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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통한 조선시대 정치제도 변화의 연구*
- 비변사 사례를 중심으로 -

1)2)

김태승**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차이론의 이론적 효용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차이론의 숙
성기 모델을 통해 숙성기 동안의 비변사 제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
과 다음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설
득과 같은 정책수단이 사용가능했다. 비변사의 정당성은 주로 실용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제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주로 장기적인 정책
순응에 국한되어 있었다. 특히 임시 군사기구라는 비변사의 제도 유형과 비변사
의 설립과 폐지를 반복하는 운영 방식은 긍정적 정책경험의 시차를 증가시켜 
정책순응 효과를 지연시켰고, 그로인해 성숙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부정적 
정책경험의 시차 또한 늘어남으로써 정책불응 또한 강화되기 어려워 비변사의 
제도적 안정성이 일정 수준 유지되었다. 한편 국왕은 정책결정시스템의 수정 및 
인사 조치, 그리고 관행화 전략을 통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성숙기의 성공적인 제도화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시차이론, 숙성기, 비변사, 제도변화, 제도화 메커니즘

Ⅰ. 서 론

하나의 사회과학이론이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인정받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 S1A5B5A020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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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그 명확한 답을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이론에 가해진 

많은 비판을 극복해나가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검증에서 

살아남은 일부 이론들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학문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유행을 

타는 많은 제품들처럼 이론에도 유통기한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 때 맹위를 떨치던 

이론도 어느 순간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아무리 성공적인 이론이라도 이러

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이론은 부분의 진리만을 담고 있어 

또 다른 이론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이론이라면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과 논리를 후대에 전하면서 새로운 이론과 연구의 자양분이 되어 그 

생명력을 보전하게 된다.

한국의 행정학계에는 아직까지 세계에 내보일만한 성공적인 정책이론이 존재하지

는 않는다. 다만 몇몇 이론들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그 이론적 결점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잊혀져가고 있다. 아마 시차이론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생각보

다 많은 이들이 시차이론의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시차이론의 검증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검증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차이론에 대한 비판들 가운데 

‘이론적 효용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시차이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독립변수로서의 시간변수의 성립가능성 문제”, “시차이론

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적 정합성 문제”, “숙성기 메커니즘의 부재”, 

“숙성기의 실패사례에 대한 설명 가능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론(異論)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런 비판들은 몇몇 연구들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고 생각한다.1)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시차이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적 태도에는 시차이론이 신제도주의 이론을 차용한 변형 

이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자리한다. 실제 시차이론이 강조하는 ‘사건의 순서’

나 ‘시차’ 는 신제도주의에 내포되어있는 시간 개념들이고, 시차이론의 이론적 설명의 

상당 부분에서 신제도주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두 이론의 이론적 발전방향과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관점과 이론적 토대가 유사하다는 이유

만으로 후발 이론의 효용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명칭에서 

1) 김태승(2013), 김태승·권혁신(2015), 김태승(2017) 등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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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시차이론은 정책시차와 같은 시간요인에 주목하여 정책성공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일차적으로 사회현상에 있어 

제도의 역할과 특성에 관심을 두는 이론들이다. 이처럼 두 이론은 시간현상과 제도현

상이라는 상이한 연구의 초점을 지니고 있어 기본적 성향의 차이를 보인다. 비유적으

로 볼 때 연구대상에 적용되는 연구렌즈인 이론들은 미세한 현상을 살펴볼지 아니면 

거시적 현상을 살펴볼지의 여부에 따라 현미경과 망원경과 같은 방법론적 도구의 

선택이 결정된다. 또 같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하는 연구들일지라도 연구의 목표

와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배율의 렌즈가 사용된다.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이나 

결정적 분기점과 같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제도변화의 맥락을 중시하기 때문

에 망원경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저배율의 현미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차

이론은 일반적으로 신제도주의보다는 작은 시관을 지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현상들

을 살펴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고배율의 현미경 렌즈가 요구된다. 결국 이론적 관점에

서 볼 때 상이한 두 연구렌즈를 통한 사례 연구는 연구의 초점과 관점, 시관(時觀)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각기 다른 효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시차이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몇몇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제도주의와 시차

이론이라는 두 연구렌즈를 동일한 연구대상에 적용하여 두 이론의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차이론이라는 연구렌즈, 보다 정확히는 숙성기 모델을 통해 조선시

대의 대표적 정치제도인 비변사의 제도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정책사례들 가운

데 굳이 비변사의 제도변화를 연구사례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보다 긴 시간적 호흡을 지닌 사례연구의 이점 때문이다. 비변사의 

존속기간은 350여년이고 숙성기만 해도 수십여 년에 달한다. 시차이론과 같은 시간이

론의 입장에서는 비변사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는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 시차이론의 사례연구들 중 이처럼 긴 시간적 범위를 지닌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지금까지 숙성기 모델을 통한 분석사례

는 신행정수도건설정책과 도로명주소사업 둘 뿐이어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비변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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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오랜 숙성기간을 갖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변사 연구는 새로운 

이론적 함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비변사 사례선정의 두 번째 이유로는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의 외연(外延) 확장”을 

들 수 있다. 외국의 사회과학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제도주의나 경제 관련 이론들을 

통해 2∼300년 이전의 사회현상을 살펴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2) 이와는 달리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들에서는 이 같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조선시

대와 같은 과거의 정치‧행정현상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과거 사실들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 학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심리적 장벽, 즉 “전근대적 동양의 유산은 사회과학을 통해 다루기에

는 부적합하다”는 편견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19세기 서양 문화 도입의 초기에 

형성된 ‘근대화=서구화’라는 도식이(손홍철, 2007: 200) ‘근대화=서구화=합리주의’

라는 인식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시 ‘우리의 과거=전근대성=비합리성’이라는 공식으

로 전환되어 우리의 과거 전통과 역사 연구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무관심을 초래했다

고 볼 수 있다(김태승, 2019). 이런 측면에서 시차이론을 통한 비변사 연구는 우리의 

전근대적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와 현대사회과학연구를 이어주는 학문적 가교(架橋)가 

되어 행정학 연구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고, 3장에서

는 조선시대의 정치시스템과 비변사의 숙성기 동안의 전반적인 제도화 특성들을 살펴

본다. 4장에서는 숙성기 모델을 통한 비변사 제도변화 분석을 시도하고, 마지막 5장에

서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보기로 한다. 

2) 이런 시도들은 주로 통시적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그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이 되는 과
거의 사회현상이 그와 유사한 현대 사회현상과 본질적 속성을 공유하는 경우, 즉 두 
시대적 현상들 사이에 공약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많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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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비변사 사례에 대한 시차이론 적용의 적실성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역사학자들의 노력처럼 비변

사의 제도변화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제도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비변사

의 제도변화가  전근대적 정치현상이지만 제도변화의 근본적 속성이 특정 시대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는 현대적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역사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기존의 비변사 연구가 그 양과 질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시차이론과 같은 시간적 특성에 초점을 둔 이론적 해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시차이론을 통한 비변사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이론 틀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의 ‘발견’이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자못 이론 틀의 해석적 힘 때문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잘못 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약적 해석으로 내달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박병련, 2007: 19).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조선 시대 제도변화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관계의 철학’으로 불린다. 그가 생각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존재

하지 않는 진공상태에서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고찰이 아니다. 존재는 현실에서 다양

한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 그러한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진우, 2017). 이 같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과거 

역사에 대한 사회과학이론의 적용 문제’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사회과학 이론은 그 이론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배제한다면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다. 사회과학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그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더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 것이 

사회과학이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이론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이론은 반드시 그 이론의 배경이 되는 세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및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특정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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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탄생한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론의 적용대상

이 되는 사회가 이론개발의 배경이 된 사회와 상이한 사회적 맥락을 지닌 경우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이론적 주장을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례로 최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은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했던 당시

의 사회와 현대사회 사이의 사회적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이론의 주요 개념의 수정 및 선택적 적용을 

통해 이론적 설명력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는 현대사회와 과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특성이 유사하기만 하다면 두 사회에 대한 특정 이론의 적용이 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달리 말해 두 사회의 근본적인 유사성 내지 주요 특성들 사이의 

유사성을 전제로 현대 사회과학이론의 주요 주장을 유지한 채, 차별적인 시대적 특성

을 고려한 이론적 수정을 가한다면 이론적용의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숙성기 모델3)

1) 시차이론과 숙성기

시차이론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변수(정책수단)가 시간변화에 따라 

각 시점마다 정책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해 상이한 정합성을 지니게 되면서 원인변

수와 결과변수(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변화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이 소기의 

성공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차에 따른 정합성과 인과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차로 인한 정책문제 발생 → 시차를 고려한 정책의 정합성 확보”

라는 단순한 문제해결 구조(response structure of tit for tat)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극-반응’의 단순한 설명구조로는 정책현상의 동태적 특성을 충분히 

3) 본 절의 1∼2항의 논의는 김태승(2013), 김태승·권혁신(2015)와 김태승(2017: 93-94)
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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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어려웠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차이론은 숙성기와 같은 ‘시간’ 

을 독립변수로 도입하게 되었다(김동환, 2007: 6).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단순한 설명

구조로는 정책성공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성공이라는 종속변

수에 대해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숙성기라는 시간변수가 도입된 것이다. 숙성기를 

통한 이론적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이 도입되면 그 즉시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에 유리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즉 숙성기를 고려한 정책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

져야 정책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은 주로 

학습효과를 통해 조성된다고 본다. 하지만 숙성기라는 독립변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숙성기가 어떻게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정책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즉 신제도주의가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경로의존성’과 ‘결정적 분기점’과 같은 메커니즘을 필요로 했던 것처

럼 시차이론에게도 숙성기의 인과적 메커니즘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이 바로 숙성기 모델이었다. 숙성기 모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숙성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과정 속에서 숙성기의 모습을 살펴보

기로 한다. 

‘<그림 2> 시차이론의 정책제도화 곡선’은 제도의 전이·확산을 설명하는 ‘전통적 

  내적 정합성

        ()        (..  ()         ()          ()정책 수단 ( )

정책 결(       ()             ()             ()           ()정책 효과 ( )

제도 내적 요소 

 외적 정합성

제도 내적 요소 

내적정합성

  외적 정합성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환경 맥락환경 맥락

인과관계(( )

 (시차 발생)

(시차 발생)

인과관계( )

출처: 김태승(2013), p.30.

<그림 1> 시차에 따른 정책의 정합성과 인과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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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곡선’(Lawrence et al. 2001; Clark, 1985)을 정책과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전통적 제도화 곡선의 “혁신→확산→정당화→제도의 안정→탈제도화”라는 과정을 

“정책문제의 인식→정책의제 형성→정책도입→숙성기→정책변동”이라는 정책과정

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숙성기는 정책도입 이후 정책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의 일부로 이후의 성공적 제도화에 영향을 미친다. 

2) 숙성기의 인과적 메커니즘

<그림 3>은 기존의 숙성기 모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먼저 숙성기 모델은 

정책 성공만을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다. 과일주를 잘 담그면 숙성이 일어나고 잘못 

담그면 부패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래의 숙성기 모델은 정책성공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설명할 수 있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숙성기 모델은 상황맥락 요인, 정책순응형성 요인, 경험시차 

제도의 안정화 기간

수

용

정

도

시 간

정책형성 과정 숙성기

정책문제 

인식

정책의제 

형성

정책 도입

정책변동

<그림 2> 시차이론의 정책 제도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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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정합성 확보 요인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학습효과 과정’ 안에서 정책순응에 

작용함으로써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고 본다.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를 담아내는 

‘학습효과 과정’ 속에서 연계되는 네 변인들의 인과적 영향관계는 숙성기의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 메커니즘을 각 변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변수는 상황맥락요인이다. “정성적 연구접근에서  ‘맥락’ 이란 단어는 

어떤 연구의 대상이 그 자체로서 외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 시간, 수많은 상호작용, 거대시스템(mega-system) 등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 따라서 상황맥락 요인이란 특정 제도와 그 상황

적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김태승, 2019). 본 연구에서는 상황맥락 

요인을 가장 기본적인 상수(常數)로 가정하여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상황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7%A5%EB%9D%BD

<그림 3> 숙성기의 인과적 메커니즘

학습효과 과정

②
(긍정적/부정적) 

경험시차

정책유형 
및

 집행수단

상황맥락 
①

(집행방식 및 조건의)

정합성 확보
③

숙성기

효과 발현정책순응

효과의 지연 

정책순응 및 

불응의 형성

정책순응형성 요인 
도덕적 설득
유인 / 보상
강압 / 처벌 

출처: ○○○(2017), p.104의 그림을 수정·보완함.

       는 학습효과의 진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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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변수인 정책순응형성 요인(①)은 상황맥락과 함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순응과 불응을 형성하는 영향요인이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순간, 즉 숙성

기가 시작되는 순간에 정부의 기존 정책성과 및 정치적 정당성, 자원동원능력, 강제력 

등에 대한 기대와 개인적 선호 및 이해관계로 인해 이미 일정 수준의 정책순응뿐만 

아니라 정책불응 또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순응을 강화시

키기 위해 (또는 불응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덕적 설득, 유인, 처벌이라는 정책수단들

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도덕적 설득’은  정책대상자들에게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 또는 개인 윤리 차원에서 올바른 것임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이다. 

‘도덕적 설득’은 정책대상자에게 비변사의 도입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적적 설득’의 문제는 제도의 정당성 문제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정당성은 전통적으로 ‘제도는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규범적 믿음

으로 정의되는데(Cottrell, 2009: 221; Hurd, 2007: 7. 최세경·현선해, 2011에서 

재인용), Suchman(1995)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 가치, 신념, 정의 등에 견주었

을 때 조직의 활동 [또는 제도의 영향]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며 상황과 어울린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정당성에 대한 접근방식은 학자에 따라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합하여 실용적 정당성, 도덕적 

정당성, 인지적 정당성이라는 분류를 제시한 Suchman(1995)의 정당성의 유형론을 

통해 ‘도덕적 설득’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유인’은 정책대상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정책순응을 획득하려는 조치이다. 이러한 ‘유인’은 세 번째 수단인 ‘처벌과 강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염재호, 1993: 115-116). 보상을 통해 정책대상자의 행위를 

정책순응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힘든 경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압과 처벌

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중요한 공익의 수호나 사회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경험시차 요인(②)은 정책경험과 관련된 요인이다. “정책의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

고, 그것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경험 및 해석구조에 의해 상이하게 착색되

어 나타나게 된다”(염재호. 1993). 정책도입 이후 정책대상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해석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통한 조선시대 정치제도 변화의 연구 ｜ 111 ｜

을 통한 정책선호의 형성은 즉각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적 과정이다. 쉽게 말해 정책도입이 초래하는 변화가 정책대상자들에게 곧바로 체감되

거나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인의 정책경험에서 소요되는 시간적 지연을 의미하는 경험시차(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로 인해 정책에 대한 긍정적 선호형성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학습효과를 통한 정책순응의 강화가 지연된다. 

경험시차의 길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요인은 정책 

고유의 체험적 속성이다. 정책경험은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정책은 그 종류에 따라 대중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 경험이 용이한 정책과 

간접적 경험으로 체감하는 정책으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들, 물가정책이나 입시교육정책, 버스

전용차로제와 같은 교통정책 등은 대부분 직접적 경험의 대상이 되는 정책들이다. 

반면에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이나 산림보호법 같은 경우는 정책경험이 상당히 느리거

나 체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정책대상자가 직접 경험하기 어려워 주로 

언론과 주변 여론, 때로는 전문가의 견해나 평가와 같은 간접적 경험통로를 통해 

정책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 정책경험은 직접적 정책경

험에 비해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것이다. 

정책 경험시차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영향요인으로는 정책집행수단을 

들 수 있다. 대개 정책집행에 법적 단속과 같은 강제적 집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시차는 보다 짧아질 확률이 높다. 반면에 도로명주소 전환사업과 같이 강제적 

집행수단의 사용이 힘들거나 정책시행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또는 정책관련

자들 사이의 공식적 협상과정이 요구되는 경우 정책대상자들이 정책변화를 경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결국 어떤 수단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가에 따라 경험시차의 길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 정합성 확보 요인(③)은 정책순응 및 불응의 정도와 학습효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해 정책순응 효과를 최대한 강화시키려는 정책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조치와 수단이 

강구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정책도입 당시와는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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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적 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단-효과’라는 인과관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비변사 숙성기의 시간적 범위의 설정

<표 1>은 반윤홍(2003)이 350여년에 걸친 비변사의 존속기간을 제도의 발전 정도

와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숙성기는 비변사 기구가 처음 도입된 직후부터 시작되

는 기간이므로 제1기 변사주획기, 제도 발전 정도로 보면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숙성기의 범위 설정을 좀 더 검토해보기로 한다. 

숙성기는 제도화 과정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제도화 과정과의 유사성 때문에, 

제도화의 관점에서 숙성기의 범위 설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화가 이루어졌

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저항이나 이견이 없는 수용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 제도화의 정도가 낮은 숙성기의 경우 제도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는 것이 

구분 시기 조직 발전 배경

제1기
변사주획기

1510-1591
중종5-선조24

16세기
(81년)

형성기 과도기
남북 변경(邊警) 빈발 시대

(경오·을묘왜변)

제2기 
군국기무총령기

1592-1698
선조25-숙종24

17세기
(106년)

정형기 활성기
전시·준전시산업복구 시대 
(임진왜란,병자호란,북벌)

제3기 
외교·재정장악기

1699-1800
숙종25-정조24

18세기
(101년)

확장기 흥성기
대외평화·교역 시대

(사회변동·산업·교역발전)

제4기 
내정전횡기

1801-1865
순조1-고종2

19세기
(64년)

파행기 퇴영기
정치사회 파행·정체 시대

(세도정치·민란발발)

출처: 반윤홍(2003), p.33.

<표 1> 비변사의 시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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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비변사에 대한 정책저항, 즉 비변사 폐지 주장들을 

살펴본다면 비변사의 숙성기간을 대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비변사에 대한 폐지 주장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난

다는 점이다. 심지어 활성기의 후반인 숙종대에도 비변사 폐지론이 등장한다. 보수적

으로 판단해 숙종대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160여년이 된다. 이 기간 모두를 숙성기

로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도 비변사 폐지론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 범위를 좀 더 줄일 

수 있다. “비변사 폐지론은 초기 강경 폐지론과 중기 온건 개폐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볼 때 전자는 권설아문5)이 상설화되는 과정에서 체통론의 갈등으로 나타

난 것이었고 후자는 비변사의 기능을 분산·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많은 것이었다”(반윤

홍, 2003: 63).6) 즉 임진왜란 이전의 비변사 폐지론은 좀 더 근본적인 제도적 갈등에

서 나타난 강력한 저항이었다면, 임진왜란 이후의 폐지론은 대개 정치적 견제로서의 

제도개정을 겨냥한 것이므로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의 제도적 안정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임진왜란으로 인해 비변사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기간을 제도 정착이 불완전한 숙성기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강력한 정책저항이 일어났던 ‘중종대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기간’인 80여년을 비변사의 숙성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서 

비변사에 대한 강한 저항이 없었던 ‘임진왜란 이전의 선조 재임기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숙성기는 비변사가 최초 임시기구로 도입된 중종 5년(1510)부터 정식기구

로 격상된 명종대까지 대략 57년의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권설아문(權設衙門)에서 아문은 관아의 의미로 정부기구를 뜻하고 권설이란 법적 근거 
없이 국왕의 정치적 권한으로 설치함을 의미한다. 권설아문은 중요한 정책문제를 처리
해야 하는 상황적 요구에 따라 국왕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권력 행사를 통해 설치
한 임시 정부기구를 의미한다.

6) 비변사에 대한 정책저항을 보여주는 비변사 혁파론은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준다. 먼저 
임진왜란 이전에는 의정부서사제로의 복귀론이 주를 이루었다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
변사의 개정을 요구하는 변통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철
(2001: 222-22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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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의 정치시스템과 비변사의 제도화 과정

 

2장에서 언급했듯이 ‘시차이론을 통한 비변사 제도변화 연구’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 개발 시점의 환경맥락(현대 사회)과 연구사례의 사회적 

환경맥락(조선시대) 사이의 기본적 유사성이 존재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의 근거로 정치제도적 환경의 유사성을 상정하고 있다. 물론 비변사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정치제도적 환경은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 현대 한국의 정치제도적 환경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사상에 근거한 정치 결사의 존재, 정치행위자

의 자율성에 근거한 정치적 이합집산,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 및 관료제의 구비와 

같은 근대적 특성들이 조선시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무력이 아닌 

정치적 타협과 경쟁을 통한 권력획득 및 갈등해결이라는 현대 정치의 특성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비변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상당 부분이 이 같은 정치시스템과 정책결정구조와 

연관되어 있어 비변사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시대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 조선 시대의 권력구조와 정책결정구조 

1) 조선 왕조의 권력구조7)

<그림 4>는 조선후기 철학자 이중환이 자신의 저서 『택리지』에서 조선의 정치시

스템을 권력의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정치체제는 <그림 4>에서 사선이 그어져 있는 “국왕/의정부·육조/

삼사(홍문관·사헌부· 사간원)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견제”로 표방되는 체제로 조선 

중기까지 이러한 권력구조가 유지되었다. 

7) 본 항의 설명은 이성무(2000)에 기반하고 있다.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통한 조선시대 정치제도 변화의 연구 ｜ 115 ｜

군 주

이조전랑

대 간

 삼공육경  

출처: 이성무(2000), p.43의 그림을 일부 수정함

<그림 4> 조선의 권력균형 모델

삼정승은  모든 정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며, 6조의 책임자인 판서들이 정승

들에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정책결정을 요청하면 정승들은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뒤 국왕에게 보고한다. 관료들의 규율을 감독하고 언론의 역할을 하는 

삼사의 대간들은 국왕과 정승·판서와 같은 고위 대신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과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료들의 잘못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견제

의 관점에서 볼 때 국왕은 관원의 인사권을 삼정승에게 주지 않고 오직 이조(吏曹)에 

귀속시켰고, 또 이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을 염려해 강력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

는 삼사 관원(대간)의 인사권만큼은 이조판서가 아닌 품계에 있어 중간관리에 불과한 

이조전랑(銓郞)에게 맡겼다.8) 이조전랑은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간에게 영향을 미쳐 

탄핵에 간여할 수 있었다. 대간은 삼공육경(삼정승·육판서)에 대한 탄핵은 물론 국왕

의 잘못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간쟁할 수 있었는데, 명예와 절개를 중시하는 유교정치

문화로 인해 대간의 탄핵을 받은 대신은 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또 대간은 서경권

(署經權)9)을 통해 국왕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었다.

8) 이조전랑은 소장파의 주장(主將)이었는데 당시 소장파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층으로 자
리한 판서 및 고위 관료들에 대해 견제의 입장을 취했기에 이조전랑의 권한강화가 이
조의 권력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9) 서경권은 5품에서 9품까지의 중하급관리를 임용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공표할 때 그 
문서에 대간의 서명을 받는 제도였다. 대간의 서명이 없으면 임명장과 법안이 효력을 
지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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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낭관권10)을 대변하는 이조전랑 직(職)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했기에 이에 

대한 고위 대신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조전랑은 삼사 관원 중에서 명망과 

덕이 높은 사람을 엄선하여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천권(自薦權)을 지니고 

있었다. 이조전랑은 삼사의 젊은 언관들의 인사(人事)를 장악하여 언관을 보호하였고, 

언관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낭관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 사림정치기의 낭관권 형성

은 기존의 “국왕-대간-삼공육경”으로 대변되는 조선 전기의 기본적인 권력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최이돈, 1994: 251- 264) 새로운 권력 균형을 만들어냈다. 

다음으로 대신(大臣)은 기본적으로 삼사의 대간(臺諫)직을 역임하고 삼사의 수장인 

대사헌이나 대사간을 거쳐 정승이 되었기에 대간의 역할과 성향을 잘 알고 있었으며, 

대간과 국왕의 충돌 시에는 중재역을 수행했고, 때로는 대간들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했다. 

송찬식(1978)은 이조전랑과 삼사 간의 공조를 통해 운영되는 정치운영방식을 사림

정치구조로 명명하면서, 중종대 조광조 일파가 훈구세력에 대한 공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삼각뿔 형태의 정치구조가 정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송웅섭, 2017: 3). 이러한 권력구조가 확실하게 정착한 것은 주로 선조대 

이후로 평가되고 있어 비변사의 숙성기 중 중종대와 명종대는 국왕-대신-대간의 삼각 

권력구조에 에 낭관권이 새로이 형성되는 국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선의 정책결정구조와 비변사 운용의 문제점 

조선의 정책결정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왕-삼공육경-삼사의 삼자간 관

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구조는 통치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조선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시스템은 삼정승 중심의 국정운영체제인 의정부서사제였

다. 의정부서사제 하에서는 인사·군사·형벌에 관련된 사안은 각 조(曺)에서 주관하여 

10) 낭관(종5품과 정6품의 당하관)들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의 실무자로 원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사림세력의 성장으로 해당부서의 일을 당상관(정3품 이상의 
문반과 절충장군 이상의 무반)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낭관권(郞官權)을 획득
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 비중이 큰 의정부와 육조의 낭관들에 국한된 일이었다(최이
돈, 1994: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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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나머지 사안은 각 조에서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의논된 결과

를 가지고 삼정승이 왕에게 알려 허락을 얻은 뒤, 다시 내려 받아 6조가 시행하였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국왕의 위상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종대에는 왕권강화를 목표로 의정부의 정무를 6조로 이관하

여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육조직계제가 도입되었다. 이 체제에서는 의정부 

대신들이 국정에 대한 자문역으로 그 위상이 약화되었고, 왕이 직접 서정(庶政, 여러 

방면에 걸친 정사)까지 친결하는 방식이 주로 채택되었다(정홍준, 1994: 25-26). 세종

대를 제외하고 줄곧 육조직계제가 유지되다가 중종 11년에 의정부서사제가 다시 도입

되었다. 당시 중종반정의 주역으로 의정부에 포진해 있던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정부서사제의 도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의정부 중심의 정책결정구조는 비변사가 설치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삼사의 

경우 국왕과 의정부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국정에 참여했는데, 

이 같은 정책결정구조는 삼사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과 참여자들의 견해를 정책결정과

정에 반영하는 “폭 넓은 의견수렴”이라는 공론(公論)정치에 어울리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비변사의 경우 비록 초기에는 군사문제에 국한되었지만 군사전문가인 지변사

재상(知邊司宰相)과 정승들, 그리고 육조의 일부 수장들만이 별도로 모여 정책을 논의

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비변사의 업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 유지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했기에 기존과는 다른 정책결정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는 삼사의 대간들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 따라서 비변사의 

확대는 삼사를 중심으로 세력화된 사림파에게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많은 정책저항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비변사 숙성기의 제도화 과정 - 역사적 전개와 폐지논의

1) 역사적 전개

성종(成宗)대 이래로 변경의 불온한 움직임이 잦아지면서 변사(변경의 분쟁)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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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그러던 중 중종 5년 

삼포왜변으로 인해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치폐를 거듭하게 된다. 중종 12년

(1517) 북방 야인들이 월경하여 거주하자, 조정은 그 대책으로 기존의 축성사(築城

司)11)를 비변사로 개칭하고 삼정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편제를 갖췄다. 중종 15년

(1520) 4월 다시 야인들이 폐사군(廢四郡) 지역에 들어와 영주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변사를 복설하였다. 중종 17년(1522) 6월 다시 북방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왜선 12척이 전라도 신달량에 침입하였지만 당시 변사를 책임

지는 병조와 의정부가 불협화음을 보이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비변사를 확장하여 

장기간 존속시킬 필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변사재상은 비변사제조로 흡수되고, 대

신들로 하여금 비변사제조를 겸임케 해야 한다는 중종의 의지에 따라 원임대신(전임 

대신) 정광필을 비변사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비변사가 군사문제에 한해서는 대신

이 포진되어 있는 의정부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병조가 비변사에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비변사는 병조를 제치고 변방에 관계된 사항을 독점

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정홍준, 1994).

중종 23년 이후에는 변방의 소요가 진정되면서 비변사의 활동은 중종 36년까지 

중지되었다가 중종 36년(1541) 6월에 제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변란을 일으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변사가 복설되었다. 또 중종 36년 12월에는 북방 야인이 국경을 

넘어와 거주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이 사안을 비변사에서 처리했다. 

명종대에도 변경의 군사적 위기는 계속되었다. 명종 7년 5월에는 왜변이 발생했고, 

동년 7월에는 함경도 야인의 반란이, 명종 8년 5월과 7월에는 두 차례의 왜구 침입이 

발생하는 등 변사가 지속되었고, 명종 10년 5월에는 을묘왜변이 발생했다. 이 같은 

연이은 안보불안으로 인해 비변사가 정식 관제화 되었다. 이후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비변사가 주무관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선조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대외

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비변사체제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운용 관행이 축적되면서 

비변사는 이후 조선후기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치적 통치제도로 성장했다.

11) 외침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행성(行城 : 출정한 군대의 주둔지 일대
에 구축한 성)을 쌓거나 기존의 성을 정비하는 책임을 맡은 임시기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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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변사 숙성기 동안의 제도화 과정 – 정책불응으로서의 

비변사 폐지론

비변사 폐지론은 비변사에 대한 정책불응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

다.12) 이를 통해 숙성기의 제도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종대 비변사 폐지론의 핵심적인 논거는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관료기구에 충실하

자는 원칙론(육조의 회복과 삼정승의 위상 회복)과 무신 득세에 따른 문신 중심의 

정치구조의 약화, 그리고 비변사로의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였다(이재철, 2001; 반윤

홍, 2003). 구체적으로 설관분직(說官分職)13)에 어긋난 침관(侵官)의 폐단, 비변사 

운영의 부실, 비변사 논의구조의 문제점(책임소재의 불명확), (비변사에서의 외척, 공

신 등의 득세에 따른) 의정부 중심의 정책논의의 약화 등이 비변사 폐지의 구실로 

제기되었다(이재철, 2003). 이러한 비변사 폐지 건의에 대해 중종은 계속 반대하면서 

비변사의 존치를 지시했고, 사림파 제거를 위해 기묘사화를 주도했던 남곤, 심정 등의 

대신들도 비변사 폐지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비변사의 존치 운용이 

왕권강화 내지 재조 집권층의 권한 증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반윤홍, 

2003: 18- 19).

마지막으로 명종대의 비변사 폐지론을 살펴보면 사림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변사가 정식기구로 법제화 되었기에 비변사에 대한 폐지론도 보다 활발히 개진되었

어야 했다. 하지만 명종대는 권신들의 탄압으로 대간기능이 제약 받던 시기였다. 중종

의 뒤를 이은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급서함에 따라 어린 명종이 즉위하였다. 이를 

기화로 모후인 문정왕후와 동생 윤원형이 전횡을 일삼으며 사림파에 대한 가혹한 

12) 비변사가 처음 도입된 중종대부터 명종대까지 실록에 나오는 주요 비변사 폐지 건의
는 총 10회이다. ① 중종 17년 7월 27일-홍문관 부제학 서후의 비변사 혁폐 상소, ② 
중종 17년 8월 8일-정광필, 심정 등의 비변사 폐지건의, ③ 중종 21년 6월 2일-대간
의 비변사 혁파 건의, ④ 중종 21년 6월 20일-대사간 남세준의 상소, ⑤ 중종 21년 
11월 14일-시강관 임권의 간언, ⑥ 중종 23년 4월 9일-홍언필 및 사헌부 전원 비변사 
혁파 건의, ⑦ 중종 23년 4월 10일-사헌부 전원 비변사 혁파 건의, ⑧ 중종 23년 5월 
6일-홍언필, 황헌의 비변사 혁파 건의, ⑨ 중종 23년 5월 16일-황윤준 비변사 혁파 건
의, ⑩ 명종 9년 2월 8일-사간원의 비변사 혁파 주청 

13) 설관분직이란 조선시대의 “정부조직운영원리”로 경국대전에 규정된 각사(各司)의 직
무 분장에 따라 맡은 사무를 처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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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숙청을 단행했다. 그 결과 사림의 대간기능이 약화되어 비변사에 대한 대간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정치적 혼란과는 별도로 이런 상황은 비변사의 

제도적 정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비변사의 전반적인 제도화 양상

비변사의 제도변화 양상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비변사의 역사

적 전개와 폐지론 논의 과정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림 5>와 같은 제도화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화 곡선은 반윤홍(2003: 32-37)의 시기구분과 함께 

검토할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반윤홍은 비변사를 변사주획기, 군국기무총령기, 

외교재정장악기, 내정전횡기의 4기로 구분하는데14) 이들 시기는 각기 제도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과도기, 활성기, 흥성기, 퇴영기로 규정된다. 이들을 ‘<그림2>시차이론의 

제도화 곡선’에 대입하면 과도기는 숙성기에, 활성기와 흥성기는 숙성기를 뺀 나머지 

‘제도의 안정화 기간’에, 퇴영기는 정책 안정화 기간 이후의 정책변동기에 해당한다.

<그림 2>와는 달리 ‘<그림 5> 비변사의 제도화 곡선’은 정책형성과정이 거의 생략된 

채 매우 빠르게 제도가 도입되었고, 처음부터 상당한 수용정도를 보여준다. 이는 긴급

한 군사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왕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비변사가 도입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상황적 절박성으로 인해 비변사 도입 

초기 조정 내 관료들의 정책수용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숙성기 

동안, 임시기구였던 비변사는 치폐를 거듭했고 명종대에는 정식관아가 되었지만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상당히 강력한 정책저항을 맞이하게 된다. 비변사는 국왕-삼공육

경-대간 중심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구조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적 특성을 지녔고, 

특히 정책결정구조에 있어 삼사 대간의 참여가 배제되기 쉬워 숙성기 내내 지속적인 

14) 1기 변사주획기(중종5-선조24, 1510∼1591)는 비변사가 변사(邊事)대책기구로서 형
성되는 시기이고, 2기 군국기무총령기(선조25-숙종24, 1592∼1698)는 비변사가 병조를 
대신하여 중대한 국정 업무까지 수행한 시기이며, 3기 외교재정장악기(숙종25-정조24, 
1699∼1800)는 비변사가 국방, 외교, 내치 모두를 다루는 제도로 부상한 시기이다. 4
기 내정전횡기(순조1-고종2, 1801∼1865)는 비변사가 세도정치와 관련해 왜곡되어 운
영되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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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저항에 직면했다. 이후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상황으로 인해 비변사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병조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제도적 안정성

을 보여주지만 비변사에 대한 사림의 정치적 견제로 인해 정책불응은 계속되었다. 

결국 숙종대 이후에야 비변사가 상위제도인 의정부서사제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확고

한 국가통치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이후 정책저항도 완전히 사라져 제도화가 

완성되지만 붕당정치와 세도정치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일부 제도개정의 부작

용으로 인해 퇴영기에 접어들은 뒤 고종대에 들어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

  

Ⅳ. 숙성기 모델을 통한 비변사 제도변화 분석

1. 정책순응 형성 요인을 통한 비변사의 제도변화 검토

국가나 정부가 쟁책대상자들 사이에서의 정책순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시  간

<그림 5> 비변사의 제도화 곡선

수
용

정
도

활성기

 퇴영기흥성기

과도기

1746년(영조22) 속대전에 

정식 관부로 등재됨

숙성기

정책 불응 (Ⅰ)

정책 불응 (Ⅱ)

임진왜란 발발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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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강제력이고 다른 하나는 

설득이나 유도(inducement)다. 유도가 가치 제공의 약속에 따른 영향력의 행사라고 

한다면, 강압(constraint)은 가치 박탈의 위험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이다(Lasswell 

& Kaplan, 1952: 200. 신복룡, 2011: 649에서 재인용).

먼저 유도의 측면에서 볼 때 비변사의 존속에 찬성하는 국왕과 훈구 대신들은 대간

들의 정책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보상이나 유인책을 지니지 못했다. 

사림의 정책폐지론을 살펴보면 주로 병조의 기능 정상화와 의정부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였다. 한 마디로 성리학적 정치체제의 구현이라는 원론적이고도 이념적인 저항이

었기에 사림세력에게 있어 갑작스런 정책적 입장 변화는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었다.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국왕이 지불할 만한 유인과 

보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강압과 처벌이라는 정책수단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정통성을 지닌 정부조직이나 정책수단만으로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변통(變通, 형편과 경우에 따른 일 처리)이라는 방식을 통해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문제들을 처리했는데 비변사의 설치는 바로 이런 변통에 의한 조치였다”(김

태승, 2019). 반면 비변사를 반대한 대간들의 핵심적 논거는 무신을 배제한 문치질서

의 회복이었다. 이 같은 의정부 중심의 정책시스템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대간들의 

주장은 정통이었고 비변사는 변통이었기에 이러한 정책갈등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결국 국왕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순응 형성의 유일한 수단은 

‘도덕적 설득’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절에서는 Suchman(1995)의 실용적 정당성, 도덕적 정당성, 

인지적 정당성이라는 유형론을 통해 ‘도덕적 설득’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15) 

15) 숙성기에 대한 기존의 선행 사례연구에서는 ①도덕적 설득, ②유인 및 보상, ③강압 
및 처벌이라는 세가지 정책순응 확보 수단들을 ‘규범적 정책순응확보’와 ‘조건적 정책
순응확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정책순응 확보
수단들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 설명 역시 간결하고 명확할 수 있다. 하지만 비
변사 사례의 경우 정책순응의 세 가지 형성요인 가운데 “도덕적 설득”만이 유일하게 
작용했던 형성요인이기에 “도덕적 설득”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 사례연구와는 달리 비변사의 도입과 존속의 정당성 수용
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적 설득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조직 정당
성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3가지로 정리한 Suchman의 유형론을 통해 비변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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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적 정당성을 통한 설득16)

Suchman(1995)이 제시하는 실용적 정당성은 조직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특정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때 발생한다. 문제는 비변사의 경우 실용적 정당

성이 국왕과 대신들에게만 명확하게 인식된다는 점이다. 계서제적 질서를 중시하는 

업무시스템을 지닌 의정부서사제는 견제와 균형,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같은 정적인 

특성이 강해 정책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문치주의의 색채가 강해지면

서 의정부서사제의 효율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정부서사제는 신속

한 위기대응이 요구되는 군국(軍國)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다. 

반면 비변사 운영은 군사전문가인 지변사자(知邊事者)와 원임대신(전임)과 시임대

신(현임)이 유사당상(有司堂上)17)과 함께 참여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책논의구조

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해조(該曹, 해당 업무와 관련된 조)를 담당하는 대신들

이 비변사에 제조(提調)18)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을 빠르게 연계시켜 신속

한 위기 대응이 가능했다(정홍준, 1994: 25-26. 김태승, 2019에서 재인용). 이 같은 

비변사의 능률성에 기반을 둔 실용적 정당성은 대간의 견제를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

는 국왕과 부족한 전문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림 세력을 견제하려는 훈구 대신

들의 이익에는 부합했지만 정책에 저항하는 대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대간들에게는 능률성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제도 존속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었

기 때문이다.

순응확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Suchman(1995)의 연구내용들은 최세경·현선해 (2011)에 
의해 잘 요약·정리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활용하기로 한다. 

16) 실용적 정당성은 교환적 정당성, 영향적 정당성, 성향적 정당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내용만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7) 실무를 책임지는 당상관으로 상임직·겸직 관리였다.
18) 제조(提調)는 조선시대에 조달·영선·제작·창고·접대·어학·의학·천문·지리·음악 등의 

기술이나 잡직 계통의 관청(‘-사(司)’ 또는 ‘-청(廰)’)의 일을 담당한 중앙의 고위 관직
으로 겸임직이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89).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
치한 기구에도 제조와 그 상위에 정1품 도제조(都提調)를 두었다(『관직명사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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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정당성을 통한 설득

인지적 정당성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나 사회 규범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지됨으로써 형성되는 정당성이다(Suchman, 1995; 

Deephouse, 1996; Jepperson, 1991. 최세경·현선해, 2011에서 재인용). 조선시대 

관료들이나 사대부들에게 특정 정책이나 제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지되는 

인지적 정당성은 ‘선례에 따른 정당성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적 

관행이나 선례가 법률 못지않게 강력한 정책결정의 기준이었기에 “조선조 내내 선왕

의 법이니 조종(朝宗)의 성헌(成憲)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위정자들이] 행위의 정당

성을 얻고자 했다”(유미림, 2002: 59). 물론 선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종되었던 

것은 아니다. 중종은 불교식 제사인 기신재(忌晨齋)에 대한 폐지 요구나 소격서 혁파 

요구, 그리고 위훈삭제요구에 대해서도 전통과 전례에 없었다는 이유로 가납하지 않았

지만 결국에는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김태승, 2019). 이처럼 선례나 관례

가 항상 존중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중요한 

정책판단의 지침으로 작용했다”(박창진, 1997: 91-92; 이병갑, 1988: 21-22).

비변사의 인지적 정당성의 구체적 근거로 지변사자(知邊事者)의 정책참여나 방어청

(防禦廳)과 같은 임시기구 활용의 선례를 들 수 있다. “세종-세조대 이래로 변경의 

문제를 잘 아는 군사전문가인 지변사자를 변사대책회의에 참여시켰는데, 이러한 선례

가 모태가 되어 중종 5년 경오왜란 당시에 방어청이 권설(權設)되었고, 중종 12년

(1517년)에 축성사가 설치되었다”(홍혁기, 1983). 이 같은 임시기구 설치의 선례들은 

비변사 폐지론에 대한 중종의 방어논리로 사용되었다. 명종 또한 비변사 폐지를 간하

는 사간원의 계사(啓辭)에 대해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지변사재상이 양계(평안,함경

도)를 전담하여 검찰하였다. 지금의 비변사도 그러한 뜻이다”라며 과거 선례를 통해 

비변사 폐지론을 묵살하였다(홍혁기, 1983). 결론적으로 선례에서 비롯한 인지적 정

당성은 폐지론에 비해 부족했던 비변사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끝내 대간들

의 정책저항을 잠재울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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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적 정당성에 의한 설득

도덕적 정당성은 조직이 사회 전반적인 규범에 일치할 때 형성되는데, 결과적 정당

성, 과정적 정당성, 구조적 정당성, 대인적 정당성이라는 네 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Aldrich & Fiol, 1994. 최세경·현선해. 2011: 1034-1035에서 재인용).

첫째, 조직이 산출한 결과에 대해 부여되는 ‘결과적 정당성’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이 비변사가 보다 능률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위기극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대간들에게는 결과적 정당성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더 

큰 의미를 지니기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직이 산출물

을 가공하는 과정에 대한 ‘과정적 정당성’의 경우 비변사는 취약했다. 비변사 정책결정

구조는 대간들의 참여가 최소화되어 공론정치라는 이상적 정치질서에 반하였고 더 

나아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지속

적인 정책저항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의 산출 과정이 조직 내부에 구조

화되고 범주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정당성’ 또한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비변사가 정식기구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에는 막연히 생각하던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

났다. 비변사의 운용이 설관분직(設官分職)이라는 정부조직운영원리를 훼손시켰던 것

이다. 대간들은 물론 대신들에게서도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하는 ‘육조-의정부-국왕’이라는 정책추진체계는 원래 예상과는 달리 의정부와 병조를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정승들은 백관을 통솔하는 정부의 최고지

도자였지만 비변사 체제에서는 내부 합의를 도출하는 책임자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또 병조 역시 이전에는 변사대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였지만 비변사에 

전·현직 정승들과 육조의 당상들이 참여하면서 비변사의 권위와 영향력이 병조를 

능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병조가 비변사에 대책을 문의하는 의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신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실례로 명종 10년에 비변사가 상설화된 

이후 비변사에서 논의되는 사안의 일부가 의정부의 정승들이 모르게 처리되자, 이듬해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기 등은 군정 관련 사안 모두를 병조에서 관장

할 것을 주장하며 자신들을 (비변사)도제조19)로 부르지 말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 

19) 조선 시대에, 승문원, 봉상시, 사역원, 훈련도감 따위의 으뜸 벼슬. 정승이 겸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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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 존속을 지지하던 대신들에게서 정책불응이 나타났던 것이다. 정재훈(2014: 

33- 34)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대신들이 무반이 참여하는 비변사의 도제조(都提調)

로서 군사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병조를 거쳐 의정에게 논의케 하는 문반 정치구조가 

주는 이점을 깨달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넷째, 조직의 리더에 대한 평가로 형성되는 대인적 정당성 역시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사림파는 기본적으로 훈구 대신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세조대 

이후 정치경제적 특권을 과점하는 배타적인 특권집단으로 자리 잡은 훈구파는(강정

인·장원윤, 2014: 8) 조선을 도덕적 기반 위에서 서있는 완벽한 성리학적 국가로 

만들려는 사림파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할 구악(舊惡)이었다. 특히 무오사화와 기묘

사화에서 국왕과 손잡고 사림을 탄압했던 훈구대신이나 권신들이 비변사를 주도했기

에 그 대인적 정당성은 높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변사의 경우 세 가지 정책수단 중 ‘유인·보상’과 ‘강압·

처벌’이라는 직접적인 정책순응 효과를 지닌 수단들을 사용할 수 없었고, 비변사의 

정당성 역시 높지 않아 도덕적 설득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효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의 학습효과는 “학습자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함에 의해 

학습효과를 강화시키는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학습자가 싫어하

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강화시키는 부정적(negative) 강화”를 통해 이루

어지는데(김태승, 2017: 106) 비변사의 숙성기 동안에는 의도적인 조작적 정책수단을 

사용해 정책순응을 강화시키기 힘들었기에 학습효과의 긍정적 강화나 부정적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성기 동안 비변사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안보위기 상황이 비변사의 실용적 정당성과 인지적 정당성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순응의 문제점은 학습

효과 과정에서의 비변사 제도화를 방해하여 숙성기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나 정승을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으나, 실무를 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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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시차와 비변사 숙성기의 제도변화

1) 정책유형에 따른 체험가능성의 문제와 경험시차

일반적으로 전시대책기구의 경우 그 효과의 체험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군사

적 대처의 결과는 가시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그러한 제도의 효과 체험도 

빠르고 폭넓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확한 정책평가 시스템이 

부재했기에 실제 변사대처에 있어 비변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

기란 쉽지 않았고, 그 결과 정책체험의 강도나 확신이 생각보다 약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원론적으로 비변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간접적 체험이 주를 이루었던 대다수 

관료들보다는 직접 참여했던 소수 고위관료들과 국왕에게 있어 비변사의 긍정적 효과

의 체험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왕에게도 이러한 긍정적 

정책체험의 인식은 상당히 늦게 나타났다. 실제로 비변사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난 

1522년(중종 17)까지만 해도 중종은 분란이 심하다는 이유로 비변사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왜의 침략이 심상치 않게 계속되자 국왕 면전에서 회의를 허락

하는 등 비변사의 기능을 인정하게 되었다(이재철, 2001: 26). 이처럼 국왕조차 비변

사의 긍정적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기까지 12년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군사 지식의 

부족으로 변사대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승들은 비변사의 긍정적 효과를 더 빨리 

체험했을 수도 있지만 대간을 포함한 다수의 신료들은 긍정적 정책경험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강도 역시 상당히 약했을 것이다. 

긍정적 정책체험의 지연에는 적절한 정책평가제도의 부재 외에도 임시기구라는 

제도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비변사는 중종 5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가 2년 뒤에 

폐지되었고, 중종 12년, 15년, 17년, 23년에 각각 복설되었다. 중종 36년에 다시 

복설된 이후 꾸준히 존속하다가 명종 10년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처럼 안보위

기에 따른 잦은 치폐의 반복은 직접적 정책경험을 지연시켜 제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치폐의 반복은 간접적 정책경험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쳐 

정책불응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간접적 정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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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형성에는 여론이나 친한 주변인의 평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비변사의 잦은 

제도적 치폐와 활동 중지는 간접적 정책경험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공명효과의 형성을 저해해 다수의 사림파 관료들 사이에서 폭 넓은 정책불응의 발생을 

어렵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사상적 측면에서의 정책저항이 아닌 부정적 정책경험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명종대에 들어서이다. 명종 9년 2월에 다음과 같은 대간의 강력한 폐지주장이 

제기되었다. “비변사의 당상은 무신이 많아 공적(功績)을 위한 일거리를 좋아하여 

병단(兵端, 전쟁 발발의 단서)을 자극하고 있으니 비변사 혁파가 변경의 안정을 가져

올 것이다. 중종 말년 처음 비변사를 설치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후일의 폐단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반윤홍, 2003:46). 문치를 위협하는 무신들의 득세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아닌 실제 무신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 변경에서 적들을 도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무신 득세에 따른 부작용이 명종대에 드러나면서 확실히 

체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이 같은 부정적 정책경험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간의 비판에 대해 사관(史官)은 “이러한 문제

의 원인이 비변사라는 제도가 아닌 주병(主兵, 병권의 통솔)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2월 8일 기묘 2번째 기사). 비록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대개 강한 비판적 성향을 지닌 소장파 사관의 논평에서 비변사에 

대한 부정적 정책경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종대에 이미 긍정적 정책경험

에 의해 강화된 정책순응이 학습효과과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었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변사의 체험적 속성은 정책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고, 임시 군사대책기구라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잦은 폐지와 복설이 반복되어 정책

체험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경험시차 또한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특성은 비변사의 정책순응이나 불응의 효과가 학습효과 과정을 통해 

증폭되는 것을 저해하며 숙성기를 연장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집행수단과 경험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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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적 단속과 처벌이라는 강제적 집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시차는 

보다 짧아질 것이다. 반면에 정책홍보, 행정계도 등의 비강제적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변화를 경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비변사의 경우 제도이

기에 정책집행수단 대신에 제도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숙성기 동안 비변사는 대개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설치되고 위기가 해소되면 

폐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물론 설치한 뒤 수년간 존속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갑작스런 변사 발생 시에 즉각적 대응을 위해 유지한 것으로 변사가 없을 때에는 

비변사가 별다른 역할 없이 유야무야 존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20) 이처럼 비변사의 

한시적인 운용과 평화시의 잠정적 운용 정지라는 방식은 숙성기 동안 정책경험의 

시차를 늘리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정책 정합성 확보와 비변사 숙성기의 제도변화  

1) 정책추진체계의 훼손 비판에 대한 대응 

비변사 폐지론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비변사로 인한 병조의 기능 및 역할

의 제약이라는 설관분직의 문제, 즉 침관(侵官)의 문제와 군정체계의 혼란 문제이다. 

먼저 설관분직의 훼손은 비변사의 권한 강화로 인해 병조가 약화되어 정부조직원리가 

손상된다는 비판이다. 단적인 예로 중종 17년 홍문관의 폐지 상소를 살펴보면 병조와 

의정부가 권설아문인 비변사에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논의가 분분하고 비변사제조

가 많아서 매우 소란스러워 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당시 지변사재상으로 차출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직에 있는 당상들이 아닌 변무에 대한 자문 역할만을 맡은 전직 

관료들이었지만 전체적인 인원수가 많아졌기에 나온 비판이었다. 이런 비판에 대한 

가장 쉬운 대처는 인원 감축이었다. 중종은 증원된 당상 인원을 감하하는 지시를 

했다. 이러한 국왕의 대응은 숙성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활성기에서도 나타난다. 인조 

20) 이러한 주장은 정확한 기록이 부족해 그 사실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지만, 중종 12년
부터 15년까지의 복설과정에서의 비변사 운용에 대한 반윤홍(2003: 28)의 추정에 근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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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비변사당상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가해지자 인조 또한 당상의 감하 조치를 

지시했다(반윤홍, 2003: 48).

다음으로 군정체계의 문제점은 중종 23년 5월, 사헌부장령 황윤준의 다음과 같은 

비판을 보면 그 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근래에 나라의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변방의 큰일에 이르면 그 처리 여부를 대신들이 의논해야 하고 임금도 

대신의 말에 의거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비변사와 병조에서 의논이 분분

하여 일치하지 않고 5품 이상의 무관들에게까지 의견을 받으니 이것은 모두 나라의 

체모를 잃은 것입니다.” 이 같은 비판이 처음 제기되었던 것은 중종 17년이었다. 

이때까지는 삼정승이 비변사의 총책임자인 도제조를 겸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들도 모르게 비변사의 일상적인 업무사안들이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일이 

알려지자 대간들의 강한 비판이 뒤따랐다(정재훈, 2014: 32-33). 중종은 비변사와 

병조의 협조 강화와 시임대신들의 비변사도제조 겸임이라는 조치를 통해 이런 문제들

에 대응하며 비변사의 제도적 정합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2) 제도적 관행화 시도

제도적 관행화는 국왕의 정합성 조치 중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치일 수 있었

다. 비변사에 대한 정책저항이 발생하자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중종이 취한 

입장은 현상유지였다.21) 비변사 폐지 건의에 대해 중종은 몇 가지 전형적 대응을 

보여준다. “지금 사변이 있는데 비변사를 폐지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치폐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비변사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지금 와서 혁파할 수 

없다.”와 같은 대답을 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상대의 견해에 적당히 동조하

는 척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대응 태도를 보여준다. 

어찌 보면 이러한 국왕의 반응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 사림과의 정책 거래에 필요

한 반대급부를 지니지 못한 데서 나온 소극적 대응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비변사 

21) 중종이 현상유지라는 전략적 입장을 취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째, 대신들과 당상들이 비변사의 존치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미 선례와 실용적 
효과성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구비되어 있었기에 사림 대간들이 국왕과의 전면
적인 충돌을 불사할 정도로 비변사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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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은 공론정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상성이 맞지 않는 문제였고, 더욱이 반대

파인 사림은 성리학 근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치세력이었기에 이들의 정책적 전향에 

필요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왕에게는 제도의 존속 

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비변사 운용을 정치적 관행으로 정착시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었을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대응은 전략적 

조치로 간주되기 힘든 그저 궁색한 상황에서의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상황맥락에서는 좀 더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오늘 실행하면 내일은 

제도가 된다.” 어찌 보면 신제도주의의 캐치프레이즈로 봐도 손색없는 이 말은 중종대 

사림의 지도자였던 조광조가 했던 말이다. 이처럼 선례에 대한 당시 지배층의 인식은 

각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관행화 전략’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예로 

조광조의 신원회복 문제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 선대(先代)의 유지는 후손으로서 

함부로 거슬러서는 안 되는 규범이었다. 중종이 조광조의 신원회복을 끝내 거부한 

채 사망하자, 후대의 왕들은 그의 신원을 회복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는 사적(私

的)으로는 불효이고 공적으로는 선대의 정치적 결정을 오류로 간주하여 국왕의 존엄

을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사림에 우호적이어서 심정적으로는 신원회복에 

동조하던 인종도, 사림정치기의 한 복판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선조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대신 선조(宣祖)가 선택한 해결책은 조광조의 신원회복을 바라는 

유지(遺志)를 남겨 다음 대(代) 국왕이 조광조의 신원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중종의 비변사의 관례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정합성 확보 조치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우리가 사물을 찾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다”(Pierson, 2004: 7). 만약 우리가 제도의 지속적 생존 현상의 이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적합한 방법인 역사적 제도주의나 또 다른 제도주의 접근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연구의 대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연구 방법을 선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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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만약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찾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현상을 다시 살펴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풍경은 아마도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색다른 정보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숙성기 모델을 통해 비변사의 제도변화를 살펴보았던 이유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변사 사례의 경우 강압·처벌이나 

유인·보상과 같은 정책 수단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설득과 같은 정책수단만이 사용가능했다. 비변사의 정당성은 주로 실용적 정당

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화 효과를 보였지만 이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순응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임시 군사기구라는 비변사의 제도 유형과 

비변사의 설립과 폐지를 반복하는 운영방식은 긍정적인 정책경험의 시차를 증가시켜 

정책순응 효과의 발현을 지연시켰고, 그로인해 숙성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부정

적 정책경험의 시차 또한 길어짐으로써 정책불응 또한 강화되기 어려워 비변사의 

제도적 안정성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 한편 국왕은 정책결정 시스템의 수정 

및 인사 조치, 그리고 관례화 전략을 통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숙성기의 성공적인 제도화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차이론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비변사의 제도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역사학계의 비변사 연구가 보여주지 못한 시차현상과 같은 몇몇 

새로운 설명들이 가능했다. 이는 사회과학이론이 지닌 명확한 이론적 관점이 적용됨으

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해석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시차이론의 효용성 확인뿐만 아니라 시간요인, 정책순응, 정책적 정합성, 학습

효과와 같은 현대 사회과학 개념들을 중심으로 전근대적 역사 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향후 다양한 사회과학이론들을 통해 과거 역사를 다룰 수 있다는 연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다 명확한 시간적 관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시차이론의 이론적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자칫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과 같은 1차 자료들을 단장취의(斷章

取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역사 해석과 역사적 사실의 오용이라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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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역사학자들의 비변사 연구 성과들을 가급적 

수정 없이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논리적 비약이나 확대해석을 최대한 기피

하다보니 필자가 주장하려는 이론적 관점이 다소 무뎌진 것도 사실이다. 향후 보다 

정치한 이론적 관점에서의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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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yeon-Sa through the Model of Maturation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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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maturation period model of the 
Time Difference Approach(TDA) to the institutional change of Bi-Byeon- 
Sa(BBS) in order to identify the theoretical usefulness of TDA. What we found 
is as follows. The use of policy instruments such as coercion or incentive 
was limited in the case of BBS, and moral persuasion was also difficult to 
use. Especially, the institutional type of BBS as the temporary military organ 
and operating practices of repeating establishment and abolition increased 
the time-difference of positive policy experiences, which delayed the learning 
effect of the policy adaptation, thereby hindering the appearance of the 
maturation period effect.

However, it was also difficult for the policy noncompliance to be 
strengthened due to time-difference of negative policy experiences. 
Meanwhile the king was able to use the countermeasures like the revision 
of the policy decision system and the personnel action,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oordination through a practice formation strateg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maturation period 
was achieved.

Keywords: Bi-Byeon-Sa, Maturation period, Time difference approach,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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