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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절의정신의 상징 

성 삼 문

 노은동에서의 범상치 않은 출생과 가문의 사회적 배경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창녕인으로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세

조의 쿠데타에 죽음으로 저항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정

신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서 오늘까지도 국민들의 숭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버지는 도총관(都摠管) 성승(成勝)이며, 어머니는 현감 박첨(朴襜)의 딸이다. 홍성 외가

(홍북면 노은리)에서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 하고 세 번 묻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삼문으로 지었다고 한다. 성삼문이 홍성과 연관되는 것은 외가가 노은동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 호장(戶長)이었던 성인보(成仁輔)를 시조로 하는 창녕 성씨의 가계에서 중 시조 

이후 삼문까지의 직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仁輔  松國   公弼   君義   汝完  石璘 
                                 石瑢  達生  勝   三問    孟年
                                                          孟終
                                                          孟瞻
                                                  三顧
                                                  三聘
                                                  三省
                                             䏺   三錫
                                             槪   熺      聃壽
                                                           聃年      夢井
                                                          聃命      雲
                                 石珚  揜   念祖  任      世明
                                                  侃      世勣
                                                  俔      世亨
                                                          世昌
                                            奉祖  慄      玉貞      秀才
                                            順祖  俊      景溫
                                       抑   得識  忠達    世臣
                                                          世純      守瑾
                                                                    守琛     渾 
                                                                    守宗 
                                                                    守瑛            

창녕 성씨 간략 가계도

  가문의 흥기는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하였던 여완(汝完, 1309~1397) 때 이루어졌지만. 

그는 조선의 건국과정에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그러나 그의 세 아들(石璘․石瑢․石珚)이 

급제 후 고위직에 오르면서 정치적 비중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조대까지 다수의 문과 급

제자가 배출되면서(석용의 후손 중 槪․熺․三問․聃年, 석연의 후손 중 揜․念祖․奉祖․任․侃․俔․俶․
俊․健 등이 문과급제자) 집안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에 스스로 거족(鉅族) 혹은 명족(名族)이

라고 하면서 가문의 위상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그 실예는 다음과 같다.

  국혼으로는 좌찬성을 역임한 억(抑)이 성녕대군(태종 4남)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성녕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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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종 18년에 요절했는데, 공교롭게 이해에 안평대군과 성삼문이 태어났다. 세종은 부왕 

태종을 위로하기 위해 안평대군을 성녕의 양자로 들여보냈다. 따라서 안평대군은 성삼문의 

재당고모인 성억의 딸의 양자가 되었고, 성삼문과는 내외종 8촌 관계가 된다.

  한편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 소생의 수춘군(1430~1455)은 안평의 둘째 처남 영일

(延日) 정자제(鄭自濟, 아버지 淵이 안평대군의 장인)의 사위였고, 영풍군은 박팽년의 사위

이다. 이러한 관계는 수양대군의 즉위과정에 혜빈과 안평대군,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수양

대군의 반대편에 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삼문의 생애와 관력

  성삼문은 1438년(세종 20)에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고, 1447년에 문과중시에 장원으

로 급제하였다. 집현전 학사로 뽑혀 세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면서 수찬(修撰)․직집현전(直

集賢殿)을 역임했다. 훈민정음 창제시 정인지(鄭麟趾)․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

舟)․이개(李塏) 등과 함께 참여했다. 특히 신숙주와 함께 요동을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그곳

에 유배 중인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黃瓚)을 만나 음운(音韻)을 질문하였다. 명나라 사신

을 따라가 음운과 교장(敎場)의 제도를 연구해 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의 반포에 크게 

공헌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공헌한 것은 민족문화의 차원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절의

에 뒤지지 않는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1453년(단종 1) 좌사간 역임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

宗瑞) 등을 죽이고 정권과 병권을 잡으면서 추종자들과 함께 그에게 내린 정난공신(靖難功

臣) 3등 책봉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다. 1454년에 집현전 부제학이 되고, 이어서 예조참의

를 거쳐, 1455년에 예방승지가 되었다. 

  성삼문은 타고난 자질이 준수하고 문명이 높았으며, 경연(經筵)과 문한(文翰)을 도맡아 처

리하는 등 정국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사신 예겸(倪謙)과의 일화는 

시문에 대한 그의 능력을 잘 보여준다. 예겸이 조선에 왔을 때 그를 접대하던 신하들이 시

문을 대적하다가 번번이 낭패를 당하곤 하였다. 그러나 성삼문은 그와 대적할 수 있었으며, 

이에 감탄한 예겸은 성삼문과 의형제를 맺

었다. 이후 예겸은 조선의 학자들이 준 시

를 모아『요해편(遼海編)』이라는 책을 엮

었는데 이의 발문을 성삼문이 썼다. 이로

써 성삼문의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후일 명나라의 사신 장령(張寧)

이 조선에 왔을 때 그를 찾았으나 그 때는 

이미 성삼문이 죽은 뒤였다. 그러자 장령

은 ‘눈앞이 적적하다’하면서 아쉬워했다. 

 

 불사이군의 충신, 성삼문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권을 넘보

는 왕자들 간의 경쟁은 물론 관료층 내부성삼문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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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권력을 향한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틈에 수양대군이 당시 재상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죽이고,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까지 죽이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계

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다. 세조의 즉위에 대해 집현전 학사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반대 

세력의 전면에 성삼문이 있었다. 

  세종이 즉위 3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문종이 즉위했다. 그러나 병약했던 문종은 2년 3

개월 만에 죽고 12살의 세자(단종)가 왕위를 이었다. 생전에 문종은 황보인․김종서 등과 집

현전 학사들에게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는 유지를 남겼으나 집현전 학사들과 김종서․황보인

의 정치적 입장은 서로 달랐다. 

  집현전 학사들은 왕과 직접 대면하며 학문을 토론할 수 있었지만 정치문제에 크게 관여할 

수 없어 나름대로 불만을 지녔다. 그들은 집현전을 떠나 출세가 보장되는 대간이나 정조로 

자리를 옮기려 했었지만 세종의 강경한 태도에 번번이 좌절됐다. 그런데 문종이 즉위하면서 

집현전 학사들의 소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문종이 돌아가고 단종의 즉위 이후 김종서․황보인 등이 실세로 떠오르면서, 집현전 

학사들은 출세의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결국 그들은 왕실의 권위 회복을 꿈꾸던 수양대군 

편에 서면서 정난공신(靖難功臣)과 좌익공신(佐翼功臣) 명단에 대거 오르게 된 것이었다. 정

난공신은 단종 원년 10월 수양대군이 김종서․황보인 등 당시 의정부 대신들을 제거하고 난 

뒤 책봉했는데 문인 12명 가운데 8명이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다. 성삼문을 비롯해 신숙주

와 박중손, 정인지․최항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좌익공신은 세조의 즉위를 도와준 인물들

을 책봉한 것인데 여기에도 집현전 학사 출신이 7명이었다. 정난공신 8명 가운데 박중손만 

제외하고 모두가 좌익공신에 다시 책봉됐다. 물론 여기엔 집현전 학사들을 이용해 의정부 

대신들을 없애고 자신의 집권을 합리화시키려는 세조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집현전 학사들도 자신들이 이용만 당할 것이란 불안감을 가졌다. 성삼문을 필두로 박팽년

과 이개, 하위지 등 집현전 학사들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유교적 명분과 의리를 내세

워, 단종을 복위시키기로 결의하고 기회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계유정난과 단

종복위운동의 전말을 살펴보자.

 계유정난의 전말

  수양대군이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던 단종 원년(1453) 10월의 계유정난부터 성종 2년

(1471)까지 약 20 여 년 동안에 다섯 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다섯 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다는 사실과 함께 다소 문란해 보였던 통치 질

서가 확립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의 승하 이후 조정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

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때, 수양대군은 조정 내의 대립과 갈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집권 기

반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연 이은 공신 책봉을 통하여 집권 이후 권력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편하였다. 이는 건국 이후 유교 이념과 통치이데올로기의 확립 및 그에 대

한 실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치지배세력이 재편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종과 문종이 돌아간 후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정국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등 

종친 내부의 갈등 및 수양대군 대 황보인․김종서 등 종친과 조정 대신 간의 대립 구도가 형

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치정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453년(단종 1)에 발생한 계유

정난으로 대세는 수양대군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이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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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이들과 연결되었다는 미명으로 동생 안평대군을 강화로 유배 보내는 등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정국을 반전시켰음은 물론 주도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다.

  계유정난 이후 모든 실권은 수양대군에게 돌아갔고, 그의 정권 장악을 도와 공신에 책봉

된 인사들은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였다. 예외로 성삼문 같은 이가 정난 3등 공신으로 책봉

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진 연후에 단행된 공신들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부왕 세종대부터 집현전에서 국정 운영의 이념과 원리를 제공하였던 집현전 

학사들을 위무하기 위한 수양대군의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였던 것이다. 패권정치를 전개하

였던 세조였지만,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집권 이후 정국 운영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분의 확보가 급선무였다. 따라서 계유정난과 단종복위운동의 중간

에 집현전 학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상당히 고심했다. 성삼문을 공신에 책봉하

거나, 하위지를 좌사간, 성삼문을 우사간, 이개를 집의, 박팽년을 우승지로 승진시키는 등 

집현전 학사 출신의 단종복위운동 주동자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집현전 학사들이 계유정난 당시 반기를 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동조 세

력을 규합하지 못하였던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당시의 정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

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유정난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은 여전히 단종이었다. 종

친의 정치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전권을 쥐고 정국을 좌우하는 등 수양대군과 공신

들의 흑심을 알고 있었지만, 심증만으로 수양대군과 그 우군을 반대하거나 제거하는 일을 

도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단종이 폐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

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명분을 잃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보위를 차지하는 쿠데타를 일으키자, 성삼문과 박팽

년 등은 명분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단종 복위를 도모하였다. 세조 2년 6월 집현전 출신의 

학사 중심으로 단종복위운동이 발생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상으로 전

개되었던 것이다. 

  성삼문은 1456년(세조 2)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주도하였다. 아

버지 성승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박중림․박팽년․유응부․허조 등과 단종복위운동을 계획하면

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세조 2년(1456) 6월 1일 세조가 상왕인 단종과 함께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하자, 그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즉 단종복위운동은 성삼문을 비롯하여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이개, 유응부, 김문기, 성

승, 박쟁(朴崝), 권자신, 송석동(宋石同), 윤영손(尹令孫), 이휘(李徽), 박중림 등이 공모하였

다. 거사일 전날 집현전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 등 무신들에게는 운검

(雲劒)으로 세조의 뒤에 섰다가 세조와 윤사로(尹師路)․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를, 병조정

랑 윤영손(尹鈴孫)에게는 신숙주를 각각 제거하도록 요청하였다. 나머지 중신들은 여러 무

사들이 나누어 제거하기로 정하였다. 김질에게는 그의 장인인 정창손(鄭昌孫)으로 하여금 

상왕복위의 주장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당일 아침 연회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운검의 시립이 갑자기 폐지되자, 거사는 일단 중지

되고, 뒷날 세조가 친히 거둥하는 관가(觀稼) 때로 미루어졌다. 차질이 생기자 함께 모의했

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밀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모의자들이 모두 잡혀갔

다. 유성원과 이개의 매부 허조는 사건이 누설된 것을 확인하고 미리 자살하였다. 이후 사

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더 밝혀졌는데, 심신, 이유기, 이의영, 이정상, 이지영, 이오, 황선보 

등이 그들이다. 이들에 대한 형벌은 가혹하리만큼 심했고, 가족 중 부녀자는 공신들에게 하

사되었고, 전토는 일체 몰수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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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금부에서는『대명률』의 ‘모반대역죄(謀反大逆條)와 모반죄(謀叛條)’에 의거하여 사건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청하였다. 

  “무릇 모반과 대역은 다만 공모한 자라도 首犯과 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凌遲處死하고, 

아비와 아들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미와 딸 ·처첩·祖孫·

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고,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하며, 남자

로서 나이 80세 된 자와 篤疾者, 부인으로서 나이 60세 된 자와 폐질자는 모두 연좌죄를 

면제하고, 백숙·형제의 아들은 호적의 異同에 관계없이 모두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어 안

치하고, 연좌된 사람이라도 동거하지 않는 자의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는 범위에 넣지 않으

며, 만약 딸이 시집갈 것을 허락하고 이미 그 지아비에게로 돌아갈 것이 확정된 자와, 자손 

가운데 過房으로 남에게 준 자와 아내로 결정을 보았지만 아직 성례하지 못한 자는 모두 추

좌(追坐)하지 않는다.”(『세조실록』권4, 세조 2년 6월 계묘) 

  이러한 의금부의 요청에 대해 세조는, “지금 모반한 사람들의 친자식으로서 10세 이상과, 

그 밖에 연좌된 남자로서 16세 이상인 자는 가두고, 친자식으로서 9세 이하와 그 밖에 연

좌된 남자 15세 이하인 자는 보수(保授)하며, 이미 자백한 자의 연좌인 가운데 부녀들은 먼

저 구처(區處)하라.”고 명함으로써,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단죄를 감행했다.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쿠

데타의 주역들은 상왕의 존재 자체를 불안하게 여겼다. 제2, 제3의 단종복위운동을 우려했

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단종의 장인 송현수를 역모로 엮었고, 이를 단종과 연루시켜 노산

군(魯山君)으로 강등시킨 후 세조 3년 6월 강원도 영월로 유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와 함께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 권씨를 서인으로 강등시켜 개장(改葬)하는 조치까지 강행하

였다.

  이에 앞서 수양대군에게 서슴없이 간언했던 금성대군의 왕자 신분을 박탈했으며, 단종 3

년(1455) 윤6월 11일에는 반란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삭령으로 귀양 보냈다가, 세조 2년 순

흥으로 이배시켰다. 그 후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부사 이보흠과 제2차 단종복위운동

을 주도하였다는 죄목으로, 세조 3년(1457) 10월에 금성대군을 사사하고 단종의 장인 송현

수는 교형에 처했다. 제2차 단종복위운동이 발생한 이후 유배 중이던 단종 역시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금성대군 사건은 그의 사형으로 그치지 않고 순흥이 지도상에

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순흥은 반역향이 되어 세조 3년(1457 8월 癸巳)

에 주민과 토지가 풍기 고을로 합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풍기․영천․봉화 등지에 편입

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단종복위운동의 주동자들을 극형으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집현전마저 혁파하였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인사는 물론, 

관청이나 제도(경연 등)조차도 일체 용납하지 않는 패권정치를 전개했다. 쿠데타와 즉위 과

정에서 정통성을 잃은 세조와 공신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도전도 용서할 수 없었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위 기간 

내내 정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고 강경하게 처리하였던 것은, 명분 없이 

세워진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이다.

  세조에 의한 정국 운영이 패권정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시를 통해 살필 수도 있다. 

단종복위운동이 발생한 두 달 뒤에 사정전에서 사관에게 명한 세조의 언급, 즉“나의 시비는 

만목(萬目)이 보는 것이니 숨길 수 없다. 사관이 마땅히 사실대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후로는 강무(講武)할 때에 사관 두 사람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라. 한 사람이 일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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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기록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승지들도 반드시 모두 기록하라. 우리나라에서 일

을 기록하는 글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나 다만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글을 만들되 

무딘 것은 반드시 염려할 것이 아니다”(『세조실록』권5, 세조 2년 8월 경신)라고 한 것과, 

이듬해 1월 신숙주와 이극감, 한계희, 강희맹, 성임, 김지경, 김수녕 등에게『국조보감』의 

편찬을 명한 것 등의 유시가 그것이다. 외형상으로 전자는 사관의 기록 행위를 철저하게 보

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사실의 

기록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된다.『국조보감』의 편찬 지시 역

시 즉위과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집권 이후의 정치가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

도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계유정난과 단종복위운동은 건국 이후 집권층을 이루었던 핵심정치의 이합집

산을 초래했다. 조선의 건국 이후 60여 년 만에 집권층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이

념과 사상의 차이에 따른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연출된 것이다. 

 

 단종복위운동과 이후의 영향

  계유정난 이후 성삼문은 언관으로 있었다. 언관은 유교이념의 수호자라고 자임하고 있었

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집권은 언관들의 탄핵 표적이 되어야 했지만, 그것이 용이한 일은 아

니었다. 어려운 시기에 언관의 직을 맡은 성삼문은 다른 사람들처럼 침묵만 지킬 수 없었

다. 

  좌사간이 된 직후 성삼문은 단종에

게, 공식석상에서 신하들을 정기적으로 

접견할 것을 청했다. 언관으로서의 첫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

한 말이었다.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어린 단종은 신하들

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삼문의 발언은 단종이 왕으

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하라고 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양대군의 집권

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어 성삼문은 환관 

엄자치(嚴自治)와 전균

(田畇)에게 과도한 직위

를 하사한 것을 취소하

라는 상소를 제기했다. 

엄자치와 전균은 환관이

었지만, 수양대군의 거사

에 필요한 궁중의 내밀

한 정보를 제공해 온 공

로로 공신에 임명되고 
노은단과 성삼문 유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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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영성군(靈城君)과 강천군(江川君)에 봉해졌는데, 이것이 나라의 관례에 어긋난다고 탄

핵을 제기했던 것이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공신 칭호를 삭제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언관직의 사

임을 요청했다. 이와 같이,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비판하면서 그런 일에 결코 가담할 수 없

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수양대군의 정변도 모두 왕명을 빙자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정면으로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어린 단종만 괴롭히는 것이 되기 때문

에 더 이상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 없었다. 

  성삼문은 집현전의 중추적인 학자였고, 사대부들의 인망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발언

은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즉위한 후 성삼문을 공신

에 봉했지만, 그는 이를 외면했다. 

  단종복위운동이 누설된 후 잡혀간 성삼문은 당당하게 모의 사실을 시인하면서 세조가 준 

녹(祿)은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모두 가져가라고 하였다. 모진 고문을 당하였으나 조금도 굴

하지 않으면서 세조의 불의를 꾸짖고, 신숙주에게도 세종과 문종의 당부를 배신한 불충을 

크게 꾸짖었다. 격노한 세조가 무사를 시켜 쇠를 달구어 다리를 태우고 팔을 잘라냈으나, 

그는 안색의 변화없이 당당하게 맞섰다. 그러면서도 사건에 연루되어 문초를 받고 있던 강

희안(姜希顔)을 변호해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그달 8일에 아버지 성승과 이개․하위지 

등과 함께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사(凌遲處死) 당하였다. 

  단종복위운동에 동조하였던 집현전 학사는 모두 12명이고(성삼문․박팽년․하위지․유성원․이
개․박중림․박기년․이보흠․허조․안완경․이현로․심신 등), 정난공신에 책봉되는 등 학사 출신으로 

가해자의 편에 선 인사는 6명(정인지․이계전․박중손․최항․권람 ; 이상 1등 공신, 신숙주 ; 2등 

공신) 정도이다. 비슷한 시기에 급제했고, 호학 군주 세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학문과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던 인사들이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 상대편이 되어 공격했다는 것은 주목된

다. 함께 유교 이념과 명분을 공부했고, 현실관과 시대의식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인사들이 권력을 향해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의문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동일 가문의 가까운 친척조차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려 대립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을 둘러 싼 각 개인의 정치성향과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하튼 단종복위운동의 주동자였던 사육신은 의리와 명분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수양대군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숙주 등과 같이 쿠데타의 주역인사들과는 다

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의리사상의 실천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고, 

유교 이념에 입각한 정치 운영과 정상적인 체제의 유지를 고수했던 입장에서, 이에 반하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 권력에 대항한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본인은 물론, 집안 인사, 이들과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였던 상당수의 인사들이 수양대군과 

그 우익세력에 의해 처형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반대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한 이후에 세워진 세조정권은 종친과 공신 우대정책으로 일관했

으며, 공신과 사돈관계를 맺는 등 공리적 패권적 편당성 정권 형태를 유지하였다. 즉 세조

대 통치형태의 특징은 훈척 중심으로 재위 기간 내내 3의정은 훈척이 임명될 뿐이었다. 따

라서 이들 자손에 의해 장악된 훈척 중심의 정치는 16세기 이후 사림정치가 나타날 때까지 

이어졌다. 

  한편 성종 15년 이후 정계에 등장하여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던 사림파는 김종

직, 정여창, 김굉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단종복위운동의 주동자 가문의 통혼

권과 사상의 계승성을 보면, 단종복위운동으로 그들의 실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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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절의파)의 정신과 사상은 성종 이후 중앙정계에 등장하기 시작

했던 사림파의 사상과 이념 형성 및 정치운영원리 제공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즉 이들의 사상과 정치이념은 정치사회적 제약, 역사적 하중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빛을 발

하지 못했지만, 점차 공감을 얻게 되었고, 그 결실이 사림파의 결집과 집권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하튼 계유정난과 세조의 즉위, 단종복위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치권의 급속한 재편이 이

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공신계는 훈구파로 굳어졌다. 세조 정권 당시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했던 세력들은 다음 시기를 기다리면서 정중동의 암중모색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절의 

정신과 의리사상의 실천성은 성종 즉위 이후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였던 사림파의 

사상과 정치운영 이념과 다를 바가 없었다. 훈구파 주도의 정국 운영에 조직적인 저항을 하

면서 사림파라는 세력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비록 연산군대 부패한 훈구파가 개혁

성향의 사림파에게 가한 정치보복성향의 사화로 인하여 성립기반이 무너졌지만, 단종복위운

동 이후 이어진 사상과 훈구파 주도의 정국운영에 대한 대응논리는 조선 중기 사림파 성립

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성삼문을 비롯한 절의파 사대부들의 의리정신이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성삼문의 의리정신의 실천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앞의 가계도에서 보듯이, 석용계가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면서 멸문의 화를 입었던 것

에 비해, 석연계는 가문을 보존할 수 있었다. 세조 이후 정국 운영과정에 깊숙하게 참여했

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유지했던 것이다. 세조의 즉위와 그 이후의 정국운영과정에서 석용

계가 명분과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지만 가문 내에 흐르는 

절의정신과 사상은 16세기 이후 사림계 인사들의 정치이념과 의리사상의 형성에 상당한 영

향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6세기 대표적인 사림파 인사였으며 정여창의 문인이었던 김

정국과 세창(世昌), 몽정 등이 깊이 교유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

다. 흔들리는 세조의 정통성 확립과 훈구파 대신들의 조직적인 사림파 제거 작업의 하나로 

야기된 갑자사화에 준(俊)과 중엄(重淹), 경온(景溫) 등이 연루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

리고 율곡과 함께 16세기 기호유학의 종장으로 활동하였던 혼(渾, 1535~1598) 및 성삼문

의 외손자 박증(세조 7년인 1461년에 아버지 임경(臨卿)과 어머니 창녕 성삼문의 딸 사이

의 장남으로 서울 종로구 대정동에서 출생)의 의리정신의 실천적 사례는 16세기 사림파 인

사들에게 끼친 사상계 및 정치적인 영향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봉래산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되어……

  성삼문은 임종 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고 전해진다.

북소리 목숨 빼앗길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바라보니 해도 저무네.

황천엔 객점 하나 없다 하거니

오늘 밤 뉘 집에 가 잠을 자리오.

  죽기 직전 하인이 바치는 술 한 잔을 들고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더 읊어, 세상이 어지

럽다고 하여도 지조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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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이 주거 가셔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

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이 만건곤(萬乾坤)할 제 독야청청

(獨也靑靑)하리라.

  성삼문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절개를 잃지 않았다.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데 인두가 식었으니 더 달

궈 오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또한 

세조가 고문을 할 때 나으리라고 불렀

으며, 이에 세조가 “네가 나의 녹(綠)

을 먹었거늘 어찌 나으리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나는 단종의 신하일뿐 그대의 신하가 될 

수 없다. 그대가 준 녹은 한톨도 먹지 않았으니 나의 집에가서 보라“고 대답하였다. 집에 

가서 보니 세조에게서 받은 곡식은 그대로 쌓여있었다고 한다. 

  숙종 17년(1691) 신원(伸寃)되고, 영조 34년(1758)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정조 15년

(1791) 단종충신어정배식록(端宗忠臣御定配食錄)에 올랐다. 장릉(莊陵:端宗의 능) 충신단(忠

臣壇)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매죽헌집』, 문집에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시호

는 충문(忠文)이다.

  성삼문의 유적으로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 성삼문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유허비 

앞면은 송시열이 비문을 지었고, 윤봉구(尹鳳九)가 뒷면에 그 유래를 적었다. 이곳에는 숙종 

2년(1676) 사액을 받은 녹운서원(綠雲書院)터가 있다. 현재는 사육신의 위패를 땅에 묻고 

사육신 노은단을 설단(設壇) 향사를 지내고 있다. 

   논산에는 백제의 계백장군과 조선의 사육신을 함께 모신 충곡서원이 있다. 숙종 6년

(1680) 창건되었으며, 경내에는 송시열이 비문을 지은 선생의 유허비가 있다. 연기군 금남

면 달전리에는 외손 박호가 홍성에서 봉사하던 중, 1903년 고종의 어명으로 후손 성주영이 

봉사손이 되어 건립한 문절사가 있다.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 친필로 문절사라 현판하였

다. 공주갑사에는 성삼문 등 사육신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456년(세조 2)에 마련된 제단

(숙모전)이 있다. 묘는 서울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있으나 그의 일지(一肢)를 묻었다는 묘가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에도 있다. 

(집필 : 김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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