의 정치는 수단적, 도구적 

행위라기보다는 목적 및 가치지향의 행위 으며, 당위적 규범행위 다. 우주적 원

리에 부합하는 도덕적 실천활동, 이것이 성리학적 정치개념에 내포된 독특한 성격

이었다.  

   도덕적 실천활동이라는 성리학의 정치개념은 이른바 修己治人 혹은 內聖外王의 

규범적 지향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반복되거니와 修己란 편벽된 기질을 바로잡

아 인간의 본원적 善性을 실현하려는 개인적 수준의 실천을 말한다. 至通, 至正, 至

淸, 至粹한 氣로 인해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즉 성리학적 

聖人을 지향하는 것이 修己라고 할 수 있겠다(강광식, 2000: 144). 따라서 修己란 

일단 聖人을 목표로 한 개인적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治人은 사회적 차

원의 정치 다. 성리학의 정치론은 修己를 바탕으로 하되, 그러한 修己의 결과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 다. 다시 말해 修己의 규범적 효

과가 개인적 수준에서 고립되어서는 안되며, 家와 國과 天下로 확대되어 공유되어

야만 하는 것이다.81) 성리학이론에서 治人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자

81) 잘 알려진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명제가 이러한 요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결국 修己

는 齊家에서 平天下에 이르는 연속적 전개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平天下를 실현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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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김되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修己를 통해 획득된 개인의 도덕적 감화력으로 

타인의 修己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으며, 궁극적으로 

전사회적 聖(人)化를 목표로 하 다. 이를테면 治人은 사회적 차원의 修己를 도모

하는 규범적 실천이었던 셈이다. 성리학체계에서 핵심적인 정치주체라 할 수 있는 

왕이 이러한 治人의 상징적 인물로 표현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

리학의 정치개념에는 강한 도덕적 지향이 내포되어 있었던 바, 우리는 성리학적 정

치론이 일종의 도덕정치론으로 범주화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통치 및 지배의 문제를 어떻게 이론화하고 있는가? 성리

학적 정치이론에서 통치 혹은 지배라는 현상은 원론적으로 도덕적 자질의 우열에 

의한 결과로 파악한다. 존재론에서 이미 본 바대로 성리학체계 내에서 인간은 類的 

본성으로서 本然之性을 구비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질적 요소에 의해 엄연한 

차이를 노정하게 된다. 요․순과 같은 聖人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凡人이 동시

에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 자질의 차이인 동시에 修己의 

차이로 인식되었다. 성리학자들은 本然之性을 가지는 인간의 類的 가능성을 인정하

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차이 또한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성리학의 정

치이론은 바로 이 차이에 주목하여 이로부터 지배 혹은 통치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이론화하 다. 그 내용은 修己를 통해 자기의 본성을 본연의 형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즉 聖人이나 君子가 그렇지 못한 凡人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또한 도

덕적으로 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덕적 자질과 수기의 정도에 따라 주도적

으로 이끄는 사람과 반대로 지도를 받는 사람이 구분될 수 있고 또 구분되어야 한

다는 것이 성리학적 통치론의 기본 논리 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차원

의 정치라 할 수 있는 治人의 논리가 결국 이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성리학적 

통치론은 원론적으로 볼 때, 도덕적 자질에 의한 후천적 위계를 규정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규범적 관심의 결과 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에 현실적인 지배

관심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성리학의 통치 및 지배이론은 현실적으로 그 이념의 담지자 던 士계층을 통치

의 핵심 주체로 상정하 다. 앞선 맥락과 이어보건대, 도덕적 자질이나 수기의 면

에서 聖人에 근접하거나 君子에 비견될 만한 주체가 바로 士라는 논리 다. 士를 

축으로 한 성리학의 통치론은 일종의 분업론적 원리에 입각해 있었다. 크게 보아 

기본적인 중심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다(김철운, 200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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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인, 상인 등 생산을 담당하는 육체노동계급과 士로 대변되는 정신노동계급

을 구분하고 이들간의 상보적 분업체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편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성리학적 통치론의 중핵이었다. 구체적으로 農工商은 士를 포함한 전

체사회의 물질적 생산을 보장하고, 역으로 士는 전체사회의 질서와 윤리의 확립을 

각자의 분업적 기능으로 요구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업체계는 주지하다시

피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위계적인 것이었다. 士의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이

하의 계층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성리학이 이상으로 생각한 분업체계 다. 

왜냐하면 성리학은 누구나 인간이면 본연의 도덕적 자질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

로 상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치를 깨닫고 윤리적, 문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士이상의 계층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82) 달리 말하면, 

인간사회의 제 관계 속에서 주체적이고 반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은 ‘士’이상의 계층들에만 인정되며, 평민에 대해서는 물질적 생산 이외의 주체적인 

가치실현능력이 부인되었던 것이다(유초하, 1994: 66-67). 이로부터 士農工商의 신

분적 질서체계가 도출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한편, 위계적 분업체계와 여기에 근거한 士의 통치론은 이른바 ‘正名論’과 긴

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공자에게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正名論83)의 요지는 대략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성리학적 체계에서는 인간사회의 이상적 질서를 위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별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사회적 위치(자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 다. 이를테면 五倫체계는 유교적 인간이 위치할 수 있는 사회

적 자리의 좌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아버지/자식, 임금/신하, 남편/

아내, 연장자/연소자, 친구/친구의 위치는 성리학이 상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

적인 사회적 자리 다. 이를 名分이라고 하 다. 성리학적 질서에서 개인은 五倫的 

관계에 기초하여 특정의 고정된 사회적 자리 즉 名分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명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名分을 확립하는 것이 개인

82) 예를 들어 程伊川은 인간사회의 理의 실현문제를 두고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理

의 진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소수인들의 탁월한 통찰과 자주적인 노

력이 없으면 聖人들에 의해 구현되어 온 理가 완전히 잊혀지고 말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

었다(de Bary, 1998a: 41). 물론 정이천의 이러한 주장은 성리학이 중요하게 여긴 이른바 ‘道

統’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인간의 차이라는 입장은 분명

하게 드러나고 있다.  

83) 『論語』, 「子路」3, 子曰, 必也正名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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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위적 의무이자 존재의 의의 다. 이때 명분에 어긋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명분에 충실하도록 사회적 역할과 실천을 다하는 것이 곧 正名이었다. 앞에서 본 

바대로 오륜적 체계와 규범은 인의예지의 본연지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객관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오륜적 체계가 규정하는 개인의 명분을 자각하고 그것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할 당위적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개

인이 위치한 사회적 자리들의 구조화된 체계는 자연적인 동시에 규범적인 질서체

계 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이탈과 어긋남은 곧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반규

범으로 정죄되었던 것이다. 

   正名論이 함축한 名分의 논리는 士중심의 신분적 질서체계에 그대로 적용되었

다. 士의 지배적 위치는 자연적, 규범적 名分이고, 農工商의 종속적 위치 역시 마찬

가지로 필연적인 名分으로 본 것이다. 이는 五倫的 체계가 규정하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었다. 말하자면 자식이 부

모로부터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이 신분적 위계관계에도 똑같

이 적용된 것이다.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책임진 주체로서 士의 지위는 마치 자식

에 대한 부모의 지위처럼 下民들로부터 당위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절대적 명제

다. 따라서 성리학적 통치론은 이러한 五倫的 신분관계가 역전되거나 그 경계가 희

석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오륜체계를 매개로 한 理의 

본원적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과 질서체계를 송두

리째 부정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유초하, 1994: 124). 또한 지배/피지배의 

관점에서 볼 때도, 위계적 신분질서의 동요는 理의 보편적 담지자로 자처하는 士의 

사회적 명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리학이 규정한 정치의 의미와 통치론을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에는 

나름의 일관된 논리가 흐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존재론와 현실간의 미묘한 

긴장이 병존하 다. 긴장의 구도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성리학의 형이상학은 인간 

일반의 도덕적, 주체적 실천능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 고,84) 여기에 입각하여 개

84) 聖人은 성리학이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의 표본이었지만, 사실 聖人의 모범형은 유가뿐

만 아니라 고대 중국사상이 두루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성리학의 聖人 개념이 특

별한 이유는 그것이 일반인들로부터 멀러 떨어져 있는 高遠한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모범적 인격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이해한 점에 있었다. 이를테면 兩程형제와 주돈

이, 주희 등 성리학자들은 누구든지 배움을 통해 聖人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

었다(de Bary, 1998a: 101).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리학은 일단 존재론적으로 인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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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실천의 총체를 정치로 파악하 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 수양에 의해 기질적 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존재론적

으로 정치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 실천활동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긴

장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현실적 불가피성에 의해, 혹은 지배적 권력관

심에 의해 정치의 주체를 士계층에 한정한 것에서 발생한다. 물론 이는 聖人, 君子

에 가장 근접한 士집단이 그렇지 못한 凡人들을 도덕적으로 지도한다는 규범적 맥

락을 깔고 있기는 하 다. 그리고 그것은 신분제를 부인할 수 없었던 공자이래 유

교의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 다. 하지만 신분제에 입각한 통치론에서도 보았듯이, 

분명 성리학의 현실정치론은 士의 지배적 지위를 명백히 하 고 반대로 下民들의 

종속적 지위를 필연적인 것으로 설명하 다. 정치참여 혹은 정치주체의 면에서, 신

분에 상관없는 보편적 정치가 아니라 특정계층에게 독점적으로 위임된 계급적 정

치를 천명했던 것이다. 이 두 축 사이에 긴장이 노정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

다. 

   하지만 성리학은 자체 내의 이 긴장을 간과하지 않았으며, 정치이론의 차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다. 그것은 크게 보아 ‘爲民(혹은 愛民, 利民)’과 

‘지배계급의 자기규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론화되었는데, 어느 쪽이든 현실적 

지배층으로서 士가 행하는 정치의 보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 다는 점에서는 근원

적으로 동일하 다. 먼저 爲民의 측면에서 성리학은 ‘民本主義’ 정치이론을 체계화

하 다. 비록 民이 실질적인 정치 주체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85) 民의 도덕적 

삶이 유교적 질서의 밑바탕이자 그 궁극적 완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것이 성리학적 민본주의의 기본 전제 다. 민본주의 이론에서는 理의 원리 혹은 天

命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도 民의 삶과 동향을 통해서라고 설명하며, 지배계급의 어

느 누구도 이러한 民의 존재와 의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도록 규정하 다. ‘民心

이 곧 天心’이며 ‘백성이 임금과 社稷보다 중하다’86)는 맹자의 논리가 시사하듯, 民

반의 보편적 주체성과 도덕적 가능성을 정당화한 이념이었다. 

85) 이런 점에서 성리학이 지향한 정치는 분명 ‘위민정치(politics for the people)’ 지 ‘의민

정치(politics by the people)’는 아니었다. 피지배자로서 民은 정치에 참여하여 향력을 행

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對象性을 갖는 객체로서 존재하 다(신오현, 1983: 67; 안병주, 1992: 

45-46). 하지만 성리학에서의 民개념은 그들을 통해 天命이 표현된다는 정치적인 의미부여

와 함께 적극적인 보호 및 양육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지배의 대상이라고 본 법

가의 개념과는 기본적으로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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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립적이거나 수단적 객체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규범적 목적의 대상으로 상정

한 것이 성리학의 민본주의 다. 따라서 士가 주체가 된 성리학적 정치는 일차적으

로 民의 계도를 목적으로 했으며 그에 수반하여 民의 도덕성 고양을 위한 물적 토

대로서 민생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향하 다.87) 民의 경제적 안정 없이는 爲民의 

지향이 근본적으로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인식이었다(윤사순, 

1992: 59). 여기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士의 지배적 위치와 존재의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리학의 爲民論은 民에 대한 士의 보편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爲民이나 愛民의 지향이 민본주의 이론으로 구체화되었다면, 士의 자기규제적 

지향은 ‘修己論’ 혹은 ‘권력견제론’으로 체계화되었다. 修己論와 권력견제론은 사실

상 서로 매개되어 있는 정치이론으로서 정확히는 修己를 통한 권력견제론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이 修己的 권력견제야말로 다른 어떤 측면보다 우선하는 성

리학 정치이론의 정수라고 할 만하다.  修己는 이미 본 바대로 우주적 보편원리에 

자신을 歸一시켜 본연의 도덕성을 발현하려는 실천적 수양론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士의 기질적 이해(interest)를 극복함으로써 그 본연의 임무

를 자각케 하는 公的 반성(reflection)의 행위 다. 말하자면, 士계층이 사사로운 계

급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民에 대한 그들의 보편적 책임성을 자각하도록 촉구하고 

환기시키는 것이 修己論에 담긴 정치적 의미 다. 결국 지배계급으로서 士의 부당

한 권력행사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修己論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적 修己論은 일차적으로 지배계급의 대표인 군주를 대상으로 하 다. 유

교적 지배질서의 정점으로서 또 최고의 권력자로서 군주의 역할은 성리학적 정치

체계 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요소 기 때문이다. 실제로 朱憙

의 다음 들을 통해 군주에게 요구된 修己의 당위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무릇 천하의 큰 근본은 폐하의 마음입니다......(중략) 신이 문득 폐하의 마음을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천하의 일들은 천변만화하여 그 

86) 『孟子』,「盡心(下)」,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 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

侯, 得乎諸侯爲大夫.

87) 『孟子』,「盡心(上)」, 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 食之以時, 用之以禮, 財不可勝用

也. 民非水火不生活, 昏暮叩人之門戶, 求水火, 無弗與者, 至足矣. 聖人治天下, 使有菽粟如水火, 

菽粟如水火, 而民焉有不仁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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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가 무궁무진하지만, 하나라도 임금의 마음에 근본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없

으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마음이 바르다면 천하의 일들이 

하나라도 바름에서 나오지 아니함이 없게 되고,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천하

의 일들도 모두 바름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88)

  지금부터 앞으로는 한 생각이 싹틀 때마다 이것이 천리인지 인욕인지 반드시 조심

스럽게 살피도록 하십시오. 만약 천리라면 敬을 확충시켜 조금이라도 멈춤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 인욕이라면 敬으로 이겨내서 조금이라도 막힘이 없도록 하십시오.89)

위의 인용문이 시사하듯 군주의 위치는 성리학적 정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

적으로 중요하 다. 따라서 그에게 예외적으로 엄격한 修己가 요구되었던 것은 어

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군주의 修己는 人慾을 극복하고 天理에 부합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公/私, 是/非, 正/邪의 구분에서 후자를 극복하고 전자를 지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 다(이승환, 1998: 332-333). 이는 군주가 여러 관료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피지배계급 일반에 대해서도 보편적 공공의 입장

에 서야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내포된 보다 중요한 함의는 군주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는 정치적, 실천적 지향에서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견제의 함의는 현실의 군주가 실제적으로 聖人에 이르기는 

어려우며, 또한 소위 私, 非, 邪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합

리적 우려에 근거하고 있었다. 만약 그럴 경우, 군주의 권력행사는 성리학의 규범

적 원칙을 이탈하는 동시에 공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유교정치의 기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윤사순, 1992: 59). 왜냐하면 파행적 권력행사의 여파는 군주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지배질서 전체로 파급될 수밖에 없었

고, 그것은 지배계급으로서 士의 보편적 성격에도 심각한 위해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士계층을 정치의 독점적 주체로 상정한 성리학이 군주의 과도한 

88) 『朱文公文集』 11, 「戊申封事」, 蓋天下之大本者, 陛下之心也.....臣之輒以陛下之心爲天

下之大本者何也? 天下之事, 千變萬化, 其端無窮, 而無一不本於人主之心者, 此自然之理也. 故

人主之心正, 則天下之事無一不出於正, 人主之心不正, 則天下之事無一得由於正. 

89) 『朱文公文集』 14, 「延和奏箚」5, 伏愿陛下自今以往, 一念之萌, 則必謹而察之, 此爲天

理耶? 爲人欲耶? 果天理也, 則敬以擴之, 而不使其少有壅閼, 果人欲也, 則敬以克之, 而不使其

少有凝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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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행사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상 당연한 조치 다. 성리

학이 군주의 修己論과 함께 다양한 견제의 이론들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도 이를 

반 한 까닭이었다. 

   한편 성리학은 군주권의 전제화 및 私事化에 대한 경계를 단지 군주 개인의 修

己에만 내맡겨놓지 않았다. 군주의 修己를 기본적으로 요청하되 현실적으로 능력이

나 자질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군주를 관료인 士들이 적극적으로 계도

하고 교화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를 이론화한 것이 대표적으로 ‘賢哲君主論

(혹은 聖君論)’과 ‘君臣共治論’이다. 먼저 현철군주론은 일단 성리학적 이상정치의 

구현을 위해 군주의 현철한 자질을 핵심적인 요건으로 규정한데서 출발한다. 군주

는 賢者여야 하며, 항상 성심성의껏 학문에 힘써 三代의 聖治에 도달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 다. 또한 그러기 위해 군주 자신이 먼저 德을 배양

하고 이를 실천하여 관료와 백성들이 감화되고 스스로를 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賢哲君主論의 실천지침이었다.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수기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군주의 현철한 자질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었다. 현실적으로 성리학적 지식이나 도덕적 수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군주에게 이른바 현자의 교육적,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뒤따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군주가 만능이 아닌 이상 아무리 성리학적 군주체제를 이

상시하는 경우라도 그 보필자로서 현자가 절실하게 요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철군주론은 군주 개인의 수기와 함께 군주에 대한 士의 교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론화하 다. 그것은 군주의 ‘用賢’과정을 매개로 궁극적으로는 

‘君臣共治論’으로 체계화되었다.   

   군주의 현실적 한계를 전제한 성리학은 현철군주의(정확히 말해 현철군주가 되

기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현자의 등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 다. 현자의 도덕성

과 현명한 생각을 통해 군주의 부족한 자질을 메우고 부당한 권력행사를 제한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用賢을 위

해서는 자연히 군주의 판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不賢, 小人을 버

리고 대신 賢人, 君子를 판별하고 간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주의 몫이었다(강광

식, 2000: 145). 따라서 用賢에 있어서도 군주는 현자를 가려내 그를 가까이 둘 수 

있는 안목과 德量을 갖추어야만 했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私와 邪를 제어할 수 있

는 군주의 수양에 달려있는 문제 다.90) 여기에서 다시 한번 현자의 교육적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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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불가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현철군주론은 이처럼 군주의 用賢과 修己의 상

호궤환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군주의 修己的 用賢은 이미 그 자체가 군신공치론의 시발이었다. 임금과 신료가 

상호신뢰 위에서 상보적 정치를 펴야한다는 군신공치론은 수기론의 연장선상에서 

군주의 파행적 권력행사를 제어하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었다. 현자로서의 신료들

이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자칫 군주 一人의 전제화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私的 권력행사의 폐단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군신공치론은 정

치를 군주 개인의 사적 차원으로 보지 않고 군신이 각기 제도적으로 기능해야 한

다는 체계적 차원의 문제로 본 것이다(강광식, 2000: 159). 이 共治의 논리에 따를 

때, 먼저 군주는 자신의 덕성과 자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국가

의 股肱之任인 신료들을 성의로서 감동시키고 예로서 대우해야 했다. 그리고 신료

들은 군주가 현군이 될 수 있도록 군주를 적극적으로 보필해야 했는데, 특히나 조

정 내외의 공론에 따라 여러 신료의 의견을 수렴하여 왕에게 건의하는 것을 그들

의 중요한 의무로 하 다.91) 이렇게 볼 때, 군신공치론의 핵심은 아무래도 임금과 

신료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의 도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 군주에게로 

귀일되는 것은 군주의 전제를 가져와 정치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신료가 권력을 전단하는 것 역시 유교적 군주제의 기본질서를 부정

하는 것이므로 모두 배제되어야 했다. 여기에 입각하여 왕권과 신권의 상보적 균형

유지를 통해 성리학적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 바로 군신공치의 목적이라

고 할 수 있다(이병휴, 1996; 231). 요컨대 군신공치론은 군주와 신료의 상보적, 상

호견제적 관계와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어느 일방에 의한 유교정치의 파행화를 방

지하고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對民的 차원에서 

지배계급의 보편성은 군주와 신료의 공유된 과제 기 때문이다. 

90) 성리학체계에서 공정무사한 用人이 군주의 당위적 의무이고 그것이 군주의 자기수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희의 다음 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夫以陛下之聰明, 

豈不知天下之事, 必得剛明公正之人, 而後可任也哉? 其所以常不得如此之人, 而反容鄙夫之竊位

者, 非有他也, 直以一念之間, 未能撤其私邪之蔽, 而燕私之好, 便嬖之類, 不能盡由於法度(『朱

文公文集』11,「戊申封事」). 

91) 성리학체계에서 특별히 간쟁활동과 언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간쟁 등 언론활동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는 성리학을 이전 시대의 유교와 구별시켜주는 중요

한 단초 다(Metzger, 1977; de Bary, 1998b: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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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修己에 입각한 권력견제의 논리는 군주는 물론 士계급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특히 권력의 행사나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고위)관

료에게 修己의 중요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군주 이상으로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그

들은 군주를 바르게 교도하고 보필해야 할 일종의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

이 성리학적 정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의 하나 기 때문이다. 君臣

共治의 논리 속에는 군주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서 士의 보편적 

책임과 역할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었다(de Bary, 1998b: 101-103). 그들에

게도 修己에 기반한 보편적 治人의 요구는 결코 면제될 수 없는 당위 다. 士에게

는 같은 계급에 속한 통치자 일반에 대해서도 절대적, 당위적 통치규범을 따르도록 

깨우쳐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뒤에서 보겠지만, 諫개념에 의거한 士의 

언론활동이 비단 군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전체를 대상으로 했

던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이 누구이든 현실적 지배세력이 私/非/邪

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公/是/正이라는 성리학적 지향에 반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군주이든 

士계급 일반이든 修己의 요구는 군주보다 상위에 있는 당위의 법칙으로부터 도출

된 것으로서 절대적 정당성을 가지기 마련이었다. 이런 점에서 성리학적 정치론은 

군주와 士 모두에게 단순한 인격적 수양의 차원을 넘어 修己治人의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치적 책임을 부과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성리학이 일반 民의 정치참

여를 배제했던 전근대적 정치이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시대적 한계 속에

서도 나름대로 정치의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

었다. 성리학적 정치가 士의 계급적 이해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면, 그 이유 

또한 이러한 이념적 강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성리학의 내적 긴장과 사회변동

   모든 이념은 크든 작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이념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모순적 긴장이 없는 경우

는 찾아보기 힘들다.92) 성리학도 예외이지 않았다. 성리학에 내재된 본원적 긴장은 

92) 이를테면 터너는 베버의 저작 내에서 디오니소스적 측면과 아폴로적인 측면,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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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에서 초래되었다. 앞에서 소개한대로, 성리

학은 인간이면 누구나 우주적 보편원리인 理를 본연의 性으로 체화하고 있어 도덕

적 자질에 있어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성리학이 내장한 존재론적 평등의 

원리 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실의 구체적 인간은 각기 작용하는 기질적 情으로 

인해 도덕적 발현의 현저한 차이를 노정한다고 본 것이 또한 성리학이었다. 그 결

과 尊心養性과 居敬窮理의 수양을 거쳐 자신의 도덕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聖人君

子가 그렇지 못한 小人들을 도덕적으로 지도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는 것이 성리학의 또 다른 요청이었다. 성리학 내에서 현실적 불평등의 원리가 다

른 한편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불평등의 원리는 원래 도덕적 자질 차이에 

따른 규범적 위계로부터 출발하 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정치적 신분의 위계로 전

환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성리학의 본원적 긴장이 촉발된다고 할 수 있다. 존재론

적 원리에 의해 규정된 보편주의가 구체적 현실에서의 특수주의와 충돌하면서 내

적 갈등을 노정하게 된 것이다. 사회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원론적으로 동일

한 도덕적 자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

는 능력은 士계급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특수주의적 지배가 불가피

하다고 본 것이 성리학의 정치이론이었다.  

   이 긴장을 해소하려는 처방은 앞서 본대로 ‘지배계급의 자기규제’와 이에 기반

한 ‘爲民的 보편정치’로 나타났다. 성리학이 이 두 가지를 정치의 핵심적 관건으로 

규정했던 것은 그 체계의 구도 상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왜냐하면 특수주의적으로 

배분된 정치참여의 기회구조를 통해 보편주의적 이해관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특

수주의적 지배계급의 철저한 자기규제가 무엇보다 필요했으며, 그 정치적 지향 역

시 특수주의 논리에 의해 배제된 피지배계급의 보편적 이해관심을 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이 治者에게 자기규제와 爲民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특수

주의적 (지배)형식의 모순을 보편주의적 내용으로 보완하고자 한 결과 다고 할 수 

있다. 

   治者의 자기규제와 爲民政治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듯이, 성리학은 존재

론적 평등원리와 현실적 신분지배의 긴장을 일종의 ‘분업적 위임논리’를 통해 해소

비합리적 카리스마의 측면과 합리적 이성의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으며, 이것

이 베버 사회학의 지적 긴장을 촉발시키는 주요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베버 

사회학이 암암리에 주목하고 있는 비합리적 측면을 통해 오늘날 유행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초가 이미 베버에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Turner, 1992: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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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했다. 앞에서도 본 바처럼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일반 民들은 전체사회의 물

질적 생산을 담당하는데 비해 지배계급으로서의 士는 이들로부터 위임된 바 사회

전체의 질서와 윤리의 확립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이러

한 위임의 논리를 이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원초적으로 현실의 지배질서는 天

이 부여한 것이지만, 그러한 天의 명령은 피지배계급의 의사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

이 바로 그것이다. 군주(나아가 治者 일반)의 현실적 지위가 天命에 의해 부여되며, 

天命에 의해 유지, 박탈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 성리학에 내장된 혁명적 성격이었

다. 그리고 民을 지배계급의 압제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

는 지배계급에 대해 천명을 표현해주는 존재로서 국가의 근본으로 상정한 것이 성

리학이었다. 바로 이 때 일반 民의 감각과 판단이 천명의 결정자료가 된다고 봄으

로써(유초하, 1994: 64), 성리학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지배계급의 위임적 성격을 분

명히 하 다. 위임의 논리를 통해 지배계급의 현실적 지위를 상대화하고 또 위임된 

지배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民意를 상정함으로써93) 성리학은 그 본연의 긴

장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다. 

   성리학체계에서 긴장을 자아내는 또 다른 원천은 情誼的 인간관계와 보편적 공

공원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주지하다시피 성리학은 오륜적 관계가 표현하는 인간

관계를 理의 원리를 함축한 규범적 관계로 보아 그 속에 정의성이 내용으로 담길 

것을 강하게 요구하 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 이면에 수반되어 있던 조건적 전제로

부터 발생한다. 그것은 인간관계가 일방의 사사로운 이해관심에 의해 부당하게 위

계화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호혜적이고 상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요청이었다.94)개인의 사사로운 관점으로 환원될 수 없는 ‘公’의 존재론적 의미가 이

를 강제한 근원적인 힘이었다. 이 양자 사이의 긴장을 간과한 채 정의적 인간관계

만이 전사회적으로 일관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은 성리학(체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의 소치일 뿐이다. 오히려 정의적 관계를 이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理라

는 공적 원리를 구현하는 반성적, 실천적 관계일 것을 요구한 것이 성리학이었다. 

93) 최석만은 유교국가에서의 天命과 民本의 기치가 오늘날 민주주의적 대의제도로 쉽게 전

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최석만, 1999: 2). 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천명과 

민본개념에 깔려있던 정치적 위임의 논리가 오늘날의 대의제도와 선택적 친화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94) 성리학의 이러한 규정은 이미 원시유교에 그 싹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잘 알려

진 공자의 언급, ‘己所不欲 勿施於人’의 논리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論語』, 「顔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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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 역에서 이러한 요청의 수준은 예외적으로 높고 강력하 다. 왜냐하면 

士가 주도한 성리학에서의 정치란 보편성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위임적 실천활동

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인간관계와 보

편적 공공원리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대립긴장이 개입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다. 

규범법칙과 객관법칙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본 성리학에서는 이 양자의 마찰없는 공

존이 바람직하고도 당연한 결론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양자간의 긴장은 예외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이기 쉬웠다. 비록 상대적이지만, 성리학이 규범적 仁의 논리

보다 객관화된 義와 禮의 논리에 보다 많이 기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적 관계에 내포되어 있거나 혹은 정의적 관계를 통해 촉발되는 

사사로운 人慾과 공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道心 사이에 화해하기 어려운 긴장을 부

과한 것이 바로 성리학의 체계 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긴장의 원천은 성리학의 종교적 성격과 정치이념적 성

격 사이에서 발견된다. 성리학이 출현하기 이전까지의 유교는 관학화된 정치이념으

로서의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세속의 정치이념으로 스스로의 지위를 한정하고 탈세

속적인 불교, 도교와 공존해왔던 저간의 사정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성리학의 

등장은 한편으로 이러한 이중적 종교구조를 일소하면서 단일한 종교 지형을 구축

했다는 의미를 가졌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성리학은 여전히 정치이념으로서의 성

격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체계화했던 것도 사실

이다. 따라서 성리학은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관철시키고자 하 고, 관점에 따라서

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성공하 다.95) 그것은 정

치적 실천을 세속적 이해관심의 수준에서 초월적 보편원리의 차원으로 고양시켰다

는 점에서 그러했다. 다시 말해 세속의 가치로 지향된 정치를 우주의 본원적 원리

에 歸一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차원의 실천활동으로 전화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러

한 종교적 성격은 개신교나 불교와 같이 세속과 철저히 단절된 전혀 다른 초월의 

세계를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 성리학의 초월개념은 현실적으로 현세와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원리적으로는 현세와 이어져 있는, 다시 말해 반성적 실천을 통해 도달

할 수 있는 합리적 초월이었기 때문이다.96)

95) 馮友蘭은 성리학이 구축한 세계가 결국 聖과 俗을 하나로 묶은 통합된 세계 으며, 그

런 점에서 성리학은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통합적 원리 다고 평가한다(馮友蘭, 1993: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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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유교의 종교적 성격은 원시유교기(혹은 그 이전)에서부터 그 단초가 내장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공자가 강조한 禮의 개념 속에는 사회질서의 원리로서 윤리

적 성격 뿐 아니라 犧牲을 바치고 제사를 지낸다는 종교적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

어 있었다(de Bary, 1998a: 64-65). 이 때 후자의 禮란 씨족, 지역공동체, 국가 등

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지위와 계급에 따라 행해야 할 

의식절차를 의미하 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연대와 질서를 재확인하고 강화시키는 

제의의 절차가 禮 던 것이다. 따라서 원시유교의 본원적 성격을 계승한 성리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학화의 과정에서 퇴색해버린 원시유교의 종교적 성격을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리학이 불교나 도교에 대

해 일정한 종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근거도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리학에서 修己의 전거로 ‘克己復禮’를 말할 때, 거기에는 

자기억제라는 계몽적 실천의 의미와 함께 자기초월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었다. 다시 말해 성리학에서의 정치적 실천이란 도덕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

로잡고자 하는 계몽적 행위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초월적 절대를 지향하는 求

道的 행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종교와 정치이념의 이중적 성격을 지녔던 성리학은 聖俗 일체의 단일한 가치구

조를 만들어내었다. 이는 종교적 초월의 원리를 합리화하여 정치에 부과하는 한편 

역으로 현실의 정치논리를 종교적으로 규범화함으로써 비롯된 결과 다. 성리학은 

서구의 개신교와는 전혀 다른 지형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간극을 좁혔다 하더라도 종교와 정치이념이 무리없는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는 것

은 본질적으로 어려웠다는데 있었다. 求道的 입장에서 당위적으로 성리학적 理를 

구현하려는 종교의 논리와 현실적 이해와 권력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이념의 

논리 사이에는 만만찮은 긴장이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본 존재론적 보편주

96) 사실 그 동안 유교가 가진 종교적 성격은 무시되거나 아니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대표적으로 베버는 유교가 불교와 마찬가지로 ‘윤리’에 불과하 으며, 그나마 불교와는 

달리 철저하게 현세적인 俗人의 윤리 다고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유교가 현세와 

그 질서 및 관습에의 적응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양있는 세속인을 위한 정치적 준칙이나 

사회적 예의범절의 거대한 법전에 불과했다고 적고 있다(Weber, 1991: 225). 하지만 지금의 

맥락에서 보건대, 그는 유교(성리학)의 내재적 초월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설혹 그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개신교를 준거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유교의 현세적 합리주의

에 과도하게 주목한 나머지 부당하게 유교의 종교성 자체를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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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현실적 특수주의간의 긴장 역시 상당 부분 이 종교와 정치이념간의 긴장과 

중첩되어 있었다. 성리학이 所而然(존재)과 所當然(당위)을 통합함으로써 개신교사

회와 구분되는 특유의 일원적 가치구조를 형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종

교와 정치의 갈등없는 융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양자는 기본적으로 상

호침투한 속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으로 나누어볼 때 성리학적 질서의 구현

이라는 공유된 과제를 놓고 일종의 헤게모니적 투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다.  

   사실 베버를 위시한 서구의 학자들은 유교사회가 발전의 계기적 동력으로서 ‘사

회적 긴장 혹은 적대’를 결여하 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

다. 이를테면 헤겔은 직접적으로 유교사회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동양의 전

통사회 일반이 자유의 반성적 계기조차 차단된 개별적 자연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았다(Hegel, 1985). 다른 말로 사회적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반성적 사유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모순을 둘러싼 사회적 적대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

다는 것이다. 비슷한 생각은 맑스에게서도 반복되었다. 맑스는 동양사회가 공동재

산에 대한 공동경 과 자연발생적 분업에 기초한 촌락공동체의 병렬적 구조로 이

루어져 있었으며, 군주를 정점으로 한 전제적 국가가 이들 공동체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했던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의 핵심 관건은 촌락공동체의 자족적 성격과 

국가(혹은 군주)의 절대성이었다. 촌락공동체는 공동체 내부의 모든 활동을 공동체

의 필요와 유지에 종속시켜 놓는 동시에 그것으로 자기완결적 체계를 이루고 있었

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적, 반성적 계기를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일한 소유자이자 자유인으로 규정되는 절대군주의 지배 역시 대규모 관개라는 

사회경제적 수단을 매개로 이들 자연적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게 한 중요

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자연경제를 돌파할 수 없었던 자족적 촌락공동체, 이를 

강제했던 권위주의적 절대군주체제, 그리고 군주를 제외한 만인의 보편적 노예상태

가 상호 결합함으로써 모순에 대한 반성적 인식 자체를 가로막았으며 나아가 명시

적인 사회적 적대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맑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다소 다

른 지평 위에 있긴 했지만, 베버의 논의 역시 결과적으로 이에 수렴한 것은 앞서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恭順을 핵으로 한 情誼主義가 전사회적 차원에서 

일관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긴장과 적대가 공적 수준에서 명시화되지 못하고 私事

化되어 버렸다는 것이 그의 핵심된 생각이었다. 이들은 모두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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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사회의 사회적 긴장이나 적대를 무시하거나 간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리학이 노정한 긴장은 명백히 적대를 형성시키는 진원이었고, 앞으로

의 논의를 통해 보겠지만 그 긴장은 단지 사상적, 이론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

았다. 왜냐하면 이 긴장요인들이 구체적 현실맥락과 결합하면서 정치, 사회적 갈등

을 노정하 고 나아가 사회변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각각의 긴장을 유발한 적대적 요소들은 사회구조적 위치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유교사회의 제 세력과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당대의 정치, 사회적 균열과 변동

을 초래한 핵심적인 변수로 기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군주와 신료관계, 권력정통성

의 문제, 사대부계급의 분화와 대립관계, 대민 정책, 언론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정치

적 현안마다 갈등과 적대구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기축이었다. 성리학적 긴장요인

들이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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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사림의 성격과 사림정치의 공공적 구조

   1.  士林의 성격과 유교적 공공성 

   조선왕조의 개창은 당시의 중세적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한 우, 

1989: 9-19). 역성혁명에 의해 권력관계와 구조가 바뀌고 경제적 자원의 소유구조

가 바뀌고 또 종교 및 이념지형이 바뀌었던 대사건이 조선의 개국이었다.97) 물론 

신왕조의 개창이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겠지만, 사회학적으로 

보건대 조선의 건국은 거대한 사회변동의 과정이었고 그것은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는 가졌다. 첫째는 이념적 측면에서 전에 없던 단일한 가치구조가 형성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 건국 이전까지 한국 중세의 가치지형은 儒․佛․仙이 복잡

하게 착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강력한 지방적 전통이 매개된 다양한 민

간신앙이 결합하여 이념적, 가치적 병렬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서로 갈등하는 가

치구조가 현실적 사회세력들과 선택적으로 친화 또는 대립함으로써 수많은 사회적 

모순으로 발현되고 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한 조선

의 건국은 일단 이러한 가치다원의 갈등구조를 성리학을 축으로 한 가치일원의 통

일적 구조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전환이었다. 물론 부분적

으로, 특히 비공식적 차원에서 反유교 혹은 非유교적 가치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

지만, 적어도 이념형적인 수준에서 볼 때,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가

치구조를 성공적으로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성리학이 다른 이념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상적 차원을 넘어 조선의 국가․사회적 구조 자체가 성리

학적 원리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며 거기에는 당연히 성리학적 지향이 제도적 차원

에서 농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 다. 실제로 조선왕조의 복잡다단한 전개

과정에서 성리학적 규정은 모순과 갈등을 배태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고 해

97)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여말선초의 변화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소들은 다음

과 같다. 중소지주출신의 신흥사대부세력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두한 것, 정치체제상으로 

강력한 집권관료제가 추구된 것, 경제적인 면에서 지주․전호제가 발달한 것, 이러한 정치, 

경제적 변화에 상응하여 신분제도에 변동이 생긴 것 그리고 사상적으로 새로운 지배이념으

로서 성리학이 받아들여진 것 등이다(이태진, 1994a: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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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 다. 

   조선왕조 개창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전까지의 지배계급과 일정하게 차별적인 새

로운 지배계급 즉 사대부라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성

리학적 원리와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와 이념을 실

현하고자 한 철저한 성리학 담지자 집단의 출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 이념

이 현실적 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와 함께 그 이념과 스스로를 동

일시하는 특정한 사회세력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성리학의 경우는 신흥 사회세

력으로서 사대부계층과 만남으로써 그 지향을 현재화할 수 있었고, 조선의 개국은 

그 직접적 계기 다고 할 수 있다. 고려말의 체제적 모순 속에서 성장한 사대부들

은 성리학을 이념적 무기로 하여 그들의 정치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 다. 따

라서 역성혁명을 통한 새로운 성리학 왕조의 개국은 이들 사대부들의 이상과 욕구

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의 마련이었다. 고려말의 좌절된 지식인에서 명실상

부한 조선의 지배세력으로 전화한 이들은 성리학적 원리를 근간으로 새로운 지배

질서의 구축에 열성적으로 나섰다. 그들은 같은 지배계급이라 하더라도 성리학이념

으로 무장한 문사계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러한 문사적 지식에 의

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고려의 세습적 귀족세력과 구분

되었다. 특히 이들 사대부들은 당시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대토지 소유의 

진전과 농민층의 예속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배층의 일정한 자기 규제와 양보를 주

장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려의 지배세력보다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김인걸, 2000: 25). 이들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과 성격 그리고 정치사회적 실천이 

조선사회의 구조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구

체적으로, 사대부계층의 기원적 성격과 역사적 실천 그리고 그들 내부의 이합집산

과 하위분화 등은 그 자체가 조선사회를 성격지우고 또 균열, 발전시킨 중요한 변

인이었다. 

   1) 士林의 사회적 성격

   1-1. 士林의 개념과 기원

   조선의 지배계급으로서 사대부계층은 흔히 兩班이라는 용어로 불려져왔다. 양반

은 원래 고려 중기 이후 문반과 무반을 통칭하는 관료의 의미로 쓰 지만, 점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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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확대되어 여말선초가 되면 문무관료뿐 아니라 유교교양을 갖춘 광범위한 

독서인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갔다. 본래 관료라는 직위를 뜻했던 양반의 

의미가 조선시대로 넘어 오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관료뿐 아니라 잠재적 관료군 

즉 散官과 그 친족들까지를 범칭하는 신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김현 , 1999: 

3). 특히 조선시대에는 무관을 배제한 문관과 布衣의 독서인층만을 양반으로 지칭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테면 조선 중기 이후의 士林이 그러한 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성무, 1998: 2).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사대부, 양반, 사림 등은 사실상 

대체가능한 혼용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것이 그렇

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98) 

   하지만 보다 엄 한 견지에서 본다면, 양반과 사림은 그 의미나 성격 면에서 미

묘하게 갈라선다. 우선 양반은 비록 상대적이긴 하지만 신분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내포하 다. 양반은 관료이거나 혹은 관료가 될 수 있는 지배계급으로서의 자격, 

다시 말해 특권적 신분의 의미를 뚜렷히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사림 

개념에는 상대적으로 유교적 지식을 가진 ‘독서인’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 역시 지배계급으로서 신분의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보다는 유

교적 소양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성격이 보다 부각되는 것이 사림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때의 사림개념은 어디까

지나 양반의 의미와 거의 중첩되어 쓰이는 ‘보통명사’로서의 사림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 중기의 주요한 정치주체로서 당대의 정치적 지형을 주도한 ‘고유명사’로서의 

사림개념이다. 

   고유명사로서의 사림은 그 내포와 외연이 훨씬 구체화된 하나의 사회집단을 지

칭한다. 구체적으로 고려말 역성혁명과 왕조개창을 반대한 성리학적 ‘절의파’의 후

예로서 조선 초기이래 향촌을 배경으로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하고 있던 일군

의 사대부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보통명사로서의 양반의 범주에 들어있던 것은 틀

림없지만, 이들은 왕조개창에 참여하고 이후 조선 초의 정치를 주도했던 이른바 

‘참여파’ 및 그 후예들과는 명백히 구분되었다. 왕조개창에 대한 입장, 현실정치의 

구현방법, 성리학과 향촌에 대한 이해 등에서 이들은 조선 전기의 집권양반들과 뜻

98) 이를테면 士林이라는 용어는 본래 ‘士大夫之林’의 줄임말로서 사대부가 될 수 있는 수

풀, 즉 문무관료뿐 아니라 布衣의 독서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 는데, 이는 앞에서 본 조

선시대의 양반개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이성무, 199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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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하 고, 그런 점에서 집권양반세력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바로 

이들이 고유명사로서의 사림이었다.99) 주지하다시피 이 사림은 성종기를 기점으로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로 인해 선초 이

래의 집권세력과 격렬한 대립을 보이게 된다. 잘 알려진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듯이 고유명사로서의 사림은 조선의 지배

계급인 양반의 하위분파 세력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사림과 

대립한 훈구세력 역시 마찬가지 다.  

   양반의 하위분파인 사림이 조선 초부터 뚜렷한 정치, 사회세력으로 정립해있지

는 않았다. 조선의 지배계급이었던 사대부들은 왕조의 교체와 세조의 집권을 전후

하여 크게 집권사대부와 재야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고려말 정몽

주->길재의 학통을 계승한 일군의 재야사대부가 사림의 주요한 모태가 되었다. 이

들은 15세기에 이르러 길재->김종직으로 이어지는 남지방의 在地士類를 중심으

로 하나의 뚜렷한 정치, 사회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여말의 왕조교체기에 ‘不

事二君’의 절의를 지켜 재야세력으로 려났던 私學派와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

을 불의로 간주했던 낙향 및 신진사류가 그 주요한 구성인자 다(이수건, 1996: 

142). 원래 사대부들은 고려 중기이래 土姓吏族에서부터 발원한 세력으로서 고려 

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이성무, 1998: 1-25). 하지만 전체로서의 사

대부계급이 고려 후기에 대두했던데 비해 사대부의 한 분파로서 사림은 주로 여말

선초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체로 그들은 사대부의 또다른 분파 던 집

권 훈구세력에 비해 士族化하는 시기가 늦었고, 그런 만큼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의 성장 역시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사림들은 대개 郡縣吏族에서 과거, 添設職, 散

職 등을 통해 士族으로 전환하 고 자신의 학문적 소양과 文才를 발판으로 서서히 

관료로 진출했던 것이다(이수건, 1996: 143). 문제는 그들의 정치, 사회적 성격 상 

99) 실제로 사림이라는 말이 양반의 한 분파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묘사화를 전후한 중종대 고, 특히 이 경우 사림(파)은 성종대의 김종직일파

을 비롯하여 4대 사화 때 피해를 입은 신진사류를 지칭하고 있었다(이수건, 1996: 142). 따라

서 엄 한 수준에서 볼 때, 그 이전의 시기에 사림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정확한 용

어의 사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에서는 하나의 사회세력을 기원에서부터 살

핀다는 점에서 사화기의 정치세력 뿐 아니라 그들의 모태가 되었던 선초 이래의 향촌 성리

학자집단을 포괄하여 사림으로 총칭한다. 참고로 이병휴는 사림의 개념 속에 ① 폭넓은 사

류의 의미 ② 성리학자 부류를 지칭하는 의미 ③ 사림파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

악하는데(이병휴, 1979: 68), 이 에서의 사림은 ②와 ③이 중첩된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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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들은 집권 훈구세력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생활기반을 향촌에 

두고 있던 중소지주로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직보다는 성리학적 이념과 원리를 

중시한 정통 성리학자로서 사림세력이 대지주적 기반 위에서 京華貴族化한 집권 

훈구세력과 갈등하는 것은 당대의 지배구조 지형 상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요컨대, 

양반을 모집단으로 하는 하위분파 세력으로서의 사림, 또다른 분파세력으로서 훈구

와 대립했던 사림, 바로 이들에 의해 촉발되고 정립되고 변화해갔던 것이 조선중기

의 정치지형이었다. 이 에서 말하는 사림과 사림정치는 정확히 이를 지칭한다.  

   1-2. 소외된 지배세력으로서의 사림과 그 비판성

   조선의 지배계급인 양반사대부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일

단 원론적으로 볼 때, 그들은 성리학이 요구하는 군자적 자질, 다시 말해 높은 도

덕성을 견지한 바탕 위에서 백성들의 명분을 바르게 지도, 교화하여 전체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성리학적 도덕 정치의 담당자 다. 비록 조선사회가 특

수주의적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른바 위임된 정치의 담당자

로서 탈계급적 보편성을 자신들의 존재 및 정당성의 핵심적 기반으로 하고 있던 

세력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반사대부들이 권력을 가진 정치세력이자 지배계

급으로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계급성의 포로

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계급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양반들의 특수

주의적 실천양태에 대해 그간 숱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

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긴장이야말로 양반의 이중적 성격을 발현시키는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 다. 대립적 긴장의 지형 위에서 양반사대부들의 실천은 자기분

열적으로 표출되었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들에 의해 담당된 조선의 정치는 도덕

(이상)정치와 계급정치의 양극을 오가는 끊임없는 변동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조선 전․중기의 사림세력은 이러한 긴장의 와중에서 등장한 양반의 한 분파

고, 정확히는 그러한 대립적 긴장의 산물이었다.   

   이념형적으로 볼 때, 조선의 사림세력은 원시유가의 비판성과 신유가의 철학적 

합리성을 충실히 재현한 재야의 비판적 지식인집단으로 출발하 다.100) 그들은 공

100) 물론 사림세력 역시 위에서 말한 모순적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역

사적 실체로서 더구나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그들 역시 성리학적 보편원리를 완벽하게 체

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념형적으로 볼 때, 조선의 사림은 성리학적 보

편주의의 구현에 가장 근접했던 사회세력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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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기 원시유가들이 지향했던 禮治 혹은 文治적 질서와 爲民의 원리를 규범적 이상

으로 받아들 을 뿐 아니라 고도로 체계화된 신유가의 비판적 합리성을 사회적 실

천의 기본원리로 체화하고 있던 정통 성리학자들이었다. 이는 사림과 대립하 던 

당대의 지배세력 즉 훈구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속성이기도 했다. 사대부라는 동일

한 계층(계급)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훈구세력은 왕조개창과 국초의 정변과정에서 

배출된 공신집단 혹은 그 후예들로서 정치권력을 독점하여 당대의 지형을 주도했

던 현실적 지배집단이었기 때문이다. 훈구와 대비되는 사림의 이러한 성격은 잘 알

려진 바처럼 사림의 기원과 무관하지 않다. 본래 사림은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회의

하면서 향촌에 은거하여 ‘沈潛性理’하는 학문적 자세와 후진 교육활동에 치중하던 

일군의 재야 지식인들로부터 유래하 다(이병휴, 1996b: 174-175). 따라서 애초에 

왕조교체에 대한 정치적 반대입장에서부터 이미 이들의 반체제적 비판성이 내재되

어 있던 터 다. 물론 조선왕조의 구조적 틀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감에 따라 이

러한 왕조 정통성의 시비문제는 희석되었지만, 현실정치와 권력지형에서 소외돼 있

던 재야 지식인의 위치는 변화된 것이 없었다. 이들의 후예인 사림은 소외된 지식

인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현실정치와 권력에 대한 비

판의 에너지가 잠재하고 있었다.101) 무엇보다 조선 전기에 벌어졌던 일련의 패권적 

정변과 그에 이은 군주와 귀족적 훈구의 전횡은 사림의 비판성을 현재화하는 결정

적인 계기 다. 

   사림의 비판적 성격은 분석적으로 보건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선 전기의 지형에서 그들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 특히 소외된 지배계급으

로서의 위치가 사림의 현실비판성을 주조 내지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처해있던 구조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같은 

사대부적 배경에 불구하고, 사림세력은 집권 훈구세력에 비해 향리에서 사족으로 

전화하는 시기가 늦었다. 따라서 여말선초의 개국세력과 그 후예들에 비해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를 다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적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

그것은 무엇보다 조선 전기의 훈구세력 혹은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세력과 비교할 때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101) 비록 역사적 맥락은 달랐지만, 조선 초기 사림의 소외된 위치와 비판적 성격은 춘추전

국기 공․맹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관학유교에 

치우친 훈구세력과 비교하여 재야적 성리학과 보다 잘 결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러한 견

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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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조선 전기에 사림의 선조들은 향촌의 주도권을 놓고 토착적 향리세력과 대립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정진 , 1998: 63). 적어도 이 시기의 사림 선조들은 향촌

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던 불안한 지배세력에 불과하 다.102) 향

촌의 지배권마저 불확실한 조건에서 그들이 중앙권력으로 전화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림이 중앙권력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기

본지형을 일단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한편 조선왕조의 개창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를 비판

한 세력이라는 점에서 사림은 집권세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견제를 받거나 기껏

해야 배타적으로 방임되고 있었다. 특히 국초의 대대적인 중앙집권화과정은 향촌적 

기반 위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던 사림세력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김인걸, 2000: 28). 물론 향리와 사족을 신분적으로 구분하여 사족층을 향촌 지배

의 파트너로 포섭하려 했던 중앙권력의 전략상 사림에 대한 견제가 전면적으로 이

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원적 중앙집권체제의 구축이라는 집권세력의 정치

적 의도를 고려할 때, 그것이 사림의 향촌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임은 분명하

다. 조선 초기 군주와 집권 훈구세력의 중앙집권 기획과 맞물려 향촌에 대한 지배

력조차 침해당하고 있던 것이 당시 사림의 수세적 위치 다. 

   조선 전기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집권 훈구세력의 대토지소유 역시 경제적 측면

에서 사림의 입지를 좁히고 있었다. 고려말의 중소지주에서 출발한 동일한 사대부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京華貴族化한 집권세력은 토지 겸병을 통해 대지주로 전

화하 고, 그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향촌의 사림과 소농들에게 전가되었다. 우선 

소농들은 京華權臣들의 토지확장으로 자신들의 재생산 기반을 상실해 갔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유리걸식하는 유랑민으로 전화하 지만 많은 경우는 權門에 투탁하여 

私奴로 사회적 신분이 강등되었다.103) 이 과정에서 사림의 노비들 역시 다수가 권

102) 사림은 15세기 말-16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향촌지배체제를 완전히 구축

한다(정진 , 1998). 흥미로운 것은 사림이 주요한 정치사회세력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때라는 사실이다. 이는 사림이 자신들의 확고한 향촌적 기반, 다시 

말해 뚜렷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치세력으로 전화할 수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 하겠다.

103) 왕조실록의 다음 구절이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좋은 보기이다. “良民과 公賤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私賤으로 고용되니 世傳의 田宅이 있어도 보전하지 못하고 權門

에 귀속된다(『성종실록』 권91, 성종9년 4월 을해, 최이돈, 1996: 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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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투탁함으로써 그 피해가 사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최이돈, 1996: 

15-18). 사림의 입장에서는 향촌의 안정도 안정이거니와 그들 소유의 노동력 고갈

로 인해 심각한 재생산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104) 

   피상적이긴 하나 이상의 조건들은 조선 전기의 사림세력이 당대의 지배지형에

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제한적인 향촌의 지배력조차 집

권 훈구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명목적) 지배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소외를 감내해야 했던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

이다. 당대의 집권세력과 체제에 대한 사림의 비판성은 일차적으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소외된 지배계급에게 강요된 인지부조화적 상황의 산물이

었다. 

   사림의 비판적 성격을 설명해주는 두 번째 요인은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던 이

념, 즉 성리학적 지향에서 찾아진다. 소외된 사림의 위치가 그들을 현실비판 세력

으로 만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비판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체계화,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힘이었다.105) 마치 서구의 중세적 

지형에서 봉건 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던 상공인계층이 개신교의 현세부정 논리

를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조선에서는 사림과 성리학이 선택적으로 

결합했던 것이다. 물론 조선 전기의 집권 훈구세력 역시 이념적으로 성리학을 표방

하기는 마찬가지 다. 사림과 훈구는 적어도 기원적으로는 동일한 성리학 신봉자

다. 그리고 바로 그 성리학적 규준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동일한 지배계급

으로 공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조의 왕위찬탈과 같은 비정통적 파행을 통해 패

권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훈구세력은 정통성리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리학을 관

학적으로 전용한 귀족적 특권집단에 보다 가까웠다. 그들이 표방한 성리학은 상대

104)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비층은 지배계급인 양반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재생산의 

기반이었다. 爲民의 측면에서 사림이 훈구에 비해 지배계급의 자기규제를 강조했던 상대적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노비문제에 관한 한 훈구세력과 기본적 입장이 다르

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이수건, 1996: 150-151). 그렇기 때문에 당시 훈구와 사림

은 노비를 둘러싸고 제로섬(zero-sum)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수세적 입장에 있던 

사림으로서는 노비의 상실이 중요한 재생산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105) 잘 알려진 베버의 다음 비유는 이런 맥락을 잘 반 해주고 있다. ‘이념이 아니라 물질

적이고 이념적인 이해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념에 의

해 형성되어 온 세계상이 마치 전철수와 같이 이해의 동력에 의해 촉발되는 행위의 궤도를 

결정한다(Gerth and Mills, 194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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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야한 이해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집권적, 신분적 질서에 봉사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에 제한되어 있었다. 성리학적 원리의 구현을 일종의 종

교적 구도행위로 파악한 재야의 사림들에 비해 그들의 성리학은 지극히 현실적이

었고 또한 명백히 도구적이었다. 따라서 성리학의 이해와 사회적 구현을 자신들의 

존재 의의로 생각한 사림의 입장에서 볼 때, 귀족화한 훈구세력은 타협 및 공존의 

대상에서 점차 적대의 대상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조선 전기이래 성리학적 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축적해온 사림들은 성리학의 

본질을 다른 무엇보다 공적, 보편주의적 원리의 사회적 구현에서 찾았다. 철학적으

로 보건대, 그것은 개인(혹은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氣)를 극복하여 본연의 보편

적 도덕성(理)을 구현해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와 결합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전체 

사회가 이른바 ‘天下爲公’의 공적 질서체계로 실현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여

기에서 사림이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성리학적 체계 내에서의 ‘정치’의 역할이다. 

이른바 修己와 治人을 동시에 요구했던 성리학적 정치는 治者에게 고도의 도덕적 

규준을 부과했던 바, 그것은 정치가 사사로운 개인(계급)이익의 추구로 흐르는 것

을 견제하고 民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성격을 담보하고자 함이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성리학은 존재론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자질이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인정하 지만, 동시에 그것의 현실적 발현이 차이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士계

급의 지배적 지위를 정당화하 다. 하지만 이때의 지배적 지위란 엄 히 말해 天命

(혹은 理)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서 士계급이 배타적인 정치의 주체이긴 하되 내용

적으로 對民的 보편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다. 특수주의

적으로 형식화된 지배질서(곧 신분제도)를 보편주의적 내용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다. 성리학적 ‘정치’는 여기에 잠재해 있는 긴장을 해소하고 본연의 理的 질서

를 구현하려는 매개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란 사적 이해를 제거하

여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士계급의 당위적 실천인 것이다. 원래 재야의 지식인이었

던 사림이 정치에 대해 예외적인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비록 현실권

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성리학적 질서 내에서 사회적 公을 구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림의 비판적 성격은 당대의 정치가 성리학적 원리로부터 일탈되고 있다는 인

식, 철학적으로 말하면 理가 氣를 管制하지 못한다는 현실인식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공맹의 道統을 이은 嫡子로서 주희를 숭앙한 조선의 사림들은 그의 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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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論的 입장을 따라 理가 있은 후에 氣가 있게 되며, 理는 氣를 규제하는 궁극적 

원칙이라고 보았다.106) 여기에서 理는 우주적 보편원리를, 그리고 氣는 현실에서 

발현되는 특수적 작용을 각각 의미하 다. 주목되는 사실은 주희가 氣보다 理를 존

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理가 때로는 氣

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소위 ‘理管不住氣’의 측면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氣가 理에 反하여 운행할 수도 있으며, 氣의 세계 속에서 理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이승환, 1998: 340). 이는 다른 말로, 현실에서 발

현되는 특수적 작용이 우주적 보편원리를 거스르거나 파행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

었다. 이러한 성리학적 존재론의 함의는 정치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하 다. 왜냐하

면 그 속에는 理的 질서를 구현하려는 공적, 보편적 정치가 현실의 기질적 요소에 

의해, 다시 말해 사사로운 특수주의적 이해에 의해 파행화될 수 있다는 경계의 의

미가 뚜렷하게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희의 다음 에서 그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氣는 비록 理에서 나온 것이지만, 氣가 일단 生한 이후에는 理가 氣를 관제할 수 

없게 된다. 理는 氣속에 머물고, 일용간의 운용도 모두 氣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니, 氣가 강하고 理는 약할 수밖에 없다. 비유컨대, 마치 국가에서 大禮를 맞이하여 

일시에 세금을 사면해주어도, 촌락의 知縣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농민들에게 세금납

부를 재촉하는 일과 같다. 知縣이 농민에게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상급 명령계통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氣는 거칠고 理는 미약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 자식이 불초하다고 하여도 아버지

가 자식을 관제할 도리가 없다. 성인이 가르침을 세운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고자 함이다.107)

여기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주희는 성리학 본연의 보편 정치가 특수주의적 (계

106) “무릇 理는 氣를 主宰하는 것이요, 氣는 理가 타는 곳이다. 理가 없으면 氣가 뿌리를 

내릴 곳이 없고, 氣가 없으면 理가 依著할 곳이 없다(『栗谷全書』, 卷9, 書1, 「答成浩原」, 

193).”

107) 『朱子語類』, 卷4, 64項, 氣雖是理之所生, 然旣生出, 則理管他不得. 如這理寓於氣了, 日

用間運用都由這個氣, 只是氣强理弱. 譬如大禮赦文, 一時將稅都放了相似, 有那村知縣硬自捉縛

需要他納, 緣被他近了, 更自叫上面不應, 便見得那氣序而理微, 又如父子, 若子不肖, 父亦管他不

得, 聖人所以立敎, 正是要救這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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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해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실천적 대

응을 촉구했던 것이다. 권력비판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이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셈

이다. 

   공맹기 유교의 爲民的 성격과 反패권적 성격을 회복하려한 성리학은 이처럼 본

질적인 면에서 비판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었고, 사림은 자신의 소외된 사회적 위치

와 결부시켜 이 비판성을 급진적으로 현재화할 수 있었다. 정통성리학자를 자처한 

사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의 지배세력과 그들의 지배질서는 보편적 지향에 반하

는 사사로운 계급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담보하는 특수주의적 지배질서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의 기획을 매개로 왕권의 전제화를 꾀한 선초의 군

주들, 그리고 군주와 결탁하여 특권적 귀족으로 전화한 집권 훈구세력. 이들에 의

해 주도된 당대의 정치현실은 보편주의적(公的) 理가 특수주의적(私的) 氣를 관제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反유교적 병리상황’이었다. 그리고 사림의 도식에 의할 때, 

전제적 군주와 귀족적 훈구는 편벽된 특수주의적 氣의 세력에, 자신들은 이를 당위

적으로 비판해야 할 보편주의적 理의 세력에 각각 해당하 다. 조선 중기의 지배질

서가 사림의 비판적 정치활동으로 촉발된 것은 이러한 모순적 대립구도의 필연적

인 결과 다.

     

   1-3. 사림의 종교적 성격과 성리학적 근본주의

   조선의 사림에 내재된 종교적 성격은 그간 거의 간과되어 왔거나 기껏해야 주

변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 그들은 세속적 가치에 강하게 연루되어 있던 정치적 

권력집단, 아니면  잘해야 理氣철학에 정통한 성리학적 지식인집단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종교와 정치가 일원적으로 통합된 조선의 聖俗一致的 지형을 인

정한다 하더라도, 사림 특유의 강한 현실지향성으로 인해 종교적 성격은 철저히 정

치에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의 정치 속으로 희석되어 버렸다는 것이 그나마 

균형있는 진단이었다(馮友蘭, 1993: 225-237). 물론 조선의 사림이 근대적인 의미의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성직자집단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교회공간을 중심

으로 세속과 질적으로 단절된 채 초월적 절대자와 교류하며 세속세계를 향해 구원

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집단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천년왕국과 같은 대안적 

내세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림의 종교성을 도외시한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억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처럼 사림의 종교성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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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지 폄하하는 것은 특정화된 종교관 그것도 다분히 일면적인 종교관을 기계적

으로 적용한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근대적 종교관,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중심의 종교관을 논의의 잣대로 삼았던 탓이 크다.  

   사림의 종교성을 간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교의 종교성을 부인하는 것과 맥

을 같이 한다. 이를테면 개신교의 후광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베버가 유교를 현세의 

질서와 관습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전형적인 俗人의 윤리로, 그리고 궁극적

으로 교양있는 세속인을 위한 정치적 준칙이나 사회적 예의범절의 거대한 법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Weber, 1991: 225). 초월적 인격자가 부재하고 

그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원초적 죄의식과 구원 불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또 윤리적 예언과 천년왕국의 내세개념이 없었다는 점에서 베버는 유교의 종교적 

성격을 폄하해 버렸다. 하지만 베버의 이런 규정은 성리학의 우주적 理 개념 그리

고 거기에 입각한 내적 자아와 현실과의 본질적 긴장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

며,108) 기본적으로 기독교라는 특수한 잣대를 보편적 종교양식으로 특권화시킨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종교적 성격은 이론적 차원에서 종교개념을 보다 일반화하고 있는 뒤르

케임의 논의로부터 지지될 수 있다. 뒤르케임은 종교를 ‘성스러운 사물들, 즉 구분

되고 금지된 사물들과 관련된 신념 및 의례들의 결합체계’로 정의하 다. 그리고 

이 신념과 의례들은 교회라 불리우는 단일한 도덕 공동체 안으로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통합시킨다고 설명하 다(Durkheim. 1947: 47).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교

회’의 개념은 일정한 숭배자 집단이 가지는 정규화된 의식상의 단체의 존재를 가리

키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전문화된 사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Durkheim. 1947: 44). 다시 말해, 그가 이해한 교회란 일정한 의

식상의 관행과 제도적 형식이지 꼭 전문적 사제집단의 존재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개념에 근거하여 뒤르케임은 구체적으로 종교가 

상호관련된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하나가 자연과 사물의 질서에 대

108) 앞장에서 본 것처럼 성리학은 현실과의 긴장을 야기하는 준거로서 所而然이자 所當然

으로서의 理의 원리를 保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연의 理的 원리에 부합하지 못

하고 기질에 의한 파행화로 나아가는 것을 존재론적 모순이자 규범적 惡으로 규정하 다. 

이 때 존재론적 理는 현실과의 긴장을 자아내는 일종의 초월적 원리로 기능하 으며, 이로

부터 제공된 부정의 논리는 성리학을 기존 체제의 墨守라는 현실적응의 종교로 안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Metzger, 1977: 154; de Bary, 1998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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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이상학적 성찰이고, 다른 하나가 행위의 규율 혹은 도덕적 계율이며, 마지막 

하나가 세계가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관념이다

(Durkheim. 1992: 36-42). 이 세 가지 측면이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

상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사회의 통일성을 형성시키는 힘으로서 종교인 것이다

(Giddens, 1982: 120).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뒤르케임은 종교가 존재하기 위

해서 초자연적인 신격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추측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 다. 

신과 성령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거나 그 중요성이 미미한 경우에도 우리가 당

연히 ‘종교적’이라고 불러야 할 신념과 실천의 체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과 

사물의 질서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이자 도덕적 계율로서, 그리고 聖俗一致의 지

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聖․俗의 긴장을 감출 수 없었던 성리학은 뒤르케임적 

의미에서 명백한 종교의 지형 위에 있었다. 

   성리학의 종교적 성격을 인정한다고 할 때, 사림의 존재와 조선의 지배질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사회적 설명과는 달리 종교적 체계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분석적 구분일 뿐 실상은 정치사회적 측면과 긴 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우선 조선의 국가는 종교로서 성리학적 원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그것을 집행

하는 일종의 ‘국가교회(a state church)’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유교정치나 성인군

자의 개념에서 본 것처럼, 성리학에서의 지배는 본래 높은 도덕성을 지닌 지배자

(집단)가 그렇지 못한 피지배자(집단)를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활동이었다. 그것은 

초월적 理의 원리를 구현하는 성인군자가 情的 氣質에 얽매어 있는 소인배들을 본

연의 선하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세속적 

도덕의 차원이 없지 않았고 나아가 현실 정치의 논리가 개입되었던 것도 사실이지

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理氣의 모순과 갈등에서 발생하는 根本惡을 치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주의 당위적 원리에 歸一하려는 종교적 求道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

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성리학적 가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유교 국가는 일종

의 거대한 국가 교회 역할을 담당하 다. 이 때 군주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통치자

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늘(혹은 초월적 理)과 사람을 중개하는 종교적 수장이기

도 하 다(조혜인, 1993: 175-177). 그리고 종교가 단지 일단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규정된 의식(ritual)상의 관행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주

의 주도하에 국가차원에서 행해진 하늘에 대한 제사 혹은 유교 창시자에 대한 제

사 등은 조선 국가의 종교적 성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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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양반사대부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성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그들은 국가기구를 매개로 한 정치적 지배계급이면서 동시에 종교로서의 성리학적 

원리를 내면화하고 이를 전사회적 차원에서 확산, 정착시키고자 한 종교적 지도자

들이었다. 양반사대부들이 한편으로 권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 정

치세력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성리학적 이상향을 구현하

고자 한 종교적 구도자요 넓은 의미의 사제집단이었다(조혜인, 1993: 149-150, 

159). 그들이 교회로서의 국가기구는 말한 것도 없고, 일반 民의 일상생활까지도 

철저히 성리학적 원리로 재편하려 한 것은 이러한 종교적 추동력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본원적 理의 원리를 우주론적 차원에서 절대화하고 이에 반하는 

氣的 현실을 根本惡으로 규정한 그들의 논리는 여느 중립적 존재론 이상으로 종교

적 교리의 성격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질적 惡과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신교의 비유를 빌릴 때, 의로운 양치기로서 그들의 종교적 사명을 외면하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양반의 하위분파로서 사림이 보여준 고도의 도덕정치적 실천

과 그 철저함은 상당 부분 이 종교적 세계인식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특히 집권 훈

구세력과 비교할 때 뚜렷이 부각되는 그들의 근본주의적(fundamentalistic) 속성이 

여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 다.109)    

   사림의 종교적 성격이 사회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조선 전․중

기의 지형에서 사림의 비판성을 강화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잘 알

려진 바대로 트뢸취는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그의 종교연구에서 교회(the church)

와 종파(the sect)의 속성을 구분한 바 있다(Troeltsch, 1960: 331; Williams, 1994: 

809-810). 그는 기존의 정치 및 사회체제와 타협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종교와 사회

109) 중종대 ‘소격서의 혁파’는 사림의 근본주의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격서는 도교적 祀典기관이었다. 그런데 성리학적 원리에 위배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격서는 중종기 이전까지 왕실과 집권세력의 비호 아래 존속하고 있

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후 일체의 이단을 배격하는 관점에서 사전체제의 정비를 시도하 으

나, 조선초의 사회가 성리학적 사전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만큼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민통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래의 인습이나 제도를 용인해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정

으로 소격서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이병휴, 1996a: 248). 이는 선초 성리학적 사전체제

의 정비가 불철저할 수밖에 없었고, 소격서는 그러한 지배적 타협의 표본적 사례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종기 사림들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타협을 문제삼았고 또 타협을 용인했던 집

권세력의 이단적 속성을 비판했던 것이다. 그들이 소격서의 혁파를 주장하고 결국 그것을 

관철해내었던 힘은 그들의 근본주의적 종교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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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교회’로, 반대로 정신적인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충성을 다하는 사

람들의 자원적인 조직을 ‘종파’로 범주화하 다(Troeltsch, 1960: 331). 지금의 맥락

에서 트뢸취의 구분을 빌린다면, 전제적 군주와 훈구는 교회적 세력에, 그리고 사

림은 종파적 세력에 각각 대응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왕조교체기와 조선 전기

에 소외된 재야의 입장에서 성리학적 가치의 구현을 절대적 당위로 인식하고 있던 

사림들은 이른바 근본주의적 종파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주의적 사림

의 입장에서 볼 때, 집권 훈구세력은 기성질서와 야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적 이해

관심을 추구한 反유교세력, 혹은 성리학의 순수성을 왜곡한 背敎 세력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 전, 중기의 맥락에서 사림세력이 집권 훈구세력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근본주의적 속성에 있었

다. 

 

                <표1> 사림 성리학의 정통/이단 대립체계

         * 강광식, 2000, 282-283쪽 재구성

   한편, 종파로서의 사림이 교회세력인 훈구를 비판한 기저에는 성리학적 정통-

이단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성리학의 이해와 실천을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한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理氣的 세계관을 종교적 차원의 정통/이단의 교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회적 훈구세력을 향한 강력한 反이단적 비판의 무기로 삼았던 

것이다(<표1> 참조).110)  

   주목할 사실은 사림세력이 유교창시자의 지향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정통적 지위를 구했고, 유교의 이해와 실천의 면에서 창시자의 지

110) 이 말은 성리학에 애초의 理氣的 세계관이 있었고, 그로부터 구분되는 또다른 정통-이

단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림들이 성리학의 理氣的 세계관을 종교적 교리의 

차원으로 전화하여 절대화시켰다는 의미이다. 

정통 이단

존재론 天理(도덕) 刑氣(물질)

인성 道心 人心

가치 公, 義 私, 利

인간형(인격형태) 君子(聖人) 小人(禽獸)

실천형태 崇道學 從異端

경세관(정치형태) 王道 覇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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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보다 근접함으로써 현실의 소외된 위치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지위를 확신하

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래 근본주의의 속성이 그렇기도 하지만, 사림들이 도학적 

계보, 이른바 道統에 강하게 집착했던 것도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정통론의 발

현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주희와 조선 중종기 사림 權磌의 다음 언급이 사림의 

道統의식을 간접적으로 반 해준다. 

 

 공자께서 위정자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과거 성인들의 전통을 계승해 후학

들에게 전해주었다는 점에서는 요순을 능가하는 분이었다. 당시에 공자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顔回와 曾參 두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이후 참된 가르침의 계승

은 맹자에게 이어졌다. 그는 중용의 의의를 밝혀 해석하고 옛 성인들의 전통을 계승

하셨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도의 계승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하지

만 다행히도 그 경전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고, 송대에 정호, 정이 두 

사람이 나와 거의 천년 동안 단절되었던 성인의 가르침의 핵심을 포착하기 위한 연

구에 정진하여 비로소 도통을 계승하 다.111)     

    

  道學이 전해진 것은 堯舜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의 門下에서 융성하 으며, 맹자 

이후로는 천여 년간 계승하는 자가 없어서 참으로 道統을 잇기 어려웠다. 우리 나라

를 생각하건대 단군 이래로 말하면, 먼 옛날이라 징험할 수 없으며 箕子가 나라를 

세우고서야 겨우 八條를 시행하 을 뿐이었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 고려말 儒宗 

정몽주가 태어나 성리를 연구하여 학문이 깊고 넓어서 깊은 뜻을 혼자 알되 先儒와 

잘 맞았으며, 충효과 大節이 당대를 聳動하 으며, 부모의 喪을 입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한결같이 家禮대로 하 으며, 文物, 儀章이 모두 그가 다시 정한 것이었으며, 

학교를 세워서 유학을 크게 일으켜 이 道를 밝혀서 후학에서 열어준 것은 우리 나라

에 이 한사람뿐이니 학문은 朱子, 程子에 비하면 참으로 차이가 있으나, 공로는 주

자, 정자에 비하여 거의 같음이라.112)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사림은 자신들이 공맹과 주자의 道를 이은 종교적 정

111) 朱熹, 『中庸章句』 序, 若吾夫子, 則雖不得其位, 而所以繼往聖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

舜者. 然當是時, 見而知之者, 惟顔氏曾氏之傳得其宗. 及曾氏之再傳, 而復得夫子之孫子思, 則去

聖遠而異端起矣...自是而又再傳, 以得孟氏, 爲能推明是書, 以承先聖之統, 及其沒而遂失其傳焉...

然而尙幸此書之不泯, 故程夫子兄弟者出, 得有所考, 以續夫千載不傳之緖.

112)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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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세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당시의 맥락에서 귀족화하고 권력화한 훈구와 

비교할 때 그러한 확신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재야의 종파집단

으로서 사림이 보인 실천양태는 修己에 입각한 자기규제, 권력의 전횡에 대한 비

판, 對民的 포용성 면에서 공맹기의 始原的 전통에 보다 잘 부합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소외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도덕적 측면에서 헤게모니의 우

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시유교는 周代의 종법적 질서

에서 이탈한 패권세력과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광의의 경제주의세력을 비판하

면서 궁극적으로 王道에 의한 爲民정치의 구현을 본질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유

교로서의 성리학은 관학적으로 왜곡되었던 원시유가의 비판성과 爲民性을 회복하

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절대화하 다. 주희의 도통의식이 표현되는 것도 이런 맥락

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이 道統에 비추어 볼 때, 反宗法的 왕위찬탈에 결탁함으로

써 귀족적 권력집단으로 전화한 훈구세력은 성리학적 이단의 굴레를 벗기 어려웠

다(강광식, 2000: 26). 여기에서 성리학적 정통-이단론은 사림의 효과적인 비판의 

무기 던 셈이다. 요컨대 사림이 훈구를 집요하게 비판하고 그들과 대결했던 과정

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투쟁만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양 세력이 권력을 놓고 정치

적 투쟁을 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이면에는 당위를 둘러싼 교회와 종파의 

종교적 갈등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闢異端’의 논리에 따라 훈구의 背

敎性을 문제삼았던 사림의 근본주의적 종교성이 그 중심에 있었다(Marty, 1992: 

18-23).   

   2) 유교적 ‘公’과 사림의 公共性

   유교는 곧 ‘公’이라고 할만큼 유교적 체계 속에서 公의 의미는 남달랐다. 특히 

성리학적 근본주의의 입장에서 公의 실현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동일시하 던 사림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 다. 앞서 본 바대로 유교체계에서 公은 다음의 네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송복, 1999: 146-149; 이승환, 2001: 4-5). 첫째, ‘無私’가 곧 

公이었다. 자 그대로 私가 없는 상태가 公이라는 의미 다. 無私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公․私라는 문자의 어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해자』의 해설에 의하면, ‘공평한 분배(平分)’를 뜻하는 公은 ‘등진다’ 혹은 

‘배치된다’는 의미의 八과 ‘간사함’을 뜻하는 厶가 결합한 자이다. 간사함과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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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배치되는) 관계가 곧 公이라는 뜻이다. 반면 私는 그 원형이 다름 아닌 厶로서 

語意的으로 볼 때 ‘스스로를 빙 둘러 에워싼 모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

에서 ‘스스로를 빙 둘러 에워싼 모양’이란 한 개인이 어떤 이익의 전유를 위해 타

인과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유교체계에서 배타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확보하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배척되

었다는 사실이다. 원시유가에서 이른바 경제주의로 대표되는 사사로운 이익추구가 

적극적으로 배척된 사정은 앞에서 이미 본 바 대로이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 私는 

유교체계에서 간사함이란 부정적 경계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이승환, 2001: 

1-2). 한마디로 無私로서의 公은 개인적 이익이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즉 

개인적 이익이나 욕망을 제어하여 이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하 다. 

   두 번째로 公은 ‘공평(혹은 공정)’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공평, 공정으로서의 公

은 유가에서 말하는 ‘公平無私’의 덕목에서도 반 되어 있듯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

해와 같은 특수주의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뜻하 다. 말하자면 사사로움을 

제거한 보편주의적 관점에 서서 누구에게나 고르게 하는 것이 곧 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평, 공정으로서 公은 특히 고르다(均) 혹은 정의롭다(義)는 의미로 해석

되었다.

   세 번째로 公은 ‘많은 사람(혹은 여러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이나 

제한된 소수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共), 특히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전체(의 이

익)가 곧 公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이 共으로서의 公에는 주로 수혜의 의미가 포함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어떠한 이익의 혜택이 개인이나 제한된 소수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 즉 

이 의미의 公은 많은 사람이 더불어 공동의 이익을 누리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유교적 公에 내포된 보편주의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다.  

   주목해야 할 마지막 公의 의미는 ‘官(혹은 官職)’으로서의 公이다. 유교체계에서

는 특히 정치권력자(왕)나 국가 혹은 그 기관이나 업무를 公으로 인식하 다. 이는 

역으로 非국가적 잔여 범주를 私로 규정하는 것과 불가분의 짝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官이 곧 公’이라는 의미 속에 이중적인 함의가 들어있었

다는 점이다. 하나는 公으로서의 官이 私로서의 非官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는 존재론적 함의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官은 非官에 대해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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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월해야만 한다는 당위론적, 규범론적 함의이다. 여기에서 官의 공적 성격, 

다시 말해 도덕적 우월성은 다름 아니라 앞서의 公이 의미했던 바 ‘無私’, ‘공평’,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비로소 보증되는 조건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위 두 가지 함의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公으로서의 官이 그 본연의 당위적 요구를 충족

시키지 못할 때, 官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정치를 의미를 내

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公으로서의 官은 단순히 국가나 국가기

구 혹은 직위를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보다는 도덕적 모범으로서 규범적 의미

를 강하게 띄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네 가지 公의 의미는 유교적 맥락에서 단절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유

기적, 종합적으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유교적 ‘公’이란 ‘사적 이해를 넘어 공평한 

기준과 관점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지향하는 태도 혹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위에서 본 바대로 이러한 公의 내용이 官의 고유한 

속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公의 실천이 官의 당위적 사명으로 부과되고 있었

다는 사실이다. 公을 실현하는 핵심적 주체가 바로 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官

이란 사회학적으로 표현할 때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 지배기구와 그 활동 그

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지배엘리트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 다. 다시 말해 官은 

국가기구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기구를 움직이는 지배집단을 의미하 다. 이로

부터 국가를 매개로 한 지배는 곧 公의 행위이며 그것을 담당하는 지배집단은 곧 

공적 집단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유교이론에서도 보았지만, 국

가와 지배집단이 公의 담지자로서 특권화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맥락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었다. 반복되거니와 官의 공

적 성격이 존재론적으로 특권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유지되기 위해

서는 公의 실현이라는 당위론적 실천이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을 강조한 정치이념이었으며, 근본주의적 사림세력에

게는 더욱 그러하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公’이란 유교적 맥락에서 ‘지배

집단이 주체가 되어 사적 이해를 넘어 공평한 기준과 관점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

들의 이익을 지향하는 상태 혹은 원리’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하에서 유교적 公의 의미는 사림의 존재와 실천을 이해

하는 핵심적인 관건이었다. 사림은 바로 이 公의 내용으로부터 도출된 유교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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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公共性’을 자신들의 始原的 속성으로 하 고, 또 정치현실 속에서 그것을 적극

적으로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公의 의미를 토대로 할 때, 사림의 공공성

이란 ‘지배계급의 일원인 사림이 자신들의 개인적(계급적) 이익을 넘어서서 보편주

의적 기준에 따라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실천적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사림적 공공성은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서 권장되는 세속적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존재론에 따라 우주의 궁극적 원리에 부합하려는 종교적 정

언명령이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官, 즉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던 사림의 입장에

서 공공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효과를 내장하고 있었다. 사림이 중심이 된 조선 중기의 정치지형에서 공

공성의 의미가 예외적으로 중요했던 것도 바로 이런 까닭 때문이었다.   

   한편 사림의 공공성은 크게 두 차원으로 갈라볼 수 있다. 하나는 官으로서 지배

계급에게 강조된 修己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피지배계급 즉 民에 대한 보편적 

수혜의 차원이다. 전자가 ‘修己的 공공성’이라면 후자는 ‘爲民的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림적 전통이 修己의 중요성을 예외적으로 강조한 것은 지

배계급이 修己를 통해 공공성 실현의 주체로서 정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자 함

이었다. 여기에서 修己의 본질은 단연 사사로운 利를 배격하는 無私의 실현에 있었

다. 사적 지향, 다시 말해 개인적, 당파적 이해추구는 유교적 공공성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왜곡함으로써 지배집단 자체의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강광식, 2000: 223). 아래의 에서 우리는 사림이 지향한 修己的 

공공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선비들이 먼저 힘써야 할 일 가운데 義와 利를 분별하는 것보다 절실한 것은 없

다. 私慾의 싹은 다 利에서 나오는 것이니 애초부터 근본을 뽑아 버린 뒤에야 학문

에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113) 

  진실로 義․理․公․私의 분별을 알아서 미혹되지 않는다면 안팎으로 수양하여 마

음이 맑아져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이 모두 그 正道를 얻어서 일을 처리함과 사물

을 접함에 정당치 않음이 없을 것이다.114)   

113) 『靜庵先生文集附錄』, 권2, 「語類」.

114) 『靜庵先生文集附錄』, 권5, 「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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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修己란 곧 지배계급의 자기규제를 요구한 것으로서 사

림이 실현하고자 한 공공성의 기본적인 조건을 이루었다. 

   이에 비해 民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 爲民, 혹은 愛民的 지향은 사림적 공공성

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유교정치와 지배집단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그 이유를 두

고 있었다(이병휴, 1996a: 230).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곧 公이

라 했을 때, 국가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피지배계급, 즉 일반 民의 수혜 여부는 公

과 非公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었다. 성리학적 근본주의자 던 사림

들에게 爲民的 공공성이 핵심적인 덕목이자 실천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그들의 

가치구조 상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무릇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마땅히 이 

뜻을 알고 밤낮으로 백성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잘 다스리는 방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115)

인용문이 시사하듯, 당연히 사림의 공공성은 修己라는 조건적 요구와 함께 적극적

인 내용으로서 爲民性을 추구하 다. 사림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신분적 특

권은 보편적 爲民性을 내용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爲民의 요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지배세력 일반

이 공감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훈구에 의한 대토지 소유와 공납제 및 군역의 

모순, 고리대화한 환곡의 모순 등은 민생을 피폐케 함으로써 유교적 爲民의 원리를 

무색케 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훈구와 비교되는 사림의 공공성은 보다 

선명한 것이 사실이었고, 또한 내용적으로도 유교의 본원적 요청에 상대적으로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훈구를 비판할 수 있었던 사림의 결정적인 힘 역시 이러한 상

황을 배경으로 하 다. 요컨대 체제의 모순이 축적되어 가던 조선 중기의 상황에서 

정치적, 종교적 지향을 아우르는 사림의 공공성은 그들을 강력한 비판세력으로 집

결시킨 구심력인 동시에 이후의 사림정치를 이끌어간 주요한 추진력이었다. 

115) 『靜庵先生文集附錄』, 권3, 「侍讀官時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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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교적 공공성의 제도화

   1) 사림 공공성의 실천적 의미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하에서 유교적 公이란 결코 관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것은 기본적으로 실천의 문제 고, 더구나 그 실천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제도화의 문제 다. 성리학체계에서 궁극적 주재자(원리)로부터 지배의 역할

을 위임받은 지배계급으로서는 公의 실현이 곧 자신들의 존재 의의이자 존립의 기

반이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公의 실현이 곧 지배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잣대 고, 그것은 다른 말로 公의 실현과 그 평가를 통해 권력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의미 다. 公의 실현이 지배집단에게 부과된 정언명령이었던 만큼 그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들에게도 스스로의 공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또한 설득해내어야만 

했다. 내용으로서의 公을 구현하는 것은 지배집단에게 부과된 제일의 과제 으며, 

그런 점에서 실천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유교적 맥락의 공공성이란 바로 이 ‘公의 관점에 입각하여 그 의미를 실현하려

는 보편적 지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배계급에게 중요하게 부과된 

행위준칙이 바로 이 공공성이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림적 전통에서 무엇보다 강

조된 修己的, 爲民的 지향은 유교적 공공성의 중요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공공성에 얽혀있는 곤란한 문제는 조선 사회에서 적어도 원론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 공공성의 내용을 부인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

림은 물론이고 훈구 심지어는 척신들까지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

지 않았고 또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 조선의 성리학적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공공

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 점에 관한 한 조선 중

기의 사림은 公의 의미를 이른바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급진적으로 해석하고 실천

한 양반의 하위분파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조선 전, 중기의 지형에서 공

공성의 해석과 실천적 방법론에서 ‘현실주의적’ 군주 및 훈구세력과 입장을 달리하

고,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 모순을 매개로 사림의 비판성을 극대화한 중요한 원

인으로 작용하 다. 

   사림이 지향한 공공성은 조선 전기의 집권세력과 비교해볼 때 크게 두 가지 측

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그들은 공공성의 구현을 담보하는 방법론으로서 ‘권력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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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력견제’의 논리를 정교하게 체계화하 고 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림들은 公

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지배집단, 다시 말해 권력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집단이었고, 성리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림은 公의 

실현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 소수에 의해 독점될 수 없으며, 지배집단 일반이 여기

에 유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및 소수의 독점적 권력화는 항시 非公으로 파행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림의 권력비판의 대상은 집권 훈구세력은 물론이

거니와 군주 역시 예외이지 않았다. 물론 ‘天下爲公’을 위한 상징적 구심으로서 군

주의 역할과 위상은 부정되지 않았지만, 군주 역시 간접적인 형태로 사림의 비판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군주자질의 한계와 거기에 입각해 

修己적 당위성을 역설한 賢哲君主論,116) 그리고 신료의 보좌적, 지도적 역할을 강

조한 君臣共治論117)이 군주에 대한 (간접적) 규제를 이념적으로 후원하 다. 실제

로 중종기 기묘사림들은 현철군주론에 입각하여 군주 一人의 非公的 행위로 인해 

연산군의 학정과 士禍가 유발되었음을 통렬히 비판했으며, 또한 賢良科의 설치를 

통해 군주를 옳게 보필할 신하의 등용문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군신공치의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하 다(이태진, 1998: 141).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지배집단이 非公

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림이 경계해마지않은 초미의 관심사 다. 그것은 성리학적 

의미의 惡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림들은 권력비판(견제)을 늦추지 않고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배가 이른바 公의 원형에 근접할 수 있다고 인식하 다. 이는 선

초의 지형에서 권력의 안정과 절대화를 꾀했던 군주 및 훈구세력과 날카롭게 대비

되는 입장이었다.

   사림의 권력비판적 지향이 성리학적 修己論에 의해 뒷받침된 것은 이미 보았거

니와,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사림의 禮治的 입장에 의해서도 효과적으로 강화되었

다. 물론 그들의 禮治論은 刑政수단을 전면에 내세우는 법률적, 행정적 교화보다 

문화적, 정신적 교화에 역점을 둔 성리학적 당위론에 충실한 것이었다(강광식, 

2000: 25). 하지만 사림의 禮治가 소위 覇道의 형식인 刑治(法治)와 대립되는 의미

로서만 이해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면적이다. 그들이 지향한 禮治란 권력의 적나라

116) 『栗谷全書』, 卷 6, 疏箚 4, 「應旨論事疏」, 一人之聰明有限, 天下之道理無窮, 故踰聖

人, 不敢 自持其聰明.

117) 『栗谷全書』, 卷 19, 聖學輯要 1, 「進箚」, 自古君臣不相知心而能濟事功者, 未之前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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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리적 표출을 제어하는 수단인 동시에 애초에 권력의 사사로운 전용을 차단하

고자 하는 공적 방어기제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림이 강조한 禮는 단순히 윤

리적 차원의 행위규범이나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의 적법성과 자격

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교적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한 제도적 기제 던 것

이다. 사림정치의 극적인 한 장면을 연출했던 현종기의 禮訟은 禮에의 적합성 여부

가 公/非公의 판별기준이 되며, 이는 곧 정치적 권력 향배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상준, 2001a). 요컨대 사림은 修己論을 

통해, 그리고 禮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배집단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전자가 

권력자의 내적, 주관적 규제를, 후자는 외적, 객관적 규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분

석적으로만 구분될 뿐, 양자는 지배의 공공성 확보라는 관심에 궁극적으로 합일하

고 있었다.  

   사림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다른 특징은 그들이 유교적 公을 실현함

에 있어 ‘공식적 국가(행정) 역과 비공식적 향촌 역의 유기적 역할분화’를 요구하

다는 점이다. 이는 사림이 무엇을 바람직한 政體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

다. 이 점에 관해서 사림은 국가적 관료체계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의 논리를 상

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향촌 차원의 자치적 생활질서가 공공성 실현의 

중요한 한 축임을 인정하 다. 사림의 이러한 지향은 넓은 의미에서 분권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노정한 분권성은 서구의 봉건제가 보이는 절대적인 의미

의 분권성과 구분된다. 사림이 지향한 향촌의 성격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

면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公의 실현에 참여하는 부분집합으로서의 위상을 가졌고, 

그런 점에서 상대적인 분권성이었다. 그들은 유교질서 속의 국가가 모든 역에서 

공적 지침을 마련하고 禮의 수범과정을 통해 民의 일상을 도덕적으로 선도해야할 

임무가 있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조혜인, 1993: 160). 하지만 사림이 보기에 국

가의 역할은 공적 교화의 구심으로서 지도적 기능에 그 본질이 있었지 일반 民의 

구체적 일상에 개입하는 全一的 행정지배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의 조건상 가

능하지도 않았고 사림의 성리학적 기준에 의할 때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적어도 향촌 차원에서는 국가기구에 의한 행정적 통치를 최소화하고 대신 향촌의 

사대부들이 공적 도덕성에 입각하여 일종의 자치를 펼치는 것이 성리학적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조혜인, 1993: 159). 그것이 개인과 사회 혹은 부분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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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유기적 조화를 지향하는 성리학의 禮治的 질서에 보다 근접한 것이었기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향촌의 유기적 분화, 그 중에서도 향촌의 자치성은 사림

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이 구현된 내용이기도 

하 다. 

   이처럼 조선 중기의 지형에서 사림들은 유교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수단

(혹은 내용)으로서 ‘권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향촌의 자치와 중앙-향촌의 유기적 

분화’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정치사회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었다. 조선 

초기이래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그나마 집권 훈구세력에 

의해 지배질서가 파행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성리학체계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 다. 특히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유교적 공공성을 급진적으로 실현하

고자 한 사림의 처지에서는 그 요구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사림의 정치사

회적 실천이 본격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위에서 다. 요컨대 그들은 한편으

로 향촌의 역에서, 다른 한편으로 중앙의 국가 역에서 새로운 지배질서를 적극

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것은 사림의 공공성으로부터 촉발된 이중적 제도화 과정

이었다.     

   2) 사림적 향촌질서의 구조와 성격

   사회과학 이론의 견지에서 볼 때, 동양의 전통 향촌은 사실상 버려진 공간에 가

까웠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사림정치와 관련하여 조선의 향촌이 중요한 구조적 공

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성격을 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론틀마저 구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다. 그나마 이론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

국의 사례를 분석한 베버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동양의 향촌을 주술적 전통주의와 강고한 씨족지배하에서 어떠한 변화나 경제적 

돌파의 에너지를 결여하 던 고착화된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중세 때에 거의 완전히 소멸된 씨족의 의의가 중국에서는 최소 

단위의 지방행정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연합의 방식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유지되어 

있었다......씨족의 단결과 그 단결의 유지는 의심할 바 없이 전적으로 조상숭배의 

의의에 근거하 다(Weber, 1991: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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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정부로부터 강탈하 건 용인되었건 간에 자치행정의 실제로 상당한 정

도는 여하튼 한편으로는 씨족의 형태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빈민의 조직의 형태로서 

가산관료제에 대항하 다. 중국에서는 가산관료제의 합리주의가 완고한 전통주의세

력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 세력은 가장 긴 한 정의적 단체에 의해 끊임없이 지지를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또 지속적으로는 그 가산관료제의 합리주의보다 훨씬 더 

강하 다(Weber, 1991: 149).

베버의 설명이 시사하듯, 동양의 향촌은 기본적으로 씨족자치 하에 주술과 전통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私的 공간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적 

성격은 정치경제적 돌파의 주요한 추진력으로서 합리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은 결정

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버의 이러한 설명은 분석적으로 나누어볼 때 두 가

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향촌의 자치적 성격을 규정한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그러한 자치가 씨족주도하에 전통과 주술의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음

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중기 사림의 향촌질서를 대상으로 할 때, 베버적 

인식의 타당성은 다분히 제한적이다. 사림의 향촌질서가 자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게 한 기본적인 힘은 주술과 전통보다는 유교

적 공공성을 앞세운 사림의 합리적, 제도적 기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건대, 그것은 ‘私的’ 자치라기보다는 ‘公的’ 자치로서의 성격을 본질로 하고 있

었다. 

   조선의 사림세력은 기원의 면에서 볼 때 향촌의 중소지주층으로부터 성장해 나

왔다. 그들은 대개 在京시간보다 在野시간이 많았으며 향촌의 현장에서 농촌의 실

상과 民의 생활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계층이었다.118) 또한 사림의 존재근

거라 할 수 있는 성리학 역시 우주적 보편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흔히 이해하

는 바와 같이 군주와 관료만을 위한 일방적 중앙집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향촌

의 자치적 성격과 일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이범직, 1996). 앞서 사림의 원초

118) 그들이 民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사림들이 전주와 전호의 관계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당시의 상황에서 ‘佃戶는 佃主에 의지하여 가

구를 養活하므로 전주를 침범해서는 안되며, 전주는 또한 전호에 힘입어 가계를 넉넉히 하

므로 그를 撓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성리학에 근거한 사림의 보편적 인식이었다(이태진, 

1998: 83). 이러한 상보적 논리는 전주와 전호의 도덕적 관계를 전제로 하 으며, 또한 전주

측의 일방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맥락에서 상대적인 진보성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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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으로 거론된 在野的 비판성 역시 그들의 향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조선 초이래 향촌에 은거하면서 성리학의 정통적 입장을 고수해 온 세력이 바로 

사림이었고, 그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鄕黨的 기반으로 인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 중기의 지형에서 향촌은 사림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서 중앙의 국가 역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거나 갈등한 중요한 제도적 공간

이었다. 사림의 정치사회적 지향이 배태되고 실천되었던 구조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향촌은 사림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기원이 향촌에 있기도 했거니와, 사림은 유교적 公道의 실현 

자체가 중앙국가의 지도하에 향촌의 禮的 자치가 유기적으로 조화됨으로써 가능하

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림들은 중앙집권의 입장에서 관권 일변으로 진

행된 사회정책이 집권체제의 확립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근본적인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상황은 사림의 이

해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선초의 집권세력은 중앙집권체제의 행정

적 혹은 물리적 힘에 의존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고자 했고, 이 가운데서 

숱한 사회적, 정치적 비리와 함께 관료사회의 모순 그리고 향촌의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었다.119) 이는 역설적이게도 사림의 향촌인식에 보다 정당성을 높

여주었다. 이에 그들은 지방 단위 사회에 자치적 기능을 부여하면서 유교적 도덕윤

리를 對民的으로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안정과 함께 사회적 질서를 재확립

하고자 했던 것이다(이태진, 1998: 84-86).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의 밑바탕에 성

리학적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사림 특유의 정치사회적 지향, 다시 말해 유교적 공공

성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120) 여기에는 ‘자치를 통한 對民 교

화 측면’과 ‘여론형성을 통한 정치적 권력비판 측면’이 긴 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119) 조선 초기 관권 우위의 지방정책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세종2년(1420)에 실시된 

이른바 ‘部民告訴禁止法’이었다. 지방관에 대한 고소를 금지한 이 정책은 중앙집권을 위해 

관인 신분을 최대로 보장하려 한 것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관의 수탈을 용이하게 했

을 뿐 아니라 향촌의 사대부들까지도 자기의 기반 유지를 위해 관권과 결탁하도록 한 문제

점을 노출하 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연 관권에 의한 구조적 향촌 수탈로 나타났다(이태진, 

1998: 85; 김현 , 1998: 16). 

120) 물론 이 과정에 사림들의 정치적, 계급적 이해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조혜인(1993)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림이 성리학적 이상실현을 존재의 

당위로 생각한 사회세력이었으며, 거기에 근본주의적 종교성이 강하게 들어있었음을 고려할 

때, 유교적 공공성은 흔히 폄하되어 온 바 이상의 사회학적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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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향촌의 자치조직과 사림의 실천

   조선의 향촌을 지배한 것은 중앙의 관료라기보다는 재야의 사대부들이었다. 그

들은 공식적인 관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향촌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공식적 지방관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재야 사대부들의 실질적인 향촌 지배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심재우, 2000: 

139). 물론 군현단위로 파견된 지방관료(수령)가 맥락에 따라서는 중요한 지배의 

역할을 하 지만, 일상 생활의 면에서 그의 향력은 명백히 제한되어 있었다.121) 

지방관료는 해당 향촌의 여러 정황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율적

인 향촌 지배를 위해서는 재지 사대부들의 협조가 절실하 기 때문이다. 그는 향촌 

사대부의 비공식적 지배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의 열악한 지배 인프라(infrastructure)에 기인한 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

선의 향촌이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오랜 자치의 전통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

나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122)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조선 중기의 사림들은 

목적의식없이 그저 전통으로만 이어져온 향촌의 자치성을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이를 성리학적 차원에서 조직화하고 제도화한 세력이었다. 그들은 향촌의 자치를 

불가피한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성리학적 실천과제

로 보았던 것이다. 

   조선 중기의 지형에서 향촌의 지배자를 자임한 사림들은 공식적 관료가 아니었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이 공식적 관료의 그것과 근원적으로 다르

지 않다고 생각하 다(이이화, 1994: 17). 유교적 公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民을 

지배하는 것은 관료와 非관료를 막론한 士의 보편적 사명으로 이해하 기 때문이

다. 다만 그들은 공식적 행정력이나 물리력 보다는 성리학적 규준에 의한 도덕적 

121)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서 수령권이 무시되었다거나 유명무실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

선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지방분권적 자치질서가 상호공존하는 이중적인 지

배구조를 갖고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향촌 사대부의 자치권과 수령권이 상호 인정 아래 병

렬하고 있었다(김인걸, 2000: 41). 다만 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사림의 정

치적 지향상 조선 중기에는 향촌 사대부의 자치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8세기 이후 국가적 향촌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수령권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과 결정적

으로 대비되는 현상이었다(정진 , 1998: 538-544). 

122) 꼭 사족 중심의 자치가 아니더라도 조선의 향촌에서는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한 香徒

나 村契류의 자치전통이 오랫동안 존속되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태진, 1994a: 127; 이

해준, 1996: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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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화력이 향촌지배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세력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향촌질

서 속에 그들이 지향한 유교적 公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실천적 과제가 혼재되어 있었다. 하나는 조선 전기이래 중앙권력

에 의해 추진된 향촌의 복속 기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

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향촌의 씨족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공공적 지배구조로 대체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중앙의 국가로부터 유기적으로 분화된 공적 자

치질서의 확립이 그들의 과제 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향촌질서의 제도화가 절

실했던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고, 그 결과는 아래에서 살펴볼 몇 가지 제도 및 

기구들로 구체화되었다. 

 

   2-1-1. 유향소와 향규

  사림들이 구축한 대표적인 향촌지배기구로서 먼저 ‘留鄕所’를 꼽을 수 있다.123) 

유향소는 그 운  주체가 一鄕 사족의 모임인 鄕會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

촌 내의 사족들이 모여 鄕中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鄕中公論을 수렴했던 

제도적 기구 다(정진 , 1998: 56-57).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유향소는 선초의 

사림세력이 중앙의 집권정책에 반발하면서 스스로가 주축이 되는 향촌질서의 구축

을 위해 자신들의 이해를 반 하여 자치기구로서 조직한 것이었다(이해준, 1998: 

35). 유향소는 그 운 이 객관적 규준에 입각하여 공동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호강씨족에 의한 사적 자치와는 성격을 달리하 다. 제도적 

조직으로서 유향소의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향촌의 크기에 따라 府 이상의 大邑

에는 좌수 1, 별감 3, 郡에는 좌수 1, 별감 2, 縣에는 좌수 1, 별감 1의 정규 임원을 

두었고, 그 아래에 官監, 風憲 등 제반 역할을 담당하는 하급 임원들이 편제되어 

있었다(김현 , 1998: 25). 이들은 유향소에 참여한 재지사족들의 협의에 의해 추천

되고 임명되었는데,124) 정규 임원의 선출 시 一鄕의 모든 鄕員이 참여하여 50세 이

상자는 좌수를, 30세 이상자는 별감을 각각 추천하여 공론에 따라 그 가운데서 향

임을 선출하 다.125) 특히 조선 전기이래 좌수는 향원들의 모임인 향회에서 圈點하

123) 留鄕所는 鄕所, 鄕祠堂, 鄕廳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 다(정진 , 1998: 56). 

124) “향중에서 齒德者 1인을 추대하여 좌수를 삼고 操行者 3인을 별감으로 삼는다. 향안에 

등록되지 않은 이는 천거하지 않는다. 향임을 차출할 때 한결같이 公論에 따를 것이다(『永

嘉志』, 卷 5, 新定十條 重鄕任, 오 교, 2001: 287 재인용).”

125) 『栗谷全書』, 卷 16, 「海州一鄕約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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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수결로 선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오 교, 2001: 287). 그리고 이들 향임은 

향촌의 원로로 구성되는 鄕先生과 그 아래의 鄕有司들에 의해 보조되는 동시에 감

독되고 있었다(이해준, 1998: 42). 이러한 제도적 구성의 기본 취지는 鄕事의 운

에 향촌 공론을 적극 반 함과 동시에 역으로 사적 전횡이 개입되는 것을 견제하

는데 있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향임의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유향소 

내외의 여러 운 과 활동을 규율한 ‘鄕規’의 존재 다. 

   향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향소를 규제하는 것이다. 향규가 향규를 규제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규제하는 주체는 바로 유향소이다. 고을의 풍속이 아름다운

가 아름답지 못한가는 향규가 행해지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고, 향규가 행해지느냐 

행해지지 못하느냐는 유향소 임원이 현명한가 현명하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126)

   위 이 보여주듯이 향규는 유향소를 중심으로 향촌의 제반 운 을 규정한 객

관화된 자치 법규 다. 이 향규의 대상자는 유향소에 참여한 사족, 즉 鄕員은 물론

이요 非鄕參者, 향리, 관속까지도 포괄하 고, 가족과 향원 간의 윤리, 유향소의 운

, 향리 및 관속에 대한 통제 그리고 하층민의 침학이나 수령과의 관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정진 , 1998: 82). 일례로 16세기 안동 유향소의 향규 던 

‘舊規’의 몇 가지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진 , 1998: 81-82). 

   1. 무릇 품관으로 집강을 능욕한 자, 同列이면  손도하고, 향안에 불참이면 

매년 委官에 차정하고, 鄕參人이면 종신토록 除錄한다.

   1. 품관을 解損할 때에는 먼저 고임을 정한 후에 벌을 행한다(무거우면 2차, 가

벼우면 1차이다).

   1. 禁林과 禁山은 매년 춘추로 집강과 사찰관이 함께 擲奸하고 법전에 의거하여 

일절 禁斷한다. 사사로움을 쫓아 법을 폐하는 자가 집강이면 손도하고 사찰관이면 

위관에 차정한다. 강함을 믿고 스스로 금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일일이 관청에 보고

하여 죄를 다스리고, 중하면 경제소에 바로 보고하여 法司에서 죄를 다스리게 한다.

   1. 무릇 손도와 解損을 집강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강신시에 僉議로서 결정한다.

   1. 좌수와 별감의 선출은 하나같이 鄕望에 따르고, 이름이 향안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추천하지 말 것.

126) 李民寏, 「題鄕規後」, 『嶺南鄕約資料集成』, 87쪽(정진 , 1998: 5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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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관의 자제로서 향안에 가히 참여할 수 있는 자는 5년마다 加錄한다.

   1. 還上監官과 사찰관 등은 座目品官에서 뽑는데, 1년마다 교체한다.

   1. 유향소의 춘추강신에는 각기 술과 안주를 가지고 모일 것.

   1. 元惡鄕吏와 用事書員으로 제멋대로 문서를 작성한 자는 곧바로 경재소에 보고

하여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린다. 

   1. 관속으로 민간에 작폐한 자는 경중을 분간하여 고역을 정하고 중한 자는 경재

소에 보고하여 죄를 다스린다.

   1. 상호장 이방은 상․중의 단안에서 근신하고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차임한다. 

함부로 폐단을 일으켜 죄상이 현저한 자는 일정 차임하지 아니한다. 

   1. 좌수, 별감으로 향소에서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임무를 수행한 자는  離鄕

한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유향소 운 과 관련한 집강과 향임의 비리와 그 

처리문제이다. 이는 당시의 사림들이 鄕事를 처리함에 있어 소위 私의 개입에 무척

이나 민감했음을 반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유향소 임원이 권위를 이용하

여 작폐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했고, 역으로 鄕論을 집약하고 향론에 입각하

여 鄕事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향규에 표현된 사림의 의도 다. 자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유교적 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찾았던 만큼 그들은 지배의 정당성을 약

화시킬 수 있는 私의 개입을 법제적으로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사림들은 유향소의 운 에 일반 백성들의 참여는 엄격히 배제하 다. 그리

고 이러한 참여의 배제는 사림의 계급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형식으로서 신

분제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성리학적 질서체계에 비추어보건

대, 이러한 신분적 배제가 곧 유교적 공공성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보는 것은 맥락

을 잘못 이해한 소치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림이 이해한 유교적 公의 실천은 그 

주체로서 士에게 맡겨진 독점적 임무 고, 어떤 의미에서는 士와 民의 경계를 분명

히 하는 것이 名分에 충실한 유교적 公의 실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향소가 吏民의 풍속을 도맡아서 살핀다. 鄕吏․書員 등이 品官을 능욕하면 향소

에 알려 죄를 다스린다. 향리 중에서 청렴하고 부지런한 자를 택해 上戶長, 吏房으

로 임명한다.127)

127) 『栗谷全書』, 卷 16, 「海州一鄕約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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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이 대변하듯, 공적 실천 주체로서 士계급의 정당성은 신분적 경계의 해제

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士의 도덕성 여부, 구체적으로 爲民的 자기규제에 의해 판

단되었다. 그들의 공공성은 신분적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도

덕적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이었다.   

   향규에 나타난 바 향임에 대한 견제가 사림적 공공성의 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그것이 士의 자기규제를 근거로 한 때문이다. 아래에서 볼 향약과는 

달리 향규는 기본적으로 사족 상호간의 규약이었고, 그런 점에서 곧 사족 자신들에 

대한 규정이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규약을 통해 民에 대한 직접적 침탈이

나 공권력에 의한 침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 사족의 자기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향규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공공적 지

배자로서 사족(곧 사림)의 爲民的 지향을 추론해보게 된다.  

  모든 貢賦徭役을 分定할 때에는 향소가 온 고을에 알려 여럿이 의논하여 定奪하

고, 힘들고 헐한 것을 분간하여 균일하게 할 것, 人吏民夫 등의 戶役은 옛 규약에 

따르고, 모든 대소 民瘼은 향소가 수소문하여 온 고을의 회의에 붙여 모두 없앨 

것.128)  

    

위 향규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유향소를 통해 賦稅의 운 에 관여한 사림들은 

기본적으로 소농경제의 안정을 추구하 다. 그리고 부세의 균등한 부담과 농민들의 

民瘼을 적극적으로 혁파하려는 노력이 그들의 구체적인 실천양태 다(정만조, 

1998: 79-80). 물론 이러한 爲民性과 거기에 깔린 자기규제에는 궁극적으로 향촌 

전체의 재생산을 겨냥한 사림의 전략적 선택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당대의 훈구와 비교할 때 진보적인 것이었고, 사림적 공공성의 발현 없이는 불가능

한 결과 다고 할 수 있다. 근본주의적 성리학자 던 그들의 입장에서 公의 구현은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과 양심의 명령이었으며 동시에 대외적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평가받는 핵심적 척도 기 때문이다.   

   한편 사림 주도의 향촌 자치기구로서 유향소는 一鄕 사족의 정치적 입장이 토

의되고 수렴되는 정치적 공간이자 기구이기도 했다. 유향소의 정치적 기능은 애초

128) 『鄕案設立初定規謄草』, 1621年, 玄風(정진 , 1998: 6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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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유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림적 실천의 과정에서 맥락적으로 주조되었다. 선초 

군주와 집권세력에 의해 추진된 중앙집권화의 기획은 향촌을 관료제적 체계 안으

로 복속시키고자 하는 시도 다. 하지만 이 기획은 가뜩이나 재야의 지식인으로 소

외되어 있던 사림의 향촌기반을 침해하 고,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한 분권적 자치

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향촌을 자치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찾았고, 중앙의 관치와 향촌의 자치가 유기적으로 조화될 것을 지향한 

세력이었다. 이에 비해 당시 중앙집권의 기획을 주도했던 세력은 정치적, 이념적 

맥락에서 사림이 비판해마지않던 이단적 非公세력 곧 훈구들이었다. 이들이 주도한 

중앙집권적이며 수령 중심적인 향촌통치책은 기본적으로 향촌의 자치적 질서를 위

협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명명가지배를 구축하고 있던 사림들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조혜인, 1993: 172-173). 물론 사림들은 공식적인 국가기구로서 수

령의 권위와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지만,129) 행정력을 동원한 관치가 그들의 자치권

을 무력화하려할 때 여기에 격렬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향소는 

한편으로 수령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령을 매개로 한 중앙권력을 견제함으

로써 사림의 향촌지배력을 방어하고자 한 정치기구의 성격을 띄게 된 것이다.130) 

선초 이래 유향소가 중앙권력에 의해 치폐를 거듭한 점,131) 그리고 성종기 사림과 

129) 유향소의 복립을 적극 주창했던 성종기 사림들도 ‘吏民이 수령을 가리켜 도적이라 부

르고 船軍이 萬戶를 가리켜 도적이라 부르는 풍조를 분명히 凌上의 風’이라고 지적하고 있

다(『成宗實錄』 권159, 성종14년 계해, 이태진, 1994a: 160 재인용).

130) 유향소의 구조와 기능에서 특이한 점은 그것이 향촌 사림의 자치기구로서만 독립적으

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해당 향촌 출신의 중앙관료모임인 중앙의 京在所와 긴 한 연결고리

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향촌 사림의 유향소-경재소 이원 체제는 상호협조를 위한 궤환

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방 수령의 非行에 대해 유향소는 일향 사림의 공

론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견제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의 경재소를 

통한 간접적 규제를 도모하기도 하 다. 그들은 중앙정부-수령으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지방

지배에 대응하여 유향소-경재소라는 비공식적 향촌지배기구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김현

, 1998: 27). 이 이원적 체계는 중앙와 향촌의 유기적 역할분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점차 중앙의 경재소가 훈구세력에 포섭되어 감에 

따라 오히려 경재소는 중앙이 향촌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전락하며 이에 따라 연쇄적

으로 유향소 역시 자치적, 비판적 성격을 잃어가게 된다(이해준, 1998: 34-38). 사림의 향촌

기구로서 유향소의 의미가 축소되고 서원이나 향약이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

로 하 다. 

131) 실제로 유향소는 조선 건국이래 태종과 세조대 두 번에 걸쳐 혁파된 역사를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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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구의 대결과정에서 유향소 복립이 첨예한 쟁점이 되었던 점등은 당시 유향소의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반 하고 있다. 특히 훈구와 대립하던 사림 초기의 맥락에

서 유향소는 사림의 公論이 집결되면서 그것이 비판적 정치활동으로 표출되던 중

요한 제도적 공간이었다(이태진, 1994a).    

   

   2-1-2. 서원

   서원은 사림들이 향촌 차원에서 구축한 교육 및 이념기구로서 성리학 원리를 

연구, 심화함으로써 사림세력을 이념적으로 재생산하려는 기본 목적을 갖고 있었

다. 서원의 이러한 성격이 유향소와 의미를 달리했던 이유는 향촌의 사림들이 향유

했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기본적으로 文士的 지식에 의존했던데 근거한다. 문사

적 지식이란 일차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를 내면화하고 보편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까지도 포함하 다. 말하

자면 유교적 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도덕적 교화력이 

그것이었다. 이는 향촌에 대한 사림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물

론 조선의 현실에서 양반의 사회적 지위가 세습적으로 재생산되어 간 측면도 부인

할 수 없지만,132) 그 와중에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文士로서의 자격은 양반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지위의 잣대 다. 관행상 四祖 내에 과거를 통해 顯官을 배출하지 

못한 가문은 사실상 양반신분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상황이 이를 간접적으로 대변

하고 있다(이성무, 1995: 40). 그만큼 문사적 지식은 주․객관적으로 양반들의 지배

적 지위를 후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

적 근본주의자로서 자신들의 지배적 자격에 고도로 민감했던 사림들에게 교육과 

修己의 공간으로서 서원의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133) 퇴계의 다음 은 사

데, 다음의 인용은 선초 중앙권력이 갖고 있던 유향소에 대한 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鄕愿好事의 무리들이 유향소를 두고 無時로 群聚하여서는 수령을 詆毁하여 인물은 進退시

키고 백성을 侵漁함이 猾吏보다 심하니 모두 革去시키기를 바랍니다(『太宗實錄』, 권11, 태

종6년, 정미, 이태진, 1994a: 136 재인용).”  

132) 이와 관련하여 한 우는 조선의 양반이 특권적 신분집단으로 정립한 것을 17세기의 일

로 보고 있다(한 우, 1978). 그의 주장에 따를 경우, 그 이전까지 조선의 신분제는 상대적으

로 유동적이고 비고착적이었다는 의미가 되며, 그럴 경우 양반들은 신분의 인정 및 유지를 

위해 문사적 지식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33) 서원의 본원적 기능을 크게 교육(講學)과 수기(藏修)로 나눠봤을 때, 특징적인 것은 조

선의 서원이 중국과 비교하여 修己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특히 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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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들이 생각한 서원의 이념형적 기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서원에 대해 중국에서는 반드시 유학자로서 道術을 알고 있는 이를 택하여 山長

이나 主盟으로 삼아 유생을 이끌게 하니, 그러므로 道術이 나누어지지 않고 배우는 

사람들 또한 나아갈 바를 안다. 그런데 우리 나라로 볼 것 같으면 서원의 가르침이 

새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이 제도는 강구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서원에 들어

온 선비의 공부하는 방향이 불행하게도 옛사람의 爲己之學에 벗어나 오직 과거시험 

보는 일에만 힘쓰게 된다면 어찌 두렵지 않으랴. 嗟乎라. 좋은 동네를 고르고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은 공자․맹자가 심히 경계하는 바이니, 오늘날의 선비된 자로서 

과거 공부하는 것은 비록 완전히 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성현을 제사지내며 

자기 인격을 도야하는 학문이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도리와는 內外․本

末․輕重․緩急의 순서가 하늘과 땅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하게 구별되니, 

배우는 사람들은 진실로 이런 것을 택하여 그 取捨를 단연코 결정해야 할 것이

다.134) 

   한편 서원의 제도적 기능이 교육과 수기를 통한 사림세력의 교화에 있다고 했

을 때, 그것의 지배적 함의는 (향촌의) 지배계급으로서 그들의 존재의의와 임무를 

의식화하고 성리학적 지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는 퇴계의 언급이 시

사하듯 성리학적 근본주의자로서 사림이 실천한 道學정치의 기본 요건이자 목적이

기도 하 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서원의 제도적 정착은 앞선 시대

의 파행적 향촌질서에 대한 사림의 비판적 실천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결과 다. 성

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한 조선에서 성리학적 교화는 집권세력의 시급한 과제 고, 

이 과제는 선초 이래 국가 주도의 관학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정치적 중

앙집권의 기획과도 긴 하게 맞물려 있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

행된 성리학적 교화작업은 국가가 설치한 중앙의 ‘國學(成均館)’과 지방의 ‘鄕校’를 

핵심 거점으로 하 다(정순우, 2000: 73). 문제는 이들 관제 교육기관이 지배계급의 

성리학적 교화보다는 관료의 양성에 치중하면서 과거준비기구로서의 성격을 뚜렷

초창기인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사림들이 뚜렷한 사회정치세력으로 정립할 무렵에는 講學

보다 藏修의 기능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었다(정만조, 1997: 335). 이는 서원 설립의 주체인 

사림들이 修己的 자기규제를 당위로 받아들 으며, 이를 통해 지배계급의 자격으로서 도덕

적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134) 『退溪全書』, 卷42, 迎鳳書院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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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정하 고, 특히 향교는 조선 중기로 갈수록 그 기능조차 유명무실해졌다는데 

있었다(정만조, 1997: 56). 아래의 인용이 보여주듯이 거기에서 성리학적 교화와 공

공적 실천의 단초를 찾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滉이 가만히 보건대 오늘날의 國學은 진실로 어진 선비들이 찾는 바입니다만, 일

반 군․현의 학교(향교)에 이르러는 한갖 허울에 그칠 뿐으로 가르침이 크게 무너져 

선비들은 도리어 향교에서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나, 그 극에 달한 피폐를 구

할 방도가 없으니 가히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서원의 가르침이 오늘

날에 성하게 일어난다면 아마도 學政의 부족한 것을 구하고 학자에게는 귀의할 바가 

있게 되며, 士風이 따라서 크게 바뀌어 習俗이 날마다 아름다워지며 德治를 이루게 

될 터이니 그것이 우리 임금님의 다스림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135) 

더구나 정통성리학자로서 향촌의 자치를 강조한 사림의 입장에서는 중앙집권적 관

료제화의 일환으로 시도된 관학적 교육(교화)방식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며 근원적

인 처방일 수도 없었다. 내용적으로 성리학적 교화를 담보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지배적 관점에서 향촌 사림의 사회적 입지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

히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관료 入仕의 도구적 기관으로 전락한 향교는 修己的 

근본주의자인 사림들에게 아래와 같이 비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불교도 餘派와 유산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老莊의 허망한 학문까지도 혹 깊이 이

를 숭상하여 성인을 업신여기고 예법을 멸시하는 풍습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管仲과 商鞅의 術業은 다행히 이어 받는 자가 없습니다만 功을 꾀하고 이익을 도모

하는 폐단은 오히려 고질이 되었으며, 鄕原들의 덕을 어지럽히는 풍습은 보잘 것 없

는 무리들이 세상에 아부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속된 학문이 방향을 그르치게 하는 

재앙은 과거 보려는 무리의 헛된 이름 쫓는데서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하물며 명예

를 구하고 벼슬을 하는 길에서 기회를 타 틈을 엿보고 등을 돌리며 속이는 무리들이 

또한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136)

   물론 성리학적 교화를 통해 향촌 지배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림의 의도는 

135) 『退溪全書』, 卷 9, 書, 上沈方伯.

136) 『退溪全書』, 卷 6, 敎․疏, 戊辰六條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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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치기구인 유향소에서도 부분적으로 반 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성종대 사

림들이 주창한 유향소 복립의 근거는 이른바 周禮의 ‘鄕射禮’와 ‘鄕飮酒禮’를 실천

할 향촌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두 의례는 특히 禮治的 관점에서 사족

의 性理學化를 도모함으로써 향촌 지배의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었

다. 이를테면 전자가 ‘孝悌忠信․好禮不亂者’를, 후자가 ‘年高․有德․才行者’를 주

체로 하여 사족의 교화를 꾀한데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이태진, 1998: 139; 김무

진, 1998: 236).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그 강조한 내용들이 성리학의 핵심적 가치와 

덕목들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화의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림에게 서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유향소가 기본적으로 자치적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졌던 터라 이념적 교화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훈구와의 대결과

정에서 정치적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향소

는 후대로 갈수록 경재소를 장악한 훈구세력에 포섭되면서 사림 초기의 자치성과 

권력비판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이태진, 1998: 140). 자연히 사림의 입장에서는 

이념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자치와 교화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요청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한 산물이 서원이었다. 

   애초에 사림의 교화 및 이념기구로 출발한 서원은 본격적인 사림정치기에 접어

들면서 향촌의 자치는 물론 정치기구로서 그 성격을 확장한다. 이는 유명무실해진 

유향소 기능을 대체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사림이 훈구와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향촌이 사림정치의 주요한 제도적 공간으로 부각된데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사림

의 집권은 향촌이 합법적 공간으로 승인됨을 의미하 으며, 서원은 향촌과 중앙을 

매개하는 주요한 정치기구로서 그 성격을 재정립했던 것이다. 

   교육 및 修己기구로서 지배계급의 도덕적 자기규제를 이념적으로 강제했던 것

이 서원 본연의 공공 기능이었다면, 자치 및 정치적 측면에서 서원이 행한 공공적 

기능은 바로 이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발휘되었다. 분석적 견지에서 그것을 두 가지

로 나눠본다면, 하나가 ‘공론형성’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가 ‘권력조율’의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자부터 보면, 서원은 鄕中 대소사에서 중앙의 정치적 사안

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사림의 여론을 유도하고 이를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 다(정만조, 1998: 78). 이른바 ‘공론’으로 표현되는 집합의지의 형성

이 서원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배경에 근

거하 다. 앞서 본대로 성리학적 정언명령이었던 公의 내용 속에는 사사로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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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었다. 이를 재정식화한다면, 개인의 의지(의사)는 

항시 非公으로 파행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합적 의지로 그것을 경계하고 규

제해야 한다는 당위적 실천론이 도출된다. 私를 제어하고자 하는 修己的 실천도 그 

본질은 집합적(보편적) 의지에 비추어 편벽된 私를 교정한다는 의미 다. 뿐만 아

니라 집합의지는 유교적 公이 의미하는 바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의사)’에도 부합

하는 것으로서 사림적 논리구조 내에서 뚜렷한 정당성을 가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公의 의미를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공론의 가치는 사림들에게 넓게 

공유되었고, 서원은 향촌사림의 공론과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137) 중앙의 

관료들에게 전달하는 제도적 창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구덕회, 1998: 143; 정만

조, 1998: 89). 

   두 번째 권력조율의 기능은 재야의 정치기구라 할 수 있는 서원이 중앙권력을 

후원하거나 또는 비판, 견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 

기능이다. 사림의 분권적 지향이 향촌의 자치이념으로 구체화된 것은 이미 보았거

니와, 이러한 분권적 지향은 사실 권력독점에 대한 사림의 뿌리깊은 경계의식의 발

로 다. 성리학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근본주의적 성리학자 던 사림에게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항상 私的 파행의 가능성을 지닌 위험요소 다. 더구나 그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될수록 그리고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위험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그 폐해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향촌의 정치주체로서 사림 역

시 권력독점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고, 그들의 

이념기구이자 정치기구인 서원을 통해 이를 실천적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사림 서원의 권력경계 기능이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권력의 

분파에 따라서 후원과 비판의 양향적(ambivalent)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기

능적으로 볼 때 이는 기성의 강고한 권력분파는 견제하는 대신 그들과 대립하는 

137) 조선에서 향촌의 公論을 수렴하는 과정은 주로 ‘通文’에 의존하 다(김동수, 1981). 통

문은 향촌 사림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지방 공론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정치의 문제에 연계시

키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 이를테면 향촌에서 중앙 정치의 현안에 의견을 표시하고자 할 

때, 서원이나 향회의 대표들이 통문을 돌려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다. 통문이 돌려지는 범위

는 사안에 따라 달랐지만 적게는 읍 단위 크게는 도 단위에 이르 고, 통문을 통해 연락을 

받은 사림들은 疏會를 열러 상소할 내용을 결정하고 상소문을 작성하여 연명하여 올렸는데, 

사안에 따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어떤 경우에는 만 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최이돈, 

1998: 241-242).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통문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향촌의 정치

적 역할 증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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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는 후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유도하고 독점화를 저지하는 효과

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테면 사림과 훈구/척신과의 갈등이 첨예하던 초기의 맥락에

서 향촌의 서원은 훈구를 비판하고 중앙의 신진사림을 후원함으로써 독점화된 권

력구조를 조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림집권기에도 적어도 붕당정치가 파

행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서원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다. ‘권력조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도 이런 맥락을 반 한 까닭이다. 한편 서원의 권력조율기능은 실

상 공론의 형성과 별개이지 않았다. 후원이든 비판이든 서원과 중앙권력의 연결은 

기본적으로 공론을 매개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권력에 대한 

후원과 비판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웠으며, 실제 정치적으로도 향력이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구분은 분석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

서 실상 ‘공론형성을 통한 중앙권력의 조율적 견제’가 서원의 정치적 기능과 공공

성을 말해주는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1-3. 향약

   사림은 정치적 세력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세력이었다. 특히 종교세력으로서의 

속성은 흔히 간과되어온 것과는 달리 사림의 실천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현실 정치의 논리와 끊임없이 갈등․충돌함으로써 사림의 

자기분열을 초래한 핵심적인 변인이 그들의 종교적 성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사림이 현실적 정치세력으로서 권력적 이해관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는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권력의 일방적  私事化를 견제할 수 있었던 힘은 기본

적으로 사림이 가진 근본주의적 종교성에서 나왔다. 이는 유향소와 서원으로 대변

되는 향촌 자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유향소와 서원은 분명 향촌 사림의 독점

적․신분적 지배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그 목적과 

운 이 일방적 계급지배로만 일관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정 수준에서 유교적 공공

성을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사림의 종교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림에 내재된 성리학적 종교성은 절대화된 公의 의미에 입각하여 사적

(계급적) 파행을 견제하는 비판적 규제효과를 지녔던 것이다. 

   사림세력은 스스로를 주체로 하여 향촌 차원의 자치적 지배질서를 구축하고자 

하 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적 의도 이면에는 종교적 차원에서 성리학적 이상향을 

구현하려는 사림 특유의 求道的 목적이 함께 들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향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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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향촌민은 일방적인 지배 및 통제의 대상일 수만은 없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종교적인 교화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관심에서 본다면, 사림이 

향촌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자치적 질서체계를 구축한 것은 성리학적 포교를 위한 

형식적 조건의 마련이었다. 따라서 이 ‘형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내용’으로서 對民

的 교화를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종교적 사명이었다. 이때 사림의 對民的 

교화활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었는데, 첫째는 지배계급이 스스로 자기

규제에 충실함으로써 종교적 수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향규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림이 자기규제를 통해 그들 지배의 공공적 성격을 보임으로써 그로부터 성리학

의 종교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차원의 교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는 교화라는 견지에서 볼 때, 아무래도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었다. 직접적인 

교화의 방법은 두 번째 차원, 즉 향촌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직접 개입하여 가치관, 

예절, 행동규범의 수준에서 그들 의식의 심층을 성리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었

다. 사림의 입장에서는 일반 향촌민을 강제로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발

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이 보다 근원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었다. 이

러한 對民 교화의 요구에 부응한 향촌제도(규범)가 다름 아닌 향약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향약은 北宋代 呂氏 형제에 의해 시작된 것을 주희가 增損하여 

성리학의 고전인 『小學』에 수록함으로써 성리학적 향촌지배원리의 하나로 정착

된 것이다(김현 , 1998: 24). 향약은 특히 조선 중기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사림

세력과 강한 선택적 친화력을 보여준 제도 다. 지방을 근거로 한 향촌자치세력이

었을 뿐 아니라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향촌의 성리학적 교화를 당위로 생각한 그들

에게 향약의 제도적 기능은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일례로 중종대의 향약보급운동

은 정치적인 면에서 급진적, 진보적 성격을 뚜렷이 내포했을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화적 성격이 두드러졌는데(박익환, 1995: 254), 이는 어느 정도 향약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하기도 하거니와 보다 근원적으로는 당시 사림의 도학적 성

격이 반 된 결과 다. 사림들은 유향소의 실패 이후 향약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 향촌의 근원적인 교화를 도모했던 것이

다.     

   향약은 유향소나 서원과 비교할 때, 문화적, 종교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 실제로 향약보급운동이 진행된 중종기를 기준으로 할 때, 성리학은 

공식적 국가이념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 삶을 완전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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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기층민의 일상적 삶은 성리학 외에도 불교, 도교 및 여러 

민간신앙에 의해 다각적으로 포섭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은 가치의 면에서 성리학

적 일원구조를 지향했던 사림들에게 정치적 위협인 동시에 종교적 일탈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사림들은 향약을 통해 향촌민의 일상을 문화적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 性理學化하고자 했던 것이다. 향약의 주요한 제도적 기능이 바로 이것이

었으며, 요컨대 유향소나 서원이 자치나 교화를 위한 외적 형식으로서의 제도 다

면, 향약은 그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범적 제도 다고 할 수 있다.138) 

   한편 향약은 향규와는 달리 그 적용이 사족에 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향촌의 

전제 주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물론 향약이 갖고 있던 교화적 성격

은 향규에도 내포되어 있었지만, 향규는 주로 鄕士族의 士風 교정에 목적이 있었던 

반면, 향약은 신분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는 일반 백성들의 교화에 그 목적이 있었

다. 대표적으로 향약집회 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신분보다는 나이 위주로 했다는 

사실은 향약이 향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박익환, 

1995: 254), 또 대민 교화의 목적이 보다 강화된 제도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善․惡

籍의 운 에 있어 善籍만 기록토록 한 것이나 향약상의 벌칙이 조선 초기의 鄕憲

이나 鄕規에 비해 많이 완화되는 점등은 향약이 제도적 차원에서 일정하게 爲民的 

기치를 실현하고자 했음을 반 하고 있다(박익환, 1995: 255). 

   지배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규는 지배계급의 자기규제를 내용으로 

했던 반면, 향약은 일반 향촌민을 다스리는 지배의 규범적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

다. 다시 말해 향촌의 피지배계층을 어떠한 원칙과 근거에 따라 지배(교화)할 것

인가 하는 것이 향약에 깔려있는 사림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향

약의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향촌 차원에서 전개된 사림의 일상적 對民 지배(교화)

에 객관적 원칙과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림의 

대민 지배(교화) 과정에 개입될 수도 있는 사사성과 임의성의 가능성을 줄이고 鄕

事의 처리를 객관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향약 시행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이가 주도한 ‘서원향약’은 아래에서 보듯이 행위의 善目

과 惡目을 자세히 예시함으로써 일상 생활 가운데 규제되어야 할 측면과 권장되어

138) 이런 점에서 실제 사림의 향촌질서 운 은 서원이나 향회가 주체가 되어 유교적 규범

체계인 향약을 對民的으로 보급․시행하는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정만조, 1998: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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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측면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善惡之事를 

미리 입안된 상벌규정에 따라 권장 혹은 규제하고 있었다.139)

<표 2> 西原鄕約의 善目과 惡目 내용

 善

 目

 1.能孝父母 2.能友兄弟 3.能治家庭 4.能睦親故 5.能和隣里 

 6.能以儒行持身 7.能以訓子弟 8.能守廉介 9.能廣施惠 10.能勸學問

 11.能謹租賦 12.能遵約令 13.能與人有信 14.能導人爲善 15.能解人鬪爭 

 16.能救人患難 17.能伸人冤枉 18.能辨人曲直

 惡

 目

 1.不孝不慈 2.不友不弟 3.不敬師傳 4.夫婦無別 5.疎薄正妻 6.朋友無信 

 7.臨喪不哀 8.不敬祀事 9.崇信異端 10.輕蔑禮法 11.好作淫祀 12.族類不睦 

 13.隣里不和 14.少陵長 15.賤凌貴 16.縱酒賭博 17.好訟喜鬪 18.恃强凌弱     

 19.造言誣毁 20.不謹租賦 21.不畏法令 22.營私太甚 23.挾妓宴飮 24.怠惰廢事

  

  * 박익환, 1995: 261.                      

  

   이처럼 향약의 제도화된 기능은 일단 형식적인 차원에서 지배의 객관성을 높이

는데 기여하 다. 그리고 내용의 차원에서 ‘교화적 상호규제’와 ‘공론적 자치’를 통

해 지배의 공공성을 후원하는 것이 향약의 또 다른 기능이었다. 이를테면 향촌의 

禮俗을 훼손하 을 때 그 책임을 상하 쌍방에 모두 물었던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의 목적과 동시에 향촌 전체의 성리학적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서원향

약의 惡目에 나타나는 ‘不孝不慈’, ‘不友不弟’의 항목이 그러한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 爭訟이 있을 때 먼저 契長과 有司에게 나아가 曲直을 가리고 계

장․유사가 독단하지 못할 때는 士類會議에 붙여 공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운

원칙은 향약이 공론적 자치를 지향한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향약은 향

중회의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못할 때에만 비로소 官에 문제를 의뢰하 다(심재우, 

2000: 129). 각종 쟁송 시에 官의 처결보다는 공론에 의한 향촌의 자체 해결을 규

범적으로 우선시했던 것이다. 요컨대 향약은 사림의 향촌지배와 자치를 후원한 제

139) 역시 이이에 의해 入定된 海州一鄕約束은 이러한 善惡규정을 더욱 세목화하고 있는데 

德業相勸綱에는 相勉爲善 이하 13조목, 過失相規綱에는 上罰에 14조목, 次上罰에 12조목, 中

罰에 5조목, 下罰에 4조목, 모두 35조목이 입목되어 있다. 그리고 禮俗相交綱에는 吉事에 대

하여 경조해야 할 조목들을 들었고, 患難相恤綱에는 凶事에 대하여 상조해야 할 조목들을 

들고 있다(박익환, 1995: 27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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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기제임에 분명했다. 하지만 향약은 그러한 지배가 일방적 계급지배로 흐르는 

것을 제어하는 중요한 방어벽이기도 하 다. 향약은 사림들이 일상 윤리의 차원에

서 향촌민을 교화하고자 한 규범적 지배의 반 이었고, 그런 면에서 일종의 헤게모

니적 지배기구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향약은 사림적 공공성의 문화적 발현이었

고, 더 근본적으로는 실천종교적 제도화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3) 사림정치의 국가적 구조와 성격

   성리학적 근본주의자 던 사림이 중앙의 관료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국가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결정적 계기 다. 사림세력이 官의 역에 진입

한 것은 국가기구를 매개로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향을 표출할 수 있는 공식적 조

건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 고, 그들은 이러한 조건변화에 힘입어 국가구조의 

개혁과 재편에 나설 수 있었다. 중앙의 사림세력이 새롭게 구축하려한 국가구조의 

핵심은 이른바 ‘공론정치의 제도화’에 그 본질이 있었다. 이는 사림들이 국가와 정

치의 당위적 목적을 공론을 매개로 한 유교적 公의 실현에서 찾았다는 사실과 무

관하지 않다.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훈구세력의 전횡을 非公이라 비판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公의 실천과 제도화는 정치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 을 뿐 아니라 修

己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는 당위적 과제이기도 했던 것이

다. 사림들은 바로 이 公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집합의지에 담

겨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을 국가운 과 정치의 기본적인 재료이자 근

간이라고 인식하 다. 따라서 그들이 지향한 국가구조는 바로 이 공론을 담보해내

고 거기에 근거하여 정치를 운 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의 정립에 그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       

   조선 중기의 사림세력이 추구한 정치형태를 공론정치로 규정할 때, 그 근간을 

이루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치사

회적 입장과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다른 하나가 여기에 근거하여 권력

의 독점과 私事化를 견제해야 한다는 원리 다. 이러한 원리가 시사하듯 사림의 공

론정치는 정치참여층의 확대와 권력의 견제 및 균형을 꾀한 ‘권력분산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 다. 이는 이념형적인 수준에서 볼 때, 조선 전기 훈구세력이 주도했

던 ‘권력집중적’ 정치구조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성향이었다. 道學的 至治主義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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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대변하는 것처럼 사림의 근본주의적 속성은 治者에게 예외적으로 강한 자기

규제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제도적 분권화와 견제의 장치들을 마련

하게 하 다. 여기에서도 단연 사림의 실천적 공공성이 작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림들이 구축․강화한 제도 및 기구들을 통해 관

철될 수 있었다.     

   3-1. 공론의 활성화 및 수렴 

   조선 중기 사림의 공론정치는 공론의 의미를 당위적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정치운 의 질료로서 혹은 의사결정의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요청하 다. 이 

과정에서 공론소재가 다원화되고 공론수렴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사림정치의 체

계적 요구 다. 사실 조선왕조에서 공론의 의의는 비단 사림들에게만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성리학 이념을 신봉하는 한 공론은 조선 초이래 一國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으로서 人心이 결집되고 天心이 반 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140) 공론은 인심의 결집으로서 국가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기

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선초 이래의 규범적 인식이었고, 이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는 治者 일반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 다(최이돈, 1997: 214-215). 문제는 이러

한 당위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의 상황은 공론의 所在를 왕과 재상에게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뚜렷했고, 그나마 제도화된 공론소재로 인정된 言官기능이 훈구 

중심의 권력집중적 구조 속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데 있었다. 급진적 성리

학자로서 이른바 公道를 지향한 사림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非公의 행

태로서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공론의 所在를 확장하고 이를 적절

히 수렴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최우선의 과제로 부과되었다.  

   먼저 공론소재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의 고위관료 외에 이

른바 堂下官에 속하는 하급관료들과 재야의 사림들까지 새로운 공론형성층으로 승

인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최이돈, 1997: 214-231). 고위관료인 堂上官의 경

우 선초부터 ‘收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합

의된 바가 공론으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공론소재로서 당하관의 역할과 기능은 사

림정치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가능하 다. 당하관은 다시 參上官과 參下官으로 나

눠지는데, 참상관은 의정부와 육조의 郞官을 주요 구성원으로 했고, 참하관은 홍문

140) 一國之人 以爲當然者 謂之公論(『성종실록』, 권 262, 성종23년 2월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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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문관․승문원․성균관․교서관의 하위관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표적으로 

참상관인 낭관층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자발적 결사조직인 ‘六曹郞官作會’ 혹은 

‘舍人作會’ 등을 통해 중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모으고 이를 ‘六曹郞官啓’나 ‘政府舍

人六曹郞官等上疏’의 형태로 공개 표명하 다.141) 이들의 집합적 의사는 상소 등을 

통해 직접 표출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의사가 三司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 공론수용기구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낭관들은 역시 하

위관료인 三司의 臺諫들과 긴 한 궤환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론을 형성하고 유통시

키는 주요한 기관으로서 공식화되었던 것이다. 참하관에 해당되는 하위관료들 역시 

과거를 막 거친 신진관료라는 동질성에 기반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조직화되었

고, 그 결과 이들은 예문관을 축으로 한 새로운 공론형성층으로 정립해 갔던 것이

다.  

   특별히 재야의 사림층이 공론의 소재로 인정되고 이들의 집합적 의사가 제도적 

차원에서 정치에 반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전 시대와 구분되는 사림정치의 특징적 

양상이었다. 앞서 사림의 향촌질서에서도 본 것처럼 사림정치의 성립은 정치 역이 

사실상 중앙의 제한을 벗어나 향촌에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지금

의 논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향촌의 사림층이 공론형성의 한 축으로 승인되었다

는 것을 의미하 다. 재야의 사림층이 공론의 소재로 인정된 사실은 사림세력이 생

각했던 바 公의 실천 주체가 공식적 관료의 경계를 넘어 비공식적 士 일반이라는 

인식을 정치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이미 본 바대로 향촌 사림의 지배적 지

위와 실천 역시 이러한 논리와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따

라 유향소, 서원 등 향촌 사림의 자치기구가 공론형성기관으로서 합법화될 수 있었

고, 특히 서원은 사림정치의 이념을 생산해내고 정통성을 후원하는 배경적 기구로

서 공론형성 면에서도 뚜렷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향촌의 자치기구 외에 재야 사림의 공론이 형성되고 수렴되는 중요한 제

도적 공간으로 ‘성균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균관은 국학기관으

로서 선초부터 존재해왔지만, 선초 이래 주로 京華勳舊들의 자제들로 채워지고 있

었다. 그러던 것이 사림이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성종기부터는 성균관이 과거

를 목적으로 한 지방유생들의 강학 및 연구공간으로 성격을 강화해갔고, 이는 사림

141) 잘 알려진 중종대 昭格署 문제와 훈구공신에 대한 僞勳削除 문제는 낭관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대표적 사례 다(최이돈, 1997: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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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에 들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상 성균

관이 유생과 재야 사림을 궤환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하 고, 이로부터 성

균관이 향촌 사림의 공론이 집결되는 중앙의 수렴처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는 성균관 유생이 향론을 대변하는 자로서 곧 공론의 소재라는 의미이기도 했

다.142) 결국 사림정치의 맥락에서 성균관은 본연의 연구․강학 기능 외에 공론의 

수렴처로서 그 제도적 기능을 담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사림의 공론지향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사실은 사림정치 하의 

국가가 광범위한 공론 수렴을 위해 제도적 매체로서 ‘朝報’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의 결정사항을 언론기관에 알리는데서 출발한 조보는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는 선조기에 이르러 지방의 사림들도 조보를 구해볼 만큼 일반화되었다

(최이돈, 1998: 240). 이는 조선 전기의 상황에서 조보의 발행이 정보의 누설이라는 

명목으로 금지되고 제한되었던 것과 명백히 달라진 지형이었다. 적어도 이념형적으

로, 사림들은 중앙 국가의 정보가 조보를 통해 지방으로 전달되고 여기에 대한 향

론이 공론의 이름으로 수렴되어 다시 국가에 반 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체계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조보의 활성화는 곧 사림적 공론정

치의 제도적 작동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보의 활성화는 당대 

사림정치 운 의 질료로서 공론에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3-2. 권력의 견제와 비판의 제도화

   권력의 독점과 거기에 내재된 권력의 私事化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사림이 

갖고 있던 뿌리깊은 정치사회적 속성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림세력이 원시유가

의 비판성과 신유가의 철학적 합리성을 내면화했던 재야의 비판적 지식인집단을 

모태로 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맹기 원시유가들이 지향

했던 禮治 혹은 文治적 질서와 天下爲公의 원리를 정치적 이상으로 받아들인 사림

들이 그 대립항이라 할 수 있는 패권적 정치와 권력의 私事化를 견제하는 것은 그

들의 이념적 속성상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더구나 조선 전기의 패권적 정변상황과 

142) 다음과 같은 中宗의 의견은 성균관(유생)의 공론형성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생이 

조정의 시비를 논의하는 것은 조정에 부정한 일이 있어 處處에 공론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공론을 막을 수 있겠으며 公論之人을 벌할 수 있겠는가(『중종실록』, 권 23, 중종 10년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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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화된 권력구조는 그들의 이러한 속성을 급진적으로 현재화한 주요한 계기 다. 

사림이 주도한 공론정치는 이러한 부정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실천의 결과물로서 

위에서 본 공론의 다원적 수렴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의 다원화는 권력견제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간접적이었을 

뿐더러 수단적인 성격이 짙었다. 오히려 수렴된 집합의지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이로부터 궁극적인 公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사림의 본원적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할 과제 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권력견

제장치의 구축은 사림적 공공성의 제도적 표현이었다.   

   사림정치의 권력견제 속성이 가장 잘 반 된 사례는 단연 언론제도 다. 언로의 

확장 및 다양화로 대변되는 사림정치의 언론체계는 공론수렴기능과 함께 군주 및 

권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도적 장치 다.143) 대표적으로 언관제도부터 

개관해보면, 조선조의 언관제도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사헌부, 사간원의 兩司체제로 

출발하 지만, 뒤에 홍문관이 언관기관으로 합류함에 따라 三司체제로 틀을 잡게 

된다(Wagner, 1974: 15-17; 이병휴, 1996a: 235-236). 경국대전이 사헌부와 사간원

을 전담 언관기관으로 규정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교적 문치주의를 표방한 조선

왕조에서 관료의 비판적 발언권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이었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 전기의 언관제는 원칙과는 달리 몇몇 강력

한 군주와 집권훈구세력의 독점적 권력에 의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최

승희, 1976). 그러던 것이 사림세력이 관료로 진출하고 비판적 견제활동을 실천하

는 과정에서 언관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또한 제도적 정착을 보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신진관료로서 사림세력이 주로 포진했던 홍문관이 애초의 文翰 및 군주

顧問기관에서 언관기관으로 그 성격을 확장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 다. 기

존의 양사가 군주과 권신에 대한 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홍문관은 측면

143) 조선왕조의 정치구조에서 언론활동이 갖는 결정적 의미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이재호, 1963; 최승희, 1976; 남지대, 1985; ; 목정균, 1985; 정두희, 1989). 그 중에서

도 특히 목정균은 유례없이 발달했던 조선왕조의 언론양식이 조선 오백년의 종사 유지와 정

치, 경제, 문화적 자존 및 독립을 가능하게 한 핵심요인의 하나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

장에는 분명 규범적 뉘앙스가 다분히 개입되어 있어 사실과 가치의 엄 한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김복수, 1995: 4-5). 하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 언론활동이 조선조의 지배구

조에서 견제 및 균형의 원리를 관철시켰던 중요한 수단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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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쟁을 태만히 하는 양사의 臺諫을 탄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

제를 중층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이돈, 1997: 46-49). 홍문관의 언

관화를 통해 兩司 체제의 한계가 보완되면서 사림정치의 언론제도는 명실공히 권

력견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었다. 

   삼사체제를 중심으로 한 관료층의 언론활동은 諫爭, 彈劾, 時政, 人事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간쟁은 군주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 다. 

간쟁이란 성리학 체계에서 ‘忠’과 더불어 관료의 핵심적 덕목으로 규정되었던 ‘諫’

의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公私의 전 역에 걸쳐 군주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어

하고 유교국가의 군주로서 지녀야 할 고도의 성품과 자질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비

판적 언론활동이었다(조혜인, 1993: 158-159). 앞서 현철군주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의 군주가 모두 명한 현자일 수는 없으므로 본의든 아니든 과오를 범할 수 

있고, 군주의 권력과 지위 상 그 과오는 곧바로 국정에 반 되기 때문에 이를 수시

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간쟁의 논리적 배경이었다(김왕수, 1991: 71; Palais, 

1993: 30). 사실 사림의 간쟁활동은 성리학 이념에 뿌리를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지배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

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사림정치 초기에 발생했던 士禍는 이러한 군주의 불안감이 

극적으로 표출된 결과 으며,144)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림의 언론활동이 권력의 견

제에 충실했음을 반증하고 있다(Wagner, 1974). 실제로 잠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화기를 거치면서 간쟁활동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졌고, 이로부터 언관제는 사림

정치의 주요한 제도적 골격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최이돈, 1997). 

   간쟁활동 외에 언관기관이 행한 여타의 제도적 활동 역시 군주와 권신의 권력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제약하 다. 특히 인사에 관련된 언관활동은 최종인사권자

인 군주는 물론이요 인사에 관여하는 고위관료의 사적, 자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견

제하는 주요한 제도적 기능이었다. 물론 이는 사림의 공론정치에 수반된 엄격한 관

료제화의 제도적 효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治者의 도덕적 자질과 修己를 (공적) 정

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사림정치의 속성상 인사에 대한 견제는 관료제적 합

리성을 떠나서라도 사림 언관들의 주요한 의무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145) 여

144) 연산군대의 양대 사화가 가장 대표적이며, 중종대의 기묘사화 역시 일정 정도 이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화가 단지 군주와 관료의 이원

적 대립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뒷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오히려 사화는 관료층 

내부의 이질적 세력이 군주를 매개로 투쟁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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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언관들의 인사활동은 직접적으로 해당 人事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사후보군을 미리 객관화함으로써 군주와 권신들의 전횡적 

인사 소지를 없애는 간접적인 방법도 병행하 다. 대표적으로 홍문관이 주도한 ‘弘

文錄’ 작성이 그것인데, 홍문록은 인물들의 개인적 배경, 시험성적, 동료의 평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한 일종의 관료예비군 목록으로서 군주와 銓曹는 사실상 이

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사림정치의 현실이었다(최승희, 1978: 287).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언관은 해당 전조에 대한 탄핵을 불사하 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권력층

의 인사권 제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언관제가 군주권의 행사를 직접적으로 견제한 제도적 기제 던데 비해, 經

筵制와 書筵制는 교육을 통해서 군주권의 행사를 順治시키고자 간접적 이데올로기

장치 다. 경연과 서연은 물론 사림정치 이전부터 존재해온 제도 지만, 사림적 공

론정치가 전개되면서 그 의미가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당연히 사림정치의 구

도에서 국왕과 왕세자가 경연과 서연에 참석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부과된 제도적 

요청사항이 아닐 수 없었다.146) 주지하다시피 경연이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림관

료가 국왕을 상대로 유교사상과 정치원리 등을 講學한 제도 다. 따라서 원론적으

로는 국왕이 유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聖君의 길을 학습하고 높은 도덕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권력견제의 면에서 볼 때, 경연은 교

육이라는 비정치적 활동을 매개로 국왕의 권력행사를 순치시키는, 잠재적이긴 하지

만 다분히 의도된 제도적 기능을 갖고 있었다. 경연은 사림의 정치적 이상과 권력

견제의 논리를 이념적 차원에서 국왕에게 주입시킬 수 있었던 주요한 통로 던 셈

이다(Palais, 1993: 30, 48).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한 조선에서 그것도 유교경전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경연장에서 헤게모니는 당연히 전문적 성리학자인 사림관료들

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리학적 지식에 관한 한 대개가 비전문가(amateur) 던 

145) 일례로 삼사의 언론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성종 21년에서 25년 사이에 대간의 언론

활동은 연1평균 409회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인사문제에 관련된 사

항이 28.4%에 달하 다. 이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인사문제가 대간 언론활

동의 중요한 한 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최이돈, 1997: 52-53).  

146) 일례로 중종반정 시 반정공신들이 내세운 연산군의 실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경연의 

폐지 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연의 의미는 단지 교육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지배질서 내에서 정당성의 문제와 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더구나 至治主義

를 지향한 사림정치에서 이러한 의미는 더욱 절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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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들은 전문관료들에게 이념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약점은 경연을 

매개로 펼쳐진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도 군주의 입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하

다(신오현, 1983: 68). 

   경연에 비해 간접적이긴 하지만 서연의 경우에도 이러한 견제효과는 마찬가지

로 발휘되었다. 서연은 장차 국왕이 될 왕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지만 성리학 

이념과 군주의 자질론을 강학한다는 점에서는 경연과 마찬가지 고, 어떤 면에서는 

연소한 예비군주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이념적 견제효과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147) 일종의 조기 정치사회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서연을 통해 사림들은 자

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비군주에게 각인시킬 수 있

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郞官制와 郞官自薦制는 언론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림정치

의 특징적인 권력견제장치 다(최이돈, 1997: 130-213). 낭관이란 5품 이하의 郞階

를 가진 모든 관원을 지칭하나 그 중에서도 의정부와 육조의 낭관 특히 관료의 인

사에 관여하는 吏曹, 兵曹 등 銓曹의 낭관이 중요한 권력견제의 기능을 수행하

다. 이 전조의 낭관들은 해당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비록 품계는 낮았지만 자신의 

상사인 판서나 재상들로부터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다. 그들간

의 위계서열관계는 단지 품계상의 관계 을 뿐 실상 인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양

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당상관과 낭관의 관계는 일방적

인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 조율적 협의관계 고, 이는 뒤집어보면 상호간의 견제 

및 비판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통상적인 위계서열관계

가 上命下服의 원리에 입각해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낭관제에 깔려 있는 기본 목적

은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고위관료, 이른바 三公․六卿의 권력을 견제하는데 있

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낭관자천제는 낭관을 통해 

147) 일례로 팔레(Palais)가 지적하고 있는 대원군과 고종의 통치스타일 차이에서 이러한 효

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과 상황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

만, 예정된 군주가 아니었던 대원군은 왕권의 절대화를 위해 일정한 전제적 방식, 다시 말해 

엄격한 유교적 통치규준을 일탈한 방식으로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돌파하려 하 다. 이

에 비해 예정된 군주로서 유교적 이념교육을 받았던 고종의 통치방식은 대원군과는 달리 기

본적으로 유교이념에 충실한 것이었다. 팔레는 이러한 통치방식의 차이가 고종이 대원군 섭

정기에 받았던 유교적 군주교육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Palais, 1993: 63-68). 이러한 

분석은 지금 서연의 잠재적 효과를 고찰하고 있는 맥락에서 매우 시사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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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사림정치의 또 다른 제도적 방어막으로 해석된다. 낭관자

천제란 낭관의 인선을 銓曹의 당상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낭관이 자신의 후

임자를 직접 천거하도록 한 제도 다. 이는 아무리 상호비판의 원리를 강조한다 해

도 낭관에 대한 인사권이 당상관에게 있을 때 그러한 비판기능이 불가피하게 약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었다. 

   사림의 공론정치에서 이 낭관제가 더욱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언관제와 

연결되어 권력견제를 겨냥한 유기적 체계를 구성하 다는 점이다. 이는 낭관이 언

관과 동일한 품계로서 상호 이동이 가능하 고, 무엇보다 낭관이 언관의 인사를 장

악함으로써 언관을 당상관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언관의 비판활

동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었던데 그 핵심이 있었다. 아래의 인용이 대변하듯 

낭관은 언관의 비판활동을 지원 내지 강제할 수 있었고, 언관 역시 낭관과 당상관

의 갈등시 언론을 통해 낭관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조의 정․좌랑은 대간의 권한을 주장하여 삼공과 육경이 지위가 비록 높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전랑은 삼사를 시켜 탄핵하게 하 다.148)

여기에서 단연 주목되는 사실은 낭관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견제의 논리가 이중․

삼중의 방어벽으로 견고하게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로 다른 맥락

이 개입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사림적 공론정치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권력에 대한 견제 및 균형논리의 전형적 구현 사례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지배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중기 사림의 사회적 성격과 그들

이 구축한 공론정치의 제도적 기구 및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설명과 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념형에 입각하 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것들이 끊임

없이 동요하고 갈등하고 이탈했던 史實이었고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태 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사림정치의 진행도 마찬가지이다. 이념형적으로 서술된 사림

의 성격과 그들의 실천 역시 시기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갔고 또한 상이

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적 인식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사림정치가 

터해 있던 기본 논리와 동학을 규명하고, 여기에 기반하여 그 전개과정을 기원, 정

148) 『擇里志』, 人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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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파행의 세 시기로 구분, 구체적 변화양상과 특징적 의미들을 살펴보려 한다. 축

약컨대 사림정치의 진행과정은 시기적 맥락에 따른 사림의 정치사회적 성격변화와 

공공성의 상이한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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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士林정치의 동학: 균형과 변화

   1.  성리학적 사회계약과 사림정치의 동학 

   1) 지배의 공공성과 사회계약 

   유교적 조선사회에서 지배의 공공성 또는 공공적 지배의 문제는 결코 관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적 차원과 이어진 정언명령이었을 뿐 아니라 권력 정

당성과 직결된 문제 다. 그리고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초미의 관심사 다. 공공성

의 자기증명이 권력에의 접근 및 유지의 근간이었고, 역으로 자기증명의 실패가 곧 

失權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조선의 유교정치 다.149) 한마디로 고도의 도덕정

치적 규준에 의해 권력구도가 좌우되었던 것이 조선의 역사적 현실이었다. 사실 일

반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권력과 지배의 공공성은 동서고금의 정치체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예외 없이 강조했던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문제와 관련

하여 조선의 유교정치가 보여주었던 고도의 도덕적 민감성은 여타 전통사회의 사

례들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 뚜렷하고 예외적이었다. 특히 이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맥락에서는 더욱 그러하 다.  

   그러면 이토록 강력한 정치적 공공성에의 요구는 어디에서 연원한 것인가? 그

리고 왜 그것이 권력지형에서 그토록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성

리학에 내장된 독특한 사회계약의 논리로부터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된

다. 이른바 ‘성리학적 사회계약론(confucian social contract)’이라 할 수 있는 그 논

리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 다. 우선 앞서 본대로 성리학은 

治者로서 士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한 이념이었다. 士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를 이

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임과 동시에 성리학이 지향하는 ‘天下爲公’의 진정한 구

149) 이러한 권력상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소위 ‘君子小人辨’이었다. 유교적 治世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修己를 거친 有德한 君子, 즉 공공성을 검증받은 인물을 불러들이

고 그렇지 못한 小人들은 내처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 다(정만조, 1992: 100). 조선의 정치

세계에서 小人이라는 규정(낙인)은 단지 규범적인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당

성을 비판하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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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로서 존재론적 특권을 부여받은 집단이었다(최봉 , 1997: 313-314). 하지만 엄

한 견지에서 볼 때, 士의 이러한 특권적 지위는 성리학의 본원적 존재론으로부터 

완연히 이탈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리학은 士에게 특권적으로 부여했던 이해와 

실천능력이 실상 존재론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다고 상정하 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성리학에 내재된 주요한 이론적, 현실적 긴장의 원천이었다(최봉 , 

1997: 313-322; 신기현, 1995: 412-414). 하지만 성리학은 바로 이 부분에서 독특한 

합리성을 발휘한다. 士의 특권적 지배지위가 전체 사회(곧 전 계층)에 대해 보편적 

책임을 진다는 조건 위에서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말하자면 

士의 특권적 지위를 보편적, 공공적 실천과 함수관계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 함수

관계가 표현된 대표적인 보기가 바로 성리학적 ‘放伐論’이라고 할 수 있다. 곧 天命

이 부과한 보편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할 때 군주는 그 특권적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그것인데,150) 방벌론의 논리는 표면적으로 군주를 겨냥하고 있지만 

실상 내용적으로 治者 일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

리학적 지배이론 속에 암묵적인 사회계약의 논리가 들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지배집단의 특권화된 지위는 도덕적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계약적 지위

던 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리학적 사회계약이 기본적으로 士의 지배적 지위가 갖는 조

건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논리적 여파는 지배계급의 내부적 상호관계에도 그대

로 반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대부라는 공유된 계급(층)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배

계급 내부에는 현실적으로 지위와 성격, 층위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과 세력들이 

병존하고 있었다. 크게는 집권 관료세력과 재야 사대부세력의 병존이 그렇고, 관료

세력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三公․六卿 등 고위관료와 실무적 하급관료, 혹은 

크던 적던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여러 분파들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간에는 권력의 소유여부나 강약에 따라, 혹은 권위적 위광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불

평등한 정치사회적 지위 배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불평등구조를 매개로 다양

150) 이런 점에서 ‘방벌론’은 신유교의 (철학적) 합리성에 대한 카리스마적 개입으로서의 의

미를 지닌다. 理氣論의 길항관계가 성리학이 지향한 바 氣에 대한 理의 궁극적 주재로 나타

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실질적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도덕적 공공성을 근간으로 한 

카리스마적 개입을 통해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 성리학의 독특한 정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성리학에 내재된 정치논리와 종교논리의 이중적 배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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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력간의 갈등과 모순이 노정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하 다. 문제

는 이들 지배계급 내부관계에서도 성리학적 사회계약의 논리가 중요한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에 입각해 있었다. 

   위에서 본대로 士로서의 사대부계층은 성리학적 원리를 체화하여 이를 주도적

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질서의 주체이자 책임집단이었다. 중요한 것은 성

리학 체계 내에서 이들의 존재의의와 정당성이 계급(층)이라는 집합적 차원의 문제

로 이해되었지 결코 개별(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료

와 비관료를 막론하고 그들은 넓은 의미의 官의 세력이었고, 앞서 ‘官이 곧 公’이라

는 성리학적 규정에 따를 때, 어느 누구도 공공적 정치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성리학 체계에서 지배계급이라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논

리 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본주의적 성리학자 집단이었던 사림세력에게 특별히 강

한 압력으로 체감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본주의적 道學이념을 신봉했던 사림들에

게 지배집단의 집합적 정당성은 그들의 존재의의와 직결된 문제 기 때문이다. 여

기에서 사림세력 내부에서도 현실권력집단, 즉 협의의 官으로 대변되는 관료집단과 

일반 사림들 사이에 일종의 계약논리가 성립하 다. 공식적 지위와 권력을 부여받

은 집권관료세력은 凡사림의 위임된 대표자로서 공공성의 실천을 통해 사림세력 

전체의 집합적 정당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 다. 계약의 핵심적 내용은 

단연 권력집단의 보편적 공공성에 있었다. 그들의 권력적 지위와 자격 역시 사림세

력 전체의 집합의지와 정치적 정당성을 대변한다는 조건적 함수의 결과 기 때문

이다. 실제로 집권사림들이 새롭게 모색한 정치형태가 공론정치로 제도화되고 이 

과정에서 사림 공론의 의미가 예외적으로 강조되었던 것도 이러한 논리적 맥락의 

반 이었다. 그들은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스스로가 집합적 사림의 자격있

는 대표이며 유교적 公의 실천자임을 대내외적으로 설득해내어야만 했다. 여기에 

실패할 경우 그들의 권력은 사회계약의 맥락에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집권세력의 권력은 암묵적이지만 성리학적 사회계약으로부터 규제 혹은 감시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저변에 깔린 사회계약적 성격으로부터 우리는 사림정치를 포함하여 조선 유

교정치가 노정한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해해볼 수 있다. 그 갈등은 물

론 세력간의 이해(interests)의 갈등이며 권력의 갈등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지배집단의 집합적 정당성이라는 견지에서 공공성의 실천을 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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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파행을 제어하고자 하는 도덕적 비판의 의미가 강하게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기를 든다면, 조선 중기 사림정치에서 향촌 사림들이 공론 등을 통해 중

앙의 관료세력을 후원하기도 했지만, 역으로 중앙의 관료세력을 비판하는 경우에 

그 갈등 속에는 소위 권력의 非公的 파행화에 대한 도덕적 규탄과 견제의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소장관료들의 간쟁 활동 또는 정파간의 정치적 대립까지도 그 

갈등의 기저에는 이러한 의미가 개입되었으며, 어느 경우이건 적어도 그것이 전적

으로 배제될 수는 없었다. 이는 지배집단이 내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배의 정

당성이라는 견지에서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데 기인하 다. 특별히 근본주

의적 道學세력이었던 사림들에게 공공적 정치와 그로 인한 지배 정당성의 확보는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공공재의 생산과 촉진

을 위해 세력간에 조응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공공재 생산의 위기를 제어하고자 세

력간에 비판적 대립과 갈등을 불사하기도 하 다. 이런 면에서 사림세력 내부를 규

제한 성리학적 사회계약은 궁극적으로는 이 공공재의 생산을 담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덕적 계약논리가 뚜렷이 반 된 사림의 공론정치는 

공공재로서 사림의 지배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독특한 정치운 의 원리이자 실천

양식이었다. 

   2) 공공성의 위기와 사림의 근본주의

   성리학적 사회계약의 논리는 지배의 공공성을 담보함으로써 유교체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권력의 도덕화를 강제하는 주요한 힘이었다. 지배집단 내부의 상호비판을 

통해 권력의 自淨을 도모하는 에너지가 이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념적 기능의 면에서 조선의 지배질서에 균형과 안정을 부여한 주요한 배경 요인

이었고, 거시적 견지에서 보아 조선의 政體가 상대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뒤에서 보겠지만, 초기 붕당체제를 전후로 한 사

림의 공론정치에서 특히 그러한 양상이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회계약의 논리 속에 숨어있는 혁명적 성격

이다. 즉 특정 권력집단의 지배양상이 이른바 非公的 행태로 파행화될 때, 다시 말

해 성리학적 사회계약이 담고 있는 공공적 지배의 요구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그

것은 파행 권력에 대한 급진적 비판 내지 전복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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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私/非/邪에 치우진 파행적 권력행사는 公/是/正이라는 성리학적 지향에 반하는 

것으로서 지배집단 전체의 정당성은 물론 유교적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51) 앞에서 본 바, 성리학적 사회계약이 治者의 공공성을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放伐論을 수반하는 것은 바로 이 혁명적 

성격의 논리적 근거를 말해준다. 따라서 성리학적 사회계약은 지배집단 내부의 自

淨的 비판논리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혁명적 권력이동과 급진 개

혁을 추동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의 권력구조를 견

고하게 했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권력구조의 균열 및 대체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특히 지배의 공공성 위기가 증폭되는 시점에서 그 기능은 후자의 측면이 

보다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한 성리학적 사회계약의 

논리는 조선의 권력구조 변화를 촉발한 핵심적인 이념 기제의 하나 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士禍期의 양상이 전형적으로 그러하 다. 

   조선 중기 지형에서 공공성의 위기와 사회계약의 훼손이 지배 및 권력구조를 

변화시킨 근원적인 조건이었다면, 그 변화를 극적으로 증폭시킨 힘은 사림의 근본

주의적 속성에서 나왔다. 근본주의란 주로 종교적 견지에서 일정한 본질을 지향하

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입장 혹은 태도를 가리키는데, 이 근본주의에 내재된 고도

의 규범적 지향과 비타협적 전투성은 조선 중기 사림이 가지고 있던 뚜렷한 속성

이었다(김왕수, 1994). 그들은 왕조교체기와 조선 전기의 소외된 재야의 입장에서 

성리학의 본원적 구현을 절대적 당위로 인식하 던 세력이었다. 당대의 훈구세력이 

이른바 현실주의적 ‘교회’세력이라면, 그들은 이상주의적, 근본주의적 ‘종파’세력으

로 존재하 다(Troeltsch, 1960: 331). 그러므로 사림의 성격이나 실천적 지향에는 

反성리학적 根本惡을 치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주의 당위적 원리에 歸一하려는 

종교적 求道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사림의 근본주의가 권력구조 변화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현실 정치와 권력에 대해 고도의 규범적 기준을 부과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본질주

의적 비판을 촉발시켰던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治者의 정치적 도덕성 및 실천의 

평가 잣대를 고도로 높게 잡음으로써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확대한 것이 

151) 주희가 道心/人心의 구분에 의거하여 公․是․正의 가치를 강조했던 것은 정치와 지배

의 맥락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공직자로서 관료들이 지녀야 할 공공성의 자세를 요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이승환, 1998: 345-346).  



- 146 -

근본주의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근본주의가 권력층에 대하여 지배

적 사회계약의 준수 여부를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또 재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따라서 근본주의의 입장에서 파행적 권력은 사회계약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이

른바 ‘이단’의 세력으로 정죄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이단권력은 정통을 자처하

는 근본주의 세력에게 결코 타협의 대상일 수 없었다. 기질적 私의 세력인 非公的 

권력을 제거하고 天下爲公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론적 의무이자 정

치적 정당성의 토대 던 탓이다. 결국 성리학적 사회계약이 내장하고 있던 공공적 

지배의 요구와 (사림의) 근본주의가 결합될 때, 혁명적 비판의 에너지가 극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士禍期를 전후해서 사림정치체제가 성립했던 것은 바로 이 

결합의 산물이었으며, 이후 사림정치의 전개과정에서도 그것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

용하 다.     

   말할 나위도 없이 조선의 유교정치는 정태가 아니라 동태적인 역사적 실체 다. 

조선 중기의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 속에는 일반화된 이념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여러 세력과 집단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었고, 이들 간의 연합과 갈등이 역

동적인 변동의 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중

심에 성리학적 사회계약을 둘러싼 공공성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사림의 근본

주의가 이를 극적으로 현재화시켰다는 점이다. 우리는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기본 

동학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士禍期: 사림 공공성과 근본주의의 결합     

 

   1) 士禍期의 배경과 조건

   앞서 말한 대로 유교적 조선사회에서 공공적 지배의 요구는 굳이 사림의 道學

이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성리학자 일반이 공유했던 가치

다. 집권세력이면 누구나 이념적인 수준에서 혹은 실천정치의 수준에서 스스로의 

공공성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경쟁세력이나 피지배계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했

던 것이 성리학적 지배의 당위규범이었다. 성리학적 사회계약론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 요청을 담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조선 전기이래 권력을 



- 147 -

장악해온 훈구세력의 성격과 실천양태는 지배의 공공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으

로써 대내외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었다. 

   우선 훈구세력의 태생적 기원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의 성리

학적 질서에서 권력이 부여된 공식적 관료집단의 자격은 文士的 지식에 의해 주어

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성리학적 지식과 소양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음으로써 거기

에 합당한 권력과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적인 入仕의 과정이었다.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법전 편찬 및 과거제 시행은 이러한 원칙을 반증하는 제도적 사례

다.1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구세력의 핵심은 조선 초의 정변과정에서 생성된 功臣

의 후예들로서 성리학적 지식에 입각한 업적지향적 세력이기보다는 특권화된 신분

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제도화된 합법적 세력이기보다는 

정변과정에서 배출된 우연적 세력의 성격이 짙었다. 더구나 세조의 왕위찬탈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그들은 애초에 宗法的 잣대에 의해 정당성의 약점을 안고 

있었다. 훈구세력의 미약한 정당성은 국초의 중앙집권 과정에서 강력한 행정적, 물

리적 힘에 의해 은폐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훈구세력이 정치, 경제적으로 폐쇄적 권력집단의 

성격을 뚜렷이 노정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들은 중앙집권이라는 정치적 기획을 매

개로 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꾀하 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배의 私的 성격

과 부정적 측면을 보다 강화해갔다. 功臣, 戚臣으로 대변되는 훈구세력의 성격은 

그들 지배의 사적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지주경 과 노

비지배를 통해, 혹은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를 통해 왕실

에 버금갈 정도의 사치적 富를 축적하 다. 당시 이들의 풍요와 낭비는 주로 서울

(중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서울의 번화함은 지방 향촌의 쇠락 상황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룰 정도 다(김성우, 2001: 105). 요컨대 훈구들의 기원적 성격

과 독점적 권력 행태가 결합한 결과는 단연 지배의 私事化로 나타났고, 이는 성리

학적 규준에서 볼 때 공공적 지배로부터의 심각한 이탈이자 성리학적 질서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조선 전기의 훈구정치는 곧 지배 모순과 공공성 위기

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사림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사림정치가 발원하던 시기가 바로 이 즈

음이었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조선사회의 체계위기, 그 중에서도 특히 체계의 ‘정

152) Ⅱ장 3절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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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위기’가 고조되어 가던 상황이었다. 파슨스가 지적한 대로, 특정의 체계가 작

동하기 위해서는 ‘적응(adaptation)’, ‘목표달성(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및 ‘잠재적 유형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기능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기능

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체계는 심각한 항상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Parsons, 1971: 8-18). 정당성의 위기는 이 중에서도 특히 ‘잠재적 유형유지’ 측면

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체계의 문화-동기적 요소에 관여하는 잠재적 유형유

지 측면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권력과 권위를 포함한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정당화의 기능은 종교를 의미하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질서정연한 관계’에 그 기

반을 두고 있는데(Parsons, 1971: 11), 바로 이 맥락에서 성리학을 국가종교로 한 

조선의 체계 정당성은 훈구정치 시기에 심각한 공공성의 위기(곧 정당성의 위기)를 

노정하 고, 그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공론에 입각한 사림의 정치체제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의 상황에서 체계의 정당성 위기는 비단 잠재적 유형유지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훈구정치의 위기는 적응, 목표달성, 통합의 전 측면이 복합적으로 

매개된 총체적 정당성 위기 다. 비근한 예로, 훈구의 대토지 소유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사림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대다수 소농

의 재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하층양민(소농)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군역의 부담은 그들의 재생산 기반을 급격히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이들을 노비로 

전락하게 하거나 유리걸식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련의 경향은 수조자원을 급격하게 

고갈시켰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국가의 재정위기로 연결되었다.153) 전체적으로 이 

153) 한편 士禍期 당시 왕실재정이 비대화되고 사치적 소비가 확대된 것도 국가의 재정 위

기에 결정적으로 일조하 다(김성우, 2001: 78-82). 당시의 왕실 재정위기를 실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 帑藏(왕실창고)의 저축이 한결같이 고갈되어, 심상한 用度도 한 해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불시에 쓴 것과 名目없는 비용이 한없는데, 지출을 맡은 관아

가 고갈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비는 본래 정해진 것이 있는 법인

데, 전하께서 어디다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중략)...빈공한 백성과 하등 家戶는 오히려 

정상 貢賦도 공급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당겨서 받기까지 하니 어찌 한 해에 두 번 세 받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비록 평시라 하더라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지금처럼 모

두 병든 때에 거듭 민생들을 곤핍하게 함은 仁으로 돌보는 정책이 아닙니다(『중종실록』 

권54, 중종 20년 7월 19일 병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연산군대를 기점으로 급격하

게 증가한 왕실의 사치소비는 훈구세력의 전횡과 더불어 당시의 체계적 적응위기를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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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조선의 체계적 ‘적응’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

치적인 견지에서도 훈구 중심의 중앙권력은 성리학적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향촌

의 자치성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력의 독점 및 지배의 일방화를 심화시키

고 있었다. 한마디로 훈구정치기는 체계로서 조선사회가 전반적으로 균열하고 그러

한 균열이 집약되어 정당성의 위기로 外化되던 구조적 동요상황이었다.   

   훈구정치의 파행화와 이로부터 촉발된 정치적 정당성 위기는 조선사회를 체계

적으로 위협하 다. 중앙과 향촌의 정치적 대립,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경제적 갈등

(혹은 보다 근원적으로 지주와 소농의 대립) 등 체계의 전반적인 균열이 바로 그것

이었다. 이 균열은 지배으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公的 성격

이 퇴조하고 私的 성격이 만연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 파

행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 균열의 의미와 파급효과는 비단 정치,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본래 성리학이 현실정치의 권력 및 이해(interests)의 논리를 존

재론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그 대립항으로서 정치의 공공성을 자신의 존재목적

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여파는 도덕적, 종교적 견지에서 매우 치명적이었

다. 특히 성리학적 道學이념의 담지자로 자처하는 사림들에게 훈구정치의 지형은 

지배집단 내부의 심각한 자기모순 상황, 다시 말해 지배의 공공성과 괴리된 反유교 

상황으로 비춰졌다. 지배의 사회계약적 견지에서 그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닐 

수 없었다. 훈구정치의 非公的 파행에 대해 道學的 사림의 집요한 비판이 계속되었

던 것도 이로부터 연원한 당연한 결과 다. 바로 이 비판과 反비판의 극적인 충돌

이 士禍 다. 

   2) 사림 공공성의 특징과 의미

   사화기 사림들은 주로 在野的 속성을 견지한 이른바 ‘사회’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공식적 국가체계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는 非국가 사회 역이 그들이 서있

던 구조적 위치이자 공간이었다. 사림들은 당시의 지형에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거나 기껏해야 권력 주변부에 위치한 정치적 소외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

림의 위치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현실의 권력논리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수 

증폭시켰던 것이다. 연산군대와 그 부정적 여파가 이어진 중종대에 사화가 집중되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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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건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로부터 사림이 현실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

세력으로 전화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은 

왕조 교체이래 향촌에 칩거하던 정통 성리학자(의 후예)로서 비판적 지식인의 면모

를 비교적 순수하게 지켜오던 세력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사화는 훈구

와 날카롭게 대립되는 사림의 구조적, 이념적 속성 속에 이미 그 단초가 내재되어 

있었다. 

   士禍는 사림의 始原的 성격과 본질이 단적으로 표현된 사건이었다(Wagner, 

1974). 앞에서 본 바처럼 당시의 지형에서 사림들은 성리학 원리의 실현을 절대적 

당위로 이해한 근본주의 宗派세력이었고, 따라서 소위 敎會세력으로서 세속주의적 

경향을 노정한 훈구세력과 기본적으로 적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림들에게 체감

된 당시의 反정통적 異端상황은 이러한 적대의 지형을 보다 첨예하게 만든 요인이

었다. 이렇게 볼 때, 사화는 사림의 ‘근본주의’와 훈구의 ‘현실주의’가 정면으로 충

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화는 사림의 종교 논리가 훈구의 현

실권력 논리와 날카롭게 부딪혔던 결과 다. 이를테면,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사림

의 被禍는 현실권력의 논리가 근본주의적 종교 논리를 물리적 힘에 의해 억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被禍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림이 승리한 것은 역

으로 근본주의의 논리가 현실권력의 논리를 제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사

림세력을 기준으로 할 때, 士禍期는 근본주의의 힘이 현실정치의 논리를 압도하여 

그것을 종속시킨 시기 다.     

   앞서 사림정치의 동학이라는 맥락을 이어본다면, 사화기의 지형에서는 유교적 

공공성 논리와 사림의 근본주의가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훈구의 계약위반 상

황을 문제삼는 투쟁과정에서 사림의 근본주의는 사림-훈구 양자의 적대 지형을 첨

예화하고 사림의 비판적 목소리를 극대화한 결정적인 힘이었다. 근본주의의 본원적 

속성이 의례 그렇듯, 그것이 성리학 정치의 규범적 기준을 좁고 높게 설정함으로써 

고도의 도덕정치를 요구한 탓이다. 이를테면 중종기 己卯士林의 ‘至治主義’는 이러

한 사림적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적 표현이었다. 결과적으로 사림의 被禍를 불

던 비타협적 전투성 역시 기본적으로 그들의 근본주의에 힘입은 것이었고, 그것

은 지배의 非公的 파행화에 대한 규탄과 사회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도덕적 문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는 放伐論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었고, 종교적 견지

에서는 현실정치에 대한 카리스마적 개입의 의미가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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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사화라는 유혈적 충돌은 이러한 치열한 근본주의적 공격에 대해 훈구의 

수세적 방어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 다고 하겠다.154)  

   한편 이상의 개요를 통해 보건대, 사화기의 공공성은 시기적, 맥락적으로 단연 

‘비판적’, ‘진보적’ 성격으로 특징지어 진다. 성리학적 사회계약이 말해주듯 공공성

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었지만, 특히 체

계가 균열하고 지배 정당성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급진적 비판의 논리로 전

화될 가능성이 농후하 다. 사화기의 양상이 바로 그러했다. 이는 특히 사림세력이 

‘野’의 위치에 있었기에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었는데, 위에서 말한 바 현실권

력의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治者의 입장보다는 정통적 

지식인으로서의 위치가 그들에게 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사림의 근본주의 역시 

그들이 野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다 순수하고 치열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공공성 논리와 근본주의의 강한 선택적 결합을 낳았고, 이 결합을 통해 

기존 질서와 현실권력에 대한 비판의 에너지가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공성의 의미 자체가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사화기 사림의 공공성은 진

보적, 비판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특히 그것은 그들이 강조했던 治者의 ‘爲民性’과 

‘자기규제’의 요구에서 잘 드러났다. 이들 사림이 내면화한 성리학 이념은 治者의 

권력이 천명과 백성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 상정하고 거기에 공공적 지배에 대한 

책임을 조건으로서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治者의 책임은 대내적으로는 자기규

제, 대외적으로는 爲民的 실천을 핵심 내용으로 하 고, 실제로 사화기 사림의 인

식과 실천은 이러한 논리에 뿌리박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학이념으로 무장한 기

묘사림의 정치적 실천은 이러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연산군대의 모

순이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중종기에 등장하여 당대의 파행적 국면을 비판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쇄신코자 하 다. 그들은 사치적 국가재정을 긴축하고 방만한 

관료의 공적 지배원칙을 재확립했을 뿐 아니라, 특히 피지배계층에게 일방적으로 

154) Wagner는 당시 사화를 일으킨 군주와 훈구의 입장이 충분히 근거있는 것이었다고 설

명한다(Wagner, 1980: 131). 즉 三司를 통해 이루어진 사림의 정치활동이 군주의 공식적 통

치권 행사와 대신들의 직무상 권한 및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와 훈구의 입장에서 사림의 정치적 실천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사

화는 이의 불가피한 결과 다는 것이다. 비록 사림에 대한 인식 면에서 이 과 기본 입장

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의 지적은 당시 사림들이 중앙의 훈구세력과 질적으로 다른 혁명적 

정치논리에 입각해 있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 152 -

부과된 부세제도의 모순을 제도적으로 개혁해나갔다. ‘限田論’과 ‘均田論’ 실시를 촉

구함으로써 훈구의 대토지 소유에 제동을 걸고 소농의 재생산기반을 보장하려 한 

것이 그들이었다. 또한 功臣田과 職田의 감액, 관료의 녹봉 축소, 임시관청과 잉여

관원의 감축, 국가의 제사비용 절감, 군현 수의 조정 등은 그들이 보여준 자기규제

적 실천의 산물들이었다(김성우, 2001: 65-66). 비록 기묘사화로 인해 많은 부분 개

혁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이념과 실천은 사화기 사림의 비판적 공공성을 전

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후 사림정치의 모델 역할을 하 다. 

요컨대 사화기 사림의 공공성은 爲民的 자기규제를 내용으로 하면서 현실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 및 급진적 개혁의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3) 권력구조와 중앙-향촌관계

   開國에서부터 士禍期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집권세력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

앙집권체제를 추구해왔다. 왕조의 개창기가 의례 그렇듯 권력구조의 틀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군주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정치적 중앙집권을 기도하는 것은 지

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 조선 왕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권력구조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국초부터 사화기까지 이어진 중앙집권의 기획은 분석적으로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그것이 군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 일방

적 권력구조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 중앙집권의 기획은 왕조

체계의 틀을 소위 ‘국가주의적’ 방식으로 정착시키려 한 시도 다. 국가를 정점으로 

하여 제반 역을 그 하위에 위계적으로 편재시키고, 모든 자원동원과 의사결정이 

이러한 위계구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물리력과 행

정력을 수단으로 정치, 경제, 이념 등 모든 면이 위에서 아래로, 혹은 중앙에서 향

촌으로 향하도록 한 일방향적 구조의 구축이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기획은 당연히 군주와 중앙권력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작용하 다. 특히 군주의 지위와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강화되었다. 예외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적 군주의 출현이 주로 조선 전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도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훈구세력은 이 과정에서 군주의 후광을 등에 

업고 그들의 지배적 지위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그들은 제도적, 합

법적 세력이라기보다는 공신, 척신 등 군주와의 사적 연고에 의한 임의적 세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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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또한 국초의 상대적 불안기에 왕권의 안정과 절대화를 꾀한 군주의 

입장에서도 이들 공신과 척신은 불가피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양

자는 중앙집권이라는 공통된 이해 아래 상호 투합했던 것이다. 이들은 중앙(국가) 

중심의 일방적, 위계적 구조를 통해 대안적 권력세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했고, 궁극

적으로 그들 권력의 안정과 속화를 도모하 다. 앞서 본대로 중앙의 훈구세력이 

사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학 유교에 경도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관학 유교는 원시유교 본연의 비판성과 재야성 보다는 권력을 절대화하는 보

수적 기능에 보다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 초 중앙집권의 두 번째 함의는 그것이 사대부 일반의 정치참여를 심

각하게 제한하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참여의 제한은 위의 일방적 권력구

조 형성과 긴 하게 연결된 사실로서, 훈구가 주도한 중앙집권 기획이 권력구조의 

폐쇄성을 심화시킨 결과 다. 훈구세력은 주로 국초의 정변을 통해 배출된 공신 및 

척신들(의 후예)을 구성인자로 하 고, 그들은 조선 전기의 정치를 좌우한 핵심적 

권력집단이었다. 문제는 공신 혹은 척신이라는 이들의 성격으로부터 당대의 정치가 

다분히 私的인 성격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훈구의 권력기반이 군주와

의 사적 연고에 있었던 만큼, 그들의 정치행태 역시 객관화된 관료제적 원칙보다는 

초관료제적 자의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始原的으로 反

宗法的 왕위찬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최소한 이를 방조한 세력(의 후예)

이었다. 애초에 反宗法的 기원 자체가 그랬거니와 이후에 이어진 훈구의 사적, 자

의적 실천 양태는 그들의 정당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정당성의 약점은 곧 훈구의 집권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요인이었다. 이에 

그들은 중앙집권 기획을 매개로 일방적 권력구조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

로 권력구조 자체를 자신들 중심으로 폐쇄화시켰다. 바로 이런 배경 위에서 조선 

전기의 중앙집권 기획은 사대부 일반의 정치 참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었고, 사

화기의 권력구조 역시 기본적으로 이 지형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화기의 권

력구조 역시 군주와 훈구세력 주도의 일방적, 폐쇄적 성격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

다. 요컨대 사화기는 권력구조의 사적 성격이 뚜렷이 부각됨으로써 士계층 일반을 

광범위하게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사화기의 권력구조에서 향촌의 역할과 의미는 각별히 중요하 다. 그것은 

사화라는 정치적 사건이 분석적인 견지에서 볼 때 중앙-향촌간 대립(혹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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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대립)의 결과 다는 점에서도 우회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앞서도 이미 

본 바이지만, 사림은 주로 여말선초 왕조교체기의 ‘절의파’와 국초 정변기를 통해 

낙향한 ‘신진사류’의 후예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향촌의 중

소지주층으로부터 성장해 나온 그들은 대개 在京시간보다 在野시간이 많은, 향촌의 

현장에서 일반 民들의 생활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계층이었다. 따라서 그들

은 당연히 향촌에 거점을 둔 지방적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화기 사림들

은 향촌사회의 비판기능을 매개로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은 사림들의 鄕黨的 기반으로 인해 가능하 다. 향당적 기반 위에 뿌리깊은 在

野性으로 무장한 사화기 사림은 말하자면 분권적, 자치적 ‘사회’세력으로 범주화된

다.155) 이에 비해 당시 훈구세력은 위에서 본 바대로 집권적 국가주의 세력이었고, 

그들의 향촌 복속 기도는 사림의 향당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화는 중앙(국가)세력과 향촌(사회)세력의 근원적 충돌이기도 했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사화기의 중앙-향촌관계는 곧 훈구와 사림의 정치적 대결

관계 다. 따라서 그 관계는 양 정치세력의 첨예한 갈등을 반 하여 적대와 투쟁을 

기본 성격으로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중앙과 향촌은 각기 훈구와 사림의 정치, 사

회적 거점으로서 일정한 상대적 자율성 하에 상호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기능과 비판기능을 확산, 강화함으로써 집권 훈구세력의 파행적, 非公

的 권력행태에 강한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부과하 다. 여기에는 당연히 훈구의 

일방적 중앙집권 기획에 대한 반발과 견제의 의도가 숨어있었다. 반면 조선 전기이

래 향촌의 중앙 종속 기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오던 훈구세력은 특히 사화기에 이

르러 그들의 정치적 거점인 향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대안적 정치세력의 부상을 

차단하고자 하 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향촌을 합법적 정치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

았으며, 자신들의 권력적 관심과 결부시켜 국초 이래의 ‘중앙>향촌’ 구도를 방어하

고자 했던 것이다. 요컨대 중앙의 국가주의세력으로서 훈구의 ‘중앙>향촌’ 구도와 

향촌의 사회세력으로서 사림의 ‘중앙=향촌’ 구도가 격렬하게 충돌한 것이 사화 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치주의와 공공성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사화는 사림의 

155) 그들의 향촌적 기반도 문제 거니와, 始原的 사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분권성과 자

치성을 지향한 세력이었다. 예컨대 그들은 유교적 公道의 실현이 중앙 국가의 도덕적 지도

와 향촌의 禮的 자치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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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인하고 고양시킨 역설적 계기로 작용하 다. 반복된 被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훈구에 비해 뚜렷했던 사림의 공공성 

덕택이었으며, 성리학적 근본주의는 이를 현재화한 급진적 추동력이었다. 결국 사

림의 집권은 국가세력에 대한 사회세력의 승리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권력구조의 재편을 가져왔다. 정치참여의 확대, 권력 분점 및 견제체계의 성립 그

리고 국가 우위 구도의 국가=사회 균형구도로의 전환 등이 대표적이었다. 사림 공

론정치의 구조적 토대가 이로부터 마련되고 있었다. 

   

   3.  朋黨定着期: 사림 공공성과 근본주의의 제도화

   1) 朋黨定着期의 배경과 조건

   사화를 경유한 사림들은 선조기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집권세력으로 정착하 다. 

하지만 집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훈구정치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체계

의 위기 또한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특히 체계의 정당성 문제는 훈

구의 대안세력으로서 그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부과하고 있었다. 재야의 입장에서 

훈구와 투쟁하던 때와는 사림은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새롭게 설

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훈구정치의 사적, 자의적 파행을 경험했던 그들로

서는 정치와 권력과정의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숙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자

신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지배의 공공성을 집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담보할 것이

며, 또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데 그 핵심이 있었다. 따라서 그 과제는 이

제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 다.   

   붕당정치는 사림 집권에 따른 새로운 요구와 이를 반 한 정치구조 재편의 산

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의도된 전략적 결과의 측면보다는 변화된 정치사

회적 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더욱 컸다. 이 과정에는 특히 사림집권으로

부터 촉발된 정치참여층의 확대가 주요하게 작용하 다(이성무, 1992: 80-81). 훈구

정치의 독점적, 폐쇄적 권력구조를 경원해온 사림들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의 분산

과 개방화를 지향하 고, 이는 ‘보다 많은 사람의 의사가 곧 公’이라는 사림적 논리

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참여층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사림들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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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과제를 부과하 다. 문제는 정치참여층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공공성의 내용과 

실천적 방법론 등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다양한 하위분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

었고, 현실적 차원에서 권력을 둘러싼 이들의 각축을 피하기 어려웠다는데 있었다. 

이는 재야의 입장에서 훈구와의 대결이라는 당면과제를 공유하던 상황과 집권세력

이 된 상황이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데 그 원인이 있었다. 훈구와의 첨예한 대

결구도 속에서 그들은 근본주의적 공공성을 쉽게 합의할 수 있었지만, 집권세력이 

되고 또 정치참여층이 확대된 조건 속에서 그러한 합의의 가능성은 낮아지기 마련

이었다. 근본주의적 선명성이 사림집권의 명분이자 추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치참여층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와 갈등할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요

컨대 집합적 사림세력에게 부과된 핵심적 과제는 정치참여의 확대에 따른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해낼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더구

나 사화를 통해 군주와 권신세력의 전제적 전횡을 경험한 사림으로서는 정치적 공

공성과 근본주의의 제도화가 지상의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붕당정치는 이러한 불가피한 시대적 조건과 사림의 전략이 결합해서 낳은 새로

운 정치형태 다. 그리고 붕당은 그 토대이자 단위 다156). 개념적으로 붕당은 ‘권

력적 이해와 성리학적 정치에 대한 해석이 내부적으로 분화하면서 생긴 사림 내부

의 분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갑, 1995: 496). 따라서 이들에 의한 붕당정치는 

분석적인 견지에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것은 권력의 

소유를 둘러싸고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정치적 경쟁체제 다. 사림의 집권이 정치

참여층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보았거니와, 이는 개별 사림의 입장에서 권

력 점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참여층의 확대는 불

가피하게 제한된 관직에 대한 공급과잉 상태를 초래하 기 때문이다(김성우, 2001: 

231-233). 실제로 훗날 사림의 붕당정치가 격화되고 파행화되었던 데는 이러한 구

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 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붕당정치는 정치적 이해를 공유

하는 사림 하위분파들 간의 권력 경쟁체제 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붕당정치는 성리학 이념의 이해와 실천을 소재로 한 공공성의 경쟁

체제이기도 하 다. 물론 이 두 가지 성격은 상호 매개되어 있었지만, 애초에 근본

156) 이 집단의 정치적 성격을 보다 부각시킨 개념이 ‘黨派(party)’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의 정치집단(정치조직)을 ‘종파’ 및 ‘당파’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 로서 조혜인(1990)을 

참고할 것.



- 157 -

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 사림세력에게 공공성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정당성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사림세력에게 공공성을 드러내고 이를 설득해내는 일은 어느 

붕당을 막론하고 정치 및 권력투쟁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 고, 정확히 말해 정치와 

권력투쟁을 이에 근거해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自

黨의 권력과 실천이 공공적 기준에 부합하며 他黨의 그것보다 우월함을 증명해내

어야만 했던 것이 붕당정치의 기본 논리 다. 이러한 논리에 바탕하여 상호경쟁과 

비판을 제도화했던 것이 붕당정치체제 던 것이다. 이념형적으로 볼 때, 사림의 붕

당정치 체제는 한편으로 정치참여의 확대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간의 경

쟁을 통해 사림적 공공성의 약화를 방어한 일종의 ‘기능적 최적점(functional 

optimum)’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自黨의 권력적 공공성을 고도화하면서, 

또 한편으로 他黨의 非公的 행태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 체계적 차원에서 본 붕

당정치의 기능이자 조건이었다. 

   2) 사림 공공성의 특징과 의미

   집권에 따른 지위와 조건의 변화는 사림 공공성의 성격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

져왔다. 우선 붕당정착(성립)기 사림의 공공성은 사화기의 그것과는 달리 제도적 

성격을 뚜렷이 노정하 다. 재야의 입장에서 훈구의 파행적 권력행사에 맞섰던 사

화기의 경우, 사림의 공공성은 근본주의와 결합된 첨예한 비판 및 투쟁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 고, 더구나 향촌을 거점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사회’의 에너지

다. 그것은 군주와 훈구 주도의 국가적 전횡에 저항한다는 면에서 탈제도적 에너

지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림 집권기의 공공성은 탈제도적 비판성을 상대

적으로 탈각하고 제도적 운 원리(규범)로서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부각하게 된다. 

이는 사림의 공공성 원리가 급진적 비판 내지 체제전복의 기능에서 합리적 비판 

내지 체제 내적 공존의 기능으로 전화하 음을 의미하 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사림 공공성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투쟁적’ 비판

성 역시 사림 집권을 즈음하여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율적’ 비판성으로 그 성격과 

기능을 바꾼다. 새로운 국가 역의 담당자로서, 또 公의 원리에 따라 정치참여층의 

확대를 꾀한 분권주의의 입장에서 그들의 비타협적 비판성은 이제 불가피하게 체

제 내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곧 근본주의의 체제 내화이기도 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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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러한 성격변화가 곧 공공성의 보수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대로 정치

참여층의 확대는 권력집단의 다변화를 가져왔고, 이 심화된 경쟁구도는 역설적으로 

선명한 공공성을 더욱 중요한 집권의 전제로 요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비판적 공공성의 상실이 아니라 실상 그 반대의 가능성도 함축하고 있었다. 다만 

범사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공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투쟁적 비판성이 일정하게 규제되었던 것이다. 앞서 붕당정치체제가 그러했던 것처

럼, 이 시기 공공성의 제도적 성격 역시 ‘비판적 조율’ 혹은 ‘조율적 비판’이라는 기

능적 최적점을 반 하고 있었다.    

   붕당 초기 사림의 제도적 공공성은 공론정치의 틀 속에 구현되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공론정치는 공론형성층의 다양화와 공론의 수렴을 통해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지배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림 특유의 정치체제 다. 이때 

붕당은 각각 집권세력과 대안적 경쟁세력으로 구성된 복수의 정치조직으로서 공론

의 최종 수렴처 혹은 집결처로 기능하 다. 공론정치의 논리상 공론을 수렴하고 이

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 하는 것은 自黨의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주요한 방법이

었다. 그러므로 공론의 최종 수요자 혹은 소비자는 단연 붕당일 수밖에 없었다. 이

런 견지에서 사림집권기 붕당정치는 기능적인 면에서 공론에의 수요를 촉진한 제

도적 장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붕당은 향촌과의 인적 교환을 비

공식 제도로 정착시킴으로써 공론의 순환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계의 유기적 궤환

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 다. 물론 인적 교환은 주로 과거라는 공식적 入

仕路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 밖에 薦擧를 위시한 붕당 차원의 인적 교환 통로는 

사림정치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산시킨 주요한 기제역할을 하 다. 붕당은 이 궤

환구조의 중심에 위치한 공론정치의 제도적 기반이자 주체 던 것이다. 

   이상 붕당 초기 사림 공공성의 제도적 성격을 개관해 보았거니와 그것은 제도

적 틀 속에서의 비판적 조율논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판

적 조율논리를 붕당 초기의 권력구조와 중앙-향촌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3) 권력구조와 중앙-향촌관계

   사대부 일반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배연합을 구축한 붕당 초기 사림들

은 하위세력(분파) 간의 갈등을 규제하는 일정한 논리와 형식을 정착시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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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바 ‘조율적 견제(비판)논리’ 혹은 ‘조율적 견제구조’가 바로 그것이었다

(Cho-Hein, 1997). 앞서 공론정치의 제도화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사림정치는 권력

독점이 야기하는 정치의 私事化를 적극 경계하 고, 이에 대한 비판은 사림정치의 

주목할 만한 이념적, 제도적 특징이었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사림

정치가 성립할 수 있었던 기원이자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림이 집권한 

붕당 초기의 지형에서도 기본적으로 유효하 다. 권력비판의 에너지와 그것이 야기

하는 갈등 역시 궁극적으로 지배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 사림정치 운 에 

‘기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임계치(critical point)를 넘어

설 때가 문제 다. 이 경우 비판의 기능은 범사림의 지배연합을 위협하는 역기능으

로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림들은 상호간 비판의 목적과 수준을 성리

학적 사회계약이 지향하는 바 집합적 정당성의 확보 아래 종속시키고자 하 다. 그 

논리적, 형식적 귀결이 비판의 조율화, 혹은 조율적 비판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조율적 비판은 성리학적 사회계약을 담보하고자 한 정치운 의 실천적 

원리 으며, 그것은 사림적 공론정치에 내재되어 있던 중요한 구조적․제도적 효과

이기도 했다. 

   이념형적으로 보건대, 사림정치의 조율적 견제논리는 ‘公의 실천’을 정치적 정당

성의 핵심 관건으로 놓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이를 준거로 상호간 비판적 견제를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정당성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道學的 사림이 권력의 독점을 非公的 정치의 첩경으

로 인식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조율적 견제논리는 기본적으로 권력

이 작동하는 어떠한 소재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군주와 관료간, 관료 상호간 

그리고 중앙의 관료와 재야의 사림들간에 그것이 전형적으로 관철되고 있었다. 아

래에서는 조율적 견제논리가 반 된 붕당 초기 권력구조를 관료체계와 중앙-향촌

체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관료체계의 조율적 견제구조

   원칙적으로 조선의 성리학적 체계에서 군주의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았다. 군주가 지배집단의 대표이자 구심으로서 유교정치의 최종적 책임자라는 

인식은 조선왕조에서 결코 부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강광식, 2000: 79).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붕당 초기 사림정치는 이러한 군주의 위상을 상징화하고 규범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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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력하 다. 군주권을 상대화하는 이 작업은 그들이 사화기를 통해 경험한 것처

럼 전제적 군주의 폐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 시기의 사림세력 

역시 군주권의 절대성은 당위적으로 인정하 지만,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

다. 그것은 군주의 절대성이 패권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라는 조건적 명제

다. 이에 따른다면, 성리학적 公의 정치를 대변하는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私事

化하고 覇道化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군주의 절대권을 자기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사림세력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주권을 제약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이념적 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賢哲君主論’과 ‘修己論’ 그

리고 ‘언관제’를 비롯한 여러 견제의 이론과 기구들이 이런 근거에서 나왔던 것이

다. 하지만 붕당기의 조율적 견제논리를 고려할 때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사림정치에서 군주와 관료의 관계가 반드시 합(zero-sum)적 적대관계로만 일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권력의 속성상 군주와 사림관료가 권력의 두 축으

로서 필연적으로 헤게모니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붕당기의 사림정치

는 양자 가운데 관료층이 일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이성무, 1992: 80).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동시에 한편으로 군주와 관료가 기능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서로

를 필요로 했던 것이 사림정치의 또 다른 측면이었다. 사화기의 군신관계와 뚜렷하

게 구분되는 양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었다(김돈, 1997: 43-97). 결국 권력적 

견제관계 위에 기능적 공조관계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것이 사림정치의 복

합적 구조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신공조적 지배 구도는 사화와 반정이라는 파국적 경험을 통해 군주와 

신료집단이 상호 권력조율의 필요성을 절감한데서 비롯된 바 크다. 특히 사림의 입

장에서는 그들의 공공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데 군주의 역할이 불가피함을 자각한 

결과 다. 더구나 사림의 정치이론에서도 군주는 여전히 士의 구심으로서 이념적, 

규범적 측면에서 조선의 유교정치를 대표하는 존재 다. 따라서 권력과 자원의 분

배를 둘러싸고 군주와 사림관료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상호 견제한 것이 엄연한 사

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조선의 지배 지형 상 군주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군주정을 常數로 놓고 있는 유교적 

지배질서에서 실질적이든 상징적이든 군주의 존재는 권력(권위)의 핵이었고, 마찬

가지로 성리학 이념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사림관료의 실질적 역할은 공공 정치

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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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림이 신봉한 성리학적 사회계약 논리를 따를 때, 일반 피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군주와 사림관료의 지배 정당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그들은 왕조의 

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공동의 책임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군주의 失政과 

失德은 곧 관료층의 직무유기로 이어져 그들의 집합적 지배 정당성을 위협했던 것

이 사림정치의 조건이자 현실이었다.  관료들이 왕에게 諫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

은 곧 治者로서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림의 王道政治 이

념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앞서 사림 언론제의 기능과 의미를 통해서 이

미 확인한 바이다. 한편 붕당기의 사림관료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견지했다 하더라

도 그것이 군주와 별개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매개를 필요로 했다

는 점도 양자간의 조율성을 담보하게 한 중요한 배경이었다. 비록 상징적 측면이 

두드러졌지만, 최고권력, 최고명령권이 어디까지나 군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

서, 그리고 적어도 이념적으로 군권과 신권의 상보적 조화를 지향했던 사림정치에

서 관료층의 지배력이 국왕의 승인없이 관철된다는 것은 일종의 규범적 일탈이었

기 때문이다. 요컨대 성리학적 체계상 상대에 대한 근원적 부정이 곧 유교적 지배

질서의 부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화되

는 것이 사림정치에 내포된 역설적 성격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붕당기 사림정치

는 군주를 상대로 한 조건적, 상대적 균형게임이었지 결코 절대적 합게임이 아니

었다. 

   한편 관료집단 내부의 조율적 견제논리 역시 그들이 일관된 지배상황만을 연출

한 고도의 통일적 정치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물론 始

原的으로 볼 때 사림은 도학적 근본주의를 기치로 한 통일적 세력이었고 사화기만 

하더라도 그러한 성격이 뚜렷하 다. 하지만 집권을 계기로 정치참여층이 확대됨에 

따라 그들은 정치적 사안이나 맥락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화하여 凡사림의 지배연

합을 형성하 다. 이들은 道學的 至治主義의 근본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지만, 세

부적 이념해석이나 公的 실천의 先後, 本末 등 방법론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모순과 갈등은 사림정치를 유동시킨 중요한 계기

고, 그것은 군주와 관료의 대립 이상으로 사림정치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

하 다.  

   이 시기 관료층의 내부 분화와 갈등에는 국면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

는데, 이를테면 ‘세습성(신분성)과 비세습성(업적성)의 대립’,157) ‘성리학이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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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의 대립’, ‘학연의 대립’, ‘당파의 대립’ 등 다양한 범주의 모순이 원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대립은 기능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첫째

는 이 대립이 적어도 권력비판을 통해 지배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도덕적 관심의 

발로인 한 그것은 공론정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러한 대립적 갈등이 임계치를 넘어 극적으로 증폭될 경우 관료층의 분열과 함께 

사림적 공론정치의 근원적 균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체제위협적 성

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관료세력 간 대립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것

은 정확히 말해 역기능이었다. 실제로 사림의 붕당체제 하에서도 간헐적으로 군주

가 전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이러한 관료층의 극심한 자기 분열 와

중에서 다. 이 때의 군주는 관료층의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일종의 의사결

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함으로써 명목적이고 상징적이었던 자신의 권력을 실질

적 전제권력으로 전화시켰던 것이다. 東西붕당기의 선조, 老․小․南 붕당기의 숙

종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료간 대립의 잠재적 기능 면

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역기능을 제어하는 이른바 ‘時中的’ 합리성의 반 이 

바로 조율적 견제 다고 할 수 있다(이 찬, 2001: 169-171). 언관제, 낭관제 등 특

히 붕당기에 활발하게 작동한 여러 견제 장치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있었다. 

   2-2. 중앙-향촌의 조율적 견제구조

   정치참여층의 확대와 공론정치체제의 성립은 공식적 관료뿐 아니라 재야의 사

림들까지 정치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새로운 현상을 낳았다. 이는 공간적 차원에서 

정치가 중앙의 국가 역에 한정되지 않고 향촌의 사회 역에까지 확산된다는 의미

다. 붕당 초기의 사림정치를 조선 전기의 중앙집권 정치와 비교할 때 확연히 구

분되는 차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었다. 훈구정치기의 재야 사림들은 소위 분

157) 세습성과 비세습성의 대립은 대표적으로 척신화한 세력(戚臣)과 그렇지 않은 일반세력

(士臣)간의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척신의 경우는 군주와의 사적 연고에 의해 宦路에 오

른 세력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나 정치적 성향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경향을 띄는 것이 일

반적이었고(강광식, 2000: 87), 이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일반 관료들과 알력을 빗는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 다. 비록 사림이 선초의 척신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세력이긴 했지만, 집

권 이후 그들 중의 일부가 군주와의 연고에 의해 척신으로 전화하는 것은 사실상 피하기 어

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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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세력으로서 중앙집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견제의 대상이거나 기껏해야 방임

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어도 공인된 현실정치의 주체는 아니었으며 이

들의 공간적 거점이었던 향촌 역시 공인된 정치 역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재야

의 사림과 향촌 역이 정치의 한 축이자 공간으로 승인된 것은 변화된 정치구조

의 중요한 단면이었으며, 그것은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지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림 이념의 정치적 所産이었다고 할 수 있다(김용직, 1996) . 

   향촌으로의 정치지형 확대가 사림정치에 부과한 새로운 과제는 단연 중앙과 향

촌의 관계설정 문제 다. 이전까지 그들의 재생산 기반이자 정치적 거점이었던 향

촌을 이제 중앙의 집권세력이 된 입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국가와 사회라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하는 양 

역과 세력을 사림정치라는 하나의 틀 속에 양립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158) 사림들은 이 과제 역시 성리학적 사회계약의 논리로부터 접근하 으

며, 그 실질적 운 원리라 할 수 있는 조율적 견제를 통해 양 역을 유기적으로 

궤환(feed-back)시킴으로써 그 구조적 해법을 찾았다. 앞서 보았듯이 사림적 붕당

정치에서 향촌의 공론이 그처럼 중요시되었던 것도 공론이 바로 이 궤환체계의 결

정적 매개체 던데 원인이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공론을 매개로 한 중앙과 향촌의 

조율적 견제구조는 사림정치의 비판적 합리성이 발휘된 전형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 위에서 전개되었다.       

   2-2-1. 중앙-향촌의 조율관계와 그 조건

   붕당성립기의 경우에 좁은 의미의 지배층은 왕을 정점으로 한 사림관료들이었

다. 성리학의 이념적 지원과 관료체계의 합법성을 등에 업은 이들이 실질적 권력의 

소유자로서 당시의 지배지형을 이끌어 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158) 관료로서의 사림과 野人으로서의 사림은 원초적으로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이념

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념형적인 견지에서 이들 양자를 상대적으로 구분해본다면, 

중앙의 사림은 학문적으로 성리학의 ‘정치적’ 측면에 보다 치중하고 ‘중앙집권적’ 지향에 보

다 우호적이었던 반면, 향촌의 사림은 성리학의 ‘道學的’ 측면과 ‘자치적, 분권적’ 성향을 더 

뚜렷이 드러낸 세력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전자가 治人的 전통과 현실주의적 입

장에 보다 경도되어 있었다면, 후자는 修己的 전통과 근본주의적 입장이 보다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형적 차이는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었

지만, 적어도 사림정치의 초기에는 그 양립 및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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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지배는 비공식적 차원에서 전개된 재야 사림의 일상적 對民 지배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 거기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었

다. 양자는 일종의 분업론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지배의 안정을 위해 조응하고 있었

던 것이다. 그들이 넓은 의미에서 동일한 지배층이었고, 또한 관료의 모집단이 곧 

재야의 사림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

다. 관료는 공식적 지배자로서, 재야의 사림들은 비공식적 지배자로서 일종의 유기

적 분화체계를 이루었던 것이 붕당정착기 사림정치의 특이한 양상이었다(조혜인, 

1993). ‘공식적 제도 역과 비공식적 생활 역’, ‘중앙과 향촌’, 혹은 ‘국가와 사회’가 

그들이 각각 분점하고 있던 지배의 (전문) 역이었다. 성리학적 질서의 공공성을 

위해, 혹은 계급적 견지에서 사림의 집합적 이해와 정당성을 위해 그들은 원칙적으

로 의기투합하 으며, 상기한 대로 그 저변에는 성리학적 사회계약론이 가로놓여 

있었다. 관료들은 자신의 태생적 기반이었던 향촌 역의 존재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재야 사림 역시 자신들의 이념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향촌의 지

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관료의 지위를 승인하고 후원하 다. 관료층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성을 제일 원칙으로 하는 성리학적 지향 상 사림 일반의 공론과 民意의 

발원지로서 비공식적 향촌 역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었고, 또한 자신들의 지속적

인 사회경제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향촌의 안정은 절실한 과제 다. 관료들은 일반 

民에 대한 비공식적 지배를 그들의 조력자이자 관료예비군인 향촌의 사림들에게 

의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관료와 일반 사림의 분할 지배가 엄연한 조건 위에서만 상기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이다. 그 첫째 조건은 중앙의 관료권력이 일반 사림들이 주도한 향촌

의 자치적 질서체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은 비공식적 사회 역

의 지배자로서 재야 사림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는 물론 이념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본 것처럼, 사림의 향촌질서는 국가기구를 비롯한 공식적 

권력의 통치를 최소화하고 향촌의 사림들이 그 곳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성리학 고유의 자치 이상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다(조혜인, 1993; 

Rozman, 2000). 따라서 이 조건은 이념적으로도 지지되고 있었다. 물론 사림의 자

치적 향촌지배는 중앙의 관료지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는 중앙집권

적 지배질서에 호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양자간의 조율적 분화관계

를 명백한 전제조건으로 하 다. 실제로 향촌의 자치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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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 다시 말해 재야 사림들의 비공식적 생활지배가 군주나 관료 등 중앙권력

에 의해 제약될 때, 사림정치에서 양자간의 유기적 분화관계는 일정 수준 갈등적 

양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분할지배의 두 번째 조건은 중앙의 관료층이 이른바 위임된 대표자로서 사림세

력의 집합적 정당성을 위해 정치적, 이념적으로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중앙과 향촌이라는 공간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혹은 공식적 지배와 비공식적 

지배라는 지배의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료와 일반 사림은 넓은 의미의 지배연

합체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정당성 상실은 곧 다른 쪽의 입지에

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특히 중앙의 관료층은 사림세력의 공식적 대표자 기 

때문에, 이들의 非公的 행태로 인해 유교정치가 파행화될 경우 그 여파는 관료예비

군이라 할 수 있는 향촌의 사림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야 사림들이 

향촌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적 지위는 명백히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것이

었으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림적 정치질서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

런 맥락에서 향촌 사림의 재야적(在野的) 지배력 역시 사림의 정치질서 속에서만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사림들이 훈구정치를 통해 체득한 교훈이 바로 이 점이었

으며, 중앙관료들의 非公的 일탈이 향촌의 사대부들에게 심각한 자기모순의 위기로 

인식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양 세력이 조율적 분화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이처럼 다분히 조건적이었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들은 강온 양면으로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2-2-2. 향촌의 자치와 국가의 조응

   사림에 시원적으로 내재된 뿌리깊은 자치지향성은 붕당초기 정치질서 속에서 

향촌이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중요한 힘이었다. 물론 사

림의 향촌질서가 그들의 이해관심이 반 된 지배의 공간적 구현인 것만은 분명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에 의한 통치를 최소화하고 향촌의 사림들이 도덕

적 수범을 통해 백성들을 규율토록 한다는 성리학 특유의 자치이상은 향촌의 사림

지배를 일정한 공공성의 원칙에 준거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구축한 여러 가

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발현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 향촌 사림의 이념적 정

치기구 던 ‘書院’과 윤리 및 생활자치기구 던 ‘鄕約’ 등은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 

뚜렷한 증가세와 함께 적극적인 정치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이태진, 199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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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들 기구들이 사적인 차원에서 전통추수적으

로 운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리학적 공공원칙에 따라 제도적 차원에서 작동하

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장에서 자세히 본 바이지만, 이들 기구들은 법규화된 기준

에 따라 임원과 조직을 체계화했을 뿐 아니라 그 운  면, 다시 말해 향촌자치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鄕飮酒禮’, ‘鄕射禮’, ‘鄕約’ 등에 입각한 자체의 규약을 적

용하여 객관화되고 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던 것이다(박익환, 1995; 정진 , 

1998; 김현 , 1999). 이들 여러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향촌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자치기구로 역할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對사회적 발언통로 역

할을 하 다. 다시 말해 그것은 중앙권력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내재한 향촌 차원

의 정치기구 던 것이다.159) 물론 이는 사화기부터 존재했던 성격이지만 사림집권

을 계기로 제도적 차원에서 합법화됨으로써 그 성격이 보다 뚜렷하게 되었다. 붕당 

초기에 국가와 사회의 조율적 견제논리가 발휘될 수 있었던 것도 향촌의 이런 성

격이 제도적으로 정착됨으로 인해 가능하 다. 사림이 始原的으로 가지고 있던 在

野性과 근본주의적 성향은 붕당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향촌을 통해 견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향촌사회의 이러한 성격을 공론정치를 촉진케 하는 주

요한 압력으로 인식하 다. 물론 붕당기의 사림정치라 하더라도 향촌사회가 공식적

인 국가에 버금가는 강력한 정치적 실체일 수는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향촌은 국가

의 지배질서 하에 종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성’과 ‘爲民’을 정당성

의 근거로 하는 사림정치의 속성상 公論과 民意의 발원지로서 향촌은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었으며, 나아가 적극적인 연합의 대상이었다. 붕당기의 지배연합적 정

치에서 향촌의 사림 역시 지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적 주체 을 뿐 아니라 전

체적인 지배질서의 안정을 위해 함께 조력해야 하는 제휴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

지만 붕당초기의 사림정치에서 향촌의 존재가 이처럼 부각되었던 것은 향촌 사림

이 갖고 있던 예비권력적 성격 혹은 대안권력적 잠재성에서 그 본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붕당성립기의 조율적 견제구조는 중앙-향촌간의 비판의 교환뿐만 아니라 그 구

159) 사림의 향촌자치제도들은 일차적으로 향촌사회의 이익 대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

지만, 그 내부에는 중앙사림의 관료제적 일방성을 견제하려는 주요한 정치적 기능이 잠재되

어 있었다(이태진, 1998: 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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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인적 교환까지 제도적으로 열어놓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도 과거가 가장 기

본적인 통로 지만, 특별히 사림집권기에 들어서 활성화된 천거제나 산림의 존재도 

중요한 인적 교환의 통로 역할을 하 다(김돈, 1997: 132-135). 중앙과 향촌의 인적 

교환은 일단 관료제적 행정의 차원에서는 관료충원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향촌(사림)이 중요한 정치적 공간(주체)으로 편입되면서 양 역의 

인적 교환은 적어도 원론적인 견지에서는 권력교체의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었다.160) 사림정치에서 향촌의 사림들은 관료의 예비군으로서 정치적인 면에서 일

종의 대안권력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61) 이처럼 대안권력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권력은 자신들의 지배 정당성을 적극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비판적 공론의 수용이라는 형태로 조응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이다. 중앙국가 차원의 공론수렴기구나 권력견제기구가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했던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해보건대, 붕당성립기 사림정치의 중앙-향촌관계는 향촌의 자치와 비판적 

여론형성 그리고 중앙의 공론수렴과 권력견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독특한 제도적 

구성을 정착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중앙의 관료세력 상호간은 물론 중앙-향촌관계

에서도 기본 규정력으로 작용한 조율적 견제논리의 제도적 반 이었다. 또한 그것

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한 성리학적 사회계약론

의 실제적 발현이자 효과 던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논리와 이념적 요구가 설득력

을 갖는 한 사림의 붕당정치는 도덕적인 동시에 합리적일 수 있었다.   

160) 붕당기 공론정치의 중앙-향촌관계는 기능적인 견지에서 구성원을 교류하는 관계 지

만, 정치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비판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권력투쟁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이는 사림의 중앙-향촌관계가 구성원의 교환을 통한 조응과 

견제의 이중성 관계 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측면에 주목하여 조혜인은 

조선에서 중앙과 향촌의 양자 관계가 상호침투하는 합리적 조율분화에 입각해 있었다고 설

명한다(조혜인, 1993; 1997). 그리고 논의의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전상인 역시 여기에 주목

하여 조선 양반의 성격이 그람시(Gramsci)적 의미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 걸쳐있는 半官

半民的 존재 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상인, 1998). 

161)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이른바 ‘山林’의 존재 다고 할 수 있다. 山谷林

下에 은거해 있던 學德을 겸비한 유학자를 지칭하는 산림의 존재는 조선 사림정치의 특수한 

면모 가운데 하나 다(우인수, 1999). 산림은 비록 정치 일선에 몸담고 있는 공식적 관료는 

아니었지만, 그 정치적, 이념적 향력은 관료 이상으로 막강하 다. 이들은 향촌에 은거하

고 있으면서 (붕당정치기에 自派의) 중앙 권력을 후원하기 했지만, 반대의 경우 중앙권력에 

대한 비판 및 대안권력의 구심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위협요소가 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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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朋黨跛行期: 사림 공공성의 형식화 및 교조화

   1) 朋黨跛行期의 배경과 조건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이념형적인 모습은 공론에 입각

한 비판과 견제의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집권 이후의 붕당체제는 그러한 공

론정치를 떠받쳤던 제도적 지형이자 기반이었다. 이에 따라 붕당정치를 축으로 했

던 조선 중기는 전․후기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정치참여층이 증가하고 비판

과 견제에 의한 정치가 활성화되며, 또 체계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대류작용이 활

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수준에서 파행적이고 일탈

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았지만, 조율적 견제의 논리가 견지되었던 한 전체적인 수준

에서는 공론정치의 공공적 성격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림의 공공성은 대개 

재야의 입장에서 기성의 훈구세력을 비판했던 사화기에 보다 극적으로 표출되었고, 

집권 이후의 붕당기에는 제도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

지하다시피 사림의 공론정치는 숙종기를 전후로 하여 심각한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걷게 된다.162) 그것은 붕당정치의 구조와 논리가 깨져나가면서 생긴 사림적 공론정

치의 균열 및 와해과정이었다.   

   붕당정치의 파행화 과정은 흔히 ‘당쟁’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거니와, 그

것은 붕당간의 상호관계가 비판적 공존의 논리를 벗어나 근원적 적대관계로 고착

화한 상황을 의미한다. 붕당정치의 파행은 자 그대로 조율적 견제논리에 내포된 

‘조율성’이 상실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럼으로써 붕당정치 본원의 비판적 권력균형

체계가 깨지고 붕당간에 권력독점을 위한 합적(zero-sum) 투쟁이 반복되었던 것

이다. 이로부터 사림지배의 공공성이 왜곡되고 훼손되어갔던 것은 불가피한 귀결이

었다. 

   붕당정치가 파행화되기 시작한 17세기 후반의 상황은 兩亂으로 인한 파괴와 혼

란으로 크게 동요하던 시기 다(김준석, 1992: 404). 대표적으로 이 시기는 정치적

162) 당쟁의 격화에 따라 조율적 붕당체제가 파행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숙종(1674-1720) 연

간으로 보는 관점은 약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동의되고 있는 입장이다(강주진, 

1971: 17; 황원구, 1978: 73-74). 이렇게 볼 때, 선조기(1567-1608)에 정립한 사림의 붕당체제

는 약 100여년 동안 상대적 안정기를 구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홍순민, 199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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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견지에서 정치참여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권력투쟁이 심화되던 시기 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양란 후의 일정한 생산력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주의

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 다. 이러한 당시의 조건은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질서 재편의 강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양민들이 출현했던 반면 역으로 몰락한 양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는 역사발전의 일반적 측면에서 볼 때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담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변화로부터 촉발된 위기와 동요의 시기이기도 했

다. 특히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사림의 입장에서 그 변화의 조짐은 더욱 크게 느껴

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집권사림세력은 체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학파와 당색에 따라 그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여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다 

뚜렷이 노정하기 시작하 다. 

   이상의 기본적 시대배경과 변화는 사림정치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치사회적 효과는 발휘하 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체감되는 상황에서 자신

의 계급적 지위와 재생산을 위해 권력에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강렬

해졌다는 점이다. 사실 정치참여층의 확대는 사림정치 성립기부터 이어져온 권력 

분산 원리에 따른 것이지만, 이 시기의 맥락에 힘입어 그 수요가 더욱 강렬해졌다

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권력수요의 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권력(혹은 지

배)의 의미가 그 목적적 성격을 상실하고 수단적 성격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권력의 의미가 성리학적 공공성 혹은 治者의 책임성과 같은 당

위적, 규범적 측면보다는 지위의 수단 혹은 재생산의 기반이라는 도구적 측면에 압

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애초에 권력이 이러한 도구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어

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비판적 견제와 사회계약의 규제에 의해 권력의 적나라한 도

구성을 제어해온 사림정치의 구도에서 이러한 경향은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었

다. 

   두 번째는 동일한 맥락의 반대 측면에서 기득권 세력 역시 권력유지 및 방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압력에 대한 집권세력

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사림정치 본연의 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도덕성과 정치적 정

당성을 더욱 선명히 부각시키는데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지배적 공공성을 일

종의 경쟁원리에 의해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했던 것이다. 문제는 권력에 대한 수요

의 과잉 상태에서, 더구나 사회경제적 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선명성의 경쟁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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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견제 원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권력예비군의 공급

과잉이 권력유지의 부담으로 체감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부각시키려는 기득권세

력의 욕구는 세력간의 조율적 공존 논리보다 강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상대적 안정기인 붕당성립기에 비해 이 시기는 권력 균형 및 조율의 논리

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위기를 배경으로 소위 ‘동족집단’이 사림

정치의 주요한 단위로 등장하 다는 점이다(정만조, 1997: 195-208). 사화기나 붕당

성립기의 사림정치에서 붕당을 구성하는 세력들은 주로 학연을 매개로 상호 결속

하고 있었다(정석종, 1994: 45). 물론 이 과정에서도 혈연적 결속이 없었던 것은 아

니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하 고, 그나마 다른 결속 요인에 압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붕당파행기에 이르면서 동족집단이 붕당의 주요한 하위 단

위이자 결속의 매개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는 붕당이 私的 성격을 강화해가면서 公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상당 부분 탈각해간다는 의미 다. 그것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했던 사림정치의 기본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혈연적 이해가 정치

행위의 매개가 된다는 것은 정치와 지배의 공공성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족집단의 부상은 사림정치의 한 축이었던 향촌의 지형과 성격

에도 중대한 향을 미쳤다. 사화기와 집권 초기를 통해 사림이 구축했던 향촌은 

말하자면 半官半民의 공간으로서 사림지배의 한 축을 떠맡는 공공 정치의 역이

었다. 따라서 사림정치의 공공성 원리가 적어도 일정 수준에서 향촌에서도 관철되

고 있었다. 이는 다른 말로 서원이나 향약 등 향촌의 자치기구와 그 운 이 해당 

지역 사림의 집합적 의사에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던 것이 동족집단의 이

해가 중요해지면서 향촌 역시 집합적 사림의 의사보다는 세력있는 특정 가문의 이

해에 따라 다분히 사적인 견지에서 지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타의 가문 역시 공

공적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경원하는 바로 그 세력 가문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각축했을 뿐이다. 이처럼 동족집단의 부상은 중앙과 향촌

을 막론하고 사림정치의 공공적 성격을 변질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위에서 본 권력

의 도구화에 사적 이해관심이 덧붙여지는 과정이었다. 이로부터 사림정치는 도덕적 

실천으로서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현실정치와 이해의 실천으로 그 성격을 

전환해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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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림 공공성의 특징과 의미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붕당정치의 파행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 다. 하지만 이 의 기본 맥락에서 보건대, 그것은 사림이 견지했던 공

공성이 사화기나 붕당초기와는 달리 내용적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화 혹은 교조화

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화기 혹은 붕당초기와는 달리 공공성의 내

용을 담보케 하는 근본주의와의 결합이 왜곡되어 갔던데 그 원인이 있었다. 앞서도 

보았지만, 사림의 근본주의란 일종의 종교적 절대성의 논리에 근거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근본주의는 주로 소외된 재야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내용적으로 결합함으로

써 공공성의 실천을 요구하는 강력한 비판 에너지로 기능할 수 있었다.163) 이 때 

사림의 근본주의는 현실적 정치논리에 앞서는 우월한 힘을 발휘하 다. 종교적 절

대의 논리에 따라 정치에 고도의 규범적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를 

종교(혹은 도덕)에 종속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곧 근본주의가 현실정치의 논리

를 제어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붕당파행기의 양상은 사화기나 붕당초기의 지형으로부터 완연히 이

탈하고 있었다. 이 시기 사림의 근본주의는 공공성의 내용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형식에만 연결되었다. 권력기회의 축소와 권력수요의 과잉상황 속에서, 더

구나 합리적인 조정의 원리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공공성은 전인격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객관적 ‘형식’으로 그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사림의 근본주의는 이제 ‘자기규제(無私)’나 ‘爲

民(共益)’과 같은 공공성의 실질적 덕목들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언어화

한 형식, 즉 ‘禮’나 그 이론과 결합했던 것이다.164) 형식적 禮에 부합하고 禮를 준

수하는 것을 곧 자신들의 공공성과 등치시켰던 것이다. 이는 사림세력이 지배의 공

공성을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서 禮에의 부합

여부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하 다. 더구나 이것이 근본주의적으로 행해짐에 

163)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결합했다는 의미는 소위 ‘無私’, ‘公平’, ‘보다 많은 사림(共)의 의

견이나 이익’ 등 공공성의 실질적인 덕목들과 동화하 다는 뜻이다. 

164) 엄 히 말할 때, 유교에서의 禮란 형식과 내용의 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禮는 

곧 유교적 형식’이라는 인식은 기본적인 오류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禮

는 사림정치의 파행화에 동반된 교조화되고 형식화된 禮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고려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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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禮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첨예한 정치투쟁의 주된 쟁점을 이루었다.165) 이는 

붕당파행기의 공공성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해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시

기에 공공성의 내용으로 이해된 지배집단의 자기규제와 권력견제의 당위성은 이로

부터 약화되고 또한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붕당파행기에 이르러 사림의 근본주의가 공공성과 내용적으로 단절되어 버린 

것은 정치를 규범화하는 근본주의의 독자성, 우월성이 상실되고 그것이 거꾸로 (현

실)정치의 논리에 종속되어 버렸음을 반 한다. 즉 현실정치의 권력논리에 비판적

으로 개입하는 근본주의의 카리스마적 에너지가 상실되고 오히려 권력적 이해실현

을 위한 도구적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형식화된 공공성, 즉 禮와 결합한 근본주

의는 이제 정통과 이단의 규정을 자기규제와 爲民의 척도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禮의 해석과 준수여부에서 구했다. 더구나 이를 自黨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후원

하고 他黨의 정당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근본주의는 철저히 권

력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화하 다. 

   근본주의에 내재된 종교적 절대의 논리 혹은 당위의 논리는 그것이 정치를 종

속시킬 수 있는 한 정치의 도덕화를 이끄는 주요한 힘이었다. 하지만 붕당파행기에

서 보여지듯, 고도의 비판 에너지를 가진 근본주의가 현실 정치의 논리에 종속될 

때, 그 힘은 공공적 비판의 에너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권력을 후원하고 

경쟁권력을 근원적으로 적대하는 배타적, 특수주의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

다. 그것이 정치적 권력투쟁을 첨예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다. 권력이해와 결합

한 근본주의는 그 절대성의 논리에 따라 근원적 배타와 무조건적 단죄를 새로운 

실천양식으로 구조화하 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조율적 견제논리를 허물어뜨리는 

합적(zero-sum) 논리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배의 집합적 정당성조

차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동일한 비판의 에너지 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에 종속된 근본주의는 전혀 다른 기능적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결국 이로부터 붕

당초기의 조율적 견제논리와 구조는 왜곡과 파행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곧 사림 공론정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65) 그 대표적 사례가 현종기에 벌어진 두 차례의 禮訟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예송논쟁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집요하게 펼쳐졌던 사실은 당시의 지형에서 禮의 해석과 준수

여부가 권력의 향배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 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상준, 2001a). 

예송의 자세한 성격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성무(1992), 이 춘(1992)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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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력구조와 중앙-향촌관계

   숙종기를 전후한 붕당 파행기는 기본적으로 사림정치의 기본 구도가 와해되고 

있던 시기 다. 그 여파는 당연히 권력구조와 중앙-향촌관계에도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권력구조의 기본 특징은 사화기와 붕당기를 통해 사림정

치가 지향해온 균형 및 견제체계가 무너졌다는 점에 있었다. 그것은 권력행사의 제

도적 규제력이 약화되면서 권력의 표출이 보다 적나라하게 되는 동시에 균형논리

의 쇠퇴에 따라 권력의 독점 및 일방성이 재차 강화됨을 의미하 다. 합리적 조정 

및 공존의 논리가 약화됨에 따라 먼저 중앙의 국가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은 붕당

간의 합적 적대관계와 특정 붕당의 일당독재화 경향이었다. 여기에는 위에서 지

적한 바 권력수요의 팽창과 私事化된 정치논리 그리고 공공성의 형식화 등이 복합

적인 배경으로 작용하 다. 간단히 말해 권력수요의 급격한 증가상황에서 이제 권

력은 도덕적, 공공적 실천의 의미가 아니라 쟁취와 방어의 物化된 의미를 뚜렷하게 

띄어갔던 것이다. 

   붕당파행기의 격화된 권력투쟁은 군신간의 권력관계를 두 가지 양상으로 표출

하 다. 첫째는 특정 붕당의 강력한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그들에 의해 군주권이 유

명무실해지고 군주가 사실상 집권 붕당의 집합적 권력 아래 종속되는 경우이다. 대

표적으로 서인 노론세력에 의해 좌우된 현종 초기의 지형이 그렇고, 특히 이후 조

율적 붕당체제가 완전히 와해된 이른바 ‘세도정치기’가 전형적으로 그랬다(김준석, 

1992: 410-417). 두 번째는 붕당간의 相剋的 권력투쟁 와중에서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군주가 오히려 전제력을 회복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군주는 붕당간의 

합적 권력투쟁에서 승패의 열쇠를 쥔 의사결정권자(casting voter)로 자신의 지위

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166) 붕당초기의 조율적 구조 

속에서는 군주의 이 같은 전제력 회복이 상대적으로 불가능하 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붕당이어도 적어도 전제적 군주권에 대해서는 비판과 경계의 입장을 공

유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숙종기는 의사결정권자로서 군주가 붕당간

166) 동서분당기 즉 붕당체제의 성립기인 선조대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등극 초

기에 종법적 정통성의 시비를 안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군주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선조는 

사림세력의 동서 분열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군주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도 신권에 대한 장악 정도는 후대의 숙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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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대적 균형을 기반으로 붕당세력을 자신의 권력 아래 종속시킬 수 있었다(홍

순민, 1998: 150-152). 이 시기에 반복된 수 차례의 換局은 사실상 신권을 무력화시

키는 강력한 군주권의 반 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그것은 붕당간의 합적 적대관

계가 만들어낸 파행적 부산물이었다. 문제는 군주의 종속 혹은 전제화 어느 경우이

건 그것이 붕당초기의 조율적 군신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

된 사실이었다. 

   붕당세력 상호간의 합적 권력관계는 이미 드러난 바이거니와, 이 시기 권력구

조의 변화는 중앙-향촌관계에서 보다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요약컨대 

그것은 권력구조의 국가주의적 일방화로 나타났다(권내현, 1997). 여기에서 권력관

계가 중앙(국가)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은 향촌이 적대 내지 소외의 대상으로 전

환됨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또한 합적 적대관계가 붕당간에만 관철된 것이 아니

라 중앙과 향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는 뜻이었다. 앞서 본대로 붕당

성립기의 향촌은 공론정치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합법적 정치 역으로 그 의미와 

기능을 인정받고 있었다. 향촌의 사림들은 비록 비공식적이었지만 지배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인 견지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중앙권력으

로 진출하는 교두보이기도 하 다. 그들은 중앙의 집권사림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제휴와 연합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향촌 사림의 대안권력적 성격

은 집권기회의 축소와 권력투쟁의 격화에 따라 이제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부각

될 수밖에 없었다.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재야의 사림들은 이제 경계해야 할 배제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붕당파행기의 중앙-향촌관계는 과거의 조율과 공존 또는 

대류의 논리를 상실하고 배제와 차단 그리고 적대의 논리로 돌아섰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 다. 첫째는 중앙의 붕당이 자파의 향촌(세력)과

만 제한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近畿세력이라 할 수 있는 노론은 기호 

지역의 향촌과, 남세력이라 할 수 있는 남인은 남 지역의 향촌과 각각 연결하

고 교류할 뿐이었다. 이러한 구도 상 특정 붕당이 독재화할 때, 타 붕당은 중앙의 

권력구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향촌 차원에서도 철저한 소외를 감내할 수밖에 없

었다.167) 이로부터 보편성을 띤 공론이 수렴되고 그것이 정치에 반 되는 것은 사

167) 대표적으로 18세기 이후 노론전제체제는 남지역 사림들의 중앙관료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었다(정진 , 1998: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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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불가능했다. 집권 붕당은 자파 향촌의 의사를 공론으로 인정하고 수용하 으

나 당연히 그것이 보편적 공론일 수는 없었다. 

   두 번째는 중앙의 집권세력이 향촌의 대안권력을 경계하기 위하여 향촌 사림의 

지배력 약화를 꾀하는 동시에 향촌의 분열을 전략적으로 조장하거나 최소한 방기

하 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의 집권세력은 고래의 사림적 향촌지배력을 견제

하기 위해 향촌의 또 다른 세력, 이른바 ‘新鄕’ 또는 ‘鄕族’168)을 암암리에 지원하

고, 이들 간에 전개된 鄕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 다. 이러한 향촌 지형의 분열과

정은 필연적으로 재야 사림의 향촌지배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향

촌 자체도 동족집단의 힘과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사적 성격이 확산되어 갔고, 그 

와중에 정치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약화되고 있었다. 이는 향촌의 정치적 

비판기능이 현저히 저하됨을 의미하 다. 향촌의 분열과 재야 사림의 지배력 약화

는 공론정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졌던 사림적 향촌이 중앙의 

국가 역에 일방적으로 복속되어 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었다. 요컨대, 붕당체제가 

파행화되면서 사림정치의 권력관계는 내용적으로 배타적 적대성을, 형식적으로 독

재적 내지 국가주의적 기획을 뚜렷한 성격으로 노정하 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

상이 초기 사화기를 통해 표출되었던 사림정치의 규범적 이상에 명백히 반하는 모

습이었다는 사실이다. 붕당체제의 한계와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지금까지 사림정치의 전개과정을 기원, 성립(정착), 파행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

하여 그 특징적 양태와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사림정치는 여러 

세력과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역사적 동태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이념형적으로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168) 향촌의 또 다른 세력이란 신흥의 사회세력이라기보다는 향촌을 장악하고 있던 기존 재

지사족 이외의 제 존재를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新鄕과 鄕族이었는데, 新鄕은 주로 서얼을 

지칭하며, 鄕族은 기존의 재지사족 지배 하에 소외되어 있던 양반층,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

전에 따라 혹은 수령권과의 결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饒戶富民層 등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정진 , 1998: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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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사림정치의 시기별 특징 

   종합해보건대, 사림정치는 공공성의 원리를 담보로 한 정치적, 종교적 근본주의

운동에 의해 움직여졌다고 할 수 있다. 사화기의 양상이 그랬고, 붕당체제의 성립

이 또한 그러하 다. 그것은 사림의 근본주의가 공공성과 내용적으로 결합되었던 

한 공론에 입각한 상호견제의 조율적 운 을 담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정치참여층의 확대에 따라 권력접근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희소화되고 그 결과 권

력투쟁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근본주의는 보편적 공공성과 절연되어 오히려 특수주

의적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화하고 만다. 이것이 붕당정치의 파행을 가져온 기본 바

탕이었고, 이러한 파행은 ․정조기의 왕권회복운동을 경유하여 결국 세도정치로 

이어졌던 것이다(오수창, 1991). 

士禍期 朋黨成立(定着)期 朋黨跛行期

사림의 지위 野 與

정치적 대립구도 훈구 대 사림 사림종파 대 사림종파

공공성의 특성 비판적 공공성 제도적 공공성 형식적 공공성

근본주의와 정치 관계 근본주의>정치 근본주의=정치 근본주의<정치

정치참여층 제한 확대 제한

사림내부관계의 성격 유대와 응집 조율적 견제 합적 적대

중앙-향촌관계 투쟁 조율 향촌의 일방 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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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맺음말

   이 연구는 조선 중기 사림정치의 이념적, 구조적 성격을 해명하고 그 변화의 기

본 동력을 이해하고자 한 시도 다. 이에 따를 때,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는 ‘공론정

치’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끌어간 주요한 힘은 사림세력 특유의 ‘유교적 

공공성’이었다. 유교적 공공성이란 서구 근대의 ‘시민적 공공성’과는 그 주체의 면

에서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후자가 국가와 (사적)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 특

유의 보편적 세계인식원리 혹은 행위원리(규범)이라고 한다면, 유교적 공공성은 보

편성을 내용으로 하나 그 담지 및 실천 주체의 면에서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인

식원리 고 행위규범이었다. 유교의 ‘公’개념에서 도출된 사림적 공공성은 ‘官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이 소위 無私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즉 일반 백성)의 의사

와 이익을 고르게 반 하는 실천도덕적 지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요컨대 유교적 

공공성은 그 실천주체로서 지배계급(즉 士)의 자기규제와 정치적 책임성을 핵심으

로 하 다. 문제는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이 공공성에의 요청이 단지 규범

적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와 권력지형까지 좌우하는 이른바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 기능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림적 공론정치의 등장과 제도화

에는 이 공공성의 힘이 체계적으로 작용하 다. 

   사림의 공공성과 실천은 우선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던 성리학의 이념적 효과

다. 성리학은 정치와 지배의 측면에서 士계층의 독점적 지위와 주체적 역할을 체계

화한 이념이었다. 성리학은 士계층이 우주의 근원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며 동시에 성리학이 지향하는 ‘天下爲公’의 진정한 구현자라고 규정하 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리학 체계의 주요한 이론적 긴장이 숨어 있었다. 왜냐하면 성리

학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인간 일반이 보편적인 도덕적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

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士 이외의 사람 누구도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리학은 독특한 합리성을 발휘하 다. 

즉 士의 특권적 지배지위가 전체 사회, 곧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실천과 책임의 

조건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말하자면 士의 특권적 지위를 

보편적, 공공적 실천과 함수관계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로부터 추론되는 바는 단연 

지배계급으로서 士계층에 대한 공공성의 요구 고, 지배계급의 지위가 공공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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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보증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결국 지배계급의 공공성은 성리학적 의미에서 

‘사회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런 만큼 그들의 지배적 위치는 (도덕)계약에 

입각한 조건적 지위 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규정한 지배계급의 공공성 이론은 조선 중기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사대부의 한 분파인 사림세력과 가장 강한 선택적 결합을 이루었다. 이는 당시 사

림이 처해있던 구조적 조건과 그들의 고유한 기원적 성격으로부터 연원한 현상이

었다. 구체적으로, 사림들은 당시의 맥락에서 향촌에 근거를 둔 鄕黨的 세력으로서 

중앙의 국가적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재야의 주변집단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여말 

선초 이래 ‘不事二君’의 논리와 유교적 정통론에 충실했던 근본주의적 성리학자 집

단이었다. 여기에서 ‘근본주의’란 사림이 갖고 있던 일종의 종교적 속성으로서 그들

은 성리학 원리의 이해와 실천을 신앙적 차원에서 내면화하고 있던 세력이었다. 결

국 이 두 가지 조건은 상호상승적 효과를 발휘하 고, 그 중에서도 사림의 근본주

의적 경향은 이로부터 극적으로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조선 중기의 공론정치는 바로 이 사림의 근본주의가 유교적 공공성 원리와 강

하게 결합함으로써 가능하 다. 즉 소외된 재야세력의 입장에서 사림의 근본주의는 

지배세력의 私的 성격, 이른바 非公的 행태를 비판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촉구하는 주요한 힘이기도 했다. 초기의 在野的 사

림들이 집권 훈구세력을 비판한 요지는 단연 그들의 非公的 행태에 있었으며, 그 

비판이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집요하게 계속되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근본주

의적 성향에 기인하 다. 사림의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당시 훈구세력의 파

행적 정치행태는 성리학적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이른바 ‘異端’의 모습이었던 것이

다. 士禍라는 유혈적 충돌은 사림적 근본주의가 초래한 극적인 결과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특징은 공공성과 결합한 사림의 근본주의가 현실정치의 논

리를 압도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근본주의적 지향이 정치에 고도의 규범적 기

준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의 공공화, 혹은 지배의 도덕화가 진행됨을 의미하 다. 이

른바 道學政治, 至治主義는 이러한 정황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한편 재야의 근본주의 세력이었던 사림이 士禍期의 좌절을 극복하고 집권세력

으로 전화함에 따라 그들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토

록 강조했던 지배의 공공성을 집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또한 어떻

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 물론 재야의 입장에 있을 때도 그 단초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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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는 하 지만, 사림의 공론정치는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적, 체계적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림적 공론정치의 핵심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

해볼 수 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공론의 수렴 및 수렴된 공론에 의한 정치이다. 이

는 사림세력이 무엇보다 권력의 독점을 私事化의 첩경이라고 인식했으며, 그 논리

적 연장선상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지, 즉 집합의지가 ‘公’의 원리에 충실히 부

합하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 다. 두 번째 역시 이와 연결된 특성으로서 사림의 공

론정치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의 정치 다. 이는 무엇보다 사림들이 독

점된 권력에 대한 경계를 자신들의 이념적 특성으로 하 던 데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집권의 명분을 非公的 권력에 대한 선명한 비판성에서 찾았던 사림의 입장에

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무엇보다 절실한 정당성에의 요구가 아닐 수 없었

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기능적으로 담아낸 제도적 체계가 이른바 붕당정치구조

다. 

   사림의 붕당정치는 분석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

것은 동서고금의 여느 정치가 그렇듯 집권 세력 내부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경쟁

(혹은 투쟁)체제 다. 하지만 이 의 논지와 관련하여 보다 주목되는 특징적 성격

은 붕당정치가 성리학 이념의 이해와 실천을 매개로 한 공공성의 경쟁체제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성격은 상호 매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애초에 근

본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 사림세력에게 공공성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지배 정

당성의 근간이었고, 따라서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공성을 드러내고 이를 

설득해내는 일은 어느 붕당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정확히 말

해서 정치와 권력투쟁을 공공성의 기준에 의거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요

컨대 自黨의 권력과 실천이 공공적 기준에 부합하며 他黨의 그것보다 우월함을 증

명해내어야만 했던 것이 붕당정치의 기본 구도 다. 이 시기에 ‘보다 많은 사림들

의 의사’, 즉 공론에의 수요가 높아졌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론

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 함으로써 자당의 공공적 

성격을 보다 제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론의 수렴을 통한 상호경쟁과 견

제의 구조를 제도화했던 것이 붕당정치체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사림의 붕당정치는 그들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근본주의적 성향을 제도적 

차원에서 합리화한 것이었다. 근본주의의 절대적 비판논리를 공공성의 제도적 경쟁

으로 수용한 것이 붕당정치체제 던 것이다. 성리학적 사회계약의 논리에 따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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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의 정당성은 개인이나 당파적 차원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차

원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능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붕당정치는 사림 

내부의 정치세력들간에 공공성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집합적 정당성

을 확보하게 하는 잠재적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붕당간의 상호경쟁과

정에는 他黨의 전횡을 비판하는 측면 그리고 역으로 他黨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

지 않기 위한 自黨의 자기규제 측면이 병존하 기 때문이다. 이는 집합적 정당성이

라는 견지에서 붕당간에 조율적 견제논리가 적용되고 있었음을 반 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조율적 상호비판논리가 관철되는 한 사림의 붕당정치는 정치운 의 합리적 

기제 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사림의 붕당정치, 정확히 말해 붕당체제에 기반한 공론정치가 후기로 가

면서 파행화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사림에 내장된 근본주의가 士禍期

나 붕당초기와는 달리 공공성과 내용적으로 단절됨으로써 비롯된 현상이었다. 근본

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규범적 기준의 고도화에 있다고 했을 때, 사화기의 

근본주의는 높은 공공성의 기준과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체제비판적 에너지로 작용

할 수 있었다. 이는 근본주의가 이른바 절대성의 논리에 따라 현실정치를 규범화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근본주의가 현실정치의 논리를 제어할 수 있었

다는 뜻이다. 하지만 붕당파행기의 근본주의는 오히려 현실정치의 논리에 종속됨으

로써 정치적 권력이해의 주요한 도구로 전환되었다. 고도의 규범적 기준을 요구하

는 근본주의가 현실 정치의 논리에 종속되었을 때, 그 힘은 공공적 비판의 에너지

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권력을 후원하고 경쟁권력을 근원적으로 적대하는 

배타적, 특수주의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그 여파는 조율적 견제논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배의 집합적 정당성조차 현저하게 약화

시키는 것이었다. 동일한 비판의 에너지 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종속된 근본주의

는 전혀 다른 기능과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사림의 공론정치는 시기적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 가장 원형적이고 순수한 형태

로 나타났다. 조선 중기라 함은 여말 선초 이래 향촌에 칩거해있던 사림들이 서서

히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그들 특유의 사림정치 체제를 구축한 시기로서 크

게 보아 성종 연간으로부터 숙종 조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앙의 관료세력 내부

는 물론 중앙권력과 향촌의 사림들이 상호인정 아래 견제와 균형의 공론정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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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나간 것이 바로 이 시기 다.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에 대한 연구가 사회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공론정치

라는 척도에 의해 그 전후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주며,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조선(전통)사회 변동론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조선사회의 

변동을 초래한 내적 역동성의 축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정될 수 있다. 토지

소유의 모순과 같은 경제적 축, 신분관계의 모순과 같은 사회적 축, 권력투쟁과 같

은 정치적 축 등이 그것이며, 이들의 중요성은 재삼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와 더불어 성리학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정치적 투쟁 그리고 이로부터 

연원한 공론정치의 축은 조선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사적 관점이자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에 의거할 때, 새 왕조가 창립되고 왕조의 기틀이 안착되던 조선 전기의 

지형은 왕조체제의 안정을 위해 권력이 집권 및 집중화되고 그 일환으로 향촌을 

경계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정치과정 또한 군주나 소수 집권층의 개인

적(혹은 小集團的) 전제성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 국가 우위의 양상을 보인다. 중

앙>향촌, 국가>사회의 구도 위에 펼쳐진 독점적, 권위적 정치가 이 시기의 전형적

인 특징이었다. 반면 조선 후기에는 權貴化한 소수 집권사림의 권력독점으로 말미

암아 조선 중기의 비판적 권력균형체계 혹은 중앙/향촌 균형체계에 균열이 생겨나

고, 이에 따라 중앙권력의 보수화 및 권위주의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흔히 ‘勢道

政治’로 표현되는 조선 후기의 정치는 조율적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공론정치의 틀

이 와해되면서 권력의 공공성이 급격히 쇠퇴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당연히 이 과정

은 권력의 자기규제나 상호견제의 논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치세력 내부는 

물론 향촌사회의 비판기능마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사림의 발원공간으로

서 향촌사회는 이 시기에 이르러 자치 및 비판의 제도적 기능을 잃어버린 채 급격

히 쇠퇴하게 된다. 특히 향촌의 정치적, 제도적 쇠퇴는 이후 조선사회의 전개에 있

어 중대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 다. 왜냐하면 중앙권력의 非公的 파행화를 

견제했던 상대적 자율의 사회 역이 그 자치 및 비판기능을 상실하면서 중앙정치

의 급격한 보수화 및 권위주의화의 길을 방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촉발된 모순은 그 모순을 체제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즉 중앙과 향촌

의 조율 및 유기적 대류체계)를 잃은 채 반체제적이고 탈제도적인 형식, 이를테면 

民亂 등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 중기의 사림 공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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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틀은 국가와 사회의 제반 모순을 체제내화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 역할을 하 다. 체계 내의 모순이 명시화되고 그에 대한 비판 및 대응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이른바 유기적 커뮤니케이션체계가 바로 사림 공론정치의 기

본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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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c Spirit of Sarim Politics in the middle

      Chosun Period: Its Ideology, Structure and Change  

                                                     Choi Woo-Young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ideological and structural traits, and the 

logic of change in the traditional Chosun society from a sociological point of 

view. This thesis focuses on the ideology and the structure of Sarim politics 

in the middle Chosun period in particular. The Sarim politics was a dynamic 

process of alliances and conflicts among numerous socio-political powers. 

However, on the basis lies the logic of ‘Confucian public spirit’ controlling 

the process of Sarim politics. ‘Confucian public spirit’ can be defined as an 

orientation toward practical morality of the ruling class to pursue the benefit 

of the commoners and the whole society rather than their immediate class 

interests according to general standards. The key point is that this very 

public spirit played a leading role as a measure of judging legitimacy even in 

the middle of tense power struggle. Thus Sarim politics was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struggle over the public legitimacy, and in the same vein it 

was institutionalized and changed through the dynamics of the struggle.

   In Chosun's ruling order based on the ideology of Neo-Confucianism, 

there was a claim for moral social contract. The main point of this claim was 

that the privileged position of the ruling Literati could be justified only in 

case they pursued moral politics through the ruling according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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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In other words, when the Scholar-Bureaucrat class ruled according to 

private interests and against public spirit, a serious criticism and 

responsibility were levied on them. This was the contractual and conditional 

characteristic of Neo-Confucian order, and the 'theory of Confucian 

revolution' was available in this very context.

   Sarim appeared when the public ruling spirit was seriously threatened by 

the privileged ruling forces, Hungu. The Hungu, the ruling branch at that 

time, devoted themselves to monopolize the power and sought for their 

socio-economic interests. They strengthened the exclusive power structure 

through the project of power centralization and also intended to subordinate 

local areas to them. In this context, they can be defined as a ‘state’ power. 

On the contrary, Sarim was an alienated ‘social’ power of predominantly local 

and decentralizing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y were Confucian 

fundamentalists who thoroughly adhered to the public principle of ruling. 

From the point view of Sarim, the Hungu politics not only threatened their 

local foundation but also violated the Neo-Confucian norms of social 

contract. As Confucian fundamentalists, they did not ignore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Conservatives, and actively strived with them according to 

the public principles. ‘Sawha(the literati purge)’ was a dramatic result from a 

friction between the criticism of Sarim and the counter-criticism of Hungu. 

   In spite of Sawha, Sarim eventually became the ruling power and they 

institutionalized the public principle of ruling in actual politics. The Sarim 

politics called the politics of public opinion was based on this institutional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Sarim politics by public opinion were as 

follow: first, it was a system where the public opinion of Sarim as a whole 

was reflected in the actual politics to secure the public spirit, and second, it 

also was a system which institutionalized the check and criticism of the 

power. These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in ‘Bungdang system(Confucian 

literati party system)’ and ‘balanced di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renas. It was a strategic result of the Sarim politics to share the chec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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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between the central Bungdang and local political organizations 

(private academy, local society, etc) to secure the public spirit. In this sense, 

politics through public opinion by Sarim was an ideological model for public 

ruling. Thus, Bungdang system can be said to be oriented toward the 

balance of power and political coexistence through competition for the public 

spirit at the institutional level.

   However, Sarim politics by the public opinion quickly declined as the 

public principle they had believed in became formalistic with its meaning 

weakened. The public spirit at this time was assessed not by the 

practicalities such as the benefit of the society or the self-regulation of the 

rulers but by the outward observance of speculative theories and formal 

Ye(Confucian propriety). Accordingly, the power struggle transformed from a 

competition for public spirit into a contest for the observance of theories and 

Ye in the formalistic point of view. In this process, the public principle of 

domination as well could not but change into a doctrinal formal logics from 

the practical logics of public spirit. In addition, the fundamentalistic attributes 

of Sarim was changed into doctrinal energy unconditionally supporting the 

ruling Bungdang and showing unconditional hostility toward the opposition 

Bungdang. The increase of political participants through the politics based on 

public opinion lower the chance to become the ruling power, and the 

resultant power struggle nullified the logics of coexistence basic to Bungdang 

politics. As a result, the fundamentalism of Sarim was transformed into 

post-institutional energy which denied the logic of Bungdang system. As the 

‘Bungdang system’ and ‘balanced division’ collapsed, the ideology of public 

ruling could not help but weaken in Chosun society.  

   This thesis is composed of six chapters. Chapter Ⅰ presents the main 

question and explains the topics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Ⅱ 

reviews the existing sociological theories on East Asian societies and then 

introduces the basic characteristics and ruling system of Chosun society. 

Chapter Ⅲ examines Confucianism(Neo-Confucianism) as an ide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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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of Sarim politics in the context of history. Chapter Ⅳ discusses the 

social structural stance and characteristics of Sarim as a main agent of 

politics in the middle Chosun period, and also evaluates the institutional 

cases of public-opinion political they had established and their significance. 

Chapter Ⅴ closely examines the dynamics of Sarim politics of how it was 

established and modified, and als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in each 

period. Finally, Chapter Ⅵ summarizes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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