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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쿠릴타이(quriltai), 곧 몽골 황실 大會의 작동 방식과 물적 기반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13~14세기에 몽골제국의 탄생과 함께 초원의 시공
간이 유라시아 역사의 전면으로 浮上했다. 쿠릴타이는 몽골제국 정치의 핵심 
시공간이었다. 칭기스칸 등 歷代 몽골 군주들은 쿠릴타이에서 즉위했다. 군
사 遠征과 법령 반포 등 국가 중대사 또한 쿠릴타이에서 결정되었다. 그것은 
祭天과 宴會(몽골어 qurim, 투르크어 ṭōī)와 恩賜를 동반했다. 

몽골 대칸이 작동시키는 쿠릴타이의 시공간은 帝國의 정치·경제·문화질서
에 변화를 요구했다. 쿠릴타이는 匈奴 이래 초원 유목민의 年例 祭天 전통
에서 기원했다. 祭天의 慣例는 쿠릴타이의 주기성과 관계된 것이었다. 쿠릴
타이는 또 태생적으로 군사회의와 군주 선출·즉위 회의의 기능을 지녔다. 이
때 쿠릴타이는 不定期로 열렸다. 

쿠릴타이는 개최 현장은 대칸의 오르두, 특히 시라 오르두(Sira Ordu 金
帳)였다. 쿠릴타이 시공간은 카안의 계절 巡幸과 황실 내부의 권력 변화와 
연동하며 재화의 配分과 수취 체계에 변혁을 일으켰다. 

13~14세기의 몽골인들은 쿠릴타이를 확대, 발전시켰다. 정월·사월·오월·구
월의 祭天은 몽골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 여름 유월의 祭典, 곧 지
순宴(ǰisün: 一色服의 宴會)은 帝國的 성격의 새로운 몽골 쿠릴타이였다. 그
것은 아마 뭉케 카안 이래 초원 생태와 유목생활 週期에 맞춰 텡그리
(tengri)와 칭기스칸을 기리고자 시작되었다. 지순宴의 쿠릴타이는 카라코룸
과 그 주변 倉庫(anbār와 khazāna)의 물자·보화에 의해 지지되었다. 

쿠빌라이 카안은 쿠릴타이의 시공간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켰다. 上都·大
都의 건설과 함께 帝國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축이 카라코룸에서 兩都로 옮
겨갔다. 上都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大都에 준하거나 때로 그것을 능가했
다. 매년 여름 上都(大오르두) 쿠릴타이는 카안과 황실 성원이 반드시 참석
해야 하는 常典이었다. 

쿠릴타이에서 中華 朝儀는 찰나적이었고 그 진정한 핵심은 몽골 고유의 
정치·경제·문화였다. 大오르두와 大明殿에서 카안과 카툰의 자리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몽골 전통이었다. 술과 음식은 쿠릴타이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
다. 카안의 식탁 위에는 몽골·‘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동남아시아·고려의 
風味가 가미돼 있었다. 이 가운데 御膳의 중심은 몽골 北羊·黃羊(Gazelle)이



- ii -

었다. 지순宴에서 法會, 대자삭(大扎撒)·祖訓의 낭독, 음악·무용·연극·씨름·축
구·擊毬·放走(달리기) 등 技藝가 진행되었다.

上都는 몽골제국을 실질적으로 유지·작동시키는 데 실질적 힘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上都 巡幸의 궁극적 목적은 淸暑가 아니라 쿠릴타이에 있었다. 
몽골 대칸은 上都에서 朝覲과 연향의 悅樂 속에서 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成憲을 준수하며 先代의 간난을 기억하고자 했다. 

쿠릴타이는 방대한 물자와 비용을 요구했다. 그것은 朝貢·선물 헌상, 카안
의 財貨 賜與(歲賜)를 동반했다. 쿠릴타이에서 카안의 사여는 “忽里台(qurilt
ai) 銀·鈔·金段”으로 불렸다. 카안은 여름 上都 쿠릴타이를 위해 大都 帑藏
의 재화를 巡幸에 맞춰 上都로 이송시켰다. 이로써 上都에서 성대한 번성은 
일순간에 찾아왔다.

쿠릴타이에서 소비·배분(歲賜)되는 가축·직물·보화 등의 物貨는 쿱추르(科
差)·칼란(稅糧)·탐가(商稅·課程)의 稅制에 의해 상당부분 지탱되었다. 徵稅 물
품 가운데 곡물은 [京]倉(anbār)으로, 金·銀·鈔·金段 등의 귀중품은 內帑(內
藏庫·左藏·右藏)과 萬億庫―각기 페르시아어의 나린(nārīn)과 비둔(bidün)―
의 財庫(khazāna)에 수납돼 쿠릴타이·國計의 수요에 대비했다.

제국의 물자는 陸運·水運·海運의 복합운송 방식으로 수도로 이송되었다. 
황실용 財貨는 쿠릴타이의 물품을 포함했고 운송 중에 특별히 취급되었다. 
조악하고 무거운 물품(곡물 등)은 육로·수로·해로를 따라 遞運된 반면, 비싸
고 섬세한 物貨(茶貨·金銀·鈔定·絲綿·布帛 등)는 長押官·弓兵의 호송을 받으
며 주로 陸路로 운송되었다. 자연·인문환경·제도·인간·동물의 제약에도 불구
하고 몽골 잠치(站赤 ǰamči)는 제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使客·物貨의 이동 
期日을 맞출 수 있었다. 上都路의 운송 능력은 大都路와 유사하거나 육로 
운송시설·동물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는 物貨의 최종 소비처로서 상도
의 위상을 보여준다.

요컨대 여름철 초원에서 몽골 카안·諸王 등의 쿠릴타이는 지순(ǰisün 只
孫)의 옷을 입고 음식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대한 소비와 재생의 시공간
이었다. 쿠릴타이에서 몽골인의 흥청거림과 소비는 재화의 長期 저장과 증식
을 추구하는 [정주] 문화와는 다른 표현 방식의 정치·경제·문화였다.  

몽골인은 유라시아 세계에 새로운 단계의 번영과 다양성을 가져왔다. 그 
번영을 향유하는 중심에 쿠릴타이가 있었다. 쿠릴타이에서 풍부한 재화는 황
실과 엘리트들에게 축복이었다. 반면 백성들에게 그것은 재앙과 은총 사이를 
오가는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거대 帝國 시스템 안에서 백성의 환호, 백성과 
자연의 거듭된 再生, 그리고 長大한 제국 운송 체계 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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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는 작은 수레·선박·짐승은 쿠릴타이(quriltai)의 물질문화 번영을 위한 중
요한 디딤돌이었다.

주요어: 쿠릴타이(quriltai 大會), 토이(ṭōī 宴會), 지순宴(ǰisün), 시라 
오르두(Sira Ordu 金帳), 上都, 巡幸, 여름, 歲賜, 잠치(ǰamči 
站赤)

학  번: 2009-30032





- v -

목차

서론  …………………………………………………………………………    1

제1장 황실 권력과 쿠릴타이 ………………………………   19
1. 쿠릴타이의 起源 …………………………………………   19
2. 쿠릴타이의 시공간 …………………………………………   26
3. 쿠릴타이 現場의 자리 배치와 儀衛  ………………   64
4. 쿠릴타이의 진행 절차 ………………………………   84

제2장 쿠릴타이의 물질세계   ……………………………  107
1. 御膳: 일상과 宴饗의 고리 ……………………  107
2. 지순宴(ǰisün)과 皇室의 번영 共有 …………………  139
3. 쿠릴타이의 비용과 재화의 賜與 ……………………  161
4. 쿠릴타이와 賦稅 체계 ………………………………  178

제3장 쿠릴타이로의 물자 조달과 잠치(ǰamči) 운영  …………  197
1. 카라코룸행 역로 운영 ………………………………  197
2. 上都로의 물자 조달 ………………………………  211 
3. 大都行 복합 중계운송 체계: 육로·수로·해로 …………  221
4. 驛路와 程限의 문제 ………………………………  265

결론  …………………………………………………………………………  294
별첨  …………………………………………………………………………  304
참고문헌  ………………………………………………………………  307
Abstract  ………………………………………………………………  333





- 1 -

서론

본고는 쿠릴타이(quriltai), 곧 ‘몽골 황실 大會’의 작동 방식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究明함으로써 몽골제국(Yeke Mongɤol Ulus1))의 운영 메커니즘
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13~14세기에 몽골인들은 유라시아의 시공간에 변혁
을 일으켰다. 몽골제국은 거대 영토제국과 초원의 시공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帝國의 거대한 영토는 同시대인과 후대인들에게 또렷이 각인
돼 왔다. 반면 유라시아의 정치·경제·문화에서 초원 시공간의 浮上은 거의 
주목되지 못했다. 그것은 제국의 물질문화가 초원 위에서 소비된 후 대부분 
사라져 그 시공간의 변동과 가치를 탐색하기 어려운 현상과 연관돼 있다. 또 
몽골초원이 세계사―특히 세계 경제사―를 정주 농경·도시 중심으로 설명하
는 일반적 이해로부터 벗어난 공간이기 때문이다. 

쿠릴타이는 몽골제국 시공간의 핵심이었다. 몽골 대칸(Qa’an)2)이 작동시
키는 새로운 시공간은 필연적으로 帝國의 정치·경제·문화 질서에 변화를 요
구했다. 쿠릴타이의 시공간과 그에 연동된 지역사회의 재편은 여러 문헌·회
화·고고자료에 다양한 언어·형태로 기록돼 있다. 페르시아어 史書 Jamī 
al-Tavārīkh(이하 “集史”)는 몽골 황실의 일상을 그린 삽화를 여러 점 싣
고 있다.3) 특히 集史(타쉬켄트 本)의 宴會圖(그림 1)는 대규모 연회 장면
을 그린 작품이다. 이 宴會圖는 대칸(Qa’an)과 카툰(Qatun: 카안·칸의 부인)
을 중심으로 그 우측(서쪽)에 남성 40명, 중앙에 남성 5명, 좌측(동쪽)에 남
성 14명과 여성 15명―전체 남성 60명, 여성 16명―을 묘사하고 있다. 참석

1) 대몽골울루스(Yeke Mongɤol Ulus 大蒙古國)의 의미와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김호동, ｢몽
골제국의 ‘울루스 체제’의 형성｣, 東洋史學硏究131, 2015, pp.338~343. “울루스(ulus 
國)”는 본래 “사람들”(people)을 뜻하나 문맥에 따라 인구(population), 국가(state), 칸의 
臣民(subjects)을 가리킨다(Denise Aigle, “Iran under Mongol Domination: The 
Effectiveness and Failings of a Dual Administrative System,” Bulletin d’Études 
Orientales, Supplément LVII (Mars, 2008), p.67의 각주 7). 이하 동일 필자의 연구 논
문이나 저서는 “성명(출판연도)”로 약칭한다.

2) Igor de Rachewiltz, “The Title Činggis Qan/Qaġan Re-examined,” Gedanke und 
Wirkung: Festschrift zum 90. Geburtstag von Nikolaus Popp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9), pp.281~298. 

3) 예컨대 Rašīd al-Dīn Fazl-ullāh Hamadānī, Ğāmi‛ al-tavārīḫ, [c.1430-1434] 
(manuscrit)(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Supplément Persan 1113)[파리 寫本]). 본고의 集史(파리 寫本)의 삽화는 2015년 5월 
22일 자로 파리국립도서관의 승인을 받아 입수·수록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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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모두 몽골 전통모와 비단옷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1] 몽골 황실 宴會
몽골제국 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김호동 역주, 서울: 까치, 2015), p.180)

주요 儀仗·器物로는 군주 夫婦가 함께 앉아 있는 등 받침이 달린 긴 의자
와 그 앞에 직사각형의 발 받침대, 다시 그 앞으로 두 술병과 그릇 네 개를 
올려놓은 사각탁자가 중앙에 배치돼 있다. 좌측 상단에는 깃발을 묶어 놓은 
깃대와 야외용 의자가 놓여 있고 좌측 하단에 두 종류의 현악기가 연주되고 
있다. 대칸 바로 우측의 케식(keshig: 親衛) 두 명은 활을 들고 화살이 가득 
담긴 箭筒을 차고 있으며 그 앞쪽 좌우에 각기 세 명의 케식이 허리에 칼을 
차고 창끝을 지면으로 향한 상태로 손에 창을 들고 마주 서 있다. 전자는 코
르치(qorči 火兒赤: 箭筒士), 후자는 울두치(üldüči 溫都赤: 帶刀者)로 분류
되는 케식들이다.4) 이 그림은 몽골의 여타 宴會圖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인원
과 儀仗을 담아내며 몽골 宴會·大會를 시각화한 점에서 시선을 끈다. 그래도 
여전히 인원·儀仗·器物의 규모가 크게 인상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當代 문헌 기록들은 몽골 황실의 大會·宴會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한
다. 예컨대 經世大典에 따르면 몽골제국의 大朝會5)에 后妃·宗王·親戚·大

4) 元史80 ｢輿服志｣3 儀衞·殿下執事, p.1998, “殿內將軍一人, 凡殿內佩弓矢者·佩刀者·諸司
禦者皆屬焉.【如火兒赤·溫都赤之類是也.】” 이하 正史의 기록은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을 인
용한다.

5) 몽골제국의 카안울루스(소위 “元朝”)에서 카안이 정기적으로 政事를 문답하는 朝會 제도(곧 
常朝)가 없었다. 다만 카안은 부정기적으로 百官과 政事를 토론했으며 문헌에서 “廷議” 또
는 “朝儀”라고 칭해졌다(屈文軍, ｢元代的百官集議｣, 中國史研究, 2000(02), p.128; 이개
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13, pp.235~237). 그 대신 “(大)朝會”는 
쿠릴타이 大會를 가리켰다. 반면 中華 왕조는 漢·唐 이래 3일 혹은 5일, 10일마다 朝會를 



- 3 -

臣·將帥·百官과 四方에서 온 사신들이 모두 참석했다.6) 구육 카안(재위 
1246-48)이 즉위했을 때 유라시아 각지의 사절들이 신임 군주에게 수많은 
선물을 헌정했다. 그것들은 비단, 새마이트(samite: 금실을 넣어 짠 실크 옷
감), 벨벳, 브로케이드(brocade), 금실로 함께 짠 여성용 비단 속옷, 고급 모
피 등이었다. 수레 500여 대에는 금·은과 비단옷이 가득했다.7) 1251년8) 뭉
케 카안(재위 1251-59)의 즉위 연회에는 포도주와 쿠미스, 말·소 300두, 양 
3000두가 1주일간 매일 수레 2000량에 실려 酒庫와 廚房으로 공급되었다.9) 
이들 예화는 몽골제국 황실의 大朝會·宴會가 몇몇 회화에서 관찰되는 것 이
상으로 훨씬 많은 인원과 물자에 의해 연출된 점을 보여준다. 몽골 황실의 
大會 혹은 宴會는 궁중 정치·경제력의 주요 국면을 현시한다. 이른바 황실 
大會·宴會는 우리를 몽골 대칸 권력의 시공간 안으로 인도한다. 

황실 (大)朝會·宴會는 유목군주제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제도 
가운데 하나였다. 몽골인들은 그것을 “쿠릴타이(quriltai 또는 qurilta)”라 칭
했다. 이 용어는 “大쿠릴타[이](yeke qurilta 也客忽鄰塔)에 모여, 쥐해10) 칠
월에, 케룰렌(Kelüren) [江]의 쿠데에 아랄(Köde’e Aral)11)의 돌로안 동산

열었고 明朝는 매일 세 차례 朝會했다(張帆, 元代宰相制度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pp.106~107). 

6) 國朝文類41([元]蘇天爵 編, 四部叢刊初編集部, 上海商務印書館縮印元刊本) ｢雜著｣ 禮典
緫序·朝會, p.426上, “國朝凡大朝會, 后妃·宗王·親戚·大臣·將帥·百執事及四方朝附者咸在.”; 
元文類41([元]蘇天爵 編, 任繼愈 主編 中華傳世文選,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8) ｢
雜著｣ 經世大典序錄·禮典緫序·朝會, p.703(이하 두 種을 참조하나 前者를 저본으로 삼았으
므로 國朝文類만을 표기한다).

7)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Toronto·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p.64.

8) 본고는 당시 시간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양력연도를 쓴 후 음력 날짜(한글)와 양력 날짜(숫
자)를 병기한다.

9) 칸의 후예들(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5), p.319.
10) 라케빌츠(Igor de Rachewiltz) 등은 “쥐해(quluqana ǰil)”를 칭기스칸(재위 1206-1227)이 

죽은 이듬해이자 우구데이 카안(재위 1229-41)이 즉위하기 직전 해인 “1228년”으로 비정
한다(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Leiden·Boston: Brill, 2004), pp.1038~1039; 
元朝秘史(上)(小澤重男 譯, 東京: 岩波書店, 1997), p.254; Ш. Бира, Т. Дашцэдэн, Б. 
Сумьяабаатар, Д. Төтөртогоо, Д. Цэрэнсодном, Д. Цэдэв, Ш. Чоймаа, Монгол
ын Нууц Товчоо (Болор Судар, 2005), p.286). 몽골비사의 집필 연도에 대해서는 
오랜 異見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xxix~xxxiv를 참조.

11) 쿠데에 아랄(Köde’e aral)은 몽골 헨티아이막 델게르하안솜(Henti Aimag Delgerkhaan 
Sum)의 케룰렌 강 북쪽에 위치하는 아바르긴 발가스(Avargyn Balgas), 곧 칭기스칸의 大
오르두를 가리킨다(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xxix; 
白石典之 編, チンギス･カンの戒め: モンゴル草原と地球環境問題, 東京: 同成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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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o’an Boldaq)과 실긴첵(Šilginček) 사이에 行宮들(ordos)이 묵고 있을 
때 쓰기를 마쳤다”12)는 몽골秘史의 기록에서 처음 확인된다. “예케 쿠릴
타[이](yeke qurilta[i])”는 몽골비사의 傍譯에 “大聚會”로 漢譯돼 있다. 몽
골어 qurilta(異形은 quriltai)는 “모이다, 집합하다”는 뜻의 quri-에서 파생
한 것으로 “모임·會議·(大)朝會”를 뜻한다.13) 

쿠릴타이는 “몽골 議會”(the Mongols’ diets) 또는 “部族 회의”(tribal 
convocations),14) “諸王15)·高官 회의”(assembly of Mongol princes and 
high officials)16) 등으로 해석된다. 쿠릴타이는 새로운 군주를 선출, 공포하
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했다. 유목사회에서는 유력한 실력자를 帝國의 君主 
칸(Qan) 혹은 대칸(Qa’an)으로 선출하는 데 개인의 능력을 대단히 중시했
다.17) 동시에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복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pp.118~124; 설배환, ｢몽골 제국 카안울루스에서 연료 소비와 사회·경제 변화｣, 중앙아시
아연구18-1, 2013a, p.8).

12) 元朝秘史續集2(四部叢刊三編史部), p.58;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파주: 사계절, 2004) 
제282절, p.303;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仙台: 東
北大學東北アジアセンター, 2001), pp.61 4~615;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218, 1038~1039; Ш. Бира, etc.,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
о, p.286. 

13)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älterer neupersischer Geschichtsquellen vor allem 
des Mongolen- und Timuridenzeit (Band I: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Wiesbaden: Franz Steiner, 1963), p.435;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218, 1039. 라케빌츠는 yeke qurilta가 yeke eye(大
商量)에서 발전한 것으로 밝힌다. 

14) 箭內亘, ｢蒙古の國會卽ち｢クリルタイ｣に就いて｣, 蒙古史硏究, 東京: 刀江書院, 1930a, 
p.363; 田村實造, 中國征服王朝の硏究(中), 京都: 同朋舍, 1971, pp.175~176;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上), 東京: 講談社, 1996a, p.57.

15) 무슬림 史家들은 주치·차가타이·훌레구 칸국의 왕실 성원들을 규정하는 데 “아들(son)” 혹
은 “아이(child)”를 뜻하는 투르크어 “오굴”(ūghūl: 복수형 ūghlān)을 썼다. “오굴”, 즉 왕
자(prince[s])—한문 사료의 “諸王”, 페르시아어 사료의 shāhzāda[gān]—는 칭기스칸의 
“황금씨족”(Golden Family) 남성 후예를 지칭하는 칭호였다. 1330년대부터 아랍어 sulṭān 
칭호가 이들 칸국의 성원들—심지어 공주들까지도—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다 폭넓게 이용
되었다(T. I. Sultanov, “Mu‘izz al-Ansāb and Spurious Chingīzids,” Manuscripta 
Orientalia, Vol.2, No.3 (Sep. 1996), pp.3~4).

16) Thomas T. Allsen, Mongol Imperialism: the Policies of the Grand Qan Möngke 
in China, Russia, and the Islamic Lands, 1251-1259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1; Mouradgea D’Ohsson, 
Histores des Mongols, depuis Tchinguiz-Khan jusqua Timour, Tome 1, LivreⅠ 
(Paris: Bey ou Tamerlan, 1852), p.98; ドーソン(Mouradgea D'Ohsson), 佐口透 譯注, 
モンゴル帝國史1, 東京: 平凡社, 1968, pp.75~76, 87; Denise Aigle(2008), p.68. 

17) 金浩東,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의 王權, 서울: 한울, 1993,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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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유목사회의 쿠릴타이 전통은 君主의 추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18) 몽골인들은 군주 선출 외에도 외국 出征이
나 법령 반포, 諸王·功臣을 향한 領地·臣民의 分封 등 국가 중대사를 쿠릴타
이에서 협의, 결정했다.19) 

그런데 쿠릴타이는 군주를 추대하거나 국가 大事를 의결하는 정치 공간만
은 아니었다. 그것은 宴會나 祭天 의례, 恩賜를 동반했다.20) 쿠릴타이(大會 
혹은 [大]朝會)와 燕饗이 각기 구별되는 듯하면서도 하나의 연속된 정치·문화 
행위라는 점은 제국 東西의 史料에 공히 엿보인다. 經世大典에 따르면 
“朝會慶典”에 燕饗이 있었다.21) 元史의 撰者는 “朝會燕饗”을 병기하며22) 
集史의 저자는 qūrīltāī(大會)와 ṭōī(燕饗)를 병칭해 qūrīltāī wa ṭōī( قوریلتای
 의 용어를 쓰고(24(طوی قوریلتای)쿠릴타이와 토이”)23) 또는 ṭōī qūrīltāī“ :و طوی
있다. 무슬림 여행가 이븐 바투타(Ibn Battuta: 1304-69)는 “그[야삭 Yasā
q25)] 규정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몽골인들]이 매년 어느 하루에 모여야 한다

Joseph Fletcher, “The Mongols: Ec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46, No.1(Jun. 1986), pp.22~23.

18) Herbert Franke, “Introduction”,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23~24; David Morgan, The 
Mongols (Cambridge: Blackwell, 1986), pp.39~40. 

19) 箭內亘(1930a), pp.363~364; 屈文軍(2000), p.127; 陳高華·史衛民, 元代大都上都,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p.232.

20) ‘Ala-ad-Din ‘Ata-Malik Juvaini,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ed. Mirza 
Muhammad Qazvini, tr. J. A. Boy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p.181~190(이하 Juvaini/Boyle로 표기).

21) 國朝文類41 ｢雜著｣ 禮典緫序·燕饗, p.426上下, “國有朝會慶典, 宗王大臣來朝, 歲時行
幸, 皆有燕饗之禮.”; Florence Hodous, “The Quriltai as a Legal Institution in the 
Mongol Empire,” Central Asiatic Journal, Vol.56 (2012/2013), p.89, 93. 

22) 元史67 ｢禮樂志｣1 序言, p.1664, “元之有國, 肇興朔漠, 朝會燕饗之禮, 多從本俗.”; 元
史134 ｢列傳｣21 也先不花, p.3266, “太祖以舊好, 遇之特異他族, 命爲必闍赤長, 朝會燕
饗, 使居上列.” 

23) Rashīd al-Dīn Fazl Allāh Hamadāni(704/1304), ed. Mahmmad Rawshan-Mastafā 
Mūsavī, Jamī al-Tavārīkh (Tehran: Nasher al-Barz, 1373/1994), p.1288(이하 
Rashīd/Rawshan); Wheeler M. Thackston, English translation & annotation, 
Jami'u't-Tawarikh (Compendium of Chronicles): A History of the Mongols Period 
Part 3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644(이하 Rashīd/ 
Thackston). 일칸국의 가잔칸(재위 1295-1304)은 1299년(이슬람력 698) 샤반(Sha‘bān)월 
이십오일(5.28)에 夏營地 우잔(Ūjān: 이란 북서부 도시 Tabriz의 동남쪽)에서 형제들과 
“쿠릴타이와 토이를 개최했다(āghāz-i qūrīltāī wa ṭōī kardand).”

24) Rashīd/Rawshan, p.1315; Rashīd/Thackston, p.658. 가잔칸은 1303년(이슬람력 702)
에 大야삭(yāsāq-i buzurg)을 시행한 후 그 이튿날, 곧 둘 히자(Dhu’l-Hijja)월 이일
(7.18.) 목요일에 “쿠릴타이-토이를 열기 시작했다(āghāz-i ṭōī qūrīltāī kard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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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연회의 날을 의미하는) ṭūy[ṭōī의 異形]라 부른
다.”26)고 서술했다. 그는 칭기스칸 일족의 모임, 곧 쿠릴타이(quriltai)를 토
이(ṭōī)라고 표현했다.27) 

언어 연구에 따르면 투르크어 ṭōī/doi는 “축제, (大)饗宴, 酒宴”을 뜻하며 
몽골어 qurim(宴會)과 같다. 그런데 ṭōī의 본래 의미는 “모임, 많은 사람들
의 회합”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28) ṭōī의 語義는 華夷譯語에서 “會
【忽林】”, 곧 漢字 “會”(모임)를 몽골어 qurim으로 풀이한 이해29)와도 상통
한다. qurim은 몽골비사의 傍譯에 “筵席·筵會”로 漢譯돼 있다.30) 곧 몽골
어 qurim은 “會(모임)·筵會(宴會)”의 뜻을 지녔다. 한편 quriltai(모임·大會)
를 “몽골어 quril(모임·회합) + 투르크어 ṭōī(연향·회합)”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언어학적 견해도 있다.31) 라시드 앗 딘은 쿠릴타이에서 카안의 
선출·즉위 前後에 열리는 飮宴을 特稱할 때 ṭōī의 어휘를 사용했다.32) 곧 몽
골어 qurilta[i](페르시아語形 qūrīltāī)와 투르크어 ṭōī는 語義·語形의 기원에
서 ‘동의어’와 ‘파생어’ 관계에 있었다. 

요컨대 쿠릴타이(quriltai 大聚會)는 大朝會와 宴會를 아우르는 몽골 황실
의 大會였다. 그것은 qurim(會·筵會)과 大小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페르시
아어 史料에서 쿠릴타이(qūrīltāī: 大會), 쿠릴타이-토이(qūrīltāī wa ṭōī 혹

25) 야삭(yasāq) 또는 야사(yāsā)는 몽골어 자삭(札撒 ǰasaq)의 페르시아어 표기다. 자삭은 칭
기스칸 이후 몽골 카안의 구두 명령(聖旨) 자를릭(ǰarliɤ)으로 결정된 명령이자 법률·정치제
도였다. 자삭은 칭기스칸 이전부터 존재했고 본래 유목집단 유력자가 발령하거나 그들이 
협의한 명령이나 규율·제도를 의미했다(チョクト(朝克圖), ｢モンゴル祕史におけるジャサ
グについて｣, 日本モンゴル學會紀要35, 2005, p.12).

26) Ibn Baṭṭūṭa, translated with revisions and notes from the Arabic text edited by 
C. Defrémery and B.R. Sanguinetti, by H. A. R. Gibb, The Travels of Ibn Baṭṭūṭa 
A.D. 1325-1354, Vol.III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Ltd., 
2004), p.561. 이븐 바투타는 ṭūy를 towa(연회)로도 적고 있다(Ibn Baṭṭūṭa, Vol.IV, 903).

27)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älterer neupersischer Geschichtsquellen vor allem 
des Mongolen- und Timuridenzeit (Band Ⅲ: Türk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Wiesbaden: Franz Steiner, 1967), p.435.

28) Gerhard Doerfer(1963), pp.352~354. 
29) 《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 編, 仙台:　東北大學東北アジアセ

ンター, 2003) ｢人物門｣, pp.42~43, “會 【忽林】”
30) 元朝秘史1(四部叢刊三編史部) 제50절/57절/67절, p.31a, 39a, 47b; 元朝秘史2 제81

절, p.17a; 元朝秘史4 제131절, pp.8a~9a; 元朝秘史續集2 제275절, p.29a; ≪元朝秘
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36~37; 44~45, 52~53, 70~71, 
162~165, 586~587 등.

31) Gerhard Doerfer(1963), p.435.
32) Rashīd/Rawshan, p.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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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ṭōī qūrīltāī: 大會-燕饗), 토이(ṭōī: 大會·燕饗)는 동일한 실체를 달리 표
현한 것이었다. 다만 토이(ṭōī)는 “연향”의 용례로 종종 특화돼 쓰이며 쿠릴
타이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集賢大學士榮祿大夫史公神道碑｣는 토곤 테무
르 카안(재위 1333-70)의 쿠릴타이를 “忽里台”라고 音譯했다.33) 한문 史料
의 “朝會燕饗”은 漢人34)들이 中華 전통의 어휘를 답습해 몽골 쿠릴타이를 
이해한 것35)이며 쿠릴타이 본연의 의미보다 좁은 범주의 개념이었다. 따라서 
쿠릴타이(大會)에 토이(燕饗)를 포함시켜 考究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쿠릴타이(大會)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선행연구들은 대개 쿠릴타이(quriltai)와 토이(ṭōī)를 구별해 이해했던 
만큼 쿠릴타이의 분석과, 토이의 대표 형태인 지순宴(ǰisün) 연구를 별개로 
진행해 왔다. 먼저 쿠릴타이 연구는 “카안 선출 회의”의 관점에서 칭기스칸
(재위 1206-27) 가문 안에서 帝位 계승과 경쟁 과정을 탐구하면서 쿠릴타이
의 소집과 참여 인원, 권력의 향방을 분석했다.36) 이들 연구는 정치사의 맥
락에서 君主權 다툼의 場으로서 쿠릴타이를 제시했으나 그것을 심층 분석하
지는 않았다.

반면 소수의 연구자들이 보다 심도 있는 쿠릴타이 분석을 선도했다. 야나
이 와타리(箭內亘)는 몽골 이전 유목사회에서 쿠릴타이의 기원을 살핀 후 몽
골제국 쿠릴타이의 개최 순서와 형식을 검토하고 각 카안별로 개최지와 大
權 紛亂의 문제를 심도 있게 究明했다. 그는 쿠릴타이 제도가 칭기스칸의 

33) 金華黃先生文集26([元]黃溍 撰, 淸景元抄本影印 續修四庫全書·集部·別集類) ｢神道碑｣ 
集賢大學士榮祿大夫史公神道碑, p.351下, “今天子即位于大安閣, 詔條多採用公言. 宣讀畢, 
以病謁告, 賜忽里台銀百兩, 鈔萬緡, 金段表裏各一.”; 全元文971(李修生 主編, 南京: 鳳
凰出版社, 2004) ｢黃溍｣37 集賢大學士榮祿大夫史公神道碑, pp.221~222; 葉新民, ｢兩都巡
幸制與上都的宮廷生活｣, 中國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4, 1992, p.154.

34) 漢人은 몽골제국에서 북중국에 살던 사람들로 漢族·거란인·여진인은 물론 때로 高麗人을 
포함했다(Ma Juan, “The Conflicts between Islam and Confucianism and their 
Influence in the Yuan Dynasty,” Eurasian Influences on Yuan China, ed. Morris 
Rossabi(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3), p.61). 본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北中國人(漢族·거란인·여진인)과 南宋人(南人)을 광의의 漢人(곧 ‘中國人’)으로 
지칭했다.

35) 예컨대 宋史에서 朝會와 燕饗을 병기한 사례로 “朝會宴享” 혹은 “朝會宴集” 등의 형태
가 4건 출현한다(宋史164 ｢職官志｣4 光祿寺·太官令, p.3891, “朝會宴享, 則供其酒膳. 凡
給賜, 視其品秩而爲之等.”; 宋史245 ｢列傳｣4 宗室二·周王元儼, p.8705, “周恭肅王元儼, 
少奇穎, 太宗特愛之. 每朝會宴集, 多侍左右.”).

36) 예컨대, David Morgan, The Mongols (Cambridge: Blackwell, 1986); 劉迎勝, ｢阿剌脫
忽剌兀忽里台大會考｣, 西域研究, 1995(04); 김호동, ｢두 개의 쿠릴타이｣, 몽골제국과 고
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p.15~30; 류병재, ｢｢카이두 올로스」 성립에 있어 「탈라스 코릴타」의 역할｣, 몽골학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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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로 우구데이를 받아들이는 誓詞에 의해 一變한 후 쿠빌라이 카안(재위 
1260-94)의 황태자 冊封에 의해 再變했다고 역설한다. 본래 適任者를 군주
로 선출하는 쿠릴타이 제도는 칭기스칸의 후계자 지명으로 인해 파탄나기 
시작했다고 그는 밝힌다.37) 周良霄는 쿠릴타이가 원시 씨족 사회에서 샤머
니즘과 “[原始] 氏族 민주주의”의 유산이며 君臣 사이의 誓約이었다고 주장
한다. 그는 쿠빌라이의 집권 이후 “元朝”의 皇位 계승에서 몽골 “國禮”와 
漢制가 병행되었으며 몽골 제도가 상징적 儀式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그
는 전임 카안의 카툰(皇后)과 諸王이 대칸 선출 쿠릴타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결과 막대한 賞賜를 누렸다고 밝혔다.38) 周良霄와 마찬가지로 
일부 연구자들은 제한적 의미에서 쿠릴타이의 ‘민주적’ 색채를 강조한다.39)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카안 선출 회의로서 쿠릴타이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
한 것과 달리, 일부 연구는 그것을 정책 의결 과정과 법률 제도로 조명했다. 
張帆은 中華 왕조와 달리 카안울루스(곧 元朝)에서 常朝(일상적 朝會)를 시
행하지 않았고 “(大)朝會”는 쿠릴타이를 지칭한다고 짧게 언급했다.40) 최근 
한 연구는 『事林廣記』의 「皇元朝儀之圖」를 분석해 ‘元朝’의 朝會 참석자와 
器物의 구성·배치를 탐색했다.41) 屈文軍은 쿠빌라이 카안 즉위 이후 쿠릴타
이 제도가 형식적 軍國 大事 의결회의로 쇠락하면서 百官集議制가 그것을 
대체해 발전했다고 설명한다.42) 호두스(Florence Hodous)는 쿠릴타이가 법
적 성질을 지녔으며 하나의 법률 제도였다고 주장한다.43) 쿠릴타이를 법률 
제도로 단정하는 그의 주장은 그 일면만을 부각한 것이다.

다른 한편 황실 연향(ṭōī)44) 연구는 몽골제국사 연구에서 비교적 덜 주목

37) 箭內亘, ｢蒙古の國會卽ち｢クリルタイ｣に就いて｣, 蒙古史硏究, 東京: 刀江書院, 1930a.
38) 周良霄, ｢蒙古選汗儀制與元朝皇位繼承問題｣, 中國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第3輯, 北京: 

中華書局, 1986.
39) 李淑娥, ｢獨具特色的元朝法制｣,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02); Herbert 

Franke(1994), p.24; 白石典之, チンギス･カン: “蒼き狼”の實像, 東京: 中公新書, 2006, 
p.59. 프랑케(Herbert Franke)는 쿠릴타이를 일종의 “군사적 민주정치(military 
democracy)”라고 일컫는다.

40) 張帆, 元代宰相制度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pp.106~109.
41) 松田孝一, ｢『事林廣記』 「皇元朝儀之圖」解説｣, 三田憲司 13·14世紀東アジア諸言語史料の

總合的研究: 元朝史料學の構築のために(科研費課題番號 16320099) 平成16年度~平成18年
度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 硏究成果報告書), 2006(03); 松田孝一, ｢事林
廣記 ｢皇元朝儀之圖｣解說補遺｣, 13·14世紀東アジア史料通信9, 2009(01).

42) 屈文軍, ｢元代的百官集議｣, 中國史研究, 2000(02).
43) Florence Hodous, “The Quriltai as a Legal Institution in the Mongol Empire,” 

Central Asiatic Journal, Vol. 56 (2012/2013), pp.87~102.
44) 연향 또는 연회는 통상 가무 등 오락(entertainment)을 동반하며 여러 가지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움을 만끽하는 일종의 儀禮의 場이다(국립국어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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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야였으나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그 결과 지순(ǰisün 質孫)―一色服, 
즉 동일한 색깔을 가진 禮服45)―을 입는 지순宴(只孫宴)·자마宴(詐馬宴)의 기
원과 상호 관계, 시행 방식,46) 연향 服飾과 그로 인한 문화 전파와 상업 교
류,47) 궁정 大宴의 구현 양상48)이 究明되었다. 한 연구는 몽골 연회의 국제
성을 간략히 언급했다.49) 이들 연구는 대체로 宴饗의 문화 현상과 교류를 
탐구한 것이다. 葉新民은 카안의 계절 巡幸과 上都(현 내몽골 正藍旗 동북)
에서 궁정 생활을 연구하면서 朝會·燕饗을 구분, 서술했다. 그가 上都 朝會
에서 소요 비용을 설명한 점50)은 주목된다. 

쿠릴타이와 토이(특히 지순宴)의 개별 연구는 대칸의 즉위 사건을 중심으
로 몽골 황실 정치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발판을 제공한다. 그들은 
쿠릴타이의 장소, 朝會 인원·器物의 구성, 上都 朝會의 비용, 쿠릴타이의 前
後 행사였던 饗宴과 歡樂의 부분적 진행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쿠릴타이 이
해에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대체로 쿠릴타이의 부분적 국면만
을 분석하거나 가시적 현상만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쿠릴타이의 전체像을 그
려내지 못했고 특히 그 시공간 변화와 의의를 주시하지 못했다. 몽골 군주의 
시공간과 그 변화는 皇家·官僚의 궁중생활뿐만 아니라, 臣民의 물질·경제생
활―농경·상거래·수공예 등의 생산 활동, 賦稅의 收取·調達 체계―에 변화를 

준국어대사전(전자판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연회”); 漢語大詞典(전
자판) “宴會, 宴饗”; 広辞苑(新村出 編, 東京: 岩波書店, 1969, p.250)의 “宴會”). 연회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문명인과 半 야만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다. 그들
에게 연회는 문명사회를 떠받쳐주는 초석의 하나로 여겨졌다(로이 스트롱, 강주헌 옮김, 
권력자들의 만찬: 유럽을 지배한 사람들의 은밀하고 특별한 연회 문화, 서울: 넥서스, 200
5, pp.19~20). 

45) Thomas T. Allsen,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19~22

46) 箭內亘, ｢蒙古の詐馬宴と只孫宴｣, 蒙古史硏究, 東京: 刀江書院, 1930b; 韓儒林, ｢元代
詐馬宴新探｣, 葉新民·齊木德道爾吉 編著, 元上都硏究文集,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
003(原栽 歷史硏究, 1981(1)); 納古單夫, ｢蒙古詐馬宴之新釋ー對韓儒林師“詐馬”硏究之補
正｣, 內蒙古社會科學(文史哲版), 1989(04); 魏琢, ｢略談元上都的詐馬宴｣, 內蒙古統戰理
論研究, 2011(04); 郭海鵬, ｢蒙元宮廷大宴—詐馬宴｣, 錫林郭勒職業學院學報, 2012(02).

47) Thomas T. Allsen,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楊滿
忠, ｢元代回族織金錦“納失失”與“質孫”·“詐馬”服飾文化｣, 中國回族論集1, 2005; 王頲, ｢
服從質孫—元代只孫服與詐馬筵新考｣, 西域南海史地考論, 上海人民出版社, 2008; 李莉莎, 
｢質孫服考略｣,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02).

48) 袁冀, ｢元代宮廷大宴考｣, 蒙古史硏究8, 2005.
49)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下), 東京: 講談社, 1996b, pp.199~200.
50) 葉新民, ｢兩都巡幸制與上都的宮廷生活｣, 中國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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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정치·경제의 시공간 변화와 연계해 쿠릴타이
(특히 지순宴)의 物的 세계와 物資 조달의 변화像을 深究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몽골 쿠릴타이의 시공간은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고정된 中華 왕조의 皇
宮·皇城이 창출하는 시공간과 상당히 달랐다. 카안의 유동적·개방적 시공간
은 필연적으로 帝國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이동과 지역경제의 재편을 요구
했다. 쿠릴타이는 몽골 궁중 안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지역사회와 깊은 共
鳴 관계에 있었다. 문헌 史料 안에서 쿠릴타이가 宴饗과 연계되고 몽골인의 
정치·경제·문화 행위와 긴밀히 맞물려 그려진 점을 고려할 때, 경제·문화적 
관점에서 쿠릴타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3세기 말에 “內外 諸司에서 官吏의 俸祿을 줄여 宴飮의 비용으로 
삼고 있는”51) 카안울루스(몽골리아·華北·江南·티벳)의 상황은 宴饗과 官吏의 
물질생활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高麗史의 한 逸聞은 쿠릴타이의 또 다른 
국면을 전한다. 토곤 테무르 카안이 1353년에 高麗(918-1392) 恭愍王(재위 
1351-74: 몽골명 바얀 테무르)의 요청으로 太子 巒巒과 平章 定安 등을 보
내 完者忽都(울제이쿠트) 皇后 高麗人 奇씨(1315-69)의 어머니를 위해 孛兒
扎(bu’ulǰar),宴52) 곧 “許親酒”宴53)을 열어 주었다.54) 몽골인들에게 부울자

51) 元史18 ｢成宗本紀｣1 序言·至元三十一年秋七月壬子條, p.385, “禁內外諸司減官吏俸爲宴
飮費.”

52) 孛兒扎宴의 異形은 孛兀兒扎宴 또는 孛兒扎宴이다(익재집(Ⅰ)(민족문화추진회 편집, 서
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익재난고 제8권 表·孛兀兒扎宴後謝表, p.245; 益齋亂藁
8([高麗]李齊賢,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익재집(Ⅰ),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表｣ 
孛兀兒扎宴後謝表, p.74下, “孛兀兒扎宴後謝表”; 익재집(Ⅰ) 익재난고 제8권 表·孛兒扎
宴後謝皇太子殿牋, pp.245~246; 益齋亂藁8 ｢表｣ 孛兒扎宴後謝皇太子殿牋, p.75上, “今
者皇帝陛下, 特降巒巒太子·定安平章等官, 來錫孛兒扎之宴.”).

53) bu’ulǰar(不兀札兒)는 몽골비사에서 1203년 테무진의 큰아들 주치와 옹칸의 딸 차오르 
베키를 혼인시키기 위해 열린 약혼 잔치를 일컬었다. 이는 “許婚筵席·定婚筵席”으로 漢譯
되었다(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68절, p.13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86~87, 607~609;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
(栗林均·确精扎布 編), pp.250~253; Ш. Бира, etc.,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Болор 
Судар, 2005), p.213). 元史는 몽골비사와 같은 일화를 전하면서 bu’ulǰar를 “布渾察
兒”(buhulčar)라고 적고 “許親酒”라 풀이했다(元史1 ｢太祖本紀｣ 癸亥年, p.9, “歲癸
<丑>[亥], 汪罕父子謀欲害帝, 乃遣使者來曰: ｢向者所議姻事, 今當相從, 請來飮布渾察兒.｣
【布渾察兒, 華言許親酒也.】 帝以爲然, 率十騎赴之.”). bu’ulǰar는 본래 “양의 목·咽喉”를 
뜻하며 약혼자들이 강고한 결혼을 기약하면서 양의 목에서 얻은 고기를 먹었던 데서 유래
했다(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607). 몽골인들은 신
혼 후 3일 밤낮 동안 양의 咽喉를 먹는 관습을 현재도 지속하고 있으며 오자와 시게오는 
그것이 bu’ulǰar와 연관된 것으로 짐작한다(元朝秘史(上)(小澤重男 譯, 東京: 岩波書店, 
1997),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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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bu’ulǰar)는 李齊賢(1287-1367)이 설명한 것처럼 “사돈[姻]과 동서[婭]의 
기쁨을 합하고 子孫의 경사로 삼는 것”이었다.55) 그 당시 恭愍王과 德寧公
主(곧 충혜왕의 王后 亦憐眞班[이린친반])가 延慶宮(高麗王의 正宮)의 연회에 
참석했다. 연회용 꽃을 제작하는 데 布 5140여 匹이 쓰였고 다른 물건도 그
에 상응해 쓰였을 만큼 부울자르(bu’ulǰar)宴은 “궁극의 사치”였다. 이 때문
에 物價가 뛰자, 官府·民間에서 기름·꿀·과일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56) 이 
일화로부터 쿠릴타이와 지역사회·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쿠릴타이를 정치적·행정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견해는 단
면적이며 몽골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의 총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것은 연회(토이)와 함께 이해될 때 가능하다. 쿠릴타이는 中華 왕조에서 皇
帝와 文武百官이 모여 회의하고 酒宴을 주고받는 朝會와는 매우 다른 차원
의 것이었다. 

그간 燕饗(특히 지순宴) 연구가 몽골제국의 번영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 
보다 집중했던 반면, 본고의 연구 관심은 번영의 방식에 있다. 한 연구에 따
르면 쿠릴타이는 통상 두 부분, 첫째 다양한 성질과 규모의 행정 업무(곧 카
안 선출, 재판·재무·군사행정), 둘째 흥청망청 먹기, 연회, 선물의 교환으로 
구성되었다.57) 본고는 이 가운데 물질문화에 보다 집중해서 쿠릴타이
(quriltai 大會)를 분석한다. 

쿠릴타이에서 참석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흥청거렸고 그 흥청거림과 
각종 恩賜·分封의 物的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몽골 카안은 황실소비를 위해 
제국 物資를 어떻게 조직, 조달했는가? 쿠릴타이가 몽골제국의 전체 정치·경
제 체제 안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했는가? 이 물음은 13~14세기 쿠릴타이
를 출발점으로 가깝게는 몽골 대칸과 황실 성원이 만끽한 물적 풍요의 실체
를 究明하는 한편, 멀리는 쿠릴타이의 物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물적 

54) 高麗史131(韓國學文獻硏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列傳｣44 叛逆5·奇轍, 
pp.844下~845上, “王表請于元曰: ｢(중략) 竊聞皇朝之法, 有所謂孛兒扎者, 合姻亞之懽, 爲
子孫之慶, 古旣如是, 今胡不然? 若蒙陛下爲大夫人李氏, 擧盛禮之優優, 示殊恩之衎衎, 則
九族感睦親之義, 誓永世而不忘, 一邦殫歸美之誠, 祝後天而難老.｣ 帝遣巒巒太子·定安平章
等, 賜孛兒扎宴, 王與公主幸延慶宮.”; 王民信, ｢高麗王｢筵宴｣雜記｣, 王民信高麗史研究論
文集,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0, pp.408~409.

55) 익재집(Ⅰ) 익재난고 제8권 表·陳情表·起居, p.244; 益齋亂藁8 ｢表｣ 陳情表·起居, 
p.74下, “竊聞皇朝之法, 有所謂孛兀兒者, 合姻婭之歡, 爲子孫之慶.”

56) 高麗史38 ｢世家｣38 恭愍王1 癸巳二年八月乙巳條, p.762下, “乙巳, 設孛兒扎宴, 于延慶
宮, 王及公主與焉. 是宴, 用布爲花, 凡五千一百四十餘匹, 他物稱是, 窮極奢侈, 由是物價騰
湧, 禁公私用油·蜜·果.”

57) Florence Hodous(2012/2013),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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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재편과 그것이 빚어내는 지역사회의 波長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 이는 바로 제국 재화의 집적과 재분배 문제와 
관련돼 있다. 소비는 정치·윤리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품위(respectability)
를 현시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다.58) 소비는 또한 재화의 고갈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재화의 또 다른 생산과 경제 변화를 동반한다.59) 쿠릴타이에서 몽
골 황실의 물질생활과 재정 지출·소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것은 궁중과 지
역 사회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시공간을 再組織하는 행위였다.

유목적 이동 경제를 모태로 하면서 정주사회의 다양한 物的 자원을 통합
한 몽골 황실에서 물적 향유와 재정 운영은 종종 中華왕조와는 다른 방식으
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현실의 생활공간에서 몽골 황실과 지역사회·
지역민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별개로 존재, 작동한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1353년 高麗에서 부울자르宴의 사례처럼 그들은 경제·문화·심리적으로 동떨
어진 가운데 긴밀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다. 쿠릴타이(특히 지순宴)는 바로 
몽골인의 통치 방식과 카안의 정치·경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다. 쿠릴
타이의 경제성 분석은 朝會와 宴饗을 단순 결합시키는 형식의 연구가 아니
다. 그것은 재화의 소비·조달의 관점에서 황실의 쿠릴타이과 지역사회를 연
동시키는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몽골제국의 재정·경제像을 재평가하
는 작업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몽골제국의 재정·경제史 연구들은 몽골리아(내몽골·외몽골 혹은 
남몽골·북몽골) 외부의 경제 현상과 변화를 해명하고 농업·도시경제의 가치
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60) 그러나 본고의 접근방식은 경제 발전의 

58) Woodruff D. Smith, Consumption and the Making of Respectability, 1600-1800 
(New York·London: Routledge, 2002), pp.2~6. 스미스(Woodruff D. Smith)는 품위
(respectability)를 18세기 후반 서구 세계와 제국 세계의 근대성(modernity)을 향한 핵심
적 추동력으로 인지한다.

59) 베르너 좀바르트, 이종률 역, 사치와 자본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1997, pp.11~14, 
272~276.

60) 田山茂, ｢元時代財政史に關する覺書―收支の額を中心として｣, 廣島文理科大學東洋史學硏
究室紀要第二册東洋の政治經濟, 東京: 目黑書店, 1949; 湯稱中, ｢元代和忽必烈的商業政
策｣, 復印報刊資料 宋遼金元史, 1997(01); 宮澤知之, ｢元朝の商業政策―牙人制度と商稅
制度｣, 史林 64-2, 1981; 前嶋信次, ｢泉州の波斯人と蒲壽庚｣, 東西文化交流の諸相(上
篇), 東京: 東西文化交流の諸相刊行會, 1971; 王四達, ｢宋元泉州港繁榮原因新探｣, 復印報
刊資料 宋遼金元史, 1990(01); 高榮盛, ｢元代海外貿易的管理機構｣, 元史論叢7, 中國元
史硏究會編, 1999; 四日市康博, ｢元朝の中賣寶貨―その意義および南海交易·オルトクの關わ
りについて｣, 內陸アジア史硏究 17, 2002; 愛宕松男, ｢斡脫錢とその背景―十三世紀モン
ゴル＝元朝における銀の動向｣, 愛宕松男東洋史學論集 第五卷―東西交涉史, 東京: 三一書
房, 1989; 村上正二, ｢元朝における泉府司と斡脫｣, モンゴル帝國史硏究, 東京: 風間書
房, 1993; Elizabeth Endicott-West, “Merchant Associations in Yuan Chin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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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몽골리아의 바깥, 특히 “中華(大都·江南)의 경제력”과 “무슬림 商人”
에게서 찾아온 선행연구들61)로부터 시선을 돌려 몽골리아 내부로부터 추동
하는 몽골제국의 또 다른 측면의 정치·경제 공간을 제안한다. 본 쿠릴타이
(大會) 연구는 경제 공간으로서 몽골리아를 재평가하고62) 이를 바탕으로 몽
골초원과 그 바깥 세계 사이에 물질적 연락 체계를 究明하려는 시도다. 이로
써 본고는 몽골고원과 유목문화·경제를 帝國 정치·경제체제의 중심에 자리매
김하고자 한다.

본고는 몽골제국 全 영역을 시야에 두지만 카안울루스를 주 論究 대상 지
역으로 삼는다. 카안울루스는 더 큰 제국 세계의 일부였다. 하지만 카안울루
스는 대칸이 머무는 제국의 수도—카라코룸(和林)·上都·[中都(현 하북 張北)·]
大都(현 북경)63)—가 있는 제국의 중심부였으므로 제국 全域의 물자가 모이
는 곳이자, 제국의 여타 울루스(ulus)와 외국 使節·客旅, 그리고 울루스 안팎
의 물자가 통과·집합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카안울루스 영역의 사회·경제 
변화는 제국 재정·경제의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타 울루스와 비교 

Ortoɤ,” Asia Major Vol.2-2, 1989; Thomas T. Allsen,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Vol.2-2, 1989.

61)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下), 東京: 講談社, 1996, pp.22~43, 187~194; Thomas 
T. Allsen,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Vol.2(2) (1989), pp.93~126; 김찬영, ｢元代 皇室의 物資 조달 과정과 그 특징｣, 서
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p.14~70;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交通·通商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ー소위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의 성립 조건 형성과 관련
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99~198. 초원 사회에서 외부 물
자 및 교역의 중요성은 라티모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초원 사회는 교역을 통해 
금속도구와 각종 물품과 제조 상품을 획득했다(Owen Lattimor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51), p.70). 

62) 몽골제국사에서 몽골리아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은 연구자별로 농도 차가 있으나 꾸준히 
주목되는 사안이다(李玠奭, ｢14世紀 初 漠北游牧經濟의 不安定과 部民生活｣, 東洋史學硏
究46, 1994, pp.2~3; 李玠奭, ｢元代의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4, 1996; 陳
高華·史衛民(2010), pp.232~244). 이개석은 몽골리아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식하면서도―이
른바 “祖述變通”― 1276년 부유한 강남 병합을 몽골제국 권력 구조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강조한다(李玠奭, ｢14世紀 初 元朝支配體制의 再編과 그 背景｣,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
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pp.4~6, 176~197). 최근 최윤정은 이개석의 연구 성과를 기반
으로 군사물자 수용처로서 漠北과, 카라코룸를 향하는 양식 공급처·저장소로서 上都의 경
제적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를 제출했다(최윤정, ｢禁酒令을 통해 본 元代 災害와 양식 공급 
문제―금주령 시행 배경과 지역적 특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中央아시아硏究17(1), 
2012, pp.61~68).

63) 몽골제국의 수도는 카라코룸·上都·大都·中都의 네 곳의 수도가 있었다. 中都는 카이샨 카
안(재위 1307-11)에 의해 옹구차트(旺兀察都: 현 하북성 張北縣 白城子村) 초원에 한때 세
워졌던 것(陳高華, ｢元中都的興衰｣, 中共張北縣委‧張北縣人民政府 元中都硏究, 2010, 
pp.56~60)으로 上都·大都 사이의 巡幸路 위에 위치했으며 그 圓形 안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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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데도 유효하다. 본 쿠릴타이 연구는 카안의 오르두(窩里朶 Ordu: 
行宮64)), 수도 카라코룸·上都·大都, 카안울루스와 帝國 전체(일부 海洋 포함)
로 확장하는 다층적 圓形의 정치·경제 공간을 상정한다. 제국의 物資는 이들 
다층적 고리의 정치·경제 공간 사이에서 카안의 움직이는 오르두를 향해 이
동했다. 백성에 의해 생산된 物資의 이동은 ‘點’의 驛站(ǰam)에 의해 지지되
었다.65) 驛站이 추동하는 物資의 조달과 소비의 정점에 몽골 皇室의 쿠릴타
이가 위치한다. 

쿠릴타이의 실상과 帝國의 物的 정보는 여러 문헌과 회화, 고고 유물에 
분산, 기록돼 있다. 예컨대 몽골비사는 帝國 초기에 쿠릴타이의 原形과 草
原의 정치·경제·사회 정황을 몽골어로 전하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元史는 
카안울루스의 정치·경제체제와 그 현상을 분석하고 쿠릴타이의 시공간과 구
성·절차·비용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데 유용하다. 大元聖政國朝典章(이하 
元典章)과 通制條格, 至正條格, 元代奏議集錄 등의 典章類는 카안
의 詔令을 필두로 각종 정치·財經의 현안과 처결 과정을 제시할 뿐만 아니
라, 초원·농경 세계의 物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1300년대 초에 쿠빌라이 
카안의 후예 군주들의 膳醫였던 忽思慧(투르크계 漢人)의 飮膳正要는 제국 
각지에서 진상되는 카안의 식품·음료·藥物 정보를 적고 있다. 제국 말기 大
都의 地方誌 殘片이자 현존하는 北京 지방의 最古 記錄誌인 析津志輯佚
은 대칸의 巡幸과 궁중생활, 歲時風俗의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시드 앗 딘(Rashīd al-Dīn: 1247-1318)의 集史(Jamī al-Tavārīkh), 
주베이니(Juvaini: 1226-83)의 세계정복자史(Tārīkh-i Jahān-Gushā) 등 
페르시아어 史料는 제국 초기 카안울루스에서 쿠릴타이의 시공간 정보와 진
행 방식을 비교적 소상히 묘사하고 있다. 그것들은 또한 일칸국에서 쿠릴타

64) 오르두(ordu/ordo)는 본래 투르크어에서 중앙에 투르크-몽골 칸의 게르(ger/yurt)와 그 
주변에 그의 엘리트 기병의 게르들로 구성된 텐트群을 일컬었다(宇野伸浩, 「モンゴル帝國
のオルド」, 『東方學』76, 1986, p.1; 宇野伸浩, 「モンゴル帝國のオルド」, 『モンゴル帝國の
國家と社會』, 早稻田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p.139; Bruno De Nicola, “Ruling from 
Tents: Some Remarks on Women’s ordos in Ilkhanid Iran,” Robert Hillenbrand, 
A.C.S. Peacock and Firuza Abdullaeva, eds., Ferdowsi, the Mongols and the 
History of Iran: Art, Literature and Culture from Early Islam to Qajar Persia 
(Studies in Honour of Charles Melville) (London·New York: I.B. Tauris, 2013), 
p.126; ドーソン(佐口透 譯注), pp.74~75). 오르두는 군주가 거주하는 천막을 뜻하는 동시
에, 군주 등이 체류하는 宿營地 혹은 캠프를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들의 오르두와 가축 등
의 부속시설을 포함한다(川本正知, モンゴル帝國の軍隊と戰爭, 東京: 山川出版社, 2013, 
pp.25~26).

65) 薛培煥, ｢蒙古帝國站戶消乏再考―合罕兀鲁思驛站爲中心｣, 中國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
14, 2014,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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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정황도 기술하고 있다. 페르시아어 기록은 漢文 史料의 정보를 보완하
며 카안울루스 바깥 영역에서의 物貨의 집적·소비 문제를 帝國的·比較的 관
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集史의 삽화는 쿠릴타이를 시
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문헌·회화 자료와 『事林廣記』의 「皇元朝儀之圖」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몽골 황실 쿠릴타이의 全貌를 보다 온전한 형태로 재구
성할 수 있다. 

全元文과 元文類(國朝文類), 輟耕錄, 元詩選, 元宮詞百章 등 
文集類·詩選集은 현존 기록이 드문 몽골리아와 巡幸路, 여름 수도 上都의 
자연·인문환경 정보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宮中·燕饗의 인적·물적 정황을 서
사한다. 특히 몽골인·色目人(중앙아시아人·무슬림) 등의 功績과 일부 목소리
를 남긴 神道碑·墓誌銘의 희귀 기록은 漢人과 다른 시각으로 몽골 정치·경제
와 초원문화를 바라보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이들 문헌들로부터 몽골인·色
目人과 漢人 儒者들이 정치·경제 문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식, 해결하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재화 운송을 위한 교통 체계와 운송방식, 자연·인문 
장애와 해결의 문제는 元典章과 站赤(永樂大典 수록), 大元海運記
등의 典章文書를 통해 조명한다. 

黑韃事略과 蒙韃備錄, 長春眞人西遊記, 賓王錄(高麗), 마르코 폴
로, 카르피니, 루브룩, 바르 헤브라에우스, 이븐 바투타 등의 使行錄은 몽골
인의 궁정생활과 쿠릴타이, 물질생활의 관찰 기록을 전한다. 러시아·아르메
니아 연대기 저자와 유럽 십자군 또한 몽골軍의 중요 정보를 입수해 남겼다. 
和林金石錄 등의 碑刻 자료, 八思巴字蒙古語文獻汇編과 黑城出土文書
등 중국·몽골에서 최근 발굴·공개된 漢文·蒙文直譯體·위구르文·팍파文 등의 
출토문서는 문헌기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문헌자료만으로 추적하기 곤란
한 지역의 사회·경제像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중국·몽골 지역의 새로
운 발굴보고와 고고유물 자료는 문헌기록을 物的으로 입증한다. 본고는 이들 
역사·고고·미술·복식 자료를 활용해 쿠릴타이를 총체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
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13~14세기 몽골 황실 안에서 쿠릴타이
(quriltai)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고 그것을 지탱한 物的 
자원이 특히 카안울루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제어·조달되었는가를 통합적·미
시적으로 분석한다. 제1장에서는 쿠릴타이의 유목적 起源을 검토한 후 쿠릴
타이(특히 지순宴)의 시공간적 패턴과 그 시대적 변화를 고증한다. 쿠릴타이
의 시공간 탐구는 帝國의 시공간 이해와 직결된다. 논의 과정에서 대칸의 上
都 巡幸을 여름 피서와 사냥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기존 연구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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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보다 중요한 쿠릴타이 활동과 연동시킨다. 또한 쿠릴
타이(大會)의 현장 구성(곧 자리 배치)과 儀禮·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그 성격
을 분석한다. 황실 연회에 대해 각종 문헌·회화 자료를 동원해 그 구성 요소
와 진행 방식을 탐구한다. 쿠릴타이의 공간구성과 절차의 묘사는 여러 기록
의 片鱗을 모아 새롭게 복원하는 것으로 쿠릴타이의 실상을 미시적으로 조
명한다. 쿠릴타이의 자리 배치는 몽골 황실 문화와 참석자 서열과 관련된 사
안이다. 이들 분석을 통해 中華的 朝儀와 쿠릴타이의 상호관계를 밝힌다. 

제2장에서 주요 논의 대상은 카안의 음식(御膳)을 출발점으로 쿠릴타이, 
특히 토이(ṭōī)의 물적 기반을 분석한다. 카안의 식탁 위에서 異國의 風味가 
융합하는 가운데 몽골의 전통음식이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현상을 제시한다. 
토이의 정점인 지순宴(只孫宴 ǰisün)·자마宴(詐馬筵 jāma)이 織物·寶貨에 의
해 구현되는 양상을 설명한다. 이때 토이를 바라보는 참석자·관찰자의 詩賦
를 통해 제국의 번영과 문화가 共有되는 모습을 탐구한다. 무엇보다 토이의 
비용과 그것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몽골리아―특히 초원 수도 카
라코룸과 上都(쿠빌라이 카안 이래 여름 수도)―에서 대칸과 카툰들이 궁정 
연향을 매개로 臣民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連繫하는 문제를 탐구한다. 또
한 쿠릴타이의 물적 기반의 하나로 賦稅를 검토한다. 이로써 제국의 정치·경
제체제에서 쿠릴타이의 위상과 가치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조망한다. 

제3장은 제국 각지에서 쿠릴타이·國用 물자가 驛站(ǰam)을 징검돌 삼아 
수도의 황실과 중앙 창고로 수송되는 운송 메커니즘, 이른바 잠치(站赤 
ǰamči: 驛傳66))를 究明한다. 먼저 역참이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上都·大都와 
연결되는 양상을 살핀다. 이때 물자공급의 기초 배후지로서 몽골리아 근접 
지역의 존재와 의의를 밝힌다. 또한 1260년 쿠빌라이 카안 시대 이래 제국
의 수도였던 兩都(上都·大都)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이해한 위에, 大都를 중
심으로 편성된 육로·수로·해로의 운송망의 확장 과정과 가동 방식, 운송 능
력을 조명한다. 역로를 따라 大都로 집적된 물화의 최종 종착지는 여름철 上
都였고 그것이 황실의 일상적 물질생활과 쿠릴타이의 주요 財源이었음을 이
해한다. 특히 물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매우 짧은 거리와 소소
한 운반 행위가 잠치(站赤)의 연계운송 체계에서 차지하는 가치에 주목한다. 
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의 관점에서 도로, 자연환경, 역참, 통행량 등 
제반 역로 환경이 陸路·水路·海路 위 인간(운송인·站戶)·동물·수레·선박에 끼
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66) 站赤1(永樂大典 19417 所收) ｢經世大典｣, p.9, “站赤者, 國朝驛傳之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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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몽골 카안이 초원 위에 새롭게 조성한 시공간, 
이른바 쿠릴타이의 시공간이 계절 이동하는 카안의 오르두, 제국의 宮城·首
都, 카안울루스 사회, 나아가 帝國 전 영역에 초래한 정치·경제·문화적 변혁
을 제안한다. 쿠릴타이의 시공간과 그 정치·경제 분석은 몽골제국史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그것은 매년 쿠릴타이에서 주기적으로 소비돼 
사라진 물질문화를 복원, 재평가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몽골 대칸과 皇室 성원들이 궁중 안에서 사치성 경제 질서를 구가
하는 가운데 유목경제와 농업경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재정·경제의 지속성
을 달성하고자 한 방식과 성과를 이해할 수 있다. 유목 전통의 몽골인들이 
정주지대의 경제 양상을 지각한 위에 이동 유목경제와 정주 농업경제의 접
점을 모색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평가하고, 더불어 인적·물적 이동을 둘러싼 
쟁점―예컨대 使客·物貨의 운송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계절 巡幸하
는 몽골 대칸이 만들어내는 이동 경제의 實像을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원 유목경제의 가치를 외면하고 특히 카안울루스에서 생산과 소비를 大都
와 江南 중심으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67)에 다른 局面의 경제像을 제공한다. 

또 12~13세기에 지역주의(localism)로부터 몽골 보편주의(universalism)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68)에서 몽골제국 사회·경제 주체의 대응 양상을 추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몽골제국史에서 “몽골의 멍에”(Tartar Yoke)69)와 

67) 植松正, ｢元初江南における徵稅體制にいて｣, 東洋史硏究33-1, 1974; 植松正, 元代江
南政治社會史硏究, 東京: 汲古書院, 1997; 李玠奭, ｢元朝의 南宋倂合과 江南支配의 意義
｣, 慶北史學21, 1998; 李玠奭(1998), pp.176~197. 예컨대, 메이는 1260년 “몽골제국 분
열 후 몽골리아의 역사는 진정으로 元朝의 역사”라고 단정한다(Timothy May, The 
Mongol Conquests in World History (London: Reaktion Books, 2012), p.59).

68) 토간은 11~14세기 내륙아시아(Inner Asia)의 長期 역사에서 11~12세기(특히 12세기)를 부
족주의(tribalism), 곧 지역주의(localism)의 시대로, 13세기를 脫부족화(detribalization), 
즉 보편주의(universalism) 시대로 정의한다. 13세기 몽골 보편제국(universalist empire)
은 14세기에 그 해체와 함께 새로운 부족적 정체성이 재출현하는 재부족화(retribalization) 
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설명한다(İsenbike Togan, Flexibility and Limitation in Steppe 
Formations: the Kerait Khanate and Chinggis Khan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8), p.xix). 한국사에서 중화 보편 세계로의 이행 문제는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
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硏究105, 1999; 최종석,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
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朝鮮時代史學報52, 2010을 참조.

69) 몽골인 등 초원의 유목 전사와 파괴적 정복은 아시아의 전제정치와 저성장의 원인이자, 
19세기 정치·경제적 근대화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Eric Jones, The European 
Miracle: Environments, Economies and Geopolitics in the History of Europe and 
Asia(Third Edition)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1981]), pp.229~230; R. Bin Wong,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79~80; Daniel R. Headrick, Technology: A World History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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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몽골리카”(몽골의 평화)70)의 공존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쿠릴타이 연구는 제국의 大會·燕饗과 관련된 儀禮(rituals)와 儀式(rites)
뿐만 아니라, 몽골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질서·신앙·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본고는 몽골 쿠릴타이가 13~14세기 정치·경제·문화적 번영
의 새로운 시공간으로서 현장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가까이 혹은 멀리서 期
日과 旅程을 다투는 백성·짐승·수레·선박에 의해 지지된 사실을 조명함으로
써 몽골제국史를 다면적으로 그리는 데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87). 틸리는 몽골제국을 “약탈국가”(predatory state)
로 명명한다(Charles Tilly, “Cities, States, and Trust Networks: chapter 1 of Cities 
and States in World History,” Theory and Society: Renewal and Critique in 
Social Theory 39:3 (2010), p.270). 플레처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 투르크인과 몽골인
의 행동 사이에 큰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투르크인들은 제한된 규모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천천히 출현해 완전히 자격을 갖춘 성원으로서 무슬림 문화와 정치 속으로 들
어갔다. 반면 몽골인들은 눈사태나 태풍처럼 와서 대량의 사람들을 살육하고 대대적으로 
파괴했다(Joseph Fletcher(1986), p.39). 존즈는 송대 조기 경제 팽창이 산업혁명에 이르
지 못한 까닭으로 두 가지를 거론한다. 먼저 외적으로는 여진·몽골의 침략과 정복이 있었
다. 내적으로는 유학을 중시하고 상업·수공업을 천시하는 전통 중국 사회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했다. 특히 몽골 파괴의 여파는 존즈에게 명백한 것이었다. 元朝 후기 외연적 성장
(extensive growth)의 결과 상업 경제가 상당히 재건되었지만, 그것은 송대 내연적 성장
(intensive growth)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18세기 산업화 도래 이전까지 중국 사회는 
온전히 宋의 경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E. L. Jones, Growth Recurring: 
Economic Change in World 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8), pp.82~84). 
중국 서쪽 너머 이란에서도 경제적 불황과 장기적 경제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몽골에 돌린
다(E. L. Jones(1988), p.113; A. K. S. Lambton, “The Āthār wa aḥyā’ of Rashīd 
al-Dīn Faḍl Allāh Hamadānī and His Contribution as an Agronomist, 
Arboriculturist and Horticulturist,” The Mongol Empire & its Legacy, eds. 
Reuven Amitai-Preiss & David O. Morgan (Leiden·Boston·Koln: Brill, 2000), 
pp.153~154; Michal Biran, [Makers of the Muslim World] Chinggis Khan (Oxford: 
One World, 2007), pp.1~2, 74~75). 

70) 재닛 아부-루고드(Janet Abu-Lughod), 박흥식·이은정 옮김, 유럽 패권 이전: 13세기 세
계체제, 서울: 까치, 2006, p.148;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陸と海の巨大帝國, 東
京: 角川選書, 1992, pp.166~176;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a), pp.193~198; 
Hodong Kim, “The Unity of the Mongol Empire and Continental Exchanges over 
Eurasia,”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Vol.1 (2009), pp.15~17, 30~34; 
Christopher I. Beckwith,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183; 김
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0b, pp.137~189; Hyunhee Park, 
Mapping the Chinese and Islamic Worlds: Cross-Cultural Exchange in 
Pre-modern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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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황실 권력과 쿠릴타이

1. 쿠릴타이의 起源

통치 가문의 성원과 귀족이 참석하는 會議는 스키타이 이래 유목국가의 
오랜 전통이었다.71) 중앙유라시아 동부 초원에서 쿠릴타이(quriltai/qūrīltāī 
大會)의 원형은 몽골고원의 고대 유목민 匈奴에게서 보인다. 司馬遷
(c.145-86 BCE)은 匈奴의 연간 세 차례 모임을 小會와 大會로 구분해 적었
다.

매년 정월̇ ̇  匈奴 諸長(左賢王 이하 24長)은 單于庭(匈奴 군주 單于가 
머물며 정사를 보던 오르두)에서 小會̇ ̇ (작은 모임)를 열고 제사[祠]를 
올렸다. 오월̇ ̇  蘢城(나무로 만든 祭祀地 혹은 單于의 오르두72))에서 大̇
會̇(큰 모임)를 열고 그 선조와 天地와 鬼神에 제사를 올렸다. 가을̇ ̇ [구̇
월̇]에 말이 비육해지자 蹛林(흉노의 가을 제사 터)에서 大會를 열고 사
람과 가축 합계[人·畜計]를 계산·검증[課校]했다.73)(강조와 소괄호 “( )” 
안의 설명은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대괄호 “[ ]”는 문맥을 고려해 보
충하거나 原文을 밝힐 때 쓴다. 이하 동일)

匈奴는 매년 세 차례 諸部의 모임에서 天神에 祭를 올리는 한편, 특히 가을
(구월)에 인구·가축을 회계했다. 그들은 이때 國事를 논의하고 말과 駱駞를 
달리며 즐겼다.74) 匈奴는 中華 세계에서 통상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정
월의 小會보다 여름 오월과 가을 구월의 大會를 중시한 듯하다. 匈奴의 小
會·大會와 유사한 회의가 烏丸·鮮卑·거란(契丹) 등 여러 유목 집단 사이에서

71) Anatoly M. Khazanov, “The Scythians and Their Neighbors,” Reuven Amitai and 
Michal Biran, ed., Nomads as Agents of Cultural Change: The Mongols and 
Their Eurasian Predecessor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5), p.38, 
p.48의 주석 38.

72)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마니즘, 서울: 민속원, 2001, pp.27~30.
73) 史記110 ｢列傳｣ ｢匈奴列傳｣50, p.2892, “歲正月, 諸長小會單于庭, 祠. 五月, 大會蘢城, 

祭其先·天地·鬼神. 秋, 馬肥, 大會蹛林, 課校人畜計.”; 史記 外國傳 譯註(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김유철·하원수, 동북아역사재단 2009) ｢匈奴列傳｣(정재훈 역주, 하원수 교역), 
pp.67~69.

74) 後漢書89 ｢南匈奴列傳｣, p.2944, “匈奴俗, 歲有三龍祠, 常以正月·五月·九月戊日祭天神. 
南單于既內附, 兼祠漢帝, 因會諸部, 議國事, 走馬及駱駞爲樂.”; 箭內亘(1930),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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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찰된다. 그들은 종족 또는 국가의 首長을 뽑을 때에도 회의를 열었
다.75) 곧 유목민들은 전통적으로 정례적 祭儀와 非정례적 국가 大事의 의결
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회의(이른바 쿠릴타이)를 개최했다. 특히 정례 모임
은 祭天과 관계된 것이었다. 음력 정월·오월·구월은 샤먼의 전통 祭日이었
다.76)

몽골인들은 초원의 전통을 계승해 祭天 행사를 거행했다. 蒙韃備錄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정월 초하루와 단오절[重午]에 반드시 하늘(天)을 경배했
다. 이에 대해 저자 趙珙은 몽골인들이 “金人의 遺制를 계승했기 때문이며 
[祭天에서] 飲宴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 ̇ ̇ ̇ ̇ ̇ ̇ ̇ ̇ ̇ ”고 이해했다.77) 설날의 祭天이 유목적 
전통 혹은 金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한편, 적어도 오월의 祭天은 몽골 
오보祭와 계승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8) 몽골인들은 본래 天
地를 가장 숭배했고 每事에 반드시 하늘(天: 몽골어 tengri)을 칭했다.79) 
1254년에 뭉케 카안은 수도사 루브룩(William of Rubruck: c.1220-93)에
게 “우리 몽골인들은 유일한 신(only one God)을 믿고 있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고 죽으며 그분께로 우리 마음이 향해 있소”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80) 텡그리(tengri)는 몽골인들에게 至高의 신이었다.81)

몽골비사에 따르면 “여름의 첫 달 열엿새, 붉은 만월의 날 타이치우트
(Tayiči’ut: 셍굼 빌게의 후손들이자 칭기스칸과 적대한 종족)가 오난 강의 
기슭에서 잔치를 했(qurimladu=ǰu)”다.82) 여름의 첫 달 열엿새(곧 사월 십
육일)는 여름의 첫 보름달의 날이었다. 그것은 유목민들의 날짜 관념에서 상

75) 箭內亘(1930), pp.364~368; Gerhard Doerfer(1963), p.436. 유목민들은 首長 지위의 세
습을 보통 허용하지 않는 편이었고 한 사람을 主君으로 선출했다(三國志30 ｢魏書｣30 烏
丸鮮卑東夷傳·烏丸, p.832, “常推募勇健能理決鬭訟相侵犯者爲大人, 邑落各有小帥, 不世繼
也.”; 舊五代史137 ｢外國列傳｣1 契丹, pp.1827~1828, “先是, 契丹之先大賀氏有勝兵四
萬, 分爲八部, 每部皆號大人, 內推一人爲主, 建旗鼓以尊之, 每三年第其名以代之.”).

76) 박원길, ｢몽골의 오보(oboo) 및 오보제(祭)｣, 중앙민속학8, 1996, p.158.
77) 蒙韃備錄校注([宋]<孟>[趙]珙 撰, [淸]曹元忠 校注, 續修四庫全書423·史部·雜史類) ｢風

俗｣, pp.527下~528上, “韃人, (중략) 正月一日, 必拜天, 重午亦然. 此乃久住燕地, 襲金人
遺制, 飲宴爲樂也.”

78) 박원길(1996), p.164.
79) 蒙韃備錄校注 ｢祭祀｣, p.530上, “其俗最敬天地, 每事必稱天.”
80)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His Journey to the 

Court of the Great Khan Möngke, 1253-1255 (London: Hakluyt Society, 1990), 
p.236;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p.356~357.

81) 今井秀周, ｢モンゴルの祭天儀式: モンゴル帝國から元朝の間について｣, 東海女子大學紀要
26, 2006, pp.1~2; 馬曉林, ｢蒙元時代日月山地望考｣, 中國歷史地理論叢, 2014(04), p.49. 

82)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81절, p.54;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23;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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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운 날이었고 대연회를 여는 날이었다.83) 음력 사월은 풀이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달이었다.84) “여름의 첫 달 열엿새, 붉은 만월의 날”에 열린 타이
치우트의 쿠림(qurim 會·筵會)은 “풀이 푸른 것[草靑]을 1년으로 삼고 新月
의 첫 출현을 一月(한 해의 첫 달)로 삼는” 몽골의 시간 풍속85)과 부합한다. 
이에 음력 사월 십육일을 몽골 고유의 ‘설날’로 간주하는 연구도 있다.86) 곧 
몽골의 祭天 행사는 草地의 순환주기, 곧 유목경제의 생산패턴과 맞물려 있
었고87) 쿠림(qurim)의 일종이었다. 몽골의 祭典은 음력 정월·사월·오월(重午)
에 年例로 열렸다. 

祭天·宴會의 전통은 帝國 시대로 계승되었다. 1247년에 張德輝(1195- 
1274)가 견문한 바, 사월 구일에 몽골 군주는 장수들[麾下]을 이끌고 大牙帳
[앞]에 모여 白馬湩(흰말 젖)을 뿌려 제사지냈다. 그 집기는 모두 자작나무
[樺木]로 만들었고 金·銀 장식 없이 질박했다. 그들은 이날부터 순회하기 시
작해 驛道를 따라 서남쪽―당시 카안의 夏營地는 春營地의 서남쪽(【별첨】 
[그림 1] 참조)―으로 이동해 여름 더위를 피할 곳, 곧 夏營地로 갔다.88) 馬
湩(말 젖)은 몽골 고유의 祭天 儀式에서 중시되었다. 특히 흰말 젖[白馬湩]은 
몽골의 황실 典範에서 宗戚과 그 후예[貴冑]가 아니면 마실 수 없었다.89) 마
르코 폴로(c.1254-1324)도 “흰색 암말의 젖은 황제의 가문, 즉 대카안의 혈
통이 아니면 아무도 감히 마시지 못한다”90)고 강조했다.

1254년 4월 5일부터 7월 10일경까지 카라코룸에 체류했던 루브룩도 흰말 
젖을 뿌리는 사월 祭典을 전한다.

8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76.
84) 黑韃事略([宋]彭大雅 撰, 徐霆 疏證, 北京: 中華書局, 1985), p.2, “其產野草. 四月始靑, 

六月始茂, 八月又枯.”(이하 中華書局本 인용) 
85)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5, “其正朔, 昔用十二支辰之象【如子曰鼠兒年之類】, 今用六甲

輪流【如曰甲子正月一日或三十日】, 皆漢人·女眞教之. 若韃之本俗, 初不理會得, 只是草靑則
爲一年, 新月初生則爲一月. 人問其庚甲若幹, 則倒指而數幾靑草.” 

86) 박원길(1996), pp.159~160; 박원길(2001), pp.284~285. 박원길은 Dorji Banzaroff의 견
해를 수용해 음력 사월 십육일의 고대 몽골의 春祭(설날)가 中華의 正初의 영향을 받아 현
재 음력 정월 일일의 몽골의 차강사르(Chagaan Sar)로 바뀐 것으로 추측한다(박원길
(1996), p.160).

87) 박원길,(1996), p.157; 박원길(2001), p.283; 今井秀周(2006), p.8. 
88) 嶺北紀行([元]張德輝, 李修生 主編 全元文694, 南京: 鳳凰出版社, 2004), pp.292~29

3, “至重九日, (중략) 其什器皆用樺木, 不以金銀爲飾, 尚質也. (중략) 四月九日, 率麾下復
會于大牙帳, 灑白馬湩, 什器亦如之. (중략) 自是日始回, 復由驛道西南往避夏所也.”; 水東
日記35([明]葉盛, 北京: 中華書局, 1980) ｢中堂事記紀行錄｣, pp.344~345.

89) 元史122 ｢昔兒吉思孫千家奴傳｣, p.3015, “初, 昔兒吉思之妻爲皇子乳母, 於是皇太后待
以家人之禮, 得同飮白馬湩. 時朝廷舊典, 白馬湩非宗戚貴冑不得飮也.”

90)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서울: 사계절, 2000),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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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5월 아흐레(1254년 사월 이십일일)가 되면 그들은 흰색 암말들
을 모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기독교 사제들도 역시 향로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새로 만든 쿠미스
(comos: 곧 말 젖·마유주)를 땅에 뿌립니다. 그날에는 큰 잔치(great 
festival)를 벌이는데, 그 이유는 그날 처음으로 새로운 쿠미스를 마시
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91)

뭉케 카안 시대의 祭儀는 시기·방식에서 구육 카안 시대와 동일했고 祭儀 
후에 큰 잔치가 열렸다. 루브룩은 새로운 참석자로 기독교 사제들을 거론했
다. 그 무렵에 뭉케 카안은 카라코룸에 있었고 여름에 夏營地 우르메게투
(Ōrmegetū 月兒滅怯土)로 이동했다.92)

사월 祭儀는 쿠빌라이 카안에게도 계승되었다. 쿠빌라이 카안은 1261년 
여름 사월 팔일(5.8.)의 청명한 날에 桓州(현 내몽골 正藍旗 서북)의 서북쪽 
교외에서 친히 하늘(天)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 당시 馬湩(말 젖)을 뿌리는 
의례가 거행되었고 皇族만이 參禮할 수 있었다. 그 의례의 형식은 모두 초
창기와 같았다.93) 쿠빌라이 카안의 사월 祭儀는 몽골 고유의 방식을 따랐다. 
이 祭天은 宗敎祭로 추정되고 있다. 宗敎祭는 때로 임시로 거행되기도 하지
만 대개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다.94) 사월 祭儀는 날짜가 고정적이지는 않았
으나 주기적으로 열렸다.

張德輝에 따르면 사월 祭典과 마찬가지로 重九日, 곧 구월 구일에도 군주
와 장수들[麾下]이 大牙帳[앞]에 모여 흰말 젖을 뿌려 歲時 제사를 지냈다. 
그 집기 또한 같았다. 매년 重九와 사월 구일의 두 차례만 [白馬湩의] 祭를 
지냈고 나머지 절기는 그렇지 않았다.95) 사월이 하영지로 옮겨가는 시점이었

91)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p.241~242;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p.356~357.

92) 元史3 ｢憲宗本紀｣ 憲宗八年, p.47, “夏, 幸月兒滅怯[土]之地.” 우르메게투 초원은 대칸
의 夏營地였으며 카라코룸 서북 방향으로 70~80㎞ 떨어진 타미르 강(塔密兒河) 유역 金蓮
花甸(Checherleg)에 있었다(김호동(2002), pp.6~7).

93)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81, “世祖中統二年, 親征北方. 夏四月(乙)[己]亥, 躬祀天于
舊桓州之西北. 灑馬湩以爲禮, 皇族之外, 無得而與, 皆如其初.”; 秋澗先生大全文集80([元]王
惲, 元人文集珍本叢刊2,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中堂事記｣中 中統二年四月八日, p.2a, 
“八日己亥, 天日極晴朗. 上祀天於舊桓州西北郊, 皇族之外, 皆不得預禮也.”; 中堂事記中
([元]王惲, 顧宏義·李文 整理標校 金元日記叢編,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13), p.109).

94) 今井秀周(2006), pp.5~7.
95) 嶺北紀行(全元文694), pp.292~293, “至重九日, 王師麾下會于大牙帳, 灑白馬湩, 修時

祀也. 其什器皆用樺木, 不以金銀爲飾, 尚質也. (중략) 每歲惟重九·四月九, 凡致祭者再,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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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구월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유목민이 동영지로 이동하기 시작하
는 계절이었다.96) 곧 정월·사월·오월과 함께 구월도 몽골의 정례적 宗敎祭였
고 유목민의 계절 이동과 맞물려 있었다.

정월·사월·오월·구월 외에 또 다른 두 시기가 定例의 祭天日로 확인된다. 
먼저 마르코 폴로에 따르면 점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이 대카안(당시 쿠빌라
이 카안)에게 “매년 8월(August) 28일”에 약간의 젖을 공중과 대지에 뿌려
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대칸이 上都를 떠나 다른 곳(곧 大都)으로 
간다고 마르코 폴로는 적었다.97) 한 연구는 “8월 28일”을 음력으로 보고 그
것을 쿠빌라이의 생일(음력 팔월 이십팔일)과 연관된 임시 祭天 의례로 간주
한다. 그것은 몽골의 종교 관습이 아니라 점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이 건의한 
것이었다.98) 그런데 14세기 중엽에 楊允孚는 마르코 폴로와 유사하게 詩 ｢
灤京雜咏｣에서 카안이 “매년 팔월”에 馬奶子宴(말 젖 연회)을 개최한 후 음
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大都로 길을 떠났다고 설명했다.99)

또 다른 시기는 음력 유월 이십사일이었다. 이 節日은 고대 유목국가의 
祭典에 없는 시기였다. 元史 ｢祭祀志｣에 따르면 매년 카안은 夏營地 上都
에 행차해 여름 유월 이십사일에 말 젖을 뿌리는[洒馬妳子] 제사를 거행했
다. 그것은 카안의 명령으로 몽골 샤먼(巫覡)과 몽골인·漢人 秀才·達官 4員
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두 차례 하늘에 절한 후 칭기스칸의 이름을 
불러 축복했다. 그 祝辭는 “[영원한̇ ̇ ̇ ] 하늘̇ ̇ [의 힘̇ ̇ ]과 카안의 福蔭에 기대어̇ ̇ ̇ ̇ ̇ ̇ ̇ ̇ ̇ ̇  해
마다 제사·기원합니다”(托天皇帝福蔭̇ ̇ ̇ ̇ ̇ ̇ , 年年祭賽者)라는 내용이었다. 祭禮가 
끝난 후 掌祭官(곧 샤먼) 4員에게 각기 祭幣의 한 세트[表裏]가 주어졌다. 
나머지 幣와 祭物은 제사 참석자가 똑같이 나누었다.100) 유월 祭天에서 祝
辭의 시작 문구는 몽골 카안의 書翰이나 聖旨의 첫머리에서 常用된 “영원한 
하늘의 威力에, 카안의 福蔭에[ 기대어]”(möngke tengri-yin küčün-dür 

餘節則否.”; 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p.344~345.
96) 今井秀周(2006), p.8.
97) Marco Polo,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tr. A.C. Moule & Paul Pelliot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Limited, 1938), pp.187~188; 마르코 폴로의 동
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214.

98) 今井秀周(2006), pp.6~7..
99)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4, “內宴重開馬湩澆, 嚴程有旨出

丹霄. 羽林衛士桓桓集, 太僕龍車款款調. 【馬湩, 馬奶子也, 每年八月開馬奶子宴, 始奏起程, 
太僕寺掌馬者.】”

100) 元史77 ｢祭祀志｣6 國俗舊禮, p.1924, “每歲, 駕幸上都, 以六月二十四日祭祀, 謂之洒
馬妳子. 用馬一, 羯羊八, 綵段練絹各九匹, 以白羊毛纏若穗者九, 貂鼠皮三, 命蒙古巫覡及蒙
古·漢人秀才達官四員領其事, 再拜告天. 又呼太祖成吉思御名而祝之, 曰: ｢托天皇帝福蔭, 年
年祭賽者.｣ 禮畢, 掌祭官四員, 各以祭幣表裏一與之; 餘幣及祭物, 則凡與祭者共分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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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ɤan-u suu-dur 長生天氣力裏, 皇帝福蔭裏)101)라는 표현을 상기시킨다. 
곧 유월 祭天은 텡그리의 加護와 칭기스칸의 업적, 곧 大제국의 건설을 기
리고 축복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마이 히데노리(今井秀周)가 밝혔듯이 몽골 이전에 유목국가에서 여름철 
종교 제례는 거의 없었다. 유월은 특히 그러했다.102) 유월의 새로운 祭天은 
텡그리와 칭기스칸에 관계된 매우 중요한 의례였다. 그것은 카안과 몽골 귀
족들의 특별한 모임과 연관돼 거행된 祭儀였다. 이는 루브룩의 見聞에서 엿
볼 수 있다. 

뭉케는 카라코룸에 커다란 아정(curia: 本營·오르두)을 하나 가지고 있
는데, 그것은 도시 성벽 가까이에 있고 마치 우리 수도사들의 작은 수
도원들처럼 벽돌로 된 담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1년에 두 차
례―그가 그곳을 통과하는 부활절̇ ̇ ̇ (Easter: 통상 3.22~4.26)에 한 차례, 
그리고 그가 귀환할 때인 여름̇ ̇ 에 또 한 차례― 그가 음료의 연회
(drinking sessions)를 여는 커다란 궁전(palatium)이 있습니다. 두 ̇

번째 모임이 더 중요한데, 그 때 두 달 거리 떨어진 지점 안에 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귀족들(nobles)이 그의 궁정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러면 그는 ̇ ̇

그들에게 옷과 선물을 하사하고 자신의 위대한 권세를 뽐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곳̇ ̇

에는 길이가 창고 정도인 건물들이 수도 없이 많으며 그곳들에는 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량 등] 물자(supplies)와 보화들이 쌓여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뭉케 카안은 봄(부활절)과 여름의 모임을 카라코룸 城 바깥의 오르두에서 개
최했다. 특히 여름의 모임이 중시되었다. 여름철 모임의 참석자는 “두 달 거
리”, 즉 帝國의 가장 먼 곳까지 “모든 귀족들”을 아울렀다. 이는 쿠릴타이라 
지칭될 수 있는 것이다. 유월 祭天은 주기성을 갖는 宗敎祭였고 여름 쿠릴
타이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元史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朔漠에서 흥기한 이래로 대대로 하늘에 제사
를 지냈다. 그들은 질박한 衣冠을 숭상하고 순수한 祭器를 숭상했다. 대칸과 
카툰이 拜天 의례를 직접 거행했고 宗戚이 제의를 도왔다.104) 拜天의 고유 

101) 김호동(1993), p.182; 八思巴字碑刻文物集釋(蔡美彪,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p.123, 126. 뭉케 카안이 프랑스 국왕 루이(Louis Ⅸ: 재위 1226-70)에게 보낸 서
신의 서두는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48 참조.

102) 今井秀周(2006), pp.8~9, p.8의 表1. 이마이(今井)는 몽골인의 유월 “夏祭”를 金代 女眞
의 영향으로 간주한다.

103)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09; 몽골제국 기행
(김호동 역주),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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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는 쿠빌라이 카안 이후에도 지속되었다.105) 
요컨대 정월·오월의 祭天이 흉노 이래의 전통 혹은 中華의 영향으로 시행

된 반면, 사월과 구월의 흰말 젖의 祭天은 풀·가축의 생태 및 유목생활의 週
期를 따른 것이었다. 사월의 祭天은 北魏 시대에 거행된 적이 있었지만106) 
몽골인에 의해 보다 두드러진 문화 현상이 되었다. 곧 정월·사월·오월·구월의 
祭天은 몽골 전통이었다. 반면 유월 祭天은 帝國的 성격을 짙게 띤 새로운 
祭典―이른바 곧 지순宴―이었다. 정월·사월·오월·유월·구월의 祭典은 飮宴
(qurim)을 동반했다. 이들 祭儀는 몽골인의 텡그리 敬拜 관념이 형상화한 
것이었다. 이는 초원 유목사회의 전통이자 몽골 고유의 慣例였다. 그것은 동
시에 카안의 계절 巡幸과 관련된 것이었다. “매년 8월”의 馬奶子宴 또한 쿠
빌라이 카안 이래로 上都를 떠나기 직전에 巡幸의 안전을 祈願하는 祭典으
로 보인다. 흰말 젖의 祭天은 칭기스칸의 자손들에게만 허용되었고 카안과 
카툰에 의해 거행되었다. 몽골 고유의 祭天과 飲宴(qurim)의 전통과 그 구
현 양상은 蒙·元帝國의 황실 쿠릴타이와 닮아 있으며 그 한 起源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祭天의 慣例는 쿠릴타이의 주기성과 관계된 것이었다.

年例的 祭天이 쿠릴타이(大會)의 기원이었던 한편, 그것이 쿠릴타이(大會)
의 全貌는 아니었다. 쿠릴타이는 非주기적인 형태도 존재했다. 몽골인들 사
이에서 쿠릴타이의 가장 이른 기록은 12세기 칭기스칸(1162-1227)의 祖父 
세대 때였다. 그의 종조부 카단(Qadān)은 메르키트 종족(몽골 북부 오르콘
과 셀렝게의 합류 지점 주변에 거주)과 전투할 때 자신의 아미르(amīr107))들
을 모두 쿠릴타이(qūrīltāī)로 소집하고 많은 쿠미스(qumīz: 말 젖·마유주)를 
준비시켰다.108) 그 후 암바가이 카한(Qahan)이 죽은 뒤에 열린 쿠릴타이는 

104)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81, “元興朔漠, 代有拜天之禮. 衣冠尙質, 祭器尙純, 帝
后親之, 宗戚助祭.”

105) 國朝文類41 ｢雜著｣ 禮典緫序·郊祀, p.429下, “我國家建大號, 以臨天下, 自有拜天之禮. 
(중략) 世祖皇帝至於今, 制度彌文而國家之舊禮初不廢也.” 

106) 今井秀周(2006), p.8의 表1.
107) 아미르(amīr)는 “지도자·지휘관·사령관” 등을 의미하는 아랍어이며 몽골어 noyan(귀족·

官人)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부족지(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서울: 사계
절, 2002), p.47의 각주 16).

108) Rashīd/Rawshan, p.256; Rashīd/Thackston, p.179; 칭기스칸기(라시드 앗 딘, 김
호동 역주, 서울: 사계절, 2003), pp.61~62. 쿠림(qurim 會·宴會)과 쿠릴타이(quriltai 大
會) 외에 “약속·집결·모임 [장소·시각]”을 뜻하는 용어로 몽골비사에 bolǰa’an(孛札安) 혹
은 bolǰal(孛札)이 있다. 이들은 일관하게 “約會”로 漢譯되었다. bolǰa’an은 “(날을) 잡다, 
약속·約會하다”란 뜻의 동사 bolǰa-에서 기원한 단어다. bolǰa-(孛札-)는 1203년 주치와 
차오르 베키의 혼사를 위해 부울자르宴(bu’ulǰar: 許婚筵席) 날짜를 잡을 때 한 용례로 쓰
였다(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04~105절, p.70/ 제106~108절, pp.73~74/ 제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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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달랐다. 당시 모든 몽골과 타이치우트는 오난 강의 코르코낙 계곡
(Qorqonaq ǰubur: 몽골 중부)에서 카단의 아우 쿠툴라(Qutula)를 카한
(Qahan)으로 추대했다. 몽골인들은 기쁨을 춤(debse)과 연회(qurim)로 표현
했다.109) 

두 일화는 짤막하지만 쿠릴타이의 본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쿠릴타이
는 군사적 회합의 성격과 함께 군주 선출의 기능을 지녔다. 그것들은 不定期 
쿠릴타이였다. 유월의 定期 쿠릴타이가 늦어도 뭉케 카안 시대에 출현한 것
에 비해, 전투회의 및 카안 선출 회의로서 쿠릴타이는 12세기 초부터 나타
나기 시작했다. 祭天과 연관된 定期 쿠릴타이와 달리, 不定期 쿠릴타이에서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不定期 쿠릴타이 또한 연
회를 동반했다. 곧 祭天과 군사회의, 카안 선출·즉위는 몽골 황실 쿠릴타이
를 추동시키는 주요 사안이었다. 쿠릴타이는 祭天·연회(몽골어 qurim, 투르
크어 ṭōī)를 포괄하는 몽골 皇室의 大會였다. 13~14세기에 몽골인들은 쿠릴
타이를 한층 대규모로 거행했다. 

2. 쿠릴타이의 시공간 

(1) 쿠릴타이의 시공간과 그 改變

절, pp.157~158;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5, 38, 
410, 417~418;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108~ 
109, 114~117, 304~305; Ш. Бира, etc.,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pp.184~185, 
186~187, 223; 元朝秘史(上)(小澤重男 譯), p.122; 《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
語·語尾索引(栗林均 編) ｢人物門｣, pp.42~43). 쿠빌라이 시대 이후로 중앙의 百官集議나 
지방 官府의 圓議 제도(通制條格校注7(方齡貴 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1) ｢軍防｣ 禁治
擾害·至元二十九年三月初十日, “御史臺奏節該: (중략) 一· 每年放軍還家置備鞍馬軍需氣力, 
其所差千戶百戶頭目中間放富差貧, 科歛錢物, 諸般搔擾, 以致軍戶生受. 令各翼圓議立法鈐
束, 不致生受.”; 秋澗先生大全文集81 ｢中堂事記｣中 中統二年五月廿二日癸未, p.15b, 
“其三曰, 圓議定時, 首領官先擬定其事, 自下而上, 相次剖决, 議定題押批判. 若事關利害, 
情見不同者, 各具奏禀.”; 屈文軍(2000), pp.127~129)는 몽골의 쿠림(qurim 會·宴會)과 쿠
릴타이(quriltai 大會) 혹은 볼잘(bolǰal 約會)에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約會를 
소송 혹은 범죄를 처결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절차(a legal procedure)로 단정하는 견해
(Wonhee Cho, “The Joint Court System: Managing a Religiously Diverse Society,” 
Beyond Tolerance: the Mongols’ Religious Policies in Yuan-Dynasty China and 
Il-Khanate Iran, 1200-1368 (Doctoral Dissertation of Yale University, 2015), 
pp.111~116)는 그 일면만을 부각한 것으로 자칫 約會의 실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9)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57절, p.38;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
均·确精扎布 編), pp.44~45. Rachewiltz, Igor de,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12~13, 317;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p.170; 周良霄(198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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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로 일정한 이동 궤도를 따라 유목하는 몽골인110)과 유목민의 생활 
방식에 준하여 四季 巡幸하는 몽골 카안111)에게 시공간은 특별했다. 지리적 
장소와 모임(정치적 공간, 곧 쿠릴타이)112)은 시간과 동반될 때 의미가 배가
된다. 따라서 쿠릴타이의 시공간의 탐구는 칭기스칸과 그 후예들의 권력을 
밝히는 데 요구되는 우선과제라 하겠다. 

만날 장소와 시일은 쿠릴타이가 열리기 위한 기본 전제였다. 元史 ｢禮
樂志｣는 쿠릴타이의 개최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元나라(곧 예케몽골울루스)는 朔漠에서 흥기하여 朝會燕饗(쿠릴타이)의 
儀禮는 대부분 몽골 고유의 전통을 답습했다. 1206년에 [칭기스칸이] 
諸侯王과 오난(阿難) 河에서 大會를 열고 皇帝의 자리에 올랐으며 아홉 
가닥의 다리를 가진 흰 旗[九斿白旗]를 세웠다. [그 후] 1271년에 [쿠빌
라이 카안은] 劉秉忠(1216-74)과 許衡(1209-81)에게 명령해 비로소 朝
儀를 제정했다. 이때부터 ①皇帝 즉위 ②元正(음력 정월 일일 설날) ③
天壽節(황제 생일) ④諸王·外國 사절의 來朝 ⑤皇后·皇太子의 冊立 ⑥
羣臣의 尊號 헌상 ⑦太皇太后·皇太后의 冊寶 진헌 ⑧郊祀·宗廟 祭禮 완
료 후 ⑨羣臣朝賀에서 朝會의 의례가 같았다.113) (번호는 필자의 加添)

110) Douglas L. Johnson, The Nature of Nomadism: A Comparative Study of 
Pastoral Migrations in Southwestern Asia and Northern Af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9), p.4

111) 葉新民(1992), pp.148~153; 宇野伸浩(1986), pp.47~60; 杉山正明, ｢クビライと大都─モ
ンゴル型“首都圈”と世界帝都｣,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 京都: 京都大學出版社, 2004, 
pp.134~136; 김호동, ｢몽골帝國 君主들의 兩都巡幸과 遊牧的 習俗｣, 中央아시아硏究7, 
2002, pp.1~23. 巡歷하는 군주는 중세 유럽 전역에 존재했다. 국왕의 여행 혹은 순행은 
아프리카·이란·인도네시아·남양 諸島 등 유럽의 지리적·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지역에서도 
존재했다. 국왕이 자신의 영토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여행함으로써 통치의 모든 실질적 기
능과 상징적 표현을 완수하는 통치 방법은 순행 군주권(itinerant kingship)으로 정의된다. 
순행 군주권은 많은 사회에서 발견되며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종교·문화 요소들에 의해 결
정되는 통치 방법이다. 군주의 순행은 물리적으로 왕국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
징·전례 방식을 이용해 왕국 전역에 국왕의 신성성을 창출하는 수단이었다(John W. 
Bernhardt, ““On The Road Again”: Kings, Roads and Accommodation in High 
Medieval Germany,” Lynette Mitchell and Charles Melville, ed., Every Inch a 
King: Comparative Studies on Kings and Kingship in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s (Leiden·Boston: Brill, 2013), pp.304~305).

112)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410. 정치학자 슈미트
(Carl Schmitt)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결집시키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 이른바 “場所
化”가 질서라고 말한다. 철학자 틸리히(Paul Tillich)는 “권력이 공간에 의존한다”고 역설
한다. 장소는 자기중심적 구조를 가지며 자기중심적 공간은 권력을 産出한다(한병철 지음, 
김남시 옮김, 권력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pp.152~159). 

113) 元史67 ｢禮樂志｣1 序言, p.1664, “元之有國, 肇興朔漠, 朝會燕饗之禮, 多從本俗. 太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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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儀는 “朝會之儀”의 약칭으로 엄밀하게는 朝會의 일부에 속하는 儀禮·儀式
이었다. 그것은 1271년에 劉秉忠과 許衡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사실 그에 
앞서 2년 전에 大司農 승상 볼라드(孛羅)와 太保 劉秉忠이 카안의 聖旨를 
받고 수행한 것이었다.114) 朝儀는 아홉 갈래의 국면에서 채택되었다. 朝儀 
가운데 ②元正과 ③天壽節, ⑧郊祀·宗廟 祭禮는 정기적 의례였던 반면, ①皇
帝 즉위와 ⑤, ⑥, ⑦의 冊封·上尊號 의례는 부정기적인 것이었다. ④諸王·外
國 사절의 來朝와 ⑨羣臣朝賀는 양쪽에 속할 수 있었다. 

朝儀는 朝會에서 거행되었고 통상 大饗·宴會가 가미되었다. 특히 后妃·宗
王·親戚·大臣·將帥·百官과 四方의 사신들이 모두 참석하는 朝會는 “大朝會”
―페르시아어 qūrīltāī-i buzurg(大쿠릴타이/大會)―였다.115) 카안과 몽골인
들은 大朝會(大會)를 각별히 중시했다. 朝儀의 방식은 大會(쿠릴타이) 혹은 
朝會-燕饗(쿠릴타이-토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했다. 元史 ｢禮樂志｣에서 
元正受朝儀나 皇帝即位受朝儀 등의 朝儀는 中華의 색채를 농후하게 띠고 있
다. 이는 볼라드·劉秉忠·許衡 등이 가미한 ‘漢法’116)의 요소였다. 이 변화는 
쿠빌라이에 의해 몽골 제도의 ‘漢化’가 추진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117) 

그런데 朝會-燕饗에서 大饗·宴會는 주로 몽골 전통[本俗之禮]을 따랐다. 
王惲(1227-1304)이 ｢大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에서 “國朝에서 大事

元年, 大會諸侯王于阿難河, 即皇帝位, 始建九斿白旗. 世祖至元八年, 命劉秉忠·許衡始制朝
儀. 自是, 皇帝即位·元正·天壽節, 及諸王·外國來朝, 冊立皇后·皇太子, 羣臣上尊號, 進太皇
太后·皇太后冊寶, 暨郊廟禮成·羣臣朝賀, 皆如朝會之儀.”

114) 元史67 ｢禮樂志｣1 制朝儀始末條, p.1665, “至元六年春正月甲寅, 太保劉秉忠·大司農孛
羅奉旨, 命趙秉溫·史杠訪前代知禮儀者肄習朝儀.” 쿠빌라이 카안 시대 초창기까지 조정의 
公卿이 대부분 武力에 功이 있는 臣이었고 文治를 시행할 겨를이 없었다. 四方에서 朝貢
해 오는 자의 禮는 더욱 簡易했다(滋溪文稿22([元]蘇天爵, 陳高華·孟繁淸 點校, 北京: 中
華書局, 1997) ｢行狀｣ 故昭文館大學士中奉大夫知太史院侍儀事趙文昭公行狀, p.366, “於時
國家以干戈平定海內五十餘年矣, 而公卿多武力有功之臣, 未遑文治, 四方來朝貢者禮尤簡易. 
太保奏起朝儀, 詔公及史公杠等十人共討論之, 又選近侍二百人肄習之.”). 이에 朝儀가 몽골 
本俗을 바탕으로 볼라드(孛羅)와 劉秉忠·許衡에 의해 1271년부터 세 해에 걸쳐 입안, 가결
되었다(元史7 ｢世祖本紀｣4 至元七年二月丙子條, p.128, “丙子, 帝御行宮, 觀劉秉忠·孛
羅·許衡及太常卿徐世隆所起朝儀, 大悅, 擧酒賜之.”; 元史67 ｢禮樂志｣1 制朝儀始末條, 
p.1665, “世祖至元八年秋八月己未, 初起朝儀. 先是, 至元六年春正月甲寅, 太保劉秉忠·大司
農孛羅奉旨, 命趙秉溫·史杠訪前代知禮儀者肄習朝儀.”). 朝儀와 侍儀司 설치에서 승상 볼라
드(孛羅)의 공로에 대해서는 Thomas T. Allsen(2001a), p.65를 참조. 

115) 國朝文類41 ｢雜著｣ 禮典緫序·朝會, p.426上, “國朝凡大朝會, 后妃·宗王·親戚·大臣·將
帥·百執事及四方朝附者咸在.”

116) “漢法”은 ‘중국’ 전통문화·유교를 지칭했으며 유학자들의 주요 정치적 선택지로 평가되었
다(Ma Juan(2013), p.60).

117) 白石典之, モンゴル帝國史の考古學的硏究, 東京: 同成社, 2002, p.78.



- 29 -

는 征伐·蒐狩(사냥)·宴饗의 세 가지뿐”118)이라고 적시했을 만큼 몽골 황실은 
宴饗을 매우 중시했다. 몽골 황실에서는 朝會慶典이나 宗王·大臣의 來朝, 歲
時의 行幸에 모두 燕饗之禮를 실시했다.119) 반면 中華의 朝會는 皇帝가 신
하를 만나 政事를 듣는 것이었다.120) 즉 카안·諸王·高官의 “모임·會議·宴會”
인 몽골 카안의 쿠릴타이(大會)는 목표와 행위에서 中華 皇帝의 朝會와 확연
히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元代 朝會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121)는 張帆
의 견해는 정곡을 찌른 것이다. 劉秉忠·許衡 등 漢人 儒者들은 쿠릴타이를 
“朝會·燕饗”으로 分割해 이해하고 몽골 大會에 中華의 朝儀를 가미했다.  

쿠릴타이의 국면은 元史 ｢禮樂志｣의 아홉 갈래와 꼭 일치하지는 않았
다. 그것은 1271년에 朝儀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존속했었고 몽골 전통과 깊
게 연관돼 있었다. 몽골제국의 대표 史書―몽골비사, 元史, 集史―에서 
카안울루스의 쿠릴타이(大會)로 명시했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표 1-1]
과 같다(지리적 위치는 【별첨】 [그림 1]을 참조).

개최 시기: 음력(양력) 주관 목적 개최지 현위치 주요 
참석자

주요 
불참자 출처군주 연도 계절·날짜

카불/암
바가이 카단 전투 논의 카단과 그의 

아미르들 집사 카불칸紀

쿠툴
라 즉위식 오난 강의 코르코낙 

(Qorqonaq) 숲 헨티산맥 동쪽의 河原 비사57절

칭기
스칸

1200 봄 옹칸·테무
진

옹칸·테무진 회합
타이치우트 공격

사리 케헤르(Sārī Keher) 
(夏營地/칭기스칸 葬禮地)

투브 아이막 Erdene 솜 
Bööröljüüt 유적 옹칸·테무진 集史 칭기스칸紀; 

元史1 (“薩里川”)

1203 [초봄?] 제1차 즉위, 법령 
선포

龍庭(곧 曲雕阿闌 Köde’e 
Aral) (大오르두)

헨티 아이막 Avargyn 
Balgas 유적

집사 칭기스칸紀; 
聖武親征錄

1204 봄 2~3월 나이만 정벌 논의
(대쿠릴타이)

帖麥該川( Temegīhī n 
Tūlkūnchūt)

동몽골 칼카 (Khalkha) 
강 남쪽

옷치긴 등 
皇族과 群臣

元史1; 비사193절; 
집사 칭기스칸紀

1206 초봄 텝텡그리
칭기스칸 제2차 즉위 부르칸 칼둔山 오난 강 발

원지 헨티산맥 동쪽 계곡 皇族· 諸부족 元史1; 비사202절; 
집사; 정복자사

1219 봄 1~2월 칭기스칸 법령(yāsāq) 반포
호레즘 출정

칭기스칸의 오르두들
[쿠데에 아랄] (大쿠릴타이)

아들들·만호장·
천호장·백호장 집사 칭기스칸紀

1224 겨울 칭기스칸 타직 원정 귀환 도
중에 개최 파나카트(Fanākat) 강 시르다리아 강 右岸 칭기스칸·아

들들 주치 집사 우구데이카안紀

칭기스칸 집회·대연회 부카 수지쿠(Būqā Sūjīqū) 집사 칭기스칸紀

톨루
이 
監國

1228
초봄[1월] 카안 선출회의

(3일간)
케룰렌 강변 Köde’e Aral
(칭기스칸 大오르두)

헨티 아이막 Avargyn 
Balgas 유적

皇族·群臣 전
원

비사269절; 집사
우구데이카안紀

가을 7월 예케쿠릴타이
(비사 집필)

케룰렌 강변의 쿠데에 아
랄(칭기스칸 大오르두) 上同 비사282절

[표 1-1] 카안울루스 쿠릴타이의 개최 시기·장소

118) 秋澗先生大全文集57 ｢碑｣ 大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國朝大事曰征伐, 曰蒐
狩, 曰宴饗, 三者而已.”; 全元文177(李修生 主編, 南京: 鳳凰出版社, 2004) ｢王惲｣11 大
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p.497.

119) 國朝文類41 ｢雜著｣ 禮典緫序·燕饗, p.426上下.
120) 張帆(1997), p.107; 漢語大詞典(전자판) “朝會”.
121) 張帆(1997),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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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시기: 음력(양력) 주관 목적 개최지 현위치 주요 
참석자

주요 
불참자 출처군주 연도 계절·날짜

우구
데이
카안

1229 가을 8월 皇弟 톨
루이

즉위식 (朝儀·대자
삭 반포, 3일 연회)

케룰렌 강변의 쿠데에 아
랄(칭기스칸 大오르두) 上同 元史2

1234

봄 카안 연회·사냥 斡兒寒河 [迦堅茶寒殿 
Gegen Chāğān] (春營地)

오르콘 강 [아르항가이 
아이막 Doityn-Balgas] 元史2

여름 5월 카안 條令반포 달란 다바스(達蘭達葩 
Ṭālān Dabas) (夏營地)

카라코룸 북쪽 100여 
里 Chagan Nor 북쪽 諸王·百僚 元史2; 집사 우구

데이카안紀

가을 7월 카안 諸王大會
남송 정벌 발의

行在所
(秋營地 구세 나우르?) 諸王 元史119 塔思傳

1235 카안 야사 반포, 재물사여, 1개월 연회 
후 정벌 논의(“2차 쿠릴타이”)

諸王·종친·아
미르

정복자史; 집사 우
구데이카안紀

1236 봄 1월 카안 萬安宮 낙성 宴會
交鈔 발행 명령 카라코룸 萬安宮 카라코룸(Harhorin) 

Erdene Zuu 사원 內 諸王 元史2

평시 여름 카안 여름체류(쿠릴타이 
개최 기록 없음)

우르메게투(Ōrmegetū) 초
원 Shira Ordu (夏營地)

타미르 강 근처 
Checherleg (金蓮花甸) 집사 우구데이카안紀

투르
게네
監國

1243 太后 諸王 바투 元史121 ｢速不台傳｣

1244 太后
투르게네 카안 선출회의(?) 也只里河(Eder/Ider) 셀렝게 강 남쪽 水源 

Ider 강 바투 元史121 ｢速不台傳｣

1245 봄 太后
투르게네 카안 선출회의 달란 다바스(答蘭答八思 

Ṭālān Dabas) (夏營地)
카라코룸 북쪽 100여 
里 Chagan Nor 북쪽 諸王·百官 바투 元史2; 정복자史

1246 봄
[가을?]

太后
투르게네 카안 선출회의 구세 나우르(Gūse Nāūūr) 

(秋營地)
케룰렌 강 상류 셍구르
(Senggür)川 근처

皇族·아미르 
등 주요성원 바투 정복자史; 집사 구

육칸紀
구육
카안 1246 가을7.12

(8.24.)
太后
투르게네 

즉위식
(7일 酒宴)

Onggi 강 Süme-tür의 
Shira Ordu (冬營地)

옹기 강 동쪽 Bayangol 
솜 Shaazan-Khot 바투 元史2 汪吉宿滅禿

里; Carpini 여행기

오굴
카이
미시 
監國

1248 바투 카안 선출회의 (뭉케 지
명), 大쿠릴타이 개최 결정

阿剌脫忽剌兀 (Ala 
Toghra’u / Ālā Qamāq)

Qayaliq에서 1주일 거
리 Ala-kul 湖 동쪽

주치·톨루이 
자손들

우구데이·차가
타이의 자손들

元史3;; 정복자史; 
집사 뭉케카안紀

1249
바투/ 소
르칵타니

카안 선출회의 (뭉
케 즉위 시도와 반발)

케룰렌 강의 칭기스칸 도
읍(大오르두)

헨티 아이막 Avargyn 
Balgas 유적

주치·톨루이 
자손들

우구데이·차가
타이의 자손들

元史121兀良合台傳; 
집사 뭉케카안紀

여름 4월 太后오굴
카이미시

카안 선출회의
(諸王大會)

우구데이·차가
타이家 諸王

주치·톨루이 
자손들

元史121兀良合台傳;
(校勘記 [七]) 

1250 겨울 
12월(?)

소르칵타
니 베키

카안 선출회의 (뭉
케 즉위식 결정), 
쿠릴타이 사무 정비

켈루렌(곧 케룰렌)
[쿠데에 아랄?] 케룰렌 강 주치·톨루이 

자손들
우구데이 자
손들과 이수
뭉케

집사 뭉케카안紀

뭉케
카안

1251

2.3~3.2
(2.24~3.25)

소르칵타
니 베키

즉위식 (7일연회)
(즉위일 오류?) 카라코룸 부근 카라코룸(Harhorin) 부

근
왕자들, 
大아미르들 
등

우구데이家 자
손들, 이수뭉케 집사 뭉케카안紀

여름6.11
(7.1) 소르칵타

니/뭉케
재차 大會 실시 후
즉위식 (제국 행정·
인사개편, 7일연회)

쿠데에 아랄(칭기스칸 大오
르두 및 제1차 즉위장소)

헨티 아이막 Avargyn 
Balgas 유적 皇族(주치·톨

루이 자손들)· 
諸부족

바투, 우구데
이·차가타이의 
자손들

元史3; 정복자史
여름 6월 부르칸 칼둔山 오난 강 발원

지(칭기스칸 제2차즉위장소) 헨티산맥 동쪽 계곡

1252

3.22(5.2) 
/여름 카안 諸王 분봉지 재편 카라코룸 카라코룸(Harhorin) 諸王 元史3; 정복자史

가을 7월 카안 쿠빌라이·훌레구의 
동방·서방원정 결정

쿠빌라이·훌
레구 등

元史3; 정복자史; 
집사 훌레구칸紀

가을 8월 카안 日月山에서의 祭天 구세 나우르(Gūse Nāūūr) 
(秋營地)

케룰렌 강 상류 셍구르
(Senggür)川 근처 諸王 元史72 ｢祭祀志｣1

1253 봄 1월 카안 막대한 賜與 오난 강 북쪽 오난 강 북쪽 諸王 元史3

1254 가을 8월 카안 日月山에서의 祭天 구세 나우르(Gūse Nāūūr 
顆顆腦兒) (秋營地)

케룰렌 강 상류 셍구르
(Senggür)川 근처 諸王 元史3; 元史72 ｢

祭祀志｣1

1255 봄 2~3월 카안 남송 정벌 논의 오난 강의 코르코낙 
(Qorqonaq) 숲 헨티산맥 동쪽의 河原 諸王·아미르 집사 뭉케카안紀

1255~
56 카안 ? Sartaq 외 정복자史

1256 봄 카안 60일 연회, 金帛 
사여, 歲賜 결정

우르메게투(Ōrmegetū) 초
원 Shira Ordu (夏營地)

타미르 강 근처 
Checherleg (金蓮花甸) 諸王·百官 元史3

1257
여름 6월 카안 旗와 鼓에 제사 太祖行宮(케룰렌 강변의 

쿠데에 아랄)
헨티 아이막 Avargyn 
Balgas 유적 元史3

가을 8월 카안 日月山에서의 祭天 구세 나우르(Gūse Nāūūr
軍腦兒) (秋營地)

케룰렌 강 상류 셍구르
(Senggür)川 근처 諸王 元史72 ｢祭祀志｣1

1259 봄 1.1.
(1.25) 카안 南宋 親征 중 元

旦 大會 重貴山 북쪽 四川 南充 동남쪽 諸王·駙馬·百
官 元史3



- 31 -

개최 시기: 음력(양력) 주관 목적 개최지 현위치 주요 
참석자

주요 
불참자 출처군주 연도 계절·날짜

쿠빌
라이
카안

1260

봄 3.1
(4.12). 쿠빌라이 카안 선출회의 開平(후의 上都)

(夏營地) 내몽골 正藍旗 동북 元史4

봄 3.24
(5.5)/여름 중순 쿠빌라이 즉위식(쿠빌라이)

8일 향연
開平(후의 上都)
(夏營地) 上同 타가차르 등 

좌익 諸王
아릭 부케派, 주
치 자손, 훌레구 

元史4; 집사 쿠빌라
이 카안紀

여름 4 아릭 부
케 즉위식(아릭 부케) 和林 서쪽 오르콘 강 상류 

Altan-Gorkhan (夏營地) 카라코룸 서쪽 아릭 부케派 쿠빌라이派 元史4

평시 여름 6월 
吉日 카안 피서·사냥·

쿠릴타이 上都(夏營地) 내몽골 正藍旗 동북 諸王·百官 *이하 매년 上都 쿠
릴타이 정례화.

테무
르
카안

1294
여름4.2
(4.28)

太后 
쿠케진 카안 선출회의 上都 上同 諸王 元史18; 집사 티

무르카안紀
여름4.14
(5.10)

太后 
쿠케진 즉위식 上都 大安閣 上同 카말라 등 諸

王·宗親·大臣
元史18; 집사 티
무르카안紀

카이
샨
카안

1308

봄 3월 太后 
불루간 카안 선출회의 카라코룸(和林) 카라코룸 諸王·勳戚 元史22

여름 5.2
(6.2)

太后/아유
르바르와다 카안 선출회의 上都 내몽골 正藍旗 동북 諸王 元史22

여름5.21
(6.21)

아유르바르
와다

즉위식 
(7일 饗宴) 上都 大安閣 내몽골 正藍旗 동북 諸王·百官 元史22

아유르
바르와
다카안

1311
봄 1.30
(2.18)

太后/아유
르바르와다

諸王朝會 후 사여
[카안 선출회의?] 大都 北京 諸王 元史24

봄 3.18
(4.7) 太后 [카안 선출회의]

즉위식 大都 大明殿 北京 諸王·百官 元史24

시데
발라 1320 봄 3.11.

(4.19) 太后 [카안 선출회의]
즉위식 大都 大明殿 北京 다울라 샤 등 元史27

이순테
무르 1323 가을 9.4

(10.4) [太后?] 즉위식 칭기스칸 大오르두(龍居河 
[케룰렌 강]의 쿠데에 아랄)

헨티 아이막 아바르긴 
발가스

諸王·駙馬·大
臣 元史29

아라
기박 1328 가을 9월 太后 즉위식 上都 내몽골 正藍旗 동북 아라기바 등 

上都派
툭 테무르 
등 大都派 元史30/31

툭테
무르 1328 가을9.13

(10.16)
[카안 선출회의]
제1차 즉위 大都 大明殿 北京 諸王·百官 아라기바 등 

上都派 元史32

코실
라
카안

1329
봄 1.28
(2.27)

툭 테무
르 즉위식 和寧(카라코룸)의 북쪽 카라코룸 북쪽 엘테무르 등 

諸王·大臣 元史31

가을 8.2
(8.26) 카안 연회

(4일 후 카안 시해) 行殿(옹구차트 王忽察都) 河北 張北縣 서북 公會 
서북 盤城

황태자(文宗)·
諸王·大臣 元史31/33

툭테
무르 1329 가을8.15

(9.8) 카안 제2차 즉위 上都 大安閣 내몽골 正藍旗 동북 元史33

이린
지발 1332 겨울10.4

(10.23)
太后 
붓다시리

연회(3일) 후 즉위
식 大都 大明殿 北京 宗王·大臣 元史37

토곤테
무르 1333 여름 6.8

(7.19)
文宗后
붓다시리

카안 선출회의
즉위식 上都 大安閣 내몽골 正藍旗 동북 諸王·宗戚·大

臣
元史38; 金華黃先生
文集26, p.14b. 

※ 箭內亘, ｢蒙古の國會卽ち｢クリルタイ｣に就いて｣, 蒙古史硏究, 東京: 刀江書院, 1930a, pp.387~424; 白石典之, モンゴル帝國史
の考古學的硏究, 東京: 同成社, 2002, pp.179~267; 宇野伸浩, 「モンゴル帝國のオルド」, モンゴル帝國の國家と社會, 早稻田大學博
士學位論文, 2011, pp.119~140; 김호동, ｢구육(定宗)과 그의 時代｣, 近世 東아시아의 國家와 社會, 서울: 지식산업사, 1998, 
pp.107~109; 김호동, ｢몽골帝國 君主들의 兩都巡幸과 遊牧的 習俗｣, 中央아시아硏究7, 2002, pp.3~10;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p.15~16; 李玠奭, ｢郝和尙拔都(1204-1252) 傳記資料 
속의 1240年代 大蒙古國 中央權力의 殘影｣, 東洋史學硏究 78, 2002 pp.149~150; Thomas T. Allsen, Mongol Imperialism: 
the Policies of the Grand Qan Möngke in China, Russia, and the Islamic Lands, 1251-1259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p.18~26, 40~42; 칭기스칸기(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서울: 사계
절, 2003), pp.61~62, 190~191, 226, 246, 326, 374, 380, 416, 421; 칸의 후예들(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5), pp.48~49, 84~85, 286~287, 313~319, 333, 339~341, 377~378, 469~470; Wheeler M. Thackston, English translation & 
annotation, Jami'u't-Tawarikh (Compendium of Chronicle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260, 
478~479;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파주: 사계절, 2004) 제57/193/202/ 269/282절, pp.38, 171, 196~197, 283, 30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Leiden·Boston: Brill, 2004), pp.12~13, 115, 133, 200, 218; 元史([明]宋濂 
等 撰, 北京: 中華書局, 1976), pp.12~13, 29, 33~34, 38~39, 44~46, 49, 53, 63~65, 381~382, 478~479, 538~540, 599~600, 
638~639, 687, 695~696, 701, 709~710, 737~738, 810~811, 816~817, 2939; 校正元親征錄([淸]何秋濤 校正, 北京: 中華書局, 
1985), pp.6~61; ‘Ala-ad-Din ‘Ata-Malik Juvaini,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ed. Mirza Muhammad Qazvini, tr. 
J. A. Boy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p.39, 140, 183~190, 196~199, 264~268, 557, 567~569, 607, 
610~611;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Toronto·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pp.5, 62~63, 81.
* 본 표는 문헌 史料와 발굴 보고를 준거로 삼고 선행연구와 비교해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뭉케 카안 시대까지의 자료는 문헌에 쿠
릴타이(大會)로 명시되었거나 그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한다. 쿠빌라이 카안 이래로 매년 上都·大都에서 年例(설날·上都 
大宴 등)로 열린 쿠릴타이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며 즉위 쿠릴타이만을 채록한다.
** 날짜는 “음력(양력)”으로 적고 표의 크기와 可讀性을 고려해 모두 숫자로 표기한다. 계절은 봄(음력 1~3월), 여름(음력 4~6월), 가
을(음력 7~9월), 겨울(음력 10~12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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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271년 이전까지 元旦 쿠릴타이로 간주되는 것은 1259년 정월 초하
루에 뭉케 카안이 重貴山(현 四川 南充 동남쪽) 북쪽에 술을 마련하고 개최
한 大會이다.122) 여타 봄철 쿠릴타이 가운데 1219년 봄 정월·이월에 칭기스
칸이 아들들과 萬戶長·千戶長·百戶長들과 열었던 집회는 元旦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 [大]쿠릴타이에서 칭기스칸은 새로운 규범(yōsūn)
과 법령(yāsāq)을 정한 후 호레즘으로 출정했다.123) 1228년 초봄(avāyil-i 
bahār)에 사방으로부터 모든 왕자들과 아미르들이 케룰렌 강의 牧地(yūrt)
와 대오르두(ōrdū-i buzurg)로 왔다.124) 이 쿠릴타이는 帝位 문제를 논의하
기 위한 것이었다. 1236년 봄 정월에 열린 쿠릴타이는 萬安宮 落成을 위한 
것이었다.125) 1228년과 1236년의 쿠릴타이는 각기 목적이 달랐지만 설날 정
기 쿠릴타이의 연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眞定總管府 ‘參佐’ 張德輝는 1247년에 쿠빌라이의 부름을 받고126) 그해 
가을부터 1248년 여름까지 10개월 남짓 쿠빌라이의 王庭에 머물렀다.127) 그
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매년 십이월 마지막 날[除日]에 게르[帳]를 옮기고 땅
을 바꿔 설날 하례의 장소[賀正之所]로 삼았다. 게르 앞 元日大宴에서 소속 
部가 王[당시 쿠빌라이]부터 그 以下까지 모두 순백색의 가죽옷[純白裘]을 
입었다. [그들은] 3일 후 大牙帳으로 가 [主君에게] 賀禮를 올렸다.”128)

張德輝는 “元日大宴”(곧 흰옷을 입는 지순宴129))의 주관자와 “大牙帳”의 
소유주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가 쿠빌라이를 알현하고 그의 王庭에서 체류
했던 사실은 大宴·大牙帳의 주체로 쿠빌라이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諸王 
쿠빌라이가 大牙帳 앞에서 설날 大宴을 주최할 수 있었을까? “大牙帳”을 그

122) 元史3 ｢憲宗本紀｣ 憲宗九年春正月乙巳朔, p.53, “九年己未春正月乙巳朔, 駐蹕重貴山
北, 置酒大會.”

123)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326, 421.
124) Rashīd/Rawshan, pp.634~635;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8. 오르두(Ōrdū 斡耳

朶)는 카안이 거처하는 氈帳을 일컬었다. 몽골 황제에게는 여러 채의 오르두가 있었다. 예
컨대 칭기스칸은 4채, 우구데이 카안은 7채가 있었다. 제1 오르두는 大황후의 것이었다(
元宮詞百章箋注(傅樂淑,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5), pp.2~3).

125) 元史2 ｢太宗本紀｣ 太宗八年春正月, p.34, “八年丙申春正月, 諸王各治具來會宴. 萬安
宮落成. 詔印造交鈔行之.”

126) 元史163 ｢列傳｣50 張德輝, p.3823, “歲丁未, 世祖在潛邸, 召見.”
127) 嶺北紀行(全元文694), p.292, “僕自始至迨歸, 遊于王庭者凡十閱月.”; 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345; 李治安, 船田善之 譯, ｢元世祖クビライ草原領地考｣, 早稻田大
學モンゴル硏究所紀要5, 2009, p.60.

128) 嶺北紀行(全元文694), p.292, “比歲除日, 輒遷帳易地, 以爲賀正之所, 元日大宴所部
於帳前, 自王以下皆衣純白裘, 三日後方詣大牙帳, 致賀禮也.”; 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
行錄｣, p.344.

129)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p.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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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르두로 간주할 경우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일칸국에서는 新年 
연회를 “쿤얀글라미시(kūnyanglamīshī)”라고 칭했다.130) 훌레구칸(재위 
1256-65)은 1257년 1월 13일(이슬람력 654년 둘 히자월 이십오일) 월요일
에 신년 연회(kūnyanglamīshī)를 위해 7일 거리에 있는 까즈빈(Qazwin)의 
大오르두(ōrdū-ī buzurg)에 下營했다. 연회(ṭōi)가 7일 동안 열렸다. 훌레구
는 諸王과 아미르들에게 노래(nawākht)를 부르게 하고 儀典服(tashrīf)을 하
사했다.131) 그가 하사한 tashrīf(儀典服)132)는 바로 지순 宴服이었다. 훌레구
는 멀리 이란의 까즈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 몽골리아의 也里本朵哈(현 
내몽골 蘇尼特右旗 동북 額爾敦寶力格 Erdenbulag)에서 열린 뭉케 카안의 
元旦 朝賀133)에 참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1248년 쿠빌라이의 상황은 1257년 이란의 훌레구와 달랐다. 張德
輝는 1248년 元旦 하례에 대해 일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大牙帳”은 통상 諸王의 것이 아니라 카안의 大오르두를 의미했다. 주베이
니에 의하면 1247년 겨울에 구육 카안은 “새해(sāl-i nou)가 되고 겨울 추
위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자신의 冬營地(mashtāt)에서 보냈다. (중략) [그 후] 
그는 [이밀 Īmīl(현 新疆 額敏) 방면으로] 떠날 의향을 실행해 왕국의 수도
(maqarr-i sarīr-i mamlakat[곧 카라코룸])로부터 나섰다.”134) 라시드 앗 
딘도 구육 카안이 “그해(1247)에 그곳[즉 카라코룸 혹은 冬營地]에서 겨울을 
보냈다(qīshlāmīshī kard). 새해(1248)가 도래하자 (중략) 서쪽 지방[곧 이
밀]으로 향했다.”고 적었다.135) 곧 1248년 정월 초하루에 구육 카안은 카라

130) 本田實信, ｢モンゴル·トルコ語起源の術語｣, モンゴル時代史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
社, 1991, pp.445~446. kūnyanglamīshī(کون ینگالمیشی)는 集史에서 총 4차례 확인된다.

131) Rashīd/Rawshan, p.990; Rashīd/Thackston, p.485. 
132) tashrīf는 “a robe of honour”를 뜻한다(F. Steingass, A Comprehensive 

Persian-English Dictionary (New Delhi: Asian Educational Service, 2003), p.303).
133) 元史3 ｢憲宗本紀｣ 憲宗八年春正月朔, p.50, “八年戊午春正月朔, 幸也里本朵哈之地, 

受朝賀.”
134) ‘Alā’ al-Dīn ‘Atā-Malek Jūweynī, Tārīkh-i Jahān-Gushā, edited by Mohammad 

Qazwini(Tehran: Institute of Enteshārāt Negāh, 2009), p.292(이하 Juvaini/Qazwini); 
Juvaini/Boyle, p.260.

135) Rashīd/Rawshan, p.809;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92. 필자의 추론이 타당하다
면, 元史의 1247년 가을의 “西巡”(元史2 ｢定宗本紀｣ 定宗二年秋, p.39, “秋, 西巡.”)
은 이밀로 향하는 원정을 가리키지 않고 카라코룸 주변 行宮들 사이의 이동을 뜻한다. 이
는 선행연구의 주장(Thomas T. Allsen(1987), p.21; 김호동, ｢구육(定宗)과 그의 時代｣, 
近世 東아시아의 國家와 社會, 서울: 지식산업사, 1998, pp.127~19)과는 다르다. 구육 카
안이 1248년 카라코룸에서 서방으로 떠난 시점은 쿠빌라이와 張德輝가 大牙帳에서 忽蘭赤
斤(Qulan chigin)으로 이동한 정월 그믐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嶺北紀行(全元文
694), p.292, “元日大宴所部於帳前, 自王以下皆衣純白裘 (중략) 正月晦復西南行.”; 水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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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룸에 있었다. 따라서 張德輝가 말한 “大牙帳”은 구육 카안의 것이었고 그
의 “元日大宴”(지순宴)에 쿠빌라이 등 “王 以下”가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칸 구육에 대한 張德輝의 침묵은 그가 대칸에게 신년 賀禮를 행할 자격을 
갖지 못했거나 구육 카안과 대립하던 톨루이家의 쿠빌라이를 참작한 때문이
었을 것이다. 다만 그가 신년 쿠릴타이의 정기성을 명시한 것은 특별하다. 
그것은 적어도 구육 시대 무렵에 年例 행사였다.

쿠빌라이 집권 이전에 정례 쿠릴타이로서 天壽節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다. 祭儀의 경우 1254년에 秋營地 구세 나우르(Kūse Nāūūr 顆顆腦兒/軍腦
兒136)) 서쪽에서 뭉케 카안이 諸王을 모아―이른바 쿠릴타이― 하늘에 祭를 
올렸다.137) 日月山(카라코룸 동쪽 300여 km 지점138))에서 祭天 행사는 본래 
1252년 가을 팔월 팔일(9.13)에 처음 시작된 것이었다.139) 특히 십일일
(9.16)에는 처음으로 음악이 祭天 의례에 이용되었다.140) 십이일에는 공자 
51대 후손 衍聖公 孔元措의 말을 이용해 昊天·后土를 함께 제사하고 칭기스
칸과 톨루이에 배향했다.141) 1252년의 拜天은 우구데이家와 카안位 계승 다
툼에서 승리한 후 뭉케 카안이 諸王들 앞에서 스스로 정당한 군주임을 하늘
에 고하기 위한 것이었다.142) 다만 그 직전 칠월의 大쿠릴타이(qūrīltāī-i 
buzurg)에서 쿠빌라이에게 大理 원정을, 훌레구에게 西域의 술탄 諸國 원정
이 결정된 사실143)도 祭天의 이유로 고려될 수 있다. 日月山 祭天 의례는 

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344).
136) 馬曉林은 顆顆腦兒(Köke na’ur: “푸른 호수”)가 케룰렌강 상류 동쪽에, 軍腦兒(Gün 

na’ur: “深湖”의 뜻)가 케룰렌강 상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한다(馬曉林(2014), pp.52~53).
137) 元史3 ｢憲宗本紀｣ 憲宗四年·是歲, p.48, “是歲, 會諸王于顆顆腦兒之西, 乃祭天于日月

山.” 몽골인들은 하늘에 祭를 올릴 때 남쪽을 향하고 태양에 경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今井秀周(2006), p.4).

138) 今井秀周(2006), p.5. 
139)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81, “憲宗即位之二年, 秋八月八日, 始以冕服拜天於日

月山.”; 元史78 ｢輿服志｣1 儀衞附·冕服, p.1935, “初憲宗壬子年秋八月, 祭天于日月山, 
用冕服自此始.”

140) 元史68 ｢禮樂志｣2 制樂始末·憲宗二年五月十三日/八月十一日, pp.1691~1692, “五月十
三日, 召太常禮樂人赴日月山. (중략) [八月]十一日, 始用登歌樂祀昊天上帝于日月山.”

141)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81, “其十二日, 又用孔氏子孫元措言, 合祭昊天后土, 
始大合樂作牌位, 以太祖·睿宗配享. 歲甲寅, 會諸王于顆顆腦兒之西, 丁巳秋, 駐蹕于軍腦兒, 
皆祭天於其地.”

142) 今井秀周(2006), p.4. 今井秀周의 연구에 따르면 日月山 祭天儀式은 샤머니즘에서 탈피
해 冕服을 입고 中華의 郊祀風으로 天地의 위패를 모셨다(今井秀周(2006), p.4). 그러나 1
252년 祭天에 쓰인 冕服·음악·神主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馬曉林, ｢一代禮樂之
興, 肇於此矣—蒙古1252年日月山祭天考｣ http://www.nmonline.com.cn/s/ProductShow
_other_share.asp?ID=1062&ClassID=143).

143) 元史3 ｢憲宗本紀｣ 憲宗二年秋七月, p.46, “秋七月, 命忽必烈征大理, 諸王禿兒花·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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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년에 南宋 공격을 위한 출정식에서도 거행되었다.144) 日月山 祭天(가을 
팔월)은 뭉케 카안 시대에 세 차례 실시되었다. 

王禕(1322-1373)에 따르면 日月山은 몽골어로 “哈刺溫山”(Qara’un)을 말
하며 몽골 황실 선조와 興王(王業에 힘쓰는 군주)의 땅으로 여겨졌다.145) 한 
연구는 日月山을 부르칸 칼둔(Burqan Qaldun: 몽골 울란바타르 동북쪽 헨
티산맥의 主峰) 또는 그 안의 黑山(현 몽골 케룰렌강 부근의 toono uul[тоо
но уул])일 가능성을 제시한다.146) 부르칸 칼둔은 테무진이 메르키트에게 
쫓겼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 보호받은 곳이었다. 그는 목숨을 구한 후 “나는 
몹시 무섭다. 부르칸 聖山에 아침마다 제사지내리다. 날마다 기도하리다. 내 
자손의 자손까지 깨닫게 하리라.”하고 해를 향해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걸고 
모자를 팔에 끼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해 쪽으로 아홉 번 무릎을 꿇고 젖
[술]을 뿌려 바치고 맹세했다.147) 테무진의 행위는 초월적 힘(superior 
power)에 온전히 복종하는 몽골인의 전통적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148) 

팔월의 日月山 祭天은 쿠빌라이 카안의 兩都 순행과 함께 정지되었다.149) 
다만 日月山 神主는 일시 中書省에 안치되었다가 大都의 太廟가 건설된 후 
1281년에 太廟에 봉안되었다.150) 

元史 ｢禮樂志｣는 郊祀·宗廟 祭禮를 쿠릴타이의 한 시기로 간주했다. 그
런데 몽골리아에서의 拜天 祭儀와 달리, 카안이 大都에서 郊祀·宗廟 祭禮를 
직접 거행한 일이 거의 없었다. 오직 카이샨 카안(재위 1307-11)과 시데발
라 카안(재위 1320-23)만이 大都 太廟에 친히 배향했다. 이순테무르 카안(재
위 1324-27)도 御史臺 臣의 간언을 뿌리치고 쿠빌라이 카안을 본받아 大臣

<丘>[立]征身毒, 怯的不花征沒里奚, 旭烈征西域素丹諸國.”
144)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81, “丁巳秋, 駐蹕于軍腦兒, 皆祭天於其地.”; 今井秀周

(2006), p.5.
145) 全元文1691 ｢王禕｣10 日月山祀天頌, pp.536~537(王忠文公文集15), “按日月山, 國

語云｢哈刺溫山｣, 在和林之北, 實祖宗興王之地.” 日月山이 카라코룸 북쪽에 있었다는 王禕
의 기록은 모호하고 부정확한 서술이다. 이는 14세기 중엽에 日月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
기 때문이었다(馬曉林, ｢一代禮樂之興, 肇於此矣—蒙古1252年日月山祭天考｣).

146) 馬曉林(2014), pp.50~54.
147)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03절, p.66;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3;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104~105.

148)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406~407.
149) 馬曉林, ｢一代禮樂之興, 肇於此矣—蒙古1252年日月山祭天考｣.
150) 馬曉林, ｢一代禮樂之興, 肇於此矣—蒙古1252年日月山祭天考｣; 元史74 ｢祭祀志｣3 宗廟

上·至元十七年十二月癸巳條, p.1833; 元史74 ｢祭祀志｣3 宗廟上·至元十二年十月己未條, 
p.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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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 대신 祭祀했다.151) 1305년 이월에 右丞相 哈剌哈孫 등은 天子가 
친히 제사할 세 가지 對象(天·祖宗·社稷) 가운데 宗廟·社稷의 祭儀가 매년 
攝官(대리인)에 의해 거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152) 大都에서 祭儀 양상은 
1261년 이래 카안이 매년 上都에서 馬湩(말 젖)을 뿌리며 하늘을 향해 제사
지낸 것과 달랐다. 더욱이 이 祭儀에 皇族 외에는 누구도 參禮할 수 없었
다.153) 곧 大都에서 郊祀·宗廟 祭禮는 元史 ｢禮樂志｣의 서술과 달리 쿠릴
타이의 대상이 아니었다.

[표 1-1]의 非정기적 쿠릴타이 가운데, 즉위 쿠릴타이와 달리, 君主 선출 
회의와 군사적 논의, 법령의 반포, 사냥, 賜與 행위는 朝儀와 무관한 활동이
었다. 몇몇 사례로부터 그 구체적 시공간을 검토한다. 

군사적 성격의 쿠릴타이는 주요 전투에 앞서 거행되었다. 테무진은 몽골고
원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1200년 봄 케레이트 군주 옹칸(Ōng Khān)과 사리 
케헤르(Sārī Keher)에서 회합(jamī’at)을 열고 [大]쿠릴타이(qūrīltāī[-i 
buzurg])를 개최했다.154) 사리 케헤르(薩里川)―몽골 투브아이막 에르덴솜
(Töv aimag Erdene sum)의 부우룰주우트(Bööröljüüt) 유적―155)는 칭기스
칸의 오르두가 설치된 夏營地였으며156) 그의 장례가 진행된 行宮이었다.157) 
이 쿠릴타이는 본래 타이치우트를 공격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옹칸은 연회에

151)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91, “泰定四年春正月, 御史臺臣言: ｢自世祖迄英宗, 咸
未親郊, 惟武宗·英宗親享太廟, 陛下宜躬祀郊廟.｣ 制曰: ｢朕當遵世祖舊典, 其命大臣攝行祀
事.｣”

152)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82, “大德九年二月二十四日, 右丞相哈剌哈孫等言: ｢
(중략) 祈天保民之事, 有天子親祀者三: 曰天, 曰祖宗, 曰社稷. 今宗廟·社稷, 歲時攝官行事. 
祭天國之大事也, 陛下雖未及親祀, 宜如宗廟·社稷, 遣官攝祭, 歲用冬至, 儀物有司豫備, 日
期至則以聞.｣”

153) 元史72 ｢祭祀志｣1 郊祀上, p.1781, “元興朔漠, 代有拜天之禮. 衣冠尙質, 祭器尙純, 帝
后親之, 宗戚助祭. (중략) 世祖中統二年, 親征北方. 夏四月(乙)[己]亥, 躬祀天于舊桓州之西
北. 灑馬湩以爲禮, 皇族之外, 無得而與, 皆如其初.”: 元史77 ｢祭祀志｣6 國俗舊禮, 
p.1924, “每歲, 駕幸上都, 以六月二十四日祭祀, 謂之洒馬妳子. (중략) 命蒙古巫覡及蒙古·漢
人秀才達官四員領其事, 再拜告天.”

154) Rashīd/Rawshan, p.371;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p.190~191.
155) 白石典之(2002), pp195~202. 시라이시는 사리 케헤르를 夏營地로 비정하는 동시에 秋營

地로도 추정한다(白石典之(2002), pp.69~70). 칭기스칸이 가을 칠월에 “사리 케헤르”―실
은 淸水縣 西江―에서 사망했다는 元史의 오류를 근거로 그곳을 秋營地로 간주하는 것
은 합당하지 않다.

156) 箭內亘(1930a), p.391; 白石典之(2002), pp.198~199.
157) 元史1 ｢太祖本紀｣ 太祖二十二年秋七月己丑條, p.25, “己丑, 崩于薩里川哈老徒之行

宮.”;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424. 元史의 撰者는 칭기스칸의 사망지를 薩里川 哈
老徒의 행궁으로 적었으나, 칭기스칸은 “淸水縣 西江”에서 사망한 후 사리 케헤르에서 葬
禮가 거행되었다(宇野伸浩(1986),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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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테무진을 시해할 뜻을 함께 품었다. 그의 계획은 발각돼 실패로 끝났다. 
1204년 봄 이월·삼월에 테무진은 테메게인 툴쿤추트(帖麥該川)―異形은 테메
엔 케헤르(Teme’en Keher 帖木垓川)158)―에서 “형과 아우들”(āqā wa īnī: 
원뜻은 “兄弟들”이나 나이·서열에 따른 윗사람·아랫사람을 포괄하는 용어)을 
소집해 [大]쿠릴타이(qūrīltāī[-i buzurg])를 연 후 나이만(乃蠻) 출정을 논의
했다.159) 여름의 첫 달(사월)에 테무진 軍은 纛(tuq)에 [쿠미스를 뿌려] 제사 
지내고 출정했다.160) 

1234년 가을 칠월에 우구데이 카안(재위 1229-41)은 行在所에서 諸王과 
大會를 열었다. 그는 中原·西夏·高麗·回鶻 등 諸國이 臣屬한 사실을 거론하
며 타시(塔思)에게 南宋 정벌의 의향을 물었다.161) 뭉케 카안은 1252년 가을 
칠월 大쿠릴타이(qūrīltāī-i buzurg)에서 쿠빌라이에게 키타이(북중국)·마친
(남중국)·카라장(雲南)·탕구트·티베트·女眞·高麗·인도 일부를, 훌레구에게 이
란·시리아·이집트·아나톨리아·아르메니아를 할당하고 그 원정을 명령했다. 
1253년 봄에 카안은 이란 원정을 떠날 훌레구를 위해 카라코룸의 궁정
(bārgāh)에서 1주일 동안 연회(ṭoi)를 열었다.162) 1255년 이월·삼월에 뭉케 
카안은 몽골리아 중앙부 오난 강의 코르코낙 계곡에서 쿠릴타이를 개최했다. 
그는 그때 자우간(Jaugān 趙官), 곧 남송 정벌을 결정했다.163) 

카안은 군사원정 중에 몽골리아 밖에서 쿠릴타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컨
대 칭기스칸은 타직 지방을 정복한 후 몽골리아로 귀환하던 1224년 겨울에 
파나카트(Fanākat) 강(시르다리아 강 右岸)에서 주치를 제외한 아들들과 쿠
릴타이를 개최했다.164) 뭉케 카안은 1259년 정월 초하루(1.25)에 重貴山(현 
四川 南充 동남) 북쪽에서 술을 마련해 大會를 열었다.165)

158)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226.
159) 元史1 ｢太祖本紀｣ 甲子年, p.12, “歲甲子, 帝大會於帖麥該川, 議伐乃蠻.”; 

Rashīd/Rawshan, p.570;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246, 416.
160)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93절, p.171;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115, 904~905;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
布 編), pp.332~333.

161) 元史119 ｢列傳｣6 塔思, p.2939, “甲午秋七月, 朝行在所. 時諸王大會, 帝顧塔思曰: ｢先
皇帝肇開大業, 垂四十年. 今中原·西夏·高麗·回鶻諸國皆已臣附, 惟東南一隅, 尙阻聲敎. 朕欲
躬行天討, 卿等以爲何如?｣”

162) Rashīd/Rawshan, pp.974~976; Rashīd/Thackston, pp.478~479; Juvaini/Qazwini, 
pp.666~670; Juvaini/ Boyle, pp.607~611; 元史3 ｢憲宗本紀｣ 憲宗二年秋七月, p.46.

163)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p.340~341.
164) Rashīd/Rawshan, p.530;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374.
165) 元史3 ｢憲宗本紀｣ 憲宗九年己未春正月乙巳朔, p.53, “九年己未春正月乙巳朔, 駐蹕重

貴山北, 置酒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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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칭기스칸의 쿠릴타이
(Rašīd al-Dīn Fazl-ullāh Hamadānī, Ğāmi‛ al-tavārīḫ, 

[c.1430-1434](manuscrit)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Supplément Persan 1113), p.f264-126r)

군사회의·遠征 중에 쿠릴타이의 시간과 장소는 일정하지 않았다. 군사적 
쿠릴타이 시간·장소의 유동성은 몽골 카안의 이동 때문이었다. 다만 몇몇 사
례는 설날 등 정례 쿠릴타이와 중첩돼 개최된 것이었다.

시간·장소의 유동성은 카안의 선출·즉위 쿠릴타이에서도 관찰된다. 테무진
은 옹칸을 토멸하고 케레이트를 복속시킨 후 1203년 “오르두들(ōrdū-hā)에
서 거대한 회의(jam’īyatī-i ‘aẓīm)[―이른바 제1차 즉위 쿠릴타이]를 열고 
크나큰 富(na’mat-i buzurg)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준엄하고 자비로운 법령
들(yāsāq-hā)을 선포하고 칸의 자리에 앉았다.”166) 한 연구는 당시 테무진

의 “오르두들”의 위치에 대해 구세 나우
르(Kūse Nāūūr 顆顆腦兒/軍惱兒)―케룰
렌 강 상류 셍구르(Senggür)川 근처―로 
추정했다.167) 그런데 이는 논란거리다. 
聖武親征錄은 그것을 “龍庭”이라 했고 
淸의 地理家 何秋濤는 曲雕阿闌로 비정
했다.168) 이는 몽골비사의 쿠데에 아랄
(Köde’e Aral 闊迭額阿剌)을 지칭한다. 
쿠데에 아랄은 헨티아이막 델게르하안솜
(Delgerkhaan Sum)의 아바르가 유적
(Avargyn Balgas)의 발굴로 그 실재가 
증명되었다. 이곳은 칭기스칸의 大오르두
였다.169) 칭기스칸의 후예 카안들은 연도
별로 달랐지만 사계절의 어느 때든 쿠데
에 아랄로 행차했다.170) 케룰렌 강의 쿠
데에 아랄 “도읍(takhtgāh)”은 즉위 쿠
릴타이의 장소로서 중시되었다.171)

166) Rashīd/Rawshan, p.398;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226.
167) 箭內亘(1930a), pp.387~390.
168) 校正元親征錄([淸]何秋濤 校正, 北京: 中華書局, 1985), pp.60~61, “宣布號令, 振旅歸

龍庭. (중략) 【龍庭蓋卽秘史之阿卜只阿闊帖梧兒, 卽史曲雕阿闌】”
169) 白石典之(2002), pp.179, 191~193. 
170) 쿠데에 아랄에서는 1203년과 1219년 봄, 1228년 봄과 가을, 1229년 가을, 1250년 겨울, 

1251년 여름, 1257년 여름, 1323년 가을에 쿠릴타이가 열렸다(표 1-1). 1232년 십이월에
는 쿠릴타이의 명시적 기록은 없지만 카안의 행차가 있었다(元史2 ｢太宗本紀｣ 太宗四年
十二月條, “十二月, 如太祖行宮.”). 다만 이는 正月 元旦 모임을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171) 1249년에 바투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칭기스칸의 도읍이 있는 켈루렌(Kelūrān: 곧 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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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년 초봄에 테무진은 오난 강의 발원지(현 몽골 헨티산맥 동쪽 계곡)
에서 諸王·羣臣과 쿠릴타이[大會]―제2차 즉위 쿠릴타이―를 열고 9개의 다
리(곧 깃발)를 가진 흰 기를 세우고 대칸의 보좌에 올랐다(그림 1-1). 그에게 
칭기스칸―곧 “강한 군주”172)―의 尊號가 헌상되었다.173) 오난 강 발원지는 
부르칸 聖山에 위치했다.174) 오난 강은 몽골인에게 물고기를 제공하는 생태 
공간175)이었으며 “어머니(eke)”로 인식되는 샤머니즘적 종교 장소였다.176) 
오난 강 水源의 계곡은 聖所였기에 칭기스칸의 즉위 장소로 선정되었음에 
틀림없다.

칭기스칸이 在位 22년 칠월 오일(1227.8.18.)에 사망한 후 대칸 位를 결정
하고자 1228년 초봄(avāyil-i bahār)에 차가다이·바투 등 右翼의 아들들, 옷
치긴·예구·이숭게 등 左翼의 아들들, 톨루이 등 本營의 아들들·딸들·부마들·
萬戶·千戶들이 쿠데에 아랄―즉 칭기스칸의 大오르두(ōrdū-i buzurg)―로 
모였다.177) 몽골비사는 그 쿠릴타이에서 우구데이가 카안으로 추대되었다

렌)”으로 가서 모든 왕자들과 쿠릴타이를 열어 뭉케 카안을 보좌에 앉히라고 명령했다(칸
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14).

172) “칭기스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벡위드는 Chinggis[čiŋgis]는 투
르크어 teŋiz(몽골비사에서 중세 몽골어 teŋgis “바다”) “바다(sea), 해양(ocean)” 또는 
그 방언이라고 주장한다(Christopher I. Beckwith,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185, p.415의 endnote 83). 반면 라케빌츠는 집
사 기록을 근거로 Chinggis를 “단단한, 엄격한, 혹독한”(fierce, hard, severe)을 의미하
는 투르크어로 비정했다. 최근 학계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460, 759; Christopher P. Atwood, Encyclopedia of 
Mongolian and the Mongol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4), p.99). 한편 송
의 趙珙은 “칭기스(成吉思)”를 “天賜”(하늘이 내려주시다)라고 이해한 주장을 소개했다(蒙
韃備錄校注 ｢韃主始起｣, p.516上, “所傳忒沒眞者, 乃小名爾, 初無姓氏, 亦無名諱. 今年以
來, 有女眞叛亡之臣爲用, 所以譯曰成吉思皇帝, 或曰成吉思者, 乃譯語天賜兩字也.”). “칭기
스칸”의 뜻을 둘러싼 보다 자세한 논의는 Gerhard Doerfer(1963), pp.312~315를 참조.

173)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02절, pp.196~197; 元史1 ｢太祖本紀｣ 太祖元年, p.13, 
“元年丙寅, 帝大會諸王羣臣, 建九游白旗, 即皇帝位於斡難河之源. 諸王羣臣共上尊號曰成吉
思皇帝.”; Rashīd/Rawshan, pp.420~421;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252. 

174)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절, p.23;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
均·确精扎布 編), pp.6~7;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1, 229~230. 오난 강은 헨티산맥의 주봉인 헨티하안(Hentii Khaan) 산―해발 2852m―
의 북쪽 기슭에서 발원해 동북으로 흐르는 全長 808km의 비교적 수량이 풍부한 강이다
(박원길(2001), p.243).

175) 설배환, ｢몽골제국(1206-1368)에서 수산자원(魚貨)의 이용｣, STRATEGY 21 제24호, 
2009b, pp.135~136.

176)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75절, pp.49~50;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
(栗林均·确精扎布 編), pp.60~61; 元朝秘史(上)(小澤重男 譯), p.59;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19~20,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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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었으나178) 당시 그의 막냇동생 톨루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았던 
점179)으로 볼 때 그의 즉위는 확정되지 못했다. 몽골비사가 집필된 그해 
가을 칠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大쿠릴타이가 열렸다.180) 1229년 가을 팔월에 
諸王·百官들―세계정복자史에서는 왕자들, 노얀들(noyans 관료), 아미르들
(amirs 군사령관)―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케룰렌 강(怯綠連河)의 쿠데에 
아랄(曲雕阿蘭/庫鐵烏阿剌里)의 땅에서 大會를 열었다. 그들은 평원에서 먼
저 3일 밤낮 동안 宴會(jashn)와 酒筵(sūr)을 열고 太祖의 遺詔로써 우구데
이를 皇帝에 즉위시켰다.181) 요컨대 우구데이를 카안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열린 세 차례의 쿠릴타이는 모두 부친의 大오르두 쿠데에 아랄에서 열렸다. 
이는 우구데이가 부친의 제1차 즉위 장소를 계승한 점을 설명한다.

우구데이 카안 死後(1241.12.7.)에 카툰 투르게네가 섭정하는 거의 3년 동
안 왕자들―특히 주치울루스의 수장 바투―이 참석·회합하지 않아 쿠릴타이
가 열리지 못했다.182) 그 후 1243년에 諸王 大會가 있었고183) 그 이듬해
(1244)에 也只里河(셀렝게 강 남쪽 Ider 강)에서 회합했다.184) 1245년에 카
툰은 答蘭答八思(Ṭālān Dabas/Dalan Daba[s]: 카라코룸 북쪽 100여 里의 
차간노르 북쪽185))에 諸王·百官을 모아 皇帝 옹립 문제를 논의했다.186) 

177)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69절, p.283;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
林均·确精扎布 編), pp.570~571 ; Rashīd/Rawshan, pp.634~635;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8.

178)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69절, p.283.
179) 箭內亘(1930a), p.384.
180)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82절, p.30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218. 
181) 元史2 ｢太宗本紀｣ 太宗元年秋八月己未條, p.29, “秋八月己未, 諸王百官大會于怯綠連

河曲雕阿蘭之地, 以太祖遺詔即皇帝位于庫鐵烏阿剌里.”; Juvaini/Qazvini, p.234; Juvaini/
Boyle, pp.183~185. 

18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84. 우구데이와 투르게네의 長子 구육과 주치家의 수장 
바투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帝選 쿠릴타이의 지연에 대해서는 箭內亘(1930a), p
p.377~378, p.426; 김호동(1998), pp.101~106, 109~117을 참조. 투르게네 카툰과 차가타
이 측의 행보와, 그 반대파 동향에 대해서는 李玠奭, ｢郝和尙拔都(1204-1252) 傳記資料 
속의 1240年代 大蒙古國 中央權力의 殘影｣, 東洋史學硏究 78, 2002, pp.145~을 참조

183) 元史121 ｢列傳｣8 速不台, p.2978, “癸卯, 諸王大會, 拔都欲不往.”
184) 元史121 ｢列傳｣8 速不台, p.2978, “甲辰, 遂會於也只里河. 丙午, 定宗即位.”; 箭內亘

(1930a), pp.406~407.
185) 箭內亘(1930a), pp.403~406;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84~85의 각주 257.
186) 元史2 ｢定宗本紀｣, p.38, “太宗崩, 皇后臨朝, 會諸王百官於答蘭答八思之地, 遂議立

帝.” 元史는 答蘭答八思(Dalan Dabas) 쿠릴타이의 연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1246
년 정월에 앞서 기록하고 있고 야나이도 그것을 근거로 “1245년”으로 추정한다(箭內亘
(1930a), pp.405~406). 거의 3년 동안 쿠릴타이가 열리지 않았던 정황(칸의 후예들(김호
동 역주), p.284)으로 볼 때 야나이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달란다바스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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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년 봄(혹은 가을187))에 우구데이 카안의 秋營地 구세 나우르(Gūse 
Nāūūr: 케룰렌 강 상류 Senggür 川 근처188))에서 왕자들과 노얀들과 아미
르들은 바투의 불참 아래 구육을 카안으로 승인했다.189) 마침내 1246년 가
을 칠월에 구육이 옹긴숨(汪吉宿滅禿里 Onggi Süm[e-tür]: 옹기 강의 사
원)의 땅에서 즉위했다.190) 때마침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카르피니가 구육 카
안의 즉위식에 동참했다. 그것은 성 바돌로메 축일(1246.8.24: 음력 칠월 십
이일)에 황금의 오르두(Golden Orda), 곧 시라 오르두191)에서 거행되었
다.192) 최근 옹긴숨의 오르두 유적이 옹기 강 동쪽 바얀골 솜(Bayangol 
sum) 샤잔호트(Shaazan-Khot)에서 발굴, 보고되었다. 샤잔호트는 史書 안
에서 “汪吉” “忽蘭(qulan)” “野馬川” “옹기·옹긴(Onggin)”으로 불린 우구데
이 카안의 冬營地였다.193) 발굴 보고는 이 유적을 “시라 오르두”라고 比定
하지 않는다. 다만 구육의 즉위식에 맞춰 이 冬營地에 황금의 帳殿이 세워
진 사실을 카르피니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구육의 御極 공간은 先

릴타이를 “1244년 봄”으로 보는 것(김호동(1998), p.107; 李玠奭(2002), p.149)은 再考의 
여지가 있다.

187) 1246년 구세 나우르의 쿠릴타이의 시점에 대해 세계정복자史는 “봄(bahār)” 혹은 “정
월(Farvardīn)”을 언급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集史는 “말해[곧 
1246]의 봄―643년 라비 알 아히르[1245년 8~9월]”이라고 기록하며 혼란을 심어주고 있다
(Rashīd/Rawshan, p.804;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86; Rashīd/Thackston, 
p.392). 더구나 集史는 구육 카안의 즉위 시점도 똑같이 기록했다(Rashīd/Rawshan, 
p.806;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88; Rashīd/Thackston, p.393).

188) Kōkā Nāūūr는 Gūse Nāūūr를 가리킨다(김호동(2002),pp.8~9). 야나이의 연구(箭內亘
(1930a), pp.387~390; 403~406)와 달리, 集史의 Kōkā Nāūūr(카라코룸에서 4일 거리)
는 元史의 答蘭答八思(카라코룸 북쪽 100里)와 동일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김호동
(1998), p.107).

189) Juvaini/Qazvini, pp.282~284; Juvaini/Boyle, pp.248~251;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
주), pp.285~288.

190) 元史2 ｢定宗本紀｣ 定宗元年秋七月條, p.39, “秋七月, 即皇帝位于汪吉宿滅禿里之地.” 
191) 시라 오르두”(Shīra Ōrdū)는 황색의 營帳, 즉 金帳을 말한다(箭內亘(1930a), pp.393 

~406; 王大方, ｢從河北隆化鸽子洞元代文書談元代的失剌斡耳朶｣, 文物, 2004(05), p.76; 
黨寶海, ｢一組珍貴的元代社會經濟史資料——讀河北隆化鴿子洞出土文書｣, 中國社會經濟史
硏究, 2005(02), p.30; 陳高華·史衛民(2010), pp.220~224; 설배환(2013a), p.16). 시라 오
르두의 가장 이른 문헌 증거의 하나는 칭기스칸이 타직 지방에서 몽골리아로 귀환하던 도
중에 1224년에 일리 강을 지나 부카 수지쿠(Būqā Sūjīqū)에서 집회(jam’īyat)를 열고 대
연회(ṭoi-i buzurg)를 개최할 때 세운 “황금의 大帳(ōrdū-i buzurg-i zarīn)”이다(Rashīd 
/Rawshan, p.536; Rashīd/Thackston, p.260;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380). 이후 
유라시아 대륙 동·서방의 문헌에서 金帳, 失剌斡耳朶, 昔剌兀魯朶, 昔剌行宮, 宿瓮都, 
Syra Orda(Sira Orda) 등의 용례가 출현한다(箭內亘(1930a), pp.393~398).

192)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p.63~65;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48. 

193) 白石典之(2002), pp.249~253, 2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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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의 두 카안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우구데이와 가을의 절기는 일치―이었
다. 이는 아마도 힘겹게 쿠릴타이를 열고 諸王의 동의를 얻은 모친 투르게네
가 계절 등의 요인을 고려해 즉위의 시공간을 고른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1248년에 구육 카안이 죽은 후에도 칭기스칸 일족 사이에 帝位 분쟁이 일
었다.194) 구육의 미망인 오굴 카이미시 카툰이 우구데이의 손자 시레문을 새
로운 군주로 추대하려고 하자, 諸王의 최연장자 바투는 이에 반발해 독자 노
선을 걸었다. 카안의 부음을 들은 후 그는 阿剌脫忽剌兀(Ala Toghra’u/Ālā 
Qamāq: 카자흐스탄 동남부 Qayaliq 1주일 거리의 알라쿨 湖 동쪽)에서 쿠
릴타이를 열었다. 바투는 이때 뭉케를 寶位에 지명했다.195) 바투는 이듬해 
1249년에도 宗室의 大臣들과 뭉케의 옹립을 논의했다.196) 같은 해 사월 오
굴 카이미시 역시 별도로 諸王의 大會를 소집해 카안 옹립을 자문했으나 모
두들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197) 

1250년의 마지막에 이르러 뭉케와 소르칵타니 베키는 각 방면으로 使臣을 
보내 케룰렌 강―쿠데에 아랄―으로 친지와 일족을 소집했다.198) 集史에 
따르면 “이슬람력 648년 둘 히자 월”(1251.2.24.~3.25)에 왕자들과 중요한 
大아미르들, 각 종족의 수령들, 수많은 병사들이 “칭기스칸의 도읍이 있었던 
카라코룸 부근”에서 뭉케 카안을 帝位에 앉혔다.199) 元史에 따르면 “즉위 
첫 해 돼지해(1251)의 여름 유월”에 동방·서방의 諸王과 諸大將들이 闊帖兀
阿闌(쿠데에 아랄)에서 다시 大會를 열었고 잇달아 斡難河(오난 강)―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약 400km―에서 뭉케를 皇帝로 즉위시켰다.200) 주베이니는 

194) 元史2 ｢定宗本紀｣ 定宗三年, p.40, “定宗崩後, 議所立未決. 當是時, 已三歲無君.”; 
元史3 ｢憲宗本紀｣ 歲戊申, p.44, “歲戊申, 定宗崩, 朝廷久未立君, 中外恟恟, 咸屬意於帝, 
而覬覦者衆, 議未決.”

195) 元史3 ｢憲宗本紀｣ 歲戊申, p.44, “諸王拔都·木哥·阿里不哥·唆亦哥禿·塔察兒, 大將兀良
合台·速你帶·帖木迭兒·也速不花, 咸會于阿剌脫忽剌兀之地.”; Juvaini/Boyle, p.557; 
Rashīd/Rawshan, pp.825~826;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13; 箭內亘(1930a), 
pp.408~411; Thomas T. Allsen(1987), p.22.

196) 元史121 ｢列傳｣8 兀良合台, p.2979, “己酉, (중략) 拔都與宗室大臣議立憲宗, 事久未
決.”;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313~314; 箭內亘(1930a), pp.408~409.

197) 元史121 ｢列傳｣8 兀良合台, p.2979, “己酉, (중략) 四月, 諸王大會, 定宗皇后問所宜
立, 皆惶惑, 莫敢對.”

198)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15.
199)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317~318.
200) 元史3 ｢憲宗本紀｣ 憲宗元年, p.44, “元年辛亥夏六月, 西方諸王別兒哥·脫哈帖木兒, 東

方諸王也古·脫忽·亦孫哥·按只帶·塔察兒·別里古帶, 西方諸大將班里赤等, 東方諸大將也速不
花等, 復大會于闊帖兀阿闌之地, 共推帝即皇帝位於斡難河.” 통상 카안 일행이 계절 이동할 
때 하루 이동하는 거리는 “一舍”, 곧 30里(≒15km)였다(白石典之(2002), p.249, 298의 각
주(51); 李治安, 船田善之 譯, ｢元世祖クビライ草原領地考｣, 早稻田大學モンゴル硏究所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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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룰렌의 숙영지(maqām-i Kelūrān)에서 열린 뭉케 카안의 즉위일을 이슬
람력 “649년 라비 알 아히르 9일”(1251.7.1.)―음력 유월 십일일―이라고 명
시했다. 이는 궁정의 현인들(ḥokamā)과 점성술사들(monajjimān)이 선택한 
吉日이었다.201) 

선행연구는 라시드 앗 딘이 1251년 여름 쿠릴타이를 2~3월로 오기했다고 
본다.202) 그런데 라시드 앗 딘은 集史 ｢훌레구칸紀｣에서 뭉케 카안이 “칭
기스칸의 牧地와 도읍인 카라코룸과 게룰렌 강(곧 쿠데에 아랄)”에서 모든 
형제들의 동의로 帝位에 올랐다고 재차 기록했다.203) Majma’ al-Ansab(系
譜들의 모음)에 따르면 “봄이 와 길이 열리고 눈과 얼음이 그쳤을 때” 칙령
들(yarlīgh)이 내려와 모든 왕자들에게 쿠릴타이를 열고 모두 오라고 했다. 
뭉케는 이 쿠릴타이에서 帝位에 오른 후 “또한 [전과] 같은 관례에 따라 분
배할 財庫와 특별한 재물들을 가져왔다.”204) 샤반카라이(Shabānkārah’ī)는 
쿠릴타이의 개최연도와 장소를 명기하지 않았는데 쿠릴타이의 정황으로 볼 
때 1251년 봄의 사건을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뭉케 카안은 1248년에 阿剌脫忽剌兀(Ala Toghra’u)에서 쿠릴타
이에서 바투에 의해 지명된 후 1251년 [봄 카라코룸과] 여름 유월 케룰렌 
강·오난 강의 쿠릴타이에서 카안에 올랐다. 이는 구육 카안 死後에 우구데이
家·차가타이家와 톨루이家·주치家 사이에 3년간 지속되었던 카안位 다툼205)

과 관계있을 것이다. 케룰렌 강과 오난 강은 칭기스칸의 제1, 2차 즉위 쿠릴
타이 장소였다. 이 장소들은 “원래의 牧地(yūrt)와 칭기스칸의 도읍
(takhtgāh)은 오난(Ōnān)과 켈루렌(Kelūrān: 곧 케룰렌)”206)이라는 우구데
이·차가타이의 자손들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두 장소로부터 뭉케 
카안의 칭기스칸 계승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칭기스칸·우구데이 카안의 새로
운 수도였던 카라코룸207)을 뭉케의 즉위 쿠릴타이 장소로 인정할 경우 뭉케

要5, 2009, p.61; 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344, “東北迤邐入山, 自是且行且止, 
行不過一舍, 止不過信宿.”; 嶺北紀行(全元文694), p.291. 따라서 元史의 기록을 신
뢰할 경우 쿠데에 아랄과 오난 강에서 두 쿠릴타이의 개최 간격이 최장 열흘밖에 나지 않
으므로 뭉케 카안 일행이 두 지역(약 400km)을 옮겨 가는 데는 통상의 이동 속도로는 불
가능하다. 

201) Juvaini/Qazvini, pp.619~621; Juvaini/Boyle, pp.566~567.
202) Thomas T. Allsen(1987), p.25의 각주 26.
203) Rashīd/Rawshan, p.973; Rashīd/Thackston, p.477.
204) Muḥammad ibn ‘Alī b. Muḥammad Shabānkārah’ī(h.733[1332]), Majma’ 

al-Ansab (Tehran: Mo’asese-ye Enteshārāt Amīr Kabīr, 1363[1984]), pp.256~257.
205) Thomas T. Allsen(1987), pp.22~25; 元史2 ｢定宗本紀｣ 庚戌年, p.40, “庚戌年. 定宗

崩後, 議所立未決. 當是時, 已三歲無君.”
206) Rashīd/Rawshan, p.824;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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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구데이를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集史에서 카라코룸을 “칭
기스칸의 도읍(takhtgāh-i Chīnggīz Khān)”이라고 적은 것은 뭉케 카안이 
칭기스칸의 정통 계승자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뭉케 카안이 최종 즉위한 여름 유월은 특별한 시기였다. 그의 또 다른 즉
위 시기였을 수 있는 봄 이월(2~3월)은 여전히 추위가 가실 시기가 아니었고 
사월에야 풀이 푸르러지기 시작했다. 몽골초원에서 음력 칠월(孟秋)은 찬 기
운이 일어나는 시기였으며 팔월(中秋)은 통상 눈이 내리고 풀이 마르는 시기
였다. 반면 음력 유월은 지역에 따라 때로 눈이 내릴 때도 있었지만 초원의 
풀이 暢茂한 때였다.208) 

여름 夏營地가 帝國 정치·경제에서 보다 중시되는 방향은 우구데이 카안 
시대부터 엿볼 수 있다. 우구데이 카안은 1234년에 金을 멸망시킨 후 여름 
오월에 夏營地 달란 다바(達蘭達葩)에서 諸王·百僚와 大會(쿠릴타이)를 열고 
條令을 반포했다.209) 그 이듬해 봄에 카라코룸(和林)과 萬安宮이 완공되었
다.210) 카라코룸과 별개로 산지의 夏營地에는 漢人들이 만든, 시라 오르두
(Sīra Ōrdū)라 불리는 특별한 텐트가 있었다. 그것은 나무를 격자로 짜 벽
을 만들고 그 위에 금실로 짠 직물로 덮고 다시 그 위에 하얀 펠트로 덮은 
[군주용] 텐트(bārgāhī)였다.211) 1256년 여름 오월에 뭉케 카안이 행차한 昔
剌兀魯朶(시라 오르두)도 이곳을 일컬었다.212)

루브룩은 카라코룸을 떠나기 직전인 1254년 6월 24일(음력 유월 팔일)과 
6월 29일(음력 유월 십삼일)에 뭉케 카안이 암말 젖을 실은 수레 105대와 
말 90마리를 동원해 개최한 大飮宴(great drinking session)에 참석했
다.213) 이 여름 유월의 祭天은 몽골제국에서 출현한 새로운 풍속이었다. 元

207) 至正集45([元]許有壬, 集部․元別集類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95) 碑志․勅賜興元閣碑, 
p.233, “太祖聖武皇帝之十五年, 歲在庚辰, 定都和林.”; 元史 2 ｢太宗本紀｣ 太宗七年乙
未條, p.34, “[太宗]七年乙未春, 城和林, 作萬安宮.”

208)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2, “其氣候寒冽, 無四時八節. 四月·八月常雪, 風色微變. 近而
居庸關, 北如官山·金蓮川等處, 雖六月亦雪. 霆自草地回程, 宿野狐嶺下, 正是七月初五日, 
早起極冷, 手足俱凍. 其產野草. 四月始靑, 六月始茂, 八月又枯.” 

209) 元史2 ｢太宗本紀｣ 太宗六年, p.33, “六年甲午春正月 (중략) 金亡. 是春, 會諸王, 宴射
于斡兒寒河. 夏五月, 帝在達蘭達葩之地, 大會諸王百僚, 諭條令.”

210) 元史 2 ｢太宗本紀｣ 太宗七年乙未條, p.34, “[太宗]七年乙未春, 城和林, 作萬安宮.”
211) Juvaini/Qazvini, p.275; Juvaini/Boyle, pp.238~239.
212) 元史3 ｢憲宗本紀｣ 憲宗六年五月, p.49, “五月, 幸昔剌兀魯朶.”; 김호동(2002), p.6.
213)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48; 몽골제국 기행

(김호동 역주), pp.368~369. 루브룩이 1254년에 유월 夏祭를 보지 못한 채 귀국했다는 이
마이의 견해(今井秀周(2006), p.9)는 사실과 다르다. 한편 잭슨은 암말 젖을 실은 수레의 
數를 “105대”, 김호동은 “150대”로 달리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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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 ｢祭祀志｣는 유월의 祭天을 上都 순행과 관련시키지만214) 그것은 뭉케 
카안 시기에도 확인된다. 뭉케 카안은 계절 순행지 가운데 우르메게투의 夏
營地를 선호했다.215) 앞서 루브룩이 언급한 것처럼 뭉케가 카라코룸의 아정
(curia)에서 열리는 부활절(봄)·여름 모임 가운데 여름을 중시한 것도 여름
(특히 유월) 祭天의 위상을 대변한다. 

선행연구는 유월 夏祭가 우구데이 카안과 뭉케 카안 사이에 출현했을 것
이라고 짐작한다.216) 여름 유월의 祭天은 늦어도 뭉케 카안 이래 초원의 생
태조건을 고려해 텡그리와 칭기스칸을 기리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그 祭典의 
개최와 재물의 사여·과시는 카라코룸에 마련된 수많은 건물(창고 포함)·물자·
보화들로써 지지되었다. 

칭기스칸의 제1차 御極과 우구데이의 등극 장소는 쿠데에 아랄, 구육은 
冬營地 옹긴숨의 시라 오르두였다. 그 시점은 칭기스칸이 ‘겨울’(초봄), 우구
데이가 가을(팔월), 구육이 가을(칠월: 1246.8.24.)217)이었다. 뭉케는 1251년 
[봄 카라코룸과] 여름 유월 케룰렌 강·오난 강의 쿠릴타이(1251.7.1.)에서 즉
위했다. 정례적 유월 祭天·지순宴이 시작되기 이전의 대칸들 가운데 유월에 
즉위한 군주는 뭉케가 유일하다. 유월 祭天·大飮宴이 문헌으로 처음 확인되
는 때는 뭉케 카안 시대이다. 

몽골제국에서 쿠릴타이는 대칸의 즉위와 지리적 위치·이동과 관련된 것이
었다. 쿠릴타이는 카안의 즉위와 巡幸 주기에 맞춰 거행되었다. 몽골 군주들
은 칭기스칸 이래로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巡幸했다.218) 쿠릴타이는 카안
의 宿營地에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었다. 칭기스칸부터 뭉케 카안까지 宿營
地는 [표 1-2]와 같다. 

214) 元史77 ｢祭祀志｣6 國俗舊禮, p.1924, “每歲, 駕幸上都, 以六月二十四日祭祀, 謂之洒
馬妳子.”

215) Tomoko Masuya, “Seasonal Capitals with Permanent Buildings in the Mongol 
Empire,” David Durand-Guédy, ed., Turko-Mongol Rulers, Cities and City Life 
(Leiden·Boston: Brill, 2013), p.235. 

216) 今井秀周(2006), p.9.
217) 구육의 즉위일은 당시 계절 구분으로 “가을”에 해당하지만 늦여름으로 볼 여지도 있다.
218)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2, “凡僞嬪妃與聚落群起, 獨曰大窩裏陀者. (중략) 亦無定止, 

或一月, 或一年遷.”; 葉新民(1992), pp.148~153; 宇野伸浩(1986), pp.47~60; 杉山正明
(2004), pp.134~136; 김호동(2002),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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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음력 1~3월) 여름(음력 4~6월) 가을(음력 7~9월) 겨울(음력 10~12월)

칭기
스칸

1203 龍庭(Köde’e Aral)
[제1차 즉위 장소]

1206 부르칸 칼둔山 오난 강 발원지
[제2차 즉위 장소]

1211 케룰렌
1214 사리 케헤르(薩里川)(夏)
1216 케룰렌
1224 카라툰
1227 사리 케헤르(夏)

우구
데이

1229 曲雕阿蘭(쿠데에 아랄)[즉위 
장소]

1230 斡兒寒河(오르콘 강)(春)
[게겐차간]

塔密兒(타미르 강)(夏)
[우르메게투 초원 시라 오르두]

1232 納蘭赤剌溫 
太祖行宮(쿠데에 아랄)

1233 鐵列都 兀必思 阿魯兀忽可吾

1234 斡兒寒河(오르콘 강)(春)
[게겐차간]

達蘭達葩(달란 다바스)(夏)
[條令반포, 재물사여]

八里里答闌答八思
(달란 다바스)(夏) 脫卜寒

1237 揭揭察哈(게겐차간)(春) 野馬川(옹기 강 겨울사냥터)
1238 揭揭察哈(게겐차간)(春)
1239 揭揭察哈(게겐차간)(春)

1241 揭揭察哈(게겐차간)(春) 鈋鐵金辜胡蘭山
(옹기 강 겨울사냥터)

구육 1246 和林(카라코룸) 汪吉宿滅禿里(옹긴숨 [시라 
오르두])(冬)[즉위 장소] 野馬川(옹기 강 겨울사냥터)

1247 曲律淮黑哈速

뭉케

1251 [和林(카라코룸)](카안 즉위?) 闊帖兀阿蘭(쿠데에 아랄)
斡難河(오난 강)[카안 선출·즉위 장소]

1252 失灰(현 몽골 Bulgan 서남 
Saihan 남쪽)

和林(카라코룸)
曲先惱兒(쿠케 나우르)(秋)

月帖古忽蘭
(옹기 강 겨울사냥터)

1253 怯蹇叉罕(게겐차간)(春) 斡難河北(오난 강)[분봉지 재편]
火兒忽納要不兒 軍惱兒(쿠케 나우르)(秋) 汪吉(옹기 강)(冬)

1254 怯蹇叉罕(게겐차간)(春) 月兒滅怯土(우르메게투)(夏) 顆顆腦兒(쿠케 나우르)(秋) 也滅干哈里叉海(사냥)
1255 月兒滅怯土(우르메게투)(夏)

1256 欲兒陌哥都(우르메게투)(夏)
[金帛 사여, 歲賜 결정]

塔密兒(타미르 강)(夏)
昔剌兀魯朶(시라 오르두)(夏) 䚟亦兒阿塔 阿塔哈帖乞兒蠻

1257
忽蘭也兒吉(몽골 
牙克石[Yagsh] 동북 
伊圖里河[Ikhe-toli] 서남)

太祖行宮(쿠데에 아랄)
怯魯連

月兒滅怯土(우르메게투)(夏)
軍惱兒(쿠케 나우르)(秋)

※ 宇野伸浩, 「モンゴル帝國のオルド」, 東方學76, 1986, pp.49~50; 宇野伸浩, 「モンゴル帝國のオルド」, モンゴル帝國の國家と
社會, 早稻田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pp.121~122; 白石典之, モンゴル帝國史の考古學的硏究, 東京: 同成社, 2002, p.68, 
71의 表 1-3/1-4. 

* 본 표는 白石典之의 도표를 활용하면서도 필자가 일부 데이터를 보충한 것이다.
** 진한 테두리는 쿠릴타이가 열렸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있는 곳을 표시한 것이다. 괄호 안의 (春)·(夏)·(秋)·(冬)은 춘영지·하영지·

추영지·동영지의 약칭이다. 

[표 1-2] 칭기스칸 ~ 뭉케 카안의 宿營地

예컨대 1206년에 칭기스칸은 오난 강의 발원지에서 諸王·羣臣과 쿠릴타이
(大會)를 열고 대칸으로 즉위했다.219) 이후 우구데이·구육·뭉케 카안은 몽골
초원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즉위하거나 祭天·국가大事를 수행했다(표 1-1).  

219)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02절, pp.196~197; 元史1 ｢太祖本紀｣ 太祖元年, p.13, 
“元年丙寅, 帝大會諸王羣臣, 建九游白旗, 即皇帝位於斡難河之源. 諸王羣臣共上尊號曰成吉
思皇帝.”; Rashīd/Rawshan, pp.420~421;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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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년 봄 삼월 이십사일(5.5)에 쿠빌라이 카안이 開平府(곧 上都: 현 내
몽골 正藍旗 동북)에서 즉위했다.220) 이로써 즉위 쿠릴타이가 남몽골 초원에
서 열리게 되었다. 테무르 카안(여름 사월)과 카이샨 카안(여름 오월), 아라
기박 카안(재위 1328)(가을 구월), 토곤테무르 카안(여름 유월)이 上都 大安
閣에서 帝位에 올랐다. 반면 大都가 즉위 쿠릴타이로 처음 이용된 것은 아
유르바르와다 카안(재위 1311-20) 때였다. 그는 1311년 봄 삼월에 大都 大
明殿에서 카안位에 즉위한 후 諸王·百官의 朝賀를 받았다.221) 이후 시데발라 
카안(봄 삼월), 이린지발 카안(재위 1332)(겨울 시월)도 大都 大明殿을 즉위 
쿠릴타이의 공간으로 선택했다. 툭 테무르 카안(재위 1328-29/1329-32)은 
大都(1328년 가을 구월)와 上都(1329년 가을 팔월)에서 모두 즉위했다. 쿠빌
라이 카안 이래로 6명의 군주가 上都에서, 4명의 군주가 大都에서 즉위했다
(1명은 중복). 이순테무르 카안은 1323년 가을 구월에, 코실라 카안(재위 
1329)은 1329년 봄 정월에 和寧(카라코룸)에서 즉위했다. 

(大)쿠릴타이는 카안에 의해 주재되었으므로 그 장소는 카안 宿營地 또는 
카안울루스의 수도였다. 그것은 카안의 부재중에 대카툰과 諸王의 연장자에 
의해서 소집될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구데이 카안의 카툰 투르게
네와 구육 카안의 카툰 오굴 카이미시, 톨루이의 미망인 소르칵타니 베키 등
은 쿠릴타이를 소집해 자신의 아들을 帝位에 등극시켰다. 諸王들은 軍營이
나 자신의 울루스에서 회의와 연회를 개최했다. 예컨대 바투·구육의 서방 원
정군은 1237년 가을에 러시아와 전쟁에 앞서 출정 중인 왕자들끼리 쿠릴타
이(qūrīltāī)를 열었다.222) 1269년에 바락(Baraq: 재위 1266-71)과 카이두
(Qaidu: 1235-1301) 등이 평화 협정을 맺을 때 모든 諸王들이 탈라스
(Talas)와 켄작(Kanjak) 초원에서 1주일의 연회(ṭōī) 후 여드레 날 협의
(kingāch)와 쿠릴타이(qūrīltāī)의 시간을 보냈다.223) 

훌레구는 1256년 봄에 셰베르간(Sheberghan: 아프가니스탄 북부 도시)의 
초원에서 1000개의 금 말뚝에 안쪽이 금으로 장식된 높은 한 천막
(khargāhī)에 모여 회의(majlis)를 열고 권좌에 올랐다. 참석한 카툰들·왕자
들·아미르들·재상들·고관들과 주변지역의 국왕들·지방관들은 모든 전통과 관

220)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春三月戊辰朔條, p.63, “中統元年春三月戊辰朔, 車駕至開
平. 親王合丹·阿只吉率西道諸王, 塔察兒·也先哥·忽剌忽兒·爪都率東道諸王, 皆來會, 與諸大
臣勸進. 帝三讓, 諸王大臣固請. 辛卯, 帝即皇帝位.”;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77.

221) 元史24 ｢仁宗本紀｣1 至大四年三月庚寅條, p.539, “庚寅, 卽皇帝位於大明殿, 受諸王百
官朝賀.”

222) Rashīd/Rawshan, p.668;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93.
223) Rashīd/Rawshan, pp.1067~1068; Rashīd/Thackston,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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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제도를 수행하고 연회들(ṭōī-hā)을 열었다.224) 集史의 저자는 이를 
쿠릴타이라 명기하지 않았으나 그 회의·연회는 쿠릴타이의 형식을 띠었다. 
1299년 사월 이십팔일(5.28/이슬람력 698년 샤반월 이십오일)에 가잔칸(재
위 1295-1304)은 후라산(Khurasan: 이란 동북부)에서 온 아우 하르반다
(Kharbanda: 곧 울제이투칸) 등 형제들과 夏營地 우잔(Ūjān: 이란 Tabriz
의 동남쪽 약 70km)225)에서 쿠릴타이와 토이(qūrīltāī wa ṭōī)를 개최했다. 
3일 후(1299.5.31) 쿠릴타이가 끝나고 이크발(Iqbal)이 처형되었다.226) 요컨
대 쿠릴타이는 카안의 이동·巡幸과 함께 그의 巡幸地·오르두에서 개최되었
다. 일부 諸王들은 자신의 軍營이나 울루스에서 몽골의 慣例를 따라 쿠릴타
이를 열었다.

요컨대 구육 카안 시대까지 신년 正旦의 大宴, 즉 흰색의 지순宴은 몽골 
황실 쿠릴타이의 중요한 動因이었다. 설날의 쿠릴타이의 정례적 개최에 맞물
려 帝選 회의나 군사 원정 등 황실·국가 大事가 논의, 의결되었다. 이로써 
카안은 쿠릴타이 소집의 시간·노력·비용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쿠릴타이의 중심은 대칸의 오르두, 특히 시라 오르두(Shīra Ōrdū/Sira 
Ordu)였다. 우구데이·구육·뭉케 카안의 冬營地 옹긴숨의 시라 오르두와, 夏
營地 쿠케 나우르(구세 나우르) 혹은 달란 다바의 시라 오르두227)는 대칸 권
력의 시공간을 표현하는 상징적·실제적 장소였다고 하겠다. 大오르두의 시공
간 이동은 카안의 계절 순행과 황실 내부의 권력 변화와 연계되었다. 그것은 
황실의 쿠릴타이와 재화 配分, 수취 체계, 물자 운송에 변화를 줄 수 있었
다. 이른바 대칸 권력의 시공간 이동은 경제력의 이동과도 연동되었다. 

(2) 上都·大都 쿠릴타이의 시공간
1260년 봄 삼월 일일(4.12.)에 쿠빌라이가 뭉케 카안의 후계 경쟁을 위해 

鄂州(현 湖北 武漢 武昌)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고228) 開平府에 도착하자, 
親王 카단(合丹) 등 西道諸王과 타가차르(塔察兒) 등 東道諸王이 모여 諸大
臣과 함께 그에게 등극을 권유했다. 그는 세 차례 사양했다. 諸王과 大臣이 
강권하자, 삼월 이십사일(5.5)에 開平府에서 즉위했다.229) 쿠빌라이의 즉위에 

224) Rashīd/Rawshan, p.1980; Rashīd/Thackston, p.480.
225) 훌레구 울루스 칸들의 계절별 숙영지는 【별첨】 [그림 2]를 참조.
226) Rashīd/Rawshan, pp.1288~1289; Rashīd/Thackston, p.644.
227) 야나이는 적어도 우구데이 ~ 뭉케 시대까지 시라 오르두가 夏營地 우르메게투에만 있었

으며 일정한 地名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했다(箭內亘(1930a), p.404). 그러나 그에 동의하
기 어렵다.

228) 김호동(200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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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한 동생 아릭 부케(1219-66)도 잇달아 사월에 카라코룸(和林) 城 서쪽 
안탄(按坦) 河에서 즉위했다.230) 1262~63년 겨울에 아릭 부케가 쿠빌라이에 
투항했다가231) 1264년 1월(662년 라비 알 아발) 무렵에 사망하면서232) 大權
은 온전히 쿠빌라이 카안에게 귀속되었다.

쿠빌라이의 등장과 함께 쿠릴타이의 시공간이 上都·大都로 옮겨갔다. 쿠빌
라이 카안 이후 몽골제국의 여름 수도 上都는 원래 開平府였다. 개평부는 
1256년 봄에 승려 子聰, 곧 劉秉忠(1216-74)에 의해 桓州(몽골 명칭 
Qara-balɤas, 곧 黑城) 동쪽과 灤水 북쪽의 龍岡(내몽골 正藍旗 동북쪽)이 
그 입지로 선정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마르지 않는 龍池가 있었다. 
劉秉忠은 그것을 용에게 빌릴 것을 주청했고 쿠빌라이는 이를 따랐다. 그날 
밤 三更(밤 11시~1시)에 우레와 벼락과 함께 龍이 飛上했다. 이튿날 비로소 
흙으로 터를 닦기 시작했다.”233) 3년 만에 城郭이 완성되었고 1260년에 開
平府로 명명되었다. 1263년 오월 구일(6.16)에 쿠빌라이 카안은 개평부를 上
都로 승격시켰다.234) 

229)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春三月戊辰朔條, p.63, “中統元年春三月戊辰朔, 車駕至開
平. 親王合丹·阿只吉率西道諸王, 塔察兒·也先哥·忽剌忽兒·爪都率東道諸王, 皆來會, 與諸大
臣勸進. 帝三讓, 諸王大臣固請. 辛卯, 帝即皇帝位.”;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77; 箭
內亘(1930a), pp.430~434. 王惲에 따르면 쿠빌라이의 즉위일은 1260년 삼월 십칠일(4.28)
로, 元史보다 7일 더 빨랐다(秋澗先生大全文集80 ｢中堂事記｣上, p.2a, “庚申年春三月
十七日, 世祖皇帝即位於開平府, 建號爲中統元年.”; 中堂事記上(金元日記叢編本), p.89).

230)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是月條, p.65, “是月, 阿里不哥僭號于和林城西按坦河.”; 
김호동(2007), pp.15~16. 야나이는 元史에서 아릭 부케의 즉위를 “僭號”로 간주한 것은 
史家의 曲筆이었고 쿠빌라이의 쿠릴타이 소집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한다. 쿠빌라
이는 祖法을 파괴했으나 그의 威力 앞에 諸王·群臣들은 先例의 타파를 침묵했다(箭內亘(19
30a), p.418, 435). 김호동은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 가운데 누가 정당했다고 말하기 어렵
다며 평가를 보류하는 동시에, 후자의 쿠릴타이가 몽골의 관례와 규범을 무너뜨린 “폭거”
였다고 논평한다(김호동(2007), p.18, 24, 29~30). 한편 1260년 아릭 부케는 “몽골리아”에
서, 쿠빌라이는 “중국”에서 따로따로 쿠릴타이를 개최했다는 메이의 주장(Timothy May(2
012), p.59)은 현대 지리 구분에 따른 설명이다. 當代 몽골리아 및 ‘중국’의 범주를 정치·
문화적으로 올바르게 설정한 서술이라 말하기 어렵다.

231) 김호동(2007), pp.64~65.
23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87, 457. 아릭 부케의 사망을 둘러싼 異論에 대해서는 

김호동(2007), p.80을 참조.
233) 至正直記([元]孔齊, 北京: 中華書局, 1991) ｢上都避暑｣, p.1, “上都本草野之地, 地極高, 

甚寒, 去大都一千里. 相傳劉太保遷都時, 因地有龍池, 不能乾涸, 乃奏世祖, 當借地於龍. 帝
從之. 是夜三更雷震, 龍已飛上矣. 明日, 以土築成基, 至今存焉.”

234) 元史 4 ｢世祖本紀｣1, p.60, “歲丙辰, 春三月, 命僧子聰卜地于桓州東·灤水北, 城開平
府, 經營宮室.”; 元史 157 ｢列傳｣44 劉秉忠·秉恕, p.3710, “初, 帝命秉忠相地於桓州東灤
水北, 建城郭于龍岡, 三年而畢, 名曰開平. 繼升爲上都, 而以燕爲中都.”; 元史 58 ｢地理
志｣1 中書省·上都路, p.1349, “中統元年, 爲開平府. 五年, 以闕庭所在, 加號上都, 歲一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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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都城은 黃道吉日인 1267년 정월 십구일(2.14.)에 착공해235) 1276년에 
완공되었다.236) 대부분의 현존 史書는 大都의 건설에서 劉秉忠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237) 그런데 蘇天爵(1294-1352)은 또 다른 사실을 추가로 전한
다. 그의 ｢故昭文館大學士中奉大夫知太史院侍儀事趙文昭公行狀｣에 따르면, 
劉秉忠과 함께 趙秉溫(1222-93)이 쿠빌라이 카안의 명령으로 大都의 터를 
정했고 그가 지도 위에 山川 형세와 城郭의 둘레, 祖社·朝市의 자리를 그렸
으며 制作 방안을 주도했다.238) 곧 大都 설계의 실무자는 趙秉溫이었다. 

上都와 大都의 완공은 몽골제국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축이 카라코룸에서 
兩都로 재편된 것을 뜻했다.239) 兩都의 존재는 상도·대도의 지위를 둘러싸고 
제국 정치계는 물론 후대 학계에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240) 이 갑론을박은 
쿠빌라이가 처음 도읍을 정할 당시 이미 대두했다. 쿠빌라이 카안이 “天下”
―漢人 관념의 ‘中國 天下’―를 통일한 후 劉太保(곧 劉秉忠)에게 “현재 도
읍을 정하는데 오직 上都와 大都뿐이라면 두 곳 가운데 어디가 가장 좋은
가?”라고 물었다. 劉秉忠은 “上都는 나라의 복[國祚]이 짧지만 민간 풍속이 
순박할 것입니다. 大都는 나라의 복이 길지만 민간 풍속이 음란할 것입니
다.”라고 답했다. 마침내 燕(곧 大都)을 도읍으로 삼는 계획을 결정했다.241) 

焉.”; 설배환(2013a), pp.12~13의 각주 50.
235) 道園學古錄23([元]虞集, 四部備要·集部, 上海中華書局據明刻本校刊) ｢大都城隍廟碑｣, 

p.164下, “世祖聖德神功文武皇帝, 至元四年, 歲在丁卯, 以正月丁未之吉, 始城大都. 立朝
廷·宗廟·社稷·官府·庫庾.”

236) 元史147 ｢列傳｣34 張弘略, p.3477, “[至元]十三年, 城成, 賜內帑金釦·瑇瑁巵, 授中奉
大夫·淮東道宣慰使.”; 陳高華·史衛民(2010), pp.32~33; 설배환(2013a), p.13의 각주 51.

237) 杉山正明(2004), p.150.
238) 滋溪文稿22 ｢行狀｣ 故昭文館大學士中奉大夫知太史院侍儀事趙文昭公行狀, p.366, “[中

統]三年, 詔擇吉土建兩都, 命以與太保劉公同相宅. 公因圖上山川形勢城郭經緯, 與夫祖社朝
市之位, 經營制作之方, 帝命有司稽圖赴功.”

239) 스기야마는 몽골 황실이 여름과 겨울에 주기적으로 上都·大都를 계절 이동하는 광역의 
지역을 몽골형 수도권이라고 명명했다(杉山正明(2004), p.158). 

240) 한 연구는 아릭 부케의 패배를 “몽골리아의 종말”이라고 단언하고 쿠빌라이가 수도를 大
都·上都로 이전한 후 몽골리아가 후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Timothy May(2012), 
pp.59~60). 그러나 이는 몽골리아의 지역 범위를 축소 적용한 것으로 史實에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241) 草木子3下([明]葉子奇 撰, 元明史料筆記叢刊, 北京: 中華書局, 1997) ｢雜制篇｣, “元世
祖既一天下. 問劉太保曰: ｢今之定都, 惟上都大都耳, 兩處何爲最佳?｣ 劉曰: ｢上都國祚短, 
民風淳. 大都國祚長, 民風淫.｣ 遂定都燕之計.” 1256년 쿠빌라이가 城市와 宮室의 입지를 
선정할 때 劉秉忠은 桓州 동쪽과 灤水 북쪽의 龍岡(곧 開平)이 길하다는 점괘를 얻고 開平
(후의 上都)을 건설, 완공했다(元朝名臣事略7([元]蘇天爵 輯撰, 姚景安 標校, 北京: 中華
書局, 1996) ｢太保劉文正公｣, p.112, “丙辰, 上始建城市而修宮室, 乃命公相宅. 公以桓州
東·灤水北之龍岡, 卜云其吉, 厥既得卜, 則經營, 不三年而畢務, 命曰開平, 尋升爲上都.”).



- 51 -

至正直記에 따르면 劉太保는 大都의 강점을 세 가지 들었다. “첫째 上都
에 말 똥[馬冀]이 많은 점, 둘째 [大都에서] 몽골리아[朔漠]를 위세로써 진압
할 수 있는 점, 셋째 카안[車駕]이 [왕래의] 勤勞를 알게 되는 점”이었다.242) 
劉秉忠은 上都에 짐승 똥(특히 말똥)이 많아 아마도 냄새나 벌레(파리·모기
류)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것이라고 여긴 반면, 大都에서 카안이 왕래
의 노고를 알면서 몽골 변경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大都의 이점을 
주장했다. 요컨대 그는 정치·군사·생활환경·문화 방면에서 國都 大都의 우위
를 역설했다. 趙秉溫의 ｢行狀｣도 兩都 가운데 上都를 “廵狩居”, 곧 카안의 
巡幸 시 居所로 본 반면, 大都를 “定都”로 간주했다.243)

大都가 江淮와 몽골리아[朔漠]를 제어하고 사방의 朝覲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이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통치에 유리한 공간이라는 관점은 通念이
었다.244) 1149년에 金의 한 臣僚의 발언처럼 燕은 몽골리아보다 양곡 조달
에 유리했다.245) 郝經(1223-75)은 1260년에 燕을 도읍으로 정하는 것이 형
세 면에서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燕都가 동서남북으로 각기 요동·발해
[遼碣],  三晉―趙·魏·韓 3國의 합칭(산서성과 하남성 중북부, 하북성 중남부)
―, 河朔(현 내몽골 오르도스 초원), 關嶺(현 居庸關·八達嶺)을 제어하며 王
者의 도읍으로 적합하다고 제안했다.246) “燕(곧 大都)이 萬邦을 統領하고 四
夷를 위무할 수 있는 우월한 형세를 가졌다”는 인식은 明代人도 같이했

242) 至正直記 ｢上都避暑｣, p.1, “國朝每歲四月, 駕幸上都避暑爲故事, 至重九, 還大都. 蓋
劉太保當時建此說, 以上都馬冀多, 一也; 以威鎭朔漠, 二也; 以車駕知勤勞, 三也.” 丁超는 
劉秉忠의 발언이 수도로서 大都의 가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上都 巡幸의 이유를 말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둘째 원인이 상도 순행의 動因일 뿐이며 첫째와 셋째 원인은 상
도 순행이 빚은 결과라고 판단했다(丁超, ｢元代大都地區的農牧矛盾與兩都巡幸制度｣, 清華
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02), pp.105~106).

243) 滋溪文稿22 ｢行狀｣ 故昭文館大學士中奉大夫知太史院侍儀事趙文昭公行狀, p.366, 至
元五年, 兩都成, 賜名曰大都, 帝定都焉; 曰上都, 廵狩居焉.”

244) 元史119 ｢列傳｣6 木華黎·霸突魯, p.2942, “世祖在潛邸, 從容語霸突魯曰: ｢今天下稍定, 
我欲勸主上駐驆回鶻, 以休兵息民, 何如?｣ 對曰: ｢幽燕之地, 龍蟠虎踞, 形勢雄偉, 南控江
淮, 北連朔漠. 且天子必居中以受四方朝覲. 大王果欲經營天下, 駐驆之所, 非燕不可.｣ 世祖
憮然曰: ｢非卿言, 我幾失之.｣”; 杉山正明(2004), pp.131~132, 138~139; 陳高華·史衛民
(2010), pp.27~28; 고명수(2009), pp.55~59.

245) 元一統志1([元]孛蘭肹等撰, 趙萬里 校輯, 北京: 中華書局, 1966) ｢中書省統山東西河北
之地｣ 大都路·建置沿革·大都路, p.2, “天德元年海陵意欲徙都於燕. 上書者咸言上京臨潢府僻
在一隅, 官艱於轉漕, 民難於赴愬, 不如都燕, 以應天地之中.”

246) 全元文121 ｢郝經｣2 便宜新政[中統元年四月], pp.92~93(郝文忠公陵川文集32), “三. 
定都邑以示形勢. 今日於此建都, 固勝前日, 猶不若都燕之愈也. 燕都東控遼碣, 西連三晉, 背
負關嶺, 瞰臨河朔, 南面以莅天下. 和林置一司分, 鎭禦根本; 北京·豐靖各置一司分, 以爲二
輔; 京兆·南京各置一司分, 以爲藩屏. 夫燕·雲, 王者之都, 一日緩急, 便可得萬衆, 雖有不虞, 
不敢越關嶺·踰諸司而出也. 形勢既定, 本根既固, 太平可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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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7) 이들 주장은 대부분 漢人들에 의해 제기, 강화된 것이었다.
반면 일부 기록은 몽골인들이 大都보다 上都를 훨씬 중시한 사실을 전한

다. 1277년 오월에 위구르인 廉希憲(1231-80)이 上都에 왔을 때 太常卿 田
忠良이 병문안을 왔다. 廉希憲은 “上都는 聖上께서 大業을 세운[龍飛] 땅으
로 天下人이 그것을 根本으로 여깁니다. 근자에 듣자하니 龍岡(현 내몽골 正
藍旗 동북 文德廟 북쪽)에 불이 나 잇달아 백성의 주택을 불태웠습니다. 이
는 흔히 있는 일일 뿐이니 삼가 바라건대 망령되게 風水[地理]를 말하는 자
들이 카안의 뜻을 미혹·동요시키지 말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얼마 후 
과연 몇 명의 무리가 遷都 문제를 상주했다. 樞密副使 張易와 中書左丞 張
文謙(1216-83)이 그들과 변론을 벌이며 불가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카안은 
이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이튿날 카안은 廉希憲의 의견을 田忠良에게 전해 
듣고 비로소 遷都 논쟁을 중지시켰다.248) 이 논쟁에서 일부 사람들—아마도 
漢人 儒者 출신—이 上都의 화재를 빌미로 遷都 문제를 꺼냈다. 마침 그때
는 大都城이 완공(1276)된 이듬해였다. 그러나 上都는 쿠빌라이 카안에게 여
전히 대체불가능한 근본의 땅이었다. 廉希憲이 그들을 적극 반박하자 쟁론이 
가라앉았고 카안은 비로소 안도했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몽골 조정은 1271년에 승상 볼라드(孛羅)와 劉秉忠, 
許衡의 건의로 朝儀를 시행했다.249) 아홉 갈래의 朝儀 가운데 大都에서 매
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元正朝賀250)였다. 元正朝賀는 매년 대도의 大
萬安寺(1279년 완공)251)에서 거행하는 것이 常例였다. 1296년과 1297년에 

247) 大明一統志1([明]李賢撰, 清文淵閣四庫全書本) ｢京師｣, p.1a, “古幽薊之地, 左環滄海, 
右擁太行, 北枕居庸, 南襟河濟, 形勝甲於天下, 誠所謂天府之國也. 遼金元雖嘗於此建都, 然
皆以夷狄入中國, 不足以當形勢之勝. 至我太宗文皇帝, 乃龍潛於此, 及纘承大統, 遂建爲北
京, 而遷都焉. 于以統萬邦而撫　四夷, 真足以當形勢之勝, 而爲萬世不拔之鴻基. 自唐虞三代
以來, 都會之盛, 未有過焉者也.”

248) 元史126 ｢列傳｣ 廉希憲, p.3095, “[至元十四年]五月, 至上都, 太常卿田忠良來問疾, 希
憲謂曰: ｢上都, 聖上龍飛之地, 天下視爲根本. 近聞龍岡遺火, 延燒民居, 此常事耳, 愼勿令
妄談地理者惑動上意.｣ 未幾, 果有數輩以徙置都邑事奏, 樞密副使張易·中書左丞張文謙與之
廷辨, 力言不可, 帝不悅. 明日, 召忠良質其事, 忠良以希憲語對, 帝曰: ｢希憲病甚, 猶慮及此
耶.｣ 其議遂止.”

249) 元史67 ｢禮樂志｣1 序言, p.1664, “世祖至元八年, 命劉秉忠·許衡始制朝儀.”
250) 최종석은 正朝(元旦), 冬至, 天壽節(군주 생일) 등에 신하가 군주에 하례하는 것을 朝賀

儀라고 규정했다. 특히 원 간섭기 몽골 카안을 향한 고려의 정례적 朝賀·遙賀 사례를 분석
해 帝國의 일부로서 고려 위상을 조명했다(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51, 2010, pp.223, 236~242, 259~263). 다만 그는 朝賀·遙賀를 받
는 몽골 카안의 이동(大都·上都 巡幸)과 그에 따른 참석의 경중을 간과한 채 분석했다. 

251) 元史7 ｢世祖本紀｣4 至元九年·是歲, p.144, “建大聖壽萬安寺.”; 元史10 ｢世祖本紀｣7 
至元十六年十二月丁酉條, “建聖壽萬安寺 于京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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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폭설을 이유로 兀都帶가 불참했을 때, 테무르 카안(재위 1295-1307)
이 新正朝賀에 오지 않고 失儀한 자를 규찰하도록 명령한 사실252)에서 元正
朝賀의 중요도를 읽을 수 있다.

大都에서 新正朝賀가 常例로서 강조되었던 것과는 별개로,253) 上都는 여
름 朝覲의 장소로 중시되었다. 1264년 오월에 몽골에서 官人 胡都多乙와 禮
部員外郞 趙泰와 康和尙 등을 보내왔다. 高麗 元宗(재위 1259~74)이 이튿날 
大觀殿(고려 正宮 延慶宮 안의 殿閣)에서 카안의 詔를 받았다. 詔에서 쿠빌
라이 카안은 “朝覲이란 諸侯의 성대한 典禮[大典]이노라. 朕이 국가 대업을 
계승한 지 이제 5년이 되었도다. 다만 兵興 때문에 틈나는 바가 없었다. 최
근 西北諸王이 무리를 이끌고 귀부했도다. 생각건대 올해 王公들과 지방장
관[群牧]들을 上都̇ ̇ 에서 접견하고자 하노라. 卿(곧 高麗 元宗)도 마땅히 역마
를 타고 와서 世見之禮̇ ̇ ̇ ̇ (한 世代에 한 번 군주를 알현하는 의례)를 행하고 지
체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다.254) 오월에 元宗은 高麗 國子祭酒 張鎰을 
古乙獨에 딸려 보내 카안을 알현케 했다. 유월에 元宗이 카안을 親朝했
다.255)

朝覲 장소로서 上都의 중요성은 아유르바르와다 카안의 聖旨에서 보다 분
명히 입증된다.

1314년 유월 이십이일(8.3.)에 中書省에서 奏를 올렸다: 
｢이전에 諸王·妃子·公主·駙馬 및 각 千戶들 가운데 朝見[朝現]하
는 자는 모두 어떠한 일이건 여름 사이에 풀이 푸르른 때와 달
[靑草時月]을 틈타 上都로 왔습니다. 지금 구실[緣故]을 대면서 

252) 元史173 ｢列傳｣60 崔彧, p.4046, “[大德元年]閏十二月, 兼領侍儀司事, 與太常卿劉無
隱奏: ｢新正朝賀, 歲常習儀大萬安寺.｣ 成宗曰: ｢去歲兀都帶以雪故來後, 今而復然. 諸不至
及失儀者, 殿中司·監察御史同糾之.｣”

253) 마츠야 토모코는 쿠릴타이가 결코 대도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Tomoko 
Masuya(2013), p.239의 각주 79). 그의 견해는 箭內亘의 연구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箭內亘(1930a), pp.387~416). 하지만 그들의 견해는 쿠릴타이를 카안 선출 회의로 규
정하는 정의 안에서만 성립한다. 쿠릴타이는 군주 선출뿐만 아니라, 황실 성원과 大臣들의 
모임이었으므로 그것은 쿠빌라이 이래로 夏營地 上都뿐만 아니라, 冬營地 大都에서도 각
기 다른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열렸다.

254) 高麗史26 ｢世家｣26 元宗2·元宗五年五月庚辰, p.519下, “五月庚辰, 蒙古遣官人胡都多
乙者·禮部員外郞趙泰·康和尙等來. 辛巳, 受詔於大觀殿. 詔曰: ｢朝覲, 諸侯之大典也. 朕纘承
丕緖于今五年, 第以兵興, 有所不暇. 近西北諸王, 率衆款附, 擬今歲朝王公群牧於上都, 卿宜
乘馹而來, 庸修世見之禮, 尙無濡滯.”

255) 元史208 ｢列傳｣95 外夷一·高麗, p.4613, “[中統五年]四月, 以西北諸王率衆款附, 擬今
歲朝王公羣牧于上都, 又遣必闍赤古乙獨徵禃入朝, 修世見之禮. 五月, 禃遣其借國子祭酒張
鎰從古乙獨入見, 六月乃親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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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商議도 않고 大都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또한] 이전 
體例에 의거해 [諸王 등이] 大都로 들어가지 말도록 하고 어떠한 
奏를 올리든 관계없이 朝現하러 오는 일이 있으면 여름 사이에 
上都로 오도록 하십시오. 확실히 바쁜 일이 있으면, 使臣을 보내
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奏를 올렸다. 

그렇게 하라. 闊闊出(쿠쿠추)·阿撒罕(아사칸) 등의 必闍赤(비체치)에
게, 完者(울제이)·闊闊出(쿠쿠추) 등 扎撒孫(자삭순: 자삭·법령 담당 관
원256))들에게 말해서 각 枝兒(곧 投下)에게 인지[省會]시키라.

고 聖旨를 내려주셨다. 
삼가 이것을 받았다.257)

위 中書省 上奏에 따르면 1314년 이전까지 諸王·妃子·公主·駙馬·千戶들이 
모두 대칸을 알현코자 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여름에 上都로 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그 무렵 이유를 대면서 上都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생겼다. 14세기 초에 上都에서의 朝現을 소홀히 여기는 풍조가 일었
다. 아유바르와다 카안은 中書省의 건의에 따라 諸王 본인이 직접 찾아오거
나 使臣을 대신 보내 여름철 上都에서 자신을 알현할 것을 지시했다. 위 聖
旨에서 카안들이 朝現 장소로 大都보다 上都를 중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329년 삼월에 코실라 카안이 中書左丞 躍里帖木兒에게 “朕이 上都에 오
면 宗藩의 諸王이 반드시 모두 와서 모이는 법으로 통상의 朝會와 견줄 바
가 아니노라.”258)고 말한 명령은 上都에서 카안·諸王의 쿠릴타이의 중요성을 
明證한다. 실제로 쿠빌라이 카안은 매년 항상 上京으로 한 차례 순행해서 
“같이 모여 알현했으며[朝覲會同] 명령을 내리고 政事를 펼쳤다.”259) 柳貫
(1270-1342)이 “東西에서 바치는 보물[賮琛]이 朔漠으로 통하고 九州와 四
海가 처음 會同한다”고 노래한 詩文260)도 제국 안팎에서 각색의 寶貨와 사

256) 通制條格校注8 ｢儀制｣ 朝現條, p.335 주석 [二]. 方齡貴는 좌기의 주석에서 扎撒孫이 
몽골비사 제278절의 “ǰasa’ul(札撒兀)”과 관계있다고 설명한다.

257) 通制條格校注8 ｢儀制｣ 朝現條, p.335, “延祐元年六月二十二日, 中書省奏: ｢在先諸王·
妃子·公主·駙馬·各千戶每朝現的, 並不揀甚麽勾當呵, 夏間趁靑草時月來上都有來. 如今推稱
着緣故不商量了入大都去的多有, 依先體例, 休敎入大都去, 不揀有甚麽奏的並朝現來的勾當
呵, 夏間來上都者. 端的有忙勾當呵, 差使臣呵, 怎生?｣ 奏呵, 那般者. 闊闊出·阿撒罕等必
闍赤根底, 完者·闊闊出等扎撒孫每根底說了, 敎省會與各枝兒者. 麽道, 聖旨了也. 欽此.”: 
站赤5(文殿閣書莊印行, 永樂大典19420 所收) 皇慶元二年六月二十二日, p.134.

258) 元史31 ｢明宗本紀｣ 天曆二年三月丙寅條, p.696, “丙寅, 帝謂中書左丞躍里帖木兒曰: ｢
朕至上都, 宗藩諸王必皆來會, 非尋常朝會比也, 諸王察阿台今亦從朕遠來, 有司供張, 皆宜豫
備. 卿其與中書臣僚議之.｣”

259) 滋溪文稿2 ｢記｣1 上都廟學碑陰記, p.15, “維昔世祖皇帝肇城上京, (중략) 天子歲一廵
幸, 朝覲會同, 發號布政, 罔不在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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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몽골리아, 특히 上都로 집결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었다. 1346년 
여름에 카안을 扈從해 上都에 갔던 翰林修撰 周伯琦는 詩 ｢詐馬行｣에서 “興
王(王業에 힘쓰는 군주)은 常典에 해마다 한 번씩 만나 선조의 德業과 一族
의 공로를 현창한다”고 말했다.261) 

요컨대 여름철 상도에서 모임은 카안과 황실 성원이 매년 반드시 참석해
야 하는 常典[彝典]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諸王·國王의 親朝를 강조
할 때 大都의 사례를 탐구하는 것은262) 몽골인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大都에서 諸王의 親朝를 강조하는 연구는 자칫 몽골인·몽골문화
의 漢化로 잘못 읽힐 수 있다. 더욱이 몽골제국에서 親朝는 단순히 臣服·항
복의 상징263)이거나 외교 전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諸王의 경제적 
공납(곧 의무)과 배분(곧 권리)이 동반된 것이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冬營地 大都에서 朝會는 漢字 문화권 세계의 사람들, 
예컨대 漢人과 高麗人에게 보다 중시되었다. 그들에게 正月 초하루는 1년의 
시작이자 농업 생산 활동의 출발점이었다. 그것은 曆法의 수령과 함께 시작
되었다. 이는 비록 몽골인들이 오래전에 12干支를 채택하고 있었고 제국 건
설 이후 늦어도 1230년대에 漢人·女眞人의 가르침을 받아 六甲輪流를 국가 
차원에서 쓰고 있었지만, 풀이 푸른 것[草靑]을 1년으로 삼는 자신들의 시간 
풍속264)을 쿠릴타이 문화 안에 體化하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초원 유목 

260) 柳待制文集6([元]柳貫, 四部叢刊集部本) ｢律詩｣ 七言·後灤水秋風詞四首, p.16ab, “東
賮西琛通朔漠, 九州四海會同初.”

261) 元詩選(初集·庚集)([淸]顧嗣立 編, 北京: 中華書局, 1987) 周左丞伯琦·詐馬行【並序】, 
p.1859 “興王彝典歲一逢, 發揚祖德並宗功.” 역사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장소(location)와 
방향(direction)은 시간과 관계되고 동떨어진 시공간은 과거나 조상, 조상 전래의 조건들과 
관련돼 있다(Mary W. Helms, Ulysses’ Sail: An Ethnographic Odyssey of Power, 
Knowledge, and Geographical Dist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42). 

262) 고명수, ｢몽골의 ‘복속’ 인식과 蒙麗관계｣, 한국사학보55, 2014, pp.74~75; 이명미, ｢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1273년 고려 측 賀冊封 使
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9, 2015, p.181.

263) 이명미(2015), pp.181~183. 이명미는 忠烈王(재위 1274-1308) 이래로 몽골·고려 관계에
서 정례적·의례적 使行이 축소되고 실무적 使行이 증가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고려의 崔瀣
(1287-1340)의 拙藁千百에서 崔瀣가 고려·몽골 사이에 의례적 使行이 약화되었다고 말
했다는 이해(이명미(2015), p.184, 175의 각주2)는 再考될 필요가 있다. 崔瀣는 의례의 간
소화를 말하면서도 매달 使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빈번했다고 적었다(拙藁千百2([고려]
崔瀣, 한국고전종합 DB) ｢送鄭仲孚書狀官序｣, p.1b, “自臣附皇元以來, 以舅甥之好, 視同
一家, 事敦情實, 禮省節文. 苟有奏稟, 一个乘傳, 直達帝所, 歲無虛月, 故使不復擇人, 恩至
渥也.”; 최해와 역주 졸고천백(拙藁千百)(채상식 편, 서울: 혜안, 2013) ｢送鄭仲孚書狀官
序｣, p.333). 

264)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5, “其正朔, 昔用十二支辰之象【如子曰鼠兒年之類】, 今用六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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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중화 농경 세계(高麗 포함) 사이의 긴장이었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1261년 유월 십일일(7.9.)에 上都에서 몽골 重臣들이 高麗 世子 王植(곧 고
려 元宗) 등과 宴會를 열면서 高麗가 宋의 正朔, 곧 宋曆을 쓰는지 확인했
다. 王植은 다만 商人이 私的으로 高麗로 그것을 들여온 이가 있을 뿐 高麗 
朝廷은 실제로는 宋曆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265)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1273년 삼월에 쿠빌라이 카안의 皇后(차비)·皇太子(친킴)의 冊立을 
맞아266) 高麗 元宗이 賀進使 일행을 보냈다. 그들은 당초 開平府(곧 上都)에
서 朝賀를 목표로 이동했으나 장맛비 때문에 가지 못하고 大都로 곧장 들어
갔다.267) 賓王錄의 이 일화는 上都를 카안 朝覲을 위한 ‘우선’ 목적지로 
삼는 高麗 使臣의 목표와, 때로 여름철 궂은 날씨를 이유로 上都를 회피해 
大都로 행로를 바꾸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전한다. 당초 高麗 사절단의 목
적이 大都에 留守하던 皇后·皇太子의 冊立을 賀禮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閏
유월 구일(1273.7.24.)에 출발해268) 쿠빌라이 카안이 上都에서 大都로 돌아
오기(10.6.) 약 한 달 전인 칠월 이십구일(9.11.)에 이미 皇后·皇太子에게 賀
禮했다.269) 곧 上都를 바라보는 몽골인과 고려인 사이에 정치적·심리적 간극
이 분명 존재했다.

大都의 정치·군사·경제·문화적 가치는 간과될 수 없다. 하지만 카안과 황실 
성원에게 上都는 제국 정치·군사의 출발점270) 그 이상의 장소였다. 카안은 

輪流【如曰甲子正月一日或三十日】, 皆漢人·女眞教之. 若韃之本俗, 初不理會得, 只是草靑則
爲一年, 新月初生則爲一月. 人問其庚甲若幹, 則倒指而數幾靑草.” 

265) 秋澗先生大全文集82 ｢中堂事記｣下 中統二年夏六月十一日辛丑, pp.3b~4a, “十一日辛
丑, 都堂置酒, 宴世子植等於西序. 其押燕者, 右丞相史公·左丞相忽魯不花·王平章·張右丞·張
左丞·楊參政·姚宣撫·賈郞中·高聖舉. (중략) 又曰: ｢聞汝國用宋人正朔, 然乎?｣ 曰: ｢第商人
私有賫至本方者, 實不爲用耳.｣”; 中堂事記下(金元日記叢編本), p.129.

266) 元史8 ｢世祖本紀｣5 至元十年三月丙寅/辛未條 p.148, “丙寅, 帝御廣寒殿, 遣攝太尉·中
書右丞相安童授皇后弘吉剌氏玉冊玉寶, 遣攝太尉·同知樞密院事伯顔授皇太子眞金玉冊金寶. 
辛未, 以皇后·皇太子受冊寶, 詔告天下.”

267) 動安居士集([高麗]李承休) 動安居士行錄卷第四·賓王錄【幷序】(한국고전종합DB), pp.417
a, 422b~423a, “至元十年癸酉春三月, 上國冊立皇后皇太子. (중략) 玆聞大慶之音, 趣辦單
裝而覲. 初登遠道, 心愈疾於鵬程, 適値淫霖, 路返爲之鯨海. 波搖浩蕩, 雨又淋漓. 行雖急於
圖前, 動輒淹而落後. 業已未及於開平府, 居然直進於大都城.”; 賓王錄([高麗]李承休, 燕行
錄全集1,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pp.12, 31~32; 빈왕록([高麗]李承休 지음, 진
성규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pp.41, 87~89; 陳得芝, ｢讀高麗李承休《賓王錄》—域
外元史史料劄記之一｣, 中華文史論叢, 2008(02), pp.52~53.

268) 賓王錄(燕行錄全集1), p.15; 빈왕록(진성규 옮김, p.50, “勅以閏六月初九日登途.”
269) 元史8 ｢世祖本紀｣5 至元十年秋七月戊申條 p.150, “戊申, 高麗國王王禃遣其順安公王

悰·同知樞密院事宋宗禮, 賀皇后·皇太子受冊禮成.”
270) 肖瑞玲, ｢元上都的歷史地位｣, 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05), p.48; 道園

學古錄18 ｢墓誌銘｣ 賀丞相墓誌銘, p.133下, “公方朝正月於大都. 上曰: ｢上京根本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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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都 순행271) 중에 避暑272)와 사냥을 즐겼다.273) 上都 순행은 農時에 잠치
(站赤)의 芻·粟 공급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274) 행정보고의 속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다. 곧 上都의 존재는 몽골제국을 실질적으로 유지·작
동시키는 데 실질적 힘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초원의 사회·경제 역량이 위력을 떨치는 시기였다. 그 진정한 건축적 표상은 
大都의 大明殿이나 上都의 大安閣보다는 황금 장막(altan terme)과 황금 기
둥으로 건립된 金帳, 곧 시라 오르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275)

여름철 上都에서 인구의 일시적 급증과 난방·조리용 땔감 수요는 上都의 
자연환경, 특히 산림에 영향을 끼쳤다. 王惲이 상도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
면, 都城 동북쪽으로 10里가 안 되는 곳에 大松林이 있었고 察必鶻이란 기
이한 새들이 살았다.276) 大松林의 존재는 白珽(1248-1328)의 ｢續演雅十詩
｣,277) 1319년에 袁桷(1266-1327)이 上都에서 지은 두 편의 시 ｢上京雜詠十
首｣278)와 ｢松林行｣279)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또한 조선 權近(1352-1409)
의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龍谷大學附屬圖書館 소장)에서 上都 북쪽에 “松
林”(그림 1-2)으로 표현돼 있다. 이 大松林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총면적
의 80%가량이 몽골 皇室과 扈從團, 현지 거주민, 使臣, 여행자들에 의해 난

其速還鎭.｣”
271) 독일의 역사가 Karl Leyser(1920-92)는 919~1200년 중세 독일 군주 연구를 바탕으로 

“순행(itinerancy)은 군주의 운명”이라고 언설했다. 군주에게 영토 순행은 필수적인 고도의 
통치제도였다(John W. Bernhardt(2013), p.303).

272) 여름철 더위는 몽골군의 진격을 방해했다. 예컨대, Marino Sanudo에 따르면 몽골군은 
여름철 강렬한 더위와 草地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리아와 이집트 정복을 포기했다
(Marino Sanudo, Marino Sanudo Torsello, The Book of the Secrets of the 
Faithful of the Cross: Liber Secretorum Fidelium Crucis, tr. Peter Lock 
(Farnham, England: Ashgate, 2011), p.73, 152).

273) Shane McCausland, The Mongol Century: Visual Cultures of Yuan China, 
1271-1368 (London: Reaktion Books, 2014), p.19.

274) 站赤5, p.134, “[至大二年六月]二十二日, 中書省奏: ｢諸王·妃子·公主·駙馬及千戶·各枝人
員, 有事奏言, 輒起鋪馬或乘己馬前來大都, 害於站赤, 縻費芻粟. 乞照在前之例, 諸有事奏言
者, 以夏月草青之時, 令至上都.｣ 奉旨準. 且曰: ｢若不奏知, 勿令輒入大都都省.｣ 欽依施行.”

275) 참고로 몽골리아의 유목군주가 소유했을 텐트群(오르두)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로 17세
기 지도가 있다. 1613년 章潢(1527-1627)의 圖書編 45권 ｢三鎭總圖｣ 상단의 장성 너머
에 알탄 칸의 營地를 포함한 몇 개의 게르 군락―把都住牧·把都部落·黃台吉住牧·黃台吉部
落·俺答部落·車夷住牧―이 그려져 있고 그것은 세 개의 게르로 표시돼 있다(圖書編45(
[明]章潢 弘文館·朝鮮總督府圖書之印 本[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三鎭總圖｣, pp.1a~ 
6b; Isabelle Charleux, “The Khan’s City: Kökeqota and the Role of a Capital City 
in Mongolian State Formation,” David Sneath, ed., Imperial Statecraft: Political 
Forms and Techniques of Governance in Inner Asia, Sixth-Twentieth Centuries 
(Cambridg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for 
Mongolia and Inner Asia Studies Unit, University of Cambridge, 2006),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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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리·건축 등의 용도로 벌목돼 사라졌다.280) 이른바 사라진 大松林은 上
都의 물적·인적 번영을 반증하는 자연환경 사례라 하겠다.

袁桷은 上都 椶殿의 궁중 연회[曲宴]를 찾아온 諸王[名王]의 情景을 바라
보며 “俸祿만을 바라는 관료들[桂蠹]이 번거로움을 잊고 五嶺(江西·湖南·兩廣
에 걸쳐 있는 산맥)을 넘어오듯 하고 얼음누에[冰蠶]가 더위도 마다 않고 三
齊(山東 지역)에 朝貢을 바치듯 하네”281)라고 읊었다. 그의 詩는 험준한 산
맥과 무더운 여름 더위조차 上都 쿠릴타이로 가는 諸王의 행렬을 막을 수 

[註 그림 1] 三鎭總圖(부분)
(圖書編45([明]章潢 弘文館·朝鮮總督府圖書之印 本[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pp.2b-3a)

276) 秋澗先生大全文集80 ｢中堂事記｣上, p.12a, “[中統二年三月]二十八日己丑, 飯新桓州. 未
刻, 扈從鑾駕入開平府. 盖聖上龍飛之地, 歲丙辰, 始建都城. 龍岡蟠其陰, 灤江經其陽, 四山拱
衛, 佳氣葱鬱. 都東北不十里, 有大松林, 異鳥羣集, 曰察必鶻者, 盖産於此山. 有木, 水有魚, 
鹽貨狼藉, 畜牧蕃息, 大供居民食用. 然水泉淺, 大冰負土, 夏冷而冬冽, 東北方極高寒處也. 按
方志, 盖東漢烏桓地也, 距新桓州四十有五里.”; 中堂事記(顧宏義·李文 整理標校), p.108.

277) 湛淵遺稾中(白珽) ｢續演雅十詩｣, p.6b, “灤人薪巨松, 童山八百里, 世無奚超勇, 惆悵渡
易水.【取松煤於灤陽, 卽今上都. 去上都二百里, 卽古松林千里. 其大十圍. 居人薪之, 將八百
里也.】”; 南村輟耕錄9([元]陶宗儀 撰, 北京: 中華書局, 2004) ｢續演雅發揮｣, p.109; 葉新
民‧齊木德道爾吉 編著, 元上都硏究文集,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 p.5.

278) 淸容居士集15([元]袁桷, 四部叢刊初編·集部, 上海商務印書館縮印元刊本) ｢開平第二集
[己未]｣ 上京雜詠十首, p.245上下, “雲護中街日, 風開北戶天. 千溝凝白雪, 萬竈起靑煙. 午
溽曾持扇, 朝寒却衣綿. 松林空有界, 剪伐不知年.”; 口北三廳志(中國方志叢書·塞北地方·第
36號, 成文出版社, 1968) 14 ｢藝文｣3 詩·樂府歌行·上京雜詠十首(元 袁桷), p.31a(258上); 
元詩選(初集·丙集) 袁學士桷·淸容居士集·上京雜咏十首, p.650.

279) 淸容居士集15 ｢開平第二集[己未]｣ 松林行, p.247下, “陰陰松林八百里, 昔日相傳爲界
址. (중략) 萬井燃松煙似墨. (중략) 松花落子<□>[春]復抽, 不如昔日當道稠. 採薪之人不辭
遠, 出郭十里爭相酬. (중략) 金山橐駞爭貢寶, 翦取平林作馳道.”; 口北三廳志14 ｢藝文｣3 
詩·樂府歌行·松林行(元 袁桷), pp.7ab(246上); 元詩選(初集·丙集) 袁學士桷·淸容居士集·松
林行, p.653; 李宜垠·崔海亭·胡金明, ｢西遼河流域古代文明的生態背景分析｣, 第四紀硏究, 
2003(03), p.295.

280) 白珽, 湛淵遺稾中 ｢續演雅十詩｣, p.6b; 설배환(2013a), pp.21~23.
281) 元詩選(初集·丙集) 袁學士桷·淸容居士集·伯庸開平書事次韻四首, p.638, “沉沉椶殿內門

西, 曲宴名王舞馬低. 桂蠹除煩來五嶺, 冰蠶却暑貢三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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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松林
(龍谷大學附屬圖書館 소장)

없었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여
름 上都는 그야말로 賓客으로 넘쳤다.282) 
카안은 黃金의 사여를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萬里”에서라도 番王이 오기만을 
고대했다.283)

上都의 중요성은 ｢賀忠貞公墓誌銘｣에
서도 관찰된다. “쿠빌라이 카안이 灤水의 
북쪽(陽)에 上都를 건설했다. 上都는 [카
안울루스] 서북쪽을 제어하고 동쪽으로 
遼海(遼河 동쪽 연해 지역)와 만나며 남
쪽으로 중국 天下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었다.” ｢賀忠貞公墓誌銘｣ 찬자 虞集(1272-1348)은 上都의 形勢가 大都보다 
훨씬 막중하다고 특필했다. “카안의 大駕가 매년 上都로 巡幸하는데 中外의 
百官이 모두 따랐다. 宗王과 藩戚이 기일을 약정하고 모여 카안을 알현했다. 
그래서 使者나 관원, 수레가 끊이지 않고 오갔으며 물자의 수요·공급 회계
[供億之計]는 모두 留守에게 통일되었다. 따라서 上都留守284)의 임직은 最要
職으로 간주되었다. 스스로 도량이 크고 사려가 두루 미치고 聲望이 믿을 만
하며 경험이 풍부하며 단호하며 國家 법도의 요체를 숙지하고 카안에게 신
뢰를 받는 자가 아니면 留守의 직임을 대체로 감당할 수 없었다. 쿠빌라이 
카안 시대 이래로 3世에 걸쳐 그것은 賀씨들에게 속했다.”285) ｢賀忠貞公墓
誌銘｣은 上都의 정치적 위상이 大都보다 중요했고 몽골 황실이 사회·경제 
시스템을 통해 上都를 관리했음을 웅변한다. 그 과정에 賀씨 가문, 특히 賀
仁傑과 賀勝(몽골명 伯顔[바얀]) 父子는 上都留守로서 上都로 향하는 물자 
조달에 큰 공적을 남긴 것으로 칭송되었다.286) 

282) 元詩選(初集·丙集) 袁學士桷·淸容居士集·上京雜詠十首, p.638, “上國饒爲客, 天涼眼倍
青.”

283) 元詩選(初集·丙集) 馬中丞祖常·石田集·丁卯上京四絕, p.712, “明時不惜黃金賜, 只欲番
王萬里來.”

284) 元史90 ｢百官志｣6 上都留守司兼本路都總管府, p.2297, “上都留守司兼本路都總管府, 
品秩職掌如大都留守司, 而兼治民事. 車駕還大都, 則領上都諸倉庫之事.”

285) 道園類稿46([元]虞集, 元人文集珍本叢刊6, 新文豐出版公司) ｢墓誌銘｣ 賀忠貞公墓誌
銘, p.1, “世祖皇帝建上都於灤水之陽, 控引西北, 東際遼海, 南面而臨制天下, 形勢尤重於大
都. 大駕歲巡幸, 中外百官咸從, 而宗王藩戚之期會朝集, 冠蓋相望, 供億之計, 壹統之留守, 
故爲職最要焉. 自非器鉅而慮周, 望孚而幹固, 明習國家典要, 深爲上所信嚮者, 殆不足以勝其
任也. 自世祖時, 以屬諸賀氏, 至於今三世矣.”; 道園學古録18([元]虞集, 四部備要·集部, 上
海中華書局據明刻本校刊) ｢墓誌銘｣ 賀丞相墓誌銘, p.133上; 全元文891 ｢虞集｣78, 
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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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都는 또한 大都와 달리 조정 臣僚에게조차 허투루 허락된 공간이 아니
었다. 매년 [대칸 순행의] 扈從은 모두 國族과 大臣, 그리고 궁정 禁衛[環衛] 
가운데서도 執事者만이 수행했다. [漢人] 文臣은 백발이 되도록 벼슬을 하더
라도 아마도 종신토록 그 땅을 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上都로의 扈從
은 진실로 드물고 요원한 일[曠遇]이었다.287) 兩都 사이의 도로는 驛路, 東
路 두 길(黑谷路·古北口路), 西路 등 4개 노선(그림 3-1)이 있었다.288) 이 또
한 직분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었다. 몽골 제도[國制]에 官署의 幕職과 掾
曹 가운데 扈從을 담당하는 자는 동쪽으로 출발해 서쪽으로 귀환했다. 甲乙
의 番次가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東西 순행로를] 전부 다녀볼 수는 없었
다. 오로지 監察御史의 扈從은 몽골인[國人]·勳臣[世臣]·環衛者(금위병)처럼 
東西의 行程을 전부 지나면서 다 볼 수 있었다.289) 카안이 上京으로 행차할 
때 북쪽으로 향하는 수백 里―실제는 약 350km290)― 길을 百司의 모든 分
曹가 扈從했다.291) 다른 한편 柳貫의 한 詩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카안의 北廵에서 배제된 대부분의 漢官들은 그것을 扈從의 면제로 여겼고 
카안의 귀환을 “기뻐해 노래를 지으면서”292) 자위했다.

카안은 上都에 있더라도 제국 행정과 소식에 둔감하지 않았다. 析津志
에 따르면, 14세기 중엽에 카안이 상도로 순행했을 때 일상 전례[常典]가 大
都[京]로 왔다가 다시 驛을 달려 上京으로 “날듯이” 보고되었다. 하영지에 

286) 道園學古錄13 ｢碑銘｣ 上都留守賀惠愍公忠廟碑, p.103上下; 道園學古錄13 ｢碑銘｣ 
賀丞相神道碑, pp.103下~105上.

287) 近光集3([元])周伯琦 撰, 欽定四庫全書) ｢扈從集·前序｣, “每歲扈從, 皆國族·大臣, 及環
衛有執事者. 若文臣, 仕至白首, 或終身不能至其地也, 實爲曠遇.”; 全元文1387 ｢周伯琦｣1 
扈從前集序[至正十二年], p.531.

288) 近光集3 ｢扈從集·前序｣, “大抵兩都相望, 不滿千里, 往來者有四道焉: 曰驛路, 曰東路
二, 曰西路. 東路二者, 一由黑谷, 一由古北口. 古北口路東道御史按行處也. 予往年職館閣, 
雖屢分署上京, 但由驛路而己, 黑谷輦路未之前行也. 因忝法曹, 肅清轂下, 遂得乗驛, 行所未
行, 見所未見.”; 全元文1387 ｢周伯琦｣1 扈從前集序[至正十二年], p.531.

289) 近光集3 ｢扈從集·後序｣(全元文1387 ｢周伯琦｣1 扈從集後序[至正十二年], p.534), “國
制, 凡官署之幕職掾曹當扈從者, 東西出還, 甲乙番次, 多不能兼, 惟監察御史扈從, 與國人·
世臣·環衛者同, 東西之行, 得兼歷而悉覽焉.”

290) Shane McCausland(2014), p.24. 이마이 히데노리 등은 兩都의 거리를 약 300km로 계
산한다(今井秀周(2006), p.6; Timothy Brook, Mr. Selden’s Map of China: Decoding 
the Secrets of a Vanished Cartographer (New York: Bloomsbury Press, 2013), 
p.147). 메이(May)는 그것을 약 200km로 산정했다(Timothy May(2012), p.60). 

291) 滋溪文稿28 ｢題跋｣ 跋胡編修上京紀行詩後, p.470, “今國家混一海宇, 定都於燕, 而上
京在北又數百里, 鑾輿歲往淸暑, 百司皆分曹從行.”

292) 柳貫詩文集5([元]柳貫, 柳遵傑 點校,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4) ｢律詩(七言)｣, p.87, 
“八月二日, 大駕北廵, 将校獵於散不剌, 詔免漢官扈從, 南旋有期, 喜而成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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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住夏]하는 宰臣들은 灤都에서 많은 녹미[稟]를 받았다. 兩京 使臣의 왕
래는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오가는 소리와 행적이 틈이 없을 지경이었다.293) 

더욱이 카안들은 대개 城壁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
는 경향을 보였다.294)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쿠빌라이 카안은 1년에 석 달
(12~2월) 동안 大都에 머물면서 제일 커다란 궁전(즉 大明殿)에서 3일간만 
머물렀다. 그 사흘 동안 대군주는 거대한 연회를 열었다.295) 곧 쿠빌라이 카
안은 大都城 안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이러한 성향은 후대 군주들에게 계
승되었다.296) 그들은 大都 부근의 草地에 설치된 오르두(行宮)에서 지냈
다.297) 이에 한 연구는 大都를 漢地 통치를 위한 방편으로 간주한다.298) 

물론 上都의 실제적 위상이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元代 후기에 일부 
카안들은 上都와 그 주변에서 以前보다 짧은 시간을 보냈다. 이는 上都 巡
幸이 형해화한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299) 다만 1368년 閏칠월 이십팔일
(9.10)에 토곤 테무르 카안이 大明軍을 피해 北으로 달아나게 되었을 때300) 
카안과 몽골 朝廷은 그것을 上都로 떠나는 “巡幸”으로 여겼다.301)

293) 析津志輯佚([元]熊夢祥,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3) ｢歲紀｣, p.218, “常典, 至京又復
馳驛上京飛報, 住夏宰臣多取稟於灤都. 兩京使臣交馳不絕, 聲跡無間.” 

294) 유목군주는 首都를 건설하더라도 통상 城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郊外에서 천막생활을 
했다(杉山正明(2004), p.144).

295) Marco Polo,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p.207, 229, 234~235;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235, 262, 267. 

296) 杉山正明(2004), p.145. 카안이 城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上都에서도 똑같았다.
297) 김장구, ｢쿠빌라이칸 政權과 몽골帝國의 발전｣, 동국사학41, 2005, p.77. 한편 上都는 

부분적으로는 大都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쪽의 수도(Upper Capital)”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한편, “主都(Main Imperial Residence 또는 Main Capital)”로 이해하는 해설도 
있다(Paul Pelliot, Notes on Marco Polo(Ⅰ) (Paris: Imprimerie Nationale Librairie 
Adrien-Maisonneuve, 1959), p.256).

298) 한편 上都는 부분적으로는 大都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쪽의 수도(Upper 
Capital)”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한편, “主都(Main Imperial Residence 또는 Main 
Capital)”로 이해하는 해설도 있다(Paul Pelliot, Notes on Marco Polo(Ⅰ) (Paris: 
Imprimerie Nationale Librairie Adrien-Maisonneuve, 1959), p.256).

299) 김호동(2002), p.16. 다른 한편 兩都 巡幸의 변질은 황실·중앙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한 
카안位 다툼과 政爭의 영향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元代 중·후기의 政爭에 대해서는 다
음 논문을 참조. Hsiao Ch’i-ch’ing, “Mid Yüan Politics,”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6(1994), pp.524~549.

300) 元史47 ｢順帝本紀｣10 至正二十八年閏月丙寅條, p.986, “丙寅, 帝御淸寧殿, 集三宮后
妃․皇太子․皇太子妃, 同議避兵北行. (중략) 至夜半, 開健德門北奔.”; 皇明北虜考([明]鄭曉, 
北平: 文殿閣書莊印行), p.15, “洪武元年八月, 克元都, 元主遁出塞.” 

301) 北巡私記([元]劉佶, 北平: 文殿閣書莊印行), p.1, “至正二十八年閏七月二十八日, 惠宗
皇帝御清寧殿, 召見羣臣, 諭以巡幸上都. 皆屏息無一言. (중략) 是夜漏三下, 車駕出建德門, 
率三宮后妃·皇太子·皇太子妃幸上都.” 1368년에 토곤 테무르 카안이 몽골리아로 달아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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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라 마우로 세계지도의 
上都·大都·카라코룸 일대

(Piero Falchetta, Fra Mauro’s World Map with a 
Commentary and Translations of the Inscriptions 

(Belgium: Brepols, 2006)의 부록 地圖)

上都는 1368년 팔월 십오일(9.27)에 紅
巾賊의 방화로 일부 民家를 제외하고 宮
殿·官署가 모두 소실되었다.302) 하지만 
上都는 그 후에도 동·서방의 몇몇 지도 
위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上都는 
1450년경에 베네치아에서 제작된 프라 
마우로(?-1464)의 세계지도(Fra Mauro’s 
World Map)의 서남쪽 끝자락에 Xandu
와 Sandu의 두 명칭으로 쓰여 있고 서
로 가까운 거리에 각각 황금색 지붕의 궁
전이 있는 소형 도시로 묘사돼 있다(그림 
1-3). 그 서북쪽에 캄발룩(Chambalech: 
곧 大都)은 上都보다 더 큰 황금색 지붕
의 궁전들로 구성돼 있다. 캄발룩 바로 
앞에는 대형 텐트 세 棟이 서 있고 그 뒤
쪽으로 텐트 지붕 6개가 보인다. 세 대형 

텐트의 지붕과 벽면은 중앙의 것이 청색, 왼쪽이 홍색, 오른쪽이 청회색을 
띠고 있다. 이들 천막의 기둥은 모두 황금색으로 돼 있다.303) 선행연구는 그
것들을 쿠빌라이 카안의 사냥을 위한 텐트로 설명한다.304) 그런데 이들 텐트
群에 딸린 설명은 “여기서 皇帝가 유쾌한 사냥을 하며 여름을 보낸다”고 적
고 있다.305) 지도상의 위치와 용도, 계절을 고려할 때 캄발룩 앞의 대형 텐
트들은 大都 서남쪽의 사냥터 柳林(Caccia modun)306) 또는 上都에 설치된 
오르두를 형상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1599년에 편찬된 ｢二十八宿分野皇明各省地輿總圖｣에 上都가 “金元上都”

카안은 淮王 帖木兒不花(테무르 부카)를 監國으로 임명하고 和尙에게 그를 보좌하도록 명
령했다. 그러나 大都가 함락되면서 달아난 그들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말았다(元史117 ｢
列傳｣4 和尙, p.2912, “[至正]二十八年, 順帝將北奔, 詔淮王帖木兒不花監國, 而以和尙佐
之, 及京城將破, 卽先遁, 不知所之.”).

302) 北巡私記, p.3, “[至正二十八年八月]十五日, 車駕至上都. 上都經紅賊焚掠, 公私埽地, 
宮殿官署皆焚毀, 民居間有存者”; 陳高華·史衛民(2010), pp.279~280.

303) Piero Falchetta, Fra Mauro’s World Map with a Commentary and Translations 
of the Inscriptions (Belgium: Brepols, 2006), pp.604~605, 676~677의 no.*2344/ 
*2716/*2720과 부록 地圖(축소판), CD-Rom.

304) 박현희, ｢프라 마우로 지도에 나오는 마르코 폴로의 중국 지리｣, 韓國古地圖硏究7-2, 
2015, p.68.

305) Piero Falchetta, Fra Mauro’s World Map, pp.604~605의 no.*2343.
306)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p.262~265, p.265의 각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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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칭으로 오늘날 天津 지역의 잘못된 위치에 물방울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307) 1654년에 셀덴(John Selden: 1584-1654)이 옥스퍼드대학의 보들
레이안 도서관(Bodleian Library)에 기증한 중국 지도(Mr. Selden’s Map 
of China)에도 “金阮上都”가 호리병박(gourd) 모양 안에 쓰여 있다(그림 
1-4).308) 이는 곧 上都가 14세기 후반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중
엽까지 그 명성을 간직했음을 뒷받침한다. 

※ Timothy Brook, Mr. Selden’s Map of 
China: Decoding the Secrets of a Vanished 
Cartographer(New York: Bloomsbury Press, 
2013)의 揷圖(Illustrations) no.1. The Selden 
map(Bodleian Library)의 부분 & no.13. The 
routes on the Selden map.

[그림 1-4] 셀덴의 중국 지도(Mr. Selden’s Map of China)(부분)

이상의 사실에서 大都 건설 이후 上都의 정치적 지위가 하락했다고 주장
하거나309) 大都 건설이 漢字 국호 “大元”의 선정(1271)과 함께 중국적 왕조
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310)은 다소 성급한 평가라 하
겠다. 그러한 견해는 上都 본연의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호도할 수 있다. 만

307) Timothy Brook, Mr. Selden’s Map of China, p.157과 揷圖(Illustrations) no.24.
308) Timothy Brook, Mr. Selden’s Map of China, p.147과 揷圖 no.1. The Selden map 

(Bodleian Library)의 부분 & no.13. The routes on the Selden map; 陳佳榮, ｢東西洋
航海圖》繪畫年代上限新證—《二十八宿分野皇明各省地輿全圖》可定“The Selden Map of 
China”(《東西洋航海圖》)繪畫年代的上限｣, 海交史研究, 2013(02), p.4, 6.

309) 石田干之助, 包國慶 譯, ｢關于元上都｣, 葉新民·齊木德道爾吉 編著, 元上都硏究文集,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 pp.2~3; 조영헌, ｢원·명·청 시대 首都 북경과 陪都의변
천｣, 歷史學報209, 2011, pp.67~72; 조원, ｢大元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 다루가
치의 掌印權과 職任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125, 2013, p.255. 

310) Shane McCausland(2014), p.2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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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上都가 기능하지 않을 경우—반대로 大都의 경우도 마찬가지— 카안울루
스, 나아가 帝國 전체의 정치·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부였던 兩都 체제의 시
공간의 조화로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셈이었다. 따라서 수도를 大都 일변도로 
강조하는 주장311)은 몽골제국의 시공간 질서의 실체를 간과한 결과다. 

여름 수도(夏營地) 上都는 쿠빌라이 카안이 탄생시킨 지리적 공간이었다. 
그것은 카안의 계절 순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동시에 대칸은 夏營地 上都에
서 매년 여름 음력 유월̇ ̇ ̇ ̇ ̇ ̇  이십사일에 “말 젖을 뿌리는” 제사를 거행하고312) 
여름 吉日̇ ̇ ̇ ̇ 에 지순宴을 개최했다.313) 몽골인들의 여름 선호는 자연스럽게 夏
營地를 몽골제국 정치·경제의 중요 장소로 부상시켰다. 夏營地의 樞要는 일
칸국에서 [카안 선출] 쿠릴타이가 사인(Ṣāyin)과 알라탁(Alātāgh: Ala Dağ
[알라산])과 우잔의 夏營地에서 열렸던 사실314)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요컨대 上都 쿠릴타이는 가깝게는 祭天·쿠림(qurim 會·宴會) 전통과 카안
의 계절 巡幸, 멀리는 유목 생활의 週期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은 겨울 수도
(冬營地) 大都의 朝會燕饗에 필적하거나 때로 그 이상의 화려함이 있는, 여
름의 몽골 草原 위에서 열린 쿠릴타이였다. 

3. 쿠릴타이 現場의 자리 배치와 儀衛

쿠릴타이의 개최 현장은 대칸의 大오르두의 안팎과 上都 大安閣,315) 大都 
大明殿 등이었다.316) 특히 夏營地 우르메게투나 上都의 시라 오르두(失剌斡
耳朶 Shīra Ōrdū: 황색의 宮帳)가 중시되었다. 카안의 둥근 게르[穹廬: 半
圓 지붕이 딸린 원형 텐트317)] 시라 오르두는 왜소하지 않았다.318) 1236년 

311) Shane McCausland(2014), p.23.
312) 元史77 ｢祭祀志｣6 國俗舊禮, p.1924, “每歲, 駕幸上都, 以六月二十四日祭祀, 謂之洒

馬妳子. 用馬一, 羯羊八, 綵段練絹各九匹, 以白羊毛纏若穗者九, 貂鼠皮三, 命蒙古巫覡及蒙
古·漢人秀才達官四員領其事, 再拜告天.” 

313) 箭內亘(1930b), pp.946~947, 951, 954.
314) Tomoko Masuya(2013), p.248.
315) 大安閣은 宋의 수도 汴京에 있던 熙春閣의 자재에 여타 재료를 더해 만든 宮殿이었다(

全元文831 ｢虞集｣18 題大安閣圖, p.289, “世祖皇帝在藩, 以開平爲分地, 卽爲城郭宮室, 
取故宋熙春閣材于汴, 稍損益之, 以爲此閣, 名曰｢大安｣. 旣登大寶, 以開平爲上都, 宮城之
內, 不作正衙, 此閣巋然遂爲前殿矣.”).

316) 元朝名臣事略12 ｢內翰王文忠公｣, p.243, “朝議未定, 凡遇稱賀, 臣庶無問貴賤, 皆集帳
殿前.”; 元史160 ｢列傳｣47 王磐, p.3753, “時宮闕未建, 朝儀未立, 凡遇稱賀, 臣庶雜至帳
殿前.”; 南村輟耕錄21 ｢宮闕制度｣, p.251, “大明殿, 乃登極·正旦·壽節·會朝之正衙也.” 上
都 大宴은 大安閣과 棕殿, 시라 오르두(失剌斡耳朶) 등에서 거행되었다(袁冀(2005), pp.11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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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319)에 宋의 사신 鄒伸之를 수행해 몽골리아에 온 徐霆이 草地에 세워진 
“金帳”(곧 시라 오르두)을 목격했다. 그것은 접이식 게르[燕京之製]가 아닌 
草地 大氈帳(접지 못하고 수레 위에 싣고 이동하는 대형 게르[草地之製])이
었다. 그것은 위아래를 모전으로 덮고 중간에 버드나무로 窗(곧 天窗)을 짜 
만들어 빛을 통과시킨 후 1000여 가닥의 줄[索]로 당겨 고정시킨 것이었다. 
문지방[閾]과 기둥[柱]을 모두 金으로 쌌기 때문에 “金帳”이라 불렀다. 그 수
용인원은 수백 명이었다. 徐霆은 당시 使節이 宋 皇帝(곧 理宗: 재위 1224-
64)의 使臣으로 몽골초원을 방문한 까닭에 대칸 우구데이가 金帳을 의도적
으로 설립해 壯觀을 과시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의 전후의 사절들―1233~34
년 江淮制置大使 史嵩之(1189-1257)의 사절 鄒伸之, 1235년의 大使 程芾, 
1236~37년의 奉使 周次說―은 시라 오르두가 세워진 것을 보지 못했다.320) 

다만 우구데이 카안에 앞서 시라 오르두의 原形이 존재했었다. 몽골비사

317) Peter Olbricht und Elisabeth Pinks, Meng-Ta Pei-Lu und Hei-Ta Shih-Lüeh: 
Chinesische Gesandtenberichte über die Früchen Mongolen 1221 und 1237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p.105의 각주 1.

318)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1, “夜宿氈房月滿衣, 晨餐乳粥椀
生肥. 憑君莫笑穹廬矮, 男是公侯女是妃.”;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5. 
게르(穹廬)는 소·말·낙타가 끄는 수레 위에 실려 이동할 수 있었고 몽골 군주는 거기에 앉
거나 누울 수 있었다. 이를 帳輿(몽골어 ger tergen[гэр тэргэн])라고 불렀다(Paehwan 
Seol, “Wood Consumption in Mongolia during the Mongol Empire and Its 
Environmental Impact,” edited by Ts. Tserendorj and N. Khishigt, Chinggis 
Khaan and Globalizatio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Чингис Хаан ба Да
яарчлал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devoted to the 850th 
Birthday Anniversary of Chinggis Khaan under the patronage of Ts. Elbegdorj, 
the President of Mongolia (Ulaanbaatar, 2014), p.339). 소형 게르는 소 1마리로도 충
분했지만 대형 게르는 크기에 따라 3~4마리 또는 그 이상이 끌었다(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8). 몽골 大車는 4000~5000斤을 적재하며 소와 나귀 십수 
마리가 끌었다(癸辛雜識續集上([宋]周密, 癸辛雜識, 北京: 中華書局, 1988) ｢北方大車
｣, p.157). 

319) 黑韃事略箋證(王國維, 蒙古史料四種校注, 淸華學校硏究院, 1926) ｢黑韃事略跋｣, 
p.1ab; 許全勝, ｢《西遊錄》與《黑韃事略》的版本及研究—兼論中日典籍交流及新見沈曾植箋注
本｣,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9(02), p.14; 宋史41 ｢理宗本紀｣1 端平元年十二月己卯
條/辛卯條, p.804, “十二月己卯, 大元遣王檝來. (중략) 辛卯, 遣鄒伸之·李復禮·喬仕安·劉溥
報謝, 各進二秩.” 王國維는 鄒伸之 일행이 몽골리아에 도착한 시기를 “丙申之夏”(1236년 
여름)로 설명한다. 그런데 그들이 황제의 使節 명령을 받은 때는 1235년 음력 십이월 이십
칠일(1235.1.17.)이었다. 使節의 출발시점과 도착시점 사이에 간격이 너무 길다.

320)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p.2~3, “霆至草地時, 立金帳. 想是以本朝皇帝親遣使臣來, 故
立之以示壯觀. 前綱鄒奉使至, 不曾立; 後綱程大使更後綱周奉使至, 皆不立. 其掣即是草地大
氈帳, 上下用氈爲衣, 中間用柳編爲窗眼透明, 用千餘索拽住, 閾與柱皆以金裹, 故名. 可容數
百人.”; 黑韃事略箋證(王國維), pp.5b~6a; Peter Olbricht und Elisabeth Pinks, 
Hei-Ta Shih-Lüeh, pp.104~105, pp.106~107의 각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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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케레이트 군주옹칸은 황금 장막(altan terme)을 소유했고 그것은 “金撒
帳”(golden tent of thin woollen cloth)으로 漢譯되었다.321) terme는 티베
트어 ther-ma에서 유래한 것으로 “얇은 모직물, 플라넬(flannel) 같은 직
물”을 가리킨다.322) 또 칭기스칸이 1224년에 부카 수지쿠(Būqā Sūjīqū)에서 
열린 집회와 대연회에서 “황금의 大帳(ōrdū-i buzurg-i zarīn)”을 세운 集
史의 기록이 있다.323)

시라 오르두는 우구데이 카안 이후 크기가 더욱 커져 카르피니가 본 구육 
카안의 천막은 2000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였다. 그것은 금판으로 덮인 기둥
으로 지탱되었고 금 못으로 박은 나무들보에 묶여 있었다. 내부의 천정과 측
면은 브로케이드로 돼 있었고 바깥은 다른 소재로 만들어졌다.324) 뭉케 카안
의 천막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도사 루브룩이 목도한 바 그 내부는 
금실로 짠 천으로 덮여 있었다.325) 1274~91년 무렵까지 카안울루스에 머물
렀던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카안의 帳殿에 1000명이 앉을 수 있다고 묘사
했다.326) 14세기에 柳貫은 詩 ｢觀失剌斡耳朶御宴回｣에서 카안의 시라 오르
두가 대단히 깊고 넓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경탄했다.327) 

카안의 오르두 안쪽은 [아마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면면이 자줏빛 담비
가죽[紫貂]으로 돼 있었고 거기에 허리 부근의 난간을 호랑이가죽[虎皮]으로 
빙 둘렀다. 大雪이 1尺가량 쌓여도 殿中에서는 바람의 힘을 알지 못할 정도

321)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84~185절, p.158/제187절, p.16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105~106, 108;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
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304~307, 312~313; Ш. Бира etc., Монголын Н
ууц Товчоо, pp.223~224, 226.

322)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664~665.
323) Rashīd/Rawshan, p.536; Rashīd/Thackston, p.260;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380.
324)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p.61~63;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p.146~148.
325)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177; 몽골제국 기행

(김호동 역주), p.286.
326)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265. 참고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재위 336-323BCE)의 조회용 텐트는 황금 기둥 50개가 떠받쳤고 긴 의자(혹은 침상) 100
개가 놓여 있었다. 결혼용·연회용 텐트 역시 긴 의자 100개가 들어가는 크기였다(Tony 
Spawforth, “The Court of Alexander the Great between Europe and Asia,” A.J.S. 
Spawforth, ed., The Court and Court Society in Ancient Monarchies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112~117).

327) 口北三廳志15 ｢藝文｣4 詩·七言律詩·觀失剌斡耳朶御宴回(元 柳貫), p.10a(269下), “車
駕駐蹕, 卽賜近臣灑馬妳子. 御筵設氊殿失剌斡耳朶深廣, 可容數千人. 上京五月芍藥始花.”; 
元詩選(初集·丁集) 柳待制貫·待制集·觀失剌斡耳朶御宴回, p.1154; 柳貫詩文集5 ｢律詩
(七言)｣ 觀失剌斡耳朶御宴回,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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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뜻하고 방풍이 잘되었다.328) 시라 오르두의 게르[毳幕] 안은 天窗(몽골
어 toono)을 통해 하늘로 이어졌고 바닥에 채색무늬 카펫[彩繩]이 깔려 있었
다.329) 키타이인들(북중국인)이 제작한 구육 카안의 한 천막 안에는 높은 단
이 하나 설치돼 있었고 그 위에 황제의 왕좌가 놓였다. 상아로 만든 옥좌는 
멋진 조각과 함께 그 표면이 금·보석·진주로 장식돼 있었다.330)

1269년(이슬람력 667)에 바락과 카이두·킵착(Qipchaq)·뭉케 테무르(재위 
1266-80)의 대리인(베르케 체르) 사이에 ‘탈라스(Talas) 會盟’이 성사되기 
직전에 평화 협상을 위해 킵착 오굴이 바락에게 사절로 왔을 때 바락은 “자
신의 宮帳(bārgāh: 군주의 텐트)을 웅장하게 장식하고(‘azamat bīyārāstand) 
무장 병사들을 문지방(dargāh) 앞에 정렬시켰다.” 그해 봄 모든 諸王들이 
탈라스와 켄작 초원에 모였고 1주일의 연회(ṭōī) 후 여드레 날 협의
(kingāch)와 쿠릴타이(qūrīltāī)의 시간을 보냈다.331) 이 일화로부터 쿠릴타
이에 앞서 군주의 게르가 평소보다 더욱 특별히 장식되고 케식·병사에 의해 
호위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페르시아어 bārgāh(بارگاه)는 “군주들과 술탄들의 텐트(khaima-i pādshāhān 
wa salāṭīn)”를 뜻한다.332) 集史는 군주(카안·칸·술탄)의 텐트를 bārgāh로 
적고 있다.333) 예컨대 칭기스칸은 1220년에 호레즘의 오트라르(Otrar: 현 
카자흐스탄 남부 Otrar 유적) 市에 도착해 자신의 텐트(bārgāh)를 쳤다.334) 

長春眞人이 1221년 사월 오일(4.28)에 塔里寒(Taliqan: 아프가니스탄 동
북부 쿤두즈 동쪽)에서 칭기스칸을 알현했을 때 칸은 眞人 일행의 천막 2개
를 자신의 “御幄” 동쪽에 설치시켰다.335) 1295년 5월 23일(이슬람력 694년 
라잡월 칠일)에 가잔칸과 바이두(Baidu) 사이에 평화 협정이 논의될 때 양측
의 아미르들이 “[군주의] 텐트(bārgāh) 하나를 중앙(miyāna)에 세우기”로 
합의한 사실336)에서 그 천막이 오르두의 중앙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328) 元詩選(初集·辛集) 可閑老人張昱·廬陵集, 輦下曲一百二首, p.2070, “壁衣面面紫貂爲, 
更繞腰闌挂虎皮. 大雪外頭深一尺, 殿中風力豈曾知.”; 袁冀(2005), p.118.

329) 元詩選(初集·丁集) 柳待制貫·待制集·觀失剌斡耳朶御宴回, p.1154, “毳幕承空柱繡楣, 彩
繩亙地掣文霓.”; 袁冀(2005), p.118.

330)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4;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50.
331) Rashīd/Rawshan, pp.1067~1068; Rashīd/Thackston, p.521.
332) Parsi Wiki Open Dictionary의 “bārgāh(بارگاه). 
333) Rashīd/Rawshan, p.432, 488, 549, 636, 884, 1067, 1206, 1248, 1304, 1352. 쌕스

턴(Wheeler M. Thackston)은 bārgāh를 “court tent”(궁중 천막)로 번역한다(Rashīd/ 
Thackston, p.312). 

334) Rashīd/Rawshan, p.488; Rashīd/Thackston, p.241.
335) 長春眞人西遊記([元]李志常 著, 黨寶海 譯注, 石家庄: 河北人民出版社, 2001), “時四月

五日也. 館舍定, 即入見 (중략) 上嘉其誠實, 設二帳於御幄之東以居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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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가잔칸의 황금 천막
(khargāhī-i zarīn)

(Rašīd al-Dīn Fazl-ullāh Hamadānī, Ğāmi‛ al-tavārīḫ, 
[c.1430-1434](manuscrit)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Supplément Persan 1113), p.f489-239r)

1251년 봄 혹은 여름에 열린 뭉케 카안의 즉위 연회(ṭoi)는 그 다음 날에 
특별한 텐트에서 거행되었다. 그것은 사힙 얄라바치(?-1254)가 준비한 천막
(khaima)으로 나시즈(nasīj 금실로 짠 비단) 직물과 금실로 짜고 형형색색으
로 치장한 [군주의] 텐트(bārgāh)였다.337)

1264년 봄에 알말릭(현 新疆 霍城 서북)에서 아릭 부케가 환락을 즐긴 군
주용 천막(khaima-i bārgāh)은 말뚝 1000개로 고정시킨 것338)으로 규모가 
컸다. 일칸국 가잔칸의 夏營地 우잔의 大오르두(ōrdū-i mu‘aẓẓam)339)에는 
쿠릴타이를 위한 대형텐트(bārgāh-i buzurg)가 설치돼 있었다.340) 가잔칸은 

名匠들에게 황금 천막(khargāhī-i zarīn) 
하나와 황금 寶座(takhtī-i zarīn) 하나를 
만들도록 명령했다. 이 텐트는 타브리즈에
서 3년 동안 제작되었고 1302년 7월(이슬
람력 701년 둘 카다월 하순)에 완성된 후 
우잔으로 이송되었다. 황금 천막은 칸의 
명령으로 황금의 오르두(ōrdū-i zarīn: 
즉, 시라 오르두)의 庭園 중앙에 놓였고 
그것은 군주의 텐트(bārgāh)와 덮개들
(sāyabān-hā)과 함께 특별한 것이었다. 
카펫·천막 관리자들(farrāshān)과 기술자
들이 한 달 만에 그것을 세우고 황금 寶座
를 보석들과 루비들로 만들었다.341) 集史
(파리 寫本)에는 가잔칸과 그의 황금 천
막(그림 1-5)이 묘사돼 있다. 

集史(파리 寫本)에 大오르두에서 열렸
던 우구데이 카안의 즉위 쿠릴타이의 한 장면(그림 1-6)이 그려져 있다. 그
림에 묘사돼 있지 않지만 세계정복자史에 따르면 카안의 쿠릴타이에 카툰

336) Rashīd/Rawshan, p.1248; Rashīd/Thackston, p.615.
337) Rashīd/Rawshan, p.830;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318~319.
338) Rashīd/Rawshan, p.884; Rashīd/Thackston, p.43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88.
339) Rashīd/Rawshan, p.4; Rashīd/Thackston, p.4 부족지(김호동 역주), p.50.
340) Rashīd/Rawshan, p.1352; Rashīd/Thackston, p.674. 
341) Rašīd al-Dīn Fazl-ullāh Hamadānī, Ğāmi‛ al-tavārīḫ(파리 寫本), p.f488-238v; 

Rashīd/Rawshan, pp.1303~1304; Rashīd/Thackston, pp.651~652. 大오르두가 설치된 
우잔의 草地는 강들과 샘물들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와 별도로 그곳에 커다란 연못들과 웅
덩이들이 만들어졌다. 오르두의 정원에는 작은 궁전들·탑들·목욕탕·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그 중앙에 황금 텐트가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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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우구데이 카안 卽位圖
(Rašīd al-Dīn Fazl-ullāh Hamadānī, Ğāmi‛ 

al-tavārīḫ, [c.1430-1434](manuscrit)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Supplément Persan 1113), p.f278-133r)

들도 그의 왼편(곧 동쪽)에 동석했다.342) 
카툰들은 얼굴에 새하얀 화장을 하고 머
리에 채색한 나무[畫木]와 紅絹·金帛으로 
만든 冠帽 복탁(boqtaq)을 쓰고 앉았
다.343) 이는 칭기스칸 이래 변함없는 현
상(그림 1-1)이었고 集史의 여타 삽화
―예컨대 [그림 1](서론)과 [그림 1-7]―에
도 잘 표현돼 있다.344) 황실 여성들의 쿠
릴타이 同參은 몽골의 전통이자 常事였
다.345) 

시라 오르두와 大安閣·大明殿에서 열린 
쿠릴타이에서 참석자들의 자리 배치는 大
明殿의 사례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大都의 大明殿은 登極·正旦·壽節·會
朝를 위한 正衙였다.346) 그 正殿은 푸른 
돌로 만든 꽃무늬 주춧돌과 白玉石의 원
형 주춧돌에 무늬 벽돌이 바닥에 깔려 있
었다. 그 위에 이중으로 깔개를 덮었고 

丹楹은 금으로 꾸민 龍이 둘둘 말려 있었다. 사면에 붉은색 작은 창이 나 
있고 藻井(중앙 상단 천정)에 금 그림[金繪]이 그려져 있었고 옥돌[燕石]로 
장식돼 있었다. 이중계단[重陛]에 붉은 난간이 설치돼 있었고 金銅으로 도금
한 飛雕(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위에 올라 있었다. 그 중앙에 七寶雲龍御
榻347)이 자리 잡았고 흰색 덮개와 함께 금으로 짠 요[褥]가 놓여 있었다. 똑

342) Juvaini/Qazvini, p.236; Juvaini/Boyle, p.188.
343)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4, “婦頂故姑.【霆見故姑之制, 用畫木爲骨, 包以紅絹金帛, 頂

之上用四·五尺長柳枝或銀打成枝, 包以靑氈. 其向上人, 則用我朝翠花或五采帛飾之, 令其飛
動. 以下人則用野雞毛. 婦女美色, 用狼糞塗面.】”; 元詩選(初集·丙集) 袁學士桷·淸容居士
集, 送王繼學修撰馬伯庸應奉分院上都二首, p.629, “玉京高處雪流脂, 連插雞翹綠鬢垂.”

344) Rašīd al-Dīn Fazl-ullāh Hamadānī, Ğāmi‛ al-tavārīḫ, [c.1430-1434](manuscrit)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Supplément 
Persan 1113), p.f278-133r.

345) 胡務(1990), pp.121~122; Florence Hodous(2012/2013), p.89. 몽골 연회와 달리, 그리스 
연회의 공식적 식사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로이 스트롱(2005), p.28). 

346) 大明殿에서 첫 쿠릴타이는 1273년 팔월 이십칠일(10.9)의 大明殿 落成式이었고 그 이튿
날의 쿠빌라이 카안의 생일 朝會가 연달아 열렸다(빈왕록(진성규 옮김), p.90, 97; 陳得
芝(2008), pp.66~67).

347) 元代 太廟 祏室 앞에는 “大榻金椅”가 봉안돼 있었다. 이것은 카안이 생전에 앉던 七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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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뭉케 카안과 그의 카툰·아들들
(Rašīd al-Dīn Fazl-ullāh Hamadānī, Ğāmi‛ al-tavārīḫ, 

[c.1430-1434](manuscrit)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Supplément Persan 1113), p.f350-169v)

같이 황후의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諸王·百
寮·케식관(怯薛官)이 연회에서 牀에 앉아 
“左右”로 겹겹이 도열했다.348) 興聖殿 正殿
에도 중앙에 병풍[屏]과 御榻[榻]이 설치된 
가운데 연회를 열 때 諸王·百寮·宿衛官이 牀
에 앉아 “左右”로 첩첩이 도열했다.349) 

몽골 궁정에는 御榻 외에 交牀(접이의
자)350)이라는 특별한 의자(그림 1-7)가 있었
다. 華夷譯語에는 “交床(散札里 sanǰali)”
으로 출현한다.351) 交牀은 sanǰali―페르시
아어의 ṣandalī, 터키어 sandalye, 몽골어 
sandal(сандал)―를 지칭하는 것이었다.352) 
그것은 궁궐은 물론 초원과 전투 현장에
서353) 편리하게 애용되었고 때로 賞으로 하
사되었다.354) 14세기 초에 이란에서 제작된 

雲龍御榻의 상징물이자 모사품이었다. 金椅는 몽골인의 금제품 숭상을 체현한 것이었다(高
榮盛, ｢元代祭禮三題｣, 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版), 2000(06), p.74; 元史
74 ｢祭祀志｣3 宗廟上·至元十二年五月條, p.1833).

348) 南村輟耕錄21 ｢宮闕制度｣, p.251, “大明殿, 乃登極·正旦·壽節·會朝之正衙也. (중략) 青
石花礎, 白玉石圓磶·文石甃地. 上藉重茵, 丹楹金飾龍繞其上, 四面朱瑣窗, 藻井間金繪, 飾
燕石, 重陛朱闌, 塗金銅飛雕冒. 中設七寶雲龍御榻, 白蓋金縷褥, 幷設后位, 諸王百寮怯薛官
侍宴坐牀, 重列左右.” 

349) 南村輟耕錄21 ｢宮闕制度｣, p.254, “興聖殿 (중략) 正殿四面朱懸瑣窗, 文石甃地, 藉以
毳裀, 中設屏榻, 張白蓋簾帷, 皆綿繡爲之. 諸王百寮宿衛官侍宴坐牀, 重列左右.”

350) 交牀은 胡床의 별칭으로 접이식 등받이 의자를 일컫는다(漢語大詞典(전자판) “交牀”). 
다만 [그림 1-7]의 交牀에는 등받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351) 《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 編) ｢器用門｣, pp.28~29.
352) Temur Temule, “Marginalia to the Zhi-zheng Tiao-ge,” The Tradition of 

Genghis’s Mongols Law and Mongolian Law in 1345(Zhì-zhèng-tiáo-gé),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850th Anniversary of Genghis Khaan, under the 
auspices of Mongolian Prime Minister Batbold Sukhbaatar(Ulaanbaatar University, 
2012.5.24.~26.), p.135.

353) 元史125 ｢列傳｣12 鐵哥, p.3076, “[至元]二十四年, 從征乃顔, 至撒兒都之地, 叛王塔不
台率兵奄至. 鐵哥奏曰: ｢昔李廣一將耳, 尙能以疑退敵, 況陛下萬乘之威乎. 今彼衆我寡, 不
得地利, 當設疑以退之.｣ 於是帝張曲蓋, 據胡床, 鐵哥從容進酒. 塔不台按兵覘伺, 懼有伏, 
遂引去. 帝以金章宗玉帶賜之.” 1356년에 大明 군사가 集慶(현 강소 南京)을 함락하던 당시 
홀로 분전하던 福壽도 鳳凰臺 아래에서 胡牀에 의지해 左右 군사를 지휘했다(元史144 ｢
列傳｣31 福壽, p.3442, “[至正]十六年三月, 大明兵圍集慶, 福壽數督兵出戰, 盡閉諸城門, 
獨開東門以通出入, 而城中勢不復能支, 城遂破. 百司皆奔潰, 福壽乃獨據胡牀坐鳳凰臺下, 指
麾左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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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ez Albums(베를린 국립도서관 소장)에 수록된 삽화(【별첨】 [그림 3] 
“황족의 행렬”) 안에 騎士를 태우지 않은 말 한 마리가 접이식 의자 하나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355) 이 삽화로부터 몽골 諸王 등이 이동 중에 交牀
(sanǰali)을 휴대했음을 알 수 있다.

1332년에 툭 테무르 카안은 交牀(sanǰali)에 앉을 자격을 명시했다. 諸王·
駙馬·勳舊大臣·宰輔를 비롯해 中書省·樞密院·御史臺 2品 이상 관원, 그 나머
지 衙門官員 가운데 1品인 자만이 交牀(sanǰali)에 앉도록 규정하고 나머지 
官屬들은 감히 交牀에 앉지 못했다. 다만 朝賀 日期에 百官으로서 公服을 
입으면서도 班次에 들지 못해 闕門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 체례를 적용하지 
않았다.356) 곧 交牀[繩床 sanǰali]에 앉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었다. 元史에
서 동일 사안을 설명하면서 “繩床”이라고 명명한 점에서357) 交牀은 줄을 이
용해 제작된 繩床이었다. 1233~34년에 우구데이 카안이 앉은 “胡床”은 “禪
寺의 講座와 같은” 交椅(접이식 등받이 의자)358)였으며 金으로 장식돼 있었
다. 그의 곁에 后妃 등이 등급과 차례에 따라 앉았다.359) 

交牀(sanǰali)은 고고유물로도 증명된다. 몽골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貴人 
石像(그림 1-8)은 술잔(goblet)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石像의 의자는 접이식 交牀이다. 1992년에 上都 古城 서북쪽에 羊群廟 祭
祀遺址(현 내몽골 시린골盟 正藍旗 羊群廟 奎樹沟村 북쪽) 4基 가운데 1~3
號 遺址에서 石雕像이 각기 하나씩 발굴되었다. 세 石雕像에도 동일한 양식

354) 元史135 ｢列傳｣22 失剌拔都兒, p.3284, “乃顔平, 帝賞以金腰帶及銀交牀等.”
355) James C. Y. Watt, “A Note on Artistic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Linda 

Komaroff and Stefano Carboni, eds., The Legacy of Genghis Khan: Courtly Art 
and Culture in Western Asia, 1256-1353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p.69의 Fig.68/p.250의 cat. no.23(14세기 초 이란의 the Diez Albums(소장
처: Staatsbibliothek zu Berlin―Preussischer Kulturbesitz, Orientabteilung)의 삽화 
“황족의 행렬(A Royal Procession)”(Diez A fol.71, S.50)

356) 至正條格1(韓國學中央硏究院 編, 서울: 휴머니스트, 2007)(校註本) ｢斷例｣ 衛禁·肅嚴宮
禁, pp.169~170, “至順三年十月十三日, 中書省奏: ｢火你赤·達魯花赤於內府提交牀坐的上
頭, 監察每言着呵, 敎省部裏定擬者.麽道, 有聖旨來. 部擬: 除諸王·駙馬·勳舊大臣·宰輔·
臺院一品官員外, 其餘官屬敢有似前坐交牀者, 擬決貳拾柒下, 標附過名. 若遇朝賀日期, 百官
具公服未入班次, 係在闕門之外者, 不拘此例.定擬了, 與文書有. 俺商量來, 中書省·樞密院·
御史臺二品以上官員坐交牀. 其餘衙門官員內, 到一品者, 許坐交牀. 別箇的, 依部家定擬來的
敎行呵, 怎生?｣奏呵, 奉聖旨: ｢那般者.｣”

357) 元史37 ｢寧宗本紀｣ 至順三年十月己酉條, p.812, “敕: ｢諸王·駙馬·勳舊大臣及中書省·樞
密院·御史臺秩正二品, 百司庶府秩至一品者, 闕門之內, 得施繩床以坐, 餘皆禁之.｣”

358) Peter Olbricht und Elisabeth Pinks, Hei-Ta Shih-Lüeh, p.108의 각주 19.
359)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p.2~3, “韃主所坐胡床如禪寺講座, 亦飾以金, 后妃等次第而坐, 

如構欄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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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숑흐타완 톨고이 貴人 石像’
(13~14세기, 대리석, 높이 160cm × 너비 70cm × 깊이 48cm, 
도르노드 아이막 할하골 솜 숑흐타완 톨고이 [Dornod aimgiin 

Khalkhgol Sum, Shonkh Tavan Tolgoi] 발견, 
몽골 국립박물관 소장, 2012년 11월 13일 필자 촬영)

의 의자가 조각돼 있다.360) 발굴보고는 
그것을 “등받이와 팔걸이가 연결된 반원
형 의자(靠背圈椅)”로 판별한다. 이들 圈
椅 또한 十字로 교차하는 다리가 있으
며361) 交牀으로 분류될 수 있다. 

楊允孚가 목격한 툭 테무르 카안의 黃
帕御牀(황금으로 감싼 御牀)은 “아찔할 
정도로” 높았다.362) 大都 流杯亭의 중앙
에 白石의 牀이 있고 주변에 小座가 여
러 개 흩어져 있었다. 돌에 뛰어오르는 
물짐승[水獸]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은 
黃金으로 칠해져 있었다.363) 우구데이가 
카안에 오를 때 앉은 寶座는 쿠션 네 개
로 구성된 옥좌(Throne of the Four 
Cushions)였다. 시리아 정교회 주교 바
르 헤브라에우스(Bar Hebraeus: 1226- 
86)는 그 쿠션이 세계의 네 구역(Four 

Quarters of the World)에 대한 카안의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이해했다.364) 
마르코 폴로에 따르면 대칸 쿠빌라이는 궁정 大燕饗과 慶典을 위해 正殿

에 탁자(table)를 상시 비치해 놓고 앉았다. 카안의 탁자는 옥좌(throne) 앞
에 놓였고 다른 것들보다 훨씬 높았다. 그는 북쪽에 앉았고 그의 얼굴이 남

360) 魏堅,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中國人民大學北方民族考古硏究所 元上都(下), 北
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8b의 彩版 271~298. 숑흐타완 톨고이 石人像과 달리, 羊群
廟 祭祀遺址의 石雕像 4基는 모두 머리 부분이 유실되었고 나머지 부분만 온전하다. 羊群
廟 石人像의 크기는 1號 祭祀遺址의 경우 잔존 부분이 높이 137cm × 너비 75cm × 깊이 
56cm다. 2~3號 石雕像의 크기도 거의 똑같다(魏堅,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中國人
民大學北方民族考古硏究所 元上都(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8a, p.693, 
697~698).

361) 魏堅(2008a), pp.692~699.
362)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3, “太平天子重文曹, 閣建奎章選

俊髦. 一自六龍天上去, 至今黃帕御牀高. 【昔文宗建奎章閣於大內, 年深灑掃, 睹御榻之巋然, 
感而賦此.】”

363) 元故宮遺錄([明]蕭洵, 《知不足齋叢書》本), “又少東有流杯亭, 中有白石牀如玉, 臨流小
座, 散列數多. 刻石爲水獸潛躍, 其旁塗以黃金.”; 元宮詞百章箋注, p.4 “流盃池”.

364) Ernest A. Wallis Budge, translated from the Syriac, The Chronography of 
Gregory Abû'l Faraj: The Son of Aaron, the Hebrew Physician Commonly Known 
as Bar Hebraeus Being the First Part of His Political History of the World, Vol.I 
(New Jersey: Gorgias Press, 2003),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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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태양을 향했다. 그의 첫째부인, 곧 제1 황후365)가 그 왼쪽에 앉고 오른
쪽에 약간 낮게 아들들이 앉았다. 손자들—나이에 따라—과 황실 일족은 머
리가 카안의 발에 올 정도의 위치에 앉았다. 다른 대신들(barons)은 위신·직
위·나이에 따라 차례로 더 낮은 탁자에 앉았다. 여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앉
았다. 카안의 아들들의 부인, 그의 손자와 친족의 부인들은 왼쪽에 약간 낮
은 자리에 앉았다. 대신과 기사들(knights: 케식)의 부인들이 그다음에 더 
낮게 앉았다. 참석자들은 군주의 지시에 의해 위신과 직위에 따라 자신이 앉
아야 할 자리를 알았다.366) 이 좌석 배열은 마르코 폴로에 앞서 루브룩이 뭉
케 카안의 카라코룸 궁정에서 목격한 쿠릴타이의 풍경367)과 거의 일치한다.

유럽인들의 관찰과 유사하면서 보다 상세한 쿠릴타이(특히 지순)의 자리 
배치는 高麗人의 紀行錄에서 발견된다. 마르코 폴로가 카안울루스에 도착하
기 1년여 전 1273년 삼월에 高麗의 書狀官 李承休(1224-1300)는 쿠빌라이 
카안의 皇后·皇太子 책봉에 대한 賀進使 일행과 함께 長朝殿(곧 大明殿368)) 
落成式(팔월 이십칠일: 10.9.)과, 그다음 날 카안의 聖節日(곧 天壽節: 팔월 
이십팔일) 쿠릴타이에 참석했다. 그는 낙성식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 幢幡·旌傘의 일체 儀仗이 창공에 펄럭이며 해를 가리고 사람의 눈
을 현혹시켰다. 諸大王·諸大官人으로부터 百寮에 이르기까지 여명에 
모였는데 朝衣에 장화를 신고 笏을 들고서̇ ̇ ̇ ̇ ̇ ̇ ̇ ̇ ̇ ̇ ̇ ̇ ̇  中庭에 구름처럼 모여 서 
있었다. (중략) 그 拜位는 黃丹으로 地面을 칠했고 龍鬚白席(띠 풀로 
만든 하얀 자리)을 깔아 바둑판 모양[方罫]을 이루어 拜位를 구별 짓고 
그 官號를 써놓았다. [閤門使가 우리를] 곧 인도해 자리에 세운 후 館
伴(곧 館伴使) 侯學士(곧 翰林學士 侯友賢: 고려 출신)와 姜宣使(즉 宣

365) 몽골 皇室에는 차등적 순서와 지위를 갖는 여러 명의 正后가 존재했다. 칭기스칸에게는 
500여 명의 부인(khātūn)과 후궁들(surrīyat)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1(부르테), 제2, 제
3, 제4 皇后(카툰)가 존숭되었다. 특히 제1 황후는 “예케 카툰”(大皇后)으로 불렸다. 역대 
大皇后들은 주로 몽골 옹기라트部 출신이었다(陳高華(2011), p.44). 한편 草木子에서 ‘元
朝’가 正后(제1황후)와 二宮皇后·三宮皇后의 兩宮을 포함하는 三宮制를 채택했다(草木子
3下 ｢雜制篇｣, p.63, “元朝正后皆用雍吉剌氏. (중략) 自正后之下, 復立兩宮, 其稱亦曰二宮
皇后·三宮皇后.”; 元宮詞百章箋注, pp.2~3)고 서술한 것처럼 카툰의 數는 카안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366) Marco Polo,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pp.217~218;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
록(김호동 역주), pp.249~250.

367)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p.210~211;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p.327~328; 陳得芝(2008), pp.67~68.

368) 陳得芝(2008), pp.60~62, 66; 森平雅彦, ｢賓王錄にみる至元10年の遣元高麗使｣, モン
ゴル覇權下の高麗: 帝國秩序と王國の對應,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p.382, p.397의 각
주 (66).



- 74 -

慰使 姜守衡: 고려 출신)에게 우리 [高麗의] 令殿(곧 세자 王諶. 후대
의 忠烈王)과 侯邸(곧 충렬왕의 이복동생 順安侯 王悰) 및 官屬을 班
列의 중심 아래쪽에 열 지어 세웠다. 그 나머지 諸國에서 朝覲 온 사
신들은 그들이 옷 입은 바에 따라 最後行의 끝에 세웠다. 얼마 후 [쿠
빌라이] 카안께서 便殿에서 나와 殿上에 올라 [차비(察必)] 카툰과 함
께 寶座에 앉아 朝賀를 받았다. (중략) 

[朝賀]禮가 끝난 후̇ ̇ ̇ ̇ ̇  [카안께서] ▦▦▦▦(戎服?)을 전달해 사여하자, 
諸侍臣이 戎服으로 갈아입고 殿으로 올랐으나 ̇ ̇ ̇ ̇ ̇ ̇ ̇ ̇ ̇ ̇ ̇ ̇ ̇ ̇ ̇ ̇ ̇ ̇ ̇ [카안께서] 우리 일행에̇ ̇ ̇ ̇ ̇

게는 갈아입지 말라고 勅命을 내렸다̇ ̇ ̇ ̇ ̇ ̇ ̇ ̇ ̇ ̇ ̇ ̇ ̇ ̇ ̇ . 참석자들은 位序에 따라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 좌석의 배정에는 位序가 있어 西偏 제1행에 皇太子(즉 
친킴 眞金)께서 앉고 한 자리[位] 떨어져 大王 6명이 배정되었으며 두 
자리 떨어져 우리 [高麗의] 令殿이 앉았다. 뒷줄[後行]에 大王 7명이 
앉고 두 자리 떨어져 우리 [高麗의] 侯邸가 앉았다. 뒷줄[後行]에 安董
(Hantūn) 丞相을 필두로 10여 명의 관원이 앉았고 두 자리 떨어져 우
리 일행의 宰臣이, 그다음에 諸官人 등이 자리했다. 後行의 허리 부분
[腰]에 우리 일행의 尙書·侍郞이 자리했고, 그 後行의 허리 부분[腰]에 
우리 일행의 參上·參外가 자리했다. 그 後後行行은 그 상세를 알지 못
했다. 맨 마지막 行의 끝에 諸國의 사신[使]과 보좌진[佐]을 앉혔다. 
東偏에는 諸宮의 公主 20여 명이 각기 侍女 2~3명을 거느리고 드문드
문 行을 지어 앉았다. 또 [정해진] 자리가 없는 자들, 예컨대 宣使·奉
御·秀才·令史들이 앞에 줄지어 섰는데도 殿 안에는 아주 넓게 남은 공
간이 있었다. 侯學士는 “이 [長朝]殿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
금 이번 侍宴에는 겨우 7000명뿐이라오”라고 말했다. (중략) 申初(오
후 3시)에 [朝會燕饗을] 파하자, 그 父老가 “兵亂 이래로 이 같은 禮
는 없었소.”라고 말했다. 카, 지금 [내가 그것을] 봤다니!369)

369) 動安居士集(한국고전종합DB), pp.422a~423a, “是謂▦▦▦▦萬壽山東, 新起大殿, 斯曰
長朝殿▦▦▦壯制極巧窮姸之致. (중략) 以是月二十有七日落之. 其幢幡旌傘一切儀仗, 飜空
蔽日, 眩奪人目. 自諸大王·諸大官人, 以至百寮, 犂明而會, 莫不朝衣穿執而雲委于中庭. (중
략) 其拜位則以黃丹畫地面, 龍鬚白席爲之方罫, 區以別位, 而書其官號. 旣引立已, 令館伴侯
學士·姜宣使引我令殿幷侯邸及官屬, 列立於班心之下. 其餘諸國來朝之使, 從其所服, 而俾立
於最後行尾. 俄而, 皇帝出自便殿, 就于殿上, 與皇后升寶座而受賀. (중략) 禮畢後▦▦▦▦傳
賜, 諸侍臣改以戎服上殿, 而勅我一行不改者. 其賜座位序, 則西偏第一行皇太子, 隔一位大王
六, 隔二位我令殿; 後行大王七, 隔二位我侯邸; 後行安董丞相爲首十許員, 隔二位我行宰臣, 
次諸官人等; 後行之腰, 我行尙書·侍郞; 後行之腰, 我行參上參外; 後後行行未得其詳. 最後
行末, 坐諸國使佐. 東偏則諸宮公主二十許, 各率侍女二三, 疏行而坐. 更無坐者, 其宣使·奉
御·秀才·令史輩, 列立於前, 而殿內恢恢乎有餘地矣. 侯學士曰: ｢此殿可容一萬人, 今此侍宴, 
僅七千人耳.｣ (중략) 申初而罷, 其父老云: ｢自兵亂已來, 未有是禮.｣ 噫今得覩.”; 賓王錄
(燕行錄全集1), pp.33~36; 빈왕록(진성규 옮김), pp.91~93; 陳得芝(2008), pp.66~67; 森
平雅彦(2013), pp.382~385. 빈왕록(진성규 옮김)에서 “安董”(곧 한툰) 丞相을 “安·董 승
상”의 2人으로 오역한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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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事林廣記 ｢皇元朝儀之圖｣
(新編纂圖增類羣書類要事林廣記(別集1)([宋]陳元靚 等編, 

續修四庫全書 1218·子部·類書類) ｢官制類｣ 皇元朝儀之圖, p.447)

大明殿 낙성식 쿠릴타이-지순의 朝儀 및 좌석 서열은 쿠빌라이 카안이 上都
에서 大都로 귀환한 후 廣寒殿에서 거행한 朝會와, 皇帝 天壽節의 賀禮와 
비교해 “大王·官人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을 뿐” 일체의 제도와 禮數가 
같았다.370) 큰 틀에서 보면 카안은 쿠릴타이 현장의 중앙 북편에 좌정했고 
그 왼쪽(동쪽)에 大카툰이 동석했다. 카안의 오른쪽(서쪽)에 남성들(아들·손
자·형제·駙馬·大臣·케식官·使臣)이, 왼쪽(동쪽)에 여성들(카툰들·딸·大臣 부인
들·侍女들)이 배석했다. 이 체제는 오르두나 궁궐 안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이었다. 大明殿이 中華의 궁전이었을지언정 大明殿에 카안과 카툰의 자
리가 나란히 배치된 것은 몽골 전통이었다.371) 카툰이 정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몽골 여성들의 능동적 행보를 대변한다. 

賓王錄 기록의 각별함
은 朝儀와 宴會를 구별하
는 동시에 연속적으로 설
명하며 쿠릴타이의 實像에 
접근할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 점에 있다. 朝儀에
서 拜位는 전체적으로 바
둑판 모양을 형성했다. 朝
儀의 체제와 자리 배치는 
事林廣記의 ｢皇元朝儀之
圖｣(그림 1-9)에 전형적으
로 도식화돼 있다. ｢皇元
朝儀之圖｣는 한 연구에 의
해 복원되었다.372) [그림 

370) 賓王錄(燕行錄全集1), p.30, “是月二十四日, 皇帝陛下自巡守開平府廻輦. 其明日, 御萬
壽山廣寒宮玉殿受賀. (중략) 禮畢, 宣許上殿賜宴. 其列坐差級, 雖大王·官人多少有異, 一如
下所敍長朝殿序坐.”;  賓王錄(燕行錄全集1), pp.37~38, “是月二十有八, 是皇帝聖節日也, 
又御長朝殿受賀. 其一切之制與夫禮數, 一如前日, 但大王·官人, 玆有多少.”; 빈왕록(진성
규 옮김), pp.84~85, 97, 132, 134.

371) 陳高華·史衛民(2010), p.47; Tomoko Masuya(2013), p.238. 大明殿 뒤편의 延春閣 동
쪽에 十一世皇后 오르두(斡魯朶)가 있었고 그것들은 텐트로 구성된 것이었다(Tomoko 
Masuya(2013), p.238).

372) 松田孝一, ｢『事林廣記』 「皇元朝儀之圖」解説｣, 三田憲司 13·14世紀東アジア諸言語史料
の總合的研究: 元朝史料學の構築のために(科研費課題番號 16320099) 平成16年度~平成18
年度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 硏究成果報告書), 2006(03), pp.35~62;  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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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의 復原圖는 선행연구를 준용하면서 일부 글자를 수정한 것이다. 

※ 新編纂圖增類羣書類要事林廣記(別集1)([宋]陳元靚 等編, 續修四庫全書 1218·子部·類書類) ｢官制類｣ 皇元朝儀之圖, p.4
47; 松田孝一, ｢『事林廣記』 「皇元朝儀之圖」解説｣, 三田憲司 13·14世紀東アジア諸言語史料の總合的研究: 元朝史料學の構
築のために(科研費課題番號 16320099) 平成16年度~平成18年度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 硏究成果報告書), 
2006(03), pp.38~39; 松田孝一, ｢事林廣記 ｢皇元朝儀之圖｣解說補遺｣, 13·14世紀東アジア史料通信9, 2009(01), pp.2~5. 
본 復原圖는 松田孝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부 글자를 수정한 것이다.

[그림 1-10] 事林廣記 ｢皇元朝儀之圖｣ 復原圖

｢皇元朝儀之圖｣는 大都 朝儀에서의 참석인원·배치·儀仗을 그린 것이다. 그
것은 몽골초원·일칸국의 쿠릴타이를 묘사한 集史의 揷圖들―예컨대 [그림 
1]―과 비교해 보다 정제된 형태로 朝儀의 자리 배치를 보여준다. ｢皇元朝儀
之圖｣는 일칸국의 集史 및 세계정복자史, 유럽인들의 견문록, 高麗의 
賓王錄에 비해 儀衛를 壯大하게 시각화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田孝一, ｢事林廣記 ｢皇元朝儀之圖｣解說補遺｣, 13·14世紀東アジア史料通信9, 2009(01), 
pp.1~8. 마츠다가 ｢皇元朝儀之圖｣의 복원에 이용한 결정적 자료는 일본 長崎縣立 對馬歷
史民俗資料館에 소장된 宗家文庫 事林廣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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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皇元朝儀之圖｣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集史의 삽화
는 물론, 루브룩과 마르코 폴로, 李承休의 관찰과 사뭇 다르다. 그것은 여타 
기록과 달리 카안·大카툰과 바로 그 주변 儀衛―諸王·카툰들·케식 등―를 전
하고 있지 않다. ｢皇元朝儀之圖｣는 중앙 상단의 漏刻을 중심으로 그 바깥의 
남쪽 영역을 상세하게 그린 반면, 카안과 大카툰이 좌정했을 중앙 최상단에 
길쭉한 장방형 공간―“日”字 모양의 臺座373)―과 그 주변을 空白으로 처리
했다. 이는 事林廣記의 撰者 남송 陳元靚이 殿內將軍 안쪽으로 儀衛 정보
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374)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皇元朝儀之圖｣의 儀
衛는 大明殿 朝儀를 구성하는 인원의 종류·數·임무·배치·기물 등 中華的 儀
仗을 상술한 元史에 보다 닮아 있다.375) 곧 ｢皇元朝儀之圖｣는 쿠릴타이에 
핵심적인 몽골의 요소를 생략·축소했으며 여타 史料들과 마찬가지로 그 全 
정황을 보여주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賓王錄에서 또 달리 눈여겨볼 점은 朝儀를 마친 후 諸侍臣이 戎服(곧 
ǰisün 宴服376))으로 갈아입고 殿에 올랐다는 서술이다. 朝儀에서 朝衣 차림
의 諸大王·諸大官人·百寮들에게 官位에 따른 拜位가 띠 풀로 만든 하얀 자
리로써 배정된 반면, 朝賀禮의 종료 곧 宴會의 시작과 동시에 그들은 지순 
宴服으로 갈아입었다. 이는 마치 中華의 옷(朝衣)을 벗어던진 후 몽골의 옷
(지순)으로 갈아입고 몽골 燕饗으로 뛰어든 듯한 인상을 준다. 李承休는 이
때 諸侍臣들이 殿上으로 올랐다고 기술했다. 元史 ｢禮樂志｣에 따르면 지
순宴에서는 통상 4品 이상의 관원만이 殿上에 오를 수 있었다.377) 1271년 
가을 팔월에 쿠빌라이 카안이 天壽節을 맞아 朝賀를 받았을 때에는 3品 이
상 관원만이 殿上에 올라 宴饗을 즐겼다.378) 따라서 大明殿 낙성 祝宴에서 
고려의 尙書(3품)·侍郞(4품)이 포함된 줄[行]까지 카안에 의해 승인된 3·4品 
이상의 官員들만이 殿上에 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카안이 고려 使臣團에 

373) 松田孝一(2006), p.41.
374) 일례로 上都에서 문서·회계업무를 수행한 掌記 王惲은 1261년 사월 이십일(5.20)에 열린 

內宴을 직접 볼 수 없었다(秋澗先生大全文集81 ｢中堂事記｣中 中統二年四月廿日辛亥, 
p.4a, “廿日辛亥, 內宴不克見.”; 中堂事記上(金元日記叢編本) 中統二年四月廿日辛亥, 
p.111).

375) ｢皇元朝儀之圖｣와 元史 ｢輿服志｣ 儀衛와 비교 연구는 松田孝一(2006), pp.35~61을 참
조. 양자의 儀衛 구성은 거의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다.

376) 森平雅彦(2013), p.384.
377) 元史67 ｢禮樂志｣1 元正受朝儀, p.1669, “禮畢, 大會諸王宗親·駙馬·大臣, 宴饗殿上 (중

략) 四品以上, 賜酒殿上.” 
378) 滋溪文稿22 ｢行狀｣ 故昭文館大學士中奉大夫知太史院侍儀事趙文昭公行狀, 

pp.366~367, “[至元]八年秋八月, 帝以生日爲天壽節, 諸侯羣臣咸朝, 公請行新禮. (중략) 三
品以上官宴饗殿上, 大作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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戎服(지순 宴服)으로 갈아입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그가 使臣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쿠릴타이의 국제성을 지향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연구는 “1271년의 朝儀가 漢制와 몽골 制度의 결합체였던 한편, 몽골 
조정이 中原 전통 禮儀 제도를 결코 중시하지 않았고 제국 全 시기에 걸쳐 
몽골 習俗의 강렬한 영향이 존속했다”고 평가했다.379) 그의 평가는 타당한 
점이 있다. 다만 그의 견해에는 中華 중심의 시각도 내포돼 있다. 쿠릴타이
에서 中華의 朝儀는 찰나적이었고 그 진정한 핵심은 몽골 고유의 정치 문화
였다. 朝會宴饗 및 朝儀에서 몽골 고유의 정치문화의 지속은 테무르 카안의 
즉위 쿠릴타이에서 확인된다. 테무르 카안은 형 카말라와 皇位 경쟁 끝에 
“上都에서 상서로운 시점에 [先祖들이] 행해 왔던 관례와 관습에 따라” 寶座
에 올랐다.380) 

쿠릴타이의 몽골적 색채는 宴會의 坐次―몽골어 sa’uri(撒兀里)381)―에서 
보다 뚜렷했다. 몽골인들에게 宴會―특히 지순宴―에서 좌석 배치는 朝儀의 
拜位와 달리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고 우대의 상징이었다.382) 李齊賢이 
1345년의 ｢陳情表｣에서 “[高麗王은] 坐次가 옹기라트의 다음이고 술자리 또
한 闍于也速̇ ̇ ̇ ̇ 에 참여했다”383)고 말하며 몽골 황실, 나아가 帝國 안에서 高麗
王의 높은 위상을 자긍했다. “闍于也速”은 필자의 管見으로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용어다. 그것은 toiyas/duiyasu로 전사될 수 있으며 페르시
아어 ṭōī(宴饗) 혹은 ṭōī-yosun(연향·관행)을 漢譯한 유일한 용례로 판단된
다. 토이의 참석 여부는 帝國의 성원에게 고귀한 특권이었다. 따라서 좌석 
서열은 그 주요한 지표였다. 당시 高麗王의 坐次가 누대로 예케 카툰(大皇
后)을 대다수 배출한 옹기라트部384)의 바로 다음이었다는 李齊賢의 주장에

379) 陳得芝(2008), pp.68~69.
380)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70.
381)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64/204~205절, p.41, 202~20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15, 136, 138, 776, 780~781; ≪元朝秘史≫モンゴル
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48~49, 394~395, 398~399. 몽골어 sa’uri는 
“座席·住居·宿所·근거지” 등을 뜻하며 撒兀里(몽골비사)·掃里(高麗史35, 站赤3)로 漢
譯되었다. 掃里(sa’uri)는 또한 “驛站 시설, 驛”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森平雅彦(2013), 
pp.83~87, 95.

382) 예컨대, 칭기스칸은 자신의 “네 駿馬”(dörben külü’üd)로 명명한 勇士들―보오르추, 무
칼리, 보로굴, 칠라운― 가운데 보오르추와 무칼리에 대해 萬人의 上席(bürin-ü de’ere 
sa’uri)에 앉히고 아홉 번까지 죄를 묻지 않는 특권을 내렸다(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
205절, p.20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138, 
780~781;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398~399).

383) 익재집(Ⅰ) 익재난고 제8권 表·陳情表·起居, p.241; 益齋亂藁8 ｢表｣ 陳情表·起居, 
p.73下, “坐得次於雄吉剌台, 飮亦參於闍于也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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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몽골 皇室 안에서 高麗王의 높은 입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273년 
팔월의 大明殿 쿠릴타이에서 여타 王國의 사신들이 맨 뒷줄에 배석한 상황
과 분별된다.

高麗王은 솔선 歸附한 이래로 몽골 황실의 坐次에서 諸侯王에 준하는 지
위를 누렸다.385) 高麗 國王·世子의 坐次는 “駙馬高麗國王”386)으로서 위상과 
함께 상승했다. 賓王錄에서 高麗 世子 王諶(곧 충렬왕)의 大都에서의 坐次
가 皇太子 친킴과 6大王387)의 다음으로 서열 8위, 이복동생 順安侯 王悰의 
坐次가 서열 16위로 매우 높았다. 당시(1273)는 王諶이 上都에서 쿠빌라이 
카안의 공주와 혼인한 1274년(음력 오월 십일일[6.16.] 혹은 이십일일)보다 
1년 앞선 해였다.388) 그러나 1269년에 고려에서 청혼이 있었고 1271년에 
카안이 자신의 딸과 고려 世子의 혼인을 허락한 상태였다. 따라서 그 무렵부
터 고려왕(당시 元宗)은 카안의 駙馬의 부친으로 인정되고 있었다.389) 

忠烈王과 公主(쿠틀룩 켈미시)는 1294년 여름 사월 십사일(5.10)에 上都에
서 열린 테무르 카안의 즉위식에 참석했다. 카안의 명령으로 忠烈王이 연회
에 참석했을 때 諸王·駙馬가 모두 모여 있었고 忠烈王은 제7위에 좌정했
다.390) 1300년 유월 팔일(6.25)에 카안은 上都 椶殿의 지순宴(只孫宴)에 忠
烈王의 참석을 허락하고 諸王·駙馬의 坐次에서 네 번째에 앉혔다. 지순宴의 
참석과 높은 坐次는 충렬왕을 향한 테무르 카안의 특별한 총애의 표현이었

384) 陳高華, 中國婦女通史(元代卷), 杭州: 杭州出版社, 2011, p.44.
385) 高麗史108 ｢列傳｣21 金之淑, p.372上, “忠烈朝累遷密直司事, 以判三司事如元, 賀聖

節. 交趾人先入陳庭實, 之淑奏曰: ｢我國雖小, 自太祖奮義之初, 首先臣服, 兄弟有盟, 甥舅
有親. 願先設幣陳賀.｣ 帝從之, 賜坐諸侯王列.”; 森平雅彦(2013), p.386.

386) 몽골 공주와 고려 國王의 通婚―당시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 켈미시(Qutlugh Kelmish)와 
세자 王諶, 곧 후대의 忠烈王―은 1274년에 시작되었고 1281년에 “駙馬高麗國王印”을 받
았다(김호동(2007), pp.109~111; 森平雅彦(2013), p.385).

387) 쿠빌라이 카안에게 아들은 12명 있었고 차비 카툰의 소생은 일찍 사망한 장자 도르지를 
비롯해 친킴, 망칼란, 노무간이었다(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360~368).

388) 元史8 ｢世祖本紀｣5 至元十一年二月壬申條, p.154, “車駕幸上都.”; 元史8 ｢世祖本紀
｣5 至元十一年五月丙申條, p.155, “丙申, 以皇女忽都魯揭里迷失下嫁高麗世子王愖.”; 高
麗史27 ｢世家｣27 元宗3·元宗十五年五月丙戌條, p.562上下, “丙戌, 世子諶尙帝女忽都魯揭
里迷失公主.”

389) 이개석(2013), pp.217~219; 김호동(2007), pp.102~109. 쿠빌라이 카안이 高麗王의 청혼
을 정식으로 수락한 때는 1271년 십일월이었다.

390) 高麗史31 ｢世家｣31 ｢忠烈王｣4 忠烈王二十年夏四月癸巳/甲午條, p.633下, “癸巳, 王
與公主, 如上都, 迎皇太子. 甲午, 皇太子卽皇帝位, 是爲成宗. 王與公主, 獻金盞·銀鏤葵花盞
各一副·金甁·金鏤·銀尊壺·湯甁·酒甁各一事·半鏤銀尊·胡甁各一事·銀盂八十一事·銀鍾十八事·
紫羅九匹·細苧八十六匹·豹皮十八領·水獺皮八十一領, 以充庭實. 表賀禮訖, 帝命王赴宴, 時
諸王·駙馬畢會, 王坐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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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1) 이는 몽골 皇室 駙馬로서 高麗王의 지위 변화를 보여준다.392) 또한 
坐次는 카안과의 親疏와 大王·官人의 多少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高麗 
國王·世子·使臣의 坐次는 보다 많은 몽골 諸王·駙馬가 참석했을 上都의 쿠릴
타이보다 大都에서 높아질 수 있었다. 

大明殿에서 쿠릴타이는 諸王·官員의 좌석 배열과 함께 다른 人員과 器物
이 동원되었다. 먼저 御榻 바로 남쪽에 漏刻이 자리했다.393) 그 옆에서 挈壺
郎 2명이 漏刻을 관리했다.394) 御榻 앞의 漏刻은 쿠빌라이 카안이 珍珠로 
장식한 七寶漏燈395)—곧 大明殿燈漏396)—을 일컬었다. 燈漏는 물을 담아 운
행되는 기계였고 작은 인형이 정각이 되면 牌를 들고 나왔다.397) 그것은 평
시 실용적 대형시계였지만 조회연향에서 시간의 주재자로서 카안의 위상을 

391) 高麗史31 ｢忠烈王｣4 忠烈王二十六年六月壬子條, pp.29b~30a, “六月壬子, 王至上都, 
謁帝于椶殿, 仍獻方物, 帝大設只孫宴. 只孫, 華言顔色, 赴會者, 衣冠皆一色. 帝命王侍宴, 
王於諸王·駙馬坐次第四, 寵眷殊異.”; 이개석(2013), p.28.

392) 이개석(2013), p.28; 森平雅彦(2013), pp.385~386.
393) 御榻 혹은 御座가 설치된 대표적인 곳은 大明殿, 太液池, 居庸關, 萬億庫(御座) 등이었

다(析津志輯佚 ｢歲紀｣, p.215; 同 ｢屬縣｣ 昌平縣·山川·居庸關, 252; ｢古蹟｣, p.113).
394) 元史80 ｢輿服志｣ 儀衛·殿上執事, p.1997, “挈壺郎二人, 掌直漏刻. 冠學士帽, 服紫羅窄

袖衫, 塗金束帶, 烏鞾. 漏刻直御榻南.”
395) 析津志輯佚 ｢歲紀｣ 正月一日, p.213, “宮中有世皇所穿珍珠垂結燈, 殿上有七寶漏燈. 

三宮燈夕, 自有常制, 非中外可詳.” 七寶漏燈은 郭守敬이 제작한 것이었다(陳高華·史衛民, 
元代大都上都, pp.44~45, 97~98).

396) 몽골 황궁에는 세 종류의 시각 측정기구가 있었다. 그것은 大明殿 燈漏와 圭表(해시계), 
兀速都兒剌不였다(元史48 ｢天文志｣1 大明殿燈漏, p.994, “燈漏之制, 高丈有七尺, 架以
金爲之. 其曲梁之上, 中設雲珠, 左日右月. 雲珠之下, 復懸一珠. 梁之兩端, 飾以龍首, 張吻
轉目, 可以審平水之緩急.”; 元史48 ｢天文志｣1 圭表, p.994, “圭表以石爲之, 長一百二十
八尺, 廣四尺五寸, 厚一尺四寸. 座高二尺六寸.”). 圭表는 大都 司天臺에 위치했고(元史1
0 ｢世祖本紀｣7 至元十六年二月癸未條, p.209, “太史令王恂等言; ｢建司天臺于大都, 儀象圭
表皆銅爲之, 宜增銅表高至四十尺, 則景長而眞. 又請上都·洛陽等五處分置儀表, 各選監候官.
｣從之.”), 兀速都兒剌不(اسطرالب[ostorlāb]: Astrolabe)은 1267년에 무슬림 자말 앗 딘(Jamā
l al-Dīn: 扎馬魯丁)이 제작한 휴대용 청동 시계였다(元史48 ｢天文志｣1 西域儀象, pp.99
8~999, “世祖至元四年, 扎馬魯丁造西域儀象: (중략) 兀速都兒剌不, 定漢言, 晝夜時刻之器. 
其制以銅如圓鏡而可掛, 面刻十二辰位·晝夜時刻, 上加銅條綴其中, 可以圓轉. 銅條兩端, 各
屈其首爲二竅以對望, 晝則視日影, 夜則窺星辰, 以定時刻, 以測休咎. 背嵌鏡片, 三面刻其圖
凡七, 以辨東西南北日影長短之不同·星辰向背之有異, 故各異其圖, 以畫天地之變焉.”). 한편 
몽골제국에서 圭表(해시계)는 大都·上都·洛陽 등 5곳에 설치돼 있었다. 특히 중국 하남성 
登封 告成鎭의 觀星臺(1279) 高表는 현존하는 가장 높은 圭表—중국 전통 圭表(8尺)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40尺 높이—였고 이슬람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Nancy S. Stein
hardt, “Eurasian Impacts on the Yuan Observatory in Haocheng,” Eurasian Influ
ences on Yuan China, ed. Morris Rossabi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
n Studies, 2013), pp.104~111). Steinhardt는 좌기 논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하남성 登
封 告成鎭”을 “Haocheng”이라고 잘못 전사했다.

397) 南村輟耕錄21 ｢宮闕制度｣, p.251, “前置燈漏, 貯水運機, 小偶人當時刻捧牌而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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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했다. [殿上]司香 2인은 몽골어로 수구르치(速古兒赤 sügürči)를 말하며 
香·服飾·車馬를 관리했다. 香案 2개가 漏刻 동·서쪽 조금 남쪽에 있었다. 司
香은 동서로 마주보고 섰다.398) 

酒海는 漏刻 바로 남쪽에 있었고 酒人 60인이 酒海 남쪽에서 북면하고 섰
다. 이들은 다라치(答剌赤 darači: 酒人) 20인, 카라치(郃剌赤 qarači: 主湩, 
곧 [黑]馬乳酒 담당자) 20인, 바우르치(博兒赤 ba’urči: 요리사) 20인으로 구
성됐다.399) 宿衛에서 선발된 護尉 40인은 東·西宇 아래 양쪽으로 나눠 섰
다.400) 酒海 하나는 나무 재질에 木銀으로 싼 漆甕이었다. 금빛 雲龍이 그것
을 꿈틀꿈틀 휘감았고 높이 1丈 7尺(≒5.4m)으로  술을 50여 石(=5t) 담을 
수 있었다. 코끼리를 새긴 酒卓 하나는 길이 8尺, 폭 7尺 2寸이었다. 玉甕 
1, 玉編磬 1, 巨笙 1, 玉笙·玉箜篌가 모두 酒卓 앞에 있었고 가장자리를 수
놓은 朱簾이 걸쳐 있었다.401) 현존하는 酒海는 瀆山大玉海(현 북경 紫禁城 
소장)가 있다. 이 大玉海는 쿠빌라이 카안이 후원한 것이었으며 萬歲山 廣寒
殿에 설치돼 연회에서 술을 담는 용기로 쓰였다.402) 

警蹕 3인은 露階 위에 섰다. 이들은 채찍[鞭]으로 소리를 내 군중을 경계
시키는 일을 했다.403) 殿下의 香案이 露階 바로 남쪽에 자리했고 殿下執事

398)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上執事, p.1997, “司香二人, 掌侍香, 以主服御者【國語曰速
古兒赤.】攝之. 冠服同挈壺. 香案二, 在漏刻東西稍南. 司香侍案側, 東西相向立.” 한편 1308
년에 御香局(정5품)이 설립되었다(元史22 ｢武宗本紀｣1 至大元年秋七月辛未條, p.500, 
“辛未, 立御香局, 秩正五品.”). 수구르치(sügürči)는 본래 內府(황실 창고)에서 카안의 의복
을 공급하는 일을 수행했고(元史99 ｢兵志｣2 宿衞條, p.2524, “掌內府尚供衣服者, 曰速
古兒赤.”) 통상 어린 色目人이 수행하는 임무였다(Michael C. Brose, “Neo-Confucian 
Uyghur Semuren in Koryŏ and Chosŏn Korean Society and Politics,” Eurasian 
Influences on Yuan China, ed. Morris Rossabi(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3), p.186). 

399)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上執事, p.1997, “酒人, 凡六十人, 主酒【國語曰答剌赤.】二十
人, 主湩【國語曰郃剌赤.】 二十人, 主膳【國語曰博兒赤.】 二十人. 冠唐帽, 服同司香. 酒海直
漏南, 酒人北面立酒海南.”

400)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上執事, pp.1997~1998, “護尉四十人, 以質子在宿衛者攝之.
【質子, 國語曰睹魯花.】  (중략) 分立東西宇下.”

401) 南村輟耕錄21 ｢宮闕制度｣, p.251, “木質銀裹漆甕一, 金雲龍蜿繞之, 高一丈七尺, 貯酒
可五十餘石. 雕象酒卓一, 長八尺, 闊七尺二寸. 玉甕一, 玉編磬一, 巨笙一, 玉笙玉箜篌咸備
於前. 前懸繡緣朱簾.”; 松田孝一(2006), p.45. 

402) Zhixin Jason Sun, “Dadu: Great Capital of the Yuan Dynasty,” James C.Y. Watt,  
The World of Khubilai Khan: Chinese Art in the Yuan Dynasty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59; 
Shane McCausland(2014), p.38, p.40의 삽화 15.

403)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上執事, p.1998, “警蹕三人, 以控鶴衛士爲之. (중략) 捧立于
露階. 每乘輿出入, 則鳴其鞭以警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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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司香 2인이 동서로 마주하고 섰다.404) 護尉 40인은 에우덴치(玉典赤 
e’udenči: 戶郎[戶 문지기]) 20인, 투르칵(tūrqāq 質子) 20인으로 구성됐다. 
그들은 계단 밑기둥[階戺]에 섰다.405) 右階 아래에는 伍長 6인, 이른바 都點
檢·右點檢·左點檢(각 1인)의 케식[宿衛]과, 殿內將軍·殿外將軍·宿直將軍(각 1
인)의 케식 수장이 위치했다. 左階 아래에는 殿內將軍·殿外將軍·宿直將軍(각 
1인)의 伍長 3인이 배치됐다.406) 司辰郎 2명 가운데 1인은 左樓 위에 서서 
때(時)가 되면 북면하고 닭울음소리[雞唱]를 냈다. 나머지 1인은 樓 아래에서 
때를 기다려 牙牌를 들고 丹墀(궁전 앞 돌계단)로 달려가 엎드려 보고했다. 
露階 아래 왼쪽 黃麾仗 안에 表案 1개, 禮物案 1개를 비치하고 매 案마다 
輿士 4인을 두었다. 黃麾仗 남쪽에 좌우로 나뉘어 아두치(阿塔赤 adu’uči: 
圉人) 10인이 仗馬(의장용 말) 10匹을 제어하고 섰다.407)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쿠릴타이의 자리 배치와 殿上·殿下執事의 儀衛—
아두치(圉人) 이하는 생략—를 [그림 1-11]과 같이 圖式化할 수 있다. 이 儀
衛는 大明殿에서 朝會燕饗을 기준으로 필자가 구성한 것이며 시라 오르두 
등 行宮에서도 대체로 동일했다.408) 곧 쿠릴타이에서 儀衛의 全貌는 본 配
置圖와 ｢皇元朝儀之圖｣(그림 1-9와 1-10)를 결합해서 이해할 때 보다 史實
에 가깝게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카안 주변의 공간은 漢人 관료들에게 잘 
개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御榻·交牀(sanǰali) 주변 儀衛를 제대로 알기 어
려웠던 까닭에 그들은 더욱 大明殿 바깥의 中華的 儀衛를 주목한 것으로 생
각된다. 

404)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下執事, p.1998, “司香二人, 亦以主服御者攝之. 冠服同殿上
司香. 香案直露階南, 司香東西相向立.”

405)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下執事, p.1998, “護尉, 凡四十人, 以戶郎【國語曰玉典赤.】二
十人·質子二十人攝之. 服同宇下護尉, 夾立階戺.”

406)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下執事, pp.1998~1999.
407) 元史80 ｢輿服志｣3 儀衛·殿下執事, p.1999. 
408) 袁冀(2005),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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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배치도는 元史 ｢輿服志｣와 南村輟耕錄 ｢宮闕制度｣, 李承休의 賓王錄, 루브룩의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바탕으로 필자가 그린 것이다. 회색 바탕은 高麗人
을 지칭하며 좌석 배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쿠릴타이의 참석자는 모두 모자를 썼으나 
본 배치도에서 모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모자를 그려 넣지 않았다.

[그림 1-11] 쿠릴타이의 殿內 자리 배치와 儀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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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쿠릴타이의 진행 절차

(1) 帝選 쿠릴타이의 式順
모임의 시공간과 儀衛와 연향의 좌석 배치가 마련된 가운데 쿠릴타이는 

엄숙함과 즐거움을 동반하면서 진행되었다. 몽골 황실의 쿠릴타이를 온전히 
복원할 수는 없지만 단편 기록을 이용해 개략적 흐름을 검토한다. 그 순서는 
카안의 선출·즉위 쿠릴타이에서 관찰된다. 선행연구는 그것을 크게 3단계, 
즉 ①후보자 선정, ②소집령의 布告 ③選帝 및 前後 행사(곧 연회)로 나누어 
이해했다.409) 

후계 君主의 후보자는 재임 중에 있는 군주의 指名으로 선정되었다. 칭기
스칸은 자신의 선조들과 달리 몽골초원에서 종족들의 紛亂으로 인해 즉위 
전에 前任 군주의 지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410) 1219년에 호레즘 출정에 앞
서 칭기스칸은 제3 皇后 이수이(Yisüi) 카툰411)의 제안을 받아들여 셋째 아
들 우구데이를 온후하다는 이유로 후계자로 지명했다.412) 이때 우구데이는 
“莎草 풀(öleng: 靑草)로 싸놓아도 소에게 아니 먹힐 자가 고기 기름으로 싸
놓아도 개에게 아니 먹힐 [형편없는] 자가 태어나더라도, 뿔 사슴이 가로지
르고 쥐가 기어 나오는 것을 놓칠 만큼이야 [무능]하겠습니까?”라며 부친의 
제안을 수락했다. 유력 帝位 경쟁자 톨루이 또한 칭기스칸이 지명한 우구데
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口頭로 맹세했다.413)

주베이니에 따르면 칭기스칸은 1227년에 탕구트 정벌을 거의 완료했을 무
렵 “자신이 죽은 뒤에 우구데이에게 칸(khān)[의 권력]을 주겠으며 그의 명
령을 살아 있는 몸의 영혼처럼 여기겠다”고 아들들에게 “확고한 문서
(khaṭṭi-i mo’akkad)”로써 확약시켰다. 우구데이의 모든 형제들은 칸의 명

409) 箭內亘(1930a), p.371. 쿠릴타이 개최 순서는 선행연구(箭內亘(1930a), pp.371~386; 周
良霄(1986), pp.31~46)에 의해 정리되었다. 필자는 그들 성과를 검증해 일부 내용을 추가
하고 특히 토이의 단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즉위 쿠릴타이의 장면과 儀式은 야나
이 와타리가 지적한 것처럼 우구데이와 구육의 선출 및 즉위 과정을 둘러싼 기록이 가장 
잘 남아 있다. 본고는 그들의 일화, 특히 우구데이 카안의 즉위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410) 箭內亘(1930a), pp.371~372.
411) 元史106 ｢表｣1 后妃表, p.2695. 
412)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54~255절, pp.258~268. 칭기스칸이나 우구데이 카안 등과 달

리, 구육 카안과 뭉케 카안이 후계자를 지명했는지 여부는 不明하다(箭內亘(1930a), p.373). 
413)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55절, pp.266~268. 몽골어로 盟誓·盟約은 aman(阿蠻)이다

(周良霄(1986), p.37;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148~149). aman은 특히 口頭에 의한 맹약을 뜻했다(本田實信, ｢モンゴルの誓詞｣, モ
ンゴル時代史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社, 1991,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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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farmān)에 복종해 문서(khaṭṭ)로 서약했다.414) 이 문서(khaṭṭ)는 혼다 미
노부(本田實信)가 밝힌 것처럼 1204년 칭기스칸의 위구르 문자 채택의 유산
이었고 몽골어로 문서화된 최초의 誓詞로 간주된다.415)

그 같은 확고한 口頭·자필 誓詞에도 불구하고 前任 군주의 지명은 카안 
位를 확정해 주지 못했다. 대칸 位의 최종 결정은 쿠릴타이에서 皇家·高官들
의 의결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416) 구육 카안의 모친 투르게네 카툰의 사
례처럼 카안의 未亡人은 前任 군주의 후계자가 아닌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
할 수 있었다. 몽골 관습법에 통상 皇后가 대칸 死後의 조정을 장악했다.417) 
드물게 예외도 존재했다. 칭기스칸이 사망한 후 막내아들 톨루이는 후계자 
선출을 위한 쿠릴타이를 주관했다. 이는 칭기스칸의 제1 황후 부르테와 여타 
왕후들이 故人이 되었기 때문이었다.418) 

攝政者는 제국 각지에 使臣들(īlchīyān)을 파견해 쿠릴타이 召集令을 알렸
다.419) 1246년에 투르게네 카툰의 使臣들이 멀든 가깝든 왕자들과 노얀들·
술탄들·왕들·서기들을 초청하자, 바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명령에 복종해 
집과 왕국을 떠났다.420) 이때 諸王들은 屬僚들과 마부·從者·군대·侍從들을 
대동할 수 있었다.421) 러시아 서부 코스트로마(Kostroma)의 성 히파티우스 
수도원(Monastery of St. Hypatius)의 연대기에서 쿠릴타이의 소식을 접한 
諸王의 행동을 엿볼 수 있다. 우구데이 카안이 사망하던 1241년 무렵 러시
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몽골군 수장들―예컨대 Urdju(오르다: 주치의 
장자), Bajdar(바이다르: 차가타이의 여섯째아들), Birjui(부리: 차가타이의 손
자), Kajdan(카단: 우구데이의 여섯째아들), Bečak(부첵: 톨루이의 일곱째아
들), Mengu(뭉케: 톨루이의 장자), Kjujuk(구육: 우구데이의 장자), 
Sebedjaj(수베테이: 우량카이 종족), Burundaj와 무수한 諸王들(voyevoda
s)422)―이 몽골리아로 귀환했다. 그들은 “[구육 외에 스스로] 칸이 되는 것과 

414) Juvaini/Qazwini, p.232; Juvaini/Boyle, pp.182~183; 本田實信(1991), p.60.
415) 周良霄(1986), p.40; 本田實信(1991), p.61.
416) 箭內亘(1930a), pp.372~378. 周良霄는 절대적 대칸의 권위를 수립한 칭기스칸이 “氏族 

민주주의”의 잔존물인 쿠릴타이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까닭을 “전통의 속박”에서 찾는다
(周良霄(1986), p.37).

417) 胡務, ｢蒙元皇后與元朝政治｣, 求索(湖南省社會科學院), 1990(03), p.121.
418) 箭內亘(1930a), p.382, 434, 436.
419) Rashīd/Rawshan, p.634;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8.
420) Juvaini/Qazvini, p.282; Juvaini/Boyle, p.248;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86.
421) Juvaini/Boyle, p.249;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86.
422) 라시드 앗 딘은 킵착 원정에 톨루이家의 뭉케·부첵, 우구데이家의 구육·카단·쿨겐, 차가

타이家의 부리·바이다르, 주치家의 바투·오르다·시반·탕구트, 중요한 아미르들로서 수베테이
와 바하두르 등이 참전했다고 밝힌다(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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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었지만 諸王(chief voyevoda)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러시아인에게 
체포된 몽골인 Tovrul’(토오룰)이 확인해 준 내용이었다.423) 당시 諸王 등은 
쿠릴타이 참석을 위해 군사작전마저 일시 중단했다.

쿠릴타이 장소는 관례적으로 몽골 본토로 한정되었다.424) 카르피니의 견문
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불로써 모든 것이 정화된다고 믿었다. “사절들이든 
왕공들이든 몽골인들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나 그들이 가져온 선물과 함께 
두 개의 불 사이를 통과해야만 했던 점”425)으로 볼 때 쿠릴타이 참석자들이 
불의 淨化 儀式을 거쳤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 1246년에 카르피니는 수도 
카라코룸으로 가는 도중에 바투의 오르두로 안내되기 전에 불의 淨化 의례
를 수행하도록 경고받았다.426) 이 의식은 1254년에 뭉케 카안의 오르두를 
방문한 루브룩의 기행문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그는 불의 淨化 의례를 거치
지 않았고 단지 카안의 게르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만이 있었다. 루브룩은 
그것을 자신이 아무런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427) 하
지만 카르피니도 행로 중에 모든 물품을 다 써서 구육 카안에게 바칠 선물
이 없었던 사실428)로 유추할 때 불의 淨化 의례는 때로 생략될 수 있었다.

왕자들과 노얀들·아미르들·관료들·지방관들이 쿠릴타이 현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열렸다. 예컨대 우구데이 카안은 1235년 쿠릴타이에서 자신의 
형제들·아들들·숙부 등 친척들을 명예와 친절로써 환영했다. 그는 그들과 새
벽부터 저녁까지 음식과 술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며칠을 보냈다.429) 
1229년 쿠데에 아랄(大오르두)의 즉위 쿠릴타이는 케룰렌의 牧地에 머물던 
톨루이430)에 의해 소집·주최되었으므로 톨루이가 참석자들을 맞이했음에 틀
림없다.431) 당시 참석자들은 먼저 3일 밤낮 동안 기쁨과 열락으로 宴會

423) George A. Perfecky, (an annotated translation) The Hypatian Codex Part Two: 
The Galician-Volynian Chronicl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73), p.48.

424) 箭內亘(1930a), p.382.
425)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12;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59. 다

른 한편 루브룩의 동료의 일화처럼 문지방을 밟을 경우에도 궁전으로 입장이 금지되었다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12; 몽골제국 기행
(김호동 역주), p.329).

426)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56;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39.
427)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177, 241;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286, 361~362.
428)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4;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50.
429) Juvaini/Boyle, p.197. 보일(J. A. Boyle)은 “제2차 쿠릴타이”의 개최연도를 集史의 기

록에 따라 양해(乙未年)인 1235년으로 추정한다.
430) Rashīd/Rawshan, p.635;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48~49.
431) 箭內亘(1930a),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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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hn)와 酒筵(sūr)을 열었다. 쿠릴타이는 참석자들의 정치·경제적 利權이 
조율되는 자리였던 만큼 종종 432) 연회와 함께 “비밀과 딴마음에서 오는 증
오·시기의 불결함이 사라졌다.”433) 

며칠 후에 그들은 왕국의 사무와 칭기스칸의 유언(waṣīyat)을 의논하고 우
구데이에게 칸 位(khānīyāt)를 주겠다고 칭기스칸의 아들들이 [써]줬던 誓詞
들(khaṭṭ-hā)을 반복해서 낭독했다.434) “誓詞”는 몽골어로 möčelge―페르시
아어 mūjalkā―라 일컬었으며 aman(口頭 맹약)과 구별되었다.435) 선행연구
에서 밝힌 것처럼 군주를 추대할 때 諸王·諸將이 제출한 친필 誓詞는 중앙
의 대칸뿐만 아니라, 훌레구울루스의 칸들의 즉위에서도 시행된 몽골의 독특
한 제도였다. 그것은 “一子相續制”(칭기스칸의 후손 1인을 皇帝 후계자로 지
명·계승시키는 것)를 확립하려는 칭기스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으며 황제
와 계약·약속을 보증하는 기능을 했다. 그 결과 誓詞는 皇位 계승권을 칭기
스칸의 후예들에게 한정시켰다.436) 

1229년의 쿠릴타이에서 모든 왕자들이 誓詞에 따라 우구데이의 推戴에 동
의했으나 우구데이는 이를 사양했다. 그들은 다시 꼬박 40일 동안 매일 다
른 색깔로 새 옷을 입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王國의 사무를 함께 논의했다. 
41일째 아침에 왕자들과 高官들 등이 대칸을 우구데이로 가결했다. 그날은 
사실 점성술사들(monajjimān)과 무당들(qamān)이 결정한 상서로운 날짜와 
시각이었다.437) 諸王들의 끈질긴 간청과 우구데이의 사양이 다시 오고 간 끝
에 우구데이가 칭기스칸의 명령과 형제·숙부들의 권유를 승낙했다.438) 

참석자들은 그들의 옛 관습(‘ādat)에 따라 모두 모자를 벗고 혁대를 어깨

432) 무당 텝 텡그리(Teb-Tengri)가 칭기스칸의 권위에 도전하다 죽임을 당한 사건
(Juvaini/Boyle, p.39)처럼 쿠릴타이에서 언쟁과 대립은 종종 보복과 죽음을 몰고 왔다.

433) 元史2 ｢太宗本紀｣ 太宗元年秋八月己未條, p.29; Juvaini/Qazvini, p.234; Juvaini/ 
Boyle, p.185.

434) Juvaini/Qazvini, p.234; Juvaini/Boyle, p.185.
435) 本田實信(1991), p.61.
436) 本田實信(1991), pp.54~66. 몽골비사 제254~255절에서 우구데이의 자손 가운데 자격 

없는 자가 나오면 칭기스칸의 다른 후손이 군주의 자리에 올라도 좋다는 서약 내용은 뭉케
의 大權 탈취를 정당화하고자 톨루이家에서 조작한 것이었다(Thomas T. Allsen(1987), 
pp.40~42).

437) 점성술사·무당 등에 의한 즉위 쿠릴타이의 擇日은 훌레구울루스에서도 계승되었다. 예컨
대 일칸국의 아바카칸(재위 1265-81)이 1265년 6월 19일(이슬람력 663년 라마단월 3일/
음력 윤오월 오일)에 즉위할 때 나시르 앗 딘 투시(Nasīr al-Dīn Tūsī: 1201-74)가 “상서
로운 시각”을 선정했다(Rashīd/Rawshan, p.1059; Rashīd/Thackston, p.517).

438) Juvaini/Qazvini, pp.234~235; Juvaini/Boyle, pp.186~188. 참고로 쿠빌라이는 카안 位 
勸進을 세 차례 사양했다(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春三月戊辰朔條, p.63, “中統元年
春三月戊辰朔, 車駕至開平. (중략) 皆來會, 與諸大臣勸進. 帝三讓, 諸王大臣固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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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쳤다.439) 차가타이는 우구데이 카안의 오른팔을, 톨루이 칸은 그의 왼
팔을, 숙부 옷치긴은 그의 혁대를 잡고 그를 카안의 寶座(takht-i qā’ānī)에 
앉혔다.440) 톨루이 칸이 술잔을 잡자, [군주의] 천막(bārgāh) 안팎의 모든 
참석자들이 아홉 차례 무릎을 꿇고 “그의 칸 位로 말미암아 왕국에 축복이 
있으라!”고 말하며 그에게 “카안”(qā’ān)의 칭호를 부여했다.441) 

그들은 카안을 지명한 후 慣例(rasm-i ma’lūf)에 따라 카안을 향한 봉사
(khidmat)와 복종(bandagī)으로 오르두(ōrdū) 밖에서 태양을 향해 세 번 무
릎을 꿇었다. 그리고 오르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들은 집회(majles)를 
흥겹게 치장하고 평원(mayādīn)을 활기로 꾸몄다.442) 카안은 財庫의 재물들
(amwāl-i khazā’in)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고 친족들(aqārib)과 이방인들(aj
ānib), 종족들(‘ashāīr), 군인들(‘asākir)의 각각에게 “그(곧 카안)가 내키는 
분량만큼”443) 분배(qismat)해 주었다. 연회(ṭōi)와 선물(bakhshish)의 사무로
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카안은 그들의 관례(rasm)와 제도(āīīn)에 따라 그다
음 사흘 동안 칭기스칸의 영혼을 향해 음식들(āsh-hā)을 바쳤다.444) 

‘중국’445) 史料나 페르시아어 史料는 쿠릴타이 後에 열린 宴會에 따로 명

439) Juvaini/Qazvini, p.235; Juvaini/Boyle, p.187; Rashīd/Rawshan, p.636; Rashīd/ 
Thackston, p.31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50. 몽골인들이 모자를 벗고 허리띠를 풀
어 목에 거는 것은 공손을 표하는 행위였다(今井秀周(2006), p.3). 메르키트에게 쫓기다 부르
칸 聖山에서 九死一生으로 목숨을 건진 뒤 테무진이 “해를 향해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걸고 
모자를 팔에 끼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해 쪽으로 아홉 번 무릎을 꿇고 젖[술]을 뿌려 바치고 
맹세”한 일화(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03절, p.66)는 몽골 전통의 한 표본이라 하겠다.

440) 라시드 앗 딘과 달리, 주베이니와 바르 헤브라에우스에 따르면 차가타이가 오른팔을, 
“옷치긴이 왼팔을” 잡았다(Juvaini/Qazvini, p.235; Juvaini/Boyle, p.187; Ernest A. 
Wallis Budge, The Chronography of Gregory Abû'l Faraj, p.393). 14세기 말에서 15
세기 초에 주치 울루스를 방문했던 요하네스 쉴트버거(1380-c.1440)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군주를 추대할 때 하얀 펠트 위에 그를 앉힌 후 둥근 텐트(게르)로 옮겨 갔다(Johannes 
Schiltberger, ed. Philip Brunn, tr., J. Buchan Telfer, Bondage and Travels of 
Johann Schiltberger: A Native of Bavaria, in Europe, Asia, and Africa, 1396-142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8). 

441) Rashīd/Rawshan, p.636; Rashīd/Thackston, p.31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50~51. 

442) Juvaini/Qazvini, p.236; Juvaini/Boyle, pp.187~188.
443) 라시드 앗 딘이 말한 ba andāza-i hammat-i khīsh는 “그가 내키는/소망하는 분량만

큼”의 뜻으로 우구데이 카안이 무작위로 재물을 사여한 인상을 준다. 다만 “그 자신이 소
망하는 관심과 분량만큼 온전한 몫̇ ̇ ̇ ̇ 을 주라”(ba-nisbat wa andāza-i ammat-i khīsh 
naṣība-i tamāṁ ̇ ̇ ̇ ̇ ̇ ̇ ̇ ̇ ̇ ̇ ̇ ̇  dādand)고 명령했다(Juvaini/Qazvini, p.236; Juvaini/Boyle, p.189)는 
주베이니의 기록은 신분·직위에 따라 분배의 한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444) Rashīd/Rawshan, p.636; Rashīd/Thackston, p.31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51.

445) 13~14세기 ‘중국’은 현대 중국과 지리적·문화적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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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高麗史는 그것을 “防沒宴”으로 소개한다. 
1353년 팔월 십일일(9.8.)에 토곤 테무르 카안이 高麗의 延慶宮에서 奇皇后
의 모친에게 부울자르宴(孛兒扎宴: 곧 許親酒宴)을 열어 준446) 그 이튿날
(9.9.) 恭愍王이 太子館에 행차해 防沒宴을 거행했다. 몽골 法에서 연회일에 
大肉과 말머리[馬頭]를 마련했으며 다음 날 다시 연회를 여는 것을 “防沒”이
라 했다.447) 防沒은 bainm 혹은 bain-amu의 對音이며 연회에서 남긴 음식
을 뜻한다.448) 

帝選 쿠릴타이의 절차는 우구데이 이후 카안들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
다. 그 절차는 使臣을 통한 前任 카안의 사망 소식 전달, 諸王·외국 사절의 
소집, 쿠릴타이 장소로의 집결, 불의 淨化 儀式, 환영 宴會, 선출회의, 盟誓, 
즉위일 선정, 즉위식(즉 朝儀), 즉위 연회, 법령(ǰasaq) 반포, 財貨 사여로 개
괄할 수 있다.

元史 ｢禮樂志｣는 大都城 大明殿(곧 宮城의 正殿)에서 거행된 “皇帝卽位
受朝儀”를 설명한다.449) 그것은 몽골리아에서 열린 즉위 쿠릴타이와 상당히 
달랐다. 즉위 朝儀가 있기 사흘 전에 萬安寺450)에서 儀式의 연습이 있었다. 
이틀 전에 大明殿 뜰 앞에 도열하고 하루 전에 대궐 앞에 宣詔位(詔令을 선
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즉위식 당일에 侍儀使가 導從護尉를 인솔해 皇太
子의 寢閤(곧 便殿) 앞에서 牙牌(상아로 만든 牌子)를 들고 무릎을 꿇고 즉
위식의 완비를 보고했다. 皇太子가 閤門을 나서면 侍儀使가 앞서 인도해 崇
天門(大都 宮城의 南門)으로 들어가 大明殿에 올랐다. 引進使가 導從을 인솔
해 皇太子妃를 寢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즉위식의 완비를 보고했다. 引進使
가 皇太子妃를 모시고 鳳儀門(大明殿으로 들어가는 東門)을 지나 大明殿으
로 들어갔다. 諸王이 몽골 예법[國禮]에 따라 皇帝를 부축해 寶位에 앉히는 
것으로 의식이 종결되었다. 그에 맞춰 채찍[鞭]이 세 번 내리쳐졌다.

 尙引(곧 尙引舍人)이 公服 차림의 點檢 이하를 이끌고 大明殿으로 들어

기한다.
446) 高麗史38 ｢世家｣38 恭愍王1 癸巳二年八月乙巳條, p.762下.
447) 高麗史38 ｢世家｣38 恭愍王1 癸巳二年八月丙午條, p.762下, “丙午, 幸太子館, 設防沒

宴. 元法留宴日大肉馬頭, 翌日復宴, 謂之防沒.”
448) 王民信, ｢高麗王｢筵宴｣雜記｣, 王民信高麗史研究論文集,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0, p.409.
449) 元史67 ｢禮樂志｣1 皇帝即位受朝儀, pp.1669~1670.
450) 萬安寺, 곧 大聖壽萬安寺는 白塔寺라고도 칭하며 원래 遼 道宗(재위 1055-1101) 시기에 

지어졌다. 그것은 1279년부터 증축을 시작하여 10년 만에 완공되었다. 그 건축은 궁정의 
제도와 완전히 똑같아 항상 百官이 의례를 익히는 장소로 쓰였다(楊寬, 中國古代都城制度
史硏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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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 자리에 섰다. 后妃·諸王·駙馬가 차례대로 카안에게 하례를 마친 후
에 參議中書省事 네 명이 正殿의 左門으로 들어가 篚(뚜껑이 달린 네모난 
竹器)에 詔書를 받들고 御榻 앞으로 갔다. 參議中書省事가 무릎을 꿇고 詔
文을 올리면 典瑞使가 寶璽를 찍고[押寶] 篚에 넣었다. 그것을 마주 들고 正
門으로 나오면 음악이 연주되었고 궁궐 앞에서 詔를 책상[案] 위에 올려놓았
다. 文武百僚가 각기 公服 차림으로 북쪽을 향해 섰다가 세 번 절했다. 典引
에 이끌려 班首(반열의 우두머리)가 香案 앞으로 와서 笏을 꽂고 세 차례 香
을 올린 후 네 번 절을 했다. 

侍儀使가 詔를 左司郎中에게 주면 郎中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 譯史
와 함께 木榻에 올라 모든 관원이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동쪽을 향해 宣
讀했다. 詔를 읽을 때는 먼저 몽골어[國語]로 宣讀한 후 漢語로 그것을 통역
했다. 읽기를 마친 후 榻에서 내려와 詔를 侍儀使에게 주었고 侍儀使가 그
것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세 차례 절을 한 후 홀을 꽂고 세 번 춤을 추고 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세 번 조아리면서[叩頭] “山呼, 山呼, 再山呼”(신하들이 
皇帝에게 祝壽하며 두 손을 치켜들고 만세를 외치는 儀式)를 외쳤다.451) 典
引이 丞相 이하를 인도해 자기 자리에 세웠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절을 하
고 춤을 추었으며 祝頌하고 술을 권하고 表를 올렸다. 

朝儀 후에 카안은 諸王·宗親·駙馬·大臣을 대대적으로 모아[大會] 殿上에서 
宴饗을 열었다. 侍儀使가 丞相 등을 이끌고 大殿에 올라 연회를 陪從했다. 
大宴에서 말[馬]은 1마리를 넘지 않았다. 羊은 비록 많았지만 사냥꾼[獸人]이 
바친 사냥물과 건어물[脯鱐]로 그 數를 반으로 절감했다. 연회용 복장은 의
복과 똑같은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지순(質孫 ǰisün)으로 불렸다. 카안은 4
品 이상의 관원에서 殿上에서 술을 내렸다. 典引은 5品 이하 관원들에게 日
精門·月華門 아래서 술을 주었다.452) 연회가 끝난 후 채찍을 세 번 내리쳤
다. 侍儀使는 카안을, 引進使는 카툰을 寢殿으로 모셨고 이튿날 詔書를 반포
했다. 

大都 大明殿 안에서 카안의 즉위 의례, 즉 朝儀는 中華 皇帝의 절제된 儀
式이었다. 반면 몽골리아의 대칸의 오르두에서 거행된 즉위 쿠릴타이는 카안 
사후 후임 카안이 추대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복잡한 과정

451) “山呼, 山呼, 再山呼”를 외치는 동안 그에 호응해서 “萬歲, 萬歲, 萬萬歲”를 외쳤다(元
史67 ｢禮樂志｣1 元正受朝儀, p.1667).

452) 元史67 ｢禮樂志｣1 元正受朝儀, p.1669, “禮畢, 大會諸王宗親·駙馬·大臣, 宴饗殿上, 侍
儀使引丞相等陞殿侍宴. 凡大宴, 馬不過一, 羊雖多, 必以獸人所獻之鮮及脯鱐, 折其數之半. 
預宴之服, 衣服同制, 謂之質孫. 宴饗樂節, 見宴樂篇. 四品以上, 賜酒殿上. 典引引五品以下, 
賜酒于日精·月華二門之下. 宴畢, 鳴鞭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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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따라서 大都에서 즉위 당일의 儀禮와 의식의 절차를 강조한 元史
의 설명은 쿠릴타이의 매우 협소한 한 단계만을 부각한 것이었다. 쿠빌라이 
카안 이후 “蒙漢 合璧의 황제 즉위식”이 채택되었고 쿠빌라이가 中原 전통
의 儀制로 몽골 제도를 文飾했다는 주장453)은 일련의 복합적 쿠릴타이 행위 
중에서 떼어낸 “朝儀”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 하겠다. 

大明殿에서 즉위는 아유르바르와다와 시데발라, 툭 테무르의 즉위식에 불
과했다(표 1-1 참조). 심지어 아유르바르와다의 즉위식은 皇太后(곧 答己 
Targi)의 旨 때문에 大明殿이 아닌 太后宮인 隆福宮에서 열릴 위기에 처했
었다.454) 이 사건은 張珪(1263-1327)에 의해 어렵사리 제지되었지만 즉위 
장소로서 大明殿의 불안한 입지를 방증한다. 前述한 것처럼 즉위식에 황실 
여성들이 쿠릴타이에 동석하고 諸王이 카안을 부축해 帝位에 앉히는 등 몽
골 고유의 의례가 시행되었다. 大明殿에서 朝儀가 끝난 후 카안은 지순宴을 
개최하면서 ‘中華’의 절제된 儀式으로부터 해방되었다. 

太常少卿 王磐(1202-93)이 1270년에 관찰한 바 大都 宮闕이 아직 완공되
지 않았을 때 쿠빌라이 카안에게 賀禮를 하고자 群臣과 庶民들이 貴賤에 관
계없이 모두 帳殿 앞에 모였다. 집행관[執法者]이 그 많은 수를 꺼려 장대를 
휘둘러 그들을 쫓았으나 쫓겨났다 다시 돌아오는 일이 삽시간에 여러 차례 
있었다. 결국 집행관은 소란을 금할 수 없었고 王磐은 外國에 비웃음을 살 
것을 염려했다. 王磐은 天子의 宮門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가 들어
오는 것을 “闌入”이라 규정하는 한편, 그들에게 闌入罪를 적용해 朝廷의 禮
를 整肅시킬 것을 쿠빌라이 카안에게 요청했다.455) 魏初 또한 1271년 사월

453) 周良霄(1986), pp.41~42.
454) 全元文891 ｢虞集｣78 中書平章張公公墓誌銘, p.519(道園類稿46), “仁宗皇帝卽位, 廷

臣用皇太后旨, 行大禮於隆福宮, 法駕已陳矣, 公獨奏其不可. 臺長止之曰: ｢議已定, 雖百奏
無益.｣ 公曰: ｢未始一奏, 詎知無益哉? 且大位, 太祖·世祖之位也. 隆福太后之宮也, 舍大明
弗御, 天子果卽何位乎?｣ 上悟, 移仗大明, 遂卽位. 賜只孫衣二十襲, 上金五兩, 使自爲帶, 
受衣而辭金, 不允, 制帶以賜之.”; 元史175 ｢張珪傳｣, p.4073, “至大四年, 帝崩, 仁宗將
即位, 廷臣用皇太后旨, 行大禮於隆福宮, 法駕已陳矣, 珪言: ｢當御大明殿.｣ 御史大夫止之
曰: ｢議已定, 雖百奏無益.｣ 珪曰: ｢未始一奏, 詎知無益!｣ 入奏, 帝悟, 移仗大明. 既即位, 
賜只孫衣二十襲·金帶一.” 아유르바르와다 카안의 권력은 항상 母親 태후 다기(答己 Targi)
와 그녀의 심복들에 의해서 제약받았다(Hsiao Ch’i-ch’ing(1994), p.524).

455) 元朝名臣事略12 ｢內翰王文忠公｣, p.243, “至元七年 (중략) 兼太常少卿, 時宮闕未立, 
時宮闕未立, 凡遇稱賀, 臣庶無問貴賤, 皆集帳殿前, 執法者厭其多, 揮杖擊之, 逐去復來, 頃
刻數次. 公慮爲外國笑, 上奏曰: 「按舊制, 天子宮門不應入而入者, 謂之闌入. (중략) 不應入
而入者, 宜准闌入治罪, 庶望朝廷禮肅.」 後遂定朝儀如公言.”; 元史160 ｢列傳｣47 王磐, 
p.3753, “時宮闕未建, 朝儀未立, 凡遇稱賀, 臣庶雜至帳殿前, 執法者患其諠擾, 不能禁. 磐
上疏曰: ｢按舊制: 天子宮門, 不應入而入者, 謂之闌入. (중략) 不應入而入者, 準闌入罪, 庶
朝廷之禮, 漸可整肅.｣ 於是儀制始定.”; 陳得芝(2008),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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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御前에서 고기[肉]를 먹으면서 [놀이에] 진 사람이 알몸으로 춤을 추고 노
래를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朝廷의 禮法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456) 그 
결과 朝儀가 비로소 제정되었고457) 몽골 朝廷은 整肅해질 수 있었다.

다만 漢人 관료의 열망과 朝廷의 整肅은 다소 한정적으로 大明殿 안의 朝
儀에서 얻어낸 성과였다. 쿠릴타이에서 中華의 요소는 작은 조각에 불과했
다. 물론 그러한 작은 변화는 漢人 儒者들에게 만족스러운 성공으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몽골 전통은 쿠릴타이의 형식과 절차의 基軸에 의연히 자리하
고 있었다. 쿠릴타이는 몽골 전통을 기축으로 국제성을 가미한 慶典이었다. 
쿠릴타이에서 몽골 고유성·국제성과 엄숙·활기의 공존은 그 한 국면으로서 
거행된 궁정 大宴에서 보다 분명히 표현되었다.

(2) 토이(宴會)의 재구성
쿠릴타이(大會) 前後로 열리는 토이(宴會)에는 일정한 격식이 있었다. 쿠릴

타이와 마찬가지로 宴饗의 성공 여부는 날씨에 크게 좌우되었다. 이에 燕享·
大會에 앞서 몽골 카안은 番僧(티베트 승려 등)에게 止雨壇(비를 그치게 하
는 제단)을 설치해 맑은 날을 기원하도록 했다. 西番 승려는 燕享과 大會 때
마다 우대를 받으면서 止雨壇을 궁전 옆에 설치했다.458) 楊允孚가 관찰한 
바, 그들이 그것을 설치한 후 “흐린 날씨[半晴]가 활짝 개는가 싶더니 이내 
법라[螺] 소리와 함께 宿雲(밤 구름)이 차갑게 이는 듯했다.” 楊允孚는 그들
의 행위와 그것이 빚어낸 결과를 보고 헛된 짓이라고 실소했다.459) 그의 비
웃음에도 불구하고 연향의 자리에 맑은 날씨를 구현하려는 카안과 西番 승
려의 소망과 기도는 양자에게 心靈의 안녕을 가져다준 동시에, 그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시키는 매개였다.460) 西天의 法曲과 華嚴 법회[海會]
는 君王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레와 번개가 皇居에 접근하지 못하도

456) 靑崖集4([元]魏初, 欽定四庫全書·集部5) ｢奏議｣, p.9a, “[至元八年]四月二十四日 (중략) 
自祖宗開國以來, 其創法立制, 至陛下爲最備, 故外域遠方, 企仰朝廷, 以爲中朝禮義之國. 昨
聞御前食肉, 負者裸形舞唱, 恐非所以正朝廷·待臣下·尊天子之禮也. 自今御前不可作此戲, 舉
務存大體, 天下幸甚.”; 陳得芝(2008), p.65.

457) 元朝名臣事略12 ｢內翰王文忠公｣, p.243; 元史160 ｢列傳｣47 王磐, p.3753; 陳得芝
(2008), p.65.

458) 袁冀(2005), p.123.
459)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5, “雍容環珮肅千官, 空設番僧止

雨壇. 自是半晴天氣好, 螺聲吹起宿雲寒.【西番種類不一, 每即殊禮燕享大會, 則設止雨壇於殿
隅, 時因所見以發一哂.】” “西番”은 통상 티베트를 가리킨다. 다만 楊允孚는 그것을 “西番
種類不一”이라 설명하며 티베트를 포함한 西域을 지칭했다. 西番·西蕃의 뜻에 대해서는 
漢語大詞典(전자판)을 참조.

460) 대칸과 티베트 승려의 심령적·정치경제적 관계는 薛培煥(2014), pp.165~168을 참조.



- 93 -

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당대인들은 믿었다.461)

카안은 분명하게 時刻을 주재하면서 연회를 거행했다. 宮漏가 흐르며 黃
道日에 머무는 순간 御爐의 불꽃이 높이 솟았다. 袁桷에게 漢家의 天子는 
한낱 공허한 영웅[英武]에 불과해 보였다.462) 몽골 황실은 매번 諸王·大臣과 
함께 연회를 열었고 이를 大聚會(곧 예케 쿠릴타이)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예케 쿠릴타이 당일 大都 萬歲山에 온갖 짐승을 풀어놓았다. 예컨대 호랑이·
표범·곰·코끼리 등의 동물이 하나하나 늘어선 후에 獅子가 이르렀다.463) ｢皇
元朝儀之圖｣(그림 1-9)에도 大明門 동·서쪽에 사자와 호랑이가 두 마리씩
(虎·獅·獅·虎) 각기 포진해 있다. 요컨대 몽골 황실 연회에 동물, 특히 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행동과 포효는 카안의 거동과 명령을 표상하는 상징
이었을 것이다. 몽골인들은 이 동물 상징을 적극 연회에 활용했다. 이들 동
물은 大都城 皇宮 옆 太液池 내 瓊花島에 위치한 萬歲山[萬壽山]464) 동쪽의 
靈囿에서 길러지는 것들이었다. 그곳에는 기이한 길짐승과 날짐승이 있었다. 
카안은 매년 上都로 순행을 떠나기 전 먼저 萬歲山에서 百官과 함께 연회를 
열었다.465)

동물은 上都 자마宴(詐馬筵)에서도 카안을 빛내는 존재였다. 발굴 보고에 
따르면 上都의 皇城 서북쪽 모퉁이 바깥, 外城 북쪽 정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315m×195m 면적에 담으로 둘러쳐진 직사각형의 北苑(御苑·瑞
林苑)이 있었다. 北苑에는 奇花異草가 자라는 한편 그 중앙에 돌을 쌓아 만
든 大院이 禽獸를 기르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66) 짐승 가운데 
사자[狻猊]는 카안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랐고 詐馬筵의 자리 앞에 호랑이와 

461) 元詩選(初集·辛集) 可閑老人張昱·廬陵集, 輦下曲一百二首, p.2068, “西天法曲曼聲長, 
瓔珞垂衣稱豔妝. 大宴殿中歌舞上, 華嚴海會慶君王. 竹扛金鑄百尋餘, 頂版高鐫梵國書. 禁得
下方雷與電, 聲光不敢近皇居.” 法曲(법회 음악)은 上都뿐만 아니라 설날 大都에서도 연주
되었고 元旦 쿠릴타이 참석자들에게 하나의 자랑거리였다(元詩選(初集·丙集) 袁學士桷·淸
容居士集·次韻正旦會朝, p.635, “朝元法曲誰傳得, 歸醉蓬萊話日邊.”).

462) 淸容居士集16 ｢開平第四集【壬戌】｣ 內宴二首, pp.266下~267上, “寶勒猩纓鴈翅屯, 錫
鑾款款奏南薰. 珠冠聳翠千行列, 雉扇交鸞五采分. 宮漏觧留黃道日, 御爐能接紫霄雲. 漢家天
子空英武, 置酒爭功始考文.”

463) 南村輟耕錄26 ｢帝廷神獸｣, p.289, “國朝每宴諸王大臣, 謂之大聚會. 是日, 盡出諸獸於
萬歲山. 若虎豹熊象之屬, 一一列置訖, 然後獅子至, 身才短小, 絕類人家所蓄金毛猱狗. 諸獸
見之, 畏懼俯伏, 不敢仰視. 氣之相壓也如此. (중략) 古云獅子吼, 蓋不易於吼, 一吼則百獸爲
之辟易也.”

464) 朱偰, 元大都宮殿圖考, 上海: 商務印書館, 1936의 ｢元大都宮殿圖｣; 陳高華·史衛民
(2010), p.46.

465) 南村輟耕錄1 ｢萬歲山｣, pp.15~16, “萬歲山在大內西北太液池之陽, 金人名瓊花島. 中統
三年, 修繕之. (중략) 山之東也爲靈囿, 奇獸珍禽在焉. 車駕歲巡上都, 先宴百官於此.”

466) 魏堅(2008a),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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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범이 유순하게 앉아 있었다. 이들 奇獸는 자마宴의 시작과 동시에 성대하
게 도열했다. 이윽고 카안이 儀鳳司 雲和署(樂工 담당관서)에 현악기[絃]·관
악기[管]의 연주를 멈추라고 특별 명령을 내렸다. 카안은 참석자들에게 군주
의 綱紀[堯綱]를 듣도록 했다. 본래 宴享이 준비되면 반드시 한두 명의 大臣
이 칭기스칸을 칭송했다. 禮를 마친 후 비로소 글[文]과 음료[飲]를 주고받았
다.467) 미녀[仙娥]가 발을 걷고 대궐 난간에 기대 미소 띤 얼굴을 내미는 사
이 앵무새가 계단 앞으로 오자 群臣들이 만세를 외쳤다. 白翎도 깊은 御苑
[院]에서 맑은 가을 날씨를 예견했다.468) 白翎은 上都 등지 몽골초원에 대표
적 텃새였다.469) 그것은 몽골비사의 qayiruqana(白翎雀兒), 곧 종달새였
다.470)

柯九思(1290-1343)에 따르면 大明殿에서 쿠릴타이가 열릴 때 萬國에서 
보낸 貢珍과 羅玉이 대궐의 계단에 모였다. 九賓(곧 公·侯·伯·子·男·孤·卿·大
夫·士)이 칭송의 글[贊]을 올리자 카안이 珠簾을 올리고 나왔다. 쿠릴타이 도
중에 특별한 의식이 병행되었다. 大宴이 열리면 世臣이 金匱之書를 들고 반
드시 祖宗의 대자삭(大扎撒)을 엄숙하게 읊으며 교훈으로 삼았다. 쿠빌라이 
카안은 創業의 艱難을 생각해 고비 沙漠의 莎草(öleng)를 옮겨 大明殿 丹墀
에 심도록 했다. 쿠빌라이는 자손들이 그것을 보며 草地를 잊지 않도록 당부
했다.471) 선조의 유산을 기억·재생산하는 행사는 張昱의 詩에서도 관찰된

467)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3, “錦衣行處狻猊習, 詐馬筵前虎
豹良. 特勅雲和罷絃管, 君王有意聽堯綱. 【詐馬筵開, 盛陳奇獸. 宴享既具, 必一二大臣稱[成]
吉思皇帝, 禮撤, 于是而後禮有文·飲有節矣. 雲和署隸儀鳳司樂, 掌天下樂工.”; 元詩選·初集
54(欽定四庫全書·集部)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37a, “宴享既具, 必一二大臣稱太祖
皇帝, 禮撤, 于是而後禮有文·飲有節矣.”

468)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3, “仙娥隱約上簾鉤, 笑倚闌干出
殿頭. 鸚鵡臨階呼萬歲, 白翎深院度清秋.”

469) 王頲, ｢音仿白翎—元代樂曲“白翎雀”考｣, 歐亞學硏究, 2008.
470)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60절, p.125;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5, 38, 410, 417~418;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
均·确精扎布 編), pp.236~237; Ш. Бира, etc.,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pp.80~81, 
585; 元史1 ｢太祖本紀｣ 壬戌年, p.9, “札木合言於汪罕曰: ｢我於君是白翎雀, 他人是鴻雁
耳. 白翎雀寒暑常在北方, 鴻雁遇寒則南飛就暖耳.｣” 1202년 자무카는 옹칸에게 자신을 
qayiruqana(白翎雀: 붙박이 종달새)에 비유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강조한 반면, 테무진
을 bildü’ür(떠돌이 종달새) 혹은 鴻雁, 곧 변덕스러운 배신자로 폄하했다.

471)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 pp.183~184, “萬國貢珍羅玉陛, 九賓傳贊捲珠
簾. 大明前殿筵所【一作初.】秩, 勳貴先陳祖訓嚴. 【凡大宴, 世臣掌金匱之書, 必陳祖宗大扎撒
以爲訓.】 黑河萬里連沙漠, 世祖深思創業難. 數尺闌干護春草, 丹墀留與子孫看. 【世祖建大
內, 命移沙漠莎草於丹墀, 示子孫毋忘草地也.】”; 元詩紀事17([淸]陳衍 輯撰, 李夢生 校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柯九思·宮詩十五首, p.392; 陳高華·史衛民, 元代大都上都, 
p.44. 몽골비사는 문학성과 음악성이 풍부하고 본래 낭독·吟詠하는 것이었던 만큼(杉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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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2) 특히 上都 大宴에서 카안은 몽골 故事에 따라 近臣 한 명에게 명령
해 王度를 펼쳐 선포하는 것을 告戒로 삼았다.473) 몽골인이 쿠릴타이에서 
칭기스칸의 大자삭과 祖訓을 낭독하고 莎草(öleng)를 大明殿 앞에 옮겨 심
는 의례는 역사적 기념인 동시에 과거 시공간의 현재화와 관련된 것으로 판
단된다.474) 

연향은 酒筵과 함께 무르익었다. 蒲萄法酒(2~3년 숙성된 포도주475))의 마
개를 열고 御前에서 술을 내리자 千官이 함께 취했다.476) 연회의 술은 이른
바 ötök(進酒), 곧 “儀式의 술”477)이었다. 番僧(곧 티베트 승려)이 염불을 외
는 사이 御廚에서 酒·肉을 때맞춰 내왔다. 방울소리[鈴]와 扇鼓(곧 太平鼓)에 
맞춰 諸天樂이 시작되었다.478) 柳貫은 한 편의 詩에 上都[蹛林: 원뜻은 흉노
의 가을 제사 터]의 연회에서 瑪瑙盤이 먼저 제공된다고 노래했다.479) 몽골
인들이 靑華白磁를 애호했고 그것이 대부분 기능성 제품이었던 점480)을 상

正明, ｢チンギス·カンのイメージ形成―時をこえて權威と神聖化への道程｣, 岩波講座天皇と
王權を考える9―生活世界とフォークロア, 東京: 岩波書店, 2003, pp.296~297), 몽골비사
 혹은 칭기스칸 등 몽골 선조의 역사와 공적이 자삭과 마찬가지로 쿠릴타이·지순宴회에서 
낭독·송영되었을 수도 있다.

472) 遼金元宮詞([元]柯九思等著, [清]史夢蘭 全史宮詞卷十八·十九) 輦下曲[元]張昱·上張光
弼詩集卷二, “至元典禮當朝會, 宗戚前將祖訓開. 聖子神孫千萬世, 俾知大業此中來.”

473) 金華黃先生文集28 ｢碑｣ 敕賜康里氏先塋碑, “上京大宴, 故事, 命一近臣敷宣王度, 以爲
告戒.”; 全元文963 ｢黃溍｣29 敕賜康里氏先塋碑, pp.60~61.

474) 인류학자 헬름스는 “일반적으로 전통 사회에서 조상과 관련된 공간-시간(space-time)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성(currency)과 직접성
(immediacy)의 意識을 포함한다. 선조의 신화적 상황과 활동들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며 
누적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현재를 좌우하며 현재의 알려진 행위자를 연루시키거나 현
행 사건들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Mary W. Helms(1988), p.42).

475) 法酒는 술의 精液을 증류해 얻은 아라키주(哈剌基)였다. 2~3년 숙성 포도주도 당시 法酒
로 분류될 수 있었다(草木子3下 ｢雜制篇｣, p.68, “法酒, 用器燒酒之精液取之, 名曰哈剌
基. (중략) 二三年宿葡萄酒, 飲之有大毒, 亦令人死. 此皆元朝之法酒, 古無有也.”).

476) 元詩選(初集·丁集) 柳待制貫·待制集·觀失剌斡耳朶御宴回, p.1154, “毳幕承空柱繡楣, 彩
繩亙地掣文霓. 辰旂忽動祠光下, 甲帳徐開殿影齊. 芍藥名花圍簇坐, 蒲萄法酒拆封泥. 御前賜
酺千官醉, 恩覺中天雨露低.”

477)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54절, p.122/제275절, p.290;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
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226~227, 586~587. ötök(현대 몽골어 өтөг[ундаа
н])은 공식 宴饗(몽골어 qurim)에서 정해진 의례에 따라 술(ceremonial wine)을 진헌하는 
것을 지칭한다(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78, 573).

478) 元詩選(初集·辛集) 可閑老人張昱·廬陵集, 輦下曲一百二首, p.2068, “守內番僧日念吽, 
御廚酒肉按時供. 組鈴扇鼓諸天樂, 知在龍宮第幾重.”

479) 柳貫詩文集5 ｢律詩(七言)｣ 次伯長待制韻, 送王繼學修撰·馬伯庸應奉扈從上京二首, 
p.87, “山圍黑谷翠漫漫, 獨許詞臣息馬看. 碧道雲開朝采正, 蹛林風定雪華乾. 賦成特賜麒麟
罽, 宴出初擎瑪瑙盤. 歲歲八州人望幸, 鈎陳旗尾認朱竿.”

480) Shane McCausland(2014), p.38. 현존하는 청화백자 가운데 기능성이 없는 도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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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면, 이들 음식이 많은 경우 景德鎭(현 江西 동북부)에서 생산된 청화백
자에 담겨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음악과 의례는 우주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적인 인간 경험 속으로 가져다
주었다.481) 宋의 周密(1232-98)은 癸辛雜識續集에서 梨園의 樂工의 말을 
빌어 몽골 황실 음악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몽골 황실 大燕에서 集樂(오
케스트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지휘자[引子]가 연주[奏]를 선도했다. 예컨대 
페르시아 음악[大石(Tajiks)調]에서 지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 絲
竹歌舞는 모두 페르시아 음악이었다. 다른 음악 지휘자[別奏引子]가 오면 그
에 맞춰 음악을 바꾸었다. 또 燕集(연회)이 처음 시작될 때 上字 혹은 工字
를 사용했으며 衆樂(오케스트라)도 모두 그러했다. 이것이 이른바 諧和
(harmony)였다.482) 居庸關의 官亭에는 수년 동안 扈臣들이 大筵을 열었고 
“산새[山鳥]들이 분주히 지나며 성스러운 음악[聖樂]을 들었다”483)는 詩가 적
혀 있었다. 居庸關 官亭의 詩에서 “산새들이 들은 大筵의 聖樂”은 카안의 
궁정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당대인의 念願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주베이니 또한 몽골 궁중음악의 장엄함을 주목했다. 1246년에 구육 카안
의 즉위 집회(majles)에서 “세계의 후스라우(Khusraw [2세]: 재위 1237-46 
/셀죽 술탄)[즉 구육 카안]의 궁중에서 바르바드(Bārbad: 후스라우 2세의 궁
중음악가) 같은 음악가들(moġannīyān)이 입술을 열어 목소리를 내자 다른 
참석자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484)

궁중음악을 위해 칭기스칸은 집권 초에 河西 高智耀(1206?-71?)의 말을 
가납해 西夏 음악을 채용했다. 우구데이 카안은 1238년에 孔元措의 청원에 
따라 金의 禮樂을 아는 太常의 故臣을 비롯해 樂工·禮冊·樂器 등을 등록, 수
집했다. 뭉케 카안은 冠冕·法服·鐘磬·筍簴·儀物을 제작, 습득하도록 하는 한

몽골 게르 모양의 청화백자(14세기 중엽,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를 
예로 들 수 있다.

481) Mary W. Helms, Craft and the Kingly Ideal: Art, Trade, and Power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3), p.23.

482) 癸辛雜識續集上 ｢合樂諧和｣, p.132, “嘗聞梨園舊樂工云: ｢凡大燕集樂初作, 必先奏引
子. 謂如大石調, 引子則自始至終, 凡絲竹歌舞, 皆爲大石調. 直至別奏引子, 方隨以改爲耳.｣ 
又云: ｢凡燕集初作或用上字, 然或用工字, 然必須衆樂皆然, 是謂諧和. 或有一時煞尾參差不
齊, 則謂之不和, 必有口舌不樂等事. 前後驗之, 無不然者. 以此推之, 則樂之關乎治亂, 爲不
誣矣｣ .”

483) 析津志輯佚 ｢屬縣｣ 百招長老有過居庸十詠·官亭, p.257, “官亭締構自何年, 扈臣常經啓
大筵. 山鳥憤徑聞聖樂, 野夫曾聽奏鈞天. 寥寥公宇臣朝暮, 落落荒詩記後先. 古往今來渾若
此, 滿前芳草自芊芊.【官亭】”

484) Juvaini/Qazwini, pp.285~286; Juvaini/Boyle,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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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樂人들을 초빙했다.485) 쿠빌라이 카안 역시 禮樂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
였다. 그는 天命(텡그리의 명령)으로 탄생한 몽골제국에서 땅이 폭넓고 만물
이 풍성한 가운데 民人이 화합하며 매년 풍요로운 번영을 노래한 “大成之
樂”을 1264년에 완성시켰다.486)

宴饗의 악기로는 興隆笙, 殿庭笙, 琵琶, 箏, 火不思(투르크·몽골어 qobuz: 
琴), 胡琴, 方響, 龍笛, 頭管, 笙, 箜篌, 雲璈, 簫, 戱竹, 鼓, 杖鼓, 札鼓, 和
鼓, [竹+秦], 羌笛, 拍板, 水盞이 사용되었다. 興隆笙은 1260~64년(中統 연
간)에 무슬림 왕국[回回國]에서 바친 것이었다.487) 이 가운데 몽골 악기[達達
樂器]는 箏·秦琵琶·胡琴·渾不似(qobuz) 등이 있었고 연주곡은 漢人의 曲調와 
같지 않았다.488) 雲煙過眼錄에서 周密의 평론에 따르면 琴은 당시 “春雷”
가 최고로 손꼽혔다. 그것은 본래 北宋 宣和殿 萬琴堂의 琴 가운데 최고로 
칭해지던 악기였다. 春雷는 그 뒤 大金으로 귀속된 후 章宗(재위 
1189-1208)의 御府에 第一琴이 되었다. 春雷 琴은 章宗과 함께 순장되었다. 
18년이 흐른 후 그것이 다시 세상에 출현했는데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경로로 몽골 황실로 흘러들었던 듯하고 몽골인들도 그것을 諸
琴의 으뜸[冠]으로 인정했다.489) 따라서 “春雷”가 몽골 황실 연회에서 연주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춤은 음악과 쌍을 이루었다. 張昱의 詩 ｢輦下曲｣에 따르면 西方(중앙아시
아·서아시아)의 舞女들이 춤추며 《天魔》曲을 노래하자 君王(카안)이 그것을 
오랫동안 月宮에서 들었다.490) 무슬림 薩都剌(Ṣadr al-Dīn491): 1272-1355)

485) 元史68 ｢禮樂志｣2 制樂始末, pp.1691~1692, “太祖初年, 以河西高智耀言, 徵用西夏舊
樂. 太宗十年十一月, 宣聖五十一代孫衍聖公元措來朝, 言于帝曰: ｢今禮樂散失, 燕京·南京等
處, 亡金太常故臣及禮冊·樂器多存者, 乞降旨收錄.｣ 於是降旨, 令各處管民官, 如有亡金知禮
樂舊人, 可幷其家屬徙赴東平, 令元措領之, 於本路稅課所給其食. (중략) 十一年, 元措奉旨
至燕京, 得金掌樂許政·掌禮王節及樂工翟剛等九十二人. (중략) 憲宗二年三月五日, 命東平萬
戶嚴忠濟立局, 製冠冕·法服·鐘磬·筍簴·儀物肄習. 五月十三日, 召太常禮樂人赴日月山. 八月
七日, 學士魏祥卿·徐世隆, 郎中姚樞等, 以樂工李明昌·許政·吳德·段楫·寇忠·杜延年·趙德等五
十餘人, 見于行宮.”

486) 元史68 ｢禮樂志｣2 制樂始末, pp.1692~1694, “[中統]五年, 太常寺言: ｢(중략) 洪惟國
朝, 誕受天命, 地大物鉅, 人和歲豐. 宜符古記之文, 稱曰大成之樂. 漢庭聚議, 作章敢望於一
夔; 舜殿鳴弦, 率舞願觀於百獸.｣”

487) 元史71 ｢禮樂志｣5 宴樂之器, pp.1771~1772.
488) 南村輟耕錄28 ｢樂曲｣, p.349, “達達樂器, 如箏·秦琵琶·胡琴·渾不似之類, 所彈之曲, 與

漢人曲調不同.”
489) 雲煙過眼錄下([元]周密), “琴則春雷爲第一, 向爲宣和殿萬琴堂稱最. 旣歸大金, 遂爲章宗

御府第一琴. 章宗挾之以殉葬, 凡十八年, 復出人間, 畧無毫髮動. 今又爲諸琴之冠, 葢天地間
尤物也.”; Ankeney Weitz, Zhou Mi’s Record of Cloud and Mist Passing Before 
One’s Eyes: An Annotated Translation (Leiden·Boston·Köln: Brill, 2002),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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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詩 ｢上京雜詠五首｣에서 涼殿(혹은 行殿)에서 카안이 朱衣와 華帽를 착용
한 親王들과 연회를 하는 모습을 노래했다. 이때 《十六天魔》舞가 공연되었
다.492) 大都에서는 厚載門 앞 舞臺 위에서 성대한 취주악과 함께 天魔歌舞
가 상연되었다. 카안이 厚載門(大都 宮城 북문) 위 高閣에서 관람하는 가운
데 그것이 高閣을 둘러싼 飛橋(일종의 구름다리)를 따라 올라가면 市人들이 
그것을 듣고 “마치 은하에 있는 듯이 느꼈다”493)고 故宮遺錄의 찬자는 적
었다. 天魔舞 또는 十六天魔舞는 원래 티베트 密敎의 金剛舞에서 기원하여 
黑帽派에 총애를 받다 카안울루스 말기 密法과 함께 궁정으로 진출한 歌舞
였다.494) 

노래와 춤과 더불어 공예품은 인간 세계를 조상이나 신들의 영역과 결합
시킬 수 있었다.495) 玉鉞(옥도끼)496)은 몽골의 大朝會 때마다 매번 外庭에 
반드시 설치되는 기물이었다. 그것은 3尺여(1m 남짓) 길이에 한 덩이 아름
다운 玉으로 제작되었으며 극히 섬세한 수초무늬[文藻]가 새겨져 있었다. 그
것은 본래 宋 徽宗(재위 1100-35)의 宣和 시대(1119-25)의 유물이었다가 大
金에 귀속된 후 다시 몽골 御府에 수장되었다.497) 그것은 宋과 金을 통합·계
승한 몽골 카안의 정치·군사적 상징성을 현시하는 기물이었고 大쿠릴타이와 

490) 元詩選(初集·辛集) 可閑老人張昱·廬陵集, 輦下曲一百二首, p.2069, “西方舞女即天人, 
玉手曇花滿把青. 舞唱《天魔》供奉曲, 君王長在月宮聽.”

491) 楊志玖는 薩都刺의 原名은 Ṣadr al-Dīn이었으며 撒都魯丁에서 변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楊志玖, ｢薩都刺原名之推測｣, 回族硏究, 2001(02), pp.33~34). 薩都剌는 몽골인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무슬림(回回人) 혹은 色目人, 특히 타슈켄트人으로 인정되고 있다(元
詩選(初集·戊集) 薩經歷都剌, p.1185; 張旭光, ｢回族詩人薩都剌姓氏·年輩再考訂｣, 揚州
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83(03), p.54). 그는 보다 엄밀히 말해 몽골인으로 同化한 色目
人으로 간주된다(張迎勝, ｢薩都剌族籍諸說芻議｣,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6, 
2004(01), pp.53~54).

492) 元詩選(初集·戊集) 薩經歷都剌(雁門集 天錫集) ｢上京雜詠五首｣, p.1228, “涼【一作行.】
殿參差翡翠光, 朱衣華帽宴親王. 紅【一作繡.】簾高【一作齊.】卷香【一作熏.】風起, 《十六天魔》
舞袖長.”

493) 故宮遺錄([明]蘇洵,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3), p.74. ｢又後爲厚載門, 上建高閣, 環
以飛橋, 舞臺於前回闌引翼. 每幸閣上, 天魔歌舞於臺, 繁吹導之, 自飛橋而升, 市人聞之, 如
在霄漢.｣; 故宮遺錄([明]蘇洵 編,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初編, 商務印書館), p.2.

494) 葉新民(1992), p.158; 黎國韜, ｢十六天魔舞源流考｣, 西藏硏究, 2010(02), pp.60~71.
495) Mary W. Helms(1993), p.23
496) 玉鉞(옥도끼)은 三代之寶 가운데 殷人이 보물로 여겼던 것이다. 三代之寶에는 夏后氏의 

琱戈(옥창),  殷人의 玉鉞(옥도끼), 周人의 石鼓(돌북)는 모두 보물이었다(漢語大詞典(전
자판) “玉鉞”[清 唐甄 《潛書·善遊》]).

497) 雲煙過眼錄下, “又有殷玉鉞, 長三尺餘, 一段美玉, 文藻細甚, 三代之寶. 宣和故物. 又
歸大金, 今在御府, 每大朝會, 必設之外庭.”; Ankeney Weitz, Zhou Mi’s Record of 
Cloud and Mist Passing Before One’s Eyes, p.20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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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一部인 황실 연회에 전시되었을 것이다. 한 연구는 宋과 金의 보물들이 
단순히 전리품에 그치지 않았고, 몽골 카안들이 그것들의 고유한 가치는 물
론, 황실 소유물로서 정치적 의미, 구원의 도구(tools of salvation)이자 節
用 및 朝貢 규정의 강화를 顯示하는 왕권의 도구로서 심성적 가치를 잘 인
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498) 春雷 琴이나 玉鉞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물이라 하겠다.

한 폭의 그림도 어쩌면 쿠릴타이를 빛내는 중요한 기물이 될 수 있었다.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툭 테무르 카안은 평소에 朝見을 마친 후 諸儒를 
모아 羣玉內史(카안이 열람하는 法書·名畫를 관장하는 관원499))에게 名畫를 
보이라고 했다. 그들은 먼저 開元納諫圖를 진상했다.500) 

498) Shane McCausland(2014), p.73. 몽골 황실과 별개로, 민간, 특히 書院·寺院·道觀에서
도 亡宋의 御書를 비롯해 書畫·墨跡·碑銘·牌面을 계속 보유했다. 1294년에 이를 회수, 폐
기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至元 13년에 名山大川의 寺·觀·廟宇와 前
代 名臣遺跡을 부수지 말라는 쿠빌라이 카안의 聖旨를 근거로 관철되지 못했다(廟學典禮
4(王頲 點校, 江蘇: 浙江古籍出版社, 1992) ｢還復濂溪書院神像｣,pp.86~88, “行御史臺, 至
元三十一年八月日劄付該: 據嶺北湖南道肅政廉訪司申: 准全·永·道州分司牒, 道州濂溪書院收
藏亡宋御史｢道州濂溪書院」六字, 及樓閣內有金篆牌匾該寫｢宸奎閣」三字, 又有收頓御書小閣
子一箇, 並亡宋省劄一道. 看詳宋自亡國之後, 江南歸附近二十年, 上項文字即係亡宋御書, 上
有故寶印文, 學舍相沿收掌, 往來士庶人等遞相傳翫. 詳此, 合行拘收焚毀, 今藏之學舍, 實爲
未便. (중략) 照得至元十三年二月內欽奉聖旨宣諭條畫內一款: 名山大川寺·觀·廟宇, 並前代
名臣遺跡, 不許拆毀. 欽此. 劄付本道欽依聖旨事意施行, 及移咨御史臺照詳. 去後, 今准回
咨: 本臺看詳: 諸處寺·觀收頓古今書畫·墨跡·碑銘·牌面, 處處有之, 中間別無禁制. 此係動衆
擾人事理, 難議施行, 理合欽依聖旨事意, 條理學校, 歲時致祭聖帝·明王·忠臣·烈士.”).

499) 羣玉內司(정3품)는 1329년에 처음 설치된 후 奎章圖書·寶玩과 常御之物을 관리했다(元
史88 ｢百官志｣4 奎章閣學士院, p.2223, “羣玉內司, 秩正三品. 天曆二年始置. 掌奎章圖書
寶玩, 及凡常御之物.”).

500) 元詩紀事17 柯九思·宮詩十五首, p.392, “四海升平一事無, 常參已散集諸儒. 傳宣羣玉
看名畫, 先進開元納諫圖.” 書畵家 郭畀(1280-1335)가 1308년 십일월 십육일에 長興(현 浙
江 湖州 長興)을 방문했을 때 臨安縣 다루가치(達魯化赤)이자 宣差 킵착(欽察)이 畫史에게 
絹을 들려 보내 山水畫를 구했다(雲山日記([元]郭畀, 天津圖書館藏 孤本秘籍叢書(三) 清
抄本), p.201, 203, “[至大元年戊申十一月]初七日, 晴. (중략) 見欽察同知, 新授臨安縣達魯
化赤. 十六日, 晴. 客長興. 欽察宣差, 令畫史抨絹, 來求畫山水.”). 킵착의 일화처럼 몽골제
국의 엘리트들은 회화 감상을 적잖이 즐기고 구입한 듯하다. 李玠奭은 킵착을 그림광이라 
칭하며 그것을 “漢化”의 결과라고 이해했다(李玠奭, ｢郭畀의 《雲山日記》에 대한 一考察―
14世紀初 浙西 士人層의 生活 素描｣, 慶北史學 14, 1991, pp.100, 104~105). 그가 강
남 사회와 킵착 등의 書畫 애호 현상에 주목한 것은 탁견이다. 다만 그것을 “漢化”로 이해
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일부 漢人 儒者들은 몽골 정권에 환멸과 적대감을 품
고 그림을 오랑캐 통치의 반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Morris Rossabi, “The 
Mongol Empire and Its Impact on the Arts of China,” Reuven Amitai and Michal 
Biran, ed., Nomads as Agents of Cultural Change: The Mongols and Their 
Eurasian Predecessor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5),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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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允孚의 ｢灤京雜咏｣에 따르면 儀鳳司(樂工 담당관청) 伶官(악관)의 음악
이 끝난 후 花冠에 비단옷[錦繡]을 입은 教坊司 여인들이 가무를 멈추었고 
홀로 簫韶(舜의 음악)만이 太平曲을 연주했다.501)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윽고 새로운 공물이 멀리 異域에서 거듭 올라왔다. 어떤 이는 重譯을 통
해 越裳(Assam)에서 왔노라 자랑 삼아 말했다. 길들인 코끼리[馴象]와 明珠
와 아홉 꼬리가 달린 거북[龜九尾]이 진상되었다. 카안에게 큰 보배는 만수
무강의 祝願이었다. 黑龍江産 아바르쿠[嘉魚: 곧 哈八都魚 Siberian 
sturgeon]와 서역의 蒲萄酒, 南土의 明茶 鳳髓, 몽골리아의 黃羊(Gazelle) 
등 御膳이 진헌되었다.502) 1254년 유월 칠일에 뭉케 카안의 대연회에 인도 
술탄의 사절들은 여덟 마리 표범과 잘 훈련된 열 마리 사냥개(greyhounds)
를 가져왔다. 룸 셀죽(Turkia) 술탄(곧 ‘Izz al-Dīn Kay-Kā’ūs Ⅱ)의 사절들
도 값비싼 선물을 카안에게 바쳤다.503) 몽골인들이 흰곰·흑색비버·흑담비·흑
여우의 가죽과 검은담비(dorcori)의 가죽을 조공품으로 열망했던 만큼504) 가
죽제품은 중요한 공물이었다. 카안에게 헌상된 공물에 대해서는 서리[史]가 
그 목록을 적었다.505)

1255년 가을 칠월에 李志常(1193-1256)은 行宮에서 뭉케 카안을 알현했
다. 때마침 西域에서 方物을 바쳤다. 당시 太子와 諸王이 연회에 참석했고 
카안은 李志常에게도 참여를 독려했다. 숙소[舍館]가 정해진 후 李志常은 수
차례 카안을 배알하면서 治國保民의 기술을 자문했다.506) 다소 시기적으로 

501)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3, “儀鳳伶官樂既成, 仙風吹送下
蓬瀛. 花冠簇簇停歌舞, 獨喜簫韶奏太平. 【儀鳳司, 天下樂工隸焉. 每宴, 教坊美女必花冠錦
繡, 以備供奉.】”

502)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3, “聿來新貢又殊方, 重譯寧誇自
越裳. 馴象明珠龜九尾, 皇王丕寶壽無疆. 【萬歲山有九尾龜.】 嘉魚貢自黑龍江, 西域蒲萄酒更
良. 南土至奇誇鳳髓, 北陲異品是黃羊. 【黑龍江即哈八都魚也. 鳳髓, 茶名. 黃羊, 北方所產, 
御膳用.】”

503)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47. 1243
년 쾨세다으(Kösedağı: 현 터키 Sivas) 전투 이래로 셀죽 투르크에 매년 금화 120만 
yperpera(bezant), 비단 500필—절반은 金紗—, 말 500마리, 낙타 500마리, 양 5000마리
가 부과되었다(좌기의 책, p.247의 각주 4).

504)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39. 
505) 太平金鏡策6([元]趙天麟, 中國國家圖書館本/고려대 소장본) ｢宣八令以達天下之恩威｣ 

47卻貢獻, “今國家天降百祥, 天開景運. 臣竊見遠方玩異, 繈屬不絕, 殊域奇珍, 駢羅而至, 
梯山航海, 輦贐輿金, 或重譯而來呈, 或望風而並湊, 府無虛月, 史不絕書.”

506) 長春眞人西遊記([元]李志常, 王國維 等 校注, (史料四編)長春眞人西遊記·蒙古律例, 臺
北: 廣文書局, 1971) ｢附錄｣ 王鶚 ｢玄門掌敎大宗師眞常眞人道行碑銘｣, p.140, “乙卯秋七
月, 見上於行宮. 適西域進方物, 時太子諸王就宴, 勅公預焉. 舍館既定, 數召見, 咨以治國保
民之術.”; 全元文246 ｢王鶚｣2 玄門掌敎大宗師眞常眞人道行碑銘, p.31(明 正統 道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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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도착했지만 이는 西域에서 황실 연회에 맞춰 여름 行宮으로 方物을 보
낸 사실을 증명한다. 五雜俎에 의하면 몽골이 번영했을 때 朝貢하러 온 
外夷가 “1000여 國”에 달했다. 오로지 日本만이 臣服하지 않았다.507) 

진상품 가운데 특별한 것은 1342년 칠월 십팔일(8.19.)에 서유럽 拂郎國
(Franks: 현 프랑스)에서 온 한 마리 “天馬”였다. 그것은 신장 1丈 1尺 3寸 
남짓, 키 6尺 4寸 남짓, 고개를 든 높이[昂首高] 8尺 2寸의 명마였다.508) 
“天馬”를 진헌한 이는 교황 베네딕트 12세(Benedict XII: 재위 1334-42)의 
사절 마리뇰리(Giovanni de’ Marignolli)였다. 이 良馬는 본래 토곤 테무르 
카안이 1339년에 교황에게 보내달라고 청탁한 것이었다.509) “天馬”는 칠흑
색에 두 뒷발굽이 희며 굽은 목과 드높은 머리를 가졌다. 그 웅건함이 탁월
해 여타 뛰어난 西域 말조차 모두 그 어깨 아래에 올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말에는 금 고삐[金轡]와 육중한 굴레[重勒]가 채워져 있었다. 馭者는 그 나라 
사람으로 노란수염에 푸른 눈을 가졌고 두 가지 색의 좁은 옷[窄衣]을 입었
다. 그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감정을 전달해 알리면서 7차례 海洋을 건너 
카안울루스[中國]에 도착했다. 이날 마침 하늘이 맑고 밝았다. 재상[相臣]이 
奏를 올리자 카안이 慈仁殿에 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크게 찬탄했다.510) 마

甘水仙源錄3).
507) 五雜俎4([明]謝肇淛, 上海: 上海書店, 2001) ｢地部｣2, p.81, “元之盛時, 外夷朝貢者千

餘國, 可謂窮天極地, 罔不賓服, 而惟日本崛強不臣, 阿剌罕等率師十萬往征, 得返者三人耳.”
508) 故宮博物院藏品大系(繪畵編)5·元(傅東光 主編, 北京: 紫禁城出版社, 2010) no.68 ｢元·

周朗·佛郎國獻馬圖卷｣(明摹本), “皇帝御極之十年, 七月十八日, 拂郎國獻天馬, 身長一丈一
尺三寸有奇, 高六尺四寸有奇, 昂首高八尺有二寸.”; 元史40 ｢順帝本紀｣3 至正二年秋七
月, p.864, “是月, 拂郎國貢異馬, 長一丈一尺三寸, 高六尺四寸, 身純黑, 後二蹄皆白.”

509) 王頲, ｢貢駿作誦—天馬詩文與馬黎諾里出使元廷｣, 西域南海史地研究初集, 2010. 마리
뇰리가 몽골제국을 방문한 까닭은 토곤 테무르 카안이 1339년 사신 16인을 보내 교황에게 
총주교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마리뇰리는 1342년에 칸발릭에 도착한 후 1347년에 자이
툰(泉州)에서 배편으로 돌아갔다(王頲(2010); 中國通史8(元時期上)乙編《綜述》 第13章 中
外關係 第8節 歐洲·方濟各會年鑒[上海人民出版社, 1997, p.695], “長生天氣力裏·衆皇帝之
皇帝聖旨: 七海之外·日落之地, 拂郎國基督教徒之主教皇閣下: 朕遣使臣拂郎人安德魯及隨行
十五人往貴國以開闢兩國經常互派使節之途徑, 並仰教皇爲朕祝福, 在祈禱中常念及朕, 仰接
待朕之侍臣·基督之子阿速人. 再者, 朕使節歸時, 允其帶回西方良馬及珍奇之物. 兔兒年六月
三日寫於汗八里.”).

510) 元詩選(初集·庚集) 周左丞伯琦[近光集 扈從詩]·天馬行應制作【並序.】, p.1864, “至正二
年歲壬午七月十有八日, 西域拂郎國遣使獻馬一匹, 高八尺三寸, 修如其數而加半, 色漆黑, 後
二蹄白, 曲項昂首, 神俊超逸, 視他西域馬可稱者, 皆在髃下. 金轡重勒, 馭者其國人, 黃鬚碧
眼, 服二色窄衣, 言語不可通, 以意諭之, 凡七度海洋, 始達中國. 是日天朗氣清, 相臣奏進, 
上御慈仁殿, 臨觀稱歎, 遂命育於天閑, 飼以肉粟酒湩.”;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
丘生稿·宮詞十首, p.185, “高鼻黃髯欵塞胡, 殿前引貢盡龍駒. 仗移天步臨軒看, 畫出韓生試
馬圖.” 庚申外史에서 마리뇰리의 방문 해를 至正 9년으로 적은 것(庚申外史 己丑至正
九年, p.12)은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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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뇰리가 카안을 알현했을 때 카안은 연회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511) 당시 
周朗, 곧 周伯琦(1298-1369)가 그린 ｢佛郎國獻馬圖卷｣(明摹本)(그림 1-12)
이 故宮博物院에 소장돼 있다.512) 權力이란 군주를 찾아오는 이와 군주 사
이의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견해513)를 상기하면 멀리 유럽에서 온 拂
郎國의 사절과 良馬는 카안의 정치적 권위를 특별히 부각시켰음에 틀림없다.

[그림 1-12] ｢佛郎國獻馬圖卷｣
故宮博物院藏品大系(繪畵編)5·元 no.68 ｢元·周朗·佛郎國獻馬圖卷｣(明摹本)

외국 使臣들과 별개로 관원들도 카안에게 예물을 바쳤다. 예컨대 신년 설
날[元日]에 각 官署에서 카안에게 예물을 바쳤고 주로 말[馬]이 진헌되었다. 
事林廣記에 기록된 官署의 新年 예물은 [표 1-3]과 같다. 

1246년에 구육 카안의 즉위 연회에 동석한 카르피니는 몽골인들이 참석자
의 명단과 헌상품을 기록한 정황을 전한다. 당시 右丞相 친카이(Chinqai 鎭
海514))는 참석한 사절과 그의 主君 이름과 솔랑기(Solangi: 高麗) 군주 등을 
적었다. 그는 카안과 모든 諸王들 앞에서 참석자 명단을 낭독했다.515) 몽골 
황실 성원들은 술판을 벌이고 功을 다투면서 문서를 고찰했다.516) 몽골 카안

511) Henry Yule, Cathay and the Way Thither: Being a Collection of Medieval 
Notices of China, Vol.2, translated and edited by Sir Henry Yule, New Edition, 
Revised Throughout in the Light of Recent Discoveries by Henri Cordi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340; Adam Knobler, “The Power of 
Distance: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 
1100-1600,” Medieval Encounters, Vol. 19 Issue 4, 2013.

512) 故宮博物院藏品大系(繪畵編)5·元 no.68 ｢元·周朗·佛郎國獻馬圖卷｣(明摹本), “皇帝臨軒, 
使拜仰稱: ｢臣國拂郎, 邈限西溟. 蒙化效貢, 願歸聖明.｣ 皇帝謙讓, 嘉爾遠誠. 牽于赤墀, 顧
胎若矜. 旣稱其德, 亦貌其形. 高尺者六, 修倍猶嬴. 色應玄武, 足躡長庚. 面眸電激, 䪺轡風
生. 卓犖權奇, 虎視龍騰.”

513) Mary W. Helms(1993); Michael C. Brose, Subjects and Masters: Uyghurs in the 
Mongol Empire (Bellingham: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07), p.7.

514) 元史120 ｢列傳｣7 鎭海, p.2964, “定宗卽位, 以鎭海爲先朝舊臣, 仍拜中書右丞相.”
515)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3.
516) 淸容居士集16 ｢開平第四集【壬戌】｣ 內宴二首, pp.266下~267上, “寶勒猩纓鴈翅屯, 錫鑾

款款奏南薰. 珠冠聳翠千行列, 雉扇交鸞五采分. (중략) 漢家天子空英武, 置酒爭功始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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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여러 명의 부인(곧 카툰)이 있었고 그가 잠을 같이 잔 부인은 낮에도 
그의 곁에 머물렀다. 예컨대 三宮制(正后·二宮皇后·三宮皇后)를 채택했을 경
우 카툰들은 3일마다 한 번씩 카안을 모셨다.517) 루브룩에 따르면 한 카툰이 
카안을 모신 날의 궁정은 그녀의 오르두에서 열렸고 그날 主君에게 바쳐진 
선물들(gifts)은 그 부인의 財庫로 들어갔다.518) 선물을 자신의 財庫로 들이
는 일은 카툰들과 황실 여성들이 쿠릴타이에 참석하는 한 動機였을 것이다.

官  署 元日進賀禮物

中書省 馬   27疋
 

納闍赤 9疋, 金段子 45疋, 
金香罏合 1副

太師府·太傅府·太保府·太宗正府·大司農司·翰林囯史院·集賢院·翰林院
·宣政院·典瑞院·將作院·通政院·太醫院·留守司·都護府·拱衛司

馬 각 1疋
(計 16필)

御史臺·詹事院·宣徽院·中政院 馬 각 3疋
(計 12필)

都功德使司·太常礼儀院·太史院·會福院·殊律院 羅 각 9疋 (計 45필)
樞密院 馬    9疋

※ 新編纂圖增類羣書類要事林廣記(別集卷1) ([宋]陳元靚 等編, 續修四庫全書 1218·子部·類書
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1999) 官制類·元日進賀礼物, p.448.

[표 1-3] 官署別 元日進賀禮物

珠宮에서 연회가 개최될 때 太史院 官이 新曆을 카안에게 진헌했다. 매년 
元旦의 태양이 남쪽에 이르렀을 때 카안은 榻前에서 太史院 관원에게 받은 
曆을 하나하나 諸王에게 하사했다.519) 카안은 太府에 宮錦을 하사하라고 명
령했고 近臣들은 榻前에서 그것을 받았다. 그들은 그것으로 도포[袍]를 만들
어 입고 차례대로 香殿에서 新年 하례를 올렸다. 臘月(음력 십이월) 전에 카
안은 近臣에게 拜年段子란 이름으로 웃옷[襖] 재료를 하사했다.520)

연회에는 연극·마술·씨름·축구·踏橋 등 각종 놀이와 기예가 진행되었다.521) 
특히 事林廣記에는 음악이 연주되는 사이에 몽골 복식을 착용한 이들이 
가죽 공[毬]을 차는 모습(그림 1-13)이 그려져 있다. 그 오른쪽에 한 인물은 
새―아마도 매(鷹)― 1마리를 오른팔에 올려놓고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

517) 草木子3下 ｢雜制篇｣, p.63, “自正后之下, 復立兩宮, 其稱亦曰二宮皇后·三宮皇后, 三日
一輪, 幸即書宣以召之.”

518)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76; 몽골제
국 기행(김호동 역주), pp.180~181.

519)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宮詞十五首, p.185, “珠宮錫【一作賜.】宴慶迎祥, 
麗日初隨彩綫長. 太史院官新進曆, 榻前一一賜諸王. 【每歲日南至, 太史進來歲曆日.】”

520)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宮詞十五首, p.184, “傳宣太府頒宮錦, 近侍承恩
拜榻前. 制得袍成天未曉, 著來香殿賀新年. 【臘前分賜近臣襖材, 謂之拜年段子.】”

521) 袁冀(2005),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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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蹴毬하는 몽골인
(新編纂圖增類羣書類要事林廣記([宋]陳元靚 等編, 

續修四庫全書 1218·子部·類書類) ｢續集｣7 文藝類, p.434上)

다.522) 1253년 봄에 카라코룸의 
궁정에서 훌레구와 작별 연회가 
1주일간 열렸을 때 참석자들은 
주사위를 놀이판 위 공중으로 던
지고 포도주를 마시고523) 한 색
깔(yak laun)의 옷들을 입었
다.524)

上都·大都의 大宴 중에 放走(달
리기 경주)가 시행되었다. 上都 
放走의 경우 九曲[九奏]이 연주되
고 카안이 즐거움에 젖어들 무렵 
宮中에서 200里(=102km) 거리의 

灤河―大都에서 출발점은 河西務525)―로부터 上都를 향해 走者, 곧 구육치
(貴赤526))를 출발시켰다. 楊允孚가 관람한 경기에서 재상[相國]의 家奴가 1
등을 차지했다. 黎明에 灤河 상류—곧 泥河兒(明安驛 納鉢[현 하북 沽源縣 
동북])—를 떠난 주자(구육치)가 御前에 巳初(오전 9시)에서 中刻(정오) 사이
에 도착하면 카안이 그에게 상을 내렸다.527) 구육치의 달리기 경주가 兩都에

522) 新編纂圖增類羣書類要事林廣記([宋]陳元靚 等編, 續修四庫全書 1218·子部·類書類) ｢續
集｣7 文藝類, p.434上; Shane McCausland(2014), pp.76~77.

523) 원문 “jām-hā mī-noshīdand”에서 jām(جام)은 “컵, 고블렛”을 의미하나 jām noshīdan
은 “포도주를 마시다”는 뜻이다(F. Steingass(2005), p.350).

524) Juvaini/Qazwini, p.670; Juvaini/Boyle, pp.610~611.
525) 輟耕錄에 따르면 구육치들은 경주에서 6시간 동안 180里(≒92km)를 달렸다. 경주에 

앞서 구육치들은 줄[繩] 뒤쪽에 정렬해 있다가 그것이 제거된 뒤 동시 출발했다. 출발점은 
大都에서는 河西務(현 天津 武淸 서북 河西務: 북경 동남쪽 약 68km 거리), 上都에서는 
泥河兒(곧 明安驛 納鉢[현 하북 沽源縣 동북]: 上都 남쪽 약 77km 거리)였다. 도착 후 구
육치는 엎드려 만세를 불렀다. 우승자에게 銀 1錠을, 나머지에게는 段匹을 차등 있게 사여
했다(南村輟耕錄1 ｢貴由赤｣, p.19, “貴由赤者, 快行是也. 每歲一試之, 名曰放走. 以腳力
便捷者膺上賞, 故監臨之官, 齊其名數而約之以繩, 使無後先參差之爭, 然後去繩放行. 在大
都, 則自河西務起程. 若上都, 則自泥河兒起程. 越三時, 走一百八十里, 直抵御前, 俯伏呼萬
歲. 先至者賜銀一餅, 餘者賜段匹有差.”). 泥河兒 위치에 대해서는 陳高華·史衛民(2010), 
p.167; 焦福寶, ｢張家口元代上都和大都間驛路的歷史價值｣, 張家口在線, 2014.03.19. 참
고로 상도 故城은 灤河 상류(현 閃電河)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져 있다(張郁, ｢元上都故
城｣, 葉新民·齊木德道爾吉 編著, 元上都硏究文集,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 
p.44). 

526)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pp.260~261의 각주69;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27
의 주석 208.

527)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2, “九奏鈞天樂漸收, 五雲樓閣翠
如流. 宮中又放灤河走, 相國家奴第一籌. 【灤河至上京二百里, 走者名貴赤. 黎明放自灤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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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행된 반면, 20里(10.2km) 거리를 달리는 기마 경주는 上都에서만 열렸
다.528)

오월 오일과 구월 구일에는 항상 擊球가 벌어졌다.529) 析津志에 따르면, 
카안이 각 衙 萬戶·千戶를 소집해 擊球를 잘하는 케식(怯薛)을 선발시켰다. 
그들은 上等의 駿馬를 타고 稚尾·纓絡을 매달고 鏡鈴(방울)·狼尾(여우꼬리)·
安答海를 묶어 장식했다. 障泥(흙막이용 말다래)를 걸고 양쪽 배[肚]에 안장
을 묶었다. 먼저 말 1마리가 앞으로 달려가 땅에 큰 가죽으로 꿰맨 부드러운 
공[毬子]을 땅에서 주우면 羣馬가 다투어 달려가 각기 기다란 등나무 손잡이
의 毬杖(격구채)으로 잇달아 공을 이어받으며 경기했다. 빠르게 말을 달려 
球門에 때려 넣는 이가 승리했다. 관중은 擊毬를 관람하면서 “마음이 요동치
고 가슴이 철렁하면서 영명하고 용맹한 기세가 분연히 일어났다.” 그 賞罰에
는 차등만이 있었다. 격구 주재자[執藝者]는 前儀(사전 의례)와 같이 말 위에 
올랐고 승자가 주재자로부터 상을 받았다. 패자에게 내린 벌도 비단[紗羅]과 
畫扇 같은 것들이었다. 이것이 군주의 격구이자 몽골 격구였다.530)

張昱의 ｢輦下曲｣에 따르면 三司에서 준비한 연회에 마침내 카안이 흡족
해하는 가운데, [악공이] 어전을 향해 나팔[螺]을 불자 大禮가 끝났다. 寶扇
이 집 속으로 들어가며 병장기의 철수를 재촉했다. 떠들썩한 말발굽 소리가 
萬花(먼지) 속으로 흩어졌다.531) 연회 후에 몽골인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는 몽골 황실뿐만 아니라, 고금의 통례였다.532) 

至御前巳初中刻者上賞.】”
528) 箭內亘(1930b), p.955.
529) 한편 朱子(朱熹: 1130-1200)는 童蒙須知에서 아동에게 무익하며 아동이 해서는 안 되

는 일로 賭博·籠養(상자에 애완동물 기르기)·打毬(격구)·踢毽(제기차기)·放風禽(새날리기) 등
을 꼽았다(居家必用事類全集([元]佚名, 影印本) ｢甲集｣ 爲學·朱文公童蒙須知·雜細事宜第
五, p.5a, “無益之事不可爲.【謂如賭博·籠養·打毬·踢毽·放風禽等事.】”).

530) 析津志輯佚 風俗, pp.203~204, “擊球者, 今之故典. 而我朝演武亦自不廢. 常於五月五
日·九月九日, 太子·諸王於西華門內寬廣地位, 上召集各衙萬戶·千戶, 但怯薛能擊球者, 咸用
上等駿馬, 繫以稚尾·纓絡, 縈綴鏡鈴·狼尾·安答海, 裝飾如畫. 玄其障泥, 以兩肚帶拴束其鞍. 
先以一馬前馳, 擲大皮縫軟球子於地, 羣馬爭驟, 各以長藤柄毬杖爭接之. 而毬子忽綽在毬棒
上·隨馬走如電, 而毬子終不墜地. 力捷而熟嫻者, 以毬子挑剔跳擲於虛空中, 而終不離於毬杖. 
馬走如飛, 然後打入球門中者爲勝. 當其擊毬之時, 盤屈旋轉, 倐如流電之過目, 觀者動心駭
志, 英銳之氣奮然. 雖耀武者, 捷疾無過於是, 蓋有賞罰不侔耳. 如鎭南王之在揚州也, 於是日
王宮前列方蓋, 太子·妃子左右分坐, 與諸王同列. 執藝者上馬如前儀, 勝者受上賞; 罰不勝者, 
若紗羅畫扇之屬. 此王者之擊球也. 其國制如此.”

531) 元詩選(初集·辛集) 可閑老人張昱·廬陵集, 輦下曲一百二首, p.2068, “三司侍宴皇情洽, 
對御吹螺大禮終. 寶扇合鞘催放仗, 馬蹄哄散萬花中.”

532) 析津志輯佚 ｢歲紀｣, pp.220~221, “[七月]占卜貞咎, 飲宴盡歡, 次日饋送還家, 亦古今之
通俗也.” 제사 음식― 예컨대 제사용 고기[膰肉]―도 분여의 대상이었고 때로 그 분배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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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탐색한 것처럼 쿠릴타이는 몽골인의 정치적 성장과 함께 확대, 
개편되었다. 그 시공간은 몽골 유목적 전통의 지속과 변화의 산물이었다. 특
히 祭天은 쿠릴타이의 주요한 動因이었다. 쿠릴타이의 시공간은 카안의 군사
적 이동과 순행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쿠릴타이에는 定期·不定期의 형태가 
있었으며 같은 날짜에 열리기도 했다. 보다 제국적 색채의 유월 祭天·지순宴
의 쿠릴타이는 텡그리·칭기스칸을 기리는 모임이었던 동시에 우구데이·뭉케 
카안 시기에 제국의 성장과 정치 변화―특히 뭉케 카안의 즉위(1251)―의 영
향을 받았던 듯하다. 그로써 여름철(특히 유월) 夏營地 시라 오르두―쿠빌라
이 카안 시대 이래로 上都―가 제국의 정치·경제 문화의 전면에 출현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전통을 쿠릴타이에 폭넓게 적용했다. 그것
은 그 인적구성과 자리 배치, 진행 절차 속에 반영되어 있다. 쿠릴타이에서 
몽골 고유성은 ‘찰나의’ 中華 朝儀로 대체될 수 없었다. 쿠릴타이는 또한 외
국 使臣과 그들의 貢物·方物을 통해 국제성을 더할 수 있었다. 

요컨대 쿠릴타이의 정치·경제·문화의 시공간은 카안[·카툰]의 소재, 특히 
大오르두를 중심으로 작동했다. 다양한 형태·규모의 大會 가운데 非定期의 
즉위 쿠릴타이와 여름(특히 유월)의 定期 쿠릴타이는 보다 큰 규모의 것이었
다. 정기 쿠릴타이는 겨울 元旦의 大會보다는 여름철 시라 오르두와 上都에
서의 쿠릴타이가 중시되었다. 

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다(宋濂全集51([元·明]宋濂, 黃靈庚 編輯校點, 北京: 人民文
學出版社, 2014) ｢神道碑｣1 元故光祿大夫陝西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康里公神道碑銘[代黃
侍講], p.1194, “先是膰肉之頒無法, 臨事多紛紜, 有力者恒負之而去. 公爲立契, 勘以定其數
小大, 百司依數致膰, 朝廷爲之肅然.”). 매년 유월 이십사일 上都에서 洒馬妳子 제사에서 
남은 폐백과 祭物은 참석자에게 모두 분배되었다(元史77 ｢祭祀志｣6 國俗舊禮, p.1924, 
“每歲, 駕幸上都, 以六月二十四日祭祀, 謂之洒馬妳子. (중략) 餘幣及祭物, 則凡與祭者共分
之.”; 今井秀周(200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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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쿠릴타이의 물질세계

1. 御膳: 일상과 宴饗의 고리

(1) 연회의 실무자
몽골인들은 연회를 중시했다. 王惲은 ｢大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에서 “몽골제국[國朝]에서 大事는 征伐·蒐狩(봄·가을 사냥)·宴饗의 세 가지뿐
이다. 비록 戰略[廟謨]을 결의하고 國論을 결정하더라도 이 또한 술[樽]과 음
식[俎]을 실컷 먹는 데 달려 있으므로 음식[玉食]을 담당하고 연향·犒饋를 공
급하는 職掌이 前世보다 중시되었다.”1)고 적었다. 몽골 황실에서 음식은 카
안의 일상뿐만 아니라 연향,2) 나아가 국가 정무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그
래서 중앙정부에 宴饗을 관할하는 기관이 설치되었다.

燕饗[燕享]은 중앙의 6部 가운데 禮部(정3품)가 관할했다.3) 그 실무기관은 
宣徽院이었다. 宣徽院(정3품)은 카안에게 玉食으로 벼, 기장, 제사용 가축[牲
牢], 주류[酒醴], 채소, 과일 등 각종 식품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했다. 동시에 
그것은 宗戚·賓客에게 燕享을 베풀고 대접했으며 諸王의 宿衛·怯憐口
(ger-in k’e’ü: 家僮4))에게 糧食을 공급했다. 몽골 萬戶·千戶에서 납부해야 
하는 差發(差役·부세), 官用 소·말·양의 抽分(징수), 가축의 牧養, 매년 지급

1) 秋澗先生大全文集57 ｢碑｣ 大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國朝大事曰征伐, 曰蒐狩, 
曰宴饗, 三者而已. 雖矢廟謨, 定國論, 亦在於樽俎饜飫之際, 故典司玉食, 供億燕犒職掌, 視
前世爲重.”; 全元文177 ｢王惲｣11 大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p.497.

2) 일상의 한 끼 “식사(meal)”와 “연향(feast)”은 빈도와 규모 등으로 나뉠 뿐 둘 사이의 경계
는 환상에 불과하다. 식사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것인 반면, 연향은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
들과 특별한 경우에 벌이는 것이다. 식사가 옹호적이고 친사회적인 취지를 지닌 반면, 연
향은 경쟁적이면서 심지어 반사회적 취지를 지녔다. 특히 연향은 그 안에서 신분의 서열·
차이·경쟁적 변화를 부각시킨다(Martin Jones, Feast: Why Humans Share Food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149~150).

3) 元史85 ｢百官志｣1 禮部, p.2136, “禮部, 尙書三員, 正三品; (중략) 掌天下禮樂·祭祀·朝會·
燕享·貢擧之政令. 凡儀制損益之文, 符印簡冊之信, 神人封諡之法, 忠孝貞義之褒, 送迎聘好
之節, 文學僧道之事, 婚姻繼續之辨, 音藝膳供之物, 悉以任之.”

4) 怯憐口(ger-in k’e’ü)는 家僮(sons of yurt)을 뜻하는 몽골어 ger-in köbegüd에서 유래했
다. ger-in köbegüd는 元代 匠人 혹은 황실·諸王 등의 從人으로 활동한 婢僕·私屬人戶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Chi’ch’ia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1978), p.199의 note no.312; 元
史辭典(邱樹森 主編, 北京: 山東敎育出版社, 2001) “怯憐口”, p.512; 吏學指南([元]徐元
瑞 著, 楊訥 點校, 浙江古籍出版社, 1988) ｢戶計｣, p.32, “怯憐戶, 謂自家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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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마용 芻草·粟菽, 羊·馬의 가격, 유실물(闌遺 bulārğūī/buralgi5))의 
收受 등의 사무를 맡아 했다. 尙食局·尙藥局·尙醞局의 3개 局이 모두 宣徽
院에 배속되어 있었다.6) 황실 음식 主務 기관에서 황실 연회를 주관한 사실
이 주목된다.

宣徽院 산하 기관에는 光祿寺, 尙飮局, 尙醞局, 尙食局(후에 尙藥局 병합) 
등 20개 관청이 있었다. 光祿寺(정3품)는 쌀[米]과 누룩[麴] 운송 관련 제반 
사무를 담당했다. 그것은 尙飮局과 尙醞局, 沿路 酒坊을 관할하고 각 路에 
씨앗을 배포하는 사무를 처리했다.7) 光祿寺는 술 생산·공급을 위해 원재료인 
쌀의 파종과 운송을 비롯해 제1차 가공원료인 누룩의 운반, 중앙·지방의 술 
생산시설을 제어했다. 光祿寺는 술의 원료 생산과 운송, 황실용 술의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는 중앙 주무관청이었다. 

尙飮局은 大都와 上都에 모두 설치돼 있었다. 大都尙飮局(종6품)은 1263
년에 설립되었으며 大使와 副使(각 1員)가 모두 金符를 패용했다. 그곳에서 
카안용 細酒(고급술)를 주조했다.8) 上都尙飮局(정5품)은 大都보다 높은 품급
으로 50년 늦게 皇慶 연간(1312-13)에 설치되었다. 그 업무와 운영방식은 
동일했다.9) 大都尙醞局(종6품)은 諸王·百官用 酒類[酒醴]를 제조했다. 이는 
1263년에 설치된 御酒庫를 1279년에 개편한 것이었다.10) 上都尙醞局(종5품)

5) 부랄기(buralgi)는 투르크어 bulargi(“발견된, 찾아진”)에서 유래했으며 “유실물”을 뜻했다
(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ihui's Yinshan Zhengyao 
(Leiden·Boston: Brill, 2010), pp.24~25의 각주 36).

6)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 p.2200, “宣徽院, 秩正三品. 掌供玉食. 凡稻粱牲牢酒醴蔬果庶
品之物, 燕享宗戚賓客之事, 及諸王宿衛·怯憐口糧食, 蒙古萬戶·千戶合納差發, 係官抽分, 牧
養孶畜, 歲支芻草粟菽, 羊馬價直, 收受闌遺等事, 與尙食·尙藥·尙醞三局, 皆隷焉.”

7)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光祿寺, p.2201, “光祿寺, 秩正三品. 掌起運米麴諸事, 領尙飮·
尙醞局, 沿路酒坊, 各路布種事.”

8)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大都尙飮局, p.2201, “大都尙飮局, 秩從六品. 中統四年始置. 
設大使·副使各一員, 俱帶金符. 掌醞造上用細酒.”

9)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上都尙飮局, p.2201, “上都尙飮局, 秩正五品. 皇慶中始置. 提
點一員, 大使·副使各一員, 品秩同上.”

10)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大都尙醞局, p.2201, “大都尙醞局, 秩從六品. 掌醞造諸王百
官酒醴. 中統四年, 立御酒庫, 設金符宣差.” 酒槽坊 문 위에는 春申君·孟嘗君·平原君·信陵
君의 4公子를 여럿 그려놓았다. 붉은 칠(紅漆)을 한 闌干으로 酒槽를 보호하고 위에 정교
하고 섬세한 升斗(계량기)로 덮어 두었다. 升斗는 宮室 모양이었다. 양 측면 大壁에는 車
馬·騶從(시종)·傘仗을 그려놓았다. 그 중간에 漢 鍾離(도교 仙人)와 唐 呂洞賓(곧 도교 시
조)을 門額에 그려놓았다. 正門 앞에 山子(옛 良馬) 모양의 金字牌가 3層으로 서 있었으며 
黃公罏라 불렸다. 여름철에는 큰 덩이의 얼음을 많이 실어와 크고 긴 石梘(돌 홈통) 안에 
넣어두었다. 이 눈 녹은 물로 술을 빚을 경우 술통(槽) 안에 水泥가 많이 생겼다(析津志輯
佚 風俗, p.202, “酒槽坊, 門首多畫四公子: 春申君·孟嘗君·平原君·信陵君. 以紅漆闌干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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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292년에 처음 설치되었다.11) 1351년에 楊瑀(1285-1361)는 50여 년 전
인 至元·大德 연간에 진상한 蒲萄酒가 尚醞局에 여전히 보존돼 있다고 적었
다.12)

醴源倉은 大都·上都에 각기 1285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大都醴源倉(종6
품)은 香莎(향부자)·蘇門 등 술의 재료로 쓰이는 찹쌀(糯米)과 鄕貢麴藥을 수
령해 황상용 술[上醞]과 諸王·百官의 歲賜用으로 공급했다.13) 上都醴源倉(종
9품)은 大都로부터 쌀과 누룩을 수령한 후 카안의 車駕가 순행하며 행차한 
곳으로 공급하는 술을 제조했다.14) 1276년에 설치된 尙珍署(종5품)는 濟寧
(현 산동 濟寧) 등지의 곡식을 받아 술 재료를 공급하는 기관이었다.15) 安豐
(현 안휘 壽縣)·懷遠(안휘성)等處稻田提領(종9품)은 稻田에서 파종을 담당하
면서 그 알곡을 보관했다가 醴源倉으로 납부했다.16) 尙舍寺(정4품)는 카안의 
行在에서 帷幙·帳房을 진설하는 사무를 맡았으며 낙타를 기르고 아이락[愛
蘭]과 요구르트[乳酪]를 진헌했다.17) 諸物庫(종7품)는 1300년 이래 宣徽院의 
물품 출납을 관장했다.18) 闌遺監(정4품)은 不闌奚(buralgi), 곧 유실 人口·頭
匹·諸物을 관리했다. 闌遺監은 1283년에 개설된 闌遺所가 그 5년 뒤에 개편
된 것이었다.19)

尙食局(종5품)은 御膳을 공급하고 기름[油]·밀가루[麵]·액상버터[酥 liquid 

之, 上仍蓋巧細升斗, 若宮室之狀. 兩旁大壁, 並畫車馬·騶從·傘仗俱全. 又間畫漢鍾離·唐呂洞
賓爲門額. 正門前起立金字牌, 如山子樣, 三層, 云黃公罏. 夏月多載大塊冰, 入於大長石梘
中, 用此消冰之水醞酒, 槽中水泥尺深.”).

11)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上都尙醞局, p.2201, “上都尙醞局, 秩從五品. 至元二十九年
始置.”

12) 山居新語3([元]楊瑀 撰, 余大鈞 點校, 元明史料筆記叢刊(玉堂嘉話·山居新語), 北京: 中華
書局, 2006), p.219, “尚醞蒲萄酒, 有至元·大德間所進者尚存, 聞者疑之. 余觀西漢《大宛傳》, 
富人藏蒲萄酒萬石, 數十年不敗, 自古有之矣.”; 陳高華, ｢元代大都的飮食生活｣, 陳高華文
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5, p.328.

13)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大都醴源倉, p.2202, “大都醴源倉, 秩從六品. 掌受香莎蘇門
等酒材糯米, 鄕貢麴藥, 以供上醞及歲賜諸王百官者. 至元二十五年始置.”

14)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大都醴源倉, p.2202, “上都醴源倉, 秩從九品. 掌受大都轉輸
米麴, 幷醞造車駕臨幸次舍供給之酒. 至元二十五年始置.”

15)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尙珍署, p.2202, “尙珍署, 秩從五品. 掌收濟寧等處田土子粒, 
以供酒材. 至元十三年始立.”

16)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安豐懷遠等處稻田提領所, p.2202, “安豐懷遠等處稻田提領所, 
秩從九品. 掌稻田布種, 歲收子粒, 轉輸醴源倉. 定置提領二員.”

17)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尙舍寺, p.2202, “尙舍寺, 秩正四品. 掌行在帷幙帳房陳設之
事, 牧養駱駝, 供進愛蘭乳酪. 至元三十一年始置監.”

18)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諸物庫, p.2202, “諸物庫, 秩從七品. 掌出納. 大德四年置.”
19)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闌遺監, p.2202, “闌遺監, 秩正四品. 掌不闌奚人口·頭匹諸物. 

至元二十年, 初立闌遺所, 秩九品. 二十五年, 改爲監, 正四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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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꿀[蜜] 등의 諸物을 출납했다. 1265년 이래 提點이 각종 식자재[生
料]를 尙食局에 바쳤다. 1283년에 尙藥局을 尙食局으로 통합하고 별도로 生
料庫를 설치했다.20) 식자재 저장고인 生料庫는 兩都에 설치되었다. 大都生
料庫(종5품)는 1274년에 生料野物庫의 이름으로 설치돼 尙食局에 예속되었
다. 1283년에 生料庫로 개편되었다.21) 上都生料庫(종5품)는 弘州·大同虎賁·
司農司 등에서 생산되는 기름과 밀가루를 수령했다. 또 大都에서 諸物을 운
송해 內府(황실 창고)로 공급하는 한편, 宮人·宦者들에게 飮膳을 제공했다.22) 
大都太倉·上都太倉(정6품)은 內府의 쌀과 콩, 酒材로 쓰이는 쌀과 누룩과 藥
物을 보관·지출했다.23) 大都柴炭局과 上都柴炭局(종6품)은 1275년 이래로 
황실에 요리·난방용 柴炭을 관리, 공급했다.24) 1311년에 설립된 尙牧所(종5
품)는 太官의 羊을 관리했다.25) 太官은 주로 제사 관련 사무를 도맡았지
만26) 內膳의 임무도 담당했던 점에서27) 尙牧所는 황실용 羊을 목축, 공급했
다. 沙糖局(종5품)은 沙糖28)·蜂蜜을 끓여 만드는 일을 주관했고 지방에서 바

20)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尙食局, p.2203, “尙食局, 秩從五品. 掌供御膳, 及出納油麵酥
蜜諸物. 至元二年置提點, 領進納百色生料. 二十年, 省倂尙藥局爲尙食局, 別置生料庫.”

21)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大都生料庫, p.2203, “大都生料庫, 秩從五品. 至元十一年, 置
生料野物庫, 隷尙食局. 二十年, 別置庫, 擬內藏庫例, 置提點二員, 從五品.”

22)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上都生料庫, p.2203, “上都生料庫, 秩從五品. 掌受弘州·大同
虎賁·司農等歲辦油麵, 大都起運諸物, 供奉內府, 放支宮人宦者飮膳.”

23)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大都太倉·上都太倉, p.2203, “大都太倉·上都太倉, 秩正六品. 
掌內府支持米豆, 及酒材米麴藥物. 至元五年初立, 設官三員, 俱受制國用使司箚付. 十二年, 
改立提擧太倉, 設官三員, 隷宣徽.”

24)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大都·上都柴炭局, p.2203, “大都·上都柴炭局各一, 至元十二年
置, 秩從六品.”; 설배환(2013a), p.16.

25)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尙牧所, p.2204, “尙牧所, 秩從五品. 至大四年始置.”; 元史
24　｢仁宗本紀｣1 至大四年十二月辛未, p.548, “十二月辛未, 增置經正監官爲八員. 置尙牧
所, 秩五品, 掌太官羊.” 

26) 元史75 ｢祭祀志｣4 宗廟下·攝行告謝儀, p.1873, “禮直官引監祭禮按視壇之上下, 退復位. 
奉禮贊再拜. 禮直官承傳, 監祭禮以下皆再拜訖, 又贊各就位. 太官令率齋郎出詣饌殿, 俟于門
外.” 太官은 秦代 太官令·太官丞이 있었고 少府에 속했다. 兩漢에서 그것을 계승했다. 太
官은 황제의 膳食과 宴享 사무를 담당했다. 北魏의 太官은 百官의 음식을 관할했고 光祿
卿에 속했다. 北齊·隋·唐에서 이를 계승했다. 宋 이후 황제 御膳은 尙食局으로 귀속되었고 
太官은 오로지 祭物만을 관장했다(漢語大詞典(전자판) “太官”).

27) 元史119 ｢列傳｣6 玉昔帖木兒, p.2947, “玉昔帖木兒, (중략) 世祖聞其賢, 驛召赴闕, (중
략) 時重太官內膳之選, 特命領其事.”

28) 사탕은 매우 수익성 높은 상품이었다. 左丞 李朵儿只(Li Dorji)가 至元 연간에 處州路總管
이 되었다. 處州路(현 浙江 麗水市)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荻蔗]는 매년 杭州砂糖局에 煎
熬用으로 공급되었다. 糖官은 모두 主鶻(Johūd: 유태인)과 回回(무슬림) 富商이었다. 그들
이 요구·강탈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아 피해가 극심했다. 李 도르지는 어느 날 사람을 보내 
杭州 果木鋪에서 砂糖 10斤을 사고 그 鋪單(영수증)을 받았다. 그 값을 계산해보니 官價에 
비해 수십 배나 많았다. 그는 마침내 省에 呈을 올려 그것을 혁파했다(山居新語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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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果木을 관리했다.29) 
永備倉(종5품)은 兩都 창고에서 운반해 省部(中書省·戶部)에서 회계한 기

름·밀가루·諸物과 雲需府30)에서 취급할 양고기를 수령해 카안의 순행 시 御
膳으로 준비하는 일을 담당했다.31) 豐儲倉(종9품)은 카안이 순행할 때 공급
될 음식[膳羞]을 출납하는 직무를 수행했다.32) 淮東淮西屯田打捕總管府(정3
품)와 9곳의 屯田打捕提擧司(종5품)는 屯田에서 생산된 歲入을 內府에 공급
하고 湖泊·山場에서 고기잡이하거나 사냥한 것을 內膳으로 공급했다.33) 10
곳의 抽分場提領所 역시 宣徽院 관할 아래 있었다.34) 滿浦倉(정8품)은 각처 
곡물과 쌀·밀가루 등의 물품을 수납해 京師로 운송했다.35) 圓米棋子局·軟皮
局이 宣徽院의 箚付를 받았던 점36)에서 그 관할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手號軍人打捕千戶所(종4품)는 軍人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가죽제품을 얻
는 일을 관할했다.37) 栽種提擧司(종5품)는 1280년에 縉山(현 북경 延慶 동
북)에서 매년 납부하는 기장쌀(粱米)과 易州·龍門·淨邊의 官園의 오이[瓜]·과
일[菓]·복숭아[桃]·배[梨] 등의 농산물을 上供했다. 1320년에 그 공급지를 縉

p.203, “李朵兒只左丞, 至元間爲處州路總管. 本處所產荻蔗, 每歲供給杭州砂糖局煎熬之用. 
糖官皆主鶻·回回富商也, 需索不一, 爲害滋甚. 李公一日遣人來杭果木鋪, 買砂糖十斤, 取其
鋪單, 因計其價, 比之官費, 有數十倍之遠, 遂呈省革罷之.”).

29)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沙糖局, p.2204, “沙糖局, 秩從五品. 掌沙糖·蜂蜜煎造, 及方
貢果木. 至元十三年始置, 秩從六品.”

30) 雲需府, 곧 雲需總管府는 차간노르(察罕腦兒) 行宮과 行營에 물자를 공급하는 관서였다(
元史90 ｢百官志｣6 雲需總管府, p.2300, “雲需總管府, 秩正三品. 掌守護察罕腦兒行宮, 及
行營供辦之事.”).

31)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永備倉, p.2204, “永備倉, 秩從五品. 至元十四年始置, 給從九
品印. 掌受兩都倉庫起運省部計置油麵諸物, 及雲需府所辦羊物, 以備車駕行幸膳羞.”

32)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豐儲倉, p.2204, “豐儲倉, 秩從九品. 大使一員. 掌出納車駕行
幸支持膳羞.”

33)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淮東淮西屯田打捕總管府, pp.2204~2205, “淮東淮西屯田打捕
總管府, 秩正三品. 掌獻田歲入, 以供內府, 及湖泊山場漁獵, 以供內膳. 至元十四年, 始立總
管府. (중략) 淮安州屯田打捕提擧司, 高郵屯田打捕提擧司, 招泗屯田打捕提擧司, 安東海州
屯田打捕提擧司, 揚州通泰屯田打捕提擧司, 安豐廬州等處打捕提擧司, 鎭巢等處打捕提擧司, 
塔山徐邳沂州等處山場屯田提擧司, 凡九處, 秩俱從五品.”

34)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抽分場提領所, p.2205, “抽分場提領所, 凡十處: 曰柴墟東西
口, 曰海州新壩, 曰北砂太倉, 曰安河桃源, 曰大湖東西口, 曰時堡興化, 曰高郵寶應, 曰汶湖
等處, 曰雲山白水, 曰安東州. 每所各設提領一員·同提領一員·副提領一員, 俱受宣徽院箚付.”

35)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滿浦倉, p.2205, “滿浦倉, 秩正八品. 掌收受各處子粒米麵等
物, 以待轉輸京師. 至元二十五年始置.”

36)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圓米棋子局·軟皮局, p.2205, “圓米棋子局·軟皮局, 各置提領一
員·同提領一員·副提領一員, 俱受宣徽院箚付.”

37)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手號軍人打捕千戶所, p.2205, “手號軍人打捕千戶所, 秩從四
品. 管軍人打捕野物皮貨. 至元二十五年始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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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에서 龍慶州(현 북경 延慶)로 바꾸었다.38) 弘州種田提擧司(정6품)는 麥麵
을 수납해서 內府로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39) 豐閏署(종5품)는 매년 芻粟을 
수령해 駝·馬를 먹이는 일을 했다.40) 茶園都提擧司(정4품)는 1276년 이래로 
常州路(현 강소 常州)·湖州路(현 절강 湖州)의 茶園戶를 관리하며 어린 찻잎
[茶芽]을 따 內府에 공납했다. 그것은 산하 提領所 13곳을 통령했다. 1279년
에 별도로 御茶를 歲貢하는 平江等處榷茶提擧司를 설치했다.41) 

宣徽院은 황실 음식뿐만 아니라 연회와 접객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으므로 
禮部의 일부 기관을 관할했다. 禮部 산하 기관 가운데 控鶴과 儀衛 사무를 
담임하는 拱衛直都指揮使司(종4품),42) 樂工·供奉·祭饗 업무를 관할하는 儀鳳
司(정4품),43) 궁정 樂人과 興和署 등을 관리하는 敎坊司(종5품)가 宣徽院 아
래에 배속돼 있었다.44) 몽골 황실에서 음식과 儀禮의 긴밀성은 볼라드
(Bolad 孛羅)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1270년에 볼라드는 漢人 관료들
과 함께 朝儀를 입안했고45) 몽골인 近侍를 훈련시키는 일을 조력했다. 1277
년에 쿠빌라이 카안은 大司農·御史大夫·宣徽使 겸 領侍儀司事 볼라드를 樞
密副使로 삼았다. 그는 여전히 宣徽使와 領侍儀司事의 임무를 관할했다.46) 

38)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龍慶栽種提擧司, p.2206, “龍慶栽種提擧司, 秩從五品. 管領
縉山歲輸粱米, 幷易州·龍門·淨邊官園瓜菓桃梨等物, 以奉上供. 至元十七年, 始置提擧司. 延
祐七年, 縉山改爲龍慶州, 因以名之.”

39)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弘州種田提擧司, p.2206, “弘州種田提擧司, 秩正六品. 掌輸
納麥麵之事, 以供內府.”

40)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豐閏署, p.2206, “豐<潤>[閏]署, 秩從五品. 掌歲入芻粟, 以給
飼養駝馬之事.”

41)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常湖等處茶園都提擧司, p.2206, “常湖等處茶園都提擧司, 秩
正四品. 掌常·湖二路茶園戶二萬三千有奇, 採摘茶芽, 以貢內府. 至元十三年置司, 統提領所
凡十有三處. 十六年, 陞都提擧司. 又別置平江等處榷茶提擧司, 掌歲貢御茶.”

42) 元史85 ｢百官志｣1 禮部·拱衛直都指揮使司, pp.2137~2138, “拱衛直都指揮使司, 秩從四
品. 掌控鶴六百餘戶, 及儀衛之事. 至元三年始置. 都指揮使一員, 副使一員, 鈐轄一員, 提控
案牘一員. 十六年, 陞正三品, 降虎符, 增置達魯花赤一員, 隷宣徽院.”

43) 元史85 ｢百官志｣1 禮部·儀鳳司, p.2138, “儀鳳司, 秩正四品. 掌樂工·供奉·祭饗之事. 至
元八年, 立玉宸院, 置樂長一員, 樂副一員, 樂判一員. 二十年, 改置儀鳳司, 隷宣徽院.” 儀鳳
司와 달리, 侍儀司(정4품)는 朝會, 卽位, 冊后, 建儲(황태자 책봉), 尊號 헌상, 外國朝覲의 
체례를 담당했다. 이는 1271년에 처음 설치되었다(元史85 ｢百官志｣1 禮部·侍儀司, 
p.2137, “侍儀司, 秩正四品. 掌凡朝會·卽位·冊后·建儲·奉上尊號及外國朝覲之體. 至元八年
始置.”).

44) 元史85 ｢百官志｣1 禮部·敎坊司, p.2139, “敎坊司, 秩從五品. 掌承應樂人及管領興和等
署五百戶. 中統二年始置. 至元十二年, 陞正五品. 十七年, 改提點敎坊司, 隷宣徽院, 秩正四
品.”

45) 元史7 ｢世祖本紀｣4 至元七年二月丙子條, p.128, “丙子, 帝御行宮, 觀劉秉忠·孛羅·許衡
及太常卿徐世隆所起朝儀, 大悅, 擧酒賜之.”

46) Thomas T. Allsen., “Biography of a Cultural Broker Bolad Ch’eng-Hsia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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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몽골 황실에서 음식문화는 음악과 예술이 조화하는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禮部 관할 업무의 하나로 음악[音]과 기예
[藝]와 음식 공급[膳供]을 함께 포괄 서술하는 점47)에서도 엿볼 수 있다. 宣
徽院과 그 산하 官府는 [그림 2-1]과 같이 圖式할 수 있다. 

[그림 2-1] 宣徽院 관할 기관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 pp.2200-2206; 元史85 ｢百官志｣1 禮部, pp.2137-2138)

그런데 宣徽院은 카안에게 飮膳을 上供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錢穀을 함부
로 쓰는 일이 많았다.48) 1330년에 御史臺에서 宣徽院의 錢穀 출납에 일정한 

China and Iran”, J. Raby & T. Fitzherbert, eds., The Court of the Il-Khans 
1290-13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8; 元史9 ｢世祖本紀｣6 至元
十四年二月丁亥條, pp.188~189, “以大司農·御史大夫·宣徽使兼領侍儀司事孛羅爲樞密副使, 
兼宣徽使, 領侍儀司事.”

47) 元史85 ｢百官志｣1 禮部, p.2136, “禮部, 尙書三員, 正三品; (중략) 掌天下禮樂·祭祀·朝
會·燕享·貢擧之政令. 凡儀制損益之文, 符印簡冊之信, 神人封諡之法, 忠孝貞義之褒, 送迎聘
好之節, 文學僧道之事, 婚姻繼續之辨, 音藝膳供之物, 悉以任之.”

48) 예컨대 尚書省 臣의 보고에 따르면 1310년에 宣徽院의 廪給(황실 생활물자)이 날로 늘고 
있었다. 당시 저장량은 풍부했지만 尚書省에서 공급 부족을 우려했다. 카이샨 카안은 그 
원인이 妃嬪[後宮]들의 飲膳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데 있다고 진단하고 그것을 조사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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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가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문서[案牘]를 조사하지 않자 폐단이 날
로 심각해졌다. 御史臺는 舊制처럼 그것을 省部로 보내 회계감사[考覈]할 것
을 요청했다. 툭 테무르 카안이 이를 승인했다.49) 

한편 宣徽院 설립 여부와 별개로 몽골 카안은 칭기스칸 시대 이래로 황실 
요리사 바우르치(博尔赤 ba’urči. 페르시아어 bāūrchī)를 곁에 두고 있었다. 
바우르치는 케식 執事(怯薛執事50))—몽골어 케식데이(怯薛歹 kesigtei)—의 
일종이었다. 케식데이는 宿衛의 士兵이었다. 그들은 평소 일이 없으면 각자 
자신의 사무를 집무하면서 4개 組로 3일 단위로 교대로 宿衛로서 궁정을 護
衛했다. 일이 있으면 오직 카안이 지명하는 사절—宣使 혹은 宣差51)—로서 

이라고 지시했다(元史23 ｢武宗本紀｣2 至大三年冬十月丁巳條, p.527, “丁巳, 尚書省臣言: 
｢宣徽院廪給日增, 儲偫雖廣, 亦不能給, 宜加分減.｣ 帝曰: ｢比見後宮飲膳, 與朕無異, 有是
理耶! 其令伯答沙與宣徽院官覈實分減之.”).

49) 元史34 ｢文宗本紀｣3 至順元年六月癸巳條, p.758, “癸巳, 御史臺臣言: ｢宣徽院錢穀, 出
納無經, 以上供飮膳, 冒昧者多, 不稽其案牘, 則弊日滋. 宜如舊制, 具實上之省部, 以備考覈.
｣ 從之.”

50) 元史99 ｢兵志｣2 宿衞, p.2524, “其怯薛執事之名 (중략) 親烹飪以奉上飮食者, 曰博尔
赤.” 1203년 칭기스칸의 제1차 즉위에서 웅구르(Önggür), 수이케투 체르비(Söyiketü čer
bi), 카다안 달두르칸(Qada’an Daldurqan)은 자진해서 그의 첫 바우르치(保兀兒赤)가 되
었다(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24절, p.87;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
(栗林均·确精扎布 編), pp.150~151). 또 우루우트(Uru’ud)와 망구트(Manqud)가 자무카에
게서 이탈해서 칭기스칸에게 귀부한 후 칸이 오난 숲에서 잔치(qurim[хурим])를 열었을 
때 음식을 접대한 시키우르(Šiki’ür) 역시 바우르치(保兀兒赤)였다(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30절, pp.96~97;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 pp.160~163). 다만 그들 
이전에 쿠추르(Kūchūr)가 칸의 바우르치였고 그 뒤를 이어 보로굴(Boroğūl), 웅구르가 차
례로 칸의 바우르치로 활동했다(부족지(김호동 역주), p.299). 한편 華夷譯語에서도 廚
子(요리사)를 保兀兒赤(ba’urči)라고 적었다(《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
引(栗林均 編), pp.38~39, “廚子[保兀兒赤]”). 金의 요리사[庖人] 출신의 부친을 둔 賈昔
剌(賈 Shira)는 1224년에 톨루이(睿宗)를 따라 카라코룸(和林)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칭
기스칸의 御膳을 전담했다. 그는 노란수염 때문에 시라(昔剌)라는 이름을 얻었다. 칸의 씨
족들은 그를 몽골인과 똑같이 여겼고 칭기스칸은 그를 매우 총애했다. 한때 賈시라는 몽골
리아 풍토에 맞지 않아 濂州로 이사했다. 그러나 곧 칸은 그의 음식이 편안하고 입맛에 맞
다며 그를 소환했다. 마침내 庖人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었다(元史169 ｢列傳｣56 賈昔剌, 
pp.3969~3970, “賈昔剌, 燕之大興人也. 本姓賈氏, 其父仕金爲庖人. (중략) 有志於當世. 歲
甲申, 因近臣入見莊聖太后, 遂從睿宗於和林, 典司御膳, 以其鬚黃, 賜名昔剌, 俾氏族與蒙古
人同, 甚親幸之; 又慮其漢人, 不習於風土, 令徙居濂州. 帝復思之曰: ｢昔剌在吾左右, 飮食
殊安適.｣ 促召入供奉, 諸庖人皆隷焉.”).

51) 蒙韃備錄箋證 ｢官制｣, p.10b, “如成吉思亦行詔敕等書, 皆金虜叛臣教之, 遣發臨民者, 曰
宣差. 逐州守臣, 皆曰節使. 今在於左右, 帶弓矢·執侍驍勇者, 曰護衛.” “宣差”는 宣使·奏差
(委差 포함)를 의미했다. 宣差는 宣命(황제의 명령)을 받고 충원돼 활동하는 사신으로 中書
省·御史臺·樞密院에서 주로 파견되었다. 奏差는 주로 諸王·6部를 비롯해 官署에서 선발·파
견하는 인원이었다(元史83 ｢選舉志｣3 銓法上·凡宣使·奏差·委差·巡鹽官出身, p.2043, “凡
宣使·奏差·委差·巡鹽官出身: 中書省宣使, 至元九年, 曾受宣命補充者, 九十月考滿正七品. 省



- 115 -

활약했다.52) 이른바 바우르치는 케식데이라는 별칭으로 분류된 카안의 宿衛
(곧 禁兵), 곧 케식(怯薛 kesig)53)의 부류였고 케식 수장의 통령을 받았다.54) 
僕從과 侍衛는 적임자[其人]가 아니면 선발될 수 없었다.55) 특히 內膳, 곧 
궁중 음식은 近臣이 주관했고 신실하고 경건하며 소질이 뛰어난 자가 아니
면 할 수 없었다.56) 우구데이 카안의 바우르치(寶兒赤) 카를룩人 하지(哈只)
처럼 바우르치는 카안의 가장 친밀한 케식이었다.57) 요컨대 음식은 카안의 

箚宣使, 九十月考滿比依部令史例從七品. 其臺院宣使·各部奏差, 比例定擬.”; 漢語大詞典
(전자판) “宣使”와 “奏差” 참조).

52) 元史99 ｢兵志2 ｣ 宿衛, p.2525, “若夫宿衛之士, 則謂之怯薛歹, 亦以三日分番入衛. 其
初名數甚簡, 後累增爲萬四千人. 揆之古制, 猶天子之禁軍. 是故無事則各執其事, 以備宿衛禁
庭. 有事則惟天子之所指使.”;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92절, p.170; ≪元朝秘史≫モン
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 pp.330~331; Chi’ch’iang Hsiao(1978), p.211의 각주11.

53) 元史99 ｢兵志｣2 宿衛, pp.2523~2524, “宿衛者, 天子之禁兵也. (중략) 怯薛者, 猶言番直
宿衛也.” 케식(怯薛)은 turɤa’ud(質子·인질) 제도와 유목군주의 戰士이자 家人인 nököd(親
兵) 제도에서 기원했다. 케식은 황제에 직속하는 親軍 중의 親軍이자 정예군대로서 侍衛·
宿衛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케식(怯薛) 執事로서 궁정 내에서 잡무를 도맡았다
(片山共夫, ｢怯薛と元朝官僚制｣, 史學雜誌89-12, 1980, pp.2~8). 몽골제국의 국가 제도
에서 禁近의 臣(곧 케식)은 服御·弓矢·食飲·文史·車馬·廬帳·府庫·醫藥·卜祝의 사무를 나누어 
대대로 그것을 담당했다. 비록 누군가가 才能 덕분에 관직에 임명돼 복무하거나 고귀해지
더라도 하루라도 돌아와 內庭에 이르면 이전처럼 그 사무를 수행했다. 이는 子孫에 이르기
까지 달라진 것이 없었고 아주 친밀하고 신임 있는 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었다(道園學
古錄17 ｢碑｣ 宣徽院使賈公神道碑, p.126下, “國家之制, 凡禁近之臣, 分服御·弓矢·食飲·文
史·車馬·廬帳·府庫·醫藥·卜祝之事, 皆世守之. 雖或以才能授任, 使服官政, 雖貴盛然, 一日歸
至內庭, 則執其事如故, 至於子孫無改, 非甚親信者, 不得預焉.”).

54) 國朝文類23 ｢碑文｣ 太師淇陽忠武王碑·元明善, p.231上, “怯薛者, 國制分宿衛供奉之士
爲四番, 番三晝夜, 凡上之起居·飮食·諸服御之政令, 怯薛之長皆緫焉.”

55) 道園學古錄16 ｢碑｣ 大宗正府也可札魯火赤高昌王神道碑, p.123上, “昔在太祖皇帝時, 睿
宗皇帝, 以皇子在藩邸, 剛明英偉, 赫如天人. 左右僕從, 侍衛之臣, 茍非其人, 不在兹選.”

56) 元史169 ｢列傳｣56 石抹明里, p.3976, “石抹明里, 契丹人, 姓石抹, 世典內膳. 國制, 內
膳爲近臣, 非篤敬素著者不得爲.” 거란인 시모 뭉릭(石抹明里)은 누대로 內膳을 전담했다. 
뭉릭(明里)의 조부 曷魯는 칭기스칸을 모셨다. 그 후 그는 톨루이가 우구데이 카안을 따라 
西征을 할 때 톨루이를 수행했다. 군사원정 도중에 물이 끊기자 曷魯는 새벽에 풀 위의 서
리를 모아 국[羹]을 끓여 톨루이에게 바쳤다. 그 공로로 曷魯는 몽골리아 귀환 후 많은 金·
帛을 사여받았다(元史169 ｢列傳｣56 石抹明里, p.3976, “明里祖曷魯, 事太祖, 睿宗嘗求
之於帝, 帝聽以其僚十人往, 敕之曰: ｢皇子方總兵闢地, 朕輟爾以事之. 能以事朕之恭事之, 
將用黃金覆周汝身矣.｣ 顯懿莊聖皇后語憲宗·世祖曰: ｢曷魯事太祖, 聖躬或小不豫, 其烹庖之
精, 百倍平日, 汝兄弟當終始遇之.｣ 睿宗嘗從太宗西征, 在道絶汲, 曷魯晨起, 聚草上霜, 煮
羹以進. 睿宗問曰: ｢何從得水?｣ 因告之故, 師還, 賜金帛甚厚. 年八十卒.”). 1254년 (憲宗 
4) 오월 이십일일(6.7.) 대연회—아마도 지순宴—에 프랑스인 기욤 부시에는 자신이 은제나
무 酒器를 만들었던 까닭에 바우르치(buttler)로 일했다(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46).

57) 全元文968 ｢黃溍｣34 宣徽使太保定國忠亮公神道碑, pp.162~163(黃文獻集10上), “謹
按, 公諱答失蠻, 其先西域人, 系出哈剌魯氏. (중략) 父哈只, 贈榮祿大夫·司徒·柱國, 追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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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황실 宴饗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했고 그것은 바우르치
(ba’urči)와 宣徽院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 카안의 식탁
한 연구에 따르면 먼 옛날부터 연회는 음식을 단순히 소비하는 차원을 뛰

어넘어 옷차림·예의범절·연회 절차·볼거리 등 미학적 경험을 중시했다.58) 몽
골인들에게 음식은 각별한 것이었다. 칭기스칸 시대 이래로 宮庭 안에서 특
히 두 가지 사무가 대단히 중요했다. 그것은 첫째 服御(황실의 服飾·車馬·器
用), 둘째 食飲이었다.59) 쿠빌라이 카안은 요리사 바우르치에게 음식의 성질
과 맛을 살펴 요리하도록 지시했다. 御膳에서는 누가 요리하며 사용된 재료
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했다. 또 술과 湯煎 등 온갖 진귀한 음식과 
器物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되었다.60) 

쿠빌라이 카안은 太官과 內膳(황실 음식)의 선정을 대단히 중시해서 특별
히 玉昔帖木兒(우즈 테무르)에게 그 일을 지휘하도록 명령했다. 內殿에서 연
회를 거행하면서 우즈 테무르가 일어나 술을 돌릴 때 諸王과 妃는 모두 그
에게 답례하라고까지 카안은 명령했다.61)

帝國 건설 후 각종 珍味가 御膳用으로 內府로 유입되었다. 飮膳正要
(1330)는 [표 2-1]과 같이 카안의 御膳·약재로 쓰인 동·식물들을 열거한다. 

國公. (중략) 司農公前卒, 乃以司徒公爲質子. (중략) 稍長, 事太宗皇帝, 爲寶兒赤. 寶兒赤, 
蓋古內饔之職, 最爲親密. 司徒公以恭謹, 尤被寵遇.”

58) 로이 스트롱(2005), p.22. 
59) 道園學古錄16 ｢碑｣ 大宗正府也可札魯火赤高昌王神道碑, p.123上, “昔在太祖皇帝時, 睿

宗皇帝, 以皇子在藩邸, 剛明英偉, 赫如天人. 左右僕從, 侍衛之臣, 茍非其人, 不在兹選. 而
康武公, 以幼穉之年, 出入幃幄. 宮庭之內, 一服御一食飲, 事體甚重, 必以屬之.”; 李治安, 
元代分封制硏究, 北京: 中華書局, 2006, p.177.

60) 飮膳正要([元]忽思慧 撰, 續修四庫全書·子部·譜錄類) 序·伏覩, p.531, “伏覩, 國朝奄有四
海, 遐邇罔不, 賔貢珍味·奇品, 咸萃內府. 或風土有所未宜, 或燥濕不能相濟, 儻司庖廚者, 不
能察其性味, 而槩於進獻, 卽食之, 恐不免於致疾. (중략) 御膳必須精製所職何人·所用何物. 
進酒之時, 必用沈向木·沙金·水晶等盞, 斟酌適中. 執事務合稱職, 每日所用摽酒, 於曆以驗後
效, 至於湯煎, 瓊玉·黃精·天門·冬蒼木等膏, 牛髄·枸杞等煎, 諸珍異饌, 咸得其宜. 以此世祖
皇帝, 聖壽延永無疾.”; 설배환(2009b), p.174.

61) 元史119 ｢列傳｣6 博爾朮·玉昔帖木兒, p.2947, “時重太官內膳之選, 特命領其事. 侍宴內
殿, 玉昔帖木兒起行酒, 詔諸王妃皆爲答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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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품(동·식물) 原産地

米
穀
品

米
穀

찹쌀(稻米/糯米), 멥쌀(粳米), 조(粟米), 청량미(青粱米), 백량미(白粱米), 황량미(黃粱米), 찰기장(黍米), 단서미(丹
黍米), 메기장(稷米), 하서미(河西米), 녹두(菜荳), 흰콩(白豆), 대두(大豆 Soybeans), 팥(赤小豆 Adzuki Beans), 
병아리콩/이집트콩(回回豆子 Chickpeas), 청소두(青小豆), 완두(豌豆), 제비콩(匾豆 Hyacinth Beans), 밀(小麥), 
보리(大麥), 메밀(蕎麥), 흰깨(白芝麻 White Sesame Seeds), 참깨(胡麻 Iranian Sesame Seeds)

23종
西域 1

醬類 엿(餳 Malt-Sugar), 꿀(蜜), 누룩(麴 Yeast), 식초(醋), 장(醬), 메주(豉), 소금(塩) 7종

酒
虎骨酒(Tiger Bone Liquor), 枸杞酒, 地黃酒, 松節酒, 松根酒, 羊羔酒(Lamb Liquor), 五加皮酒, 올눌제주(膃肭
臍酒 Olnul Liquor62)), 小黃米酒, 葡萄酒, 아라키주(阿剌吉酒 Araki Liquor), 수르마주(速兒麻酒 Sürmä 
Liquor)

12종[몽골2, 
西域2, 
고려1]

獸
品

소(牛), 양(羊), 가젤(黃羊), 산양(山羊), 염소(羊古羊里), 말(馬), 야생말(野馬), 코끼리(象), 낙타(駞), 야생낙타(野駞), 곰(熊), 
나귀(驢), 야생나귀(野驢), 일본사슴(麋 Sika Deer), 붉은사슴(鹿 Red Deer), 노루(麞), 개(犬), 돼지(豬),63) 멧돼지(野豬), 
강돌고래(江豬: 장강 돌고래), 수달(獺), 호랑이(虎), 표범(豹), 四不像(麅 Pere David's deer), 사향노루(麂 Musk Deer), 
문착(麝 Muntjac Deer), 여우(狐), 코뿔소(犀牛), 이리(狼 Wolf), 토끼(兔), 타르바가(塔剌不花 Tarbaqa), 오소리(獾), 삵
(野貍), 족제비(黃鼠 Weasel), 원숭이(猴)

35종
몽골 15, 

西域 4

禽
品

고니(天鵝 Swan), 거위(鵝 Oriental Swangoose), 기러기(鴈), 두루미(䳄䳓), 마도요(水札 Eurasian Curlew), 닭(雞)—
白雄雞·烏雄雞·黃雌雞·달걀(雞子), 꿩(野雞), 角雞/山鷄(Wild Pheasant), 청둥오리(鴨 Malllard), 고방오리(野鴨/速速兒 
Pintail), 원앙(鴛鴦 Mandarin Duck), 댕기흰죽지(鸂鶒 Tufted Duck), 집비둘기(鵓鴿 Pigeon), 비둘기(鳩 Dove), 능에
(鴇 Bustard), 까마귀(寒鴉 Crow), 메추라기(鵪鶉 Quail), 참새(雀), 멧새(蒿雀 Bunting)

22종

魚
品

잉어(鯉魚), 붕어(鯽魚), 방어(魴魚 Bream), 청어(靑魚), 백어(白魚 White Fish), 황어(黃魚 Yellow Fish), 메기(鮎魚), 
톱상어(沙魚 Sawfish), 뱀장어(鱓魚 Mud Eel), 전복(鮑魚 abalone), 복어(河㹠魚 Puffer), 민어(石首魚 Sciaenid Fish), 
시베리아 철갑상어(阿八兒忽魚 Abarqu: Siberian Sturgeon), 철갑상어(乞里麻魚 Qilam: Chinese Sturgeon), 자라
(鼈), 게(蟹), 새우(蝦), 소라(螺), 대합(蛤蜊 Trough Shells), 성게?(蝟), 방합조개(蚌), 농어(鱸魚)

22종
만주 2

果
品

복숭아(桃), 배(梨), 감(柿), 모과(木瓜), 매실(梅實), 자두(李 Japanese Plum), 능금(柰), 석류(石榴), 야생능금(林檎 Crab 
Apple), 살구(杏), 밀감(柑 Mandarin Orange), 귤(橘 Tangerine), 오렌지(橙 Sweet Orange), 밤(栗), 대추(棗), 앵두
(櫻桃), 포도(葡萄), 호두(胡桃), 잣(松子), 연밥(蓮子 Lotus Seeds), 가시연꽃씨(雞頭 Euryale ferox Fruits), 마름(芰實 
Trapa bispinosa Fruits), 여지(荔枝), 용안(龍眼 Long’ans), 은행(銀杏), 감람(橄欖), 소귀열매(楊梅 Chinese Myrica), 
개암(榛子 Hazelnuts), 비자(榧子 Torreya Nuts), 사탕수수(沙糖 Sugar Cane), 참외(甜瓜 Sweet Melon), 수박(西瓜), 
멧대추(酸棗 Sour Jujube), 아그배(海紅 Apricot Red), 시트론(香圓 Citrons), 도토리(株子 Acorns), 사과(平波), 아몬
드(八檐仁 Almond), 피스타치오(必思荅 Pistachio)

39종
西域 8

菜
品

아욱(葵菜 Mallow), 근대(蔓菁 Swiss Chard), 고수(芫荽 Cilantro), 겨자(芥), 파(葱), 마늘(蒜), 부추(韮), 겨울멜론(冬瓜 
Winter Melon), 오이(黃瓜 Cucumber), 무(蘿蔔 Radish), 당근(胡蘿蔔 Carrot), 씀바귀(天淨菜 ), 표주박(瓠), 울외(菜
瓜), 호리병박(葫蘆 Pear-shaped Bottle Gourd), 마고버섯(蘑菰), 버섯(菌子), 목이버섯(木耳 Tree Ears), 죽순(竹筍), 
부들순(蒲筍), 연뿌리(藕), 참마(山藥 Yam), 토란(芋 Taro), 상추(萵茞), 배추(白菜), 쑥(蓬蒿), 가지(茄子), 비름(莧 
Amaranth), 유채(芸臺菜), 시금치(波薐菜), 사탕무(莙薘菜 Sugar Beets), 香菜(Basil), 여뀌(蓼子), 쇠비름(馬齒菜 
Purslane), 느타리버섯(天花 Pleurotus ostreatus [추정]), 샬롯(回回葱 Shallot[백합과 향신료]), 두루미냉이(甘露子/滴
露 Chinese Artichoke), 느릅나무씨(榆仁 Elm Seeds), 순무(沙吉木兒/蔓菁根 Rape-turnip), 사탕무(出莙薘兒 Sugar 
Beet: 페르시아어 چغندر قند Choghondar qand), 백합뿌리(山丹根 Lily Root), 미역(海菜 Seaweed), 고사리(蕨菜), 살갈
퀴(薇菜 Vetch), 방가지똥(苦買菜 Sonchus greens), 미나리(水芹 Water Celery), 후추(胡椒), 산초(小椒 Chinese 
Flower Pepper), 양강/고량강(良薑 Lesser Galangal), 회향(茴香 Fennel), 감초(甘草 Liquorice), 고수(芫荽子 
Coriander), 말린생강(乾薑 Dried Ginger), 생강(生薑 Ginger), 쿠민(蒔蘿 Cumin), 진피(陳皮 Tangerine Skin), 草果
(Tsaoko Cardamom), 계피(桂 Cassia), 강황(薑黃 Turmeric), 필발(蓽撥 Pippali), 축사(縮砂 Grain-of-Paradise), 쿠
베브(蓽澄茄 Cubeb), 五味子(Schisandra), 호로파(苦豆/葫蘆巴 Fenugreek Seeds), 적색효모(紅麴 Red Yeast), 양귀
비씨(黑子兒 Poppy Seeds), 유향수지(馬思荅吉 مصطکی maṣṭakā), 사프란(咱夫蘭 زعفران Za’faran[Saffron]), 아위(哈昔
泥 Kasni[Asafoetida]), 아위뿌리(穩展 Anghūze [Asafoetida Root] انقوزه), 잇꽃(胭脂 Safflower), 치자(梔子 Zhizi), 포
황/부들꽃가루(蒲黃 Cattail Pollen), 回回青(Muslim Green)

75종
西域 11

※ 飮膳正要3([元]忽思慧 撰, 續修四庫全書·子部·譜錄類), pp.581~609; 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ihui's Yinshan Zhengyao  
(Leiden·Boston: Brill, 2010), pp.425~552.

[표 2-1] 飮膳正要 속 동·식물

62) 膃肭臍酒(올눌제주)에서 膃肭臍(wà-nà-qí)는 한국어 발음 “올눌”(물개)과 중국어 臍(qí)를 
합친 것이다. 물개의 성기는 건강과 허리 힘을 강화시키는 데 최고로 좋은 물건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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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안은 통상 많은 것들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御饌과 官廚는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이었
다.64) 이는 그들이 風土의 차이로 인한 질병을 우려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양을 즐겼던 식습관 때문이었다.65)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진정
한 귀족의 상징이었고66) 몽골 황실의 식단은 그에 딱 부합했다. 몽골 조정은 
실제 매일 황실에 御膳을 진상하면서 통상 하루에 羊 5마리를 썼다. 카안은 
한 달 150마리, 1년 1800마리 양을 식용했다. 다만 토곤 테무르 카안은 즉
위(1333) 이래로 하루 양 1마리―연간 양 360마리―를 빼 4마리로 줄였
다.67) 그 연간 합계를 고려하면 御膳用 羊의 경감 수량(20%)은 제법 많은 
것이었다.68) 몽골 카안은 行路 중에 玉食으로 양고기[羶葷]를 주로 먹었다. 
카안은 농번기에 맞춰 巡幸을 했고 이때 소와 양·나귀·말 등의 가축 수십만 
마리를 대동했다.69) 

황실 주방에는 小廚房과 大廚房이 있었다. 小廚房에서는 內人이 8가지 요

되었다. 그것은 성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p.498의 각주 33).

63) Paul Buell 등은 飮膳正要에 돼지가 실질적으로 실려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p.7). 그러나 돼지고기는 飮膳正
要의 원문(飮膳正要3 獸品·豬肉, p.587)과 Paul Buell 등의 번역서(p.508)에 공히 수록
돼 있으므로 그의 주장은 옳지 않다.

64)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7, “御饌官廚不較餘, 金門掌膳意
勤如. 更分光祿瓶中酒, 爛醉歸時月上初.”

65) 설배환(2009b), p.174. 
66) 로이 스트롱(2005), p.76. 유럽에서 11~13세기 왕족과 귀족의 일상 식단은 육류와 가금류

가 중심이었다.
67) 1335년에 토곤 테무르 카안은 諸王·公主·駙馬의 음식[飮膳] 비용도 줄였다(元史38 ｢順

帝本紀｣1 [後]至元元年十二月丙辰, p.830, “丙辰, 制省諸王·公主·駙馬飮膳之費.”).
68) 南村輟耕錄2 ｢減御膳｣, p.20, “國朝日進御膳. 例用五羊. 而上自即位以來, 日減一羊. 以

歲計之, 爲數多矣.”; 山居新語4, p.230, “皇朝御膳, 日用五羊. 今上皇帝即位以來, 日減一
羊. 可見聖德仁儉也若此.” 좌기의 두 기록에서 “上”은 今上皇帝, 곧 順帝 토곤 테무르 카
안을 지칭한다(南村輟耕錄1 ｢列聖授受正統｣, p.11, “今上皇帝【御名妥歡帖睦爾】”).

69) 純白齊遺稿2([元]胡助 撰, 欽定四庫全書·集部本) ｢五言古體｣ 京華雜興詩二十首·其九, 
p.3b, “翠華慰民望, 時暑將北廵. 牛羊及騾馬, 日過千百羣. 廬巖周宿衞, 萬騎若屯雲. 氊房
貯窈窕, 玉食羅羶葷. 珍纓飾駝象, 鈴韻遥相聞.” 최윤정은 좌기 ｢京華雜興詩二十首·其九｣를 
“대칸이 상도로 순행할 때 扈從하는 군대와 수행원, 儀仗을 비롯해 필요한 가축들은 대군
이 출발하기에 앞서 보내진다”고 이해했다(최윤정(2012), p.64). 그런데 이 詩는 다음과 같
이 음미할 수 있다. “천자[翠華]께서 백성의 소망을 위무하시느라 때마침 더위를 맞아 北
廵하시네. 소와 양과 노새와 말이 하루 수십만 무리가 지나네. 임시숙소[廬]와 바위[巖]가 
宿衞[케식]를 빙 둘렀고, 萬騎는 마치 구름이 진을 친 듯하여라. 게르[氊房]는 요조숙녀[窈
窕]를 담았으며 玉食으로 양고기[羶葷]를 늘어놓았네. 진귀한 끈[珍纓]으로 낙타와 코끼리
를 꾸민 가운데 방울의 노랫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는구나.” 곧 上都 巡幸에서 가축은 카안
을 앞서기보다는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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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八珍]으로 음식을 조리했다. 大廚房에서는 宣徽院의 주관으로 羊을 요
리했다. 楊允孚가 관찰한 바 카안·皇家·羣臣을 위한 羊의 수는 하루 4~5마리
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매끼니 16마리—하루 48마리 연간 1만 7280마리—에 
달했다. 1인당 1일 표준 羊 소비량을 1斤으로 기준할 때70) 하루 48마리는 
산술적으로 하루 1440명 소비량이었다. 요컨대 카안과 皇家는 하루 양 4~5
마리를 소비하는 한편, 그 나머지(43~44마리)를 카안의 식사 후 表를 올리거
나 聖旨를 취급하는 좌우 大臣에게 매일 사여하는 것이 常例였다.71) 

카안이 실제로 大臣에게 御膳, 특히 고기를 하사하는 사례가 몇 가지 확
인된다. 劉하라바투르(劉哈剌八都魯)는 1280년에 시리기(昔里吉)의 반란 때 
그의 군대를 대파하고 使臣을 체포했다. 하라바투르가 行宮에서 카안에게 포
로를 바칠 때 쿠빌라이 카안은 그가 매우 수척한 것을 보고 御膳을 물리고 
羊胾를 사여했다.72) 1289년 이래 杜仁傑과 그의 형은 각기 海運百戶와 海
運千戶로서 매년 海路 운송을 원활히 수행했다. 그들이 天壽節에 카안을 朝
覲했을 때 쿠빌라이 카안은 형제의 공로를 치하하고 특별히 연회를 열어주
었다. 그들이 사슴고기[鹿肉]를 품고 돌아가 친척들에게 선물하자, 모두 그것
을 영광스럽게 여겼다.73) 이처럼 御膳을 民間에 사여하는 것을 “貢餘”라고 
했다.74) 

뭉케 카안이 즉위(1251) 후 1주일 동안 연회(ṭoi)를 열 때였다. 매일 수레 
2000량으로 포도주와 쿠미스(말 젖), 말·소 300마리, 양 3000마리가 酒庫와 
廚房에 공급되었다. 베르케가 가축들을 정당한 방식(ṭarīq-i mashrū’: 곧 동
물의 가슴을 절개하는 몽골의 도축 방식75))―으로 도살했다.76) 카안의 즉위 

70) 설배환, ｢13-14세기 몽골초원의 물적 기반과 유목경제의 지속성 고찰｣, 중앙아시아연구
20-1, 2015b, p.212.

71)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3, “內人調膳侍君王, 玉仗平明出
建章. 宰輔乍臨閶闔表, 小臣傳旨賜湯羊. 【御前廚常膳有曰小廚房·大廚房. 小廚房則內人八珍
之奉是也. 大廚房則宣徽所掌湯羊是也. 由內及外, 外膳既畢, 羣臣始入奏事. 每湯羊一膳, 其
數十六, 餐餘必賜左右大臣, 日以爲常. 予常職賜, 故悉其詳.】” 大都 皇宮에서 廚房은 大明
殿 동쪽의 東華門 안쪽에 있었다(朱偰(1936)의 “元宮城圖”).

72) 元史169 ｢列傳｣56 劉哈剌八都魯, pp.3973~3974, “[至元]十七年, 擢太醫院管勾. 昔里吉
叛, 宗王別里鐵穆而奉命往征之. (중략) 因獲昔里吉所遣使, 知其不爲備, 又乘勢進擊, 大破
擒之, 王乃命哈剌八都魯獻俘行宮. 帝見其瘠甚, 輟御膳羊胾以賜, 旣拜受, 先割其美者懷之. 
帝問其故, 對曰: ｢臣始與母訣, 今歸, 母幸存, 請以君賜遺之.｣ 帝嘉其志, 命自今凡賜之食, 
必先賜其母.”; 元宮詞百章箋注, p.70.

73) 全元文1025 ｢程端禮｣4 元故從仕郎杭州路稅課提擧杜君墓誌銘, p.212, “至元二十有六年, 
倉漕海公與兄某同在選. 某授忠顯校尉海運千戶, 帶金符. 公授進義副尉海運百戶, 帶銀符. 每
歲運, 衆惟公是從, 則悉利涉. 嘗以天壽節人覲, 世祖皇帝嘉公兄弟功, 賜宴甚寵, 懷鹿肉歸, 
遺親戚, 咸榮之.”

74)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7, “凡御膳及民間者, 謂之貢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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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에 사용된 양은 최소 2만 1000마리였다.77) 1일 羊 3000마리는 평시에 
황실·羣臣의 2개월여 양고기 소비량(하루 48마리 기준)에 상당하는 분량이었
다.78) 뭉케 카안과 참석자들은 그 연회에서 황실·羣臣의 羊 소비량 기준으로 
14.5개월(1년 2.5개월)―御膳 하루 5마리 기준 시 140개월(11년 8개월)― 분
량을 1주일 만에 먹어 치운 셈이었다. 이는 그만큼 쿠릴타이의 연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했음을 의미한다.

王公·貴人을 포함한 모든 몽골인들은 육식을 즐기고 잘라 먹었던 까닭에 
항상 小篦刀(작은 참빗모양의 칼)를 패용했다. 그것은 鑌鐵(강철)로 만들었는
데 금값보다 비쌌으며 무소뿔보다 날카로웠다.79) 몽골인들이 小篦刀를 항상 
패용한 慣行은 고고학적 증거로도 확인된다. 몽골의 ‘숑흐타완 톨고이 貴人 
石像’(그림 1-8)과 上都 羊群廟 祭祀遺址의 네 石雕像이 그것이다. 이들 石
人像은 모두 허리에 좌우 양쪽으로 칼집이 딸린 작은 칼―일례로 [그림 2-2]
의 2號 祭祀遺址 石雕像 참조―을 차고 있다.80)

75) 양을 잡을 때 목을 따는 무슬림·유태인들과 달리, 몽골인들은 가슴을 절개해 양을 도살했
다. 무슬림·유태인들은 몽골인들이 도살한 양을 종교적 이유로 불결하게 여겨 먹지 않았다
(劉迎勝, 察合台汗國史硏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p.75). 일례로 셍게(桑哥: 
?-1291) 執政期(1287-91)에 쿠빌라이 카안이 獻物을 바친 무슬림 상인들에게 恩賜로 식탁
의 음식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오염되었다며 먹지 않았다. 쿠빌라이 카안은 분
노해 무슬림과 종교인들이 양을 무슬림 방식으로 도살해서는 안 되며 몽골 관습대로 가슴
을 절개하라고 명령했다(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37).

76) Rashīd/Rawshan, p.830;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19.
77) 北宋 황실은 양털과 양고기를 소비했으나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 1070년에 황실 牛羊司

에 양털 수만 근이 “모두 똥과 흙과 같이” 쌓여 있었다. 諸路에서 上供羊을 구매해 바치는 
한편, 河北榷場에서 거란 양을 매년 수만 마리 博買했으나 수도 開封으로 도착했을 때는 
비쩍 말랐거나 죽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송 조정은 경비 절감을 위해 御膳과 제사용으로 
[연간] 양 3000마리를 책정했다(宋史179 ｢食貨下1｣ 會計, pp,4354~4355, “[熙寧]三年, 
儀鸞司闕氈三千, 三司請命河東製之. 帝 曰: ｢牛羊司積毛數萬斤, 皆同糞壤, 三司不取於此, 
而欲勤遠民乎?｣  (중략) 制置司言: ｢諸路科買上供羊, 民費錢幾倍, 而河北榷場博買契丹羊歲
數萬, 路遠, 抵京皆瘦惡耗死, 公私費錢四十餘萬緡.｣ 詔著作佐郎程博文訪利害. 博文募民有
保任者, 以產爲抵, 官預給錢, 約期限·口數·斤重以輸. 民多樂從, 歲計充足. 凡供御膳及祀祭
與泛用者, 皆別其牢棧, 以三千爲額, 所裁省冗費十之四. 其後, 又用呂嘉問·劉永淵之言, 治
竈藏冰, 以省工費.”). 

78) 한편 1313년에 각 사원에서 佛事를 수행할 때 하루 羊 9440마리를 소모했다. 결국 아유
르바르와다 카안은 舊制를 따라 羊을 채식[蔬食]으로 바꿨다(元史24 ｢仁宗本紀｣1 皇慶二
年二月己卯條, p.555, “各寺修佛事日用羊九千四百四十, 敕遵舊制, 易以蔬食.”).

79) 草木子3下 ｢雜制篇｣, p.68, “北人茶飯重開割, 其所佩小篦刀, 用鑌鐵定鐵造之, 價貴於
金, 實爲犀利, 王公貴人皆佩之.”

80) 魏堅(2008a), pp.694~695, 697, 699, 魏堅(2008b)의 彩版 271, 273~274, 282~283, 
285~286, 293,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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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魏堅, 元上都(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8a, p.697 圖6 二號祭祀遺址 石雕像; 魏
堅, 元上都(下),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8b의 彩版 285의 1 二號石雕像 右側面.

[그림 2-2] 上都 羊群廟 2號 祭祀遺址 石雕像과 칼집이 딸린 작은 칼

작은칼과 몽골 일상문화의 깊은 상관성은 그들의 미신적 믿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몽골인들은 불을 작은칼로 찌르거나 불에 닿게 하는 것을 죄악시했
다. 작은칼로 솥에서 고기를 꺼내거나 안전하게 그것을 불 옆에 두는 것 또
한 죄악으로 여겼다. 이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불의 머리가 달아난다”고 여
겼기 때문에81) 생겨난 금기였다. 이른바 작은칼[小篦刀]은 위신용·호신용82)

이었을 뿐만 아니라, 몽골의 유목·육식 문화를 표상하는 기물이라 하겠다. 
양과 말의 抽分(징수: 곧 qubchur)은 본래 內府 소비를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했다.83) 羊의 공급지로 몽골초원을 상정할 수 있다. 쿠빌라이 카안은 칭
기스칸의 셋째 동생 카치운의 [증]손자 쿨라쿠르(忽剌忽兒: 集史의 “쿨라우
르”84))의 部民에게서 上供羊을 얻었다. 다만 그것은 1262년의 기근으로 폐
지되었다.85) 카치운의 분봉지는 興安嶺 서쪽 부유르 호수 남쪽과 울쿠이
(Ulqui), 카라칼지트(Qara Qaljit)였다.86) 1334년에 토곤 테무르 카안의 詔書
에 의하면 케식데이(怯薛歹)와 각 아이막[愛馬]의 羊·馬도 抽分 대상이었
다.87)

81) Marino Sanudo, Marino Sanudo Torsello, p.384.
82) 예컨대 1270년 잘라이르타이(Jalayirtai)는 우구데이 카안의 손자 킵착(Qipchaq)과 말다툼

을 벌일 때 단도(kārd)를 꺼내 들었다(Rashīd/Rawshan, p.1072; Rashīd/Thackston, 
p.524).

83) 至正條格24 ｢條格｣ 廐牧·抽分羊馬·至順三年四月條, p.38, “至順三年四月, 兵部議得:｢抽
分羊馬, 本以供給內府支持, 不爲不重. 每歲差官各處抽分, 不行從實交納.(후략)｣”

84)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90, 97.
85)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春正月庚午條, p.81, “忽剌忽兒所部民饑, 罷上供羊.”
86)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原像─チンギス･カン王國の出現｣,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

, 京都: 京都大學出版社, 2004,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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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비롯한 가축의 抽分은 宣徽院에서 主務했고 몽골 백성들과 각 千戶
와 각처의 關隘[口子]에서 주로 수행되었다.88) 1303년에 宣徽院 經歷司는 
각 處 隘口—이른바 ①虎北口(密雲縣 古北口), ②南口(北京 昌平區 南口鎭), 
③駱駞嶺(북경 長操 서남), ④白馬甸(하남 滑縣 동남 滑城), ⑤遷民鎭(하북 
秦皇島 동북 山海關), ⑥紫荊關(河北 易縣), ⑦丁寧口, ⑧鐵門關(居庸關 혹은 
新疆 博樂 서남 차간솜 서쪽), ⑨渾源口(산서 渾源), ⑩沙靜(내몽골 四子王旗 
서북 홍고르), ⑪忙安倉(四子王旗 서북), ⑫車坊(북경 延慶), ⑬興和(하북 張
北) 등지, ⑭遼陽 등지, ⑮차간노르(察罕腦兒: 하북 沽源縣 북쪽 小紅城)의 
15곳89)—에서 年例에 따라 칠월·팔월 사이에 카안의 聖旨를 들고 가 당해 
鋪馬로 驛을 달리면서 당해 지역에서 抽分한 후 시월 안에 大都에 납부하도
록 지시했다.90) 곧 몽골리아와 15곳의 隘口에서 카안의 羊을 실물로 제공했

87) 至正條格24 ｢條格｣ 廐牧·抽分羊馬·元統二年十月二十九日條, p.38. “元統二年十月二十九
日, 詔書內一款:｢怯薛歹幷各愛馬羊馬, 幷免抽分. 其興販之數, 不拘此例.｣ ”

88) 元典章16(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5)(元刻本) ｢戶部｣2 分例·雜例·禁治久食分例, pp. 
588~589, “延祐二年正月, (중략) 送據兵部呈: ｢行據宣徽院經歷司呈: ｢奉本院劄付: <照得都
省承奉聖旨節該: {抽分頭疋羊口, 自前是宣徽院管來. 如今迤北蒙古百姓每, 各千戶并各處口
子裏, 交它每委人抽分者. 城子裏交本處官司就便提調抽分者.} 欽此.> 委令和尚等充南北口
等處抽分羊馬官勾當, 不見充定置司去處, 各人不應於<余>[楡]林驛置司·貪飲食首思·常行坐鋪
馬一節, 合從兵部体例定奪. 具呈照詳. 得此.” 元典章의 표점에 대해서는 元典章(一·
二·三·四)(陳高華·張帆·劉曉·黨寶海 點校, 天津: 中華書局·天津古籍出版社, 2011)을 참조.

89) 國朝文類41 ｢雜著｣ 經世大典序錄·政典總序·馬政, p.458下, “成宗時, 每年七·八月間, 委
人賚聖旨乘驛赴所該州縣, 與民官眼同抽分, 十月分赴都交納宣徽院. 羣上及百·下及三十者, 
抽分一頭, 不及三十者免. 共十<河>[五]處: 虎北口·南口·駱駞嶺·白馬甸·遷民鎭·紫荊關·丁寧
口·鐵門關·渾源口·沙靜·忙安倉·車坊·興和等處·遼陽等處·察罕腦兒.”; 通制條格校注15 ｢廏
牧｣ 抽分羊馬, p.440의 주석 [二]; 元文類41 ｢雜著｣ 經世大典序錄·政典總序·馬政, p.740; 
大元馬政記(臺北: 藝文印書館, 1971) ｢抽分羊馬｣, p.33a, “虎北口·南口·駱駝嶺·白馬甸·遷
民鎭·紫荊關·丁寧口·鐵門關·渾源口·沙淨州·忙安倉·車坊·興和等處·遼陽等處·察罕腦兒.”

90) 通制條格校注15 ｢廏牧｣ 抽分羊馬, pp.439~440, “大德七年十月, 中書省, 戶部呈: ｢宣徽
院經歷司呈: 照得各處隘口抽分羊馬人員, 年例柒·捌月間, 欽賚元受聖旨, 各該鋪馬馳驛前去
拘該地面抽分, 限拾月已裏赴都送納, 各人飮食已有定例外, 據常川取要飮食分<倒>[例]·長行
馬疋草料, 州縣搭蓋棚圈, 別無許准文憑. 本部參詳, 抽分羊馬人員每歲擾動州縣, 苦虐人民. 
今後擬合令宣徽院定立法度, 嚴切拘鈐, 至抽分時月, 各給印押差箚, 明白開寫所委官吏姓名, 
並不得多餘將引帶行人員長行馬疋, 定立回還限次, 欽賚元領聖旨, 經由通政院倒給鋪馬分例
前去, 須要同本處管民正官, 眼同依例抽分羊馬牛隻, 隨卽用印烙記, 趁好水草牧放. 如抽分了
畢, 各取管民官司印署保結公文, 明白開寫抽分到數目·村莊·物主·花名·毛皮·齒歲, 申覆本院. 
仍令有司量差人夫牽趕至前路官司, 相沿交換已委官押領, 依限赴都交納. 沿路儻有倒死, 亦
取所在官司明白公文, 將皮貨等起解赴院. 中間若有違法不公, 欺隱作弊, 宜從本道廉訪司嚴
加體察. 其餘一切搭蓋棚圈並常川馬匹草料飮食等物, 不須應付, 庶革擾民欺誑之弊.｣ 都省准
呈.”; 至正條格24 ｢條格｣ 廐牧·抽分羊馬·大德七年十月條, p.37. 羊馬를 抽分하는 人員은 
宣徽院에서 정립한 法度에 의거해 양과 말을 抽分해야 했다. 抽分하는 달에 각기 印押과 
差箚를 주고 명백히 파견 官吏의 姓名을 적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많은 수행인원과 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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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각 도시에서 가축 납부를 위한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本處 官司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羊을 납입한 반면, 甘肅·陝西·遼陽·腹裏등의 먼 곳에서는 
中統鈔로 바꿔서 납부하면 宣徽院에서 羊을 구매해 보충했다.91) 카안을 위한 
羊은 크고 살진 것이어야 했으며 작거나 마른 것은 교환되었다.92) 

1305년에 杭州路의 보고에 따르면 下番使臣이 山羊(blue sheep: 티베트 
靑羊93))을 대신해 무리하게 北羊(몽골 백양)을 分例로 요구하는 일이 잦았
다.94) 이 사실에서 여러 양 종류 가운데 北羊이 御膳의 제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짐작된다. 飮膳正要는 평범한 맛을 지닌 山羊과 염소[羊古羊里]와 달
리,95) 양고기[羊肉]는 맛이 달고 뜨거운 성질이 있고 黃羊(Gazelle)은 달면서 
따뜻한 성질을 지녔다고96) 품평했다. 黃羊은 카안이 大都로 돌아왔을 때 사
냥해서 上膳으로 바치는 것이었고 그 고기 맛이 精美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히 먹을 수 없었다.97) 몽골 젖양[乳羊]과 黃羊이 살지고 향기로운 것은 그

馬疋을 끌고 가지 않도록 했다. 그들은 또한 귀환 일시를 정한 후 聖旨를 들고서 通政院의 
鋪馬分例를 준수하며 이동했다. 抽分 대상이 되는 羊·馬·牛는 本處 管民正官이 즉시 印을 
이용해 낙인을 찍고 방목되었다. 抽分을 마친 후 각기 管民官司의 印署와 保結公文를 받
고 명백히 抽分 數目(수량과 품목)·村莊·物主·花名·毛皮·齒歲를 적어 宣徽院에 보고해야 했
다. 沿路에 갑자기 가축이 죽으면 所在官司로부터 명백한 公文을 받아서 皮貨 등을 宣徽
院으로 납부해야 했다.

91) 至正條格24 ｢條格｣ 廐牧·抽分羊馬·延祐六年六月十九日條, p.37, “延祐六年六月十九日, 
中書省奏, 節該: ｢爲抽分群羊幷一百箇裏抽分的上頭, 達達百姓幷千戶裏, 依舊敎宣徽院委
官抽分有. 各城池地面不敎差人, 敎本處官司提調着抽分者. 附近去處敎納羊, 遠處回易作鈔
將來者. 麽道, 奏過, 行了來. 那羊口內, 大的敎小的, 肥的敎瘦的抵換了, 好生減的價錢少
了, 不從實納有. 若不定額呵, 不中也者. 甘肅·陝西·遼陽等處, 每口羊價做中統鈔四十兩, 腹
裏去處合做一定, 要了與將來者. 用着羊呵, 敎那鈔俺這裏和買也者｣, 奏呵, 奉聖旨: ｢那般者.
｣ 欽此.”

92) 通制條格校注15 ｢廏牧｣ 抽分羊馬, p.442, “至大四年閏七月, 中書省奏: (중략) 俺商量來, 
湯羊裏並客人每根底其餘勾當裏, 每年多支持羊口有. 在先年分裏壹·貳年北口等處委着人仔細
抽分時, 比不曾計較的年分, 哏多抽分得來有. 外路裏羊哏多有. 麽道, 知道的人說有. 又
這裏差去的, 抽分了大的, 敎小的抵換, 要了肥的, 敎瘦的抵換, 多抽分了少報數目的也有.
麽道, 聽得有.”

93) 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p.502의 각주 45.
94) 元典章16 ｢戶部｣ 分例·使臣·下番使臣山羊分例, p.573, “大德六年二月, 福建道宣慰司, 承

奉江浙行省劄付: 據杭州路申: ｢爲應付下番使臣往回三週年分例, 各官不要山羊, 只要北羊.”
95) 飮膳正要3 獸品, p.584, “山羊: 味甘, 平, 無毒. 補益人, 生山谷中. 羊古羊里: 味甘, 平, 無

毒. 補五勞七傷, 溫中益氣. 其肉稍腥.”
96) 飮膳正要3 獸品, p.584, “羊肉: 味甘, 大熱, 無毒. (중략) 黃羊: 味甘, 溫, 無毒. (중략) 

其種類數等成群, 至於千數. 白黃羊, 生於野草內. 黑尾黃羊, 生於沙漠中.” 가젤(黃羊)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특히 흰 가젤(白黃羊)은 초원에서, 꼬리가 검은 가젤(黑尾黃羊)은 사막
에서 살았다.

97)  析津志輯佚 ｢物産｣ 獸之品, p.233, “黃羊【朔方山野中廣有之. 毛黃紅色, 疎而長. 小耳, 
兩角亦尖小, 成數羣常百數. 上位駕回, 圍獵以奉上膳. 其肉味精美, 人多不敢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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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地椒(백리향)를 먹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98) 帝國의 高官들―주로 
몽골 케식 출신―이 양고기[와 가죽옷]를 상시 즐긴 사실은 “몽골[夷狄]의 法
은 인재를 얻고 쓰는 데 오직 根脚―원뜻은 “出身”99)―만을 논한다. 根脚人
(케식)들은 장수하면서 富貴하게 살아가고 양고기를 먹고 모직물로 몸을 감
쌌다[臠羶擁毳]”100)는 庚申外史의 기록에서도 증명된다.

北羊 등의 가축 외에 사냥물도 御膳의 대상이었다. 사냥물은 초원뿐만 아
니라, 大都에서 먹을 식품이기도 했다. 어느 가을에 쿠빌라이 카안은 上都 
서북쪽 700里(=357km) 밖 甘不剌川(Sainbulaq: 漢語 “好泉子”. 내몽골 시
린골盟 수니트左旗 일대101))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榆林(하북 懷來의 楡林)
에서 술을 마시는 한편, 大獮을 실시했다. 당시 大獮에서 青兕와 黃羊
(Gazelle) “1만 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것들이 大都에서 겨울 식량을 삼
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졌다.102) 大都의 紅門103)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적어진 
어느 늦은 밤에 西宮(곧 興聖宮)에서 寶燭을 대낮처럼 밝히고 카안이 玉筵을 
열었다. 그 주위에 諸嬪妃가 앉았다. 이때 바우르치(博兒赤)가 黃羊을 잡아 
통구이와 보통 구이로 구워 金椀과 銀鐺에 담아 진헌했다.104) 

98)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5, “紫菊花開香滿衣, 地椒生處乳
羊肥. 氈房納石茶添火, 有女褰裳拾糞歸. 【紫菊花惟灤京有之, 名公多見題品. 地椒草, 牛羊
食之, 其肉香肥. 納石, 韃靼茶.】” 

99) “根脚”은 한 사람의 家世·출신·자질·경력 등을 지칭한다. 몽골제국 조정은 관원을 등용할 
때 몽골인을 重用했다. 특히 케식(怯薛)은 “大根脚”으로 구별, 우대되면서 관료 기구의 출
발이자 핵심으로 기능했다(姚繼榮, ｢略論元朝仕進制度中的民族歧視政策｣, 青海社會科學, 
1996(03), p.75; 苗冬, ｢元代怯薛遣使初探｣,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9 
(04), p.92; 于潔, ｢元代蔭敍中的族屬差別｣, 中國邊疆民族研究, 2015, pp.1~2).

100) 庚申外史([明]權衡 編, 王雲五 主編 西使記及其他三種, 上海: 商務印書館, 1936), 
p.36, “惜乎夷狄之法, 取士用人, 惟論根脚, 其餘圖大政爲相者, 皆根脚人也; 居糾彈之首者, 
又根脚人也; 莅百司之長者, 亦根脚人也. 而凡負大器·抱大才·蘊道藝者, 俱不得與其政事. 所
謂根脚人者, 徒能生長富貴, 臠羶擁毳, 素無學問.”

101) 王大方, ｢元上都遺址考古劄記｣, 草原文物, 2011(01), p.90.
102) 元詩選(初集·乙集) 王學士惲·秋澗集·甘不剌川在上都西北七百里外董侯承旨扈從北回遇於

榆林酒間因及今秋大獮之盛書六絕以紀其事【錄三.】, pp.499~500, “今年大獮蹛林秋, 青兕黃
羊以萬籌. 搖吻戍兒欣有語, 好雲從此到南樓. 今秋天餉住冬糧, 萬穴空來殺氣蒼. 渴飲馬酮饑
食肉, 西風低草看牛羊.”

103) 紅門은 1342년에 大都 남북에 건립된 것이었다. 매년 여름 카안이 灤京으로 피서하러 
갈 때 이곳으로 출입했다(析津志輯佚 ｢屬縣｣ 昌平縣·山川·過街塔銘, p.252, “自我朝始於
南北作二大紅門, 今上以至正二年, 始命大丞相阿魯圖·左丞相別兒怯不花等創建焉. 其爲壯麗
雄偉, 爲當代之冠, 有敕命學士歐陽制碑銘. 皇畿南北爲兩紅門, 設扃鑰·置斥候. 每歲之夏, 
車駕消暑灤京, 出入必由於是.”).

104) 元詩選(初集·庚集) 張都事憲·玉笥集·紅門曲, p.1935, “紅門欲開人漸稀, 棲烏啞啞漫天
飛. 西宮寶燭明如晝, 玉筵圍坐諸嬪妃. 黃羊夜剝博兒赤, 金椀銀鐺進炰炙. 銀漢依微白玉橋, 
隔花宮漏夜迢迢, 內城馬嘶丞相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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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칸의 지휘 아래 수만 마리의 騎馬가 동원되는 大打圍—이른바 大圍獵
(포위사냥: 몽골어 jerge105))—에서 몽골인들은 호랑이·이리·곰·큰곰[羆]·사슴
[麋鹿]·야생말[野馬]·고슴도치[豪豬]·여우[狐狸] 등의 짐승을 수십만 마리 잡았
다. 이때 토끼는 잡지 않았다.106) 몽골초원에 사는 타르바가[塔剌不花 
tarbaqa 黃鼠]는 몽골인들이 종종 사냥하는 동물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주
로 삶아 먹었다.107) 타르바가[黃鼠]는 남쪽에서는 오밀조밀한 쥐 형상 때문
에 싫어했지만 북쪽에서는 珍味로 추천하는 것이었다.108) 그것은 중추절 宗
廟 제사의 공물 가운데 하나였다.109) 타르바가는 가을철에 즐겨 먹는 사냥물
이었던 듯하다.110) 타르바가는 평시 몽골인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했다. 다
만 그것은 14세기 중엽에 페스트균(학명 Yersinia pestis)에 감염된 벼룩을 

105) 부족지(김호동 역주), p.335의 각주 312;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146. 몽골에서 
사냥은 식량·모피 획득의 수단이자 오락이며 군사훈련이었다. 그것은 또한 군중 통솔과 소
통, 사냥물 분배 측면에서 군주의 정치행위였다(S. Jagchid & C. R. Bawden, “Notes on 
Hunting of Some Nomadic Peoples of Central Asia,” Die Jagd bei den altaishcen 
Vèolkern: Vortrèage der VIII.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vom 
30. 8. bis 4. 9. 1965 (Wiesbaden: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1968) pp.91~98; 原山煌, ｢モンゴル狩獵考｣, 東洋史硏究31-1, 1972, pp.9~20). 사냥의 
중요성으로 인해 어린이가 처음 사냥감을 잡았을 때 몽골인들은 그 동물의 살과 기름을 엄
지에 바르는 의례(곧 yaghlamīshī)를 거행했다(John Andrew Boyle, “A Eurasian 
Hunting Ritual,” John Andrew Boyle, The Mongol World Empire 1206-1370 
(London: Variorum Reprints, 1977), p.12). 

106) 癸辛雜識續集上 ｢大打圍｣, pp.116~117, “北客云: ｢北方大打圍, 凡用數萬騎, 各分東西
而往, 凡行月餘而圍始合, 蓋不啻千餘里矣. 既合, 則漸束而小之, 圍中之獸皆悲鳴相弔. 獲獸
凡數十萬, 虎·狼·熊·羆·麋鹿·野馬·豪豬·狐狸之類皆有之, 特無兔耳. 獵將竟, 則開一門, 廣半
里許, 俾餘獸得以逸去, 不然則一網打盡, 來歲無遺種矣.｣ 又曰: ｢未獵之前, 隊長去其頭帽, 
於東南方開放生之門. 如隊長復帽, 則其圍復合, 衆始獵耳, 此亦湯王祝網之意也.｣” 大打圍
(포위사냥)에서 몽골인들은 야생동물을 일망타진하지 않고 탈출구를 한 곳 비워 두고 동물
들이 적당히 도망가도록 유도했다.

107) 飮膳正要3 獸品, p.590, “塔剌不花: 【一名土撥鼠.】味甘, 無毒. 主野雞瘻瘡, 煮食之宜
人. 生山後草澤中. 北人掘取以食, 雖肥, 煮則無油, 湯無味. (중략) 黃鼠: 味甘, 平, 無毒. 
多食發瘡.” 飮膳正要는 타르바가를 黃鼠(족제비 Weasel)와 구분했다. 하지만 다수 한문 
자료에서 타르바가는 黃鼠로 표현되었다.

108) 元詩選(初集·丙集) 許左丞有壬·圭塘小稿·圭塘欸乃集·上京十詠·黃鼠, 796, “北產推珍味, 
南來怯陋容. 瓠肥宜不武, 人拱若爲恭. 發掘憐禽獮, 招來或水攻. 君毋急盤饌, 幸自不穿墉.”

109) 元史74 ｢祭祀志｣3 宗廟上·牲齊庶品, p.1845, “菱芡·栗·黃鼠, 仲秋用之.”
110) 元詩選(初集·丙集) 柳待制貫·待制集·還次桓州, 1154, “塞雨初乾草未霜, 穹廬秋色滿沙

場. 割鮮俎上薦黃鼠, 獻獲腰間懸白狼. 別部烏桓知幾族, 他山稽落是何方. 長雲西北天如水, 
想見旌旗瀚海光.” 楊允孚는 한 노인이 上京 길가에서 타르바가를 파는 모습을 목격했다. 
푸른 눈에 노란수염을 가진 색목인[碧眼黃髯]이 그것을 샀다(元詩選(初集·庚集) 楊□□允
孚·灤京雜咏一百首, p.1966, “怪得家僮笑語回, 門前驚見事奇哉. 老翁攜鼠街頭賣, 碧眼黃髯
騎象來.【黃鼠, 灤京奇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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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사냥꾼에게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된다.111)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카안에게 매부리(곧 시바우치) 1만 명과 해동청과 
페레그린 매와 송골매 5000마리가 있었다고 말한다. 카안은 그들을 데리고 
새를 잡았다. 사냥용 새들이 잡은 새들은 대부분 대군주에게 헌상되었다.112) 
鷹房의 執役者 시바우치(昔寶赤 šiba’uči113))는 매년 매[海靑]를 길러 頭鵝, 
곧 天鵝(고니 swan)를 御膳으로 진상했다.114) 시바우치가 天鵝를 잡는 데 
열성이었던 것은 그 풍미가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서너 종의 거위 가운데 특
히 金頭鵝의 맛이 최상으로 손꼽혔다.115) 시바우치와 함께 捕獵戶도 짐승을 
잡아 신선 식품[鮮食]으로 宗廟와 天庖(카안의 부엌)에 헌상했다.116) 그런데 
당시 打捕鷹坊萬戶府에서 海東靑 등을 먹이는 데 매년 고기[肉] 30여만 斤
을 썼다.117) 표범[豹] 1마리가 하루에 양고기 7斤을,118) 매[鷹] 1마리가 매일 
고기 4兩(=0.4斤)을 먹었던 점119)을 떠올리면, 길짐승·날짐승의 사냥과 사육

111) Timothy May(2012), pp.200~201. 고양이와 양, 소, 염소, 말은 페스트균에 잘 걸리지 
않았고 벼룩은 적어도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은 숙주인 타
르바가가 죽은 후 몽골인 타르바가 사냥꾼에게 옮아갔다. 따뜻한 몽골 게르(ger) 안에서 
단 한 명의 몽골인에게서 생존한 벼룩과 그 알은 교역로를 따라 몽골리아에서 흑해의 항구
도시 카파(Kaffa)를 거쳐 중동과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1346년 카파 전투에서 몽골군
은 페스트균에 노출된 시체를 성 안으로 발사하면서 간균(bacilli)과 벼룩의 확산을 더욱 
추동했다(Timothy May(2012), p.201).

112) Marco Polo,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pp.229~230;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
록(김호동 역주), p.262.

113) 國朝文類41 ｢雜著｣ 政典總序·鷹房捕獵, p.462下, “國制, 自御位及諸王, 皆有昔寶赤, 
蓋鷹人也.” 昔寶赤은 “放鷹”을 의미하는 šibawula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či(赤)가 붙어 만들어진 몽골어 šiba’uči의 漢字 표기였다(Paul Ratchnevsky & 
Françoise Aubin, Un Code Des Yuan-Index, Vol.3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7), p.111). 시바우치는 케식의 일종이었고 立身을 위한 첩경이었다(析津
志輯佚 ｢物産｣ 翎之品·海東青, p.234, “昔寶赤者, 國言養鷹之蒙古名, 亦一怯薛請受而出身
之捷徑也.”).

114) 南村輟耕錄1 ｢昔寶赤｣, p.19, “昔寶赤, 鷹房之執役者. 每歲以所養海靑獲頭鵝者, 賞黃
金壹錠. 頭鵝, 天鵝也. 以首得之, 又重過三十餘斤, 且以進御膳, 故曰頭.”

115) 飮膳正要3 禽品, p.591, “天鵝: 味甘, 性熱, 無毒. (중략) 鵝有三·四等, 金頭鵝爲上, 小
金頭鵝爲次. 有花鵝者, 有一等鵝不能鳴者, 飛則翎響, 其肉微腥, 皆不及金頭鵝.”

116) 國朝文類41 ｢雜著｣ 政典總序·鷹房捕獵, p.462下, “及一天下, 又設捕獵戶, 皆俾致鮮食, 
以薦宗廟, 供天庖, 齒革羽毛以備用, 而立制加詳. 地有禁, 取有時, 違者罪之.” 몽골인의 매
사냥(放鷹)과 사냥(捕獵)은 무작위로 남용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금령이 있었고 포획
하는 데도 때가 있었다.

117) 草木子4下 ｢雜俎篇｣, p.85, “打捕鷹坊萬戶府, 歲用餧養肉三十餘萬斤.”
118) 元典章16 ｢戶部｣2 分例·官吏·應副豹子分例, pp.579. 여타 동물의 먹이 소비량에 대해

서는 본고 제3장 참조.
119) 站赤4(永樂大典19419 所收) 大德六年是月(正月), p.105, “又打捕鷹鷂官薄得信言: ｢

至元二十三年, 欽奉聖旨, 打捕鷹鷂, 每歲秋季七月十五日, 入海, 本處官司給食, 採得鷹鷂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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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잖은 비용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인들은 겨울이나 기근 등의 시기에 때로 물고기를 식용했다.120) 다만 

그들은 그것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았다.121) 그런데 1330년에 宣忠扈衛親軍
都萬戶府에 “무릇 설립한 營司의 境內에 소속된 山林川澤에서 그곳의 鳥獸
와 魚鼈은 모두 內膳에 바치는 것이니 이를 사냥하거나 잡는 자는 坐罪하
라”122)는 詔勅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툭 테무르 카안의 內膳에는 날짐승·
길짐승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자라가 분명 포함돼 있었다. 飮膳正要는 鯉
魚(잉어), 鯽魚(붕어), 魴魚(방어), 靑魚, 鮎魚(메기), 沙魚(톱상어), 阿八兒忽
魚(몽골어 abarqu 鱘魚 또는 鱣魚: Siberian sturgeon), 乞里麻魚(몽골어 
qilam 鱘魚: Chinese sturgeon), 자라[鼈], 게[蟹], 새우[蝦], 전복[鮑魚], 소
라[螺], 대합[蛤蜊] 등 몽골 대칸이 먹은 어패류를 소개했다.123) 이 가운데 
阿八兒忽魚(abarqu)는 큰 것의 길이가 12丈에 이르렀고124) 乞里麻魚
(qilam)의 큰 것은 5~6尺이었다. 이들 물고기는 모두 遼陽行省의 동북 海河
에서 생산된 것이었다.125) 곧 이들 물고기는 御膳用으로 遼陽行省에서 大
都126)는 물론 上都127)로도 운송되었다. 한때 나얀의 분봉지였던 遼陽行省의 

坐鋪馬到館, 每鷹一連日支鷹食肉四兩. 至九月十五日出海, 大德五年站赤止給鷹食, 而本處
官司以無省部明文, 不與粥飯, 乞區處事.｣ 兵部參詳: ｢薄得信等, 下年捕鷹時, 比依脫懽沙例
應付粥飯相應, 省準依上施行.｣”

120) 예컨대, 1247년에 몽골리아를 방문한 張德輝가 들은 바에 따르면, 케룰렌 강과 톨 강에 
길이 3~4尺에 달하는 물고기가 있었고 강변에 몽골인과 漢人이 雜居하면서 특히 겨울에 
얼음을 뚫고 물고기를 잡았다(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343, “自外堡行十五驛, 
抵一河, 深廣約什滹沱之三, 北語云翕陸連, 漢言驢駒河也. 夾岸多叢柳, 其水東注甚湍猛, 居
人云: ｢中有魚, 長可三四尺, 春夏及秋捕之, 皆不能行, 至冬可鑿冰而捕也.｣ 瀕河之民, 雜以
蕃·漢, 稍有屋室, 皆以土冒之. (중략) 復抵一河, 深廣加翕陸連三之一, 魚之大若水之捕法亦
如之.”; 嶺北紀行(全元文694), pp.290~291. 몽골인의 물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설배환
(2009b), pp.132~138을 참조.

121) 몽골인들이 육식과 말 젖을 즐기는 대신 날생선 등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
으로 음식 궁합 면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飮膳正要2 食物相反, pp.577~578, “羊肉不可
與魚膾·酪同食. (중략) 馬奶子不可與魚膾同食, 生症瘕. (중략) 雞肉不可與魚汁同食, 生症
瘕.” 등). 

122) 元史34 ｢文宗本紀｣3 至順元年十二月癸酉條, pp.771, “癸酉, 詔宣忠扈衛親軍都萬戶府: 
｢凡立營司境內所屬山林川澤, 其鳥獸魚鼈悉供內膳, 諸獵捕者坐罪.｣”

123) 飮膳正要3 魚品條, pp.595~596.
124) 飮膳正要3 魚品·阿八兒忽魚條, p.596, “其魚大者, 有一二丈長.【一名鲟魚, 又名鱣魚】 

生遼陽東北海河中.”
125) 飮膳正要3 魚品·阿八兒忽魚條, p.32b, “其魚大者, 有五六尺長, 生遼陽東北海河中.”; 

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pp.524~525. 철갑상어
(sturgeon)는 그 생김새와 수염 때문에 龍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등 초자연적 힘을 가진 
물고기로 믿어졌다(좌기의 글, pp.524~525의 각주 122).

126) 陳高華·史衛民, 中國經濟通史—元代經濟卷(上),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07,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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肇州는 1293년까지 阿八兒忽(abarqu)로 명명되었을 만큼 아바르쿠의 산지
로 유명했다.128) 이는 아바르쿠가 遼陽에서 대단히 유명한 물고기였음을 증
명한다. 楊允孚는 ｢灤京雜咏｣에서 御膳用 명품으로 서역의 蒲萄酒, 南土의 
명차 鳳髓, 몽골리아의 黃羊과 함께 黑龍江産 嘉魚, 곧 아바르쿠(哈八都魚)
를 특필했다.129)

수산물 음식에는 團魚湯, 鯉魚湯(잉어탕),130) 커다란 잉어를 이용한 魚彈
兒,131) 역시 잉어를 이용한 薑黃魚,132) 붕어를 끓인 鯽魚羮이 있다. 특별한 
점은 생강과 蘿蔔(Raphanus sativus L. 무)과 香菜蓼子(여뀌)를 곁들여 먹
은, 싱싱한 잉어로 만든 魚膾가 御膳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다.133) 다만 어
회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蟲瘕도 생길 우려가 있었던 만큼134) 카안은 
식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카안이 즐겨 먹은 물고기는 주로 담수어
였고 飮膳正要에 실린 6종의 수산 음식 가운데 네 가지에 잉어가 들어갔
다.135) 

肉食은 자연스럽게 酪漿(요구르트: 몽골어 tarag)의 섭취를 종용했다. 耶
律楚材(1190-1244)는 肉食과 함께 먹을 경우 酪漿의 신맛이 오히려 감미로
운 향으로 변했다고 적었다.136) 황실의 새벽은 넉넉한 요구르트[乳粥]로 시
작했다.137) 黃復圭는 詩 ｢送於鍊師之京｣에서 몽골 황궁에서 酪杯(요구르트)

127) 元詩選(初集·辛集) 可閑老人張昱·廬陵集, 輦下曲一百二首, p.2068, “遼東羞貢入神廚, 
祭鮪專車一大魚. 寢廟歲行春薦禮, 有加鉶豆雜鮮腒. 【禽鳥之肉.】”

128) 元史169 ｢劉哈剌八都魯傳｣, p.3975, “[至元]二十七年 (중략) 居二年, 召還, 帝諭之曰: 
｢自此而北, 乃顏故地曰阿八剌忽者, 產魚, 吾今立城, 而以兀速·憨哈納思·乞里吉思三部人居
之, 名其城曰肇州. 汝往爲宣慰使, 仍別賜汝名曰小龍兒, 或曰哈剌八都魯, 汝可自擇之. ｣ 對
曰: ｢龍, 非臣下所敢承.｣ 帝曰: ｢然則哈剌八都魯可也.｣ (중략) 一日, 得魚九尾, 皆千斤, 遣
使來獻. 俄召還.”; 元史59 ｢地理志｣2 遼陽等處行中書省·廣寧府路·肇州, p.1396, “肇州. 
按哈剌八都魯傳: 至元三十年, 世祖謂哈剌八都魯曰: ｢乃顏故地曰阿八剌忽者產魚, 吾今立城, 
而以兀速·憨哈納思·乞里吉思三部人居之, 名其城曰肇州, 汝往爲宣慰使.｣ 既至, 定市里, 安
民居, 得魚九尾皆千斤來獻.”

129)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3, “嘉魚貢自黑龍江, 西域蒲萄酒
更良. 南土至奇誇鳳髓, 北陲異品是黃羊. 【黑龍江即哈八都魚也. 鳳髓, 茶名. 黃羊, 北方所
產, 御膳用.】”

130) 飮膳正要1 聚珍異饌條, p.547.
131) 飮膳正要1 聚珍異饌條, p.551.
132) 飮膳正要1 聚珍異饌條, p.551.
133) 飮膳正要1 聚珍異饌條, p.552.
134) 飮膳正要2 食物中毒, p.579, “食魚膾過多成蟲瘕.”
135) 설배환(2009b), pp.157~158.
136) 湛然居士文集4([元]耶律楚材,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本, 商務印書館) 謝馬乳復用韻二

首·其二, p.47, “肉食從容飲酪漿, 差酸滑膩更甘香. 革囊旋造逡巡酒, 樺器頻傾瀲灩觴. 頓解
老饑能飽滿, 偏消煩渴變清涼. 長沙嚴令君知否, 只許詩人合得嘗.”



- 129 -

와 酥椀(액체버터)으로 공복을 다스리는 모습을 노래했다.138) 더욱이 奶酪(요
구르트139))과 羊酥(양젖 버터)는 백미[白粲]와 달리 새벽에 불을 피울 노고가 
없는 점에서140) 유익했다. 長春眞人 丘處機(1148-1227)가 관찰한 바 明昌界
―金界壕, 곧 金 章宗 明昌 연간(1190-96)에 桓州(내몽골 正藍旗 서남) 서쪽
과 昌州(내몽골 太僕寺旗) 동북쪽에 수축한 보루·참호141)―의 북쪽 땅은 나
무 없이 초목이 무성한 가운데 五穀이 자라지 않았지만 대신 奶酪(요구르트)
에 의지했다.142) 일종의 아이락[愛剌 airaq]인 낙타 젖[駞乳]도 배고픔을 덜
어주고 기운을 북돋았으므로143) 황실에서 즐겨 음용했음에 틀림없다. 乳餅
(치즈: bišlaq144))과 羊酥(양젖 버터)는 자연스럽게 飮茶145)를 요구했다.146) 

137)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1, “夜宿氈房月滿衣, 晨餐乳粥椀
生肥. 憑君莫笑穹廬矮, 男是公侯女是妃.”

138) 元詩選(三集) 黃烈士復圭·君瑞集·送於鍊師之京, p.343, “九重天上帝王宮, 入覲仙人駕
海風. 宵仗引從黃道外, 曉班環在紫垣中. 駝鳴氈帳沙光白, 龍挾金輿寶氣紅. 萬里冬寒須自
衛, 酪杯酥椀莫令空.”

139) 乳酪(젖·요구르트)은 역참의 使臣分例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술과 고기와 함께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站赤3(永樂大典19418 所收) 至元二十一年是月(四月), pp.53~54, 
“是月, 通政院言: 使臣分例, 乳酪·柴炭·灯油, 似無定數.｣ 都省照得: ｢正使油·鹽·菜等鈔數, 
每員增作三分, 其首思已有定例, 如每月乳酪於分例酒肉內, 準折應付. 正使宿頓支米一升·麪
一斤·羊肉一斤·酒一升·柴一束·油鹽雜支鈔三分, 經過減半. 從者每名支米一升經過減半.｣”).

140)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6, “不須白粲備晨炊, 奶酪羊酥塞
北奇. 泥土炕床銀甕酒, 佳人椎髻語侏離.” 변방 몽골리아의 목동들에게는 水·草가 온전히 
말라도 乳酪(젖·요구르트)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江南 농토[阡陌]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
다(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6, “塞邊羝牧長兒孫, 水草全枯乳
酪存. 不識江南有阡陌, 一犂煙雨自黃昏.”).

141) 長春眞人西遊記(黨寶海 譯注), p.29의 주석 10.
142) 元詩選(二集·任集) 丘真人處機·磻溪集·出明昌界, p.1339, “坡陁折疊路灣環, 到處鹽場死

水灣. 盡日不逢人過往, 經年時有馬回還. 地無木植惟荒草, 天產丘陵沒大山. 五穀不成資奶
酪, 皮裘氈帳亦開顏.” 

143) 飮膳正要3 獸品·駞, p.585, “駞乳, 【係愛剌.】 性溫, 味甘. 補中益氣, 壯筋骨, 令人不饑.” 
144) 《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 編), pp.32~33, “乳餅【必石剌

黑】”(bišlaq)(현대 몽골어 бяслаг)
145) 飮膳正要에 따르면 枸杞茶, 玉磨茶(上等 紫筍 이용), 金字茶(江南 湖州産), 范殿帥茶

(江浙 慶元路産), 紫筍雀舌茶, 女須兒(몽골리아산. 몽골어 noqo’a tsuur[green leaf]와 관
련 있음), 西番茶(티베트산), 川茶·藤茶·誇茶(모두 四川産), 燕尾茶(江浙·江西産) 孩兒茶(廣
南産[雲南省 동남부]), 溫桑茶(黑峪産[북경 延慶 동북]), 清茶, 炒茶, 香茶(白茶 이용) 등이 
황실에서 음용되었다(飮膳正要2 諸般湯煎, p.559; 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pp.377~379). 특히 建寧(현 福建 建甌)의 茶山에서 특
별히 만든 噉山茶가 御茶로 쓰였다. 이는 宋 蔡京의 龍鳳團茶보다 비용이 적었다(草木子
3下 ｢雜制篇｣, p.67, “御茶則建寧茶山別造以貢, 謂之噉山茶. (중략) 比之宋朝蔡京所製龍鳳
團, 費則約矣. 民間止用江西末茶, 各處葉茶.”).

146)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59, “營盤風軟淨無沙, 乳餅羊酥當
啜茶. 底事燕支山下女, 生平馬上慣琵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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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膳用 곡물류는 1266년의 聖旨에서 규정한 것처럼 “잘 마르고 둥글고 좋
은 곡식[乾圓絕谷]과 白米와 새 곡식[新粟]”이 황실에 제공되었다. 황실용 쌀
에는 糠米(도정하지 않은 현미)가 섞여서도 안 되었고 모든 곡식은 체로 거
르고 키로 까분 뒤 잘 말리고 정갈한 것이어야 했다.147) 멥쌀[粳米]은 향과 
맛이 특히 뛰어났으며 香粳米·匾子米·雪裏白·香子米 등 數種이 있었다.148) 
멥쌀 외에 미곡류로는 稻米, 곧 糯米(찹쌀), 粟米(조), 青粱米, 白粱米, 黃粱
米, 黍米,149) 丹黍米, 稷米, 河西米가 御膳의 대상 품목이었다. 

몽골 궁중[內府]에서 圓米(2~3차 빻은 둥근 흰쌀)를 식용했다. 御膳用 쌀
은 적잖은 노력과 손실을 요구했다. 1282년에 同知宣徽院事로서 尙膳監을 
지휘한 테케(鐵哥)는 “계산해보면 粳米(1~2차 빻은 멥쌀) 1石으로 겨우 圓米 
4斗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御用이 아니면 다만 常米(보통 
쌀), 곧 粳米(멥쌀)로 지급하십시오.”라고 奏를 올렸다. 카안은 그것을 승인
했다.150) 테케의 발언으로부터 粳米(멥쌀)를 더욱 가공해서 얻은 圓米가 중
량의 60%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식감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곡물 외에 유월에 카안에게 야채와 과일이 진상되었다. 대표적 진상품으로 
복숭아[桃]·자두[李]·오이[瓜]·연[蓮]·채소[蔬菜]·가지[茄]·표주박[匏瓠]·오이[青
瓜151)]·수박[西瓜]·참외[甜瓜]·葡萄·호두[核桃] 등이었다. 海紅(아그배 Apricot 
Red)보다는 사과[花紅], 살구[杏子]보다는 아몬드[巴欖]가 사랑받았다. 高麗
의 生菜는 그 감미로운 맛이 칭송되었다.152) 과일과 채소는 당해연도에 새로 

147) 元典章24 ｢戶部｣10 租稅·納稅·徵納稅糧條, p.967, “至元二十八年八月內, 准中書省咨: 
｢科稅條畫內一款: 隨路合收米粟, 至元三年十一月內, 欽奉聖旨節該: <<今後各處正官部稅, 
須要送納乾圓絕谷·白米·新粟.>> 欽此. 又欽奉聖旨節該: <<但是倉裏支的米內, 帶糠支有, 已
後休與糠米, 與潔淨好米者.>> 欽此. 又於至元十六年, 欽奉聖旨: <<今後迤北去的糧, 都教
篩揚得乾淨呵, 運將去收呵也, 要乾淨的着.>> 欽此.(후략)”; 至正條格10 ｢斷例｣ 廐庫·倉
官少糧, p.271, “元貞二年六月, 吏部定擬到倉官短少糧斛黜降等第, 都省准呈: 省倉, 卽係收
受通州·河西務倉儧運到乾圓物斛.”; 설배환, ｢蒙·元제국 倉庫制의 성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a, p.45.

148) 飮膳正要3 米穀品·粳米, p.581, “即今有數種. 【香粳米·匾子米·雪裏白·香子米.】香味尤
勝. 諸粳米搗碎, 取其圓淨者, 爲圓米, 亦作渴米.”

149) 검은 기장[黑黍]은 술 주조용으로도 쓰였다(元詩選(初集·戊集) 張承旨翥·蛻菴集·送鄭喧
宣伯赴赤那思山大斡爾朵儒學教授二首, pp.1348~1349, “野散千軍帳, 雲橫萬里川. 寒多雨
是雪, 日近海爲天. 黑黍供甘釀, 黃羊飽割鮮. 廣文但少客, 寧慮坐無氈.”).

150) 元史125 ｢列傳｣12 鐵哥, p.3076, “[至元]十九年, 遷同知宣徽院事, 領尙膳監. (중략) 內
府食用圓米, 鐵哥奏曰: ｢計粳米一石, 僅得圓米四斗, 請自今非御用, 止給常米.｣ 帝皆善之.”

151) 진상용 오이는 매우 커서 사람이 겨우 두 개를 질 정도였다. 오이는 특히 西山產이 맛있
었다(析津志輯佚 物産·菓之品, p.228, “瓜【進上瓜甚大, 人止可負二枚, 又有小者, 西山產
亦佳. 西瓜·甜瓜·苦瓜·冬瓜·青瓜·黃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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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는 것으로 때에 맞게 차례대로 진헌되었다.153) 다양한 果菜가 황실 貢物 
목록(표 2-1)에 올라 있었지만 몽골 카안의 기호는 대체로 葡萄 등의 식품
(馬乳 포함)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였다.154) 

帝國 초기에 몽골 황실에는 쿠미스와 黑마유주(caracomos: 정제된 마유
주), 포도주, 꿀술(boal), 쌀술(terracina)이 있었다.155) 이후 白酒(araki), 翠
濤飲, 露囊飲, 瓊華汁, 玉團春, 石涼春, 葡萄春, 鳳子腦, 薔薇露, 綠膏漿이 
주조, 음용되었다.156) 眞定에서는 대추술[棗酒]과 버섯술[椹子酒]을 진상했
다. 특히 대추술은 증류해서 아라키(哈刺吉 araki)로 제조될 수 있었다.157) 
飮膳正要(표 2-1)에는 虎骨酒(Tiger Bone Liquor),158) 枸杞酒, 地黃酒, 
松節酒, 松根酒, 羊羔酒(Lamb Liquor), 五加皮酒, 올눌제주[膃肭臍酒 Olnul 
Liquor], 小黃米酒, 葡萄酒, 아라키酒[阿剌吉酒 Araki Liquor], 수르마주[速
兒麻酒 Sürmä Liquor] 등의 酒類가 설명돼 있다. 이외에 요통을 치료하는 
鹿角酒,159) 風濕病을 치료하는 醍醐酒(버터술 Ghee Liquor),160) 낙타기름

152)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p.1965~1966, “海紅不似花紅好, 杏子
何如巴欖良. 更說高麗生菜美, 總輸山後艹麼菰香. 【海紅·花紅·巴攬仁皆果名. 高麗人以生菜裹
飯食之. 尖山產艹麼菰.】”

153) 析津志輯佚 風俗, p.204, “六月進肴蔬果. 京都六月內, 月日不等, 進桃·李·瓜·蓮, 俱用
紅油漆木架. 蔬菜·茄·匏瓠·青瓜·西瓜·甜瓜·葡萄·核桃等, 凡果菜新熟者, 次第而進.”

154) 析津志輯佚 物産·菓之品, p.228, “葡萄【有如馬乳者進上, 而紫, 小核.】”
155)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p.209~210;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97의 각주 320;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異文化와 宮廷의 
外交典禮｣, 동국사학53, 2012, p.140. 몽골 전통의 馬湩(말 젖)이 아닌 술[酒]을 칭기스
칸에게 처음 소개한 이는 옹구트部(汪古部)의 수장 알라우시 티깃 쿠리(阿剌兀思剔吉忽里 
Ala’ush Tigit Quri)였다. 그는 나이만(乃蠻) 수장 타양칸(太陽可汗)의 사신을 붙잡고 술 
여섯 동이를 들고 가 타양칸의 모략을 칭기스칸에게 고해 바쳤다. 당시 몽골리아(朔方)에 
아직 술[酒]이 없었다. 칭기스칸은 술을 석 잔 마시고 그쳤다. 그는 “이 물건은 조금 마시
면 생기[性]를 돋우나 많이 마시면 생기를 흩뜨리는도다”라고 말했다. 칭기스칸은 알라우시 
티깃 쿠리에게 답례로 말 500마리, 양 1000마리를 주었다(元史118 ｢列傳｣5 阿剌兀思剔
吉忽里, p.2924, “時西北有國曰乃蠻, 其主太陽可汗遣使來約, 欲相親附, 以同據朔方. 部衆
有欲從之者, 阿剌兀思剔吉忽里弗從, 乃執其使, 奉酒六尊, 具以其謀來告太祖. 時朔方未有
酒, 太祖飮三爵而止, 曰: ｢是物少則發性, 多則亂性.｣ 使還, 酬以馬五百·羊一千, 遂約同攻太
陽可汗.”).

156) 袁冀(2005), 2005, p.126; 元氏掖庭記([元]陶宗儀), “酒有翠濤飲·露囊飲·瓊華汁·玉團春·
石涼春·葡萄春·鳳子腦·薔薇露·綠膏漿.”

157) 析津志輯佚 物産·異土產貢, p.239, “棗酒, 京南眞定爲之, 仍用些少麯蘖, 燒作哈刺吉, 
微烟氣甚甘, 能飽人. 椹子酒, 微黑色. 京南眞定等處咸有之.”

158) 虎骨酒는 액체버터[酥]로 호랑이 뼈를 구운 후 빻아 주조한 술이었다(飮膳正要3 米穀
品·虎骨酒, p.583, “虎骨酒: 以酥炙虎骨搗碎, 釀酒. 治骨節疼痛, 風疰冷瘅痛.”).

159) 飮膳正要2 ｢食療諸病｣,pp.569~570, “鹿角酒: 治卒患腰痛, 暫轉不得.”
160) 飮膳正要2 ｢食療諸病｣, p.570, “醍醐酒: 治虛弱, 去風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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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駞脂] 술161) 등 주류도 수록돼 있다. 술은 京城 槽房에 많았지만 光祿寺에
는 南方에서 온 蜜林檎燒酒, 長春酒, 苦酒, 豆酒가 비치돼 있었다. 朴通事
의 등장인물들은 봄 이월·삼월의 좋은 시절을 맞아 꽃맞이 연회[賞花筵席]를 
열기로 하고 光祿寺와 內府로 사람을 보내 술을 구해 왔을 만큼162) 內府 官
人이 만든 술이 市中의 술보다 월등히 우수했다. 白酒(araki)가 새로 주조돼 
玉壺에 담아 토곤 테무르 카안에게 진상되었을 때 카안은 奇妃(곧 奇皇后)에
게 미소를 보이면서 西涼(현 감숙 武威)의 다라순(打剌蘇 darasun163): 곧 
술)과 꼭 닮았다고 평가했다.164) 몽골인의 愛酒 문화165)는 술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변화시켰다. 특히 증류주가 유럽에서 13세기에 여전히 연금술사와 약
제사에 의해 생산되는 약물이었던 반면, 몽골제국에서 아라키酒 등의 증류주
는 사회적 음료(social drink)가 되었다.166) 

각양각색의 酒類 가운데 궁중 宴饗에 葡萄酒와 말 젖[馬湩]이 애용되었
다.167) 포도주는 몽골인들 사이에서 慶典의 음료로 인식되었다.168) 포도주는 
西番(특히 일칸국·차가타이칸국)과 카라호자(哈剌火者/火州 Kara-khoja/ 

161) 飮膳正要3 獸品·駞, p.585, “駞脂, 在兩峰內, 有積聚者, 酒服之良.”
162) 朴通事諺解上(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자료총서 어학편(3), 2004), pp.9~11, 

“又逢著這春二三月好時節, 休蹉過了好時光. 人生一世草生一秋, 咱們幾箇好弟兄, 去那有名
的花園裏, 做一箇賞花筵席, 咱們消愁解悶如何? (중략) 酒京城槽房雖然多, 街市酒打將來怎
麼喫? 咱們問那光祿寺裏, 討南方來的蜜林檎燒酒一桶·長春酒一桶·苦酒一桶·豆酒一桶. 又內
府管酒的官人們造的好酒, 討十來瓶如何? 可知道好. 著誰去討? 光祿寺裡著姓李的館夫討去, 
內府裡著姓崔的外郎討去. 討酒的都迴來了.”; 陳高華, ｢元代大都的飮食生活｣, 陳高華文集
,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5, p.329.

163) 《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 編) ｢飮食門｣, pp.30~31, “酒: 
荅剌孫.” 다라순은 쌀로 주조한 술을 지칭한다(遼金元宮詞 宮詞小纂卷七·元宮詞一百首·
[明]朱有燉, “君王笑向奇妃問, 何似西涼打剌蘇.【打剌蘇: 蒙語酒, 專指用米釀成的酒.】”).

164) 元宮詞百章箋注, p.76, “六十七. 白酒新篘進玉壺, 水亭深處暑全無. 君王笑向奇妃問, 
何似西涼打剌蘇.”

165) 몽골인의 음주 문화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최윤정(2012), pp.50~55를 참조.
166) Thomas T. Allsen, “Review: The Cultural Worlds of Marco Polo (Marco Polo 

and the Discovery of the World by John Larne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31, No. 3 (Winter, 2001b), p.380.

167) 袁冀(2005), p.127.
168) 1267~68년에 우구데이의 손자 카이두(Qaidu)의 一派였던 킵착(Qipchaq)이 서로 不和하

던 차가타이의 손자 바락(Baraq)의 장군들로부터 포도주를 권유받았을 때 “포도주
(sharāb)는 즐거울 때(waqt-i khushdili) 마시는 것”이라며 그것을 거절했다(Rashīd/ 
Rawshan, p.1075; Rashīd/Thackston, p.525). 킵착의 발언으로부터 몽골인들이 포도주
를 慶典의 음료로 인식했음을 엿볼 수 있다. 다만 14세기 전환기에 포도주는 일칸국의 시
장(bāzār-hā)과 모임(majāmi‘)에서 과음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死傷이 발생하자, 
그 음용이 제한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평소 즐겨 마시는 술이 되었다(Rashīd/Rawshan, 
pp.1502~1503; Rashīd/Thackston, 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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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o169)), 平陽(현 산서 臨汾), 太原(현 山西 太原), 冀寧路 등170)에서 생산
되는 것이 있었다. 그 맛은 카라호자産 포도주가 제일 뛰어났다.171) 析津志
도 카라호자産 葡萄酒 제조법을 기술했다.172) 1314년 閏삼월 육일(4.20)에 
中書省의 보고에 따르면, 하르반다(哈兒班答), 곧 일칸국 울제이투 칸(재위 
1304-16)과 차가타이칸국 에센부카 칸(也先不花: 재위 1309-21)173) 등이 使
臣을 통해 葡萄酒를 카안에게 보내오는 일이 진실로 빈번해서 驛傳의 인력
과 물력을 많이 소비할 지경이었다. 中書省에서 典酒之官(곧 darači 答剌
赤174))이 향후 그 수량을 판단해 전송하고 都護府官과 함께 의논해 처리할 
것을 청했고 아유르바르와다 카안이 이를 승인했다.175) 1314년에 西臺監察
御史의 진술에 따르면 甘肅의 나린驛(納憐驛: narin jam, 곧 “小站”176))을 
따라 葡萄酒를 낙타에 실려 보냈고 漢站(漢地 역참)과 연계 운송해 그것을 
大都에 도달시켰다.177) 또한 1293년에 保定路 慶都站(현 하북 望都)을 통해 

169) 西域地名(增訂本)(馮承鈞 原編, 陸峻嶺 增訂, 北京: 中華書局, 1982), p.77의 “Qoco”.
170) 草木子3下 ｢雜制篇｣, p.68, “每歲於冀寧等路造葡萄酒, 八月至大行山中, 辨其真僞, 真

者不冰, 傾之則流注, 僞者雜水即冰凌而腹堅矣.”
171) 飮膳正要3 米穀品·葡萄酒, p.582, “酒有數等, 有西番者, 有哈剌火者, 有平陽·太原者, 

其味都不及哈剌火者田地酒最佳.” 포도주는 [야생]낙타 혹 기름과 함께 복용할 경우 냉기를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 낙타 혹 기름으로도 좋은 술을 만들 수 있었다(飮膳正要3 獸
品·野駞, P.586, “駞峯, 治虛勞風. 有冷積者, 用葡萄酒溫, 調峯子油, 服之良. 好酒亦可.”).

172) 析津志輯佚 物産·異土產貢, p.239, “葡萄酒, 出火州窮邊極陲之地. 醞之時, 取葡萄帶青
者.(후략)”

173) 에센부카(也先不花) 칸은 특히 皇慶 연간(1312-13)에 여러 차례 方物을 카안에게 헌상하
는 사신을 보냈다. 그는 1314~15년에 연거푸 2년 동안 군사를 이끌고 카안울루스 경계를 
침범했다가 대장 톡토하(土土哈)에게 亦忒海迷失(현 신강 哈巴河 서남)에서 패배했다(元史
128 ｢列傳｣97 土土哈, pp.3137~3138, “延祐元年, 敗叛王也先不花等軍于亦忒海迷失之地, 
遣使入報, 賜以尙服. 二年, 敗也[先]不花所遣將也不干·忽都帖木兒于赤麥干之地.”; 元史辭
典, p.69). 흥미로운 점은 에센부카가 아유르바르와다 카안과 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보냈던 데 있다. 에센부카는 전략적 차원과 몽골 황실 전통을 고려해 포도주를 
보냈을 것이다.

174) darači(答剌赤)는 술을 담당하는 케식 執事를 말한다(元史99 ｢兵志｣2 宿衞, p.2524, 
“掌酒者, 曰答剌赤.”).

175) 站赤6(永樂大典19421 所收) 延祐元年閏三月六日條, p.139, “[延祐元年閏三月]六日, 
中書省奏: (중략) 又奏: ｢哈兒班答·也先不花等, 使臣進送葡萄酒來者實頻, 驛傳勞費. 乞諭典
酒之官, 今後如何較量供送, 與都護府官議奏裁處.｣ 奉聖旨準.”

176) 納憐驛은 몽골어 narin jam을 漢譯한 것이다. narin(納憐)은 “정교한, 좁은, 특수한”의 
뜻을 지녔다. 나린 잠은 軍情急務를 수행하기 위한 驛路였다. 沿路의 驛站들 상당수가 甘
肅 領內에 있었기 때문에 “甘肅納憐驛”이라 불렸다(至正條格5 ｢斷例｣ 職制·泛濫給驛·至
元三年六月初一日, p.208의 각주 3의 “納鄰”). 站赤(永樂大典本)에 “納鄰小站”의 용어가 
등장한다(站赤2(永樂大典19417 所收) 至元十九年九月二十四日, p.48, “置納鄰小站”). 
이로부터 나린 잠이 “小站”으로 번역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narin은 또한 “군주에게 속한, 
황실의”의 뜻을 지닌다(Rashīd/Thackston, p.541, p.769의 “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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葡萄酒가 이송되었고178) 같은 해 사월에 河南府 湖城站(현 하남 三門峽 靈
寶市)에서 正馬 62疋로 葡萄酒를 운반한 사례179)에서 保定路나 河南府 혹은 
그 이남 지역에서 포도주를 생산 혹은 공급—적어도 통과—했을 가능성을 열
어둘 수 있다. 물론 포도주의 주 공급처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華北의 山西 지역(특히 平陽·太原·冀寧路)이었다. 

馬湩(몽골어 airaq, 투르크어 kumis)은 여름철 황실 內宴에서 사랑받는 
술이었다. 음력 오월에 上京을 찾은 카안은 시라 오르두(失剌斡耳朶 Shīra 
Ōrdū: 황색 宮帳)에서 御宴을 개최하면서 近臣들에게 말 젖[馬奶子: airaq/ 
esük180)]을 따라주었다.181) 쿠빌라이가 大理와 남송을 정벌할 때 킵착인(欽
察 Qipchaq182))들은 용맹해 신뢰·임용되었다. 그들은 특히 芻牧 사무를 담

177) 站赤6, p.139, “[延祐元年七月]二十四日, 中書省, 據御史臺: 備西臺監察御史言: 甘肅
納憐驛, 係蒙古軍人應當, 專備軍情急務, 其餘非關緊要, 但懸金銀圓牌, 往往取便經行, 若不
禁止不可. 下兵部·通政院議: 今後除懸帶金銀字牌面, 通報軍情機密重事使臣, 使行納憐站
道, 其餘一切出使人員, 俱合兀魯思兩道·漢站遞送, 及葡萄酒, 依在前年分令駱駞般運, 至漢
站接遞赴都, 誠爲便益. 都省準呈.”

178) 站赤4, p.91, “[至元三十年]是年, 保定路慶都站: ｢(중략)切照每歲葡萄酒·酥油·水銀·西天
布·硫黃·西番僧皮·搉馱子·青麥·鹽貨等類, 每運馬八九十匹, 歲計千餘匹.(후략)”

179) 站赤4 至元三十年是月(四月), p.88, “是月, 監察御史言: ｢河南府湖城站, 馱運葡萄酒, 
實爲正馬六十二疋, 押運官及行李兀剌赤等, 復乘馬四十九匹, 通計一百一十一匹. 蓋因元發
官司不謹其初, 致令多冒夾帶.(후략)｣”

180) 華夷譯語는 “馬奶子【額速克】”(esük: 현대 몽골어 эсэг)과 “駞奶【愛亦剌黑】”(airaq: 
현대 몽골어 айраг)를 구별했다. 전자는 말 젖술을, 후자는 낙타 젖술을 가리켰다(《華夷
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 編), pp.32~33). 반면 현대 몽골어에서 
eseg(эсэг)은 시큼한 음료 혹은 쿠미스(kumiss: 말 젖)를, airaq(айраг)은 쿠미스를 의미
하고 있다. 낙타 젖술은 현대 몽골어에서 shimiin arkhi(шимийн архи: 젖술)의 범주에 
있다(新蒙漢詞典(《新蒙漢詞典》編委會 編, 北京: 商務印書館, 2002), p.34, 1635, 1721; 
Charles Bawden,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and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1997), p.10, 573). 몽골비사에는 airaq 용례는 없고 esük(馬奶子)
의 단일 용례가 출현한다(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45절, p.109; ≪元朝秘史≫モンゴル
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194~195).

181) 元詩選(初集·丁集) 柳待制貫·待制集·觀失剌斡耳朶御宴回, p.1154, “芍藥名花圍簇坐, 蒲
萄法酒拆封泥. 御前賜酺千官醉, 恩覺中天雨露低. 【車駕駐蹕, 即賜近臣灑馬奶子御筵, 設氈
殿失剌斡耳朶, 深廣可容數千人. 上京五月, 芍藥始花.】” 馬奶子宴은 매년 팔월 上都에서 大
都로 출발하기 직전에도 열렸다(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4).

182) Qipchaq/Qipčaq은 “가운데가 텅 빈 나무(hollow tree)”를 뜻하는 터키어 qabuq/ 
qubūq/qobuq/(현대 터키어 kovuk)에서 기원했다. 그들은 라틴어·古 러시아어·아랍어·시
리아어에서 Quman, 슬라브어에서 polovtsi, 아르메니아어에서 arteaš/artêšk’n으로 불렸
다. 이들 단어는 모두 연노랑머리 혹은 노랑머리(light yellow or yellow hair)를 가리켰다
(Liu Yingsheng, “From the Qipčaq Steppe to the Court in Daidu: A Study of the 
History of Toqtoq’s Family in Yuan China,” Eurasian Influences on Yuan China, 
ed. Morris Rossabi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3, p.168; 
부족지(김호동 역주), p.111). 다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 견해에 회의적이라고 한다(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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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면서 馬湩(airaq)을 玉食으로 바쳤다. 아이락[馬湩]은 검은 것이 최상품
이었고 몽골인들은 검정색[黑]을 “카라[哈剌 qara]”라고 말했으므로 킵착인
을 “카라치(哈剌赤 Qarači)”라고 명명했다.183) 카안은 上都로 이동할 때 특
별히 말 젖을 얻기 위해 살진 암말을 대동했다. 그것들은 승용마[驅馬]가 健
德門을 먼저 나간 후 그 뒤를 따라 이동했다.184)

黑마유주의 인기와 상징성은 러시아 연대기에서도 확인된다. 1246년에 러
시아 大公 다닐로(Danilo Romanovič: 1201-64)가 바투[Batyj]의 게르를 방
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바투가 흑마유주(black milk)를 다닐로에게 건네며 
마실지 말지를 물었다. 그가 그것을 마시겠다고 답하자, 바투는 “다닐로가 
이미 우리의 한 명, 곧 타타르(Tatar)가 되었다”고 논평했다.185) 곧 [흑]마유
의 음용은 몽골 문화와 구성원의 일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몽골 황실 성원들은 아이락[馬湩]을 코뿔소 잔[犀椀186)]에 따라 마셨고 포
도주를 시원한 독[甕]에 담아 마셨다.187) 몽골인들은 또한 가죽주머니[革囊]
를 돌리거나 자작나무 그릇[樺器]을 이용해 술을 마셨다.188) 가죽주머니는 
“渾脫”로 불렸다. 몽골인들은 小牛를 잡아 내장·머리·뼈·고기를 다 발라낸 후 
외피만 온존시켰다. 그것을 주물러 부드러운 가죽주머니로 만든 후 乳酪(젖·
요구르트)·酒湩(마유주)을 담았다.189) 14세기에 貢師泰(1298-1362)도 灤陽
(곧 상도)에서 구레나룻을 기른 이[髯奴]—아마도 투르크계 色目人190)—가 渾

지(김호동 역주), p.111의 각주 22). 
183) 道園學古錄23 ｢碑｣ 句容郡王世績碑, p.165上, “謹按欽察之先武平, 北折連川安塔哈山

部族也. 後遷西北, 即玉黎北里之山居焉. 土風剛悍, 其人勇而善戰, 有曲年者, 乃號其國曰欽
察, 爲之主而統之. (중략) 世祖皇帝西征大理, 南取宋, 其種人以强勇見信用, 掌芻牧之事, 奉
馬湩以供玉食. 馬湩尚黒者, 國人謂黒爲哈剌, 故别號其人哈剌赤.”; 全元文871 ｢虞集｣58 
句容郡王世績碑, p.229(元人文集珍本叢刊 雍虞先生道園類稿38); Liu Yingsheng(2013) 
p.170.

184) 元史100 ｢兵志｣3 馬政, p.2554, “車駕行幸上都, 太僕卿以下皆從, 先驅馬出健德門外, 
取其肥可取乳者以行, 汰其羸瘦不堪者還於羣.”

185) George A. Perfecky, The Galician-Volynian Chronicle, p.58.
186) 우구데이 카안은 카라코룸의 한 빈민에게서 산염소 뿔잔을 恩賜의 일환으로 50발리시라

는 고가에 구매한 적이 있다(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134~135).
187) 元詩選(初集·戊集) 貢尚書師泰·玩齋集 玩齋拾遺·上京大宴和樊時中侍御, pp.1429~1430, 

“馬湩浮犀椀, 駝峯落寶刀. 暖茵攢芍藥, 涼甕酌葡萄.”
188) 湛然居士文集4 謝馬乳復用韻二首·其二, p.47, “肉食從容飲酪漿, 差酸滑膩更甘香. 革囊

旋造逡巡酒, 樺器頻傾瀲灩觴. 頓解老饑能飽滿, 偏消煩渴變清涼. 長沙嚴令君知否, 只許詩人
合得嘗.”

189) 草木子4下 ｢雜俎篇｣, p.85, “人之食性亦有不同者. (중략) 北人殺小牛, 自脊上開一孔, 
逐旋取去內頭骨肉, 外皮皆完, 揉軟用以盛乳酪·酒湩, 謂之渾脫.”

190) 色目人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뜻하며 기존 통설과 달리 쿠빌라이 시대 중기에 漢
人·南人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때로 몽골인과 거란인 등을 포함하며 유동적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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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에 담긴 감미로운 아이락[馬湩]을 마신 후 한껏 취한 모습을 목격했다.191) 
宣政院 判官 張昱의 시에서 相官은 馬湩(아이락)을 渾脫에 가득 담아 봉한 
후 글을 써 騎士에게 안겨 보냈다. 그는 그것을 內廚의 上用으로 바쳤고 때
마침 御前에 당도했다.192) 한 연구는 “渾脫”을 양·소의 가죽주머니(革囊)라
고 밝히는 한편, 그것이 古代 투르크어 kutur/kotor(“기울여 따르다, 비우
게 하다”)의 漢譯이라고 판단했다.193) 그런데 라시드 앗 딘은 “가죽으로 꿰
매어 만든 뒤 수레 위에 싣는 굉장히 큰 가죽푸대(kākāūr)”를 ündūr(운두
르)라고 명명했다. 운두르는 쿠미스(qumīz)를 담는 가죽주머니―최대 
500mann(≒1500kg)―였다.194) 곧 漢語 “渾脫”의 직접적 語源은 투르크어 
쿠투르(kutur/kotor)가 아니라, 몽골어 운두르(ündür)였다. 그것은 쿠미스
를 담는 가죽주머니였고 황실과 帝國의 일부 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쓰였다.

1291년에 中書省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술을 주조하는 데 쓰는 米·麵
에 대해 연간 소요 수량과 항목을 本路에서 납부할 稅糧 안에서 數를 고려
해 남긴 후 기일에 맞춰 술을 빚어 지급하고 쓰도록 했다.195) 이는 주조용 
곡물 징수와 酒課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
의 주장196)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더구나 몽골 황실에서 애호하는 

지녔다. 그 후 色目人 용어는 형벌 적용 과정에서 몽골인·漢人·南人 등과 구별되는 존재로 
고정화되어 갔다. 元代 몽골인·色目人·漢人·南人의 “四階級制”說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舩
田善之, ｢元朝治下の色目人について｣, 史學雜誌 108(9), 1999, pp.1593~1618을 참조.

191) 元詩選(初集·戊集) 貢尚書師泰·玩齋集 玩齋拾遺·和胡士恭灤陽納鉢即事韻五首, p.1425, 
“野闊天垂風露多, 白翎飛處草如波. 髯奴醉起傾渾脫, 馬湩香甜奈樂何.”

192) 遼金元宮詞 輦下曲·[元]張昱·上張光弼詩集卷二, “相官馬湩盛渾脫, 騎士題封抱送來. 傳
與內廚供上用, 有時直到御前開.”

193) 芮傳明, ｢從“渾脫”看古代中外文化交流｣, 鐵道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95(3), pp.24~ 
25, 28. 芮傳明은 “渾脫”이 고대 투르크어 kutur/kotor―오스만어의 kotar―의 漢譯이며 
그 原義가 “(소나 양의 內臟을) 비우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그는 “안을 비우다”는 뜻에서 
“가죽주머니(皮囊)”의 뜻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투르크어 동사 kutur-/kotor-(to 
pour out, empty)의 의미에 대해서는 Gerard Clauson,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Clarendon Press, 1972), p.605.

194) 부족지(김호동 역주), p.203;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150. 渾脫은 액체 음료를 
담는 가죽주머니 용도뿐만 아니라 강을 건널 때도 쓰였다. 渾脫은 유목민에게서 기원해 늦
어도 唐代에 군대에서 두루 쓰였고 13세기에 몽골軍과 함께 ‘중국’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芮傳明(1995), pp.23~24).

195) 元典章16 ｢戶部｣2 分例·祗應·爲祗應鈔事, p.584, “至元二十八年, 御史臺咨: 奉中書省
劄付: (중략) [一]合用造酒米麵, 斟酌周歲可用數目, 於本路合納稅糧內驗數除留, 趁時准備造
酒支用.” 米 1石당 주조량은 45병이었다. 1瓶에 술 2升이 들어갔으므로 米 1석으로 좋은 
술 90升을 얻었다(元典章16 ｢戶部｣2 分例·祗應·祗應酒麵則例, p.581, “至元七年六月, 中
書戶部, 承奉中書省札付: (중략) [一]黃糯米出酒升杓, 隨路多少不一. 爲此, 取到中都<上>
[尙]醞局并廩給司申: ｢見醞造祗應盃酒, 每米一石, 出酒四十五瓶大. 每瓶折酒二升, 計酒九
十升.｣ 省部擬依中都尚醞局造酒升杓体例, 每米一石, 要出乾好酒九十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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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포도주와 마유주였으며 쌀누룩[米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
다.197) 따라서 몽골인의 愛酒 관습이나 民間의 곡주 제조가 糧食의 공급에 
끼친 영향198)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카안의 음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초음료는 食水였다. 몽골 카안은 물을 
특별히 가려 마셨다. 飮膳正要의 찬자 忽思慧는 황실 음용수로 샘물[泉水]
과 井華水를 거론했다. 샘물은 西山(현 北京 서북쪽의 北安河 서쪽 西山199))
에 있는 玉泉水가 물맛이 좋고 다른 샘물보다 뛰어났다.200) 井華水는 평범
한 물맛에 독성이 없었다. 사람의 아홉 개 구멍[九竅: 두 눈·두 콧구멍·두 
귀·입·요도·항문]에서 피가 나올 때 井華水로 얼굴을 씻으면 즉시 멈추는 효
능이 있었고 눈의 백태[目瞖]를 씻어낼 수 있었다. 그것을 술과 식초에 넣어
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井華水는 평소 새벽에 길러오는 것이었다.201) 

14세기 초에 황실용 물의 공급처에 변화가 일었다. 그 무렵 몽골 內府의 
御用之水는 통상 鄒店에서 길러왔다. 이 물은 至大(1308-11) 初 이래 카이
샨 카안이 柳林—大都 동남쪽 45km 거리의 漷州(현 河西務) 경내에 위
치202)—에 행차해 매사냥[飛放] 하던 일과 관계있었다. 그는 그때 皇太后에

196)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유주와 포도주 음용이 특별히 중요했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음용
된 것은 곡주였다. 최윤정은 吳師道(1283-1344)의 策問을 근거로 주조용 양곡이 식용보다 
많았다고 이해했다(최윤정(2012), p.52). 그러나 이는 적확한 이해는 아니다. 吳師道는 14
세기 초 “江西에서 점포를 열 때 飲坊(술집)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에 달했다. 그들은 곡
식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 식용보다 몇 배나 소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고 평했다(
禮部集19([元]吳師道 撰, 欽定四庫全書·集部) 䇿問·江西鄉試䇿問一道, “問: 古者惟祀兹酒, 
羣飲有禁. 漢著賜酺之令, 法意甚美, 風俗猶近厚也. 利興于榷沽而流于後世, 雖欲禁民之無
飲, 不可得矣. 今列肆飲坊十室而九, 糜穀作醪, 不知其幾倍于粒食也. 鬬爭凌犯之訟, 失業蕩
産之民, 皆由于此.”; 全元文1081, ｢吳師道｣12, pp.237~238). 吳師道의 策問은 새로운 
점포 가운데 술집이 90%가량이었다는 뜻이었다. 또한 庚申外史에 따르면 1340년에 通
州의 酒館·糟坊에서 하루 쌀 1만 石을 소모했다(庚申外史 庚辰至元六年, pp.7~8, “初, 
伯顏既敗, 其弟馬札兒臺以誅伯顏有功, 故繼其位爲首相. 僅半載, 于通州置榻坊, 開酒館·糟
坊, 日至萬石.”). 참고로 당시 米 1石(=100升)으로 술 90升을 얻었다(元典章16 ｢戶部｣2 
分例·祗應·祗應酒麵則例, p.581). 곧 酒造를 거친 후에 쌀은 양적으로 10% 감소되었다. 

197) 元典章22 ｢戶部｣8 酒課·酒課葡萄酒三十分取一, p.885, “省部議得: ｢葡萄酒漿雖以酒爲
名, 其實不用米麴, 難同醞造丕酒一体辦課. 又兼在先制府已曾斷令三十分取一, 及至[元]六
年·七年定立課額, 葡萄酒漿止是三十分取一. 以此參詳, 擬合改正, 依舊例三十分取一, 驗所
賣價直折收寶鈔納官. 呈奉都堂鈞旨, 送本部, 准呈施行.｣”

198) 최윤정(2012), pp.53~54.
199) 北京 西山(國家森林公園)은 太行山脈 북단 끝자락에 있는 산으로 大都城에서 서북쪽으로 

24km가량 떨어져 있다. 서쪽 약 10여km 거리에 永定河가 흐르고 있다. 
200) 飮膳正要2 ｢泉水｣, p.560, “泉水: 甘平, 無毒. 治消渴, 反胃熱痢. 今西山有玉泉水, 甘

美味勝諸泉.”
201) 飮膳正要2 ｢井華水｣, p.560, “甘平, 無毒. 主人九竅大驚出血, 以水噀面即住. 及洗人目

瞖. 投酒醋中, 令不損敗. 平旦汲者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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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같이 가서 매사냥을 관람하자고 청했다. 柳林으로 가는 도중에 鄒店을 
경유하면서 목이 마르자 카안은 茶가 생각났다. 그는 趙國公 常부랄기 쿤가
도르지(普闌奚國公203) 金界奴朶兒只 Būrālğī Kun-rgya rdo-rje204))에게 차
를 끓이라고 명령했다. 부랄기 公이 직접 여러 우물[井]에 가서 물을 선별했
고 오직 한 우물의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맛이 달았다. 그가 그 우물물을 떠 
차를 끓여 진상하자, 카안이 그 차 맛이 각별하다고 칭찬했다. 內府에서 평
소 茶를 진상할 때 맛과 색 두 가지에서 최고를 썼다. 카안은 趙國公에게 
우물 자리에 觀音堂을 세워 우물 위를 정자[亭]로 덮고 난간을 조성한 후 그 
일을 돌에 새기라고 명령했다. 그 후 御用之水는 매일 반드시 鄒店 觀音堂
의 우물에서 길었다. 그 물로 끓인 茶는 諸水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 왼쪽에 있던 우물도 모두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 물을 달이고 끓이
면 매번 똑같이 맑고 밝았다. 그 무게를 비교하면 다른 물보다 무거웠다.205) 
또 王惲의 ｢中堂事記紀行錄｣에 따르면 大都-上都 사이의 역로 위에 懷來縣
의 동남쪽으로 1里(=510m) 남짓 떨어진 곳에 釀泉井이 있었다. 이 우물은 
淡鵝黃色을 띠었다. 官에서 이를 관리했고 매년 궁중으로 막걸리[御醪]를 공
급했다.206) 

西山의 玉泉水와 鄒店의 井華水 외에도 음용·기도용으로 카안은 각지 寺
院에 淨水를 요구했다. 1320년 오월에 宣政院(불교·승려·티베트 관할 기
구207))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많은 寺院에 淨水를 떠오라고 발급해 준 鋪馬

202) 김호동(2002), p.17.
203) 普闌奚(pŭ-lán-xī)는 몽골어 būrālğī를 음사한 不蘭奚·不闌奚·孛蘭奚·孛闌奚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būrālğī는 “유실된 인구·가축”을 뜻하는 bularğu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부족지(김호동 역주), p.144의 각주106) 후에 闌遺所·闌遺監의 기원이 되었다(元史辭典, 
p.114, 355). 

204) 부랄기(普闌奚)國公 쿤가도르지(金界奴朶兒只)는 常咬住의 아들이었다. 화북 출신인 그의 
가계는 오랫동안 몽골인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p.15의 각주 13, p.380의 각주 30; 飮膳正要 序, p.530, “於是
趙國公臣常普蘭奚, 以所領膳醫臣忽思慧所撰《飲膳正要》以進.”). 

205) 飮膳正要2 ｢井華水｣, p.560, “今內府御用之水, 常於鄒店取之. 緣自至大初武宗皇帝幸
柳林飛放, 請皇太后同徃觀焉. 由是道經鄒店, 因渴思茶, 遂命普闌奚國公·金界奴·朶兒只煎
造. 公親詣諸井選水, 唯一井水, 味頗清甘. 汲取煎茶以進, 上稱其茶味特異. 內府常進之茶, 
味色兩絕. 乃命國公於井所建觀音堂, 盖亭井上, 以欄翼之, 刻石紀其事. 自後御用之水, 日必
取焉. 所造湯茶, 比諸水殊勝, 鄰左有井, 皆不及也. 此水煎熬過, 澄瑩如一. 常較其分兩與別
水增重.” Buell 등은 鄒店의 井華水가 무거운 까닭은 무기물(mineral)을 풍부하게 함유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Paul D. Buell & Eugene N. Anderson, A Soup for the 
Qan, p.380).

206) 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p.340~341, “是夜宿懷來縣, 南距北口五十三里. 縣東
南里許有釀泉井, 水作淡鵝黃色, 其曰玉液即此出也. 官爲制務, 歲供御醪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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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旨가 대단히 많았다. 사원에서 이를 기회 삼아 鋪馬聖旨를 남용하며 鋪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잠치[站赤]를 빈곤에 빠뜨릴 정도로208) 황실의 물 
수요는 무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 또한 灤京(곧 상도)에서는 도르래
를 이용해 맑은 우물물을 길어 음용했다. 다만 이곳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楊允孚는 발을 씻을 때 조금씩 아껴 썼다.209) 

飮膳正要(표 2-1)에는 75종의 동물·식물이 수록돼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究明한 것처럼210) 카안의 식탁 위에는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동남아시아·고려의 風味가 가미돼 있었다. 이들 음식 가운데 카안
의 御膳의 중심은 몽골 北羊·黃羊이었다. 그것들은 몽골초원과 그 접경 지역
의 산물이었다.

2. 지순宴(ǰisün)과 皇室의 번영 共有

飲宴—몽골어 qurim(莚會·莚席),211) 투르크어 토이(ṭōi)—은 몽골인들에게 
즐거움이었다.212) 칭기스칸의 2대 祖 가운데 쿠툴라(Qutula)가 오난 강 코르
코낙 계곡에서 “카한”으로 추대됐을 때 몽골인들은 기쁨을 춤(debse)과 연
회(qurim)로 표현했다.213) 이후 몽골제국의 황실 儀禮와 慶典에서 대부분 

207) 元史87 ｢百官志｣3 宣政院, p.2193, “宣政院, 秩從一品. 掌釋教僧徒及吐蕃之境而隸治
之.” 

208) 元典章新集 ｢兵部｣ 鋪馬·僧俗人每亂騎鋪馬拘收條, pp.2177~2178, “延祐七年八月 日, 
江浙行省, 准中書省咨該: 准中書省咨: 宣政院呈: ｢延祐七年五月初一日奏: 站赤爲國家軍情
大勾當的上頭, 設立來也者. 繁亂交騎, 麼道, 設立來的不是有. 如今多寺院裏, 比及寺了, 騎
鋪馬者. 麼道, 各處與來的鋪馬聖旨多有. 又把淨水與來的鋪馬聖旨也多有. 這般亂騎鋪馬呵, 
站赤怎生不消乏了? 似這般亂騎鋪馬的, 交住罷了呵, 怎生? 奏呵, 奉聖旨: 你說的是有. 
那般体例那裏有? 似那般與來的鋪馬聖旨, 都拘收者. 省官每根底說者: 無您的文書, 那裏索
鋪馬去呵, 省家拘收者. 通政院官人每根底說者: 無您文書索鋪馬去呵, 他每拘收者. 今後西番
地面裏并這裏僧俗人每根底, 合與的聖旨檢子, 我根底聽者.麼道, 聖旨了也. 欽此. 具呈照
詳.｣ 咨請欽依施行.”; 薛培煥(2014), p.167.

209)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0, “汲井佳人意若何, 轆轤渾似挽
天河. 我來濯足分餘滴, 不及新豐酒較多. 【此地慳水故也.】”

210) Thomas T. Allsen(2001a), p.151.
211)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67절, p.43/ 제275절, p.290;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

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52~53, 586~587. 
212) 蒙韃備錄校注 ｢風俗｣, pp.527下~528上, “韃人, (중략) 正月一日, 必拜天, 重午亦然, 

(중략) 飲宴爲樂也.”
213)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57절, p.38;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

均·确精扎布 編), pp.44~45. Rachewiltz, Igor de,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12~13, 317;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p.170; 周良霄(198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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宴饗이 동반되었다.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쿠릴타이는 ①皇帝 즉위 ②元
正(음력 일월 일일 설날) ③天壽節(황제 생일) ④諸王·外國 사절의 來朝 ⑤
皇后·皇太子의 冊立 ⑥羣臣의 尊號 헌상 ⑦太皇太后·皇太后의 冊寶 진헌 ⑧
郊祀·宗廟 祭禮 완료 후 ⑨羣臣朝賀 등의 국면에서 열렸다. 이들 慶典에서 
朝儀가 끝난 후 대칸은 宗親 혹은 大臣과 大饗·宴會를 열었다. 쿠릴타이는 
대부분 몽골 풍속을 따랐다. 宴會는 漢人들의 눈에도 몽골 전통에 의거한 
것214)으로 비쳤다.

이들 아홉 국면의 慶典 외에도 카안 선출이나 중대사를 논의하는 쿠릴타
이(大會), 봄철·가을철 사냥할 때,215)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上都로 巡幸을 
떠나기 전, 上都 체류 기간, 上都를 떠나 大都로 돌아오기 전, 상사절·端午
節·冬至 등 12節氣216)에 宮中 大宴이 거의 정례적으로 거행되었다.217) 宴會
는 宮城 완공218)이나 군사 활동 중,219) 軍務의 포상220) 등 국가의 重大 사
무가 끝난 이후에도 열렸다.221)

다른 어떠한 쿠릴타이보다 카안의 즉위에서 연회의 기쁨과 축복은 몽골 
황실과 臣民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예컨대 뭉케 카안은 즉위 후 야사를 명
하여 “帝王의 날에 어떤 피조물도 분쟁과 반대의 길을 밟지 말고 오락과 연
회를 만끽하라고 했다. 그는 인간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열락을 추구하는 것
처럼 각종의 동물과 광물도 그것을 누리도록 했다. 기승용이건 예인용이건 
가축에게 올라타거나 짐을 싣거나 사슬을 채우거나 밧줄로 매어서 괴롭히지 
말고 공정한 율법(shar’-i ‘adl)에 의거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
의 피를 흘리지 말도록 했다. 땅과 물에 사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을 사냥꾼들
의 활과 덫으로부터 안전하고 평안의 정원에서 마음대로 깃과 날개를 펼 수 

214) 元史67 ｢禮樂志｣1 序言, p.1664, “元之有國, 肇興朔漠, 朝會燕饗之禮, 多從本俗. 太祖
元年, 大會諸侯王于阿難河, 即皇帝位, 始建九斿白旗. 世祖至元八年, 命劉秉忠·許衡始制朝
儀. 自是, 皇帝即位·元正·天壽節, 及諸王·外國來朝, 冊立皇后·皇太子, 羣臣上尊號, 進太皇
太后·皇太后冊寶, 暨郊廟禮成·羣臣朝賀, 皆如朝會之儀. 而大饗宗親·錫宴大臣, 猶用本俗之
禮爲多.”

215) 元史2 ｢太宗·定宗本紀｣ 太宗六年條, p.33, “是春, 會諸王, 宴射于斡兒寒河.”
216) 大都에서 세시풍속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析津志輯佚 ｢歲紀｣, pp.211~224를 참조. 
217) 袁冀(2005), p.116.
218) 元史2 ｢太宗·定宗本紀｣ 太宗八年丙申春正月條, p.34, “八年丙申春正月, 諸王各治具來

會宴. 萬安宮落成.”; 元史153 ｢劉敏傳｣, p.3610, “乙未, 城和林, 建萬安宮, 設宮闈司局, 
立驛傳, 以便貢輸. 既成, 宴賜甚渥.”

219) 元史3 ｢憲宗本紀｣ 憲宗七年, p.50, “冬, 帝度漠南, 至於玉龍棧. 忽必烈及諸王阿里不
哥·八里土·出木哈兒·玉龍塔失·昔烈吉·公主脫滅干等來迎, 大燕.”

220) 元朝名臣事略6 ｢元帥張憲武王｣, p.107, “[至元十六年]十月, 入朝, 賜宴內殿, 慰勞良厚.”
221) 周良霄(198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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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했다. 또한 땅의 표면도 말뚝이 주는 고통과 말발굽이 주는 두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흐르는 물은 더럽고 불결한 것들로 인해 오염되지 않
도록 했다.”222) 동물·식물·광물 등의 피조물이 즉위 연회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반드시 실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몽골 카안은 연향의 시점에
서 자신의 은총이 황실과 신민과 삼라만상에까지 미칠 수 있기를 기대했다.

大都 宴會는 元正이 특별했다. 그것은 통상 大明殿에서 거행되었다.223) 
매년 정월 초하루에 百官은 崇天門(皇宮 정남문) 아래에서 카안에게 하례할 
때를 기다렸다. 이틀 후 內外百官이 朝賀를 올리고 飲宴을 연 뒤에 수시로 
관료 선발 문제를 거론했다. 1357년의 경우 정월 일일에 外國에서 큰 코끼
리[大象]를 진상했고 納粟補官의 선발에 대해 말했다. 그 후에 항상 오르두
(斡耳朶)에 모여 길일을 택해 中書署事에 들어가 大燕을 벌이는 것이 典禮
가 되었다. 六部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歲時 慶賀의 禮는 서로 오가며 迎送
을 중시했는데 酒醴를 가장 먼저 주고받았다. 음식[殽饌]은 모두 案卓에 벌
여 놓았다. 이런 일을 며칠 동안 진행했다.224)

張德輝는 제국 초기 元日에 몽골인들이 大牙帳의 앞에 마련한 大宴을 소
개했다. 이날 구육 카안으로부터 그 이하가 모두 “純白裘”를 입었다. 3일 후 
屬僚들이 大牙帳으로 가 카안에게 賀禮를 올렸다.225) 마르코 폴로는 신년 
元旦 연향을 “흰색의 축제(white feast)”라고 특기했다. 그는 “관습에 따라 
대카안과 그의 속민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럴 능력만 있으면 모두 흰 옷을 
입는다”고 적었다. 흰 옷이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몽골
인들은 그렇게 입었다. 이날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백마가 10만 마리 이상 
대칸에게 바쳐졌다.”226) 흰색은 마니교의 영향으로 유목민 사이에서 가장 상
서로운 색으로 간주되었다.227) 몽골인에게도 흰색은 길조(good fortune)의 

22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18.
223) 南村輟耕錄21 ｢宮闕制度｣, p.251, “大明殿, 乃登極·正旦·壽節·會朝之正衙也.” 大明殿

은 新正受朝賀, 皇帝 즉위, 天壽節, 群臣의 황제 尊號 헌상, 황후·上皇太后 등 尊號 헌상 
등에서 大宴을 거행하는 장소였다(袁冀(2005), pp.116~117).

224) 析津志輯佚 ｢歲紀｣, pp.212~213, “正月一日, 百官待漏於崇天門下.【詳見朝儀元會聖節
同.】二日後, 內外百辟朝賀飲宴. 後隨時說選. 丁酉年正月一日, 內八府宰相領禮部中書省相
國, 以外國大象進上, 並說納粟補官選. 自此後常於斡耳朶聚, 涓日入中書署事, 設大燕, 成典
也, 六部如之. 京官雖已聚會公府, 仍以歲時慶賀之禮, 相尚往還迎送, 以酒醴爲先, 若殽饌, 
俱以排辦於案卓矣. 如是者數日.”

225) 嶺北紀行(全元文694 ｢張德輝｣ 嶺北紀行·戊申·定宗三年六月, pp.291-292) “比歲除
日, 輒遷帳易地, 以爲賀正之所, 元日大宴所部於帳前, 自王以下皆衣純白裘, 三日後方詣大牙
帳, 致賀禮也.”

226)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p.254~255; 箭內亘(1930b), pp.950~951.
227) Thomas T. Allsen, “The Rise of the Mongolian Empire and Mongolian Ru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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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자 군주의 카리스마의 표상이었다.228) 다만 폴로의 기록에서 10만 마
리 이상의 백마가 카안에게 설날 獻物로 바쳐졌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
이다. 事林廣記의 ｢元日進賀禮物｣(표 1-3)에 따르면 설날에 각 官署에서 
대칸에게 헌상한 말의 수효는 기껏 64마리였다.

몽골 황실에서 가장 성대한 연회는 자마筵[詐馬筵]이었다. 자마筵에서 諸
王公·貴戚·子弟는 경쟁적으로 말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서로 자랑했다.229) 王
禕는 ｢上京大宴詩序｣에서 上京大宴, 곧 자마宴의 장관을 묘사했다. 

1349년 여름 오월에 天子(토곤 테무르 카안)께서 때맞춰 上京(곧 上
都)을 순행하셨다. 이에 유월 이십팔일(1349.7.13.)에 시라 오르두[失
剌斡爾朶]에서 大宴을 열었으며 3일을 지나 일을 마치니 舊典[彛典]을 
따른 것이다. 무릇 쿠빌라이 카안[世祖皇帝]께서 區夏(곧 中原)를 통일
한 후로부터 燕(즉 大都)에 도읍을 정하고 과거의 兩京 제도를 채택하
셨으니 [居庸]關의 이북, 즉 灤陽을 上都로 삼고 매년 大駕가 巡幸했
으며 后宮諸闈·宗藩戚畹·宰執從寮·百司庶府가 모두 扈從해 간다. 이미 
[대칸이] 駐蹕하셔서 大宴을 벌이는 까닭은 그로써 等威(등급과 위엄)
를 밝히시고 福慶을 균등히 하며 君臣의 기쁨을 합치고 上·下의 情을 
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朝廷의 禮는 嚴肅함을 주로 하는데, 엄격하
지 않고 숙연하지 않으면 원근[遐邇]에서의 관람[瞻視]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무릇 宴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冠服을 같은 것으
로 하고 鞍馬를 다르게 하면서 궁극의 화려함을 도모하고 儀采(기품과 
풍채)를 뽐냈으며 이후에 [자신의] 자리[列]로 갔다. 세간에서는 이 때
문에 “奓馬宴”(자마宴 jāma)이라 칭하고 또 “只孫宴”(지순宴 ǰisün)이
라고 말한다. “奓馬”(자마)란 속칭 그 말 장식[馬飾]을 과시하는 것[矜
衒]을 말하고, “只孫”(지순)이란 그 服色이 통일된 것[齊一]을 번역한 
것이다. 오호라, 성대하구나! 어찌 國家의 훌륭한 憲章과 성세[昭代]의 
장관이 아니겠는가. 列聖이 서로 계승하여 이 법식을 따르고 지켰
다.230) 

North China,”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43.

228) Allsen, Thomas T.(1997), pp.58~59.
229) 草木子3下 ｢雜制篇｣, p.68, “北方有詐馬筵席最具筵之盛也, 諸王公貴戚子弟, 競以衣馬

華侈相高.”
230) 全元文1685 ｢王禕｣4 上京大宴詩序, pp.292~293(王忠文公文集6), “至正九年夏五月, 

天子時巡上京. 乃六月二十有八日, 大宴失剌斡爾朶, 越三日而竣事, 遵彛典也. 蓋自世祖皇帝
統一區夏, 定都於燕, 復采古者兩京之制度, 關而北卽灤陽爲上都, 每歲大駕巡幸, 后宮諸闈·
宗藩戚畹·宰執從寮·百司庶府, 皆扈從以行. 旣駐蹕, 則張大宴, 所以昭等威·均福慶, 合君臣之
歡, 通上下之情者也. 然而朝廷之禮, 主乎嚴肅, 不嚴不肅, 則無以聳遐邇之瞻視. 故凡預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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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詐馬)는 “옷”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자마(jāma جامه)”를 음사한 것
이었다.231) 자마宴(詐馬筵)은 속칭 지순宴(只孫宴)이었다.232) “只孫”(ǰisün)은 
服色이 통일된 상태를 일컬었다. 質孫(ǰisün)은 漢語로 “一色服”(한 가지 색 
옷)을 의미했다. 內庭 大宴에서 참석자들이 그것을 입었다. 겨울과 여름의 
옷이 같지 않았으나 定制는 없었다. 勳戚·大臣·近侍는 카안으로부터 지순을 
사여받아 입었다. 아래로 樂工·衛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순(質孫)이 있었다. 
지순은 품질의 고하[精粗之制]가 있었고 上·下의 구별이 있었다.233) 只孫宴
服은 絳衣(深紅色 의복)처럼 貴臣이 天子를 배알하고 잔치를 올릴 때 입는 
것이었다. 그들은 大珠를 어깨와 등과 가슴에 장식했고 머리쓰개[首服]도 또
한 그와 같이 했다.234) 곧 지순(ǰisün)은 연회를 개최할 때 衣冠과 制飾을 
한 세트로 따로 만든 것을 지칭했다.235) 

者, 必同冠服, 異鞍馬, 窮極華麗, 振耀儀采, 而後就列, 世因稱曰｢奓馬宴｣, 又曰｢只孫宴｣. ｢
奓馬｣者, 俗言其馬飾之矜衒也; ｢只孫｣者, 譯言其服色之齊一也. 於戲, 盛哉! 豈非國家之茂
憲, 昭代之偉觀歟. 列聖相承, 是遵是式.” 

231) 韓儒林, ｢元代詐馬宴新探｣, 葉新民·齊木德道爾吉 編著, 元上都硏究文集, 北京: 中央民
族大學出版社, 2003.  韓儒林 등의 견해와 달리, 야나이 와타리는 春融堂集의 기록을 
근거로 “詐馬”는 몽골어 “咱馬”의 誤寫이며 본래 어린 아이들의 말 경주, 곧 騎馬競走를 
지칭한다고 강조한다. 경주 후에 몽골인들은 연회를 열고 말을 장식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春融堂集8([淸]王昶 撰, 續修四庫全書·集部·別集類) ｢蒲褐山房集｣ 詐馬, p.422下, 
“詐馬爲蒙古舊俗, 今漢語俗所謂跑等是也. 然元人所云詐馬實咱馬之誤, 蒙古語謂掌食之人爲
咱馬, 蓋呈馬戲之後, 則治筵以賜食耳. 俗云只孫乃馬之毛色, 卽今蒙古語所謂積蘇者, 是亦屬
魚魯. 玆扎薩克於進宴時, 擇名馬數百, 列二十里外, 結束髮尾, 去羈韆, 馳用幼童, 皆取其輕
捷致遠, 以鎗聲爲節, 遞施傳響, 則衆騎齊騁, 驫䮅山谷, 騰躍爭先, 不踰晷刻而達, 掄其先至
者三十六騎, 優賚有差, 所以柔遠人講武事也.”; 箭內亘(1930b), pp.952~955).

232) 近光集1 ｢詐馬行[有序]｣, p.5a, “稱是名之曰, 濟遜宴. 濟遜, 華言一色衣也. 俗呼曰, 詐
馬筵.”

233) 元史78 ｢輿服志｣1 冕服·質孫條, p.1938, “質孫, 漢言一色服也, 內庭大宴則服之. 冬夏
之服不同, 然無定制. 凡勳戚大臣近侍, 賜則服之. 下至於樂工衛士, 皆有其服. 精粗之制, 上
下之別, 雖不同, 總謂之質孫云.” 고가의 직물은 중세 초기 비잔티움 제국에서 기독교 예배
를 위한 주요 필수품이었고 황제와 귀족의 눈부신 우상적 복장을 형성했다. 그것은 정치적 
권위의 필수적 상징물이었다. 다양한 품질의 고급 직물들을 제조·착용할 권리는 제국 내 
사회·정치적 지위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어떠한 신민(subject)이라도, 심
지어 노예(slaves)조차도 신분 구별을 위한 표시이자 “가죽옷을 입을 미개인들(skin-clad 
barbarians)”과 구별하는 수단으로 적어도 차상위 품질의 비단을 입을 수 있었다(Mary 
W. Helms(1988), pp.51~52).

234) 南村輟耕錄30 ｢只孫宴服｣, p.376, “只孫宴服者, 貴臣見饗於天子則服之, 今所賜絳衣是
也. 貫大珠以飾其肩背膺間, 首服亦如之.”

235) 道園學古錄18 ｢墓誌銘｣ 中書平章政事蔡國張公墓誌銘, p.135下, “而公召拜僉樞密院事
入見, 同列言: ｢此張九拔都之子也.｣ 故事侍宴, 别爲衣冠, 制飾如一, 國語謂之只孫. 公受賜
因得數宴.”; 全元文891 ｢虞集｣78 中書平章張公公墓誌銘, p.518; 高麗史31 ｢忠烈王｣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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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지순宴을 자마宴의 일종으로 판별했으나236) 지순宴은 바로 자
마宴이었다. 곧 몽골 궁중의 지순宴은 新年 연회, 聖誕節(天子의 생일) 祝
宴, 카안 즉위 연회, 그리고 음력 유월 吉日의 상도 大宴을 포함하는 大宴이
었다. 앞서 張德輝가 설날에 구육 카안의 大牙帳에서 입은 “純白裘”가 지순 
燕服이었고 마르코 폴로가 말한 “흰색의 축제”는 지순宴이었다. 지순宴(자마
宴) 가운데 가장 성대한 것은 上都 大宴이었다.

몽골 카안은 하나의 색으로 통일된 服飾을 諸王·고관·공신·케식 등에게 사
여하고 大宴에서 입게 함으로써 위엄을 현시하고 福慶을 향유하며 제국 일
체성과 구성원의 화합을 극대화하고자 했다.237) 지순은 동시에 원근에서 관
람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몽골인에게 一色(한 가지 색)은 특별했다. 漢
人 儒者들이 통일 국면을 추상적 “混一”과 “一統” 혹은 “大同”으로써 설명
할 때 몽골인들은 “一色”의 통일을 시각적·물질적으로 보여줬다. 一色 의식
은 칭기스칸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1206년 칭기스칸이 [정복의] 일에서 우
위를 점하고 그의 국가의 별들(kavākat)이 높이 솟아오르자, 다른 종족들에
게 사절들(īlchīyān)을 보냈다. 오이라트와 옹기라트처럼 복종하며 그의 아미
르들과 종자들(hasham)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칭기스칸의 양육과 호의의 
눈길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이들은 “모든 종족들이 
一色(yek rang)이 될 때까지” 재앙의 채찍(sīyāṭ-e balā)과 절멸의 검
(soyūf-e fanā)이 그들 몸에서 호흡을 떼 갈 것이라고 말했다.238) 곧 몽골
인에게 一色은 통일된 화합의 상태를 의미했다.

지순(只孫 ǰisün)이 최초로 사여된 시기는 1209년에 빌게 부카(仳理伽普華 
Bilge Buqa)가 칭기스칸에게 귀부했을 때였다. 칭기스칸은 그에게 金虎符, 
獅紐銀印, 金螭椅 하나, 衣金直孫̇ ̇ ̇ ̇ , 校尉 4명, 食邑 23郡을 사여했다.239) 한 
연구는 “直孫”은 ǰisün의 音寫이며 “衣金直孫”은 “金으로 만든 지순”이라고 
究明했다.240) 주베이니는 1229년에 우구데이 카안의 즉위식에 참석자들이 

忠烈王二十六年六月壬子條, pp.29b~30a, “六月壬子, 王至上都, 謁帝于椶殿, 仍獻方物, 帝
大設只孫宴. 只孫, 華言顔色, 赴會者, 衣冠皆一色.”

236) 箭內亘(1930b), pp.946-947, 951, 954.
237) 연회는 참석자에게 정보 교환의 장이었다. 카르피니는 군주를 수행하고 몽골에 온 사람

들,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아는 수많은 러시아인과 헝가리인, 그리고 몽골인들과 함께 지내
던 러시아인 성직자를 통해 몽골 군주와 몽골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6). 

238) Juvaini/Qazvini, pp.134~135; Juvaini/Boyle, pp.38~39.
239) 元史124 岳璘帖穆爾兄仳理伽普華傳, p.3050, “仳理伽普華度無以自明, 乃亡附太祖, 賜

以金虎符·獅紐銀印·金螭椅一·衣金直孫, 校尉四人, 仍食二十三郡.” 야나이 와타리가 지순宴·
服의 첫 사례를 우구데이에게서 찾는 것(箭內亘(1930b), p.948)은 再考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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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동안 매일 다른 색깔의 새 옷을 입었다고 적었다.241) 구육의 즉위 쿠
릴타이에서 “全 몽골인들”은 첫날 흰색 벨벳(velvet)을, 둘째 날 붉은색을, 
셋째 날 파란 벨벳을, 넷째 날은 최고의 紋織(the finest brocade)을 입었
다.242) 고려 忠烈王(재위 1274-1308)은 직접 지순宴에 참석했다. 1300년 유
월 그가 上都 椶殿에서 方物을 헌상했을 때 테무르 카안은 只孫宴을 크게 
열어 주었다. 카안이 충렬왕을 남달리 총애해 諸王·駙馬의 坐次에서 네 번째
에 앉혔다.243)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쿠빌라이 카안은 축제일에 케시탄(怯薛丹 kesigten 
/kesigtei)이라는 신하 1만 2000명에게 대칸의 것과 비슷한 색깔과 모양의 
값비싼 의상을 하사했다. 신하들이 받은 의상은 각기 색깔이 서로 다른 13
벌의 옷이었고 모두 15만 6000벌에 달했다.244) 1295년에 테무르 카안은 자
신의 즉위에 공로를 세운 울룩(月呂魯)의 부인 禿忽魯(투쿨룩)에게 “侍宴之
服, 곧 지순(只孫)”을 사여했다. 이는 그녀를 특별 대우한 것으로 命婦가 지
순(只孫)을 받는 것은 그녀로부터 비롯되었다.245) 

한 연구는 지순에 명확히 정해진 제도와 형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246)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지순 燕服(質孫燕服)은 우구데이 시대에 몽골 부인들
에 의해 제작되었고 고유한 제작 방식이 있었다. 그 法式을 어길 경우[不如
法者] 안장 없는 소[驏牛]를 타고 部中을 돌리며 罪를 묻고 즉시 재물을 빼
앗아 다시 시집보냈다.247) 지순의 상세한 作法과 構成은 元史 ｢輿服志｣에 
기록돼 있다. 지순(只孫) 宴服은 색깔이 같았지만 세부 품질에 차이가 있었
다. 그것은 天子質孫(카안지순)과 百官質孫으로 나뉘었다. 天子質孫으로 冬
服 11등급, 夏服 15등급이 있었고 百官質孫으로 冬服 9등급, 夏服 14등급이 
있었다.248) 天子質孫 冬服으로 나시즈(納石失 nasīj), 곧 金錦(금실로 짠 비

240) Thomas T. Allsen(1997), p.20.
241) Juvaini/Boyle, p.186.
242)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1; Igor de Rachewiltz, Papal Envoys to 

the Great Kh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1), p.100.
243) 高麗史31 ｢忠烈王｣4 忠烈王二十六年六月壬子條, pp.29b~30a.
244)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p.252~258. 
245) 國朝文類23 ｢碑文｣ 太師廣平貞憲王碑·閻復, p.229下, “元貞元年冬, 議邊事入朝, 兩宮

錫宴, 酬酢盡歡, 如家人父子然. 先是, 夫人禿忽魯蒙賜侍宴之服曰只孫, 昭異數也. 命婦獲受
此服, 由公家始.”

246) 최해율, 유목민의 꽃: 몽골 여자 복식의 흐름, 서울: 민속원, 2008, p.87, 90.
247) 元史2 ｢太宗·定宗本紀｣ 太宗六年夏五月條, p.33, “諸婦人製質孫燕服不如法者, 及妒者, 

乘以驏牛徇部中, 論罪, 即聚財爲更娶.｣”
248) 元史78 ｢輿服志｣1 冕服·質孫條, p.1938, “天子質孫, 冬之服凡十有一等 (중략) 夏之服

凡十有五等 (중략) 百官質孫, 冬之服凡九等 (중략) 夏之服凡十有四等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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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怯綿里(qirmiz, 곧 진홍 벨벳249))을 입을 때는 金錦暖帽(金錦 털모자)
를 썼다. 大紅·桃紅·紫藍·綠寶里(난삼으로 만든 녹색 옷)의 옷을 입으면 七寶
重頂冠을 썼다. 紅黃粉皮(가죽옷)에는 紅金答子暖帽(금·진주가 달린 홍색 暖
帽250))를, 白粉皮(가죽옷)에는 白金答子暖帽(금·진주가 달린 흰색 털모자)를 
썼다. 銀鼠(흰족제비 가죽옷)를 입으면 銀鼠暖帽(흰족제비 털모자)를 쓰고 그 
위에 銀鼠比肩(흰족제비 망토)—속칭 襻子答忽251)—를 걸쳤다.252) 

天子質孫 夏服으로 答納都納石失(tanat-nasīj)—金錦(nasīj)에 大珠(tana[т
ана])가 달린 옷253)—를 입으면 寶頂金鳳鈸笠(정수리에 金鳳과 방울이 달린 
삿갓 모자)을 썼다. 速不都納石失(subut-nasīj)—金錦(nasīj)에 小珠(subut[с
увд])가 달린 옷—를 입을 때는 珠子捲雲冠(진주 달린 권운관)을 썼고 나시
즈(納石失)에는 동일한 나시즈 모자를 썼다. 大紅珠寶里紅毛子答納(붉은 大
珠가 달린 난삼의 홍색 털옷)에는 珠緣邊鈸笠(진주와 방울을 단 삿갓 모자)
을, 白毛子金絲寶里(흰털과 金絲로 만든 난삼의 옷)에는 白藤寶貝帽를 썼다. 
駝褐毛子(낙타털옷)에는 그 같은 모자를 썼다. 大紅·綠·藍·銀褐·棗褐·金繡龍
五色羅를 입으면 金鳳頂笠을 썼는데 각기 그 옷 색깔에 맞췄다. 金龍靑羅에
는 金鳳頂漆紗冠을, 珠子褐七寶珠龍答子에는 黃牙忽寶貝珠子帶後簷帽를 썼
다. 靑速夫金絲闌子(푸른 모직에 金絲로 만든 옷)—ṣūf(速夫 صوف[wool])는 

249) 元史辭典에 따르면 怯綿里는 페르시아어 kamel의 音譯으로 벨벳 혹은 翦茸 제품을 
뜻한다. 지순服의 재료로 쓰였다(元史辭典 “怯綿里”, p.512). 元史辭典에서 설명하는 
kamel은 페르시아어에서 특정되지 않는다. 반면 마르코 폴로는 바우닥(Baudac), 즉 바그
다드에서 직조되는 옷감으로 나시치(nascici)·낙크(nac)·크레모시(cremosi)를 소개했다. 올
슨과 김호동이 밝힌 바 나시치는 元史의 納失失(페르시아어 nasīj نسیج), 낙크는 隋書
｢西域傳｣의 “諾”(페르시아어 nakh نخ)을 지칭하며 모두 금실로 짠 직물이었다. 크레모시는 
홍색 염료의 재료가 되는 케르메스(kermes: 연지벌레)라는 곤충에서 기원한 염료 혹은 진
홍색 벨벳이었다(Thomas T. Allsen(1997), pp.2~4, 22~23, 76;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
록(김호동 역주), p.112; 최해율(2008), p.93). 따라서 怯綿里(翦茸)는 바로 케르메스
(kermes)를 가리키며 페르시아어 qirmiz(قرمز)의 音譯한 것으로 판단된다.

250) 答子의 실체가 불명하다. 大珠(big pearl)를 뜻하는 몽골어 tana(현대 몽골어 тана)의 
漢譯 答納에서 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251) 襻子答忽(pàn-zĭ-dá-hū)는 페르시아어로 “열다섯(15)”을 뜻하는 pānzdah를 音譯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銀鼠比肩(흰족제비 망토)에 아마 15개의 장식이 달렸기 때문에 붙
여진 명칭일 것이다.

252) 元史78 ｢輿服志｣1 冕服·天子質孫條, p.1938, “天子質孫, 冬之服凡十有一等, 服納石失·
【金錦也.】 怯綿里【翦茸也.】, 則冠金錦暖帽. 服大紅·桃紅·紫藍·綠寶里【寶里, 服之有襴者也
.】, 則冠七寶重頂冠. 服紅黃粉皮, 則冠紅金答子暖帽. 服白粉皮, 則冠白金答子暖帽. 服銀鼠, 
則冠銀鼠暖帽, 其上並加銀鼠比肩.【俗稱曰襻子答忽.】” 최해율은 元史 ｢輿服志｣의 지순 
재료를 도표로 잘 정리해 놓았다(최해율(2008), p.91의 <표 4>).

25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491; Thomas T. 
Allsen(1997), p.3의 각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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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모직(毛布) 가운데 정교한 것을 지칭—에는 七寶漆紗帶後簷帽를 썼
다.254)

百官質孫 冬服은 大紅納石失(nasīj) 한 벌, 大紅怯綿里(qirmiz) 한 벌, 大
紅官素 한 벌, 桃紅·藍·綠官素 각 한 벌, 紫·黃·鴉靑 각 한 벌로 총 9종이었
다. 夏服은 素納石失(nasīj) 한 벌, 聚線寶里納石失(nasīj) 한 벌, 棗褐渾金
間絲蛤珠 한 벌, 大紅官素帶寶里 한 벌, 大紅明珠答子 한 벌, 桃紅·藍·綠·銀
褐 각 한 벌, 高麗鴉靑雲袖羅 한 벌, 駝褐·茜紅·白毛子 각 한 벌, 鴉靑官素
帶寶里 한 벌씩 총 14종이었다.255) 

요컨대 지순의 체례는 하나였지만 카안과 臣民이 混殽되지 않았다. 群臣
은 반드시 카안의 사여를 거쳐 그것을 입을 수 있었으므로 신하에게 지순[只
孫] 錦服의 보유 숫자는 카안 총애의 상징이었다.256) 

王國維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인들이 진주를 애호했던 까닭에 지순 燕服은 
元史에서 “珠衣”(진주 옷)로 일컬어졌다. 진주, 특히 大珠(tana)는 女眞의 
땅, 곧 遼東의 해안에서 생산된 것이었으며 魏나라(220-265) 시대부터 ‘중
국’에 알려져 있었다. 北宋人은 그것을 北珠라 불렀다. 거란인들은 그 이익
을 탐해 여진인을 핍박해 海東青을 포획해 진주를 구했다.257) 北珠는 몽골
리아와 ‘중국’·西域 諸國으로까지 수출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았다.258) 

곧 지순 燕服은 카안·百官이 동일한 색깔을 입으면서도 그 품질은 계절과 
등급에 따라 달랐다. 지순의 재료는 몽골 등지의 銀鼠(흰족제비 가죽)·駝褐毛

254) 元史78 ｢輿服志｣1 冕服·天子質孫條, p.1938, “夏之服凡十有五等, 服答納都納石失【綴
大珠於金錦.】, 則冠寶頂金鳳鈸笠. 服速不都納石失【綴小珠於金錦.】, 則冠珠子捲雲冠. 服納
石失, 則帽亦如之. 服大紅珠寶里紅毛子答納, 則冠珠緣邊鈸笠. 服白毛子金絲寶里, 則冠白藤
寶貝帽. 服駝褐毛子, 則帽亦如之. 服大紅·綠·藍·銀褐·棗褐·金繡龍五色羅, 則冠金鳳頂笠, 各
隨其服之色. 服金龍靑羅, 則冠金鳳頂漆紗冠. 服珠子褐七寶珠龍答子, 則冠黃牙忽寶貝珠子
帶後簷帽. 服靑速夫金絲闌子【速夫, 回回毛布之精者也.】, 則冠七寶漆紗帶後簷帽.” 

255) 元史78 ｢輿服志｣1 冕服·百官質孫條, p.1938, “百官質孫, 冬之服凡九等, 大紅納石失一, 
大紅怯綿里一, 大紅官素一, 桃紅·藍·綠官素各一, 紫·黃·鴉靑各一. 夏之服凡十有四等, 素納
石失一, 聚線寶里納石失一, 棗褐渾金間絲蛤珠一, 大紅官素帶寶里一, 大紅明珠答子一, 桃
紅·藍·綠·銀褐各一, 高麗鴉靑雲袖羅一, 駝褐·茜紅·白毛子各一, 鴉靑官素帶寶里一.”

256) 秋澗先生大全文集57 ｢碑｣ 大元故關西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凡群臣預御衎者, 冠珮服
色, 例一體不混殽, 號曰只孫, 必經賜茲服者, 方獲預斯宴, 于以別臣無踈近之殊, 若古命服之
制. 公前後被賜只孫錦服十餘襲, 寵數之隆, 于斯可見.”; 全元文177 ｢王惲｣11 大元故關西
軍儲大使呂公神道碑銘, p.497.

257) 宋史285 ｢列傳｣44 梁子美, p.9625, “北珠出女真, 子美市於契丹, 契丹嗜其利, 虐女真
捕海東青以求珠. 兩國之禍蓋基於此.”

258) 王國維, 彭林 整理 觀堂集林(外二種), 北京: 河北敎育出版社, 2003, pp.401~402. 최해
율은 王國維의 觀堂集林의 내용을 소개했으나(최해율(2008), pp.89~90) 일부 원뜻과 다
른 이해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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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낙타털옷), 서아시아의 나시즈(nasīj)·께르메즈(qirmiz)·回回毛布(ṣūf), 遼
東의 大珠(tana)와 小珠(subut), 高麗의 鴉靑雲袖羅 등 몽골의 고유성과 국
제성을 반영한 것들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카툰들과 궁녀들은 오르두와 연회의 자리에서 각종 
비단 옷과 금, 은, 보석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면서 머리 위에 몽골의 冠帽 
복탁(boqtaq)을 썼다.259) 그것은 지순宴에서도 중요한 여성용 쓰개였다. 복
탁은 몽골 기혼 여성들, 특히 종족의 수장들의 부인들의 쓰개였다.260) 복탁
은 독특한 형태 때문에 이방인의 耳目을 끌었다. 宋의 彭大雅(?-1245)는 그
것을 “故姑”라고 일컬었고261) 熊夢祥은 “罟罟”라고 칭했다.262) 故姑 또는 
罟罟는 漢人들이 민간에서 몽골 부인의 冠帽를 기이하게 여겨 희롱조로 닭
의 울음을 형상화해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었다.263) 

몽골사에서 복탁의 가장 이른 문헌 기록264)은 몽골비사에서 칭기스칸의 
어머니 후엘룬에게서 찾을 수 있다. 남편 이수게이가 독살된 후 여장부로서 
후엘룬은 “단단히 모자를 눌러 쓰고(boqtala-ǰü: 固姑冠 帶着) 허리띠를 바
싹 졸라매고” 어린 아들들을 길렀다.265) 당시 후엘룬이 쓴 모자는 “固姑冠”
을 뜻하는 boqta/boqtaq(孛黑塔)이었다. 선행연구는 후엘룬의 복탁을 몽골 
명문가 귀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상징적 사
건으로 이해했다.266) 그만큼 복탁은 기혼 여성의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차
림새였다.267) 

259) 설배환, ｢몽골제국에서 황실 여성의 位相 변화｣, 歷史學報228, 2015a, p.20. 복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용문·U. Erdenebat, ｢복탁의 起源과 變遷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
아연구16, 2011, pp.151~173을 참조.

260) Paehwan Seol(2014), p.339.
261)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4, “其冠, 被髮而椎髻, 冬帽而夏笠. 婦頂故姑.”
262) 析津志輯佚 風俗·罟罟, p.205, “罟罟, 以大紅羅幔之.”
263) 蔡美彪, ｢罟罟冠一解｣, 中華文史論叢, 2010(02), p.365~370. 蔡美彪는 罟罟를 “辮髮”

을 뜻하는 몽골어 kükül(хөхөл) 혹은 kekel의 音譯이라고 이해한 白鳥庫吉의 주장을 반
박했다. 시라토리와 마찬가지로 라케빌츠 또한 罟罟의 기원을 kükül 등과 연관시킨 점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52)은 주의가 필요하다. 

264) 복탁(boqtaq)의 기원은 멀리 스키타이·에프탈 등 古代 유목민이나 高句麗 武人이 쓴 깃
털 장식 冠帽 혹은 “角帽”(뿔 장식 관모)로까지 소급된다. “복탁”의 용어는 7세기 말 이후
에 “孛黑塔”으로 漢譯되었다(김용문·U. Erdenebat(2011), pp.152~153).

265)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74절, pp.48~49;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
(栗林均·确精扎布 編), pp.58~59;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18~19, 352~353; 김용문·U. Erdenebat(2011), pp.155~156.

266)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53; 최해율(2008), 
p.41.

267)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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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탁은 황실 여성들에게 더욱 각별했다. 훌레구칸의 장자 아바카칸(재위 
1265-81)이 1265년에 칸의 지위를 계승한 후 부친의 後宮(qūmā) 툭타이 
카툰(Tūqtai Khātūn)을 훌레구칸의 첫째부인 토쿠즈 카툰(Tōqūz Khātū
n)268)의 자리에 앉혔다. 그는 툭타이 카툰의 머리 위에 복탁(bōghtāgh)을 
올려주었고 그녀는 카툰(khātūn)이 되었다.269) 1287년에 아르군칸 또한 옹
기라트 출신의 토다이 카툰(Tōdāī Khātūn)에게 복탁(boghtāgh)을 올려준 
후 훌레구칸·아바카칸의 부인 마르타이 카툰(Martai Khātūn)의 자리에 앉혔
다.270) 곧 복탁은 카툰의 상징물이었다. 군주가 복탁을 씌워 카툰을 임명하
는 몽골의 방식은 玉冊과 寶璽[冊寶]를 내려 皇后를 冊立하는 中華의 의
례271)와 달랐다. 요컨대 복탁은 漢人의 번역어 固姑·故姑·罟罟에 숨은 희롱
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고귀한 것이었다.

복탁은 채색한 나무[畫木]로 뼈대를 만든 후 그것을 紅絹·金帛으로 싸서 
만든 것이었다. 이때 4~5尺 길이의 버들가지[柳枝]가 쓰였다. 적어도 14세기
에는 대나무도 이용돼 보다 가볍게 만들어졌다.272) 그것들은 때로 銀을 두드
려 가지(枝)로 만든 후 푸른 모전[靑氈]으로 감았다. 상류층은 ‘중국’의 비취
색 꽃 장식[翠花]이나 오채색의 비단[五采帛]을 이용해 그것을 장식하여 그것
들이 나부끼도록 했다. 하층민은 꿩의 깃털[野雞毛]을 사용했다.273) 그것은 
大·中·小의 구별이 있었고 가장 큰 것이 上等이었다. 大珠(곧 tana)를 꿰어 
龍鳳의 樓臺와 같이 만들어 그 앞뒤로 장식했다. 다시 [小]珠(곧 subut)를 
엮어 긴 가지[長條]로 만들고 祿飾(작위를 나타내는 장식)과 方絃(악기줄)으
로 그 솔기를 가려 엮었다. 또 자잘한 꽃잎으로 장식하고 금으로 층층이 기
물을 장식한 것은 지극히 고귀했다. 寶石을 塔 모양으로 쌓아 그 위에 설치
했다. 정수리의 金十字에는 安翎筒(깃털을 꽂는 통)을 이용해 雞冠尾(수탉꼬
리깃털)를 달았다. 그 닭은 五臺山에서 나며 眞定(현 하북 正定)의 人家에서 
그 닭을 길러 꼬리깃털을 얻었는데 대단히 귀했다. 복탁은 뒤에 朶朶翎兒(머

268) 토쿠즈 카툰(Tōqūz/Doquz Khātūn)은 케레이트의 군주 옹칸의 작은아들 아바쿠
(Abaqū)의 딸로 톨루이칸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톨루이 死後에 훌레구칸의 첫째부인이 되
었다(부족지(김호동 역주), p.208;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179).

269) Rashīd/Rawshan, p.1055; Rashīd/Thackston, p.515.
270) Rashīd/Rawshan, p.1056, 1163; Rashīd/Thackston, p.515, 566.
271) 元史67 ｢禮樂志｣1 冊立皇后儀, pp.1673~1676. 元史 ｢禮樂志｣ 冊立皇后儀條에는 복

탁을 씌우는 의례가 기록돼 있지 않다.
272) 析津志輯佚 風俗·罟罟, p.205, “罟罟, 以大紅羅幔之. 胎以竹, 涼胎者輕.”
273)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4, “其冠, 被髮而椎髻, 冬帽而夏笠. 婦頂故姑.【霆見故姑之制, 

用畫木爲骨, 包以紅絹金帛, 頂之上用四·五尺長柳枝或銀打成枝, 包以靑氈. 其向上人, 則用
我朝翠花或五采帛飾之, 令其飛動. 以下人則用野雞毛. 婦女美色, 用狼糞塗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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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차비 카툰과 복탁(boqtaq)
(臺灣 臺北 故宮博物院 소장)

리장식용 깃털)를 꽂고 五色을 물들이면 부채가 펼쳐진 모양처럼 되었다.274) 
수도사 카르피니도 몽골 기혼 여성들이 나뭇가지나 나무껍질로 만든 둥근 

모자를 쓴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높이가 1엘(ell: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의 길이)이었고 꼭대기는 네모났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원통의 둘레가 
커지고 정상부에는 金·銀 혹은 깃털로 만든 길고 가느다란 막대가 달려 있었
다. 이 원형 장식물은 어깨까지 늘어지는 모자에 꿰매져 있었다. 모자와 원
형 장식물은 거친 삼베(buckram), 벨벳(velvet), 브로케이드(brocade)로 감
쌌다. 그들은 이 머리장식을 쓰지 않고서는 남자 앞에 나가지 않았고 그것으
로 다른 여인들과 구별되었다.275) 요컨대 몽골 여성의 복탁은 권위와 신분의 
상징이었다.276)

루브룩 또한 귀부인이 쓰는 복탁(bocca)
을 소개했다. 그는 공현대축일(Octave of 
the Epiphany: 1254.1.6) 미사에서 뭉케 카
안의 쿠툭타이 카툰(Cotota Caten/Qūtūqtāī 
Khātūn)이 복탁을 벗었을 때 그 아래 감춰
진 그녀의 민머리를 볼 수 있었다.277) 쿠빌
라이 카안의 카툰 차비의 복탁은 [그림 
2-3]과 같았으며278) 문헌 기록의 설명과 아
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지순 宴服을 만드는 직물 가운데 나시즈
(nasīj: 金錦)는 고가품이었다. 1254년 공현
대축일을 기념해 네스토리우스 교회에서 미
사를 마친 후 쿠툭타이 카툰은 참석한 모든 

274) 析津志輯佚 風俗·罟罟, pp.205~206, “罟罟, 以大紅羅幔之. 胎以竹, 涼胎者輕. 上等大·
次中·次小. 用大珠穿結龍鳳樓臺之屬, 飾於其前後. 復以珠綴長條, 祿飾方絃, 掩絡其縫. 又
以小小花朶插帶, 又以金纍事件裝嵌, 極貴. 寶石塔形, 在其上. 頂有金十字, 用安翎筒以帶雞
冠尾. 出五臺山, 今眞定人家養此雞, 以取其尾, 甚貴. 罟罟後, 上插朶朶翎兒, 染以五色, 如
飛扇樣.”

275)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p.7~8; 김용문·U. Erdenebat(2011), 
pp.157~158.

276)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353,
277)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p.88-89, 

189.
278) 카툰들의 초상화 외에도 몽골 이흐 텡게린 암(Ikh tengeriin am)의 암각화, 중국 베제클

릭(Bezekllik)과 燉煌의 석굴 사원의 벽화, 내몽골 赤峰의 元代 무덤 벽화, 회화 등에도 복
탁을 착용한 13~14세기 여성이 등장한다. 복탁은 몽골과 중국 내몽골에서 출토된 유물로
도 증명된다(김용문·U. Erdenebat(2011), pp.1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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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날개 달린 사자와 
그리핀을 도안한 nasīj (金錦)
(비단과 금속성 실로 짠 랑파[lampas], 

c.1240-60, 중앙아시아)
(Shane McCausland, The Mongol Century: 
Visual Cultures of Yuan China, 1271-1368 

(London: Reaktion Books, 2014), p.41)

기독교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녀는 수도사 세르기우스(Sergius)에게 
1야스툭(iascot 錠)을 주었고 부주교(archdeacon)에게는 다른 것을 주었다. 

그녀는 nasic(곧 nasīj) 1匹과 부카란(buccaran) 1
匹을 루브룩과 그의 동료 앞에 펼쳐보이도록 했다. 
그 나시즈는 침대보만큼이나 넓고 아주 긴 옷감이
었다. 루브룩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자, 그것
들은 通事에게 전달되었고 通事는 그것을 차지했
다. 通事는 그 나시즈를 사이프러스(Cyprus)까지 
가지고 갔다. 여로 중에 입었고 뜯어졌는데도 그것
은 80Cypriot besants(금화)에 팔렸다.279) 나시즈
의 실물 샘플은 [그림 2-4]를 참고할 수 있다. 

몽골제국期 문헌에서 확인되는 나시즈의 첫 사례
는 天山 위구르 왕국의 이디쿠트(Īdīqūt/Idu’ut)280) 
바르축 알트 테긴(Barchuq Art Tegin)이 칭기스
칸에게 복속을 요청했을 때 칭기스칸이 그에게 요
구한 품목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칸은 이디쿠트의 
복속을 허락하면서 금(altan), 은(mönggü), 小珠
(subut), 大珠(tanas), 渾金緞(dardas: 다마스크), 
비단(torqat 段匹)과 함께 金緞(načit)을 선물로 가
져오라고 명령했다. 바르축은 그 요구에 충실히 응
했다.281) 몽골비사의 načit(현대 몽골어 khorgoi)
는 바로 나시즈(nasīj)를 일컬었다.282) 요컨대 위구
르産 나시즈가 13세기 벽두에 이미 몽골리아에 알
려져 있었고 늦어도 1209년에 칭기스칸의 손에 들

279)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p.190~191의 
(21).

280) “이디쿠트”는 “신성한 吉祥[길조]”을 의미하는 위구르 왕호였다(Thomas T. Allsen, 
“The Yüan Dynasty and the Uighurs of Turfan in the 13th Century,”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270의 Notes No. 15; 杉山正明(1992), pp.84~85).

281)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38절, pp.235~236;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
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472~47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163.

282)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847~848;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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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다. 이로써 몽골인들이 흰말, 흰매, 검은담비와 함께 나시즈·다마스크·비
단 등의 직물을 매우 愛好했던 사실283)을 엿볼 수 있다. 1287년에 回回 출
신의 高麗 大將軍 張舜龍(1255-97) 등을 元으로 보내 公主(쿠틀룩 켈미시)
의 “眞珠衣”를 구매하고284) 1289년에 元의 阿古大(아구타)가 “眞珠衣” 2領
을 公主에게 진헌했다.285) 이 사례들로부터 나시즈가 眞珠衣의 형태로 늦어
도 13세기 중·후반에 高麗로 들어온 정황을 알 수 있다.

나시즈는 僧服에도 적용되었다. 그 증거의 하나로 道敎 38대 天師 張與材
(?-1316)가 소장한 한 벌의 法衣를 들 수 있다. 나시즈(納失失 nasīj)로 만
든 그의 法衣는 모두 금실로 구름과 봉황 무늬를 짜 넣었으며 아랫단에 승
천하는 용[升龍]이 도안돼 있었다.286) 

지순 宴服의 최고급 의복과 器物로 장식한 카안과 황실 성원들, 大臣들, 
외국 사절, 동물이 會合하는 上都 지순宴(곧 자마宴)은 當時人들에게 ‘번영
의 극치’로 여겨졌다. 매년 여름 上都에서 지순宴이 거행될 때마다 “萬里”에
서 名王이 모두 入朝했다. 그들은 法宮(황실 正殿)에 술을 두고 “簫韶”(원뜻
은 순임금의 음악. 곧 궁중음악)를 연주했다. 諸侯王과 外番에서 來朝할 때 
카안은 반드시 잔치를 열고 지순宴(質孫宴)을 보여줬다. 참석한 千官이 한 
가지 색의 옷에 진주가 달린 웃옷[襖]을 입었다.287) 

貢師泰(1298-1362)가 上都 자마(詐馬) 大燕에 참석한 어느 맑은 날, 萬騎
가 來朝한 가운데 의장대가 가지런히 정렬해 있었다. 비취색 비단으로 짠 긴 
고삐와 함께 그들은 마치 孔雀을 모아놓은 듯했고 금으로 새긴 육중한 안장
에는 코뿔소 무늬가 상감돼 있었다.288) 椶櫚 別殿(곧 椶殿)에서 카안의 寶蓋
(일산)가 드리운 가운데 御坐가 높이 자리해 있었다. 카안의 준마[騕䮍]는 丹

283) Thomas T. Allsen(1997), p.28;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848.

284) 高麗史節要21(한국고전종합 DB) ｢忠烈王｣3 丁亥十三年, “三月, 遣大將軍張舜龍等, 獻
李仁椿女于元, 仍令求買公主眞珠衣.”

285) 高麗史節要21 ｢忠烈王｣3 己丑十五年, “元阿古大, 以眞珠衣二領, 來獻公主.”; 최해율
(2008), p.95.

286) 雲煙過眼錄下 ｢三十八代天師張廣微與材所藏｣, “法衣一領, 納失失者, 皆織渾金雲鳳, 
下闌皆升龍.” Ankeney Weitz는 “納失失”(nasīj)을 특정하지 못했고 그 결과 표점을 실수
했다(Ankeney Weitz, Zhou Mi’s Record of Cloud and Mist Passing Before One’s 
Eyes, p.213의 각주 353, p.339).

287)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宮詞十五首, p.184, “萬里名王盡入朝, 法宮置酒
奏簫韶. 千官一色真珠襖, 寶帶攢裝穩稱腰. 【凡諸侯王及外番來朝, 必錫宴以見之. 國語謂之｢
質孫宴｣, ｢質孫｣, 漢言一色, 言其衣服皆一色也.】”

288) 元詩選(初集·戊集) 貢尚書師泰·(玩齋集 玩齋拾遺)·上都詐馬大燕五首, p.1417, “紫雲扶
日上璇題, 萬騎來朝隊仗齊. 織翠轡長攢孔雀, 鏤金鞍重嵌文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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鳳 모양의 재갈에 진주를 장식했고 玉龍이 휘감은 甕에 포도주를 따랐다. 
典禮와 威儀가 흥성했고 몽골제국 一代의 衣冠과 기개가 호기로웠다. 궁중
의 使者가 御命을 전하고자 珠箔을 걷는 사이로 태양 빛에 빽빽이 들어선 
金袍가 빛났다.289) 궁중음악(簫韶·九奏)이 연주되는 가운데 최고급 술[醽醁
酒], 특히 馬湩(말 젖)이 여러 차례 돌았다. 예전에 받은 宮錦(곧 지순)은 주
름져 있을 뿐인데 카안이 새로이 진주상자[奩珠]와 고깔모자[簇帽]를 하사했
다. 한낮에 大官이 異國 음식을 제공했고 金盤 위에 水晶鹽을 바꿔 주었
다.290) 貢師泰가 관찰한 바 清涼한 上都에 四海로부터 수륙교통을 따라 온 
人·物이 일시에 宴飮을 여는 성대한 광경은 朝廷에서 말하는 과장이 아니었
다.291) 몽골인은 본래 화려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292) 하지만 카안의 쿠
릴타이, 특히 매년 여름 지순宴은 소칭 珍味와 織物과 寶貨의 경연이었다. 

몽골 황실의 웅장한 宴會는 참석자와 관람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카안을 위해 頌詩했다. 평소 쿠빌라이 카안에게 詩는 修身과 治
國에 無用한 것이었다. 1271년에 侍講學士 徒單公履가 貢擧를 상주하고 시
행하고자 건의했을 때였다. 董文忠(1231-81)의 말을 빌면, 쿠빌라이 카안은 
수시로 詩賦는 修身과 治國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
는 董文忠도 환영하는 바였고 카안의 意志 덕분에 儒者들이 조금씩 實學에 
종사하기 시작했다고 董文忠은 보고했다. 董文忠에게 徒單公履의 科擧 시행 
논의는 오히려 카안[聖上]을 미혹시키는 것인 동시에 修身·治國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293) 

그런데 연회의 자리에서 詩는 카안의 權威와 제국의 번영을 찬미하는 주

289) 元詩選(初集·戊集) 貢尚書師泰·(玩齋集 玩齋拾遺)·上都詐馬大燕五首, p.1417, “椶櫚別
殿擁仙曹, 寶蓋沈沈御坐高. 丹鳳銜珠裝騕䮍, 玉龍蟠甕注葡萄. 百年典禮威儀盛, 一代衣冠意
氣豪. 中使傳宣捲珠箔, 日華偏照鬱金袍.”

290) 元詩選(初集·戊集) 貢尚書師泰·(玩齋集 玩齋拾遺)·上都詐馬大燕五首, p.1417, “簫韶九
奏南風起, 沙燕高低撲繡簾. 醽醁酒多杯迭進, 鷓鴣香少火重添. 舊分宮錦緣衣襵, 新賜奩珠簇
帽簷. 日午大官供異味, 金盤更換水晶鹽.”; 金臺集1([元]納新, 明末汲古閣刻本) 失剌斡耳
朶觀詐馬宴奉次貢泰甫授經先生韻五首, p.22, “鳳笙屢聽伶官奏, 馬湩頻煩太僕添. 風動香煙
飄合殿, 日扶花影上雕簷. 金盤禁臠纔供膳, 階下傳呼索井鹽.”

291) 元詩選(初集·戊集) 貢尚書師泰·(玩齋集 玩齋拾遺)·上都詐馬大燕五首, p.1417, “清涼上
國勝瑤池, 四海梯航燕一時. 豈謂朝廷誇盛大, 要同民物樂雍熙.”

292)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15.
293) 元史147 ｢列傳｣35 董文忠, p.3502, “[至元]八年, 侍講學士徒單公履欲奏行貢擧, 知帝於

釋氏重敎而輕禪, 乃言儒亦有之, 科擧類敎, 道學類禪. 帝怒, 召姚樞·許衡與宰臣廷辨. 文忠自
外入, 帝曰: ｢汝日誦四書, 亦道學者.｣ 文忠對曰: ｢陛下每言: 士不治經講孔孟之道而爲詩賦, 
何關修身, 何益治國! 由是海內之士, 稍知從事實學. 臣今所誦, 皆孔孟之言, 焉知所謂道學! 
而俗儒守亡國餘習, 欲行其說, 故以是上惑聖聽, 恐非陛下敎人修身治國之意也.｣事遂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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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수단으로 환영받았다. 유라시아 궁정에서 詩 낭송은 사실 매우 보편적
인 문화 현상이었다.294) 다방면에 지식·기술을 가진 ‘팔방미인’(generalists)
이었던 몽골인들은 샤먼과 대장장이, 그리고 시인(bards)만큼은 따로 전문가
를 보유했다.295) 몽골 황실은 유독 年節(곧 新年 節日)에만 表와 獻物[貢獻]
을 받았을 뿐이므로 의례가 소략했고 書記도 그 명칭은 존재해도 文詞에 책
무가 없을 만큼 禮·文을 축소했다.296) 반면 그들은 연회에서 頌詩를 환영했
던 듯하다. 

讚詩는 몽골 군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예컨대 1234년에 金國 정벌 후
에 열린 쿠릴타이에서 우구데이 카안의 아낌없는 恩賜와 함께 四行詩
(rabā’ī)가 낭송되었다. 주베이니는 카라코룸에서 그 詩를 들은 적이 있었
다.297) 柳貫의 詩에 따르면, 上都[蹛林]에서 황실 모임이 열렸을 때 詞臣이 
詩賦[賦]를 완성하자 카안이 특별히 麒麟罽(기린을 새긴 융단)를 하사했

294) 이란에서 頌詩 문화는 이란의 한 현대 시인이 “우리의 삶은 시(Poetry)요, 전설(legend)
이자 신화(myth)다”라고 노래한 데에서 엿볼 수 있다(Homa Katouzian, The Persians: 
Ancient, Mediaeval and Modern Ira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p.18). 역사적으로 보면, 사산 제국(224-651)에서 시인(minstrel)은 연회와 
장례식장에서 왕과 평민의 예능인(entertainer)으로 활동했다(Theo Maarten Van Lint, 
“The Gift of Poetry: Khidr and John the Baptist as Patron Saints of Muslim and 
Armenian ‘Āšıqs—Ašułs,” J. J. Van Ginkel, H. L. Murre-van den Berg, Theo 
Maarten Van Lint, Redefining Christian Identity: Cultural Interaction in the 
Middle East Since the Rise of Islam (Leuven(Belgium): Peeters Publishers &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2005), pp.337~338). 시 낭송은 중앙유라시아 서부 지
역에서 오랜 전통이었다. 종교 확산을 위해 도입된 문자 발명 이전에 아랍인과 이란인, 아
르메니아인들은 구비시가(oral poetry) 전통을 누렸다. 시는 saz(손잡이가 긴 투르크 현악
기)와 같은 현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되었다(S. Peter Cowe, “The Politics of Poetics: 
Islamic Influence on Armenian Verse,” J. J. Van Ginkel, H. L. Murre-van den 
Berg, Theo Maarten Van Lint(2005), p.383). 인도 무갈제국 황제 후마윤(1530-40)의 
즉위식에도 칭기스칸·티무르의 후예들과 직업군인들, 수피 셰이흐들(Sufi shaykhs), 종교 
지도자들, 시녀들뿐만 아니라, 시인들과 예술인들이 참석했다(Lisa Balabanlilar, “The 
Begims of the Mystic Feast: Turco-Mongol Tradition in the Mughal Hare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9, No. 1 (Feb. 2010), pp.123~124).

295) Thomas T. Allsen(1997), p.30; Florence Hodous(2012/2013), p.92.
296) 拙藁千百2(한국고전종합 DB) ｢送鄭仲孚書狀官序｣, p.1ab, “自臣附皇元以來, 以舅甥之

好, 視同一家, 事敦情實, 禮省節文. (중략) 獨於年節, 例以表賀, 而且有貢献, 故國卿充其使
副, 而粗如舊貫焉, 書記之名亦苟存其, 而翰墨無所責也. (중략) 噫! 書記之任雖無時用, 而其
名猶在, 豈若人所妄處, 而若輩所輕視哉?”; 최해와 역주 졸고천백(拙藁千百) ｢送鄭仲孚書
狀官序｣, pp.333~36.

297) Juvaini/Qazvini,,p.242; Juvaini/Boyle, p.198. 주베이니가 카라코룸에서 들은 四行詩는 
다음과 같았다. “오, 그대의 생애(moddat-e ‘omrat)가 분명 며칠뿐이라면, 그 며칠 동안 
온 지구의 왕국(molk-e zamīn),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대 몫의 삶 가운데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겨요, 이런 며칠뿐인 날들은 사라질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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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8) 1255년에 니자리 이스마일派(곧 암살자단) 제27대 이맘 루큰 앗 딘
(Rûkn ad-Dîn: ?-1256)은 훌레구에게 항복한 후 훌레구가 주재하는 연회에 
참석했다. 그는 류트(lute) 연주에 맞춰 페르시아어로 詩를 노래했다. 

병자로서 나는 의사인 당신께 왔어요.
내가 당신께 왔어요, 오 왕 중의 왕이시여, 당신을 만나고서 생명을 
얻을 거예요.
내가 당신께 온 후 당신의 작물 가운데 건강에 좋은 과일을 따겠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슨 종류의 상품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땅에 왔
겠어요?299)

훌레구는 이 詩句를 듣고 크게 기꺼워했다. 당시 훌레구의 눈에 루큰 앗 딘
에 대한 애정이 어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훌레구의 애정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루큰 앗 딘은 뭉케 카안에 의해 처형되었다.300) 

純白齊遺稿에 따르면 카안이 大都 大明殿에서 朝賀를 받을 때 賦에 능
한 이들―이른바 “詞臣”301)―은 때로 “의기양양하게 멋진 목소리로” 賦를 誦
詠했다.302) 또 上都 시라 오르두의 자마宴(詐馬宴)에서 宮女들이 연향을 모
시면서 芍藥을 노래하고 內官이 포도주를 내놓자 궁정의 臣僚들은 경쟁하듯 
기쁨의 詩를 썼다. 그들은 사냥터에서도 다투듯 賦를 전하며 최고의 호기로
움을 자랑했다.303) 虞集은 ｢國朝風雅序｣에서 국가의 소리와 글의 성대함을 
보는 데 詩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孟子를 원용해304) 군주

298) 柳貫詩文集5 ｢律詩(七言)｣ 次伯長待制韻, 送王繼學修撰·馬伯庸應奉扈從上京二首, 
p.87, “山圍黑谷翠漫漫, 獨許詞臣息馬看. 碧道雲開朝采正, 蹛林風定雪華乾. 賦成特賜麒麟
罽, 宴出初擎瑪瑙盤. 歲歲八州人望幸, 鈎陳旗尾認朱竿.” 詩賦는 칭송뿐만 아니라, 諫言 수
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예컨대 툭 테무르 카안은 北幸에서 귀환하는 도중 웅구트인 馬祖常
에게 賦詩를 쓰도록 명령했고 그는 카안에게 詩로써 간언했다(滋溪文稿9 ｢碑誌｣3 元故
資德大夫御史中丞贈攄忠宣憲協正功臣魏郡馬文貞公墓志銘, p.144, “文宗北幸, 還駐龍虎台, 
公奏事幄殿敕近侍給筆札, 命公榻前賦詩. 卒章言兩京巡幸非以遊豫, 蓋爲民爾, 因詩以寓規
諫, 上覽之甚悅.”).

299) Ernest A. Wallis Budge, The Chronography of Gregory Abû'l Faraj, p.424.
300) Ernest A. Wallis Budge, The Chronography of Gregory Abû'l Faraj, p.424.
301) 滋溪文稿2 ｢記｣1 翰林分院題名記, p.13, “至順二年夏五月, 翰林國史院扈從天子淸暑上

京. (중략) 顧余詞臣, 克謹官守.”
302) 純白齊遺稿2 ｢五言古體｣ 京華雜興詩二十首·其二, pp.1b~2a, “通門十有二, 萬雉䧺都

城. 崇天壯宮闕, 朝賀臨大明. 禮樂參今古, 郊廟薦徳馨. 中書總庶務, 比屋皆公卿. 時有能賦
者, 揚揚頌休聲.”

303) 金臺集1 失剌斡耳朶觀詐馬宴奉次貢泰甫授經先生韻五首, p.22, “珊瑚小帶佩豪曹, 壓轡
鈴鐺雉尾高. 宮女侍筵歌芍藥, 內官當殿出蒲萄. 柏梁競喜詩先捷, 羽獵爭傳賦最豪. 一曲《霓
裳》纔舞罷, 天香浮動翠雲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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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적이 사그라들면 詩가 죽고 詩가 죽은 후에 春秋의 혼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몽골이 萬方을 차지한 후 三光(햇빛, 달빛, 별빛)과 五岳(동
악 泰山, 남악 衡山, 서악 華山, 북악 恒山, 중악 崇山)의 기운으로 순박하
고 고풍스러우며 순수하며 인후한 기풍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고 그는 평
가했다. 그 가운데  기이한 인물이 간간이 출현하면서 文物이 찬연하게 번성
했다고 虞集은 찬미했다.305) 요컨대 ‘非정치적인 성격’의 詩賦는 宴饗의 자
리에서 정치적 讚辭의 도구로 기능하기도 했다. 특히 上都 지순宴(자마宴)은 
시인·士人들에게 詩賦를 교환하는 場이었다.

上都 쿠릴타이에서 제국 최대의 번영을 직접 목격하고 만끽한 소수의 漢
人 문인들은 자신들의 所懷를 詩賦에 담아 카안의 은총과 제국의 번영을 전
파했다. 1342년 칠월에 拂郎國(Franks)으로부터 “天馬”의 헌상은 士人들이 
제국의 위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상징적 사건이었다.306) 周伯琦가 관찰
한 바 “天馬”가 헌상되자 羣臣들이 엎드려 萬歲를 외쳤다. 때마침 “초가을 
새벽 비가 그치며 바람과 햇살이 아름다웠다.”307) 프랑크의 “天馬”에 한껏 
고무된 士人들은 讚詩를 여러 편 쏟아냈다.308) 讚詩의 행렬에 高麗人도 동
참했다. 당시 李齊賢(1287-1367)은 “月支”—본래 차가타이 울루스 영역이나 
그의 詩에서는 拂郎國을 지칭309)—의 使者가 말을 헌상하고 돌아가는 것을 

304) 孟子 ｢離類下｣, “王者之迹熄而詩亡.”
305) 道園學古錄32 ｢序｣ 國朝風雅序, p.225下, “夫欲觀於國家聲文之盛, 莫善於詩矣. (중략) 

又曰, 王者之迹熄而詩亡, 詩亡然後春秋作. (중략) 我國家奄有萬方, 三光五岳之氣, 全淳古
醇厚之風, 立異人間出, 文物粲然. 雖古昔, 何以加焉.”

306) 프랑크로부터 使節의 방문은 쿠빌라이 즉위 초에도 있었다. 1261년 오월 칠일(6.6.)에 
發郞國에서 사람을 보내와 쿠빌라이 카안에게 卉服(일종의 갈옷)·諸物을 貢獻했다. 그 사신
이 本土로부터 上都에 도착하는 데 3년 넘게 걸렸다. 獻物 가운데 醆斚(술잔)는 海鳥의 大
卵을 나누어 만든 것으로 서늘한 술을 따르면 따뜻해졌다. 쿠빌라이 카안은 그가 멀리서 
온 것에 기뻐하여 金帛을 아주 후하게 回賜했다(中堂事記中(金元日記叢編本) 中統二年五
月七日戊辰·是日, p.116, “是日, 發郞國遣人來献卉服諸物. 其使, 自本土逹上都, 已踰三年. 
說其國在回紇極西徼, (중략) 其所獻醆斚, 蓋海鳥大卵, 分而爲之. 酌以涼醑即温, 豈世所謂
温涼盞者耶? 上嘉其遠來, 回賜金帛甚渥.”; 秋澗先生大全文集81 ｢中堂事記｣中 中統二年
五月七日戊辰, pp.9b~10a).

307) 元詩選(初集·庚集) 周左丞伯琦[近光集 扈從詩]·天馬行應制作【並序.】, p.1865, “羣臣俯
伏呼萬歲, 初秋曉霽風日美.”

308)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宮詞十首, p.185; 王頲, ｢貢駿作誦—天馬詩文與
馬黎諾里出使元廷｣, 西域南海史地研究初集, 2010.

309) 月支 혹은 月氏는 본래 아무다리야 유역 등지를 일컬었으며(西域地名(增訂本), p.35) 몽
골제국期 차가타이 울루스 영역이었다. 그런데 元史에서 토곤 테무르 시대 말(馬)이 헌상
된 시기와 지역은 1342년 拂郎國(프랑스)(元史40 ｢順帝本紀｣3 至正二年秋七月, p.864), 
1346년 八番龍(현 貴州 惠水와 그 주변 지역)(元史41 ｢順帝本紀｣4 至正六年三月戊申條, 
p.874, “八番龍宜來進馬.”), 親王 闊兒吉思·帖木兒, 歪剌歹桑哥失里(말 100필), 주치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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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했다. 그는 마리뇰리와 “天馬”의 방문을 경탄하고 몽골제국의 富와 興旺
을 칭송하는 동시에, 국제적 물자·使臣·문화 교류의 현장을 高麗(실은 그 자
신)가 공유하는 것에 자긍하는 詩를 지었다.310)

上都 자마宴에서 체감한 제국의 興隆뿐만 아니라, 몽골초원의 풍광과 기
후 또한 客人의 詩想을 자극했다. 楊允孚는 얼음 낀 계곡 가에서 말을 타고 
바라본 새벽하늘에 걸린 달[殘月]과 듬성듬성 떠 있는 별을 보고 詩를 지었
다.311) 카를룩人 迺賢(1309-68)312)은 새벽녘 灤水를 건너면서 끝없는 沙漠
을 “참담하게” 바라보았다. 드넓은 초원 위 穹廬에서 그는 초지 끝에서 커다
란 별(곧 유성)이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것을 詩로 표현했다.313)

지식 엘리트들이 宴會에 참석해 詩를 誦讀하며 카안과 제국의 영광을 드
높이는 동안, 다수의 臣民들은 遠近에서 그것을 관람하며 제국의 성대한 慶
典을 맛보면서 카안의 權威를 드높였다. 야외에서 관료들이 가지런히 정렬해 
大禮를 행하는 동안 小臣은 높은 소리로 환호하며 朝廷을 세웠다. 八風(八方
의 바람)이 불지 않는 丹墀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宮袍와 舞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314) 정월 초하루 大都에서 조회 자리가 배설되었을 때 “天賜長生
(하늘[텡그리]께서 長生을 내리셨도다)”이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카안에게 모
두 祝壽를 올렸다. 衆臣들은 은총을 입고 절하고 춤추고 높이 소리 지르면
서 카안을 향해 萬萬歲를 외쳤다.315) 

의 칸 자니 벡(Jani Beg 扎你別: 재위 1342-57)이었다(元史43 ｢順帝本紀｣6 至正十三年八
月/九月條, p.911, “八月癸卯, 親王闊兒吉思·帖木兒獻馬. (중략) 歪剌歹桑哥失里獻馬一百
匹, 賜金繫腰一·幣帛各九. (중략) 辛卯, 扎你別之地獻大撒哈剌·察赤兒·米西兒刀·弓·鎖子甲及
靑·白西馬各二匹, 賜鈔二萬錠.”). 李齊賢의 詩에서 “두 해를 이동해서야 비로소 조정에 이
르렀다”(行及兩年方至朝)는 표현 등은 프랑스 마리뇰리의 獻馬 일화에 부합한다.

310) 益齋亂藁2 ｢詩｣ 道見月支使者獻馬歸國, pp.14a~15a.
311)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0, “塞北凝陰無子規, 曉看山色不

勝奇. 堅冰怪石澗邊路, 殘月疏星馬上詩.”
312) 迺賢의 생애에 대해서는 Yuan-Chu Ruby Lam, “A Study of Nai-xian(1309-68),” 

Volker Rybatzki, Alessandra Pozzi, Peter W. Geier and John R. Krueger, ed., The 
Early Mongols: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Studies in Honor of Igor de 
Rachewiltz on the Occasion of His 80th Birthda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2009, pp.101~108을 참조.

313) 金臺集1 次上都崇真宮呈同遊諸君子, p.22, “雞鳴涉灤水, 慘澹望沙漠. 穹廬在中野, 草
際大星落. 風高班馬驚嘶, 露下貂裘薄.”

314) 遼金元宮詞 輦下曲·[元]張昱·上張光弼詩集卷二, “戶外班齊大禮行, 小臣鳴贊立朝廷. 八
風不動丹墀靜, 聽得宮袍舞蹈聲.”

315) 酸甜樂府([元]貫雲石·徐再思 撰, 陳稼禾 點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套曲｣ 皇
都元日·鴛鴦煞, p.27, “梅花枝上春光露, 椒盤杯裏香風度. 帳設鮫綃, 簾捲蝦鬚. 唱道天賜長
生, 人皆讃祝. 道徳巍巍, 衆臣等蒙恩露, 拜舞嵩呼, 萬萬歲當今聖明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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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車가 上都 御天門에 당도하면 미녀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카안 일행
을 맞아들였다. 그 춤은 특히 “天下太平”의 글자 모양이었다. 그녀들은 카안
이 玉階에 도착한 후 가무를 멈췄다. 侍臣들이 하례를 올리자 카안이 기쁜 
표정을 지었고 諸王이 차례로 壽酒를 올렸다. 카안의 千官들은 御天門에 도
착하면 모두 말에서 내렸고 오로지 카안만이 곧장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
었다.316) 카안의 御輦이 上都에 도착하자 그를 맞이하고자 도열해 있던 의
장대와 대신들이 다투어 먼저 피했다. 카안이 궁정 계단[天墀]에 다가가는 
동안 말 1마리 감히 울지 않을 만큼 엄숙했다. 上都 열두 街頭에 사람들은 
모여서 그것을 관람했다.317) 

周伯琦는 토곤 테무르 카안의 兩都 순행을 호종하며 카안 일행을 환호하
는 民人들을 목격했다. 臣僚와 民人들은 거리에서건 農土에서건 춤을 추거
나 손뼉을 치며 카안의 행렬을 환호했다. 카안을 향한 臣民의 환호는 周伯
琦의 詩 ｢大口｣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文武迨耄倪, 文武 관료와 늙은이[耄]와 어린이[倪]에 이르기까지, 
抃舞拜路側. 길가에서 손뼉 치고 춤추며 경배하네. 
萬羊肉如陵, 萬 마리 양고기는 언덕[陵]과 같고, 
萬甕酒如澤. 萬 동이 술은 연못[澤]과 같아라. 
國家富四海, 國家가 四海를 부유케 하니, 
于以著功徳. 어찌 功徳을 드러낼꼬. 
詰朝御大眀, 새벽[詰朝]은 大明을 몰고 오고, 
湛露春拍拍. 가득 머금은 이슬[湛露]에 봄기운이 가득하도다. 
簫韶殷九天, 簫韶(舜 임금의 樂名, 곧 태평하고 아름다운 음악)가 온 하늘을 풍성히 감싸고,

316) 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2, “又是宮車入御天, 麗姝歌舞太
平年. 侍臣稱賀天顏喜, 壽酒諸王次第傳. 【千官至御天門, 俱下馬徒行. 獨至尊騎馬直入, 前
有教坊舞女引導, 且歌且舞, 舞出｢天下太平｣ 字樣, 至玉階乃止. 內門曰｢御天之門｣ .】”

317) 元詩選(初集·戊集) 貢尚書師泰·(玩齋集 玩齋拾遺)·上都詐馬大燕五首, p.1417, “紫雲扶
日上璇題, 萬騎來朝隊仗齊. 織翠轡長攢孔雀, 鏤金鞍重嵌文犀. 行迎御輦爭先避, 立近天墀不
敢嘶. 十二街頭人聚看, 傳言丞相過沙堤.” 카안의 行次와 황실 宴會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歲時宴集도 官·民이 정치·문화·경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場이었다. 특히 費著의 歲華紀
麗譜에 따르면 宋·元 시대 成都의 歲時宴集에 太守가 많은 騎士와 화려한 수레·禮服 행
렬을 편성했고 가무·잡기단이 각종 技藝를 선보였다. 남녀노소는 거리를 메우고 그것을 즐
겼다. 清獻公 趙抃(1008-84)의 발언을 빌면, 11세기 成都에서 歲時宴會를 개최하는 데 연
간 3만 貫의 公使錢으로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는 宴會를 天子가 지방관을 통해 한 지
역에 베푸는 은혜라고 평했으며 이때 小民이 안주와 과일을 팔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생
계를 돕는 것이라고 여겼다. 歲時宴會는 寺院과 연계해서 진행되었고 蠶市(매년 봄 蜀地에
서 州城과 屬縣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물품 거래 시장)·夜市·藥市 등이 열렸다(歲華紀麗譜
([元]費著, 山野村夫 編輯校對, 耆叟書屋),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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歡聲溢逵陌. 환호 소리가 한길[逵]과 밭길[陌]에 넘치네. 
非才忝扈從, 재주 없는 몸으로 [대칸을] 扈從하는데, 
所職陳典則. 맡은 바는 典則(典章·法則)을 펼치는 일일세. 
皇基奠泰山, 황제의 터[皇基]가 泰山을 안정시키니, 
億兆究安宅.318) 億兆의 백성들이 마침내 安宅을 모색했네.

 
구월에 上都에서 大都로 귀환하던 길에 토곤 테무르 카안과 순행단은 龍

虎臺(현 北京 昌平縣 서북)의 높은 곳에 올라 都城과 宮苑을 조망했다. 카안
[上位]·三宮(곧 제1·2·3 황후319))·황태자[儲君]가 그곳에 도착하면 千官·百官
[百辟]·萬姓 등 많은 사람들이 카안의 儀容[天表]을 우러러보면서 지극히 기
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三疙疸(곧 大口: 北京 昌平縣 남쪽 50里) 행궁에
서는 守衛軍 指揮와 留守怯薛과 백관[百辟]만이 大駕를 절하며 맞이했다. 翰
苑(문사)·僧道·鄉老는 각기 자신의 教禮에 따라 축수를 올리면서 大駕를 大
都城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날 都城에 大小 衙門의 官人과 娘子로부터 隨從
과 諸色人 등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군중이 몰려들었다.320) 牛·馬·驢·騾·駝·象 
등 가축도 또한 그만한 숫자를 이루는 등 그야말로 “天朝之盛”이라 일컬을 
만했다. 카안은 말에서 내린 후 몽골 전통 제도[國制]와 똑같이 茶飯을 들었
고 三宮과 각 投下321)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322) 태평한 기후는 백성들과 

318) 扈從集([元]周伯琦撰, 清文淵閣四庫全書本) ｢大口｣, p.7, “文武迨耄倪, 抃舞拜路側. 萬
羊肉如陵, 萬甕酒如澤. 國家富四海, 于以著功徳. 詰朝御大眀, 湛露春拍拍. 簫韶殷九天, 歡
聲溢逵陌. 非才忝扈從, 所職陳典則. 皇基奠泰山, 億兆究安宅.”; 元詩選(初集·庚集) 周左
丞伯琦[近光集 扈從詩]·大口, pp.1875~1876.

319) 草木子3下 ｢雜制篇｣, p.63, “元朝正后皆用雍吉剌氏. (중략) 自正后之下, 復立兩宮, 其
稱亦曰二宮皇后·三宮皇后, 三日一輪, 幸即書宣以召之.”

320) 잔치의 구경꾼들은 뜻하지 않게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杭州 薦橋 옆에 八間樓라는 8칸
짜리 高樓가 있었다. 그곳은 모두 한 부유한 무슬림[回回]의 주거였다. 어느 날 부인을 맞
아들였다. 그 혼례는 중국과 크게 달랐고 비록 伯叔·姊妹라도 외면하며 돌아보지 않았다. 
큰길(街)과 마을(巷)의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닿고 발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모두 와서 구
경했다. 심지어 처마[簷]와 난간[闌] 혹은 창문[窗牖]을 붙잡거나 올라선 사람도 있었다. 踏
翻 樓屋, 손님과 주인, 사위와 며느리가 모두 죽고 말았다(南村輟耕錄28 ｢白縣尹詩｣, 
p.348, “杭州薦橋側首, 有高樓八間, 俗謂八間樓, 皆富實回回所居. 一日, 娶婦. 其昏禮絕與
中國殊, 雖伯叔姊妹, 有所不顧. 街巷之人, 肩摩踵接, 咸來窺視, 至有攀緣簷闌窗牖者. 踏翻
樓屋, 賓主壻婦咸死. 此亦一大怪事也.”). 이 혼례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기
이한 축제나 사건을 마주하고 분출하는 호기심을 풀어내려는 인간의 원초적 관찰 욕망을 
보여주었다.

321) 投下는 “分封地 혹은 受封者, 복속된 것들”을 뜻했으며 몽골어로 ayimaɤ이라 일컬었다
(Chi’ch’iang Hsiao(1978), p.132의 각주69).

322) 析津志輯佚 歲紀, pp.222~223, “九月 (중략) 至龍虎臺, 高眺都城宮苑, 若在眉睫. 上
位·三宮·儲君至此, 千官·百辟·萬姓多人仰瞻天表, 無不歡忭之至. 再一納鉢即三疙疸也.【詳見
迎駕門】獨守衛軍指揮·留守怯薛·百辟於此拜駕, 若翰苑泊僧道鄉老, 各從本教禮祝獻, 恭迎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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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즐기는 것이었고 南北에서 오는 梯航은 두 지역을 一家로 만들었
다.323) 柳貫은 심지어 매년 全 ‘중국’[八州]에서 사람들이 카안의 大都 行次
를 희망한다고324) 과장스럽게 노래했다.

陶宗儀(1329-1412)는 至元 연간(1264-94)의 첫 20년간 쿠빌라이의 시대
를 해와 달이 거듭 밝히는 “無爲의 정치[無爲而治]”라고 평가했다.325) 카안 
일행이 上都로 巡幸을 떠난 후 大都 안은 단지 商賈 세력만 남은 채 買賣만 
이루어질 뿐이었다.326) 이른바 카안의 兩都 巡幸은 漢人들에게 어쩌면 ‘無爲
의 정치’의 실현이었다. 더욱이 驛路 위의 使臣과 驛馬는 大都에서 上都로 
끊임없이 달리며 大都에서 카안의 不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국 정치와 
경제를 가동시켰다. 

실제로 몽골제국에서 民人들은 카안을 향한 환호에 어울리듯 종종 화려한 
時流를 좇았다. 1352~53년의 반란 이전까지 사방에 전란이 없어진 뒤로 사
람들은 服色에 화려한 색채를 숭상했다. 남자들은 대부분 青紫色을 입었다. 
婦人들은 모두 紅色을 입었으며 뺨과 입술을 붉게 물들였다. 오직 喪事가 
있는 사람만이 맨 얼굴에 흰옷[素服]을 입었다.327) 嘉興(현 절강 嘉興) 縣尹 
白 모가 임지로 가는 길에 姚莊을 지나면서 승려 勝福林을 방문했을 때였
다. 그는 짬을 내 市井에 놀러 가 婦人과 女子들이 모두 진하게 화장하고 
곱게 차려 입은 모습을 보았다. 그가 從者에게 묻자 어떤 이가 風俗이 그렇
게 만들었다고 답해주었다.328) 

요컨대 카안의 宴饗―특히 上都 지순宴(자마宴)―과 巡幸 행렬은 國富의 

駕入城.【詳見迎駕門.】 (중략) 是日, 都城添大小衙門·官人·娘子以至於隨從·諸色人等, 數十萬
衆. 牛·馬·驢·騾·駝·象等畜又稱, 可謂天朝之盛. 上位下馬後, 茶飯次第, 一如國制, 三宮亦同, 
各有投下.”

323) 元詩選(初集·任集) 安南國王陳益稷·安南稿·駕畋柳林隨侍, p.2532, “白鷂韝翻山霧薄, 黃
龍旗拂柳風斜. 太平氣象同民樂, 南北梯航共一家.”

324) 柳貫詩文集5 ｢律詩(七言)｣ 次伯長待制韻, 送王繼學修撰·馬伯庸應奉扈從上京二首, 
p.87, “山圍黑谷翠漫漫, 獨許詞臣息馬看. 碧道雲開朝采正, 蹛林風定雪華乾. 賦成特賜麒麟
罽, 宴出初擎瑪瑙盤. 歲歲八州人望幸, 鈎陳旗尾認朱竿.”

325) 南村輟耕錄26 ｢傳國璽｣, p.318, “至元建號, 日月重明, 無爲而治者迨廿年.”
326) 析津志輯佚 ｢歲紀｣, p.218, “自駕起後, 都中止不過商賈勢力, 買賣而已.”
327) 農田餘話上([明]長谷眞逸 撰, 明淸筆記史料31, 北京: 中國書店, 2000), p.99, “前元自

至正未亂之前, 四方無事, 服色皆尚華彩. 男子多服青紫, 婦人皆紅, 丹臉朱脣, 惟居喪者素面
素服. 自壬辰·癸巳歲後, 一槪事淡素, 男子白衣·白帽·白靴, 婦人素面不拖朱丹, 釵飾之類, 皆
不用官髻, 名懶梳頭, 衣服全用潔白. 蓋白爲金行之氣, 金爲兵象·刑戮·肅殺之氣, 是以海內搆
兵, 人物凋瘵.” 至正 연간의 動亂 이후 사람들의 服色이 담백하고 소박해졌다.

328) 南村輟耕錄28 ｢白縣尹詩｣, p.348, “嘉興白縣尹得代, 過姚莊訪僧勝福林, 間遊市井間, 
見婦人女子皆濃粧艷飾, 因問從行者. 或答云: ｢風俗使然. 少艾者, 僧之寵. 下此, 則皆道人
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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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이자 문화 향유·관람의 공간이었다. 또한 그에 동반된 臣民의 운집은 商
人과 소소한 民人에게 그때에 일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로 작동했다. 

3. 쿠릴타이의 비용과 재화의 賜與

몽골 황실의 쿠릴타이는 그 자체로 방대한 물자와 비용을 요구했고 朝貢·
선물 헌상, 카안의 賜與, 경제정책의 결정 등 황실·국가 차원의 경제행위와 
의사결정을 동반했다. 우선 쿠릴타이 참석자는 선물 혹은 모종의 참가비를 
준비해야 했다. [토곤 테무르 카안 시대에] 기독교 수도승들의 사제장들은 
대칸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기도를 올리고 가장 경건한 자세로 은총의 인사
를 올렸다. 그는 은 쟁반 위에 배든 사과든 다른 과일이든 아홉 개의 과일을 
그에게 바쳤다. 대칸은 그 가운데 한 개를 취하고 나머지를 자기 주변의 諸
王(lords)에게 주었다. 이는 “내 앞에 올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Non accedat in conspectus meo vacuum)는 [몽골] 옛 율법
(law)에 따라 어떠한 외국인도 대칸에게 어떠한 것을 바치지 않고서는 그의 
면전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몽골 관습 때문이었다.329)

선물을 열망하는 몽골인의 관습은 카르피니의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카르
피니 일행이 1246년 2월에 코렌자(Corenza: 주치의 아들 오르다의 셋째 아
들 쿠룸시[Qurumshi])에게 도착했을 때 그의 집사들이 그에게 어떤 인사를 
하려는지 카르피니 일행에게 물었다. 그것은 곧 “어떤 선물을 우리(카르피니 
일행)가 그(쿠룸시)에게 주려고 하는지” 묻는 말이었다. 카르피니에 따르면 
교황은 자신의 사절들이 몽골인에게 도착할지 확신하지 못해 선물을 준비하
지 못했다. 하지만 카르피니는 몽골인들의 요구대로 선물을 주고서야 쿠룸시
의 오르두에 들어갈 수 있었다.330) 

카르피니가 경험한 바 선물 授受는 몽골 수장의 알현뿐만 아니라, 行路 
위의 안전과 길 안내를 위해서도 필요했다.331) 결국 그는 행로 중에 모든 물

329) Iain Macleod Higgins, ed. and tr., The Book of John Mandeville with Related Te
xts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11), pp.145~146(Cha
pter 25). The Book of John Mandeville(이하 “만드빌의 여행기”)은 학자들에 의해 표
절·창작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최신 연구는 만드빌의 여행기가 비록 여러 단편 기록들
을 모아 편집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中世의 방식(medieval way)이었다고 해명한
다. 만드빌의 여행기는 저자의 부분적인 오류와 혼동과 끼워 넣기가 가미되었을지라도 
당대 기록과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재결합해―이른바 “조각모음 또는 편집”의 방식― 새로
운 판본으로 변형한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 제작 연대는 1360~1370년 무렵이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Iain Macleod Higgins(2011), pp.x~xvi).

330)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54;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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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다 써서 즉위 쿠릴타이에서 구육 카안을 알현하면서도 정작 카안에게 
바칠 선물이 없었다.332) 루브룩도 이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 [몽골인] 안내인
은 루브룩이 매번 몽골 지휘관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을 종
용했다. 그 때문에 루브룩 일행에게 물품이 남아 있지 않았고 뭉케 카안에게 
아무런 선물을 헌상하지 못했다.333) 선물을 휴대하지 않은 까닭에 그들은 대
칸에게 큰 환대를 받지 못했다.

쿠릴타이에서 조공과 선물이 카안에게 바쳐진 사례를 여러 문헌에서 만날 
수 있다. 예컨대 1236년 봄 정월에 諸王이 모여 연회를 열고 萬安宮을 낙성
식을 했을 때 그들은 술과 음식을 준비해 왔다.334) 카르피니는 교황의 선물
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구육 카안의 즉위식에는 朝貢(tribute)을 가져온 사람, 
선물(gifts)을 가져온 사람, 그들에게 복속하려고 온 술탄들과 다른 수령들, 
타타르인들이 소환한 사람들 및 여러 영역의 총독 등 4000명 이상의 사신들
이 있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로는 비단, 金絲 견직물(samite), 벨벳, 브로
케이드, 금으로 장식된 비단 허리띠, 고급 모피와 다른 선물들이 있었다.335)

1253년에 아르메니아 왕 헤툼 1세(Hethoum I)는 몽골인들이 자신의 왕국 
주변을 점령하자 막대한 선물과 함께 자신의 동생 기니발도(Ginibaldo)를 뭉
케 카안에게 보냈다. 그는 당시 카안에게 일곱 가지 사안을 청원했다. 이때 
카안은 회의(council)를 소집하고 諸王들(chiefs)과 그 문제를 논의했다.336) 
베네치아의 地理家 마리노 사누도(Marino Sanudo: c.1270-c.1334)에 따르
면 14세기 초에 적정 선물을 휴대하고 몽골인들이나 다른 종족들에게 가는 
기독교 사절들은 각기 매번 5000플로린(florins)(=17.5kg)을 준비했다. 그것
은 한번에 19만 gold florins(=665kg), 아니면 연간 22회에 18만 플로린
(=630kg)이었다.337)

趙天麟은 太平金鏡策에서 몽골 황실로 공물이 들어오는 광경을 특필했
다. 몽골제국에서 하늘이 온갖 상서를 내렸고 하늘이 밝은 기운을 열었다. 

331)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p.53~54, 69;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p.134~136, 157.

332)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4;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50.
333)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108, 117, 

241.
334) 元史2 ｢太宗本紀｣ 太宗八年丙申春正月, p.34, “八年丙申春正月, 諸王各治具來會宴. 

萬安宮落成.”
335)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2, 64;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47, 150.
336) Marino Sanudo, Marino Sanudo Torsello, pp.376~377.
337) Marino Sanudo, Marino Sanudo Torsello, p.151. 1 플로린(florin)은 금 3.5g이다.



- 163 -

그에 따르면 멀리 異域의 기이한 완구용품[玩異]이 끊이지 않았으며 다른 지
역의 진기한 물품이 줄지어 도착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공물과 금이 수레
에 실려 왔다. 혹자는 重譯을 거쳐 문서[呈]를 올렸고 혹자는 소문을 듣고서 
찾아왔다. 府庫에 물건이 비는 달이 없었고 서리[史]가 목록을 적느라 멈출 
줄 몰랐다.338)

쿠릴타이 주최자는 貢物·선물의 헌상에 상응하여 연향을 위한 물자를 준비
했다. 1203년 제1차 즉위 쿠릴타이를 열기 직전에 칭기스칸이 테메엔 케헤
르에서 사냥하고 승전을 올리며 얻은 “크나큰 富(na’mat-i buzurg)”339)는 
즉위 쿠릴타이를 위한 물적 자원으로 쓰였을 것이다. 

1248년 이래 바투를 중심으로 주치·톨루이 후손들이 뭉케를 카안으로 추
대하려는 움직임을 전개하자, 구육 카안과 오굴카이미시 카툰의 두 아들 호
자(Khwāja)와 나쿠(Nāqū)는 그 문제에 대응할 뜻을 품었다. 그들에게는 모
든 땅과 나라의 상당량의 돈을 일시적으로 상인들에게 할당하고 무례한 사
신들과 징세인들을 파견하는 수밖에 달리 방안이 없었다.340) 이 사건은 신임
군주를 추대하는 쿠릴타이가 대단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안이었음을 방
증한다. 또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인들이 동원될 수 있었고341) 그것은 
세액의 거래(곧 징세청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1229년에 諸王·百官 大會(쿠릴타이)에서 우구데이 카안이 帝位에 올랐
다.342) 카안은 그 자리에서 칭기스칸이 東西의 왕국들로부터 여러 해 동안 
모은 財庫의 재물(mūda’ān-i khazā’inī)들과 그 총액(faẓalik)을 “[회계] 장
부들(dafātar)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개방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비판자들
의 조언을 물리쳐 그 입을 막고 모든 친족들(aqāreb)과 군인들(‘asākir)과 
기병들(maqānab)과 종족들(‘ashāīr)에게 귀족(sharīf)부터 평민(waẓī’)까지, 
우두머리(ra’is)부터 하급자(marū’s)까지, 호자(khwāja)부터 노예(ghulām)까
지 “그 자신이 소망하는 관심과 분량만큼 온전한 몫̇ ̇ ̇ ̇ 을 주라(ba-nisbat wa 
andāza-i ammat-i khīsh naṣība-i tamāṁ ̇ ̇ ̇ ̇ ̇ ̇ ̇ ̇ ̇ ̇ ̇ ̇  dādand)”343)고 하면서 다음 

338) 太平金鏡策6 ｢宣八令以達天下之恩威｣ 47卻貢獻, “今國家天降百祥, 天開景運. 臣竊見
遠方玩異, 繈屬不絕, 殊域奇珍, 駢羅而至, 梯山航海, 輦贐輿金, 或重譯而來呈, 或望風而並
湊, 府無虛月, 史不絕書.”

339) Rashīd/Rawshan, p.398;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226.
340) Juvaini/Boyle, pp.264~265.
341) 商人은 한편 州·縣의 연회나 전별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元史176 ｢趙師魯列傳｣, 

p.4114, “天曆中 (중략) 久之, 出爲河間路轉運鹽使, 除害興利, 法度修飭, 絕巡察之奸, 省州
縣厨傳贈遺之費, 竈戶商人, 無不便之, 歲課遂大增.”). 

342) 元史2 ｢太宗本紀｣ 太宗元年秋八月己未條, p.29.
343) 라시드 앗 딘이 集史에서 말한 ba andāza-i hammat-i khīsh는 “그가 내키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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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적든 많든 조금이라도 그 어느 것도 財庫들(khazān-hā)에 남기지 
말라고 명령했다.344) “연회(jashn)와 열망하는 대상으로서 선물들(mawāhib 
-i raghā’īb)”의 사무를 마친 후 우구데이 카안은 그들의 관례(rasm)와 제
도(āẕīn)에 따라 그다음 사흘 동안 칭기스칸의 영혼을 향해 음식들
(ṭa’ām-hā)을 마련해 바쳤다.345) 

우구데이 카안은 1235년의 “제2차 쿠릴타이”에서도 잘 알려진 관례
(‘ādat)와 익숙한 습관(shīmat)에 따라 늘 닫혀 있던 財庫들을 개방해 일족
들과 이방인들에게 물품들(amwālī)을 분배했다.346) 곧 쿠릴타이는 財貨 사
여의 場이었다. 우구데이 카안은 쿠릴타이 참석자들에게 財庫를 거의 비울 
만큼 신분·직위에 맞는 최대량의 재화를 사여했다. 그의 일화는 적극적 재정
지출과 황실소비를 지향하는 몽골 군주의 경제관을 보여준다. 카안의 분배에
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고 카안과 親疏―예컨대 칭기스칸 일족 여부―, 신분
과 지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카안이 나눠준 재화는 참석자들 “그 자신이 
소망하는 분량의 전체 몫”이자 그가 “열망하는 선물”이기도 했다. 이른바 카
안의 재화 사여·분배에 카안의 의사뿐만 아니라, 참석자의 요구, 곧 몫이 반
영돼 있었다. 몽골 카안은 帝國 재화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347) 

쿠릴타이에서 재화 賜與를 위해 재무회계와 징세 대상 지역, 특히 大都―
쿠빌라이 카안 이래 帝國 재화의 1차 집결지―와 경제적 연락은 매우 중요
한 사안이었다. 1261년 오월 이십오일(06.24.)에 僕散禧는 燕京의 帑藏을 운
반해 上都에 도착했다. 辰刻(오전 7~9시)에 쿠빌라이 카안이 內藏에서 그것
들을 보고 “祖宗 이래로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도다”라며 크게 기뻐했다.348) 
당시 江南을 병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국 황실은 부유한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上都로 들어온 물자는 燕京 帑藏의 것이 그대로 옮겨 온 것이었다. 

하는 분량만큼”의 뜻으로 우구데이 카안이 무작위로 재물을 사여한 인상을 준다
(Rashīd/Rawshan, p.636; Rashīd/Thackston, p.31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5). 
그러나 이보다 주베이니의 기록이 엄밀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제1장 각주 281 참조.

344) Juvaini/Qazvini, p.236; Juvaini/Boyle, pp.188~189; Rashīd/Rawshan, p.636;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51; Ernest A. Wallis Budge, The Chronography of Gregory 
Abû'l Faraj, p.393.

345) Juvaini/Qazvini, p.237; Juvaini/Boyle, p.189.
346) Juvaini/Qazvini, p.243; Juvaini/Boyle, p.198.
347) 김호동(1993), p.152.
348) 秋澗先生大全文集81 ｢中堂事記｣中 中統二年五月廿五日丙戌, p.16ab, “僕散禧起燕京

帑藏, 至上都. 辰刻, 上觀於內藏, 喜甚, 曰: ｢自祖宗已來, 未有如是之多也.｣”; 中堂事記
下(金元日記叢編本),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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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그해 사월 이십육일(1261.5.26.)에 쿠빌라이 카안이 錢穀의 大計를 
平章 王文統(?-1262)에게 下問한 뒤349) 이틀 후인 사월 이십팔일(1261.5. 
28.)에 宣使 蒲散禧를 파견해 燕帑의 모든 金·帛 등의 물품을 운송하라고 명
령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날 밤 諸掾이 會計를 하느라 새벽이 되도록 잠들
지 못했다.350) 닷새 후인 오월 삼일(1261.6.2.)에도 카안은 재차 戶部員外郎 
王煥을 보내 燕京 帑藏의 諸物을 발송하라고 독촉했다.351) 

이른바 燕京의 帑藏에 저장된 온갖 金·帛 등의 물품은 카안의 명령으로 
밤새워 미리 회계를 마친 후 운송돼 22일 만에 上都에 당도한 것이었다. 특
히 金·帛은 歲賜의 주요 대상품목이었다. 당시 上都로 운반된 燕京 帑藏의 
물품의 핵심 목적은 쿠릴타이였다―그 물품은 물론 아릭 부케와 전투를 위해
서도 쓰였을 수 있다. 이로써 燕京(후의 大都)이 上都와 긴밀하게 재정적으
로 연결돼 있었고 兩都 사이의 화물운송 기간이 20여 일 거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관찰에 따르면 카안은 매년 삼사월 上都로 향할 때 코끼리 
등과 낙타 혹 위에 온갖 寶珠를 싣고 이동했다.352) 때로 巡幸에 앞서 몽골 
조정은 이미 각 行省과 宣使·差官이 일체 錢糧을 [上都로] 보낸 상태였
다.353)

1310년에 카이샨 카안은 尙書省 臣의 건의로 그해 上都에서 여름 朝會의 
물자 공급을 위해 과거와 같이 鈔 100만 錠을 발급시켰다.354) 곧 여름철 上
都의 정기 쿠릴타이의 기본비용이 14세기 초까지 100만 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년 전인 1307년 常賦歲鈔 400만 錠의 25%였고 당시 京師로 
入庫된 常賦歲鈔 280만 錠의 36%였다.355) 1332년 팔월, 곧 이린지발을 카

349) 中堂事記中(金元日記叢編本) 中統二年夏四月廿六日, p.114, “廿六日丁巳辰刻, (중략) 
上以錢穀大計問平章王文統, 敷對明敏, 慮無遺策.【凡軍國大事, 皆有成算, 然後撮其要領, 使
例相<此>[比].】” 軍國大事에는 모두 成算이 있은 연후에 그 要領을 취했고 例와 서로 대비
했다.

350) 中堂事記中(金元日記叢編本) 中統二年夏四月廿八日己未, p.114, “奏准差宣使蒲散禧, 
悉起燕帑所有金帛等物. 是日, 特旨命趙璧平章政事如故. 其夜諸掾以會計, 故逹曙不寐.”

351) 中堂事記中(金元日記叢編本) 中統二年夏五月明日癸亥(三日), p.114, “未刻, 復遣戶部
員外郎王煥催發燕藏諸物.”

352)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宮詞十首, p.185, “黃金幄殿載前驅, 象背駝峰盡
寶珠. 三十六宮齊上馬, 太平淸暑幸灤都.”; 遼金元宮詞([元]柯九思等著, 全史宮詞卷十八·
十九). 

353) 析津志輯佚 ｢歲紀｣, p.218, “是已各行省宣使並差官起解一應錢糧.”
354) 元史23 ｢武宗本紀｣2 至大三年二月丁卯條, p.523, “尙書省臣言 (중략) 又言: ｢今夏朝

會上都供億, 請先發鈔百萬錠以往.｣ 並從之.”; 葉新民(1992), p.154.
355) 元史22 ｢武宗本紀｣1 大德十一年九月己丑條, p.488, “中書省臣言: ｢帑藏空竭, 常賦歲

鈔四百萬錠, 各省備用之外, 入京師者二百八十萬錠, 常年所支止二百七十餘萬錠.(후략)｣” 마
르코 폴로에 따르면 몽골제국 재정수입의 최대 사용처는 軍費였다(마르코 폴로의 동방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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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옹립하기 두 달 전에 中書省은 쿠릴타이[大朝會]에서 賞賜로 쓸 金
銀·幣帛 등의 물품을 미리 준비했다. 그것은 皇太后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
다.356) 

｢集賢大學士榮祿大夫史公神道碑｣에 따르면 토곤 테무르 카안이 1333년에 
上都 大安閣에서 즉위하고 詔令을 宣讀한 후 “忽里台 銀 100兩과 鈔 1만 
緡, 金段 表裏”를 각 하나씩 中書左丞 史惟良(1273-1347)에게 하사했다.357) 
“쿠릴타이 銀·鈔·金段”의 존재는 즉위 쿠릴타이에서 재물의 사여를 증명하는 
뚜렷한 기록이다.

아유르바르와다는 즉위 후 太師·太傅·太保에게 1인당 金 50兩, 銀 350兩, 
옷 4벌(襲)을 恩賜했다. 行省의 臣으로 朝會를 준비한 자에게도 차등 있게 
銀으로 賞을 내렸다.358) 1320년 십일월에 시데발라 카안은 登極을 이유로 
諸王·百官에게 대대적 사여를 시행했다. 中書에서 그 數를 회계한 결과 총계 
金 5000兩(=100錠), 銀 78만 兩, 鈔 121만 1000貫, 幣 5만 7364匹, 帛 4만 
9322匹, 木綿 9만 2672匹, 布 2만 3398匹, 衣 859襲이었고 鞍勒·弓矢를 차
등 있게 사여했다.359) 이순 테무르도 1323년 십이월(1324.1.)에 即位를 이유
로 金 700여 錠, 銀 3만 3000錠, 錢과 幣帛으로 后妃·諸王·百官을 크게 사
여했다.360) 이러한 사여는 “朝會賜與”361) 또는 “諸王朝會賜與”362) 등으로 
불렸다. 테무르 카안은 朝會와 皇室 물자의 供給을 담당한 인물에게 銀 100
兩과 織紋段 50匹, 帛 25匹, 鈔 1만 貫을 사여하기도 했다.363)

문록(김호동 역주), p.388).
356) 元史37 ｢寧宗本紀｣ 至順三年八月甲寅條, pp.809~810, “[八月]甲寅, 中書省臣奉中宮

旨, 預備大朝會賞賜金銀幣帛等物.”
357) 金華黃先生文集26 ｢神道碑｣ 集賢大學士榮祿大夫史公神道碑, p.351下, “今天子即位于

大安閣, 詔條多採用公言. 宣讀畢, 以病謁告, 賜忽里台銀百兩, 鈔萬緡, 金段表裏各一.”; 全
元文971(李修生 主編, 南京: 鳳凰出版社, 2004) ｢黃溍｣37 集賢大學士榮祿大夫史公神道
碑, pp.221~222; 葉新民(1992), p.154.

358) 元史24 ｢仁宗本紀｣1 序言·夏四月癸卯/戊申條, p.541, “癸卯 (중략) 以即位, 恩賜太師·
太傅·太保, 人金五十兩·銀三百五十兩·衣四襲. 行省臣預朝會者, 賞銀有差.”

359) 元史 ｢英宗本紀｣1, 延祐七年十一月戊寅條, p.607, “以登極, 大賚諸王·百官, 中書會其
數, 計金五千兩·銀七十八萬兩·鈔百二十一萬一千貫·幣五萬七千三百六十四匹·帛四萬九千三百
二十二匹·木綿九萬二千六百七十二匹·布二萬三千三百九十八匹·衣八百五十九襲, 鞍勒·弓矢有
差.”

360) 元史29 ｢泰定帝本紀｣1 序言·十二月庚午條, p.641, “庚午, 以即位, 大賚后妃·諸王·百官, 
金七百餘錠·銀三萬三千錠, 錢及幣帛稱是.”

361) 元史18 ｢成宗本紀｣1 序言·六月壬辰條, p.384, “中書省臣言: ｢朝會賜與之外, 餘鈔止有
二十七萬錠. 凡請錢糧者, 乞量給之.｣”

362) 元史19 ｢成宗本紀｣2 元貞二年十二月癸卯條, p.407, “癸卯, 定諸王朝會賜與: 太祖位, 
金千兩·銀七萬五千兩; 世祖位, 金各五百兩·銀二萬五千兩; 餘各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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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이니에 따르면 구육 카안의 즉위 쿠릴타이(1246)에서 諸王·公主를 필
두로 노얀·萬戶長·千戶·百戶·十戶·술탄·말릭(maliks)·서기·官吏·從者들이 “숫
자에 따라(ba-shomār)” 자신들의 “몫(naṣīb)”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참석자들도 “몫(naṣīb)” 없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온전한 
몫(ḥaẓẓī-i shāmil)의 자신의 할당(farākhor), 즉 온전한 몫(bahra-i 
kāmil)”을 받았다.364) 요컨대 쿠릴타이에서 사여된 재물은 쿠릴타이(忽里台) 
銀·鈔·金段으로 불리는 것으로 무작위적 은총이 아니었다. 

1294년 여름 사월에 테무르 카안이 上都에서 즉위했을 때 左右部 諸王이 
모두 모였다. 즉위 쿠릴타이에서 잔치(ṭōī)와 연회(’ashrat)가 거행되었다.365) 
신임 군주로서 테무르 카안은 諸王·駙馬에게 財貨를 賜與해야 했다. 中書省 
관원은 “마땅히 왕년 大會(쿠릴타이)의 體例에 따라 金 1개(곧 1錠)를 사여
하던 것에 4개(곧 +400%)를 더해 5개로 하고 銀 1개에 2개(곧 +200%)를 더
해 3개로 해야 합니다. 또 江南 分土의 賦는 처음에는 다만 그 版籍(곧 戶
口冊)을 조사해 戶마다 鈔 500文을 내도록 했는데, 지금 또한 마땅히 늘려
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에게 賦를 늘려서는 안 되므로, 청컨대 지금부터 500
文에서 2貫(+300%)으로 늘리는 데는 올해부터 官에서 그것을 지급하십시
오.”라고 건의했다. 신임 카안은 이를 수용했다.366) 즉 즉위 쿠릴타이에서의 
사여는 과거 大會의 體例[往年大會之例]가 있었다. 테무르 카안은 즉위식에
서 당초 金·銀·鈔의 사여액에서 각기 500%, 300%, 400%까지 늘려 쿠릴타
이(忽里台) 金·銀·鈔를 사여했다. 증액된 江南 分土의 賦는 바로 정기 歲賜
의 한 항목인 江南戶鈔를 의미한 것이었다. 당시 증가분(300%, 곧 1.5貫)은 
테무르 카안의 결정이었고 元史 ｢食貨志｣에서도 증명된다.367) 江南戶鈔의 
증가분을 民戶가 아닌 官府에서 떠안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朝會賜
與와 그 증액은 財政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368)

363) 元史203 ｢方技傳｣工藝附·工藝·孫威子拱, p.4543, “成宗即位, 典朝會供給, 賜銀百兩·織
紋段五十匹·帛二十五匹·鈔萬貫.”

364) Juvaini/Qazvini, p.287; Juvaini/Boyle, pp.254~255.
365) Rashīd/Rawshan, p.949;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70.
366) 元史18 ｢成宗本紀｣1 中統三十一年夏四月壬午/庚子條, p.382, “夏四月壬午, 帝至上都, 

左右部諸王畢會. (중략) 庚子 (중략) 中書省臣言: ｢陛下新卽大位, 諸王·駙馬賜與, 宜依往年
大會之例, 賜金一者加四爲五, 銀一者加二爲三. 又江南分土之賦, 初止驗其版籍, 令戶出鈔五
百文, 今亦當有所加, 然不宜增賦於民, 請因五百文加至二貫, 從今歲官給之.｣ 從之.”; 周良
霄(1986), p.46.

367) 元史95 ｢食貨志｣3 歲賜, p.2411, “其歲賜則銀幣各有差. (중략) 時科差未定, 每戶折支
中統鈔五錢, 至成宗復加至二貫.”

368) 元史18 ｢成宗本紀｣1 至元三十一十一月辛亥條, p.388, “辛亥, 中書省臣言: ｢國賦歲有
常數, 先帝嘗曰: 『凡賜與, 雖有朕命, 中書其斟酌之.』 由是歲務節約, 常有贏餘. 今諸王藩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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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르 카안 즉위 당시에 증액된 “朝會賜與”는 카이샨 카안에게도 계승되
었다. 1307년 유월에 中書右丞相 다르칸(答剌罕) 하르카순(哈剌哈孫: 1257- 
1308)과 左丞相 타라카이(塔剌海)가 上都에서 갓 즉위한 카이샨 카안의 명
령으로 諸王 朝會賜與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를 카안에게 보고했다. 그 보고
에 따르면 뭉케 카안과 쿠빌라이 카안이 寶位에 올랐을 때 賞賜에는 일정한 
수량이 있었고 테무르 카안은 즉위 후에 쿠빌라이의 부유한 府庫를 계승한 
결과, 先例에 비해 金 50兩(=1錠)을 사여한 자에게는 250兩(+400%)으로, 銀 
50兩을 사여한 자에게는 150兩(+200%)으로 늘려주었다. 이에 카이샨 카안
은 테무르 카안이 사여한 수량대로 朝會賜與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튿날 
하르카순이 “근래 諸王·駙馬가 카라코룸(和林)에 모였을 때 이미 사여를 받
은 자에게는 이번에 다시 사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건의했다. 카안은 “카
라코룸의 모임은 國事가 중대한 일을 맞았을 때였도다. 이미 사여한 자에게
도 다시 사여하라”고 말했다.369) 그해 팔월에 中書省 臣이 확인한 바 朝會
로 사여할 총액이 鈔로 환산했을 때 총 350만 錠이었다. 당시 기지급액이 
170만 錠(49%)에 미지급액이 180만 錠(51%)이었는데도 兩都의 저장량은 이
미 텅 빈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370)

몽골제국의 사여에는 카안 즉위 후의 “朝會賜與”(임시사여의 일종) 외에도 
“歲賜”의 항상적 사여가 있었다.371) 元史 ｢食貨志｣에 의거하면 歲賜(광의
의 歲賜)는 다시 “歲賜(협의의 歲賜)·五戶絲·江南戶鈔”의 3종으로 구별되었
다.372) 협의의 歲賜는 카안이 매년 諸王·后妃·公主·駙馬 등에게 金·銀·鈔·段·
絹·綿·絲 등을 定額으로 사여하는 것을 일컫는다.373) 선행연구는 歲賜와 朝

費耗繁重, 餘鈔止一百十六萬二千餘錠. 上都·隆興·西京·應昌·甘肅等處糴糧鈔計用二十餘萬
錠, 諸王五戶絲造作顔料鈔計用十餘萬錠, 而來會諸王尙多, 恐無以給. 乞俟其還部, 臣等酌量
定擬以聞.｣ 從之.”; 奧山憲夫, ｢元朝の金銀賜與｣, 追悼記念論叢編集委員会 編 明代中國の
歷史的位相: 山根幸夫敎授追悼記念論叢(下), 東京: 汲古書院, 2007, p.35.

369) 元史22 ｢武宗本紀｣1 大德十一年六月丁酉/戊戌條 pp.480~481, “丁酉, 中書右丞相哈剌
哈孫答剌罕·左丞相塔剌海 (중략) 又言: ｢前奉旨命臣等議諸王朝會賜與, 臣等議: 憲宗·世祖
登寶位時賞賜有數, 成宗卽位, 承世祖府庫充富, 比先例, 賜金五十兩者增至二百五十兩, 銀五
十兩者增至百五十兩.｣ 有旨: ｢其遵成宗所賜之數賜之.｣ 戊戌, 哈剌哈孫答剌罕言: ｢比者, 諸
王·駙馬會于和林, 已蒙賜與者, 今不宜再賜.｣ 帝曰: ｢和林之會, 國事方殷. 已賜者, 其再賜
之.｣”

370) 元史22 ｢武宗本紀｣1 大德十一年八月甲午條, p.477, “八月甲午, 中書省臣言 (중략) 又
言: ｢以朝會應賜者, 爲鈔總三百五十萬錠, 已給者百七十萬, 未給猶百八十萬, 兩都所儲已虛. 
自今特奏乞賞者, 宜暫停.｣”; 葉新民(1992), p.154.

371) 奧山憲夫(2007), p.23.
372) 史衛民, ｢元歲賜考實｣, 元史論叢3, 北京: 中華書局, 1986, p.145.
373) 史衛民(1986),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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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賜賚(곧 朝會賜與)가 같지 않다고 설명한다. 양자는 모두 定額이 있었고 
몽골 귀족들을 제어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협의의] 歲賜(이하 歲例賜
與374))가 매년 규정에 따라 분배되며 受給者가 조정에 있든 없는 받을 수 
있었던 반면, 朝會賜與는 皇帝 즉위식이나 大朝會에 참석한 諸王·功臣 등에
게 주어지는 것이었다.375)

歲例賜與는 우구데이 카안 시대부터 출현했다. 그것은 정해진 품목과 수
량이 있었다. 일례로 1260년 십이월에 쿠빌카이 카안은 [표 2-2]와 같이 歲
例賜與를 실시했다. 이 歲例賜與 품목·수량은 이후 하나의 모델이 되었
다.376) 歲賜의 대상은 쿠빌라이 시대까지 확대되다가 이후 점차 감소·정지하
는 추세로 변했다.377)

구분 수급자 銀(兩) 文綺帛(匹) 金素 鈔(錠) 綿(斤) 絹(斤)
親王 穆哥 2,500 　 　 　 　 　

諸王　

按只帶 5,000 300 0.5 　 　 　
忽剌忽兒 5,000 300 0.5 　 　 　

合丹 5,000 300 0.5 　 　 　
忽剌出 5,000 300 0.5 　 　 　

勝納合兒 5,000 300 0.5 　 　 　
塔察 300 0.5 59 5,098 5,098 

阿朮魯 300 0.5 59 5,098 5,098 
海都 833 50 0.5 　 　 　

覩兒赤 850 　 　 　 　 　
也不干 850 　 　 　 　 　

兀魯忽帶 5,000 300 0.5 　 　 　
只必帖木兒 833 　 　 　 　 　

爪都 5,000 300 0.5 　 　 　
伯木兒 5,000 300 0.5 　 　 　
都魯 833 　 　 　 [特賜] 50 　
牙忽 833 　 　 　 [特賜] 50 　

阿只吉 5,000 300 0.5 　 　 　
先朝皇后 怗古倫 2,500 　 　 *+23 　 　

皇后 斡者思 2,500 　 　 　 　 　
妃子 兀魯忽乃 5,000 　 　 　 　 　

21 62,532 3,350 6.0 +141 10,296 10,196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十二月乙巳條, pp.68~69.
* 怗古倫은 羅絨 等을 寶鈔로 환산해서 수령했다.

[표 2-2] 1260년 쿠빌라이 카안의 歲賜額

 

金·銀·幣·帛의 歲例賜與가 諸王들에게 지급된 시기는 1260~63년, 1273년, 
1276~1278년, 1291년에 십이월이었다.378) 1264~72년, 1279년, 1290, 1293

374) 오쿠야마 노리오는 협의의 歲賜를 歲例賜與라 지칭한다(奧山憲夫(2007), p.23).
375) 史衛民(1986), pp.145~146.
376)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十二月乙巳條, pp.68~69; 奧山憲夫(2007), p.24.
377) 史衛民(1986), pp.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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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그 해를 결산하는 내용을 담은 ｢是歲｣條에 기록돼 있다.379) 1279년
의 歲例賜與額은 金 2000兩, 銀 25만 2630兩, 鈔 11만 290錠, 幣 12만 
2800匹이었다.380) 곧 歲例賜與는 쿠빌라이 카안 시대에 총 21회 시행되었으
며 그 가운데 9회가 십이월에 실시되었다. 歲例賜與는 쿠빌라이 카안 이후 
朝會賜與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81) 십이월의 歲例賜與는 大都에
서 시행된 것이다. ｢是歲｣條에 실린 12회는 歲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上都에서 歲例賜與는 개별 사례가 확인된다. 1297년 정월에 테무르 카안이 
諸王 要木忽而(유부쿠르)·兀魯思不花(울루스 부카)에게 歲賜를 각기 鈔 1000
錠씩 늘려 주었다.382) 1308년 구월 팔일(9.22.)에 萬戶 也列門合散이 사마르
칸트(薛迷思干) 등의 城에서 와서 칭기스칸 시대에 작성된 戶口靑冊을 바쳤
다. 카이샨 카안이 銀·鈔·幣帛을 그에 맞게 차등을 두어 그에게 하사했
다.383) 구월은 朝會賜與의 통상적 시기는 아니었다. 다만 카안이 그 달 이십
일(10.4.)에 上都로부터 大都에 도착했으므로384) 그 사여는 上都 혹은 巡幸
路에서 진행된 것이다.

夏營地에서 재화의 분배는 일칸국에서도 확인된다. 가잔칸은 하영지 우잔
(Ūjān)에서 쿠릴타이(qūrīltāī)를 열었을 때―개최 연도는 불명― 군주의 대
형텐트(bārgāh-i buzurg)를 설치하고 왕국의 여러 방면으로부터 가져온 재
화들(khizāna-hā)을 그곳에 집결시키라고 명령했다.385) 우잔의 쿠릴타이에

378)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十二月乙巳條, pp.68~69; 元史4 ｢世祖本紀｣1 中統二年
十二月壬寅條, p.77, “賜諸王金銀幣帛如歲例.”;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十二月戊寅
條, p.90; 元史5 ｢世祖本紀｣2 中統四年十二月丙子條, p.95; 元史8 ｢世祖本紀｣5 至元
十年十二月己巳條, p.152; 元史9 ｢世祖本紀｣6 至元十三年十二月庚寅條, p.187; 元史9 
｢世祖本紀｣6 至元十四年十二月乙亥條, p.193; 元史10 ｢世祖本紀｣7 至元十五年十二月戊
申條, p.207; 元史16 ｢世祖本紀｣13 至元二十八年十二月辛卯條, p.354.

379) 元史5 ｢世祖本紀｣2 至元元年·是歲, p.101, “是歲 (중략) 賜諸王金·銀·幣·帛如歲例.”; 
元史6 ｢世祖本紀｣3 至元二年·是歲條, p.109; 元史6 ｢世祖本紀｣3 至元三年·是歲條, 
p.113; 元史6 ｢世祖本紀｣3 至元四年·是歲條, p.117; 元史6 ｢世祖本紀｣3 至元五年·是
歲條, p.120; 元史6 ｢世祖本紀｣3 至元六年·是歲條, p.124; 元史7 ｢世祖本紀｣4 至元七
年·是歲條, p.132; 元史7 ｢世祖本紀｣4 至元八年·是歲條, p.139; 元史7 ｢世祖本紀｣4 
至元九年·是歲條, p.144; 元史15 ｢世祖本紀｣12 至元二十六年·是歲, p.329; 元史16 ｢
世祖本紀｣13 至元二十七年·是歲, p.343; 元史17 ｢世祖本紀｣14 至元三十年·是歲, p.376.

380) 元史15 ｢世祖本紀｣12 至元二十六年·是歲, p.329, “賜諸王·公主·駙馬如歲例, 爲金二千
兩·銀二十五萬二千六百三十兩·鈔一十一萬二百九十錠·幣十二萬二千八百匹.” 

381) 史衛民(1986), p.149.
382) 元史19 ｢成宗本紀｣2 大德元年春正月庚午條, p.408, “大德元年春正月庚午, 增諸王要木

忽而·兀魯<而>[思]不花歲賜各鈔千錠.”
383) 元史22 ｢武宗本紀｣1 至大元年九月癸亥條, pp.502~503, “癸亥, 萬戶也列門合散來自薛

迷思干等城, 進呈太祖時所造戶口靑冊, 賜銀鈔幣帛有差.”
384) 元史22 ｢武宗本紀｣1 至大元年九月乙亥條, p.503, “乙亥, 車駕至自上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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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잔칸은 친히 몇몇 믿을만한 아미르들과 함께 앉아 더 큰일을 하는 사
람들과, 훌륭한 일들을 했고 상찬할만한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할당했다. 그는 특히 아버지 혹은 자식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일족들을 [가
장 많은 몫으로] 앞쪽에 두도록 했다. 다음으로 우익·좌익의 千戶長들에게 
정해진 관습을 준거로 [재화의 몫을] 주었다. 칸은 온갖 종류의 옷들을 종류
별·품목별로 배열하도록 하는 한편, 순금과 은을 넣은 지갑들(kharīta-hā)을 
무게에 따라 구분해 모으고 그 지갑 위에 얼마가 들어 있고 어느 종족의 것
인지를 쓰도록 명령했다. 칸은 그들의 功績과 명예에 따라 한 사람씩 불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몫(ḥiṣṣa)을 받도록 했다. 그는 10~15일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을 분배했다. 그 분배량은 총 금화 300만, 옷 2만 벌, 
보석이 박힌 벨트 50개, 금 벨트 300개, 순금 100발리시(bālish: 錠)였다. 
그 후 가잔칸은 계속해서 財庫(khizāna)의 금화와 의복들을 나눠주었다.386)

朝會賜與―쿠릴타이(忽里台) 金·銀·鈔·金段―는 즉위 쿠릴타이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歲例賜與의 형태로 쿠빌라이 카안 시대까지 대체로 일정한 
패턴으로 지급되었다. 쿠빌라이 카안 이후에 즉위 시에는 歲賜額 혹은 그 증
액분이 추가 지급되었다. 쿠릴타이에서 카안과 참석자 사이에 선물의 교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朝會賜與는 카안과 諸王 사이에 단순한 선물 교환 
혹은 賞賜·回賜가 아니라, 정해진 수량에 근간한 약속의 이행이었다. 

올슨(Thomas T. Allsen)은 “몽골의 재분배 이데올로기는 매우 후하고 호
혜적인 선물 하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한 점에서 [조공체제의 특징이] 가장 극
적으로 표현되었다. 선물 교환은 대연회(qurim)와 함께 거행되었고 모든 종
류의 사회·정치적 관계와 위계를 창출하는 데 이용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추
종자를 끌어들이고 보상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의 하나였다.”고 평했다.387) 
그의 평가는 적절하지만 朝會賜與가 단순한 선물 하사가 아니라 조공체제와 
다른 定量의 歲賜와 연동된 약속이었던 점은 보강돼 인지될 필요가 있다. 

‘쿠릴타이 金·銀’의 향배는 종종 제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향배를 좌우했
다. 뭉케 카안의 모친 소르칵타니 베키는 자신의 從者들과 군대를 처우하는 
데 다른 모든 이들보다 특별했다.388) 그녀는 톨루이 死後 줄곧 선물을 보내 
사방의 동족과 친지들을 보살폈고 은사를 내려 군대와 이방인들을 복속시켰
다. 이에 따라 구육 사망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뭉케 카안에게 칸位를 위임

385) Rashīd/Rawshan, p.1352; Rashīd/Thackston, p.674.
386) Rashīd/Rawshan, pp.1352~1353; Rashīd/Thackston, p.674.
387) Thomas T. Allsen(2011), p.262.
388) Juvaini/Boyle, p.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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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389) 그 후 쿠릴타이에서 모든 사람들의 승인을 
받은 뭉케가 카안에 올랐다. 이로써 대칸位는 우구데이家에서 톨루이家로 옮
겨 갔다.390) 

쿠릴타이 참석자들은 재화의 收受 외에도 숙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張
德輝가 1247년 가을부터 1248년 여름까지 10개월 동안 王庭에 머물 때 쿠
빌라이는 그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禮로써 대했다. 그는 張德輝에게 供帳(게
르)·衾褥·衣服·食飲·藥餌의 일용품을 공급했다.391) 張德輝가 제공받은 게르와 
일용품은 카안과 諸王이 오르두에서 使客에게 제공한 便益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일반민도 대칸의 등극에 따른 혜택을 누렸다. 1260년에 쿠빌라이 카안의 
即位를 맞았을 때 王文統과 張文謙의 대화로부터 백성에 내리는 恩賜의 방
식을 엿볼 수 있다. 

[王]文統이 말했다: “上께서 새로 即位했고 國家經費는 稅賦만을 바라
보고 있는데, 가령 다시 減損하면 어떻게 供給할 수 있겠는가?”
[張]文謙이 말했다: “百姓이 足하면 군주께 누가 不足하다고 하겠습니
까! 때가 무르익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그것을 취해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常賦를 10분의 4, 商稅·酒稅를 10분의 2 감면했다.392)

王文統이 쿠빌라이의 즉위로 인해 國家經費가 필요한 상황에서 稅賦를 감면
하면 皇室·官府에 物貨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張文謙은 百姓이 풍족하면 군주도 풍족해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稅賦를 징수해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폈다. 쿠빌라이는 이를 승인하고 常賦를 
40%, 商稅·酒稅를 20% 감면하는 조치를 내렸다. 세액 감면 조처는 즉위식
에서 역대 카안들에게 계승되었다.393)

쿠릴타이는 또 다른 형태로 백성·지역사회와 경제적으로 연동되었다. 예컨

389)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310.
390) Juvaini/Boyle, pp.562~568.
391) 嶺北紀行(全元文694, p.292), “僕自始至迨歸, 遊于王庭者凡十閱月. 每遇燕見, 必以

禮接之. 至于供帳·衾褥·衣服·食飲·藥餌, 無一不致其曲, 則眷顧之誠可知矣.”; 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345.

392) 元史157 ｢張文謙傳｣, p.3696, “中統元年, 世祖即位. (중략) 文統曰: ｢上新即位, 國家
經費止仰稅賦, 苟復減損, 何以供給?｣ 文謙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俟時和歲豐, 取之未晚
也.｣ 於是蠲常賦什之四, 商酒稅什之二.”

393) 減稅 외에 죄인들에게 大赦免이 내려지기도 했다(元史32 ｢文宗本紀｣1 九月壬申條, 
p.709, “壬申, 帝即位於大明殿, 受諸王·百官朝賀, 大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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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235년에 열린 쿠릴타이에 상인들·구경꾼들·관직 희망자들이 각지에서 찾
아왔다. 貧者가 부유해지는 등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394) 
1246년에 구육 카안의 즉위식에서 의례가 끝난 후 몽골 전통에 의거해 참석
자들은 한껏 음연을 즐기고 카안에게 기이한 공물을 바쳤다.395) 그의 즉위 
쿠릴타이에는 거의 2000개의 천막이 준비되었고 사람들이 많아 오르두 주변
에 머물 곳조차 없었다. 그와 함께 식료품과 음료수의 가격이 치솟았다.396) 
토이(宴饗)로 인한 물가의 변화는 1353년에 高麗의 부울자르(bu’ulǰar) 宴에
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었다.397) 곧 황실·왕실 연회는 지역사회의 물가를 一時 
급등시킬 수 있었다.

몽골인의 금·은·직물 선호는 시장에서 그 유통량에 큰 영향을 끼쳤다. 라
시드 앗 딘은 일칸국의 시장 동향을 잘 전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몽골
인들의 시대에 사람들은 낙크(nakh: 금실로 짠 직물 혹은 生絲)와 나시즈
(nasīj: 金錦)로 만든 의복들(jāma-ha-i nakh wa nasīj)을 많이 공급했고 
그 과정에서 금(zar)이 사라졌다. 또 인도 상품의 구매를 위해 금이 유출되
었다. 이 때문에 가잔칸의 개혁 이전까지 일칸국 시장에 금[의 보유량]이 적
어졌다. 당시 모든 거래가 금으로 이루어졌으나 왕국에 금·은 주화(sikka)로 
쓸, 주조하지 않은 금·은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398)고 평가되었다. 가잔칸 
이전에 일칸국 시장에서 금·은의 부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銀貨의 銀 함유
량은 줄고 다른 불순물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금화·은화의 악화·부족으
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상품이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다툼
(zaḥmat)이 일고 “비용을 치를 때 누구도 [금·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ba-waqt-i kharj kas na-satānad).”399) 이는 가잔의 개혁으로 개선되었
다.

쿠릴타이가 카안의 兩都 巡幸과 맞물려 있는 만큼 쿠릴타이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연동은 쿠빌라이 카안 이래 제국의 여름 수도 上都와 카안의 오르두
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오르두는 황실 일상경제의 근간이자 제국 경제의 중
심이었다. 오르두는 그것을 중심으로 정연하게 정렬한 수레[車輿]와 게르[亭

394) Juvaini/Qazvini, p.287; Juvaini/Boyle, p.198.
395)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p.63~65.
396)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87.
397) 高麗史38 ｢世家｣38 恭愍王1 癸巳二年八月乙巳條, p.762下, “乙巳, 設孛兒扎宴, 于延

慶宮, 王及公主與焉. 是宴, 用布爲花, 凡五千一百四十餘匹, 他物稱是, 窮極奢侈, 由是物價
騰湧, 禁公私用油·蜜·果.”

398) Rashīd/Rawshan, p.1460; Rashīd/Thackston, p.722. 
399) Rashīd/Rawshan, pp.1457~1458; Rashīd/Thackston, pp.7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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帳]를 보유했고400) 말과 여러 가축들이 있었다. 上都로 대칸이 순행할 때 扈
從團과 使節 등 유동인구가, 일부 과장되었지만, 10만 명, 50만 명 혹은 
100만 명을 헤아렸다.401) 툭 테무르 카안 시대에 列朝 오르두에서 직접 관
할하는 饔人[요리사]·媵臣[혼인할 때 데려온 사람]·怯怜口[家奴]만 하더라도 1
만 3천여 명에 달했다.402) 카안은 巡幸에 소와 양·나귀·말 등 가축 수십만 
마리를 대동했다.403) 그는 또 上都로 巡幸하면서 大都 帑藏의 재화를 직접 
동반하거나404) 巡幸의 전후에 宣使·差官을 통해 上都로 운송했다.405) 

이른바 上都 지순宴(자마宴)의 ‘궁극’의 번영은 여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었고 카안의 上都 行次와 함께 사방에서 찾아오는 인간과 물화로써 가
능한 것이었다. 이로써 대칸은 上都, 특히 자마宴에서 원하는 만큼 막대한 
양의 재화를 쓸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扈臣들에게 순행은 항상 大
筵이었다.406) 카안 휘하의 인구·가축·수레는 오르두 재산의 일부였고 그들이 
창출·소비하는 경제는 거대한 것이었다. 

오르두는 장대한 규모와 화려한 치장으로 설치비용이 결코 적지 않았다. 
1347년 구월에 완성된 上都 오르두(上都斡耳朵)는 鈔 9000여 錠이 소요되었
다.407) 오르두 운영 경비는 시기·등급별로 달랐다.408) 예컨대 1326년 가을 
칠월에 이순 테무르 카안은 太祖 4大斡耳朵에 歲賜로 銀 200錠과 鈔 8000
錠을 증액 지급했다.409) 歲賜와 별개로, 1352년 팔월에 당시 皇后 오르두

400) 長春眞人西遊記上(黨寶海 譯注), p.36.
401) 全元文卷 1387 ｢周伯琦｣1 扈從前集序[至正十二年], p.531(淸文淵閣四庫本 扈從集卷

首); 元宮詞百章箋注, p.8; 灤京雜詠上([元]楊允孚, 王雲五 主編, 灤京雜詠及其他二種
, 上海, 商務印書館, 1936), p.4; 설배환(2013a), pp.20~21.

402) 陳高華, ｢元朝的后妃與公主｣, 文史知識, 2009(11), p.28.
403) 純白齊遺稿卷2 ｢五言古體｣ 京華雜興詩二十首·其九, p.3b.
404) 元詩選(三集·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宮詞十首, p.185, “黃金幄殿載前驅, 象背駝峰盡

寶珠. 三十六宮齊上馬, 太平淸暑幸灤都.”; 遼金元宮詞([元]柯九思等著, 全史宮詞卷十八·
十九). 

405) 析津志輯佚 ｢歲紀｣, p.218, “是已各行省宣使並差官起解一應錢糧.”; 秋澗先生大全文
集81 ｢中堂事記｣中 中統二年五月廿五日丙戌, p.16ab, “僕散禧起燕京帑藏, 至上都. 辰刻, 
上觀於內藏, 喜甚, 曰: ｢自祖宗已來, 未有如是之多也.｣”

406) 析津志輯佚 ｢屬縣｣ 百招長老有過居庸十詠·官亭, p.257, “官亭締構自何年, 扈臣常經啓
大筵. 山鳥憤徑聞聖樂, 野夫曾聽奏鈞天. 寥寥公宇臣朝暮, 落落荒詩記後先. 古往今來渾若
此, 滿前芳草自芊芊.【官亭】” 1252년 12월 라마단 종료 축일(Eīd-e Feṭr: عید فطر)에 뭉케 
카안은 수레 가득 금·은과 각종 고가 의복 등을 무슬림들에게 선물했다. 선물 덕분에 모든 
날이 축제나 다름없었다(Juvaini/Qazvini, pp.658~659; Juvaini/Boyle, pp.600~601).

407) 元史卷41 ｢順帝本紀｣4 至正七年九月癸丑條, p.878. Tomoko Masuya (2013), 
pp.241~242.

408) 元史卷30 ｢泰定帝本紀｣2 泰定四年八月戊辰條, p.680.
409) 元史卷30 ｢泰定帝本紀｣2 泰定三年秋七月甲辰條, p.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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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斡耳朵思)의 지출경비가 부족했고 그때부터 매년 金 10錠과 銀 50錠이 지
급되었다.410) 

오르두에서 카안과 카툰들·궁녀들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소비는 그 주변에 
교역 공간을 형성시켰다.411) 大都·上都 巡幸路 위에 居庸關을 따라 취락에 
늘어선 가게[列廛]가 있었다.412) 1253년에 루브룩이 주치울루스의 바투칸(재
위 1227-55)의 오르두에 “항상 시장(forum)이 따른다”413)고 기록한 사례에
서 오르두 시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븐 바투타는 일칸국 아부 사이
드칸(Abū Sa‘īd: 재위 1316-35)의 巡幸과 屯營을 관찰, 기록했다. 그의 카
툰들은 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오르두(camp)를 소유했다. 그녀들은 자신만
의 이맘(imam), 무에진(muezzins: 예배시각을 알리는 사람), 꾸란 낭독자
들, 시장(bazaar)을 보유했다. 타브리즈의 바그다드門(Baghdād Gate) 옆에
는 카잔 시장(Qāzān bazaar)이 있었다. 이 시장은 이븐 바투타가 본, 세계
에서 가장 좋은 시장의 하나였고 몽골 여인들이 경쟁적으로 귀금속 등을 사
는 곳이었다.414)

러시아인들은 몇 세기 후에 이동시장을 ordobazar/ardobazar라고 불렀
다.415) 오르두 시장의 극적인 모습은 티무르제국(1370-1507)에서 엿보인다. 
에스파냐의 使節 클라비호(Ruy González de Clavijo: ?-1412)는 1404년 
10월에 티무르(재위 1370-1405) 가문의 결혼식을 위해 오르두 주변에 대규
모 시장이 일시에 들어선 경과와 시장의 웅장한 풍광을 보고했다. 혼례 연회
는 티무르의 첫째 부인 大하눔(Great Khanum)과 칸자데(Khanzadeh) 공주

410) 元史卷42 ｢順帝本紀｣5 至正十二年八月丁巳條, p.902.
411) Bruno De Nicola(2013), p.127. 화려한 궁중 생활이 반드시 황실 여성들의 무절제한 

소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카툰 차비는 대단히 검소했고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버
리지 않았다(Morris Rossabi, “Khubilai Khan and the Women in his Family,” 
herausgegeben von Wolfgang Bauer, Studia Sino-Mongolica: Festschrift für 
Herbert Franke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GMBH, 1979), p.170).

412) 柳貫詩文集2 ｢古詩｣ 五言·度居庸關, p.17, “居庸朔方塞, 始入兩崖張. (중략) 豈唯遂生
聚, 列廛參鴈行.”

413)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135. 몽골제국 
이전에 유목군주의 오르두에도 시장이 딸려 있었다. 12세기 중엽 셀죽투르크의 술탄 술레이만 
이븐 무함마드(Sulaiman b. Muhammad: 재위 1153-59)의 屯營 중앙에 시장이 있었고 그것
은 하나의 독립된 경제적 실체로서 기능했다(David Durand-Guédy(2013), p.333).

414) Ibn Baṭṭūṭa, The Travels of Ibn Baṭṭūṭa A.D. 1325-1354, Vol.II, pp.343~345.
415) Thomas T. Allsen, “Remarks on Steppe Nomads and Merchants,” Robert 

Hillenbrand, A.C.S. Peacock and Firuza Abdullaeva, ed., Ferdowsi, the Mongols 
and the History of Iran: Art, Literature and Culture from Early Islam to Qajar 
Persia (Studies in Honour of Charles Melville) (London·New York: I.B. Tauris, 
2013),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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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재 하에 거행되었다. 혼례 祝宴을 위해 사마르칸트의 온갖 상인과 수공
업자들이 도시 바깥의 초원으로 대거 동원되었다.416)

선행연구에서 오르두 시장의 활성화만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417) 그것이 
항상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1326년 오월에 留守司의 보고에 따르면 쿠빌
라이 카안 시대에 [아마도 카안의 금령 때문에] 오르두(斡耳朶) 뒤의 땅에서 
술과 고기를 팔며 상행위 하는 이가 없었다. 다만 오르두 시장은 이후 어느 
시점에 부활했고 이순 테무르 카안 시대에 오르두 주변에서 매매하는 이들
이 대단히 많았다. 이에 카안은 2명의 자삭순(扎撒孫 jasaqsun: 법령의 준
수를 감독하는 관리)·구육치(貴赤 güichi/güyükchi: ‘走者’, 황제를 近侍하
는 특수 護衛 인원)·코리굴(火里溫 qorighul: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오르
두 주변을 감시하는 직책)에게 가서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留守司에서 그들
을 붙잡아 酒造者에게 77대를 치는 등 엄중하게 치죄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고치지 않았고 다시 그렇게 매매하는 이들이 많았다. 카안은 留守司
에게 牓文을 내걸고 禁約시키는 한편, 이전처럼 매매하는 사람을 체포하면 
아주 엄중하게 치죄하고 양쪽 이웃[兩鄰]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犯人과 똑같
이 처벌하라고 명령했다.418) 

쿠빌라이와 이순 테무르는 오르두와 시장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오르두 
주변을 엄숙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술 거래는 주된 제재 대상이었다. 
다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그 효과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상거래는 오르
두 주변을 종종 번화한 곳으로 변모시켰다.419) 오르두 주변 시장의 번성은 

416) 예컨대, 티무르는 당시 황실 혼례일 축하를 위해 보석상과 요리사들, 정육점주들, 제빵사
들, 재단사들, 신발 제조업자들 등 수도의 모든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대오르두(great 
Horde)가 야영하는 草地로 소집했다. 그들이 티무르의 營地로 천막을 가져가 상품을 팔았
던 까닭에 사마르칸트 시내는 완전히 텅 빌 정도가 되었다. 또한 모든 수공업자들은 전시
품 혹은 차별화된 공연을 준비해 기예를 선보였다. 이들 공연은 오르두 전역을 순회하며 
사람들에게 희열을 제공했다(Ruy Ronzález de Clavijo, Narrative of the Embassy of 
Ruy Ronzález de Clavijo to the Court of Timour, at Samarcand, A.D. 1403-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248~249).

417) Bruno De Nicola(2013), p.127; Thomas T. Allsen(2013), pp.180~181.
418) 至正條格 「斷例」 衛禁·肅嚴宮禁, p.169. 한편 일칸국의 가잔칸은 우잔의 시라 오르두

의 네모난 공간 양쪽에 버드나무(willow)와 白楊(white poplar)을 심어 백성들의 攔入을 
제한했다. 그래서 아무도 시라 오르두와 황금 천막이 있는 草地를 지나서는 안 되었다. 각 
집단이 드나드는 길이 정해졌다(Rashīd/Rawshan, p.1303; Rashīd/Thackston, p.651).

419) 오르두의 시끌벅적함은 오르두 시장만의 영향이 아니었다. 오르두에 딸린 수많은 수레와 
가축들도 주변의 부산함을 더했다. 예컨대 1240년 바투의 몽골군이 키예프(Kiev)를 포위 
공격할 때 그의 오르두는 도시 바깥에 위치했다. 끼익끼익거리는 수레들과 울어대는 무수
한 낙타와 말 떼의 소음 때문에 전투하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George A. 
Perfecky, The Galician-Volynian Chronicle,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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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공주를 포함한 황실 성원, 그들과 거래하는 民人들(특히 상인)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요컨대 움직이는 텐트·가축·수레群의 개방 공간420)인 오르두는 
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했다.

柳貫에 의하면 카안 일행이 灤水 일대를 이동할 때 깃발과 게르가 잠시 
머무는 것이 “마치 部署를 이룬 듯했다.”421) 루브룩은 “부유한 몽골인의 궁
정(curia)―곧 오르두―이 하나의 커다란 읍과 같은 외양”을 띤다고 설명한
다.422) 蘇天爵이 웅구트인 馬祖常(1279-1338)의 墓志銘에서 開平縣, 곧 上
都를 “行都”(곧 움직이는 수도)로 표현한 것423)은 실로 史實에 부합하다고 
하겠다. 그곳은 물자의 공급이 대단히 많았고 獄訟이 매우 번다했다. 이는 
일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칸국에서 술탄의 오르두는 술탄과 함께 이동
하고 設營되는 하나의 커다란 도시와 같았다. 최대 도시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르두에서 찾을 수 있었다.424) 

따라서 카라코룸과 上都는 帝國 지리·문화·경제의 邊境이 아니었다. 그곳

420) 오르두의 개방성은 中書省의 사례에서도 방증된다. 堂議는 中書省에서 政令을 내는 곳으
로 사람들이 함부로 奏를 올리거나 그것을 批准 받을 수 없었다. 1261년 오월에 쿠빌라이 
카안은 케식데이(怯薛丹) 두 명에게 中書省의 뜰[省庭] 사이를 감독·규약하도록 명령했다. 
이때부터 中書省의 사무가 상당히 淸肅해졌다(秋澗先生大全文集81 ｢中堂事記｣中 中統二
年五月八日己巳, p.10b, “堂議, 中書出政之地, 人雜還莫能禁奏准, 令怯薛丹二人監約省庭
間. 自是中省之務, 頗淸肅焉.”).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皇城의 개방성은 1281년에 발생한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겨울에 한 강남인[蠻子人]이 대나무 술통[酒筲]을 들고 
大殿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다. 쿠빌라이 카안이 그 연고를 하문했다. 그는 본래 몽골
에 항복한 江南의 人戶였다. 그는 乾討虜 軍人에게 노략돼 陝州로 간 후 人家에 奴婢로 
팔렸다. 그는 錢으로 노비에서 해방된 후 陝縣의 百姓이 되었다. 그는 南陽府에 도착해 강
남의 한 秀才와 함께 江南에서 노략된 人口를 民으로 放良해줄 것을 서면 요청하는 과정
에서 大殿 안으로 뛰어든 것이었다(至正條格1 「斷例｣ 衛禁·肅嚴宮禁, pp.166~167, “至
元十八年六月初六日, 中書省奏: ｢年時冬裏, 一箇蠻子人, 根着擡酒筲的人, 入大殿裏叫. 上
敎省官人每, 問者.麽道, 聖旨有來. 如今俺問得: 本人元是江南好投拜人戶. 被乾討虜軍人
虜到陝州, 賣與人家做奴婢來. 他自用錢贖身, 做了陝縣百姓也. 來到南陽府, 與壹箇蠻子秀才
一處, 寫陳言的文字: “江南被虜人口, 放令爲良.” 待這般告來. 因根着擡酒筲的, 入大殿裏奏
來. 這般我的不是也.與了招伏文字. 商量來, 打壹百柒下, 發得陝州, 做民戶去呵, 怎生?｣奏
呵, 奉聖旨: ｢那般者. 打了發將去者.｣”). 이 사건은 大都城 안에서조차도 상황에 따라 宮禁
에 느슨한 점이 있었던 정황을 엿보인다.

421) 柳待制文集6 ｢律詩｣ 七言·灤水秋風詞四首, p.16a, “西風初吹白海水, 落日正見黑山雲. 
旃廬小泊成部署, 沙馬野駝連數羣.”

422) 몽골제국 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김호동 역주, 서울: 까치, 2015), p.178.
423) 滋溪文稿9 ｢碑誌｣3 元故資德大夫御史中丞贈攄忠宣憲協正功臣魏郡馬文貞公墓志銘, 

p.141, “[延祐]七年正月, 仁宗賓天, 鐵木迭兒復居相位, 睚眦必報. 屢欲害公未得, 左遷公開
平縣尹. 開平治行都, 供億浩穰, 訟獄煩多, 蓋欲因事深中傷之.”

424) Charles Melville, “The Itineraries of Sultan Öljeitü, 1304-16,” Iran, Vol. 28 
(1990),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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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국 정치·군사의 중심지였음은 물론, 매년 여름에 경제·문화의 심장부로 
일순간에 탈바꿈했다. 그 중심에 카안·카툰의 시라 오르두가 있었다. 몽골제
국에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추는 시라 오르두에서 열리는 쿠릴타이(특히 지
순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몽골인들은 제국적 문화를 창조하고 이국적 문화
를 수입했지만 中華의 형식과 질서에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았다. 몽골제국 
문화의 다원성425) 안에는 몽골 고유의 음식·문화·경제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쿠릴타이는 카안 권위의 결정체였고 국가·황실재정의 
총합의 표현이었다. 쿠릴타이(大會), 특히 지순宴은 帝國 물자와 교통·운송체
계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이었다. 제국의 臣民은 제국의 번영을 見聞하면서 
詩歌·환호로써 그에 동참하거나 목격했다.

4. 쿠릴타이와 賦稅 체계

쿠릴타이는 개최 經費와 음식(가축·곡물 등), 사여품(지순宴服, 쿠릴타이 
金·銀·鈔·金段 등) 등을 위해 많은 경비를 요구했다. 當代의 한 論者는 國家
의 재정지출의 8대 항목(宮禁·宴會·賞賜·俸祿·軍糧·工役·凶荒·芻秣)에 연회를 
포함시키고 있다.426) 일례로 前述한 1310년에 上都에서 여름 朝會의 물자 
공급을 위해 鈔 100만 錠―1307년 常賦歲鈔 400만 錠(【별첨】 [표 1])의 
25%―이 쓰였다.427) 쿠릴타이에서 사여는 帝室·중앙관청 경비와 百官·軍人
의 급여와 함께 元代 歲出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428) 

쿠릴타이의 각종 비용과 물품은 徵稅와 상거래429) 등을 통해 획득되었다. 
賦稅는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쿠릴타이의 주요 물품 가운데 가축·銀·
직물은 쿱추르(qūbchūr 科差), 곡물은 칼란(qalan 稅糧), 金·銀·鈔는 탐가
(tamgha 商稅·課程)를 통해 수취되었다.430) 쿱추르(qūbchūr 科差)·칼란

425) Shane McCausland(2014), p.13.
426) 元代奏議集錄(上冊)(陳得芝 輯點,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8) ｢趙天麟｣ 樹八事以豐

天下之食貨‧薄差稅, p.362 “夫國家之用有八: 一曰宮禁之資, 二曰宴好之將, 三曰賞賜之頒, 
四曰俸祿之給, 五曰軍旅之糧, 六曰工役之費, 七曰凶荒之用, 八曰芻秣之具.”

427) 元史23 ｢武宗本紀｣2 至大三年二月丁卯條, p.523.
428) 奧山憲夫(2007), p.51.
429) 유목국가의 군주가 항상 교역을 중시한 사실은 이미 잘 究明되었다(林俊雄, ｢遊牧民族の

王權―突厥·ウイグルを例に｣, 岩波講座天皇と王權を考える3―生産と流通, 東京: 岩波書
店, 2002, pp.118~120). 몽골 황실의 상거래는 특히 中買寶貨―곧 몽골 황실·官府의 사치
품 교역―로 알려져 있다(四日市康博, ｢元朝宮廷における交易と廷臣集団｣, 早稻田大學大
學院文學硏究紀要45-4, 2000; 四日市康博(2002), pp.130~131; 김찬영, ｢元代 中賣寶貨의 
意味와 그 特性｣, 중앙아시아연구12, 2007,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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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lan 稅糧)·탐가(tamgha 商稅·課程)의 체계를 검토한다. 

(1) 쿱추르(qūbchūr): 科差
몽골 稅制는 칭기스칸 집권기부터 시작되었다.431) 그 원형은 제국 출현 이

전에 보였다. 케레이트 옹칸이 나이만에 쫓겨 카라 키타이(1124-1218)의 구
르 칸(Gür Qan: 곧 耶律直魯古 재위 1178-1211)에 투항했다. 옹칸은 그와 
반목해 1198년에서 1201년 사이에 다시 몽골 구세우르 호수(Güse’ür 
na’ur)로 돌아왔다. 이때 테무진은 굶주리고 야윈 부친의 盟友(anda)432) 옹
칸을 위해 “qubčiri(科斂: 곧 세금)를 거두어(qubči=ǰu) 주었다.”433) 쿱추르
(qubčiri)는 한문 史料에서 科斂·差發·科差로 번역되었다.434) 쿱추르는 본래 

430) 필자가 이해한 바, 몽골제국의 稅目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세목

qubchur 賦稅·差發 tamgha 課程·引
qubchur 差發·科差 qalan (sang) 稅糧

商稅·工
墨

歲課
금은 外

鹽
課

茶
法

鈔法
chāo

酒
醋
課

額外課
'awāriḍāt

32항목

qubchur 站ǰam 絲料 āğār-tamār 包銀 화북 강남
草地 草地등 화북(漢地) 강남

包銀 俸鈔 丁稅 地稅 秋稅 夏稅*

가축 süsi 二戶絲 五戶絲 江南戶鈔

기본
세율

태조 ? ○ × × × × ○ × × ○ × × × × × ×
태종 1% (2%?) ○ 0.7斤/戶 × × × 粟 2石 → 4石 × × 3.3% × ○ × ○ ○ ×
헌종 1% ○ 0.7斤/戶 × 6兩/戶 × 粟 4石 × × 3.3% × ○ × ○ ○ ×
세조 ○ ○ 1斤/戶 0.4斤/戶 2兩/戶 4兩/戶 1량/戶 粟 4石 ○ ○ 3.3% ○ ○ ○ ○ ○ ○

최종목적지 카안·빈민 역참 카안 諸王(投下) 諸王 카안 관원 카안·諸王·관원 카안
* 강남 夏稅는 稅糧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은 江東·浙西 이외 지역은 綿·絹으로 대체, 납부했으므로 絲料나 마찬가지였다.
** 세율은 주요 추세만 대략적으로 보인 것이다. 定宗(구육 카안) 시기 가축세는 10%로 일시 증가했다.

[註表] 몽골제국 카안울루스 세목

431) John Masson Smith, Jr., “Mongol and Nomadic Taxat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30(1970), p.83. 17세기 蒙文 연대기들 가운데 가장 이른 Altan 
tobči(黃金史)는 칭기스칸이 “五色(이른바 푸른 몽골, 붉은 중국, 검은 티벳[탕구트], 하
얀 솔롱고스[고려], 노란 사르타골[위구르]) 四夷(몽골의 지배를 받은 아시아 소국과 먼 나
라들)의 백성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361개 종족과 720개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 백
성에게서 alba ɤubčiɤur(공납)를 받았다”고 적었다(역주 몽골황금사(저자 미상, 김장구 
역주, 동북아역사재단, 2014), p.52). 

432) anda는 맹세와 선물의 교환을 통해 맺어진 盟約 관계를 일컬으며 “盟友”로 번역된다. 
안다(anda)를 擬似的 혈연관계를 뜻하는 義兄弟로 옮기는 것은 적확한 이해가 아니다(宇
野伸浩, ｢モンゴル帝國時代の贈與と再分配｣, 松原正毅·小長谷有紀·楊海英 編輯 ユーラシ
ア草原からのメッセージ―遊牧硏究の最前線, 東京: 平凡社, 2015, p.141).

433)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151, 152, 177절, p.119, 120, 149; ≪元朝秘史≫モンゴル
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218~221, 284~285.

434) 安部健夫, ｢元時代の包銀制の考究｣, 元代史の硏究, 東京: 創文社, 1972, pp.79~78; 岩
村忍(1968), pp.116~119. qubčiri(현대 몽골어 govchuur)―페르시아어 사료의 qūbchūr―
는 “거두어들이다”를 뜻하는 qubči-(ǰu)에서 나왔다. “差發”은 金史 食貨志·通檢推排條
의 “差定調發”―物力(재산)을 差定(선별)해서 調發(징발)한다―의 줄임말이었다(安部健夫
(197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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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적 가축세였다.435)

칭기스칸의 쿱추르 과세는 역참 설치와 함께 시행되었다. 그는 敵情의 보
고와 물자 운송을 진작시키고자 도시들의 길이와 폭에 맞게 站(yām. 몽골어 
ǰam)들을 설치했다. 역참의 人丁과 가축·음식·음료·기타 장비들은 萬戶의 관
리하에 戶口 數(shomār-i bakhsh436))를 기준으로 民(ra’iyyat)에 부과되었
다.437) 사신들은 鋪馬 보호의 의무를, 얌과 농민은 역참 운영의 책무를 지었
다. 농민의 부담은 쿱추르(qūbchūr)에 준거해 부과되었다.438) 쿱추르와 역
참이 구별되면서도 긴밀하게 연계된 사실은 黑韃事略에서도 확인된다.439)

칭기스칸은 1206년 즉위 후 子弟 분봉을 실시하는 한편, 시기 쿠투쿠에게 
모든 백성을 몫(qubi)으로 나눈 것―소위 分民(qubi irgen)―과 斷事
(ǰarqu/ǰarɤu)를 처결한 것을 靑冊文書(kökö debter bičik)에 적어 책을 만
들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과 상의해 흰 종이에 푸른 글씨(kökö 
bičik)로 쓰고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바꾸지 말라고 명령했다.440) 靑冊
文書는 제국 초기 租稅簿이자 재판 기록이었다.441) 칭기스칸이 1204년 위구
르문자를 도입했으므로 그것이 위구르문자 몽골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靑冊文書에 分民 數—소위 인구 조사442)—를 적었고 몽골 사회가 말의 징발

435) John Masson Smith, Jr.(1970), p.60, 70~76, 83; 松井太, ｢モンゴル時代ウイグリスタ
ン税役制度とその淵源―ウイグル文供出命令文書にみえるkäzigの解釋を通じて｣, 東洋學報
79, 1998, p.413. 

436) 페르시아어 bakhsh는 “分封”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405). 이 경우 shomār-i bakhsh는 戶口 數 외에 分民 數로도 해석될 수 있다.

437) Juvaini/Qazvini, pp.133~134; Juvaini/Boyle, p.33; 김호동, ｢몽골支配期 西아시아의 
驛站制와 가잔칸의 改革｣, 역사문화연구35, 2010a, p.6.

438) Juvaini/Qazvini, pp.133~134, p.134; Juvaini/Boyle, p.34.
439)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8, “其賦斂差發 (중략) 又有一項, 各出差發, 爲各地分蘸中之

需, 上下亦一體, 此乃草地差發也.”; 安部健夫(1972), pp.81~82; 岩村忍(1968), p.128.
440)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03절, pp.200~201;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

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390~39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135~136.

441) 田村實造, 中國征服王朝の硏究(中), 京都: 同朋舍, 1971, p.137. 몽골제국에서 靑冊文
書 등 戶口籍冊은 법령의 집행과 裁決을 담당하는 斷事官, 곧 자르구치(몽골어 ǰarɤuči, 페
르시아어 yarghūchī)에 의해 주로 작성·관리되었다(四日市康博, ｢ジャルグチ考―モンゴル帝
國の重層的國家構造および分配システムとの關わりから｣, 史學雜誌114(4), 2005, pp.1~5). 
촉트(Chogt)는 戶口冊으로서 靑冊文書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하며 그것이 ‘자삭’(ǰasaq/ 
yāsā)의 속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또한 靑冊은 칭기스칸 시대에 제작된 후 후예 카안들이 
새로운 호적을 계속 덧붙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チョクト(朝克圖), ｢靑冊(köke debter)
の性質に關する一考察｣, 早稻田大學モンゴル硏究所紀要3, 2006(03), pp.4~8).

442) 인구조사는 사회적으로 재화(resources)를 제어하고 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몽골제
국에서 인구조사는 잠재적 재원으로서 제국 신민들로부터 이익을 뽑아내는 주요 수단이었
다(Denise Aigle(2008),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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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계약에서 숫자를 새겼던 전통으로 볼 때443) 몽골 고유숫자가 靑冊文書
의 주요 표기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다. 靑冊文書와 몽골文·숫자는 역
참용 물자와 쿱추르의 과세 기준으로 戶口 數(shomār-i bakhsh)가 쓰이는 
사회적·행정적 배경이라 하겠다.

우구데이는 쿱추르 세율을 확정하고 지역별 변화를 주었다. 그는 1229년
에 즉위 직후 모든 사람들이 각지 千戶로부터 카안의 국(湯 šülen)에 쓰도록 
해마다 [양 100마리] 무리(sürüg) 가운데 두 살 난 거세양(羯羊 irge)을 1마
리씩 내는 한편, 100마리 양에서 두 살 난 양 1마리를 내서 궁핍한 자
(üge’ün duta’un)에게 주도록 했다. 그것은 카안의 명령이자 동시에 차가타
이·바투 등 우익 諸王, 옷치긴 노얀, 예구(Yegü) 등 좌익 諸王, 중앙의 딸
(공주)과 부마들, 만호·천호·백호·십호의 관인들(noyat)이 모두 찬성한 것이었
다. 카안은 특히 형 차가타이와 그것을 상의하고 그의 동의를 얻어 稅額을 
확정했다. 새로운 稅制에 따라 징수된 羊은 카안의 음식과 빈민을 위한 몫이 
있었다. 그것은 또 카안의 형제들과 수많은 병사와 친위대(kešikten)가 [모임
과 연회에] 모였을 때를 위한 것이었다.444) 

몽골 쿱추르(賦斂·差發)는 말·양 등 民戶에서 보유한 가축의 多寡에 따라 
징수되었다.445) 1234년에 몽골리아를 방문한 徐霆도 民戶에서 모두 差發의 
명목으로 牛馬·車仗·人夫·羊肉·마유주(馬奶 airag)를 납부했다고 적었다. 몽
골 군주는 草地를 皇后·太子·公主·親族에게 나눠주고 각기 差發을 내놓도록 
했고 貴賤에 관계없이 누구도 면제받지 못했다.446) 빈민용 쿱추르는 양 100
마리당 1마리였으므로 세율이 1%였다. 군주용·모임용 쿱추르 稅率은 다소 
모호하지만 어쩌면 1% 정도―최대 2%를 넘지 않는 범위―였을 것이다. 우
구데이는 1235년에도 가축들에 대한 쿱추르를 정하여 100마리에 1마리(1%)
씩 바치도록 재천명했다.447) 우구데이 카안의 가축세율(1%)은 몽골제국 등장 

443) 설배환, ｢몽골제국에서 詔令의 對民 전달―粉壁과 口頭 사례 분석｣, 古文書硏究43, 
2013b, pp.52~54. 현존 몽골 最古 호적(1791)은 위구르문자 몽골어 인명 아래 인구와 가
축이 몽골숫자로 기록되어 있다. 

444)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79~280절, pp.298~300;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
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602~605, 608~611;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214~216. 

445)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p.7~8, “其賦斂差發, 數馬而乳, 宰羊而食, 皆視民戶畜牧之多
寡而征之, 猶漢法之上供也.”

446)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8, “霆所過沙漠, 其地自韃主·僞后·太子·公主·親族而下, 各有疆
界, 其民戶皆出牛馬·車仗·人夫·羊肉·馬奶爲差發. 蓋韃人分草地各出差發, 貴賤無有一人得免.”

447)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87. 몽골 牧民과 달리, 말·소·양을 보유한 무슬림 상인 등
은 1233년에 암말·암소·암양 100마리당 1마리(1%) 혹은 10마리당 1마리(10%)를 官에 납
부했다. 우구데이 카안 시대에 가축세율은 차이가 컸다. 이후 가축세율은 구육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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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케레이트 몽골인들이 군주 옹칸에게 “짐승 10마리 가운데 1마리를 
세금으로 바치던” 관행(10%)448)에서 크게 경감된 수치였다.

식용 羊과는 별도로 역참용 거세마, 分例(ši’üsün[首思 süsi]: 곧 祗應449))
로 쓸 羊, 젖을 짤 암말, 수레를 끌 소, 수레 등이 부과되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우구데이 카안은 “우리가 정한 기준에서 짧은 끈(bugi 繩) 하나만 모자
라도 명치에서 등허리 쪽으로 베어 처벌하라! 수저만 한 바퀴살(kekesün 車
輻)이 부족해도 코를 갈라 처벌하라!”고 명령했다.450) 역참 分例는 쿱추르와 
함께 草地差發(草地 쿱추르)로 불렸다.451) 우구데이는 역참 分例 등 草地 쿱
추르를 정확히 납부하도록 담세자들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漢地差發(漢地 쿱추르)은 元史에 科差로 출현한다. 科差 세목은 絲料와 
包銀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科差는 “絲·銀”으로도 불렸다. 絲料는 1236년, 
후자는 1255년에 확정되었다. 包銀은 제도 면에서 絲料에 비해 덜 복잡했
다. 뭉케 카안은 처음에 漢民에게 1戶당 包銀 6兩을 부과했다가 이후 4兩으
로 감면했다. 4兩 가운데 2兩은 銀으로, 나머지 2兩은 絲絹·顔色 등의 물건
으로 바꿔 납부할 수 있었다. 包銀 제도는 쿠빌라이 시대에 더욱 정교해졌
다. 봉록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包銀의 일종인 俸鈔가 부과되었다.452) 全科戶
는 1戶당 1兩, 減半科戶에서 0.5兩을 俸鈔의 명목으로 輸納했다.453) 包銀·

10%, 뭉케 시대에 1%였다(大元馬政記 ｢抽分羊馬｣, pp.29b~30a). 1259년 뭉케 카안 死
後 아릭 부케가 알구의 차가타이울루스로 와서 가축 10마리당 2마리(20%)를 공출한 것은 
몽골 관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것이었다(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39). 몽골 황실이 
유목민·諸色人에 부과한 가축세 추이는 李玠奭(1994), pp.13~14, p.13의 각주 45를 참조. 

448) Marco Polo,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p.162;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
호동 역주), p.185.

449) 몽골어 susun은 투르크어 susun/süsün으로 연결된다. 바사리(István Vásáry)는 
süsün이 음식과 음료, 때로 日費, 그리고 말들을 草料(fodder)를 포함한다고 적확하게 지
적했다(István Vásáry, “Susun and Süsün in Middle Turkic Texts,”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Vol.31, No.1(1977), pp.55~56). 역참용 물자 
süsi(首思), 곧 祗應에 대해서는 薛培煥(2014), p.143, 148을 참조.

450)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80절, p.301;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
林均·确精扎布 編), pp.610~611;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216~217. 

451)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8, “又有一項, 各出差發, 爲各地分蘸中之需, 上下亦一體, 此
乃草地差發也.”

452) 趙雲旗, 中國財政通史(遼金元 卷),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6, p.104.
453) 元史93 ｢食貨志｣1 科差, p.2361, “包銀之法, 憲宗乙卯年始定之. 初漢民科納包銀六兩, 

至是止徵四兩, 二兩輸銀, 二兩折收絲絹·顔色等物. 逮及世祖, 而其制益詳. (중략) 然絲料·包
銀之外, 又有俸鈔之科, 其法亦以戶之高下爲等, 全科戶輸一兩, 減半戶輸五錢.” 包銀의 형성
과 발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참조(安部健夫, ｢元時代の包銀制の考究｣, 元代史の硏究, 
東京: 創文社, 1972, pp.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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俸鈔의 課稅量은 [표 2-3]과 같다.

연도 戶 구분
아가르 타마르(二五戶絲料) 包銀

二戶絲(官絲) 五戶絲 1戶과세량 包銀(1戶) 俸鈔
태종8 1236 화북 漢人 絲1斤 絲1斤 11.2兩 × ×
헌종5 1255 화북 漢人 [絲1斤] [絲1斤] [11.2兩] (漢民) 6兩 ×

중통1 1260

元管戶

絲銀全科戶 官絲戶 絲1斤 6兩4錢 22.4兩 4兩 全科戶 1兩
五戶絲戶 絲1斤(16량) 6兩4錢 22.4兩 4兩

減半科戶 絲8兩(0.5근) 3兩2錢 11.2兩 2兩 減半科戶 0.5兩

止納絲戶
上都·隆興·西京路 등 絲1斤 16.0兩
大都以南等路·官絲戶 絲1.4斤 22.4兩
大都以南等路·五戶絲戶 絲1斤 絲 0.4斤(6兩4錢) 22.4兩

交參戶 絲銀戶 絲1斤 6兩4錢 22.4兩 4兩

漏籍戶
止納絲戶 絲1斤 6兩4錢 22.4兩 4兩

止納鈔戶 絲 22.4兩 22.4兩
*제1년 1.5兩
~ 제6년  4兩

協濟戶 絲銀戶 絲 10.2兩 10.2兩 4兩
止納絲戶 絲 10.2兩 10.2兩

攤絲戶 科攤絲 4斤 64兩
儲也速䚟兒所管戶(이수다르 관할 戶) 細絲 4斤 64兩

復業戶
제1년 0 (免科) 0 0
제2년 絲8兩(0.5근) 3兩2錢 11.2兩 2兩
제3년 絲1斤 6兩4錢 22.4兩 4兩

※ 元史93 ｢食貨志｣1 科差, pp.2361~2363.                * 漏籍戶 包銀은 제1년 1.5兩을 시작으로 매년 0.5량씩 증액되었다.

[표 2-3] 漢地 쿱추르(科差) 과세 추이

絲料(二五戶絲)―곧 āğār-tamār(阿哈塔木兒 혹은 阿哈探馬兒)454)―의 경

454) 集史에 āğār-tamār는 “iğārat-hā(اغارتها)”로 표기되어 있다(Rashīd/Rawshan, p.782). 
김호동은 iğārat-hā를 “āğār-tamār”(아가르 타마르)로 교정한다(칸의 후예들(김호동 역
주), p.265의 각주 57). 元史는 그것을 阿哈探馬兒(元史85 ｢百官志｣1 兵部·管領本位下
打捕鷹房民匠等戶都總管府, p.2142, “掌別吉大營盤城池阿哈探馬兒一應差發·薛徹干定王位
下事.”; 元史89 ｢百官志｣5 內史府·管領保定等路阿哈探馬兒諸色人匠總管府, p.2267, “管
領保定等路阿哈探馬兒諸色人匠總管府, 秩從三品. 掌太祖大斡耳朵一切事務.”)라고 표기했다. 

     한편 岩村忍는 阿哈塔木兒를 ah-tamar로 복원했다. 五戶絲料, 곧 ah-tamar(阿哈塔木
兒)에서 ah(aɤū/aɤui/a’ui)는 華夷譯語의 “寬”과 같이 “크고 광대한”을 뜻했다. tamar
는 “실(絲)을 꼬다”를 의미하는 몽골어 tamu-(현대 몽골어 тамах)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아흐 타마르는 이른바 “넓고 큰 絲料”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岩村忍, ｢
五戶絲とは何か｣,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硏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68, 
p.421, 425; 華夷譯語([明]火源潔 撰, 四庫全書存目叢書 經部 第188冊·小學類, 四庫全
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編, 濟南: 齊魯書社, 1997) ｢通用門｣, p.經188~304, “寬【阿危】”; 
《華夷譯語》(甲種本)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 編) ｢通用門｣, pp.60~61, “寬【阿
危】”(a’ui)). 보일과 쌕스턴은 āğār-tamār를 “약탈물·전리품”을 뜻하는 plunder와 spoils
로 각기 英譯했다(Rashid ad-Din, John Andrew Boyle, tr., The Successors of 
Genghis Kh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p.16; 
Rashīd/Thackston, p.384). 洪金富는 岩村忍가 āğār-tamār를 五戶絲로만 한정했다고 
비판하고 보일의 英譯만을 수용해 āğār-tamār가 五戶絲와 江南鈔를 포함하는 “노획물·전
리품”으로 간주했다(洪金富, ｢從“投下”分封制度看元朝政權的性質｣, 中央硏究院語言硏究
所集刊58(1), 1987, p.859의 각주 75). 그런데 洪金富는 岩村忍의 연구를 오해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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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戶에서 絲 1斤을 官으로, 5戶에서 絲 1斤을 本投下[本位]로 輸納했
다.455) 이는 7.14:2.86(곧 7:3)의 비율로 10戶에 官府用 絲料 5斤, 投下用 
絲料 2斤―1戶당 0.7斤―을 배정한 결과였다. 徐霆은 絲綿을 銀으로 대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456) 1260년에 쿠빌라이는 아가르 타마르를 戶의 
등급에 따라 납부 수량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당시 十路宣
撫司에서 戶籍科差條例를 정했다. 十路宣撫司에서 家戶를 元管戶·交參戶·漏
籍戶·協濟戶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絲料를 재정비했다. 그 戶가 대체로 동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457) 이는 二五戶絲 납세 의무자의 貧富와 인구 수
를 반영해 絲料 부담을 안배시키는 효과를 낳았을 것이다.

五戶絲가 漢地差發로서 絲料를 상정하는 만큼 다수의 현존 자료는 漢地 
사례를 전한다. 하지만 라시드 앗 딘에 따르면, 톨루이칸과 그의 일족에게 
유산(mīrās)과 분배 몫(qismat)으로 주어진 아가르 타마르가 키타이와 킵착
초원과 다른 지방들에서 모두 정해져 있었다.458) 이는 아가르 타마르가 華北 
이외의 정복지에도 부과된 사실을 대변한다. 

絲料의 세액과 추이는 [표 2-3]과 같다. 漢地 아가르 타마르는 1戶당 絲
料 과세량이 絲 0.7斤(11.2兩)에서 쿠빌라이 시기에 1斤 6兩 4錢(곧 22.4兩)

무라는 江南戶鈔를 五戶絲의 변형으로 타당하게 인식했다(岩村忍(1968), pp.428~430). 이
개석 역시 이와무라와 마찬가지로 五戶絲를 集史의 aghar[āğār]-tamār로 등치시키고 
그 漢譯을 阿哈塔木兒 혹은 阿哈探馬兒로 밝히는 한편, 그것이 江南戶鈔를 포함한다고 타
당하게 설명했다(李玠奭(1998), p.52). 사실 五戶絲와 江南戶鈔가 전리품에서 발전한 만큼 
洪金富 등이 āğār-tamār를 전리품으로 해석한 것은 수긍된다. 하지만 그 설명은 몽골군
의 약탈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정확한 뜻도 아니다.

     集史 Rawshan本의 iğārat-hā는 파리 寫本(p.f339-164r)에 , 곧 āğār-tamār  
로 두 차례 필기돼 있다. 로샨(Mahmmad Rawshan)은 āğār-tamār를 iğārat-hā(آغارتمار)
로 바꿔 썼다. ağārat는 “(줄을) 단단히 꼬는 것 혹은 실타래”(twisting [a rope] firmly)
를 뜻한다(F. Steingass(2003), p.76). 이는 āğār-tamār가 전리품의 범칭이 아니라 실(絲)
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필자는 의미·어원면에서 岩村忍의 입론을 수용하는 한
편, 그 표기는 集史(파리 寫本)를 좇아 김호동이 명기한 대로 āğār-tamār를 쓴다. 

455) 元史93 ｢食貨志｣1 科差, p.2361, “科差之名有二: 曰絲料, 曰包銀. 其法各驗其戶之上
下而科焉. 絲料之法, 太宗丙申年始行之. 每二戶出絲一斤, 幷隨路絲線·顔色輸于官; 五戶出
絲一斤, 幷隨路絲線·顔色輸于本位.” 이와무라 시노부가 二五戶絲에서 “二(2)”가 二戶가 아
니라 二斤을 뜻하며 그것을 二斤 단위 稅制라고 단언하는 것(岩村忍, ｢五戶絲とは何か｣, 
pp.422~423)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456)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8, “至若漢地差發, 每戶每丁以銀折絲綿之外, 每使臣經從調選
軍馬·糧食·器械及一切公上之用, 又逐時計其合用之數, 科率民戶.”

457) 元史93 ｢食貨志｣1 科差, p.2361, “中統元年, 立十路宣撫司, 定戶籍科差條例. 然其戶
大抵不一, 有元管戶·交參戶·漏籍戶·協濟戶.”

458)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65; Rashīd/Rawshan, p.784; Rashīd/Thackston,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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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배 증액된 점에서 특징적이다.459) 당시 조정은 大都 이북의 上都·隆
興·西京路 등에 每戶 1斤을 부과한 반면, 그 이남 지역은 정상 세액인 每戶 
1斤 6兩 4錢을 할당했다.460) 이는 大都 이북의 絲料 생산량과 여타 賦役 부
담을 고려한 조처였을 것이다. 絲料는 正絲 1근과 色絲 1근으로 구성되었
다. 每戶에서 납부한 실물 絲料 22兩 4錢 가운데 官府用 絲 1斤(=16兩)을 
제외한 나머지 6兩 4錢을 五戶(곧 6.4兩×5戶=32兩)로 모아 2斤의 數目을 
채웠다.461)

華北 五戶絲戶(표 2-4)는 배정戶數와 실제 분급 戶數에 차이가 있었다. 

분
류 이름/직위 화북분봉

배정호수(戶)
1316/1319년 
실제호수(戶)

五戶絲
(斤)

오호사/
실제호수

분
류 이름/직위 화북분봉

배정호수(戶)
1316/1319년 
실제호수(戶)

五戶絲
(斤)

오호사/
실제호수

諸 太祖叔 答里眞官人位 10,000 4,532 1,812 0.40 勳　 孛羅海拔都 153 153 61 0.40 
王 太祖弟 搠只哈撒兒大王子 淄川王位 24,493 7,954 3,656 0.46 臣 拾得官人 112 112 84 0.75 
　 太祖弟 哈赤溫大王子 濟南王位 55,200 21,785 9,648 0.44 　 伯納官人 32 45 18 0.40 
　 太祖弟 斡眞那顔位 62,156 28,301 11,425 0.40 　 笑乃帶先鋒 100 78 31 0.40 
　 太祖弟 孛羅古□大王子 廣寧王位 11,603 2,420 1,359 0.56 　 帶孫郡王 10,000 1,675 720 0.43 

太祖長子 朮赤大王位 51,302 慍里答兒薛禪 20,000 5,971 2,425 0.41 
　 太祖次子 茶合□大王位 57,330 17,211 6,838 0.40 　 朮赤台郡王 20,000 7,146 2,948 0.41 
　 太祖第三子 太宗子 定宗位 68,593 12,835 5,193 0.40 　 孛魯古 妻 佟氏 100 39 15 0.38 
　 太祖第四子 睿宗子 阿里不哥大王位 80,000 15,028 5,013 0.33 　 八答 子 14,087 4,446 2,406 0.54 
　 太祖第六子 闊列堅太子子 河間王位 45,930 10,140 4,479 0.44 　 右手萬戶三投下 孛羅台萬戶 17,333 4,733 1,738 0.37 
　 太宗子 合丹大王位 ? 2,356 936 0.40 　 忒木台駙馬 9,457 2,407 989 0.41 
　 太宗子 滅里大王位 1,584 2,496 997 0.40 　 斡闊烈闍里必 15,807 1,703 680 0.40 
　 太宗子 合失大王位 3,816 388 154 0.40 　 左手九千戶 合丹大息千戶 1,023 366 160 0.44 
　 太宗子 闊出太子位 5,214 1,937 764 0.39 也速不花 等 四千戶 1,317 559 223 0.40 
　 太宗子 闊端太子位 47,741 17,825 3,524 0.20 也速兀兒 等 三千戶 1,775 722 288 0.40 
　 睿宗長子 憲宗子 阿速台大王位 3,342 2280 916 0.40 帖柳兀禿千戶 1,450 354 206 0.58 

裕宗子 順宗子 武宗 11,273 和斜溫 兩投下一千二百戶 10,000 1,928 748 0.39 
　 睿宗子 旭烈大王位 25,056 2,929 2,201 0.75 塔思火兒赤 680 389 155 0.40 
　 睿宗子 末哥大王位 5,552 809 333 0.41 塔丑萬戶 186 81 37 0.46 
　 睿宗子 撥綽大王位 3,347 1,472 612 0.42 察罕官人 3,606 560 224 0.40 
　 睿宗子 歲哥都大王位 5,000 50 20 0.40 孛羅渾官人 1,515 1,099 449 0.41 
　 合丹大王位 200 193 77 0.40 速不台官人 1,100 577 230 0.40 
　 阿魯渾察大王 30 *5 2 0.40 宿敦官人 1,100 640 28 0.04 

霍里極大王 150 *87 30 0.34 也苦千戶 1,100 295 118 0.40 
　 소계 578,912 153,033 59,989 0.39 阿可兒 1,000 196 78 0.40 

[표 2-4] 華北 分封戶數와 五戶絲

459) 秋澗先生大全文集80 ｢中堂事記｣上, p.9ab.
460) 元史93 ｢食貨志｣1 科差, p.2362, “上都·隆興·西京等路十戶十斤者, 每戶輸一斤, 大都以

南等路十戶十四斤者, 每戶輸一斤六兩四錢”
461) 秋澗先生大全文集80 ｢中堂事記｣上, p.9ab, “諸投下五戶絲料【譯語曰, 阿哈塔木兒】, 自

來就徵於州郡. 堂議云: ｢如此是不恩上出, 事又不一, 於政體未便.｣ 奏准皆輸大都總藏, 每歲
令各投下差官赴省, 驗數關支. 其法, 每戶科絲二十二兩四錢, 二戶計該絲二斤一十二兩八錢, 
其二斤卽係納官正絲, 內正絲·色絲各半外, 將每戶賸餘六兩四錢, 儧至五戶滿二斤數目, 付本
投下支用, 謂之二五戶絲, 以十分論之, 納官者七分, 投下得其三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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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이름/직위 화북분봉

배정호수(戶)
1316/1319년 
실제호수(戶)

五戶絲
(斤)

오호사/
실제호수

분
류 이름/직위 화북분봉

배정호수(戶)
1316/1319년 
실제호수(戶)

五戶絲
(斤)

오호사/
실제호수

后 太祖 四大斡耳-大斡耳 60,000 12,693 5,207 0.41 勳　 伯八千戶 1,100 351 140 0.40 
妃 第二斡耳 2,900 1,556 657 0.42 臣 兀里羊哈歹千戶 1,000 479 191 0.40 
公　 第三斡耳 318 121 48 0.40 　 禿薛官人 600 200 80 0.40 
主 第四斡耳 283 116 46 0.40 　 塔察兒官人 200 200 80 0.40 
　 八不別及妃子位 510 　 204 0.40 　 折米思拔都兒 100 50 20 0.40 

阿昔倫公主位 300 猱虎官人 1,000 600 240 0.40 
　 趙國公主位 20,000 6,729 2,399 0.36 　 孛哥帖木兒 58 　 23 0.40 
　 魯國公主位 30,000 6,530 2,209 0.34 　 也速魯千戶 169 40 16 0.40 
　 昌國公主位 12,652 3,531 2,766 0.78 　 鎭海相公 95 53 21 0.40 
　 鄆國公主位 30,000 5,968 1,836 0.31 　 按察兒官人 550 98 29 0.30 
　 塔出駙馬 270 232 95 0.41 　 按攤官人 60 40 16 0.40 
　 帶魯罕公主位 0 630 254 0.40 　 阿朮魯拔都 310 301 120 0.40 
　 火雷公主位 9,796 1,809 722 0.40 　 孛羅口下 裴太納 82 30 12 0.40 
　 奔忒古兒駙馬 573 56 22 0.39 　 忒木台行省 751 255 110 0.43 

獨木干公主位 1,100 560 224 0.40 也可太傅 540 300 120 0.40 
　 소계 168,702 41,041 16,689 0.41 　 迭哥官人 1,713 1,307 507 0.39 
勳 木華黎國王 39,019 8,354 3,343 0.40 　 卜迭捏拔都兒 88 40 16 0.40 
臣　 孛羅先鋒 100 70 28 0.40 　 黃兀兒塔海 144 100 40 0.40 
　 行丑兒 100 38 15 0.39 　 曳剌中書 兀圖撒罕里 870 449 117 0.26 
　 闊闊不花先鋒 275 127 15 0.12 　 魚兒泊八剌千戶 1,000 *600 240 0.40 
　 撒吉思不花先鋒 291 127 15 0.12 　 오호사 기록 없는 勳臣 분봉 4,778
　 阿里侃斷事官 35 35 14 0.40 　 소계 188,161 50840 20,667 0.41
　 乞里歹拔都 100 100 40 0.40 　 총계 935,775 244,914 97,345 0.40 
※ 元史95 ｢食貨志｣3 歲賜, pp.2412~2444. 
* 실제호수에서 (*) 표시한 세 숫자는 1316년의 것이고 나머지 실제호수는 1319년에 통계된 것이다.
** 배정호수는 1220년, 1236년, 1238년, 1252~53년, 1253년, 1255년, 1257~58년, 1260년, 1266년, 1269년, 1288년, 1297년(총 
14회)에 분봉된 것을 受封者별로 합한 값이다. 
*** 본 표는 강남 분봉(諸王 47位 중 23位, 后妃·公主 22位 중 8位, 勳臣 100명 중 27명)을 제외한 것이다. 

배정戶數는 총 93만 5775戶, 1316년과 1319년의 실제戶數가 총 24만 4914
戶였다. 이들 投下戶를 통해 諸王에게 사여된 五戶絲는 총 9만 7345斤이었
다. 실제호수 대비 五戶絲, 곧 民戶 1戶당 五戶絲 분담 비율은 최소 0.12斤
에서 0.78斤까지 편차가 컸다. 그러나 88개 사례 가운데 48개에서 매 1戶에
서 五戶絲 0.4斤을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추세 또한 0.4斤에 수렴한
다.462) 0.4斤은 곧 6兩 4錢으로 諸王의 몫이었다. 쿠빌라이가 아가르 타마르
를 2배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二五戶絲의 배분율은 변함없이 7.14:2.86(곧 
7:3)이었다. 二五戶絲의 핵심은 배분율이었다. 

五戶絲는 본래 諸王의 몫이었다. 그런데 1236년에 耶律楚材의 건의로 그
것은 全額 官府로 수납된 후 分例에 따라 受封者에게 지급되었다.463) 上供 

462) 岩村忍가 元史 食貨志·歲賜篇의 일부 데이터를 근거로 2戶에 평균 1斤이었다는 계산
(岩村忍(1968), p.423)은 엄밀하지 않다.

463) 元史95 ｢食貨志｣3 歲賜, p.2411; 元史2 ｢太宗本紀｣ 太宗八年秋七月條, p.35. 카안·
官府의 五戶絲 취급은 諸王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었다. 어떤 官員은 나라를 향
한 충정에서 재물을 아끼느라 諸投下五戶絲銀·歲賜·諸犒賜物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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幣帛(곧 絲料)은 太府監(內帑, 곧 황실 倉庫)과 萬億庫(카안의 國計用 중앙 
財庫)로 구분, 입고되었다.464) 1319년의 五戶絲 9만 7345斤은 1328년의 絲 
총량 109만 8843斤(표 2-5)465)과 대비하면 9% 정도다. 나머지 분량은 카안
의 絲料였고 歲例賜與와 나시즈·지순宴服의 제작 등에 쓰였을 것이다. 예컨
대 金絲子局은 1261년에 창설된 이래 金絲子, 곧 나시즈를 제작했다.466) 또 
異樣局總管府 산하에는 異樣紋綉提舉司와 綾錦織染提舉司가 설치돼 있었
다.467) 織染提擧司에서는 段匹의 織造를 담당했고468) 織染局에서 段匹을 물
들이는 일을 했다.469) 

연도 絲(斤) 包銀等鈔(錠) 布(匹) 貝八 (索) 絹(匹) 綿(斤) 출처
中統4 1263 712,171 56,158 　 　 　 　

 元史93 「食貨志」3至元2 1265 986,912 56,874 85,412 　 　 　
至元3 1266 1,053,226 59,085 　 　 　 　
至元4 1267 1,096,489 78,126 　 　 　 　
泰定1 1324 110,000 元史175 ｢列傳｣62 張珪
天曆1 1328　 1,098,843 989 211,223 1,133,119 350,130 2,015  元史93 「食貨志」3
※ 元史93 「食貨志」3 科差條 p.2363; 元史175 ｢列傳｣62 張珪·泰定元年六月, p.4077.

[표 2-5]  쿱추르(科差) 총액 추이

묘하게 면제하거나 규정 지급액을 만족시키지 않았다(紫山大全集23([元]胡祗遹 撰, 欽定
四庫全書 集部) ｢雜著｣ 民間疾苦狀, p.21a, “一, 前省官自謂於國盡忠, 靳惜財物, 不敢妄
支虛費. 遂於諸投下五戶絲銀·歲賜暨諸犒賜等物, 不肯依時應副, 巧計開除, 不滿合得元數. 
所與之物, 金銀匹段, 亦皆低歹, 不堪使用衣著. 今次事發, 爲人首告, 假銀足爲明驗, 實失諸
王心, 怨歸於上, 何足以爲忠? 古人親親之義, 分寶玉於伯叔之國, 時庸展親, 恐不當如是.”; 
岩村忍(1968), p.425).

464) 元史15 ｢世祖本紀｣12 至元二十六年五月己亥條, p.323, “罷永盈庫, 以所貯上供幣帛入
太府監及萬億庫.” 

465) 1299년의 보고에 따르면 萬億賦源庫(絲綿·布帛諸物 출납庫)에서 매년 각처 行省으로부터 
받는 木綿布匹은 최소 50여만 匹이었다(元典章58 ｢工部｣1 造作一·段疋·關防起納疋帛, 
pp.1971~1972, “大德三年二月, 江西行省, 准中書省咨: 戶部呈: ｢萬億賦源庫申: 本庫每年
收受各處行省木綿布匹, 不下五十餘萬.”).

466) 元史88 ｢百官志｣4 將作院·金絲子局, pp.2226~2227, “金絲子局, 秩從五品. (중략) 中
統二年, 設二局. 二十四年, 倂爲一.”; 元史89 ｢百官志｣5 儲政院·隨路諸色人匠都總管府, 
p.2256, “金絲子局 (중략) 至元十二年置. 掌金絲子匠造作之事.”

467) 元史88 ｢百官志｣4 異樣局總管府·異樣紋綉提舉司/綾錦織染提舉司, p.2228, “異樣紋綉
提擧司, 秩從五品. 中統二年立局. 至元十四年, 改提擧司. (중략) 綾錦織染提擧司, 秩從五
品. 至元二十四年, 改局置提擧司.”

468) 元史89 ｢百官志｣5 管領本投下大都等路怯憐口民匠總管府·織染提擧司, p.2258, “織染提
擧司, 秩正七品. 掌織造段匹.”

469) 元史88 ｢百官志｣4 江浙等處財賦都總管府·織染局, p.2236, “織染局, 局使一員, 典史一
人. 掌織染歲造段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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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란(qalan) 혹은 상(sang): 稅糧
地稅는 칭기스칸 시대에 모든 토지 경작자에게 부과되었다. 토지를 경작하

는 승려·도사·에르케운(也里可溫: 기독교도470))·다니시만드(荅失蠻: 무슬림 학
자)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471) 다만 당시 내역을 詳考할 기록이 없다. 우구
데이 카안은 유목적 쿱추르稅뿐만 아니라 농업적 土地稅도 징수했다. 그것은 
먼저 몽골어 sang(倉)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다. 몽골비사에서 “sangɤut
(倉兀)”는 漢語로 “倉每”로 傍譯돼 있으며 “곡물, 地稅”를 뜻했다. sang은 
본래 “건축물, 공간”을 가리키는 중국어 “倉 cang”에서 의미가 확장한 것이
었다.472) 地稅로서 sang(倉)은 팍파문과 白話 번역문이 함께 실린 1280년의 
세첸(薛禪: 쿠빌라이) 황제 聖旨에서도 입증된다. 이 聖旨에 팍파문자로 쓴 
“ts’anŋ t’amqa bu ögt’ugeė geuŋ-gon-”이 “地稅商稅休着者”(地稅와 商
稅를 부과하지 말라)로 漢譯돼 있다.473) 

우구데이 카안은 丁稅·地稅의 명목으로 화북에 1戶당 粟 2石을 부과시켰
다. 그 후 그것은 軍糧 부족 때문에 4石으로 증액되었다.474) 彭大雅는 1234
년의 시점에 鄕農은 경작 여부나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1戶당 연간 4石을 
납부했다고 보고했다.475) 우구데이 시대에 新衛의 軍儲所는 山東·河北의 丁
糧을 수납했다. 이후 그 값을 銀·帛으로 수령해서 군수물자로 썼다.476) 1236
년의 科徵之法에 따르면 民戶의 每丁은 연간 粟 1石을, 驅丁은 5升을, 新戶
의 丁·驅는 각기 그 半(=2.5升)을 내었다. 노인과 아동은 납부하지 않았다. 
民戶는 丁稅와 地稅의 多寡에 따라 세액이 많은 쪽을 납부해야 했다.477) 

470) “也里可溫”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를 지칭하는 erke’un(에르케운)을 한자로 옮긴 것
이었다. 본래 그리스어 ἄϱχων에서 기원하여 페르시아어를 거쳐 몽골인, 특히 웅구트족에
게 전해졌다(Nicholas Poppe, The Mongolian Monuments in ḤP'ags-pa Script, 
Second Edition translated and edited by John R. Krueger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7), pp.82~83; 楊鐮, ｢尋找馬祖常與雍古人進出歷史的遺跡｣, 文史知識
, 2007(11), pp.72~73).

471) 元典章24 ｢戶部｣10 租稅·納稅·種田納稅, p.966, “中統五年正月, 中書省奏: ｢已前 成吉
思皇帝時, 不以是何諸色人等, 但種田者, 依例出納地稅外, 據僧·道·也里可溫·荅失蠻, 種田出
納地稅, 買賣出納商稅, 其餘差役蠲免有來.”; 通制條格校注29 ｢僧道｣ 商稅地稅, p.718.

472) Nicholas Poppe(1957), p.8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1026.

473) 八思巴字蒙古語文獻汇編(呼格吉勒圖·薩如拉 編著, 呼和浩特: 內蒙古敎育出版社, 200
4), p.39, 47; 설배환(2009a), p.3의 각주 13.

474) 元史93 ｢食貨志｣1 稅糧條, p.2357.
475) 黑韃事略(中華書局本), pp.7~8, “其賦斂差發, (중략) 鄉農身絲百兩, 米則不以耕稼廣狹, 

歲戶四石; 漕運銀綱合諸道, 歲二萬鋌. 旁蹊曲徑而科敷者不可勝言.”
476) 元史5 ｢世祖本紀｣1 歲壬子, p.58, “太宗朝立軍儲所于新衛, 以收山東·河北丁糧, 後惟計

直取銀帛, 軍行則以資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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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빌라이는 稅糧 출납과 관련하여 수납 시기·절차, 會計 방식, 關防의 禁
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478) 1280년에 몽골 조정은 家戶의 등급에 따라 
稅糧을 구분, 징수했다. 예컨대 全科戶 丁稅에 대해서 每丁 粟 3石, 驅丁 1
石이었고 地稅는 每畝 粟 3升이 부과되었다.479) 秋稅·夏稅는 강남에서 시행
되었는데, 남송 평정 초기에 江東·浙西에서는 秋稅·夏稅가, 그 외 지역에서
는 秋稅만 징수되었다. 1282년에 江南 稅糧은 宋의 舊例에 따라 綿·絹·雜物
로 代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같은 해 쿠빌라이 카안은 稅糧의 3분의 1
을 미곡으로, 3분의 2를 鈔로 환산해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700만 
石을 표준으로 삼아 연간 鈔 14만 錠을 추가로 얻었다.”480) 이는 당시 전체 
稅糧 1050만 石 가운데 350만 石이 현물로, 700만 石이 화폐(14만 錠, 곧 
700만 兩)로 중앙으로 운송되는 수납 방식의 변화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때 
米·鈔 환산가는 1260년에 中統交鈔가 발행되었을 때 銀 1兩을 각기 中統鈔 
1貫, 米 1石으로 책정한 官價481)를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쌀 350
만 石은 황실과 중앙정부에 필요한 현물 稅糧의 이상적 목표치였을 것이다. 

카안울루스의 稅糧 총량 데이터는 그 일부가 남아 있다. 특히 元史 「食
貨志」의 撰者는 天下歲入糧數(표 2-6)를 1211만 4708石으로 적고 각 行省
別 稅額을 보였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腹裏와 나머지 行省이 대략 2:8의 비
중을 이루었다. 行省 가운데는 江浙省(37.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했고 
그것을 포함한 江南 3省이 53.7%로 과반을 넘겼다.482) 元統·後至元 연간

477) 元史93 ｢食貨志｣1 稅糧條, p.2357, “至丙申年, 乃定科徵之法, 令諸路驗民戶成丁之數, 
每丁歲科粟一石, 驅丁五升, 新戶丁驅各半之, 老幼不與. (중략) 丁稅少而地 稅多者納地稅, 
地稅少而丁稅多者納丁稅.”

478) 元史93 ｢食貨志｣1 稅糧條, p.2357, “逮及世祖, 申明舊制, 於是輸納之期·收受之式·關防
之禁·會計之法, 莫不備焉.”

479) 元史93 ｢食貨志｣1 稅糧條, p.2358, “[至元]十七年, 遂命戶部大定諸例: 全科戶丁稅, 每
丁粟三石, 驅丁粟一石, 地稅每畝粟三升.”

480) 元史93 ｢食貨志｣1 稅糧條, p.2359, “秋稅·夏稅之法, 行于江南. 初, 世祖平宋時, 除江
東·浙西, 其餘獨徵秋稅而已. 至元十九年, 用姚元之請, 命江南稅糧依宋舊例, 折輸綿絹雜物. 
是年二月, 又用耿左丞言, 令輸米三之一, 餘並入鈔以折焉. 以七百萬<錠>[石]爲率, 歲得羨鈔
十四萬錠.” 이개석의 연구에서 “七百萬錠”을 “七百萬石”으로 교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무리하게 稅糧 총액을 700만 石으로 가정하거나 미곡의 시가(中統鈔 5兩)를 적용하는 등
의 해설(李玠奭, ｢元朝 中期의 財政改革과 그 意義｣, 慶北史學19, 1996, pp.331~332)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481) 農田餘話上, pp.99~100, “前元印造中統交鈔, 銀爲率, 名曰銀钞. 一貫文省, 凖錢一千
文, 直銀一兩, 故五十貫爲一鋌, 盖是銀五十兩也. 得江南初, 以一貫凖宋朝, 里會三十五貫. 
時來佑一貫一石.”

482) 天下 부세의 절반은 江南에서 나온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는 水田에서 재
배되는 쌀과 함께, 기장의 생산량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欽英4([朝鮮]兪晩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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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40)에 늘어난 稅糧 총액(1350만 8884石)을 보고한 庚申外史483)에
서 行省別 비중은 元史 ｢食貨志｣의 그것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다만 
腹裏의 비중이 다소 줄고 강남의 비중이 좀 더 증가한 모양새다. 이들 수치
는 14세기 稅糧의 강남 편중과 그 강화를 보여준다. 

　구분 1229년 1328년
夏稅鈔數(貫) 1329년 元史 「食貨志」(연도미상) 1333~40년***

(庚申外史)稅糧(石) 비율(%)
天下歲入糧數 *[400,000] 　 10,960,053 **12,114,708 100.0 13,508,884
腹裏 　 2,271,449 18.7 10% 초과
行省 소계 **9,843,258 81.3

遼陽省 72,066 0.6
河南省 　 2,591,269 21.4 20% 초과
陝西省 　 229,023 1.9
四川省 　 116,574 1.0
甘肅省 　 60,586 0.5
雲南省 　 277,719 2.3

江南
3省

江浙省 2,891,540 4,494,783 37.1 40% 초과
江西省 2,644,761 1,157,448 9.6 10% 초과

湖廣省 968,902 843,787 7.0 湖廣·陜西·遼陽 
10% 초과

소계 6,505,203 6,496,018 53.7
※ 國朝文類57 中書令耶律公神道碑, p.634上; 元史33 ｢文宗本紀｣ 天曆二年是歲, p.747; 
元史93 「食貨志」3 稅糧條 pp.2360~2361; 庚申外史([明]權衡 編, 王雲五 主編 西使記及其
他三種, 上海: 商務印書館, 1936) 己亥·至正十九年, pp.22.
* [ ] 안의 수치는 실제 歲入額이 아니라 耶律楚材가 우구데이 카안에게 제시한 징세 가능액이다.
** 元史 기록과 行省 稅糧 계산 값(9,843,255石)이 달라 稅糧 총 계산 값(12,114,704石)도 차
이가 있다. 본 표는 元史 수치를 따랐다. 
*** 1333~40년(元統·至元間) 稅糧·수치는 庚申外史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표 2-6] 天下歲入糧數(石)

한편 腹裏(18.7%)와 河南省(21.4%)의 稅糧이 점유율 면에서 강남에 뒤지
지만 그 수량―예컨대 1인당 1일 1升 기준 시 약 130만 명의 1년 식량―은 
적지 않다. 더욱이 몽골제국의 첫 수도 카라코룸은 大同과 그 주변 지역을 
곡물 공급처로 삼았다. 上都는 남쪽으로 雲州(산서 大同)나 平陽(현 산서 臨
汾)과 大都, 동쪽으로 大寧(현 내몽골 赤峰·寧城)과 興州(현 하북 承德)로부
터 식량을 조달받았다.484) 따라서 강남의 戶口 數와 稅糧(夏稅·秋稅)을 강조

[1755-1788],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7) 辛丑年(1781)十二月十三日, p.182, “中國地形, 西
北高而東南卑, 三吳政在東南下流, 故黃河以南, 五嶺以北之水, 幷湊大江以趨蘇州. 且水國田
土, 沃衍稻粱富足, 世稱天下之水半歸吳會, 天下之賦半出江南者, 有以也.”).

483) 庚申外史 己亥·至正十九年, pp.22, “當元統·至元間, 國家承平之時, 一歲入糧一千三百
五十萬八千八百八十四石, 而<浙江>[江浙]四分強, 河南二分強, 江西一分強, 腹裏一分強, 湖
廣·陜西·遼陽總一分強, 通十分也. 金入凡三百餘錠, 銀入凡千餘錠, 鈔本入一千餘萬錠, 絲入
凡一百餘萬斤, 綿入凡七萬餘斤, 布帛入凡四十八萬餘匹, 而江·浙常居其半.”

484) 滋溪文稿11 ｢碑誌｣5 故少中大夫同僉樞密院事郭敬簡侯神道碑銘【幷序】, pp.10b~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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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몽골재정의 다면성을 간과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1356년에 浙西가 紅軍에 함락돼 海運이 통하지 않자 司農司丞 危

素(1303-72)는 京師·雄州(현 하북 保定市 雄縣)·霸州(하북 霸州) 등에서 곡
식을 모아 京師에 “京糧”을 공급했다.485) 또한 ｢故奉政大夫遼陽行省郎中黃
公神道碑銘｣에 따르면, 雲州(산서 大同)는 南北의 요충이었고 카안이 매년 
上都로 행차할 때 供頓(여행 물품)·廚傳(음식·驛傳)을 그 지역민들에게 의존
했다.486) 요컨대 카안울루스에서 稅糧의 강남 편중은 몽골 조정에서 稅糧 
가운데 350만 石을 현물로 납부시키는 한편, 나머지 최소 700만 石 이상의 
稅糧을 화폐로 대체 수납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大都와 河北 등
지는 수도에 식량을 공급할 생산력 혹은 그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3) 탐가(tamgha: 商稅·課程): 특히 金課를 중심으로
吏學指南은 課程에 대해 징세 대상 물품을 “課”, 징세 한도액에 정하는 

것을 “程”이라고 규정했다.487) 課程은 鹽(소금)·酒(술)·麯(누룩)稅의 부류를 
관리하는 것이었다.488) 元典章은 ｢戶部｣ 課程篇에 茶課·鹽課·酒課·市舶·常
課·契本489)·洞冶(金·銀 등)·竹課·河泊(곧 魚課)·雜課의 항목을 설정한다.490) 
課程은 이른바 소금·차·술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되어 징수된 稅인 동시에 專
賣制度와 표리일체 관계에 있는 것―곧 榷貨(官의 전매품) 수입―이었다.491) 
“표시·印”을 의미하는 투르크어 tamgha(탐가)는 보통 商人과 工匠에게 부과
된 商稅와 등치된다.492) 팍파문·漢語 合壁碑文에서도 탐가는 商稅로 번역되
었다. 그래서 탐가를 한문 사료의 商稅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元史163 ｢列傳｣50 程思廉, p.3830 등. 
485) 庚申外史 丙申至正十六年, p.20, “危素爲司農司丞, 于京師·雄·霸等州, 屯聚糧給京師, 

號曰｢京糧｣. 爲浙西被陷, 海運不通故也”
486) 滋溪文稿15 ｢碑誌｣9 故奉政大夫遼陽行省郎中黃公神道碑銘, p.242, “尋復以長哥及公

知雲州事, (중략) 公下車惓惓以愛民爲事, 少不以遭禍自懲怠其事也. 郡當南北衝, 乘輿歲幸
上都, 供頓廚傳悉資于民. 公取之有制, 民不甚擾.”

487) 吏學指南 ｢錢糧造作｣, p.116, “課程: 征稅之物曰課, 額定其限曰程.”
488) 吏學指南 ｢五科｣, p.53, “課程: 謂整治鹽酒麯稅之類也.”
489) 契本은 官에서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 증명인 동시에, 토지·房屋·驅口·가축·선박 등의 

매매 과정에서 쓰이는 계약서 양식으로 이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었다(孟繁淸, ｢
元代的契本｣, 元史論叢10, 北京: 中華書局, 2005, pp.173~178; 陳高華, ｢元代土地典賣
的過程和文契｣, 元史硏究新論,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5, pp.16~18).

490) 元典章22 ｢戶部｣8 課程, p.801.
491) 四日市康博, ｢ジャルグチとビチクチに關する一考察: モンゴル帝國時代の行政官｣, 史觀

147, 2002, p.56의 각주 34.
492) Thomas T. Allsen(1987),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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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탐가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면서 鹽稅를 포함했다.493) 
1236년에 우구데이 카안이 정한 商稅의 세율은 30분의 1(3.3%)이었다.494) 
太平金鏡策과 元史에 따르면, 斤絲·貫鈔·包銀·丁石 이외의 부세와 課程의 
세율은 30분의 1(3.3%)이었다.495) ｢行用至元鈔法｣(1287)에 따르면 平準行用
庫는 구권(中統寶鈔)과 신권(至元寶鈔)을 1:5의 환율로 교환해주었고 그 대
가로 每貫(=1000文)에 3分(=30文)496)의 工墨鈔를 수령했다.497) 鈔法에서 
3%의 수수료[工墨鈔] 역시 일종의 탐가로 볼 수 있다. 또한 元典章의 ｢江
南諸色課程｣條는 大小 課程의 항목으로 茶鹽·酒醋·商稅·金銀·鐵冶·竹貨·湖泊
을 倂記하며 商稅를 課程의 일부로 간주한다.498) 곧 탐가稅는 거래 수수료·
거래세·전매품의 商稅·課程을 말하며 기본 세율은 30분의 1(3.3%)이었다.

課程에서 金課는 金의 생산과 관계된 것이었다. 몽골인들은 금·은 제품을 
선호했고 황금 소비도 매우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전리품으로 황금을 다량 
획득했다. 예컨대 1242년에 헝가리에서 자진 철수할 때 몽골인들(Tartars)과 
쿠만인들(Cumans)은 엄청난 양의 금·은·의복들·가축들을 약탈해 갔다.499) 
1276년 가을 칠월에 行中書省左右司郎中 孟祺도 亡宋의 金·玉·寶와 牌印을 
바쳤고 카안은 太府監에 명령해 그것을 수령했다.500)

493) 本田實信, ｢タムが税｣, モンゴル時代史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1, pp.323~332.
494) 元史146 ｢列傳｣33 耶律楚材·丙申秋七月, p.3460, “商稅, 三十分而一.” Allsen이 우구

데이와 뭉케 시대에 商稅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Thomas T. Allsen(1987), p.161)
은 동의하기 어렵다.

495) 太平金鏡策4(고려대학교 소장본) 樹八事以豐天下之食貨‧30薄差稅, “今國家灼知此道, 
爰究時宜, 既立斤絲·貫鈔·包銀·丁石之法, 又立賦稅三十而一之例.”; 元史104 ｢刑法志｣3 
食貨·諸匿稅者, p.2650, “諸辦課官所掌應稅之物, 並三十分中取一.”

496) 元典章21 ｢戶部｣7 錢糧-支·錢糧數目以零就整條, p.779.
497) 元典章20 ｢戶部｣6 鈔法·行用至元鈔法條, p.728, “至元二十四年三月, 尚書省奏奉聖旨, 

定到至元寶鈔通行條畫, 開具于后: (중략) [一]民間將昏鈔赴平準庫, 倒換至元寶鈔, 以壹折
五, 其工墨鈔, 止依舊例, 每貫三分.” 上都에서 舊鈔 교환 시 工墨의 요율은 1285년(至元 
22)까지 2%였다(元史13 ｢世祖本紀｣10 至元二十二年三月庚子條, p.275, “立上都規措所
回易庫, 增壞鈔工墨每貫二分爲三分.”).

498) 元典章22 ｢戶部｣8 課程·江南諸色課程, p.805, “至元十三年十月, 行中書省: 會驗欽奉
聖旨條畫節該: ｢茶鹽酒醋商稅·金銀鐵冶<行>[竹]貨湖泊大小課程, 從實恢辦｣等事. 欽此.”

499) Gregory IX, “Gregory IX to the Abbot of Heiligenkreuz, Vocem in excelso, June 
19, 1241,” Jessalynn Bird, Edward Peters, and James M. Powell, ed., Crusade and 
Christendom: Annotated Documents in Translation from Innoent III to the Fall of 
Acre, 1187-1291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p.325. 몽골
군이 물러간 후 당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끔찍한 기근이 헝가리를 엄습했고 몽골인들에
게 살해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사라졌다고 교황 그레고리 9세는 토로한다.

500) 元史9 ｢世祖本紀｣6 至元十三年秋七月乙未條, p.184, “秋七月乙未, 行中書省左右司郎
中孟祺, 以亡宋金玉寶及牌印來上, 命太府監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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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몽골인들은 黃金의 생산과 점유를 중시했다.501) 有司가 金 産
地에서 매년 金課를 징수했다. 正官은 [淘金] 人戶를 감시하면서 스스로 중
량 표준[權衡]을 장악해 양자가 공평하게 收受했다.502) 몽골 朝廷은 金 산지
에 金銀冶提擧司·淘金總管府·洞冶總管府503)·採金提舉司504) 등을 설립했다. 
採金地는 金場으로 불렸고 胡寶峪金場에 金銀場提領所 한 곳이 있었다.505) 
檀州·景州 등지의 採金鐵冶都提舉司는 각 洞冶에서 채취한 金과 제련한 철
을 전매[榷貨]해서 國用에 보탰다.506) 淘金戶(전국 약 4만 戶)는 民籍에 등
록돼 淘金·採金에 종사했으며 世襲되는 諸色戶計의 하나였다. 淘金戶의 운
용은 몽골제국의 독특한 제도로 평가된다.507)

元史 ｢食貨志｣에 따르면 金課의 興業은 쿠빌라이 카안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益都(현 산동)의 金課는 1268년에 카안의 명령으로 于從剛과 高興宗
이 漏籍民戶 4000戶에게 登州 棲霞縣에서 淘金을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1278년에 淘金戶 가운데 軍人으로 편성된 2000명이 益都·淄萊等路淘金總管
府에 소속돼 舊例에 의거해 淘金했다. 그 황금은 太府監으로 수납되었다.508)

遼陽에서는 1273년에 龍山縣 胡碧峪에서 淘金·採金이 시작되었고 매년 
金 3兩이 課徵되었다. 1276년에는 遼東 雙城·和州 등지에서 금을 채취했다. 
1287년에 江浙의 提擧司는 建康 등지의 淘金夫 7365戶를 예속시켰다. 그 
관할 金場은 70여所였다. 그 후 建康에서 金이 고갈되자 提擧司와 淘金戶를 
폐지했다. 徽州·饒州·池州·信州의 金課는 모두 有司로 귀속되었다. 江西에서
는 1286년에 撫州 樂安縣의 小曹에서 매년 金 100兩(=2錠)을 생산했다. 湖
廣에서는 1283년에 常德·澧州·辰州·沅州·靖州의 백성 1만 戶를 징발해 金場
轉運司로 보내 淘金했다. 雲南의 諸路에서 1277년에 총 金 105錠을 납부했
다. 테무르 카안은 1295년에 四川에서 백성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淘金을 
폐지했다.509)

501) 胡小鵬·馬芳, ｢元代的采金·金課與淘金戶計｣,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05(06), p.46.
502) 元史104 ｢刑法志｣3 食貨, p.2648, “諸産金之地, 有司歲徵金課, 正官監視人戶, 自執權

衡, 兩平收受.”
503) 胡小鵬·馬芳(2005), p.46.
504) 元史82 ｢選舉志｣2 銓法上, p.2043, “採金提舉司官”.
505) 元史88 ｢百官志｣4 金銀場提領所, p.2240, “金銀場提領所凡七, 梁家寨銀場·明世銀場·

密務銀場·寶山銀場·燒炭峪銀場·胡寶峪金場·七寶山石甘炭場, 俱從七品.”
506) 元史85 ｢百官志｣1 戶部, p.2134, “檀·景等處採金鐵冶都提舉司, 秩正四品. (중략) 掌各

冶採金煉鐵, 榷貨以資國用.”
507) 胡小鵬·馬芳(2005), p.46, 48.
508) 元史94 ｢食貨志｣2 歲課·金課, p.2379, “初, 金課之興, 自世祖始. 其在益都者, 至元五

年, 命于從剛·高興宗以漏籍民戶四千, 於登州棲霞縣淘焉. 十五年, 又以淘金戶二千簽軍者, 
付益都·淄萊等路淘金總管府, 依舊淘金. 其課於太府監輸納.” 



- 194 -

元史 ｢食貨志｣에 수록된 1328년 金課 數는 [표 2-7]과 같다. 이 시기의 
金課 수량은 쿠빌라이 시대의 수량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510) 1328년 金
課 수량은 총 2만 4475.7兩(≒489錠)이었고 雲南省이 그 38%를 점유하며 
최고치를 자랑한다. 곧 元代 금 생산의 증액에 雲南이 중요했다. ｢魏國公諡
忠節李公神道碑｣에 따르면 雲南行省 右丞 阿嚕가 雲南 지역에 金賦를 戶의 
高下에 따라 정했다. 그가 사망한 1288년 무렵에 雲南省에서 金을 납부하는 
家戶는 거의 200만에 달했다.511) 또한 몽골 조정은 金課를 고정화함으로써 
金礦이 고갈되더라도 金課 수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그것은 淘金戶에 
부담을 안겼다.512) 이들 黃金은 쿠릴타이에서의 사여(朝會賜與·歲例賜與)를 
위한 金과 금제품·金絲 등의 제작 등에 쓰였다.

구분 합계 腹裏 江浙省 江西省 湖廣省 河南省 四川省 雲南省

金課(兩) 24,475.7
(≒489錠) 2047.3 9015.1 145.5 4020.1 38.6 麩金 7.2 9201.9

비율(%) 100 8 37 1 16 0 0 38
※ 元史94 ｢食貨志｣2 歲課·金課, p.2379. * 합계에는 四川省의 麩金이 포함돼 있다.

[표 2-7] 1328년 金課 數(兩)

쿱추르(科差)·칼란(稅糧)·탐가(商稅·課程)의 방식으로 부과된 賦稅는 제국의 
창고로 수납되었다. 카안울루스의 곡물倉 가운데 大都의 “京倉”(京畿都漕運
使司 관할) 22개소는 곡물 340만 7500石을 저장할 수 있었다.513) 대표적으
로 千斯倉(可貯糧 20만 5000石)은 大都城 북동쪽 光熙門 안쪽에 1261년에 
세워진 것으로 쿠빌라이 집권 초기에 大都城의 식량 주 공급처였다.514)

509) 元史94 ｢食貨志｣2 歲課·金課, p.2379, “在遼陽者, 至元十年, 聽李德仁於龍山縣胡碧峪
淘採, 每歲納課金三兩. 十三年, 又於遼東雙城及和州等處採焉. 在江浙者, 至元二十四年, 立
提擧司, 以建康等處淘金夫凡七千三百六十五戶隷之, 所轄金場凡七十餘所. 未幾以建康無金, 
革提擧司, 罷淘金戶, 其徽·饒·池·信之課, 皆歸之有司. 在江西者, 至元二十三年, 撫州樂安縣
小曹周歲辦金一百兩. 在湖廣者, 至元二十年, 撥常德·澧·辰·沅·靖民萬戶, 付金場轉運司淘焉. 
在四川者, 元貞元年, 以其病民罷之. 在雲南者, 至元十四年, 諸路總納金一百五錠. 此金課之
興革可考者然也.”

510) 胡小鵬·馬芳(2005), p.47.
511) 全元文319 ｢姚燧｣21 資德大夫雲南行中書省右丞贈秉忠執德威遠功臣開府儀同三司太師

上柱國魏國公諡忠節李公神道碑, p.650(牧庵集19), “歲戊子夏六月十有八日, 冒瘴癘道薨
軍中. (중략) 已臣之國, 撫而綏之, 爲定金賦, 以戶高下爲衰. 迨其薨年, 籍是一省輸金之家, 
近二百萬.”; 胡小鵬·馬芳(2005), p.50.

512) 胡小鵬·馬芳(2005), pp.46~50.
513) 설배환(2009a), pp.14~15.
514) 설배환(2009a),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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絲料·幣帛·金·銀·鈔는 각기 萬億庫와 內帑으로 수납되었다.515) 萬億庫는 
萬億寶源庫(寶鈔·玉器 출납), 萬億廣源庫(香藥·紙劄諸物 출납), 萬億綺源庫
(諸色段匹 출납), 萬億賦源庫(絲綿·布帛諸物 출납)의 4종이 있었다. 萬億庫는 
戶部의 관할로 통상 國計用이었다.516) 

궁중의 出納은 內帑의 內藏庫·左藏·右藏에서 담당했다. 쿠빌라이 카안은 
1282년에 적몰 財物 가운데 좋은 물품과 金·銀·幣帛은 內帑으로 들여와 賜
與에 대비시켰다.517) 內藏庫는 御用寶玉·遠方珍異 외에 御用·諸王의 段匹·納
失失(nasīj)·紗羅·絨錦·南綿·香貨諸物을 출납했다. 右藏은 金銀·寶鈔·只孫段匹
(ǰisün)·水晶·瑪瑙·玉璞諸物의 收支를 담당했다. 左藏은 常課(通常의 정액 課
稅)와 和買(官府의 민간 상품 구매518))를 통해 입수한 紗羅·布絹·絲綿·絨錦·
木綿·鋪陳衣服諸物의 收支를 담당했다.519)

集史는 倉庫·財庫를 뜻하는 두 용어 가운데 anbār를 식료품 저장고
(倉), khazāna를 보석·금·은·옷 등의 귀중품 저장고(庫)로 구별했다.520) 몽골 

515) 萬億庫는 大都 宮城 안 서북쪽에 高梁河가 들어오는 積水潭 북안에 위치했다(析津志輯
佚 ｢河閘橋梁｣, p.100, “高梁河橋: 自西來, 流於東, 入萬億庫橋, 過抄紙坊下牐.”). 반면 
內帑(內藏庫·左藏·右藏) 가운데 內藏庫는 大明殿 바깥의 서편에 위치했다(朱偰(1936)의 ｢元
宮城圖｣). 그런데 內府諸庫가 延春閣 서쪽 西華門 안쪽에 위치했다고 말한 析津志의 기
록(析津志輯佚 ｢城池街市｣, p.2, “西華門, 在延春閣西, 蕭牆外即門也. 門內有內府諸庫·鹿
苑·天閑.”)에서 內帑 3庫가 같은 장소에 설치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328년 십이월 
이십칠일(1329.1.27.)에 두린 테무르(篤憐帖木兒) 케식 등이 警備한 “寶房”(元詩選(三集·
戊集) 柯博士九思·丹丘生稿·宮詞十五首, p.184, “天曆元年十二月二十七日, 篤憐帖木兒怯薛, 
第二日寶房內對速古兒赤明里董阿·平章月魯不花·右丞大都赤哈剌八·□□尚書□有來·典瑞院
官吉寶兒·同僉答失蠻·經歷柯都事奏: ｢十月二十三日, 上都送寶來的時分, 興聖殿御宴.”)은 
內帑(內藏庫·左藏·右藏)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516) 元史85 ｢百官志｣1 戶部·都提擧萬億寶源庫條, p.2127, “都提擧萬億寶源庫, 掌寶鈔·玉
器. 至元二十五年始置. (중략) 都提擧萬億廣源庫, 掌香藥·紙劄諸物. (중략) 都提擧萬億綺源
庫, 掌諸色段匹. (중략) 都提擧萬億賦源庫, 掌絲綿·布帛諸物.(후략)”; 同, 戶部條, p.2130, 
“其萬億四庫, 國初以太府掌內帑之出納, 旣設左藏等庫, 而國計之領在戶部, 仍置萬億等庫, 
爲收藏之府. 中統元年, 置庫官六員, 而未有品秩俸給. 至元十六年, 始爲提擧萬億庫, 秩正五
品. 二十四年, 改陞都提擧萬億庫, 秩正四品. 二十五年, 分立四庫, 以分掌出納.”

517) 元史12 ｢世祖本紀｣9 至元十九年冬十月丙申條, p.247, “敕籍沒財物精好者及金銀幣帛入內
帑, 餘付刑部, 以待給賜. 禁中出納分三庫: 御用寶玉·遠方珍異隸內藏, 金銀·只孫衣段隸右藏, 
常課衣段·綺羅·縑布隸左藏. 設官吏掌鑰者三十二人, 仍以宦者二十二人董其事. 減太府監官.”

518) 和買에 대해서는 陳高華, ｢論元代的和雇和買｣, 中國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3, 北京: 
中華書局, 1986, pp.130~143을 참조. 

519) 元史90 ｢百官志｣6 內藏庫/右藏/左藏條, p.2292, “內藏庫, 秩從五品. 掌出納御用諸王段
匹·納失失·紗羅·絨錦·南綿·香貨諸物. (후략) 右藏, (중략) 掌收支金銀·寶鈔·只孫段匹·水晶·瑪
瑙·玉璞諸物. (후략) 左藏, (중략) 掌收支常課和買紗羅·布絹·絲綿·絨錦·木綿·鋪陳衣服諸物.”

520) 설배환(2009a), pp.9~10. 集史는 귀중품 저장고를 일관되게 khazāna로 쓴다(Rashīd/ 
Rawshan, pp.689~691, 697, 705;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122~126, 13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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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들에게 두 종류의 財庫(khazāna)가 있었다. 제1 財庫는 nārīn(نارین), 제
2 財庫는 bīdün(بیدون)으로 불렸다.521) 몽골어 nārīn은 “보석(jawāhirāt)과 
순금(zari surkh: 원뜻은 赤金)을 보관하며 군주의 확고한 의견에 따라 운용
된 財庫(khizāna)”를 지칭했다.522) 투르크-몽골어 bīdün은 “순금(zari 
surkh)과 특별한 옷들(jāma-hā)을 보관하며 명백히 재상(wazīr)의 점검·회
계 하에 있었던 財庫(khizāna)”를 일컬었다.523) 곧 集史의 안바르(anbār)
와 카자나(khazāna)―몽골어의 sang(倉)과 balaqat(庫)524)―는 각기 倉·庫
에 대응했다. 카자나(khazāna)는 다시 나린(nārīn)과 비둔(bidün)으로 나뉘
었고 각각 元史의 內帑과 萬億庫에 닮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칸들은 정복지에 課稅할 때 몽골의 징세 방식
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거나 현지 징세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다. 그들은 몽골 
고유의 쿱추르稅 전통 위에 변형을 가했다.525) 그것은 칭기스칸 시대에 출현
한 제국 재정의 원형에서 발전한 것이었고 분봉체제와 연동되었다. 제국 재
정의 원형은 우구데이 카안 이래로 황실 교역526)과 유목·농업·상공업 등으로
부터의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이행했다.527) 쿠릴타이에서 소
비·분배(歲賜)되는 가축·직물·보화 등의 物貨는 상당부분 稅制에 의해 지탱되
었다. 徵稅 物貨 가운데 곡물은 [京]倉(anbār)으로, 金·銀·鈔·金段 등의 귀중
품은 內帑(內藏庫·左藏·右藏)·萬億庫 혹은 나린(nārīn)·비둔(bidün)의 財庫
(khazāna)에 수납돼 쿠릴타이·國計의 수요에 대비했다.

521) Rashīd/Rawshan, p.1511; Rashīd/Thackston, p.747.
522) Parsi Wiki Open Dictionary의 “nārīn(نارین)” (http://parsi.wiki/dehkhodaworddetail

-17ff49b81e4944029cad3f812f3d3e88-fa.html)
523) Parsi Wiki Open Dictionary의 “bidün(بیدون)”(http://parsi.wiki/dehkhodaworddetail

-2a969df0a18949d68ab1c617f594994a-fa.html)
524) 설배환(2009a), p.3, 8.
525) 몽골의 가축세는 정복 초기 漢地 稅制에 영향을 미쳤다. 몽골의 수취방식은 생산물을 거두

기보다 생산주체나 생산수단 자체를 장악한 점에서 특징적이었다(李玠奭(1982), pp.97~98).
526) 몽골 황실과 상인의 긴밀한 관계는 Thomas T. Allsen(1989)을 참조. 몽골 황실의 보화

는 朝貢과 市舶 무역, 中賣寶貨(몽골 황실의 사치품 매입)를 통해 수급되었다(김찬영
(2007), p.67). 몽골 황실의 사치품 교역과 조달은 김찬영의 논문(2007)을 참조. 

527) 林俊雄(2002), p.118. 유목제국에서 권력의 재정적 기반을 교역로(trade routes)에서 교
역·재정수입으로 새롭게 전환시킨 가장 이른 사례의 하나는 9~10세기 투르크계 카자르 제
국(650-1048)이었다(David Christian, “Silk Roads or Steppe Roads? The Silk Roads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11, No.1 (Spring, 2000),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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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쿠릴타이로의 물자 조달과 잠치(ǰamči) 운영

1. 카라코룸행 역로 운영

(1) 카라코룸 건설과 그 驛路 구성
수도로의 물자 운송은 인류 역사, 특히 중국사에서 “三代 이래 오랜 전통”

이었다.1) 1292년에 “지금 諸王에게 城邑을 배분·예속시켜 매년 그들에게 사
여하는 물품이 京師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 中書省의 보고2)에서 간취되듯이 
수도로의 물자조달은 카안의 賜與 물자를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었다. 

몽골제국에서 교통·운송 기간망은 역참이었다. 역참의 수륙 운송을 통해 
각지 인간과 물화와 정보가 몽골 수도로 운집하는 폭은 前代 중화왕조에 비
할 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른바 “궁극의 번성[極盛]”이었다.3) 

몽골제국 驛站은 기록상 늦어도 1219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4) 가장 이
른 문헌 증거는 역참의 출발이 호레즘 공략과 연관된 인상을 준다. 칭기스칸
이 站들(yāms: 몽골어 ǰam)을 설치한 까닭은 敵情을 신속히 알리고 물자
(amvāl) 운송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5) 역참의 人丁(mard)·가축·음식·

1) 漕河圖志4([明]王瓊 撰, 續修四庫全書·史部·政書類835, 上海古籍出版社) ｢碑記｣ 楊文郁·
開會通河成功之碑, “謹按《書》以食貨爲八政之首, 《易》稱舟楫有濟川之利, 此古今不易之理, 
而京師所係爲最重, 故大舜命禹既平水土, 定九州之貢賦, 皆浮舟達河以入冀都, 功冠三代, 爲
萬世法. 自茲以降, 漢用鄭當時之言, 引渭至河, 以利西都; 唐用劉晏之策, 由汴入河, 以濟關
輔. 蓋京師者, 四方輻奏, 兆姓雲集, 六師所依以強, 百司所資以辦. 不豐儲積, 政將奚先?”; 
北河紀3([明] 谢肇淛 欽定四庫全書本) 楊文郁·開會通河成功之碑, pp.17b~18a.

2) 元史16 ｢世祖本紀｣13 至元二十八年十二月壬申條, p.353, “中書省臣言: ｢江南在宋時, 差
徭爲名七十有餘, 歸附後一切未徵, 今分隷諸王城邑, 歲賜之物仰給京師, 又中外官吏俸少, 似
宜量添, 可令江南依宋時諸名征賦盡輸之.｣ 何榮祖言: ｢宜召各省官任錢穀者詣京師, 集議科
取之法以聞.｣ 從之.”

3) 元史101 ｢兵志｣4 站赤條, p.2583, “而梯航畢達, 海宇會同, 元之天下, 視前代所以爲極盛
也.”

4) 元史179 ｢列傳｣66 蕭拜住·醜奴, p.4156; 長春眞人西遊記校注上(王國維, 蒙古史料四
種校注, 淸華學校硏究院, 1926), p.24a; 蒙韃備錄箋證 ｢奉使｣, p.16b; 黨寶海, 蒙元驛
站交通硏究, 北京: 崑崙出版社, 2006, p.20.

5) 역참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政令의 선포와 軍情의 보고에 있었고(站赤6, p.17b, “立站
之由, 本以宣布政令, 通報軍情急事.”)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강조한다(李雲泉, ｢略論元代
驛站的職能｣, 山東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6(2), p.35; 丁忱, ｢元代文書驛傳制度述略｣, 
文教資料, 2000(02), p.156; Bertold Spuler, The Muslim World Part II: The 
Mongol Period, translated by F.R.C. Bagley (E.J. Brill, 1959), p.7). 하지만 역참은 창
설 단계에서부터 물자수송 기능이 아주 중요했다(설배환(2009a), pp.65~74; 薛培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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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기타 장비들은 萬戶의 관리하에 戶口 數를 기준으로 民(ra’iyyat)에 부
과되었다.6) 사신들은 鋪馬 보호의 의무를, 얌과 농민은 역참 운영의 책무를 
지었다. 농민의 부담은 몽골제국의 稅制인 쿱추르(qūbchūr)를 기반으로 부
과되었다.7) 

역참제는 도로 정비를 수반했다.8) 칭기스칸은 정복지의 도로들(rāh-hā)에 
哨兵(qarāul)을 배치하고 상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했다.9) 초원 위에서 
이동의 안전성 확보는 유목사회에 항상 내재된 공통 문화였다.10) 즉 역참의 
도입·운용 과정에서 기존 교통시설 활용 등 漢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11) 역참 설치는 몽골인 자신들의 요구였다. 

우구데이 카안은 잠치(ǰamuči/ǰamči)를 도입해 부친의 제도를 진전시켰

p.140; 李玠奭(1996), p.41; 賈洲傑, ｢河南元代站赤交通及意義｣,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88(05), p.93; 黨寶海(2006), pp.241~246). 올슨의 연구에 따르면 역전 제도에
서 최우선적 목표는 새로운 피정복지를 제국으로 결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다만 동아시
아에서 帝國的 역참들은 이슬람 제국의 郵驛 시스템 barīd와 달리 물품의 이동에 훨씬 더 
깊이 관여했다고 짤막하게 평가했다(Thomas T. Allsen, “Imperial Post, West, East 
and North: A Review Article. Adam J. Silverstein, Postal Systems in the 
Pre-Modern Islamic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Vol.17, No.1 (2011), pp.258~259). 

6) Juvaini/Qazvini, pp.133~134; Juvaini/Boyle, p.33; 김호동(2010a), p.6.
7) Juvaini/Qazvini, p.134; Juvaini/Boyle, p.34.
8) Rashīd/Rawshan, p.588;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434; Rashīd/Thackston, pp.29

8~299.
9) Rashīd/Rawshan, p.472;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p.309.
10) 몽골인들은 식사할 때 지나가는 행인이면 누구든 환영했다(Marino Sanudo, Marino 

Sanudo Torsello, p.384). 한편 몽골인들은 몽골초원 위에서 이동할 때 山川을 보고 길을 
찾을 뿐 따로 돌에 지명을 새기지 않았다(滋溪文稿2 ｢記｣1 翰林分院題名記, p.13, “至順
二年夏五月, 翰林國史院扈從天子淸暑上京. (중략) 昔人行役, 覽觀山川. 勒名于石, 期永弗
刊.”). 곧 몽골리아에서 여행할 때는 자연지리의 熟知가 중요했고 현지인의 도움은 필수였
음을 알 수 있다.

11) 羽田亨는 몽골 驛傳制는 중국에서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羽田亨, ｢蒙古驛傳考｣, 羽田博
士史學論文集上卷, 東京: 東洋史硏究會, 1957a, pp.1~3). 黨寶海는 역참이 아랍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과, 使客에게 음식과 말을 제공하는 유목민의 생활 방식에서 유래했다는 주
장을 모두 부정하고 漢地의 영향을 강조한다(黨寶海(2006), p.20의 각주②). 杉山正明는 거
란 帝國의 제도에서 칭기스칸의 역참이 유래했다고 말한다(杉山正明(1996a), p.55). 반면 
默書民에 따르면 광활한 초원에서 행로가 고단한 상인이나 친구를 맞이하거나 군대가 출
정할 때 음식과 馬匹을 공여하는 것은 유목민의 전통이었다. 다만 제도 면에서는 遼·金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默書民, ｢大蒙古國驛傳探源｣,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2003(01), 
pp.21~22). 김호동은 이동 생활을 하는 몽골 유목민이 말을 이용한 교통 네트워크를 창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설명한다(김호동(2010b), p.141). 한편 도송(Mouradgea 
D’Ohsson)의 연구를 인용해 “칭기스칸이 중국의 제도를 모방해” 역참을 설치한 것으로 
주베이니와 라시드 앗 딘이 기록했다는 羽田亨의 주장(羽田亨(1957a), p.3)은 성급하다. 필
자의 管見으로 그들의 기록에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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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ǰamuči(札木臣)는 몽골비사에 “站戶”로 傍譯·總譯돼 있다.12) 站戶는 
1229년에 元史에서 처음 확인된다.13) 站官이 站戶 안에서 선발된 점14)과 
站赤官 등의 용어15)를 고려할 때 잠치를 站官으로 한정할16) 이유는 없다. 
站赤에 대해 經世大典은 驛傳의 번역어로,17) 元史는 하나의 행정제도
[驛政]라고 규정한다.18) 요컨대 잠치는 본래 “站戶”를 지칭하며 역참용 물자
(首思 süsi 또는 祗應)를 부담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것은 站官·驛傳(驛
站 제도)을 포괄하는 용어였다. 몽골 잠치(jamči)는 이후 漢人에 의해 站戶·
站官·驛傳(또는 驛站·驛政)로 분화, 이해되었다. 곧 칭기스칸의 역참과 우구
데이의 잠치는 유사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우구데이의 驛傳制 쇄신은 1235년에 등록된 華北의 驛傳戶版, 곧 站戶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이었다. 때마침 완공된 제국의 첫 수도 카라코룸으로 中

12) 元朝秘史續集2, pp.48b~51b;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제279절, pp.299~300;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p.214~215; ≪元朝秘史≫モンゴル語
全單語·語尾索引(栗林均·确精扎布 編), pp.604~609;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p.285.

13) 元史101 ｢兵志｣4 站赤條, p.2584, “太宗元年十一月, (중략) 站戶每年一牌內納米一石, 令
百戶一人掌之.”; 站赤1 ｢太宗皇帝元年己丑十一月十五日｣ p.9; 陳高華, ｢論元代的站戶｣, 
元史論叢2, 1983, p.126. 元史149 ｢郭寶玉傳｣은 칭기스칸이 반포한 “條畫五章” 가운데 
“站戶”의 존재와 그 선발 기준을 보이고 있다(元史149 ｢郭寶玉[德海 侃]傳｣, p.3521, “軍
戶, 蒙古·色目人每丁起一軍, 漢人有田四頃·人三丁者簽一軍; 年十五以上成丁, 六十破老, 站
戶與軍戶同.”). 陳高華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究明했고 필자도 동의한다. 이와 
달리 太田彌一郞는 이 기록에 일정 정도 사실이 담겨 있다고 파악했다(太田彌一郞, ｢元代に
おける站戶の形態―馬站戶と水站戶を中心として｣, 東洋史硏究36(1), 1977, pp.37~38).

14) 元典章9 ｢吏部｣3 官制三·站官·整治站官事理條, p.355, “站戶內選保站官, 本欲優卹站戶, 
誠爲美意.”

15) 元典章36 ｢兵部｣3 驛站·使臣·職官占住館驛條, p.1262.
16) 黨寶海, ｢蒙古欽察汗國的驛站交通｣, 曁南史學4, 2005, p.5; 김호동(2010b), p.149;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p.215. 陳高華는 元朝秘史
續集2 제280절에서 札木臣과 兀剌阿臣을 각기 “站戶”와 “馬夫”라고 한문 傍譯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札木臣은 驛站을 관리하는 자, 곧 站官, 兀剌阿臣은 鋪馬를 관리
하는 자로 馬夫로 번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元代 站戶라고 주장했다(陳高華(1983), 
p.126의 각주④). 아바카 칸이 교황 니콜라스 3세(c.1210/1220-1280)의 사신들에게 발부
한 칙령을 분석한 연구는 “jamučin”을 驛站에 봉사하는 사람들(gens desservant les 
relais postaux)로 이해했다. jamuči는 현대 몽골어에서 “안내인”을 뜻하는 ǰamči에 상응
한다(Antoine Mostaert & Francis Woodman Cleaves, “Trois documents mongols 
des Archives secretes vatican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15, 
No.3/4(Dec. 1952), pp.433~434, 438). 羽田亨는 이를 “驛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지만(羽田亨(1957a), p.2, 4) 站戶·站官·驛傳의 관계 속에서 잠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17) 站赤1 ｢經世大典｣, p.9, “站赤者, 國朝驛傳之名也.”
18) 元史101 ｢兵志｣4 站赤條, p.2583, “元制站赤者, 驛傳之譯名也. (중략) 今故著其驛政之

大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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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안팎의 일이 驛傳을 따라 당도했다. 카안의 號令은 “유성[星火]보다 빠르
게” 전파되었다.19) 수륙 교통[梯航]이 역참을 따라 수도로 집합한 결과 제국 
천하[海宇]가 함께 모일 수 있었다.20)

카라코룸(和林)은 몽골리아를 중국과 서아시아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였다. 그것이 속한 오르콘(Orkhon) 계곡 일원은 몽골리아에서 신성한 영역
이자 전략적·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었다.21)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 아
래 칭기스칸은 1220년에 카라코룸을 도읍으로 정했다.22) 1229년 즉위 후 
우구데이 카안은 行宮幄殿을 개조했다. 그는 키타이(북중국) 출신 여러 匠人
들에게 카라코룸에 큰 규모로 궁전(sarāī)을 지으라고 명령했다.23) 1235년에 
그는 和林城과 萬安宮(Qarshi)을 건축하고 宮闈(后妃의 처소)와 司局(四司六
局: 황실 연회 담당기구)을 설치했다.24) 驛傳을 설립해 貢物 운송의 편리를 
도모했다. 카라코룸 궁성을 완공한 후 카안은 연회와 은사를 베풀었다.25)

19) 滋溪文稿20 ｢碑誌｣14 易州李氏角山阡表, p.341, “歲乙未, 始占驛傳戶版. 時國家設都和
林, 中外之事由驛傳以達, 而號令傳布遽于星火.”; 全元文1266 ｢蘇天爵｣18 易州李氏角山
阡表, p.359.

20) 元史101 ｢兵志｣4 站赤條, p.2583, “於是四方往來之使, 止則有館舍, 頓則有供帳, 饑渴
則有飮食, 而梯航畢達, 海宇會同, 元之天下, 視前代所以爲極盛也.” 

21) 李玠奭(1996), pp.33~34;  Michal Biran(2007), p.28. 몽골제국 이전에 오르콘 계곡은 케
레이트의 거주지였다.

22) 至正集45 碑志·勅賜興元閣碑, p.233, “太祖聖武皇帝之十五年, 歲在庚辰, 定都和林.” 이
개석은 칭기스칸에게 카라코룸은 西征 기간 동안 물자·병력 보급지 정도였을 뿐 고정된 수
도(定都)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李玠奭(1996), p.38). 경청할 만한 견해다. 다만 우구데
이 카안이 카라코룸을 건설했더라도 그것은 고정된 통치·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숙영
지였다. 또 그것이 칭기스칸의 대외정복 활동과 함께 통치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
한 점에서 당대인이 그것을 제국의 수도로 간주한 인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23)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p.96~97; 元史 2 ｢太宗本紀｣ 太宗七年乙未條, p.34, “[太
宗]七年乙未春, 城和林, 作萬安宮.”; 和林考([淸]黃楙裁 撰,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黑
韃事略·西北域記·譯語·和林考·和林詩), 上海: 商務印書館, 1936), p.2, “[太宗]七年春, 遂城
和林, 作萬安宮, 實始建都於太宗, 非由太祖矣.” 몽골인들은 우구데이 카안의 새로운 수도
를 오르두 발릭(Ordu-Baligh)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이후 카라코룸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
었다(Juvaini/Qazvini, p.273; Juvaini/Boyle, p.236). 우구데이·구육 카안 시대 카라코룸
은 카안 父子가 직접 통치하는 國都인 동시에, 뭉케 등 톨루이 諸子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
던 자신들의 “유르트”(牧地) 領地였다. 환언하면 우구데이 카안 즉위시 톨루이는 중앙울루
스(콜룬 울루스)를 형에게 봉헌했고 우구데이와 구육 부자가 적어도 명의상 중앙울루스와 
諸大千戶의 소유권을 보유했다. 하지만 톨루이家와 그 諸子는 여전히 몽골 본토의 60여 
개 諸大千戶를 직접 관할했다(李治安, 元代分封制硏究, 北京: 中華書局, 2006, 
pp.379~380).

24) 和林考, p.1, “和林爲有元一代故都, 築城鑿池, 建立殿廷, 非同他處牙帳行宮轉徙無定者
也.”

25) 元史153 ｢列傳｣40 劉敏, p.3610, “己丑, 太宗卽位, 改造行宮幄殿. 乙未, 城和林, 建萬
安宮, 設宮闈司局, 立驛傳, 以便貢輸. 旣成, 宴賜甚渥.”



- 201 -

카라코룸은 진흙의 성벽으로 건축됐으며 동서남북에 하나씩 문 4개26)가 
있었다. 그것은 외관상 일부 외지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던 듯하
다. 1254년에 루브룩은 카안의 궁전이 프랑스의 생 드니(St Denis) 市만큼 
멋지지도 않고 생 드니의 수도원이 카안의 궁전보다 열 배는 낫다고 자평했
다.27) 하지만 그 도시는 제국의 성장과 함께 적어도 뭉케 카안 시대까지 외
적 성장을 지속했다.28) 

특히 일부 사원이 증축·개축되었다. 루브룩이 떠난 2년 후 1256년에 뭉케 
카안은 대불탑(大浮屠 yeke burqan suburɤan)과 함께 그 주변 전각을 완
성했다. 이 전각은 5층 건물에 높이가 300尺(약 90미터)에 달했다. 전각 아
래에 각기 일곱 칸으로 구성된 가옥이 있었다.29) 이 사원은 본래 ‘大閤寺’라
고 불리다가 1346년에 興元閣으로 개축되었다.30) 許有壬(1287-1364)은 興
元閣을 직접 보기 전까지 嶺北人이 그 거대함을 상찬하는 것을 과장이라고 
의심했다. 일찍이 陝西·四川·江淮·湖廣·福建·浙江 등지에 임명된 嶺北人들은 
天下의 사원 누각 가운데 興元閣과 견줄만한 것이 없다고 믿었다. 許有壬은 
興元閣을 목격한 후에 비로소 嶺北人의 말을 인정했다.31) 

카라코룸의 크기와 외관이 일부 이방인의 이목을 크게 끌지 못했을지언정 
궁궐 내부는 달랐다. 우구데이 카안은 酒屋(sharāb-khāna)에 쓰도록 코끼
리·사자·말 등 동물 형상의 각종 금·은 器物을 만들라고 금 세공인들에게 지
시했다. 그것들을 술통으로 비치하고 포도주와 쿠미스(말 젖술)를 가득 채웠

26) 카라코룸 城 東門에서는 기장(millet)과 다른 여러 곡물들이, 西門에서는 양과 염소가, 南
門에서는 소와 수레가, 北門에서는 말이 팔렸다(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21의 (1)).

27)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221의 (1).
28) 元代 중기 카이샨 카안 이후 카라코룸의 부흥에 대해서는 李玠奭(1996), pp.56~61을 참조.
29) 全元文1195 ｢許有壬｣16 勅賜興元閣碑, p.320(至正集45); Д. Баяр. “Эрдэнэ Зууги

йн цогчин дуганыг малтан судалсан нь,” Aрхэологийн Судлал (2005), 
pp.144~157(勅賜興元閣碑 위구르문자面 발굴 보고); Л. Мөнхбаяр, “Эрдэнэзуу хийдэ
эс шинээр олдсон монгол-нангиад бичээсийн уншлага,” Aрхэологийн Судла
л (2005), pp.158~167(勅賜興元閣碑 한문면 발굴 보고); 松川節, ｢勅賜興元閣碑モンゴル
文面訳註｣, 內陸アジア硏究23, 2008, p.35, 53~55. 勅賜興元閣碑는 지금까지 총 9개의 
殘片이 발견되었으며 許有壬의 至正集 ｢勅賜興元閣碑｣와 몇 글자에 차이가 있다. 이 石
碑는 현재 카라코룸 유적 서남부 지구에 남아 있는 龜趺 위에 세워졌던 것이었다(白石典
之·D.ツェブェーンドルジ(D. Tseveendorj), ｢和林興元閣新考｣, 資料學研究資料學研究4, 
2007, pp.1~10). 白石典之 등은 우구데이가 건립한 萬安宮이 1256년 뭉케 카안에 의해 
“興元閣”의 전신인 ‘大閤寺’로 改修되었다고 주장한다.

30) 白石典之·D.ツェブェーンドルジ(D. Tseveendorj)(2007), p.1; 李玠奭(1996), pp.44~45.
31) 全元文1195 ｢許有壬｣16 勅賜興元閣碑, pp.320~321; 松川節(2008), pp.41~44; 

Paehwan Seol(2014), 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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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술통 앞에 은제 酒盤을 하나씩 놓고 동물 입에서 포도주와 쿠미
스를 酒盤에 흘려보냈다.32) 프랑스인 금세공인 기욤 부시에(Guillaume 
Buchier33))도 은제나무 酒器를 뭉케 카안의 궁전 입구에 설치했다. 그것은 
네 마리 銀사자와 金도금 뱀의 형상을 했으며 그것을 통해 포도주·말 젖
(airaq)·흑마유주(qaraqumiz)·꿀술(boal)·쌀술(terracina)을 흘려보냈다.34) 곡
주와 포도주 운반용으로 각기 소 8마리가 끄는 거대한 수레가 준비됐다.35)

카안의 財庫는 식량과 음료·보화로 가득 차 있었다. 우구데이 카안의 명령
으로 매일 [여러] 지방에서 카라코룸으로 식량과 음료가 500량의 수레에 실
려 들어왔다. 그것들은 창고들(anbār-hā)에 보관하며 쓰기 위한 것이었
다.36) 수레 500대의 米穀 운송력은 1000石(1290년 모처)37) 내지 2500石
(1269년 大同)―각기 1대 당 2石(≒150kg) 혹은 5石(≒375kg)―이었다.38) 
후자는 大同에서 카라코룸까지 수송량이므로 보다 적확한 값이라 하겠다. 
1269년의 경우 10개월에 25만 石을 운반해 군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것으
로 추산되었다. 현존 데이터를 종합할 때39) 연평균 20만 석―최대 25만 석

3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97.
33) 기욤 부시에는 1242년 벨그라드(현 세르비아 수도)에서 몽골인의 포로가 되었다(Richard 

Ettinghausen, “Olschki, Guillaume Boucher (Book Review),” Middle East Journal 
vol.1 (Jan 1, 1947), p.95).

34) Wille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p.209~210;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97의 각주 320; 김장구(2012), p.140.

35) Rashīd/Rawshan, p.671;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98.
36) Rashīd/Rawshan, p.671;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98.
37) 元史16 ｢世祖本紀｣13 至元二十七年五月庚午條, pp.337~338, “伯要民乏食, 命撒的迷失

以車五百輛運米千石賑之.”
38) 滋溪文稿11 ｢碑誌｣5 故少中大夫同僉樞密院事郭敬簡侯神道碑銘【幷序】, pp.170~171; 

全元文1263 ｢蘇天爵｣15 故少中大夫同僉樞密院事郭敬簡侯神道碑銘【幷序】, p.300, “[至元]
六年, (중략) 自大同達和林止四千里, 百里置一驛, 用軍士百人, 車五百輛, 配牛五百頭, 可運
米二千五百石. 三日一返, 一月運二萬五千石, 十月二十五萬石, 何患軍儲之不足歟!｣” 수레는 
大小 구분이 있었다(元史173 ｢列傳｣60 葉李, p.4049, “帝曰: ｢商起伊尹, 周擧太公, 豈循
格耶! 尙書係天下輕重, 朕以煩卿, 卿其勿辭.｣ 賜大小車各一, 許乘小車入禁中, 仍給扶升
殿.”).

39) 元史96 ｢食貨志｣4 市糴, p.2470; 和林金石錄(撰人不詳, 北京: 中華書局, 1991) ｢嶺北
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 p.68; 全元文 1766 ｢霍有孚｣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至正八
年], p.109; 松川節,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モンゴル文｣, 森安孝夫·オチル モンゴル
國現存遺蹟·碑文調査硏究報告, 中央ユーラシア學硏究會, 1999, pp.247~248; 元史21 ｢
成宗本紀｣4 大德七年五月癸卯條, p.451; 元史21 ｢成宗本紀｣4 大德七年五月癸卯條, p.4
51; 國朝文類25 ｢碑文｣ 丞相順德忠獻王碑·劉敏中, p.252上. 한편 丞相 冀寧文忠王 테무
르타시(鐵木兒達識: 1302-47)는 이순 테무르 카안 시대 초기에 京倉米 100石을 和寧(곧 
카라코룸)으로 운송·저장해 기근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金華黃先生文集28 ｢碑｣ 敕賜康
里氏先塋碑(全元文963 ｢黃溍｣29,p.62), “嶺北地寒, 不宜稼. 歲飢, 賑以鈔, 無從糴. 王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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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곡식이 카라코룸에 공급되었다. 1221년에 그곳의 쌀값이 1石당 銀 100
兩에 이를 만큼 곡물이 적었던 상황40)과 비교하면 그 변화像을 알 수 있다. 

곡물 저장 倉과 별개로 우구데이 카안은 財庫(khazāna)에 “바그다드와 부
하라에서 갖고 온 고급스러운 옷들과 보석으로 장식한 물건들, 아라비아 말
들과 보석[과 황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물품들과 그밖에 이 지방에서 
나오는 다른 것들”을 보관했다.41) 방대한 보화는 정복지의 貢納과 몽골인의 
선물 애호 풍습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누군가 몽골인에게 가고자 할 경우 
그는 값어치 있는 선물을 바쳐야 했다. 그것을 바치지 않을 경우 사절은 자
신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1246년에 카르피니는 몽골리
아로 가기 전 비버 가죽 등 여러 동물 가죽을 구매했다. 독일의 콘라드公
(Duke of Conrad)과 폴란드 크라코우 공작부인(Duchess of Cracow), 크
라코우 주교와 기사들은 몽골인의 기호를 알고 수많은 가죽을 카르피니 편
에 부탁했다.42) 카르피니 일행은 몽골리아로 향하는 여행길에 그것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정작 구육 카안에게는 아무 것도 바치지 못했다.43) 

빈손으로 온 카르피니와 달리, 사방에서 상인들이 가져온 각지의 물품들이 
대칸의 어전에 산처럼 쌓여서 그것을 옮기기도 힘들 정도였다. 어전의 대신
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니, 구육 카안은 “그것을 지키는 것도 힘
든 일이고, 또 [그것은] 아무런 이익도 내지 않는 것이다. 군대와 이곳에 있
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며칠 동안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모든 복속민들에게 주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탈해 가라고 지시했다.44) 

카안의 식품·재화는 카라코룸과 그 주변의 anbār(식료품 倉)와 khazāna
(귀중품 庫)에 저장되었다. 우구데이 시대에 곡물 倉(anbār)은 和林(카라코
룸)倉·扎昆倉·昔寶赤八剌哈孫(시바우치발라카순)倉45)·孔古烈(Khünkhüree)
倉46)이 있었다. 이들은 각기 중앙부(봄·여름의 數日間)·春營地·秋營地·冬營地

轉京倉米百萬石貯和寧, 由是備先具而民不告病.”; 李玠奭(1996), pp.58~59).
40) 長春眞人西遊記校注上, p.35.
41) Rashīd/Rawshan, p.686;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118.
42)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51.
43)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4.
44)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291.
45) 昔寶赤八剌哈孫倉은 옹기 강 유역의 샤잔트(Shaazant) 유적에 있었다(白石典之(2002), 

p.335; 白石典之·相馬秀廣·加藤雄三, ｢モンゴル國フンフレー遺跡群の調査とその意義―元代
「孔古烈倉」の基礎的硏究｣, 國立民族學博物館硏究報告33(4), 2009, p.605).

46) 孔古烈倉은 우부르한가이(Övörkhangai) 아이막에 있는 고비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훈후레
에(Khünkhüree)에 설치된 것이었다. 孔古烈(Khünkhüree)는 카라코룸에 식량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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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해 배치된 것47)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和林倉은 카라코룸 성 안에 
위치하면서 황실과 군인·상인·수공업자·屯田 농민에게 곡물을 제공했다. 稱海
(친카이)倉과 也迭別縣倉은 둔전용으로 후대에 증설되었다. 귀중품 庫
(khazāna)는 우구데이 시대에 廣濟庫가 창건돼 있었다. 쿠빌라이 시대 이래 
平準庫(1283)와 豊盈庫가 설립되었다. 곡물 倉이 주로 카안의 행궁·순행로와 
연계돼 설치된 데 비해, 귀중품 庫는 카라코룸 성 안에 배치되었다.48)

카라코룸으로 들어오는 使臣과 物貨는 몽골제국 이전의 기존 교통로와 帝
國의 驛路를 따라 이동했다.49) 카라코룸向 역로는 크게 西方과 南方의 두 
갈래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를 빌어 역로를 개괄한다. 먼저 서방(몽골-중앙
아시아) 역로 가운데 하나는 1) 카라코룸 - 홉드 강(Hovd gol) - 알타이산 
- 이르티시(Irtysh) 강·우룽구(Urunggu) 강 유역 - [Ulan Daban] 獨山城 - 
베시발릭(Jimsar 북쪽) - 輪臺(신강 米泉縣) - 볼라드(신강 五臺 서북) - 사
이람 湖 - 鐵門關(Tīmūr Qahalqa) - [차가타이울루스 영역] 알말릭 – 카얄
릭 인근 쿠야스 초원 – 발라사군 – 탈라스 – 마와라 안 나흐르 노선―이른
바 칭기스칸 시대 몽골-중앙아시아 교통로―이었다. 다른 하나는 2) 카라코
룸 - 홉드 강 상류 - 알타이산 - 이르티시 강·우룽구 강 유역(橫相乙兒) - 
우룽구 湖 - [우구데이 분봉지] 이밀(현 신강)·코박 – 알라쿨 湖 - 볼라드 
등을 잇는 노선이었다.50) 

남방(서남·동남 포함) 역로에는 테르겐(帖里干)·모린(木憐)·나린(納憐) 站道
가 있었다. 1) 테르겐 站道51)는 오르콘 강 상류 카라코룸에서 東行하며 톨 

농경지대였고 몽골고원의 동서 횡단로의 교차점이었다(白石典之·相馬秀廣·加藤雄三(2009), 
p.599, 606~607). 설배환이 陳得芝의 연구를 좇아 孔古烈倉을 옹기 강 동쪽으로 추정한 
것(설배환(2009a), pp.12~13; 陳得芝, ｢元嶺北行省建置考(下)｣, 蒙元史硏究總稿, 北京: 
人民出版社, 2005, p.196)은 수정되어야 한다. 

47) 시라이시는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남북 약 250km, 동서 100km, 면적 약 14000㎢에 이르
는 지역을 몽골 황제들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카라코룸 수도(도시)권
(Peri-urban area of Kharakhorum)”으로 명명한다(Noriyuki Shiraishi, “Seasonal 
Migrations of the Mongol Emperors and the Peri-Urban Area of Kharakhorum,”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Volume 1 Issue 01 (Jan. 2004), p.117; 白石
典之·相馬秀廣·加藤雄三(2009), p.604). 

48) 설배환(2009a), pp.9~13, 23~24.
49) 심호성, ｢몽골帝國期 東部 중앙아시아 驛站 교통로의 변천｣, 『東洋史學硏究』118, 2012, 

pp.96~97.
50) 심호성(2012), pp.92~96; 黨寶海(2006), pp.56~58. 몽골-중앙아시아 교통로 변화는 심호

성의 논문(2012)을 참조. 한편 이들 교통 노선 가운데 루브룩이 몽골리아를 방문한 무렵 
역참은 “알타이 산지 – 이르티시 강·우룽구 강 유역 - 코박 - 이밀 - 알라쿨 湖”를 잇는 
구간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심호성(2012), pp.101, 103~104).

51) 테르겐站(帖里站)은 황실용 화물 운송을 위한 牛站이었다. 그것은 南口, 北口, 土墓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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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케룰렌 강 상류 - 魚兒泊(내몽골 達里泊 Dalai nor52)) - 昌州(내몽골 
太僕寺旗) - 撫州(하북 張北) - 野狐嶺 - 宣德州(하북 宣化) - 德興府(하북 
涿鹿) - 居庸關53)을 거쳐 燕京에 도착하는 노선이었다. 2) 모린 站道는 카
라코룸(남행) – 옹기 강 상류 - 沙井(내몽골 四子王旗 홍고르) - 淨州(四子
王旗 城卜子村) - 天山(大靑山) - 豊州(허흐호트 白塔村) - 西京(산서 大同)
에 이르는 길이었다. 3) 나린 道는 카라코룸에서 서남행하며 고비사막을 지
나 亦集乃路(내몽골 에치나旗 黑城)에 도착했다. 이후 두 노선 가운데 하나
는 甘州, 肅州, 沙州를 지나 서역으로 통했다. 나머지 하나는 寧夏를 거쳐 
동쪽으로 黃河 水路를 타고 東勝(내몽골 톡토 부근)과 西京(산서 大同)에 도
착했다.54) 1238년에 諸路 가운데 官用 諸物과 投下에게 사여된 絲線·匹段이 
경유하는 핵심 통로는 燕京(현 북경)·宣德(현 하북 宣化)·西京(현 산서 大同)
의 3개 路였다.55) 

(2) 카라코룸행 물자 운송 방식: 곡물 운송을 중심으로
몽골초원은 華北·江南보다 농경에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불모지가 아니었

다. ｢郭敬簡侯神道碑｣에 따르면 1269년 무렵에 카라코룸 북쪽의 땅은 보리
[麥禾]를 심기에 적합했다. 그전에도 농구가 곳곳에 있었다. 郭敬簡은 屯田 
경영을 제안했다.56) 1282년에 구육치(貴赤) 나이만다이(乃蠻䚟)가 種田을 관
리·과세하러 카라코룸으로 가게 되었다. 中書左丞 耿仁과 參知政事 알리(阿

치되었고 각기 250戶에서 소 500마리를 지원, 운용했다. 榆林(하북 懷來 동남동 花園 동
북 楡林)  근처 이하에는 馬站을 설립하지 않았다(站赤1 中統四年四月二十八日條, p.19, 
“帖里站: 南口牛站一處, 二百五十戶, 牛五百隻, 爲新店地近設置馬站. 北口牛站一處, 二百
五十戶, 牛五百隻. 土墓牛站一處, 二百五十戶, 牛五百隻, 爲榆林近下不設立馬站.”).

52) 張德輝嶺北紀行足本校注([金·元]張德輝 撰, http://wenxian.fanren8.com/06/15/287.htm).
53) 居庸關의 南口·北口는 유목과 농경 세계의 접점이었다(杉山正明, ｢大都と上都の間─居庸

南北口をめぐる小事件より｣,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 京都: 京都大學出版社, 2004, 
p.169).

54) 黨寶海(2006), pp.58~59. 올슨은 narin jam(몽골어) 혹은 nārīn yām(페르시아어)이 북중
국과 몽골리아의 수도 카라코룸을 잇는 역참이라고 이해했다(Thomas T. Allsen(2011), 
p.258). 하지만 그의 정의는 甘州·肅州·沙州를 지나 서역으로 들어가는 나린 잠을 포함하
지 않는 점에서 불충분한 점이 있다.

55) 站赤1, p.13, “[太宗]十年戊戌六月二日, 聖旨, 諭札魯花赤大官人胡都虎·塔魯虎䚟·訛魯不
等節該: ｢目今諸路, 應有係官諸物及諸投下宣賜絲線匹段, 並由燕京·宣德·西京經過, 其三路
鋪頭口, 難以迭辨.｣”

56) 滋溪文稿11 ｢碑誌｣5 故少中大夫同僉樞密院事郭敬簡侯神道碑銘【幷序】, p.11a; 全元文
1263 ｢蘇天爵｣15 故少中大夫同僉樞密院事郭敬簡侯神道碑銘【幷序】, p.300, “[至元]六年, 
(중략) 今和林之北, 地宜麥禾, 昔時田器在在有之. 夫京師六衛, 每軍抽步士二人屯田, 以供
兵士八人之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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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 등이 그에게 驛馬 4匹을 청구하자 카안이 그것을 승인했다.57)

친카이(稱海) 屯田은 잘 관리될 경우 1307년의 사례처럼 연간 米 20여만 
斛을 수확할 수 있었다. 하르카순이 또한 古渠를 준설해 수천 頃의 토지에 
관개하자 곡가가 늘 저렴했다.58) 1324년에 柳貫이 廷臣으로부터 얻은 변경 
정보에 따르면, 카라코룸 城의 땅은 비옥하고 河流를 좌우에서 끌어올 수 있
어 기장[黍]·보리[麥]을 섞어 심는 데 적합했다. 이 때문에 당시 屯田 遺跡과 
거주민의 가옥[井臼]이 종종 있었다. 다만 右丞相 順德忠獻王 하르카순과 稱
海帥臣 張某가 사망한 후 屯田이 폐기된 사례처럼, 카라코룸 둔전은 여타 
농지와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세 폐허가 되었다.59) 

카라코룸 일대가 보리·기장 재배에 적합했고 친카이 둔전이 생산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농토가 오랫동안 방치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의 帝位 다툼(1260-64)이나 카이두 등 諸王 반란이 몽
골리아를 무대로 잇달아 발생해 몽골 部民이 40여 년 동안 이산해 있었던 
점,60) 식량이 부족했을 때 유목민 등 거주민들이 조정의 구휼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61) 몽골 전통의 유목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경에 노동
력을 투입해야 하는 심리적 반발, 경작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부족했던 
점, 다소간 불리한 기후·강수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도 카라코룸이 우구데이 시대부터 대체로 ‘중국’, 특히 화북의 곡물에 
의지한 것62)은 합리적 선택이었다. 곡물 공급방식은 和中(몽골어 qočung ~ 

57) 站赤2, p.47, “[至元十九年]五月二日, 中書左丞耿仁·參知政事阿里等奏: ｢貴赤中有乃蠻
䚟者, 今赴和林管課種田, 請給驛馬四匹.｣ 奉聖旨: ｢可與之.｣”

58) 國朝文類25 ｢碑文｣ 丞相順德忠獻王碑·劉敏中, p.252上, “稱海屯田廢弛, 重爲經理, 歲得
米二十餘萬斛. 益購工治器, 擇軍中曉耕稼者, 雜教部落. 又浚古渠, 溉田數千頃. 穀以恒賤, 
邊政大治.”; 元朝名臣事略4 ｢丞相順德忠獻王｣, p.60.

59) 柳貫詩文集18 ｢題跋｣ 跋虞司業撰嶺北行省左右司郞中蘇公墓碑文, p.371, “自予遊京, 竊
從廷臣知邊事者一二. 言和林城其地沃衍, 河流左右灌輸, 宜雜植黍麥. 故時屯田遺跡, 及居人
井臼, 往往而在. (중략) 大德中, 邊庭嘗一擾矣. 亡幾, 天子爲輟右丞相順德忠獻王出蒞其省
事, 至則息兵勞農, 修傅置, 通貨財. 而先是王所遣留屯稱海帥臣張某, 亦以其田功來上. 未逾
年, 士氣民情安全如初. 王薨, 而張亦遄死, 屯耕事即廢. 雖重臣踵接率蹈故常, 無復長慮後
憂. (중략) 使公幸當王時, 策邊防利害, 一一爲王陳之, 必能精訓練, 備耕戰, 三二年中計稱海
之粟, 足支並塞數歲之食. (중략) 泰定元年十二月廿八日, 東陽柳貫識.” 하르카순 등이 경작
과 군사 활동을 잘 병행해 2~3년 안에 稱海의 곡식을 결산했을 때 그 곡식은 북몽골의 몇 
해 식량을 족히 감당할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60) 李玠奭(1994), p.40.
61) 14세기 초 몽골리아에서 가난한 유목민의 증가와 때마침 찾아온 재해로 인해 몽골 部民

에게 카안울루스 정부가 실시한 진휼에 대해서는 李玠奭(1994), pp.39~49를 참조. 당시 잦
은 구휼에도 불구하고 제국 재정에서 차지하는 몽골리아 진휼 액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이개석은 究明했다. 그러나 그것은 원조 재정에 매우 큰 압박이었다(李玠奭(1994),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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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o-čung), 곧 和糴과 中糧이었다.63) 국가 주도의 和糴(곧 官糴)은 임시변
통의 방식이었고64) 민간 주도의 中糧(곧 商糴)은 응모(일종의 입찰)하는 방
식이었다. 和糴·中糧은 經濟를 다스리는 상책[嘉猷]이자 곡물 공급의 급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었다. 和中(和糴·中糧)은 또한 위로 국가를 좀먹
지 않고 아래로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성공 여부는 
적임자[其人]를 선발하는 데 달려 있었다.65) 和中 가운데 中糧―中納官糧의 
줄임말66)―은 宋代 이래 商人을 모집해 곡식을 변경 지역으로 운반해 軍需
로 충당하도록 한 후 그 반대급부로 상인에게 鈔引[交引]을 발급해 京師나 
지정 지역에서 現金이나 소금·茶 등 물품을 수령하도록 한 제도였다.67)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의 撰者는 和中이 13세기 말 이래 시작된 것
이라고 적었다. 이를 근거로 한 연구는 和中이 제도로 확립된 시기를 1287
년으로 간주했다.68) 반면 經世大典과 元史는 몽골제국의 和中을 市糴이
라 명시하고69) 그 시작을 1261년으로 기록했다. 당시 쿠빌라이 카안의 명령
으로 戶部에서 鈔(1261년 1200錠) 혹은 鹽引을 발급해 주고 有司에서 그 
市價를 높여 上都(당시 開平府)·北京(현 내몽골 赤峰 寧城 서쪽 大明)·西京
(현 산서 大同) 등지의 客旅를 모집해 곡식(3만 石)을 和糴했다. 그것을 軍

62) 쿠빌라이 집권 이래 몽골리아 소요 양식이 “전적으로” 중원과 강남으로부터 조달에 의존
했다(최윤정(2012), p.62)는 주장은 대체로 타당하지만 엄밀하지는 않다.

63) 和林金石錄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 p.68, “伏以國之和糴, 以從權民之中糧以應募, 
此經濟之嘉猷, 致治之急務也.”; 松川節·松井太,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 森安孝夫·オ
チル, モンゴル國現存遺蹟·碑文調査硏究報告, 中央ユーラシア學硏究會, 1999, 
pp.246~247, 249.

64) 袁一堂, ｢宋代市糴制度硏究｣, 中國經濟史硏究, 1994(3), pp.139~140. 和糴은 官府에서 
협상가격 교역(議價交易)이란 미명 아래 민간에게서 양식을 강제로 징발·구매하는 것을 지
칭했으며 北魏에서 기원했다(漢語大詞典(전자판) “和糴”). 

65) 和林金石錄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 p.68, “河東古陶進士霍有孚, 撰.河東大鹵段起
祖, 書. (중략) 伏以國之和糴, 以從權民之中糧以應募, 此經濟之嘉猷, 致治之急務也. 夫欲上
不蠹國, 下不厲民者, 則惟在于委任得其人, 收受□□戈□□嶺北省治在藩垣, 朔漠不毛, 例設
和中五十餘年.;” 全元文 1766 ｢霍有孚｣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至正八年], p.109; 松
川節,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モンゴル文｣, 森安孝夫·オチル(1999), pp.247~249. 和糴
과 中糧의 의미에 관해서는 김찬영(2007), pp.47~53을 참조.

66) 元史96 ｢食貨志｣4 市糴, p.2469, “[至元]四年, 命沔州等處中納官糧, 續還其直.”
67) 漢語大詞典(전자판) “中納”. 송대 市糴에는 和糴(관부에서 곡물 대가로 현금 지급), 博

糴(다른 물건 지급. 和糴의 일종), 便糴(상인에게 鈔引 지급)의 세 종류가 있었다. 특히 便
糴은 상인과 농민 사이에 일종의 자유교역 형태였다(袁一堂(1994), p.139).

68) 松井太, ｢嶺北省右丞郞中總管收糧記·漢文｣, 森安孝夫·オチル(1999), p.249; 元史96 ｢食
貨志｣4 市糴, p.2469, “[至元]二十四年, 官發鹽引, 聽民中糧.”

69) 元史96 ｢食貨志｣4 市糴, p.2469, “和糴自唐始, 所以備邊庭軍需也, 其弊至於害民者, 蓋
有之矣. 元和糴之名有二, 曰市糴糧, 曰鹽折草, 率皆增其直而市於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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需로 공급하고 흉년에 대비토록 했다. 이때부터 이를 매년 常制로 삼았다.70) 
和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和糴所가 開平(후대의 上都)에 같은 해에 설치되
었다.71) 그런데 1253년에 몽골 조정은 河東 解州(현 산서 運城 서남) 鹽池
를 나눠 軍食을 공급했고 백성을 모집해 소금을 받는 대가로 곡식[粟]을 嘉
陵(현 사천 嘉陵)으로 운송시켰다.72) 곧 和中(和糴·中糧)은 뭉케 카안 시대부
터 이미 화북과 몽골리아로 식량을 공급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郭敬簡侯神道碑｣는 카라코룸 일대에서 외부 곡물의 운송 방식·비용을 유
추할 수 있는 자료를 전한다. 1269년에 카이두가 몽골리아 변경을 침범하자 
邊民이 크게 동요했다. 宣慰司는 倉廩을 모두 불태운 후 金·帛만을 싣고 남
쪽으로 옮겨왔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郭敬簡이 宣慰副使로 몽골리아에 당
도해 변방을 안정시켰다. 그는 변방 방비책 몇 가지를 건의했다. 그의 주장
에 따르면 변경 안정 방책은 屯田 경영으로 곡식을 저장하는 데 있었다. 당
시 병사들이 北邊에 여러 해 동안 주둔하면서 소비하는 錢·穀이 적지 않았
다. 그것은 매년 他地에서 운송돼 왔다. 米 1石의 운반비는 中統鈔 100여 
貫이었고 비쌀 경우 그 倍(곧 200여 貫)에 달했다. 반면 山北(陰山 북쪽)에
서 매년 곡식을 경작·수확시킨 후 수확한 米를 운송할 경우 운송인의 집안도 
부유해지고 官으로 미곡을 운반하므로 운송인이 간교를 부릴 수 없을뿐더러 
길에서 도적을 만날 염려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렇게 하면 정부는 1년 쓸 곡
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카라코룸 북쪽 땅에 屯田 경영을 제
안하는 한편, 혹시 霜·旱의 재해가 닥치면 民을 모집해 변경으로 곡식[粟]을 
보내고 값을 후하게 쳐 보상해주자고 말했다. 카라코룸의 돈으로 다 보상할 
수 없을 경우 江淮·長蘆의 鹽引으로 그것을 보상해주면 수만石의 곡식을 앉
아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轉道(곡식 운송로)를 설치
한 후 소 2만 마리, 수레 2만 대, 군사 4천 명을 배치할 경우 1인당 매달 
米 3斗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大同에서 카라코룸까지 “다만 
4000里(=2040km)”73)였다. 100里(=51km)마다 1驛을 설치하고 군사 100人

70) 國朝文類40 ｢雜著｣ 經世大典序錄·市糴粮草, p.424下, “自中統二年, 省臣奉旨命戶部發
鈔或鹽引, 令有司增其市直, 於上都·北京·西京等處募客旅和糴粮, 以供軍需, 以待歉年, 歲以
爲常.”; 元史96 ｢食貨志｣4 市糴, p.2469, “市糴糧之法, 世祖中統二年, 始以鈔一千二百
錠, 於上都·北京·西京等處糴三萬石.”

71) 元史4 ｢世祖本紀｣1 中統二年九月辛未條, p.74, “置和糴所于開平, 以戶部郎中宋紹祖爲
提擧和糴官.”

72) 元史4 ｢世祖本紀｣1 歲癸丑條, p.59, “又奏割河東解州鹽池以供軍食, 立從宜府于京兆, 
屯田鳳翔, 募民受鹽入粟, 轉漕嘉陵.”

73) 현재 大同에서 하르호린(Harhorin)에 이르는 거리는 대략 편도 1580km다(google 지도 
검색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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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레 500대, 配牛 500마리를 운용하면 米 2500石을 운반할 수 있었다. 
3일 만에 [100里의] 왕복이 가능하므로 1개월(곧 10회 왕복)에 2만 5000石, 
10개월에 25만 石을 운반할 수 있었다. 이로써 軍儲의 부족을 대비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74) 

북변에서 兵亂으로 郭敬簡의 제안이 채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카라코룸의 자체 생산성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陰山 북쪽과 大
同이 카라코룸의 중요한 물자(특히 곡물) 공급지였을 가능성을 보였다. 한 
연구는 카라코룸으로 식량 공급이 중앙 조정에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
다고 평가했다.75) 그러나 이는 郭敬簡의 평가와 배치된다. 카라코룸 곡물 수
요량―연평균 20만 석, 稅糧 총액의 1.7%―은 결코 많지 않았으며 역참과 
和中의 물자공급 체계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공급될 수 있었다. 더욱이 카
라코룸으로 물자 공급은 운송인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다.

카라코룸向 물자 공급지로 大同과 내몽골 관련 자료가 몇 가지 확인된다. 
1303년에 西京(현 산서 대동) 賈人 가운데 곡식을 운반해 북변으로 공급한
다는 이유로 관직을 얻은 자가 있었다. 그가 훔쳐 쓴 곡식이 수십만 石에 달
했다. 그가 담당관에게 이익을 먹였기 때문에 담당관은 사건을 은폐하고 폭
로하지 않았다. 敬儼이 그것을 조사한 후 양식을 징발해 변경으로 운송시켰
다.76) 14세기 초에도 몽골리아 곡식의 중요 공급처는 大同이었다. 곡식의 운
반은 많은 이익을 동반했다. 그것은 때로 불법을 유발하는 유혹이었고 그 사
건은 대개 발각되기 마련이었다.

雲中(현 山西 大同)은 화북에서 몽골리아로 향하는 중요한 물자 공급 기지
였다. 이는 金代에도 나타난 현상이었다. 建炎以來繫年要錄의 1139년 기
록에 따르면 타타르(塔坦) 땅에서 철이 생산되지 않았다. 遼人이 처음에 市

74) 滋溪文稿11 ｢碑誌｣5 故少中大夫同僉樞密院事郭敬簡侯神道碑銘【幷序】, pp.10b~11b; 
全元文1263 ｢蘇天爵｣15 故少中大夫同僉樞密院事郭敬簡侯神道碑銘【幷序】, p.300, “[至元]
六年, 海都犯邊, 邊民大驚. 宣慰司悉焚倉廩, 獨輦金帛南徙. 久之方定, 選官撫治. 公拜宣慰
副使, 僉都元帥府事, 賜金虎符佩之. (중략) 明日遂行. 至則撫綏完復, 邊鄙肅然. 乃陳備邊數
事, 其說曰: ｢安邊之策, 務在屯田積穀, 且耕且戰, 自古如此. 今兵屯北邊有年, 所須錢穀不
少, 然歲歲而輸之, 運米一石, 其直中統鈔百餘貫, 貴則倍之. 使山北每歲有秋, 輸米者其家富
完, 委輸官不敢爲姦, 加以路無盜賊之虞, 僅可供一歲之用. 苟或不然, 利害非細. (중략) 或天
有霜旱之災, 募民入粟塞下, 厚直酬之. 和林之錢或不足償, 以江淮·長蘆鹽引償之, 則數萬之
粟可坐而致. 此外別立轉道, 買牛二萬頭, 車二萬輛, 用軍士四千人, 人月給米三斗. 自大同達
和林止四千里, 百里置一驛, 用軍士百人, 車五百輛, 配牛五百頭, 可運米二千五百石. 三日一
返, 一月運二萬五千石, 十月二十五萬石, 何患軍儲之不足歟!｣”

75) 최윤정(2012), p.62. 
76) 元史175 ｢列傳｣62 敬儼, p.4093, “[大德七年]西京賈人有以運糧供餉北邊而得官者, 盜用

至數十萬石, 以利啗主者, 匿不發, 儼按徵之以輸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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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설치하고 타타르와 교역했으나 철만큼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했다. 金人
이 비로소 그 금령을 완화했다. 金의 책봉을 받고 大齊 황제(1130)를 칭했던 
劉豫(1073-1143)77)는 鐵錢을 쓰지 않았다. 이때부터 河東·陝西의 鐵錢을 雲
中에서 타타르로 팔았다. 타타르는 鐵錢을 얻고 마침내 軍器를 대대적으로 
제작했다.78) 

1277년 봄에 張立이 步卒 1000명을 이끌고 곡식[粟]을 카라코룸으로 운송
하고자 應昌(현 내몽골 Shilinkhot[錫林浩特] 동북 白音錫勒79))을 출발했
다.80) 이 일화에서 카라코룸으로 가는 물자가 上都를 출발해 應昌을 거쳐 
간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上都에서 실린호트를 지나 카라코룸까지 거리는 
약 1650km로 大同보다 좀 더 가까웠다. 應昌은 당시 상도에서 카라코룸으
로 가는 경유지였다. 하지만 1276년에 應昌에 和糴所가 설립되고 應昌 부근
에서 농업세가 징수된 사실을81) 고려하면 應昌이 카라코룸으로 물자 공급에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카라코룸 외부에서 유입된 곡식은 자체 역참망으로 유목민에게 전달되었
다. 1307년 카이샨 카안 즉위 직후에 몽골 諸部落(아이막)에서 카안울루스로 
투항한 이들이 100여만 명에 달했다. 이들을 진휼할 당시 하르카순은 驛傳 
체제를 임시로 가동시켰다. 하르카순이 諸部에 傳車(역참 전용 수레)를 설치
하도록 명령했다. 傳 사이 거리를 각기 300里(≒153km)로 해서 총 10傳을 
설치해 쌀 數萬 石을 제공했고 소와 양도 그만큼 보급해주었다.82)

77) 宋史26 ｢高宗本紀｣3 建炎四年秋七月丁卯條, p.480, “丁卯, 金人立劉豫爲帝, 國號齊.”
78) 建炎以來繫年要錄133([宋]李心傳, 欽定四庫全書本) 紹興九年十二月己巳條, p.20ab, “塔

坦者, 在金國之西北, (중략) 然地不生鐵, 故矢鏃但以骨爲之. <金>[遼]人初置市場與之回易, 
而鐵禁甚嚴, 至金人始弛其禁. 又劉豫不用鐵錢, 繇是河東·陝西鐵錢率自雲中貨於塔坦, 塔坦
得之, 遂大作軍器焉.” 建炎以來繫年要의 “金人初置市場與之回易”은 앞뒤 문맥과 宋史
全文의 기록을 고려할 때 “遼人初置市場與之回易”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宋史全文20中
([元]佚名, 欽定四庫全書本) ｢宋高宗｣12 紹興九年十二月己巳條, p.24a, “遼人初置市場與之
回易, 而鐵禁甚嚴, 至金人始弛其禁.”; 那木雲, ｢關于十一至十三世紀蒙古族社會的性質｣, 
內蒙古社會科學, 1980(02), p.86).

79) 應昌은 몽골 옹기라트部 분봉지의 중심이었다. 달라이 노르(達里湖) 동쪽 연변에 離宮이 
있고 民·匠이 잡거하며 번성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카라코룸의 嶺北行省과 大都·上都를 
잇는 교통의 요충이자 漠南과 漠北으로 연결되는 테르겐 驛路가 지나는 길목으로 轉運司
와 창고 등이 설치돼 있었다. 應昌은 토곤 테무르 카안이 朱元璋(재위 1368-98)의 明軍에 
쫓겨 도망 왔다가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申萬里(2013), pp.315~316, 320, 326).

80) 元史165 ｢列傳｣52 張立, pp.3878~3879, “十四年春, 率步卒千人轉粟赴和林, 道出應昌. 
會酋帥畔換謀不軌, 以射士三千踵其後, 欲乘間奪其資糧. 立覺其有異, 急命環車爲柵以備之, 
賊衆已合, 矢如雨下. 初, 立之發上都也, 每車載二板, 以備不虞. 至是, 建板于車, 矢不能入, 
騎卒稍前, 卽以戈撞之, 强弩繼發, 賊不得近, 相持連日, 乃解去. 是歲, 增置前後衛兵, 進明
威將軍·後衛親軍都指揮使, 賜雙珠虎符, 加昭勇大將軍, 以老乞退.”

81) 申萬里, ｢元代應昌古城新探｣, 敎育 士人 社會: 元史新探, pp.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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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應昌·上都·大同 등 몽골리아 남부(내몽골)와 그 접경 지역이 카
라코룸의 외부 물자(특히 식량) 공급지로 기능했고 화북 중남부·江南보다 긴
밀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西京/雲中(곧 大同)은 十路課稅所가 설립된 
이듬해인 1231년 팔월에 우구데이 카안이 諸路에서 바친 課額과 銀幣, 倉廩
의 米穀, 簿籍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원래 약속된 數와 부합하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곳이었다. 이는 교통·재정 면에서 雲中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다.83) 따라서 몽골제국 경제 이해에서 북몽골과 남몽골, 남몽골·華北의 접경
지의 자체 생산성과 그들 지역 간 물자공급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上都로의 물자 조달

뭉케 카안 시대까지 발전을 거듭하던 수도 카라코룸은84) 쿠빌라이 카안 
등장 이후 정치·경제 중심을 上都·大都에 내주었다. 수도 上都·大都 잠치(站
赤)는 제국을 통할하는 핵심[天下之總]이었다.85) 兩都의 부상은 몽골제국, 특
히 카안울루스 물자 공급 체계에 보다 큰 변화를 몰고 왔다. 

1256년에 궁실의 건조86)와 함께 인구와 물자가 上都로 활발히 유입되기 
시작했다. 쿠빌라이는 上都 교통·통신·운송망 구축을 위해 上都와 大都를 잇
는 역로 건설에 주력했다. 1260년 삼월 즉위 직후 쿠빌라이 카안은 역참 사
무 가운데 가장 먼저 急遞鋪를 설치했다.87) 急遞鋪는 사방으로 文書를 전달
시키는 역할을 했다.88) 그것은 開平府(1263년 上都)를 중심으로 燕京(1267

82) 國朝文類25 ｢碑文｣ 丞相順德忠獻王碑·劉敏中, pp.251下~252上, “[丁未]五月, 武宗即位, 
加太保·錄軍國重事. (중략) 和林控北邊, 始置宣慰, 時諸部落降者百餘萬口, 乃罷宣慰, 詔王
以太傅爲左丞相行省事, 賜楮幣十五萬緡, 黃金贏十二鎰, 白金二千五百兩, 帛四百端, 乳馬六
十疋. 至和林, 獲盜米商衣者, 即斬以徇, 攘竊屏息, 行旅爲便. 分遣使發廩賑降口, 復奏請錢
七千三百萬緡, 帛稱是, 易牛·羊給之, 又給綱數千, 令取魚食. 遠者厄大雪金山, 命諸部置傳
車, 相去各三百里, 凡十傳, 饋米數萬石, 牛·羊稱之. 又度地立兩倉, 積米以待來者, 全活不可
勝紀.”; 元朝名臣事略4 ｢丞相順德忠獻王｣, pp.59~60.

83) 國朝文類57 ｢神道碑｣ 中書令耶律公神道碑[宋子貞], p.634上下, “辛卯秋八月, 上至雲中, 
諸路所貢課額銀幣及倉廩米穀簿籍, 具陳於前, 悉符元奏之數, 上笑曰: ｢卿不離朕左右, 何以
能使錢穀流入如此, 不審南國復有卿比者?｣”

84) 李玠奭(1996), p.19. 구육 카안과 뭉케 카안 시대 역참제 발전에 대해서는 薛培煥(2014), 
pp.145~147을 참조.

85) 站赤3(永樂大典19418 所收) 經世大典·<中統>[至元]二十年七月, p.51, “通政院, 以爲
大都·上都站赤, 係天下之總, 舊制官降首思, 非他路之比. 雲南·甘肅·陜西·四川等處, 皆是邊
遠, 江南新附州郡, 難同腹裏.”

86) 元史4 ｢世祖本紀｣1 歲丙辰條,　p.60, “歲丙辰, 春三月, 命僧子聰卜地于桓州東·灤水北, 
城開平府, 經營宮室.”

87)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三月丙辰條, p.65, “置急遞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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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大都)과 京兆(현 섬서 西安)까지 10里(=5.1km) 혹은 15里(7.7km), 25里
(12.8km)마다 지리 원근과 인구의 多寡를 기준으로 설립되었다. 民戶와 漏
籍戶에서 선발된 急遞鋪兵은 꼬박 하루 동안 400里(204km)를 주파할 수 있
었다.89) 같은 해 오월에는 望雲驛(현 하북 赤城 서북 雲州)90)과 함께 榆林
(하북 懷來 花園 동북 楡林)과 望雲 사이에 1개 站이 설치되었다.91) 

1261년에 檀州驛(현 북경 密雲)을 설립했다.92) 1262년에 설립된 槍杆嶺驛
(현 하북 懷來 동북 長安嶺)은 물자 운송을 담당했다.93) 같은 해 오월에 燕
에서 開平까지 牛驛을 설치했다. 이때 鈔를 주고 車·牛를 샀다.94) 또 閏구월 
古北口驛을 설치하는 한편,95) 京師 順州(현 북경 順義)에서 開平까지 6개 
驛을 설립했다.96) 1263년 사월에 宣德(현 하북 張家口 동북 宣化)에서 開平
까지 驛이 설치되었다.97) 大都·上都 站戶는 대부분 以南의 路에서 징발돼 
와 役을 담당했다. 兩都는 “서로 거리가 요원해서” 물자 공급이 빈번하고 고
생스러웠다고 한다.98) 중서성에서 멀다고 평한 대도·상도 사이의 당시 실제 

88) 元史101 ｢兵志｣4 急遞鋪兵條, p.2596, “元制, 設急遞鋪, 以達四方文書之往來.”
89) 元史101 ｢兵志｣4 急遞鋪兵條, p.2596, 自燕京至開平府, 復自開平府至京兆, 始驗地里遠

近, 人數多寡, 立急遞站鋪. 每十里或十五里·二十五里, 則設一鋪, 於各州縣所管民戶及漏籍
戶內, 簽起鋪兵. (중략) 鋪兵一晝夜行四百里.”; 元典章37 ｢兵部｣4 遞鋪·整點·整治急遞鋪
事, p.1327, “至元二十八年十二月, (중략) [一]省·部·臺·院急速之事, <方>[另]置匣子發遣. 
其匣子入遞, 隨到即行, 一晝夜須及四百里. 此等文字, 另行附曆, 以備照刷, 其行省·行院·行
臺·皆准此.”

90)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三月丙辰條, p.66, “立望雲驛, 非軍事毋得輒入.”
91) 站赤1, p.15, “世祖皇帝中統元年五月, 奉聖旨, 於望雲立一站. 又於榆林望雲之間酌中處

立一站.” 望雲站은 軍情·急速公事를 위한 海靑站이었다. 海靑牌는 원형이었으며 상단에 海
靑(海東靑, 곧 송골매) 도안이 있었다. 箭內亘는 海靑牌·[海靑]圓牌와, 평시 사신·군관의 乘
傳에 쓰이는 金虎符·金符·銀符를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箭內亘(1930c), pp.883~887; 羽田
亨(1957a), pp.16~17). 

92) 元史4 ｢世祖本紀｣1  中統二年八月甲寅條, p.74, “立檀州驛.”
93) 元史5 ｢世祖本紀｣1 中統三年秋七月丙寅條, p.86, “立槍杆嶺驛, 以便轉輸.”
94)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五月甲子條, p.85, “自燕至開平立牛驛, 給鈔市車牛.”
95)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閏月丁亥條, p.87, “丁亥, 立古北口驛.” 이듬해인 1263년

에 古北口驛이 폐지되고 새로운 역이 설치되었다(元史5 ｢世祖本紀｣2 中統四年春正月丙
午條, p.90, “罷古北口新置驛.”)

96)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閏月丁亥條, p.87, “庚寅, 敕京師順州至開平置六驛.”
97) 元史5 ｢世祖本紀｣2 中統四年夏四月己未條, p.92, “宣德至開平置驛.”
98) 站赤4 至元二十九年是月(十一月), pp.86~87, “是月, 通政院言: 至元二十年七月二十四

日, 二十三年十一月四日, 二次奏奉聖旨: ｢站戶自備首思, 除免和雇和買一切差役.｣ 今又欽奉
聖旨節該: ｢百姓消乏, 其和雇和買·不分軍站民戶, 並令均當.｣ 切照站戶既備首思, 又當和雇
和買差役, 委涉重復, 請區處事.｣ 都省議得: ｢大都·上都站戶, 多係迤南路分僉撥前來當役, 
相去窵遠, 供給頻勞. 擬依先降聖旨令站戶自備首思, 除免和雇和買一切雜泛差役, 行移合屬
照會依上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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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800里(=408km)—통상 인정 거리는 1000里(=510km)—였다.99) 兩都
의 거리가 요원하다는 中書省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일
부 구간에서 산악 지형과 험준한 길을 통과한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 여름철 
上都로 물자 공급의 지난함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쿠빌라이 시대를 거쳐 개통된 대도와 상도를 잇는 도로는 驛路, 2東路(黑
谷路·古北口路), 西路의 4개 노선이었다.100) 이들 교통로는 선행연구에 의해 
究明되었다.101) 먼저 1) 驛路(이른바 望雲道)는 大都 建德門을 출발해 昌平, 
新店(昌平縣 新店), 居庸關, 楡林驛(하북 懷來縣 楡林堡), 懷來(懷來舊城), 
統墓店(懷來 土木堡鎭), 洪贊(懷來 杏林堡 남쪽), 槍杆嶺(토목보 정북 長安
嶺), 李老谷(長安嶺 북쪽 山谷), 龍門站(赤城縣 龍關102)), 雕窩站(赤城縣 雕
鶚堡), 赤城站(赤城縣), 雲州(赤城縣 북쪽 雲州鎭), 獨石口站(赤城縣 獨石口), 
飜越偏嶺(沽源縣 長梁), 牛群頭驛(沽源縣 남쪽), 察罕腦兒(차간노르: 沽源縣 
북쪽 小紅城103)), 明安(泥河兒: 沽源縣 동북), 李陵臺驛(내몽골 正藍旗 서남 
黑城子), 桓州(正藍旗 서남),104) 望都鋪(正藍旗 서쪽)를 거쳐 上都(正藍旗 上

99) 站赤6, pp.160~161, “[天曆二年四月]十五日, 中書省判送兵部, 據大都申: ｢大都至上都, 
一千里路, 起運伯亦斡耳朶顏料, 并竹地席, 和雇車輛, 脚價斤重, 依例支付. 覆實司提舉楊奉
訓, 體度得大一統志內, 大都至上都, 止是八百里路, 合依典故改正.｣ 本部議: ｢大都至上都, 
里路跋涉山嶺, 險阻崎嶇, 車程搬運, 難同坦途. 若依典故一槪定論, 似涉偏執, 況兼此例, 循
行已久, 合依大都路已擬相應.｣” 兩都 사이 실거리가 800里였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구간은 
山嶺을 통과하고 길이 험악해서 수레를 이용한 운반이 평지와 같지 않았다. 더욱이 典故에 
의거해 논의를 정했고 양도간 거리를 1000里로 결정해 운용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脚
價 계산을 위한 거리를 수정하지 않기로 兵部에서 결정했다. 한편 兩都 간 驛路(望雲道)의 
현 측정거리 약 400km로 당시 800里와 거의 같다.

100) 近光集3 ｢扈從集·前序｣(全元文1387 ｢周伯琦｣1 扈從前集序[至正十二年], p.531), “大
抵兩都相望, 不滿千里, 往來者有四道焉: 曰驛路, 曰東路二, 曰西路. 東路二者, 一由黑谷, 
一由古北口.”

101) 黨寶海(2006), pp.283~285.
102) 龍門站은 赤城站 기준 남쪽 刁窩에서 북쪽 獨石까지 중간에 山路가 좁고 河水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타 잠치(站赤)에 비해 지리가 멀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것
이었다(站赤8, p.65, “安置龍門站: 至元二十九年六月, 通政院呈: ｢赤城站南至刁窩, 北至
獨石, 各九十里, 中間山路窄狹, 河水數多, 比之其餘站赤, 地里遠窵, 委實生受. 因而站戶逃
竄, 倒斷站赤.｣ 爲此於龍兒年二月初一日, 沉檀殿裏有時分, 剌臣奏火你赤說有: ｢上都·大都
十箇站有, 其間裏一箇站添呵, 哏便當有.｣ 那般奏呵, ｢疾忙立者.｣ 麼道聖旨了也. 欽此. 本
院參詳擬合, ｢於龍門口北舊立站地面內, 再行添插一站.(후략)｣”).

103) 차간노르에는 行宮이 있었다(元詩選(初集·庚集) 楊□□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1, 
“鴛鴦坡上是行宮, 又喜臨歧象馭通. 芳草撩人香撲面, 白翎隨馬叫晴空. 【由黑圍至, 此始合轍
焉, 即察罕腦兒. 白翎, 草地所產.】”). 

104) 李陵臺驛의 正西 방면에는 36개 站이 시설돼 있었다. 李陵臺는 大都에서 카라코룸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析津志輯佚 ｢大都東西館馬步站｣ 天下站名·大都, p.124, 李陵臺【正
酉三十六站入和林】”; 驛站2(文殿閣書莊印行, 永樂大典19426 所收) 析津志·大都東西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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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鎭 閃電河 북쪽)로 들어간다.
2) 東路(黑谷路)는 카안이 매년 上都로 갈 때 통상 이용하는 길로 “輦路”

라고 불렸다. 이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이 도로에는 18개 納
鉢(카안의 행궁·行在·次舍105)를 뜻하는 거란어)이 있었다. 大口(북경 海淀 북
쪽), 黃堠店(북경 서북), 皂角, 龍虎臺(昌平縣 서북), 棒槌店(延慶縣 동쪽 입
구), 官山(延慶縣 獨山), 沙嶺106)(沽源縣 豊元店), 失八兒禿(시바르투[牛群
頭]: 沽源縣 남쪽), 鄭谷店, 泥河兒(이상 두 지점은 차간노르 부근), 雙廟兒
(李陵臺 부근), 六十里店(상도 60里 거리), 南坡店(正藍旗 서쪽)을 거쳐 上都
에 이르렀다.

3) 大都로 돌아올 때 카안은 西路를 이용했다. 南坡店, 六十里店, 雙廟兒, 
泥河兒, 鄭谷店, 蓋里泊(시린골盟 太僕寺旗 남쪽 바얀 차간노르), 遮里哈剌
(하북 張北 서북 安固里淖), 苦水河兒, 回回柴, 忽察禿(옹구차트: 張北縣 서
북), 興和路(張北縣), 野狐嶺(張家口 서북), 得勝口, 沙嶺(張家口 沙嶺子), 宣
德府(宣化), 雞鳴山(宣化 下花園 남쪽), 豊樂(懷來 新保安 부근), 阻車, 統墓
店, 懷來縣, 棒槌店(嬀頭)을 거친 후 東道와 합쳐져 大都로 들어갔다. 西道
는 카안의 대도 귀로인 동시에 물자 운송로였다.

4) 東路(古北口路)는 감찰관원과 군대의 전용로였다. 대도를 출발해 順州
(북경 順義), 檀州(密雲), 古北口, 宜興州(하북 灤平縣 북쪽 興州村 小城子)
를 지나 灤河 서북쪽을 따라 북상해 상도 東凉亭(내몽골 Dolon縣 북쪽 白
城子)에 도달했다. 兩都 사이의 역참로는 [그림 3-1]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역로망 구축과 동시에 上都로 물자 수송도 본격화되었다. 中統 元年 오월
에 諸路에서 馬 1만 匹을 사서 開平府로 보냈다.107) 같은 해 유월에 몽골 
조정은 東平路萬戶 嚴忠濟 등에게 精兵 1만 5000人을 開平으로 선발, 파송
하도록 했다. 十路宣撫司에서 전투복 상의[戰襖]·가죽옷[裘]·모자를 각기 1만 
개 씩 제작해 開平으로 운송했다.108) 1260년 칠월에 쿠빌라이는 燕京·北京·
西京·真定·平陽·大名·東平·益都路 등의 宣撫司에 명령해 羊裘·皮帽·袴·靴를 
각기 1만 개씩 만들어 開平으로 보내도록 했다.109) 이들 군수품은 아릭 부

馬步站·天下站名·大都, p.178).
105) 析津志輯佚 ｢屬縣｣ 居庸關, pp.251~252, “到籠燭夾馳道而趨, 南龍虎臺, 北棒槌店, 皆

有次舍, 國言謂之納鉢關.”
106) 沙嶺에는 納鉢은 있으나 역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07)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五月乙未條, p.66, “命諸路市馬萬匹送開平府.”
108)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六月乙卯/乙丑條, pp.66~67, “乙卯, 詔東平路萬戶嚴忠濟

等發精兵一萬五千人赴開平. 乙丑, (중략) 詔十路宣撫司造戰 襖·裘·帽, 各以萬計, 輸開平.” 
109)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秋七月戊辰條, p.67, “秋七月戊辰, 敕燕京·北京·西京·真

定·平陽·大名·東平·益都等路宣撫司, 造羊裘·皮帽·袴·靴, 皆以萬計, 輸開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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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와 전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대칸의 兩都(上都·大都) 순행로

군수품 외에 곡물과 賦稅 등도 조달되었다. 1260년 쿠빌라이는 燕京·西京
(大同)·北京(大寧: 내몽골 赤峰 寧城 서쪽 大明)三路宣撫司에 조칙을 내려 
米 10만 石을 開平府와 撫州·沙井·淨州·魚兒濼(내몽골 克什克騰旗 Dalai 
Nor)으로 운반하도록 했다. 이는 軍儲用이었다.110) 같은 해 겨울 10월 카안
의 車駕가 昔光(현 지명 불명)의 땅에 주둔했다. 쿠빌라이는 官錢으로 京師
의 낙타[橐駝]를 고용해 米 1만 石을 行在所로 운반하도록 했다.111) 1262년 
여름 사월 松州(내몽골 赤峰 서남 城子)·興州(하북 承德 灤河 서남)·望雲州

110) 元史5 ｢世祖本紀｣2 中統元年六月戊戌條, p.66, “六月戊戌, 詔燕京·西京·北京三路宣撫
司運米十萬石, 輸開平府及撫州·沙井·<靖>[淨]州·魚兒濼, 以備軍儲.”

111) 元史4 ｢世祖本紀｣1 中統元年冬十月戊午條, p.68, “戊午, 車駕駐昔光之地, 命給官錢, 
雇在京橐駝, 運米萬石, 輸行在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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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 赤城 서북 雲州)의 新·舊 差賦를 면제했다. 望雲·松山·興州의 課程을 
開平府로 예속시켰다.112) 이는 望雲·松山·興州가 開平府(후의 上都)의 물자
공급지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몽골 조정은 같은 해 2월 이
미 興州·松州·雲州를 開平府로 편입시켰다.113) 이는 당시 대칸의 行在所에 
미곡이 공급된 사실을 웅변한다. 그 운송은 행정체제뿐만 아니라 金錢에 의
한 민간 고용 방식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는 몽골 조정이 하나의 경제 주체
로서 운송 시장에 참여한 점을 보여준다.

民人을 고용해 官穀을 운반하는 방식은 쿠빌라이 시대에 꾸준히 채택되었
다. 1263년 오월에 北京(내몽골 赤峰 寧城 서쪽 大明)에서 米 5000石을 開
平으로 운반했다. 그 車·牛의 비용을 모두 官에서 지급했다.114) 1291년에 많
은 上都民이 官에 양식을 바라자 쿠빌라이 카안은 傭民에게 米 10만 石을 
운송해 上都로 보내도록 했다. 이때 官價는 1石당 40兩을 주었고 留守 무바
락샤(木八剌沙)가 그 일을 총괄했다.115) 

1266년 정월에 制國用使司가 설립된 지116) 3개월 만에 시행한 첫째 업무 
가운데 하나는 上都로 물자 운송을 체계화·효율화하는 것이었다. 그해 사월
에 制國用使司는 쿠빌라이 카안의 聖旨를 받들어 驢車(나귀가 끄는 수레) 
30輛을 설치한 후 春月에 화물을 上都로 운송한 후 여름까지 수레를 官에 
보관하는 한편, 나귀[驢]는 佃戶에서 먹이고 기르면서 경작의 노동력을 보조
하도록 했다. 가을이 되면 살을 찌우고 강건하게 만든 후에 나귀를 반환받고 
中都에서 官物을 번갈아 운송하는 데 이용했다.117) 요컨대 制國用使司는 카
안의 순행과 농경 패턴에 맞춰 나귀를 쓰임을 계절별로 정했다. 나귀는 봄철
에 上都로 화물 운송용으로 쓰였고 가을에 中都(후대의 大都) 안에서 황실 
물자를 운송했다. 이는 나귀를 카안의 巡幸과 滯在를 고려해 운용했음을 설
명한다. 나귀는 여름철에 [官田의] 佃戶에게 임대되어 농경을 보조한 결과, 
官은 농업 생산효율을 제고한 동시에 官의 나귀 사육비용과 노고를 절감했
고 나귀의 건강도 증진할 수 있었다. 制國用使司는 나귀 이용률을 높이는 

112)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夏四月庚戌條, p.84, “庚戌, (중략) 免松州·興州·望雲州新
舊差賦. 以望雲·松山·興州課程隷開平府.”

113)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二月條, p.82, “以興·松·雲三州隸上都.”
114) 元史5 ｢世祖本紀｣2 中統四年五月癸未條, p.92, “五月癸未, 詔北京運米五千石赴開平, 

其車牛之費並從官給.”
115) 元史16 ｢世祖本紀｣13 至元二十八年春正月壬寅條, p.343, “上都民仰食于官者衆, 詔傭

民運米十萬石致上都, 官價石四十兩, 命留守木八剌沙總其事.”
116) 元史6 ｢世祖本紀｣3 至元三年春正月壬子條, “壬子, 立制國用使司, 以阿合馬爲使.”
117) 站赤2, p.23, “[至元三年]四月五日, 制國用使司奏準聖旨, 計置驢車三十輛, 春月運物赴

上都, 至夏拘車在官, 驢令佃戶飼養以助耕力, 秋來肥健, 取發於中都遞運官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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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절묘하게 官·私 양측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었다.
上都에서 여름철에 극대화된 물자수요는 운송량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1269년 오월에 中書右丞相 한툰(安童)과 平章政事 쿠트다르(忽都答兒)의 보
고에 따르면 中都(현 북경)에서 上都에 이르는 站赤은 [황실] 모임[聚會], 곧 
쿠릴타이 때문에 官物과 投下의 諸物을 遞運하는 수가 많았다. 역로가 막혀 
출발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勞苦가 극심했다. 한툰 등은 樞密院·制國用使司·
御史臺·宣徽院 및 四怯薛官과 함께 의논해서 洪贊에서 獨石에 이르는 4站에 
각기 車驢 30具를 늘리고 榆林站에 牛驢 10具를 늘렸다. 그 지출 총계는 價
鈔 156定이었다. 火你赤(코니치)를 시작으로 上都까지 몽골 4站은 4케식(四
怯薛) 안에서 소를 징발해 1개월 동안 운송을 조력하고 官에서 路貲를 지급
하기로 했다.118) 柳貫은 여름철 상도로 향하는 수레 행렬이 도로 위에 千 
대, 萬 대가 이어져 있다고 말하며 방대한 상도行 물자운송을 묘사했다. 그
는 수레가 [고비] 사막[磧中]을 통과하는 일이 10里를 5里라고 부를 만큼119) 
그다지 고단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1280년에 上都留守司의 말에 따르면 每歲 上都에서 곡물[糧斛] 공급은 전
적으로 [약 315km 거리] 北京(현 내몽골 寧城 서쪽 大明)에 의지해 和糴으
로 사들여 民力으로 운송되었다. 官民의 노고와 비용이 적지 않아 불편했다. 
興州道 잠치(站赤)는 北京路 豐臺站과 서로 접하고 매년 동쪽의 高麗·耽羅·
東京路 등에서 進獻하는 御饍·鷹隼·諸物을 운송하고 官吏 왕래가 빈번해서 
人馬가 부족했다. 上都留守司는 牛群頭 등 4站을 폐지한 후 몽골 戶計를 興
州道(하북 承德 灤河 서남)로 옮기고 懺道禿·七箇營의 몽골 2站을 설립할 것
을 제안했다. 懺道禿 등 漢人站戶에 대해서는 尖山·新店·湧泉의 3개 站으로 
분리하고 每站에 300戶를 배정하자고 했다. 舊戶 428戶와 北京路 부근에서 
파견된 472戶를 합쳐 총 900戶로 站役을 맡기고 몽골 站과 연계시켜 遞運
하면 官民이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력이 부족하면 民丁을 고용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쿠빌라이 카안이 이를 승인했
다.120) 요컨대 上都의 곡물은 적어도 쿠빌라이 시대 20년 동안 매년 北京(내

118) 站赤2, p.26, “[至元六年]五月十二日, 中書右丞相安童·平章政事忽都答兒奏: ｢中都至上
都站赤, 以聚會故, 遞運係官及投下諸物數多, 滯不能發, 至甚勞苦. 臣等, 與樞密院·制國用
使司·御史臺·宣徽院及四怯薛官同議, 洪贊至獨石四站, 各增車驢三十具, 榆林站增牛驢十具, 
總計價鈔一百五十六定. 自火你赤爲始, 至上都蒙古四站, 於四怯薛內, 差撥牛畜助運一月, 官
給路貲, 似爲便益.｣ 奉聖旨準.”

119) 柳待制文集6 ｢律詩｣ 七言·後灤水秋風詞四首, p.16ab, “磧中十里號五里, 道上千車聯萬
車. 東賮西琛通朔漠, 九州四海會同初.”

120) 站赤2, pp.42~43, “[至元]十七年二月, 上都留守司言: ｢每歲支持糧斛, 全藉北京收糴, 
民力運送, 官民勞費不便. 又興州道站赤, 相接北京路豐臺站, 歲運迤東高麗·耽羅·東京等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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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大明)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1280년에 官民에서 노동력과 비용
이 많이 들고 高麗·耽羅·東京路 등지에서 御饍·鷹隼·諸物과 사신이 자주 찾
아온 까닭에 중간 기착지를 興州站으로 옮겼다. 興州가 灤河(하북성 북부를 
흐르며 渤海로 들어가는 강) 연변에 위치했으므로 화물·使客의 왕래 편익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1295년에 테무르 카안 즉위 후 程思廉은 河東山西廉訪使에 제수되었다. 
平陽(현 산서 臨汾)의 諸郡은 매년 租稅를 北方(곧 몽골리아)으로 수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民이 그것을 대단히 고통스러워했다. 程思廉은 조정에 청원해 
河東(현 산서 臨猗. 臨汾 남쪽 160km 지점) 近倉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
다.121) 이는 1295년 이전까지 平陽이 북방의 곡물 수요를 감당하고 있었음
을 말한다. 

이상의 사례에서 카라코룸과 마찬가지로 上都가 남몽골(내몽골)과 華北 북
부의 곡물에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남몽골·화북의 접경지 大同과 그 주변 
지역을 곡물의 외부 공급처로 삼았던 카라코룸과 달리, 上都는 남쪽으로 남
몽골의 雲州나 멀리 화북의 平陽(현 臨汾)과 大都(현 북경)로부터,122) 동쪽으
로 大寧(현 내몽골 赤峰·寧城)과 興州(현 하북 承德)에서 식량을 조달했다. 
특히 大寧은 남몽골과 遼東(현 중국 동북 지방)을 잇는 전략적·경제적 핵심 
지역이었다는 평가123) 역시 上都와 大寧 등지의 정치·경제적 긴밀성을 입증
한다. 南宋 병합(1276) 이후 江南의 稅糧이 국가 경제에 주요지위를 차지했
고124) 그 상당량이 大都를 거쳐 漠北(특히 상도)으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125) 하지만 여전히 상도와 맞닿은 몽골리아 남부·동부 및 화북 북부가 

進獻御饍·鷹隼·諸物, 往來官吏頻數, 人馬闕乏, 莫若將放罷牛群頭等四站. 蒙古戶計, 徙至興
州道上, 立懺道禿·七箇營蒙古兩站, 卻以懺道禿等漢人站戶, 分立尖山·新店·湧泉三站, 每站
擬設三百戶, 除舊戶四百二十八戶, 外合擬北京路附近相應當差四百七十二戶, 總九百戶應當
站役, 與蒙古站接連遞運, 似爲官民兩便. 設如力有不迨, 量顧民丁, 終是省費, 請區處事.｣ 
是月四日, 玉速鐵木兒·朶兒朶合等, 奏取聖裁, 上從之. 都省欽依, 劄付兵部·北京宣慰司·通政
院施行訖.”

121) 元史163 ｢列傳｣50 程思廉, p.3830, “成宗卽位, 除河東山西廉訪使, (중략) 平陽諸郡歲
輸租稅於北方, 民甚苦之, 思廉爲請, 得輸河東近倉.”

122) 나영남의 연구에 따르면, 거란 황제의 行宮은 음식―예컨대 조(粟)·과일(果)·표주박(瓠)―
과 의복 등을 遼의 南京(현 북경 서남)과 上京(현 내몽골 巴林左旗) 등지로부터 車·馬를 이
용해 공급받았다(나영남, ｢契丹의 渤海遺民에 대한 移住政策｣, 東洋史學硏究124, 2013, 
p.130).

123) Michael C. Brose(2013), p.182.
124) 植松正(1974), pp.51~53; 柳田節子, ｢元代鄕村の戶等制｣, 東洋文化硏究所紀要73, 

1977, pp.23~24; 설배환(2009a), p.14.
125) 李玠奭(1998),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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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의 물자 공급처로 중요하게 기능한 점을 경시할 수 없겠다. 
외부에서 유입된 곡물은 廣積倉(廣濟倉),126) 萬盈倉, 太倉, 醴源倉,127) 雲

州倉, 永豐倉128)에 저장되었다. 1288년에 丞相 셍게(桑哥)는 성 밖에 있던 
上都倉을 옮겨 한두 곳을 內城에 세웠다. 上都城 안 두 창고는 廣積倉과 萬
盈倉이었다.129) 이 두 창고는 연간 최소 30~40여만 石을 출납했다.130) 저장 
곡물은 稅糧 陸運과 和糴 방식을 통해 획득, 수납되었다.131) 귀중품 저장고
로는 萬億庫를 필두로 平盈庫, 萬盈庫, 行用庫가 구비되어 있었다. 이들 창
고는 上都留守司 兼 本路都總管府에서 관리·감독했다.132)

한편 쿠빌라이 시대에 水路를 이용해 上都로 곡물을 운송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 1291년에 한 議者가 東南海口의 辛橋(현 하북 樂亭 서남)
에서 하천을 개착해 灤河로 합류시킨 후 곡식을 上都까지 운반할 것을 발의
했다. 곧 灤河를 따라 永平(현 하북 盧龍)에서 배를 몰아 상류로 거슬러 올
라가면―약 570km 거리― 開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洪君祥이 
카안의 聖旨를 받들고 中書右丞 알리(阿里)와 서로 그 利害를 논했다. 그는 
회의에서 돌아와 그 사업이 불편하다고 반대해 파기시켰다.133) 어떤 이는 瀘
溝河(현 북경 서쪽 石景山 중류 永定河)를 따라가면 麻峪(北京 소재)에서 尋
麻林(현 하북 張家口 서남 洗馬林 일원. 곧 Kalgan 서쪽 32km 지점)[양쪽 
거리 약 220km]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朝廷에서 郭守敬을 보내 시찰
시켰다. 그러나 灤河와 瀘溝河에서 모두 배가 다닐 수 없었다. 당시 현지를 
시찰하고 灤河에서 배가 다닐 수 없다고 보고한 이는 郭守敬이었다.134) 

1293년 칠월에 司天監 다즈 웃 딘(答朮丁)은 자신이 江南에서 선박 운행

126) 元史90 ｢百官志｣6 上都留守司兼本路都總管府條, pp.2298~2299. 
127) 元史87 ｢百官志｣3 宣徽院·上都醴源倉條, p.2202.
128) 大元海運記(大元倉庫記·大元海運記(附元海運志), 北平: 文殿閣書莊), pp.3a~3b, 13b.
129) 大元倉庫記 至元二十五年五月十三日條, p.10a; 元史15 ｢世祖本紀｣12 至元二十五年

五月乙巳, p.312; 吳忠起, ｢中國古代倉儲事業的緩慢發展時期-宋元的倉儲(下)｣, p.39. 吳忠
起는 上都 유적 발굴 결과를 토대로 萬盈倉과 廣積倉이 上都城 안에 소재한 것으로 밝혔
다.

130) 大元倉庫記 ｢倉庫官陞轉例｣, p.18b.
131) 溫岭, ｢元上都的糧食來源｣, 葉新民·齊木德道爾吉 編著, 元上都硏究文集, 北京: 中央民

族大學出版社, 2003, p.320.
132) 元史90 ｢百官志｣6 上都留守司兼本路都總管府條, pp.2297~2298; 설배환(2009a), pp.1

9~20.
133) 元史154 ｢列傳｣41 洪君祥, p.3632, “[至元]二十八年 (중략) 議者欲自東南海口辛橋開河

合灤河, 運糧至上都, 奉旨與中書右丞阿里相其利害, 還, 極言不便, 罷之.”
134) 元史164 ｢列傳｣51 郭守敬, p.3851, “[至元]二十八年, 有言灤河自永平挽舟踰山而上, 

可至開平; 有言瀘溝自麻峪可至尋麻林. 朝廷遣守敬相視, 灤河旣不可行, 瀘溝舟亦不通, 守敬
因陳水利十有一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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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灤河의 水勢를 제법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는 근래 匾船으로 쌀 17石을 운반해 上都 바투르(八都兒) 倉에 도착시킨 결
과 水利가 국가에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같은 달 십일일에 쿠빌라이 카
안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 칭찬하면서 省·院(中書省·樞密院)의 官에게 舟楫의 
이로움을 일깨우고 그것을 당장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都省의 명령으로 다즈 
웃 딘(答朮丁)은 그 배의 제작과 회계를 그린 후 軍人·水手 1만 3000人을 
이용해 58站과 배 1878척을 건조했다. 그는 半年의 식량으로 米 2만 3400
石―군인·水手 1만 3000명 1인당 1일 1升 기준 지급량―을 요청했다. 5개월
도 지나지 않아 곡식 7만 5000石을 운송할 수 있었다. 그런데 中書省의 臣
이 灤河를 건너는 일이 繁重하므로 가벼이 거동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다. 
카안도 급하게 시행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논의하자며 上都로 향하는 
수운의 본격 가동을 유보시켰다.135) 이들 일화는 上都로 곡물 운송이 大元 
정부에 매우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였음을 방증한다. 大都를 거쳐 상도로 
곡물을 수송하기보다는 하천을 이용해 곡물을 보다 신속히 효율적으로 수송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몽골 조정은 上都로 물자 공급을 촉진하고자 역참 등 교통·행정체계를 완
비하는 한편, 상인 활동을 적극 유도했다. 그 일환으로 上都에서 商稅(통상 
3.3%)를 시기별로 전면 면세 혹은 2.5%(40분의 1), 1.7%(60분의 1), 0.75% 
수준의 낮은 우대 세율을 적용했다.136) 다만 보통 商賈가 북쪽으로 居庸關
을 벗어날 경우 官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137) 

실제 虞集은 ｢賀忠貞公墓誌銘｣에서 上都에는 토착민이 없고 곡식과 布帛
은 물론 섬세하고 화려하며 기이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먼 지방에서 가
져온다고 말했다. 宮室과 官府에 소요되는 수만 가지 물품을 吏員들이 얻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商賈의 힘이었다. 관리들[吏]이 대부분 간교한 절
도에 연루돼 있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居所(게르)를 옮긴다고 하면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지만 곧장 때맞춰 얻을 수 없었고 사람들이 쓰는 데도 결함

135) 站赤4, p.89, “[至元三十年]七月, 司天監答<木>[朮]丁, 自言慣識江南行船之便, 頗知灤
河水勢, 近用匾船運米十七石, 已至上都八都兒倉, 則知水利有益於國. 十一日, 近臣奏奉聖
旨: ｢此誠美事也. 可諭省院官舟楫之利, 其即治之.｣ 都省令答朮丁, 繪其船製計用, 軍人·水
手一萬三千人, 立五十八站船, 一千八百七十八艘, 請給半年之食, 爲米二萬三千四百石, 不五
閱月, 可致糧七萬五千石. 省臣以爲事涉繁重, 不宜輕舉, 候回大都區處. 奏奉聖旨, 不須急始
俟後議.”

136) 淸容居士集25 ｢碑｣ 華嚴寺碑, p.445, “商旅子來, 置而勿征.”; 元史94 ｢食貨志｣2 商
稅條, pp.2397~2398.

137) 析津志輯佚 ｢屬縣｣ 過街塔銘, p.254, “世皇至元之世, 南北初一, 天下之貨, 聚於兩都, 
而商賈出是關者, 識而不征, 此王政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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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겼다. 惠愍公 賀勝(몽골명 바얀 伯顏)은 항상 문서를 열람하고 그것을 
조절해 내주니 혹시라도 업무에 실책이 없었다. 그 결과 상도로 공급돼 보
관·판매되는 물화가 넘쳐날 정도로 날로 늘어 京師가 번성했다. 賀勝이 官府
에 정좌해 정무를 처리하면서 辰時(07~09시) 출근과 酉時(17~19시) 퇴근을 
엄수하자 官署[吏舍]가 蕭然해졌고 언감생심 공문서를 장난치거나 재물의 출
납을 속이는 일이 없어졌다.138) 이 같은 성과로 인해 上都는 풍속이 敦厚하
고 토지가 풍요로운 가운데 온갖 물산이 넘쳐나는 곳으로 제국 수도의 하나
로 위용을 갖출 수 있었다.139) 

3. 大都行 복합 중계운송 체계: 육로·수로·해로

(1) 陸路·水路 병행 체제
몽골제국 여름 수도 上都는 中原과 제국 안팎의 각지로부터 물자를 공급

받았다. 이들 물화는 거의 대부분 大都를 통과해 上都로 들어갔다. 이것이 
上都의 정치·문화·소비경제의 우위 속에서도 中原과 江南, 특히 大都의 중요
성을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兩都 가운데 大都는 제국 物貨의 제1차 집결지였다. 1276년에 宋이 평정
된 후 江南 재화 가운데 府庫의 재화와, 貢莊·學田을 제외한 山澤의 賦稅가 
모두 京師로 운송되었다.140) 大都驛은 위로 조정에 예속되었고 아래로 萬邦
에 도달했다. 大都驛은 수레와 문서가 밀집[輻湊]하는 곳으로 온갖 물자의 
공급이 극히 번잡했으며 역참 운행이 진실로 번화했다.141)  

138) 道園類稿46 ｢墓誌銘｣ 賀忠貞公墓誌銘, p.4ab(全元文891 ｢虞集｣78, p.512), “上都地
寒, 不敏於樹藝, 無土著之民, 自穀粟布帛, 以至纖靡奇異之物, 皆自遠至. 宮府需用萬端, 而
吏得以取具無闕者, 則商賈之資也. 吏多並緣爲奸, 一旦稱遽發所居以集事, 而直不時得, 人用
病焉. 公常閱文書按而與之, 無或失其業, 故來藏市者, 沛然日增, 以稱京師之盛. 公坐府治
事, 謹辰酉, 吏舍蕭然, 具牘無敢玩, 出內無敢欺.”; 道園學古録18 ｢墓誌銘｣ 賀丞相墓誌
銘, p.133下.

139) 口北三廳志5 ｢塞北｣ ｢風俗物産志｣, p.25a, “塞北徼外之地, 山川荒漠, 其民愚悍而僿陋. 
(중략) 金源以來, 漸爲郡縣, 風氣日開. 元則兩都並稱, 鑾輿歲幸, 俗阜土豐, 百産滋殖.”

140) 牧庵集5([元]姚燧,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 商務印書館) ｢記｣ 崇陽學記, p.67, “世祖
御極之十有七年, 當至元十有三年, 宋平. 凡江之南, 財之儲府庫, 賦之産山澤者, 悉輸京師. 
獨遣貢莊·學田, 仍畀之學, 俾資教育.”; 全元文304 ｢姚燧｣6 崇陽學記, p.427.

141) 析津志輯佚 ｢大都東西館馬步站｣, p.120, “欽惟聖朝一統天下, 龍節虎符之分遣, 蠻陌貊
駿奔之貢奉, 四方萬里使節往來, 可計日而至者, 驛馬之力也. 本驛, 上隸朝省, 下達萬邦, 乃
車書輻湊之所. 供億叢劇, 馳傳實繁.”; 驛站2, p.174, “欽惟聖朝一統天下, 龍節虎符之分
遣, 蠻貊駿奔之貢奉, 四方萬里使華往來, 可計日而至者, 驛馬之力也. 本驛, 上隸朝省, 下達
萬邦, 乃車書輻湊之所. 供億叢劇, 馳傳實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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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都는 부자와 서민이 오랫동안 안녕한 가운데 호화와 사치를 맘껏 누렸
다. 시장에 상인들이 몰리면서 萬貨 속에 명품[名琛]이 늘어서 있었다. 쉴 새 
없이 대도를 찾은 江南의 사인들은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놀란 가슴을 다스
렸다.142) 이는 그들의 눈에 朔方의 옛 燕國은 온데간데없이 휘황찬란한 大
一統의 帝王都가 눈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143)

｢濟南新驛記｣에 따르면 몽골 조정의 명령은 “열흘도 되지 않아” 萬方에 
미쳤다. 온 사방에 황실의 명령이 미쳤고 朝貢하는 수레와 말발굽이 京師로 
모여들었다. 使客이 산길을 달리고 물 위[배 안]에서 자며 음식·거마가 준비
돼 있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가는 곳마다 집과 같고 먼 거리를 이동하
는 고생을 모르는 것은 驛傳과 舍館 덕분이라고 평가되었다.144) 곧 제국 물
자를 大都로 집적시키는 최대 공로자는 잠치(驛站)였다. 그것은 大都驛을 중
심으로 마치 “하늘을 점점이 수놓는 빛나는 별”145)처럼 사방팔방으로 “점”
으로 연결된 집합체였다. 

쿠빌라이 카안은 帝業을 이룬 후 驛傳을 위해 방책을 강구했다. 잠치(站
赤)에 馬站·水站·車站·江船站의 구별이 있었다. 水站·馬站은 客旅를 이동시키
고 車站·江站은 재화를 소통시켰다.146) 北方의 諸站은 孶畜의 다과에 따라 
站役을 부과시켰고 南方의 諸站은 토지 보유량[田畝]을 기준으로 簽撥했
다.147) 역참 건설비용은 1277년에 永昌路(현 감숙 武威 서북 永昌)에서 60

142) 純白齊遺稿2 ｢五言古體｣ 京華雜興詩二十首·其十四, pp.4b~5a, “久安誠富庶, 豪華恣奢
淫. 優坊飾文繡, 酒館書填金. 市中商賈集, 萬貨列名琛. 馳騁貴逰子, 車塵如海深. 翩翩江南
士, 駭目還驚心.”

143) 純白齊遺稿2 ｢五言古體｣ 京華雜興詩二十首·其一, p.1b, “朔方古燕國, 今爲帝王都. 建
元大一統, 萬世恢寵摹. 聲教日以遠, 巨麗昔所無, 梯航極山海, 寳玉殫貢輸. 冠裳集詭異, 親
見王會圖.”

144) 紫山大全集9 ｢記｣ 濟南新驛記, pp.10b~11a, “朝廷之發號施令, 誕告萬方, 雲行雨施電
掣星馳不旬日. 而際天所覆, 罔有不及萬方之禀命, 朝貢輪蹄絡繹, 輻輳京師, 山行水宿, 飲食
車馬, 盤薄休息, 所至如家, 億萬里之逺, 不知其勞. 此驛傳舍館, 不可闕者也. 聖天子, 神武
仁聖, 混一六合, 往古不臣之國, 書傳地志不載之異域, 來享來庭.”

145) 站赤1 ｢經世大典｣, p.9, “我國家疆理之大, 東漸西被, 暨于朔南, 凡在屬國, 皆置驛傳. 
星羅棋布, 脈絡通通, 朝令夕至, 聲聞畢達. 此又總綱挈維之大機也.”

146) 站赤1, p.1, “佛家奴策, 世祖龍興, 爲驛傳不可不講. 遂有站赤之置, 其設法也, 有馬站, 
有水站, 有車站, 有江船站. 水站·馬站, 則通客旅, 車站·江站, 則通貨<則>[財].” 역참을 설치
할 때 15里(≒7.7km)마다 郵亭 하나, 60里(≒31km)마다 候館 하나가 설치됐다(站赤
1,p.1, “每十五里爲一郵亭, 每六十里爲一候館.”).

147) 站赤1, p.1, “北方諸站, 則驗孶畜之多者應之; 南方諸站, 則驗田畝簽之.” 다만 站戶는 
京兆府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적 富强 정도뿐만 아니라 丁數의 多寡도 고려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太田彌一郞, ｢元代における站戶の形態―馬站戶と水站戶を中心
として｣, 東洋史硏究36(1), 1977, pp.37~38). 한편 北方諸站에 驛令, 南方諸站에 提領을 
설치하는 점(站赤1, p.1, “北方諸站, 則置驛令, 南方諸站, 則設提領.”)에서도 잠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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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이었다.148)

쿠빌라이 시대에 카안울루스 역참은 經世大典에 수록돼 있다. 그 통계 
수치는 선행연구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149) 카안울루스(몽골리아·화북·강남·
티베트) 전체 역참(표 3-1)은 1569개소였다. 

지역 총수
(站)

비율
(%)

陸站(馬站) 水站 牛站 狗站
步站 轎站

육참 말 수레 소 나귀 양 수참 배 말 소 나귀 양 우참 소 수레 구참 개
中書 198 12.6 *175 12,290.8 1,069 1,982 4,908 21  950 266 200 394 500 2 306 60
하남 196 12.5 106  3,928  217  192  534 90 1,512
요양 135  8.6 120  6,515 2,621 5,259 15 3,000
강절 262 16.7 134  5,123 82 1,627 11 35
강서 154  9.8  85  2,165 69  568
호광 173 11.0 100  2,555   70  745 73  580
사천 132  8.4  48  986  150 84  654
섬서  81  5.2  80  7,629  1    6
운남  78  5.0  74  2,345   30  4   24
감숙   6  0.4   6   491  149  171 650
嶺北 119  7.6 **119    ?
티베트  35  2.2  **35    ?
합계 1,569 100.0 1,082 44,027.8 3,977 8,507 5,613 650 424 5,921 266 200 394 500 2 306 60 15 3,000 11 35 
비율 100% 69% 27% 0.1% 1.0% 0.7% 2.2%
※ 黨寶海, 蒙元驛站交通硏究, 北京: 崑崙出版社, 2006, pp.130~131; 站赤7(文殿閣書莊印行, 永樂大典19422 所收), pp.6~59. 본 표
는 黨寶海의 연구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步站에는 遞運夫 3,032戶가, 轎站에는 轎(가마) 148乘이 편성돼 있다.
* 중서성에는 馬站과 동일지역에 車站 3곳이 편성돼 있으므로 站赤에도 車站 숫자는 제외돼 있다.
** 嶺北행성과 티베트지역 陸站 숫자는 전체 형세 파악을 위해 黨寶海의 저서 p.131의 각주 ③을 참조해 넣은 것이다.

[표 3-1] 쿠빌라이 시대 카안울루스 주요 역참 통계

陸站(馬站·牛站·狗站·步站·轎站)은 1145站(73%), 水站은 424站(27%)이 있었
다. 지역적으로 강절행성이 최다로 陸站·水站 포함 262개소(16.7%)를 운영
했다. 陸站만으로 볼 때는 中書省에 최다인 177站(11%)이 시설돼 있었다. 
역참용 동물·장비로 말 4만 4293.8마리, 소 9013마리, 나귀 6007마리, 양 1
150마리, 개 3000마리, 수레 4037대, 배 5921척이 동원되었다. 이와 별도로 
江浙等處行中書에 轎站에 가마[轎] 148대, 步站에 遞運夫 3032戶가 배정되
어 있었다.150) 한편 역참용 물자를 공급하는 站戶는 각 站별로 적게는 600~
700戶에서 많게는 2000~3000戶까지 있었다. 몽골제국 후기 站戶 총수는 최
소 30만 戶(至元 후기)에서 최대 75만 戶로 추산되며 站戶 數가 軍戶 數보

의 남북 차가 발견된다.
148) 站赤2, pp.36~37, “[至元]十四年二月七日, 中書左丞相合伯·平章政事阿合馬, 奏: ｢永昌

路山丹城, 許速土·帖里滅土·火郎各站, 請給立站錢六十定. 又乞以鈔千定, 令其規運息錢, 補
增五站祗應不致失悞.｣”

149) 黨寶海(2006), pp.130~131.
150) 站赤7 江浙等處行中書省,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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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았다.151)

兩都 역참의 운송 능력은 운용 가축과 장비의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大
都路에 육참 13站(馬站10 + 車站3), 수참 2站으로 총 15개소가 있었다. 馬
站에 말 2035마리, 나귀 20마리가 배정되었다. 車站에 수레 347대에 나귀 
2888마리가 있었다. 수참에 배 110척과 나귀 78마리가 배치돼 있었다.152) 
上都路에는 육참(마참)만 18개소 설치되었다. 말 1936마리(大都의 95%), 소 
1340마리(대도는 0마리), 나귀 2020마리(대도의 68%), 수레 600대(大都의 
173%)가 비치되었다.153) 

운송방식과 조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참 수치만으로 兩都 운송능력을 
직접 대비할 수는 없다. 다만 제국 각지에서 집약된 물화를 大都路를 거쳐 
수용하는 上都路의 운송 능력이 大都路와 비슷하거나 육로 운송시설 측면에
서 오히려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제국 물화의 제어점
이자 집약처가 大都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소비처—특히 귀중품—는 上都
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 陸運
몽골제국 정부는 각종 납입 물품과 絲線·酒食·米粟·段匹·鷹隼 등을 역로로 

운송했다. 이는 우구데이 카안 이래 정착된 것이었다. 1232년에 우구데이 카
안의 명령으로 使臣에게 驛站 통행허가증인 牌面과 文字(곧 鋪馬箚子154)) 
없는데 鋪馬를 내줄 경우 驛官(잠치)과 각 路 官員은 모두 죄를 받았다. 다
만 御用 물품은 軍情 급무와 마찬가지로 牌面과 文字 없이 수에 맞게 역참
의 수레와 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155) 外國 使臣 가운데 禮物·段匹을 들고 
오거나 긴급 사무로 오는 자는 鋪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156) 이는 황실로 

151) 陳高華, ｢論元代的站戶｣, 元史論叢2, 1983, p.127; 黨寶海(2006), pp.134~135.
152) 站赤7 中書省·大都路所轄站, p.6.
153) 站赤7 中書省·上都路所轄站, p.7.
154) 牌符(海靑牌 혹은 海靑圓牌)와 鋪馬箚子는 1269년 이후 몽골의 新國字 팍파어로 쓰였다

(黨寶海(2006), pp.196~210; 山崎忠, ｢別里哥文字攷-元典章硏究の一齣｣, 東方學報24, 1
954, pp.403~405, 426~429). 그러나 各處의 잠치가 鋪馬箚子에 쓰인 몽골문자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1271년에 中書省에서 馬匹을 그리고 小印을 주조할 것을 제안했다. 箚
子의 연·월·일 뒤에 마필 數目(수량·종류)을 묵인으로 찍고 다시 省印을 덮어 찍는 방식으
로 결정했다(站赤2, p.29, “[至元]八年正月, 中書省議: ｢鋪馬劄子, 初用蒙古字, 其各處站
赤, 未能盡識. 仰繪畫馬匹, 鑄造小印, 於箚子年月日之後, 墨印馬匹數目, 復以省印覆之, 庶
無疑惑.｣ 因令今後各處取給鋪馬, 摽附文籍, 具馬匹數, 付譯史房書寫畢, 就左右司用墨印, 
印給馬數目, 省印印訖, 別行附籍發行, 墨印左右司封掌.”).

155) 元史101 ｢兵志｣4 站赤·太宗四年五月條, p.2584; 站赤1 太宗四年五月, p.2.
156) 站赤1 太宗皇帝元年己丑十一月十五日,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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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物貨의 운송이 급무의 하나였음을 증명한다. 
카안은 운송 중에 관용·황실용 물자가 침탈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다. 

1240년에 孛利䚟(보리타이)·都魯班(두르벤) 등이 보고한 바 이전에 받은 카
안의 자삭(札撒 ǰasaq)에 “酒·米를 운반하는 동안 站(곧 역로) 위를 諸人이 
지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역참을 지나서는 안 되
는 사람 등이 站 위를 다니며 야생동물을 사냥하기까지 했다. 우구데이 카안
은 “비록 일찍이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않았더라도 站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
에 대해서 모든 짐승 가운데 각기 절반을 官으로 몰수하라”고 결정했다.157)

1261년의 聖旨에서 大名等路宣撫司 관할 州城의 諸色人匠이 제작한 관용 
段匹과 잡용 생활물자, 채집·사냥한 皮貨·翎毛·鷹鷂, 年例로 進呈하는 물건 
등이 역로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구데이 시대와 달리 이때는 역참
문서에 의거해 脚力(화물 운송인)과 운송용 수레와 가축 등이 제공되었다. 
그래서 宣撫司에서 舊例를 따라 물건의 輕重을 짐작해서 鋪頭口文面(역참 
가축문서)을 발급해서 운송 지체를 막아야 했다. 宣撫司 문서[文面]가 없으면 
州城 잠치(站赤)는 얼굴만 보고 脚力을 내어줄 수 없었다. 위반자는 처벌되
었다. 발급한 入站文面(역참 이용문서)은 귀환 후 관할 宣撫司로 가서 반환
되었다. 만일 각 관할 수장[頭目]에게 이미 入站을 승인한 聖旨와 각 投下令
旨가 있을 경우 그는 宣撫司를 거쳐 각 體例에 따라 鋪車와 역참용 가축[頭
口]을 제공해야 했다. 만일 마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연유를 적고 省에 奏를 
올려 보고해야 했다.158) 역참문서와 별개로 운송인들은 六宮(황후의 침궁)에 
진상하는 과일[瓜果]의 왕래를 알리기 위해 한밤중에 방울소리를 울리며 지
나갔다.159) 곧 운송인이 역로 이동 시 역참문서 외에 방울을 휴대했음을 알 
수 있다.

물자 조달의 중요성으로 인해 관련 기관의 업무도 특별 취급을 받았다. 
1261년에 中書省의 건의로 宣撫司는 긴요한 공무나 기밀 公事를 처리하거

157) 站赤1, pp.14~15, “[太宗十二年庚子]十二月十三日聖旨, 據孛利䚟·都魯班等奏告: ｢前來
奉降札撒: 據運酒米中站內, 諸人不得經行. 今來卻有不合經行人等, 於站內經行, 及射野物
事, 聖旨到日, (중략) 若不曾射野物, 於中站經行人等, 據應有頭口內, 各斷一半沒官.｣”

158) 站赤1, p.16, “[中統]二年二月, 奉旨: 大名等路宣撫司, 所管州城諸色人匠, 織造到係官
段匹, 雜造到應用生活, 并採捕到皮貨·翎毛·鷹鷂, 及年例應有進呈等物, 起發來時, 依例合應
付脚力者. 仰宣撫司照依舊例斟酌物件輕重, 即出給鋪頭口文面, 不得遲住. 今後若無宣撫司
文面, 州城站赤不得一面應付脚力, 違者治罪. 據出給入站文面迴程時, 卻令赴本司繳納. 若各
管頭目, 已有奉到許令入站聖旨并各投下令旨, 亦仰經由宣撫司, 照依各得體例應付與鋪車頭
口. 如有不應, 開具緣由, 申省聞奏, 仍下所屬去處照會.｣”

159) 玩齋集5([元]貢師泰, 摛澡堂四庫全書薈要·集部·别集類) ｢七言絶句｣ 灤河曲, p.12a, “椎
髻使來交趾國, 槖駞車宿李陵臺. 遥聞徹夜鈴聲過, 知進六宮瓜果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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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드시 조정[朝省]에 와서 計稟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鋪馬를 타
고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통상 공무일 경우 역로를 이용하도록 
起馬劄子를 발급해 주는 것 외에 당해 宣撫司에서 별도로 鋪馬를 지급하지 
말도록 했다.160) 이때 기밀 업무에 세무 관련 사무도 포함되었다. 1271년에 
御史臺는 중서성에 劄子 발급을 지체·착오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또한 機密 
업무, 예컨대 制國用使司·樞密院에서 사신을 보낼 경우 例와 관계없이 그곳
에서 알아서 劄子를 발행할 것을 의결했다.161) 곧 부세·재무 실무기관인 制
國用使司의 업무도 기밀로 분류되었고 그 使臣은 자유롭게 鋪馬箚子를 발급
하고 역마를 이용할 수 있었다. 

쿠빌라이 카안은 물자 운송을 촉진하고자 역참 문서행정을 강화했다. 하지
만 그 또한 장애가 될 수 있었다. 鋪馬箚子(鋪馬 이용 문서)나 역마가 지급
되지 않자 공물이 헌상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1282년에 中書右丞相 하르
카순(火魯火孫)은 매년 각 路에서 果食과 藥品을 진헌하는데 당시 鋪馬劄子
와 역마를 지급하지 않자 이들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쿠빌라이 
카안은 그들이 諸物을 來貢할 경우 곧장 鋪馬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162) 
결국 카안은 공물을 위해 때로 자신의 노선을 한 걸음 물릴 수밖에 없었다.

물자 운송은 押運官—특히 公差·宣使(皇帝의 使臣)163)—에 의해 수행되었
다.164) 물건을 중계운송[遞運]할 때 역참에서 그 무게[重輕]를 따져 가축을 
지급했다. 押運하는 官物이 적으면 말 1마리를 타고, 중간정도면 2마리, 많
아도 3마리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西京等路宣慰司의 鋪馬가 피로하다는 
보고를 받고 1262년에 쿠빌라이 카안은 押運官에게 수레[車]와 나귀[驢]를 
타도록 하되 말을 지급하지 말도록 결정했다.165) 1284년에 都省에서 결정한 

160) 站赤1, p.16, “[中統二年]四月, 中書省奏, 宣撫司若遇緊要并機密公事, 須當赴朝省計稟, 
即乘坐鋪馬走遞. 如是尋常公事, 止令入遞轉發, 除降去起馬劄子外, 本司不得別給.”

161) 站赤, pp.29~30, “[至元八年]五月, 御史臺, 言監察御史·各道按察司, 巡按體察公事, 合
乘鋪馬, 呈: ｢省出給劄子, 不惟遲悞. 亦有事涉機密, 如制國用使司·樞密院遣使, 俱自出給劄
子, 合無依例, 就便斟酌出給事.｣ 都省準呈, 下尚書兵部, 遍行照會.”

162) 站赤2, p.49, “[至元十九年]十一月二十九日, 中書右丞相火魯火孫, 奏: ｢每年各路進獻
果食·藥品, 今爲不給鋪馬劄子, 無從給驛, 以故不來.｣ 上曰: ｢彼以諸物來貢, 即是鋪馬顯驗.｣ 
省部欽依施行.”

163) 站赤5 皇慶元年是月(十一月), p.131, “是月, 江浙湖廣行省言:(중략)都省議得: ｢江浙·江
西·湖廣·河南·陜西等處行省, 公差·宣使押運官物赴都, 斟酌所運物色, 獨員不能照略者, 許給
從人鋪馬一疋, 其餘使臣, 依舊例應付施行.｣”

164) 곡식을 운반하는 실무자에는 押運千戶·百戶·頭目·軍人·船戶 등이 있었다(至正條格9 ｢斷
例｣ 廐庫·關防漕運·至元四年五月, p.264, “押運千戶·百戶·頭目·軍人·船戶運糧之際, 於船上
喂養雞豚鵝鴨, 稍帶客旅物貨, 笞決貳拾柒下.”)

165) 站赤1, pp.16~17, “[中統]三年三月, 中書省奉旨: ｢今後但發鋪馬劄子, 皆從蒙古文字, 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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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앞으로 進呈하는 물건이 있으면 本處官司에서 포장[打角]을 마친 후 數를 
세서 箱簣와 包篋에 넣고 무게[斤重]를 달도록 했다. 그것을 押官差劄(押官 
印信문서)와 關文(官府 간 평행문서 또는 倉庫 등의 出荷 문서) 위에 명백히 
쓴 후 다음의 路[前路]로 보내 脚力·人夫를 주고 遞運해서 관련 부서가 數에 
맞게 수령하도록 했다. 飲食과 草料에 대해서는 例에 의거해 시행할 것이 
결정되었다.166)

押運官 외에 捕盜官과 弓兵167)이 官用 諸物의 운송을 호송했다. 이들은 
비싸고 섬세한 物貨[貴細物貨]와 조악하고 무거운 물품[麄重物貨]을 호송하
면서 도적을 방비하는 것이 임무였다. 1312년에 捕盜官 등의 보고에 따르면 
遞運하는 관용 물품 가운데 金銀·寶鈔·비싸고 섬세한 物貨는 마땅히 弓兵을 
써야 했으므로 前路의 關文에 의거해 즉시 弓兵을 최대 15명까지 차출할 수 
있었다. 押運人員은 弓兵을 너무 많이 징발해서도, 捕盜官에게 호송을 요구
해서도 안 되었다. 조악하고 무거운 물품 안에 악인이 노리는 물건을 호송해
서도 안 되었다. 海外諸番에서 바치는 동물에 사자(獅)·코끼리(象)·호랑이(虎)·
표범(豹)·漢馬·코뿔소(犀牛)·원숭이(猿猴)가 있었다. 江浙四省(江淮·江西·福建·
湖廣행성)에서 보내는 年例 皮貨(가죽제품)·糟姜·漆器·桐油 등의 물건, 海道

經欽依給降及追收各處漢字劄子. 凡遞運驗物重輕, 應付頭匹, 押運之官物少者, 起馬一匹, 酌
中者二匹, 多者不過三匹外, 又爲西京等路宣慰司鋪馬疲勞, 擬令押運官坐車騎驢.｣ 奏奉聖旨: 
｢今後隨路車運官物, 止令押運官坐車騎驢, 不須給馬.｣ 都省欽依遍行照會.” 1262년 이래 鋪
馬劄子는 모두 몽골文字를 따르도록 했고 이미 내려준 각 처의 漢字劄子는 회수되었다.

166) 元典章36 ｢兵部｣3 驛站·押運·押運不得梢帶私物, pp.1316~1317, “至元二十一年七月, 
御史臺, 承奉中書省劄付: 據南京等路宣慰司呈: ｢據襄陽路申: 切見本路經過雲南·四川諸部
蠻夷官員, 管押進呈馬疋諸物, 於內多有得替或因事赴上官員, 將帶梯己馬疋等物, 別[無]賚把
解發明文, 俱稱進呈爲名, 擅與前路官司呈狀, 或關牒倒行前路, 於隨處取要人員飲食·馬疋草
料·抬物撁馬人夫, 恣意侵凌官司. 於所至之處, 爲是進呈之物, 不敢違誤, 其所押物貨, 未知
是否進上, 一例支破官錢, 動搖於民, 如此朦蔽, 上下俱無可見, 至甚未便. 今後遇有進呈等
物, 若令始自本處官司明給申覆上司文解, 并押運人員差劄·前路文字, 開坐數目, 令經過去處
依驗應付飲食草料·合用人夫, 赴上, 亦憑元解領納所進之物. 似不枉負官物, 庶使於民各得其
益. 申乞照驗. 本司看詳: 襄陽路所申, 若令行省等衙門差劄明白開寫合運官物, 應付脚力, 
實爲允當. 具呈中書省照詳.｣ 都省議得: ｢依准所呈, 今後遇有進呈物件, 本處官司打角了畢, 
點數箱簣包篋, 秤見斤重, 於押官差劄并關文上明白開寫, 行移前路應付脚力·人夫, 遞運前來, 
所司驗數收受外, 據飲食草料, 依例施行.｣”

167) 鎭守軍官과 巡尉捕盜官과 鎭守·巡尉司 弓兵의 본래 업무는 도적 방어였다. 그래서 관원
이 강남에 부임하거나 귀환할 때도 이들을 호송하며 도적과 겁탈의 우환을 방호했다. 이들
에게는 숙박용 官舍가 제공되었으나 粥食은 제공되지 않았다(站赤6 是年(延祐二年), 
p.149, “是年冬, 湖廣行省, 備興國路判官朱承直言: ｢江南赴任, 及任回官員, 宜令鎭守軍官·
巡尉捕盜官相參防送, 所至於官舍宿泊, 量給粥食, 庶便往來, 且免盜賊劫掠之患.｣ 中書兵刑
部議得: ｢鎭守巡尉司弓兵, 本以禦賊盜, 若令防送往來官員, 有妨警捕, 加之各處年銷錢糧不
敷, 難議供給粥食. 宜令所在官司, 驗所授宣勅文憑, 止宿官舍相應.｣ 都省準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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屯田에서 遞運하는 糧斛·떡[食其子]·圓米·魚貨·소형배[小料舡隻], 부임하거나 귀
환하는 官員·老小의 개인 선박[自己舡隻], 紙扎·經板·經文·茶貨·甘橘·藥物·木
瓜·銅器·心紅, 징발한 씨름인[相撲人168)] 등이 당해 鎭에 도착할 경우 押運
人員이 前路의 關文에 의거해 正馬·弓兵·正官의 호송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捕盜官吏가 매 맞고 욕먹고 弓兵이 매달려 매질을 당하는 등 고생이 참으로 
심했다. 결국 刑部와 中書省은 황실에 바치는 茶貨·金銀·鈔定·絲綿·布帛 등 
비싸고 섬세한 物貨만을 弓兵에게 호송시키고 조악하고 무거운 물품의 호송
을 중지시켰다.169) 

金銀·寶鈔·精細物貨·絲綿·匹帛의 비싸고 섬세한 物貨를 운송할 때는 行省
에서 州縣으로 교대로 次官과 宣使를 보내 감독·운송시켰다.170) 반면, 나머
지 木綿·土布·造作 물품 등 麄重物件에 대해서는 宣使만을 파견해 그가 데
려간 담당자[經手]와 庫子人(창고의 胥吏) 등에게 납부시키도록 했다. 또 諸
項 軍器는 파견된 色目官員이 局의 官과 함께 押運했다. 常課 段疋 역시 중
앙에서 파견된 宣使와 局官이 납입했고 이유를 대며 봉록도 못 받으면서 벼
슬을 구하는 사람 등에게 맡겨 押運해서는 안 되었다.171) 

168) 씨름꾼이 京師로 징발된 사실에서 몽골인의 씨름(몽골어 бөх)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우
구데이 카안은 이란 하마단에서까지 씨름꾼을 카라코룸으로 데려왔다(칸의 후예들(김호
동 역주), pp.138~139).

169) 元典章36 ｢兵部｣13 驛站-押運·不須防送麄重物件條, pp.1318~1319, “皇慶元年九月, 
江西行省, 准中書省咨: 刑部呈: ｢濟寧路, 備濟州申: 任城縣准捕盜官牒: <照得江南各省押
運到官物人員, 各賁行省劄付, 麄重物<價>[貨], 並要防送. 動將捕盜官吏打罵, 及將弓兵人等
吊栲, 剝脫衣服.> <都省>照得: 先爲遞運係官諸物, 除金銀·寶鈔·貴細物貨合用防送弓兵, 
照依前路關文隨即應付, 多者不過一十五名, 押運人員不合多餘差占, 及不得須要捕盜官防送
外, 據麄重物貨, 不係歹人窺圖之物, 不須防送. 又照得: 多有海外諸番進呈獅·象·虎·豹·漢
馬·犀牛·猿猴, 并江浙四省押運到年例支持皮貨·糟姜·漆器·桐油等物, 并海道屯田遞運糧斛·食其
子·圓米·魚貨·小料舡隻, 并赴任回還官員老小自己舡隻, 及紙扎·經板·經文·茶貨·甘橘·藥物·木
瓜·銅器·心紅, 拘刷到相撲人等, 到來本鎭, 有押運人員止憑前路關文, 便要正馬·弓兵及正官
防送, 實是生受. 合行備申, 乞照詳施行. 得此. 本部議得: 弓兵之設, 本以巡警盜賊. 其各處
起納諸物, 不分貴細麄重, 一槩差發官兵護送, 實妨巡捕, 事繫利害. 以此參詳: 如蒙都省再咨
各處行省, 除進呈茶貨·金銀·鈔定·絲[綿·疋帛]貴細物貨, 依例止差弓兵, 其物麄重, 不須防送. 
照會本部, 禁[治相應].具呈照詳.｣ 都省請依上施行.” 설배환은 한 논문에서 좌기의 사료를 
일부 요약·인용했으나 다소 曲解가 있다(설배환(2009a), p.66).

170) 武清縣尹 張裕는 1273년에 강남 寶貨를 遞運할 때 몸소 上都까지 운송했다. 털끝만큼도 
손실을 입히지 않았던 까닭에 都堂에서 경탄하며 포상을 건의하며 “陞遷”(승진)이라고 장
부에 기록했다(紫山大全集17 ｢碑｣ 大元故奉訓大夫知宿州事張公神道碑銘, p.12b, “[至元]
十年, 受承事郎·武淸縣尹, 遞運江南寶貨身至上都, 無毫髮損失, 都堂嘆賞, 籍記陞遷.”; 全
元文157 ｢胡祗遹｣12 大元故奉訓大夫知宿州事張公神道碑銘, p.433).

171) 元典章21 ｢戶部｣7 錢糧·押運·正官押運事理, pp.790~791, “大德四年十月, 湖廣行省劄
付: 准中書省咨: ｢御史臺呈: 准行臺咨: <據監察御史呈: {爲在職官員提調錢糧·造作·雜泛差
使, 又有押運物貨前去大都, 往回萬里, 動輒一年縻費盤纏. 使廉者典錢做債, 貪婪者百端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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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官物을 운송할 때 押運人員은 도로에서 물화의 소실과 손괴를 
막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1280년의 사례처럼 현실 속에서 그
들은 종종 기꺼이 수레[車輛]를 뒤따르며 방비[關防]에 마음을 쓰지 않거나 
수레를 앞서 가게 한 후 자신은 뒤꽁무니를 따라가거나 혹은 [홀로] 行程을 
초과해 편안히 쉬면서 수레를 기다리기도 했다. 또 지름길이 있을 경우 도착
지로 먼저 가서 열흘 혹은 半月 이상을 머물고 있으면 그제야 수레가 겨우 
도착했다. 이 때문에 호송 物貨가 沿路에서 소실되거나 손괴하면 私的으로 
站戶·喝車人 등에게 배상시켰다. 그들은 官物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公
事를 그르쳐 詞訟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中書省은 향후 官物을 운송할 때 
押運人 등의 甘結文狀(보증문서)을 받고 직접 화물을 좇아 押運하고 晝夜로 
마음을 써서 방비해서 官物의 소실과 손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했다.172) 
물자 운반과 호송의 중요성을 고려해 中書省은 1287년에 각 처에서 일체 錢
物을 운송할 때 유능하면서 일 잘하고 봉록을 받는 人員에서 押運人員을 선
발하도록 했다. 그들을 當該 庫官人 등과 함께 法과 같이 錢物을 포장[打
角], 감독·운송[管押]해 大都로 가 납부하도록 했다.173)

1300년에 衢州路 常山縣(현 절강)에서 보고한 바 福建 등지에서 운송해오
는 海外諸番의 寶物과 諸色을 綱運(船團·車團 운송174))할 때 長押官을 두고 
그가 庫官·庫子人 등을 직접 이끌고 관리·압운했다. 또 경과하는 州縣에서 
鎭守軍官 頭目이 軍人·弓兵을 이끌고 서로 번갈아 이어받아 각기 護送했다. 

民, 未便. 行省自有宣使, 宣慰司自有奏差, 可任諸雜泛差使之責. 呈乞照詳.} 又據浙東道廉
訪司申, 亦爲前事. 咨請照詳.> 准此. 本臺具呈照詳施行.｣ 得此. 都省議得: ｢行省今後應合
起運赴都諸物, 當該提調正官, 與所委押運官, 眼同點檢足備, 如法打角. 除金銀·寶鈔·精細物
貨·絲綿·匹帛, 依例輪流差遣州縣以次官·宣使管押, 其餘木綿·土布·造作等項麄重物件, 止差宣
使, 將引元經手并庫子人等解納外, 據諸項軍器, 須差色目官員, 與局官押運. 其常課段疋, 亦
差宣使與局官起納, 却不得因而別差無俸及求仕人等押運. 咨請依上施行.”

172) 元典章36 ｢兵部｣3 驛站·押運·押運官須要根逐官物, p.1316, “至元十七年九月, 御史臺, 
承中書省劄付: ｢據各處起運官物, 其所差押運人員, 往往不肯隨逐車輛用心關防, 或令車輛先
行, 自後根趕, 及或越程前去安歇等候. 復有徑到地訖, 住經十日或半月之上, 車輛才行到來. 
以此多致所押物貨沿路踈失損壞, 私下着落站戶·喝車人等陪償. 不惟損失官物, 耽誤公事, 實
爲滋引詞訟, 不便. 今後但有起運官物, 就取押運人等甘結文狀, 須要親爲根逐押運, 晝夜用心
關防, 毋致踈失損壞.｣ 都省仰依上施行.”

173) 元典章21 ｢戶部｣7 錢糧·押運·請俸人解錢物, p.788, “至元二十四年, 湖廣行省, 准中書
省咨: 照得先爲各處行省并隨路解納金銀·疋帛·寶鈔諸物, 到來大都, 檢覷得多有水濕·浥變·損
壞·短少數目, 蓋是各處押運人員選委不常, 以致如此. 都省除外, 移咨: 今後起運一切錢物, 
公選能幹請俸人員, 同當該庫官人等如法打角管押, 前來大都交納, 毋致上漏下濕. 如是到來, 
但有浥變損壞短少數目, 着落差來人員追陪, 再行斷罪施行.”

174) 綱運은 그룹 단위로 대량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일컫는다. 하나의 그룹은 몇 대의 수레나 
배가 1組를 형성한다. 1組는 1綱을 지칭하므로 “綱運”이라고 했다(漢語大詞典(전자판) 
“綱運”).



- 230 -

그 長押官이 縣에 도착하면 正官에게 동반운송[伴送]을 강요했다. 常山縣의 
길은 驛程에 닿아 있어 上位官員을 영접하고 祗應을 제공하느라 공급이 바
빴다. 그것은 南으로 閩廣·海外諸蕃으로 연결되고 北으로 京都로 이어지는 
요충지로 해당 縣官 3員이 전적으로 遞送에 매달려도 부족했다. 더욱이 長
押官이 다방면에서 고의로 농락하며 官典·司吏를 불러다 때리고 욕하며 뇌
물을 요구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멋대로 붙잡아다 능욕하는 
바람에 常山縣에서 상시 官을 비우며 公務가 방해 받기에 이르렀다. 刑部에
서 의논한 바 경과하는 縣에서 長押官員에게 다만 마땅히 호송 弓兵을 제공
하고 正官의 동반운송[伴送]을 혁파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승인받았다.175) 
곧 각 縣의 正官은 통과하는 화물의 호송 책임이 없었으나 長押官員을 영접
하고 식량 등 물자와 弓兵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육로에서 화물 운송은 기본적으로 나귀나 소가 끄는 수레가 도맡아했다. 
말(馬)도 예외가 아니었다. 말은 주로 황실용 귀중품(곧 貴細物貨)을 운반하
는 데 투입되었다. 1291년 尚書省·工部의 呈에 따르면 각 路 局·院의 提舉
使 副·正官은 段匹·雜造軍器 등 물품을 매 계절마다 직접 운송했다. 이때 그
들은 鋪馬 2필을 탈 수 있었고 그 바로 아래 頭目 인원은 例에 따라 1匹을 
제공받았다.176) 1293년에 金·銀 생산지 6路를 관할하는 淘金運司官 馬合麻·
木哈里의 요청으로 鋪馬 5匹을 탈 수 있는 鋪馬聖旨가 지급되었다.177)

1293년에 한 監察御史가 공무로 陝州(현 하남 三門峽 서쪽. 서안 동쪽 
240km 지점) 胡城站 서쪽을 지나다 길에서 萄葡酒를 운반하는 色目人員을 

175) 元典章21 ｢戶部｣7 錢糧·押運·州縣官伴送例, pp.789~790, “大德四年, 湖廣行省劄付: 
准中書省咨: ｢戶部呈: 奉省判: <刑部侍郎呈: {欽賚詔書, 前去福建等路開讀問民疾苦等事. 
欽此. 據衢州路備常山縣申: <<福建等處起運海外諸番進呈寶物·諸色綱運, 自有長押官, 將引
庫官·庫子人等親行管押. 經過州縣, 又有鎭守軍官頭目將引軍人·弓兵, 相沿交割, 接各護送. 
其長押官到縣, 勒要正官伴送. 本縣路當驛程, 迎接祗待上位官員, 支持忙. 併長押官多方刁
蹬, 將官典司吏取招打罵, 圖求賄賂. 若稍不從, 便行拖扯凌辱, 以致本縣常時闕官, 妨廢公
務.>>得此. 照得: 常山縣路當驛程, 南連閩廣·海外諸蕃, 北接京都衝要去處. 本縣官三員, 專
一往來遞送不敷. 卑職參詳, 旣有長押官員, 經過縣分止合應副防送弓兵, 伴送正官擬合革去
相應. 批奉都堂鈞旨, 送戶部議擬施行.}> 奉此. 本部議得: 江南起運錢物, 旣有元差長押官
員, 各處又有防護軍官人等, 其州縣正官合依所擬, 革去相應. 具呈照詳.｣得此. 都省准呈, 
咨請依上施行.” 

176) 站赤4 至元二十八年是月(十月), pp.81~82, “是月, 尚書工部呈擬: ｢今後隨路提舉使副
正官, 每季押運段匹等物, 乘驛馬二匹, 下次人員, 依先例給降一匹.｣ 省部議得: ｢各路局院, 
起納段匹·雜造軍器等物, 既令局院提舉使副正官, 每季親押前來, 合給鋪馬二匹. 若差下次頭
目人員, 依例給降一匹, 行移合屬依上施行.｣”

177) 站赤1 至元三十年五月, p.7, “五月, 給淘金運司鋪馬聖旨, 起馬五匹.”; 站赤4 至元三
十年五月十四日, p.88, 五月十四日, 中書平章政事帖哥等奏: ｢淘金運司官馬合麻·木哈里, 請
給聖旨起鋪馬五匹. 蓋緣所轄六路, 出產金銀, 合無准給.｣ 奉旨: ｢與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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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다. 그들은 전체 말 111疋에는 酒馬 62疋, 押運官이 탄 말과 짐을 실은 
말[駝行李馬] 14疋, 울락치(兀剌赤)가 탄 말 35疋이 있었다.178) 1271년에 兵
部는 각 路 交鈔庫의 庫子·庫官이 都에 가서 鈔本(준비금)을 수령하거나 昏
鈔를 납부할 때 각 路의 總官府로부터 劄子와 起馬 2匹을 제공하라고 규정
했다.179) 良鄉縣 提調站赤達魯花赤 迷里火者(말릭호자) 등의 보고에 따르면 
1311년에 陜西·四川·甘肅行省에서 鈔本을 운송할 때 鋪馬 125疋을 이용했
다. 馬數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인해 1312년에 押運官處에서 馬 7疋을 쓰는 
한편, 수레 7輛을 빌려 수레를 끌 경우 말 49疋을 쓰므로 總 말 56疋이 소
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鋪馬 69疋을 절감할 수 있었다.180) 

쿠빌라이는 보화에 관심이 적지 않았다. 1273년에 兵刑部 侍郎 바이주(伯
朮)가 玉의 産地 카시가르([可]失呵兒)와 호탄(斡端)으로 玉工 李秀才를 보내 
玉을 캘 수 있도록 鋪馬 6匹과 金牌 1面을 쓰게 해달라고 奏를 올렸다. 카
안이 玉 이송 방법을 하문했다. 바이주는 현지 관원 망구타이 바투르(忙古䚟
拔都兒)에게 명령해 官物 안에서 脚價를 지급한 후 운송해 올 것이라고 대
답했다. 그러자 쿠빌라이 카안은 “그러면 반드시 青·黃·黑·白의 玉을 구하도
록 하라. 또 큰 것이 있으면 그 옥티[瑕]와 박옥[璞]을 제거한 후 驛傳으로 
쉽고 편하게 운송하라.”고 특명을 내렸다.181) 카시가르·호탄의 玉을 운송하
는 데 驛傳이 쓰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요 品秩別·事例別 鋪馬 지급 규정은 [표 3-2]와 같다. 鋪馬劄子 혹은 鋪
馬聖旨 지급 수량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고 증감이 있었다. 예컨대 
1269년에 각 道 憲司에서 總管府 例와 같이 每道에 鋪馬劄子 3道를 지급했
다.182) 1282년 사월 조정에서 각 處 行省에 鋪馬聖旨를 지급했다. 楊州·鄂
州·泉州·隆興·占城·安西·四川·西夏·甘州 등 9개 行省에 每省에 鋪馬聖旨 5道

178) 元典章36 ｢兵部｣3 驛站·押運·斟酌起運鋪馬, p.1317, “至元三十年七月, 行御史臺, 准御
史臺咨: 據監察御史呈: ｢因公差至陝州胡城站西, 路逢押綱萄葡酒馱色目人員, 通起馬一百一
十一疋, 內馳酒馬六十二疋, 押運官乘騎并駝行李馬一十四疋, 兀剌赤騎坐三十五疋. 本站馬
數不敷, 與前站相併, 又有打過上站馬疋, 應付去訖.(후략)”

179) 站赤2 至元八年十二月條, p.30, “[至元八年]十二月, 山東東西道提刑按察司言: (중략) 
一. 各路交鈔庫子·庫官, 赴都關支鈔本, 解納昏鈔, 從各路總官府, 就給劄子起馬二匹.”

180) 站赤5, pp.129~130, “[皇慶元年]六月, 良鄉縣提調站赤達魯花赤迷里火者等言: ｢至大四
年十月七日, 有陜西·四川·甘肅行省馳運鈔本, 用鋪馬一百二十五疋, 爲馬數不敷.｣ 於押運官
處稟說用馬七疋賃車七輛, 拽車用馬四十九疋, 通計五十六疋, 遞運前去, 省減鋪馬六十九疋.”

181) 站赤2, p.33, “[至元十年六月]十八日, 兵刑部侍郎伯朮奏: ｢[可]失呵兒·斡端之地產玉. 
今遣玉工李秀才者採之, 合用鋪馬六匹, 金牌一面.｣ 上曰: ｢得玉將何以轉致, 至此?｣ 對曰: ｢
省臣已擬令本處官忙古䚟拔都兒, 於官物內支脚價運來.｣ 上曰: ｢然則必得青黃黑白之玉. 復
有大者, 可去其瑕璞起運, 庶幾驛傳輕便.｣”

182) 站赤1, p.3, “至元六年二月, 詔各道憲司, 如總管府例, 每道給鋪馬劄子三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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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했다.183) 鋪馬聖旨 5道 가운데 역마 5匹·4匹·3匹用 鋪馬聖旨가 각 1
道, 2匹用은 2道였다.184) 곧 각 行省은 최대 역마를 5필까지 쓸 수 있었다.

지급 대상 1인당
鋪馬數(匹)

劄子
발급여부* 목적 출처

뭉케 聖旨
(1251)    諸王 통상 3 諸王 본인의 馳驛 元史3 ｢憲宗本紀｣ 憲

宗元年辛亥夏六月條遠行 4필 이하
常制 조정 사신 3필 이하 사신 왕래 站赤2 至元十年十二月

舊例
(品秩別)
(1271)

1 ~ 3품 관원 5
카안의 特旨를 받거나 省·
部 明文에 따라 급무 위
해 역마 이용

站赤2 至元八年十二月
條; 站赤4 大德元年五
月條

4 ~ 5품 관원 4
6 ~ 7품 관원 3
8품 이하 관원 2

[令史·譯史·通事·宣使 등]** 2

新例
(事例別)
(1271)

路總管府 官과 監捕蝗蝻達魯花赤·總管 3 總管 사무와 메뚜기 포획

站赤2 至元八年十二月
條

同知·治中·府判 2
運司의 押運官 1員, 庫子 1員 2 ○ 課程 납부
交鈔庫 庫子·庫官 2 ○ 鈔本(자본금)과 昏鈔
路 局·院의 押運官 1 ○ 段匹·軍器 등 물자 납부
路·府 運司 등 計撥稅糧·考校課程人吏 3 ○ 稅糧·課程 회계
路 局·院의 差人 1 수도나 他處로 物料 운송
각 路 差人 1 ○ 急遞鋪 유실물, 문자 損壞 검사
각 路 差人 1 ○ 御饍·野物 진상
路 運司 例 例 鹽引 운용, 소금의 무게 검사

聖旨(1275) 각 路의 군인 압송 및 병기 운송 인원 2필 이하 군인 압송 및 병기 운송 站赤2 至元十二年二月
七日條

聖旨(1290) 淘金運司 5 ○ 金·銀 생산·운송 관련 사무 站赤1 至元三十年五月; 站
赤4 至元三十年五月十四日大司農司 24 ○ 大司農司 업무

*  箚子 발급(○)을 표하지 않은 항목은 站赤에 기록되지 않은 것일 뿐 반드시 箚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
** “令史·譯史·通事·宣使 등”에게 말 2필 이하를 지급하는 규정은 站赤4 大德元年五月條, p.96을 참조해 추가한 것이다. 1297년

의 則例는 “6 ~ 9품 관원”에게 말 3필 이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표 3-2] 品秩·事例別 鋪馬 이용 규정 변화

1270년에 입안된 ｢站赤事理｣로부터 잠치[站官吏]가 역참에서 왕래 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보고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잠치는 舊例에 의거해 지나는 
使臣에 대해 각 位下의 姓名, 鋪馬 수량·종류, 어떠한 官司에서 역마를 보내 
몽골문자 劄子를 들고 가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공무를 수행
하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해 적었다. 각 站에서 매 계절̇ ̇ ̇ 마다 冊을 만들어 [諸
路]總管府에 보고했고 [諸路]總管府에서 [매 계절] 다음 달 초 10일 이내에 
部에 보고해야 했다.185) 이후 몽골 조정은 보고 기일을 계절 단위에서 1개

183) 站赤1, p.4, “[至元]十九年四月, 詔給各處行省鋪馬聖旨, 楊州行省·鄂州行省·泉州行省·
隆興行省·占城行省·安西行省·四川行省·西夏行省·甘州行省, 每省五道.”

184) 站赤2, pp.47~48, “[至元十九年五月]九日, 中書參政阿里等, 奏準: ｢各處行省, 給降鋪
馬聖旨五道. 如本省有使在朝, 就令齎去, 無者遣使送致之. 異時斟酌增給. 楊州行省, 鄂州行
省, 泉州行省, 隆興行省, 占城行省, 安西行省, 四川行省, 西夏行省, 甘州行省. 每省五道內, 
五匹·四匹·三匹各一道, 二匹二道.”

185) 站赤2, pp.27~28, “[至元七年]二月, 中書省, 據左三部呈, 與右三部議擬站赤事理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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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 단축했다. 즉 1281년에 張 右丞과 郝 左丞 등이 隨路의 管站官吏가 
使臣의 祗應을 文籍에 많이 기재하고 착복했고 상시 운행하는 馬匹의 芻粟
을 침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논의한 결과 그들은 樞密
院·御史臺·行省·諸官府에서 파견한 使臣에 대해 매달̇ ̇  省에 보고하고 驛站에
서도 그 數目을 기록한 후 양자를 각기 대조할 것을 건의했다. 쿠빌라이 카
안은 이를 승인했다.186)

역마(鋪馬)와 수레(鋪車·站車)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각기 표준 적재중량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官物을 빠른 속도로 수시로 운송해야 하는 가축·장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1297년에 太原路 토드카순(脫脫禾孫 
todqasun187))과 站官의 건의로 都省에서 정한 바 말 1마리당 적재량은 100
斤(=59.4kg)이었고 급무가 아니면 달릴 수 없었다.188) 그러나 적정 중량 적
재 조처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화물의 過積은 가축을 손상·압사시켰다. 
각 處의 토드카순(脫脫禾孫)은 해이해져 자리를 비우며 감찰하지 않았다.189) 
1302년에 通政院의 관원은 諸僧과 使臣들이 무거운 물건을 싣고 다니느라 
鋪馬가 폐사했다면서 舊制에 따라 화물 100斤 이상을 적재하지 말 것을 요
청해 테무르 카안의 승인을 얻었다.190) 같은 해 陜西行省에서도 諸官府와 

(중략) 一照依舊例, 經過使臣, 開具各位下姓名, 并鋪馬數目, 賚擎是何官司起馬蒙古字劄子, 
從某處, 前往某處, 幹辦是何公事. 各站每季造冊申報總管府, 不過次月初十日以裏申部.”

186) 站赤2 至元十八年是月(八月), p.46, “是月二十五日, 張右丞·郝左丞等, 奏: ｢隨路管站官
吏, 減剋使臣祗應多書文籍, 及冒破常行馬匹芻粟, 罪不勝紀.｣ 臣等議: ｢令樞密院·御史臺·行
省并諸官府, 凡差遣使臣, 逐月報省, 仍令驛站亦具數目, 兩各查勘, 其弊自見. 庶幾後人懼罪
懲戒.｣ 奉旨曰: ｢善其行之.｣”

187) 至正條格(校註本)(p.210, 註12)은 todqasun을 “막다, 停止하다”라는 뜻의 몽골어 todqa-
에서 파생한다고 이해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todqa-는 “판명·판별·검사”의 의미로, todqaɤul
은 “역참 감찰관(inspecteurs relais de poste)”을 가리킨다(Antoine Mostaert & Francis 
Woodman Cleaves(1952), pp.433~434, 436~437; 黨寶海(2005), pp.104~ 106, 109).

188) 站赤4, pp.95~96, “大德元年四月, 太原路脫脫禾孫言: ｢本路站赤, 東接眞定, 南至平陽, 
四達之路, 時有雲南·四川·甘肅·陜西等處, 往來之使及諸王·朝省官員經行. 比年鋪馬損斃, 站
戶困窮, 其西番僧使馳馱, 重者二三百斤, 輕者不下百五十斤, 又兀剌赤馬後, 附物常行馳驟. 
今後乞從脫脫禾孫, 及站官量定每馬許載百斤, 非急務不得馳走, 庶望站赤少甦.｣ 都省準擬, 
遍行合屬, 依上施行.”

189) 站赤5 大德十年五月十日, pp.114~115, “又站車每輛載物一千斤, 馬負不過百斤, 今使臣
載物過多, 壓損頭畜, 各處脫脫禾孫弛心曠職, 曾不之察.”

190) 站赤4, p.104, “[大德]六年正月二十日 (중략) 又通政院官, 奏: ｢諸僧·使臣每將重物裝
乘, 以致鋪馬倒斃, 乞依舊制馳馱一百斤以上者, 不許裝載.｣ 奉旨: 可, 令宣政院各分揀之.
欽此.｣ 都省遍行照會訖.”; 元典章36 ｢兵部｣3 驛站·鋪馬·分揀鋪馬駝馱, p.1299, “行省, 
准中書省咨: 通政院呈: ｢大德六年正月二十日, 本院官奏過事內一件: 和尚·使臣每站裏行呵, 
重駝馱將着行呵, 馬每倒死了有. 依在先体例裏, 一百斤餘上, 不交駝呵, 怎生? 麼道, 那般
者. 宣政院官人每分揀者. 麼道, 聖旨了也.｣ 欽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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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僧이 역마를 빈번히 이용하고 화물을 지나치게 무겁게 싣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鋪馬와 長行馬 芻粟의 濫給을 중지시키는 한편, 황실에 바치는 物色에 
대해서는 출발지에서부터 그 무게를 달아 100斤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差
劄(印信문서) 안에 명백히 경유지를 적고 토드카순이 심문해서 화물을 덜어
내고 압류 물건과 官원 성명을 적어 상급기관에 보고해 징계를 건의했다.191) 

역로용 수레는 鋪車·站車가 쓰였다. 以北(화북)의 站車는 모두 가볍고 편
리한 漢車였고 최경량 수레가 다만 화물 1000斤(≒597kg)을 실을 수 있었
다. 곧 站車의 표준 적재물량은 每輛 1000斤이었다.192) 반면 以南(강남)의 
常用 大車는 每輛에 수천여 斤193)을 실을 수 있었다. 그런데 押運官이 站車
를 비치하지 않은 이남 지역에 도착한 후 車輛을 和雇할 때 고집스럽게 站
車數目에 따라 수레를 요구하면서 역참에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에 1285년
에 中書省에서 官物을 중계운송하는 수레가 있으면 이동하는 동안 먼저 前
路로 문서[文字]를 시행해 명백히 화물 무게[斤重]를 명기해 押運官이 執把
文字(들고 가는 문서) 위에 써넣지 않도록 조처했다. 站車가 있는 이북 지역
에서는 站車를 지급하되 站車가 없는 이남의 路에서 수레를 징발할 경우 분
명히 적은 후 前路에 미리 알려 예비시키도록 했다.194)

운반 동물·도구 외에 驛站에서 직접 諸物의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로 [和
雇] 脚力이 있었다.195) 1261년에 大名等路宣撫司는 관할 州城의 諸色人匠이 

191) 站赤4 大德六年是月(正月), pp.104~105, “是月, 陜西行省言: ｢諸官府及西僧, 給驛頻
數, 馱物太重. 今後請禁止濫給鋪馬及長行馬芻粟, 但有進呈物色, 自起程權其輕重, 不過百
斤, 差劄內明書經過去處, 許脫脫禾孫盤詰減卸, 具押物官姓名申上懲戒.｣ 通政院官奏準聖旨, 
令宣政院官分揀之, 省部欽依施行.”

192) 站赤5 大德十年五月十日, pp.114~115, “又站車每輛載物一千斤.”
193) 북방의 大車도 4~5천 斤을 실을 수 있었고 소(牛)·노새(騾) 십 수 마리로 끌었다. 수레를 

관리하는 자는 겨우 1主 1僕(노복)이었다(癸辛雜識續集上 ｢北方大車｣, p.157, “北方大車
可載四五千斤, 用牛騾十數駕之. 管車者僅一主一僕, 叱吒之聲, 牛騾聽命惟謹. 凡車必帶數
鐸, 鐸聲聞數里之外, 其地乃荒涼空野故耳.”).

194)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遞運官物開寫斤重, pp.1004~1005, “至元二十二年十月, 
行省, 准中書省咨: 據兵部呈: ｢准南京等路宣慰司關: 據河南等路申: <年終考較出事內一項: 
承奉上司文字, 凡有載運官物車輛, 多該寫鋪車·站車. 照得除迤北有站車路分易爲應副, 迤南
無站車路分, 必須和雇差<發>[撥]. (중략) 又照得迤北站車俱係輕便漢車, 最負輕者止能運載
一千斤, 迤南行走大車, 每輛可載數千餘斤. 其押運官到迤南和雇車輛路分, 亦要依站車數目
應副, 實是生受. 府司今後凡有遞運官物車輛, 比至車行, 先行前路文字, 明坐斤重, 毋令押運
官自行執把文字上該寫. 除[迤]北有站車去處應副站車, 迤南無站車路分, 或令差撥, 明白開
寫, 使前路先知預備, 免致押運官歐打恥辱官府, 冒說斤重, 多支官錢. 所載物件, 亦合令各處
照依坐去斤重應副車輛. 當司參詳, 若依河南府路申, 似爲明白, 各處官司亦易應副. 本部參
詳, 如准本司所擬, 似爲便益.｣都省准呈, 仰依上施行.”

195) 和雇脚力이 도입되기 이전에 步站이 존재했다. 步站은 폐지 연도를 알 수 없으나 오래 
존속하지 못한 채 이내 和雇脚力으로 대체되었다(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水路和



- 235 -

제작한 관용 段匹과 잡용 생활물자, 채집·사냥한 皮貨·翎毛·鷹鷂, 年例로 進
呈하는 물건 등을 운송할 때 脚力을 동원했다. 脚力을 이용할 경우 宣撫司
의 문서가 필요했다.196) 1292년에 懷孟路(현 하남 沁陽)는 麤重物貨(조악하
고 무거운 물품)를 水陸 연계 운송하는 한편, 寶鈔·金銀·縑帛·긴급 錢物을 
陸程으로 和雇脚力이 운반하는 방안을 제안해 승인받았다.197) ｢至元新格｣(1
291)에 따르면 脚力은 통상 수레를 운용하는 家戶에서 차출되었다. 인원이 
부족할 경우 車가 있는 近上戶(곧 準上戶)에서 동원되었다.198) 官府는 市價
―脚錢(혹은 脚價)―에 맞게 脚力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199) 

脚錢은 지형·중량·거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다.200) 驛站을 이용하는 旱
路의 경우 平地에서 1000斤(곧 수레 1대 표준적재량)의 물건을 100里(=51k
m)201) 운반하는 데 脚錢 1兩 3錢(=1300文)이 소요되었다. 이후 1278년에 
脚錢이 50% 올라 1兩 9錢 5分(=1950文)이 되었다. 길이 험한 山路에서는 
平地의 비용에 일정액이 추가되었다.202) 22년 후인 1300년에 平川(즉 평지)
에서 中統鈔 12兩(+823%), 山路에서 15兩으로 급등했다.203) 13세기 말 民

雇脚價, p.1003, “平章政事制國用使司: 照得隨路罷訖步站, 止見官爲和雇脚力, 除旱路已有
定体外, 據水路自來不一.”).

196) 站赤1 中統二年二月, p.16.
197) 站赤4 至元二十九年九月, pp.87~88.
198)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至元新格條, p.1006; 通制條格校注17 ｢賦役｣ 地稅條, 

p.496; 至正條格 卷27 ｢條格｣ 賦役·科撥差稅條, p.70; 至正條格(校註本), p.72, “諸和
雇脚力, 皆儘行車之家, 少則聽於其余近上有車戶內和雇. 仍須置簿輪轉立<有>法, 無致司吏·
里正·公使人等那攢作弊.”

199) 通制條格校注18 ｢關市｣ 和雇和買條, p.527, “至元十九年十月, 欽奉詔書內一款: ｢和雇
和買並依市價. 不以是何戶計, 照依行例應當, 官司隨卽支價, 毋得逗遛刁蹬. (후략)｣”

200) 通制條格校注18 ｢關市｣ 和雇和買條, p.530, “大德七年三月, 中書省. 宣徽院呈: ｢(중
략)凡雇車運物, 不分粗細, 例驗觔重里路, 官給脚價.以此參詳, (후략)｣”

201) 100里는 일반 사신이 하루 3개 站을 초과해 달릴 수 없었던 규정(元典章36 ｢兵部｣3 
驛站·使臣·使臣不過三站·至元十年九月, pp.1265~1266; 站赤9 使臣不過三站·至元十年九
月, pp.99~100)과 연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완만한 공무와 달리 급한 軍務와 관계된 사신
은 起馬劄子가 확인되는 즉시 좋은 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站赤2, p.33, “[至元十年]
九月, 中書兵部議: (중략) 一驛使到站, 先驗起馬劄子, 其事干軍務急速, 即仰如數應付良馬, 
毋得停滯. 如係緩慢公事, 當日行過三站復欲起馬, 或無劄子, 不得給行.”

202)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添答脚力價錢條, p.1004, “至元十五年, 中書兵部符文: ｢
奉中書省判送戶部呈: 奉省判兵部呈: <<洛滋路備永年縣申: <和雇脚力遞運諸物, 每千斤百
里脚價鈔一兩三錢. 今有車戶告, 即目物料湧貴, 乞依真定例添荅.>>> 事本部議得: <<比年隨
路田禾不收, 草料湧貴, 若止依舊例, 和雇百姓, 委是生受. 參詳. 擬合照依真定例, 平地千
斤百里, 一兩三錢, 加五添荅, 一兩九錢五分, 山路亦依上分數添支.>> 奉堂鈞旨, 送戶部, 照
得參詳: 見搬諸物, 若依兵部已擬, 依真定例, 加五添荅, 如草料減價, 依舊例呈奉都堂鈞旨, 
依上施行.｣

203)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添支水旱脚價條, p.1008, “大德四年七月二十九日, 承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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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1인당 월평균 지출액(생활비)은 대략 5兩으로 산출된다.204) 이를 1278년 
평지에서 표준 脚價 1.95兩과 대비하면 脚力은 최소 2.5회 화물을 운송하면 
월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요컨대 1회 脚價는 월간 생활비의 39%를 점하
며 상당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몽골 조정이 화물의 종류·수량·무게·크기, 도로 상황에 따라 호송
인(押運人員·捕盜官·弓兵), 운송인(脚力 혹은 遞運夫), 운반가축(말·소·나귀·낙
타), 운반기구(수레)를 달리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화물의 
[최종] 주인(카안 혹은 諸王 등)과 역참 문서의 소유 여부도 역참 이용 허가
를 위한 고려 대상이었다. 특히 金銀·疋帛·寶鈔 등 황실용 귀중품(貴細物貨)
은 押運人員의 호위를 받아 庫官·庫子가 직접 大都로 납부하는 점이 각별했
다. 화물 통과지의 正官은 물화 운송의 호송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았지만 押
運 인원(특히 上官)을 영접·접대할 임무를 맡았다. 

역참은 使客에게 많은 편익과 안전을 제공했지만 역로 위에서 이동은 여
전히 많은 비용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1300
년에 湖廣行省에 在職하는 官員이 錢糧·造作·기타 사무로 사절을 보내거나 
物貨를 押運해서 大都로 보내고 하는 거리가 왕복 1만 里(5100km)205)에 달
했다. 1년 동안 쓰는 여비[盤纏]로 인해 청렴한 이는 걸핏하면 돈을 전당잡
히고 빚을 져야 했고 탐욕스러운 이는 온갖 방법으로 백성을 동요시켰다.206)

역참의 편익이 컸던 만큼 押運官이 개인 물건을 官物에 끼워 넣는 일이 
다반사였다. 1293년에 大都에서 安西(현 섬서 西安)까지 站에 鋪馬의 多寡
는 일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래 鋪馬를 출발시키는 官司에서 起馬關文 안
에 실제 운행 마필수를 명백히 적지 않았다. 이에 押運官이 중간에 자의로 
諸物을 곁들여 실었다. 각 處에 설치된 토드카순은 前站의 關文에만 의지할 
뿐 즉시 諸物을 그대로 내주고 결코 조사하지 않는 폐단이 습관처럼 되었다. 

中書省劄付: ｢本部呈: 高唐州申: <<중략>>除大都至上都并五臺脚價外, 其余路分, 比附各
處, 所擬千斤百里, 中統鈔爲則, 量添旱脚, 山路作一十五兩, 平川一十二兩, 江南·腹裏河道
水脚, 上水作八錢, 下水七錢, 淮江黃河, 上水一兩, 下水七錢.｣”

204) 紫山大全集22 ｢雜著｣ 匹夫歲費, pp.38a~38b; 설배환(2015b), pp.214~215.
205) 한편 大都-雲南 간 거리는 大都-湖廣 간 거리보다 조금 먼 [왕복] 1만여 里로 추산되었

다(站赤5, p.132, “[至元]二十六年, 知樞密院也先鐵木兒等奏: ｢福山海牙新除雲南萬戶, 自
都至雲南一萬餘里, 乞依管民官赴任例, 三千里外軍官亦與鋪馬.｣”).

206) 元典章21 ｢戶部｣7 錢糧·押運·正官押運事理, pp.790~791, “大德四年十月, 湖廣行省劄
付: 准中書省咨: ｢御史臺呈: 准行臺咨: <據監察御史呈: {爲在職官員提調錢糧·造作·雜泛差
使, 又有押運物貨前去大都, 往回萬里, 動輒一年縻費盤纏, 使廉者典錢做債, 貪婪者百端擾
民, 未便.(후략)>” 元典章(點校本)에서 “動輒一年縻費盤纏”을 “動輒一年, 縻費盤纏.”으
로 표점한 것(元典章(二)(陳高華·張帆·劉曉·黨寶海 點校, p.781)은 오독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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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書省에서 이후 각 處에서 관용 諸物을 운송할 때 출발 官司에서부터 物貨
의 현재 수량을 저울질[盤秤]하고 法에 따라 묶고 봉인·기록[封記]해 數目을 
세세히 적도록 했다. 그것을 押物人의 差劄 내에 명백히 열거해 적은 후 실
제 운반 數目에 맞게 馬疋과 울락치(兀刺赤)를 운행할 수 있었다. 운송화물 
수요의 완급을 짐작해 運次를 나눠 마필을 지급했다. 토드카순이 다시 點視
하고 差劄를 조사하며 개인 물건을 끼워 운송하지 않도록 했다.207) 이는 역
참의 편리 앞에 押運官 등 역참 이용자들이 私物을 휴대·유통하는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이었다. 

그에 맞서 몽골 황실은 교통 요지[關會之地]에 토드카순을 배치해 사신의 
범람을 막고 역참 통제를 강화했다. 토드카순은 通政院·中書兵部의 統領 아
래 역참 이용자, 특히 使臣을 심문[辨詰]하고 奸僞를 판별했다.208) 그들은 
官物 운송인과 使客의 行裝도 조사·통제했다.209) 1291년에 徐州·邳州의 토
드카순의 발언과 같이 조정[朝省]의 諸衙門에서 보낸 사신이 역마를 탈 때 
행장을 많이 차렸다. 사신들은 자신의 物貨를 감히 검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通政院에서 향후 각처 行省에서 諸物을 운송할 때 押運官의 差劄 안에 起運
하는 물건·종류[物色]와 휴대하는 數目을 명백히 기입하도록 규정했다.210)

토드카순이 항상 使臣의 물건을 온전히 검사·몰수하지는 못했다. 1279년
에 侍郎 쿠트다르(忽都答兒)의 몽골 文字 보고에 따르면 쿠빌라이 카안은 
“왕래하는 使臣이 鋪蓋(역참) 이외의 말을 타지 말라. [그것을] 타면 토드카
순들이 使臣의 말과 짐을 조사해서 몰수하라.”고 聖旨를 내렸다. 그래서 당

207) 元典章36 ｢兵部｣3 驛站·押運·斟酌起運鋪馬, p.1317, “至元三十年七月, 行御史臺, 准御
史臺咨: 據監察御史呈: ｢(중략) 卑職照得大都至安西各站, 鋪馬多寡不一, 據實馱酒馬六十二
疋, 押運官行李回馬四十九疋, 如此多冒, 蓋因元起發官司於起馬關文內不行明白開寫實起馬
疋, 縱令押運官中間恣意梢帶諸物. 其各處所設脫脫禾孫止憑前站關文, 即行應付, 並不盤當, 
習成此弊.｣ 奉中書省劄付: ｢都省議得: 今後各處起運係官諸物, 自起程官司, 將物貨盤秤見
數, 如法打合, 封記備細數目, 於押物人差劄內明白開寫, 驗實起數目, 可起馬疋并兀刺赤, 斟
酌緩急, 分作運次應付. 經過脫脫禾孫, 更爲點視, 照勘差劄, 不致夾帶余物. 如有違犯之人, 
同元起發官司一体治罪. 及脫脫禾孫不爲用心分間, 亦爲嚴加罪責, 除外, 仰照驗依上施行.｣”

208) 元史91 ｢百官志｣7, p.2318, “各處脫脫禾孫, 掌辨使臣奸僞.”; 元史101 ｢兵志｣4 站赤
條, p.2583, “其官有驛令, 有提領, 又置脫脫禾孫於關會之地, 以司辨詰, 皆總之於通政院及
中書兵部.”; 薛培煥(2014), p.155.

209) 바르 헤브라에우스는 시리아 지역에서 간선도로 감찰관(keepers of the highways, 곧 
토드카순)이 시리아로 도망하는 쿠르드인 아미르 바르두(Bardû)와 그의 일가 등을 추격한 
사실을 적고 있다(Ernest A. Wallis Budge, The Chronography of Gregory Abû'l 
Faraj, p.463). 이는 역참 감찰관이 사신과 여타 도로 이용자들을 통제한 사실을 보여준다.

210) 站赤4 至元二十八年是月(七月), p.80, “是月, 徐·邳州脫脫禾孫, 言: ｢朝省諸衙門遣使乘
驛, 多裝行李, 若有私己物貨, 未敢驗視.｣ 通政院定擬: ｢今後各處行省, 凡有起運諸物, 於押
運官差劄內, 明白開寫起運物色·囊橐數目, 似望防禁私弊易爲盤驗者.｣ 省準擬遍行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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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大都로 오는 사신들에 대해 토드카순·站官이 말과 화물을 함께 조사하면
서 鋪蓋 이외의 것을 무엇이든 토드카순이 요구했다. 중서성은 江南에서 오
는 客官들도 많아 體例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奏를 올렸다. 카안은 그
들에게 앞으로 사신을 조사시키지 말라며 이전 聖旨를 번복했다.211) 使臣의 
非行과 행장은 토드카순의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카안을 찾아오는 
使客, 특히 강남 使客의 왕래를 방해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제한되었다.

2) 水運
몽골 조정은 陸路뿐만 아니라 水路로도 錢糧·諸物을 都城으로 운송했다. 

水路(혹은 河道)를 정비하고 錢糧·諸物을 처음으로 운송한 때는 1233년의 
일이었다.212) 다만 쿠빌라이 이전의 水運은 자료 부족으로 詳考하기 어렵다. 

쿠빌라이 시대에 水路의 정비는 都水監 郭守敬(1231-1316)에 의해 主導
되었다. 1265년에 그는 “배로 中興(현 寧夏 銀川)에서 黃河를 따라 4일 밤
낮을 가면 東勝(현 내몽골 Togtoh[托克托])에 도착하므로 漕運을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查泊(현 내몽골 Bugthot[包頭] 서쪽 麻池 서남)과 兀郞海(현 
내몽골 Urad[烏拉特] 中旗 新忽熱 서남 古城)에 古渠가 대단히 많으므로 修
理해야 합니다.”라고 청원했다. 쿠빌라이는 그것을 裁可했다.213) 1266년에 
郭守敬은 御河 개착을 추진하면서 2000여 里(=1020km) 運河214)는 公私 物
貨를 운반하는 데 이로움이 아주 크다고 했다.215) 郭守敬은 “中都의 옛 漕
河는 동쪽으로 通州(현 북경 通州)에 이르는데 玉泉水를 끌어들여 배를 다니

211) 站赤9 ｢脫脫禾孫｣ 脫脫禾孫休搜行李, p.106, “至元十六年七月初五日, 中書兵部, 承奉
中書省劄付: ｢據忽都答兒侍郎蒙古文字譯該: 來往底使臣, 除鋪蓋已外馬裏, 休馳者. 馳呵, 
脫脫禾孫每, 使臣底馳馱搜呵, 要了者. 麼道, 聖旨有來. 如今來底使臣, 脫脫禾孫·站官一處
搜呵, 鋪蓋已外不揀甚麼, 脫脫禾孫要有. 江南來底客官每也多有, 似較沒體例的一般.｣麼道, 
奏呵, ｢我幾時道來. 今後休教搜者.｣ 麼道, 聖旨了也. 欽此.” 좌기의 사례와 유사한 聖旨가 
같은 해 시월 사일에도 내려졌다(站赤9 ｢脫脫禾孫｣ 脫脫禾孫休搜行李·又至元十六年十月
初四日, p.106). 

212) 元史64 ｢河渠志｣1 御河·至元三年七月六日條, p.1600, “至元三年七月六日, 都水監言: 
｢運河二千餘里, 漕公私物貨, 爲利甚大. 自兵興以來, 失於修治, 清州之南, 景州之北, 頹闕
岸口三十餘處, 淤塞河流十五里. 至癸巳年, 朝廷役夫四千, 修築浚滌, 乃復行舟. 今又三十餘
年, 無官主領. (중략)｣ 部議以濱河州縣佐貳之官兼河防事, 於各地分巡視, 如有闕破, 即率衆
修治.”; 설배환(2009a), pp.67~68.

213) 元史164 ｢列傳｣51 郭守敬, pp.3846~3847, “[至元]二年, 授都水少監. 守敬言: ｢舟自中
興沿河四晝夜至東勝, 可通漕運, 及見查泊·兀郞海古渠甚多, 宜加修理.｣ (중략) 帝善之.”

214) 절강성 杭州에서 大都(현 북경)까지 運河의 총 거리는 약 1800km였다(星斌夫 譯註, 大
運河發達史―長江から黃河へ, 東京: 平凡社, 1982, p.383).

215) 元史64 ｢河渠志｣1 御河·至元三年七月六日條, p.1600. 御河는 大明路 魏縣(현 하북 魏
縣 서남 魏后) 경계에서 淸州(현 하북 靑縣)에 이르는 운하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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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면 매년 雇車錢 6만 緡(=兩)을 절약할 수 있다”며 水利의 강점을 들었
다.216) 그의 보고는 水運의 경제성을 강조한 것이다. 

[표 3-3]은 都水監提擧漕運司에서 河水의 유속·지형·거리를 따져 100斤 
당 水路脚價를 책정한 것이다.217) 이 水路 和雇脚價는 平章政事 制國用使司
에서 정한 것으로 陸路와 운송비용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이 水路脚價는 
陸運과 동일하게 1000斤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80~103文이었다. 이 값
들의 평균치 95文은 평지 脚價 1,300文의 7.3%였다.

출발지

목적지

方里馬頭 舊縣馬頭 秦家渡
거리
(里)

100斤당
脚價

1000斤·100
里당 脚價

거리
(里)

100斤당
脚價

1000斤·100
里당 脚價

거리
(里)

100斤당 
脚價

1000斤·100
里당 脚價

楊村
(현 天津 武淸)

1445
(737km)

1錢1分6厘
(116文) 약 80文 1345

(686km)
1錢

(100文) 약 74文 1300
(663km)

1錢4厘
(104文) 80文

河西務
(현 天津 武淸 서북 河西務)

1615
(824km)

1錢5分6厘
(156文) 약 97文 1515

(773km)
1錢4分
(140文) 약 92文 1500

(765km)
1錢3分8厘

(138文) 92文

李二寺
(현 북경 通州 동남 張家灣 동남)

1745
(890km)

1錢7分7厘
(177文) 약 101文 1675

(854km)
1錢6分6厘

(166文) 약 99文 1630
(831km)

1錢6分4厘
(164文) 약 101文

通州
(현 북경 通州)

1770
(903km)

1錢8分3厘
(183文) 약 103文 1675

(854km)
1錢7分2厘

(172文) 약 103文 1660
(847km)

1錢7分
(170文) 약 102文

※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水路和雇脚價條, pp.1003~1004; 설배환(2009a), p.69.

[표 3-3] 水路 和雇脚價

군수물자 등을 운송할 때218) 1286년에 中書省에서 책정한 수로 脚價鈔는 
1000斤 100里 기준 3錢 7分(370文)이었다. 和雇舡隻脚價는 동일기준에서 
上水 1兩(1000文), 下水 0.5량(500文)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각지에서 舡戶
의 盤纏(노비), 곧 脚價가 부족하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軍器 운송 脚價는 
運糧價例219)에 의거해 耗米價鈔를 제외하고 1000斤 100里 당 鈔 2.1兩

216) 元史164 ｢列傳｣51 郭守敬, pp.3845~3846, “世祖召見, 面陳水利六事: 其一, 中都舊漕
河, 東至通州, 引玉泉水以通舟, 歲可省雇車錢六萬緡.”

217)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水路和雇脚價, p.1003, “平章政事制國用使司: 照得隨路
罷訖步站, 止見官爲和雇脚力, 除旱路已有定体外, 據水路自來不一. 除合破數目外, 再令都水
監·提舉漕運司驗河水通快淺澀去處, 照依目今運糧体例, 從實定到每物一百斤自起程至下卸處
所合該地里·所該脚價. 仰今後凡有起運官物, 須管照依坐去分例, 和雇舡隻搬運前來. 仍仰隨
路於月申內驗次日類報, 再不得似前亂破官錢違錯.”

218) 몽골과 宋의 전투에서 1271년에 賈文備는 蔡州로 전출 가서 水陸 漕運을 담당했다(元
史165 ｢列傳｣52 賈文備, p.3869, “八年, 授宿州萬戶, 尋改河南等路統軍, 圍襄樊. 九年, 
移蔡州, 兼水陸漕運.”).

219) 수로에서 運糧價例에 의하면 본래 1石당 下水 100里 鈔 3分(30文)이었다. 이것이 충분
치 않다는 江西行省의 건의를 받아들여 1294년에 3分을 더해 6分(60文)으로 올렸다(元典
章26 ｢戶部｣12 科役·脚價·運糧脚價錢數, p.1006, “至元三十一年正月, 湖廣行省, 爲起運
真州糧一十五萬石事, 移准江西行省咨: ｢先爲年例攢運真州米糧, 依舊例, 每石下水百里, 支
鈔三分, 舡戶揭用不敷.｣ 本省議得, 每米一石, 量添三分, 通作六分. 移准中書省咨該: ｢更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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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文)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市價에 비춰 모자라는 1兩 5厘 등은 
按察司에서 조사한 후에 조정하기로 결정했다.220) 이는 1278년의 평지 脚價 
1.95兩(1950文)을 8년 만에 넘어서는 조처였다. 

일시 등귀한 수운 脚價는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다. 1300년에 江南·
腹裏 河道(곧 조운) 水脚은 1000근 100리 기준으로 上水에서 8錢(=0.8兩), 
下水에서 7錢(0.7兩)이었고 淮河·長江·黃河에서 水脚은 上水 1兩, 下水 7錢
(0.7兩)이었다. 水脚 비용(上下行 평균 0.8兩)을 동일시기 일반 평지—大都~
上都·五臺 지역 제외—에서 脚價 12兩, 山路에서 15兩였던 수치와221) 비교
하면 평지의 7%, 산길의 5% 수준에 불과했다. 河道와 江河 조운 수송비를 
대조할 경우 하행은 동일했지만 상행에서 河道 조운이 80% 저렴했다. 이것
이 바로 郭守敬이 水運을 강조한 근거이자, 쿠빌라이 카안과 그 후계자들이 
그것을 시행한 이유였다. ‘막대한’ 비용 절감을 마주하고 水運을 마다할 까
닭이 없었다. 

수운은 운행속도—특히 下行—에서 육운을 능가하기도 했다. 1278년에 中
書平章政事 哈伯 등의 奏에 따르면 烏蒙(현 운남 昭通) 북쪽에서 敍州(현 사
천 宜賓)까지 배를 만들고 水站을 완공할 경우 陸路(약 253km)로 7~8일 여
정이 하천222)을 따라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었다.223) 이는 특정 구간에서 
수운이 육운보다 7~8배 빨랐음을 증명한다. 다만 兩者의 상대속도는 하천의 
유속, 순류 혹은 역류 운항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水站은 1274년에 첫선을 보였다. 그것은 玉 운송을 위한 것이었다. 匪力
沙(Feilisha: 현 新疆 호탄 서남)는 玉 산지로 본래 淘玉戶 300戶가 있었다. 

定奪体覆相應, 准擬施行.｣ 准此.”). 원대 1石이 120斤(61kg)이었으므로 표준 중량 1000근
을 기준으로 하면 運糧脚價는 약 500文이었다. 이는 1300년 下水 脚價보다 200文 적은 
값이었다.

220)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雇舡脚力鈔數, pp.1005~1006, “至元二十三年, 湖南道
宣慰司, 奉行中書省劄付: ｢爲遞運軍人出征什物等, 每千斤百里, 支脚價鈔三錢七分.｣ <文>
[又]奉省劄: ｢發下文榜一道, 爲和雇舡隻脚價, 每千斤百里上水一兩·下水減半等事.｣ 承此. 據
各處申: ｢舡戶委是不敷盤纏, 多有棄舡在逃, 有誤軍情大事. 若依接運思明州糧斛定到脚價, 
千斤百里放支鈔四兩一錢一分, 驗程支給, 似爲舡戶樂便.｣ 得此. 具呈行省劄付: ｢來呈: 見運
軍器脚價比照運糧價例, 擬除耗米價鈔外, 每<百斤千里>[千斤百里]支鈔二兩一錢. 外據照依
市價餘一兩五厘等, 候按察司体覆相應, 至日定奪施行.｣”

221) 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添支水旱脚價條, p.1008.
222) 현재 운남성 昭通과 사천성 宜賓 사이에 橫江과 大關河, 金沙江 등의 하천이 있다.
223) 站赤2, p.37, “[至元十五年]五月六日, 中書平章政事哈伯等, 奏: ｢中慶路至烏蒙賽典赤

所管之地, 立訖九站. 烏蒙北五站不得立, 烏蒙土官, 稱使我屬賽典赤, 則可立站. 臣等議差人
諭塔里不罕, 能主張立站則立之, 不能則委賽典赤領其地以立站. 又烏蒙北至敍州, 若造船立
訖水站, 則陸路七八日程, 順水一日可到. 俟立訖, 來由水由水路, 去者使由陸路爲便.｣ 並奉
聖旨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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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亂을 겪은 뒤 이산해 70戶만 남았다. 그래서 匪力沙 땅 인근 民戶 
60戶가 매번 함께 玉을 일었다. 그들은 差徭를 면제받고 淘戶 등과 玉을 걸
렀다. 그 玉은 忽都(쿠트)·勝忽兒(셍구르)·舍里甫丁(살립 앗 딘) 등 세 사람이 
설립한 水站을 따라 京師로 중계운송되었다.224)

水路·水利 시설의 정비는 1275년에 丞相 伯顔이 남송 함락을 위해 水站을 
설치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225) 그해 쿠빌라이 카안은 樞密院 迎經 등에
게 水路를 따라 皇宮으로 오라고 명령했다.226) 1279년에 通州 水路가 얕아 
배가 운행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다. 조정은 樞密院에 군인 5000명을 
징발시키고 食祿諸官에게 役人 1000명을 고용해 수로를 준설하도록 명령했
다. 50일 만에 공사가 완료됐다.227) 수로는 준설을 통해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약점을 안고 있었지만 몽골 황실은 그 운송 능력을 
적극 활용했다.

大都行 수로 개착과 정비는 몽골 조정의 주요 관심사였다. 1293년 전까지 
通州에서 大都까지 陸路(약 20km)로 官糧을 운송했다. 그 수송량은 연간 數
萬 石에 불과했다. 매번 가을 장맛비에 죽는 나귀[驢畜]가 셀 수 없이 많았
다. 通惠河가 건설된 후 通州-大都 간 陸運이 폐지되었다. 1293년에 완성된 
通惠河가 陸運을 대체했고, 그것은 大都城 안의 積水潭에까지 연결되었다. 
通惠河는 公·私 양쪽에 편익을 제공했다.228) 大都 東壁 북쪽의 光熙門은 漕
運 제방[漕壩]과 서로 접했다. 매년 곡물을 조운으로 운반할 때 船團 운송
[綱運]하는 인부는 제방 안으로 곡물을 들이면서 龍王堂 앞에서 큰 목소리로 
[화물] 숫자를 외쳤다.229) 光熙門 안에는 大都城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倉의 

224) 元史94 ｢食貨志｣2 歲課, p.2380, “玉在匪力沙者, 至元十一年, 迷兒·麻合馬·阿里三人言, 
淘玉之戶舊有三百, 經亂散亡, 存者止七十戶, 其力不充, 而匪力沙之地旁近有民戶六十, 每同
淘焉. 於是免其差徭, 與淘戶等所淘之玉, 於忽都·勝忽兒·舍里甫丁三人所立水站, 遞至京師.”

225) 元史164 ｢列傳｣51 郭守敬, p.3847, “[至元]十二年, 丞相伯顔南征, 議立水站, 命守敬行
視河北·山東可通舟者, 爲圖奏之.”

226) 元史8 ｢世祖本紀｣5 至元十二年二月庚午條, p.163, “敕樞密院迎經等, 由水路赴闕.”
227) 元史10 ｢世祖本紀｣7 至元十六年六月辛丑條, p.213, “辛丑, 以通州水路淺, 舟運甚艱, 

命樞密院發軍五千, 仍令食祿諸官雇役千人開浚, 以五十日訖工.”
228) 元史164 ｢列傳｣51 郭守敬, p.3852, “[至元二十八年]先是, 通州至大都, 陸運官糧, 歲若

干萬石, 方秋霖雨, 驢畜死者不可勝計, 至是皆罷之. [至元]三十年, 帝還自上都, 過積水潭, 
見舳艫敝水, 大悅, 名曰通惠河, 賜守敬鈔萬二千五百貫, 仍以舊職兼提調通惠河漕運事.”; 
元史64 ｢河渠志｣1 通惠河條, pp.1588~1589, “首事於至元二十九年之春, 告成於三十年之
秋, 賜名曰通惠. (중략) 船旣通行, 公私兩便. 先時通州至大都五十里, 陸輓官糧, 歲若干萬, 
民不勝其悴, 至是皆罷之.”

229) 析津志輯佚 城池街市, p.2. ｢光熙門, 與漕壩相接. 當運漕歲儲之時, 其人夫綱運者, 人
糧於壩內, 龍王堂前唱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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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였던 千斯倉이 있었다. 이로써 漕運路와 大都 城門, 국가의 곡물 倉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89년에 會通河가 개착될 때 楊文郁은 漕運의 유통은 나라의 大計이며 
운하 개착이 고생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
다.230) 셍게도 또한 수치 데이터를 근거로 會通河 건설을 지지했다. 會通河 
개착으로 陸運夫 1만 3000戶가 民戶로 복원되었다. 그들 戶가 납부하는 賦
와 芻粟의 값은 鈔 2만 8000錠이었다. 이는 會通河 건설비용 3만 錠에 육
박했다. 그는 수로가 완성되면 萬世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231) 

1288년에 丞相 셍계가 동료를 모아 奏를 올리는 한편 지도[圖]를 진상했
다. 카안이 그것을 윤허하고 中統楮幣 150만 緡(=3만 錠)과 쌀 4만 石, 소
금 5만 斤을 사여해 인부를 고용하고 기물을 준비하는 값으로 쓰도록 했으
며 주변 郡에서 丁夫 3만 명232)을 모집했다. 斷事官 忙達兒(망다르)와 禮部
尚書 張禮孫, 兵部郞中 李處巽을 보내 馬之貞·邊源과 함께 그 役을 주관시
켰다. 1289년 정월에 공사를 개시했다. 須城縣 安山(현 산동 東平縣 서남쪽 
大安山)의 서남쪽 壽張(현 산동 聊城市 壽張鎭)을 기점으로 서북쪽으로 東昌
을 지났고 다시 서북쪽으로 臨清을 지나 御河로 들어갔다. 그 길이는 250여 
里(≒128km)였다.233) 아전들[吏]이 신중하게 공정을 감독했고 사람들이 모두 
힘을 다해 渠(수로)를 곧 완공한 후 더욱 준설·정비했다. 그해 유월에 汶河를 
터서 흘려보냈다. 강물이 도도하고 빠르게 [운하로] 흘러들어와 순탄하게 나
아갔고 배들이 돛을 맞대고 내려갔다. 堰閘(곧 壽張閘, 阿城閘, 七級閘 등)

230) 漕河圖志4 ｢碑記｣ 楊文郁·開會通河成功之碑, “我國家新天邑于析木之津, 建萬億年無疆
之業, 規模宏遠, 治具周密. 若夫漕運流通, 國之大計, 舟車致遠, 功利懸絕. 所宜講而行之, 
雖費而不可省, 勞而不可已者. 今則費取於官利及生民役, 不逾時功埀後世, 加以隨時豐歉, 權
事重輕, 以深致曲成, 萬物之意, 致國殷富, 由此途出.”; 北河紀3 楊文郁·開會通河成功之
碑, p.18ab.

231) 元史15 ｢世祖本紀｣12 至元二十五年冬十月庚午條, p.316, “又言: ｢安山至臨淸, 爲渠二
百六十五里. 若開浚之, 爲工三百萬, 當用鈔三萬錠·米四萬石·鹽五萬斤. 其陸運夫萬三千戶復
罷爲民, 其賦入及芻粟之估爲鈔二萬八千錠, 費略相當, 然渠成亦萬世之利. 請以今冬備糧費, 
來春浚之.｣ 制可.”

232) 元史에서 운하 개착에 투입될 工人을 300만 명으로 예상했다(元史15 ｢世祖本紀｣12 
至元二十五年冬十月庚午條, p.316, “又言: ｢安山至臨淸, 爲渠二百六十五里. 若開浚之, 爲
工三百萬, 當用鈔三萬錠·米四萬石·鹽五萬斤. (후략)｣.”). 그러나 이는 3만 명을 오기했거나 
혹은 총 133일(≒4.5개월)의 공사 기간에 투입된 연인원을 의미했을 수 있다. 실제 工人은 
2,510,748명 투입됐다. 여타 吏員 등을 고려하면 연인원 300만 명은 가능하다. 

233) 元史15 ｢世祖本紀｣12 至元二十五年冬十月庚午條, p.316, “又言: ｢安山至臨淸, 爲渠二
百六十五里. 若開浚之, 爲工三百萬, 當用鈔三萬錠·米四萬石·鹽五萬斤. 其陸運夫萬三千戶復
罷爲民, 其賦入及芻粟之估爲鈔二萬八千錠, 費略相當, 然渠成亦萬世之利. 請以今冬備糧費, 
來春浚之.｣ 制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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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물의 저장과 방류를 제어했으며 堤防을 완공해 일렁이는 물결의 
충격파에 대비했다. 工人이 총 2,510,748명 동원되었다. 수로 연변의 백성들
이 노인과 어린이를 안고 부축해 둘러보고 거닐었다. 楊文郁은 그들이 안정
된 삶을 지속하면서 배를 운행하는 노역을 즐겁게 바라보았다며 會通河 개
통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234)

요컨대 會通河 개착에 丁夫 3만 명과 함께 中統楮幣 150만 緡(=3만 錠), 
쌀 4만 石, 소금 5만 斤이 소요되었다. 1289년 이월부터 유월까지 133일의 
공사 기간에 연인원 工人이 251만 748명 투입됐다. 丁夫 3만 명이 133일 
동안 지급받은 식량은 3만 9900石―1일 지급량 1升, 곧 0.01石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는 실지급액 4만 石에 근접한다. 元史의 기록으로 볼 때 中統
鈔도 丁夫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會通河 건설 단계에서 工人 1인은 
약 4.5개월 동안 중통초 1錠(=50량)과 쌀 1.33石, 소금 1.7斤을 벌어들였다. 
1개월 수입은 中統鈔 약 11량, 쌀 3斗, 소금 약 0.38斤이었다. 공사 예산이 
당시 정부 표준에 의거해서 책정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공공건설 비용
은 카안의 사여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浙西의 곡식은 처음에 수륙 연락 운송으로 북상했다. 稅糧 운송을 위한 
이 연락 운송로는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 中灤旱站(현 하남 封丘 서남 荊隆
宮 서남)에서 陸運으로 淇門(현 하남 浚縣 서남 淇門)까지 간 후 御河를 따
라 京師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후 濟州의 泗河(濟州河)가 개착된 뒤에는 
淮河에서 新開河(濟州河)까지 도달한 후 大清河를 따라 利津(현 산동 利津)
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海口가 모래로 막히자 다시 東阿旱站(현 산동 東阿 
동남)에서 육로를 따라 臨淸(현 산동 臨淸)에서 御河로 들어가는 운송로가 
채택되었다.235) 카안울루스의 水路는 [그림 3-2]에서 참조할 수 있다.

1285년에 처음에는 江淮에서 京師로 매년 米 100만 石을 조운했다. 그 
가운데 海運으로 10만 石, 膠州(산동 膠州)·萊州(산동 萊州) 漕運으로 60만 

234) 漕河圖志4 ｢碑記｣ 楊文郁·開會通河成功之碑, p.25ab, “於是丞相桑哥合同寮敷奏, 且以
圖進. 上俞允, 賜中統楮幣一百五十萬緡·米四萬石·鹽五萬斤, 以給庸直備器用. 徵旁近郡丁夫
三萬. 遣斷事官忙達兒·禮部尚書張禮孫·兵部郞中李處巽, 洎之貞·源, 同主其役. 二十六年正
月己亥, 首事. 起須城安山之西南壽張, 西北行過東昌, 又西北至臨清達御河, 其長二百五十餘
里. 吏謹督程, 人悉致力, 渠尋畢功, 益加濬治. 以六月辛亥決汶流以趣之, 滔滔汩汩, 傾注順
適, 如迫大勢, 如復故道, 舟楫連檣而下. 仍起堰閘, 以節蓄洩, 完堤防, 以備盪激. 凡用工二
百五十一万七百四十有八. 濱渠之民, 老幼攜扶, 縱觀徊翔, 不違按堵之安, 喜見泛舟之役.”; 
北河紀3 楊文郁·開會通河成功之碑, p.17ab.

235)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4, “而運糧則自浙西涉江入淮, 由黃河逆水至中灤旱站, 
陸運至淇門, 入御河, 以達于京. 後又開濟州泗河, 自淮至新開河, 由大清河至利津, 河入海, 
因海口沙壅, 又從東阿旱站運至臨清, 入御河.”; 大元海運記上,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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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카안울루스 水路·海路와 大都-上都 巡幸路
(宮紀子, モンゴル帝國が生んだ世界圖,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7, 

p.43의 圖25 ｢海路와 運河｣에 필자가 兩都巡幸路 등을 추가한 것)

石, 濟州(강소 徐州) 수운으
로 30만 石을 수송했다. 그
런데 하천 수심이 낮고 배
는 커서 항상 목표량에 도
달할 수 없었다.236) 당시 
100石 규모의 배에서 4인
을 쓴 까닭에 船夫 數를 늘
렸다.237) 

1293년 당시까지 각 路 
遞運站船은 6戶에서 배 1
척[艘]을 공급했고 그 대가
로 곡식[苖]을 겨우 14~15
石만을 면제받았다. 江浙行
省은 힘이 부족해 站役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
다. 그들은 각 路에서 곡물 
元額 24石을 면제하고 
6~10戶에서 통합해 배를 
站船에 충당시킬 것을 제안
했다. 카안이 그것을 승인
했다.238) 

水站의 증가에 따라 車站
戶에서 水站戶로 전환이 일
었다. 1292년 이전에 衛輝
路(현 하남 衛輝)·大名路(현 

하북 大名)·彰德路(현 하남 安陽)의 3路에 站船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운송 
물품이 대단히 많아 선박이 망가지고 가축이 손상되었으며 站戶가 빈곤해졌

236) 한 연구는 水運 방식이 연간 최대 30만 石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黙書民, ｢元代大都
的糧食來源與消費｣, 元史論叢9, 2004, p.66).

237) 元史13 ｢世祖本紀｣10 至元二十二年二月乙巳條, p.273, “初, 江淮歲漕米百萬石於京師, 
海運十萬石, 膠·萊六十萬石, 而濟之所運三十萬石, 水淺舟大, 恒不能達, 更以百石之舟, 舟
用四人, 故夫數增多.”

238) 站赤1, p.7, “[至元三十年]六月, 江浙行省言: ｢各路遞運站船, 若止以六戶供船一艘, 除
苖不過十四五石, 力寡不能當役. 請令各路, 除苖不過元額二十四石, 自六戶之上, 或至十戶, 
通融僉撥.｣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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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每站에 站船 30척을 증설하는 한편, 差役을 감당할 만한 戶에서 站戶를 
징발하거나 혹은 火失不花(카시부카)가 조사한, 免役되었거나 한가한 車站戶 
가운데에서 物力이 있는 자를 站役에 나가도록 할 것을 通政院에서 제의했
다. 都省에서 車站戶에 대해 당해 연도(1292) 歲科 가운데 中統鈔 30兩을 
내서 가난한 잠치(站赤)를 구휼하는 한편, 汴梁(현 하남 開封) 등지에서 조사
한 車站戶 안에서 役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발탁해 水站戶에 충당하도록 
했다. 官에서 먼저 站舟와 나귀[驢畜]를 비치한 후 나중에 損弊가 있으면 보
상하도록 규정했다.239)

그런데 河運은 제방 붕괴나 토사 침전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과 설비 수급
면에서 단점이 적지 않았다. 1279년에 壩河를 개착할 때 壩夫戶 8,377戶가 
투입되었고 5070車戶에서 車 390輛, 950船戶에서 船 190艘가 소요되었다. 
그런데 매년 壩夫가 도망해 40~50% 손실이 발생하고 개인별로 운반할 곡식 
수량이 80~90%까지 늘어났다. 남은 이들이 晝夜로 뛰어다녀도 다 공급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심지어 壩夫 한 명이 하루 400여 石을 날랐던 탓에 
“어깨와 등이 시퍼렇게 멍들고 귀신처럼 수척해지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240) 1285년에 渾河의 제방이 무너졌을 때는 役夫 4000명이 
동원되었다.241) 

1292년에 中書丞相 울제이(完澤) 등은 그 무렵 江南에서 배를 건조해 御
河까지 곡식을 운반하는데 선박은 늘었지만 조운할 사람이 적다고 토로했다. 
어떤 南人은 매년 손실한 官糧을 배상하느라 궁핍함이 막심했다. 울제이 등
은 그들을 방면해서 東平府에서 해체된 車站戶 가운데 御河에 가까이 사는 
자 2000戶에 배를 공급·견인하는 役을 부과하면 편리하겠다고 건의해 승인 
받았다.242) 

239) 站赤4, p.82, “[二十九年正月]十五日, 通政院言: ｢先爲衛輝·大名·彰德三路, 站船數多, 
運物繁多, 船弊畜喪, 站戶貧困. 擬合每站增作站船三十艘, 於當差相應戶內, 僉撥站戶, 或將
火失不花取勘罷閑車站戶內, 擇其有物力者, 以應前役.｣ 呈奉都省劄付, 照得: ｢車站戶, 令歲
科出中統鈔三十兩, 津貼消乏站赤外, 從本院區處.｣ 今奉聖旨準行: ｢若於汴梁等處, 取勘到車
站戶內, 取其可役者, 以充水站戶. 官爲計置站舟·驢畜, 後有損弊, 卻令修補相應.｣ 兵部從之. 
都省定擬牽船·驢畜, 令站戶買備, 全免今歲已科津貼鈔數, 餘準部擬.”

240) 元史183 王思誠傳, pp.4211~4212, “又言: ｢至元十六年, 開壩河, 設壩夫戶八千三百七
十有七, 車戶五千七十, 出車三百九十輛, 船戶九百五十, 出船一百九十艘, 壩夫累歲逃亡, 十
損四五, 而運糧之數, 十增八九, 船止六十八艘, 戶止七百六十有一, 車之存者二百六十七輛, 
戶之存者二千七百五十有五, 晝夜奔馳, 猶不能給, 壩夫戶之存者一千八百三十有二, 一夫日
運四百餘石, 肩背成瘡, 顦顇如鬼, 甚可哀也.(후략)｣”

241) 元史13 ｢世祖本紀｣10 至元二十二年二月乙巳條, p.273, “塞渾河堤決, 役夫四千人.”
242) 站赤4, p.83, “[至元二十九年三月] 十七日, 中書丞相完澤等, 奏: ｢邇者令江南造舟至御

河運糧, 舟雖增而輓漕者少. 復有南人在內, 每歲陪償折耗官糧, 窘乏莫甚. 若釋之, 以東平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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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運이 활발한 가운데 선박 사고도 적잖이 발생했다. 1309년에 大都 通恵
河의 수문(閘) 하단이 막혀 물이 넘치고 위로 치솟으면서 배가 뒤집혔다. 이 
사건은 怪物이 있는 것으로 와전되었다. 中書省에서 檄文을 써서 그들을 일
깨웠고 中尚院 判官 任公이 스무날도 지나지 않아 보수를 마쳤다.243) 至正 
초에 한 차례 揚子江이 갑자기 말랐다. 그러자 배들이 모두 진흙 속에서 누
각처럼 누워 있었고 錢貨가 무수하게 드러났다. 이것들은 모두 수년간 배가 
뒤집히면서 남은 물건이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앞 다투어 주웠다.244) 

몽골 황실은 육로와 수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자 강남에서 지역 사정에 
맞게 陸站과 水站을 병행 운용했다. 1280년에 江淮行省에서 각지에 水·陸 
잠치(站赤)를 설치한 후 使臣을 遞送하거나 軍情의 급무일 경우 그에게 역마
를 공급하고 완만한 사무에 대해서는 배를 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도 站官을 때리고 핍박해서 반드시 역마를 이용하는 이가 있었고 왕
왕 鋪馬를 손상·폐사시켜 잠치(站赤)를 어그러뜨렸다. 江淮行省은 水站·선박
의 증설·보강, 馬站에서 驛馬 유지, 江淮行省 宣使人員의 水驛 이용, 朝廷·
諸王·公主·駙馬·省·臺·樞密院 使臣의 邳州(현 강소 睢寧 서북) 이남에서 站船 
이용 등 해결방안을 건의했다. 都省에서 水程 80里마다 水站 하나를 증설한 
후 例에 의거해 站戶를 배정하고 官에서 口糧을 지급하고 선박을 和買하며 
각 馬站에서 알아서 馬匹을 存留시켜 긴급 사무의 遞送에 대비하라고 했다. 
또한 水站을 增置한 지역과 存留 말의 수는 별도로 呈으로 보고하는 한편, 
향후 海青使臣과 軍情의 급무에 대해서 馳驛을 허락하도록 했다. 여타 사무
는 濟州(현 산동 濟寧) 水站부터 배를 타고 왕래하고 발급된 劄子에 관련 내
용을 명백히 적도록 지시했다.245) 곧 중서성에서는 사무의 완급에 따라 馬站
과 水站의 이용 규정을 재확인했다. 또 邳州가 아니라 그보다 [약 270km] 

所罷車站戶內近河家居者, 二千戶供牽船之役爲便.｣ 上從之.”
243) 梧溪集6([元]王逢, 欽定四庫全書·集部) 謁浙東宣慰副使致仕任公及其子台州判官墓【有後

序】, p.30ab, “至大元年, 除同知嘉興. 又明年, 遷中尚院判官. 適大都通恵河閘底鑚, 水汎湧
流覆舟, 訛傳有怪物, 中書檄之, 不兼旬繕完.”

244) 草木子3上 ｢克謹篇｣, p.41, “至正初, 揚子江一夕忽竭, 舟楫皆閣於塗中, 露有錢貨無數, 
蓋是累年覆舟之遺物也. 人爭取之.”

245) 站赤2 至元十七年·是年條, p.43, “是年春, 江淮行省, 言: ｢各處安置水陸站赤, 遞送使
臣·事干軍情急務則給馬, 緩者乘舟. 卻有毆逼站官必須馳驛者, 往往損斃鋪馬, 失悞站赤. 除
已增補水站船隻, 及令馬站約量存留驛騎外, 今後擬令本省宣使人員, 無問緩急, 止從水驛來
往, 自朝廷以至諸王·公主·駙馬·省·臺·樞密院差來使臣, 亦請一體於劄子上該寫, 自邳州爲始, 
應付站船遞送迤南, 委是便益.｣ 都省劄付通政院, 呈: ｢擬水程八十里, 增立一站, 依例撥戶, 
官支口糧, 和買船隻, 各馬站斟酌存留馬匹, 以備劇務走遞. 除照勘增置水站地方, 及存留馬
數, 別行具呈外, 都省議得今後除海青使臣·軍情急務, 方許馳驛, 餘者自濟州水站爲始, 乘船
往來, 所給劄子明白該寫相應, 遍下合屬, 依上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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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쪽의 濟州 水站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는 완만 사무의 사신·관원에게 배를 
타도록 정했다. 水站 이용자는 [표 3-4]의 기준에 따라 站船을 이용했다.

지급 대상 1인당 선박 수 (척)

站船分例
1297년
(大德 1)

1 ~ 2품 3
3 ~ 5품 2
6 ~ 9품 1

令史·譯史·通事·宣使 등 1
사망한 관원의 妻子 관원이 원래 받은 品職에 따라 선박 지급

※ 站赤4 大德元年五月條, p.96.

[표 3-4] 站船 分例 

1287년에 徐州에서 揚州까지 水站·馬站이 따로 설치된 까닭에 여름철 장
마에 使臣이 고통받는다고 揚州行省(곧 江淮行省/江浙行省)에서 호소했다. 
그들은 馬站을 水站과 병합해서 驛 이용자가 대낮에는 말을 달리고 밤에는 
水路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站戶도 모두 물가에 거주하는 자를 쓰면 官
民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카안에 의해 승인되었다.246) 

1292년에 懷孟路에서 官物을 遞運하는 車戶·脚力의 官價가 비용을 맞추
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懷孟路에서 衛輝路247)의 清河 唐村馬頭(현 河南 延
津 동북)까지 270여 里(≒138km)였다. 懷孟路는 향후 寶鈔·金銀·縑帛·긴급 
錢物을 陸程으로 和雇脚力이 운반하는 한편, 매년 운송하는 麤重物貨(조악
하고 무거운 물품)를 陸程으로 衛輝 清河站(水站)까지 도달시킨 후 배로 바
꿔 운송해 [大都로] 올라가면 官錢 800여錠을 아끼고 官民이 모두 편할 것
이라고 발의했다. 이 제안은 승인되었다.248)

1308년 십일월에 士人 郭畀(1280?-1335)가 杭州를 떠날 때 배를 타고 밤
에 출행한 사례249) 등에서 선박의 夜行이 정착된 모습이 관찰된다. 郭畀는 
그 달에 배를 타고 新開河를 따라 가다 얕은 수심 때문에 奔牛(현 강소 常
州市 서쪽 武進區의 서북)의 제방에서 쌀 운반선으로 갈아 타 呂城(현 강소 

246) 站赤1, p.5, “[至元二十四年]五月, 揚州省言: ｢徐州至揚州, 水馬站兩各分置, 夏月水潦, 
使臣勞苦. 請徙馬站附併水站, 一處安置. 馳驛者, 白日馬行, 夜則經由水路. 況站戶皆是水濱
居止者, 庶幾官民兩便.｣ 從之.”

247) 衛輝路는 西番(티베트) 승려가 大都에서 돌아갈 때 水驛을 따라 이동하다 鋪馬(사람)·站
車(물건)로 갈아타는 중요한 中繼地였다(站赤5 大德十年五月十日, pp.114~115).

248) 站赤4 至元二十九年九月, pp.87~88, “九月, 懷孟路言: ｢遞運官物車戶·脚力, 官價不敷
資費. 切照本路至衛輝路清河唐村馬頭二百七十餘里, 官有水站, 私通客旅. 今後若將寶鈔·金
銀·縑帛及急需錢物, 從陸程和雇脚力起行, 每歲合起麤重物貨, 卻自陸程以至衛輝清河站船接
遞赴上, 可省官錢八百餘錠, 官民兩便.｣ 省部准擬下合屬依上施行.”

249) 雲山日記, p.201, “[至大元年戊申十一月]初四日, 晴. 離杭州. 早方仲明待早飯, 飯罷, 
遣丁提控福童般行李, 上航船. 遇杭人魏提領·褚太醫, 同載唐涇, 晚飯. 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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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陽 옛 呂城鎭: 常州 서북쪽 약 50km)의 車堰에 도착했다.250) 이 일화는 
쌀 운반선이 정박한 呂城의 車堰은 수륙 연계 운송의 증거라 하겠다.

水運·水站은 토사 침전이나 인력·시설 관리 등의 단점을 지닌 가운데 陸
運·陸站과 병행하면서 상호 공존했다. 楊文郁은 “무릇 漕運의 유통은 나라의 
大計이며 배와 수레를 멀리까지 도달시키는 것으로 그 功·利가 도드라진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강구하는 데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아낄 수 없으며 수
고스럽더라도 그만둘 수 없는 법이다. (중략) 국가의 번영이 이 길(곧 조운)
을 거쳐 나왔다”251)고 水·陸 漕運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곧 水運은 陸運
과 함께 大都로 물자(특히 麤重物貨)를 공급하는 두 中軸을 구성했다. 漕運
은 수고로운 단점이 있었지만 일시 다수의 役徒를 투입하면 운송속도도 더
디지 않고 해선의 전복을 대비하는 가운데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다.252) 특히 
會通河는 ‘중국’ 물자를 조운해 京師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朝貢을 소
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53) 

(2) 海運과 海路의 內地化
몽골 조정에서 江南 곡물을 운송한 이래로 河運의 불편이 가중되었다.254) 

그 타개책으로 海路가 부상했다. 쿠빌라이 집권 초기에 外郡의 곡식[粟]을 
운반해 京師(곧 大都)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數日만에 곡식이 텅 비는 것이 
문제였다.255) 伯顔은 아마 1275~82년까지 약 7년간 실험을 거쳐 海路를 개
척했다. 그는 처음에 宋 庫藏의 圖籍을 崇明州에서 海道를 따라 京師로 보
냈다.256) 伯顔의 건의로 몽골제국에서 곡식을 바다로 처음 운송한 이는 朱

250) 雲山日記, p.209, “[至大元年戊申十一月]二十日, 苦寒. 早發新開河, 舟至奔牛堰下, 水
淺不可行. 換船運米, 至呂城車堰, 方辨船上篙櫓, 皆堅冰也. 舟人畏冷, 强之使行泊柵口.”

251) 漕河圖志4 ｢碑記｣ 楊文郁·開會通河成功之碑, “若夫漕運流通, 國之大計, 舟車致遠, 功
利懸絕. 所宜講而行之, 雖費而不可省, 勞而不可已者. (중략) 致國殷富, 由此途出.”

252) 元詩選(初集·乙集) 王學士惲·秋澗集·通漕引, p.469, “漢家鼎定天西北, 萬乘千官必供億. 
近年職貢仰江淮, 海道轉輸多覆溺. 東阿距泉【清泉縣.】二百八, 瀹【濟】西來與清合. 安流取直
民力省, 積水浮綱纔兩閘. (중략) 役徒三萬期可畢, 一動雖勞終古利. 裹糧荷鍤去莫遲, 行看
連檣東過薊. 休說春潭得寶歌, 長笑韋郎空侈麗. 從今粒米斗三錢, 狼藉都城樂豐歲.”

253) 掲文安公文集10([元]揭傒斯, 四部叢刊集部) ｢記｣ 建都水分監記, “會通河成之四年, 始
建都水分監, 于東阿之景徳鎭, 掌凡河渠壩牐之政, 令以通朝貢, 漕天下寔京師.”

254) 元史166 ｢列傳｣53 羅璧, p.3895, “至元十二年, 始運江南糧, 而河運弗便.; 國朝文類
40 ｢雜著｣ 經世大典序錄·海運條, p.421, “世祖皇帝, 至元十二年, 旣平宋, 始運江南粮, 以
河運弗便.”

255) 道園學古錄8 ｢記｣ 京畿都漕運使善政記, p.75上, “國初, 運外郡之粟, 以實京師, 數日以
廣, 大江以南, 浮海而至者, 歲以數百萬石計.”; 道園類稿26 ｢記｣ 京畿都漕運使善政記, 
p.4ab(全元文846 ｢虞集｣33, p.552).

256)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4, “初, 伯顔平江南時, 嘗命張瑄·朱淸等, 以宋庫藏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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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1321)과 張瑄(?-1302)이었다.257)

당시 카안울루스 동남 지역의 漕運으로 京師에 식량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運河가 좁고 얕아 큰 배[大舟]를 수용할 수 없었다. 100里(51km), 50里
(25.5km)도 채 가지 못해서 운하가 갑자기 방죽의 고인 물이 되었다. 그 후 
長江·淮河를 건너고 泗水(산동성 중부의 하천)를 거슬러 올라갔다. 呂梁(현 
산서 중서부)·彭城(현 강소 徐州)은 예부터 험난한 곳이었다. 會通河가 아직 
개착되지 않았고 東阿·茌平 길을 따라 수레로 300里(153km)를 운송했으므
로 물화 운수가 어려웠고 비용 소모가 극심했다. 朱清과 張瑄은 해운[海漕]
을 건의했다.258) 1282년에 비로소 朱淸·張瑄·羅璧(1244-1309) 등이 바닥이 
평평한 海船 60척을 만들어 곡물 4만 6000여 石을 海道로 京師까지 운송했
다. 하지만 연해에 산맥이 돌출해 있거나 바람을 제때 만나지 못하면 海道 
漕運은 이듬해 直沽(현 天津 三條石 북쪽)에 도착했으므로 조정은 海運에 
의혹을 거두지 못했다. 그들은 곡물 운송을 여전히 京畿·江淮都漕運司의 河
運에 의지해야 했다.259)

籍, 自崇明州從海道載入京師. (중략) 至元十九年, 伯顔追憶海道載宋圖籍之事, 以爲海運可
行, 於是請于朝廷, 命上海總管羅璧·朱淸·張瑄等, 造平底海船六十艘, 運糧四萬六千餘石, 從
海道至京師.”

257) 朱清·張瑄이 해운을 이용해 식량을 운반할 때 三山에서 大洋을 지나 燕京에 다다랐다. 
그들은 예부터 일찍이 이 길을 다닌 적이 없고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杜少陵, 곧 杜甫(712-770)는 두 詩 ｢出塞｣와 ｢昔遊｣에서 唐代 바다로 멥쌀[粳稻]이나 粟·
帛이 운송되었다고 읊었다. 이에 周密은 옛날부터 燕의 땅은 모두 海運을 이용했으며 해운
이 朱·張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說郛27下([元]陶宗儀, 欽定四庫
全書·子部十·雜家類) ｢浩然齋視聴抄【周密】｣, p.25a, “朱·張海餉, 自三山大洋經至燕京, 自言
自古所未嘗行此道, 昉自今始. 然杜少陵出塞詩云: ｢漁陽豪俠地, 擊鼓吹笙竽, 雲帆轉遼海, 
粳稻來東吳, 越羅與楚練, 照耀輿臺軀.｣ 又昔遊云, ｢幽燕盛用武, 供給亦勞哉. 吳門持粟帛, 
泛海凌蓬萊.｣ 然則, 自昔燕地皆海運, 非始於今也.”). 이에 陶宗儀는 朱清과 張瑄이 唐代에 
시작된 해운을 특별히 진작시켰다고 평가했다(南村輟耕錄11 ｢海運｣, p.142, “按杜工部詩
《出塞》云: ｢漁陽豪俠地, 擊鼓吹笙竽. 雲帆轉遼海, 粳稻來東吳.｣ 又《昔遊》云: ｢幽燕盛用武, 
供給亦勞哉. 吳門持粟帛, 泛海淩蓬萊.｣ 如此, 則唐時已有海運矣, 朱張特舉行耳.”).

258) 南村輟耕錄5 ｢朱張｣, p.64, “廷議, 兵方興, 請事招懷. 奏可. 清·瑄即日來, 以吏部侍郎
左遷七資最下一等授之, 令部其徒屬, 爲防海民義, 隸提刑, 節制水軍. 江南既內附, 二人者, 
從宰相入見, 授金符千戶. 時方輓漕東南供京師, 運河隘淺, 不容大舟, 不能百里·五十里, 輒
爲堰瀦水, 又絕江淮, 遡泗水, 呂梁彭城, 古稱險處. 會通河未鑿, 東阿茌平道中, 車運三百里, 
轉輸艱而糜費重. 二人者, 建言海漕事. 試之, 良便. 【至元十九年也】上方注意嚮之.”

259)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4, “至元十九年, 伯顔追憶海道載宋圖籍之事, 以爲海
運可行, 於是請于朝廷, 命上海總管羅璧·朱淸·張瑄等, 造平底海船六十艘, 運糧四萬六千餘
石, 從海道至京師. 然創行海洋, 沿山求㠗, 風信失時, 明年始至直沽. 時朝廷未知其利, 是年
十二月立京畿·江淮都漕運司二, 仍各置分司, 以督綱運.”; 松田孝一, ｢中國交通史―元時代の
交通と南北物流｣, 東アジア經濟史の諸問題, 京都: 阿吽社, 2000, p.148. 몽골 조정은 
1282년부터 海運 실행의 여부와 漕運과 경쟁력을 실험했고 그 이듬해에 新開河 조운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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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카안울루스 海路(그림 3-2)는 1282~91년, 
1292년을 거쳐 해변에 가까운 淸水洋에서 먼 黑水洋으로 옮겨 갔다. 1293
년에 마침내 가장 편리한 海運 노선이 개척된 후 1352년까지 작동되었
다.260) 이 노선은 劉家港(현 강소 太倉 동북 劉家口)에서 바다로 들어가 崇
明州의 三沙를 지나 大洋으로 나간 후, 成山(山東 동부), 劉家島(산동 淸島 
소재), 登州261)의 沙門島(산동 蓬萊 서북쪽 바다 위)를 거쳐 萊州大洋에 있
는 界河[海河] 입구의 直沽로 입항하는 운송로였다. 이로써 上海에서 楊村港
(현 天津 武淸)에 이르는 1만 3350里(≒6809km)의 海路262)가 확정되었다. 
海運은 풍랑의 예측이 어렵고 糧船이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일이 해마다 일
어났다. 하지만 海運은 봄과 여름 두 차례 운항―즉 春運·夏運―하면서 해풍
을 잘 만나면 浙西에서 京師까지 열흘 만에 운행할 수 있었다.263) 春運·夏運
은 통상 음력 사월·오월의 南風과 함께 起運되었다.264) 다만 1321년과 1323
년의 사례처럼 海風의 변화에 따라 음력 이월·삼월에 海運이 直沽에 도착할 
수도 있었다.265) ｢勅賜天妃廟新祭器記｣에 따르면 海運은 항상 봄 삼월과 여
름 오월 上旬의 吉日에 출항했다.266) 

直沽에 도착한 양곡의 領導와 접수는 1288년에 설치된 河西務(현 天津 河
西務)의 漕運司에 의해 수행되었다.267) 河西務에는 14개 倉이 설치돼 있었

지하고 해운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元史93 ｢食貨志｣1 海運, p.2364).
260) 宮紀子, モンゴル帝國が生んだ世界圖,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7, pp.43~48.
261) 登州港은 北宋·元 이래 海防의 重鎭이자 해상 교통의 요지였다. 그 실증적 유물로 古船 

네 척이 1984년(1號船)과 2005년(2, 3, 4號船)에 山東省 蓬萊縣 蓬萊水城에서 발굴되었다. 
1, 2號船은 明代의 戰船으로 확인되며 3號船은 元末·明初―4號船은 연대 불명이나 3號船
에 가깝다―에 제작·사용된 高麗 화물선으로 추정되고 있다(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煙台市
博物館·蓬萊市文物局 編, 蓬萊古船, 北京: 文物出版社, 2006, pp.8, 65~66, 84~86, 
106~113, 115~116, 182).

262)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6, “計其水程, 自上海至楊村馬頭, 凡一萬三千三百五十里.”
263)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4, “自丞相伯顔獻海運之言, 而江南之糧分爲春夏二運.”
264) 草木子3下 ｢雜制篇｣, p.67, “元海運自朱清·張瑄始, 歲運江淮米三百餘萬石, 以給元京. 

四五月南風至起運, 得便風十數日即抵直沽交卸.”
265) 元史27 ｢英宗本紀｣1 至治元年三月辛卯條, p.612, “辛卯, 海漕糧至直沽, 遣使祀海神天

妃.”; 元史28 ｢英宗本紀｣2 至治三年二月辛卯條, p.629, “海漕糧至直沽, 遣使祀海神天妃.”
266) 柳貫詩文集14 ｢記｣ 勅賜天妃廟新祭器記, p.282, “蓋漕運都府治呉, 專領海漕, 歲運東

南之粟三百萬石實京師. 常以春三月, 夏五月上旬之吉, 開檣劉家港, 乗便風, 不兼旬達直沽
口.” 한편 大元海運記는 곡식이 매년 봄 음력 정월과 여름 오뉴월 두 차례 海道府에 의
해 할당, 운송되었다고 서술한다(大元海運記下 皇慶二年十月二十五日, p.96, “海道府分
派定春夏二運糧數, 差官赴省開撥, 貼支四分腳價. 次年正月間, 咨請提調官親詣海道府裝發
糧斛, 給散貼支腳價. 直至五六月間, 夏運開洋了畢還省.”).

267)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5, “[至元]二十五年, 內外分置漕運司二. 其在外者於河
西務置司, 領接運海道糧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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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8) 매년 미곡이 直沽에 도착하면 京畿 漕運萬戶에서 배로 관원을 수차
례 보내 화물을 접수한 후 京倉으로 보냈다. 그와 별도로 朝廷에서도 재능 
있는 重臣을 파견해 접수, 보호했다. 이를 “接運”이라 칭했다.269) 接運 과정
에서 미곡을 해변 공터[海壖]에 하역하는 일이 중시되었다. 그래서 그 수량
이 수백만 石에 달했지만 수량·품질을 대조·계산[較計]하면서 合·勺 및 낱알
[顆粒]에 이르기까지 모자라거나 넘쳐서는 안 되었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270) 直沽에 하역된 海運糧은 통상 鎭遏軍 1000명―1316년에는 예
외적으로 500명―에 의해 보호되었다.271)

처음에 해운은 바람과 파도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 糧船의 표류·침몰과 溺
死가 잦아 매우 위험했다. 江南에서 大都를 잇는 海運은 해풍·파도·암초의 
높은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도 연간 손실율이 0.1~25% 범위에 평균 3.5% 수
준이었다.272) 1286년 시점에 官府의 海運 손실 보전 비용을 감안해도 海運
의 이익이 河漕보다 컸다.273) 

육로·수로처럼 海道에 대해서도 官에서 船戶에게 脚價를 지급했다.274) 海
路脚價는 [표 3-5]와 같다. 주목할 사실은 海運脚價 대상품목에 白糧(흰쌀)·
糙粳米(멥쌀)·稻穀(벼)·香糯(찹쌀)·黑豆 등 곡물만 열거돼 있는 점이다. 이는 
海內에서 陸站과 水站이 보화[貴細物貨]와, 곡물 등 조악하고 무거운 물품
[麄重物貨]을 동시에 수송했던 사실과 대비된다. 

268) 大元倉庫記, 河西務諸倉條, p.3a; 元史85 ｢百官志｣1 戶部條, p.2132.
269) 日下舊聞考112([清]于敏中 等 編纂,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2000) ｢京畿·武淸縣｣, 

p.1861, “歲運米三百五十萬石, 北抵直沽. 漕運萬戶之在內者, 部署其官, 數往翼舟航, 交受
所運, 達之京倉, 朝廷又選官接領交護, 名曰接運.”

270) 日下舊聞考112 ｢京畿·武淸縣｣, p.1861, “每歲春夏運糧舟將抵直沽, 即分都漕運官出接
運, 中書省復遣才幹重臣, 從至海壖交卸, 石以數百萬計, 而較計至於合勺顆粒, 畸不得虧, 盈
不得溢, 是亦難矣.”

271) 元史99 ｢兵志｣2 宿衞·鎭遏軍, p.2537, “[延祐]三年四月, 海運至直沽, 樞密院官奏: ｢今
歲軍數不敷, 乞調軍士五百人巡鎭.｣ 從之. 七年四月, 調海運鎭遏軍一千人, 如舊制.”

272) 설배환, ｢원대 海上 무역의 실태와 그 특징―쿠빌라이 카안 이후 南海를 중심으로｣, 서
울大 東洋史學科論集28, 2004, p.161.

273)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6, “初, 海運之道, (중략) 然風濤不測, 糧船漂溺者無
歲無之, 間亦有船壞而棄其米者. 至元二十三年始責償於運官, 人船俱溺者乃免. 然視河漕之
費, 則其所得蓋多矣.”; 陳高華, 元大都, 北京: 北京出版社, 1982, p.104.

274) 至正條格27 ｢條格｣ 賦役·海運船戶當差條, p.85, “至元元年十月初九日, 中書省奏: ｢
(중략)糧儲是重事有, 這〈般〉[船]戶每運糧時分, 官與脚價, 實比軍站不同, 敎當差役.的說將來
有.(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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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84(至元21)
中統鈔

1295(元貞1)
中統鈔

1308(至大1)
中統鈔

1310(至大3)
至元鈔(中統鈔)

1311(至大4)
至元鈔(中統鈔)

1313(皇慶2)/1314(延祐1)
至元鈔(中統鈔)

糧
(白糧)

8.5兩 6.5兩
-24%

7兩
+8%

1.6兩 (8량)
+14%

2兩 (10량)
+25%

福建      13  兩 (65량) +550%
溫·台·慶元 11.5兩 (57.5량) +475%
紹興·浙西  11 兩 (55량) +450%

糙粳米
福建      13  兩 (65량) +550%
溫·台·慶元 11.5兩 (57.5량) +475%
紹興·浙西  11 兩 (55량) +450%

稻穀 1.4兩 (7량)             8 兩 (40량) +471%
香糯·
黑豆

1.7兩 (8.5량) 2.8兩 (14량)
+65%

溫·台·慶元 11.5兩 (57.5량) +311%
紹興·浙西  11 兩 (55량) +293%

※ 元史93 ｢食貨志｣1 海運·凡運糧條, p.2365; 大元海運記上, p.57; 大元海運記下 ｢排年海運水脚價鈔
｣, pp.93~95; 설배환(2009a), p.72. 海運脚價鈔는 大元海運記에 따라 1石(120斤) 당 脚價다. 中統鈔 뒤 
환산율은 앞 시기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 3-5] 海運脚價鈔

실제 站赤에 黃海 海路를 따라 귀중품이 운송된 사례가 실려 있지 않
다. 몇 가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王惲이 진단한 것처럼 1280년대 
중엽에 職貢이 江淮로부터 海道로 운송되는 도중에 대부분 전복돼 빠졌던 
사건들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過番使臣(해외 사신)들이 상거래를 하면서 
화물세[抽分]를 은닉한 사례275)는 그들이 황실에 物貨를 바친다는 명분을 내
걸고 ‘중국’ 內地의 도시·시장에서 상행위를 한 사실을 보여준다. 寶貨를 휴
대했을 海外 사신·상인은 상거래를 위해 海路보다 육로·수로를 선호했을 것
이다. 海南海北廣東道 沿海의 州縣·鎭市로 선박이 해안에 당도하면276) 해당 
官司에서 그것을 떠나보내 市舶司로 보내 화물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市舶司에서 선박 화물 가운데 비싸고 섬세한 물품을 별도로 중앙으로 송달
하도록 한 제도277) 또한 귀중품의 육로 운송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

275) 元典章22 ｢戶部｣8 市舶·市舶則法二十三條, p.897, “使臣并大小官吏軍民人等, 因公往
海外諸番勾當, 皆是官司措辦氣力舡隻前去, 却有因而做買賣之人. (중략) 仍仰今後應有過番
使臣, 却不得以進呈物貨爲名, 隱瞞抽分.”

276) 市舶司의 舶商은 매년 겨울 북풍과 함께 해외로 출항했다가 이듬해 여름 남풍을 타고 
돌아왔다(元典章22 ｢戶部｣8 市舶·市舶則法二十三條, pp.898~899, “[一]諸處市舶司舶商, 
每遇冬<訊>[汛]北風發時, 從舶商經所在舶司陳告, 請領總司衙門元發下公<據>[驗]·公憑, 並
依在先舊行關防体例填付. 舶商大舡請公驗, 柴水小舡請公憑. 願往番邦, 明填所往是何國土
經紀, 不許越過他國. 至次年夏<訊>[汛]南風回帆, 止赴元請驗憑發舡舶司抽分, 不許越投他處
舶司, 各舶司亦不許互拈他處舶司舶商.”). 嶺外代答에 따르면, 상인 등이 廣州에서 서쪽
의 예멘의 麻離拔國(Hadramaut)으로 갈 경우 中冬(음력 11월) 이후에 북풍을 타고 출항
했다(嶺外代答校注3([宋]周去非 著, 楊武泉 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9) ｢外國門下｣ 大
食諸國, p.99, “有麻離拔國. 廣州自中冬以後, 發船乘北風行, 約四十日到地名藍里, (중략) 
住至次冬, 再乘東北風六十日順風方到.”; 吳春明, 環中國海沉船: 古代帆船·船技與船貨, 
南昌: 江西高校出版社, 2003, p.195). 

277) 元典章22 ｢戶部｣8 市舶·市舶則法二十三條, pp.902~903, “[一]各處市舶司每年辦到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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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적인 원인은 下番使臣의 物貨 헌상이 대개 항상적이지 않았던 데 있
었다. 그들은 연간 오직 유월과 칠월에만 順行할 수 있었고 나머지 달에는 
바람이 맞지 않았다. 1291년에 中書省은 使客이 物貨를 進貢할 때 泉州278)

에서 선박을 출항시켜 릴레이로 杭州까지 도달시키는 방식을 결정했다.279) 
요컨대 외국 사신의 공물은 카안울루스에서 주로 水路·陸路를 따라 大都·

上都로 이동했다. 1292년에 福建宣慰司 官 高興의 말에서 泉州에서 공물과 
외국 사신이 大都로 올라가는 길 일부를 추적할 수 있다. 福建에서 매년 泉
州 貢賦를 遞運하고 外國에서 온 사신들이 상경할 때 民力을 동원해 綱運
(船團·車團 운송)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다. 결국 당시 이 운송로 연변에 도
망한 집이 대단히 많았다. 高興은 遠近에서 공납[職貢]하는 驛傳에 대해 먼
저 建寧路(현 福建 建甌)·建陽縣(현 복건 建陽)·崇安縣(현 복건 武夷山市)에 
각기 馬站 1개소를 설치해 鉛山州 車盤站(현 강서 鉛山 車盤)을 거쳐 汭口
(현 강서 鉛山 汭口村)에 도착해 배로 곧장 大都로 가는 방안을 고안했다. 
每處에 쓸 人夫 250명에 대해서는 亡宋의 銅錢을 운반한 이들과 舖兵을 站
夫로 채우는 것이었다. 또 福州 懷安縣(현 복건 淮安) 水口와 南劍(현 福建 
南平)에 각기 水站을 세우고 建寧에 도달하면 官民의 便益을 도모할 것이라
고 진단했다. 카안의 명령으로 都省에서 亦黑迷失(Yīğmīshi)와 沙不丁
(Shihāb al-Dīn)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편리하다는 회답을 얻었다. 중서성
은 江浙福建行省에 官을 보내 역참을 설치하고 人夫를 선발했다. 이로써 饒
州(현 강서 波陽) 등지 驛道와 비교해 5站, 근 700여 里를 줄였다.280) 

貨, 除合起解貴細之物外, 據其餘物色必須變賣者, 附近杭州各司舶貨, 每年不過當年十二月
終起解, 赴杭州行泉府司官庫交割. (중략) [一]見<令>[今]舶商去來不定, 多在海南州縣走泄細
貨. 仰籍定姓名, 仍令海南海北廣東道沿海州縣鎭市地面官司用心關防. 如遇回舶舡隻到岸, 
常切催趕起離, 前赴市舶司抽分. 如官吏知情受賂容縱, 如或覺察得知, 定是依條斷罪.”

278) 泉州는 송대 이래로 해외무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해외 諸國과 방대한 교역망을 구축
했다. 카안울루스와 해외사절의 왕래는 대부분 泉州를 거쳐 이루어졌다. 泉州를 오고간 해
외사절로는 마바르國 재상 不阿里(1291년 泉州로 와서 元朝에 의탁하다 1299년 泉州에 
안장), 마르코 폴로(1291년 泉州 출항), 오도릭(1322~28년경 泉州에 상륙한 후 중국 여행), 
마리뇰리(1346년 泉州 출항), 이븐 바투타(1340년 泉州 상륙 후 1346년 泉州 출항) 등이 
있었다(陳麗華, ｢大德八年出使異域兵部侍郎許靜山墓志考｣ 福建文博, 2013(03), p.23).

279) 站赤4 至元二十八年是月(三月), pp.77~78, “今本省再令知海道人·慶元路總管府海船萬
戶張文<虎>[彪]講究得: ｢下番使臣進貢物貨蓋不常有, 一歲之間, 唯六七月可以順行, 餘月風
信不便, 莫若將福建海站船隻, 撥隸本處管軍萬戶府, 其在浙東者, 隸於沿海管軍上萬戶提調. 
聽令從長區處, 以遠就近, 屯住兵船, 遇有使客進貢物貨, 自泉州發舶, 上下接遞以致杭州, 常
加整治頭目·軍器·兵仗·船舶, 於沿海等處, 巡邏寇盜, 防護商民, 暇日守鎭陸地, 俱無防礙, 公
私順便. 所據海站不須設置.｣ 都省準擬, 奏奉聖旨, 令罷去之.”

280) 站赤4, p.82, “[至元]二十九年正月七日, 中書省奏: ｢福建宣慰司官高興言: 本道每年遞
運泉州貢賦, 及外國來使赴上, 皆仰民力綱運重勞苦之. 今沿途逃亡之屋甚多, 良可哀憫. 竊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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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海道 위에서 귀중품의 운송은 부분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적어도 
1314~20년 이래로 南番의 공물이 海運으로 운송되었다.281) 산동반도 북쪽의 
萊州 연안에서 발굴된 元代 침몰선에 河北 磁州窯 도자기가 적재돼 있었고 
이외에 龍泉 靑瓷나 景德鎭 청화백자도 일부 발굴되었다.282) 곧 귀중품을 
실은 배는 남중국해와 黃海를 항해할 수 있었다. 

[표 3-5]에서 海運脚價는 곡물 품목별로 달랐으나 백미와 멥쌀은 동일했
다. 1284년에 1石당 8.5兩—市價의 약 3배—이었던 미곡 海運脚價는 1295
년의 풍년으로 일시 가격(6.5兩)이 하락했고 해운도 30만 石 운송하는 데 그
쳤다.283) 카이샨 카안 시대 말기에 두 해 동안 海運脚價가 至元鈔로 표기돼 
겉보기에 하락한 듯하다. 하지만 앞 시기와 동일한 화폐단위(中統鈔)를 적용
하면 완만한 증가세에 있었다. 1313~14년에 곡물 脚價는 최저 293%에서 최
대 550%까지 폭증했다. 1329년에 海運脚價로 中統鈔 65만 512錠 13.243兩
(=32,525,613.243兩)—선적량(3,522,163石)과 대비하면 1석당 脚價 9.23兩—
이 지출되었다.284) 이는 1328년 국가 세입 967만 6158錠(【별첨】 [표 1])의 
7%에 상당하는 액수였다.285) 이것이 朱淸과 張瑄 등이 富와 명예를 누린 물
적 기반이었다.286)

遠邇職貢驛傳, 爲先請於建寧路·建陽縣·崇安縣, 各立馬站一所, 迤邐至鉛山州車盤站, 至汭口
下船直至大都. 每處用夫二百五十人, 所以放罷亡宋運銅錢, 及舖兵充站夫. 又於福州懷安縣
水口·南劍, 各置水站以達建寧, 似望官民便益.｣ 奉旨若曰: ｢亦黑迷失·沙不丁, 曾至其地, 可
再問之.｣ 都省欽依詢於亦黑迷失·沙不丁, 皆以爲便. 差官與江浙福建行省, 從宜設置, 差擬人
夫, 比之西路饒州等處驛道, 計省五站, 且近七百餘里.”

281) 日下舊聞考112 ｢京畿·武淸縣｣, p.1862, “延佑以來, 各造海船, 大者八九千, 小者二千餘
石, 歲運三百六十萬石, 京師稱便, 迤南番貢亦通.”

282) 吳春明(2003), p.232.
283) 大元海運記上, p.57, “成宗皇帝元貞元年, 以歲豐, 海運止運三十萬石, 每石水運脚價, 

減爲六兩五錢.”
284) 大元海運記下 排年海運水脚價鈔條, p.96, “天曆二年, 海運正糧三百萬石, 脚價不等, 散

過中統鈔六十四萬九千七百二十八定二十八兩五錢, 幷增運附香白糯正糧, 三千四百七石三斗
六升九合, 鈔七百三十八定三十四兩七錢四分三釐, 通計支散, 脚價鈔六十五萬五百一十二定一
十三兩二錢四分三釐.” 海運正糧과 香白糯正糧의 脚價를 합한 값은 32,523,363.243兩으로 
32,525,613.243兩과 비교해 2,250兩이 적다. 이들 품목의 1石당 脚價는 약 10兩 8錢이다. 

285) 李治安(2003), p.73.
286) Tien Ju-Kang, “Mongol Rulers and Chinese Pirates,” History Today, Vol.33-9, 

1983, pp.34~35. 해운 수익의 70%는 官으로, 나머지 30%는 商人들에게 귀속되었다(Tien 
Ju-Kang(1983), p.35). 米糧의 연간 수송량은 10분율로 張瑄이 6分(60%), 朱淸이 4分
(40%)을 운송했다. 1295년 이후에는 똑같이 나뉘어 운반되었다(大元海運記上, p.54, “[至
元]二十八年八月 (중략) 中書省奏准, 合並設立海道都漕運萬戶府二處. 一海道都漕運都達魯
花赤萬戶府, 係驃騎衛上將軍·淮東道宣慰使, 兼領海道都漕運萬戶府事張瑄管領. 每年運糧, 
以十分爲率. 該運六分.”; 大元海運記上, p.57, “成宗皇帝, 元貞元年 (중략) 又奏, 每年斟
酌海運糧米數, 以十分爲率, 張萬戶運六分, 朱萬戶運四分. 今萬戶言乞均分, 停運並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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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運脚價(표 3-5)는 海道 全 여정상 1石(120斤) 기준이었다. 海運의 水程
은 上海에서 楊村 항구까지 총 13,350里였다. 海運脚價를 1000근·100리 기
준으로 조정하면 백미의 海運脚價는 1284년 0.5兩, 1295년 0.4兩 수준이었
다. 후자를 비슷한 시기(1300)의 육로(평지 12兩)·수로(上·下水 평균 0.8兩)와 
비교할 경우 그것은 육로의 3%, 수로의 50%였다. 운송료 면에서 해운은 육
운보다 탁월했고 수운의 절반 값이었다. 海運脚價는 총액 면에서 막대한 비
용이었지만 매우 경쟁력 있는 운송수단이었다. 

곡물 운송속도·규모 면에서도 해운은 육운·수운의 추종을 불허했다. 초창
기에 海運 선박은 대형 1000石, 소형 300石 규모로 편차가 있었다.287) 一千
料의 해선은 한 번에 곡식 1000石을 적재했다.288) 1314~20년 이래로 兩浙
의 上戶들이 각기 海船을 제작했다. 큰 것은 8000~9000石, 작은 것이 2000
여 石에 달했다. 연간 360만 石―실제로는 연간 240만 石 이상―을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289) 새로 건조된 대형선박이 그 배경에 있었다. 海運은 또한 
河運과 달리 백성이 선박을 끄는 노고가 필요 없었다.290) ｢重修靈慈廟記｣
(1351)에 따르면 몽골 조정은 매년 漕米 300만 석을 京畿로 공급하는 데 
“1000척[千艘]”을 운용했다.291) 이 선박 수량은 부정확할 수 있으나 이를 통
해 漕米 선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선박수를 신뢰할 경우 적재량 
1000石의 배 1000척의 선단은 1회에 100만 石을 운반한 셈이었다. 몽골 황
실은 海路를 개척·확장함으로써 首都로 물자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운송경비와 
노고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당시 海運을 祖宗萬世의 長策이라 평가한 
것292)은 실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287) 日下舊聞考112 ｢京畿·武淸縣｣, p.1862, “船大者不過千石, 小者三百石. (중략) 至元二
十六年 (중략) 是時船小, 人多恐懼.”

288) 大元海運記上, p.70, “至大四年 (중략) 又於舊年九月十月之間, 撥降好鈔. 船戶得此, 走
爾時買物, 修造海船, 如造船一千料, 所用工料價錢, 不過一百定. 運糧一千石, 隨得腳錢一百
七十定. 爲有餘利, 爭趨造船, 專心運糧.”

289) 日下舊聞考112 ｢京畿·武淸縣｣, p.1862, “大德七年, 招兩浙上戶, 自造船, 與脚價十一兩
五錢, 分撥春夏二運. 延佑以來, 各造海船, 大者八九千, 小者二千餘石, 歲運三百六十萬石, 
京師稱便.”

290) 元史93 ｢食貨志｣1 海運條, p.2364, “蓋至于京師者一歲多至三百萬餘石, 民無輓輸之勞, 
國有儲蓄之富, 豈非一代之良法歟.”

291) 全元文810 ｢程端禮｣5 重修靈慈廟記【至正元年】, pp.535~536(畏齋集5), “至正元年冬
十月庚申, 重修靈慈廟成. 廟史述鄞人之意以事狀來曰: 國朝歲漕米三百萬石給京畿, 千艘龍
驤.(후략)”

292) 道園學古錄41 ｢碑｣ 昭毅大將軍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內勸農事黄頭公墓碑, p.290
下, “嗟夫, 海運之實京師, 祖宗萬世之長策也.”; 道園類稿44 ｢墓碑｣ 平江路達魯花赤黄頭
公墓碑, p.22a(全元文883 ｢虞集｣70 平江路達魯花赤黄頭公墓碑, p.394), “嗟夫, 海運之
實京師, 國家萬世之長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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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로의 확정과 함께 곡식이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大都에 도달하면서 
朱淸과 張瑄은 朝廷에 功을 세웠다. 조정은 金牌·銀牌를 주고 그에 맞게 관
직을 除授했다. 대개 배를 맡은 水手(곧 선원)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모
두 朱清·張瑄의 官軍에 투신했다. 두 사람은 珠寳와 番貨로써 수억 兩의 富
를 일구었다. 그들은 매년 海運을 수행하면서 風波로 배가 침몰했다고 사칭
한 뒤 사사로이 外番의 물화를 자신에게 돌려 팔았다. 그들의 기세는 朝野
를 기울일 정도라고 평가되었다.293) 

朱清·張瑄은 본래 해적이었다. 宋 말년에 무뢰들이 서로 모여 배를 타고 
해상을 鈔掠했다. 朱清·張瑄의 세력이 가장 컸다. 朱清은 일찍이 楊씨에게 
고용되었으나 楊씨를 죽이고 그의 妻子와 재화를 훔쳐 달아났다. 체포 활동
이 급박해지자 돌연 배를 끌고 동쪽으로 갔다. 3일 밤낮 만에 沙門島(현 산
동 長島 서북 廟島)를 얻었다. 또 동북쪽으로 高麗 水口를 지나 文登山·夷維
山 등 諸山을 보았다. 북쪽으로 燕山과 碣石을 보았다. 그의 왕래는 신속해 
형적을 알기 어려웠다. 朱清은 남북 海道가 그 안정된 길이라고 생각했고 
강의 모래가 쌓인 淺角(얕은 물목)을 만나지 않는 곳을 파악했다. 바다를 항
해할 때 장대[竿]로 그 깊이를 측정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날 수 없었
다.294) 朱清은 살인 후 官의 체포를 피해 바다로 도망 다니면서 바닷길을 
익혔다. 해적 朱清의 海路 지식은 주로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朱清·張瑄은 경험에만 기대지 않았다. 처음에 쿠빌라이 카안은 東南의 곡
식을 취해서 京師를 충족시키고자 했을 때 海運을 편리한 것으로 여겼다. 
평소 열악한 선박으로 해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바닷길은 아주 위태로워 
운항 중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朱淸·張瑄이 바다를 출입하며 海道를 
깊이 익힌 후 매년 편리한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의 私屬과 子弟를 지
휘해 해선을 조종해 먼 바다로 나간 후 심해로 가 운행했다. 바람과 해수가 
대단히 편했다. 그들은 수십만 번 數寸의 나무를 띄우면서 측정할 길 없는 
深淵을 운항했다.295) 그들의 실험은 해류를 이해하려는 의도였다. 朱淸과 張

293) 農田餘話, p.213, “諳識海道, 漕運江南糧, 不旬日達燕, 遂有功朝廷, 付金銀牌, 而許其
便宜除授. 凡任船水手得力者, 皆投朱·張官軍, 慰張之子官參政, 富過封君. 珠寳番<賃>[貨], 
以鉅萬萬計, 每歲海運詐稱没于風波, 私自轉入外番貨賣, 勢傾朝野, 江淮之間, 田土屋宅, 鬻
者必售于二家, 他人不敢得也.”

294) 南村輟耕錄5 ｢朱張｣, p.64, “宋季年, 羣亡賴子相聚, 乘舟鈔掠海上, 朱清·張瑄最爲雄長. 
陰部曲曹伍之. 當時海濱沙民富家以爲苦, 崇明鎭特甚. 清嘗傭楊氏, 夜殺楊氏, 盜妻子貨財去. 
若捕急, 輒引舟東行. 三日夜, 得沙門島. 又東北, 過高句麗水口, 見文登·夷維諸山. 又北, 燕
山與碣石, 往來若風與鬼, 影跡不可得. 稍怠, 則復來, 亡慮十五六返. 私念南北海道此固徑, 
且不逢淺角, 識之. 【杭吳·明越·楊楚與幽薊·萊密·遼解俱岸大海, 固舟航可通. 相傳朐山海門水
中, 流積堆淤江沙, 其長無際. 浮海者以竿料淺深, 此淺生角, 故曰料角, 明不可度越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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瑄은 경험적 정보와 약간의 과학적 측정·실험, 모험을 동원해 海道 정보를 
확보했다. 海道 지식은 그들에게 富와 출세296)의 디딤돌이었다.

두 사람의 권세가 차고 넘치자 父子가 동시에 살육되었다. 資産이 縣官에
게 몰수되고 당파가 禁錮되었다. 이는 1302년의 일이었다.297) 朱清·張瑄의 
私的 지식과 경험은 그들의 몰락과 함께 사장될 수도 있었다. 黃頭公 등이 
그 공백을 메웠다. 朱淸·張瑄이 죄를 얻은 후 적임자를 다시 임용했으나 해
운 사무를 익히지 않아 실수가 많았다.298) 黄頭公은 그 官에 오래 재직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海道都漕運萬戶府(1314)를 다스렸다.299) 1314년에 黃頭公
은 武德將軍·海道都漕運萬戶府 副萬戶로 승진되었고 몸소 米 270만 石300)

295) 道園學古錄41 ｢碑｣ 昭毅大將軍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內勸農事黄頭公墓碑, p.290上, 
“延祐元年, 就任陞武德將軍海道都漕運萬戶府副萬戶, 親運米貳伯七十萬, 遷顯武將軍海道都漕
運萬戶, 佩雙珠虎符. 前後九渡海, 而海運之事無所不周知矣. 初世祖皇帝, 取東南之粟, 以實京
師, 以航海爲便, 常苦舟不知道, 並海行虞險失措. 吳人朱·張二氏, 出入海道甚習, 歳擇便利, 
帥其私屬子弟, 駕海舟遠出, 即深以行, 風水甚便. 以數千百浮數寸之木, 冒不測之淵, 以進重利
厚爵, 以募之其卒也, 致粟京師, 歳凡三四百萬斛矣.”; 道園類稿44 ｢墓碑｣ 平江路達魯花赤
黄頭公墓碑, pp.17b~20a(全元文883 ｢虞集｣70 平江路達魯花赤黄頭公墓碑, p.392).

296) 朱淸과 張瑄은 그 父子가 宰相의 자리에 올랐고 동생(弟)·조카(侄)·생질(甥)·사위(壻)가 모
두 大官이 되었다. 田園·宅館이 천하에 두루 산재했으며 庫藏(귀중품 庫)과 倉庾(곡물 倉)
가 줄이어 늘어서 있었다. 대형선박을 띄워 番夷와 서로 교역했으며 짐을 실은 수레와 사
람을 태운 말이 집안의 문과 마을을 가득 메웠다. 그들 左右의 僕從이 모두 菟金符를 차고 
萬戶나 千戶가 되었다. 작위와 재물이 쌓이자 그들은 의기양양해 했다(南村輟耕錄5 ｢朱
張｣, p.64, “初年不過百萬石, 後乃至三百萬石. 二人者, 父子致位宰相, 弟侄甥壻皆大官, 田
園宅館徧天下, 庫藏倉庾相望, 巨艘大舶帆交番夷中, 輿騎塞隘門巷, 左右僕從皆佩於菟金符, 
爲萬戶千戶, 累爵積貲, 氣意自得.”).

297) 南村輟耕錄5 ｢朱張｣, p.64, “二人者, 既滿盈, 父子同時夷戮殆盡, 沒貲產縣官, 黨與家
破禁錮, 大德六年冬也.” 朱淸·張瑄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을까, 테무르 카안은 그들
의 자손을 유배 보낼 때 여비를 지급해주었다(元史21 ｢成宗本紀｣4 大德七年夏四月辛未
條, p.450, “辛未, 流朱淸·張瑄子孫于遠方, 仍給行費.”).

298) 元史23 ｢武宗本紀｣2 至大三年冬十月壬申條, pp.533~534, “江浙省臣言: ｢曩者朱淸·張
瑄海漕米歲四五十萬至百十萬. 時船多糧少, 顧直均平. 比歲賦斂橫出, 漕戶困乏, 逃亡者有
之. 今歲運三百萬, 漕舟不足, 遣人於浙東·福建等處和顧, 百姓騷動. 本省左丞沙不丁, 言其
弟合八失及馬合謀但的·澉浦楊家等皆有舟, 且深知漕事, 乞以爲海道運糧都漕萬戶府官, 各以
己力輸運官糧, 萬戶·千戶並如軍官例承襲, 寬恤漕戶, 增給顧直, 庶有成效.｣ 尙書省以聞, 請
以馬合謀但的爲遙授右丞·海外諸蕃宣慰使·都元帥·領海道運糧都漕運萬戶府事, 設千戶所十, 
每所設達魯花赤一·千戶三·副千戶二·百戶四. 制可.”

299) 道園學古錄41 ｢碑｣ 昭毅大將軍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內勸農事黄頭公墓碑, p.290
上, “朱·張二氏得罪, 更用其人, 不習其事, 則多誤焉. 而公以久於其官, 遂進治其府.”; 道園
類稿44 ｢墓碑｣ 平江路達魯花赤黄頭公墓碑, p.20a(全元文883 ｢虞集｣70 平江路達魯花赤
黄頭公墓碑, p.392).

300) 元史에서 1314년 歲運 수량은 선적 2,403,264石, 도착 2,356,606石(손실율 –1.9%)이
었다(元史93 ｢食貨志｣1 海運, p.2368; 설배환(2004), p.161). 이는 黄頭公墓碑의 270만 
石보다 30만 石 적은 수치(약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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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반했다. 顯武將軍·海道都漕運萬戶로 옮겨가고 雙珠虎符를 패용했다. 그
는 전후 아홉 차례 바다를 건넜으며 海運 사무를 두루 잘 알았다.301) 

朱淸·張瑄 몰락 전에 몽골 조정은 海道 정보를 구축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우선 항해와 해도에 익숙한 선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쿠
빌라이 카안은 張文彪의 건언을 받아들여 諳知海道萬戶 5員을 배치시켰
다.302) 이후 1300년에 中書省은 海道를 숙지하면서 바람과 물길에 익숙한 
명단을 확보해 職役을 맡겼다. 항해는 위험에 몸을 던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
는 일이었으므로 오랫동안 바람과 파도를 익히고 壯年에 건강해야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 張文彪의 천거로 보임한 官員들은 海道를 잘 알고 어려
서부터 父祖를 좇아 바다로 나가 風·水에 단련돼 있고 공무를 잘 아는 사람
들이었다.303) 

그 후 1311년에 海道府(곧 海道都漕運萬戶府)에서 常熟州船戶 蘇顯의 건
의를 받아들여 수심이 얕은 곳[淺]에 標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老
舊 運糧千戶 殷忠顯·黃忠翊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당시 매년 糧船이 劉家
港에서 일제히 출항해 甘草 등에서 수심이 낮고 물길에 어두워서 危害가 되
었다. 수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 위에 閣을 세웠으나 매년 손괴된 
배와 곡식, 빠져 죽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蘇顯이 자신의 배 두 척을 준비
한 후 西暗沙의 입구 두 곳에 정박해 깃발[旗纓]을 세웠다. 그로써 糧船에게 
수심이 얕은 곳을 알릴 수 있었다. 그는 또 지도[圖本]를 그려 太倉(현 강소 
太倉) 周涇橋(원대 太倉 石橋304)) 길의 漕宮(곧 漕運司) 앞에 배가 모이는 
곳에 榜으로 걸어두고서 運糧船戶를 曉諭했다. 糧船을 운항할 때 반드시 暗

301) 道園學古錄41 ｢碑｣ 昭毅大將軍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內勸農事黄頭公墓碑, p.290
上, “延祐元年, 就任陞武德將軍海道都漕運萬戶府副萬戶, 親運米貳伯七十萬, 遷顯武將軍海
道都漕運萬戶, 佩雙珠虎符. 前後九渡海, 而海運之事無所不周知矣.”

302) 大元海運記上, p.60, “[大德]六年, 以海道運糧萬戶府官員, 本府自行舉保, 從張文彪所
言也. 江浙等處行中書省, 參知事張文彪會驗, 卑職父子, 於至元十九年以來, 欽依世祖皇帝聖
旨, 創開海道, 漕運糧斛, 今將二十餘年. (중략) 從卑職父子驗數舉保, 諳知海道萬戶五員, 鎭
撫二員, 千戶百戶各三十三員, 首領官四員, 押運糧斛.”

303) 大元海運記上, pp.62~63, “以此, 大德四年, 有男張文彪·究思元言: (중략) 如此具呈都
省, 已蒙准掇, 繼選舉諳知海道, 慣熟風水員名, 開具合受職役, 保呈都省, 定奪聞奏. (중략) 
蓋航海冒險輕生, 非歷練風濤, 壯年精健, 不能應當職名, 難同常調求備所歷. 今男張文彪所保
官員的, 系諳知海道, 及自幼根逐父祖下海, 精練風水, 熟諳公務之人. 卑職衰老坐疾, 不任輔
政. 卻緣初行海道, 創始艱難, 不易成就.”

304) 周涇橋(1330년 건축) 중앙에 “海門第一橋”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http://blog.si
na.com.cn/s/blog_5d7cb8f10100mpfe.html). 周涇에는 南海女神 天妃의 廟가 건립돼 있
었다(元史76 ｢祭祀志｣5 名山大川忠臣義士之祠, p.1904, “直沽·平江·周涇·泉·福·興化等處, 
皆有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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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의 동쪽으로 가도록 했다. 만약 지시와 약속을 따르지 않다 좌초돼 官糧을 
손실시키는 사람은 船主와 判院이 엄정하게 단죄되었고 손실 官糧은 사무를 
짐작해 배상·환급시키도록 했다. 蘇顯의 제안은 채택되었고 마침내 蘇顯은 
指淺提領에 임명되었다.305) 

1314년에 江陰州(현 강소 江陰)에서도 관할하는 夏港—君山의 直開沙淺, 
馬馱沙 남쪽 일대, 彭公山·石牌山·浮山·巫子門·鎭山·石頭港·雷溝·陳溝 등 9處
—의 沙淺(얕은 모래)과 암초가 문제가 되었고 長江과 海流가 만나며 수세가 
험악했다. 이 위험을 해소하고자 常熟·江陰千戶所에서 부근 소형선[小料船
隻]—곧 指淺船隻—을 징발해 수세를 잘 아는 사람들을 그곳에 배치했다. 매
년 곡식을 실어 운반할 때 먼저 배를 몰고 가 沙淺處(모래가 얕은 곳)에 標
를 세우고 그곳에서 糧船을 인도해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도록 조처했다.306) 

1317년에 監察御史에서 보고한 바 당시까지 매년 봄·여름 두 차례 바다로 
곡식을 운반할 때 萬里 바닷길[海程]을 아득히 기댈 곳도 없이 모두 成山을 
標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각자 북쪽을 정해 이동하다 成山에 도착한 후 
沙門島·萊州 등의 바다로 나가 대략 짐작해 直沽海口에 도달했다. 그러나 멀
리서 또렷이 바라볼 곳이 없었기 때문에 河川으로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고 
해수로 인해 모래가 솟고 진흙으로 뒤덮인 곳에서 배가 손상되었다. 御史臺
에서 龍山廟 앞에 標望을 세우고 높이 土堆를 쌓고 사방을 石砌로 두른 후 
布로 旗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매년 사월 십오일부터 有司에서 인부를 파
견해 標望을 세운 후 낮에는 그 위에 布旗를 매달고 밤에는 點火燈을 걸어
두자고 의견을 냈다. 中書省은 이 안건을 승인했다. 이때 中書省은 海門 龍
山廟의 看廟僧人에게 깃발 등 標望 기구의 보관 책임을 부여했다.307) 

305) 大元海運記下 ｢記標指淺｣, pp.100~101, “至大四年十二月, 海道府, 據常熟州船戶蘇顯
陳言, 立標指淺事, 再行會集老舊運糧千戶殷忠顯·黃忠翊等, 講究得每歲糧船, 到於劉家港聚
齊起發, 甘草等沙淺水暗, 素於糧船爲害. 不知水脈之人多. 於此上揍閣, 排年損壞船糧, 淹死
人命, 爲數不少. 今蘇顯備己船二隻, 拋泊西暗沙嘴二處, 豎立旗纓, 指領糧船出淺, 誠爲可
采. 又畫到圖本, 備榜太倉周涇橋路漕宮前聚船處所, 曉諭運糧船戶, 起發糧船, 務要於暗沙
東. 蘇顯魚船偏南正西行使, 於所立號船西邊經過, 往北轉東, 落水行使至黃連沙嘴拋泊, 候風
開洋. 如是潮退, 號上桅上不立旗纓, 糧船隻許拋住, 不許行使. 若有不依指約因而湊淺損失官
糧之人, 船主判院痛行斷罪, 所陷官糧, 臨事斟酌著落陪還. 以蘇顯所言, 於官有益, 於民有
便, 例應階擢. 申奉省府, 出給劄付, 令蘇顯祗受充指淺提領, 依上施行.”

306) 大元海運記下 ｢記標指淺｣, pp.101~102, “延祐元年七月, 據常熟江陰千戶所申, 爲江陰
州界楊子江內巫子門等處, 沙淺損壞糧船, 喚到本處住坐船戶袁源·湯嶼, 講究得江陰州管下夏
港, 至君山直開沙淺, 至馬馱沙南一帶, 至彭公山·石牌山·浮山·巫子門·鎭山·石頭港·雷溝·陳溝
九處, 約有一百餘里, 俱有沙淺暗礁, 江潮沖流險惡. (중략) 宜從官司差撥附近小料船隻, 設
立諸知水勢之人, 於每歲裝糧之際, 駕船於沙淺處立標, 常川在彼指引糧船過淺, 不致疏虞.”

307) 大元海運記下 ｢記標指淺｣, pp.102~103, “延祐四年十二月, 海道府, 承奉江浙行省劄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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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조정은 標·標望 외에도 조류와 바람·천문·일기에도 주의를 기울였고 
관련 정보·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海道都漕運萬戶府 전임 照磨 徐泰亨은 일
찍이 바다를 건너 곡식을 운반해 북쪽으로 가 하역한 적이 있었다. 그의 기
록에 따르면 萬里 해양은 아득하고 끝이 없었고 陰(흐림)·晴(맑음)·風(바람)·
雨(비)가 언제 나올지 측정할 수 없었다. 오직 針路에 의지해 방향을 정해 
운행했다. 天象을 바라보면서 明·晦를 기원했다. 그래서 船主는 높은 임금으
로 뱃길에 익숙한 梢工을 고용해 일을 시켰다. 배와 官糧과 인명이 모두 그
에게 달렸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피해가 심대했다. 그래서 徐泰亨은 순
방하면서 潮汛·風信·觀象을 얻은 후 차례대로 서면 보고했다. 이는 비록 俗
說이었지만 수차례 경험으로 검증된 것이었다. 그들은 그 내용을 口訣로 묶
어 암송해 편익을 도모했다.308) 

몽골 조정은 해로 안전을 위해 현실적 해도·해류·風信·일기 정보를 수집하
는 한편 심령의 안녕도 도모했다.309) 카안울루스에서 매년 東南의 民租 300
여만 石을 京師로 운송하는 수십 년 동안 폭풍[颶風]이 일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영묘하지 못한 것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護國庇民廣濟福惠明
著天妃(즉, 나라를 수호하고 백성을 비호하며 널리 복과 은혜로 구제하는 밝
은 天妃)의 공력”이라고 믿어졌다. 국가에 恒典이 있어 매년 사신을 보내 제
사 지내고 天妃에 보답했다.310) 有司에서 모시는 名山·大川·忠臣·義士의 祀

准中書省咨: ｢送戶部呈: 奉省判御史臺, 備監察御史呈: <每年春夏二次海運糧儲, 萬里海程, 
渺無邊際, 皆以成山爲標准. 俱各定北行使, 得至成山, 轉放沙門島·萊州等洋, 約量可到直沽
海口. 爲無卓望, 不能入河. 多有沙湧淤泥去處, 損壞船隻.> 合准所言, 設立標望於龍山廟前, 
高築土堆, 四旁石砌, 以布爲旗. 每年四月十五日爲始, 有司差夫添力豎起, 日間於上懸掛布
旗, 夜則懸點火燈, 庶幾運糧海船, 得以瞻望. 部議合准監察御史所言: 令江浙行省計料成造
旗竿·繩索·布旗·燈籠·蠟燭, 趁迭來春運糧時月, 發會海道萬戶府順帶至直沽, 交付有司收管, 
於海門龍山廟前豎立. 晝則懸旗, 夜則掛燭. 伺候春夏二運糧船齊足, 方許倒卸. 責付看廟僧
人, 如法收掌. 次年趁時復立, 依上懸點. 如有損壞短少, 預爲申索相應.｣ 都省准擬咨請, 依
上施行.”

308) 大元海運記下 ｢測候潮汛應驗｣, p.103, “海道都漕運萬戶府, 前照磨徐泰亨, 曾經下海押
糧, 赴北交卸. 本官紀錄, 切見萬里海洋, 渺無涯際, 陰晴風雨, 出於不測. 惟憑針路, 定向行
船, 仰觀天象, 以卜明晦, 故船主高價召募慣熟梢工, 使司其事. 凡在船官糧人命, 皆所系焉. 
少有差失, 爲害甚大. 泰亨因而詢訪, 得潮汛·風信·觀象, 略節次第. 雖是俗說, 屢驗皆應, 不
避譏哂, 綴成口訣, 以期便記誦爾.” 徐泰亨이 정리한 潮汛·風信·觀象 정보에 대해서는 大
元海運記下 ｢潮汛·風信·觀象｣, pp.103~104를 참조.

309) 한 연구에 따르면 여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떨어진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세속적 통
제(secular controls)가 부족한 전통 사회들에서는 종교의 비호 아래 여행하는 것이 유일
한 안전장치(safeguard)였다(Mary W. Helms(1988), pp.82~83).

310) 燕石集12([元]宋褧, 欽定四庫全書·集部五·别集類) ｢記｣ 平江天妃廟題名記, pp.2b~3a, 
“至順四年七月廿四日, 皇帝在上都御大洪禧殿. 丞相臣奏: 海道都漕運萬戶府, 歲以舟若干艘, 
轉輸東南民租三百萬石有竒. 由海不旬日達京師者, 幾數十年, 颶風不作. 斥冥頑不靈之物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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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 가운데 南海女神 靈惠夫人(곧 天妃)만이 1264~94년에 海運을 보호하는 
기이한 효험[奇應]이 있는 것으로 당대인들에게 인지되었다.311) 그래서 황실
에서 天妃라는 神號를 내려주고 그 廟를 靈慈라고 불렀다. 天妃廟는 直沽·
平江(현 강소 蘇州)·周涇(원대 太倉)·泉州·福州·興化(현 복건 仙游 동북) 등지
에 건립돼 있었다. 1312~13년 이래 매년 사신에게 香을 들려 보내 제사를 
지냈다. 그 祝文은 “어느 年月日에 皇帝는 특별히 某 官 등을 보내 護國庇
民廣濟福惠明著天妃께 祭를 올립니다”라고 썼다.312) 天妃祠·海神祠·水仙祠 
등 10여 곳의 사당에서 거행하는 제사 비용을 위해 朝廷에서 소모하는 비용
은 연간 中統鈔 100定(곧 500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지급되지 
않았고 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 겸 管內勸農事 黄頭 公은 官本 1000緡(=兩)
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제사를 올리는 대신 官給之費를 파
기했다.313) 이른바 廟堂은 안전운항을 위한 기도의 공간이었다. 동시에 그것
은 龍山廟의 사례처럼314) 바닷길의 건물 지표로 활용되거나 標望과 그 도구

避, 皆護國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之力. 國有恒典, 歲遣使致祭報神.”; 全元文1233 ｢宋褧｣
3 平江天妃廟題名記, p.336; 全元文810 ｢程端禮｣5 重修靈慈廟記【至正元年】, 
pp.535~536(畏齋集5), “至正元年冬十月庚申, 重修靈慈廟成. 廟史述鄞人之意以事狀來曰: 
國朝歲漕米三百萬石給京畿, 千艘龍驤, 鯨波萬里, 颶風或作, 視天若畝, 號神求援, 應捷枹
鼓, 露光一燭, 易危爲安, 捨我護國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 其將誰賴? 故歲時天子遣使致祭, 
禮秩與嶽鎭海瀆等. 屢加封號, 寵賜廟額, 廟宇損壞, 官爲修葺, 凡神之所以護國, 與國之所以
報神, 可谓至矣!”

311) 海道府 副萬戶 黄頭公의 경험에 따르면 연례 제사를 소홀히 할 경우 항상 안개로 고충
을 겪었고 [안개 속에서 成山을] 보지 않은 채 운항을 감행하다 일을 그르쳤다(道園學古
錄41 ｢碑｣ 昭毅大將軍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內勸農事黄頭公墓碑, p.290上下, “而公
以久於其官, 遂進治其府, 而其政有可書者: (중략) 九曰, 運舟冒險以出, 常頼禱祠, 以安人
心, 若所謂天妃·海神·水仙等祠, 凡十餘處, 朝廷給牲牢醮祭之費, 歳爲中統鈔百定, 而實不給
也. 公請假官本千緡以貸人, 收子錢以供其事, 罷官給之費, 而歲事豐備. 舟行以成山爲望, 常
苦霧起不見, 而冒行以敗. 公請立置成山祠以禱, 朝廷從之.”; 道園類稿44 ｢墓碑｣ 平江路
達魯花赤黄頭公墓碑, pp.20a~21b(全元文883 ｢虞集｣70 平江路達魯花赤黄頭公墓碑, 
pp.392~394).

312) 元史76 ｢祭祀志｣5 名山大川忠臣義士之祠, p.1904, “凡名山大川·忠臣義士在祀典者, 所
在有司主之. 惟南海女神靈惠夫人, 至元中, 以護海運有奇應, 加封天妃神號, 積至十字, 廟曰
靈慈. 直沽·平江·周涇·泉·福·興化等處, 皆有廟. 皇慶以來, 歲遣使齎香遍祭, 金幡一合, 銀一
鋌, 付平江官漕司及本府官, 用柔毛酒醴, 便服行事. 祝文云: ｢維年月日, 皇帝特遣某官等, 
致祭于護國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

313) 道園學古錄41 ｢碑｣ 昭毅大將軍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內勸農事黄頭公墓碑, p.290
上下, “若所謂天妃·海神·水仙等祠, 凡十餘處, 朝廷給牲牢醮祭之費, 歳爲中統鈔百定, 而實
不給也. 公請假官本千緡以貸人, 收子錢以供其事, 罷官給之費, 而歲事豐備.”

314) 불교 사원 외에 이슬람 사원도 海路의 지표로 기능했다. 예컨대 廣州에서 무슬림들은 거
대한 모스크를 건립한 후 그곳에서 깃발과 불꽃 신호로 정크선의 도착과 출발을 인도했다
(Robert Finlay, “The Crea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Muslims, Mongols, 
and Eurasian Cultural Exchange, 1000-1400,” The Pilgrim Art: Cultur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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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하는 현실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었다. 기술적·행정적·주술적 장치에 
입각해 海運의 곡물 수송량은 1329년에 352만 2163石에 달하며 몽골제국 
연간 최대 해운 수송량을 기록할 정도로 발전했다.315) 몽골 카안울루스 해운
은 1343년 이래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316) 海運의 정지에는 1340년
대 이후 內地의 재해와 바람·파도의 불예측성, 도적의 출몰, 모래 등 바다 
침전물[海灘]의 퇴적 때문이었다.317) 곧 海運은 당대인들에게 여전히 난관과 
변수가 많은 사안이었다. 마침내 1363년에 양곡 13만 石이 大都에 도착한 
것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지되었다.318)

주의할 점은 해운 발전과 별개로 수운·육운에 의한 곡물 운송이 의연히 내
륙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1273년 이래 각지 水源이 얕아지고 막혔으며 
御河의 수원은 특히 심각했다.319) 여러 하천의 도움을 빌었으나 重船은 위
로는 唐莊을 지날 수 없었고 아래로는 楊村을 지날 수 없었다. 혹시 여러 
하천 물을 나눠 灌田할 경우 매년 500~600만 石의 양곡과 수천 척의 鹽船
이 운행할 수 없었다.320) 카안울루스에서 본래 水運으로 500~600만 石의 미
곡―강남 3省의 歲入糧數는 650만 5203石(표 2-6)―이 운반되었다. 이는 송
대 河運으로 강남에서 화북으로 운송한 미곡 600만 石에 준하는 수량이었

Porcelain in World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p.141).
315) 元史 卷93 ｢食貨志｣1 海運條, pp.2366~2369. 해로가 발전하는 가운데 1289~91년까

지 일시적으로 泉州에서 杭州까지 海站 15개소의 海站이 설치되었다. 海站이 폐지된 이유
는 연간 오직 유월과 칠월에만 順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站赤4 至元二十八年是月(三
月), pp.77~78).

316) 元史97 ｢食貨志｣5 海運, pp.2482~2483, “[至正]二年, 又令江浙行省及中<正>[政]院財
賦總管府, 撥賜諸人寺觀之糧, 盡數起運, 僅得二百六十萬石而已. 及汝·潁倡亂, 湖廣·江右相
繼陷沒, 而方國珍·張士誠竊據浙東·西之地, 雖縻以好爵, 資爲藩屛, 而貢賦不供, 剝民以自奉, 
於是海運之舟不至京師者積年矣.”

317) 元史97 ｢食貨志｣5 海運, pp.2481~2482, “歷歲旣久, 弊日以生, 水旱相仍, 公私俱困, 
疲三省之民力, 以充歲運之恒數, 而押運監臨之官, 與夫司出納之吏, 恣爲貪黷, 脚價不以時
給, 收支不得其平, 船戶貧乏, 耗損益甚. 兼以風濤不測, 盜賊出沒, 剽劫覆亡之患, 自仍改至
元之後, 有不可勝言者矣. 由是歲運之數, 漸不如舊. (중략) 至十九年 (중략) 海灘淺澀, 躬履
艱苦, 粟之載于舟者, 爲石十有一萬.”

318) 元史97 ｢食貨志｣5 海運, pp.2482~2483, “[至正]二十三年五月, 仍運糧十有三萬石赴京. 
九月, 又遣戶部侍郎博羅帖木兒·監丞賽因不花往徵海運. 士誠託辭以拒命, 由是東南之粟給京
師者, 遂止於是歲云.”

319) 御河가 막히기 시작한 것은 1264년이었다. 이는 彰德路와 洺磁路에서 漳水·滏水·洹水를 
끌어다 灌田을 한 때문이었다. 몽골 조정은 分渠를 막아 水勢를 복원시켰다(元史5 ｢世祖
本紀｣2 至元元年夏四月戊申條, p.96, “夏四月戊申, 以彰德·洺磁路引漳·滏·洹水灌田, 致御
河淺澀, 鹽運不通, 塞分渠以復水勢.”).

320) 紫山大全集22 ｢雜著｣ 論司農司, p.19ab, “[至元]十年以來, 諸處水源淺澀, 御河之源尤
淺澀, 假諸水之助, 重船上不能過唐莊, 下不能過楊村, 儻又分衆水以灌田, 每年五六百萬石之
糧運, 數千隻之鹽船, 必不可行, 此五不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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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1) 그 절반가량이 海運으로 대체되었다. 이 추세는 1282년에 황실·중앙
정부용 현물 稅糧 350만 石을 제외한 나머지 稅糧을 화폐로 환산하기 전까
지 지속되었다. 海運으로 350만 石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1320년 십일월의 
사례에서 시데발라 카안은 江浙行省에 명령해 財賦府의 租로 그것을 보충하
도록 했다. 이때 그 값을 宣徽院·中政院에 귀속시켰다.322) 즉 몽골 朝廷은 
곡물 운송로에 다변화를 꾀하고 지역에 최적화된 운송체계를 발전시켰다.323)

특히 바다를 드나드는 해선은 내륙에서 小船과 小車의 힘을 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浙西에서 곡식을 실을 때 각 路의 것은 모두 船戶에서 河
船을 고용해 조금씩 糧斛을 나눠서 海船에 옮겨 실었다. 昆山州 太倉에 선
박이 모이는 곳으로 9개 路 倉의 곡식이 도착하는 데 平江路 108里(55km), 
無錫州 198里(101km), 常州路 288里(147km)였다. 그 가운데 3倉은 在城倉
으로 河道가 수심이 낮고 좁았다. 小料河船을 이용해 번갈아 城 밖으로 가
서 먼저 剝船(駁船: 곧 거룻배)에 옮겨 실었다. 海鹽州 340里(173km), 湖州
路 318里(162km), 松江府 360里(184km)는 海船이 花涇塘에 정박했고 倉까
지 약 12里̇ ̇ ̇ (6km) 떨어져 있었다. 이를 小船이 나눠 옮겨 실었다. 烏泥涇(상
해 松江 烏泥涇) 486里(248km)는 海船이 黃浦口에 와서 정박했고 倉까지 
약 7里̇ ̇ (3.6km) 떨어져 있었다. 小船을 이용해 곡식을 조금씩 옮겨 실었다. 
江陰州 450里(230km)는 海船이 黃田港에 정박했고 倉에서 약 3里̇ ̇ (1.5km) 
떨어져 있어 小船으로 옮겨 실었다. 鎭江路 680里(347km)는 糙米倉이 香糯
倉의 북쪽에 있어 小車를 이용해 약 2~3里̇ ̇ ̇ ̇ (1~1.5km)를 운반한 후 鱔魚港의 
壩頭에서 小船을 이용해 海船에 옮겨 실었다. 香糯倉 남쪽에서는 약 2~3里̇ ̇ ̇ ̇  
길을 小車로 河船에 이르렀고 鱔魚港 壩頭에서 小船으로 海船에 옮겨 실었
다. 이런 옮겨 싣기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324) 

321) Kang Chao(1986), p.215.
322) 元史 ｢英宗本紀｣1, 延祐七年十一月戊寅條, p.607, “戊寅, 以海運不給, 命江浙行省以財

賦府租益之, 還其直, 歸宣徽·中政二院.”
323) 王培華 등은 대도의 양식 공급이 전적으로 강남, 특히 江浙行省에 의존했다고 단언한다

(王培華, 元朝北京建都與糧食供應: 略論元朝人們的認識和實踐, 北京: 文津出版社, 2005, 
pp.142~145; 최윤정(2012), p.53). 다만 이는 부분적으로만 옳다.

324) 大元海運記下 ｢艘數裝泊｣, p.109, “浙西裝糧路分, 皆是船戶顧覓河船, 短剝糧斛, 般上
海船. 今以昆山州太倉聚船去處, 至九路倉分, 平江路一百八里, 無錫州一百九十八里, 常州路
二百八十八里, 內三倉系在城, 置立河道淺狹. 用小料河船逐旋搬至城外, 裝入剝船. 海鹽州三
百四十里, 湖州路三百一十八里, 松江府三百六十里. 海船至花涇塘灣泊, 離倉約一十二里, 小
船般剝. 烏泥涇四百八十六里, 海船於黃浦口灣泊, 離倉約七里, 用小船般剝. 江陰州四百五十
里, 海船於黃田港灣泊, 離倉約三里, 用小船般剝. 鎭江路六百八十里, 糙米倉在香糯倉之北, 
用小車搬運, 約二三里, 至鱔魚港壩頭, 用小船剝上海船. 香糯倉之南, 用小車運至河船, 約三
二里, 到鱔魚港壩頭, 用小船剝上海船, 轉摺生受.”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짐을 옮기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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浙西의 몇몇 지역의 사례처럼 곡물창과 대형선박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小
船과 小車였다. 이들의 운행거리는 기껏 2~3里(1~1.5km) 혹은 10여 里
(5.1km)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짧은 거리를 빠뜨리고서 大都行 海路는 결
코 완성될 수 없었다. 그 담당자들은 잦은 왕복·적재·하역 때문에 많은 고통
을 겪었다. 해선의 정박지 혹은 선적지는 선박수량과 歲運糧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었다. 거주민은 그 변화에 따라 戶計의 증감과 遷移가 일정하지 않
을 정도로 海船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325) 반면 私益을 추구하는 일부 사람
들에게 이 짧은 거리는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했다. 예컨대 1309년에 
카이샨 카안의 禁令으로 볼 때 關津과 橋梁 등의 水界·地界는 諸位下와 각 
投下, 僧·道·權勢家가 점거해 이권을 다투는 공간이었다.326)

제국 각지의 물화는 陸站·水站·海運의 연계 운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大都
로 흘러갈 수 있었다. 물화 운송은 교통·운송의 거점으로서 역참에 의해 제
어되고 연결되었다. 物貨를 매개로 한 역참·도시 간 연결은 官民·동물·수레·
선박이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역참은 사실 헐거운 것
이었지만 그들로 인해 비로소 촘촘하고 긴밀한 것으로 변태될 수 있었다. 

이동의 안전과 교통의 확대는 아마도 당대인의 인식에 변화를 불러 일으
켰다. 승려 淸濬은 水東日記의 ｢廣輪疆里圖｣(그림 3-3)에 江南에서 大都
로 향하는 카안울루스 海路를 長江과 연결해 內地의 수로처럼 그려 놓았
다.327) 이는 泉州에서 일칸국의 호르무즈(忽魯汶思)를 잇는 해로가 한 줄기
로 표현돼 內地와 구별되는 것과는 다른 형태다. 이는 江南-大都를 잇는 海
運의 완성과 함께 카안의 실효적 지배력이 바다까지 미친 것으로 파악한 淸
濬 자신 혹은 同 시대인의 인식을 형상화한 산물로 판단된다. 이른바 海運
은 단순히 강남의 物資를 大都로 신속히 운송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카
안울루스의 영토 공간의 확장이자 ‘海運路의 內地化’였다.

의 고통은 송의 范成大(1126-93)가 1175년에 鎭江府에 도착할 때 겪었던 일화에서도 엿보
인다(吳船錄([宋]范成大, 안예선 옮김, 서울: 지만지, 2008), p.127).

325) 大元海運記下 ｢艘數裝泊｣, p.105, “艘數泊所, 年例以船料多少數目, 灣泊何處, 自何處
開洋, 合用船隻, 依驗歲運糧數. 灣泊去處, 隨戶所居家步, 緣戶計消長, 遷移不常, 糧額增減
無定. 況船有損舊, 必須修柝, 或以小船三五隻, 柝卸幷造改作一二隻. 或因大料一船不堪, 卻
將三二小船抵運, 因此艘數泊所, 俱無定籍.”

326) 元典章3 ｢聖政｣2 賑飢貧, p.89, “至大二年二月 (중략) 又一款: 諸位下·各投下及僧·道·
權勢之家, 占據山場·河泊·關津·橋梁, 并諸人撲認牙例·諸名色抽分等錢, 詔書到日, 盡行革罷, 
違者嚴行革斷. 監察御史·廉訪司常加体察.”

327) 水東日記17([明]葉盛, 欽定四庫全書·子部12·小說家類1) ｢釋清濬廣輿疆里圖｣ p.2ab. 일
본 大倉集古館 소장 ｢廣輪疆里圖｣와 미국 國會圖書館 소장 ｢廣輪疆里圖｣ 역시 동일한 윤
곽선을 띠고 있다(宮紀子(2007)의 口繪7, pp.32~33 圖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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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廣輪疆里圖｣와 海路
(水東日記17([明]葉盛, 欽定四庫全書·子部12·小說家類1) ｢釋清濬廣輿疆里圖｣ p.2ab)

4. 驛路와 程限의 문제

(1) 物貨의 납부·운송 期日
旅程과 期日은 驛站·驛路의 운영 방안이자 달성 목표였다. 몽골인들이 천

하를 통일한 후 龍節(사신이 소지한 용 모양 符節)과 虎符(병권을 쥐었거나 
군대를 징발하기 위한 호랑이 모양 패자)를 분별해 파견하고 남방 오랑캐
[蠻]와 동북 오랑캐[貊]가 앞 다투듯 달려와 貢奉하며 사방 萬里로부터 사절
이 번화하게 왕래하고 기일을 계산해 도착할 수 있는 것은 驛馬의 힘이었
다.328) 여정의 측정·예측이 가능해진 순간329) 역로 위 인간·동물·수레·선박은 
그것에 속박되었다. 

賦稅는 부과된 후 아무 때든 황실 財庫와 官府 倉庫로 입고되면 그만인 

328) 析津志輯佚 ｢大都東西館馬步站｣, p.120, “欽惟聖朝一統天下, 龍節虎符之分遣, 蠻陌貊
駿奔之貢奉, 四方萬里使節往來, 可計日而至者, 驛馬之力也. 本驛, 上隸朝省, 下達萬邦, 乃
車書輻湊之所. 供億叢劇, 馳傳實繁.”; 驛站2, p.174, “欽惟聖朝一統天下, 龍節虎符之分
遣, 蠻貊駿奔之貢奉, 四方萬里使華往來, 可計日而至者, 驛馬之力也. 本驛, 上隸朝省, 下達
萬邦, 乃車書輻湊之所. 供億叢劇, 馳傳實繁.” 

329) 역로가 일정해진 결과, 카안의 순행 여정도 계산 가능해졌다(元詩選(初集·庚集) 楊□□
允孚·灤京雜咏一百首, p.1964, “南坡暖翠接南屏, 雲散風輕弄午晴. 寄與行人停去馬, 六龍飛
上計歸程.”; 析津志輯佚 ｢風俗｣, p.205, “十月, 皇城東華門外, 朝廷命武官開射圃, 常年
國典. 車駕於某日起, 省院臺官大聚會於健德門城上. 分東西兩班, 至麗正門聚會, 設大茶飯. 
謂之巡城會. 自此後, 則刻日計程迎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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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해진 기한, 즉 納期가 있었다. 카안울루스
에서 주요 賦稅의 납기는 [그림 3-4]와 같다. 

구분 지역 시행년
금년 차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 5월 6월 7월
羊 공통 1303 7 ~ 10월

絲料
공통 1261 8월

공통 改 1262 7월

包銀
공통 1261 初

限
中
限

末
限

공통 改 1262 9월
강남 1320 5월15일 ~ 8월中

稅
糧

華北
稅糧

공통 1280 初限 中限 末限
上都 1302 初限 中限 末限
河間 1302 初限 中限 末限

夏稅
開封 외 宋 5월15일 ~7월30일

河北·河東 宋 5월15일 ~ 8월5일
淮南·江南 외 宋 5월15일 ~7월15일

秋稅 공통 宋 9월1일 ~ 12월15일
商稅 공통 1292 1.15 4.15 8.15 10.15

※ 通制條格校注15 ｢廏牧｣ 抽分羊馬, p.439; 元典章21 ｢戶部｣7 錢糧·科徵包銀條, p.774; 元史93 ｢食貨志｣1 稅糧/科差/商稅, p.2358, 2362, 
2398; 元典章24 ｢戶部｣10 租稅·納稅·稅糧違限官員科罪條, p.969; 宋史174 ｢食貨志｣上二·賦稅, p.4204. 

* 夏稅·秋稅는 카안울루스 史料가 확인되지 않아 宋代 기록으로 대체한다.330) 몽골 조정이 宋 제도를 따랐으므로 이 자료는 유효할 것이다.

[그림 3-4] 부세 수납 기한(음력 기준)

납기는 전체적으로 해(年)의 중·후반에 분포해 있으면서 생산·운송 일정과 
兩都의 需給 및 카안의 所在에 맞추고 있다. 14세기 초에 규정된 羊의 납기
월은 카안이 上都에서 大都로 귀환하는 도중이거나 귀환한 직후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1261년 이후 絲料의 납기인 칠월은 카안·諸王이 上都에 회합
하는 시기로 上都 쿠릴타이에서 직물 사여와 연관된 분량도 있었을 것이다. 
包銀은 1262~1319년까지 구월 납기였다가 1320년에 강남 包銀은 오월 중
순에서 팔월 중순으로 개정되었다. 華北 稅糧의 납기는 카안의 大都 체류 

330) 송대 開封府 등 70州 夏稅는 옛날에는 오월 십오일 수납을 시작해서 칠월 삼십일에 마
쳤다. 河北·河東 諸州는 기후 차이 때문에 오월 십오일에서 팔월 오일 사이에 납부했다. 
潁州 등 13州와 淮南·江南·兩浙·福建·廣南·荊湖·川峽은 오월 일일에서 칠월 십오일까지 수
납했다. 秋稅는 구월 일일부터 십이월 십오일에 납입을 완료한 후 후에 다시 1개월을 추가
해줬다. 윤달이 낄 경우 그 田蠶의 早晚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有司에서 임시로 결정했다. 
河北·河東 諸州에서  秋稅를 대부분 邊郡으로 보냈으므로 통상 기한보다 1개월을 더해주
었다. 江南·兩浙·荊湖·廣南·福建 지역에는 메벼[秔稻]가 많으므로 서리가 내려 열매를 맺은 
뒤에 시월 일일부터 租를 받기 시작했다.(宋史174 ｢食貨志｣上二·賦稅, p.4204, “開封府
等七十州夏稅, 舊以五月十五日起納, 七月三十日畢. 河北·河東諸州氣候差晚, 五月十五日起
納, 八月五日畢. 潁州等一十三州及淮南·江南·兩浙·福建·廣南·荊湖·川峽五月一日起納, 七月
十五日畢. 秋稅自九月一日起納, 十二月十五日畢, 後又並加一月. 或值閏月, 其田蠶亦有早晚
不同, 有司臨時奏裁. 繼而以河北·河東諸州秋稅多輸邊郡, 常限外更加一月. 江南·兩浙·荊湖·
廣南·福建土多秔稻, 須霜降成實, 自十月一日 始收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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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중첩되며 上都의 稅糧 납기는 카안의 上都 巡幸 기간과 일치한다. 
강남 稅糧(夏稅·秋稅)은 上都와 大都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일정으로 판단된다. 실물 賦稅와 달리, 商稅는 1년에 네 차례 3개월마다 징
수되었다.

전투에서 납기는 승패·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므로 매우 엄중했다. 軍期는 
궂은 날씨나 도로 사정 등의 변명을 허락지 않았다. 관원들은 대안을 마련해
야 했다. 1253년에 商挺이 쿠빌라이를 찾아 鹽州에 왔을 때 李璮이 朐山(현 
강소 連雲港 서남)에 城을 쌓았다. 東平에서 마땅히 米 1만 石을 보내야 했
다. 그런데 東平에서 朐山까지(약 350km) 곡물을 수송하는데 대개 10石 가
운데 1石(곧 10%)만이 도착했다. 수레가 비를 만나 진흙에라도 빠지면 기일
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기일에 늦으면 사형에 처해졌다. 商挺은 쿠빌라이에
게 [110여km 거리의] 沂州(현 산동 臨沂)에서 곡식을 운송해 李璮의 군대를 
먹일 것을 요청했다.331) 

1256년에 조정에서 京兆로부터 군수용 布 1만 匹, 米 3000石, 帛 3000段
을 징발하고 무기류도 동일 수량을 요구했다. 그것들을 서북쪽 平涼(현 감숙 
平涼)의 軍에 운송하라고 지시했다. 납기일을 핍박함이 매우 심해 郡人들이 
공포감에 크게 떨었다. 商挺은 “다른 것은 모으기 쉬우나 미곡[米]을 1000里
(510km)까지 운반하는 것은 우리 郡의 蠶業과 보리농사를 방해할 것”이라
고 말했다. 郿縣(현 섬서 郿縣)의 長 王某가 자신의 곡식으로 대납하겠다고 
자청했다. 商挺이 그에게 그 값을 치러주었고 그도 기일에 맞춰 곡식을 운송
했다.332)

1276년에 董文用은 衛輝路 總管이 되었다. 마침 몽골軍이 江南을 획득했
다. 圖籍·金玉·財帛을 운송하는 행렬이 길 위에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화
물의 경호와 운송에 하루에 役夫 수천 명이 동원되었다. 董文用은 衛輝路 
백성이 피폐해졌고 경작을 심히 방해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운송담당관을 
찾아가 백성을 번거롭게 하는 일 없이 州縣의 吏卒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
다. 그는 만일의 운송 사고를 보증하는 뜻에서 手書로 자신의 관직과 성명을 
써줬다. 그래서 백성이 때맞춰 耕種할 수 있었고 운송 업무 역시 중단되지 
않았다. 諸郡에서 江淮의 곡물을 京師로 운반하는데 衛縣(현 하남 浚縣 서

331) 元史159 ｢列傳｣46 商挺, p.3738, “[癸丑]間陪宴語, 因曰: ｢挺來時, 李璮城朐山, 東平
當餽米萬石. 東平至朐山, 率十石致一石, 且車淖于雨必後期, 後期罪死. 請輸沂州, 使璮軍取
食, 便.｣ 世祖曰: ｢愛民如此, 忍不卿從.｣”

332) 元史159 ｢列傳｣46 商挺, p.3738, “丙辰, 徵京兆軍需布萬匹·米三千石·帛三千段, 械器稱
是, 輸平涼軍. 期迫甚, 郡人大恐. 挺曰: ｢他易集也, 運米千里, 妨我蠶麥.｣ 郿長王姓者, 平涼
人也, 挺召與謀, 對曰: ｢不煩官運, 僕家有積粟, 請以代輸.｣ 挺大悅, 載價與之, 他輸亦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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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5만 石의 운송을 담당했다. 董文用은 “民 가운데 戶籍에 등록돼 役
을 담당할 수 있는 이가 얼마 없다. 더욱이 江淮의 風水로는 배가 제때 도
달할 수 없다. 하지만 먼저 약정기한[期會]을 정해 두니 이는 아직 [곡물을] 
운반하지도 않았는데 民은 벌써 곤궁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郡을 모아 회의를 한 후 驛置法을 마련해 民力을 안정시켰다.333) 

軍務에서 신속한 기일이 중시됐다. 1281년에 中書省은 隨路 站赤祗應 관
련 조항에서 軍務·急速 사무(황실 물품 포함)에 程限(노정·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사무와 대조된다. 이는 軍務·急速의 使臣·운송인이 역참·
역로의 이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반 使臣에게 허용하는 行路와 期日의 표
준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빠르게 이동하도록 한 때문이었다. 반면 여타 사무
에는 왕복·공무 수행에 크고 작은 기한[程期]이 있었다. 이를 差劄에 명백히 
쓰고 통과하는 官司의 잠치(站赤)에서 검사해서 이유 없이 鋪馬를 달려 죽이
거나 혹은 기한을 어겨 行程을 지연하거나 祗應을 많이 지급하거나 省部의 
허락된 文憑 없이 家人의 飲食과 통상 타고 다니는 자신의 말[常行馬]의 芻
粟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배상을 물리고 죄를 물었다.334) 

行省·腹裏에서 金銀·鈔錠·匹帛 등 諸物을 운송할 때는 모두 정해진 程限이 
있었다. 1328년 시월에 中書省의 보고에 따르면 그 무렵 왕왕 기일을 어긴 
채 物貨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는 河水가 얼어서 배가 왕래할 수 없기 때문
이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해당 有司를 독촉해 民車·和雇脚力을 빌려 운반시
켰다. 이로써 官錢을 소모시키고 民力을 고생시켜 그 병폐가 다단했다. 中書
省은 이것이 각 처 官司에서 주의를 기울여 사람을 뽑아 押運하지 않거나 
혹은 도착한 站에서 즉시 배[船]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와 지연이 일
어난다고 진단했다. 이에 都省은 物色을 수송할 때 각처 提調正官·首領官이 
반드시 원래 정한 程期 이내에 유능하며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押運해서 

333) 元史148 ｢列傳｣35 董文用·至元十三年, p.3497, “十三年, 出文用爲衛輝路總管, 佩金虎
符. 郡當衝要, 民爲兵者十之九, 餘皆單弱貧病, 不堪力役. 會初得江南, 圖籍·金玉·財帛之運, 
日夜不絶于道, 警衛輸輓, 日役數千夫. 文用憂之曰: 「吾民弊矣, 而又重妨耕作, 殆不可.」 乃
從轉運主者言: 「州縣吏卒, 足以備用, 不必重煩吾民也.」 主者曰: 「汝言誠然, 萬一有不虞, 
則罪將誰歸!」 文用卽手書具官姓名保任之. 民得以時耕, 而運事亦不廢. 諸郡運江淮粟于京師, 
衛當運十五萬石, 文用曰: 「民籍可役者無幾, 且江淮風水, 舟不能以時至, 而先爲期會, 是未
運而民已困矣.」 乃集旁郡通議, 立驛置法, 民力以舒.”; 道園學古錄20 ｢行狀｣ 翰林學士承
㫖董公行狀, pp.149下~150上.

334) 站赤2, p.45, “[至元十八年]閏八月, 中書省定議隨路站赤祗應, 奏奉聖旨: ｢此乃中書所
職之事, 卿等處之.｣ 二十四日, 都省遍行各路諸寺·監·宣慰司, 欽依施行. (중략) 一諸使不得
將引家屬需求飲食, 及常行馬芻粟. 除軍務急速, 不拘程限, 餘事各計往迴幹辦公事, 小大程
期, 明書差劄, 令所過官司站赤辨驗, 其無故走死鋪馬, 或違限遷延行程, 多支祗應, 無省部許
支文憑, 取要家人飲食·常行馬芻粟者, 並勒陪償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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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로 도달시켜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전과 같이 기한을 어길 경우 押運官·
庫官·庫子 등은 엄정하게 단죄되었고 當該 首領官吏도 究治되었다. 해당 站
에서도 물품이 도착하면 때맞춰 배를 지급해야 했다. 이동과 조달을 태만히 
하고 고의로 정체시키는 자 또한 단죄되었다.335)

잠치(站赤) 운영은 납기와 직결된 문제였다. 부세의 납기 외에 사신·물자의 
行程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다. 1281년에 省·部에서 의결한 바 官物을 운송
할 때는 원래 출발하는 官司에서 差劄 위에 ①押運官 성명, ②태운 사람·물
품의 무게[斤重], ③가용 배[船]·수레[車], ④호송인 數, ⑤예정 起程, ⑥도착 
日期를 적어야 했다. 그것을 前路 官司로 보내 증빙[憑]으로 삼고 따로 사기
나 거짓, 私物 끼워 넣기 없이 數에 따라서 물자를 제공하고 중계운송[遞送]
하도록 명시했다. 경과하는 곳에서는 매 계절 遞送하는 車·船과 운행 회수
[起數]를 部에 보고해야 했다.336) 전통적인 우송·운송의 불확실성이나 우연과 
행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여행 시간337)은 몽골제국 역참의 시설·행정의 안정
화·일상화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었다.

1315년에 省·部에서 의결한 바 出使人員은 定例에 따라 大事의 경우 首
思(süsi)·鋪馬를 8일, 小事의 경우 3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다.338) 나머지 
사신은 그 지급을 불허했다. 소속이 없거나 각 投下人員이 首思(süsi)·鋪馬
를 督責할 경우 有司에서 ｢至元新格｣(1291)의 程限에 의거해 그 일을 빨리 
마치고 돌려보내도록 했다.339) 鋪兵은 急遞鋪를 따라 省·部·臺·院의 급무를 

335) 站赤6 明宗天曆元年·是月(十月), pp.159~160, “是月, 兵部奉中書省劄付: ｢行省·腹裏, 
凡起運金銀·鈔錠·匹帛諸物, 俱有定立程限. 近來往往違期不到, 以致河水結凍, 舟楫不通, 卻
督拘該有司差倩民車·和雇脚力搬運, 不唯破費官錢, 重勞民力, 其間弊病多端. 蓋因各處官司, 
不爲用心擇人押運, 或至站所, 不即給船, 停滯遷延, 於事未便.｣ 都省議得: ｢起運物色, 各處
提調正官·首領官, 須要照依元定程期已裏, 差能幹人押運到都. 如依前違限, 定將押運官·庫
官·庫子等痛斷, 及取當該首領官吏招伏究治. 拘該站所, 運物至彼, 劃時給船. 若遷調怠慢, 
刁蹬停滯者, 亦行斷罪. 仰依上施行.｣”; 黨寶海(2006), p.246.

336) 站赤2, p.45, “[至元十八年]六月十六日, 省部定擬下益都路等處: ｢今後凡遇起運官物, 
令元發官司於差劄上, 具押運官姓名, 所乘人物斤重, 可用船車, 防送人數, 預定起程, 所至日
期, 行移前路官司驗憑, 別無詐偽附帶, 依數應付遞送. 仍令經過去處, 季申遞送車船·起數到
部.｣”

337) Mary W. Helms(1988), p.58.
338) 使臣의 飲食과 필요물자는 가까우면 2일, 멀면 3일 안에 제공돼야 했다(站赤1, p.15, 

“[中統元年五月二十一日]使臣飲食等具, 近者二日期, 遠者三日期, 達于新站當役.”). 行中書
省 이하 諸司·官府에서 업무 처리 기한은 小事 7일, 中事 15일, 大事 30일이었다(元典章
5 ｢臺綱｣1 行臺·行臺體察等例, p.132, “[一]自行中書省以下諸司官府應行公事, 今後小事限
七日, 中事限十五日, 大事限三十日.”).

339) 站赤6 延祐二年是月(三月), pp.147~148, “[延祐二年]是月, 江浙等處行中書省言: (중략) 
省部議得: ｢所言出使人員, 乃在都徽政院等官府所遣, 而各處俱有所屬之司, 回咨江浙行省, 
照勘差去官. 委有所屬司存, 照依定例, 大事應付首思鋪馬八日, 小事三日, 餘外不許支給.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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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때 1晝夜에 400里(204km)를 달릴 수 있었다.340) 반면 常例와 완만
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사신은 하루 3개 站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341) 수
레의 하루 표준 여정을 명시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수레의 脚價 표준거
리 100里(51km)와 관련 있을 것이다.

역참에서 기일 설정은 사신·물자 왕래 지체를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內外
諸司에서는 宣使·奏差를 설립하고 공무를 처리했다. 1311년 무렵 각 처 行
省·宣慰司 등 衙門에서 宣使·奏差 등 사신을 두고도 보내지 않고 府·州·司·
縣의 正官에 공무를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使客 가운데에는 때로 職役
도 없이 사무를 수행하는 부적격자가 軍情·錢糧·貢物을 취급한다고 가탁해 
鋪馬를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中書省·[戶]部에서 官物을 押運하거나 
公事를 計稟(협의·보고)할 때 반드시 官을 보내 역마를 제공하고 雲南·甘肅·
四川·和林의 差使에게 말 2疋, 나머지 行省에는 말 1疋을 주도록 했다. 程
限을 마련해 죄가 발생하면 官에게 그 죄를 물었다. 都의 諸官府에서 문서 
수령 등으로 사신을 보낼 경우 기일에 의거해 사신을 파견하고 제반 사무에 
정체가 없도록 하며 鋪馬를 줄이도록 결정했다.342) 

사신·물자가 역로를 일정 기한 내 이동하는 것은 잠치의 빈곤과 鋪馬 부담
을 경감시키는 데 유리했다.343) 1327년에 兵部에서 검토한 바 각처 水·馬 
잠치(站赤)가 빈곤에 허덕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역참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程限도 없이 왕복하고 지체했던 데 있었다.344) 각 路에서 省·部로 보

無所屬, 及各投下人員督責, 有司欽依至元新格程限, 早完其事, 發遣以行.｣”
340) 元典章37 ｢兵部｣4 遞鋪·整點·整治急遞鋪事, p.1327, “至元二十八年十二月, (중략) [一]

省·部·臺·院急速之事, <方>[另]置匣子發遣. 其匣子入遞, 隨到即行, 一晝夜須及四百里. 此等
文字, 另行附曆, 以備照刷, 其行省·行院·行臺·皆准此.”

341) 元典章36 ｢兵部｣3 驛站·使臣·使臣不過三站·至元十年九月, pp.1265~1266, “至元十年九
月, (중략) 除爲軍情急速勾當不拘此限外, 據常例緩慢勾當差出人員, 每日不越三站走遞. 仰
更爲照依坐去下項事理, 行下管轄州縣并站赤, 依上施行.”; 站赤9 使臣不過三站·至元十年
九月, pp.99~100.

342) 站赤5, p.118, “[至大四年三月]十八日, 欽奉詔書內一款: ｢站赤消乏, 蓋由使客繁多, 失
於檢察.(중략)｣ 中書省部契勘: ｢內外諸司, 設立宣使奏差, 蓋爲幹辦公事. 其各處行省·宣慰司
等衙門, 比年以來, 置而不遣, 故委府州司縣正官, 或無職役營私不應之人, 託以軍情錢糧貢物
爲由, 驗其品職, 多給鋪馬, 道途之間, 源源不絕, 是致站赤消乏, 深爲未便. 擬合遍行各處, 
今後凡遇押運官物·計稟公事, 必合遣官給驛, 雲南·甘肅·四川·和林差使給馬二疋, 其餘行省給
馬一疋, 量立程限, 結罪于官, 令在都諸官府如承此等來使, 亦仰依期發遣, 庶幾事無壅滯, 省
減鋪馬, 移文合屬依上施行.｣”

343) 元典章36 ｢兵部｣3 驛站·使臣·使臣不過三站, p.1265, “至元十年九月, 河南等路行部: ｢
見欽奉聖旨, 供給兩處行院并上司差遣使臣, 往來勾當全<籍錢>[藉鋪]馬走遞幹辨. 照得本部
并諸衙門差出勾當緩慢人員, 乘騎鋪馬, 沿路因事停住, 上馬趁趕程限走驟, 以致將馬疋即漸
瘦弱倒死. 若不定立程限, 切恐站赤生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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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와 稅課를 대조·계산하고 軍籍을 납부하는 人吏들은 部에 도착해서 공무
가 끝난 후에는 歷程에 맞게 천천히 돌아가 자신의 職役에 복귀했다.345) 따
라서 距離(distance)를 하나의 장애물로 간주할 경우 척박한 환경 아래서 距
離를 극복하고 ‘제어’하고 ‘정복’하는 것이 탁월한 능력과 힘과 지혜의 징표
일 수 있다346)는 연구를 수용할 경우 몽골 역참은 그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2) 驛路 위 구조적 변수
몽골 황실에서 각지에 부세의 엄격한 납기를 하달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로망을 구축했으므로 제때 부세가 大都·上都에 도착하면 달리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런데 역참의 물자 운송·공급에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危素는 晝夜를 가리지 않고 육로와 수로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는 使臣으로 
인해 蒭粟 값이 급등하고 잠치[蘸戶]를 피폐[凋敝]시키며 民의 안정을 깨뜨
린다고 평가했다. 그는 역참을 계속 운행할 경우 兵部의 존립을 위해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347) 안락하고 신속한 역참은 관민의 사신·객려를 유혹했고 그
들은 역참 이용에 때로 적법·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348) 

동시에 역참과 역로의 구조적·환경적 문제는 역참 안팎의 잠치[站戶]와 길 
위의 脚力·동물에게 負荷를 가중시켰다. 먼저 도로와 역참의 입지 실태를 검
토한다. 마르코 폴로는 만지(Manzi: 남중국)의 모든 지방의 도로와 둑길이 
말을 타거나 걸어갈 때 깨끗이 지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다고 기록했다. 
다만 “포장도로 위로는 말을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대카안의 전령을 

344) 站赤6 泰定四年·是年, pp.158~159, “是年, 兩浙江東道奉使宣撫言: ｢站赤消乏.｣ 兵部
議得: ｢各處水馬站赤消乏, 例合有保勘不干礙五品官體覆, 監察御史·廉訪司體察, 依例僉補. 
然行移之間, 爲無所立程限, 往復淹延, 民受其害. 今擬從申舉日爲始, 至監察御史·廉訪司體
察畢, 定期一歲完備, 違限者, 從監察御史·廉訪司糾察.｣ 省準遍行.”

345) 站赤2, p.34, “[至元十年]十月, 中書省, 所委整點站赤, 斷事官亦捏哥呈, 擬便宜二事. 
(중략) 其二謂: ｢隨路差人吏赴省部, 照算稅課送納軍籍者, 自始發及回日, 不論緩急, 日夜奔
驟, 走損鋪馬. 又於站赤, 取索鞍轡·雨衣·氈褥, 動致弊壞, 合無令乘驛人吏, 自備鞍轡·雨衣. 
應限到部, 事畢, 依程從緩還役.｣ 省部議得: ｢馳載·係官文字, 當從站赤, 應付苫氈, 餘令人吏
自備. 本路承受部符之日, 即合起遣應限, 毋致遷延. 至期, 致令人吏兼程馳驟, 事畢, 亦須徐
緩還家.｣

346) Mary W. Helms(1988), p.59.
347) 全元文1474 ｢危素｣7 兵部續題名記[乙未至正十五年], pp.338~339, “至正四年, (중략) 

嗚呼! 自國家用兵以來, 諸司往往增置職員, 而兵部爲最多. 雖曰最多, 而王事靡盬, 至有未嘗
覿面者.(중략) 且本朝兵曹之職掌, 其事非一. 今日所當急者, 乘傳爲先務, 使者旁午道涂, 晝
夜不息, 蒭粟踊貴, 而蘸戶凋敝, 通變宜民, 必有其說. (중략) 若復使之馳驅四方, 則曠廢天
職, 其敝有不可勝言者.(후략)”

348) 使臣 泛濫, 使臣·官員들의 장기체류나 旅路 이탈 등으로 인한 잠치 빈곤 문제는 薛培煥
(2014), pp.151~15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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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길 한 쪽이 포장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349)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보다 정비된 형태의 운송용 車道와, 덜 정비된 사신용 馬道가 존재했음을 
인지시킨다. 

1295년 유월에 臺官 張閭와 雲南省官 也先不花(에센부카) 등이 雲南驛站
의 입지를 두고 대립했다. 이 논쟁에서 立站之地의 험악한 地勢가 마필을 
손상시킨 사실을 엿볼 수 있다.350) 胡祗遹이 1268년경 濟州(현 산동 濟寧) 
潭口驛에서 하룻밤 묵었다. 쑥과 가시나무가 우거진 속에 띠로 얽은 집 10
여 채가 있었다. 驛人에 따르면 驛 주변은 匪賊 때문에 도망자와 이주자가 
많고 大元 초기에 병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황이었다. 그는 休養으로 
인구와 경제를 번영시키는 은총을 100년 동안 내리더라도 쉽게 회복하지 못
할 거라고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351) 이 일화는 인가가 드문 곳에 위치한 역
참이 사신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가운데 그 역참 자체는 전란의 영향으로 상
당히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말한다.

사막과 산간은 使客과 동물에게 도전적 과제였다. 寧州(현 감숙 寧縣)·慶
陽站赤을 경유해 環州(현 감숙 環縣)에서 寧夏·萌井站으로 이어져 永昌(현 
감숙 武威 서북 永昌)으로 들어가는 道路(≒960km)는 모두 沙漠이었다. 이 
길은 멀고 위험한 데다 사방에 人家도 없어 驛使가 스스로 首思(süsi)를 부
담하면서 露宿하고 野食했다. 말[馬]은 芻粟을 걸렀다. 이렇게 며칠을 달리
고 나면 사람은 비쩍 야위고 말은 결국 죽고 말았다.352) 張憲은 앞으로 黃

349)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pp.385~386.
350) 站赤4, p.93, “[元貞元年]六月七日, 丞相完澤等奏: ｢雲南驛站, 臺官張閭, 嘗上言別有便

道, 因改立站. 雲南省官也先不花等, 卻言無益. 以此奏遣普顏怯里迷失往視其地, 今回稱張閭
所言立站之地險惡, 馬匹傷損. 已復舊道立站訖.｣ 奉旨准.”

351) 紫山大全集1 ｢五言古詩｣ 宿潭口驛, p.26a, 蒿荆棘中, 茅茨十餘屋. 驛人敬官長, 邀迎
留止宿. 酒薄不堪飲, 夜暗薪代燭. 借問少人烟, 無人來卜築. 亦匪逃移多, 國初殄兵毒. 休養
生息恩, 百年不易復. 側耳聞斯言, 無寐到天旭.” 潭口驛에서 동북쪽으로 멀지 않은 兖州(현 
산동 兖州)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城 20里에 居民이 10家에 불과했다. 점포나 시
장도 없이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왁자지껄하던 활기도 사라졌다. 깨진 비석이 가시덤불 속
에 덩그마니 있었고 州의 아문도 기울어져 있었다. 대낮에 여우와 토끼가 뛰놀고 牕户를 
풀이 가로막고 있었다(紫山大全集1 ｢五言古詩｣ 宿兖州廨, pp.21b~22a, “方城二十里, 居
民不十家. 荒涼無肆市, 何者謂喧譁. 斷碑荆棘中, 欹傾見州衙. 白晝走狐兎, 牕户灌莽遮. 循
例聚父老, 勸諭勤桑麻. 俯首聴誨言, 口從力不加. 民時苟不奪, 學稼寜有差. 種樹郭槖駝, 笑
我辭浮誇. 衆散日已夕, 庭槐鬧寒鴉.”).

352) 站赤5, p.124, “[至大四年]九月 (중략) 往者經由寧州·慶陽站赤, 自環州至寧夏·萌井站, 
以至永昌道路, 盡皆沙漠, 遙遠艱阻, 四無人煙, 驛使自負首思, 露宿野食, 馬乏芻粟. 如此奔
馳數日, 是致人瘦馬斃.” 역참은 馬行 하루거리마다 1개 이상의 驛舍를 설립해야 했다. 驛
舍 설립이 편한 지역은 그 수요에 맞게 배치되었지만, 황량한 사막과 통행·운송 사고가 빈
발하는 지역에서는 그 수가 적었다(羽田亨(1957a),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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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 뒤로 太行山을 두고 가는 길에 수레는 양 창자 같이 구불구불한 언덕길
을 빙빙 돌아야 했고 사람 머리 같이 가파른 關[人頭關]에서 말이 발을 헛디
뎠다. 대낮에도 虎·豹가 울고 들개[狗犴]가 사납게 짖었다. 길 주변에는 인가
가 없었다.353) 1292년에 江西·湖廣行省에서 관할하는 각 站은 인가에서 멀
리 인적도 없는 깊은 산중에 설치돼 있었다. 마필이 부족한 상태에서 왕래
[走遞]가 빈번해 종종 도망자가 발생했다.354) 

날씨는 상대성이 강한 조건이었다. 봄철 비가 갠 뒤 輦路는 먼지와 모래가 
적어 이동에 쾌적했다.355) 그러나 더위와 비가 잦은 여름철 역마를 빈번히 
이용하는 일은 역참에 상당한 고초를 안겨주었다. 예컨대 1276년 칠월에 때
마침 더운 여름인데다 도로가 진흙투성이에 물바다가 되었다. 諸官府에서 업
무의 크고 작음과 완급을 나누지 않고 역마를 범람시켰다. 향후 각 路 官司
와 각 방면의 人員들이 上司에 보고하고자 역마를 발급할 때 정말로 급무가 
있으면 역마를 파견하되 泛濫시키지 말라고 中書省에서 주의를 주었다.356) 
눈이 내렸다 녹으면서 길이 눈과 진흙으로 범벅되었을 때도 人馬는 통행에 
제약받을 수 있었다.357)

1294년 칠월에 福建行省의 보고에 따르면 福建站赤의 白砂站·小箬站은 
구불구불 험준한 길을 따라 괴석이 늘어선 곳에 위치했다. 磨天嶺을 지나는 
山路는 높고 험하여 비라도 와서 계곡에서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馬疋이
나 人命을 손상시킬 우려가 많았다. 福建은 말이 생산되지 않는 極邊으로 
말 값도 1마리당 최소 中統鈔 20錠에서 25錠에 달했다. 1293년에 保定路의 
馬價가 최소 8~9定이었던 점에 견주어 보면,358) 福建의 말 값은 3배 가까이 

353) 元詩選(初集·庚集) 張都事憲·玉笥集·行路難, p.1929, “行路難, 前有黃河之水, 後有太行
之山. 車聲宛轉羊腸阪, 馬足蹭蹬人頭關. 白日叫虎豹, 腥風啼狗犴. 拔劍顧四野, 使我摧心
肝. 東歸既無家, 西去何時還? 行路難, 重咨嗟.”

354) 站赤8, p.64, “[至元二十九年三月]元係江西·湖廣兩處行省, 差設到江南新附戶計, 其各
站爲居深山, 離家窵遠, 絕無火煙, 及所設馬疋不敷, 頻併走遞, 往往逃竄, 委官專一提調, 不
能禁止, 常是斷絕站赤, 若不添補整治不便.”; 陳高華(1983), p.129.

355) 金臺集 ｢春日次王元章韻｣, p.3, “翠幰金車錦駱駝, 芙蓉繡褥載雙娥. 雨晴輦路塵沙少, 
風起春城柳絮多.”

356) 站赤2, p.36, “[至元十三年]七月, 中書省議: ｢時當暑月, 道途泥潦. 諸官府不分事之巨細
緩急, 泛濫給驛. 今後各路官司及諸色人員, 遇事須申上司區處給驛, 果有急務, 就便起遣, 毋
致泛濫遍行遵守.”

357) 雲山日記, p.214, “[至大元年十二月]二十五日, 雪. 意未已. 寓曹宅. 本齋待早飯, 飯已
欲出, 以雪泥載道, 故止之.”

358) 站赤6, p.91, “[至元三十年]是年, 保定路慶都站 (중략) 比年旱澇相仍, 諸物騰踊, 馬價
少者八九定.” 1238년에 말의 和買가 시작되었고 馬 1疋의 가격은 銀 30兩, 牛 1頭의 가격
은 20兩으로 정해졌다(大元馬政記(嚴一萍 選輯, 臺北: 藝文印書館, 1971) ｢和買馬｣, 
p.4a, “太宗皇帝十年戊戌六月二日 (중략) 見得以南路分, 馬匹牛畜難得. 今約量定立到, 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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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쌌다. 백성들은 養馬에 익숙지 않은 데다359) 지열과 산속의 뜨거운 증기로 
말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자주 사망했다. 每戶에서 결국 매년 말을 사는 데 
돈을 빌리고 利息을 내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360)

몽골리아는 광활한 초원과 추운 산지로 인해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지역
이었다. 키 작은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망망한 길가에 드문드문 서 있었다. 
비가 오면 누런 황톳물이 바다를 이룰 정도로 흘렀고 바람이 지나면 흰 모
래가 언덕을 만들었다. 驛館 근처에서나 말 탄 사람 몇 명을 만날 만큼 인적
은 드물었던 반면, 수레가 머무는 곳마다 양 떼와 뒤섞였다.361) 몽골초원에
서도 수레를 운행할 때 밤새 노고가 심했고 특히 변변찮은 사람이라면 눈·서
리·진창으로 고통이 여간하지 않았다. 수레가 때로 진흙에 미끄러지고 빠졌
으며 어쩌다 굴대가 부러지면 반드시 고쳐야 갈 수 있었으며 진흙탕에 빠지
면 열흘을 머물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몽골인들은—周密의 편견에는 그들이 
無賴라서— 여인[猥娼]을 끼고 수레 밑에 깔개를 깔고 함께 잤다. 周密은 그
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362) 냉소했지만, 그것은 초원에서 몽골인의 안연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몽골 수레꾼의 생리와 별개로, 여전히 몽골
리아에서 비바람을 만날 경우 수레와 인마는 큰 곤욕을 치렀다. 날씨에 따라 

一疋價, 銀三十兩, 每牛一頭價二十兩.”; 站赤1, p.13, “[太宗]十年戊戌, 六月二日聖旨 
(중략) 今約量定立到每馬一匹, 價銀三十兩, 每牛一頭, 價銀二十兩.”).

359) 몽골인들은 養馬에 매우 능했던 반면, 南人들은 그들과 정반대로 養馬하여 많은 질병을 
초래했다(黑韃事略(中華書局本), p.11, “其馬, 野牧無芻粟. 六月饜草始肥. (중략)【霆嘗攷
韃人養馬之法. 自春初罷兵後, 凡出戰歸, 並恣其水草, 不令騎動. 直至西風將生, 則取而鞚
之, 執於帳房左右, 啖以些少水草. 經月月麃落, 而日騎之數百里, 自然無汗, 故可以耐遠而出
戰. 尋常正行路時, 並不許其吃水草, 蓋辛苦中吃水草, 成月麃而生病. 此養馬之良法, 南人反
是, 所以多病也.】”).

360) 站赤8 ｢福建站赤｣, p.74, “於至元三十一年七月二十日, 奏過事內一件: ｢(중략) 白砂·小
箬二站, 山嶺峻路石犖确, 俱係近年創開棧道緊臨江岸, 羊腸盤折嶮路百餘里兼懷安至水口, 
水勢平坦, 並無灘料, 各站俱有設置站船. 遇有朝廷往來使臣, 不肯乘船, 只要起馬. 其經磨天
嶺, 山路高峻, 上如登天, 下如入井, 鑿山成路, 石如釘剌. 如值陰雨, 坡峻路滑, 馬力不加, 
脚失跌於山澗, 輕則損傷馬疋, 重則致傷人命. 站馬走遞一遭, 不死即病, 至甚不便. 又福建極
邊煙嵐重地, 不係產馬去處, 每馬一匹, 不下中統鈔二十錠, 至二十五錠. 此間新附人民, 不一
養馬法度, 又且地熱嵐瘴, 易生疾病, 頻併倒死. 每戶週歲買馬數匹, 揭借錢債, 重出利息, 先
債未還, 後利復生, 逼迫站戶, 典賣田產, 是致消乏. 若不更張, 久而靠損站戶, 倒斷站赤, 誠
爲未便.｣”

361) 玩齋集4 ｢七言律詩｣ 過柳河, p.13a, “野曠山寒露易霜, 短榆疎柳路茫茫. 雨來黄潦聚成
海, 風過白沙堆作岡. 驛館到時逢數騎, 馳車宿處錯羣羊. 客懐政爾無聊賴, 忽見南飛雁一行.”

362) 癸辛雜識續集上 ｢北方大車｣, p.157, “北方大車可載四五千斤, 用牛騾十數駕之. 管車者
僅一主一僕, 叱吒之聲, 牛騾聽命惟謹. 凡車必帶數鐸, 鐸聲聞數里之外, 其地乃荒涼空野故
耳. 蓋防其來車相遇, 則預先爲避, 不然恐有突衝之虞耳. 終夜勞苦, 殊不類人, 雪霜泥濘, 尤
艱苦異常. 或泥滑陷溺, 或有折軸, 必須修整乃可行, 濡滯有旬日. 然其人皆無賴之徒, 每挾猥
娼同處於車箱之下, 籍地而寢, 其不足恤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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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길과 이동거리가 다르게 체감되었다.
대칸은 매년 上都로 행차하는 것이 常例였다.363) 이동의 고단함은 카안이 

行幸하기 전 수레와 膏車(수레용 기름)와 秣馬(말먹이)를 도로변 納鉢에 준
비해놓곤 했던 역로를 이용한 대칸의 행차364)도 피해가지 못했다. 1345년에 
宋褧(1294-1346)은 ｢上都分省左司掾題名記｣에 行路의 노고를 적었다. 그것
은 이동 생활에 덜 익숙한 非몽골인들에게 가중한 것이었다. 上都에서 업무 
또한 겉보기에 간결해 보여도 그 실질은 관료가 上都와 巡幸路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행적을 글로 적어 내세우고 싶을 만큼 막중하고 고단한 일이었다. 

天朝(곧 몽골제국)에서 강역이 前代보다 배가 되었고 각종 사무의 번
다함 역시 그러했다. (중략) 카안[天子]께서 매년 上都에 행차하시면 
직관[曹] 10인이 宰相을 좇아 上都 分省의 사무를 처리했다. 어떤 이
는 이를 간결해서 우수하다고 여겼으나 이는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 
무릇 天下의 政事는 大都를 경유해서 上都 分省에 도달한 후 可否가 
결정되었다. 奏를 올리고 시행하는 것을 다만 10인에게만 맡겼으니 돌
아보건대 아주 막중하면서도 고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장차 
[大都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모두 그 성명을 壁에 기록해365) 영광으로 
삼았다. [카안의] 어가[乘輿]가 오고갈 때면 그 안에서 2인을 선발해 
行在(행궁)와 次舍(숙소)에서 어명을 들었으며 그를 隨駕(帝王의 좌우
를 따르며 시종하는 것)라고 일컬었다. 객사[逆旅]와 房舍[室廬]의 편안
함이 없었으며 천막[帳帟: 곧 게르]을 마련해 직접 휴대하면서 들판에 
거처했다.366) 무릇 물을 싣고 밥을 짓는 일,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363) 봄·가을 카안의 車駕가 지나는 곳은 다른 곳보다 使客이 번다했다(站赤6, p.157, “[泰
定元年]六月十日, 詔書內一款: ｢軍國之務, 站赤爲先. 除達達站戶消乏, 已令接濟外, 春秋車
駕經行處所, 使客比之他處繁多.(후략).｣”).

364) 1315년에 中書右丞相 테무데르(鐵木迭兒)와 左丞相 하산(阿散) 등이 皇太后에게 카안의 
행궁 관리 문제를 건의했다. 카안이 行幸할 때 도로변의 納鉢에서 항상 車輛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기일보다 한 달 전에 膏車(수레용 기름)와 秣馬(말먹이)를 준비하고 
기다리느라 말을 손상·파리하게 만들고 농사철을 빼앗았다. 테무데르와 하산 등의 건의로 
諸王府[各枝]에서 주는 車輛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도로변의 納鉢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數
를 주지 말도록 결정했다(站赤6, p.147, “[延祐二年三月]二十六日, 中書右丞相鐵木迭兒·
左丞相阿散等, 啓於皇太后: ｢行幸之時, 沿途納鉢, 常令準備車輛. 或先期一月之前, 膏車秣
馬俟候, 致令頭匹損瘦, 又奪農時. 臣等今議起發之時, 各枝合與車輛, 就此應副, 其沿途納鉢
增索之數, 不須與之.｣ 已奉聖旨準奏, 故再啓請, 奉懿旨: ｢勿與可也.｣ 都省敬此. 送兵部依
上施行.”).

365) 한 연구는 粉壁이 14세기 초 大都와 上都 사이의 漠南 지역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설
배환(2013b), pp.57~58, 60). 宋褧의 ｢上都分省左司掾題名記｣는 漢字 粉壁이 上都에 존재
한 사실을 증명하며 선행연구를 보강한다.

366) 대칸이 순행하는 동안 머무는 行在所는 巴納 혹은 納鉢이라고 불렸다. 대칸 일행이 한 



- 276 -

일, 짐승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 말과 수레를 타는 일 등 이 모든 것
이 편할 수 없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직면했고 불시에 바람과 싸라
기눈과 서리와 이슬의 습격을 받았으며 말을 달리다 돌연 진흙탕물이
나 흙먼지 속으로 돌진했다. 그 고통을 또한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壁記의 말미에 모두 적어 그것을 위로하노라. 이 해에 上都 
分省에 있는 9인은 仲桓 呼爾哈(후르카), 居仁 茂巴爾斯(마바르스), 可
行 達爾瑪實(다르마시), 希賢 斯隆瑪, 士寧 鄭志道, 景元 華彦方, 仲
得 李思義, 從道 郭德修, 鵬擧 李沖霄다. 隨駕인 蘇赫郭李(수케굴리)
는 오지 않았으며 사망자 1인은 允恭 雀克敬이다. 1345년 칠월 이십
칠일(8.24)에 宋褧이 적는다.367)

橋梁은 道368)·路에서, 道路는 府·州·縣에서 전임 관리[專官]를 두고 관할했
다. 그들은 매년 교량과 도로의 廢壞를 점검, 수리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중앙과 소통하기 위한 당면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369) 교량과 도로의 건
설·유지가 많은 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개축·보수
가 원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江西 지역에 廢驛 22곳이 존재한 사례

行在所에서 머무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랐겠지만, 1352년 사월에 토곤 테무르 카안은 
大口(현 북경 海淀區의 북쪽 경계지)에서 信宿, 곧 2~3일가량 머물렀다. 당시 18개 巴納을 
24일 동안 이동하여 上都에 도착한 사실을 고려하면, 토곤 테무르 일행은 1개 行在所에서 
평균 하루, 이틀 정도 머물렀을 뿐이다(全元文1387 ｢周伯琦｣1 扈從前集序[至正十二年], 
pp.530~531, “至正十二年, (중략) 視事之第三日, 實四月二十六日, 大駕北巡上京, 例當扈
從. 是日啓行, 至大口, 留信宿. 歷皇后店·皂角, 至龍虎臺, 皆巴納也. 國語曰巴納者, 猶漢言
宿頓所也. (중략) 以是月十九日抵上京, 歷巴納凡十有八, 爲里七百五十有奇, 爲日二十四.”). 
兩都 순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편도 20~25일이었다(김호동(2002), p.16). 이로써 대칸 일행
의 잦은 이동과 노고를 짐작할 수 있다.

367) 燕石集12 ｢記｣ 上都分省左司掾題名記, pp.12b~14a, “天朝幅員倍前代, 庶事之繁亦然. 
(중략) 天子歲幸上都, 則曹十人從宰相, 治分省事, 或以爲簡而優者, 是大不然. 蓋天下之政, 
由大都達之分省, 或可或否, 奏白行遣, 止付之十人, 顧不尤重且勞哉? 故其將歸也, 咸誌其
名氏于壁以爲榮. 乘輿往返, 則內擇二人聽命於行在·次舍, 謂之隨駕. 無逆旅·室廬之安, 具帳
帟自隨而野處, 凡汲爨·寢興·秣飼·馬乘, 擧不得便, 適饑食渴欲, 不時蒙犯風霰霜露, 馳突泥淖
塵氛中, 其苦又不可言. 故倂書以慰之於壁記之末. 是歲分省者九人, 呼爾哈仲桓·茂巴爾斯居
仁·達爾瑪實可行·斯隆瑪希賢·鄭志道士寧·華彦方景元·李思義仲得·郭德修從道·李沖霄鵬擧. 隨
駕者蘇赫郭李不至, 而物故者一人, 雀克敬允恭. 至正五年七月廿又七日, 宋褧記.”; 全元文
1233 ｢宋褧｣3 上都分省左司掾題名記 [至正五年七月廿又七日], p.341. 1246년에 구육 카안
의 夏營地 시라 오르두(Syra Orda)를 방문한 카르피니 일행도 강한 바람과 그것이 동반하
는 극심한 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p.5~6).

368) 道는 元代 감찰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淮東道·淮西道·山南道 세 곳이 있었다.
369) 全元文1191 ｢許有壬｣12 彰德路創建鯨背橋記, p.204, “聖朝旣平宋, 經畵遐邇, 大郡小

邑, 枝疏脈貫, 際天所覆, 猶一人身焉. 政令之宣佈, 商旅之通遷, 水浮陸馳, 舟格梁濟, 荒陬
僻壤, 無遠不達, 猶血氣周流, 百骸用康, 一或壅塞, 則身爲之病矣. 故橋梁若道·路, 路若府·
州·縣, 皆專官董之, 歲時巡行, 而察其廢修, 此朝廷著令示爲政之先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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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370) 카안울루스 모든 驛에 왕래가 빈번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281년
의 기록처럼 잠치(站赤)에는 왕래가 한산한 곳과 번다한 곳이 있었다.371)

낯선 행로 위에서 사신·관료가 항상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었다. 1283년
에 中書省에서 그 무렵 民間에 명령해, 지나는 케식테이(怯薛䚟)와 몽골 人
員에게 죽과 밥과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주지 않자 爭訟이 발생했다. 거듭 兵部를 통해 소속 기관과 府州·司縣, 村
坊·道店의 人民을 효유해서 향후 케식테이와 몽골 人員이 지나는 곳에서 죽
과 밥을 제공하고 밤에 숙박시켜 爭訟에 이르지 않도록 했다. 몽골인이 漢
人을 구타했을 때 입증할 수 없을 경우 有司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372) 
1280년에 左阿剌太子쪽에서 보낸 사신 鐵赤(테치)·速都寒(수두칸)이 豐州(현 
내몽골 Hohhot 동쪽)站에 해가 저문 뒤 도착하자 祗應이 없었다. 州의 관리
에게 까닭을 물으니 단속할 사람이 없다고 회답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카
안은 西京·上都의 잠치의 관리들에게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역참을 멋대로 떠
나지 말도록 지시했고 官을 보내 점검하도록 했다.373) 

객려 郭畀가 출타했다가 십이월 이십구일 궂은 겨울 날씨와 주인의 만류
를 무릅쓰고 新正을 집에서 맞이하기 위해 귀로에 올랐다. 말 두 필을 빌려 
얼어붙은 산비탈이 이동할 때 金壇縣(강소성 남부)을 지나 珥邨에 도착했다. 
僕夫(거마를 끄는 노복)는 피로한 기색을 보였다. 밤늦게 横塘에 도착하니 
숙소도 없고 馬料도 없었다. 僕夫는 발을 다쳤다며 선뜻 행로를 나서지 않
았고 결국 郭畀는 한 土居에서 숙박해야 했다. 이튿날 曹公의 두 僕夫가 출
발할 수 없다며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자 郭畀는 그들을 돈을 쥐어주고 말과 
함께 떠나보냈다. 마침 하천이 얼어 배가 없었다. 郭畀는 눈 온 뒤 진흙탕으
로 변한 길[雪泥]을 걷다가 丹陽에서부터 인부를 구한 뒤 짐을 지고 이동하
는 데 그 노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374) 郭畀의 일화는 일반 객려의 

370) 至正集57 ｢碑志｣14 故通議大夫江西等處榷茶都轉運使萬公神道碑銘, p.6a, “修廢驛二
十二.”

371) 元史101 ｢兵志｣4 站赤條, p.2586, “[至元]十八年閏八月, 詔: ｢除上都·楡林迤北站赤外, 
隨路官錢, 不須支給, 驗其閑劇, 量增站戶, 協力自備首思當站.｣”; 羽田亨(1957a), p.19.

372) 站赤3, p.50, “<中統>[至元]二十年二月十二日, 中書省議: ｢近令民間應付過往怯薛䚟蒙
古人員, 粥飯安宿. 今聞百姓仍舊不與, 致有爭訟不便. 再下兵部遍行合屬, 丁寧省諭府州司
縣, 村坊道店人民, 今後遇有怯薛䚟蒙古人員經過去處, 依理應付粥飯, 夜則止宿, 毋致爭訟. 
如蒙古人歐漢人, 不得還報立證, 訴於有司, 其違犯者, 嚴行治罪施行.｣”

373) 站赤2, pp.43~44, “[至元十七年]四月三日, 左阿剌太子位下, 來使鐵赤·速都寒, 奏: ｢臣
等馳驛至豐州站, 待至日暮無祗應者. 遂問得州官言: 往者有司管站, 未嘗若此怠慢, 今無人鈐
束故也.｣ 奉旨若曰: ｢今後使臣赴上計事, 似此怠悞失悞必矣.｣ 其與中書省言之, 都省欽遵劄
付: 西京上都站赤, 戒飭官吏, 從朝至暮, 不得擅離, 及差官點視, 如有違慢一次者斷罪, 再犯
者黜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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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만 짐꾼이나 마부가 이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이동이 지체
되고 고초가 배가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駝馬의 건강과 草料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245년에 카르피
니가 키에프(Kiev)에 도착했을 때였다. 카르피니 일행은 그곳 千戶長과 다른 
귀족들과 여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카르피니 일행의 말(馬)을 
타고 몽골인들에게 가고자 할 경우 그것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
이 깊게 쌓여 있고 그들의 말은 몽골 말처럼 눈을 파헤쳐 눈 아래의 풀을 
찾아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에게는 짚도 건초도 사료도 없기 때문
에 말먹이를 아무 것도 찾지 못할 거라는 것이었다. 이 조언에 따라 카르피
니 일행은 자신들의 말들을 남겨 두기로 결정하고 두 명의 종자에게 돌봐달
라고 부탁했다.375) 이 일화는 겨울철 장거리 이동시 몽골 말이 아닌 보통 말
에게 草料를 공급하기가 더욱 곤란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1314년 閏삼월 육일(4.20)에 훌레구울루스의 哈兒班答(Kharbanda), 곧 
울제이투칸(재위 1304-16)으로부터 사신이 낙타와 말을 타고 표범을 바치겠
다며 황실을 찾아왔다. 말과 낙타가 멀리서 온 데다 몸의 지방층이 사막[
川]376)을 건너기에 충분치 못해 중간에 태반이 죽고 말았다. 中書省은 甘肅
行省의 官이 죽은 鋪馬의 數를 조사한 후 그 값을 주어 보충하도록 하도록 
했다.377) 

무거운 물품이 역마를 손상시키기도 했다. 東平路 在城站에서 매년 站馬
를 사망·손상시켰다. 그것은 站馬 위에 무거운 물건을 싣고 운반하느라 갈비
와 등뼈를 부러뜨리기 때문이었다. 1281년에 通政院에서 조정으로 보내는 

374) 雲山日記, p.214, “[至大元年十二月]二十九日, 本齋具早食. 食已, 借馬二乘, 賦歸主人
堅留不許. 予以新正還舍, 有親在堂, 不容不動身也. 旣上馬莽無, 歧路踏冰而行, 午至金壇縣
中, 次行至珥邨. 僕夫有倦意, 晚抵横塘, 並無宿處, 而馬料亦無. 僕夫損足, 不肯行. 有土居, 
趙四官人者, 設肆壺酒, 相留一酌, 宿路途中, 亦難得者. 三十日, 早踏雪, 發橫塘, 次抵丹陽
縣. 下馬, 見步德二官人. 時充水, 馬站吏取馬料, 喂馬. 相留早飯. 曹公二僕强之不可行, 且
有怨色, 發馬遣回, 以錢贐之.【河冰無舟.】 次踏雪泥, 自丹陽覓人夫, 擔行李, 余與弟步行, 而
歸不勝勞苦. 余嘗遣童僕出路, 每遇雨雪, 輒責其緩, 蓋不歷此境, 則不知也.” 이 경험을 통
해 郭畀는 자신이 일찍이 童僕을 길을 떠나보낸 후 비와 눈을 만났을 때 그의 지체를 책
망한 것은 궂은 날씨 속 행로의 노고가 이 지경일 줄 몰랐다며 반성했다.

375)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52.
376) “川”은 사막을 지칭한다(陳得芝, ｢元嶺北行省諸驛道考｣, 蒙元史硏究總稿, 北京: 人民

出版社, 2005, p.13). 甘肅에는 사막 통과를 위해 甘肅過川軍이 설치돼 있었다(元史24 ｢
仁宗本紀｣1 至大四年夏四月丁卯條, p.542, “命中書省賑濟甘肅過川軍.”).

377) 站赤6, p.139, “延祐元年閏三月六日, 中書省奏: ｢寬徹言塔失之城立站, 去年奏準: 支
給駱駞一百隻, 馬三百匹, 以充轉送. 隨有使臣自哈兒班答來進豹子者, 盡數起發鋪馬. 其時
馬駞方從遠來, 脿力未充過川, 其間斃者太半, 未免將軍人馬匹當站, 今存者又無幾矣. 臣等議
謂死損鋪馬, 不可不補置之. 如令行省官驗其倒斃之數, 給價和買補置, 庶幾便當.｣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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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물건에 대해서는 배와 수레에 적재할 것을 건의해 都省의 승인을 얻
었다.378) 만일 鋪馬가 질병으로 꼬꾸라져 죽을 경우 서둘러 가죽과 고기를 
판매하고 새 말을 구매하는 데 보태도록 했다.379) 

站에는 대개 관할 牧馬草地가 있었다.380) 亦集乃路 산하 몽골 8站의 人戶
에서 祗應으로 납부한 羊 4마리, 古羊 10마리, 젓소[乳牛] 10마리를 책임지고 
방목하겠노라고 서약한 任萬奴의 사례에서 역참 관할 草地의 존재가 방증된
다.381) 하지만 牛·馬의 유동량과 계절 요인으로 인해 牧馬地의 풀만으로 驛

378) 站赤2, p.46, “[至元十八年]九月, 通政院言: ｢東平路在城站, 連年死損站馬, 蓋因馳運重
物, 損肋破脊, 不堪騎乘合無定擬. 凡係解納沉重之物, 以舟車舁載, 似爲便益.｣ 都省準呈, 
仰依上施行.”

379) 站赤1 太宗十年三月二十日, p.18, “若因病倒死, 即仰作急貨賣皮肉, 逐旋補買, 不得闕
數.”

380) 元典章36 ｢兵部｣3 驛站·站赤·立站赤條畫條, pp.1257~1258, “至元年月 (중략) [一]諸站
元有牧馬草地, 仰管民官與本站官打量見數, 插立標竿, 明示界畔, 無得互相侵亂, 亦不得挾勢
冒占民田. 如有種田與人, 收到子粒, 附簿收貯, 不得非理破使.” 쿠빌라이는 1262년에 軍馬 
이동시 民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60~70里마다 水草가 풍부한 지역에 營盤(軍營)
을 설치하고 관원이 이곳에 머물도록 했다(元典章36 ｢兵部｣3 驛站·使臣·禁使臣條畫條, 
pp.1263~1264, “中統三年三月(중략) [一]據征進往來軍馬, 今後私經過去處, 每六七十里, 趁
好水草地面, 安置營盤一所, 差蒙古·漢兒官員祗待.(후략)”; 羽田亨(1957a), p.15). 군사용·우
송용 말은 하루 20~22 파운드(곧 약 9~10kg)의 먹이—이 가운데 절반은 풀(forage), 절반
은 곡물(grain)—와 5~15 갤런(22.5~67.5ℓ)의 물을 필요로 한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곧 말 
1마리당 약 5에이커(=20,234㎡)의 토지가 필요했음을 의미한다(Donald W. Engels, 
Alexander the Great and the Logistics of the Macedonian Army (Berkeley, 1980), 
pp.18, 126~129). 이 때문에 走者들(runners)은 비록 말보다 더 느렸지만, 많은 경우 그
것보다 운용하기 쉽고 비용 효율이 높았다. 속도와 비용을 비교하면 체운부(relay 
runners)의 효과적 시스템은 당나귀나 우차보다 빨랐고 말의 가장 일반적인 대안이었다
(Thomas T. Allsen(2011), p.246).

381) 黑城出土文書(漢文文書卷)(李逸友 編著, 北京: 科學出版社, 1991), p.112의 F9:W31.
取責領人 任萬奴 [祗應을] 책임지고 수령한 사람 任萬奴
今當 이번에 
總府官處委得責領到, 元科派蒙古八站 總府官處에서 [본인에게] 위임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수령한, 원래 

징수[科派]된 몽골 8站
人戶祗應, 羊四口, 古羊一十口, 乳牛三只, 人戶의 祗應으로서 羊 네 마리, 염소[古羊] 열 마리, 젖소[乳牛] 세 마리를
責領前去放牧, 中間毋得赶失. 照依街 책임지고 수령해 가서 방목하는데, 중간에 분실하지 않겠다. [만일 이를 

분실할 경우] 시장[街市]에서 사서 
市倍官. 委得責領, 是實伏取 官에 곱절로 배상하겠다. [본인에게] 위임하여 [이를]책임지고 수령했고 

이 사실에 대해
臺旨 御史臺의 문서[旨]를 엎드려 받았다

▨責領人 任萬奴 狀 ▨책임 지고 수령한 사람 任萬奴 진술했다.

黑城出土文書에 따르면 에치나路(亦集乃路) 總管府 관할 站赤은 “蒙古八站”으로 불렸다. 
이는 각기 在城站, 鹽池站, 普竹站, 狼心站, 卽的站, 馬兀木南子站, 山口站, 落卜剋站이었
다(黑城出土文書(漢文文書卷), p.30, p.174의 F2:W65(圖版拾肆(1). 李逸友는 “馬兀木南
子站”(ma u mu nam tsï)을 일부 “馬木兀南子站”(p.30, p.174의 F2:W65/圖版拾肆(1))이
라고 오기했다(吉田順一·Chimeddorji 編, ハラホト出土モンゴル文書の硏究, 東京: 雄山
閣, 2008, p.107의 註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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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를 충분히 먹일 수 없었다. 靑草가 자라는 기간에는 草料가 지급되지 않
았다.382) 반면 시월부터 삼월 말까지 長行馬使臣의 馬疋은 말 1疋 당 하루 
草 12斤, 料 5升을 지급받았다.383) 역참용 草料는 站戶에 의해서 납부·관리
되었다.384) 王惲에 따르면 燕京·順天 등지에서 和買(官府의 저가매입385))를 
통해 사들이는 稈草의 양은 연간 최소 600~700만 秤이었다.386) 

역참에서 和買 제도는 본래 站戶가 草料를 관리하지 않아 그것이 망쳐진
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런데 일부 官吏는 和買를 통해 草料를 구
매하는 과정에서 잠치를 피폐시켰다. 中都의 步站提領 王某는 百戶 馮百享 
등 20명의 집에서 수차례 錢物을 빼앗고 羊과 술을 사는 데 草料鈔를 다 써
버렸다.387) 草料의 湧貴와 함께 운송료 市價[街下脚價]의 상승은388) 站戶의 

382) 元典章22 ｢戶部｣8 鹽課·巡禁私鹽格例條, pp.875~876, “至元二十三年, 湖廣行省, 據兩
淮都轉運鹽使司申: ｢會驗欽奉聖旨節該: 巡鹽底人每, 交依舊行者. 又欽奉聖旨節該: ｢巡鹽
官吏弓手, 如遇出巡, 所在去處官司, 支破飲食, 每名支米一升, 馬支草料粟三升, 雖多不過一
十人. 如青草時月, 不須應付草料.(후략)” 

383) 元典章16 ｢戶部｣2 分例·使臣·定下使臣分例條, p.568, “長行馬使臣 (중략) 據馬疋草料, 
亦依本部所擬支遣, 馬一疋, 日支草一十二斤·料五升, 自十月爲頭, 至三月終住支.”; 元典章
36 ｢兵部｣3 驛站·使臣·禁使臣條畫條, p.1264의 長行馬疋草料 項 참조. 1240년 聖旨에 長
行馬匹의 草料는 草 1秤(=15斤), 料3升이었다 (站赤1, p.14, “[太宗]十二年庚子, 十一月
二十三日, (중략) 每馬一匹, 依準大軍体例支料三升, 草一秤.”).

384) 通制條格校注17 ｢賦役｣ 上都站條, p.508, “至元二十三年十二月二十六日, 中省奏: ｢前
者, 站戶每根底敎管草料.麽道(후략)｣

385) 필자의 管見으로 1262년에 和買草料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다(元典章36 ｢兵部｣3 驛站·
使臣·禁使臣條畫條, pp.1264~65, “中統三年三月 (중략)[一]近據和買草料·起運諸物, 雖是官
爲支價, 其搬運脚力, 百姓亦是生受.(후략)). 上都站에서는 1286년 십이월에 鹽折和買草料
(鹽折草)가 채택되었다(通制條格校注17 ｢賦役｣ 上都站條, p.508, “至元二十三年十二月二
十六日, 中省奏: (중략) 據上都大都站戶, 旣是自備首思, 欽依聖旨事意, 除鹽折和買草料依
例出備外, 其餘和雇和買雜泛差役除免.”). 카안울루스에는 市糴糧과 鹽折草라는 두 종류의 
和糴이 있었다. 鹽折草法은 1304년에 그 則例가 정해졌다. 매년 오월 有司가 河間鹽을 京
畿郡縣의 民들에게 지급했고 가을걷이 이후에 民들은 각자 지급받은 鹽數에 따라 草를 京
師에 말먹이로 납부했다. 鹽 2斤 당 중량 10斤의 草 1束으로 환산되었고 연간 수요량 草 
8백만 束에 대해 鹽 4만 引으로 산정되었다(元史96 ｢食貨志｣4 市糴條, “元和糴之名有
二, 曰市糴糧, 曰鹽折草, 率皆增其直而市於民. (중략) 鹽折草之法, 成宗大德八年, 定其則
例. 每年以河間鹽, 令有司於五月預給京畿郡縣之民, 至秋成, 各驗鹽數輸草, 以給京師秣馬之
用. 每鹽二斤, 折草一束, 重一十斤. 歲用草八百萬束, 折鹽四萬引云.”).

386) 秋澗先生大全全集88([元]王惲, 元人文集珍本叢刊2, 新文豊出版公司) ｢爲取刈秋靑草
事｣, “照得, 每年和買應辦稈草, 不下六七百萬秤, 才方敷用. 切見, 燕京·順天等處, 蝗虫·水
澇, 若依年例和買, 切恐臨時耽悞, 合無籍. 此秋間, 令從長計置秋靑等草, 如法積垜, 向前兼
戴支持用度, 官民侶爲兩便. 據此合行具呈.” 1秤은 15斤이므로(漢語大詞典) 稈草 
600~700만 秤은 말 약 20,834 ~ 24,306마리의 1년 먹이에 해당한다.

387) 秋澗先生大全全集88 ｢彈步站官王提領不公事狀｣, “今體察得, 中都管步站官吏王提領, 
催總把徐令史等, 與自願當站百戶楊賆焦百戶等, 上下通同作弊於站戶, 百戶馮百享等二十名
處, 累次取斂錢物, 及尅落給散草料鈔, 取受羊酒, 逐節不公等事. 據此合行糾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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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중시켰다. 1345년의 한 자료에 따르면 使客의 委積(粮·草를 비축하
는 것) 비용은 1276년 이래 매년 겨우 中統鈔 2000錠이었으나 物價 폭등으
로 예산을 2만 錠으로 늘려야 했다.389)

王惲의 ｢爲救治虫蝗事狀｣을 보면 草料 湧貴의 직접적 원인은 다른 데 있
었다. 그는 메뚜기와 가뭄 피해를 최악의 재해로 간주했다.390) 1329년 유월 
이십육일에 陜西省은 “奉元路의 在城站 및 臨潼(현 섬서 關中 평야 중부), 
同官(현 섬서 銅川) 등 23站에 4년간 蝗·旱의 피해로 작물이 수확되지 못해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站戶들은 饑荒을 이유로 
太半이 도망한 상태였다.391) 蝗蝻 피해는 馬匹 사육과 상관 지어 고려할 필
요가 있다. 1273년 팔월에 편찬된 農桑輯要에는 보리를 심는 땅을 제외한 
모든 땅에 秋耕(가을갈이)을 권장했다.392) 秋耕은 잡초의 생육을 억제하고 
호미질을 경감시키는 한편, “메뚜기 애벌레와 알을 모두 햇볕에 쬐여 죽이
는” 이점이 있었다.393) 다만 秋耕은 畿內에서 제한되기도 했다.394) 역마의 

388) 江浙行省의 東平路에서 脚價는 본래 1000斤 100里 기준으로 中統鈔 10兩이었으나, 1301
년 십이월에 17兩으로 올랐다(元典章26 ｢戶部｣12 科役·脚價·添支水旱脚價條, p.1006, “大
德五年十二月,　江浙行省, 准中書省咨: ｢兵部呈: 奉省判本部呈: <伯顏簽省言擾民不便事內
一件: <<東平路, 起運諸物, 元定千斤百里, 中統鈔一十兩, 草料湧貴, 官吏脚價不敷. 目今街下
雇脚, 千斤百里, 該鈔一十七兩. 若依街下脚價, 中統鈔一十七兩, 雇覓不致擾民.>> 曹州申, 今
後千斤百里脚價例, 量添一倍. 汀州路申, 如蒙照依街市, 兩平和雇相應.>｣”).

389) 圭齋文集9([元]歐揚玄 撰, 四部叢刊集部) ｢神道碑｣ 元翰林學士承旨榮祿大夫知制誥兼修
國中贈江淛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魏國趙文敏公神道碑, p.10a/12b, “至正五年春三月, 今上皇
帝. (중략) 洎入夏官, 會天下驛置. 凡使客委積之費, 至元十三年以來, 每歲僅支中統鈔二千錠. 
物價騰踊, 使客曰, 增吏無以自給, 物倍於民, 不勝其<櫌>[擾], 請增至二萬錠, 用乃舒.”

390) 秋澗先生大全全集89 ｢爲救治虫蝗事狀｣, “盖聞, 天災流行. 國家代有氣和則致祥, 氣乖
則致異, 此必然之理也. 然災有大小, 而蝗·旱爲最. 今會驗得, 隨路節次申, 蝗蝻生發, 至今月
內, 計二萬一千九百三十三頃四十三畝, 除已絶外, 未絶一萬五千八百六十二頃三十畝. 又有
不見頃畝一百餘處, 炎炎不已, 深爲可憂.(후략)”

391) 站赤6, p.162, “[天曆二年]六月二十六日, 中書右丞闊兒吉思等奏: ｢陜西省言: 奉元路
在城并臨潼·同官等二十三站, 四年蝗旱, 田禾不收, 人自相食. 若不接濟, 即見廢絕. 每站乞
與鈔四百錠以賑之. 奉旨若曰: 百姓消乏至此, 微惠何能得濟? 聞來使之言: ｢謂站戶饑荒, 
太半逃亡, 於已擬各站四百錠鈔之上, 議增給之. 仍啓于皇太子, 就彼差人前去接濟, 然後奏
聞, 既而中書復奏, 每站增給鈔, 總爲五百錠.｣ 上從之.”

392) 農桑輯要1(元世祖敕司農司撰, 中華書局) 耕墾·耕地條, p.10, “凡地除種麥外, 並宜秋耕. 
(중략) 秋耕之地, 荒草自少, 極省鋤工.”

393) 元史93 ｢食貨志｣1 農桑, pp.2356~2357, “仁宗皇慶二年, (중략) 蓋秋耕之利, 掩陽氣於
地中, 蝗蝻遺種皆爲日所曝死, 次年所種, 必盛於常禾也.”

394) 元史16 ｢世祖本紀｣13 至元二十八年秋七月壬戌條, p.349, “壬戌, 弛畿內秋耕禁.”; 元
典章23 ｢戶部｣9 農桑·勸課·農桑條, p.955, “至大三年二月, 尚書省奏: (중략)[一]秋耕其利
甚大, 除牧養係官馬馳去處, 照依元行條畫, 秋耕一半, 其余去處, 隨其風土, 所宜聽民儘力秋
耕.”; 元史93 ｢食貨志｣1 農桑條, p.2356, “[至大]三年, 申命大司農總挈天下農政, 修明勸
課之令, 除牧養之地, 其餘聽民秋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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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잦은 畿內에서는 官馬用 草料 생산을 위해 秋耕이 통제된 것으로 판
단된다. 요컨대 秋耕禁令은 유충을 온존시켜 蝗蝻 발생을 조장했을 가능성
이 있다.

站戶 消乏의 주요인이었던 자연재해는 메뚜기에 그치지 않았다. 1305년 
십일월 오일에 中書省에서 이전에 太原 등지의 地震으로395) 곡물이 수확되
지 못해 百姓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站戶들은 諸王 阿只吉
(Ajiqi: ?-1304)의 使臣에게 전년에는 驛馬 750여 마리를, 당해년의 봄과 여
름에는 340여 마리를 지급했는데, 평소 이 같은 일이 없었으나 빈번한 역마
에 따른 困乏으로 역마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테무르 카안과 中
書省은 문제의 근원은 大枝의 諸王이 사안을 헤아리지 않고 사신을 보내고 
諸王·駙馬와 達魯花赤 등의 官이 사적인 목적으로 遠近을 마다 않고 멋대로 
鋪馬를 타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396) 중서성이 첫 上奏에서 지진과 田禾不
收를 언급했지만 카안은 아지키 등 諸王의 불법을 힐책할 뿐 그것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站戶와 中書省 역시 災害의 문제는 더 이상 거
론하지 않았다. 

위정자들은 애써 외면하고자 했지만 자연재해가 站戶에 가하는 타격은 결
코 가볍지 않았다. 1314년 사월 通政院의 보고에 따르면 주치울루스의 脫忽
脫(Toqta: 재위 1291-1312) 大王位下에서 출발하는 鐵里干(테르겐)站은 闊
斡禿(현 내몽골 阿巴嘎[Abaqa]旗)에서 小只까지 모두 10驛에 當該 봄 눈보
라와 沙土를 만나 鋪馬가 많이 죽었다. 站戶는 양식과 祗應이 부족하여 물
질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더욱 困乏해질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每站에 각
기 白米 100石과 中統鈔 100錠이 지급되었다.397) 

395) 1303년 팔월 육일(9.17.) 야간에 대지진이 平陽·太原 지역에 발생하자, 마을의 堡가 이동
하고 땅이 갈라져 도랑이 생기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압사당했다. 몽골 조정은 使臣을 파
견하여 賑濟를 실시하는 한편, 鈔 96500여 錠으로 太原과 平陽의 당해년도 差稅를 면제하
고 동시에 山場과 河泊에서 民이 짐승과 물고기를 採捕하는 것을 허가했다(元史21 ｢成
宗本紀｣4 大德七年八月辛卯條, p.454, “辛卯, 夜地震, 平陽·太原尤甚, 村堡移徙, 地裂成渠, 
人民壓死不可勝計, 遣使分道賑濟, 爲鈔九萬六千五百餘錠, 仍免太原·平陽今年差稅, 山場河
泊聽民採捕.”; 설배환(2009b), p.148).

396) 站赤5, pp.113~114, “[大德九年]十一月五日, 中書省奏準事理, 行移合屬, 欽依施行. 一
奏: ｢前者, 太原等處地震, 田禾不收, 百姓闕食. 站戶自言: 去年諸王阿只吉使臣給驛者, 七
百五十餘起, 今年春夏, 凡三百四十餘起, 尋常無此. 頻數困乏不支. 曩者聚會之時, 雖嘗奉
旨令大枝諸王量事遣使, 毋致冗亂, 猶尚如此. 今合以此緣故言於阿只吉,及諸王·駙馬咸使聞
知. 奉聖旨. 卿言是也. 可諭之. 一奏: ｢諸王·駙馬分地·城邑, 及其餘事務委命達魯花赤等
官, 各給常行鋪馬令旨. 其人以己私, 不以遠近輒乘鋪馬, 往還站赤消乏職此故也. 乞拘收此等
鋪馬令旨, 今後各投下命官遣使常行起馬之制, 一切禁止.｣ 奉聖旨準.”

397) 站赤6, pp.140~141, “[延祐元年四月]七日中書省奏: ｢通政院言: 脫忽脫大王位下, 撥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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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년 삼월에 모린(木憐)站의 다음 사례는 몽골초원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를 보여주는 듯하다. 

[1315년] 삼월 이십사일(4.28.)에 通政院에서 嶺北行省 내 木憐站의 
[고비사막에 있었던] 阿失不剌·察罕忽魯渾·察罕憨赤海 3站398)으로부터 
받은 보고: ｢壬子年(1312)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芻草
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軍器를 운반하느라 鈔와 물자를 
더 많이 방출했지만 모두 다 썼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잇따라 大雪을 만났고 黑風이 쌓아놓은 풀을 날려 버려 鋪馬가 먹이
를 먹지 못해 줄줄이 죽고 남은 것은 20~30匹에 불과합니다. 그것으
로 乘驛[走遞]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비쩍 여위고 말라서 이들 또한 장
차 죽을 것입니다. 馳驛이 이미 패착[失悞]했으니 물자의 중계운송[遞
運] 또한 멈춰 설 것입니다.｣399)

가뭄·大雪·黑風 등의 재해 가운데 黑風은 초원에 보다 특화된 현상이다. 그
것이 봄에 고비사막에서 발생했고 3개 木憐站의 재해 報告가 음력 삼월에 
작성된 점을 볼 때 黑風은 고비사막의 모래폭풍이라고 하겠다.400) 한 完州
(현 하북 順平)人이 카라코룸에서 경험한 바, 삼월에 북몽골에서 黑風이 몰
아칠 때는 얼굴이 구워지는 듯했다고 전했다.401)

자연재해로 인한 站戶 피폐는 제국 말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투르게네의 
집권기인 1248년에 큰 가뭄이 들어 강물이 모두 마르고 野草가 저절로 불타

鐵里干站, 自闊斡禿至小只, 凡一十驛, 今春值風雪沙土, 鋪馬多倒死, 站戶乏糧祗應, 無從所
出. 若不少加接濟, 愈見困乏. 今議每站各與白米百石, 中統鈔百錠, 令上都留守司·通政院差
官給散之. 上曰: 可.｣”

398) 阿失不剌站, 察罕忽魯渾站, 察罕憨赤海站의 세 곳은 몽골의 고비사막에 위치해 있다(黨
寶海(2006), pp.287~288).

399) 站赤6, p.147, “[延祐二年]三月二十四日, 通政院, 準木憐阿失不剌·察罕忽魯渾·察罕憨赤
海三站言: ｢從壬子年至今天旱, 芻草不生. 去年遞運軍器, 雖曾給散鈔物, 皆以銷用. 自冬徂
春, 連值大雪, 黑風飄散積草, 鋪馬缺食倒斃, 所存不過二三十匹. 以供走遞, 大率羸瘠, 亦將
死損, 馳驛者既已失悞, 遞運又且住滯.｣”

400) 봄철 고비사막에서 발생하는 모래폭풍은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0m에 달한다(NHK 
World プレミアム 驚き! 地球! グレートネイチャー ｢驚異の“黒い嵐”―モンゴル·ゴビ砂漠｣, 
2012년 3월 18일 19:30 방송). 현대 몽골어에서 khar salhi(хар салхи 黑風)는 “폭풍, 
태풍”을 의미하며 사막의 “모래폭풍”을 뜻하는 단어는 ugalz(угалз)가 쓰인다(新蒙漢詞
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9, p.1308, 1172). 1256년 봄에 북방에 발생한 大風이 모래와 
자갈을 날려 올리며 태양을 가린 적이 있다(元史3 ｢憲宗本紀｣, p.49, “[憲宗]六年丙辰春, 
大風起北方, 砂礫飛揚, 白日晦冥.”). 이 大風은 黑風과 연관성이 깊어 보인다.

401) 水東日記35 ｢中堂事記紀行錄｣, p.341, “是日完州人來自和林城, 說迤北正三月間地草自
燃, (중략) 又有黑風掠人面如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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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牛·馬가 10마리 가운데 8~9마리가 죽었으며 사람도 살 수 없었다. 이는 
우구데이 카안의 정치를 쇠퇴시킨 원인의 하나로 평가되었다.402) 1279년 구
월에 臨洮·鞏昌·通安 등 10站은 여러 해 동안 농작물이 雹雨·旱霜·薄收(흉
작)를 만나 口糧이 부족해지고 草糧은 구하기 어려워졌는데 乘驛은 빈번해 
죽는 馬疋數가 많다고 通政院에 보고했다. 官司에서 말을 구매하여 보충하
라고 핍박하니 소소한 家產마저도 다 팔고 아무 것도 남지 않자 人戶의 태
반이 도망했다.403) 또한 1개 站의 폐절은 驛路를 늘려 고단한 駝馬를 죽음
으로 내몰았다.404)

站戶 피폐에 미치는 자연재해의 영향 정도를 泛濫給驛과 비교해 설명한 
기록은 필자의 管見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정
황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1326년 이월에 昌平縣(현 북경 昌平區 서쪽)의 
사례는 흉작이 역참 부담을 배가시켰음을 보여준다. 昌平縣 站戶는 差役이 
빈번하고 스스로 祗應을 마련하므로 物力이 消乏해져 점차 도망·이주하기에 
이르렀다. 中書右丞相 塔失帖木兒 등은 이전에 昌平縣에서 田禾를 거두지 
못한 데다 길이 요충지에 위치해 驛傳이 곱절로 힘들어졌다고 파악했다.405)

1330년의 사례는 站戶가 消乏에서 회복되는 기간을 추산케 한다. 1330년 
구월에 테르겐(鐵里干)·모린(木鄰) 등 32개 驛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비가 내

402) 元史2 ｢定宗本紀｣ 定宗三年, pp.39~40, “是歲大旱, 河水盡涸, 野草自焚, 牛馬十死八
九, 人不聊生. 諸王及各部又遣使於燕京迤南諸郡, 徵求貨財·弓矢·鞍轡之物, 或於西域回鶻索
取珠璣, 或於海東樓取鷹鶻, 馹騎絡繹, 晝夜不絶, 民力益困. 然自壬寅以來, 法度不一, 內外
離心, 而太宗之政衰矣.”

403) 站赤9 ｢站戶不便｣, pp.84~85, 87~88, “至元十六年九月, 通政院, 據臨洮府脫脫禾孫塔
察兒, 備臨洮·鞏昌·通安等十站申: (중략) 又值累年田禾雹雨·旱霜·薄收, 闕少口糧, 草糧艱得, 
走遞頻併, 倒死馬疋數多. 蒙官司勒令補買, 應當不前, 所有些小家產折解, 貨賣盡絕, 枉寃無
辜人戶, 太半在逃. 及投充諸王位下昔博赤怯怜口人匠等事, 不肯應當站役, 以致逼臨站戶, 將
男女典雇賣與他人, 得到鈔數, 補馬草料口糧等用度. 至元十四年·十五年, 二次伯答罕土里作
亂, 人事不能作活. 又蒙官司拘收訖馬, 每疋不下八九十兩價鈔. 其鄰站倒死, 致將鋪頭疋·車
杖順帶過站. 及本處官司臨站戶, 與民戶一體科歛和買·和雇, 一切大小雜役人夫, 長行馬疋草
料等件差役, 委實靠損, 見在人戶消乏, 難以存止.(후략)”; 站赤2, pp.39~40; 黨寶海
(2006), pp.141~142.

404) 出師하는 인원은 몇 필의 말을 소유하며 매일 번갈아 타면서 그 困弊를 막았다(蒙韃備
錄箋證 ｢馬政｣, pp.12b~13a, “凡出師人有數馬, 日輪一騎乘之, 故馬不困弊.”). 역참은 馬
匹을 운용할 때 매일 운행하는 半數는 부근 站戶에서 사육되면서 순차적으로 使人에게 공
급되었다. 나머지 半數는 역참 소속 草地에서 휴양하는 식으로 驛馬는 매월 번갈아 운행되
었다(羽田亨(1957a), p.19).

405) 站赤6, p.158, “[泰定]三年二月二十三日, 中書右丞相塔失帖木兒等奏: ｢京畿道奉使宣撫
言: 昌平縣站戶, 差役頻數, 自備祗應, 以故物力消乏, 漸致逃徙. 臣等詳照, 往年其地田禾
不收, 又爲路當衝要, 驛傳倍勞, 累嘗奏降鈔定津濟. 今國家雖乏錢糧, 亦宜賑恤, 設若隳廢, 
愈難整治, 請發鈔二千錠, 委官驗貧富多寡給散之.｣ 奉旨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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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아 牧畜이 대량으로 죽고 民이 크게 굶주렸다. 조정은 嶺北行省에 
명령해 1인당 糧 2石을 구휼하도록 했다.406) 이 詔書는 糧 2石을 1인당 지
급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인구가 丁男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을 고려하면 糧 2石은 실제로는 1戶당 구휼량이라 하겠다. 胡祗遹은 쿠빌라
이 시대에 5인 가구당 食米를 1일 1升, 곧 월간 30升(즉 3斗=0.3石)으로 보
았다.407) 또 1265년에 諸王 兀魯帶의 部民 가운데 가난해서 가축이 없는 3
만 724人에게 각각 매월 米 2斗 5升이 4개월 동안 지급된 일이 있었다.408) 
월간 米 2斗 5升의 수치도 1戶당 구휼량으로 생각된다. 곧 1戶당 월간 食米 
기준 소비량을 최소 0.25石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기준량을 테르겐·모린 
등 32驛에 구휼한 1戶당 糧 2石에 적용하면 꼭 8개월 분량이다. 民戶에서 
上都로 稅糧을 납부하는 初限이 이듬해 오월이었던 점을 상기하면,409) 1330
년 구월의 1戶당 구휼액은 이듬해 오월 稅糧이 入倉되는 시점까지를 고려한 
분량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몽골 황실과 당대 지식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했을까? 몽골인 등 유목민들이 하늘을 텡그리
(騰格力)라 부르며 지극히 경외했다.410) 이 관점은 漢人에게서도 관찰된다. 
王思誠(1291-1357)은 1341~42년 京畿의 가뭄·蝗害·홍수를 陰陽의 변화로 
이해하며 祭儀를 통해 하늘을 감응시킬 것을 카안에게 요구했다.411) 儒者의 

406) 元史34 ｢文宗本紀｣3 至順元年九月丁未條, p.767, “鐵里干·木鄰等三十二驛, 自夏秋不
雨, 牧畜多死, 民大饑, 命嶺北行省人賑糧二石.”

407) 紫山大全集23 ｢匹夫歲費｣, pp.38a~38b, “父母妻子身, 計家五口人, 日食米一升, 是周
歲食粟三十餘石.”

408) 元史6 ｢世祖本紀｣6 “至元二年閏五月辛亥條”, p.107, “辛亥, 檢覈諸王兀魯帶部民貧無
孳畜者三萬七百二十四人, 人月給米二斗五升, 四閱月而止.”

409) 元史 93 ｢食貨志｣1 稅糧·[至元]十七年條, p.2358, “輸納之期, 分爲三限: 初限十月, 中
限十一月, 末限十二月. 初犯笞四十, 再犯杖八十. 成宗大德六年, 申明稅糧條例, 復定上都·
河間輸納之期. 上都, 初限次年五月, 中限六月, 末限七月. 河間, 初限九月, 中限十月, 末限
十一月.”; 설배환(2009a), p.43.

410) 譯語([明]岷峨山人, 薄音湖·王雄 編輯 明代蒙古漢籍史料汇編1, 呼和浩特: 內蒙古大
學出版社, 1993), p.232, “虜稱天爲騰格力, 極知敬畏. 每聞雷聲砊磕輒走匿, 瞑目屏息, 若
將擊己. 每舉大事必僭祭, 率以漢人爲犧牲.” 몽골인들은 吉凶·進退·殺伐을 점칠 때 羊의 어
깨뼈가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대사를 결정했다. 술을 마실 때에도 天地에 먼저 뿌리는 등 
天地를 경배했다. 매사에 하늘[天]을 稱했으며 벼락이 치면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蒙韃
備錄箋證 ｢祭祀｣, p.17, “凡占卜吉凶·進退·殺伐, 每用羊骨扇, 以鐵椎·火椎之看其兆坼, 以
決大事, 類龜卜也. 凡飮酒先酧之, 其俗最敬天地. 每事必稱天, 聞雷聲則恐懼, 不敢行師, 曰
天叫也.”).

411) 元史183 ｢王思誠傳｣, p.4211, “[至正]二年, 拜監察御史, 上疏言: ｢京畿去年秋不雨, 冬
無雪, 方春首月蝗生, 黃河水溢. 蓋不雨者, 陽之亢, 水涌者, 陰之盛也. 嘗聞一婦銜冤, 三年
大旱, 往歲伯顔專擅威福, 讎殺不辜, 郯王之獄, 燕鐵木兒宗黨死者, 不可勝數, 非直一婦之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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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天 의식은 기독교도이자 쿠빌라이의 譯官 이사(愛薛: 1227-1308)412)에게
서도 엿볼 수 있다. 1304년에 京師에 地震이 발생하고 테무르 카안이 질병
에 걸렸을 때 이사(愛薛)는 지진을 天地의 警戒라고 인식했다.413)

天刑 의식은 몇몇 카안에게서도 보였다. 1308년에 江浙에 기근과 역병이 
들었고 그 이듬해 메뚜기와 가뭄 피해가 동시에 찾아왔다. 民 가운데 누군가
는 죽었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道路로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카이샨 카안
은 1309년 시월의 詔書에서 “비록 일찍이 사신을 각지로 보내 賑恤했으나 
종국에는 아마 戶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니 무릇 이미 재난을 당한 것은 
天刑이로다”라고 인식했다. 그는 憲綱을 가벼이 저촉한 자가 重法으로 처결
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시월 십칠일 여명 이전에 大辟 이하의 中
外 罪囚에 대해서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모두 석방, 면죄시켰다.414) 

아유르바르와다 카안은 1312년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는 기상이변을 달래
고자 嶽瀆(곧 五岳四瀆)에 기도를 올리도록 했다.415) 그는 1316년 여름 유
월에 上都에 머무는 동안 밤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며 佛事를 일으키라
고 명령했다. 安童의 손자이자 太常禮儀院使 바이주는 國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佛事의 중지를 간언했다. 반면 주살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佛
事를 부추기는 승려들은 “국가가 불행[厄]을 당면하여 佛事를 일으키고 대사
면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떨칠 수 없소이다”라고 반박했다.416) 이들 일
화는 죄수 赦免이나 제사·佛事를 통해 자연재해의 天刑을 씻어내려는 當代
人의 의식을 보여준다.

사회적·개인적 불안을 기도와 종교 행위를 통해 불식하고자 하는 몽골 황

而已, 豈不感傷和氣邪! 宜雪其罪. 敕有司行禱百神, 陳牲幣, 祭河伯, 發卒塞其缺, 被災之家, 
死者給葬具, 庶幾可以召陰陽之和, 消水旱之變, 此應天以實不以文也.｣”

412) 이사(愛薛)에 대해서는 김호동, ｢蒙元帝國期 한 色目人 官吏의 肖像―이사 켈레메치(‘Isa 
Kelemechi, 1227-1308)의 생애와 활동｣, 中央아시아硏究11, 2006을 참조.

413) 元史134 ｢愛薛傳｣, p.3250, “[大德]八年, 京師地震, 上弗豫. 中宮召問: ｢災異殆下民所
致耶? ｣對曰: ｢天地示警, 民何與焉.｣ 成宗崩, 內旨索星曆祕文, 愛薛厲色拒之.”

414) 元典章3 ｢聖政｣2 霈恩宥條, p.102, “至大二年十月 日, 欽奉詔書節文: ｢朕自臨御以來, 
下詔萬方, 其所以撫安元元者, 亦已至矣. 而前歲江浙飢疫, 今年蝗旱相, 仍民或盡死, 幸生者, 
流離道路. 雖嘗遣使分道賑恤, 終恐未能戶到, 夫既罹是天刑. 其輕觸憲綱者, 必衆有司, 又以重
法繩之, 朕寔憫焉. 其自十月十七日昧爽以前中外罪囚, 大辟以下, 巳未發覺, 並從釋免.｣”

415) 元史50 ｢五行志｣1, p.1066, “皇慶元年, 冬無雪, 詔禱嶽瀆.” 嶽瀆은 五岳四瀆을 지칭한
다. 五岳은 東岳 泰山, 南岳 衡山, 西岳 華山, 北岳 恒山, 中岳 嵩山을 일컫고 四瀆은 長
江, 黃河, 淮河, 濟水를 말한다.

416) 元史136 ｢拜住傳｣ 延祐三年夏六月條, p.3305, “帝在上都, 夜寐不寧, 命作佛事. 拜住
以國用不足諫止之. 旣而懼誅者復陰誘群僧言: ｢國當有厄, 非作佛事而大赦無以禳之.｣ 拜住
叱曰: ｢爾輩不過圖得金帛而已, 又欲庇有罪耶? ｣ 奸黨聞之益懼, 乃生異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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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경향성은 쿠빌라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쿠빌라이는 어떤 일에 앞서 
占筮를 수차례 물었고417) 五岳四瀆에 사신을 보내 제사를 올리는 일에 주의
를 기울였다.418) 1278년에 캉글리 출신 부쿠무(不忽木: 1255-1300)가 燕南
河北道提刑按察副使에 임직했을 때였다. 쿠빌이카안이 通事 脫虎脫(톡토)에
게 西僧을 호송해 佛事를 일으키라고 했다. 西僧이 돌아가던 길에 眞定을 
통과하던 중 驛吏 몇 명을 때려 죽였다. 按察使는 고발된 그를 감히 심문하
지 못했다. 이에 부쿠무가 그 訴狀을 접수하고 僧을 하옥시켰다.419) 西僧의 
驛吏 살인 사건의 원인의 하나로 티베트 불교를 향한 몽골 황실의 열렬한 
애호420)를 거론할 수 있다.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사 사건을 高麗 李
齊賢도 1323년 무렵 新安站(현 하북 安新)에서 목격했다. 그는 불사를 마친 
서역 승려들이 金·帛을 받은 후 驛傳을 따라 이동하다가 新安에서 站吏를 
때려죽인 스산한 사건을 담담히 노래했다.421) 

티베트 불교가 몽골 황실에 의해 존숭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대칸의 

417) 松雪齋文集9(四部叢刊集部) ｢通政院事領太史院事靳公墓志銘｣, p.6b, “世祖皇帝, 數召
對占筮, 有徵自是. 從車駕上下兩都, 歲以爲常.”

418) 元典章3 ｢聖政｣2 崇祭祀條, p.94, “至元三十一年四月, 欽奉詔條內一款: ｢五岳四瀆, 遣
使詣祠致祭其名山·大川·聖帝·明王·烈士, 載在祀典者, 所在長吏, 除常祀外, 擇日致祭, 廟宇
損壞, 官爲修理.｣ 欽此.”

419) 元史130 ｢不忽木傳｣, p.3166, “[至元]十五年, 出爲燕南河北道提刑按察副使. 帝遣通事
脫虎脫護送西僧往作佛事, 還過眞定, 箠驛吏幾死, 訴之按察使, 不敢問. 不忽木受其狀, 以僧
下獄.”

420) 몽골제국에서 승려 우대는 “西番僧을 때리는 자에 대해서 그 손[手]을 끊고 그를 욕하는 
자에 대해서 그 혀[舌]를 자르라”는 카이샨 카안의 극단적 聖旨―皇太子(곧 아유르바르와
다) 만류로 실제는 중지됐다―에서 엿볼 수 있다(元史23 ｢武宗本紀｣2 至大二年六月甲戌
條, p.512, “皇太子言: ｢宣政院先奉旨, 毆西番僧者截其手, 詈之者斷其舌, 此法昔所未聞, 
有乖國典, 且於僧無益. 僧俗相犯, 已有明憲, 乞更其令.｣ (중략) 並從之.”; 元史202 ｢釋老
傳｣, p.4522; 大藪正哉, ｢元朝の宗敎政策｣, 元代の法制と宗敎, 東京: 秀英出版, 1983, p
p.277~278).

421) 益齋亂藁2 ｢詩｣ 新安站·有蕃僧撾殺站吏, pp.10b~11a.
西域桑門世所師, 西域 승려들[桑門]은 세상에서 스승으로 여기는 바이나, 
頭戴烈火語嗢咿. 머리 위에 세찬 불[烈火]을 인 듯 염불소리는 웅얼웅얼 알아듣지 못하겠네.
逢逢打鼓雜鉢螺, 둥둥 북을 치는 가운데 바라[鉢螺] 소리가 섞이고, 
說有祕術能降魔. 사람들이 말하길, [승려들에게] 祕術이 있어 능히 마귀를 불러올 수 있다 하네.
有徒寔繁蟻慕膻, 사람들 무리 지은 것이 참으로 번화하여 개미가 양고기 냄새[膻]를 사모한 듯,
餧肉嗽醪稱福田. 고기[肉]를 먹고 술[醪]을 마시는 것을 福田이라 일컫네. 
來承金帛去馳傳, 와서 金·帛을 받아 역마[馳傳]를 타고 가는 것이 
十十五五如奔電. 열 명씩 다섯 명씩 번개가 치는 듯하여라. 
新安站吏亦何辜, 新安站吏가 또한 웬 잘못이련가, 
毒手一飽僵路隅. 독 기운 서린 손찌검을 하나 가득 먹고 길모퉁이에 쓰러졌어라.
風吹日灸蠅蜹集, 바람이 불고 해가 [시체를] 구워 대니 파리[蠅蜹]가 모여들고, 
妻子相看空雪泣. 妻·子만이 서로 마주 보는 가운데 허망하게 눈물을 닦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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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아래 帝師와 일반 승려들은 대대적인 법회를 열고 막대한 布施를 받았
다.422) 이로 인해 각 站을 오가는 西番 僧人이 대단히 많았고 그들은 말 위
에 짐을 과도하게 싣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423) 1320년 팔월에 江浙行省은 
“지금 많은 寺院에는 절[寺]로 가는 鋪馬를 탄다는 이유로 각처에서 [발급
해] 준 鋪馬聖旨가 많고 또 淨水를 떠오라고 [발급해] 준 鋪馬聖旨도 많다”
고 보고하고 남용되는 佛事用 鋪馬聖旨의 파기를 건의했다.424) 1305년 한 
해 동안 티베트 승려 850여 명이 1,547마리의 鋪馬를 이용했다.425) 가혹한 
재해로부터 驛站과 站戶를 구제하고자 한 대칸의 仁政은 잦은 기도와 불사
를 낳았다. 대칸의 의도와 달리, 그것은 다시 站戶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
라고 평할 수 있다. 

울룩 테무르(月魯鐵木兒)는 河西와 省·部 사이에 공문이 끊임없이 이송되
고 있다고 보고했다. 거기에 1314년 오월에 다시 六藏經文을 보내라는 聖旨
가 있었다. 사실 大都 서쪽 驛傳은 西番僧人의 舍利를 번갈아 운반하느라 
왕래가 빈번했고 困乏이 매우 심각했다. 中書省은 六藏經을 중지하고 秋收
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천천히 논의하고 그것을 발급할 것을 제안했다. 아유
르바르와다 카안도 그것을 일시 중시하기로 결정했다.426) 대칸의 巡幸은 농

422) 文宗 시기 佛事는 국가 재정을 소모시키는 5대 用處 가운데 하나였다(元史34 ｢文宗本
紀｣3 至順元年秋七月庚午條, p.760, “中書省臣言: ｢近歲帑廩虛空, 其費有五: 曰賞賜, 曰作
佛事, 曰創置衙門, 曰濫冒支請, 曰續增衛士鷹坊.(후략)｣”); 山本明志, ｢モンゴル時代におけ
るチベット·漢地間の交通と站赤｣, 東洋史硏究67-2, 2008, pp.96~112.

423) 站赤5, p.125, “[至大四年]十月二十三日 (중략) 又奏: ｢監察呈說: 各站往來西番僧人尚
多, 伏望憐憫站戶. 令宣政院及西番官府, 凡此往來者, 研究分揀, 果有德行僧人則來, 餘者禁
止. 馬上囊橐, 毋令過重, 省惜鋪馬之力, 誠爲便益.  奉聖旨準.｣”

424) 元典章新集 ｢兵部｣ 鋪馬·僧俗人每亂騎鋪馬拘收條, pp.2177~2178, “延祐七年八月　日, 
江浙行省, 准中書省咨該: ｢准中書省咨: 宣政院呈: <延祐七年五月初一日, 奏: <<站赤爲國
家軍情·大勾當的上頭設立來也者, 繁亂交騎麼道設立來的不是有. 如今, 多寺院裏, 比及寺了
騎鋪馬者, 麼道, 各處與來的鋪馬聖旨多有, 又把淨水與來的鋪馬聖旨也多有. 這般亂騎鋪馬
呵, 站赤怎生不消乏了? 似這般亂騎鋪馬的交住罷了呵, 怎生?>> 奏呵, 奉聖旨, <<你說的是
有. 那般体例, 那裏有. 似那般與來的鋪馬聖旨, 都拘收者. 省官每根底說者, 無您的文書, 那
裏索鋪馬去呵, 省家拘收者. 通政院官人每根底說者, 無您文書, 索鋪馬去呵, 他每拘收者. 今
後西番地面裏并這裏僧俗人每根底, 合與的聖旨檢子, 我根底聽者.>> 麼道, 聖旨了也. 欽此. 
具呈照詳咨, 請欽依施行.｣”

425) 站赤5, pp.114~115, “[大德十年]五月十日, 通政院使察乃言: ｢迤西站赤不便, 自大德九
年至十年正月, 西番節續差來西僧八百五十餘人, 計乘鋪馬一千五百四十七疋, 至甚頻數.” 사
료상으로는 “自大德九年至十年正月”이지만 山本明志에 따르면 鋪馬 운행 회수는 1季(3개
월) 단위로 보고되므로 十年正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나이(察乃)가 보고한 수치는 
1개월 평균 西僧 약 70명, 鋪馬 약 128마리로 계산된다(山本明志, ｢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
チベット·漢地間の交通と站赤｣, 東洋史硏究67(2), 2008, pp.101~102). 黨寶海는 역마의 
남용 사례 가운데 西番 使臣·僧人의 鋪馬 이용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으며 그 원인은 
대칸의 총애·신임에 있었다고 평한다(黨寶海(2006),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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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기를 피했지만 역참 교통은 농사철에도 멈추지 않았다. 農時에 역참을 가
동시킨 대표적 한 집단은 티베트 승려들이었다.

太原路(현 산서 太原) 잠치(站赤)는 동쪽으로 眞定과 접하고 남쪽으로 平
陽(현 산서 臨汾)에 도달하는 등 사방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때로 雲南·四川·
甘肅·陜西 등지에서 왕래하는 사신과 諸王·朝省의 官員이 지나기도 했다. 그
런데 1297년에 太原路 토드카순이 그 무렵 鋪馬가 손상·폐사하며 站戶가 곤
궁해졌다고 보고했다. 당시 西番 승려와 사신의 화물이 무거운 것은 
200~300斤이었고 가벼운 것도 최소 150斤이었다. 또한 울락치 말(兀剌赤馬)
의 뒤에 항상 물건이 딸려 있었다. 이에 都省은 토드카순과 站官이 정한 대
로 馬 1마리당 100斤만을 싣도록 허가하고 급무가 아니면 달리지 말도록 조
처했다.427)

1312년에 監察御史 哈散沙(하산샤)의 奏에 따르면 무슬림 땅에서 낙타·西
馬·騾子·虎豹·藥物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功과 賞을 바라지 않는 이가 없었
다. 그들은 역마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私的인 매매행위를 했다. 
또 그쪽에서 虎·豹 등의 물건을 바치러 오는 자들은 카안에게 오기까지 말과 
숙소와 곡식을 지급받았고 1~2년 동안 체류하면서 가지 않는 이도 있었다. 
하샨샤가 이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자 아유르바르와다 카안은 찾아온 이
들을 속히 귀환시키고 당분간 오지 말라고 명령했다.428)

이동해 오는 사신이나 동물은 카안울루스 해안이나 변경에 도착 후 순식
간에 수도에 도착할 수 없었다. 사신들은 육로와 수로·해로를 이용하면서 매
일 음식을 먹어야 했고 역참의 站戶가 이들에게 祗應을 마련해 공급했다. 
음식 공급 대상은 동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자·호랑이·표범·곰·코끼리는 닭
이나 오리, 야생 동·식물로 사육되었다.429) 1303년 오월에 備宣使 阿里(알

426) 站赤6, p.141, “[延祐元年]五月八日, 中書省奏: (중략) 又奏: ｢杭州所進八藏經文, 前者
月魯鐵木兒奏, 令送至河西之地, 移文省部逐旋發去. 今又奉旨復送六藏經文前去, 所慮大都
迤西驛傳遞送西番僧人舍利, 往返頻數, 困乏莫甚. 請停六藏經, 俟秋收之後, 徐議發去.｣ 奉
旨: ｢今姑止之, 後收量各站氣力, 逐旋遣送.｣”

427) 站赤4, pp.95~96, “大德元年四月, 太原路脫脫禾孫言: ｢本路站赤, 東接眞定, 南至平陽, 
四達之路, 時有雲南·四川·甘肅·陜西等處, 往來之使及諸王·朝省官員經行. 比年鋪馬損斃, 站
戶困窮, 其西番僧使馳馱, 重者二三百斤, 輕者不下百五十斤, 又兀剌赤馬後, 附物常行馳驟. 
今後乞從脫脫禾孫及站官量定每馬許載百斤, 非急務不得馳走, 庶望站赤少甦.｣ 都省準擬, 遍
行合屬, 依上施行.”

428) 站赤5, p.130, “[皇慶元年]八月十六日, 監察御史哈散沙奏: ｢回回地界取駱馳·西馬·騾子·
虎豹·藥物之人無非徼功幸賞, 乘驛美食, 而行買賣之私, 宜罷此等, 勿令前去. 又自彼方貢獻
虎豹等物赴上, 至此給馬館穀, 有逗遛一二年不去者, 合亟返之.｣ 奉旨若曰: ｢題說甚善. 來者
速遣回, 此間亦無令人去.｣”

429) 南村輟耕錄26 ｢帝廷神獸｣, p.289, “若虎豹熊象之屬, 一一列置訖, 然後獅子至.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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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동남아시아 혹은 일칸국을 갔다가] 귀항하는 舶船을 타고 온 使臣 阿
密·忽三·馬丁 등이 표범을 바치러 왔다고 致用院에 알렸다. 그런데 알리가 
추가로 보고한 바 마흐무드(馬合麻) 등이 표범을 데리고 북상하면서 하루 無
骨肉 7斤을 요구했다. 이는 中統鈔 8兩 5錢 분량이었다. 저녁에 宿頓할 때
는 고기 14斤을 또 요구했다. 알리는 이후로 표범을 보낼 때는 有司에게 보
내고 표범 1마리당 하루 낮밤에 다만 뼈가 붙은 고기[帶骨肉] 7斤만을 줄 것
을 건의했다. 大都運司는 舊例에 표범 1마리당 하루 양고기 7斤, 大土豹 1
마리당 하루 淨羊肉 4斤, 小土豹 1마리당 하루 淨羊肉 3斤을 기준량으로 金
錢을 나눠줬다고 戶部에 보고했다. 戶部에서 표범을 운송하는 동안 길에서 
고기를 먹일 때는 大都運司에서 건의한 바를 따를 것을 의결했고 都省의 승
인을 얻었다.430)

使臣의 빈번한 왕래가 站戶를 궁핍화시킨 것은 분명하다.431) 그렇지만 그
것은 단속적·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중앙·지방 행정 계통을 통해 상당 부분 해
소될 수 있었다.432) 기록에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일부 站戶는 지역에 따라 
站役 부담이 적었거나 富를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다.433) 이는 잠
치가 몽골제국의 정상적인 행정 체계 안에서 시행, 관리되었다고 판단되는 
증거의 하나다. 어떤 站戶는 消乏을 이유로 站役을 회피할 여지가 있었
다.434) 반면 사막과 일부 지역의 위험한 도로, 고온다습한 기후는 지속적으
로 대량의 駝馬를 손상시켰다. 더욱이 메뚜기[蝗蝻]와 가뭄[旱]을 비롯하여 
홍수·서리·우박·폭풍[風]·폭설(雪435))·無雪(겨울가뭄) 등 기상이변은 훨씬 광범

及各飼以雞鴨野味之類, 諸獸不免以爪按定.”
430) 元典章16 ｢戶部｣2 分例·官吏·應副豹子分例, pp.579, “大德六年五月　日, 江西行省, 准

中書省咨: 據通政院呈: ｢准致用院咨: 備宣使阿里呈: <回帆舶船附載使臣阿密忽三馬丁等進
呈豹子. 宣使阿里呈說: 有馬合麻等管押豹子赴北, 日要無骨肉七斤, 折要中統鈔八兩五錢. 遇
夜宿頓, 又要肉一十四斤.> 今後遇有起發豹子, 行移有司, 每豹子一個, 日夜止應付帶骨肉七
斤. 咨請照驗. 准此.｣ 送據戶部呈: ｢備大都運司申: 照得舊例: 分付金錢豹每一個, 日支羊
肉七斤; 大土豹每一個, 日支淨羊肉四斤; 小土豹每一個, 日支淨羊肉三斤. 自來遇夜不曾應付
肉貨及折鈔兩体例. 本部參詳, 今後如遇起發豹子沿路食肉, 若准大都運司所申應付相應. 具
呈照詳.｣ 都省合行咨請照驗施行.”

431) 宋元方志叢刊(中華書局編輯部 編, 北京: 中華書局, 1989) ｢至順鎭江志｣13 公廨·驛傳
條, p.2802下b; 黨寶海(2006), p.277; 김호동(2010a), p.18.

432) 반면 黨寶海는 제국 초기 몽골 황실의 특권, 제도의 결핍, 관리 능력의 부족이 給驛 범
람과 站戶의 빈곤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黨寶海(2006), p.60).

433) 站赤6 天曆二年三月二十七日, p.161.
434) 薛培煥(2014), pp.156~158.
435) 폭설은 비단 站戶나 驛馬에게만 고통을 안긴 것은 아니었다. 1276년 일칸국의 몽골군 7

만 명이 비라흐(Bîrāh: 예루살렘 북부 팔레스타인 도시 al-Bireh) 성을 공략하러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폭설과 맹추위 때문에 대부분의 말을 잃고 아무런 성과 없이 걸어서 귀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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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역에서 보다 오랫동안 站과 站戶를 궁핍 상태로 몰아넣었다. 특히 
蝗·旱은 작물뿐만 아니라 駝馬用 草料의 생육을 막아 더욱 피해를 키웠다. 
자연재해는 또한 馬價와 草料價, 脚價를 급등시켰다. 그 결과 참호는 家産은 
물론 妻子까지 파는 등 회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流亡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몽골 황실은 재해에 당면해 현실 정치력을 발휘하여 站戶를 구휼하는 한
편, 天刑의 노여움을 풀고 추가적 재해를 막고 심성적 평안을 얻고자 각종 
기도와 제사와 佛事를 벌였다. 대규모 佛事에 대해 대칸과 諸王 등은 응분
의 布施를 실시했고 僧人들 또한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국가 재앙을 佛事
로 해결하려는 승려들을 바이주(拜住)가 “당신들은 金·帛을 얻고자 할 뿐인
데도 또 [당신들의] 죄를 감추고자 하느냐?”436)라고 질타한 것처럼 승려들은 
현실 세계의 인간으로서 布施 물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站戶의 消
乏을 가중시켰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의도하지 
않은 잠치의 빈핍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들 상황은 물자 운
송의 여정과 납기를 맞추기 위해 站戶·운송인·동물·장비가 극복해야 할 도전
이었다.

이상의 분석처럼 몽골제국에서 역로는 매우 촘촘했다. 그것은 육로와 수로
를 통해 우선적으로 각급 명령의 전달과 하급관청·단위의 보고·소청을 통해 
정보·행정 교환망을 형성했다. 동시에 역로는 사신과 관원, 때로 객려나 상
인 혹은 외국인이 왕래하는 교통망이었고 제국의 물자를 인력·축력을 기반으
로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물자 공급망이기도 했다. 역참은 형태(陸站·水站[·
海站]/馬站·車站·牛站) 면에서 분화돼 있었던 한편, 하나의 역로는 고정된 역
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행정망·교통망·운송망)을 동시에 수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역참의 운송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변화시킨 
것이었다. 역로 위에서 사람과 물자는 통상 遞運, 곧 중계운송 방식으로 이
동되었다.437) 이는 많은 개인 혹은 지역의 관·민 공동체가 경제·사회적으로 
융합해내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정치·경제적 이

야 했다. 귀환 후 당시 지휘관 아바타이 노얀(’Abatai Nāwîn)은 극심한 질병에 걸렸다
(Ernest A. Wallis Budge, The Chronography of Gregory Abû'l Faraj, p.454).

436) 元史136 ｢拜住傳｣ 延祐三年夏六月條, p.3305, “帝在上都, 夜寐不寧, 命作佛事. 拜住
以國用不足諫止之. 旣而懼誅者復陰誘群僧言: ｢國當有厄, 非作佛事而大赦無以禳之.｣ 拜住
叱曰: ｢爾輩不過圖得金帛而已, 又欲庇有罪耶? ｣奸黨聞之益懼, 乃生異謀.”

437) 페르시아만과 남중국을 오가는 상인들도 海路의 全 旅程을 주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
다. 단거리 여행들과 현지 시장들이 해상 교역망으로 얽어 들어갔다(Robert Finlay(2010),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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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취했고 어떤 이들은 비법·불법적으로 私益을 취했다. 
陸運·水運·海運의 복합운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황실을 향하는 물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제때̇ ̇  확보되어야 했다. 조악하고 무거운 물품(곡물 등)은 육로·수
로·해로를 따라 遞運된 반면, 비싸고 섬세한 物貨(茶貨·金銀·鈔定·絲綿·布帛 
등)는 長押官·弓兵의 호송을 받으며 말(馬)·庫官·庫子·和雇脚力 등에 의해 주
로 陸路로 운송되었다. 역로가 지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지역은 보호 차원에
서 사신의 왕래가 제한되었다. 鋪馬箚子 위에는 鋪馬 이용을 규정하고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禁令이 명기돼 있었다. 脫脫禾孫(todqasun)은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자연·인문환경·제도·인간·동물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몽골 잠치(驛
傳)는 제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使客·物貨의 이동 期日을 맞출 수 있었다. 
使客·物貨 이동의 程限은 大都·上都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황실용 財貨는 
쿠릴타이의 물품을 포함했고 운송 중에 특별히 관리되었다.

역참은 몽골 카안을 정점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역의 행정장관, 站戶, 동물
(주로 말·소·양·낙타·개 등)과 수레, 음식(쌀·술·죽·닭고기·돼지고기 등)과 연동
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었다. 동시에 驛路 영역 밖에 있어야 했
던 사람들, 이른바 民戶와 客旅와 商人들도 상황에 따라 역로망 안으로 편
입될 수 있었다. 요컨대 그들은 사신들, 특히 軍務·황실 물자 운송 등 긴급
사무로 왕래하는 사신들의 불법적 침탈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었다. 결국 
몽골 정부와 역로망의 입장에서 보면 民戶·客旅·商人들도 비법·불법 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역로를 ‘보조’한 인원들이었다. 몽골 조정의 보호 노력은 항
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역로가 운행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이용자의 
불법은 역참의 안정성·안전성이 가져다 준 유혹이었다. 

역참의 발전은 종종 새로운 시장을 형성시켰다. 예컨대 1261년에 七道宣
撫司의 건의로 확정된 條畫에 따르면, 각 路의 急遞鋪 근처에 거주하는 자 
가운데 점포를 열어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되었다.438) 곧 急遞鋪의 개설
은 민간에 새로운 상업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몽골 驛傳 체제는 몇몇 짧은 유예 기간을 제외하면 제국 시기 내
내 역참의 유지와 운영을 책임진 백성에게 무겁고 때로 치명적인 부담을 전
가했으며 그 상찬할만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잠(jam 站)이 “확실히 일종의 
무자비한 효율성”이었다는 판단439)은 일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몽골
인들은 빈번한 使臣 왕래와 역로의 구조적·환경적 도전을 마주하고 “무자비

438) 秋澗先生大全文集81 ｢中堂事記｣中 中統二年夏四月廿四日癸卯, p.6a, “一. 各路所設急
遞鋪 (중략) 據鋪側近住坐, 或開店買賣, 聴.”

439) Thomas T. Allsen(2011), 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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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아닌 다양한 합리적 행정·법률·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民人(특히 站
戶)과 가축과 수레와 선박의 힘을 조직해 몽골 잠치(站赤 ǰamči)에 효율성을 
배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잠치 시스템 안에서 帝國 내외의 使節은 물론 
官吏·상인·운송인(船戶·車戶·脚力)·站戶·客旅 등이 그 정도를 달리하며 이동의 
안전을 향유하고 새로운 富를 창출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잠치 체제는 몽
골 황실의 쿠릴타이에 성대한 번영을 불어넣는 人的·物的 동력이었다. 그 驛
站의 근간에 站戶와 동물과 수레와 선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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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쿠릴타이(quriltai)는 祭天·宴會(몽골어 qurim, 투르크어 ṭōī)를 포함하는 
몽골 皇室의 大會였다. 쿠릴타이는 匈奴 이래 초원 유목민의 年例 祭天 전
통에서 기원했다. 그것은 또한 태생적으로 군사회의와 군주 선출·즉위 회의
로 기능했다. 13~14세기의 몽골인들은 쿠릴타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몽골인들은 大朝會(大會)―페르시아어 qūrīltāī-i buzurg(大쿠릴타이)―를 
중시했다. 大朝會는 后妃·宗王·親戚·大臣·將帥·百官과 四方에서 온 사신들이 
참석하는 朝會였다. 시일과 장소는 쿠릴타이 개최를 위한 기본 전제였다. 쿠
릴타이 개최의 시공간은 카안의 이동과 계절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쿠릴타이
는 대칸의 즉위와 계절 巡幸에 맞춰 정기·부정기로 宿營地에서 거행되었다. 
카안의 즉위식 등 부정기 쿠릴타이는 종종 정기 쿠릴타이의 개최에 맞춰 소
집되었다. 쿠릴타이의 핵심 개최 장소는 대칸의 오르두, 특히 시라 오르두
(Sira Ordu 金帳)였다. 

大오르두의 시공간 이동은 카안의 계절 巡幸과 황실 내부의 권력 변화와 
연계되었다. 쿠릴타이 시공간은 재화의 配分과 수취 체계에 변혁을 일으켰
다. 특히 유월의 祭典, 곧 지순宴(ǰisün)은 帝國的 성격의 새로운 몽골 쿠릴
타이였다. 그것은 아마 뭉케 카안 이래 초원 생태와 유목생활 週期에 맞춰 
텡그리(tengri)와 칭기스칸을 기리고자 시작된 것으로 카라코룸과 그 주변 
倉庫(anbār와 khazāna)의 물자·보화로 지지되었다. 

쿠빌라이 카안은 쿠릴타이의 시공간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켰다. 上都·大
都의 완공은 帝國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축이 카라코룸(“카라코룸 수도권”)에
서 兩都(“上都·大都 수도권”)로 재편된 것을 뜻했다. 다수의 當代 기록과 선
행연구의 立論과 달리, 兩都 體制하에서 上都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大都
에 준하거나 때로 그것을 능가했다. 매년 여름 上都(大오르두)에서의 모임, 
곧 쿠릴타이는 카안과 황실 성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常典이었다. 上都 
쿠릴타이는 여름철 朝覲의 공간이었다. 

여름은 초원의 사회·경제 역량이 위력을 떨치는 시기였다. 上都의 번영은 
여름에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여름 上都에서 인구의 일시적 급증과 
난방·조리용 땔감 수요는 上都의 자연환경, 특히 산림에 영향을 끼쳤다. 카
안은 上都에 있더라도 제국 행정과 소식에 둔감하지 않았다. 즉 上都는 몽
골제국을 실질적으로 유지·작동시키는 데 실질적 힘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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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축적 표상은 大都 大明殿이나 上都 大安閣보다는 上都에 황금 장막
(altan terme)과 황금 기둥으로 건립된 金帳, 곧 시라 오르두였다. 上都 쿠
릴타이는 가깝게는 祭天·쿠림(qurim 會·宴會) 전통과 카안의 계절 巡幸, 멀
리는 유목 생활의 패턴에 맞춘 것이었다. 몽골 草原 위의 여름 수도(夏營地) 
上都에서 열린 帝國의 쿠릴타이는 겨울 수도(冬營地) 大都의 朝會燕饗에 필
적하거나 때로 그 이상으로 성대한 모임이었다. 

上都와 大都의 시공간 인식을 둘러싸고 몽골인과 특히 漢字 문화권 세계
의 漢人·高麗人 사이에 정치적·심리적 간극이 존재했다. 그 때문에 漢人과 
高麗人이 大都의 정치·경제·문화를 강조하고 冬營地 大都에서 朝會를 중시
했다. 그들이 남긴 大都 중심의 기록들은 다수의 當代人과 후대인에게 1260
년 이후 카안들과 카안울루스(“元朝”)를 漢法의 세계로 각인시켰다. ‘몽골의 
漢化’라는 관념은 쿠릴타이에서 소비돼 사라진 제국 물질문화로 인해 강화되
었다. 그러나 漢人 관료들은 대부분 카안의 上都 巡幸을 扈從할 자격이 없
었다. 시라 오르두와 上都에서의 쿠릴타이는 漢人이 거의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쿠릴타이에서 中華 朝儀는 찰나적이었고 그 진정한 핵심은 
몽골 고유의 정치·경제 문화였다. 쿠릴타이는 몽골고원을 매년 일정 기간 동
안―특히 여름― 정치·군사·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변모시켰다. 1368년에 불타 
사라진 上都(Xanadu)가 17세기 한 地圖 위에서 호리병박(gourd)의 공간에 
상상의 장소로서 기억된 것1)은 上都의 영광이 빚어낸 유산이라 하겠다.

쿠릴타이, 특히 토이(ṭōī 宴饗)는 몽골인에게 매우 중요한 大會였다. 카안
은 다양한 국가 중요 행사에서 宴會를 집전했다. 몽골 황실에서 술과 음식은 
카안의 일상과 宴饗, 나아가 국가 政務의 출발점이었다. 요리사 바우르치(몽
골어 ba’urči/페르시아어 bāūrchī 博尔赤)가 칭기스칸 이래로 신실하고 경
건하며 소질이 뛰어난 케식으로서 카안 곁에 있었던 것은 음식을 중시하는 
몽골 문화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후 중앙정부에서 宴饗을 관할하는 실무 기
관 宣徽院으로 계승, 발전했다.

國朝文類에 따르면 몽골 皇室은 朝會, 慶典, 宗王·大臣 來朝, 歲時, 行
幸에서 燕饗의 禮를 거행했다. 燕饗(ṭōī)에서는 대칸과 親䟽에 따른 자리[定
位], 貴賤에 따른 차례[殊列]가 정해져 있었다. 대칸은 연회에서 禮樂의 성대
함, 恩澤의 광대함, 법령의 엄격함을 드러냄으로써 祖宗의 심원한 뜻을 현시
했다.2) 儀衛와 좌석 배치가 마련된 가운데 쿠릴타이는 엄숙함과 즐거움을 

1) Timothy Brook, Mr. Selden’s Map of China, p.147.
2) 國朝文類41 ｢雜著｣ 燕饗條, p.426上下, “國有朝會·慶典·宗王大臣來朝·歲時·行幸, 皆有燕

饗之禮, 親䟽定位, 貴賤殊列, 其禮樂之盛, 恩澤之普, 法令之嚴, 有以見祖宗之意深遠矣.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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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면서 진행되었다. 
몽골인들에게 쿠릴타이, 특히 只孫宴(ǰisün)에서 좌석 배치는 中華 朝儀의 

拜位와 달리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고 우대의 상징이었다. 카안은 쿠릴타이 
장소의 중앙 북편에 좌정했고 그 왼쪽(동쪽)에 大카툰이 동석했다. 카안의 
오른쪽(서쪽)에 남성들(아들·손자·형제·駙馬·大臣·케식官·使臣)이, 왼쪽(동쪽)에 
여성들(카툰들·딸·大臣 부인들·侍女들)이 배석했다. 이 체제는 大오르두나 궁
궐 안에서 대체로 동일한 현상이었다. 大오르두와 大明殿에서 카안과 카툰의 
자리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몽골 전통이었다. 일부 고려인들은 지순宴에서 
駙馬 高麗王의 ‘높은’ 坐次를 체감하고 몽골 황실과 帝國 안에서 高麗王의 
‘높은’ 위상을 자긍했다. 高麗王과 世子·使節은 쿠릴타이 참석 인원 변화에 
따라 上都보다 大都에서 높은 坐次의 영광을 누렸다.

쿠릴타이에서 朝衣 차림의 諸大王·諸大官人·百寮들은 朝儀(곧 朝賀禮)의 
종료, 곧 宴會의 시작과 동시에 지순 宴服으로 갈아입었다. 이로써 참석자들
은 中華의 옷(朝衣)을 벗고 몽골의 옷(ǰisün)으로 갈아입은 후 몽골 宴饗(ṭōī)
의 세계로 들어갔다.

쿠릴타이의 절차는 帝選 쿠릴타이에 가장 잘 반영돼 있다. 그것은 使臣을 
통한 前任 카안의 사망 소식 전달, 諸王·외국 사절의 소집, 쿠릴타이 장소로
의 집결, 불의 淨化 儀式, 환영 宴會, 선출회의, 盟誓, 즉위일 선정, 즉위식
(곧 朝儀), 즉위 연회, 법령(ǰasaq) 반포, 財貨 사여의 순서였다. 카안은 날씨
를 살핀 후 時刻을 주재하며 쿠릴타이를 진행했다. 사자·호랑이·표범 등 동
물은 연회의 중요 구성물이었다. 지순宴에서 法會, 대자삭(大扎撒)·祖訓의 낭
독, 음악·무용·연극·마술·씨름·축구·擊毬·放走(달리기)·踏橋·보드게임 등 技藝
가 진행되었다. 春雷琴·玉鉞 등 宋·金의 器物은 쿠릴타이에서 救援과 王權의 
상징물로 기능했다. 각지의 공물과 寶玉과 異物은 카안의 정치·경제적 권위
를 높여 준 후 카툰들이 관리하는 財庫로 들어갔다.

카안은 음식의 성질과 맛을 살펴 각지의 眞味를 먹었다. 카안은 飮膳 가
운데 몽골의 羊(北羊·黃羊)과 酪漿(요거트 tarag)·아이락(馬湩 airaq)·포도주·
茶·식수 등을 중시했다. 카안은 하루 皇室 표준소비량 48마리 가운데 하루 
양 4~5마리를 御膳으로 소비하는 한편, 그 나머지(43~44마리)를 식사 후 좌
우 大臣에게 매일 사여했다. 각양각색의 酒類 가운데 궁중 宴饗에서 아이락
(말 젖·마유주)과 포도주가 애용되었다. 카안의 식탁 위에는 몽골 식품 외에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동남아시아·고려의 風味가 가미되었다.

燕之服, 衣冠同制, 謂之質孫, 必上賜而後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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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황실의 定例 쿠릴타이의 최고봉은 여름철 上都 大宴, 곧 지순宴
(ǰisün)이었다. 지순宴은 眞味와 一色服(한 가지 색 옷)의 향연이었으며 詐馬
筵(jāma)으로도 불렸다. 지순(只孫/質孫)은 반드시 대칸이 하사한 후에 입을 
수 있었다. 이로써 카안은 군주의 위엄을 현시하고 福慶을 향유하며 帝國의 
일체성과 구성원의 화합을 극대화했다. 지순宴은 동시에 원근에서 관람 효과
를 기대한 것이었다. 漢人 儒者들이 통일 국면을 추상적 “混一”과 “大同”으
로 설명할 때, 카안은 “一色의 옷”으로 예케몽골울루스(Yeke Mongɤol 
Ulus)의 통합성을 물질과 시각으로 보여줬다. 최고급 나시즈(nasīj 金錦)로 
만든 지순 宴服과 寶貨로 꾸민 카안과 카툰들을 필두로 皇族·케식·大臣·사
절·동물이 會合해 먹고 마시는 上都 지순宴은 ‘번영의 극치’로 칭해졌다.

궁정의 현란한 사치 문화는 멸망의 전조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3) 하지만 
지순宴은 정치 결속과 恩賜의 場이었다. 무엇보다도 지순宴에서 성대한 번
성은 사방에서 오는 인간과 物貨에 의해 일시에 출현하는 것이었다. 화려한 
황실 연회와 장대한 巡幸 행렬에 동참·견문하며 시인들은 讚詩로써 제국의 
성대함을 칭송했다. 다수의 臣民들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카안과 제국의 
영광을 관람하며 환호했다. 그들의 반응은 상당히 물질적 근거가 있었다. 宴
饗은 참석자들이 몽골 고유문화와 帝國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간이었다. 
참석자들 간 문화교류는 공백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복·재화
의 物的 자원과 음악·무용 등 예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一色”의 
몽골 지순宴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場이었다.

쿠릴타이는 그 자체로 방대한 물자와 비용을 요구했다. 그것은 朝貢·선물 
헌상, 카안의 賜與를 동반했다. 쿠릴타이 참석자는 선물과 貢物을 준비해야 
했다. 歲例賜與는 기록 상 십이월에 大都에서 시행된 사례가 많으며 上都에
서 시행된 개별 諸王의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카안의 재화 사여·분배에
는 카안의 意思와 참석자의 요구, 곧 몫이 반영돼 있었다. 요컨대 몽골제국
에서 공납·선물·사여(특히 歲賜)는 中華 왕조의 조공체제와 외피가 닮았을지
언정 그 내실은 中華 皇帝를 향한 朝貢과 그에 상응한 回賜와 달랐다. 歲例
賜與와 朝會賜與에는 정해진 수량이 있었다. 쿠빌라이 카안 이후에 歲例賜
與는 朝會賜與로 대체되었다. 쿠릴타이에서 카안의 사여는 “忽里台(quriltai) 
銀·鈔·金段”으로 불렸다. 쿠릴타이가 여름에 上都에서 거행될 경우 카안은 
大都 帑藏의 재화를 巡幸에 맞춰 上都로 이송시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안은 上都 巡幸에서 避暑를 목표했다.4) 카안은 巡

3) 일례로 오타기 마츠오는 北宋과 金의 멸망 원인으로 호화로운 궁정의 사치 문화를 손꼽는
다(愛宕松男·寺田隆信, モンゴルと大明帝國, 東京: 講談社, 199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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幸 중에 사냥을 즐기는 한편, 공무를 수행하고 諸王·使臣을 접견하며 연회를 
열었다.5) 다만 上都 행차는 카안의 避暑 활동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가
축과 농민에게도 휴식이었다. 가축은 초원에서 오동통해졌고 농민은 賦役과 
가축의 踏踐에서 다소간 벗어나 경작에 종사했다. 熊夢祥은 巡幸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쿠빌라이 카안이 깊은 사려와 폭넓은 지식으로 진실로 淸暑를 
사안으로 여기지 않았다”6)고 지적했다. 곧 순행은 텡그리와 칭기스칸을 기
리는 동시에 帝國 정치·경제의 거대함을 과시하는 것을 목표했다. 그것은 一
色의 옷과 眞味와 음악과 춤이 빚어내는 上都 大宴(지순宴), 곧 여름의 大쿠
릴타이에서 주기적으로 ‘궁극의 華麗’로써 형상화되었다. 

요컨대 上都 巡幸의 궁극적 목적은 避暑가 아니라 쿠릴타이에 있었다. 그
것은 몽골 전통과 帝國의 歷史를 음미하는 기억의 공간이었다. 上都 大宴에
서 카안은 한 近臣에게 명령해 王度를 선포했다. 그것은 告戒였다.7) 몽골 
카안은 上都에서 朝覲과 연향의 悅樂 속에서 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成憲을 준수하며8) 先代의 간난을 기억하고자 했다. 쿠릴타이―특히 只孫宴
(ǰisün)과 詐馬筵(jāma)―는 제국의 물적·인적자원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 

漢人 儒者들은 몽골 카안의 大業을 三代나 周禮 또는 漢의 ‘盛世’로 치환
함으로써9) 이방인 皇帝를 수용했다. 그로써 그들은 몽골제국의 번영을 중화 

4) 金臺集1 失剌斡耳朶觀詐馬宴奉次貢泰甫授經先生韻五首, p.23, “灤河源似九龍池, 淸暑年
年六月時. 孔雀御屏金纂纂, 椶櫚別殿日熙熙.” 중화 왕조에서 巡狩 행위는 夷狄의 영역에 
미치지 않은 채 四海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附釋音周禮注疏16([漢]鄭玄注, [唐]賈公彥
疏) ｢土訓｣, p.247b, “王巡守, 則夾王車.【巡狩, 行視所守也. 天子以四海爲守.】”; 附釋音周
禮注疏33, p.496a, “釋曰云四海猶四方也者. 王巡狩, 惟至方岳, 不至四海夷狄, 故以四海
爲四方.”).

5) 김호동(2002), p.22.
6) 析津志輯佚 ｢古蹟｣, pp.116-117, “[失]刺斡耳朵者, 即世祖皇帝之行在也. 每聖上巡幸上都

者, 蓋亦行國賦民力, 其聖慮周知, 非實以淸暑爲事也. 此故老相傳, 獨異乎今時所聞.”
7) 金華黃先生文集28 ｢碑｣ 敕賜康里氏先塋碑(全元文963 ｢黃溍｣29, pp.60-61), “上京大

宴, 故事, 命一近臣敷宣王度, 以爲告戒.”
8) 析津志輯佚 ｢歲紀｣, p.217, “[四月] 十七日天壽聖節. (중략) 大駕幸灤京, 遵成憲也.【吉日

預前期定.】”
9) 玩齋集4 ｢七言律詩｣ 上都詐馬大燕, p.12b.
   清涼上國勝瑤池, 清涼한 上國(곧 上都)은 瑤池(전설의 곤륜산 연못)보다 뛰어나고,
   四海梯航燕一時. 四海의 梯·航(수륙교통 수단)이 一時에 모이네.
   豈謂朝廷誇盛大, 어찌 朝廷에서 성대함을 과시한다고 말하겠는가,
   要同民物樂雍熈. 만일 백성과 만물이 함께 승평[雍熈]을 즐긴다면.
   當筵受几存周禮, 연회석[筵]을 마주하고 궤안[几]을 받아 周禮를 보존했고,
   拔劒論功識漢儀. 검을 뽑아 功을 논하니 漢의 儀禮를 알고 있네.
   此日從官多獻賦, 이 날 많은 수행 관원이 賦를 헌정하는데,
   何人爲誦武公詩. 어느 누가 武公을 위해 노래하는 詩를 지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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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소산으로 설명할 길을 열었고 몽골 治下의 삶에 명분을 부여할 수 
있었다. 곧 몽골의 “古風”은 비로소 野蠻에서 古典의 復活로 전변했다.

쿠릴타이는 物的 측면에서 몽골 전통의 지속과 변화였다. 쿠릴타이의 주된 
물적 기반의 하나인 賦稅는 쿱추르稅 전통에서 발전, 확대된 것이었다. 쿱추
르는 본래 유목적 가축세였으며 칭기스칸期부터 시작되었다. 쿱추르는 驛站 
설치와 함께 과세되었다. 우구데이는 쿱추르 세율을 확정하고 지역별 변화를 
주었다. 당시 군주용·모임용 쿱추르 세율은 1% 남짓, 최대 2%를 넘지 않는 
범위였다. 이는 옛 케레이트 군주 옹칸의 세율(10%)을 크게 줄인 것이었다.

쿱추르 가운데 絲料(二五戶絲), 즉 아가르 타마르(ağār-tamār)는 몽골인
의 직물 愛好와 분봉제의 소산이었다. 그것은 지순 宴服 및 歲賜(곧 五戶絲)
를 위한 것이었다. 아가르 타마르는 2戶에서 絲 1斤을 官으로, 5戶에서 絲 
1斤을 本投下(本位)로 수납했다. 이는 7.14:2.86(곧 7:3)의 비율로 10戶에 官
府用 絲料 5斤, 投下用 絲料 2근―1戶당 0.7斤(11.2兩)―을 배정한 것이었
다. 漢地 아가르 타마르는 쿠빌라이 시대에 1斤 6兩 4錢(곧 22.4兩)으로 2
배 증액되었다. 그 배분율은 의연히 7.14:2.86(곧 7:3)이었다. 이 배분율은 
五戶絲의 중추였다. 五戶絲는 강남에서 江南戶鈔로 적용되었다. 五戶絲의 
다양한 과세 방식은 담세자의 경제력을 고려한 변형이었다.10) 

黃金을 향한 몽골인의 열망은 탐가(商稅·課程)의 일종인 金課로 制度化되
었다. 카안울루스에서 金課는 雲南의 광산에 크게 의존했다. 몽골 조정은 金
課의 科額을 고정시켜 金課 수량을 유지했다. 黃金은 쿠릴타이 사여(朝會賜
與·歲例賜與)를 위한 金과 금제품·金絲 등의 제작 등에 쓰였다. 稅糧(곡물세 
qalan/sang)은 칭기스칸 시대부터 모든 토지 경작자에게 부과되었다. 쌀 
350만 石은 쿠빌라이 카안 이래로 황실과 중앙정부에 필요한 현물 稅糧의 
기본 목표치였다.

몽골 조정은 徵稅 物貨를 품목과 用處에 따라 구분·보관했다. 곡물은 [京]
倉(anbār)으로, 귀중품(金·銀·鈔·金段 등)은 內帑(內藏庫·左藏·右藏)과 萬億庫
―각기 페르시아어의 나린(nārīn)과 비둔(bidün)―에 저장된 후 쿠릴타이·國
計를 위해 쓰였다.

각지 賦稅는 잠치(ǰamči 站赤)를 통해 수도로 운송되었다. 우구데이의 驛
傳制 쇄신과 함께 카안은 정보·인력·물자를 제국 수도로 결집시킬 수 있었

10) 예컨대 쿠빌라이의 五戶絲와 마찬가지로 뭉케 카안은 연간 과세 규모를 정할 때 빈부에 따
라 과세액을 달리 적용했다. 북중국(Khitai)과 트란스옥시아나에서 부자에게 11디나르(dinar)
를 과세시키고 일정 비율로 차감해 최저 1디나르를 부과시켰다. 호라산의 부자는 10디나르
를, 빈민은 1디나르를 납부했다(Juvaini/Qazvini, pp.657~658; Juvaini/Boyle, 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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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上都·大都 잠치는 제국을 통할하는 핵심이었다. 몽골제국에서 역로
는 육로와 수로를 통해 각급 명령의 전달과 하급관청·단위의 보고·소청을 통
해 정보·행정 교환망을 형성했다. 동시에 역로는 사신과 관원, 때로 客旅·상
인·외국사절이 왕래하는 교통망이었고 帝國의 물자를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물자 공급망이었다. 이른바 驛路는 군사망·행정망·교통망·운송망으로 기능했
다. 이로써 역참의 운송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변화시켰다. 역로를 따라 공
급된 물화는 수도(카라코룸·上都·大都)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카라코룸에서 곡물은 屯田 경영으로 일부 자체 생산되거나—친카이(稱海) 
둔전의 경우 항상적이지 않지만 연간 최대 米 20여 만 斛— 상인과 연계된 
和中(和糴·中糧) 방식으로 외부에서 공급되었다. 운송 방식은 일례로 大同에
서 카라코룸까지 100里(=51km)마다 1驛을 설치한 후 1개월에 2만 5000石, 
10개월에 25만 石을 운반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카라코룸의 곡물 수요량
―연평균 20만 석, 세량 총액의 1.7%―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和中과 잠치 
체계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공급되었다. 그것은 때로 운송인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카라코룸(나아가 몽골리아)의 식량 공급지로는 초기에 위구르 지
역, 이후 應昌·上都·大同 등 남몽골(내몽골) 및 그 접경 지역이 중요했다. 

쿠빌라이 카안 이래로 兩都의 浮上은 몽골제국, 특히 카안울루스 물자 공
급 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大都의 지정학적·경제적 가치는 익히 알려져 
있다. 더불어 上都는 쿠빌라이의 龍興之地이자 여름 避暑地, 朝覲의 장소로
서 정치·형세면에서 大都에 뒤지지 않았다. 上都에서 일시적으로 팽창한 여
름철 물자 수요는 운송량을 상승시켰다. 따라서 大都 건설 이후 上都의 정
치적 지위가 하락했다는 일부 주장11)은 일면적인 평가라 하겠다. 上都 역시 
카라코룸과 마찬가지로 내몽골과 화북의 곡물에 의지했다. 江南의 稅糧이 
大都를 거쳐 漠北으로 이동한 한편, 상도와 맞닿은 몽골리아 남부·동부 및 
화북 북부도 上都 물자 공급처로 중요하게 기능했다.

大都는 제국 물화의 제1차 집결지로 기능했고 매년 여름 上都 쿠릴타이에 
물자를 공급했다. 大都로 향하는 역참은 형태(陸站·水站; 馬站·牛站·狗站·步
站·轎站·水站)면에서 분화돼 있었다. 몽골 조정은 운행거리나 기반 교통 시설
을 고려한 상태에서 陸路·水路·海路를 따라 말·소·나귀·수레·배·인력 등을 복
합적으로 조직해 중계 방식(릴레이)으로 使客·貨物을 운송하는 경향을 보였
다. 운송비용의 전반 추세는 육로보다 수로가, 수로보다 해로가 경쟁력이 높
았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物貨는 지역과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단일 교통수

11) 심지어 한 연구는 쿠빌라이 카안이 大都를 선호해 1256년에 上都를 건설한지 9년 만에 
上都를 버렸다(Timothy Brook(2013), p.147)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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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全 여정을 주파하기보다 陸運·水運·海運의 세 방식으로 연계 운송되
었다. 이는 단일운송에 비해 복합 중계운송이 이동 비용·속도 면에서 우월했
고 站戶·船戶·가축·수레·선박의 負荷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마·수
레·선박의 표준 적재중량은 官物을 빠른 속도로 수시로 운송해야 하는 가축·
장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兩都 역참의 운송 능력을 비교하면 上都路의 운송 능력이 大都路와 비슷
하거나 육로 운송시설·동물 측면에서 오히려 우위를 점했다. 이는 物貨의 최
종 소비처로서 상도의 위상을 보여준다. 

몽골 조정은 화물의 종류·수량·무게·크기, 도로 상황에 따라 호송인(押運人
員·捕盜官·弓兵), 운송인(脚力·遞運夫), 운반가축(말·소·나귀·낙타), 운반기구
(수레)를 달리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화물의 [최종] 소유주(카안·諸王 등)와 
역참문서의 소유 여부는 역참 이용 허가를 위한 고려 대상이었다. 金銀·疋
帛·寶鈔 등 황실용 寶貨는 押運人員의 호위 아래 庫官·庫子·和雇脚力·말(馬) 
등에 의해 주로 陸路로 이송되었다. 

水運·水站은 토사 침전이나 인력·시설 관리 등의 단점을 지녔지만 陸運·陸
站과 공존했다. 漕運은 일시 다수의 勞役者를 투입하면 운송속도도 더디지 
않았고 海船 사고에 대비할 수 있었다. 江南 곡물을 운송한 이래로 河運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바얀은 1275년부터 약 7년간 실험을 거쳐 海路를 개척
했다. 1293년에 가장 편리한 海運 노선이 확정된 후 1352년까지 작동되었
다. 海運은 1년에 두 차례 삼월과 오월 上旬의 吉日―즉 春運·夏運―에 운항
했다. 그것은 해풍을 잘 만나면 浙西에서 京師까지 열흘 만에 도착할 수 있
었다. 공식적으로 海運脚價 대상 품목은 곡물뿐이었다. 이는 下番使臣의 物
貨 헌상이 대체로 항상적이지 않았고 유월과 칠월 외에 바람이 맞지 않았던 
데 있었다. 다만 海道 위에서 귀중품의 운송은 부분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淸濬의 ｢廣輪疆里圖｣는 카안울루스 海路를 內地의 수로처럼 그렸다. 이는 
海運이 江南-大都의 물자 供給路로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그것이 바다를 향
한 當代人의 공간 인식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곧 海運의 발전은 카
안울루스의 영토 공간의 확장이자 ‘海運路의 內地化’로 해석해 볼 수 있다.

驛路가 지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지역은 보호 차원에서 사신의 왕래가 제
한되었다. 물자운송에서 아주 짧은 거리마저도 중요했다. 그것은 小民을 驛
站과 제국 물자 운송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육지에서 物貨·人力의 다양한 안
전장치가 강구되는 가운데, 몽골 조정은 海道·해류·風信·일기 정보를 수집하
고 南海女神 天妃의 加護를 발원하며 海運의 안전을 도모했다. 廟堂은 본래 
안전운항을 위한 기도의 공간이었던 한편, 바닷길의 건물 지표로 활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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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望과 그 도구를 관리하는 현실 세계의 안전수단으로도 기능했다. 海運은 
14세기 중엽 이후 內地의 재해와 바람·파도의 不測, 도적의 출몰, 모래 등 
바다 침전물의 퇴적이라는 난관을 맞아 마침내 정지되었다.

몽골 잠치는 카안을 정점으로 중앙정부와 각지의 행정장관, 押運官(公差·
宣使), 捕盜官·弓兵, 庫官·庫子, 站官·站戶, 운송인, 운반용 가축(주로 말·소·
나귀·낙타·개 등), 수레, 선박, 祗應(首思 süsi: 역참 물자)과 연동하면서 원
활하게 기능할 수 있었다. 동시에 역로망 밖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 예컨대 
民戶·客旅·상인들도 종종 그 안으로 편입되었다. 그들은 使臣들, 특히 軍務 
등 긴급사무로 왕래하는 사신들의 불법·비법적 침탈에 노출될 수 있었다. 몽
골 정부와 역로망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非法·不法 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驛站의 경제성을 부가적으로 향상시키며 생계를 꾸려간 群像들이었다. 몽골 
조정의 보호 노력이 꼭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역로의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사신과 관리·승려의 빈번한 불법은 역참의 안정성·안전성이 초래한 
유혹이었다. 그만큼 몽골제국 역참은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국 각지의 
물자를 신속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충분히 기능했다. 

요컨대 몽골 황실 쿠릴타이는 제국 정치·경제력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가늠
자였다. 쿠릴타이, 특히 지순宴에서 사여가 이루어지고 신분이 구분되고 성
원 간 화합이 도모되었으며 풍부한 음식과 화려한 사치가 顯示되었다. 樂士
들의 연주와 함께 춤과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참석자·관람자들의 탄성
과 환호가 그 배경을 이루었다. 동식물도 거기에 동원되었다. 지순宴은 ‘팍
스 몽골리카’의 한 정점이었다. 지역 세계와 民人들은 황실의 화려함을 지탱
하기 위해 긴밀하게 조직되었다. 쿠릴타이(특히 지순宴)는 ‘點’으로서의 驛站
을 官民·가축·배·수레들이 ‘線’으로 연결해 兩都(大都·上都)로 帝國 물자를 보
낸 후, 특히 여름철 上都에서 카안·카툰 등의 참석자들이 소비하는 물질의 
향연이었다. 한 연구는 쿠릴타이의 상호 협력적 원칙을 강조했다.12) 그것은 
無形의 倫理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시며 財貨를 나누는 有形의 쿠릴타이
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었다. 

1270년에 차가타이울루스 바락칸에 얽힌 일화처럼 초원(marghzār-hā)에
서 말을 풀어놓고 연회(ṭōī)와 흥청거림(‘ashrat)에 몰두하는 일은 말을 살찌
우고 참석자들의 원기(quwwat)를 회복시키는 길이었다.13) 여름철 초원에서 
몽골 카안·諸王 등의 쿠릴타이는 지순(ǰisün 只孫)의 옷을 입고 음식을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거대한 소비와 재생의 시공간이었다. 쿠릴타이에서 몽골인

12) Florence Hodous(2012/2013), pp.97~98.
13) Rashīd/Rawshan, p.1077; Rashīd/Thackston, 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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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청거림과 소비는 재화의 長期 저장과 증식을 추구하는 [정주] 문화와는 
다른 표현 방식의 정치·경제·문화였다. 

몽골제국에서 財貨는 황실과 엘리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다. 財貨 향유
의 중심에 쿠릴타이가 있었다. 반면 백성들에게 쿠릴타이의 시공간의 변화와 
물적 번영은 빈번히 재앙과 은총 사이를 오가는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그것
은 거대 제국의 태생적 한계였다. 胡助는 大都의 찬란함과 제국의 번성을 
목도하고 경탄해 마지않았다. 동시에 그는 번영의 짙은 그림자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14) 주베이니 또한 “몽골제국은 영역의 광대함만큼이나 사람들의 
정복(ghalaba’-i khalā’iq)도 많았고 [그들] 각자의 분란(qaẓāyā)도 셀 수 없
었으며 요구들(ḥawāīj)도 충돌했다. (중략) 어떤 이는 기뻐하고(mahẓūẓ) 번
영했던(bahramand) 반면, 어떤 이는 실망하고(mahrūm) 비참했다(mostma
nd).”15)고 적었다. 이른바 몽골제국의 번영과 그것을 둘러싼 황실과 臣民의 
物的 향유는 균질적이지 않았다. 

몽골 카안들은 民人과 가축의 노고를 완전히 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民人의 고된 일상은 종종 동떨어진 일이었다. 칭기스칸과 그의 후
예들과 달리, 同시대에서건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건 백성들의 삶은 대개 
보상 받지도, 주목되지도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帝國 시스템 안에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일 수 있다. 몽골의 세계사적 등장과 大변화를 마
주한 백성들의 고통과 부적응과 대응은 쉽게 외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골인이 유라시아 세계에 새로운 단계의 번영과 다양성을 가져온 가운데, 
백성의 환호, 백성과 자연의 거듭된 再生, 그리고 長大한 제국 운송 체계 안
에서 짧은 거리를 이어주는 작은 수레·선박·짐승은 쿠릴타이(quriltai)의 물질
문화 번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14) 純白齊遺稿2 ｢五言古體｣ 京華雜興詩二十首·其十五, p.5a, “富饌有臭肉, 貧衣無完襟. 販
夫逐微末, 泥巷穿幽深. 負戴日呼呌, 百種聞異音. 馬流爭决拾, 曝藏比乾薪. 苦樂諒習慣, 貧
富何由均.”

15) Juvaini/Qazvini, p.663; Juvaini/Boyle, 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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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그림 1] 13~14세기 몽골리아와 주요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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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ko Masuya, “Ilkhanid Courtly Life,” eds. Linda 
Komaroff and Stefano Carboni, The Legacy of Genghis Khan: 
Courtly Art and Culture in Western Asia, 1256-1353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p.76의 Fig.80.

[그림 2] 훌레구울루스 칸들의 계절별 숙영지

[그림 3] 몽골 황족의 행렬

※ James C. Y. Watt, “A 
Note on Artistic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Linda 
Komaroff and Stefano 
Carboni, eds., The Legacy 
of Genghis Khan: Courtly 
Art and Culture in Western 
Asia, 1256-1353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p.69의 Fig.68(cat. 
no.23)(14세기 초 이란의 the 
Diez Albums(소장처: 
Staatsbibliothek zu Berlin―
Preussischer Kulturbesitz, 
Orientabteilung)의 삽화(Diez 
A fol.71, 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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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연도 鈔 합계
(錠)

금
(錠)

은
(錠)

鈔
(錠)

絹帛
(匹)

糸
(斤)

綿
(斤)

粮
(石)

鈔本
(錠) 출처

태종 1 1229 *[10,000] *[80,000] *[400,000] 國朝文類57 中書令耶律公神道碑
태종 2 1230 10,000 國朝文類57 中書令耶律公神道碑
태종10 1238 22,000 國朝文類57 中書令耶律公神道碑
태종11 1239 **44,000 元史146 「耶律楚材傳」
중통 4 1263 712,171 元史93 「食貨志」3 科差條
지원 2 1265 986,912 元史93 「食貨志」3 科差條
지원 3 1266 1,053,226 元史93 「食貨志」3 科差條
지원 4 1267 1,096,489 元史93 「食貨志」3 科差條
지원21 1284 932,600 元史205 盧世榮傳
지원29 1292 2,978,305 元史17 至元29年10月癸丑
원정 1 1295 293 3,032 3,036,973 749,811 491,147 22,486 元典章9 恢辦錢糧增虧賞罰
대덕 2 1298 380 1,200 3,600,000 1,000,000 元史19 大德2年2月丙子
대덕11 1307 4,000,000 元史22 大德11年9月己丑
천력 1 1328 9,676,158 526 1,552 9,408,978 350,530 1,098,843 72,015 元史93·94 食貨志
천력 2 1329 327 1,169 9,297,800 407,500 884,450 70,645 10,960,053 元史33 天曆2년是歲
미상 12,114,708 元史93 食貨志; 續文獻通考2田賦考

※ 宮澤知之, ｢元朝の財政と鈔｣, 佛敎大學歷史學部論集2, 2012, p.44의 表1. 필자가 일부 데이터를 추가. 
* [ ] 안의 수치는 실제 세입액이 아니라 耶律楚材가 우구데이 카안에게 제시한 징세 가능액이다.
** 오르탁 상인의 징세청부 총액을 지칭한다. 

[표 1] 몽골제국 카안울루스 歲入 추이

왕조 기간* cm/尺 m/里 ㎡/畝 ℓ/石 g/斤
周 1121-221BCE 22.50 405.0 182.25 19.3 228.86
秦 220 -206BCE 23.10 415.8 461.04 19.3 258.24

西漢 205BCE -8CE 23.10 415.8 461.04 34.2 258.24
東漢 9  -220 23.75 427.5 487.34 19.8 222.73
魏 221-265 24.12 434.2 502.65 20.2 222.73

西晉 266-316 24.12 434.2 502.65 20.2 222.73
東晉 317-420 24.45 440.0 516.50 20.2 222.73

남북조시대 421-580 29.51 531.2 752.40 39.6 222.73
隋 581-618 29.60 532.8 757.00 59.4 222.73
唐 619-906 30.00 450.0 540.00 59.4 596.82

五代 907-960 31.00 465.0 576.60 59.4 596.82
宋 961-1279 31.00 465.0 576.60 66.4 596.82

蒙·元 1206-1370 34.00 510.0 693.60 94.8 596.82**

明 1369-1644 34.00 510.0 693.60 107.3 596.82
淸 1636-1911 34.00 510.0 693.60 103.5 596.82

중화민국 
이후 1912- 33.33 500.0 666.53 100.0

※ Kang Chao, Man and Land in Chinese History: An Economy Analysi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p.231의 Appendix A Selected Traditional Units of Measure; 吳承洛, 
中國度量衡史, 上海: 上海書店, 1984, pp.64~74.

* Kang Chao의 데이터에서 元과 淸의 왕조 연도를 조정했다.
** 고고 연구는 元代 1斤의 표준 중량을 약 640g으로 제시한다(劉幼錚, ｢元代衡器衡制略考｣, 

中國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3, 北京: 中華書局, 1986, pp.172~173).

[표 2] 중국 전통 도량형과 근대 도량형 단위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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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Quriltai in the Mongol Empire

Seol, Paehwa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s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quriltai, the “Great Royal Assembly” of the Mongol empire in the 
thirteenth to fourteenth centuries. The birth of the empire brought 
the Mongol Steppe to the forefront of Eurasia. The quriltai, which 
the Mongols created anew, was based on steppe culture, and played 
a major role in shap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order 
of the empire. At these assemblies, Mongol rulers like Chinggis Qan 
ascended to the throne, and decided important state matters such as 
military campaigns and the promulgation of laws. Gatherings were 
accompanied by feasts, called qurim in Mongolian and ṭōī in Türk. 

The quriltai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annual ritual of 
worshipping tengri, the “sky god,” something nomadic peoples had 
done since the era of the Xiongnus on the East Eurasian Steppe. 
The quriltai irregularly performed other functions as well, like 
military councils, elections, and the coronation of a new ruler. 

The Mongols expanded the scale of the quriltai in accord with 
the growth of their empire and changes 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They held the assembly at irregular times in 
the Qa’an’s ordu or “mobile palace” for coronations of the new 
Qa’an, and at regular times in accord with his seasonal migration. 
The central opening place for the quriltai was the Great Qa’an’s 
ordu, especially sira ordu, namely the “golden tent.” When it 
needed financial support, the Mongols reorganized the imp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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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f wealth dispensation and taxation. For example, the ǰisün 
feast, the royal festival in the six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initiated by the Mongols in order to worship the Sky God and 
Chinggis Qan, probably at the time of Möngke Qa’an, was 
supported by supplies and treasures in granaries and treasuries—
anbār and khazāna in Persian—in Qara Qorum and its outskirts.

Qubilai Qa’an produced another change in the time and space of 
the quriltai by transferr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of the empire from Qara Qorum to two newly-built capitals, 
Shangdu 上都 and Dadu 大都.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Shangdu held similar rank with Dadu and often 
surpassed it. Every summer, the Qa’an and royal families had to 
participate in the quriltai there. Sinocentric rites of coronation 
were simply momentary events in the quriltai, whose central rites 
were shaped by indigenous Mongol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Alcoholic beverages and foods were essential elements of the 
assembly. At the table of the Qa’an lay foods from Mongolia, 
‘China,’ Central Asia, West Asia, Southeast Asia, and Koryŏ; at the 
center of these royal foods lay Mongolian sheep and gazelles. 

Shangdu provided a space where the Qa’an wielded real power to 
run his empire. His ultimate reason for migrating to Shangdu, 
then, was not to escape the summer heat but actually to hold the 
quriltai there. While seeking harmony among royal family members 
during royal audiences and feasts, the Great Qa’an also tried to 
obey Chinggis Qan’s orders and to recollect the past hardships of 
their ancestors. The quriltai, especially the ǰisün feast and the jāma 
feast, a one-color-robes feast, was achieved thanks to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empire. 

The quriltai demanded a vast quantity of supplies and high costs. 
It involved participants’ offerings of tributes and gifts and the 
Qa’an’s generous dispensations, such as the annual grants. These 
grants in the quriltai were specially named the “silver, chao 鈔 
(paper money) and golden silk of the quriltai 忽里台.” Indeed, the 
Qa’an moved royal treasures held in Dadu to Shangdu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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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quriltai. This instantly led to magnificent prosperity in 
Shangdu.

Foods and materials for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in the 
quriltai were supported mostly by the Mongol taxation system. 
Grains stored in granaries (anbār 倉), and treasures such as gold, 
silver, paper money and golden fabrics stored in royal treasuries 
(nārīn 內帑 and bidün 萬億庫), were used by both the quriltai and 
government for their uses.

Materials for the Qa’an were moved to the Mongol capitals by a 
combined transport that traveled by land, river, and sea. Imperial 
materials included goods for the quriltai and were specially treated 
during the transportation. The ǰamči, the Mongol postal relay 
system, made on-time delivery possible, despite obstructions from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institution, people, and animals. 
Shangdu’s whole transport capacity was similar to those found in 
Dadu. However, the former’s transport capacity by land exceeded 
the latter’s. This shows the high status of Shangdu as the endpoint 
of the empire’s consumption.

In short, the quriltai of the Qa’an and his family and retinue, 
held on the Mongol steppe every summer, offered time and space 
for enormous consumption and rejuvenation, where they donned 
ǰisün robes and indulged in revelry. Revelry and consumption in 
the quriltai offer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pression that 
was different from the ways through which sedentary rulers could 
store and proliferate wealth. 

The Mongols introduced new phases of opulence and variety into 
the Eurasian world. The quriltai lay at the center of the enjoyment. 
While abundant goods in the quriltai was blessing to the royal 
families and elites, a precarious tightrope formed between blessings 
and calamity among subjects. The cheers of people, the rhythmic 
renewal of people and nature and the small carts, ships, animals 
linking short distances to the lengthy and vast transport system of 
the colossal Mongol empire―all these played a key role in the 
affluence of material culture in the quril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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