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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집현전>

(한영우)

1. 집현전의 유래와 부활
집현전은 본래 중국 당나라때 설치한 기구로서 황제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서적을 편찬, 보
관하고, 칙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맡았던 학술자문기구였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고려 인종(仁宗) 때로서 처음에는 연영전(延英殿)으로 불렀다가 뒤에 집현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구체적 사업은 알 수 없으나, 김부식(金富軾), 윤언이(尹彦頤), 김인존(金仁存) 등 유
학자들이 배출되어 북송대 유학이 크게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때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궁중에 보관된 서적이 수
만권이고, 숙유(宿儒)와 석사(碩士)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집현전을 보고 한
말인 듯하다.
집현전은 무신란을 겪으면서 폐지된 가운데 조선왕조로 넘어왔다. 정종 때 조박(趙璞)의 건
으로 정종 1년에 집현전이 설립되었으나, 다음해 정종의 하야로 흐지부지되었다. 태종 10년과
17년에 사헌부에서 집현전을 활성화시켜 문풍을 진작시키자고 건의했으나, 복잡한 정치상황으
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세종 1년에 좌의정 박은(朴訔; 박상충의 아들)이 집현전 부활을
다시 건의했으나 대마도 정벌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세종 2년(1420) 3월에 드디어 설치되
었다.
집현전의 직제는 2중 구조로 되었는데, 영사(정1품), 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은 각기 2명
씩 두되 일반관료가 명예직으로 겸직했다.1) 그 아래 전문적으로 부제학(정3품), 직제학(종3품),
직전(정4품), 응교(종4품), 교리(정5품), 부교리(종5품), 수찬(정6품), 부수찬(종6품), 박사(정7
품), 저작(정8품), 정자(정9품)을 두었는데, 각 2명 이하를 두되 차례로 승진하게 했다. 이들을
학사(學士)로 통칭했는데, 정원은 22명이고, 문과에 급제한 우수한 젊은이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10명이었다가, 15명(세종4), 16명(세종8), 22명(세종 17), 32명(세종17), 20
명(세종18 이후)으로 바뀌었다. 할 일이 많으면 늘리고 일이 줄면 인원도 줄였다. 세종 17년
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을 훈의(訓義)하면서 근 50명
의 인원이 투입된 까닭이었다. 이 사업이 끝나자 20명으로 축소시켰다.
집현전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세종 8년에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시행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준 이후부터였다. 집현전이 폐지된 것은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뒤로서 37년
간 존속했는데, 그 기간에 학사를 거쳐간 인물은 대략 70여명에 이른다. 집현전이 폐지된 뒤
에도 집현전 출신 학자들은 세조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역을 맡
았으므로, 조선초기 국가통치질서를 확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엘리트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여명의 집현전 학사들의 가계를 보면 대부분 명문 후손들이지만, 의외로 신분이 한미(寒
微)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2) 세종이 능력을 존중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등용한 것을 알 수 있
1) 겸직을 맡은 사람은 좌의정 박은(朴尙衷 후손), 우의정 이원(李原; 李嵓 후손), 대제학 유관(柳寬)과
변계량(卞季良; 권근 문인), 탁신(卓愼), 이수(李隨; 세종 스승) 등이었다. 실무진인 학사(學士)는 처음
에 신장(申檣; 신숙주 부친), 김자(金赭), 김상직(金尙直), 어변갑(魚變甲), 설순(偰徇; 위구르 귀화인),
유상지(兪尙智), 유효통(兪孝通), 안지(安止; 본관 탐진), 김돈(金墩; 김방경 후손), 최만리(崔萬理; 崔
沖 후손) 등이었다.
2) 예를 들면, 안지(安止, 탐진), 김말(金末), 김문(金汶, 무당 아들), 김구(金鉤, 가난), 이선로(李善老; 家
奴), 이선(李宣, 서출), 설순(偰循; 귀화인), 김상직(金尙直), 그리고 한처령, 한혁, 김문효, 전순,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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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집현전 학사의 기능과 활동
집현전 학사의 기능은 세종 10년무렵까지는 주로 임금, 세자, 종친의 교육기능을 맡았다.
학사의 절반인 10명은 임금의 경연(經筵)에 경연관으로, 나머지 절반 10명은 세자의 서연(書
筵)에 서연관으로 참석하여 학술을 강론했다. 그러나 세종의 학문이 높아서 임금을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임금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았다.
또 춘추관의 사관(史官)이 부족하자 사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종학(宗學)이 설치된 뒤에는
교관으로 참석하여 종친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밖에 중국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사신들을 접
대하고,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는 지제교(知製敎)를 맡고, 과거시험의 시관(試官)으로도 참여했
다. 경복궁의 문 이름도 대부분 이들이 지었다.
세종은 중요한 제도를 개혁할 때에는 상정소(詳定所)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대신들이 합동
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대신들과 의견이 다를 때에는 집현전에 명하여 고제(古制)를 연구하
여 보고하라고 하여 그 의견을 따라 결정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대신들의 반대를 막는 방
패막이로 삼았다.
세종 10년 이후로는 세종의 정치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왕명에 따라 여러 가지 편찬사업에
학사들이 참여했다. 세종 10년 이후 이루어진 편찬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책의 종류와 참여
한 학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歷史분야: <<讎校高麗史>>, <<高麗史大全>>, <<歷代世年歌>>, <<東國世年歌>>, <<資治
通鑑訓義>>, <<資治通鑑綱目訓義>>,

<<龍飛御天歌>>, <<治平要覽>>, <<明皇戒鑑>> 등

* 참여학사: 鄭麟趾, 權踶, 權採, 安止, 偰徇, 李宣, 金墩, 兪孝通, 南秀文, 崔萬理, 安完慶,
金末, 金汶, 金銚[金鑌], 金新民, 柳義孫, 李季甸, 辛碩祖, 崔恒, 李思哲, 朴彭年, 李永瑞, 全
淳, 李甫欽, 曺錫文, 鄭昌孫, 宋處儉 등)
(2) 經學분야: <<四書諺解>>
* 참여학사: 金末, 金汶, 金鉤 등)
(3) 法制분야: <<大明律諺解>>(세종 14),<<五禮儀註解>>(세종 26)
* 참여학사: 집현전에서 작업, 河緯地, 徐居正 등
(4) 武學 및 兵書 분야: <<歷代兵要儀註>>, <<銃筒謄錄>>, <<東國兵鑑>>
* 참여학사: 金鉤, 金末, 徐居正
(5) 天文분야: <<七政算內外篇>>, <<諸家曆象集>>, 기타 각종 천문기구에 대한 명문(銘文),
발문(跋文) 등
* 참여학사: 金墩, 鄭麟趾, 金淡, 金銚(세종 13년 3월에게 임금이 산법(算法)을 배우게 하라
고 명하다)
(6) 醫藥분야: <<鄕藥集成方>>, <<醫方類聚>>
* 참여학사: 權採, 兪孝通, 金禮蒙, 柳誠源, 金汶, 辛碩祖, 李芮, 金守溫, 李思哲, 韓繼禧
(7) 音韻, 諺解 분야: <<東國正韻>>, <<龍飛御天歌>>, <<四書諺解>>, <<月印千江之曲>>
* 참여학사: 鄭麟趾, 安止, 權踶, 崔恒, 成三問, 朴彭年, 申叔舟, 李善老, 李塏, 姜希顔,

흠 등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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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倫理 분야: <<三綱行實圖>>, <<忠臣錄>> 등
* 참여학사: 偰徇, 權採
(9) 音樂분야: <<雅樂譜>>, <<律呂新書>> 경연강의(세종 12)
* 鄭麟趾
(10) 風水 및 地理분야: <<八道地理志>>(세종 14), <<高麗史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 참여학사: 申檣, 鄭麟趾, 權採, 梁誠之 등
(11) 佛敎분야: <<찬불가시>>(讚佛歌詩; 月印千江之曲?)
* 참여학사: 金守溫
이상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하여 이룩한 편찬사업을 보면,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유학(儒學)
과 관련이 적은 사학(史學), 음운문자학(音韻文字學), 의약(醫藥), 병학(兵學), 음악(音樂), 천문
(天文), 지리(地理), 불교(佛敎) 등 이른바 잡학(雜學)에 관한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은 사학(史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유학에 관한 것은 <<사서언
해>>(四書諺解)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집현전은 유학발달을 위해서 만든 기구는 아니다.

3. <훈민정음>과 집현전
집현전은 <훈민정음> 창제에 관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집현전이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증거가 없다. 성종-연산조 때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
화>>(慵齋叢話)에 “세종이 언문청(諺文廳)을 세우고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을 창
제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언문청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신숙주와 성삼문 등이 <훈민정음해례>에 참여하고, <<동국정운>>을 편
찬한 것을 창제로 오해한 것이다.
집현전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면

집현전

최고

수장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1398?-1445; 47세)가 학사 5인의 동의를 얻어 그토록 극렬한 반대상소를 올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임금은 이들을 모두 의금부에 가두고 형벌을 내렸다가 다음날 풀어주었다. 그러나 정
창손(鄭昌孫)은 관직을 삭탈하고, 김문(金汶)은 의금부에서 곤장까지 맞았다.
특히 최만리 상소 가운데 “신하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오랑캐문자를 만들었다”고 항의한 대
목은 집현전이 철저히 <훈민정음> 창제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집현전과 미리
상의했다면, 애당초 <훈민정음>은 창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영특한 27세의 둘째 딸 정의공주(貞懿公主, 1415~1477)와 다섯째 아
들 광평대군(廣平大君)3)의 도움을 받아 밀실에서 창제한 정황이 많다.4) 세종 23년에 세종은
두 사람의 집을 수차례 거둥한 사실이 <<실록>>에 보이는데,5) 임금의 행차는 반드시 그 이유
를 <<실록>>에 밝히고 있는데, 유독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한 사실만은 아무런 이유를 기록하
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정의공주가 참여한 사실은 남편 안맹담(安孟聃)의 <<죽산안씨대동보>>(竹山安氏大同譜)에
3) 광평대군은 세종 24년 당시 19세였으나 매우 영특하여 사서삼경에 능통하고 음률(音律)과 산수(算數)
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산수는 곧 역학(易學)이다.
4) 한영우, <<세종평전: 대왕의 진실과 비밀>>(경세원, 2019,10) 참고.
5) 세종이 정의공주 집을 방문한 것은 세종 23년 9월 6일과 9월 24일 두 차례인데 며칠간씩을 숙박하고
돌아왔다. 한편 광평대군 집에는 세종 23년 윤11월 16, 22, 23, 25, 27, 28일, 그리고 12월 1일 등
모두 일곱 차례나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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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변음토착(變音吐着)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다가 공주에게 맡겼
더니 공주가 풀어내어 임금이 너무 기뻐서 노비 수백 명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6) <훈민정음>을 가장 환영한 것은 특히 한자문화에서 소외된 여성이므로
정의공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28자를 만들 때 그 소리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시중에 가서 각종 소리를 채취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조사는 여
성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4.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이전에 창제되었다.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12월 30일에 “이달에 창제되었다”고 공표(公表)했으나, 어떻게 한
달만에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는가? 세종 23년-24년 사이에 이미 창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세종은 병을 이유로 거의 정사(政事)를 포기하고 세자에게 권력을 상당 부분 이양
하고 세 차례나 온천목욕을 다녀왔다.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휴양에는 도움이 되
었을 것이나 눈병이 목욕으로 치료되는지는 의문이다. 온천행차는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피
신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이 재위 24년 8월에 병을 이유로 권력을 세자에게 이양하려고 할 때 대신들은 한사코
만류했다. 그러자 임금은 “경들은 상밀(詳密; 자세하고 비밀스러움)한 뜻을 모르고 한갓 유자
(儒者)들의 정대(正大)한 말만 가지고 와서 말할 뿐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임금이
말한 “자세하고 비밀스런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 시기에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명나라
영종 정통제(英宗 正統帝)가 친정(親政)을 하기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
다. 영종은 세종 17년에 9세로 등극하여 황태후와 황후가 섭정했는데, 조선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종 23년에는 영종이 15세가 되어 곧 친정이 가능해고 조선에 대한 간섭이
차차 심해질 것이 예상되었다. 독자적인 문자를 갖는 것은 <서동문 차동궤>(書同文 車同軌)를
지켜야 하는 명나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영종이 등극한 세종 17년 직후부터 문자창제를 구상한 듯하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여유를 갖지 못했고, 또 세종이 39세로 아직 한창 나이로 건강도 좋았기 때문에 세자[문종]나
그밖의 대군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훈민정음> 창제에 몰입하기도 어려웠다. 세종 23년에는
세자가 이미 28세가 되었으므로 권력이양이 가능했다.
그러면 세종 24년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훈민정음>을 세종 25년 섣달 그믐날을 기
하여 제1차로 공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이미 세
종 24년초에 시작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편찬을 세종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언해
(諺解)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처음부터 <<용비어천가>>의 국문언해를 염두
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같다. 조상의 음덕을 찬양하는 책을 최초의 언해본으로 출간한
다면 세종으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런 조상에 대한 효도이겠는가?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 봄에 완성되자 바로 세종 자신이 노래로 지어 관현악으로 연

6) 세종은 재위 23년 9월에 정의공주 집에 가서 며칠간 숙박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사위 안맹담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함부로 거짓말로 <<족보>>에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기록을 믿을 수 없는 기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의공주는 역산
(曆算; 易學)에 뛰어나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지장보살본원경>>(地裝菩薩本願經)을 간행하기도
했으므로 충분히 임금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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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세종 29년 가을에 550부를 목판으로 간행하여 널리 반포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간
행한 것은 출판사상 처음이다. 세종이 이 책에 얼마나 큰 애정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다.

5. <훈민정음> 1차공표 후 집현전이 둘로 갈라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이를 공표하는 일도 힘들었다. 명나라와 모화주
의자들의 반발 때문에 밀실에서 만들었으므로 이를 갑자기 세상에 공표한다면 그 충격과 반발
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훈민정음> 창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발표
했다. 그래서 그 발표시기, 발표내용, 훈민정음을 이용한 첫사업 등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우
선 공표시기를 세종 25년 섣달 그믐날로 잡은 것이 그 하나이다. 그 다음날이 새해 벽두의 경
축기간이므로 학사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둘째, <훈민정음> 공표문(公
表文)을 반대자의 자극을 줄이도록 완곡하게 만들었다. 그 발표문을 살펴보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만들었다.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했다. 이를 초성
(初聲), 중성(中聲), 종성(終聲)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합치면 글자가 된다. 무릇 문자(文字;
漢字)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의 이어(俚語; 토속어)에 관한 것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지만,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다.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우선 이 공표문은 “이달에 만들었다”는 것부터 거짓이고, 내용도 너무나 간단하다. 이 공표
문은 세종 28년 9월에 발표한 세종의 어제(御製)나 정인지(鄭麟趾)가 쓴 해례(解例) <서문>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훈민정음>이 한자의 뿌리인 전자(篆字)를 모방했고,
한자에 관한 것을 기록[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언문(諺文)이라는 말을 맨 앞에
드러내고,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맨 뒤에 언급했다.
이 글을 보면 <훈민정음>이 “백성을 위한 글자”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의 감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전>을 모방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훈민정음>을 닮은 전자(篆字)는 이 세상
에 없다. 그리고 <언문>이라는 말을 맨 앞에 내놓은 것도 의도적이다. 따라서 이 글이 세종의
진의(眞意)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로 고안한 충격완화제는 다음해인 세종 26년 2월 16일에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을 제1차 언해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펼친 일이다. 이는 일부 학사들을 <친 정음파>(親正音
派)로 회유하고, 반대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국정운>> 편찬에는 교리(정5품)
최항(崔恒; 1409-1474; 36세),7) 부교리(종5품) 박팽년(朴彭年; 1417-1456; 28세),8) 부수찬(종
6품) 신숙주(申叔舟; 1417-1475; 28세),9) 부수찬 이선로(李善老; 안평대군 家奴),10) 이개(李
塏; 1417-1456; 28세),11) 강희안(姜希顔; 1418-1464; 27세)12) 등 6인에게 이 일을 맡기고,
7) 최항은 본관이 삭령으로 지승문원사 최사유(崔士柔)의 아들로서, 세종 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
전에 들어갔다.
8) 박팽년은 본관이 순천(順天)으로 대제학 박중림(朴仲林)의 아들이다. 세종 16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집현전에 들어갔다.
9) 신숙주는 본관이 고령(高靈)으로 집현전 학사 신장(申檣)의 아들이다. 세종 21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에 집현전에 들어갔다.
10) 이선로는 안평대군 가노였다가 세종 2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다. 뒤에 강흥이씨(江
興李氏) 시조가 되었다.
11) 이개는 이색(李穡)의 증손자이자 이종선(李種善)의 손자이다. 세종 18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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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수양대군, 안평대군에게 책임을 맡기고, 상을 후하게 내리면서 최고로 학사들을 우대했
다. 임금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참여한 학사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로서 세종과 맞설만한 힘도 없었으려니와 신숙주
는 아버지 신장(申檣)도 학사였고, 강희안은 세종이 이모부였으며, 이선로는 안평대군의 가노
출신으로 세종이 특별히 총애하여 벼슬길을 열어준 터였다. 그러니 이들이 세종의 명을 따르
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개는 이색의 후손이고, 친척 이계전(李季甸)도 학사였으니 세종의
음덕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 이들은 <훈민정음>을 반대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
<동국정운> 편찬사업은 겉으로는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이 중국책 언해에 있는 것처럼 보
이게 하지만, 사실은 연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세종이 평소 역관(譯官)들의 어학
수준이 낮은 것을 개탄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 될 수는 없
고, 더욱이나 첫 언해사업이 되어야 할만큼 긴급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사들의 일부가 <훈민정음> 찬성파로 돌아선 가운데, <<동국정운>> 편찬 명령이
나온지 4일 뒤인 2월 20일에 집현전 수장인 부제학(정3품) 최만리(崔萬理; 1398-1445; 47
세)13)가

직전(直殿;

정 4품 )

김문(金汶;

?-1448),14)

응교(應敎;

종 4품 )

정창손(鄭昌孫;

1402-1487; 43세),15) 부교리(종5품) 하위지(河緯地; 1412-1456; 33세),16) 부수찬(종6품) 송처
검(宋處儉; ?-1459),17) 저작랑(정8품) 조근(趙瑾;

1417-1475; 28세)18) 등 5인의 동의를 얻어

장문의 반대상소를 올렸다. 이들 가운데 김문, 정창손, 김문 등은 집현전 학사 가운데 중진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5인 가운데 김문이 들어 있는 것을 본 세종은 “김문이 전에는 언문 만든 것을 찬성하더니,
이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김문을 의금부에서 심문하라고 명했다. 세종은 정창손도 괘씸하게
여겼다. 임금이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면 효자, 충신, 열녀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
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정창손은 “책을 만든다고 충신, 효자, 열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
람의 자질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치를 아는 유자(儒者)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속유(俗儒)들일 뿐이다”라고 극언하고 정창손을 파직시켰다. 그
밖의 동조자인 하위지, 송처검, 조근 등은 나이도 어리고 직위도 낮아서 주범(主犯)으로 여기
지 않고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곧 풀어주었다. 어쨌든 집현전이 이제 두 파로 갈라진 것이
전에 들어갔다.
12) 강희안은 강혜백(姜혜백)의 손자이자 강석덕(姜碩德)의 아들로서, 세종이 이모부이다. 세종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다.
13) 최만리는 해동공자 최충(崔沖)의 후손으로 명분론을 따르는 골수적인 유학자였다. 세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집현전에 들어가서 최고수장에까지 오른 골수 집현전 학사이다.
14) 김문은 어머니가 무당으로 신분이 한미하며, 본관은 언양(彦陽)이다. 세종 2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경학이 높아 뒤에 성균관의 대사성을 지내면서 유생들에게 유학을 가르친 인물이다. 김반(金泮), 김말
(金末)과 아울러 <관학삼김>(館學三金) 가운데 한 사람이다.
15) 정창손은 본관이 동래(東萊)로 천문역법에 밝고 중추원사를 지낸 정흠지(鄭欽之)의 아들이고, 대사헌
을 지내고 청백리로 알려진 정갑손(鄭甲孫)의 아우이기도 하다. 집안이 매우 좋다. 세종 8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집현전에 들어갔다. 성종때 영의정에 올랐다.
16) 하위지는 벼슬아치 집안 후손으로 세종 20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었
다가 뒤에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다.
17) 송처검은 본관이 청주로 수령을 지낸 집안의 후손이다. 집현전 학사이며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성원
(柳誠源)은 그의 매부이다. 세종 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으로 들어갔으며, 세조 5년에 대사헌
으로 일본 통신사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 한상질(韓尙質)은 고모부이며, 공조판서 송처
관(宋處寬; 1410-1477)은 그의 형이다.
18) 조근은 세종때 병조판서를 지낸 조말생(趙末生)의 아들이다. 세종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다. 성종때 벼슬이 형조참의(정3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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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최만리의 반대상소 내용은 어떠한가? 그 상소문의 요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언문> 창제는 <서동문 차동궤>(書同文 車同軌), 즉 중국의 문자와 제도를 따라야 하는
사대명분에 어긋난다.
(2) 몽골, 서하, 여진, 일본, 티베트 등 오랑캐만이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오
랑캐의 길을 가고 있다.
(3) 언문은 이두(吏讀)만도 못하며, 한문과 성리학의 기피를 가져온다.
(4) 언문은 기이한 기예(技藝)에 지나지 않아 학문과 정치에 헤롭다.
(5) 언문을 쓴다고 형옥(刑獄)이 공평해지지 않는다.
(6) 백관의 여론을 듣지도 않고 갑자기 만든 것은 잘못이다.
(7) 10여명의 아전들에게 갑자기 배우게 하는 것.
(8) 중국의 운서(韻書)를 급하게 고치고 번역하기 위해 임금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
(9) 성학(聖學; 성리학)을 배워야 할 세자에게 <<운서>> 번역을 맡겨 정사에 지장을 주고 있
다는 것
위 반대 상소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1)과 (2)이다. 중국 문화를 따라야 하는 사대명
분(事大名分)에 어긋나고 오랑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갈라
놓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최만리의 주장이 옳지만, 세종은 바로 그런 세계관을 거부하
기 위해 <우리글>을 만든 것이다. 세종은 사대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고, 우리나라가 예부
터 중국에 사대한 나라로 보지도 않았다. 또 중국에 조공을 바친 나라들이나 문자를 가진 나
라들을 모두 오랑캐로 여기지도 않았다.
세종은 최만리 상소를 보고 중국을 배반하고 오랑캐 길로 간다는 대목은 반박하지 않고, 오
직 백성을 위하고, 또 운서(韻書)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을 배반한
다는 말이나 오랑캐가 된다는 말은 차마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훈민정음>을 둘러싼 집현전과의 갈등은 이것으로 일단락되고, 대부분의 학사들은 세종의
노선을 따랐다. 다음해인 세종 27년에 최만리마저 세상을 떠나자 반대파는 더욱 힘을 잃고 말
았다.

6. 세종 28년 제2차 공표와 <<훈민정음해례>> 검토
세종 28년 9월 29일에 세종은 <훈민정음>을 다시 정식으로 공표했다. 이제는 반대자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제>(御製)를 발표하고, <<동국정운>>
편찬에 참여했던 학사들과 함께 의논하여 정인지(鄭麟趾)가 <훈민정음>을 해례(解例)하는 서문
(序文)을 썼다. 이로써 집현전 학사들이 공식적으로 <훈민정음>을 해설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면 세종 28년에 제2차로 공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훈민정음>을 세종 25년에 1차로
공표한 것은 세종의 진심을 담은 것이 아니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변통일 뿐이었다. 그
뒤로 <<용비어천가>>와 <<동국정운>> 편찬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세종 26년 12월부터
28년 3월 사이에

광평대군(제5자, 20세), 평원대군(제7자; 19세) 그리고 왕비가 세상을 떠났

다. 이 일로 세종의 건강이 갑자기 크게 악화되면서 세자에게 권력을 거의 이양하고 궁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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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하면서 중요사건만을 결재하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수정증과 정서불안정이 극도에 달했
다.
세종 28년 9월에 <정음> 창제를 다시 공표한 것은 임금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음>
창제 진의(眞意)를 임금이 직접 밝히고, 나아가 <정음>에 대한 해례(解例)를 만들어서 널리 보
급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언해(諺解) 차원에서 벗어나 상용문(常用文)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
었다. 이때 세종이 쓴 어제(御製)는 널리 알려져 있어 상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든 백성을
위한 일상문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나서, 28자의 발음을 설명하고, 발음기관에 따라
소리가 순음(脣音), 설음(舌音), 치음(齒音), 후음(喉音) 등 네 종류로 갈린다고 언명했다. 언문
(諺文)이라는 표현과 고전(古篆)을 모방했다는 <1차공포> 때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비로소
세종의 진심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정음>에 대한 <해례>는 정인지 등이 세종의 구술(口述)을 받아 썼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서문>만 보이고, <해례>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목판본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가 그때 간행된 것인지 의문이다. 책으로 간행되었다
면 그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보일 것인데 기록이 없다. 지금 전하는 <<훈민정음해례>>에
는 정인지가 쓴 서문의 날짜가 <구월상한>(九月上澣)19)으로 되어 있어서 <<실록>>의 날짜보
다 20여 일이 앞선다. <구월하한>(九月下澣)으로 써야 할 것을 <구월상한>으로 잘못 쓴 것이
다. 세종때 출판된 책이라면 이런 착오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세조 2년 4월에 예조에서 올린 상소문을 보면, 역어(譯語) 발전을 위해 나이어린 문신과 의
관자제(衣冠子弟)를 뽑아서 <<증입언문>>(增入諺文)과 <<홍무정운>>(洪武正韻; 東國正韻?)을
가르치자고 한 대목이 보인다. 여기서 <<증입언문>>이 무슨 책인지 확실치 않으나 <<해례>>
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무렵에는 이미 <<해례>>가 출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판본 <<해례>>가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 간행되었다면, 그 책이 세종의 뜻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더욱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정인지가 쓴 <해례서문>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요지를 추려서 정리하면, (1) 훈민
정음은 삼재(三才; 天地人)의 도(道)를 담았다. (2) 글자의 형태는 <상형>(象形) 곧 사물의 형
태를 본땄는데 고전(古篆)을 모방했다. (3) 소리는 칠조(七調; 궁상각치우)와 맞고, 삼극(三極;
천지인)의 뜻과 이기(二氣; 음양)의 오묘함이 담겨 있다. (4) 한자의 운(韻)을 가려내고, 죄인을
다스릴 때 도움이 된다. (5)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6) 신들이 <해례>를 지어 그 대강
을 밝혀 놓았으나, 그 연원(淵源)과 정의(精義)가 지닌 오묘함은 신들이 능히 밝혀낼 수 없다
는 것 등이다.
위 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글자구조가 사물의 형태를 본따고, 고전(古篆)을 모방했다
는 것과, 삼재(三才; 천지인)의 도(道)와 이기(二氣; 陰陽)의 오묘함을 담고 있으나, 그 연원(淵
源)과 정밀한 뜻은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해례>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또 상형(象形)과 전자(篆字)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
하지 않다. 상형문자인 전자가 있다는 뜻인데 그런 글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해례>>를 보면 정인지의 말과도 다르다. 초성자(初聲字)의 모습이 발음기관을
닮았다고 하고, 그 소리가 오행(五行)을 닮았다고 하고, 중성자(中聲字)는 천지인(天地人)의 도
형(圖形)에서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밝은 중성자와 어두운 중성자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
19) 지금 전하는 <<훈민정음해례>>를 보면, 정인지가 <서문>을 쓴 것은 이해 <구월상한(九月上澣)으로
되어 있다. <상한>은 1일에서 10일까지를 가리키므로 9월초순에 썼다. <<실록>>에 실린 9월 29일보
다 약 20여일이 앞선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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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약점 때문에 <훈민정음>의 정체가 아직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7. 제2차 공표 후의 <<훈민정음>> 사용, <<월인천강지곡>>의 비밀
세종 28년 9월에 제2차로 <훈민정음>을 공표한 세종은 <훈민정음>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사
용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해 10월 1일에는 임금의 불사(佛事)를 반대하는 언관(言官)들을 벌
주기 위해 언문으로 쓴 <유시>(諭示)를 승정원과 의금부에 내렸는데, 그 유시에다 언관들의
죄명을 자세히 나열했다. 세종은 그 뒤에도 <언문유시>를 몇차례 더 내렸다. 그 <언문유시>는
뒤에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실리지 않았지만, 임금이 언문으로 유시를 내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대사건이다. <언문유시>는 <한자유시>보다 감정표현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임금이
직접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선례(先例)를 보이기 위함인 듯하다.
이해 11월에는 궁궐 안에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언해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삼았으나 실
제로 여기서 무슨 언해사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세종은 <사서언해>(四書諺解)를 명했으나
편찬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세종이 석가(釋迦)의 일대기를 찬양한 <<월인천강지곡>>(月
印千江之曲)을 언문으로 직접 편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기에도 의문이 있다. 뒷날 세
조가 세종이 지은 것이라고 말하여 그 말이 정설이 되었으나, <<세종실록>>에는 <<월인천강
지곡>>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 대신 세종 28년 12월 2일에 부사직 김수온(金守溫)에게 <<석가보>>(釋迦譜)를 증보하여
수찬하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석가보>>는 세종 초기에도 있던 책으로서 언해
본은 아니고, 또 세종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김수온이 이때 증보한 책은 <<석가보>>
를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 책이 바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 31년 2월 25일자 <<세종실록>>을 보면, 궁궐 뒤에 불당(佛堂)을 짓고 경찬회(慶讚會)
를 열 때 불교도인 집현전 학사 출신 김수온(金守溫)이 <<찬불가시>>(讚佛歌詩)를 지어 불교
를 넓히고, <<찬불가시>>를 음악으로 연주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렇다면 김수온이 지은
<<찬불가시>>는 <<월인천강지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 이 책이 세종의 왕명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조가 세종이 지었다고 말한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
하면 김수온 작품이다. 세종이 말년에 불교를 얼마나 숭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
다.
세종은 언해보다는 국가행정에서 <정음> 사용을 제도화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세종 28년 12월에는 아전들의 시험에 <훈민정음>을 넣도록 하고, 함경도 아전들에게도 <훈민
정음>을 먼저 시험하라고 명했다. 이는 여진문제를 의논할 때 적들이 모르게 하려는 배려로
보인다.
세종은 재위 29년에 세자를 교육하는 시강원(侍講院)에서 <훈민정음>과 의서(醫書)를 가르
치기 위해 10명의 시강관 가운데 4명을 여기에 배당했다. 이를 보면 세자[문종]는 당시 <훈민
정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세종 30년에는 8세 된 세손[단종]에게도 박팽
년을 시켜 <훈민정음>을 가르쳤다. 후대 왕들이 반드시 <훈민정음>을 배워 퍼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다.

8. <훈민정음>의 연원[뿌리]: 아사달문화와 <단군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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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폈듯이 정인지가 <해례>를 쓰면서 두 가지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실토한 것이 있다.
하나는 글자의 생김새가 상형문자(象形文字)라고 하면서 고전(古篆)을 모방했다고 하여 애매하
게 말했고, 또하나는 천지인(天地人)과 음양(陰陽)의 이치가 오묘하지만 그 연원(淵源; 뿌리)과
세밀한 뜻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위 두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거나, 아
니면 정인지가 알고서도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인지의 말은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 <훈민정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도형
(圖形)을 참고했는데, 그 도형이 천지인사상(天地人)과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인지는 그 도형과 철학이 유교경전에서 보이는 것들과 다르고, 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상형(象形)이니 고
전(古篆)이니 하는 애매한 말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후세 학자들은 이런 애매한 말에 현혹되
어 <태고문자>(太古文字)니, <범자>(梵字)니, <파스파문자> 등을 모방했다는 설 등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종은 예부터 한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박고 내려온 원방각(圓方
角;

⃝

각하고,

⃞

⃤ ) 문화를 응용한 것 뿐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사람은 삼각형으로 생
천지인은 모두 음양오행이라는 물질[氣]로 이루어진 생명체로서 <천지인은 하나의 생

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태양]에 대한 축제를 올려 하늘과 하
나가 되면 우주의 기(氣)가 모두 합쳐져 엄청난 <생명력>, 곧 <에너지>가 발산하는데, 이를
<신바람>으로 불렀다.
그 신바람에서 발산되는 행동이 <춤>, <노래>, <해학>이고, 그 마음이 <낙천성>(樂天性)이
다. 이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탄생, 발전, 소멸, 재생하는 순환적 운
동법칙을 그림과 수학으로 설명한 것이 <역괘>(易卦)이다. 이 문화가 바로 한국인들이 태고로
부터 전승시켜온 종교, 철학, 예술, 풍속이었으며, 문화적 유전인자[DNA]로 굳어졌다.20)
<천지인합일>과 <음양오행> 사상은 중국인들이 동이족(東夷族)으로 부른 <아사달족>이 그
창시자였다. <아사달족>은 발해만 연안의 산동, 요서, 요동, 한반도에서 수많은 국가를 세웠는
데, 대부분 중국에 흡수되었지만, 그 문화가 중국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자(孔子)의 유교
도 그 뿌리는 산동지방의 <아사달문화>에 주(周)나라 문화를 합쳐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공
자 자신이 아사달족이 세운 은(殷)나라21) 왕실의 후예로서,22) 아사달문화를 가진 족속들을
<군자>(君子)로 불렀으며, <군자국>의 하나인 요서지방의 기자조선(箕子朝鮮)23)으로 뗏목을
타고 이민가고 싶어했다는 말이 <<논어>> 자한편(子罕篇)에 보인다. 기자(箕子)도 은나라 왕실
의 후예로서24) 공자의 친족이고, 음양오행을 담은 <<홍범>>(洪範)을 만든 인물이다.
20) 한영우, <<한국선비지성사>>(지식산업사, 2010) 참고. 고인돌이나 그 뒤의 무덤들은 모두 네모난 땅
에서 둥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여 동그라미와 네모를 합쳐서 만들었고, 부처님 무덤인 석굴
암도 입구는 네모지고 부처가 앉은 방은 둥글다. 궁궐의 연못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
었다. 초가집도 마찬가지다. 모자는 삼국시대에 벼슬아치들이 삼각형으로 된 고깔모자를 사용하여 변
(弁) 또는 절풍(折風)으로 불렀는데, 뒤에는 중국식 관복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고깔모자를
선호했다. 의복도 저고리에는 소매나 옷깃에 둥근 선을 애용하고, 치마는 네모지게 만들었다. 음식 가
운데 떡의 모습도 원방각 모습을 따랐다.
21) 은나라가 동이족이 세운 국가라는 것은 부사년(傅斯年)의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을 비롯하여 하
바드대학의 양광직(楊光直) 교수 등이 주장한 통설이다.
22) 사마천 <<사기>> <공자세가>를 보면, 공자는 은나라 탕왕(湯王)의 후손으로 폭군 주왕(紂王)의 숙부
였던 현인 미자(微子)의 후손이다.
23) 기자조선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나, 고고학상으로나 문헌상으로 기자조선은 실재했다고 보아야 한
다. 기자조선의 위치는 조선후기 여러 학자들이 산해관 부근의 요서지방으로 보았다. 산동과 요서는
매우 가까워 뗏목을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다.
24) 기자도 미자(微子), 비간(比干)과 더불어 은나라 말기 삼현(三賢)의 한 사람으로 혈통상으로는 폭군
주왕(紂王)의 숙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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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요서, 요동, 한반도에 세워진 <고조선>만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한국인>으로 이어
저 왔다. 아사달족은 비록 국가는 서로 달라도 문화는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한국문화의 뿌리
는 <범아사달족> 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하도낙서>>(河圖洛書)를 보고 괘상(卦象)을
만든 복희(伏羲), 오행사상을 담은 <<홍범>>(洪範)을 만든 기자(箕子), 전국시대 오행사상을 만
든 추연(鄒衍)이 모두 동이족[아사달족]이다.
고조선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바로 아사달족의 <천지인합일>과 <응양오행> 사상이 담긴
귀중환 기록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숫치가 천지인을 상징하는 <3>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익인간>에 내포된 생명, 곡식, 질병, 선악, 형벌 등 다섯 가지 일은 모두 오행의 원리와 일
치하고 있다.25)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신화야말로 한국인의 원초적인 철학과 종교로서 한
국인의 의식주생활과 풍속으로 수천년간 굳어져 내려와 왔다. 우리 민속 가운데 보이는 <삼신
신앙>(三神信仰)이 그것이다.

9. 세종의 삼교통합과 실학
고조선시대에 형성된 원초적 한국문화는 후대인들이 신교(神敎), 선교(仙敎), 도교(道敎) 등
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현대인들은 이를 <무교>(巫敎) 또는 샤머니즘으로 부른다. 삼국시대 이
후로는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면서 무교와 접합하여 유불선(儒佛仙)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을 고구려는 <선인>(仙人, 先人) 또는 <선비>로 부르고, 신라는 <선랑>(仙
郎) 또는 <낭도>(郎徒; 花郞徒), 또는 <풍류도>(風流徒) 등으로 불렀다. 후대에는 이들을 <선
비>로 불렀다. 선비는 본래 유학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26)
원광(圓光)의 <세속오계>나 최치원(崔致遠)이 <풍류도>가 삼교(三敎)를 통합하고 있다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효(元曉)와 그 아들 설총(薛聰)은 승려와 유학자로 나누어 보기도
하지만, 원효는 출가 후 삼교를 회통한 <소성거사>(小性居士)로 자처했고, 설총도 삼교를 회통
한 사상가였다.27) 그 두 사람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교나 유교나 불교가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융합된 것이다.
선교의 <홍익인간>은 불교의 자비(慈悲), 금욕(禁慾),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수양론과 비슷하
고, 도교의 금욕과 불로장수 사상도 <홍익인간>과 다를 것이 없다. 또 유교의 인(仁)이나 충효
(忠孝)와도 통한다. 공자가 아사달족의 <홍익문화>를 <군자문화>로 보고, 일르 본받아 충효(忠
孝)와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을 만들었으니, 한국인에게 유교는 낯선 외래문화가 아니었다.
삼국은 이렇듯 한층 거대해진 삼교통합 문화를 가지고 동아시아세계를 호령했는데, 그 전통
은 그대로 고려로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진보적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삼교를 통합한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승려이든 유학자이든 <거사>(居士)를 자칭하는 이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인종때 유학자 서경 유학자 윤안이(尹顔頤)는 금강거사(金剛居士), 은둔인
25) <단군신화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건국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삼신(三神;
환인, 환웅, 단군), 3신(三臣; 풍백, 우사, 운사), 천부인(天符印) 3개, 솔도(率徒) 3천, 3위태백, 삼칠
일(三七日) 등이 그것이다. <홍익인간> 가운데 <생명>은 오행의 목(木=仁), <곡식>은 토(土=信), <질
병>은 화(火=禮), <선악>은 수(水=智), <형벌>은 금(金=義)이다.
26)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사>(士)를 <도사사>로 적고 있다. 여기서 <도
사>는 유학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삼교를 통합한 <도사>(道士), 곧 삼국시대의 <선비>를 가리킨
다. 그러니까 <선비>는 본래 유학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27) 원효 사사의 핵심인 <화쟁론>(和諍論)은 단순히 다양한 불교 교리를 통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불선을 통합한다는 기능도 가졌을 것이다. 원효는 출신이 서당(誓幢)으로 낭도(郎徒)에 속한다. 아들
설총은 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유학만을 한 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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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李資賢)은 <청평거사>(淸平居士), 무신집권기 이규보(李奎報)는 백운거사(白雲居士), 충
열왕 때 이승휴(李承休)는 동안거사(動安居士), 공민왕 때 신돈(辛旽)은 청한거사(淸閑居士)를
자호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一然)도 삼교회통의 사상을 가지고 고대문화를 정리했기에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거사들은 모두 삼교통합 사상가들이다.
고려시대에는 학자나 승려들 뿐 아니라 삼교를 회통한 민중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을 향도
(香徒), 거사패(居士牌), 두레패[社長牌] 등으로 불렀는데, 평소에는 농사일이나 국가에 대한
부역, 장례식 등을 함께 도와주고 수시로 유불선이 합쳐진 종교행사와 축제를 함께 하는 공동
체였다. 또 유사시에는 군대로 나가거나 스스로 민병대를 조직하여 선봉에 서서 싸우는 용맹
한 전사(戰士)들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고구려의 <선비>나 신라의 <화랑도> 유풍을 그대로
이어갔다.
고려가 요(遼), 금(金), 몽고와 싸울 때 승리를 이끈 주역들도 이들이었다. 고려 인종 때 송
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보이는 <재가화상>(在家和尙)이 바로
이들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병(義兵)의 기원이 이들이고, 민란(民亂)의 주역
도 이들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시대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다. 우선 태조 이성계부터 삼교를
회통하여 스스로 <송헌거사>(松軒居士)로 자호했고, 그 전통은 태종, 세종, 세조때까지 강인하
게 연면히 이어졌다. 일부 교조적인 성리학자들이 나와서 삼교회통을 이단(異端)으로 보기도
했지만, 진보적인 임금이나 유학자들은 한결같이 삼교를 통합하고 있었다. 향도, 거사패, 두레
패들도 여전히 성행했다.
태조 이래의 가학(家學)을 계승한 세종은 삼교통합문화를 한 단계 높게 재창조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백성을 통합시키는데 성공했다.
세종은 또 <10학>(十學)으로 불리는 학문을 발전시켰는데, (1)유학(儒學), (2)무학(武學), (3)
이학(吏學; 외교문서), (4)자학(字學; 언어문자학), (5)역학(譯學), (6)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
(7)산학(算學), (8)율학(律學), (9)화학(畵學), (10)악학(樂學)을 말한다. 유학은 10학 가운데 하
나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실용적인 기술학들이다.
세종이 장려한 유학(儒學)은 경학(經學)이 아니라 주로 사학(史學)이었다. 사학이 경학보다
한층 실용성이 있다고 보았다. 과거시험에서도 <강경>(講經)을 <제술>(製述)로 바꾸었고, 경연
에서도 신하들은 경서(經書) 읽기를 권장했으나 세종은 도리어 사서(史書)나 기술학책을 읽기
를 좋아했다. 음악서인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경연에서 읽었다. 경학자들은 사대명분(事大
名分)이나 상하존비(上下尊卑)의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여겨 세종은 이들을
속으로 멸시했다.
실용적인 <10학>이 국력신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이 삼교
통합이었다. 세종이 불교를 좋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향도, 거사패, 두레패, 둔갑술
(遁甲術), 점복(占卜) 등 민중공동체와 신앙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이들은 신분을 초월하
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공동체여서 신분평등성이 매우 높고, 상부상조하는 정신은 바로
<홍익인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국토와 자연환경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그에 적응하는 농법, 의약법, 음악, 병법 등을 키워온 것도 그들이었다. 그래서 세종은 민중문
화를 흡수하여 재창조한 것이다. 원방각문화(圓方角文化)도 민중 사이에 뿌리박고 내려온 것
으로, 세종은 이를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응용한 것이다. 그러니 유교 경전만 읽은 유신
(儒臣)들이 어찌 <훈민정음>을 제대로 해설할 수가 있었겠는가?
세종이 만약 궁중에서 태어나 종학(宗學)이나 시강원(侍講院)에서 유교교육만 받고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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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런 민간풍속을 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이 태어날 때 태종은 임금이 아
니었으므로 출생후 바로 신하 집에서 양육되었고, 김토(金土)라는 이름도 없는 의관(醫官)에게
교육을 받았으며, 세자가 아닌데다 종학도 아직 없었으므로 체계적인 경학공부를 하지 못했
다. 다만 독학으로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성리서(性理書)들을 읽었을 뿐이다. 이런 방목적(放牧
的)인 성장 및 교육환경이 도리어 세종이 백성들과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이다.
세종의 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민
중문화를 집대성한 것들이다. 우선 세종은 철저한 <풍토문화론자>(風土文化論者)이다. 우리나
라의 국토와 자연환경에 맞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다. 마치 <신토불이>(身土不二) 정
신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 찾기>[農事直說], <우리 음악 찾기>[雅樂譜], <우리 시간
찾기>[天文學과 天文器具], <우리 의약 찾기>[鄕藥集成方 등], <우리 역사 찾기>[東國世年歌,
高麗史, 고조선 및 삼국시조 제사], <우리 영토 찾기>[4군6진 개척, 대마도 정벌], <우리 종교
찾기 등으로 전개되어 수많은 출판물과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다.
<훈민정음>도 위와 같은 <풍토문화론>에서 창조된 것이다. “풍토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면 말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문자도 달라야 한다”는 <훈민정음>의 어제(御製)가
바로 그것이다.
세종은 백성의 민중문화에 친숙했을 뿐 아니라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도 무한한 애정을 가지
고 이를 개선하는데 큰 업적을 냈다. 예를 들면, 농업발전으로 백성의 의식주를 풍족하게 만
들어주고, 인권을 신장시켜 노비, 여성, 서얼, 죄수, 결손가정, 이름없는 평민 등 소외된 계층
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영토를 넓혀주고, 문자까지 만들어주었다. 특히 노비와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극했다. 그래서 세종을 성군(聖君)으로 추앙한 것이다.28)
이런 정책들이 성리학을 배워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유불선통합 문화에 담긴 <평등사상>
과 <홍익인간>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종은 사대명분(事大名分)과 상하귀천(上下貴賤)을 가르는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경학(經學)을
가장 싫어했던 임금이었음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훈민정음>의 문자구조
<훈민정음>의 문자구조는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는

⃝

⃞

⃤ 문화에서 나왔다고 앞에서 말했

했다. 이는 나의 사견이지만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8자의 초성(初聲은

⃝

⃞

⃤ 에서 획을 보태거나 빼어 만들어졌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글자

는 하나도 없다. 다만, 중성(中聲)은
평선[ㅡ]을 만들고,

⃝ 을 생략하여 둥근 점[ · ]을 만들고,

⃞ 을 생략하여 지

⃤ 을 생략하여 사람이 서 있는 모습[ l ]을 만들었다고 본다.

다음에 중성(中聲)에서 밝은 중성과 어두운 중성을 만들 필요에서 땅[ㅡ]과 사람[ l ]에다 하
늘 곧 태양[·]을 연결시켰다. 땅 위에 태양이 있으면 밝은 중성[ㅗ]이 되고, 땅 아래에 태양이
있으면 어두운 중성[ㅜ]이 된다. 또 사람의 동쪽에 태양이 있으면 밝은 중성[ㅏ]이 되고, 사람
의 서쪽에 태양이 있으면 어두운 중성[ㅓ]이 된다. 그러나 <<해례>>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29)
한편, <훈민정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종성(終聲)을 어떻게 붙이느냐이다. 특히 같은 말이
28) 세종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은 한영우, <<세종평전>>(경세원, 2019) 참고.
29) <<해례>>에서는 중성(中聲)이 천지인을 상징하는 도형이라고 하면서 “ㅏ와 ㅓ는 천지의 쓰임이 사람
을 만나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ㅗ와 ㅜ는 하늘이 땅과 만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양모음은 하늘
에서 나와 양모음이 되고, 음모음은 땅에서 나와 음모음이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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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때 종성을 붙이는 일이 가장 힘들다. 예를 들면 <걷다>가 <걸어가다>로 변할 때 종성
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걷다>를 <것다>로 할 것인지 <걷다>로 할 것인지, 또 <걸어가다>를
<거러가다>로 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문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공주(貞懿公主)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물론 이 문제는 그때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받침>이 가장 어렵지 않은가?
끝으로 <훈민정음>과 오행(五行)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28자가

⃝

⃞

⃤ 에서 나왔다고 했는

데 , 28자 가운데 <ㄱㄴㅁㅅo>의 다섯 글자는 오행(五行)의 모습과도 닮았다. <ㄱ>은 땅 아래
로 뿌리를 내린 나무모습[木=仁], ㄴ은 땅위로 타오르는 불꽃모습[火=禮], ㅁ은 땅 모습[土=
信], ㅅ은 이빨이나 날카로운 무기모습[金=義], ㅇ은 물방울 모습[水=智]을 닮았다. 그런데
<<해례>>에서는 이와 다소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30)
위와 같은 해석은 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앞으로 학계의 질정을 바라고 있다. 다만, <<해
례>의 설명이나 현재 학계의 연구성과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연구가 계속 나와
야 할 것이다.

11. 나가면서
최근 우리 학계는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지나치게 미시적 접근법이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접근법의 장점도 없지 않으나,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점도 적지 않다. 모든
사건은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상인데도 극히 작은 일부
분만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면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쉽다.
세종, 집현전,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집현전이나 훈민정음은 세종이 사상
과 정책이 지닌 거대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보아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
전통문화를 모두 흡수하고, 여기에 중국문화의 정수까지 접목시켜 만든 사상과 학문의 스케일
은 바다처럼 넓고 깊다. 유학이나 성리학 하나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임금이 결코 아니다.
이 글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종과 집현전, 훈민정음의 실체를 주마간산격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세밀한 설명은 다른 글에서 다룬 것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란다. (134매, 2020.11)

30)
ㄱ:
ㄴ:
ㅁ:
ㅅ:
ㅇ:

<<해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모습, 또는 나무소리
혀가 입 천정에 붙어 있는 모습, 또는 불꽃 모습
입모습, 또는 땅 모습
이빨, 또는 날카로운 무기 모습
목구멍, 또는 물방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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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 학술 연구의 구조·방법·성격
신동원(전북대학교)

1. 세종시대의 ‘학술 산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오늘 발표는 세종(1418~1450 재위) 시대에 융기한 ‘학술(學術)’이라는 거대한 산악 전체를
주제로 삼는다. 세종 시대의 학술이라는 산악은 지형이 넓고 깊어서 길을 잘 헤아려서 가지
않으면 숲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거나, 같은 자리를 맴돌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선학
과 학문 동료들이 각각 맡은 분야에서 나무와 숲을 헤아리고, 식생을 파악하고, 제대로 난 길
을 찾는 작업을 부단히 해왔다. 각자의 작업이 한데 모임으로써 각각의 봉우리와 계곡마다 깊
이와 특색을 파악하고, 정상까지 난 길을 상당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세종문화사대계𰡕(세
종대왕기념사업회, 2001년) 총서(5권)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집대성했다. 이 총서의 어학·문학
산봉우리(제1권), 과학 산봉우리(제2권), 정치·경제군사·외교·역사 산봉우리(제3권), 윤리·교육·
철학·종교 산봉우리(제4권), 음악·미술 산봉우리(제5권) 오봉으로 이루어진 산악 경관의 전반적
인 면모가 그려졌다. 이후 각 봉우리에서 더욱 상세하고 친절한 산 탐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어학, 악학, 과학 산봉우리 탐사가 두드러졌다.1) 이런 선행 연구 덕택에 오봉과 각 봉우리에
속한 작은 봉우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모아 전체 경관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 발표는 산악을 구성하는 온갖 산들의 풍경을 조망하거나, 한 숲에 들어가 나무를 헤아리
거나, 각처 동·식물의 식생을 조사하는 관점을 택하지 않는다. 세종 시대에 이루어진 ‘학술이
라는 산악의 융기’ 현상 그 자체를 주목한다. 선행 연구 덕택에 오봉 각각의 종적인 역사는
대략 파악되었으나 그들 사이의 횡적인 관계나 공통 지반에 대해서는 별로 탐구되지 않았다.
세종시대 융기한 학술의 실재상(實在象)을 보면, 각각 분야의 전문화라는 강한 성격 못지않게,
그것들 사이의 유기적, 통합적 성격도 강하게 존재한다. 이 유기적, 통합적 성격은 각 전문성
영역의 총합이라는 경관과 다른 차원의 것이다. 현재까지 세종시대 학술 산악 전체를 대상으
로 그것의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성격을 논한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다. 세종시대 학술이라는
산악의 오봉의 연구자들은 각각의 봉우리 하나씩을 고유영역을 삼아 점유하고 있으며, 연구자
들은 대체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한
봉우리라도 정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서 다른 영역까지 넘볼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
한 진단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학문 각 분야에서 이룩된 성취에 너무나 익숙해서, 세종시대 학술 통째의 역사성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전의 모든 시대를 놓고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세종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학술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전 시기에 각
분야마다 어떤 학술연구가 있었는지를. 유학 분야에 어떤 저술이 있었으며, 천문학에서는, 산
학에서는, 의학에서는, 예학·악학에서는, 역사학에서는, 지리학에서는, 어학에서는, 문학에서는,
1) 어학 분야에서는 훈민정음과 관련해 시정곤·최재봉의 𰡔한글과 과학문명｣이 과학 분야에서는 구만옥의
𰡔세종시대의 과학𰡕(들녘, 2016), 천문학에서는 역법과 관측기구의 경우 이은희의 ｢칠정산내편의 연구𰡕
(학술연구정보, 2007), 세종시대 천문학 전작은 아니지만 한국천문학의 성격을 본격 규명한 전용훈의
𰡔한국천문학사｣(들녘, 2017)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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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에서는 어떤 저술이 있었는가? 이전 고려 왕조에서도 이런 학문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은
것은 없었다. ｢고금상정례𰡕(50권)으로 대표되는 예학 분야의 성과, 𰡔삼국사기𰡕·𰡔삼국유사𰡕 같
은 역사 저술, 이규보·정지상·최해·이제현 등의 저작으로 대표되는 문학 분야의 저술이 제법
많이 눈에 뜨인다. 천문학·풍수·의학 분야에서도 여러 저작이 있었다. 세종이 몰(沒)한 1450년
시점으로 상기 질문을 똑같이 던진다면 어떨까? 위의 모든 분야마다 굵직한 저술을 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난다. 왜 ‘학술연구’ 사업이었을까? 그것이 신생 유교
왕조의 정통성 획득과 통치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는 세종시대의 통치와 학문의 관계, 학문의 분류, 학문 중 학술연구가 진행된 분야, 학술연구
의 선행조건, 학술연구의 제반 방법론, 학술연구의 수행자, 학술연구의 실제 활용 등을 꼼꼼히
짚어 귀납한 결론은 아니었다. 이런 각각의 연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공통기반으로서 도서 확
보, 집단 연구, 적절한 결과를 탄생시키는 비밀인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고찰도 충분하지 못
했다.

2. 세종시대 학술의 구조: 경국육전학(經國六典學)
1430년(세종 12) 3월, 상정소(詳定所)에서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학(學)의 관리 임용
시험과목을 확정했다.2) 그것은 유학(儒學)·무학(武學)·한이학(漢吏學, 외교문서와 관청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의 문체)·자학(字學)·역학(譯學)·한어몽훈(漢語蒙訓)·왜학(倭學)·음양
학(陰陽學)·의학(醫學)·악학(樂學)·산학(算學)·율학(律學) 등 12학이었다. 이 12학은 1406년(태종
6)에 설치한 10학을 변경한 것이고3), 그것은 또 다시 고려말 1389년(공양왕 1) 때 제정된 10
학을 계승한 것이다.4)
<표: 국가경영에 필요한 ‘학’의 변화>
시기

학문의 종류

비고
고려 전기 7과에 역학·이학·
악학 추가.

1389(공양왕 1) 10학

예학 · 무학 · 의학 · 율학 · 서학 · 산

이전의 문학(文學)이 예학(禮

학·풍수음양학·역학·이학·악학

學)으로 명칭 변경
이전의 음양복서학이 풍수음

1406(태종 6) 10학
1430(세종 12) 12학

유학 · 무학 · 의학 · 율학 · 서학 · 산

양학으로 변경
예학이 유학(儒學)으로 명칭

학·음양풍수학·역학·이학·악학
定所)에서는 국가 운영에 필

변경
한어몽훈 ( 漢語蒙訓 )· 왜학 ( 倭

요한 여러 학(學)의 관리 임

學)의 추가

2)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경술(1430,선덕 5), 3월18일(무오), 3 집 225 면.
3) 𰡔태종실록𰡕, 태종 6년 병술(1406)11월 15일(신미). 1 집 379 면.
4) 1389년 고려사 제77권 지 제31 백관2 제사도감과 각색. 여기에 통역관 양성인 역학과 산관 양성인
산학이 합쳐져 10학을 이룬다. 조선 초인 1406년의 십학은 이를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간의 출
입이 있다. 예학이 유학(儒學), 병학이 무학(武學)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역학(譯學)과 산학(算學)의
명칭이 드러나 있어 십학을 온전히 기록했다.(𰡔태종실록𰡕, 태종 6년 병술(1406)11월 15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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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험과목을

그것은

확정했다.5)

유학(儒學)·무학(武

學 )· 한이학 ( 漢吏學 )· 자학 ( 字

이학을 한이학으로, 음양풍

學)·역학 (譯學)·한어몽훈(漢語

수학은 음양학으로 명칭 변

蒙訓)·왜학(倭學)·음양학(陰陽

경

學 )·의학 ( 醫學 )·악학 (樂學 )· 산
학(算學)·율학(律學) 등 12학
이 표를 보면, 국가경영에 필요한 학(學)은 고려 전기부터 있었으며,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인 공양양 때 10학으로 변경되었고, 태종 때 조선의 10학으로 설치되었다가 세종
12년 12학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학·역학·의학·자학·악학·산학·율학 등 전문적 성격
이 짙은 6개 ‘학’은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문학(文學)에서 예학(禮學)으로, 예
학에서 유학(儒學)으로 바뀐 대목에는 사장(詞章)을 중시한 고려 전기, 유교식 예제(禮制)의 실
천을 중시한 여말, 더 넓은 의미의 유학 공부를 지향한 조선 초의 상황 변화가 담겨 있다. 천
문학, 점복, 풍수가 섞인 학문분야를 명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 고
려전기의 음양복서학은 공양왕 때 풍수음양학으로, 태종 때에는 음양풍수학으로, 세종 때 최
종적으로 음양학으로 확정되었다. 어떤 명칭이 되었던 모두 천문·역산·구루(晷漏)·지리(地理)·복
서를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복서와 풍수의 독립적인 학문적 지위가 도드라졌다가 사라진 과정
을 담고 있다. 원의 멸망이후 역학(譯學)은 세분화하여 한어 이외에 몽고어인 한어몽훈(漢語蒙
訓)이나 일본어인 왜학(倭學)이 독립되었다.
이 12학은 12학은 국가경영에 필요한 실무 지식의 성격을 띤다. 공양왕 때 기록에서는 10
학을 10개의 담당 기관에서 학습하도록 규정했다. 예학(禮學)은 성균관(成均館)에, 악학(樂學)
은 전의시(典儀寺)에, 병학(兵學)은 군후소(軍候所)에, 율학(律學)은 전법사(典法司)에, 자학(字
學)은 전교시(典校寺)에, 의학(醫學)은 전의시(典醫寺)에, 풍수음양학(風水陰陽學)은 서운관(書
雲觀)에, 이학(吏學)은 사역원(司譯院)에 각각 나누어 예속시킨 것이다. 유학을 성균관에 배속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기관 소속 관원이 자기 기관에서 펼치는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
하도록 한 것이다. 성균관에서 배우는 유학은 문관의 경학 지식을 체크하기 위한 과목이었다.
1430년 상정소에서 12학을 규정하고, 과목을 확정한 데에는 관리의 취재 운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분류한 중요한 학문
분야인 천문학, 수학, 의학, 어학, 법률학이 들어 있으며, 당시 중요하게 여긴 지리(풍수)학,
명과학이 들어 있고, 외교 문서 작성법, 전서(篆書) 같은 자체(字體)의 작성과 해독, 각종 악기
운용법이 망라되어 있다. 유학에는 사서와 오경 같은 기초 경전과 본받아야 할 역사학 분야의
핵심 서적으로서 𰡔통감𰡕과 𰡔송감(宋鑑)𰡕 2종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문헌
이나 활동이 세세하게 규정되었는데, 그것은 각 분야의 핵심 내용을 다 포괄하며, 학습해야
할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취재 영역에 들지 않은 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본다면,
정치, 경제, 지도제작, 농학, 모든 사족 개인 차원에서 갈고닦아야 할 문학 등이 있다. 모두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두지 않는 국왕을 비롯해 지방의 수령, 일반 농민까지 다 관심을 뒀던
일반 통치 영역들이다. 𰡔세종실록𰡕,
세종(1418~1450 재위)은 33년 통치를 마친 후 세상을 떴다. 얼마 안 있어 그의 생애와 통

5)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경술(1430,선덕 5), 3월18일(무오), 3 집 2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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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전반을 평가하는 짧은 글이 나왔다.6) 흔히 사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고인에 대한 덕담과
상찬이 농후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평가에는 그의 업적 전반을 당대인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담은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이 글은 왕의 즉위 이전의 천성과 호학, 즉
위 이후의 통치 방식, 주요 업적, 인륜에 입각한 형제애, 친족관계, 사대교린 관계, 왕의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세종시대 학술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그는 호학
을 천성으로 지녔다. 그는 “왕자로 있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
이 떠나지 않았다. 둘째, 여러 업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토론, 자문을 통한 통치 스타일을 즐
겼다. 세종은 4경(새벽 1시~3시)에 기상하여 날이 밝으면 신하들의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았
으며, 그 다음에는 대신들과의 토론인 윤대를 행했으며, 어전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시
행했는데, 이런 것들을 늘 꾸준히 실천했다. 또 이전의 왕들과 달리 집현전을 본격적으로 운
영했는데, 글 잘하는 선비를 뽑아 학술 자문을 받으며 통치 활동을 전개했다. 왕 자신도 “경
서와 역사를 열람할 때는 즐거워하여 싫어할 줄을 몰랐고, 희귀한 문적이나 옛사람이 남기고
간 글을 한 번 보면 잊지 않으며 증빙과 원용을 살펴 조사”한 후 재위 내내 힘껏 정사를 돌봤
다. 셋째, 여러 학술 분야에 걸쳐 두드러진 업적을 냈다. 문(文)과 무(武)의 정치가 빠짐없이
잘 되었고, 예악의 문(文)을 모두 일으켰다고 하며, 특히 “종률(鍾律)과 역상(曆象)의 법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던 것인데, 모두 임금이 발명한 것이다.”
세종 사후 2년 뒤인 1452년 왕릉 조성과 함께 지어진 정인지의 ｢영릉신도비문(英陵神道碑
文)｣에는 세종시대 학술 치적이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글에서 정인지는 세종시대
의 가장 굵직한 사건을 편년 형식으로 기술한 데 이어 나머지 중요 업적을 경국(經國)의 틀인
육전 즉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 체제에 맞춰 나열했으며, 후반부에 칭송의 명(銘)을 읊
었다.7)
｢영릉신도비문｣ 편년 부분에는 학술 서적에 관한 내용이 세 건 적혀 있다. 첫째, 1420년 집
현전 설치다. “이해 봄에 비로소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학의 선비를 뽑아 모아 자문에 대비하
였다.” 둘째, 1426년(명 선종1, 세종8년) 겨울에 천자가 오경대전(五經)[대전]·사서[대전](四書)·
𰡔성리대전(性理大全)𰡕·𰡔통감강목(通鑑綱目)𰡕 등 서적을 내려 주었다.”는 사실이다. 𰡔사서대전𰡕·
𰡔오경대전𰡕은 명 태종 때 편찬한 것으로서 조선에는 1418년 북경 사신인 경녕군이 천자의 하
사품을 받아오면서 처음 알려진’8) 것으로, 1426년에는 𰡔성리대전𰡕과 함께 세종에게도 하사된
것이다. 이로써 조선은 중국 명이 야심만만하게 정리한 3대 유학 대전을 다 갖추게 되었다.
셋째, 1446년(세종 28) 훈민정음 창제 사실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음운(音韻)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게 하니, 오랑캐와 중국의 여러 소리를 번역하여 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 제
작이 정미함이 가히 고금에 뛰어났다 할 만하다.” 여기서는 표기 매체로서 훈민정음의 뛰어남
을 말하는 데 그쳤지만, 후반부 명(銘)에서는 “훈민정음을 제정하여 누속(陋俗)을 씻으셨도다.”
고 하여 백성이 쉽게 글을 읽혀 문명인이 될 수 있게 함을 높이 평가했다. 𰡔훈민정음𰡕은 조선
의 온 백성이 누속(陋俗)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학술로 간주되어, 사서오경 대전, 집
현전 설치와 함께 편년 부분에 언급되었다.
｢영릉신도비명𰡕의 육전의 틀에 맞춘 세종의 치적은 다음과 같다. ( )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6) 𰡔세종실록𰡕, 세종 32년 경오(1450) (경태1), 2월 17일(임진), 5 집 172 면.
7) 𰡔신증동국여지승람𰡕 제7권 경기(京畿) 여주목(驪州牧) 11면~18면. 현대판 24~27쪽
8)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7년 을묘(1435) 8월 24일(계해). 3 집 6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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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주(銓注)·출척(黜陟)의 법을 세웠으되 지극히 자세하고 지극히 구비되니, 요행으로
자리를 얻는 것은 자취를 감추고, 현량이 나와 쓰이게 되었다. 수령이 하직할 적에는 인견
하시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를 하도록 타이르시니 사람마다 스스로 힘썼다.
(호전) 농상(農桑)에 유의하여 책을 만들어 권유하고, 밭가는 것을 살피고 거두는 것을 보
니 사람들이 농사짓기를 즐겨 하였다. 손실의 폐단을 개혁하여 공법(貢法)을 정했는데, 농
토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고, 한해의 농사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공평히 매겨
하(夏)·은(殷)·주(周)의 공(貢)과 철(徹)의 법을 복구하였다.
(예전) 유사에게 명하여 종과 경쇠를 만들게 하여 율관을 불어 음성을 조화하게 하니 아악
이 일신되었다.······조종의 공덕을 서술하여 정대업(定大業)·여민락(與民樂) 등의 악장을 지
으시니 소리와 의식의 아름다움이 지극하였다. 𰡔당악보𰡕와 𰡔속악보𰡕를 만들어 느리고 빠른
음조를 고르게 하여서, 사람마다 악보만 있으면 악사에게 번거롭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음악이 각각 바름을 얻게 되었으니 또한 옛날에 없던 일이다. 고금의 예설(禮說)을 참작하
여 오례의(五禮儀)를 정하니 정(情)과 문(文)의 갖춤을 극진히 하였다. 𰡔칠정내외편(七政內
外篇)𰡕을 편찬하고 여러 의상(儀象)과 규표(圭表) 및 흠경(欽敬)·보루(報漏) 등의 물시계를
제작했다. 혼상(渾象)·성구정시의(星咎定時儀)·앙부의(仰釜儀)의 제작, 한양에서 모든 날 해
가 뜨고 지는 시각의 측정은 다 처음 창제한 것이니, 이에 천문·역수(曆數)가 비로소 틀림
이 없게 되었다. 𰡔삼강행실𰡕을 편찬하여 풍속을 격려함이며, 𰡔명황계감(明皇戒鑑)𰡕을 지은
것은 [통치자의] 안일하고 향락(享樂)에 빠짐을 막기 위함이요, 𰡔통감훈의(通鑑訓義)𰡕와 𰡔치
평요람(治平要覽)𰡕을 편찬한 것은 역대의 흥망을 보게 한 것이요, 𰡔역대병요(歷代兵要)𰡕를
편찬한 것은 평화한 때에도 싸움을 잊지 않게 한 것이요. 의약(醫藥) 제서(諸書)에 이르기
까지도 모두 교정하여 새 것처럼 하였다.
(공전) 주자(鑄字)와 기리고(記里鼓)의 유(類)에도 매우 유의하지 아니함이 없었다.9)
(병전) 𰡔진설(陣說)𰡕을 지어 진법 일으키는 것을 사열하고, 전함을 더욱 수리하고 화통(火
筩)을 더 제조하고, 성곽을 수리하고, 갑병(甲兵)을 훈련하니 무비가 엄하여졌다.
(형전) 법률이 밝고 옥사를 다스림이 공평하매 형벌이 맑아졌고, 술을 경계하고 형벌을 가
엾이 여기어 모두 교서를 내려 관리를 단속하였다.10)
여기서 농서 제작과 공법(貢法) 제정은 호전(戶典)에서 언급되었다. 악학과 예제(禮制)의 확정,
천문·역수의 교정, 정치·역사의 이해와 계몽, 의서 편찬 등 대부분의 학술사업은 예전(禮典)의
치적으로 분류되었다. 𰡔진설(陳說)𰡕의 편찬을 비롯한 화포·축성·전함 축조 등 기술 관련 내용
은 병전(兵典)의, 주자(鑄字)·기리고(記里鼓) 제작은 공전(工典)의 치적들이다. 이전(吏典)과 형
전(刑典) 두 분야에서는 특별한 학술 사적 대신에 일반적인 정치 치적, 공평한 법 집행이 언급
되어 있다.
이 ｢영릉신도비명｣에는 위에서 살핀 다섯 봉우리에 해당하는 치적이 대체로 다 담겨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는 오늘날 연구자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유기성과 통합성이 드러
나 있다. 이 모든 학술연구를 육전(六典)이라는 유교적 경국(經國)의 틀로 엮었다. 각각의 학
술연구는 각 분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성격을 지녔다. 농사서적의 편찬은 농사의 권장을 위
해, 공법의 제정은 답험의 문란함을 없애기 위해, 악학은 의례의 표준화를 위해, 예제는 정
(情)과 문의 갖춤 곧 문명의 실천을 위해, 천문학은 한양 하늘 기준 천체 운행 질서의 올바른
9) 𰡔신증동국여지승람𰡕 제7권 경기(京畿) 여주목(驪州牧) 11면~18면. 현대판 24~27쪽.
10) 𰡔신증동국여지승람𰡕 제7권 경기(京畿) 여주목(驪州牧) 11면~18면. 현대판 2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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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𰡔삼강행실𰡕·𰡔명황계감𰡕·𰡔통감훈의𰡕·𰡔치평요람𰡕·𰡔역대병요𰡕는 모두 역사
에서 유교적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서 편찬은 [이전의 것을 뛰어넘는] 새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목적을 따로 언급하는 않았지만, 본질상 활자의 주조는 문(文)을 진작시키기
위해, 기리고차는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해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세종시대 학술연구 치
적은 육전 각각, 전체적으로는 경국과 관련되어 파악된다. 따라서 세종시대 학술은 경국육전
학(經國六典學), 줄여서 ‘경국학(經國學)’이란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

3. 세종시대에 펼쳐진 학술 활동
𰡔세종실록𰡕과 당시 출간된 책에 관한 학술 정보를 모으면, 신도비명에 언급된 분야의 내용
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고, 언급되지 않은 학술 영역의 활동까지도 알게 된다. 세종 즉위부
터 몰할 때까지 거의 매해 학술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대략 70여 건이며 그중 서적 출간이
56 건이다.
<표: 세종시대의 학술 연구>
1419(세종 1)

𰡔장일통요𰡕

1420(세종 2)

집현전 개편, 경자자

1421(세종 3)

𰡔고려사𰡕 개수, 인쇄 조판 개선

1425(세종 7)

악서편찬·기보법·악기도감, 𰡔경상도지리지𰡕, 𰡔정종실록𰡕

1426(세종 8)

𰡔신찬속육전𰡕과 𰡔등록𰡕

1427(세종 9)

12율 신정(新定)

1428(세종 10) 𰡔향약채취월령𰡕
1429(세종 11)

𰡔농사직설𰡕, 수차보급 시작

1430(세종 12)

아악보 완성

1431(세종 13)

제례악 상정, 𰡔태종실록𰡕, 𰡔동인문𰡕·𰡔익제집𰡕 교정, 𰡔대명률𰡕 번역, 여러
풍수 서적 간행과 연구 개시

1432(세종 14)

𰡔(신찬)팔도지리지𰡕, 𰡔삼강행실도𰡕

1433(세종 15)

회례악 완성, 𰡔(신찬)경제속육전𰡕, 간의 제작과 간의대 설치, 𰡔향약집성방𰡕,
𰡔진서(陣書)𰡕·진도(陣圖))

1434(세종 16)
1434~1438년

자격루·앙부일구, 𰡔신찬팔도도𰡕, 𰡔태산요록𰡕, 𰡔통감훈의(通鑑訓義)𰡕, 갑인자
여러 관측기구·시계 제작

1436(세종 18) 𰡔역대세년가𰡕 주석과 동국부분 집필 주해, 𰡔(통감)강목훈의𰡕, 양계 지도 제
작
1437(세종 19) 𰡔장감박의(將鑑博義)𰡕 부연
1438(세종 20)

한유·유종원 문장 주석, 흠경각루(옥루), 시호 평론 증보

1439(세종 21)

𰡔선원류부록𰡕

1440(세종22)

𰡔신주무원록𰡕, 𰡔국어𰡕·𰡔음의(音義)𰡕 교정

1441(세종 23)

𰡔치평요람𰡕·𰡔명황계감𰡕, 측우기, 기리고차

1442(세종 24)

𰡔사륜전집(絲綸全集𰡕·𰡔사륜요집𰡕, 𰡔칠정산𰡕 내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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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세종 25)

두시(杜詩) 주해, 훈민정음 완성

1444(세종 26)

공법(연분9등, 전분6등) 반포, 𰡔운회(韻會)𰡕 번역, 𰡔역대병요𰡕, 𰡔오례의𰡕 주
해, 𰡔칠정산내편정묘년교식가령𰡕·𰡔정묘년외편가령𰡕

1445년 이전

천문도

1445(세종 27) 𰡔제가역상집𰡕, 𰡔의방유취𰡕, 𰡔용비어천가𰡕
1445년 전후(?) 𰡔선택요략𰡕·𰡔천문유취𰡕
1446(세종 28)

𰡔훈민정음𰡕해석· 범례(凡例)

1447(세종 29)

𰡔동국정운𰡕, 𰡔석보상절𰡕, 훈민정음 활자

1447(1450?)

𰡔월인천강지곡𰡕

1448(세종 30)

𰡔선원록𰡕, 𰡔총통등록(銃筒謄錄)𰡕

1449(세종 31)

𰡔고려사𰡕 개찬(기·전·표·지 체제)

｢영릉신도비명｣을 염두에 두고 위의 표를 보면, 농학 분야는 1428년 하삼도 노농의 농사경
험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인 1429년 𰡔농사직설𰡕 편찬으로 완결되었다. 이어 수차의 제
작과 보급이 시작되었으나 끝내 실패하고 만다. 세종 후반기 1443~1444년 연분9등·전분6등
공법 실시가 있었다. 이에 약간 앞서 1441~1442년에는 기상 관측과 관련된 우량계인 측우기
제작과 각 고을 측우기 강우량 측정 보고 체계의 확립이 있었다.
악학 분야는 1425에 악학 정보 편찬, 기보법, 악기도감 작성이라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1427년 12율 제정, 1429년 악학의 정리를 의미하는 아악보의 완성, 이 음악에 맞춘 의례 형
식인 제례악은 1431년, 회례악은 1433년에 확정되었다. 예제 전체는 1444년 ｢오례의 주해｣로
완결되었다.
천문학 분야는 1419년 개정 작업이 시작된 이래 세종의 통치 말기까지 줄기차게 연구된 분
야였다. 1430년 수시력 연구를 통해 일식 역산을 성공적으로 예측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시력 체제에 따른 실제 관측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양 위도 기준 시각 표준화, 관측
의기의 제작과 한양 기준 별자리 동정(1434~1438)과 천문도 작성, 본국역법인 𰡔칠정산 내편𰡕·
𰡔칠정산 외편𰡕 등의 완성(1442년)과 반포(1444년) 등으로 이어졌다. 1444년에는 𰡔칠정산내편
정묘년교식가령𰡕·𰡔정묘년외편가령𰡕을 지어 정묘년(1447년)에 있을 일식을 추보했다. 마지막으
로 1445년 천문학의 네 기둥, 천문·역법·의상·구루에 관한 천하 고금의 설을 유취하여 𰡔제가역
상집𰡕으로 펴냈다. 이밖에도 천문도와 짝을 이루는 𰡔천문유초𰡕, 𰡔칠정산 내편𰡕·𰡔칠정산 외편𰡕
과 짝을 이루는 선택서인 𰡔선택요략𰡕도 갖췄다. 아울러 ｢영릉신도비명｣이 언급하지 않은 풍수
학의 정리 시도도 있었다. 세종 즉위 직후인 1419년 선왕 때부터 논의해온 장일(葬日), 즉 일
력과 풍수 부분에 대한 규제법이 만들어졌다. 풍수학은 “전해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어 부득이
이를 쓰게 되니 없을 수는 없는 것”11)으로 간주되어 표준화 작업을 시도되었다. 1431년(세종
13)

각종

지리서(𰡔지리전서𰡕·𰡔지리신서𰡕·𰡔부영경(夫靈經)𰡕·𰡔천일경(天一經)𰡕·𰡔지주림(地珠林)𰡕

등 모아 간행하고, 중국에서 책을 구입하여 연구하기로 했으나, 표준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
했다. “사람마다 각기 의논이 다르므로 따를 바를 찾지 못한 것”12)이 그 원인이었다.
역사학도 세종 치세 시종일관 학술 연구가 활발하게 펼쳐진 분야다. ｢영릉신도비명｣에서 언
급한 굵직한 5종의 서적들, ‘역대의 흥망을 보게 한’ 𰡔(자치)통감훈의(通鑑訓義)𰡕(1434년)와 𰡔
통감강목훈의𰡕(1436년)과 𰡔치평요람(治平要覽)𰡕(1441년), ‘평화한 때에도 싸움을 잊지 않게 한’
11)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4년 임술(1442). 4 집 448 면.
12)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4년 임술(1442). 4 집 44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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𰡔역대병요(歷代兵要)𰡕(1444), 일반 백성의 충·효·열 ‘풍속을 격려’하기 위한 𰡔삼강행실도𰡕
(14324) 들이 세종 통치 후반기에 편찬되었다. 이밖에 𰡔정종실록𰡕(1425년)·𰡔태종실록𰡕(1431년)
·𰡔고려사𰡕 교정(1421년)·기전체 𰡔고려사𰡕 편찬(1449년) 등 굵직한 역사 집필 작업이 있었다.
𰡔역대세년가𰡕와 동국 부분 주해(1436년), 𰡔장감박의𰡕를 부연한 서적(1437년)과 왕실 족보인 𰡔
선원류부록𰡕(1439년)와 𰡔선원록𰡕(1448)도 편찬되었다. 역사학의 한 분야인 주·군 연혁을 위주
로 한 전국 고을의 정보를 취합한 지리지 편찬도 1424년에 시작되어 이듬해 𰡔경상도지리지𰡕,
그리고 1432년 𰡔신찬팔도지리지𰡕 편찬으로 완결되었다. 지리지와 짝을 이루는 지도의 제작은
1434년 𰡔신찬팔도도𰡕, 1436년(세종 18) 북방 양계지도로 보완되었다.
의약학 분야는 1422년 의심스러운 향약재의 진위(眞僞) 확인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1428년
향약재의 향명·약성·채취시기·건조요령을 담은 𰡔향약채취월령𰡕이 완성되었고(1431년 발간),
1433년 방대한 규모의 𰡔향약집성방𰡕이 편찬, 발간되면서 향약학 정리가 완결되었다. 중국의학
전체까지를 망라한 대전(大全)의 편찬은 1445년) 𰡔의방유취𰡕로 현실화했다. 중간인 1434년 태
산학 관련 대민 간편 의서인 𰡔태산요록𰡕이 편찬되었다.
어학(문자학·음운학) 학술 활동은 세종 치세 후반기에 활발했다. 1440년 𰡔국어𰡕·𰡔음의(音義)
𰡕의 교정 작업이 있었고, 1443년 세종은 스스로 창제한 문자 28개를 다룬 𰡔훈민정음𰡕을 창안
했고, 1446년 해석과 범례를 곁들인 최종판 𰡔훈민정음𰡕이 편찬, 반포되었다. 1444년에는 중국
의 한자음운학 서적인 𰡔운회(韻會)𰡕가 번역되었으며, 1447년 훈민정음 문자로 표기한 음운학
서적인 𰡔동국정운𰡕이 완성되었다. ｢영릉신도비명｣에 언급되지 않은 문학 분야에서도 여러 서
적이 편찬되었다. 국내 문인의 저술을 교정한 𰡔동인문𰡕·𰡔익제집𰡕(모두 1431년), 한유·유종원
주석(1438년), 두시(杜詩) 주해(1443년)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시호 평론 증보(1438년), 진
(秦)·한(漢)에서부터 명(明)나라 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고(制誥)와 조칙(詔勅)을 모은 𰡔사륜
전집(絲綸全集)𰡕 그 핵심을 추린 𰡔사륜요집𰡕(1442년, 세종 24)도 문학의 글 형식 습득과 관련
된다. 𰡔용비어천가𰡕 창작과 주해(1445년)도 문학 분야의 주요 업적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은 호전(戶典) 관련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전(禮典)에 속하는
학술 활동이었다. 병전과 형전 공전에 관한 학술 활동도 펼쳐졌다. 이미 언급한 𰡔장감박의𰡕
부연이나 𰡔역대병요𰡕 편찬 작업은 역사학이기도 하지만, 병전(兵典)과도 관련된다. 진을 치는
법, 곧 본격적인 군대 운용법의 모색은 1433년 𰡔진서(陣書)𰡕의 편찬과 진도(陣圖)의 작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 군사기술[軍器]과 관련된 화약·화포 개량 작업은 세종 치세 내내 이루어졌
으며, 1448년 𰡔총통등록(銃筒謄錄)𰡕의 편찬으로 일단락되었다.13) 공전(工典) 분야 중 학술과
관련된 부분만 보면, 1420년 경자자, 1421년 인쇄 조판 개선, 1434년 갑인자, 1447년 한글
활자 등 신활자의 제작이 있었다. 1441년에는 땅의 거리를 재는 기리고차가 제작되었다. 형전
(刑典) 분야에서도 두 가지 학술 활동이 펼쳐졌다. 1431년 𰡔대명률𰡕이 번역되었으며, 1440년
에 검시법을 담은 𰡔무원록𰡕을 주석한 𰡔신주무원록𰡕이 발간되었다.
｢영릉신도비명｣에는 언급하지 않은 법전 분야의 수정, 증보 활동도 두 차례 펼쳐졌다. 다른
분야는 대부분이 세종 통치 기간 이룩되었지만, 이 분야는 조선 개국과 함께 계속 수정 보완
되면서 세종 때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지속되어 1484년 𰡔경국대전𰡕으로 완성된다. 고려 말의
𰡔주관육익𰡕, 개국 직후인 1394년(태조 3) 정도전의 𰡔조선경국전𰡕, 1397년(태조 6) 𰡔경제육전𰡕
(원육전), 1413년(태종 13) 𰡔속육전𰡕(3권)이 잇달았으며, 세종 집권이후에도 두 차례 개정과
증보 작업이 이어졌다. 1426년 𰡔속육전𰡕 5권과 𰡔육전등록𰡕 1편, 1433년에 다시 𰡔(신찬)경제속
육전𰡕 6권, 등록 6권의 편찬이 그것이다. 이 6권 체제가 𰡔경국대전𰡕(6권)으로 이어졌을 것이
13) 𰡔세종실록𰡕, 세종 30년 무진(1448). 5 집 9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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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교와 관련된 서적 편찬은 두 개의 기록이 보인다. 1446년 𰡔석보상절𰡕(24권 추정)과 1447
년(또는 1450년) 𰡔월인천강지곡𰡕 두 건이 그것이다. 1446년 왕비인 소헌왕후가 죽자 세종은
아들인 수양대군을 시켜 석가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짓도록 한 것이 𰡔석보상절𰡕이며, 이 내용
을 토대로 세종 자신이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시문이 월인천강지곡이다. 이 불교저술
은 경국보다는 모두 사적인 동기의 저술이다.

4. 세종시대 학술연구의 방법
학술연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참’ 지식과 ‘유용한’ 지식의 획득을 지향한다. 세종시대에
벌어진 학술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참됨’과 ‘유용함’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어떤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구사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오늘날 우리는 각 분야에서 알
아낸 결과를 너무 잘 알아서, 당시 학자들의 방법 선택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모든 방법이 각 학문 분야에서는 다 알려져 있던 것이라서 새로운 것은
없고, 어느 시기 누가 해도 각각 분야의 학술연구는 으레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더 묻지 않는다. 당대인의 입장에 서보자. 동국에서는 거의 모든 학술연구가 이전에
수행된 바 없었으므로, 모든 게 다 최초의 도전이었다. 획득해야 할 ‘참됨’과 ‘유용함’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했으므로, 그 도전은 더욱 벅찬 과제였다. 세종시대 국왕을 비롯한 학자들은
‘참됨’, ‘유용함’을 얻기 위해, 사안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 방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지식의 획득과 응용에 관한 것으로 수학계산·관측·천문학적 지식의
응용·실험·실제 확인 제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문헌 또는 실제 정보의 수집, 정
리, 유취, 상정, 요약, 번역, 교정 등의 작업이다. 또 사안의 중요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단독
연구, 집단 연구, 일반 문신 학자와 전문가의 협업 연구 방법 등을 선택했다.
1) 지식의 획득 또는 응용 방법
‘참’ 지식을 얻는 최상의 방식은 수학이었다. 천체의 운행은 수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역법
교정의 관건이 수학적 능력에 있음은 “수시력의 법(法 원리와 체계)을 상세히 연구하고, 그 술
[산법(算法)]과 상수(常數)을 익히라”14), “천문을 추산(推算)하는 일이란 전심전력해야만 그 묘
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식·월식과 성신(星辰)의 변(變), 그 운행의 도수(度數)가 본시 약
간의 차착(差錯)이 있는 것”15)이라는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일·월식 예측을 제대로 하기 위
해 수시력 계산을 제대로 연구하여 해결하고자 했다.16) 그것은 최신 역법인 수시력을 만든 원
대 학자 곽수경·허형·왕순 등이 해냈던 수학적 작업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다.17)
14)
15)
16)
17)

𰡔사여전도통궤𰡕 발문. 4 집 219 면.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경술(1430)8월 3일(신미). 3 집 249 면.
𰡔사여전도통궤𰡕 발문. 4 집 219 면.
수시력의 우수성은 일단 천문기기를 활용한 6년 사이의 관측을 통해 1년, 1달, 1일의 길이를 정확하
게 규정했다는 점, 정확한 관측을 통해 [타원운동 때문에 생기는] 해와 달, 오성의 부등속 운동과 일
반적으로 23.5도로 알고 있는 황도의 적도 사이의 각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한 점에
서 드러난다. 수학적 계산 측면에서도 초차법(招差法)이라는 정밀한 내삽법(內揷法)의 공식을 창안하
여 해와 달의 운행 일별 궤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으며, 현대의 구면삼각법에는 미치지 못하지
만, 그에 근접하는 방식을 써서 해와 달, 오성, 28수 등의 좌표를 더욱 정확하게 찍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초하루를 정할 때 큰달이 네 번 연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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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년 무렵 정초(鄭招)의 연구 결과 책력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잡히게 되었지만18),
일식의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까지 올바르게 예측한 것은 아니었다. 수시력에 활용된 방원
법(方圓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중국 흠천감에 문의
해 이 문제를 해결에 보내어 질의, 의문을 해소하도록 했다.19) 1432년 10월 무렵쯤 되면, 일
식·월식과 절기(節氣)의 일정함이 중국에서 반포한 역서와 비교할 때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올라섰다.20) 이어서 𰡔태음통궤(太陰通軌)𰡕·𰡔태양통궤(太陽通軌)𰡕·𰡔회회역법(回回
曆法)𰡕 등을 구해 더욱 정밀한 역산 계산이 가능해졌으며, 𰡔수시력𰡕과 이런 역법 등을 비교
연구하여 중국 역법에 나타난 약간의 오류까지 바로잡아 당시로서는 천하에서 가장 정밀한 역
법인 𰡔칠정산내외편𰡕을 완성했다.21) ｢영릉신도비명｣에서는 이를 “천문·역수(曆數)가 비로소 틀
림이 없게” 된 것이라 표현했다.
악학에서는 수학적 비례가 중시되었다. 송대 제작된 편경의 황종음을 기준으로 삼아 율(律
管)을 제작하여 삼분손익법에 따라서 나머지 11음을 취했다.22) 이렇게 얻은 12율의 음가를 보
니, 기존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편경들의 11개음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에서 보낸 편경 세트는 이미 송대의 것과 비교할 때 잘못이 드러나 있었으며, 송대의 것조
차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는 거기에 매달린 경쇠들이 한 시대에 제작된 것이 아님을 뜻했
다.23) 기존 중국의 11음을 버리고, 박연이 새로 찾아낸 12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역산(曆
算)의 경우와 달리 이런 비례를 찾아내는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형식상 중국-조선
의 사대 관계보다 수학적 비례관계로 표현된 우주자연의 질서가 ‘참되다’고 본 그러한 생각이
중요하다.
관측은 역산(曆算)과 동급의 방법이었다. 천체 공간 일·월·성의 운행 관측 데이터를 이후의
궤적을 예측 가능하게 한 수식이 역산이기 때문이다. 1433년 간의대를 설치하고, 제작한 간의
로 천체 관측이 시작되었다.24) 관측 활동으로 1438년까지 역산 추보가 실제로 맞는지 여부의
확인, 한양의 연중 해 뜨고 해 지는 시각, 한양 위도 기준 별자리 좌표의 동정 작업이 펼쳐졌
고25) 한양 관측 별자리는 석각 천문도로 제작되었다.26) 그렇지만 세종시대 천문학자의 관측
활동이 역법 개선에 크게 기여했는지 여부는 논쟁적이다. 원대의 천문학자들은 대형 규표 같
은 관측기구를 통한 정밀한 관측 데이터의 확보, 천체 운행을 예측하는 수학적 기법의 개발
등으로 이전의 선명력을 뛰어넘는 역법을 제시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똑같은 관측 활동을
하기는 했어도, 그것이 역산법이 맞는지 여부의 확인은 이루어졌어도27), 한양 기준 시각 측정
임시방편적 진삭법(進朔法, 합삭시각이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날을 삭일(朔日)로 정하는 방법)을 폐
지하여 오로지 천체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한 것, 여러 정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치를 모두 1만을 분모
로 하는 분수로 표시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수를 도입한 것, 1일을 100각(刻), 1각을 100분(分), 1분을
100초(秒)로 하는 100진법을 사용하면서 1일을 10,000분 단위로 정한 점, 1년의 길이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세실소장법(歲實消長法)을 채택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역원(曆元)을 지원 18년으로 하여 그
간 누적된 오차를 다 털어버린 것도 수시력의 특징이다. (이상의 내용은 (𰡔민족문화대백과사전𰡕, ｢수
시력｣ 항목을 재정리한 것이다.
18)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경술(1430)8월 3일(신미). 3 집 249 면.
19)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12월 11일. 3 집 277 면; 종 13년 신해(1431)3월 2일(병인). 3 집 297 면.
20)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4년 임자(1432) (선덕7), 10월 30일(을묘). 3 집 424 면.
21) 𰡔세종실록𰡕, 후기(後記) 권156. 칠정산내외편 서.
22)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5년 계축(1433) (선덕8), 1월 1일(을묘). 3 집 435 면.
23)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5년 계축(1433) (선덕8), 1월 1일(을묘). 3 집 435 면.
24) 𰡔동문선𰡕 제94권 서(序), 이순지(李純之), 교식추보법 가령 서문[交食推步法假令序].
25)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0년 무오(1438) (정통3), 3월 4일(무자). 4 집 134 면.
26)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9년 정사(1437,정통 2), 4월15일(갑술). 4월15일(갑술); 종 27년 을축(1445,정통
10), 3월30일(계묘). 4 집 6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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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를 넘어 𰡔수시력𰡕 연구에서와 같은 획기적인 역산법 개선으로 이어진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관측의 중시는 1441~1442년 측우기의 창안에서도 드러난다. 흙에 스며든 우량의 측
정 방식 대신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철이나 동, 와기나 자기로 만든 측우기를 제작해 전국의
우량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흙의 성질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측 의기와 물시계·해시계 제작에는 정밀하게 파악한 천문학 지식을 응용하는 방법이 쓰였
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격루다. 관측 활동을 통해 수시력에 따른 한양 기준 12시 100각,
야간 시각 5경 5점이 결정되자 그 정보는 정밀하게 수량 통제하고, 통제된 물의 수량에 따라
기계식 시각 운용, 자명 장치에 응용되었는데, 자격루가 바로 그것이다. 물시계 자격루는 천문
시계인 “간의(簡儀)와 참고하면 털끝만치도 틀리지 아니한”28) 것으로서 조선의 표준시계로 규
정되었다. 바라, 인정 등 도성의 성문 개폐가 이 우주의 시간에 의거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성
격은 이전의 내력도 모른 채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개폐 방식29)과 차원을 달리 한다. 해시계
앙부일구는 관측을 통해 얻어낸 한양 위도 기준인 영침과 절기와 시각 지식이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낮 시간 측정이 가능했다. 관측 천문 지식을 응용하여 낮에는 해시계로, 밤에는 천문
시계로 쓸 수 있는 시계도 고안되었는데, 일성정시의가 그것이다. 임금 침전 시계인 흠경각루
(옥루), 흐린 날에 시각을 알기 위한 파수호(播水壺)와 수수호(受水壺)가 각각 하나인 작은 규
모의 행루(行漏) 등의 물시계나 수평을 잡기 위해 매달아 둔 추를 사용한 사각형의 휴대용 현
주일구(懸珠日晷), 말을 타고 가면서도 시각을 알 수 있도록 한 천평일구(天平日晷), 정남침(定
南針)을 쓰지 않으면서도 남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남일구 등의 해시계, 간소화한
소형의 일성정시의 등은 천체 지식을 활용 목적에 맞춰 적용하여 만든 것이다.30)
𰡔훈민정음𰡕 창안 방법은 기존 음운학적 지식과 자연학적 지식을 문자로 구현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음운학에서 미진한 부분은 ‘자연’에 근거하여 문자를 정당화했다. 𰡔훈민정음𰡕은 기존
음운학·문자학 이론을 확장하는 성격을 띤다. “네가 운서(韻書, 문자의 음률과 소리의 조화)를
아느냐. 문자의 소리인 사성(四聲, 평성·상성·거성·입성)과 음률의 칠음(七音, 궁·상·각·치·우·반
치(半徵)·반상(半商))을 아우른 자모(字母)가 몇 자나 되는가?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르게 하
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바르게 할 것인가?”31) 이러한 세종의 언급은 𰡔훈민정음𰡕 4성 7음 음
운학을 연구해 그런 조건을 제대로 갖춘 ‘정음(正音)’의 마련이었음을 드러내준다. 중국 자모
(字母)에 대한 음운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은 인간이 내는 모든 소리에는 기본 질서를
파악했는데, 그것은 어금닛소리·혓소리·입술소리·잇소리·목구멍소리·반혓소리·반잇소리 등 자음
의 일곱 가지 질서를 따르는 자음(𰡔훈민정음𰡕의 17자), 자연의 이치인 세상만사를 구성하는
천·지·인 삼재와 그것의 음·양의 활동으로 조합되는 모음의 열한 가지 질서(𰡔훈민정음𰡕의 11
자), 그리고 구성된 말의 네 성조(평성·상성·거성·입성)의 질서였다. 이런 질서를 반영하여 만
들었으므로, 𰡔훈민정음𰡕의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이 잘 구별되고, 악가(樂歌)는 율려(律呂)가
고르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32) 음운학 질서를 바르게 정하는 일은 이런 음운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문자로 형상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발성기관을 본뜬 자음 문자, 삼재와 음양
의 원리를 결합한 모음 문자, 자음과 모음의 결합방식(초성·중성·종성), 4성조의 표현 방식 등
27) 한영호·이은희, “여말선초 본국력 완성의 도정”, 𰡔동방학지𰡕, 2011, 71쪽; 전용훈, 𰡔한국천문학사𰡕,
192쪽.
28)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6년 갑인(1434) (선덕9), 7월 1일(병자). 3 집 577 면.
29)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6년 갑인(1434) (선덕9), 6월 24일(기사). 3 집 574 면.
30)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9년 정사(1437,정통 2), 4월15일(갑술). 4 집 66 면.
31)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6년 갑자(1444) 2월 20일(경자). 4 집 543 면.
32) 정인지, ｢훈민정음｣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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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𰡔훈민정음𰡕의 음운학은 더욱 정교한 자연학적 정합성을 갖춘 이론의 결과임이
밝혀진다. “오행설을 가지고 각 자음을 오행·계절·음계(音階)·방위(方位) 등과 결부시켜 설명하
고, 오행과 결부된 오성의 음상(音相)을 발음기관 및 오행의 특질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다음,
중국의 전통적인 어두자음(語頭子音) 분류법인 36자모표의 분류방식에 따라 훈민정음의 자음
자를 분류 설명”된다.33)
베이컨 식의 귀납적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험도 중요한 학술연구 방법이
었다. 악학에서 황종 율관을 제작하는 방식이나 위에서 언급한 삼분손익법은 실험으로 얻은
결과다. 박연은 황종음을 얻기 위해 고설(古說)에 의거하여34) 해주의 거서(秬黍)를 가지고 그
분촌(分寸)을 쌓아 황종(黃鍾) 1관(管)을 실제 제작했다. 실험의 결과는 기존 중국에서 보내온
어느 악기의 황종 음과도 맞지 않았다. 세종과 박연은 국산 거서 이용을 포기하고, 밀납으로
기장 1200알을 제작, 활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마침내 적지 않은 실험을 통
해 중국 송의 황종음에 부합하는 율관을 만들었고, 이를 기준으로 삼분손익법을 써서 나머지
11음을 결정했다.35) 화기의 개량, 규격 확정, 신종 화기의 개발 작업, 화약의 폭발력 증가 작
업은 실험 개량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사항은 다음 기록에 잘 드러나 있다:
“이보다 앞서 군기감에서 간직하고 있는 총통이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철은 무겁고 화약은
많이 들고, 쏘아도 힘이 부족하여 화살의 나가는 것이 멀리는 5백 보에 지나지 못하고 가까이
는 2백보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을축년(1445년) 봄에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를 명하여
단련하는 것을 감독하여 고쳐 다스렸다. 이에 그 후하고 박한 것을 헤아리고 길고 짧은 것을
비교하여, 여러 화살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참작하고, 화약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여 완성된
뒤에 시험하여 보니, 약이 적게 들고 쇠가 가벼운데다 화살의 미치는 것이 멀리는 1천 5백 보
에 이르고 가까이는 4백 보를 내리지 않았다.······그 형체를 그리고 그 척촌(尺寸)을 써서 영
구히 전하게 하였다.”36) 주자나 활판인쇄의 개량도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임금이 친히 지
휘하여 공조 참판 이천(李蕆)과 전 소윤 남급(南汲)으로 하여금 구리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
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납을 녹여 붓지 아니하여도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해
정(楷正)하여 하루에 수십 장에서 백 장을 찍어 낼 수 있다.”37)는 기록이 단적이 사례다.
실제 상황 확인의 방법은 향약의 진위 판단과 약효를 최대화하는 채취 시기, 동국에서 사용
하는 운(韻)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1423년 조선의 의관은 중국 대의원에 가
서 향약재 62종을 질의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14종이 의심스러운 대상이었다. 문의 결과 6종
은 진짜, 8종이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8종은 조선에서 이후 사용을 금지했다.38) 1427년
(세종 9) “각 고을에서 생산되는 약재(藥材)를 꽃과 잎사귀, 줄거리 및 뿌리를 상하지 않게 캐
어 보내게 하라.”39)는 명을 내려 각 도에서 생산되는 향약 전반의 진위를 점검했다. 1428년
155종 향약을 대상으로 하여 향명, 채취시기, 건조요령 등을 담은 실무용 서적인 𰡔향약채취월
령𰡕이 편찬되었다. 1445년 집현전 학자를 요동에 보내어 운서(韻書)를 질문하도록 한 것은 현
장 확인을 통해 중국 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40)
33) 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𰡕, ｢훈민정음｣
34) 다른 기록에서는 송나라와 원나라 법제를 따랐다고 한다. (세종 12년 경술(1430)9월 11일(기유). 3
집 259 면).
35)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5년 계축(1433) (선덕8), 1월 1일(을묘). 3 집 435 면.
36) 𰡔세종실록𰡕, 세종 30년 무진(1448). 5 집 99 면.
37) 𰡔세종실록𰡕, 세종 3년 신축(1421) 3월 24일(병술). 2 집 427 면.
38) 𰡔세종실록𰡕, 세종 5년 계묘(1423)3월 22일(계묘). 2 집 532 면.
39) 𰡔세종실록𰡕, 세종 9년 정미(1427)7월 7일(계사). 3 집 81 면.
40)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7년 을축(1445) 1월 7일(신사). 4 집 60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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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과 실물 정보의 처리 방법
실제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방법은 지방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하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𰡔신
찬지리지𰡕, 𰡔농사직설𰡕 편찬에 사용되었다. 1424년, 세종은 역사 편찬을 담당한 기관인 춘추
관 수장 변계량에게 주·부·군·현 연혁을 편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변계량은 지지
와 주군의 연혁은 동일한 것이라 하면서 일을 떠맡아 편찬에 들어갔다.41) 각도의 감사를 통해
각 고을의 정보 파악이 이루어졌는데, 조사 보고해야 범주는 다양하여 자연환경·군사·경제·교
통·풍속·문화 등을 망라했다.42) 기존 중국의 여러 지리지를 참고하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참작해서 이런 항목을 정했을 것이다. 이로써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전국 8도의 334개 지
방 행정 단위인 주·군·현의 상황이 다 파악할 수 엤게 되었다. 1428년 세종은 하삼도 감사에
게 “도내의 갈고 심고 매고 거두는 법과 오곡(五穀)에 알맞은 토성(土性)과 잡곡에 번갈아 심
는 방법” 등을 경험이 풍부한 농민에게 물어 요점을 책으로 엮어 바치라고 명령했다. 중앙에
올라온 각 도의 정보는 우선 정초가 내용을 정리했으며, 변효문이 거기서 중복된 것을 삭제하
고 요긴한 것만을 추려 𰡔농사직설𰡕(1권 14쪽 분량)로 펴냈다.43) 대체로 이책의 범주는 𰡔농상
집요𰡕의 농작(農作) 부분을 따랐지만,

𰡔농상집요𰡕 달리 벼 항목을 앞쪽에 두어 수전농법 위주

의 국내 상황을 반영했다.44) 이로써 하삼도 지방의 이듬해 파종하게 될 종자의 준비법, 파종
전에 경작지를 일구어 고르는 방법에서부터 주요 작물인 삼, 벼, 기장·조·수수, 피, 콩·팥·녹두,
보리와 밀, 참깨, 메밀 등의 종자 관리법 등에 이르기까지 직접 징험한 유용한 정보를 전국의
농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리 상황과 농법 파악, 이 두 방법은 강력한 행정 권력이 뒷
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도의 편찬도 현장 제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1434년, 앞서 그린 본국 지도가 서로 틀린 곳
이 꽤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되었다. 이전의 지도란 1413년에 제작된 의정부 제작 본국 지
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45) 새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각 읍의 지리 환경을 더욱 자세하게 파
악하는 후속 조치가 내려졌다. “각도의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의 관사 배치의
향배 처소(向排處所)와 산천 내맥(山川來脈), 도로의 원근이수(遠近里數)와 그 사면의 이웃 고
을의 사표를 갖추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에게 전보하도록 하고, 감사는 각각 주(州)·
군(郡)으로써 차례로 폭(幅)을 이어 올려 보내도록 했다.”46) 1436년에는 함길도·평안도·황해도
등 국경을 포함한 북방 지역의 지도도 작성되었는데, 문신 정척(鄭陟, 1390~1475)가 이 일을
맡았는데, 그는 풍수 형세를 보는 상지관(相地官), 화공을 거느리고 현지로 갔다.47) 앞에서 언
급된 거리 측정 기구인 기리고(記里鼓)는 왕의 온수현(서울에서 103km 거리) 온천 행차 때
처음 선보였다.48)
문헌 정보를 모아 정리하는 방법은 의약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의약학 분야의
학술 방법은 실물 확인과 문헌 편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응용되었다. 1428년 실무용 서적
𰡔향약채취월령𰡕의 편찬 이후 1432년에는 80권으로 규모가 큰 𰡔향약집성방𰡕이 편찬되었다. 이

41)
42)
43)
44)
45)
46)
47)
48)

𰡔세종실록𰡕, 세종 6년 갑진(1424) 11월 15일(병술). 2 집 637 면.
河演, 敬齋先生文集, 권2 序, 慶尙道地理志序. a008_445a.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1년 기유(1429,선덕 4) 5월16일(신유). 3 집 181 면.
염정섭, “농업의 왕국”(문사철편저, 𰡔15세기 조선의 때이른 절정𰡕, 2013, 121쪽).
𰡔태종실록𰡕, 태종 13년 계사(1413)8월 28일(갑술). 1 집 685 면.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6년 갑인(1434)5월 24일(경자). 3 집 567 면.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8년 병진(1436)2월 29일(을축). 3 집 667 면.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3년 신유(1441)3월 17일(갑인). 4 집 33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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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천하 고금의 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당약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향약으로만 처방
구성이 가능한 모든 처방을 추출해 모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의 취급 증상이 이전 𰡔향약제
생집성방𰡕(30권, 1399)의 3백 38개에서 9백 59개로 거의 3배 증가했고, 처방은 2,803개에서
10,706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모조리 긁어모았지만, 희생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전
의 향약 의서는 국내 징험 위주의 수집이었는데, 이 책은 이미 중국에서 검증된 것이라는 입
장아래 효험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만일 박절한
일을 당하면 무슨 약을 써야 옳을지 알지 못할 것이니, 병을 고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49) 이 책은 단지 향약 처방을 최대로 모았다는 특징만 있는 것이 아
니다. 책이 57개문(門), 959조의 소목으로 나뉘어, 각 강문과 조목에 해당되는 병론, 증상, 방
약, 침구법 등이 가지런히 배치되었다.50) 이렇듯 매우 많은 병증을 체계적으로 다 망라한 의
서는 동국에서는 이전에 결코 없었으며, 다루는 병증이나 체제 양 측면에서 송대 거질 의서 𰡔
태평성혜방𰡕(100권) 같은 면모를 보인다.
𰡔의방유취𰡕(365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𰡔의방유취𰡕는 아예 천하 의학 전체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기서 의방이란 ‘제방(諸方)’으로서 ‘세대선후(世代先後)’, 즉 시대를 거쳐
출현한 [천하] 고금의 온갖 방서(方書)를 뜻한다.51) 그 규모는 𰡔태평성혜방𰡕(100권), 𰡔성제총록
𰡕(금나라 초, 200권)을 훨씬 상회한다. 이책의 놀라운 점은 규모보다도, 편집 방식에 있다. 수
집한 천하의 의서 120여 종의 전체 내용을 분문유취의 대상으로 삼아 완전히 중복된 것 부분
만을 거둬낸 최대 합집합, 달리 말해 당시 천하 의학의 ‘알파와 오메가’를 만들었다. 중복은
중복이라 표시하고, 약재 분량 단 1푼만 달라도 그것을 표시했다. 고금 다종의 의서를 다 포
괄하기 때문에 범주 설정이 넓고, 체계적이다. 챕터는 90개로 분류되었으며, 각 문에는 병증
에 대한 이론과 각각의 처방과 약뿐만 아니라 식치(食治), 침구(鍼灸), 금기(禁忌), 도인(導引)
까지도 망라되어 있고52), ‘식치’ 같은 소목마다 인용한 문헌이 출현 시간 순으로 기술되어 있
다. 𰡔의방유취𰡕는 엄청나게 꼼꼼한 교정으로 유명하다. 이런 방법으로 정리된 책은 천하를 통
틀어 이전에 결코 없었다. 의약학 분야의 𰡔의방유취𰡕에 대응하는 책이 천문학 분야의 𰡔제가역
상집𰡕이다. 이 책의 편찬에는 천하 고금의 천문학 관련 제설(諸說)을 여러 전(傳)이나 기(記)에
섞여 나온 것들을 찾아내어서, 중복된 것은 깎고 긴요한 것을 취하여 부문을 나누어 한데 모
은”53)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당시까지 천하 고금 천문학의 전모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되
었다. 𰡔의방유취𰡕와 𰡔제가역상집𰡕이 다른 점은 전자는 다 모았다는 것이고, 후자는 다 모으되
긴요한 부분만을 취했다는 점이다. 두 책은 모두 1445년 같은 해 편찬되었다.
문헌의 정통적 해석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훈의(訓義) 또는 주석 등의 방법이 쓰였다. 훈의
방법은 역사학 분야 연구에서 드러난다. 사마광의 𰡔자치통감𰡕(전국시대 주나라 기원전 403년~
오대 주나라 959년까지 1,362년간의 역사)과 그것을 주자와 그의 문인들이 유교적 춘추 정신
을 반영한 강목체로 요약, 정리한 𰡔통감강목｣을 역사학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정확하
게 이해하기 위해 훈의를 달았다.54) 중국의 역사를 동국의 사람들이 동국사람이 잘 몰라서 이
런 방식의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다. ‘역사학의 근원인 𰡔자치통감𰡕이 제가(諸家)의 훈고와 주
49)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5년 계축(1433,선덕 8) 6월1일 (임오). 신동원, 𰡔동의보감과 동아시아의학사𰡕, 들
녘, 000쪽.
50) 𰡔민족문화대백과사전𰡕, ｢향약집성방｣.
51) 𰡔의방유취𰡕 ｢범례｣.
52) 𰡔의방유취𰡕 ｢범례｣.
53)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7년 을축(1445)3월 30일(계묘). 4 집 612 면.
54) 류의손(柳義孫), 자치통감강목훈의서(資治通鑑綱目訓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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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하여, 편찬하고 고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작업이 펼쳐진 것이다. 이책의 훈의에는 [𰡔원위집람석의(源委輯覽釋
義)𰡕 등] 제가의 주(註)를 취하고, 겸하여 서(書)와 전(傳)을 널리 열람하여 참조하고 교정하여,
통감 본문(本文)에 붙이는 방식이 선택되었다.55) ｢통감강목훈의𰡕도 동일한 방법으로 편찬되었
다. 음훈(音訓) 방식은 𰡔신주무원록𰡕(1438)에도 적용되었다.56) 송나라나 원나라에서 쓰던 전문
적인 법률 용어가 조선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선에서 부르
는 용어로 주석하여 해결토록 한 것이 𰡔신주무원록𰡕이었다. 신체 부위, 법률 전문 용어, 인명,
지명도 빠짐없이 다 주석이 달려 있다. 단순히 용어만 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은 구체적인
검시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𰡔세원록𰡕·𰡔평원록𰡕과 비교하여(𰡔세원록𰡕 132곳, 𰡔평원록𰡕 68
곳) 동일 여부, 달라진 것을 표시하는 한편, 𰡔무원록𰡕의 착오를 바로잡았다.
요점을 추리는 방식은 역사학 연구에 적용되었다. 𰡔치평요람𰡕은 동국판 천하역사다. 중국
주(周)나라에서부터 원나라까지의 역사와 우리나라 기자조선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역
사를 대상으로 하여 정사(政事)에 귀감이 되는 내용을 뽑았다. 방대한 국내외 역사 기록 뿐만
아니라 소설책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관련 내용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편찬책임자
인 정인지는 이에 대해 “국가의 흥망들과 임금 신하의 옳고 그름이며, 정치의 잘잘못과 풍속
습관의 좋고 궂음이며, 아래로는 하찮은 필부(匹夫)들로부터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에까지,
인륜(人倫)에 관계되는 것이면 아무리 작더라도 모두 다 기록하고, 정치에 도움되는 것이면 반
드시 수록하여 빼놓지 않삽고, 여러 대가들의 해석을 끼우기도 하고 옛날 선비들의 논설을 붙
이기도 하여서, 광범하고 구비함은 실로 임금으로서 나라 다스리는 큰 근본이 되며, 명백하고
엄격함은 참으로 기록의 차원을 넘어 통치에 요긴한 법전”57)으로 자부했다.
𰡔역대병요𰡕는 고금의 병사 운용에 관한 사적을 모은 것으로서 𰡔무경𰡕과 짝을 이루는 서적이
다.58) 중국의 𰡔황제탁록(黃帝涿鹿)𰡕에서 시작해 태조 이성계의 전적까지 수록했는데, 대개 병
략의 요점이 되는 기사를 간략히 정리했으며, 간간이 후대 인물들의 논평을 게재했다.59) 병학
분야의 다른 책인 𰡔장감박의(將鑑博義)𰡕는 의견을 논술 토의한 책인데, 거기에 역사 사적을
추가 보완한 방식을 택했다.60)
𰡔삼강행실도𰡕와 𰡔명황계감𰡕은 방대한 역사 사적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뽑아 시(詩)
와 찬, 도판을 싣는 편찬 방식을 택했다. 𰡔삼강행실도𰡕는 고금의 충신과 효자·열녀의 사적을
모아 감동을 배가하기 위해 시(詩)와 찬((讚)의 형식으로 엮었는데, “궁벽한 촌 동리의 아동 부
녀(兒童婦女)”61)까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𰡔명황계감𰡕은 명황(明皇)인 중국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 나라를 망치게 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그림을 그리고 뒤에 사실을
바로 적고, 어떤 대목은 선유(先儒)들의 의논을, 어떤 대목은 고금(古今)의 시를 붙이는 방식
으로 편찬되었다.62)
역사학 분야에서는 사료를 모아 편찬하는 정통적인 역사 서술 작업도 이루어졌다. 편년체로
𰡔정종실록𰡕·𰡔태종실록𰡕이 씌어졌고, 기전체(𰡔고려사𰡕 개수본) 편찬이 이루어졌다. 기전체 서술
55)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6년 갑인(1434)6월 26일(신미). 3 집 575 면; 세종 17년 을묘(1435)6월 8일(무
신). 3 집 633 면.
56) 𰡔신주무원록𰡕 서문.
57)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7년 을축(1445)3월 30일(계묘). 4 집 612 면.
58) 𰡔세종실록𰡕, 세종 32년 경오(1450)2월 22일(정유). 5 집 173 면
59) 𰡔다음백과사전𰡕, ｢역대병요｣.
60) 𰡔세종실록𰡕, 세종 32년 경오(1450)2월 22일(정유). 5 집 173 면
61) 𰡔세종실록𰡕, 세종 32년 경오(1450)2월 22일(정유). 5 집 173 면.
62) 박팽년, 𰡔동문선𰡕 제94권, 서(序), 명황계감 서문[明皇誡鑑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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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사료를 시대순으로 전개하는 이상의 작업을 요구하는 바, ｢천문지｣·｢역지｣·｢오행지｣·｢
지리지｣·｢예지｣·｢악지｣·｢여복지｣·｢선거지｣·｢백관지｣·｢식화지｣｣·｢병지｣·｢형법지｣ 등 육전 전 분야
에 학술 연구가 총결집해야 제대로 된 서술이 가능하다. 세종시대에 전반적인 학술연구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번듯한 기전체 𰡔고려사𰡕가 출현할 수 있었다.
3) 집단연구와 집현전연구방법론
세종시대 문헌 연구 57건 가운데 거의 20건 정도가 집현전 학자들이 관여했는데, 이들은
14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의약학, 역사학, 음운학·문자학, 문학 연구를 주도했다. 그
것을 보면, 𰡔삼강행실도𰡕 3권, 𰡔향약집성방𰡕 85권, 𰡔(자치)통감훈의(通鑑訓義)𰡕 294권, 𰡔(자치
통감)강목훈의𰡕 139권, ｢장감박의(將鑑博義)𰡕(10권) 부연, 한유·유종원 주석, 시호 평론 증보,
𰡔국어𰡕(21권)·𰡔음의(音義)𰡕 교정, 𰡔치평요람𰡕 150권, 𰡔명황계감𰡕(1권?), 𰡔사륜전집(絲綸全集𰡕·𰡔
사륜요집𰡕, 두시(杜詩) 주해, 𰡔운회(韻會)𰡕(30권?) 번역, 𰡔역대병요𰡕 13권, 𰡔오례의𰡕 주해 8권,
𰡔의방유취𰡕 365권, 𰡔훈민정음𰡕해석· 범례(凡例) 1권, 𰡔동국정운𰡕 6권 등의 편찬으로 드러난다.
이는 사실상 천문학과 악학 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𰡔(자치)통감훈의(通鑑訓義)𰡕, 𰡔치평요람𰡕,

𰡔의방유취𰡕 등 대형

서적의 편찬이다. 여기에는 다수의 학자가 참여하여 문헌의 수집과 정리, 편집, 교정 등의 단
계별 분업을 통해 책 편찬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책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미증유의 책 𰡔의
방유취𰡕의 편찬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445년(세종 27년)에 시작해서 3년만인 1448년(세
종 30년) 총 365권으로 편찬이 완료되었다. 단계별 참여 인원을 보면 방서의 수집과 분문 유
취 단계에서 3인, 편집에 7인, 교정에 4인 등 총 14인이나 된다.63) 이중 수집과 유취는 집현
전 학자가 담당했고, 편집은 집현전 학자 3인 문신1인, 의관 3인이 담당했고, 교정은 왕족인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을 비롯하여 고위관료 3인이 맡았는데, 이중 노중례는 당대 최
고의 의관이었다. 참여 인물의 면면을 보면, 왕족을 비롯해서 도승지, 집현전 직제학 등 고위
관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포함된 의관 3인은 모두 어의로서 최고급의 의학 인재들이다.
이는 𰡔의방유취𰡕 편찬이 엄청난 국가적 관심사에서 이루어졌음과 집현전 학자, 의관, 문관 등
의 협업으로 이룩한 성과임을 말해준다.
방대한 도서의 확보는 집현전 연구를 비롯한 세종시대 학술연구의 핵심토대였다. 집현전 도
서관은 기왕의 수집물은 물론이거니와 새로 수집된 것들이 계속 보완되었다. 1435년 𰡔통감훈
회𰡕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승지 권채(權採)가 지은 서문에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임
금께서 즉위하신 지 3년 경자에 비로소 금중(禁中)에 집현전을 두시고, 당시의 문학의 선비를
정선하여 고문에 대비하고 교정을 맡게 하여, 날마다 경악(經幄)에 이끌어서 경사를 강론하였
다.······동방에 서적이 적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것을 깊이 염려하시어, 이에 신충(宸衷)
에서 우러나와 유사에 명하여 주자(鑄字)의 규모를 새롭게 하여 책마다 인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배우지 못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또 유문(遺文)과 신집(新集)을 다 얻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어 사신(使臣)의 내왕편에 중국에서 고루 구하고, 문신을 파견하시어 나라 안에
서 널리 사들이니, 이에 서적이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불어나서, 장서궐(藏書闕)을 세우고 목
록을 만들어서 간직하니, 동우(棟宇)에 차고 넘치어 동국이 있은 이래로 문적이 많기가 오늘날
처럼 성한 때는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강하는 글이 의심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여러 서
적을 두루 상고하여 모두 그 참된 것을 얻어서 바루었고, 예악·종률(鍾律)·천문·의상(義像)·음양
(陰陽)·역산·의약·복서(卜筮)의 서적까지도 모두 수즙(受葺)하여 정리하고 인쇄하여 반행하였으
63)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7년 을축(1445,정통 10) 10월27일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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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제 또 𰡔훈의(訓義)𰡕를 찬수하여 고열에 편하게 하고, 매우 정밀하고 해박하게 하였으
며······”64) 𰡔통감훈의𰡕·𰡔강목훈의𰡕나 𰡔치평요람𰡕, 𰡔역대병요𰡕, 오례의 주해, 𰡔의방유취𰡕, 𰡔제가
역상집𰡕 같은 학술활동은 이처럼 각 주제별 천하의 연구가 수집되어 있었기에 모두 천하 수준
을 과시할 수 있었다.
집현전은 집단 연구를 수행하므로, 범주를 정하고, 넣고 빼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작업에서
집단 연구의 장점인 토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𰡔통감훈의𰡕 같은 역사책 편찬 작업에서
는 각기 다른 여러 설명 가운데 ’올바른‘ 해석을 골라 절충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
었는데, 이런 경우 최종 판단은 동국 최고의 석학 세종이 내렸다. 그가 “주해를 달리 한 것을
대조하여 고치고, 세세히 분석하여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일체를 만들었다.”65) 이런 방
식은 한 분야에 고정된 게 아니라 역사학, 의약학, 음운학·문자학, 문학 분야를 가로지르며 적
용되었다. 집현전 학자들은 건물만 같이 썼을 뿐 아니라 도서와 연구 방법을 공유했다. 다수
의 문헌을 수집하여, 읽고, 범주를 정하고, 분류하고, 내용을 가려 뽑아 편찬하고, 상정하고,
그릇된 곳을 찾아 교정하는 집현전 학자들의 방법론, 이를 ‘집현전 방법론’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도서와 방법론은 집현전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바깥의 학자까지도 공유하여 세종
시대의 학풍을 진작했다.

5. 세종시대 학술연구의 성격: 천하 속의 동국, 동국 속의 천하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학술 연구 결과물만 적은 것이다. 그것이 세종시대 학문 전체를 뜻하
지는 않는다. 학문 분야 중 부족하거나 필요성이 큰 부분만을 대상으로 학술 사업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분야, 특히 유학 분야에서는 이미 출현한 중국의 학술성과를 간행 보
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𰡔세종실록𰡕에서 확인되는 중국서적 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학:

𰡔대학대전𰡕·𰡔집성소학𰡕·𰡔역경𰡕·𰡔서경𰡕·𰡔춘추𰡕·𰡔시경𰡕·𰡔예기𰡕·𰡔효경𰡕·𰡔성리대전𰡕·𰡔사서
대전𰡕·𰡔오경대전𰡕

역사: 𰡔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𰡕·𰡔강목속편(綱目續編)𰡕 (이후 훈의로 대체)
역학(譯學):

𰡔노걸대(老乞大)𰡕·𰡔박통사(朴通事)𰡕·𰡔전후한이학지남(前後漢吏學指南)𰡕·𰡔직해효

경(直解孝經)𰡕
형률: 𰡔당률소의𰡕
문학: 𰡔송파방(宋播芳)𰡕·𰡔문장정종(文章正宗)𰡕·𰡔초사(楚辭)𰡕·이백(李白) 시집(詩集)
의학-𰡔직지방(直指方)𰡕·𰡔상한류서(傷寒類書)𰡕·𰡔의방집성𰡕·𰡔보주동인경(補註銅人經)𰡕
제가(諸家): 장자(莊子)
이밖에 농학의 경우에는 1414년(태종 14) 간행된 𰡔농상집요𰡕 번역본이 𰡔농사직설𰡕 못지않게
권장되었다.
간행본과 학술 연구, 그리고 12학 교재를 같이 고려해서 본다면, 세종시대 전반적인 학술상
이 그려진다. 그것은 우선 유학, 역사학, 문학, 법률학, 역학(譯學), 문자학, 음운학, 천문학,
산학, 지리학과 지도, 농학, 의약학 등 제반 분야를 고루 갖추게 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
64)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7년 을묘(1435) 6월 8일(무신). 3 집 633 면.
65) 류의손(柳義孫), 자치통감강목훈의서(資治通鑑綱目訓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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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오경·사서 같은 유교 경전 분야만 제외하고, 동국 것과 중국 것을 겸장한 모습을 보
인다. 𰡔훈민정음𰡕과 𰡔동국정운𰡕, 수시력과 칠정산, 당악과 아악, 당약과 향약, 중국농법과 동
국역법, 중국역사서와 동국역사서, 중국문학과 동국문학 등이 세트를 이룬다.
그렇지만, 세종시대 학술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의 병렬 관계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
‘천하 속의 동국, 동국 속의 천하 추구’를 최대 특징으로 한다. 세종시대 천문학 분야는 그때
까지 최고였던 원나라와 이슬람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넘었다. 악학 분야는 송대
의 황종을 성인이 내린 것이라 인정해 받아들였지만, 삼분손익법을 철저하게 추구하여 새 음
을 얻은 후 비례 관계가 맞지 않는 누대 중국에서 썼던 12음을 버렸다. 이 음에 맞추어 예제
를 정했는데, 천하-제후국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의약학 분야는 천하 고금의 의학을
깡그리 다 모아 한 푼 달라진 것이라도 미세한 차이를 알도록 했다. 중국에서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시도다. 역사학 분야는 𰡔자치통감𰡕과 𰡔통감강목𰡕을 정통으로 인정하여, 여러 문
헌을 엄밀히 고찰하여 정확한 것을 상정하고, 교정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와
함께 왕조의 흥망을 다룬 새로운 분야의 책인 𰡔치평요람𰡕을 지었고, 대민 계몽용 𰡔삼강행실도
𰡕를 편찬했다. 특히, 음운학·문자학 분야에서 𰡔훈민정음𰡕 창제는 성인의 문자 창제를 재현했
다. 아래 둘을 비교해 보면 이점이 잘 드러난다.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조화가 유통하매 사람이 생기고, 음(陰)과 양(陽)이 서로 만나 기운
이 맞닿으매 소리가 생기나니, 소리가 생기매 칠음(七音)이 스스로 갖추이고, 칠음이 갖추
이매 사성(四聲)이 또한 구비된지라, 칠음과 사성이 경위(經緯)로 서로 사귀면서 맑고 흐리
고 가볍고 무거움과 깊고 얕고 빠르고 느림이 자연으로 생겨난 이러한 까닭으로, 포희(庖
犧)가 괘(卦)를 그리고 창힐(蒼頡)이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실정을 통한 것······66)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에
합하여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자운(字韻)은 청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
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67)
이런 학술연구는 궁극적으로 우주·자연과 인간 사이의 질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질서, 인간
사이의 통치 질서를 세우고, 삼강오륜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거듭나는 문명을 지향했다. 그것
은 우주·자연으로부터 비롯하여 인륜에 미치는 천하의 공도를 세우는 넓은 길이었다. 일국을
지탱할 학문은 일국만의 좁은 시각으로는 결코 지어지지 않는다. 세종시대의 학술연구는 천하
의 공도를 세우기 위한 천하의 학술을 대상으로 한 동국의 ‘건곤일척’ 승부였다. 천하의 최신
정보까지 모으고, 장점을 취하고, 모르는 것을 깨우치고, 천하의 지식이라도 공도에 비춰 잘못
된 곳이 있으면 고쳐 개선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처럼 천하 속의 동국, 동국 속의 천하를 바룬다는 학술 목표 아래, 적절한 후원, 연구방
법, 국왕과 학자의 열정이 한데 분출하여 거대한 세종시대의 학술 산악이 융기했다. 정인지는
66)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9년 정묘(1447) 9월 29일(무오). 𰡔동국정운𰡕 완성에 따른 신숙주의 서문. 5 집
39 면.
67)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8년 병인(1446) 9월 29일(갑오). 정인지의 𰡔훈민정음𰡕 서문. 4 집 70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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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릉신도비명｣에서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 학술 치적을 거론한 후 말미에 이렇게 읊
었다. “높으신 덕이요 빛나는 문채로다. 이름 할 수 없는 거룩함이요, 막대한 공이로다. 우(虞)
나라 주(周) 나라와 더불어 짝하겠고, 한 나라와 당 나라에서도 듣지 못하던 것이었네.”68)

68) 𰡔신증동국여지승람𰡕 제7권 경기(京畿) 여주목(驪州牧) 11면~18면. 현대판 2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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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현전 600주년(발표문) ◈

집현전(集賢殿)의 주요 기능과 운영 체제

구 만 옥(경희대)

<목차>
1. 머리말: 세종 대의 역사적 좌표(座標)
2. 집현전의 설치 과정과 조직 구성
3. 집현전의 주요 기능
4. 집현전의 운영 체제
5. 맺음말

1. 머리말: 세종 대의 역사적 좌표(座標)
세종은 1418년 8월 10일 부왕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의 제4대 군주로 즉위
하였다.1) 1450년 2월 17일 재위 32년 만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훌
륭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전근대 과학기술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 천문역산학(天文曆算學), 기상학, 지리학, 의약학, 금속활자 인쇄술, 화약·화기(火器)
제조술, 농학, 음운학(音韻學), 아악(雅樂)과 도량형(度量衡) 등의 분야에서 고려왕조 이래
의 전통 과학기술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송(宋)·원(元) 대 중국의 선진적 과학기술을 수
용·소화하여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국과학기술사의 개척자 전상운 선생은 이와 같은
성과에 근거하여 세종의 치세인 15세기 전반기를 ‘한국 전통과학의 황금시대’, ‘세종의 시
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과학사학자들의 평가만이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도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
어졌다. 영조 4년(1728)에 편찬된 𰡔조감(祖鑑)𰡕이라는 책이 있다. 이는 조선왕조 역대 군주
들의 행적 가운데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수집하여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다. 그 가운데 ‘제작(制作)’이라는 항목은 각 왕대별로 이루어진 문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것인데, 거기에서 세종 대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세종께서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편수하고, 여러 의상(儀象)과 규표(圭表), 흠
1) 𰡔太宗實錄𰡕 卷36, 太宗 18년 8월 10일(丁亥), 19ㄱ(2책, 246쪽－영인본 𰡔朝鮮王朝實錄𰡕, 國史編
纂委員會의 책수와 쪽수. 이하 같음). “王世子受內禪, 卽位于勤政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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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欽敬閣)‧보루각(報漏閣), 혼상(渾象),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앙부일구(仰釜日
晷) 등을 만들고, 한양의 일출입(日出入) 도수를 모두 스스로 창제하시니 이에 천문역
수(天文曆數)가 비로소 오류가 없어졌고, …… 의약(醫藥)의 여러 책에 이르러서도 모두
교정하였고, 새로 주조한 금속활자와 기리고(記里鼓) 같은 것들도 그 뜻을 다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2)
조선후기에 편찬된 대표적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 𰡔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𰡕에는 세종조의
‘찬술과 제작[纂述制作]’을 정리한 항목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종조의 대표적 편찬 사업과
과학기술 업적을 간략히 정리하였는데, 𰡔농사직설𰡕의 편찬, 훈민정음의 창제, 𰡔칠정산내외편
𰡕의 편찬, 아악의 정비, 간의(簡儀)를 비롯한 천문의기의 제작, 흠경각의 설치, 𰡔제가역상집
(諸家曆象集)𰡕의 편찬, 측우기의 제작 등을 거론하였다.3) 이는 세종 대의 과학기술적 성과
가 조선왕조 전 기간에 걸쳐 국가적 표준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종 대 과학기술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종 대의 역사적
좌표(座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선왕조의 개창은 중국 문명의 수용이라는 한국사의
문명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였다고 평가된다. 중국 문명의 수용이 완료되고 문명 전환
의 논리가 완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4) 조선왕조의 개창 이후 유교‧주자학을 국정교학으
로 표방하면서 통치체제로부터 일상생활의 습속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유교화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유교국가의 완성을 향한 도정(道程)이었고, 그 과정에서 세종 대 예악문
물(禮樂文物)의 정비는 중요한 성과물이었다.
세종은 자신의 시대를 조상들이 이룩한 사업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수성(守成)’의 시기
라고 보았다. 태조가 ‘개국(開國)의 군주’라면 태종은 ‘수성의 군주’였다.5) 태조는 천운(天
運)에 응하여 나라를 개창했고, 태종은 선인(先人)의 뜻을 계승하고 선대의 사업을 발전시
켜 예악문물(禮樂文物)을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은 태종의 뒤를 이은 ‘수성의
군주’를 자처하였고, 자신의 임무는 조종(祖宗)의 왕업을 계승해서 이미 이룩한 융성함을
유지·보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6)
새로운 왕조를 세운 군주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할 때 일시적 편의에 따르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법제에 미비한 점이 있고 영구히 통용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따라서 후세의 군
주들은 이를 가감하여 보다 완비된 제도를 완성해야만 했다.7) ‘수성의 군주’가 해야 할 일
이 바로 이것이었다. 세종과 그의 시대는 조선왕조의 개창 이후 집권체제(集權體制)의 재편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악문물’로 표현되는 각종 제도와 문화를 완비해야 하는 책
무를 짊어지고 있었다.
2) 𰡔祖鑑𰡕 上, 制作. “世宗修七政內外篇, 作諸儀像‧圭表及欽敬‧報漏等閣而渾象‧星晷定時儀‧仰釜儀, 漢陽
日出入分, 皆自創制, 於是天文曆數, 始無差失, 作明皇戒鑑, 防逸樂也, 修通鑑訓義‧治平要覽, 監興亡
也, 以至醫藥諸書, 亦皆校定, 如新鑄字記里鼓之類, 又無所不致其意也.”
3) 𰡔燃藜室記述𰡕 卷3, 世宗朝故事本末, 纂述制作(Ⅰ, 661∼665쪽－국역본 𰡔연려실기술𰡕, 민족문화추
진회, 1988(중판)의 책수와 原文 쪽수).
4) 김용섭, 𰡔동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문명의 전환－충격, 대응, 통합의 문명으로𰡕, 지식산업사, 2008,
150∼177쪽.
5) 𰡔世宗實錄𰡕 卷31, 世宗 8년 3월 16일(庚戌), 28ㄴ(3책, 14쪽). “惟我太祖開國之主, 太宗守成之
君…….”
6) 𰡔世宗實錄𰡕 卷56, 世宗 14년 6월 14일(辛丑), 35ㄴ(3책, 397쪽). “太祖應運開國, 太宗繼志述事, 禮
樂文物, 粲然大備. 予則但承祖宗之業, 持守盈成, 補不足而已.”
7) 𰡔世宗實錄𰡕 卷31, 世宗 8년 3월 16일(庚戌), 28ㄴ(3책, 14쪽). “大抵創業之主, 立法定制, 或因一時
權宜, 其間法制, 或有未備, 或有非萬世通行者焉, 則後世子孫, 損之益之, 以成一代之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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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와 태종을 계승한 ‘수성 군주’로서의 자의식은 세종의 치세 내내 이어졌다. 세종은 태
조와 태종을 이어 조선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책무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다. 세종 14년(1432) 여름에 궁문에 걸기 위해 종을 주조하였는데, 이 종에 새긴 명문을
당시 예문관 대제학인 정초(鄭招)가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태조가 천명(天命)을 받아 조
선왕조를 개창했고, 태종이 밝은 정치와 원활한 사대(事大) 관계로 나라를 창성(昌盛)하게
했다면, 세종은 선왕이 남긴 업적을 더욱 돈독히 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힘쓰니 모
든 것이 마땅하여 결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초는 세종의 구체적 업적으로 “멀리 전
적(典籍)을 고증하여 예(禮)를 일으키고 악(樂)을 정비하여 문물이 찬란히 빛나게 되었다.”
는 점을 거론했다.8) 예악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문물제도의 정비가 세종 대의 시대적 과제
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요컨대 세종 대는 조선왕조 개창 이후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집권체제의 안정과 유교적 문물제도의 정비를 완수해야 하는 시기였다.

2. 집현전의 설치 과정과 조직 구성
1) 집현전의 역사적 유래
세종 11년(1429) 4월에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 등이 수문전(修文殿)과 보문각(寶文閣)의
제도로 복구하자는 상언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본조(本朝)에서 집현전(集賢殿)·수문전(修文殿)·보문각(寶文閣)을 설치하여 문신(文臣)
을 대우하는 것은 곧 당·송의 관각(館閣) 제도입니다.9)
이는 집현전의 제도가 당․송 관각의 제도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당․송의 제도를 모방하여 여러 관전(館殿)을 설치한 것은 고려왕조였다. 고려왕조 제
관전의 변천 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고려왕조의 제관전학사(諸館殿學士)10)
기관명의 변천

관원

文德殿

延英殿

大學士(從2품), 學士(正4品)

仁宗 14(1136)

修文殿

集賢殿

대학사·학사

忠烈 24(1298)

修文館→修文殿

忠烈 29(1303)

右文館

進賢館

學士→司學
(後並廢之)

8) 𰡔世宗實錄𰡕 卷56, 世宗 14년 4월 29일(丁巳), 15ㄱ∼ㄴ(3책, 387쪽). “銘曰, 於皇太祖, 聰明神武,
順天應人, 奄有東土, 下民之王. 桓桓太宗, 克明克君, 昭事天子, 誕有令聞, 而邦其昌. 今上繼緖, 益篤
前烈, 勵精圖治, 咸中罔缺, 不顯其光. 事大以忠, 交隣以誠, 天子錫寵, 友邦輸平, 民用平康. 遐稽典籍,
興禮修樂, 文物渙然, 笙磬交作, 和氣致祥.”
9) 𰡔世宗實錄𰡕 卷44, 世宗 11년 4월 27일(壬寅), 12ㄱ(3책, 179쪽－영인본 𰡔朝鮮王朝實錄𰡕, 國史編
纂委員會의 책수와 쪽수. 이하 같음). “本朝置集賢殿․修文殿․寶文閣, 以待文臣, 卽唐․宋館閣之制也.”
10) 𰡔高麗史𰡕 卷76, 志 30, 百官 1, 諸館殿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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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文館:
忠烈 34(1308)

文翰署→右文館

文翰署→進賢館

大提學(正2품)·提學(正3

품)·直提學(正4품)
進賢館:

大提學(從2품)·提學(正3

품)·直提學(正4품)
恭愍

5(1356)

修文殿

集賢殿

대학사·학사

恭愍 11(1362)

右文館

進賢館

대제학·제학·직제학

恭愍 18(1369)

修文殿

集賢殿

제학→학사

恭愍 21(1372)

右文館

進賢館

학사→제학

한국의 역사에서 집현전(集賢殿)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인종 때였다. 인종 16
년(1138) 5월 26일(庚戌)에 궁궐 안에 있는 전각과 궁문의 명칭을 고치고 왕이 직접 현판
을 썼는데, 이때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으로 바꾸었던 것이다.11) 연영전은 고려 전기에
설치한 대표적 문한(文翰) 기구 가운데 하나였다. 소속 관원은 문신 가운데서 재주와 학문
이 뛰어난 자를 뽑아서 국왕의 시종(侍從)에 대비하게 하였다고 한다.12) 연영전을 계승한
집현전 역시 같은 성격의 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연영전이 집현전으로 명칭을 바꾼 그해
11월에 인종은 집현전에 행차하여 김부식(金富軾)에게 𰡔주역(周易)𰡕을 강론하게 하고 여러
학사(學士)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13) 이후 고려 말
에 이르기까지 집현전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였고 조선왕조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의 집현전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정종 원년(1399) 대사헌 조박(趙璞,
1356∼1408)은 “집현전은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옛 제도를 회복
하여 경적(經籍)을 강론하게 함으로써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하자고 건의했다. 당시 정종
은 조박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준(趙浚)․권중화(權仲和)․조박․권근(權近)·이첨(李詹) 등을 제
조관(提調官)을 삼고, 5품 이하의 문신을 교리(校理)에, 7품 이하의 문신을 설서(說書)·정
자(正字)에 충당하여 집현전에 모이게 했다고 한다.14)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집현전의 구
체적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정종 2년(1400)에 집현전은 보문각(寶文閣)으로 개칭되었
다.15)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태종 10년(1410)에 이르러 집현전을 열어 경사(經史)를 강론하게
하자는 사헌부의 상소가 있었지만16)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마침내 태종 17년(1417)
에 이르러 사간원에서 ‘치도(治道)’에 관련한 몇 가지 항목을 건의하였는데, 그 가운데 집현
11) 𰡔高麗史𰡕 卷16, 世家 16, 仁宗 2, “(16년 5월)庚戌. 改諸殿閣, 及宮門名, 御書額號. …… 會慶殿改
宣慶, 乾德改大觀, 文德改修文, 延英改集賢…….” 𰡔高麗史𰡕 百官志에서는 연영전의 이름을 집현전으
로 변경한 시점을 인종 14년(1136)이라고 하였다[𰡔高麗史𰡕 卷76, 志 30, 百官 1, 諸館殿學士].
12) 𰡔高麗史𰡕 卷76, 志 30, 百官 1, 諸館殿學士. “諸館殿學士廢置沿革未詳, 率皆選文臣之有才學者, 入
銜兼帶, 以備侍從.”
13) 𰡔高麗史𰡕 卷16, 世家 16, 仁宗 2, “(16년 11월)癸卯. 幸集賢殿, 命金富軾, 講易大畜·復二卦, 令諸
學士, 問難. 王執經而聽, 仍賜宴, 夜分乃罷.”
14) 𰡔定宗實錄𰡕 卷1, 定宗 원년 3월 13일(甲申), 7ㄴ∼8ㄱ(1책, 146쪽). “初令文臣會于集賢殿. 大司
憲趙璞上言, 集賢殿, 徒有其名, 而無其實. 請復舊制, 多置書籍, 令藝文校書主之, 文臣四品以上職帶館
閣者, 更日而會, 講論經籍, 以備顧問. 上深許之. 以左政丞趙浚․醴泉伯權仲和․大司憲趙璞․中樞權近․李詹
爲提調官, 以文臣五品已下充校理, 七品已下充說書․正字.”
15) 𰡔定宗實錄𰡕 卷3, 定宗 2년 1월 10일(乙亥), 1ㄴ(1책, 161쪽). “改集賢殿爲寶文閣.”
16) 𰡔太宗實錄𰡕 卷20, 太宗 10년 11월 21일(癸未), 28ㄴ∼29ㄱ(1책, 570쪽). “司憲府上疏 …… 一,
請開集賢殿, 選儒士, 以補其額, 講論經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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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활성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 핵심은 인재의 양성이었다. “인재는
국가의 기용(器用)이니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집현전의 설치는 인재를
선발해서 경사를 강독하고 글을 짓게 하여 문풍(文風)을 진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17)
2) 세종 대 집현전의 설치
세종 대에 들어서도 문신들을 선발해서 문풍을 진작하자는 건의가 계속 이어졌다. 세종
원년(1419) 2월에 좌의정 박은(朴訔)은 문신을 선발하여 집현전에 모아서 문풍을 진작하자
고 건의하였고 세종은 이를 가납(嘉納)하였다.18) 그렇지만 박은의 건의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2월에 세종은 집현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사 10여 인을 뽑아서 날마다 모여서 강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
다.19) 이듬해(1420) 3월에 이조에서는 서운관(書雲觀)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아울러 사간
원(司諫院), 종부시(宗簿寺), 예문관(藝文館), 승문원(承文院) 등의 정원을 줄여서 집현전에
녹관(祿官)을 두자고 건의하였다.20) 당시 이조에서는 서운관의 관원 10명, 사간원 1명, 종
부시 1명, 예문관 1명, 승문원 1명, 전의감(典醫監) 2명 등 16명을 감원하자고 건의하였고,
사간원의 사간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조의 건의대로 감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렇다면 이때 감원한 정원은 15명이다. 이는 집현전에 녹관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그로부터 3일 후에 집현전의 정원을 정하고 관원을 임명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21)
<표 2> 집현전의 직제: 세종 2년(1420) 3월 16일 제정
직책

품계

정원

영전사(領殿事)

정1품

2

관원
박은(朴訔), 이원(李原)

비고
겸관(兼官)

17) 𰡔太宗實錄𰡕 卷33, 太宗 17년 1월 19일(丙午), 4ㄱ∼ㄴ(2책, 144쪽). “司諫院上治道數條, 一, 人
材, 國家之器用, 不可以不預養也. 今所謂修文․集賢․寶文等閣, 徒有其名, 而無其實. 乞於國中, 創立集
賢殿, 擇館閣提學中, 可主文者數員, 以爲提調, 命擇三品以下時散文臣年富資近者, 定其額數, 皆口傳從
仕. 提調常會于此, 或講讀經史, 或命題製述, 以振文風.”
18) 𰡔世宗實錄𰡕 卷3, 世宗 원년 2월 16일(辛卯), 14ㄱ(2책, 302쪽). “左議政朴訔啓, 請選聚文臣於集
賢殿, 以振文風. …… 上嘉納之.”
19) 𰡔世宗實錄𰡕 卷6, 世宗 원년 12월 12일(壬午), 13ㄱ(2책, 350쪽). “上又曰, 曾有設集賢殿之議, 何
不更啓. 其擇取儒士十餘人, 日會講論可也.”
20) 𰡔世宗實錄𰡕 卷7, 世宗 2년 3월 13일(辛巳), 29ㄴ(2책, 375쪽). “吏曹啓, 中朝欽天監各品員數只十
一, 我朝書雲觀員數至二十七, 實爲冗濫. 請革掌漏四內二·視日四內二·司曆四內二·監候四內二·司辰四內
二, 幷革司諫院司諫一·宗簿寺尹一·藝文直館一·承文院僉知一·典醫檢藥四內二, 以置集賢殿祿官. 從之,
命司諫則勿革.”
21) 𰡔世宗實錄𰡕 卷7, 世宗 2년 3월 16일(甲申), 30ㄱ(2책, 376쪽). “新置集賢殿. 領殿事二正一品, 大
提學二正二品, 提學二從二品, 以上兼官. 副提學正三品, 直提學從三品, 直殿正四品, 應敎從四品, 校理
正五品, 副校理從五品, 修撰正六品, 副修撰從六品, 博士正七品, 著作正八品, 正字正九品, 以上祿官,
皆兼經筵官. 副提學以下郞廳置十員, 隨品差下, 以次選轉, 各品不過二員, 五六品兼副檢討. 又於經筵,
加設司經, 七品以下兼之. 各品皆序本品班頭, 副提學班在司諫之上. 以朴訔·李原領殿事, 柳寬·卞季良爲
大提學, 卓愼·李隨提學, 申穡[檣]·金赭直提學, 魚變甲·金尙直應敎, 偰循·兪尙智校理, 兪孝通·安止修
撰, 金墩·崔萬理博士. 初因前朝之制, 修文殿·集賢殿·寶文閣, 大提學·提學以二品以上爲之, 直提學·直
殿·直閣以三四品爲之, 然無官署職任, 唯以文臣加官而已. 至是悉罷之, 只留集賢殿, 置司于宮中, 擇文
臣有才行年少者充之, 專事講論經史, 以備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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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학(大提學)

정2품

2

유관(柳寬), 변계량(卞季良)

〃

제학(提學)

종2품

2

탁신(卓愼), 이수(李隨)

〃

부제학(副提學)

정3품

부제학 이
하 낭청(郎
廳) 10원

직제학(直提學)

종3품

직전(直殿)

정4품

응교(應敎)

종4품

어변갑(魚變甲), 김상직(金尙直)

〃

교리(校理)

정5품

설순(偰循), 유상지(兪尙智)

〃

부교리(副校理)

종5품

수찬(修撰)

정6품

부수찬(副修撰)

종6품

박사(博士)

정7품

저작(著作)

정8품

〃

정자(正字)

정9품

〃

녹관(祿官)
경연관 겸임
신장(申檣), 김자(金赭)

〃
〃

〃
유효통(兪孝通), 안지(安止)

〃
〃

김돈(金墩), 최만리(崔萬理)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집현전 인사의 몇 가지 원칙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영전사(領殿事) 2명, 대제학 2명, 제학 2명은 겸관(兼官)으로 한다.
- 부제학 이하 정자까지는 모두 녹관으로 하며, 경연관(經筵官)을 겸직한다.
- 부제학 이하의 낭청은 10명을 둔다. 품계에 따라 (관직을) 임명하고, 차례대로 選轉
하게 하되, 각각의 품계에 2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 5, 6품(의 품계를 가진 집현전 관원)은 부검토(副檢討)를 겸직한다.
- 경연(經筵)에 사경(司經)을 더 설치하여[加設] 7품 이하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다.22)
- 각품(의 집현전 관원)은 모두 本 品班[해당 品階의 차례]의 우두머리[首位]에 차례
[위치]한다.
- 제부학(提副學: 副提學의 誤記-인용자 주)의 품반(品班)은 사간(司諫)의 위에 있다.
이때에 이르러 이전에 유명무실했던 수문전(修文殿)과 보문각(寶文閣) 등을 모두 혁파하
고 집현전만 남겨서, 궁중에 관사를 설치하고 문신 가운데 재행(才行)이 있고 연소한 자를
선택하여 경사(經史)를 강론하는 것을 오로지 일삼게 하여 고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제정한 원칙 가운데 몇 가지가 주목된다. 먼저 집현전에 녹관을 설치하고 이들로 하
여금 모두 경연관으로 겸직하게 한 것은 경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부제
22) 태조 원년 7월 28일에 제정된 문무백관의 관제에 따르면 경연관에는 領事 1, 知事 2(正2品), 同
知事 2(從2品), 參贊官 5(正3品), 講讀官 4(從3品), 檢討官 2(正4品), 副檢討官(正5品), 書吏(七
品) 등이 있었으며, 부검토(관)의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 2년(1420) 3월의 조치는 경연관
으로 하여금 副檢討를 겸하게 하고, 司經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설치함으로써 경연 제도를 보강하려
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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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이하 낭청 10명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신장 이하 최만리까지 10명의 낭청이 처음으로
임명하였다. 집현전 관원을 각 품계의 반두(班頭)로 삼은 것도 눈에 띈다.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직제를 새롭게 정하여 집현전의 면모를 일신한 이튿날에 세종은 적당한 양을 헤아려 노비
들을 집현전에 소속시키도록 명하였다.23) 4월에는 집현전에 서리(書吏) 10명을 두도록 하
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것은 경연 서리의 예에 따라 실차(實差)와 예차(預差)를 각각 5명씩
두고 7품이 되면 거관(去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24) 집현전의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조처였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세종 11년(1429) 4월에는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 등이 상
언하여 세종 2년에 혁파한 바 있는 수문전과 보문각을 회복해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건의를
올렸다. 당시의 건의 내용을 통해 집현전의 구성과 변천 과정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인지 등은 먼저 당송(唐宋)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하
나는 관각(館閣)의 직책이 천하의 영재(英材)를 대우하는 터전이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
제고(知制誥)에는 내제(內制)와 외제(外制)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인지 등은 조선왕
조에서 집현전·수문전·보문각을 설치하여 문신을 대우한 것은 곧 당송의 관각 제도이고, 승
문원(承文院)과 사간원(司諫院)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게 하고, 외지제교
(外知製敎)는 10명으로 정하여 다른 관원들로 하여금 이를 겸직하게 한 것은 송조(宋朝)의
내제(內制)·외제(外制)의 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날[曩時]’ 관각의 인선을 썩 잘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각의 직책이 중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세’에 대신의 건의에 따라 집
현전 정원 15인만 존속하여 외지제교를 겸하게 하여 그 임무를 전담하게 하여 그 성공을
권장하고, 그 나머지 수문전과 보문각은 모두 혁파해 버렸다는 것이었다. 정인지 등은 일단
이와 같은 조정의 조치가 인재를 육성하고 그 성취를 기대하는 방법으로서 훌륭하다고 평가
하였다.25)
이상과 같은 정인지 등의 언급이 실제 상황과 꼭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
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문전·보문각을 혁파
하고 집현전만 존치한 것은 세종 2년(1420) 3월의 일이었고, 그 정원을 5명 더 증원한 것
은 그로부터 2년 후인 세종 4년(1422) 10월이었다. 정인지 등은 집현전관 15명으로 하여
금 외지제교를 겸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이전의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리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인 세종 12년(1430) 5월이었
다. 당시 집현전에서는 이른바 ｢문신권학조건(文臣勸學條件)｣을 보고하였는데, 그 서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문신으로서 3품 이하에서 9품까지의 문신 가운데 대간(臺諫)을 제외하고 문예(文藝)가
있는 수십 인을 골라서 품계에 따라 집현전(관)을 겸직하게 하여, 무릇 사대표전(事大
23) 𰡔世宗實錄𰡕 卷7, 世宗 2년 3월 17일(乙酉), 30ㄴ(2책, 376쪽). “上命量屬奴婢于集賢殿.”
24) 𰡔世宗實錄𰡕 卷8, 世宗 2년 4월 12일(庚戌), 4ㄱ(2책, 379쪽). “吏曹啓, 集賢殿書吏十名, 依經筵書
吏例, 置實差及預差各五人, 令七品去官. 從之.”
25) 𰡔世宗實錄𰡕 卷44, 世宗 11년 4월 27일(壬寅), 12ㄱ∼ㄴ(3책, 179쪽). “集賢殿副提學鄭麟趾等上
言, 臣等竊稽唐·宋之制, 館閣之職, 所以待天下英材之地也, 知制誥, 則有內制外制之別焉. 本朝置集賢
殿·修文殿·寶文閣, 以待文臣, 卽唐·宋館閣之制也. 承政院·司諫院, 皆帶知製敎, 而外知製敎, 則定爲十
員, 以他官帶之, 卽宋朝內制外制之法也. 但以曩時館閣除拜, 不出於妙選, 而文臣鮮有不帶者焉. 於是館
閣之職, 爲不重矣. 是以近歲大臣建白, 止存集賢殿定員爲十五, 而仍帶外知製敎, 俾專其任, 而責其成
功, 其餘修文殿·寶文閣, 悉皆革除, 育材期待之方, 可謂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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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箋)과 본국의 문서를 지제교(知製敎)의 예에 의해 제술(製述)하게 하고, 집현전 녹관
은 사간원(司諫院) 내제(內製)의 예에 의하여 반드시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집현
전의> 겸관 10인은 외제(外製)를 겸임하게 하여……26)
세종은 이와 같은 집현전의 보고를 이조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집현전 녹관
은 사간원 내제의 예에 의거하여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외제 10인은 예전대로 선택하여 그
직함을 겸임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27)
어쨌든 세종 11년에 정인지 등이 수문전과 보문각의 회복을 요청했던 것은 조정의 신료
들[搢紳] 가운데 문학적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관각의 직함을 겸하게 함으로써 인재를 양성
하고 문풍을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수문전과 보문각을 회복하여 적정한 정원을 정하고 대소
문신 가운데 문예(文藝)와 행의(行義)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직함을 겸하
게 하고, 외지제교는 이와 같은 관각의 신하들 가운데서 엄선하여 겸하게 하고, 집현전관은
내제(內制)의 예에 의거하여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관각의 제도
를 활성화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28)
세종 12년(1430) 10월에 세종은 그간에 구제(舊制)를 변경한 것에 대해 회고한 바 있다.
당시 세종은 구제를 고치는 것은 비록 옳지 않다고 하지만 역대로 계세(繼世)의 군주는 그
시의를 참작하여 도태하거나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곽존중(郭存中)이 용관
(冗官)을 태거(汰去)하여 감축한 녹봉이 3천여 석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자신이 가설
한 것은 오직 집현전과 종학(宗學)뿐이라고 하였다.29) 이는 쓸데없는 관직을 없애는 와중
에도 집현전의 정원을 늘렸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집현전의 녹관은 세종 2년(1420)
3월 10명으로 출발하여, 세종 4년(1422) 10월에 5명을 증원하였고,30) 세종 8년(1426) 무
렵 1명을 더 증원한 것으로 보이며, 세종 17년(1435)에 𰡔통감훈의(通鑑訓義: 資治通鑑訓
義)𰡕의 편찬을 위해 6명을 증원하여 총 22명이 되었고, 세종 17년 7월에는 서연녹관(書筵
祿官) 10명을 혁파하고 집현전에 합하여 32명이 되었다. 이후 32명은 너무 많아 쓸데없는
인원이 있으니 12명을 혁파하자는 집현전의 건의에 따라 세종 18년(1436) 윤6월에 20명으
로 줄였다. 이후 집현전 녹관의 정원은 20명으로 고정되었다.31)

26) 𰡔世宗實錄𰡕 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ㄱ∼ㄴ(3책, 239쪽). “集賢殿將文臣勸學條件以
啓, 文臣三品以下至九品, 除臺諫, 擇有文藝數十人, 隨品兼集賢殿, 凡事大表箋及本國文書, 依知製敎例
製述. 集賢殿祿官, 依司諫院內製例, 必帶知製敎, 兼官十人則帶外製…….”
27) 𰡔世宗實錄𰡕 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ㄴ(3책, 239쪽). “命下吏曹. 左議政黃喜·右議政
孟思誠·吏曹判書權軫·參判鄭欽之等以爲, 集賢殿祿官, 依司諫院內製例, 帶知製敎, 外製十人, 仍舊選擇
帶銜.”
28) 𰡔世宗實錄𰡕 卷44, 世宗 11년 4월 27일(壬寅), 12ㄴ(3책, 179쪽). “然臣等竊念才難之嘆, 自古爲
然. 至於文藝, 雖云儒者之末技, 亦莫非得於精神之運·心術之動者也, 類非額人指期, 而有可以成效者也.
今縉紳之間, 文學之臣, 不爲不多, 而館閣之銜, 皆不得帶, 非惟育材之不廣也, 抑亦非所以砥礪士心, 振
起文風之術也. 臣等以爲宜復修文殿·寶文閣, 量宜定數, 大小文臣之文藝行義, 爲人所推服者, 皆帶其銜,
而外知製敎, 則館閣之中, 尤加妙選以兼之, 集賢殿則宜如內制而皆兼之. 如此則館閣, 必爲一時之重選,
而育材期待之方, 亦不爲不廣矣.”
29) 𰡔世宗實錄𰡕 卷50, 世宗 12년 10월 19일(丙戌), 8ㄴ∼9ㄱ(3책, 266∼267쪽). “又謂金宗瑞曰, 更
改舊制, 雖曰不可, 然歷代繼世之君, 因其時宜, 或汰或設. 曩者郭存中掌汰冗官, 所減之錄, 至三千餘
石, 厥後惟加設集賢殿·宗學兩官耳.”
30) 𰡔世宗實錄𰡕 卷18, 世宗 4년 10월 28일(壬子), 10ㄱ(2책, 509쪽). “加置集賢殿官五員.”
31) 崔承熙, ｢集賢殿硏究(上)－置廢始末과 機能分析－｣, 𰡔歷史學報𰡕 32, 歷史學會, 1966, 15∼18쪽.

- 42 -

<표 3> 집현전 녹관(祿官)의 정원 변동
세종 2년

세종 4년

3월

10월

서기

1420

1422

정원

10

15

왕력

세종 17년

세종 17년

세종 18년

초

7월

윤6월

1426

1435

1435

1436

16

22

32

20

세종 8년

3. 집현전의 주요 기능
흔히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 인식된다. 성종 대 이후 “지금의 홍문관은 예전의 집현
전”이라거나 “옛 집현전은 지금의 홍문관”이라는 신료들의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32) 홍문
관의 관서지인 𰡔홍문관지(弘文館志)𰡕에서도 “홍문관은 옛날의 집현전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였다.33) 따라서 조선왕조의 법전을 통해 집현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현재로서
는 홍문관의 기능을 통해 집현전의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널이 알려진 바와 같이 홍문관의 기능은 “궁중의 경적(經籍)을 관장하고, 문한(文翰)을
다스리며, 고문(顧問)에 대비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34) 집현전의 기능 역시 대체적으
로 이와 같은 홍문관의 그것에 준하다고 할 수 있다.
1) 궁중 도서관[掌內府經籍]
먼저 집현전이 궁중의 서적을 관리하는 궁중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이미 정종 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정종 원년(1399) 조박의 상언에서 집현전에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多置書籍] 예문관의 교
서(校書)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하게 하자고 건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35)
세종 10년(1428) 8월에 세종은 집현전 장서각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지시
하였다.36) 이는 궁중 도서관으로서 많은 서적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였다고 보인다. 이계전(李季甸, 1404∼1459)은 ｢집현전장서각송병서(集賢殿藏書閣頌幷序)｣에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위하신 처음에 집현전을 설치하시고 문신을 정선(精選)하여 그 관직에 충당하고, 경
경사(經史)를 많이 수장하여 강론에 대비하였고, 날마다 경연(經筵)을 열어 고금(古今)
을 상고하고, 육경(六經)의 글을 연구하고 백대(百代)의 사적을 두루 관찰하셨다.37)
32) 𰡔成宗實錄𰡕 卷99, 成宗 9년 12월 11일(戊戌), 9ㄱ(9책, 679쪽). “且今弘文館, 卽古之集賢殿也.” ;
𰡔燕山君日記𰡕 卷7, 燕山君 원년 7월 20일(辛丑). “古集賢殿, 卽今之弘文館也.” ; 𰡔燕山君日記𰡕 卷
41, 燕山君 7년 10월 26일(辛未) ; 𰡔燕山君日記𰡕 卷41, 燕山君 7년 11월 12일(丙戌) ; 𰡔中宗實錄
𰡕 卷18, 中宗 8년 4월 13일(辛亥) ; 𰡔中宗實錄𰡕 卷20, 中宗 9년 8월 6일(丙申) 등등 참조.
33) 𰡔弘文館志𰡕, 建置 第1, 沿革, 1ㄱ. “弘文館, 卽古之集賢殿.”
34) 𰡔經國大典𰡕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弘文館. “掌內府經籍, 治文翰, 備顧問.” ; 𰡔弘文館志𰡕,
建置 第1, 沿革, 1ㄱ. “弘文館在昌德宮進善門外, 摛文院之左. 掌內府經籍, 治文翰, 備顧問.”
35) 𰡔定宗實錄𰡕 卷1, 定宗 원년 3월 13일(甲申), 7ㄴ∼8ㄱ(1책, 146쪽).
36) 𰡔世宗實錄𰡕 卷41, 世宗 10년 8월 7일(丙戌), 8ㄱ(3책, 140쪽). “上又曰, 營繕雖多, 停之者亦多.
今集賢殿藏書閣, 不可不構, 卿等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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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계전은 집현전에 많은 경전과 사서가 수장(收藏)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
다. 집현전 장서각은 세종이 그 건립 문제를 발의한 지 1년 만인 세종 11년(1429)에 건설
이 완료된 것 같다.38) 그렇다면 당시 서적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을까? 세종 17년
(1435) 6월에 𰡔통감훈의(通鑑訓義)𰡕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게 하였다. 세
종은 응제시(應製詩)를 편찬하여 축으로 만들고 권채(權採)에게 서문을 짓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동방(東方)에 서적이 적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없음을 깊이 염려하시어, 이에 신충(宸
衷)에서 우러나와 유사(有司)에 명하여 주자(鑄字)의 규모를 새롭게 하여 인쇄하지 않
은 책이 없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또 유문(遺文)과 신집(新集)을 다
얻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어, 사신(使臣)이 파견될 때 중국에서 널리 구하게 하고, 문신
(文臣)을 파견하여 나라 안에서 널리 구입하니, 이에 서적[書典]이 날마다 많아지고 달
마다 불어났다. 장서궐(藏書闕: 藏書閣)을 세우고 목록을 적어서 간직하니, 동우(棟宇)
에 차고 넘쳐서 동국(東國)이 있은 이래로 문적(文籍)이 많기가 오늘날처럼 성한 때가
없었다.39)
세종은 부족한 서적을 보충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하나는 해외의 서적을
수입하는 것이었다.40) 그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교류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서적
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 통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사신 왕래를 통해 서적을 유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공무역을 통해 서적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사신 왕래를 통한 서적
의 유통은 명의 사신들이 서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와 조선의 사신들이 조공(朝貢)에 대한
회사(回謝)의 형식으로, 또는 황제의 하사품으로 서적을 받아오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서적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정부에서 행정 기구를 통해 민
간의 서적을 구입하는 방법과 민간의 자발적 기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에는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포상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수집된 도서는 집현전의 장서각에 수장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집현전이 폐지된 이후 홍문관으로 이전되었다. 연산군 6년(1500) 9월에 영의정 한치형(韓
致亨) 등이 ｢홍문관원권장절목(弘文館員勸奬節目)｣을 보고했는데, 그 가운데 전적(典籍)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께서는 서적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어 혹은 구입하기도 하고, 혹은 인쇄하기도 하여
37) 𰡔東文選𰡕 卷50, 頌, ｢集賢殿藏書閣頌幷序(李季甸)｣, 27ㄱ∼ㄴ. “卽位之初, 爰置集賢殿, 精選文臣,
以充其官, 多收經史, 以備講論, 日開經筵, 商確古今, 硏窮六經之文, 備觀百代之跡.”
38) 𰡔東文選𰡕 卷50, 頌, ｢集賢殿藏書閣頌幷序(李季甸)｣, 27ㄴ. “歲在己酉, 命新建集賢殿于宮城西門之內.
又營藏書閣五楹於其北, 增崇其基, 崢嶸壯麗, 如跂斯翼, 隨壁作架, 揷以諸書, 分門類聚, 表以牙籤, 披
閱之便, 易於反掌.”
39) 𰡔世宗實錄𰡕 卷68, 世宗 17년 6월 8일(戊申), 25ㄱ(3책, 633쪽). “深慮東方書籍鮮少, 人不能學, 乃
出自宸衷, 命有司新鑄字之規, 無書不印, 無人不學. 又慮遺文新集之未盡得也, 因使介旁求於上國, 遣文
臣廣購於國中, 於是書典之至, 日益月增, 建藏書闕[閣], 籍而藏之, 充溢棟宇. 自東國以來, 文籍之多,
未有如今日之盛也.”
40) 구만옥, 𰡔세종시대의 과학기술𰡕, 들녘, 2016, 제5장 1절과 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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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에 수장하였는데, 동방의 서적이 이때보다도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
적이 홍문관에 있습니다.41)
집현전의 도서 관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아마도 집현전 장서각이
건설 중이던 세종 11년(1429) 3월에 집현전에서는 도서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의를
하였다. 그것은 도서인을 만들어 소장 서책에 날인하는 문제였다. 집현전에서는 ‘경연(經
筵)’과 ‘반사(頒賜)’라는 두 종류의 도서(圖書)를 건의해서 윤허를 받았다. 전자는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책에 표기하기 위한 도서인(圖書印)이었고, 후자는 향후에 국왕이 집현전에
반사하는 도서에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42)
2) 학술 연구 기관[治文翰]
홍문관의 두 번째 기능은 ‘치문한(治文翰)’이었다. ‘치문한’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으로 해
석될 수 있다. 𰡔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𰡕에서는 이 대목을 “치(治)는 전공[攻]하는 것
이고, 공(攻)은 전력(專力)하는 것이다. 문(文)은 문장(文章)이고, 사(詞)는 사한(詞翰)이
다”라고 풀이하였다.43) 요컨대 ‘문한(文翰)’이란 문장(文章)과 사한(詞翰)을 뜻하는 것이니,
‘치문한(治文翰)’이란 문장과 사한, 즉 학문·학술에 전력(專力)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치문한’의 실제 내용은 경사(經史)의 강론[專事講論經史]이며, 그
것은 강론(講論)·강독(講讀)·강학(講學)·토론(討論)·논사(論思: 논의하고 생각하고 궁리함)
를 기본으로 문장의 제술(製述)과 서적의 편찬·간행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치문
한’은 학문에 전적으로 종사한다는 뜻으로, 경사(經史)를 비롯한 각종 문헌을 조사·연구하고
강론·토론·논사의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정론(定論)’을 도출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44) 이와 관련해서 집현전에서 이루어졌던 학문 연구와 서적의 편찬․간행 사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문 연구와 관련해서 세종 15년(1433)에 있었던 지리학 관련 논란이 주목된다. 그
해 7월에 지리학 문제가 화두로 대두하였다. 최양선(崔揚善)이 천천현(穿川峴)의 대로(大
路)가 태종의 능인 헌릉(獻陵)의 주산 내맥(來脈)이니 불가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이양달(李陽達)과 고중안(高仲安)은 대로가 있더라도 산맥에는 해가 되지 않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양달과 최양선이 각자의 견해를 고집하
여 논란이 종식되지 않자, 세종은 본인이 직접 집현전 유신들을 데리고 이양달과 함께 풍수
학(風水學)의 이치를 강론하겠다고 하면서 지리에 밝은 자를 널리 찾아서 보고하라고 하였
다. 이에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연에서 풍수학을 논하는 것
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신 그는 경학에 밝은 신하를 선택해서 풍수학을 강습하도록 하
고 제조를 두어 그 근태[勤慢]를 감독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은 집현전 부교리

41) 𰡔燕山君日記𰡕 卷39, 燕山君 6년 9월 26일(丁丑), 5ㄱ(13책, 428쪽). “世宗尤重書籍, 或購或印, 藏
于集賢殿, 東方書籍, 未有盛於此時. 今則書在弘文館…….”
42) 𰡔世宗實錄𰡕 卷43, 世宗 11년 3월 26일(壬申), 28ㄱ(3책, 172쪽). “集賢殿啓, 經筵所藏書冊, 不可
無標記. 請以經筵二字作圖書, 每卷着標, 又以內賜二字作圖書, 如有賜者, 着標以賜. 從之.”
43) 𰡔經國大典註解𰡕 後集, 吏典, 天官冢宰, 弘文館, 治文翰. “治, 攻也, 攻卽專力也. 文, 文章也. 翰, 詞
翰也.”
44) 李載喆, ｢集賢殿의 機能에 대한 硏究｣, 𰡔人文科學𰡕 3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延世大學校 文科
大學), 1973, 140∼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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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겸(李鳴謙)·유의손(柳義孫), 박사 이사설(李思哲), 저작랑 김예몽(金禮蒙)을 학관(學官)
으로 삼고, 예문제학(藝文提學) 정인지(鄭麟趾)를 제조로 삼아 풍수학을 강구하게 하였
다.45)
7월 9일에는 황희(黃喜), 신상(申商), 안숭선과 같은 조정의 고위 관료들을 목면산에 올
려보내 산수의 내맥(來脈)을 탐구하게 하고, 상지(相地)들에게 명해 최양선의 견해를 변론
하게 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 이양달, 고중안, 정앙(鄭秧), 이진(李蓁), 신효창(申孝
昌) 등이었다. 황희 등은 화공을 시켜 삼각산의 지형을 그려 진상하게 하였고, 상지들은 각
자의 견해를 적어서 진상하였다. 세종은 이를 집현전에 내려보냈다.46)
7월 12일에는 다시 안숭선의 건의가 있었다. 당시 제학 정인지와 부교리 유의손 등으로
하여금 집현전에 출사하여 지리를 강습하게 하고 있었다. 안숭선은 이것이 세종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풍수학의 제조와 별좌로 삼고, 영의정 황희를
도제조, 이전의 대제학 하연을 제조로 삼아 전심으로 강습하게 하면 국가에도 보탬이 되고
풍수학도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다. 세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47) 안숭선은 임시방편에
의한 강습이 아닌 관료체계 내의 제도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7월 15일에는 예조 좌참판 권도가 상언하여 집현전에서 지리서를 강습하는 것이 옳지 않
다고 하였다. 대신들을 시켜 산에 올라 지리를 살피게 하고 집현전에서 지리서를 강론하게
하니 여론이 시끄럽게 되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권도는 지리를 살피라는 명을 거두고 집
현전의 강론을 정지하여 사설(邪說)을 막고 중심(衆心)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그러나 세종은 이와 같은 권도의 주장을 모두 수긍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리서가 정경
(正經)이 아니라서 간혹 허황하고 망령됨이 있지마는 전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地理之書, 非正經而間或誕妄, 然不可專棄]. 그는 신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였
다. “요새 조정에 들어와서는 귀신 제사를 금하자고 말하고 집에 물러가서는 귀신 제사에
고혹한 자가 매우 많으니, 임금 위하기와 자기 위하기의 방도가 스스로 모순이 된다[今人於
朝廷, 則以禁神祀爲言, 退家則惑於神祀者頗多, 爲君爲己之謀, 自相予[矛]盾]”고 하였던 것이
다.48)
7월 22일에 세종은 집현전에 명해 여러 지리서를 상고하여 최양선과 이양달·고중안의 주
장에 대해 시비를 분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집현전에서는 최양선의 주장을 축조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집현전에서 참조한 지리서를 보면 대략 20여 종에 이른다.
집현전의 결론은 헌릉 주산의 길이 끊어진 곳은 벌의 허리와 같은 곳이고 교차하거나 가까
운 길이 아니니 예전대로 두자는 것이었다. 세종은 집현전의 보고 내용을 풍수학에 啓下하
였다.49)
7월 26일에 사헌부에서 일종의 재이 상소를 올렸다.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논했는데,
세 번째 항목이 지리의 술법에 대한 문제였다. 그동안 풍수지리의 거짓된 술법으로 망령된
주장을 펼친 최양선, 이진, 신효창 등을 치죄하고, 문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술(僞術)을
배우지 못하게 하자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은 사헌부가 지리의 학설을 배척함
45)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7월 7일(戊午), 5ㄴ(3책, 489쪽).
46)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7월 9일(庚申), 6ㄱ∼7ㄱ(3책, 490쪽).
47)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7월 12일(癸亥), 7ㄴ(3책, 490쪽). “崇善又啓曰, 令提學鄭麟趾·副校
理柳義孫等, 仕集賢殿, 講習地理. 臣以爲此非殿下私事, 以此輩爲風水學提調別坐, 以領議政黃喜爲都
提調, 以前大提學河演爲提調, 專心講習, 則誠有補於國家, 而風水之學亦明矣. 從之.”
48)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7월 15일(丙寅), 9ㄱ∼11ㄴ(3책, 491∼492쪽).
49)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7월 22일(癸酉), 15ㄱ∼17ㄴ(3책, 494∼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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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하면서 최양선 등을 요언과 괴술로 논단하여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지평 홍상검(洪尙儉)은 지리업은 서운관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지금
집현전의 신하들에게 풍수학을 강명하게 하고, 최양선이 그릇되고 망령된[謬妄] 소견으로
감히 궁실의 이해를 말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린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이에 세
종은 그의 말과 상소의 내용이 다르다고 질책하면서 물러가서 동료들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50)
이튿날인 7월 27일에 세종은 대사헌 신개(申槪=申槩) 등 사헌부 관리들을 불러서 지신
사 안숭선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하게 하였다. 먼저 세종은 지리의
학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왕릉을 조성하는 일에
서 지리는 긴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은 집현전에서 풍수학을 강습하는 것을
그르다고 할 수는 있어도, 풍수학을 강명하는 것이 유자의 분수 바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51)
다음으로 국가 편찬 사업과 관련한 집현전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세종 2년(1420)년
겨울부터 세종 4년(1422) 겨울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자자’의 주조 사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사업의 주안점은 활자를 식자(植字)하는 일종의 인쇄판[活版=活字版=植字版] 동판
(銅版)을 개주(改鑄)하여 활자의 모양과 딱 들어맞도록 함으로써 황랍(黃蠟)을 사용하지 않
아도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인쇄의 효율성과 인쇄 속도를 향상하는 것이었다. 세종
은 이와 같이 개량된 금속활자와 활판을 사용하여 𰡔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𰡕을 인쇄하
도록 하였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였다.52) 집현전에서는 이처럼 국
가적 편찬 사업의 교정 작업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세종 5년(1423) 3월에는 집현전 부제학 신장 등에게 범조우(范祖禹, 1041~1098)의 𰡔당
감(唐鑑)𰡕을 필사하게 하였다. 𰡔당감𰡕은 당대 정치사의 득실을 논한 책이라는 점에서 정치
적 교훈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정도전과 정총 등이 𰡔고려사𰡕 37권을 편찬하
여 진상했을 때 태조는 정총에게 교서를 내려 𰡔고려사𰡕의 “의론이 𰡔당감𰡕에 부끄럽지 않고,
𰡔한서𰡕와 같이 야비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53) 당시 𰡔당감𰡕의 필사 작업에는 신장뿐만
아니라 집현전 응교인 유상지와 정인지 등이 참여하였다.54)
세종 10년(1428) 5월에 집현전 직전 김돈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서한(西漢) 이래 역대
왕조의 계보도[譜系圖]를 편찬하여 진상하였다.55) 10월에 세종은 𰡔효행록(孝行錄)𰡕의 편찬
을 지시하면서 이를 집현전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𰡔효행록𰡕은 고려 충목왕 때 권보(權溥)와
그의 아들 권준(權準)이 효행에 관한 기록은 모아 편찬한 책이다.56) 처음에 권준은 공인
50)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7월 26일(丁丑), 18ㄱ∼19ㄱ(3책, 496쪽).
51)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7월 27일(戊寅), 19ㄱ∼20ㄴ(3책, 496∼497쪽). “召大司憲申槪·執
義宋褒·持平洪尙儉·鄭箴等, 御思政殿引見知申事安崇善曰 …… 我太祖開國, 定都漢陽, 營宮建廟, 皆用
地理, 至於健元陵, 亦用地理, 是則本國, 不得外地理之說矣. 以方來之事言之, 則國家脫有變故, 則但取
其水深土厚, 而不用地理乎. …… 借以集賢殿講習風水學爲非, 然講明風水之學, 豈儒者分外事哉. ……”
52) 𰡔世宗實錄𰡕 卷11, 世宗 3년 3월 24일(丙戌), 15ㄴ∼16ㄱ(2책, 427쪽). “賜鑄字所酒百二十甁. 前
此印冊, 列字於銅板, 鎔寫黃蠟堅凝, 然後印之, 故費蠟甚多, 而一日所印, 不過數紙. 至是, 上親自指畫,
命工曹參判李蕆·前小[少]尹南汲, 改鑄銅板與字樣相準, 不暇鎔蠟, 而字不移, 却甚楷正, 一日可印數十
百紙. 上念其功役之勞, 屢賜酒肉. 命印資治通鑑綱目, 令集賢殿正其謬誤, 自庚子冬至壬寅冬乃訖.”
53) 𰡔太祖實錄𰡕 卷7, 太祖 4년 1월 25일(庚申), 3ㄴ(1책, 74쪽). “議論無愧於唐鑑, 鄙吝不生於漢書.”
54) 𰡔世宗實錄𰡕 卷19, 世宗 5년 3월 23일(甲辰), 27ㄴ(2책, 532쪽). “命集賢殿副提學申檣·奉常判事成
槪·左獻納鄭苯·集賢殿應敎兪尙智·鄭麟趾等, 寫范祖禹唐鑑.”
55) 𰡔世宗實錄𰡕 卷40, 世宗 10년 5월 21일(壬申), 18ㄱ(3책, 131쪽). “直集賢殿金墩, 承命撰西漢以下
歷代譜系圖, 以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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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人)을 시켜 효자 24인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제현으로 하여금 여기에 찬을 붙이게 하
였다. 권준이 이를 권보에게 바치자 권보가 38가지 일을 초하고, 다시 이제현(李齊賢)으로
하여금 찬을 붙이게 하였다. 따라서 이제현이 전후로 붙인 찬이 모두 64가지 일이었다.57) 𰡔
고려사𰡕나 𰡔고려사절요𰡕에서 ‘효자육십사인(孝子六十四人)’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64가지
일을 가리킨 것이다. 당시 세종은 기존의 24인의 효행에 20여 인의 효행을 더 넣고, 고려와
삼국 시기의 효행이 특이한 자를 수집하여 책을 편찬하라고 한 것이었다. 이에 집현전 직제
학 설순은 𰡔고려사𰡕가 춘추관에 소장되어 있어 바깥 사람들이 열람하기 어려우니 춘추관으
로 하여금 초록해서 보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58)
세종 14년(1432) 6월 집현전에서는 새로 편찬한 𰡔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𰡕를 진상하였
다.59) 편찬의 책임은 집현전 부제학 설순이 맡았다. 역대와 본조에 걸쳐서 위로는 제왕과
후비로부터 아래로는 공경과 서민에 이르기까지 삼강에 관계되는 행실로 기술할 만한 것을
상고하였고, 종류별로 모아 책을 만들었는데, 문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칭송하는 시
를 짓게 하여 그들의 의열(義烈)을 모사하였고, 화공들로 하여금 도상을 만들게 하여 그 형
용을 방불하게 하였다고 한다. 서문은 권채가, 전문은 설순이 지었다.60)
세종 15년(1433) 6월 𰡔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𰡕이 완성되었다. 이 책의 서문을 집현전관
인 권채가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세종 13년(1431)부터 시작된 𰡔향약집성방𰡕의
편찬 사업에 집현전 직제학이었던 유효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61)
세종 15년 8월에 세종은 경연에서 𰡔성리대전𰡕을 강론하고 있었다. 당시 권51의 학(學),
교인(敎人) 항목을 강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주자의 언급
이 있다.
대개 의리[理義]로써 그 마음을 함양하며, 음악 소리로써 그 귀를 기르고, 색채로써 그
눈을 키우며, 무도의 오르내림과 빠르고 느린 일상의 움직임으로써 그 혈맥을 함양했
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소반과 주발, 안석과 지팡이에도 경계하는 글을 새
겼으니 자신을 길러주는 도구를 주도면밀하게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62)
세종은 이 글의 후반부에 이르러 기명에 경계하는 글을 새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니 진실로 유익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빈풍칠월도(豳風七月圖)｣를 보
56) 𰡔高麗史𰡕 卷107, 列傳 卷第20, 諸臣, 權溥. “又與子準, 裒集歷代孝子六十四人, 使壻李齊賢著贊, 名
曰孝行錄, 行于世.” ; 𰡔高麗史節要𰡕 卷25, 忠穆王 2년 10월, 48ㄴ∼49ㄱ().
57) 𰡔益齋集𰡕 拾遺, ｢孝行錄序見孝行錄｣8ㄱ∼ㄴ. ; 𰡔陽村集𰡕 卷20, ｢孝行錄後序｣, 5ㄱ∼7ㄱ(7책, 202∼
203쪽).
58) 𰡔世宗實錄𰡕 卷42, 世宗 10년 10월 3일(辛巳), 1ㄱ(3책, 147쪽). “上謂直提學偰循曰, 今俗薄惡, 至
有子不子者, 思欲刊行孝行錄, 以曉愚民. 此雖非救弊之急務, 然實是敎化所先, 宜因舊撰二十四孝, 又增
二十餘孝. 前朝及三國時 孝行特異者, 亦皆褏[裒]集, 撰成一書, 集賢殿其主之. 循對曰, 孝乃百行之原,
今撰此書, 使人人皆知之, 甚善. 若高麗史, 莊[藏]之春秋館, 外人不得考閱. 請令春秋館抄錄以送. 卽命
春秋館抄之.”
59) 𰡔世宗實錄𰡕 卷56, 世宗 14년 6월 9일(丙申), 33ㄱ∼34ㄴ(3책, 396∼397쪽).
60) 𰡔東文選𰡕 卷44, 表箋, ｢進三綱行實箋(偰循)｣, 19ㄱ∼20ㄱ(2책, 103쪽-影印標點 𰡔東文選𰡕, 民族
文化推進會, 1999의 책수와 쪽수. 이하 같음) ; 𰡔東文選𰡕 卷93, ｢三綱行實圖序(權採)｣, 19ㄱ∼21
ㄱ(3책, 130∼131쪽).
61) 𰡔世宗實錄𰡕 卷60, 世宗 15년 6월 11일(壬辰), 39ㄴ∼40ㄱ(3책, 482∼483쪽).
62) 𰡔性理大全𰡕 卷51, 學 9, 敎人, 14ㄴ(3170쪽). “蓋理義以養其心, 聲音以養其耳, 采色以養其目, 舞
蹈降登疾徐俯仰以養其血脈, 以至於左右起居, 盤盂几杖, 有銘有戒, 其所以養之之具可謂備至爾矣.” 이
는 본래 𰡔晦庵集𰡕 卷74, ｢諭諸生｣에 수록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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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사일의 어려움을 살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세종은 이에 자손들에게 농사일의 수고
로움을 알리고자 ｢빈풍｣을 모방한 우리나라의 ｢칠월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집현전으
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공부(貢賦)·요역(徭役)·농상(農桑)의 일을 채집하여 그 실상을 그림
으로 그리고, 시가(詩歌)로 찬(贊)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칠월시(七月詩)｣를 만들라고 하였
다. 이에 안숭선은 자신은 ｢의기도(欹器圖)｣를 얻어서 벽에 걸어 놓고 출입할 때마다 보았
더니 자못 수양이 되었다고 하면서, 세종의 하교대로 칠월시를 모방하여 시와 그림이 완성
되면 만세의 미담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63) 이와 같은 칠월도와 의기도가 이후에 흠경각에
구현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종 16년(1434) 6월에 𰡔자치통감𰡕의 훈의(訓義) 작업이 시작되었다. 중추원사 윤회(尹
淮), 예조 좌참판 권도(權蹈), 집현전 부제학 설순(偰循) 등을 집현전에 모이게 해서 𰡔자치
통감𰡕을 고열(考閱)하게 하고, 그 문의(文義)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은 𰡔통감원위(通鑑源
委)𰡕, 𰡔통감집람(通鑑輯覽)𰡕, 𰡔통감석의(通鑑釋義)𰡕 등의 여러 서적을 참고해서 연구하여,
여러 책에서 해석해 놓은 바를 뽑아서 해당되는 단락마다 첨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집현
전 응교 김말(金末), 교리 유의손(柳義孫) 등을 선발하여 참교(參校: 대조하여 바로잡음)하
도록 하고, 좌승지 권맹손(權孟孫)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64) 이것이 바로 이
른바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의 찬집이었다.
세종 18년(1436) 3월에 윤회가 죽었는데, 그의 졸기에 따르면 갑인년(1434, 세종 16)에
𰡔통감훈의𰡕를 찬집하게 하였는데, 2년이 경과하여 마치게 되었다고 하였다.65) 세종 17년
(1435) 6월에 경회루에서 𰡔통감훈의𰡕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66) 7월에는 𰡔자치
통감훈의𰡕를 열람하는 일로 정지했던 윤대를 다시 행하게 하였다.67) 그렇다면 대략 이 무
렵에 𰡔통감훈의𰡕의 찬집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던 것이 아닌가 한다.
세종 16년(1434) 7월에 세종은 지중추원사 이천(李蕆)에게 이른바 ‘갑인자(甲寅字)’ 주
조 사업을 감독하게 하였다. 당시 실제로 이 사업을 관장한 사람들은 집현전 직제학 김돈
(金墩), 직전(直殿) 김빈(金鑌), 호군 장영실(蔣英實), 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이세형
(李世衡), 사인(舍人) 정척(鄭陟), 주부 이순지(李純之) 등이었다.68) 다수의 집현전 관리들
이 활자 주조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적 편찬 사업의 차원에서 살펴보
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3) 국왕의 고문에 대비[備顧問]
집현전을 설치한 궁극적 목적은 이른바 “고문에 대비하기 위함[備顧問]”, 다시 말해 국왕
의 질문에 응대하기 위함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궁중 도서관과 학술 연구 기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고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치 초기부터 집현전은 “경사(經史)를 강론하는
것을 오로지 일삼게 하여 고문에 대비[專事講論經史, 以備顧問]”하기 위한 기관임을 명시하
였다. 국왕과 조정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경사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 근거하여 해답을 제시
63)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64) 𰡔世宗實錄𰡕 卷64, 世宗 16년
65) 𰡔世宗實錄𰡕 卷71, 世宗 18년
通鑑訓義, 命淮主其事, 淮病風,
66) 𰡔世宗實錄𰡕 卷68, 世宗 17년
67) 𰡔世宗實錄𰡕 卷69, 世宗 17년
68) 𰡔世宗實錄𰡕 卷65, 世宗 16년

8월 13일(癸巳), 24ㄱ∼ㄴ(3책, 499쪽).
6월 26일(辛未), 44ㄴ∼45ㄱ(3책, 574∼575쪽).
3월 12일(戊寅), 10ㄴ(3책, 667쪽). “甲寅, 聚諸儒臣於集賢殿, 纂集
力疾從事, 再閱歲甫訖, 病日篤…….”
6월 8일(戊申), 24ㄱ∼ㄴ(3책, 633쪽).
7월 29일(戊戌), 10ㄱ(3책, 644쪽).
7월 2일(丁丑), 3ㄴ∼4ㄱ(3책, 5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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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기능은 이른바 ‘고제(古制) 연구’로 현실화되
었다.
세종 대에 명실상부한 유교 국가의 수립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예악문
물(禮樂文物)’‧‘전장문물(典章文物)’로 표현되는 유교 국가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론적 탐
구, 다시 말해 ‘고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본래 고제란 유교의 이상사회로 간주되었던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제도, 다시 말해 유교에서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라고 간주하
는 제도를 뜻한다. 유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𰡔주례(周禮)𰡕는 주(周)나라의 관제를 수록한
책으로 여겨져 후대 유교 국가의 조직과 관직 제도를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
나 삼대의 제도는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시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해주는 책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물제도를 논할 때는 각종 제도
가 완비되었던 당·송(唐宋) 대의 그것도 고제에 포함해서 살펴보게 된다.
요컨대 고제 연구는 조선왕조에 적합한 유교적 이상 국가의 모델을 찾아가는 작업이었다.
집현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고제 연구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이 “집현전
을 설치하고 문학지사(文學之士)들을 모아서 날마다 경연(經筵)을 열고 도의(道義)를 강론
했으며, 무릇 여러 시조(施措: 일을 시행하고 조치를 취함)는 모두 고제를 참고하게 한 다
음에 그것을 행했다”69)라는 신료들의 회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대의 대표적 고제 연구 기관으로는 예조(禮曹)와 의례상정소(儀禮詳定所), 그리고
집현전을 들 수 있다. 태종 대와 세종 대 초반까지 고제 연구의 중심은 예조와 의례상정소
였다. 집현전이 고제 연구에 참여한 것은 세종 10년(1428) 무렵부터였다.70) 세종 2년
(1420) 집현전이 설치된 이후 8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장 학자들이 성장했고, 그
들의 학문적 역량이 당시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향상했던 것이다.
고제 연구 과정에서는 중국의 영토 바깥에 위치한 제후국으로서 조선의 위상이 주요 변수
로 작용하였다. 이는 보편적 중화문명의 수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요소를 야기했다. 하나는
중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조선의 공간적·풍토적 여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본토의 제후국
과는 다른 해외의 제후국[海外藩國]으로서의 조선의 위상이었다. 요컨대 지리적‧환경적 요인
과 해외 제후국으로서의 분의(分義)를 고려하면서 보편적 중화문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도
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유교적 보편성과 조선의 개별성을 조화하는 작업이었다. 그
러나 해외의 제후국인 조선에 해당하는 분명한 전례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세종 대에는 치밀한 고제 연구를 통해 제후국의 분의에 맞는 문물제도를 정
비해야만 했던 것이다.
세종 대 고제 연구에는 유교 경전과 역사서뿐만 아니라 거질의 유서(類書)들이 활용되었
다. 유서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여러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나누어 분류·배열함으로써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엮은 책을 가리킨다. 세종 대 고제 연
구에 활용된 대표적 유서로는 𰡔통전(通典=杜氏通典)𰡕, 𰡔문헌통고(文獻通考)𰡕, 𰡔산당고색(山
堂考索)𰡕, 𰡔책부원귀(冊府元龜)𰡕, 𰡔태평광기(太平廣記)𰡕, 𰡔옥해(玉海)𰡕, 𰡔사림광기(事林廣
記)𰡕 등을 들 수 있다.
세종 대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집현전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것은 두 가

69) 𰡔世宗實錄𰡕 卷94, 世宗 23년 윤11월 21일(甲申), 31ㄴ(4책, 379쪽). “且殿下置集賢殿, 聚文學之
士, 日開經筵, 講論道義, 凡諸施措, 皆令參考古制, 而後行之.”
70) 𰡔世宗實錄𰡕 卷41, 世宗 10년 9월 24일(癸酉), 19ㄱ(3책, 145쪽). “命詳定所及集賢殿, 稽古制以
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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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집현전의 고제 연구에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현전을 통해 육성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추진
에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고제 연구에는 오례(五禮)·사례(四禮)와 같은 각종 의례나 과거제·토지제도와 같은 제도
의 문제뿐만 아니라 천문역산학이나 도량형(度量衡)과 같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었다. 세종 12년(1430) 9월에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주척(周尺)을
고정(考正: 상고해서 바로잡음)하게 한 것이나,71) 세종 14년(1432) 7월에 세종이 정인지에
게 간의(簡儀)의 제작을 명했을 때 정인지가 정초(鄭招)와 함께 고제를 상고하는 일을 맡았
던 것,72) 세종 25년(1443)에 집현전으로 하여금 산학을 진흥할 수 있는 방법[歷代算學之
法]을 연구하게 한 것이73) 대표적 사례이다.
사실 천문역산학을 비롯한 각종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했
다. 이에 세종은 학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
다.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공간이 경연(經筵)과 집현전이었으니,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
를 형성하며 유교적 의례와 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연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경연관은 겸직이라서 본직 수
행에 바빠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연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경연을 전
담하는 관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정비하고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젊은 문신을 뽑아 경사(經史)를 강론하게 함으로써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일
을 전담하도록 했던 것이다.74) 실제로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 대의 경연에서 경사를 강론했
으며,75) 세종은 집현전의 설치가 경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7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현전과 경연은 세종 대 최고의 학문 연구 기관이 되었다. 세종은
스스로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독실하여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77)고 할 정도
로 학구적이었는데, 경연에서 집현전 관리들과 함께 사서오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과 𰡔자치
통감(資治通鑑)𰡕 등의 역사서, 𰡔성리대전(性理大全)𰡕 등을 독파했다. 그것은 본문만 읽는
단순한 강독이 아니라 주석까지 치밀하게 검토하는 명실상부한 학문 연구였다. “나는 경사
가운데 두루 살펴보지 않은 바가 없다”라는 세종의 자부심은 이렇게 길러진 것이었다.78) 이
렇게 경연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과는 세종 대 예악을 제정하고 전장문물을 구비하는 밑거름
71) 𰡔世宗實錄𰡕 卷49, 世宗 12년 9월 29일(丁卯), 38ㄱ(3책, 262쪽).
72) 𰡔世宗實錄𰡕 卷77, 世宗 19년 4월 15일(甲戌), 9ㄴ(4책, 67쪽). “宣德七年壬子秋七月日, 上御經筵,
論曆象之理, 乃謂藝文館提學臣鄭麟趾曰, 我東方邈在海外, 凡所施爲, 一遵華制, 獨觀天之器有闕. 卿旣
提調曆筭矣, 與大提學鄭招講究古典, 創制儀表, 以備測驗. 然其要在乎定北極出地高下耳, 可先制簡儀
以進. 於是臣鄭招‧臣鄭麟趾掌稽古制, 中樞院使臣李蕆掌督工役…….” ; 𰡔東文選𰡕 卷82, ｢簡儀臺記｣, 5
ㄱ∼ㄴ(2책, 615쪽－影印標點 𰡔東文選𰡕, 民族文化推進會, 1999의 책수와 쪽수. 이하 같음).
73) 𰡔世宗實錄𰡕 卷102, 世宗 25년 11월 17일(戊辰), 25ㄴ(4책, 524쪽).
74) 𰡔世宗實錄𰡕 卷7, 世宗 2년 3월 16일(甲申), 30ㄱ(2책, 376쪽). “初因前朝之制, 修文殿‧集賢殿‧寶文
閣大提學‧提學以二品以上爲之, 直提學‧直殿‧直閣以三四品爲之, 然無官署職任, 唯以文臣加官而已. 至是
悉罷之, 只留集賢殿, 置司于宮中, 擇文臣有才行年少者充之, 專事講論經史, 以備顧問.”
75) 𰡔世宗實錄𰡕 卷68, 世宗 17년 6월 8일(戊申), 24ㄴ(3책, 633쪽). “上卽位之三年庚子, 始置集賢殿
于禁中, 妙選一時文學之士, 備顧問‧掌讎校, 日引經幄, 講論經史.”
76) 𰡔世宗實錄𰡕 卷83, 世宗 20년 11월 23일(癸卯), 18ㄴ(4책, 174쪽). “且集賢殿, 專爲經筵而置, 此
條不必從也.”
77) 𰡔世宗實錄𰡕 卷3, 世宗 원년 2월 17일(壬辰), 15ㄱ(2책, 303쪽). “上曰, 然. 予自幼篤志學問, 未嘗
少懈…….”
78) 𰡔世宗實錄𰡕 卷80, 世宗 20년 3월 19일(癸卯), 31ㄴ(4책, 137쪽). “予於經史, 靡不歷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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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경연과 집현전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은 세종 대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종 13년(1431)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兪孝通) 등에게 명해 기존의 향약방
(鄕藥方)을 빠짐없이 수습하여 종류를 나누고 증보하여 의서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물이 세종 15년(1433)에 완성된 𰡔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𰡕이었다. 세종 16년(1434) 금속
활자의 개량 사업[갑인자(甲寅字)]에는 집현전 직제학 김돈(金墩)과 직전 김빈(金鑌=金銚)
등이 참여하였고, 세종 27년(1445) 완성된 𰡔의방유취(醫方類聚)𰡕의 편찬 과정에서도 집현
전 부교리 김예몽(金禮蒙), 저작랑 유성원(柳誠源), 직제학 김문(金汶)‧신석조(辛碩祖), 부
교리 이예(李芮)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79)
태종이 일찍이 장상(將相)의 재목으로 문관 정인지와 무관 홍사석(洪師錫)을 지목하여 세
종에게 위촉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80) 정인지는 세종 5년(1423) 집현전관으로 선발되었으
며 이후 세종 대의 각종 문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세종 대 천문의기 제작 사
업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기문(記文)의 적성을 담당했던 김돈이나, 이순지(李純之)
의 뒤를 이어 천문역산학을 담당했던 김담(金淡) 등 세종 대 과학기술 분야의 중추인물 대
부분이 집현전관을 역임하였던 것이다.

4. 집현전의 운영 체제
1) 집현전관의 교육
설립 초기부터 집현전관에게는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문장을 저술하는 학문 활동이 요구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집현전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했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과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이미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건국 초기에 유교국가의 면모를 완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국왕과 정부의 입
장에서 보면 ‘예악문물(禮樂文物)’의 정비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인재
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종 2년 5월에 당시 집현전 대제학인 유관(柳寬)과 변계량(卞季良)이 집현전에서 관원
들에게 시(詩)를 시험하였다고 한다.81) 이는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매우 짧은 기사
이지만 집현전 관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세종이 집현전 교리인 유상지(兪尙智) 등을 조용(趙庸)에게 보내 배우도록 한 적도 있다.
𰡔율려신서(律呂新書)𰡕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조용을 추천하였기 때문이었다.82) 조선왕조에 들어서 𰡔율려신서𰡕가 포함된 𰡔성리대전

79) 𰡔世宗實錄𰡕 卷110, 世宗 27년 10월 27일(戊辰), 8ㄱ∼ㄴ(4책, 643쪽).
80) 𰡔退溪集𰡕 卷47, ｢僉知中樞府事洪君墓誌銘幷序｣, 4ㄱ(30책, 521쪽). “本朝有諱師錫, 深爲獻陵所器
異, 與鄭麟趾, 俱以才堪將相屬英陵.” ; 𰡔恥齋遺稿𰡕 卷1, ｢府君僉知中樞府事行狀｣, 33ㄴ∼34ㄱ(36책,
32쪽). “我太宗嘗於朝參, 望見深器之, 顧謂英廟曰, 今日當擇將相才遺之, 文有鄭麟趾, 武有洪師錫, 其
人也.”
81) 𰡔世宗實錄𰡕 卷8, 世宗 2년 5월 25일(壬辰), 13ㄴ(2책, 384쪽). “柳觀·卞季良會集賢殿, 試殿官等
詩.”
82) 𰡔世宗實錄𰡕 卷13, 世宗 3년 8월 18일(戊申), 4ㄴ(2책, 446쪽). “上嘗以律呂新書顧問, 無有知者,
左右以庸對, 乃命集賢殿校理兪尙智等就學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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𰡕이 수입된 첫 번째 사례는 세종 원년(1419) 12월에 경녕군(敬寧君) 이비(李비[示+非])가
황제가 하사한 어제 서문이 붙어 있는 ‘신수(新修)’ 𰡔성리대전𰡕을 받아온 것이고,83) 유상지
가 집현전 교리로 임명된 것은 세종 2년(1420) 3월 16일이니, 세종이 유상지를 조용에게
보내 𰡔율려신서𰡕를 익히게 한 것은 세종 2년 3월 16일에서 이듬해 8월 18일 이전의 어느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은 재위 7년(1425) 11월에 대제학 변계량에게 명해 史學을 읽을 만한 자를 뽑아서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변계량은 집현전 직전 정인지와 응교 설순(偰循), 그리고 인동현감
(仁同縣監)인 김빈(金鑌)을 천거하였다. 세종은 김빈을 집현전 수찬에 제수하는 한편, 이들
세 사람에게 여러 역사서를 나누어 읽게 하여 고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84)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세종이 경연에서 𰡔좌전(左傳)𰡕, 𰡔사기(史記)𰡕, 𰡔한서
(漢書)𰡕, 𰡔강목(綱目)𰡕, 𰡔송감(宋鑑)𰡕 등에 수록된 옛일[古事]을 물어보았더니 다 모른다고
했던 일이었다. 이에 세종은 윤회(尹淮)에게 집현전 유사(儒士)들에게 여러 역사책을 나누
어 주어 읽게 하고자 하는데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 윤회는 이와 같은 세종의 의견에 반대
했다. 경학이 우선이고 사학은 그 다음이며, 사학만을 오로지 닦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세종은 당시의 유자(儒者)들이 경학(經學)을 닦는다고 말하지만 ‘이치를 궁구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 선비[窮理正心之士]’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85) 이를 통해 세종이 어떤 방향의 학문 탐구를 추구했던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장구(章句)나 일삼는 선비[章句之士])’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전고(典故)에
해박한 학자를 원했으며, 그를 위해서는 사학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세종 8년(1426) 12월에 세종은 집현전 부교리 권채(權綵=權採), 저작랑(著作郞) 신석견
(辛石堅), 정자(正字) 남수문(南秀文) 등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내가 너희들을 집현관(集賢官)으로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
을 읽어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로 인하여 아침부터 저
녁까지 독서에 전심(專心_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본전(本殿: 집현전)에 출근하
지 말고 집에서 독서에 전심하여 공효(功效)를 나타내어 나의 뜻에 부합하게 하고, 독
서의 규범(規範)은 마땅히 변계량의 지도를 받도록 하라.86)
이는 이른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시초로 주목되는 기사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
실은 사가독서의 혜택을 받은 집현전 관리들의 학습이 변계량의 지도하에 각자의 집에서 독
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세종의 지시는 변계량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변계량은 일찍이 태종에

83) 𰡔世宗實錄𰡕 卷6, 世宗 원년 12월 7일(丁丑), 10ㄱ∼ㄴ(2책, 348쪽).
84) 𰡔世宗實錄𰡕 卷30, 世宗 7년 11월 29일(甲子), 18ㄴ∼19ㄱ(2책, 703쪽). “命大提學卞季良, 擇可讀
史學者以聞, 季良以直集賢殿鄭麟趾·集賢殿應敎偰循·仁同縣監金鑌薦, 上卽除鑌爲集賢殿修撰, 令三人
分讀諸史, 以備顧問.”
85) 𰡔世宗實錄𰡕 卷30, 世宗 7년 11월 29일(甲子), 19ㄱ(2책, 703쪽). “前此, 上問於尹淮曰, 吾欲使集
賢殿儒士, 分授諸史而讀之. 淮對曰, 不可. 大抵經學爲先, 史學次之, 不可專治史學也. 上曰, 吾於經筵,
問以左傳·史記·漢書·綱目·宋鑑所記古事, 皆曰, 不知. 若令一人讀之, 其不得遍覽必矣. 今之儒者, 名爲
治經學, 而窮理正心之士, 未之聞也.”
86) 𰡔世宗實錄𰡕 卷34, 世宗 8년 12월 11일(庚午), 16ㄴ(3책, 52쪽). “召集賢殿副校理權綵·著作郞辛石
堅·正字南秀文等, 命曰, 予以爾等除集賢官者, 以其年少有將來, 祗欲其讀書有實效也. 然各緣職事, 早
暮未暇專心讀書. 自今勿仕本殿, 在家專心讀書, 以著成效, 以副予意, 其讀書規範, 當受卞季良指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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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소한 유생 한두 명을 선택해서 사관(仕官)을 면제해 주고 고요한 곳에서 독서를 하게
하여 정통(精通)한 다음에 크게 쓰자고 요청한 바 있었다. 태종은 이와 같은 변계량의 요청
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세종 대에 이르러 변계량은 다시 요청하였
고 세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 당시에 권채․신석견․남수문 등이 읽은 책은 𰡔중용𰡕과 𰡔대학𰡕
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종은 권채에게 고요한 곳에서 독서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물었는데, 권채는 다른 효과는 없고 다만 마음이 산란하지
않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자(金赭) 역시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에 응대하고 손님을 접대
해야[應事接賓] 하므로 산사의 고요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에 세종은 산사에서 독서
하도록 사가독서의 방식의 변경했던 것이다.87)
세종 12년(1430) 5월 18일의 경연에서 세종은 검토관(檢討官)으로 참여한 권채에게 그
간 학문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논한 바 있는 사가독서의 연원을 조
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일찍이 변계량은 태종에게 집현전 관원 가운데 총민
(聰敏)한 한두 사람을 뽑아서 ‘중용집석혹문(中庸輯釋或問)’과 ‘대학집서혹문(大學輯釋或
問)’을 연구하게 하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권채가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태종
은 두 책을 너무 오래 독서하게 되면 다른 책을 공부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그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이 즉위한 이후 변계량은 다시 권채 등으로 하여금 독서하게 하
자는 건의를 다시 올렸다. 세종 역시 태종과 같은 염려를 했지만 변계량이 학문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소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윤허하였다. 세종의 질문은 바로 이와 같
은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는 권채 등이 독서를 한 지 오래되었으니 𰡔중용𰡕과 𰡔대
학𰡕에 익숙해졌는지 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변계량이 말하기를 권채 등이 사가독서를 한
이후에 그 담론을 들어보니 지난날과 다르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권채는 변계
량의 지시에 따라 𰡔중용𰡕과 𰡔대학𰡕을 3년 동안 읽었으며, 작년 봄부터는 𰡔논어𰡕, 𰡔맹자𰡕와
오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 민첩하지 못해 아직까지 정숙(精熟)
하지 못하다고 겸손하게 대답하였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세종은 두시(杜
詩)와 한류문(韓柳文) 같은 글도 열심히 깊이 있게 읽어보라고 지시하였다.88)
이처럼 권채 등은 세종 8년(1426) 12월 이후 약 3년 동안 𰡔중용𰡕과 𰡔대학𰡕을 독파하였
고, 세종 11년(1429) 봄부터는 𰡔논어𰡕, 𰡔맹자𰡕와 오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가독서
기간을 통해 학문적 숙성 과정을 거쳤고, 이후에도 일정한 교과 과정을 통해 경전에 대한
공부와 문장 학습을 이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집현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문신권학조건(文臣勸學條件)｣
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89) 그 전반부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후반부에
는 권학(勸學)의 구체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겸관(兼官) 10인은 외제(外製)를 겸임하게 하여, 본사(本司)에 일이 없는 날에는 본전
(本殿=集賢殿)에 나아가서 강학(講學)하고, 또 사서·오경과 여러 역사서[諸史], 한류문
87) 𰡔世宗實錄𰡕 卷39, 世宗 10년 3월 28일(庚戌), 32ㄴ∼33ㄱ(3책, 122쪽). “上曰, 卞季良嘗白太宗,
請擇年少可學一二儒, 除仕官就靜處讀書, 可能精通而大用, 太宗然之而未果, 又請於予, 予許之. 讀書者
爲誰. 左代言金赭曰, 辛石堅·南秀文也. 上謂權採曰, 爾亦曾詣讀書之列, 所讀何書. 採曰, 讀中庸·大學.
上曰, 讀於靜處, 有何殊効. 採曰, 更無他効, 但心不亂耳. 赭亦曰, 在家則不得不應事接賓, 莫如山寺之
閑寂. 上從之.”
88) 𰡔世宗實錄𰡕 卷48, 世宗 12년 5월 18일(丁巳), 21ㄱ∼ㄴ(3책, 237쪽).
89) 𰡔世宗實錄𰡕 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ㄱ∼ㄴ(3책,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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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柳文: 韓愈와 柳宗元의 문장) 등의 글을 적당한 대로 스스로 맡아서 읽게 한다. 매
사중월(四仲月)에 표(表)·전(箋)·시(詩)·문(文) 하나를 출제하여, 녹관과 겸관으로 하여
금 일시(日時)를 한정하지 말고 제술하게 하고, 당상관이 본전에 모여서 그 <등급의>
고하(高下)는 매기지 말고 다만 평점(評點)만을 더하게 한다. 2품 이상의 문신은 집현
전 당상에 적당하게 더 임명하여 그 직함을 갖게 하고, 그 녹관과 겸관은 경연을 번갈
아 맡게 하여 우대하고 장려하는 것을 보인다.90)
당시 집현전에서 문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학문을 권장하였는지 확인해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은 집현전관에게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탐구를 명하기도 했다. 예악문물의 정비 과
정에서 천문역산학이나 중국어와 같은 특정 분야의 교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종 13년
(1431) 3월에는 집현전 교리인 김빈과 한성부 참군인 우효강에게 산법을 익히도록 명한 것
은91) 당시 추진하고 있던 천문역산학의 정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16년(1434) 1월에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은 상서를 올렸다. 그 내용은 세종의 명에
따라 사역원에서 중국어[華語]를 학습하고 있는 수찬 신석견, 부수찬 남수문, 저작랑 김예
몽(金禮蒙) 등을 다시 집현전에 돌아오게 해서 문학에 전념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세
종은 중국어를 겸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문에 손해될 것이 없으며, 오경과 사서를 중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되면 국가에 보탬이 되는 바가 많을 것이라는 취지로 영의정 황희(黃喜)와 좌
의정 맹사성(孟思誠)에게 문의하였다. 이에 황희 등은 중국어를 온전히 학습하게 하여 사대
(事大)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92)
세종 16년(1434) 3월에 세종은 예조에 전지(傳旨)하여 집현전 관원의 교육 방안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르면 집현전 관원들에게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통해 그
재주를 연마하도록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집
현전 관원들이 오랫동안 직사(職事)를 폐지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 이에 세종은 집현
전 관원들에게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서적을 낭청(郎廳)들의 재질(材質)에 따라 나누어서
강독하도록 하고, 매일 어떤 관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강독했는지 명백하게 장부에 기
록해 두고, 월말이 되면 등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매월 열흘에 한 차례씩 당상
관이 시문제(詩文題)를 출제하여 여러 관원들로 하여금 제술하게 하여 1등을 간택하고, 입
격한 시문도 또한 월말에 등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같은 규정을 항식으로
삼으라고 지시하였다.93)

90) 𰡔世宗實錄𰡕 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ㄴ(3책, 239쪽). “兼官十人則帶外製, 本司無事
日, 就本殿講學, 又於四書·五經·諸史·韓柳文等書, 隨宜自占看讀. 每四仲月, 出表·箋·詩·文一題, 令祿官
及兼官, 不限日時製述, 堂上官會本殿, 勿第其高下, 但加評點. 二品以上文臣, 於集賢殿堂上, 量宜加差
帶銜, 其祿官兼官, 遞帶經筵, 以視優奬.”
91) 𰡔世宗實錄𰡕 卷51, 世宗 13년 3월 12일(丙子), 28ㄴ(3책, 300쪽). “命集賢殿校理金鑌·漢城參軍禹
孝剛習算法.”
92) 𰡔世宗實錄𰡕 卷63, 世宗 16년 1월 10일(戊子), 3ㄴ∼4ㄱ(3책, 536쪽). “集賢殿副提學偰循等上書
曰 …… 上問領議政黃喜·左議政孟思誠曰, 集賢殿上書, 請除石堅·秀文·禮蒙等肄習華語, 還仕本殿, 予
則以爲兼治華語, 無損於學. 且五經四書, 皆以華語讀之, 萬萬有補於國家, 其議以啓. 喜等曰, 全學華
語, 以資事大可也. 上曰, 然.”
93) 𰡔世宗實錄𰡕 卷63, 世宗 16년 3월 17일(甲午), 30ㄴ∼31ㄱ(3책, 549∼550쪽). “傳旨禮曹, 集賢殿
官員, 專爲講經製述, 以鍊其才, 曾有著令, 近來久廢職事, 誠爲不可. …… 自今集賢殿官員, 經史子集,
隨其郞廳材質, 分授講讀, 每日某官, 自某處·至某處講讀, 明白置簿, 至月季開寫以聞. 每月十日一次,
堂上出詩文題, 令諸官製述, 揀擇一等, 入格詩文, 亦於月季開寫以聞. 書筵官員賓客分經, 使之講讀, 依
集賢殿官員例施行, 永爲恒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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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후에 세종은 경연에 참석한 집현전관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문한(文翰)을 일삼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미년(1427, 세
종 9)의 친시(親試)에서 집현전 <관원이> 많이 합격하여 내 은근히 기뻐하였고,94) 이
는 필시 항상 문한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근자에 들으니 집현전 관
원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고, 대간(臺諫)과 정조(政曹)<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자
못 많다고 한다. 나는 집현전을 중선(重選)으로 여겨 예(禮)로써 대우하기를 특별히 하
여 대간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일을 싫어하고 옮기기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다
면, 하물며 서관(庶官)들은 어떠하겠는가. 인신(人臣)으로서 봉직하는 뜻이 과연 이와
같은 것인가. 그대들은 태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학술(學術)을 전업(專業: 학업에 전문
적으로 종사)하여 종신토록 하기를 기약하라.95)
이를 통해 집현전 운영에 대한 세종의 생각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집현전은 ‘문한에
종사하는’ 기관이었고, 집현전관은 종신토록 학술에 종사하여 국가의 문예(文藝) 관련 업무
를 처리하고 국왕의 고문에 대비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2) 집현전관에 대한 예우(禮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은 집현전에 임명되는 것을 중요한 선발이라고 여겼고, 집
현전관을 예우하기를 대간과 같이하였다. 이처럼 세종은 집현전관에게 학술을 권려(勸勵)하
는 한편으로 그들을 우대(優待)하였다. 집현전 설치 초기부터 집현전관을 해당 품계의 우두
머리[班頭]로 삼은 것 역시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다. 이로써 집현전관은 다
른 관서의 동일 품계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세종 2년(1420) 10월에는 품반이 종3품의 수위에 있는 집현전
직제학이 길에 다닐 때는 마땅히 가마를 덮는 가리개인 ‘안롱(鞍籠)’을 주도록 조치하였
다.96) 다만 행수(行首)인 부제학의 경우에는 첨지돈녕(僉知敦寧)의 아래에 위치시킨 것 같
다. 세종 6년(1424) 11월에 이르러 집현전 부제학의 수반예질(隨班禮秩: 반열에 따른 예의
상의 대우)과 조로의물(朝路儀物: 朝官들의 儀仗으로 쓰이는 물품)을 첨지돈녕의 예에 의거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97)
세종 11년(1429) 4월 예조에서는 상참의(常參儀)를 보고했는데, 그에 따르면 상참에 참
여하는 집현전 관원 대부분이 각 관품의 반두(班頭)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8)
94) 이는 세종 9년의 重試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험에서 乙科 1等 3人에 鄭麟趾와 兪孝通
이, 을과 2등 9人에 崔萬理, 偰循, 韓處寧, 權採, 金孝貞 등이 합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𰡔國朝
文科榜目𰡕 卷2, 世宗朝, 同年重試榜, 148∼149쪽].
95) 𰡔世宗實錄𰡕 卷63, 世宗 16년 3월 20일(丁酉), 31ㄱ(3책, 550쪽). “設集賢殿, 專事文翰也. 昔丁未
親試, 集賢殿多中之, 予竊喜焉, 以爲此必常事文翰之故也. 近聞集賢殿官員, 率皆厭之, 希望臺諫政曹者
頗多. 予以集賢殿爲重選, 而禮待異常, 無異臺諫, 厭事求遷, 尙且如此, 而況庶官乎. 人臣奉職之意, 果
如是乎. 爾等毋有怠心, 專業學術, 期以終身.”
96) 𰡔世宗實錄𰡕 卷10, 世宗 2년 10월 26일(辛酉), 7ㄱ(2책, 412쪽). “禮曹啓, 今集賢殿直提學, 班在從
三品之首, 於路上宜齎鞍籠. 藝文館直提學, 本序於執義·知司諫之上, 執義·知司諫亦齎鞍籠, 藝文館直提
學宜仍舊許齎鞍籠. 上命同僉知·敦寧府事亦依此例.”
97) 𰡔世宗實錄𰡕 卷26, 世宗 6년 11월 14일(乙酉), 24ㄴ(2책, 637쪽). “禮曹啓, 初置集賢殿, 殿員皆序
於各品班頭, 唯行首副提學次於僉知敦寧之下. 凡隨班禮秩及朝路儀物, 乞依僉知敦寧例. 從之.”
98) 𰡔世宗實錄𰡕 卷44, 世宗 11년 4월 22일(丁酉), 8ㄴ∼9ㄴ(3책,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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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6년(1434) 12월에 비로소 육조의 참의(參議), 승지(承旨),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
事),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 집현전 부제학에 대한 좌목(座目)의 법을 수립하였다.99)
좌목이란 당상관 이상의 경우에 직사(職事)를 사용하지 않고 산관(散官)의 높고 낮음에 따
라 임시로 취지(取旨)하여 그 좌석의 차례[座次]를 정하는 것이다.100)
세종이 집현전관을 일종의 ‘사신(使臣)’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101) 하필
이면 이들을 사신으로 파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이 국왕의 근시(近侍)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집현전관을 겸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과 대면하는 일이 잦아 의사소통이 원활했고, 관사도 궁궐 안에 있
었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다른 하나는 집현전관이 차지하고 있는 관료 체
계 내에서의 위상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세종 15년(1433) 파저강 정벌
을 마치고 귀환하는 최윤덕(崔潤德)·이순몽(李順蒙)·이징석(李澄石)·최해산(崔海山) 등의 장
수들이 맞이하는 의례였다. 당시 세종은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고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황희 등은 파저강 정벌이 큰 전쟁이 아니라 작은 도적을 정
벌한 것이니, 군왕이 직접 나가서 맞이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최윤덕은 지신사(知申事)로
하여금, 이순몽 이하는 집현전관으로 하여금 영위(迎慰)하게 하여도 ‘일시의 영광[一時之榮
觀]’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102) 이에 따라 이순몽·이징석 등이 평안도에서 귀환할 때
세종은 집현전 부제학 이선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홍제원(弘濟院)에 가서 맞이하
게 하였고, 세종 자신은 이들이 입궁한 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작은 연회를 베풀어 위
로하였다.103) 집현전관이 나아가 승전한 장수들을 위로하는 것이 ‘일시의 영광’으로 여겨질
정도로 집현전관은 당시의 관료 체계 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하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
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던 사가독서(賜暇讀書) 역시 집현전 관원들에게 부여했던 특혜
가운데 하나였다. 세종 대 재가독서(在家讀書)를 거쳐 상사독서(上寺讀書)로 변화하였던 사
가독서 제도는 이후 독서당(讀書堂)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집현전과 그 관원들에게는 𰡔성리대전(性理大全)𰡕을 비롯한 서책을 반사(頒賜)하기도 하였
다. 세종 10년(1428) 윤4월에 경상도 감사 이승직(李繩直)이 𰡔성리대전𰡕 50건을 진상하였
다. 이에 세종은 문신 2품 이상과 6명의 대언(代言: 承旨), 그리고 집현전의 박사 이상에게
반사하였다.104) 세종 11년(1429) 3월에는 집현전관들에게 𰡔초사(楚辭)𰡕를 반사하였고,105)
4월에는 강원도 감사가 인쇄해서 진상한 𰡔사서대전(四書大全)𰡕 50건 가운데 3건을 집현전
에 반사하였다.106) 5월에는 동반의 집현전 응교 이상과 서반의 총제 이상의 관원들에게 𰡔
99) 𰡔世宗實錄𰡕 卷66, 世宗 16년 12월 2일(乙巳), 23ㄱ(3책, 603쪽). “始立六曹參議·承旨·僉知中樞院
事·僉知敦寧府事·集賢殿副提學座目之法.”
100) 𰡔世宗實錄𰡕 卷92, 世宗 23년 5월 17일(壬子), 28ㄱ(4책, 342쪽). “堂上以上官, 不用職事, 以散
官高下, 臨時取旨, 定其座次, 名曰座目.”
101) 崔承熙, ｢集賢殿硏究(上)－置廢始末과 機能分析－｣, 𰡔歷史學報𰡕 32, 歷史學會, 1966, 34∼36쪽.
102) 𰡔世宗實錄𰡕 卷60, 世宗 15년 5월 11일(癸亥), 24ㄴ(3책, 475쪽). “ 喜等啓曰 …… 今日之事, 非
如收復之功, 又非大擧, 只征小寇而已, 何必出迎. 崔閏德, 則命知申事迎慰, 李順蒙以下, 則命集賢殿官
迎慰, 亦足爲一時之榮觀矣.”
103) 𰡔世宗實錄𰡕 卷60, 世宗 15년 5월 15일(丁卯), 29ㄴ(3책, 477쪽). “中軍節制使李順蒙·助戰節制使
李澄石等, 回自平安道, 命集賢殿副提學李宣, 齎酒饌往迎于弘濟院. 御思政殿設小酌, 慰順蒙·澄石等.”
104) 𰡔世宗實錄𰡕 卷40, 世宗 10년 윤4월 1일(壬午), 8ㄴ(3책, 126쪽). “慶尙道監司李繩直, 進性理大
全五十件, 分賜文臣二品以上, 六代言, 集賢殿博士以上, 又於春秋館、成均館, 各藏一件.”
105) 𰡔世宗實錄𰡕 卷43, 世宗 11년 3월 18일(甲子), 25ㄱ(3책,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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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孝經)𰡕을 반사하기도 하였다.107) 세종 13년(1431) 6월에는 새로 간행한 𰡔雪菴法帖𰡕,
즉 원의 설암화상(雪庵和尙)의 글씨를 모은 서첩을 집현전관에게 반사하였다.108) ‘설암’은
원대의 승려인 이보광(李溥光)의 호로, 그의 글씨는 우리나라에 전해져 액체(額體)로 일컬
어졌다고 한다.109) 세종 15년(1433) 8월에 경상도 감사가 진상한 𰡔양휘산법(揚輝算法)𰡕
100건을 집현전을 비롯하여 호조, 서운관, 습산국(習算局) 등에 나누어 반사하였다.110)
집현전관에게는 말과 반인(伴人)도 지급되었다. 세종 10년(1428) 5월에는 첨총제(僉摠
制)111) 이상에게 말을 한 필씩 하사하면서 집현전 관리에게도 지급하였다.112) 집현전 관리
에게는 공무 시에 포마(鋪馬: 官用으로 쓰는 말)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10년
(1428) 8월의 기사를 보면 국왕의 재계일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해야 할 일에 대해 전지(傳
旨)한 내용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집현전 관리에 대한 포마의 지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113) 세종 12년(1430) 5월에는 당상관(堂上官) 이상과 대성(臺省)·집현
전·승정원 주서, 사복(司僕)·사금(司禁), 내시부(內侍府) 관원들에게 각각 말 1필씩을 하사
하기도 하였다.114) 세종 10년(1428) 9월 무렵에 각 품의 반인(伴人) 숫자를 개정하면서
집현전 부제학 이상에게는 3명의 반인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15)
세종 12년(1430) 8월에 사헌부에서는 육조의 당상관과 집현전 관원들의 상참에서의 근
만을 고찰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육조 당상의 근태[勤慢]에 대한 규찰은
마땅하지 않다고 거부하였으며, 집현전의 경우 관사가 궐내에 있으니 그들의 출사(出仕) 여
부는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규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116) 이는 집현전관에 대한 일
종의 우대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집현전관들이 모든 규찰과 탄핵에서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 그들
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세종 16년(1434) 12월에 사헌부에서 집현전 응교 김말(金末)을
탄핵하였다. 문소전(文昭殿) 대축(大祝)의 존호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사헌부에서는 장
(杖) 100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세종은 3등을 감하였다.117)
106) 𰡔世宗實錄𰡕 卷44, 世宗 11년 4월 22일(丁酉), 9ㄴ(3책, 177쪽). “江原道監司印進四書大全五十
件, 命下四件于宗學, 三件于集賢殿, 其餘分賜文臣.”
107) 𰡔世宗實錄𰡕 卷44, 世宗 11년 5월 20일(乙丑), 17ㄴ(3책, 181쪽). “頒賜孝經于東班集賢殿應敎以
上·西班僉摠制以上.”
108) 𰡔世宗實錄𰡕 卷52, 世宗 13년 6월 2일(甲午), 27ㄱ∼ㄴ(3책, 320쪽). “頒賜新刊雪菴法帖于宗親·
政府·六曹·代言司·集賢殿等官.”
109) 𰡔星湖僿說𰡕 卷9, 人事門, ｢雪菴｣ ; 𰡔靑城雜記𰡕 卷5, 醒言. “春種體，額體之祖也，而所謂雪菴書者,
乃元之李漙光也，與趙子昂同時, 元時亦多書也. 然額體之爲用，優於篆隷，而漙光則世之知者絶少，何
異於宋儋之寡稱耶.”
110) 𰡔世宗實錄𰡕 卷61, 世宗 15년 8월 25일(乙巳), 29ㄱ(3책, 501쪽). “慶尙道監司進新刊宋楊輝算法
一百件, 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
111) 태종 3년(1403) 6월의 관제 개혁에서 三軍에 각각 都摠制府를 설치하고, 都摠制 1, 摠制 2, 同
知摠制 2, 僉摠制 2를 두었다[𰡔太宗實錄𰡕 卷5, 太宗 3년 6월 29일(乙亥), 32ㄱ(1책, 270쪽). “三
軍各設都摠制府, 置都摠制一·摠制二·同知摠制二·僉摠制二.”].
112) 𰡔世宗實錄𰡕 卷40, 世宗 10년 5월 14일(乙丑), 17ㄴ(3책, 131쪽). “賜僉摠制以上及集賢殿·臺諫·
忠義·別侍衛·注書等, 馬各一匹.”
113) 𰡔世宗實錄𰡕 卷41, 世宗 10년 8월 7일(丙戌), 8ㄱ(3책, 140쪽). “若臺諫·集賢殿官員·長番內官·守
令之子·濟州子弟向化人等, 例給鋪馬者·其他給草料者, 竝除啓達給之, 齊戒後啓之, 以爲恒式.”
114) 𰡔世宗實錄𰡕 卷48, 世宗 12년 5월 13일(壬子), 17ㄴ(3책, 235쪽). “賜馬于堂上官以上及臺省·集賢
殿·承政院注書·司僕·司禁·內侍府官員, 各一匹.”
115) 𰡔世宗實錄𰡕 卷41, 世宗 10년 9월 24일(癸酉), 19ㄴ(3책, 145쪽). “今改定各品伴人之數 …… 集
賢殿副提學以上三…….”
116) 𰡔世宗實錄𰡕 卷49, 世宗 12년 8월 21일(己丑), 23ㄴ∼24ㄱ(3책, 255쪽). “上曰, 然. 集賢殿在闕
內, 其仕不仕, 悉啓于予, 亦勿糾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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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6년(1424) 3월에 집현전 제학 윤회 등이 불교의 개혁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세종은 이를 가납하면서 “경 등은 날마다 <나를> 좌우에서 모시고 있어 다른 외신(外
臣)들의 비할 바가 아니니, 무릇 지금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거리끼지 말고 직언(直
言)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격려하였다.118) 이는 물론 집현전관을 격려하기 위
한 수사적 발언이지만, 그들을 여타의 외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시로 간주하고 있는 세
종의 생각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세종 대의 당면 과제였던 유교적 ‘예악문물’의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했
다. 이에 세종은 학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
다.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공간이 경연(經筵)과 집현전(集賢殿)이었으니, 양자는 상호 밀접
한 관계를 형성하며 유교적 의례와 제도를 연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세종이 집현
전을 설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연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경연관은 겸직이라서
본직 수행에 바빠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서는 경연을 전담하는 관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전의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정비
하고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젊은 문신을 뽑아 경사(經史)를 강론하게 함으로써 왕의 고문
(顧問)에 대비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 대의 경연
에서 경사를 강론했으며, 세종은 집현전의 설치가 경연을 위한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세종은 집현전이라는 전문 기관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다. 세종 2년(1420) 3월 이
조에서는 집현전에 녹관(祿官)을 두게 하자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집현전에 녹관을 설치하
고 경연관을 겸임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집현전의 인원은 10명에서 30명, 20명으로
때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경연과 서연(書筵)을 담당케 하고, 문한(文翰)의 일을
전담시키고, 고금(古今)의 일을 토론하게 하고, 밤낮없이 논의하고 궁리하게 하는 관례는
유지되었다.
세종은 집현전 관리들의 교육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세종은 집현전 관원 가운데 나이
가 젊고 재주와 품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휴가를 주어 산에 들어가 글을 읽게 하
고 관에서 일체의 비용을 지급했다. 그들로 하여금 경사(經史)‧제자백가(諸子百家)‧천문(天
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 등을 폭넓게 연구하게 하여 장차 활용하고자 계획했던
것이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한 목적이 오로지 문한(文翰)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하
면서 집현전 관원들은 “오로지 학술만을 일삼아 일생을 마치기를(종신토록 할 것을) 기약하
라[專業學術, 期以終身]”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세종은 집현전에 서적을 비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사신이 왕래하는 편에 중국에서 서적을 구해 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신들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한 서적은 ‘장
서각(藏書閣)’에 보관했으니, 유사 이래로 오늘날처럼 문적이 성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할
117) 𰡔世宗實錄𰡕 卷66, 世宗 16년 12월 18일(辛酉), 27ㄱ(3책, 605쪽).
118) 𰡔世宗實錄𰡕 卷23, 世宗 6년 3월 8일(甲申), 29ㄱ(2책, 585쪽). “卿等日侍左右, 非他外臣之比, 凡
時政得失, 直言不諱, 以副予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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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여러 서적들에 대한 탐구의 토대 위에서 예악(禮樂)‧종률(鍾
律)‧천문(天文)‧의상(儀像)‧음양(陰陽)‧역산(曆算)‧의약(醫藥)‧복서(卜筮)의

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리해서 인쇄‧반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현전과 경연은 세종 대 최고의 학문 연구 기관이 되었다. 세종은
경연에서 사서오경을 비롯한 유교경전과 𰡔자치통감(資治通鑑)𰡕 등의 역사서, 𰡔성리대전(性
理大全)𰡕 등을 독파했다. 본문만 읽는 단순한 강독이 아니라 주석까지 치밀하게 검토하는
명실상부한 학문 연구였다. “나는 경사(經史) 가운데 두루 살펴보지 않은 바가 없다”라는
세종의 자부심은 이렇게 길러진 것이었다. 그리고 경연에서 쌓은 학문적 성과는 세종 대 예
악(禮樂)을 제정하고 전장문물(典章文物)을 구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요컨대 집현전은 문과에 합격한 문반 관료 가운데 연소하고 재행(才行)이 있는 인물들을
선발하여 소속시킨 다음, 다년간의 재직 기간을 통해 경사(經史)를 비롯한 각종 문헌을 강
론하게 함으로써 여러 학술 방면에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자, 국왕과
조정의 필요에 따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하는 기관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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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의 학풍과 학술 활동
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머리말
2. 집현전 학풍의 특징
3. 집현전 관인의 학술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집현전은 1420년(세종 2)에 설치되어 1456년(세조 2) 혁파될 때까지 37년간 존속하였다. 조
선시대의 다른 학술 기관들에 비해 그 존속 기간은 짧았지만 집현전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술
기관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집현전이 조선의 학술과 문화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집현전에서 활동했던 100여 명의 관원들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수많은 연구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학문적 성과는 세종대의 안정적 정치 운영과 문화 발전에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 집현전이 혁파된 이후에도 집현전 관원들 중 상당수가 세조~성종 대까지 관료
로 활동하면서 『경국대전(經國大典)』·『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을 비롯한 각종 서적 편찬을 주도함으로써 문물·제도 정비 사업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집현전
에서 성장한 관원들이 15세기 국가적 학문 활동의 주역이었으며, 이 점에서 집현전의 학문적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이에 따라 집현전은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다.1)
15세기 조선의 학술과 문화에 끼친 집현전의 영향력은 집현전 관원들이 수행한 다양한 학
문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는 집현전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세종
실록』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집현전에서 진행된 학술 활동의 실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집현전 학풍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3장에서 집현전 관원들이 수행한 학
술 활동을 경학과 성리학, 역사학, 시문학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2. 집현전 학풍의 특징
1) 학풍 형성의 배경: 세종의 영향력
1) 집현전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崔承熙, 「集賢殿硏究(上·下)」 『역사학보』 32·33, 1966·1967.
이재철, 「集賢殿의 機能에 대한 硏究」 『인문과학』 30, 1973.
정두희, 「集賢殿 學士 硏究」 『전북사학』 4, 1980.
강문식, 「集賢殿 출신 官人의 學問觀과 政治觀」 『한국사론』 39, 1997.
김남이, 「집현전 학사와 15세기 관인문학」 『한국고전연구』 5, 1999.
_____,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2004.
손유경, 「세종조 집현전 학사의 교유 양상 연구」 『한문고전연구』 37-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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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이 존속했던 기간 동안 집현전 관원으로 활동했던 학자들은 1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은 집현전 관원이 되기 전에 각자 다른 학문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문
경향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들이 있었다. 집현전 관원들은 집현전을 매개로 여러 가지 학술 활
동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서로 다른 학문 경향을 가진 집현전
관원들이 공동의 학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동일한 학문적 목
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
력의 핵심이 바로 세종의 영향력이다.
집현전은 세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학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는 태조~
태종대의 창업기를 통해 기틀을 다진 새 나라 조선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
물을 정비해 나가야 하는, 명실상부한 수성기(守成期)에 접어든 시기였다. 세종은 제도와 문물
의 정비라는 수성기의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보좌해 줄 두뇌 집단
이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
다. 세종은 경연에서 집현전 관원들의 진강(進講)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토론
의 주제를 발의하는 등 경연을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집현
전 관원들에게 관철시켰다.2) 또 세종은 집현전에서 서적을 편찬할 때 그 내용을 직접 점검하
고 재결하여 서적의 내용이 최대한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고제(古制) 연구의 경우
도 연구 내용을 대부분 세종이 직접 지시하였다.3)
1434년(세종 16) 1월에 집현전 직제학 설순(偰循)은 사역원(司譯院)에서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집현전 관원 신석견·남수문·김예몽(金禮蒙)을 집현전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초 이들에게 중국어를 학습하도록 한 것은 이들을 중국에 유학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였다.
하지만 중국 입학은 더 추진되지 못한 채 단지 중국어만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설순은 이들
을 집현전으로 복귀시켜 학문 연구에 전념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중국어 학습을 겸하는 것이 학문 연구에 손실을 가져올 리가 없으며, 또 사서(四書)와 오경(五
經)을 중국어로 읽는다면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어 학습을 계속하
도록 하였다.4) 이는 일견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
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세종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이 집현전 관원들의 학문 연구를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강제했던 것은 아니다.
1434년 3월 세종은 예조에 내린 전지(傳旨)에서 집현전이 강경과 제술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부터 집현전 관원들에게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서
적을 그 낭청(郞廳)들의 재질에 따라 나눠 주어 강독하게 하고, 매일 강독한 분량을 기록해 두
었다가 월말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5)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집현전 관원들의 재질에 따
라 각각 다른 서적을 나누어 주고 학습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세종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수성 군주의 과제, 즉 문물과 제도의 정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문 연구를 집현전에
요구했지만, 한편으로는 집현전 관원들 개개인의 특성과 장점으로 고려하여 학문 연구의 내용
을 분담해 주었다. 이는 집현전의 학문적 다양성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3)
4)
5)

정두희,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硏究』, 일조각, 1983, 172~173쪽.
강문식, 「집현전 출신 관인의 학문관과 정치관」 『한국사론』 39, 1998, 95쪽.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1월 10일.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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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종의 학문적 영향력 속에서 형성된 집현전의 학풍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절에
서는 집현전 학풍이 갖는 특징을 정치적 실용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학풍의 특징: 정치적 실용성 강조
세종은 학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치국(治國)의 방도를 찾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경서(經書)를 연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함이다. 경서와 역사
서를 깊이 연구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두루 알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손을 뒤집는 것처
럼 쉽게 된다.”6)라는 세종의 말은 정치적 실용성을 중시한 세종의 학문관을 단적으로 보여 준
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정치적 실용성과 관련하여 세종은 특히 역사학을 중시하였다. 세종은 1441년(세종
23)에 정인지에게 『치평요람(治平要覽)』의 편찬을 지시하면서 “좋은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
대(前代)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의 자취를 보아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역사의 기록
을 상고해야 한다.”7)고 하였다. 이는 세종이 국정 운영의 전범을 찾는 정치적 실용의 측면에
서 역사학을 중시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학문의 정치적 실용성 강조는 학문의 다양성으로 연결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
종은 천문·지리·의약·농학·병학·인쇄술 등 기술학 분야를 중시했는데, 이 또한 학문의 정치적
실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물·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국정 과제였던 당시 상황에
서 기술학은 제도의 정비와 민생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었다.8)
이상과 같이 세종은 정치적 실용을 강조하는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집현전의 학
풍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집현전의 학술 활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역사학 연구였으며, 집현전에서 편찬한 서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역시 역사학 관련 서적이다. 전근대 시대 역사학의 핵심은 과거 역사에서 정치적
교훈을 얻는 것이었으므로, 역사학 연구와 역사서 편찬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집현전의
학풍이 정치적 실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집현전에서 편찬한 서적 목록
에 군사·지리·의약·언어·농업·천문 등 다양한 기술한 분야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기술
학을 중시한 세종의 학문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9)
집현전 관원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정치에 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신숙주(申叔
舟)는 「가직설(稼織說)」에서 학문 활동을 농사와 베 짜는 일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씨를 뿌린 후 김을 매고 김을 맨 후에 수확하는 것은 농부의 일이요, 누에를 처서 실을
뽑고 실을 뽑아 명주를 짜는 것은 길쌈하는 사람의 일이다. (중략) 선비의 학문도 이와 같
다.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은 씨 뿌리고 누에치는 것이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김매고
실 뽑는 것이며, 덕을 이루고 이름을 세워서 (학문을) 일에 베푸는 단계에 이르면 이것이 곧
수확하고 명주를 짜는 것이다.10)
6)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2월 8일.
7)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6월 28일.
8) 강문식, 앞의 논문, 94쪽.
9) 강문식, 앞의 논문, 96쪽.
10) 申叔舟, 『保閑齋集』 권16, 「稼織說」 “夫種而耘 耘而穫者 稼者之事也. 蠶而絲 絲而織者 織之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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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일에 베푼다는 것은 곧 관료가 되어 정치 행위를 통해 학문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숙주는 학문 연구의 성과가 현실 정치에서 발현되는 것이
학문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경향은 강희맹(姜希孟)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희맹은 「충주사고봉안기(忠州史庫奉安記)」에서 세조에 대해 “정일집중(精一執中)의 학문으로
박시제중(博施濟衆)의 정치를 했다.”11)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학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문의 내용을 정치에 적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집현전 관원들이 ‘유리일치(儒吏一致)’를 학자-관료의 이상형으로 상정했던 것도 학문의 정
치적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서거정(徐居正)은 유자(儒者)와 관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자와 관리가 서로 필요함은 문(文)과 무(武)를 어느 한쪽도 폐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학문을 자신에게 온축하여 유자가 되고 일에 베풂으로써 관리가 되는 것이니 두 가지 길이
아니다. (중략) 유(儒)에 근본을 두어 체(體)를 세우고 그것을 이(吏)에 시행하여 용(用)을 이
루지 않을 수 없다.12)
이 말은 서거정의 학문관과 정치관을 집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서와 역사서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여 치도(治道)의 근본을 확립하고 이치(吏治)의 능력을 갖추어 학문을 실
제 정치에 적용해서 백성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학자이자 관료라는 의미이다.13) 이는 결국 서거정이 정치적 실용성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생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세종의 영향력 속에 형성된 집현전 학풍의 특징을 정치적 실용성의 강조라는 측면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학풍에 기반을 둔 집현전의 학술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다음 장에서는 집현전 관원들이 수행한 학술 활동을 ① 경학과 성리학,
② 역사학, ③ 시문학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3. 집현전 관인의 학술 활동
1) 경학과 성리학
『세종실록』에 수록된, 집현전 관인들의 학문 활동에 관한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 유가 경전
이나 성리서에 대한 연구 활동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또, 집현전 관원들의 문집에는
학술적인 저술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들의 경학 및 성리학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
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세조대에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구결(口訣) 작업을 집현전을 거
쳤던 관인들이 담당했던 것을 보면,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서 이해를 가졌던 것으로 추
정된다.14)
也. (…) 士之學也 亦猶是也. 志于學者 種與蠶也 勤于學者 耘與絲也 以至於德成名立 施之於事 則
是穫與機也.”
11) 姜希孟, 『私淑齋集』 권8, 「忠州史庫奉安記」.
12) 徐居正, 『四佳集』 文集 권5, 「送安君之任安峽詩序」 “儒吏之相須 猶文武之不可偏廢 薀諸己而爲儒
施諸事而爲吏 非二道也. (…) 不可不本之儒 以立其體 施諸吏 以達其用.”
13) 강문식, 앞의 논문, 127쪽.
14) 세조대에 경서 구결을 담당했던 이들은 세조는 제외하면 모두 집현전 출신 관인들이다. 당시 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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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년(세종 12) 5월 18일의 『세종실록』 기사는 세종대 집현전 관원들의 경서 학습 과정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당초 태종대에 변계량이 집현전 관원들 중 슬기롭고 민첩한
사람 한두 명을 뽑아서 『중용』과 『대학』의 집석(輯釋)·혹문(或問)을 연구하게 할 것을 건의하
면서 그 중 한명으로 권채(權採)를 천거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세종이 즉
위한 다음 변계량이 다시 동일한 건의를 했고, 세종이 이를 수용하여 권채 등에게 『중용』과
『대학』을 학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1430년 5월 당시 세종은 권채에게 “권채 등이 사가독서
(賜暇讀書) 이후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라고 한 변계량의 말을 전
하면서, 그 동안의 학습 경과에 대해 물었다. 이에 권채는 변계량의 말을 따라 3년 동안 『중
용』과 『대학』을 공부했으며, 작년 봄부터는 『논어(論語)』·『맹자(孟子)』와 『오경(五經)』을 학습
하기 시작했다고 대답하였다.15)
위 기사를 보면, 세종대에 집현전 관원들 중 경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서를
학습하게 했고, 특히 사가독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3년 동안 『중용』·『대학』을 공부했고, 작년(1429년) 봄부터 『논어』·『맹자』와 『오경』을 학습하기
시작했다고 한 권채의 대답을 미루어 볼 때, 1426년경부터 집현전의 경서 학습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16) 한편, 1429년(세종 11) 4월에 세종은 강원도 감사가 새로 인출하여 올린
『사서대전(四書大全)』 50건 중 3건을 집현전에 내려주었다.17) 이는 집현전 관원들에게 사서
(四書) 학습을 독려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종대 말에 이르면 집현전의 경서 학습은 사서(四書)에 대한 번역을 추진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세종실록』 1448년(세종 30) 3월 13일 기사에 실린 집현전 직제학 김문(金汶)의
졸기에 따르면, 김문이 경서와 자(子)·사(史)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사서(四書)를 역술(譯
述)하도록 했지만, 이 때 김문이 갑자기 중풍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18) 이렇게 되자 세종은
집현전의 건의에 따라 상주사(尙州使)로 재직 중이던 김구(金鉤)를 중앙으로 불러들여 김문을
대신해서 집현전에 나가 언문(諺文)으로 사서(四書)를 번역하게 하였다.19)
세종대 말에 추진된 사서(四書) 번역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서 번역이 경서에 대한 나름의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대 사서(四書) 번역 추진은 집현전 관원들이 세종대 초반부터 꾸준히 지속한
경서 학습을 통해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서 이해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현전 관인들의 성리학서 연구를 살펴보면, 당시 가장 중요했던 학습 교재는 『성
리대전(性理大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리대전』은 1419년(세종 1)에 조선에 처음 수입되
었으며,20) 세종대에는 1426년에도 한 차례 더 수입되었다.21) 세종은 처음 수입된 직후부터
구결 참여자들 및 분담 경서는 다음과 같다[김항수, 「16세기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규장각』
10, 1987 25쪽].
세조-『주역』·『소학』, 정인지(鄭麟趾)-『시경』, 정창손(鄭昌孫)-『서경』, 신숙주(申叔舟)-『예기』, 이석
형(李石亨)-『논어』, 성임(成任)-『맹자』, 홍응(洪應)-『대학』, 강희맹(姜希孟)-『중용』.
15)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18일.
16) 1426년은 권채가 신석견(辛石堅), 남수문(南秀文)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었던 때이다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2월 11일]. 또 변계량이 사가독서 이후 권채의 학문이 크게 달라졌다
고 했던 것을 고려할 때, 권채를 비롯한 집현전 관원들의 『대학』·『중용』 학습은 1426년의 사가독서
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7)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22일.
18) 『세종실록』 권119, 세종 30년 3월 13일.
19) 『세종실록』 권119, 세종 30년 3월 28일.
20)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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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대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이 1421년에 집현전 교리(校理) 유상지
(兪尙智) 등에 명하여 조용(趙庸)에게 가서 『성리대전』의 한 부분인 『율려신서(律呂新書)』에
대해 배워오도록 했던 것은 그런 정황을 잘 보여준다.
1428년(세종 10) 3월에 세종은 경연에서 집현전 응교(應敎) 김돈(金墩)에게 새로 인쇄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시독(試讀)해 보니 의리(義理)가 정미(精微)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고 지적하면서, 김돈에게 마음을 써서 이 책을 연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돈이 스승에
게 배우지 않으면 쉽사리 연구하기 어렵지만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세종 역시 스
승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였다.22) 스승을 얻기 어렵다는 것은 당시 『성리대전』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는 학자가 드물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 상황에서 김돈은 중국에서 온 사신
을 찾아가 『성리대전』에 대해 질문을 하는 『성리대전』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
다.23) 또 세종은 1428년 윤4월에 경상도 감사 이승직(李繩直)이 『성리대전』 50부를 진상하자
문신 2품 이상과 여섯 대언(代言), 그리고 집현전 박사(博士) 이상에게 이 책을 하사하였다. 2
품 이상 문신과 정3품 대언에게만 하사하는 책을 집현전에 한해서 정7품 박사에게까지 내려
준 것은 집현전 관원들에게 『성리대전』 연구에 더욱 힘쓸 것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
각된다.
당시 김돈을 비롯한 집현전 관원들의 『성리대전』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430년 8월에 경연에서 『율려신서』를 처음 강하였고,24) 이어 1432년 2월부
터 1434년 3월까지 만 2년여 동안 경연에서 『성리대전』 강독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25)
집현전의 『성리대전』 연구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세종대 집현전 관원들의 경학 및 성리학 연구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시기
집현전의 경학 및 성리학 연구는 사서(四書)와 『성리대전』을 중심으로 내용의 충실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서(四書) 연구는 언문 번역으로, 『성리대
전』 연구는 경연 진강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역사학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는 세종의 학문적 영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집현전에서의 역사학 연구는 집현전 설치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집현전이 설치된 1420
년(세종 2) 겨울에 세종은 집현전 관원들에게 새로 간행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오
류를 교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작업은 1422년 겨울까지 만 2년 정도 지속되었다.26) 또 『자
치통감강목』 교정이 마무리 된 후인 1423년 3월에는 집현전 부제학(副提學) 신장(申檣), 봉상
판사(奉常判事) 성개(成槪), 좌헌납(左獻納) 정분(鄭苯), 집현전 응교(應敎) 유상지(兪尙智)·정인
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범조우(范祖禹)의 『당감(唐鑑)』을 필사하게 하였다.27) 책의 오류를
교정하거나 내용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책 전체를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업에 참여한 집현전 관원들은 『자치통감강목』과 『당감』의 내용을 깊이 숙지하게 되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는 향후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22)
23)
24)
25)
26)
27)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권34,
권39,
권40,
권49,
권55,
권11,
권19,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8년 11월 24일.
10년 3월 2일.
10년 4월 16일.
12년 8월 23일.
14년 2월 6일 ; 권63, 세종 16년 3월 5일.
3년 3월 24일.
5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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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년(세종 7) 11월에 세종은 변계량에게 명하여 역사학을 연구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변계량은 직집현전(直集賢殿) 정인지, 집현전 응교(應敎) 설순(偰循), 인
동현감(仁同縣監) 김빈(金鑌)을 천거하였다. 이에 세종은 김빈을 집현전 수찬(修撰)으로 임명하
고, 세 사람에게 여러 역사서들을 연구해서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도록 했다.28)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점을 볼 때, 이 때의 역사서 연구는 앞서의 교정이나 필사보다는 한 단계
심화된 연구, 즉 여러 역사서들의 주석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는 연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를 강화하는 세종의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집현
전 제학을 역임했던 윤회(尹淮)는 집현전 관원들에게 역사서를 읽게 하겠다는 세종의 의견에
대해 “경학(經學)이 우선이고 사학(史學)은 그 다음이니, 오로지 사학만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
다.”라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세종은 경연에서 옛 역사에 대해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
람이 없으며, 또 선비들이 말로는 경학을 한다고 하지만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29)
이상과 같이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는 설치 초기부터 시작되어 점점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
에서 집현전 관원들은 『자치통감강목』을 비롯한 여러 역사서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세종대 중반에 들어 집현전에서는 심화된 역사학 연구
가 추진되는데,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훈의(訓義)의 편찬이 바로 그것이다.
『자치통감훈의』는 1434년(세종 16) 6월에 편찬이 개시되어 1435년 6에 완성되었다.30) 이
책의 편찬에는 윤회·권도(權蹈)·설순(偰循) 등 전·현직 집현전 관원들이 참여했으며, 또 교정
작업도 김말(金末)·유의손(柳義孫)·이계전(李季甸)·최항(崔恒)·어효첨(魚孝瞻) 등의 집현전 관원
들이 담당하였다.31) ‘훈의’는 ‘뜻을 푼다, 뜻을 설명한다’는 의미로,32) 당시 집현전 관원들은
『자치통감』을 고열(考閱)하면서 『통감원위(通鑑源委)』·『통감집람(通鑑輯覽)』·『통감석의(通鑑釋
義)』 등 여러 서적들을 참고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의 해설을 뽑아 해당 구절의 끝에 붙
이는 방식으로 『자치통감훈의』를 편찬하였다.33)
『자치통감훈의』 편찬을 마친 후에는 『자치통감강목훈의』 편찬이 이어졌다. 『자치통감강목훈
의』는 1436년(세종 18) 7월에 편찬이 시작되어 1438년 11월에 완성되었다.34) 이 책의 편찬은
집현전 부교리(副校理) 이계전과 김문(金汶) 등이 담당했으며, 집현전 부교리 이사철(李思哲)과
수찬 최항 등이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다.35) 유의손은 이 책의 서문에서 『자치통감』과 『자치통
감강목』에 대한 여러 주해서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두 책의 훈의를 편찬했
음을 밝히고, 이 두 훈의를 ‘사서(史書)의 대전(大全)’이라고 평가하였다.36) 이는 집현전 관원
들이 『자치통감훈의』와 『자치통감강목훈의』를 지금까지 집현전에서 진행했던 역사학 연구의
성과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28)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29일.
29)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29일.
30) 『자치통감훈의』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오항녕, 「朝鮮 世宗代 《資治通鑑思政殿訓義》와 《資治通
鑑綱目思政殿訓義》의 編纂」 『태동고전연구』 15, 1998, 30~31쪽 참조.
31)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6월 26일.
32) 오항녕, 앞의 논문, 29쪽.
33)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6월 26일 ; 오항녕, 앞의 논문, 30쪽.
34) 『자치통감강목훈의』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오항녕, 앞의 논문, 32~34쪽을 참조.
35) 『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 7월 29일.
36) 『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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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통감강목훈의』의 완성 이후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의 방향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
다고 생각된다. 즉 이전까지의 연구는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 등 기존 역사서 및 그 주
석들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가 『자치통감강목훈의』 편찬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연구는 기존 성과의 기
반 위에서 역사학의 현실적 목적에 부합하는, 즉 현실 정치에 귀감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계서 성격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 『치평요
람(治平要覽)』과 『명황계감(明皇誡鑑)』이다.
『치평요람』은 세종의 명에 따라 정인지·이계전·김문 등의 집현전 관인들이 중심이 되어 편
찬한 역사서로, 1441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1445년에 완성되었다.37) 세종은 정인지에게 이 책
의 편찬을 명할 때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대(前代) 치란(治亂)의 자취를 보아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역사의 기록을 상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사적(史籍)을
고열(考閱)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할 만한 내용을 뽑아 책을 만들어서 열람하기 편리하
게 하여 후세 자손들에게 영원한 가르침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38) 이는 『치평요람』의 편
찬 목적이 과거 역사의 치란득실(治亂得失)을 참고하여 현실 정치 운영의 귀감을 찾으려는 데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세종은 1441년 9월에 호조참판 이선(李宣),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朴彭年), 저작랑(著
作郞) 이개(李塏) 등에게 『명황계감』의 편찬을 지시할 때도 명황(明皇), 즉 당나라 현종(玄宗)
이 처음에는 영주(英主)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만년에는 여색에 빠져 패망하였으니 처음과 끝
의 다름이 현종 같은 자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 주자(朱子)가 현종이 기괴한 것을 좋아했던 사
실을 『강목』에 기록한 것을 강조하며, 이런 내용은 국가를 맡은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명황계감』 편찬을 명하였다.39) 이는 『명황계감』 역시 감계서의 성격이 강한
역사서임을 잘 보여준다.
이 밖에도 세종대 중반 이후 편찬된 『장감박의소재제장사실(將鑑博議所在諸將事實)』·『사륜
전집(絲綸全集)』·『사륜요집(絲綸要集)』 등은 전형적인 역사서는 아니지만, 과거 역사에서 현실
의 귀감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감계서 성격의 역사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종대 중반 이후 집현전의 역사 연구에는 현실적인 목적이 강하게 투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고 할 수 있다.
3) 시문학
시문학은 역사학과 더불어 집현전의 학술 활동에서 세종의 영향력이 강하게 투영된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세종은 1430년(세종 12) 5월 18일의 경연에서 권채와 경서 학습의 성과에 대
37) 『치평요람』은 세종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역사서의 하나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치평요
람』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김경수, 「治平要覽에 대한 연구」 『호서사학』 21-22, 1994.
김순희, 「治平要覽考」 『서지학연구』 33.
오항녕, 「조선초기 治平要覽의 편찬 배경과 성격」 『한국사학사학보』 13, 2006.
_____, 『조선초기 治平要覽의 편찬과 전거』 아세아문화사, 2007.
김가람, 「治平要覽의 편찬 및 그 목적」 『한국사학사학보』 29, 2014.
_____, 「治平要覽의 한국사에 대한 접근」 『한국사학사학보』 31, 2015.
홍승태, 「『治平要覽』에 반영된 宋儒의 史論과 史觀」 『한국사학사학보』 35, 2017.
_____, 「『治平要覽』에 수록된 『唐鑑』의 史論과 『帝範』」 『중국사연구』 123, 2019.
38)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6월 28일.
39)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9월 29일.

- 68 -

해 대화를 나눌 때에,
두시(杜詩) 같은 것은 풍월(風月)을 읊조리는 것으로 유자(儒者)의 정식 학문이 아니지만
이 또한 대강 익히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더욱 학문에 힘써서 두시(杜詩), 한유문(韓柳
文) 등의 글을 모두 익혀 보는 것이 가하다.40)
라고 하여, 집현전의 연구 범위를 두시(杜詩)나 한유문(韓柳文) 등 시문학까지 확대할 것을 주
문하였다. 이에 집현전에서는 5월 27일에 「문신권학조건(文臣勸學條件)」을 마련하여 세종에게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서 본 세종의 지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권학조건」의 제2조에서는 집현전 녹관(祿官, 전임관)과 겸관(兼官)에게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여러 역사서, 그리고 한유문(韓柳文) 등을 적당히 분담해 주어서 학습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
다. 또 제3조에서는 사중월(四仲月)마다 집현전 녹관과 겸관에게 표(表)·전(箋)·시(詩)·문(文) 등
에서 하나의 글제를 내어 제술하게 하고 당상관이 집현전에 모여서 평점을 하도록 하였다.41)
이 조항들은 집현전 관원들의 학습에서 한유문(韓柳文)이나 제술의 비중을 강조한 것으로, 결
국 시문학 학습을 강조한 세종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35년(세종 17)에 집현전 대제학 이맹균(李孟畇)은 시학(詩學)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종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집현전은 당시 시학(詩學)은 완전히 폐하여져서
대소 문사(文士)들이 시법(詩法)을 알지 못하니, 이는 개인의 재예(才藝)가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도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시학을 말기(末技)라 하여 전폐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42) 이어 시학 진흥을 위한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의 진사과(進士科)를 회복하여 부(賦) 한 문제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 한 문제
를 출제해서 각각 50인을 선발할 것.
② 진사시는 문과 식년(式年)에 거행하며 시골과 한성(漢城)의 선발 인원수는 생원(生員)
의 예를 따를 것.
③ 진사시는 예조(禮曹)와 집현전(集賢殿)에서 주관하여 거행할 것.
④ 문과의 중장(中場)은 기존의 논(論)을 대신하여 부(賦)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 중에
서 한 문제를 출제할 것.
⑤ 성균관(成均館) 생원은 경학(經學)을 익히는 여가에 『초사(楚辭)』, 『문선(文選)』과 이백
(李白)·두보(杜甫)·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황정견
(黃庭堅) 등 역대 제가(諸家)의 시를 겸하여 익히게 하며, 사부학당(四部學堂)과 외방 향교에
서도 이에 준하여 강습(講習)할 것.
⑥ 문신(文臣) 중직(仲直) 이하로서 봄·가을에 시를 짓는 데 응하는 자도 이백·두보·한유·
유종원 등의 시를 겸하여 익히게 할 것.
⑦ 집현전 직제학 이하가 읽은 서책을 당상이 열흘마다 고찰하여 월말에 보고할 것.
⑧ 서연관(書筵官)도 집현전의 예를 따라 시를 배우고 짓게 할 것43)
40)
41)
42)
43)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권48,
권48,
권68,
권68,

세종
세종
세종
세종

12년
12년
17년
17년

5월
5월
6월
6월

18일.
27일.
26일.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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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면,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시의 회복이 시학 진흥 방안
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문과 중장에서 논(論)을 대신하여 부(賦)와 배율십
운시(排律十韻詩)를 시험하도록 한 것 역시 과거 시험에서 시학의 비중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현전의 보고를 받은 세종은 이 내용을 상정소(詳定所)에 내려 검토하게 하였다. 이때 황
희(黃喜)·허성(許誠) 등은 “사장(詞章)으로 가르침을 삼을 수 없습니다.”라며 불가함을 주장했
지만, 세종은 이를 묵살하고 집현전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였다.44) 이는 집현전의 시학 진흥
방안이 세종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며, 더 근본적으로는 시문의 중요성을 강조했
던 세종의 학문 경향이 집현전의 학문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집현전 관원들의 시문 학습은 저술로 이어졌는데, 한유문(韓柳文)과 두시(杜詩)에 대한
주석서의 편찬이 그것이다. 먼저 1438년(세종 20)에 세종이 집현전에 명하여 한유문(韓柳文)
의 주석을 찬집하게 했는데, 이때 참여한 집현전 관원은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와 직제
학 김빈(金鑌), 박사 이영서(李永瑞) 등이다. 당시 남수문(南秀文)이 쓴 발문에 따르면 한유(韓
愈)의 글은 주희의 교정본을 위주로 하면서 『오백가주(五百家注)』와 『한순고훈(韓醇誥訓)』의
내용으로 보충했으며, 유종원(柳宗元)의 글은 『증광주석음변(增廣注釋音辯)』을 위주로 하고 역
시 『오백가주』와 『한순고훈』으로 증보했다고 하였다.45)
또 세종은 1443년(세종 25)에 집현전에 명하여 두시(杜詩)에 대한 여러 사람의 주석을 참
고·교정하여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46) 그리고 이를 위해 세종은 두시(杜詩)에 관한
제가(諸家)의 주해서들을 구입하도록 명하였으며,47) 또 고려 말에 이색(李穡)·이숭인(李崇仁)과
만나 시를 논하면서 시학을 배운 회암사(檜巖寺) 주지승(住持僧) 만우(卍雨)를 흥천사(興天寺)
로 이주(移住)시켜서 두시(杜詩) 주해 편찬에 자문하도록 하였다.48)
이상과 같인 집현전에서는 시문학을 중시했던 세종의 영향을 받아 시문학 진흥에 필요한 여
러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시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했으며,
이는 한유문(韓柳文)과 두시(杜詩)에 대한 주해서 편찬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4. 맺음말
(본문 요약)

44)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26일.
45)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1월 30일.
이때 편찬된 한유(韓愈) 저술의 주해본이 『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으로, 갑인자
(甲寅字)로 간행되었다. 이 책에 관한 내용은 정재철, 「한유 문 전범의 형성과 인식」(『한국한문학연
구』 60, 2015)을 참조.
46)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21일.
이때 편찬된 두시 주석이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이다. 이 책에 관한 내용은 노요한, 「『찬주
분류두시』의 편찬과 주해 방식」(『어문연구』 47-3, 2019)을 참조.
47)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21일.
48)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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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의 남서방(南書房)과 사신화가(詞臣畵家)들

장진성(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I.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2-1722)는 1677년 10월 20일에 그의 옛 독서처(讀書處)였
던 건청문(乾淸門)의 오른쪽 계단 아래에 남서방(南書房)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그
는 황제로 즉위한 후 무근전(懋勤殿)을 서방(書房)으로 삼았다. 1677년에 설치된 남서
방은 무근전의 남쪽에 위치했으며 남재(南齋)로도 불렸다. 강희제가 남서방을 설치한
근본 이유는 일강(日講)에도 불구하고 경사(經史)에 대한 본인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
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1) 황제를 위한 일강 제도는 1655년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4-1661) 때부터 시작되었다. 경연(經筵)은 1657년에 처음 열려 제도화되었다.
1661년에 순치제가 천연두로 사망하자 현엽(玄燁)이 8세의 나이에 황제로 등극했다.
강희제가 너무 어려서 권력은 오보이(鼇拜, 1669년 사망) 등 네 명의 섭정들이 장악
했다. 강희제는 1669년 최고 실권자였던 오보이를 제거하고 황제 친정체제를 수립하
였다. 일강은 167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일강은 일강관(日講官)의 강의를 황제
가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이었으며 매일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1673년 3월에 강희제
는 매일 일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기존과 달리 동지(冬至), 하지(夏
至)에도 쉬지 않고 일강을 지속했다.2)
그러나 1673년에 일어난 삼번(三蕃)의 난이 8년간의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강희제의
일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할 때 협조했던 오삼계(吳三
桂, 1612-1678), 상가희(尙可喜, 1604-1676), 경중명(耿仲明, 1649년 사망)은 그 공
을 인정받아 양자강(揚子江) 이남의 운남(雲南), 광동(廣東), 복건(福建) 지역을 분배받
아 현실적으로 독립 세력인 세 개의 번부(藩部), 즉 ‘삼번(三藩)’으로 성장하였다. 이
들 삼번이 일으킨 대규모 내란인 삼번의 난은 청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한창 전쟁의 와중에 있었지만 강희제는 1674년 10월부터 다시 일강을 시작했으며 황
제가 수동적으로 강의를 경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강관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일강의 형식을 바꾸었다. 지식에 대한 욕구와 학문적 호기심이 많았던 강희
제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일강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수시로 학식이 높은 학자들
1) 朱金甫, 「论康熙时期的南书房」, 『故宮博物院院刊』1990年 第2期, pp. 27-38; 孟昭信, 『康熙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8), pp. 70-73; 常建华, 「康熙朝的翰林轮值南书房」, 『紫禁城』 2011年 第
7期, pp. 22-24.
2) Lawrence D. Kessler, K’ang-hsi and the Consolidation of Ch’ing Rule 1661-1684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p. 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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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곁에 두고 공부하고자 남서방을 설치하였다. 그는 “불시에 불러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不時召見顧問)” 신하들인 재내공봉(在內供奉)들이 필요했다. 강희제는 1677년
11월 14일에 대학사(大學士)들에게 남서방 설치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하루 중 아무
때나 책과 글씨를 보고 싶을 때 주위를 둘러보아도 근시(近侍)들 중에는 ‘박학선서자
(博學善書者)’가 없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과 강론(講論)에 참여하여 응대해 줄 인물도
전무했다고 토로하였다.3)
그는 자신과 함께 공부하며 토론에 응해주고 자신에게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도
와줄 근신(近臣)이 필요했다. 강희제는 장영(張英, 1637-1708)과 고사기(高士奇,
1644-1703)를 남서방한림(南書房翰林)(또는 남서방행도(南書房行徒)로도 불림)으로 임
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여두납(勵杜納, 1628-1703)도 남서방에 소속시켰다. 강희제는
이들에게 황성(皇城) 내에 집을 마련해주었다. 장영은 안휘성(安徽省) 동성(桐城) 출신
의 학자로 후일 문화전대학사(文華殿大學士) 겸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했다. 그의
둘째 아들인 장정옥(張廷玉, 1672-1755)은 군기대신(軍機大臣)으로 옹정제(雍正帝, 재
위 1723-1735) 시대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한인 관료였다. 고사기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서화 수장가였으며 뛰어난 서예가였다. 여두납 또한 서예로 저명했다. 강희
제가 남서방을 설치한 이유가 가까운 곳에 ‘박학선서자(博學善書者)’를 두고 경사를
토론하고 서예를 익히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학문은 장영으로부터, 글씨 쓰는
법은 고사기와 여두납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판단된다. 남서방에는 운영 편제(編制)가
따로 없었으며 인원수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강희제의 필요에 따라 인원도 수시로
정해졌다.
1678년에 진정경(陳廷敬, 1638-1712), 섭방애(葉方藹, 1629-1682),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이

남서방한림으로

임명되었다.

1679년-1688년에는

장옥서(張玉書,

1642-1711), 손재풍(孫在豊, 1644-1689), 주이존(朱彛尊, 1629-1709), 서건학(徐乾
學, 1631-1694), 왕홍서(王鴻緖, 1645-1723), 진원룡(陳元龍, 1652-1736), 대재(戴
梓, 1649-1726) 등이 남서방한림으로 활동했다. 여두납, 왕사정, 진정경 3인만 북인
(北人, 화북(華北) 출신의 문인)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남인(南人, 강남(江南) 출신의
문인)이었다.4) 남서방에서 남인들이 득세하게 된 것은 강희제의 강남 문인 우대 정책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강희제는 1679년에 『명사(明史)』 편찬을 위해 특별히
실시한 과거 시험인 박학홍유과(博學鴻儒科, 또는 박학홍사과(博學宏辭科, 博學鴻詞
科))를 통해 대거 남인들을 등용하였다. 이 시험은 강남 지역에 널리 퍼져있던 반청
(反淸)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의 고육책이었다. 박학홍유과를 통해 조정에 진출
한 강남 출신의 문인들은 남당(南黨)을 결성하였으며 남당의 수장(首長)은 서건학이었
다. 남당과 만주족 및 화북 출신의 관료들이 결성한 북당(北黨)은 강희제 말기에 황태
3) 王思治, 馮爾康 主編, 『淸史事典④: 康熙事典』(台北: 遠流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2006), p. 132.
4) 孟昭信, 앞의 책,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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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皇太子) 인렁(胤礽, 1674-1725)의 폐립(廢立) 문제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다.5)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 외조카였던 서건학은 곤산(昆
山) 출신으로 동생들인 서병의(徐秉義, 1633-1711), 서원문(徐元文, 1634-1691)과 함
께 ‘곤산삼서(昆山三徐)’로 불렸다. 그와 서병의는 과거 시험에 탐화(探花, 3등)로, 서
원문은 장원(壯元)으로 합격하였다. 서씨 삼형제는 총재관(總裁官)으로 『명사(明史)』
편수(編修)를 주도하였다. 아울러 서건학과 서병의는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편찬
의 책임자들이었다.6)
II.
남서방한림들의 직무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사(經史)를 강희제에
게

강해(講解)하는

것이었다.

남서방

설치

당시

강희제는

주자(朱子[朱熹,

1130-1200])의 『사서집주(四書集註)』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자치통감(資治
通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7) 장영은 사서(四書), 오경(五經) 및 역사서를 강
희제에게 집중적으로 강의하였다. 둘째는 시정(時政)에 대한 자문이었다. 남서방은 내
각(內閣), 육부(六部)와 같은 공식적인 외조(外朝, Outer Court) 조직이 아닌 내정(內
廷, Inner Court)에 속한 근시(近侍) 기구였다. 강희제는 1684년을 시작으로 재위 기
간 동안 6번의 남순(南巡)을 실시했다. 남순은 황하의 범람을 점검하고 대운하를 통한
조곡(漕穀)의 원활한 운송을 감독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었지만 실상은 강남 지역
의 반청(反淸) 양상에 대한 점검이었다. 강희제에게 강남 지역의 안정화는 가장 중요
한 시무(時務) 중 하나였다. 남서방에 소속된 남인 출신의 한림들은 강희제의 대(對)
강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치 고문(顧問)들(political advisers)
이었다. 셋째 남서방한림들은 황제의 조칙과 유지(諭旨)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특히
장영은 국가적 기밀사무(機密事務)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강희제를 위하여 특별한
황제의 조치인 특반유지(特頒諭旨) 작성을 도맡았다. 넷째 서건학의 예에서 볼 수 있
듯이 남서방한림들은 서적 편찬을 주도하였다. 남서방한림들은 『대청회전(大淸會典)』,
『고문연감(古文淵鑑)』 등을 편찬하는 실무를 맡았다. 다섯째 이들은 강희제와 함께 고
동서화(古董書畫)를 감상하는 한편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글씨를 썼다. 특히 글씨
를 잘 쓰지 못했던 강희제는 고사기, 여두납, 심전(沈筌, 1624-1684)으로부터 서법(書
法)을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 다섯 가지 기능 중 남서방한림들이 담당했
던 음시작화(吟詩作畵) 및 황제의 고동서화 감상에 관한 자문 역할은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6-1795) 시대에 사신화가(詞臣畵家)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8)
5) 강희제 말기의 붕당 문제에 대해서는 林乾, 『康熙惩抑朋党与清代极权政治』(上海: 复旦大学出版社,
2013) 참조.
6) ‘곤산삼서’에 대해서는 Lynn A. Struve, “The Hsü Brothers and Semiofficial Patronage of
Scholars in The K'ang-hsi Perio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2, no. 1
(June 1982), pp. 231-266 참조.
7) Lawrence D. Kessler, 앞의 책, pp. 143-144.
8) 孟昭信, 앞의 책, pp.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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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서방한림들은 강희제의 단순한 정책 자문역에서 벗어나 그가 추구했던 내정
중심의 정치에 ‘기요비서(機要祕書)’로 활동하였다. 강희제 시대에 내정은 만주족, 몽
골족 출신의 근신들이 핵심이었으며 외조는 한인 관료들로 채워졌다. 남서방한림들은
한인 관료로서 만몽(滿蒙) 대신들과 함께 강희제를 지근(至近)에서 보필함으로써 청
조정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9) 강희제가 황권(皇權) 중심의 내정 정치를 시도하
려고 했지만 여전히 국가의 주요 정책은 제왕(諸王), 버이러(貝勒 Beile) 등 황친(皇
親)과 만주 대신(大臣)들이 주도하는 의정왕대신회의(議政王大臣會議, 1791년에 폐지)
에서 결정되었다. 강희제는 의정왕대신회의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하여 아울러 지방의
반청(反淸) 운동을 감시하고 지방관들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첩보 정치인 주접(奏
摺) 또는 밀접(密摺) 정치를 시작하였다.10) 강희제가 언제부터 비밀 주접을 활용해 황
친 및 중앙 관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지방 행정을 점검했는지는 명료하지 않지만 주
접 정치는 16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희제는 만주족의 전통적인 주
종관계, 즉 주인과 가노(家奴)인 보이(包衣, Booi, bondservant) 사이의 관계에 착안
하여 남서방한림 및 일부 지방관에게 밀지(密旨)를 내린 후 비밀 답신을 받아 중앙과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였다.11) 소주직조(蘇州織造)였던 이후(李煦, 1655-1729)와 그의
매부(妹夫)로 강녕직조(江寧織造)로 근무했던 조인(曺寅, 1658-1712)은 1690년대에
지속적으로 강희제에게 밀접을 보내 강남 지역의 민정(民情)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지
방에 파견된 관료들이었지만 강희제의 보이, 즉 노재(奴才)로 활동했다.12) 한편 남서
방한림 중 밀접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은 왕홍서였다. 왕홍서(王鴻緖)는 강희제가
조정에 심어둔 충복(忠僕)으로 주로 1700년대에 황친 및 내각의 대학사 등 중앙 관료
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그에게 밀접을 통해 낱낱이 보고하였다.13)

III.
옹정제 시대에 남서방의 권한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1729년을 전후해 준가르
족(the Dzunghars) 정벌을 위해 설치했던 임시 군사 및 행정 기구였던 군기처(軍機
處)가 최고의 정무(政務) 기관이 되면서 남서방의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옹정제
는 군기처를 중심으로 주접 제도를 확대하였다. 군기처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만주
족 및 한인 군기장경(軍機章京)들은 옹정제의 밀지를 지방관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였
9) Evelyn S. Rawski,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32.
10) 청대 주접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ilas H. L. Wu, Communication and Imperial Control
in China: Evolution of the Palace Memorial System, 1693-173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11) 內田直文, 「清代康煕年間における奏摺政治の展開」, 『九州大学東洋史論集』33(2005), pp. 140-173.
12) 보이로서 조인과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Jonathan D. Spence, Ts’ao Yin and the K’ang-hsi
Emperor: Bondservant and Mas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참조.
13) Jonathan D. Spence, 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New Yrok: Random
House, Inc., 1974),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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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주접을 비밀리에 옹정제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강희제 시대
에 주접 제도는 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으며 황제가 일부 관원들을 활용하여 운영하
였다. 그러나 옹정제가 즉위하면서 지방의 총독(總督)과 순무(巡撫) 이하의 지방관에
게도 밀접을 황제에게 직접 올리도록 하여 중앙 및 지방 관료들에 대한 감시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남서방한림이 맡았던 대부분의 기능은 군기대신(軍機大臣)과
군기장령이 대신하게 되었다.14) 건륭제 시대에 군기처가 확고하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자 남서방한림들의 정무적 역할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서방한림들은 주로 서적 편
찬을 담당하였다. 한편 건륭제 시기의 남서방한림들 중에는 관보(觀保, ?-1776) 등
만주족 기인(旗人)들도 있어 흥미롭다. 남서방한림들 중 일부는 건륭제와 함께 시문을
짓고 고동서화를 감상하면서 문예고문(文藝顧問, cultural and artistic advisers)으
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문예적 역할과 관련하여 남서방한림들 중 주목되는 인물들은
건륭제의 고동서화 수집과 정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신화가(詞臣畵家)들이다.15)
건륭제는 즉위 후 오랫동안 부재했던 궁정 화원(畵院)을 복구하였다. 건륭제 시대에
청나라는 정복 전쟁을 통해 한족(漢族),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등 오족
(五族)을 포괄하는 세계제국인 대청(大淸)제국으로 변모하였다. 대청제국은 다양한 민
족, 언어, 문화, 종교를 포괄하는 거대제국으로 성장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민족과 광범위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배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건륭제는 대청제국의 구성 방식인 ‘만주滿洲(Manchuria)’ ‘직성(直省
[중국 본토 China Proper])’ ‘번부(藩部[몽골, 신강, 티베트])’의 삼분(三分) 체제에 기
반하여 제국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특히 건륭제 시대에는 정복 전쟁을 통해 강희제,
옹정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어 효율적인 대청
제국 지배방식과 새로운 군주상(君主像)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건륭제는 궁정
회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건륭제는 유교적 천자(天子)로서
의 이미지, 만주족, 몽골족 등을 지배하는 대칸(the Great Khan[Khagan])으로서의
이미지,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국가였던 대청제국을 티베트불교를 이용
하여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법륜왕(法輪王 Cakravartin)으로서의 이미지 등 자신의 다
양한 정치적 이미지를 창조하고 재생산하는데 궁정회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따
라서 건륭제 시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궁정회화는 이와 같은 건륭제의 ‘정치적 의도’
를 담고 있었으며 건륭제의 정치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였다. 결국 건륭제의 화원에 대한 통제와 개입은 자신의 대청제국 지배방식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16)
14) 군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eatrice S. Bartlett, Monarchs and Ministers: The Grand
Council in Mid-Ch’ing China, 1723-1820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참조.
15) 건륭제 시기에 활동한 남서방한림들에 대해서는 馮明珠, 「玉皇案吏王者師―論介乾隆皇帝的文化顧
問」, 馮明珠 主編, 『乾隆皇帝的文化大業』(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2), pp. 241-258 참조.
16) 건륭제의 다양한 황제 이미지 창출 노력에 대해서는 Harold L. Kahn, Monarchy in the
Emperor’s Eyes: Image and Reality in the Ch’ien-lung Reign (Cambridge, Mass.: Har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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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에 건륭제는 궁정 작방(作房)인 양심전(養心殿) 조판처(造辦處) 내에 화원처
(畵院處)를 설치하여 궁정회화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양심전 조판처는 자명종을
위시한 각종 시계 및 법랑(琺瑯) 등 황실과 궁정에 필요한 물품 제작을 총괄하였다.
화원처는 1762년 법랑처(琺瑯處)에 귀속될 때까지 궁정회화 제작을 주도한 기관이다.
건륭제는 화원처와 함께 원명원(圓明園) 동문 부근에 여의관(如意館)을 설치하여 주요
궁정회화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화원처와 여의관으로 구성된 건륭 화원은 송대
이후 사라졌던 화원이 공식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건륭 화원에 소속된 화가들은 화화
인(畵畵人)으로 불렸으며 1등, 2등, 3등 화화인의 구별이 있었다. 1등 화화인은 월급
으로 11량(兩) (전은량(錢糧銀) 8량, 공비은(公費銀) 3량), 2등 화화인은 9량(전은량 6
량, 공비은 3량), 3등 화화인은 7량(전은량 4량, 공비은 3량)을 받았다. 화화인 이외에
화원에는 도제(徒弟)들인 화화백당아(畵畵栢唐阿)와 학수백당아(學手栢唐阿)가 있었
다.17)

한편

화원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쥬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 郞世寧, 1688-1766) 등 예수회 선교사 출신의 화가들이 건륭제를 위하여
그림을 그렸다. 이들은 ‘예외적인 궁정화가’들로 건륭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특히 카스틸리오네의 경우 관등 3품(品)에 해당되는 ‘봉신원경(奉宸苑卿)’의 직책을 제
수받을 정도로 그에 대한 건륭제의 신임은 대단하였다.18)
이러한 화원 소속의 화가들 외에 관료로서 그림에 뛰어난 화가 집단인 ‘사신화가’
또는 ‘한림(翰林)화가’들이 있었다.19) 남서방한림이자 사신화가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
물들은

동방달(董邦達,

1699-1769),

동고(董誥,

1740-1818),

전유성(錢維城,

1720-1773), 장조(張照, 1691-1745), 장약애(張若靄, 1713-1746)이다. 이들은 화원
소속의 궁정화가들과는 달리 건륭제의 측근으로 황제의 명에 따라 전통적인 문인(文
人) 스타일의 산수화와 정교한 화조화를 제작하였으며 건륭제의 서화 감식(鑑識)에 고
문(顧問)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방달과 동고는 부자(父子)간이었다. 한편 장약애는 옹
정제 시절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군기처(軍機處) 대신이었던 장정옥(張廷玉)의
University Press, 1971); Zhang Hongxing, ed. The Qianlong Emperor: Treasures from the
Forbidden City (Edinburgh: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Publishing Limited, 2002);
Deborah Sommer, “The Art and Politics of Painting Qianlong at Chengde,” in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ed.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c C. Elliott, and Philippe Forȇ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何傳馨 主編, 『十全乾隆: 淸高宗的藝術品味』(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13) 참조.
17) 청대 화원 제도에 대해서는 She Ch’eng, “The Painting Academy of the Qialong Period: A
Study in Relation to the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Collection,” in The Elegant
Brush: Chinese Painting Under the Qianlong Emperor 1735-1795, ed.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Phoenix, Ariz. : Phoenix Art Museum, 1985), pp. 318-342; Yang Boda,
“The Development of the Ch’ien-lung Painting Academy,” in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1), pp. 333-356; 楊伯達, 『淸代院畵』(北京: 紫禁城出版社,
1993), pp. 7-83 참조.
18) 楊伯達, 위의 책, pp. 43-47 참조.
19) 사신화가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앞의 책, pp. 69-105; 聶崇
正, 『宫廷藝術的光輝: 清代宫廷繪畫論叢』(臺北: 東大圖書公司, 1996), pp. 37-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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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다. 장정옥은 강희제 시대에 최고의 각신(閣臣)이자 초대 남서방한림이었던 장
영(張英)의 아들로 옹정

말-건륭 초에 만주족 관료인

오르타이(Ortai

鄂爾泰,

1680-1745)와 함께 ‘오각신(五閣臣)’ 중 한 사람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오르타이와 함께 건륭제의 황위 등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옹정제의 최측근 신
하였다. 장영, 장정옥, 장약애로 이어지는 장씨 3대는 남서방한림으로 활동했으며 한
인 관료로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였다. 장부 역시 옹정제 시절 최고위 한인 관료였
던 장정석(蔣廷錫, 1669-1732)의 아들이다. 장정석은 강희제 시기에 화훼화(花卉畵)
로 저명한 화가였으며 강희제의 신임으로 고위 관료로 성장하였다. 특히 장정석은
1729년 군기처가 설립되었을 때 장정옥, 이친왕(怡親王) 인샹(胤祥, 1686-1730)과 함
께 군기처 초대 3대신 중 한 사람이었다. 장조는 한림 화가이자 건륭제 시기 ‘오사신
(五詞臣)’의 한 사람으로 건륭제가 수장한 서화(書畵)들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석
거보급초편(石渠寶笈初編)』(1745)의 편찬,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신
화가들

외에도

남서방한림들

중

양시정(梁詩正,

1697-1762),

심덕잠(沈德潛,

1673-1769), 왕유돈(汪由敦, 1692-1758) 등은 역대 서화와 건륭 화원에서 제작한 그
림들에 황제의 칙명을 받고 수많은 제발(題跋)을 썼다. 이들은 건륭제의 문예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문화 고문들이었다. 이와 같이 건륭제 시기에 활동한 사신화가들
은 화가이자 관료로서 예술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건륭제의 유교적 천자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의 고동서화(古董書
畵) 수집이었다. 중국 문인의 경우 고동서화의 감상 및 수집은 문인 생활의 필수 사
항이었다.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고동서화컬렉션을 형성한 인물
이다.20) 현재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臺北 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골동
품과 서화는 거의 대부분 건륭제가 소장했던 것들이다. 아울러 북경 고궁박물원, 상해
박물관, 요녕성박물관 등 중국의 주요박물관 소장품의 상당수가 건륭제컬렉션에서 나
온 것이다. 건륭제는 단순히 골동품과 서화를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집한 고동서
화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황실 소장의 도석화(道釋畵)를 집대성한
『비전주림(秘殿珠林)』(1744)

및

『비전주림속편(續編)』(1793),

서화

카탈로그

(catalogue)인 『석거보급초편』(1745)과 『석거보급속편(續編)』(1793), 동경(銅鏡) 등 고
동기(古銅器)를 정리한 『서청고감(西淸古鑑)』(1755)과 『서청속감(西淸續鑑)』(1793), 황
실 소장 역대 도자기에 대한 그림과 정보를 수록한 『도자보책(陶瓷譜冊)』, 명품 벼루
를 도해(圖解)한 『흠정서청연보(欽定西淸硯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건륭제는 황실
소장의 고동서화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정보집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21) 『석거보
급』의 경우 강희제 시대에 편찬된 역대 화론(畵論), 화사(畵史)들을 종합한 『패문재서
화보(佩文齋書畵譜)』(1708)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20) 건륭제의 고동서화컬렉션에 대해서는 Nicole T. C. Chiang, Emperor Qianlong’s Hidden
Treasures: Reconsidering the Collection of the Qing Imperial Household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9) 참조.
21) 馮明珠, 앞의 책, pp. 110-111, 114-115, 119-120; 何傳馨, 앞의 책. pp. 90, 94-9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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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정리한 황실 소장 서화 카탈로그이다. 『석거보급』에는 개별 그림의 치수,
재질뿐 아니라 그림 표면에 있는 인장(印章), 제발(題跋) 등이 모두 채록되어 있다.
『석거보급초편』의 경우 인장과 제발 중 빠진 부분이 있어 정보 채록에 있어 불완전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석거보급속편』에는 그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
어 있다. 『비전주림(秘殿珠林)』과 『석거보급초편』은 사신화가였던 장조가 편찬, 간행
을 총괄하였는데 특히 『석거보급초편』 편찬에는 동방달, 장약애, 양시정 등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비전주림속편(續編)』과 『석거보급속편(續編)』 편찬은 남서방한림인
왕걸(王杰, 1725-1805)이 담당했다. 『서청고감(西淸古鑑)』과 『서청속감(西淸續鑑)』 편
찬은 양시정과 왕걸이 맡았다. 『흠정서청연보(欽定西淸硯譜)』는 남서방한림이었던 우
민중(于敏中, 1714-1779)이 건륭제의 칙령을 받아 편찬을 주도하였다.22)
고동서화 수집과정을 통해 건륭제의 감식(鑑識)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나갔
다. 고동서화의 진위를 판별하는 감식 능력은 문인들에게 문화 향유를 위한 최고급
지식의 습득을 의미했다.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역대 서화에 가장 많은 제발과 수장
인(收藏印)을 남겼다. 이것은 단순히 건륭제의 광적인 서화 수집과 감상의 증거가 아
닌 최고의 문화인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런데 건륭제는
초기에는 고동서화의 진위를 감별하지 못하여 서화 감식에 있어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1745년과 1746년에 건륭제는 황공망(黃公望, 1268-1354)의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 ‘자명권(子明卷)’(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과 ‘무용사권(無
用師卷)’(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을 수집하였다. 이 중 ‘무용사권’이 진본이고 ‘자명
권’이 임본(臨本)이다. 양시정 등의 신하들과 진위 논변을 벌였지만 건륭제는 임본인
‘자명본’을 진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건륭제는 이후 고동서화 중 명품들을 수집하
는 과정에서 감식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장조, 동방달 등 사신
화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건륭제는 평생 43,800 수 이상의 시(詩)를
지었다. 그는 중국의 어느 문인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글과 시를 지어 역사상 최
고의 문인으로 스스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건륭제는 매일 시를 쓰고 글을 지음으로써
자신이 호문(好文)의 군주, 더 나아가 역대 한족 출신의 어느 황제도 이루지 못했던
문화 군주로서 자신을 역사 속에 남기고 싶어 했다. 실제로 건륭제만큼 많은 글과 시
를 남긴 황제는 없었다. 그의 시문을 엮은 『어제문집(御製文集)』은 총 282권(卷)에 해
당될 정도로 방대하다.23) 그는 문화 군주이자 이상적인 유교적 천자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남서방한림들과 이 중 고동서화 분야의 전문적인 예술 고문
들이었던 사신화가들은 건륭제의 이러한 개인적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남서
방한림들과 사신화가들은 무모할 정도로 거대한 문화적 열망을 지니고 있었던 건륭제
22) 『석거보급삼편(三編)』은 가경제(嘉慶帝) 시기인 1816년에 편찬, 간행되었다. 『석거보급』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Hin-cheung Lovell, Annotated Bibliography of Chinese Painting Catalogues and
Related Texts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3),
pp. 51-57; 故宮博物院 编,『 石渠寶笈特展』(北京: 故宮博物院, 2015) 참조.
23) Mark C. Elliott, Emperor Qianlong: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New York: Pearson
Education Ltd., 2009), p.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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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때때로 글, 시, 그림을 대신 짓고 그려주기도 하였다. 시서화(詩書畵) 삼절
(三絶)을 이루고자 했던 건륭제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건륭제는 중국의 어떤 황제도 이루지 못한 빛나는 문화적, 예술적 업
적을 남겼다. 그 업적 뒤에는 남서방 소속의 한림들과 사신화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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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성(錢維城, 1720-1773), <만유동춘도권(萬有同春圖卷)

Profusion of Flowers>, 부분, Museum of Fine Art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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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달(董邦達, 1699-1769), <두보시의도(杜甫詩意圖)>,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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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張照, 1691-1745) 등, 『석거보급초편(石渠寶笈初編)』,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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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르네상스 스투디오(studio)의 등장과 지식인

안재원(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에서는 크게 세 이야기를 말하겠다. 이 이야기들은 서양 역사
가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되고, 르네상스 시대에서 근세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책과 학자와 학자들의 공부 모임과 출판사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
이다. 또한 집현전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학술 활동이 시작된 것과 거의 동시기에 일어난 일
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다. 학자와 관련해서는, 비잔티움 제국이 몰락하자 피렌체로
망명한 그리스인 철학자 아르귀로풀로스(Argyropoulos)라는 학자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마지막으
로 출판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말하겠다. 나가는 말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관점에서 오늘
학술 주제인 “집현”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2.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얽힌 이야기

독일의 풀다(Fulda)의 수도원 창고에서 루크레티우스(Lucretius, 기원전 9896-55/53)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전하는 필사본이 발견된 것은 1417년이었다. 이에 대한 스테펀 그린블랫
(Stephen Greenblatt)의 말이다.

이것은 세계가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일탈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변
화를 일으킨 것은 혁명도, 성문 앞의 무자비한 침입군도, 미지 대륙의 상륙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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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이런 장엄한 사건들의 경우, 역사학자와 예술가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
극하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제공해왔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
로마 약탈, 그리고 배에서 내린 헐벗은 에스파냐 선원들이 신세계에 깃발을 꽂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들은 현
혹적인 이미지에 불과할 수 있다. (중략)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문제의 변
화가 일어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은 한 외딴 장소의 벽 뒤에 처박혀 가만히 숨죽
인 채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지나갔다. 어떤 영웅적인 행위도, 이 위대한 변화
의 현장을 후세에 증언해 줄 관찰자도 없었다. 천지개벽할 변화의 순간이면 으레
나타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상냥하지만 약삭빠르고 기민해 보이
는 인상의 한 30대 후반의 덩치가 작은 사내가 한 도서관의 서가를 둘러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필사본 하나를 발견하고 꺼내 들었다. 책을 살펴보고
그는 매우 흥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필사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전부였
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했다." (<1417년, 근대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 19-20쪽, 이하 <1417년>)

“작은 사내”는 포찌오(Poggio Bracciolini, 1380-1459)라는 문헌 사냥꾼이었다. 포찌오는 서간문
작가이고 단편이야기 묶는 재주가 탁월한 작가였다. 동시에 그는 문헌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
다. 중세의 다른 필사가들이나 문헌학자들과는 달리 그는 누구나 읽기 쉬운 문헌을 만들려고 노
력했고, 필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류를 교정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양고전문헌학
계에서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학술 용어인 ‘emendare (교정하다)’의 정의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는

서양고전문헌학의

정식

전문용어로

자리잡았다.

19세기에

마아스(Paul

Maas)는

이를

“emendatio(교정)”라 부른다. 포찌오는 타고난 문헌사냥꾼이었다. 책을 찾아 외국을 자주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1416년 상갈렌(Sant-Gallen) 수도원에서 그가 수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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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교육> 전집을 발견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어 1417년에 그는 독
일의 풀다(Fulda) 수도원에서 문제의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필사본을 발견한
다(Codex Laurentianus 35.30). 이 필사본은 서기 9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발견 당
시로서는 유일본(codex unicus)이었다. 만약 이 필사본이 발견되지 않고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면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이름만 전해졌을 것이다. 만약 문헌 자체가 사라졌다면, 앞에서 그린블랫
이 말하듯이, 세계 역사도 현재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계몽주
의 시대에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되었고, 아울러 예를 들면 뉴턴 같은 자연과학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중세 시대로부터 르네상스 시대로의 전환에는 여러 동력들이
작용했지만, 그 중 한 동력이 잊혀졌던 문헌의 등장이었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포
찌오가 수도원의 포도주 창고에서 찾아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담고 있던
필사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루크레티우스의 책은 중세 기독교가 가장 싫어할 만한 내용을 담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다.

인간의 삶이 무거운 종교에 눌려
모두의 눈앞에서 땅에 비천하게 누워있을 때,
그 종교는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머리를 보이며
소름끼치는 모습으로 인간들의 위에 서 있었는데, (중략)
그리하여 입장이 바뀌어 종교는 발 앞에 던져진 채
짓밟히고, 승리는 우리를 하늘과 대등하게 하도다.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 62- 79행)

“승리는 우리를 하늘과 대등하게 하도다”라는 구문에 눈길이 간다. 오만(hybris)의 극치이다.
무엇보다도 “신(神)”을 맨 앞자리에 놓는 서양 중세인들에게는 특히나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시기를 살았던 학자들이 루크레티우스를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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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이후의 자연을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싶어했던, 하지만 교회의 힘에 눌려 있었던 학자
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사실, 루크레티우스가 각광을 받은 것은 필사본이 발견된지
300여년이 지난 18세기였다.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에 감동한 볼테르나 홉스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
가들이 벌인 반(反)종교 운동 덕분이었다. 루크레티우스의 말이다.

정신에 자리잡은 종교에 두려움과 어둠을
태양의 빛과 낮의 빛나는 햇살이 아니라,
자연의 관찰과 추론으로 몰아내야 한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 146행-148행)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로의 전환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흐름이었다. 작용과 반작용의 대응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17세기 피사 대학교의
예수회 소속의 젊은 성직자들의 아침 기도문이다.

원자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네.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체는 그 형태의 아름다움 속에서 빛나니,
이런 물체들 없이는 세상은 단지 거대한 혼란일 뿐이라.
태초에 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신 것이 또 뭔가를 낳으니,
아무것으로부터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유념하라.
오 데모크리토스여, 당신은 원자로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하노
라.
원자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따라서 원자는 아무것도 아니어라.
(<1417년, 근대의 탄생>, 쪽수 313-314)

- 96 -

이성과 합리성을 모든 행위의 원리이자 기준으로 삼는 서양의 근대는 이렇게 시작했다. 요즘
이야 이 근대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말이다.

3.

망명자 아르귀로폴로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유라시아의 동쪽에서 집현전이 세워져 왕성하게 학문 활동이 일어났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비잔티움 제국이 몰락하면서 그리스 출신으로 이탈리아로 망명한 한
학자의 이야기다. 이름은 아르귀로풀로스(Argyropoulos, c. 1415-1487)이다. 그는 15세기 그
리스 철학의 부활을 주도한 학자이자 번역자였다.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사절단으로 이
탈리아에 파견되어 1439년부터 1444년까지 피렌체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그는 파두아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라틴어를 배웠다. 1453년에 비잔티
움 제국이 멸망하자 1456년에 그는 이탈리아로 망명한다. 이 때부터 그는 피렌체 공국의
후원을 받아 “Florentine Studium”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 스투디움은 나중에 피렌체 대학
의 그리스어 학과로 바뀌어 그리스어와 그리스 학문을 가르키는 곳으로 발전한다. 그리
스 학문과 정신의 부활을 위해서 아르귀로풀로스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위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리스
토텔레스 책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이다.

Contra itaque evenit nostro saeculo, ut in scholis Italiae Aristotelica trada[n]tur,
caeterorum philosophia negligetur. E qua occasione id quoque profectum est, ut
praeceptores et recta institutio ad Platonis philosophiam desiderent, quibus t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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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us est volenti recto et cum fruge accedere. (praefatio, In Aristotelis Opera)
반대로 따라서 우리 시대에 이탈리아의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교육
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철학은 무시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사들
은 플라톤 철학의 올바른 가르침도 바라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올바른 가
르침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실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용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철학”에는, 거칠지만, 아마도 중세의 교부 철학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비록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플라톤 철학의
부활을 알리는 언급도 중요하다. 중세의 두터운 덮개 아래에서 작지만 새로운 생각
의 흐름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르귀로풀로스가 무게 중심을
두고 노력한 분야는 플라톤의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의 번역이었다.
그의 노력은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후서>, <자연학>, <천체론>, <영혼론>, <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정치학>의 라틴어 번역들의 결실로 맺어
졌다. 그의 많은 번역과 저술들이 아직도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의
라틴어 <범주론>은 1542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출판된 In Aristotelis stagiritae,

Philosophorum monium Facile Principis, opera 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다음은 1542년
에 출판된 이 책의 목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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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집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독자들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체를 조
감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집을 통해서 다 읽을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교부학자들이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전해주고 알려주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
학과 완전히 다른,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는 코임브라 <범주론>이
보에티우스나 뫼르베르크의 라틴어 번역본이 아니라 아르귀로풀로스의 번역본을 활용하
게 된 배경의 해명으로 직결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흩어져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출판된 1542 전집은 코임브라 대학에서 출판된 아리스토텔레스 총서를
만듦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의 번역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
고, 이들은 대개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이탈리아로 망명한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이
었다. 요한네스 아르귀로풀로스, 헤르모라우스 바르바로스, 세베리누스 보에티우스, 안토
니오스 데모카리스, 시몬 귀르네오스, 페트루스 알퀴니오스, 테오도르 가자, 네오나르도
아레티노스, 게오르기오스 발라, 야코보스 스타풀렌시스, 알렉산드로스 카밀라르도스, 게
오르구스 트레페준티오스, 프란치스코스 필엘포, 알렉산드로스 파치오스 파트루티오스 플
로렌티노스, 베사리온 추기경, 니콜라오 레오니코스, 야코보스 스케치오스, 루드비코스 코
엘리오스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한편으로 그리스 원전을 직접 강독하였고, 다른 한편으
로 일반 교양 대중을 위해서 라틴어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 철
학의 부활 운동이 피치노와 같은 몇 명의 저명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콘
스탄티노플에서 망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책들을 하나의 전집으로 묶었고, 그
리스 원전들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아르귀로풀로스가 라틴어 번역에 사
용한 그리스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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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Bodleian. Barocci 87 35r)

이 발표가 위에 소개한 필사본의 분석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필사본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다. 다만, 아르귀로풀로스가 비잔티움에서 가지고 왔던 그리스어
필사본과 이를 바탕으로 번역한 라틴어 <범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보에
티우스 번역으로 접했던 유럽의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물론, 아르귀로풀로스가 가져온 필사본과 그의 라틴어 번역이 한 순간에 보수
적인 교부 철학자들의 입장과 유럽의 학풍과 문화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결정적으로 유럽의 학자들이 그리스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리스어로 직접 읽으려는 욕망은 날이 갈수록 커졌갔다.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
번역과 함께 병기한 1604년에 출판된 코임브라 라틴어 <범주론>이 이에 대한 한 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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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 원전과 라틴어 번역이 아르귀로풀로스의 것들이라는 것이다. 아
래와 같다.

흥미로운 점은, 예컨대 예수회 신부였던 푸르타도가 17세기 초반에 이지조의 도움을
받아서 한자로 번역한 <명리탐>이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는 1606년에 포루투갈 코임브라
대학에서 출판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총서에 포함된 <범주론>라는 사실이다. 중요
한 점은, 코임브라 <범주론>이 예수회 신부들이 번역한 텍스트가 아니라 아르귀로풀로
스가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힘입어 번력한 라틴어 <범주론>이었다는 사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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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신의 라틴어 번역이 한문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르귀로풀로스는 당연히
몰랐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 필사와 번역을 통해서 유럽을 넘어서 동양에
도 전해졌다는 점은 예사 사건은 아닐 것이다. 비록 작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말
청초에 예수회 신부들이 주도한 서양어에서 한문으로의 번역들이 동양의 언어들에서 어
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이 서양 고대의 회귀를 목표했지만, 우연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양 근대로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이다. 다음은 아
이작 뉴턴이 베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의 ‘실체’와 ‘양’에 대한 노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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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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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판독해 보아야 하겠지만, 뉴턴이 필사한 <범주론>의 저본은 아르귀로풀로스
가 이탈리아로 가져온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뉴턴의 필사본에 보이는 전승 오류들과 문
장의 통사 배열이 아르귀로풀로스의 필사본과 일치하고, 그도 그럴 것이, 아르귀로풀로스
의 필사본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소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의 필사본의 사례에
서 보여주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리스 원전을 통해서 읽고 공부하려는 욕망은
갈수록 커져갔으며, 뉴턴이 활약했던 17~18세기에는 바야흐로 유럽의 지성이 중세 교회
의 지배로부터 상당 정도 벗어나 있음을, 즉 완연히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독자성을 확보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세에서 르네상스의 학
문 운동은 고대로 가지 않았고, 근세로 나아갔다. 뉴턴이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을 직
접 베끼면서 공부할 수 있기까지는 대략 250여년이 흘러야 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의 활약은 르네상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더 나아가 그리스 철학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성격을 많이 바
꾸어 놓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학자들, 특히 아르귀로풀로스가 피렌
체와 로마에서 양성한 제자들의 공로가 컸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런 아르귀로
풀로스의 공로를 기리는 그림으로 장식된 필사본의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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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씌운 왕관이 인상적이다. 학문의 왕으로 추앙하려는 마음이 읽힌다. 필사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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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Ὁ Ἀργυρόπουλος καὶ διδάσκει Ἀντώνιον Προπουλίανον καὶ Μαρκὸν Πρόπουλον ὁμοίως καὶ
Παναργέτον Ιωάννην ἰατρὸν καὶ Ἄλειον Δημήτρον καὶ Ἀγνίωνα τὸν τοῦ Μόσχου καὶ Βεδνὰν
τὸν τού Προτεμαστέως --- Ἰατρὸν ἐν τῷ τού Kει ξενώιτι.
Ἰωάννης διδάσκαλος ὁ Ἀργυρόπουλος.

아르귀로풀로스는 안토니우스 프로풀리아누스아스와 마르쿠스 프로풀루스와 마찬가지
로 의사 판아르케투스 요안네스와 알레오스 데메트로스와 모스크의 아기온과 프로테
마스태스의 베드나와 케이크세논의 의사를 가르쳤다.

요안네스 아르귀로풀로스가 가르친다.

망명자 아르귀로풀로스가 피렌체로 와서 가르친 사람들로는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
의 피에트로와 로렌초와 이탈리아의 학문과 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안젤로 폴리치아노와
독일 인문주의의 선구자인 요한네스 로이클린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꼽을 수 있다. 다
음은 아르귀로폴로스의 <범주론> 책을 읽고 혹은 강의를 듣고서 폴리치아노가 정리한
글이다.

In easdem Aristotelis Categorias, Angeli Politiani Argumentum.
Ecce autem magnus ille Peripateticorum princeps prima nobis rerum genera
proponit, quae praedicamenta dicimus. Sed Aequivoca prius esse docet, quibus idem
nomen, ratio non eadem. Nam si ratio quoque sit eadem, dici Univoca. Sicuti et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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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minativa, quae ab origine ipsa, qua producantur, solo differant casu. Dici
quaedam iunctim quaedam separatim. (…)

40의 젊은 나이에 죽은 폴리치아노(Angelo Politiano, 1454-1494)는 당대 최고 학자였
던 로렌초 발라의 맞수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학자였다. 폴리치아노는 14세기 이
탈리아의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다. 보티첼리의 <봄(La Primavera)>은 그의 <회전목마
의 노래(Stanze per la giostra, 1476)>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보티첼리의 그림은 이탈리아의 문화가 중세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르네상스의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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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담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속 문학과 예술이 결합하는 사례인데, 이른
바 인문주의(humanitas)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와 관련해서, 폴리치아노는 발라와
문체 논쟁을 벌인 것으로도 또한 유명한 학자였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교리문답적이
고 형식 논리에 갇힌 중세적 글쓰기 형식에 반기를 들고 인문주의적 가치를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한 새로운 문체 운동이 일어났다. 이 새로운 문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키케
로의 문체였다. 키케로 문체를 르네상스에 소개한 사람은 로렌쪼 발라였다. 하지만 감정
개입이 심하고, 강건 만연체인 키케로의 문체는 당시 세 가지 점에서 널리 유행되지 못
한다. 첫째는 자유와 비판을 담는데 봉사했던 키케로 문체 뒤에 숨어 있는 정신과 그 영
향력은 중세의 봉건 구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성직자들의 견제
를 받았다. 둘째는 고전 라틴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독자층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는 고전 라틴어와 중세 라틴어 사이에 생겨난 차이
가 키케로 주의를 널리 확산시키지 못하게 했던 근거했다. 이러한 키케로의 문체의 난점
을 폴리티아노는 잘 알고 있었고, 소위 키케로 문체 모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키케
로가 아니기 때문에 1 ”라는 말로 키케로 문체를 거부한다. 하지만 키케로를 ‘모방하는 문
체’를 거부한 것이지, 키케로의 글쓰기 방법론 혹은 말하기 방법론 자체가 거부된 것은
아니다. 이 방법론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하나는 양방향으로 사고하고 말하기(in
utramque partem dicere)이고, 다른 하나는 논증 구조(argumentatio)에 기반한 글쓰기였다.
전자는 소위 토론 이론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글의 체계를 짜고 구
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학문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학문 방법론이었다. 어쩌면 현대 서구 대학에서 통용되는 학문적 글쓰기 방법이 확립된
것은 르네상스 시기라 하겠다.

1

non enim sum Cicero. 참조 R. Pfeiffer,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1300 to 1850),

Oxford. 1978 p. 43.

- 109 -

한마디로, 코임브라 텍스트와 뉴턴과 폴리치아노와 보티첼리의 사례는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한 학자의 활동이 문명사적인 의미에서 시대 전환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특정 분야의 학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
활 방식은 물론 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4.

알두스 마누티우스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 1452-1516)라는 출판가에 대한 이야기
이다. 로마 남쪽 바씨아노(Bassiano)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정식으로 배운
학자였다. 피치노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의 숭배자였던 알두스는 바티스타 구아리노
(Battista Guarni, 1435-1505)에게서 그리스어와 그리스 학문을 배웠다. 학업을 마친 알두스
는 1480년에 페라라(Ferrara)라는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외 교사
로 활동한다. 1489년에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그는 교육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고 출판
업자로서의 길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서 페라라를 떠나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베니스
로 간다. 그곳에서 안드레아 토렌사노(Andrea Torrensano, 1451-1529)를 만난다. 그의 장인
이기도 한 토렌사노는 당시 베니스에서 향료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으로, 이
후 알두스의 출판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출판사를 세운 해는 1493년였다. 출판사의
모토는 “천천히 서둘러라! (festina lente!)였다. 이 출판사의 책들 대부분은 서양 고전의 초
판본(editio princeps)들이었다. 5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서양고전 문헌 비판정본의 저본으
로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책을 통해서 특정 소수에게 국한되었던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계기를 통해서 서부 유럽에는 정신의 새로운 대륙이 형성된
다.
알두스의 성공은 크게 네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문헌 편집을 전문가에게 의

- 110 -

뢰했다. 예컨대 1509년에 출판된 『그리스의 수사학자들』 경우, 수사학자인 무수루스
(Musurus) 라는 전문가에게 맡겼다.

(Par. Gr. Cod. 1656 f 79v)

이 필사본은 출판을 위해서 무수루스가 한편으로 활자공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오
류를 줄이기 위해서 텍스트를 바로 잡은 교정본이다. 알두스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일
종의 책임-편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오류를 줄였다. 이렇게 출판된
책들은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알두스 출판사는 당시 지식인들 그
리고 특히 신부들의 문헌 편집에서 생겨나는 오류 때문에 들어야만 했던 출판 서적에 대
한 비난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가 사업에 실패하게 된 것도 실은 출판
본의 오류들에 대한 비난 때문이었다. 필사의 경우, 성경 말씀이 잘못 필사된 경우, 한
번의 오류만 생겨나지만, 책의 경우 한 번의 실수로 3000개의 오류가 생겨난다. 이 문제
를 알두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1500년에 자신의 집에 많은 학자들과 전
문가들을 초대한다.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은 학문 연구회(sodalitas)를 결성한다. 이 연구
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암스테르담의 에라스무스, 프랑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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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사인 귀윰 뷰데(Guillaume Bude, 1468-1540) 등을 들 수 있다. 뷰데는 나중에 부엉이
로고의 출판사인 뷰데 출판사를 파리에 세운다. 둘째, 책값의 인하였다. 그는 당시 초등
학교 교사 한 달 급료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가격에 책을 판매하였다. 박리다매 판매
전략인데, 이 전략은 사업적으로 적중했고, 출판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알두스는 아울
러 책의 제작 비용을 낮추고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크기를 줄였다. 이 크
기가 바로 소위 펭귄판 시리즈 규모의 크기다. 누구나 호주머니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향료가 팔리는 곳이면 책이 팔렸다. 알두스는 책의
수요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 전략을 세웠다.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졸부의 소리를
듣던 신흥 상업 세력들의 지적 욕구는 대단했다. 능력에 대비해 볼 때, 사람 대접을 제대
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만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책의 출현
을 가장 반기었던 세력이 소위 나중에 부르주아지(Bourgeoisie)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넷째, 알두스는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 자체를 구입하도록, 그러니까 책 자체가 상품이
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책을 읽기에 편하게 도와 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책을
한 번 보면 사지 않았을 수 없도록 만들자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읽기 쉬운
글자체를 개발하는데, 이 때 개발한 글자체가 소위 이탤릭체였다.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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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알두스가 최초의 출판업자는 아니었다. 최초의 출판업자는 독일인이었다. 요한
네스(Johannes)였고, 그가 출판소를 차린 곳은 마인쯔 지역의 스파이어를 조그만 동네였
다. 아울러 그리스어 폰트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프랑스인 니콜라스 엔손(Nicholas

Jenson, 1402- 1480)이었다. 중요한 점은 알두스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간파하
고,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갔다는 점이다. 블루 오션을 증명한 거의 최초의 CEO
였다. 그러나 사업가로서 알두스의 이런 능력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근본적
으로 인문학에 대한 열정(studia humanitatis), 책에 대한 사랑(philobiblia) 혹은 문헌에 대
한 사랑(philologia)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업적으로 그가 아무리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 수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모여 들지 않았을 것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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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알두스 출판사를 기점으로 유럽은 이제 새로운
정신적 대륙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 또 다른 알두스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베아투스
레나누스(Beatus Rhenanus, 1485-1547)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인강이 발원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해서 레나누스라 불리는 그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왕립학사로 활약한다. 말년에
고향 스트라스부르그로 돌아가서 많은 문헌들을 편집하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과
교류를 나눈다. 이 교류 범위에 속하는 지역이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스위스의 바젤, 상
갈렌, 현재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 지역이다. 이곳은 모두 유럽 남부에 속하는 지역
이다. 이는 인문학의 중심지가 이탈리아가 아니라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의 심장부로 이
동하고 있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네스 로이클린
(Johannes Reuchlin, 1455-1522)과 필립 멜란크톤(Philipp Melanchton, 1497-1560)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에라스무스와 함께 유럽 북부의 인문학을 주도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활동
과 교류가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 편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멜란크톤은 비텐베르크에서 1518년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 곳에서 루
터를 만난다. 이 만남은 이후 성서 해석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
러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이제 문헌학이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하지만, 알두스 출판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구텐베르크
(Gutenberg, c. 1400- 1468)의 인쇄기 발명 덕분이었다. 15세기에 인쇄술의 발명은 서양 문
화에 혹은 인류사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볼 수 있는 사건이었
다. 이는 출판 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쇄술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성으로
하는 산업화의 최초 모델 역할을 했으며, 책의 보급은 고립 단위로 단절된 하위 문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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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들을 묶어 내었다. 인쇄소가 있는 곳에 대학이 세워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책으로
엮어 전파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삶의 양태가,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산업화와 시장 경제가, 문화적으로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시민 사회가 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발전의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인쇄술과 책이었다. 책과 인쇄술이 서양 근대의 단초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양 역사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전환된 데에는 책과 학자들의 노력이 컸다. 물
론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은 그리스와 로마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서양 역사는 서양
고대로 회귀하지 않고, 근세와 현대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인쇄술과 책이라는 기술과 매
체가 가지고 있는 대중으로의 확장성이 결정적이었다.

5. 나가는 말
“나가는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발표의 제목에 대한 해명과 사과의 말을 하겠다. “중
세 르네상스 스투디오의 등장과 지식인”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핵심 키워드인 “스투디오

(studio)”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진공방으로 통용되
는 “스투디오”는 작은 모임 공부방을 뜻한다. 비록 피렌체 왕실에서 배려해 준 공부방이
지만, 아르귀로풀로스의 스투디오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으로, 그리스어를 배워서 그
리스 원전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었다. “동지(sodalitas)”의 이름으로 알두스
가 출판사가 제공한 비용으로 운영했던 공부 모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중세 대학과
교회의 교육 기관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모임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공부방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에컨대, 새로운 책을 찾아내었다는 포찌오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기뻐했고, 이렇게 찾
아낸 책을 판독하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믿고 인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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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주석과 주해를 달았다. 번역은 그들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책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드
럽게 때로는 평생 안 볼 정도로 거친 논쟁을 벌였다.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교육에 치중하자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책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진
보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마키아벨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한편으로 고대의 부활을 꿈꾸었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고대도 중세도 아닌 근세
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어졌다. 사랑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 작은 공부방에서 그들은 그
리스어를 배우고, 그리스 원전을 직접 강독하면서, 라틴 번역이 만들어 놓은 오해를 걷어
내었다.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에라스무스
가 알게 된 것도 알두스의 공부방에서 읽은 그리스어 성경 덕분이었다. 에라스무스가 만
든 비판정본은 출판 직후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들어야 했지만, 루터의 독일어 성격 번
역으로 이어지고, 종교 개혁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알두스가 출판한 책들은 대중을 겨
냥했고, 이 책들을 읽고 똑똑해진 대중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
다. 이 목소리는 엘리트 중심의 귀족 사회에서 부르주와지 중심의 시민 사회로의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아르귀로풀로스의 친구이자 맞수였던 피치노의 플라톤 번역은 그
리스도교에 눌려 묻혀있던 플라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유럽 대륙에 널리 뿌렸다. 기독
교적인 인간관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이 유럽 대륙에 뿌리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
려야 했지만, 인간이 욕망의 주체이고, 다른 말로 그것이 “자유”라는 고상한 이념의 옷을
입게 된 것도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곧 인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힘 덕분이었다.
이는 소위 “인문주의”로 번역되는 humanitas 이념으로 요약된다.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툰 것이 이 작은 공방이었다. 하지만, 이 모임과 공
부 공간에서 벌어진 논쟁과 다툼은 출판과 대학 교육을 통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 다툼에서 뛰쳐 나간 사람들이 벌인 정치 투쟁과 종교 전쟁의 발단도 사실은 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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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비롯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일국의 사건이 아니라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
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에라스무스는 네델란드 사람이었고, 뷰데
는 프랑스 사람이었으며, 멜란히톤은 독일 사람이었으며, 아르귀로풀로스는 그리스계의
비잔티움 사람이었다. 작은 공부방에서 소수의 지적 엘리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부는
이탈리아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의 대중 사회
로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에는 이 공부방에서 만든 책들과 읽었던 책들이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이념과 욕망을 담고 전파했다는 점이 한 몫 단단히 했다. 이런 의미에서, 스투
디오라는 작은 공간은 이른바 보편 지성의 힘을 살리내려는 염원과 희망의 둥지였고 등
불이었다. 이 둥지에서 흘러 퍼진 등불이 만들고 퍼나른 이념이 정초한 세계가 근세였다.
사실, 이 영향 아래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는 정의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15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학문 활동을 했는지를 몇 사
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같은 15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의 끝에 위치한
조선의 지식인들의 활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스투디오는 모
임의 결성 목적과 이후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가 확산되고 발전하는 과정과 양상이 같은
시기에 설치되어 운영된 집현전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집현전이 국가 기관이었
다면, 스투디오는 사적인 모임이었다. 집현전의 설치 목적 혹은 모임을 결성하게 된 목적
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달랐다. 전자가 국가 차원에서 요청되는 학문과 문화의 정비에 있
었다면, 후자는 중세 교회로부터의 학문의 자유와 서양 고대 문명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
력했다. 단적으로, 한글 창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시도했던 노력과는 정반
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한글 창제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론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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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안다. 하지만, 한글 창제가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
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물론, 알두스의 출판 활동이 보여주듯이, 책과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은 소위 민주주의 원칙에 결과적으로 부합한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떤 해
명이 가능할까? 집현전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책들에 어떤 목소리를 담고자 했을
까? 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어떤 노력과 투쟁을 했을까? 새로운 세
계에 대한 여망과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이 수행했던 학술 작업과 자신들이 생각
했던 정치 이념과는 과연 일치했을까? 결정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되어 만들어진
서양고대의 책들과 인쇄술이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
력을 행사했다면, 과연 조선의 집현전의 활동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15세기 유라시아 대
륙의 동쪽에 있는 조선에 세워진 집현전은 어떤 일을 했고, 오늘 학술 주제인 “집현”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의 목적과
활동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 그것은 고대의 부활 혹은 부흥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자신
들의 노력이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집현전에 모인 학자
들의 활동이 그들이 남긴 저술에만 국한된 것일까? 달리 묻자면, 그들이 저술과 활동이
역사와 문명에 남기고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이를테면 자신들이 남긴 저술과
작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후계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저술 활동을 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 단적으로 조선의 15세기를 서양 역사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부를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한글 창제라는 점에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조선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물음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학술 대회가 열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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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왕립 도서관과 국가이성
홍용진(고려대)

I. 들어가며
서로마 제국이 소멸한 이후 다양한 게르만 왕국들이 들어선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고급문화
나 고도의 지적 활동이 쇠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게르만 통치자들이 로마 문
화를 숭상하긴 했지만 이를 충분히 내면화하고 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계속 이어지는 크고 작은 전투와 폭력 사태들, 노르만인과 마자르인의 침입과 같은 상황은 차
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요구하는 지적 활동을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시기에 대
부분의 지적 활동은 성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세속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고 일반 평신도를 관리해야했던 재속사제들보다도 속세를 떠나 인적 없는 오지에 숨어들었던
수도사들이 서로마가 남긴 다양한 책들을 보관하고 또 이를 필사로 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 중세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11세기 이후로도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자들은 모두 성
직자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10세기에 형성된 봉건 사회의 이데올로기인 세 위계는 당대 라틴
기독교

사회의

구성원들을

‘기도하는

자(Oratores),

싸우는

자(Bellatores), 일하는

자

(Laboratores)’로 나누고 있었는데, 이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언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
를 의미했다. 언어와 영혼의 긴밀한 관계 아래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인 지식과 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자’, 즉 성직자의 활동과 결부되었다.
이 당시 속인들이 누리고 있던 언어 활동, 또는 지적 활동은 주로 구어에 의존하고 있었다.
속인 귀족이나 왕족들은 간단한 음악이 곁들여진 음유시인의 시 낭송의 주요 소비자층을 이루
었다. 물론 아인하르트가 전하고 있듯이 카롤루스 대제가 식사하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읽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성직자가 속어로 번역하여 낭송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문해력이 크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속인들이 다양한 속어로나마 문자 활동
을 즐기기 시작한 것, 즉 독서를 시작한 것은 대게 13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대귀족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장서(bibliothèque)를 두기 시작했으며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에는 꽤
많은 수의 귀족들이 유산목록에 고가의 도서들, 대부분 속어로 집필된 도서들을 기록으로 남
기고 있다. 이 당시 책은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다. 14세기 초 파리 대학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교과서가 당시 임노동자의 45일치 임금에 달했고 화려한 채식화가 곁들여진 육중한 수서본은
웬만한 대저택 한 채의 값과 맞먹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으며 귀족들 중에서
도 속어를 읽지 못하는 자들 또한 수두룩 했다. 따라서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는 일부 문
해력을 지닌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크게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책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세 프랑스 책의
역사를 집필한 에지오 오르나토와 카를로 보졸라의 연구는 14세기 후반에 도서 생산량이 14
세기 전반기에 못지않게 생산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347~50년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특히 죽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닥쳐왔다는 점에
서 도서생산의 규모 유지는 매우 유의미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14세기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
로 왕실 도서관이 등장하였다. 발루아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장 2세(Jean II. 135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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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테궁(Palais de la Cité)에 본격적인 왕실 장서를 구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뒤이어
즉위한 샤를 5세(Charles V, 1364-1380)는 필리프 2세 당시 파리 서부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인 루브르(Louvre) 성의 한 구역에 왕실 도서관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시기가 프랑스 왕권으로서는 매우 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이로부터 일단 회
복되어가는 시기였다는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안정과 평화를 요구하는 도서관이 당대에서는
내전과 봉기, 그리고 지속적인 잉글랜드와의 전쟁 위협의 과정을 거치며 구축되었다. 본 발표
문은 14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왕실 도서관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프랑스 국가체제(State
system)의 정치문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샤를 5세의 문화전략과 왕립 도서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샤를 5세는 1367년에 루브르 성에 최초의 왕실 도서관을 설치했다.
공식적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기원이 되는 이 도서관에 총 965권의 수서본을 비치했
으며 1368년에는 질 말레(Gilles Malet)라는 이름의 사서를 고용하여 도서관을 관리하도록 했
다. 각종 연대기와 백과사전, 시도서와 다양한 형식의 성경, 성인전과 종교 서적, 아리스토텔
레스 실천철학(정치학, 윤리학, 수사학) 관련 서적, 보감(miroir au prince)과 같은 정치윤리
서 등이 이 도서관을 가득 채웠으며 1380년 샤를 5세가 사망할 때에는 총 1,200여 권 이상으
로 그 수가 증대되었다. 샤를 5세는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뿐만 아니라 라틴어 책을 프랑
스어로 번역하는 데에도 큰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번역사업 후원은 이미 선대왕
인 필리프 6세(Philippe VI, 1328-1350)와 장 2세(Jean II, 1350-1364) 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신학자 니콜 오렘(Nicole Oresme)으
로 하여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번역하도록 후원하였고, 이로써 당대 프랑스어에 없던 새
로운 학문적 어휘가 창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때에 이르러 중세 유럽 속어로는 최초로
일인지배정(monarchie), 민주정(démocratie), 과두정(oligarchie)과 같은 정치철학 어휘가 만
들어졌다.
사실 이 시기는 왕이 도서관에서 홀로 앉아 편안하게 독서에 매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
다. 1337년부터 시작된 잉글랜드와의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1340년
대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초기 전장에서 프랑스는 연패의 늪에 빠졌다. 1341년 슬라위
스 해전 패배와 1346년 푸아티에 전투 패배에 뒤이어 1347년에는 칼레시가 함락되었다. 이후
흑사병의 발발로 전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왕실에서도 필리프 6세의 왕비
였던 잔 드 부르고뉴와 세자비였던 본 드 뤽상부르(구테 폰 룩셈부르크)가 흑사병의 희생양이
되었다. 1356년에 잉글랜드 세자 웨일즈공 에드워드의 원정이 다시 시작되었고 푸아티에 전투
에서 패배한 프랑스군은 국왕 장 2세를 포로로 내주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신분회의
(États généraux)를 통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리 부르주아들의 봉기가 발
생하는가 하면 귀족들을 대신하여 왕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한 부농들(laboureurs)의 봉기
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은 장 2세의 귀국을 조건으로 막대한 영토 양
도 및 배상금 지불을 조건으로 한 1360년 브레티니 조약으로 일단락되었다.
1364년 즉위한 샤를 5세는 5년의 기간 동안 왕권의 재건에 몰두했다. 해산되지 않은 용병
대의 비적행위를 소탕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가 하면 불안정했던 발루아 왕조의 정통성과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해 나갔다. 이에 따르면 성유병 설화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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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프랑스왕만의 특별한 은총과 신성한 혈통이라는 자연이 축성식을 통해 결합하면서, 프랑
스 왕은 ‘연주창 치료’라는 신비로운 능력을 부여받았다. 또한 삼위일체와 성모마리아를 전유
하면서 왕실 문장을 푸른 바탕의 세 송이 백합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전사-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기에 스스로를 박식한 왕, 현명
한 왕으로 선전하였다. 그가 루브르에 마련한 도서관은 이러한 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물질
적으로 구현한 공간이었다. 그는 대귀족을 모아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과 정치 윤리서 등을
읽어나가는 독서회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이는 왕국 내 유력자들을 상대로 문화자본을 과시함
으로써 상징권력을 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스스로 학문에 정진하여 현명함을 갖춘 군주라는 이상은 매우 익숙한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5~10세기 동안 끝없는 대내외적 전란 상황에 처해 있던 서유럽
에서 군주의 덕목은 학문보다는 전장에 더 필요한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12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명한 군주’라는 이상이 기독교적 정치사상에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던 헨리 2세 당시에 집필된 존 오브 솔즈베리(John of Salisbury)의 『정치체권
력론(Policraticus)』은 당대 서구에서 독단적인 왕권 행사를 경계하며 정치공동체의 여러 구성
원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특히 그는 군주가 ‘왕관을 걸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해져야 하며 이 현명함은 바로 많이 공부하고 배운 성직자들의 조언에서 유래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존 오브 솔즈베리는 이제 군주는 뛰어난 전사로서의 기질뿐만 아니라 현
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형
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명한 조언자인 성직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그
가 주장하는 ‘현명한 왕’은 13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던 성직자지배론(theocracy)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지혜의 근거와 원천은 어디까지 신적인 것에 있는 만큼 세속 권력자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직자를 통해서만 다가설 수 있었다.
이와 달리 14세기 후반에 샤를 5세가 보여주고 있는 ‘현명한 군주’의 모습에는 성직자의 개
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치세에 그를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채식화는 도서관에서 홀로 독
서하며 사색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경과 정치사상서 등 군주를 위한 주요한 책들
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만큼 그는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설명해 줄 성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이는 13세기까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교황과 교회 중심의 성직자지배론에 균열을 일
으킨다. 하지만 이처럼 탈교회적 성향의 논리가 성경이라는 보편적 준거를 벗어나는 것은 아
니었다.

13세기

초

필리프

2세(Philippe

II,

1180-1223)는

‘가장

기독교적인

왕(rex

christianissimus)’이라는 칭호를 내세우며 교황의 대의에 충실한 세속군주임을 표방했고, 루
이 9세(Louis IX, 1226-1270)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상에 공감하며 청빈과 겸양을 실천하고
십자군에 두 차례나 참전했다. 그는 왕국의 재판권을 통합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제2의 솔로몬
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수사는 14세기 발루아 왕조에 이르러 새로운 의
미를 획득하는 듯이 보인다. 일단 이와 관련하여 장 2세와 샤를 5세가 주문하고 소장했던 프
랑스어 성경의 구조를 눈여겨 볼만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장하고 있던 성경은 예수를 기준
으로 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있기 때
문이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장 2세(Jean II, 1350-1364)와 샤를 5세는 교황이라
는 직책이 없던 시기에 신의 소명을 받은 군주라는 의미로 솔로몬을 부각시키고 있는 듯이 보
인다.
샤를 5세는 전사의 이미지가 아닌 지식인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당시에 급증하
고 있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독서문화에서 일종의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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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걸쳐 13세기 말 이래로 개인 장서들을 꾸미기 시작한 유력 군주와 제후들 사이에서,
교회나 수도원 도서관이 아니라면, 샤를 5세가 구비해 놓은 막대한 장서를 능가하는 자는 없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식과 현명함이라는 개인적인 성향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구현한 도서
관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대에 크게 실추되고 위기를 겪은 왕권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왕국 내 평화와 질서 회복,
그리고 잉글랜드에 대한 승리를 전제했다. 바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성
립되지 못했다.

III. 국가와 도서관: 가브리엘 노데
프랑스에서 왕립도서관은 15세기 말에 가서야 다시 한 번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간에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 예를 들어 샤를 6세(1380-1422)의 광기와 프랑스의 패배, 아르
마냑파 대 부르고뉴파 간의 내전, 잉글랜드에 의한 수도 파리 및 북부 지역 점령, 잔 다르크
의 활약, 그리고 샤를 7세(Charles VII, 1422-1461)의 승리와 영토 회복 등, 백년전쟁의 거대
하나 드리마가 끝난 이후라야 왕립도서관은 다시 재정비될 수 있었다. 그 사이 샤를 5세가 구
축했던 왕립 도서관의 꽤 많은 장서들은

잉글랜드나 부르고뉴 궁정으로 흩어져 갔다. 현재

대영도서관이나 벨기에 왕립도서관에 소장된 수많은 프랑스어 수서본은 이러한 도서약탈의 역
사를 보여준다. 백년전쟁 후 왕립도서관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루이 11세(Louis XI,
1461-1483) 시기에 재구축되었고 이후 이 도서관의 장서들은 건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항구적인 방식으로 이후 르네상스 군주들에게까지 이어져 갔다.
이 시기 도서관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바로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도입과 전 유럽적 차
원에서 이루어진 도서 출간 및 생산의 급증이었다. 식자층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구입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다시 식자층의 증대라는 되먹임작용을 일으켰다. 16세기 즈음에 책
은 유럽 교역에서 주요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샤를 8세(Charles VIII, 1483-1498)나
루이 12세(Louis XII, 1498-1515) 등은 왕립 도서관에 초기 인쇄본 도서(incunabula)를 장서
로 구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서 구비는 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이탈리아로 침공한 이들 두 프랑스왕은 이탈리아 남부를 장악했던 나폴리의 아라곤 왕가 도서
관이나 밀라노의 스포르차 공작 도서관에서 르네상스 예술품뿐만 아니라 이곳에 보관되어 있
던 귀중한 도서들을 약탈해 왔다.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를 프랑스에 도입
한 프랑수아 1세(François I, 1515-1547)는 1544년 파리 외에 별궁인 퐁텐블로에도 도서관을
지어 인문주의 관련 도서들을 소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당대의 저명한 인문주의자이자 그리
스문헌 전문가인 기욤 뷔데(Guillaume Budé)가 퐁텐블로 도서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샤
를 5세 당시 질 말레 이후 끊겼던 왕립도서관장직이 다시 부활을 의미했다. 그리고 1789년
대혁명 이후 프랑스 정치체제의 변동에 따라 왕립, 국립, 황립 등과 같은 명칭은 변경되긴 했
지만 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서관장직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후 16세기 후반 프랑스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으로 얼룩졌다.
왕권의 위기가 다시 한 번 찾아왔고 이러한 시기에 왕립도서관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되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저택이나 수도원 등에 분산 보관되기도 했다. 왕립도서관의 본격적인 발전
은 종교전쟁의 참화를 복구하고 등장한 절대왕정의 확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대의제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루이 13세(Louis XIII, 1610-1643)와 루이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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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XIV, 1643-1715) 정부는 왕립도서관을 크게 확충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재
무대신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의 역할이 컸다. 절대주의의 확립과 함께 왕립도서관은
보다 규모가 커지고 체계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경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쟁자는 바로 절대왕정을 구축한 정치 엘리트들, 즉 루이 13세 시기에 국정을 주도했
던 리슐리외(Richelieu)와 루이 14세 시기 초창기에 국정을 이끈 마자랭(Mazarin)의 사설 도
서관이었다. 특히 마자랭의 도서관은 현재까지 프랑스 한림원에 속한 도서관으로 별도로 운영
되고 있을 정도로 17세기 이후 왕립도서관과는 다른 별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더 흥미로운 점은 마자랭 도서관(Bibliothèque Mazarine)의 최초 사서, 즉 제1대 도서관
장(1642-1653)이었던 가브리엘 노데(Gabriel Naudé, 1600-1653)의 사상이다.
17세기 전반기에 이미 당대인들로부터 “프랑스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l'homme de
France qui avoit le plus de lecture)”으로 통했던 가브리엘 노데는 여러 유력자들의 개인
사서로 활동하는 한편 의학과 과학 등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여러 방대한 학문 성과들을 익혀
나갔다. 마자랭의 사서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왕립도서관장인 자크 뒤퓌가 주도하는 지식인
모임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며 당대 지식인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가 저술한 여러
주제의 저술들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책은 근대적인 공공도서관 사상의 기원을 이루는 『도서관
구축을

위한

제언(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1627)과

『정치서지학

(Bibliographia politica)』(1633)이다. 그는 이 저서들에서 체계적인 도서 분류법을 최초로 제
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공공대중에게 개방하여 여전히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지식
의 권위를 부수고자 했다. 즉 노데는 당시까지 성직자나 수도사들이 교회와 수도원 도서관에
독점하며 자신들만을 위해 활용하고 있던 도서와 그 안에 담긴 지식을 세속 지식인 대중에게
개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적 권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노데가 말하는 공공성은 바로 강력한 국가라는 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정치서지학』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와 관련한 서지학 또는 도서관학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의 공공성은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의 실행을 위해 유용한 책들의 목록작
성과 활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 공공 도서관과 절대주의 국가권력 간에는 긴밀
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진다. 전자는 후자에 필요한 지적 조언을 확보해주며 후자는 전자의 유
지와 확대를 지원해 준다. 이는 또한 ‘참된 지식’의 근원 또는 근거가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주
기도 한다. 보편적 진리를 담당하는 것은 이제부터 신과 성경이 아니라 도서관에 집적되고 집
중된 다양하고도 무수한 인간의 지식들이다. 노데가 볼 때 국가는 교회를, 도서관은 성경을
대체하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없었던 노데는 모
든 공공성의 담보하는 힘을 모두 당대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일임한다. 로베르 다미앙
(Robert Damien)에 따르면 이로써 공적 권력의 유일한 담지자인 국가는 모순, 또는 일종의
역설을 잉태하게 된다. 왜냐하면 절대주의 국가가 교회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지식의 사회적
공간, 또는 자율적인 환경을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교회의 통제를 벗어나 국가가 보장하는 공
공 도서관에 출입하는 신민(suejt)은 결국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citoyen)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가브리엘 노데는 이러한 모순과 변화를 목도하지는 못했다. 그의 시야에 들어와 있
는 구도는 지식과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교회와 국가’ 간의 대립이었다. 시민
권의 성격을 탐구하던 18세기 지식인들과 다르게, 그 또한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성격을 탐구
하던 17세기 동시대인들과 같은 인식틀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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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의 면모는 1639년 마키아벨리즘에 입각하여 저술한 또 다른 저작인 『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고찰(Considérations politiques sur les coups d’État)』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미
푸코가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에서도 주목한 바와 같이 쿠데타론이란 ‘의제적 인격체’, 즉
법인인 국가가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국가를 분열하고 해체하는 요소들에 대해 선악의 구분
없이 이른바 신적 폭력을 휘둘러야 한다는 논의이다. 노데의 생각에 대한 비약이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공중에게 열린 도서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무자비한 폭력과
앞뒤를 이룬다.

IV. 나가며: 국가 이성으로서의 도서관
에른스트 칸토로비치(Ernst H. Kantorowicz)에 따르면, 본격적인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
기 이전인 중세부터 정치공동체의 인격화가 기독교 신학의 논리를 전유하며 이루어져 왔다.
폭력과 재정의 독점을 두 원동력으로 삼는 국가 체제를 가상의 인격체로 보려는 근대국가의
논리는 15세기 초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머리 도시(ville capitale)’, 즉 수도라는 표현에서
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화의 논리는 17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와 잉글랜드에
동일하게 등장한다. 잉글랜드에서는 인격체로서의 국가를 ‘대문자 국왕(KING)’으로 여기면서
이에 반역을 저지른 ‘소문자 국왕(king)’인 찰스 1세를 처형했다. 반면 동시대 프랑스에서는
두 국왕의 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L’État, c’est moi). 이미 루이 13세 시기 리슐리외가
내세운 국가논리인 ‘국가이성(Raison d’État)’ 또한 이와 같은 국가의 인격화를 전제한다. 국
가의 머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성 작용, 그것은 노데가 지켜내고 싶은 국가의 존립만을 위해
작동한다. 실체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합이 아닌 그들을 뛰어 넘는 또
다른 수준의 존재다. 탄생과 사망이라는 변화를 겪는 존재가 아닌 일단 확립되면 영구적이고
도 규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허구로서의 존재다.
이 국가라는 존재는 스스로의 존립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모든 지식의 총합과 활용, 즉
통계학이라 불릴 국가학(statistics)은 국가 이성의 주된 기능이 된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말
하고 있듯이 모든 정보를 신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일부는 비밀의 영역으로 감춰지고
일부는 공개의 영역으로 열린다. 도서관은 바로 후자의 영역을 담당한다. 국가에서 발간되는
모든 문헌들에 대한 통제권과 보유권을 지니는 근대 도서관은 바로 국가체제 및 국가이성이라
는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14세기에 샤를 5세가 내세운 ‘현명 왕(rex sapiens)’이라는 프로파
간다는 3백여 년이 지나 국가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국가(state)라는 레비아탄
(Leviathan)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 폭력과 재정뿐만 아니라 지적 영역까지 독점하는 최상의
권력이 되고자 했다. 콜베르가 조직한 수많은 아카데미들은 이러한 활동의 또 다른 측면을 이
루는 것이 아닐까? 노데의 논의가 과연 콜베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천착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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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세기의 한글 전파 양상에 대하여
김성규(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 궁금증의 출발
세종25년 12월(1443년) 한글이 완성되었을 때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또는 한글의
구성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으리라는 점 하나는 확실하다. 실제로 어떠한 창제 과정을 거쳤는지
는 알 길이 없지만 세종의 머릿속에 있던 한글은 한 개인의 머리에서 나와 구체적인 문자로
실현되었고, 그러한 실현 초기에는 왕자와 집현전 학자들을 포함한 적은 수의 사람들만 한글
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집현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든 세종28년 9월(1446년)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사람만 알던 새로운 문자는 제도에 의해서 또는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이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한글이 되었다.
여기서 떠오르는 궁금증은 한글 창제 초기에 완전히 새로운 이 문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전파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안병희
(1985:819)에서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한글이 시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
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세종실록》 악보(권140-145 성종3년/1472년)의 ‘용비어천가’ 한글
가사의 표기에 상당한 오자가 발견되는데 이는 한글 가사를 실록에 옮겨 쓴 사람이 한글을 잘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16세기에 들어서야 지방에서 새로운 한글 문헌이 간행되므로 15
세기 말까지는 한글 보급이 지방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에 언문 투서 사건 주모자 색출을 위해 서울에 사는 한글 해독자의 필적을 조사했다는
사실로 16세기 들어설 때까지 서울에서도 한글보급이 미미했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1527년
최세진이 《훈몽자회》에 언문자모를 실으며 시골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는 이가 많다고 하였으므
로 이때까지는 한글이 지방에 광범하게 보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편 16세기 후반에는 ‘순천김씨언간’을 비롯하여 여성에 의한 한글 편지가 성행한 사실로 미루
어 16세기 후반에는 지방까지도 광범위하게 한글이 보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글 전파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당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최세진이 지방에 한글을 모르는
이가 많다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책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훈몽자회》를 통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것이므로 책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1520년대에 지방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을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지방에서 여성이 한글로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도 그 지방 사람들
이 거의 모두 한글을 해독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종이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사
람 역시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한글이 16세기 후반에는 지방에
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고 할 때, ‘광범위’를 ‘매우 많은 사람에게 전반적으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바로 이 의문이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궁금증의 출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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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자의 사용에 대한 세종의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어린
百姓’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 국민’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글자’는 종이나 책이라는
매체 없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의 ‘어린 백성’일 수도 있는 것이다.

2. ‘諺文’ 文解率
2.1.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과 문맹
지금까지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애민 정신, 훈민, 유교 질서 확
립, 한자음 정리,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1) 그러나 김영명(2013)에
제시된 견해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 당사자가 밝힌 창제 목적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2) “나랏
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디 아니 이런 젼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내 이 위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자 노니 사마다  수 니겨 날로 메 便安킈 하고져  미니라”에서
‘니르고져  배’가 있지만 ‘제 들 시러 펴디 몯’하는 ‘어린 百姓’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은 ‘어린 百姓’을 어떤 부류로 생각했을까? 만약 이 부류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전체에 해당한다면 세종의 꿈이 실현되는 데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야 한다.
이 문제와 앞에서 제시했던 ‘궁금증’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한글
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5세기와 16세기의 한글 文盲率 또는 한글
文解率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당시의 한글 문해율을 추측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현재를 출발점으로 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逆視的 方法의 접근을 해 보기로 한다.

2.2. 15∙16세기 언문 문해율 추정
2008년에 이루어진 국립국어원의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에 의하면 기본적인 문맹률은
1.7%로 98.3%의 문해율을 보인다. 그리고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 13세 이
상 인구의 문맹률은 27.9%로 72.1%의 문해율을 보이고 있으며(인구주택국세조사) 1955년 12
세 이상 인구의 22.3%가 문맹이었으므로 77.7%의 문해율을 보인다(간이총인구조사). 그러나
1930년에

이루어졌던

‘인구총조사(조선국세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한국인(조선인)

13,613,178명3) 중 국문을 아는 사람은 4,088,249명으로 약 30%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 중 중요한 자료는 1930년의 문맹률 조사 결과인 문해율 30%라는 수치인데, 다음 자료
에서 12세 이상의 한국인(조선인) 가운데 “가나와 국문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와 “국문만 할
수 있는 자”를 합산한 결과이다.

1)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 등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김영명(2013), 조재형(2015), 한재영(2017)에 자
세히 분류가 되어 있다.
2) 김영명(2003)에서는 애민 정신과 훈민은 사회정치적 차원의 목적이고, 한자음 정리는 언어문화적 차
원의 목적이며, 그 외의 ‘왕조 정당성 홍보, 유교 국가 건설, 불교 진흥’ 등은 한글의 쓰임새인 것으
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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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가
나
와
국
문
을
읽
고
쓸
수
있
는
자

가
나
만
할
수
있
는
자

계
6
7
8
9
10
11
12
13
14
15-19
20-24
25-39
40-59
60이상
계
6
7
8
9
10
11
12
13
14
15-19
20-24
25-39
40-59
60이상

인구(명)

일본인

조선인

1,420,840
6,393
27,541
53,223
74,324
77,534
74,614
74,829
81,783
75,157
316,741
214,189
271,230
67,576
5,706
395,571
4,811
10,593
10,866
10,158
9,626
8,060
8,008
7,580
7,849
42,464
63,337
122,303
79,484
10,432

32,714
34
84
153
182
200
197
246
384
496
3,511
4,405
15,475
6,966
381
386,979
4,776
10,504
10,732
10,020
9,438
7,918
7,817
7,358
7,545
40,686
61,782
119,602
78,519
10,282

1,387,276
6,356
27,454
53,063
74,127
77,317
74,401
74,569
81,383
74,649
313,133
209,619
255,435
60,458
5,312
6,297
31
83
121
121
181
131
175
194
267
1,432
1,071
1,727
631
132

연령

국
문
만
할
수
있
는
자

가
나
와
국
문
을
둘
다
못
하
는
자

계
6
7
8
9
10
11
12
13
14
15-19
20-24
25-39
40-59
60이상
계
6
7
8
9
10
11
12
13
14
15-19
20-24
25-39
40-59
60이상

인구(명)

일본인

조선인

3,159,738
8,227
19,129
26,886
25,623
28,597
34,322
44,022
56,300
61,593
376,863
390,511
1,023,303
813,439
250,923
16,082,156
522,423
458,043
463,247
410,296
352,350
319,503
301,013
329,452
313,700
1,371,007
1,125,289
2,712,210
2,436,527
1,019,189

107,323
7,541
782
240
189
98
69
71
68
102
515
497
1,766
5,839
3,212

3,156,408
8,220
19,121
26,873
25,608
28,586
34,309
44,007
56,266
61,552
376,484
389,969
1,021,835
812,731
250,847
15,888,127
514,086
456,629
462,349
409,514
351,750
318,912
300,431
328,720
312,679
1,360,890
1,110,884
2,674,443
2,416,122
1,015,131

<1> 1930년 문맹률 조사 결과(국가통계포털자료)
1443년 이전 0%였던 한글 문해율은 1443년 1명을 시작으로 30%까지 이르는 데 480년 이
상이 걸렸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세는 전반적으로 교육 기관을 통한 의도적 한글 교육 없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증가세로 이해할 수 있다.

1930

인구
통계

3)

연령
계
0-5
6
7
8
9
10
11
12
13
14
15-19
20-24
25-39
40-59
60이상

인구(명)
21,058,305
3,947,907
541,854
515,306
554,222
520,401
468,107
436,499
427,872
475,115
458,299
2,107,075
1,793,326
4,129,046
3,397,026
1,286,250

일본인(명)
527,016
86,334
12,351
11,370
11,125
10,391
9,736
8,184
8,134
7,810
8,143
44,712
66,684
136,843
91,324
13,875

조선인(명)
20,438,108
3,855,587
528,693
503,287
542,406
509,370
457,834
427,753
419,182
466,563
449,147
2,051,939
1,711,543
3,953,440
3,289,942
1,271,422

<표> 1930년 인구 통계(국가통계포털자료)

- 129 -

이러한 증가세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한글 문해율 변화
표의 1955년과 1960년의 문맹률 조사 결과를 보면 문해율이 70%대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는 아무래도 현대적인 초등교육 기관을 통한 한글의 전파와 193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진
문맹퇴치 계몽운동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4) 1955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과
정에서는 문해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통계적인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해당 시기
에 70%대였다는 정도로 보아도 될 것이다.
여기서는 표에 보이는 1930년 30%라는 수치와 1443년의 0%를 직선으로 연결하였지만
1930년 이전에 더 낮았을 수도 있다. 또한 한글 창제 초기에 제도 정비나 활발한 출판으로
한글 보급률이 자연스러운 기울기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예상 그래프 선3). 1930년 이전
에도 새로운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성경의 번역 출판으로 한글 보급이 더 활발하게 되었는
데(이상일 2017) 그것이 전반적인 한글 문해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위 그래프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바로 15세기와 16세기이다. 그래프의 <예상1>을 따른다면
16세기 말에도 10%내외 정도만 한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광범위한 전파와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권태환·신용하(1977)의 추정에 의하면
1392년 조선의 인구는 5,549,000명 정도였고, 1519년은 10,469,000명, 1590년은 14,039,000
명 정도였다고 한다. 위 표와 이 인구를 결합해서 1519년 조선 인구의 약 5% 정도가 ‘언문’
을 해독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시 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50만 명 정도가 그에 해
당했을 것이다. 또한 1590년의 경우 약 7%로 잡는다면 14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100만
명 정도만 ‘언문’을 해독할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하게 된다.5)
다음 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핀 15세기와 16세기의 언문 문해율 또는 언문 문맹률을 바탕으
로 한글의 전파와 관련 있는 각종 기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기로 한다.

4) 그렇지 않다면 현재 ‘예상2’ 정도의 종착점 정도에서 문해율에 그쳤을지 모른다.
5) 그래프의 1930년도 이후 통계는 12세 또는 13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수치이고 16세기 인구
는 그 이하의 연령대도 포함했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16세기의 문해율을 조금 더 높게 잡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높게 잡아도 결국은 30%를 넘을 수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논지에 영향을 주지
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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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의 전파
3.1. 계층 및 신분에 따른 전파
한글이 만들어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를 향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
서는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의 중심이 국정에 있으므로 궁 밖
에서 일어난 문자 생활에 대한 기록은 소장을 내거나 上言을 올려 그것을 조정에서 논의한 경
우에 한정된다(백두현 2004). 그러므로 실록은 문자 생활 확인 자료로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록의 기사를 통해서 제도나 교육을 통해 한글을 전파하려는 의도적 노력은 확
인할 수 있다.6)
우선 왕과 가장 가까운 왕실의 훈민정음 창제 초기 한글 전파 상황을 살펴보자.
실록
세종26년2월(1444)
세종26년2월(1444)
세종28년10월(1446)
세종28년10월(1446)
세종31년7월(1449)

내용
운회 번역
최만리 반대 상소문
의금부 유시 언문 글 보임
정창손 등 석방 관련 언문서
석보상절 간행
大學衍義의 어조사를 諺字로 써서

관련 왕실 인물
진양대군/안평대군
동궁
수양대군
수양대군
수양대군

문종즉위12월(1450)

宗室 가운데 文理가 통하지 않는

동궁시절

문종1년11월(1451)
단종1년4월(1453)
단종1년4월(1453)
세조4년8월(1458)
세조11년9월(1465)
세조14년2월(1468)

자를 가르치려 함.
김경재 딸 시집 관련 언문 편지
阿之 관련 언문
숙혜옹주 모친 간호
김분 김인의 옥사
궁인 덕중 언문 편지
언문 御馬法 내어 읽음
월인천강지곡 언문 가사 8妓에게

양녕대군
혜빈/내전
혜빈
중궁
귀성군 이준/임영대군 이구
영순군 이부

세조14년5월(1468)
성종1년3월(1470)
성종7년1월(1476)
성종8년3월(1477)

부르게 함
옹주 모녀 송사
대왕대비 정무에서 물러나고자 함.
중궁 폐하는 문제

영순군 이부
내전/숙선옹주
대왕대비
권숙의

<3> 훈민정음 창제 초기 왕실 한글 전파
위 기록을 볼 때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 분명하게 왕자들은 한글을 알고 있었고, 이어서 왕
비 등 내전 및 종실에도 퍼져나갔음이 확인된다. 세종 당시 왕자들의 경우는 한글 창제 과정
에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그 외의 왕비 등은 궐내에서 자연스럽게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료사회의 한글 전파에 대해 살펴보자.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에 의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 후 훈민정음 사용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보이
지 않는다.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한글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
되었다. 세종 26년에는 吏胥 10여명에게 문자를 익히도록 하였고(최만리 상소문), 吏胥를 선
발할 때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였고(세종 28년 12월/1446년), 함길도 및 각 관아의 이
6) 백두현(2004)에서는 한글 전파 과정을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의 한글 교육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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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하라는 명을 내렸고(세종 29년 4월/1447), 예조에서 進士의 試
取 조건으로 《동국정운》을 언급한 일이 있으며(문종 2년 4월/1452년), 문과 초장에서 《훈민정
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을 講하기로 한 기록(세조 6년 5월/1460년)이나, 매 式年 講經할
때 4서를 강하고,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을 시험하도록 한 사실(세조 6년 9월
/1460년) 등이 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운회 번역(세종26년 2월/1444년), 반대 상소문(세종 26년 2
월)7), 훈민정음 해례본 완성(세종 28년 9월 29일/1446년) 등이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고 10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간의 죄를 언문으
로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냈다는 것은(세종 28년 10월 10일) 의금부와 승정원에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세종 28년 12월에 이조에 傳旨하여
이과와 이전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 보도록 한 것은 이조에서 벌써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종 29년 10월 16일조에 의하면 書筵官이 열 사람인데 “언문과 의
서를 제하면 겨우 신 등의 여섯 사람이”이었으므로 언문을 담당한 서연관은 적어도 1명 많으
면 3명이 있었다고 하겠다. 세종 30년에 동국정운을 제도와 성균관과, 사부학당에 頒賜하였는
데, 여기에는 동국정운 안에 있는 한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문종 때는 예조에서 진
사의 시취 조건으로 동국정운에 대해 거론하였다(문종1년 11월 1451년). 이후에도 승정원, 예
조, 의정부 등 기관에서 훈민정음 즉 한글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발견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되었으
며, 신료들 역시 그러한 움직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다함
(2009)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훈민정음 창제와 《훈민정음 해례본》 제작 작업에 관여한 사람들
을 제외한다면, 한글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된 부류에 신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고 經
史에 밝은 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김인회(2012)에서는 경서 번역을 포함한 두시
언해 등 상당수의 번역서는 사대부를 위한 것이었으며 동국정운을 비롯한 운서의 한자음은 사
대부들에게 중요한 정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사대부도 적극적인 한글 사용자층이었음을 밝히
고 있다. 그동안 훈민정음 창제 이후 새로운 문자사용 층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주목을 받아
왔다.8) 그런데 여성은 자연적인 한글 전파의 대상이었고, 제도를 통한 한글 보급의 중요한 대
상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 비해서
는 한글 문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부류는 다른 계층이나 신분에 비해 한글 문해율
이 높았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만큼 책이라는 매체와 가깝고 제도에 의해 한글을 습득하도록
유도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왕의 주변에 있는 환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신하들의 진언을 대상
으로 채용할 만한 조건을 환관에게 명하여 옮기어 베끼게 한 경우도 있으나(세종 8년 5월 11
일/1426년),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보게 하려는 뜻을 승지에게 이르면서 “대저 군주가 대신을
접견하는 날은 적고, 홀로 近臣과 더불어 모든 정무를 출납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데, 하
물며 환관을 시켜 출납시키겠는가. 이것은 후손에게 보이는 도리가 아니다. 하물며 이 무리들
은 문자를 알지 못하니 출납할 즈음에 자못 틀리게 되는 실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또한 옳
겠는가(세종 24년 6월/1442년).”라는 말에서 보듯이 세종은 환관이 문자를 모른다고 짚고 있
7) ‘韻會’를 번역하라고 명하고 곧이어 4일 후에 최만리 등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훈민정
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정음 27자’로 기록된 것이 공식적인 ‘훈민정음
28자’와 차이가 날뿐이다.
8) 여성의 한글 사용에 대해서는 이경하(2003), 김무식(2009), 백두현(2004)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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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후에 대간의 죄를 언문으로 써서 환관 김득상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한 일이 있는데(세종28년 10월 10일/1446년), 이 자체는 환관이 언문을 안
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의정 하연 등을 빈청에 불러, 환관 김득상과 최읍으로 하
여금 언문서 두어 장을 가지고 오게 한 뒤, 史臣을 물리치고 비밀히 의논하였다(세종30년 7월
/1448년).”라는 기사를 보면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한글을 모르고서는 해당 언문서를 찾
아서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 시기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大內에서 나
온 언문 서간을 환관 안중경과 형방 승지 강자평에게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서 번역하게 하였
는데, 일이 비밀이었으므로 아는 자가 없게 하였다.(성종 13년 6월/1482년)”라는 기사에는 환
관이 언문을 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환관들의 한글 습득은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측된다.
한편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궁녀 중에는 한글을 터득한 경우가 있음
을 “房子 卜德이 房子 加知와 重非, 者今이 청하는 사연을 듣고 언문으로 그 情을 글로 써서
외방에 통하게 하고자 하였고, 그 답서가 이르면 이들을 위하여 풀어서 설명하였는데(단종 1
년 5월/1453)”와 같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한 시녀가 혜빈에게 언문으로
보냈다는 기사(단종 1년 4월/1453년)에서도 궁녀가 한글을 쓸 수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최만리의 상소문은 胥吏와 匠人들이 《훈민정음(해례본)》이 나오기도 전부터 한글을
접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附會
하여 工匠 수십 인을 모아 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세종 26년 2월
/1443년)
이 외에 불경의 언해로 인해 초기 한글습득자 부류에 승려가 들어갈 수 있으며 궁중에서 연
주를 하는 기녀들도 한글을 습득했다는 사실이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2) 임금이 思政殿에 나아가 종친·재신·제장(諸將)과 담론하며 각각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영순군 이부에게 명하여 8기(妓)에게 언문 가사를 주어 부르도록 하니, 곧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었다.(세조 14년 5월/1468년)
이상에 보인 신분 계층의 사람들은 왕의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습득하거나 공적인 영
역에서 제도에 의해 한글을 습득한 부류이다. 이들 신분 또는 계층의 한글 문해율은 전국 평
균보다는 당연히 높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궐 밖의 한글 전파 상황은 어떠했을까? 자연적 전파는 그 양상을 파악하기 어
렵다. 성종 8년(1477년) 내전에서 나온 언문과 관련하여 문초를 할 때 윤구의 아내나 이길분
의 첩은 언문을 모르며, 그렇게 모르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반면에 성종 13
년(1482년)의 “제안대군의 아내 박씨와 시비의 동침 건”이나 성종 21년(1490년)의 “수춘군 이
현의 아내가 쓴 언문”을 보면 종실 여성들이 한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이경하 2003). 아무리 지체가 높은 집안이라도 여성들 가운데 한글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
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언문 투서와 관련된 다음 기사는 저자 거리의 한글 전파 정도를 짐작케 해 준다.

- 133 -

(3) 이덕량 등이 아뢰기를, “철물전과 면주전 사람이 저자 옮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
마땅히 먼저 이 두 전에 나와 장사하는 사람들을 국문하여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
를,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붙잡아서 다스리게 하라.”하였다. 이 일에 관련되어 갇힌
자가 79명이나 되었다.(성종 16년 7월 / 1485년)
(4)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갇힌 사람 가운데 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민시·나손·심계동·
유종생 등 16인의 같은 당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풀어서 보내 주도록
하라.” 하였다.(성종 16년 9월 / 1485년)
위 기사에 의하면 서울의 저자에서 잡아들인 79명 중 16명만 한글을 해석할 수 있었다. 훈
민정음이 만들어지고 40년이 지난 서울 저자거리의 한글 전파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
사는 <2>의 ‘한글 문해율 변화’를 참조할 때 한글의 전파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 당
시는 한글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회였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기사
에 보이는 시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5) 청컨대 典校署로 하여금 傳旨를 寫印토록 하여 한성부와 모든 도의 여러 고을에 이
를 반포해서 관문과 방시(坊市)·촌락·여항(閭巷)에 걸어두도록 하여 위로는 크고 작은
朝臣으로부터 아래로는 궁벽한 곳에 사는 작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상께서 백성
을 인도하는 지극한 뜻을 알지 아니함이 없게 하여, (중략) 임금이 한글[諺字]로 번역
하고 인출을 해서 中外에 반포하여 婦人과 小子들까지도 두루 알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성종 3년 9월 / 1472년)
일단 이 기사의 시각은 한글로 써서 걸어두면 읽고 알리라는 ‘착각’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한글을 써서 걸어두면 언문을 터득한 사람들이 읽고 뜻을 풀어서 전달하리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에 기반을 둔 시각이었을 것이다. 한글 창제 전이기는 하지만 세종이
한문으로 《삼강행실도》를 펴낼 때 했던 고민이 한글 창제 이후의 기사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 실제로는 한글 문맹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러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三綱行實》’이라 하고, 인쇄하여 널리 펴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 여염집 부녀들까지도 모두 쉽게 알기를 바라노니, 펴 보고 읽는 가
운데에 느껴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인도하여 도와주고 열어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움됨이 조금이나마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
록 나누어 주었을지라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
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오.(중략) 서울의 한성부 五部와 외방의 감사·수령
은 널리 학식이 있는 자를 구하여 두터이 장려를 더하도록 하되, 귀천을 말할 것 없
이 항상 가르치고 익히게 하여, 부녀까지도 親屬으로 하여금 정성껏 가르쳐 분명히
깨달아 모두 다 알도록 하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아침에 더하고 저녁
에 진취하여(세종16년 4월27일 14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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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와 관련하여 책이나 방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상정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위 세종16년 기사의 “인쇄하여 널리 펴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 여염집 부녀들까지도 모두 쉽게 알기를 바라노니”라는 표현이나 성종3년 기사의 “婦
人과 小子들까지도 두루 알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修辭
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지만,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수사라고 할지라도 이 표
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였다. 책이라는 매체, 문자라는 매체를 접할 수 있
는 백성이 어린 백성에 해당된다고 하면 과언일지 의문이다.

3.2. 지역적 전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한글이 지방에까지 전파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는 다음 그림처럼
파동과 같이 이해하기 쉽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부터 빨리 강하게 전파되고 먼 곳에는 늦게
그리고 약하게 전파되리라는 가정이다.

<4> 한글전파(파동)
물론 중앙 지역에서 자연스러운 한글 학습이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 그
이웃지역으로 한글 학습이 퍼져나간다고 볼 수 없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가 이루어졌다
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한글 해독자의 비율도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어떤 지역에서 한글 해독자가 있다고 하여, 서울에서 그 지역까지, 또는 그 지역에 전반적
으로 한글 해독자가 다수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두현(2001)에서는 성종 3년(1472)에 한글 교서가 중외에 반포되어 시골 변방에 이르기까
지 한글이라는 존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의 ‘한글 문해
율 변화’를 참고한다면 그때 전국적으로 2~3% 정도밖에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
되므로 해당 교서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관리나 아전, 유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이9) 이
해하고 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는 김종직의 어머니와 아내가 1468
년에 합천에서 김종직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이두문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지방 거주 사대부가
의 부녀자들도 1460년대까지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참조가 된다
(안승준 1998 참조).10)
9)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하라는 명(세종 29년 4월/1447), 예조에서 進士의 試取 조
건으로 《동국정운》을 언급한 일(문종 2년 4월/1452년), 문과 초장에서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
무정운》을 講하기로 한 기록(세조 6년 5월/1460년)이나, 매 式年 講經할 때 4서를 강하고, 《훈민정
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을 시험하도록 한 사실(세조 6년 9월/1460년) 등을 볼 때 지방에서 이들
이 한글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10) 물론 이것 역시 개별적인 사례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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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두현(2001)에서는 ‘순천김씨언간(연대가 분명한 것은 1555년, 1569년), 신천 강 씨
가 순천 김 씨에게 보낸 편지(1594년 이전), 정철이 아들에게 쓴 편지(1571년, 1572년), 정철
이 부인에게 쓴 편지(1571년, 1573년, 1593년), 이응태 부인이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 편지
(1594년 이전), 김성일이 부인에게 보낸 편지(1592년)’ 등을 토대로 16세기 중엽 경에는 지방
사회에도 한글 보급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많은 언간이 16세기 중후반
에 걸쳐 나오므로 한글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언문 문해율을
토대로 생각할 때, 한글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은 사실이나 모든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전
반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안병희(1985)는 ‘순천김씨언간’ 등을 근거
로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한글이 시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을 것이라 짐작하
였는데, 서론에서 밝혔듯이 16세기 후반에 지방에서 여성이 한글로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도,
<2>의 ‘한글 문해율 변화’를 토대로 추정할 때 전국적으로 인구의 7% 남짓한 사람들만 한글
을 해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해당 지방 사람들이 거의 모두 한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고 상
정하기는 어렵다. 종이나 책이라는 매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매우 적었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중심지에서 산발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 중 하
나는 함길도 자제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라는 명(세종29년 4월 20일)이다. 이 명을
따랐다면 함길도 자제들은 서울에서의 거리와 상관없이 《훈민정음》을 습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해당 지역의 한글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房子들과 諺文을
주고받은 ‘小親侍 咸老와 富貴, 別監 須夫伊’가 함길도 부령진의 관노로 영구히 소속되는데
(단종 1년 4월, 단종 1년 5월 /1453년),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정황상 이들은 한글을 해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11) 이들 역시 함길도에 가서 자연스럽게 한글 전파자의 역할을 했
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16세기에 이루어진 한글 문헌의 지방 간행인데, 다음은 16
세기의 지방판 한글 문헌의 간행지를(이호권 2008 참조) 보인 지도이다.12)

11) 房子 加知와 重非, 者今은 한글을 몰라 房子 卜德이 편지를 써서 궁 밖으로 내보내고 답신이 오면
읽어서 풀어 주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소친시와 별감에 대해서는 누군가
‘복덕’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한글을 해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12) 특정 지역이 지목되지 않고 단순히 ‘황해도’와 같이 제시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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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세기 지방판 한글 문헌 간행지

지도에서 보듯이 16세기에 불경 등 언해서류를 포함한 한글 문헌의 출판이 지방 곳곳에서
이루어질 때 해당 출간과 관련된 사람들은 결국 그 지역의 한글 전파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출간된 책들을 많은 지역민이 직접 읽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나 문헌 간행과 관련된 匠人 등이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강하건 약하건 간에 한글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몇 예는 ‘한글의 전국적 보급’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단편적인 사례들에
불과하지만 한글의 전파가 중심지로부터 시작하여 중심지에서 먼 곳까지 파도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발원지
지역1
지역2
지역3
지역4
지역5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

제4시기

<6> 한글 전파 개념도
이 개념도는 지역에 따라 한글 전파의 시작이 있고 그것이 점점 퍼져 나가겠지만, 서울에서
부터의 거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때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나오는 ‘지방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구절은 제3시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제4시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순천김씨언간’ 역시 제3시기일 수도 있고 제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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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다. 제4시기라면 한글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제3시기라면 한글
이 지방에 지역적으로 전파되었다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지역적 한글 전파 양상과는 별개로 한글의 국외 전파에 대한 당대 사람
들의 인식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최만리 등의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7)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대국
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세종 26년 2월 /1444년)
한글 창제를 반대하기 위한 논거이기는 하지만,13) 한글이 창제된 후 그 내용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깃들어 있다. 한글이 국외로 전파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은 이
후에도 지속된다.
(8) 정세호가 아뢰기를, (중략) “요동에 이르러 혼자 방에 있는데 어떤 유생이 들어와서
한글로 자기 이름은 ‘주사’(周士)이고 자(字)는 ‘상지’(尙志)라고 썼습니다. 신이, 이것
이 무슨 글인가 하고 물으니, 㺚子의 글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누구한테 배
웠느냐고 물었더니 ‘그대 나라의 주양우가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장관 백
인형의 처소로 가서도 역시 써 보였다 합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숨기는 일은 작
은 일이라도 누설되어 전해지면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북경
으로 갈 때 이러한 일들을 누설함이 없도록 이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중종 34
년 11월 19일 / 1539년)
(9) 헌부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나랏일을 누설하
는 경우가 전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만일 금하지 않는다면 뒤의 폐단을 예측하기 어
려울 것입니다. 典籍 주양우가 중국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은 관계되는 바가 중
대하니 추국하여 엄중히 논죄하소서.” 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모든 우리나라의 일은
작은 것이라도 다른 나라에 전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전적 주양우는 우리나라의 한글
을 중국 사람에게 전하여 가르쳤으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추국하여 치
죄하시어 다음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주양우를 추문하게 하라.”
(중종 34년 11월 22일 / 1539년)14)
이 기사 내용은 훈민정음이 창제 후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한글 창제가 중국에
전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통해 한글
이 외국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다.

13)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이 구절과 함께 보면 글자 자체에 대한 논의로 비칠 수도 있지만 중
국에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한 점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세종과 최만리가 주고받는 내용에는
글자를 합해 만들었다는 점에 초점이 놓인다.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나오
지 않는다.
14) 주양우와 관련된 이 내용은 ‘중종 38년 6월 22일(1543년)’의 기사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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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銃筒謄錄은 국가의 비밀문서인데 (중략) 만일 간첩이 이를 훔쳐서 이로 인해 이익
을 삼는다면 東南의 害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諺字로 써서 베껴 내
외의 史庫에 각기 3건씩 수장하고, 홍문관의 3건은 臣(대사헌 양성지)이 굳게 봉한다
고 일컫게 하고, 그 漢字로 써서 베낀 것은 모두 불살라 없애게 하여 만세를 위한 계
책으로 삼도록 하소서.(세조 12년 11월/1466년)15)
그리고 1593년 선조의 諭書는 왜적에게 투항한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인데 언문으로
써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문에 서툰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으나
왜군들이 읽을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김봉좌 2013)”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당대 사람들은 한글이 국외에 전파된다는 사실에 부정적이었고, 그렇게 되지 않
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나오듯이16) 한글을 만들 때 다른 나라의 글자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외국에 전파되어서도 안 되고 전파되지도 않으리라고 판단
했던 것이다.

4. 궁금증의 해소?
김완진(1972)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서는 이번 논의의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창제자가 의식했던 목적, 훈민정음 자체의 역사적 사명은 분리해야
한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지닐 역사적 사명을 창제자 자신이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보장
은 없다. 지금과 같은 한글 시대가 당시의 세종 자신의 기대요 전망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세종이 설계한 민족의 문자생활이란 정음과 한자의 병용이었
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의도는 일반 서민들을 문자생활에 참여시키
는 데 있었다.
다시금 궁금증이 일어난다.
‘訓民’의 ‘民’ 그리고 ‘어린 百姓’의 ‘百姓’이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

참고문헌
강신항(2003),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권태환·신용하(1977),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관한 一試論, 東亞文化14, 서울대학교 동아문
화연구소, 317-320.
김무식(2009), 조선조 여성의 문자생활과 한글편지-한글편짓글에 반영된 조선조 여성의식과
문화(1), 인문학논총 14(2),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5.
김봉좌(2013), 조선후기 傳令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279-299.
김슬옹(2012),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공식문자론, 한글 297, 한글학회, 205-234.
김영명(2013), 한글 창제이 목적과 정치적 의미,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2(1), 한국동양정치
사상사학회, 63-86.
15) 양성지는 성종 9년 10월(1478년), 성종 13년 2월(1482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소를 올린다.
16) 오직 몽고·서하·여진·일본과 서번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夷狄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

- 139 -

김영수(2016) 세종대의 문화정체성 논쟁: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5(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31-66.
김완진(1972), 세종대의 어문정책에 대한 연구- 訓民正音을 圍繞한 數三의 課題, 성곡논총3,
성곡언론문화재단, 185-215.
김완진(1985),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9.
김인회(2012),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글 사용과 의미, 정신문화연구35(4), 한국학중앙연구원,
35-54.
김종명(2007),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6(10), 한국동양정
치사상사학회, 51-68.
백두현((2001),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193-218.
백두현(2004),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139-187.
백두현(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63-297.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동방학연구소, 793-811.
안승준(1998), 佔畢齋 金宗直이 어머니와 아내로부터 받은 편지, 문헌과 해석 5, 문헌과 해석
사, 42-49.
유미림(2005),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의 정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4(1), 한국동양정치사상
사학회, 131-153.
이경하(2003).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학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89-415.
이상일(2017), 한글 성경이 한국어 발달에 미친 영향, 한독문학번역역구소 24회 정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33.
이승희(2013),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한국문화 6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
학연구원, 301-325.
이현희(1990), 훈민정음,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615-631.
이호권(2008),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83-114.
임용기(1997),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창제, 나라사랑 94, 외솔회, 71-102.
정다함(2009), 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朝鮮에서의 漢語, 漢吏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269-305.
정달영(2007), 세종시대의 어문정책과 훈민정음 창제 목적,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7-30,
조병인(2019),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 형사학의 관점, 형사정책연구 30(4),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35-68.
조재형(2015),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고찰-세종 시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인문과
학연구 4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7-124.
한영우(1997), 조선시대 신분사연구, 집문당.
한재영(2017),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의 회고-창제 배경과 동기 및 목적 그리고 창제자를 중심
으로, 어문론집 72, 중앙어문학회, 71-124.

- 140 -

- 141 -

- 142 -

- 143 -

- 144 -

- 145 -

- 146 -

- 147 -

훈민정음과 집현전
황선엽(서울대 국문과)
훈민정음 연구 초기에는 세종의 명을 받아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명제설이
널리 유포되었으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고 세종의 친제로 봄이 타당함이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이기문(1992)에서 세종의 친
제설이 극명히 논의된 후 지금은 명제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병
희(2004)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훈민정음 자모 28자를 세종이 친제했다 하더라도 그 문자
를 운용하여 여러 서적을 간행하는 데 적용된 표기법 등의 전반적인 문자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 25
년 12월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 문헌 간행과 문자 운용 체계의 확립 과정에서 집
현전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다만 빈약한 사료를 바탕으로 논의
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그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웠고 여러 기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
을 추론해 보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집현전은 1420년에 경복궁 내에 설치가 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실록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3월 16일 갑신 1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집현전에 새로 영전사(領殿事) 두 사람을 정1품으로, 대제학 두 사람을 정2품으로, 제학
(提學) 두 사람을 종2품으로 두되, 이상은 겸직이요, 부제학(副提學)은 정3품, 직제학은 종
3품, 직전(直殿)은 정4품, 응교(應敎)는 종4품, 교리(校理)는 정5품, 부교리는 종5품, 수찬
(修撰)은 정6품, 부수찬은 종6품, 박사(博士)는 정7품, 저작(著作)은 정8품, 정자(正字)는 정
9품으로, 이상은 녹관(祿官)으로 하며, 모두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였다. 부제학 이하의
낭청(郞廳)은 10명을 두되, 품에 따라서 임명하고, 차례대로 가리어 전임(轉任)하며, 각 품
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5, 6품은 부검토(副檢討)를 겸임하였다. 又於經筵,
加設司經, 七品以下兼之,

각품의 차례는 다 본 품반(品班)의 머리로 하였다. 부제학의 서

열은 사간(司諫)의 위로 하였다. 박은·이원으로 영전사(領殿事)에, 유관·변계량을 대제학에,
탁신(卓愼)·이수(李隨)를 제학에, 신장(申檣)·김자(金赭)를 직제학에, 어변갑(魚變甲)·김상직
(金尙直)을 응교(應敎)에, 설순(偰循)·유상지(兪尙智)를 교리(校理)에, 유효통(兪孝通)·안지(安
止)를 수찬(修撰)에, 김돈(金墩)·최만리(崔萬理)를 박사(博士)에 임명하였다. 처음에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수문전(修文殿)·집현전·보문각(寶文閣)의 대제학과 제학은 2품 이상으로 임
명하고, 직제학·직전(直殿)·직각(直閣)은 3, 4품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러나, 관청도 없고 직
무도 없이 오직 문신으로 관직을 주었을 뿐이었는데, 이제에 이르러 모두 폐지하고, 다만
집현전만 남겨 두어 관사(官司)를 궁중에 두고, 문관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이에 채워서,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
비하였다.
○甲申/新置集賢殿領殿事二正一品, 大提學二正二品, 提學二從二品, 以上兼官。 副提學正
三品, 直提學從三品, 直殿正四品, 應敎從四品, 校理正五品, 副校理從五品, 修撰正六品, 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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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撰從六品, 博士正七品, 著作正八品, 正字正九品, 以上祿官, 皆兼經筵官。 副提學以下郞
廳置十員, 隨品差下, 以次選轉, 各品不過二員, 五六品兼副檢討。 又於經筵, 加設司經, 七
品以下兼之, 各品皆序本品班頭, 副提學班在司諫之上。 以朴訔、李原領殿事, 柳寬、卞季良
爲大提學, 卓愼、李隨提學, (申穡)〔申檣〕 、金赭直提學, 魚變甲、金尙直應敎, 偰循、兪尙
智校理, 兪孝通、安止修撰, 金墩、崔萬理博士。 初因前朝之制, 修文殿、集賢殿、寶文閣大
提學、提學以二品以上爲之; 直提學、直殿、直閣以三四品爲之, 然無官署職任, 唯以文臣加
官而已。 至是悉罷之, 只留集賢殿, 置司于宮中, 擇文臣有才行年少者充之, 專事講論經史,
以備顧問。

이 기사에 나타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1420년(세종 2)에 정해진 집현전 직제
명칭
영전사(領殿事)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직전(直殿)
응교(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품계
임명
인원
비고
정 1품
박은, 이원
2인
정2품 유관, 변계량
2인
겸관(兼官)
종 2품
탁신, 이수
2인
정 3품
종 3품
신장, 김자
정 4품
종4품 어변갑, 김상직
10인.
녹관(祿官).
정5품 설순, 유상지
각 품에
경연관(經筵官)
종 5품
2인을
을 겸임하도록
초과할
수
정6품 유효통, 안지
함.
없음.
종 6품
정7품 김돈, 최만리
정 8품
정 9품

집현전의 녹관은 처음에는 10인으로 정하고 각 품에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후에
는 (2)에 인용한 실록 기사의 내용과 같이 증원 혹은 감원되어 16인>22인>32인>20인 등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각 품에 2인을 초과하여 임명되기도 하였다.
(2)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1일 을해 5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자년(1420)에 비로소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관원 10명을 두었던 것을, 병오년
(1426)에 6명을 증원하였고, 을묘년(1435)에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의 편찬으로
인하여 다시 6명을 증원하였으며, 또 서연관(書筵官) 10명을 혁파하여, 합쳐서 모두 32명
이 되고 보니, 그 수효가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인원의 폐단이 없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12명을 줄여서 다만 20명만을 두고, 서연관은 녹관(祿官)이 아니오니 집현전과 기타의 관
원으로 적당히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吏曹呈啓: "庚子年始設集賢殿, 置員十人, 丙午年增置六人, 乙卯年因《訓義》修撰,
又增六人, 又罷書筵官十人, 合爲三十二人。 厥數猥多, 不無冗員之弊, 請汰十二人, 只置二
十。 書筵官, 旣非祿官, 以集賢殿及他官, 隨宜兼差。"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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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창제 시점인 세종25년(1443)1) 12월과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된 1446년 9월에도 이
20명의 인원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현전의 녹관 중 부제학이 가장 높은바 부제
학이 실제적으로 집현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창설 당시인 1420년 3월에
는 부제학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421년 7월에 가서야 신장(申檣)이 집현전 부제학으
로 임명이 된다. 이후로 부제학에 임명되거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실록에 나타나는 사람들
은 다음과 같다.
표2. 세종조의 집현전 부제학 역임자
1426.3
1421.11

신장

1422.윤12
신장
윤회

1425.7

1426.12
1427.3
1427.10

1430.1

1430.9

김효정

정인지

정인지

정인지

박서생

설순

권도(權蹈)

김상직

1434.8
안지

1435.3
안지

1435.6
안지

1438.7
안지

1439.6
안지

김돈

유효통

최만리

유효통

1432.1
설순

1432.4
설순

김효정

이선

1440.7
김빈

1441.11

1444.2

1448.5

최만리

최만리 사직

정창손

최만리

1428.12.

1431.10

설순

1439.12
김빈

부제학이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실록에는 부제학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
급한 것이 많은데 그 중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3)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유 5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계하기를,
"처음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할 때 전원(殿員)은 모두 각 품의 반두(班頭)에 서열하게 하
였는데, 오직 행수(行首)인 부제학(副提學)만 첨지돈녕(僉知敦寧)의 밑에 서게 하였습니다.
무릇 반에서의 예질(禮秩)이나 조정에 가는 의물(儀物)을 첨지돈녕의 예(例)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初置集賢殿, 殿員皆序於各品班頭, 唯行首副提學次於僉知敦寧之下。 凡隨班禮
秩及朝路儀物, 乞依僉知敦寧例

1) 세종 25년 12월은 양력으로는 1444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으나 관행적으로 1443년으로 기술하
고 있으므로 그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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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의 관원을 각 품의 반두(班頭)에 서게 하였는데 행수(行首)인 부제학(副提學)만 첨지돈
녕(僉知敦寧)의 밑에 서게 되어 있었으니 첨지돈녕과 같은 급으로 대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기록에도 각종 의례나 경연, 또는 처벌 등에 있어 부제학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음을
여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제학은 신장이 임명된 후
평균적으로 2명의 인원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1441년 이후에는 최만리만이 부
제학으로 있었던 듯하며 1444년 2월에 최만리가 언문 반대 상소 사건으로 사직한 후에는
1448년 5월 기사에 정창손이 부제학으로 등장하는 기록 이전까지 부제학 자리가 공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3. 1444년-1447년 집현전 관원

명칭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직전(直殿)
응교(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1444.2
1446.9
1447.9
1446.10
운회번역 훈민정음
동국정운
품계 1443.10
언문반대 해례본
완성2)
1447.2
상소
완성
정2품
정인지
종2품
정3품 최만리
최만리
공석?
공석?
공석?
(신석조) 신석조
신석조
종3품 신석조
신석조
이계전
김문
이계전
김문
최항(守)
이계전 (이계전)
박팽년(守)
정4품
(김문)
김문
김문
성삼문(守)
정창손
정창손
최항
최항
종4품
신숙주
노숙동 (노숙동) (어효첨) 어효첨
하위지
최항
하위지
정5품 어효첨
박팽년 이개(守)
(어효첨) (이석형)
이석형
박팽년
하위지
김예몽
종5품
신숙주
이예
박팽년
이현로
김예몽
하위지
(양성지) 양성지
정6품 양성지 (양성지)
성삼문
성삼문
송처검3)
신숙주 이선로(行)
이개
이선로
이개(行)
종6품
이예
이개
(이예)
정창
송처검
(정창?)
(서거정) 서거정
이개
정7품
(이예)
(한혁)
한혁
이예
(유성원) 유성원
정8품
조근
(이극감) 이극감4)
정9품

1448.5

정창손
신석조
최항
박팽년
이석형
신숙주
어효첨
김예몽
하위지
이개
양성지
정창
유성원
이극감
이승소
서거정

한계희

2) 1448년 5월의 기록으로 보아 이석형, 어효첨, 김몽, 하위지, 양성지, 정창, 유성원, 이극감, 서거정
등도 집현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현전의 관원을 자주 교체하지 않으려는 세종의 의지가 여
러 차례 실록에 나타난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0일 정유 1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갔다. 경연관에게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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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10월과 1444년 2월의 실록 기사를 참조할 때 1443년 12월 한글 창제 당시에 집현전
관원은 표3에 제시한 것과 같이 17명이 확인된다. 이 중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5), 이개
는 운회 번역에 참여하였으며 최만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근은 언문 반
대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이계전, 노숙동, 어효첨, 양성지, 이예도 당시
에 집현전에 있었음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
개는 운회 번역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와 『동국정운』 편찬에 계속적으로 참
여하고 있음을 볼 때 훈민정음의 효용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훈민정음』 해례의 정인지 서문에 집약되어
표현되고 있다. 반면 최만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근은 훈민정음은 ‘학문
에 손해가 될 뿐이고 다스림에 유익함도 없는(於學有損, 於治無益)’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찬
성과 반대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계전, 노숙동, 어효첨, 양성
지, 이예는 반대 상소에 연명하지도 않았고 후에 훈민정음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훈민정음에 대한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특히 최항, 박팽
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는 운회 번역에 참여하기 전부터 훈민정음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가
지고 있었던 것인지 운회 번역 및 훈민정음 관련 문헌 편찬에 참여하다 보니 훈민정음의 유용
성을 깨닫게 되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세종이 언문
반대 상소를 올린 최만리 등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김문이 ‘언문을 제작함이 불가한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문한(文翰)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미년(1427)에 집현전
관원을 친히 시험한바, 많이 이에 합격하여 내 은근히 기뻐하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필시 항
상 문한을 전공한 까닭이라고 했다. 그런데, 근자에 들으니, 집현전 관원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고, 대
간(臺諫)과 정조(政曹)에의 전출을 희망하는 자가 자못 많다는 것이다. 나는 집현전을 극히 중한 선발
로 알고 특별한 예대(禮待)를 가하여 대간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일을 싫어하고 천전(遷轉)을 희망함
이 오히려 이와 같다면, 하물며 서관(庶官)들이겠는가. 인신(人臣)으로서 그 직임을 봉행하는 뜻이 과
연 이 같은 것인가. 그대들은 태만한 마음을 두지 말고 학술을 전업으로 하여, 종신토록 이에 종사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라."
하였다.
○丁酉/受常參, 御經筵。 謂經筵官曰: "設集賢殿, 專事文翰也。 昔丁未親試, 集賢殿多中之, 予竊喜焉,
以爲此必常事文翰之故也。 近聞集賢殿官員, 率皆厭之, 希望臺諫政曹者頗多。 予以集賢殿爲重選, 而
禮待異常, 無異臺諫, 厭事求遷, 尙且如此, 而況庶官乎! 人臣奉職之意, 果如是乎? 爾等毋有怠心, 專業
學術, 期以終身。"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8월 3일 갑진 3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이조에 전지하기를,
"집현전은 오로지 문학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오래 그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니, 지금 응
교(應敎) 정창손(鄭昌孫)을 집의(執義)로 제수하였는데, 집현전의 여러 선비들이 이것을 빙거하여 다른
벼슬에 옮기고자 하여 그 업에 오로지 힘쓰지 않는 일이 없을까. 창손도 도로 집현전에 제수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그것을 여럿이 정부와 의논하라."
하였는데, 정부의 의논이 같지 않으니, 임금이 도로 집현전에 제수하기를 명하였는데, 대사헌 강석덕(姜
碩德)이 고치지 말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傳旨吏曹:
集賢殿, 專爲文學而設。 然久居其官, 人皆厭之。 今應敎鄭昌孫, 除執義, 無乃集賢諸儒據此欲遷他官, 不
能專務其業乎? 欲以昌孫還授集賢, 何如? 其議諸政府。
政府之論不同, 上命還除集賢, 大司憲姜碩德請勿改, 從之。
3) 세종 25년 10월 27일 기사에 “수찬 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송처검(宋處儉)”이라 하였는데
1444년 2월에 송처검이 부수찬으로 나오는바 송처검 앞에 부수찬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4) 1447년 2월에는 박사.
5) 1447년부터는 이현로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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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불가하다고 한다.(前此金汶啓曰: 制作諺文,
未爲不可。反以爲不可。)‘라고 하였는바 김문만이 유독 언문 제작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아마도 집현전 관원 전부가 언문 제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혹은 중립 등의 의견이 나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세종은 찬성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회의 번역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운회 번역에 대한 기사는
1444년 2월 16일 기사에 실려 있지만 그 기사의 내용이 상당한 시일에 걸친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4일 후에 올라온 최만리 상소문에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
거 없는 언문을 附會하여 工匠 수십 인을 모아 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又輕
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란 내용으로 보아 운회 번
번역에 착수한 것은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직후였을 것이다.6) 또한 최만리 상소문 중에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다.(儻曰諺文皆本古
字, 非新字也,)’라거나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刑殺)에 대한 옥사(獄辭)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
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若曰如刑殺獄辭, 以
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
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등의 내용은 당시에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1443년 12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어명에 따른 것인지 자발적인지 것인지는 알 수 없으
나 집현전 관원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찬성, 반대, 중립의 견해가
나뉘게 되었으며 이것이 글로도 표명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을 이를 바탕으로 찬성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을 전개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이 과정에서 김문은 처음에는 찬성 내지 중립의 의견을 보이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그 결과
의금부의 국문을 받아 ‘對制上書 詐不以實’에 해당하므로 장 100대, 徒 3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감면하여 단지 장 100대만을 속량하도록 하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 하겠다.
김문은 4개월 후인 1444년 6월 21일에 같이 파직되었던 정창손과 함께 집현전에 복직이 되
었는데 다음과 같이 4서 언해의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으
로 다시 선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3월 13일 무술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김문(金汶)의 장사(葬事)에 부의(賻儀)하는데 관곽(棺槨)과 쌀
10석, 종이 70권을 썼다. (중략)
이에 이르러 문(汶)을 명하여 사서(四書)를 역술(譯述)하게 하고, 특별히 자급을 승진시켜
바야흐로 장차 뽑아 쓰려고 하였는데, 중풍(中風)으로 폭사(暴死)하였다.
○戊戌/賻集賢殿直提學金汶葬用棺槨米十石、紙七十卷。 (중략) 至是命汶譯四書, 特陞資,
方將擢用, 而中風暴死。
(4)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3월 28일 계축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상주사(尙州使) 김구(金鉤)를 역마로 부르다. 구(鉤)는 상주사(尙州使)가 된 지 반년도 못되
었는데, 집현전(集賢殿)에서 어명을 받들어 언문(諺文)으로 《사서(四書)》를 번역하게 하였
6) 황선엽(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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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제학 김문(金汶)이 이를 맡아 했었으나, 문(汶)이 죽었으므로, 집현전에서 구(鉤)를
천거하기에 특명으로 부른 것이며, 곧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를 제수하였다.
○驛召尙州 〔牧〕 使金鉤。 鉤爲尙州未半年, 時集賢殿奉敎以諺文譯四書, 直提學金汶主之,
汶死, 集賢殿薦鉤, 故特召之, 尋拜判宗簿寺事。
훈민정음 창제, 훈민정음 관련 문헌 편찬, 훈민정음 관련 사건 중 집현전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42년 3월 『용비어천가』 편찬 준비: 예문제학 안지(安止)와 직집현전 남수문(南秀文)에게 태
조의 사적을 모으도록 함.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1444년 2월 16일 운회 번역
1444년 2월 20일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의 언문 반대 상소
1445년 1월 신숙주, 성삼문 등을 요동에 보내 운서에 관해 질의
1445년 4월 『용비어천가』 국문가사(123장?)와 解詩 완성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 완성
1446년 11월 춘추관에서 용비시 편입을 위해 태조실록을 언문청에 두는 것을 반대
1447년 2월 『용비어천가』 주해 10권 완성
1447년 9월 『동국정운』 완성
1447년 10월 『용비어천가』 550부 반사
1448년 3월 김문의 사망으로 김구에게 사서의 언해를 맡김
1448년 10월

『동국정운』 반사

1455년 4월 『홍무정운역훈』 완성: 8년이 소요되었다고 함(1448년에 시작?)
이를 각 개인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25

세종 26

세종27

세종28

문과

집현전

1443.12.

1444.2.

1445.1.

1446.9

급제

부임

훈민정음

운회

운서질문

『훈민정음』

창제

번역

요동파견

완성

세종
(1397-1450)
(1418-1450)
정인지
(1396-1478)
최항
(1409-1474)
박팽년

47세
19세

25세

1414

1424

장원
26세

응교
26세

1434

1434

장원
18세

부수찬

세종29
1447.97)
『 동 국 정
운』
완성

50세
51세

지중추원

예조판서

사

대제학
36세

38세

8월 응교

교리

응교

직제학

28세

30세

8월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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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1417-1456)

을과2
등8)

신숙주
(1417-1475)

23세

25세

1439

1441

을과9)
21세

부수찬

성삼문

1438

(1418-1456)

정

부교리

부교리

(守)직전

28세

30세

8월부교리

부교리

응교

29세

8월 수찬

수찬

(守)직전

29세

( 守)

돈녕부주부

이조정랑

28세

30세

8월 수찬

부수찬

부수찬(行)

(守)교리

부수찬

부수찬(行)

부수찬

28세
성균관주
부

과10)

24세
강희안

1441

(1418-1465)

정

이개
(1417-1456)
이선로(현로)
(?-1453)
문종
(1414-1452)

부수찬

27세
돈 녕부주
부

과11)
1436
정
과12)
1438
을
과13)
28세

31세

25세

28세

24세

27세

( 守)
병조정랑

(1450-1452)
세조
(1417-1468)
(1455-1468)
안평대군
(1418-1453)

7) 1447년 8월 문과 중시가 있었는데 수찬 성삼문이 장원을 하고 수찬 이개가 을과1등 3인 중 3위, 부
교리 신숙주, 교리 박팽년, 응교 최항이 을과 2등 7인 중 1위, 2위, 3위를 하였다. 이에 성삼문은 직
전으로 4등급이 오르고 이개는 교리, 신숙주는 응교, 박팽년은 직전, 최항은 직제학으로 2등급이 올
랐다.
8) 국조방목에 따르면 을과 2등 7인 중 6위를 하였다.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1466년 이전에는 갑과를 두지 않았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윤1월 3일 무신 3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신이 과거 제도(科擧制度)를 묻되,
"역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가 있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모두 명나라 제도를 모방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장원한 자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매, 대답하기를,
"을과(乙科) 제1인(第一人)이라 합니다."
한즉, 사신이 말하기를,
"어째서 갑과(甲科)라 부르지 않고 을과(乙科)라 부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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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과 집현전의 관계를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할 기관으로 언문청이 있다. 아래에서는
언문청 관련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언문청이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음의 기사이다.
(5)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내전(內殿)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諺文廳)에 두어 사
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시(龍飛詩)를 첨입(添入)하게 하니,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사관(史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諺文廳)은 얕아서 드
러나게 되고 외인(外人)의 출입이 무상(無常)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고 여깁니
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령하여 내전(內殿)에 들여오게 함을 돌리고, 춘추관 기주관(記注官)
어효첨(魚孝瞻)과 기사관(記事官)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초록(抄錄)하여 바치게 하였다.
○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諺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 春秋館啓: "實錄, 非史官,
不得見。 且諺文廳淺露, 外人出入無常, 臣等深以謂不可。" 上卽命還入內, 令春秋館記注官
魚孝瞻、記事官梁誠之抄錄以進。
국역본에서는 ‘遂置諺文廳’을 ‘드디어 언문청을 설치하여’라고 번역하였으나 ‘(《태조실록(太祖
實錄)》을 내전(內殿)에 들여와) 드디어 언문청에 두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언
문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6)과 (7)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이선로가 운회 번역
에 참여한 때 무렵에 언문청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6)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7일 무신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임금이 말하기를,
"(중략) 현로의 일은 너희들이 실정을 알지 못한다. 처음 현로가 최읍14)과 더불어 같이 언
문청(諺文廳)에 있어서 상종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만일 사정(私情)이 있으면 최읍의 청을
마땅히 굽혀 들었을 것인데,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가상하거늘, 하물며 감히 죄를
줄 것인가. 너희들의 말이 어찌하여 서로 맞지 아니함이 이와 같은가.
(7)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3월 26일 병오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하니, 대답하기를,
"명나라에서 갑과(甲科)라 부르는 까닭으로 감히 같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소."
하였다.
9) 을과 3인 중 3위
10) 정과 23인 중 19위를 하였으나 1447년 8월에 치른 중시에 장원을 함.
11) 정과 23인 중 13위. 외조부가 심온으로 세종이 이모부가 됨.
12) 을과 2인, 병과 3인, 同進士 4인 중 3위
13) 을과 3인 중 3위
14) 최읍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사도 참고할 수 있음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27일 신해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좌의정 하연(河演) 등을 빈청(賓廳)에 불러, 환관(宦官) 김득상(金得祥)과 최읍(崔浥)으로 하여

금 언문서(諺文書) 두어 장을 가지고 오게 한 뒤, 사신(史臣)을 물리치고 비밀히 의논하였다.
召左議政河演等于賓廳, 令宦官金得祥、崔浥持諺文書數紙, 辟史臣密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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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말하기를,
"현로의 아비 이효지(李孝之)는 나의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다. 내가 본디 현로를 알지 못
하였었는데, 언문청(諺文廳)을 처음 실시할 때에 현로도 참여하여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그 심술(心術)과 학술(學術)이 바르지 못한 것은 내가 이미 알았고, 황보인이 찬성으로 있
을 때에 이미 더불어 말하였으나, 온전한 재주는 대개 적으므로, 각각 그 재주에 따라 쓴
것이니, 내가 현로에게 어찌 감히 사정(私情)을 두리오. 현로는 광망(狂妄)한 소질로서 본
래 최읍과 사귀었는데, 그 청을 듣지 아니하고 곧 말하기를, ‘차례가 당하면 하겠다. ’고
하였으니, 그 마음이 오히려 가상하다.
上曰: "賢老之父孝之, 予原從也。 予本不知賢老, 初置諺文廳時, 賢老亦與焉, 乃始知之。
然其心術學術之不正, 予已知之。 皇甫仁爲贊成時, 已與言之, 然全才蓋寡, 各隨其才用之,
予之於賢老, 何敢私之! 賢老以狂妄之質, 素交崔浥, 而不聽其請, 乃曰: ‘例當則爲之。’ 其
心猶爲可嘉,
이선로는 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1444년 2월의 『운회』 번역에 참여하였는바 (20)의 기
록을 참조할 때 언문청이란 명칭이 확정되고 관사가 설치된 것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훈민정음
창제 직후 『운회』 번역을 한 기구가 언문청의 모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운회의 번역은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직후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니 그 무렵에 언문청도 설치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1444년 2월 16일 운회 번역 기사에서는 의사청에 모여 작업을 하도록 하
였다고 하였으므로 언문청의 시원은 운회 번역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관서로 만들어진
것은 나중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언문청을 운회 번역 작업과 관련지어 시작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할 것이다.
언문청에서는 운회 번역이나 동국정운 편찬 등의 일을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5)와 같이
용비어천가의 주해 작업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선엽(2020)에서는 용비어천가 국문가사
의 표기가 1445년 4월부터 1447년 2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최소한 주
해의 한글 표기는 이때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며 발문에 나오듯이 정인지, 박팽년, 강희안, 신
숙주, 이현로, 성삼문, 이개, 신영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들이 신영손을 제외하고는
운회 번역이나 『훈민정음』 해례, 동국정운 편찬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바 이 작업이 언문청
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언문청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이 (8)에 보이는데 황선엽(2020)에서는 이것은 아마도
석보상절 원고의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을 한 바 있다.
(8)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일 신묘 4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언문청(諺文廳)과 《의방찬집(醫方撰集)》 서사인(書寫人), 별시위(別侍衛)·충순위(忠順衛)·내
직원(內直院)·사준원(司尊院)은 서찰(書札)에 공로가 있으므로 별도(別到)를 주고자 하는데
어떠할까. (하략)
○傳旨議政府:
諺文廳及醫方撰集書寫、別侍衛、忠順衛、內直ㆍ司尊院, 有勞於書札, 欲給別到, 何如?
즉 언문청에는 집현전 관원 외에도 내시들, 김수온과 신미, 세자,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이 참
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 때의 기록이기는 하나 (9), (10)과 같이 정음청에 여러 건물이 있

- 158 -

었고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23일 계사 6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 정분(鄭苯)과 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 이사임(李思任)에게 명하여
공장(工匠)을 거느리고 정음청(正音廳)에서 중국 체제의 갑옷[甲]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命尙衣院提調鄭苯、軍器監提調李思任, 領工匠, 監造唐體甲于正音廳。
(10)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24일 갑오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윤대(輪對)하고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講)을 마치니, 참찬관(參贊官) 이계전(李季甸)이
아뢰기를, (중략)
정음청(正音廳)의 일은 대간(臺諫)에서 이를 말하였고, 대신도 또한 이를 말하였습니다. 이
제 곧 이를 혁파하여 주자소(鑄字所)에 내보내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
들이 말하기를, ‘정음청의 간각(間閣)이 많고 또 견고하니, 무용(無用)의 장소를 만들지 말
고 이 곳에다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輪對, 御經筵。 講畢, 參贊官李季甸啓曰: (중략)
正音廳之事, 臺諫言之, 大臣亦言之。 今乃罷之, 出諸鑄字所, 人皆喜焉。 然人言曰: ‘正音
廳間閣, 多且牢堅, 終不爲無用之地, 行當復起他事於此矣。’
언문청은 문종 실록에는 모두 정음청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혹 언문청과 정음청이 별개의 기
관일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으나 (11)에 보이듯이 정음청이 세종 때에 만들어졌고 여러 건
물을 갖추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언문청과 정음청이 별개의 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
다. 처음에는 언문청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정음청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음청(언문청)은 초기에는 집현전 관원들이 참여하였으나 점차 집현전 관원들은 정음청의
업무로부터 멀어진 듯하다. 『석보상절』의 편찬과 불경 관련 작업들이 정음청에서 이루어졌음
을 다음의 기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이나 기타 정음청의 업무에서 문신들은 배제
되고 내시들이 그 일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28일 무술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안완경(安完慶)·어효첨(魚孝瞻)·신숙주(申叔舟)·하위지(河緯地)·이영구(李英耉)·윤면(尹沔)

등

을 명소(命召)하여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좌승
지(左承旨) 정이한(鄭而漢)을 인견(引見)하고 (중략)
말하기를,
"‘좌우(左右)의 세력이 커졌다.’고 함은 무엇을 이름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따로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하여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맡아 보게 하고,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가 모두 족히 의논할 만한 것이 없는 일이다. 다만 신미(信眉)와 정음청
(正音廳)의 일만은 너희들이 심상하게 이를 말하나, 신미의 직호(職號)는 이미 고치었고,
정음청은 오늘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미 설치한 것인데, 하물며 그 폐단도 별로 없
는 경우이겠는가? 너희들의 뜻이 반드시 나더러 불교를 좋아하여서 불경(佛經)을 찍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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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나는 잠시도 불교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만약
마음으로 성심껏 불교를 좋아하면서도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실로 스
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대군(大君) 등의 무리가 불경을 찍는 일과 같은 것을 내가 어찌 금
하겠는가?"
하였다. 안완경·어효첨 등이 말하기를,
"정음청(正音廳)은 신 등이 명(命)을 들은 이래로 전하께서 불경을 찍기 위하여 설치한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략)
○命召安完慶、魚孝瞻、申叔舟、河緯地、李英耉、尹沔等。 上御思政殿, 引見都承旨李季
甸、左承旨鄭而漢謂曰: (중략) "何謂左右勢張?" 對曰: "別設正音廳, 使宦官掌之; (중략)
上曰: "若等所言, 皆無足可議之事。 但信眉及正音廳之事, 若等尋常言之, 然信眉職號, 旣已
改矣, 正音廳, 則非今日所建, 曾已設置也, 況別無其弊乎? 若等之意, 必以予爲好佛, 欲印經
而然也, 然予則暫無好佛之心。 若以心誠好佛, 而曰非好佛, 則心實自愧也。 如大君等輩印
經之事, 吾何禁之?" 完慶、孝瞻等曰: "正音廳, 臣等聞命以來, 信殿下不爲印經而設也。(하
략)
아래의 (12)와 같이 부녀자들과 내시들을 위하여 소학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던 듯한데
이를 위해 활자를 주조하기도 하였다.
(12)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30일 경자 3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간원(司諫院)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최항(崔恒)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중략)
또 대궐 안에서 주자(鑄字)를 고쳐 만들어 장차 경문(經文)을 찍어서 궁중(宮中)의 부녀와
환시(宦寺)로 하여금 모두 쉽게 깨칠 수 있게 한다니, 듣는 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이어서 간관(諫官)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중략)
정음청(正音廳)의 일은 의논할 만한 일이 못되나,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다니,
근일에 처음으로 《소학(小學)》을 찍는데 이 책을 찍기를 끝내면 즉시 모두 주자소(鑄字所)
에 도로 붙이겠다.
○司諫院右司諫大夫崔恒等上疏曰: (중략)
且於禁內, 改成鑄字, 將印經文, 令宮中婦、寺, 皆得易曉, 聞之者, 莫不驚駭。(중략)
仍敎諫官曰: (중략)
正音廳事, 非可議之事, 然衆議如是, 近日始印《小學》, 畢印此書, 則卽皆還付鑄字所。
(13)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1월 1일 신축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대사헌(大司憲) 안완경(安
完慶)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일찍이 신 등에게 이르시기를, ‘정음청(正音廳)의 주자(鑄字)를 이미 주자소(鑄字
所)에 환부(還付)하였다.’고 하여, 명(命)을 듣고 실로 기뻐하였는데, 다시 들으니 그 반을
정음청(正音廳)에 남겨 두어 긴요(緊要)하지 않은 책을 모인(模印)하고, 대군(大君)으로 하
여금 감독하게 한다고 하므로, 신 등은 그윽이 미혹(迷惑)합니다. 옛부터 인군(人君)은 사
(私)가 없고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붙여 책임지고 이루게 하였을 뿐입니다. 또 전날의 교
지(敎旨)를 가볍게 고칠 수가 없으니, 청컨대 빨리 혁파(革罷)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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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음청(正音廳)은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 대군(大君)들이 서적(書籍)을 인쇄하고자 하
여, 이 때문에 가서 감독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지
하지 않았다. 요즈음 헌부(憲府)에서 여러 대신(大臣)들과 여러 번 불가(不可)하다고 말하므
로, 내가 이를 혁파하고자 하나, 그러나 지금 《소학(小學)》을 인쇄하는데 끝내지 못하였으
니, 끝마치기를 기다려 혁파하겠다."
御經筵。 講畢, 同知經筵事大司憲安完慶啓曰: "上嘗謂臣等曰: ‘正音廳鑄字, 已還付鑄字
所’, 聞命實喜。 復聞, ‘留其半於正音廳, 摸印不緊之書, 令大君監之’, 臣等竊惑焉。 自古人
君無私, 必付有司, 責成而已。 且前日之敎, 不可輕改。 請亟革罷。" 上曰: "正音廳, 非予
所設也。 大君輩, 欲印書籍, 因往監之。 予以爲常事, 而不之禁。 近者憲府與諸大臣, 屢言
不可, 予欲革之, 然今印《小學》未畢, 待畢革之。"
(14)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1월 9일 기유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또 정음청(正音廳) 책방(冊房)은 다 주자소(鑄字所)에 돌리고, 보루각(報漏閣)의 잡공(雜工)
도 또한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과 김길통을 인견
(引見)하여 하교(下敎)하기를,
(중략) 정음청(正音廳)은 《소학(小學)》의 인쇄를 끝낸 뒤에 마땅히 다 주자소(鑄字所)에 돌
리겠다. 보루각(報漏閣)도 또한 장차 혁파하겠으나, 책방(冊房)이라면 혁파할 수가 없다."
하였다.
且正音廳冊房, 盡還鑄字所, 報漏閣雜工, 亦宜罷之。" 上御思政殿, 引見都承旨李季甸及吉
通, 敎曰: "兩邑奴婢, 旣已給之, 不必推劾。 非族親而請托者, 憲府今已擧劾矣。 正音廳,
畢印《小學》後, 當盡還鑄字所。 報漏閣, 亦將罷之。 若冊房, 不可罷也。"
(15)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17일 정해 7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근일에 정음청(正音廳)에서 《소학(小學)》을 인쇄하기를 마쳤으니, 그 주자(鑄字)는 마땅히
주자소(鑄字所)에 내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들으니 본소(本所)가 협착(狹窄)하여 갈무리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하니, 그대로 정음청에 두고 주자소의 관리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감독하
고 맡아 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계전(李季甸)이 말하기를,
"한 곳에 합하여 두는 것이 마땅하며, 두 곳에 나누어 두고 왕래하면서 이를 맡아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우승지(右承旨) 정창손(鄭昌孫)이 가서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마침내 주
자소에 다 돌려주었다.
아래의 (16)과 같이 단종 즉위년(1452)까지도 정음청에 하급 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보아 어느 정도 기능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같은 해 11에 폐지되고 말았
다.
(16)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18일 기묘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 161 -

사약(司鑰) 가운수(可雲秀)가 승직(陞職)이 되지 못한 것을 불평 불만하여 세조를 가리켜
헐뜯고 비난하였다. 정음청 서원(書員) 김여산(金麗山)이 듣고15) 정원(政院)에 고하니, 의금
부에 계하(啓下)하여 국문하고 장 1백 대를 때리고 유(流) 이천 리(二千里)를 속(贖)받았다.
司鑰可雲秀以不得陞職, 怏怏指斥世祖謗訕, 正音廳書員金麗山聞之, 告于政院。 啓下義禁府
鞫之, 杖一百, 贖流二千里。
(17) 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1월 2일 경신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정음청(正音廳)을 혁파(革罷)하였다.
○罷正音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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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역본에는 “사약(司鑰) 가운수(可雲秀)가 승직(陞職)이 되지 못한 것을 불평 불만하여 세조를 가리
켜 헐뜯고, 정음청(正音廳)을 비난하였다. 서원(書員) 김여산(金麗山)이 듣고”로 번역되어 있는데 잘못
인 듯하다.

- 162 -

세종조 회례아무(會禮雅舞)의 재현과 의의

송혜진(숙명여대)
1. 서론
아무(雅舞)는 아악 연주에 수반되는 춤이다. 15세기 조선에서는 유교국가의 예악을 악무(악
舞)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데, 아악의 춤인 아무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
를 맞는다.

줄을 지어 추는 춤의 특성에 따라

(周) 나라의 의례악무에 연원을 둔 춤으로

일무(佾舞)로도 불리는 아무는 중국 고대 주

제례와 연향에서 통치자들의 문덕(文德)과 무공(武

功)을 기리는 아악의 ‘악가무(樂歌舞)’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하나로 전승되었다.
아무는 의례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춤의 양식이 결정되었다.

문덕과 무공으로 구분되는 악

무의 주제에 따라 고유한 복식과 무구를 갖추고 춤을 춘다. 아악의 전형이 마련된 주대에는
씨족 종법제도(宗法制度)와 등급과 명분 제도를 예악의 기본 준칙으로 삼아 왕·공·경·대부·사
(王·公·卿·大夫·士)라는 5단계의 등급을 정하고, 군신(君臣), 상하(上下), 존비(尊卑)에 따른 예
법이 엄격하게 규정되었고, 이런 원칙이 아악의 악가무 연행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악대의
규모는 4개 유형의 편성(宮懸, 軒懸, 判懸, 特懸)으로 구분하여 주요 악기인 중경(鍾磬)의 수,
배치 방향과 면수(面數)를 달리했다.

춤추는 악대의 인원수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팔일(八

佾)·육일(六佾)·사일(四佾)·이일(二佾)로 규정했다.1) 이 같은 원칙은 동주(東周) 시기부터 서서
히 붕괴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예악정치의 한 방편
으로 존중받으며 국가의례 음악의 체계로 전승되었다. 주나라의 음악은 선왕의 고악(古樂)이
자, 아악으로 위치를 점유하였으며, 아무의 형태는 오늘날까지 유교 제례의 춤으로 연행되고
있다.
아무는 고려가 북송으로부터 아악을 수용할 때 함께 소개되었다. 무신난 이후의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아무의 전승이 비록 순탄치는 않았으나, 기본 양식은 조선으로 전해져 전
해졌다. 세종대에는

종합적인 국가의례음악 정비과정에서 관련 문헌연구, 기본음 제정, 편종

과 편경을 비롯한 악기제작, 아악보 신제

등이 완수되었다.

음악적으로는 먼저 유교식 국가

제례에 아악을 통용하고, 이어 조회(朝會) 및 회례연(會禮宴), 양로연(養老宴) 등의 연향에 사
용될 아악을 제정하게 된다. (조회 및 회례연향 등에 따른 아무를 본고에서는 ‘會禮雅舞’로 약
칭하겠다.) 이 때 제례의 아무는 이전부터 시행되던 것이었기 때문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수준
에서 마무리되었지만, 회례아무는 근거를 찾아 시행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음악학계에서는 세종조에 이루어진 국가의례음악 정비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
서 역사적 전개과정과 악기와 악보, 율려 이론(律呂理論), 예악정비의 의의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아무의 정비, 특히 회례아무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1)

佾舞의 舞隊員 數를 計算하는 方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8×8=64, 6×8=48, 4×8=32, 2×8=16
이고(《春秋左傳注疏》 卷2. 隱公5年 9月. 晉 杜氏 注. “公, 問羽數於衆仲. 注; 問執羽人數. 對曰; 天
子用八. 注; 八八,六十四人. 諸侯用六. 注; 六六, 三十六人 大夫四 注; 四四, 十六人. 士二. 注; 二二,
四人. 士有功賜用악.”_, 다른 하나는 제곱형태로 計算하여 8×8=64, 6×6=36, 4×4=16, 2×2=4(宋 陳暘
撰. 《악書》 卷15 〈禮記訓義〉 악記/ 《악書》 卷45, 〈周禮訓義〉 春官/ 《악書》 卷165, 〈악圗論〉 雅部,
악舞下. “服䖍, 所謂天子八八, 諸侯六八, 大夫四八, 士二八, 不易之論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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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중 팽유경(彭有慶)의 “朝鮮과 明朝 文獻에 나타난 韓·中 佾舞 比較 分析”2)연구에
서는 세종조 조회 아악 제정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인용하면서
“장사훈 선생은 조회악보의 편찬유래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일무에 대한 출처는 밝
히지 않고 있으며, 사료부분에서도 아직 일무 구성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세종시대 조회 음악은 「禮儀經傳統制」3)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므
로 일무도 분명 같은 서적을 참고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다.”4)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팽유칭의 이런 판단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세종조의 아악
제정에 참고된 악보는 주희(朱熹:1130-1200)가 편찬한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시악
(詩악)」편에 수록된 「풍아십이보(風雅十二詩譜)」5)다.

이 악보는 남송 때 사람

조언숙(趙彦

肅)이 당(개원:713-741)의 향음주례(鄕飮酒禮)에서 사용되던 악곡을 수록한 것으로 12곡의 시
경(詩經) 노래가 실려 있을 뿐 악보는 없다.

따라서 이를 참고했을 것이라는 팽유칭의 추론은

맞지 않으며, ‘이 일무 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종대에 이루어진 의례악무 제정과 창제 과정을 개괄하고, 회례아무 재현과정과
내용 및 그 의의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2. 세종시대의 의례악무 제정과 창제
세종은 조선 건국 후 수성기를 맞아 유교의 예악론에 근간을 둔 음악정비를 시도했다. 동아
시아의 고대 예악론과 악률론을 연구하여 조선 음악이론의 토대를 구축하고, 악기제작에 대한
지식정보와 기록화 작업을 추진했다.

국가예악에 활용될 악곡을 선정하고, 의례에 맞춰 연주

하는 종합적인 용악(用악)의 규범이 정비됨에 따라 유교 국가의 이상에 맞는 주악제도를 갖추
데 되었다. 한편, 중국과 다른 조선의 음악적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기보법(記譜法)이 창안되
고, 이를 이용한 악보도 편찬되었으며, 이로서 왕조의 이념을 악가무로 구현하여 전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이 같은 세종시대의 음악 유산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기는 ‘정비기’로서 7년부터 14년
까지 7년간이다. 이 시기에는 고전 예악 연구 및 유교음악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아악을 탐구
하여 동아시아의 보편적 체계를 갖추는 한편, 궁중의례에 두루 사용되는 당악과 향악의 체계
도 정비되었다. 특히 음악이론연구와 악보편찬, 연행조건 등이 완비되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황종음(黃鍾音)이 새로이 제정되고,

편종,

편경을 비롯한 아악기 뿐 만 아니라 전래의 당악기와 향악기를 수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악장과 춤, 연주는 물론 연행에 필요한 복식과 의물, 연주양식 등도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제2기는 ‘활용기’로서 15년부터 26년까지 11년간이다. 이 시기에는 제1기에 축적된 악가무
연행 역량이 현실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되면서 고전 예악과 조선 전래의 전통 악무가 장르
별로 정착될 수 있었다. 제례에서는 아악이, 연향에서는 당악과 향악이 상황에 맞게 사용되었
2)
3)
4)
5)

彭有慶,“朝鮮과 明朝 文獻에 나타난 韓·中 佾舞 比較 分析.”慶熙大學校 博士學位論文, 2015.
이 책이 이름은 『儀禮經傳通解』를 잘 못 적은 것이다.
彭有慶, 위의 논문, 103쪽.
정화순,“「風雅十二譜」 소재 詩樂에 대한 연구,” 『동양예술』(서울:동양예술학회,2003),제7집, 289-3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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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세종 15년에는 군신의례와 연향이 결합된 회례연에서 처음으로 아악이 사용되었다.

제3기는 ‘창조기’로서 27년부터 32년까지 5년간이다. 이 시기에는 다소 이색적인 음악 만들
기 작업이 이루어졌다. 세종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창제한 후, 이 내용을 노랫말로 삼
아 <봉래의(蓬萊儀):여민락(與民樂)-치화평(致和平)-취풍형(醉豐亨)>과 <보태평(保太平)>, <정
대업(定大業)>, <발상(發祥)> 등의 새로운 작곡을 시도했다.
이때 세종은 고전 예악의 기준으로 볼 때 금기시되던 ‘속악(俗樂)’의 전통, 즉 고려 전래의
가요를 주 소재로 활용하여 악가무 종합구성의 새로운 작품을 직접 작곡하고, 이를 ‘신악(新
樂)’이라고 명명했다. 세종은 이 음악을 반포하면서 이를

국가의례 및 연향에서 두루 사용할

뜻을 밝힘으로써 조선 고유의 예악문화 창조에 대한 비전을 드러냈다.6)
3. 세종조 아무 정비와 재현
1)

제례아무와 회례아무 제정

아무 정비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음악 관련 기록의 행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1395(태조4, 을해)년에 정도전(鄭道傳)·민제(閔霽)·권근(權近)·한상경(韓尙敬) 등이 아무
를 정비하였다. 문무와 무무가 있었으며, 각기 4표(表)를 두었다.7)

조선 건국 이후 새 궁전과

태묘를 건립하고 처음으로 태묘8)에서 제사를 올릴 때 정도전 등이 제례에 사용될 아악과 아
무를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도전은 고려 말에 의례 정비를 담당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때의 아무는 고려의 것을 참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춤의 전승은 세종조의 아무 정비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차적으로 제례아악에 수반되는 아무를 정비하였다. 세종조에 아악의 정비를 담당하
고 있던 박연(朴堧)은 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거를 부연하면서 아무를 바로잡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표(表)를 일무 추는 위치에 세우고, 춤추는 사람이 남표(南表)로부터 둘째 표를 향하
면 일성(一成)이 되고, 둘째 표로부터 셋째 표에 이르면 이성이 되고, 셋째 표로부터
북표에 이르면 삼성이 되며, 이에 돌아서 남으로 오되 북표로부터 둘째 표에 이르면
사성이 되고, 둘째 표로부터 셋째 표에 이르면 오성이 되고, 셋째 표로부터 남표에
이르면 육성이 되는데, 음악도 또한 육변하게 된다. 그러면 천신(天神)이 모두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천신에게 제사하는 원종궁의 육변하는 춤이다.
또 남표로부터 둘째 표에 다시 이르면 칠성이 되고, 둘째 표로부터 셋째 표에 이르
면 팔성이 되는데, 음악도 또한 팔변하여 지기(地祇)가 모두 나오게 되니, 이것은 地
6) 세종조의 음악정비 전개과정과 성과 및 의의에 대해서는 송혜진, “세종대 동아시아 예악론의 인식
양상과 의례음악 정비,” 『한국학연구』(서울: 고려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4), 제51집, 111-142쪽. 및
“세종대 음악정책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아악사연구』(서울: 민속원. 2000).181-216쪽. 참조. 송
혜진, 『질서와 친화의 변주- 조선왕실의 음악』(서울: 민속원, 2018)
7) “又我朝去乙亥年冬親行大祭時, 提調鄭道傳·閔霽·權近·韓尙敬等 同署文案內, 文武二舞, 各爲四表”.
『世宗實錄』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8)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10월 5일(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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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게

제사하는 함종궁의 팔변하는 춤이다.

또 셋째 표로부터 북표에 다시 이르면 구성이 되는데, 음악도 또한 구변하여 인신(人
神)에게 예를 올릴 수 있으니, 이것은 인신에게 제향하는 황종궁의 구변하는 춤인 것
이다. 하였으니, 살피건대, 이 사표(四表)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서는 절차가 곧 무무
의 법이다.
문무에 있어서는 명백한 논설이 없는데, 선유 가공언(賈公彦)이 말하기를, ‘무무에는
사표가

있으니, 문무도 또한 마땅히 사표가 있을 것이다’하였으며, 진상도(陳常道)의

『예서』에는, 가공언의 말이 이치로 보아 그럴 것도 같다‘ 하였다.9)
아무에 관련된 이상의 전거를 참고한 박연은 정도전 등이 만든 태묘제례에서

사표를 기준으

로 한 일무가 고제에 맞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옛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我朝亦已用古制)’음을 확인했다.10) 이는 곧 1430(세종 12)년 이전까지는 무원들의 위치와 일
무 동작의 진퇴작변(進退作變) 등이 조선 초에 마련된 아무의 연행 원칙에 따랐음을 증명해주
는 근거이기도 한다. 이 상소에서
위해

무의 동선을 가능케 할

박연은 이미 아무의 전통이 고제에 맞으니 이를 잘 지키기

공간을 확보할 것, ②무원들이 휘(徽)를 잘 볼 수 있도록 앞에

배치할 것, ③정(旌)과 독(纛) 등의 의장(儀仗)을 충분히 제작할 것, ④무복에 대해서 상고할
것 등을 제안했다.
셋째, 아악이 회례 등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르는 아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촉발
되었다. 제례와 조회에 사용할 「신제아악보」가 편찬되는 한편, 아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먼저 아악을 연주하는 의례와 연향에서는 여악을 폐지하고 남자 무
동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아(雅)’와 ‘속(俗)’의 대립 관계 망에서 여악은
배척해야할 ‘속’으로 규정되었다. 세종 조에는 군신연(君臣宴) 및 사신연(使臣宴)에서의 여악
출연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나라의 ‘예악이 잘 갖추어져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여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지적과, ‘오래된 관행이니 갑자기 없앨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악의 정비가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여악폐지론’이 더욱 강
경해진 것이다.

11)

동시에 조회 때의 출연진 복식을 정하는 문제도 거론되었다. 이때 무동의 복식을 제정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게 전개되었다. 먼저 1430년 12월에 예조에서 악공과 문무, 무무원의 복식
에 대해 보고를 올리는데, 그 말미에 ‘문헌에 물품의 목록 만 있고, 그 제도를 상세히 알 수
없어 새로 만들기 어렵겠다.’12)는 의견이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무동들의 ‘속악 정재’ 복식을
9) “立表於舞佾, 舞人自南表向二表爲一成, 自二表至三表爲二成, 自三表至北表爲三成, 乃轉而南, 自北表
至二表爲四成, 自二表至三表爲五成, 自三表至南表爲六成, 則樂亦六變, 而天神皆降, 此祀天神圜鍾宮
六變之舞也。又自南表至二表爲七成, 自二表至三表爲八成, 則樂亦八變, 而地祇皆出, 此祭地祇函鍾宮
八變之舞也. 又自三表至北表爲九成, 則樂亦九變, 而人鬼可得而禮矣。 此享人鬼黃鍾宮九變之舞也。’
按此四表進退之節, 卽武舞之法也, 於文舞則未有明說。 先儒賈公彦以爲: ‘武舞有四表, 文舞亦應有四
表。’ 陳常道 禮書 云: ‘賈公彦之言, 於理或然”。『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10)朴堧, “請舞佾依古制蔬” 『蘭溪先生遺稿』16-17. 『譯註蘭溪先生遺稿』(서울:국립국악院,1993),89-92쪽.
이 기사는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및 세종 14년 3월 4일(계해)에 두 번 나온다.
11) 조선 전기의 여악 논쟁에 대해서는 김종수, “조선전기 여악 연구,” 《국악원논문집》(서울:국립국악
원,2004), 제5집, 37-63쪽.
12) “只錄名物, 而不詳其制度, 故新制爲難,”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2월 15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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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때는 박연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어 보고했다.13) 그러나 세종은 ‘문무와 무무의 복색이
아마 중국과 같지 않은 듯한데, 그를 곁에서 보기에 어떨까’14) 라며 통역관 김을현(金乙玄)으
로 하여금 중국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악공 복식을 모사15)하고 관을 구입해 오도록 명했다.
그리고

이천(李蕆)에게는 명 조정의 조회에서 연행되는 악무를 상세히 보고와 보고하도록 했

다.16)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무 두 가지 춤에 관복의 제도와, 춤출 때에 나아가고 물러가고 변화를 짓는
절차가 혹시나 옛 제도에 어긋나게 되면 반드시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후세
의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해 버리어 쓰지 말고, 동남들로 육일을 갖 추

어 추게 하는 것이 어떨까”17)
라며 연향아무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 무동들이 그냥 제례 때의 육일무를 추게 하면 어떻
겠느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신하들의 입장은 세종과 달랐다.

“『서경』에 ‘간무와 우무는 양쪽 섬돌에서 춤춘다’ 하였고, 『시경』에는, ‘종묘의 뜰에
서 만무(萬舞)를 춘다.’고 하였습니다. 내려와 당나라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정조
와 동지(冬至)와 상주(上壽)에도 또한 문·무 두 가지 춤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습니
다. 문·무의 두 가 지 춤은 어느 시대의 임금이나 다 사용하여 일찍이 한쪽만을 폐지
한 일이 없습니다. 신등은 몇 천 년 후세에 나서 한갓 그 말만 들었을 뿐이고 그 형
용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아악을 제작하여 조정에서 연주하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 조선에 없었던 큰 악을 이루었습니다. 성상께서 다만 두 가지 춤에
따른 악사들의 관복의 제도와, 연주의 절차가 완전히 옛 제도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폐지하고 쓰지 않겠다고 하시나,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왕조의 시대가 새로
일어나면 반드시 한 왕조 시대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두 가지 춤의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과 변화를 짓는 절차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 있는 것으
로서 반드시 옛 제도를 그대로 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두 가지 춤의
연주절차와 관복의 제도가 비록 간혹 의심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 대체는 옛것과
합치하는 것이니, 마땅히 수정하면서 존속시켜 익혀야 할 것입니다.”

18)

라면서 ‘아무’라는 큰 범주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고제와 조금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아무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피력했

13) 大護軍朴堧, 據唐制雲錦、花錦之狀, 以綵絹畫會禮男樂之舞童冠服以進, 上曰: "可依舞童之額以備"
『世宗實錄』 권53, 세종 13년 8월 24일(병진)
14) 『세종실록』 권53. 세종 13년 8월 2일(갑오).
15) 『세종실록』 권53. 세종 13년 8월 2일(갑오).
16)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28일(정해).
17) “然二舞冠服之制、進退作變之節, 或違於古, 則必取笑於後。 與其取笑於後, 寧廢而不用。 欲以童男
備六佾舞之, 何如?”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28일(정해).
18) “小變改正何如?" 孟思誠、許稠、申商、柳思訥、鄭招等以爲: "《書》曰: ‘舞干羽于兩階。’ 《詩》云: ‘公
庭萬舞。’ 降及唐、宋之時, 正至上壽, 亦莫不用二舞, 則文武二舞, 歷代皆用之, 未嘗偏廢也。 臣等生
於千載之下, 徒聞其語, 未見其形容, 今聖上命制雅악, 奏之朝廷, 以成我朝鮮所無之大악。 聖上但以二
舞冠服之制、振作之節, 未盡合古, 欲廢而不用, 臣等以爲一代之興, 必有一代之制, 故二舞進退作變之
節, 代各有異, 不必相襲。 今日二舞振作及冠服之制, 雖或有可疑者, 大體合於古, 則宜修正存肄" 『세
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28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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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례에 남악을 쓰고 여악을 금하자는 뜻은 아름답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
의 마음을 흥기시키기 위한 것인데, 문무와 무무 두 가지 춤은 사람의 귀와 눈을 기
르는 뜻이 없는 것 같다. 우선은 동남을 시켜서 기녀의 춤을 의방하게 하여 대응하
는 것이 어떨까."19)
보는 이의 마음을 ‘흥기시키는 바’가 없는 문무, 무무의 단조로움을 지적하며, 조회, 연향에서
여기 대신 무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의하되, 그들의 춤이 문·무무가 아니라 기녀의 춤을 추
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종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몹시 궁금해
하면서 ‘중국 조정에 사람을 보내어 전습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에게 돌아온 답은
‘명의 군신회례에 문무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20)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은 집무 공간인 사정전에서 문무무 두 가지 춤의 변화를 짓
는 절차와 속악부 남악의 기예를 관람하고
“이제 관복의 제도와 문무 두 가지 춤의 동작하는 모습을 보니 다 볼 만 하다. 그 중
에는 나아가고 물러가며 굽히고 꺾는 절차가 비록 옛 제도에 다 맞지 않는 것이 있
을지라도, 역대의 제왕들이 서로 이어서 옛 제도를 그대로 습용하지는 않았으니, 난
들 어찌 고쳐 의논하여 제작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날마다 연습을 거듭하여 조회에
쓰게 하라."

21)

며 이를 수용하였다. 연향아무의 전형으로 삼을 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없기는 하나, 역대의
제도를 습용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문무무의 관복제도
와 춤의 동작(振作之容)을 결정한 것이다.
문무와 무무를 출 때의 복식은 당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한 것22)으로 『악학궤범』 권2의
악현의 설명 및 권9의 복식에 기술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세종조 회례아무의 복식

19) “上曰: "會禮用男樂, 不用女惡, 誠美意也。 然音惡所以興起人心也。 文武二舞, 似無養耳目之意, 姑
以童男, 依倡妓之舞, 間用若何?"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25일(계축).
20) 세종조 신하들의 보고와 달리 명대의 문헌에는 조정연회용 아무가 기록되어있다. 문무와 무무 의물
을 든 32명의 무원들이 <車書會同之舞>와 <平定天下之舞>를 추었다. 『明集禮』 권53. 明洪武二年八
月，詔儒臣修纂禮書。洪武三年九月書成，名 『大明集禮』。
21)“上護軍朴堧、奉常判官鄭穰等, 進會禮樂工人及童男冠服。 御思政殿, 觀二舞作變之節、~~今冠服之
制, 二舞振作之容, 皆可觀也。 其間進退曲折, 雖未盡合古制, 然歷代帝王不相沿襲, 則予何不更議制
作?”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5월 2일(기미).
22)“禮曹啓: "朝會雅樂工人巾幘衣履, 謹稽古典, 唐制, 堂下鼓人鼓吹、按工平巾幘, 鼓人朱褠衣、革帶、烏
皮履, 鼓吹、按工加白練𧛾襠。 文舞六十四人, 供郊廟服, 委貌冠, 玄絲布大袖、白練領褾、白紗中單、
絳領褾、絳布大口袴革、帶、烏皮履、白布襪, 武舞六十四人, 供郊廟平冕, 餘同文舞。 若供殿庭, 武
弁、平巾幘金支, 緋絲布大袖、裲襠甲衣, 飾白練𧛾襠、錦騰蛇、起梁帶、豹文大口布袴、烏布鞋。 宋
制, 大朝會樂工黑介幘, 執麾人平巾幘, 竝(裶)〔緋〕 綉鸞衫、白絹裌袴、抹帶。 引文舞頭及文舞郞, 竝
進賢冠、黃鸞衫、銀褐裙、綠𧛾襠、革帶、烏皮履。 引武舞頭及武舞郞, 竝平巾幘、緋鸞衫、黃畫甲
身、紫𧛾襠、豹文口大袴、起梁帶、烏皮靴。 樂正絳公服, 方心曲領、緋白大帶、金銅革帶、烏皮履,”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2월 15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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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모

상의
靑鸞衫

대

白紬裙

進賢冠
문무

하의

金銅革帶

발

白布襪

신발

기타

烏皮履

白紬中單

緋鸞衫
皮弁
旌

豹紋大口袴

起粱帶

白布襪

烏皮履

白布襪

烏皮履

黃畵甲

武舞
紅抹額

緋 鸞 衫

武弁

白紬袴
金銅革帶

儀物

紅錦臂鞲

白紬中單

이 같은 문무무 복식은

『고려사』 「악지」에 기술된 것과 다르다. 박연이 세종 12년 2월에

올린 상소문에 따르면 당시 무원들의 복식은 초라하여 변변치 못할 뿐만 아니라, 회례아무의
복식이 근거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참고 하여 박연 등이 재현, 제작한
것23)으로,

기존의 무복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표2> 세종조 아무의 복식 개선안

구분
문무
무무

관모
기존
개선안
黑布頭巾 進賢冠
平冕冠
皮弁

상의
기존
개선안
紅木緜衣
皂衣
黑麤布衣
皂衣

문무무의 복식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세종은

기존
乞依
乞依

대

개선안
革帶
革帶

신발
黑皮履
黑皮履

정초(鄭招)·신장(申檣)·정인지(鄭麟

趾)에게 문무무에 맞는 악장을 제작하도록 명하였다. 문무무 악장은 아악의 기본형인 4자 1구
23) 한편, 『악학궤범』에 개별적으로 도설된 아무의 복식은 2000년 초반에 국립국악원에서 착장형태로 모
사, 재현되었다. 이 때 회례아무의 복식만 그리고 제례아무는 빠져있어 마치 이 복식이 회례와 제례
에 통용된 것처럼 소개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박가령, “『악학궤범』 복식의 착용에 관한 연
구,” 『국악원논문집』(서울:국립국악원,2004), 제16집, 7-48쪽 및 부록 “복식의 착용 모습과 해설·공연
별 복식 목록표”, 『국악원논문집』(서울:국립국악원,2004), 제16집, 50-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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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한시 16구로 이루어졌으며, 1430년에 조선에서 제정된 「신제아악」 중 황황자와(皇皇者
華) 황종궁 선율24)에 맞춰 부르게 되었다.

2). 세종조 회례아무 재현과 활용
1433(세종 15)년 1월 1일에 초연된 이래 회례연, 양로연 등에서도 아악에 맞춰 연행된 회례
아무의 연행양식은 『세종실록』 권132. 「오례」의 ‘가례서례’에 <회례연도> 에 기록되어 전한
다.

그림1) 『세종실록』 권132. 「오례」의 ‘가례서례’

24) “문무·무무의 이무 악장은 황황자화의 음절을 취하여 사구로서 1장을 만들고, 이무에 각기 2장을 제
작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9월 8일(계해). 이 곡은 세종 12
년에 「풍아십이보」의 선율을 『율려신서』 이론에 맞게 채용,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모두 황종궁으로
되어 있으며, 문무와 무무의 선율은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4언 1구로 된 4개의 악구(16음)를 가사
와 춤의 동작 변화에 따라 반복사용 했음을 알 수 있다.

- 170 -

그림2) 『세종실록』 권132. 「오례」의 ‘가례서례’의 문무
와 무무배열도

등가와 헌가 중간에 좌우로 배열된 문무무의 인원은 각각 48명이며, 문무는 2개의 휘가 무원
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무무는 2개의 독과 도를 무원의 앞쪽에, 무원의 양쪽에 순·탁·요·탁·
응·아·상·독이 각각 1개씩 배치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132 회례연도의 구성은 『악학궤범』
권2, ‘세종조회례연’의 문·무무도와 약간 차이가 있다. 인원은 같지만, 무무에 따르는 의물 배
치가 다르다. 『세종실록』 회례연도에는 무무의 앞에 정2, 독2가 배치되었지만, 『악학궤범』의
무무에는 정만 2개 배치된 것이다. 그리고 『세종실록』 회례연도에는 양쪽에 순·탁·요·탁·응·아·
상·독이 각각 1개씩 배치되었지만, 『악학궤범』 무무에는 무대의 오른쪽에 순·탁·요·탁을, 왼쪽
에 응·아·상·독을 배치하였다. 이것을 북송대에 편찬된 진양 『악서』의 헌가 무무 배치와 비교
해보면, 순·탁·요·탁·응·아·상·독은 『악학궤범』 무무도와 같고, 무대 앞에 배치된 의물(정, 독.
휘)의 수와 종류와는 차이가 있다.25)

그림3) 『악학궤범』권2. 세종조 회례연 문무와 무무 배치
25) 이러한 차이점이 오기인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랐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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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권132 회례연도

『악학궤범』 권2

진양 『악서』 권195

한편, 『악학궤범』 권6에 상세히 기술된 약·적·정·휘·순·탁·요·탁·응·아·상·독 등의 의물과 사용
법은 제례와 연향의 구분 없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춤의 동작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언급이 없어 자세히 알기 어렵다. 다만 특별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조선 초에 정해진 일
무의 방법이 고전과 다르지 않았다고 언급한 박연의 진술을 참고한다면, 조회 및 연향에서의
일무도 제례일무의 범주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26)

4. 세종조 회례아무 재현의 의의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세종조의 회례아무 재현과정을 중심으로 세종
조의 아무 정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종조에는 건국초에 정리된 제례아무를 바탕으로 1차적
으로 보완한 뒤, 1430년 이후 조회 및 연향에 아악을 사용하게 되면서 조회, 연향용 회례아무
를 정하게 되었다. 이때 정비된 아무는 남자 무동들이 아악대가 연주하는 <문명지곡(文明之
曲)>》, <무열지곡(武烈之曲)>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다. 4언 1구로 이루어진 이 곡의 선율은
『시경』 소재 <황황자화> 황종궁이었으며, 문무 48명, 무무 48명이 각각 소정의 의물을 들고
정해진 위치에서 춤을 추었는데, 춤 동작에 대한 상세 기록은 없지만 조선에서는 건국초기에
제례아무의 전통이 고제에 맞게 정리된 바 있고, 이 춤이 각종 제례에서 상연되고 있었기 때
문에 춤 동작의 기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회례아무는 비록 제
례일무와 같은 대형으로 진행되는 춤이라 하더라도 춤을 추는 계기와 공간이 다르고, 춤에 따
르는 선율과

복식이 달랐기 때문에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제례아무와 차별화된 심상을 전

달했을 것이다.
26)

한편, 朝會 및 會禮의 아악과 아무는 1447年 무렵에 世宗이 親制한 新악으로 代替되었다. 世宗은
祖宗의 功德을 기리는 새로운 歌詞를 짓고, 《蓬萊儀》·《保太平》·《定大業》·《發祥》 악舞를 完成하는데,
이 악舞는 아악의 外形을 借用하되 音악은 自國의 旋律을 大幅 受容하고, 춤도 큰 變化가 있었다.
舞童들이 추던 아무 대신 女妓들이 춤을 추었으며, 服飾도 달라졌다. 이에 對해서는 旣存의 硏究成果
가 많고, 本 硏究의 範圍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詳論하지는 않겠다. 이에 對해서는 金英淑, 『韓國 祭
禮佾舞의 美學思想硏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論文, 201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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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의 세종조 회례아무 재현은 중국과 한국의 아악전승사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첫째, 기록으로 전하던 중국 당 송대의 아악 및 아무 기록이 조선에 의해 재현,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회례아무의 선율은 당대에 기보된 「풍아십이보」가 송대의 문헌인 『율려경전통해』에
실려 조선에 전해졌고, 조선에서는 이 악보에 수록된

『시경』의 선율을 『울려신서(律呂新書)』

의 이론에 맞게 재구성하여 차용하였다. 아무의 복식은 도설없이 물품 목록만 있는 당송의 기
록을 토대로 조선에서 재현 제작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재현한 악곡과 복식을 이용하여 조선
에서는 선왕의 문덕과 무공을 기리는 악장을 새로 짓고, 고려 때부터 전승되어 오던 아무의
전통과 결합시킴으로서 동시대 명의 조정연향 문무무와 다른 고제의 아악을 자율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이 회례아무는 비록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세종 말엽에 조종의 공덕을 기리는
대규모의 악장이 마련되었을 때 세종 신악의 창작 자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
다. 특히 <보태평>, <정대업>의 춤은 문무와 무무로서 무원의 구성과 의물, 복식 면에서 회례
아무의 기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회례아무 정비 첫 단계에서는 동작과 복식 등이 ‘중국
과 달라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마침내 ‘중국에도 절대적으로 신빙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아악 전승의 큰 범주 안에서 시대마다 새로운 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고제를 존숭하되 처세에 따라 중국과 다른 조선의 악무를 제정할 수 있다
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세종조 회례아무의 재현은 그 지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선 아무전승사의 귀중한 전환기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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禮樂을 통한 敎化 체제의 정밀한 구축과 15세기 한중 관계에 대한 문화적 대안

-세종실록 악보를 중심으로
권도희 (서울대)
머리말
예악이란 의례와 악무를 앞세워 치세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실천적 제도이다.
고대로부터 등장하여 다양한 정치적 조건 하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예
악론은 지배층의 공적·사적 예술론으로 폭넓게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른바 經國의 맥
락에서 등장하는 예악 담론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둔 실용론이었다. 이 점에서 예악론
은 이념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제도적 실천을 위한 세부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1) 따라
서 예악의 실천적 세부는 예악의 이념을 정밀하게 뒷받침해야만 했다. 이처럼 예악은 그 이념
과 실천이 서로 표리를 이루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악은 전례악무의 외형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대로부터 외형으로 예악을 실천한 결과를 雅樂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에 雅樂는 일본의 가가쿠[雅樂]와 베트남의 나약[雅樂]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일본과 베트남의 雅樂은 모두 궁중 전례음악이고, 양자 모두 중국의 야위에[雅樂]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2) 禮樂 논리를 엄격하게 실천한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
가가 전례 악무를 관리하는 특정 기관을 설치하고 “雅樂”이라는 별도의 악무를 관리하기만 하
면 그것이 곧 예악의 실천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 담론으로 예악을 활용하기
에는 이에 합당한 논리와 이를 정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체계가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
국의 경우 국가가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전례악무를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은 신라의 음성서로
부터였지만 이것으로만 예악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려 예종 때 송나라의 휘종이 보낸 대성악(1116)을 경험했고 주요 태묘를 시작으로
국가 전례에 이를 연주하기도 했지만3) 이를 예악의 완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고려는 해당 악무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악은 논리와 제도
그리고 문물을 두루 갖추고 전 과정을 통제하여 통치 이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담론적 지
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말, 공양원 원년(1389)에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지식인들이 지배층으로 부상하면서 樂學이 설치되는 등 예악의 논리적 이해에 대해 관심이 등
장하고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4) 예악을 정치 담론으로 성숙시킨 것은 조선시대였
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 권근은 𰡔禮記淺見錄𰡕(1405)를 저술했다는 점으로 보아 예악에 관한 지배층의 관심
이 확인되지만 예악은 이념이자 제도였기 때문에 제도의 세부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성립
되기 어려웠다. 이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즉 세종 대에야 비로소 예악이 갖춰질 수 있었다.
세종은 재위 초부터 예악의 논리와 典章制度를 정비했고 나아가 악기와 악곡을 만들어내 예
악의 고전적 의미를 제도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세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고대로 부
토 시작되었던 예악의 역사 속에 조선의 사례를 추가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특히 세종 전반기
1) 예악이 인문적 통치 논리로 발전되기 전에 이미 관련 문물, 즉 악곡과 악기는 상당히 구비되어 있었
다. 중국의 고대 음악 유물과 악무도 등을 보면 춘추 말기~전국 전기에 예악이 통치론으로 부상하기
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劉東升, 김성혜·김홍련 옮김, 𰡔그림으로 보는 중국음악사𰡕 서울:
민속원, 2010, 15~7쪽.
2) 赵维平, 𰡔中国与东亚音乐的历史研究𰡕, 上海: 上海音乐学院出版社, 2012.
3) 송혜진, 𰡔한국아악사 연구𰡕 서울: 민속원, 2000, 17~67쪽.
4) 『고려사』 77권 지 제31 백관2. 제사도감과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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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𰡔律呂新書𰡕를 통해 예악의 이론을 이해하고 실험해 가던 중 예악의 이념적·고전적 실현 영
상과 시기별 역사적 실제, 즉 현실적 실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세종은 양자
간의 사이에 “朝鮮의 예악”을 배치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했던 것으로 이해된다.5) 세
종이 예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다. 이론의
탐색과 악기의 제작 그리고 악곡의 확정과 창작 그리고 악보의 창안에 이르기까지의 세종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직접 주도했음이 확인된다.6)
그런데 예악을 통해 경국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예악에 규정된 고전적 질서, 즉 천자국과
제후국에 준한 나라 간의 위계적 관계 마저도 수용해야했다. 예를 들면 조선은 제후국의 제도
내에서 宮懸 대신 軒懸을 해야 하며, 佾舞 역시 천자의 八佾舞가 아니라 六佾舞를 춰야했다.
결과적으로 樂舞의 실연으로써는 고전이 보여주는 예악의 궁극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악보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 악보는 악곡의 논리를 기록한 결과일 뿐이고,
또 유가의 고전에도 악보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고전적 예악론에 내재한 위계를 반영
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세종실록 악보를 보면, 자유롭게 중국의 아악사를 논평하고 한편으로
는 세종 이전까지의 예악에 대해 비평적 입장을 밝히면서 세종대의 예악 실천을 聖人의 실천
으로까지 여겼음이 확인된다.7)
세종실록 악보의 전반부는 古樂이 후반부에는 新樂이 실려 있다.8)

9)

古樂은 세종의 예악

정비 초기의 성과로 新樂의 제정의 기반이 된 것이 사실이고, 新樂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념적으로는 古樂에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만 세종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10) 古
樂이란 유가의 경전들을 통해 정전적 지위를 보장받은 음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음악 유산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정체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
나 세종실록 악보의 기록의 양으로나 인쇄의 방식 등을 보면 신악의 비중이 고악보다 큼을 알
5) 송혜진, ｢세종의 음악정치 목적과 방법 고찰｣ 𰡔동양예술𰡕 제20호(동양예술학회, 2012); 이혜구, 𰡔국역
악학궤범𰡕 서울: 국립국악원, 2000 ; 문숙희, ｢율려신서(律呂新書)-음악을 통한 세종의 국가경영｣ <세
종학학술회의 자료집> 2014. 47~68쪽.
6) 이 글의 각주로 선행 연구 목록을 대신함.
7) 樂者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順天地 調陰陽之道也. 國家昇平 垂四十年 而雅樂尙有未備 恭惟我主上
殿下 特留宸念 宣德庚戌秋 御經筵講蔡 律呂新書 嘆其法度甚精 尊卑有序 思欲製律 第以黃鐘未易 遞
得重其事也. …(중략)…在高麗 睿宗時 宋 徽宗所賜編鐘 恭愍王時 高皇帝賜與鐘 磬 共數十枚 及我本
朝 又有太宗 文皇帝賜與鐘 磬 數十枚而已.…(중략)…但儀禮註解 朱子論其淸聲起調 非古法 而此不之
及, 是固可疑也. 然觀其言曰 律呂有十二箇 用時只使七箇 若便揷一聲 便拗了 則亦足以互相發明矣.
夫 詩樂 十二篇 開元遺聲 非古樂也. 釋奠樂譜 七宮, 亦難盡信. 아악보 서. ; 及宋之末 徽宗雖賜高
麗燕享樂 然當世君臣 不遑於稽古禮文之事 無復以鍾律爲意者也. 天運循環 我太祖龍興 列聖相承 功
成治定 理宜有作. 歲在丙戌 皇明賜樂 太宗祗承 然鍾磬未具 軒架未備 磬石所在 旁求未得. 至于庚戌
惟我殿下 上念先王有志而未就 下採愚臣千慮之一 得欲作朝會禮樂 廣詢博訪 謀及大臣. 當是時也 陳
暘之論得行 朱子之言未著 殿下以天縱聖學 獨斷群疑 全用蔡氏 律呂新書. 又慮十二宮紊亂失序 一依
儀禮經傳通解 詩歌 敷演而改正之. 於是五聲二變十二律四淸聲 各得其正. 乃命攸司 鍾磬器服 不計萬
金之費 數年之間 一皆新之. 至于癸丑年正朝賜宴群臣 去女樂放鄭聲 天顔肅穆 載欣載悅 八音之諧 七
聲之和干羽之舞 宛然若虞庭之日.세종 15년 11월 27일 병오. <조선왕조실록 온라인>(이하 같음)
8) 고악과 신악은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자는 고대음악 후자는 당대의 음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정리된 고악도 “신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自今新樂訓
習 工人取才 皆按此本 其功不細 至於行祭 兼用受前規 而不全據此. 今將此本 考之本朝雅樂所用之法
似皆未甚精當也…(중략)…如有著述樂書 則往日奉常 何拳拳掇拾於工人抄寫之餘 以就未完之樂書乎. 세
종 8년 4월 25일)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제외하고 양식적 차이를 구분하기 하는 한에서 사용하
기로 할 것이다.
9) 송혜진, ｢세종실록악보 - 세종, 우리 음악을 기록하게 하다｣𰡔세종의 서재𰡕 서해문집, 2016.
10) 上謂承政院曰 今新樂雖不得用於雅樂 然形容祖宗功德 不可廢也. 議政府與府慣習都監共觀之 言其可
否 予當損益. 세종 31년 12월 11일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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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세종은 古樂을 통해 예악의 고전적 이상만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세
종 당대의 음악, 즉 新樂도 예악 체제 속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했음이 확인된다. 新樂은
처음부터 古樂을 뒷받침하는 예악 논리를 확장하여 조선의 사정을 구체화했던 음악이기 때문
에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다만, 유가의 경전들 악이 탄생하는

원리를 설명할 뿐 新樂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 왕조별로 작성된 각종 전례집이나 악서들에는 古樂 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전례 음악에
대한 기록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세종은 예악의 결과를 음악 기록을 통해 新樂을
古樂과 병립시키고 나아가 新樂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정전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왕조별로 예악 체제를 정비할 때 악기와 악곡을 정비하는 것은 상례이지만, 악보
를 만들들는 일은 드문 일이다. 따라서 세종이 예악 체제를 정비하면서 굳이 악보를 만든 사
실을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세종실록 악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대체
로 악보에 기록된 악곡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대부분이고, 음악의 기록 행위에 관심을 가진
사례는 많지 않다.11) 이에 본고에서는 세종이 예악 정비 과정에서 악무를 기록한 이유를 탐색
해보기로 할 것이다. 세종실록 악보의 기보 체계의 특징을 중국과 비교하여 이해해보고, 또
예악 체제의 정비를 왜 악보 정리로 마무리 했으며, 왜 전에 없던 기보 방식인 정간보까지 창
안해가며 음악의 기록에 집중했는지 15세기 동아시아의 판도 속에서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1. 악보 편찬의 기술적 배경
세종실록 악보는 악보의 체제와 내용, 제작과 편찬 시기에 따라 아악보와 정간보로 나누어
진다. 아악보는 세종 전반기에 아악곡 양식으로 된 제사악과 조회악을 중국의 기보법을 참고
하여 편찬한 것이고, 정간보는 한글 만들어진 이후(1925)에 군신 간의 연향에 사용할 한글 노
래등을, 즉 新樂을 기록한 것이다. 각 악보에 수록된 악곡이 어떻게 구성되고 창작되어 기록
되었는지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으므로12) 이하에서는 기록 행위에 관심을 두고 해당
기보 체제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기술적 배경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할 것이다.
1) 아악보
아악보는 세종 3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세종 12년 이후까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
르렀던 이른바 아악 “釐正”의 결과물로 이해된다.13) 아악보에는 세종이 정리한 조선의 조회악
과 제사악을 적었고, 이를 뒷받침했던 중국의 악보들 즉, 宋의 朱熹의 𰡔儀禮經典通解𰡕의 “詩
樂”과 元의 林宇의 𰡔大成樂譜𰡕의 제사악 “釋奠樂譜”를 첨부해 놓았다.14) 이러한 악곡들은 이
은바 현재 “아악”이라 구분되는 음악인데, 세종이 정리한 아악과 세종이 참고한 아악은 서로
기보 방식이 다르며, 나아가 세종실록 악보에 기록된 중국 악보의 기록 방식은 정작 중국의
아악보와도 다르게 기보되어 있다.15)
먼저 조회악의 기록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악보와 같다. <악보 1>은 세종이 직접 정리한
11)
12) 이혜구 역주, 𰡔세종장헌대왕실록𰡕 22,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81.
13) 송혜진, 𰡔한국아악사 연구𰡕 서울: 민속원, 2000. 128~58쪽.
14) 國朝雅樂未備, 世宗因中朝所賜鐘、磬, 增造編鐘、編磬, 據 《儀禮詩樂》, 及 林宇 《釋奠樂譜》, 制爲
《朝會》、《祭祀》 樂譜, 今弁附云。아악보 서.
15) 端憲, ｢ 《風雅十二詩譜》和《瑟譜》｣ 재인용.
https://www.zhihu.com/question/53520374/answer/247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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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이고, <악보 2>는 세종이 악곡을 정리할 때 참고했다고 밝히며 아악보질 후반부에 참고용
으로 실어 놓았던 악보이며, <악보 3>은 중국의 악보로 세종이 당시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악보의 원전으로 파악되는 𰡔儀禮經典通解𰡕이다.

<악보 1>세종실록 조회악 황종궁 “鹿鳴”

<악보 2>세종실록 𰡔儀禮經典通解𰡕 “鹿鳴”

<악보 3> ｢風雅十二詩譜｣를 재기록한 朱熹의 𰡔儀禮經典通解𰡕 중 “鹿鳴”
이상의 악보는 모두 𰡔詩經·小雅𰡕의 “鹿鳴”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악보 1>과
<악보 2> 그리고 사고전서에 수록된 <악보 3>를 비교해 보면, 선율을 서로 거의 같지만16) 기

16) “潢” 기록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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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방식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세종대에 연주한 악보(<악보 1>)는 음고(音高) 표기를 중
심으로 노랫말을 기록하되 궁상자보를 위주로 하여 율자보를 참고하게 했고, 또 세종실록 악
보에 첨부된 𰡔儀禮經典通解𰡕의 악보는 노랫말을 중심에 놓고 음고는 작은 글씨로 율자보로만
기록했다. 또한 양자 모두 간격을 비워가면서 악구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에 전하는 𰡔儀禮經典通解𰡕의 악보(<악보 3>)를 보면, 각 음에 칸(井間)을 질러 노랫말의 리듬
단위를 표시하고, 각 칸 안에 노랫말을 중심으로 쓰고 음고 표기를 율자로보 적고 있으며 악
구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세종실록악보의 𰡔儀禮經典通解𰡕와 중국의 𰡔儀禮經典通解𰡕
를 비교하면 음고를 기록한 칸의 유무와 악구 기록법은 다르지만 노랫말을 중심으로 삼고 음
고 기보법을 작은 글씨로 쓴 점은 같다. 세종의 악보(<악보 1>과 <악보 2>)는 “鹿鳴”의 리듬
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은 것은 小雅의 시악들이 모두 1자 1음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되어있었
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 단, 위에서 보면 세종이 직접 정리한 “鹿鳴”(<악보
1>)은 청성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종이 참고했다고 밝힌 <악보 2>와 중국의 <악보 3>에서
는 청성(潢)을 기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기보상의 이유가 아니라 음악적 차이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조선은 古樂으로서 詩樂을 선택할 때 순수한 7음으로만 된 황종궁을 사용했기 때문
에 청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17)
제사악의 경우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정리한 제사악(<악보 4>)과 원대의 𰡔대성악보𰡕(<악보
5>)가 기록되어 있다.

<악보 4> 세종실록 제사악 “황종궁 1”(영신)

<악보 5> 세종실록 𰡔大成樂譜𰡕 영신악 황종궁

위의 <악보 4>와 <악보 5>은 석전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迎神”이라는 악곡을 보여주고 있
다. <악보 4>는 세종이 정리한 악보이고 <악보 5>는 세종이 <악보 4>를 만들기 위해 참고한
중국 元의 악보인데 양자는 서로 기보 체계가 달랐음이 보인다. 세종이 정리한 악보는 조회악
과 마찬가지로 궁상자보를 중심으로 율자보를 참고로 적었고, 세종이 참고했다고 밝히고 첨부
한 𰡔석전악보𰡕는 노랫말을 우선시하고 율자보와 공척보를 병기했다. 중국에서 공척보는 일찍
17) 故於《儀禮詩樂》, 取純用七聲, 《小雅》六篇 二十六宮, 演爲三百一十二宮, 以備朝會之樂。 아악보 서.

- 179 -

부터 사용되었지만 기록으로 남은 것은 진양의 𰡔樂書𰡕가 처음이다.18) 이 점에서 세종이 참고
한 元의 악보는 宋의 제도를 따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악보 4>에서도 세종은 악장을 기록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별도의 악장집, 즉 𰡔朝鮮國樂章𰡕이라는 책이 악보집 편집 이전에 이
미 있었기 때문에19) 제사와 조회 악보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20)
그런데 𰡔대성악보𰡕는 중국에서는 실전되었다. 따라서 원대의 악보를 기록했다고 하는 여타
악보를 보면 세종의 기록 방식과 중국의 기록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는 명나
라 朱載堉(1536~1611)의 𰡔樂律全書𰡕((악보 6>)와 淸대에 孔繼汾의 𰡔闕里文獻考𰡕(1762)에 게
재된 원대의 석전악을 기보한 것이다.21)

<악보 6>朱載堉의 𰡔樂律全書𰡕 大成樂章新舊譜同異考

<악보 7> 孔繼汾의 𰡔闕里文獻考𰡕 석전악

<악보 6>과 <악보 7>에 보이는 악곡 세 개는 서로 선율은 다르지만 기보 방식은 주목할만
하다. 전자는 노랫말과 음고를 율자보로만 표시하고 노랫말에 따라 악구를 표시한 것에 비해
<악보 7>은 노랫말을 적지 않고 율자보로만 적되 악구의 변활 알 수 없다. 다만, <악보 6>은
조선의 석전악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악보 7>의 기록은 세종대의 악곡과 선율과 꼭 같다. 여
하튼 이상의 사례를 보면 중국의 석전악은 오로지 율자보로 기록되며 반드시 악구의 구분을
하지 않고 죽 나열하여 기록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실록 악보처럼 악구를 나누고
궁상자보(<악보 4>)나 공척보(<악보 5>)로 기록함으로써 調性에 대한 암시를 줄 수 있는 것과
는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18) 臧艺兵,｢探索与思考-记谱法的变更对中国音乐传承传播的影响｣𰡔中國音乐𰡕 2000年 第3期 26쪽.
19) 1414(太宗 14)년 이전에 제례 음악은 봉상시 악공들이 抄寫해 놓았고, 악장은 태종 말기부터 세종
초에 𰡔朝鮮國樂章𰡕으로 정리·인쇄되었다. 奉常判官 朴堧 上書曰…(중략)…我朝祭享之樂 皆用雅歌 則
正也 至於用樂之法 則全無著論 但樂章三十八首及十二律聲通例. 以鑄字印爲十本, 藏之本寺, 號曰 朝
鮮國樂章. 跋之曰 本朝祀神之樂 其聲音高下 歌詩次序 皆由工人抄寫之訛 愈久而愈失 非所以交神明
之誠 仕于本寺者, 不得辭其責矣. 則當時雅樂 未就釐正 未有著書 斷可知也. 自今新樂訓習 工人取才
皆按此本 其功不細 至於行祭 兼用受前規 而不全據此. 今將此本 考之本朝雅樂所用之法 似皆未甚精
當也…(중략)…如有著述樂書 則往日奉常 何拳拳掇拾於工人抄寫之餘 以就未完之樂書乎. 세종 8년 4월
25일.
20) 송혜진, 𰡔한국아악사 연구𰡕, 131~43쪽.
21) Robert C. Provine, Essays on Sono-Korean Musicology, Seoul: Iljisa, 1988, 130쪽, 23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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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간보
정간보는 세종 29년 이후 만들어진 악보로 음의 높이와 길이를 정확하게 기보하는 체계이
다. 악곡의 절주가 달라지는 점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창제 처음부터 악
기군 별로 총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총보는 6행보(<악보 8>)과 4행보(<악보 9>)로 나누어지는
기보 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2행으로 노랫말과 음고만 기록(<악보 9>와 <악보 10>)하
는 경우도 있다.

<악보 8> 한글가사(치화평) 6행 총보

<악보 9>한자 가사(정대업) 5행 총보

<악보 10> 한글노랫말(치화평) 4행 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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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한문노랫말(정대업) 4행 총보

<악보 12> 한글 노랫말(치화평) 2행 총보
이상과 같은 악보를 1948년 이후 이혜구에 의해 우물 정자 모양의 칸이 있는 악보라는 뜻
에서 “井間譜”라 불리기 시작했고22) 당시에는 별도의 명칭은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네모 칸
내에 음고를 표시하고 또 간의 수에 따라 음의 지속 시간을 분명히 한 것은 당시 중국의 악보
보다 진일보한 기보 방식이다. 중국도 <악보 13>처럼 元대에 네모칸 안에 음고를 표시한 “音
圖”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정간보처럼 음의 지속을 효율적으로 표시하지는 못했다.

<악보 13> 元 徐載(14세기)의 方格譜 𰡔韶舞九成樂補𰡕 “九德之歌音图”
이상의 악보는 元의 徐載(1320~?)이 만든 𰡔韶舞九成樂補𰡕인다.23) 韶舞는 漢 고조 6년(기원
전 201)에 이미 실전된 舜의 음악을 수습하여 전례악무로 사용한 것인데 이후로 같은 이름의
악곡이 청대에 이르기까지 궁중의 전례악무로 사용되었다.24) 위의 악보를 보면 정간보와 비슷
한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중국 음악학자들은 이를 “方格譜”라 하는데, 노
랫말과 음고를 표시하되 악곡의 조에 따라 저음부터 고음까지 순서대로 12율을 별도로 기록
22) 홍정수, ｢대강보의 절주방식｣𰡔한국음악사학보𰡕 11집(1993).
23) 𰡔永樂大典𰡕 및 𰡔四庫全書𰡕에 전한다. 위의 악보는 𰡔四庫全書𰡕본.
24) 藍玉崧, ｢韶｣; 彭松, ｢韶舞舞譜｣ 𰡔中國大百科全書(音樂•舞蹈)𰡕 上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9,
5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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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2율을 격처럼, 즉 자의 눈금 같이 사용하여 노랫말의 음고를 표시했다. 노랫말은 1행에
1자만 배치되어 있는데 노랫말 1자당 1음으로 붙는다면 이 악보는 노랫말의 지속 시간을 정
확히 기록한 셈이다. <악보 3>의 𰡔儀禮經典通解𰡕 ｢風雅十二詩譜｣에도 1자 1음으로된 “鹿鳴”
이 실려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상의 기록 방식으로는 1자 1음이 아니면 음의 지속을
정확히 기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보 체계는 정간보와 비교하여 음악 기록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방격보는 <악보 3>의 ｢風雅十二詩譜｣보다 기록상의
효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상의 악보는 총보가 아니라 “歌譜”로 볼 수 있다. 세
종대의 정간보 체제와 비교하자면 위의 악보는 <악보 12>과25) 같이 여타 악기를 생략한 최간
략보인 2행 체제 정간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세종의 예악 해석과 악보 편찬
기보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별도의 원칙과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통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정한 목적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악보로
확인되는 악곡의 선택과 배열, 악곡별 기보 방식과 체제 등은 음악 기록의 목표를 가늠케 한
다. 이러한 점은 세종이 예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지점 들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종이 기보 행위를 예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1) 보편적 음악으로서의 古樂 해석을 위한 정간보 창안과 중국 기보법 재해석
예와 악은 서로 구별되는 제도이자 활동이지만 공자는 西周 周公이 기원전 1058년에 “制禮
作樂”했던 것을26) 주목하여 예와 악을 합하여 덕치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시켰다.27)
이후로 유가의 예악은 통치론의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刑政”에 대한 대안으로 자
리를 잡게 되었다. 예악과 형정은28) 모두 통치 이념이자 제도를 말하기는 하지만, 예악은 “형
정”처럼 강제나 폭력적인 통치를 통해 구현되는 질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 요구를 끌
어내 치세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29) 따라서 인문적 통치라는 명분을 내세운 권력자라면 예
악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악이란 이념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30) 현실적으로 예
악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나 문물을 갖춰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
로도 주공 이후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예악을 내세운 통치자들은 예악을 실천할 수 있는 실
실적 절차들이 촘촘하게 구비했다. 공자 역시 이를 간파하고 예악의 제도 및 문물을 “文”으
로, 그 내용을 “質”로 구분하며31) 문질의 이상적인 결합을 예악의 이상으로 삼았고,32) 𰡔예기·
악기𰡕, 𰡔荀子·樂論𰡕에 그 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지도자(군자)는 마음의 수양을 이룬
25) 용비어천가 4장. 狄人ㅅ 서리예 가샤 狄人이 외어늘 岐山 올샴도 하디시니 野人ㅅ 서리예
가샤 野人이 외어늘 德源 올샴도 하디시니.
26) 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下之位 以治天下 昔殷紂亂天下 脯鬼侯以饗諸侯 是以周公相武王以伐紂
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子之位 以治天下 六年 朝諸侯於明堂 制禮作樂 頒度量 而天下大服 七年
致政於成王成王 𰡔禮記·明堂𰡕
27) 樂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樂勝則流 禮勝則離 合情飾貌者 禮樂之事也. 𰡔禮記·樂記𰡕
28) 故禮以道其志 樂以和其聲 政以一其行 刑以防其姦 禮樂刑政 其極一也. 𰡔禮記·樂記𰡕
29) 禮節民心 樂和民聲 政以行之 刑以防之 禮樂刑政 四達而不悖 則王道備矣. …중략…大樂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和故百物不失 節故祀天祭地. 𰡔禮記·樂記𰡕
30) 樂者 非謂黃鐘大呂弦歌干揚也 樂之末節也 故童者舞之 鋪筵席 陳尊俎 列籩豆 以升降爲禮者 禮之末
節也. 𰡔禮記·樂記𰡕
31) 杨荫浏, 𰡔中国古代音乐史稿𰡕(上冊), 北京: 人民音乐出版社, 1981, 91쪽.
32)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𰡔論語· 雍也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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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악무의 절차를 두루 살펴서 실현하면 도가 실행된다는 논리인데, 악무를 구비하는 절차는
𰡔예기·악기𰡕가 구성될 때에도 그리 간단한 절차는 아니었다. 여러 악기를 총 망라해야했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유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기도 했다.33) 예를 들면 八音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합주를 악대와 장대한 일무(八佾)를 과시적으로 보여주어야만 예악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다.
공자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한 유가의 예악론은 지배층의 보편으로 시대가 변해도 수용되
었지만, 그 실천 방식은 왕조마다 달랐다. 周의 제도가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도 했지만 혼란기
를 거치면서 그나마 남은 것도 사라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각 왕조는 周公의 음악을
雅樂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제도를 정비했다. 기원전 202년에 한 高祖는 叔孫通으로 하여금 적
극적으로 아악을 정비하게 하여 기원전 200년에는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34) 이 과정에서 예
악은 한층 더 인문적인 제도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즉, 이 무렵부터 아악은 고대의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벗어나 국가 전례로 전환되면서 예악은 절대 권력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배층
이 통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이념이자 제도가 되었다.35) 秦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고대의 아
악 중에서 이른바 六樂36) 중 舜의 “韶”와 周武王 “武”만 남아 전례악으로 사용되었고, 漢대
에도 이 악곡을 계승했지만 “韶”를 개작하는 등 周의 음악과 같지는 않았다. 나아가 한 무제
는 실전된 아악의 곡조들 찾아 연주하게 하는 과정에서 고대의 악무와 부합하지 않는 것도 생
겨났다.37)
이후 혼란기를 거치면서 그나마 한의 아악 제도는 유지되지 못했고 唐대에 다시 정비되었
다. 𰡔唐六典𰡕(開元 26, 738년) 및 여러 문헌에 의하면, 당나라는 체계화된 典章 제도 하에 아
악을 배치했고 이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설치되어 아악의 실천을 통제했다.38) 그러나 唐대
의 아악에는 俗樂, 胡樂 그리고 佛敎 음악이 혼합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당 대의 아악이 역
시 예악의 이상으로 간주되는 주대의 음악만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다.39) 당 이후로 5대 十國의
혼란기에는 중원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예악이 중국 전역에, 특히 남방의 諸國에까지 널리 퍼
졌다.40) 남방 제국의 군주들은 권력의 정통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예악을 적극 활용하여 권
력자의 특권을 설득시키는데 활용했다. 특히 이 시기에 제국 군주들은 군주의 권력을 위협하
는 관료 집단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군신 간의 위계 혹은 신하들 간의 위계를 분명
히 하기 위해 예악을 백분 활용했다.41) 이러한 유산은 宋에도 이어졌다.
宋대에는 예악이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고 관료 간의 위계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실천되는
과정에서 “古代雅樂의 복원”이라는 목표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宋의 황제와 관료는 예악의
이상향인 周의 아악을 복원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증적 방식으로 접근했
33) 使耳目鼻口心知百體 皆由順正以行其義 然後發以聲音 而文以琴瑟 動以干戚 飾以羽旄 從以簫管 奮
至德之光 動四氣之和 以著萬物之理 是故淸明象天 廣大象地 終始象四時 周還象風雨 五色成文而不亂
八風從律而不姦 百度得數而有常. 𰡔예기·악기𰡕
34) 孙世洋, ｢论周代雅乐理念的人文政治关怀｣𰡔长春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𰡕 第25卷 第3期(2006
年 5月), 53~5쪽.
35) 明則有禮樂 幽則有鬼神 如此 則四海之內合敬同愛矣. 禮者 殊事合敬者也 樂者 異文合愛者也. 禮樂
之情同 故明王以相沿也 故事與時並 名與功偕. 𰡔예기·악기𰡕
36) 黃帝의 <雲門>, 唐堯의 <大咸>, 虞舜의 <大韶>, 夏禹의 <大夏> 商湯의 <大濩(鞮)> 周武王의 <大
武>.
37) 杨荫浏, 𰡔中国古代音乐史稿𰡕(上冊), 北京: 人民音乐出版社, 1981, 125~6쪽.
38) 杨丽琴, ｢唐代雅乐研究｣ 山西大学 硕士, 2011.
39) 邱源媛, ｢唐宋雅乐的对比研究｣ 四川大学 硕士, 2003.
40) 王美华, ｢礼乐制度与十国政治｣𰡔东北师大学报𰡕 2001年 05期.
41) 昔者舜作五弦之琴 以歌南風 夔始制樂 以賞諸侯 故天子之爲樂也 以賞諸侯之有德者也. 𰡔예기·악기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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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실적으로 고대의 아악은 실전된지 오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악의 복원은 명분에 지나
지 않았다. 그러나 북송대의 황제와 관료들은 경전 및 각종 문헌에서 근거를 찾고 나아가 오
래된 악보 등의 기록물을 찾아 복고적 아악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 전에 없이 체
계화된 아악 논리와 실천 방식은 남송대에 이어 원·명·청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고려는 물
론이고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송대의 전례음악은 郊廟(郊祀와 宗廟)와 朝會 그리고 頌禱와 詩樂으로 나누어진다. 교묘시
에는 전지에 제사를 지내 組宗의 武威와 文德을 과시하기 위해 아악으로 악무를 짓고, 조회에
는 통치자 자신을 위한 음악을 만들게 했다. 또한 頌禱를 위해 관료들로 하여금 악장을 만들
어 군주에 대한 충성을 보이게 하여 군신 간의 서열을 가르는 한편 신하들 간의 위계를 공표
했다. 詩樂이란 이러한 행위들이 고대의 아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아악의 존
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송 초기부터 사용하여 송 태종 淳化(990~994)
연간에는 향음주례에서 시악을 사용하다가 이후로는 새롭게 시를 지어 시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휘종 政和 7년에는 시악과 같은 고대 가요를 궁중 전례악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에도 영향을 끼쳤다. 남송대의 乾道(1165~1173)년간에는 당 개원 (713~41) 년간에 사용
되었다고 전하는 ｢風雅十二譜｣를 문인 趙彦肅이 지식인 계층에 퍼뜨렸고, 그것이 주희의 𰡔儀
禮經典通解𰡕에 수록되었다.42)
이상과 같이 송대의 전례 악무 혹은 古樂 체계를 만들어 지는 과정에는 황제는 물론이고
周敦頤, 長知白, 房庶, 陳暘, 王灼, 鄭樵 등과 같은 북송대의 관료·사대부와 남송의 朱熹 같은
학자가 참여했다.43) 결과적으로 송대에는 권력자와 관료가 공조하여 고악 복원을 명분으로 한
지배층의 전례악을 정교한 논리와 제도 등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영향은 후대에
에 클 수 밖에 없었다. 요와 금은 물론이고 원대에도 송대의 아악 제도를 수용했다.44) 또, 명·
청대에서 송대의 예악 논리를 활용하여 전례음악을 만들었다. 비록 그 구체적인 악곡의 내용
은 <악보 6>처럼 서로 달랐지만 명·청대에는 송대에 제시된 예악 논리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다만, 각 상황에 맞게 음악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수정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이
러한 상황은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예악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고려 예종 11(1116)년에 송의 휘종이 보낸 대성
악을 경험한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묘나 조회 혹은 군신 간의 연향에 필요한
음악은 당대의 신구 음악을 사용했다. 그러나 고대음악, 즉 八音을 고루 갖춘 樂懸과 文舞·武
舞 같이 절차를 갖춰 실행하는 절도 있는 악무에의 경험은 고려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지만,
雅樂이라는 것의 특수한 용도와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아악으로 몇
몇 의식에만 한정적으로 실현했다. 고려 예종 11년 10월에 친제한 태표 제사에 대성악을 썼
고, 인종 12년에 籍田에 대성악을 썼고 의종 때에는 일무를 확장하여 사용했지만, 이후로 대
성악은 온전히 연주되지 않았다.45) 나아가 고려는 근본적으로 대성악을 통해 아악의 체험 이
상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즉, 예악의 논리와 이념 그리고 절차를 온전히 이해하고 통제하지
는 못했다.

그러나 아악의 특별한 활용과 文飾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경험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와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악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
었다. 특히 송대 이후의 예악 즉, 군주를 정점으로 하고 신하와 백성으로 위계화되는 질서를
42)
43)
44)
45)

杨荫浏,
杨荫浏,
杨荫浏,
이혜구,

𰡔中国古代音乐史稿𰡕 (上冊) 北京: 人民音乐出版社, 1981, 381~3쪽.
앞 책, 1981, 443~52쪽.
앞 책, 404~5쪽.
｢음악｣𰡔한국사𰡕 국사편찬위원회, 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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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이념이자 제도는 문명적 통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건국 후 태종대부터 예악에 관심을 갖고, 악기나 복식을 마련해 예악
의 문식을 갖추고자 했다.46) 그러나 세종대에는 예악 이념과 문식의 균형을 세부까지 관철시
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은 재위
15년 이전에 예악론 및 아악이론에 대한 통찰과 악기와 악곡 그리고 복식 및 각종 실행 절차
등을 갖췄고, 후반기에는 고악과 신악을 고루 갖춰 예악의 이념부터 실천의 세부에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악의 이론과 실제, 악기 제작, 악무 절차 및 악곡의 확정, 악곡의
활용(아악과 속악, 남악과 여악) 등등에 관료들의 이견과 반론이 생기기도 했고47) 또 이른바
八音을 고루 갖추기 위해 소용되는 악기들의 제작에 대해 여러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에서 이견을 조절하는 지도력도 요구되었다.48) 이에 대해 세종은 재위 전반기부터 막대한 비
용은 물론이고 행정적 절차를 조정하는 등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난제를 극복해냈다.49)
세종이 이러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유가의 경전에 집착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
다. 세종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조선의 예악을 중국과 달리 구체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
문이었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세종은 유가의 경전 및 각종 고전을 살피고 중국의 각 왕조에서
실천한 예악을 연구하면서 양자의 차이를 파학하게 되었다. 세종은 예악의 실현에서 문질이
균형을 이루는 문제가 경전과 역사를 관통하는 주요 문제임을 관철하고 그 하나의 사례로 조
선을 두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예악 관련 이론은 주로 고대 음악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지만, 복고주의를 표방
한 송대에서 당대의 음악 新樂을 예악의 문식으로 포괄했다. 따라서 세종도 초기에는 악곡의
선정과 조성의 판단 그리고 율관의 제작 등에서는 중국의 고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고악
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후기에는 신악을 창작함으로써 예악의 유연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나
아가 악보를 제작할 즈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 예악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세종은 제사와 조회에는 중국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악보를 만
들되 조선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개정했다. 율자보 중심의 중국의 古樂 악보를 율자보와 궁상
자보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율자보와 궁상자보를 병기하여 음고와 음계를 동시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중국은 공척보를 궁중과 민간 구분없이 널리 사용하
는데 비해 세종은 공척보 대신 궁상자보로 전환한 일은 古樂의 초월적 지위를 보여주는데 유
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50)

46) 就咨禮部曰 據議政府狀啓, 備奉常寺呈照得, 本寺所掌四時祖廟、社稷、籍田文廟等祭, 陪臣祭服及樂
器等物, 悉皆損舊, 似難應用。 理宜赴京收買, 換新備用, 具呈狀啓。 得此竊詳, 上項祭服樂器, 不敢
擅便赴京收買, 理合咨稟, 煩爲奏達。 如蒙允許, 隨後差人齎價赴京收買, 以備應用。태종 5년 4월 8일
계유; 仁壽府尹柳思訥上書曰…중략…歲在丙戌, 皇明賜樂, 太宗祗承, 然鍾磬未具, 軒架未備, 磬石所
在, 旁求未得。 至于庚戌, 惟我殿下, 上念先王有志而未就, 下採愚臣千慮之一, 得欲作朝會禮樂, 廣詢
博訪, 謀及大臣。세종 15년 11월 27일 병오.
47) 然而禮樂, 國之大事, 如可爲也, 豈以小弊而不爲也哉? 卿等以爲可爲, 則人物雖少, 豈無可用者? 財用
雖少, 予當辦之, 卿等其議可否。" 僉曰: "宴饗之禮, 皆用男樂, 誠爲美事。 然房中之樂, 不可無女樂。
女樂旣不廢, 而又用男樂, 人物鮮少, 恐有難繼之憂。세종 25년 4월 17일 임인.
48) 大抵軒架之樂, 用之於祭享, 用之於朝會, 所以協和神人, 其用至大, 故世宗特軫聖慮, 始於宣德丙午,
終於癸丑, 歷八年之久, 始克有成。 當時費用之繁, 功役之重, 世宗豈不知之? 特以所關之重, 不爲世俗
之言所動, 爰命朴堧, 專主其事, 至命以所造編磬入內, 以聖旨定之。 此睿算之出於尋常萬萬, 而至今稱
頌者也。 今之所改編磬, 特因舊補缺, 其功役, 視世宗朝不啻減十分之九。 苟勸課有道, 可指日斷功,
而朝廷之間, 議論不中, 視爲迂闊。 鑞鐵則戶曹與工曹相推, 磬石則水軍與船隻俱闕。 以此匠人, 有時
廢事, 役徒或至游手, 自上亦無勸課之方, 任事者無興起之心, 有怠惰之氣, 悠悠度日, 苟且益甚。명종
7년 7월 10일 경인.
49) 乃命攸司, 鍾磬器服, 不計萬金之費, 數年之間, 一皆新之. 세종 15년 11월 27일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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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향에 소용되는 新樂 악보는 古樂(제사악과 조회악)의 기보와 전혀 다른 체계를 사
용했다. 고악(악무)의 양식은 유가의 경전 및 각종 전례집을 참고하여 正典의 엄격함을 보이기
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1자 1음의 단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종은
중국식 악보를 참고하되 이를 전용하며, 즉 비정간 악보로 정리하되 조선에 필요한 음악 기호
를 선택적으로 기보했다. 그러나 신악의 구조는 양식적으로 고악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조선 전래의 향악과 고취악을 참고하는 등 창조적 음악 형식도 갖췄기 때문에 비정간 악보의
기보로 음악을 정확히 기보할 수 없었다. 1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종은 정간보를 창제하는
과정에서 세종실록 악보에 실린 송· 원대의 다른 외에도 다른 기보 체제를 검토해보았을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떤 다른 것을 더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간보 창제 이전에 중국에
서 사용된 악보 중에서(<악보 3>, <악보 6>, <악보 7>, <악보 13>) 그 어떤 것도 정간보가 갖
고 있는 讀譜의 효율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간보는 정간이 기준박이 되는 간명한 논리가 일관성 관철될 뿐만 아니라 여타 기보법과
함께 쓰면 기보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율자보(세조대에는 오음약보)와 같은 음고 표시와 총보
체제로의 확장은 당시 중국의 방격보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음악적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는 장점이 있다. 정간보와 율자보의 유연한 결합은 중국의 아악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점이었고, 정간보의 井은 방격보(“九德之歌音图”)의 方에 해당하지만 方이 음고의 지속과 무
관한데 비해 井은 처음부터 음고의 지속을 표시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청대까
지 12율이나 궁상보를 전례악의 기보체계로 한정했고, 그나마 방격보도 널리 사용하지 않았
다. 또한 정간보는 창제 초부터 총보 체계로 사용했기 때문에 樂懸의 청각적 현실을 시각적으
로 부호로 전환했다. 따라서 정간보는 거의 모든 음악을 기보해낼 수 있었다. 이 점은 정간보
가 중국 기보법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음질서를 기보를 통해 개별음, 개별
악기군들의 분석적 종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편적인 음악 기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었다.
세종이 정간보를 통해 주구한 보편적 논리는 조선이 예악에서 중국에 종속적이었던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물론 아악보의 서문에도 “夫 《詩樂》 十二篇, 開元遺聲, 非古樂也。《釋奠
樂譜》 七宮, 亦難盡信”라 하여 중국만이 가능했던 문명국의 이상인 예악을 이제 조선에서 실
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간보에서는 이에 더 발전하여 현실적으로 중
국의 문화적 유산인 예악이 조선의 예악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구체화했다.
역대 중국 왕조의 고악을 조선 체제로 기록해내고, 또한 현재에서 널리 사용될 만큼 논리적인
악보인 정간보를 창안하여 중국보다 정교하고 음악을 읽어 내고 또 상호간의 음악적 소통에
오류가 없게 한 점은 세종이 문화적 독립국이자 보편적 문명국으로 조선을 부호화하려했던 것
으로 이해된다.
2) 조선 新樂의 기록(정간보)를 통한 조선 교화의 규범화
세종은 “文質”을 정밀하게 갖추고 이를 악보로 구체화함으로써 예악의 주체가 조신이 되었
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악을 문명국의 이념이자 제도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조선은 중국과
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위계를 예악 제도에도 반영해야했다. 이에 대해 세종은 新樂을 적극
활용하여 조선이 예악 국가로서 처하게 된 모순된 위치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신악은 중
국의 역대 아악 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이었다. 심지어 복고주의적 경향을 분
명히 했던 송대에도 당대의 음악을 아악 체제 내에 편입시킬 정도였다. 그런데 고악 대신 당
50) 세종실록악보에 실린 임우의 대성악보에서 공척보와 율자보가 실린 것이 원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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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음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악에 실천에 수반되는 당연한 필요 때
문이었다. 예악은 위계를 문화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군주는 관료들로 하여금 군
주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에 대해 동의하게 해야 했다.51)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군주
는 지배층 전반에 대해 국가 통치에 대한 합의를 얻어 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배층은
통치에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전과정은 “교화”라고 한다.52) 결과적으로 군주의 덕이 평
화적으로 사방에 미치도록 하는 것, 즉 “周道四達”를 하기 위해 예악이 요긴했다.53) 이 때문
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대 이후로 중국의 각 왕조도 당대의 음악을 전례음악으로 배치시켰
다.
조선의 경우도 고악을 정리하여 예악의 기초를 닦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악의 현실적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고악만으로는 조선이 예악의 주체가 되어 관료나 民에 대한 교화를 설
득적으로 실현내기 어려웠다. 이에 세종은 통치 후반기에, 특히, 훈민정음의 반포 이후에 적극
적으로 新樂을 만들어 예악의 이념과 제도 하에 조선이란 정체를 밝히고자 했고, 세종 29년
이후에 악보로 기록되었다. 신악은 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
풍형, 후인자, 봉황음, 만전춘54) 등인데, 모두 왕실의 祖宗의 공덕을 기념하기 위해 것이었
다.55) 특히 여민락과 치화평 그리고 취풍형은 모두 다른 곡조이지만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을
한문 악장으로 혹은 한글악장으로 노래하는 것인데56) 세종은 그 시작과 끝을 모두 정간보의
6행 총보로 기록했다.57) 정대업과 보태평 역시 조종의 문덕과 무공을 기리는 것이었다.
예악 실천의 절차 중 조종의 위업, 특히 무공을 기리는 음악을 만드는 일은 周대로부터 이
어지는 핵심을 차지했다. 𰡔예기·악기𰡕에 의하면, “是故先王之制禮樂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敎民平好惡 而反人道之正也”라 하여 권력자가 예악을 다루는 이유는 감각적 쾌락이나 사
적 욕망이 아니라 호오를 공평하게 가르쳐 인도의 바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夫樂者 象成者也”라 하여 권력자의 공적을 기념하는 것이야 말로 예악의
현실적 목표였음을 밝히고 있다. 권력자의 공적은 武功과 文德을 말하는데, 그중 특히 武功을
미화하는 것은 𰡔예기·악기𰡕로부터 확인되는, 예악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실
제로 세종실록 정간보에는 조종의 무공을 노래하는 “정대업”이 첫 곡으로 기록되었다. 이하의
표는 세종실록 악보에 기록된 악곡의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앞부분은 古樂의 양식으로된 노
래, 즉 시기적으로 세종이 신악을 만들기 전에 확정한 음악들이고, 정간보에는 만대엽 곡조를
51) 昔者舜作五弦之琴 以歌南風 夔始制樂 以賞諸侯 故天子之爲樂也 以賞諸侯之有德者也. 𰡔禮記·樂記𰡕
52) 天子袒而割牲 執醬而饋 執爵而酳 冕而摠干 所以敎諸侯之弟也 若此則周道四達 禮樂交通. 𰡔禮記·樂
記𰡕
53) 若夫禮樂之施於金石 越於聲音 用於宗廟社稷 事乎山川鬼神 則此所與民同也. 王者功成作樂 治定制禮
其功大者其樂備 其治辯者其禮具. 𰡔禮記·樂記𰡕
54) 만전춘 원곡은 고려가요이지만, 세종실록에 기록된 만전춘은 봉황음의 노랫말과 같다. 즉 세종대에
개사된 것이다. 봉황음의 노랫말은 “한문-한글” 혼용이며, 한글로된 만전춘 원가사의 붙임새와 상당
히 유사하다. 이혜구, 앞 책, 362~7쪽.
55) 議政府據禮曹呈啓: "詩謌之作, 皆所以稱贊先王盛德神功, 要必協之聲律, 用之上下, 使鄕黨邦國謳吟
諷誦, 興起其念慕之心。…중략…今降 《龍飛御天謌》, 乃爲歌詠祖宗盛德神功而作, 所宜上下通用, 以極
稱揚之意, 不可止爲宗廟之用。 《與民樂》、《致和平》、《醉豐亨》 等樂, 於公私燕享, 幷許通用。세종
29년 6월 4일 을축.
56) 太祖以聖文神武之資, 濟世安民之略, 當高麗之季, 南征北伐, 厥績懋焉。天地鬼神之所佑, 謳歌獄訟之
所歸, 用集大命化家爲國。太宗以聰明叡智之聖, 高世絶倫之見, 決策開國靖難定社, 神功偉烈在人耳
目。於戲! 我列聖龍潛之日, 文德武功之盛, 天命人心之歸, 與其符瑞之作 超出百代, 其悠遠之業, 配諸
覆載而 無疆可前知也。龍飛御天歌序. 세종실록 권147.
57) 용비어천가의 출간은 세종 29년(1447) 2월부터 시작되어 10월에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에 음악을 붙
인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은 같은해 6월 이전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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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모두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와 음악을 기록한 것이다.
악곡
조회 아악
제사 아악

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치화평
치화평
치화평
치화평
취풍형
취풍형
후인자
봉황음 一
봉황음 二
봉황음 三
만전춘
비고

上
中
下上
下中
下下
上
下

구분
기보 체계
권
면
고악 율자보 궁상자보 기악보
136
1-19
고악 율자보 궁상자보 기악보
137
1-21
중국 의례경전통해시악 율자보 가창보
22-24
중국 임우 대성악보 율자보 공척보 가창보
25-27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38
1-25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26-39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39
1-27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0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2-8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9-50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1
1-42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2
1-30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3
1-30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4
1-30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5
1-19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20-38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39-40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6
1-11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1-21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21-27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28-30
사직, 종묘, 선농, 선잠, 우사, 문선왕 석전, 둑제, 문소전 악장
147
1-6
용비어천가 서
147
7-13
* 음영 부분 “용비어천가”의 한문·한글 노랫말 사용

이상의 표를 보면 세종실록 권136과 137만 고악이고 나머지는 신악이다. 古樂이란 세종이
정인지, 유사눌, 박연, 정양 등과 같은 관료 집단을 총 동원하여 이른바 “釐正舊樂”하게 한,
즉 오래되어 계통을 알 수 없었던 전례음악을 고전적 가치가 있는 古樂으로 절현(節現)한 것
이다. 고악은 세종이 예악을 통해 조선의 군주가 聖人임을 기호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세종이 “통치자=성인”이라는 상징만을 원했다면 고악의 釐正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신악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물론 신악도 발상, 봉래의, 정대업과 보태평 등
처럼 거대한 관현악을 등가와 헌가로 갈라 사용하고, 만전춘처럼 고려가요의 곡조를 취하되
국한문혼용의 송도의 노랫말(봉황음 개찬가사와 같음)으로 바꾼 점 등등은 신악을 예악의 문
식에 맞게 고악 양식에 근접 시켰고,58) 정인지 등을 동원하여 노랫말을 짓고 新樂을 질서 있
게 사용하여 격식(예)를 갖춤으로써 예악의 문식에 합당하게 만들었다.59)
그러나 신악은 선율과 박자 그리고 절주 등에서 고악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으므로 고전적
양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당대의 감각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58) 이혜구, ｢중국 예악사상이 한국음악에 미친 영향｣ 𰡔 동서문화𰡕 (대구: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1968)제2집, 101-121쪽.
59) 송혜진, ｢조선 궁중음악의 유교적 특징｣<유교문화연구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5: 송혜진, ｢세종
대 동아시아 예악론의 인식 양상과 의례음악 정비｣ 𰡔한국학연구𰡕 51(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12),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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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악은 고악보다는 더 “尊卑有序”할 수 있는60) 즉, 조선 군주를 정점으로 하여 신하
와 백성 간의 위계적 질서를 보여주기에 유리했다. 따라서 세종은 새로운 기보법을 창안하여
新樂을 기록함으로써 古樂과는 차별적인 목표를 실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악과 차별
적인 목표란 조선의 위계 질서를 교화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세종은 𰡔예기·악기𰡕의 “夫樂者 象
成者也”를 정간보를 통해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교화를 체계화했다고 이해된다. 이 점에서 신
악의 기록물, 즉 정간보는 단순히 음악에 대한 備忘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세
종 이후로 정간보가 사용된 사례를 봐도 이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세종이 창안한 정간보는 세조대에서 활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세조 실록악보의 의하면, 세종
의 정간보는 널리 활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61) 물론 𰡔금합자보𰡕
(1572) 이후로 민간에 드물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정간보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기보체제는 아니었다. 특히 정간보는 원칙적으로 총보로 기획되지만 민간에서는아
당향악기를 모두 구비한 대규모 관현악이 소리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정간보는 과분한
것이었다. 절대 권력과 자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음악을 기보하는 체계로 고안되었
기 때문이다. 정간보가 널리 사용된 20세기 이후에도 총보의 기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예악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보완될 때에는 새롭게 정간보가 인쇄되었다. 세조실록악보
대악후보(영조 년간), 속악원보(고종 년간) 등은 모두 정간보 체제로 기록되어 있고, 기보의 원
칙이 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거기에 기록된 음악도 세종시기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하지 않
았다. 이 점으로 보아 정간보는 일반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아악보다는 신악을 기록한 정간보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악곡의
비망이나 민간에의 광범위한 활용보다는 악보를 통해 교화의 내용을 규범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된다.
“교화”는 樂政의 핵심 과제였다. 세종실록의 아악보 서문 말미에는 “制二十八聲, 大小尊卑,
不相奪倫, 朱子、蔡氏之志, 少伸於千載之下, 則必不能無待於聖朝焉”라 하여 성덕을 보여주고
자 하는 군주가 악을 통해 노린 효과는 존비를 가리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악만
으로는 교화의 과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없었다. 실제로 고악의 이정이 마무리되던 단계에 세
종은 정동방곡(태조 2년) 등이 전대에 만들어진 송도가들이 활용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
다.62) 이에 세종은 고악의 정비가 끝난 후에 신악을 정간보에 기록하여 조선 왕실의 통치력을
정당화하고 이를 규범화하고자 정간보를 만들었던 것으로이해된다. 실제로 정간보에 적힌 新
樂의 교화 효과에 대해서는 용비어천가 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今降龍飛御天謌, 乃爲歌詠
60) 雅樂譜成。鄭麟趾 奉敎序曰 樂者,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順天地, 調陰陽之道也。國家昇平, 垂四
十年, 而雅樂尙有未備。恭惟我主上殿下, 特留宸念, 宣德庚戌秋, 御經筵講蔡 《律呂新書》, 嘆其法度甚
精, 尊卑有序, 思欲製律, 第以黃鐘未易, 遞得重其事也。乃命臣藝文大提學柳思訥、集賢殿副提學鄭麟
趾、奉常少尹朴堧、京市主簿鄭穰等, 釐正舊樂。세종실록 아악보 서. 세종실록 권136.
61) 惟我東國雅樂則 亦用十二律爲譜 鄕樂則 只以肉譜爲譜 疎數緩急之節 不可以爲據 而傳有後世也. …
중략…前代未有聲音節奏 疎數緩急之譜 只有効其聲 而作肉譜 以傳其聲 且琵琶玄琴伽耶琴笛觱篥 各
異其譜 煩雜難曉 又未有歌聲之譜. 今合絲竹歌杖鼓拍板 總而爲譜 要約而不煩明白而易曉. 세조실록.
권48.1ab.
62) 仁壽府尹 柳思訥 上書曰…중략… 臣竊惟太祖之 受寶籙 夢金尺 太宗之 覲天庭 受明命 一國臣民所
當謌詠頌禱 沒世不忘者也. 荷皇恩 殿下之受錫命也. 隆安 殿下陞殿時樂也. 休安 群臣獻壽樂也. 尤不
可不知也. 至於 文明 武烈之曲 則殿下贊頌 太祖太宗 文武功德之盛 被之管絃 貽厥孫謀 傳之萬葉者
也 誠宜服膺勿失也 矧惟 靖東方 一曲 我太祖在潛邸義旗之廻, 實東方萬世之福 凡今之人 食於斯 寢
於斯 伊誰之功歟. 雖愚夫愚婦 亦當謌詠 舞詠者也…(중략)… 聲氣之和 雖未及於虞周 贊美之義 實無
愧於雅頌 上項詩謌樂章 群臣瞢然莫知 豈君臣相悅之樂乎. 伏望殿下 察臣愚衷 憐臣至情 特命攸司 俾
令大小臣僚 會禮樂章 靡所不知 誦其詩 味其義 當其侍宴之日 克盡和樂恭敬之義 則庶有補於風化之萬
一矣. 上曰 卿志善矣. 然今當事煩 不宜施行. 세종 15년 11월 27일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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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宗盛德神功而作, 所宜上下通用, 以極稱揚之意, 不可止爲宗廟之用. 與民樂 致和平 醉豐亨
等樂 於公私燕享, 幷許通用”63)라하여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을 공사의 연향에 사용함으로써
교화의 뜻을 널리 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간보는 조선 권력의 정당성을 교
화시키기 위해 교화의 내용을 규범화하기 위해 청각적 기호를 시각적 기호로 전환시킨 것이라
고 이해된다.
정간보는 현재까지도 활용될 만큼 음악의 논리, 시간의 지속과 음고, 나아가 음악의 형식
등을 치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보체계이다. 이 점에서 세종은 궁극의 소통력을 갖춘 논리적
기보 체계를 통해 교화의 내용을 정밀하게 담고, 이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규범화하려 했던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은 음악 기록을 통해 전례악의 매차 실행에서 변형을 최
소화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정간보는 엄격한 규범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기록체제였다고 할
것이다.

맺음말
세종대의 예악 실천 과정은 예악의 요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기를 만들고 악무를
확정하며, 심지어 조선의 시각에서 선택된 악곡으로 구성된 아악보 그리고 조선 통치의 정당
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간보라는 새로운 체제의 악보를 만들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이중 악보의 제작은 최종 단계에 마무리된 일이므로 예악의 세밀한 완성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악보는 예악에 내제하는 위계적 구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될만한 자격이 있었다. 왜
냐하면 악의 논리를 그대로 기록하도록 고안된 기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악보를 만드는 일
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는 악무의 실현 절차 중에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었
다. 악무 실천의 모든 제도는 고악이라는 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세계 내에서 중국
과 조선 간의 위계적 구도를 반영해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악보에서는 이러한 위계 구도
가 뒤집혀 있다. 중국으로부터 비롯한 고악을 기보할 때 조선의 시각으로 재해석함은 물론이
고 정간보를 굳이 창안하면서까지 예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악보를 통해 조선의 비중, 신악
의 비중을 고악보다 높혀 놓았다. 이는 조선의 현실을 예악 질서를 통해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조선의 군신 간의 위계를 보임으로써 이른바 정치적 교화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고악의 기록에서 조선의 정체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악의 기록에 큰 비중을 둔
것은 한중 간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문화적 저항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 악보는 그 자체로 자
의적 기호로 작동하며 특정 이미를 절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은 문질의 균형을 통해 예악을
실현하고 질의 최종 단계에 있는 악보를 통해 군주로 숨겨진 욕망을 펴 보였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악보는 예악의 말단적 文飾이 아니라 세종이 꿈꿨던 예악의 중심에 놓여있다고 이해된
다.

63) 세종 29년 6월 4일 을축. 세종실록 116권 용비어천가 서.

- 191 -

조선 세종대 오례의 편찬과 예제 정비
강제훈(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시작하며
이 글은 세종의 국가 의례 정비, 특히 유교적 범주에 부합하는 유교 의례의 정비에 대해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이 글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글은 아니다.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며서 𰡔세종실록𰡕의 전면적인 검토를 시도하였지만, 아직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매듭
짓지 못한 상태이다. 본 발표문은 세종대의 유교 의례에 대한 기존의 글을 조합한 형태로 작
성하였다. 다만 현재 필자가 봉착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기존에 필자는 𰡔세종실록𰡕에는 본문 기사로 300개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고, ｢오례｣가 별도
의 부록으로 수록된 사실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유교적 국가 의례는 다섯
범주로 분류하는데, 조선에서는 國家禮를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국가
의례의 정비는 태종 때 시작되어, 세종 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세조 시기의 대대적인 정
비를 거쳐, 1474년(성종 5) 𰡔國朝五禮儀𰡕의 간행으로 단락이 지어졌다.
학계의 연구는 풍부하게 자료가 남아있는 세종 때의 의주와 𰡔세종실록𰡕｢오례｣(이하 𰡔실록오
례𰡕)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의례 정비의 의미를 검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嘉禮 범주에서 朝儀를 집중 분석하였다. 朝會와 會禮의
경우는 1431년(세종 13)이 의주 정비의 분수령이 되며, 𰡔실록오례𰡕의 수정을 거쳐 𰡔국조오례
의𰡕에서 정형화된다. 부분적인 절차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정비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필자
는 이후 吉禮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왕실조상의례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 과
정에서 凶禮 범주와 의식 패턴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례에서 시작된 검토가 길
례와 흉례의 상당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 셈이다.
조선에서 시도한 작업은 ①유교식 국가 의례의 정비였다. 조선은 明을 時王으로 인정하고,
명의 예제에서의 ②親王 등급의 예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명과의 관계에서 時俗을 따르라는
합의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古制, 특히 唐宋의 예제를 참조하여 조선 나름의 예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③五禮 범주의 모든 의식이 일관된 패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이 스스로 시왕임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강역에 대해 德에 기초한 天命을
받았고, 이러한 사명감에 부합되는 조선 나름의 덕이 표출된 행동 방식으로서의 예제를 마련
한 것이었다. 덧붙이자면, 국가례 작업의 귀결점으로서 𰡔국조오례의𰡕는 제후국에서 오례를 체
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사례이며, 조선이 유교 국가로 나가고자 할 때, 그 방향을 모색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은 필자의 검토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기존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으로 필자 역시 학계의 공감대 위에서 분석을 시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실록 자료
의 검토 과정에서 필자는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봉착하였다. 𰡔세종실록𰡕의 편찬자들은 치세
25년 무렵부터 세종을 崇佛者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 사후 국왕을 동방의 堯舜으로
평가했지만, 또 한편으로 숭불하는 국왕으로서의 특징을 부각하여 실록을 편집하였다. 흥천사
경찬회, 문소전 불당, 진관사 수륙재 등은 숭불하는 국왕을 명확히 지목하는 증거로 인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라도의 수령 40여 명이 파직되고, 황해도와 충청도에서는 다수 수령의
품계가 강등되었음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바로 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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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갑자기 폭등하는 사형 판정과 대규모의 도적, 빈번한 흉년으로 인한 흉흉한 민심 등
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리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다.
세종 전 시기를 거쳐 유교 의례의 정비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오례｣의 범주를 설정한 본
격적인 의례 정비는 1444년(세종 26) 국왕이 지시한 것인데, 이 시점은 국왕의 숭불과 일치되
기도 한다. 필자 입장에서는 숭불하는 국왕이 주도하는 유교 의례의 정비가 지니는 의미에 대
한 검토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세종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𰡔국조오례
의𰡕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세조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국가 의례의 대상이며, 시
행자가 되는 국왕이 숭불한다는 문제가 유교적 국가의례를 해석하는데, 어떠한 변수가 되는지
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1. 儒敎 國家의 선언과 國家的 儒敎 禮制의 정비
1) 國家禮 입장에서 私家禮의 통합
조선은 1392년 7월 28일 반포한 즉위 교서에서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
명하였다.1) 즉위교서는 서두의 머리말에 이어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 <표1>은
즉위교서의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태조 즉위교서
조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내 용
古制에 부합되는 宗廟 社稷 제도의 정립과 운영
고려 王氏의 제사 승계 규정
文武 兩科의 시행과 운영 방식
經典에 근거한 冠婚喪祭 정비와 법제화
守令 천거제의 시행
忠臣, 孝子, 義夫, 節婦의 추천과 표창
鰥寡孤獨의 구휼과 賦役 면제
外吏의 上京從事 폐지
義成·德泉 등 倉庫와 宮司 회계의 憲司 監察
驛館의 사적인 이용 금지
騎船軍에 대한 助戶 加定과 魚鹽 이권 보장
戶布면제와 煮鹽의 민간 교역
陰竹屯田 이외의 國屯田 폐지
刑曹와 巡軍의 역할 구분과 街衢 폐지. 大明律에 의한 판결
田法의 승계
慶尙道의 載船貢物 감면
처벌 대상자와 처벌 사항 규정

비고
禮治
禮治
행정
禮治
행정
禮治
禮治
역제
재정
행정
국역
재정
재정
형정
재정
재정
정치

<표1>에 제시한 비고는 필자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각 조문 중에 유교적 이념에 관련
되는 사항은 禮治로 분류하였는데, 5개 항목이 이에 대한 것이다. 재정 운영에 관련된 항목이
5개 조항이고, 刑政과 行政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정치적 배제 대상자에 대한
1) 𰡔太祖實錄𰡕 권1, 1년 7월 28일(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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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도 담고 있다. 즉위교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항목은 유교적 이념과 관련된 것이
다.
특히 제 1조항과 4조항이 주목되는데, 1조항은 고려의 종묘와 사직이 古制에 부합되지 않
으므로 새 왕조에서는 이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4조항은 私
家에서 시행하는 민간 의례인 冠婚喪祭를 유교 경전에 입각하여 정비한 후 이를 법령으로 제
정하여 실천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 조항에 의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유교적 의례의
실천이 선포되고 있다. 불과 10여 일이 경과한 같은 해 8월 예조에서는 祭天 제사를 유교 이
념에 입각하여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祀典 제도를 건의하였다.2) 이 건의에서는
불교와 도교 전통에 입각한 일체의 의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해당 부
분을 인용한 것이다.
A 歷代의 祀典을 살펴보니, ①宗廟·籍田·社稷·山川·城隍·文宣王釋奠祭는 古今에 공통으로 시
행되는 것으로 국가의 常典입니다. <중략> ②圜丘는 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니,
이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③여러 神廟와 여러 州郡의 城隍은 … 奠物·祭器·酌獻禮를 한결
같이 朝廷의 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④봄·가을의 藏經과 百高座法席, 七所親幸道場과
여러 道殿, 神祠, 醮祭

등의 일은 …모두 폐지해 버리기를 청합니다(번호는 필자).

인용문 A에 나타난 것처럼 예조에서는 국가 祀典에 관련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된 의례 대상을 조선에서도 常典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에 대한 제천 의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 사전으로 지정된 의례 대상
에 대한 구체적인 行禮 방식을 명나라 禮制를 준용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불교나 도교 등의
국가 의례를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예조의 건의문은 의례의 실천을 유교 국가의 출발점으로 삼은 즉위교서의 선언을 구체화하
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곡절을 겪게 되었다. 제천 의례는 이를 실천해 온
전통 때문에 그 폐지가 재검토되었고, 명나라의 의례 방식을 준용하는 문제도 조선과 명 사이
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안이었다. 또한 불교나 도교 의례의 폐지는 사회적 관행
과 왕실 내의 불교적 경향이 강하게 잔존하였기 때문에 역시 짧지 않은 조정 기간이 요구되었
다.
즉위교서에서 선언된 것처럼, 조선은 유교적 지향을 의례의 실천에서 찾고 있었다. 이어 예
조의 건의문에서는 기존의 불교 및 기타 의례 제도를 부정하면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국가
차원의 제사 의례를 시행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상세한 논증은
후일로 미루지만, 조선은 유교 국가의 출발점을 유교적 국가 祀典 制度의 정비에서 찾고 있었
다. 또한 즉위교서에서는 민간의 冠婚喪祭를 유교 경전에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직후에 국가 차원의 유교 의례와 민간 차원의 유교
의례, 두 방향에서의 의례 실천을 천명했던 것이다.
民間의 儒敎 儀禮가 冠婚喪祭 네 범주로 구성된 것과 달리 儒敎的 國家 禮制는 다섯 범주
로 분류된다. 국가 예제에서 吉禮는 제사 의례, 凶禮는 상•장례 의식이다. 嘉禮는 朝會와 같
이 朝廷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國家 儀式과 혼례, 관례 등의 一生儀禮, 養老宴 등 국가 차원에
서 진행되는 宴會 의식으로 구성된다. 賓禮는 국가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식이고, 軍禮는 군대
를 동원하여 진행되는 의식이다.
2) 𰡔太祖實錄𰡕 권1, 태조 1년 8월 11일(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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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성격으로 구분하면, 吉禮는 人間과 神 사이의 交感을 구현하는 의식이고, 嘉禮는 人
間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凶禮는 의례의 對象이 人間에서 神으로 轉換되
는 과정에 적용되는 의례이다. 다음 <표 2>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유교 의례를 정리한 것이
다.
<표 2> 儒敎的 國家儀禮와 民間 儀禮의 비교
대상
분류
國家禮
(五禮)
民間禮
(四禮)

人間

人間에서
神으로 전환

神

嘉禮,
賓禮, 軍禮

凶禮

吉禮

冠禮, 婚禮

喪禮

祭禮

조선에서 국가적 유교 의례는 먼저 길례 정비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흉례의 정비가 과제로 제기되었고, 점차 오례 체제 전반에 대한 정비 문제로 확산되어 간 것
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례 정비의 과정은 禮典의 간행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
<표3>은 이러한 시각에서 유교 의례의 정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조선의 儒敎 儀禮 整備의 推移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주요사항
①諸祀儀式, 諸祀序例 작성
②世宗實錄 五禮 정리
③國朝五禮儀 간행
朱子家禮 보급
(禮訟論爭)
①續五禮儀 간행
②春官通考 편집

관련내용
儒敎 國家 禮의 整備 作業
民間 禮의 社會的 擴散
國家 禮와 民間 禮의 統合 摸索
國家 禮와 民間 禮의 統合 整理

15세기에는 유교적 國家禮가 집중적으로 정비되었고, 결과물도 단계적으로 간행되었다.
1414년(태종 14) 𰡔諸祀儀式𰡕이 제정3)되었고, 1416년에는 𰡔諸祀序例𰡕가 상정되었다.4) 의례를
의식과 서례로 정리하는 방식은 이후 조선의 예제 정비의 원칙이 되었다. 𰡔諸祀儀式𰡕은 儀式
을 진행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행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중에 儀註로 지칭하게 되는 기록
방식이었다. 𰡔諸祀序例𰡕는 각 의식의 공통 요소를 통합하여 서술하는 방식인데, 𰡔世宗實錄𰡕
五禮를 거쳐 𰡔國朝五禮儀𰡕 序例로 정교하게 기록 방식이 발전한다.
𰡔國朝五禮儀𰡕는 1474년에 간행되었고, 15세기 의례 정비의 결정판으로 이해된다. 15세기는
국가 의례의 정비에 집중한 시기라면, 16세기는 민간 의례인 𰡔朱子家禮𰡕의 보급과 사회적 확
산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17세기의 禮訟論爭은 유가 의례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𰡔주
자가례𰡕에 구현된 민간의 禮制가 國王에게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18세기 영조 때인 1744년 간행된 𰡔國朝續五禮儀𰡕는 𰡔국조오례의𰡕에 규정되지 않은 의례를
3) 𰡔太宗實錄𰡕 권28, 태종 14년 9월 8일(戊寅). 제사 의식은 이듬해에도 보완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
므로 이때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4) 𰡔太宗實錄𰡕 권31, 태종 16년 5월 23일 (甲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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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한 것이다. 𰡔국조오례의𰡕와는 별개의 禮典이지만, 의례의 성격으로 본다면, 국가적 유교
의례의 맥락을 잇고 있다. 𰡔春官通考𰡕는 18세기 말인 정조 때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고, 19세
기에 간행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필사본 형태로 귀결되고, 국가의 공인을 받고 활자화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儀禮書이다.5)
유교 의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하여 실천하는 문제와 민간 차원에서 정리된 𰡔朱子家禮𰡕
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문제는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분명히 지적해 둘
점은 𰡔국조오례의𰡕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의례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의례를 五禮의
범주 안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자의 가례가 사회 저변에까지 확산되었다고
이해되는 18세기 이후의 조선 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禮典은 여전히 정비되고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 차원의 예제 정비와 실천은 단순히 15세기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조선
일대를 거쳐서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과제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예제 정
비는 민간의 私禮와 분리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을 포괄하여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선언하고, 봉착한 첫 과제는 유교적 국가 의례의 정비와 실천이었다.
조선적 유교 의례를 정의하고, 정비하는 작업은 태종 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朝鮮 建國
初期에는 朝鮮의 의도와는 달리 明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6) 결국 조선 태조는
명과의 전쟁을 결심하게 되지만, 아들의 쿠데타로 전쟁을 실행하지 못했다.
쿠데타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왕이 된 太宗은 1402년 명 建文帝에게 親王을 인정받는데
성공하였다.7) 建文帝는, 당시 훗날 永樂帝가 되는 燕王과의 정치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특별히 親王의 九章服’을 내려주면서 정치적 후원을 기대하였다. 태종은
쿠데타로 갓 집권한 명의 永樂帝에게 전례를 들어 冕服과 함께 명에서 拘禁한 朝鮮 使臣의
석방을 아울러 요청하였다. 1403년 영락제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선과 명 관계는 공
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되었다.8) 親王의 설정은 단순한 정치적 관계만이 아니라 의례 정
비에도 기준이 되었다. 태종은 명의 예를 참조할 수 있는지 문의9)하였고, 명이 이를 거절10)하
자, 친왕 등급의 유교적 국가 의례를 독자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태조의 즉위 직후에 당시 禮曹에서는 ‘圜丘는 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이니, 이를 폐지
할 것’11)을 청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天子의 禮를 피하여 明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대안으로서 설정해야 할 구체적인 등급은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다. 親王은 명에서 황후에게서 출생한 아들에게 부여하던 지위였다. 高麗가 元과의 관계
에서 諸王의 사위로서 駙馬의 지위를 가진 國家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親王은 이보다 일층 격
상된 지위였다. 親王은 조선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상대국이 인정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었다. 明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조선의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었
고, 이를 근거로 兩國 관계는 재설정되었다.
親王의 禮制는 이념상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역대 예제에서 國家禮인 五禮에 입
5) 김지영,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考》｣ 𰡔韓國學報𰡕, 30, 2004참조.
6) 조선 건국 초기의 명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는 박원호, 2002, 𰡔명초조선관계사연구𰡕 일조각 참조.
본 저서에서는 명 초기의 요동 처리 사안과 여진 관계 등이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다.
7) 𰡔太宗實錄𰡕 권3, 태종 2년 2월 26일(己卯)
8) 𰡔太宗實錄𰡕 권6, 태종 3年 10月 27日(辛未)
9) 𰡔太宗實錄𰡕 권22, 태종 11년 11월 7일(甲子)
10) 𰡔太宗實錄𰡕 권23, 태종 12년 5월 3일(丙戌)
11) 𰡔太祖實錄𰡕 권1, 태조 1년 8월 11일(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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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상세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조선에서 예제를 정비할 때, 봉착한 문제가 바로 이점이
었다. 주로 참조하였던 唐의 𰡔通典𰡕이나 宋의 𰡔文獻通考𰡕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
다. 결국 조선에서는 皇帝 禮制에서 일정한 비율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親王 禮制를
創出하게 되었다. 물론 이때의 창출은 제한된 의미를 갖는다. 즉 유교 의례의 방식과 원칙, 또
禮度를 따르되, 다만 전체적인 조합에서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두어 조정한다는 것이다.
五禮 중에서 吉禮 부분이 가장 먼저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太宗 집권 말인 1414년
무렵의 『諸祀儀式』과 1416년의 『諸祀序例𰡕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였다. 그리고 태종에 이어
즉위한 世宗은 즉위 초반 태종 때와는 달리 宗廟 의식에서 酌獻 이후 각 室마다 拜禮를 시행
하도록 결정하였다. 1433년 이런 원칙을 확대하여 모든 吉禮 의식에서 酌獻 절차에 拜禮를
시행하도록 변경하였고, 다시 1440년 明制를 수용하여 酌獻 이후의 拜禮는 생략하고, 飮福
이후의 拜禮만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吉禮에서의 변화는 『世宗實錄』「五禮」 吉
禮 항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 때의 수정 사항은 현실의 길례 의식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었기 때문에 『世宗實錄』 「五禮」는 이미 간행 시점에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嘉禮 의식이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세종 때의 일이었다. 嘉禮의 정비는 단순히 儀式뿐 아
니라 音樂, 服色, 儀仗 등 총체적인 사항과 의례 시행의 이념까지 검토하는 종합적인 것이었
다.12) 1430년이 이러한 정비 작업에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는 사실은 밝혀져 있다.13) 한편 가
례 영역에서 국왕을 상징하는 儀仗과 행차를 규정하는 鹵簿 등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國朝五禮儀𰡕에 반영된 관련 사항은 世祖 治世期(1455-1468)를 거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완
성되었다.14) 이 시기에는 국왕을 頂点으로 해서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形名이 새롭게 갖추
어지기도 하였다.
凶禮의 정비에 영향을 미친 國喪으로 1408년 太祖, 1419년 定宗, 1420년 태종의 부인인
元敬王后, 1422년 太宗, 1446년 세종 부인인 昭憲王后의 국상을 주목할 수 있다. 태종과 원
경왕후의 국상에 적용된 길례 형식은 세종 때의 정비를 거치기 이전의 것이었고, 1446년 시
행된 昭憲王后의 국상은 세종 때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이들 국상을 거치면서
재검토되는 사항은 길례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었다.
1444년 세종은 卞孝文 등에게 五禮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世宗實錄』은
1454년 완성되었고 여기에 「五禮」가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오례의 수록이 간단하지 않은 과
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지만, 卞孝文 등의 작업이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변효문의 작업
이 종료된 이후인 世祖 때 吉禮와 嘉禮 부분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진행되었다.

2. 𰡔세종실록𰡕 수록 儀註와 禮志 구성의 가능성
1) 세종실록에 수록된 의주 기사
𰡔세종실록𰡕에는 어떠한 실록보다 많은 분량의 의주를 담고 있다. 이는 문종 때 𰡔세종실록𰡕
의 편찬 원칙을 마련하면서, 의주를 별도의 부록 형태가 아닌 편년 기사의 해당 날짜에 수록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종 때 작성된 儀註를 해당 날짜에 수록하는 방식과 별도
12) 당시 음악 정비에 대한 최근의 성과로는 宋惠眞, 『韓國 雅樂史 硏究』, 민속원, 2000이 참조된다.
13) 姜制勳,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韓國史硏究』 2007, 참조.
14) 姜制勳, 「조선전기 국왕 儀仗制度의 정비와 상징」 『史叢』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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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록으로 만드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표 4>는 𰡔세종실록𰡕에 수
록된 의주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𰡔세종실록𰡕 수록 의주
의주
비율

길례
37
12.3

가례
88
29.3

빈례
4
1.3

군례
5
1.7

흉례
163
54.3

기타
3
1.0

합계
300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사 중에 확인되는 의주는 흉례가 54%로 전체 의주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점하고 있다. 가례가 88개의 의주로 약 30%에 해당하고, 길례가 37개로 12% 정
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실록오례｣ 및 𰡔국조오례의𰡕의 의주가 각각 163개와 209개인 점을 고
려한다면,15) 𰡔세종실록𰡕 기사 중에서 확인되는 의주 300종은 적지 않은 분량임을 알 수 있
다.16) 그러나 흉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로 이해되는 길례가 12%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등, 300종의 의주가 의례의 범주에 따라 고르게 수록된 것은 아니다.
(1) 길례 의주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제사 의식인 길례는 𰡔세종실록𰡕에 37개 의주가 실려 있다. 국가에
서 규정한 유교적 제사는 대·중·소사로 구분된다. 조선의 경우 종묘와 사직을 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𰡔세종실록𰡕에는 이와 관련된 의주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태종 말년에 길
례 범주의 의례는 𰡔諸祀儀式𰡕과 𰡔諸祀序例𰡕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의주를 정비할 필요
성은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은 제사에서의 대·중·소사 구분을 고려 때의 것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유교국가의 현
실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하게 된다.17) <표 6>은 조선에서의 의례 정비 과정에서 적용된 제사
의 구분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조선 초기의 祀典 분류
詳定古今禮
大祀 圜丘 方澤 社稷 宗廟 別廟

태종 13년18)
｢실록오례｣
社稷 宗廟 別廟
社稷 宗廟
先農 先蠶 文宣王(+州縣文宣 風雲雷雨(+山川·城隍) 嶽海瀆
中祀 先農 先蠶 文宣王
王)
文宣王 檀君 箕子 高麗始祖
風雲雷雨(+山川·城隍)
先農 先蠶 雩祀
風師 雨師 雷師 靈星
靈星
司寒 馬祖 先牧 馬步 馬社 禜 司寒 馬祖 先牧 馬步 馬社 禜 名山 大川
小祀
祭 七祀
祭 七祀
司寒 馬祖 先牧 馬社 馬步 禜
州縣文宣王
祭 七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대사인 사직에서 국왕이 직접 제사하는 社稷親祭儀가 누락되

15) 𰡔세종실록𰡕 ｢오례｣와 𰡔국조오례의𰡕에 수록된 오례별 의주의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실록오례
국조오례의

길례
35
56

가례
45
50

빈례
6
6

군례
8
6

흉례
69
91

합계
163
209

16) 의주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17) 조선의 祀典體制에 대해서는 주1)의 김태영, 김해영, 이욱, 한형주 등 글 참조.
18) 𰡔태종실록𰡕 25, 태종 13년 4월 13일(신유). 𰡔상정고금례𰡕의 규정도 이 기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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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사실이다. 사직단은 태종 때 𰡔홍무예제𰡕를 반영하여 하나의 同壇으로 만들어졌는데,
세종 12년 박연의 상서를 계기로 세종 14년 社壇과 稷檀으로 나누어졌다.19) 세종 14년에 사
직 섭사의가 작성된 것은 제사단의 변화 때문이었다. 국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진행하는 섭사
의는 만들어졌지만, 국왕의 친제의는 세종 때에는 작성되지 않았다. 사직친제의는 세조 때 비
로소 작성되었다. 이런 이유로 𰡔세종실록𰡕에는 사직친제의가 수록되지 않았다.
종묘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다. 종묘친제의는 𰡔세종실록𰡕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의주 자
체가 작성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태종 말년에 종묘 및 건원릉의 제사 규정이 논란 끝에
만들어진다. 종묘의 제도 자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주가 작성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제사 의식의 규정에 전반적인 변화가 시도되었고, 의주의 부분적인 변화는
분명히 확인된다. 현재 𰡔세종실록𰡕의 날짜별 기록에는 이렇게 개정된 의주를 따로 수록하고
있지 않다.
세종 후반 전반적인 길례 의식을 수정하는 원칙이 작성되었는데, 이때는 국정이 왕세자에
의해 대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왕세자에 의해 종묘제례가 대행되는 의주만 작성되었다. 37개
의 길례 의주 중 문소전 의주가 5개, 광효전 3개 의주, 휘덕전 1개 의주 등 원묘 관련 의주가
9개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친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묘 의주만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상태
이다.
대사의 경우도 제대로 된 의주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중사와 소사에 해당하
는 의주가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보이지 않는다. 중사의 風雲雷
雨祭는 조선에서 통합된 제사의식이다. 고려에서는 각각 제사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합쳐 풍운뇌우를 주 제사 대상으로 정한 후, 여기에 山川과 城隍을 협사로 하여 통합하였다.
이 의식은 해당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문선왕 관련 의식은 고려 때는 중앙과 지방이 중사와
소사로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에서는 지방의 문선왕 의식을 중사로 승격하였고, 이러한 결정
에 따라 새로 작성한 의주가 확인된다.20) 그러나 이 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중사 의식은 의주
가 확인되지 않는다. 소사의 경우는 대부분 의식의 의주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 𰡔세종실록𰡕의
날짜별 기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 의주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관련 의주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의주가 작성되지 않
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길례 의주 자체는 36개나 수록되어 있지만, 대·중·소사의 구분에 부
합하여 정돈된 체제를 갖추어 구성되지 않았으며, 각 의주 간의 일관성은 더욱 찾기 어렵다.
태종 때 ｢제사의식｣과 ｢제사서례｣가 작성된 이후, 세종 때 국가 제사 의식은 수차례 수정되었
는데, 수정의 원칙은 천명되고 있지만, 𰡔세종실록𰡕에는 이를 수용한 의주가 체계적으로 수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2) 가례 의주
총 88개가 있는 가례 부분의 경우에는 17개의 의주가 세종의 즉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의식은 세종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행 원칙에 따라 시행한 것이었다. 조선의
가례 영역의 의식은 세종 12년 말부터 음악의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재정비되는데, 세종
12년 말부터 수록되는 다양한 의주는 이러한 정비 작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므
로 세종 13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의식은 성격이 달라진다.21) 또 세종 25년 이후는 왕
19) 박경지, 2012, ｢조선초기 사직 친제의례의 정비와 그 의미｣ 𰡔사총𰡕 75, 10-13쪽.
20) 세종 11년 문묘작헌의와 세종 17년 문묘전알의가 수록되어 있다(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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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의 대리청정에 따라 이와 부합되는 의식을 새로 제정하였다. 세종 25년 이후의 의주는 국
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례의식 일반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때 등장하는 의주는 주로 왕세자
에 의해 국왕의 의식이 대행될 때의 의식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세종 12년 이전 의식의 경우 세종의 즉위식 관련이 16개 의주, 세종 3년 왕세자 책봉 관련
이 6개 의주, 왕세자 혼례 의주가 8개 의주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가례 의주가 등장하지는 않
는다. 세종 25년 이후는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식의 의주이므로 일반적인 의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세종 12년 이전의 의주는 세종 대에 와서 이루어진 의례 개정 작업 이전의 것이라는 점,
25년 이후의 의주는 왕세자 관련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의식을 배제할 경우 집중적
인 검토 대상은 세종 13년 이후 25년 이전의 27개 의주로 좁혀진다. 세종 12년까지의 49개
의주와 세종 25년 이후의 12개 의주는 세종 대에 정비된 일반적인 의식의 의주로 분류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88개나 되는 많은 수의 가례 관련 의주가 𰡔세종실록𰡕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를 세종 때 개정된 원칙에 의해 작성된 의주를 선별하게 되면, 27개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실록오례｣의 45개 의주, 𰡔국조오례의𰡕의 50개 가례 의주와 비교할
때 약 절반 정도의 분량이 된다.
가례 영역의 의주는 크게 조정에서 진행되는 朝儀 관련 의주, 관·혼례 의주, 중국 황제 관
련 의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27개 의주에서 관·혼례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류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관련 의식은 실록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朝儀 관련
의주의 정비 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되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가례 분야 의주의 수록 상황을 정리하면, 이 분야 역시 길례와 마찬가지로 ｢실록오례｣나 𰡔
국조오례의𰡕와 같은 禮典에 수록된 일관된 체제와 관련 의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상의
구성을 갖추기 어려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의주를 실록에 부록의 형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흉례 의주
흉례의 경우 가장 많은 의주가 등장하는데,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𰡔세종실록𰡕 상의 흉례 의주는 정종과 태종, 원경왕후와 소헌왕후, 문종의 세자빈인 현덕빈
의 상·장례와 관련된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163개의 의주 중 144개 의주가 이들
상·장례와 관련된 것이다.
<표 7> 세종 대의 주요 상·장례 상황
연도
세종 1년
세종 2년
세종 4년
세종 23년
세종 28년

대상
정종
원경왕후
태종
현덕빈
소헌왕후

등급
상왕
왕비
상왕
왕세자빈
왕비

의주
32
30
28
16
38

관계와 특징
상왕, 태종과 세종이 시행하는 의주
태종비. 국왕 생존
상왕으로 사망
문종왕세자빈. 국왕/비, 왕세자 생존
세종비. 국왕 생존

정종의 경우는 왕위에서 물러난 상왕이었고, 이와 별도로 태종이 현재의 상왕으로 있는 상
21) 세종 12년과 13년 사이의 朝儀 의식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강제훈, 2007, ｢조선 초기 朝儀의 의
례구조와 상징｣ 𰡔한국사연구𰡕 137, 189-204 참조. 이 장에서 세종 12년과 13년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기준 시점은 세종 12년 윤12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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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진행된 국상이었다. 현 국왕인 세종이 상주가 아니라 상왕 태종이 상주였다. 그러므로
이들 의주는 왕위를 계승한 현재의 국왕이 사망한 선왕을 위해 시행하는 형식의 의례를 담고
있지 못하다. 즉 정종의 국상 의례는 국상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이고 통
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정종의 상례는 상례 기간을 月을 日로 계산하여 27일만에 관
련의식을 약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세종 4년에는 태종의 국상이 있었다. 조선의 일반적인 국상의 상·장례는 이때의 의식
이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22) 이 경우는 현 국왕의 친부이면서 前王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왕 상·장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태종이 上王의 지위에서 사망한 경우이
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경왕후와 소헌왕후의 경우는 국왕이 생존한 상태에서 부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
는 상·장례로 설정되었고, 원경왕후의 경우는 태종에 의해 국상 기간이 짧게 조정되었다. 이런
이유로 두 왕후의 상·장례 의주는 수정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실록에 별도로 수록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남편인 국왕이 생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왕후의 상·장례라
는 점에서 의례의 성격이 중복되는 의주임은 분명하다. 반면에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되
는 국왕이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왕후가 사망하는 경우 수행하게 되는 왕후의 상·장례 의식
은 𰡔세종실록𰡕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가 당시에는 실제로 야기되지 않은 때문이
었다.
세자빈의 상·장례는 수록하고 있지만, 세자의 상·장례, 왕자·공주 등의 상·장례 의주는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이들 의식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의주가 마련되는 것이었다. ｢실
록오례｣의 흉례는 6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왕의 상·장례 하나의 의식을 정리한 것이
다.23) 𰡔국조오례의𰡕의 경우는 91항목인데 국휼 관련 사항이 68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나머지는 국왕·왕비·왕세자·왕세자빈이 치르게 되는 상례 의식과 大夫士庶人喪儀로 구성
되어 있다.24)
𰡔세종실록𰡕에 현재 수록된 의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𰡔세종실록𰡕의 의주가 독립적인 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체제에 의해 정리 작업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작업이 선
행되지 않는다면, 지로 별도로 수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직과 종묘의 친제 의식은
세종 대의 정비 내용에 부합되게 별도의 의주를 작성해야 했다. 따라서 실록을 편찬하면서 새
로운 의주를 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었다.
세종 대 정리된 의주를 독립된 예지로 만들자는 의견은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현
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세종 대에 의례와 관련된 다양한 정비 작업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지
만, 체제를 갖춘 별도의 禮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𰡔세종실
록𰡕 편찬 과정에서 의주를 해당 날짜에 수록하기로 한 결정으로 𰡔세종실록𰡕의 수록 의주가 짜
임새를 갖출 필요성은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의주를 부록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
다면, 이와 관련한 상당한 정도의 편찬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의주를 부록으로
만들지 않기로 한 결정은 실록 편찬 과정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결정 이었다고
할 수 있다.
𰡔세종실록𰡕에 수록된 의주의 상황은 이들 의주가 ｢실록오례｣나 𰡔국조오례의𰡕와 같은 수준에
22) 태조의 상장례의 경우는 자세한 의주를 확인할 수 없다. 정종의 경우는 상왕의 성격이면서 약식으로
진행된 상장례였다.
23) 이범직, 𰡔한국중세예사상연구-오례를 중심으로-𰡕 일조각, 1991, 356쪽.
24)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 연구와 𰡔국조오례의𰡕의 편찬｣ 𰡔조선시대사학보𰡕 55, 2010,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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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데는 구성상 쉽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의주가 예지로 편집되기
위해서는 현재 𰡔세종실록𰡕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체제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의주
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그렇더라도 이들이 예지의 형태로 분류되어 수
록될 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𰡔고려사𰡕의 禮志는 ｢실록오례｣나 𰡔국조오례의𰡕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실록오
례｣나 𰡔국조오례의𰡕는 序例와 儀註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의주는 의식의 순서를 집중적으
로 기록한 것이고, 서례는 각 의식에 공통적인 요소와 의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태종 때 길례 부분은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의식을 의주만으로 기록하여 관련 사항을 집약하는 것보다 한층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𰡔고려사𰡕의 예지는 이러한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간상의 촉박함이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𰡔고려
사𰡕가 기본적으로 역사 서술이었기 때문에 예지에 특정 항목을 설정한 다음 관련기사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편집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역사서술의 일부이므로 예지
가 독립된 완결성을 가질 필요가 크지 않았다. 실제의 𰡔고려사𰡕 예지는 이런 방식으로 편집되
어 있다.
𰡔세종실록𰡕의 의주를 날짜별로 편집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
록오례｣가 𰡔세종실록𰡕에 수록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2) 실록 기사로 수록된 의주의 의례적 의미
여기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기존 연구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조선 나름의 독특한 패턴의 의
례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고제의 검토를 전제한 것이지만, 조선은 그들만의 형식을
갖춘 의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𰡔국조오례의𰡕로 귀결되는 의례의 정
비과정에서 뚜렷한 모습을 드러낸다. 둘째는 오례 범주 의식을 일관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拜禮와 같은 예도를 동일하게 배치한다던가, 의식의 순서 순서를 일관되게 조정하는
등이 그 내용인데, 이러한 일관성은 의도된 것이었다.
(1) 先置방식의 朝儀儀註 제정
세종 13년의 정삭조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의 개정 작업을 반영하여 성대히 시
행되었다. 그 근거가 된 의식이 의주는 세종 12년 정조조하의였다. 조선의 朝儀에서는 3품 이
하의 관원이 행사장에 먼저 위치하고 있고, 이어서 국왕 일행이 입장하여 御座에 오르고, 마
지막으로 2품 이상의 관원이 들어와서 예를 행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한다. 바로 이러한 틀이
처음 제정된 것이 이때의 의주이고, 이것이 처음 적용된 것이 세종 13년 正朔朝會인 것이다.
본 의주에 이어 세종 13년 3월에는 국왕의 탄일을 하례하는 의식25), 매달 朔日에 조회하는
의식과 五日朝參儀26)가 연 이어 개정되었다. 이들 의식은 모두 세종 12년 마련된 정삭조하
의식에 준하여 수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의례의 구조가 개정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가 참조된다.

25) ≪세종실록≫ 51, 13년 3월 경진(3-302d)
26) ≪세종실록≫ 51, 13년 3월 무인(3-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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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朝會의 班次에서는 3품 이상이 뒤에 들어오고, 世子宮에서 예식을 행할 때에는 2품
이상이 먼저 들어간다. 3품의 行禮를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으
니, 許稠가 “고려조에서는 3품을 大官이라 했습니다. 현재의 代言이나 參議는 2품에 버금가는
자리로 이를 아래 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략) 만일 조회 때라면 3품 이상이 나중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 3품 이상에는 늙은 사람이 많고 4품 이하에는 없습니다. 만일 3품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늙은이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 예에 어긋날까 염려스럽습니다.”고 대답하였
다. 임금이 옳게 여기고 명하여 3품 이상이 뒤에 들어오도록 하였다.27)

이 자료는 ≪세종실록≫에서 세종 12년 朝賀儀보다 뒤에 편집된 기사이기는 하지만, 내용
적으로 조하의가 제정되기 이전에 논의된 사항으로 판단된다. 왕세자에 대한 行禮에서는 2품
이상의 관원이 먼저 들어와 왕세자와 상호 拜禮를 행하고 이들이 퇴장한 후, 3품 이하의 관원
이 들어와 왕세자의 答拜 없이 배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왕세자 의식의 班次에서 2품
이상과 3품 이하의 관원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은 朝會에서 3
품 이상과 4품 이하의 관원으로 班次를 구분하는 것이 왕세자에 대한 行禮에서 班次의 구분
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인용 자료의 논의에는 의문점이 있다. 먼저 許稠는 3품관으로 代言과 參議를 들고 있는데,
代言은 훗날의 承旨로 두 관직 모두 정3품 堂上官에 해당한다. 조선의 당상관과 당하관의 계
선은 資窮으로까지 언급되는 엄격한 것이므로 이들을 언급한 허조의 대답은 나름의 근거는 있
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3품관 중에서도 소수일 뿐이어서 이들 때문에 3품관 전원이 동일
한 等次로 취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조선의 朝儀에서 3품과 4품으로 반차를 구분하는 의식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문
제이다. 인용 자료는 윤12월 24일 기사인데, 12년 정조조하의는 이보다 하루 빠른 23일 기사
에 편집되어 있다. 정조조하의에서는 2품 이상과 3품 이하 관원으로 반차가 구분되어 있다.
실록 기사에 따르면, 이미 2품 이상과 3품 이하 관원을 구분하는 의주를 하루 전에 예조에서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국왕과 대신이 엉뚱하게 3품 이상과 4품 이하 관원을 구분하는 정체
미상의 의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을 공식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
다.
이들 기사에 대한 개연성 있는 추정은 24일의 논의 내용이 앞선 것이고, 23일의 의주는
그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 첫째
세종이 검토하고 있는 조회는 어떠한 의식인지, 둘째 왜 결과로 작성된 의주는 3품과 4품을
경계로 하지 않고, 2품과 3품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논의에 앞서 분명히 지적할 점은 현존하는 禮典 및 연대기 기록 등에 나타나는 조선의 朝
儀에서 3품 이상과 4품 이하 관원으로 班次를 양분하여 의식이 진행된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
다. 또 고려의 경우에는 관원 전체가 한 번에 입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의식 틀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세종이 논의했던 사항은 중국의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의 開
元禮 正至朝賀 의식이 주목된다.28) 이 의식은 4품 이하의 관원이 먼저 행사장에 위치하고, 황
제가 입장하여 卽座한 후, 나머지 관원이 들어와서 行禮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원례 의식
에서는 4품 이하 관원을 ‘應先置者(먼저 행사장에 있어야 하는 사람)’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
는 정조조하의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향후 조선의 儀註 기록에서는
27) ≪세종실록≫ 50, 12년 윤12월 경신 (3-285c)
28) ≪通典≫ 권123, 開元禮纂類 18, 嘉禮 2, 皇帝正至受群臣朝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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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타나지 않고 정조조하의에만 독특하게 사용된 것으로, 정조 조하의가 개원례의 의식을
참조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조조하의에서 3․4품이 아니라 2․3품을 기준으로 班次를 나눈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인
용문에 의하면 조선의 경우도 3품 이상과 4품 이하 관원으로 나누는 결정이 있었다. 이런 결
정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2․3품을 반차를 나누는 기준으로 정했고, 그 결과가 정조조하
의였다. 결정이 번복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다. 왕세자 행례에서 2․3
품이 반차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 3품 당상관이 특별한 지위이기는 하지만 3품 관
원 중에서도 소수의 인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2․3품을 반차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2품 이상의 관원은 고려조에서 宰樞로서의 지위를 가졌고,29) 조
선의 경우에도 大臣으로 예우하는 특별한 지위의 관인이다.30)
정리하면, 인용문은 당나라 의식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조선의 의식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
였고, 그 결과가 세종 12년 정조조하의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된 의식은 이전의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고, 향후 조선의 朝儀가 이를 따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표 8>은 세종 12년 개정된 조하의주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세종 12년 개정 正朝朝賀儀註
단계
前期

① 禮曹에서 宣攝하여 각 담당 업무 처리하게 함.

其日

①
②
③
④
⑤

有司-上座(勤政殿 北壁, 南向) 설치. 香爐(2, 楹外) 설치.
左右典樂-軒懸(殿庭 近南)을 펼침. 協律郞位(西階西, 東向) 설치.
司僕-轝輦과 말을 殿庭에 배치.
典儀-1품 이하 文官位(道東), 宗室․武官位(道西) 설치). 諸執事官位 등 설치.
奉禮郞-문관(道東), 종실․武官(道西) 門外位 설치(弘禮門內, 相向北上).

① 兵曹-諸衛를 지휘하여 大仗 배치.
② 有司-箋案․方物案(殿階上) 설치
鼓初嚴
③ 禮曹正郞(朝服) 龍亭에 箋文 싣고 勤政門까지 이동, 鼓樂前導. 箋文을 箋案에 위치(西階).
諸道使人-方物을 方物案에 위치(東西門).
①
②
③
鼓二嚴
④
⑤
⑥

宗室․文武群官(朝服)이 門外位로 이동.
判通禮이 ‘中嚴’ 아뢰고, 殿下가 思政殿으로 이동(遠遊冠․絳紗袍).
近臣․執事官이 먼저 四拜禮.
典樂이 樂工 인솔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이동.
協律郞이 들어와서 자리로 이동.
侍衛官․尙瑞官이 閤門으로 이동 대기.

① 典儀가 執事官을 인솔하여 먼저 자리로 이동.
② 3品 이하 群官과 奉箋官이 자리로 이동.(應先置者, 奉禮郞)
③ 判通禮가 ‘外辦 아뢰고, 中禁이 嚴 신호. 殿下가 輦을 타고 나옴(作樂). 殿下가 御座에 오름
(爐烟升).
鼓三嚴 ④ 2품 이상 종실 및 문무관이 자리로 이동(奉禮郞) 立定.
⑤ 群官四拜→致詞→四拜→宣敎→三叩頭→再山呼→四拜→讀箋文→禮物
⑥ 2품 이상 宗室 및 문무관이 퇴장(奉禮郞).
⑦ 判通禮가 ‘禮畢’ 아룀.

29) 고려 宰樞의 성격 및 지위에 대해서는 변태섭,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58-83쪽 및
박용운, 1997 ≪高麗時代 官階․官職 硏究≫ 고려대출판부,15-25쪽 참조.
30) 堂上官 및 2품 이상 관원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는 이성무, 1980 ≪朝鮮初期 兩班硏究≫ 일조각,
85-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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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殿下가 어좌에서 내려와 연을 타고 안으로 돌아감.
⑨ 3품 이하 群官이 퇴장(奉禮郞).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이 세종 즉위년의 알묘조하의는 ‘엄’ 이전 단계의 구분이 명료하
지 않았던 데 비하여 본 의주에서는 前期와 其日로 ‘엄’ 이전의 준비단계를 분명하게 설정하
고 있고, 주관 부서도 禮曹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의주의 기술 방식이 일층 진전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三嚴에서 조회 장소에 입장하는 패턴이다. 3엄 ②단계에서 3품 이
하의 관원이 먼저 조회 장소로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위치하도록 된 사람[

]’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殿下의 입장과 卽座의 순서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④단계에서 2
품 이상의 고위 관원이 입장한다. 이들의 입장이 이루어진 다음 ⑤단계에 정리된 여러 가지
禮度가 행해진다. 그리고 2품 이상의 관원이 퇴장하고 이를 ‘禮畢’로 설정하고 있다(⑦). 이어
서 국왕이 내전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3품 이하의 관원이 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의 개원례 의식을 추종한 것인데,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추진되던 왕세자의 명나라 방문 계획이었다.31) 세종은 왕세자의 중국 방문 과정
에서 조선이 유교적 의례에 깊은 이해를 갖춘 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관련 예
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32) 세종은 특히 대중국 관계에서 문화국으로서 조선의 위
상을 제고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진 국왕이기도 하였다. 이런 의식 정비의 방향은 국초 이래
진행되어온 유교식 국가의례를 갖추어가는 일련의 과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국왕은 天命을 받은 존재로 지상의 공간에서 天의 질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33) 국왕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의 질서를 인정하고 수용한 사람들이 受命者로서
의 군왕을 만나는 것이 조회 의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때의 의식 개정, 즉 正坐하고 있는
국왕을 관원들이 방문하여 알현하는 형식에는 천명을 받은 왕권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
는 것이었다. 제대로 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9품까지의 전체 관원이 국왕이 정좌한 다음
입장하여 행례를 하고, 국왕이 이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주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기
존의 의식에 비해 매우 번쇄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열병형식은 국왕 입장에서 매우 간소한
의식이었다. 반면에 오늘날의 分列儀式에 가까운 이때 개정된 방식은 시간 및 절차에서 한층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었다. 기존의 의식이 지니고 있던 간소함에 더하여 분열의 형식을 상징
적으로 수용한 것이 세종 12년 의식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당의 개원례
라고 하는 확고한 古制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항은 이때부터 조선의 조회 의식이 완전히 유교적인 모습으로 일신
되었다는 점이다. 세종 10년의 正朔朝賀까지 조회 의식에 승려가 참석하여 불교의 祝頌 절차
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간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
매양 慶祝節이 되면 이 무리들을 대궐 뜰에 들어오게 하여 성대한 예식에 참례하게 해서, 胡服
이 冠佩에 섞이게 하고, 梵唄의 소리를 笙鏞에 번갈아 들리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구습을 그대
31) ≪세종실록≫ 37, 9년 7월 기유(3-83d).: 같은 책 9년 8월 을유(3-88d)
32) ≪세종실록≫ 37, 9년 7월 계축(3-84c): 같은 책, 37, 9년 9월 갑인(3-94c): 같은 책 38, 9년 10월
경오(3-98c) 참조. 이때 왕세자는 賀正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명나라의 지시로 사행을 중단하였
다(≪세종실록≫ 38, 9년 10월 임신3-98d)
33) 동양사회에서 천명을 받은 존재로서 왕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문형, 1998 <孔子의 天命論과 鬼神
觀> ≪동양철학연구≫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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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략) 전하께서 衷心에서 결단하시어 이제부터는 (중략) 중들을 賀禮하는
班列에 참예시키지 말도록 하여 朝儀를 바로 잡으소서.34)

이 건의는 거부되었지만, 본 정조조하의에서 승려가 참여하는 절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35) 명나라의 大朝會에서는 문관 4품의 반열에 善
世玄敎僧道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불승과 도사가 참여함을 알 수 있다.36) 본 의식에서는 이
러한 비유교적 관계자나 이들의 행례 절차가 일체 생략되고 있다. 아울러 조회 참석자는 종친
및 문무 관원으로 한정되었다. 官人을 포함한 臣民 일반에게 개방되었던 조하 참석의 범위가
본 의식부터는 철저하게 관인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2) 정비과정에서의 凶禮 吉禮 의식의 상호 영향
親王 등급과 함께 조선이 유교적 의례 정비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한 사항은 일관성의 문
제였다. 五禮는 각 범주별로 수십 여 종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같은 범주의 의례에는 동
일한 체양을 갖추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범주의 의례에도 조선 의식으로서의 모양
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더해졌다. 조선에서 반복해서 국가 의례서의 편찬 작업이 전개된 것
은 일관된 형태를 갖춘 의식이 정리되지 않은 때문이었다.
가. 예조에서 아뢰었다. “親幸別祭儀注 안에 奠爵한 뒤에 上香하고 獻酌한 뒤에 절하는 것이
없음은 미편합니다. 文昭殿 親幸儀注의 예에 의하여 上香한 뒤에 奠爵하고 獻酌한 뒤에 再
拜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37)
나. 鄭招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唐과 宋制는 會禮와 朝禮가 동일한 패턴(同一體樣)입니다. 朝禮
에서 王世子가 이미 따로 모임을 가졌는데, 會禮에서 어떻게 群臣과 뒤섞일 수 있겠습니까? (중
략) 마땅히 朝禮에서와 같이 <會禮에서도> 王世子가 따로 모임을 갖는다면, 대체로 앞의 의례와
뒤의 의례가 일관되게 하나의 패턴(一樣)을 유지하게 되어 하루에 이루어지는 行禮에 서로 어긋
남이 없을 것입니다.”38)

인용문 가.는 태조 건원릉의 의주를 작성하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이다. 처음에는 爵을 올리
는 순서 다음에 上香하도록 하고, 酌獻의 절차 다음에 별도의 拜禮라 없는 의주가 설정되었던
듯 하다. 이에 예조에서는 문소전에서의 의주와 동일하게 上香에 이어 獻爵을 하고, 다시 拜
禮를 하는 순서로 건원릉 의주를 수정할 것을 보고하였고, 왕에 의해 수용되었다. 왕릉 의례
를 구성하는데 패턴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의식의 일관된 패턴을 적용하려는 것은 吉禮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점은 嘉禮 영역에
서도 검토되었다. 인용문 나.는 세종 때 가례 영역에서의 논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조회와 회

34) ≪세종실록≫ 39, 10년 정월 무술 (3-108b)
3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회에는 回回人도 참여하였다. 세종 9년 예조에서 이들의 이색적인 복식
착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大朝會에서 이들의 祝頌 절차를 금지하자고 건의하여 수용되었다(≪세종
실록≫ 36, 9년 4월 임술 3-66c). 그러므로 回回人의 축송은 승려보다 앞서 폐지되었다.
36) ≪四庫全書≫ ≪明集禮≫ 17, 嘉禮1, 朝會, 正旦朝賀儀註 및 聖節儀註 참조.
37) 𰡔태종실록𰡕 권31, 16년 5월 2일(계사)
38) 𰡔世宗實錄𰡕 권53, 세종 13年 9月 24日(乙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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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의 의식 패턴이 불일치하다는 문제가 시행 의식을 개정할 이유가 되고 있다.
다양한 의식의 패턴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사안은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
기되었던 숙제였다. 태종 15년 국가 제사의 전면적인 정비가 시도되었다. 국가 제사 의례는
의례의 대상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拜禮와 헤어짐을 표시하는 拜禮 사이에 본 절차를 진행하
도록 설정되어 있다. 본 절차는 행례자가 대상에게 준비된 祭需를 권하는 獻爵과 행례 대상이
감응한 제수를 飮福하는 순서가 핵심을 구성하게 된다.
<표 9> 국가 제례의 구성
절차
배례
헌례
음복
배례

의례 대상과의
제수를 매개로
감응한 제수를
의례 대상과의

상징
만남
의례 대상에게 정성을 제공
흡수하여 대상과의 교감
헤어짐

그런데 태종 15년의 길례를 수록한 𰡔세종실록𰡕｢오례｣에서는 社稷의 경우에는 헌작의 절차
에 별도의 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宗廟에서는 헌작 후에 再拜를 올리도록 설정되어
있다. 건국 초기 조선의 국가 길례에서는 헌작 후에 별도의 배례 절차가 없었는데, 이 무렵
허조의 주장을 수용하여 종묘의 헌작에 배례를 설정하도록 수정되었다. 나머지 제례의 경우에
는 종묘에 적용된 절차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 𰡔세종실록𰡕｢오례｣의 길례 의주는 헌작
의 절차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정리되었다.
국가 길례 의식 구성이 서로 상이했던 문제는 세종 15년 해소된다. 당시 대·중·소사의 헌작
절차를 종묘 및 능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39) 그러다가 세종 22년에
는 명의 의례 절차를 수용하여 헌작에서의 배례를 생략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수정을 일체
의 국가 제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40)
拜禮를 四拜로 할지 再拜로 할지, 또 獻禮의 구성을 전폐와 헌작, 배례의 방식으로 하는 것
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국가예의 정비와 맥이 이어진 사안이다. 의례는 時俗
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는 유교적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의 대전제이다. 천명을 받은
時王이 당대의 의례를 정비하는 표준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조에 따라 그들 특유
의 의례 구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 의례의 구성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러
한 時王의 제도를 이해하는 차이점 때문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의 時王은 明이었다. 조선에서 古制를 검토한다는 것은 儀禮 등의 경전과
함께 당과 송의 제도를 담은 𰡔通典𰡕과 𰡔文獻通考𰡕가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의례 등의 경전에
서는 현실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의식 절차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𰡔통전𰡕과 𰡔문
헌통고𰡕에 기록된 역대의 국가 의례를 참고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는 당과 송의 제
도를 수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명의 제도는 𰡔洪武禮制𰡕를 주로 참조하였지만, 이 책에
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의례에 대한 의주만 담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보다 상세한 明禮의
참조를 희망했지만, 명측에서 조선의 습속을 따르라며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조선에서는 조선의 의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역대의 왕제를 참조하였고, 時王의 제도는
𰡔홍무예제𰡕를 통해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태종 때까지 의례 정비는 일부는
당송의 역대의 제도를 수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𰡔홍무예제𰡕를 참조하여 정비하였던 것이
다. 그러다가 세종 때 𰡔諸司職掌𰡕을 참조하면서 훨씬 광범위한 明制의 수용이 가능해졌지만,
39) 𰡔세종실록𰡕 권61, 15년 윤8월 24일(갑술)
40) 𰡔세종실록𰡕 권88, 22년 1월 8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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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명의 본격적인 의례서인 𰡔明集禮𰡕를 검토하여 조선의 제도에 반영할 수는 없었
다. 명제를 참조했다고 해서 이를 모든 절차에 전면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고, 논란이 되
었던 부분에서는 時王의 제도로서 명제를 수용하고, 당과 송의 제도도 상당 부분 古制로서 수
용하였다. 그러면서도 吉禮의 제도가 상호 일관된 패턴을 갖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길례 의식을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拜禮의 배치와 형식에 대해 치열한 이견 대립이
있었다. 신을 만나는 參神과 신과 헤어지는 辭神을 절차로 설정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예도를
拜禮로 정하였다. 참신과 사신 사이에는 상향, 헌작, 음복 등의 절차가 배치되는데, 특별히 헌
작에는 讀祝이 포함되어 제사 의식의 절정을 구성하게 된다.
종묘에서의 조상 제례 패턴을 정하는 것이 초기 의례 정비의 핵심 쟁점이었다. 종묘 의례는
기본적으로 五廟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례 공간의 拜位에 국왕이 입장한 후, 參神에 해당하는
拜禮를 하고, 다섯 묘실에 작헌례를 시행한다. 작헌을 마친 국왕은 배위로 돌아왔다가 다시
묘실 앞으로 올라가서 음복례를 시행하게 된다. 배위로 돌아온 국왕은 辭神에 해당하는 배례
를 하는 것으로 의식이 구성되었다.
건국 직후에는 고려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여 종묘의 각 실에 獻爵하고 북향하여 再拜하였
는데, 1413년(태종 13) 河崙이 주도했던 의례 정비 작업에서 𰡔홍무예제𰡕를 참조하여 참신과
사신에 서향하여 四拜를 하고, 헌작한 이후의 拜禮를 생략하였다. 이에 반발한 許稠는 당과
송의 제도가 周禮를 계승한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참신과 사신의 배례 이외에도 각 廟室
에 작헌을 마친 다음 북향하여 재배하는 절차를 삽입하여 1415년 새롭게 종묘의주를 작성하
였다.41)
그런데 1427년(세종 9) 예조는 종묘 의주를 다시 수정하였는데, 명나라의 親王婚禮廟見儀에
서 묘현 부분을 참조하여, 종묘의 각 실에서 술을 부어 귀신을 부르는 晨祼禮를 행한 다음 묘
실을 나와서 북향 再拜하고, 다시 묘실로 들어가 獻爵하고 문을 나온 상태에서 讀祝이 끝난
다음 再拜하도록 하였다.42) 참신과 사신에서의 서향 四拜에 더하여 각 묘실에서 신관후 재배,
작헌 후 재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시 1440년(세종 22) 종묘의 의식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명의 𰡔제사직장𰡕을 참조하게 되면
서 중국의 의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𰡔제사직장𰡕의 禮部職掌에 수록된 ｢時享
太廟儀｣에는 신관과 작헌, 독축까지의 순서가 이어지면서 별도의 拜禮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
다. 1427년의 종묘 의주 개정이 명의 제도를 추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명의 태묘 의주
를 직접 검토한 결과 추정과는 달리 작헌과 독축에 이은 拜禮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졌
다. 조선에서는 이를 時王의 제도로 수용하여 전체 吉禮의식에 일관된 패턴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43) 다음 <표 10>은 이러한 일련의 개정 작업을 정리한 것이다.

41) 𰡔태종실록𰡕 권29, 15년 1월 16일(을묘). 본 기사는 허조의 주장이 국왕에 의해 수용되었음을 기록한
것인데, 그간의 의주 개편 작업에 대해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42) 𰡔세종실록𰡕 권35, 9년 1월 9일(무술)
43) 𰡔세종실록𰡕 권88, 22년 1월 8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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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종묘 제례 親行 절차 개정 내용
시점
국왕 행례
국초
종묘 각실 獻爵, 북향 再拜
1413(태종13) 종묘 각실 獻爵, 無拜禮
1415(태종15) 종묘 각실 獻爵 讀祝후 실외에서 북향 再拜
종묘 각실 晨祼 북향 再拜,
1427(세종9)
각실 獻爵 讀祝 북향 再拜
1440(세종22) 종묘 각실 獻爵, 無拜禮

근거
고려 이래 전통
洪武禮制
당·송제
당·송제, 明制 추정
諸司職掌

이상의 개정 작업 중 전체 길례 의례에 영향을 미친 것은 1427년의 수정과 1440년의 개정
사항이었다. 1427년 수정은 작헌 절차에 배례를 포함시킨 결정으로 전체 대중소사 의주에 반
영하도록 하였고, 1440년 개정도 명의 제도에 근거하여 전체 의주의 조정이 결정되었다. 이러
한 결정이 실제 의주 작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𰡔세종실록𰡕｢오례｣의 길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태종 말년의 정비 결과였다. 길례 소사
에 해당하는 祀馬祖儀에는 삼상향, 전폐, 초헌의 절차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체의
拜禮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1424년(세종6) 새로 작성된 禡祭儀는 초헌의 절차를 구성
하는데, 헌작에 이어 독축이 이어지고, 독축이 끝나면 再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4) 이
는 1415년 허조가 주장했던 사안으로, 초헌에 헌작과 독축, 재배로 구성된 의식 절차를 반영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 구성은 1440년 정원 명의 太廟儀를 검토한 결과 배제되
었다.
1439년 정월에 새로 작성된 風雲雷雨 의주에는 초헌의 절차를 헌작과 독축, 재배로 구성하
고 있다.45) 반면에 1440년 6월 작성된 纛祭46)와 厲祭47) 의주에서 초헌의 절차 구성은 헌작
과 독축에 이어 초헌관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여 拜禮의 순서가 생략되어 있다.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길례 의주의 작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길례 의식을 구성하는데 적용된 사항은 흉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의식
정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15세기 국상에서의 전례와 흉제례의 절차 구성을 정리하
면 <표11>과 같다.

44)
45)
46)
47)

𰡔세종실록𰡕 권25, 6년 9월 22일(갑오)
𰡔세종실록𰡕 권84, 21년 1월 16일(을미)
𰡔세종실록𰡕 권89, 22년 6월 13일(계미)
같은 책, 22년 6월 29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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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國喪에서의 奠禮와 凶祭禮 정비 추이
태종
(1422년)
①재배/곡,
②三上香
③酹茶
전례
④三奠酒,
讀祝,
재배/곡,
⑤재배/곡
①四拜/哭
②三上香,
祼地,
奠幣, 再拜/哭
③初獻爵,
讀祝,
흉제례
再拜/哭
④亞獻(재배), 終獻
(재배)
⑤四拜/哭

소헌왕후
(1446년)
①재배/곡,
②삼상향
③三奠酒, 讀祝
④재배/곡

실록 오례
①곡/사배
②삼상향
③三奠酒, 독축
④곡/사배

국조오례의
(1474년)
①곡/사배
②삼상향
③三奠酒, 독축
④곡/사배

①사배/곡
①곡/사배
①곡/사배
②삼상향, 관지, 전 ②삼상향, 관지, 전 ②삼상향, 관지, 전
폐
폐
폐
③초헌작 독축
③초헌작, 독축
③초헌작, 독축
④아헌, 종헌
④아헌·종헌
④아헌·종헌
⑤사배/곡
⑤곡/사배
⑤곡/사배

각각의 奠禮는 전례 전반을 검토했지만, 祖奠을 비교의 표준으로 설정하였다. 흉제례 역시
전체 관련 의식을 비교하였지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虞祭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1422년의 태종 국상 의식48)은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1420년 시행된 원경왕후 해당 의
식49)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헌왕후의 해당 의식은 1446년 제정된
것50)으로 전례와 흉제례에서 세종 초반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𰡔세종실록𰡕 오례와 𰡔국
조오례의𰡕의 경우는 각각 凶禮의 조전의와 우제의를 참조한 것이다.
소헌왕후의 奠禮부터는 상주가 술을 올리거나 배례를 행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상주는
이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정하고, 여타 참여자들만 해당 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51) 이러한 예도 구성은 𰡔국조오례의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패턴이 적용된다.
여기서의 논점은 흉례 자체의 정비가 아니라 흉례와 길례의 상호 영향에 대한 것이다.
태종 국상에 적용된 흉제례의 형식은 길제례의 참신과 사신에 해당하는 四拜 외에도 奠幣
에 이어 再拜를 시행하고, 獻爵을 하고 再拜를 올리는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종묘의 의
식을 구성하는 문제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조와 하륜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
고 있었다. 하륜은 𰡔홍무예제𰡕를 참조하여 작헌에 이은 拜禮를 배제하는 입장이었고, 허조는
작헌에 이은 배례는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晨祼에 이은 再拜까지도 시행하자
는 입장이었다. 결국 합의된 방식은 종묘의 5室에 獻爵과 讀祝을 각각 행한 다음에 북향하여
재배로서 總拜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1415년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허조가 주
관한 것으로 알려진 원경왕후와 태종의 국상에서는 허조의 주장에 따라 헌작의 절차가 구성되
었던 것이다.
원경왕후 및 태종 국상의 흉제례에서 시행된 이러한 방식은 1427년(세종 9) 종묘 제례 의식
48) 태종 국상의 祖奠儀 𰡔세종실록𰡕 권16, 4년 5월 13일(기사), 虞祭儀는 𰡔세종실록𰡕 권17, 4년 8월 30
일(갑인) 기사.
49) 원경왕후의 祖奠儀는 𰡔세종실록𰡕 권9, 2년 8월 29일(을축), 虞祭儀는 같은 책 9월 13일(무인) 기사.
50) 𰡔세종실록𰡕 권113, 28년 7월 16일(임오) 조전의 및 같은 책, 28년 8월 3일(무술) 기사.
51) 이에 대해서는 석창진, ｢조선초기 국상의례의 정비와 그 의미｣(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14, 49-54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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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정 작업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개정은 전체 길례에 적용하도록 결정되었다. 따라
서 흉례의 제례 시행을 통해 길례의 의식이 변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427년의 수정 결정
은 흉례의 진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종묘만 아니라 대
중소사 여타의 길례 의식 패턴을 수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1440년 길례 의식에서 헌작에 이은 拜禮를 생략하도록 하는 수정 작업이 있었고, 이 역시
전체 길례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결정은 明禮를 時王의 제도로 수용한다는 시각에서 이루
어진 것인데, 이러한 결정이 길례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이 결정은 凶祭禮에도 그
대로 적용되고 있다. 소헌왕후 국상에서의 흉제례는 바로 이러한 절차가 반영되어 의주가 마
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흉제례의 개정 절차는 𰡔세종실록𰡕｢오례｣를 거쳐 𰡔국조오례의𰡕 해당 의
식에 반영되었다.

3. 𰡔세종실록𰡕 ｢오례｣의 禮志로서의 완결성
𰡔세종실록𰡕 기사 중에 수록된 의주가 특정의 행사에 적용되었던 의식을 정리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실록오례｣의 수록 내용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식을 진행하는 절차와 관련 사항
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책의 완결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때, 과연 ｢실록오례｣는 현실의
의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당시의 의식 정비 단계를 고려한 수준으로 체제 내
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오례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길례·가례·흉례는 각각 정리의 기준이 있었다. 길례의
정비는 국가 차원에서 제사의 상중하 등급 구분과 제사 대상의 天·地·人 구분에 따라 의식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문제가 주 고려 대상이었다. 흉례의 경우는 중국 역대의 고제와 함께
유교적 의례, 구체적으로는 𰡔주자가례𰡕가 추구하고 있는 형식과 내용을 구현하는 숙제가 주어
져 있었다.52) 가례의 경우도 고려 이래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정책 담당자가 설정한 親
王 등급에 따른 유교 의례를 구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다. 각 의례 범주의 개별적인 문
제의식과 별도로 이들을 하나의 의례서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되
고 일관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 장에서는 의식의 패턴에 주목하여,
조선의 오례는 일관된 형식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물이 禮典이었다는 전제 아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세종 대 길례 정비 사항의 미반영
제사의식은 參神 + 獻酌 + 飮福 + 辭神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는 天神·地祇·人鬼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절차가 포함되는데, 천신 제사에서 祝幣를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하는 절차를 구
성하거나 지기 제사에서 毛血을 땅에 묻는 절차, 인귀 제사의 晨祼 절차가 그러한 예에 해당
한다. 그러나 모든 제사에는 신을 만나는 參神과 신에 대한 行禮로서 헌작, 상호작용의 증거

52) 𰡔주자가례𰡕는 家禮를 지향한 것으로 국가예 체제와는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
기 조선의 경우는 국상이 발생하는 경우 행례의 원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례, 특히 𰡔주자가례𰡕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상세한 논의는 별고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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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음복 절차가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신과 헤어지는 辭神의 절차가 있게 된다.53) 다음은 이
러한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형태상으로 동일한 拜禮의 경우도 순서에 따라 만나는 인사일 수
도 있고, 헤어지는 인사가 될 수 있다.
<의식의 기본 패턴>
拜禮 + 行禮 + 拜禮
당·송의 제사 의식에는 參神과 辭神 절차에서 두 번 절하는 再拜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獻酌에도 再拜하고, 음복 후에도 재배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었다. 태종 이전 조선에서는
｢홍무예제｣를 근거로 참신과 사신에는 四拜를 하도록 규정하고, 헌작에는 배례가 없이 음복
후에 재배하도록 제사 절차를 구성하였다.54)
종묘에서의 참신과 사신은 서향하여 배례를 행한다. 국초 이래 이 원칙은 일관하여 지켜졌
다. 문제는 헌작과 음복 후의 배례 유무와 방향에서 이견이었다. 허조는 배례가 있어야 하며,
방향도 北向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조에 의해 주장되었던 작헌 후의 재배 절차는 당의
｢개원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55) 하륜은 명나라의 ｢홍무예제｣에 근거하여 작헌 후의 배례를
반대하였다. 하륜의 주장은 국초 이래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두 입장의 강한 대
립으로 실제의 의식은 양자가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당제와 명제가 혼합된 형식으로 구
성되게 되었다.
태종 13년56)과 15년57)에 제사의식에 대한 개정이 연이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이 진
행되어야 했던 이유가 이러한 대립된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58) 이런 과정을 거쳐 태종
15년 이른바 ｢諸祀儀式｣이 제정되었고,59) 이듬 해에는 ｢諸祀序例｣가 제정되었다.60) 그런데
이때의 의식 제정에는 陵祭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태종 16년 建元陵祭儀가 새로 제정되었
다.61) 사료상에 당시 제정된 의식 패턴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술이 존재한다. 태종 15년 종묘
친제를 제정할 때는 매 실마다 헌작한 다음 배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에 대한 헌작이
모두 시행된 다음 북향하여 재배하는 總拜를 행하도록 결정되었다.62) 반면 태종 17년 기록에
53) 유교 의례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금장태, 𰡔귀신과 제사; 유교의 종교적 세계𰡕 제이앤씨, 2009,
2장 참조.
54) 拜禮의 구성은 초기 조선에서 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간단하게 정리하
자면, 𰡔대당개원례𰡕나 𰡔통전𰡕, 𰡔문헌통고𰡕 등 당과 송에서 정리한 의식에서는 국가 의례는 再拜를 절
차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 초기에 주로 참고한 𰡔홍무예제𰡕 등의 명나라 의식은 四拜를 기본으
로 설정하고 있다. 조선은 명의 의식을 참조하고자 했으나, 적절한 참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
라서 당과 송의 의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선에서 접할 수 있는 명의 자료를 참조하여 의식을 구성
해야 했다. 그런데 명의 경우는 𰡔皇明制書𰡕｢禮部職掌｣에서 五拜는 황제에 대한, 四拜는 친왕에 대한
배례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배례의 이러한 규정은 조선이 참조했던 당과 송의 의식에서는 확립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다. 이런 점에서 배례의 회수는 해당 의주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검
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55) 𰡔태종실록𰡕 22, 태종 11년 9월 11일(기사)
56) 𰡔태종실록𰡕 25, 태종 13년 4월 13일(신유) 및 6월 8일(을묘)
57) 𰡔태종실록𰡕 29, 태종 15년 1월 16일(을묘)
58) 태종 13년에서 16년에 이르는 기간에 전체적인 祀典體制가 정비된다.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만 언급한다.
59) 𰡔태종실록𰡕 29, 태종 15년 3월 3일(신축)
60) 𰡔태종실록𰡕 31, 태종 16년 5월 23일(갑인)
61) 𰡔태종실록𰡕 33, 태종 17년 4월 28일(갑신)
62) 𰡔태종실록𰡕 29, 태종 15년 1월 16일(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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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묘 친제에는 매 실마다 북향재배하는 절차가 시행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63)
태종 때의 길례 의식은 기본적으로 ‘四拜 + 行禮(작헌과 음복) + 四拜’의 형식을 갖추고 있
었다. 그런데 행례 부분에서 허조는 작헌 후에 배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종묘에서의
제사 의식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또한 태종 16년 작성된 건원릉 제의에도 동일한 절차를 고수
하였다. 반면에 사직과 산천, 문선왕 등의 제사 의식에서는 작헌 후에 배례가 없는 절차로 구
성되었다. 태종 때 제정된 ｢제사의식｣에 수록된 의례 절차는 동일한 길례 의식임에도 의식의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종 때 의례 정비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는
세종 15년에 대·중·소사 의식에 종묘 및 능제와 동일하게 작헌후 再拜를 시행하도록 하여 의
주를 수정하여 체양을 일치시키도록 결정하였다.64)
세종 22년에 다시 의주를 수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정월에 있었던 논의에서는 참신과 사신
에서는 四拜인데, 晨祼이나 獻酌, 飮福 후에 두 번 절하는 再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검토
되었다. 당시 입수된 명나라의 ｢皇帝時享太廟儀｣에 의하여 작헌 이후의 배례를 없애고, 음복
후에 四拜하는 것으로 절차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종묘를 포함한 전체 길례 의
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65) 이해 11월에는 다시 의식이 수정되었는데, 명나라의 𰡔諸司職掌𰡕을
참조한 결과 종묘와 문소전, 사직에서는 음복 후에 사배를 그대로 하지만, 나머지 제사의 경
우는 음복 후에 再拜를 하도록 하였다.
변효문 등이 정비한 오례 중의 길례의식은 기본적으로 세종 22년의 수정 사항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록오례｣의 길례 서례와 의식은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를 수
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록오례｣는 세종 때 이루어진 의식 패턴의 변화 사항이 반영되어 있
지 않다. 𰡔국조오례의𰡕의 길례 의식은 대·중·소사의 구분 없이 일체의 배례는 四拜로 통일되어
있다. ｢실록오례｣와 𰡔국조오례의𰡕 길례 의식은 패턴의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변효문 등이 개정한 五禮儀註의 길례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속단할 수 없
다. 세종 22년의 규정은 大祀와 中·小祀의 배례 패턴을 달리하여 의식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
다. 변효문 등은 이러한 개정 규정이 마련된 이후 다시 오례의주의 개정을 지시받았다. 이들
이 세종 22년의 규정에 준하여 의주를 작성했는지 혹은 𰡔국조오례의𰡕와 같이 제사의 등급에
상관없이 일관된 배례 패턴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점은 ｢실록오례𰡕의 길례
의식은 서로 다른 방식의 의식 패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배례의 횟수가 일관되지
않으며, 行禮 부분에 해당하는 헌작과 음복 후의 배례 구성에서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실록오례｣의 서례와 의주의 일관성 문제이다. ｢실록오례｣의 서례
는 왕릉의 제사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주 부분에서는 왕릉 제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태종 때 ｢제사의식｣이 먼저 작성되고, 이어서 ｢제사서례｣가 제정되면서 서로 내용
상의 불일치가 발생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록오례｣의 길례 영역은 태종 때 기록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수록한 것이었다. 세종 때의 실록 기록에
의하면, 태종 때 작성된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바가 없다. 부분적으
로 규정의 수정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이를 총괄적으로 대체할 길례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서례｣를 공인된 자료로 수용하는 것은
63) 𰡔태종실록𰡕 34, 태종 17년 12월 14일(을미)
64) 𰡔세종실록𰡕 61, 세종 15년 윤8월 24일(갑술)
65) 𰡔세종실록𰡕 88, 세종 22년 1월 8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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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가능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 대한 다양한 수정 사항을 ｢실록오
례｣의 길례 영역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의 ｢실록오례｣ 길례 서
례와 의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리하면,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는 의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당·송과 명의 의식 절차 사이의 명확한
조정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양자 사이의 기준이 혼재된 상태였고, 의식과 서례 사이에도 규정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자료였다. 세종 때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과 개정 작업이 진행되
었다. ｢실록오례｣는 세종 때 진행된 길례 부분의 개정 및 보완 작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또 다른 나머지 사례의 의식이 도달하고 있는 정리 수준과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
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嘉禮 의장 제도의 미비와 정리 방식의 불일치
배반도는 해당 행사의 배치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행사에 참석하는 국왕부터 문무
관원의 위치는 물론 의장과 기물, 시위병력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는 의식
의 순서를 기술한 儀註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는 위치 정보를 포괄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
서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의장 부분에 집중하면, ｢실록오례｣의 배반도
는 그렇게 체계적인 자료는 아니다.
<표 1>국조오례의 배반도 의식과 의장
국조오례의
의식

𰡔세종실록𰡕 오례
의장

①

黃儀仗

②

紅儀仗

의식

의장
黃儀仗

勤政殿拜表圖

黃儀仗

③

大仗

大仗

④

半仗

半仗

⑤

小仗

會禮宴圖

?

｢실록오례｣와 𰡔국조오례의𰡕에는 5개 의식의 배반도가 수록되어 있다. <표1>은 해당 의식과
의장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𰡔국조오례의𰡕의 경우 각각의 배반도는 서로 다른 의장을 표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록오례｣의 경우는 이점이 분명하지 않다. 중국 관련 의
식에서는 황의장이 두 번 제시되어 있고, 조선 국왕의 의식에서도 회례연도는 의장이 배치되
어 있으나, 그 등급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무엇보다 會禮宴圖는 해당 의식의 의주가 가
례의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록오례｣의 배반도는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전달하는 면에서 𰡔국조오례의𰡕와 비교할 때, 치명적인 결함을 담고 있다.
의장의 표시 방식에서도 ｢실록오례｣는 일관된 형식을 취하지 못하는 결함이 나타난다. 다음
<그림 1>-<그림 3>은 ｢실록오례｣의 배반도와 𰡔국조오례의𰡕 배반도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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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勤政殿正至誕日朝賀圖(실록오례)

<그림 2> 會禮宴圖(실록오례)

<그림 3> 𰡔국조오례의𰡕 배반도(

- 216 -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록오례｣ 배반도의 의장 표시 방식은 서로 다르
다. <그림 1>은 각각의 의장을 연결해서 기재하고 있는 반면, <그림 2>는 각각의 의장이 위
치하는 지점에 의장이 향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의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3>은 𰡔국조오례
의𰡕의 의장 표시 방식이다. <그림 2>의 방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림
2> 회례연도의 방식이 의장의 위치를 참조하는 배반도 작성의 본래 취지에 더욱 효과적이었
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했을 것이다. 어떻든 ｢실록오례｣ 내의 배반도가 다른 방식의 의장
표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해둔다. 이러한 불일치는 ｢실록오례｣ 서례의 일관
성에 약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會禮宴은 가례의 의식에는 기술되
어 있지 않은 의식이다. 嘉禮의 서례와 의식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 지적할 사항은 회례연도의 의장 등급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𰡔국조오례의𰡕 단계에서의 의
장은 대·중·소장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鹵簿의 대가·법가·소가에 대응하는 것인데, ｢실록오례｣
단계에서는 노부의 대가·법가·소가는 확립되어 있었지만, 의장의 경우는 소장의장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례연도의 의장은 대가·법가보다는 의장물의 수효가 적은 것으로 보아
낮은 등급일 터인데,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찾아지지 않는다.
｢실록오례｣의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의장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서술 방
식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의장 배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림 1>의 서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장은 동쪽과 서쪽에 배치되고, 세 줄로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6) 이런 의장
배치 방식은 𰡔국조오례의𰡕 의장 배치와는 다른 것이다.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𰡔국조오례
의𰡕 단계에서는 동·서와 남쪽으로 의장이 배치되어 있다. 의장을 동·서로 배치하는 것은 세종
15년 결정 사항이었다.67) 당시 문제된 상황이 班次의 뒤쪽, 즉 전정의 남쪽 지점에 의장이 배
치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었고, 이를 수정하여 동·서에만 의장을 배치되도록 하였다. ｢실록오
례｣의 의장 배치는 세종 때의 개정 작업을 반영한 것이었고, 𰡔국조오례의𰡕 단계에서는 종전의
방식으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변효문 등의 五禮儀註 상정 작업은 원칙적으로 세종 때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의장은 국왕을 상징하는 장치이다. 그만큼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실록오례｣의 배반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장을 기재하고 있고, 배반도의 선정은 서로
상이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서례와 의식 사이에도 서례의 회례
연도가 의식에서 의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의장의 등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종 때 변효문 등이 정리한 五
禮儀註는 𰡔세종실록𰡕에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론은 이
작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장에서 길례와 가례의 일부 영역을 검토하였다.
변효문 등이 정리한 길례의 정비 수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들
66) ｢실록오례｣ 가례서례 ‘正至及誕日勤政殿朝賀之圖’의 의장은 제7행에 기재되어 있는데, 동반의 경우
는 오른쪽부터, 서반의 경우는 왼쪽부터 읽도록 기술되어 있다. 의장이 배치되는 줄의 마지막에는 의
장을 잡는 군인의 服色을 기재하여 줄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세 줄로 배치된 동·서
반의 의장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2> 회례연도의 방식이다.
67) 𰡔세종실록𰡕 62, 세종 15년 10월 8일(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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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이 반영되지 않은 ｢실록오례｣의 길례 사항은 세종 때의 개정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
았다. 세종 때의 개정 작업은 의식의 패턴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태종 때 작
업의 오류나 불일치를 조정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항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례 영역에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서례와 의주 모두에서 일관성에 문제가 발견
되고 있으며, 서례와 의주 상호 간에도 충돌되는 사항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리 작
업상의 착오도 있으나, 정리 작업 자체가 미진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종합할 경우 변효문 등의 五禮儀註는 여전히 개선과 조정이 요구되는 미완의 작업이었다는
당시의 판단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치며
유교적 정치론에서 德治 혹은 禮治는 핵심 가치로 논의된다. 하늘이 덕이 있는 사람을 인지
하여 그에게 天命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덕을 바로 알 수 없지만, 그의 덕이 나타
나는 행위를 통해 덕인을 알아볼 수 있다. 이때 덕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禮이다. 천명을
받은 존재는 통치를 통해서 하늘의 질서인 天道에 부합하는 질서를 人世에 구현하는 것이 사
명인데, 질서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며 결과가 禮制이다. 특정 시점에서 천명을 받은 존재를 時
王이라 하는데, 시왕은 자신의 덕을 반영한 예를 만들게 되며, 따라서 예는 시대에 따라 모습
을 달리한다. 夏殷周는 각각 시대의 시왕이며, 각각 시대의 예제를 갖추고 있다. 대체로 유교
의 통치는 덕치이며, 그 덕치는 예치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것이 국가례를 만들어야 하는
논리적 이유이다.
조선의 경우는 명을 시왕으로 인정했다. 반면에 자신은 親王의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했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명으로부터 친왕이 아니지만, 친왕으로 대우한다는 공식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고려와 원 관계를 이어서 동아시아 패권 국가로 자리 잡은 明과
공존하고자 했던 조선의 고심의 결과였다.
고려를 부정하면서 유교 국가를 지향한 조선은 역내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유교적 질서를 구
현하고자 했다. 세종은 조선적 예제의 정비를 이러한 국가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해하였다. 조선 역내에서 천명을 받은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배
를 실현해 가는 조처를 일관되게 시행하였다. 시간을 재설정하고, 공간을 재편성하였고, 공간
내에서의 농법과 의술을 조선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조선
의 공간은 시왕의 공인을 받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렇게 조선적 질
서가 유지한다면, 언제가 천시를 얻어, 조선도 시왕의 지위에 도달할 기회가 있으리라는 바람
이 담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의 천명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여진과 일본 등의 타자를
자리매김하는 방식도 다시 설정하였다. 이 모든 구상과 실천을 자신의 치세 기간 내에 이룩하
고자 한 통치자가 세종이었다.
그는 직접 周尺을 정밀한 검토와 측정을 통해 특정한 이후에, 이를 기준으로 소리의 높이를

- 218 -

다시 설정하였고, 공간의 거리와 시간의 길이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측정치에
어울리는 예제를 정비하였고, 그 예제로 구축되는 세상에 어울리는 세금 제도도 새로 제정하
였다. 새로운 질서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도 수명도 증가될 수 있게 다양한 기술이 강구되었
고, 이 역내를 지켜낼 국방 기술과 시책도 세밀하게 마련하였다. 이런 모든 시도는 당대에 동
방의 요순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세종은 당대인에 의해 숭불자로 규정되었다. 당시의 숭불의 기준이 불교 본유의
깨달음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하는 것인지, 단순한 祈福의 행위의 실행 여부에 근
거한 것인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어떻든 당대의 역사 기록은 유교적 실천의 내용으로 장례식
에서 일체의 불교적 행위를 배제하고, 망자를 사후에 기념하는 방식으로 제사 이외의 갖가지
불교식 齋의 실행을 배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종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유교적 실
천자가 될 수 없다. 당대인에 의해 숭불자로 충분히 규정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의례를 직접
시행하였다. 불제자임을 명시한 국왕 명의의 발원문을 작성하였고, 금불상을 제작하였고, 진신
사리를 직접 예불하는 행위도 시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으로 그는 가장 유교적 군주였다.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숭불자가
만든 유교 예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조선에서 국가 단위로 진행되는 유교 의례
를 정비해 가는 과정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진행된 작업이었다. 작업의 귀결점
으로 통상 𰡔국조오례의𰡕를 주목하지만, 𰡔국조오례의𰡕는 𰡔실록오례𰡕라고 하는 정리 작업에 크
게 힘입어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종대에는 다양한 유교 의례에 대한 검토와 의주 정비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
비 작업의 결과가 충실하게 실록 기사로 수렴되었다. 의주를 검토한 배경 자료를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의주를 새로 작성하게 된 논의와 결정 과정에 대해 어느 시기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예인 五禮 범주에 맞추어서 의례를 정비하는 것은 세종 때 처음으로 시
도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의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𰡔실록오
례𰡕로 남겨짐으로써 당시 진행된 논의의 성과를 검토할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실록은 세종을 숭불자로 단정하고 있다. 당시 실록의 편찬자들은 동시에 세종을 동
방의 요순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세종
의 숭불이 유교 군왕으로서의 성과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 숭
불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과 별도로 이러한 숭불의 태도가 유교 의례의 정비에 미치게 된 내용
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숭불 군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에 힘을 얻어 조선은 유례없는 유교 의례 정비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도대체 이러한 성과
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필자는 이제부터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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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척도의 탄생; 주척과 황종척을 중심으로
문중양 (서울대 국사학과)

1. 문제의식: 풀지 못한 퍼즐들
여러 척(尺): 정통(正統) 11년(세종 28년, 1446년)에 (표준) 척식을 상정(詳定)하였다. ○
민간에서 사용하는 척들은 대체로 정밀하지 못한데, 영조척(營造尺)이 비교적 심하니
이정(釐正)하여 표준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연품(筵稟)한 뒤에 상정한 (영조)
척으로 척도를 개정하라 하였다. 기록하여 실음. (중략)
주척(周尺)은 황종척(黃鐘尺)을 기준으로 길이가 6촌 6리이고,
조례기척(造禮器尺)은 황종척을 기준으로 길이가 8촌 2푼 3리이다.
영조척은 황종척을 기준으로 길이가 8촌 9푼 9리이며,
포백척(布帛尺)은 황종척을 기준으로 길이가 1척 3촌 4푼 8리이다.1)
영조 33년(1757)에 편찬된 𰡔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𰡕의 맨 마지막에 실린 ｢도설｣에 있
는 서술이다. 세종 28년(1446)에 민간의 척들이 문란했는데, 특히 그중에 영조척이 심하여 영
조척을 고쳐 바로잡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당대 사용하던 척도들 표준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용(常用) 척도들의 기준이 황종율관에서 비롯된 ‘황종척’이라는 상용하지 않는 독특
한 척이었음이 매우 흥미롭다. 어쨌든 세종 28년에 상정한 척도는 그대로 𰡔경국대전(經國大
典)𰡕(성종 1년, 1470년 완성)에 실려 법제화 되었다. 그런데 𰡔경국대전𰡕의 형제(衡制)에 황종
율관의 용적이 물무게 88분(分)을 채울 수 있는 용적이라는 기록 역시 흥미롭다.2) 길이 단위
인 척도 뿐 아니라, 무게 단위인 형제도 황종율관에서 비롯된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다는 의미
일 것이다.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어쨌든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받은 세종대의 도량형제는 조
선시대 동안 불변의 조종(祖宗)의 법이 되었다.
조선시대 도량형제에 대한 연구는 세종 28년에 상정되고, 𰡔경국대전𰡕 도량형제로 확정된 위
와 같은 서술 내용에 대한 해독의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박흥수에 의해서
세종대 도량형제의 성립과 실제 크기에 대한 선구적인 실증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3) 남문현과
이종봉에 의해서 더 한층 깊이가 더해 졌었다.4)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실제의 도량형 크기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집중하여, 학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1) 𰡔國朝喪禮補編𰡕 ｢圖說｣ 附 諸尺, “正統十一年, 詳定尺樣。○俗用諸尺, 大率欠精, 而營造尺, 較甚, 不
可不釐正定式。故筵稟後, 以詳定尺改度, 載錄。(중략) 周尺準黃鍾尺 則長六寸六釐, 造禮器尺準黃鍾
尺 則長八寸二分三釐. 營造尺準黃鍾尺 則長八寸九分九釐, 布帛尺準黃鍾尺 則長一尺三寸四分八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법령자료｣ 활용.)
2) 종래 연구 성과에 의하면 88분은 물 무게 35.3g에 해당하며, 따라서 용적은 35.3㎤이 된다. 박흥수,
1994 ｢도량형 제도｣ 𰡔한국사𰡕 24(국사편찬위원회), 622쪽을 참조.
3) 朴興秀, 1967 “李朝 尺度에 關한 硏究” 『大東文化硏究』 4집, 199-274쪽; 朴興秀, 1980 『度量衡과 國樂
論叢』(박흥수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흥수, 1999 『한·중도량형제도사』(성균관대학교출판부).
4) 남문현, 1992 “同律度量衡-조선시대 척도자료 조사용역보고서”(문화재관리국); 남문현, 1995 𰡔한국의
물시계𰡕(건국대 출판부); 이종봉, 2001 “조선전기 도량형제 연구” 𰡔국사관논총𰡕 95집, 231-277쪽; 이
종봉, 2001 𰡔한국중세도량형제연구𰡕(혜안); 이종봉, 2016 𰡔한국 도량형사𰡕(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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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들이 적지 않고, 여전히 맞추지 못한 퍼즐 또한 적지 않았다.
예컨대 세종대 확정된 조선의 척도에 대한 𰡔경국대전𰡕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 척도의 기준이
진정 황종척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5)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조선
척도의 실질적인 기준은 주척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세종대 조선 척도의 척식을 상정하는 데
기준이 되었던 것은 오히려 영조척이 아니었는가 추정되기도 한다. 또한 세종 7년경에 조선
척도의 원기(原器)인 황종척이 만들어졌다는 박흥수의 주장이나, 이를 약간 수정하여 15년경
에 만들어졌다는 이종봉의 주장은 사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황종척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𰡔경국대전𰡕에서 명시적으로 황종척을 기준으로 여러
척도들을 규정할 정도로 황종척은 중요한 척도였다. 그렇다면 상용하지도 않을 황종척을 왜
세종대 사람들은 척도의 중심에 두었는지 풀어야할 문제이다. 또한 그렇게 중요했던 황종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시 현재 아는 바가 너무 부족하다.
선행 연구자들이 실제 척도의 길이를 실증적으로 밝혀준 선구적 업적은 대단했다. 그러나
무엇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길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박흥수, 남문현, 그
리고 이종봉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조선초 주척은 대략 20.6cm 정도였고, 황종척의
길이는 34.6cm 정도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학계에서는 그 대략적 길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국립국악원에서도 황종척을 34.6cm로 공식 채택했다. 그에 따라 세종대 황종
율관 길이는 31.14cm가 되었다. 그런데 역대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던 조선
의 척도가 당대 중국의 척도와 달랐음이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고척(古尺, 즉 주척)은 역대로
약 23.1cm 내외로 조선초의 주척 길이와 확연히 달랐다. 황종척이라는 율관에서 비롯된 이상
적인 척도는 고대 이래 중국 사회에서는 사라졌고, ‘황종척’이라는 명칭도 명대 이전 중국에서
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유사한 성격의 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중국에도 있었다. 소위
등보신척으로도 불렸던 악척(樂尺)과 대성악척(大晟樂尺)이 그것이다. 그런데 악척 길이는 약
28.06cm, 대성악척은 약30.1cm 였다. 조선의 황종척에 비해 훨씬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도
대체 조선의 황종척은 어디에 근거해서 길이를 정했을까? 난제를 극복하고 고제의 원리에 입
각해서 황종율관을 얻고, 그에 따라 황종척이 정해졌을까.6) 이종봉은 원대의 관척과 가장 길
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원의 관척에서 구했다고 보았다.7) 하지만 단지 두 척 길이가 비슷하다
는 것 때문이라는 서술 이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주척이 실질적인 조선의 기준척이 되고, 중국에서는 오래전 사라진 ‘황종척’이라는 이념적
척도가 조선에서는 상용 척도들의 기준이 되었다. 게다가 중국의 척도들과 길이도 상당히 달
랐다. 원 제국이 천하를 통일하고, 명이 그 뒤를 이어 소위 ‘책봉-조공 체제’로 불리는 천하질
서를 구축한 이후, 고제로 불리는 중국의 중화 문물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재현하는
것은 고려말 이래의 한반도 지배세력의 시대정신이었다. 중화의 고제 구현을 통해서 무너진
고려말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신생 왕조 조선을 명실상부한 중화의 문명 국가로 세우는
작업이 문물제도의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조선의 척도들이 중국과 달
랐던 것은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특히 천하의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중국 천자의 독점
5) 이종봉은 2001년의 연구에서 조선초에는 황종척이 관척이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료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성종 14년(1483) 호조의 계언(𰡔성종실록𰡕, 성종 14년 11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중
앙과 지방 모두 전국적으로 조선에 관척은 없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종봉, 2001, 앞
의 논문, 234-235쪽 참조.
6) 고제에 따라 황종율관을 제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논의는 문중양,
2020 “세종대 박연의 율관 제작; 고제 구현의 난제” 𰡔동방학지𰡕 192집, 49-78쪽을 참조할 것.
7) 이종봉, 2001 앞의 논문,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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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한이라는 이념을 준수하려는 것이 조선 사대부 관료와 국왕의 인식이었다면 중국과 다른
조선의 척도 제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에서는 오래전 폐기된 황종율관에서 비롯된
도량형을 확립하려는 고제의 이념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 낳은 산물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
렇다면 그러한 노력의 의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조선초, 세종대 척도의 확립에 대해 현재 우리는 아는 바가 너무 부족하고, 풀리지 않는 퍼
즐도 적지 않다. 이 논문은 그러한 퍼즐들을 푸는 시론적 논의를 펼쳐보고자 한다. 물론 해답
은 어렵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의의를 찾고자 한다.

2. 중국의 척도: 폐기된 고제의 이상
조선의 척도에서 주척과 황종척은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건국 직후부터 대부분의 척도들을
주척에 의거해 측정해 나갔다. 종국에는 기타 제정된 척도들을 황종척을 기준으로 비례를 정
하는 표준을 확정해 법제화하였다. 이는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달랐는지, 역대 척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𰡔한서𰡕 ｢율력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 고대의 척도는 단일한 표준 척도 하나였다. 자연
적 성기(聲氣)의 근원에서 얻은 황종율관이 표준 도량형제의 원기(原器)로, 말 그대로 율력(律
曆) 일치의 도량형제였다. 정악(正樂)의 표준음고를 정하는 황종율관의 길이를 9촌으로 삼아
서, 10촌이 표준 척도 1척이었다. 율관의 부피는 바로 가장 작은 부피 단위인 1약(龠)이었다.
1약의 부피, 즉 황종율관의 부피는 자연산의 찧지 않은 거서(秬黍) 중 가운데 크기의 기장알
1200개가 정확히 채워지는 부피이기도 했다.8) 이 기장알 1200개 무게가 12수(銖)가 되어서,
가장 작은 무게 단위인 1수의 무게는 기장알 100개의 무게가 되었다. BC 344년에 진(秦)의
상앙(商鞅)이 제정하고, 그것에 기반해 BC 221년에 진시황(秦始皇)에 의해서 천하에 동일하게
적용된 중국 최초의 표준 도량형제는 이후 왕망(王莽)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개혁되었지만, 황
종율관으로부터 구한다는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은 변하지 않았다.
황종율관의 이념을 담은 단일한 표준 척도는 적어도 한대까지는 이어진 것 같다. 그러한 진
한대의 도량형은 𰡔한서𰡕 ｢율력지｣에서 잘 정리되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진한(秦漢)대 상용
1척의 길이는 대략 23.1cm였다고 한다.9) 후대의 척도 개념으로 말하면 이 길이가 영조척이
었고, 주척이었으며, 황종척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𰡔한서𰡕 ｢율력지｣에 적혀있는 율
력 일치의 도량형제는 그 이상(理想)을 지키기 어려웠다. 90분 길이에 810입방분의 부피를 지
닌 죽관(竹管)에 기장알 1200개가 정확히 채워져야 하고, 그러한 죽관이 당대 음률의 표준 음
고인 황종음을 내야하는 황종율관의 제작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이미 한대(漢代)에도 현실적
으로 어려운 것이었다.10) 그에 따라 이미 후한대부터 중국의 척은 길어지는 추세 하에 용도별
로 분화되어 나갔다.
𰡔수서𰡕 ｢율력지𰡕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진(晉) 무제(武帝) 때인 273년 순욱(荀勖)이 정악(正
樂)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당시의 척이 이미 고척에 비해서 4분이나 길어진 것을 알
고 𰡔주례𰡕에 의거해서 고척을 복원했다고 한다. 이때 복원한 고척은 진한대의 단일 척인
8) 송대 채원정의 𰡔율려신서𰡕에서 이 부피는 810입방분으로도 계산되었다. 𰡔國役 律呂新書𰡕(이후영 역
주, 問津), 158쪽 참조.(이하 𰡔율려신서𰡕라 略함.)
9) 𰡔중국고대도량형도집𰡕(1981); 丘光明·邱隆·楊平 共著, 2001 𰡔中國科學技術史; 度量衡卷𰡕(北京; 科學
出版社), 199, 202, 205~208쪽; 李成珪, 2019 𰡔數의 帝國 秦漢: 計數와 計量의 支配𰡕(대한민국학술
원).
10) 李成珪, 앞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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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cm 길이의 척도였을 것이다. 복원된 이 척으로 동(銅) 율관을 만들어 성운을 조율하고 정
악을 교정했었다.11) 아마도 중국 역사에서 고대의 척도가 변한 이후 첫 번째 고대 척도와 율
관의 복원이 아니었을까 싶으며, 𰡔수서𰡕 ｢율력지｣는 이 척을 ‘주척(周尺)’이라 불렀다. 그런데
순욱의 복원 과정을 보면 고척을 먼저 복원하고 이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황종율관을 복원했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해 𰡔한서𰡕 ｢율력지｣에서 규정한 고제에 의거해 황종율관을
먼저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척도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즉 이미 3세기 후반의 고척과 고
악의 복원은 𰡔한서𰡕 ｢율력지｣의 고제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송(宋)
의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은 𰡔율려신서(律呂新書)𰡕에서 𰡔수서𰡕 ｢율력지｣의 이 기록을 전
하면서 한대까지만 해도 고대의 척도들이 남아있었다며, 이후 척도가 날로 어그러져 길어졌기
에 고척의 유물로 추정되는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소장한 척이 고대의 율려(律呂)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근거라며 강조했었다.12)
채원정이 잘 파악했듯이 중국의 척도는 이후에도 더욱 길어졌고, 용도에 따라 분화되어 나
갔다. 𰡔중국고대도량형도집𰡕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물 척도들을 보면 위진(魏晉) 남북조기 까지
는 24~25cm정도로 길어졌고, 이후 확연하게 분화가 일어난 것 같다. 특히 남조의 전악지(錢
樂之)가 태사령으로 장형(張衡)의 혼천의를 복원할 때 사용한 척은 24.5cm 정도였는데, 이후
이 척은 중국 역대로 천문용 척과 악률용 척으로 굳어진 것 같다.13) 천문과 악률 같은 특수한
용도 이외에 민간에서 널리 상용하는 척은 더욱 길어져 수당대에는 30cm 내외까지 길어졌다.
수나라 개황(開皇) 연간의 관척은 29.6cm였으며, 당나라의 현존 척들 대부분은 30cm 내외였
다.14) 이렇게 당(唐)의 척은 24.5cm의 ‘소척’과 30cm 내외의 민간 상용의 ‘대척’으로 나뉘어
졌다. 소척은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척이었을 뿐 민간에서 상용하는 대척이 당대의 공인
‘관척’이었다. 이는 𰡔한서𰡕 ｢율력지｣의 고제 원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에 다름 아니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율관과 척도는 별개의 사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송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송대의 황제들은 당말
이후 오대십국의 시기를 거치며 고악(古樂)이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
로 문란해진 음률(音律)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율관과 척의 복
원이 꾀해졌다. 태조대 화현(和峴) 주도로 이루어진 율려 정비 결과 영표척(24.5cm)15)으로도
불리던 척도가 만들어졌고, 인종대 이조(李照) 주도로 송대 영조척과 동일한 길이(31.2cm)16)
의 척이 만들어졌다. 또한 역시 인종대에는 완일(阮逸)과 호원(胡瑗)이 기장알 100개를 가로로
놓은 길이(24.5cm)17)를 기준으로 척을 정했고, 등보신(鄧保信)은 기장알 100개를 세로로 놓은
길이(28.07cm)18)를 악척(樂尺)으로 제시했다. 이상의 척도들은 그래도 𰡔한서𰡕 ｢율력지｣의 원
11) 𰡔隋書𰡕 ｢律曆志｣(楊家駱 主編, 1977 𰡔中國天文曆法史料 第三冊𰡕(中華民國 臺北; 鼎文書局), ｢隋書
律曆志上｣), 1874-1875쪽.
12) 𰡔율려신서𰡕, 280-281쪽.
13) 邱隆·丘光明 등 편, 1981 𰡔中國古代度量衡圖集𰡕(北京; 文物出版社). 원대 곽수경(郭守敬)의 관상대
는 물론이고, 명대 자금산 천문대의 천문의기들도 모두 이 척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다.
14) 𰡔中國古代度量衡圖集𰡕, 44~53번 유물들. 𰡔中國科學技術史; 度量衡卷𰡕, 300, 321~323쪽.
15) 고척을 기준으로 1척 6분이라는 𰡔율려신서𰡕 기록에 따라 계산해 보면 23.1cm×1.06=24.5cm가 된
다. 𰡔율려신서𰡕, 293쪽.
16) 고척을 기준으로 1척 3촌 5분이라는 𰡔율려신서𰡕 기록에 따라 계산해 보면 23.1cm×1.35=31.2cm가
된다. 𰡔율려신서𰡕, 293쪽. 이 척은 송대의 ‘관척’ 길이와도 같았다.
17) 기장알 100개를 1척으로 했으니, 90알 길이가 율관 길이가 될 것이다. 태부포백척을 기준으로 7촌
8분 6리라는 𰡔율려신서𰡕 기록에 따라 계산해 보면 31.2cm×0.786=24.5cm가 된다. 𰡔율려신서𰡕, 293
쪽.
18) 주척의 1척 2촌 1분 5리라는 王應麟의 𰡔玉海𰡕 기록에 따라 계산해 보면 23.1cm×1.215=28.06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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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입각해 복원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렇지만 결과는 각기 달랐고, 어느 것도 만족스
럽지 못했던 것 같다. 더구나 휘종대의 대성악척(大晟樂尺, 30~30.1cm19))은 아예 휘종 황제
의 손가락 길이, 즉 휘종의 3,4,5번 손가락의 길이를 합한 길이를 황종율관의 길이 9촌으로
삼았다. 이러한 율관에 기초해서 확립한 악률이 고려 예종대 전해지고 이후 고려후기와 조선
초 아악의 기초였던 대성악이었다.
이와 같이 북송대 여러 황제들이 추구한 율려의 정비 사업은 어그러진 악률을 바로 잡는 만
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했고, 율관과 척도의 통일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급기야 휘종대에는
𰡔한서𰡕 ｢율력지｣의 원리마저도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척의 길이가 각기 달랐고, 그에
따라 율관 길이도 다르면서 음률의 높이도 각기 달라, 어느 것이 진정한 황종음을 내는 것인
지, 즉 어느 것이 진정한 고악의 복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게다가 복원했다는 척들이 모두
고대의 고척 23.1cm와도 너무 달랐으니, 고악의 복원은 요원했다. 사마광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했던 것 같다. 그는 범진(范鎭, 1008-1089)과의 30년에 걸친 악률 논쟁 과정에, 성인의
고악은 이미 사라졌고, 그것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고제의 원리에
입각해 율관을 제작하고, 그것으로부터 당대 표준 척도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𰡔한서𰡕 ｢율력지｣의 율관과 도량형의 관계를 재현 불가능한 원리로 보았던 셈이다. 이
에 비해 범진은 고제의 부활을 추구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그간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
하고 실패한 것은 율관에서 척도를 구하지 않고, 척도에서 율관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
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율관에서 척도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큰 이유는 기장알 1200개를 채
우는 율관을 구하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0)
범진의 논의는 결국 𰡔한서𰡕 ｢율력지｣에 적힌 고제의 원리에 대한 재해석(또는 보완)을 통해
서 고악과 율관의 부활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원정의 𰡔율려신서𰡕는 이러한 범진의
지향을 계승하여 이상적인 고대의 악률과 도량형의 부활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주
희(朱熹)는 채원정의 𰡔율려신서𰡕를 극찬하며 고대 악률의 복원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𰡔율려신
서𰡕의 율관 제작법은 었듯이 𰡔한서𰡕 ｢율력지｣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이상에 불
과했다.21) 실제로 채원정의 악률 역시 북송대 황제의 명을 받아 추진된 시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성공했다고 볼 수 없었다. 결국 고대의 악률을 복원하고, 그로부터 악률과 부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단일한 표준 척도는 구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그러한 표준 척도는 현
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송대의 척도들도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척들이 존재하는 사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대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는
‘성척(省尺)’으로 불리던 ‘태부시(太府寺) 포백척(布帛尺)’이 정부 공인의 관척(31.2cm 내외)으
로 널리 사용되었다.22) 그 외 특수한 용도로 쓰이던 척도들이 많았다. 예컨대 천문의기는
24.5cm 내외의 척이 사용되었고, 율관의 길이와 연관된 악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기별
악률에 따라 달랐다.
한편 율관으로부터 비롯된 이상적인 척도의 부활에 대한 꿈이 요원한 가운데, 고대의 척이
주척으로 불리며 예외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바로 사대부가의 의례를 규정
한 주희의 ‘가례(家禮)’에서였다. 주제(周制)를 이상적인 제도로서 부활하려던 개혁가 주희는
가 된다.
19) 丘光明·邱隆·楊平 共著, 2001 𰡔中國科學技術史; 度量衡卷𰡕(北京; 科學出版社), 358쪽.
20) 이상의 사마광과 범진의 악률 논쟁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는 주용성, 2018 “범진과 사마광의 악(樂)·
율(律) 논쟁” 𰡔한국철학논집𰡕 56집, 119-149쪽을 볼 것.
21) 이에 대한 논의는 문중양, 2020 앞의 논문, 56-59쪽을 볼 것.
22) 𰡔중국과학기술사; 도량형권𰡕, 358~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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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을 주척으로 인식하고, 모든 가례의 의물(儀物)들 규모를 주척을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하
였다. 예컨대 가묘(家廟)의 신주(神主) 길이를 주척으로 1척 2촌, 너비 3촌, 두께 1촌 2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희의 ‘가례’를 따르는 당대와 훗날의 사대부들은 가묘 조성을 하면서
신주 제작을 위한 주척의 척식(尺式)을 소장하곤 했었다. 주희는 주척의 길이를 송대의 성척
(省尺), 즉 정부 공인 관척(官尺)의 7촌 5분 약(弱)으로 규정했다.23) 그렇다면 송대 주척의 길
이는 약 23.5cm 내외로 오차를 고려하면 고대의 척 23.1cm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런데 고대의 주척이 민간에 없는 상황에서 당시 상용의 척을 기준으로 주척을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주척을 기준으로 가례에 필요한 의
물들 규모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당대 정부 공인의 관척을 기준으로 주척 길이를 규정
하는 형국이 된 셈이었다. 관척 길이에 따라서 주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24)
한편 원대의 척도에 대해서는 관련 유물도 적고 연구가 많지도 않았다. 연구자마다 추정한
척도의 길이도 많이 달랐다. 상용 관척을 짧게는 30.72cm25)로 보기도 하고, 길게는 38.35cm
로 보기도 했다. 후자는 ‘관척이 고척의 1척 6촌6분이다’는 𰡔무원록｣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현존하는 관인(官印)들 실측을 통해서 35cm 내외로 추정하기도 했다.26) 주지하듯이 고
려는 1259년 몽골제국에 항복한 이후 고려말 1세기 동안 원의 천하 체제에 포함되어 국가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절대적인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제국 하의 척도는 고려말 척
도의 실상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연구가 보여
주는 관척의 길이 중 신뢰도가 큰 35cm 길이의 척은 한국의 기존 연구가 밝힌 여말선초 사
용의 척도들과 너무 차이가 크다. 고려는 원의 천하체제 하에서 도량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기존 연구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명대 척도는 송대 척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율관과 부합하는 척도는 상용척들
과 여전히 거리가 먼 가운데, 용도에 따라 여러 척들이 병립해 사용되었다. 𰡔악률전서(樂律全
書)𰡕가 전하는 명대의 네 가지 대표 척은 재의척(裁衣尺), 양지척(量地尺), 영조척(營造尺), 그
리고 영표척(景表尺)이었다. 그 중에 영표척은 중국 역대로 천문용으로 쓰이던 24.5cm 척이
었고, 영조척은 송대 관척을 잇는 약 31.8cm의 척이었다.27) 이 영조척이 명대의 정부 공인
관척이었는데, 결국 명대의 관척은 송대의 관척(즉 태부시포백척, 31.2cm)과 약간 길어졌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세종 28년의 ‘척식’(尺式)에 이르는 과정
세종 28년 𰡔경국대전𰡕에서 법제화된 척식이 정해지기까지 연대기 사료에서 나타난 조선초
의 척도에 대한 기록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조
선초의 척식이 정해지기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3) 𰡔朱子家禮𰡕 ｢家禮圖｣ 神主式
24) 현대 중국 도량형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정리한 𰡔중국과학기술사; 도량형권𰡕에서는 이 𰡔주자가례𰡕
의 주척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다 시피 제외해 놓고 있음도 흥미롭다. 사대부가의 제사용 신주 길이
를 재는 척으로만 쓰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것이라 무시한 듯하다.
25) 대표적으로 吳承洛, 𰡔中國度量衡史𰡕, 66쪽.
26) 구광명, 1996 𰡔중국고대도량형𰡕(상무인서관), 170-171쪽; 𰡔중국과학기술사; 도량형권𰡕, 396~397쪽.
한편 관인(官印) 실측 결과를 원의 관인이라면, 𰡔무원록𰡕의 규정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고척(즉 주척)
은 20.84cm 정도가 된다. 이는 한국 연구자들이 밝힌 조선초 주척 길이와 얼추 비슷하다.
27) 명대 척의 길이는 𰡔중국과학기술사; 도량형권𰡕, 406~409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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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려의 척도: 연도를 알 수 있는 척도 사용례 없음.
ㅇ 태조 2년(1393), (세종 19년(1437), 4월 19일, ｢간의대기｣ 기록)
허조가 원명대 𰡔가례𰡕에 입각한 가묘(家廟) 신주에서 ‘주척’을 구함
ㅇ 태종 4년(1404), 3월 29일, 분묘 보수(步數)를 모두 ‘주척’으로 정하다.
(주척의 첫 사용례)
ㅇ 태종 11년(1411), 8월 25일, 조정의 폐백을 고제(古制)에 의거 𰡔가례𰡕의 ‘조례기척’을 씀
(조례기척 첫 사용례)
ㅇ 태종 14년(1414), (𰡔수교집록𰡕의 기록)
도리(道里)를 주척으로 재다. 농부 손가락 중지 셋과 2指 둘을 합한 것이 1척이다
ㅇ 태종 14년, 5월 14일, 우사단을 중국처럼 ‘영조척’으로 높이 3척으로 쌓자고 예조에서
청하다.

(‘영조척’의 첫 사용례)

ㅇ 세종 4년(1422), 9월 6일, 태종의 산릉 장례에 영조척, ‘포백척’, 조례기척 사용하다.
(‘포백척’ 첫 사용례)
ㅇ 세종 9년 5월 이후 ~ ??,
- (세종 12년 윤12월 1일 기록)
동(銅) 율관을 주조하고 척을 만든 듯.
그러나 율관과 척이 고척에 비해 너무 커서 불용(不用)했다.
- (세종 15년 1월 1일 기록)
인조 기장에 의거 죽 율관을 제작. ‘길이가 90분, 1촌을 더하면 황종척이다’
ㅇ 세종 12년(1430), 9월 29일, 집현전에서 주척을 고정(考正)하라 명함
ㅇ 세종 12년, 10월 18일, 주척과 율관 제작을 중지하라 명함.
ㅇ 세종 12년, 12월 8일, 사직단을 영조척으로 규모를 새로 정함.
ㅇ 세종 13년, 4월 7일, 경외의 포백척이 다 달라, 時用竹尺으로 포백척 표준을 정함.
ㅇ 세종 19년(1437), 4월 15일, ｢간의대기｣ 기록에서
사신이 가져온 북경 신조(新造) 신주(神主)의 척이 태조 2년의 주척과 상합(相合).
창제한 천문의기를 이 표준 주척으로 제정하다.
ㅇ 세종 25년(1443), 11월, 공법과 양전 시행을 위해, 指田尺 대신에 주척 사용할 것.
26년 11월 13일 6등전 측량을 주척으로 정함.
ㅇ 세종 28년 9월 27일, 영조척 표준을 새로 정함. 새 영조척 40개를 중외에 반사함(11/4)
ㅇ 세종 28년(1446), (𰡔국조상례보편𰡕 기록)
諸尺의 尺樣을 상정함
ㅇ 성종 14년(1483), 11월 7일, 조선에는 ‘관척’이 없고, 사사로이 주척을 만들어 쓴다.
ㅇ 성종 24년(1493), (𰡔악학궤범𰡕 기록)
장악원에 동(銅) 황종율관 2부 소장, 길이가 영조척 1척이다.
이상의 척도 제정과 시행에 관한 연대기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특히
주목해 본다.
첫째, 태조 2년에 허조 주도로 ‘주척’(약 20.6cm 추정) 길이를 구했다. 이후 조선 정부는
대부분의 상용 척도를 고척인 ‘주척’을 기준으로 규정해 나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역대로 주
척(즉 고척)과는 길이가 상당히 다른 ‘관척’을 정해 상용한 것에 비추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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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편 세종 12년에 아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연이 율관 제작에 성공하자, 주척
을 이에 맞추어 교정하려고 했으나 한 달도 안 되어 포기했다. 이후 천문의기 프로젝트를 진
행하면서는 태조대 구한 ‘주척’을 기준으로 제작했다. 결국 중국 역대의 관척들과 비교하면 조
선의 주척은 무려 10cm 정도나 짧았는데, 조선은 왜 주척을 상용 표준척으로 정했을까? 또한
조선의 주척은 어떻게 중국의 주척(23.1cm)과는 달라진 것일까?
둘째, 세종 9년 5월 무렵 이후 율관을 제작하면서 황종척이 제작된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은 제작 여부 뿐 아니라 사용 여부도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다. 척이 고척에 비해 너무 커
서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하고, 율관 길이에서 1촌을 더하면 황종척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훗날의 기록인 𰡔악학궤범𰡕을 보면 구리로 만든 황종율관 2부가 만들어졌었고, 길이는
영조척으로 1척 길이(약 30.8cm)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황종척 제작과 사용 여부는 분명하
지 않았지만, 결국 세종 28년 법제화된 조선의 척식은 황종척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왜 황종
척 제작에 대한 연대기 기록이 분명하지 않게 서술되어 있을까? 또한 세종은 왜 황종척을 기
준으로 척식을 법제화했을까?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자.

4. ‘조선 주척’의 탄생; 𰡔가례𰡕 신주척식의 복원과 고제의 상징
1) 고제의 상징으로서 조선의 주척
조선 초의 척도 사용 기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문물제도를 개혁하여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척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들이다. 중국에서는 사대부가의 의례용
의물들 이외에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이런 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고려말 이후 사대
부들의 𰡔주자가례𰡕에 의거해 중화의 의례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사에서 주척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 오래 전에 백남운 등이 고
려시대에 주척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근거는 없다.28) 적어도 고려시대 주척을 사용했다는 구체
적인 사료적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고려말 유가 사대부들이 송대 주희가 주창했던 ‘가례’에
따른 ‘가묘(家廟)’의 설치와 제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 노력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척’ 사용을 예상할 수 있다. 공양왕 1년(1389) 12월에 조준(趙浚)이 올린 유명한 ｢시무책｣
에는 𰡔주자가례𰡕에 따라 가묘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을 제안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불효법으로 처벌하자는 강력한 시행을 주장했다.29) 이 주장은 수용되어 다음 해 8월 𰡔주자가
례𰡕에 따른 사대부가의 ‘제사의식’이 정해져 반포되었다. 이는 건국 주도세력 뿐 아니라, 정몽
주 같은 이도 이에 앞서 일찍이 𰡔주자가례𰡕에 따라 가묘를 세워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30) 고려말 사대부들의 적극적인 가묘 설치와 가례의 보급 노력은 건국 후에는 정
부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태조 2년(1394) 판중추부사였던 허조가 주척을 정한
것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허조가 어떻게 주척을 구했는지 간략히 검토해 보자. 𰡔세종실록𰡕 19년의 ｢간의대기｣ 기록에
28) 이종봉, 2016 앞의 책, 93쪽.
29) 𰡔고려사절요𰡕 권34, 공양왕 1년 12월 기사.
30) 『고려사』 권117, 열전 30, ｢정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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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정이 자세히 적혀있다.31) 그것은 허조가 부친상을 당해 신주 규모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신주척식(神主尺式)을 구했던 내용이었다. 허조가 구한 척식은 고려말 주원장에게 패해
사로잡혀 고려로 유배 보내어진 진우량(陳友諒)의 아들 진리(陳理, 1351?~1408)가 갖고 있던
신주척식이었다. 진리가 고려에 온 것이 공민왕 21년(1372)이니32) 그 척식은 원대에 널리 보
급되었던 가묘의 신주척식이었을 것이다. 허조가 이 신주척식에서 주척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고려말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𰡔주자가례𰡕의 지본(紙本) 척식이 판본에 따라 너무
달라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말의 명문가 집안의 가묘에 쓴 신뢰할 만하다 여
긴 신주척식을 구했을 것이다. 허조는 또한 그와 함께

의랑(議郞) 강천주(姜天霔) 집에서 지

본(紙本) 주척을 얻었다. 그것은 원사(院使)였던 김강(金鋼)이 소장하던 상아척에 기반한 것이
었고, 이 상아척은 𰡔주자가례𰡕에 따른 가묘의 신주용 주척이었다. 따라서 이 강천주 집의 지
본 주척은 역시 원대 김강 집안의 가묘의 신주척식과 동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었다. 허조가
이 둘을 비교하니 다르지 않아서 믿을 만한 ‘주척’을 구했던 것이다.
이후 이렇게 구한 주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서 사대부가의 가묘 신주척식으로뿐 아
니라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태종 4년에는 관원과 서인의 분묘(墳墓) 보수(步數)를 모두 주척
에 의거해서 규모를 정하도록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척을 적용한 첫 사용 사례였다.33) 태
종 14년에는 도로의 이수(里數)를 주척으로 재도록 했고, 17년에는 훈련장 사장(射場)의 보수
(步數) 역시 주척을 사용해 재도록 했다.34)
세종 12년 무렵 박연 주도의 아악 제정 사업 과정 중에 주척을 고정(考正)하려던 에피소드
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미 3년 전 박연이 율관 제작에 성공하고, 그로부터 악률을 정해 아
악 제정 사업의 완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즈음 8월부터 경연에서 𰡔율려신서𰡕를 강
하기 시작한 이후, 세종은 𰡔율려신서𰡕에 담긴 고제의 악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박연 주
도의 아악 제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35) 그런데 𰡔율려신서𰡕를 공부한
지 한 달 만에 세종은 집현전에서 주척을 상고하여 바로 잡으라 명하였다. 기록은 세종이 𰡔율
려신서𰡕를 깊게 공부한 후 제작의 묘를 깨치고 내린 명이라고 적었다.36) 물론 이전에도 대략
적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𰡔율려신서𰡕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상적인 고제의 도량형은 악
율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율관 제작에 일단 성공했으니 그로부터 이상
적인 고제에 부합하는 주척을 구해보라고 한 지시였다. 그렇다면 태조 2년에 구하고, 이후에
도 정부에서 사용하던 주척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사용하던 주척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
뢰하지 않았던 것일까? 완벽한 율관이라면 그것에서 구한 주척은 진정한 고제의 척이어야 했
다. 그러나 지시를 내린지 20일 만에 주척 만드는 일을 중지시켰다. 조선의 성음이 중국과 달
라 아무리 고제를 잘 상고해 율관을 만들어도 제대로 바름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년 전에 박연이 어렵사리 율관 제작에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불신의 언사를 내뱉은 것이다.
그러면서 훗날 웃음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며 주척 교정 작업을 중지시
켰다.37) 이는 고제에 따라 율관으로부터 척을 구하려는 시도가 조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31)
32)
33)
34)
35)
36)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9년 4월 15일, ｢간의대기｣ 기사.
구만옥, 2016 𰡔세종시대의 과학기술𰡕(들녘), 419쪽의 각주 403번 참조.
𰡔태종실록𰡕 태종 4년 3월 29일 기사.
𰡔受敎輯錄𰡕 戶典 雜令; 𰡔태종실록𰡕 태종 17년 2월 20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중양, 2020 앞의 논문, 68-74쪽을 참조.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9월 29일, “命集賢殿副提學鄭麟趾奉禮鄭穰 考正周尺于集賢殿, 仍命撰樂譜.
上覽律呂新書及諸樂書 深知制作之妙 故命撰之.”
37)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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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이러
한 사실을 세종 12년 무렵 세종은 알았을까?
고제에 따라 율관으로부터 주척을 구하려는 시도는 포기되었지만, 예악과 천문의기의 고제
를 재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종 14년부터 19년까지 천문의기 창
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 주척의 고정(考正)이 이루어졌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천문학 분야의 고제의 구현 사업이었던 천문의기 창제였기에 참인 주척으로 규모를 정
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태조대 허조가 원대의 신주척식에서 구했던 주척을 당시 조충좌
(趙忠佐)가 1430년 북경에서 사온38) 신주척식과 비교했다. 그랬더니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이에 그것을 표준 주척으로 삼고 창제할 천문의기의 규모를 재는데 사용한 것이었다.39) 이로
써 조선의 주척은 천문용 척까지 되었다. 중국 역대로 천문용 척은 당대에 ‘소척’으로 불리던
24.5cm 내외의 척이었고, 명대 자금산 천문대 천문의기들도 이 척으로 쟀던 것과 비교된다.
세종대 조선은 고제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면서 ‘시왕지제’인 명의 천문의기와 다른
척도를 사용한 셈이었다.
이후 주척은 공법 시행과정에서 양전용 척애도 적용되었다. 세종 25년 11월 세종의 하교를
보면 고제에 따라 양전하도록 명하고 있다. 오래전 (고려 때) 부터 해오던 지전척(指田尺) 사
용은 고제에 어긋난다며 이제부터는 주척을 이용해 개량하라고 했던 것이다.40) 이에 11월 14
일 호조에서 올린 안산(安山)에서의 ‘양전사목’을 보면 실제로 이순지, 김담 등이 참여하여 주
척을 이용해 양전했음을 알 수 있다.41) 다음 해 세종 26년 6월 6일의 실록 기사는 양전용 척
도에 대한 당시 관료들의 생생한 견해를 드러내주어 흥미롭다. 그 중에 혹자는 조선이 의관과
예악을 모두 중국을 모방했음은 천하가 아는 일인데, 양전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업에 ‘근거
없는 척’(無據之尺)을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악률과 도량형’은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니며
옛 성인의 바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42) 이때 논란은 전지 등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의견이 갈렸을 뿐, 대부분의 신료들은 주척 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다. 결국 세종
은 6등전으로 나누고, 모두 주척을 사용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세종과 사대부 관료들은
모두 중화의 고제를 따라서 양전용으로도 주척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
다. 그야말로 세종대 조선에서 주척은 국가의 공인 표준 척도로서 고제의 상징이었다.
2) 조선 주척 길이의 정체
이제 가장 어려운 퍼즐인 조선의 국가 공인 실질적인 표준 척도였던 주척을 중국의 것과 비
교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가 밝힌 중국 고대의 척(즉 주척)은 23.1cm 내외였다. 그러나 송
원대와 명초의 주척 유물은 언급된 바가 없어, 실제 주척이 얼마였는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
다. 송원대 주척의 실제 길이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먼저 𰡔가례𰡕 척식에 적힌
‘성척(省尺)의 7척 7분 약(弱)이다’는 규정에 근거해, 송대 성척이 약 31.2cm이므로 주척을 약
23.4cm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추정치는 고대의 척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차를 고려하
38) 구만옥, 2016 앞의 책, 404쪽의 각주 406번에 의하면 조충좌가 북경에 다녀온 때는 세종 12년
(1430)이었다고 한다.
39)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9년 4월 15일, ｢간의대기｣ 기사.
40)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5년 11월 2일 기사.
41)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5년 11월 14일 기사.
42) 𰡔세종실록𰡕 세종 26년 6월 6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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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같은 길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𰡔가례𰡕에 수록된 도본(圖本) 척식의 실측을 통해 추정할 수도 있다. 1415년에 영락제
의 명으로 편찬 완성된 𰡔성리대전𰡕에는 𰡔주자가례𰡕가 수록되어있고, 그 안에 신주척식이 그대
로 적혀있다. 그 중에 규장각에 소장된 중국본 중에 비교적 선본인 것을 골라 실측해보니 주
척 길이가 약 16.1cm였다.43) 당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본 𰡔성리대전𰡕(세종 9년,
1427년 간행) 소수의 𰡔가례𰡕 주척 척식 역시 실측치는 18.3cm였다.44) 당시 𰡔가례𰡕의 척식이
판본에 따라 너무 달라 믿을 수 없다는 세종 19년 ｢간의대기｣의 서술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원대의 𰡔무원록𰡕 기록에 근거해 추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원대) 관척이 고척의 1척
6촌6분이다’는 기록이다. 선행 연구가 밝힌 원대 관척 중에서 현존하는 관인(官印) 실측에 의
거한 약 34.6cm 설을 따른다면 고척인 주척은 약 20.8cm가 될 것이다. 이 추정치는 현재 우
리가 알고 있는 조선초 주척 길이와 거의 부합한다.
결국 𰡔주자가례𰡕 현존 판본의 실측치를 제외하면 𰡔가례𰡕 ‘척식 규정’에 의거한 송대의 주척
추정치 약 23.4cm와 원대 𰡔무원록𰡕 기록에 근거한 원대의 주척 추정치 약 20.8cm로 압축된
다. 그런데 조선초의 주척은 원대의 주척 추정치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허조가 복원한 주척
이 원대 사대부가의 가묘에 있던 신주용 척식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대 가묘의 척식에 쓰던 주척이 송대와 달라진 것일까?

명

초 조충좌가 구해온 신주용 척식 또한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 원명대 주척이 송대 주척에 비
해 2cm 정도 짧아진 셈이었다. 정말 그러할까?
그렇지 않다면 송대 사대부가에서 실제로 만들어 썼던 주척이 𰡔주자가례𰡕의 척식 규정과 달
리 짧게 만들어 썼을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 현존 𰡔가례𰡕 판본의 주척 척식이 상식에 비해 너
무 짧은 실측 결과가 그러한 상상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었던 송원대
가묘의 신주 척식은 실제의 고척과는 다른 셈이다. 이는 실제의 고척과 다른 샘플에 의거해
태조 2년 허조는 주척을 복원했고, 그러한 척이 조선의 표준 척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𰡔주자
가례𰡕를 통해 고제를 구현하려던 여말선초 사대부들이 고척과 다른 주척 샘플임을 모르고 복
원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일 뿐이다.

5. ‘조선 황종척’의 탄생; 황종척의 부활
이제 조선의 황종척에 대해서 살펴보자.
세종대 조선은 𰡔율려신서𰡕를 통해 성인의 고악을 복원하려던 주희와 채원정의 꿈을 따라,
박연 주도로 율관을 제작하고, 아악을 제정했다. 이러한 사업 결과에 세종 자신은 물론이고
실록의 사관도 중화의 악률을 구현했다며 자부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자부심과는 거리
가 있어, 박연이 제작한 율관이 고제에 얼마나 부합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45) 율관 제
작이 정말 𰡔율려신서𰡕의 고제 원리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로부터 구한 척은 조선의 표
준 척도로 사용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𰡔경국대전𰡕의 척식은 명목상 황종척을 기준으로 규정되
었고, 황종척이라 불리는 사각유물이 현존해 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 폐기된 황종척이 어떻
43) 실측한 본은 도서번호 “한은 23-v.7”의 중국본 𰡔성리대전𰡕이다. (귀중한 규장각 소장본의 실측을 도
와준 강문식 학예연구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4) 세종 9년(1427) 간행한 목판본으로 알려진 도서번호 ‘古貴 1343-5,v.8’의 𰡔성리대전𰡕이다.
45) 이에 대해서는 문중양, 2020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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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어지고 상용 척도들의 기준 척도가 되었을까?
황종척 제작 여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연대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자.
“(영락제가 하사한 편종과 편경) 소리에 의거해 편종을 주조하고, (편경의 재료인) 좋은
돌을 남양에서 얻어 편경을 만들어, 악기를 모두 일신했습니다. 또 그 소리에 의거하여
동(銅) 율관을 주조했지만, 그 율관이 자못 길어, 기장(黍)을 너무 많이 담는 것으로 보아,
고척(古尺)과 맞지 않는 듯하여, 그 척은 쓰지 않았습니다.”46)
세종 12년 윤12월 1일에 정인지가 올린 ｢아악보서(雅樂譜序)｣의 일부 서술이다. 내용은 세
종 9년 5월 무렵에 이루어진 박연 주도의 율관 제작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아악 연주에서 가
장 중요한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악기를 일신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이
서문에는 생략되었지만 편종과 편경 제작 과정에 대나무로 율관을 제작했었다. 유명한 인조
밀랍 기장 1200알을 정확히 채우는 죽(竹) 율관을 만들어 황종음을 정했던 것이다. 동 율관은
그 이후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얼마 후에 황종음 음조에 맞추어 제작했었던 것 같고,
그로부터 (황종)척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렇게 제작
한 동 율관이 기장알 1200개를 넣고도 많이 남을 정도로 부피가 컸고, 그에 따라 제작한 척
이 고척에 비해서 너무 길어서 쓸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죽 황종율관 원본보다 동 율관이
크고 길게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때 동 율관을 제작한 것은 제작한 악기들을 조음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𰡔악
학궤범𰡕에 의하면 장악원에 소장하고 있던 동(銅) 황종율관으로 여러 악기들을 모두 교정했다
고 했다.47) 그런데 장악원 소장의 동 율관은 길이가 영조척 1척 길이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영조척 약 30.8cm를 적용하면48) 이 때 만든 동 율관 길이는 약 30.8cm이었을 것이며,
제작한 황종척은 약 34.2cm 내외이었을 것이다.49) 이를 두고 앞의 “아악보” 서문을 쓴 정인
지는 제작한 황종척이 고척에 비해 너무나 길어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동 율관만 조음에 활
용했다고 적었다. 편종과 편경 제작은 만족스러웠지만, 이에 비해 동 율관으로부터 구한 황종
척은 기대와 너무 달랐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묻어 있다. 결국 고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척
을 구하려는 시도는 세종 9년 이후 12년 사이에 이와 같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이 때의 황종척 길이가 현존하는 황종척 길이와 거의 같은 것을 보면, 정
인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황종척이 되지 않았나 싶다. 결국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
의 황종척’은 황종율관으로부터 구했지만, 그 황종율관은 기장알 1200개를 채우고도 많이 남
을 정도로 큰, 즉 고제에 결코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황종율관
은 황종음에만 맞추어 제작한 것이었지, 고제의 규모에 따라 정식으로 제작한 죽 율관과는 다
른 것이었다. 그랬기에 정인지는 제작한 황종척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었던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황종척은 명목상 조선의 기준 척이 되었다.
그런데 황종척 제작에 대해 이와는 좀 결이 다른 기록이 있다. 세종 15년 1월 1일 회례연
46)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2년 윤12월 1일, 정인지의 ｢아악보서｣ 기사 중에서, “今因其聲, 以鑄編鍾, 得美石
於南陽, 以造編磬, 樂器俱新. 又依其聲, 以鑄銅律, 而其律頗長, 容黍太多, 似不合於古尺, 故不用其
尺.”
47) 𰡔樂學軌範𰡕 권1, ｢十二律圍長圖說｣(附 律管)의 세주 부분 기록.
48) 이종봉, 2016 앞의 책, 196쪽. 이에 앞서 오래전 박흥수는 32.21cm로 추정했었다. 박흥수, 1967 앞
의 논문, 1418쪽.
49) 이는 선행 연구들이 밝힌 황종척 34.6cm와 오차를 고려하면 거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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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악으로 처음 시연한 날에 그간의 사업에 대한 경과를 소개하는 실록 기사였다.
“우리 나라는 지역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 땅의 풍기와는 전연 달라, 후기(候氣)로
율관을 구하고자 해도 응당 징험이 없을 것을 요량해서, 이에 해주산 거서(秬黍)의 모양
에 의하여 밀랍을 녹여 중간 크기의 기장알을 만들어서, 푼(分)을 쌓아 율관을 만들었는
데, 그 모양이 우리 나라 붉은 기장(丹黍)의 작은 것과 꼭 같았다. 곧 한 알을 1분(分)으
로 삼고 ,열 알을 쌓아 1촌(寸)으로 하는 법으로, 9촌을 황종율관의 길이로 삼았으니 곧
90분입니다. 1촌을 더하면 황종척이다. 지름은 3분 4리 6호의 법을 취하였다. 이에 해죽
(海竹) 중에 단단하고 두껍고 몸이 큰 것을 골라 구멍을 뚫으니 ‘지름의 분수(分數)’에 딱
맞았다. 율관의 길이를 비교하니 바로 촌법(寸法)에 딱 맞았다. 밀랍으로 만든 기장알
1200개를 관에 넣으니 진실로 남고 모자람이 없었다.”50)
이 기록 역시 세종 9년 5월 무렵에 이루어진 박연 주도의 율관 제작 과정을 실록 편찬의
사관이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앞의 ｢아악보서｣와는 달리 동 율관 제작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모두 해죽(海竹)으로 만든 율관 제작에 대한 언급만 있다. 그 죽 율관은 밀랍으
로 만든 인조 기장 1200알이 정확하게 채워졌으며, 지름 3분4리2호였고, 길이도 90분으로 𰡔
율려신서𰡕에 적힌 율관의 규모에 정확하게 부합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90분의 율
관 길이에 1촌을 더하면 황종척이 된다는 서술을 덧붙였다. 이 서울을 그간 학계에서는 세종
15년 무렵 실제로 황종척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51) 그러나 15년 무렵의 일이 아니라,
세종 9년 5월의 사업을 이때 소개한 것이므로 제작했을 시기의 수정이 일단 필요하다. 또한
실제 이 기록을 문맥 그대로 해독한다면 황종척은 대나무로 만든 율관 길이에서 비롯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황종척을 만들었다는 명시적인 언급도 없다. 이러한 기록을 앞의 정인지
｢아악보서｣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세종 12년의 정인지 서문에 신뢰를 보내야할 듯하다. 죽 율관 길이로
부터 황종척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굳이 음조만 맞춘 동 율관에서 황종척을
구했다고 적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종 15년 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록은 사실과 다른 서술이 여럿 보인다. 고려 예종때
송 휘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아악기가 정밀했다면서, 이에 비해 명 홍무제와 영락제가 하사한
최근의 아악기들은 제조가 거칠고 소리도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해 놓았다. 박연이 만든 율관
이 영락제가 하사한 편경의 황종음에 맞추어 제작한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주산 거서와 남양산 경석이 산출된 년도도 틀리게 적혀있다.
이와 같이 세종 15년의 기록은 사실관계가 더러 틀린 기록이 보이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아악의 창제를 위대한 성과로 칭송하는 글이라는 점이다. 특히 시왕지제인 영락제가 하
사한 편경이 내는 중국의 음이 틀렸고, 세종의 명을 받아 박연이 제작한 율관의 황종음이 맞
았다는 서술52)이 그러하다. 이는 조선의 아악이 고제를 재현하려는 목표 하에 제정되었지만,
50)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5년 1월 1일, “我國地偏東域 其與中土風氣頓殊, 候氣求律 料應無驗, 乃因海州秬
黍之形 用蠟燃成次大之粒, 積分成管, 其形與我國丹黍之小者正同. 卽以一粒爲一分, 累十粒爲寸法, 以
九寸爲黃鍾之長, 乃九十分也, 添一寸爲黃鍾尺也, 圓經取三分四釐六毫之法. 乃擇海竹之堅厚躰大者 攅
透孔穴 正得圓經之分 較量管長 正得寸法. 却將蠟造黍粒千二百箇 入於管中 固無盈縮.”
51) 이종봉, 2001 앞의 논문, 234쪽.
52) 𰡔세종실록𰡕, 세종 15년 1월 1일, “中國之磬, 果不諧協, 今造之磬, 似爲得正. 磬石之得, 已爲一幸,
今聽聲音, 亦甚淸美, 制律較音, 出於不意, 予甚喜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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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오히려 중국의 아악보다 더 올바름을 얻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또한 그렇게 올
바름을 얻었다고 믿(고 싶)은 박연의 편경 중에 이칙(夷則) 1매의 음고가 1도 높음을 잡아내는
음을 아는 세종에 대한 묘사도 주목할 만하다. 채원정의 𰡔율려신서𰡕에 의하면 진정한 율관은
제작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음을 아는 덕이 순후한 자’가 판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었다. 박
연을 포함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칙 1매의 1도 높음을 간파해내는 ‘음을 아는 세종’은 결국
진정한 율관을 판정할 수 있는 군주로 추앙된 것이었다.53)
이와 같은 성격의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의 인용문을 해독할 필요가 있다. 박연이 제작
한 율관은 고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율관으로 묘사되어야 했고, 황종척 역시 그러한 율관으
로부터 얻어져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위 인용문이 소개하는 율관의 제작은 단지 자연산이 아
닌 인조 기장을 사용한 것만 예외일 뿐 나머지 모든 조건과 규모는 𰡔율려신서𰡕에 적힌 그대로
거의 완벽했다. 그렇다면 황종척 서술은 그렇게 구한 율관에서 1촌만 더하면 그것이 바로 황
종척이 된다는 원론적인 언급 이상은 아니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죽 율관에서
황종척을 구했다고 본다면, 앞의 정인지 서문과도 부합하지 않고, 𰡔악학궤범𰡕의 장악원 소장
동 율관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아 난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현존 유물이 보여주는 황종척 길이 34.6cm, 황종율관 길이
31.14cm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살펴보자. 이는 주척 이상으로 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사회에서는 ‘황종척’이라는 것이 오래전 사라졌고, 그렇기에
샘플도 있을 수 없다. 물론 유사한 성격의 척들이 있는데, 소위 등보신척으로도 불렸던 악척
(樂尺)과 대성악척(大晟樂尺) 등이 그것이다. 악척 길이는 약 28.06cm, 대성악척은 약
30.1cm로 조선의 황종척에 비해 훨씬 짧다. 조선 황종척의 길이는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의
문이다.
현재로서는 앞서 살펴본 ｢아악보｣ 서문이 소개한 동 율관에서 구한 황종척 길이가 현존 황
종척의 길이가 되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정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
만, 장악원 소장의 영조척 길이였다는 동 율관의 존재가 그러한 가정을 상상케 한다.54) 그렇
다면 ‘조선의 황종척’은 고제의 규모에 맞추어 제작한 죽 율관에서가 아니라, 황종 음고에만
맞추어 제작한 동 율관의 길이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황종척 길이는 34.6cm 정도가 되
었다. 그런데 이 척의 길이는 원대의 관척 길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당시에 알려진
주척과는 너무나 달랐고, 송대와 명대 상용 관척이었던 영조척 길이 약 31.2cm와도 상당히
달랐다. 즉 고척과는 물론이고 시왕지제로 인식되던 당대 중국의 척과도 달랐으니, 세종대 고
제 연구과 구현 사업의 리더였던 정인지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황종척은 조선의 기준 척도로 법제화 되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
폐기된 황종율관에서 비롯된 도량형을 확립하려는 고제의 이념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 낳은 산
물은 아닐까 상상하는 이유이다.

53) 이에 대한 논의는 문중양, 2020 앞의 논문, 73-74쪽을 볼 것.
54) 구만옥은 이때의 황종척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세종대 황종척의 교정은 율관 제
작과는 긴밀한 연관이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황종척은 고려 후기 이래 사용해 왔던 기존 척도였
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만옥, 2016 앞의 책, 2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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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천문과 역법
전용훈(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머리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문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론 문명화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지식이다. 어느 문명권에서나 문명의 발생과 함께 천문학이 발전하
고 실용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천문학은 그 성립에서부터 서양의 천문
학과는 다른 특징을 지녔는데, 그 중 하나는 동아시아의 천문학은 국가의 공인된 학술이자
국가가 독점하는 지식, 즉 어용(御用)의 과학이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날 비과학으
로 치부되는 천문(天文), 즉 천변점성술이 수리천문학을 의미하는 역법(曆法)과 함께 동아시
아 천문학을 구성하는 주요한 지식이자 활동이었다는 점이다.
먼저 동아시아 천문학은 국가 공인의 학술로서 국가의 운영과 백성의 생활에서 결정적이
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천체운동 계산법인 역법(曆法)은 유교 국가의 정치 이념의
실천이자 위정자의 합당함을 증명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또한 역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는 연월일시(年月日時)라는 네 개의 시간주기로 전환되어 국가에서 매년 발행한 역서(曆書)
를 통해 공동체에 전파되었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모두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공통의
시간규범이 되었다.

동아시아 특유의 천변점성술(天文)은, 천상(天象)의 변화가 지니는 의미

를 해석하여 위정자의 행동과 실천의 방향을 결정하는 논거를 제공하는 실용적 기능을 수행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왕조에서 천문학의 실행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동아시아 전통천문

학의 근본적인 특성이 일부는 유지되고 일부는 변형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전통천문학은
동아시아 천문학의 보편성과 한국적 지역성을 동시에 지니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천문학이
되었다.
1. 조선시대 천문학의 특징
한국의 전통천문학, 특히 세종시대 천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볼 때, 동아시아
전통천문학이 지닌 보편적 특성은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조선 천문학의 특성으로 전제
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보편의 천문학이 조선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조선이 처해 있던 특
수한 상황이 겹쳐지면서 조선시대 천문학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냈다. 조선이 처해있던 특
수한 상황은 가장 먼저 ‘조공책봉(朝貢冊封) 관계’이라는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로부터
규정된 것이다. 둘째로 조선 천문학이 처해있던 특수한 상황은 조선과 중국 왕조의 기준지
(수도의 경위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로부터도 규정된다.
한국의 역대 왕조는 고대부터 항존해온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왕조의 성립과 존속은 오랫동안 중국 황제의 책봉(冊
封)을 통해 승인되고 보장되었다. 이같은 동아시아 특유의 국제질서를 “책봉체제(冊封體制)”
라고 부르는데,1) 이는 “중국의 왕국가와 주변 민족의 수장 혹은 국왕 사이에 형성된 정치관
계”을 지칭한다. 특히 조선시대(1392-1896)는 조선이 중국의 왕조와 “가장 정형화된 조공책
봉 관계”를 지속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2) 태종1년(1401) 6월에 명으로부터 국호 “조선(朝
1) 西島定生, [西島定生東アジア史論集第三卷: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岩波書店, 2002), pp.119-120. 이
글에서는 조선과 중국 사이 상호관계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공책봉” 관계로 부르겠다.
2) 김순자, [한국 중세 한중관계사](혜안, 2007),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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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과 “조선국왕(朝鮮國王)”의 지위를 승인받았는데,3) 이로써 명과 조선 사이의 조공책봉
(朝貢冊封) 관계는 확고하게 성립하였다. 이때의 기록에는 비록 “정삭을 받든다”(奉正朔)는
언급은 없지만, 명과 공식적인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한 이상 조선이 명의 정삭(正朔), 즉 명
의 역일(曆日, 날짜)을 받드는(따르는) 일은 의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4)
조공책봉 관계는 조선시대 천문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조
공책봉 관계로 인하여, 조선은 자국의 정삭(正朔), 즉 세수(歲首, 1년의 시작월)와 삭일(朔日,
한 달의 시작일)을 명나라와 일치시켜야 했다. 그러므로 정삭(正朔)은 곧 역일(曆日, 날짜)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조선은 자국의 역일을 중국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
며, 나아가 조선은 이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은 같은 시기 중국 왕조에서 채
용한 역법(曆法)을 학습하고, 이것을 서울을 기준지(standard point)로 삼아 계산하여, 조선의
역일을 만들었다. 만약, 조선에서 계산한 역일이 중국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선은
자국의 역일을 변경하여 중국의 그것에 일치시켰다. 조선은, 전기에는 명(明)의 대통력(大統
曆)으로, 후기에는 청(淸)의 시헌력(時憲曆)으로 자국의 역일을 계산하였으나, 조선의 역일은
언제나 중국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했다.
한편, 조공책봉 관계 아래서는, 피책봉국이 책봉국의 역법을 학습하여 자국의 역서(annual
calendar)를 발행하는 일은 ‘공식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금지일 뿐
이며, 피잭봉국의 역법 학습과 역서 발행을 ‘실질적’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명과 청은, ‘역일
의 일치’라는 형식적 조건만 충족하면, 조선이 역법을 학습하고 자국의 역서를 발행하는 일
은 묵인했다.
연·월·일·시(年月日時)라는 네 가지 시간주기 가운데 일(日) 이하의 시각(時刻), 즉 지방시
는 조공책봉 관계가 강제하는 ‘역일의 일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과 조선은 기준지
(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선의 지방시는 중국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5) 조선은 역일
(연·월·일)은 중국에 일치시키면서도, 하루 동안의 시각은 서울 기준의 독자적인 지방시를
사용했다. 전통시대 천문학의 두 가지 하위 분야 가운데, 천변(天變)을 관측하고 그것의 점
성술적 의미를 해석하는 천문의 경우는 관측지의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특수성이 크게 영향
을 미치니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법에서는 천문학적 계산의 기준지, 즉 수도의 위
치가 매우 중요하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초기에는 남경)6)과 위치
(경위도)가 다르기(시간으로는 42분) 때문에 조선이 중국과 동일한 역법을 사용하더라도 기
준지의 차이로 인해서 역법 계산의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전통시대 역법에서 시간(時間)은
언제나 기준지의 지방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천문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관측하
는 시각(時刻)은 중국과 조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지방시의 차
이는 한국천문학사의 독특성을 만들어내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3) [태종실록] 권1, 1년 6월 을사(乙巳). 김순자, [한국 중세 한중관계사](혜안, 2007), 168쪽. 조선과 명
사이에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김한규는 태조2
년(1393) 2월에 있은 명에 의한 ‘조선’ 국호의 승인을 조공책봉의 성립으로 보기도 한다. 김한규,
[한중관계사](아르케, 1999), 571쪽.
4) 한국의 사서(史書)에서 “봉정삭(奉正朔)”이라는 표현은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삼국유사]
卷第4, 義解 第5, 慈藏定律. “甞以邦國服章不同諸夏, 舉議於朝簽允曰臧. 乃以真德王三年己酉始服中朝
衣冠. 明年庚戌又奉正朔始行永徽号. 自後每有朝覲列在上蕃, 藏之㓛也.
5) 지방시는 기준지의 자오선 상에 남중하는 천체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6) 명나라 초기에는 남경을 수도로 정했기에 역법 계산의 기준지도 남경이었다. 이후 1441년에 정식으
로 북경이 수도가 되었고, 역법 계산에서 기준지의 일출입시각(日出入時刻)을 북경기준으로 다시
정한 것은 1447년이었다. 李亮, [古曆興衰: 授時曆與大統曆](中州古籍出版社, 2016), 70-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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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천문학이 지닌 정치적 의미와 천문학에 부여된 이념은 이미 고대 경전에서부터
규정되었고, 이는 전통천문학을 실행하던 전통시대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는 천문학과 관련된 제왕의 임무를 다음과 규범화하였다. “이에 희(羲)와 화
(和)에게 명하시어, 삼가 하늘을 받들어 일월성신(日月星辰)을 관측하고 백성들에게 시간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命羲和, 欽若昊天, 曆象日月星辰, 敬授人時).” 천문학은 하늘에서 일어나
는 변화를 관측하고[天文] 백성들에게 시간을 내려주는[曆法] 활동임은 여기에서도 분명하
다. 나아가 이러한 일을 명한 사람은 성왕(聖王)인 요(堯)인데, 이것은 동아이아의 천문학이
애초부터 천자(天子)의 독점적 학술이었음을 의미한다. 하늘을 관측하여 천체들이 드러내주
는 의미를 읽고[天文] 천체의 운행을 따라서 시간을 조직하여 백성들에게 시간을 내려주는
[曆法] 권리와 의무는 오직 한 사람 천자(天子)에게만 있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천문학
은 중국 황제의 독점적 학술인 것이다.
천자의 독점 학술인 천문학을 조선의 왕이 실행하는 경우, 중국 황제와 조선의 왕이 맺은
조공책봉 관계는 조선에서 천문학의 실행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조선의 왕은,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적 혹은 이념적으로는 조선의 왕이 천문학을 직접 실행하는 것
은 금지된다. 한국의 왕조는 삼국시대인 7세기 무렵부터 19세기말까지 약간의 단속은 있었
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의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조선시대는 이 조공책봉
관계가 가장 전형적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것은 곧바로 조선 천문학의 특성
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한마디로 조선의 천문학은 출발부터 조공국의 천
문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아래서도 조선은 국내에서 천문학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역법(曆法)은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공유할 ‘연월일시’의 시간규범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동체가 사용
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통합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학술이었
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의 운영과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는 천문(天文)의 활동 또한 필수
불가결했다. 조선 왕은 천체 현상이 알려주는 의미를 해석하여 올바른 정치 행위를 인식하
고 나아가 백성들의 올바른 행동 양식을 규정해주어야 했다. 결국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가
강제하는 제약 속에서도 자국 내에서 천문학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조공
책봉 관계의 제약 아래서도 조선시대 내내 천문학을 실행했던 근본적인 이유이다. 세종대
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선에서 천문학의 실행에 전제되어 있는 이와 같
은 조공책봉 관계로부터의 제약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조선과 중국의 수도(기준지)가 다른 사실은 천문학적 실행에서 매우 중대한 조선적
특성을 만들어 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역법 계산을 통해 얻어지는 가장 실용적이면서 중
요한 시간 단위는 연월일시(年月日時)이다. 그리고 조선의 지역성은 지방시 즉, 시(時)라는
시간 단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국 내의 각 성(省)에서 지방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관상수시의 이념에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조선의 천문
학, 특히 세종대 천문학의 성과에서 두드러진 것이 자격루(自擊漏)를 비롯한 각종의 시계를
제작한 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과 조선의 기준지의 차이가 지방시의 측정, 보시, 실
용의 과정에서 조선적인 독자성과 독특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2. 세종대 역법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한국과학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은 세종대에 크게 발전했다가 이후
정체되었다가 조선후기 영정조 시대에 세종대에 버금가는 부흥이 있었다는 평가가 공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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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상운이 “세종 때에 전개된 과학과 기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집적된 한국과
학을 결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7) 나아가 이런 평가는 지금까지 한
국과학사학계에서 공유되어 왔다. 세종대의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세종대 과학
기술이 하나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세종대 이후에는 이에 필적할 만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
었으며, 오히려 세종대에 비해 조선의 과학기술을 쇠퇴하였다는 인상도 생겨났다. 나아가 많
은 연구자들이 세종대에 발전했던 과학기술이 이후의 시기에 쇠퇴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
구하고 다양한 대답을 제시하였다.8)
필자는, 세종대 과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연구시각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조선전기 과학기술사의 흐름을 “세종대 과학의 융성과 이후의 쇠퇴”로 보
는 시각은 대체로 천문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평가하기 때문이고 생각된다. 동아시아 과
학사학계에서 천문학, 의학, 수학, 지리학, 농학, 기계기술, 과학 사상 등 과학기술로 포괄되
는 여러 분과학술 가운데서도, 천문학은 특히 한 시대의 과학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세종대 과학기술이 주목을 받고 또한 세종대가 조선
시대 과학기술의 융성기로 인정되어 온 것도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을 비롯한 각종 천문
학 서적의 출판, 수시력(授時曆)과 대통력(大統曆)에 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각종
천문기구의 제작 및 활용, 천문관측 활동 등 세종대 천문학 분야에서 눈에 띄는 여러 성과
들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선 천문학이 안고 있던 제약 조건과 조선에서 실행된 천문학의 특
성과 감안하면, 이런 평가와 연구 시각은 상당히 오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는, ‘조공책봉 관계’와 ‘기준지의 차이’로 표현되는 조선시대 천문학의 기본 조건과 그 조건
아래서 실행된 천문학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에 천문학이 고도로 발전했으며 주목할 만한 성취가 있었다는 평가는, [칠정산내편
(七政算內篇)]이 ‘조선의 자주적 역법(曆法)’이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로 인식되어 왔다. 세종대 과학기술 일반을 다룬
연구들에서 [칠정산내편]의 편찬 사업을 “자주적 역법의 확립을 위한 노력의 발현” 등으로
평가하도 마찬가지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9) 나아가 천문학, 특히 역법의 내용과 계산법
에 집중한 연구에서도 [칠정산내편]은 “본국력(本國曆) 제정”의 지표로 규정되기도 한다.10)
결국 세종대 천문학의 발전은 당시에 조선이 본국의 역법을 완성했다는 사실로 확인되며,
이것은 [칠정산내편]이라는 역산서가 실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인식에
기초를 두고, 세종대에 이루어진 다양한 천문학적 연구와 활동들을 조선이 “자주적 천문역
법”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각종 천문의기의 제작,11) 천문관측 활동,12) 각종
7) 전상운, “朝鮮前期의 科學과 技術: 15世紀 科學技術史 硏究 再論”𰡔한국과학사학회지𰡕 14-2(한국과학
사학회, 1992), 142쪽.
8) 이하에서 제시되는 여러 학설들에 대해서는 박성래, “조선시대 과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𰡔한국사
시민강좌𰡕 16(일조각, 1995), 159-164쪽을 참조.
9) 전상운, “朝鮮前期의 科學과 技術”, [한국과학사학회지] 14-2(1992), 155쪽; 구만옥, “조선왕조 집권체
제와 과학기술정책: 조선전기 천문역산학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4(2004), 235쪽 참
조.
10) 한영호・이은희, “麗末鮮初 本國曆 완성의 道程”, [동방학지] 155(2011), 55-70쪽 참조.
11) 한영호, 이은희, “麗末鮮初 本國曆 완성의 道程”, [동방학지] 155(2011), 71쪽 참조.
12) 구만옥, “조선왕조 집권체제와 과학기술정책: 조선전기 천문역산학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동방
학지] 124(2004), 24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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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서적의 출판, 다양한 천문학자들의 활동 등이 모두 “본국력 완성의 도정(道程)”으로
의미부여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칠정산내편]이 “자주적 역법”이라거나 “본국력의 완성”이라는 인식은 역사
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하
늘의 명을 받은 천자만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조선이 명(明)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
상, 조선에서 중국과 다른 자주적고 독자적인 역법을 수립하고 사용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은 동아시아 전통시대 내내 변함 없이 공유되어 온 천문학에 부여된
정치사상과 조선이 중국 왕조와 맺은 조공책봉 관계의 근본적 제약으로 인해 조선시대 내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정삭(正朔)이라는 말은 명목상으로는 세수(歲首)와 삭일(朔日)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용법
에서는 의미가 확장되어, ‘역법(曆法)’과 연호(年號)의 의미로도 사용된다.13) 역법으로 세수와
삭일을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된 시간단위(1년)에 연호를 붙여 연차(年次)를 구별하기 때문이
다. 조공․책봉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연호(年號)와 역법의 채용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14) 7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 왕조와의 조공책봉 관계는15) 통일신라
(669-935) 시대와 고려시대(918-1392)를 거쳐,16) 조선시대 약 500여 년 내내 지속되었다. 한반
도의 왕조 가운데 고대삼국의 하나인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일시적으로 황제를 자임하고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永樂)을 사용한 경우처럼, 극히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17) 1896년 조
선이 건양(建陽)이라는 독립연호를 채용하고, 이듬해에 대한제국이라는 독립황제국을 선포하
기까지 한국 왕조의 왕은 황제를 자임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세종대의 천문학
을 보면, 세종 당시에 여러 학자들이 협력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수립한 [칠정산내편]이
자주적인 역법일 수 없음은 자명해진다.
독자적 연호와 역법의 사용은 차치하고, 계산천문학적인 면에서 조선의 역법이 ‘본국의
역법’ 혹은 ‘자주적인 역법’이 되려면, 중국의 역법에서 사용하는 계산법과 기본정수가 달라
야 한다. 중국 왕조에서는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역법을 이름만 바꾸어서 새로운 왕조에서
사용한 일이 많았듯이, 자주적인 역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 역법에 붙인 이름이 중국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1897년 10월, 조선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고, 광무(光武) 연호
를 사용하고, 명시력(明時曆)이라는 역법명을 사용하였다. 처음으로 중국과 다른 독립적인
연호와 역법명을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독립황제국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 견지에서, [칠정산
내편]이 자주적인 역법이 되려면, 세종이 독립된 연호를 사용하고, 조선에서 채용한 역법의
이름(보통 반포하는 역서의 명칭으로 나타난다)이 중국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대에는
한 번도 독립 연호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조선전기에 반포한 것으로 현존하는 역서에는 명
(明)에서 채용한 대통력(大統曆)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칠정산내편]이 중국의 역법서와 달라진 것은 한양 기준의 일출입시각과 주야각을 준 것
뿐,18) 다른 모든 내용은 [대통력법통궤]([수시력] 포함)에 있는 그대로이다. [수시력경], [대통
13) 한반도 왕조에서 대외관계와 정삭 채용의 예를 고려시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용훈, “고려시대
의 역법과 역서”, [한국중세사연구] 39(2014), 197-212쪽을 참조.
14) 全海宗, [韓中關係史](一潮閣, 1970), 36쪽.
15) 全海宗, [韓中關係史], 43쪽. 高句麗 624년, 신라 650년으로 확인된다.
16) 고려시대 이전 한국 왕조에서의 중국 연호와 역의 채용에 관해서는 전용훈, [한국천문학사](들녘,
2007)의 제2장을 참조.
17) 한국 역대의 연호에 대해서는 藤田亮策, ｢朝鮮の年號と紀年｣[朝鮮学論考](藤田亮作記念事業會,
1963)를 참조.
18) [칠정산내편]에는 모두 세 곳에 한양의 주야각과 관련된 입성을 싣고 있다. 첫 번째는 역일편(曆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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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법], [대통력통궤], [칠정산내편]을 나란히 놓고 내용을 비교해보면 상호간의 유사성과 밀
접한 관계가 더욱 잘 드러난다.19) [칠정산내편]의 책임편집자였던 이순지(李純之)가 기술하
였듯이, 이 책은 “수시력과 통궤법에 의거하고, 서로의 차이를 참별(參別)하여, 정밀한 쪽을
따라서 취하고, 중간에 몇 가지 조목을 첨가하여 만든 책”이었다.20)
[원사(元史)]

[명사(明史)]

수시력경

대통력법

(授時曆經)

(大統曆法)

1.보기삭(步氣朔)

1. 보기삭 (步
氣朔) (發斂

2.보발렴(步發斂)

3.보일전(步日躔)

附)

대통력통궤

[칠정산내편]

(大統曆通軌)

내용
회귀년, 항성년, 삭망월 등

역일통궤
(曆日通軌)

1.역일(曆日)

기본 상수들을 가지고
초하루, 절기일, 절기시각
등을 산출
평균운동에 보정치를

2. 보일전 (步

태양통궤

日躔)

(太陽通軌)

2.태양(太陽)

추가하여 부등속 운동을
구현하고, 태양의
진위치를 계산
평균운동에 보정치를

4.보월리(步月離)

3. 보월리 (步

태음통궤

月離)

(太陰通軌)

3.태음(太陰)

추가하여 달의 부등속
운동을 구현하고, 달의
진위치를 계산

중성통궤

5.보중성(步中星)
6.보교회(步交會)

7.보오성(步五星)

(中星通軌)21)
4. 보교식 (步

교식통궤

交食)

(交食通軌)

5. 보오성 (步

오성통궤

五星)

(五星通軌)

6. 보사여 (步

사여전도통궤

四餘)

(四餘纏度通軌)

4.중성(中星)
5.교식(交食)

남중하는 항성을 이용하여
밤과 낮의 시간을 정함
일식과 월식을 계산
행성의 회합주기와 태양의

6.오성(五星)

운동을 매개로 각 행성의
위치를 계산
자기(紫氣), 월패(月孛),

7.사여성(四餘星)

라후(羅睺), 계도(計都)의
위치를 계산

【표1】 <수시력>, <대통력>, <칠정산내편>의 대항목 비교

[칠정산내편]의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공책봉 체제 아래서 번속국의
천문학 연구와 실행에 부가된 근본적 제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약으로 인해 세종대
에는 중국과 다른 조선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수립할 수가 없었으며, 수립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조선은 명나라와 맺은 조공책봉 조약으로 인해 그런 목표를 가질 수도 없었고 가져
서도 안 되었다. [칠정산내편]은 조선이 자주적인 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역산서가 결코 아니
篇)의 “二至後日出分”이라는 표, 두 번째는 중성편(中星篇)의 “黃道出入赤道內外度及半晝夜分”이라
는 표, 세 번째는 책의 끝에 있는 “二至後日出入晝夜辰刻”이라는 표이다. (한영호·이은희, “麗末鮮初
本國曆 완성의 道程”, [동방학지] 155(2011), 58쪽 참조.)
19) 이 표는 전용훈, “칠정산내편: 동아시아 전통 역법의 결정판”, 박현모 등 편, [세종의 서재](서해문
집, 2016), 172-173쪽에서 전재하였다.
20) [四餘纏度通軌] 跋文. “依授時通軌之法, 參別同異酌取精密, 間添數條, 作爲一書, 命曰七政算內篇.”
21) 이 중성통궤의 이름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사여전도통궤]에서는 “<중성추보에 관한 항목
(步中星)> 1편(篇)은 원래의 내용에 따르고 전혀 증손한 것이 없어서 인쇄한 책으로 열거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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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칠정산내편]은 명의 정삭을 받들기[奉正朔] 위해 만들어진 역산서이자 조선의 지방시를
실용하기 위한 역산서이다. 즉 조선의 연․월․일을 명의 그것에 일치시키기 위한 계산법을 수
록하고, 나아가 조선의 지방시를 실용하기 위해 한양 기준의 일출입시각(日出入時刻)과 주야
각(晝夜刻)을 얻기 위한 방법을 첨가한 역산서인 것이다. 당시 명의 정삭은 대통력(大統曆)
이었고, 대통력은 원대(元代)의 수시력(授時曆)에 사소한 수정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칠정
산내편]에 이 두 역법의 내용이 통합되어 수록되었다. 나아가 [칠정산내편]에 덧붙여 기입된
한양 기준의 일출입시각과 주야각을 얻는 방법은 조선에서 한양 기준의 지방시를 측정하고,
보시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칠정산내편]은 봉정삭(奉正朔)의 의무를 충실
히 이행하면서도 조선 왕의 영토 안에서 한양 기준의 지방시를 사용하기 위한 역산법을 수
록한 책이 되었다.
따라서 세종대에 이루어진 각종 천문기구의 제작과 이를 활용한 관측활동의 가치와 의미
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세종대에 이루어진 천문기기의 제
작과 관측활동이 자주적 역법의 완성에 기여한 선행 작업으로 평가되어 왔다.22) “조선학자
들이 <칠정산>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혼천의(渾天儀)와 간의(簡儀)와 정밀한 천문관측기구들
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한양의 경위도와 동·하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였
는 평가는 대표적이다.23) 나아가 간의대에 설치된 각종 의기들이 “측험과 보완을 위해 기
획”되었으며,24)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천문상수를 새롭게 정하였다”는 평가
도 있다.25)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칠정산내편]의 기본적인 천문정수(항성년, 회귀년, 삭망월, 근
점월, 교점월)는 대통력과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26) 동·하지점의 위치도 대통력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 더욱이 [칠정산내편]에는 조선에서 제작한 관측기구를 활용하여 얻어낸 관측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27)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 간의대의 의기들은 조선에서 대통
력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지고 이를 적용하여 명과 동일한 연월일을 산출할 수 있게 된 후에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순지가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의상과 구루는 “추험(推驗)” 즉
역산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확인하고, 역법의 실용을 위해 천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구
였다.28)
3. 정삭(正朔)의 일치
세종대 역법 연구와 실행의 경로를 정삭의 일치와 지방시 사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역일을 명의 그것에 일치시켜가는 과정과 한양 기준의 지방

22) 한영호·이은희, “麗末鮮初 本國曆 완성의 道程”, [동방학지] 155(2011), 66쪽; 구만옥, “조선왕조 집
권체제와 과학기술정책: 조선전기 천문역산학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𰡔동방학지𰡕 124(2004),
2241-247쪽.
23) 박성래,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그 현대적 의미](한국과학재단, 1997), 90쪽.
24) 한영호·이은희, “麗末鮮初 本國曆 완성의 道程”, [동방학지] 155(2011), 71쪽.
25) 박성래,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그 현대적 의미], 95쪽. [대통력법통궤], [수시력경], [칠정산내편]은
기본적인 천문상수(항성년, 회귀년, 삭망월, 근점월, 교점월)가 모두 동일하다. [칠정산내편]에 사용
된 각종 천문상수에 관해서는 이은희, [칠정산내편의 연구](한국학술정보, 2007), 31쪽 𰡔표𰡕2-1을 참
조.
26) 이은희, [칠정산내편의 연구](한국학술정보, 2007), 31쪽 [표]2-1을 참조.
27) 한영호, 이은희, 강민정, “세종의 역법 제정과 [칠정산]”, [동방학지] 168(2014), 115쪽.
28) [四餘纏度通軌] 발문. “且製大統曆法通軌晷漏用相參考, 其推驗之法, 已大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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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확정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실제로 세종
대 역법 관련 연구와 활동은 이 두 과정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에서는 명에서 채용한 역
법(대통력)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조선의 연월일을 중국의 그것에 일치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졌다.29) 다른 한편에서는 이 역법에 따라 한양 기준의 지방시를 확정하고 이를 실용
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30)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활동의 결과, 정삭(正朔, 연월일)은
매년 발행하는 역서(曆書)를 통해서, 지방시는 자격루를 표준시계로 삼아 실용되었다.
세종대 역법 연구는 고려말 수시력(授時曆)31) 도입과 연결되어 있다. 고려는 원나라에서
수시력을 채용하자 이를 도입하여 1309년(충선왕1)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32) 그러나 이
때의 수시력 적용은 역일(曆日, 연월일) 계산에 한정되었고, 일월식과 오성 위치 계산은 전
부터 써 오던 선명력(宣明曆)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33) 역일은 수시력(授時曆)으로 계산하
고, 일월식과 오성 위치는 선명력으로 계산하는 고려말의 상황은 조선 초 세종 때까지 이어
졌다.
세종 1년(1419) 관상감의 건의로부터 역산 연구가 시작되었다.34) 얼마 후의 성과는 세종이
1423년(세종5)에 선명력(宣明曆)과 수시력(授時曆) 양쪽의 역법서를 교정하여 관상감에 보관
하도록 명한 기록에서 볼 수 있다.35) 이때 검토 대상이 된 책은 수시력 방면에서는 [수시력
보교회(授時曆歩交會)], [수시력보중성(授時曆歩中星)], [수시력요(授時曆要)]였다. 그 후 지속
적으로 이어진 수시력에 관한 연구 성과는 1428년(세종10) 3월 30일의 기사에서 확인된다.36)
다음 날인 4월 1일에 있을 일식에 관해 수시력과 선명력의 양쪽 역법을 각각 적용하여 예측
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세종12년(1430)에도 수시력으로 교식을 예측한 기록이 있다.37) 이들
기록을 종합해보면, 수시력 방식으로 교식을 계산하는 능력은 대체로 1430년(세종12) 무렵에
는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432년(세종14) 1월 1일에는 예보
된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예측 계산의 결과는 명나라와 같았다는 기록이 있다.38) 이러
한 기록을 종합해볼 때, 1432년(세종14) 초까지는, 수시력을 적용하여 교식을 계산하는 능력
에서, 조선은 명나라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9) 물론 연월일시를 계산하는 산법 이외에도 일월식을 예측하는 교식(交食) 계산, 오행성의 위치를 예
측하는 계산 등 보다 넓은 역산법을 습득하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30) 지방시는 실시간으로 측시(測時)되고 보시(報時)되지만, 절기일을 비롯하여 특정한 날짜의 일출입
분과 주야각은 미리 계산되어 역서에 기입되어 반포된다.
31) 동아시아의 전통 역법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우수하다고 알려진 수시력은 1276년부터 5년여에 걸
쳐 왕순(王恂, 1235∼1281), 곽수경(郭守敬, 1231∼1316) 등이 새로 개발한 역법이다. 수시력은 원에
서 1281년부터 사용되었다. 수시력의 개발에 관해서는 山田慶兒, 𰡔授時曆の道𰡕 (東京:みすず書房,
1980); Nathan Sivin, Granting Seasons: The Chinese Astronomical Reform of 1280, With a Study of Its
Many Dimensions and an Annotated Translation of Its Records (New York: Springer, 2009) 등을 참조.
32) [高麗史] 曆志, 序文. “至忠宣王, 改用元授時曆.”
33) [高麗史] 卷50, 志卷第4, 曆, 序. “至忠宣王, 改用元授時曆. 而開方之術, 不傳, 故交食一節, 尙循宣明
舊術, 虧食加時, 不合於天.”
34) [四餘纏度通軌] 跋文. “殿下卽位之二年己亥, 領書雲觀事 臣柳廷顯獻議, 令儒臣釐正曆法. 殿下嘉納其
言, 以爲帝王之政, 莫大於此, 特留 宸念, 乃命藝文館直提學 臣鄭欽之等, 考究授時之法, 推考其術.”
35) [세종실록] 권19, 5년(1423) 2월 10일(辛酉). [칠정산내편]의 판본 사항에 대해서는 배현숙, “<七政
算>內外篇의 字句同異”, [서지학연구] 3(1988)을 참조.
36) [세종실록] 권39, 10년(1428) 3월 30일(壬子). “命書雲正朴恬等, 登三角山巓, 望見明日日食與否, 蓋以
授時, 宣明之法, 日食皆當在寅卯時, 而在平地, 則不能察也.”
37) [세종실록] 권49, 12년(1430) 8월 3일(辛未). “前此但用宣明曆法, 差謬頗多, 自鄭招, 推明授時曆法,
然後造曆稍正. 然今日食虧復時刻皆差, 是不精察故也. …自今日月食時刻分數, 雖未合於推步之數, 令書
雲觀悉書而進, 以備後考.”
38) [세종실록] 권55, 14년(1432) 1월 1일(申酉); 1월 4일(甲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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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432년(세종14) 10월에 있었던 세종의 말에서, 조선이 수시력을 적용하여 중국에서
계산한 연월일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능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교식의
계산 결과도 중국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법을 교정하는 사업을 한 이후로 일월식(을 계산하고) 절기를 정한 것이 중국
에서 반포한 역서(曆書)와 비교하여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니, 나는 이를 매우
기뻐한다.39)
인용문에서 보듯이, 세종14년(1432) 10월 무렵, 조선은 수시력을 적용하여 연월일 및 절기,
일월식을 계산한 결과를 중국의 그것과 완전히 일키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이에 고
무되어 “한층 정력을 더하여 책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수행한 결과가
세종26년(1444)에 편찬된 [칠정산내편] 등 각종의 역산서들이다.
세종14년(1432)부터 각종 천문기구와 시계가 제작되어 관측과 계시(計時)에 사용되었다.
1433년(세종15) 가을에, 우리 전하께서 하늘같이 정성스런 마음을 내시어, 무릇
여러 의상(儀象)과 구루(晷漏)의 기구와 천문(天文)과 역법(曆法)의 책들을 연구하
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모두가 면밀하고 자세하였다. 의상(儀象)에서는 대간의(大
簡儀), 소간의(小簡儀),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혼의(渾儀), 혼상(渾象). 구루(晷漏)
에서는, 천평일구(天平日晷), 현주일구(懸珠日晷), 정남일구(定南日晷), 앙부일구(仰
釜日晷), 대규표(大圭表), 소규표(小圭表), 흠경각루(欽敬閣漏, 흠경각의 물시계),
보루각루(報漏閣漏, 보루각의 물시계, 즉 자격루), 행루(行漏, 이동형 물시계).40)
위의 인용문에서, 관측기구의 제작은 역산법의 적용이 완전해진 이후, 즉 세종15년(1433)
가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양의 북극출지도(위도)가 『원사
(元史)』에 기록된 삼십팔도소(三十八度小)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41) 이 위도에 맞추
어 1432년(세종14) 7월 나무로 간의(簡儀)를 제작하였다.42) 그런 다음 이를 기초로 그해 10
월 동제(銅製) 간의(簡儀)를 제작했다.43) 관측기구의 제작이 목간의가 제작된 1432년(세종14)
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측기구의 제작은 역산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완전해진 다
음에 진행된 셈이다.
이 사실은 조선에서의 천문관측이 자주적인 역법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
다. 중국에서 수시력 개발과정을 통해 보듯이, 관측기구의 제작과 그것을 사용한 관측은 새
로운 역법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천문학사를 통틀어 볼 때, 한국 왕조에서 천문
기구의 제작과 천문관측이 새로운 역법의 개발로 이어진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은

39) [세종실록] 권58, 14년(1432) 10월 30일(乙卯). “曆算之法, 自古帝王莫不重之. 前此我國未精推步之法.
自立曆法校正以後, 日月之食, 節氣之定, 較之中朝頒曆, 毫釐不差, 予甚喜之. 今若罷校正之事, 則二十
年講究之功, 半途而廢. 故更加精力, 以爲成書, 使後世, 知今日建立朝鮮無前之事.”
40) 李純之, 『諸家曆象集』 跋文. “帝王之政, 莫大於曆象授時也. 而吾東國日官之疎於其術, 久矣. 宣德
癸丑(세종15/1433)秋, 我殿下發於宸衷, 凡諸儀象晷漏之器, 天文曆法之書, 靡不講究, 皆極精緻. 在儀象,
則曰大小簡儀, 日星定時儀, 渾儀, 及渾象也. 在晷漏, 則曰天平日晷, 懸珠日晷, 定南日晷, 仰釜日晷, 大
小圭表, 及欽敬閣漏, 報漏閣漏, 行漏也.” 동일한 발문이 [세종실록] 권107, 27년(1445) 3월 30일(癸卯)
에 기록되어 있으나, 모든 기구들의 제작시기가 분명하지는 않다.
41) 李純之, [交食推步法假令] 序. “先測定我國漢陽北極出地三十八度小弱.”
42) [서운관지] 권3, 故事; [세종실록] 권77, 19년(1437) 4월 15일(甲戌).
43) [세종실록] 권58, 14년 10월 30일(乙卯): [세종실록] 권61, 15년(1433) 7월 21일(壬申). “予命製簡儀,
於慶會樓北垣墻之內, 築臺設簡儀, 欲構屋于司僕門內, 使書雲觀入直看候, 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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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4. 한양 기준의 지방시(地方時)
조선에서 기준지의 지방시를 사용하던 전통은 국초부터 있어왔다. 기록에 따르면, 국초부
터 초경 3점부터 5경 3점 이전은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태종 1년(1401) 5월에
이를 엄격히 실시하자는 논의를44) 비롯하여, 통행 금지 시각을 어겼다가 파직당한 예도 보
인다.45) 개국초에 개경(開京)에서 실시되던 이 제도는 한양으로 천도한 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종대에 들어서도 세종 5년(1423) 인정(人定)의 종을 1경3점말에, 파
루(罷漏)의 북을 5경3점말에 치기로 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46)
그러나 국초부터 세종대 초기까지, 즉 수시력의 완전한 적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용된
조선의 지방시는 천문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었다. 지방시의 기준은 국가가 채용한
역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을 “혼효중성(昏曉中星)”이라고 하는데, 각 절기별로 혼(昏, 저녁)
과 효(曉, 새벽)에 남중하는 항성(恒星)을 지칭한다. 이 기준항성의 남중이 지방시의 기준이
된다. 기준 항성의 남중을 관측하여 지방시의 기준으로 삼고, 각종 기계 시계의 시각을 조정
하여 기준시각을 정확히 측정하고 규정할 수 있다. 조선초부터 세종대 초반까지의 문제는
수시력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력에서 규정한 혼효중성을 정확히 관측
하여 조선의 지방시를 규정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준 항성의 남중에 맞춰서 지방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 항성의 남중을 정확히
관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 기준항성은 세차(歲差, precession)로 인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세차율을 적용하여 기준 항성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계산
능력도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절기별로 이 기준항성이 남중하는 시각의 차이를 물시계의
시간 간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물시계에서는 절기별
로 각기 다른 전(箭, 대나무로 만든 수량측정자)을 사용하여 밤시각을 측정한다.47) 다음
【표2】는 수시력의 방식으로 추정한 세종15년(1433)의 혼효중성의 목록과 위치이다.48)
節氣
冬至
小寒
大寒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昏中星
室 9.85度
奎 1.90
婁 2.76
胃 10.23
必 2.70
參 4.22
井 11.64

曉中星
軫 12.83度
角 11.75
氐 3.70
氐 15.91
心 4.70
尾 8.00
尾 18.36

節氣
夏至
小暑
大暑
立秋
處暑
白露
秋分

昏中星
亢 2.64度
氐 8.75
心 0.53
尾 6.21
尾 16.14
箕 7.54
斗 7.19

曉中星
危 6.84度
室 8.26
奎 0.43
婁 3.02
胃 10.00
必 2.51
參 4.45

44) [태종실록] 1卷, 1年(1401 辛巳 / 명 건문(建文) 3年) 5月 20日(戊申). “嚴巡綽法. 三軍府請: 自今初
更三點以後, 五更三點以前犯巡者, 皆囚之. 兪允.”
45) [태종실록] 2卷,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9월 21일(丁未).
46) [世宗實錄] 19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樂) 21年) 1月 18日(庚子). “書雲觀啓: 前此人定鍾則一
更三點末, 放鼓則五更三點末, 前後不均. 乞自今放鼓五更三點初. 從之.”
47) [세종실록] 권65, 16년 7월 1일(丙子).
48) 조선에서의 지방시 사용과 혼효중성에 대해서는 한영호, 남문현, “朝鮮의 更漏法”, [동방학지]
143(2008)을 참조. 【표2】는 위 논문의 182쪽에서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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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明
穀雨
立夏
小滿
芒種

井
星
張
翼
軫

29.91
0.79
13.00
15.04
14.80

箕
斗
斗
牛
虛

7.58
7.35
17.55
4.55
0.00

寒露
霜降
立冬
小雪
大雪

斗
牛
女
虛
危

16.45
1.06
4.58
4.61
9.79

井
井
星
張
翼

11.99
30.98
1.55
13.24
14.60

【표2】 [칠정산내편]의 방식으로 추산한 세종15년(1433, 癸丑)의 혼효중성.

세종대에 지방시의 표준시보는 자격루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자격루가 조선의 표준시계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16년(1434) 7월 1일(음력)부터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종 14
년(1432) 10월 무렵에 수시력의 적용이 완전해졌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수시력의 기준에 따
른 서울 기준의 지방시를 측정하고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수시력에 대한 이해
가 거의 완전해질 무렵(세종14)에 목간의(木簡儀)를 제작하고, 이를 기초로 완전한 간의(簡
儀)를 제작하였으며(세종14년),49) 이어 간의대(簡儀臺)에서의 관측한 결과에 기초를 두고, 장
영실(蔣英實)은 이 시각 제도를 구현한 자동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
격루가 알려주는 시각은 조선 팔도의 기준시각이 되었다.
(세종16년 6월 24일) 이 앞서 누각(漏刻)206) 의 경점(更點)을 마련한 것은 본래
근거한 바가 없었다. 이제 수시력법(授時曆法)을 상고하여 누기(漏器)를 새로 만
들었는데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므로, 영을 내려 이것을 쓰고자 한다.50)
(세종16년 7월 1일) 이날부터 비로소 새 누기(漏器)를 썼다. 임금이 예전 누기가
정밀하지 못한 까닭으로 누기를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다. 파수용호(播水龍壺)는
넷인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수수용호(受水龍壺)는 둘인데, 물을 바꿀 때에 갈
아 쓴다. 길이는 11척 2촌이고, 둘레의 직경(直徑)은 1척 8촌이다. 살대[箭]가 둘
인데, 길이가 10척 2촌이고, 앞 면(面)에는 12시(時)로 나누고, 매시(每時)는 8각인
데, 초(初)와 정(正)의 여분(餘分)이 아울러 1백 각이 된다. 각은 12분으로 나눈다.
밤의 살대[箭]는 예전에는 21개가 있었는데, 한갓 바꾸어 쓰기에만 번거로우므로,
다시 수시력(授時曆)에 의거하여 낮과 밤에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기
(二氣) 로 요약하여 전(箭) 한 개를 배당하니, 무릇 전(箭)이 12개이다. 간의(簡儀)
와 참고하면 털끝만치도 틀리지 아니한다.51)
인용문에서 보듯이, 수시력에서 정한 절기별 혼효중성을 항성시의 기준으로 삼는다. 지방
시는 여기서 규정된 기준 항성이 남중하는 시각이 된다. 인용문에서 “수시력에 의거”했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나아가 “간의(簡儀)와 참고하면 털끝만치도 틀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으로부터 간의를 이용하여 기준 항성의 남중을 관측하고 이것에 따라 지방시를 사용하고 있
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시력에 따른 기준 항성의 확정과 이 기준에 따라
49) 𰡔세종실록𰡕 권58, 14년 10월 30일(乙卯). 세종은 역법을 교정한 이후로 일․월식과 절기의 일정함이
중국의 역서와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며 기뻐했다.
50) [세종실록] 권64, 세종16년 6월 24일(己巳). “上曰: 前此漏刻更點, 本無所據, 今考授時曆法, 以造漏
器, 毫釐不差, 故欲令以此用之.” 이 6월 24일의 논의에서 조선의 지방시를 자격루(自擊漏)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세종의 명령은 7월 1일부터 자격루(自擊漏)의 사용으로 실천되었다.
51) [세종실록] 권65, 16년 7월 1일(丙子). “是日, 始用新漏. 上以舊漏未臻精密, 命改鑄漏器.” 播水龍壺
四, 大小有差. 受水龍壺二, 遞水時更用之, 長十一尺二寸, 圓經一尺八寸, 箭二, 長十尺二寸, 面分十二
時, 每時八刻幷初正, 餘分爲百刻, 刻作十二分夜. 箭舊二十有一, 徒煩遞用, 更據授時曆, 晝夜分升降,
率約二氣當一箭, 凡十二箭. 與簡儀參考, 不失毫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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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지방시를 사용하는 일이 모두 수시력의 완전한 이해와 적용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해그림자의 위치로 낮시각과 절기를 읽어내는 앙부일구(仰釜日晷)를 혜정교(惠
政橋)와 종묘(宗廟)에 설치한 한 것도 세종 16년(1434) 10월이었다.52) 주야에 모두 시각을 측
정할 수 있는 기구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가 완성된 것은 보다 뒤인 세종 19년 4월이었
다.53)
자격루를 통해 서울 기준의 조선의 지방시를 완전히 실용할 수 있게 된 후, 자격루가 표
시하는 시각은 전국팔도의 표준시각이 되었다.
(세종19년 6월 28일) 국초(國初)에는 사방으로 통하는 거리에 종루(鍾樓)를 두고
의금부의 누기(漏器)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을 맞추어 밤과 새벽으로 종을
쳐서, 만백성의 집에서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시기를 조절하게 하였으나, 그
누기가 맞지 아니하고, 또 맡은 사람의 착오로 인하여 공사간(公私間)의 출입할
때에 이르고 늦은 실수가 매우 많으므로 심히 불편하오니, 원컨대, 병조 장문(兵
曹墻門)과 월차소 행랑(月差所行廊)과 수진방(壽進坊) 동구(洞口)의 병문(屛門)에
집을 짓고 모두 금고(金鼓)를 설치하여 궁중의 자격루(自擊漏) 소리를 듣고, 이것
을 전하여 종을 쳐서 의금부까지 이르게 하여 영구히 항식으로 삼게 하옵소서.54)
이어 각종의 시계가 지방의 감영(監營)이나 군영(軍營)에서도 사용되면서, 새로 정해진 조
선의 시각제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세종 19년(1437) 6월에 북방의 여러 군영에 일성정시
의(日星定時儀), 현주일구(懸珠日晷), 이동 가능형 물시계인 행루(行漏), 물시계의 시각 표준
을 규정한 책인 [누주통의(漏籌通義)] 등을 보냈고, 더불어 서운관의 관원을 보내 기구를 사
용하여 시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55) 다음 해인 세종 20년(1438) 2월에도 소규모
이동 가능형 물시계인 소행루(小行漏)와 이 물시계의 시각 표준을 규정한 책인 [누주통의(漏
籌通議)], 그리고 소형 해시계(현주일구로 추정)인 소일영(小日影)을 의주에 보내주었다.56) 자
격루가 표시하는 조선의 표준 시각을 전국이 공유하게 된 것이다.

맺음말
조공책봉이라는 정치외교적 관계의 제약은, 조선시대에 발행된 역서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역서를 중국의 그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형식이나 내용이 너무 비슷하여
외견상으로는 서로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지경이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한국 역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1580년 경진년(庚辰年)에 발행한 조선 역서와 명나라에서 발행한 당해년도 역
52)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 10월 2일(乙巳).
53)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4월 15일(甲戌).
54)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6월 28일(丁巳). “議政府啓: 國初置鍾樓於四達之衢, 令義禁府掌漏人量審
時刻而昏曉撞擊, 以節萬家動靜之機, 然其漏器失度, 亦因掌人錯誤, 公私出入之際, 失於早暮者頗多, 甚
爲未便。 乞構閣於兵曹墻門, 月差所行廊, 壽進坊洞口屛門, 皆置金鼓, 使之承聽禁漏自擊聲, 以此傳擊,
至義禁府, 永爲恒式. 從之.”
55) [세종실록] 권77, 19年(1437 丁巳 / 명 정통(正統) 2年) 6月 18日(丙子). “上以邊境軍門不可無知時之
器, 賜咸吉道都節制使營日星定時儀, 懸珠日晷, 行漏, 漏籌通義各一. 慶源, 會寧, 鍾城, 孔城懸珠日晷,
行漏, 漏籌通義各一. 賜平安道都節制使營日星定時儀, 懸珠日晷, 行漏, 漏籌通義各一. 江界、慈城, 閭
延懸珠日晷, 行漏, 漏籌通義各一. 分遣書雲觀官敎習占時之法. 又賜酒器于慶源, 會寧, 鍾城, 孔城, 以
備野人饋餉之用.
56) [세종실록] 권80,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2月 29日(癸未). “送小行漏及漏籌通議, 小日
影于義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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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비교해 보자.57) 기본적으로 양국의 역일(曆日)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두 일치한
다.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조선의 역서와 중국의 역서 사이에 정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그런데, 역서 내부로 들어가 좀더 자세히 보면, 양국 역서에서 주야각(晝夜刻)
과 일출입시각(日出入時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역서가 서로
다른 기준지의 지방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칠정산내편]에서 중국
의 역법서와 다른 내용은 오로지 한양 기준의 주야각과 입출입시각을 계산하는 방법뿐이다.
이것은 조선에서 한양 기준의 지방시를 사용하기 위한 계산법을 적은 것인데, 그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가 조선의 역서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세종대의 역법 연구와 실행의 과정은, 첫째 명나라와 역일을 일치시기는 과정(奉正朔), 둘
째 한양 기준의 지방시(조선의 지방시)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중
국 왕조에서 새로운 역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채용하고 실용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예를 들어, 원나라에서는 수시력을 수립하고 이를 실용하기 위해, 먼저 다년간의 관측을 토
대로 회귀년 및 세차율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천문정수를 얻었다. 이어서 여기에 보간법(補
間法) 같은 새로운 수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수시력(授時曆)이라는 새로운 역산법을 수립하고
이것을 국가가 공인의 역법으로 채용하였다. 반면 세종대에 이루어진 역법 연구는, 이러한
과정과 완전히 달랐다. 조선에서는 수시력과 대통력를 입수하고 연구하여 이것을 조선에서
실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였다. 조선이 명의 번속국이 이상, 애초부터 조선은 독
자적인 역법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되었고, 그 대신에 명에서 채용한 역법을 학습하고 적용
하여 명과 동일한 역일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일이 역법연구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나아가
조선은 한양기준의 지방시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 14년(1432)년 무렵,
명의 역일과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는” 역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후, 조선은 수시력에서
정한 기준항성에 따라 한양의 표준시각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세종16년(1434)
7월 1일부터 자격루를 사용하여 조선의 표준 시각을 실용할 수 있게 되었다.

57) 김종태, “庚辰年大統暦小考”, [생활문물연구] 7(2002); 北京図書館古籍影印室編, [国家図書館蔵明代
大統暦日彙編(全六巻)](北京図書館出版社, 2007), 제3권 수록. 1580년 조선역서(일명 庚辰年大統曆)은
첫장에 “太歲在庚辰歲德在庚合在乙”라고 적었는데, 역서의 이름 즉 역서 제작에 사용한 역법의 이
름을 적지 않았다. 반면 명의 역서는 대통력(大統曆)이라고 적었다.

- 247 -

세종대의 의료 정책과 집현전*

김성수

1. 머리말
조선을 건국하는데 주도세력이었던 이른바 신흥사대부(新興士大夫)들은 성리학(性理學)에 근
거한 정치이념을 표방하였다. 그들은 고려 패망의 원인으로 불교를 거론하면서, 성리학에서
제시한 왕도정치(王道政治) 혹은 인정(仁政)만이 추구해야 할 이상임을 주장하였다. 왕도정치
구현의 시작은 현명한 재상이 국왕을 보좌하여 통치하는 정치론에서 시작하며, 이상정치의 중
추세력은 성리학을 학습한 사대부라고 여겼다. 그리고 애민정치(愛民政治)라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토지 및 조세제도의 개혁 등을 단행하였다.1)
이때 등장한 인정 혹은 애민은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가운데 의학역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仁)’이나 ‘애(愛)’가 백성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의학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
지 간행된 의서들은 신흥사대부들이 주장한 인정론의 구체화된 결과였으며,2) 그래서 세종대 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𰡕의 편찬을 두고서 “인정(仁政)의 끄트머리 작은 것마저도 빠짐없이 실
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3)
조선에서 성리학적 정치론이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그 일환의 하나로 의학이 정초된 시
기는 단연 세종대라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태종의 노력으로 집권적 왕권을 확
보하게 된 세종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의학에서는 𰡔향약집성방𰡕
과 𰡔의방유취(醫方類聚)𰡕로 대표되듯이 방대한 편찬사업도 진행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과학사
혹은 의학사영역에서 세종대는 그야말로 조선의 최전성기로 표현되었으며, 대표적인 의사(醫
史) 학자인 김두종은 “조선의학의 기반이 될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하였다.4)
의학 분야를 살펴보면 세종대의 업적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앞서 언급된 의서의 편찬 이외
에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교육과 시험제도 등도 새로이 정리되었
다. 이는 실록 편찬자의 평가처럼 학문을 좋아했던 세종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지만,5) 동시에 의학에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했던 태종의 영향도 지나칠 수 없다. 다만 태
종은 현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간의 대책을 세우는 정도였다면, 세종은 새 왕
조에 알맞은 의학을 정립하고자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세종이 추진했던 의학정책의 기조를 크게 범주화하여 말한다면, 의학 외적으로는 확립된 왕
권 모델이 반영된 의료체계를 만들고 대민의료를 활성화시키며, 의학 내적으로는 의학의 수준
* 이글은 Kim Seong su, 2019, “Health policies under Sejong: The king who searched for the
way of medicin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2-1를 본 학술회의 주제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金泰永, 2000, ｢려말선초 성리학 왕정론의 전개｣ 𰡔朝鮮時代史學報𰡕 14
2) 이태진, 2002, 𰡔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𰡕 태학사, 141-145쪽.
3) 𰡔世宗實錄𰡕 권60, 세종 15년 6월 11일 (임진), 𰡔鄕藥集成方𰡕 序文
4) 金斗鍾, 1966, 𰡔韓國醫學史𰡕 探究堂, 206쪽.
5) 𰡔太宗實錄𰡕 권35, 태종 18년 6월 3일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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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고 의서에 근거한 진료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세종이 추진했던 많은 정책에서
보이는 시스템의 정착과 함께 개인이 부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유지시키겠다는 기본 관념이 반영된 결과였다.6)
그런데 이러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즉 그 정책들의 기
획 세종 혼자만의 의지와 아이디어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기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존재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행 학문으로써 의학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여기
에는 의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의 학문적 자문기관
이었던 집현전(集賢殿)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글에서는 세종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의료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양상으로 제도의 정비와
향약론(鄕藥論)의 정비를 살펴보고, 새로운 의학을 정초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서 편찬사업에서
드러나는 집현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료정책의 방향성
조선의 건국과 함께 태조는 고려의 유제(遺制)를 기반으로 정치기구들의 정비를 시행하였
다.7) 그러나 두 차례 왕자의 난이 발생한 것처럼 왕권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였고, 불안정
한 정치상황 속에서 고려의 제도를 극복하고 조선만의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미뤄지고 있
었다. 애초에 성리학적 정치론을 기반으로 관료제적 국가운영을 기획하였던 정도전(鄭道傳)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전을 몰락시키고 왕위에 오른 태종대부터
였다. 태종과 세종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조선의 국가체제는 점차로 정비되어 갔으며, 불교
적・귀족적 성격이 강하였던 고려의 유제를 극복하고 성리학적・관료적인 조선의 체제가 자리
잡아갔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국가의 의료제도 정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건국초기 제도정비에서
의료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전의감(典醫監)과 혜민국(惠民局)이었다. 전의감은 의료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매우 포괄적인 기관이었고, 혜민국은 일반 백성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요청에 따
라 진찰하는 소규모 기관이었다. 국가가 정비됨에 따라 의료기관 역시 그에 맞게 분화될 필요
가 있었고, 활인원(活人院) 개편과 제생원(濟生院) 신설로 이어졌다.8)
이런 점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왕실의 의료를 관장하는 내의원(內醫院)의 설치다. 왕실을
위한 의료기구는 고려에서도 존재했는데, 고려 목종(穆宗)이 설치했던 상약국(尙藥局)이 그것
이었다. 상약국은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원의 변동과 명칭의 변경이 발생해서, 충선왕(忠
宣王) 때에는 장의서(掌醫署)‧봉의서(奉醫署)로 바뀌었다가,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상약국(尙醫
局)에서 다시 봉의서로 바뀌고,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전의시(典醫寺)에 합쳐졌다.9) 조선이
건국되면서는 내약방(內藥房)으로 불리며 전의감 내에 속해 있었는데, 전의시에 포함되었던 고
6) 세종대 제도운영의 기조는 국가시스템의 정교화와 그에 따른 인적 부정의 차단으로 특징지울 수 있
다. 토지‧조세제도의 근간인 공법(貢法)의 마련도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 갖고 있었던 인적 비리를
배제하는 장치에 주안점이 있었다.(金泰永, 1983, 𰡔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𰡕 知識産業社, 268-272
쪽.) 또한 공정한 관리의 포폄(褒貶)을 위하여 집현전으로 하여금 경사(經史)를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
케 한 사실도 같은 사례이다.(박병련, 2007, ｢世宗朝의 政治엘리트 양성과 人事運用의 特性｣ 𰡔동양정
치사상사𰡕 6-1, 35쪽)
7) 𰡔太祖實錄𰡕 권1, 태조 원년 7월 28일 (정미)
8) 김두종, 앞의 책, 196-199쪽.
9) 이경록, 2010, 𰡔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𰡕 혜안, 193-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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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말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1408년 내약방의 의원인 평원해(平原海)와 조청(曺聽)이 전
의감으로 좌천되었음을 보면,10) 국왕을 비롯한 왕실을 진료한다는 점에서 실제 위계상 상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되는 성리학적 군신관(君臣觀)에서 왕실
에 대한 권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는 1408년 약을 잘못 조제한 평원해 등을
탄핵할 때의 사헌부(司憲府) 논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임금이 병이 있어 약을 먹으면
신하가 먼저 이를 맛보고, 아비가 병이 있어 약을 먹으면 아들이 이를 맛보는 것은 임금과 아
비를 중히 여겨서 의약을 삼가는 까닭이다.”라고 군신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와 등치시키고 있
다.11)
이러한 논지에서 왕에게 올리는 탕제에 들어가는 약재를 제대로 조제하지 못한 의원의 불찰
을 강력히 논쟁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왕실의 의료를 전담할 기구와 절차 등이 자세하게 마련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결국 전의감에 속해 있었던 내약방을 그 위상에 걸맞
게 다시 조직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세종 대에 이르러 내의원으로 정비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내약방(內藥房)은 관계된 일이 지극히 중요한데 약방이라고 부르고, 또 그
관원은 이름이 없으니 옛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의원(內醫院)이라 호칭하고
관원 16인을 두되, 3품은 제거(提擧)라고 부르고 6품 이상은 별좌(別坐)라고 부르며, 참외(參
外)는 조교(助敎)라 부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12)

이조의 건의에 따라 세종은 국왕과 왕실의료를 전담할 내의원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전의감
에서 내의원의 독립은 관료제의 재정비이면서 동시에 왕실의 존엄을 알리는 조치이며, 태종에
의해서 추구된 강력한 왕권의 구현이 의료에도 적용된 결과였다. 또한 관료들의 진료를 맡는
전의감이 있음에도 의정부(議政府), 육조(六曹) 등에 소속된 고위관료들을 위하여 별도의 약방
을 설치함으로써, 위계적인 관료제가 의료에도 반영되도록 하였다.13)
다음으로 의학연구와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의서습독관(醫書習
讀官)을 설치한 점을 먼저 거론할 수 있다.14) 이미 태종대부터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15) 또한 명나라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의학이론이 수입되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16) 당시 수입된 금원사대가(金元四大家)의 의학은 매우 정교한 이론체계로 구성되
어 있었고,17)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세종은 문과를 급제한 인물들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의서를 강
습하게 하였고, 나아가 이들을 의료기관에 복무토록 함으로써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
다.

10)
11)
12)
13)
14)
15)
16)

𰡔太宗實錄𰡕 권16, 태종 8년 12월 25일 (무술)
𰡔太宗實錄𰡕 권11, 태종 6년 정월 5일 (병신)
𰡔世宗實錄𰡕 권100, 세종 25년 6월 15일 (무술)
김성수, 2003, ｢16․17세기 中央醫療機構의 運營實態｣ 𰡔서울학연구𰡕 20, 75-76쪽.
金重權, 1998, ｢朝鮮初 醫書習讀에 관한 硏究: 醫書習讀官을 中心으로｣ 𰡔서지학연구𰡕 15, 57-64쪽.
𰡔太宗實錄𰡕 권29, 태종 15년 정월 16일 (을묘); 𰡔太宗實錄𰡕 권35, 태종 18년 4월 4일 (갑신)
𰡔太宗實錄𰡕 권34, 태종 17년 12월 14일 (을미). 유순도(庾順道)를 중국에 파견하여 의학을 배우고
의서를 사오도록 한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조치는 세종에 의해서 기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7) 금원(金元) 사대의가(四大醫家)의 의학사상(醫學思想)에 대해서는 李聰甫・劉炳凡 編, 1982 𰡔金元四
大醫家學術思想硏究𰡕(湖南省中醫藥硏究所; 成輔社 刊,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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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吏曹)에서 아뢰기를, “의술은 모름지기 음양의 소장(消長)과 오행의 생극(生剋) 이치를 연
구하여 아는 자라야 능히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옛적 좋은 약처방이 유의(儒
醫)의 손에서 많이 나왔으니, 이치에 통달한 문인(文人)이 겸하여 의술을 다스림은 옛날에도 그
예가 있사오니, 전의겸정(典醫兼正)・겸부정(兼副正)・겸판관(兼判官)・겸주부(兼主簿) 각 1명씩
을 더 설치하되, 모두 박학(博學)한 문인으로 제수하고, 혜민국(惠民局)과 제생원(濟生院)에는
제거(提擧)・별좌(別坐) 중 1명과 겸승(兼丞) 1명을 학식이 넓고 굳세며 바르고 부지런하며 삼
가는 문인으로 배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8)

이조의 제안은 과거 유의(儒醫)에 의해서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의학적 소양
이 있는 문인들을 뽑아 의료기관에 복무토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여기에 충당될 수 있는 사람
들은 앞서 의서습독관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의서를 익
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상의 현장에 참여하여 의료수준의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즉 이론과 임상의 결합을 꾀하는 실무적인 관점
에서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다.
의학교육에의 관심은 의생(醫生)의 제도화와 과거(科擧)의 정비에서도 드러난다. 의학을 공
부하는 의생은 전의감과 혜민국에 각각 50명과 30명이 소속된 이외에 지방의 크기에 따라 8
명에서 14명까지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었다. 세종은 이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령
들에게 명령하였고,19) 의생들을 격려하는 조치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의생
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등용되는 관문인 의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세종 즉위 후 처음 치러진 잡과에서 역과(譯科) 15명, 음양과(陰陽科) 9명, 율과(律科) 9명
과 함께 의과(醫科) 9명이 선발되었는데,20) 당시 시험을 치룬 과목과 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아마 고려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세종은 1430년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잡과(雜學)의 취재(取才) 때에 사용할 경서를 정하면서 의학의 경우에 25종의 의서로 규정하였
다.21) 여기에는 의학이론에 관한 𰡔난경(難經)𰡕 𰡔소문괄(素問括)𰡕, 맥에 관한 𰡔직지맥(直指脉)𰡕
𰡔찬도맥(纂圖脉, 원제는 찬도맥결纂圖脈訣)𰡕, 침구에 대한 𰡔침구경(針灸經)𰡕 𰡔보주동인경(補註
銅人經)𰡕, 산부인과 전문서인 𰡔부인대전(婦人大全, 원제는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良方)𰡕, 상한
학 서적인 𰡔상한유서(傷寒類書)𰡕, 본초서적인 𰡔연의본초(衍義本草)𰡕, 다양한 의학이론과 처방
을 언급한 𰡔천금익방(千金翼方)𰡕 𰡔성제총록(聖濟總錄)𰡕 등의 의서, 그리고 수의학 서적인 𰡔우
마의방(牛馬醫方)𰡕이 포함되었다. 이는 의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22) 여기서
특기할 일은 𰡔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𰡕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23) 즉 이론적으로 필요한 분
야들을 섭렵하게 하였지만, 약재구입의 한계가 있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𰡔향약제생집성방
𰡕까지도 학습하도록 유도하였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민의료를 강화해 나갔다는 점인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혜민
국과 제생원 등이 있었다. 특히 혜민국은 개국 초기 정도전에 의해서 기획된 대표적인 대민의
18)
19)
20)
21)
22)

𰡔世宗實錄𰡕 권65, 세종 16년 7월 25일 (경자)
𰡔世宗實錄𰡕 권38, 세종 9년 11월 2일 (병술)
𰡔世宗實錄𰡕 권3, 세종 원년 4월 20일 (갑오)
𰡔世宗實錄𰡕 권47, 세종 12년 3월 18일 (무오)
이처럼 많은 의서를 공부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어서, 𰡔경국대전(經國大典)𰡕에 가서는 𰡔찬도맥(纂圖
脈)𰡕 𰡔동인경(銅人經)𰡕 𰡔직지방(直指方)𰡕 𰡔득효방(得效方)𰡕 𰡔부인대전(婦人大全)𰡕 𰡔창진집(瘡疹集)𰡕 𰡔
태산집요(胎産集要)𰡕 𰡔구급방(救急方)𰡕 𰡔화제방(和劑方)𰡕 𰡔본초(本草)𰡕 𰡔경국대전𰡕으로 축소된다.
23) 이때 𰡔향약집성방𰡕은 𰡔향약제생집성방(鄕藥齊生集成方)𰡕을 말하는 것이다. 𰡔향약제생집성방𰡕은 1399
년에, 𰡔향약집성방𰡕은 1433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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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으로, 주로 향약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정도전은 혜민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여 재원으로 삼고,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겨서 운영토록 설계하였다.24) 그런데 약재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수입약재를 대체할 향약개발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종은 대민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약의 가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있었다. 그리하여 1440년 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약재가 비싸니, 고가의 수입약재인 사향(麝
香)・주사(朱砂)・침향(沈香)・소합유(蘇合油)・용뇌(龍腦)25) 등이 들어가는 청심원(淸心元)・소
합원(蘇合元)・보명단(保命丹) 등을 제외하고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였다.26) 당시에 청심원, 소
합원 등이 널리 이용되었지만, 이러한 약을 가난한 백성들이 이용하기란 사실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굳이 제외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이유로 값싼 불량품이 유통될 여지도 있
었기 때문에, 이들 약들은 국가의 공식의료 기관인 전의감이나 혜민국, 의정부 등에 설치된
약방과 지방의 감사(監司) 이외는 함부로 조제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27)
그런데 약재 가격과 관련한 이상의 조치에 앞서 주목할 내용이 등장한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의약은 본래 백성의 병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까닭에,
국가에서 이미 의관을 두고 또 보(寶)를 세워 이식을 취하여, 약을 판매하여 백성들이 일찍 죽
는 것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 여러 기관에서 약을 파는 것이 매우 적어 이익을 취함이 많지
아니하므로, 보의 이익이 날마다 감소하니 진실로 적절하지 못합니다.28)

보라는 기금을 마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약재를 공급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의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만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백성들에게 저렴
한 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기금을 유지하려면, 동시에 약재가 많이 팔려야만 했다. 수요가 있
는 약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야만 기금도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대민의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약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고려 후기부터 의약계의 커다란 담론을 형성하였던 향약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
였다. 향약의 채취와 수치를 밝힌 𰡔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𰡕, 향약만으로 처방을 구성하는
종합의서인 𰡔향약집성방𰡕이 편찬되는 배경에는 향약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대민의료를 지탱
하려는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
세종대에 추진된 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집약
된다고 할 수 있다. 확립된 왕권 중심의 집권적 관료제에 적절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내의원을 신설하고 고위관료를 위한 약방을 운영하였다. 한편 의서습독관을 두
어 의학 연구를 선도하고, 의료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선발의 기준이 되는 과거제를 재
정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백성들이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민의료를
보다 강화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약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
되기 시작했다.

24)
25)
26)
27)
28)

𰡔三峰集𰡕 권13, 朝鮮經國典 上, 賦典, ｢惠民典藥局｣
𰡔世宗實錄𰡕 권29, 세종 7년 8월 28일 (갑오)
𰡔世宗實錄𰡕 권90, 세종 22년 7월 28일 (무진)
𰡔世宗實錄𰡕 권91, 세종 22년 11월 22일 (신유)
𰡔世宗實錄𰡕 권77, 세종 19년 6월 15일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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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약(鄕藥) 의료의 현실화
대민의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향약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처방을
확대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당약(唐藥)이 무역의 과정에서 가격
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조선에서 생산되는 향약을 이용하면 이를 상쇄시킬 수 있
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약재라는 성격상 향약의 이용을 바로 추진하는 어려움을 세종은
정확하게 인식하였고, 그 해결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향약의 검증 -> 검증된 향약
의 보급 -> 향약생산의 기반조성-> 향약을 이용한 종합의서의 편찬이라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가장 먼저 수행한 일은 바로 향약의 검증작업이었다. 즉 당약과 향약의 약성(藥性)을 비교하
는 작업인데,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단에 의원을 포함시켜 약재를 직접 가지고 가서 검토하
도록 하였다. 세종 대에 두 차례에 걸쳐 실행에 옮겨졌으며, 한번은 기획만 되고 진행되지 못
하였다. 즉 1423년에 처음 의원이 파견되었으며, 1427년에는 계획만 진행되었고, 1430년에
다시 의원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이때마다 중국에 가거나, 예정되었던 의사는 세종이 가장 총
애하였던 노중례(盧重禮)였는데, 그는 1433년에 향약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처방을 집대성
한 𰡔향약집성방𰡕 편찬의 주역이었다. 그가 중국의원들과 검토한 결과는 실록에 그대로 제시되
었고, 향약의 검증이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향약을 중국에 보내기에 앞서, 각지에서 산출되는 향약을 중앙정부에 보내도록 조치하였
다. 가령 의원 파견이 계획되었던 1427년의 사신단이 출발하기 보름 정도 전에 세종은 전국
의 지방관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각도에 “각 고을에서 생산되는 약재(藥材)를 교유(敎諭)로 하여금 꽃과 잎사귀, 줄기 및 뿌리를
상하지 않게 캐어 보내게 하라.”고 전지하였다.29)

약재로 이용되는 부분만을 상납하는 통상의 공납(貢納)이나 진상(進上)의 경우와는 다르게,
교유 즉 의학교수로 하여금 꽃과 잎사귀 등 전체를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중앙정부에 보내
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약재 검증을 위해서 중국의 의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1423년과 1430년의 사신단 파견 때에는 이러한 기사가 없지만, 분명히 이
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중국에 보낼 약재를 준비한 다음에는 파견된 의원이 중국의 의원, 그것도 최상위 의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1430년 의원이 파견되었을 때에는 태의원(太醫院) 의사(醫士)인 주
영중(周永中)과 고문중(高文中) 등과 대면하여 직접 질문을 하였는데, 조선정부에서 매우 세심
하게 준비하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사신단은 그 결과를 환국하여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향약의 사용여부도 결정되었다. 가령 1423년의 기사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대호군(大護軍)인 김을현(金乙玄)과 사재부정(司宰副正)인 노중례(盧仲禮), 전교수관(前敎授官)
인 박연(朴堧) 등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 조선에서 생산되는 약재 62종 가운데 중국산과 같지
않은 것을 질의하였다. 단삼(丹蔘)‧루로(漏蘆)‧시호(柴胡)‧방기(防己)‧목통(木通)‧자완(紫莞)‧위령선
(葳靈仙)‧백렴(白歛)‧후박(厚朴)‧궁궁(芎藭)‧통초(通草)‧고본(藁本)‧독활(獨活)‧경삼릉(京三陵) 등 14
종을 중국 약재와 비교하여 새롭게 진짜로 판명된 것이 6종이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
29) 𰡔世宗實錄𰡕 권37, 세종 9년 7월 7일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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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향약인 단삼‧방기‧후박‧자완‧궁궁‧통초‧독활‧경삼릉은 지금부터 쓰지 못하게 명령하였
다.30)

의원 파견의 결과 당재와 다른 단삼(丹蔘)‧방기(防己)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
다.31) 그런데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이들 약재들에 대한 검증이 일회로 그친 것은 아니
었다. 1430년에 파견된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앞서 1423년에 사용이 금지되었던 약재 가운데
후박‧독활은 당재와 동일하다고 판명되고, 단삼‧자완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32)
당재와 다르다고 판명되어 사용이 금지된 약재였지만, 재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판정결과를 얻
은 것이다. 1423년에 보냈던 약재와는 다른 품종들을 계속해서 수색한 결과였다.
약재 검증의 기록이 더 이상 없으므로, 아마도 이후로 다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검증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인데, 바로 1431년에 가서 𰡔향약채취월령𰡕이라는 짧은
소책자를 간행한다. 𰡔향약채취월령𰡕은 1428년부터 편찬이 시작되었고,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인 유효통(兪孝通)과 전의감정(典醫監正) 노중례(盧重禮), 부정
(副正)인 박윤덕(朴允德) 등이었다. 이중 노중례는 앞서 중국에 계속해서 파견되어 실제 검증
에 참여한 인물이었으며, 이들 세 사람은 1433년 𰡔향약집성방𰡕의 편찬에 모두 참여하여 전문
성을 발휘하였다.
𰡔향약채취월령𰡕은 채취 시기별로 153종 약재의 중국명과 향약명을 기록하였는데, 정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단위로 분류하였고 또한 특별하게 채취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총 13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향약 검증의 결과를 반영하여 향약 채취의 담당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2월령에 있는 독활이나 10월령의 향유는 앞서 검증결과로 사용이
허가된 약재들이었다. 그러나 5월령 자완의 경우에는 판명이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서 포함된 경우도 간혹 있었다.33) 그리고 약재에 대한 여타 설명이 없는 가운데 향명만을 알
려준다는 점에서, 별다른 정보가 없이 향명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약재채취 담당
자들을 위한 서적이었다.
검증과 보급의 단계를 거쳐 향약의 본격적인 사용을 위해서 세종이 기획한 것은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리지의 편찬이다. 𰡔세종실록지리지𰡕의 편찬이
시작된 것은 1425년이며 완료는 1432년으로 보인다. 애초에 지리지의 편찬에서 중점을 두었
던 것은 지방 행정구역의 연혁 획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목적은 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였다. 조선의 중앙정부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전결(田
結)의 수와 호구(戶口)의 수,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이 지리지에 자세히 밝혀져 있기 때
문이다.34)
경제적인 현황파악은 국가의 행정‧재정 및 군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
한 요소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각 지방에서 산출되는 약재가 상세히 조사되어 토의(土宜), 토
공(土貢), 약재(藥材) 등의 항목에서 거론되었는데, 가령 경상도 벽지(僻地)인 울산군의 경우
30)
31)
32)
33)

𰡔世宗實錄𰡕 권19, 세종 5년 3월 22일 (계묘)
𰡔世宗實錄𰡕 권19, 세종 5년 3월 22일 (계묘)
𰡔世宗實錄𰡕 권48, 세종 12년 4월 20일 (경인)
𰡔향약채취월령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南豊鉉, 1981, 𰡔借字
表記法硏究𰡕 단국대출판부; 金洪錫, 2001-2003, ｢『鄕藥採取月令』에 나타난 鄕藥名 硏究 上‧中‧下｣ 𰡔
한어문교육𰡕 9-11 등이 있으나, 의학사적인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약의 검증‧보급이라는
관점에서 자세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34) 鄭杜熙,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Ⅰ․Ⅱ｣ 𰡔歷史學報𰡕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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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로는 방풍(防風), 오어골(烏魚骨), 맥문동(麥門冬), 천문동(天門冬), 염매(鹽梅), 오매(烏梅)
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된 약재는 조세운영 체제의 일부로 유통되었고, 혜민서나 제생원과 같
이 향약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공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약의 검증과 보급, 생산기반 마련은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순차적‧계기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써 𰡔향약집성방𰡕의 편찬이 있었다. 여기
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효통을 비롯하여 𰡔향약채취월령𰡕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이 책임
자였다. 총 85권으로 이루어진 𰡔향약집성방𰡕 편찬은 1431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1431년 가을에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인 유효통(兪孝通), 전의감(典醫監) 정(正)인 노중
례(盧重禮), 전의감(典醫監) 부정(副正)인 박윤덕(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향약 처방의 의서
들을 토대로 하여 여러 서적들을 빠짐없이 참고하여 분류에 따라 첨가하게 하였다. (중략) 침구
법(鍼灸法) 1,476조와 향약(鄕藥) 본초(本草) 및 포제법(炮製法)을 첨부하여 총 85권의 책을 완
성하여 올렸다.35)

이미 1399년에 𰡔향약제생집성방𰡕과 같은 상당한 규모의 향약의서가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다시 향약의서를 편찬하는데 반론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𰡔향약집성방𰡕의 편찬이 완료되기
열흘 전에 전의감 제조(提調)였던 황자후(黃子厚)가 𰡔향약제생집성방𰡕 마저도 너무 복잡하다는 비
판을 가하면서,36) 효용성을 감안하여 구급방의 보급을 주장하였다.37)
황자후를 비롯하여 의료계에 종사하는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구급방 정도의 의서로 대민의료
를 진행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와 다르게 생각하여 𰡔향
약집성방𰡕이 하나의 의서로써 완비된 형태를 갖추기 원하였다. 그런 까닭에 𰡔향약제생집성방𰡕
에서 제시된 병증과 치료법 등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𰡔향약집성방𰡕의 서문을 쓴 권채(權採)는
𰡔향약제생집성방𰡕과 비교하여 증상이 338개에서 959개로, 처방 역시 2,803개에서 10,706개로 확
대되었다고 설명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증상은 대략 3배, 처방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된다.
황자후로 대표되는 일부 의료계의 의견과 다르게 종합의서적인 성격을 강화시킨 데에는 세
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38) 이를 확인시켜줄 분명한 자료가 보이지 않
지만, 이후 𰡔의방유취𰡕의 계획을 보더라도 이러한 가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이전
에 편찬되었던 𰡔향약제생집성방𰡕에서 싣고 있는 의론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분량의 의론을 싣
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론의 대부분이 송대 성리학적 정치 관념이 충실히 반영되었던 𰡔태평
성혜방(太平聖惠方)𰡕과 𰡔성제총록(聖濟總錄)𰡕이라는 점은 세종이 국가운영에서 추구하고자 했
던 성리학적 보편주의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39)
향약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운영하려던 세종의 계획에 따라 𰡔향약집성방𰡕은 의학교재로서
의 역할도 중시되었다. 중국산 당약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당연히 향약의 이용도가 높
을 수밖에 없었고, 향약을 이용하려면 𰡔향약집성방𰡕을 보급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관
35)
36)
37)
38)
39)

𰡔鄕藥集成方𰡕 ｢序文｣
𰡔世宗實錄𰡕 권60, 세종 15년 6월 1일 (임오)
𰡔世宗實錄𰡕 권37, 세종 9년 9월 11일 (병신)
김성수, 2015, ｢조선 전기 鄕藥 정책과 𰡔鄕藥集成方)𰡕의 편찬｣ 𰡔한국사연구𰡕 171.
김남일에 따르면, 200여종의 의서를 인용한 𰡔향약집성방𰡕의 조문 가운데 𰡔성제총록𰡕은 410조, 𰡔태평
성혜방𰡕은 1,304조이다.(김남일, 1999, ｢𰡔鄕藥集成方𰡕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𰡔震檀學報𰡕 87, 196
쪽) 조문의 총 합이 5,652조임을 감안할 때, 𰡔성제총록𰡕은 7.25%, 𰡔태평성혜방𰡕은 23%이다. 두 의서
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르며, 이는 𰡔향약집성방𰡕 내에서 다른 의서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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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달했던 의료대책의 면면에서 드러난다. 가령 1433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관찰사에게 의
학교유(醫學敎諭)로 하여금 향약(鄕藥)을 채취하여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령하
였다.40) 의학교유는 각 도에 파견되어 생도(生徒)들게 의학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하는 관리였
으므로, 이들에 의해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론(醫學論)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1442년에 이르게 되면, 함길도에 새로 설치한 고을에 의서를 보내어 생도를 가르치게 하였는
데 이때에도 𰡔향약집성방𰡕은 중요한 의서로 거론되고 있었다.41)
𰡔향약집성방𰡕이 국가의료정책에서 중요하였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약재의
충당에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이외에,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𰡔향약집성방𰡕 의론(醫論) 부분에서 𰡔태평성혜방𰡕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의학 이론을 포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는 반대로 의학교육이라
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관된 의론(醫論)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
문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은 대민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약
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423년부터 본격화된 향약검증을 거쳐서, 1430년대 초반
에는 그 결과가 다양한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향약검증, 지리지 작성을 위한 조사사
업, 𰡔향약채취월령𰡕과 𰡔향약집성방𰡕 편찬은 향약의 검증->보급->생산기반 조성->종합의서 편
찬이라는 순서로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결과였다. 그러나 세종의 기획은 한정된 자원인 향약만
을 사용하는 향약의학의 완성이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으며, 세종은 보다 큰 계획을 세우
고 있었다.

4. 집현전과 의서편찬
조선에 의료 공급을 원활케 하려는 세종의 기본 계획은 향약으로 대표되는 고유의 의학을
정리하고, 약재를 원활히 함으로써 이른바 향약의료의 정비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다음 단계를 언급하기 전에 의아한 부분이 있다. 과연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책들이 세종의
독단(혹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고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의학적인 식견, 조선의 의료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의학이 최종적으로 추구할 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예와 정책 진행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철저함이 필요하다. 즉
세종대 의료정책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요청되었고, 크게 두 그룹으로 대별
되었다.
첫째는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이었다.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서에 대한 욕구는 세종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특히 세종의 직전 임금인 태종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412년에는
춘추관(春秋館)에 소장되어 있던 의서들을 내약방(內藥房)에 두도록 하였는데,42) 이는 의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악학(樂學), 역학(譯學)
과 함께 의학 전공자를 중국으로 보내어 학문을 익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고,43) 1415년
에는 중국에 가는 사신을 통해 침구서(鍼灸書)인 𰡔동인도(銅人圖)𰡕를 요청하였다.44) 다시
40)
41)
42)
43)
44)

𰡔世宗實錄𰡕
𰡔世宗實錄𰡕
𰡔太宗實錄𰡕
𰡔太宗實錄𰡕
𰡔太宗實錄𰡕

권62,
권95,
권24,
권24,
권29,

세종
세종
태종
태종
태종

15년
24년
12년
12년
15년

10월 12일 (신유)
2월 25일 (병진)
8월 12일 (갑자)
10월 26일 (무인)
4월 22일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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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년 유순도(庾順道)를 서장관(書狀官)에 임명하여 사신단에 포함시켜 북경에 가서 의학을
배우는 한편 의서를 구입해 오도록 명령을 내렸다.45) 그리고 5개월 후에 복귀한 사은사(謝恩
使) 일행은 북경에서 무역해온 의서와 약재 등을 임금에게 바쳤다.46) 아마 전년에 서장관으로
임명된 유순도가 구입한 의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순도가 북경에서 의학을 배웠는지, 체류
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태종 때부터 시작된 의료지식의 확보와 의료인의 육성을 통해 세종대 가장 활발한 업적을
남긴 이가 바로 𰡔향약집성방𰡕을 편찬하는데 참여한 노중례이다. 그는 유효통·박윤덕과 더불어
𰡔향약채취월령𰡕을 편찬하였고, 다시 𰡔향약집성방𰡕을 완성하였다. 또한 𰡔태산요록(胎産要錄)𰡕과
같은 출산 전문 의서도 편찬하였으며, 𰡔의방유취𰡕 편찬에서는 최종 검수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중용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의술이었는데,47) 여기서 말하는 의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술을 넘어 학문으로써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데에는
노중례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 없을까 걱정한 세종이 “젊고 총명한 자를 골라 의방을 익히
게 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48)
의서습독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대목에서, 습독관의 설치가 의서에 담긴 원리를 이
해하기 위한 측면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노중례는 보통의 임상의사라기 보다는 학의(學醫)에 가
까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노중례는 이전에 전의감을 통솔하였던 황자후와는 결
을 달리하는 길을 걸었고, 세종은 황자후를 배제하고 향약과 관련된 모든 정책 운영에 노중례
를 참여시켰다. 향약의 질정, 향약의서의 편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노중례가 일
관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종의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제공
자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인적 배경은 바로 집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의학의 발전이
단순히 의료인들의 기술 연마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파악하였다. 세종이 등극한 지 3년
이 되는 해에 있었던 의서 강독의 이유였다.
국왕은 의원이 의학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전 직장(直長) 이효지(李孝之) 등 몇 사
람에게 명령하여 처음으로 궁중에서 의서를 읽게 하였다.49)

이는 의서습독관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첫 기사로 이해되고 있으며, 의서습
독의 계기는 의학연구의 부진에 대한 세종의 우려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학자가
양성되었는데, 단종대의 기사에서는 의서습독을 권장한 결과 이효신(李孝信)과 전순의(全循義)‧
김지(金智) 등이 의학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50) 위 기사에서는 이효지만 언
급되었지만, 습독을 한 사람은 몇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순의・김지 등이 참여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기는 의문은 어째서 의서를 의원이 아닌 유학자로 했는가 하는 점이
다. 또 이렇게 의서를 읽은 인물들은 이후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게 되었는가라는 의문
45) 𰡔太宗實錄𰡕 권34,
46) 𰡔太宗實錄𰡕 권35,
47) 𰡔文宗實錄𰡕 권12,
다.
48) 𰡔世宗實錄𰡕 권89,
49) 𰡔世宗實錄𰡕 권11,
50) 𰡔端宗實錄𰡕 권13,
김지는 𰡔의방유취𰡕

태종 17년 12월 14일 (을미)
태종 18년 4월 15일 (을미)
문종 2년 3월 11일 (갑진). 졸기에서 당시에 비견할 의사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
세종 22년 6월 25일 (을미)
세종 3년 4월 8일 (경자)
단종 3년 1월 25일 (신미). 이때 이효신은 이효지(李孝之)의 오기(誤記)로 보이며,
편찬에 참여하였던 김유지(金有智)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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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서를 읽도록 한 인물인 이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효지는 감
사‧참의 등을 역임한 이맹상(李孟常)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맹상에게는 세종대 문과에 급제
한 네 아들이 있었다. 이겸지(李謙之)와 이순지(李純之), 이효지(李孝之), 이전지(李全之)인
데,51) 이순지는 세종의 명령에 따라 역법을 연구하여 정인지(鄭麟趾)・정초(鄭招) 등과 𰡔칠정
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𰡕을 저술한 학자였다. 그리고 이전지의 아들인 이예(李芮)는 집현전(集
賢殿) 박사 등을 거치면서 𰡔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𰡕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 𰡔의방유
취𰡕를 편찬할 때에 두 번째 편집의 단계에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집안 내력에서 천문학과 의학 같은 전문 학문에 관련된 인물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하다. 무엇보다 의서습독을 지낸 이효지와 𰡔의방유취𰡕 편찬에 참여한 조카 이예의 존재는
세종의 의도-전문가 집단의 형성이라는-가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를 명확하게 밝
혀줄 자료는 없지만, 의서습독을 지낸 전순의, 김유지 역시도 𰡔의방유취𰡕 편찬에 참여하였다
는 사례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
세종대 의료 정책, 그 가운데에서 의학의 진흥을 위한 의서편찬 사업의 가장 정점에 있는 𰡔
향약집성𰡕과 𰡔의방유취𰡕 탄생의 배경에는 철저하게 계획된 세종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편찬의 책임자에는 앞서 언급한 당대 최고의 의료인이라고 할 노중례가 있었고, 곁
에는 항상 집현전이 있었다. 𰡔향약집성방𰡕 편찬에 참여한 유효통이 있었으며, 𰡔의방유취𰡕의
편찬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집현전(集賢殿) 부교리(副校理)인 김예몽(金禮蒙), 저작랑(著作郞)인 유성원(柳誠源), 사직(司直)
인 민보화(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의서들을 수집해서 병문을 나누고 (의서를) 분류하여 하
나의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다시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인 김문(金汶)・신석조(辛碩祖), 부교
리(副校理)인 이예(李芮), 승문원(承文院) 교리(校理)인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의관(醫官)인
전순의(全循義)・최윤(崔閏)・김유지(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과 도승지(都承旨)인 이사철(李思哲), 우부승지(右副承旨)인 이사순(李師純), 첨지중추
원사(僉知中樞院事)인 노중례(盧仲禮)로 하여금 감수(監修)하게 하여 3년에 걸쳐 완성하였으니,
365권이었다. 이름을 𰡔의방유취𰡕라고 하사하였다.52)

𰡔의방유취𰡕 편찬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참여한 인물은 집현전에 속해 있는 김예몽, 유성원
과 민보화를 비롯한 인물들이었다. 이 세 사람만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은 매우 많았다. 그와 같은 사정은 1464년에 𰡔의방유취𰡕를 교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착오
가 있다고 하여, 교정에 참여한 74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53) 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였다면, 애초에 편집하는데 참여했을 인원이 결코 이보
다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교정이 시작된 것이 5년 전이었음을 감안하면,54) 그보다 짧은
3년 만에 편찬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기사에 따르면 𰡔의방유취𰡕의 편찬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특히 1차와 2차 작업은
철저하게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집현전에서 고제(古制)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서적의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편찬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

51) 박훈평‧오준호, 2018, ｢15-16세기 조선 의학 관료의 신분 변천: 양성이씨 세전 사례를 중심으로｣ 𰡔
의사학𰡕 27-3, 307-308쪽.
52) 𰡔世宗實錄𰡕 권110, 세종 27년 10월 27일 (무진)
53) 𰡔世祖實錄𰡕 권32, 세조 10년 1월 11일 (갑자)
54) 𰡔世祖實錄𰡕 권18, 세조 5년 11월 30일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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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55) 1차 작업에 참여한 김예몽과 유성원은 𰡔고려절요𰡕 편찬에 참여하였으며,56) 2차 작
업에 참여한 김문은 1435년에 편찬된 𰡔통감훈의(通鑑訓義)𰡕에 찬집관(撰集官)으로 참여하고
있었다.57) 역시 2차에 참여한 이예와 신석조는 김예몽 등과 더불어 𰡔고려사절요𰡕 편찬에, 3차
에 참여한 이사철은 𰡔통감훈의𰡕 편찬에 참여하였다.58)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1차 작업의 책임자였던 김예몽은 신석견
(辛石堅)・남수문(南秀文)과 더불어 사역원에서 중국어 학습을 집중적으로 받은 인물이기도 하
였다.59) 그런데 𰡔의방유취𰡕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금원(金元) 시대의 4대 의학자
이후의 의학을 수용‧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김예몽의 경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
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문체 등을 감안할 때, 중국어 학습의 경험은 여러 시대의 의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편찬 작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1차 작업에서는 의관이 참여하였다는 대목이
없고 다만 서적들을 모아서 ‘분문유취(分門類聚)’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각 의서들을 읽으면
서 병문(病門)에 따라 들어갈 내용들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차 작
업에 의학적 소양이 있었던 이예와 함께 다수의 의원이 포함되었음을 보면, 1차 작업에서 이
루어진 분류가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3차 단
계에서는 세종대에 가장 뛰어난 의관이자 𰡔향약집성방𰡕 편찬의 주축 인물인 노중례가 참가하
여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𰡔의방유취𰡕는 총 365권에 달하는 의서였다. 중국에서 송나라 때에 국가
가 주도하여 편찬한 대표적인 의서인 𰡔태평성혜방𰡕과 𰡔성제총록𰡕이 각각 100권, 200권이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의 편찬사업은 당시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획이었다고 해도 무
방하다.60) 이후 세조 대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쳐 1477년에 266권 264책으로 30질이 간행되
었다.61) 성종 때에 간행된 𰡔의방유취𰡕는 병증(病症)을 중심으로 총 91개의 항목[門]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이론(理論)‧방약(方藥)‧식치(食治)‧금기(禁忌)‧침구(鍼灸)‧도인(導引) 순으
로 정리되어 있다. 주로 당나라부터 명나라 초기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까지 한국 고유 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어 당대 최고 수준의 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로 평가되고
있다.62) 향약에서 보편의학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집현전은 세종의 기획을 실천하는 최
전선으로 한국의 의학발전에 큰 기여를 이룩해낸 것이었다.

5. 맺음말

55)
56)
57)
58)

韓亨周, 1992, ｢조선 世宗代의 古制硏究에 對한 考察)｣ 𰡔歷史學報𰡕 136
𰡔文宗實錄𰡕 권12, 문종 2년 2월 20일 (갑신)
𰡔世宗實錄𰡕 권68,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여기서 𰡔향약집성방𰡕 편찬의 일원이었던 유효통이 빠진 것은 세종 22년 경주부윤 제수를 기피한 죄
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9) 𰡔世宗實錄𰡕 권63, 세종 16년 1월 10일 (무자)
60) 𰡔의방유취𰡕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에서 진행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안
상우‧김남일‧조정은, 2016, ｢동아시아 『醫方類聚』 연구의 회고와 전망｣ 𰡔인문학연구𰡕 3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 연구에 따르면 2016년까지 발표된 관련 저서와 논문은 총 126편에 달할 정도로 𰡔
의방유취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매우 크다.
61) 𰡔成宗實錄𰡕 권80, 성종 8년 5월 20일 (병술)
62) 𰡔의방유취𰡕의 편찬 전반과 성과에 대해서는 이경록, 2017, 𰡔국역 의방유취 1𰡕의 해제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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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의 정치적 판단과 배려에 힘입어 강력한 왕권을 확보한 세종은 개국 이래 계속해서 제
기되어 왔던 의료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개국의 원동력이
었던 신흥사대부들이 취했던 정치적 입장인 애민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의 효율성과 함
께 대민의료 자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글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은
중세적 지배체제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의료인들의 수준
을 향상시키는 일로 대안을 준비해 나갔다. 조선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수단인 향약의 이용을
확대하고, 조세체제와 연동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일 등은 시스템의 문제였다.
한편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다종의 의서를 편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고려 이래의
전통이었던 구급방류 의서를 보급하는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의서를 편찬하고 이를 교육‧보
급하는데 힘썼다.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향약으로만 구성된 𰡔향약집성방𰡕을 편찬할 때에
도, 자신의 친위세력이며 이후 정치를 주도할 차세대 학자들로 구성된 집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 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종의 의지는 특히 𰡔의방유취𰡕의 편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과거
의서들을 단순히 ‘분문유취’하는 편제라는 형식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총론이라는 항목을 새
롭게 마련하여, 의사들의 자질 제고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학습의 확대, 의서에 근거한 처방,
윤리의식 강화라는 의료계 전반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세종 때의 𰡔향약집성방𰡕과 𰡔의방유취𰡕는 단순히 의서의 편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료정책 전반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이 의도한 의학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려던 계획은 허준(許浚)의 𰡔동의보감(東醫寶鑑)𰡕에 이르러 만개하게 되
었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과 의료정책의 집행에 역할을 하였던 집현전은 조선이 처한 의료현
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의(醫)’의 길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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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 왕조의 世宗代(세종 재위 1418년～1450년)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측면에
서 왕조의 체제를 갖추고, 나아가 발전을 모색하던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
사적인 측면에서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세우고, 국왕과 관료들이 國政을 의논하면서 정책을 결
정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또한 경제적인 측면 특히
농업사적인 측면에서 世宗代는 貢法의 제정,2) 𰡔農事直說𰡕의 편찬,3) 測雨器의 발명,4) 曆法의
개선5)이라는 특기할 만한 업적을 중심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6)
世宗代에 이르러 조선왕조 체제유지의 골간인 農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이 재위하던 장기간에7) 걸쳐 수행된
여러 가지 農政에 관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測雨器 제작 등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
1) 崔承熙, 2002 𰡔朝鮮初期政治史硏究𰡕, 지식산업사, 137～207쪽.
2) 金泰永, 1983 𰡔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𰡕, 지식산업사; 李泰鎭, 1989 ｢제2장 世宗代의 農業 技術政
策｣ 𰡔朝鮮儒敎社會史論𰡕, 지식산업사.
3) 金容燮, 1984 ｢조선초기의 勸農政策｣ 𰡔동방학지𰡕 42; 金容燮, 2000 ｢世宗朝의 農業技術｣ 𰡔韓國中世
農業史硏究𰡕, 知識産業社; 金容燮, 1988 𰡔朝鮮後期農學史硏究𰡕, 一潮閣; 李泰鎭, 1989 ｢제2장 世宗
代의 農業 技術政策｣ 𰡔朝鮮儒敎社會史論𰡕, 지식산업사.
4) 李泰鎭, 1989 ｢제2장 世宗代의 農業 技術政策｣ 𰡔朝鮮儒敎社會史論𰡕, 지식산업사; 전상운, 1998 𰡔한
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𰡕, 연세대학교 출판부.
5) 전상운, 1998 𰡔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𰡕, 연세대학교 출판부.
6)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李光麟, 1961 𰡔李朝水利史硏究𰡕, 韓國硏究院; 李春寧, 1964 𰡔
李朝農業技術史𰡕, 韓國硏究院; 李景植, 1998 𰡔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𰡕 (Ⅱ), 지식산업사; 강제훈,
2002 𰡔朝鮮初期 田稅制度 硏究𰡕,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7) 世宗은 1418년 8월 太宗으로부터 禪位받은 이후 1450년 2월 죽을 때까지 31년 6개월 동안 재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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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 소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좀더 자세히 세종대
農政을 둘러싼 정책적인 모색과 실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선왕조에서 수행한 農政策이란,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제반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政策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표현한 용어
라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농업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조정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
하고, 만약의 경우 흉년(凶年)이 들게 되면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게 조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
적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 농정책을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정과 정리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世宗代 農政策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세종
대 농정책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여말선초 지방통치체제의 변동을 대략 정리하고
이어서 세종대 농정책의 전개를 살펴본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의 지방지
배방식의 내용이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는 곧 고려의 지방통치체제와 조선의 지방통치체제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지방사회,
향촌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방식, 통치체제의 변동은 곧바로 농정책에서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세종대 농정책의 정립은 농업기술을 정리 수록하여 農書를 편찬하는 것과 깊이 연결된
것이었다. 세종대 권농정책을 살핀 연구에 따르면 堤堰 등 수리시설 축조, 農書 편찬과 활용,
새로운 품종 보급 등이 바로 勸農의 일환으로 지목되었는데, 권농이라는 조정의 정책적인 모
색 속에 농서 편찬을 포함시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설명에 의거하더라도 농정
책의 시행과 농서 편찬은 뚜렷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농정책의 전개에 이어서 농
서 편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전개된 농서 편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農書를 활용한 한국사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한국사 이외의 여러 한국학 분야에서도 농서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학기술 분야 고전적 가운데 農書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여러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역사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농학 관련 고전적을 한국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성과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金容燮은 𰡔農事直說𰡕, 𰡔農家集成𰡕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조선 후기 水稻作 技術의 발달 양상을 移秧法의 보급, 稻麥 二毛作의 보급, 그리
고 水利 기술의 진전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는 18세기 말 正祖에게 올려진 應旨農書
를 분석하여 조선 후기 농업문제와 농촌지식인의 농업관을 제시하였다. 이후 그는 𰡔조선 후기
農學의 발달𰡕에서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에 편찬된 農書의 편찬 과정, 구성 내용 등을 분석하
여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에 편찬된 농서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학계에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민성기는 중국 고대의 旱地農法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여 조선시대의 農法을 연구하
였는데, 𰡔농사직설𰡕, 𰡔농가월령𰡕, 𰡔농가집성𰡕 등을 분석하였다. 그는 조선시대의 種麥法이 𰡔農
事直說𰡕 이래 畎種法이 일반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 旱田農法의 전개 根耕
중심에서 間種 중심으로 변하는 旱田 輪作農法의 전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8) 조선시대 중앙 정부와 지방 군현 단위에서 수행한 농업에 관련된 시책을 農政策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음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사를 얻은 것이다. 金容燮, 2000 ｢世宗朝의 農業技術｣ 𰡔韓國中世
農業史硏究𰡕, 知識産業社; 李泰鎭, 1984 ｢세종대의 농업기술정책｣ 𰡔세종조문화연구𰡕 2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李泰鎭, 1986 ｢세종대의 천문연구와 농업정책｣ 𰡔애산학보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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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태진은 農法의 변화를 전체적인 사회변동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방법에 의거
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고려시대 休閑農法에서 14세기 連作常耕農法으로
의 農法이 변화하는 과정을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고려말에 등장하였던 新興士族과 결부시켜
설명하면서 𰡔농사직설𰡕의 농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農書 편찬 흐름을 정리하여
官撰農書와 私撰農書를 구별하고 地域農書의 개념을 제시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農
書에 수록된 농업기술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농법의 발달 과정을 정리하였다.9)
한편 현대 農學에서 기초를 닦은 전문가 가운데 역사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農書의 내
용을 실제적으로 검증하고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농과대학에서 실제의 농작업
경험에 친숙하였던 연구자 가운데 한국 농업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성과를 제출
하였다. 이춘녕은 1965년에 𰡔李朝農業技術史𰡕를 펴냈는데, 한국사에서 농업기술의 주요한 흐
름을 정리한 것이었다. 또한 김영진은 조선시대의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
할 만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이호철은 𰡔농사직설𰡕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농업기
술, 농업경제사 전반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김영진은 개항기 이후
에 편찬된 30여 종의 농서에 주목하여 일본을 통한 서양 농학의 도입과정, 농서에 수록되어
있는 농업기술의 성격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10)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농서 편찬의 흐름과 특
색을 정리하여 농업기술의 전개과정을 살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농서 편찬 흐름을 살핀 연구를 바탕으로 세종대에 조선 농법의 정리 작
업이 수행된 배경 즉 세종대에 𰡔농사직설𰡕이 편찬된 배경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종이
𰡔농사직설𰡕을 편찬하도록 명령을 내린 이유 즉 𰡔농사직설𰡕 편찬 목적이 무엇인지 주요하게 살
펴보면서 𰡔농사직설𰡕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볼 것이다.

2.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세종대 농정책의 전개
1) 조선 초기 지방통치체제의 정비
고려말 조선초는 왕조의 교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다. 조선왕조의 건국을 전후
하여 사회 발전의 여러가지 양상이 전면에 나타났다. 고려사회가 안고 있던 사회모순을 극복
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등장한 새왕조는 토지제도, 수취체제, 지방통치
체제 등의 측면에서 개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조선왕조의 이러한 모색은 12
세기 이래 고려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온 민들의 성장과 고려사회
내부에서의 발전과 변동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말 조선초 지방사회의 변동은 조선왕조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방통치체제의 창출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왕조는 고려말 이후 사회변동과 향촌지배질서
의 변동에 따른 지방사회의 재편에 걸맞는 지방통치체제를 재편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러한 과제는 또한 지방사회 내부에서 지배세력의 재편이라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었다.
고려말 조선초 사회변동의 흐름은 향촌사회 내부에서도 정치적 변동과 맞물려 지배세력의

9) 염정섭, ｢조선시대 農書 편찬과 農法의 발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10) 김영진·이길섭, 2008 ｢개화기 농서의 편찬 배경과 편찬 동기｣ 𰡔농업사연구𰡕 제 7권 2호, 한국농업사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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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와 지배질서의 변화로 나타났다. 고려왕조에서 재지 지배세력으로 일정한 자치력을 행사
하였던 鄕吏집단이 분화하여 在地士族과 吏族으로 분화된 것이 그것이었다. 또한 사회 내부의
기본적인 질서를 담보하고 있던 조직으로 村落의 성장을 찾을 수 있다. 在地地主로 부상하고
있던 신흥사대부세력을 포함한 品官層이 등장하면서 구래의 향촌사회 지배질서를 변동시켰다.
이와 같은 향촌지배질서의 변동은 결국 조선왕조의 새로운 중앙 정치세력으로 신흥사대부세력
이 등장하여 중앙집권적 지방지배구조로의 재편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고려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이른바 신흥사대부세력은 공민왕대(1352-1374)에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공민왕대 신흥세력의 정치활동은 친원세력의 배제와 전·민 문
제에서의 弊政의 개혁이 주된 것이었다.11) 이들은 결국 조선왕조를 개창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를 추구하였다.
국가의 지방통치체제라는 관점에서 鄕·所·部曲과 같은 특수행정지역의 소멸은 고려말 조선
초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하나였다. 향·부곡의 주민은 일반 군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
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적 수취체계에서 차별을 받았고, 특수한 행정단위로 취
급되어 천인시되었다. 이들 향·소·부곡의 소멸은 국가의 구성원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려는 목표
와 관련된 것이었다.12)
지방통치제도의 면에서 농업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고려초·중기에 勸農
의 임무는 按廉使나 監倉使(양계 5도)가 겸하고 있었다.13) 그런데 조선은 모든 주부군현에 매
1面마다 在鄕의 한량품관으로서 勸農官을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14) 뿐만 아니라 지방관
의 임무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고려시대 지방관의 임무 여섯가지에는 唐의 刺使 六條에 근거
한 것으로 농업에 관한 것이 들어 있지 않았다.15) 그런데 조선의 守令七事는 農桑盛을 첫번
째로 내세우고 있었다.16) 고려시대에는 결국 휴한법의 제약 아래 농업발전의 특별한 전망이
달리 없는 가운데, 농경에 관한 것이 일체 각 지방의 鄕吏들에게 거의 맡겨지고, 중앙정부로
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었다.17)
고려말 조선초의 시기를 거치면서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 고려
전기 이래 郡縣制와 部曲制의 복합적 영역구성에 기초한 군현체제 하에서 국가는 향리층을
중심으로 편성된 향촌사회 운영질서를 인정하고 이러한 향리 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질서를 매
개로 민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향촌사회 통치방식은 고려 중·후기
이래 변화되었다. 국가의 향촌사회 통치방식 변화를 초래한 배경은 우선 속현 및 수취체제 운
영상의 차별이 가해진 부곡제 지역에 대한 수탈이 가중되고, 중앙 대귀족이 향촌사회에 대한
침탈이 강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향촌사회에 대한 침탈의 강화 추세에 향리
등 기존 재지 토호세력들도 편승해 기존의 자신들의 지배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민에 대
한 수탈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의 유망이 격화되고 일부 良人들은 私民化되어 국가
11) 공민왕대의 정치활동과 같은 성질의 것이 충선왕대(1309-1313) 詞林院, 충목왕대(1344-1348)의 정
치도감을 중심으로 반원적인 입장에서 개혁정치가 꾀해졋음을 감안한다면 고려말 조선초의 사회변동
기의 상한을 13세기말 14세기초로 잡을 수 있다(이태진 109).
12) 李樹健, 1984 𰡔한국중세사회사연구𰡕, 일조각.
13) 𰡔고려사𰡕 권 76 식화지 권농조 “나중에 권농사를 따로 두었으나 충렬왕 13년 ‘傷民’의 폐단이 많아
다시 이전대로 돌리게 되었다”
14) 태조실록 권 8 태조 4년 7월 신유 : 성종실록 권 245 성종 21년 윤9월 갑신
15) 현종 9년의 新定의 ‘諸州府員 奉行六條’ 察民庶疾苦, 察黑綏長吏能否, 察盜賊姦猾 察民犯禁 察民孝
悌廉潔 察吏錢穀散失(𰡔고려사𰡕 권 75 선거 3 銓注凡選用守令)
16) 𰡔經國大典𰡕 吏典 考課條 “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姦猾息”
17) 이태진, 1989 𰡔조선유교사회사론𰡕, 지식산업사,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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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 수취기반이 감소되는 등 기존의 향촌사회 운영질서의 자치적 성격이 크게 변질되고
있었다.
국가의 향촌사회 통치방식은 이러한 향촌사회 지배질서의 수탈적 성격 강화와 관련하여 변
화하였다. 국가는 먼저 속현 및 부곡제 지역을 정리하여 군현제로 재편하고, 외관제를 정비하
여 군현제하의 민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면서 이들 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추구하였다.
고려말 조선초 향촌사회의 변동은 향촌지배세력의 범위에서도 나타났다. 고려 전기 이래 재
지지주로서 자치권을 누리던 향리층은 고려 후·말기의 사회변동에서 과거와 첨설직 등을 통해
관인 혹은 이에 준하는 품관으로 그 지위를 대거 상승시켜 갔다. 14세기에는 지방 중소지주들
이 과거나 군공을 통해 중앙관인으로의 진출 기회를 대폭적으로 누렸다. 고려 중기까지도 지
방 중소지주들은 대개 지방행정의 실무에 종사하는 향리의 신분이었으나, 말기에 이와 같이
중앙관인으로 진출함에 따라 그러한 신분적 제약도 자연히 해소되어 갔다. 이렇게 신분을 향
상시킨 새로운 정치세력은 흔히 신흥사족, 신흥사대부세력으로 일컫어 진다.
고려말 신흥사대부세력의 등장과 지방사회의 재지품관층의 대두는 양자간의 향촌질서 재확
립 방안의 대립을 가져왔다. 조선왕조의 개창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즈음하여 조선왕조의 개창
에 참여한 세력과 여기에서 소외되어 재지세혁화한 세력 사이에 항촌사회질서 재확립방향에
대한 상호갈등관계가 야기된 것이다. 즉 조선 건국을 전후해서 국가에 의해 일관적으로 추진
된 중앙집권적 향촌질서 확립정책과, 재지품관세력이 기존의 토호적 기반을 토대로 자치적인
향촌질서를 창출하려 했던 일련의 시도사이에 필연적인 마찰이 나타나게 되었다.18)
한편 향촌사회 내부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자연촌의 성장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개
별적인 촌락이 자연촌으로 성장하면서 향촌사회질서가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즉 고려말기로
부터 성장한 모든 자연촌에 里란 단위명칭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고려후기 이후에는 지역촌
아래에 있던 자연촌들이 꾸준히 성장하여 촌락구조도 변한다. 麗末에 자연촌의 단위 명칭으로
서 ‘里’가 새로이 등장함은 그동안 자연촌들이 자기성장을 보아 독자성을 가지게 된 것을 의
미한다. 또한 香徒라 일컬어지는 일종의 신앙공동체의 조직이 또한 자연촌, 곧 里의 수호신에
대한 祀神행위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촌 중심의 지방사회 구성의 변화는
이전 시기의 상황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고려 초·중기에는 자연촌보다도 자연촌을 여러개 묶은 지역촌이 지방사회의 구성에서 단위
성을 더 강하게 지녔다. 이 지역촌은 고유한 村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려시기의 군현제
운영에서 군현의 중심기구인 郡司·縣司에 모여 집단적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구성원인 鄕吏들
은 대개 이 지역촌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즉 고려전기 향촌사회의 구조는 대체로
개별 자연촌이 각기의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수개의 자연촌을
묶은 지역촌 중심이었으며, 그 지역촌 수개로서 하나의 郡 또는 縣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군
현은 각 지역촌을 대표하는 대소의 長吏들이 모여 최고위의 長吏인 戶長을 중심으로 통치체
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醴泉에서 擧郡的인 규모에 이르는 香徒가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
한 사회체제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말에 이르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감퇴하고
또 촌락구조도 달라짐에 따라 촌락공동체로서의 香徒의 성격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또한 신앙공동체로서의 香徒가 고려 초·중기에는 대단위 지역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
었다. 고려 초·중기의 香徒 사례 가운데는 지역촌 단위를 넘어서 군현단위에 이를 정도로 대
규모적인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여말선초에도 향도란 단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 향도는 淫祀에서 祀神을 함께하는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 달리 지칭되고 있었
18) 오종록·박진우, 1990 ｢고려말 조선초 향촌사회질서의 재편｣ 𰡔역사와현실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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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淫祀의 神堂은 획일적인 里社로의 대치가 주장될 정도로 각 향리에서 촌락의 구심적인 역
할을 하고 있었다. 태종 14년 충청도 도관찰사 許遲가 淫祀를 없애는 방법으로 중국의 里社
法 도입을 주장할 때 40호 혹은 50호마다 一社를 세워 제사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본
래 중국의 里社가 100호를 단위로 하는 것인데도 40～50호 정도를 단위로 잡은 것은 당시의
淫祀의 神堂이 평균 40～50호 정도의 촌락 즉 자연촌마다 세워져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고 하겠다. 즉 여말선초의 격변기에 있어서 香徒란 명칭은 존속하나, 그것이 이제 불교와 직
접적인 관련을 상실하고 자연촌(里)마다 가지는 각기의 수호신에 대한 祀神단체의 명칭으로
바뀐 것이었다. 향도 조직의 공동체적인 유대는 첫째 男女少長이 차례로 앉아 共飮한다는 점,
둘째 同徒人 중에 喪葬의 일이 생겼을 대 함께 참석하는 보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香徒가 同里人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초기 향도의 인원
은 규모가 작은 경우 7～9 명, 큰 경우 100 여명이나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19)
여말선초의 祀神香徒가 自然村 즉 里를 단위로 한다는 점은 촌락공동체 규모의 축소를 말
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촌명을 따로 가질 정도가 되지 못하던 자연촌이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그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사회 구성의 기본적인 단위가 자연촌 단위로 좁혀지기는 하였지만, 재
지지배세력의 향촌지배라는 점에서는 군현단위라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점차 자연촌 규모의 향촌자치질서의 확립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지
배질서 확립의 단위 규모가 축소된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발전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중앙집권력의 강화가 초래한 지방자치적인 요소의 축소에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체
제는 왕권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신유학인 성리학보다는 한당유학의 왕
도정치론에서 왕권 절대화의 이론적 기반을 찾아내었다.20) 중앙집권체제의 중추로서 절대권을
추구해간 왕권은 지방관 제도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곧 국가의 지방지배체제를 강력하게
재편하려는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지방지배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면서 농업문제를 ‘農桑은 王政의 근본이며, 學
校는 風化의 源泉이라’고 하듯이 통치의 근본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체제를 강
화시켜 농정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정과 관련하여 지방관의 소임으로 農桑이
크게 강조되었다. 새왕조에서 지방관인 수령이 해야 할 일로서 일곱가지가 내세워져 考課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중에서 農桑盛이 첫째 사항이었다. 새왕조에서는 지방관의 所任으로 농
정을 부과시키는 한편으로, 각 지방의 유력자들을 勸農官으로 삼아 수령을 돕게 하기도 하였
다. 특 태조 4년에 각급 주부군현으로 하여금 각 鄕의 한량품관 중 廉幹한 자를 권농관으로
뽑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것이 𰡔경국대전𰡕에서는 ‘매 일면마다 권농관을 두도록 한
다’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 왕조초기에서 한량품관이란 곧 양반신분으로서 현직에 종사하지
않고 지방에 머물러 있는 부류였다.
지방 有志·有力者를 권농관으로 차정한 것은 앞의 수령칠사와 함께 농정이 이 시기에 새로
운 시대적 과제로 주력된 것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고려시대에도 권농의 임무를 가지는
존재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에서의 권농사는 도 단위의 직임으로 按廉使나 監倉使의 兼
19) 𰡔大東野乘𰡕 卷之二, 𰡔慵齋叢話𰡕 卷之八
20) 한당유학에서는 왕만이 天道를 알 수 있고, 인간세상에 구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王道
政治란 바로 그러한 天道 구현의 정치였다. 한당유학은 이와 같이 왕권의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그것
을 견제하는 대책으로는 天災異變을 王政의 책임으로 돌리었다. 새 왕조 초기의 왕권 절대화의 이론
적 받침은 바로 이러한 한당유학의 왕도정치론에서 구해진 것이었다.(이태진 유교사회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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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였다.21)
한편 15세기 초반 세종대 무렵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사회 지배장치로서 정비된 모습의 면리
제 형태가 등장하였다. 앞서 面과 里의 용어는 여말부터 𰡔高麗史𰡕와 초기 實錄에 드문드문 나
타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조선왕조 초기의 일이며 법전상에 구체화된 것은 𰡔
經國大典𰡕에 등재되면서 부터이다.22) 면리제가 정착되기 전인 여말선초에는 主邑 관내에 直
村과 任內가 병렬해 있었고, 임내에는 다시 屬縣과 鄕所部曲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할구역의 크기가 상이하였던 속현 및 속현과 동일한 취급을 받던 향소부곡 중에는 많은 里
와 村을 보유하고 있던 것과 그렇지 못하고 임내 자체가 하나의 里와 村에 불과한 것들이 있
었다. 또한 直村에는 이른바 自然村과 地域村이 구별지워졌고, 다시 村·里·面이 혼용되고 있
었다. 이후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군현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면서 주부군현이 각기 邑
治를 중심으로 동서남북면과 같이 몇개의 방향으로 面을 나누고 이러한 면 밑에 里洞村의 자
연촌이 부속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면리제 하의 조선초기 군현의 하부행정 조직체계를 보면 먼저 군현의 관내는 크게 邑治·直
村 및 任內로 구분되며, 直村에는 다시 방위명을 가진 面이나 村이 있고, 그 다음에 里·社와
같은 연합촌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연촌이 병열해 있는 구조였다. 한편 면리제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향리 대신에 士族 또는 良民 출신의 勸農官 내지 監考·里正이 면리 단위의 행정업무
를 담당하게 되었다.23) 권농관, 감고, 이정과 같은 면리제 운영담당층이 등장한 것은 고려왕조
시기 실질적인 군현통치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鄕吏가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의 결과 군현
의 하부조직인 面里에서 조차도 새로 대두한 勸農·里正들에게 밀려나 다만 지방관부의 行政使
役人으로 전락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지방행정 담당층의 변화는
조선초기 지방통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자연촌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촌락편제를 적용하려는 일련의 시책들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자연촌 단위의 개별적인 파악을
통해 국각 수취체제를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촌의 개체성이 부각되는 것과 병행해서, 국
가의 집권력이 성장하면서 일원적인 기준에 의해 촌락을 견제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초기 촌락의 실제 존재양상을 보면 里社制 실시 주장에서는 평균 4·50호를 하나의 里
즉 자연촌으로 파악하고 있고, 세종 21년 11월 의창제 운영의 개선하자는 주장에서는 25가를
하나의 자연촌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일반지역의 경우 촌락발달정도나 민호의 분포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국가가 촌락에 대한 지배력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에서 획일적 기준에 입각
한 里의 편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𰡔경상도지리지𰡕, 𰡔세종실록지리지𰡕 𰡔조선왕조실록𰡕의
기사에서 面里편제의 例를 보면 邑格의 高下나 邑의 규모를 막론하고 남도지방과 양계지방에
걸쳐 거의 전국적으로 성립되어 나갔음을 보여준다. 面의 편제는 각관마다 邑治를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동서남북 4개의 面(村)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方位面체제였다. 촌과 더불어 촌락
지배의 상급단위인 面의 용례는 實錄에서는 태종대부터 확인됨. 이후 경지에서는 村으로만 표
기되다가 實地에 와서는 같은 지역의 명칭도 면과 촌이 혼용되고 있음을 보아 대체로 세종대
를 전후해서 면이라는 단위명칭이 정착되었던 것이다.
里의 편제는 山·川·谷·坪·浦·串·坊·村·洞·社 등의 촌락 발달지역 즉 자연촌을 포괄하는 것이
21) 이태진, 1989 𰡔조선유교사회사론𰡕, 지식산업사, 37-40쪽.
22) 𰡔經國大典𰡕 권 2, 戶典 戶籍조항을 보면 “京外는 5戶를 1統, 5統을 1里로 하고, 몇개의 里를 합쳐
1面을 만들고 統에는 統主, 里에는 里正, 面에는 勸農官을 각각 둔다”라고 되어 있다.
23) 李樹健, 1984 𰡔한국중세사회사연구𰡕, 일조각, 398-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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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 내부에 다시 소규모 취락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面里의 戶數나 규모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里의 규모는 남도지방의 경우 10호 미만에서부터 100여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대개 20호에서 50호 정도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안·함
길도지방의 경우도 里의 규모에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0호에서 50호의 규모로 나타
나고 있다. 15세기 중반에 勸農官은 대개 4면에 각 면마다 1명씩 모두 4명이 있었고, 里正(里
長)과 (里)方別監은 각 里마다 1명씩 모두 2명이 있었다.
조선왕조가 개창한 이후 태종대에 군현제도의 본격적인 정비작업이 실시되었다. 즉 이원적
인 고려의 道制를 일원적인 八道體制로 개정하고,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군현체계를 명실상부
한 행정구획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屬縣과 鄕所部曲 등 任內의 정리, 小縣의 병합, 군현명호
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종래의 ‘秩卑人微’한 監務를 士流출신의 縣監으로
대치하고 수령의 직급을 올리고 久任法과 部民告訴禁止法을 실시하는 등 외관의 권한을 강화
하였으며, 종래 군현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鄕吏를 점차 지방관서의 行政使役人으로
격하시키는 등 일련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강화책이 실시되었다.24) 조선초기 태종대의 군
현제 정비를 통해 屬縣과 향소부곡이 전면적으로 개편 내지 정리되었다. 그러나 아직 面里制
가 전국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지역에 따라 任內와 直村이 병열해 있는가 하면 小縣병합책
이 끝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아직 越境地(飛地)가 광범하게 존속되고 있었다. 또 군현통치
에 있어서 이른바 ‘土姓吏民’·‘留鄕品官’과 같은 在地勢力의 작용이 컸다는 사실 등은 당시 군
현제 정비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25)
고려의 五道兩界體制는 威化島回軍(1388년) 이후 李成桂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점
차 新王朝의 八道制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우왕 14년 1388년 이후 세조 12년 조선왕조의
監司직제가 확정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감사의 직제가 빈번한 개혁을 거듭한 것은 신왕조의
초창기에 있어서 道制의 정착을 위한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었다.26) 이때 지방의 군사·행정·사
법 및 수령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와는 별도로 分臺·行臺監察 또는 敬差官·察訪을 수
시로 각 도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초에 아직 도제와 감사->수령의 체계적인
행정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데서 중앙정부는 지방을 염려하여 부정기적인 감찰·감독관을 파견
하였던 것이다.
조선초기 국가적인 對鄕吏施策은 토호적인 향리로서 중앙집권화에 1차적인 방해가 되었던
원악향리를 철저히 색출·응징하고 열읍간의 향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향리가 토착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선초기 지방통치의 특징은 고려조와 조
선후기 사이에 놓인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士族主導의 地方支配體制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한 추세는 결국 군주->감사->수령으로 체계화된 官治行政면과 경재소->
유향소->면·이임으로 이어지는 士族中心의 自治的인 계통 및 상계리·경저리, 영리, 읍리를 연
결한 行政實務的인 鄕吏系列 이 3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지방통치가 수행되
어 나갔던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자연촌의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촌락지배의 하급단위로 설정된 里의 단위성이
먼저 부각되었다. 이렇게 里의 단위성이나 기능이 부각되면서 방위면의 경우도 영역적인 측면
24) 李樹健, 1984 𰡔한국중세사회사연구𰡕 355쪽
25) 李樹健, 1984 𰡔한국중세사회사연구𰡕 356쪽
26) 태종조에 팔도체제가 확립되면서 계수관 邑名 위주의 道名이 정착되었다. 고려말부터 감사는 도내의
민생·풍속·守令의 治政 등을 관찰하여 그 근무성적을 평가·출척하는 동시에 도내의 창고감독, 住民安
集, 租稅·貢物의 수송, 勸農과 敎學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형옥과 군사문제는 국왕 또는 중앙정부에
稟伸하여 처리하는 직임을 갖게 되었다(이수건, 1984 𰡔한국중세사회사연구𰡕 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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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단위성 및 기능이 부각되어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이미 세종 10년 5월
호조가 상정한 准戶口式에는 한성부의 경우 部-坊-里, 外方 각 官의 경우 面-里의 기재양식
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조대 號牌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事目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𰡔경국대전𰡕 단계에 이르면 5戶를 1統으로 해서 統主를 두고, 5統을
1里로 하여 里正을 두며 매 面에 勸農官을 두는 체제가 하나의 定例로서 원칙화되고, 統主
-->里正-->勸農官-->守令으로 이어지는 면리제의 운영체계 속에서 촌락교화와 촌락통제, 수
취체제 운영 등과 관련해서 수령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군현 하부촌락에 대한 지배력이 구
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2) 세종대 농정책의 전개27)
세종은 民本과 爲民에 바탕을 둔 對民意識을 표방하면서,28) 농업의 위치에 대해서 나름대
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1444년(세종 26년)에 반포한 ｢勸農敎書｣에서 세종은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農業은 衣食의 근원이고, 王政에서 먼저 해
야할 바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농업의 근원성을 지적하였다.29) 세종대에 시행된 農政策은 農業
이 王政의 근본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30)
世宗代에 수행된 農政策 가운데 勸農은 크게 살펴보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農本을 이념적, 그리고 원리적으로 표방하는 것이었는데, 農事 勸獎 즉 가장 일차적인
勸農이었다. 다른 하나는 농사 권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현실화시키게 만드는 여건
의 조성 즉 農業의 獎勵였다. 전자는 외면으로 보면 국왕이나 신하들의 農本 의식 고취로 나
타나지만 실제로는 모든 통치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철되는 것이었다. 특히 牧民官인 守令과
監司에게 農桑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후자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堤堰 등 수리시설 축조, 農書 편찬과 활용, 새로운 품종 보급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세종대 농정책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지방통치체제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던 監司와 守令이었다. 조선왕조는 지방지배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면서 농업문제를 ‘農桑
은 王政의 근본이며, 學校는 風化의 源泉이라’고 하듯이 통치의 근본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켜 농정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지방관의 소임으로 農桑
이 크게 강조되었다.31)
세종은 勸農의 사무를 수령에게 勸課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가운
데 ｢勸農敎｣의 반포를 들 수 있다. 1444년 하교한 ｢勸農敎｣는 河緯地(1387～1456)가 代撰한
것인데,32) 감사와 수령에게 농가에서 適時에 농사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권장하라고
27) 세종대 농정책에 대한 서술은 다음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廉定燮, 2003 ｢세종대(世宗代) 농
정책(農政策)의 전개와 의의｣ 𰡔애산학보𰡕 29, 애산학회.
28) 崔承熙, 2002 𰡔朝鮮初期政治史硏究𰡕, 지식산업사, 209～270쪽.
29) 申洬, 𰡔農家集成𰡕 世宗 勸農敎文;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農者 衣食之源 而王政之先也.
30) 各道에 𰡔農事直說𰡕을 반포하면서 世宗은 농사짓기가 王政의 근본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𰡔世宗實錄
𰡕 권47, 세종 12년 2월 乙酉 <3-216>).
31) 조선왕조에서 지방관인 守令이 해야 할 일로서 일곱 가지<守令七事>가 내세워져 考課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 農桑盛이 첫째 사항이었다(李泰鎭, 1989 𰡔朝鮮儒敎社會史論𰡕, 지식산업사, 39
쪽).
32) 河緯地, 𰡔丹溪遺稿𰡕, ｢勸農敎書｣(𰡔韓國文集叢刊𰡕 8,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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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하는 내용이었다.33)
외방의 守令을 보좌하는 勸農34)과 監考 등의 직임은 바로 현실적으로 가장 실제 농민의 농
사일에 밀착해서 農政을 수행하는 자리였다.35) 본래 農務를 감독하는 것은 勸農에게 맡겨진
것이었지만,36) 수령은 監考를 차정하여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위임하고 하였다.37) 그렇기
때문에 守令은 勸農과 監考를 差定하는 데 가능하면 성실하고 유식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종
용받았다.38) 수령의 실제 勸農은 실제로 국왕에게 下直 인사를 올리는 辭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世宗을 비롯한 조선의 국왕은 辭朝하는 守令과 監司를 引見하여 ‘農桑에 힘쓰고,
還上를 제대로 하라’고 당부하는 일을 잊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世宗代 勸農 가운데 농업 장려의 측면을 살펴보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해주기 위해서 堤堰 등 수리시설 축조, 農書 편찬과 활용, 새로운 품종 보급 등 농업의 장
려도 수행되었다. 또한 農地의 절대면적을 확대하는 開墾은 언제나 권장되고 장려되는 것이었
다.39) 勸農의 구체적인 양상은 새로운 곡물을 보급하는 차원으로도 이어졌다. 새로운 품종의
보급을 통해서 농사를 장려하는데 籍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농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새로
운 작물을 보급하여 경작을 권장하는 가운데, 양계 지역을 대상으로 木綿 경작을 권장하였다.
조선초기 외방에 파견된 守令은 勸農과 荒政, 그리고 監農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활약하였
다. 지방의 목민관은 監農을 실행하여, 실제의 농사일이 시작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
후조건 속에서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나고, 농민들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適
時에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리하여 장차 수확이 어떻게 나타날지 農形을 파악하
고, 雨澤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책무를 다하였다. 결국 한 해의 農事를 판정하는 것이 재해를
일으키는 자연의 힘이라면, 결국 재해의 유무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잘 보고 또 잘 살피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수령 監農의 구체적인 모습은 ‘及時’로 표출되었다.40) 𰡔續戶典𰡕 勸農條에 “각 고을 수령은
播種, 除草, 秋收 등의 일을 제때에 살펴서 시기를 놓치지 말아 곡식에 해가 없도록 하고, 능
히 살피지 못하는 자는 律에 의하여 論罪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조목은 及時의 중
요성을 수령에게 엄중하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耕種 작업에 들어갈 種糧이 부족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조정에서 해당 지역에 창고의 곡식을 대여해주며 耕種을 장려하면서 관원이 돌아다
니면서 형편을 살피게 하였다.41)
관찰사가 올린 農形 보고 가운데 1445년 10월 경상도 都觀察使 李季疄의 上書에서 상세한
농형 보고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계린은 7월 이후 도내의 군현을 돌아보고, 33개 州縣
의 農作이 재해를 입었다고 보고하면서 조세의 減免을 요청하였다. 이때 이계린이 올린 보고
는 水田의 경우 播種 상황, 立苗 실상, 出穗 여부 등을 살펴보고, 旱田의 경우도 포기의 稠密
33)
34)
35)
36)

𰡔世宗實錄𰡕 권105, 세종 26년 7월 壬寅 (4-579).
박진우, 1988 ｢조선초기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𰡔韓國史論𰡕 20, 서울대 국사학과.
𰡔經國大典𰡕에 ‘每 一面마다 勸農官을 두도록 한다’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었다.
李泰鎭에 따르면 고려에서의 勸農使는 道 단위의 직임으로 按廉使나 監倉使의 兼務였다(李泰鎭,
1989 𰡔朝鮮儒敎社會史論𰡕, 지식산업사, 40쪽).
37) 𰡔世宗實錄𰡕 권89, 세종 22년 5월 戊午 (4-287).
38) 𰡔世宗實錄𰡕 권86, 세종 21년 7월 丁卯 (4-228)..
39) 조선초기 農地 開墾, 北方 開拓 등에 대해서는 다음 책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李景植, 1998
𰡔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𰡕 (Ⅱ), 지식산업사.
40) 이태진은 及時의 중요성 때문에 天文 曆數에 대한 탐구가 고조되었다고 설명하였다(李泰鎭, 1990 𰡔
朝鮮儒敎社會史論𰡕, 知識産業社, 44～45쪽).
41) 𰡔世宗實錄𰡕 권115, 세종 29년 3월 甲申 (5-10). 種糧 분급은 뒤에서 살필 荒政의 일환이기도 하다
는 점에서 監農과 荒政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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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霜災 여부 등을 조사하여 재해 정도를 파악한 것이었다.42)
우택을 보고한 수치들과 우택의 정도에 대한 정보는 최종적으로 국왕인 세종에게 도달되었
다. 1449년 6월 세종이 언급한 바를 보면 당시까지 내린 雨量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移御
를 단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은 “금년 2월에 비가 많았는데, 3월, 4월에는 비가 적었고,
端午에 비가 왔으나 땅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 달(6월) 초7일에 이르러 비로소 비가
왔으나 소낙비이어서 흙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守令과 監司들이
올리는 雨澤 보고를 취합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43)
監農 즉 農作 독려와 農形 파악이라는 과정은 농사 감독의 긴밀함과 농형 파악의 일상성이
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세종대 농정책 가운데 監農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농사를 권장하는 勸農과 밀접하게 연관
된 측면인데, 실제의 농사일이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農民의 농업생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태로운 안정성을 국가
적인 차원에서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貢法의 수립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農形의 파악이야말로 균평한 田稅
를 부과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農政 방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점이다. 貢法의 年分 九等 방식은 너무나 쉽사리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上上
年과 下下年 사이에 5배에 가까운 稅額의 차이를 두고, 보다 정밀하게 年分을 구하려고 하였
던 노력들은 균평한 전세 부과에 가까이 도달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농업에서 가뭄, 큰물 등의 재해는 특별하게 특정한 해에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거의 매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日常이었다. 자연 재해의 일상적인 발생은 필연적으로
조선왕조의 농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는 荒政의 일반적 수행이라는 대응을 도출시켰다. 세종대
의 농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荒政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차적으로 흉년을 막기
위한, 또한 흉년에 대비하는 행위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흉년이 실제
로 닥쳤을 때 이를 이겨내는 방책의 측면을 더불어 갖고 있다.
우선 가뭄 등의 자연 재해에 대해서 天心이 警戒를 내린 것으로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44) 사람과 하늘 사이에는 感應이 있다는 주장, 즉 天人感應論에 의거하여 하늘이
재해를 내려 논밭의 곡식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경계라
는 해석이었다.
가뭄의 원인을 天心과 天理에서 찾게 되면 그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하늘에 호소하
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이었다. 가뭄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세종은 求言 敎旨를 반포하여
잘못된 政事를 바로잡을 妙策을 신하로부터 얻고자 하였다.45) 구황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 준
비 작업을 위해서 作況 등을 파악하는 踏驗을 朝官을 파견하여 수행하였다. 흉년이 확실하거
나 그 의심이 짙어지게 되었을 때 조정에서 시행하는 대책의 첫 자리는 물론 飢民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차지하겠지만, 飢民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방책이 병행되었는데, 그 가운
데 하나가 賦稅의 減免이었다.
구황은 본질적으로 飢民을 구제하기 위해 곡물을 나누어주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에는 賑濟場을 설치하여 기민에게 먹을 것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의창곡을 활용하여 還
42)
43)
44)
45)

𰡔世宗實錄𰡕
𰡔世宗實錄𰡕
𰡔世宗實錄𰡕
𰡔世宗實錄𰡕

권110, 세종 27년 10월 癸丑 (4-641).
권124, 세종 31년 6월 丙寅 (5-135).
권61, 세종 15년 7월 丁丑 (3-496).
권101, 세종 25년 7월 辛酉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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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를 분급하는 두 개의 경로가 있었다. 먼저 진제장은 대개 凶年이 든 해 다음해 正月부터 설
치되어 兩麥이 성숙할 때까지 운영되었다. 漢城府에도 진제장이 설치되었는데, 대개는 普濟
院, 洪濟院, 梨太院 등에 만들어지는 것이 상례였다.46) 外方의 진제장은 흉년이 닥친 고을 단
위로 설치되었지만,47) 흉년을 모면한 이웃 고을이 흉년에 빠진 다른 고을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을과 고을의 경계선상에 진제장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義倉을 통한 還上의 분급으로 飢民을 구제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고, 또한 대
단히 중요한 政事로 취급되었다.48) 의창을 통한 救荒의 실제는 결국 種糧 즉 種子와 糧食의
분급이었다. 種糧의 분급 가운데 종자용 곡물은 벼를 비롯하여 콩, 보리, 밀 등 水田과 旱田
에서 경작하는 곡물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代播에 이용하는 메밀 등 각종 작물이
모두 해당되었다. 국가의 종량 지급이 실상 농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조정의 穀種과 糧穀 분급을 일방적인 국가의 시혜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상호부조
와 상호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義倉이란 公私의 경계선상에서 움직
이는 그렇지만 좀더 국가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구휼 장치였다. 이에 비해 16세기로 넘
어가면 좀더 私的인 救濟 장치가 많이 동원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救荒의 실제
수행 과정에서 還上의 분급과 별도로 논의된 방책이 있었는데, 바로 곡물을 군현 사이에 또는
도 사이에 移轉하거나 飢民의 일시적인 移住를 허용하는 방안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세종대의 荒政은 흉년을 방비하기 위한 특히 가뭄을 극복하기 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하여, 실제 흉년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르고 있었다. 또한 救荒의 본질적인 내용이 賑濟
의 실시, 의창곡의 還上 분급, 곡물 이전과 기민 이주 허용 등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荒政의 의의는 결국 種糧의 분급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농민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農民의 소출을 官에서 일시 보관하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국가와 농민이 서로 상호보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농법의 정리와 𰡔농사직설𰡕 편찬
1) 세종대 조선 농법의 정리
세종대에 이르러 조선 농법의 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려시대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前史를 따져보아야 한다. 즉 고려시대와 태종대에 당시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던 農法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이 있었는지 有無,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 흔적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려시기에 농업생산을 담당한 농민들이 실제 농작업에 어떠한 農法, 농업기술을 활용하였
는지 이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49) 고려후기에 이르면 播種, 施肥, 除草, 灌漑 등의
기술적인 측면을 알려주는 史料들이 보이지만, 이전 시기의 경우 변변한 사료가 보이지 않아
46)
47)
48)
49)

𰡔世宗實錄𰡕 권105, 세종 26년 윤7월 丁亥 (4-575).
𰡔世宗實錄𰡕 권98, 세종 24년 10월 壬寅 (4-441).
金勳埴, 1993 ｢朝鮮初期 義倉制度硏究｣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고려시대 농서 활용과 관련된 설명은 다음 글에 의거하였다. 염정섭, 2014 ｢고려의 중국 農書·曆書·
擇日書의 도입과 ｢吉凶逐月橫看 木板｣의 성격｣ 𰡔한국중세사연구𰡕 38호, 73∼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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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의 많은 부분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기의 농업기술을 정리
한 農書가 편찬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래전에 金容燮은 고려시대
에 중국에서의 편찬된 農書들이 고려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50) 그리고 다른 많은
연구자들도 중국 농서의 고려 도입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에서 편찬된 농서들이 고려에
들어와 활용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에서 편찬된 𰡔氾勝之書𰡕, 𰡔四民月令𰡕, 𰡔齊民要術𰡕, 𰡔四時纂要𰡕, 𰡔農桑輯要𰡕 등 여러 농
서가 고려에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金庠基는 宋代 高麗本 유통에 대하여 정리
한 논문에서 중국 농서가 고려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51) 그런데 𰡔범승지서𰡕 등
여러 중국 농서가 華北地域의 농업기술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에 중국 화북한전
농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 하지만 𰡔제민요술𰡕과 𰡔농상집요𰡕 등의
農書에 淮河 유역에서의 水稻 재배법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𰡔제민요술𰡕 자체가 화북지역의
농업기술만 정리한 농서로 보기 어렵다.
한편 11세기 후반 고려에 들어와 있던 宋의 서적 목록에서 중국 農書, 曆書 등이 유입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91년(宣宗 8)에 李資義가 使臣으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송
에서 요구한 求書目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목록 속에 고려에 들어와 있던 중국 농서, 역서제
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자의는 송나라 哲宗이 고려에 好本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면서, 求書
目錄을 작성해서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자의는 철종의 말을 전하기를 “卷第가 부족
한 것이라면 반드시 傳寫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였다고 하였다.52) 철종이 만들어 보낸 求書目
錄에서 漢代 氾勝之가 지은 𰡔氾勝之書𰡕, 그리고 𰡔大衍曆𰡕이 들어 있었다.53)
송의 求書目錄에 보이는 大衍曆은 唐에서 729年(開元 9)부터 761年 까지 사용하던 曆書였
다. 중국 당나라의 승려 一行이 玄宗의 명을 받아 만든 역법이다. 대연력이란 이름은 𰡔周易𰡕
의 大衍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721년(開元 9) 이래 당시 사용하던 麟德曆에 의한 일식예
보가 틀렸기 때문에 改曆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一行이 현종의 칙명을 받아 신력
을 편찬한 것이었다.54)
그리고 𰡔氾勝之書𰡕55)는 氾勝之가 지은 농서인데, 범승지는 成帝(B.C.33～7) 때 議郞을 지냈
으며, 三輔 지역에서 種麥을 감독한 경력이 있었다.56) 三輔지역은 漢 武帝가 장안을 중심으로
부근 지역을 3구역으로 나누면서 만들어진 곳으로 漢의 중심지역이었다. 또한 이곳은 漢의 농
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고 重農의 중심지역이었다. 범승지가 삼보 지역의 농업을 감독하였다
는 점에서 그는 가장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범승지가 지은 𰡔범승지서𰡕는 후대에 賈思勰이 지은 𰡔齊民要術𰡕의 여러 군데에 인
용되어 있다. 하지만 본래 범승지가 지은 𰡔범승지서𰡕는 중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19세기 전반
에 이르러 몇 사람이 여러 서적에 인용된 𰡔범승지서𰡕의 구절들을 종합하여 輯佚本을 편집한
것이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萬國鼎의 𰡔氾勝之書輯釋𰡕과 石聲漢의 𰡔氾勝之書
今釋𰡕이 나왔다.
50)
51)
52)
53)

金容燮, ｢高麗時期의 量田制｣ 𰡔韓國中世農業史硏究𰡕, 知識産業社, 2000, 71쪽.
金庠基, ｢宋代에 있어서의 高麗本의 流通에 對하여｣ 𰡔東方史論叢𰡕,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4.
金庠基, 위의 글, 1974, 165쪽.
𰡔高麗史𰡕 卷10, 世家10 宣宗 8年 6月；丙午 李資義等還自宋奏云...帝聞我國書籍多好本命館伴書所
求書目錄授之乃曰 雖有卷第不足者亦須傳寫附來...氾勝之書三卷...大衍曆.
54) 전상운, 𰡔한국과학기술사𰡕, 정음사, 1988, 98쪽.
55) 𰡔범승지서𰡕는 후세의 명칭이고, 𰡔漢書𰡕 ｢藝文志｣에는 𰡔氾勝之十八篇𰡕으로 기록되어 있다(氾勝之 원
작, 구자옥‧김장규‧홍기용 옮김, 𰡔氾勝之書𰡕, 농촌진흥청, 2007, 100쪽).
56) 王毓瑚 編著, 天野元之助 校訂, 𰡔中國農學書錄𰡕, 龍溪書社, 197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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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 후반 송나라가 𰡔대연력𰡕과 𰡔범승지서𰡕 등 예전에 편찬되었던 曆書와 農書의 好本
즉 善本이 고려에 收藏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𰡔
대연력𰡕과 𰡔범승지서𰡕가 고려 사회에 善本으로 收藏되어 있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역서와 농서가 이미 고려에 유입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농서인 賈思勰의 𰡔齊民要術𰡕도 고려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𰡔제민
요술𰡕은 현존하는 중국 最古의 종합농서로 後魏 高陽太守였던 가사협이 편찬한 책이다. 제민
요술이라는 제목 가운데 齊民의 의미는 귀천 없는 평민을 뜻한다. 齊民이라는 용어는 사마천
의 𰡔史記𰡕에 나오는데 귀천이 없는 평민의 뜻으로 새겨진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𰡔제민요술𰡕
은 평민에게 필요한 농업기술을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𰡔제민요술𰡕의 편찬년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보아 서기 530년
에서 550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57) 고려후기 활약한 李奎報의 文集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농서 𰡔齊民要術𰡕에서 인용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58) 다음에 설명하는 𰡔사시찬요𰡕
와 더불어 𰡔제민요술𰡕도 송대에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𰡔제민요술𰡕을 求
得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唐末에 韓鄂이 편찬한 𰡔四時纂要𰡕도 고려시기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
다. 20세기 중반인 1960년 일본에서 1590년(萬曆 18)에 조선 경상좌병영에서 간행한 판본이
발견되어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59) 1590년에 경상좌병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세상에 나타난
경위를 살펴보면, 선조 초반에 繕工監 副正으로 있던 柳希潛이 예전에 구득하였던 𰡔사시찬요𰡕
를 이때 朔州都護府使로 나가는 朴宣에게 부탁하여 간행된 것이었다.
유희잠은 스스로 이 책을 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초록을 뽑아놓기도 하였다. 유희잠이 박
선에게 𰡔사시찬요𰡕 간행을 부탁하면서 跋文을 지었는데, 그 때가 1577년이었다. 박선은 결국
1590년 경상좌병사가 되었을 때 𰡔사시찬요𰡕를 간행할 수 있었는데, 이때 유희잠은 이미 세상
을 떠난 때였다. 그런데 朝鮮刻本 𰡔사시찬요𰡕 권2의 3月에 ‘種木綿法’이 들어 있는데, 이는
원래의 𰡔사시찬요𰡕에 없었던 것이고, 조선에서 관행하던 재배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60)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朴宣이 경상좌병영에서 간행할 때 대본으로 삼은 판본이 996년에 간
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영인한 𰡔사시찬요𰡕에는 附錄으로 ‘本書未載資料’를 싣고 있
는데, 이는 여러 서책에 인용되어 있는 𰡔사시찬요𰡕를 출처로 삼는 文句 가운데 1590년 조선
각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𰡔農桑輯要𰡕에 들어 있지만 1590년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 구절도 있었다. 아직 불확실한 부분은 996년 刻本을 어떻게 1570년대에 유희잠이 求得
하였는가 바로 이 점이다. 그렇지만 996년 𰡔사시찬요𰡕 간본이 고려 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𰡔四時纂要𰡕는 조선전기에 중앙의 권농정책에서도 활용된 농서였다. 1423년에 세종은 戶曹
에 傳旨를 내리면서 𰡔農桑輯要𰡕, 𰡔사시찬요𰡕 및 ‘本國經驗方’ 등을 참고하여 蕎麥 播種을 勸
勉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61) 조선초기에 𰡔사시찬요𰡕를 참고할 수 있었다면, 그 이전에
57) 김영진, ｢𰡔제민요술𰡕 해제｣ 𰡔농업사연구𰡕 제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2007, 205쪽.
58) 魏恩淑,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의 농업관과 간행주체의 성격｣ 𰡔한국중세사연구𰡕 8, 2000, 124～125
쪽
59) 金容燮, ｢4. 𰡔農事直說𰡕과 𰡔四時纂要𰡕의 木綿耕種法 증보｣ 𰡔朝鮮後期農學史硏究𰡕, 一潮閣, 1988,
107쪽 각주 269.
60) 閔成基, ｢𰡔四時纂要𰡕의 種木綿法에 대하여｣ 上‧下 𰡔釜山大學校 人文論叢𰡕 29, 34, 1986‧1988(이상
𰡔朝鮮農業史硏究𰡕, 一潮閣, 1990 재수록)；金容燮, 위의 글, 1988, 107쪽 각주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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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𰡔사시찬요𰡕이 散逸되기 전에, 중앙에서 크게 널리 전파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宋 眞宗 재위 시기였다. 정부에서 𰡔제민요술𰡕과 𰡔사시찬요𰡕를 함께 간행하여
널리 퍼뜨렸다. 眞宗이 997년에서 1022년 사이에 재위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996년에 간행된
조선각본의 대본인 𰡔사시찬요𰡕가 널리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려 중후기에 이르러서도 중국에서 간행된 여러 農書가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양
잠기술서인 蠶書가 고려에 유입되어 吏讀로 번역 간행되기도 하였다. 12세기에 林景和라는
사람이 蠶業農에게 기술을 보급할 목적으로 중국 五代시대 蜀나라 사람인 孫光憲이 지은 𰡔蠶
書𰡕를 이두로 번역하여 𰡔孫氏蠶經𰡕으로 편찬하였다.62)
고려말 李嵒이 元으로부터 導入한 𰡔農桑輯要𰡕를 다시 판각, 간행하여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
를 찍어냈다.63) 고려말 權門勢族의 土地 奪占으로 야기된 農民의 경제적 몰락과 奴婢로의 投
托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李成桂 일파는 위화도 회군 이후 私田 改革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였
다. 한편 李穡 계열은 온건한 改善論과 농업생산력 발전을 통한 소농민경영의 안정에 주력했
는데, 그 두드러진 사업이 바로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의 간행이었다.
李嵒이 元에서 𰡔農桑輯要𰡕를 導入한 시기는 1336년에서 1349년으로 추정된다. 이암이 𰡔농
상집요𰡕를 원에서 도입하게된 배경에는 그와 座主-門生 관계로 연결되는 崔誠之의 영향이 있
었을 것으로 짐작된다.64) 최성지는 忠宣王이 원에 머물 때 호종하던 인물인데 元의 授時曆이
라는 曆法을 배워서 고려에 傳授시킨 인물이었다. 최성지가 전수한 수시력은 조선 세종대에 𰡔
七政算內篇𰡕이 제작될 때까지 실용 曆法으로 준용되었다.65) 이암의 座主인 최성지의 학문적
관심대상에 曆法이라는 과학기술 분야가 들어 있다는 점과 그가 授時曆을 바로 元으로부터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門生이었던 이암이 元에서 𰡔農桑輯要𰡕라는 농서를 도입한 정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최성지와 이암의 행적에서 유사하게 보이는 사정은 조선 세종대에 曆法에 대한 관심이 𰡔七
政算內篇𰡕(1431)의 제작으로 이어지고,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이 𰡔農事直說𰡕(1429)의 편찬으로
이어진 사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세종대의 경우 𰡔농사직설𰡕 편찬을 卞孝文과 더
불어 담당한 鄭招가 𰡔칠정산내편𰡕 제작에도 鄭麟趾와 더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는 점에서 더욱 천문 역법과 농서 편찬의 연관성을 주목할 수 있다.
고려말인 1372년 𰡔농상집요𰡕의 새로운 판본으로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를 간행할 때 李嵒이
도입한 𰡔농상집요𰡕를 臺本으로 삼았다.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의 간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姜蓍는 李嵒과 甥姪婿와 妻叔의 인척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암을 포함하여
강시를 李穡과 연결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66) 李穡은 스스로 이 책의 간행을 주도하지 못한
61) 𰡔世宗實錄𰡕 卷20, 世宗 5年 6月 庚戌 (2-543)；傳旨戶曹 各道移蕎麥耕種 考農桑輯要 四時纂要
及本國經驗之方 趁時勸耕.
62) 李宗峯, ｢高麗刻本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의 韓國農學史上에서의 위치｣ 𰡔釜山史學𰡕 21, 부산대 사학
회, 1991, 11쪽.
63)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에 대한 부분은 다음 논문 참고. 金容燮, ｢高麗刻本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를 통
해서 본 𰡔農桑輯要𰡕의 撰者와 資料｣ 𰡔東方學志𰡕 6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李宗峯, ｢高麗刻本 𰡔
元朝正本農桑輯要𰡕의 韓國農學史上에서의 위치｣ 𰡔釜山史學𰡕 21, 부산대 사학회, 1991；魏恩淑, ｢𰡔元
朝正本農桑輯要𰡕의 농업관과 간행주체의 성격｣ 𰡔한국중세사연구𰡕 8, 한국중세사학회, 2000.
64) 염정섭, ｢杏村 李嵒의 𰡔農桑輯要𰡕 도입과 의의｣ 𰡔행촌(杏村) 이암(李嵒)의 생애와 사상𰡕(한영우, 이
익주, 윤경진, 염정섭 공저), 一志社, 2002, 206∼209쪽.
65) 𰡔高麗史𰡕 권108, 列傳21 崔誠之；性剛直 不妄語 書法楷正 詩醞籍可喜 尤邃陰陽推步法 忠宣留元
見太史院精曆數賜誠之 內帑金百斤 求師受業 盡得授時曆術 東還 遂傳其學 至今遵用之.
66) 魏恩淑은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 간행을 주도한 姜蓍, 偰長壽, 粲英 등을 李穡계열로 분류하면서 이
들이 농업생산력 발전을 추구하였고, 뒤에 鄭夢周계열로 계승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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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自責하면서 姜蓍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67) 이러한 평가는 農務의
권장을 수행하는 守令의 위치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國家의 根本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에 附記되어 있는 偰長壽의 ｢書農桑輯要後｣에 잘 표현되어 있
는 바와 같이 國과 民과 食는 그 가운데 食이 바탕이 되고, 다시 民이 생겨나며, 그 결과 國
이 존재할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𰡔農桑輯要𰡕를 재
간행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살아나갈 要道를 가리켜주어 國家를 계속 유지해나가려는 것이었
다.68)
15세기 초반 태종대에 만들어진 농서로 현재 𰡔農書輯要𰡕가 남아 있다.69) 이 농서는 元代의
農書인 𰡔農桑輯要𰡕를 抄錄하고 吏讀를 붙여 간행한 것이었다. 𰡔農書輯要𰡕의 편찬경위를 살펴
보면서 이 農書에 수록된 農業技術의 성격을 살펴볼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즉 農書의 편찬연
대와 農書에 수록된 농업기술의 時期를 구별하여 살펴보기 위해 ‘農書의 年代’를 도출해낼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 기록에서 𰡔農書輯要𰡕와 연결될 수 있는 사료를 찾아보면 먼저 태종 9년(1409)
정월에 前鷄林府尹인 李殷이 올린 ｢足食之策｣에서 𰡔農書𰡕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70) 李
殷에 따르면 𰡔農書𰡕에서 백성들이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 한다는 전제 아래, 농민들
에게 勸課하는 것이 백성들을 처음에는 고달프게 하더라도 나중에 편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𰡔農書𰡕에서 인용한 것으로 기록된 위와 같은 내용을 중국에서 편찬한
農書類에서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 때는 아직 𰡔農事直說𰡕이
서 여기에 등장하는 𰡔農書𰡕는 태종대에 편찬된

편찬되지 않은 시기였다. 따라

𰡔農蠶書𰡕일 것이며 태종대의 농서로 현전하

고 있는 𰡔農書輯要𰡕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구절이 현전하는 𰡔農書
輯要𰡕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위의 추정이 부정확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𰡔農
書輯要𰡕가 新刊되는 과정과 후대에 轉寫되어 전해오는 과정에서 탈락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의 추론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世宗代의 實錄에는 𰡔農書緝要𰡕라는 農書 이름이 나오고 있다.71) 여기에서는 𰡔農書輯
要𰡕의 輯자와는 다른 緝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大小麥의 종자를 활용하는 기술을 언급한 위
의 기록과 거의 같은 내용이 𰡔農桑輯要𰡕에서 인용한 것으로 𰡔世宗實錄𰡕의 다른 곳에 등장하
고 있다.72) 따라서 여기에서의 𰡔農書緝要𰡕는 𰡔農桑輯要𰡕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太宗代에 편찬된 𰡔農書𰡕, 𰡔蠶書𰡕(또는 두 책을 합하여 𰡔農蠶書𰡕로 지칭)에 대한 언급은 𰡔
(魏恩淑, 앞의 글, 2000, 147쪽).
67) 李穡, 𰡔牧隱集𰡕 文藁 권9, 農桑輯要後序；予於是書也 蓋嘗玩而味之矣 憫吾俗慮之非不深 立于朝非
一日 不一建白刊行 是吾之過也.
68) 偰長壽, ｢書農桑輯要後｣；盖國以民爲本 民以食爲本 食以農爲本(중략)募工鋟榟 廣布其傳 使人人知
有生之要道.
69)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農書에 대한 소개와 해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金容燮, 1980 ｢農書
小史｣ 𰡔農書𰡕1 (韓國近世社會經濟史料叢書3), 아세아문화사; 金榮鎭, 1983 𰡔農林水産 古文獻備要𰡕
韓國農村經濟硏究院 : 金榮鎭, 1984 𰡔朝鮮時代前期農書𰡕 韓國農村經濟硏究院.
70) 𰡔太宗實錄𰡕 卷17, 太宗 9年 正月 辛未; 農書云 凡民之情 惡勞好逸 慇懃勸課者 初似勞民 終於養民
恬不勸課者 始若安民 終於害民.
71) 𰡔世宗實錄𰡕 권86, 世宗 21年 7月 壬戌 (4-226); 議政府啓 農書緝要收穀種條 有陳大小麥 今聞長湍
人李吉種陳小麥 結實與新種無異 各道農民若乏小麥種者 乃以各官所貯陳小麥貸之 使之播種 若大麥則
雖見於農書 經驗者云 但立苗而已 未至結實 令訪諸老農 有經驗者則依小麥例 分給耕種 如無經驗者
則令籍田試驗 從之.
72) 𰡔世宗實錄𰡕 권17, 世宗 4年 8月 丙午 (2-492); 丙午左議政李原參贊許稠等啓 農桑輯要收穀種法 有
陳大小二麥 又老農云 嘗種陳三年麥 結實與新麥種無異 民未必曉此 今年二麥種乏 令各官廩有陳麥者
悉給爲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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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𰡕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𰡔農書輯要𰡕가 抄錄의 底本으로 삼은 𰡔農桑輯要𰡕가 조선의 農書 編纂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元代에 편찬된 𰡔農桑輯要𰡕는 고려말 陜川에서 復刊되어 간행된 것이었다.73) 고려말
복간된 책을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라 부르는데 이 책은 조선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주
요한 참고 농서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農政策을 수행하는 데 참고서적으로 인용되었
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농업현실에 맞는 農書를 편찬하는 데 底本으로 이용되었다.74)
1414년(태종 14)에 右代言 韓尙德은 𰡔農桑輯要𰡕를 本國 俚語로 번역하여 鄕谷 小民들이
제대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5) 한상덕의 제안을 태종이 수용하면서 前
任 大提學 李行과 檢詳官 郭存中에게 𰡔농상집요𰡕를 발췌하고 本國 俚語로 번역하여 책자를
만들어 간행하게 하였다.76) 이 책이 𰡔農書𰡕라는 이름으로 세종대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바로
이 𰡔農書𰡕라는 이름으로 편찬된 책이 𰡔農書輯要𰡕로 추정된다.
또한 태종대에는 𰡔농상집요𰡕에서 養蠶方을 추출하여 本國 俚語로 번역한 책자도 만들어냈
는데 그것이 𰡔養蠶經驗撮要𰡕라는 이름의 책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77) 𰡔양잠경험촬요𰡕의
편찬도 𰡔농상집요𰡕 抄錄書 편찬과 마찬가지로 李行과 郭存中이 맡아서 수행하였다. 前 藝文
館 大提學 李行이 𰡔농상집요𰡕 내용 중에서 養蠶方을 뽑아 낸 것을 스스로 체험하여 많은 효
과를 거두게 되자 이를 간행한 것이었다. 이후 국가에서 民間에서 漢文을 해득하지 못하는 것
을 걱정하여 議政府 舍人 郭存中에게 명령하여 本國 俚語로 節을 따라 註를 붙여 간행 반포
하게 하였다.78) 이러한 편찬 과정과 편찬 태도는 앞서 𰡔農桑輯要𰡕 抄錄書인 𰡔農書𰡕를 편찬할
때와 동일한 것이었다.
태종대 𰡔農桑輯要𰡕 抄錄書인 𰡔農書𰡕 편찬 활용 사정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을 토대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𰡔農書輯要𰡕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차례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𰡔農書輯要𰡕79)는 태종대에 편찬된 원래의 𰡔農書𰡕 原本이 아니라 16세기 초반에 새롭게 新刊된
것을 다시 후대에 필사한 筆寫本이다. 그리고 𰡔農書輯要𰡕는 𰡔農桑輯要𰡕를 抄錄한 부분과 吏
讀를 붙여서 번역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𰡔農書輯要𰡕가 필사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태종대에 편찬한 𰡔農書𰡕가 과연 現
73) 고려말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 간행에 대한 연구로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金容燮, 2000 ｢高麗
刻本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를 통해서 본 𰡔農桑輯要𰡕의 撰者와 資料｣ 𰡔韓國中世農業史硏究𰡕, 지식산업
사; 魏恩淑, 2000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의 농업관과 간행주체의 성격｣ 𰡔한국중세사연구𰡕 8, 한국중세
사학회; 李宗峯, 1991 ｢高麗刻本 𰡔元朝正本農桑輯要𰡕의 韓國農學史上에서의 위치｣ 𰡔釜山史學𰡕 21,
부산사학회.
74) 廉定燮, 2002 ｢杏村 李嵒의 𰡔農桑輯要𰡕 도입과 의의｣ 𰡔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𰡕, 일지사.
75) 𰡔太宗實錄𰡕 권28, 태종 14년 12월 乙亥 (2-47); 尙德(韓尙德 : 인용자)又啓曰 元朝農桑輯要 有益於
民 但其文雅 人人未易通曉 願譯以本國俚語 令鄕谷小民無不知之 上從之 命前大提學李行 與檢詳官郭
存中 成書板行. 이때 태종은 禹希烈, 李殷, 韓雍 등을 각 군현에 보내면서 灌漑法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서 水利를 제대로 일으키게 하라는 王旨를 내렸다.
76) 𰡔太宗實錄𰡕 권28, 태종 14년 12월 乙亥 (2-47); 尙德(韓尙德 : 인용자)又啓曰 元朝農桑輯要 有益於
民 但其文雅 人人未易通曉 願譯以本國俚語 令鄕谷小民無不知之 上從之 命前大提學李行 與檢詳官郭
存中 成書板行.
77) 李光麟, 1965 ｢𰡔養蠶經驗撮要𰡕에 대하여｣ 𰡔歷史學報𰡕 28; 李光麟, 1974 ｢𰡔養蠶經驗撮要𰡕 解題｣ 𰡔
書誌學𰡕 6.
78) 𰡔太宗實錄𰡕 권33, 태종 17년 5월 己酉 (2-162); 初藝文館大提學 李行 於農桑輯要內 抽出養蠶方 自
爲經驗 所收倍常 遂板刊行于世 國家慮民間未解華語 命議政府 舍人郭存中 將本國俚語 遂節夾註 又
板刊廣布 然非我國所習 皆不樂爲之 至是 命擇各道閑曠有桑之地 分遣採訪 屬典農寺奴婢 免其雜役
使之養蠶 以示民間. 이때 各道에 뽕나무를 심는 것 등 養蠶을 권장하고 있다.
79) 𰡔農書輯要𰡕는 書誌家 朴永燉씨에 의해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다(金容燮, 1988 ｢𰡔農書輯要𰡕의 農業
技術｣ 𰡔朝鮮後期農學史硏究𰡕, 一潮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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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하는 필사본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현전하는 필사본에 등장하는
吏讀가 중요한 연대추정의 근거가 된다. 이 필사본에 등장하는 吏讀와 당대의 다른 문헌의 이
두를 비교 연구한 이승재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해지고 있는 𰡔農書輯要𰡕의 편찬연대를 15
세기 초반 太宗代로 비정할 수 있다고 한다.80) 이승재는 𰡔農書輯要𰡕의 한자어 題目에 正音表
記가 붙어 있지만 이는 中宗代 이후에 삽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𰡔農書輯要𰡕
에 두루두루 등장하는 吏讀가 𰡔대명률직해𰡕(1395년), 𰡔양잠경험촬요𰡕(1415년) 등 15세기 초반
이전에 편찬된 문헌에 등장하는 吏讀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𰡔농서집요𰡕의 편찬연대를 太宗
代로 추정하고 있다.81) 이두의 표기방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5세기
초반 吏讀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𰡔農書輯要𰡕의 편찬연대를 15세기 초반부로 비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𰡔農書輯要𰡕에는 1517년(중종 12)에 安東府使로 있던 李堣
가 이 책을 新刊하면서 작성한 新刊序가 붙어 있다.82) 李堣의 신간서를 잘 검토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𰡔농서집요𰡕가 16세기 초에 다시 新刊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우는
新刊序에서 “이 책은 옛날에 이두로 번역한 것<吏釋>이 있었는데 監司 金相公(金安國)이 國
家에서 農桑에 힘쓰는 뜻을 깊이 체득하여 蠶書와 더불어 모두 언문 번역<諺飜>을 더하여 吾
府(安東府)로 하여금 간행하게 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83) 𰡔農書輯要𰡕와 𰡔蠶書𰡕를 경상도관찰
사 金安國이 함께 諺文으로 飜譯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金安國이 경상도관찰사로서 諺飜한
책에 대하여 𰡔中宗實錄𰡕에서는 𰡔農書𰡕와 𰡔蠶書𰡕를 諺解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84)
𰡔中宗實錄𰡕의 기록은 金安國이 諺解한 𰡔農書𰡕와 𰡔蠶書𰡕은 그 이전인 世宗代에 이미 俚語로
번안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鄭招가 작성한 ｢農事直說序｣를 보면 古農書를 飜譯 刊
行하고 頒布하게 한 것은 太宗代의 일임이 확실하다.85) 𰡔중종실록𰡕의 기사는 俚語로 번안하
였음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世宗代에 편찬된 𰡔農事直說𰡕을 지목하는 것은 될 수 없고, 따
라서 태종대와 세종대의 시기를 잘못 파악한 소치로 생각된다. 따라서 古農書인 𰡔農桑輯要𰡕를
本國 俚語로 번역한 시기는 태종대임이 분명하다. 태종대에 𰡔農桑輯要𰡕를 발췌하여 번역문에
吏讀를 붙여 𰡔農書輯要𰡕를 간행한 것을 中宗 12년 당시 경상도관찰사 김안국은 다시 𰡔農書輯
要𰡕와 𰡔蠶書𰡕를 언해하여 언해본을 만든 것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𰡔農書輯要𰡕는 諺解가 없고, 다만 俚語로 번역된 부분만 수록하고 있다. 여
기에서 이우가 序를 붙인 𰡔農書輯要𰡕에 딸려 있는 新刊이라는 말이 주목된다. 경상도 관찰사
金安國이 諺解한 것과 李堣가 새로 간행한 것은 별개의 것이고, 따라서 李堣는 農書(실은 農
書輯要)와 蠶書의 諺解本을 간행하면서, 다시 李堣의 序에서 언급되어 있는 吏釋을 덧붙여 따
로 간행한 것이 바로 𰡔農書輯要𰡕였다.86) 그리고 이때 新刊된 𰡔農書輯要𰡕가 후대에 필사되어
80) 李丞宰, 1992 ｢𰡔農書輯要𰡕의 吏讀｣ 𰡔震檀學報𰡕 74.
81) 李丞宰, 1992 ｢𰡔農書輯要𰡕의 吏讀｣ 𰡔震檀學報𰡕 74, 193-194쪽.
82) 李堣는 李滉의 숙부로 1517년 당시 安東 府使로 재직하다가 任地에서 죽었다. 李滉이 李堣의 문장
을 모아 𰡔松齋集𰡕(韓國文集叢刊 17輯)을 편집하였는데, 𰡔松齋集𰡕에 이 序가 보이지 않는다.
83) 李堣, 𰡔農書輯要𰡕 新刊序; 是書舊有吏釋 監使金相公安國 深體國家務農桑之意 幷蠶書 皆益以諺飜
命吾府鍥梓以廣 其節序寒暖之候 耘耔耕穫之宜 條秩修擧 瞭然於人目 誠牖民之要訣也 民之覽者 有不
興起者乎.
84) 𰡔中宗實錄𰡕 권32, 중종 13년 4월 己巳 (15-414); 如農書蠶書 乃衣食之大政 故世宗朝飜以俚語 開刊
八道 今亦頗致意務本之事 故臣亦加諺解.
85) 𰡔世宗實錄𰡕 권44, 세종 11년 5월 辛酉 (3-181); 恭惟 太宗恭定大王 嘗命 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鄕言 刊板頒行 敎民力本.
86) 태종대의 𰡔農蠶書𰡕 편찬과 𰡔農書輯要𰡕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金容
燮, 1987 ｢𰡔농서즙요𰡕의 농업기술｣ 𰡔세종학연구𰡕 2 : 吳仁澤, 1988 ｢𰡔農書輯要𰡕의 耕種法硏究｣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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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토대로 태종대 이후 𰡔農書𰡕와 𰡔農書輯要𰡕의 편찬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다. 太宗代에 古農書인 𰡔農桑輯要𰡕를 本國 俚語로 번역하면서 𰡔農書𰡕와
𰡔蠶書𰡕라는 제목의 農書를 편찬하였다.87)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간 후인 1517년(중종 12)에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안국이 이것들(𰡔農書𰡕, 𰡔蠶書𰡕)을 諺解하여 諺解本을 만들었다. 이때
김안국은 옛날 태종대에 本國 俚語로 번역되어 있던 𰡔농서집요𰡕를 같이 新刊하도록 안동부사
이우에게 지시하였다. 그러자 이우가 정성스럽게 新刊序를 덧붙여 𰡔농서집요𰡕를 신간하였다.
그리고 이때 신간된 𰡔농서집요𰡕가 후대로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필사되었고, 그 筆寫
本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𰡔농서집요𰡕가 바로 諺解本이 아니라 新刊
本이었기 때문에 다만 吏讀로 번역된 부분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15세기 초반인 태종대에 편찬된 𰡔農書輯要𰡕에 수록된 농업기술의 연대를 어느 시기로 비정
해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農書를 농업기술의 정리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
제는 農書의 年代 즉 農書에 수록된 농업기술이 실제 농사현장에서 활용되던 시기가 언제인
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사일에 널리 적용되고 실행되는 농업기술이
문자로 정리되고 더 나아가서 체계화된 농서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격차가 뒤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자화되는 과정 자체, 즉 農書 편찬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 오랜 세월동안 농민들이 활용하던 농업기술이 축적된 채 농민의 손과 머리에서 다
른 농민의 손과 머리로만 계승되고 있었다. 입과 머리로 계승되는 구비문학에 비견될 수 있는
사정이 농업기술의 계승이라는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 새로운 農書
가 등장하였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농업기술은 당연히 앞시기의 농사일에 활용하던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𰡔農書輯要𰡕에 등재되어 있는 농업기술은 편찬시기인 태
종대보다 앞선 14세기에 활용하고 있던 기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88) 태종대에 𰡔농서집요𰡕가
편찬된 상황은 이후 새로운 농서 편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방향에서 편찬된
농서가 세종대의 𰡔농사직설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 조선 농법의 정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또 다른 배경은 農法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후반에 결실을 맺은 農法의 단계적 발달, 휴한법에서 연작법
으로의 전환이 바로 세종대 농법 정리의 농업사적 전제로 생각된다. 14세기 농업기술의 양상
을 보여주는 𰡔농서집요𰡕의 벼 재배법을 살펴보면, 休閑法과 移秧法이 같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 초반에 편찬된 𰡔농사직설𰡕에 정리된 벼 재배법이 水耕
直播法 중심의 連作法인 것을 감안한다면89), 14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업기술 발달,
특히 水稻 耕作法은 休閑法에서 連作法으로, 그리고 直播法에서 移秧法으로 변화 발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𰡔농서집요𰡕의 水稻의 歲易農法에 대한 吏讀文은 현대문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 석사논문 : 魏恩淑, 1988 12세기 농업기술의 발달 𰡔釜大史學𰡕 12 : 李鎬澈, 1990 ｢𰡔農書輯要𰡕의
農法과 그 역사적 성격｣ 𰡔經濟史學𰡕 14.
87) 𰡔農書𰡕와 𰡔蠶書𰡕가 편찬된 것은 ｢農事直說序｣에서 보이듯이 분명히 太宗代의 일이었다<𰡔世宗實錄𰡕
권44, 세종 11년 5월 辛酉 (3-181)>.
88) 李鎬澈, 1990 ｢𰡔農書輯要𰡕의 農法과 그 역사적 성격｣ 𰡔經濟史學𰡕 14에서는 ‘農書의 年代’를 결정하
는데 序文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𰡔農書輯要𰡕의 農法을 16세기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9) 𰡔農事直說𰡕을 분석하여 조선초기 15세기 농법의 성격을 밝힌 김용섭의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대부분
의 연구논저가 𰡔農事直說｣의 水稻 耕作法을 連作法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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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土가) 隄防으로 이어진 곳의 田地는 혹은 밭으로 혹은 논으로 각각 耕作하는 것이 좋다. (이 가
운데) 田土의 品等을 헤아려 한가지로 통일된 田地는 每年 水稻를 回換하여 耕作하되 三月 內에
耕種하지 못하거든 四月 上中旬을 어기지 말고 耕種할 것.90)

𰡔농서집요𰡕 水稻에서 나오는 회환경작은 麻條에서와 마찬가지로 歲易에 대한 번역이었다.
그리고 북토고원에서의 회환경작의 대상이 회환수도경작이라고 명확히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
만 麻에서와 같이 水稻를 지시한 것이었다. 명백히 다른 작물과의 돌려짓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수도를 매년 회환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다는 지적과
移栽를 해야만 제초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마조에서와 마찬가지였다. 回換耕作의 대상
즉 돌려 바꾸어 짓기의 대상이 水稻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두문에서의 회환경작이 휴
한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회환 경작의 대상이었던 水稻 즉 벼를 경작하는 방
법은 休閑法이었다. 결국 𰡔農書輯要𰡕에서 소개하고 있는 水稻 耕作法은 1년 휴한방식이었다.
𰡔農書輯要𰡕에 수록되어 있는 두번째 水稻 耕作法은 移秧法이었다. 이 부분은 𰡔農桑輯要𰡕에
실린 北土高原에서의 수도재배기술을 번안한 기사이다. 물론 원문은 𰡔제민요술𰡕에 실려 있는
부분이다. 이 吏讀文은 𰡔齊民要術𰡕의 水稻條에서 북토고원의 수도재배를 설명한 부분을 번안
한 것이었다.91) 𰡔齊民要術𰡕의 원문을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의적
으로 당시의 농업기술을 참고하여 번안한 것이었다.
방죽이나 못이 없는 山谷에서는 田土가 좁아 歲易(休閑)을 할 수 없어 畓으로 만들기에 적당한 곳
에 한정하여 每年 耕作한다. 二月에 解氷하여 땅이 마르거든 火燒하고 起耕한 後에 물을 넣는다.
10일째에 흙덩이가 풀어지거든 所訖羅로 平正하게 하고 落種한다. 苗의 길이가 七八寸이거든 위
의 예와 같이 起耕하고 平正한 다른 畓에 疎密이 적당하도록 移苗하여 栽種한다. 모름지기 移苗
栽種하는 일은 畓을 每年 回換하여 耕作하지 못하여 雜草가 茂盛하게 되는데 移栽하여야 쉽게 除
草할 수 있기 때문이다.92)

𰡔제민요술𰡕에서 소개하고 있는 ‘拔而栽之’ 방식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토고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陂澤이 없는 수전에서의 제초기술인 ‘拔而栽之’하는 방법을
번역자는 온전한 이앙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𰡔제민요술𰡕의 ‘拔而栽之’를 이앙법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𰡔제민요술교석𰡕을 지은 중국의 저명한 농서 연구자 石聲
漢은 ‘拔而栽之’를 除草방식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석성한은 먼저 連作地라는 점, 둘째 잡
초를 제거한 다음 다시 심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拔而栽之’를 除草방식의 하나로 이해하
였다.93)
𰡔제민요술𰡕에서 소개하고 있는 ‘拔而栽之’ 제초방식의 원리는 17세기에 편찬된 𰡔農家集成𰡕
에 수록된 ‘反種法’이라는 조목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94) 𰡔농가집성𰡕에 수록되어 있는
90) 𰡔農書輯要𰡕 水稻; 色吐連處田地亦 或田或畓 互相耕作爲良 量地品一樣田地乙良 每年回換水稻耕作爲
乎矣 三月內耕種不得爲去等 四月上中旬乙 不違耕種.
91) 賈思勰, 𰡔齊民要術𰡕 권2, 水稻第十一; 北土高原 本無陂澤 隨逐隈曲而田者 二月 冰解地乾 燒而耕
之 仍卽下水 十日 塊旣散液 持木斫平之 納種如前法 旣生七八寸 拔而栽之 旣非歲易 草稗俱生 芟亦
不死 故須栽而薅之 漑灌 收刈 一如前法.
92) 𰡔農書輯要𰡕 水稻; 陂澤無在 山谷段 地窄歲易不得 作畓限當庫以 每年耕作爲臥事乎是良㫆 二月 解氷
地乾爲去等 火燒起耕後入水 十日第 土塊解散爲去等 所訖羅以 平正令是遣 落種 苗長七八寸是去等
右例以 起耕平正爲乎 他畓庫良中 疎密得中爲只爲 移苗栽種爲乎矣 須只移苗栽種爲臥乎事段 畓庫乙
每年回換耕作不得爲在如中 雜草茂盛爲臥乎等用良 移栽爲良沙 易亦除草.
93) 石聲漢, 𰡔齊民要術校釋𰡕 권2, 水稻第十一; 拔而栽之 據注文是爲了雜草多 又說旣非歲易 ……故須栽
而薅之 顯然是連作地 則其拔栽 當是拔後經過除草仍栽在原田上 所以這裏的拔栽 不是先作秧田移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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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種法이 雜草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𰡔농상집요𰡕에서 찾아볼 수 있었
던 생장상태에 있는 작물을 전토에서 뽑았다가(拔 )제초를 제대로 수행한 다음 다시 심는(栽)
방식도 除草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𰡔農書輯要𰡕 편찬자는 ‘拔而栽之’를 제초
법이 아니라 수도 耕作法 가운데 移秧法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𰡔농가집성𰡕의 反種法에서 볼 수 있듯이 𰡔농상집요𰡕의 ‘拔而栽之’ 除草法의 원리가 17세기
조선의 農法 현실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태종대인 15세기에서도 이러한 ‘拔而栽
之’의 제초방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실행에 옮겨지고 잇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아직 확실하게 논증할 수 없지만,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성립할 경우 𰡔농서집요𰡕의 편찬자는 제초법의 차원으
로 ‘拔而栽之’ 방식을 소개하지 않고 이앙법으로 飜案하는 입장을 취하였는지 설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결국 移秧法이 農法의 하나로 실행되고 있던 사정을 𰡔농서집요𰡕의 편찬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拔而栽之’를 제초법이 아니라 이앙법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
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5세기초 태종대 이앙법의 지역적 보급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 지방에
서 행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태종은 前 麟蹄府尹 李殷이 올린 제언에 관한 상서에
대하여 “내가 듣건대 경상도의 백성들은 여름에 벼의 모를 옮겨 심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가
뭄을 만나면 농사일을 전부 망치게 될 것이니 내년부터 일절 금지시켜라”95)는 왕명을 내리고
있었다. 태종은 경상도 인민들이 여름철에 稻苗를 移種하는 이앙법을 채택하여 수전농사를 짓
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태종은 이앙을 하려고 하다가 만약 건조한 날씨를 만나게 되면
농사를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해부터 일절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15
세기 초반의 기록에 경상도에서 이앙법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태종이 이앙법을 금지시
키는 명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425년에 편찬된 𰡔경상도지리지𰡕에서도 대구,
하양 등지에 대하여 “묘종을 잘 한다(長於苗種)”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96)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의 수전농법에 이앙법이 적용된 것은 14세기 이전 시기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97)

15세기 초반 이앙법이 조선의 농업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따라서 𰡔農
書輯要𰡕의 편찬자는 ‘拔而栽之’를 제초법이 아니라 이앙법으로 번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
판을 만들고 本田을 기경하여 묘가 7,8촌 자라게 되면 옮겨 심는 이앙법으로 파악하고 있었
다. 15세기 농서인 𰡔농사직설𰡕에 이앙법을 가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경종법으로 주의를
붙이고 있는 반면에 𰡔농서집요𰡕는 잡초제거에 혁신적인 효용이 있다는 이앙법의 장점을 크게
지적하고 있었다.
14세기 水稻 耕作法 발달의 방향과 전개과정을 休閑法에서 連作法, 直播法에서 移秧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수도 경작법의 발달이 과연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취된 것인지 대
94) 申洬, 𰡔農家集成𰡕 種稻; 反種法 水田無水 雜草荒蕪 未易除却處 待水取禾苗 不至損傷 束如移秧者
反耕更種 一如苗種法 則鋤功甚省.
95) 𰡔太宗實錄𰡕 권27, 태종 14년 6월 壬子 (2－22) ; 上曰 予聞慶尙之民 當夏月移種稻苗 若値旱乾 全
失農業 自明年一禁.
96) 李泰鎭, 1994 ｢조선초기의 水利정책과 水利시설｣ 𰡔李基白古稀紀念 韓國史學論叢(下)𰡕, 一潮閣,
1064면; 𰡔世宗實錄地理志𰡕, 慶尙道, 慶州府, 大丘郡 (5-639); 厥土肥塉相半 風氣暖 俗好苗種 墾田六
千五百四十三結; 𰡔世宗實錄地理志𰡕,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河陽縣 (5-644); 厥土肥塉相半 墾田二千
二百十六結(水田三分之一) 土宜 稻黍粟楮木綿麻 俗尙苗種.
97) 홍희유는 조선전기에 모종법(묘종법, 이앙법)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널리 적용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1963, ｢15세기 조선 농업기술에 대한 고찰｣ 𰡔북한민속학자료집𰡕 (주강현 엮
음, 1989 𰡔북한의 민속학𰡕, 재수록,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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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고려후기, 고려말 농업기술의 발달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성과들이 농업생산력 발달의 양상을 지적하고 제기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농업기
술의 발달의 모습을 찾아내어 이를 소개하는 연구는 충실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의 발달,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자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
요하고 논증이 요구된다. 휴한법에서 연작법으로의 전환은 농업기술의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量田法의 전환도 불러일으킨 커다란 경제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사건98)이었다는 점에서 더
욱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기술 발달의 역사적 배경에 주목한 연구로 고려말 조선초 농업기술 발달의 動因으로 인
구증가를 지적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99) 이 연구는 이후 고려후기 인구증가 요인 생성과
향약의술의 발달을 살펴보면서 앞서 농업기술 발달의 動因으로 인구증가를 지적한 것을 보완
한 연구성과로 발전되어 제출되었다.100) 농업기술 발달에 대한 사회사적인 원인 분석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연구성과 외에 농업기술 발달의 동인에 주목한 다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려말 조선초 14세기 농업기술 발달의 배경으로 인구 증가의 요인 생성 뿐만 아니라 고려
말 조선초 농경지의 형편, 즉 농경지의 위치와 활용양상의 변동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당시 稻田의 형편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말 연해 지역의 형
편을 趙浚은 “鴨綠 이남은 대부분 모두 산이고, 비옥한 전토는 濱海에 자리하고 있는데, 비옥
한 들판에 있는 수천리 稻田이 왜구들에게 점령되어 갈대가 하늘과 맞다을 정도가 되었다. 나
라가 이미 魚鹽과 畜牧의 이득을 잃었고, 또한 沃野에서 들어오는 良田의 수입도 상실하였
다”101)고 통탄하였다. 조준의 지적에서 稻田이 주로 濱海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과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수천리 稻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게다가 왜구의 침입과 焚蕩은 14세기 중엽부터 말기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조선전기 定
宗때에 “倭寇가 우리나라의 근심이 된 것이 거의 50여 년이다”102)라고 회고할 정도로 50년
간에 걸친 커다란 시련이었다. 농업생산의 측면에서 50년 동안 수천리 稻田을 경작하지 못하
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면 당연히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의 농업기술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休閑法에서 連作法으로의 농업기술 발달이 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해지역 개간을 비롯한 低地, 低濕地 개간103)이 고려말 조선초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당연
히 왜구의 침입을 물리친 다음, 또는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 절박한 과제였던 사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𰡔農事直說𰡕에 草木茂密處와 沮潭潤濕荒地의 개간방법에 대해 서술되
어 있는데 산전개간에 해당되는 전자보다는 저습지개간에 해당되는 후자에 대해 훨씬 많은 비
중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104)도 평화로운 개간의 점진적 확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기 보
다는 현실적인 생존의 필요성에 따른 개척의 역사적 환경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
구로 인한 피해의 직접 대상자는 바로 농민과 향촌사회였다. 물론 沿海 州郡에서 부세징수가
98) 고려후기에서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 발생한 量田法의 변동 즉 單一量田尺에서 隨等異尺으로의 변화
를 休閑農法에서 常耕農法으로 전환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목된다(金泰永, 1983
𰡔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𰡕, 지식산업사, 191-193쪽.
99) 李泰鎭, 1986 𰡔韓國社會史硏究𰡕, 지식산업사, 19쪽.
100) 李泰鎭, 2002, 𰡔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𰡕, 태학사, 50쪽.
101) 𰡔高麗史節要𰡕 권33, 辛祐 14년 8월; 自鴨綠以南 大抵皆山 肥膏之田 在於濱海 沃野數千里稻田 陷
于倭奴 蒹葭際天 國家旣失魚鹽畜牧之利 又失沃野良田之入.
102) 𰡔定宗實錄𰡕 권1, 定宗 원년 5월 乙酉 (1-149); ‘倭寇 爲我國患 幾五十年矣.
103) 조선전기 低平, 低濕地 개간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李泰鎭, 1989 ｢15-16세기의 低平
低濕地 開墾 동향｣ 𰡔國史館論叢𰡕2, 국사편찬위원회.
104) 魏恩淑, 1998 𰡔高麗後期 農業經濟硏究𰡕,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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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중단되면서 국가의 세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왜구의 침입으로 農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정은 특히 京畿와 下三道지역에서 가장
극심하였다.105) 경상도와 전라도 沿海의 畓은 벼 1,2斗를 파종하면 소출이 10여 石에 달하여
1結의 소출이 많으면 50·60石 적어도 20·30石을 내려가지 않았고 旱田 역시 비옥하여 소득이
많은 곳이었다.106) 이러한 곳이 왜구의 침략으로 稻田 數千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경
에 이르렀으니 農民들은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
실함이 休閑法을 連作法으로 바꾸는 동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농업기술상의 전환, 발달은
당대의 농업현실의 난점을 타파하려는 농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2) 𰡔농사직설𰡕 편찬의 의의
𰡔농사직설𰡕의 편찬 과정과 의의를 살피기에 앞서 農書에 대한 개념 규정을 정리하고자 한
다. 농서로서 𰡔농사직설𰡕에 부여할 역사적 의의는 농서에 대한 개념 규정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농업사에서 農書는 대개 농업기술, 농업생산과 관련된 지식을 정리한 책으로 규정되
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農書로 묶을 수 있는 책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107) 중국
과 일본의 관련 연구에 보이는 농서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서의 개념
에 대한 검토는 農書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의 王毓瑚는 𰡔中國農學書錄𰡕의 凡例에서 본서에서 다루는 책을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
생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지식을 講述한 著作으로 제한”108)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업경제
와 농업정책의 성격을 지닌 전문 서적과 重農 및 田制, 荒政 등을 泛言한 책에 해당하는 것
은 수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𰡔中國農學書錄𰡕에서 370여 종의 農書, 農學書마다 간략한 해제를 붙여 놓았다. 그리
고 책 뒤에 분류색인을 첨부하였는데, 農業通論, 農業氣象·占候, 耕作·農田水利, 農具, 大田作
物, 竹木·茶, 蟲害防治, 園藝通論, 蔬菜及野菜, 果樹, 花卉, 蠶桑, 畜牧·獸醫, 水産 등 14항목
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왕육호의 이러한 서술 방식에서 볼 때 王毓瑚 14항목에 포괄되는 서적을 농서, 농학서로
파악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작물의 경작법 뿐만 아니라 蔬菜, 樹木에 대
한 재배법, 水利, 農器具 등에 대한 것, 氣象에 대한 것도 농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日本의 農山漁村文化協會에서 1977년 이후 수집 간행한 日本農書全集109)을 보면 農書로

105) 𰡔高麗史𰡕 권78, 食貨志 辛禑 14년 趙仁沃 上疏; 全羅慶尙楊廣三道 國家之腹心 倭奴深入 擄掠我人
民 焚蕩我府庫 千里蕭然.
106) 𰡔世宗實錄𰡕 권49, 세종 12년 8월 戊寅 (3－252); 摠制河演 以爲(중략)如慶尙全羅沿海邑 種稻一二
斗(石의 잘못인 듯) 而所出 或至十餘石 一結所出 多則逾五六十石 小不下二三十石 旱田亦極膏腴 所
出甚多 若京畿江原道 依山州郡 則雖種一二石 所出不過五六石.
107) 農書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염정섭, 2014 ｢한국 농서 번역의 현황과 전
망｣ 𰡔고전번역연구𰡕 5집, 韓國古典飜譯學會.
108) 王毓瑚 編著, 天野元之助 校訂, 𰡔中國農學書錄𰡕(龍溪書社, 1975), 1쪽.
109) 日本農山漁村文化協會 홈페이지에서 𰡔日本農書全集𰡕를 소개하는 페이지 참조
(http://www.ruralnet.or.jp/zensyu/nousyo/ 2014년 5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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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킨 서적의 범위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농서전집의 경우 農事日誌, 特産(産品), 農産加
工, 園芸, 林業, 漁業, 畜産·獣医, 農法普及, 農村振興, 開発·保全, 災害·復興, 本草·救荒, 学者
의 農書, 絵農書, 地域農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문을 翻刻하고 현대어로 옮긴 譯文, 그
리고 저자와 농서 내용 등에 대한 解題를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또한 農山漁村文化協會에서 1983년에서 1986년 사이에 간행한 明治農書全集 全13巻의 경
우 (1)稲作, (2)稲作・一般, (3)稲作, (4)畑作, (5)特用作物, (6)野菜,

(7)果樹,

(8)畜産,

(9)養

蚕・養蜂・養魚, (10)土壌肥料, (11)農具・耕地整理, (12)病害虫・雑草・農薬, (13)林業・林
産 등 총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집한 農書를 포괄하고 있다. 물론 現代表記와 注記 및 解
題를 덧붙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디 중국의 농서 소개 목록집과 일본의 농서 전
집에 포괄된 농서는 작물의 생산이라는 좁은 범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救荒, 災害, 水利
등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한편 農書에 대한 앞선 시기의 개념 규정으로 四部分類法에 따라 農家類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𰡔漢書𰡕에서 農家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農家者流
蓋出於農稷之官 播百穀 勸耕桑 以足衣食”110)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農家에 해당하는 것들은
農稷을 맡은 관리의 직무에서 나온 것이고, 주요하게 百穀을 播種(耕作)하게 하고, 農事와 蠶
桑을 권장하여, 이로써 衣食을 풍족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와 같이 농사와 잠상에 해당하는 서적을 농가류에 포함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식을 풍족
하게 하는 데 관련된 책들이었다.
현재 한국의 古書 소장 도서관 가운데 四部分類法을 따르는 경우 農家類로 農書를 포함시
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農家類’에 해당하는 서적들이 農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
은 온당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현대 중국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농서목록의 정리에 해당하는
연구성과에서 살펴본 것을 고려한다면 四部分類 子部 農家類에 묶여 있는 서적만 농서로 파
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王毓瑚는 子部 農家類에 포함된 것 뿐만 아니라, 농가류 이외의 子部에 포함된 서적, 그리
고 經部, 史部, 集部에 분류된 책 중에도 농서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111) 즉 앞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農業通論, 農業氣象·占候, 耕作·農田水利, 農具, 大田作
物, 竹木·茶, 蟲害防治, 園藝通論, 蔬菜及野菜, 果樹, 花卉, 蠶桑, 畜牧·獸醫, 水産 등 14항목
으로 묶을 수 있는 經部, 史部, 子部, 集部의 서적들을 농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에 살펴
본 바를 정리해보면 農書 범위는 농업생산기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소, 수목 등을 포함
하여 救荒, 농촌개발 등까지 포괄하는 폭넓게 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서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농서가 역사상 등장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언제부터 농서로 비정할 수 있는 서책들이 등장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 농서 전문가인 石聲漢은 중국 고대 농서 편찬을 살피면서 실제 농작업과
깊이 관련된 書冊, 記事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𰡔呂氏春秋𰡕에 실려 있는 ｢上農｣, ｢
任地｣, ｢辯土｣, ｢審時｣ 등 4편을 추출하여 주목하였다. 4편 가운데 앞의 1편은 農業政策에 대
한 것이고 뒤의 3편은 農業技術에 대한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 4편
의 기사를 농서에 해당하는 篇章記事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𰡔여씨춘추𰡕의 뒤에 등장하는 𰡔氾
勝之書𰡕의 경우 경작방식에 대한 서술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가장 전형적인 農書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석성한은 前漢 후기에 나온 𰡔범승지서𰡕를 專門農
110) 𰡔漢書𰡕 ｢藝文志｣ 諸子略.
111) 王毓瑚 編著, 天野元之助 校訂, 𰡔中國農學書錄𰡕(龍溪書社, 1975), 343-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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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비정하고, 이외에 앞선 시기인 戰國 시기의 諸子 가운데 농업생산상
의 기술지식을 정리한 篇章記事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농서의 上限 연대
를 戰國時代로 한정하여 정리하였다.112)
석성한의 연구는 결국 𰡔범승지서𰡕를 最初, 最古의 농서로 자리매김하고, 農書에 포함시킬
수 있는 篇章記事를 전국시대의 諸子 중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농서 편찬의 등장시기에 대한 역사적 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인류 역사에서 農耕이 시작된 이래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야 농업기술을 정리한 𰡔농
서𰡕 편찬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곡물을 재배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농민
들 사이에서 체험을 통해서 父子 사이처럼 縱的으로, 이웃 사이처럼 橫的으로 전승되어 왔다.
특히 체험의 전승과정에서 뒤따라다니는 구체적인 기술요소의 일부는 口碑傳承되었던 것이 분
명하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농작업에 관련된 노래와 소리에서 그러한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럴 경우 農書의 범위는 口碑傳承으로 이어진 농사 관련 노래, 소리, 가사 등을 포
괄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사짓기라는 것이 農書에 수록되어 있는 기술요소에 대한 설명처럼 어떤 투입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유효한 결과를 늘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는 기간이 수 개월에 걸쳐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가뭄, 홍수,
태풍, 충해, 서리, 우박 등 갖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한해 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기술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측면 이외에 풍년을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주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농민들은 농사짓는 행위가 기대하는 결과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
을 주술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농작업의 실행과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짜의 干支를 연결시
켜 吉凶을 점치는 일을 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農占, 豊凶占術 등과 관련된 曆書, 術數
書, 擇日書 등의 내용 일부는 農書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農耕이 시작된 이래 농사일과 관련된 인간의 관심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수
확량의 확보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기의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 봄에 天神에 祈穀
하는 등의 농경의례를 실행하였고,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방법으로 파종하는 등 농업기술의
개발에 전념하였으며,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사일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
한 농업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祈穀儀禮와 관련된 서책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農書에 포함시켜도 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農書의 범위를 따져본다면 농업생산기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소, 수목 등
을 포함하여 救荒, 농촌개발 등까지 포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口碑傳承으로 이어진 농사 관
련 노래·소리·가사, 農占, 豊凶占術 등과 관련된 曆書, 術數書, 擇日書 등의 내용 일부, 祈穀
儀禮와 관련된 서책의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구황 관련 서책의 경우
救荒食物, 救荒作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농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救荒
食品을 조리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조리서의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농서 개념에서 좀더 따져보아야 할 부분은 농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농업기술, 농
정론 등)의 지식 계보에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실의 농업생산에 적용되고 있는 또는
적용시키려는 농업기술을 文字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老農의 존재를 상
112) 石聲漢 著, 渡部武 譯, 𰡔中國農書が語る2100年-中國古代農書評介𰡕(思索社, 1984),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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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면 일차적으로 농서의 내용은 실제 농업생산 현장의 農法의 계승일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앞서 편찬된 농서에서 인용하고, 또는 외국의 구체적인 농업기술을 수록한 農書를
초록하는 경우라면 이는 농서라는 書籍의 계보일 것이다. 개별 농서를 살필 때 따져보아야할
부분이 바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계승된 현장의 농법인가, 아니면 중국, 서양의 농서
에서 유래하는 지식을 인용한 서적의 계보인가 이 점을 검토해야 한다.
世宗代에 편찬된 𰡔農事直說𰡕은 세종의 왕명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世宗은 風土의 차이가
농업생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𰡔農事直說𰡕이 편찬되기 전부터 토로하고
있었다. 1424년에는 卞季良에게 每月마다 해야할 農家의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붙여서
자신에게 올리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세종 스스로 경계를 삼으려는 의도에서 詩經의 豳風과
無逸의 뜻을 이어받아 勸農을 잘 수행하려는 의도를 비친 것이었지만, 결국 風土의 차이에 따
른 농업기술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113)
𰡔農事直說𰡕은 世宗 11년(1429년)에 편찬되었다.114) 世宗은 1428년(세종 10) 윤4월에 경상
도관찰사에게 왕명을 내려 평안도와 함길도에 전습시킬 만한 농법을 老農을 탐방하여 그 내용
을 추려서 올리게 하였다.115) 그리고 7월에는 忠淸道 全羅道 관찰사에게 경상 감사에게 내렸
던 왕명과 동일한 내용을 命하였다.116)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평안도와 함길도에 전파
할 만한 농사 방법을 老農에게 물어서 요점을 간추려 상달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삼도 관찰사
의 보고를 기반으로 鄭招와 卞孝文이 이듬해 편찬하게 한 결과물이 바로 𰡔農事直說𰡕이었다.
𰡔農事直說𰡕은 세종대의 다른 서적 편찬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그 점은 𰡔農事直說𰡕의 編
纂者로 이름이 올라 있는 鄭招와 卞孝文이 수행한 역할이 다른 편찬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𰡔農事直說𰡕의 기술적인 내용은 앞서 편찬과정에서 정리한 바와 같
이 老農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한 것이었다. 정작 편찬을 담당한 鄭招와 卞孝文이 한 일은 觀
察使가 冊子로 올린 농업기술의 내용을 세목별로 분류하고 정서하는 작업이었다. 그러한 작업
을 鄭招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또한 臣 招(鄭招)에게 (諸道 監司의 보고를) 말의 차례를 다듬을(詮次) 것을 명하였다. 臣은 宗簿小
尹 卞孝文과 더불어 들추어보면서 參考하여, 重複을 제거하고, 切要한 것을 取하여 하나의 編目을
撰成하였는데 이름하기를 農事直說이라고 하였다.117)

鄭招와 卞孝文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위의 인용문에 나와 있듯이
“重複을 제거하고, 切要한 것을 取하는” 것이었다. 編纂者는 자료를 정리하는 作業者의 역할
정도를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𰡔農事直說𰡕의 편찬이 鄭招나 卞孝文의 개인적인
업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𰡔農事直說𰡕의 내용은 老農의 농업
기술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𰡔農事直說𰡕의 기술적인 내용이 노농의 농업기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𰡔農事直說𰡕을 편
찬한 목적도 바로 이점에 있었다. 𰡔農事直說𰡕은 전적으로 국가적인 편찬 사업으로 만들어졌
다. 王命에 의해서 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또한 世宗의 뜻에 걸맞는 내용으로 만들어 졌다.
113) 𰡔度支志𰡕 外篇 권3, 版籍司 田制部一 勸農 事實 世宗 6년(1424년)
114) 𰡔農事直說𰡕의 편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金容燮, 1986 ｢𰡔農事直說의 편찬과
기술｣ 𰡔애산학보𰡕 4(1988, 𰡔朝鮮後期農學史硏究𰡕 재수록)
115) 𰡔世宗實錄𰡕 권41, 세종 10년 윤4월 甲午 (3-129)
116) 𰡔世宗實錄𰡕 권41, 세종 10년 7월 癸亥 (3-138)
117) 𰡔世宗實錄𰡕 권44, 세종 11년 5월 辛酉 (3-181) 農事直說序; 又命臣招(鄭招 : 인용자) 就加詮次 臣
與宗簿小尹臣卞孝文 披閱參考 袪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目 曰農事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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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의 의지가 중요한 편찬의 계기였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𰡔農事直說𰡕 편찬 목
적도 세종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즉 世宗이 𰡔農事直說𰡕을 편찬한 목적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世宗의 언급에서 보이는 𰡔農事直說𰡕 편찬 목적은 咸鏡道와 平安道에 下三道
의 先進 農法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118) 世宗은 함경도와 평안도의 농업기술에 대하여
큰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𰡔農事直說𰡕을 편찬한 후인 1439년(세종 21)에는 咸鏡道 富居縣에 𰡔
農蠶書𰡕를 보내주고 있다.119) 세종 14년 平安道經歷 朴涍를 引見할 때에 세종은 작년에 이미
𰡔農書𰡕를 頒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水田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120) 그리고
이와 같은 세종의 관심은 𰡔農事直說𰡕의 편찬이 下三道 지방의 선진농법을 평안도 함경도 지
방에 전수하려고 한다는 정초의 언급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世宗이 𰡔農事直說𰡕을 편찬한 의도 내지 목적을 兩界 지역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려
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𰡔農事直說𰡕의 서문에 보이는 바
와 같이 五方의 風土의 차이는 농업기술을 따로 정리하지 않을 수없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
점을 𰡔農事直說𰡕에서는 中國과 朝鮮의 風土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이용하면서 𰡔農事直說𰡕 편
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적용하였다. 그런데 下三道 지역과 兩界 지역은 애초에 무시할
수 없는 농업여건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다. 下三道 지역과 兩界지역은 위도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양쪽지방의 농업상의 환경조건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을 무시
하고 하삼도의 농업기술을 함경도와 평안도지방에 전파할 수는 없었다. 즉 농업기술은 풍토적
인 차이를 내재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下三道의 農法을 兩界지역에 그
대로 통용시키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세종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례를 찾아보면 1438년 4월 平安道敬差官 朴根이 올린 單子條件에 의거하여 兵曹에서 올
린 것을 議政府에서 논의하여 보고한 기사에 다음과 같은 조목이 들어 있다.
1. 본도(평안도, 인용자)에서는 남도(南道) 각 고을에 조도(早稻) 종자 25석을 배정해 교환하되, 여
연·강계(江界)에 각기 10석, 자성(慈城)에 5석을 차례로 수납(輸納)하게 하고, 각기 그 고을 수령으
로 하여금 적기에 이르면 이를 파종하여 시험해 보도록 하옵소서.121)

이 기사는 평안도의 남쪽 各官에서 早稻 종자 25석을 확보하여 한반도 최북단 지역인 閭延
과 江界에 각각 10석씩, 그리고 자성에 5석을 보내어, 이를 해당 3곳의 수령이 적시에 파종하
는 시험을 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평안도 지역의 개발, 개척, 특히 徙民정책
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평안도 南道의 各官에서 획득한 早稻種을 여연, 강계, 자성 등
보다 북쪽 지역에서 경자 가능한 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경종하게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부에서 올린 내용에 대하여 세종이 윤허하였다. 평안도 지역 내에서
早稻種을 교환하여 耕種하는 것을 시험하게 한 것은 風土에 의거하여 벼를 재배하는 것이 실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2)
농업여건의 지역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당시에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世宗이 兩界
지역으로 선진농법을 전수하려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을 정리하는 작업에
118) 𰡔世宗實錄𰡕 권44, 세종 11년 5월 辛酉 (3-181); 農事直說序
119) 𰡔世宗實錄𰡕 권84, 세종 21년 3월 丁巳 (4-195)
120) 𰡔世宗實錄𰡕 권55, 세종 14년 정월 丁卯 (3-367)
121) 𰡔世宗實錄𰡕 권81, 세종 20년 4월 4일 丁巳 (4-139); 一, 於本道南道各官, 早稻種二十五石分定, 爲
換閭延ㆍ江界各十石、慈城五石, 次次輸納, 令各其官守令趁時耕種試驗.
122) 함경도의 경우 행정상으로는 單一道였지만 군사적으로는 南․北道로 나뉘어 있었습니다<𰡔역주대전회
통𰡕 병전, 99쪽 주)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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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한 표면적인 명분상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世宗이 𰡔農事直說𰡕을 국가적인 차
원에서 편찬한 내면적인 목적은 농업기술의 정리를 통해 농업생산을 보다 안정시키고 이를 바
탕으로 조세수입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世宗은 𰡔農事直說𰡕을 편찬한 후 곧바로 다음해인 1430년(世宗 12) 2월에 諸道 監司, 州府
郡縣, 京中의 時職과 散職 2品 이상 官員에게 𰡔農事直說𰡕을 나누어 주었다.123) 世宗은 𰡔農事
直說𰡕의 사급대상을 우선적으로 八道 전체로 잡아 놓고 있었다. 물론 세종은 𰡔농사직설𰡕을 함
경도와 평안도 지역에 보급시키려는 의도를 잠재우고 있지 않았다. 1437년(세종 19) 2월에 양
도 감사에게 王命을 내려서 𰡔농사직설𰡕에 의거하여 경종하도록 권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세종은 가을에 수확한 정도를 따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권농의 실제적인 확인 작업까지 염
두에 두고 있었다.124)
세종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𰡔농사직설𰡕을 보급시키려는 지시를 내린 직후인 1437년(世宗
19) 7월에 다시 諸道監司에게 傳旨하여 𰡔農事直說𰡕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잘 일깨워 주도록
지시하였다.125) 이때 세종은 그동안 𰡔농사직설𰡕을 권장하는 데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새로
인쇄한 것을 각 군현에 보내어 農民을 가르치고 勸課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𰡔
농사직설𰡕의 보급에 관심을 중점을 두는 왕명을 내리면서, 蝗蟲 등 蟲災를 해결하는 방법을 𰡔
農桑輯要𰡕 등을 직접 검토하여 찾아서 제시하기도 하였다.126) 이와 같이 𰡔農事直說𰡕을 편찬한
뒤에 頒賜하고 보급에 힘쓰는 양상을 살펴 보면 𰡔農事直說𰡕을 양계 지역만 염두에 두고 편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양계지역을 위한 작업의 결과가 𰡔農事直說𰡕이었다면 諸道의 州府
郡縣에 모두 頒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𰡔農事直說𰡕은 양계지역을 위한 특별한 작업
의 결과가 아니라 諸道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𰡔農事直說𰡕의 편찬이 농업기술을 정리하여
이를 전체 농민에게 보급시키려 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와같이 널리 효유시키고 있었다. 그 중
에서도 지방의 守令, 勸農官 등이 보다 구체적인 𰡔농사직설𰡕 보급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議政府가 1446년(세종 28) 𰡔農事直說𰡕과 ｢農事敎書｣ 등으로 勸農할 것을 건의하는 상황에
서도 𰡔農事直說𰡕을 兩界 지역 이외의 곳에도 널리 보급시키려고 한점을 찾아불 수 있다.127)
조선 전기 𰡔農事直說𰡕의 보급 상황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𰡔攷事撮要𰡕에 실려 있는
冊板目錄이다. 𰡔攷事撮要𰡕는 魚叔權이 1554년에 편찬한 것인데 이후 1771년 徐命膺이 대폭
改訂 增補하여 𰡔攷事新書𰡕로 改題할 때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改修가 이루어졌다.128) 그런데
1621년 朴希賢이 續撰하여 간행한 本은 冊板目錄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八道冊板
目錄이 수록된 것은 壬辰倭亂 이전의 간행된 板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1585년 許篈이
추가 조사하여 追記한 冊板目錄을 담고 있는 국립도서관 所藏本을 검토하면, 1554년에서
1585년경까지의 八道의 各邑에 보관되어 있던 冊板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129) 이 八道冊板目
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𰡔農事直說𰡕의 板木이 들어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123) 𰡔世宗實錄𰡕 권47, 세종 12년 2월 乙酉 (3-216); 頒農事直說 于諸道監司州郡府縣及京中時散二品以
上 上曰 務農重穀 王政之本 故予每惓惓於農事也
124) 𰡔世宗實錄𰡕 권76, 세종 19년 2월 乙亥 (4-55)
125) 𰡔世宗實錄𰡕 권78, 세종 19년 7월 辛亥 (4-93)
126) 𰡔世宗實錄𰡕 권78, 세종 19년 7월 辛亥 (4-93)
127) 𰡔世宗實錄𰡕 권111, 세종 28년 2월 甲子 (4-656)
128) 어숙권이 原撰한 책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千惠鳳, 1974 ｢攷事撮要 解題｣ 𰡔攷事撮要𰡕 韓國圖書館
學硏究會, 1쪽).
129) 千惠鳳, 1974 ｢攷事撮要 解題｣ 𰡔攷事撮要𰡕 韓國圖書館學硏究會,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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𰡔攷事撮要𰡕의 팔도책판목록은 독립적인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八道征途를
기록한 부분에 別號와 더불어 倂記되어 있다.130) 책판목록에 등장하는 農書 관계 板木을 조사
하면 다음 표와 같이 총 16邑에 24개의 板木이 당시까지 조사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各邑에 소장된 冊板 가운데 𰡔農事直說𰡕의 板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전라도 全州 한 곳에 불
과하고 茂長에 보관된 冊板이 𰡔農事直說要集𰡕이어서 𰡔農事直說𰡕과 계통을 같이하는 것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全州에 보관된 𰡔農事直說𰡕 板木은 𰡔農書𰡕와 같이 등재되어
있어 각각 다른 冊板을 지시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보관되
어 있는 𰡔農書𰡕의 冊板을 𰡔農事直說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𰡔農事
直說𰡕 板木의 실제 보급상황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585년 당시까지 𰡔
攷事撮要𰡕에 기록되어 있는 팔도 冊板은 총 989종에 달하는 것이었다.
𰡔農事直說𰡕에서 연원한 板木이 全州와 茂長 두 곳에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𰡔농사직설𰡕의
간행 보급이 세종 당대 이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各
邑에 소장된 冊板 가운데 𰡔農事直說𰡕의 板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전라도 全州 한 곳에 불과하
고 茂長에 보관된 冊板이 𰡔農事直說要集𰡕이어서 𰡔農事直說𰡕과 계통을 같이하는 것으로 편입
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全州에 보관된 𰡔農事直說𰡕 板木은 𰡔農書𰡕와 같이 등재되어 있
어 각각 다른 冊板을 지시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𰡔農書𰡕의 冊板을 𰡔農事直說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𰡔農事直說
𰡕 板木의 실제 보급상황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1 > 𰡔攷事撮要𰡕에 보이는 農書 관계 板木 현황
道名
黃海道
江原道
全羅道

慶尙道

平安道

征途, 邑名
四日程 海州
五日程 淮陽
五日半程 旌善
五日半程 全州
七日程 茂長
八日程 谷城
八日程 潭陽
五日程 尙州
六日程 安東
六日半程 義城
七日程 星州
八日程 陜川
九日程 慶州
九日半程 晋州
十日半程 固城
六日半程 平壤

板木名
安平勸農敎
陳簡齋農書 養蠶方
養蠶經繰最要
農事直說 農書 蠶書 蠶書推句
農事直說要集
養生大要
農書
食療纂要
農桑集撮 農書 蠶書
田制
壽親養老書
農桑輯要
救荒撮要
山居四要 農書
壽親養老書
農書 蠶書

반면에 𰡔農事直說𰡕 이전에 만들어진 農書로 추정되는 𰡔農書𰡕는 𰡔農事直說𰡕과 달리 5곳에서
板木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만 茂長에 소장되어 있는 板本이 𰡔農事直說要集𰡕이라는 점을 주
130) 忠淸道(五十四官)아래 三日程에 들어 있는 邑 가운데 淸州의 기재 사항에 “別號 上黨(중략)冊板 古
文精粹(하략)”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4 𰡔攷事撮要𰡕
영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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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해야 한다. 𰡔農事直說𰡕이 편찬된 이후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增補를 덧붙여 간행되고 있었
다는 점에서 𰡔농사직설요집𰡕이라는 冊板은 바로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기 때문이다.131)
𰡔농사직설𰡕이 세상에 나온 이후 조선의 농서 편찬자들은 𰡔농사직설𰡕을 조선 농서의 ‘祖宗成
憲’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농서를 편찬하면서 𰡔농사직설𰡕의 주요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을 𰡔농사직설𰡕의 보완, 보충작업 정도로 자리
매김하였다.
조선초기 15세기부터 편찬된 農書는 결국 老農의 경험과 기술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편
찬된 것이었다. 농서 편찬과정에서 실제 농업기술에 대한 자료 제공자(老農)와 제공받은 자료
를 문자화시키고, 나아가 다른 農書에서 적당한 표현과 인용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한 편찬
자의 관계는 農業技術이 農書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主와 從의 관
계로 설정할 수 있다. 農書編纂者의 대부분은 이러한 관계 설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農書를 중시하고, 中國의 農書에 등재된 기술을 소개하는 입장에 서있는 농서편찬자의
경우는 노농과 편찬자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16세기 이후 중국 농서의 번역이라는 과제 대신에 한문으로 서술된 農書들을 諺文 즉 한글
로 번역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諺解사업은 새로 제정된 국문자의 정착과 보급을 위한 왕실
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었다.132) 당시 이루어진 언해사업에서 주요 대상이 된 것은 佛敎 관련
서책, 儒學 관련 서적, 醫書와 農書 등 諸家에 해당하는 책이었다. 그리고 五倫, 鄕約, 女訓
등 사회 윤리와 깊이 연관된 서적의 언해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또한 유교 경전의 언해를 통
해 대중교화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133)
농서 언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16세기 초반인 중종대에 𰡔農書𰡕와 𰡔蠶書𰡕의 諺解 작업이 金
安國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종대의 김안국과 연관된 국어학 관련 문헌으로는 8종의 언해서가
지목되고 있다. 1518년(중중 13년)에 간행된 ｢呂氏鄕約諺解｣, ｢正俗諺解｣, ｢二倫行實圖諺解｣,
｢農書諺解｣, ｢蠶書諺解｣, ｢辟瘟方諺解｣, ｢瘡疹方諺解｣ 그리고 1542년(중종 37년)에 간행된 ｢
分門瘟疫易解方｣ 등이다.134) 그런데 𰡔농서언해𰡕, 𰡔잠서언해𰡕, 𰡔벽온방언해𰡕, 𰡔창진방언해𰡕 등
은 현전하지 않아 그 서문이나 발문의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김안국은 성리학적 이념 구
현을 위하여 근본 배양과 계몽, 인륜 정립, 향속 교화, 본업 장려, 질병 구료 등을 목적으로
실천적 분야의 문헌들을 일반 백성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나 편찬 그리고 간행
을 주도하여 광포하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135)
조선 왕조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농서의 번역 문제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𰡔농사직설𰡕
을 주된 전범으로 삼아 많은 농서들이 직접 편찬되었기 때문에 중국농서를 번역하는 등의 문
제가 제기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農書를 諺解하는 과제가 지배층의 관심에서 멀어
져 있었다. 이는 실은 가장 농업기술에 능숙하고 통달한 사람이 농민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老農의 농법을 한문으로 재구성하여 편찬한 農書를 다시 諺解하여 농민들에
게 알려준다는 설정이 형성될 수 없었다.
131) 𰡔農事直說𰡕에 대학 각 지역의 증보 상황에 대해서는 金容燮, 1988 𰡔朝鮮後期農學史硏究𰡕 一潮閣
132) 김무봉,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현황과 사회문화적 의의｣ 𰡔한국어문학연구𰡕 58집, 한국어문학연구
학회, 2012, 43쪽.
133) 유명우,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諺解) 번역｣ 𰡔번역학연구𰡕 5권 2호, 번역학회, 2004, 84
쪽.
134) 여찬영, ｢김안국의 국어학적 위치｣ 𰡔언어과학연구𰡕 46, 언어과학회, 2008, 44쪽.
135) 여찬영, ｢김안국의 국어학적 위치｣ 𰡔언어과학연구𰡕 46, 언어과학회, 2008,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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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반에서도 農書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𰡔農事直說𰡕이 현실적으로 湮滅되어 있
어 쉽게 얻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申洬이 𰡔農家集成𰡕을 편찬한 것이었다. 즉 𰡔農事
直說𰡕의 價値와 湮滅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𰡔農家集成𰡕 편찬의 주요한 계기였다. 이점에 대
하여 申洬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이 居鄕에서 試驗하여 有驗하였으니 진실로 農家의 龜鑑이다. 다만 한탄스러운 것은 印本이 傳
함이 없어서 아는 자가 대개 적다는 것이다. 이에 마침내 鋟榟한다. 俗方을 一行 낮추어 첨부하여
本文과 구별하였다. 생각하건대 聖旨를 讚揚하여 세상에 널리 보급하고 사람들이 얻어서 행하기를
바란다.136)

申洬은 𰡔農事直說𰡕과 世宗의 ｢勸農敎｣의 효용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
이 유일한 𰡔農家集成𰡕 편찬의 배경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𰡔農家集成𰡕이 𰡔農事直說𰡕을 대
부분 그대로 轉載하면서도 부분 부분 增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申洬이 𰡔農家
集成𰡕을 편찬하는 작업에 助力을 더한 洪柱世도 𰡔農家集成𰡕 편찬의 주안점이 𰡔農事直說𰡕 이
었음을 밝히고 있다.137) 申洬은 𰡔農事直說𰡕의 원래 모습 그대로 轉載하는 것보다는 增補를
더해서 편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申洬은 𰡔農家集成𰡕을 편찬하기에 앞서 𰡔農事直說𰡕을 增補하여 公山(公州)에서 간행하였다.
이때 洪柱世가 助力을 더하여 一翼을 담당하였다. 申洬 자신도 자신의 작업이 𰡔農事直說𰡕을
增補하여 편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혀놓았다. 申洬은 𰡔農事直說𰡕에 俗方을 첨부하여
널리 세상에 보급하여 世宗의 聖旨가 수행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申洬이 𰡔農家集
成𰡕을 편찬한 목적은 일차적으로 𰡔農事直說𰡕을 널리 보급하려는 것이었다. 申洬은 世宗의 命
으로 편찬된 𰡔農事直說𰡕과 世宗의 ｢勸農敎｣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申洬은 𰡔農事直說𰡕이 農書로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당시 印本으로 전해지는 𰡔農事直說𰡕이 거의 없어 아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 문제라
고 파악하였다.

4. 맺음말
조선왕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생산활동 즉 농업(農業)을 중심으로
세종대(世宗代)에 수행된 농정책(農政策)을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세
종대 농정책의 특징을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채우고자 한다.
조선왕조에서 농정(農政)은 조선의 지배층이 우선해야할 정책과제였다. 따라서 왕조의 체제
를 정비한 세종대(世宗代)에 이르러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정책(農政策)의 수
행도 제자리를 잡아 나갔다. 세종(世宗)은 농본(農本)을 적극 강조하면서 농사권장과 농업장려
를 실행에 옮겼다. 실제 권농을 포함한 농정책(農政策)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외방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었다. 감사와 수령은 자신을 보좌하는 권농(勸農)과 감
136) 申洬, 𰡔農家集成𰡕 農家集成拔; 臣於居鄕 試之 有驗信 農家之龜鑑也 第恨印本無傳 知者蓋寡 玆乃
鋟榟 添以俗方 低其一行 以別本文 思欲贊揚聖旨 廣布於世 人得而行之也 (𰡔農書𰡕 1, 亞細亞文化社
韓國近世社會經濟史叢書)
137) 申洬, 𰡔農家集成𰡕 後叙(洪柱世) (규장각 가람古630.88-Si62n); 農事直說 鋟于公山也 余旣有糠粃之
引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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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監考) 등의 직임을 두어 농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15세기 초반에 𰡔農事直說𰡕이 편찬된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農書 편찬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다. 𰡔農事直說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農書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𰡔農事直說𰡕은 主穀作物에 한정하여 경작법을 수록하
고, 다른 작물의 경작법 특히 木綿의 경작법을 누락시키고 있었다.138) 둘째로 𰡔農事直說𰡕은
선진적인 농법을 후진적인 농법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된 것이었
다.139)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지역적인 성격을 담을 여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
가 셋째로 여러 차례 간행된 𰡔農事直說𰡕이 점차 인멸되어 17세기 초 시점에 이르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𰡔農事直說𰡕이 점차 인멸되어 세상에 전하지
않게 되면서 그나마 광범위한 전파를 통한 적용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태였다.140) 따라서
지역적인 특색이 농후한 地域農法을 農書로 정리하는 작업은 실제 농촌현장에서 수행될 수밖
에 없었다.141)
농서의 내용에 대한 두 가지 계통과 관련해서 조선의 농서 편찬의 주요한 흐름은 𰡔농사직설
𰡕 이래 老農의 농사 경험, 견문, 지혜를 문자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8세기말 正祖는
1798년 11월 30일에 내린 ｢勸農政求農書綸音｣에 호응하여 전국에서 많은 인사들이 應旨農書
를 올렸다. 應旨農書는 農業技術 뿐만 아니라 農政에 대한 주장도 실려 있었다. 이때 다수의
應旨人은 평소에 老農에게 전수 받은 농업기술이나 老農의 행적에 대한 見聞에 의거한 식견
에 근거하여 應旨農書를 저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또한 여러 응지인은 중국 農書인 𰡔農政全
書𰡕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초록하고 정리하여 농서를 편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按說을 붙이거나, 註釋을 달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조선의 풍토에 효용성이 있는 농서를 꾸미
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농서 편찬의 흐름은 바로 세종대의 𰡔농사직설𰡕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8) 𰡔農事直說𰡕의 項目으로 뽑혀 있는 작물을 보면 麻, 稻, 黍粟, 稷, 大豆, 小豆, 菉豆, 大麥, 小麥,
胡麻, 蕎麥 등 12종이었다.
139) 金容燮, 1988 𰡔朝鮮後期農學史硏究𰡕 일조각.
140) 𰡔農家月令𰡕을 지은 高尙顔은 17세기초에 지은 ｢農家月令序｣에서 𰡔農事直說𰡕의 湮滅을 안따깝게
지적하고 있다(高尙顔, 𰡔農家月令𰡕 農家月令序; 古有農書 不爲不該 而亂離之後 散亡殆盡 無從得見
可勝嘆哉).
141) 18세기말 𰡔千一錄𰡕이라는 農書를 지은 禹夏永에 따르면 지역적인 농법의 차이는 각 지역별 기후와
날씨 즉 節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禹夏永, 𰡔千一錄𰡕 附山川風土關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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