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광:주체성과 국제감각을 겸비한 지식인
신병주

선조에서 인조에 이르는 조선중기는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
가 닥쳐오는 시기였다. 안으로는 본격적인 붕당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세
력 간의 정쟁이 본격화되었고, 밖으로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왜란과 북방 여진족의 흥기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세력판도가 점차 재
편되어가는 시기였다.
지봉(芝峰) 이수광(李 光:1563-1628)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을 연구하고 국가의 중흥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실천, 실용의 학문에
힘썼다. 스스로 무실(務實)의 학문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
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의 대
표적 저술『지봉유설(芝峰類說)』
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1. 이수광과 그의 시대
이수광의 본관은 전주로, 선계(先系)는 태종과 후궁(효빈 김씨) 사이에
태어난 경녕군 이패(李 )로부터 시작된다. 이수광 집안은 왕족의 후손이
라는 이유로 4대 동안 관직 진출이 막혔다가, 아버지 이희검에 이르러서야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수광은 이희검과 세종대의 청백리 정승 문화
류씨 유관의 후손인 어머니 사이에서 1남 1녀 중 외아들로 출생하였다. 출
생지는 부친의 임지였던 경기도 장단이었으며, 주로 살았던 곳은 동대문
밖에 있는 유관의 사저(私邸)였다. 이수광의 호‘지봉(芝峰)’
은 집 부근에
있는 상산(商山)의 한 봉우리에서 따온 것으로, 그가 평생 동안 이곳에 깊
은 애착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호(堂號)‘비우당(庇雨堂)’
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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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나 피할 수 있는 집’
이란 뜻으로서 청빈한 생활을 자처하였다. 그는
‘비록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산림(山林)에 있다’
라는 뜻으로‘성시
산림(成市山林)’
을 자처하였으며, 음악과 여색, 이욕에 대해서도 담담한
생활을 하면서 전형적인 선비 학자의 풍모를 보였다.
이수광이 살아간 시대의 정국은 복잡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1592년의
임진왜란은 전란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위기의 시기에 지
식인이 해야 할 역할을 되짚어준 사건이었다. 한편 선조대 후반부터 조짐
이 보이기 시작한 붕당정치와 이로 인한 정쟁은 마침내 대규모 정치보복
으로 연결되었다. 1613년 광해군대 정국의 중심세력인 대북(大北) 세력
이 주도가 되어 인목대비 폐위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국은 더욱 급냉되었
다. 이수광은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관직을 그만두고 동대문 밖의 자택에
은거하면서 그간 틈틈이 견문한 내용들을 모아 1614년『지봉유설』
을완
성하게 된다.『지봉유설』
은 전환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과
이수광 당대까지의 학문 수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지식인이 추구했던 학풍과 문화관이 함축되어 있어서 조
선중기 사상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수광은
1616년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순천부사를 지냈으나, 3년간 봉직한 후에
는 수원으로 내려가 다시 독서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관직에 다시 복귀하여 도승지·대사간·대사헌·이조참판·이조판서 등
의 요직을 두루 거치다가 1628년 이조판서로 재직 중에 사망하였다. 묘소
는 경기도 양주 장흥면
에 있다. 이수광은 안동
김씨 부인과의 사이에 2
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성구는 영의정, 차남 민
구는 대사성까지 올랐
다. 두 아들은『지봉유
설』
의 간행에도 큰 역할
이수광 묘소–경기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에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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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2. 무실(務實)을 강조한 학문세계
이수광은 비록 성리학자의 입지를 지켰지만 성리학에서 실용적, 실천적
요소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리학 이외의 학문이라도 국부의 증
진이나 민생의 안정에 유용한 것이라면 모든 학문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개방성을 보였다. 이는 바로 실학의 선구자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수광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였다. 그러나 성리학의 모든 측면을 신념
화하지 않고 성리학에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
는가 하면, 성리학 이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체계의 수용에 적극성을 보
였다. 그가 양명학과 도가, 불교의 선가(禪家) 등에 대해서도 개방적 입장
을 취한 것은 이들 사상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도가나 석가와 같은 이단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활에 유용한 부분
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려는 이수광의 사상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이수광
은『지봉유설』문장부의 시인을 소개하는 항목에서 사대부 학자뿐만 아니
라 방외인(方外人)·승려·천인·규수·기첩(妓妾) 등 신분이 낮은 사람
들의 시까지 소개하는 신분적 개방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이수광 한 개인에게만 돌출된 것은 아니
었다고 여겨진다. 16세기에도 이미 일부학자들에게서 국가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정학(正學)이나 이단을 가리지 않고 취사(取捨)·절충
(折衷)·보합[補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의 학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 그룹이었으며, 이러한 학자들
의 존재에서 조선중기 사상계는 성리학 일변도의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사상이 공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리학을 보다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이단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인
이수광의 사상은 당시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인 외국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이어졌다.『지봉유설』권2의 제국부「외국」
조에는
안남(베트남)으로부터 시작하여 眞臘國(캄보디아)·榜葛剌(방글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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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錫蘭山(실론)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역사, 문화, 종교에 대한 정보
와 함께 回回國(아라비아) 및 佛浪機國(포르투갈)·南番國(네덜란드)·
永吉利國(영국)·大西國(이탈리아) 등 유럽의 나라들에 대한 정보까지 소
개되고 있다. 이수광은 명나라 사행의 경험을 통하여 외국의 문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지봉유설』
을 통해 외국의 많은 나
라를 소개하였다.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 조선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개방
적으로 발전해 갈 조선을 상정하고 그 모델들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구
해 본 것이리라.
이수광의 학풍에서 특징적으로 지적되는 박학풍과 개방적 사상은 무엇
보다 이것을 국가의 발전이나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실천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이수광을 실학의 선구자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 시킨 것
은 1930년대의 국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이
익의『성호사설』
과 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등의 저술이 바로『지봉
유설』
의 체제를 발전시킨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후기 실학자들 스스로가
이미 이수광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스승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3.『지봉유설』
은 어떤 책일까?
『지봉유설』
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백과사전으로 손꼽을 수 있는 책이
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지봉유설』은 저자의 나이
52세 때인 1614년(광해군
6)에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이 저술은 일시
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
자가 오랜 시일에 걸쳐 견문
한 사실과 많은 자료들을 보
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
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지봉유설』
–1634년 이수광의 아들 성구·민구가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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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에는 편찬원칙을 밝힌 3칙의「범례」
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
해 이수광이『지봉유설』
을 편찬한 목적을 파악할 수가 있다. 범례에서 주
목되는 것은 다루고 있는 항목이 3,435조에 달한다는 것, 가능한 전거를
밝혔다는 것과 인용된 서적이 348가(家)이며 유교경전에서 최신의 자료
까지 활용했다는 것 등이다. 그만큼 자료 조사에 치밀성을 기하고 광범위
하게 자료를 수집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지봉유설』
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천문·지리·역사·정치·경
제·경학·시문·신형(身形)·언어·잡사·기예·외도(外道)·궁실(宮
室)·복용(服用)·식물·금충(禽蟲) 등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인문적인 교양
과 생활사와 자연에 관한 것 등 거의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오늘날과
체제가 조금 다르지만 그야말로 문화백과사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항목을 설
명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수광은 성리학자인 까닭에 경서부나 문장부와 같은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천문·지리·언어·기예·식물·금충 등 일반적인
성리학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세세한 항목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 우선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신은 우
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수광은 서문에서,‘우리 동방의
나라는 예의로써 중국에 알려지고 박아(博雅)한 선비가 뒤를 이어 나타났
으되 전기가 없음이 많고 문헌이 찾을만한 것이 적으니 어찌 섭섭한 일이
아니랴. 내가 보잘 것 없는 지식을 가지고 한두 가지씩을 적어 두어 잊어버
리지 말게 하고자 하였다.’
고 하여『지봉유설』
의 편찬 동기가 무엇보다 예
의가 있는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적이 뛰어난 역사적 인물
을 소개하는데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수광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외국
의 문화 수용에도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지봉유설』
의 제국부 외국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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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남아시아와 서양 각국의 역사, 문화 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
고, 서양의 과학이나 지도, 천주교에 대해서도 선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주체성을 바탕으로 외래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인 이수광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봉유설』
은 당대까지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총합된 문화백과사전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우리의 민족문화
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문화에 대한 수용에도 진취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지봉유설』
의 곳곳에는 17세기 초반에 저술된 책이라고
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세계의 정보가 들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3
번의 사행 경험(20대, 30대, 40대)에 의해 획득된 것이었다. 사행의 과정
에서 이수광은 중국의 문화를 직접 목격하고 사행을 통해 만난 동남아 지
역의 사신들과도 교유하면서 동남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넓게 이
해할 수 있었고, 이것을 그의 저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지봉유설』
의 뒤를 이어 저술된 이익의『성
호사설』
, 안정복의『잡동산이』
, 이규경의『오주
연문장전산고』등은 백과사전적인 학풍이 조선
후기 학자들에게 상당히 풍미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술에서는 다양한 학문
을 두루 탐구하는 박학풍과 함께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한 포용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서양의
학문과 과학기술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점이 발견된다. 이들 저술은 실천·실용적인 학
풍, 즉 실학이 조선후기의 사상계에 자리를 잡
『오주연문장전산고』
–이규경 지음

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서『지봉유설』
은 조선후기 실학풍의 형성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
책이라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수광은 내적으로 붕당정치가 심화되고 외적으로 전란의 상처가 심했
던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의 시기를 살면서, 내우외환을 조기에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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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견 없이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는 한편 유연하고 개
방적인 성향을 취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해 열린 시각을 보였다. 이수광의 이러한 학풍
과 세계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바탕 없이 무분별하게 세계화만 외
치는 오늘의 현실에도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신병주 :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조선중기 사상사 전공
논저 : 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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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여성왕 선덕여왕의 리더십
김기흥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재위 632-647)은 전에 없었던 여성 국왕에 대
한 질시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현대와는 다른 배경에서 등장했지
만,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왕으로서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녀를,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여왕 즉위 전야
고구려와 밀약을 맺고 한강유역 확보를 위해 펼친 두 차례의 군사작전
(551, 553)을 통해 실력 이상으로 커버린 신라는, 진평왕(재위 579632)의 통치 후반기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고구려가 체제를 재정비하고,
백제도 무왕(재위 600-641)대에 국력을 회복하고 복수전을 펴왔기 때문
이다.
선덕여왕의 부친 진평왕
은 53년간 재위하며 행정
체제를 확충 정비하고, 자
신의 왕실이 석가모니 집
안이라는 소위 진종설(眞
種說)을 정치적 이데올로
기로 확고히 하였다. 이 이
념은 지금으로는 유치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왕실의
신성함을 보장해 주는데
선덕여왕릉–경주시 보문동 남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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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었다.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白淨)이었고 왕비는 마야(摩耶)부
인이었는데 이는 곧 석가모니 부모의 이름이다.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
날 아이는 당연히 아들로서 석가모니라 이름 지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데 왕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첫딸을 낳았으니 그가 곧 선덕여왕이 되는 덕
만(德曼)공주였다. 진평왕은 끝내 왕자를 두지 못했다.
신라에서는 왕자가 없으면
공주의 남편이 왕위를 이었다.
부마도 없을 때에는 화백회의
를 열어 귀족 중에서 덕망 있는
자를 선출하였다. 그런데 진평
왕은 자신의 왕실이 진골(眞
骨) 귀족들과 달리 성골(聖骨)
이라는 별도의 거룩한 신분임
을 주장하며 왕실간 근친혼을

불곡 석불좌상–경주시 인왕동 산50번지 소재

해왔는데, 문제는 왕자는 물론 사위로 삼을 만한 성골 남자가 거의 없었다
는 사실이다. 너무 조건이 좋은 남자나 여자가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결국 덕만공주는 결혼은 하였으나 곧바로 남편과 사별하고, 이후 마땅
한 재혼 상대가 없어 그만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 듯하다. 진평왕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장녀 덕만공주를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당시 왜(일본)에
여왕인 스이코(推古)가 있었던 사실도 그의 결심을 북돋웠을 듯한데, 특
히 덕만공주는 여자이지만 언젠가는 부처가 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논리
를 계발하여 즉위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불교국가에서 왕은 곧 부처와
동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빌어 공주의 여왕됨이
하늘의 뜻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귀족인 칠숙과 석품이 주모하여 진평왕 53년(631)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반란은 곧 평정되고 주모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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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왕의 능력 과시
선덕여왕은 즉위와 동시에 큰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 지배자들은 흔히
웅장한 건축물을 통해 능력과 존재를 과시하곤 하는데 여왕도 그러하였
다. 대사찰인 황룡사가 있는데도 꽤 규모 있는 분황사(芬皇寺)를 그 곁에
건축하였다.‘분황(芬皇)’
은‘향기로운 임금’
이란 뜻으로,‘향기로운 임
금의 절’
이라는 이 분황사는 곧 향기나는 여왕, 선덕여왕의 절인 것이다.
여왕은 분황사 이외에 영묘사(靈廟寺)라는 큰 절을 짓는 데도 적극 시주
하며 도왔는데, 이 절은 선덕여왕과 관련된 설화에 자주 등장한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신라에게 매우 힘들게 돌아갔다. 백제의 의자왕(재
위 641-660)은 드센 침
략으로 신라를 궁지로 몰
았다. 백제군은 642년 신
라를 침공하여 40여 성을
빼앗고, 이어 김춘추의 사
위인 김품석이 성주로 있
었던 대야성을 쳐서 성주
내외를 위시한 많은 사람
들을 죽이고 성을 차지하
분황사탑–경주시 구황동에 있다.

였다. 더구나 백제는 신라

의 대중국 교류의 항구인 당항성을 포함한 한강유역의 땅도 되찾으려고
고구려의 연개소문 정권과 우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신라는 아연 긴장
하였다.
그리하여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고구려는 과거
진흥왕대에 거저 주다시피 한 남한강 유역의 영토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
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라는 결국 당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라 사신을 맞은 당 태종은“네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주위 나라들이 무시하는 것인데, 내가 나의 종친 한 사람을 보내 신라왕을
삼되 혼자 가서 왕 노릇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어 보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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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야 스스로 지키게 함이 어떠한가?”
라고 하며, 여
왕 재위를 문제 삼으며 신라 지배의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 놀란 신라 조정
에서는 곧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당에서 긴급 귀환한 자장법사의 건의로
황룡사에 높이가 수십 미터나 되는 9층 목탑을 건설하여 국내외에 여왕의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
당 태종의 여왕에 대한 불신 표명은 여왕 반대 세력을 자극하였다. 탑이
완성된 그 다음 해(647) 정월 초에 상대등 비담은 많은 귀족들의 호응 속
에“여왕은 정치를 잘 못한다!”
라고 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김유신·김춘
추 등이 적극 진압에 나서서 평정되었지만 반란군의 기세는 초반에는 왕
실 군대를 크게 위협하였다. 반란의 와중에 상심하여 쓰러진 여왕은 정월
초여드레 날 반월성에서 숨을 거두었다.
3. 관인명민(寬仁明敏)의 리더십
선덕여왕은 능력 있는 신하들을 만난 행운의 군주였는데, 훌륭한 인재
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정을 비교적 원활히 하였다. 즉위 초에는 을제
(乙祭)라는 대신에게 국정을 맡
겼고, 제부(弟夫)인 용춘에게
자문을 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
로 운영했다. 여기에 김춘추나
김유신 등을 등용하여 외교와
군사상의 문제를 풀어갔다.
대외 군사적인 면에서 수세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
성 왕이 재위했다고 한들 옛 영
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고구려가 버티는 중에, 국
력을 꾸준히 길러 성왕의 죽음
에 대한 복수를 별러온 백제의
첨성대–국보 제31호로 경주시 인왕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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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쉽게 막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왕이 여자이기 때문에 군사상
수세에 몰렸다고 볼 수는 없다.
『삼국사기』
에는 그녀가“관인명민(寬仁明敏)하다”
고 하였다.‘너그럽
고 인자하고 현명하고 센스 있다’
는 뜻의‘관인명민’
, 이것이야말로 이 여
성왕의 성품과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너그럽고 인자함’
을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나 성
공한 여성 리더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성품이기도 하다. 더구나 여성의 모
성적 자애로움은‘너그럽고 인자함’
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
이 국사를 담당했던 고대 사회에서 뛰어난 남성 신하들에 대한 너그럽고
인자한 여왕의 리더십은 그들에게 좋은 활동의 토양이 되었다. 신라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인재들로 꼽을 수 있는 김춘추(602-661), 김유신
(595-673) 등이 정치·군사적 실력자로 입지를 확보해 간 시기가 바로
이 선덕여왕대였던 것이다.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재위 576-579)의 손자이지만 지혜와 화술 그
리고 국제 감각까지 갖추어서 당은 물론 일본에까지도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남성 왕이나 위약한 남성 왕이 왕위에 있었
더라면 이 잠재적 왕위 위협자를 그냥 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가야계라는
한계를 가진 김유신의 경우도 배제나 견제를 받아서 어중간한 인물에 머
무르거나 아니면 앙앙불락하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애
로운 여성 왕은 이들을 가까이 받아들임으로써 문무 양면에서 동아시아의
뛰어난 영웅들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흠모하여 상사병이 든 지귀(志鬼)라는 역졸
의 마음을 헤아려 영묘사에서 그와 만나 주려 한 설화가 전해진다. 아울러
김유신이 김춘추와 관계를 가진 여동생 문희를 불살라 죽이려 하였을 때,
김춘추로 하여금 그녀와 결혼토록 하여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도 자상
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녀의 명민함, 곧 지혜와 센스 있음은『삼국유사』
에 전하는 유명한
‘선덕왕 지기삼사’
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당에서 보낸 모란꽃 그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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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꽃의 향기가 없을 것을 아는 등 3가지 미리 어떤 일을 알아차리는 능력
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설화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녀의 신비한
수준의 지혜와 감수성을 상당수의 당시인들이 말하고 믿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 준다. 이 탁월한 능력은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그녀를 신뢰케 하
였을 것이다.
4. 리더십의 한계
‘관인명민’
의 긍정적 자질을 가진 그녀의 리더십이 결과적으로 성공적
이었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속 좁은 남성들이 흠잡아 협조하지 않
고 반발하여 그녀가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여 유리하게
이끌어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리더십의 한계는 무엇일까?
우선 그녀는 지나치리만큼 종교 중심적 행태를 보였다. 자신이 진종이
라는 성골 의식을 가짐은 물론, 죽어서도 도리천에 태어나겠다는 생각에
서 여러 절을 짓고 첨성대를 쌓는 등 불교에 심취하였다. 심지어 신하들에
게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말하며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다 하는데, 이런
종교에 몰입한 언행을 할 때 신하들이 당황했던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현실인식이 투철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다.
종교적이며 비현실적인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적극적 시책과 비전이 나
올 수 없었다. 따라서 국정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외적의 침략에 당
황해 하며 급급해 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실 인식의 부족과 비전의 부재는
결국은 자신의 측근 위주의 통치 행태를 낳게 되었다. 용춘은 물론 김춘
추·김유신·알천·자장 등에게 크게 의존하는 정치 운영상을 보였다. 자
신의 등극을 반대하거나 주저하던 많은 귀족들을 적극 포용하지 못함으로
써, 지속적으로 여성이란 점을 꼬투리로 잡히는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이
런 점들은 국제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그녀의 치세기간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결국 그녀는 남성 우월주의자들인 반대자들을 포용하거

21

나 나아가 압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다. 그리하여 감정·종교적으로 그녀를 숭앙하거나 정치적 이익이나 혈연
적 유대에서 그녀를 추종하는 이들의 지지 속에 왕위를 유지하는 한계를
보였다.

김기흥 : 건국대 교수, 한국고대사 전공
논저 :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천년의 왕국 신라, 고구려 건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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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왕, 궁궐 밖으로 나서다.
김지영

1. 시대에 따라 변화한 국왕 행차의 목적
조선시대 왕의 정치는 주로 궁궐 안에서 이루어졌다. 궁궐에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던 만큼 일반 백성들이 임금의 모습을 보기란 하늘
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의 임금이 전혀 궐 밖 출
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종묘나 사직 등 국왕이 백성을 대신하여 기
도를 드리는 장소도 궁궐 밖에 위치하고 있었고, 선왕·선후의 능을 살펴
보기 위해 또는 매 사냥을 보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서기도 했다.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가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조선시대 임금은 나랏님이었고 임금 행차의 모양새는 나라의 체모와
관계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준비와 시행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임금이 한번 움직이면 수천에 이르는 군사들이 수행했고 구경 나온 백성
들까지 모두 합하면 만여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 당시 동원
된 군사들에게는 밥조차 먹여주지 않았으니 임금이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날이라도 지새게 되면 그 고충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여 신
하들은 임금이 타당한 사유 없이 궁궐 밖에 나가는 것에 반대했고, 선정을
베푼 위대한 통치자를 지향했던 조선의 임금들은 궁궐 밖으로 나갈 합리
적인 명분을 만들든가 아니면 궁궐 안에서 지내야 했다. 물론 이도 저도 따
르지 않고 맘대로 나다니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연산군 같은 이도 있
다. 흥미로운 것은 시기별로 출궁의 명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고, 시기
별로 각기 달랐던 출궁의 목적과 출궁의 실제를 살펴보는 일은 백성들의
눈에 비친 각기 다른 임금의 이미지를 추적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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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냥하는 임금님
조선 초기의 임금들-태조(太祖)와 태종(太宗)과 같은-은 궁궐 밖에서
지내는 일이 더 많았다. 사실 수도 한양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수도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 태종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궁궐 안팎을 나누는 것이 무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무인 출신이었던 태조와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고
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태종의 기질상 궁궐 안에서 편히 있는 생활이 맞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현전 학사를 중심으로 유교적 통치 질
서를 확고하게 세운 세종(世宗)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
『조선왕조실록』
을 통해 살펴
보면 세종대에 궁궐 밖으로 나
선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 초기에는 상왕(上
王)으로 있던 태종(太宗)의 거
처가 수강궁(壽康宮), 낙천정
(樂天亭), 풍양 이궁(豊陽離宮)
등으로 다양했으므로 세종 또한
상왕을 뵙기 위해 자주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친정(親
政)을 하게 된 동왕 5년 이후에
도 출궁 양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세종이 궁 밖으로 나선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 사냥을
위해 동교, 서교, 남교 등으로 나
시흥환어행렬도–정조의 행렬이 시흥행궁 앞에다다른 모습

간 것이 매해 거둥의 70~80%

정도를 차지하며 기타 사신을 영접하거나 잔치를 베풀기 위해 모화관이나
태평관으로 거둥한 일이 그 다음으로 많다. 임금이 사냥하는 주목적은 종
묘에 올릴 희생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지만, 사냥은 군사훈련도 겸하였기
때문에 군사들의 격구나 활쏘기, 새로 개발한 무기의 성능을 보기 위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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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동왕 10년 무렵부터 농사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근교에 거둥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사냥이나 군사훈련 등을 보기
위한 거둥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회수이다. 세종은 고질병인 안질 등의 치
료를 위해 온양, 이천, 충청도 청주 등의 온천이나 초정에 행차했고
35~70일 가량 머물렀다.
세조(世祖)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었다. 동왕 5년에 사냥과
관무재를 위한 거둥이 각각 8회, 12회에 이르렀고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행차는 3회에 머물렀다. 동왕 6년에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순행(巡幸)하였
고 8년에는 군사훈련을 위해 강원도 일대에 거둥하였고, 오대산 상원사에
서는 관음보살이 현신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세조의 경우 많은 거둥을
중전과 함께 했다는 특징도 보인다.
3. 수성(修省)하는 임금님으로
이렇게 임금의 궐 밖 거둥의 대부분이 사냥과 군사훈련을 위한 것으로
채워지던 양상은 성종(成宗)대를 거쳐 중종(中宗)대에 이르면서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성종대에는 우선 사냥의 회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
고, 신하들도 임금의 거둥이 신중해야 함을 들어 사냥을 위한 행차에 공개
적으로 반대했다. 대신 농사의 형편을 살피기 위한 거둥이나 조상을 배알
하기 위한 능행, 풍년을 기원하는 선농제(先農祭)나 친경(親耕) 등 민생을
돌보는 임금의 이미지를 부식시킬 수 있는 거둥은 조금씩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중종대에는 사냥의 회수는 더욱 크게 줄어 동왕 7년에 아차산, 동왕 8년
에 살곶이에 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냥만을 목적으로 한 행차는 없었다.
군사훈련을 보기 위한 행차도 성종대와 비교해서 더욱 줄었다. 신하들은
성학(聖學)을 닦고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군사로 징발되는
백성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덕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냥이나
강무를 위한 행차에 반대했다. 대신 능행의 회수가 크게 늘어 종묘에 직접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둥도 증가했다. 중종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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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나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등에서 기우제를 직접 지내는 일이 보인
다는 점이다. 백성의 고통을 염려하여 시위 군사와 의장(儀仗)을 대폭 줄
이고 가마도 타지 않고 성문 밖의 제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은 새로
운 풍경이었다.
행차의 구체적인 양상도 위와 같이 차이가 있지만 15세기에 비해 16세
기에는 궁궐 밖에서 국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양상은 또 다른 이유로 인
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행렬에 등장한 오색 촉롱(燭籠)

4. 국왕, 궁궐 안에 숨어버리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백성들 앞에 스스로 떳떳하기 힘들었던 조
선의 임금들은 궁궐 안으로 숨어버렸다. 선조의 경우 왜란(倭亂)이 끝나
고 한양으로 돌아온 후 훙서(薨逝)할 때까지의 10년간, 궁궐 밖으로 한 발
자국도 내딛지 않았다. 이는 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반정(反正)으
로 집권했던 인조의 출궁 사실은 거의 모두 병자년 호란(胡亂)이 발발하
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삼전도에서의 치욕의 항복 이후 전쟁 마무리
를 위해 오는 사신을 맞이하러 모화관이나 남별궁에 몇 차례 간 것을 제외
하고는 그 역시 창덕궁(昌德宮)이나 경덕궁(慶德宮)에 머물렀다. 효종대
에는 행차의 회수가 연평균 약 11회로 인조대에 비하면 2배로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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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대에는 다시 절반 정도로 줄어 대략 두 달에 한 번꼴로 밖에 모습을 보
였다. 이러한 양상은 숙종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다가 영조대에는 비약
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영조 재위 후반 15년간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궁
궐 밖으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에도 영조대 후반 이후의 양상이 계
속되었다. 수치상으로 볼 때 18세기의 국왕들은 17세기에 비해 4배가량
더 행차를 자주 하고 있다.
행차의 내용상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효종이 연평균 11회, 매달 한
번 꼴로 궁궐 밖으로 나간 것은 대부분이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기는 청(淸)의 간섭과 감시가 가장 심했던 때이고 한 달에 두 번씩 사신
이 오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효종의 궐 밖 행차 중 70%가 칙사를 맞이하
기 위한 것이었고, 북벌(北伐)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군사 훈련의 기회로
활용했던 능행이 매년 한 차례 정도씩 있었다. 현종대에도 고질병 치료를
위해 다섯 차례 온천에 행차한 것을 제외하면, 칙사 접대를 위한 거둥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창덕궁 인정문 -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문.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팔
작지붕 건물. 보물 제813호. 인정전과 함께 조선 왕조 궁궐의 위엄과 격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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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백성의 국왕이 되기 위하여
숙종(肅宗)대부터는 국왕의 행차 목적에 변화가 나타난다. 종묘 행차가
크게 늘고 기우제, 문묘 작헌례, 진전(眞殿) 배알 등을 위한 행차가 증가하
였다. 종묘 거둥은 1695년 이후 정례화 되었다. 이는 선대의 역사를 재평
가하고 종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할 떳떳한 의리를 바로잡았다는 국왕으로서의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었다. 임금이 종묘에 직접, 그것도 궁궐 안에서 종묘의 북문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의장과 노부(鹵簿)를 제대로 갖추고 당당하게 행차하는 모습
을 보임으로써 이제 숙종 자신이 조선의 통치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던
선왕(先王)들의 계승자라는 점을 과시할 수 있었다. 능행도 이전의 왕들
이 가까운 혈친(血親)의 능을 주로 찾았던 것에서 벗어나 조선의 역대 국
왕의 능을 모두 찾아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즉 개인적인 추모(追慕)의
정을 펴는 자리가 아니라 왕으로서 선왕에 대한 예를 다하는 기회로 변모
시킨 것이다. 이 시기부터 임금의 행차는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조선이라
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행차라는 본연의 의미에 더 다가가게 되었던
것이다.
영조(英祖)는 매해 서너 차례 종묘에 거둥했고 그 중 한차례는 친제를
올렸다. 선왕들의 위대한 업적을 잇는 계승자임을 만방에 고하기 위한 행
차는 더욱 늘어나 사당이나 무덤 뿐 아니라 선대의 자취가 어린 수많은 장
소들에 직접 행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등 국가적인 기억의 장소로 만들
어갔다. 어머니인 숙빈(淑嬪) 최씨의 사당에 자주 행차한 것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효성을 다하는 일이었지만 결국 국왕의 어머니에 준하는 예로
제사지내게 함으로써 왕으로서 영조 자신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게끔
했다. 영조대 행차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백성들의 민생 현장을 살
피기 위한 행차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가뭄이 들면 종묘, 사직,
도성 근교의 제단에서 몸소 기우제를 올렸고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에는 농사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어가를 멈추어 중간의 관리들을 거치지
않은 백성의 생생한 고충을 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백성이 심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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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통해 진정으로 왕의 권위가 되살아날 수 있음을 이해했기에 가능
했다. 왕과 백성과의 만남은 능행이나 소소한 모든 행차 때에 항상적으로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영조대에는 같은 목적의 행차라도 궁궐 밖에 머물
러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며 날이 어두워진 후에 환궁하는 일도 잦았다.
힘겹게 할아버지의 계승자가 되었던 정조(正祖) 또한 영조의 선례를 좇
았다. 종묘나 사직 친제, 능행 등은 연례적인 행사가 되었고 행차 도중에
백성들을 위한 여러 조치를 내리고 선왕들을 기념하는 일들을 수행한 것
또한 할아버지 그대로였다. 정조대의 국왕 행차 가운데 비운에 간 아버지
장헌세자(莊憲世子)를 위한 현륭원(顯隆園) 원행이나 경모궁 거둥을 빠
뜨릴 수 없다. 특히 배봉산 기슭에 있던 묘소를 화성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는 화성까지 오가는 국왕의 행차를 보는 일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영희전에 행차하는 영조(부분)

6. 달라진 행렬의 이미지
영조와 정조대에 국왕의 행차가 잦아지면서 행렬의 모습 또한 크게 달
라졌다. 이 모든 행차가 진정한 조선의 통치자로 서고자 기획된 것이었기
에 어가 행렬 또한 국왕의 확고한 권위를 드러내줄 수 있어야 했다.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기물 등이 다시 정비되고 행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들은 국왕의 신민임을 보일 수 있도록 옷과 장식을 제대로 갖추었다. 군사
들은 행렬이 움직이고 서는데 따라 재배치되거나 진법(陣法)에 따를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방위의 색에 따라 옷을 입었고 국왕의 최측근에 서는 호
위 군사들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옷으로써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행
차에 밤낮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도입된 행렬을 비추는 조명이나 너른 한
강을 가로지르는 배다리[舟橋]의 장관은 어둡고 희망 없는 세계를 비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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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로서의 이미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이미지를 국
왕에게 더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왕의 행렬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엄을 느낄 수
있고 심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국왕 행차의 내용 변화 즉
백성을 위한 정치를 수행하는 통치자로 서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행
차의 목적과 결합되었고, 이제 왕은‘밀실의 계승자’
가 아닌‘만 백성의
국왕’
으로서 서서히 받아들여져 갔다. 이것이 18세기 100여 년 동안 조선
국왕의 행차가 가진 진정한 의미였다.

김지영 :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선후기사 전공
논저 :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考, 肅宗·英祖代 御眞圖寫와 奉安處所
확대에 대한 고찰, 朝鮮後期 국왕 行次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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