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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몽골인들이 勅令制度를 수용하여 어떻게 활용하였고, 그 안에서 확인

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규명한 연구이다. 1206년 칭기스 칸이 몽골 초원의 遊

牧世界를 통일한 이후로 몽골제국은 지속적으로 영토를 팽창시켜 나갔고, 그 과

정에서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을 흡수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효

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명령 전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

었다. 이에 칭기스 칸은 文字와 文書에 기반한 勅令制度를 받아들였다.

이후 勅令制度는 대칸이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

었다. 따라서 대칸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들은 勅令制度의 운영을 定住民들에

게 일임하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대칸은 자신의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受領人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言語와 文字를 선택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위구르字-몽골어로 

勅令의 原本을 작성하지만 그것을 다시 受領人의 言語와 文字로 번역하여 함께 

하사하였다. 번역 과정은 대칸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들이 감독하였고, 한 글

자 한 글자 번역하고 이어서 문장 및 전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誤譯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완성된 勅令에는 印章을 날인하여 신빙성을 보장하였

고, 최고 書記인 울룩 비틱치가 勅令을 확인 후 副署하기도 하였다. 또 勅令의 

原本 또는 寫本은 후일을 대비하여 보관되기도 하였다.

한편 새로운 대칸이 즉위하면 그는 前代 대칸들이 發令한 勅令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칸은 이전 대칸과의 개인

적·정치적 관계와 正統性 및 政權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勅令을 계승하기도, 그

렇지 않기도 하였다. 우구데이와 구육은 前代 대칸들이 지닌 상징적 권위와 혈

연관계로 인하여 옛 정권과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기에 적극적으로 勅令을 계승

하였다. 그러나 4대 대칸인 뭉케는 이전과 달리 톨루이家 출신이었고 구육을 부

정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前代 대칸들의 勅令들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현재 實物史料 및 文獻史料를 통해 확인 가능한 대칸들의 勅令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칭기스 칸 시기부터 시작하여 이후 대

칸들을 거치면서 서서히 정형화되었다. 게다가 다양한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된 

勅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육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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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信은 완비된 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로서 ‘권한부여’ - ‘發令

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등

의 구성요소로 세분할 수 있다. 각 요소들의 규칙적인 배열과 표현의 유사성을 

통해 대칸의 勅令은 결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구조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칭기스 칸부터 뭉케에 이르는 시기 동안 勅令制度는 하나의 ‘傳統’이 되었다. 

그리고 몽골제국 초기의 勅令制度는 이후 각 울루스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古來로 定住文化가 번창한 中國을 주요 세력 근거지로 한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칸의 口頭命令은 케식에 의해 勅令 작성

기관에 전달되었는데, 그들은 대칸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적 親

緣性을 가졌고 대칸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칸의 勅令 중에는 翰林院에서 

작성하는 전형적인 漢文詔書들도 있었으나, 蒙古翰林院에서는 대칸의 말을 그대

로 옮긴 蒙文直譯體 聖旨들을 작성하였다. 또 쿠빌라이는 파스파字를 창제하여 

자신의 말은 물론, 주요 上奏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고자 하였고 그 사

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갔다. 뿐만 아니라 카안 울루스에서도 여전히 勅令의 

신빙성 보장을 위해 印章이 사용되었고, 勅令은 추후 확인 및 참고를 위해 보관

되었다. 칸의 말을 옮긴 ‘聖旨(jarligh)’의 구조도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고, 새롭게 도입된 일부 변화 역시 기존 傳統의 變容이었다.

한편 이슬람·페르시아 문화가 번성하였던 서아시아 일대에 위치하였던 훌레구 

울루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훌레구 울루스의 칸, 즉 일칸들은 勅令 작

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勅令의 草稿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였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고위 아미르 및 바지르 등이 印章을 날인하게 하여 해당 勅令

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 勅令의 草案 모음집을 마련하여 勅令 발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칸의 勅令도 受領人이 이해할 수 있는 

言語와 文字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前代 일칸과의 관계 및 권력집단의 

연속성 등에 따라 勅令의 계승 여부가 결정되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되더라도 전통적인 구조를 준수하였다. 성경이나 꾸란의 구

절이 인용되기도 하고, 일부 표현들이 이슬람적인 것들로 대체되기도 하였으나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勅令制度는 몽골제국이 운영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칸을 비롯한 

통치 집단들은 줄곧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몽골제국의 勅令制度에는 위구

르와 中國, 그리고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요소가 확인되지만 勅令制度를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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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 방식은 몽골제국 초기에 확립된 이래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몽골

제국의 勅令制度는 칭기스 칸이라는 상징적인 존재에 의해 형성된 일종의 典範

이자, 넓게는 제국 전체, 작게는 각 울루스를 통치하는 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勅令制度가 비록 遊牧文化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지만 

몽골제국을 관통하는 소위 ‘帝國的 制度’의 하나로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몽골제국, 칙령제도(勅令制度), 자를릭(jarligh), 성지(聖旨), 조서(詔書), 

몽문직역체(蒙文直譯體), 인장(印章), 제국적 제도(帝國的 制度)

학   번: 2011-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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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勅令制度는 기본적으로 文字와 文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遊牧文化와

는 상반되는 定住國家의 대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古代 中國의 史家들이 

遊牧民들에 대해 남긴 기록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주문화를 대표하는 지식

인 중 한 명이었던 司馬遷 역시 遊牧民과 자신들의 차이점 중 하나로 文字의 유무

를 언급하였다.1) 이후 일부 遊牧國家에서는 각각 정치적·문화적 이유로 자신들만의 

文字를 創製하였으나 대부분 傳承되지 않고 해당 遊牧國家와 운명을 같이하였다.2)

몽골제국3) 초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宋의 李心傳은 �建炎以來朝野雜記�에서 韃

靼은 文字가 없어 대신 ‘풀을 묶거나(結草)’하거나 ‘나무를 쪼개는(破木)’ 등의 방법

을 사용한다고 하였다.4) 司馬遷과 李心傳은 모두 文字와 文書가 주요 통치 수단으

로 기능하던 定住國家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상반되는 遊牧世界의 특징으

로 文字의 不在에 주목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匈奴 시기부터 대다수 遊牧帝國의 근거지였던 몽골초원은 定住國家와 인

접해 있었고, 그들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文書는 필수

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 또 그들과의 평화 관계 및 군사적 대립을 통해 知識人들이 

流入되면서 文書 등을 포함한 다양한 定住文化가 초원 세계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무엇보다 몽골 이전 遊牧國家들의 주

요 구성원은 대부분 遊牧民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遊牧君主는 여전히 전통적인 人身

的 통제구조에 의존하였다.5)

1) �史記�(北京: 中華書局, 1963) 卷110 ｢匈奴列傳｣, p.2879, “[匈奴] 毋文書, 以言語爲約束.”
2) 김호동, ｢內陸아시아 諸民族의 文字製作·使用과 그 歷史的 背景｣, 口訣學會 編, �아시아 諸民族

의 文字�, 太學社, 1997, p.465.
3) 本稿에서 1206년 칭기스 칸의 초원 통일로부터 1368년 元, 즉 카안 울루스가 몽골리아로 北還

할 때까지 하위 울루스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서 ‘몽골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몽골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케 몽골 울루스’가 보다 정확하겠지만 ‘몽골제국’이라는 

보다 대중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견 불필요해 보이는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라는 시간적 범위를 제목에 명기한 것은 통합된 政治體로서의 ‘몽골제국’은 뭉케 사후 쿠빌라

이의 집권을 기점으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여러 울루스 및 칸국으로 분열되었다고 보는 견

해가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本稿에서는 몽골제국 

초기부터 시작하여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와 훌레구 울루스의 전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

에 혼동을 피하고자 제목에 시간적 범위를 표기한 것이다.
4) �建炎以來朝野雜記�(徐規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0[2006]), 乙集 卷19 ｢韃靼款塞: 蒙國本末｣, 

p.849, “亦無文字, 每調發軍馬, 卽結草爲約, 使人傳達, 急於星火. 或破木爲契, 上刻數劃, 各收其

半. 遇發軍, 以木契合同爲驗.”
5) 김호동, ｢內陸아시아 諸民族의 文字製作·使用과 그 歷史的 背景｣, p.439. 人身的 통제구조라는 

것은 유목군주로부터 부족장, 다시 부족장으로부터 씨족장, 그리고 씨족장으로부터 遊牧民에 

이르는 권력 구조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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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스 칸 역시 몽골초원 통일 과정에서는 文書를 통한 명령 전달의 필요성을 크

게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의 휘하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群集하고, 초원 이외 지역으로 영토 확장을 도모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文化 요

소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칭기스 칸이 나이만을 제압하고 타타통아(塔塔統阿)

라는 인물을 사로잡으면서 전기를 맞이한다. 그는 위구르인이자 나이만 타양 칸의 

王傅로서 그의 金印과 錢穀을 관리하던 인물이었는데, 나이만이 멸망하자 그 印章

을 가지고 도망치다 포획되었다. 칭기스 칸은 그에게 印章의 용도에 대해 물었고 

그때부터 몽골제국에 印章이 도입되었다.6) 그리고 印章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文書

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실제로 이후 그의 ‘制旨’에 印章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또 

타타통아가 太子와 諸王들에게 위구르字를 가르쳤다고 한 것으로 보아 칭기스 칸 

시기부터 이미 위구르字를 기반으로 한 초보적 형태의 勅令制度가7) 형성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작된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는 급속한 영토 팽창과 아울러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외부로부터 많은 문

화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는9) 지금의 北京인 大都로 수

도를 옮기고 全中國을 통일하면서 다방면에서 中國 文化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

다. 또 훌레구 울루스가 위치하였던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일대는 中國에 버금가는 

6) �元史�(北京: 中華書局, 1976) 卷124 ｢塔塔統阿傳｣, p.3048, “塔塔統阿, 畏兀人也. 性聰慧, 善言

論, 深通本國文字. 乃蠻大敭可汗尊之爲傅, 掌其金印金印及錢穀. 太祖西征, 乃蠻國亡, 塔塔統阿懷

印逃去, 俄就擒. 帝詰之曰, ‘大敭人民疆土, 悉歸於我矣, 汝負印何之?’ 對曰, ‘臣職也, 將以死守, 

欲求故主授之耳. 安敢有他!’ 帝曰, ‘忠孝人也!’ 問是印何用, 對曰, ‘出納錢穀, 委任人材, 一切事皆

用之, 以爲信驗耳.’ 帝善之, 命居左右. 是後凡有制旨, 始用印章, 仍命掌之. 帝曰, ‘汝深知本國文字

乎?’ 塔塔統阿悉以所蘊對, 稱旨, 遂命敎太子諸王以畏兀字書國言.”
7) 本稿에서 사용하는 ‘勅令’이라는 표현은 몽골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대칸, 그리고 각 울루스의 

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發令하는 命令文을 통칭하는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本稿의 주요 연

구 대상인 ‘勅令制度’는 勅令 작성 절차를 비롯하여 勅令과 관련된 제반 측면들, 예를 들면 어

떠한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되고, 누가 작성을 담당하는지, 어떠한 구조로 작성되는지 등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 각각의 측면들을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制度’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각 요소들은 총합되어 하나의 傳統으로 확립되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

한 맥락에서 비록 규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勅令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勅令制度’

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8) 물론 칭기스 칸 시기에 이와 같은 書面을 통한 명령 전달이 완벽하게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칭기스 칸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몽골제국의 최고 통치자들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行政의 

지체를 감안하면서까지 對面 報告 및 對質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文書를 통한 명령

의 전달이 점차 확대되고 이전보다 더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9) 일반적으로는 중국식 왕조 명칭인 ‘元朝’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마치 쿠빌

라이 이후 몽골제국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일칸

國’ 및 ‘일칸朝’ 역시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각각 당시 몽골인들의 표현

인 ‘카안 울루스’ 및 ‘훌레구 울루스’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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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주문명 지대 중 하나로, 古來로 페르시아 문화가 융성하였고 7세기 중

반에 사산朝가 멸망한 이후로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다.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

에 처한 몽골인들로서는 이질적인 문화를 보유한 다수의 피정복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現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 行政과 같이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現地人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는 필연적으로 現地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는 처음부터 定住文化에서 유래하였고, 카안 울루스

와 훌레구 울루스에서는 각각 中國과 서아시아의 기존 傳統 및 文化로부터 많은 영

향을 받았으나 몽골인들은 처음 勅令制度를 도입했을 때부터 단순히 피동적으로 수

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활용하였다. 統治者의 명령 하달은 형태는 다르

지만 기존 遊牧社會에도 존재한 행위였고, 무엇보다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文書 및 文字라는 수단을 활용한

다고 하더라도 결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만은 없었다.

遊牧民인 몽골인들이 定住文化로부터 받아들인 勅令制度를 어떻게 운영하였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몽골제국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帝國 설립 초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활발한 군사 활동을 통한 

영토 확장에 몰두하였던 시기에 대칸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은 이질적인 勅令制

度를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또 각각 中國과 서아시아를 주요 근거지로 한 카안 울

루스와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制度는 기존의 강력한 문화적 傳統 속에서 어떻게 변

화하였을 것인가? 각각의 勅令制度 역시 소위 ‘漢化’ 및 ‘이슬람化’되었을까? 또 兩

者의 勅令制度 사이에는 과연 공통점이 존재하였을까, 아니면 현지 文化에 동화되

어 전혀 다른 형태로 變貌하였을까? 本稿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몽골제

국의 勅令制度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0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과 함께 勅令을 비롯한 각종 命令文과 그

것을 새긴 碑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샤반느(Chavannes),10)

뻴리오(Pelliot),11) 馮承鈞12) 등의 선구자적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새로 발견

된 자료에 대한 譯註 작업에 역점을 두었다. 이후 프랜시스 우드맨 클리브스(Francis 

Woodman Cleaves),13) 蔡美彪,14)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15) 리게티(Ligeti),16) 뽀

10) 대표적으로는 Ed. Chavannes, “Inscriptions et pièces de chancellerie chinoises de l’époque 

mongole,” Toungpao 5, 1904.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고자 각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만 

기재한다.
11) Paul Pelliot, “Les documents mongols du Musée de Téhéran,” Athār-é Irān 1, 1936.
12) 馮承鈞, �元代白話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33[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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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Poppe)17) 등도 새로 발견된 文書 및 碑文에 관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남겼다. 그

리고 점차 발굴 성과가 축적되면서 해당 자료들이 集錄 형태로 출판되기도 하였

다.18) 한편 이란 아르다빌에서 한 敎團이 受領하여 보관하던 각종 命令文과 行政文

書 등이 발견되면서 훌레구 울루스의 文書行政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는데 

대표적인 學者로는 고트프리트 헤르만(Gottfried Herrmann)19)과 모니카 그롱케

(Monika Gronke) 등을20) 들 수 있다.

한편 다수의 命令文들이 발견되고 연구가 축적되면서 각종 命令文 중에서도 특히 

勅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도식화하고자 한 시도들이 일찍부터 있었다.21) 특히 

13) Francis Woodman Cleaves, “The Mongolian Documents in the Musée de Téhéra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6, 1953.
14) 蔡美彪, �元代白話碑集錄�, 北京: 科學出版社, 1955; 蔡美彪, �元代白話碑集錄(修訂版)�, 北京: 中

國社會科學出版社, 1955[2017]. 修訂版에서는 初版의 附錄 부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本稿에서

는 두 책을 모두 참고하였다.
15) 杉山正明, ｢モンゴル命令文硏究導論 -眞定路元氏縣開化寺聖旨碑の呈示をかねて｣, �內陸アジア

言語の研究� 5, 1990; 杉山正明, ｢元代蒙漢合璧命令文の硏究(二)｣, �內陸アジア言語の研究� 6, 

1991.
16)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Budapest: Akadémiai Kiadó, 1972;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deuxième partie, Budapest: 

Akadémiai Kiadó, 1972; Louis Ligeti, Monuments en écriture ’Phags-pa: Piéces de chancellerie en 

transcription chinoise, Budapest: Akadémiai Kiadó, 1972.
17) Nikolaĭ Nikolaevich Poppe, The Mongolian Monuments in ḤPʿhags-pa Script, trans. John Richard 

Krueger, Wiesbaden: O. Harrassowitz, 1957.
18)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D. Tumurtogoo, ed.,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Taipei: 

Institute of Linguistics, Academia Sinica, 2006, 파스파字-몽골어로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Nikolaĭ Nikolaevich Poppe, The Mongolian Monuments in ḤPʿhags-pa Script; 照那斯圖, �八思巴字

和蒙古語文獻 1�,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1990; 照那斯圖, �八思巴字和

蒙古語文獻 2�,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1991; 呼格吉勒圖・薩如拉, �八

思巴字蒙古語文獻匯編�, 內蒙古敎育出版社, 2004; D. Tumurtogoo and G. Cecegdari, ed., 

Mongolian Monuments in ‘Phags-pa Script(XIII-XVI Centuries): Introduction, Translitera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Taipei: Institute of Linguistics, Academia Sinica, 2010. 파스파字-漢

語 자료에 대해서는 羅常培・蔡美彪, �八思巴字與元代漢語(增訂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59[2004]; 蔡美彪, �八思巴字碑刻文物集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白話碑에 대해서

는 祖生利, ｢元代白話碑文硏究｣, 中國社會科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그리고 교황과 몽골 간 

교환된 書信에 대해서는 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Città del Vaticano: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1981 등이 있다.
19) Gottfried Herrmann, Persische Urkunden der Mongolenzeit : Text- und Bildteil, Wiesbaden: 

Harrassowitz, 2004.
20) Monika Gronke, Arabische und persische Privaturkunden des 12. und 13. Jahrhunderts aus Ardabil 

(Aserbeidschan), Berlin: K. Schwarz, 1982.
21) 勅令은 대칸 및 각 울루스의 칸들에 의해 發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다른 命令文에 

비할 수 없고, 후술하겠지만 몽골제국의 각종 命令文은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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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자들이 勅令의 정형화된 冒頭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2) 최근에는 

카안 울루스의 勅令에 대해 그 冒頭部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도식화하는 시

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3) 또 훌레구 울루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페르시아 文化

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된 바도 있다.24) 국내에서도 몽골제국의 命令文을 구

조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25) 카안 울루스의 官吏 임명문서인 勅牒과 宣命의 구조

를 양식화하기도 하였다.26)

한편 카안 울루스와 훌레구 울루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가타이 울루스 및 주치 

울루스의 경우는 현재 전하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극명한 한계가 있다. 다만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에 기반한 체렌소드놈(Cerensodnom)과 타우베(Taube)27) 그리고 

마츠이 다이(松井太)의 연구가28) 이루어졌고, 미할 비란(Michal Biran)은 스스로 자

신의 글을 ‘예비적(preliminary)’으로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연구 공백이나 다름없던 

차가타이 울루스의 외교 및 公文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29) 또 주치 울루스

의 경우에도 우스마노프(Usmanov)와30) 그리고레프(Grigorʹev)의 자료 集錄,31) 背書 

행위에 대한 사파르갈리에프(Safargaliev)의 연구,32) 몽골의 지배가 이후 러시아의 命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따

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勅令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22) W. Kotwicz, “Formules initiales des documents mongols aux XIII-e et XIV-e siècles,” Rocznik 

Orjentalistyczny (Lwov) 10, 1934; E Voegelin, “The Mongol Order of Submission to European 

Powers, 1245-1255,” Byzantion 15, 1940; Heribert Busse, “Persische Diplomatik im Überblick: 

Ergebnisse und Probleme,” Der Islam 37, 1961; 小野浩, ｢とこしえなる天の力のもとに｣, �岩波講

座世界歴史� 11, 1997.
23) 松川節, ｢大元ウルスの命令文書式｣, �待兼山論叢(史學篇)� 29, 1995; 小野浩, ｢とこしえなる天の

力のもとに｣; 堤一昭, ｢大元ウルス高官任命命令文硏究序說｣, �大阪外國語大學論集� 29, 2003.
24) Heribert Busse, “Persische Diplomatik im Überblick: Ergebnisse und Probleme,”; H Busse, 

“Diplomatic: ⅲ. Persia,” in The Encyclopaedia of Islam, Vol.2, edited by 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E. J. Brill, 1991; Gottfried Herrmann, Persische Urkunden der Mongolenzeit : 

Text- und Bildteil에도 구조와 관련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25) 김호동, ｢몽골帝國期 文化의 交流와 統合: ‘命令文’의 特徵과 起源을 중심으로｣, �第9回 韓·日歷

史家會議�, 2009.
26) 심영환, ｢몽골시대 고려인 李達漢의 팍바( Phags-pa, 八思巴)문자 宣命｣, �한문학논집� 37, 2013.
27) Dalantai Cerensodnom and Manfred Taube, Die Mongolica der Berliner Turfansammlung, Berlin: 

Akademie Verlag, 1993.
28) 松井太, ｢ヤリン文書 -14世紀初頭のウイグル文供出命令文書６件-｣, �人文社會論叢� 10, 2003.
29) Michal Biran, “Diplomacy and Chancellery Practices in the Chagataid Khanate: Some Preliminary 

Remarks,” Oriente Moderno 88, 2008.
30) М.А. Усманов, Жалованные акты Джучиева Улуса ХIV-ХVI вв., Казан: Изд-во Каз

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79.
31) А. П. Григорьев, Коллекция золотоордын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XⅣ века из Венеции, 

Sankt-Peterburg: Izd-vo SPbGU,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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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文에 미친 영향에 대한 바사리(Vásáry)의 연구33)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몽골제국의 勅令과 각종 命令文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

고, 그 결과 해당 주제의 상당 부분이 규명되었으며 이는 몽골제국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 하나 또는 몇몇 文

書와 碑文을 譯註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각각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행해진 경향이 

강하고,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또 言語의 문제로 말미암아 몽골제국 내 각 울루스의 勅令 구

조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몽골제국 초

기의 勅令制度는 이후 카안 울루스나 훌레구 울루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勅令制度의 규

명이 몽골제국의 통치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착안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의미 부여가 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최근 후나다 요시유키(舩田善之)는 카안 울루

스에서의 勅令 전달과정을 규명하면서 碑文을 통한 역사상의 재구성을 시도하였

다.34) 또 요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도 카안 울루스와 훌레구 울루스에서 각각 

發令된 命令文들의 유사성 규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35) 다만 여전히 몽골제국 초기 이래의 연속성이라는 점은 그다지 주목

받지 못하였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에 本稿에서는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를 시기 및 대상에 따라 크게 세 장으로 나

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칭기스 칸부터 뭉케에 이르기까지, 소위 

몽골제국 초기의 勅令制度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몽골인들이 

어떻게 勅令制度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갔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勅令은 어떠

한 원칙하에 작성되었고, 文盲이었던 대칸과 몽골 통치 집단들은 필연적으로 자신

들의 명령이 제대로 文書化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텐데 그 구체적인 

32) M G Safargaliev, Распад Золотой Орды, Moskva: Саранск, 1960.
33) István Vásáry, “Bemerkungen zum uigurischen Schrifttum in der Goldenen Horde und bei den 

Timuriden,” Ural-Altaische Jahrbücher 7, 1987.
34) 舩田善之, ｢｢霊巌寺執照碑｣碑陽所刻文書を通してみた元代文書行政の一断面｣, �アジア・アフリ

カ言語文化研究� 70, 2005; 舩田善之, ｢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について｣, �東洋史硏究� 63, 2005; 

舩田善之, ｢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使臣について -その人的構成と巡歷ルートを中心に-｣, �東方學�

111, 2006; 舩田善之, ｢モンゴル時代華北地域社會における命令文とその刻石の意義 -ダーリタイ

家の活動とその投下領における全眞敎の事業-｣, �東洋史硏究� 73, 2014.
35) 四日市康博, ｢伊利汗國の印章制度における朱印, 金印と漢字印 -元朝の寶璽, 官印との比較から-｣, 

余太山·李錦綉 編, �歐亞學刊 第十輯�, 北京: 中華書局, 2012; 四日市康博, ｢ユーラシア史的視點

から見たイル＝ハン朝公文書 -イル＝ハン朝公文書硏究の序論として-｣, �史苑� 75-2, 2015; 

Yasuhiro Yokkaichi, “Four Seals in ’Phags-pa and Arabic Scripts on Amir̄ Cǒban’s Decree of 726 

AH/1326 CE,” Orient 5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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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 勅令은 그것이 眞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신빙성을 보장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勅令의 유효기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새롭게 즉위한 대

칸은 이전 대칸의 勅令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

고자 한다. 이 작업은 단순히 勅令制度의 한 단면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 

계승과 정통성 확보라는 정치적 행동이 勅令制度와 어떻게 연동되었는지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제3절에서는 몽골제국 초기 勅令들의 구조를 도식화할 

것이다. 현재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활용 가능한 史料들을 토대로 칭기

스 칸 시기부터 뭉케에 이르기까지의 각 勅令들을 구조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만약 

각 勅令에서 공통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미 몽골제국 초기에 勅令은 구조적

으로 정형화되었음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2장에서는 카안 울루스의 勅令制度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뭉케의 뒤를 이어 

대칸이 된 쿠빌라이는 諸王 시기부터 漢文化에 익숙하였고 다수의 漢人 지식인들을 

등용하였다. 또 대칸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중국식 왕조명을 채택하고 몽골리아를 

떠나 中國 內地로 遷都하는 등 소위 ‘漢化’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렇다면 과연 勅令制度에는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었을까? 이 장에서는 이 점에 주목

하여 우선 제1절에서는 勅令이 文書化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칸의 명령이 어

떻게 勅令 작성기관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카안 울루스에서는 

勅令 發令 횟수가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決策과 勅令 작성이 분리된 경우가 많았

기 때문에 작성기관으로의 정확한 명령 전달이 중요하였다. 이에 누가, 어떠한 방식

으로 口頭命令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勅令의 文書化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식 官制를 도입한 상황에서 누가 勅令 작성을 담당하였는지 밝히고, 작성 과정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규명하고 몽골제국 초기와 비교할 것이다. 특히 쿠

빌라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위구르字 대신 파스파字를 創製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勅令制度와는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대칸들의 勅令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해지는 쿠빌라이의 가장 이른 시기의 勅令을 분석

하고 이후 대칸의 勅令들과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도식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여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 및 제1장에서 살펴본 몽골제국 초기 勅令 구

조와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카안 울루스의 勅令 구조가 쿠빌라이에 

의해 새롭게 창안된 것인지, 또는 漢文化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몽골제국 

초기 이래 傳統의 연속인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3장에서는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制度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集史� ｢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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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紀｣에는 훌레구 울루스의 7대 칸이었던 가잔이 勅令制度를 여하히 개혁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제1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勅令의 작성과정을 재구성할 것이다. 

특히 가잔은 이슬람으로 改宗하고 ‘이슬람의 君主’를 표방한 인물인데, 勅令制度에 

관한 그의 개혁을 기존의 몽골 傳統으로부터의 遊離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연속성의 측면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제2절에서는 훌레구 울루스의 칸과 

몽골 통치 집단들이 勅令制度를 어떻게 운용하고자 하였는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

해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勅令 작성 과정의 일반적인 원칙들, 즉 勅令을 작성하는 

言語 및 文字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었고, 前代 일칸들이 發令한 勅令들에 대해 

後代 일칸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에서는 勅令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훌레구 울루스의 칸, 즉 일칸의 勅令은 위구르

字-몽골어와 아랍·페르시아어, 라틴어 등 다양한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되었는데 각 

일칸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구조를 도출하고 이를 몽골제국 초기 勅令 구

조와 비교하고자 한다. 과연 言語 및 文字별로 서로 다른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지, 

외견상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보이는 일부 사례들이 과연 실제로도 별

개의 구조로 작성된 것인지 규명할 것이다. 또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 구조에서 확

인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목적을 밝힘으로써, 과연 그러

한 요소들을 傳統으로부터의 이탈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몽골제국 초기부터 勅令制度가 어떻게 성립되고 운영되었

으며, 이후 카안 울루스와 훌레구 울루스에서 어떻게 繼承되고 變容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勅令制度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몽골인들

이 제국을 통치한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몽골제국 내

에서 각기 다른 시기와 지역에서 작동된 勅令制度 간 유사성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帝國的 制度’

의 분석을 통한 몽골제국의 一體性 규명 작업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 非遊牧的 文化인 勅令制度 내에서도 몽골 나름의 傳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몽골제국의 지배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새로운 자극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36) 김호동, ｢몽골제국의 세계정복과 지배: 거시적 시론｣, �歷史學報� 2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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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몽골제국 초기 勅令制度 형성

1. 勅令制度의 도입과 발전

(1) 칭기스 칸과 초기 勅令制度

몽골제국 초기의 상황을 전하는 史料는 많지 않고 또 그 안에 포함된 내용도 대

부분 疏略하기 때문에 당시 몽골제국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상세히 알기는 결코 

쉽지 않다. 勅令制度 역시 마찬가지로 �몽골비사�와 �集史�, 그리고 �세계정복자의 

역사� 등에 관련 기록들이 散見되기는 하지만 대칸을 비롯한 몽골 최고위층의 명령 

하달로부터 文書化되어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히 재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或者는 이러한 史料의 缺乏이 역으로 몽골제국 초기에 勅令 작성에 관한 규

범화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래 몽골

인들은 草原에서 興起하여 定住文化에 익숙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勅令制度의 근

간을 이루는 文字와 文書에 생경하였음을 상기한다면 그러한 추측도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몽골제국 통치 집단은 이른 시기부터 文字와 文書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그것을 命令의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

에 처음부터 절차화되고 세밀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을지라도 勅令의 작성에 관한 나

름의 원칙을 수립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었다.

칭기스 칸 시기에 勅令이 文書의 형태로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를 �元史� ｢塔塔統阿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1) 타타통아(塔塔統阿)는 본래 위구르인

으로 나이만部의 타양 칸을 모시며 그의 金印과 錢穀을 管掌하였다. 이후 그는 칭

기스 칸에 의해 나이만이 멸망하자 타양 칸의 金印을 가지고 도망치다 붙잡혔다. 

칭기스 칸은 타타통아에게 그 印章의 용도를 물었고 그는 錢穀의 出納과 人材의 委

任 등 一切 事務에 사용하여 信驗으로 삼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칭기스 칸은 그

를 자신의 곁에 머무르게 하고 이후로 ‘制旨’를 내릴 때에는 印章을 사용하도록 하

였으며 그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더불어 타타통아가 太子 및 諸王들에게 위구르字

로 國言, 즉 몽골어를 쓰는 것을 가르치게 하였다.2) 위 기록 중 ‘制旨’라는 표현과 

1) 최근 陳得芝는 타타통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으로서 �道園遺稿� 卷8 ｢唐山詩｣의 ‘長序’를 제시

하였다(陳得芝, ｢元代多元文化社會的言語文字二題｣, 方鐵·鄒建達 編, �中國蒙元史 -學術硏討會

曁方齡貴敎授九十華誕慶祝會文集-�, 民族出版社, 2010, p.51). 다만 아쉽게도 그 내용은 �元史�

列傳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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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章을 사용(用印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찍을 대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함

께 고려해 볼 때, 타타통아의 歸附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나이

만을 멸망시킨 1204년 무렵 칭기스 칸은 이미 文書를 통해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3)

몽골인들의 손에 의해 작성되었고 몽골제국의 초기 역사에 관한 여러 중요 정보

를 전하는 �몽골비사�에는 비록 文書化된 勅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그 

존재를 가늠케 하는 부분은 있다. 예를 들어 칭기스 칸이 아직 테무진이었던 시절 

그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자 이를 경계한 케레이트部의 옹칸이 그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테무진은 옹칸의 예하에 있던 바다이와 키실릭 두 사람이 사전에 

알려주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그는 그 대가로 두 사람에게 代代로 이어지는 

각종 恩賜를 하사하였다.4)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주베이니는 �세계정복자의 역

사�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는 테무진이 그들을 일종의 특권적 지위라 할 수 있는 

타르칸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5) 그리고 맘룩朝의 알 우마리는 다시 주베이니의 기

록을 인용하며 테무진이 두 사람에게 ‘特許狀(amān)’과 ‘勅令(farmān)’을 하사했다고 

하였다.6) 이처럼 명시적으로 테무진이 文書로써 명령을 하달했다는 언급은 시기적

으로 後代의 기록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다만 타르칸에게 부여되는 代代로 계승되

는 特權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口頭 이외에 어떠한 형태로든 증거가 필요했을 거라

는 점을 감안한다면 恩賜의 내용이 文書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7)

2) �元史� 卷124 ｢塔塔統阿傳｣, p.3048. “塔塔統阿, 畏兀人也. 性聰慧, 善言論, 深通本國文字. 乃蠻

大敭可汗尊之爲傅, 掌其金印金印及錢穀. 太祖西征, 乃蠻國亡, 塔塔統阿懷印逃去, 俄就擒. 帝詰之

曰, ‘大敭人民疆土, 悉歸於我矣, 汝負印何之?’ 對曰, ‘臣職也, 將以死守, 欲求故主授之耳. 安敢有

他!’ 帝曰, ‘忠孝人也!’ 問是印何用, 對曰, ‘出納錢穀, 委任人材, 一切事皆用之, 以爲信驗耳.’ 帝善

之, 命居左右. 是後凡有制旨, 始用印章, 仍命掌之. 帝曰, ‘汝深知本國文字乎?’ 塔塔統阿悉以所蘊

對, 稱旨, 遂命敎太子諸王以畏兀字書國言.”
3) 13세기 초 몽골인들이 위구르 문자를 받아들여 몽골어에 맞추어 개조해 사용하였음은 대부분

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그 시기를 13세기 이전으로 추정하는 경우

도 있다(유원수, ｢위구르 계통 문자들의 역사와 현황｣, �한글� 306, 2014, pp.186~190). 한편 陳

得芝는 1219년 호라즘 원정 전에 쿠릴타이를 소집하여 자삭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록하였을 때

부터 위구르字-몽골어가 사용되었다고 보았다(陳得芝, ｢元代多元文化社會的言語文字二題｣, 

p.52). 한편 이하 本文에서 연도를 표기할 때는 그레고리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陰曆인 

경우에는 ‘三月 丙子’와 같이 漢字로 표기할 것이며 그레고리력을 병기할 것이다. 이슬람력인 

경우에는 앞에 回曆을 붙여서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SH/de Rachewiltz, vol.1, pp.109~110; �몽골비사�/유원수, pp.163~164. 本稿에서는 편의상 인용사

료를 표기할 때 “원저자(不明인 경우에는 書名)/교감자·번역자”의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약어

표 참조.
5) Juvaynī/Qazvīnī, vol.1, pp.27~28; Juvaynī/Boyle, vol.1, pp.37~38. 주베이니는 이 일이 回曆 599년

/1202~1203년의 일이라고 하였다.
6) ʿUmarī/Lech, p.6(아랍어 원문), p.94(독일어 번역문).
7) �元史�에도 위의 사례보다 다소 이후의 일이지만 칭기스 칸이 문서로 特權을 보장하였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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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초원 통일 이전 및 통일 직후에는 간단한 수준에서 文書를 통하여 명령을 전

달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몽골제국이 본

격적으로 군사 팽창을 시작하면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定住民들을 직접 통치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定住民들은 오랜 시간 文書에 기반한 정교한 行政制度에 익숙하

였고, 몽골제국에 편입된 定住民들은 그 人種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했기 때문에 초

보적 단계의 勅令制度로는 한계가 명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勅令制度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의 한 단면을 몽골제국 초기

부터 勅令 작성 시 여러 文字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勅令의 작성 文字 선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타타통아 이후로 도입한 위구르字를 계속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칭기스 칸은 자신의 長子 주치에게 勅令을 하사하였는데, 그 勅令이 도착했을 

때 주치는 사냥 중이었고 그와 동행하였던 書記들 중 누구도 그 勅令을 읽지 못했

다고 한다. 대신 한 아미르 밑에 있던 쿠르구즈란 인물이 그 勅令을 읽었는데, 그는 

베쉬발릭 인근의 바를릭(Barligh)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위구르인이었다. 그는 어렸

을 때 父親이 사망하는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위 사건을 기회로 주

치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8) 쿠르구즈는 위구르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위구르字를 공부하여 숙련하였다는 주베이니의 기록을 보아 그가 읽은 

칭기스 칸의 勅令은 위구르字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주치 정

도 되는 인물 예하에 위구르字를 읽을 수 있는 書記가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

다. 당시 주치가 사냥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주위에 書記가 전혀 없

었다면 모를까, �세계정복자의 역사�에는 분명 복수의 書記들이 동석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위구르字 이외의 言語 및 文字를 담당하는 書記들이 존재

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9)

또 칭기스 칸 시기 유명한 장수였던 제베와 수베데이는 그의 명령을 받아 호레즘

샤朝의 술탄 무함마드를 추격하다가 1220년경 지금의 이란 동북부에 위치한 니샤푸

여주는 기사가 있다. 즉 그는 1217년 勅令을 하사하여 무칼리를 太師, 國王, 都行省承制行事로 

봉하면서, 동시에 特權을 보장하는 문서인 ‘誓券’과 ‘黃金印’을 하사하였던 것이다(�元史� 卷

119 ｢木華黎傳｣, p.2932, “[太祖]丁丑八月, 詔封太師·國王·都行省承制行事, 賜誓券·黃金印曰, ‘子

孫傳國，世世不絕.’”).
8) Juvaynī/Qazvīnī, vol.2, pp.225~227; Juvaynī/Boyle, vol.2, pp.489~491.
9) 어쩌면 당시 주치와 동석한 書記들은 遊牧民들을 대상으로 위구르字가 아닌 나무에 표시를 새

기는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 

당시는 칭기스 칸이 위구르字를 수용하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通事나 譯

史들 중에서도 위구르字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祖生利, ｢元代蒙古語同北方漢語

語言接觸的文獻學考察｣, �蒙古史硏究� 8, 2005,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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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 도착하였다. 이에 그 지역 사람들은 항복하였고 제베 등은 그들에게 “위구르 

문자로 된 알 탐가(al-tamgha)”와 칭기스 칸의 勅令 사본 하나를 주었다.10) 알 탐가

는 이른바 朱印으로서 대칸의 印章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알 탐가가 찍힌 문서를 

가리키기도 하였다.11) 주베이니가 이야기하듯 몽골軍은 자신들이 통과하는 지역에 

먼저 사신을 보내 복종을 요구하고 저항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상

대가 복속하면 알 탐가와 함께 일종의 監督官으로서 샤흐나, 즉 다루가치를 배치하

고 떠났다.12) 즉 여기에서 말하는 알 탐가는 복속지역 통치 집단의 기존 地位와 權

益을 인정하는 한편, 이후로도 저항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일종의 命令文이었다. 그

리고 니샤푸르에 하사한 알 탐가가 위구르字로 작성된 것은 역시 몽골제국 초기 위

구르 문화의 영향과13) 함께 命令文 작성 시 受領人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음을 보

여준다.14)

한편 칭기스 칸은 金과 전쟁하면서 北中國 일대로 진출하였고 직접 통치하게 되

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위구르字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강

구해야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1221년 南宋의 사신 趙珙이 北中國 방면의 군사 

작전을 지휘하던 무칼리를 燕京에서 만난 뒤 기록한 �蒙韃備錄�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우선 몽골의 官制는 金을 이어받았다고 하면서 牌子의 내용 

10) Juvaynī/Qazvīnī, vol.1, p.114; Juvaynī/Boyle, vol.1, p.145. 쌕스턴은 관련 내용을 전하는 �集史�의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前者를 “위구르字로 된 印章(a seal in the Uyghur script)”을 주었다고 하

였는데(Rashīd/Thackston, vol.2, p.251) 복속 지역의 통치 집단에게 印章으로서의 ‘알 탐가’를 賜

與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로서는 추론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이 알 탐가는 칭기스 

칸이 제베와 수베데이 등에게 委任 또는 下賜한 印章으로서의 알 탐가를 찍은 文書를 지칭하

거나, “칭기스 칸의 勅令 사본”과는 별개의 또 다른 칭기스 칸의 勅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에 설명하듯 ‘알 탐가’에는 중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Gerhard Doerfer, “Āl tamḡā,” in Encyclopaedia Iranica, edited by Ehsan Yar-Shater, Routledge & 

Kegan Paul, 1985, pp.766~768.
12) Juvaynī/Qazvīnī, vol.1, p.117; Juvaynī/Boyle, vol.1, p.150.
13) 몽골제국에서 위구르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Michael C. Brose, “Uyghur Technologists of 

Writing and Literacy in Mongol China,” T’oung Pao 91, 2005 참고. 특히 그는 몽골인들이 위구

르 문자를 채택한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위구르 문자가 중앙아시아

를 횡단하는 상인 집단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위구르인들은 몽

골인들이 갖지 못한 행정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에 중용될 수 있었고, 1209년 高昌 위구

르 王國이 칭기스 칸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하면서 칭기스 칸과 몽골인들이 그들의 통치를 이데

올로기적으로 합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Michael C Brose, Subjects and masters : 

Uyghurs in the Mongol Empire, Bellingham, Wash.: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07, pp.53~54, 85).
14) 니샤푸르는 물론 페르시아·이슬람 문화권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몽골 이전에 투르크 계열의 셀

죽 및 호라즘샤朝의 통치 하에 있었고, 후라산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로 위구르인을 비

롯한 다양한 商人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알 탐가와 칭기스 칸의 勅

令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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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漢字로 虎鬥金牌는 “天賜成吉思皇帝聖旨, 當便宜行事”로, 素金牌와 銀牌는 “天

賜成吉思皇帝聖旨疾”로 적혀있다고 하였고, 칭기스 칸이 “詔勅 등의 書”를 내리는 

것도 모두 金의 ‘叛臣’들이 가르쳤다고 하였다.15) 또 그는 몽골은 처음에는 다른 나

라에 文書를 보낼 때 위구르字를 쓰다가 金으로부터 사람들이 降附하면서 金과 문

서를 주고받을 때 漢字를 사용했다고 하였다.16) 趙珙의 기록은 직접적인 견문에 근

거하였으므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실제 中國國家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소위 

‘成吉思汗聖旨銀牌’도 한 면에는 趙珙의 언급처럼 漢字로 “天賜成吉思皇帝聖旨疾”이

라는 文句가 새겨져 있다.17) 이처럼 칭기스 칸은 주로 金으로부터 도망친 거란인과 

여진인들을 등용하여 北中國 일대를 통치하였다.18) 그리고 그 결과 官制를 비롯한 

牌子와 詔勅 등에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위구르字 이외에 漢字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漢字로 칭기스 칸의 명령문을 작성하였으나 중국의 전통적인 雅文 이외에 

몽골어를 直譯한 소위 ‘蒙文直譯體’로도 작성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 예로 칭기

스 칸이 全眞敎의 道士 丘處機를 만난 뒤 일종의 賞賜로서 그의 제자들의 差發을 

면제해주고자 내린 聖旨를 들 수 있다.19) 이 聖旨는 丘處機와 동행한 李志常이 남

긴 기록에 附錄 형태로 그 本文이 전해지고 있고, 1251년 全眞敎의 三代祖庭 중 하

나인 重陽萬壽宮에 세워진 4층 碑文에도 그 原文이 碑刻되어 있는데,20) 蒙文直譯體

15) �蒙韃備錄�(謝維揚 撰, 胡逢祥 點校, �王國維全集 第十一卷�, 杭州市・廣州市: 浙江敎育出版

社・廣東敎育出版社, 2009) ｢官制｣, p.353, “韃人襲金虜之制, 亦置領錄, 尙書令, 左右相, 左右平

章等官, 亦置太師元帥等. 所佩金牌第一等貴臣帶兩虎相向曰, ‘虎鬥金牌’, 用漢字曰, ‘天賜成吉思

皇帝聖旨, 當便宜行事’. 其次素金牌曰, ‘天賜成吉思皇帝聖旨疾’. 又其此乃銀牌, 文與前同如. 成吉

思亦行詔勅等書皆金虜叛臣敎之.”
16) �蒙韃備錄� ｢國號年號｣, p.339, “其俗旣朴, 則有回鶻爲鄰, 每於兩河博易販賣於其國, 迄今文書中

自用於他國者, 皆用回鶻字, 如中國笛譜字也. 今二年以來, 因金國叛亡降附之臣無地容身, 願爲彼

用, 始敎之文書, 於金國往來却用漢字.”
17) 中華世紀壇藝術館·內蒙古自治區博物館 編, �成吉思汗 : 中國古代北方草原遊牧文化�, 北京: 北京

出版社, 2004, p.236. 다른 면에는 같은 의미의 문구가 위구르字-몽골어로 새겨져있다.
18) �蒙韃備錄� ｢任相｣, p.348, “首相脫合太師者, 乃兎花太傅之兄, 原女眞人. 極狡獪, 兄弟皆歸韃主爲

將相. 其次韃人宰相乃卒埒脫合. 又有女眞人七金宰相, 餘者未知名. 率皆女眞亡臣. 向所傳有白儉·

李藻者爲相. 今止見一處有所題, 曰, ‘白倫提兵至此’, 今亦未知存亡. 燕京現有移剌晋卿者, 契丹人, 

登第, 見爲內翰, 掌文書.”
19) �長春眞人西游記�(李志常 撰, 党寶海 譯注,河北人民出版社, 2001), p.87, “二十有四日, 再辭朝. 上

曰, ‘神仙將去, 當與何物, 朕將思之. 更少待幾日.’ 師知不可遽辭, 回翔以待. 三月七日, 又辭, 上賜

牛馬等物. 師皆不受, 曰, ‘祇得驛騎足矣’. 上聞通事阿里鮮曰, ‘漢地神仙弟子多少?’ 對曰, ‘甚衆. 

神仙來時, 德興府龍陽觀中嘗見官司催督差發’. 上曰, ‘應於門下人悉令蠲免.’ 仍賜聖旨文字一通, 

且用御寶.”; �元史�에도 이에 관한 기록이 있다. �元史� 卷202 ｢丘處機傳｣, pp.4524~4525, “太祖

時方西征, 日事攻戰, 處機每言欲一天下者, 必在乎不嗜殺人. 及問爲治之方, 則對以敬天愛民爲本. 

問長生久視之道, 則告以淸心寡欲爲要. 太祖深契其言, 曰, ‘天錫仙翁, 以寤朕志.’ 命左右書之, 且

以訓諸子焉. 於是錫之虎符, 副以璽書, 不斥其名, 惟曰｢神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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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되었다.21) 雅文이 아닌 蒙文直譯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다카하시 분지(高

橋文治)는 그 번역의 담당자가 漢人이 아닌 탕구트 출신 阿里鮮이어서 회화문을 기

초로 한 부자연스러운 漢語로 번역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대해 

후나다 요시유키(舩田善之)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1246년 구육의 朝廷을 방문

한 카르피니의 기록을 근거로 몽골인들이 誤譯을 피하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번

역하는 방법을 사용하다보니 다소 어색한 飜譯文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22) 사

실 이는 별도의 專論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논의이고 두 학자의 의견이 모두 설

득력이 있다. 다만 칭기스 칸의 명령을 충분히 雅文으로 바꾸어 전달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蒙文直譯體로 번역한 것은 가급적 그의 말을 그대

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趙珙이 무칼리의 조정을 방문한 당시 그가 직접 확인한 文書들에는 年號가 

본래 ‘토끼의 해(兎兒年)’와 ‘용의 해(龍兒年)’ 등으로 표기하다가 ‘庚辰年’과 ‘辛巳

年’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는데,23) 庚辰年과 辛巳年은 西曆으로 각각 1220년과 

1221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술한 제베와 수베데이가 술탄 무함마드를 추적하면서 

니샤푸르에 이르러 위구르字로 쓴 ‘알 탐가’를 준 것 역시 다름 아닌 1220년 5월의 

일이다.24) 이처럼 칭기스 칸은 각각 위구르와 中國으로부터 그들의 文字 및 文書 

작성 기술을 받아들였고, 1220년 무렵에는 이미 대상과 지역을 구분하여 몽골인 및 

몽골리아의 서쪽 중앙아시아 일대로 하사하는 勅令에는 위구르字를, 中國 문화권에 

속해 있거나 北中國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漢字를 이용하여 雅文 또는 蒙

文直譯體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칭기스 칸의 중앙아시아 원정에는 耶律阿海와 같이 

20) 蔡美彪, �元代白話碑集錄(修訂版)�, “1. 周至重陽宮累朝崇道碑”, pp.1~7; 祖生利, ｢元代白話碑文

硏究｣ 下篇, “(1) 一二二三年周厔重陽萬壽宮聖旨碑”, pp.1~3. 本稿에서는 몽골제국 시기 각종 白

話碑의 轉寫 및 譯註에 대해 上記의 두 연구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

하기 위해 각각 蔡-1955[2017]-(1)과 祖-2000-(1)의 방식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碑文의 表

題에 대해서는 兩者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本稿에

서는 後者를 따르기로 한다.
21) 이 聖旨는 칭기스 칸의 直譯體聖旨 중 原文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

는 의미가 있다. 그 내용 및 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2) 舩田善之, ｢蒙文直譯體の成立をめぐって -モンゴル政權における公文書飜譯システムの端緒―｣, 

�語學敎育フォーラム� 13, 2007, pp.12~15. 그러나 박영록은 아무리 直譯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적인 直譯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中國語 話者들이 이해

할 수 있어야했기 때문에 어순의 차이를 반영하여 번역하고 불필요한 부분들도 생략했다고 한

다. 또 번역에는 일률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譯者에 따라 상이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영록, ｢八思巴字 公牘의 蒙古語와 白話 直譯

에 대한 對照 硏究｣, �대동문화연구� 82, 2013 참고.
23) �蒙韃備錄�, ｢國號年號｣, p.339, “去年春, 珙每見其所行文字, 猶曰, ‘大朝’, 又稱年號曰兎兒年·龍

兒年, 至去年方改曰庚辰年, 今曰辛巳年是也.”
24) Juvaynī/Qazvīnī, vol.1, p.114; Juvaynī/Boyle, vol.1, p.145.



- 15 -

거란 출신으로 金에서 任官하였다가 來附한 자들이 동행하였고,25) 丘處機의 칭기스 

칸 방문 당시 通事로서 통역을 담당하던 阿里鮮 등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受領人이 

漢字를 읽거나 雅文 또는 蒙文直譯體로 작성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지 않기 때문에 위구르字로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비단 몽골만의 것은 아니었다. 勅令制度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

면에서 몽골에게 문화적 영향을 준 거란 및 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

다.26) 遼는 거란인과 漢人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였고 遼의 통치자들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거란인들은 ‘國制’로서, 그리고 漢人들은 ‘漢制’로서 다스렸다.27) 이러

한 이중지배구조는 勅令制度에도 반영되어 北面朝官에는 大林牙院이,28) 南面朝官에

는 翰林院이 각각 설치되었다. �遼史� ｢百官志｣에는 翰林院이 담당한 업무에 대해 

“天子의 文翰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고 하였고,29) 大林牙院은 “文翰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고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30)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기관이 담당한 

업무상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南面朝官의 翰林院은 전통적인 中國

의 官署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반면, 北面朝官에서는 大林牙院으로 命名한 것은 두 

25) �元史� 卷150 ｢耶律阿海傳｣, p.3549, “阿海從帝攻西域. 俘其酋長只闌禿. 下蒲華·尋斯干等城, 留監

尋斯干, 專任撫綏之責.”
26) 遼의 勅令制度에 관해서는 현재 전하고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그 全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게다가 거란인들도 본래는 遊牧民 출신으로 遼에서 그들이 활용한 勅令制度 역시 상당 

부분은 中國의 傳統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따라서 몽골제국 초기 勅令制度의 운용에 있어서 

거란인들의 역할은 컸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거란의 傳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란을 통해 수용한 中國의 傳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遼의 통치 집단이 中國의 勅令制度를 수용하여 어떻게 변화시키고 활용하였는지를 분명

하게 밝힐 수 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거란인들이 몽골제국의 勅令制度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遼의 勅令制度에 대한 자료는 영성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복원 가능하다. 遼의 勅令制度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론서에서도 주로 �遼史� ｢百官志｣에 보이는 관련 기관의 기본적인 정

보를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면 李錫厚·白濱, �遼金西夏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pp.72~73.
27) �遼史� 卷45 ｢百官志｣1 , p.685, “契丹舊俗, 事簡職專, 官制朴實, 不以名亂之, 其興也勃焉. 太祖

神冊六年, 詔正班爵. 至于太宗, 兼制中國, 官分南·北,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 國制簡朴, 漢

制則沿名之風固存也. 遼國官制, 分北·南院. 北面治宮帳·部族·屬國之政, 南面治漢人州縣·租賦·軍馬

之事. 因俗而治, 得其宜矣.”
28) ‘林牙’는 거란어로 “文翰을 관장하는 官職”을 의미하며 學士로 불리기도 하였다(�遼史� 卷116 

｢國語解｣ 太宗紀, p.1537, “林牙掌文翰官, 時稱爲學士, 其羣牧所設, 止管簿書.”).
29) �遼史� 卷47 ｢百官志｣3 南面朝官, p.781, “翰林院. 掌天子文翰之事. 翰林都林牙. 興宗重熙十三年

見翰林都林牙耶律庶成. 南面林牙. 耶律磨魯古, 聖宗統和初爲南面林牙. 翰林學士承旨. 趙延壽傳

見翰林學士承旨張礪. 翰林學士. 太宗大同元年見和凝爲翰林學士. 翰林祭酒. 韓德崇, 景宗保寧初

爲翰林祭酒. 知制誥. 室昉, 太宗入汴, 詔知制誥.”
30) �遼史� 卷45 ｢百官志｣1 北面朝官, pp.695~696, “大林牙院. 掌文翰之事. 北面都林牙. 北面林牙承

旨. 北面林牙. 左林牙. 右林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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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즉 翰林院은 漢人과 中國 內地

의 州縣, 그리고 宋과 高麗 등 漢字文化圈의 국가를 대상으로 漢文을 사용하여 文

書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반면에 大林牙院은 거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란의 말과 文字를 사용해 文書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1)

遼 皇帝의 勅令은 이처럼 勅令의 대상자 및 지역과 그 言語 및 文字에 따라 두 기

관이 서로 나뉘어 작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32)

이처럼 受領人이 이해할 수 있는 言語 및 文字를 선택하여 勅令을 작성하는 원칙

은 몽골 이전의 王朝들, 특히 遼의 先例를 통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특히 몽골제국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이 

편입되면서 勅令 작성 言語 및 文字는 더욱 다채로워졌다. 칭기스 칸 시기에는 주

로 위구르字와 漢字를 이용하여 몽골어와 漢文 雅文 및 蒙文直譯體 등으로 옮기는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페르시아어, 아랍어, 라틴어 등 보다 다양한 言語와 文字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原意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牌子의 사례처럼 여러 文字로 병기하거나 별도의 文書를 하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칭기스 칸 이후 몽골제국 시기 내내 지속되었다. 

몽골제국 勅令制度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는 發令者의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受領人이 이해할 수 있는 言語 및 文字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受領人을 고려하여 言語 및 文字를 선택해 勅令을 작성한 뒤에는 그 信憑性을 보

31) 南面朝官의 翰林院과 대응되는 北面朝官의 官署를 北翰林院 또는 契丹翰林院이라 하지 않고 

大林牙院이라 한 것은 이미 거란에서도 文書의 작성과 관련하여 나름의 전통이 존재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비트포겔은 翰林院은 거란문자와 漢字를 모두 사용하였

을 것으로 추정하였다(Karl A Wittfogel and Chia-Shêng Fê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1946, p.253, 442).
32) 이에 반해 여진과 金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여진인들은 일찍부터 中國의 각종 制度들을 수용

하였고(Hoyt Cleveland Tillman, “An Overview of Chin History and Institutions,” in China under 

Jurchen Rule : Essays on Chin Intellectual and Cultural History, edited by Hoyt Cleveland Tillman 

and Stephen H. Wes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24), 熙宗 天眷 

二年(1139)부터 海陵王 正隆 元年(1156)에 이르는 시기 동안 중국식 官制가 전반적으로 도입되

어 완비되었다(李錫厚·白濱, �遼金西夏史�, p.198). 그리고 그 결과 勅令制度 역시 中國의 그것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金에서도 勅令의 작성을 담당한 기관은 翰林學士院이었고, 그 중 

최고 관직은 翰林學士承旨이며 그 아래로 翰林學士, 翰林侍讀學士, 翰林侍講學士, 翰林直學士, 

翰林待制, 翰林修撰, 그리고 應奉翰林文字 등이 있었다. 遼에서는 大林牙院과 翰林院으로 양분

하였던 것에 반해, 金에서는 작성 言語 및 文字 또는 勅令의 대상 등에 따라 작성기관을 나누

지는 않았다. 다만 ｢百官志｣ 翰林學士院條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翰林學士院에는 漢人과 

여진인 및 거란인들이 함께 존재하였다. 金 역시 다민족·다언어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

성상의 특징이 勅令 작성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金 皇帝의 命

令文 중 漢文 이외에 다른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된 것이 전하지 않아 어떠한 원칙에 따라 작성 

言語 및 文字의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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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印章이었다. 타타통아는 印章의 용

도에 대한 칭기스 칸의 물음에 ‘信驗’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칭기스 칸은 이후 

‘制旨’에 印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33) 이처럼 印章은 勅令의 眞僞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특히 文書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統治者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서는 僞造 및 詐稱의 방지책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렇기에 印章은 더욱 중시될 수

밖에 없었다. 전술했듯이 1223년 丘處機에게 하사한 聖旨에도 이미 ‘御寶’가 날인되

었고, 현재 전해지는 聖旨碑에는 御寶가 倣刻되지는 않았으나 “御寶”라는 文字로서 

표현되어 있다.

칭기스 칸에 의해 文字와 文書에 기반한 勅令制度가 도입되기 전에도 명령 하달

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단순히 使臣이 말을 전하는 것 이외에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특히 軍馬 및 軍士의 징발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중

대하면서도 군사적 ·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풀을 묶거나(結草)’, ‘나

무를 쪼개(破木)’ 나누어 가졌다가 이후 합쳐서 확인하였다.34) 또 趙珙의 기록에 따

르면 몽골인들이 처음 興起했을 때는 文書가 없어 명령을 내릴 때 使臣을 왕래케 

하였고, ‘뜻을 새겨(刻指)’35) 기록하되 使臣은 비록 한 글자라도 늘리거나 줄이지 

못했다고 하였다.36) 이와 비슷한 내용을 �黑韃事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四角의 ‘小木’ 위에 징발하는 양에 해당하는 수만큼 새김으로써 명령을 전

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

으면 처형에 처하는 등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명령의 신빙성을 보장하려고 하였

다.37)

이처럼 몽골인들은 使臣의 傳言 이외에도 명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나

33) 遊牧民들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탐가’라고 하는 일종의 烙印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印章과는 다소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34) �建炎以來朝野雜記� 乙集 卷19 ｢韃靼款塞: 蒙國本末｣, p.849, “亦無文字, 每調發軍馬, 卽結草爲

約, 使人傳達, 急於星火. 或破木爲契, 上刻數劃, 各收其半. 遇發軍, 以木契合同爲驗.”
35) ‘刻指’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에서 趙珙이 몽골인들에

게는 文書가 없다고 한 것과 뒤의 �黑韃事略�의 기록을 종합해볼 때 나무와 같은 것에 간단한 

부호를 새기거나 횟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명령을 전달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36) �蒙韃備錄� ｢國號年號｣, p.339, “今韃之始起, 並無文書, 凡發命令, 遣使往來, 止是刻指以記之, 爲

使者雖一字不敢增損, 彼國俗也.”
37) �黑韃事略�(謝維揚 撰, 胡逢祥 點校, �王國維全集 第十一卷�, 杭州市・廣州市: 浙江敎育出版

社・廣東敎育出版社, 2009) ｢其書｣, p.374, “其事書之以木板, 如驚蛇屈蚓, 如天書符篆, 如曲譜五

凡工尺, 回回字殆兄弟也. ‘霆嘗考之, 韃人本無字書, 然今之所用則有三種. 行於韃人本國者, 則只

用小木, 長三四寸, 刻之四角, 且如差十馬, 則刻十刻, 大率則其數也. 其俗淳而心專, 故言語不差. 

其法說謊者死, 故莫敢詐僞. 雖無字書, 自可立. 此小木即古木契也.’” 遊牧民들 사이에서 “刻木”을 

통한 병력 징발의 전통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後漢書�에 烏桓과 관련하여 유사

한 기록이 있다(�後漢書�(北京: 中華書局, 1965[1973]), p.2979, 卷90 ｢烏桓鮮卑列傳｣, p.2979, “邑

落各有小帥, 數百千落自爲一部. 大人有所召呼, 則刻木爲信, 雖無文字, 而部衆不敢違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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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대로 구비하였고 동시에 그 眞僞 여부를 보증 및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단순한 

형태로나마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본격적으로 文書를 활용하여 

명령 전달을 시작했을 때에도 당연히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지각하였을 것이고, 타타통아를 통해 소개받은 印章의 사용에 큰 저항은 없었으리

라 생각된다. 다만 칭기스 칸 시기에 이 印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예를 들면 누가 보관하고 있었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捺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文書化되고 捺印까지 이루어진 칭기스 칸의 勅令들은 구체적인 방식은 알 수 없

지만 보존 및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라시드 앗 딘이 �集史�에 남긴 기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集史�를 편찬할 때 칭기스 칸의 勅令 

원본 또는 그 사본을 참고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칭기스 칸의 동생 주치 

카사르의 支派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의 저명한 세 아들인 예쿠, 토쿠, 이숭게 중 

예쿠와 이숭게의 이름은 칭기스 칸의 勅令에 등장하지만 토쿠의 이름은 나오지 않

는다고 하였다.38) 또 칭기스 칸이 사마르칸트를 정복한 후 그곳의 캉글리인들과 술

탄의 아미르들을 처형했는데, 그 아미르들의 이름이 칭기스 칸이 루큰 웃 딘 쿠르

트에 보낸 勅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39) 게다가 비록 칭기스 칸 사후의 일이

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군주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 관례”

였고, 대부분 그 말들이 애매한 운문투였기 때문에 측근들 중 한 명이 그의 말을 

기록하도록 했고 칭기스 칸의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

다.40) 대칸이 아닌 한 울루스의 군주의 말도 모두 기록했다면 몽골제국의 創始者였

던 칭기스 칸의 말은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칭기스 칸의 발언과 소위 

聖訓들이 �集史� 중에 별도로 集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勅令들이 文書의 형태

로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칭기스 칸의 勅令들은 어떠한 목적에서 보존되었을까? 우선 發令者인 

칭기스 칸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 즉 그의 말과 訓令은 後代에도 준수되어야만 하

는 帝國 통치의 기초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의 것이든, 일반적인 성격의 것이든 

그의 명령을 담은 勅令은 보관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또 受領人의 

利權을 둘러싼 분쟁이 향후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41) 한편 受領人들 또한 勅令이 자신들의 경제적 

38)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p.275~276;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칭기스칸기�, pp.84~85.
3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503;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칭기스칸기�, p.343.
40)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774;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247.
41) 사실 이러한 논의들은 칭기스 칸 시기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측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의 궤를 벗어났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칭기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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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權, 관리로서의 職位, 종교적 地位 등을 보장하는 근간이었기 때문에 각자 보관의 

필요성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42)

이처럼 칭기스 칸은 영토 팽창과 아울러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勅令制度를 받

아들이고 활용하였다. 그러나 그가 文書를 통한 명령 전달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

은 아니었다. 단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文書 없이도 元帥에서부터 

千戶, 百戶, 牌子頭에 이르기까지 명령을 전달하여 행하였다.”43) 이는 기본적으로 

군사 동원의 대상인 遊牧民들에게는 識字能力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

을 매개로 한 口頭 명령전달 및 기존에 행해지던 단순한 형태의 명령전달 방식이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몽골제국의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전쟁에서도 순수 遊牧民의 동원만으로는 불가능해질 정도로 다양화 · 정

교화되는 와중에 이와 같은 방법만을 고수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몽골 

통치 집단은 軍事 부문에서도 文書를 통한 명령 전달의 필요성을 자각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칭기스 칸은 몽골 초원의 遊牧世界를 통합하면서 이미 

초보적 단계의 勅令制度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외부 문화 요소를 흡수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의 勅令들은 受領人 및 그들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양한 言語 및 文字

로 작성되었고, 그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印章 등의 수단이 활용되었다. 또 후

일을 위하여 勅令의 原本 및 寫本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하는 사료를 통해 

파악 가능한 칭기스 칸 시기 勅令制度는 그의 口頭 명령을 최대한 原意 그대로 전

달하면서 文書化하고, 印章을 찍은 뒤 하사하고, 原本 또는 寫本의 형태로 보관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러한 기본적 특징 및 과정들은 칭기스 칸 이후로도 기본적으

로 계속 유지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각 대칸들의 勅令制度에서 확인

되는 공통성과 함께 제도의 完備에 따른 새로운 변화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勅令制度의 발전과 勅令 작성 과정

ㄱ. 우구데이 시기 勅令制度의 발전

우구데이 시기 몽골은 지속적으로 北中國으로 진출하였고 1234년에는 金을 멸망

이후 勅令制度와 文書行政이 보다 발전하면서, 그리고 관련 사료가 상대적으로 보다 풍부해지

면서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현재 중국에서 전해지는 각종 碑文들과 이란 아르다빌에서 발견된 文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3) �蒙韃備錄� ｢軍政｣, p.349, “起兵數十萬, 略無文書, 自元帥至千戶·百戶·牌子頭, 傳令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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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그 과정에서 金의 많은 遺民들이 유입되었고, 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定住文化가 傳來되었다. 또 이제는 金을 대신하여 직접 北中國을 통치해야 했

기 때문에 文書行政, 특히 勅令의 作成과 發令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필요한 인재 양성도 요구되었다. 이에 우구데이는 즉위한 지 5년째 되

던 1233년에 네 명의 敎讀을 세우고 몽골의 子弟들로 하여금 ‘漢人文字’를 배우도

록 하였으며 國學을 세우기도 하는 등44) 몽골인들을 北中國 行政에 적극적으로 개

입시키고자 하였다. 반대로 새로운 정치적 변동을 반영하듯 燕京에는 ‘回回字’, 즉 

위구르字와 몽골의 말을 가르치는 市學들이 출현하기도 하였다.45) 한편 우구데이는 

즉위 초부터 킵착초원으로의 원정을 준비하였고, 이에 諸王들 중에서 나쿠, 바투, 

구육, 뭉케, 카단 등을 파견하였다.46) 이처럼 우구데이 시기 들어 몽골제국의 영토

는 東西로 빠르게 확장하였고, 그에 따라 勅令의 작성은 더욱 빈번해졌고 필수적이

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는 기본적으로는 칭기스 칸 시기의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요소를 수용하여 변화하며 발전해 나갔다.

우선 칭기스 칸 시기 勅令制度와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우구데이 때

에도 受領人 및 해당 지역의 言語와 文字를 고려하여 勅令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우구데이 통치기에 몽골을 방문한 彭大雅와 徐霆이 각각 글을 짓고 注疏를 달아 완

성된 �黑韃事略�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回回人들에게 주는 文書에는 回回字를 사용

하며, 漢人과 거란인, 그리고 여진인에게는 漢字를 사용한다고 하였다.47) 거란인들

과 여진인들은 각각 독자적인 文字를 創製하여 사용한 바 있으나 모두 자신들의 王

朝 내에서조차 활발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거란문자와 여

진문자 대신 漢字가 사용된 점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48) 그리고 우구데이는 北中

國 일대의 복잡한 人的 구성을 반영하듯 몽골인, 거란인, 여진인, 回回人 등 다양한 

민족 출신의 사람들을 관료로 임용하였다.49) 거란인과 여진인 출신의 인물들이 宰

相으로 任用된 것은 그들의 중국 통치 경험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44) �析津志�(北京圖書館善本組 撰, �析津志輯佚�,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 新華書店北京發行所發行, 

1983), p.197, “太宗五年癸巳, 初立四敎讀, 以蒙古子弟令學漢人文字, 仍以燕京夫子廟爲國學.”
45) �黑韃事略�, ｢其書｣, pp.374~375, “燕京市學多敎回回字及韃人譯語, 纔會譯語, 便做通事, 便隨韃人

行打, 恣作威福, 討得撒花, 討得物事吃, 契丹·女眞元自有字皆不用.”
46)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p.664~664;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85~86.
47) �黑韃事略�, ｢其書｣, p.374, “行於回回者, 則用回回字, 鎭海主之. 回回字只有二十一個字母, 其餘

只就偏傍上湊成. 行於漢人·契丹·女眞諸亡國者, 只用漢字, 移剌楚材主之.”
48) 특히 遼를 멸망시킨 金은 1191년에 거란문자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이성규, ｢거란문자의 자

료와 연구현황｣, �몽골학� 40, 2015, p.6). 民間에는 거란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했겠지

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49) �黑韃事略�, ｢其相｣, p.366, “其相, 四人, 曰按只䚟, 曰移剌楚材, 曰粘合重山, 共理漢事. 曰鎭海, 

專理回回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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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들이 漢字로 文書를 작성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또 

우구데이 때에도 칭기스 칸 시기와 마찬가지로 北中國 일대에 하달하는 勅令은 雅

文과 함께 蒙文直譯體가 함께 사용되었다.50)

그렇다면 北中國 이외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상술한 �黑韃事略�의 기

록에서 彭大雅는 친카이가 ‘回回國事’를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고, 徐霆은 

“移剌과 친카이는 스스로를 中書相公이라 불렀고 國事를 總理하였으며, 친카이는 

回回의 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注疏하였다.51) 친카이는 위구르인 출신

으로 칭기스 칸 때부터 몽골에 가담하였고, 우구데이 시기에도 宰相으로서 복무하

였다.52) 다만 �集史�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行政을 담당한 이는 ‘키타이 

왕국’, 즉 北中國 일대에서는 마흐무드 얄라바치였고, 위구리스탄으로부터 아무다리

야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그의 아들인 마수드 벡이었으며, 후라산에서부터 룸과 디

야르바크르 변경까지에서는 아미르 쿠르구즈였다.53) 친카이는 대칸의 宮廷에서 울

룩 비틱치, 즉 大書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칸이 위구르字-몽골어 勅令을 發

令할 때 그 작성 및 감독을 담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흐무드 얄라바치나 마

수드 벡은 호라즘 출신으로 투르크어를 사용하였으며, 칭기스 칸 시기부터 몽골에 

가담하여 使臣의 업무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54) 충분히 위구르字-몽골어를 읽을 수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쿠르구즈는 前述했듯이 위구르 출신으로 위구르字를 잘 

알고 있었다. 또 우구데이 朝廷의 書記 중에는 아르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오이라

트 출신이었던 그가 書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위구르字를 익힌 뒤의 일이었다.55)

이처럼 우구데이 시기에도 受領人 및 해당 지역의 言語와 文字는 勅令 작성 시의 

주요한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 칭기스 칸 시기 勅令制度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도 확인된

다. �黑韃事略�에 따르면 漢字로 작성된 文書의 後面 年月 앞에 친카이가 回回字로 

50) 대표적인 예로는 �析津志� ｢學校｣에 기록된 太宗五年 癸巳年(1233) 聖旨碑를 들 수 있다(�析津

志�, ｢學校｣, pp.197~198 참고).
51) �黑韃事略�, ｢其相｣, p.366, “移剌及鎭海自號爲中書相公, 總理國事, 鎭海不止理回回也.”
52) 예를 들어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680;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111

에서는 친카이를 ‘카안의 바지르’라 하였다. 친카이에 대해서는 Igor de Rachewiltz, et al., ed., 

In the Service of the Khan :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üan period (1200-1300), 

Wiesbaden: Harrassowitz, 1993, pp.95~111 참고.
53)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705;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147. 마흐무드 

얄라바치는 우구데이 즉위 초에는 중앙아시아 일대를 담당했으나 1240년에 耶律楚材를 대신하

여 北中國 일대를 담당하게 되었다(Igor de Rachewiltz, et al., In the Service of the Khan :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üan period (1200-1300), p.161).
54) Igor de Rachewiltz, et al., In the Service of the Khan :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üan period (1200-1300), pp.122~123.
55) Juvaynī/Qazvīnī, vol.2, pp.242~243; Juvaynī/Boyle, vol.2, p.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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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某人에게 준다”라고 직접 적었다고 한다. 이 조치는 耶律楚材를 막기 위함으로서 

回回字가 證驗 역할을 하며 친카이가 文書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했음을 입증하는 

기능을 했다고 한다.56) 즉 漢字로 文書를 작성할 경우에 耶律楚材가 그 업무를 주

관하되, 친카이의 확인과 정해진 文句 작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57)

그리고 친카이가 漢字 原本을 직접 읽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

마도 번역 내지 통역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58) 즉 ‘草稿 작성 - 번역 및 

통역 - 확인 - 필요시 수정사항 반영 - 확인 文句 작성’이라는 프로세스가 정비되었

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文書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지는 못했겠지만, 적

어도 가장 중요한 勅令은 이에 준하여 완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 史料에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이 耶律楚材를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었다. 다

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차 검증을 통해 勅令 등의 文書 작성 및 發令 과정에 몽골 

통치 집단이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주지대를 포함하

여 더 넓은 영역을 통치해야 했던 우구데이 시기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勅令

을 비롯한 각종 文書를 작성해야 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우구데이는 기존 傳統에 

의거하여 지역 및 言語·文字에 따라 각기 相異한 담당자들을 임명하였으나, 重責을 

부여받은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할 수단이 필요하였기에 위와 같은 방책을 

고안한 것이 아닐까 싶다. 또 같은 言語와 文字를 사용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두어 

56) �黑韃事略�, ｢其書｣, p.374, “卻又於後面年月之前鎭海親寫回回字, 付與某人, 此蓋專防楚材, 故必

以回回字爲驗, 無此則不成文書, 殆欲使之經由鎭海, 亦可互相檢柅也.”
57) 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친카이므로 ‘回回字’는 위구르字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劉迎勝은 처음에는 이 回回字를 페르시아字로 보았으나 �黑韃事略�에서 말하는 ‘回回字’의 

字母 개수와 친카이라는 인물을 고려했을 때 위구르字로 비정해야 한다고 정정하였다(劉迎勝, 

｢有關元代回回人語言問題｣, 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 10,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5, 

p.24, p.35(미주 26)). 중국의 문헌자료에서 ‘回回’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北宋의 沈括이 

지은 �夢溪筆談�으로 사실상 당시는 위구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13세기 초에는 위구

르인들 이외에도 파미르 고원 서쪽의 투르크 왕조와 호라즘 치하의 非투르크인들을 모두 포함

하는 범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최윤정, ｢몽골제국 시대의 색목인과 회회｣, �복현사림� 28, 

2010, pp.106~107). 13세기 초 당시 ‘回回’의 범주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回回字’라고 할 때는 

위구르字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8) 몽골제국의 넓은 영역과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로 인하여 통역 및 번

역의 중요성과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원들의 필요성은 다른 어떠한 시대에 비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통역의 ‘황금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Denis Sinor, “Interpreters in 

Medieval Inner Asia,” Asian and African Studies 16-3, 1982, p.307). 한편 뷰엘은 위 �黑韃事略�의 

기록을 근거로 친카이가 중국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Igor de 

Rachewiltz, et al., In the Service of the Khan :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üan 

period (1200-1300), p.97; Paul D. Buell, “Chinqai (ca. 1169-1252): Architect of Mongolian Empire,” 

in Opuscula Altaica : essays presented in honor of Henry Schwarz, edited by Edward H. Kaplan 

and Donard W. Whisenhunt, Bellingham, Wash.: Western Washington, 1994, p.168). 다만 아무리 

그가 본래 중국과 몽골리아 사이의 접경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

용의 行政文書 등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을 지는 다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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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게 하지 않고, 다소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통역과 번역의 과정을 거친 이유

는 몽골 宮廷의 言語 및 文字로 확인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

다.59)

아쉽게도 위의 절차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實物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만 다음의 한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의 河南省 濟源縣에 있는 ｢

1240年濟源天壇十方大紫微宮懿旨碑｣는 우구데이의 카툰인 투레게네의 命令文, 즉 

懿旨를 옮긴 것이다.60) 흥미롭게도 이 碑文에는 年月日 다음에 “나의 명령(üge)을 

어기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이 문서(bičig)는 쥐의 해에 [작성되었다]”라는 위구르

字-몽골어 세 줄이 추가로 새겨져 있다.61) 이 문장은 같은 碑의 白話 부분 중 마지

막 “如違, 要罪過者. 准此. 庚子年三月十七日.”을 위구르字-몽골어로 옮긴 것으로, 本

章 제3절에서 집중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일반적인 몽골제국 命令文 구조 중 本文의 

‘위협’과 終結部의 ‘일시 및 장소’에 해당한다.62) 비록 �黑韃事略�의 기록과는 위치 

및 내용이 다르나 최소한 勅令을 하달할 때 오직 하나의 言語 및 文字로만 작성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역과 통역의 과정이 존

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위구르字로 작성되는 勅令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호검증의 절차

가 이루어졌을까? 蕭啓慶은 �黑韃事略� 기사 중 “互相檢柅”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아마도 친카이가 작성한 위구르字 文書도 耶律楚材의 ‘漢文副署’를 필요로 했을 것

이라 추정하였다.63) 위의 조치를 도입한 의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측

이라 생각되지만, 각 文書 작성의 주체인 친카이와 耶律楚材의 地位를 감안하면 다

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친카이는 이른 시기부터 칭기스 칸을 따랐고, 그가 

59)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대칸인 우구데이가 확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다. 우구데이가 

최소한 자신의 이름으로 發令되는 勅令에 대해서만이라도 모두 확인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

만, 어떠한 형태의 보고 및 확인 과정도 없이 친카이에 의해 勅令이 확정될 수는 없었을 것이

다.
60) 蔡-1955[2017]-(6); 祖-2000-(7). 이 碑文은 우구데이의 聖旨가 아니라 그의 카툰인 투레게네의 

懿旨를 기록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과연 聖旨에도 이러한 관행이 적용되었는지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이미 라케빌츠가 언급했듯이 1240년 당시 우구데이는 더 이상 政事에 간여하지 않

았고 대신 투레게네가 그의 역할을 대신하였기 때문에(Igor de Rachwiltz, “Some Remarks on 

Töregene’s Edict of 1240,” Papers on Far Eastern History 23, 1981, p.42), 이 懿旨는 사실상 聖

旨에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勅令에 우구데이의 “皇帝之寶”가 날인되고, 그것

이 이 碑에 倣刻되어 남아있는 것이다.
61) Francis Woodman Cleaves, “The Sino-Mongolian Inscriptions of 1240,”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3, 1960-61, p.65.
62) 이 懿旨碑의 위구르 문장에는 ‘장소’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시’와 ‘장소’는 함께 병렬하여 언

급되기 때문에 구성요소로서는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63) 蕭啓慶, ｢元代的通事與譯史 -多元民族國家中的沟通人物｣, �元史論叢� 6, 1997,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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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년 케레이트에 大敗하고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루

어진 소위 ‘발주나 盟約’에도 同席하는 등 그와 同苦同樂하면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64) 그리고 이러한 칭기스 칸과의 개인적 관계가 배경이 되어 우구

데이 시기에도 고위직에 위치하면서 대칸의 印章 중 하나인 ‘宣命之寶’를 관장하였

다.65) 그는 우구데이 사후에도 제3대 대칸인 구육이 교황에게 보내는 書翰의 작성 

과정을 감독하였고,66) 구육 사후에도 諸王들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대칸이 즉위하

기 전까지 勅令 작성을 담당하였다.67) 이에 반해 耶律楚材는 비록 漢地 행정에 대

한 영향력은 보유하였으나 그의 정치적 位相은 결코 친카이에 비견할 수 없었다.68)

이처럼 대칸의 신임 및 정치적 권위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한 耶律楚材가 친

카이가 작성한 文書에 대해 확인하고, 정해진 文句를 기입함으로써 그 有效性을 보

장한다는 것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개인적 측면을 무시하고 “互相檢柅”라는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實務的인 차원에서 漢字 勅令 담당자가 위구르字 勅令 담당자의 草稿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傍證을 �元史� 耶律楚材 列

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레게네는 우구데이의 카툰으로서 그의 사후 대칸 空位期 

동안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총애하던 압둘 라흐만이라는 인물에게 아

예 御寶가 찍힌 빈 종이를 주어 마음대로 勅令을 작성하게끔 하였고, 또 그가 건의

한 것은 모두 令史가 文書化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명령은 耶律楚材의 완강

한 반대로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69) 권력의 정점에 있던 투레게네가 지시

하였고, 이미 勅令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수단인 御寶가 날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4) 발주나 盟約과 친카이의 참석에 대해서는 Francis Woodman Cleaves, “The Historicity of The 

Baljuna Covenant,”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8, 1955 참고.
65) 미야 노리코는 이처럼 케레이트 출신 위구르인이었던 친카이와, 마찬가지로 케레이트 출신으로

서 비틱치들의 長, 즉 울룩 비틱치를 역임한 시라 오굴과 불가이 등이 담당한 역할과 위상에 

주목하여 몽골 초기 命令文의 書式에 케레이트 및 위구르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을 것으로 보

았다(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知｣の東西 上�, 名古屋大學出版會, 2018, p.498). 다만 특별히 케

레이트만의 어떤 문화적 요소가 몽골에 傳來된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위구르 문화로 

포괄하여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66) Carpini/Dawson, pp.66~68; 카르피니/김호동, pp.153~154.
67) Juvaynī/Qazvīnī, vol.1, pp.218~219; Juvaynī/Boyle, vol.1, p.264.
68) 漢文史料에 비해 몽골 통치 집단의 내부 사정을 보다 상세히 전달하는 페르시아어 사료에 친

카이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데 반해 耶律楚材에 대한 언급은 全無하다는 점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69)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p.3464, “后以御寶空紙, 付奧都剌合蠻, 使自書填行之. 楚材曰, ‘天下

者, 先帝之天下. 朝廷自有憲章, 今欲紊之, 臣不敢奉詔.’ 事遂止. 又有旨, ‘凡奧都剌合蠻所建白, 令

史不爲書者, 斷其手.’ 楚材曰, ‘國之典故, 先帝悉委老臣, 令史何與焉. 事若合理, 自當奉行, 如不可

行, 死且不避, 況截手乎!’ 后不悅. 楚材辨論不已, 因大聲曰, ‘老臣事太祖·太宗三十餘年, 無負於國, 

皇后亦豈能無罪殺臣也.’ 后雖憾之, 亦以先朝舊勳, 深敬憚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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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爲로 돌아간 것이다. 아마도 비록 耶律楚材는 이미 1240년부터 實權을 상실한 채 

명목상의 地位만 보유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國之典故”에 따라 勅令의 

發令 과정에서 令史 수준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

까 생각된다.70)

이어서 우구데이 시기 勅令制度와 印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우구데이 때에

는 칭기스 칸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보다 발전시켜 용도가 세분화된 복수의 

印章을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黑韃事略�에 따르면 당시 몽골 朝廷에서는 ‘宣命之

寶’라는 印章이 사용되었다고 한다.71) 위 사료에서는 그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宣命’의 의미를 통해 品官 중 비교적 品階가 높은 사람의 임명장에 사용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金史� ｢禮志｣에 二品 이하의 品官에게는 金으로 

된 ‘宣命之寶’를 사용하기로 한다는 기록이 있어72) 印章制度에서 金의 영향을 가늠

할 수 있다.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쿠빌라이는 至元 元年(1264)에 御寶의 사용 규정

을 정비하면서 一品과 二品에 대한 宣命은 玉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三品부터 五

品까지는 金으로 된 것을 사용하게 하였다.73) 쿠빌라이의 印章이 과연 우구데이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우구데이 시기부터 고위 品官의 宣

命에 사용하며 아마도 漢字로 새겨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별도의 印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74)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印章의 제작은 몽골의 北中國 진출 및 직접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75)

또 우구데이에게는 ‘皇帝之寶’라고 하는 印章도 있었다. 현재 그 實物이 전하지는 

70) 현재로서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위구르字로 작성된 勅

令에 대해서도 상호 검증의 절차가 행해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비록 漢字 勅令 담당

자의 확인 작업이 없었더라도 宮廷 내에서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勅令을 讀解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내용 검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71) �黑韃事略�, ｢其印｣, pp.375~376, “其印曰宣命之寶, 字文疊篆, 而方徑三寸有奇, 鎭海掌之, 無封押

以爲之防.”
72) �金史�(北京: 中華書局, 1975) 卷39 ｢禮志｣4, p.765, “敕有司議所當用, 奏: 今所收八寶及皇統五年

造‘御前之寶’, 賜宋國書及常例奏目則用之, ‘書詔之寶’, 賜高麗·夏國詔幷頒詔則用之. 大定十八年造

‘大金受命萬世之寶’, 奉敕再議. 今所鑄金寶宜以進呈爲始, 一品及王公妃用玉寶, 二品以下用金‘宣

命之寶’.”
73) �元史� 卷5 ｢世祖本紀｣2, p.95, “[至元 元年 秋七月] 己亥(1263.8.26.), 定用御寶制 : 凡宣命, 一

品·二品用玉, 三品至五品用金, 其文曰｢皇帝行寶｣者, 即位時所鑄, 惟用之詔誥; 別鑄宣命金寶行

之.”
74) 이는 동시에 낮은 品階의 品官들의 임명장에 사용하는 별도의 印章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

한다.
75) 카타오카 카즈타다(片岡一忠)는 우구데이 시기에 金을 멸망시키고 漢族 거주지역을 직접 통치

하면서 金朝의 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생각되는 漢文官印이 제작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片岡一忠, ｢元朝の官印 : 多樣な官印｣, �中國官印制度硏究�, 東京: 東方書店, 2008,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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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앞서 살펴본 ｢1240年濟源天壇十方大紫微宮懿旨碑｣에 漢字 九疊篆으로 그 印

文이 年款 위에 倣刻되어 있다.76) 사실 金에도 ‘皇帝之寶’가 있었지만 그것은 金에

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宋으로부터 얻은 것 중 하나였다.77) 宋에서는 소위 八寶 중 

하나로 주로 鄰國에 答書를 보낼 때 사용되었다.78) 위 碑文에 倣刻된 ‘皇帝之寶’가 

과연 宋으로부터 金을 거쳐 몽골에 전해진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용도상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투레게네는 위 命令文에서 沁州 管民官 杜豐을 提領

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道藏經의 雕造 및 修築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다른 이

들에게 방해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즉 용도가 명확히 규정된 ‘宣命之寶’와는 달리 

‘皇帝之寶’는 보다 일반적인 사안의 勅令에 사용되었다.

페르시아어 사료에서도 우구데이의 印章, 즉 알 탐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알 탐가가 漢文史料의 ‘宣命之寶’ 또는 ‘皇帝之寶’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

니면 兩者를 포괄하는 개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宣命之

寶’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세계정복자의 역사�에 기록된 우구데이의 일화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왕관 하나를 바치자 우구데이가 바라트, 즉 일종의 지불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명하는 장면이 있다. 왕관에 대한 대가로 해당인이 國庫

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文書를 발급하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들

은 우구데이가 술에 취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여 알 탐가를 찍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안 우구데이는 아미르들과 비틱치들을 질책하였다.79) 이 일화에

76) Francis Woodman Cleaves, “The Sino-Mongolian Inscriptions of 1240,”, p.68 각주 28; 照那斯圖, ｢

蒙元時期宮廷文書的印章文字｣, �民族語文�, 1997-3期, p.43. 이 碑는 투레게네의 懿旨를 근간으

로 하였으나 ‘皇帝’와 ‘寶’ 등 최고 통치자 전용의 표현이 포함된 印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命令文은 대칸 우구데이의 권위를 빌어 發令한 사실상의 勅令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투레게네가 皇后로서 자신만의 印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사 없었다고 하

더라도 자신의 懿旨에 ‘皇帝之寶’를 사용한 것은 분명 특별한 일로 봐야한다. 왜냐하면 모든 

카툰 및 諸王들의 命令文에 대칸의 印章을 사용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77) �金史� 卷39 ｢禮志｣4, p.764, “獲於宋者, 玉寶十五, 金寶七·印一, 金塗銀寶五. 玉寶: 受命寶一, 咸

陽所得, 三寸六分, 文曰, ‘受命於天, 既壽永昌’, 相傳爲秦璽, 白玉蓋, 螭紐. 傳國寶一, 螭紐. 鎭國

寶一, 二面幷碧色, 文曰, ‘承天休, 延萬億, 永無極’. 又受命寶一, 文曰, ‘受命於天, 既壽永昌’. ‘天

子之寶’一. ‘天子信寶’一. ‘天子行寶’一. ‘皇帝之寶’一. ‘皇帝信寶’一. ‘皇帝行寶’一. ‘皇帝恭膺天命

之寶’二. 皆四寸八分, 螭紐. ‘御書之寶’二, 一龍紐, 一螭紐. ‘宣和御筆之寶’一, 螭紐.”
78) �宋史� 卷154 ｢輿服志｣6 寶, pp.3586~3587, “尙書省言, ‘請置符寶郎四員, 隸門下省, 二員以中人

充, 掌寶於禁中. 按唐八寶, 車駕臨幸, 則符寶郎奉寶以從; 大朝會, 則奉寶以進. 今鎮國寶·受命寶非

常用之器, 欲臨幸則從六寶, 朝會則陳八寶, 皆夕納. 內符寶郎奉寶出以授外符寶郎, 外符寶郎從寶

行於禁衞之內, 朝則分進于御坐之前. 鎮國寶·受命寶不常用, 唯封禪則用之. 皇帝之寶, 答鄰國書則

用之; 皇帝行寶, 降御札則用之; 皇帝信寶, 賜鄰國書及物則用之; 天子之寶, 答外國書則用之; 天子

行寶, 封冊則用之; 天子信寶, 舉大兵則用之. 應合用寶, 外符寶郎具奏, 請內符寶郎御前請寶, 印訖, 

付外符寶郎承受.’ 從之.”
79) Juvaynī/Qazvīnī, vol.1, pp.171~172; Juvaynī/Boyle, vol.2, pp.214~215. 이 일화는 �集史�에도 기록

되어 있다.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692;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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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탐가는 재정 지출을 지시하는 命令書의 일종인 바라트에 효력을 부여하는 역

할을 하였고, ‘宣命之寶’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元史�의 기

록에 따르면 우구데이는 즉위 후 타타통아에게 內府, 玉璽 및 金帛을 담당하게 하

였는데,80) 內府와 金帛이 모두 財政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玉璽가 

페르시아어 사료의 알 탐가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구데이에게는 

고위 品官의 임명, 財政 관련 업무, 그리고 일반적 사안에 사용하는 印章 등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81)

이처럼 우구데이는 칭기스 칸 시기 勅令制度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受領

人과 命令 대상 지역의 言語와 文字를 고려하고 印章을 통해 그 신빙성을 보장한다

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勅令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 書記들 간의 상호 검증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였다. 

또 勅令이 빈번하게 發令되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라 용도가 구분된 여

러 印章들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구르인, 거란인, 여진인, 

漢人 등 정주문화에 익숙한 이들의 영향이 컸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

나 칭기스 칸의 三子로서 대칸이 된 우구데이는 자신의 둘째 형인 차가타이를 위해 

中國의 禮制에 맞지 않는 ‘皇兄之寶’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82) 이는 몽골인들이 결

코 中國的 制度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ㄴ. 구육 시기 勅令 작성 과정

다음으로는 우구데이를 계승하여 제3대 대칸이 된 구육 시기 勅令制度를 살펴보

도록 하자. 그의 통치는 불과 3년여 남짓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기에 그에 관한 

기록 또한 漢文 史料와 페르시아어 史料를 막론하고 매우 소략하다. 다만 다행히도 

카르피니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의 書信을 전달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한 뒤 남긴 

기록에서 대략적이나마 당시 勅令制度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교황에게 보내는 구육의 書翰 작성 과정을 직접 目睹하였기에 그 기록의 중요성은 

pp.127~128.
80) �元史� 卷124 ｢塔塔統阿傳｣, p.3048, “太宗卽位, 命司內府玉璽金帛.”
81) 다만 현재로서는 우구데이 시기에 알 탐가가 반드시 財政 관련 勅令에만 전용으로 사용되었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에게 각기 다른 용도의 印章이 여럿 존재했음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고자 한다.
82) �元史� 卷139 ｢乃蠻台傳｣, p.3352, “[天曆二年 乃蠻台] 奉命送太宗皇帝舊鑄皇兄之寶於其後嗣燕

只哥䚟, 乃蠻台威望素嚴, 至其境, 禮貌益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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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해당 書翰의 페르시아어 번역본이 교황청 비

밀서고에서 발견되어 현재 그 實物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육의 글은 카르피니가 ‘書翰(litera)’으로 표현하였으나 실제로는 외교 書信이

라기보다는 “지상의 모든 위대한 울루스를 지배하는 四海의 君主의 勅令”이자 “大

파파에게 보낸 명령”이었다.83)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구육은 교황이 직접 자신에게 

올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

다고 하는 등 극히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84) 이처럼 구육의 書翰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勅令에 다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勅令 작성 절차에 준

하여 완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카르피니의 기록을 통해 그 구체적

인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ㄴ

카르피니가 자신의 일행이 구육을 접견하고 답신을 받는 과정에 대해 남긴 기록

에 따르면,85) 구육은 먼저 자신의 ‘수석서기’, 즉 울룩 비틱치인 친카이를 보내 카

르피니로 하여금 그들의 할 말 및 용무를 글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구육은 다시 카르피니 일행을 소환하였고, ‘제국 전체의 행정관’, 즉 예케 자르구치

인 카닥을 통해 지시하기를 친카이와 또 다른 울룩 비틱치인 발라, 그리고 다른 많

은 書記들 앞에서 자신들이 말해야 할 것을 모두 말하게 하였다. 이에 카르피니 등

은 테메르라는 통역을 통해 그들의 용건을 전하였다.86)

다음으로 양측은 구육의 답신을 어떠한 言語 및 文字로 작성할 것인지 논의하였

다. 먼저 몽골 측에서는 교황 주변에 “러시아인이나 사라센의 글, 또는 타타르인의 

글”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구육 答書의 原文은 그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교황 측에서 그

것을 읽을 수 있다면 그대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연적

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몽골 측에서 ‘러시아인이나 사라센의 글’을 언급했다는 것은 

83) 몽골제국의 勅令制度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위구르에서도 公文書와 私文書 

간의 서식 상에 상당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리야스 타카오는 詔勅, 行政命令, 軍事指

令, 國信, 上奏文, 請願書와 같은 公文書의 문서형식이 먼저 완성되고 私文書가 이를 이어받으

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東部出土古ウイグル手紙文書の書式

(前編)｣, �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51, 2011, pp.5~6; Moriyasu Takao, “Epistolary 

Formulae of the Old Uighur Letters from the Eastern Silk Road (part 1),” �大阪大學大學院文學硏

究科紀要� 51, 2011, p.38). 즉 양자는 書式 상으로는 상당한 공통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내

용에 근거하여 성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84) 구육이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親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aris: Librairie Auguste Picard, 1923, pp.15~21 참고.
85)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p.153~157, Carpini/Dawson, pp.66~69.
86) 해당 장소에는 테메르와 함께 있던 사제 및 구육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사제도 동석해 있었다. 

이들은 아마도 종교 및 유럽 세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친카이 등이 카르피니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돕고, 그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29 -

당시 구육 朝廷에 해당 言語를 구사할 수 있는 書記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87) 그

리고 기존에 몽골제국의 서쪽 지역으로 文書를 보내는 경우에는 주로 그러한 言語 

및 文字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준다. 受領人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라틴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겠지만 이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몽골 조정에 라틴어 書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88)

이와 같은 몽골의 제안에 카르피니 측은 교황 주변에 그 言語들을 아는 사람이 

없기에 “타타르어로 [편지를] 쓰고 [또]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것을 세심하게 우리들 자신의 문자로 옮겨서, 우리가 그 편지와 번역을 모두 교황 

성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즉 그들은 교황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라틴어로의 번역을 주장하고 그 업무도 자신들이 직접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이 카르피니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다시 소환되

었다. 그리고 전술한 카닥, 친카이와 발라가 구육의 答信을 가지고 와서 “한 단어 

한 단어(de verbo ad verbum)” 번역해주었다.89) 카르피니 등은 이를 듣고 다시 라틴

어로 옮겼는데, 번역을 중단 없이 일거에 마무리하지 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번

역된 부분을 “그들(몽골인들)이 한 번에 한 구절씩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번역”하게 

하였다. 이어서 카닥 등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書翰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읽도록 

하였고, 편지 내용에 대하여 카르피니 등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였다. 그리고 교황이 위구르字-몽골어 原文을 읽고자 하나 讀解 가능한 사람을 찾

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사라센어’, 즉 페르시아어로 다시 한 번 쓰도록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한 특징은 ‘번역’과 ‘확인’이다. 書翰의 發送人 구육

과 受領人 교황 양측이 모두 언어 장벽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적합한 

言語 및 文字를 찾아 번역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다만 번역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誤譯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었고, 몽골 입장에서는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書信은 교황이 직접 몽골 조정에 찾아와 복속할 것, 

洗禮에 대한 구육의 입장, 몽골의 世界觀 설명 등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었

87) 그들이 모두 공식적인 직위를 가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이 대칸의 글을 번역한다

는 重任을 맡을 수 있었다면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고위 書記에 준하는 地位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 가능하다. 한편 당시 구육 측에 라틴어 書記가 없었음은 분명한데, 아무래도 

해당 시점에는 접촉의 빈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88) 사실 카르피니가 구육의 어전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

다(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152). 그러나 이들은 書記도 아니었고, 몽골 조정에 속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칸의 書信 작성이라는 重責을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89)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이 위구르字-몽골어 原本인지 아니면 제3의 言語 및 文字로 번역된 것인

지는 불분명하다. 번역본 없이 原本만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통역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애초에 몽골 측에서 제안한 러시아어 등의 번역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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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구육의 書翰은 사실상 그의 勅令으로서, 절대적인 대칸의 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誤譯이나 임의적인 수정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카닥과 친카이 등은 번역 과정을 감독 및 주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번역된 결과물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그들은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었

을 原文 또는 제3의 言語 및 文字로 옮긴 번역문을 통역을 통해 “한 단어 한 단어” 

번역해주었고,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 구절씩 重譯하게끔 하여 확인하였다. 

카르피니의 언급대로 몽골 측에서는 “어떤 단어라도 실수하지 않았는가 알고자 했

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단어·구절 단위 번역과 重譯을 통한 확인 이후에 다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종적으로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읽도록 하

는 등 번역 全文을 두 차례에 걸쳐 재검증하였다. 이처럼 구육의 書翰 번역 과정은 

엄밀하게 진행되었고 내용의 加減이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대칸의 일반적인 勅令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리라 생

각된다. 대칸의 말과 뜻을 최대한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言語로 번

역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번역상의 문제를 피하고자 반복적으로 확인 작

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90)

그러나 단어 및 구절 단위의 번역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라틴어와 몽

골어는 서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장을 기

준으로 구분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아마 친카이 등 당시 인물들도 당연히 이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세련미보다 어색함과 생경함

을 선택한 이유는 번역 과정을 감독하고,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기에 더 용이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91) 그 어색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

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해를 피하고자 한 것이며, 또 만약 이해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書翰 전달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였다. 친카이 등이 카르

피니에게 書翰 내용의 이해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것은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것

으로 보인다.92) 또 카르피니의 기록을 보면 몽골 측은 구육의 書翰을 페르시아어로

도 번역하여 함께 주었다. 라틴어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페르시아어로 

90) 舩田善之, ｢蒙元時代公文制度初探 -以蒙文直譯體的形成與石刻上的公文爲中心｣, �蒙古史硏究� 7, 

2003, p.129.
91) 이는 中國의 聖旨碑에서 흔히 보이는 蒙文直譯體의 생경함과도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번역자의 입장에서도 번역 과정에서 原文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잘못 번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계적으로 번역하였다는 주장도 있다(金玲, ｢蒙元時期蒙古文應用文翻

譯述要｣, �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1期, p.187).
92)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단어 및 구절 단위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카르피니 등이 의도적으

로 誤譯하고, 확인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고한다면 친카이 등을 속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몽골 통치 집단이 번역 과정에서 보인 신중함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라틴어 구사 가능한 인물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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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여 함께 보낸 것은 아마도 교황이 라틴어 번역본과 대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달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조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구육이 자신의 뜻과 명령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구육의 書翰은 바티칸 비밀서고에서 발견된 페르시아어本 이외에도 비록 

原本은 아니지만 數種의 라틴어 번역본이 있어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93)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그 文面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표

적으로 라틴어 번역본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칭기스 칸, 첫 번째 황제(Imperator), 

두 번째 우구데이, 세 번째 구육 칸”이라는 구절이 있고, 대신 書翰의 작성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 세부적인 표현에서도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교황의 입장을 

배려하여 수정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어本에서는 “勅令

(farmān)”이라고 한 반면, 라틴어本에서는 “충고(consilium)”와 “회답 및 의향

(responsionem pariter atque voluntatem)” 등으로 번역하였다. 다만 앞서 카르피니가 

전하는 번역 과정의 엄정성을 상기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번역되었을 가능성은 희박

하다. 아마도 후대에 筆寫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94)

위와 같은 번역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書翰이 최종적으로 구육에게도 보고되었는

지는 알 수 없다. 카르피니 역시 라틴어 및 페르시아어 번역본이 완성되었음을 전

할 뿐 그 자리에서 바로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바티칸 비

밀서고에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는 페르시아어 번역본에는 구육의 印章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번역과 확인 과정 이후 이 印章을 날인하는 절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

다.95) 아마도 해당 印章은 그 보관 및 관리자가 임의로 날인할 수는 없었고 그 사

용에 관해 구육에게 보고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 문서들의 내

용에 대하여 재차 알리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설사 대칸 구육이 실제 번역 및 확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뜻은 대리인들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 카르피니 기록에 보이는 카닥은 

제국 전체의 행정을 총괄하던 예케 자르구치였고, 발라와 친카이는 文書를 담당하

93) 라틴어 번역본 텍스트는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p.11~12; 伯希和 著, 馮承鈞 

譯, �蒙古與敎廷�, 中華書局, 1994, pp.13~15 참고.
94)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12. 에비사와 테츠오는 페르시아어 번역본과 라틴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크게 10가지의 차이점을 제시하였고, 실제 몽골어 원문에 가까운 것은 

페르시아어 번역본이라 하였다. 그는 카르피니가 번역할 당시에는 아마도 원문에 준하여 정확

하게 번역되었을 것이나 이후에 교황을 배려하여 加筆하고 修正하였을 것으로 보았다(海老澤

哲雄, ｢グユクの教皇あてラテン語譯返書について｣, �帝京史學� 19, 2004, p.77).
95) 해당 印章의 내용에 대해서는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447;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p.22~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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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書記들 중 최고 지위인 울룩 비틱치였다. 이들은 관리들 중 구육의 신임을 받는 

사실상 최고위직의 인물들이었다. 특히 카닥은 �集史�에 “타타르 카닥” 및 “카닥 

노얀”으로 기록된 인물로서96) 구육 칸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타벡, 즉 王傅였

다.97) 발라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소략하여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구육 

사후 바투 등이 뭉케를 후계자로 세우려는 시도에 반대한 구육 측 인물이었다.98)

친카이는 전술한 것처럼 칭기스 칸 시기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우구데이 시

기에도 文書行政을 총괄하다시피한 인물이었다.99)

아마도 이들은 친카이를 중심으로 하여 구육 書翰의 번역은 물론, 그 이전 原文

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을 것이다.100) 이들 최고위 관료들의 참여는 구육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이 교황과의 관계 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 書信이 

사실상 구육의 勅令에 다름 아닌 중요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친카이 등은 

구육 개인 및 이전 대칸들과의 親緣性에 기반하여 각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칸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대칸 구육은 자신의 대리

인들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뜻을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육이 친카이 이외에 

카닥과 발라도 함께 참여하게끔 한 것 역시 한 명이 전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않고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상에서는 카르피니의 기록을 통해 구육 시기 勅令 작성 과정의 구체적인 면모

들을 확인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대칸이 자신의 명령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

달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단어와 구절, 그리고 전체적인 뜻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번역하고 누차 확인하였다. 또 原本과 여러 言語 및 文字로 된 번역본

을 함께 주었고, 대칸이 신임하는 최고위 관료들에게 그 번역 과정을 맡겼다. 그리

고 이러한 정책은 특별히 구육 때 새롭게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칭기스 칸 및 우구데

이 시기부터 존재하였던 勅令制度의 계승으로 볼 수 있다.

96)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28, 839;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15, 329.
97) Juvaynī/Qazvīnī, vol.1, p.213; Juvaynī/Boyle, vol.1, p.25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08;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291.
98) �元史� 卷3 ｢憲宗本紀｣, p.44, “時定宗皇后海迷失所遣使者八剌在坐, 曰, ‘昔太宗命以皇孫失烈門

爲嗣, 諸王百官皆與聞之. 今失烈門故在, 而議欲他屬, 將置之何地耶?’ 木哥曰, ‘太宗有命, 誰敢違

之. 然前議立定宗, 由皇后脫列忽乃與汝輩爲之, 是則違太宗之命者汝等也, 今尙誰咎耶?’ 八剌語塞. 

兀良合台曰, ‘蒙哥聰明睿知, 人咸知之, 拔都之議良是.’ 拔都即申令於衆, 衆悉應之, 議遂定.”
99) 이처럼 구육이 先代 우구데이 시기의 大臣들을 재임명하여 중용한 것을 근거로 구육과 우구데

이 간 통치의 연속성에 대한 주장도 있다(김호동, ｢구육(定宗)과 그의 時代｣, 서울大學校東洋史

學硏究室 編, �近世 東아시아의 國家와 社會�, 지식산업사, 1998, pp.119~120).
100) �세계정복자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구육의 사후 여러 諸王들의 합의에 따라 친카이가 쿠릴

타이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 칙령을 작성하도록 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Juvaynī/Qazvīnī, vol.1, 

pp.218~219; Juvaynī/Boyle, vol.1, p.264), 이를 통해 아마도 친카이에 의해서 原本이 작성되었으

리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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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뭉케 시기 勅令 작성 과정

마지막으로 뭉케 시기 勅令 작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뭉케는 톨루이家 일원으

로서 바투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칸의 자리를 사실상 우구데이家로부터 탈취하

였다. 그는 즉위 후 구육의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구데이 때

부터 구육 死後에 이르기까지 줄곧 대칸들의 勅令 작성을 담당하였던 친카이도 처

형되었다.101) 뭉케는 친카이 대신 불가이 아카를 書記들의 長이자 바지르로 임명하

였고, 歎願의 보고 및 처리, 그리고 ‘命令文들(amsele)’과 勅令들의 작성 및 書寫를 

담당하게 하였다.102) �元史�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뭉케는 즉위한 해인 1251년

에 “불가이(孛魯合)로 하여금 號令의 선포, 朝覲과 貢獻, 內外의 奏聞 등 諸事를 담

당하도록 하였다”.103) 또 다음 해에도 불가이에게 비틱치가 宣詔를 작성하여 發令

하는 것과 諸色目 官職을 관장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104) 불가이는 뭉케로부터 여

러 업무를 부여받았으나, 그 중 勅令 작성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歎願’, ‘朝覲’ 

및 ‘聞奏’, 그리고 실제 勅令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몽골제국을 방

문하여 뭉케를 접견하였던 루브룩이 불가이를 지칭하여 ‘수석서기’로 묘사한 것 또

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105)

그렇다면 불가이는 어떠한 인물인가? 불가이는 케레이트 출신으로 아직 칭기스 

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기 이전에 그의 祖父 네 형제가 部屬을 이끌고 歸附하였

다. 칭기스 칸은 이러한 舊好로 인하여 그들을 특별히 우대하였고, 정확히 누구인지

는 모르지만 형제 중 한 명을 書記長으로 임명하였으며, 朝會와 燕饗에서 上列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불가이는 그 네 형제 중 시라 오굴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톨루이를 모셔 그의 宿衛가 되었다.106) 이처럼 그는 칭기스 칸의 총애와 신임을 받

던 가문 출신이자 뭉케의 아버지인 톨루이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대칸의 자

리에 오른 뭉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우구데이家 대신 권력을 

101)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39;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30.
102) Juvaynī/Qazvīnī, vol.3, p.86; Juvaynī/Boyle, vol.2, p.605. �集史�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기록이 있

다.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47;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38.
103) �元史� 卷3 ｢憲宗本紀｣ 憲宗元年 夏六月(1251.6.21.~7.19)條, pp.44~45, “以忙哥撒兒爲斷事官. 以

孛魯合掌宣發號令·朝覲貢獻及內外聞奏諸事.”
104) �元史� 卷3 ｢憲宗本紀｣ 憲宗二年 十二月戊午(1253.1.9)條, p.46, “以只兒斡帶掌傳驛所需, 孛魯合

掌必闍赤寫發宣詔及諸色目官職.”
105) Rubruck/Jackson, p.221;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38.
106) �元史� 卷134 ｢也先不花傳｣, p.3266, “也先不花, 蒙古怯烈氏. 祖曰昔剌斡忽勒, 兄弟四人, 長曰脫

不花, 次曰怯烈哥, 季曰哈剌阿忽剌. 方太祖微時, 怯烈哥已深自結納, 後兄弟四人皆率部屬來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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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昔剌斡忽勒早世, 其子孛魯歡幼事睿

宗, 入宿衛. 憲宗卽位, 與蒙哥撒兒密贊謀議, 拜中書右丞相, 遂專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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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한 뭉케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톨루이家 사람들이 필요했을 텐데 불가이는 

그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러한 신뢰관계가 배경이 되어 불가이는 뭉케의 勅令 작

성을 담당하였고, �元史�에는 더 나아가 그가 中書右丞相에 임명되어 國政을 담당

했다고 한다.107)

루브룩의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뭉케 시기 勅令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루브룩은 자신의 여정 중에 만났던 위구르인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文字가 

몽골인들에게 차용되었고, 뭉케가 루이 9세에게 보낸 書翰108) 역시 그 내용은 몽골

의 言語지만 위구르 文字로 작성되었다고 하였다.109)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뭉케 

때에도 勅令은 기본적으로 그 原文은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뭉케의 書翰 역시 그 受領人의 言語 및 文字로 번역되었다. 루이 9세에게 보

낼 原文이 완성되자 몽골 측에서는 루브룩을 소환하여 그에게 번역을 해주었고, 루

브룩은 통역을 통해 그 뜻을 이해한 뒤 옮겨 적었다.110) 카르피니에 비해 루브룩은 

그 번역 과정을 세세하게 전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전과 동일하게 단어 및 구절

별로 번역하고 확인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번역 과정의 감독은 大書記 불가이를 

비롯한 최고위 관료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루브룩으로 하여금 번역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아마 당시에도 뭉케 조정에는 라

틴어를 담당하는 전문 書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감

안했을 때 라틴어 書記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육

이 카르피니를 통해 書信을 번역했을 때로부터 불과 7년여 정도 지났을 뿐으로 그 

107) 한편 불가이는 書記長, 즉 울룩 비틱치였으나 재판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르구치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는 연구도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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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당 연구에서 저자는 울룩 비틱치가 예케 자르구치의 

대리로서 재판을 주재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 한 사례로 불가이를 거론하고 있다. 行政과 문

서 처리에 능한 울룩 비틱치가 예케 자르구치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당연히 존

재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루브룩은 불가이를 “판관인 불가이”로 

묘사하기도 하였다(Rubruck/Jackson, p. 196, 221;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10, 338). 

다만 실제 루브룩의 기록상에서 확인 가능한 불가이의 판관으로서의 모습은 주로 수도사, 사

신들 및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출신과 목적, 직업 등을 물어보는 정도에 그친다. 물론 루브룩은 

불가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으나

(Rubruck/Jackson, p.194;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07) 혹시 그 대상이 외국인에 그

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즉 몽골인들의 사법 처리 및 최고 결정권은 비몽골인인 

불가이가 아니라 여전히 예케 자르구치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08) 앞서 구육이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書信과 마찬가지로 뭉케가 루이 9세에게 보낸 書翰

도 실제로는 자발적 복속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실상 勅令이었다. 書翰 내에서도 “뭉케 칸이 프

랑스의 군주 루이 국왕과 다른 모든 군주와 사제들과 위대한 프랑스 사람에게 보내는 聖旨”라

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Rubruck/Jackson, p.248;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p.369~370).
109) Rubruck/Jackson, pp.154~155;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262.
110) Rubruck/Jackson, p.248;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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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외교 관계 등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도 않았다.111) 그러나 비록 라틴어 書

記는 없었지만 당시 뭉케 조정에는 몽골제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고 있거나 

또는 이미 점령한 지역들, 예를 들면 페르시아, 위구르, 키타이, 티베트, 탕구트 등

의 言語와 文字를 담당하는 書記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해당 지역 및 그 

사람들에게 發令하는 勅令의 번역 업무를 담당하였는데,112) 이는 기존 勅令制度가 

여전히 유지 및 발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13)

대칸이 신임하는 大書記 등이 위구르字-몽골어로 原文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受

領人이 이해할 수 있는 文字로 번역하는 것은 누차 언급했듯 대칸의 명령을 誤讀 

없이 최대한 原意에 가깝게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言語 및 文

字로 번역되든 간에 번역자 및 번역 과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 자체를 수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아마도 반드시 대칸에게 보고한 후에야 비로소 수정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루브룩은 뭉케의 書翰을 번역하면서 本文에 자신들을 使臣으로 표현한 것에 이의

를 제기하였고, 이에 번역을 감독하던 담당자는 뭉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뭉

케는 루브룩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그가 표현하는 대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本文에 使臣 대신 수도승 혹은 사제로 고쳤다.114) 일반적으로 몽골인들은 

外國에서 자신들에게 使臣을 파견하고 선물을 獻上하는 행위를 복속의 표시로 받아

111)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이보다 더 이후의 일들이 전해지는데, 훌레구가 자신의 형이

자 당시 대칸이었던 쿠빌라이에게 보낸 사신이 부하라에서 마르코 폴로의 부친 및 삼촌과 만

났는데 그는 한 번도 라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매우 신기해하였다고 한다. 또 그는 쿠빌라이 

역시 한 번도 라틴인들을 본 적이 없어 만약 그들이 가면 매우 환대받을 것이라 하였다(마르

코 폴로/김호동,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pp.78~79). 상대적으로 유럽 세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아시아에 위치한 훌레구 울루스에서조차 라틴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

었고, 세력 근거지가 東方에 위치한 쿠빌라이는 시간적으로 보다 後代임에도 상황은 크게 다

르지 않았던 것이다.
112) Juvaynī/Qazvīnī, vol.3, p.89; Juvaynī/Boyle, vol.2, p.607. �集史�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다.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 2, p.847;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38.
113) 비슷한 사례로 바티칸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마르 야흐발라하 3세가 교황에게 보낸 문서에 

찍힌 그의 印文을 들 수 있다. 그는 본래 옹구트部 출신으로 聖地 순례를 위해 서쪽으로 향했

다가 당시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우구데이 울루스와 서아시아의 훌레구 울루스 간 분쟁 때문

에 귀환하지 못하고 現地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후에 總大主敎로 추대되면서 前任者의 ‘大印’

을 하사받았는데, 이는 비록 印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내용은 聖旨와 다름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 印章이 시리아字-투르크語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字를 사용한 것은 네스토

리우스의 典禮用語가 시리아語였기 때문으로 보인다(中村淳, ｢2通のモンケ聖旨から : カラコル

ムにおける宗敎の樣態｣, �內陸アジア史研究� 23, 2008, pp.72~75). 다만 야흐발라하 3세의 前任

者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그가 투르크語를 할 수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그

가 투르크語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기왕에 뭉케 측에서 印文에 시리아字를 사용하면서 굳

이 투르크語를 옮겼을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된다.
114) Rubruck/Jackson, p.250;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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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였다. 루이 9세와 루브룩도 몽골인들에게 使臣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

다. 그렇기 때문에 루브룩은 뭉케와의 대면에서 자신이 國王의 使臣이 아니라 宣敎

라는 종교적 목적 때문에 왔음을 재차 강조하였다.115) 따라서 루브룩 일행을 使臣

으로 지칭할 것인가, 아니면 수도승 또는 사제라는 종교적 호칭으로 묘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번역상 표현 차이에 그치지 않고, 몽골제국과 프랑스 兩國 간

의 관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뭉케에게 보고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위 사례는 동시에 勅令이 번역될 때 그 내용이 임의로 수정될 수 없었음

을 보여주기도 한다. 카르피니의 사례를 대입해본다면 뭉케의 書翰이 번역되는 과

정에는 예케 자르구치인 멩게세르와 울룩 비틱치인 불가이 등이 배석하여 주관하였

을 것이다. 그러나 帝國의 전체 행정과 사법, 그리고 文書行政을 총괄하는 최고위층

이 참석하였음에도 勅令의 한 字句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정황상 그

들은 루브룩이 뭉케를 접견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들도 루브룩이 使臣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으로 왔다고 주장했음을 

알고 있었으나 뭉케에게 재차 확인 받은 뒤에야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뭉케는 그의 書翰에서 자신의 명령을 ‘신의 명령’으로 표현하면서 루이 9세가 

자신에게 복속할 의사가 있다면 ‘使臣들’을 보내라고 하였다.116) 즉 루브룩 일행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뭉케는 루이 國王에게 복속의 표시로 使臣 파견을 요구하였다. 

뭉케는 루브룩의 주장대로 그들의 방문이 종교적 목적에 기인하였음을 인정해주었

고 書翰에서 명확하게 별도의 使臣 파견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루브룩의 신분을 使

臣이 아닌 사제 등으로 고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아니면 다소 편법이지만 위구르字-몽골어로 된 原文은 고치지 않고 라틴

어 번역문에만 루브룩 측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뭉케에게 대면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수정하였다. 그만큼 勅令은 대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었고, 심지어 번역의 경우에도 철저히 단어 

및 구절별로 대응하고자 했던 원칙이 계속 지켜지고 있었다.

또 �元史� ｢憲宗本紀｣ 마지막 부분에는 뭉케 시기 勅令 작성과 관련하여 흥미로

운 기사가 있다. 우구데이 때에는 여러 신하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政治에 간여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뭉케 때 이르러 “詔旨가 있으면 황제께서 반드시 직접 起草하시

고 여러 번 고치신 다음에야 행하였다”고 하였다.117) 여기에서 말하는 詔旨는 아마 

115) Rubruck/Jackson, p.179;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289.
116) Rubruck/Jackson, p.250;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71.
117) �元史� 卷3 ｢憲宗本紀｣, p.54, “帝剛明雄毅, 沉斷而寡言, 不樂燕飲, 不好侈靡, 雖后妃不許之過

制. 初, 太宗朝, 羣臣擅權, 政出多門. 至是, 凡有詔旨, 帝必親起草, 更易數四, 然後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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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칸의 이름으로 發令되는 勅令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종 勅令들의 草案 작성과 그 수정을 대칸인 뭉케가 직접 담당하였다는 점이

다. 물론 위 기사는 �元史� 撰者의 뭉케朝에 대한 일종의 총평으로, 우구데이 시기

와 비교하여 뭉케의 근면함과 정치의 안정 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文面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뭉케가 勅令

의 작성과 발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중요하게 여겼음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

다.

한편 뭉케 시기에도 印章을 통해 勅令의 信憑性을 보장하였다. 뭉케는 즉위 후 

國事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알 탐가의 날인을 전담하

는 사람들을 임명하였다.118) 루브룩 역시 北中國 지역에서 사용되던 交鈔를 언급하

면서 뭉케의 印章에 쓰인 것과 같은 글들이 그 위에 찍혀 있다고 하였다.119) 루브

룩이 뭉케의 印章을 實見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뭉케의 書翰에 찍힌 印文과 비교하여 

이러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뭉케의 書翰에 찍힌 印

章은 漢字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전 대칸들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뭉케가 

漢字印만 소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용도가 다른 복수의 印章을 가지고 있었을 것

이다.

그리고 뭉케 시기에 작성된 勅令들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었다. 주베이니는 �세

계정복자의 역사�에서 뭉케가 백성들의 부담을120) 경감시키도록 명하는 勅令을 내

렸다고 하면서, 그 寫本이 “장부 및 문서의 금고(khazāyin-i-adrāj va aurāq)”에 있다고 

하였다. 이 기사 앞에 뭉케는 당시 몽골제국을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행정담당관을 임명하였는데, 사힙 마흐무드 얄라바치에게는 ‘동방의 왕국’을, 아미

르 마수드 벡에게는 투르키스탄·마와라안나흐르·위구르·페르가나·호라즘 지방을, 아

미르 아르군 아카에게는 후라산·마잔다란·이라크·파르스 등 ‘이란의 왕국’을 맡겼

다.121) 따라서 이 勅令은 아마도 各地의 행정을 총괄하는 이 세 사람을 대상으로 

發令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에게 發令된 勅令의 原本 또는 寫本이 특정 장소에 보

118) Juvaynī/Qazvīnī, vol.1, p.88; Juvaynī/Boyle, vol.2, p.606. 이와 비슷한 내용이 �集史�에도 기록되

어 있다.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47;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38. 

다만 兩者 사이에는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세계정복자의 역사�에서는 “al tamgha 

zadan”이라고 하여 “알 탐가를 찍다”라고 한 반면, �集史�에서는 “al tamgha dādan”이라고 하여 

“알 탐가를 주다”라고 하였다. 이는 알 탐가의 중의적 의미 때문으로, 前者에서는 알 탐가가 

대칸의 印章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後者에서는 그러한 印章이 찍힌 문서라는 의미로 사

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19) Rubruck/Jackson, pp.203~204;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p.318~319.
120) 원문은 ‘muʾan’으로 보일은 이것을 賦役(corvée)으로 보았다(Juvaynī/Boyle, vol.2, p.596 각주 

147).
121) Juvaynī/Qazvīnī, vol.3, pp.72~75; Juvaynī/Boyle, vol.2, pp.59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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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었던 것이다.122)

루브룩 역시 뭉케 시기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에 궁정의 書記들에게 속한 

커다란 궁전이 있다고 하였다.123) 書記들의 職務를 감안하여 추정해본다면, 비록 단

정할 수는 없지만 이 書記들의 궁전과 “장부 및 문서의 금고” 간의 어느 정도 연관

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록으로서의 文書庫는 뭉케 시기에 처음 확인되지만, 

전술한 것처럼 칭기스 칸 시기부터 최고 통치자들의 勅令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

존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帝國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勅令을 비롯한 각종 文

書들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동시에 그것들을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대

두되어 首都인 카라코룸에 별도의 文書庫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상에서 몽골제국 초기 勅令 작성 과정을 각 시기별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양상

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몽골제국은 이미 칭기스 칸 시기부터 文書를 통하여 명령

을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위구르字-몽골어로 勅令 原文을 작성

한 뒤, 受領人이 그 原意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言語 및 文字를 선택하여 번

역하였다.124) 또 작성된 勅令의 信憑性을 보장하기 위해 印章을 사용하였고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勅令들의 原本 및 寫本은 점차 체계적으로 보관

되었다.

대칸을 위시한 몽골인들은 대부분 文盲이었기 때문에 勅令의 작성은 書記들에 의

해 이루어졌다. 다만 대칸의 신임을 받는 예케 자르구치와 울룩 비틱치 등 최고위 

관료들로 하여금 草案 작성과 번역 과정을 총괄하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칸

의 의지가 文書化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變更을 방지

하고자 하였다. 친카이와 같은 울룩 비틱치는 勅令 내 發令 日時 앞에 서명을 하여 

자신이 확인했음을 보증하기도 하였다. 또 勅令은 비록 일개 語句와 표현, 또는 번

122) �集史�에는 위 勅令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뭉케는 그들 각자에게 勅命을 내리기

를, ‘과거의 상황을 정확하게 심의하고 조사하라. 왜냐하면 朕의 목적은 백성들의 상황의 安寧

에 있지, 國庫 재물의 증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43;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34). 한편 위의 인용문 중 ‘朕’은 1인칭 복

수형 인칭대명사(즉, mā)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대칸이 勅令에서 自稱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하 本稿에서는 1인칭 단수 대명사 ‘나’와 이 페르시아어 ‘mā’ 등 1인칭 복수 대명사를 구분

하기 위하여 後者를 ‘朕’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다소 중국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표면적인 

뜻 그대로 ‘우리’라고 번역하면 話者가 불분명해지고, 문장의 전체적인 語調도 제대로 전달되

지 않아 ‘朕’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123) Rubruck/Jackson, p.221;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38.
124) 이는 현재 전해지는 각종 命令文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스기야마 마사아키는 命令文에

서 사용된 다양한 言語, 文字, 그리고 傳存 상태에 따라 총 14가지로 분류하였을 정도이다(杉

山正明, ｢モンゴル命令文硏究導論 -眞定路元氏縣開化寺聖旨碑の呈示をかねて｣,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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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이라 할지라도 대칸에게 보고된 후에야 수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

를 통해 대칸은 자신의 명령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

요컨대 대칸을 비롯한 몽골제국 통치 집단들은 帝國이 확장되어 가면서 현실적으

로 더 이상 口頭로만 명령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고, 이에 정주문화 요

소인 文字 및 文書에 기반한 勅令制度를 도입하였다. 비록 勅令制度는 분명 몽골인

들에게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口頭보다 효율적이었고 帝國을 운영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칸을 비롯한 몽골인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주체

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몽골제국 초기의 기본적 방침은 이후에도 지

역에 따라 약간의 變化는 존재하였지만 큰 맥락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새로운 대칸의 즉위와 勅令 傳承

(1) 수용과 연속성

앞에서는 칭기스 칸 이래 대칸들의 勅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그렇다면 이 勅令들은 언제까지 유효하였을까? 각각의 勅令들은 다양한 배경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 또한 相異하였다. 예를 들어, 칭기스 칸

이 1223년에 모든 院舍의 差發과 稅賦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서 丘處機에게 하사한 

聖旨는125) 그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宗敎人 및 宗敎施設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명령의 중단 및 변경을 지

시하기 전까지는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勅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관직 임

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최대한의 기한을 상정하더라도 

피임명자의 생존 기간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군대 파견 및 분쟁 조정 등 특정 사안의 해결을 위해 내린 勅令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절에서는 이와는 달리 勅令의 受領人이 아닌 發令者에게 변화가 생긴 경우에 주

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發令者인 대칸이 사망하고 새로운 대칸이 즉위하였을 

때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126) 勅令의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 受領人은 어디까

125) 蔡-1955[2017]-(1); 祖-2000-(1).
126) 本稿에서는 勅令을 주요 주제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發令者로서 대칸을 한정하지만, 諸王들

의 領地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令旨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리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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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종속적 입장에 놓여 있었지만, 새로운 대칸은 자신의 즉위 이전에 발행된 勅

令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勅令은 기본적으

로 受領人의 정치 地位, 경제 利權 및 사법 權限 등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대칸이 기존에 부여된 그러한 權利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가 勅令의 有效性에 결정

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勅令은 개별 文書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前代 대칸

의 말이자 명령이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칸에게는 神聖한 것이면서

도 强制性을 갖기도 하였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칸과 기존 勅令의 受

領人 간 개인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부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대칸이 受領人과 어떠한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前代 대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전 勅令들은 효력

을 계속 유지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本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몽골제국 초기 대칸들이 이전 대칸들의 勅令을 

어떻게 수용하였고 유효화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대칸의 대

인관계 및 정치적 입장 등의 요소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制度化’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前代 대칸의 勅令 계승에 관한 결정은 이후로 계속 반복

되는 慣例가 되었고, 勅令制度의 運用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 더 나아가 

이전 대칸의 勅令 수용 과정이 정치권력의 이양 및 권력 재편과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새롭게 즉위한 대칸은 본인을 중심으로 國政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대

칸이 내린 勅令에 대해 그 유효성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였다. 첫 번째 선택지는 

前代 대칸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

는 주로 새로운 대칸이 이전 政權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취한 방법으로, 

前代 대칸의 권위를 적극 인정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집권 초에 기존 권력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

는 각 勅令이 해당 受領人들에게 부여한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계속 보장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선택은 前代 대칸과의 

우호 또는 선망의 관계가 전제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우구데이가 새로운 대칸으로 즉위하였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고. 먼저 

�세계정복자의 역사�에 따르면,

[우구데이는] 이 일을 마쳤을 때, 왕국의 관리 및 중대사들의 결정에 관한 일들을 

시작하였다. 우선 그는 야사를 명하기를, “이전에 칭기스 칸이 명하셨던 명령들

(ahkām)과 칙령들(farmān)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하고, 변화와 변경, 그리고 

혼란으로부터 면제하고 보호한다”고 하였다. 각 지역들로부터 밀고자들과 고발자들



- 41 -

이 아미르들과 하킴들 각각의 상황을 말하고 알리기 위하여 왔다. [우구데이는] 명

하기를, “朕의 축복받은 즉위의 날 이전까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 없이 한 

말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면을 한다. 앞으로 만약 누군가가 예전 그리고 새로운 

명령들(ahkām)과 야사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발을 들인다면, 그러한 사람

들의 징벌과 처벌은 그 죄에 부합할 것이다.”127)(괄호는 필자)

�集史�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카안은 왕국의 보좌에 앉았을 때, 첫째로 야사를 명하시기를, 이전에 칭기스 칸이 

명하셨던 모든 명령들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효력을 발휘하며, 변경과 변화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朕의 즉위일까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각각의 

죄들과 잘못들은 모두 용서하겠다. 오늘 이후로 만약 누군가가 오만하게 [행동]하

고, 오래되고 새로운 야사들에 따르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 죄에 어울리는 징

벌과 처벌을 그에게 내리겠다.128)(괄호는 필자)

위의 인용문에 앞서 각 史書에는 우구데이가 대칸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인용문은 사실상 우구데이가 즉위하자마자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요컨대 칭기스 칸의 모든 명령들은 계속 유효하고 누구도 변경할 

수 없으며, 자신이 즉위하기 이전에 저지른 죄는 용서하지만 이후로는 처벌하겠다

는 것이었다. 주베이니가 어떠한 의도에서 ‘명령들(ahkām)’과 ‘칙령들(farmān)’로 구

분하여 서술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129) 다만 적어도 우구데이는 칭기스 칸

이 내린 모든 명령들을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하였고, 누구도 그 내용을 바꾸지 못

하게 하였음에는 틀림없다.

우구데이가 즉위식을 거행한 뒤 가장 먼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자신의 권

력을 안정시키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칭기스 칸은 생전에 우구데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였지만130) 그가 칭기스 칸 사후 바로 즉위한 것은 아니었다. 약 2년

여 동안 空位의 상태가 이어지다가 대쿠릴타이를 통해 그가 비로소 寶位에 오를 수 

있었다.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우구데이의 즉위에 반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추대하

는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만약 우구데이의 즉위가 확정불변

127) Juvaynī/Qazvīnī, vol.1, 149; Juvaynī/Boyle, vol.1, pp.189~190.
128)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p.637~638;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52~53; 

Rashīd/Thackston, vol.2, p.313; Rashīd/Boyle, p.32.
129)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어 사료에서는 君主의 명령을 ‘farmān’이라고 하지만 본 인용문에서는 

칭기스 칸이 명한 ‘명령들’과 ‘칙령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兩者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페르시아어 사료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여럿 나열하는 것은 흔히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130) SH/de Rachewiltz, pp.182~188; �몽골비사�/유원수, p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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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이었다면 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다가 대쿠릴타이를 개최하여 帝

位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그를 대칸으로 추대하였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131) 그만큼 칭기스 칸이 생전에 내린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구데이의 繼位는 

결코 확고불변의 것은 아니었다.132)

그렇다면 우구데이로서는 스스로 대칸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칸은 창건자인 칭기스 칸에 뒤를 이어 

몽골제국을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와의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였다. 우

구데이는 칭기스 칸의 正妻가 낳은 네 아들 중 셋째로서 혈연적으로는 親緣性을 가

지고 있었지만, 帝國의 統治라는 측면에서도 칭기스 칸을 代理할 수 있는 존재여야

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칭기스 칸의 모든 명령들을 계승한다고 公布하였다. 

이는 우구데이가 칭기스 칸의 국가 통치 방식을 부정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

어받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몽골제국을 건립한 칭기스 칸의 말씀과 방식

에 따라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곧 몽골제국의 정치적 正統性이 우구데이 자신에

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칭기스 칸의 명령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글자 그대

로 “이전에 칭기스 칸이 명하셨던 명령들과 칙령들”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일반

적인 지침 차원에서의 명령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 지역 및 집단 등에 하사된 것들

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칭기스 칸이 각각에게 부여한 정

치적·경제적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자, 동시에 해당 勅令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킨 것

이기도 하다. 우구데이의 繼位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후술할 

뭉케의 집권처럼 급진적인 권력구조의 재편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

다. 따라서 기득권층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우구데이 政權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그리고 우구데이 사후 구육이 繼位

하였을 때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세계정복자의 역사�에 따르면,

카안[의 사망] 이후 왕자들 각자는 오만해졌고, 각각의 大人들은 어떤 [왕자들에게] 

131) 우구데이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는 Juvaynī/Qazvīnī, vol.1, pp.144~148; Juvaynī/Boyle, vol.1, 

pp.183~188;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p.634~636;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48~50 참고. 우구데이는 총 세 차례의 쿠릴타이를 개최한 이후에야 대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學位論文, 2016, 

pp.39~40).
132) 가장 대표적인 반대세력은 칭기스 칸의 막내 아들이자 그의 사후 2년 간 監國을 담당하였던 

톨루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의 양보를 통해 대규모 내전 없이 우구데이가 즉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監國 톨루이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이화사학연구�

51, 2015,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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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여 왕국에 대하여 바라트들을 작성하였고 牌子를 주었다. [구육은] 그들에 

대한 조사를 명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은] 야사와 관습에서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

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수치심으로 인해 머리를 앞으로 떨구었다. [기존에] 

있었던 각자의 牌子와 勅令을 확보하여 각자의 앞에 놓아두고 ‘네가 쓴 것을 읽으

라’고 하였다. 베키와 그녀의 아들들은 명예로웠는데, [왜냐하면] 누구도 그들이 야

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한 줄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육은 매번 대화마다 

그들을 예로 들었고, 그들이 야사를 준수한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하고, 그들에게는 칭찬하였다. [구육은] 야사를 내리기를, 카안(우구데이)이 즉위

할 때 [자신의] 아버지의 야사들을 이전처럼 계속 규정하고, 그 명령들에는 변화와 

변형은 길을 찾지 못하게끔 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야사와 명령들 역시 늘이거

나 줄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바꾸는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

성한 알 탐가를 찍은 각 勅令들은 帝王의 의견에 대해서 [묻고자] 아뢸 것 없이 갱

신하기 위하여 서명(emzā)을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133)(괄호는 필자)

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구데이 사후 중앙 권력의 공백을 이용하여 諸王들

이 지불보증서인 바라트와 勅令을 작성하고, 牌子를 하사하는 등 대칸의 권한을 침

범하는 越權 행위를 하였다. 이에 새롭게 대칸이 된 구육은 그것들을 회수하고 당

사자들을 질책한 뒤, 前代 대칸인 우구데이의 명령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즉 

앞서 우구데이가 칭기스 칸의 명령들을 수용·계승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

럼, 구육 역시 우구데이의 명령들에 계속 효력을 부여하고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구육은 우구데이 사후 투레게네 카툰을 도와 國政을 농단하였던 파티마를 심문하

였고, 또 칭기스 칸의 동생인 옷치긴이 대칸의 자리를 노렸던 사건에 대해서도 조

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자신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이수 뭉케를 차가타이 울루스

의 칸으로 임명한 뒤 위 인용문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134) 이와 같은 일련의 國

事 처리는 우구데이 사후 대칸位의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

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구육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한편, 본인의 지지자를 예하 울루스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등 당면과제를 해결한 뒤 

바로 前代 대칸의 명령들에 대해 그 효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역시 해당 조치가 

대칸의 정치 권위 및 정권 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대사였음을 보여준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구육의 즉위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우구데이 생전 

133) Juvaynī/Qazvīnī, vol.1, p.211; Juvaynī/Boyle, vol.1, pp.255~256. 비슷한 내용을 �集史�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28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07.
134) Juvaynī/Qazvīnī, vol.1, pp.209~211; Juvaynī/Boyle, vol.1, p.255;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806~807;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288~289. 한편 파티마에 대한 처분은 �集

史�에는 보이지만 �세계정복자의 역사�의 해당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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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임명된 적이 없었고, 대신 우구데이 사후 섭정을 담당한 

투레게네 카툰의 지지에 힘입어 즉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구데이가 후

계자로 지정한 그의 손자 시레문이 생존해 있었다. 따라서 그의 즉위는 우구데이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고, 몽골 귀족들 사이의 전반적 합의와 추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바투 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135) 기존에 

구육을 ‘무능하고’, ‘못된’ 군주로 바라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재평가하고자 하

는 시도도 있었으나,136) 인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그의 즉위 과정은 우구데이

에 비해서도 결코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보

다 컸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구육이 자신의 父親이자 前代 대칸인 우구데이의 명령

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유효성을 재확인한 조치는 자신이 칭기스 칸-우구데이로 

이어지는 몽골제국의 正統性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한 행위였다. 권력의 기반이 약한 

구육으로서는 자신의 통치와 그 기본적 방향이 우구데이 시기와 다르지 않고, 오히

려 연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했다.137) 그래야 자신을 향한 반대와 의문의 시

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계승 과정에서의 충돌로 분열된 몽골제국을 다시 통합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구육은 空位 기간 동안 諸王들이 바라트와 勅令을 작성하고 牌子를 하사하

는 등 非違행위를 한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힐난하였

다. 이는 정치 권력 체계를 재정비하고, 바라트와 勅令의 남발로 큰 손실을 입은 국

가 在庫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諸王들에게 칭기스 칸의 “야사를 어겼다”고 규정하고 죄의

식을 갖게 함으로써 구육 자신의 正統性에 대한 의문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위에 인용한 사료에는 勅令 계승과 관련하여 우구데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

던 새로운 조치가 확인된다. 즉 “신성한 알 탐가를 찍은 각 勅令들은 帝王의 의견

에 대해서 [묻고자] 아뢸 것 없이 갱신하기 위하여 서명(emzā)을 쓰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우구데이에 의해 發令된 진짜 勅令과 그의 사후 諸王들 등에 의

해 남발된 가짜를 확인하여 구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정적인 기준은 알 탐가

135)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바투가 구육의 즉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있다(서윤

아, ｢몽골제국 시기(1206~1259)의 ‘아카(aqa)’와 그 역할 -바투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學位論文, 2016).
136) 김호동은 사료에서 확인되는 구육에 대한 언급 중 부정적 이미지는 톨루이 가문이나 주치 가

문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육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였다(김호동, ｢구육(定宗)과 그의 時代｣).
137) 김호동, ｢구육(定宗)과 그의 時代｣,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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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날인 여부였음을 알 수 있다. 우구데이 사후 諸王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

의 권한을 넘어서 勅令을 남발하고 그 집행을 강요하였지만, 아마도 대칸의 印章까

지는 모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구육 즉위 초에 이르기까지 

몽골제국의 印章制度는 다소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우구데이가 내린 眞本으로 확인된 勅令에 대해서는 갱신, 즉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명(emzā)’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集史�와 �세계정복자

의 역사�에는 ‘emzā’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나 대부분 “be emzā resānīdan”의 형

태로서 다소 비유적으로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138) 반면 위의 사료에는 

“emzā neveshtan”, 즉 ‘쓰다(neveshtan)’라는 동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명히 ‘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용례를 �세계정복자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구데이 시기에 

쿠르구즈가 친 티무르의 뒤를 이어 후라산 및 마잔다란 등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자 

그의 반대 세력들이 친 티무르의 장자인 에드구 테무르를 앞세워 그를 모함하였다. 

우구데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인사들을 모두 朝廷으로 출석시켜 심

문하였고, 그 결과 쿠르구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사

안이 마무리되자 쿠르구즈와 동반하였던 후라산의 말릭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勅

令에 서명을 얻기를 희망하였다.139) 해당 구절의 원문은 “emzā-i yarlīgh-i khish 

gīrad”인데 이 중 ‘emzā’는 역시 ‘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140)

쿠르구즈를 따라 함께 우구데이 조정으로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 위 사료의 해당 

기사 앞부분을 보면 “쿠르구즈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진 자

들이자, 부와 재산의 소유자들로서, 말릭들 중에는 이스파라인(Isfarayin)의 말릭 니

잠 웃 딘, 아비바르드(Abivard)의 이흐티야르 웃 딘, 비스탐(Bistam)의 아미드 알 물

크 샤라프 웃 딘이 있고, 書記들 중에서는 니잠 웃 딘 샤 등이 있었다”고 하였

다.141) 이 중 史料를 통해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말릭 니잠 웃 딘이다. 

�세계정복자의 역사�에는 말릭 니잠 웃 딘과 형제 관계인 바하 웃 딘에 관하여 기

록하기를, 그는 이스파라인 북쪽 술룩(Suʿluk)의 통치자였고 回曆 630년(1232/3)에 몽

골에 항복한 뒤 복속의 표시로 우구데이 朝廷에 직접 갔다고 하였다. 우구데이는 

138) 예를 들면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530;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칭기스칸기�, p.374.
139) Juvaynī/Qazvīnī, vol.2, p.236; Juvaynī/Boyle, vol.2, p.500.
140) 물론 “자신의 칙령을 받다”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칙령에 서명을 얻다”로 서

술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이는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매우 어색한 용법이

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날인 이외에 ‘서명’이 칙령의 작성과 효력 발생에 중요한 과정 중

의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41) Juvaynī/Qazvīnī, vol.2, p.233; Juvaynī/Boyle, vol.2,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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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트랜스옥시아나 以西 지역으로부터 자신에게 복속하기 위해 온 첫 번째 사람

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었고, 이후 그를 이스파라인, 주베인

(Juvain), 자자름(Jajarm), 주르바드(Jurbad)와 아르기얀(Arghiyan) 등 후라산 일대의 말

릭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金牌와 알 탐가가 찍힌 勅令도 하사하였다.142)

勅令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지만, 바하 웃 딘이 자발적으로 복속했다

는 점과 우구데이가 그의 복속을 매우 기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후

라산 일대에서의 정치적 地位와 경제적 利權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

다. 그리고 위 사료에 “이스파라인의 니잠 웃 딘”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바하 웃 

딘은 스스로의 힘으로든, 아니면 上奏를 통해서든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한 지역

을 형제인 니잠 웃 딘에게 分與해 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니잠 웃 딘이 서명받고자 하였던 ‘자신의 勅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

는 점이다. 그것은 어쩌면 바하 웃 딘이 우구데이로부터 받았던 勅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니잠 웃 딘이 개인적으로 受領한 勅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문맥상 새롭게 작성한 勅令을 하사받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소유하였던 勅令에 추가로 서명을 받음으로써 勅令의 유효성을 연장

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친 티무르로부터 쿠르구즈

로 몽골 행정 책임자가 교체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몽골 행정 책임

자가 바뀌면서 야기된 정치적 혼란은 현지 통치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였고, 이

제 우구데이의 개입으로 분쟁이 종료되었으므로 새로운 행정 권력 구조 내에서 향

후 자신들의 地位와 權利를 재확인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니잠 웃 딘의 

시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143)

이를 통해 소위 ‘서명’의 과정이 몽골제국 勅令制度에 등장한 것은 우구데이 시

기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능은 기존에 발행된 勅令의 효력을 재확인하여 그 

有效性을 연장시키는 것이었다. 이 관행은 구육 시기까지 이어졌고, 우구데이가 사

망하고 새롭게 대칸이 된 구육은 前代 대칸의 勅令들을 계속 인정하기 위하여 ‘서

명’하도록 하였다. 아쉽게도 이 ‘서명’이 구체적으로 文書의 어느 위치에 어떠한 형

142) Juvaynī/Qazvīnī, vol.2, pp.222~223 ; Juvaynī/Boyle, vol.2, pp.486~487.
143) Juvaynī/Qazvīnī, vol.2, p.278; Juvaynī/Boyle, vol.2, pp.542~543. �세계정복자의 역사� 중 앞의 인

용문과 별개인 이 기록을 보면 “이스파라인, 주베인, 자자름, 주르바드와 말릭 니잠 웃 딘에게 

예속된 모든 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이스파라인, 주베인, 자자름, 주르바드”와 

“말릭 니잠 웃 딘에게 예속된 지역”을 각각 별개로 구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니잠 웃 딘의 

영역들 중에서 앞의 지역들은 물론이고 기타 지역들도 포함시키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애당초 말릭 니잠 웃 딘은 “이스파라인의 말릭 니잠 웃 딘”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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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이루어졌는지는 현재로서는 사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추후

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 기존 勅令의 부정 및 선택적 수용

몽골제국 초기 두 차례 계승 과정에서의 勅令 전달 및 수용은 기본적으로 原發令

者와 계승자 간 우호적 관계로 말미암아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계승

자들은 스스로의 正統性을 확보하고 정치적 권위를 提高하며 안정적인 政權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勅令들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새로운 대칸은 前代 대칸

의 권력을 적극 인정하고 활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前代 대칸과 그 계

승자 간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이고 원만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단적인 사례는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이었던 뭉케였다.

구육이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急死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후 대칸의 자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空位 상태로 3년

여의 시간이 지나고 종국에는 바투의 지지 속에 뭉케가 대칸이 되었다.144) 그러나 

구육의 미망인인 오굴 카이미쉬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들은 뭉케를 대칸으로 추대하는 쿠릴타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자신의 

조정에 출석하라는 뭉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뭉케 政權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심지어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145) 결국 뭉케는 오굴 카이미쉬를 

붙잡아 사형에 처하고, 친카이 등 구육 政權에서 服務하였던 臣僚들을 제거함으로

써 統治權을 확립해 나갔다.146) 우구데이나 구육의 繼位 과정도 분명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나 뭉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더 심했는데, 이는 그의 집권이 칭기스 

칸의 遺命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었다.147) 또 그는 모든 울루스의 대표들이 참석한 

144) 뭉케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는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pp.42~44 참고.
145)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831~834;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320~323.
146)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838~841;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328~331.
147) 물론 �몽골비사� 255절을 보면 칭기스 칸이 대칸의 자리를 우구데이 가문에 전적으로 귀속시

킨 것은 아니라고 추측케 하는 구절이 있다. 즉 우구데이 후손들이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내 

후손 중에 적어도 하나는 훌륭한 자가 태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이다(SH/de Rachewiltz, 

vol.1, p.188; �몽골비사�/유원수, p.268).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칭기스 칸은 우구데이家의 후손들

이 대칸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후손들이 대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뭉케의 즉위로 톨루이家가 정권을 확보한 뒤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고, 대신 正統性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몽골비사�의 이 255절

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Thomas T Allsen, Mo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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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타이를 통해 즉위하는 정상적인 繼位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즉 뭉케 政權은 

正統性이라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前代 대칸이었

던 구육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執權이 정당화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이에 뭉케는 이전 政權들과의 연속성을 강조했던 기존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즉 뭉케는 즉위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政事를 집행하면서, 명령을 내려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 카안, 그리고 구육 칸 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諸王들로

부터 받은 勅令과 牌子들을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후로는 諸王들

이 각 지방의 행정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자신의 大臣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임

의로 命令文을 발부하거나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다.148) �元史� ｢憲宗本紀｣에도 그

가 모든 朝廷 및 諸王이 남발한 牌印, 詔旨, 宣命을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명했다고 

하였다.149)

이러한 조치는 앞서 우구데이와 구육이 공히 취했던 입장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

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父親이자 前代 통치자가 발행한 勅令의 유효성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뭉케는 칭기스 칸 이래의 모든 勅令과 牌子를 수용하지 않았다. 

�元史�에서는 發令者를 ‘朝廷’으로 표현하였으나 대칸의 인준을 전제한 것이기 때

문에 대칸의 명령으로 봐도 무방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구데이와 구육도 前代 

대칸이 아닌 자들에 의해 濫發된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

은 대칸이 하사한 勅令은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뭉케의 조치는 분명히 이

전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前代 대칸들의 勅令 수용과 그 유효성 인정이 政權의 正統性 계승이라는 기능을 

했다면, 이와 같은 뭉케의 정책은 이전 政權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기계적 적용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바로 자

신 이전의 대칸이었던 구육에 대해서는 그 治世가 짧기도 하였고, 뭉케 본인의 執

權을 정당화하고자 어떤 식으로든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뭉케가 몽골

제국의 창건자이자 상징적 존재로서의 칭기스 칸, 그리고 누구도 正統性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우구데이를 계승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150) 만약 뭉

Imperialism: The Policies of the Grand Qan Möngke in China, Russia, and the Islamic Lands, 

1251-125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p.40~42; 김호동, ｢구육(定宗)과 그의 

時代｣, pp.113~117 참조.
148) Juvaynī/Qazvīnī, vol.3, p.76; Juvaynī/Boyle, vol.2, pp.598~59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843~844;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34.
149) �元史� 卷3 ｢憲宗本紀｣ 憲宗元年 辛亥 夏六月條, “凡朝廷及諸王濫發牌印·詔旨·宣命, 盡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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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가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면 그것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의

미하게 되고, 기존 몽골제국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결정적으로 주치 울루스의 바투가 뭉케를 새로운 대칸으로 지지하며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뭉케는 “칭기스 칸의 야사와 勅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

이라는 점이었다.151) 따라서 아무리 뭉케가 대칸이 되어 최고 권력을 확보했다 할

지라도 기존의 몽골제국의 정치적 遺産과 상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었다.

뭉케가 칭기스 칸 이래 대칸들 및 諸王들이 發令한 勅令 및 牌子들을 모두 회수

한 근본적인 목적은 財政 안정이었다. 뭉케 즉위 당시 몽골제국은 경제적으로 난관

에 봉착해 있었다. 우구데이와 구육은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遊

牧君主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賜與를 하여 국가 財政은 크게 소

모되었다. 그리고 중앙권력의 不在期 동안의 각종 부정과 恩賜 남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처럼 中央集權을 도모하는 뭉케에게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국가 재

정의 안정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수혜자들이 보유한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경

제적 利權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152)

�세계정복자의 역사�와 다시 그것을 인용하여 작성된 �集史�에는 해당 기사의 바

로 앞부분에 뭉케가 즉위 후 취한 여러 조치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는 세금을 확정

하고, 사람들의 이름 기입, 즉 인구조사를 위해 각종 관료들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총책임자로서 북중국 등 제국의 東部에는 마흐무드 얄라바치, 마와라안나흐르 

등 中央에는 마수드 벡, 그리고 후라산 등 西部에는 아르군 아카를 임명하였다. 이

러한 조치 후에 앞서 말한 勅令과 牌子의 회수를 명하였고, 다시 그 다음에 사신들

과 상인들이 驛馬를 남용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세금에 대해 규정하였다.153) 이처럼 

즉위 후 뭉케가 취한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경제적 동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稅收

를 확보하고 낭비를 방지하여 財政을 안정시키고자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勅令 

150) 뭉케가 칭기스 칸을 계승하고자 의식했음은 칭기스 칸의 즉위 쿠릴타이가 개최된 곳을 자신

의 즉위식 장소로 선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pp.42~44).

151)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25;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13. 바투가 

내세운 이 명분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帝國의 창건자인 칭

기스 칸의 말과 행동은 이후 계승자들에게는 제국을 운영하는 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방침

으로서 작동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52) 뭉케의 중앙집권 정책에 대해서는 Thomas T Allsen, Mongol Imperialism: The Policies of the 

Grand Qan Möngke in China, Russia, and the Islamic Lands, 1251-1259 제4장 참고.

153) Juvaynī/Qazvīnī, vol.3, pp.72~79; Juvaynī/Boyle, vol.2, pp.596~59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842~844;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3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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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牌子의 회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구육 사후 카툰들과 

諸王들의 越權 행위는 결과적으로 帝國 전체의 입장에서는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 

회수의 대상이 된 勅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료에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

지만, 문맥 상 대칸의 不在로 인한 혼란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각종 

利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牌子의 무분별한 사여는 자연히 

驛站制度의 붕괴를 야기하였을 것이고, 諸王 및 카툰 등과 귀족 및 천민들 간 결탁

은 국가로 하여금 그들에게 할당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뭉케는 구육 사후에 發令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대칸들과 諸王들

이 하사한 命令文들도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자신

이 임명한 行政官과 상의 후에 命令文을 發令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뭉케가 경제적 利益을 보장하는 모든 勅令들을 회수한 것은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으나, “칭

기스 칸과 [우구데이] 카안의 勅命으로 징수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제외시켰다.154)

이 면제 대상자들은 셰이흐들, 이맘들, 사제들, 道人들 등 이른바 宗敎人들이었다. 

칭기스 칸이 이러한 宗敎人들에게 祈福의 의무를 부여한 대신 納稅와 勞役 면제의 

혜택을 주었고, 이후 대칸들 또한 칭기스 칸의 이 명령을 계속 이어받았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155) 이처럼 뭉케는 칭기스 칸 이래로 대칸들로부터 하사된 勅令들

을 몰수하면서 기존 勅令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칭

기스 칸과 우구데이 카안의 명령을 존중하고 계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156)

다시 말해 뭉케는 이전 勅令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帝國의 재정 안정을 도

모하고자 경제적 利權을 보장하는 勅令들은 부정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 중 宗敎

人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有效性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선별적 수용은 前代 

대칸의 명령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우구데이 및 구육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뭉케 시

기의 특징이다. 그리고 선택의 과정에서 뭉케 개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

이다. 뭉케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政事를 펼치는 데 저해가 되는 기존 

勅令들은 부정하고, 자신의 뜻에 부합하거나 납득할 만한 것들은 받아들여 계속 유

154) Juvaynī/Qazvīnī, vol.3, pp.77~78; Juvaynī/Boyle, vol.2, p.59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44;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35.
155) Wonhee Cho, “Beyond Tolerance: The Mongols’ Religious Policies in Yuan-dynasty China and 

Il-khanate Iran, 1200-1368” (Ph.D. diss.), Yale University, 2014, pp.77~82.
156) 물론 칭기스 칸 등이 宗敎人들에게 하사한 勅令들도 모두 몰수하였고, 단지 그들의 免稅 特權

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受惠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特權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서도 勅令을 모두 몰수해간다면 受惠者들은 보장 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각종 소송과 조정에의 호소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특권

을 인정한 宗敎人들에게서까지 勅令을 빼앗았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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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화하였던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뭉케가 宗敎人들의 세금 면제를 허락하면서 그 대상을 

이전에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 카안의 勅命”을 받은 사람들로 칭하였다는 점이다. 

바로 前代 대칸이었던 구육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나 이 역시 뭉케의 의지가 반영된 행위이다. 그리고 發令者에 따른 선

택적 수용은 勅令 계승 과정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후 다른 울루

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정복자의 역사�와 �集史�의 해당 기사에서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에 의해 납

세 의무가 면제된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술한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의 宗

敎人들이었다. 이슬람의 셰이흐나 이맘들, 기독교의 사제들, 道敎의 道人 등과 같이 

대칸과 그 一家의 幸福과 安寧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모든 宗敎에 대해 이와 같은 혜택을 준 것은 아니지만,157) 위 

宗敎에 속한 宗敎人들은 분명 免稅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

책은 칭기스 칸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후로 계속 이어졌으며, 執權한 기간이 매우 

짧지만 구육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육의 勅令 중 그의 종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實物이나 碑刻으로는 전해

지지 않지만, 사료의 단편적 기록을 통해 대략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아르메니

아 아칸츠의 그리고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의 국왕 헤툼은 몽골이 西

進하자 복속을 결심하고 자신의 동생을 구육의 朝廷에 파견하였다. 구육은 그를 보

고 매우 기뻐하며 勅令과 牌子 및 공주 등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헤툼은 

그의 동생이 자신의 땅과 수도원,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

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온 것을 보고 크게 반색했다고 한다.158) 자발적으로 복속한 

도시 및 국가의 통치자에게 정치적 地位와 경제적 利益을 보장하는 勅令과 牌子를 

하사하는 행위는 몽골제국의 팽창 과정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勅令을 통

하여 수도원 및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그리고르가 강조하는 것

처럼 구육이 親기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칭기스 칸 이래로의 종교정책

을 계승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카르피니 역시 구육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었다고 전한다. 그에 따르면 구육은 항

157) �세계정복자의 역사�를 보면 해당 기사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범주에 들지 못해 당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Juvaynī/Qazvīnī, vol.3, p.78; Juvaynī/Boyle, vol.2, p.599). 이는 유대교의 選

民思想 때문에 몽골의 대칸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편 뭉케 시기와 

관련하여 �세계정복자의 역사�의 기록을 대폭 인용한 라시드 웃 딘이 정작 이 기사는 �集史�

에서 누락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아마 유대인 출신이라는 그의 개인적 배경이 원인이 되

지 않았나 생각된다.
158) Grigor of Akancʻ/Robert P. Blake, Richard N. Frye, and Francis Woodman Cleaves, pp.3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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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독교도들과 함께 있었고, 기독교도들은 구육이 기독교를 믿게 될 것이라 생각

한다고 하였다. 또 구육은 기독교 사제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독교와 관련

된 것을 공급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천막 앞에 예배당을 두기까지 했다고 하였

다.159) 이렇게 기독교에 우호적이었던 구육이 몽골제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기독교 

宗敎人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육은 

분명히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지만 그 자신이 결코 기독교도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

에,160) 그가 기독교에만 편중하여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구육 역시 이전 대칸들처럼 대부분의 宗敎와 그 宗敎人에 대해 우호적 정

책을 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뭉케는 宗敎人에 관한 우대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前代 대칸들과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들의 명령들을 수용하였으나 구육의 勅令은 제외하였다. 즉 

勅令의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發令者가 누군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계승한 것이

다.161)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시 그리고르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전술한 것처럼 뭉케는 즉위 후에 帝國의 西部로 아르군을 보내 행정을 담당하

게 했다. 그리고르에 따르면 아르군이 자신들 지역에 와서 세금 징수를 위해 인구

조사를 하고, 장부에 적힌 숫자에 따라 人頭稅를 거두었으며, 일부 지역을 약탈하기

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헤툼이 직접 뭉케를 만나고자 카라코룸

으로 향하였고, 그의 총애를 받아 요청 사항이 모두 승인되었다고 한다.162) 아르군

의 인구조사 및 세금 징수 등은 분명 구육이 이 지역 및 그곳의 사람들에 내린 勅

令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그러나 發令者인 구육은 이미 사망하였고 다음 대칸인 뭉

케는 그의 勅令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명령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왕인 헤툼이 직접 뭉케를 찾아가 그의 환심을 사고 자신

들의 기존 利權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勅令을 획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던 것이다.163)

159) Carpini/Dawson, p.68;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155.
160)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155 각주 32.
161) 뭉케가 자신의 勅令에서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만을 언급한 것이 그들이 각각 창건자와 2대 

계승자라는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구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누락한 

것이 아니라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에 대한 존경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勅令을 특별히 언급했

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뭉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접적인 先祖가 아닌 우구

데이가 칭기스 칸에 버금가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뭉케는 톨루이家 

출신으로 대칸의 자리를 우구데이家로부터 빼앗기도 하였고, 우구데이가 자신의 父親 톨루이

를 살해하였다는 의심이 은연중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를 칭기스 칸과 동일선상에 놓지는 않

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62) Grigor of Akancʻ/Robert P. Blake, Richard N. Frye, and Francis Woodman Cleaves, pp.325~327.
163) 사료에는 구체적으로 뭉케가 어떠한 헤툼의 요구를 들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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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史�에는 뭉케가 나라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때 母親인 소르칵타니 베키와 상

의했고, 그녀의 말을 어기거나 바꾸지도 덧붙이지도 않았으며, 그녀에게 속한 사람

들은 보호와 배려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164) 뭉케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소르칵타니 베키가 기독교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뭉케는 분명 기독

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케는 구육

이 기독교도들에게 부여한 特權을 부정하였다가 헤툼이 親朝하여 새롭게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야 다시 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뭉케의 입장 변화는 

결국 헤툼 등 受領人이나 구육의 勅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勅令

의 發令者가 구육이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뭉케가 이전 대칸들의 勅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前代 대칸 구육

의 勅令은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은 결국 뭉케 政權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

다. 뭉케를 비롯한 톨루이家는 우구데이家를 대신하여 새롭게 몽골제국의 政權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권력 최상위층의 교체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

치적·경제적으로 결합된 수많은 세력들의 쇠락과 부상 등으로 파생되었다. 기존 권

력과 연계된 인물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수단이 대칸의 勅令이었기 때문에, 신규 권

력 집단은 기존에 發令된 勅令들을 회수하고 부정하였다. 이처럼 勅令의 수용과 계

승이라는 행위를 통해 權力과 정치적·경제적 利權의 결합 및 변화를 이해할 수 있

고, 뭉케의 행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대칸들은 즉위 후 이전 대칸 및 諸王 등이 發令한 勅令 등 命令文에 대해 

그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했다. 그 중 상당수가 기존 권력층의 

각종 地位와 利益을 보장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칸은 이전 政權과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자신의 正統性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前代 대칸들의 명

령들을 최대한 受容하고 그 유효성을 적극 인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勅令이 새로운 

政權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전 政權을 부정하거나 또는 연속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기존 勅令

들을 계승하지 않았고, 계속 방치하면 誤用될 수 있기에 몰수한 뒤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發令하였다.

대칸의 勅令은 受領人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더 이상 기능을 발휘

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發令者가 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었

않다. 다만 문맥상 가장 현안이었던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 몽골인들에 의한 약탈 방지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164)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23;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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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적으로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다음 대칸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전체 혹

은 일부를 선택적으로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부

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勅令의 계승과 부정이라는 과정은 결국 몽골제국 최상위

층에서 이루어진 정치권력의 변화 및 재편과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러한 특징은 각 울루스에서도, 예하 소규모 정치 단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3. 勅令 구조의 정형화

(1) 칭기스 칸 시기 초보적 형성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를 ‘帝國的 制度’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각 울루

스에서 發令된 勅令들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유사성이다. 몽골제국을 구성하는 각 

울루스는 相異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들을 근거지로 하면서도 그 勅令 구조는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몽골인들은 외래 문화요소로서 

勅令制度를 도입한 뒤 주체적으로 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勅令 구조 역시 칭기스 

칸 시기부터 점차 체계화되어 하나의 傳統이 되었고 각 울루스로 轉移되었던 것이

다.

몽골제국 勅令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칭기스 칸 시기의 勅令들부

터 살펴보아야 한다. 칭기스 칸의 勅令은 시기적으로 가장 선행하였기 때문에 그것

을 기준으로 삼아 이후 변화상을 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시에 칭기스 칸의 

권위는 어떤 측면에서든 절대적이어서 그가 시행한 각종 制度와 慣行은 후대인들에

게는 일종의 준수해야 할 규범 같은 강제성이 있었다. 물론 勅令制度는 칭기스 칸 

시기에 완성되지 않았고, 그가 勅令 구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았기에 이후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였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확립된 기

본적 형태와 구성 요소는 하나의 傳統으로서 기능하며 지속되었다.

칭기스 칸의 勅令 중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219年盩厔重陽

萬壽宮聖旨碑｣이다.165) 이것은 칭기스 칸이 丘處機를 소환하기 위해 하사한 소위 

165) 蔡-1955-附錄2(1). 蔡美彪의 2017년 修訂版에서는 누락되었다. 참고로 이 碑文은 �南村輟耕錄�

卷10 ｢丘眞人｣에도 전하고 있다(�南村輟耕錄�(北京: 中華書局, 1959), pp.120~121). �佛祖歷代通

載�(卷21에는 칭기스 칸이 무칼리에게 佛僧 海運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며 내린 聖旨가 실려 

있다(“道與摩花理國王. 你使人來說底老長老·小長老, 實是告天的人, 好與衣糧養活者. 敎做頭兒, 

多収拾那般人, 在意告天, 不揀阿誰休欺者. 交達里罕行者.”). 다만 이 勅令은 原文도 아니고, 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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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詔’로서 漢字 雅文으로 작성되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成吉思皇帝賜神仙手

詔. 制曰”로 시작하여 “故茲詔示, 惟宜知悉.”로 마무리하고 日時를 덧붙였다. 서두의 

‘手詔’와 ‘制曰’은 전통적으로 中國에서 皇帝의 명령 앞에 사용되는 용어였다. 또 

“故茲詔示, 惟宜知悉.”은 일종의 結束語로서 이미 宋代에 그와 거의 흡사한 “故茲詔

示, 想宜知悉.”이라는 표현이 흔하게 사용되었다.166) 즉 이 勅令은 사실상 전형적인 

漢文詔書에 가깝고, ‘手詔’라고 하였으나 칭기스 칸이 직접 문장을 起草하였을 가능

성은 사실상 없다.167) 칭기스 칸은 작성 내용에 대해 간략히 지시하는 정도에 그쳤

을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들은 작성 담당자에게 일임하였을 것이다.168) 그렇기 때문

에 위 聖旨는 구조적으로도 기존의 中國에서의 詔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보

이고 있다. 한편 칭기스 칸의 勅令 중 두 번째로 이른 시기의 것은 ｢1220年盩厔重

陽萬壽宮聖旨碑｣이나 이 역시 전형적인 漢字 雅文으로 작성되었다.169)

이에 반해 1223년 칭기스 칸이 丘處機에 하사한 두 勅令은 이전과 전혀 다른 형

식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이 勅令들은 漢文이 아닌 蒙文直譯體로 작성되었다. 여전

히 丘處機를 受領人으로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이 두 勅令의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우선 같은 해이지만 시간적으로 앞선 三月(1223.4.3.~5.1.) 聖旨碑 

중 실제 勅令을 옮긴 부분은 다음과 같다.

皇帝聖旨.

諸處의 官員들에게 말한다:

丘神仙이 總括하고 修行하는 院舍 등은 매일 經文을 念誦하고 하늘에 告하는 사람

들이 皇帝를 위하여 祝壽하고 萬萬歲하는 곳들이니, 論及된 크고 작은 差發과 賦稅

는 모두 그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지 말라. 丘神仙의 모든 出家門人들에 대해서는 

到處의 院舍는 모두 그들로 하여금 差發과 稅賦를 면하게 하라. 그 밖에 出家했다

刻으로 새겨져 그 原型을 보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
166) 예를 들어 北宋 仁宗 明道二年 七月에 하사된 ｢去尊號中睿聖文武字求言詔｣ 등 �宋大詔令集�

에서만 81번 확인할 수 있다.
167) 물론 제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칭기스 칸은 대략적인 내용을 지시한 뒤 완성된 草稿를 통역

을 통해 확인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手詔’는 그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들어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투적인 표현으로 덧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혹은 受領者 측에서 자신들이 받은 命令文

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附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經世大典� ｢序錄｣

에는 ‘詔書’와 ‘聖旨’를 명확히 구분한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2장 2절에서 상술하고

자 한다.
168) 사실 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칭기스 칸은 1219년 이전에 이미 다수의 위구

르인들을 포섭하여 충분히 위구르字-몽골어로 勅令을 發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受領人인 丘處機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漢字 雅文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169) 蔡-1955-附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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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짓으로 칭하거나, 差發을 몰래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官司에 고하여 治罪하고 

처분하도록 하라.170)

……

癸未 羊兒年 三月日.171)

같은 해 九月 二十四日(1223.10.19.) 發令된 勅令은 다음과 같다.

宣差 阿里鮮이 면전에서 받든 成吉思皇帝 聖旨 :

丘神仙이 상주하여 알린 일은 매우 좋다. 나는 전에 이미 聖旨文字를 그대에게 주

어 그대로 하여금 천하의 모든 出家善人들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丘神仙 그대가 상황에 따라 오직 그대가 處斷하라.

이와 같이 받들었다.

癸未年 九月 二十四日.172)

170) 蔡-1955[2017]-(1); 祖-2000-(1), p.1, “皇帝聖旨, 道與諸處官員每: 丘神仙應有底修行底院舍等, 係

逐日念誦經文告天底人每與皇帝祝壽萬萬歲者, 所據大小差發·賦稅, 都敎休着者. 據丘神仙底應係出

家門人等, 隨處院舍都敎免了差發稅賦者. 其外詐推出家·影占差發底人每, 告到官司治罪, 斷按主

者.”
171) 이 일시 앞에는 “이와 같이 받들었다. [이는] 어길 수 없다. 반드시 증빙을 주어라. 오른쪽과 

[같이] 神仙의 門下에게 주니 받아서 보관하라. 증빙에 언급된 神仙의 모든 出家門人과 精嚴하

게 院舍를 住持하는 사람들은 모두 差發과 賦稅를 면제한다. 准此.(奉到如此. 不得違錯. 須至給

付照用者. 右付神仙門下收執. 照使所據神仙應係出家門人·精嚴住持院子底人等, 並免差發·賦稅. 准

此.)”가 삽입되어 있으나 내용상 이는 聖旨 原本에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奉到如此”

를 “이와 같이 받들라”고 해석한다면 聖旨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差發과 賦稅를 면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文書를 

주라고 명령하고, 바로 증빙을 주었다고 하면서, 다시 또 差發과 賦稅를 면제하라고 중복하여 

언급한 것은 문맥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무엇보다 같은 聖旨를 碑刻한 玉淸宮 聖旨

碑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 碑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남긴 샤반느는 표점을 달리

하여 “斷按主者, 奉到如此, 不得違錯.”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았는데(Ed. Chavannes, “Inscriptions 

et pièces de chancellerie chinoises de l’époque mongole,”, p.370) 내용의 의미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斷按主”는 “司法 판결을 담당하는 사람(ceux qui président aux 

décisions judiciaires)”이 아니라 王國維가 �黑韃事略�을 譯註하면서 이 聖旨를 지적한 것처럼 刑

罰의 한 종류였다(�黑韃事略� ｢其犯寇｣, pp.383~384, “其犯寇者, 殺之, 沒其妻子畜產, 以入受寇

之家. 或甲之奴盜乙之物, 或盜乙之奴物, 皆沒甲與奴之妻子畜產, 而殺其奴及甲, 謂之斷案主.”). 결

국 이 碑文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聖旨의 내용이라기보다는 碑刻 과정에서 관련된 文書를 

함께 새기면서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도 “奉到如此. 不得違錯. 

須至給付照用者.”는 칭기스 칸의 聖旨를 직접 받들고 전달한 劉仲祿의 말을 옮긴 것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은 差發과 賦稅를 관장하는 현지 기관의 지시 또는 文書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각 話者의 말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존재하지만 “奉到如此” 이후로는 聖旨의 본

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蔡美彪(蔡-2017-(1), p.3 각주 6)와 祖生利(祖-2000-(1), p.3 각주 24) 모

두 동의하였다. 한편 다카하시 분지는 이 부분을 “奉到如此. 不得違錯. 須至給付照用者. 右付神

仙門下. 收執照使. 所據神仙應係出家門人·精嚴住持院子底人等, 並免差發賦稅. 准此.”로 표점을 

찍었다(高橋文治, �モンゴル時代道敎文書の硏究�, 東京: 汲古書院, 2011, p.177). 다만 그 역시 

칭기스 칸의 聖旨는 “奉到如此” 앞까지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72) 祖-2000-(2), pp.3~4, “宣差阿里鮮面奉成吉思皇帝聖旨: 丘神仙奏知來底公事, 是也㬠好. 我前時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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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두 漢文詔書와 비교하였을 때 극

명하게 보이는 차이점 중 하나는 위의 두 

勅令들은 칭기스 칸의 말을 직접적으로 옮

긴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일부 용어 

및 표현들은 書記들이 몽골어를 자신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적절히 옮겼을 것이다. 그러

나 ‘~하라(者)’와 같은 명령 접미어의 사용

이라든지,173) ‘나(我)’와 ‘너(你)’ 등의 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受領人에게 話者의 肉聲을 

그대로 전하는 듯한 효과를 지닌다. 앞의 

漢文詔書도 칭기스 칸의 이름으로 하사되었

다는 점에서는 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도 ‘朕’과 ‘我’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칭기스 칸의 

직접적인 發話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대조적인 특징이다.

1219년과 1220년의 漢文詔書는 칭기스 칸이 丘處機와 만나기 전 그를 초청하며 

書信을 주고받는 과정이었고, ‘長生之藥’에 대한 기대로 그를 부르는 것이었기 때문

에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다. 따라서 이들 文書에서는 칭기스 칸을 遊牧君主가 

아닌 순수하고 검소하며 백성들을 아끼고 德이 있는 中華王朝의 이상적 君主로 묘

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동시에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전통적인 漢字 雅文이 적합했을 것이다. 그에 반

해 위의 1223년 勅令들은 칭기스 칸이 丘處機를 만난 이후 그에게 감명을 받아 혜

택을 주고자 내린 명령들로, 칭기스 칸이 몽골어로 한 말을 최대한 그대로 옮긴 것

이다.174) 전적으로 丘處機만 고려한다면 漢字 雅文이 더 적합했겠지만 이 경우에는 

有聖旨文字與你來, 敎你天下應有底出家善人都管着者, 好底歹底, 丘神仙你就便理會, 只你識者. 

奉到如此. 癸未年九月二十四日.”
173) “者”를 비롯한 몽골제국 시기 公文에서 보이는 여러 어휘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高麗

史�에서 잘못 번역된 부분들을 바로잡은 연구로는 박영록, ｢�高麗史�에 수록된 蒙元公文의 用

語와 飜譯에 대한 검토｣, �大東文化硏究� 85, 2014 참고.
174) 이는 �經世大典� ｢序錄｣의 詔書와 聖旨의 구분, 즉 “國語로 訓敕하는 것을 聖旨라 하고, 史臣

들이 代言하는 것을 詔書라 한다”를 연상시킨다(�元文類�(任繼愈 撰, �中華傳世文選�, 長春: 吉

林人民出版社, 1998) 卷40 ｢雜著｣ 經世大典序錄 · 帝制, p.694, “臣聞古者典·謨·訓·誥·誓·命之文, 

或出於一時帝王之言, 或出於史臣之所修潤, 其來尙矣. 國朝以國語訓勅者曰聖旨, 史臣代言者曰詔

書, 謹列著於篇.”).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다만 代言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대칸의 지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몽골 통치 집단에 의한 확인 및 수정의 절차가 있

었을 것이기 때문에 聖旨와 詔書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다.

[그림 1] 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 중 1223년 칭기

스 칸 聖旨 관련 부분(蔡-1955[2017]-(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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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칭기스 칸의 言辭를 옮기는 것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다.175)

丘處機가 해당 勅令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내용을 숙

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勅令을 하사받는 자리에는 통역을 담당하던 

通事 阿里鮮이 배석하고 있었고, 그는 丘處機의 귀환길에 동행하기도 하였다.176) 따

라서 丘處機는 勅令을 하사받은 당시든, 아니면 이후 귀환하는 과정에서든 阿里鮮

을 통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무리 당시 勅令制度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칭기스 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채 文書만 주어 돌려보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1223년의 勅令들은 기본적으로 칭기스 칸의 말을 文書化하였기 때문에 이전

의 漢文詔書와는 상이한 구조로 작성되었다.177) 그런데 사실 말을 그대로 옮겼다면 

상식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정형화된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애초에 칭기스 칸이 

文書로 옮겨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규격화된 방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

이다. 또 ‘聖旨’의 모든 부분을 그의 發話로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그가 자신의 

말을 마친 다음 마지막에 日時를 언급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蒙文直譯體

로 옮겨진 ‘聖旨’는 칸의 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文書化 과정에서 의도

적인 규격화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本稿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도 그러한 의미에서

의 구조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言語 및 文字에 관계없이 칸의 직접적인 말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 勅令에서는 공통적으로 확인된다.178)

175) 사실 丘處機가 하사받은 勅令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行政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勅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北中

國 일대를 통치하는 몽골인들이 과연 이 勅令을 읽고 그 명령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물

론 그들 휘하에도 漢人과 거란인 및 여진인 등이 있었을 테지만, 앞에서 살펴본 勅令 작성 과

정을 상기해본다면 어쩌면 原本은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하고 蒙文直譯體로 옮긴 번역본을 

丘處機에게 함께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1223년 시점에서 그 정도로 勅

令制度가 정비되어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76) �長春眞人西游記�, p.87, “因命阿里鮮爲宣差, 以蒙古帶·喝剌八海副之, 護師東還.”
177)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에서도 皇帝의 命令文 간에는 구조상의 차이점이 있었다. 심영환은 北宋 

徽宗이 蔡京의 손자 蔡行에게 하사한 ｢蔡行勅｣과 �辭學指南� 등을 통해서 北宋 시기 制書, 誥

命, 詔書의 양식을 규명한 바 있는데(심영환, ｢<蔡行勅>과 북송대 詔書·勅書의 운용｣, �歷史와 

實學� 45, 2011), 吳澄이 받은 宣命 및 勅과 비교해봤을 때 “可授” 등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기

는 하지만 冒頭句 및 結語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78) 일반적인 漢文 詔書와 蒙文直譯體로 옮겨진 聖旨는 모두 칸의 命令文이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兩者는 명백한 차이점을 보이고, 특히 격식화된 구조는 聖旨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本節에서는 주로 聖旨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면 용어 사용에 있어 다

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漢字로 작성된 勅令 같은 경우는 詔書와 聖旨의 구분이 명확하지

만, 漢字 이외에 기타 文字로 작성된 勅令들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에 맞춰 용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命令文의 구조적 특징을 

논의하면서 통칭으로서는 ‘勅令’을 사용하고, 漢字 蒙文直譯體로 번역된 勅令에 대해서는 사료

상의 표현 그대로 ‘聖旨’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漢文詔書는 구조 파악의 대상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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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년 三月 聖旨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皇帝聖

旨”라고 하여 해당 命令文의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을 명시하였다. 이 표현은 

1235년 七月에 내린 우구데이의 ｢1235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179) 또 구육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親書에서도 앞부분에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 [지상의] 모든 위대한 울루스[를 지배하는] 사해의 군주의 勅

令”이라고 하였는데180) 앞에 긴 수식어가 첨가되기는 했지만 發令者와 命令文 유형

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1219년 漢文詔書에서 ‘手詔’라고 한 것과 달리 여

기에서는 ‘聖旨’로 명명하였는데, 이 시기에 이미 聖旨와 詔書가 명확히 구분되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그 發端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九月 聖旨에도 “皇帝聖旨”라는 표현은 발견할 수 있지만 “皇帝” 앞에 “칭기스(成

吉思)”라는 이름이, 그리고 다시 그 앞에 “宣差 阿里鮮이 면전에서 받든(宣差阿里鮮

面奉)”이라는 구절이 추가되었다. 같은 해 十一月에 丘處機에게 보낸 글에서도 “宣

差都元帥 賈昌이 傳奉한 칭기스 皇帝聖旨(宣差都元帥賈昌傳奉成吉思皇帝聖旨)”라고 

하였고,181) 뭉케의 ｢1253年登封少林寺聖旨碑｣에도 “투룩타이(禿魯黑台)와 부카(不花) 

두 사람이 傳奉한 뭉케 皇帝의 聖旨(禿魯黑台·不花兩個傳奉蒙哥皇帝聖旨)”라고 하였

다.182) 發令者는 칭호만으로 표현되기도 하였고 그 앞에 이름이 덧붙여지기도 하였

는데, 결국에는 發令者를 지칭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某某가 ‘面奉’ 또는 ‘傳奉’하였음을 밝힌 것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과

는 전혀 별개의 요소이다. 이 부분에서는 해당 聖旨를 發令者로부터 받든 사람이 

때문에 漢字로 작성된 命令文의 구조를 다루면서 ‘勅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 본격적으로 勅令 구조를 도식화하기에 앞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聖旨는 대부분 碑文의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원래 聖旨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

하고 있는지, 아니면 碑에 새기는 과정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碑

文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칭기스 칸 이후 다른 대칸들의 聖旨와 비교해서 

그 원형을 추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中國에서는 勅令이 碑文의 

형태로 전해지지만, 티베트나 이란 등에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文書의 형태로 전하고 있

어 초기 勅令의 原型을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한다.
179) 蔡-1955[2017]-(3); 祖-2000-(3).
180)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15;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445.
181) 祖-2000-(2)附錄, p.5. 비록 原文에는 聖旨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丘處機가 무사히 돌

아갔는지 안부를 묻고 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인 書信에 가깝다. 

아마도 칭기스 칸의 말, 즉 몽골어 ‘자를릭(jarligh)’을 기계적으로 ‘聖旨’로 번역한 결과가 아닐

까 싶다.
182) 祖-2000-(24);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0~11. 祖生利는 1254年이라고 하였으

나 “口開”, 즉 聖旨가 전달되어 낭독된 日時인 “癸丑年十二月初七”은 1253년 12월 28일이며, 

聖旨가 작성된 날짜 역시 당연히 그 이전이다. 한편 이 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中

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內陸アジア言語の硏究� 8, 199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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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이고 受領人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聖旨의 고정된 구성 요소였다면 모든 聖旨의 동일한 위치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실

제로는 그렇지 않다.183) 심지어 동일한 聖旨를 새긴 복수의 聖旨碑에서조차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23년 三月 聖旨는 지금의 陝西 盧縣에 위치한 重陽

萬壽宮 이외에도 山東 濰坊 玉淸宮과 山東 靑島 崂山 太淸宮에도 碑文의 형태로 존

재한다.184) 그런데 玉淸宮 聖旨碑에는 제1행 “皇帝聖旨”에 이어 제2행에 “成吉思皇

帝聖旨節文”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太淸宮 聖旨碑에는 제1행에 “欽差近侍劉仲祿奉”

이,185) 제2행에는 “皇帝聖旨” 앞에 “成吉思”가 추가되어 있다. 重陽萬壽宮 聖旨碑의 

“宣差阿里鮮面奉”과 太淸宮 聖旨碑의 “欽差近侍劉仲祿奉”은 다른 두 聖旨碑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어쩌면 실제 聖旨는 玉淸宮 聖旨碑에서처럼 “皇帝聖旨”로 시작했

었는데 각각 碑刻의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추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186)

또 聖旨 작성 시에 發令者인 칸 앞에 聖旨를 받든 사람 또는 전달한 사람을 기입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칸의 명령을 작성하면서 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권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부자연스럽

다.187) 改行과 擡頭로 구분하더라도188) 역시 그 필요성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 

‘[某某]皇帝聖旨’는 모든 勅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傳奉’과 ‘面

奉’ 등의 표현은 몽골제국 초기와 카안 울루스 시기의 聖旨를 통틀어서도 극히 소

수의 사례에서만 확인된다. 어쩌면 聖旨를 받든 사람 또는 전달자의 명시가 실제 

勅令 구조의 한 요소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

후에 이것이 확고한 구성요소로 확립되지는 않았음은 분명하다.

183) 碑刻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수도 있지만, 受領人들이 聖旨를 통해 보장받은 자신들의 地位

와 權利를 입증하고자 立碑하면서 聖旨의 일부분을 실수로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184) 蔡-1955[2017]-(1), pp.6~7에는 두 碑의 拓本 사진이 있다.
185) 劉仲祿은 1219년 칭기스 칸이 丘處機를 부르기 위해 파견한 인물로서, 丘處機가 칭기스 칸과 

접견 후 귀환할 때 그를 扈從한 네 명의 인물 중 한 명이었다(�長春眞人西游記� ｢原書附錄,｣ 

p.134). 劉仲祿은 丘處機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丘處機에게 하사하는 聖

旨도 그가 받아 전달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다.
186) 물론 이 역시 결코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니다. 다만 碑刻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칸으로부

터 聖旨를 받든 사람 또는 전달한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聖旨를 전해 받은 과정을 함께 기록하

고, 그로 인해 해당 碑文이 眞本 聖旨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효과를 기대했을 가능성

이 있다.
187) 구육의 親書에서는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라는 구절이 제1행으로 등장하면서 ‘칸’의 호

칭보다 선행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은 몽골인들의 신앙 관념 속 절대적 존재이기도 하고, 

칭기스 칸 이래로 몽골제국의 대칸들은 그로부터 권력의 正統性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

저 언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188) 그러나 太淸宮 聖旨碑에는 改行은 하였으나 擡頭는 없이 ‘欽此’의 ‘欽’과 ‘成吉思’의 ‘成’이 동

일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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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1223년 三月 聖旨에는 “皇帝聖旨” 다음에 “諸處의 官員들에게 말한다

(道與諸處官員每)”는 문장이 이어지는데,189) 표면적인 言辭 그대로 해당 聖旨의 명

령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사람들, 즉 ‘명령의 대상자’를 지칭하고 있다. 그렇

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령을 듣고 이행해야 하는 ‘諸處의 官員들’이 당연

히 이 聖旨의 受領人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聖

旨의 명령은 丘處機 예하 門人들에 대한 差發과 賦稅를 면제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라는 것인데, 이 내용을 ‘諸處의 관원들’, 즉 말 그대로 各地의 관원들

에게 다 일일이 전달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聖旨의 受領人은 丘處機임에 분명하다.190)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丘處機는 本

人이 아닌 官員들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리는 聖旨를 받은 것인데 이는 관점에 따라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다. 아마도 이처럼 명령의 대상자와 勅令의 受領人이 조응하

지 않는 것은 이 聖旨가 칭기스 칸의 말을 옮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 아

닐까 싶다. 즉 칭기스 칸은 丘處機 제자들의 差發과 賦稅 의무를 면제해주면서 “差

發·賦稅를 담당하지 말라”가 아니라 “差發·賦稅를 담당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官員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를 文書化하여 丘處機에게 준 것이

다. 이러한 방식의 명령 하달은 일견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당시 몽골제국

의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文書行政과 地方行政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특정 임무를 담당하는 관직과 인물이 정해져 있기에 그들에게 직접 명

령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191) 1223년 시점의 몽골제국은 결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당시로서는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 혹은 기관에 勅令을 내리는 

것보다는 勅令의 受領人이 칸의 명령을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는 편이 효율적이었을 

189) ‘말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道與’로 이에 대해서는 박영록, ｢元代 白話碑 一般特徵과 特異事

例 考察｣, �中國文學硏究� 45, 2011, pp.348~350 참고.
190) �長春眞人西遊記�에 따르면 칭기스 칸은 丘處機를 접견한 후 그가 中國으로 귀환하려고 하자 

牛馬 등의 선물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丘處機가 사양하자 칭기스 칸은 그의 제자들이 漢地

에 얼마나 있는지 通事에게 물었다. 通事는 그 수가 매우 많고 德興府 龍陽觀에서 官司가 差

發을 재촉하는 장면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칭기스 칸은 위의 “聖旨文字一通”을 

주었던 것이다(�長春眞人西游記�, p.87, “二十有四日, 再辭朝. 上曰, ‘神仙將去, 當與何物, 朕將思

之. 更少待幾日’. 師知不可遽辭, 回翔以待. 三月七日, 又辭, 上賜牛馬等物. 師皆不受, 曰, ‘祇得驛

騎足矣’. 上聞通事阿里鮮曰, ‘漢地神仙弟子多少?’ 對曰, ‘甚衆. 神仙來時, 德興府龍陽觀中嘗見官

司催督差發’. 上曰, ‘應於門下人悉令蠲免.’ 仍賜聖旨文字一通, 且用御寶.”; Chih-chʻang Li, The 

travels of an alchemist : the journey of the Taoist, Chʾang-chʾun, from China to the Hindukush at 

the summons of Chingiz Khan, recorded by his disciple, Li Chih-chʻang, London: G. Routledge & 

sons, ltd., 1931, p.119).
191) 물론 아무리 고도로 文書行政이 발전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전통시대에 이 정도 수준에 이르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 경우 丘處機의 門下人들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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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92)

반면 1223年 九月 聖旨와 十一月 書翰에는 명령의 대상자를 명시하는 부분이 없

다. 이것은 아마 兩者 모두 丘處機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受領人과 명령의 대상자가 일치하더라도 항상 이 부

분이 생략되었던 것은 아니다. “[受領人에게] 말한다”는 구절을 첨가하더라도 그 뜻

이 통함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명령내용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

문이다. 실제로 이후 勅令들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칭기

스 칸 시기에는 아직 聖旨 구조가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아 ‘명령의 대상자’ 부분이 

기입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3)

1223年 三月 聖旨는 ‘명령의 대상자’를 밝힌 후 구체적으로 ‘명령내용’을 전하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丘神仙이 總括하는 …… 처분하도록 하라”라고 한 부분으로

서 칭기스 칸의 직접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역시나 그의 말을 옮겼기 때문에 “~하

라(者)”라는 명령어 종결어미가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

는 듯한 느낌을 준다. 九月 聖旨에서도 “丘神仙이 상주하여 …… 오직 그대가 處斷

하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명령내용’에 해당한다.

‘명령내용’은 聖旨 중에서 가장 실제 칭기스 칸의 말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세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223년 三月 聖旨를 보면 먼저 丘處機 휘하의 사람들은 칭

기스 칸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192) 그렇다면 칭기스 칸의 명령은 어떤 과정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해졌을까? 후대의 일이

지만 카안 울루스에서는 勅令의 명령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로서 ‘開讀’이 있었

다. 開讀은 말 그대로 명령대상자들에게 勅令의 내용을 읽어 알려주는 행위였다. 開讀에 대한 

연구로는 舩田善之, ｢｢霊巌寺執照碑｣碑陽所刻文書を通してみた元代文書行政の一断面｣; 舩田善

之, ｢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について｣ 참고(중국어 번역본은 舩田善之 著, 于磊 譯, ｢元代命令文

書的開讀使臣考論 -以開讀使臣的人員構成及巡行路線爲中心｣, 劉迎勝 編, �元史及民族與邊疆硏

究集刊� 2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舩田善之, ｢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使臣について -その

人的構成と巡歷ルートを中心に-｣. 그리고 설배환은 開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口頭 및 粉壁

의 방식을 통해 민간에까지 전파되는 양상을 규명하였다(설배환, ｢몽골제국에서 詔令의 對民 

전달 -粉壁과 口頭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 43, 2013). 칭기스 칸 시기에 開讀과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칭기스 칸이 聖旨를 하사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通事 阿里鮮으

로 하여금 丘處機의 귀환길에 동반하게 한 것은 그가 해당 지역의 관리 및 관청에 勅令을 전

달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193) 1223년 三月 聖旨처럼 명령의 대상자와 勅令의 受領人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부분을 ‘명령

의 대상자’로 명명해야 하지만, 兩者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受領人’으

로 표현하는 것이 그 구조적 의미를 드러내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표

현과 기능이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 각각의 聖旨마다 두 가지 표현을 혼용하게 되고 결국 서

로 별개의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명령의 대상자에 受領人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이 구성요소를 ‘명령의 대상자’

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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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그들에 대해 差發과 賦稅를 면제하도록 지시하고, 出家를 

사칭하여 부당 이익을 누리거나 이 명령을 어기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처벌

하도록 하였다. 이는 각각 그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경’과 ‘명령내용’에 해당

한다. ‘명령내용’ 중 처벌을 암시하는 부분은 ‘명령의 대상자’로 하여금 명령을 어

기지 말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협’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되나,194) 이 

聖旨에서는 앞의 ‘명령내용’ 부분과 확실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한편 九月 聖旨에서

도 丘處機가 이전에 上奏한 사실과 칭기스 칸 본인이 이전, 즉 三月에 聖旨를 하사

하여 권한을 부여하였던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聖旨를 하

사하게 된 ‘배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어서 재차 모든 일을 丘處機로 하여금 처리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부분은 ‘명령내용’으로 볼 수 있다.195)

1223년 聖旨들의 마지막 부분은 각각 “癸未羊兒年三月日”과 “癸未年九月二十四

日”로 이는 ‘일시’에 해당한다.196) 그렇다면 이 ‘일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

는 것일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칭기스 칸이 口頭로 명령을 내린 날, 또

는 文書로 작성된 날, 아니면 丘處機에게 하사한 날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玉淸宮 聖旨碑에는 ‘月’과 ‘日’ 사이에 수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御寶’라

고 새겨져 있고, 太淸宮 聖旨碑에는 ‘年’의 양측에 수평으로 ‘御寶’가 새겨져 있

다.197) 즉 이 聖旨碑들의 底本이 된 原本 聖旨에는 ‘일시’ 부분에 印章이 날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印章은 勅令에 信憑性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

하였기 때문에 勅令이 완성된 뒤에 날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98) 그렇다면 이 ‘일

194) 이처럼 1223년 三月 聖旨에서 ‘위협’의 요소를 찾고자 시도하는 것은 이후에 이것이 하나의 

구성요소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勅令에서 처벌을 명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

지 않을 경우 닥치게 될 결과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분명 어느 정도는 ‘위협’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官司에 고하여 治罪하고 처벌하라”는 文面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면 명령내용의 일환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위협’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5) ‘배경’과 ‘명령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작위적으로 보

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현재 전하고 있는 칭기스 칸의 白話聖旨가 분량이 워낙 짧아 더

욱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준다. 다만 이 절에서는 칭기스 칸 시기 聖旨를 토대로 勅令 구조의 

원형을 복원하고 정형화되는 과정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

한 구조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각각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6) 여기에서 말하는 ‘일시’는 주로 年月日을 의미한다. 몽골의 勅令에서는 子時 등과 같은 구체

적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보다는 ‘일자’나 ‘날짜’ 등의 표현이 더 정확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학계에서는 ‘일시’나 ‘시간’ 등으로 표현하였기 때문

에 가급적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197) 두 碑의 ‘御寶’ 위치가 미세하게나마 서로 다른 것은 아마도 聖旨 原本이 아닌 寫本, 정확하

게는 ‘照用’ 및 ‘照使’로 표현된 증빙문서를 보고 碑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改行 및 

擡頭 상의 차이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 다만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구데이 사후 투레게네 카툰은 압둘 라흐만에게 御寶가 찍힌 

空紙를 주어 그의 뜻대로 勅令을 발행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사례이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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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칭기스 칸이 口頭로 명령을 하달한 시점이 될 수는 없다. 또 受領人에게 해

당 文書를 하사하는 날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미리 그 일자를 기입했다거나, 文書

를 작성하고 날인한 뒤 하사하는 행위가 항상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이 ‘일시’는 文書로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

을까 싶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칭기스 칸 시기 白話聖旨의 구조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發令者와 命令文 유형’, ‘명령의 대상자’, ‘배경’, ‘명령내

용’, ‘일시’. 이 중에서 첫 번째는 관점에 따라서는 ‘發令者’와 ‘命令文 유형’으로 다

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命令文 유형이라는 속성은 철저히 發令者에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 요소로서 독립시키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또 ‘명

령의 대상자’와 ‘배경’, 그리고 ‘명령내용’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

문할 수도 있다. 특히 ‘명령의 대상자’도 칭기스 칸의 말을 옮긴 부분으로 본다면 

세분화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명령의 대상자라고는 하나 

1223년 三月 聖旨의 “諸處의 官員들”이라는 표현은 특정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수사적 표현에 가깝다.199) 이에 대해서는 칭기스 칸의 다른 聖旨들의 해당 부

분과 비교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칭기스 칸의 다른 聖旨

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칭기스 칸 이후 대칸들의 勅令에서는 “道

與……”로 시작하면서 해당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1223년 三月 聖旨와

는 달리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200)

이처럼 매우 초보적이지만 칭기스 칸 시기 白話聖旨의 구조는 크게 다섯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칭기스 칸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빠르게 군사적 팽창을 하

고 대내적으로는 유목세계를 통합하고 여러 층위의 정주문화들을 흡수하면서 통치

의 기틀을 마련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勅令 구조 역시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어 고

정된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해에 發令된 두 白話聖旨가 서로 동일한 구조로 작성되

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文詔書와는 달리 

기스 칸 생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199) 물론 丘處機의 弟子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에, 말 그래도 

“諸處의 官員들”이 모두 명령내용을 숙지하고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었다면 적당한 표현이었다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官員들 중에는 差發이라는 특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관원들도 많았

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명령 대상자를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0) 후대로 갈수록 ‘명령의 대상자’는 점차 구체화 및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대상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최고통치자들이 일일이 나열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카안 울루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3절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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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칸의 말을 충실히 옮긴 蒙文直譯體 聖旨의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

차 정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다른 言語와 文字로 작성된 경우

에도 확인할 수 있다.

漢字 이외의 文字로 작성된 칭기스 칸의 勅令들 중 그 原型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201) 대표적인 페르시아어 史料인 �集史�와 

�세계정복자의 역사�에 그의 勅令들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대략적인 내용

만 옮기고 있다. 다만 그 중 칭기스 칸이 제베와 수베데이가 서방 원정을 갈 때 그

들에게 들려 보낸 勅令은 참고할 만하다.202)

아미르들, 대인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도록 하라. 나(神)는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지는 곳까지 모든 땅을 너(칭기스 칸)에게 주었다. 복속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신과, 부인과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

다. 복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부인과 자식들과 친족들이 파멸될 것이다.203)(괄호

는 필자)

이 勅令은 �세계정복자의 역사�와 �集史�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아마도 後

代에 작성된 �集史�가 前者를 참고하였을 것이다. 이 勅令은 全文이 아닌 일부 인

용문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勅令 구조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지금까

지 위에서 살펴본 蒙文直譯體 聖旨의 구조와 비교해보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려는 시도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 이미 칭기스 칸 시기부터 위구르字는 사용되었으나 이 文字로 작성된 그의 勅令은 전하지 않

는다. 다만 1224년 또는 122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이숭게碑｣ 또는 ｢칭기스石｣이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한편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문헌들의 資料 모

음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 연구로는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書評 겸 위구르字-몽골어 문헌에 대한 기존 연구의 소개로는 徐文堪, ｢回鶻

式蒙文文獻的集大成之作 -特木爾陶高教授近著讀後｣, 方鐵·鄒建達 編, �中國蒙元史 -學術硏討會

曁方齡貴敎授九十華誕慶祝會文集-�, 民族出版社, 2010 참고.
202) 이 勅令은 주베이니와 라시드 웃 딘 등에 의해 인용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로 전해지고 있

지만 과연 그 원본도 페르시아어였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베와 수베데이가 이 勅令과 함께 

주었다고 하는 ‘알 탐가’는 위구르字로 작성되었다고 하였고, 당시 칭기스 칸의 조정에서 주로 

사용되던 文字도 위구르字였을 것이기 때문에 원본은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었고, 이를 주

베이니가 직접 또는 도움을 받아 번역하여 옮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203) Juvaynī/Qazvīnī, vol.1, p.114; Juvaynī/Boyle, vol.1, p.145. 거의 같은 내용이 �集史�에도 기록되어 

있다. “아미르들과 대인들과 많은 백성들은 위대한 신께서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지상

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알라! 누구라도 복속하면 그 자신과 처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는 자비가 있을 것이나, 누구라도 복속하지 않고 적대와 저항을 앞세운다면 그는 처자식들과 

권속들과 함께 파멸하고 말 것이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507; 라시드 웃 딘/김호

동, �칭기스칸기�,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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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勅令은 제일 먼저 아미르들, 대인들, 그리고 백성들이라고 하는 대상자들

을 거명하고 있다. 사실 이 勅令은 구체적으로 상대를 특정하여 하사한 것이 아니

라 ‘칭기스 칸 勅令의 寫本’이었다. 그리고 칭기스 칸의 勅令이라고는 하지만 제베

와 수베데이가 니샤푸르를 공략하고 있는 와중에 그로부터 새로운 勅令을 받아 전

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 出陣하기 전에 니샤푸르를 공략한다는 구체

적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낮다. 아마 칭기스 칸은 제베와 수베데이가 서방 원

정 과정에서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상대에게 복속을 요구하면서 書面으로 그의 말

과 명령을 전달할 수 있게 勅令 寫本들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204) 따라서 상대에 

관계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직함이나 성명을 특정하기보다는 포괄적

인 층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언급한 것이다.205)

그렇다면 구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서 蒙文直譯體 聖旨의 구성요

소 중 ‘명령의 대상자’와 일맥상통한다. 1223년 三月 聖旨에서는 “~에게 말한다(道

與)”고 한 반면, 위 勅令에서는 “~을 알도록 하라(dānand)”라고 한 표현상의 차이점

은 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해당 勅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밝히고, 이어

지는 명령내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어서 “나(神)는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지는 곳까지 모든 땅을 너(칭기스 칸)

에게 주었다”고 한 이 문장은 發令者인 칭기스 칸이 아니라 ‘神’이 話者라는 점에

서 다소 독특하다.206) 해당 勅令은 ‘명령의 대상자’를 밝힌 다음에 ‘神’으로 話者가 

바뀌어 칭기스 칸에게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지는 곳까지를 주었다는 언급으로 이

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문장은 그 뒤에 칭기스 칸이 상대에게 복속하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그는 위대한 신이 자신에게 지상

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복속을 요구할 수 

204) 전술하였듯이 몽골인들이 군사 작전을 펼치기에 앞서 상대에게 복속을 요구하고, 그 대신 해

당 지역 통치자의 地位와 安全을 보증하는 외교적 방법을 활용한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실제 전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에게 복속을 강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몽골제국을 대표하는 칭기스 칸의 이름으로 작성된 勅令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극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05) 이는 마치 1223년 三月 聖旨에서 ‘명령의 대상자’ 부분에 “道與諸處官員每”라고 한 것을 연상

시킨다. 이 聖旨에서도 명령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諸處의 官員들’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06) 원문에는 주어가 없지만 페르시아어의 특성상 동사에 1인칭 단수 어미를 사용하였음을 통해 

주어가 곧 話者인 ‘나’임을 알 수 있고, 문장의 내용상 話者는 몽골인들의 ‘神’, 즉 소위 ‘영원

한 하늘’로 추정할 수 있다. 칭기스 칸은 2인칭 단수 대명사인 ‘너(tō)’로 표현되었다. 라시드 

웃 딘은 원래 없었던 주어를 ‘위대한 신’으로, ‘너’를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는 1인칭 복수 대명

사 ‘朕(mā)’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문장의 뜻은 �세계정복자의 역사�보다는 �集史�

쪽이 더 매끄럽다. 다만 두 책이 작성된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勅令의 原本은 前者에 더 가까

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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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저항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의 관념 속에서 자

신의 행동은 神의 뜻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207) 결국 ‘神’의 말씀은 칭기스 

칸이 이 勅令에서 내리고 있는 명령의 ‘배경’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세계정복자

의 역사�에서 이 문장이 왜 주어가 ‘神’인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다소 의문이다. 

분명 �集史�와 같이 서술하는 편이 보다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위구르字-몽골어

로 작성된 原文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

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208)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문장은 이 勅令의 핵심으로 실제 칭기스 칸의 명령에 해당

한다. 복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우를 병렬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을 분리하기보다는 하나로 묶어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점은 후반부의 위협 문구이다. 1223年 三月 聖旨에서도 ‘명령

내용’ 중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였다. 위 勅令에서도 복속하지 않은 경

우, 즉 ‘명령내용’을 따르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위협하고 있고 그 言辭는 보다 

직접적이다. 다만 두 문장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요소로 보기

는 어렵다.

이처럼 비록 文獻史料에 그 일부가 간접 인용된 형태이긴 하나 페르시아어로 작

성 또는 번역된 칭기스 칸 勅令의 구조는 ‘명령의 대상자’, ‘배경’, ‘명령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蒙文直譯體 聖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과 

‘일시’는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아마 인용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쩌면 위 勅令은 애초에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고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는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蒙文直譯體로 

작성되었든, 위구르字-몽골어 또는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든 간에 그 구조상의 유

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는 극소수의 사례만을 토대로 하였다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칭기스 칸의 勅令에서 체계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나치게 결

과론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함 내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영성한 

사료 속에서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이유는 칭기스 칸이 의도적으로 勅

207)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신속한 군사적 팽창과 성공의 원인도 바로 위대한 신, 즉 ‘영원한 하늘’

이 자신들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이후 교황 등 유

럽과의 소통 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本稿의 제3장 제3절 참고.
208) 아마도 위구르字-몽골어 原文에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주베이니에

게 번역 또는 통역하면서 문맥이 단절되고, 대신 문장의 뜻만 대략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었

을까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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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 구조를 정형화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것이 후대에 강력한 권위를 

가진 典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칭기스 칸의 후손들은 

勅令을 작성하고 發令할 때 그의 先例들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라시

드 앗 딘은 �集史� ｢칭기스 칸紀｣ 聖訓 부분에서 “만일 앞으로 태어나서 권좌에 오

를 자손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칭기스 칸의 규범과 법령을 준수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하늘도 그들의 행운을 위해 도움을 내릴 것이요, 계속 연회와 열

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209) 칭기스 칸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의 후

손들에게는 규범과 법령의 의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勅令 작성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위에서 도식화한 勅令 구조는 일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命令文이기 때문

에 누가 發令한 것인지 명시하고, 文書의 유형을 밝히고, 누구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지를 언급한 다음,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 그에 따라 지시하는 구체적 명령

내용, 이를 어겼을 경우에 내리게 될 처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命令文을 작성한 시

간을 적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조가 특별히 칭기스 칸에 

의해 확립되고 하나의 傳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筆者 역시 칭기스 칸 시기부터 서서히 정형화되기 시작한 勅令 구조가 다른 어디

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몽골만의 독창적이고 유목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유라시아 대륙 各

地에 울루스가 分立된 이후에도 각각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면 분명 하나의 傳統으

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조 파악 작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210) 또 勅令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는 동일하더라도 충분히 그 순서는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배열과 유사한 표현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구조적 

측면에서도 勅令制度의 ‘帝國的 制度’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후 대칸들의 勅

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勅令 구조의 정형화는 다름 아닌 칭기스 칸 때부터 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1, p.582; Rashīd/Thackston, vol.2, pp.293~294; 라시드 웃 딘/김호

동, �칭기스칸기�, p.427.
210)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기존에 일종의 정형화된 형식과 표현이 마련된 漢文詔書와 같

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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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구데이~뭉케 시기 勅令 구조의 체계화

ㄱ. 우구데이의 勅令 구조

이어서 칭기스 칸 이후의 대칸들인 우구데이, 구육, 뭉케의 勅令들 중 일부를 선

별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칭기스 칸의 勅令 구조와 

비교를 통해 칭기스 칸 시기 형성된 초보적 형태의 勅令 구조가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구데이의 경우를 살펴보자. 페르시아어 史料에는 그가 勅令을 내렸다는 

언급은 많지만 原文 전체를 전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현재 中國에서 碑文의 형태

로 전하는 聖旨로는 1235년 七月 初一日(1235.7.17.)에 發令한 ｢1235年盩厔重陽萬壽

宮聖旨碑｣와 8일 뒤인 七月 初九日(1235.7.25.)에 작성한 ｢1235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

碑｣ 두 건이 남아있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보다 세부적인 구조 파악이 가능한 

前者를 중심으로 우구데이 勅令의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皇帝聖旨.

네가 전에 [받든] 칭기스 皇帝의 聖旨에, “道人들 중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아

내와 자식이 없는 사람이 하늘에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술

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仙孔八合識(즉, 李志常) 네가 가려내

지 않고 어찌 하겠는가? 너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네가 알아서 하라. 粱米는 네

가 매년 例에 따라 보내도록 하라. 

准此.

乙未年 七月 初一日.211)(괄호는 필자)

이 聖旨는 우구데이가 丘處機의 제자 李志常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로 하여금 道

人들을 잘 관리하여 道人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地稅의 납부를 관할하

도록 한 것이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皇帝聖旨”라 하여 칭기스 칸의 聖旨와 

마찬가지로 ‘發令者와 命令文 유형’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본 聖旨에는 ‘명령

211) 蔡-1955[2017]-(3); 祖-2000-(3), p.5, “皇帝聖旨: 你已先成吉思皇帝聖旨裏, ‘道人每內中不喫酒肉·

無妻男底人告天者.’ 不是那般底人, 喫酒·喫肉·有妻男呵, 仙孔八合識你不揀擇出來那甚麼. 你底言

語不信底人, 你識者. 粱米你每年依例送得來者. 准此. 乙未年七月初一日.” 이 聖旨에 대해서 다카

하시 분지(高橋文治)가 일본어 번역을 한 바 있다(高橋文治, �モンゴル時代道敎文書の硏究�,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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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자’ 부분이 없는데, 칭기스 칸의 1223년 九月 聖旨 및 十一月 聖旨와 마찬

가지로 受領人과 명령의 대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칭기스 칸이 하사하였던 聖旨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 우구데이의 聖

旨와 그 안에 인용된 칭기스 칸의 聖旨는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칭기스 칸

은 앞에서 ‘出家했다고 거짓으로 칭하거나, 差發을 몰래 차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을 암시하였다. 이는 聖旨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

이며, 위 인용문에서는 이 聖旨를 압축하여 반복하였다.212)

위 인용문에 언급된 칭기스 칸의 이전 聖旨는 우구데이가 본인의 명령에 맥락을 

부여하는 일종의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즉 이전에 칭기스 칸이 道人들의 자

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음을 밝히고, 이어서 우구데이 자신은 그에 근거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제2절에서 다룬 勅令의 

계승 행위가 실제 勅令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여주는 듯하다. 우구데이는 

즉위 후에 칭기스 칸이 내린 모든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하였는데, ‘배경’에

서 이전 명령을 언급하는 방식도 그러한 계승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구데이는 칭기스 칸의 聖旨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지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칭기스 칸의 

페르시아어 勅令에서 神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배경’으로 삼은 대상

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각 사안의 성격이 상이했기 때문이다.213) 또 칭기스 칸의 

경우는 ‘神’ 이외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대상이 全無했지만, 우구데

이에게는 자신의 父親이자 제국의 창건자인 칭기스 칸이 있었다. 또 우구데이가 위 

聖旨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기존에 칭기스 칸이 명령을 내린 바 있었

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구데이는 칭기스 칸의 聖旨를 ‘배경’으로 제시하여 자

신의 명령에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성을 얻고자 한 것이다.

위 인용문을 보면 ‘배경’에 이어 우구데이의 ‘명령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몽골어의 “ülu’u + V/Adj” 구성을 옮긴 “不 …… 那甚麼” 형식을 통해214) 우구데이

212) 1223년 三月 칭기스 칸 聖旨의 受領人은 李志常이 아닌 丘處機였기 때문에 우구데이가 李志

常에게 聖旨를 하사하면서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李志

常은 丘處機가 칭기스 칸으로부터 聖旨를 하사받을 때 동석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 聖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전하지 않

지만 칭기스 칸이 李志常에게 별도로 聖旨를 하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丘處機가 해

당 업무의 최고 책임자였고, 丘處機 사후 한 달 남짓 지난 뒤에 칭기스 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李志常에게 다른 聖旨를 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13) 칭기스 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정복 활동의 정당성과 군사적 성공의 당위성을 찾아야했던 

반면, 이 경우에 우구데이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가 목적이었다.
214) 李崇興·祖生利, �《元典章·刑部》語法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11, pp.291~293. 이 표현은 �몽

골비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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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李志常을 ‘仙孔八合識’으로 표현하였는데, ‘孔’

은 몽골어 ‘kü’ün’으로 사람을 뜻하고, ‘八合識’은 ‘bakshi’, 즉 스승으로 결국 ‘仙孔

八合識’은 ‘仙人師父’를 의미한다.215) 이와 같은 몽골어의 사용과 번역은 아마 이 

‘명령내용’을 우구데이가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닌가 추측 가능하게 한다.

이 聖旨에서도 독립된 형태의 ‘위협’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李志常이 업

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자, 즉 그에게 불복종하는 자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李志常이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를 상정한 처벌의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마 受領人이자 명령의 대상자

인 李志常에 대한 우구데이의 好意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일

시’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칭기스 칸의 聖旨와 동일하다.

이처럼 1235년 七月 初一日(1235.7.17.)에 發令된 우구데이의 聖旨는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배경’ - ‘명령내용’ - ‘일시’의 구조로 작성되었고, 칭기스 칸 시기

의 勅令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216)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칭

기스 칸이 이전에 내린 聖旨가 ‘배경’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구데이가 

칭기스 칸의 절대적 권위에 의지하고자 한 것으로, 유사 사안에 대해 이전에 칭기

스 칸이 하사한 聖旨를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ㄴ. 구육의 勅令 구조

다음으로는 구육의 勅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實物로 전해지는 그의 유

일한 勅令은 그가 1246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親書이다. 로마 교황청 

비밀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구육의 親書는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고, 총 31줄이

며, 위구르字-몽골어로 새겨진 印章이 날인되어 있다.217) 이 親書는 外交書信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 모두 대칸의 勅令에 가깝다. 내

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소 분량이 길기는 하지만 親書의 本文을 인용하고자 한

다.218)

215) 祖-2000-(3), pp.5~6 각주 8.
216)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하였으나 1235년 七月 初九日(1235.7.25.)에 작성한 ｢1235年盩厔重陽萬壽

宮聖旨碑｣ 역시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명령내용’ - ‘일시’로 구성되었

다.
217) 카르피니가 전하듯이 이 親書는 라틴어로도 번역되었고 비록 現物은 아니지만 그 텍스트가 

현재 전해지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라틴어 번역본은 당시 구육의 

宮廷에서 번역된 것이라기보다는 이후에 加筆·修正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한 최근의 연

구로는 海老澤哲雄, ｢グユクの教皇あてラテン語譯返書について｣ 참고). 따라서 여기서는 몽골

어 原文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페르시아어 번역본을 근거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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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

2) [지상의] 모든 위대한 울루스[를 지배하는] 사해의

3) 군주의 칙령.

4) 이것은 대(大)파파(Pāpā-i kalān)에게 보낸 명령이다.

5) 알고 깨달을지어다. 짐은 협의한 연후에(?)

6) 캐랠(Käräl)의 지방들에 복속의 요청을

7) 보냈노라. 너희의 사신들로부터 들었노라(?)

8) 만약 짐의 말이 도달하거든 대(大)파파인 너는 캐랠들과 모두 함께, 너 스스로

9) 짐의 어전에 와야 할 것이다. 야사(yāsā)의 모든 명령을 그때 네게 들려줄 것이

다.

10) 또 한 가지. 그대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너희들 자신을

11) 알리고 요청을 보냈다. 이러한 너의 요청을 짐은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12) 또 한 가지. 그대는 전갈을 내게 보내기를 “마자르(Mājar)와 키리스탄(Kiristān?) 

지방들을

13) 정복했다. 나는 경악했다. 당신에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했다. 

이러한

14) 너의 말도 짐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주의 명령(farmān-i khudā)을

15) 칭기스 칸과 카안(Qa’an)은 두 [지방]에게 모두 듣도록 보냈다.

16) 주의 명령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 네가 말하건대 그들은

17) 자만심을 품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18) 우리의 사신들과 일치(īlchī)들을 죽였다. 그 지방들과 주민들을

19) 오랜 주(khudā-i qadīm)는 죽이고 절멸시킨 것이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누가

20) 자신의 힘만으로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찬가지로

21) 네가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도(tarsā)이다. 주를 숭배하고 눈물을 흘린다.

22) ?”라고 한다면,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고,

23) 진실로 누구에게 은총을 내리실지, 네가 어찌 아느냐

24) 네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주의 힘으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모든

25) 지방들을 짐에게 복종케 하였노라. 짐이 생각건대

26)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이 옳

은 마음으로

27) “복속(il)하겠습니다.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너 스스로 캐랠들을 

지휘하여

28) 모두 다 함께 복속하며 짐의 어전으로 오도록 하라. 너의 복속은 그 때

218) 이 親書의 轉寫와 번역 등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p.15~21;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p.4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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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짐이 알리라. 만약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짐의 명령을 어긴다면, 너희들을 짐

은 반역자(yaghī)로

30) 알 것이고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도 알려주리라. 만약 [너희들이 

이 명령을] 어긴다면 짐이 어찌 알겠는가

31) 주께서 아시는 것을. 644년 주마디 알 아헤르월 말(1246년 11월 3-11일).219)(괄

호는 역자)

제1행은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로 이는 앞서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가 發令한 어떠한 형태의 勅令에서도 보이지 않는 冒頭句

이다. 이 文句는 勅令에서는 구육 시기에 처음 보이지만 당시 몽골

인들 사이에서는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에도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었다.220) 몽골의 전통적인 신앙 세계

에서 하늘, 그 중에서도 ‘영원한 하늘(뭉케 텡그리)’은 최고신의 존

재였다.221) 다만 구육의 親書는 대칸의 신분으로 敎皇에게 보내는 

勅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구절들은 단순한 관습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의도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첫 시

작을 이 文句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칸의 권력과 연관 지어 살펴보아야 한

다.

�몽골비사�에는 ‘하늘’과 ‘영원한 하늘’ 등의 표현이 수차례 등장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원한 하늘’은 보다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

다. 예를 들어 187절에서 칭기스 칸은 바다이와 키실릭의 공을 치

하하며 자신이 “영생의 하늘에 가호되어” 케레이트를 멸망시키고 

대칸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였다.222) 또 224절에서는 케식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제 영생의 하늘의 힘으로, 천지에 의해 기력이 더해

져서, 모든 나라를 바로잡아 유일한 나의 고삐에 들게 한 이제”라

고 하였다.223) 그리고 244절에서는 샤먼이었던 텝 텡그리가 칭기스 

칸에게 그의 동생 카사르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19)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p.445~447.
220) �黑韃事略校注�(許全勝 校注,蘭州大學出版社, 2014), p.74, “其常談, 必曰, ‘托著長生天底氣力·皇

帝底福蔭’. 彼所欲爲之事, 則曰, ‘天敎恁地’. 人所已爲之事, 則曰, ‘天識著’. 無一事不歸之天, 自韃

主至其民無不然.”
221) 발터 하이시히 著, 이평래 譯, �몽골의 종교�, 서울: 소나무, 2003, pp.96~98; W. Kotwicz, 

“Formules initiales des documents mongols aux XIII-e et XIV-e siècles,”, p.144.
222) SH/de Rachewiltz, vol.1, pp.109~110; �몽골비사�/유원수, 187절, p.164.
223) SH/de Rachewiltz, vol.1, p.152; �몽골비사�/유원수, 224절, p.222.

[그림 2] 
1246년 구육書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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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의 하늘의 명령이 칸을 계시하여 이릅니다. 한 번은 테무진이 나라를 잡도록 

하라고 합니다. 한 번은 카사르를 이야기합니다. 카사르를 급습하지 않으면 어찌될

지 모릅니다”라고 하였다.224) 위의 예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관념은 칭기스 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 때문이었다는 점

이다. 즉 칸으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최고신적 존재인 영원한 하늘에게서 찾고 있

다.225)

이러한 믿음은 칭기스 칸 사후에도 계속되었고 위의 구육 親書 本文 내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즉 인용문의 제14행부터 20행을 보면 ‘主의 명령’을 칭기스 칸과 카

안, 즉 우구데이가 마자르와 키리스탄 지방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이를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 절멸되었고, 이는 역시 ‘主’ 덕분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主

(khodā)’가 ‘영원한 하늘’을 지칭하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흥미롭게도 우

구데이 역시 ‘主의 명령’을 전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칭기스 

칸 때 확립된 칸과 ‘영원한 하늘’ 간의 관계가 단발로 끝나지 않고, 이후 그의 계승

자들에게로 轉移되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육이 자신의 勅令 

첫 머리에서 ‘영원한 하늘’을 언급하고 그 “힘에 기대어”라고 명시한 것은 자신을 

‘영원한 하늘’의 뜻을 지상에 체현하는 존재로 설정하는 동시에, 본인의 명령 및 행

위의 근거와 정당성이 절대적 존재에게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226)

결국 勅令의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1행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는 ‘권

한부여’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도입이 언제부터였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육 이후 대칸의 勅令에서는 고정적으로 사용되었다. �

黑韃事略�을 교주한 沈曾植은 明 沈德符(1578~1642)가 지은 �萬曆野獲編� 卷2 ｢更

正殿名｣에서 明 太祖가 ‘奉天’이라는 표현을 誥勅의 제일 序頭에 사용하였고 이후 

太宗이 계승하였다고 한 기록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관습이 元의 詔令

224) SH/de Rachewiltz, vol.1, p.168; �몽골비사�/유원수, 244절, p.241.
225) 이러한 몽골인들의 관념은 그들의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몽골인들은 유목 세계에서 존

재하였던 다양한 신화 체계를 하나의 틀로 통합하여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의 정

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정재훈, ｢북아시아 유목 군주권의 이념적 기초 -건국 신화의 계통적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122, 2013, pp.115~124).
226) 勅令 내에서 ‘主’와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 권력의 정통성 및 행위의 정당성을 가탁하는 행위

는 전술했듯이 칭기스 칸 시기부터 확인 가능하다. 다만 앞의 칭기스 칸 勅令에서는 ‘배경’ 부

분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蒙韃備錄�의 기록에 따르면 비록 

勅令은 아니지만 칭기스 칸의 牌子가 모두 “天賜成吉思皇帝聖旨”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蒙韃備錄� ｢官制｣, p.353, “所佩金牌第一等貴臣帶兩虎相向曰, ‘虎鬥金牌’, 用漢字曰, ‘天賜成吉思

皇帝聖旨, 當便宜行事’. 其次素金牌曰, ‘天賜成吉思皇帝聖旨疾’. 又其此乃銀牌, 文與前同如.”). 이

는 실제로 현재 實物로 전해지고 있는 칭기스 칸의 銀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中華世紀壇藝

術館·內蒙古自治區博物館 編, 譯, �成吉思汗 : 中國古代北方草原遊牧文化�, p.236). 그렇다면 칭

기스 칸의 勅令 중에서도 동일한 문구로 시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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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일 먼저 ‘長生天’을 언급한 것을 계승한 바라 하였다.227) 표현의 차이는 있

지만 위 구절은 몽골 대칸의 勅令 初頭에 위치하는 구성 요소가 되었고 이후 明代

에도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행과 3행에서는 해당 문서가 자신의 ‘야를릭’, 즉 勅令임을 밝히고 있

다.228)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행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에 해당한다. ‘칸’ 앞에 

상당히 화려한 수식어가 첨가되었는데 이전의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모든 勅令에서 

항상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교황에게 보내는 글이다 보니 자신이 모든 

지상을 통치하는 군주임을 내세워 그 명령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1행과 연결되어 초월적 존재인 ‘영원한 하늘’의 명령을 

받은 지상의 군주가 내리는 勅令으로 성격 규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229)

4행과 5행의 전반부에서는 “이것은 大파파에게 보낸 명령이다. 알고 깨달을지어

다”라고 하였는데, 구조적 측면에서 이 부분은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문

장은 표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칭기스 칸의 페르시아어 勅令 중 “某某는 ……를 알

도록 하라”와 사실상 동일하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勅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밝힌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구육의 親書에서는 ‘명령의 대상자’와 受

領人이 상호 일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생략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227) �黑韃事略校注� ｢27. 其常談｣, pp.74 注1.
228) 사실 몽골어 ‘자를릭’은 투르크어 ‘야를릭’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그 사용범위에서는 다소 차이

가 있어서, 西위구르 시대에는 宰相과 大都統 및 高僧 등도 사용하였다고 한다(森安孝夫, ｢シ

ルクロード東部出土古ウイグル手紙文書の書式(前編)｣, pp.15~16; Moriyasu Takao, “Epistolary 

Formulae of the Old Uighur Letters from the Eastern Silk Road (part 1),”, p.50). 그러나 몽골제국 

시기에는 오직 대칸, 그리고 각 울루스의 칸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229) 한편 1행부터 3행까지는 아랍문자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투르크어를 옮긴 것이다. 본

문은 아랍 문자-페르시아어인데 반해 앞의 세 문장은 몽골어도 아닌 투르크어라는 다소 기이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뻴리오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를, 1행~3행의 내용은 몽골인들에게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언어

로 옮기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 몽골어가 아닌 투르크어로 音寫한 이유는 당

시 유럽에서는 몽골어를 알지 못했고 몽골어를 아랍문자로 작성한 적도 없는 반면, 투르크어

는 여러 면에서 몽골어와 가깝고 문화적 접촉도 있었으며 이전에 여러 차례 아랍문자로 작성

된 적도 있어서라 추측하였다(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27). 매우 흥미로운 가설

이지만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이나 ‘칸’, ‘勅令’ 등의 표현은 본문에서 각각 아

랍어로 ‘主(khodā)’, ‘짐(khīsh)’, ‘勅令(farmān)’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冒頭에서만 이처

럼 투르크어를 사용했어야 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특히 제3행의 ‘勅令’은 몽골어 ‘자를릭

(jarligh)’의 투르크어식 표현인 ‘yarligh’을 옮긴 것인데 반해, 본문에서는 ‘miṣāl’과 ‘farmān’이라

는 전형적인 아랍·페르시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 ‘farmān’은 구육의 親書에서 총 7차례 등

장하는데 그 중 5차례는 ‘主의 명령(farmān-i khudāy)’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몽골비

사� 244절의 ‘영원한 하늘의 명령(möngke tenggeri-yin jarliq)’을 번역한 것임에 분명하다. 나머

지 두 차례도 각각 ‘야사의 모든 명령(har farmān-i yāsā’ī)’과 ‘朕의 명령(farmān-i mā)’으로서 원

래는 ‘자를릭’ 또는 ‘야를릭’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독특한 

특징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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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명시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명령의 대상자’가 점차 고정적인 구성 요소로 

고착화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어서 5행 후반부부터 7행까지는 해당 親書를 보내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 세 행은 해석에 다소 불분명함이 있어 기존 연구자들도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김호동은 몽골 측에서 캐렐의 지방에 복속 요청을 보냈고, 교황의 사신

들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다.230) 그보다 앞서 뻴리오는 교황 측에서 

복속을 요청하였고 이를 교황의 사신들로부터 들었다고 해석하였다.231) 本稿는 해

당 親書의 각 부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

점에 대해서는 상술하고자 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세 행은 교황의 사신들이 

도달하여 그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구육이 親書를 작성하였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육이 카르피니 등으로부터 들었던 구체적 내용이 무엇

인지, 또 그가 교황 사신단의 방문과 傳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밝히는 것은 중

요한 과제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書翰을 작성하

게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배경’의 요소에 해당한

다.232)

다음으로 8행부터 28행까지는 ‘명령내용’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구육 자신의 使臣이 이 親書를 전달하면 교황은 다른 유럽의 國王들과 함께 직접 

몽골 조정으로 오도록 요구한 부분이다. 親朝는 몽골의 칸들이 복속국의 통치자들

에게 부여한 여러 의무들 중 하나로서233) 기독교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유지되고 있

었다. 구육은 使臣이나 書信을 통한 복속 의사 표시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對面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8~9행과 26~28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 使臣을 통해 보낸 교황의 傳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먼저 10~11행에

230)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445.
231)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p.16~17. 馮承鈞은 뻴리오의 책을 번역하면서 그의 해

석을 그대로 따랐다(伯希和, �蒙古與敎廷�, p.13).
232) 이 親書의 受領人인 교황 측은 이미 그간의 사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구육은 교황이 파견한 카르피니 등으로 하여금 書信을 전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작성 배

경을 재차 서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을 포함

시킨 것은 해당 親書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해당 문서만 

보더라도 그간의 과정과 이에 따른 대칸의 대처 및 명령을 모두 파악할 수 있고, ‘명령내용’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 몽골 측의 입장에서도 대칸의 勅令을 보관하여 향후 참

고할 때 해당 勅令이 發令되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보다 편

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233) ‘君長親朝’의 첫 사례는 카를룩의 군주 아르슬란 칸과 위구르의 이디쿠트가 入朝한 것이었다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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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황이 세례를 권유한 것에 대하여, 12~20행에서는 몽골이 마자르와 키리스탄 

지방을 정복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20~26행에서는 

교황 자신도 主를 숭배한다고 호소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용문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복을 피하고자 

한다. 결국 구육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군사 활동과 팽창은 다름 아닌 神, 즉 ‘영원

한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당위성을 부

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권한부여’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親書를 관통하는 핵심

적인 논리이다.

제29~31행 초반부에서는 자신의 명령을 어겼을 때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해 경고

하고 있는데 이는 ‘명령내용’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위협’에 해당한다. 직접 자신의 

어전에 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속의 표시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主’ 및 자

신의 명령을 어긴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암시하고 있다. 복속하지 

않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미 위에서 마자르와 키리

스탄 지방들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보복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다. 또 

‘主께서 아신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자신들의 보복 행위를 神의 뜻

으로 가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마지막으로 제31행 후반부에서는 ‘일시’를 언급하고 있다. 이 ‘일시’가 앞에서 살

펴본 勅令 구조에서의 일시처럼 勅令의 작성 날짜를 의미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원문에서는 ‘~에(fī)’ 다음에 단순 日時만이 명기되어 있고, 그조차 구체적인 

시점이 아니라 보통 그 달의 마지막 10일을 의미하는 ‘avākher’로 표현되었다.234) 만

약 몽골어 原文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비록 구육의 즉위 이전이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1240년

에 작성된 ｢1240年濟源天壇十方大紫微宮懿旨碑｣에는 위구르字-몽골어로 본문의 ‘위

협’과 ‘일시’ 부분이 반복되었는데, 그 중 일시 부분을 “bičig qulaɣana ǰil(Writ. The 

year of the rat)”이라 하였다.235) 소략하기는 하지만 ‘bičig’이라는 부분에 주목해본다

면 당연히 작성 시점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1247년 구육이 바이주 노얀

234) Francis Joseph Steingass, A Comprehensive Persian-English Dictionary : Including the Arabic 

Words and Phrases to be met with in Persian Literature being Johnson and Richardson’s Persian, 

Arabic, and English Dictionary, London; New York, NY: Routledge, 1892[1963], p.117. 카르피니가 

소환되어 카닥과 발라 및 친카이 앞에서 親書를 번역한 것은 다름 아닌 성 마르티노 축일, 즉 

11월 11일이었다(Carpini/Dawson, p.67;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154). 따라서 만약 

親書의 ‘일시’가 보다 상세하게 표현되었다면 카르피니의 기록과 대조하여 ‘일시’의 성격을 규

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35) Francis Woodman Cleaves, “The Sino-Mongolian Inscriptions of 1240,”, pp.69~73. 白話 부분은 祖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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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교황에게 보낸 書信의 라틴어 번역본에도 가장 마지막 줄에 “Mense iulio 

XX die lunacionis, in territorio Scisciens castris scripsimus.”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문

맥상 작성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36)

이상에서 살펴본 구육의 親書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권한부여’ -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제일 冒

頭의 ‘권한부여’는 새롭게 확인되는 구성요소이지만, 전술했듯 구육 이전에도 존재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전에 ‘위협’은 ‘명령내용’의 일부로서 병렬하여 서술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별도의 구성요소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위의 구조는 이후 대

칸의 勅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즉 이 親書를 통해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 시

기를 통해 형성되어 온 勅令 구조가 발전하여 완비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237)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지만 勅令의 구조는 이란·페르시아의 전통적인 文書行政 전

통에 따르지 않았다.238) 어떠한 言語 및 文字로 번역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위구르

字-몽골어 原文이었고, 그 原文은 칭기스 칸 때부터 점차 완성되어 갔던 전통적 구

조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이다.

ㄷ. 뭉케의 勅令 구조

이어서 뭉케 시기 發令된 勅令들의 구조를 살펴보자. 현재 전하는 그의 勅令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1251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인데239) 이것은 聖旨碑라

236) 다만 이 書信은 原本이 아니라 아셀린과 동반했던 생캉탱의 기록을 통해 라틴어 번역본으로

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다소 주의를 요한다. 물론 구육의 親書와 마찬가지로 

逐字 번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생캉탱이 그 번역된 原本을 조금의 변경도 없이 그

대로 옮겼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해당 書信에 대해서는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p.66~139; E Voegelin, “The Mongol Order of Submission to European Powers, 

1245-1255,”, pp.388~389; 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p.190~192 참조. 생캉탱

을 포함한 아셀린 사절단의 일정, 사신단 구성, 여정, 목적 등에 대해서는 Gregory G Guzman, 

“Simon of Saint-Quentin and the Dominican Mission to the Mongol Baiju: A Reappraisal,” 

Speculum 46, 1971 참고.
237)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육 시기에 勅令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

은 여전히 존재한다.
238) 이는 구육의 親書에서 보이는 擡頭法의 영향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영원한 하늘’로 시작하

는 1행과 ‘칸’으로 시작하는 3행은 다른 행들보다 더 앞(실제로는 오른쪽. 페르시아어는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오른쪽이 앞에 해당)에 위치한다. 뻴리오는 위구르인들이 중국으

로부터 이와 같은 작성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후 몽골에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p.25~26).
239) 蔡-1955-(附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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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하지만 실제로는전형적인 漢文詔書로서 앞서 살펴본 聖旨들과 같은 정형화된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또 道家의 先生들과 佛敎 和尙들 간 분쟁 조정을 위해 하

사한 聖旨도 존재하나, 碑文이 아니라 �辯證僞錄�에 인용된 형태라 본래 구조를 파

악하기 어렵다.240) 대신 뭉케가 都僧省의 직함을 지닌 少林長老로 하여금 和尙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게 한 ｢1253年登封少林寺聖旨碑｣를 통해 뭉케 시기 勅令 구조

를 확인할 수 있다.241) 특히 이 聖旨는 碑陽에 위구르字-몽골어面이 있고 碑陰에 蒙

文直譯體 聖旨面이 合璧되어 있는 형태라 원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242)

먼저 聖旨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冒頭에 “투룩타이와 부카 두 사람이 받들어 

전한다(禿魯黑台·不花兩個傳奉)”고 하여 앞서 칭기스 칸의 1223년 九月 및 十一月 

聖旨처럼 聖旨를 받든 자 및 전달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뭉케황제 聖旨(蒙哥

皇帝聖旨)”라고 한 부분은 전형적인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少林長老에게 말한다(道與少林長老)”고 한 부분은 ‘명령의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칭기스 칸 이래 몽골제국 초기 勅令들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聖旨碑에는 위구르字-몽골어面이 있는데 그곳에서

는 해당 부분이 다소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즉 그 轉寫에 따라 直譯하면 “투룩타

이와 부카는 둘이서 뭉케 칸의 口頭聖旨에 따라 少林長老에게 말해주어라”고 하였

다.243)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위와 같은 구조 파악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오히

려 少林長老를 대상으로 하는 本文의 명령과는 별개로, 투룩타이와 부카를 대상으

로 하는 또 하나의 명령이 존재한 듯하다.244)

240) 해당 聖旨는 인용되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조도 매우 단순하여 ‘명령내용’과 ‘일시’로만 구

성되어 있다(蔡-1955-(附錄1-1)).
241) 祖-2000-(24), pp.41~43, “禿魯黑台·不花兩個傳奉蒙哥皇帝聖旨, 道與少林長老: 俺與你‘都僧省’名

字去也, 則不是管漢兒和尙. 不揀畏兀兒·西番·河西, 但是來底和尙每都管底上頭, 喚‘都僧省’. 不揀

那裏來底呵, 咱每根底來的, 不合來底, 都僧省少林長老識者; 合來底, 都僧省少林長老與文書者. 和

林裏有底和尙每, 俺每根底提名字喚着呵, 敎來者; 不喚呵, 休敎來者. 依着釋迦牟尼佛法裏, 和尙每

根底管不得呵, 都僧省小名要做甚麽! 聖旨了也. 癸丑年十二月初七日開.” 祖生利는 이 聖旨를 

1254년의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聖旨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開讀 일시인 “癸丑年十二月初七

日”은 양력으로 환산하면 1253년 12월 28일이고, 勅令이 작성된 날짜는 자연히 그 이전으로 비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53년 聖旨로 보아야 한다.
242) 中村淳과 松川節은 龜趺를 기준으로 하면 漢文面이 碑陽이고 위구르文-몽골어面이 碑陰이지

만, 後者의 碑額에 ｢聖旨碑｣라고 새겨져 있고 蒙文直譯體 聖旨面에는 아무 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위구르文-몽골어面은 4통이 각각 筆法과 正書法이 다른 반면 蒙文直譯體 聖

旨面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봤을 때 매장되어 있던 碑文을 출토 후 복원하는 과정에서 碑陽

과 碑陰이 바뀌었다고 추정하였다(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p.4).
243) 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p.32; 中村淳, ｢2通のモンケ聖旨から : カ

ラコルムにおける宗敎の樣態｣, p.77.
244) 나카무라 준과 마츠카와 타다시는 이 聖旨를 少林長老에 대한 명령인 동시에 使臣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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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文書化된 聖旨가 본래 상당 부분 뭉케의 말을 직접 옮긴 것이기 때문에245)

그가 위와 같이 발언했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의문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해당 명령을 내리는 話者가 뭉케라면 왜 ‘나’ 또는 

‘朕’의 ‘聖旨’나 ‘말’이 아니라 3인칭화하여 “뭉케 칸의 口頭聖旨”라는 표현을 썼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당 명령의 話者를 뭉케가 아닌 제3의 인물로 비정하면 해석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文書化된 聖旨 앞에 대칸 이외 인물의 명령이 추가로 삽입되

는 형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다른 蒙文直譯體 聖旨나 페르시아

어 勅令들도 원칙적으로는 위구르字-몽골어 原文을 逐字 번역하여 그대로 옮겼을 

텐데 대부분 위와 같은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蒙文直譯體 聖旨面과 위구르字-몽골어面의 해당 부분에서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이다. 後者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였으나 순서대로 聖旨의 전달자 -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를 밝히고 있다. 표현 방식 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상이한 語順과 文法을 가진 두 

言語가 문장상으로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용 전

달에도 방해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양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어서 뭉케는 少林長老에게 자신이 일전에 그를 都僧省으로 임명한 이유를 설명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명령에 힘을 싣기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한다. 그리

고 少林長老가 漢人 이외에 위구르, 西番, 河西 등의 和尙들도 모두 관할해야 함을 

지적하고, 카라코룸에 오는 和尙들 중 와야 할 사람과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구

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 카라코룸에 있는 和尙들 중 뭉케 자신이 부른 사람

만 御前에 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모두 

‘명령내용’에 해당한다. 그 다음 “釋迦牟尼의 佛法에 따라 和尙들을 관리하지 않는

다면 都僧省이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명령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免職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癸丑年 十二月 初七日에 開讀하였다”고 하여 ‘일시’를 밝히고 있는

데 작성 일시가 아닌 開讀한 날짜라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246) 투

령이기도 한, 종래 命令文에서 보이지 않는 명령의 二重構造라고 하였다(中村淳・松川節, ｢新

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p.14). 그러나 비록 합벽되지는 않았으나 칭기스 칸의 1223년 

九月과 十一月 聖旨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

니면 言語 및 文字에 따른 표현의 차이로 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45) 박영록, ｢蒙元 몽골어 公牘과 白話碑에 보이는 旨書의 形式과 語套의 特徵｣, �中國文學硏究�

55, 2014, p.199.
246) 開讀은 聖旨를 전달하는 사람이 受領人에게 해당 聖旨를 구두로 읽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따

라서 여기에서 開讀한 일시는 당연히 使臣들이 受領人인 少林長老에게 도착하여 그의 面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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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타이와 부카는 受領人인 少林長老에게 開讀을 한 뒤 아마 聖旨를 전달해주었을 

것이다. 설사 少林長老가 文書로 받지 못하고 듣기만 했더라도 開讀 과정에서 原文

에 기재된 작성 일시를 확인하였을 텐데 왜 立碑할 때 開讀의 일시를 기록한 것인

지 알 수 없다. 위구르字-몽골어面에도 똑같이 ‘열었다’ 또는 ‘펼쳤다’라는 뜻의 

‘delgebei’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聖旨의 작성 단계에서 그 정

확한 開讀의 날짜를 알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다. 뭉케 시기의 開讀 행위와 관련해서는 �세계정복자의 역사�에도 관련 기록이 있

지만,247) 이미 그 先例는 우구데이 시기부터 확인 가능하고248) 어쩌면 칭기스 칸 때

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249) 이처럼 開讀 행위 자체는 뭉케 이전부터 존재하

였으나 그 일시를 작성 일자 대신 碑文에 새긴 이유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특히 

같은 少林寺에서 발견된 쿠빌라이와 아유르바르와다 聖旨에서는 모두 작성 일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는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兩面 간의 현격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聖旨의 전달

자가 추가되었다는 점과 ‘권한부여’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전의 勅

令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前者는 칭기스 칸 시기에도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항상 등장하지는 않았고, 後者는 구육의 親書에서 처

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뭉케의 이 聖旨는 기존 傳統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文書化된 일시가 아닌 開讀 일시를 기입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

만,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일시’라는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

통한다.250)

서 開讀한 때를 가리킨다(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p.15).
247) 구육 때까지는 루큰 웃 딘이 친카이의 총애를 받아 케르만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뭉

케 때에 이르러 전세가 역전되어 쿠틉 웃 딘이 통치권을 인정받다. 이에 쿠틉 웃 딘이 케르만

으로 돌아가면서 루큰 웃 딘에게 자신이 받은 勅令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Juvaynī/Qazvīnī, vol.2, p.216; Juvaynī/Boyle, vol.2, p.481).
248) 우구데이로부터 勅令을 받아 후라산으로 돌아온 쿠르구즈는 먼저 연회를 베풀면서 勅令들과 

야사를 읽어 들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Juvaynī/Qazvīnī, vol.2, p.237; Juvaynī/Boyle, vol.2, p.501).
249)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칭기스 칸이 丘處機에게 하사한 聖旨의 내용이 ‘명령의 대상자’에게 알려

지기 위해서는 口頭로 전달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250) 어쩌면 근거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聖旨의 위구르字-몽골어面은 본래의 原本 文

書를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立碑 과정에서 蒙文直譯된 것을 다시 번역하여 새겼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는 위구르字-몽골어面 첫 문장의 어색함과 

‘일시’에 開讀 날짜를 명시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해당 寺院에서는 聖旨를 전달 받았으나 

그 原本을 소장하지는 못하였다가, 이후 碑를 세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眞本 聖旨

를 받았음을 보여주고자 전달자 및 開讀 날짜를 기록한 것은 아닐까? 특별히 開讀 일자를 기

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크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다보니 작성 일자가 

불분명하여 대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구르字-몽골어로 번역하다보니 각각 

原文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어색한 첫 문장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開讀 일시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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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聖旨碑와 같은 해인 1253년에 뭉케는 루이 9세가 보낸 루브룩 일행을 

접견하고 그에게 보내는 親書를 전해주었다. 현재 그 原本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루브룩이 남긴 기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루브룩 자신이 언급

하고 있듯이 書信은 그가 직접 통역을 통해 번역하였는데, 아마도 原文은 위구르字

-몽골어로 작성되었을 것이다.251) 흥미롭게도 이 書信은 기존의 勅令들과는 다소 상

이한 구조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편의상 먼저 후반부를 살펴보면252) 冒頭를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하여(Per 

virtutem eterni Dei)”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구육의 親書 첫 행의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와 의미상 동일하고, 구조상 ‘권한부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대한 

몽골 사람을 통해서 내리는, 뭉케 칸이 프랑스의 군주 루이 국왕과 다른 모든 군주

와 사제들과 위대한 프랑스 사람에게 보내는 聖旨. 그리하여 그들이 朕의 말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구절이 이어진다. 몽골어 原文을 어순이 다른 라틴어로 

옮기면서 다소 혼재되었으나 이 문장이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과 ‘명령의 대상자’

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253)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本文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되는데, 먼저 뭉케 자신 이

전에 몽골과 루이 9세 간 使臣이 교환된 前史, 루이 9세가 루브룩 등을 자신에게 

파견한 사실, 그리고 자신이 해당 書信을 작성하여 보내게 된 과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내용상 모두 ‘배경’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어서 뭉케는 

루이 9세에게 자신에게 복속할 의사가 있으면 使臣을 보내도록 소위 신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령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는 루이 9세가 자신에

게 복속하지 않을 시에 발생할 결과를 암시하는 ‘위협’을 덧붙이고 있다. 역시나 구

육의 親書와 마찬가지로 직접 위협의 言辭를 하지 않고, 대신 ‘영원한 신’께서만 아

신다고 하면서 신의 뜻으로 가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시’ 부분은 누락되었으나 

아마도 原本에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51) Rubruck/Jackson, p.248;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69.

252) 이 뭉케의 親書에 대한 번역은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p.369~371; Rubruck/Jackson, 

pp.248~250을 참고하였음.

253) “위대한 몽골 사람을 통해서(through the great Mo’al people)”(Rubruck/Jackson, p.248)라는 표현

은 다소 어색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라틴어 原文은 “per magnum 

mundum Moallorum”으로 김호동은 사람을 의미하는 ‘mundus’가 몽골어 원본에서는 ‘울루스

(ulus)’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 구절의 원문이 ‘예케(大) 몽골 울루스’이지 않았을까 추정하였

다(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70 각주 8). 이렇게 되면 해당 구절을 “예케 몽골 울루

스의 뭉케 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의미상 보다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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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뭉케의 書信 중 후반부는 原文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화

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1246년 구육의 親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었다. 아마도 비록 뭉케가 정치적으로는 구육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세계, 특히 유럽의 기독교 세계로 발송하는 文書를 작성할 

때는 先例로서 구육의 書信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兩者 간의 유사성은 그

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54)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이 書信에는 다음

과 같은 전반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것은 영원한 신의 명령이다. ‘하늘에는 오직 한 분 영원한 신만이 존재하고, 지상

에는 한 분의 군주 칭기스 칸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신의 아들의 말씀이다.’(데무진 

칭게이는 쇠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칭기스를 쇠의 소리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그가 대장장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자만에 빠져서 그

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대에게 알리노라. 누가 어디

에 있건, 즉 몽골이건 나이만이건 메르키트건 아니면 무슬림이건, 들을 수 있는 귀

가 있는 곳이면 어디건 간에, 또한 말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건 간에, 듣고 이

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명령을 듣고 이해하는 그 순간 이후로, 만약 그

것을 믿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

지 못하게 되고, 무엇을 잡으려 해도 그럴 손이 없으며, 걸으려 해도 발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신의 명령이다.255)(괄호는 

루브룩의 原注)

뻴리오는 이 부분 전체가 뭉케의 勅令 중 冒頭部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시 뭉케의 勅令에 칭기스 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설명하고자 본래 몽골어 原本에는 蒙文直譯體 聖旨碑의 

“皇帝의 英靈에 의하여(皇帝福廕裏)”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고, 제국의 창건자로서 

칭기스 칸이 언급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256) 그러나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대칸의 勅令 중 ‘권한부여’ 부분에서 “(某某)福

廕裏”의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쿠빌라이 때에 이르러서이고, 그 경우에도 “大福

254) 물론 뭉케 자신이 직접 구육 親書의 寫本을 보고 그것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

며, 아마도 실무자 차원에서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

로는 뭉케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命令文 구조를 계승한 것은 뭉케 자신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굳이 구육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구육의 親書 역시 기존의 勅令 구조에 준

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뭉케의 書信이 비슷한 구조로 작성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255) Rubruck/Jackson, p.248;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69.
256)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p.123~124. ‘福蔭’은 ‘英靈’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에 관한 논의는 제2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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廕護助裏”라고 하였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257) 또 위에 인용된 

부분 전체를 冒頭部로 보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전술한 후반부의 

앞부분에도 전형적인 대칸 勅令의 冒頭部가 등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

다.

이에 에릭 보겔린은 몽골과 유럽 간에 교환된 여러 書信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면서 뻴리오의 가설을 비판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루브룩이 기록

한 뭉케의 書信을 둘로 나누어 전반부와 후반부를 별개의 문서로 보고, 前者는 ‘勅

令(The Edict)’으로, 後者는 ‘書信(The Letter)’으로 규정하였다.258) 확실히 후반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勅令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兩者를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고

자 한 보겔린의 시도는 탁월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전반부를 ‘신의 명령’으

로서의 ‘勅令’으로, 그리고 후반부를 ‘書信’으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견해를 받아들인 에비사와 테츠오가 이것이 하나의 命令文 書式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두 文書가 모두 뭉케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다. 두 文書의 내용이 지나치게 중복되기 때문이다. 둘 다 要旨는 상대에게 복속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굳이 두 文書로 나누어야 할 필요

가 있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루이 9세 및 기독교 세계에 보내는 勅令임에

도 전반부에 복속의 대상으로 기독교도가 아닌 무슬림을 언급한 것도 이상하다.259)

또 전반부에서 복속의 대상으로 명시한 집단 중 나이만과 메르키트는 1253년 당시 

이미 독자적인 政治體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260) 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한 

257) 蔡-1955[2017]-(21); 祖-2000-(30). 대칸 이외 인물들의 命令文에서는 보다 일찍부터 이러한 표현

이 출현하였다. 1244년에 發令된 몇 편의 命令文들에서 처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차간(茶罕)의 ｢1244年林縣寶巖寺鈞旨｣에는 “皇帝福廕裏. 茶罕官人言語.”이라 하였다(蔡

-1955[2017]-(8); 祖-2000-(9)). 직접적으로 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테케(帖哥)의 ｢1247年鄠縣草

堂寺鈞旨｣로 “谷與皇帝福廕裏. 帖哥火魯赤都元帥鈞旨.”라 하였다(蔡-1955[2017]-(14); 祖

-2000-(17)). 그러나 칸의 勅令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258) E Voegelin, “The Mongol Order of Submission to European Powers, 1245-1255,”, pp.391~392, 

398~399. 이러한 보겔린의 주장은 이후 다른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에비사와 테츠오는 

그의 理論을 적용하여 훌레구가 루이 9세에게 보낸 書信도 마찬가지로 ‘勅令’과 ‘親書’의 二重

書式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海老澤哲雄, ｢ルイ王あてモンケ書簡·フレグ書簡覺書｣, �社會

文化史學� 52, 2009).
259) 이후의 훌레구 울루스처럼 맘룩이라는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기독교 세력과 협력하고

자 하는 상황이라면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고자 의도적으로 기독교도들을 누락시켰을 가능성

도 없지 않지만, 뭉케 시기는 그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다. 또 文書의 후반부에 루이 국왕 

등에게 복속의 명령과 보복의 위협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조응하

지 않는다.
260) 이 점은 에비사와 테츠오 역시 지적한 바 있다(海老澤哲雄, ｢モンゴル帝國の對外文書をめぐっ

て｣, 加賀博士退官記念論集刊行 編, �加賀博士退官記念中國文史哲學論集�, 東京: 講談社,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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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군주 칭기스 칸만이 존재한다”라는 표현도 어색하다. 1253년 당시 칭기스 칸

은 당연히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지상에 존재하는 군주로 표현할 수 있었을지 의문

이다. 결정적으로 위의 인용문에서 “이것은 신의 아들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루브

룩 자신이 괄호 안에 직접 덧붙인 설명에서 칭기스 칸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文書의 작성 주체가 뭉케가 아니라 칭기스 칸임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261)

결국 전반부 文書는 칭기스 칸 시기에 그의 이름으로 작성된 勅令으로 보아야 한

다. 뭉케가 자신의 勅令과 함께 이것을 루브룩에게 준 것은 그가 자신의 勅令에 대

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징적인 존재인 칭기스 칸의 勅令을 인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칭기스 칸은 ‘영원한 신의 명령’을 받아 ‘신의 아들’로서 명령을 내렸고, 

그를 이어받은 자신의 명령 또한 후반부에서 언급하듯 ‘영원한 신의 명령’으로 정

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나 본래 대칸의 자리에 대한 권한이 없었던 톨루이家 

출신의 뭉케에게는 칭기스 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였을 것이다.262)

사실 이렇게 본인의 命令文과 칭기스 칸의 勅令을 함께 수여하는 행위는 그전에

도 前例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칭기스 칸은 호라즘 제국의 통치자

인 술탄 무함마드가 도망치자 제베와 수베데이를 파견하여 그를 추격하였다. 이들

은 그 와중에 니샤푸르에 도착하였고, 그 도시에 항복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지

역의 통치자들이 항복하자 위구르 문자로 된 알 탐가와 함께 “칭기스 칸의 勅令 寫

本 하나”를 주었다.263) 그 내용은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신이 자신에게 모든 땅을 주었으니 복속을 하면 자비를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파

멸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뭉케 文書의 전반부와 거의 흡사하다.

이처럼 루브룩이 전하는 뭉케의 勅令 중에서 실제 뭉케가 發令한 것은 후반부이

고, 전반부는 뭉케가 자신의 勅令에 정치적 권한과 역사적 맥락을 부여하기 위해 

인용한 칭기스 칸의 勅令으로 보아야 한다. 두 文書는 별개이고 각각 자기 완결적

이기 때문에 兩者를 하나로 보아 그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시도는 다소 설득력

p.734).
261) 물론 기존연구에서도 당연히 이 점에 주목을 하였다. 다만 보겔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룰 

문제로 미루었고, 에비사와 테츠오는 ‘신의 명령’의 원형이 칭기스 칸 때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그는 이 文書가 뭉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서도 왜 뭉케의 이름은 없고 칭기스 칸의 이름만 보이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海老澤哲雄, ｢ル

イ王あてモンケ書簡·フレグ書簡覺書｣, pp.32~34).
262) ‘명령의 대상자’인 루이 국왕 및 유럽의 군주들이 몽골제국의 이러한 내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거나 그 含意를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

시 유럽에서도 칭기스 칸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뭉케가 그와 자신

을 연결하고자 한 시도가 전혀 의미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263) Juvaynī/Qazvīnī, vol.1, p.114; Juvaynī/Boyle, vol.1,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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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다. 즉 뭉케 시기에 전반부의 ‘勅令’과 후반부의 ‘書信’이 대칸의 새로운 

命令文 구조로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뭉케의 勅令은 구육의 親書에서 확인한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고, 필요에 의해 칭기스 칸의 勅令을 함께 전달한 것

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뭉케가 과연 새로운 勅令 구조를 도입해

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264) 따라서 몽골제국의 勅令 구조가 뭉케 시기부

터 서서히 定式化되기 시작하여 쿠빌라이 이후에 固定化되었다고 하면서 그 출발점

을 뭉케로 설정한 한 기존 연구의 견해는265) 다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면 �高麗史�에 실린 몽골의 한 牒

文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1231년 우구데이

는 이전에 칭기스 칸이 高麗에 보낸 使臣 著古與가 피살된 사건을 빌미로 사르탁

(撒禮塔)으로 하여금 高麗를 침공하게 하였다.266) 그리고 그 해 말인 1231년 12월 

26일에 사르탁은 高宗에게 牒文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高麗史� ｢高宗世家｣에 기록

되어 있다.267) 이 文書는 중간에 우구데이의 聖旨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

미가 있지만, 書式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왕의 文書들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관

심을 끈다. 이 文書는 일반적인 漢文으로 작성되지도 않았고, 명확하게 誤字로 보이

는 부분도 있으며, 白話나 硬譯으로 보기에도 생경한 표현들이 많아 기존에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다만 오랜 기간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이 밝혀

졌다.268) 이러한 先學들의 뛰어난 연구성과에 능력 부족의 필자가 특별히 이의를 

264) 傳統으로부터의 이탈은 오히려 뭉케가 피해야 할 부분이었다. 뭉케는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

를 수립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변화들을 도입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관행이 자신

의 권력과 상충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칭기스 칸 이래 형성된 전통적 勅令 구조가 뭉케에게 

그러한 의미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65) 小野浩, ｢とこしえなる天の力のもとに｣, p.207.
266) 著古與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

중세사연구� 50, 2017, pp.367~376 참고. 저자는 著古與와 몽골 사신을 살해한 것은 몽골의 주

장처럼 高麗가 아닌 東眞으로 추정하였다. 몽골과 高麗 간의 전쟁을 촉발시켜 반사이익을 얻

고자 했다는 것이다.
267) �高麗史� 卷23 ｢高宗世家｣2 高宗18年 十二月, “蒙使獻王文牒一道, 牒曰, 天底氣力, 天道將來底

言語. 所得不秋底人, 有眼瞎了, 有手沒了, 有脚子瘸了. 聖旨, 差撤里打火里赤軍去者, 問你每待投

拜待廝殺. 鼠兒年, 黑契丹, 你每高麗國裏, 討虜時節, 你每选當不得了去也, 阿每差得札刺·何稱兩

介, 引得軍來, 把黑契丹都殺了. 你每不殺了, 阿每來, 若阿每不將黑契丹了, 你每不早了, 那是麽. 

使臣禾利一女根底不拜來, 那是麽. 投了呵. 差使臣瓜古與你每根底不行打來, 那什麽. 瓜古與沒了, 

使臣覓瓜古與來, 你每使弓箭, 將覓來底人, 射得回去了. 那上頭, 管是你每底, 將瓜古與殺了也. 阿

每覓問當來也. 皇帝聖旨道. 若你每待廝交, 阿每一處廝相殺住到老者, 若還要投呵, 依前一�投了

者去. 若你每民戶根底的愛惜, 依前一�投拜來. 下去底使臣, 怏怏地交回來者. 若要廝殺, 你識者. 

皇帝大國土裏, 達達每將四向周圍國土都收了. 不投底國土都收了, 你每不聽得來. 投去了底人, 都

一處行打, 你每不聽得來. 阿每將劫摢你每底寄, 不及都收撫了. 聽, 你每根底來. 高麗國王. 你每底

民戶裏, 投拜了的人, 依舊住坐, 不投拜底人戶殺有. 虎兒年, 投投拜了. 咱每不啻一家來, 那什麽. 

使去底使臣是阿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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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여지는 없으나,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牒文의 구조를 달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269)

이 牒文은 현재 原文이 전하지 않아 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 학자

들 사이에서도 異見은 존재하지만 “聖旨 …… 皇帝聖旨道.”는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우구데이의 聖旨로, 그 내용은 칭기스 칸이 군대를 보내 高麗를 대신해 

黑契丹을 내쫓은 사실, 그럼에도 高麗가 항복하지 않아 著古與를 보냈지만 그가 사

라졌고, 다시 그를 찾고자 使臣을 보냈는데 高麗에서 그들을 내쫓았다고 하면서 자

신이 사르탁을 파견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용상 사르탁의 牒文에서 이 

우구데이의 聖旨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르탁의 직접적

인 言辭가 이어진다. 그는 高麗로 하여금 투항할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면서 항복을 하면 안전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 하

였다.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기 전에 상대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내용

으로 ‘명령내용’과 ‘위협’이 혼재된 형태이다.

그러나 이 牒文은 우구데이의 聖旨 앞에 한 문장, 즉 “天底氣力, 天道將來底言語. 

所得不秋底人, 有眼瞎了, 有手沒了, 有脚子瘸了.”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었고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

다. 우선 이 문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天底氣力”은 “하늘의 힘에 

[의하여]”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命令文의 冒頭句에서는 이 文句 

다음에 몽골어 ‘dür’에 해당하는 ‘裏’가 붙지만 여기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70) 두 번째 “天道將來底言語”는 “[이것은] 하늘이 말씀하신 말이다”로 

268) 대표적으로는 村上正二, ｢蒙古來牒の飜譯｣, �朝鮮學報� 17, 1960; Gary Ledyard, “Two Mongol 

Documents from the Koryo’s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3-2, 1963; Francis 

Woodman Cleaves, “The Initial Formulae in a Communication of a Mongolian Viceroy to the King 

of Korea,” Journal of Turkish Studies 3, 1979; 이개석, ｢麗蒙兄弟盟約과 초기 麗蒙關係 성격: 사

료의 再檢討를 중심으로｣, �大邱史學� 101, 2010; 송기중, ｢�高麗史� 에 수록된 두 편의 蒙古軍 

牒文｣, �震檀學報� 118, 2013; 박영록, ｢�高麗史� 蒙古 直譯體白話 牒文 二篇의 解釋的 硏究｣, �

中國言語硏究� 44, 2013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송기중은 구절별로 기왕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69) 本稿에서는 지면도 제한적이고 論旨에서도 다소 어긋나기 때문에 이 牒文에 대하여 세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 牒文을 비롯하여 �高麗史�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命令文에 대해서

는 추후에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70) 레디야드는 이것이 ‘長生天氣力裏’의 축약형이라고 하였고(Gary Ledyard, “Two Mongol 

Documents from the Koryo’sa,”, p.228), 클리브스는 ‘天底氣力’ 다음의 ‘天’이 본래는 ‘裏’인데 書

記가 해당 글자의 아랫부분을 보고 잘못 옮긴 것으로 추정하였다(Francis Woodman Cleaves, 

“The Initial Formulae in a Communication of a Mongolian Viceroy to the King of Korea,”, p.69). 

이에 반해 이개석과 송기중은 그대로 ‘하늘의 힘’으로 보고 해석하였다(이개석, ｢麗蒙兄弟盟約

과 초기 麗蒙關係 성격: 사료의 再檢討를 중심으로｣, p.114; 송기중, ｢�高麗史� 에 수록된 두 

편의 蒙古軍 牒文｣, p.45). 각 주장은 모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구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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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가능하다.271) 그리고 세 번째 “所得不秋底人, 有眼瞎了, 有手沒了, 有脚子瘸了”

는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다가 붙잡힌 자는 눈이 있지만 눈이 멀었고, 손이 있지

만 없어졌으며, 다리가 있지만 절름발이가 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272)

체 牒文의 제일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命令文의 冒頭句의 일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레디야드는 이 牒文 이외에는 소위 축약형이 사용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250年濟源靈都宮懿旨碑｣에서도 “天底氣力, 大福蔭護助裏, 公主皇后懿旨”라고 하였고(祖

-2000-(18)), ｢1250年涇陽重陽延壽宮給文碑｣에도 “天底氣力, 大福蔭裏, 唆魯古唐妃懿旨裏”로 시

작하면서 ‘天底氣力’ 다음에 ‘裏’가 생략되었다(祖-2000-(20)). 물론 이 두 경우에는 이어지는 

‘大福蔭[護助]’ 다음에 ‘裏’가 있어서 ‘天底氣力’과 병렬을 이루는 구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

다수의 경우에 두 부분은 서로 별개의 구성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裏’가 단순 누락되었을 가

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된다.

271) 무라카미는 “하늘의 神이 말씀하여 오게 된 말이다”로(村上正二, ｢蒙古來牒の飜譯｣, p.82), 레

디야드는 “Words spoken from Heaven”으로(Gary Ledyard, “Two Mongol Documents from the 

Koryo’sa,”, p.228), 클리브스는 제일 앞의 ‘天’은 전술했듯 ‘裏’의 誤字로 앞 구절 마지막에 연

결되기 때문에 이 구절은 “Word which [We] speak”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Francis 

Woodman Cleaves, “The Initial Formulae in a Communication of a Mongolian Viceroy to the King 

of Korea,”, pp.70~74). 또 이개석은 “하늘이 하신 말씀”으로 보았고(이개석, ｢麗蒙兄弟盟約과 초

기 麗蒙關係 성격: 사료의 再檢討를 중심으로｣, p.114), 송기중은 앞의 ‘하늘의 힘’과 ‘하늘의 

도리(天道)’가 동사 ‘將來’의 병렬 목적어를 이루어 “하늘의 힘(氣力)과 하늘의 도리(天道)로서

의 말씀이시다”로 해석하였다(송기중, ｢�高麗史� 에 수록된 두 편의 蒙古軍 牒文｣, pp.45~46). 

이 중 클리브스는 ‘裏’가 ‘天’으로 잘못 옮겨졌다는 주장 때문에 위와 같이 해석했지만 그렇다

고 하더라도 말한 주체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주어+동사’가 아니

라 ‘天道’라는 명사로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몽골제국 초기 이래로 漢文 이외의 言

語로 작성된 命令文 중에서는 ‘天道’라는 표현이 사용된 예를 管見의 한에서는 확인하지 못하

였다. 특히 이 牒文이 처음부터 漢文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原文으로부터 번역되었다고 한

다면 과연 몽골인들이 ‘天道’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했을지 의문이다. 송기중은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통치자나 어떤 지도자의 명령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표현하

는 전통이 없었다고 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송기중, ｢�高麗史� 에 수록된 두 편의 蒙古軍 牒

文｣, p.41). 그러나 루브룩이 남긴 뭉케의 親書에서 확인하였듯이 칭기스 칸은 자신의 명령을 

“영원한 신의 명령(preceptum eteri dei)”이라 하였고, 이는 뭉케 역시 마찬가지였다. 라틴어로는 

‘명령’으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이 몽골어 원문에서는 ‘말’을 뜻하는 단어였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칭기스 칸은 권력의 正統性과 행동의 정당성을 ‘텡그리’, 즉 하늘로부터 

구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말을 소위 ‘神’의 그것으로 동일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뭉케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칭기스 칸 이후 대칸들도 이러한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72) 이 문장에서 다소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秋’로서 무라카미는 ‘복종하다’로(村上正二, ｢蒙古來

牒の飜譯｣, p.82), 레디야드는 ‘머리를 땋다’로 해석하였다(Gary Ledyard, “Two Mongol 

Documents from the Koryo’sa,”, p.230). 그는 ‘머리를 땋다’는 것은 곧 몽골의 헤어스타일을 받

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服從의 한 표식이라고 하였다. 반면 클리브스는 ‘投’의 誤字로 보아 ‘항

복하다’로 보았고(Francis Woodman Cleaves, “The Initial Formulae in a Communication of a 

Mongolian Viceroy to the King of Korea,”, pp.74~76). 송기중은 클리브스와 亦鄰眞의 견해를 따

라 ‘投’ 또는 ‘從’일 것으로 추정하였다(송기중, ｢�高麗史� 에 수록된 두 편의 蒙古軍 牒文｣, 

pp.47~48). 이개석은 ‘秋’가 宋元 시기에는 ‘看’ 또는 ‘理’의 의미가 있는 ‘偢’ 또는 ‘瞅’와 같이 

쓰였다고 하면서 ‘알아듣다’로 해석하였다(이개석, ｢麗蒙兄弟盟約과 초기 麗蒙關係 성격: 사료

의 再檢討를 중심으로｣, p.115). 학자들에 따라 ‘秋’를 誤字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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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문장은 ‘하늘의 말씀’으로 규정한 두 번째 부분 때문에 일개 아미르인 

사르탁의 말로 보기는 어렵다. 牒文의 시작인 “天底氣力”부터 “皇帝聖旨道”까지를 

모두 우구데이의 聖旨로 본다면 위 구절의 삽입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

면 이미 聖旨가 인용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재차 중간에 ‘聖旨’라는 표현이 왜 들어

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즉 “冒頭句 + 聖旨의 내용① + ‘聖旨’ + 聖旨의 내용② + 

皇帝聖旨道’”의 구조가 되는 셈인데 아무래도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내용적으로도 

‘聖旨의 내용①’에서 복속을 명하고 위협한 뒤, 다시 ‘聖旨의 내용②’에서 사르탁 

파견의 ‘배경’을 언급하는 형태가 되어 앞뒤가 바뀐 느낌을 준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뭉케가 루이 국왕에게 보낸 書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르탁의 牒文 중 ‘聖旨의 내용①’인 “天底氣力, 天道將來

底言語. 所得不秋底人, 有眼瞎了, 有手沒了, 有脚子瘸了.”은 사르탁의 말도, 우구데이

의 聖旨도 아니라 칭기스 칸의 聖旨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소 간략히 요약하

였으나 내용상으로도 뭉케가 함께 보낸 칭기스 칸의 聖旨와 상당히 흡사하다. 즉 

後者에서는 “이것은 영원한 신의 명령이다”로 시작하여 “만약 그것을 믿지 않고 우

리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고, 무

엇을 잡으려 해도 그럴 손이 없으며, 걸으려 해도 발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마무리하였는데, 사실상 해당 聖旨에서 가장 핵심

적인 부분을 축약한 것이 ‘聖旨의 내용①’이 아닐까 생각된다. 무엇보다 사르탁의 

命令文 및 우구데이 聖旨의 구성요소로 보기에는 그 구조적 배치가 어색하다는 점

을 상기한다면 아예 별개의 文書로 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273) 즉 사르탁의 

牒文 중 “天底氣力 …… 有脚子瘸了.”는 칭기스 칸의 聖旨에 해당하는 별도의 文書

로, “聖旨 …… 皇帝聖旨道.”는 사르탁이 인용한 우구데이의 聖旨이며, 이하는 사르

탁 자신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274)

있지만 대체로 ‘항복하다’ 내지는 ‘복종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들에게 복속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결과를 제시

함으로써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273) 레디야드 역시 “所得不秋底人, 有眼瞎了, 有手沒了, 有脚子瘸了.” 부분이 冒頭에 등장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면서 혹시 사르탁이나 그의 使臣이 지니고 있던 牌子의 文句가 아니었을까 추측

한 바 있다(Gary Ledyard, “Two Mongol Documents from the Koryo’sa,”, pp.228~230). 그는 牌子

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이 추측하였지만, 해당 구절이 牒

文의 이하 부분과 별개의 것일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편 클리브스는 

구육이 바이주에게 보낸 書信과 뭉케의 書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本文과의 유사성을 지적

하였다(Francis Woodman Cleaves, “The Initial Formulae in a Communication of a Mongolian 

Viceroy to the King of Korea,”, pp.76~80). 이러한 그의 견해에는 철저히 동의하지만, 그 자신이 

‘warning’ 및 ‘intimidatory text’로 규정한 것처럼 ‘위협’의 성격을 포함한 이 문장이 왜 우구데이

의 聖旨 앞에 삽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74) 한편 박영록은 “天道將來底言語. 所得不秋底人, 有眼瞎了, 有手沒了, 有脚子瘸了.”를 ‘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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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가정 역시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며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高麗史�에 전하는 牒文이 原文의 형태가 아니며 誤字 

등의 잘못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제베와 수베데이, 그리

고 뭉케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몽골제국 초기에는 상대에게 복속을 요구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하여 칭기스 칸의 聖旨를 함께 보내 근거로 삼

았기 때문에 高麗를 상대할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볼 수 있다. ‘神의 말씀’

에 가탁하여 복속을 요구하는 칭기스 칸의 聖旨를 먼저 전달하고, 그와 별개로 우

구데이의 聖旨를 ‘배경’으로 인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르탁의 書信 겸 命令文

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기존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

을까 싶다.275)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간략하게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대칸이 發令한 勅令 중 

漢文詔書에서는 특별히 정형화된 구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 대칸의 말을 상당 

부분 옮긴 蒙文直譯體 聖旨나 페르시아어 및 라틴어로 번역된 勅令들에서는 체계적

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칭

기스 칸 시기의 선험적 사례가 관행화되고 정교화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몽골제국 초기 勅令 구조는 ‘권한부여’ -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다만 勅

令 작성 시에 항상 이 모든 구성요소들을 표기해야하는 것은 아니었고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하기도 하였다.

勅令制度 자체도 그렇지만 이러한 勅令 구조도 그 기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가

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타통아를 통한 위구르의 영향이지만, 몽골 대칸의 

勅令과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다.276) 그렇다고 해

받들 대상자에 대한 일러두기’로 규정하면서 이 牒文 전체를 우구데이의 聖旨로 보고 있다(박

영록, ｢�高麗史� 蒙古 直譯體白話 牒文 二篇의 解釋的 硏究｣, p.195).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만, 위 부분이 “旨書의 상투적 형식”이라 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든다.
275) 그렇다면 칭기스 칸의 聖旨가 끝나고 사르탁의 書信이 시작하면서 ‘권한부여’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명령의 대상자’ 등이 명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牒文으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1232년 1월 16일에 高麗 측에 전달된 사르탁의 또 다른 牒文에서도 우구데이의 聖旨에 

의해서 사르탁 자신이 파견되었음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사르탁의 ‘명령내용’만

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원문에는 다른 구성요소들도 존재하였을 것이나 �高麗史�에 

실리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76) 모리야스 타카오는 현재 전하는 각종 위구르 文書들을 종합하여 ‘古ウイグル手紙文書(The Old 

Uighur Letters)’라 명명하고 그 書式을 도출하고자 하였다(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東部出土古

ウイグル手紙文書の書式(前編)｣;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東部出土古ウイグル手紙文書の書式(後

編)｣, �ソグドからウイグルヘ -シルクロード東部の民族と文化の交流-�, 東京: 汲古書院, 2011. 

각각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Moriyasu Takao, “Epistolary Formulae of the Old Uig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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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란이나 여진, 宋으로부터 이러한 勅令 구조를 도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宋은 

물론이거니와, 거란과 여진의 경우에도 현재 전하고 있는 皇帝의 命令文은 中國의 

詔書와 같은 양식으로서 몽골의 勅令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지 않는다.277) 결국 

몽골의 勅令 구조는 위구르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창적으로 정형화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 勅令 구조는 칭기스 칸을 위시한 상징적 권위를 지닌 초기 대칸들에 

의해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傳統으로서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뭉케 

사후 여러 울루스들로 分化하고 제국의 一體性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傳

統은 각 울루스의 칸들이 자신의 지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계속 작동하였다. 그

것은 칭기스 칸 및 초기의 칸들이 만든 傳統이라는 권위 이외에도, 勅令制度를 도

입하여 몽골인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변용시켜 완성한 실용적 기능도 담보하고 있

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278) 이 勅令 구조가 이후 각 울루스에서 어떻게 受容되

고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의 각 3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Letters from the Eastern Silk Road (part 1),”; Moriyasu Takao, “Epistolary Formulae of the Old 

Uighur Letters from the Eastern Silk Road (part 2),” �大阪大學大學院文學硏究科紀要� 52, 2012). 

그가 제시한 書式의 대강은 ‘[Ⅰ] 冒頭書式 - [Ⅱ] 인사 書式 - [Ⅲ] 手紙 本體 - [Ⅳ] 表書’으로

서, 몽골제국 대칸의 勅令과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과연 최고통치자의 命令文이

라는 동일한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Ⅰ] 冒

頭書式’에서는 ‘권한부여’가 생략되어 있고, ‘[Ⅱ] 인사 書式’은 대칸 勅令에서는 확인되지 않으

며, 古위구르문서에서는 ‘日付’가 누락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라 할 수 있다.
277) 물론 筆者의 無知로 인해 이 점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遼史�, �金史�와 같은 正史

는 물론 �契丹國志� 등의 사료나 �大金詔令釋注�와 같이 金 皇帝의 命令文에 관한 사료 集注 

등에서도 거란이나 여진인들만의 정형화된 命令文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278) 本稿에서는 각 구성 요소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本文 중에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勅令 구조의 개별적 구성 요소의 도입과 그 정형화가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의

도적인 행위였음을 규명할 수 있다면 몽골인들의 주체적 면모를 더욱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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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카안 울루스 勅令制度의 계승과 발전

1. 대칸의 口頭命令 전달

1259년 대칸 뭉케가 南宋과의 전쟁 도중 病死하면서 몽골제국은 대칸의 자리를 

둘러싸고 정치적 대혼란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쿠빌라이는 華北 일대의 人

的·物的 자원을 기반으로 동생 아릭 부케를 제압하고 명실상부한 몽골제국의 대칸

이 되었다. 그는 대칸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漢人을 등용하였고 漢文化에 익숙하

였기 때문에 帝國을 통치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元이라는 중국식 

國號를 채택하고 年號를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쿠빌

라이는 漢文化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결코 경도되지는 않았고, 칭기스 칸 이래

로의 몽골적 傳統을 지켰다. 勅令制度 역시 마찬가지로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

에서는1) 기본적으로 몽골제국 초기의 勅令制度를 준수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變容 및 發展시켜 나갔다.

카안 울루스 勅令制度 중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勅令이 文書로 작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성기관에 전달되었는가에 관

한 것이다.2)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는 몽골제국 초기에 비해 勅令을 작성해야 

하는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南宋을 멸망시키고 中

國 전역을 직접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칸은 군사·세금·종교 등 각 분야의 업

무를 처리하면서 빈번하게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勅令 작성 횟

수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정비로 이어졌

다. 그러나 해당 官署에서 勅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대칸이 내린 

명령이 전달되어야만 했다.

카안 울루스에서는 대칸을 비롯한 소수의 인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소위 ‘御前

奏聞’ 등의 회의를 거쳐 중요 國事에 대한 대칸의 결정이 이루어졌다.3) 다만 일반

1) 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元’이라는 표현 대신에 ‘카안 울루스’로 표기하고자 한다. 

‘元’, 보다 정확히 ‘大元’은 분명 쿠빌라이가 채택한 國號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케 몽골 

울루스’의 중국식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中國式 왕조명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전통적인 中國 

왕조로 그 성격이 변모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보다 몽골적인 표현에 가까운 카

안 울루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몽골제국”과 “大元” 간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김호

동,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2006 참고.
2) 이 문제는 집행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칸의 명령이 항상 작성기관을 거쳐 文書의 형

태로 집행기관에 전달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집행기관은 口頭命令을 전달받았더라도 그

것이 대칸의 명령으로 규정된 이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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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우 그와 같은 결정이 바로 그 자리에서 文書化되지는 않았다. 특히 카안 울

루스의 官僚制度 정비의 일환으로 勅令 작성 기관이 등장하면서 명령내용의 결정과 

文書化 과정은 분리되었다. 따라서 대칸의 명령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勅令 작

성 기관에 전달되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였을까? 대칸의 

勅令은 개인 간 분쟁 조정과 같은 상대적 小事로부터 군사 작전과 使臣 파견 등 重

大事에 이르기까지 國政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명령이 실수 또

는 고의로 잘못 전달되어 文書化 및 하사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편 

대칸의 최종 결정이 文書化되기 위해서는 명령의 전달자가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어야 했다.4) 결국 대칸의 명령을 勅令 작성 기관에 전달하는 사람은 대칸

의 신임을 받는 동시에 몽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들은 바로 케식이었다.

케식은 칭기스 칸 시대부터 존재해왔던 일종의 親衛隊이다. 칭기스 칸은 몽골 초

원을 통일하고 기존의 80 宿衛와 70 衛士를 만 명으로 구성된 親衛隊로 확장하였

다.5) 萬戶, 千戶, 百戶, 평민의 아들 중에서 선발하기도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각각 

다시 할당된 수만큼의 侍從들을 동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보충하였다. 칭기

스 칸은 케식들의 권한이 千戶長보다 더 높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地位를 보장

하였다. 케식은 기본적으로 4개의 반으로 나뉘어 3일씩 칭기스 칸 호위 업무를 담

당하였고, 그 외에도 칸 개인과 관련된 각종 업무, 예를 들면 旗幟, 戰鼓, 槍劍, 飮

食 등의 관리, 궁실 출입, 사냥 등도 함께 관장하였다.6) 또 케식의 관할 업무는 시

3) 李治安, �元代政治制度硏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3, pp.9~10. 御前奏聞 제도는 소수의 몽골인

들이 다수의 漢人들을 통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다만 최

고 정책 결정 단계로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부작용과 한계

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張帆, ｢《元典章·新集》一條文書看元朝中後期的御前奏聞決策機制 -兼

析《新元史》等書的相關謬誤｣, 方鐵·鄒建達 編, �中國蒙元史 -學術硏討會曁方齡貴敎授九十華誕

慶祝會文集-�, 民族出版社, 2010 참고. 반면 宋은 처음에는 中書門下省, 神宗 元豊 연간

(1078~1085) 이후로는 中書省·門下省·尙書省의 三省이 행정을 총괄하고 皇帝의 命令文 작성에

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六曹에서 기본

안 작성 후 尙書省을 통해 전달 받은 中書省이 皇帝에게 보고하고 取旨, 즉 裁可를 받거나 해

당 사안과 관련하여 명령을 받는다. 이후 中書省은 門下省으로부터 해당 文書를 전달받은 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다시 上奏하여 확인을 받은 뒤 尙書省으로 보낸다. 그리고 尙書省은 

六曹를 비롯하여 관련 지역 및 기구로 詔令을 발송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朱瑞熙, �中國政治

制度通史 : 第六卷 宋代�, 人民出版社, 1996, p.161).
4) 물론 통역과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면 몽골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인물들도 충분히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해당 명령이 漢字로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통역 

및 번역은 필수적이었다. 다만 명령을 전달할 때 대칸이 가장 신뢰하고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이해하여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통역 또는 번역의 과정을 거쳐 전달하게 하는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칭기스 칸의 親衛隊 설립에 관해서는 SH/Cleaves, pp.152~158; �몽골비사�/유원수, pp.222~227; 

Ch’i-ch’i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1978, pp.34~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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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元史� ｢兵志｣ 宿衛條에 따르면 그들은 

冠服, 弓矢, 食飲, 文史, 車馬, 廬帳, 府庫, 醫藥, 卜祝 등을 담당한다고 하였다.7) 케

식들은 칭기스 칸에 의해 처음 창설된 이래로 몽골제국이 점차 확장하고 발전해가

면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중 칸과 직접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칭기스 칸 이래로 통치자들의 口頭 명령을 文書化할 때 

케식이 그 勅令을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케식들은 대부분 유년시절부터 대칸을 보필하였기에 그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대칸이 몽골어로 내린 口頭 명

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8) 몽골제국 초기에

는 아직 文書를 통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대칸

과 勅令 작성자를 연결 및 매개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이고, 케식은 그

러한 임무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었다.9)

이러한 상황은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에서도 동일하였다. �元史� 등 漢文史

料에서는 대칸의 명령을 文書化하기 위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주로 ‘近

侍’ 또는 ‘侍臣’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10) 케식을 漢字로 표기할 때는 音寫하여 ‘怯

薛’이라고 하거나 중국적 표현인 ‘宿衛’ 등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대

칸 주위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近侍’나 ‘侍臣’ 등으로 命名되

기도 하였다. 다만 간혹 近侍와 케식을 병렬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元史�에는 中書省과 御史臺가 알라 웃 딘(阿老瓦丁) 및 崔彧의 上奏에 대해 논

의한 결과를 대칸 成宗 테무르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는데, “宿衞近侍가 特旨를 받

6) SH/Cleaves, pp.160~161; �몽골비사�/유원수, p.233.
7) �元史� 卷47 ｢兵志｣2 宿衛, p.2524, “其它預怯薛之職而居禁近者, 分冠服·弓矢·食飲·文史·車馬·廬

帳·府庫·醫藥·卜祝之事, 悉世守之.”
8) 케식들이 모두 몽골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몽골인들은 복속국의 王과 大臣들에게도 그들의 子

弟를 케식으로 보내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출신 및 문화적 배경이 다

양하다고 할지라도 대칸을 모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몽골어를 배워야했다. 그리고 오랜 기

간 몽골 문화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개인 간 차이는 있었겠지만 몽골어 이해에 큰 어려움

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경우에 따라서는 대칸 앞에서 울룩 비틱치 등이 勅令을 작성하기도 했으나, 中國의 常朝처럼 

정기적으로 政事를 처리하는 시간도 없었고 勅令을 작성하는 횟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해

졌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0) 예를 들면 �元史� 卷17 ｢世祖本紀｣14 至元 三十年 二月 甲辰(1293.3.26.), p.371, “中書省臣言, 

‘侍臣傳旨予官者, 先後七十人, 臣今欲加汰擇, 不可用者不敢奉詔.’ 帝曰, ‘率非朕言. 凡來奏者朕祇

令諭卿等, 可用與否, 卿等自處之.’”; �元史� 卷21 ｢成宗本紀｣4 大德 十年 二月 辛亥(1306.3.25.), 

p.468, “中書省臣言, ‘近侍傳旨以文記至省者, 凡一百五十餘人, 令臣擢用. 其中犯法妄進者實多, 宜

加遴選.’ 制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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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臺憲으로 하여금 擢用하도록 하는 자는 반드시 明奏한 연후에 任用해야 합니

다”라고 하였다.11) 비슷한 내용을 �憲臺通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문장에

서는 “近侍와 케식(近侍並怯薛)”으로 표현하였다.12) 즉 御史臺에서 관리를 임용할 

때는 관리 선발의 기본 절차를 거치되, 단 대칸이 ‘特旨’를 내리는 경우는 ‘明奏’하

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해야 한다고 中書省과 御史臺가 상의 후 건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特旨’를 전달하는 자가 케식과 近侍인데, �元史�나 �憲臺通紀�

의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兩者를 구분한 것인지, 아니면 관용적으로 동의어를 나열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13)

다만 분명한 사실은 대칸의 口頭命令을 勅令 작성 기관 또는 해당 업무 집행 기

관에 전달하는 사람들은 케식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지닌, 다시 말해 대칸이 신

임하는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케식들은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 대칸이 그들

에게 갖고 있는 신뢰, 그리고 문화적 親緣性 등을 고려해볼 때 가장 적임자였을 것

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대칸의 명령을 직접 듣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1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몽골제국 초기부터 대칸들

11) �元史� 卷19 ｢成宗本紀｣2 大德 元年 夏四月 丙申(1297.4.26.), pp.410~411, “中書省·御史臺臣言, 

‘阿老瓦丁及崔彧條陳臺憲諸事, 臣等議, 乞依舊例. 御史臺不立選, 其用人則於常調官選之, 惟監察

御史首領官, 令御史臺自選. 各道廉訪司必擇蒙古人爲使, 或闕, 則以色目世臣子孫爲之, 其次參以

色目·漢人. 又合剌赤·阿速各舉監察御史非便, 亦宜止於常選擇人. 各省文案, 行臺差官檢覈. 宿衞近

侍, 奉特旨令臺憲擢用者, 必須明奏, 然後任之. 行臺御史秩滿而有效績者, 或遷內臺, 或呈中書省遷

調, 廉訪司亦如之. 其不稱職者, 省·臺擇人代之. 未歷有司者, 授以牧民之職. 經省·臺同選者, 聽御

史臺自調. 中書省或用臺察之人, 亦宜與御史臺同議, 各官府憲司官, 毋得輒入體察. 今擬除轉運鹽

使司外, 其餘官府悉依舊例.’ 制曰, ‘可’.”
12) �憲臺通紀�(洪金富 點校, �元代臺憲文書匯編�,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2003) ｢整治事

理｣, p.50, “御史臺用人, 除近侍並怯薛人員特旨委用外, 今後並不得用不曾受宣勅人等.”
13) 한편 ‘近侍’ 및 ‘侍臣’이 ‘內侍’, 즉 환관을 지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랜 宦官의 전통

이 있는 中國을 차지한 카안 울루스에서 과연 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구분했을 때 초기보다는 중·후기로 갈수록 영향력을 행

사하는 환관들이 등장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高麗의 환관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의견도 있

다(권용철, ｢高麗人 宦官 高龍普와 大元帝國 徽政院使 투멘데르(禿滿迭兒)의 관계에 대한 小考

｣, �사학연구� 117, 2015, pp.205~206). 다만 이미 케식들이 기존 宦官들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대신하고 있었고, 그들은 대칸 옆에 常駐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宦官들이 막강한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중요 업무를 담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위 기록은 1297년 테무

르 때의 일로 카안 울루스 末期 정치적 혼란을 틈타 宦官이 득세하던 시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廉希憲의 상주에서도 알 수 있듯 정식 관료들도 內侍들의 정치 간여를 견제하고 있

었다(�元史� 卷126 ｢廉希憲列傳｣, p.3091, “有內侍傳旨入朝堂, 言某事當爾, 希憲曰, ‘此閹宦預政

之漸, 不可啟也.’ 遂入奏, 杖之.”).
14) 대칸의 口頭命令을 文書 작성 기관에 전달한 케식들이 대칸이 發話한 시점에 배석하였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史料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 다만 이후에 살펴보듯이 케식들이 계속 

‘말’로 명령을 전달하면서 명령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上奏 등을 보면 케식

들이 직접적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한 단계 거쳐서 들었든지 대칸의 ‘말’을 들은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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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들의 말을 가급적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쿠빌라이도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말을 전달할 때 의심 가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上奏하도록 함으로써 

그 뜻이 잘못 전해지지 않기를 원했다.15) 따라서 ‘特旨’든, 일반적인 상황이든 대칸

의 명령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와 가까이에 있는 케식 및 그에 준하는 인물들이 담

당하였다.

그러나 케식을 통한 명령전달은 오히려 종종 문제 및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즉 

그들이 대칸의 명령을 거짓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

들을 위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든 대칸의 명령을 사칭하여 전달하

기도 하였고, 또 대칸에게 사적으로 부탁하여 명령을 하달 받아 작성 기관 또는 집

행 기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몽골제국 초기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카안 울루스에서는 勅令을 통해 정치·경제 등 방면의 利權을 수여하고 보

장하는 일이 常例化되었기 때문에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至元 三十年(1293) 中書省臣이 쿠빌라이에게 上奏하기를 侍臣들이 ‘傳

旨’, 즉 대칸의 명령을 전달하여 官職을 주도록 한 것이 70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中書省에서 가려 뽑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쿠빌라이는 사람들이 上奏

한 것들을 中書省에 알리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任用 여부는 中書省에서 처

리하라고 하였다.16) 이미 쿠빌라이 시기부터 케식 등이 관리 任用의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대칸에게 특정인에 대한 관직 수여를 청탁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

다. 中書省에서는 이미 70여 명에게 관직을 수여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려 뽑고 任用

이 불가한 자에 대해서는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명령 전달자들이 대칸의 명령을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다.17)

또 大德 二年(1298) 테무르는 諸王, 駙馬와 모든 近侍들에게 詔를 내려 앞으로 上

奏할 때 中書省을 거치지 않거나, 멋대로 傳旨하여 다른 사람들에 주면 治罪하겠다

고 하였다.18) 諸王과 駙馬는 대칸과의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분상의 권위가 있

기 때문에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越權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분

상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近侍들도 같은 非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15) �元史� 卷5 ｢世祖本紀｣2 中統 四年 八月 甲子(1267.8.30.)條, p.94, “敕諸臣傳旨, 有疑者須覆奏.”
16) �元史� 卷17 ｢世祖本紀｣14 至元 三十年 二月 甲辰(1293.3.26.), p.371, “中書省臣言, ‘侍臣傳旨予

官者, 先後七十人, 臣今欲加汰擇, 不可用者不敢奉詔.’ 帝曰, ‘率非朕言. 凡來奏者朕祇令諭卿等, 

可用與否, 卿等自處之.’”
17) 혹은 쿠빌라이가 侍臣들의 관직 수여 청탁을 무분별하게 받아주었다가 中書省에서 은연중에 

힐난하는 上奏를 하자 변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은 현재로서는 규명하기가 어려운 부

분으로 일단은 史料상의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8) �元史� 卷19 ｢成宗本紀｣2 大德 二年 秋七月 壬寅(1298.8.25.), p.420, “詔諸王·駙馬及諸近侍, 自今

奏事不經中書, 輒傳旨付外者, 罪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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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대칸의 명령을 전달하는 重責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임무이

자 권리를 종종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테무르가 앞으로 

반드시 中書省을 거쳐 上奏하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청탁이 대부분 財政 및 

人事 등 中書省의 업무와 관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至元 22년(1285) 토쿠즈(脫忽思)와 樂實이 中書省에 傳旨하여 江浙省의 臣僚

들을 모두 교체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19) �元史�를 포함한 漢文史料에는 토쿠즈라

는 이름의 인물이 몇 명 등장하지만 본 기사의 인물과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 樂

實은 高麗人 출신으로 쿠빌라이의 케식이었고 武宗 카이샨 때 尙書省平章政事의 지

위에 오른 인물이다.20) 관리의 任免權은 당연히 대칸에게 있으므로 이들의 ‘傳旨’가 

명목상 대칸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中書省은 비

록 명령을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한 行省의 모든 관리를 교체하라는 조치가 아마도 

매우 과하고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대칸에게 재차 上奏하

였다. 이에 쿠빌라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명령을 거짓으로 전달하였음을 깨닫고 조

사 후 治罪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토쿠즈와 樂實의 동기가 그들 개

인에 있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든 간에 대칸 주위의 인물이 

그의 명령을 집행 기관에 거짓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칸은 자신의 명령이 勅令 작성 기관 및 집행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기

를 바라며 자신이 신임하는 케식 등의 인물들에게 해당 임무를 맡겼지만, 오히려 

이들은 이를 기회로 私益을 추구하는 등 부정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

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먼저 강한 처

벌을 규정하였다. 즉 近侍官들이 거짓으로 대칸의 명령을 전달하면 杖刑 107대에 

처하고 除名하여 敍任하지 않도록 하였다.21) �元史� ｢刑法志｣에 보이는 五刑 중에

서 杖刑은 두 번째에 해당하지만 107대는 그 안에서 가장 重刑이었다.22) 육체적이

고 직접적인 형벌 이외에도 더 이상 관직에 오를 수 없게끔 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대칸을 모시던 인물들 중 상당수가 그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의 

19) �元史� 卷131 ｢忙兀台傳｣, p.3189, “二十二年, 脫忽思·樂實傳旨中書省, 令悉代江浙省臣. 中書復

奏, 帝曰, ‘朕安得此言, 傳者妄也, 如忙兀台之通曉政事, 亦可代耶?’ 俄以言者召赴闕, 封其家貲, 

遣使按驗無狀.”
20) 余大鈞 編, �元代人名大辭典�, 內蒙古人民出版社, 2016, pp.169~170. 樂實의 출신 및 초기 행적

을 상세히 전하는 사료는 아쉽게도 확인할 수 없다. 사실 그가 정말 高麗人이었는지도 불명하

다(이개석, ｢元朝 中期 支配體制의 再編과 그 構造 -지배세력의 재편을 중심으로-｣, �慶北史學�

20, 1997, p.135).
21) �元史� 卷105 ｢刑法志｣4 詐僞, p.2667, “諸近侍官輒詐傳上旨者, 杖一百七, 除名不敘.”
22) �元史� 卷102 ｢刑法志｣1 五刑, p.2605, “笞刑: 七下, 十七, 二十七, 三十七, 四十七, 五十七. 杖刑: 

六十七, 七十七, 八十七, 九十七, 一百七. 徒刑: 一年, 杖六十七. 一年半, 杖七十七. 二年, 杖八十

七. 二年半, 杖九十七. 三年, 杖一百七. 流刑: 遼陽, 湖廣, 迤北. 死刑: 斬, 陵遲處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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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료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慣例였음을 상기한다면 위 처벌이 상당히 강

한 규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 규정만으로는 해당 犯法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는 없었다. 그리하여 中書省에서는 대칸의 명령을 口頭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대

체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것은 바로 애당초 케식 등이 대칸의 명령을 勅

令 작성 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전달할 때부터 ‘文記’, 즉 文書로 기록하자고 한 것

이다.

[大德 九年 二月 癸未(1305.3.2.)] 中書省臣이 말하기를, “近侍가 宮內로부터 傳旨하

는데, 모든 除授와 賞罰이 모두 문서로 기록된 바가 없으니 [황제의 뜻과] 다른 바

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傳旨하는 경우에는 모두 문서로 기록하여 

中書省에 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를 따랐다.23)(괄호는 필자)

近侍들이 대칸의 명령이라고 하며 전달하는 것 중 상당수가 人事 및 財政과 관련

된 사안들이었고, 이는 官僚制의 이완과 국가 財政 소모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

하여 行政을 총괄하는 中書省에서는 그들이 전하는 명령이 과연 대칸의 뜻이 맞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中書省에서 매번 대칸을 

알현하여 문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것

이 바로 ‘文記’였다. 

이 ‘文記’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현재 

전하는 實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정식 勅令 작성을 

위하여 命令文 성격의 文書를 또 발행한다는 것은 분명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

에 구체적인 書式을 갖춘 형태가 아니라 명령 내용 자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간소화된 형식의 文書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 역시도 업무의 중복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書省에서 이러한 절차의 도입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케식 등 명령 전달자들에 의한 非違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칸의 口頭命令을 케식 등 매개자들이 전달하는 시스템에서

는 아무리 ‘文記’ 등의 방지책을 마련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었다. 즉 ‘文記’를 날조하여 전달하였던 것이다. 위의 지시가 있고 1년 뒤인 大德 

十年 二月 辛亥(1306.3.25.)에 中書省에서 上奏하기를, 近侍 중에 대칸의 명령을 전

달하면서 ‘文記’를 가지고 中書省에 이르는 자가 150여 명에 달하는데, 그들 중에는 

23) �元史� 卷21 ｢成宗本紀｣4 大德 九年 二月 癸未(1305.3.2.), p.462, “中書省臣言, ‘近侍自內傳旨, 

凡除授賞罰皆無文記, 懼有差違, 乞自今傳旨者, 悉以文記付中書.’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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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고 ‘文記’를 통해 임의로 사람을 추천하여 任官하게 하려는 자가 많으니 

이를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고 하였다.24) 대칸의 명령 전달에서 文書 증빙이 필수조

건이 되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書記들과 결탁하여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

위가 이루어졌다. 또 武宗 카이샨 때는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케식 등이 대칸과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빌어, 또는 대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틈을 타서 ‘文

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25) 카이샨의 뒤를 이어 대칸이 된 仁宗 아유르바르

와다 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일전에 近侍들이 함부로 

‘文記’로써 中書省에 傳旨하지 말도록 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奏聞할 필요 없이 刑部에 넘겨 처벌하도록 하였다.26) 이처럼 ‘文記’라

는 절차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명령 전달 과정에서의 不法 행위는 계속되었다.

여러 대칸들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자 中書省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하

였다. 사실 이는 中書省의 요청이기도 하였다. 카이샨 즉위 후 中書省은 近侍들이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관직 除授 및 賞賜를 요청하여 허락받는 것을 금해달라고 하

였다.27) 카이샨 또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中書省에서 잘 살

피고 犯法 행위가 있으면 자신에게 처분을 요청하라고 하였다.28) 특히 국가 財政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금에 대해서는 眞本 ‘文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

시 中書省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였다.29) 케식을 비롯한 명령 전달자들이 대칸의 명

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中書省에서 다시 확인하고, 때

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이 宮廷 내에서 勅令 작성 기관 및 집행기관에 口頭로 대칸의 명령

24) �元史� 卷21 ｢成宗本紀｣4 大德 十年 二月 辛亥(1306.3.25.), p.468, “中書省臣言, ‘近侍傳旨以文記

至省者, 凡一百五十餘人, 令臣擢用. 其中犯法妄進者實多, 宜加遴選.’ 制曰, ‘可’.”
25) �元史� 卷22 ｢武宗本紀｣1 至大 元年 十一月 丁卯(1308.11.25.), p.504, “[中書省臣] 又言, ‘銓選·錢

糧, 諸司乞毋幹預.’ 帝曰, ‘已降制書, 令諸人毋幹中書之政. 他日或有乘朕忽忘, 持內降文記及傳旨

至中書省, 其執之以來, 朕將加罪.’”
26) �元史� 卷24 ｢仁宗本紀｣1 至大 四年 秋七月 己亥(1311.8.14.), p.544, “詔諭省臣曰, ‘朕前戒近侍毋

輒以文記傳旨中書, 自今敢有犯者, 不須奏聞, 直捕其人付刑部究治.’” 같은 해 春正月에 아유르바

르와다는 中書省은 “傳旨한 것 중에 직접 받든 것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元史� 卷24 ｢仁宗本

紀｣1 至大 四年 春正月 壬寅(1311.2.18.)條, p.538, “敕中書, 凡傳旨非親奉者勿行.”)고 명령하였는

데 아마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7) �元史� 卷22 ｢武宗本紀｣1 大德 十一年 十二月 丁巳(1308.1.20.), p.492, “[中書省臣言] 又, 陛下即

位詔書不許越職奏事, 比者近侍奏除官丐賞者, 皆自內降旨, 請今不經中書省勿行.”
28) �元史� 卷22 ｢武宗本紀｣1 至大 元年 夏四月 戊戌(1308.4.30.), p.497, “中書省臣言, ‘請依元降詔

敕, 勿超越授官, 泛濫賜賚.’ 帝曰, ‘卿等言是. 朕累有旨止之, 又復蒙蔽以請, 自今縱有旨, 卿等其覆

奏罪之.’”
29) �元史� 卷22 ｢武宗本紀｣1 至大 元年 冬十月 癸卯(1308.11.1.), p.503, “敕, ‘凡持內降文記買河間鹽

及以諸王·駙馬之言至運司者, 一切禁之. 持內降文記不由中書者, 聽運司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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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使臣 파견 시에도 별도의 文書를 지참하지 

않는 때가 많았다. 쿠빌라이의 晩年에 해당하는 至元 29년(1292)에 御史臺는 行臺의 

公文에 의거하여 上奏하기를, 셍게의 실각 이후 대칸의 使臣으로 오는 사람들이 御

寶聖旨나 官人들의 印信文字 등도 없이 聖旨를 口傳하면서 사람들을 治罪하기도 하

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특정인의 家産을 몰수하기도 하는데 그것

이 과연 聖旨에 따른 행위인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대칸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 使臣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御寶聖旨를 주고, 中書省, 

御史臺와 樞密院에서는 印信文字를 주어 그 명령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

자고 청하였고 쿠빌라이도 동의하였다.30) �元史�에서도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31) 두 기록을 종합하자면 대칸의 使臣들이 그의 명령, 즉 聖旨를 전달

하면서 각종 越權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어떠한 문서 證憑도 없어 그 眞僞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앞으로는 御寶聖旨와 각각 行政·監察·軍事 업무를 담당하는 中書省·

御史臺·樞密院 등 최고 기관의 증빙 문서를 함께 발송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쿠빌라이의 治世 晩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카안 울루스에서는 各地에 대

칸의 명령을 口頭로 전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口頭 명

령 전달은 그 과정에서 改易과 사칭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文書로

서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대칸의 御寶가 찍힌 聖旨 이외에 관계 기관의 印章이 찍

힌 文書를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한 것은 대칸의 명령을 허위로 전달하여 勅令을 작

성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마련한 장치로 보인다.32) 이 官廳들의 문서는 아마도 대칸 

使臣의 신분을 보장하거나, 그가 전하는 대칸 명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30) �元典章� 兵部 卷3 典章36 ｢使臣與印信文字｣, p.2106, “至元二十九年, 行御史臺箚付: 據監察御史

呈: 量事緩急, 給降符信文字施行. 移准御史臺咨: 至元二十九年二月十七日奏過事內一件: 行臺與

將文書來, 去年拏了喪哥後頭, 上位差底使臣每, 沒御寶聖旨, 沒官人每底印信文字, 口傳聖旨人根

底, 要罪過底人每有. 有罪過底人根底, 放了底也有. 封了人房子·斷沒底也有. 這般呵, 眞底･假底分

揀不得. 這其間裏, 做賊說謊底有去也.｣ 俺商量得, 今後不揀誰, 上位奏准差使臣呵, 合與聖旨底, 

與御寶聖旨. 省･臺･院不揀屬那個衙門底, 交與印信文字者. 這般呵, 便當. 麽道, 奏呵, ｢那個人那

般來?｣ 聖旨有呵, ｢咬剌也奴･伯顔察兒兩個口傳聖旨, 放了人來.｣ 麽道, 奏呵, ｢是有. 那般者.｣ 麽

道, 聖旨了也. 欽此. 咨請照驗.”
31) �元史� 卷173 ｢崔彧傳｣, p.4043, “[至元 二十九年] 又言, ‘行臺官言, ｢去歲桑哥旣敗, 使臣至自上

所者, 或不持璽書, 口傳聖旨, 縱釋有罪, 擅籍人家, 眞僞莫辨.｣ 臣等請, ｢自今凡使臣, 必降璽書, 

省·臺·院諸司, 必給印信文書, 以杜奸欺.｣’ 帝曰, ‘何人乃敢爾耶？’ 對曰, ‘咬剌也奴·伯顔察兒, 比

嘗傳旨縱罪人.’ 帝悉可其奏.”
32) ‘御寶’의 필수적인 날인으로도 충분히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 극단적

인 상황에서는 대칸의 印章을 관장하는 이들의 매수 혹은 결탁도 가능했기 때문에 케식 등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지 않았던 實務機關의 확인 문서라는 이중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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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廷 내에서는 ‘文記’를 통해 대칸의 명령을 전달하고, 中書省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지방으로 가는 使臣은 御寶聖旨를 가진 경우에도 별도의 印信文字를 구비하

게 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

았다. 아무리 절차가 정비되고 방지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의 핵심인 대칸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데, 대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오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大德 6년(1302)부터 至大 元年(1308)까지, 즉 테무르가 건강이 악화되

면서 政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그의 治世 후반기부터 다음 대칸인 카

이샨이 즉위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中書省을 무시하고 바로 勅令 작성 기관에 명령

을 전달하여 ‘璽書’를 작성하는 경우가 6,300여 건에 달하였다.33) 그 중간에 상술한 

것처럼 中書省의 반대 및 건의가 있었고 대칸도 그에 동의하여 승인하였으나 전체

적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 英宗 시데발라의 재위 시기였던 

1320년 시점에서도 여전히 近侍들이 특정인을 위하여 中書省에 傳旨하고 임용한 것

이 6~700명에 달하였다.34)

이러한 현상이 카안 울루스 中期 및 後期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이유는 勅令 작성 

및 명령 집행 과정의 시스템적인 한계이다. 人事나 財政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그 

主務官廳이 최종 결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칸을 위시한 

소수의 최고 통치 집단이 폐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명령의 형태로 勅令 작

성 기관 및 집행기관에, 때로는 지방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물론 中書省과 御史臺 등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권한을 확대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카안 울루스의 정

책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勅令 작성 및 명령 집행의 절차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행정적으로는 분명 비효율적이고 명확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안 울

루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역으로 대칸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

33) �元史� 卷23 ｢武宗本紀｣2 至大 二年 春正月 乙巳(1309.3.3.), pp.509~510, “乙巳, 塔思不花·乞台普

濟言, ‘諸人恃恩徑奏, 璽書不由中書, 直下翰林院給與者, 今覈其數, 自大德六年至至大元年所出, 

凡六千三百餘道, 皆干田土·戶口·金銀鐵冶·增餘課程·進貢奇貨·錢穀·選法·詞訟·造作等事, 害及於民, 

請盡追奪之. 今後有不由中書者, 乞勿與.’ 制可.”
34) �元史� 卷136 ｢拜住傳｣, p.3301, “拜中書左丞相. 先時, 近侍傳旨以姓名赴中書銓注者六七百員, 選

曹爲之壅滯. 拜住奏閣之, 注授一依選格次第, 吏無容姦. 刑曹事有情可矜者寬恕之, 貪暴不法必不

少容. 帝常諭左右曰, ‘汝輩愼之, 苟陷國法, 我雖曲赦, 拜住不汝恕也.’” 6~700명이라는 숫자가 

1320년에 다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사료에서도 ‘先時’라고 하여 과거의 일임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과거로부터의 관행이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1320년 시점까지 계속 이어진 것은 분

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고 이미 과거에 종결되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관행이라고 

한다면 굳이 바이주가 재차 해당 내용에 대해 上奏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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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이 주체적으로 政事에 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은 

實務機關에서 처리했겠지만 중요한 國事에 대해서만큼은 직접 최종적인 결정을 내

리고, 그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에 따라 울루스를 통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

여 도입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지책들이 항상,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주도적으로 政權을 운영하려는 

태도는 확인할 수 있다.

2. 勅令의 文書化 과정

(1) 작성 기관과 言語·文字의 선택

1절에서는 대칸의 명령이 작성기관 및 집행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口頭로 전달한 명령을 즉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는 文書化였다. 2절에서는 카안 울루스에서 대칸의 勅令을 文書로 작성한 이들

은 누구이며,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그에 앞서 대칸의 勅令의 종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칸의 勅令은 특정 인

물 및 기관이 독점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작

성자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元文類�에 載錄되어 있는 �經世大典� ｢序錄｣ 帝制에 따르면,

臣이 듣기로 옛날 典·謨·訓·誥·誓·命의 글은 일부는 一時 帝王의 말에서 나오고, 일

부는 史臣의 修潤한 바에서 나왔으니 그것이 이후로 풍습이었다. 國朝는 國語로 訓

敕하는 것을 聖旨라 하고, 史臣들이 代言하는 것을 詔書라 한다. 삼가 [해당] 篇에 

펼쳐 저술하였다.35)

｢序錄｣의 撰者는 中國的 傳統에서도 통치자의 명령은 그의 직접적인 發話에서 비롯

된 것도 있고 史臣이 修改하고 潤色한 것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카안 울루스에서도 

35) �元文類� 卷40 ｢雜著｣ 經世大典序錄 · 帝制, p.694, “臣聞古者典·謨·訓·誥·誓·命之文, 或出於一時

帝王之言, 或出於史臣之所修潤, 其來尙矣. 國朝以國語訓勅者曰聖旨, 史臣代言者曰詔書, 謹列著

於篇.” 한편 �經世大典�은 文宗 툭 테무르가 政權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先代 制度를 전반적으

로 정리하여 통치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원, ｢元 후기 �

經世大典�의 편찬과 六典體制｣, �東洋史學硏究� 141, 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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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칸이 직접 國語, 즉 몽골어로 명령한 것은 ‘聖旨’라 하고, 史臣들이 대신 말한 것

을 ‘詔書’라 한다고 구분하였다. 일견 몽골제국의 勅令制度를 中國的 傳統의 연장선

상에 위치 짓는 것이 가능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본래 中國에서는 명령의 내용이 “帝王之言”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史

臣之所修潤”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해당 명령의 명칭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36)

즉, 통치자의 發話를 그대로 옮겼든, 史臣을 비롯한 신하들의 起草에 의해서든 명령

의 명칭과 범주는 전적으로 그 내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반해 ｢序錄｣에 따르

면 카안 울루스에서는 대칸의 명령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내용이 아니었다.37) 대칸

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그것을 충실히 반영한 것은 聖旨라 하고, 史臣들

이 대칸을 대신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한 것은 詔書라 불렀다. 해당 勅令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나뉘었다. 다만 史臣이 ‘代言’했다고 하더

라도 상식적으로 대칸의 지시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관료들

이 특정 勅令의 필요성을 건의하면 대칸이 윤허하거나 그 대략적인 취지 및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관료가 그 구체적인 문장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혹자는 실제 대칸의 말을 보다 충실하게 옮겼을 것으로 보

이는 聖旨가 詔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몽골의 대칸이 명령을 하달할 때 과연 聖旨와 詔書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을

지 회의적이다. 聖旨와 詔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38)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칸의 

명령이고, 대칸의 이름으로 發令되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39) 대칸들은 본래 遊牧民 출신으로 帝國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료

들의 도움을 받아 草案을 작성해야 했고 그것이 詔書가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대

36) 中國 歷代 公文書의 종류 및 분류에 대해서는 딩 샤오 창 著, 심재권 譯, ｢中國 古代公文書 發

展過程과 硏究現況｣, �奎章閣� 34, 2009 참고.
37) 기존 연구에서는 兩者를 내용 위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蕭啓慶은 聖旨는 특

정 목적 때문에 특정 기구 및 인물에 사여한 것이고, 詔書는 보편성을 지닌 국가 정책 및 중

요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 하였다(蕭啓慶, ｢元代的通事與譯史 -多元民族國家中的沟通人物｣, 

p.47).
38) 굳이 兩者 간 상대적 중요성을 따지자면 상당 부분이 대칸의 직접적인 발언에 근거한 聖旨가 

더 중시되었을 것이다. 이는 소위 ‘擡頭’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聖旨는 二字擡頭를 하는데 반

해, 詔書는 一字擡頭로 한 단계 낮게 취급되었다고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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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p.186 

각주3).
39) 한편 中國 南朝의 황제들은 中書省 독자로만 집행 가능한 勅書보다는 中書, 門下, 尙書 등 모

든 관료기구가 관여하는 詔書의 사용을 더욱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

신의 명령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양진성, ｢南朝時期의 文書行

政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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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는 그의 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이를 

聖旨로 명명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聖旨의 草案은 주로 위구르字-몽골어나 파스

파字-몽골어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受領人의 言語 및 文字로 번역하였다. 반면 

詔書는 대부분 典雅한 漢文 文言 및 騈體文 위주로 작성되었다.40)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자연스럽게 작성 기관의 분리를 야기하였다.

�元文類� 卷9 ｢詔赦｣에는 역대 대칸들의 詔書들이 실려있다. 그 중 쿠빌라이 시

기의 詔書는 王鶚이 지은 ｢卽位詔｣, ｢中統建元詔｣, ｢中統元年正月赦｣, ｢賜高麗國王

曆日詔｣, ｢至元改元赦｣, 徒單公履가 지은 ｢建國號詔｣, 李謙의 ｢頒授時曆詔｣, ｢淸冗職

詔｣, 閻復의 ｢加封五嶽四瀆四海詔｣, 王構의 ｢興師征江南諭行省官軍詔｣ 등이 있다.41)

이중 王鶚은 中統 元年 秋七月 癸酉(1260.8.15)에 翰林學士承旨兼修國史로 임명되었

고,42) 徒單公履는 至元 八年(1271)에 侍講學士가 되었다.43) 또 李謙은 위 詔書를 작

성하기 이전부터 翰林院에 소속되어 待制 및 直學士를 거쳐 翰林學士가 된 인물이

며,44) 閻復은 이미 1286년에 翰林學士였다.45) 위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근무한 翰林

40) 張帆은 廣義의 聖旨는 皇帝의 名義로 하달되는 명령으로 詔書와 宣命을 포함하지만 狹義로는 

몽골어로 宣諭하고 몽골문으로 기록하여 頒發한 皇帝 命令이며, 이에 반해 詔書는 重大典禮, 

重大赦宥, 重大政治興革, 重大征伐, 重大人事任命(左, 右丞相), 重大誅罰, 重要對外文書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 하였는데, 聖旨와 詔書를 나누는 기준이 言語도 내용도 아니라 다소 모호

한 점이 있다(張帆, ｢元朝詔勅制度硏究｣, �國學硏究� 10, 2002, pp.108~111). 이러한 모호함은 당

시에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각각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陳得芝는 詔令을 통칭 聖旨, 즉 

몽골어 ‘자를릭(jarligh)’과 동일시하면서 네 가지 정도로 유형을 구분하였다(陳得芝, ｢元世祖詔

令・聖訓叢談｣, 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 10,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5, p.1). 다만 그

는 대칸, 즉 황제가 각종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이른바 ‘聖訓’도 詔令 내에 포함시키는 등 다

소 과할 정도로 포괄적인 분류를 하였다. 本稿에서는 대칸의 이름으로 發令된 命令文 전체는 

勅令으로 통칭하고, 필요에 따라 각각 聖旨와 詔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간혹 

漢文 雅文으로 작성된 전형적인 ‘詔書’인 것처럼 보이지만 ‘聖旨’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筆者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史料의 표현을 따른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41) 이외에도 �元典章� 典章1 詔令 부분에는 ｢建國都詔｣, ｢行蒙古字詔｣ 등이 있으나 작성자의 신원

을 확인할 수 없다.
42) �元史� 卷4 ｢世祖本紀｣1 中統 元年 秋七月, p.67, “癸酉(1260.8.15.), 以燕京路宣慰使禡禡行中書

省事, 燕京路宣慰使趙璧平章政事, 張啟元參知政事, 王鶚翰林學士承旨兼修國史, 河南路宣撫使史

天澤兼江淮諸翼軍馬經略使.”
43) �元史� 卷148 ｢董俊傳·文忠｣, p.3502, “八年, 侍講學士徒單公履欲奏行貢舉, 知帝於釋氏重敎而輕

禪, 乃言儒亦有之, 科舉類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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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恐非陛下教人修身治國之意也.’ 事遂止.”
44) �元史� 卷160 ｢李謙傳｣, p.3767, “翰林學士王磐以謙名聞, 召爲應奉翰林文字, 一時制誥, 多出其手. 

至元十五年, 陞待制, 扈駕至上都, 賜以銀壺·藤枕. 十八年, 陞直學士, 爲太子左諭德, 侍裕宗於東

宮.”
45) �元史� 卷160 ｢閻復傳｣, p.3772, “至元八年, 用王磐薦, 爲翰林應奉, 以才選充會同館副使, 兼接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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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은 唐代에 처음 설치된 이래로 皇帝의 命令文을 작성해왔고 이는 카안 울루스에

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46)

翰林院과 관련된 직함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위의 王鶚이 1260년에 翰林學士承

旨兼修國史로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지만, 실제 관청은 1261년 또는 1264년 翰林國

史院이라는 형태로 설립되었다.47) 정식 관청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翰林學士承旨라

는 관직이 마련되었고, 그 기관 또한 카안 울루스 초기에 설립되어 詔書 작성 이외

에도 여러 업무를 겸하였다.48) 특히 王鶚은 쿠빌라이가 諸王이었던 시절부터 王府

에서 그를 보좌한 대표적 참모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쿠빌라이가 대칸이 된 이후 

그를 중심으로 하여 勅令이 작성되었고 이후 翰林院이라는 정식 기관에서 해당 업

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49) 다만 현실적으로 言語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

든 勅令을 이곳에서 작성할 수는 없었고, 주로 漢地와 관련된 사안이나 漢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실제로 위에서 예시로 든 詔書들은 모두 전형

적인 漢文 雅文으로 작성되었다.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케식 등이 대칸의 지시를 전달하면 翰林院에서는 그에 따

라 草稿를 작성하여 進上하였다. 예를 들어 쿠빌라이는 至元 十一年(1274) 南宋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南宋에 詔書를 보내 외교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였다. 이

에 당시 翰林國史院 編修官이었던 王構가 草稿를 작성하여 바쳤고 쿠빌라이는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50) 이 詔書는 �元文類�에는 ｢興師征江南諭行省官軍詔

｣로, �元典章�에는 ｢興師征南詔｣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데,51) 모두 전형적인 漢文으

使. …… 二十三年, 陞翰林學士, 帝屢召至榻前, 面諭詔旨, 具草以進, 帝稱善.”
46) 宋에서도 “처음 國制에서는 詔令은 모두 中書門下에서 논의한 다음에 學士에게 명하여 작성하

게 하였다(�宋史� 卷472 ｢蔡京傳｣, p.13726, “初, 國制, 凡詔令皆中書門下議, 而後命學士爲之.”)”

고 하였다.
47) ｢世祖本紀｣에서는 中統 二年(1261)에 翰林國史院이 설립되었다고 한 반면(�元史� 卷4 ｢世祖本

紀｣1 中統 二年 秋七月 癸亥(1261.7.31.), pp.71~72, “初立翰林國史院. 王鶚請修遼·金二史, 又言, 

‘唐太宗置弘文舘, 宋太宗設內外學士院. 今宜除拜學士院官, 作養人才. 乞以右丞相史天澤監修國史, 

左丞相耶律鑄·平章政事王文統監修遼·金史, 仍採訪遺事.’ 並從之.”), ｢百官志｣에서는 至元 元年이

라 하였다(�元史� 卷87 ｢百官志｣3 翰林國史院條, p.2189, “翰林兼國史院, 秩正二品. 中統初, 以

王鶚爲翰林學士[承旨], 未立官署. 至元元年始置, 秩正三品.”).
48) 翰林國史院은 實錄과 后妃 및 功臣의 列傳 작성, 그리고 제사 등도 담당하였는데 本稿에서는 

詔書와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翰林國史院이 實錄의 작성 업무를 담당한 것

에 대해서는 김호동, ｢元代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的 一面性의 解

明을 위하여-｣, �東洋史學硏究� 109, 2010 참고.
49) 翰林院은 여러 업무를 겸하면서 시기에 따라 翰林國史院, 翰林兼國史院, 翰林國史集賢院 등으

로 불렸다. 다만 勅令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翰林院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本稿에서

는 翰林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50) �元史� 卷164 ｢王構傳｣, p.3855, “至元十一年, 授翰林國史院編修官. 時遣丞相伯顏伐宋, 先下詔讓

之, 命構屬草以進, 世祖大悅.”



- 106 -

로 작성되었다. 중간 중간 ‘朕’을 話者로 하여 쿠빌라이의 말을 옮기는 형식을 취하

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를 쿠빌라이의 말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쿠빌라이는 

대략의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翰林院에서 구체화하였을 것이다.52)

이는 �經世大典� ｢序錄｣의 “史臣代言”이라고 한 부분, �金華黃先生文集� ｢上都翰林

國史院題名記｣에 “翰林國史의 職分은 말을 대신함으로써 四方에 명령을 퍼뜨리고, 

일을 실음으로써 萬世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53) 한편 

위 사례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쿠빌라이가 草稿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거나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翰林院에서 수정하여 재차 進上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翰林院은 대칸을 ‘代言’하여 詔書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카안 울루스의 勅令制度

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翰

林院의 역할을 다소 과장하는 일부 연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54) 翰林院에서 詔書의 草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문장 

작성 능력, 특히 漢文에 뛰어났기 때문일 뿐, 해당 勅令이 담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

용은 이미 대략적으로 정해졌다. 즉 그들은 대칸의 말을 대신하는 데 그칠 뿐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勅令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55) 그러한 의미에서 

51) �元文類� 卷9 詔勅 ｢興師征江南諭行省官軍詔｣, p.403, “爰自太祖皇帝以來, 彼宋與我, 使介交通, 

殆非一次. 彼此曲直之事, 亦所共知, 不必歷擧. 迨我憲宗之世, 朕以藩職奉命南伐, 師次鄂渚, 彼賈

似道遣宋京詣我近臣博都歡·前河南路經略使趙璧, 請罷兵息民, 願奉歲幣于我. 朕以國之大事, 宗親

在上, 必須入計用報而還. 卽位之始, 追憶是言, 乃命翰林侍講學士郝經等奉書往聘, 蓋爲生靈之計

也. 古者兵交, 使在其間, 惟和與戰, 宜嗣報音, 其何與於使哉, 而乃執之, 卒不復命. 至如留此一二

行李, 於此何損, 於彼何益, 以致師出連年, 邊境之間, 死傷相藉, 係累相屬, 皆彼宋自禍其民也. 襄

陽被圍五年, 旅拒王師, 義當不貸. 朕先有成命, 果能出降, 許以不死. 是旣降附之後, 朕不食言, 悉

全其命, 冀宋悔過, 或啓令圖, 而乃迷執, 罔有悛心, 所以問罪之師, 有不能已者. 今遣爾等, 水陸並

進. 爾等當布告遐邇: 夫以天下爲事, 爰及干戈, 自古有之, 無辜之民, 初無與焉. 若彼界軍民官吏人

等, 去逆效順, 與衆來降, 或別立奇功者, 驗等第官資遷擢. 其新附軍民, 宜嚴勅將士, 毋得妄行殺掠, 

父母妻孥家口, 毋致分散, 仍加賑給, 令得存濟. 其或固拒弗從及迎敵者, 俘戮何疑.” 표점은 洪金富

校訂本 卷1, p.171을 따랐다.
52) 쿠빌라이가 그 草稿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도 실제 그가 상세하게 그 내용을 언급하지

는 않았음을 암시한다.
53) �金華黃先生文集� 卷8 ｢上都翰林國史院題名記｣, “翰林國史軄在代言以施命于四方, 載事以傳信於

萬世.”
54) 李江偉, ｢元初翰林院職掌範圍及其特徵芻議｣, �歷史敎學�, 2016–2期, p.34. 이 연구에서는 주로 

翰林院의 品級과 職能 등 외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을 가지고 元代 翰林院의 지위와 권위를 높

게 평가하였다.
55) 張帆, ｢元代翰林國史院與漢族儒士｣, �北京大學學報�, 1988-5期, pp.77~79. 張帆은 翰林國史院이 

맡은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역할을 이용하여 큰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

는 그들이 작성한 草稿를 蒙古翰林院에서 번역하고, 다시 中書省과 御史臺가 검사했기 때문이

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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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안 울루스 이전 중국의 翰林國史院과 비교하여 실제 政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 일개 문화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56) 당시 漢人 지식인 사회에서

는 대칸의 詔書 작성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翰林院에 근무한다는 

것이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케식 등에 

의해 전달된 대칸의 명령을 글로 옮기는 작성 기관이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있

다.57)

한편 대칸의 勅令은 漢文으로만 작성할 수는 없었다. 漢文은 대칸의 말을 그대로 

옮기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고, 또 카안 울루스 내에는 몽골인을 포함하여 漢字 

및 漢文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受領人으

로 하는 勅令을 漢人 文人 위주로 구성된 翰林院에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카안 울루스 초기에는 이런 경우 대칸 예하 별도의 書記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元史� ｢兵志｣ 宿衛條에는 “聖旨를 書寫하는 자를 자를릭치(扎里赤)

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58) 자를릭치는 聖旨를 의미하는 몽골어 ‘자를릭’에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사 ‘-치’가 합쳐진 표현이다. 카안 울루스 초기에는 이러한 자를릭치

들이 漢文 詔書 이외의 勅令들을 담당하였고, 그 原文은 당연히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었을 것이다.59)

이들은 처음에는 정규 기관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勅令을 발행하는 횟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기존의 翰林院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

다. 특히 위구르字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파스파字가 至元 六年(1269)에 반포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도 급증하였다. 이에 蒙古翰林院이 새롭게 창설되었다. 쿠빌라이는 

至元 十二年(1275)에 별도로 翰林院을 설립하고, 承旨 한 명, 直學士 한 명, 待制 두 

명, 修撰 한 명, 應奉 네 명, 寫聖旨必闍赤 열 한 명, 令史 한 명, 知印 한 명을 두

었는데, 이 때 설립된 翰林院은 이전의 翰林國史院과 구분하기 위하여 蒙古翰林院

으로 命名하였다.60) 이 중 ‘寫聖旨必闍赤’은 기존의 자를릭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

이며, 실제로 테무르 시기에도 여전히 자를릭치라는 표현은 통용되고 있었다.61) 한

56) 張帆, ｢元朝詔勅制度硏究｣, p.30.
57) 대칸의 지시를 글로 옮기는 과정이 作者로서 본인들의 문학적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지 그 자신이 대칸 명령의 

내용을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58) �元史� 卷99 ｢兵志｣2 宿衛條, p.2524. “其怯薛執事之名: …… 書寫聖旨, 曰扎里赤.”
59) 勅令 외에도 驛站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서류인 給驛璽書가 위구르字로 작성되었다는 

기록도 있다(�元史� 卷5 ｢世祖本紀｣2 中統 三年 三月 壬午(1262.3.23.), p.83, “始以畏吾字書給驛

璽書.”).
60) �元史� 卷87 ｢百官志｣3 蒙古翰林院條, p.2190, “至元八年, 始立新字學士於國史院. 十二年, 別立

翰林院, 置承旨一員·直學士一員·待制二員·修撰一員·應奉四員·寫聖旨必闍赤十有一人·令史一人·知

印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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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蒙古翰林院과 구분하고자 기존의 翰林院을 ‘漢兒翰林院’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

었던 듯하다.62)

蒙古翰林院을 分置하면서 기존의 翰林國史院과 업무 分掌을 하였다. 蒙古翰林院

은 “蒙古文字를 전적으로 管掌”하고, 翰林兼國史院은 “예전처럼 國史를 纂修하고 

制誥를 담당하며 顧問에 대비”하도록 하였다.63)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겠지

만 쿠빌라이는 파스파字가 創製되자 이후로 모든 璽書를 ‘蒙古新字’, 즉 파스파字로 

작성하도록 명하였다.64) 또 ｢百官志｣에는 蒙古翰林院의 職能에 대하여 “一切의 文

字를 譯寫하는 것을 管掌하고, 璽書를 頒降하며, 반드시 蒙古新字를 사용하고 또 각

각 그 나라의 文字로 副書한다”고 하였다.65)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 담당

한 기능은 크게 璽書의 작성과 일체 文書의 번역으로 兩分할 수 있다. “一切의 文

字”를 璽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上奏文 등을 포함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文書들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각종 漢文書籍 등에 대한 번역도 담당했

을 것이다. 그리고 勅令과 관련해서는 대칸이 몽골어로 發話한 내용을 파스파字로 

작성하고, 이를 다시 受領人의 言語 및 文字에 따라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66)

61) �元史� 卷192 ｢諳都剌傳｣, p.4365, “諳都剌通經史, 兼習諸國語. 成宗時, 爲翰林院札爾里赤, 職書

制誥. 會有旨命書藩王添力聖旨, 諳都剌曰, ‘此旨非惟有虧國體, 行且爲民殃矣.’ 帝聞之, 謂近臣曰, 

‘小吏如此, 眞難得也.’ 事乃止.” 여기에서는 翰林院 자를릭치라고 되어 있어서 카안 울루스 초

기부터 있었던 翰林院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蒙古翰林院을 가리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前者에는 자를릭치로 추정되는 관직은 설치된 바가 없기 때문에 後者, 즉 蒙

古翰林院 소속의 자를릭치로 보아야 한다.
62) �秘書監志� 卷1 ｢設司徒府｣, p.29, “至元十八年十一月二十五日, 奉司徒府箚付, 十月二十日奏准: 

翰林國史院領會同館·集賢院, 都幷做一衙門, 必闍赤撒里蠻爲頭兒. 蒙古翰林院是寫蒙古字聖旨, 這

勾當大有, 倂在漢兒翰林院裏不宜一般. 如今依舊翰林院交脫里察安爲頭兒, 秘書監·太史院·司天臺

人也多有, 俸錢也多有, 都倂做一衙門, 交張平章不妨樞密院勾當, 兼管著做頭兒. 這倂了三衙門, 總

頭兒火魯火孫守司徙, 判翰林國史集賢院, 領會同館, 知秘書監事. 阿散右丞判翰林國史集賢院, 領

會同館, 知秘書監事. 阿里省裏與參政的名兒, 兼同判翰林國史集賢院, 領會同館, 知秘書監事. 已令

各官欽授.”
63) �元史� 卷8 ｢世祖本紀｣5 至元十二年 三月 庚子(1275.4.26.), p.165, “從王磐·竇默等請, 分置翰林

院, 專掌蒙古文字, 以翰林學士承旨撒的迷底里主之. 其翰林兼國史院, 仍舊纂修國史·典制誥·備顧

問, 以翰林學士承旨兼修起居注和禮霍孫主之.”; �元史� 卷158 ｢竇默傳｣, p.3732, “默與王磐等請分

置翰林院, 專掌蒙古文字, 以翰林學士承旨撒的迷底里主之. 其翰林兼國史院, 仍舊纂修國史, 典制

誥, 備顧問, 以翰林學士承旨兼修起居注和禮霍孫主之. 帝可其奏.”
64) 쿠빌라이가 파스파字 創製를 알리며 반포한 詔書의 全文은 아래의 번역을 참고.
65) �元史� 卷87 ｢百官志｣3 蒙古翰林院條, p.2190, “蒙古翰林院, 秩從二品. 掌譯寫一切文字, 及頒降

璽書, 並用蒙古新字, 仍各以其國字副之.”
66) 카안 울루스에서 翰林院과 蒙古翰林院으로 나누어 言語와 文字, 그리고 受領人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勅令을 작성한 것은 遼에서 北面朝官에는 大林牙院을, 南面朝官에는 翰林院이 각각 

설치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遼史� 卷116 ｢國語解｣ 太宗紀, p.1537, “林牙掌文翰官, 時稱

爲學士, 其羣牧所設, 止管簿書.”). 다만 몽골이 遼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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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蒙古翰林院은 기존의 翰林院과 더불어 카안 울루스의 勅令制度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翰林院과 각각 담당하는 

言語 및 文字만 다른 대등한 관계로 보일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출신의 구성원들

에게 대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실제로 

至元 十八年(1281)에 실시된 官制 개편 당시 翰林國史院과 그것이 管領하고 있던 

會同館과 集賢院을 합쳐서 하나의 衙門으로 만들었으나, 蒙古翰林院은 “蒙古字聖旨

를 쓰는 곳인데 이 일은 중요하다. 漢兒翰林院 안으로 병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하여 그대로 存置시켰다.67) 蕭啓慶 역시 聖旨가 일반 행정과 立法의 근거

이기 때문에 실제적 작용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蒙古翰林院이 카안 울루스

의 진정한 造命機構라 하였다.68)

한편 蒙古翰林院과 아울러 勅令의 번역과 수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內八府宰相이었다. 이들은 宰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정식 임명장인 宣命을 부

여받은 品官은 아니었다. ｢百官志｣에 따르면 그들은 평시에는 諸王의 朝覲과 接待 

등의 업무를 관장했지만 詔令이 發令되는 경우에는 蒙古翰林院의 官員들과 함께 譯

寫하고 潤色했다고 한다.69) 이들은 주로 勳貴의 子弟들이었는데70) 아마도 이러한 

신분상의 고귀함으로 말미암아 勅令의 번역 및 수정이라는 중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山居新話�와 �南村輟耕錄�에는 內八府宰相들이 ‘制’ · 

‘制詞’의 草案 작성을 담당하였지만 赦免과 관련된 ‘詔赦’는 관장하지 않았다고 하

였다.71) 이를 보면 그들은 勅令의 草稿 작성에 관여하였으나 모든 勅令에 대해 그

67) �秘書監志� 卷1 ｢設司徒府｣, p.29, “至元十八年十一月二十五日, 奉司徒府箚付, 十月二十日奏准: 

翰林國史院領會同館·集賢院, 都幷做一衙門, 必闍赤撒里蠻爲頭兒. 蒙古翰林院是寫蒙古字聖旨, 這

勾當大有, 倂在漢兒翰林院裏不宜一般. 如今依舊翰林院交脫里察安爲頭兒, 秘書監·太史院·司天臺

人也多有, 俸錢也多有, 都倂做一衙門, 交張平章不妨樞密院勾當, 兼管著做頭兒. 這倂了三衙門, 總

頭兒火魯火孫守司徙, 判翰林國史集賢院, 領會同館, 知秘書監事. 阿散右丞判翰林國史集賢院, 領

會同館, 知秘書監事. 阿里省裏與參政的名兒, 兼同判翰林國史集賢院, 領會同館, 知秘書監事. 已令

各官欽授.”
68) 蕭啓慶, �蒙元的歷史與文化 : 蒙元史學術硏討會論文集�, 臺灣學生書局, 2001, p.366. 이처럼 聖旨

와 詔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당시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다소 의

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蒙古翰林院이 담당하는 업무가 중요했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9) �元史� 卷87 ｢百官志｣3 內八府宰相條, pp.2191~2192, “內八府宰相, 掌諸王朝覲儐介之事. 遇有詔

令, 則與蒙古翰林院官同譯寫而潤色之. 謂之宰相云者, 其貴似侍中, 其近似門下, 故特寵之以是名. 

雖有是名, 而無授受宣命, 品秩則視二品焉. 大德九年, 以滅怯禿等八人爲之. 天曆元年, 爲內八府宰

之職, 故附見于此云.”
70) �山居新話�, “皇朝設內八府宰相八員, 悉以勳貴子弟爲之, 祿秩章服並同一品, 例不受宣, 唯奉照會

禮上. 寄位於翰林院官掃隣, 即宫門外會集處也. 所職視草制詞, 如詔赦之文又非所掌, 院中選法雜

行公事, 則不與也.”
71) �南村輟耕錄� ｢內八府宰相｣, p.19, “內八府宰相八員, 視二品秩, 而不降授宣命, 特中書照會之任而

已, 寄位於翰林之埽鄰. 埽鄰, 宮門外院官會集處也. 所職視草制, 若詔赦之文, 則非其掌也. 至於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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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內八府宰相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드물고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불분명하다.72) 또 史料에 사용된 용어와 개

념도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정규 관료가 아닌 이들이 勅令 작성, 

번역 및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문장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신

분 및 대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다소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안 울루스에서는 翰林院과 蒙古翰林院이라는 두 기관

을 통해 勅令이 작성되었다.73) 쿠빌라이는 諸王 시절부터 다수의 漢人들을 참모로 

고용하는 등 中國 文化에 익숙하였고, 통치의 편의를 위해 中國 官制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官制 정비의 흐름 속에서 勅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官廳이 설립

되었다. 그러나 카안 울루스에서는 勅令 작성 담당 기구를 중국의 전통적인 翰林院

으로 일원화하지 않았고 蒙古翰林院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이 기관은 끝까지 존

속하였다. 漢文詔書도 勅令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지만, 위구르字 및 파스파字로 

몽골어를 옮기고 다시 受領人의 言語와 文字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蒙古

翰林院이었다. 受領人이 정확히 대칸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몽골

제국 초기 이래 勅令制度의 원칙은 두 기관, 특히 蒙古翰林院을 통해 실현될 수 있

었다.

위에서 파스파字 創製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이 文字는 勅令制度와 밀접

하게 관련되었으므로 보다 상술할 필요가 있다. 쿠빌라이는 至元 六年 二月 十三日

(1269.3.17.) 詔書를 내려 파스파字를 만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朕이 생각건대 字로써 말을 쓰고, 말로써 일을 기록하니, 이것은 古今의 공통된 典

制이다. 우리나라는 朔方에서 기틀을 열어 풍속은 간결하고 예스러움을 숭상하였

고, [文字를] 만들 겨를이 없었다. 무릇 文字를 施用하는 것은 漢文의 楷書와 위구

르字를 이어받아 사용함으로써 本朝의 말을 전달하였다. 遼와 金, 먼 지방의 여러 

之公事, 亦不得與焉, 例以國戚與勳貴之子弟充之.”
72) 洪金富는 姚燧가 지은 ｢皇元高昌忠惠王神道碑｣를 근거로 1281년 이전에 達實密이 內八府宰相

을 겸직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洪金富, ｢從｢投下｣分封制度看元朝政權的性質｣, �中央硏究院

語言歷史硏究所集刊� 58-4, 1987, p.883). 大德 九年(1305) 滅怯禿 등 8명을 內八府宰相으로 삼

았다고 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 職責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3) 詔書의 草稿를 작성할 때 翰林院 소속이 아닌 인물에게 부탁한 사례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카

안 울루스 末期의 대표적인 權臣인 톡토는 자신을 丞相으로 임명하는 詔書의 草稿를 歸暘이라

는 인물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歸暘은 이러한 일은 ‘詞臣’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하였다(�元史� 卷186 ｢歸暘傳｣, p.4272, “初, 暘在上都時, 脫脫自甘州還, 且入相, 中書參議趙期

頤·員外郎李稷謁暘私第, 致脫脫之命, 屬草詔, 暘辭曰: ‘丞相將爲伊·周事業, 入相之詔, 當命詞臣視

草, 今屬筆於暘, 恐累丞相之賢也.’ 期頤曰, ‘若帝命爲之, 奈何?’ 暘曰, ‘事理非順, 亦當固辭.’ 期頤

知不可屈, 乃已.”).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歸暘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톡토의 부탁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음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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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을 살펴보니 대개 각각 文字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文治가 점점 흥성하고 

있는데 字書에는 부족함이 있으니 一代의 制度에 실로 미비한 일이다. 그러한 까닭

에 國師 파스파에게 특별히 명하여 蒙古新字를 만들도록 하여 모든 文字를 譯寫하

도록 하였으니 말에 따라 일을 전달하는 것을 기대할 따름이다. 지금부터는 모든 

璽書를 내리는 경우에는 모두 蒙古新字를 사용하도록 하고 다시 각각 그 나라의 

文字로 덧붙이도록 하라.74)

쿠빌라이는 먼저 몽골제국 초기에는 자신들만의 文字가 없어 漢字와 위구르字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遼와 金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또 국가 체제의 완비라는 측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각 위에 파스파에게 새로운 文

字를 제작하도록 명한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의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 등을 言明하

였다.

기존연구에서도 주목한 바와 같이 파스파字의 創製는 뭉케 사후 內戰을 거쳐 대

칸의 자리에 오른 쿠빌라이가 자신의 理念的 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

의 정책, 즉 1266년 大都 건설과 1271년 國號 ‘大元’ 제정 등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75)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쿠빌라이가 집권 후 본인 중심의 권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파스파字를 활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다만 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쿠빌라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文

字들을 폐지하고 오직 새로 만든 파스파字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렇

다면 새로운 文字의 創製와 通用이 그의 正統性 提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소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파스파字의 도입이 대칸의 권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고 기

능적 역할을 담당했는지 보다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쿠빌라이는 위 詔書의 冒頭에서 文字의 기능이 ‘말을 쓰는’ 것, 즉 전달 수단이라 

하였다. 이전까지는 자신들만의 文字가 없어 다른 文字를 차용하여 그들의 말을 전

달하였지만, 이제는 ‘蒙古新字’를 만들어 “모든 文字를 譯寫하도록 하였으니 말에 

따라 일을 전달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76)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파

74) �元史� 卷202 ｢釋老傳/八思巴｣, p.4518, “朕惟字以書言, 言以紀事, 此古今之通制. 我國家肇基朔

方, 俗尙簡古, 未遑制作, 凡施用文字, 因用漢楷及畏吾字, 以達本朝之言. 考諸遼·金, 以及遐方諸

國, 例各有字, 今文治寖興, 而字書有闕, 於一代制度, 實爲未備. 故特命國師八思巴創爲蒙古新字, 

譯寫一切文字, 期於順言達事而已. 自今以往, 凡有璽書頒降者, 並用蒙古新字, 仍各以其國字副之.”
75) 김호동, ｢內陸아시아 諸民族의 文字製作·使用과 그 歷史的 背景｣, pp.455~457; 杉山正明, �クビ

ライの挑戰�, 東京: 朝日新聞社, 1995, pp.131~150;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大都건설과 역참

교통체계 구축｣, �中央아시아硏究� 15, 2010, pp.169~170.
76) 原文은 “期於順言達事而已.”로 김호동은 “언어에 순응하여 사실에 미치려고 할 따름이다”로(김

호동, ｢內陸아시아 諸民族의 文字製作·使用과 그 歷史的 背景｣, p.456), 라케빌츠는 “our wish 

being to convey the facts according to the spoken language”로(Igor de Rachewiltz, “Some Remarks 

on the Language Problem in Yüan China,” The Journal of the Oriental Society of Australi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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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字 創製의 근본적인 목적은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문맥상 

이 ‘말’은 ‘本朝’, 즉 몽골인들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칸을 위시한 통치 계급의 말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말은 發話者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쿠빌라이는 대

칸이었고 그를 비롯한 몽골인들은 통치 집단이었기에 그들의 말은 대부분 명령의 

성격을 가졌다. 그렇다면 결국 파스파字는 일차적으로는 쿠빌라이가 자신과 통치 

집단의 말 및 명령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詔書

에서 그가 앞으로 모든 璽書에 파스파字를 사용하도록 한 대목은 그 의도를 직접적

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파스파字의 창제 이후 다수의 勅令 및 令旨가 그 文字로 작

성되었음을 현재 남겨진 碑文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77)

타타통아의 복속 이후 몽골제국에서는 위구르字를 공식적인 文字로 채택하여 사

용하였다. 위구르字는 表音文字로 적은 수의 알파벳만으로도 몽골어를 옮길 수 있

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다. 또 칭기스 칸의 통일 이전 몽골초원의 여러 부족들은 

위구르 文化圈에 속하였고, 그들이 이제 몽골제국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위구르字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그 결과 몽골제

국에서는 위구르字가 공식적 지위를 획득하였고, 몽골초원과 멀리 떨어진 후라산에

서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78) 이처럼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몽골인들은 위구르字를 제국의 文字로 활용하였고, 勅令의 原文을 작성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구르字에도 부족한 측면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몽

골어의 音價 및 철자법과 위구르字가 부합하지 않았다.79) 이러한 단점들이 과연 당

시 몽골인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왔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勅令制度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대칸의 명령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었음

을 상기한다면 기능상의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구르

字보다 더 정확하게 대칸의 말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몽골인들은 충분히 

대체하고자 했을 것이고, 쿠빌라이는 그 代案을 새로운 文字의 創製에서 찾은 게 

아닐까 싶다. 게다가 위구르字가 몽골어를 옮기는 데 효율적이었지만 그 文字는 어

1967, p.72), 카타오카 카즈타다(片岡一忠)는 “말에 따라 일을 전하는 것을 기대할 뿐(言に順い

事を達するを期するのみ)”으로 해석하였다(片岡一忠, ｢元朝の官印 : 多樣な官印｣, p.191). 약간씩

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뜻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77) 파스파字로 된 碑文들을 종합하여 轉寫 및 譯註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Nikolaĭ Nikolaevich 

Poppe, The Mongolian Monuments in ḤPʿhags-pa Script; 蔡美彪, �八思巴字碑刻文物集釋�; 呼格吉

勒圖・薩如拉, �八思巴字蒙古語文獻匯編� 등이 있다. 파스파字 文獻에 관한 기존 연구 정리 및 

보존 상황에 대해서는 박영록, ｢元代 八思巴 文獻 硏究 導論｣, �대동문화연구� 66, 2009 참고.
78) Juvaynī/Qazvīnī, vol.1, p.5; Juvaynī/Boyle, vol.1, p.7.
79) Igor de Rachewiltz, “Some Remarks on the Language Problem in Yüan China,”,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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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까지나 몽골인들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에게 예속된 집단의 文字로 대칸의 말

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쿠

빌라이는 몽골인들만의 文字 창제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새로운 國家의 탄생이자 

‘第二의 創業’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80)

다만 쿠빌라이는 파스파字로 璽書를 작성하되, 동시에 ‘그 나라의 文字(其國字)’

로81) 副文을 작성하게 하였다. 受領人 및 해당 지역의 文字로 번역하여 原文과 함

께 하사하는 것은 몽골제국 초기 이래 勅令制度의 傳統 중 하나였다. 이미 제1장 

제1절에서 구육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書信을 보낼 때 세심하게 言語와 文

字를 선택하여 번역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璽書의 受領人이 새로 도입된 파스파

字를 읽을 수 있고, 파스파字로 受領人의 言語를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誤讀의 가능

성은 언제나 존재하였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업무의 중복일 수 있지만 대칸의 뜻

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전처럼 受領人의 言語 및 文字로 함께 번역하도록 

한 것이다.82)

사실 아무리 쿠빌라이가 절대적 권력자이고 파스파字를 중시했다 하더라도 이제 

막 새로 創製된 文字를 모든 文書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元史�에는 누락되었으나 �元典章�과 �至順鎭江志�의 해당 

詔書 마지막 부분에는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 있다. 즉 “모든 公式文書는 모두 옛

날을 따른다”고 하였다.83) ‘위구르’를 �元史�에서는 ‘畏吾’라고 하고, �元典章�과 �

至順鎭江志�에서는 ‘衛兀’이라고 하는 등 표현상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같기 때문에 동일한 詔書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元史�에서

는 왜 해당 문장이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편찬 과정의 졸속을 생각하면 이

80) 김호동, ｢內陸아시아 諸民族의 文字製作·使用과 그 歷史的 背景｣, pp.456~457. 蕭啓慶은 카안 

울루스 중기 이후에 몽골인들 중에서도 漢語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나 奏章과 주요 公文들

이 반드시 몽골文으로 작성된 이유를 ‘통치민족의 존엄과 국가체제의 完整 유지’로 보았다(蕭

啓慶, ｢元代的通事與譯史 -多元民族國家中的沟通人物｣, p.65).
81) 詔書에 ‘其國字’로 표현하였음을 근거로 여기에서 언급된 璽書의 성격을 몽골제국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영향력 하에 있으나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國家에 보내는 文書로 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설사 그렇다고 해서 本文에서 파악한 쿠

빌라이의 의도에 대한 해석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文字를 對外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創製 이후 실제 사용된 사례들을 보더라도 결코 對外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나라(國)’라는 표현은 몽골제국에 편입되기 이전 해당 지역이 國家를 형성하

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지역’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82) 카안 울루스에서도 번역과 통역을 담당하는 소위 譯職 인원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들을 양성

하는 蒙古國子學과 回回國子學 등 각종 학교들도 설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蕭啓慶, ｢元代的

通事與譯史 -多元民族國家中的沟通人物｣ 참고.
83) �元典章� 典章1 詔令1 ｢行蒙古字詔｣, p.170, “所有公式文書, 咸遵其舊”; �至順鎭江志� 卷17 學職 

蒙古字學,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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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능한 측면도 없지 않다.84) 여하튼 쿠빌라이는 제일 중요한 璽書는 반드시 파

스파字로 작성하게 하였으나, 당장 모든 층위의 文書行政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는 불가능하다고 보아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닐까 싶다.85)

그러나 쿠빌라이는 이후 점진적으로 사용범위를 확장해 나갔다.86) 상식적으로 새

로운 文字를 대칸 및 몽골인들만 專有한다는 것은 그 비용과 기대효과를 생각해봤

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元史� ｢刑法志｣에는 “內外 百司 중에 五品 이상이 表章을 

進上하는 경우에는 모두 蒙古字로 쓰고 감히 不敬할 수 없으며 또 漢字로 그 副文

을 쓴다”는 규정이 있다.87) 五品 이상의 表章은 原文을 蒙古字, 즉 파스파字로 작성

하고 漢字로 작성한 번역본을 첨부하게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대칸의 勅令 외에 반대로 대칸에게 올리는 表章에서도 

파스파字의 사용을 강제한 것이다.

결국 쿠빌라이의 파스파字 創製는 기본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말을 정확히 전달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表章도 “말에 따라 일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실제 行政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대칸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들이 정확하게 파악

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刑法志｣에서 五品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行政의 모든 

층위에서 파스파字를 쓰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대칸 등이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88)

84) 해당 문장이 직접 파스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羽田亨, �羽田博

士史學論文集: 上卷 歷史篇�, 京都: 東洋史硏究會, 1957, p.674).
85) 陳高華·張帆·劉曉 編, �元代文化史�, 廣東敎育出版社, 2009, p.585.
86) 파스파字 創製 다음 해인 1270년에는 宗廟祭祀의 祝文과 驛站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牌子를, 

1271년에는 中書省 등 주요 官廳 行政文書의 題目과 上奏文의 要旨도 파스파字로 작성하게 하

였다. 또 1272년에는 漢文雅文으로 起草하는 詔書도 파스파字로 發令하는 등 그 사용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이에 대해서는 나카지마 가쿠쇼의 연구를 참고(中島樂章, ｢元代の文書行政

におけるパスパ字使用規定について｣, �東方學報� 84, 2009 참고). 특히 그는 하라호토 出土文書

를 통해 지방에서의 文書行政 및 파스파字 사용 실태를 규명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파스

파字의 사용은 카안 울루스 中·後期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도 상당히 정착되었

다고 한다. 물론 파스파字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된 것은 아니며, 에치나路에서는 漢文

과 페르시아어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實物史料를 통해 입증하였다.
87) �元史� 卷102 刑法志1 職制上, p.2615, “諸內外百司五品以上進上表章, 並以蒙古字書, 毋敢不敬, 

仍以漢字書其副.”
88) 물론 ｢刑法志｣의 해당 규정이 카안 울루스 시기 전반에 걸쳐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단언할 수

는 없다. 어쩌면 文書行政에서 파스파字 사용 범위를 더 확장했을 수도 있고, 부작용과 한계로 

인하여 위 규정을 철폐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카안 울루스에서는 五品을 기준으로 하여 임명장을 宣命과 勅牒으로 구분하고 前者는 

대칸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음을 볼 때 파스파字 사용 역시 五品을 경계로 한 것은 나

름 합리적이고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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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파스파字의 創製는 쿠빌라이가 새로운 國家의 탄생에 부합하는 상징성을 

표상하고자 실시한 일련의 정책 중 하나였다. 그리고 동시에 勅令制度와 더 나아가 

文書行政 운용에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이 정

확히 전달되기를 원하였고, 반대로 자신에게 올라오는 文書도 말을 그대로 옮겨 해

당 사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쿠빌라이는 기존에 활용한 위구르字의 

한계를 認知하고 파스파字로 대체하는 변화를 도입하였으나, 그 裏面에 담긴 의도

는 결국 칭기스 칸 시대 이래 勅令制度의 傳統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쿠

빌라이가 漢文化에 심취하고 중국식 王朝를 건립하고자 했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

리, 그는 통치의 근간이 되는 명령 하달에서 몽골의 傳統을 준수하고 보다 강화시

킨 것이다.89)

(2) 확인과 날인 및 보관

대칸의 勅令은 翰林院과 蒙古翰林院을 통해 작성되었으나, 그들이 작성한 草稿가 

그 자체로 發令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聖旨는 대칸의 口頭命令을 文書化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草稿와 완성본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칸이 聖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며, 勅令에는 대칸이 發話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이 있

었다. 따라서 聖旨와 詔書를 막론하고 대칸 勅令의 草稿가 최종적으로 發令되기 위

해서는 작성 기관 이외 다른 주체에 의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였다. 또 勅令은 결국 

대칸의 命令文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칸의 확인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쿠빌라이 시기부터 대칸이 勅令의 草案을 확인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전술했

듯이 王構는 1274년 南宋에 보내는 詔書를 작성하였는데, 그가 그 草案을 進上하자 

“世祖가 크게 기뻐하였다.”90) 쿠빌라이가 漢文 詔書를 직접 읽고 해독할 능력은 없

89) 단적으로 宋에서는 皇帝의 命令文은 그가 직접 작성한 것이든, 中書省 또는 翰林學士院에서 起

草한 것이든 간에 전형적인 文言, 특히 四六騈儷體로 작성되었다(楊果, ｢宋朝詔令文書的主要制

度｣, �檔案管理�, 1999-3期, p.40). 이미 오랜 기간 中國에서는 文言의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고, 詔令의 受領人도 대부분 文言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宋에서 遼

로 보내는 文書, 예를 들면 ‘澶淵의 盟’ 당시 宋 측에서 보낸 ｢宋眞宗誓書｣도 마찬가지로 漢文 

文言으로 작성되었다(�契丹國志� 卷20 ｢澶淵誓書｣). 당시 遼에도 다수의 漢人들이 있었기 때문

에 文言으로 작성된 文書를 讀解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와

는 별개로 宋 皇帝는 굳이 漢文 이외에 다른 言語 및 文字로 命令文을 작성해야 할 절실한 필

요성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카안 울루스의 경우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

럼 상황 자체가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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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아마도 번역본을 함께 上奏했거나 아니면 통역을 통해 그 내용을 口頭

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여하튼 쿠빌라이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또 쿠빌라이는 翰林學士 閻復을 자주 소환하여 ‘詔旨’를 ‘面諭’하였고, 閻復

이 草稿를 작성하여 바치면 칭찬했다고 한다.91) 일반적인 경우 勅令은 케식 등의 

仲介者를 통해 ‘傳旨’의 방식으로 작성 기관에 전달되었으나, 官制가 완비된 이후에

도 간혹 대칸은 직접 작성자를 불러 면전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 草案이 완

성되면 확인했던 것이다.

카안 울루스 中期에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虞集은 대칸의 乳母의 남

편을 營都王으로 封하는 制書의 草案을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에

게 傳旨하였던 阿榮과 巎巎가 평소에 虞集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를 곤경에 처하

게 하고자 ‘營都王’이 아닌 ‘營國公’으로 대칸의 명령을 거짓 전달하였다. 虞集은 

전해 받은 대로 草稿를 작성하여 바쳤다. 그러자 갑자기 丞相이 御前으로부터 와서 

그가 작성한 制詞를 요구하여 확인하였고, 虞集은 결국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阿榮 등이 거짓으로 傳旨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草案을 수정하여 바

치겠다고 하였다.92)

이 일화는 虞集의 아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완성된 勅令의 

草案이 進上된 후 이루어지는 확인 절차를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고 있다. 특히 丞

相이 ‘御前으로부터’ 왔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制書가 완성되기 전 

중간 단계에서 丞相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대칸에게 보고하는 중에 문제

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대칸이 직접 그 부분을 지목하여 문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대

칸 주위의 다른 인물들 중 누군가가 지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대칸의 

명령을 전달하는 경우 ‘文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완성된 草

稿와 대조했을 가능성도 있다.93) 분명한 것은 이처럼 制書의 草稿가 완성된 뒤에 

90) �元史� 卷164 ｢王構傳｣, p.3855, “至元十一年, 授翰林國史院編修官. 時遣丞相伯顏伐宋, 先下詔讓

之, 命構屬草以進, 世祖大悅.”
91) �元史� 卷160 ｢閻復傳｣, p.3773, “二十三年, 陞翰林學士, 帝屢召至榻前, 面諭詔旨, 具草以進, 帝

稱善.”
92) �元史� 卷181 ｢虞集傳｣, pp.4179~4180, “一日, 命集草制封乳母夫爲營都王, 使貴近阿榮·巎巎傳旨. 

二人者, 素忌集, 繆言制封營國公, 集具藳, 俄丞相自榻前來索制詞甚急, 集以藳進, 丞相愕然問故, 

集知爲所紿, 即請易藳以進, 終不自言, 二人者愧之. 其雅量類如此.” 虞集의 �道園遺稿�에는 아마

도 이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追封營都王制｣와 ｢追封營國公制｣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道園類稿�(王頲 點校, �虞集全集(上冊)�,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7), pp.377~378). 두 글을 비

교해보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虞集이 새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닐

까 싶다. 특히 前者의 末尾 부분에 “五等之爵, 重莫過於王封; 千乘之邦, 親莫先于畿甸.” 문장을 

추가하여 王封의 制書임을 명확히 하였다.
93) 문서로 된 기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王’과 ‘公’이라는 신분상의 차이가 매우 분

명했기 때문에 대칸을 비롯한 누군가가 잘못을 認知하였을 가능성은 분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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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阿榮과 巎巎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다.94) 그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기 때

문이다.95)

카안 울루스의 마지막 대칸이었던 順帝 토곤 테무르 시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

다. 토곤 테무르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대칸이 되었는데 그의 즉위를 도운 것은 다

름 아닌 權臣 바얀이었고, 그는 그 功으로 말미암아 政權을 장악하였다. 이후 청년

으로 성장한 토곤 테무르는 1340년 바얀의 반대파와 힘을 합쳐 그를 제거하고자 하

였는데, 우선 그를 중앙 政界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河南行省左丞相에 임명하였다. 

동시에 그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자 詔書를 내려 그가 관할하고 있던 군대의 해산

을 명하였다. 즉 “모든 [그가] 본래 관할하던 諸衞親軍 및 케식들은 詔書가 도달하

였을 때 즉시 흩어져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였다.96) 그리고 이 詔

書 역시 草稿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인 후 수정을 거쳤다.

이 詔書의 작성자는 楊瑀와 范匯였다.97) 이 중 楊瑀는 토곤 테무르의 潛邸 시절 

이래로 그를 모셨던 인물로 위 사건이 있기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바얀 제거 모의

에 가담하였다.98) 그리고 范匯는 특별한 관직이 없는 食客이었다. 楊瑀는 �山居新話

�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그 안에 위 詔書의 작성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에 따르

면 최초에 그가 작성한 草案에는 “그 각자 관할하는 소속 部는 詔書가 도달한 날

(日)에 모두 本衛로 歸還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토곤 테무르가 이 草稿를 확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모두 하나의 날이니 ‘日’字를 ‘時’字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94) 만약 阿榮과 巎巎가 文記와 같은 증빙문서를 虞集에게 전해주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文記를 통해 대칸의 명령을 전달했

다고 하더라도 文書를 보여주어 확인시키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실제로 그것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95) 虞集이 작성한 것은 ‘制書’로서 漢文으로 草稿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아마 詔書類의 일반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6) �元史� 卷40 ｢順帝本紀｣3 後至元 六年 二月 己亥條(1340.3.14.), p.854, “己亥, 黜中書大丞相伯顏

爲河南行省左丞相, 詔曰: ‘朕踐位以來, 命伯顏爲太師·秦王·中書大丞相, 而伯顏不能安分, 專權自

恣, 欺朕年幼, 輕視太皇太后及朕弟燕帖古思, 變亂祖宗成憲, 虐害天下. 加以極刑, 允合輿論. 朕念

先朝之故, 尙存憫恤, 今命伯顏出爲河南行省左丞相. 所有元領諸衞親軍并怯薛丹人等, 詔書到時, 

即許散還.’ 以太保馬札兒台爲太師·中書右丞相, 太尉塔失海牙爲太傅, 知樞密院事塔馬赤爲太保, 御

史大夫脫脫爲知樞密院事, 汪家奴爲中書平章政事, 嶺北行省平章政事也先帖木兒爲御史大夫.”
97) �元史� 卷138 ｢脫脫傳｣, p.3343, “六年二月, 伯顏請太子燕帖古思獵于柳林. 脫脫與世傑班·阿魯合

謀以所掌兵及宿衞士拒伯顏. 戊戌, 遂拘京城門鑰, 命所親信列布城門下. 是夜, 奉帝御玉德殿, 召近

臣汪家奴·沙剌班及省院大臣先後入見, 出五門聽命. 又召瑀及江西范匯入草詔, 數伯顏罪狀. 詔成, 

夜已四鼓, 命中書平章政事只兒瓦歹齎赴柳林.”
98) �元史� 卷138 ｢脫脫傳｣, p.3342, “當是時, 帝之左右前後皆伯顏所樹親黨, 獨世傑班·阿魯爲帝腹心, 

日與之處. 脫脫遂與二人深相結納. 而錢唐楊瑀嘗事帝潛邸, 爲奎章閣廣成局副使, 得出入禁中, 帝

知其可用, 每三人論事, 使瑀參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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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며 수정을 지시하였다고 한다.99) 당시 바얀은 사냥을 명목으로 皇太子 엘 테

구스를 데리고 柳林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이었다. 바얀을 제

거하려는 토곤 테무르의 입장에서는 무력 충돌을 막으려면 그와 함께 있던 군대들

을 해산시킬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바얀에게 시간을 주지 말아야했다. 그리하여 詔

書 중 ‘日’字를 ‘時’字로 바꾸어 詔書가 당도하는 즉시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陶宗儀의 �南村輟耕錄�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전하고 있지만,100) 楊瑀의 기록은 

詔書의 草案을 담당한 장본인이 그와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토곤 테무르는 楊瑀와 范匯를 불러 직접 그들에게 勅令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들

이 그에 따라 작성한 草案을 읽고 수정할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정 사항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勅令에 반영되었다. 토곤 테무르는 자신의 명령이 정확히 전달

되고 또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草稿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주의를 기울였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카안 울루스 말기에도 대칸이 직접 詔書의 草稿를 확인하고 

수정을 지시하였던 것이다.1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칸은 직접 勅令의 草稿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字

句를 직접 수정하였다. 대칸이 草稿를 직접 읽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102) 일

99) �山居新話�, “至元 六年 二月 十五日, 黜逐伯顏太師之詔. 瑀與范匯同草於御榻前, 草文, ‘以其各

領所部, 詔書到日, 悉還本衛.’ 上曰, ‘自早至暮, 皆一日也, 可改作時.’ 改正一字, 尤爲切至. 於此

可見聖明也.”
100) �南村輟耕錄� 卷2 聖聰, p.20, “至元六年二月二十五日, 上御玉德殿, 命史臣榻前草詔, 黜謫太師

伯顏. 詔文有云, ‘其各領所部, 詔書到日, 悉還本衛.’ 上曰, ‘自蚤至暮, 皆一日也. 可改日字作時字.’ 

時伯顏以飛放爲名, 挾持皇太子在柳林, 意將犯分. 詔旣成, 遣中書平章只理瓦歹, 賫至彼處開讀, 奉

皇太子歸國, 而各枝軍馬即時散去. 蓋一字之中, 利害繫焉. 亶聰明, 作元后, 於此有以見之矣.”
101) 물론 이 사례를 섣불리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당시는 바얀을 제거하고자 화급을 다투는 시기

였고, 조정 내에 자신의 편을 많이 둔 바얀에게 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하고자 정식적인 절차

를 거치지 않고 詔書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翰林院이나 蒙古翰林院 소속의 관원이 아닌 인

물들이 御前으로 소환되어 한밤중에 草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다만 위 사건은 특수한 사례

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칸이 文書化된 자신의 명령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는 이

미 몽골제국 초기부터 존재하였다. �山居新話�와 같은 자료가 전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

만 아마 토곤 테무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칸의 이

름으로 發令되는 勅令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확인하였을 

것이다.
102) 위의 토곤 테무르의 경우에는 실제로 ‘日’을 ‘時’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보아 漢字로 작성된 

草案의 原本을 대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吉川幸次郎, ｢元の諸帝の文學(四) 

-元史叢說の一-｣, �東洋史硏究� 9-2, 1944, p.47). 다만 漢字가 아니라 “日”에 대응하는 몽골어로 

번역되어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카안 울루스의 대칸들 중 仁宗 

아유르바르와다 이후의 인물들은 중국의 言語와 文學에 관심이 있었고 서예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고 한다(Herbert Franke, “Could the Mongol Emperors Read and Write Chinese?,” Asia 

Major (new series) 3, 195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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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상황에서는 담당 관리가 그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칸이 讀解할 수 없는 言語와 文字로 작성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

며, 이 경우에는 번역 및 통역의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실제 翰林院에 在任하였던 

虞集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기를 “詔誥는 代言者의 손에서 나와서 또 문장을 어루만

지고 여러 國語를 붙였다”고 하였는데103) 이를 보면 詔誥의 경우 原本은 漢文으로 

작성하지만 동시에 다른 言語 및 文字로도 번역본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번역본이 原文과 함께 進上되면서 대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104)

대칸이 직접 확인하는 중요 안건 이외에 나머지 勅令들은 주로 中書省과 御史臺 

등이 확인하였다. �元史� ｢英宗本紀｣에 따르면 延祐 七年 冬十月 己巳(1320.11.24.)

에 “敕을 내리기를 翰林院에서 詔書를 번역할 때 中書省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105) 또 ｢刑法志｣에도 “翰林院에서 응당 制書를 譯寫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中書省에 呈文을 보내 草稿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 文卷이 邊遠의 軍情에 관한 

중대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監察御史로 하여금 考閱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106)

行政과 監察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勅令의 草案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

지, 그 명령은 타당한지를 검증하게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內八府宰

相 또한 蒙古翰林院과 함께 勅令의 작성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勅令의 草案 작성 기관은 翰林院과 蒙古翰林院이었지만 다양한 층위의 기

관 및 인물들이 草案 및 번역본 등을 확인하였다. 勅令은 대칸의 지시에서 기인하

지만 대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정확히 發話하는 것은 아니므로 文書化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作成者의 加筆이 발생하였다. 또 문장 표현이나 잘못된 改竄 

이외에도 勅令 내용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앞

103) �道園類稿� 卷21 ｢送譚無咎赴吉安蒙古學官序｣, p.555, “詔誥出於代言者之手, 又循文而附諸國語, 

其來尙矣.” 王頲은 앞문장과 연결하여 “若夫德音之自內出者, 皆畫以漢書, 而下之詔誥, 出於代言

者之手, 又循文而附諸國語, 其來尙矣.”로 끊어 읽었으나 이는 다소 어색하고 뜻이 정확하게 전

달되지 않는다.
104) 中國의 皇帝도 자신의 이름으로 發令되는 각종 命令文을 확인하였다. 특히 宋 皇帝는 中書門

下, 이후의 中書省과 樞密院 등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詔令의 草稿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할 경우 ‘可’를 작성함으로써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朱瑞熙, �中國政治制

度通史 : 第六卷 宋代�, p.160). 따라서 대칸이 勅令의 草稿를 확인하는 것을 카안 울루스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筆者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文字와 文書에 기반

한 勅令制度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는 점이다. 草案의 확인은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05) �元史� 卷27 ｢英宗本紀｣1 延祐七年 冬十月 己巳(1320.11.24.)條, p.606, “敕翰林院譯詔, 關白中

書.”
106) �元史� 卷102 ｢刑法志｣1 職制 上, p.2617, “諸翰林院應譯寫制書, 必呈中書省, 共議其藳. 其文卷

非邊遠軍情重事, 並從監察御史考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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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케식 등 대칸의 명령 전달자들이 임의로 勅令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칸을 정점으로 여러 층위에서의 확인 과정을 마련

한 것은 몽골인들이 勅令制度를 중시하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리고 이는 聖旨나 詔書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칸의 이름으로 發令되는 모든 勅令의 

경우에 해당되었다.

한편 대칸의 勅令은 草案의 확인 및 수정 과정 뒤에는 그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

한 수단으로 印章이 捺印되었다. 몽골인들은 칭기스 칸 시기부터 이미 印章을 사용

하였고, 카안 울루스가 위치한 中國은 古來로 印章 文化가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

에 印章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카안 울루스의 印章制度

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107)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로 勅令制度 및 대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언급하고자 한다.

칭기스 칸에 의해 印章이 도입된 이래로 대칸들은 각각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복

수의 印章을 사용하였다. 쿠빌라이도 至元 元年(1264)에 御寶制度를 정하여 당시 이

미 宣命에 사용하는 宣命之寶와 詔誥에 사용하는 皇帝行寶의 구분이 있었고 品級에 

따라 材質을 달리하였다.108) 용도별로 크게 둘로 나누어 5품 이상의 관리 임명문서

에 날인하는 印章과, 이와는 별도로 대칸의 詔誥에 날인하는 印章이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칸의 印章은 더욱 세분화되어 受命寶, 傳國寶, 天子之寶, 皇帝之

寶, 天子行寶, 皇帝行寶, 天子信寶, 皇帝信寶 등 소위 ‘八寶’가 만들어졌다.109) 본래 

八寶는 宋에서 唐의 제도를 본따 도입한 것인데,110) 쿠빌라이가 카안 울루스 통치

107) 中國의 印章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王廷洽, �中國印章史�, 上海: 華東師範大學

出版社 : 新華書店上海發行所經鎖, 1996; 王廷洽, �中國古代印章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6 등을 들 수 있고, 카안 울루스에 한정해서는 照那斯圖·薛磊, �元國書官印彙釋�, 瀋陽: 遼

寧民族出版社, 2011 등이 있다. 카안 울루스에서 사용된 印章의 모양과 印文에 사용된 言語 및 

文字, 重量과 크기의 차이 등 여러 부분에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108) �元史� 卷5 ｢世祖本紀｣2 至元 元年 秋七月 己亥(1263.8.26.), p.95, “定用御寶制: 凡宣命, 一品·

二品用玉, 三品至五品用金, 其文曰｢皇帝行寶｣者, 即位時所鑄, 惟用之詔誥; 別鑄宣命金寶行之.”
109) �元史� 卷79 輿服志 ｢崇天鹵簿｣, p.1980, “次典瑞使二人, 本品服, 騎而左右引八寶. 受命寶左, 傳

國寶右, 次天子之寶左, 皇帝之寶右, 次天子行寶左, 皇帝行寶右, 次天子信寶左, 皇帝信寶右.” 특히 

傳國璽에 관해서는 何啓龍, ｢蒙元和滿淸的｢傳國玉璽｣神話 - 兼論佛敎｢二敎之門｣的虛構歷史｣, �

新史學� 19-1, 2008 참고.
110) �宋史� 卷154 ｢輿服志｣6 寶, pp.3585~3586, “尙書省言, ‘請置符寶郞四員, 隸門下省, 二員以中人

充, 掌寶於禁中. 按唐八寶, 車駕臨幸, 則符寶郞奉寶以從; 大朝會, 則奉寶以進. 今鎭國寶·受命寶非

常用之器, 欲臨幸則從六寶, 朝會則陳八寶, 皆夕納. 內符寶郞奉寶出以授外符寶郞, 外符寶郞從寶

行於禁衛之內, 朝則分進于御坐之前. 鎭國寶·受命寶不常用, 唯封禪則用之. 皇帝之寶, 答鄰國書則

用之; 皇帝行寶, 降御札則用之; 皇帝信寶, 賜鄰國書及物則用之; 天子之寶, 答外國書則用之; 天子

行寶, 封冊則用之; 天子信寶, 舉大兵則用之. 應合用寶, 外符寶郞具奏, 請內符寶郞御前請寶, 印訖, 

付外符寶郞承受.’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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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중국의 각종 制度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환으로 함께 수용한 것으로 보인

다.111) 실제로 宋의 八寶와 비교해보면 鎭國寶 대신 傳國寶가 있었다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명칭이 같았다고 해서 그 기능마저 같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능과 목적에 따라 복수의 印章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이외에도 대칸에게는 사적인 용도의 印章도 있었다. 文宗 툭 테무르는 1328년에 

御寶를 만들었는데,112) �山居新話�에 따르면 그가 奎章閣을 열고 ‘天曆之寶’와 ‘奎

章閣寶’ 두 개의 玉璽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 楊瑀는 자신이 모시던 토곤 테무르

도 두 개의 작은 玉璽(小璽)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明仁殿寶’였고 다른 하나는 ‘洪

禧[殿寶]’라 하였다.113) 이 印章들은 일반적으로 勅令에 사용되기보다는 宮廷 소유

의 珍玩書籍에 사용되었다.114) 특히 明仁殿寶는 道士 呉全節의 70세 생일을 기념하

여 만든 그의 肖像畵에 날인되기도 하였다.115) 이외에도 토곤 테무르는 宣文閣寶, 

宣文, 至正, 至正珍秘, 宣文閣書畵印 등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모두 일종의 閑章으로

서 收藏을 표시하거나 玩賞 성질의 印璽였다.116)

위 印章들 중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傳國寶이다. 흔히 傳國璽라고도 하는 이 印

章은 중국의 秦 이래로 皇帝의 正統性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다.117) 이 傳

國璽의 眞本은 漢末에 사라졌고 이후 몇 차례 발견되었으나 모두 僞造品이었다. 가

짜 傳國璽를 만들고 그것을 ‘발견’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은 傳國璽와 중국 통일 왕

조의 正統性 간 관계 및 그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바로 이 

111) 사실 八寶는 카안 울루스 설립 이전에 몽골인들이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金이 宋

으로부터 얻은 15개의 玉寶와 7개의 金寶 중에 八寶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金史� 卷39 

｢禮志｣4, p.764, “獲於宋者, 玉寶十五, 金寶七·印一, 金塗銀寶五. 玉寶: 受命寶一, 咸陽所得, 三寸

六分, 文曰, ‘受命於天, 既壽永昌.’ 相傳爲秦璽, 白玉蓋, 螭紐. 傳國寶一, 螭紐. 鎭國寶一, 二面幷

碧色, 文曰. ‘承天休, 延萬億, 永無極.’ 又受命寶一, 文曰, ‘受命於天, 既壽永昌.’ ‘天子之寶’一. 

‘天子信寶’一. ‘天子行寶’一. ‘皇帝之寶’一. ‘皇帝信寶’一. ‘皇帝行寶’一. ‘皇帝恭膺天命之寶’二. 皆

四寸八分, 螭紐. ‘御書之寶’二, 一龍紐, 一螭紐. ‘宣和御筆之寶’一, 螭紐. 金寶幷印: ‘天下同文之

寶’一, 龍紐. ‘御前之寶’二. ‘御書之寶’一. ‘宣和殿寶’一. ‘皇后之寶’一. ‘皇太子寶’一, 龜紐.”). 아마 

金 멸망 후에 몽골인들이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制度化한 것은 카안 울루스 이후

의 일처럼 보인다.
112) �元史� 卷32 ｢文宗本紀｣1 天曆 元年 九月 己巳條(1328.10.13.), “鑄御寶成.”
113) �山居新話�, “文皇開奎章閣, 作二璽, 一曰天曆之寶, 一曰奎章閣寶, 命虞(集)伯生篆文, 今上皇帝

作二小璽, 一曰明仁殿寶, 一曰洪禧, 命瑀篆文. 洪禧小璽, 即瑀所上進者. 其璞純白, 上有一墨色龜

紐, 觀者以爲二物相聯, 實一段玉也. 上頗喜之.”
114) 四日市康博, ｢伊利汗國の印章制度における朱印, 金印と漢字印 -元朝の寶璽, 官印との比較から-

｣, p.315.
115) �道園學古錄�(四部備要本) 卷25 碑 ｢河圖仙壇之碑｣, p.176, “今上皇帝以特進·上卿呉公全節年七

十, 用其師故開府儀同三司神德張眞君故事, 命肖其像, 使宰執賛之, 識以明仁殿寶而寵之.”
116) 郭福祥, �明淸帝后璽印�,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2003, pp.14~17.
117) 傳國璽의 역사에 대해서는 郭福祥, �明淸帝后璽印�, pp.26~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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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國璽가 쿠빌라이 사후 발견되고, 테무르가 즉위하고자 上都에 도착했을 때 그에

게 獻上되었다.118) 즉 監察御史 崔彧이 御史臺에서 숙직을 하고 있던 날 通事 쿠쿠

추(闊闊朮)라는 인물이 와서 보고하기를, 무칼리의 후손인 시데(碩德)라는 사람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수중에 가지고 있던 玉을 내놓았는데 알고 보니 玉印이었

다고 하였다. 쿠쿠추는 몽골인이라 그 印文을 읽지 못하여 崔彧에게 보고하였고, 崔

彧은 그것이 傳國璽임을 알았지만 정확하게 印文을 읽지 못하여 監察御史 楊桓을 

불러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난 뒤 皇太妃 徽仁裕聖皇后에게 바쳤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아들 테무르에게 주었던 것이다.119)

쿠빌라이가 사망하고 새로운 대칸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테무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사건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다. 崔彧 등은 傳國璽를 바치면서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하

늘이 ‘瑞應’했기 때문이라 하였다.120) 傳國璽와 正統性을 연결하는 행위는 분명히 

중국적인 傳統으로서 당시 몽골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의문이 든다. 그

러나 이미 당시 몽골인들은 약 100여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印章을 사용해왔기 때

문에 印章과 권력을 긴밀하게 관련지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傳國璽의 

印文인 ‘受命于天, 既壽永昌’은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텡그리 신앙과도 일치 부합하

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관념적인 측면에서 傳國璽의 발견과 획득은 테무르 

執權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蒙古源流�에는 

칭기스 칸이 즉위하기 3일 전에 어떤 흰 바위가 스스로 열리더니 그 안에서 玉璽가 

118) �元史� 卷18 ｢成宗本紀｣1 至元 三十一年, p.381, “夏四月壬午(1294.4.28.), 帝至上都, 左右部諸王

畢會. 先是, 御史中丞崔彧得玉璽於故臣之家, 其文曰, ‘受命于天, 旣壽永昌’, 上之徽仁裕聖皇后. 

至是手授於帝. 甲午(1294.5.10.), 即皇帝位, 受諸王宗親·文武百官朝於大安閣.”
119) 이와 관련해서는 崔彧이 작성한 ｢進傳國璽牋｣에 그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발견 경위 및 

확인 과정에 대해서만 그 본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南村輟耕錄� 卷26 ｢傳國璽｣, p.317, “御

史中丞崔彧進傳國壐, 牋曰, 資徳大夫御史中丞臣崔彧言, 至元三十一年, 嵗次甲午, 春正月既旦, 臣

番直宿衞, 御史臺通事臣闊闊朮, 卽衞所告曰, ‘太師國王之孫曰拾得者, 嘗官同知通政院事, 今旣殁

矣, 生産散失, 家計窘極, 其妻脫脫眞縈病, 一子甫九歲, 託以玉見貿, 供朝夕之給.’ 及岀玉印也. 闊

闊朮古人, 不曉文字, 兹故來告. 聞之, 且驚且疑, 乃還私家取視之, 色混靑緑而玄, 光采射人, 其方

可黍尺四寸, 厚及方之三不足, 皆紐盤螭, 四厭方際, 紐盡壐之上, 取中通一横窽, 可徑二分, 舊貫以

韋條, 面有篆文八, 刻畫捷徑, 位置匀適, 皆若蟲鳥魚龍之狀, 別其彷彿有若命字·若壽字者. 心益驚

駭, 意謂無乃當此昌運, 傳國璽出乎. 急召監察御史臣楊桓至, 即讀之曰, ‘受命于天, 既壽永昌’. 此

傳國寳璽文也. 聞之, 果合前意, 神爲肅然. 乃加以凈緜, 複以白帕, 率御史臣楊桓·通事臣闊闊木等, 

直趨靑宮, 因鎭國上將軍都指揮使詹事王慶端·嘉議大夫家令臣阿散罕·少中大夫詹事院判臣僕散壽導

謁, 進獻皇太妃御前(徽仁裕聖皇后).”
120) 이 사건은 崔彧의 ｢進傳國璽牋｣ 이외에 �元史�에도 기록되어 있다. �元史� 卷164 ｢楊桓傳｣, 

p.3853, “至元三十一年, 拜監察御史. 有得玉璽於木華黎曾孫碩德家者, 桓辨識其文, 曰 ｢受天之命, 

既壽永昌｣, 乃頓首言曰, ‘此歷代傳國璽也, 亡之久矣. 今宮車晏駕, 皇太孫龍飛, 而璽復出, 天其彰

瑞應於今日乎!’ 即爲文述璽始末, 奉上于徽仁裕聖皇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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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121) 이는 물론 後代의 관념이 역으로 과거에 반

영되어 만들어낸 일화이지만, 몽골인들에게 印章은 대칸의 권력과 그 상징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122)

대칸의 印章은 곧 그의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勅令에 그것을 捺印하는 행위는 

곧 대칸의 말임을 확인하고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였다. 사실 이것은 印章이 가지

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었지만, 印章制度에 익숙하지 않았던 몽골인들이 점차 그

러한 文化에 익숙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안 울루스의 몽골인들

은 직간접적으로 文書行政 체제의 영향 하에 있었고, 文書行政과 결합한 印章의 기

능을 熟知하고 존중하였다. 예를 들어 大德 十一年(1307) 테무르 사후에 불루간 카

툰 측에서는 安西王 아난다를 대칸으로 세우고자 모의하였다. 이에 반대한 右丞相 

하르가순(哈剌哈孫)은 카이샨과 아유르바르와다 형제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자 京城 百司의 符印을 모두 거두어 府庫에 밀봉하였다. 그리고 병을 핑계로 闕下

에 누워 內旨가 날마다 수차례 이르러도 모두 듣지 않고 文書에도 서명하지 않았

다. 결국 三月 초하루에 불루간 카툰이 三日부터 자신이 직접 聽政하겠다고 하였으

나, 바로 그 다음날 아유르바르와다가 入宮하여 政敵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태는 일

단락되었다.123)

위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불루간 카툰 측은 反亂을 모의하면서 行政權 장악을 시

도하였다. 그러나 行政의 중추를 담당하던 中書省 右丞相 하르가순이 百司의 符印

을 봉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스스로 결재하지 않자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처럼 奪權세력조차 右丞相과 각 단계에서의 결재 없이는 行政을 장악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카안 울루스는 상당부분 文書行政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印章은 필수적인 수단이었다.124) 비슷한 사례로 泰定帝 이순 테무

르 사후 엘 테무르는 후에 文宗으로 즉위한 툭 테무르를 옹립하고자 政變을 일으키

면서 百司의 印을 몰수하였는데,125)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121) �蒙古源流�(岡田英弘 譯註, �蒙古源流�, 東京: 刀水書房, 2004), p.80.
122) 何啓龍, ｢蒙元和滿淸的｢傳國玉璽｣神話 - 兼論佛敎｢二敎之門｣的虛構歷史｣, pp.16~21.
123) �元史� 卷136 ｢哈剌哈孫傳｣, p.3294, “十一年春, 成宗崩. 時武宗撫軍北邊, 仁宗侍太后在懷慶, 諸

奸臣謀斷北道, 請成后垂簾聽政, 立安西王阿難答. 哈剌哈孫密遣使北迎武宗, 南迎仁宗, 悉收京城

百司符印, 封府庫, 稱疾臥闕下, 內旨日數至, 並不聽, 文書皆不署. 衆欲害之, 未敢發. 及仁宗至近

郊, 衆猶未知也. 三月朔, 列牘請署, 后決以三月三日御殿聽政, 乃立署之, 衆大喜, 莫知所爲. 明日, 

迎仁宗入, 執左丞相阿忽台及安西王阿難答等就誅, 內難悉平.”
124) 대칸의 勅令 發令과 카안 울루스의 文書行政 중에서 中書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국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아마도 불루간 측은 이미 사망한 

成宗 테무르를 대신하여 命令文을 발부하고 행정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의 실무

를 담당해야하는 中書省의 하르가순이 방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勅令의 草案 작성과 대

칸 寶璽의 날인 등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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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文書行政의 정점에 위치한 대칸의 勅令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印章의 捺

印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카안 울루스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칸의 印章을 관리하기 위해 전

문적 인원 및 기관을 설립하였다. 쿠빌라이가 대칸의 자리에 오른 바로 그 해인 中

統 元年(1260)에 이미 符寶郎 2명을 두었고, 至元 十六年(1279)에는 符寶局을 설치

하였으며, 이후 至元 十八年(1281)에 典瑞監으로, 다시 大德 十一年(1307)에 典瑞院

으로 고치면서 중국식 官制로 재편하였다.126) 이 典瑞院의 品級은 처음에는 六品이

었고, 이후 중간에 한 차례 강등된 적이 있긴 하지만 正五品과 正三品을 거쳐 최종

적으로는 正二品에 이르기까지 계속 品級이 높아졌다. 이는 典瑞院이 ‘寶璽’와 ‘金

銀符牌’라고 하는 각각 대칸의 勅令과 驛站制 작동에 중요한 수단을 담당하는 기관

이었기 때문이다.127)

이처럼 대칸의 印章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날인하는 등의 업무는 符寶郎이라고 

하는 개인으로부터 符寶局을 거쳐 典瑞監·典瑞院 등 전문기관에 일임되었으나, 그 

사용은 당연히 대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符寶郎이나 그들이 속한 

기관에서 임의로 대칸의 印章을 날인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고, 반드시 대칸에게 보

고하여 허락을 받아야만 하였다.128) 아마도 그래서인지 이들 관료 및 기관이 대칸

의 印章을 부정 사용한 사례는 사료 상에 확인되지 않는다. 勅令 작성 기관인 翰林

院과 典瑞院이 결탁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서로 

‘奏請’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129)

125) �元史� 卷138 ｢燕鐵木兒傳｣, p.3327, “於是封府庫, 拘百司印, 遣兵守諸要害.”
126) �元史� 卷88 ｢百官志｣4 典瑞院, pp.2218~2219, “典瑞院, 秩正二品. 掌寶璽·金銀符牌. 中統元年, 

始置符寶郎二員. 至元十六年, 立符寶局, 給六品印. 十七年, 陞正五品. 十八年, 改典瑞監, 秩正三

品. 二十年, 降爲正四品, 省卿二員. 二十九年, 復正三品, 仍置監卿二員. 大德十一年, 陞典瑞院, 

正二品. 置院使四員, 正二品; 同知二員, 正三品; 僉院二員, 從三品; 同僉二員, 正四品; 院判二員, 

正五品; 經歷二員, 從五品; 都事二員, 從七品; 照磨兼管勾承發架閣庫一員, 正八品; 令史四人, 譯

史四人, 知印·通事各一人, 宣使四人, 典吏三人.”
127) 中統 元年(1260)은 아직 쿠빌라이의 執權이 확립되지 않고 아릭 부케 측과 繼位를 놓고 전쟁

을 벌이던 정치적 혼란기였기 때문에 각종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완비되지 못했던 시기였다. 

이후 쿠빌라이 정권이 안정되면서 서서히 제도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勅令制度와 驛站

制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대칸의 寶璽 및 金銀符牌를 관리하는 업무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해당 관리 및 관청의 品級 상승으로 이어졌으리라 생각된다.
128) �元史� 卷12 ｢世祖本紀｣9 至元 19年 夏四月 戊申(1282.5.27.)條, p.242, “凡文書並奏可始用御寶.” 

이 문장은 “모든 文書와 奏可에 비로소 御寶를 사용했다”와 “모든 文書에는 반드시 上奏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御寶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前者라면 御寶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었는데 至元 19年에 재언급하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새로운 御寶를 주조하여 특정 御寶의 사용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다소 지나친 해석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後者의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

을까 생각한다.
129) �元史� 卷33 ｢文宗本紀｣2 天曆二年 夏四月 丙午(1329.5.18.)條, p.733, “戒翰林·典瑞兩院官,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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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칸의 印章이 지닌 중요성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었다. ｢刑法志｣의 한 條文에 “모든 祠廟와 寺觀에서 御寶聖旨 및 諸王의 令

旨를 모조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130) 보통 종교시설에서는 자신들의 利權을 

보장하는 聖旨 또는 令旨 등을 하사받았을 때 그것을 碑에 새겨 일종의 증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勅令의 印文까지 그대로 모방하여 새

기기도 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카안 울루스의 碑文들 중 다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위 條文에서 이를 금지한 것은 그러한 행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元典章�에는 ｢刑法志｣의 해당 기사와 유사하면서도 보다 상세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太皇寺 提舉河渡司 부룩타이(不魯歹)라는 사

람이 상소하기를, 南京 朝元宮의 碑 위에 ‘聖旨御寶’ 하나가 새겨져 있는데 간악한 

사람들이 이를 僞造하면 辨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이에 中書省에서는 “각 

路의 寺觀 내에 이와 같이 御寶聖旨와 諸玉令旨를 모방하여 새긴 것이 있으면 마땅

히 모두 磨毀해야 합니다”라고 상주하였고 윤허를 받았다.131) 中書省에서 磨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碑 자체인지, 아니면 御寶와 같은 印章이었는지는 불분명하

다.132) 그러나 조정에서 御寶의 위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

던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또 �元史� ｢刑法志｣에서 말하는 十惡 중 大不敬

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하는 행위였다.133) 그리고 符

寶의 僞造를 주도하거나, 재물을 받고 鑄造하는 자, 刻字한 자들은 모두 사형 및 杖

刑 107대라는 重刑에 처해졌다.134) 실제로 토곤 테무르 시기에 李沙的이라는 인물

互相奏請璽書以護其家.” 물론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경계 차원

에서의 일반적 훈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30) �元史� 卷105 ｢刑法志｣4, p.2682, “諸祠廟寺觀, 模勒御寶聖旨及諸王令旨者, 禁之.”
131) �元典章� 禮部 卷6 典章33 碑上不縛鑰寶, p.1151, “至元五年☐月, 中書右三部 : 近據太皇寺提舉

河渡司不魯歹申: ‘南京朝元宮碑上, 鐫著聖旨御寶一顆, 誠恐奸細歹人模勒僞造, 偷販馬疋, 難以別

辨.’ 省部行下南京路, 勘當得本宮中統二年王志謹欽奉皇帝御寶聖旨, 賜惠慈利物至德眞人, 以此模

勒蜻鑿上碑. 爲此, 呈奉中書省割付: 公議得: 隨路寺觀內, 應有似此將御寶聖旨并諸玉令旨模勒鐫

鑿, 合行一體磨毀. 於二月二十日, 奏奉聖旨: ‘准.’ 欽此.”
132) 사실 발단이 된 부룩타이의 상소를 살펴보면 聖旨御寶 ‘一顆’라 하였는데, ‘顆’는 흔히 印章을 

셀 때 사용하는 量詞이다. 게다가 해당 碑文에 새겨진, 일반적으로 寺院에 하사하는 聖旨의 내

용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御寶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中書省에서 磨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碑

文에 새겨진 대칸을 비롯한 發令者의 印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3) �元史� 卷102 ｢刑法志｣1 十惡, p.2607, “大不敬: 謂盜大祀神御之物·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如本方, 及封題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牢固; 指斥乘輿, 情理切害, 

及對捍制使, 而無人臣之禮.”

134) �元史� 卷105 ｢刑法志｣4 詐僞, p.2667, “諸主謀僞造符寶, 及受財鑄造者, 皆處死. 同情轉募工匠, 

及受募刻字者, 杖一百七. 僞造制敕者, 與符寶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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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칸의 御寶가 찍힌 聖旨를 위조하여 樞密院都事를 칭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를 

처형하기도 하였다.135) 이처럼 카안 울루스에서는 대칸의 印章이 지니고 있는 중요

성을 감안하여 그것의 僞造를 嚴禁하였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칸들의 勅令이 어떻게 보관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몽골제국 초

기 대칸의 勅令들은 文書로 기록되거나 또는 암기의 방식으로 보관 및 전승되었다. 

아쉽게도 카안 울루스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史料는 없다. 다만 카

안 울루스는 몽골제국 초기보다 더 발달한 文書行政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대칸

들의 勅令은 그 중요도라는 측면에서 정점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행정상의 실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카안 울루

스의 몽골인들은 여전히 前代 대칸들의 말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

이다.136)

무엇보다 카안 울루스는 몽골제국 초기에 비해 勅令들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中國에서는 이전부터 時政記와 起居注, 그리

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實錄 등이 편찬되어왔다. 쿠빌라이의 漢人 참모들은 이 傳

統을 계승하여 ‘先祖實錄’의 纂修를 奏請하였고 쿠빌라이는 이 건의를 받아들였

다.137) 이렇게 하여 카안 울루스 末期에 이르기까지 �十三朝實錄�이 완성되었던 것

이다. 현재 이 實錄은 전하지 않지만 �元史� 편찬자들은 스스로 이를 참고하였음을 

밝혔고, �元史�에도 勅令들이 原本 또는 요약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138) 實錄이나 

그 底本이 된 자료에는 勅令 原本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툭 테무르 시기 

奎章閣에서 纂修한 �經世大典�에는 聖祖와 神宗들의 말씀인 ‘帝訓’과 聖旨 및 詔書 

등 대칸의 勅令인 ‘帝制’가 종합되어 있었다.139)또 카안 울루스에서는 漢文實錄 이

135) �元史� 卷40 ｢順帝本紀｣3 至正二年 二月 乙卯(1342.3.20.)條, p.863, “李沙的僞造御寶聖旨, 稱樞

密院都事, 伏誅.”

136) 쿠빌라이 시기에도 여전히 이전 대칸들의 聖旨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

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至元 22年(1285) 쿠빌라이는 入覲한 타추(塔出)에게 칭기

스 칸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사한 聖旨를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가 응대를 잘하자 선물을 

하사하고 관직을 준 바 있다(�元史� 卷133 ｢塔出傳｣, p.3223, “[至元]二十二年, 入覲, 帝慰勞久

之, 且問曰, ‘太祖命爾父札剌台聖旨, 爾能記否?’ 塔出應對周旋, 不踰禮節, 帝嘉之, 賜以玉帶·弓矢, 

拜龍虎衞上將軍·東京等路行中書省右丞. 復授遼東道宣慰使.”).

137) �金華黃先生文集�(�全元文�29 卷952 黃溍 18), p.297, “昔在世祖皇帝中統二年, 翰林學士承旨王

公鶚奏請立史局, 纂脩先朝實錄及遼金二史. 其國史, 則請以右丞相史公天澤監脩. 上悉從之.”

138)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칸들이 즉위할 때마다 頒布하였던 卽位詔書들이 총 10편 기재되어 있

다.

139) �元文類� 40 雜著 ｢經世大典序錄｣, p.694, “帝訓 : 臣聞聖祖神宗之盛德大業, 著在簡冊, 昭如日

星矣. 惟聖心精微, 因言以宣者, 有不得而具聞焉. 采諸大臣故家, 有因事而親蒙敎誡, 或傳誦而得諸

見聞, 及以文書來上者, 悉輯而錄之, 以發其端. 後有可考者, 得以次第而補之矣. 帝制 : 臣聞古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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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蒙文實錄도 편찬하였다. 쿠빌라이 시대까지는 漢文本을 토대로 하여 蒙文本을 

만들었다가 테무르 이후부터는 漢文本과는 별도로 蒙文本을 만들었다. 또 이러한 

蒙文實錄을 비롯하여 각종 史書 및 王統·世系 등을 포함한 소위 ‘톱치얀’을 제작하

기도 하였다.140) 현재 �元史�에는 漢文詔書만 전하고 있는데 이는 �元史� 편찬자가 

漢文實錄만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 實錄의 기반이 되는 時政記와 起居注는 이

전 왕조와는 달리 제한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고, 처음부터 蒙文으로 작성된 문

서 중 다수가 漢文으로 번역되지 않았다.141) 대신 반대로 ‘톱치얀’에는 위구르字-몽

골어 또는 파스파字-몽골어로 작성된 勅令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經世大

典� 纂修 당시 奎章閣에서 이 톱치얀을 구하여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祕禁에 관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翰林院에서 반대하자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다.142) 아마도 

군사 업무나 몽골 皇室 내부의 안건에 대한 勅令들은 이 톱치얀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카안 울루스에서는 勅令이 어떠한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翰林院과 蒙古翰林院 등에 보관되었

典·謨·訓·誥·誓·命之文, 或岀於一時帝王之言, 或出於史臣之所修潤, 其來尙矣. 國朝以國語訓勅者曰

聖旨, 史臣代言者曰詔書, 謹列著于篇.”

140) 김호동, ｢元代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的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 pp.156~158.

141) 김호동, ｢元代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的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 pp.169~183. 다만 흥미롭게도 泰定帝 이순 테무르의 즉위 詔書는 다른 대칸들의 경우와는 

달리 蒙文直譯體로 작성되어 기재되어 있다(�元史� 卷29 ｢泰定帝本紀｣1 至治三年 九月 癸巳

(1323.10.4.), pp.638~639). 그러나 나머지 대칸들의 卽位詔書는 모두 漢文 雅文으로 기재되어 있

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순 테무르의 詔書는 완성본이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차적

인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왜 �元史�의 편찬자들은 이 경우에만 예외를 두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아마도 자료의 求得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쿠빌라이 이

후 테무르를 제외한 모든 대칸들은 쿠빌라이의 아들인 진김의 次子 타르마발라의 후손들이었

던 반면에, 英宗 시데발라 死後 즉위한 이순 테무르는 진김의 長子인 카말라의 아들이었다. 또 

이순 테무르는 테쿠시 등 반란자들의 추대를 받아 대칸이 된 인물이어서 正統性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툭 테무르의 卽位 詔書를 보면 쿠빌라이부터 시데발라까

지는 世祖, 成宗, 武宗, 仁宗, 英宗 등으로 표현한 반면 이순 테무르에 대해서는 ‘晉邸’라고 하

여 그의 正統性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툭 테무르 시기에 이

순 테무르와 관련된 기록들을 없앴을 가능성이 있고, �元史� 편찬자는 漢文實錄에서 해당 자

료를 확인할 수 없자 중간 산물인 蒙文直譯體 번역문을 게재한 것이 아닐까 싶다.

142) �元史� 卷35 ｢文宗本紀｣4 至順 二年 夏四月 戊辰(1331.5.30.)條, p.784, “奎章閣以纂修經世大典, 

請從翰林國史院取脫卜赤顏一書以紀太祖以來事蹟, 詔以命翰林學士承旨押不花·塔失海牙. 押不花

言, ‘脫卜赤顏事關祕禁, 非可令外人傳寫, 臣等不敢奉詔.’ 從之.” 비슷한 내용이 虞集의 列傳에도 

있다. �元史� 卷181 ｢虞集傳｣, p.4179, “旣而以累朝故事有未備者, 請以翰林國史院修祖宗實錄時百

司所具事蹟參訂. 翰林院臣言於帝曰, ‘實錄, 法不得傳於外, 則事蹟亦不當示人.’ 又請以國書脫卜赤

顏增修太祖以來事蹟, 承旨塔失海牙曰, ‘脫卜赤顏非可令外人傳者.’ 遂皆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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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3) 일반적으로 勅令을 작성할 때에는 이전에 發令된 勅令들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144) 작성 기관에서 보관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고 생

각된다. 이는 앞서 뭉케 시기 카라코룸에 書記들의 궁전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 勅

令들이 보관되었으리라 추측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업무의 중요

성 때문에 카안 울루스 시기 翰林院은 최대 從一品이라는 높은 品級을 부여받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카안 울루스의 勅令 작성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쿠빌라

이는 中國的 官制를 도입하여 行政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翰林院과 蒙古翰林院이라

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둘 다 공히 대칸의 發話 및 지시를 근간으로 하되 漢文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翰林院이, 受領人이 非漢人이면 蒙古翰林院에서 原文을 파스

파字-몽골어로 작성하고 受領人의 言語 및 文字로 번역하였다. 또 蒙古翰林院은 翰

林院에서 작성한 勅令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한편 勳貴의 子弟들로 이루어진 內八

府宰相이 勅令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카안 울루스의 勅令制度에 큰 변

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파스파字의 創製였다. 쿠빌라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부

족한 正統性을 보완하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려는 목적도 있었

으나, 동시에 기존의 위구르字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물론, 반대로 자신에게 上申되는 文書

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수단으로서 파스파字를 만들었다. 다만 무조

건적으로 파스파字를 고집하지만은 않고 勅令 受領人들의 言語와 文字로 번역하게 

하였는데 이 또한 자신의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勅令의 草案은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칸

이 직접 확인하였다. 또 대칸이 갖는 행정적 부담을 덜고자 그가 확인하기 전에 中

書省이나 御史臺 등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완성된 勅令에는 대칸의 印章을 날인함으로써 유효성을 부여하였다. 대칸의 

印章 관리 및 날인의 업무 역시 中國的 官制로 편입하였고, 그 印章의 불법적인 사

용 및 위조 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勅令을 작성 言語 

및 文字에 따라 翰林院과 蒙古翰林院에 보관하였고 아무나 확인할 수 없도록 철저

히 관리하였다.

143) 김호동, ｢元代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的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 pp.181~182.
144) 다음 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勅令의 구성요소로서 ‘배경’ 부분에는 이전 대칸들이 發

令한 勅令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언급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단순히 前代 대칸

의 이름을 거론하는 정도에 그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勅令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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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안 울루스 勅令 작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中國的 官制의 도입

이나 文字의 創製 등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勅令 

작성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본적인 의지와 목적은 몽골제국 초기의 그것과 유사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文書化된 勅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최대한 대칸의 명

령을 原意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作成者 선별, 言語 및 文字의 선

택, 번역, 草案의 확인과 수정, 印章 날인, 보관 등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절차와 

의도는 몽골제국 초기부터의 傳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몽골제국의 勅令制度

는 소수의 몽골인들이 多數 · 多文化의 피통치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고

안해 낸 것이었다. 따라서 이미 中國의 勅令制度와 文書行政制度가 남아 있었던 카

안 울루스에서도 본연의 특징을 잃지 않고 하나의 傳統으로서 유지되었다.

3. 대칸 勅令 구조의 도식화와 傳統

(1) 대칸 勅令 구조의 도식화

ㄱ. 쿠빌라이 시기 聖旨 구조의 정형화

카안 울루스의 聖旨碑들은 대칸들의 명령을 보존하고 있고, 몽골제국의 宗敎政策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45) 蒙漢合璧이 된 경우 중세 몽골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양한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46) 그

리고 그 중에는 勅令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우선 국

내에서는 최근 김호동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몽골제국기 命令文’

으로 명명하여 구조화한 바 있다.147) 또 나카무라 준은 少林寺에서 발견된 聖旨碑

145) 조원희는 1280년 무슬림식 도살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5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면세 聖旨 

碑文에서 이슬람 사제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현상을 놓고 碑刻資料와 文獻資料들을 종합적

으로 참고하면서 몽골제국의 宗敎政策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조원희, ｢碑刻 자료를 통해 

본 元代 무슬림의 지위에 대한 一考察｣, �이화사학연구� 54, 2017). 한편 마츠카와 다카시는 浙

江省 台州市 天台縣의 國淸寺에 소장되어 있는 파스파字-몽골어 聖旨를 분석하면서 이 聖旨碑

는 카안 울루스에서 舊南宋領의 禪宗과 敎宗에 대해 公文書를 發令하여 宗旨의 결정에 관여한 

실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松川節, ｢國淸寺パスパ字モンゴル文聖旨碑｣, �13・14世紀東アジア史

料通信� 17, 2012).
146) 杉山正明, ｢モンゴル命令文硏究導論 -眞定路元氏縣開化寺聖旨碑の呈示をかねて｣, pp.5~8.
147) 김호동, ｢몽골帝國期 文化의 交流와 統合: ‘命令文’의 特徵과 起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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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한 마츠카와 다카시와의 공동 연구에서 ‘大元울루스서식’을 제창하였다. 

그는 해당 논문에서 冒頭定型句, 發令文 고지 대상자, 擡頭, 印章의 날인, 先例 황제 

언급 등의 요소를 도출하였으나 아직 체계적인 ‘서식’의 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

다.148) 이후 마츠카와 다카시는 命令文 原物 12건과 碑刻 24건 등 총 36건의 몽골

어 命令文을 종합 분석하여 소위 ‘大元울루스 命令文 書式’으로 정형화시켰다.149)

또 오노 히로시는 스기야마 마사아키의 命令文 분류에 ‘위구르文字-몽골어와 直譯

體白話風漢文과의 對譯合璧碑刻’ 및 ‘러시아어譯 文書·典籍’을 추가하여 총 16개로 

구분하고, 여러 命令文에서 최대공약수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命令文 書式을 제시

하였다.150) 한편 츠츠미 카즈아키는 史料의 범위를 확장하여 �憲臺通紀�, �南臺備要

�, �元典章�과 같은 編纂資料 중 주로 御史臺 및 中書省의 高官들에 대한 임명서를 

기반으로 세 가지 유형의 命令文 書式을 도출하였다.151)

이미 기존 연구자들은 현재 확보 가능한 現物과 碑文, 그리고 각종 典籍에 수록

된 勅令들을 종합하여 각각 勅令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각 구조 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량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존 연구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카안 울루스로 시간적·공간

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 3절에서 살펴본 몽골제국 초기 勅令 구조

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약간이나마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 먼저 쿠빌라이의 勅令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적어도 카안 울루스 

내에서 그의 위상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勅令 구조 역시 후대 대칸들에게는 

확고한 권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해지는 쿠빌라이의 勅令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1260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이다.15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하여.

皇帝聖旨.

148) 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pp.15~22.
149) 松川節, ｢大元ウルスの命令文書式｣.
150) 小野浩, ｢とこしえなる天の力のもとに｣.
151) 堤一昭, ｢大元ウルス高官任命命令文硏究序說｣.
152) 蔡美彪는 그의 책 初版에서는 이 聖旨의 작성연도를 1296년으로 비정하였으나(蔡-1955-(36)) 

2017년 修訂版에서는 1260년으로 수정하였다. 祖生利는 聖旨가 작성된 장소가 上都가 아니라 

그 지역의 옛 명칭인 開平府로 표현된 것에 주목하여 1260년으로 추측하였다(祖-2000-(27), p.48 

각주 22). 한편 쿠빌라이가 諸王 시절에 發令한 命令文은 1244년에 작성된 것부터 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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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州·城·縣·鎭·村·寨의 다루가치들과 大小 官員들, 오가는 使臣들에게 말한다:

이전의 聖旨에 ‘和尙, [基督敎] 修道士, 道士, [무슬림] 識者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差發을 부담하지 말라. 하늘에 기도하고 祈福 및 祝願하라’고 했던 聖旨의 體例에 

따라 彰德府 上淸正一宮에 있는 李大師를 우두머리로 하는 道士들에게 ‘太上老君의 

道理를 어기지 말라. 하늘에 고하여 나를 위해 祝願하고 祈福하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그들이] 保持해야 하는 聖旨를 주었다. 

이 道士들의 宮觀과 房子에 使臣은 머물지 말라. 鋪馬와 祗應을 요구하지 말라. [道

士들은] 地稅와 商稅를 주지 말라. 이들의 田地와 水土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완력으로 빼앗지 말라.

이들은 御寶聖旨가 있다고 하면서 朕의 聖旨에 의거하여 다른 體例에 없는 일을 

하지 말라. [만약] 한다면 어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朕의 聖旨는 猴兒年 六月 十四日 開平府에 있을 때 썼다.153)(괄호는 필자)

제일 序頭의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하여”는 앞서 구육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書信과 뭉케가 루이 국왕

에게 보낸 書翰의 동일한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長生

天’은 몽골어 ‘뭉케 텡그리’를 옮긴 말로 ‘영원한 하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권위를 빌리며 勅令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절이 勅令의 구성요소 중 ‘권한부여’에 

해당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각각의 경우에 사용

된 言語와 文字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과 기능은 동일하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이 구절은 구육과 뭉케의 書信을 제외

한 몽골제국 초기 다른 勅令들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확언할 수 없다. 반면 쿠빌

라이 이후 대칸들의 聖旨에서는 碑文의 훼손으로 인해 그 

全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154) 제외한 모든 聖旨에서 이 

구절이 고정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53) 蔡-1955[2017]-(36); 祖-2000-(27), p.47, “長生天底氣力裏, 皇帝聖旨. 道與隨州城縣鎮村寨達魯花赤

每·大小官員每·去的來的使臣每: 已先底聖旨裏 : ‘脫因·也里可溫·先生·答失蠻, 不揀那個, 大小差發

休着者, 天根底禱告祈福祝願者’道來的聖旨體例裏. 彰德府咱每的上淸正一宮有的李天師爲頭先生

每根前, 太上老君的道子休別了者, 告天與咱每祝願祈福者. 爲這般上頭, 把着行踏的聖旨與來. 這

先生每的宮觀房子裏是他每的, 使臣休安下者. 鋪頭口祗應休要者. 地稅商稅休與者. 這的每田地水

土, 不揀是麼東西, 揀那阿誰休倚氣力奪要者. 這的每休道有聖旨御寶呵, 俺每聖旨根底別個底沒體

例勾當休做者. 做呵, 更不怕那甚麼. 聖旨俺每的, 猴兒年六月十四日, 開平府有的時分寫來.”
154) 예를 들면 西藏自治區檔案館, �西藏歷史檔案薈粹�, 北京: 文物出版社, 1995 ｢(3)也孫鐵木兒皇帝

頒給札西丹寺和尙們的聖旨｣와 ｢(4)也孫鐵木兒皇帝頒給斡節兒堅贊的聖旨｣, ｢(5)妥歡帖睦爾皇帝頒

給貢覺桑布等的聖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현재 文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서 勅

令의 본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훼손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3] 

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
(蔡-1955[2017]-(36),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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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文直譯體 聖旨에서는 위의 인용문처럼 “長生天底氣力裏”와 “長生天的氣力裏”,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長生天氣力裏”로 표현되고 있고, 파스파字-몽골어로는 

“moŋ-kʿ déŋ-ri-yin kʿu-čʿun-dur”로 작성되었다.155) 또 漢文詔書에도 제일 序頭에 “上天

眷命”이라는 文句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구절을 漢文으로 번역한 것이

다.156) 大德 5년(1301) 徐元瑞가 편찬한 하급관리들의 入門書이자 참고서인 �吏學指

南�에서는 이 구절을 중국의 철학 傳統으로써 해석하였다.157) 즉 尊貴하여 임금이 

된 ‘皇天’이 堯를 돌보고 그에게 명하여 四海를 모두 갖도록 하고 천하의 군주로 

삼았는데, 聖朝, 즉 카안 울루스도 그와 같기 때문에 詔勅 앞에 “上天眷命”을 써서 

그 뜻을 표출했다는 것이다.158) “上天眷命”과 �尙書�의 “皇天眷命”은 둘 다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하여”의 直譯은 아니지만 그 내재적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상통한

다. 특히 일반적인 勅令 구조를 따르지 않는 漢文詔書에 이러한 冒頭句가 사용되었

다는 점도 흥미롭다. 특히 이 구절은 행정적이고 관례적인 성격이 강한 宣과 勅 등 

임명 문서에서도 사용되는 등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159) 그리고 이 傳統은 다소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明代에까지 이어졌다.160)

155) 예를 들어 1289년 쿠빌라이가 拉洁·僧格貝에게 하사한 聖旨를 들 수 있다(呼格吉勒圖·薩如拉

-2004-1(2); Tumurtogoo-2010-1(3)).
156) 쿠빌라이가 至元 3년(1266) 日本에 보낸 書翰의 冒頭 역시 이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다만 이 

문서는 ‘奉書’로 명명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후나다 요시유키는 1266년 당시는 아직 文書行

政 등 각종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과도기였기 때문으로 보았다(舩田善之, ｢日本宛外交文書から

みた大モンゴル國の文書形式の展開 : 冒頭定型句の過渡期的表現を中心に｣, �史淵� 146, 2009, 

pp.4~5).

157) 本稿에서는 �吏學指南�(鄭光·鄭丞惠·梁伍鎭 撰, 서울: 태학사, 2002)를 참고하였다. �吏學指南�

과 관련하여 박영록은 �爲政九要�와의 구분, 釋義文의 특징, 글자 확정 및 句讀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박영록, ｢�吏學指南�의 몇 가지 爭點 檢討｣, �대동문화연구� 100, 2017).

158) �吏學指南� 卷2 ｢發端｣, p.134, “上天眷命: �傳�曰, ‘尊而君之, 則稱皇天’. �書�曰, ‘皇天眷命, 奄

有四海, 爲天下君’. 欽惟聖朝, 受天明命, 肇造區夏, 故曰上天眷命. 詔勅之首, 表而出之.”

159) 카안 울루스의 宣勅文書로는 吳澄이 받은 ｢大元累授臨川吳文正公宣勅｣이 �臨川吳文正公集�에 

실려 있어서 그 全文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문의 校勘에 대해서는 李治安, ｢元吳澄八思巳字

宣勅文書初探｣, 元史硏究會 編, �元史論叢� 14,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4 참고. 그 중 세 통

의 勅命은 모두 “皇帝聖旨裏, 中書省牒”으로 시작한 반면, 총 여덟 통의 宣命은 至大四年 宣命

만 “長生天氣力裏, 皇帝聖旨”로 시작할 뿐, 그 외 나머지 冒頭句는 전부 “上天眷命, 皇帝聖旨”

라 하였다. 한편 대칸이 高麗國王에게 수여하는 책봉문서 역시 宣命이 사용되었다. 이는 高麗

國王이 征東行省 丞相이라는 관료제적 지위를 지녔기 때문이었다(정동훈, ｢冊과 誥命-고려시대 

국왕 책봉문서｣, �사학연구� 126, 2017, pp.182~189).

160) 明太祖 朱元璋은 “上天眷命”이 겸손하지 않고 과하다고 생각하여 그보다 謙讓의 느낌을 줄 

수 있는 “奉天承運”으로 바꾸었다(�明實錄�(中央硏究院歷史言語硏究所 撰, 臺北: 明和美術印刷

廠, 1964) ｢明太祖實錄｣ 卷29 洪武 元年 正月 丙子條, p.483, “上以元時詔書首語必曰上天眷命, 

其意謂天之眷佑人君, 故能若此, 未盡謙卑奉順之意. 命易爲奉天承運, 庶見人主奉若天命, 言動皆

奉天而行, 非敢自專也.”). 사실 절대적 존재로서의 ‘天’으로부터 ‘天命’을 부여받아 지상의 君主



- 133 -

한편, 위 인용문에서는 ‘영원한 하늘’만이 권한부여의 대상으로 인용되고 있으나, 

｢1261年林縣寶巖寺聖旨碑｣에는 “大福廕護助裏”라는 구절이 함께 병기되었다. 그리

고 이후 대칸들의 聖旨에서는 단 1건의 예외만을 제외하고161) 항상 삽입되는 필수

적인 요소로 확립되다. “大福蔭護助裏”는 ｢1268年登封少林寺聖旨碑｣의 위구르字-몽

골어面의 제2행 “yeke suu ǰali-yin ibegendür”를 옮긴 것으로 “위대한 英靈의 가호에 

의해”라는 뜻이다. 위치상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앞에 오고, 그 뜻도 “영원한 하

늘의 힘에 의하여”처럼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한다는 의미이므로 구성요소 중 ‘권한

부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몽골제국 초기에는 皇后나 諸王들도 자신들의 命令文에서 ‘大福蔭’의 표현을 사

용한 바 있다.162) 그러나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에서는 오직 대칸의 勅令에만 

사용되었고 그 외 인물들의 命令文에서는 “皇帝福蔭裏” 또는 “皇帝洪福裏”의 구절

이 사용되었다.163) 즉 대칸의 勅令에서는 ‘권한부여’로서 ‘영원한 하늘’과 함께 ‘大

福蔭’이, 勅令 이외에서는 ‘皇帝福蔭’이 인용된 것이다.164) 몽골제국 초기에도 懿旨, 

로 통치한다는 식의 정치적 이론은 中國에서도 오랜 기간 전해져왔다. 그러나 두 표현 간의 

유사성과 皇帝의 命令文에 起首語로서 도입하였다는 점은 몽골이 明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61) ｢1280年忽必烈聖旨｣(祖-2000-(42-附錄2)). 다만 이 勅令은 ‘聖旨’라고는 하지만 “長生天氣力裏”

를 제외하고는 口語的인 표현은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과연 전형적인 ‘聖旨’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하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文書가 훼손되어 앞부분이 

누락된 勅令에서도 당연히 “大福蔭護助裏”는 확인할 수 없다.
162) 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pp.16~17. 예를 들어 岐國公主의 ｢1250年

濟源靈都宮懿旨碑｣에는 “天底氣力, 大福蔭護助裏”라 하였고(祖-2000-(18)), 우구데이의 庶子인 

쿠텐의 長子 메르키타이가 내린 ｢1250年盩厔重陽萬壽宮令旨｣에도 “天地底氣力裏, 大福廕裏”로 

언급하였다(蔡-1955[2017]-(15), 祖-2000-(19)). 쿠빌라이 본인 또한 諸王 시절에 내린 令旨에서 

“天的氣力裏, 大福蔭護助”라 표현한 바 있다(祖-2000-(10)).
163) 빈도수로 따지면 “皇帝福蔭裏”가 더 일반적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1276年龍門禹王廟令旨碑｣

에 “長生天氣力裏, 皇帝福蔭裏”로 표현되었다(蔡-1955[2017]-(23); 祖-2000-(35)). 한편 “皇帝洪福

裏”는 ｢1339年永樂大純陽萬壽宮令旨碑｣에 보인다(祖-2000-(108)). 至元 六年(1269) 六月 카안 울

루스의 中書省이 日本에 보낸 牒文의 冒頭句는 ‘大蒙古國皇帝洪福裏, 中書省牒’로서 여기에서

도 ‘洪福’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그 출현 사례를 봤을 때 예외적

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中書省과 같은 기관에서 ‘皇帝聖旨裏’가 아닌 ‘皇帝福蔭裏’를 사용한 

것도 규정에서 어긋난 행위이다(舩田善之, ｢日本宛外交文書からみた大モンゴル國の文書形式の

展開 : 冒頭定型句の過渡期的表現を中心に｣, pp.8~11). 한편 諸王이나 카툰, 帝師 등의 命令文의 

冒頭句에 대해서는 劉曉, ｢元代公文起首語初探 -兼論�全元文�所收順帝詔書等相關問題｣, 方鐵·鄒

建達 編, �中國蒙元史 -學術硏討會曁方齡貴敎授九十華誕慶祝會文集-�, 民族出版社, 2010(原載 : 

�文史� 80, 2007)를 참고. 다만 저자는 카안 울루스의 官府機構가 發令한 公文 중 직접적으로 

대칸 및 聖旨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皇帝聖旨裏"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왜 그러한 현상

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해당 부분이 命令文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조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4) 단 하나의 예외는 아유시리다라의 ｢1356年平山天寧萬壽寺聖旨碑｣로서 그는 대칸이 아닌 皇太

子였음에도 불구하고 “長生天氣力裏, 大福廕護助裏”의 표현을 사용하였다(蔡-1955[2017]-(91). 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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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旨 및 鈞旨에서 ‘福蔭’이 언급된 경우에는 “皇帝福蔭裏”라고 하든지,165) 아니면 

당시 대칸의 이름을 병기하여 “[某某]皇帝福蔭裏”로 표기한 사례가 있다.166) 다만 

‘大福蔭’의 표현을 대칸이 독점하고 그 외 인물은 ‘皇帝福蔭’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분명한 변화이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렇

다면 그 내재된 의도는 무엇일까? 명시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시점에 주목하여 해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쿠빌라이가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대칸에 즉위한 

1260년부터 1261년에 이르는 동안에 發令한 蒙文直譯體 聖旨 중 현재 남아 있는 것

은 총 5건이다. 그 중 ｢1261年林縣寶巖寺聖旨碑｣에만167) “大福廕護助裏”라는 표현이 

보이고, 나머지 4건, 특히 같은 해인 1261년 5월, 6월과 7월의 聖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1261년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상한

선은 7월 이후로 설정 가능하다.168) 당시는 翰林國史院이 정식으로 설립되는 등 勅

令制度를 전반적으로 완비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아마 그 일환으로 勅令 작성

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도 함께 마련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1260~61년은 쿠빌라이와 동생 아릭 부케가 각각 대칸이 되어 한창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쿠빌라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물자와 군사

력을 필요로 하였으나, 동시에 대칸으로서의 正統性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갖추어야 

했다. 왜냐하면 쿠빌라이는 몽골제국의 本土인 몽골 초원에서 정식 쿠릴타이를 통

해 대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해줄 기제

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대칸으로서의 권력을 표출하고 행사하는 수단인 勅令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타당성과 권위를 부여해줄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

히 자신이 역대 대칸들을 적법하게 계승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전 대칸들과 

자신을 연결해줄 무엇인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2000-(114)). 김호동은 이 예외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令旨의 작성연도인 猴兒年이 

1356년이 아니라 아유시리다라가 國政을 장악했던 1368년으로 추측하였다(김호동, ｢몽골帝國期 

文化의 交流와 統合: ‘命令文’의 特徵과 起源을 중심으로｣, pp.19~20).
165) 예를 들어 차간의 ｢1244年林縣寶巖寺鈞旨｣(蔡-1955[2017]-(8); 祖-2000-(9))와 岐國公主의 ｢1245

年汲縣北極觀懿旨碑｣(蔡-1955[2017]-(9); 祖-2000-(12))를 들 수 있다.
166) 예를 들어 “谷與皇帝福廕裏”라고 표현한 테케의 ｢1247年鄠縣草堂寺鈞旨｣(蔡-1955[2017]-(14); 

祖-2000-(17)), “蒙哥皇帝福廕裏”라고 한 카이두의 ｢1257年鹿邑太淸宮令旨碑｣(蔡-1955[2017]-(19); 

祖-2000-(25))와 쿠빌라이의 ｢1258年忽必烈令旨｣(蔡-1955-(附錄1-3))를 들 수 있다.
167) 원문에는 ‘鷄兒年’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蔡美彪는 본문 중에 등장하는 宣撫司의 설치 시기, 

그리고 ‘林州’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던 시기 등을 근거로 1261년으로 비정하였다(蔡-1955-(21), 

p.22 각주8).
168) ｢1261年林縣寶巖寺聖旨碑｣에 새겨진 聖旨의 작성 일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

화가 발생한 시점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해당 聖旨의 ‘일시’는 ‘鷄兒年’이라고

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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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쿠빌라이는 ‘大福蔭’, 즉 몽골어로는 ‘yeke suu’ 또는 ‘yeke suu ǰali’라는 

표현의 사용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미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코트비츠는 ‘suu’와 

투르크어 ‘qut’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본래는 영혼을 의미하고, 그 영혼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행복’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그

리고 고대 투르크인들과 위구르의 카간들은 자신들의 ‘qut’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

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하였다.169) 요컨대 몽골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suu’ 또는 ‘suu 

ǰali’는 하늘이 부여해준 ‘英靈’으로서 그들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였

다.170)

그렇다면 앞에 ‘크다’라는 뜻의 수식어 ‘yeke’가 첨부된 ‘yeke suu’ · ‘yeke suu 

ǰali’, 즉 ‘위대한 英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코트비츠는 칭기스 

칸 사후 그의 세 번째 영혼, 즉 ‘suu’가 ‘보호의 英靈(esprit protecteur)’이 되었고, 이

를 높여 부르기 위해 ‘yeke suu ǰali’로 칭한 것이라 설명하였다.171) 또 김호동은 他

界한 前任 君主 혹은 祖上들의 威靈으로 추정하였다.172) 이 ‘위대한 英靈’이 칭기스 

칸 개인, 또는 바로 이전의 대칸, 그것도 아니면 祖上 전체 중 누구의 英靈을 가리

키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사실 몽골제국의 창건자이자 先祖로서 칭기스 칸의 

‘英靈’이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이후 그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대칸과 先祖들

의 ‘英靈’은 그에게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兩者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무

의미하다. 그렇다면 결국 ‘위대한 英靈’은 칭기스 칸을 비롯한 ‘祖上들의 英靈’이며 

當代 대칸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勅令을 제외한 

다른 命令文에서 사용되는 ‘皇帝福蔭’은 當代 대칸의 ‘英靈’이고, 그것이 해당 命令

文의 發令者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대비를 이룬다.173)

169) W. Kotwicz, “Formules initiales des documents mongols aux XIII-e et XIV-e siècles,”, pp.144~147.
170) 그리하여 라케빌츠는 이를 ‘행운, 하늘의 총애(fortune, Heaven’s favour)’로 해석하였다(SH/de 

Rachewiltz, vol.1, p.355).
171) W. Kotwicz, “Formules initiales des documents mongols aux XIII-e et XIV-e siècles,”, p.149. 박영

록은 聖旨에는 ‘suu ǰali’라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 令旨에는 ‘suu’라고만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ǰali’가 ‘flame’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inner strength, power, slyness, cunning’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뽀뻬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suu’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ǰali’가 첨부된 

것으로 보았다(박영록, ｢蒙元 몽골어 公牘과 白話碑에 보이는 旨書의 形式과 語套의 特徵｣, 

p.187).
172) 김호동, ｢몽골帝國期 文化의 交流와 統合: ‘命令文’의 特徵과 起源을 중심으로｣, p.19.
173) 이러한 사례는 몽골제국 초기에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투는 서방 원정 당시 우구데

이에게 使者를 보내 “영생의 하늘의 힘으로, 카한 숙부의 음덕으로 메게드 성을 부수고, 황금 

고삐를 돌려 잡고 ‘이별의 잔치를 하자!’고들 하여 큰 천막을 세우고 잔치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몽골비사�/유원수, 275절, p.290). 물론 이는 命令文은 아니지만 대칸에 예속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과 그 성과를 당시 대칸에게서 찾는 행위가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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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쿠빌라이는 ‘위대한 英靈’의 표현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이 몽골제국의 歷

代 대칸들을 계승하였고, 前代 대칸 및 祖上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돕고 있음을 표

명하였다. 이는 그가 正統性을 보완하고자 한 수단이었으며, 後代 대칸들도 자신들

의 正統性과 권위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카안 울루스에 

들어 발생한 새로운 변화지만, 그 안에 내재된 관념은 기존의 몽골적 傳統에서 비

롯되었다. 그렇기에 당시 漢人들은 ‘大福蔭’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

하였다.174) 이 구절을 勅令 내 ‘권한부여’ 구성요소로 확립하고, 대칸이 독점하며, 

다시 ‘皇帝福蔭’과 계층화한 것 등은 몽골인들이 勅令制度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추

어 발전시켜 나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175)

다시 ｢1260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의 구조 분석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 부분은 

“皇帝聖旨”로서 이는 몽골제국 초기 대칸의 勅令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등장하던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에 해당한다. 이 구성요소는 쿠빌라이 이후 대칸들의 聖旨 

중 原文이 결락된 두 경우를176) 제외한 거의 모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유

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皇帝聖旨”와 “皇帝聖旨裏”, 그리고 파스파字

-몽골어로 “qān ǰarliq manu” 등이다. 이 중 두 번째 “皇帝聖旨裏”에서 마지막 “裏”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고,177) 세 번째 역시 그 의미는 “카안인 朕의 聖旨”이

다.178) 결국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기된 言語와 文字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文句와 그 의미는 몽골제국 초기 

고 할 수 있다. 한편 皇后나 諸王과 같은 皇族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福蔭 ‘에 대한 언급이 

불가능하였다(박영록, ｢蒙元 몽골어 公牘과 白話碑에 보이는 旨書의 形式과 語套의 特徵｣, 

p.194).

174) 한 예로 ‘上天眷命’을 중국적 관념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吏學指南�의 저자는 ‘大福蔭’에 대

해서는 “大福이라는 것은 百順의 이름이고, 蔭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면서 

‘大福’과 ‘蔭’을 나누었다(�吏學指南� �吏學指南� 卷2 ｢發端｣, p.134, “大福廕護助裏: 大福者, 百

順之名也; 廕者, 庇也; 護助者, 擁禦贊成也. 欽惟聖朝, 承列聖之丕祚, 混一區宇, 歷古所無, 福庇

黎元, 咸遂生樂, 故曰大福蔭護助裏.”).
175) 한편 앞서 朱元璋이 “上天眷命”을 대신하여 “奉天承運”을 사용했다고 하였는데, 이 중 ‘承運’

이 “위대한 英靈의 가호에 의해”를 옮긴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suu’와 ‘運’ 

사이에는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추후에 그 연관성을 보다 탐구하고자 한다.

176) 西藏自治區檔案館, �西藏歷史檔案薈粹� ｢(3)也孫鐵木兒皇帝頒給札西丹寺和尙們的聖旨｣와 ｢(4)

也孫鐵木兒皇帝頒給斡節兒堅贊的聖旨｣.

177) 예를 들어 ｢1293年趙州栢林禪寺聖旨碑｣(蔡-1955[2017]-(33); 祖-2000-(51))과 ｢1311年平山永明寺

聖旨碑｣(祖-2000-(72)). 후자의 경우 蔡美彪는 1955년판에서는 “皇帝聖旨裏”라고 하였으나 2017

년 증정판에서는 “裏”字를 뺐다(蔡-1955[2017]-(58)). 祖生利는 두 경우 모두 “裏”字가 잘못 추가

된 것으로 보았다(각각 각주2 참고).

178) 呼格吉勒圖・薩如拉, �八思巴字蒙古語文獻匯編�, ｢(07)完者篤皇帝牛年(1301)聖旨｣, p.69; 松川

節, ｢大元ウルスの命令文書式｣,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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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79)

세 번째 “각 州·城·縣·鎭·村·寨의 다루가치들과 大小 官員들, 오가는 使臣들에게 

말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이 聖旨의 명령에 직·간접적으로 적용 받는 ‘명령의 대상

자’들을 명시하고 있다. 카안 울루스 대칸의 聖旨 중 해당 부분이 훼손된 한 건을 

제외하고, ｢1261年鹿邑太淸宮聖旨碑｣,180) ｢1275年龍門禹王廟聖旨｣,181) ｢1280年忽必烈

旨｣,182) 그리고 ｢1288年會稽儒學免役聖旨碑｣183) 등 총 네 건에서만 이 부분이 누락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에서 ‘聖旨’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漢文詔書의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시기적으로도 모두 쿠빌라이 시기

에 국한되어 있다. 다만 몽골제국 초기에도 이 부분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

서 현재로서는 ‘명령의 대상자’가 쿠빌라이 시기에는 필수적이지 않았으나, 그 이후

에 고정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는 정도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명령의 대상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道與+대상자”이고,184) 두 번째는 “대상자+宣諭的聖旨”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례 중 前者는 단 세 건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은 後者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前者는 몽골제국 초기 蒙文直譯體 聖旨에서 사용된 형식으로, 카안 울루스 초

기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이후 나름의 방식으로 변경한 듯하다. 위 세 건

은 상대적으로 그 수량이 적기 때문에 과도기에 발생한 예외적 사례로 볼 수 있을

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명령의 대상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로 고정되었다는 

것은 原文을 蒙文直譯體로 번역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書式이 존재

하였음을 암시한다. 전체적인 勅令 구조는 물론이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표기하기 

위한 고정된 표현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전의 聖旨에 ‘和尙, [基督敎] 修道士, 道士, [무슬림] 識者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差發을 부담하지 말라. 하늘에 기도하고 祈福 및 祝願하라’

고 했던 聖旨의 體例에 따라”고 한 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그의 명령에 대한 ‘배경’

이다. 여기에서는 “이전의 聖旨(已先底聖旨)”라고만 하여 구체적으로 發令者를 명시

179) 한편 聖旨, 懿旨, 法旨 등 소위 각종 旨書들의 첫머리 어구를 비롯하여 카안 울루스 내 公文

의 常套語를 정리한 연구로는 박영록, ｢蒙元 몽골어 公牘과 白話碑에 보이는 旨書의 形式과 

語套의 特徵｣ 참고.

180) 蔡-1955[2017]-(20); 祖-2000-(28).

181) 蔡-1955-(附錄2-4); 祖-2000-(34).

182) 蔡-1955-(22-3); 祖-2000-(42-2).

183) 蔡-1955[2017]-(32); 祖-2000-(49).
184) 인용문에 제시한 ｢1260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 이외에 ｢1267年長淸靈巖寺聖旨碑｣(舩田善之, 

｢蒙文直譯體の展開 -｢靈巖寺聖旨碑｣の事例硏究―｣, �內陸アジア史硏究� 22, 2007, pp.3~7), ｢

1281年忽必烈皇帝聖旨｣(蔡-1955-(附錄1-5))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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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칭기스 칸 이래로 대칸들이 宗敎人들에게 特權을 수여하

고 대신 의무를 부여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

이후 대칸들의 聖旨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 ‘배경’ 부분에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쿠빌라이 시기로 한정하여 일부 사례만 제시하면 ｢1261年鹿邑

太淸宮聖旨碑｣에서는 이전에 받은 令旨를 반납하였으니 새로 하사해달라는 張眞人

의 上奏를 기입하였고,185) ｢1288年會稽儒學免役聖旨碑｣에서는 江淮 등 지역의 秀才

들에 대한 雜泛差役 면제에 관한 尙書省의 上奏를 인용하였다.186) 즉 ‘이전의 聖旨’

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宗敎政策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을 ‘배경’으로서 언급하기도 

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上奏 및 탄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87)

이어서 인용문 중 “彰德府 上淸正一宮에 있는 …… 완력으로 빼앗지 말라”는 이 

聖旨의 ‘명령내용’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눠 전반부는 앞의 ‘배경’에

서 제시한 宗敎政策의 원칙에 따라 쿠빌라이가 受領人에게 내린 명령으로서 宗敎人

들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후반부는 ‘명령의 대상자’에게 내린 지시로 受

領人의 이익을 침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宗敎人들에게 特權

이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260년 쿠빌라이 聖旨의 ‘명령내용’은 각각 受領人과 ‘명령의 대상자’에게 

전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이와 같이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261年鹿邑太淸宮聖旨碑｣의 ‘명령내용’ 부분을 살펴보면, “亳州 太淸宮 道人

들로 하여금 舊例에 따르도록 하라”고 하여 受領人에 대한 명령을 언급하고, “宮觀 

내에 使臣과 軍馬는 휴식할 수 없다. 모든 樹木을 누구도 벨 수 없다. 어떠한 물건

이든 막론하고 빼앗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인용문과 유사한 내용을 이야

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명령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시 

“또 張拔都兒로 하여금 항상 太淸宮을 護持하도록 하고, 住持道衆들로 하여금 더욱 

精嚴히 看誦하도록 하여 皇家의 子子孫孫을 위하여 하늘에 祝壽를 고하도록 하라. 

태만히 하지 말라”고 하면서 受領人에 대한 명령을 재차 전하고 있다.188)

漢文詔書에 비해 대칸의 發話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聖旨’ 내에서도 ‘명령내

185) 蔡-1955[2017]-(20); 祖-2000-(28), p.49, “據張眞人奏告: ‘亳州太淸宮住持道人每元受令旨: ｢使臣·

軍馬, 宮觀內不得安下, 所有栽種樹木, 諸人不得採斫, 專與皇家告天祝壽.｣ 今將元受令旨已行納訖, 

乞換授事.’ 准奏.”
186) 蔡-1955[2017]-(32); 祖-2000-(49), p.81, “據尙書省奏: ‘江淮等處秀才免雜泛差役’事. 准奏.”
187) ‘배경’에 前代 대칸들의 聖旨가 언급되는 것은 구조상의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小節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188) 蔡-1955[2017]-(20); 祖-2000-(28), p.49, “仰亳州太淸宮道人每照依舊禮: 宮觀內使臣·軍馬不得安下: 

所有樹木, 諸人毋得斫伐, 不選是何物色, 毋得奪要. 仍仰張拔都兒常切護持太淸宮, 令住持道衆更

爲精嚴看誦, 與皇家子子孫孫, 告天祝壽者, 毋得怠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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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실제 대칸의 말로 보이는 부분이 가장 많은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대칸은 자

신의 口頭命令이 이후 文書化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

에 ‘명령내용’ 안에서 그 세부적인 요소를 기계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聖旨가 위처럼 먼저 受領人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다시 ‘명령의 대상자’에게 지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형화되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특히 사안에 

따라 ‘명령의 대상자’와 受領人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189) 따라서 굳이 혼

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세분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명령내용’으로 포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들은 御寶聖旨가 있다고 하면서 朕의 聖旨에 의거하여 다른 體例에 

없는 일을 하지 말라. [만약] 한다면 어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한 부분에서는 聖旨의 受領人이 聖旨를 보유한 것을 근거로 하여 體例, 즉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될 것임을 암시

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상 이 부분은 ‘위협’에 해당한다. 역시나 1인칭 복수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發令者인 쿠빌라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反問의 형식을 통해 생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朕의 聖旨는 猴兒年 六月 十四日 開平府에 있을 때 썼다”고 한 부분

은 聖旨가 작성된 ‘일시 및 장소’를 의미한다. “朕의 聖旨(聖旨俺每的)”는 몽골어 

“jarligh manu”를 옮긴 것이며, 다른 聖旨에서는 “聖旨”, “聖旨俺的”, “聖旨俺底”, “聖

旨俺每底” 등으로 표기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되기도 하였다. 몽골제국 초기 

聖旨에서는 ‘일시 및 장소’ 앞에 “聖旨俺每的”과 같은 표현을 덧붙인 사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일시’는 ‘十二支+月日’, ‘年號+月日’, ‘十二支’, ‘年號+十二支+月日’ 등으로 작성되

는 등 통일된 형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장소는 ‘지명[裏]+有[的]時分寫來’ 

또는 ‘寫於+지명’의 방식으로 표기되었는데 前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장

소’의 표기는 몽골제국 초기에는 뭉케의 ｢1255年蒙哥皇帝聖旨｣에서만 단 한 차례 

확인된다.190) 이에 반해 카안 울루스에서는 ‘일시’와 더불어 ‘장소’가 병기되는 것이 

일종의 傳統이 되었지만 일부 예외는 존재하였다.191) 또 ‘장소’로 언급된 지역들은 

上都와 大都, 그리고 兩都巡幸의 중간지점으로서 계절에 따른 순행의 旅程과 勅令 

189) ｢也孫鐵木爾皇帝龍年(1328)聖旨｣(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1); Tumurtogoo-2010-1(29))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190) 蔡-1955-附錄1(1), p.101, “即乙卯年九月二十九日, 君腦兒裏行此聖旨.”
191) 예를 들어 ｢1275年龍門禹王廟聖旨｣(蔡-1955-附錄2(4); 祖-2000-(34)), ｢1288년會稽儒學免役聖旨碑

｣(蔡-1955[2017]-(32); 祖-2000-(49)), ｢1335年鄒縣嶧山仙人萬壽宮聖旨碑｣(蔡-1955[2017]-(82); 祖

-2000-(1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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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장소 간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192) 이는 勅令이 작성된 곳에

는 다름 아닌 대칸이 있었음을 반영하며, 勅令制度의 운용 과정에서 대칸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상 현재 전해지는 쿠빌라이의 勅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1260年彰德上淸

正一宮聖旨碑｣를 중심으로 카안 울루스 勅令의 구조를 분석해보았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勅令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권한부여’ - ‘發令者 및 命令文 유

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및 장소’. 일부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되고 표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몽골

제국 초기 이래의 그것을 沿用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定型化가 쿠빌라이 시기의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

고, 과도기를 거쳐 점진적으로 완성되었을 것이다.193) 다만 전반적인 형식은 쿠빌라

이 시기를 거치며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勅令 구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몽골제국 초기 이래의 傳統

을 연용했기 때문이다.

ㄴ. 대칸의 聖旨 구조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카안 울루스의 聖旨 구조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들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김호동 小野浩 松川節 堤一昭 筆者

冒頭部
(protocol)

發願
(invocatio)

冒頭定型句

권한부여 題銘
(發令)年月日
冒頭定型句

권한부여

發令者
(intitulatio)

發令者名과
型 선언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受領者
(inscriptio)

宛名
(發令對象者)

通知先 宛名(發令對象者) 명령의 대상자

本文
(text)

背景說明
(narratio)

先例
정통성의 표시

先例・일의 경과 배경
배경설명

命令內容
(dispositio)

新規 내용

指令1 發布宣言

명령내용
發令對象者 피임명자에의 명령

指令2
發令對象者에의 명령과 

위협문언

警告
(sanctio)

수여자가 월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위협
위협 文言 피임명자에의 위협문언 위협

終結部
(eschatol)

時間・場所
(datatio)

時間・場所 結尾의 定型 末尾定型句 일시 및 장소

<표 1> 카안 울루스 대칸 聖旨 구조 비교

192) 몽골제국 초기 君主들의 四季遊幸과 카안 울루스의 兩都巡幸의 비교에 대해서는 김호동, ｢몽

골帝國 君主들의 兩都巡幸과 遊牧的 習俗｣, �中央아시아硏究� 7, 2002 참고.
193) 舩田善之, ｢蒙文直譯體の展開 -｢靈巖寺聖旨碑｣の事例硏究―｣,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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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연구자들에 따라 세부 구조 및 표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츠

츠미 카즈아키가 제시한 구조에서만 ‘題名’과 ‘(發令)年月日’ 부분이 먼저 등장하는 

등 유독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그가 편찬자료 내에 인용된 高官들의 임명

서를 주된 史料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勅令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

면서 A유형에서는 ‘題名’과 ‘(發令)年月日’이 가장 먼저 표기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勅令 原文이 편찬자료에 포함되면서 편집된 결과이지 처음부터 그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194) 물론 高官 任命 命令文은 일반적인 勅令과는 달리 

그가 제시한 구조에 준하여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高官 임명 관련 命

令文만 별도의 형식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雲丹

堅贊을 招討使로 임명하는 실제 聖旨를 보면 일반적인 聖旨 구조를 따랐을 뿐 위와 

같은 양식은 확인되지 않는다.195) 따라서 츠츠미 카즈아키가 제시한 구조는 그 특

이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는 총 3가지 유형을 제안

하였으나 B유형과 C유형은 A유형의 축약 및 간략한 改變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는 A유형만 포함시켰다.

勅令의 구조를 크게 冒頭部-本文-終結部로 나눠 각각의 세부구조를 비교해보

자.196) 우선 冒頭部의 경우에 표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勅令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文句, 그리고 發令한 사람과 그 命令文의 유형, 그리고 명령

의 대상자들을 명시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노 히로시와 츠츠

미 카즈아키는 앞의 두 부분을 묶어 冒頭定型句로 표현하였으나, 兩者는 전혀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첫 번

째 부분을 ‘發願’으로 규정한 연구도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文句가 勅令 

내에서 담당한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권한부여’로 보는 편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 冒頭部의 두 번째 부분에서 ‘發令者’만 거론한 경우도 있고 뒤의 ‘命令文 유

형’도 함께 명시한 연구도 있는데, 後者는 前者에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차적

인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대칸의 勅令은 서로 다른 작성과정을 거쳐 發令되는 詔

194) 에비사와 테츠오도 �元典章�에 게재된 直譯體 또는 漢文吏牘體 聖旨가 원래 몽골문 聖旨와 

어떠한 書式 상의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冒頭, 宛先, 末尾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는데,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하였다(海老澤哲雄, ｢�元典章�の聖旨に関す

る一問題｣, �木村正雄先生退官記念東洋史論集�, 東京: 汲古書院, 1976, p.214).
195) 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8); Tumurtogoo-2010-1(36).
196) 기존 연구들에서 勅令의 세부 구조들을 각자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명칭을 부여한 것은 당연

히 모두 나름의 의미를 지니며, 각 연구자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본 史料와 事例에 따라 그 분

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筆者는 기존에 행해진 勅令 구조 세분화를 무리하게 하나의 명칭으

로 통일하고자 하기보다는 몽골제국 초기 이래 傳統과의 연속성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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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와 聖旨로 구분되기도 하고, 대칸과 그 외 인물들은 몽골어 원문에 각각 ‘자를릭

(jarligh)’과 ‘우게(üge)’라는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命令文 유형’의 

명시는 해당 文書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대칸의 직접적인 發話에 

의해 작성된 ‘聖旨’임을 명시하는 것은 勅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197)

또 현재 전해지는 카안 울루스 勅令 중 거의 대부분이 命令文 유형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冒頭部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간 표현의 차이가 존재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는 受領人이 직접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宗敎人 및 宗敎施設에 수여한 勅令의 경우에는 受領人이 아니라 명령의 적용을 받

는 대상이 명시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그들 중 現地에 위치한 인물들은 

開讀의 방식을 통해 勅令의 내용을 전달받기 때문에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受信 내

지 受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명시된 인물들 중 “왕래하는 사신들

(來往的使臣每)”과 같이 전달 당시에 現地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후 상황을 염두

에 둔 대상자들도 있다. 그리고 軍官들, 軍人들 및 다루가치들 등 官名으로 표기되

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 역시 해당 명령이 전달된 시점 이후로 그 명령의 대상

이 되는 인물들을 표현한 것이다. ‘受領人’ 및 ‘通知先’ 등은 한쪽만 대상으로 한다

는 점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명령의 대상자’로 표현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本文의 세부구조를 비교해보면 우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명

령을 하달하기에 앞서 그러한 명령이 發令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을 ‘배경’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노 히로시는 이 부분을 ‘先例’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宗敎人 및 宗敎施設에 하사된 勅令에서 이전 대칸들의 유사 사례들을 언급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처럼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전해지는 카안 울

루스 勅令 중 절대 다수가 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先例’는 ‘배경’보다 더 해당 

요소를 적확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勅令이 하달

되도록 한 上奏 등도 이 부분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先例’라는 표현에 맞지 않

는 사례들도 분명 존재한다.

마츠카와 다카시는 이 부분을 ‘정통성의 표시’와 ‘배경설명’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는데 이 중 前者는 위의 오노 히로시가 주목한 前代 대칸들의 聖旨에 대한 언급

을 의미한다. 물론 대칸들의 이전 聖旨를 언급하고 그것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줌으

197) 다만 그렇다고 해서 漢文詔書의 가치가 부정된다거나 몽골어 聖旨와 비교해서 하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술한 것처럼 漢文詔書 역시 결국은 대칸의 勅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몽골어 聖旨는 대칸의 肉聲을 文書化한 

것이기 때문에 受領人의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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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發令者인 대칸 본인 및 해당 명령의 正統性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미 제일 앞에 ‘권한부여’ 부분에서 텡그리 및 前代 대칸들의 英靈에 권위를 가탁

한 상황에서 굳이 중복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 만약 

그러한 효과가 생겼더라도 그것은 前代 대칸들의 聖旨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얻게 

된 부차적인 결과이지, 그 자체를 의도하여 별도의 구성요소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의 주장처럼 ‘정통성의 표시’와 ‘배경설명’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역시 해당 부분 전체를 ‘배경’으로 규정하는 것

이 낫지 않을까 싶다.198)

다음은 연구자들 간에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호동은 本文 중 배경을 제외한 부분을 크게 둘로 나누어 ‘명령내용’과 ‘경고’로 구

분하였고, 오노 히로시는 ‘新規 내용’과 ‘수여자의 월권행위에 대한 위협’으로 兩分

하였다. 마츠카와 다카시는 보다 세분화하여 ‘(發令對象者가 받는 명령인) 指令1

’,199) ‘發令對象者’, ‘(通知先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인) 指令2’, 그리고 ‘위협 文言’으

로 나누었다. 한편 츠츠미 카즈아키가 말하는 ‘發布宣言’은 사실 이어지는 ‘피임명

자에의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크게 셋으로 나누어 ‘(피임명자에 

대한) 명령’, ‘(發令對象者에 대한) 명령과 위협’,200) ‘피임명자에 대한 위협’으로 다

시 나눌 수 있다.

다만 聖旨의 受領人에 대한 명령과 ‘명령의 대상자’에 대한 명령은 명확한 순서

에 따라 구분되어 배열되지 않았고 혼재된 경우가 많다. ‘명령내용’을 세분화하는 

것은 勅令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이 실제 勅令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계적인 적용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구조 파악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명령내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發令者의 發話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항상적인 규칙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문맥과 

의미에 집중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구분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勅令의 受領人과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명령내용’은 명확히 구분되기도 하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두 부분을 하나

로 묶어 ‘명령내용’으로 통칭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위협’은 일반적

198) 사실 松川節 역시 결론적으로는 “본 명령이 發令에 이르는 사정이 설명”된 것이라고 하여 “배

경”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칸의 자리가 정통으로 계승되었음을 강조

하는 기능을 하였음도 지적하고 있다(松川節, ｢大元ウルスの命令文書式｣, pp.41~42).
199) 여기에서 松川節이 말하는 發令對象者는 聖旨의 受領人을 의미한다.
200)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츠츠미 카즈아키는 發令對象者를 宛名, 즉 受信人으로 보았다. 

즉 마츠카와 다카시는 聖旨의 직접적인 受領人을 ‘發令對象者’, 그리고 그와 관계된 관할기관 

및 인물을 ‘通知先’으로 표현한 반면, 오노 히로시와 츠츠미 카즈아키는 前者를 ‘피임명자’, 後

者를 ‘宛名(發令對象者)’으로 표현하여 혼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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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명령내용’의 다음에 이어지지만 역시나 중간에 혼재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또한 각각의 사례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終結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동일하게 ‘일시 및 장소’로 표현

하고 있다. 마츠카와 다카시는 ‘結尾의 定型’으로 표현하였으나 그것이 發令年月日

과 發令地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츠츠미 카즈아키가 말하는 ‘末尾定型句’

는 “聖旨. 欽此.”, “聖旨了也. 欽此.” 등과 같은 공문상의 終結語를 지칭하지만, 이는 

누차 언급했듯이 그가 참고한 史料들이 原文이 아닌 편찬 사료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아마 본래는 그가 제시한 구조 중 두 번째에 위치한 “年月日”이 이 부분

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연구자들이 제시한 勅令 구조는 서

로 크게 다르지 않다. 筆者는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구조

를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 ‘권한부여’ -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및 장소’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특정 勅令의 

경우에는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조를 통해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칸의 勅令에 일종의 기본 유형이 존재했다면 위와 같이 단순

화할 수 있을 것이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변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쿠빌라이 및 그 이후 대칸들의 勅令 구조가 몽골제국 초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은 일견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쿠빌라이는 대칸이 되기 전 기존의 

몽골제국 命令文 작성의 傳統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쿠빌

라이는 수도를 大都로 옮기고 중국식 國號를 도입하였으나 몽골제국 古來의 문화와 

관습을 방기하지 않았다. 이는 命令文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는 諸王 시절에 이미 

당시 관행에 따라 令旨를 작성한 바 있고, 이러한 경험은 대칸 즉위 이후 勅令을 

작성할 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쿠빌라이의 令旨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1244

年易州興國寺令旨碑｣는 ‘권한부여’-‘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배경’-‘명령의 대상자’-

‘명령내용’-‘일시’로 이루어져 있다.201) ‘명령의 대상자’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의 순서가 바뀐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당시 命令文 구조를 준수하고 있다. 또 

201) 祖-2000-(10), p.18, “天的氣力裏, 大福蔭護助, 護必烈大王令旨. 有易州興國禪寺朗公長老, 應命赴

斡魯朶裏化遵俺每祖道公事, [日+煞]有功劳. 特賜佛燈普照大禪師號, 及宮錦·法衣·金鐶, 勸請開堂

文疏與也. 道與☐☐州城, 不揀那箇達魯火赤·管民匠大小官人每, ☐☐☐名字不得壞了. 這長老但住

的寺院, 不得☐☐取要差發; 應有寺地, 不得占奪. 徒弟人等☐☐☐☐有的頭口, 不得奪要鋪馬. 者言

語都休違了. 長老☐☐集衆與皇家祝壽祈福者. 右付佛燈普照大禪師朗公長老. 准此. 甲辰☐☐☐☐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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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現物 또는 碑文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른 서적에 採錄된 두 건의 戊午年

(1258년) 令旨가 있다.202) 먼저 七月 十一日(1258.8.11.) 令旨는 ‘위협’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고 순서도 일치한다.203) 6일 뒤인 七月 十七日

(1258.8.17.)에 受領人 張眞人, 즉 張志敬에게 전달된 令旨 또한 ‘배경’-‘명령내용’-‘위

협’-‘일시’로 구분할 수 있다.204) 일부 요소들이 생략되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쿠빌라이의 諸王 시기 경험은 그가 대칸이 된 이후 發令한 聖旨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사실 애당초 쿠빌라이가 기존의 傳統을 버리고 새로운 勅令 구

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오랜 內戰 끝에 대칸의 자리에 오른 쿠빌라

이로서는 자신의 正統性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傳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

었다. 全中國을 차지하면서 제국의 중심이 이전과 달라지고 그에 따라 中國의 문화

와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勅令制度 중 漢文詔書가 기존의 중국적 전통을 답

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몽골어 聖旨와 관련된 부분에 변화를 주어야 할 이유

는 없었다고 생각한다.205)

202) 특히 七月 十七日(1258.8.17.)의 令旨는 첫 문장에서 “今上皇帝가 내린 聖旨에서 말하기를”이라

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쿠빌라이가 諸王으로서 내린 令旨를 그가 대칸이 된 이후에 書籍 중

에 인용하면서 문장 자체도 추가하고 표현도 “今上皇帝”와 “聖旨”로 바꾸었다.
203) 蔡-1955-附錄1(3), p.103, “長生天底氣力裏·蒙哥皇帝福廕裏, 薛禪皇帝潛龍時令旨, 道與漢兒州城達

魯花赤·管民官·僧官·僧衆·道官·道衆人等. 據少林長老告稱, ‘蒙哥皇帝聖旨裏, 委付布只兒爲頭斷事

官, 斷定隨路合退先生住寺院地面三十七處. 却有李眞人差人詐傳蒙哥皇帝聖旨, 一面奪要了來.’ 這

言語問得承伏了. 是李眞人差人詐傳的上頭, 如今只依先前的聖旨, 委付布只兒爲頭斷事官, 元斷定

三十七處地面, 敎分付與少林長老去也. 准此. 戊午年七月十一日, 開平府行.” 蔡美彪는 �大元至元

辨僞録�의 原文을 옮기면서 몇몇 부분을 누락시켰는데 本稿에서는 原文을 참조하여 수정하였

다. 특히 그는 이 令旨가 七月 十五日에, 아래의 令旨가 七月 十一日에 각각 發令되었다고 하

였는데 특별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本文 중에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204) 蔡-1955-附錄1(2), p.102, “今上皇帝乃降聖旨曰, 依著蒙哥皇帝斷來聖旨, 先前少林長老告稱, ‘李眞

人爲頭先生雕造下說謊底文書化胡經·十異九迷論·復淳化論·明眞辯僞論·辯正謗道釋經·辟邪歸正議·

八十一化圖.’ 上欽奉聖旨倚付將來, 俺每拘集至, 和尙先生對面持論過, 爲先生每根脚說謊, 上將和

尙指說出來底說謊化胡經衆多文書, 并刻下板燒毀了者, 這般斷了也. 恐別人搜刷不盡, 却敎張眞人

自行差人, 各處追取各件經文板木, 限兩個月, 赴燕京聚集燒毀了者. 及依著這說謊文書, 轉刻到碑

幢, 并塑畫, 壁上有底, 省會隨處先生, 就便磨壞了者. 刮刷了者. 先生不得隱藏者. 若有隱藏的, 或

人告首出來, 那先生有大罪過者. 

時戊午年七月十七日, 行張眞人, 旣聽讀訖.”
205) 한편 詔書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야 노리코는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몽골

어 原文이 존재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漢文雅文으로 작성하되 일종의 대회를 거쳐 최우수작

품을 선정했다는 것이다(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知｣の東西 上�, p.501, pp.524~525 미주 95). 

그는 王惲의 �秋澗先生大全文集� 卷67 ｢翰林遺稿｣에 수록된 “改元詔”와 �元典章� 卷1 ｢詔令｣ 

및 �聖元名賢播芳續集� 卷5의 “元貞改元詔”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

다. 王惲이 활약하던 시기는 몽골제국 초기와는 달리 가용한 漢人 文人들의 숫자가 증가하였

고, 翰林院 등의 기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저자는 기본적으로 위 사료에 보이는 각 구절들이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매우 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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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쿠빌라이 이후 카안 울루스에서는 몽골제국 초기 이래의 勅令 구조를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는 1368년 몽골리아로 北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쿠빌라이의 1260년 白話聖旨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결과 ‘권한부여’에서 “위대한 英

靈의 가호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대칸이 독점하고, 그 외 인물들은 “皇帝의 英靈에 

의하여”를 사용하도록 한 것과 ‘일시’ 뒤에 ‘장소’가 고정적인 요소로 도입되었다는 

점이 새로운 변화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 전체적인 구조는 쿠빌라이 이전

과 동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本文에서는 지면 관계상 카안 울루스 대칸들의 모든 勅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는 못하였지만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형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었

다.206) 그리고 기존 연구와 本文에서 도출한 구조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한

다. 다만 本稿에서는 카안 울루스 내에서 작성된 勅令들 간의 공통점이 아니라, 몽

골제국 초기 勅令들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카안 울루스 勅令制度

의 근원을 찾는 작업이자, 동시에 그것을 정주문화가 아닌 몽골적 傳統의 일환으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쿠빌라이는 諸王 시

절 당시 관습에 따라 令旨를 작성한 경험이 있었고, 대칸이 된 뒤에도 줄곧 沿用하

였다. 勅令 구조는 몽골제국 勅令制度의 傳統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카안 울루

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2) 前代 勅令 계승의 구조적 반영

앞 小節에서는 쿠빌라이의 1260년 聖旨를 토대로 카안 울루스 대칸들의 勅令 구

조를 도식화하였다. 이러한 구조가 카안 울루스 末期까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

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소모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의 과

정 중에 예외적인 사례 및 각 구성요소가 다르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

다. 또 각 연구자들은 조금씩 相異한 勅令 구조를 제시하였으나, 그 구조가 카안 울

루스 내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따라서 카안 울루스에서 

응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漢文 詔書의 저본이 

되는 몽골어 原本이 과연 존재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206) 한편 1품에서 5품까지의 관리들에게 하사하는 임명문서인 ‘宣命’과 6품 이하 관리들에게 부여

하는 ‘勅牒’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는 勅令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文書들은 특정 기능

에 국한되어 있었고 人名 및 官職名 이외에는 그 양식이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논

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영환은 1334년 高麗人 李達漢이 토곤 테무르로부터 받은 宣命과 

대칸 울루스의 吳澄이 받은 10점의 임명문서를 근거로 하여 宣命과 勅牒의 기본 양식을 도출

하였다(심영환, ｢몽골시대 고려인 李達漢의 팍바( Phags-pa, 八思巴)문자 宣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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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令된 勅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소모되는 功力과 紙面에 비해 얻을 수 있

는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한 까닭에 이 小節에서는 카안 울루스 勅令 구조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變

容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배경’에서는 前代 대칸들의 勅令이 언급되

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은 해당 勅令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술한 우구데이의 ｢1235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에서도 이미 확인

한 바 있기 때문에 카안 울루스의 勅令에서 유사한 요소가 보이는 것은 충분히 납

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요소가 확인된다. 이전 대칸들의 勅令 인용

은 현 대칸의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루어졌고, 前代 대칸들의 勅令 계승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었다.207) 이 小節에서는 ‘배경’에서 이전 대칸들의 勅令이 어떠한 방

식으로 인용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카안 울루스 勅令 구조의 변용적 측면을 확인하

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카안 울루스 政治史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몽골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대칸들도 명령을 내리면서 근거를 필요로 하였고, 

많은 경우 이전 대칸들의 勅令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遊牧君主도 무소불위

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고, 표면적이든 또는 형식적이든 자신의 행위와 명령

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前代 대칸들의 勅令이 하나의 근거로 작

용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명령이 사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

다.208) 실제로 대칸 이외의 인물들도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무엇인가를 요

구할 때 적극적으로 이전 대칸들의 勅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쟁점적

인 사안의 경우에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쿠빌라이의 潛邸 시절부터 그를 모셨던 漢人 참모 劉秉忠은 쿠빌라이

에게 學校의 설치와 교육을 건의하면서 “科擧의 설치는 이미 合罕皇帝聖旨를 받들

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쉽게 행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209) 劉秉忠이 이 

건의를 한 시점은 쿠빌라이가 아직 政權을 잡기 이전이었다. 비록 쿠빌라이가 北中

國 일대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科擧의 설치와 같은 문제는 諸王의 신분으로서 쉽

게 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劉秉忠은 ‘카안황제(合罕皇帝)’, 즉 우구데이의 聖旨를 

207) 몽골제국 초기와 훌레구 울루스에서의 勅令 계승은 각 장의 제2절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카안 울루스의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제2장 제2절에서 했어야 하나, 카안 울루스의 경우는 勅

令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다룬다.
208) 물론 이는 현 대칸이 이전 대칸의 勅令을 인정하고 계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勅令은 당연히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209) �元史� 卷157 ｢劉秉忠傳｣, p.3690, “‘古者庠序學校未嘗廢, 今郡縣雖有學, 並非官置. 宜從舊制, 

修建三學, 設敎授, 開選擇才, 以經義爲上, 詞賦論策次之, 兼科擧之設, 已奉合罕皇帝聖旨, 因而言

之, 易行也. 開設學校, 宜擇開國功臣子孫受敎, 選達才任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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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하여 대칸 뭉케에게 건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科擧 실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설득 내지 제압하여 ‘易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실제로 우구데이는 耶律楚材의 건의를 받아들여 論과 經義 및 詞賦 등 세 科로 나

누어 科擧를 실시한 바 있다.210) 우구데이 때도 반대가 심해 결국은 중단되었으나, 

劉秉忠은 당시 우구데이의 聖旨를 근거로 하여 재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前代 대칸의 勅令은 이후에도 새로운 대칸 및 몽골인들에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

고, 그러한 까닭에 새로운 勅令의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몽골제국 초기 勅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1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구데이는 ｢1235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에서 李志常에게 道士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하면서 “道人들 중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아내와 자식

이 없는 사람이 하늘에 기도하라”고 한 칭기스 칸의 聖旨를 인용한 바 있다.211) 또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도 ｢1245年盩厔重陽萬壽宮令旨碑｣에서 이전에 받든 칭기스 칸

과 우구데이의 聖旨를 인용하고, 다시 그것에 따라 쿠텐 자신의 명령을 내리고 있

다.212) 그리고 이러한 前代 勅令의 인용은 이후 카안 울루스의 勅令, 특히 宗敎人 

및 宗敎施設에 하사된 勅令에서는 ‘배경’에서 고정적으로 이루어졌다.213)

다시 쿠빌라이의 ｢1260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로 돌아가자. 그 중 ‘배경’에는 

“이전의 聖旨에 ‘和尙, [基督敎] 修道士, 道士, [무슬림] 識者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

든 差發을 부담하지 말라. 하늘에 기도하고 祈福 및 祝願하라’고 했던 聖旨의 體例

에 따라”라는 구절이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聖旨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210) �元史� 卷81 ｢選擧志｣1 科目, p.2017, “太宗始取中原, 中書令耶律楚材請用儒術選士, 從之. 九年

秋八月, 下詔命斷事官朮忽䚟與山西東路課稅所長官劉中, 歷諸路考試. 以論及經義·詞賦分爲三科, 

作三日程, 專治一科, 能兼者聽, 但以不失文義爲中選. 其中選者, 復其賦役, 令與各處長官同署公

事. 得東平楊奐等凡若干人, 皆一時名士, 而當世或以爲非便, 事復中止.”
211) 蔡-1955[2017]-(3); 祖-2000-(3), p.5, “你已先成吉思皇帝聖旨裏, ‘道人每內中不喫酒肉·無妻男底人

告天者.’”
212) 蔡-1955[2017]-(11); 祖-2000-(14), p.25, “已前有奉到成吉思皇帝聖旨·皇帝聖旨, ‘大小差役·鋪馬·祗

應, 都敎休着者, 告天祈福, 祝福萬安者.’ 這般聖旨有來. 仰照依已前元奉聖旨, 而今這先生根底, 大

小差役·鋪馬·祗應, 休當者. 所屬宮觀·地土·水磨, 別人休得爭奪, 及宮觀內, 往來使臣·軍人·諸色人

等不得安下, 無令拆毁·搔擾. 仍自今後, 仰率領道衆, 更爲虔誠告天祈福祝壽萬安者.”
213) 어쩌면 이러한 종류의 勅令에만 前代 대칸들의 勅令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특수한 사례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몽골제국의 宗敎政策은 宗敎人들에게 

祈祝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免稅 등의 혜택을 주고,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政權이 바뀌어도 결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宗敎政策은 칭기스 칸 이래로 그 기본적인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칸들은 관련 勅令을 내릴 때 재차 이전 대칸들의 勅令을 인용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입장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예민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령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전의 勅令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이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단순히 종교와 관련된 勅令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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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聖旨(已先底聖旨)”로만 표현되어 있으나, 이러한 宗敎政策은 칭기스 칸 이래

로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쿠빌라이 본인이 아닌 이전 대칸들의 勅令을 지칭한다

고 볼 수 있다. 물론 쿠빌라이가 開平府에서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즉위한 것이 같

은 해 5월 5일이기 때문에214) 대칸이 되고 나서부터 위 聖旨가 작성된 7월 23일까

지 유사한 내용의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 1년 뒤

인 1261년 6월 29일에 작성된 ｢1261年登封少林寺聖旨碑｣에는 거의 흡사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成吉思皇帝聖旨”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215)

쿠빌라이가 자신의 聖旨에서 굳이 칭기스 칸의 명령을 재언급한 것은 본인이 그

의 勅令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권한부여’에서 “위대한 英靈의 가호에 의하여”의 

文句를 專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260~61년의 쿠빌라이에게는 

자신에게 正統性을 부여해줄 수 있는 권위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가 굳이 대부분

의 몽골인들이 주지하고 있을 宗敎人들에 대한 칭기스 칸의 기본 원칙을 재차 언급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칭기스 칸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는 대칸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칭기스 칸의 勅令을 인용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宗敎政策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몽골인들에게 가장 상

징적인 존재는 칭기스 칸이었기 때문에 칭기스 칸과 그의 勅令을 ‘배경’에서 언급

하기만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쿠빌라이의 초기 

勅令에서 칭기스 칸의 聖旨만을 인용한 것은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술했듯이 쿠빌라이가 집권하기 이전에 이미 쿠텐은 자신의 令

旨에서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를 함께 언급하였다. 게다가 쿠빌라이도 초기에는 칭

기스 칸의 聖旨만을 인용하였지만 이후에는 우구데이의 이름도 포함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쿠빌라이 이후 대칸들의 경우에 보다 분명히 드러난

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 이전의 여러 대칸들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본인의 명령에 

보다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칭기스 칸 이래 모든 대칸들

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쿠빌라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1261년 聖旨의 ‘배경’에서는 칭기스 칸만을 언

급하였으나 현재 확인 가능한 그 다음 聖旨인 兔兒年 八月 二十八日(1267.9.18.)에 

작성된 ｢1267年長淸靈巖寺聖旨碑｣에서는 칭기스 칸과 더불어 “合汗皇帝”, 즉 우구

214) �元史� 卷4 ｢世祖本紀｣1 中統 元年 春三月 辛卯條, p.63, “帝卽皇帝位.“
215) 祖-2000-(29), p.50, “成吉思皇帝聖旨裏, ‘和尙·也里可溫·先生·答失蠻, 不揀甚麽差發·稞程休着, 告

天俺每根底祝壽與者.’麼道聖旨體例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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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도 함께 거론하였다.216) 또 그 다음해인 龍兒年 正月 二十五日(1268.2.9.)에217)

작성된 ｢1268年登封少林寺聖旨碑｣에서도 칭기스 칸과 더불어 우구데이를 함께 거론

하였다.218) 그 이후로 칭기스 칸만 단독으로 언급된 것은 牛兒年 正月 二十五日

(1277.3.1. 또는 1289.2.16.)에 작성된 ｢交城縣石壁山玄中寺聖旨碑｣만 있을 뿐이고, 그 

외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가 함께 인용된 것은 총 8건에 달한다.219) ｢交城縣石壁山

玄中寺聖旨碑｣에서는 왜 칭기스 칸만 언급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만약 그 聖旨가 

작성된 牛兒年이 1277년이나 1289년이 아니라 1265년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늦어도 

1267년 이후로는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가 같이 언급되었다는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265년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220) 해당 聖旨의 작성지가 

大都인데, 大都라는 지명은 至元 9年(1272)부터 사용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 다만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면 1267년 이후로 쿠빌라이의 勅令에서

는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가 함께 언급되었고, 이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우구데이는 기본적으로 칭기스 칸의 명령을 그대로 계승하였고,221) 이는 宗敎政

策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쿠빌라이의 勅令에 인용되는 명령 내용에 차이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의 

이름을 병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쿠텐의 사례처럼 기존 대칸들을 다 언급하는 것

이 당시 慣例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쿠빌라이는 처음에는 칭기스 칸만을, 이후에는 

우구데이까지만 인용했기 때문에 역시나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쉽게도 

216) 이 聖旨碑는 지금의 山東省 濟南市에 위치한 靈巖寺에 보존되어 있고 蔡美彪와 祖生利는 각

자의 集錄에 이 聖旨碑를 포함하지 않았다. 후나다 요시유키는 두 차례에 걸쳐 이 聖旨碑를 

實見하고 그 全文을 移錄하면서 문장 형식과 표기 방법에 주목하여 蒙文直譯體가 定型化되는 

과정에서 過渡期的 성격을 보인다는 점과 聖旨의 受領人인 廣福이 靈巖寺의 住持를 歷任한 시

기를 비교하여 이 聖旨의 發令日을 1267년으로 추정하였다(舩田善之, ｢蒙文直譯體の展開 -｢靈

巖寺聖旨碑｣の事例硏究―｣, p.9; 舩田善之 著, 宮海峰 譯, ｢蒙元時期硬譯公牘文體的格式化｣, 元

史硏究會 編, �元史論叢� 11,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p.360). 한편 다카하시 분지는 이 “토

끼해”를 “中統二年·1261年”으로 비정하였으나(高橋文治, �モンゴル時代道敎文書の硏究�, p.18), 

中統二年은 辛酉年(1261.2.1.~1262.1.21.)이다.
217) 나카무라 준과 마츠카와 다카시는 이 ‘용의 해’를 受領人인 足庵淨肅長老의 행적을 기초로 역

산하여 1268년으로 비정하였다(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聖旨碑｣, p.6).
218) 祖-2000-(31), p.53, “成吉思皇帝·合罕皇帝聖旨裏, ‘和尙·也里可溫·先生·答失蠻, 除地稅·商稅外, 不

揀甚麽差發休着者, 告天俺每根底祝壽者’麼道來.”
219) ｢1268年登封少林寺聖旨碑｣(祖-2000-(31)); ｢1272年(1284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蔡-1955[2017] 

-(37); 祖-2000-(32)); ｢1273年(1285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蔡-1955[2017]-(39); 祖-2000-(33)); ｢

1277年永樂大純陽萬壽宮聖旨碑｣(祖-2000-(37)); ｢1280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蔡-1955[2017]- 

(22); 祖-2000-(42)); ｢薛禪皇帝牛年(1277~1289)聖旨(2)｣(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 Tumurtogoo- 

2010-1(3)); ｢1289年涇州華嚴海水泉禪寺聖旨碑｣(呼格吉勒圖·薩如拉-2004-1(3); Tumurtogoo-2010-1 

(4)); ｢1293年趙州栢林禪寺聖旨碑｣(蔡-1955[2017]-(33); 祖-2000-(51)).
220) 牛兒年의 연도 비정에 대해서는 祖-2000-(36), p.61 각주 10 참고.
221) Juvaynī/Qazvīnī, vol.1, 149; Juvaynī/Boyle, vol.1,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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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는 史料는 없기 때문에 역시 그 시점에 

주목하여 추측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쿠빌라이의 聖旨 중 우구데이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267년으로, 1261년부터 1267년 사이에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한편 �通制條格�에서 그 시점을 보다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쿠빌라이는 中統 五年 八月(1264.8.23.~1264.9.21.)에 差發에 관한 勅令을 하달

하면서 우구데이가 “모든 差發은 民戶의 貧富를 조사하여 부과하고 거두어야 한다”

고 한 명령을 인용하였다.222) 쿠빌라이의 이 勅令은 �通制條格�에 불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가 우구데이의 勅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명령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中書省에서 宗敎人들의 地稅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上奏할 

때도 칭기스 칸의 명령을 먼저 제시하고 우구데이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식으

로 그의 勅令을 인용하였는데 이 또한 中統 五年 正月(1264.1.31.~1264.2.28.)의 일이

었다.223) 그리고 그 上奏를 받은 쿠빌라이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칭기스 皇帝와 카

안 皇帝의 聖旨體例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224) 역시나 완전한 勅令

은 아니지만 우구데이의 勅令이 ‘배경’으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두 건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둘 다 1264년이라는 점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는 어렵다.

쿠빌라이가 勅令에 칭기스 칸을 언급한 것이 그의 정치적 권위 提高 및 명령의 

정당성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구데이를 언급한 것 또한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1264년은 아릭 부케가 투항하면서 쿠빌라이가 몽골제국의 

명실상부한 대칸이 된 해이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에 베르케와 훌레구 그리고 알

222) �通制條格� 卷17 賦役 ｢科差｣, pp.493~494, “中統五年八月, 欽奉聖旨條畫內一款: 諸應當差發, 

多係貧民. 其官豪富强, 往往僥倖苟避. 已前哈罕皇帝聖旨, ‘諸差發驗民戶貧富科取.’ 今仰中書省將

人戶驗事産多寡, 以參等玖甲爲差, 品荅高下, 類攢鼠尾文簿. 除軍戶·人匠各另攢造, 其餘站戶·醫

卜·打捕鷹房·種田·金銀·鐵冶·樂人等一切諸色戶計, 與民戶一體推定鼠尾, 類攢將來, 科徵差發. 據站

戶, 馬錢祗應; 打捕鷹房, 合納皮貨鷹隼; 金銀鐵冶, 合辦本色; 及諸色戶所納物貨, 並驗定到鼠尾合

該鈔數折算送納. 欽此.”
223) �元典章� 典章24 戶部10 租稅 ｢種田納稅｣, p.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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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後, 合罕皇帝聖旨裏, 也敎這般行來. 自貴由皇帝至今, 僧·道·也里可溫·

荅失蠻, 地稅·商稅不曾出納. 合無依舊徵納事.’ 准奏.” 본문 중에는 구육(貴由)도 언급되어 있으

나 구육은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와는 달리 宗敎人들에게 地稅와 商稅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勅令을 인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사례로서 제시되어 있다.
224) �通制條格� 卷29 僧道 ｢商稅地稅｣, p.718, “仰中書省照依成吉思皇帝·哈罕皇帝聖旨體例, 僧·道·

也里可溫·達失蠻·儒人種田者, 依例出納地稅, 自田每畝參升, 水田每畝伍升. 買賣者出納商稅. 據不

該納丁稅蒙古·回回·河西·漢兒並人匠, 及不以是何投下諸色人等·官豪勢要之家, 但種田者依上徵納

地稅外, 仰行下領中書省左右部兼諸路都轉運司·隨路宣慰司一體施行.” 위에 인용한 �元典章�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元典章�에는 우구데이의 이름 또는 호칭이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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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 각 울루스의 통치자들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아릭 부케의 처리를 위한 쿠릴타

이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차례로 사망하면서 帝國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고 이후 각 울루스 간의 충돌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

에서 등장한 인물이 다름 아닌 카이두였다. 카이두는 우구데이의 아들인 카시의 長

子로서,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 간의 內戰과 차가타이 울루스의 칸위 계승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등을 틈타 자신의 세력을 점차 형성해나갔다.225) 카이두는 사실 알구

가 차가타이 울루스의 칸이었던 시기부터 대두하기 시작하다가,226) 1260년대 중반

부터 급부상하였고,227) 1269년 소위 탈라스 會盟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력화하였

다.228) 우구데이의 후손인 카이두의 존재는 분명 쿠빌라이에게 정치적으로든, 군사

적으로든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카이두를 

제어해주기를 기대하며 후원하였던 알구와 바락이 모두 실패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

화되었다. 쿠빌라이의 聖旨에 우구데이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카이두는 우구데이의 자손만이 대칸의 자리를 계승한다고 했던 칭기스 칸의 야사

를 언급하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지위를 정당화하였다.229)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와

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다른 울루스의 칸들로부터 대칸으로서 인정받았지

만,230) 태생적으로 우구데이家 출신이 아닌 톨루이家였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전에 

뭉케가 안고 있던 正統性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쿠빌라이는 대칸의 地位와 

實權을 장악하였으나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력 밖에 위치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

축하고, 동시에 칭기스 칸의 야사를 근거로 정치적 명분까지 확보한 카이두를 경계

하였을 것이다. 그로서는 카이두를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했지만, 명분이라는 측면에

서도 나름의 논리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1260년에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즉위식을 거행한 쿠빌라이가 추가적으로 취

225) 카이두의 출생 연도 및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류병재, ｢카이도의 가계(家系)와 초기 성장과정 

연구｣, �몽골학� 48, 2017 참고.
226)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66; Waṣṣāf/Ayātī, p.37; 金石煥, ｢14세기 초 두아의 중앙아시아 覇權 

장악과 그 意義｣,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010, pp.7~8.
227) 오타기 마츠오(愛宕松男)는 이 시점을 至元三年(1266)으로(愛宕松男, ｢海都の叛いた年次に就い

て｣, 京都帝國大學文學部 編, �紀元二千六百年紀念史學論文集�, 京都: 1941), 비란은 바락 死後

로 추정하였다(Michal Biran, “Qaidu and the Rise of the Independent Mongol State in Central 

Asia,” 1997, pp.23~25).
228) 탈라스 會盟에 대해서는 류병재, ｢｢카이두 올로스｣ 성립에 있어 ｢탈라스 코릴타｣의 역할｣, �

몽골학� 18, 2005 참고.
229)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66; Waṣṣāf/Ayātī, p.37.
230) 이는 쿠빌라이가 주치 울루스의 베르케, 차가타이 울루스의 알구, 훌레구 울루스의 훌레구에

게 쿠릴타이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들이 그것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에 대해서는 �集史�의 기록을 참고(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90; 라시드 웃 딘/김호

동, �칸의 후예들�,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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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조치는 그리 많지 않았다. 1264년에 燕京을 中都로 삼고 改元하기도 하

였지만, 이러한 행위가 몽골인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몽

골적 傳統으로부터의 이탈이자 定住文化에의 傾度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빌라이는 적극적으로 자신과 우구데이를 연결하고자 노력하

였고, 그 일환으로서 勅令 중 ‘배경’ 부분에 그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아

닐까 싶다. 의도적으로 우구데이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그의 명령을 계승하고 따

르는 正統性이 있는 대칸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前代 대칸의 勅令 

계승은 政權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도구의 하나였고, 쿠빌라이는 이를 통해 카이두

의 立地를 좁히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왜 구육과 뭉케는 언급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상식적으로 칭기스 칸, 우구데이, 구육 그리고 뭉케로 이어지는 대칸들을 다 언급함

으로써 기존 勅令의 계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正統性 확립에 더 도움

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쿠빌라이는 두 대칸에 대해서는 ‘배경’에 언급하지 않았

다.231) 아마도 쿠빌라이는 의도적으로 이들을 배제하였을 것이다. 현재 구육이 특정 

宗敎人 및 宗敎施設에 하사한 勅令이 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는 즉위하면서 父親 

우구데이의 勅令들을 모두 계승하였고,232) 본인은 기독교도가 아니었음에도 기독교

에 우호적이었다는 사실 등에서233) 그의 宗敎政策을 가늠할 수 있다. 아마도 그는 

宗敎人들에게 이전 대칸들과 비슷한 내용의 勅令들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쿠

빌라이가 자신의 勅令에서 구육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자신과 다른 宗敎政策

을 폈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

구육은 즉위 과정에서 바투 등을 비롯한 반대세력과 강한 마찰이 있었고, 대칸이 

된 이후에도 중앙집권적 정책을 펴면서 몽골 유목귀족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234)

구육이 우구데이를 계승한 대칸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만, 몽골제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統合과 正統性의 상징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

았다. 또 워낙 治世가 짧았고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도 결코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쿠빌라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카이두보다 명분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

해서는 우구데이의 勅令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굳이 구육을 언급할 필

요성은 느끼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231) 나카무라 준과 마츠카와 다카시는 쿠빌라이의 聖旨에서 구육과 뭉케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구육과 뭉케 즉위 시 우구데이家와 톨루이家 간 皇位를 둘러싼 불화, 그리고 뭉케 시기 

뭉케와 쿠빌라이 간 반목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

聖旨碑｣, p.19). 각각의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232) Juvaynī/Qazvīnī, vol.1, p.211; Juvaynī/Boyle, vol.1, pp.255~256.
233) Carpini/Dawson, p.68; 카르피니/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155.
234) 김호동, ｢구육(定宗)과 그의 時代｣,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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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뭉케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쿠빌라이는 아직 뭉케가 생존해 있었

던 1258년에 하사한 두 令旨에서는 뭉케의 聖旨를 인용하였다.235) 단순히 자신의 

명령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뭉케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내린 聖旨를 실

제로 집행하면서 인용하였다. 뭉케와 쿠빌라이는 형제간이고 당시 뭉케는 대칸으로

서 확고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쿠빌라이가 漢地 경영을 두고 그와 충돌했다

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위 令旨는 

유명한 道佛論爭의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서 뭉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聖旨를 언급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심지어 1281년에도 위 사건과 관련된 勅

令을 내리면서 뭉케의 명령을 인용하기도 하였다.236)

그러나 이 1281년의 사례를 제외하면 쿠빌라이는 대칸이 된 이후 宗敎人 및 宗敎

施設에 하사한 勅令에서 단 한 번도 뭉케의 勅令을 인용하지 않았다.237) 역시나 가

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는 뭉케의 宗敎政策이 이전의 대칸들 및 쿠빌라이와 

달랐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뭉케의 宮庭을 직접 방문한 루브룩

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뭉케는 기본적으로 遊牧民들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을 

신봉하였지만, 그가 통치하던 카라코룸에는 불교사원, 모스크, 기독교 교회가 있었

으며 道士들도 존재하였다.238) 또 제1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뭉케는 前代 대칸들

의 勅令을 몰수하였지만 宗敎人들에 대한 것은 계속 유효화하는 등 칭기스 칸 이래

의 宗敎政策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쩌면 쿠빌라이는 구육을 생략하고 뭉케를 인용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카이두와 우구데이 一家를 의식하여 우구데이를 ‘배경’에 함께 언급하기 시작

하였는데, 다시 구육만 누락되면 그들의 반발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235) ｢1258年忽必烈聖旨｣(蔡-1955-附錄1(2)), p.102, “今上皇帝乃降聖旨曰, ‘依著蒙哥皇帝斷來聖旨, 先

前少林長老告稱, ｢李眞人爲頭先生雕造下說謊底文書 : 化胡經·十異九迷論·復淳化論·明眞辯僞論·

辯正誘道釋經·辟邪歸正議·八十一化圖.｣’”; ｢1258年忽必烈令旨｣(蔡-1955-附錄1(3), p.103, “長生天

底氣力裏·蒙哥皇帝福廕裏薛禪皇帝潛龍時令旨, 道與漢兒州城達魯花赤·管民官·僧官·道官·道衆人等, 

據少林長老告稱, ‘蒙哥皇帝聖旨裏, 委付布只兒爲頭斷事官, 斷定隨路合退先生住寺院地面三十七

處. 却有李眞人詐傳蒙哥皇帝聖旨, 一面奪要了來.’ 這言語問得承伏了, 是李眞人差人詐傳的上頭. 

如今只依先前的聖旨, 委付布只兒爲頭斷事官, 元斷定三十七處地面, 敎分付與少林長老去也. 准此. 

至元戊午年七月十五日, 開平府行.”
236) ｢1281年忽必烈皇帝聖旨｣(蔡-1955-附錄1(5)), p.105, “在前蒙哥皇帝聖旨裏, ‘戊午和尙先生每折證佛

法, 先生每輸了底上頭, 敎十七個先生剃頭做了和尙. 更將先生每說謊做來的化胡等經并印板, 都燒

毀了者. 隨路觀院裏賮著底, 石碑上鐫着底, 八十一化圖盡行燒毀了者.’ 麼道來.”
237) 사실 1281년 聖旨의 경우에는 그 ‘명령내용’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

경’으로서의 인용이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
238) Rubruck/Jackson, p.221, pp.240~245; 루브룩/김호동, �몽골 제국 기행�, p.338, pp.360~366. 뭉케

는 각 종교 집단별로 일종의 총 책임자를 임명하는 聖旨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나카무라 준은 

｢1253年登封少林寺聖旨碑｣와 마르 야흐발라하 3세의 印文을 통하여 뭉케 시기의 종교정책을 

살펴보았다(中村淳, ｢2通のモンケ聖旨から : カラコルムにおける宗敎の樣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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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보다 근본적으로는 쿠빌라이와 뭉케 간의 관계가 직접

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쿠빌라이는 뭉케 생전에 漢地 경영방식을 놓

고 그와 충돌하였고, 그 결과 뭉케는 그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뭉케는 南宋과의 전

면전에 직접 나설 때에도 처음에는 쿠빌라이를 제외시켰다. 물론 左翼의 主將이었

던 타가차르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239) 다시 쿠빌라이를 기용하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 간의 긴장 관계는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또 쿠빌라이는 굳이 적극적으로 

뭉케의 權威를 빌려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톨루이家는 쿠빌라이 본인이 武力으

로 장악하였기에 뭉케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

었다.

쿠빌라이는 구육과 뭉케를 勅令의 ‘배경’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이것

은 결국 그가 이전 대칸들의 명령을 계승하였으나 그 계승은 ‘선택적’이었음을 보

여준다. 칭기스 칸은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으로 추종하였고, 그 

이후 세 대칸들에 대해서는 쿠빌라이 자신이 필요성을 느낀 우구데이만을 선택하였

다. 쿠빌라이가 구육이나 뭉케를 대칸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쿠빌라이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인 勅令에서, 그리고 명령의 당위성

을 확보하는 ‘배경’에서 이전 대칸들을 선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권력의 

正統性을 어디에서 찾고자 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40)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쿠빌라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쿠빌라이의 뒤를 이어 대

칸이 된 成宗 테무르의 勅令들을 살펴보면 현재 남아있는 총 9건 중 ‘배경’에서 이

전 대칸의 聖旨가 인용된 것은 8건이다.241) 한 건은 ｢1299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

(四)｣로서 이 碑文만 漢文으로 작성되었다.242) 전형적인 漢文雅文이라 일반적인 범

주에서의 聖旨로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구조 역시 다른 8건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碑文은 예외로 치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까지 전해지

239) 타가차르의 퇴각에 대해서는 윤은숙, ｢옷치긴家 타가차르의 활동과 쿠빌라이의 카안위 쟁탈전

｣, �몽골학� 22, 2007, pp.234~238 참고. 한편 쿠빌라이는 타가차르를 비롯한 동방3왕가의 지지

를 기반으로 아릭 부케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후 동방3왕가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

고 중앙집권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그 수단 중 하나가 高麗와의 通婚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명미, ｢高麗·元 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韓國史論� 49, 2003 참고.
240) 한편 碑文이나 實物史料 이외에 �元典章�이나 �通制條格�과 같은 편찬사료에서도 구육이나 

뭉케의 勅令을 ‘배경’에서 언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241) ｢1295年滎陽洞林大覺禪寺聖旨｣(蔡-1955[2017]-(34); 祖-2000-(52)); ｢1296年趙州栢林寺聖旨碑｣(蔡

-1955[2017]-(35); 祖-2000-(53)); ｢1296年盩厔太淸宗聖宮聖旨碑｣(蔡-1955[2017]-(38); 祖-2000-(54)); 

｢1298年靈壽祁林院聖旨碑｣(蔡-1955[2017]-(41); 祖-2000-(55)); ｢1298年林縣寶巖寺聖旨碑｣(蔡

-1955[2017]-(43); 祖-2000-(57)); ｢1300年平山永明寺聖旨碑｣(蔡-1955[2017]-(44); 祖-2000-(58)); ｢

1302年河中棲巖寺聖旨碑｣(蔡-1955[2017]-(48); 祖-2000-(62)); ｢1304年濟源十方大紫微宮聖旨碑｣(蔡

-1955[2017]-(49); 祖-2000-(63)).
242) ｢1299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四)｣(蔡-1955-附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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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테무르의 聖旨 중 이전 대칸의 聖旨를 인용한 것은 총 8건이며, 흥미롭게도 모

두 칭기스 칸, 우구데이, 쿠빌라이를 언급하고 있다. 새롭게 쿠빌라이가 추가되었는

데, 쿠빌라이는 테무르의 祖父였고 中國의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상징적

인 존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였다. 또 쿠빌라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

히 구육과 뭉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테무르는 쿠빌라이의 前例를 어

기기 힘들었고 굳이 이들을 인용해야 할 만한 절실한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243)

테무르의 뒤를 이어 대칸이 된 武宗 카이샨의 경우는 현재 남아 있는 勅令의 수

가 매우 적어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대칸의 신분으로 하사한 勅

令 중 前代 대칸들을 인용한 것은 ｢1309年濟源十方大紫微宮聖旨碑｣와244) ｢1309年平

遙太平崇聖宮聖旨碑｣ 두 건인데,245) 前者에서는 칭기스 칸, 우구데이, 쿠빌라이만을 

언급한 반면, 後者에서는 테무르까지 함께 언급하였다. 각각 표본이 하나씩으로 매

우 적어 어떤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같은 해 약 6개

월 사이에 극적인 입장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246) 설사 前者에서 테무

르가 빠진 것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테

무르를 인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47) 테무르는 명실상부한 대

칸으로서 카이두 사후 1304년 소위 諸울루스 간의 大和約을 이끌어냄으로써 몽골제

국에 일시적이나마 평화를 가져오는 업적을 남겼다. 또 개인적으로도 카이샨 본인

과 크게 충돌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카이샨이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을만

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음 대칸인 仁宗 아유르바르와다 같은 경우는 현재 총 20건의 勅令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총 18건에서 칭기스 칸, 우구데이, 쿠빌라이, 테무르, 카이샨을 언급

하면서 인용하였다.248) 그 중 ｢1309年滎陽洞林大覺禪寺令旨｣는 말 그대로 令旨이므

243) 다만 大德 八年 四月 初五日(1304.5.9.) 中書省의 上奏에서는 칭기스 칸, 우구데이, 뭉케, 쿠빌

라이, 그리고 테무르 본인의 聖旨가 ‘배경’으로 제시되었다(�通制條格� 卷29 僧道 ｢商稅地稅｣, 

p.724, “俺商量來, 國家費用的錢糧浩大, 近年以來所入數少, 不敷支用. 合依在前成吉思皇帝聖旨·

哈罕皇帝聖旨·蒙哥皇帝聖旨·世祖皇帝聖旨·皇帝聖旨已了的, 僧·道·也里可溫·荅失蠻做買賣呵, 敎納

商稅呵, 怎生？奏呵, 奉聖旨, ‘那般者.’”).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中書省의 上奏에 인용된 것

이며 勅令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44) ｢1308年曲阜加封孔子聖旨致祭碑｣(蔡-1955[2017]-(54); 祖-2000-(68)).
245) ｢1309年平遙太平崇聖宮聖旨碑｣(蔡-1955[2017]-(57); 祖-2000-(71)).
246) ｢1309年濟源十方大紫微宮聖旨碑｣는 至大二年 三月 初六日, 즉 1309년 4월 16일에 작성되었고, 

｢1309年平遙太平崇聖宮聖旨碑｣는 雞兒年 九月 初五日, 즉 1309년 10월 8일에 작성되었다.
247) 祖生利는 刊刻者가 테무르의 이름을 누락한 것이라고 하였다(祖生利, ｢元代白話碑文硏究｣, 

p.104 각주 5).
248) ｢1309年滎陽洞林大覺禪寺令旨｣(蔡-1955[2017]-(56); 祖-2000-(70)); ｢1311年平山永明寺聖旨碑｣(蔡

-1955[2017]-(58); 祖-2000-(72)); ｢1311年大理崇聖寺聖旨碑｣(蔡-1955[2017]-(59); 祖-200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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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외로 하더라도 대칸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聖旨에서 위의 다섯 명

의 대칸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네 대칸에 카이샨이 추가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18건을 제외한 나머지 두 건 중 ｢1313年

授孫德或掌敎眞人聖旨｣는 漢文文言으로 작성되었고 前代 대칸들을 인용한 부분 자

체가 없다.249) ｢1316年昆明笻竹寺聖旨碑｣에는 칭기스 칸, 우구데이, 테무르, 카이샨 

네 명만 언급되어 쿠빌라이가 누락되어 있으나250) 아유르바르와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쿠빌라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이유는 상정하기 어렵다. 아마도 刊刻 과

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대칸인 英宗 시데발라의 聖旨로는 파스파字-몽골어로 작성된 ｢1323年格堅皇

帝猪年聖旨｣가 유일하다.251) ‘배경’ 부분에 前代 대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역시나 칭기스 칸부터 바로 이전 아유르바르와다까지 총 6명이 明記되어 있다. 기

존의 다섯 대칸은 물론이고, 아유르바르와다는 시데발라의 父親이었기 때문에 함께 

인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데발라 다음으로 대칸이 된 인물은 泰定帝 이순 테무르였다. �元史�에 실려 있

는 즉위 詔書에서 그는 쿠빌라이로부터 시데발라에 이르기까지의 대칸들을 모두 인

정함을 천명하였다.252) 또 4건의 聖旨에서는253) 모두 칭기스 칸, 우구데이, 쿠빌라

1312年滎陽洞林大覺禪寺聖旨｣(蔡-1955[2017]-(60); 祖-2000-(74)); ｢1312年�縣金山嘉祐禪寺聖旨碑

｣(祖-2000-(75)); ｢1312年登封少林寺聖旨碑｣(祖-2000-(76)); ｢1312年趙州栢林禪寺聖旨碑｣(蔡

-1955[2017]-(61), 祖-2000-(77)); ｢1313年林州寶巖寺聖旨｣(蔡-1955[2017]-(62); 祖-2000-(78)); ｢1314

年元氏開化寺聖旨碑｣(蔡-1955[2017]-(63); 祖-2000-(79)); ｢1314年盩厔大重陽萬壽宮聖旨碑｣(蔡

-1955[2017]-(64); 祖-2000-(80)); ｢1314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蔡-1955[2017]-(66); 祖-2000-(81)); 

｢1314年彰德善應儲祥宮聖旨碑｣(蔡-1955[2017]-(65); 祖-2000-(82)); ｢1315年盩厔太淸宗聖宮聖旨碑｣

(蔡-1955[2017]-(69); 祖-2000-(85)); ｢1315年盩厔太淸宗聖宮聖旨碑｣(祖-2000-(87)); ｢1318年郃陽光

國寺聖旨碑｣(蔡-1955[2017]-(72); 祖-2000-(91)); ｢1318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蔡-1955[2017]-(73); 

祖-2000-(92)); ｢(1312~1317)普顏篤皇帝南華寺聖旨(1)｣(呼格吉勒圖·薩如拉-2004-1(15); 

Tumurtogoo-2010-1(15)); ｢(1312~1317)普顏篤皇帝南華寺聖旨(2)｣(呼格吉勒圖·薩如拉-2004-1(16); 

Tumurtogoo-2010-1(16)).
249) ｢1313年授孫德或掌敎眞人聖旨｣(祖-2000-(81-附錄)).
250) ｢1316年昆明笻竹寺聖旨碑｣(蔡-1955[2017]-(70); 祖-2000-(88)).
251) 呼格吉勒圖·薩如拉-2004-1(18); Tumurtogoo-2010-1(26).
252) �元史� 卷29 ｢泰定帝本紀｣1 至治三年 九月 癸巳(1323.10.4.), p.638, “即皇帝位於龍居河, 大赦天

下. 詔曰: 薛禪皇帝可憐見嫡孫·裕宗皇帝長子·我仁慈甘麻剌爺爺根底, 封授晉王, 統領成吉思皇帝四

个大斡耳朵, 及軍馬·達達國土都付來. 依著薛禪皇帝聖旨, 小心謹愼, 但凡軍馬人民的不揀甚麼勾當

裏, 遵守正道行來的上頭, 數年之間, 百姓得安業. 在後, 完澤篤皇帝敎我繼承位次, 大斡耳朵裏委付

了來. 已委付了的大營盤看守著, 扶立了兩个哥哥曲律皇帝·普顏篤皇帝, 姪碩德八剌皇帝. 我累朝皇

帝根底, 不謀異心, 不圖位次, 依本分與國家出氣力行來; 諸王哥哥兄弟每, 衆百姓每, 也都理會的也

者.”
253) ｢1324年也孫鐵木爾皇帝鼠年聖旨(1)｣(呼格吉勒圖·薩如拉-2004-1(19); Tumurtogoo-2010-1(27)); ｢

1324年泰山東嶽廟聖旨碑｣(蔡-1955[2017]-(76); 祖-2000-(95)); ｢1324年也孫鐵木爾皇帝鼠年聖旨(2)｣

(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0); Tumurtogoo-2010-1(28)); ｢1326年許州天寶宮聖旨碑｣(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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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무르, 카이샨, 아유르바르와다 그리고 시데발라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명령을 

인용하고 있다. 이순 테무르는 쿠빌라이의 아들 진김의 長子 카말라係 출신으로서, 

次子인 다르마발라係 출신의 대칸들이었던 카이샨, 아유르바르와다 및 시데발라와

는 계통이 달랐다. 그러나 그가 즉위 詔書에서 직접 밝혔듯이 이전 대칸들을 모두 

正統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경’에서 언급하였다. 이순 테무르는 소

위 ‘南坡의 변’이라는 쿠데타에서 시데발라가 피살된 뒤 옹립되었기 때문에 누구보

다 더 권력의 正統性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또 여전히 잔존

한 아유르바르와다 및 시데발라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前代 대

칸들을 인정해야 했다.

1328년 이순 테무르의 급사 후 ‘兩都之戰’을 거쳐 카이샨의 아들 文宗 툭 테무르

가 즉위하였다. 툭 테무르의 勅令은 현재 ｢1330年盩厔太淸宗聖宮聖旨碑｣ 하나만 전

해지고 있다.254) 이 聖旨에서도 ‘배경’ 부분에서 이전 대칸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흥

미롭게도 칭기스 칸, 우구데이, 쿠빌라이, 테무르, 카이샨, 아유르바르와다, 시데발

라, 그리고 코실라였다. 이순 테무르 때까지는 쿠빌라이부터 바로 前代의 대칸들이 

모두 聖旨에 언급되었는데, 그와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우선 바로 前代 대칸이었던 이순 테무르가 누락되었다. 이는 아마도 전술한 이순 

테무르의 권력 장악 과정 및 그의 출신 계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툭 테무르 자신도 內戰을 통해 대칸이 된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前代 이순 테무르

의 正統性을 부정해야만 그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兩都之戰’ 과정에서 上都派는 이순 테무르의 아들 

아라기바를 대칸, 즉 天順帝로 세웠는데 그가 누락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코실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실라는 본래 카이샨의 아

들이자 툭 테무르의 형으로서 아유르바르와다 시기에 도피하여 차가타이 울루스에 

몸을 맡겼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兩都之戰’을 틈타 大權을 노려 카라코룸으로 진

출하였고 그곳에서 대칸의 자리에 올랐다. 툭 테무르 역시 이미 즉위식을 치룬 상

태였으나 형인 코실라에게 대칸의 자리를 양보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두 형제의 대면 후 코실라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자연스레 툭 테무르가 다시 

-1955[2017]-(77); 祖-2000-(96)).
254) ｢1330年盩厔太淸宗聖宮聖旨碑｣(蔡-1955[2017]-(78); 祖-2000-(97)), p.137, “成吉思皇帝·月古台皇

帝·薛禪皇帝·完□都皇帝·曲律皇帝·□顏□皇帝·□□□皇帝·護□□皇帝聖旨裏, ‘和尙·也里可溫, 答

失□·先生每, 不揀甚麼差發休當者, 告天祝壽者’麼道有來.” 이 碑文에는 누락된 글자들이 많지만, 

쿠빌라이 다음이 테무르, 카이샨, 아유르바르와다, 시데발라, 코실라를 가리킨다는 것에는 큰 

異論이 없다. 蔡-1955-(78), p.81 각주 1~3과 祖-2000-(97), p.137 각주 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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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칸이 되었다. 코실라는 漠北 및 차가타이 울루스의 후원에 힘입어 대칸의 자리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카안 울루스 전체의 합의를 통해 추대된 것은 아니었다. 또 그

는 동생의 양보를 받아 유일한 대칸이 되었으나 재위기는 불과 반 년 정도에 불과

하였다. 그러한 코실라를 툭 테무르가 聖旨에 언급한 것은 역시 그가 자신의 형이

었고, 이전에 대칸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의 지위를 직접 인정한 바 있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코실라의 죽음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255) 그는 적극적으로 코실라를 대칸으로서 인

정하고 자신이 그를 계승한 것으로 포장해야만 본인의 正統性을 인정받을 수 있으

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대칸인 順帝 토곤 테무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통치 기간이 

길었던 만큼 현재 남아있는 勅令도 총 21건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漢文詔書 및 

蒙文直譯體 聖旨 중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다섯 건과256) 碑刻 과정의 실수로 

칭기스 칸부터 카이샨까지만 기록된 한 건을257)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다시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칭기스 칸, 우구데이, 쿠빌라이, 테무르, 카이샨, 

아유르바르와다, 시데발라, 코실라, 툭 테무르, 이린지발까지 총 10명을 언급한 경우

이고,258) 두 번째는 위의 10명 가운데 툭 테무르가 빠진 경우이다.259) 兩者는 시기

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前者가 1335년부터 1338년 사이에 작성된 반면, 

後者는 1341년부터 1357년 사이에 해당된다.

255) 다시 말해서 코실라를 누락시키면 자신과 그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

고, 코실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형세가 되었을 것이다.
256) ｢1334年淇縣文廟聖旨碑｣(蔡-1955[2017]-(80); 祖-2000-(100)); ｢1358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蔡

-1955-(89-2)); ｢1362年妥歡帖睦爾皇帝虎年聖旨｣(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8); 

Tumurtogoo-2010-1(36)); ｢1362年妥歡帖睦爾皇帝虎年聖旨｣(祖-2000-(116-附錄)); ｢1368年妥歡帖睦

爾皇帝猴年聖旨｣(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9); Tumurtogoo-2010-1(37)).
257) ｢1363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蔡-1955[2017]-(93); 祖-2000-(116)). 작성 일시가 토곤 테무르의 

年號를 사용한 ‘至正二十三年’으로 연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

다.
258) ｢1335年鄒縣嶧山仙人萬壽宮聖旨碑｣(蔡-1955[2017]-(82); 祖-2000-(102)); ｢1335年鄒縣嶧山仙人萬

壽宮聖旨碑｣(蔡-1955[2017]-(83); 祖-2000-(101)); ｢1335年重編百丈淸規聖旨｣(蔡-1955-(附錄1-8)); ｢

1335年輝州頤眞宮聖旨碑｣(蔡-1955[2017]-(81); 祖-2000-(103)); ｢1335年嵩山中嶽廟聖旨碑｣(祖

-2000-(104)); ｢1336年許州天寶宮聖旨碑｣(祖-2000-(105)); ｢1337年均州五龍靈應萬壽宮聖旨碑｣(蔡

-1955[2017]-(84); 祖-2000-(106)); ｢1338年平山天寧萬壽宮聖旨碑｣(蔡-1955[2017]-(85); 祖

-2000-(107). 祖生利는 1337年이라 하였으나 양력으로 환산하면 1338.1.17.이다).
259) ｢1341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蔡-1955[2017]-(86); 祖-2000-(110)); ｢1342年妥歡帖睦爾皇帝馬年

聖旨｣(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4); Tumurtogoo-2010-1(32)); ｢1343年長安南五臺下院聖旨碑｣(蔡

-1955[2017]-(87); 祖-2000-(111)); ｢1345年妥歡帖睦爾皇帝鷄年聖旨｣(呼格吉勒圖·薩如拉-2004-1(26); 

Tumurtogoo-2010-1(34)); ｢1351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蔡-1955[2017]-(89); 祖-2000-(112)); ｢1354

年大都崇國寺聖旨碑｣(蔡-1955[2017]-(90); 祖-2000-(113)); ｢1357年平山天寧萬壽寺聖旨碑｣(蔡

-1955[2017]-(88); 祖-2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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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용된 대칸들을 살펴보면 툭 테무르가 인용한 기존의 목록에 툭 테무르와 

이린지발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툭 테무르 사후 權臣 엘 테무르 등은 코실라의 次

子인 이린지발을 대칸으로 세웠다가 그가 急死하자 다시 코실라의 長子인 토곤 테

무르를 즉위시켰다. 따라서 토곤 테무르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숙부이자 前代 

대칸인 툭 테무르와, 자신의 동생이자 在位 기간은 짧았지만 대칸이었던 이린지발

을 추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위의 두 번째 분류에서는 갑자기 

툭 테무르가 누락되었다. 그러한 사례가 한 두 건이라면 碑文 刻者의 실수로 볼 여

지가 있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7건의 사례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 없다면 이

는 의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35年重編百丈淸規聖旨｣에서는 툭 테무르의 구체

적인 聖旨 내용까지 인용했던260) 토곤 테무르가 이러한 변화를 보인 것 또한 정치

적 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261)

�元史�에 따르면 後至元 六年 六月 丙申日(1340.7.9.)에 토곤 테무르는 詔書를 내

려 툭 테무르의 廟主를 치우도록 하고, 太皇太后 부다시리를 東安州에 安置하며, 太

子 엘 테구스를 高麗로 내쫓았다.262) 詔書에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토

곤 테무르는 툭 테무르가 자신의 부친 코실라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위의 두 번째 부류 중 가장 첫 번째인 1341년 

聖旨에서부터는 툭 테무르의 이름을 생략하였다.263) 이는 즉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聖旨 내 인용되는 대칸 목록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

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264)

지금까지 쿠빌라이와 그 이후 대칸들이 자신들의 聖旨 중 ‘배경’ 부분에서 명령

의 정당성 확보 및 근거 제시를 위해 이전 대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의 勅令

을 언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쿠빌라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몽골제국 

초기 대칸들 중에서 칭기스 칸과 우구데이를 ‘선택’하였고, 그의 뒤를 이은 대칸들

은 그 명단을 계승하고 축적시켜 나갔다. 쿠빌라이가 구육과 뭉케를 누락시킨 이후

로 어느 대칸도 그들의 이름과 명령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승이 한 

260) ｢1335年重編百丈淸規聖旨｣(蔡-1955-(附錄1-8)), p.109, “成吉思皇帝·月闊台皇帝·薛禪皇帝·完者篤

皇帝·曲律皇帝·普顏篤皇帝·格堅皇帝·忽都篤皇帝·扎牙篤皇帝·亦輦眞班皇帝聖旨裏 : ‘和尙·也里可

溫·先生每, 不揀甚麼差發休當, 告天與咱每祝壽者.’ 麼道. 扎牙篤皇帝敎起蓋大龍翔集慶寺的時分, 

依著淸規體例行者麼道, 曾行聖旨有來.”
261) 祖生利, ｢元代白話碑文硏究｣, p.13.
262) �元史� 卷40 ｢順帝本紀｣3 後至元 六年 六月 丙申日(1340. 7. 9.), p.856, “六月丙申, 詔撤文宗廟

主, 徙太皇太后不答失里東安州安置, 放太子燕帖古思於高麗.”
263)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1340년 7월 9일 이후에 하사된 聖旨에서부터 툭 테무르의 이

름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64) 杉山正明, ｢元代蒙漢合璧命令文の硏究(二)｣, p.43; 中村淳・松川節, ｢新發現の蒙漢合璧の少林寺

聖旨碑｣,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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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고착화되면 관행적으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대칸들 또한 

나름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인용하는 대칸들의 명단을 재구성하였다.

한편 勅令에서 인용되는 이전 대칸들의 명단 중에서 과연 실제로 그러한 勅令을 

내렸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코실라와 이린지발 같은 경우는 在位 기

간이 극히 짧았고, 각각의 정치권력도 완전히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대칸들의 목록은 실제 해당 내용의 勅令을 하사한 사람들

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인용하는 당사자가 실제 勅令 發令 여부와

는 별개로 의도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勅令의 發令者가 과

거의 누구를 正統으로 생각하는지 그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관점을 표명하는 동시

에, 역으로 그러한 대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의 명령을 계승함을 보여줌으로

써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또 이전 대칸들의 이름 및 과거 勅令의 언급은 前代 勅令의 실질적인 계승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대칸이 ‘배경’으로 제시한 대칸들의 勅令

은 發令者의 사망으로 인해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새 대칸에 의해 

똑같은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오히려 이전 勅令의 受領人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신임 대칸에게 새로운 勅令의 하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만큼 勅令의 계승은 ‘배경’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처럼 현 

대칸의 권력을 지탱하는 근거로서 작용하였다.

勅令制度와 文書化된 勅令 그 자체는 본래 遊牧文化도, 몽골적 傳統도 아니었으

나 칭기스 칸 시기 때 받아들이고 그 이후 變容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帝國的 

制度’가 되었다. 쿠빌라이 역시 그러한 文化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대칸이 된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가늠케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통치자로서 자신의 명령을 文書化하여 전달하는 勅令制度에 있어서만큼은 몽골의 

傳統을 준수하였다. 집권 초기에 부족한 자신의 正統性을 보완하기 위하여 勅令 구

조에 몇 가지 변화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기존의 관행들을 활용한 것들이

었고 몽골적 관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明이 흥기하면서 카안 

울루스가 몽골리아로 北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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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훌레구 울루스 勅令制度의 傳統과 變容

1. 勅令 작성 과정의 재구성

(1) 가잔 칸의 勅令制度 개혁

훌레구 울루스는 몽골제국의 4대 대칸이었던 뭉케의 동생 훌레구가 대칸의 명령

에 의해 아무다리야 以西 일대, 즉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등으로 遠征을 떠났다가 

1259년 뭉케가 急死하자 몽골리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그 지역에 건립한 독자적인 

울루스이다.1) 그 일대는 中國에 버금가는 대표적 정주문명 지대 중 하나로, 古來로 

페르시아 문화가 번성하였고 7세기 중반 사산朝의 멸망 이후에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다. 따라서 훌레구 울루스의 칸인 일칸과 통치 집단들은 다수의 現地人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현지 문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익숙하지 않

은 行政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定住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했다. 그러

한 과정 속에서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制度도 現地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훌레구 울루스는 카안 울루스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칸의 勅令 작성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몽골제국 초기 및 카안 울루스의 대칸들이 發令

한 命令文과 일칸의 그것을 동일하게 ‘勅令’이라는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몽골제국에서는 發令者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해당 命令文의 명칭

이 달랐고 형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命令文의 종류와 형식이 구분되었다면 

1) 훌레구 울루스가 언제부터 독립된 政治體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고, 뭉

케가 애당초 훌레구로 하여금 자신의 독자적 울루스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지도 의문이

다. 다만 뭉케 사후 쿠빌라이가 대칸의 자리를 놓고 또 다른 동생인 아릭 부케와 경쟁하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훌레구에게는 아무다리야로부터 이집트의 문까지, 또 차

가타이 울루스의 칸이었던 알구에게는 알타이 서편으로부터 아무다리야까지의 영역과 屬民들

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였고, 이로써 훌레구 울루스가 공식적으로 대칸에 의해 독자적인 세

력을 가진 울루스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880; 라시드 웃 딘/김호동, �칸의 후예들�, p.382;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pp.73~75). 다만 당시 쿠빌라이는 대칸의 자리를 놓고 경

쟁 중이었고, 정식 쿠릴타이를 거치지 않고 즉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칸으로서의 정통성과 

권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그의 권위에 일정 부분 의지한 훌레구 울루스의 地位 역시 확고하

지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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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성 과정도 서로 달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칸의 命令文과 그보다 지위

가 낮은 일칸의 命令文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특히 훌레구 울루스는 칭기스 칸에 의한 分封이 아니라 훌레구가 원정의 성과를 

독점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政權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

다. 그러한 까닭에 훌레구 및 그가 속한 톨루이 一家의 반대편에서는 이 점을 지적

하였고, 훌레구가 뭉케의 ‘대리인(mandūb)’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2) 실제로 훌레

구와 차례로 그를 계승한 아바카 및 테구데르는 鑄貨에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뭉

케 등 대칸의 이름을 새겼다. 4대 일칸인 아르군 때에 이르러서야 대칸과 본인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였고, 1295년 가잔이 7대 일칸으로 즉위하면서 비로소 대칸의 

이름을 누락시켰다.3)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鑄貨가 발행되는지가 

곧 누가 正統性을 가진 권력자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4) 그렇다면 

결국 일칸은 그들의 반대 세력들이 과장하여 묘사하는 것과 같이 대칸의 단순한 대

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상위 권력자를 인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보인다.5) 따라서 대칸과 일칸의 發令者로서의 신분이 다르다면 각자의 命令文을 동

등한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다.

일칸과 대칸 간 혈연적 親緣性과 항렬, 그리고 당시 훌레구 울루스가 사방으로부

터 받고 있던 군사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카안 울루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칸이 대칸의 權威를 인정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알 우마리 등이 전하는 일칸들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훌레구 울루스 반대세

력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당장 훌레구의 사례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의 鑄貨 중에는 훌레구 자신의 이름만 새겨진 것들이 발견되었

다.6)

2) ʿUmarī/Lech, p.91.
3) ʿUmarī/Lech, p.103.
4) 이와 더불어 ‘후트바(khutba)’라고 하는 설교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지도 군주권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였다.
5) 과거에는 훌레구 울루스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일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일(il)’을 ‘~에 복

속한’으로 보아 ‘(대칸에게) 복속한 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일칸’이라는 

호칭이 칭기스 칸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음에 주목하여, 본래는 그 칭호가 서아시아의 투르크인

들이 카라코룸에 있던 몽골제국의 군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훌레구의 원정 이

후에는 그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김호동, ｢울루스인가 칸국인가 -

몽골제국의 카안과 칸 칭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21-2, 2016, pp.12~15).
6) Ömer Diler, Ilkhanids, İstanbul: Turkuaz Kitapçılık, 2006, pp.240~248. 물론 이 중에는 人名 없이 

‘카안(qāʾān)’이라는 호칭만 새겨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마리가 말한 사례의 범주에 속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33이나 H-38 등에서는 ‘카안(qāʾān)’이라고 하는 호칭 없이 오직 훌

레구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훌레구로부터 가잔 즉위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鑄

貨에 대칸의 이름 및 칭호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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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칸들이 대칸의 宗主權을 인정했어도 대내적으로 자신들 울루스의 모든 업무

에 그러한 측면을 반영할 필요는 없었다. 다시 말해 일칸들은 대칸이 있는 곳으로

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行政을 집행하는 

데 대칸의 직접적인 통제 및 영향을 받지 않았다.7) 그러한 상황에서 일칸들이 매번 

上位 존재로서 대칸을 상정하고 스스로를 한 단계 낮추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일

칸들은 대외적으로는 대칸의 宗主權을 인정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대칸과 동일한 

地位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二重性을 김호동은 ‘外王內帝’의 개념으로 설명하였

다.8) 실제로 카안 울루스에서 ‘寶’는 오직 대칸의 전유물이었으나,9) 일칸 아바카와 

아르군은 ‘輔國安民之寶’를, 가잔은 ‘王府定國理民之寶’를, 울제이투와 아부 사이드

는 ‘眞命皇帝天順萬夷之寶’ 등을 사용한 바 있다.10) 또 그들은 자신들의 命令文을 

몽골어 ‘자를릭’으로 칭하였는데 이는 바로 대칸의 勅令을 가리키는 전용 표현이었

다.11) 이처럼 훌레구 울루스의 칸들이 ‘內帝’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면 그들의 

命令文을 똑같이 勅令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설사 일칸들의 命令文을 勅令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命令文을 작성하면서 몽골제국 초기 이래 傳統을 참고하고 준수하였을 것이다. 그

7)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칸들이 대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일칸들은 

새로 즉위할 때마다 대칸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대칸이 그의 

즉위를 인정하는 勅令을 보내오면 재차 즉위식을 개최하는 등 대칸의 인준을 통해 권력의 정

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다만 훌레구 울루스 내부의 실무적인 行政에 있어서는 일칸이 주체

적으로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8) 김호동, ｢울루스인가 칸국인가 -몽골제국의 카안과 칸 칭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pp.18~22.
9) �元史� 卷14 ｢世祖本紀｣11 至元 二十四年 冬十月 戊寅條(1287.11.27.), p.301, “桑哥言, ‘北安王王

相府無印, 而安西王相獨有印, 實非事例, 乞收之. 諸王勝納合兒印文曰�皇姪貴宗之寶�, 寶非人臣

所宜用, 因其分地改爲�濟南王印�爲宜.’ 皆從之.”
10) 심지어 이러한 ‘寶’들을 大都에서 제작하여 훌레구 울루스로 보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Bert 

G. Fragner, “Farmān,” in Encyclopaedia Iranica, edited by Ehsan Yar-shater, Routledge & Kegan 

Paul, 1999). 반면 훌레구 울루스 내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Antoine Mostaert 

and Francis Woodman Cleaves, “Trois documents mongols des Archives secrètes vatican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5, 1952, p.485; Yokkaichi Yasuhiro, “Chinese Seals in the Mongol 

Official Documents in Iran: Re-examination of the Sphragistic System in the Il-khanid and Yuan 

Dynasties,” �吐魯番學硏究�, 2010, p.219; 김호동, ｢울루스인가 칸국인가 -몽골제국의 카안과 칸 

칭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pp.19~20).
11) 훌레구 울루스에서 만들어진 史書들을 보면 일칸들의 命令文을 칭할 때 주로 ‘야를릭(yarlīgh)’ 

또는 ‘파르만(farmān)’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야를릭은 투르크語이고 파르만은 페르시아

語로서 둘 다 君主의 命令文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란 문화의 영향을 받은 훌레구 울루스에

서 칸의 명령을 파르만이라고 칭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래 야를릭

은 철저하게 최고통치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데 반해, 파르만은 통치권의 일정 요

소를 가진 諸王이나 公主 또는 行政官들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Bert 

G. Fragner, “Farmān,”). 다만 일칸이 항상 자신의 命令文을 ‘자를릭’ 또는 ‘야를릭’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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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傳統的 특징들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

라서 그러한 기존 요소들이 페르시아·이슬람文化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發現, 維持 

및 變容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몽골인들이 서아시아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命令을 전달하고 意志

를 관철해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 작성 과정에 대해 세부 정보를 전하고 있는 史料로는 �集

史� ｢가잔 칸紀｣ 제22話가 있다. �集史� ｢가잔 칸紀｣에는 훌레구 울루스의 제7대 

칸인 가잔이 추진한 改革들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 제22話가 바로 

勅令 및 牌子에 대한 부분이다. 가잔은 勅令 작성의 세부 절차들을 마련하였는데, 

이 자료를 통해 가잔 이후 일칸들의 勅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發令되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集史�의 편찬을 총괄한 라시드 웃 딘은 훌레구 울루스의 최고 行政 책

임자인 바지르, 즉 宰相으로서 당시 현장에서 직접 見聞한 바를 전했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물론 이 �集史�의 기록은 가잔 집권 시기의 改革을 다루고 있

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제1장에

서 살펴본 몽골제국 초기 勅令 작성 과정과의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훌레구로부터 

시작해서 가잔 이전까지 작성된 勅令들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集史� ｢가잔 칸紀｣ 제22話의 내용 중 중요 부분만 발췌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

다.

勅令에 대하여 명하시기를,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각 이야기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적절하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그러한(취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아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사람들이] 아뢰고 

난 뒤에는 왕국의 이익과 각 일의 이점을 알고 있는 아미르들이 勅令의 草案을 만

들도록 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아뢴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공적인] 업무로부

터 동떨어졌다면, 사람들의 간청으로 [勅令 草案을] 작성하지 말도록 하였다. 또 디

반의 臺帳들과 장소 및 액수에 대한 기록을 참고해야 하는 많은 중대사들이 있으

니 신중하게 草案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서 몽골의 書記들과 함께 단어 

하나하나를 읽고 [칸에게] 바친다. 그래서 만약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自筆 

또는 口頭로 하신다. 그리고 淨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칸에게] 바친다. 그 다음에 

알 탐가(朱印)를 찍고, ‘某某 때문에 某某 날에 아뢰었고, 某某 날에 [勅令의 초고

를] 읽어서, 印章의 날인을 허락한 某某 勅令입니다’라고 말한다. …… 그리고 4케

식으로부터 네 명의 아미르를 임명하고 각각에게 카라 탐가(黑印)를 따로따로 주어 

勅令에 印章을 날인할 때 그 뒷면에 [카라 탐가를] 찍도록 한다. 그래서 그들이 “저

희들은 몰랐습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다음 다시 바지르들과 디

반의 책임자들에게 보여줘서 [그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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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들 역시 디반의 印章을 그 뒷면에 찍고, [勅令을 받는] 사람에게 [勅

令을] 준다. 그리고 한 명의 書記를 임명하여, 알 탐가를 찍은 각 勅令의 寫本을 단

어 하나하나 [그대로] 장부에 쓰고, 어느 날에 印章을 찍었는지, 누가 [勅令을] 썼는

지, 누가 바쳤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한 해가 끝난 다음에는 다른 새로운 장부

를 시작하고 새해부터는 그곳에 작성하도록 해서, 매년 별도의 장부가 있도록 하였

다. 그 목적은 [시간이 헷갈리는] 혼란이 없도록 하고, 어느 누구도 [칸에게] 바친 

것, [勅令을] 작성한 것, 印章을 찍은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12)

위 인용문에 상술된 일칸 勅令의 작성 과정을 절차별로 세분화하면 ‘①보고 및 

탄원’, ‘②草案 작성’, ‘③草案 확인 및 수정’, ‘④각종 印章의 날인’, ‘⑤勅令의 하사 

및 보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용문을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나 

각 절차에 대해 보다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①보고 및 탄원’은 말 그대로 칸에 대한 업무 보고 또는 특정인의 탄원으로 해

당 勅令이 작성된 원인이자 배경이다. 먼저 가잔은 자신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 

즉 보고 및 탄원은 반드시 그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한 때에는 누구도 부적절하거나, 利益이 없는 그러한 

일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칸이 업무와 탄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결정

을 내리며, 勅令의 發令 여부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사실 훌레구 울루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遊牧國家에서는 칸의 政務 시간과 연회 

시간이 구분되지 않았다. 遊牧民들은 워낙 飮酒를 즐겼고 가잔 역시 마찬가지였

다.13) 실제로 가잔 시기에 일부 무리들은 그가 취한 틈을 타 자신들의 政敵을 제거

하고자 시도하였다.14) 이 때 가잔은 이미 이슬람으로 改宗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술

을 마셨고,15) 사람들은 그가 취한 상태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마 가잔 이전

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노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청탁과 탄원이 이루어지고, 또 윤

허를 받아 그 내용을 반영한 勅令이 下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잔은 위와 

12)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1467~1470; Rashīd/Alizade, pp.500~503; Rashīd/Thackston, 

vol.3, pp.725~727.
13) 비록 가잔이 즉위하기 이전의 일이지만 그는 지나친 飮酒로 인하여 40일 간 병에 걸린 적도 

있었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3, p.1224; Rashīd/Thackston, vol.3, p.598).
14)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3, p.1300; Rashīd/Thackston, vol.3, p.650.
15) 다만 가잔은 스스로 ‘이슬람의 帝王(padshah-i islam)’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는 상

관없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禁酒를 지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集史� ｢가잔 칸

紀｣ 제29話는 바로 이에 대한 것이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1502~1503; 

Rashīd/Thackston, vol,3, p.743). 그러나 가잔은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禁酒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여 술 취한 상태에서 城內나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만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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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①보고 및 탄

원’에는 그것을 듣고 칸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②草案 작성’은 ‘①보고 및 탄원’에 따른 칸의 결정을 文書化하는 과정이다. 단 

勅令의 작성자들은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안건이 정

당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누군가의 간청이 있다 하더라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일칸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락한다기보다는 해당 안건이 적

합한지 재삼 확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 草案

을 작성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청탁을 받

아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 사안들에 대해 디반, 즉 소

위 財務廳의 臺帳들과 ‘장소 및 액수에 대한 기록’을 참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특

히 財政과 관련된 경우라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하게끔 

주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草案을 작성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아미르

들이었다는 점이다. 아미르는 보통 將軍 또는 將帥로 번역되는데 그 職務와의 연관

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칸의 신임을 받는 몽골인이나 투르크인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일칸에게는 이 아미르들 이외에 바지르들과 그 屬僚들도 존재했는데 이들은 

識字能力은 물론 이전 王朝에서의 통치 경험 등을 기반으로 財務를 비롯한 일반 行

政을 담당하였다.16) 가잔 시기에는 사드 웃 딘 무함마드 사와지와 라시드 웃 딘이 

바지르로 복무하였다. 바지르들이 行政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보니 외부인

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지위는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기도 하였다. 알 우마리

는 일칸들은 국가 財政이나 나라의 行政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 바지르가 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官吏의 任免權도 그가 보유하고 있고 오직 重大

事인 경우에만 칸들과 상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술탄이고 진정한 의미의 

君主라고 할 정도였다.17)

16) 대표적으로 �세계정복자의 역사�를 지은 알라 웃 딘 아타 말릭 주베이니의 가문은 이전에는 

셀죽과 호라즘 왕조에서 服務하였다가 몽골 지배 이후에는 몽골을 위해 일하였다.
17) ʿUmarī/Lech, p.153. 바지르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遊牧民 출신으로서 정주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몽골과 이슬람·페르시아 문화의 상징으로서 바지르를 인위적으로 대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인들이 行政 전반을 현지 정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더해진 듯하다. 그러나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훌레구 울루스 

바지르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 財政 감독 및 집행 등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었다(Ann. 

K. S. Lambton, “Wazīr,” in The Encyclopaedia of Islam(New Edition), vol. 11, edited by P. J.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th, E. van Donzel and W. P. Heinrichs, Leiden: Brill, 2002, 

pp.192~194; Denise Aigle, “Iran under Mongol Domination: The effectiveness and failings of a dual 

administrative system,” L’Iran face à la domination mongole: Ètudes, 1997, pp.72~74), 심지어 에이

글은 이란의 역사 중 몽골 지배기를 행정적 측면에서는 단절기로 표현하면서 바지르의 권한이 

이전과는 달리 국가 재정에만 국한되었다고 하였다. 훌레구 울루스의 바지르들과 그 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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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勅令의 草案 작성은 아미르들이 담당하

였다. 실제 명령의 집행은 바지르와 그 예하 現地人들에 의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명령을 결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일칸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이었던 것

이다. 이는 古來의 페르시아·이슬람 문화와 전통이 보존된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몽

골인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훌레구 울루스의 케식 제도를 연구한 찰스 멜빌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가잔 때 케식들의 숫자가 더욱 증가하였고 몽골 家系가 

여전히 군사 및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18)

가잔 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勅令의 草案 작성을 아미르들에게 맡긴 이유

는 아마도 그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물론 위 인

용문에는 아미르들을 수식하면서 ‘왕국의 이익과 각 일의 이점을 알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현실적으로 아미르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혹은 각 사안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특정 아미르들에

게 草案 작성의 임무를 부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일칸의 勅令을 불특

정 다수의 인물들이 돌아가며 작성하게 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이다. 사실 軍事 업무를 제외한다면 일반 행정이나 탄원 해결에 있어 특별히 아미

르들이 장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잔이 아미르들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통치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집단이었기 때문으로 봐야하지 않

을까 싶다.

전체 아미르들 중에서도 草案 작성의 임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일칸이 가장 신임

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아마도 알 우마리가 이야기하는 ‘우마라 알 울루스(umarāʾ 

al-ulūs)’, 즉 ‘울루스의 아미르들’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울루스의 아미르들’은 ‘아미

르 알 울루스(amir al-ulūs)’의 복수 형태로 알 우마리는 총 4명이라 하였지만,19) 그 

수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 복수의 아미르 알 울루스 중에서도 가장 권

위가 높은 이는 아미르 중의 아미르라는 뜻의 ‘아미르 알 우마라(amir al-umarā)’ 또

는 ‘베글레르베기(Beglerbegī)’로 불리기도 하였다.20) 이들은 보통 현 일칸의 유년 시

절부터 개인적 유대 관계를 형성했거나, 前代 일칸의 측근이었던 경우, 또는 일칸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일칸은 이러한 개인적 관계 및 

기 바지르들의 역할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만, 적어도 前者가 행정 전반을 좌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18) Charles Melville, “The Keshig in Iran: The Survival of the Royal Mongol Household,” in Beyond 

the Legacy of Genghis Khan, edited by Linda Komaroff, Leiden: Brill, 2006, pp.150~155.
19) ʿUmarī/Lech, p.153.

20) Peter Jackson, “Beglerbegī”(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beglerbegi-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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勳功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높은 권력을 부여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일칸

이 勅令 草案 작성의 임무를 아미르에게 부여한다면 그 대상은 아마도 이러한 아미

르 알 울루스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勅令 작성 과정의 다음 단계는 ‘③草案 확인 및 수정’이다. 草案을 작성한 아미르

들이 몽골 書記들과 함께 ‘단어 하나하나(lafzan be-lafz)’ 읽고 칸에게 바치면, 필요

한 경우 칸이 직접 自筆로 수정하거나 말로써 지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

영하여 淨書한 수정본을 다시 바치게끔 하였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勅令의 草案을 ‘단어 하나하나’ 읽게 하였다는 부분이다. 이는 草案의 내용을 대략

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그 표현과 세부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

며, 칸이 勅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몽골 書記들은 아미르들이 

글자를 읽지 못할 경우 그들을 대신하여 읽고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草案이 위구르字-몽골어 이외 다른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된 경우 이를 

번역 및 통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21) 만약 그렇다면 위의 ‘단어 하나하

나’는 草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별로 구분하여 읽도록 하였음을 의미할 수도 있

고, 번역과 통역의 과정을 상정한다면 앞서 구육 親書의 번역 과정에서처럼 逐字 

번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22) 어느 편이 되었든 간에 세세하게 확

인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 이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칸의 역할이다. 草案의 최종적인 확인을 다

름 아닌 칸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그가 勅令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일칸은 자신이 신뢰하는 아미르들에게 草案을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하였

으나 무조건적으로 일임하지 않고 口頭로 보고받고 재차 文書를 통해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자신이 내린 결정 및 아미르들의 제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

하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본인의 命令을 文書化하는 과정에서 아미 

또는 書記들이 부정을 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자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칸은 수정이 필요하다면 自筆 또는 말로써 지시한다고 하였는데,23) 아

21) 통역을 해야 한다면 書記인 비틱치보다는 通譯者인 켈레메치가 더 적합하겠지만, 지금은 대화

가 아니라 勅令 草案이라고 하는 文書가 주된 핵심이므로 아마도 文書를 관장하는 비틱치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또 사실 훌레구 울루스에 있는 비틱치들은 몇 代에 걸쳐 이란에 거

주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페르시아어를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비틱치와 켈레메

치의 업무를 명확하게 分掌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2) 물론 이 두 사례는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카르피니가 번역할 때는 위구

르字-몽골어로 작성된 原本을 라틴어로 옮기는 것이었고, 이 경우에는 반대로 위구르字-몽골어 

이외의 言語와 文字로 작성된 原本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

라도 철저하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하다.

23) 원문은 “be-qalam-i mubārak”과 “be-lafz-i mubāra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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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들이 작성해 온 草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 직접 수정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카안 울루스의 대칸 토곤 테무르가 자신의 詔

書를 확인하고 ‘日’字를 ‘時’字로 고치게끔 한 장면이 투영된다. 모든 일칸들이 識

字 및 文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後代 일칸들은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페르

시아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또 비록 글자를 모르더라도 몽골 書

記가 동석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수정 사

항 지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반영하여 淨書한 최종본을 다시 제출케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인 정황은 전해지지 않지만 앞서 草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자 했던 모습을 봤을 때 최종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

측된다. 그리고 일칸의 확인과 수정을 거친 최종본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도 이의

를 제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勅令의 최종본이 완성된 뒤 다음 절차는 ‘④각종 印章의 날인’이었다. 印章은 勅

令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장치였고 이는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칸의 

印章은 알 탐가, 즉 朱印으로 불렸는데24) 인용문을 보면 勅令에 날인되기 전에 ‘某

某 때문에 某某 날에 아뢰었고, 某某 날에 [勅令의 초고를] 읽어 印章의 날인을 허

락한 某某 勅令입니다’라고 아뢰게 하였다고 한다. 즉 해당 勅令이 작성된 배경이

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일자, 草案 낭독 일시, 그리고 印章의 날인 허락 여부 등을 

재언급하게 한 것이다. 알 탐가가 지닌 기능상의 중요성 때문에 그 날인이 신중하

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가잔은 이전보다 한층 더 철저히 알 탐가를 관리하였다. 인용문에

는 생략하였으나 그는 예전에는 일칸의 印章들을 보관한 상자 또는 장소의 열쇠가 

書記들의 손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칸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주어 사

용하고 반납하도록 정하였다.25) 날인하기 전에 勅令의 작성 배경과 보고 일시 등을 

말하게 한 것은 바로 칸에게 알 탐가의 사용을 요청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26)

이처럼 알 탐가의 사용을 일칸이 직접 통제하기로 한 데에는 기존에 만연하던 병폐

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전에는 알 탐가를 날인하는 임무를 담당하

24) Gerahrd Doerfer, “Āl Tamḡā”, Encyclopaedia Iranica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al-tamga-red-seal)

25) 원문에는 大탐가들의 열쇠가 ‘qabturġā’, 즉 어깨에 메는 사각형의 가방(G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Wiesbaden: Franz Steiner, 1963, pp.384~385)에 있다고 

하였다.

26) 한편 칸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이 완성된 뒤에 바로 알 탐가의 날인이 이루어졌다면 굳

이 탐가 사용의 요청을 위한 각종 사안의 재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

지 않았다는 것은 勅令 최종본의 완성과 알 탐가의 捺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격리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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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알치(ālčī)’들이 이를 빌미로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27) 이에 가잔은 

본래 알치들에게 알 탐가의 보관과 날인을 맡겼던 것을 바꾸어 본인이 직접 그 업

무에 가담함으로써 폐단을 방지하고자 했다.

發令者의 印章을 날인함으로써 권위와 유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이

다. 그런데 일칸의 勅令에는 알 탐가 이외에 다른 印章들이 층차적으로 추가 날인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 독특하다.28) 먼저 알 탐가가 찍힌 다음에는 아미르들의 

印章이 捺印되었다. 이 아미르들은 4케식으로부터 임명된 인물들로서 그들에게는 

카라 탐가, 즉 黑印이 주어졌고 勅令의 뒷면에 찍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의 목적은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은 몰랐다고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27)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468; Rashīd/Thackston, vol.3, p.726.
28) 한편 일칸의 勅令에 칸 이외 인물들이 捺印 등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署名을 하는 행위를 

‘副署(countersign)’라고 하며 이는 일찍부터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으로는 클리브스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고(Francis Woodman Cleaves, “A Chancellery Practice of The Mongols in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4, 1951), 최근 애트우드 

역시 크림 칸국의 카라추 벡 제도와 몽골제국의 케식長 제도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위 사례

를 언급하기도 하였다(Christopher P. Atwood, “Ulus Emirs, Keshig Elders, Signatures, and 

Marriage Partners : The Evolution of a Classic Mongol Institution,” in Imperial Statecraft: Political 

Forms and Techniques of Governance in Inner Asia, Six-Twentieth Centuries, edited by David 

Sneath, Bellingham, W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for 

Mongolia and Inner Asia Studies Unit, University of Cambridge, 2006, pp.143~147). 다만 그 기원

에 대해서는 兩者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클리브스는 몽골이 위구르로부터 이 副署制

度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추정하였다(Francis Woodman Cleaves, “A Chancellery Practice of The 

Mongols in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p.526). 반면 애트우드는 아바카와 아르군 

시기에는 副署된 예가 없으나 게이하투 때부터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이는 元, 즉 카안 울루

스에서 창시되었고 훌레구 울루스가 수용한 것이라 주장하였다(Christopher P. Atwood, “Ulus 

Emirs, Keshig Elders, Signatures, and Marriage Partners : The Evolution of a Classic Mongol 

Institution,”, p.146). 그러나 애트우드가 제시한 1292년 ‘게이하투 勅令’에는, 물론 식투르, 악 부

카, 타가차르 등의 아미르들, 그리고 사히브 디반인 아흐마드의 署名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카

라 탐가와 같은 印章의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署名이었고, 그 위치도 勅令의 뒷면이 아니

라 前面의 게이하투 이름 바로 아래였다(Abolala Soudavar, Art of the Persian courts : selections 

from the Art and History Trust Collection, New York: Rizzoli, 1992, pp.34~35). 게다가 이 文書는 

기존에는 게이하투의 勅令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바지르의 命令文이었다. 또 가잔의 뒤를 

이어 칸이 된 울제이투가 1305년 필립 4세에게 보낸 편지의 뒷면에도 쿠틀룩 샤, 추반, 세윈치 

등의 署名이 있으나 이 역시 印章의 형태는 아니었다(Antoine Mostaert and Francis Woodman 

Cleaves, Les lettres de 1289 et 1305 des ilkhan Arγun et Ölǰeitü à Philippe le B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p.85). 이처럼 칸의 勅令에 아미르들이 署名한다는 의미에서는 

‘게이하투의 勅令’, ｢가잔 칸紀｣의 기록, 그리고 울제이투의 書信 등의 사례가 일견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위치와 형태 등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포괄적으로 ‘副署’라고는 했지만 

前面과 後面에 따라, 署名과 印章에 따라 서로 다른 행위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화한 것인지 등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샤밀로글루는 크림칸국의 카라추 벡 제도를 

연구하면서 그 연원을 칭기스家에서 찾았으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U 

Schamiloglu, “The Qaraçi Beys of the Later Golden Horde: Note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ongol World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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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케식으로부터 임명되었다고 하는 아미르들은 일칸으로부터 그들만의 印章을 

부여받았고 勅令을 확인하고 날인하는 중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12일을 기준으로 3일씩 輪番하여 칸을 호위하는 4케식의 각 首長이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29) 칭기스 칸이 케식제도를 확립한 이래로 케식들은 侍衛로 근무하

면서도 칸의 至近거리에서 政事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정치적 역할도 병행하였다. 

이들은 ‘①보고 및 탄원’ 후 칸을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참여했을 

것이고, 칸이 草案을 확인하는 자리에도 배석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아미르들

이 최종적으로 勅令이 완성되고 칸의 알 탐가가 날인된 후 자신들에게 주어진 카라 

탐가를 날인하였던 것이다.

이 네 명의 케식長들이 ‘저희들은 몰랐습니다’라고 부인하지 못하게끔 한 것은 

이후 해당 勅令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듯하다.30) 1302년 가잔이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게 보낸 書翰의 

뒷면에는 “우레드(Üred) 케식의 첫 번째 날”이라는 구절이 있다.31) 이처럼 케식의 

근무일을 통해 時期를 明示한 것을 보더라도 그 의도가 책임 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32) 훌레구 울루스에서는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두 몽골

인 사이 또는 몽골인과 무슬림 사이에서 생긴 것이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샤

흐나, 말릭, 비틱치, 까디 등 다양한 층위의 인물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그

리고 이후에 그 결정에 대해 아무도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 없게끔 일종의 증거로서 

서명을 하였다.33) 이 역시 논의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하

는 목적에서 비롯된 절차이며,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9) 케식長으로 추정되는 이 네 아미르들이 앞서 언급한 아미르 알 울루스와 어떠한 관계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아미르들 중에서 칸의 신임을 받는 대표격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케식長이면

서 동시에 아미르 알 울루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양자가 일

치하거나 중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0) 케식의 輪番 일자와 4케식 首長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카라 탐가는 훌레구 울루스의 중앙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그렇다면 알 탐

가와 더불어 해당 勅令이 위조되지 않은 眞本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도 존

재한다.
31) Francis Woodman Cleaves, “The Sino-Mongolian Inscription of 1338 in Memory of Jigüntei,”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4-1/2, 1951, pp.516~523. 다만 이 書翰의 뒷면에는 카라 탐가

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쿠틀룩 샤(Qutluɣ Ša)’, ‘에리시드쿨레(Erisidküle)’, ‘이라마단

(Iramadan)’이라는 人名만 위구르字-몽골어로 기입되어 있다.
32) 해당 書翰의 前面 마지막 부분에 ‘701년 호랑이 해, 봄의 마지막 달(3월) 14일’라는 보다 구체

적인 日時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의 이 언급은 단순히 정확한 日時를 제공하는 것 이외

의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봐야한다.
33)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389; Rashīd/Thackston, vol.3, pp.68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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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章 날인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한 것은 바지르들과 디반 책임자들이었다. 이들

은 勅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

상이 없는 경우 뒷면에 디반의 印章을 捺印하였다. 이 또한 바지르와 디반 책임자

들로 하여금 勅令의 내용을 확인했음을 입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공

유하게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에서는 이들이 勅令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미르들이 ‘디반의 

臺帳들과 장소 및 액수에 대한 기록을 참고’할 때 자연히 의견을 개진하였을 것이

며, 비단 기록만이 아니더라도 行政 관련 지식이 부족한 아미르들은 바지르 등에게 

충분히 諮問을 구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 ‘⑤勅令의 하사 및 보관’에서는 완성된 勅令을 受領人에게 하사하고, 동시

에 그 寫本을 만들어 장부로 보관하였다. 書記로 하여금 勅令의 寫本을 단어 하나

하나 그대로 장부에 쓰고, 印章을 찍은 일시와 작성자 및 보고자 등을 적도록 하였

다. 그리고 해마다 이러한 장부를 새롭게 만들도록 하였다. 이 조치의 목적은 勅令 

작성의 각 단계에서 해당 행위를 한 인물들을 明示함으로써,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眞相과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勅令의 寫本 작성 

및 보관은 口頭가 아닌 文書로 命令을 내렸을 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

였다.

인용문에는 생략하였으나 ｢가잔 칸紀｣에는 이러한 절차의 목적 또는 구체적 사용 

사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다. 첫째, 기존에 이미 어떤 사람에게 한 

勅令이 하사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과 반대되는 명령을 얻고자 한다면 장부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기존 勅令과 반대되는 청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勅令 受領人에 대한 비난 내지 비방이 이루어진 경우 장부를 통해 해당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여 勅令을 받은 사람 또는 그를 비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다.34) 즉 勅令 寫本 장부를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상호 모순 및 위반되는 새로운 

勅令의 발행을 방지하고,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集史� ｢가잔 칸紀｣가 전하는 일칸의 勅令 작성 과정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보고 및 탄원’에서는 勅令 작성의 배경이 되는 보고 및 탄

원은 반드시 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료상에 明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보고 및 탄원 이후 칸에 의한 구체적 또

는 대략적인 지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미르

들이 ‘②草案 작성’을 담당하되 해당 안건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말도록 

하여 ①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막을 수 있게끔 하였다. 이어서 ‘③草案 

34)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468; Rashīd/Thackston, vol.3, 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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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수정’은 칸이 완성된 草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는 단계였

고, 勅令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前面에는 대칸의 印章을, 後面에는 아미르

들과 디반의 印章을 날인하는 ‘④각종 印章의 날인’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⑤

勅令의 하사 및 보관’에서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장부를 마련하여 그곳에 勅令의 

寫本과 勅令 작성의 각 절차가 이루어진 날짜 및 책임자들을 기입하게 하였다.

(2) 알 우마리의 기록과 일칸의 勅令

알 우마리는 14세기 초에 태어나 맘룩朝에서 관직을 역임하다 자리에서 물러난 

뒤 여러 서적들을 집필하였다. 그 중 Masālik al-abṣār fī mamālik al-amṣār는 역사, 

지리,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포함된 백과사전 성격의 책으로 그 안에는 

몽골제국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다.35) 비록 그는 훌레구 울루스의 일원은 아니었으

나 同時代를 산 인물이었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훌레구 

울루스에서 勅令이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칸의 勅令 작성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있다. 훌레구 울루스 내부

에서 작성된 �集史�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알 우마리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兩者

를 대조 및 비교한다면 보다 상세히 일칸의 勅令 작성 절차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財政과 관련된 것에 대해 發行하는 勅令(yarāliġ) 및 命令들(aḥkām) -즉, 알툰 탐가-

은 바지르의 의견 및 명령을 통해 發令된다. 使臣 및 驛站과 관련된 것도 역시 바

지르를 통해 發令된다. 이 업무를 위한 특정 관리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바지르 밑

에 있다. 군대와 관련된 것들은 아미르 알 울루스를 통해 發令된다. 그러나 바지르 

이외에 누구도 서명(ḫaṭṭ)을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관습이다. [먼저] 바

지르가 무엇을 쓸 것인지 지시한다. 그러면 [書記가] 그것과 관련하여 筆寫해야 할 

典範(ḫuṭūṭ al-mutaḥaddiṯīna)을 가지고 草案을 작성한 뒤 바지르에게 제출한다. 바지

르는 [확인 후에] 淨書할 것을 지시하고, 완료되면 전술한 것처럼 술탄의 이름을, 

그 밑에는 네 명의 아미르들의 이름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 밑에 바지르가 서명

(ḫaṭṭ)할 공간을 비워둔다. 그리고서 勅令 및 명령이 완성되면 日時 [부분에] 날인을 

하는데, 그 일에 임명된 사람은 [勅令을] 작성한 사람과 별개의 인물이다. 그 다음

에 바지르가 나타나서 [위에서] 비워둔 자리에 ‘이것은 某某의 말이다’라는 뜻의 

‘某某의 말(sözi)’과 그 자신의 이름을 작성한다. 그 뒤 [만약 해당 勅令 및 명령이] 

재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보관 장소에 그 寫本을 보관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관]하

35) 알 우마리에 관해서는 “Ibn Faḍl Allāh al-ʿUmarī”, EI2, vol.3, pp.758~7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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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36)

인용문에서는 사안이 주로 財政과 관련된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나, 알 우마리는 

군사 업무의 경우에는 바지르 대신 아미르 알 울루스가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일칸의 ‘勅令들

(yarāliġ) 및 命令들(aḥkām)’은 財政, 使臣 및 驛站, 또는 軍事 등 업무의 성격에 따

라 주관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작성 과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절차별로 구분하면 먼저 ㉠바지르 및 아미르 알 울루스의 작성 지

시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는 ㉡書記들에 의해 草案이 작성된다. 草案이 완성되면 

㉢바지르가 확인 후 淨書를 명하고, 이후 ㉣술탄, 즉 칸과 네 명의 아미르의 이름이 

기입되고, ㉤날인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바지르는 정해진 문구 및 자신의 이름

을 기입하고,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集史� ｢가잔 칸紀｣에 보이는 작성 절차와 비교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草案 작성 

지시, 草案의 작성과 확인 및 수정, 날인, 사본 작성 후 보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는 점은 거의 흡사하다. ｢가잔 칸紀｣에서 확인한 ‘①보고 및 탄원’의 과정은 아마도 

‘㉠바지르 및 아미르 알 울루스의 작성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

集史�에서는 아미르들이 ‘②草案 작성’을 담당한다고 한 반면, ㉡에서는 書記들이 

‘典範’을 토대로 작성한다고 하였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잔은 勅令

制度 改革의 일환으로 ‘업무 규범’, 즉 勅令의 草案 모음집을 작성하였다. ‘업무 규

범’이 마련된 뒤로는 書記들이 그것을 기초로 人名과 地名 등만 바꾸어 기입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아마 알 우마리의 기록은 가잔 칸의 改革 이후의 상황을 

전하면서 그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편 완성된 草案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의 과정으로서 ‘③草案 확인 및 수정’과 ‘㉢바지르의 확인 후 淨書 지시’가 있

는데 前者에서는 일칸의 주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後者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바지르가 行政을 총괄하더라도 울루스의 財政과 관련된 안건을 일칸

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칸 및 네 아미

르의 이름을 草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의 절차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 이

전에 ③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④각종 印章의 날인’과 ‘㉤날인의 과정’은 

각각 전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호 보완적인 서술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리고 알 우마리의 기록에서만 보이는 ㉥의 절차가 행해지고, 마지막으로 두 

史料에서 동일하게 전하는 ‘⑤勅令의 하사 및 보관’ · ‘㉦사본 작성 후 보관’이 이

루어졌다.

36) ʿUmarī/Lech, pp.158~159. 아랍어 교감 부분은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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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 우마리의 기록 중 ‘㉣칸과 네 아미르의 이름 기입’과 ‘㉥바지르가 정해

진 문구 및 자신의 이름 기입’하는 것은 ｢가잔 칸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절차들

이다. 가잔 이전부터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가잔의 개혁으로 새롭게 도입

되었는데 ｢가잔 칸紀｣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1267년 또

는 1279년으로 비정되는 아바카의 勅令에도,37) 1289년 아르군이 필립 4세에게 보낸 

書信에도,38) ｢가잔 칸紀｣에 포함된 가잔의 勅令에도, 1305년 울제이투가 필립 4세에

게 보낸 書信에도39) 이러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즉 가잔 이전은 물론 그 이후

에도 現存하는 일칸의 勅令 중 그 어느 것에도 前面에 칸과 네 아미르들, 그리고 

바지르의 이름이 함께 기입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40) 어쩌면 이것이 ｢가잔 칸紀｣

에서 말하는 ‘④각종 印章의 날인’ 과정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만, 알 우마리는 명백하게 날인을 별도 과정으로 명시하였다.

일칸의 勅令을 비롯한 모든 命令文들 중 일칸과 아미르 및 바지르의 이름이 동시

에 기입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는 1293년 게이하투 칸 시기에 發令된 한 命令文

이다. 이를 처음 소개한 수다바르는 해당 命令文을 ‘일칸 게이하투의 勅令(Farmān 

of the Il-Khān Gaykhātu)’으로 규정하면서 현존하는 일칸의 페르시아어 勅令 중 최

초의 것이라 하였다.41) 그는 사진 및 英文 번역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아미

르들의 이름이 기입된 특징적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

석하였다. 즉 게이하투는 술, 여자, 소년에 빠진 유약한 칸이었고 당시 실제 권력은 

아미르들에게 있었으며, 따라서 아미르들의 서명은 그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이후에도 이러한 견해를 줄곧 견지하여 無力한 권력자인 게이

하투의 勅令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당시 바지르인 아흐마드 할리디 잔자니

(Aḥmad Khālidī Zanjānī), 속칭 사드르 웃 딘이 고안한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또 그

는 칸의 권위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가잔이 이러한 관행을 금지시켰으나 다음 칸

37)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43~244;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0~151.
38)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45~247;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2~154.
39)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52~255;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6~157.
40) 인용문에는 勅令의 ‘前面’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草案에 바지르의 서명이 들어갈 부분을 ‘비워

둔’ 상태에서 그 위에 칸과 네 아미르들의 이름을 기입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後面

으로 볼 수는 없다.
41) Abolala Soudavar, Art of the Persian courts : selections from the Art and History Trust Collection,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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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울제이투 때 부활했다고 설명하였다.42)

수다바르가 처음 이 命令文을 소개하면서 일칸 게이하투의 勅令으로 규정한 뒤 

아직 많은 연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하다.43) 헤르만은 ‘일칸 게이하투의 

이름으로 된 大바지르 아흐마드의 命令文(Erlass des Großwesirs Aḥmad im Namen 

des Ilchans Gaiḫātū)’이라 하면서 기존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44) 또 셰이흐 알 

후카마이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수다바르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

다.45)

筆者 역시 헤르만 등이 지적한 바대로 이 命令文은 게이하투의 勅令이 아니라 아

흐마드의 命令文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첫 행 ‘[Irinjin Tu]rji 

yarlighindin’은 ‘이린진 도르지의 勅令에 의하여’라는 뜻으로, 이는 구조상 ‘권한부

여’에 해당하며 결코 發令者를 지칭한다거나 命令文 유형을 명시한다고 볼 수 없

다.46) 만약 첫 행을 구조적으로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문장

의 표면적인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미르들의 이름이 열거된 제2

행 “식투르, 타가차르, 악 부카의 말에 의하여(Shiktur, Toghachar, Aq-buqa, sözindin)”

와, 바지르인 아흐마드의 이름이 기입된 제3행 “아흐마드 사히브 디반의 말

(Aḥmad-i Ṣāḥib Dīwān sözi)”이 해당 命令文에서 갖는 구조적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쌕스턴 역시 �集史� ｢게이하투 칸 紀｣를 譯註하는 과정에서 이 命令文을 

언급하면서 ‘yarligh’을 위에 표기(superscription)한 것은 최고의 통치 권위(the 

ultimate reigning authority)를 나타내는 것이고. ‘söz’를 아래 표기(subscription)한 것은 

실제 發令 권위(the actual issuing authorities)를 나타낸다고 하였다.47) 즉 그는 

‘yarligh’과 ‘söz’를 구분하면서 이 命令文이 ‘yarligh’, 즉 일칸이 發令한 것이 아니라

고 본 것이다.48)

42) Abolala Soudavar, “The Mongol Legacy of Persian Farmāns,” Beyond the Legacy of Genghis Khan, 

2006, pp.416~417.
43) Linda Komaroff and Stefano Carboni, ed., The Legacy of Genghis Khan : Courtly Art and Culture 

in Western Asia, 1256-1353, New York : Metropolitan Museum of Art ;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2002, p.260; Yuka Kadoi, Islamic Chinoiserie : The Art of Mongol Ira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p.89.
44) Gottfried Herrmann, Persische Urkunden der Mongolenzeit : Text- und Bildteil, p.3, 15.
45) ‘Imad̄ al-Din̄ Sǎyh ̮ al-Hụkama’̄i,̄ “Study on a Decree of Amir̄ Cǒban of 726 AH/1326 CE,” Orient

50, 2015, p.12 각주 2.
46) 이린진 도르지는 게이하투의 또 다른 이름으로 �集史�에 따르면 한 불교 승려가 그에게 이러

한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189;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321; Rashīd/Thackston, vol.3, p.579).
47) Rashīd/Thackston, vol.3, p.579 각주 3.
48) 다만 ‘실제 發令 권위’로서의 ‘söz’가 아미르들과 바지르의 말을 모두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바지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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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3행 “아흐마드 사히브 디반의 말(Aḥmad-i Ṣāḥib Dīwān sözi)”은 앞의 인용문

에서 바지르가 작성한다고 하는 ‘某某의 말(sözi)’의 실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

를 통해서도 해당 命令文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söz’는 ‘말(言)’이라는 뜻의 투

르크어로, 전술하였듯이 勅令 구조에 있어서 ‘某某의 말’이라는 표현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49) 가잔이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게 보낸 書信

의 제1행도 다름 아닌 ‘가잔, 朕의 말(Γasan üge manu)’로서,50) 이는 發令者가 가잔

이고 해당 書信은 그의 말을 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중 ‘üge’는 몽골어

로서 투르크어 ‘söz’에 대응한다. 그런데 일칸의 勅令 중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것들은 모두 ‘üge’를, 페르시아어 및 아랍어로 된 것들은 ‘farmān’을, 라틴어로 된 

것은 ‘verbum’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söz’는 사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söz’는 칸의 勅令이 아니라 아미르들 및 바지르들에 의해 發令되는 

命令文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울제이투 칸 시기 大바지르였던 사드 웃 딘의 

1305년 6월 7일자 命令文을 보면 ‘Saʿdu’d-Dīn sözi’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51) 같은 

해 7월 19일자 아미르 후세인의 命令文에서는 ‘Ḥusain sözi’라 하였다.52) 이러한 현

상은 비단 가잔 이후의 일만은 아니었는데, 1288년 아르군 在位 당시 아미르였던 

바이트미슈의 명령문에서도 제1행에 ‘Bāytmiš sözi’라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53)

이 중 알 우마리의 기록처럼 칸과 아미르들의 이름이 함께 기입된 것은 1305년 

사드 웃 딘의 命令文이다. 그것은 ‘자비롭고 관대한 神의 이름으로’라는 관용구로 

시작하여, 제2행에는 ‘울제이투 술탄의 勅令에 의해’라는 문장이, 제3행에는 ‘쿠틀룩 

샤, 추반, 불라드, 후세인, 세윈치의 말(söz)에 의하여’, 그리고 제4행에 바로 ‘사드 

웃 딘의 말’이 등장하며 그 다음에 本文이 이어지고 있다. 쿠틀룩 샤 등은 모두 울

제이투 칸 시기의 고위 아미르들로서 여기에서는 알 우마리의 기록과는 달리 5명의 

이름이 기입되기는 하였지만 숫자상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305년에 發令된 이 命令文의 發令者는 당시 바지르였던 사드 웃 

딘이었고 勅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알 우마리가 앞의 인용문에서 財政 관련 勅令 작성의 과정

49) 勅令 이외에도 懿旨나 令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前者는 ‘[某某]皇后懿旨’로 後者는 ‘[某某太

子 또는 王]令旨’로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을 표기하였다.
50)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50~251;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5~156.
51) Gottfried Herrmann, Persische Urkunden der Mongolenzeit : Text- und Bildteil 文書 6, pp.79~83. 이

하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Herrmann-2004-(6)의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52) Herrmann-2004-(7).
53) Herrmann-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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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어쩌면 그가 말한 財政과 관련된 ‘勅令 및 命

令들’ 중 後者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할 수도 있다. 發令者가 바지르인데 최

고 통치자 전용의 ‘勅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 우마리의 기록은 ｢가잔 칸紀｣와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바지르가 發令者이기 때

문에 그의 역할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고, 바지르와 일칸이 지닌 권위에는 명백한 

층차가 존재하므로 草案 확인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였을 것이다.54) 그

러나 두 기록이 전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알 우

마리의 기록은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制度, 특히 勅令 작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본 節에서는 �集史� ｢가잔 칸紀｣ 제22話를 중심으로 훌레구 울루스에서 일

칸의 勅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가잔은 즉위 후 각종 

분야에 걸쳐 改革을 진행하였고, 勅令制度에 대해서도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일칸의 勅令은 ‘①보고 및 탄원’, ‘②草案 작성’, ‘③草案 확인 및 수정’, ‘④각종 印

章의 날인’, ‘⑤勅令의 하사 및 보관’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는 훌

레구 울루스 밖의 인물이었던 알 우마리의 기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성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도 및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勅令制度의 운용과 원칙

(1) 勅令制度의 활용과 통제

일칸의 勅令 작성 과정을 포함하여 勅令制度의 전반적인 운용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勅令 

54) 표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네 명의 아미르들이 서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업무와 무관하며, 바지르와 직접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하지 않았음에도 바지르의 

命令文에 서명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게이하투의 부족한 권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기존 연구도 있지만 다소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바지르에 의해 준

비된 草案을 일칸이 아미르들을 통해 ‘확인’하고 책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다만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勅令制度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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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의 배경이 되는 ‘①보고 및 탄원’에서부터 칸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

는 환경을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③草案 확인 및 수정’에서도 칸이 

草案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직접 수정하는 의무 내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

다.55) 뿐만 아니라 勅令에 效力을 부여하는 알 탐가의 관리 또한 이전과 달리 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물론 위와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에서 확인하

였듯이 몽골제국 勅令制度의 특징 중 하나는 대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이들이 

勅令 작성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대칸들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적극 참여하였

다는 점이다. 특히 뭉케는 직접 勅令을 작성했다는 기록도 있다.56) 그렇다면 뭉케의 

동생이었던 훌레구와 후대의 일칸들은 상대적으로 勅令制度에 더 익숙하였을 것이

고, 유년기부터 위구르字와 페르시아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일칸들은 가잔이 규정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勅令 작성에 대해 모종의 방

식으로 확인하고 개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일칸들이 勅令과 권력 간 상호 관계를 중시한 사실을 통해서도 어

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 勅令은 그들이 권력을 발휘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그 권

력을 보장하는 원동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훌레구 사후 아바카는 그의 

長子로서 유언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많은 諸王과 아미르들의 지지를 받는 

등 칸으로 즉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었으나, 대칸인 쿠빌라이의 명령 

없이는 즉위할 수 없다고 하였다.57) 비록 주위의 권유로 즉위식은 치렀지만 이후 

1270년에 쿠빌라이 측으로부터 그의 繼位를 인정하는 勅令이 도달하자 다시 두 번

째 즉위식을 거행하였다.58) 아바카는 대칸 쿠빌라이의 勅令을 통해 칸으로서의 지

위와 권력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대칸의 勅令이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

했다기보다는 대칸으로부터 그를 일칸으로 인정하는 勅令을 하사받았다는 것 자체

가 그의 권력 기반을 확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당시 몽골인들은 勅令制度에 익숙해

55) 최고 통치자가 자신의 文書化된 勅令이 發令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상식

적인 행위였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디반의 長은 완성된 文書를 먼저 확인하고 다

시 君主에게 바쳐 확인 표시(ʿalāma)를 받았다. ‘ʿalāma’는 보통 冒頭의 ‘神의 이름으로’ 아래에 

작성하는 ‘神께 찬미가 있기를(al-ḥamdu li’llāh)’과 같은 문장을 지칭한다. 君主가 직접 작성하

고, 文書에 효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E. Lévi-Provençal, “ʿAlāma,” in The Encyclopaedia of 

Islam, vol.1, edited by 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E.J. Brill, 1991, p.352). 文書를 

작성한 사람 또한 이 ‘ʿalāma’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다만 그 경우에는 文書의 마지막 結語 부

분에 써넣었다.
56) �元史� 卷3 ｢憲宗本紀｣, p.54, “帝剛明雄毅, 沉斷而寡言, 不樂燕飲, 不好侈靡, 雖后妃不許之過制. 

初, 太宗朝, 羣臣擅權, 政出多門. 至是, 凡有詔旨, 帝必親起草, 更易數四, 然後行之.”
57)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059;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153.
58)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097;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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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칸이 자신의 울루스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 역시 勅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作

成 및 發令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가잔이 勅令 작성 과정에 아미르들을 적극 참여시킨 것도 같은 목적에서 비롯되

었다. 그는 자신이 신임하는 아미르들로 하여금 草案을 작성하게 하였고, 勅令의 작

성과 발행에 참여한 이들에게 향후 책임을 묻고자 각자에게 부여한 印章을 날인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아미르 알 울루스와 케식長 등 고위 아미르들이 훌레

구 울루스의 內政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한편, 동시에 강한 책

임감을 부여한 것이다. 가잔 이전 일칸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대표적인 예로 2대 일칸인 아바카 시기의 아미르 부카를 들 수 있다. 아미르 부

카는 잘라이르 종족 출신으로서 父親의 사망 당시 어린아이였는데 아바카가 그를 

양육하여 이후 자신의 近臣(īnāq)으로 삼았다. 아바카는 유년 시절부터 부카를 돌보

았기 때문에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여 財庫와 알 탐가를 그에게 주고 아미르들의 

首長으로 임명하였다.59) 그는 아바카 사후 아흐마드 테구데르가 즉위하였을 때에는 

잠시 주춤하였으나, 다시 아바카의 아들로서 4대 일칸이 된 아르군 시기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는 왕국의 宰相이 되었고, 모든 왕국의 사무를 위임받았으며, 독

자적인 명령권도 부여받았다.60) 그가 이와 같은 강력한 권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바카 시기에는 칸과의 개인적 유대관계, 그리고 아르군 시기에는 父親의 寵

臣이자 자신의 즉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원인이 되었다. 부카가 보유

하고 있던 권력과 권한을 고려해볼 때 그가 칸의 勅令 작성 과정에도 깊게 관여했

을 가능성이 높다.61)

5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110;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221.
60)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155;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280.
61) 물론 부카의 권력이 강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칸 아르군의 권력을 침탈하게 되었고, 이는 결

국 부카의 실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 아미르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부카의 권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화 중의 하나로 사신들이 아르군의 勅令과 牌子

를 가지고 타브리즈로 갈 때 만약 거기에 부카의 알 탐가가 찍혀 있지 않으면 타브리즈의 代

官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한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167; 라시드 웃 딘/김

호동, �일 칸들의 역사�, pp.293~294). 이 일화는 부카의 반대파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 아르

군에게 보고한 것이라 과장 또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일칸의 勅令에 宰相 또

는 아미르 알 울루스의 신분으로서 부카가 날인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칸이 아닌 부카가 칸

의 전유물인 알 탐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다. 사실 아바카가 그에게 알 탐가

를 주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일칸의 알 탐가를 그에게 맡긴 것일 수도 있

고, 알 탐가는 印章과 그 印章을 찍은 文書를 모두 가리키기 때문에 後者를 지칭하는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르군 시기에 ‘부카의 알 탐가’가 있었다는 것은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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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칸들은 칸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의 주체적 입장에서 勅令制度를 활

용하고자 하였다. 文書로 옮길 때나 諮問이 필요한 경우에는 現地人들의 도움을 받

았지만, 몽골인들에게 이질적인 定住文化라고 해서 行政 담당자들에게 위임하는 소

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칸이 혼자 勅令制度의 운용을 

전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아미르 알 울루스 등을 참여시

켰다. 그들은 勅令制度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

고, 동시에 勅令制度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칸과 고위 아미르들이 직접 勅令制度를 운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앞에서 재구성한 勅令 작성 과정 역시 다소 

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行政과 訴訟, 그리고 軍事와 外交 등 勅令을 발행해야 하

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치기는 쉽지 않았

다. 草案의 작성을 담당하는 아미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칸 스스로도 모든 草案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였다. 칸에게 강

력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계절 巡行을 위한 이동, 사냥과 

연회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몽골제국의 궁정문화를 감안한다면 결코 쉽지 않

은 일이었다.62)

이에 가잔은 다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는 자신이 

勅令의 草案을 제때 다 읽지 못하여 중요한 사안이 지체되거나 청원인의 불편을 야

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아미르들의 지시를 받아 草案을 작성하는 書

記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勅令들 간에 내용이 상

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가잔은 발생 가능한 상황

들을 상정하여 각종 重大事 및 탄원에 대한 勅令의 草案들을 미리 만들고, 아미르

들로 하여금 확인 후 함께 수정하도록 하였다.

“發令하는 명령들은 내가 명한 것이고 너희들이 아뢴 것이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

도 변덕을 부리거나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草

案들을 함께 읽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각자 깊게 생각하며,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든지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을 해서 어떠한 세세한 부분이라도 유의하지 않

았거나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하고, 朕의 의견 및 너희들의 그것과 같

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典範으로 만들고 이후로는 모든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의 길

과 관습으로 실행되고, 朕의 말에 어떠한 불일치도 없을 것이다. 상의를 해서 매우 

62) 사실 이는 文書行政에 익숙한 定住國家의 최고 통치자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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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이 모두 그것에 대해 확고하

게끔 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 앞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읽을 것이다. 만약 작

은 것이라도 눈에 띄면 상의하여 정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확정할 것

이다.” 

[칸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 그 草案들의 모음을 수정 후에 함께 장부에 작성하였고, 

그것을 ‘업무 규범(qānūn ol-omūr)’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앞으

로 명령들은 그 草案들로부터 加減 없이 작성하라. 만약 드물게 전술하지 않은 그

러한 경우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 草案을 작성해서 보고하라. 만약 때때로 사람과 

장소, 그리고 상황 및 시간의 필요에 의하여 약간 보충해야 한다면, 그 [추가하는] 

몇몇 말들은 따로 적어서 보고하라.”고 하셨다. 63)

즉 가잔은 작성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높은 勅令들의 草案을 미리 제작하고, 향

후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소위 ‘업무 규범’으로 이는 일종의 勅令 규격화라 할 수 있다. 또 향

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그 보강 및 수정까지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가잔의 철저함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草案 모음집은 현재 전

하지 않는다. 다만 훌레구 울루스의 마지막 칸이었던 아부 사이드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어 잘라이르朝에서 완성된 Dastūr al-Kātib fī Taʿyin al-Marātib, 소위 �書記典

範�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가잔의 개혁 이후에 실제 만들어져 사용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64)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草案 모음집이 칸과 아미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다. ‘업무 규범’을 제작하여 勅令을 일원화하고자 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설정한 

원칙과 결정에 따라 울루스를 통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사전에 정해진 草

案대로 勅令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칸을 위시한 통치 집단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였

기 때문에 허락될 수 없었다. 또 勅令의 규격화는 칸과 고위 아미르들의 勅令制度

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 이외 제3

자의 개입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방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草案 모음집의 작

성과 활용은 勅令 작성 과정에서 칸과 아미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절차상 편의

를 도모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울루스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었다.

한편 라시드 웃 딘은 勅令을 규격화함으로써 勅令 간의 표현 불일치에 따른 분쟁

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勅令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고 

63)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1469~1470; Rashīd/Alizade, pp.402~403; Rashīd/Thackston, 

vol.3, p.727.
64) �書記典範�의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渡部良子, ｢�書記典範�の成立背景 -14世紀におけるペルシ

ア語インシャー手引書編纂とモンゴル文書行政｣, �史學雜誌� 111, 2002, pp.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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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65) 勅令 간 표현의 불일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다소 애매하지만, 

추측컨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에게 허락된 권한이 각각의 勅令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었을 때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勅令 受領人이 권한을 행사하였을 때 그 정당성 여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또 소유권 분쟁에서도 유사한 두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분명

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爭訟을 야기할 수 있다. 勅令의 

규격화는 각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서식을 마련함

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集史� ｢가잔 칸紀｣에는 가잔 시기에 發令된 勅令들의 寫本이 있는데 그 

중에는 地名이나 작성 日時 및 受領人을 밝히지 않고 대신 ‘某某(folān)’로 표현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잔 칸紀｣ 제18話에는 “판결의 위임에 관한 勅令의 寫

本”이 실려 있는데 初頭에 “바스칵, 말릭, 그리고 朕에 의해 某某 지역에서 하킴이 

된 사람들은 알아라. 某某에게 그곳 및 그 주변 지역의 판결을 명하였으니 이 지역

에서 법과 관련된 사건, 일, 중대사는 그에게 이야기해서 그가 판결하고 결정하도록 

하라”는 문장이 있다.66) 즉 某某라는 사람을 까디, 즉 判官으로 임명하여 某某 지역

으로 보내면서 그 지역의 통치와 관련된 직책을 가진 이들에게 통고함과 동시에 그

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 勅令 중에는 ‘某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도 있고, ‘某某’ 대신 정확한 地名 및 人名이 명시된 경우도 있는데, 前者는 ‘업

무 규범’, 즉 勅令 草案 모음집의 사례로 볼 수 있다. �書記典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대상자와 상황에 따라 구분된 각종 서한들, 임명서 및 각종 命令文 등이 

사례별로 제시되어 있다.

또 가잔은 勅令制度 개혁의 일환으로 印章制度를 정비하기도 하였다.67) 업무의 

종류와 발행 대상에 따라 크기 및 材質 등을 기준으로 印章을 세분화하여, 碧玉製 

大탐가, 그보다 작은 碧玉製 탐가, 金製 大탐가, 金製 특수 탐가, 작은 알툰 탐가 등

을 제정하였다.68) 이러한 용도에 따른 印章의 구분은 勅令과 印章 간 유기성을 더

65)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470; Rashīd/Alizade, p.403; Rashīd/Thackston, vol.3, p.727.
66)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387; Rashīd/Thackston, vol.3, p.689.
67) 훌레구 울루스의 印章制度에 대해서는 최근 요카이치 야스히로가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四日市康博, ｢伊利汗國の印章制度における朱印, 金印と漢字印 -元朝の寶璽, 官印との比較から-

｣). 훌레구 울루스의 印章制度는 카안 울루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한 연구는 중국식 

印章制度가 몽골인들에 의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Françoise Aubin, “To Impress the 

Seal: A Technological Transfer,” in Representing power in ancient Inner Asia : legitimacy, 

transmission and the sacred, edited by Isabelle Charleux, Grégory Delaplace, Roberte Hamayon and 

Scott Pearce, Bellingham, W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10). 다만 그녀는 몽골의 印章制度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다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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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화하였다. 또 이러한 印章을 보관한 상자의 열쇠는 전술했듯이 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날인 과정을 칸과 그 주위의 고위 아미르들이 감독할 수 있었고 이는 

勅令制度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한 사례로서 ｢가잔 칸紀｣ 제22話 중 印章制度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財政 

관련 命令文에 날인하는 ‘작은 알툰 탐가’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작은 알툰 탐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국고와 지방들의 바라트들, 수령증(yāfte),69)

세금계산서(mofāsāt)70) 및 거래들(moʿāmelāt)과 물과 땅들 때문에 작성한 디반의 문

서들에 찍는다. 그것들을 허가에 따라 디반의 書記들이 작성하고 서명(ʿalāmāt)을 한 

다음에,71) 몽골 문자로 된 요약문을 그 뒷면에 쓰고 그 탐가를 거기에 찍는다.72)

위에 나열된 文書들은 모두 財政과 직접 관련된 것들로서 알 우마리의 기록에서

처럼 디반의 書記들이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인용문에 나열된 文書들이 모두 일칸

의 이름으로 發令된 勅令으로 볼 수는 없다. 아마도 그 중에는 알 우마리의 기록에

서 확인하였듯이 바지르의 命令文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모두 국가 財政이라는 중

68)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468; Rashīd/Thackston, vol.3, p.726.
69) 헤르만은 이를 ‘Quittungen’이라 해석하였고(Gottfried Herrmann and Gerhard Doerfer, “Ein 

Persisch-Mongolischer Erlass des Ǧalāyeriden Šeyḫ Oveys,” Central Asiatic Journal 19-1/2, 1975, 

p.41), 요카이치는 ‘財務 受領證’으로 해석하였다(四日市康博, ｢伊利汗國の印章制度における朱

印, 金印と漢字印 -元朝の寶璽, 官印との比較から-｣, p.333). 한편 Steingass의 사전(p.1526)에 따

르면 ‘a diploma or privilege of immunity from taxes’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70) 헤르만은 ‘Entlastungen’으로(Gottfried Herrmann and Gerhard Doerfer, “Ein Persisch-Mongolischer 

Erlass des Ǧalāyeriden Šeyḫ Oveys,”, p.41), 요카이치는 ‘精算書’로 해석하였다(四日市康博, ｢伊利

汗國の印章制度における朱印, 金印と漢字印 -元朝の寶璽, 官印との比較から-｣, p.333).
71) 대표적인 사례는 1325년 아부 사이드 勅令으로서, 이 勅令의 페르시아面 제13~14행에는 “디반

의 서명으로 확인되었고, 帝王의 알툰 탐가로 서명되었기 때문에 신뢰하라”라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이 勅令 제 2행의 윗부분에는 ‘sahīh(정확)’라는 단어 아래에 총 3개의 서명이 있는데 

모두 “uthbita”, 즉 “나는 확인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또 2행의 아래 여백에도 같

은 문구로 시작하는 2개의 서명이 있다. 또 14행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도 해당 勅令이 장부

에 기록되었음을 의미하는 서명이 기입되어 있다(이 勅令에 대해서는 Gottfried Herrmann and 

Gerhard Doerfer, “Ein persisch-mongolicher Erlaß aus dem Jahr 725/1325,” Zeitschriften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25, 1975 참고). 헤르만에 따르면 大바지르를 비롯한 

관리들이 정해진 위치에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Gottfried Herrmann and Gerhard Doerfer, “Ein 

Persisch-Mongolischer Erlass des Ǧalāyeriden Šeyḫ Oveys,”, pp.36~37). 한편 동일한 용례를 1358년 

셰이흐 우바이스의 勅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勅令에도 위와 동일한 표현의 문장 및 서

명들이 확인되는데 잘라이르朝가 훌레구 울루스의 문화적 유산을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2)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379; Rashīd/Thackston, vol.3, p.726. 아부 사이드의 1325년 

勅令을 보면 실제로 탐가는 페르시아어면에는 세금의 총액이 표기된 곳에, 위구르字-몽골어에

서는 마찬가지로 세금 총액이 기입된 부분과 日時 두 곳에 날인되었다(Gottfried Herrmann and 

Gerhard Doerfer, “Ein persisch-mongolicher Erlaß aus dem Jahr 725/1325,”, p.318). 한편 그 印文은 

“위대한 술탄 / 아부 사이드 / 신께서 그의 통치를 영원하게 해주시기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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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안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정한 ‘작은 알툰 탐가’라는 印章을 

날인하도록 하고, 이 印章이 날인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命令文의 요약문을 몽골 文字, 즉 위구르字로 작성하여 

뒷면에 쓰도록 했다는 점이다.73) 이러한 조치는 칸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이 財

政 관련 命令文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요약문이라

고는 했지만 1325년의 사례를 보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번역에 가

깝게 옮겨졌다. �書記典範�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사에는 비

단 財政 관련 命令文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왕국의 아미르, 萬戶들, 千戶들, 百戶들 

및 다른 모든 사안들에 대해 그 뒷면에 요약문을 작성한다고 하였다.74) 토지매매와 

같은 私文書에서도 본문은 페르시아어로 작성하지만 위구르字-투르크어로 그 요약

문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봤을 때,75) 당시에 이러한 관행이 공적 · 사적인 

영역을 막론하고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시 그만큼 財政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칸 등은 原文이 몽골어 이외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된 경우 그 裏面의 

위구르字-몽골어 요약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칸들은 바지르를 

통해 울루스의 財政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결코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 그들이 

上申하는 財政 관련 命令文의 작성 및 發令 과정을 印章과 요약문이라는 수단으로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적극 개입하였다. 해당 命令文은 칸의 裁可를 받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칸과 고위 아미르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

고 수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칸을 비롯한 훌레구 울루스의 몽골 통치 집단들은 勅令制度를 주체적으

로 활용하는 한편 그 制度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가잔의 개혁 시도이다. 아마도 그가 즉위하기 이전에 勅

令制度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거나 폐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훌레구 이후로부터 가잔 즉위 

이전까지 칸 등의 최고 통치 집단이 勅令制度에 대해 무관심하였거나 방치했다고는 

할 수 없다.76) 그보다는 가잔 때에 이르러 勅令制度가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73) 혹자는 原文이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財政 관련 업무를 주관한 것은 現地人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原文이 작성되고 

위구르字-몽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카안 울루스에서도 翰林院에

서 漢文 雅文으로 작성한 文書를 蒙古翰林院에서 파스파字-몽골어로 번역하는 사례가 있었다.
74) Nakhchivānī/Istanbul, p.176a; Nakhchivānī/Darani, vol.2, p.511.
75) 대표적인 예로 훌레구 울루스 초기에 작성된 한 토지매매文書를 분석한 연구로는 Dai Matsui 

and Ryoko Watabe, “A Persian-Turkic Land Sale Contract of 660 AH/1261–62 CE,” Orient 50,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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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작성 言語 및 文字의 선택과 勅令의 전승

마지막으로 이 小節에서는 앞에서 다루지 못한 훌레구 울루스 勅令制度의 요소들 

중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勅令 작성 시의 言語 및 文字의 선택

이고, 다른 하나는 勅令의 傳承으로서 둘 다 勅令制度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이 주제에 대해 상술하는 史料는 없어 단편적으로 散見되는 기사들

을 종합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규명할 것이다.

�書記典範�에는 몽골어 命令文들의 작성을 담당하게 된 박시들에게 수여하는 일

종의 임명장이 총 3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우룩 박시라는 인물에게 하

사한 것이다.77) 그리고 이 임명장의 앞부분에는 우룩 박시에게 몽골어 命令文 작성

의 임무를 맡기는 일종의 배경적 서술이 있다.

命令文(ahkām)의 書記들은 각 집단(tāyīfa)에게 그들의 말로 發令해서 그 내용을 쉽

게 이해하게 한다. 특히 평안의 도시 바그다드와 이라키 아랍 지역에는 命令文들을 

아랍어로 쓰고, 이란인 종족들과 산악 지역78) 및 파르스 지역에는 페르시아어로 해

야 하며, 몽골인들 및 투르크인들 종족에는 또한 그들의 言語와 文字로 命令文들을 

보내서 그것의 이해를 쉽게 한다. ‘그에게는 그의 言語로 말을 해야 한다.’79)(괄호

는 필자)

�書記典範�은 아부 사이드 시기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훌레구 울루스에서 分化된 

76) 모건은 훌레구 울루스 관련 사료에 驛站 남용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몽골 지

도층들이 역참제도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였다. 그는 몽골인들이 行政을 페르시아 및 중국인들에게 맡겨놓고 사냥, 목축, 전쟁 및 

다른 전통적인 활동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낡은 관념이라고 비판하였다(David Morgan, 

“Reflections on Mongol Communications in the Ilkhanate,” in Studies in honour of Clifford Edmund 

Bosworth, Vol.2. The sultan’s turret : studies in Persian and Turkish culture, edited by Carole 

Hillenbrand, Leiden ; Boston: Brill, 2000, p.375).

77) 우룩 박시가 실존 인물인지, 그리고 이 임명장이 과연 원본을 옮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임명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통 작성일자가 기입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에 썼다’라는 표

현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룩 박시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그에게 하사하는 임명장

를 일종의 예시로서 게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8) 원문은 ‘belād-i jebāl’로 이는 초기 이슬람 시기에 페르시아의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jebal).

79) Nakhchivānī/Istanbul, p.176a; Nakhchivānī/Darani, vol.2, pp,5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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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국가 중 하나인 잘라이르朝에서 완성되었다. 따라서 잘라이르朝에서 위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命令文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는 훌레구 울루스에서부터 시작된 

傳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傳統은 인용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극명

하게 드러나듯이, 勅令을 포함한 命令文을 작성할 때는 그 受領人이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는 言語와 文字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랍인, 이란인, 몽골인, 투르

크인 등 당시 훌레구 울루스를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민족들에게 각각 그들의 말로

써 命令文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우룩 박시를 몽골어 命令文 작성을 담

당하는 書記로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일칸의 朝廷에 몽골어 書記 이외에 각각 다

양한 言語와 文字를 담당하는 書記들이 존재하였을 것임은 不問可知이다.

위 引用文을 통해 훌레구 울루스에서 勅令을 비롯한 命令文 작성 시 言語 및 文

字 선택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 원칙은 앞에서 몽골제국 초기 

및 카안 울루스의 사례에서 누차 확인한 바 있고,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그대로 이

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중언부언하기보다는 현재 직·간접적으로 전해

지고 있는 勅令들을 통해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간단히 확인해보고자 

한다. 

훌레구 울루스 내부의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아바카의 1265/66년 勅令은 위구르

字-몽골어로 작성되었고,80) 1267년 또는 1279년으로 비정되는 사마가르 등에게 하

사한 아바카의 勅令 역시 마찬가지로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었다.81) 또 인접한 

맘룩朝에 書信을 보낼 때에는 당연히 아랍어를 사용하였다.82) 그리고 교황 및 유럽

의 국왕들에게 書翰을 보내는 경우에는 라틴어로 작성하였다.83) 한편 일칸의 페르

시아어 勅令은 現物로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集史� ｢가잔 칸紀｣에 그 寫本이 전

하듯이 아마 실제로도 페르시아어로 發令되었을 것이다.

80) Gerhard Doerfer, “Mongolica aus Ardabīl,” Zentralasiatische Studien 9, 1975, pp.190~191;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150.
81)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43~244;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0~151. 요카이치 야스히로에 따르면 훌레구 울루스에서 발견된 소위 公

文書들 중에서 몽골어-위구르文으로 작성된 것들은 대부분 칸이 發給한 것들이었으나, 최근에

는 대아미르들이 發令한 것도 확인되었다고 한다(四日市康博, ｢ユーラシア史的視點から見たイ

ル＝ハン朝公文書 -イル＝ハン朝公文書硏究の序論として-｣, pp.259~260).
82) 예를 들면 훌레구가 맘룩의 쿠투즈 술탄에게 보낸 서신을 들 수 있다. 이 서신에 대한 英譯은 

Bernard Lewis, Islam : From the Prophet Muhammad to the Capture of Constantinople, vol. 1 : 

Politics and War,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1974[1987], pp.84~85 참고.
83) 대표적인 예로 아르군이 교황 호노리오 4세, 프랑스 국왕, 앙주의 샤를 등을 수신인으로 한 書

翰을 들 수 있다(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p.2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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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 1290년 아르군이 니콜라이 4세

에게 보낸 서신은 라틴어가 아닌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되었고,84) 1302년 가잔이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게 보낸 書翰 역시 위구르字-몽골어로 쓰였다.85) 라틴어 문

화권의 대상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言語와 文字로 된 書翰을 보냈

다는 것이 일견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육의 사례를 통해서 대칸

이 외국에 文書를 보낼 때에는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原

文을 포함하여 여러 번역본을 함께 발송하였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위 일칸들의 書翰이 당시 受領人에게 보낸 유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당

연히 번역본도 동봉하였을 것이다.

간혹 일칸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예를 들면 라틴어 書記가 준비되지 않았

는데 사안이 급박하여 서둘러 文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위에 원칙에서 벗어나기

도 하였다. 예를 들어 1267년 아바카는 맘룩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 동맹을 모색하

고자 교황 클레멘트 4세에게 보낼 書信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宮廷 내에 라틴어 書

記가 없어 위구르字-몽골어로 써서 발송하였다. 그러나 교황 측에서는 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당연히 답장은 없었다. 1년 뒤인 1268년 아바카는 

다시 書信을 보내면서 전년도 書信에 대해 교황으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의 주위에 위구르字-몽골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

신이 라틴어로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였다.86) 훌레구 울루스 初期에 이와 같

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유럽 

세계로 書翰을 보내는 경우에 라틴어로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受領人을 배려하여 그의 言語와 文字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잘못 전달될 것을 걱정하여 文書 작성자를 직접 使臣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1274

년 아바카는 使臣들에게 교황 그레고리오 10세에게 보내는 書信을 들려 리옹 공의

회에 참석하게끔 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훌레구가 바그다드를 정복하였으나 기독

교도들에게는 호의적이었던 사실과 아바카 자신 역시 기독교도들과 평화 및 연합을 

도모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文書로 작성하고 사신단에 포함되어 직

84)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43~244;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4~155.
85)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50~251;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5~156.
86) 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p.223~225; Denise Aigle, “The Letters of Eljigidei, 

Hülegü, and Abaqa: Mongol Overtures or Christian Ventriloquism?,” Inner Asia 7-2, 2005,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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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설명한 이가 바로 리차드라는 인물이었다.87)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이었다고

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일칸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다양한 수단

을 마련하여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일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發令되는 각종 文書들을 작성하고 發令할 때 

작성자의 편의가 아닌 受領人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훌레구 울루스만의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몽골제국 초기부터 유지해온 傳統이었다. 일칸의 말은 적어도 몽골인들의 입장

에서는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기도 하였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의 말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

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해당 지역의 言語 및 文字로 勅令 등을 작성한 것이

다.88)

한편 몽골제국 초기의 대칸들은 이전 대칸들이 發令한 勅令에 대해 그 효력을 인

정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이전 대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거나 그로

부터 正統性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前代 대칸의 勅令들을 인정하

였다. 반면 그러할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몰수하기도 하였다. 勅令의 傳承은 대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렇다면 훌레구 울루스의 상황은 어떠했을지 각 칸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대 일칸이었던 아바카는 1265년에 칸으로 즉위한 뒤 國事를 정비하면서 “훌레

구 칸이 지시했던 야삭들과 각종 사안에 대해서 발포했던 명령들을 모두 계속해서 

인정하고 시행하며, 그것들을 고치거나 바꾸어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

을 내렸다”.89) 여기에서 ‘야삭’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 發令

87) 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p.226~230; Paul Meyvaert, “An Unknown Letter Of 

Hulagu, Il-Khan Of Persia, To King Louis Ix Of France,” Viator 11, 1980, p.251; Denise Aigle, 

“The Letters of Eljigidei, Hülegü, and Abaqa: Mongol Overtures or Christian Ventriloquism?,”, 

pp.152~153.
88) 한편 아랍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최고 통치자의 명령은 주로 아랍어로 작성되었다. 다만 페르시

아 지역, 즉 지금의 이란 일대에서는 타히르朝와 사만朝에서 페르시아어를 文書行政에 도입하

고자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가즈나朝에서는 페르시아어를 공식 言語로 선포하기도 하였다(H 

Busse, “Diplomatic: ⅲ. Persia,”, p.308). 그러나 이들 王朝에서도 이슬람은 주요 종교였고, 이슬

람의 경전인 꾸란은 아랍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아랍어의 영향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또 가즈나朝에서는 페르시아어 이외에 다른 言語와 文字를 담당하는 별도의 관청도 존

재하였다(H Busse, “Diplomatic: ⅲ. Persia,”, p.313). 훌레구 울루스는 이러한 前例를 기반으로 

하되 보다 多民族·多文化된 사회였기 때문에 勅令 등 命令文 작성시 言語와 文字의 선택에 신

중할 수밖에 없었다.
8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060;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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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령’으로 原文은 ‘farmān’, 즉 勅令이다. 勅令에는 당연히 일회성의 성격을 갖

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문에서 ‘계속 인정하고 시행’한다고 한 것으로 보

아 勅令 중에서도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것들, 예를 들면 정치적 地位나 경제적 利

權을 보장하는 勅令 등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아바카는 이처럼 훌레구의 야삭과 勅令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아바카는 훌레구의 長子였고, 그의 遺言에 의해 칸이 

될 수 있었으며,90) 훌레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독자적인 울루스를 창건한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칭기스 칸의 分封에 기반한 다른 울루스들에 비해 훌레구 울

루스는 이란·이라크 일대 원정의 결과물을 훌레구가 독점하여 건립한 것이었다. 따

라서 그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훌레구 울루스의 통치 집단들 사

이에서 그는 울루스의 창건자로서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특히 그의 長子인 아

바카의 입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바카로서는 훌레구와의 연속성을 강조하

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당시에는 훌레구와 동고동락하면서 통치 집단을 구성하였던 기존 세력들이 여

전히 남아 있었다. 훌레구의 유언을 전한 식투르와 선임 아미르였던 순착, 오르두의 

아미르였던 일게이, 그리고 수니테이, 사마가르, 아르군 아카 등은 모두 훌레구 때 

중용된 인물들이었고, 아바카의 즉위에 도움을 주었다. 새롭게 칸이 된 아바카로서

는 이들의 功을 인정하고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

게끔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훌레구가 發令한 기존 勅令의 인정은 그 수단 중

의 하나였다.

이어서 3대 일칸인 아흐마드의 사례를 살펴보자. 아바카 사후 칸의 자리를 놓고 

아바카의 동생인 아흐마드 테구데르와 아바카의 長子 아르군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아르군派는 상대적으로 숫자에서 열세였고 계속 경쟁하다간 오

히려 더 큰 禍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흐마드의 繼位를 인정하였다.91) 결

국 아흐마드는 다소 간의 긴장 관계는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칸이 될 수 있었다. 

또 그는 아바카 생전에 특별히 그와 대립한 바도 없었다. 이러한 즉위 과정 및 前

Rashīd/Thackston, vol.3, p.517.
90)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059;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153; 

Rashīd/Thackston, vol.3, p.517. 물론 훌레구의 유언을 들었다고 하는 식투르가 그 내용을 조작했

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다른 諸王들과 아미르들이 특별한 異見 없이 그를 추대한 것으로 

보아 아바카를 다음 칸으로 지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훌레구의 三男으로 데르벤

드와 아란 지방에 있던 요시무트는 훌레구가 죽자 아바카보다 먼저 부친이 있던 곳에 도착하

여 상황을 주시했으나 본인이 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이 또한 아바카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방증한다.
91)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3, p.1125;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242; 

Rashīd/Thackston, vol.3, pp.5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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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 칸과의 관계는 이전 勅令에 대한 傳承에 영향을 미쳤다.

아흐마드는 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뒤 諸王들과 노얀들에게 使

臣을 보내 알라탁이라는 곳에서 쿠릴타이, 즉 자신의 즉위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알

렸다. 그리고 동시에 “勅令과 牌子를 그곳에서 갱신하고 야사의 명령들을 확인하

자”고 하였다.92) 원문에서 ‘갱신(tajdī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칸이 즉위하면 이전까지의 勅令에 대해 그 유효성을 재부여하는 과

정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勅令과 함께 牌子도 언급되었는데 이미 훌레구 시기부터 

牌子 역시 受領人의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93) 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야사의 명령을 확인하자는94) 언급도 있는데 이 

또한 아바카 시기에 이루어진 절차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흐마드의 본래 이름은 테구데르로서 그가 改名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는 이슬람으로 改宗한 인물이다. 제3절에서 상술하겠지만 일칸의 勅令에서 ‘자비롭

고 관대한 신의 이름으로’라는 관용구가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아흐마드 때였다. 

또 그는 이슬람의 관습에 따라 호칭을 바꾸기도 하였는데, 勅令을 칭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야를릭(yarlīgh)’이라는 전통적인 표현 대신 아랍·페르시아권에서 사용하던 

‘파르만(farmān)’을, 使臣이라는 뜻의 ‘일치(īlchī)’ 대신 아랍어 ‘라술(rasūl)’을 사용하

도록 하였다.95) 이처럼 아흐마드는 勅令制度의 여러 측면에 이슬람적 요소를 반영

시켰지만 이전 勅令들의 傳承을 위해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존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1284년 아흐마드가 반대파들에 의해 제거되고 새롭게 아르군이 즉위하였다. 아르

군이 이전 일칸들이 發令한 勅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

集史�는 물론이고 �와사프사�에서도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단순히 누락되었

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르군이 놓인 상황은 분명 이전의 아바카 및 아흐마드와는 명

백하게 달랐다. 이전의 일칸들은 繼位의 과정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눈에 띄는 

저항이나 충돌이 없었다. 반면 아르군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칸이 된 아흐마드를 

92)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105; Waṣṣāf/Ayātī, p.66; Waṣṣāf/Hammer-Purgstall, vol.1, p.201.
93) 예를 들어 쿠히스탄의 태수 나시르 앗 딘이 복속을 표명하면서 御前에 도달하자 훌레구는 그

를 툰 시의 하킴으로 임명하면서 勅令과 牌子를 주었다(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983;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52; Rashīd/Thackston, vol.2, p.482).
94) 원문은 ‘tahdīd’로서 스타인가스 사전에 따르면 그 뜻은 ‘Sharpening (a sword, knife, or the 

sight); describing or prescribing limits; defining logically’라고 한다(Francis Joseph Steingass, A 

Comprehensive Persian-English Dictionary : Including the Arabic Words and Phrases to be met 

with in Persian Literature being Johnson and Richardson’s Persian, Arabic, and English Dictionary, 

p.284). 독일어 번역에서도 비슷한 뜻의 ‘begränzen’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야사의 명령을 

분명히 하는 것’, 즉 ‘확인’으로 다소 의역하였다.
95)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110; Waṣṣāf/Ayātī, pp.67~68; Waṣṣāf/Hammer-Purgstall, vol.1,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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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칸이 되었다. 이는 당시 아흐마드의 입장에서 보자면 쿠데타와 다름없었

다. 따라서 아르군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한편, 아흐마드의 통치를 부

정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 그가 내세운 논리는 아흐마드가 몽골의 傳統을 따르지 

않고 무슬림이 되었으니, 무슬림이 몽골인을 통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었다.96)

아르군의 권력은 아흐마드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흐마드의 勅令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도 큰 문제는 없

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흐마드 이전에 훌레구와 아바카가 發令한 勅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을지 의문이다. 다만 그들은 결코 아흐마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으

니 아마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며, 이를 위해 즉위식에서 勅令들

을 선별하여 유효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과

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史料의 부족으로 알 수 없다.

한편 아쉽게도 5대 일칸 게이하투와 6대 바이두, 그리고 7대 가잔의 경우에도 史

料에서 勅令의 傳承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황에 

근거하여 추측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먼저 게이하투는 아르군과는 이복형제 사

이로서 아르군 治世 동안에 특별히 대립하거나 충돌한 일은 없었다. 애초에 그가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바이두가 말한 것처럼 칭기스 칸의 

야사에 칸의 자리에 대한 권한은 칸의 아들이나 형제가 갖기 때문이었다.97) 그렇다

면 게이하투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몽골의 傳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

이고 勅令의 傳承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는 바이두 추대 세력을 물리치고 무력 투쟁을 통해 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반대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가급적 아우르고자 하였다. 본인을 중심으

로 권력을 재편하면서 각 개인들의 지위 및 인적 구성에 변화는 있었겠지만, 아르

군 및 바이두의 세력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아마도 

아르군 초기의 상황처럼 선별적인 勅令 계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이두는 재위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정도로 불안한 政權을 유지하

였고, 관련 기록도 부족하여 勅令 전승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는 게이하투를 무너뜨리고 칸이 된 인물이니만큼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부정적이

었다. 바이두는 즉위식을 거행한 후에 왕국의 各地로 勅令과 함께 使臣들을 파견하

면서 게이하투가 칭기스 칸의 야사를 바꿨기 때문에 그를 제거한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98) 이는 말 그대로 명분에 불과하였지만, 칭기스 칸의 

96) 마르코 폴로/김호동,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pp.527~528.
97)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259; Waṣṣāf/Ayātī, 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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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를 어겼다고 스스로 규정한 게이하투의 勅令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은 없음을 암

시한다. 다만 게이하투를 제외한 이전 일칸들의 勅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였을

지 알 수 없다. 훌레구는 울루스의 창건자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伯父인 아

바카와 그의 아들인 아르군, 그리고 叔父인 아흐마드에 대해 우호적이었는지 아닌

지 불분명하다.

가잔은 바이두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칸의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繼位 과정 

때문인지 가잔이 前代 칸인 바이두, 그리고 그 이전 게이하투의 勅令들을 傳承했다

거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재위 기간이 10년으로 비교적 

길고, �集史�에 그의 통치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

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누락이기보다는 실제 그러한 행위가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

이 아닐까 싶다.

특히 가잔은 이슬람으로 改宗하고 울루스 통치 전반에 걸쳐 이슬람에 입각한 많

은 변화를 도입하였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는 宗敎政策이

었는데, 가잔은 勅令을 내려 수도 타브리즈와 바그다드 및 다른 이슬람 지역에서의 

모든 불교 사원들과 우상을 모신 신전들, 교회들과 유대교 사원들을 파괴하도록 하

였다.99)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몽골인들은 다양한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에 관계없이 각 宗敎人들에게 대칸 및 皇

室을 위한 祈福의 임무를 부여하고 대신 免稅·免役의 특권을 부여하였다.100)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이후 각 울루스에서도 일종의 傳統으로 지속되었다. 그런데 가잔은 

이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잔이 이와 같은 政策을 추진

하게 된 배경과 그 함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통

치하는 과정에서 몇몇 부분에서는 이전의 칸들과 극명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줬으

며, 그러한 경우 前代 칸들의 勅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101)

98)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284; Waṣṣāf/Ayātī, p.172.
99)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3, p.1259; Rashīd/Thackston, vol.3, p.626.
100) 다만 한 연구에 따르면 칭기스 칸은 모든 종교 집단을 구분하지도 않았고, 면세 특권도 집단

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부여했다고 한다. 道敎와 佛敎를 구분하는 등 종교 집단에게 면세 

특권을 부여한 것은 우구데이 시기의 일이며, 이후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또 몽골의 ‘정치적 神學’에 부합하는 종교에 대해서만 면세 특권을 제시했다는 등 선택적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Christopher P. Atwood, “Validation by Holiness or Sovereignty: Religious 

Toleration as Political Theology in the Mongol World Empire of the Thirteenth Centur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6-2, 2004).
101) 계속해서 宗敎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무슬림이었던 아흐마드를 제외하고 佛敎徒였던 훌레

구, 아바카, 아르군과 게이하투, 그리고 기독교도였던 바이두는 각각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특

정 宗敎人과 宗敎施設에 혜택을 부여하는 勅令을 하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잔의 즉위

로 그러한 勅令은 무효화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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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04년 가잔이 죽고 그의 동생 울제이투가 繼位하였다. 울제이투는 前代 칸

인 가잔과 이복형제이기도 하였고 가잔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열성적인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가잔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즉

위식을 개최하고 3일 뒤에 勅令을 내려 ‘그의 좋은 아카(형)’, 즉 가잔의 ‘모든 命令

들과 야사들’은 바꾸거나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102) 勅令이라는 표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命令들(ahkām)과 야사’에 勅令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

며, 울제이투는 명백하게 가잔의 勅令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울제이투의 아들로서 그를 계승한 아부 사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 또한 

즉위식을 마친 뒤 왕국의 업무 및 규정은 모두 울제이투의 勅命에 따르도록 지시하

였다.103) 아부 사이드는 12살의 어린 나이로 칸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

반을 비롯한 고위 아미르들이 통치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안정적인 國政 운영을 

위해서는 前代 정권과의 연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또 울제이투 시기 아미르 

알 울루스 등을 비롯한 몽골 통치 집단은 아부 사이드 때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제이투의 勅令은 계속 효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칸이 즉위하면 前代 칸과의 혈연관계 및 繼位 과

정 등의 변수에 따라 이전 勅令들의 계승 여부를 결정하였다. 勅令의 傳承과 권력 

구조의 변화가 상호 연동되었음은 몽골제국 초기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특징으로서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사료가 부족하여 정확하

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일칸의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그 기

반이 무엇이었는지를 염두에 둔다면 사료가 침묵하는 경우에도 勅令 계승 여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있을 것이다. 한편 前代 勅令을 계승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

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요컨대 훌레구 울루스의 일칸과 몽골 통치 집단은 울루스를 통치하는 주요 수단

으로서 勅令制度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칭기스 칸에 의해 勅令制度가 도

입되었을 때부터 몽골인들이 견지해온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들은 文書와 文字에 

능한 비몽골인 관료들을 등용하였으나, 칸의 말과 뜻을 전하는 勅令에 있어서만큼

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書記典範� 및 현재 전해지는 

實物 및 文獻資料들을 종합한 결과 일칸의 勅令은 受領人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102)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470; Waṣṣāf/Nejād, p.174; Waṣṣāf/Ayātī, p.276.
103)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619; Waṣṣāf/Ayātī, p.356. 石印本 原文에는 ‘울제이투’ 또는 ‘아버지’라

는 표현 대신 ‘행운의 술탄(sulṭān-i sa’īd)’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행운의’라는 뜻의 몽골어 일

반명사 ‘울제이투’를 페르시아어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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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言語와 文字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史料의 제약으로 그 全貌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勅令의 전승은 새

로운 칸이 前代 칸과 어떠한 혈연적·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새로운 칸

의 권력 구성원이 前代의 그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國政 운영의 방향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傳承 여부가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制度가 마

련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의도대로 작동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칸이 바뀌

고 다양한 요소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勅令制度를 운용하는 기본적인 입장

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칸을 비롯한 몽골인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

다.

3. 일칸 勅令 구조상의 傳統과 變化

(1) 위구르字-몽골어 勅令 분석

이 절에서는 일칸 勅令들이 어떠한 구조로 작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

칸을 비롯한 훌레구 울루스의 몽골인 통치 집단들은 文字와 文書에 익숙하지 않았

기 때문에 勅令의 작성을 위해 現地人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및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몽골제국 초기 이래의 傳統 역시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두 요소가 勅令의 구조상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

재 전하는 일칸들의 모든 勅令을 일일이 논의할 수는 없기에 편의상 작성 言語 및 

文字에 따라 일부를 선별하고자 한다. 먼저 본 小節에서는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

된 勅令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일칸의 위구르字-몽골어 勅令 중 現物로 전해지면서 동시에 완전한 형태를 보이

고 있는 것은 1267년 또는 1279년에 작성된 아바카의 勅令이다. 이것은 교황 측으

로부터 파견된 바라치르쿤(Baračirqun)이 이끄는 主敎 등이 旅程 중에 驛站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허가증이다.104) 이 勅令은 총 16줄로 이루어져 있다.

104) 이 勅令에 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Antoine Mostaert and Francis Woodman Cleaves, “Trois 

documents mongols des Archives secrètes vaticanes,”;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43~244;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p.242~243;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0~151;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글방, 



- 197 -

아바카. 朕의 말. 

사마가르에게, 도중의 모든 도시들의 다루가들에게, 노얀들에게, 토드카순에게, 보

초에게, 잠치들에게, 나루터지기들에게.

‘교황으로부터 오는 바라치르쿤을 우두머리로 하는 主敎들을 만나는 사람들, 나루

터지기들, 토드카굴은 驛馬와 음료와 식량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 그들에게 힘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朕이 말했다.

朕의 文書는 토끼해 겨울 첫 번째 달 16일에 아라스에 있었을 때 썼다. (괄호는 필

자)

이 勅令은 구조상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형적인 ‘發令

者 및 命令文 유형’으로서 “아바카, 朕의 말([Abaɣ]a üge manu)”이 언급되었다. 이어

서 ‘명령의 대상자’로 사마가르와 다루가, 노얀 등이 나열되었다. 유일하게 人名이 

거론된 사마가르는 본래 훌레구를 

모셨던 인물로 아바카는 즉위 후에 

그를 룸 방면으로 파견한 바 있

다.105) 교황 측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알 수는 없지만, 주치 

울루스가 있는 흑해 北岸이나 맘룩

이 있는 지중해 東岸 지역은 가급적 

피했을 것이며 그렇다면 룸을 통과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가르에게 위와 같은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原文의 7~12행은 ‘명령내용’으로 바라치르쿤 일행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

고 무력을 행사하여 강탈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시 및 장

소’를 밝히면서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권한부여’와 ‘배경’ 및 ‘위협’ 부분이 누락되긴 하였으나 대체로 전통적 

구조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티칸 비밀 서고에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요소들이 누락된 것은 파손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

이었던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사실 리게티는 이 칙령을 ‘안전통행증(Sauf-conduit)’

2002, pp.252~253 등을 들 수 있다. 勅令에는 “토끼의 해”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

도는 알 수 없다. 모스타에르트와 클리브스는 1267년으로 본 반면, 리차드는 바라치르쿤을 ‘바

르 아치르쿤(Bar Ačirqun)’으로 읽고 그를 다시 교황 니콜라우스 3세가 파견한 프라토의 게라르

도(Gerardo de Prato)로 비정하였다(Jean Richard, “The Mongols and the Franks,” Journal of Asian 

History 3, 1969, p.56). 그리고 루프리안 역시 1278년 니콜라우스 3세가 보낸 두 건의 書信을 

근거로 하여 리차드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105)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061;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155.

[그림 4] 1267(1279) 아바카 위구르字-몽골어 勅令
(Mostaert, Antoine and Cleaves, Francis Woodman, “Trois 

documents mongols des Archives secrètes vaticanes,” 

Planch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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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루프리안은 ‘여권(Reisepaß)’ 및 ‘통행증(Schutzbrief)’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교

황이 보낸 主敎 등이 驛站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만큼 

이 勅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굳이 ‘권한부여’나 ‘배경’, ‘위협’ 

등의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1271년으로 추정되는 양의 해에 發令된 아바카의 勅令 또한 위구르字-몽골

어로 작성되었다.106) 총 22줄에 달하는데 그 중 1~10행에서는 엘레게에 속한 오르

톡들에 대한 강압 및 약탈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식투르라는 

인물에게 그대로 보내도록 한 이전의 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10~16행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현재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질

책하고 있다. 그리고 16~19행에서는 군인들, 다루가치들, 노얀들은 자신들에게 속하

지 않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세금을 강탈하지 말 것을 명하고, 이를 어겼

을 때는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2행에서는 이 勅令이 작성된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하였다. 즉 구조적으로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및 

장소’로 나눌 수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이 勅令은 1행에서 “勅令에 따라서(ǰ(a)rl(i)ɣ-un yosuɣar)”라는 文

句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勅令의 冒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요소인 것처

럼 보인다. 되르퍼는 이를 19행의 “聖旨의 사본을 주었다(ĵ(a)rl(i)ɣ-un savad ögbei)”

와 연결하여 이 文書는 원본이 아닌 寫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勅令에 따라 

[정확하게(믿을 수 있게) 필사되었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7) 이 文書에

는 印章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原本이 아닌 寫本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해

당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선 “정확하게(믿을 

수 있게) 필사되었다(getreu kopiert)”는 그가 19행의 文句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자

의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또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결국 동일한 내용을 왜 두 차

례에 걸쳐 勅令에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훌레구 및 아바카의 이전 勅令에서는 이 文句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제2장 제3절에

서 언급한 ｢1261年登封少林寺聖旨碑｣에서는 찾을 수 있다.108) 이 聖旨碑의 위구르

字-몽골어面의 제11행에 “ǰrlɣ-un yosuɣar”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對譯에서는 “聖旨

體例裏”로 번역되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칭기스 칸이 각종 宗敎人들에게 貢納 및 

106) Gerhard Doerfer, “Mongolica aus Ardabīl,”, pp.192~194;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1~152.
107) Gerhard Doerfer, “Mongolica aus Ardabīl,”, p.192.
108) 祖-2000-(29); Tumurtogoo-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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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稅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이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ǰrlɣ-un yosuɣar” 文句 다음에는 쿠빌라이 자신이 少林長老 등에게 하사하는 

聖旨를 기록하였다. 즉, 쿠빌라이는 칭기스 칸이 이전에 내린 聖旨를 ‘배경’으로 인

용하면서 그의 “聖旨에 따라서”라는 文句를 삽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의 아바카 勅令에서도 1행의 “ǰ(a)rl(i)ɣ-un yosuɣar” 다음에 아바카 

자신이 이전에 내린 명령을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유사성만 놓고 추

측을 해보면 해당 文句 앞에는 훌레구 또는 아바카가 동일 내지 유사 사안에 대하

여 이전에 發令한 勅令이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았

지만 1265/6년에 發令된 아바카의 勅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

바카는 과거 훌레구의 勅令을 ‘배경’으로 인용한 바 있다.109) 아마도 1행 이전에는 

훌레구의 勅令이 인용되었고 그 “勅令에 따라서” 아바카 자신이 1265/6년에 내렸던 

勅令을 언급한 것이 10행까지로서 이 전체가 ‘배경’으로 기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마 되르퍼는 이 勅令을 완전한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1행만을 별도로 해석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110) 그가 참고한 힌츠의 촬영본만으로는 과연 이것이 완벽하게 全

文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단언할 수 없다.111) 만약 1행 앞에 누락된 부분이 존재한

다면 “ǰrlɣ-un yosuɣar”는 ｢1261年登封少林寺聖旨碑｣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훌레구 울루스와 카안 울루스 간에 물리적인 거리

를 감안한다면 카안 울루스 聖旨의 文句가 훌레구 울루스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두 울루스 간 다층면에 걸친 

人的·物的 교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112) 무엇보다 두 울

루스의 勅令制度는 몽골제국 초기 이래의 傳統을 공통분모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양자 간의 유사성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113)

109) 이 勅令의 轉寫 및 해석은 Gerhard Doerfer, “Mongolica aus Ardabīl,”, pp.190~191과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150.
110) Gerhard Doerfer, “Mongolica aus Ardabīl,”, p.192.
111) Gerhard Doerfer, “Mongolica aus Ardabīl,”, p.241. 훌레구의 勅令들, 그리고 아바카의 이전 勅令

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 몽골제국 초기 이래 勅令 구조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71년 勅令에서만 ‘권한부여’나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및 ‘명령의 대상자’ 등의 

요소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가 누락될 수

는 있지만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은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이다.
112) 가장 대표적으로는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Cambridge, UK 

;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를 들 수 있다.
113) 사실 “勅令에 따라서”라는 표현 그 자체는 독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충분히 일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本稿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상의 기능으로서 이전의 勅令들을 언급

하고 “勅令에 따라서” 자신의 명령을 제시한다는 형식은 충분히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00 -

다음으로는 제4대 일칸 아르군이 1289년 필립 4세에게 보낸 書信에 대하여 살펴

보자.114) 이 書信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原

文이고 라틴어 등 다른 言語 및 文字로의 번역본도 함께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쉽게도 현재 이 書翰의 라틴어 번역본은 전해지고 있지 않아 위구르字-몽골어本

과 비교하여 상호검증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逐字 번역을 했기 때문에 표현상

의 차이는 있어도 구조 자체는 동일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간단히 그 구조를 살펴보면,115) 먼저 冒頭는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하여. 카안의 

英靈에 의하여(Möngke tngri-yi:n küčündür, qaɣa:n-u suu-dur)”라고 하는 전형적인 ‘권

한부여’의 文句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아르군, 朕의 말(Arɣun üge manu)”이라 

하여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을 밝히고 있다. 4행에서는 프랑스의 국왕(Roi de 

France)을 옮긴 “프랑스 국왕에게(Ired Barans-a)”, 즉 ‘명령의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

다. 다음으로는 전년에 양측 사이에 군사 협공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하

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해당 書信에서 보다 구체적인 군사 작전 협의가 이루

어졌으므로 이 부분은 ‘배경’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 아르군은 본격적으로 군

사 계획을 제안하였는데, 자신은 호랑이 해 겨울 마지막 달에 출정하여 다음 해 봄 

첫 달 15일에 다마스쿠스에 진을 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하

면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르군은 계속해서 군대를 제때 보내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다소 약한 어조로 협박하였다. 이

어서 필립 4세로 하여금 使臣을 보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과 프랑스 왕국의 

진귀한 보물이나 매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스케릴이라는 

인물을 파견한다고 하였다. 여기까지 ‘명령내용’과 ‘위협’이 혼재된 상태로 전해지

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시 및 장소’를 밝히면서 마무리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권한부여’에서 “카안의 英靈에 의하여”라는 文句가 포함되었다는 

114) 이 서신이 발송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pp.258~259 참

고.
115) 이 서신의 轉寫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本稿에서는 그 중 대표적으로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45~247과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52~154를 참고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Erich Haenisch, “Zu den Briefen der 

mongolischen Il-Khane Arġun und Öljeitü an den König Philipp den Schönen von Frankreich (1289 

u. 1305),” Oriens 2-2, 1949, pp.220~229; Antoine Mostaert, “Une phrase de la lettre de l’Ilkhan 

Arɣun à Philippe le Bel,”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8-1/2, 1955; Antoine Mostaert and 

Francis Woodman Cleaves, Les lettres de 1289 et 1305 des ilkhan Arγun et Ölǰeitü à Philippe le 

Bel, pp.17~54; 佐口透 編, �モンゴル帝國と西洋�, 東京: 平凡社, 1980, pp.197~199; 海老澤哲雄, ｢

一二八五年のアルグン＝ハンの敎皇宛書簡について｣, 酒井忠夫先生古稀祝賀記會の會 編, �歷史

における民衆と文化 : 酒井忠夫先生古稀祝賀記念論集�, 東京: 國書刊行會, 1982, p.896;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pp.259~260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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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카안 울루스의 懿旨·令旨·法旨 등에 사용된 

“皇帝福蔭裏”에 대응한다. 이 書信의 ‘命令文 유형’은 대칸의 勅令을 뜻하는 ‘자를

릭’이 아니라 諸王의 命令文에 해당하는 ‘우게’라는 점도 이와 조응하여 중요한 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아르군은 쿠빌라이의 대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

던 것이다. 실제로 아르군은 1284년 8월 11일에 일칸으로 즉위하였으나, 1286년 2월 

23일에 쿠빌라이가 그를 칸으로 임명한다는 勅令이 전달된 뒤 같은 해 4월 7일에 

다시 한 번 즉위식을 개최하였다.116) ‘권한부여’에 ‘카안’, 즉 쿠빌라이를 언급한 것

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훌레구 울루스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흐마드로부터 시작하여 가잔, 울제이투, 아부 사이드는 모두 이슬람으로 改宗하

였다. 그리고 각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울루스를 통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슬

람을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칸의 이슬람 改宗과 그 종교적·문화적 영향이 勅令 작

성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을까? 아흐마드의 위구르字-몽골어 勅令은 현재 전하

지 않지만 나머지 세 일칸은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勅令을 작성하였음이 史料를 통

해 확인된다. 아마도 그것이 일칸 본인의 말을 옮기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슬람이라는 변수가 勅令 작성의 言語 및 文字 선택에 근

본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勅令의 구조에서 기

존과 달라진 측면이 있었을까?

가잔의 위구르字-몽골어 勅令 

중 현재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

세에게 보낸 書信이다.117) 이 書

信은 먼저 “가잔, 朕의 말(Γasan 

üge manu)”로 시작하여 이어서 

“교황에게”라 하였다. 다음으로

는 교황이 이전에 가잔 본인에

게 書信을 보냈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 역시 使臣을 파견하여 勅令을 보냈으며, 그러한 書信 교환 과정에서 

116)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1161~1162; 라시드 웃 딘/김호동, �일 칸들의 역사�, 

p.287.
117) 이 書信의 라틴어 轉寫는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50~251; Tumurtogoo-2006-3(7)을, 관련 연구로는 Antoine Mostaert and Francis Woodman 

Cleaves, “Trois documents mongols des Archives secrètes vaticanes,”, pp.467~478; 佐口透 編, 譯, �

モンゴル帝國と西洋�, pp.205~206;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p.265를 참고.

[그림 5] 1302년 가잔 書信

Mostaert, Antoine and Cleaves, Francis Woodman, “Trois 
documents mongols des Archives secrètes vaticanes,” Planch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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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대로 出征 준비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교황 및 유럽 측 군주들

도 군대를 준비하고 약속한 일자에 늦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작성 

날짜와 장소를 밝혔다. 이 각각의 부분은 순서대로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명령

의 대상자’, ‘배경’, ‘명령내용’, ‘일시 및 장소’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권한부여’와 ‘위협’은 누락되었지만 그 외에는 각각의 성격과 기능이 기존 구

조와 일치한다. 맘룩에 대항한 협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협’ 부분이 

빠진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만 앞의 1289년 아르군 書信에서는 ‘권한부여’

가 있었고, 특히 “카안의 英靈에 의하여”라는 文句가 있었던 데 반해 이 가잔의 書

翰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기독교 세계와 군사 동맹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의 전통적 신앙 관념을 전면에 드러내어 그들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

던 것은 아닐까 싶다. 어쩌면 ‘권한부여’는 이슬람과 충돌하는 측면이 가장 많은 부

분으로서 가잔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고의로 생략하였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다만 아랍어 및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勅令에서는 비록 표현은 달라졌지만 여

전히 ‘권한부여’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勅令 구조를 변화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

다. 또 ‘권한부여’는 모든 종류의 命令文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

기도 어렵다.118)

가잔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으로 改宗한 울제이투와 아부 사이드의 勅令도 기본적

으로는 전통적인 勅令 구조를 준수하고 있었다. 本稿에서는 지면 관계상 세세하게 

다룰 수 없지만, 울제이투가 1305년 필립 4세에게 보낸 書信은 ‘권한부여’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勅令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119) 또 1320년 9월 25일에 위구

르字-몽골어로 작성된 아부 사이드의 勅令 역시 ‘권한부여’ 부분만 누락되었을 뿐이

었다.120) 무엇보다 두 勅令은 여전히 ‘하늘(tngri)’, “칙령(ǰrlɣ)과 법령(ǰasaɣ)”, ‘비칙

118) 한편 이 書信에는 뒷면에 副署된 부분이 있어 흥미를 이끈다. 이에 대해서는 Francis Woodman 

Cleaves, “A Chancellery Practice of The Mongols in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pp.515~523 참고.
119)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252;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156. 이 서신의 라틴어 轉寫는 앞의 두 연구를 참고하였고, 해석 및 역주에 대

해서는 Erich Haenisch, “Zu den Briefen der mongolischen Il-Khane Arġun und Öljeitü an den 

König Philipp den Schönen von Frankreich (1289 u. 1305),”; Antoine Mostaert and Francis 

Woodman Cleaves, Les lettres de 1289 et 1305 des ilkhan Arγun et Ölǰeitü à Philippe le Bel; 佐

口透 編, 譯, �モンゴル帝國と西洋�, pp.208~210;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pp.266~267 

등을 참고.
120) 이 文書에 대해서는 1936년 뻴리오가 사진을 포함해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한 바 있고(Paul 

Pelliot, “Les documents mongols du Musée de Téhéran,”), 이어서 클리브스가 세세하게 譯註를 하

였으며(Francis Woodman Cleaves, “The Mongolian Documents in the Musée de Téhéran,”), 미노르

스키가 다른 역사적 사료를 통해 補論的 연구를 진행하였다(V Minorsky, “A Mongol Dec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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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čig)’ 등 고유의 표현들과 관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몽골리아를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슬람으로 改宗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여전

히 勅令 구조는 하나의 傳統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일칸들의 勅令을 선별하여 각각의 구조를 대

략적으로나마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시기적으로는 훌레구 울루스 초기의 아바카부

터 마지막 일칸 아부 사이드에 이르기까지, 受領人이 교황 및 유럽의 국왕 또는 울

루스 내부의 인물이거나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내용이 군사작전·驛站 사용·분쟁 조

정 등에 관계없이 모두 몽골제국 초기 이래 勅令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훌레구 울루스는 이슬람·페르시아文化가 융성하였던 서아시아를 통

치하였고 일부 일칸들은 이슬람으로 改宗하였지만 그러한 요인들과는 별개로 칸의 

명령을 전달하는 勅令은 기존의 傳統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傳統의 연속

이 위 勅令들의 작성 言語 및 文字가 위구르字-몽골어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

다면 다른 言語 및 文字로 작성된 勅令의 구조를 살펴보면 勅令 작성의 傳統이 특

정 상황에만 국한되어 지켜진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현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전에 위구르字-몽골어 勅令에서 보이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이 확인되는 勅令에서 ‘命令文 유

형’은 항상 ‘말’이라는 뜻의 몽골어 ‘우게(üg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본래 

대칸의 勅令이나 諸王·카툰·노얀 등의 命令文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말’이었기 때문

에 그에 해당하는 몽골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兩者를 구분해야 할 필요로 인해 前

者는 ‘자를릭’으로, 後者는 ‘우게’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투레게네 카툰의 ｢

1240年濟源天壇十方大紫微宮懿旨碑｣에서도 위구르字로 ‘minu üge’라고 하였고,121)

安西王 망갈라의 ｢1276年龍門禹王廟令旨碑｣에서도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에서 

‘üge manu’라고 하였다.1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대칸이 아닌 일칸들이 자신

720/1320 to the Family of Shaykh Zāhid,”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6-3(1954), 515-527, 1954). 처음 뻴리오는 이 勅令이 무슬림들의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으나(Paul Pelliot, “Les documents mongols du Musée de Téhéran,”, p.38), 사실은 종교적 地位

와 特權을 둘러싼 형제 혹은 叔姪 간의 분쟁이었음이 밝혀졌다(Francis Woodman Cleaves, “The 

Mongolian Documents in the Musée de Téhéran,”, p.16). 이 勅令은 총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그 全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인 구조는 파악 가능하다. 이 勅令의 

라틴어 轉寫는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58~263; D. 

Tumurtogoo, Mongolian Monuments in Uighur-Mongolian Script (XIII-XVI Centuries): Introducition,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y, pp.185~188을 참고.
121) 蔡-1955[2017]-(6); 祖-2000-(7); Tumurtogoo-2006-1(2).

122) 蔡-1955[2017]-(23); 祖-2000-(35); 呼格吉勒圖·薩如拉-2004-1(32); Tumurtogoo-2010-1(1). 물론 이 

令旨碑는 파스파字로 작성되었으나 그 언어는 몽골어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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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命令文을 ‘우게’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칸들은 자신들의 印章으로 각종 ‘寶’를 사용하였고, 이를 ‘外王內帝’의 

관점에서 설명한 연구를 앞서 소개한 바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아바카의 위 勅令

은 ‘우게’가 아니라 ‘자를릭’으로 불렸어야한다. 특히 몽골제국 내에서 대칸과의 관

계에서는 ‘外王’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황이나 유럽 국왕에게 보내

는 書信과 자신들의 울루스 내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勅令에서는 ‘內帝’의 입

장이 표출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위구르字-몽골어 勅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칸들이 勅令 내에서 ‘命令文 유형’ 

이외 부분에서는 ‘자를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아바카는 1265/6년 

勅令의 本文 중에 훌레구가 이전에 내린 명령을 언급하면서 ‘자를릭’으로 표현하였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훌레구가 생전에 자신의 命令文을 ‘우게’가 아닌 ‘자를릭’

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바카의 입장에서 보면 훌레구는 자신의 父親이자, 

前代 칸이면서, 동시에 자신들만의 울루스를 건립한 創建者로서의 의미를 지닌 존

재였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자를릭’으로 尊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23) 그

러나 1271년 勅令에서 아바카는 자신의 명령도 ‘자를릭’으로 칭하였다. 또 가잔도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게 보낸 書信의 제6행에서 자신이 이전에 교황에게 

보낸 書信을 ‘자를릭’으로 표현하였다.124) 울제이투의 勅令은 實物로 전하는 것이 

많지 않아 ‘자를릭’이라는 표현을 本文에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통치

기를 다룬 �울제이투사�에는 곳곳에서 그의 勅令을 ‘야를릭’으로 서술하였다.125) 또 

아부 사이드의 1320년 勅令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확인되는데 단편 E의 제1행과 

단편 F의 제1행 및 제4행의 ‘자를릭’은 그 구체적 대상이 특정되지 않지만, 단편 H 

제14행과 제16행의 ‘자를릭’은 아부 사이드 본인의 해당 勅令을 가리키는 것임에 

분명하다.126)

이미 ‘命令文 유형’에서 ‘우게’로 명시해놓고도 本文에서는 왜 ‘자를릭’이라는 표

현을 사용했을까? 반대로 本文에서 ‘자를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命令文 유형’에서는 ‘우게’를 고집하였을까? 사실 일칸들이 자신의 命令文을 ‘자를

릭’으로 명시하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127) 특히 

123) 코트비츠가 몽골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받은 文書를 언급할 때 “jarligh”

이라 칭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W. Kotwicz, “Formules initiales des 

documents mongols aux XIII-e et XIV-e siècles,”, pp.154~155).

124)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50~251; Tumurtogoo-2006-3(7).

125) 예를 들어 Qāshānī/Hambly, p.47, p.69, p.70, p.72 등이 있다.

126) 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p.258~263; Tumurtogoo-20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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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王內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울루스 내부에 發令하는 勅令을 ‘자를릭’으로 命名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훌레구는 룸 셀죽朝의 

이즈 웃 딘에게 보낸 자신의 書信을 ‘야를릭(yarlikh)’이라 하였다.128)

그렇다면 결국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강제성 때문에 ‘命令文 유형’을 ‘우게’로 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勅令制度에서의 기존 관행, 포괄적으로는 傳統의 지

속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몽골제국 초기 이래로 최고의 권력자인 대칸의 

命令文은 ‘자를릭’으로, 諸王 등의 命令文은 ‘우게’로 정해졌고 그것이 命令文 속에

서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傳統은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그대

로 이어져서, 비록 일칸들의 勅令은 말 그대로 사실상 ‘자를릭’의 위상을 지녔으나 

命令文 내에서 ‘命令文 유형’을 선언할 때는 이전처럼 ‘우게’로 표현한 것이다.129)

물론 이러한 勅令制度의 傳統만으로 인해 일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변경하지 못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傳統이 지속된 것은 아마도 첫 번째 일칸이었던 훌

레구가 자신의 위구르字-몽골어 命令文에서 ‘命令文 유형’을 ‘우게’로 표현했기 때

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당시는 훌레구가 뭉케의 명령으로 西征에 올라 군사 작전을 

펼치고, 뭉케 사후 대칸의 空位를 빌미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독립적인 울루스로 

127) 물론 카안 울루스와 書信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文書에 ‘자를릭’이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節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카안 울루스

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128) �바르 헤브라에우스 연대기�(http://rbedrosian.com/BH/bh.html) 참조. 아르군 역시 즉위 후 각지

에 ‘야를릭’을 보냈다고 하였다.
129) 마츠이 다이도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는 하였으나 文書 發行者가 자신이 依據하는 권위를 

明記하기 위한 정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고 일칸이 ‘자를릭’과 ‘우게’를 

혼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松井太, ｢古ウイグル語行政命令文書に｢みえない｣

ヤルリグ｣, �人文社會論叢� 33, 2015, p.60). 한편 마츠이 다이는 이 글에서 위구르人 관리들 및 

政廳에서 발행한 文書에서 ‘야를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 발행 시점과 위

구리스탄의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하여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들은 ‘권한부여’ 부분에 몽골 諸王 및 王族으로부터의 권위에 유래하였음을 기록할 때 대칸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야를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위구르인 관리들 

자신들의 命令文과 동급으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söz’라는 용어도 쓸 수 없어서 결국 

“아릭 부케의”, “코룸치 諸王의” 등과 같이 뒷부분을 아예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가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가 근거로 제시한 4건의 예외적 冒頭書式의 첫 행이 과연 ‘권한

부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부터 보다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요카이치 야스히로는 

일칸들이 ‘命令文 유형’을 언급할 때 투르크어로는 ‘야를릭’을, 아랍·페르시아어로는 ‘파르만’을 

표기하면서도 몽골어로는 그와 동급의 ‘자를릭’이 아니라 한 단계 아래의 ‘우게’를 사용했음을 

지적하면서 發令言語로서 투르크어는 몽골어보다도 랭크가 한 단계에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하

였다(四日市康博, ｢ユーラシア史的視點から見たイル＝ハン朝公文書 -イル＝ハン朝公文書硏究の

序論として-｣, p.260). 다만 本文에서 지적하였듯이 일칸들은 비록 ‘命令文 유형’에는 慣例상 

‘자를릭’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本文 및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연 言語에 

따른 권위 서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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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外王內帝’의 구조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

가 그는 뭉케 생전은 물론, 그 사후에는 쿠빌라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를 대칸으로서 인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가 자신의 ‘명령문 유형’을 ‘우

게’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130)

문제는 훌레구 이후이다. 아바카는 훌레구가 생전에 내린 勅令들과 자신의 것들

을 ‘자를릭’으로 높여 부르기는 했으나, 자신의 勅令 중 ‘命令文 유형’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父親이자 울루스의 창건자로서 절대적 권

위의 상징인 훌레구가 이미 ‘우게’를 사용한 상황에서 아바카 자신이 그보다 상위

의 의미를 갖는 ‘자를릭’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후 일칸들 중 아르군, 게이하투, 가잔, 울제이투, 아부 사이드는 모두 아바카

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바카 시기의 慣行을 준수하였을 것이다. 아

흐마드 테구데르와 바이두는 비록 아바카 계열은 아니지만 역시나 훌레구의 후손이

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훌레구의 권위는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命令文 

유형’을 ‘우게’로 命名하는 것은 아바카 이후 훌레구 울루스 내에서 일종의 구속력

을 갖는 傳統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131)

(2) 아랍-페르시아어 勅令 분석

이어서 이 小節에서는 아랍·페르시아어로 작성된 일칸들의 勅令 구조를 분석하고

자 한다. 역시나 현재 原文이든 2차 史料에 인용된 형태이든 모든 勅令들을 다 살

펴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당연히 筆者의 주장 및 本稿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을 선별한다면 자료의 왜곡된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일견 전

통적인 勅令 구조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

130) 한편으로는 이것이 훌레구 자신의 뜻이었다기보다는 勅令을 작성하는 書記들이 아직 당시의 

傳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일칸이 勅令의 원고를 확인

하였을 것이므로, ‘우게’를 ‘자를릭’으로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131) 차가타이 울루스의 뒤를 이은 모굴 칸국에서도 勅令의 本文에서는 ‘yarligh’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으나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에서는 ‘söz’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김호동, ｢17세기 

동투르크어 칙령의 체재와 내용 -군나르 야링 컬렉션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권영필·김호동 編,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솔, 2007, p.214). ‘söz’는 투르크어로서 몽골어의 ‘우게’에 대응되

는 표현으로, 차가타이 울루스 역시 훌레구 울루스와 마찬가지로 그 칸은 자신의 命令文의 유

형을 언급할 때는 몽골어 ‘자를릭’에 해당하는 ‘yarligh’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차가타이 울루스 초기 이래의 傳統으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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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傳統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역으로 論旨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먼저 아흐마드의 사례를 살펴보자.132) �集史�에 묘사된 것처럼 그의 즉위식은 몽

골적인 관습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그는 일칸들 중 최초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그의 본래 이름은 테구데르였으나 아흐마드로 改名하고 술탄의 호칭을 사용하는 등 

이슬람에 기반한 변화를 도입하였다. 勅令制度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와사프사�에 

따르면 무슬림들의 관습에 따라 ‘야를릭(yarligh)’ 대신 ‘파르만(farmān)’을, ‘일치

(ilchī)’ 대신 ‘라술(rasūl)’을 사용했다고 한다.133) 기존의 전통적인 몽골어·투르크어 

대신 아랍어 표현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改宗을 비롯하여 이슬람에 입각한 그

의 각종 개혁 조치는 단순히 종교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민들의 다수

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에게 종교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그의 정통성 기반을 넓히고 다

양화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134) 다만 아흐마드의 眞意 여부와는 별개로 그가 다양

한 측면에서 이슬람에 기반한 통치를 시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일환으로 

勅令의 호칭이 달라졌다면 구조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그의 한 勅令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맘룩의 역사가 이븐 

압둘 자히르(Ibn ʿAbd al-Ẓāhir)는 아흐마드가 즉위 후 바그다드 사람들에게 내린 勅

令을 전하고 있다.135) 여기에서 아흐마드는 자신의 改宗 사실을 밝히면서 바그다드 

주민들로 하여금 이전처럼 마드라사 및 종교 시설 등에 대해 후원하게 하고, 부당

132) 일칸들의 아랍어 勅令 중 비록 原文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것은 훌레

구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통치하던 알 말릭 알 나시르 유수프(al-Malik al-Nāṣir Yūsuf)와 맘

룩의 술탄 쿠투즈에게 보낸 아랍어 書信이다. 두 건 모두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앞서 상대에게 

복속을 요구하고 거부할 시 응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原本이 아닌 인용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고, 특히 前者의 경우는 사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를 파악하기에 쉽지 않다(Denise Aigle, “Hülegü’s Letters to the Last Ayyubid Ruler of Syria. The 

Construction of a Model,” The Mongol Empire between Myth and Reality, 2014, pp.201~207). 後者

(Maqriz̄i/̄Muhạmmad, pp.514~515; 영문 번역은 Bernard Lewis, Islam : From the Prophet 

Muhammad to the Capture of Constantinople, vol. 1 : Politics and War, pp.84~85 참고)는 ‘發令者’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本文 중간에 꾸란

의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는 점과 마지막 부분에 詩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훌레구가 書信을 보낸 때는 1261년으로 아직 통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勅令이 일칸의 아랍어 勅令 모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133)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110; Waṣṣāf/Ayātī, pp.67~68; Waṣṣāf/Hammer-Purgstall, vol.1, p.209.
134)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p.26.
135) Henry H. Howort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Part Ⅲ. The 

Mongols of Persia,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88, p.286; Judith Pfeiffer, “Ahmad 

Tegüder’s Second Letter to Qalā’ūn(682/1283),” in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Post-Mongol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Studies in Honor of John E. Woods, edited by Judith Pfeiffer 

and Sholeh A Quinn, Harrassowitz Verlag, 2006,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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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목으로 사용된 와크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勅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그 冒頭部는 “관대하

고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

이다”라는 이슬람 세계의 전형적인 관용구로 시작하고 있고, 이어서 바로 本文이 

이어진다. 전통적인 勅令 구성 요소인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명령의 대상자’, 

‘위협’, ‘일시 및 장소’ 등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原本이 아닌 2차 사료에 인용된 

자료만으로 그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현재 사료상으로 확

인 가능한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 기존의 구조적 특징은 발견할 수 없다.

아흐마드는 해당 勅令에서도 자신의 改宗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따라

서 그가 알라 및 무함마드를 언급하면서 勅令을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

다. 게다가 별개의 구성요소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勅令은 수적으로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그다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그 

내용도 압바스 칼리프 시기의 관행들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무슬림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 기존 勅令에 포함되어 있던 몽골의 고유한 표현들을 배제하고 

압바스 시기 勅令의 방식을 취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자를릭’을 

‘파르만’으로 부르게 한 조치와 일맥상통하고, 아흐마드가 이슬람적인 개혁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그의 勅令이 항상 몽골제국의 기존 傳統과 유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은 

아니다. 그가 맘룩의 술탄 칼라운에게 보낸 두 書信을 살펴보자. 아바카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281년 그의 동생 뭉케 테무르가 이끄는 군대가 지금의 시리아 홈스에서 

맘룩의 술탄 칼라운에게 패배하였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

게 된다. 이전에도 유명한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이 패배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몽골의 본대가 귀환하고 잔류한 분견대가 패배한 것인데 반해, 1281년 전투

에서는 5만에 달하는 몽골군 이외에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프랑스인들까지 합류한 

상태였다. 이러한 대규모 전투에서의 패배는 칸을 비롯한 훌레구 울루스의 통치 집

단으로 하여금 외교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게 하였고, 武力이 아닌 평화

적 수단으로서의 使臣 파견과 서신 교환이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아흐마드가 

맘룩 술탄 칼라운에게 보낸 書信은 이러한 맥락에서 작성되었다.136)

먼저 1282년 8월에 작성된 첫 번째 書信은137) “관대하고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

136) 칼라운의 두 傳記, Al-Faḍl al-ma’thūr min sīrat al-Malik al-Manṣūr와 Tashrīf al-ayyām wa’l-ʿuṣūr 

fī sīrat al-Malik al-Manṣūr에 칼라운이 아흐마드와 사신 및 서신을 교환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

다. 홀트는 해당 기록을 간략하게 정리한 바가 있다(P. M. Holt, “The Īlkhān Aḥmad’s Embassies 

to Qalāwūn: Two Contemporary Account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eintal and African Studies

4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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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바그다드에 보낸 勅令과 마찬가지로 아흐마드가 

자신의 書信을 시작하기에 앞서 神을 찬미함으로써 그의 종교적 信實함을 보여주려

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지고하신 神의 

힘에 의하여. 카안의 행운에 의하여(bi-quwwat allāh taʿālā bi-iqbāl qā’ān)”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구절은 回曆 667년/1268~9년에 아바카가 당시 맘

룩의 술탄이었던 바이바르스에게 보낸 書信에서 먼저 확인된다.138) ‘지고하신 神’은 

非무슬림이었던 아바카에게는 ‘뭉케 텡그리’를, 반면 무슬림이 된 아흐마드에게는 

이슬람의 유일신인 ‘알라’를 의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흐마드가 兩者를 명백하

게 구분하였다거나, 또는 이슬람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前者를 이단시하였다고는 생

각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그의 政權을 무너뜨릴 수 있을만한 저항을 불러일으

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비록 무슬림이 되었지만 적어도 勅令 작성에 있어서 몽골의 

傳統을 放棄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카안의 행운에 의하여”라는 구절이다. 

‘iqbāl’은 ‘행운’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에서는 본래 투르크어의 ‘suu’와 ‘kut’를 번역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39) 그리고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suu’ 또는 ‘suu 

ǰali’는 몽골제국 초기부터 각종 蒙文直譯體 命令文에 ‘福蔭’으로 번역되던 표현이었

다. 결국 “카안의 행운에 의하여(bi-iqbāl qā’ān)”라는 문장은 대칸 이외의 인물들이 

命令文을 내릴 때 대칸에게 권위를 依託하면서 사용한 “qaɣan-u suu-dür(皇帝福蔭

裏)”라는 표현을 아랍어로 옮긴 것이다. 아흐마드가 쿠빌라이의 대칸으로서의 지위 

137) 이 書信의 원문은 이븐 압둘 자히르의 Tashrīf al-ayyām, pp.6~10에 실려 있다. 관련 연구로는 

Henry H. Howort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Part Ⅲ. The 

Mongols of Persia, pp.290~292; Joseph von Hammer-Purgstall, Geschichte der Ilchane, das ist der 

Mongolen in Persien Bd. 1, Darmstadt: Leske, 1842, pp.331~335 등을 참고. 한편 �와사프사�에도 

이 서신이 전하고 있다(Waṣṣāf/Bombay 石印本, pp.113~114; Waṣṣāf/Ayātī, pp.70~71; 

Waṣṣāf/Hammer-Purgstall, vol.1, pp.215~218).

138) 아쉽게도 그 原本은 전하지 않고, 대신 맘룩의 역사가 이븐 알 푸라트가 이븐 압둘 자히르 

및 14세기 전반의 여러 사람들이 남긴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정리한 텍스트만 존재한다

(Reuven Amitai-Preiss, “An Exchange of Letters in Arabic between Abaγa Īlkhān and Sultan 

Baybars (A. H. 667/A. D. 1268-69),” Central Asiatic Journal 38-1, 1994, p.13).

139) 아미타이는 올슨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를 몽골어의 ‘suu’, 투르크어의 ‘qut’ 및 ‘kut’와 연결

하고 있다(Reuven Amitai-Preiss, “An Exchange of Letters in Arabic between Abaγa Īlkhān and 

Sultan Baybars (A. H. 667/A. D. 1268-69),”, p.16; Thomas T. Allsen, “Changing Forms of 

Legitimation in Mongol Iran,” Rulers from the Steppe : State Formation on the Eurasian Periphery, 

1991, p.223). 비록 올슨은 ‘iqbāl’과 ‘suu’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은 것은 아니지만, 클로슨은 ‘kut’

가 본래 ‘하늘의 은총(the favor of heaven)’에서 ‘행운(good fortune)’이라는 의미로 보다 일반화

되었다고 하였고, 東北 지역 언어집단에서는 ‘soul’ 또는 ‘life force’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

다(G. Clauson,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Oxford 

Univeristy Press, 1972, p.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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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는지와는 별개로 勅令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권한부여’의 구성요소

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특히 이슬람의 신앙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suu’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勅令 작성의 傳統

을 강하게 확인할 수 있다.140)

그 다음 문장은 “아흐마드의 勅令(farmān)”으로 그가 “이슬람의 관습에 따라 ‘야

를릭’을 ‘파르만’이라고 불렀다”는 �와사프사�의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小節에서 확인하였듯이 이 勅令의 위구르字-몽골어 原本이 있었다면 그 안에

서는 대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를릭’ 대신 ‘우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아랍어로 번역할 때는 오히려 君主의 勅令, 즉 ‘자를릭’의 의미에 가까

운 ‘파르만(farmā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물론 몽골어 ‘자를릭’은 君主만의 專

用 용어였던 반면에 ‘파르만’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차이점은 존재한다.141) 그러

나 군주의 勅令이라는 의미로 ‘파르만’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위구르字-몽골어 原文의 ‘우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랍어 書

記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선택하였을 것이고, 또 기왕에 아흐마드가 勅令을 

‘파르만’으로 칭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일칸들은 기존의 傳統 때문에 ‘命令文 유형’

에서는 몽골어 ‘우게’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강제성은 어디까지나 위

구르字-몽골어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아랍어 勅令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前

例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42)

이어서 “이집트의 술탄에게”라고 하면서 書信의 대상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부

터는 본격적으로 本文이 이어진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改宗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和議를 제의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

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神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상하실 것이고, 우리의 변명을 알아주실 것이다. ‘使徒를 

보내기 전에는 벌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시 및 

장소’를 밝혔다.

이 중 本文의 마지막 부분이 ‘위협’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

140) ‘iqbāl’이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행운’ 그 자체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異敎徒인 대칸을 언급하면서 그의 권위에 의지한다는 내용의 ‘권한부여’ 요소를 도입했다

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기존 勅令 중의 일부 표현을 관습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도 있겠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이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관습적인 沿用으

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41)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farman
142) 아바카 역시 바이바르스에게 보낸 書信에서 “아바카의 勅令(farmān abāqā)”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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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 기존에는 아흐마드가 이 書信을 보냄으로써 맘룩 술탄에게 講和를 제의

한 것으로 보았던 데 반해, 알루셰는 그러한 해석에 반대하고 이를 ‘최후통첩’으로 

규정하였다.143) 그리고 다시 주디스 파이퍼는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144)

사실 書信의 전체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해봤을 때 아흐마드가 

칼라운에게 최후통첩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알루셰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書信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그와 같이 해석하였다.145) 勅令 구조

상 本文의 마지막 부분은 보통 ‘위협’에 해당한다. 또 위 구절은 분명 칼라운이 자

신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결과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협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당사자인 

칼라운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고 위협으로 인식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146) 즉 전체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달리 맘룩에 柔和的인 입장을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어도 해당 문장만큼은 비록 강력한 어조는 아니더라도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칼라운은 아흐마드의 書信을 받은 뒤 자신의 사신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으나 아흐

마드의 使臣에게 답장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리고 1283년 5~6월에 아흐마드는 두 

번째 사신단과 書信을 보낸다.147) 이 두 번째 書信의 冒頭部는 첫 번째 書信과 완

벽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本文이 시작되는데, 먼저 기존에 훌레구 울루스와 적대 관

계에 있었던 주치 울루스의 노가이 및 투데 뭉케 등에게 사신을 보내 和議를 맺었

음을 이야기하고, 칼라운의 답장, 특히 그가 셰이흐 알 이슬람인 압둘 라흐만을 보

내달라는 요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어서 그의 요청에 따라 그를 보내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말과 자신의 말은 차이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書信이 작성된 일시 및 장소를 밝혔다.

이처럼 아흐마드가 칼라운에게 보낸 두 書信은 비록 原本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

계는 있지만, 그 구조는 몽골제국 초기 이래 勅令 구조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루

143) Adel Allouche, “Tegüder’s Ultimatum to Qalawu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22-4, 1990.
144) Judith Pfeiffer, “Ahmad Tegüder’s Second Letter to Qalā’ūn(682/1283),”, pp.185~188.
145) Adel Allouche, “Tegüder’s Ultimatum to Qalawun,”, pp.439~441.
146) Henry H. Howort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Part Ⅲ. The 

Mongols of Persia, pp.295~296. 홀트는 칼라운 두 傳記를 비교하면서 兩者가 내용상 약간의 차

이가 존재하지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칼라운과 맘룩 사람들이 몽골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不信이었다고 한다. 아흐마드가 改宗을 하고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군사적·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P. M. Holt, “The Īlkhān Aḥmad’s 

Embassies to Qalāwūn: Two Contemporary Accounts,”, p.132).
147) Tashrīf al-ayyām, pp.69~71; Judith Pfeiffer, “Ahmad Tegüder’s Second Letter to 

Qalā’ūn(682/1283),”, pp.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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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으로 改宗하고 이슬람에 기반한 변화를 도모하였던 아

흐마드 때에도 여전히 그러한 傳統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勅令制度

와 그 일환으로서의 勅令 구조는 훌레구 울루스에서 이미 하나의 규격화된 傳統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통치자가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지와 무관하게 큰 변화 없이 유

지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또 ‘권한부여’ 부분만 놓고 보면 勅令이 아닌 

‘令旨’에 가깝기는 하지만 ‘命令文 유형’은 오히려 勅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호함은 일칸이 지닌 권력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勅令이든 令旨든 간

에 전통적 구조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그다드 주민들에게 내린 勅令에서는 기존의 구조적 

특징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그다드

에 내린 이 勅令과 같이 기존 傳統으로부터 완벽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그 이전 및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勅令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中國에서 ‘聖旨’와 ‘詔書’라는 상이한 구조의 勅令이 사

용된 것처럼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아

흐마드 시기에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勅令이 발견된다면 보다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148)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사료를 통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즉 일부 예외가 있지만 아흐마드 시기 그의 아랍어 勅令에서 구조적 傳

統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149)

다음으로 가잔의 아랍어·페르시아어 勅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흐마드와 

마찬가지로 가잔 역시 이슬람으로 改宗하였는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이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쳤던 아미르 노루즈가 다시 가잔에

게 歸依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가잔이 이슬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

하였던 것이다.150) 또 얼마 후 바이두가 게이하투를 살해한 뒤 칸이 되었다는 소식

이 전해지자 가잔은 이 문제를 노루즈와 상의하였고, 노루즈는 재차 가잔이 이슬람

을 받아들이면 그가 칸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다. 이에 가잔은 피루즈쿠흐

라는 곳에서 이슬람으로 改宗하였다.151) �셰이흐 우바이스史�에도 이와 관련된 기

148) 아흐마드가 무슬림이었다고 해서 그가 오직 아랍어 또는 페르시아어로만 勅令을 작성하고, 위

구르字-몽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술탄 칼라운에게 보낸 書信에서 확인

하였듯이 그는 몽골적 관념들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受領人이 몽

골인 또는 투르크인들이었을 경우 그들에게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로 勅令을 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49) 이러한 결론은 아흐마드가 바그다드 주민들에게 내린 勅令이 특수한 상황 속에 등장한 예외

적 異形임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사실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을 무조건적으로 예외적 

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못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史料의 양이 절대적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밝혀두며, 추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150)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316; Waṣṣāf/Ayātī, p.192; Waṣṣāf/Hammer-Purgstall, vol.3,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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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전해지는데 노루즈는 天文 및 셰이흐들의 예언을 운운하면서 回曆 694년에 무

슬림 군주가 즉위할 것이니 그가 改宗해야 한다고 하였다.152) 이처럼 가잔이 칸이 

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는 그가 이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그의 

통치기에 이슬람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가잔은 자신의 즉위에 노루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重用하였다. 그로 인해 國政 전반에 걸쳐 노루즈의 영향력이 미쳤다. 한 예로 가잔

은 노루즈에게 군사 및 행정에 걸친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원하

는 바를 말하게끔 하였다. 이에 노루즈는 여러 提言들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알 

탐가에 알라 및 그의 使徒의 이름을 새기고, 그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을 바꾸자

고 한 것이었다.153) 또 �와사프사�에는 그가 동전에 “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

마드는 신의 사도이다”라는 文句를 새기자고 하였고, 디반의 문서들 序頭에도 “알

라는 위대하다”라는 구절을 삽입하자고 건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54) 이처럼 가잔 

시기에는 이슬람의 영향이 통치 전반에 미쳤고, 勅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칸의 

印章과 디반의 文書에서도 이슬람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勅令 구조에도 

이전과 다른 변화가 초래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가잔의 勅令들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앞서 살펴본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게 보낸 書翰이 유일하다. 대신 �集史� ｢가잔 칸紀｣

에 가잔 시기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勅令들의 사본이 몇 편 실려 있다.155) 비록 원

본은 아니지만 �集史�와 해당 勅令들의 작성 시기가 거의 같고, 宰相 라시드 웃 딘

을 비롯한 �集史�의 편찬자들은 각종 자료들을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原本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맘룩조에서 작성된 史書 중에

도 가잔이 보낸 아랍어 書信이 인용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156)

가잔의 勅令들을 살펴봤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冒頭句의 변화이다. 

훌레구를 제외하고 가잔 이전 일칸들의 勅令에서는 모두 ‘권한부여’에서 ‘대칸’을 

151)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p.316~317; Waṣṣāf/Ayātī, pp.192~193; Waṣṣāf/Hammer-Purgstall, vol.3, 

pp.140~141.
152) Taʾrīkh-i Shaikh Uwais, pp.45~46.
153) Rashīd/Karīmī, vol.2, p.918; Rashīd/Thackston, vol.3, pp.629~630.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印章은 전

통적으로 中國의 영향으로 본다. 노루즈는 사각형에 비해 원형이 더 뛰어난 형태라고 하면서 

바꾸자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슬람의 문화적 傳統으로 회귀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154) Waṣṣāf/Bombay 石印本, p.325; Waṣṣāf/Ayātī, p.198; Waṣṣāf/Hammer-Purgstall, vol.3, p.162.
155)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1387~1390, pp.1390~1392, pp.1392~1395, pp.1395~1399, 

pp.1400~1407, pp.1430~1441, pp.1462~1466, pp.1479~1486; Rashīd/Thackston, vol.3, pp.689~690, 

pp.690~691, pp.692~694, pp.694~697, pp.708~713, pp.723~725, pp.729~730, pp.731~735.
156) Ṣubḥ al-aʿshā, vol.8, pp.69~71에는 가잔이 맘룩의 술탄 알 말릭 알 나시르에게 보낸 서신의 원

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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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가잔 시기 勅令들 중 아예 ‘권한부여’ 부분이 없는 

두 건의 사례, 즉 교황에게 보낸 書信과 ｢가잔 칸紀｣ 제23話에 인용된 勅令,157) 그

리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神의 이름으로”라는 관용구만 서술되어 있는 ｢가잔 칸紀｣ 

제16話에 인용된 勅令을158) 제외한 나머지 7건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자비롭고 관

대한 神의 이름으로. 지고하신 神의 힘에 의하여. 무함마드 공동체의 행운에 의하

여”로 시작하고 있다.159)

“자비롭고 관대한 神의 이름으로”와 “지고하신 神의 힘에 의하여”라는 관용구는 

이미 아흐마드가 맘룩 술탄 칼라운에게 보낸 書信에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해

당 書信에서는 “카안의 행운에 의하여”라는 구절이 덧붙여진 반면, 가잔 시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졌다. 그 대신 “무함마드 공동체의 

행운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원문은 

“mayāmīni’l-millati’l-Muḥammadiyya”로서 우선 ‘mayāmīn’은 ‘meimūn’의 복수형으로 

페르시아어 사료에서 君主와 관련되어 자주 사용되는 ‘축복, 행운’이라는 뜻의 

‘mubārak’과 동의어이다.160) ‘행운’이라는 뜻에서는 아흐마드의 勅令에서 확인한 

‘iqbāl’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그 다음 ‘millat’는 ‘민족, 국가, 공동체’ 등의 뜻을 

갖는데, 그 다음에 오는 ‘al-Muḥammadiyya’와 연결하여 생각해봤을 때 무함마드의 

민족 내지 국가보다는 공동체가 적절해 보인다.161) 결국 기존의 “대칸의 행운에 의

하여”라는 표현이 “무함마드 공동체의 행운에 의하여”로 바뀐 것이다. 가잔과 이슬

람 간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이슬람적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는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스스로를 이슬람의 君主로 자처한 가잔으로서는 地

上에서 이슬람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즉 神의 뜻이 구현된 이슬람 공동체에 자신의 

권력을 가탁하고자 했던 것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이전과 달리 ‘권한부여’ 부분에서 대칸에 대한 언급이 사

라졌다는 것은 분명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가잔은 자신의 鑄貨에서

도 대칸의 이름을 누락시키고 자신의 이름만을 새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잔이 대

157)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p.1474~1475; Rashīd/Thackston, vol.3, pp.729~730.
158) Rashīd/Rawshan and Mūsavī, vol.2, p.1430; Rashīd/Thackston, vol.3, p.708.
159) ｢가잔 칸紀｣ 3부 21話에 인용된 勅令에서만 “神(allāh)” 대신 같은 의미의 “khodā”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60) http://www.vajehyab.com/dehkhoda/میامین
161) 쌕스턴은 이 구절을 “무함마드 공동체의 상서로움(the auspiciousness of the Mohammedan 

nation)”으로(Rashīd/Thackston, vol.3, p.689), 스턴과 세인트는 “무함마드 종교의 상서로움(happy 

auguries of the religion of Muḥammad)”로(S. M. Stern and Catherine Saint, Fat̄ịmid decrees; 

original documents from the Fat̄ịmid chancery, London: Faber and Faber, 1964, p.162), 수다바르는 

“무함마드 공동체의 행운(the good fortunes of the Muḥammadan nation)”으로 해석하였다(Abolala 

Soudavar, “The Mongol Legacy of Persian Farmāns,”,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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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과 적대적이었다거나 카안 울루스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결코 아니다.162) 가잔

은 중국의 文物과 몽골의 풍습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고,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두 울루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했기 때문에 카안 울루스와 군사 · 외교 측

면에서 협력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훌레구 울루스와 카안 

울루스 간에는 바이주, 말릭 파흐르 웃 딘 아흐마드와 노가이 일치 등 여러 사신들

이 왕래하기도 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의 방면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163)

아마도 가잔은 종교적인 이유, 보다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권

한부여’에서 대칸과 관련된 언급을 ‘무함마드 공동체’로 바꾼 듯하다. 그는 스스로

를 ‘이슬람의 帝王’ 및 ‘술탄’으로 자처하였는데 그러한 그가 유일신 이외에 한 개

인인 대칸, 그것도 異敎徒의 권위를 빌린다는 것은 적어도 무슬림들의 눈에는 부적

절하게 보였을 것이다. 훌레구 울루스 내에서 이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은 없었겠지만 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워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한 가잔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그루지야 지역에

서 주조된 동전에는 “대칸의 이름으로. 가잔에 의해 주조되었다”라는 전통적이면서

도 대칸의 권위를 인정한 文句가 남아있기 때문에164) 아마도 이슬람 문화권을 대상

으로 하지 않는 勅令에서는 대칸의 이름이 이전처럼 남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계속해서 가잔 칸 勅令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술한 ‘권한부여’ 다음에는 모든 

사례에서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맘룩 술탄에게 보낸 서신이나 

�集史� ｢가잔 칸紀｣에 인용된 勅令 사본에서 모두 ‘파르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술탄 마흐무드 가잔의 勅令”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명령의 대상자’ 부분이 등장하

는데, 맘룩의 술탄에게 보낸 아랍어 書信에서는 “술탄 알 말릭 알 나시르는 [다음

162) 요카이치 야스히로는 泉州에서 발견된 ｢奉使波斯碑｣를 근거로 가잔이 즉위 후에 자신의 즉위 

사실을 카안 울루스에 알렸고, 대칸은 그에게 使臣을 파견하였다고 하였다(四日市康博 著, 趙

瑩波 譯, ｢從《奉使波斯碑》看元朝同伊利汗國使臣往來｣, 劉迎勝 編, �元史及民族與邊疆硏究集

刊� 3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 p.62). 이처럼 새로운 일칸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카안 울

루스에 알리는 것은 가잔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慣例였고, 비록 가잔 본인은 改宗을 했지만 훌

레구 울루스 내의 몽골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위와 같은 일

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63)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pp.31~34. 카안 울루스와 훌레구 울

루스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던, 또는 그렇게 만들고자 활용했던 방식 중의 하나는 대

칸이 훌레구 울루스의 高官들에게 중국식 관직을 하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잔 이

후에도 훌레구 울루스 내에서 대칸의 권위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Thomas T. Allsen, “Changing Forms of Legitimation in Mongol Iran,” 참고).
164)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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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도록 하라”고 하였고, ｢가잔 칸紀｣에 인용된 勅令 사본에서는 공통적으로 명

령의 대상자들을 나열한 다음 “알도록 하라”라는 문구로 마무리하고 있다. 구육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親書에서도 ‘명령의 대상자’를 지칭하면서 “알고 

깨닫도록 하라”라고 한 것과 비교해보면165) 그 표현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本文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勅令들에 대하

여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불필요하고, 대신 역시나 ‘배경’, ‘명령내용’,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가잔 칸紀｣ 제14화 첫 번

째 勅令 사본에서는 ‘배경’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해당 勅令은 일종의 法官이라 

할 수 있는 까디들의 임명서라는 文書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

다. 그 외에는 전체적인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 勅令은 ‘일시 및 장소’로 마무리되고 있다. ｢가잔 칸紀｣의 勅令 사

본들 중에는 실제로 下賜된 것의 사본뿐만 아니라, 추후에 發令될 것을 대비하여 

작성된 일종의 규격화된 書式과 같은 것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勅令들에는 ‘일

시 및 장소’가 누락되었다. 대신 실제로 發令될 경우에 해당 날짜와 장소만 기입하

면 되도록 “이 勅令은 某年 某月 某某라는 곳에서 작성되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이 역시 ‘일시 및 장소’라는 구성요소가 가잔 시기 勅令에서 구조적으

로 정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가잔 시기에도 페르시아어 및 아랍어로 작성된 勅令은 기존의 몽골제

국 초기 이래 勅令 구조에 준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잔의 이슬람에 입각

한 각종 변화의 도입이 적어도 勅令의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여전히 몽골의 전통은 유지되고 있었다. 흔히 가잔은 이슬람에 경도되어 훌

레구 울루스의 國政 전반을 ‘이슬람화’한 인물로 인식되었으나, 그러한 평가와는 별

개로 통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勅令의 작성에서는 여전히 몽골 傳統의 영향을 확

인할 수 있다. 사실 그는 당시 훌레구 울루스에서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正體性을 

상실하고 歷史를 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集史� 편찬을 명하였다.166) 이처럼 몽

골인들의 正體性 회복을 중시하고, 그것이 칸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 가잔이 勅令을 통해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기존 勅令制度의 傳統을 부

정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165) Paul 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é, p.15.
166) 라시드 웃 딘/김호동, �부족지�,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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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틴어 勅令 분석

일칸은 기독교 세계와의 군사적 동맹을 위해 빈번하게 使臣과 書信을 교환하였

고, 그 중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書翰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칸들은 ‘그에게는 그의 言語로 말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라틴어로도 작성 

및 번역하여 함께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라틴어로 작성된 勅令들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는 훌레구가 1262년 루이 9세에게 보낸 

것으로서, 아인 잘루트 전투 패배 이후 맘룩을 협공하기 위한 연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였다.167) 이 書信에서 훌레구는 예루살렘 聖地를 기독교도들

에게 돌려줄 생각을 내비치면서 군사 동맹 결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

다.168)

이 書信은 다른 문서의 여백에 작성된 寫本 형태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

빙성에 의문이 있고 원래의 모습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앞서 제1장 제3절에서 살펴본 뭉케

가 루이 국왕에게 보낸 書信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즉 이 書信 역시 외견상 크

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論旨 전개의 편의상 後半部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각각 ‘권한부여’와 ‘發令者’에 

해당하는 “뭉케 텡그리의 힘에 의하여(per uirtutem Mengutengri)” 그리고 “훌레구 칸

(Huyleu cham)”으로 시작하고 있다.169) 이어서 훌레구에 대한 각종 수식어들이 이어

지고 난 뒤 “프랑스의 루이, 왕자, 공작, 백작, 남작, 군인 등, 그리고 프랑스 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illustri regi Francorum Ludwico nec non principibus, ducibus, 

comitibus, baronibus, militibus ac ceteris, uniuersis et singulis tocius regni Francie)”라고 

하면서 ‘명령의 대상자’를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는 本文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마라게에서 개의 해 4월 10일”, 즉 ‘일시 및 장소’를 서술하였다. 이처

럼 後半部만 놓고 보면 일부 구성요소가 누락되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勅令 구조에 

준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7) 이 書信의 발견 경위와 라틴어 轉寫 등에 대해서는 Paul Meyvaert, “An Unknown Letter Of 

Hulagu, Il-Khan Of Persia, To King Louis Ix Of France,” 참고.
168) Denise Aigle, “The Letters of Eljigidei, Hülegü, and Abaqa: Mongol Overtures or Christian 

Ventriloquism?,”, p.152.
169) 정확하게는 “per uirtutem Mengutengri” 앞에 영어의 “We”에 해당하는 “Nos”와 “therefore”에 해

당하는 “igitur”가 있지만, 직역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해당 문구들의 기능적인 역할에 보

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Aigle은 이 문구를 “We Hülegü, then, with the strength of Eternal 

Heaven”라고 해석하였다(Denise Aigle, The Mongol Empire between myth and reality : studies in 

anthropological history, Brill, 2014,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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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書信의 前半部는 독특하게도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시작

하고 있다. 그것도 해당 구절을 원문 그대로 인

용한 것이 아니라 약간 變容하였는데, 이것은 

성경 구절의 인용이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보여

준다. 본래 ｢히브리서｣ 1장 1절의 해당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아들을 통해

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부분을 “우리의 선조 칭기스 칸에게 

텝 텡그리를 통해서”라고 고쳤다.170) 텝 텡그리

는 칭기스 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던 당시 최

고의 샤먼, 즉 무당이었다. 그는 “영원한 하늘

의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칭기스 칸이 정통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즉 훌레구의 書信은 성경에서 神의 뜻이 예

언자 및 그의 아들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언급을 인용하면서, 몽골에서도 마찬가지

로 神이 텝 텡그리라는 샤먼을 통해 칭기스 칸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훌레구가 기독교 세계에서의 神과 몽골의 神을 등치시

키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관념적 세계를 성경 구절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해당 書信의 受領人이 몽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 의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171)

또 이어서 ｢예레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다. 원문은 “보라, 내가 오늘 민

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

다”인데, 이를 변형하여 “天上에는 내가 유일한 萬能의 神이고, 모든 地上의 통치

자·君主로서 너를 萬民과 萬國의 위에 세워서, 너에게 어떤 것은 뿌리 뽑고, 어떤 

것은 파괴하고, 어떤 것은 멸망시키고, 어떤 것은 세우고, 어떤 것은 심도록 한다”

고 하였다.172) ‘영원한 하늘’로부터 지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내

170) Paul Meyvaert, “An Unknown Letter Of Hulagu, Il-Khan Of Persia, To King Louis Ix Of France,”, 

p.252; Denise Aigle, “The Letters of Eljigidei, Hülegü, and Abaqa: Mongol Overtures or Christian 

Ventriloquism?,”, p.153.
171) Denise Aigle, The Mongol Empire between myth and reality : studies in anthropological history, 

p.180.

[그림 6] 1262년 훌레구 書信

(Paul Meyvaert, “An Unknown Letter Of 

Hulagu, Il-Khan Of Persia, To King Louis 
IX Of France,”, FIG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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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면서 상대에게 복속을 요구하는 모습은 몽골제국의 팽창 과정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었다. 훌레구 측은 이와 같은 몽골인들의 생각을 ｢예레미아서｣의 해당 구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書信이 발송된 것은 1262년으로, 이미 그보다 앞서 구육과 바이주, 엘

지기데이 등이 각각 교황과 유럽의 국왕들에게 書信을 보낸 바가 있다. 게다가 유

럽 기독교 세계는 군사 및 외교의 수단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몽골과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몽골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출 수 있었다. 특히 위 書信의 직접

적 受領人인 루이 9세의 경우 1248년 당시 서부 몽골군의 책임자였던 엘지기데이로

부터 書信을 받은 적이 있고, 또 1249년에도 구육 사후 攝政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던 오굴 카이미시로부터 書翰을 받은 바 있다. 비록 엘지기데이의 書信에는 직접적

인 복속 요구가 없었지만, 오굴 카이미시는 강력하게 복속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보복할 것을 언명하였다.173) 따라서 굳이 훌레구 측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

지 자신들의 世界觀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한다.174)

다만 훌레구로서는 군사 동맹의 체결이라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요구를 보다 분명히 밝히고 상대를 이해시켜야 했던 것도 사실이

다.175) 무엇보다 성경의 인용은 훌레구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무

조건적으로 적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해당 성경 구절을 몽골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해석한 것이 기독교 사

회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書信을 발

송한 1262년의 시점에서는 유럽 및 기독교 사회에 대한 몽골의 군사적 위협은 이전

보다 약화되었고, 같은 이교도이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고 聖地를 탈

환하여 돌려줄 것을 약속한 훌레구가 맘룩 등 이슬람 세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

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경의 인용은 훌레구 개인의 권위를 提高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

172) 海老澤哲雄, ｢モンゴル帝國對外文書管見｣, �東方學� 74, 1987, pp.88~90.
173) Denise Aigle, “The Letters of Eljigidei, Hülegü, and Abaqa: Mongol Overtures or Christian 

Ventriloquism?,”, pp.148~152.
174) 물론 몽골인들 자신이 하늘로부터 지상을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복속하도록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통적인 서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생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필자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성경의 인용과 변용에 있다.
175) 몽골인들이 스스로를 일종의 ‘신의 대리인’으로서 자처하는 것이 몽골과 기독교 세계 간의 군

사적 협공을 가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을지,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훌레구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결코 유럽의 국왕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상정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자신들에게 복속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신들의 관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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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성경 구절의 인용이 끝나고 앞서 살펴본 후반부의 ‘권한부여’ 부분에서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하여”만 언급하고 일반 諸王들의 명령문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카안의 英靈에 의하여”는 생략되었다. 몽골제국 초기 諸王들의 令旨 중 ‘권한부

여’에서 반드시 대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176) 일칸들의 경우 後代의 

아바카, 아흐마드, 아르군은 모두 대칸의 권위를 인용한 데 반해 훌레구는 현재 확

인 가능한 史料의 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어쩌면 루이 9세에게 서신을 보낸 1262

년 당시에는 대칸 뭉케는 이미 사망하였고, 아직 繼位를 놓고 전쟁 중이라 몽골제

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칸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훌

레구는 비록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이 書信을 발송하기 이전에 이미 親쿠

빌라이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177) 命令文에 쿠빌라이를 염두에 

두고 대칸을 언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훌레구는 ’권한부여’에서 대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대신 전반부에 성

경 구절을 변용하여 인용하는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였다. 외교 書信이 결코 라틴어 

書記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화는 결국 훌레

구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결국 神, 즉 뭉케 텡그

리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칭기스 칸, 그리고 마찬가지로 뭉케 텡그리의 힘에 의거

하고 있는 훌레구라는 도식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神’으로부터 칭기스 칸으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를 수립하고, 후반부의 

‘권한부여’에서 다시 ‘영원한 하늘’과 자신을 연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神과 칭기스 

칸 간의 관계를 神과 자신의 관계로 투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훌레구가 스스로를 대칸으로 자처했다거나 쿠빌라이를 대칸

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書信 내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칭기스 칸과 연결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은연중에 자신과 ‘영

원한 하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간접적으로 칭기스 칸에 비견

함으로써 종국에는 그의 권력과 지위를 提高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몽골

제국 외부의 西方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역시도 ‘영원한 하늘’의 명을 받고, 그

에 따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위치 지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추정해볼 수 있다.

다시 이 書信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결국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몽골의 

176) 예를 들어 ｢1243年鄠縣草堂寺令旨碑｣(蔡-1955[2017]-(7); 祖-2000-(8)); ｢1245年盩厔重陽萬壽宮令

旨碑｣(蔡-1955[2017]-(11); 祖-2000-(14)); ｢1245年鄠縣草堂寺令旨碑｣(蔡-1955[2017]-(12); 祖

-2000-(15)).

177)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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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설명한 부분은 특별한 상황 하에 덧붙여진 일종의 첨언으로 보아야 

하며 정형화된 구성요소라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구성요소였다고 하면 이후에

도 반복적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독자적인 울루스의 

창건자인 훌레구에 의해 도입된 요소라면 후대 일칸들이 라틴어 勅令을 작성할 때 

일종의 관행으로서 준수했어야 하나 유사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書信의 

반부는 전술하였듯이 전형적인 勅令 구조를 이루면서 자기 완결적이었기 때문에 이 

전반부는 勅令 구성요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전반부 역시 勅令의 구조로 포함시켜서 파악하고자 하기도 하였

다. 에비사와 테츠오는 위 勅令이 ‘영원한 하늘의 명령’을 담고 있는 前半部의 ‘勅

令’과 실제 훌레구의 書信인 後半部의 ‘親書’, 즉 소위 二重書式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178) 그의 주장은 제1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릭 보겔린으로부

터 유래한 것으로, 그는 뭉케가 루이 9세에게 보낸 書信을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勅令 구조가 등장했다고 하였다.179) 에비사와 테츠오는 이러한 二重書式 理

論을 이어받아 이 훌레구의 라틴어 書信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것이 새로운 書式이 아니라 각각 發令者가 다른 별개의 

勅令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훌레구가 루이 9세에게 보낸 書信 역시 내용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前半部에서는 기독교적인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世界觀을 설명하고, 또 훌레

구 자신의 명령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신의 명령’을 소

개하였을 뿐이지 그것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勅令 書式이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

다. 무엇보다 현재 그 書信은 原本이 아닌 다른 文書의 여백에 작성된 형태인데 이

것만으로 그 原型을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는 1268년 아바카가 교황 클레멘스 4세에게 보낸 書信을 살펴보자.180)

이 書信은 “Per virtutem dei vivi et potentiam Chaan, verbum Abagha.”로 시작하고 있

다. 그 뜻은 “살아있는 神의 德에 의하여. 카안의 힘에 의하여. 아바카의 말”로 직

역할 수 있는데,181) 표현상의 차이점은 다소 있지만 앞부분은 蒙文直譯體 聖旨의 

178) 海老澤哲雄, ｢モンゴル帝國對外文書管見｣; 海老澤哲雄, ｢ルイ王あてモンケ書簡 · フレグ書簡覺

書｣.
179) E Voegelin, “The Mongol Order of Submission to European Powers, 1245-1255,”, pp.391~392, 

pp.398~399.
180) 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p.223~225; В. Т. Пашуто, Русь. Прибалтика. Па
пство: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Москва: Университет Дмитрия Пожарского, 2011, 

pp.587~590. 한편 본래는 전년도인 1267년에도 書信을 보냈다고 하나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

된 原本만을 발송하고 라틴어 번역본을 보내지 않아 교황 측에서는 읽을 수가 없었고 그 때문

인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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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生天氣力裏. 皇帝福蔭裏”에 해당하는 ‘권한부여’이고 뒷부분은 ‘發令者 및 命令

文 유형’으로 볼 수 있다. ‘Chaan’은 ‘카안’을 옮긴 것으로서, 回曆 667년/1268~9년 

술탄 바이바르스에게 보낸 아랍어 書信에서와 마찬가지로 ‘권한부여’에서 ‘영원한 

하늘’과 몽골제국 전체의 ‘대칸’을 인용하고 있다. 또 ‘verbum Abagha’는 ‘아바카의 

말’로 해석 가능한데 아마도 오노 히로시의 추정처럼 그 몽골어 原文은 ‘manu’가 

추가된 “아바카, 朕의 말(Abagha üge manu)”이었을 것이다.182) 물론 ‘verbum’으로 번

역된 몽골어 원문이 ‘우게’였을지, 아니면 ‘자를릭’이었을지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바카는 쿠빌라이의 宗主權을 인정하고 있었고, 1268년은 

아직 쿠빌라이로부터 칸으로서의 정식 임명도 받지 못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명령을 ‘자를릭’으로 지칭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계속해서 아바카의 書信

에는 “성스러운 로마 교회의 최고 司敎에게(Sacrosancte ecclesie Romane summo 

pontifici)”라는 구절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로마 교회의 최고 司敎란 당연

히 敎皇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勅令 구조상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書信의 本文이 시작되는데, 먼저 아바카는 자신이 작

년에 보낸 書信에 대한 대답을 받지 못한 것이 교황 측에 몽골어를 아는 사람이 없

기 때문임을 알았다고 하면서, 書信 작성 당시에 라틴어 書記가 없어서 번역본을 

보내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앙주의 샤를 1세가 시칠리의 만프레드

를 격파한 사건을 자신의 장인인 비잔틴 황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 뒤, 자신들

은 “살아있는 神의 德에 의하여(per virtutem dei vivi)” 정복하였고 저항하는 이들은 

파괴하였으며, 동시에 기독교도 및 교회를 보호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는 

아라곤의 왕 및 비잔틴 황제의 군대와 자신들의 군대가 맘룩을 협공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어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솔로몬(Solomon) 및 네구베이(Nekpei)라는 

인물을 파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本文의 내용은 크게 둘로 대별하여 앞에서는 

‘배경’으로서 아바카와 교황 측 간의 書信 교환 과정에 대한 언급, 그리고 군사 협

력을 도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동시에 親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은 ‘명령내용’으로 書信의 궁극적인 목적인 군사 협공을 

제안하고 있다.

181) 이 구절을 오노 히로시는 이를 “長生하는 神의 힘에 의해, 또 카안의 權能에 의해. 아바카의 

말”로 해석하였고(小野浩, ｢とこしえなる天の力のもとに｣, p.219), 아미타이는 “By the virtue of 

the living God and the power of the Qa’an, the word of Abaɣa”라고 번역하였다(Reuven 

Amitai-Preiss, “An Exchange of Letters in Arabic between Abaγa Īlkhān and Sultan Baybars (A. 

H. 667/A. D. 1268-69),”, p.23).
182) 小野浩, ｢とこしえなる天の力のもとに｣,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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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서는 “용의 해인 ‘루 일’, 여섯 번째 달인 ‘알팅 아이’ 23일 쾨케 비

르군다[에서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 書信이 작성된 ‘일시 및 장소’를 밝히고 있다. 

원문은 “Datum koga birgunda lov iel, id est anno draconis. Alting ai, id est mense 

sexto, vicesimo tertio die mensis.”로 이 중 “lov iel”은 몽골어 “luu yil”을 옮긴 것으

로 용의 해를 의미하며, ‘Alting ai’는 투르크어로 6월을 뜻한다. ‘쾨케 비르군다(koga 

birgunda)’에 대하여 루프리안은 이 역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추측을 

한 바 있지만,183)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в Синем Хребте”라고 하여 ‘푸

른 산맥(마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특정 地名으로 본 듯한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훌레구가 루이 9세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Datum in ciuitate 

Maraga anno decimo, [anno] Nochoe, die decima mensis Aprilis.”라고 하여 일시 앞에 

장소를 기입한 바가 있기 때문에184) 대응하는 투르크어 및 몽골어 原文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地名을 의미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이와 같이 아바카가 교황 클레멘스 4세에게 보낸 이 외교 書信은 구조상 몽골제

국 초기 이래의 勅令 구조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구체적인 표현

들과 그로부터 發現되는 관념들도 이전 傳統과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구조 및 표현상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라틴어로 작성되기 이전에 위

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原文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측 가능하다. 특히 마지막 부

분에 몽골어 및 투르크어 어휘가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라틴어 書記가 이러한 표현

들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原本을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남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전

년도인 1267년에는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原文만 발송하여 문제가 생겼기 때문

에 1268년에는 똑같이 原文을 작성하되 라틴어 書記를 통해 번역하는 과정을 추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라틴어로 작성된 이 勅令에서 보이는 구조적 유사성

은 原文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285년 아르군이 교황, 프랑스 국왕, 앙주의 샤를 등을 대상으로 발송한 라

틴어 書信도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勅令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185) 다만 冒頭

183) 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225.

184) Paul Meyvaert, “An Unknown Letter Of Hulagu, Il-Khan Of Persia, To King Louis Ix Of 

France,”, p.259.

185) 이 書信에 대해서는 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245; 海老澤哲雄, ｢一二

八五年のアルグン＝ハンの敎皇宛書簡について｣, pp.892~893; 佐口透 編, 譯, �モンゴル帝國と西

洋�, pp.181~183 참고. 다만 현재 寫本대로라면 “아르군의 말” 다음에 “성스러운 主이자 아버지

인 敎皇에게. 모든 타타르인들의 第一의 아버지 칭기스 칸으로부터 프랑스인의 국왕 폐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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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In Christi nomine, amen)”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

다는 점은 새로운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없다. 모든 史料는 그 자체로서 갖는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나 이 

표현은 오직 단 한 차례만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진위여부에 의구심을 갖

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아흐마드가 술탄 칼라운에게 보낸 서신에서 “관대

하고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행위였지만, 이후에 그 표현은 일칸들의 아랍·페르시아어 勅令에 꾸준히 

등장하였다. 또 결정적으로 아흐마드 자신은 이슬람으로 改宗한 무슬림이었기 때문

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구절은 오직 

위 書信에만 등장하고, 아르군이 비록 기독교도들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아들 울제이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결코 기독교도가 

아니었다. 결국 이 구절은 原文에는 없었던, 당시 또는 후대의 加筆로 보아야 할 것

이다.186)

이상에서 일칸들이 남긴 勅令들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훌레구 울루스는 몽

골 本土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슬람 및 페르시아 토착 문화의 강한 영향력 하

에 있었으며, 특히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칸들이 직접 이슬람으로 改宗하는 등 

샤를 국왕 폐하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 교도는 그 영토에서는 어떠한 貢賦도 부담하지 않고 자

유다라는 聖旨가 있었다”는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루프리안

은 이미 뢰흐리흐트가 冒頭部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잘못을 인지하고 수

정하였음을(Reinhold Röhricht, Regesta Regni Hierosolymitani (MXCVII-MCCXCI), Oeniponti: 

Libraria Academica Wageriana, 1893, p.380)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쳤다. 먼저 “대칸의 恩寵

에 의하여. 아르군의 말” 앞에 “potentia dei vivi et”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여 삽입하였고, 또 

교황과 프랑스 국왕 그리고 앙주의 샤를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모두 ‘명령의 대상자’로 설정

하였으며, 칭기스 칸이 기독교도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자유롭게 하였다는 명령은 프랑스 국

왕 및 앙주의 샤를과는 무관한 별도의 건으로 보았다(루프리안이 복원한 書翰의 冒頭部는 다

음과 같다. “(Potentia dei vivi et) gratia magni cam et verbum de Argonum domino sancto papa 

patri et serenissimo domino rege Francorum et serenissimo domino rege Charulo. Gingiscam, primo 

patri omnium Tartarorum, preceptum suum: et omnium Cristianorum non dentur aliquid de tributum 

et fiant franchi in sua tera.”(Karl-Ernst Lupprian, Die Beziehungen der Päpste zu islamischen und 

mongolischen Herrschern im 13. Jahrhundert anhand ihres Briefwechsels, pp.245~246).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神의 힘에 의하여. 대칸의 恩寵에 의하여”라는 ‘권한부여’로 시작하여, ‘아르군의 말’

이라는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으로 이어지고, 다시 교황, 프랑스 국왕, 앙주의 샤를 등 ‘명령

의 대상자’를 명시하고, 本文으로 이어져서 칭기스 칸이 기독교도들을 우대하는 명령을 내렸음

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식의 구조적 파악이 가능하다.

186) 에비사와 테츠오는 서신의 原文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또는 그 이전에 기독교도, 특히 네스

토리우스파 기독교들이 교황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내지는 동방기독교 세력을 과시하고자 加

筆 혹은 潤色한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하였다(海老澤哲雄, ｢一二八五年のアルグン＝ハンの敎皇

宛書簡について｣, pp.89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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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이슬람화’된 측면도 분명 어느 정도 있었다. 따라서 칸들의 말과 명령을 전달

하는 勅令 또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화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發令된 칸들의 勅令을 살펴보면 그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기본적

으로는 몽골제국 초기 이래 勅令 구조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슬람 관

용구가 포함되기도 하였고, 성경과 꾸란의 구절이 인용되기도 하였으며, 사안에 따

라서는 일부 구성 요소들이 누락되기도 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는 기본 구조를 준수하였다. 이는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경우는 물론, 라틴어와 

아랍·페르시아어로 작성된 勅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훌레구 울루스가 성립하기 이전 해당 지역에 존재하던 고유의 勅令 구

조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사실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專論이 

필요하지만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에서는 간단히 기존 페르시아 지역의 

勅令 구조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부쎄에 따르면 페르시아 일대의 命令文 구조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그 구체적 구조는 ‘invocatio’ - ‘arenga’ - 

‘narratio’ - ‘dispositio’ - ‘datatio’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187) 그는 이 중에서 가장 실

질적인 부분은 ‘dispositio’이고 극단적인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략 가능

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invocatio’는 神에 대한 기도 및 탄원이고, ‘arenga’는 해

당 文書의 發令을 꾸란과 운문 등을 인용하여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며, 

‘narratio’는 대부분 청원자가 제기하는 보고이고, ‘dispositio’는 통치자의 결정이며, 

‘datatio’는 일시를 의미한다. 이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몽골제국의 勅令 구

조에 대입해본다면 ‘권한부여’(invocatio) - ‘배경’(arenga와 narratio) - ‘명령내

용’(dispositio) - ‘일시 및 장소’(datatio)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과 ‘명령의 대

상자’가 별도의 구성요소로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後者의 경우 페르시아의 

命令文 구조에도 “farzandān wa wuzarā ... bi-dānand kī”와 같은 선포문구는 존재하였

지만 그 위치가 고정되지 않아 ‘arenga’ 또는 ‘narratio’ 앞에 등장하거나 생략도 가

능했다고 한다. 또 일칸의 勅令에도 항상 보인 것은 아니지만 ‘위협’ 부분이 없고, 

‘장소’ 없이 ‘일시’만 명시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arenga’는 보통 勅

令의 작성자가 가장 문학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이슬람으

로 改宗한 일칸들의 勅令에서조차 이를 확인할 수 없다. 

187) Heribert Busse, “Persische Diplomatik im Überblick: Ergebnisse und Probleme,”, p.211; H Busse, 

“Diplomatic: ⅲ. Persia,”, pp.309~310. 이 중 부쎄가 실제로 “datatio”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

으나 내용상 일치하고 다른 부분과 표현을 맞추기 위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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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일칸의 勅令은 기존의 페르시아 命令文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없지는 않

으나, 그 기본적인 근원은 몽골제국의 傳統에서 찾아야 한다. 그 傳統은 훌레구가 

자신만의 울루스를 창건할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일칸 아부 사이드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고, 훌레구 울루스의 와해 이후 등장한 여러 계승 국가들에게로 傳承되었

다. 이처럼 몽골제국의 勅令制度가 일종의 ‘帝國的 制度’로 훌레구 울루스에서 운용

되었음은 일칸의 勅令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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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論

本稿는 13~14세기 몽골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帝國을 통치하였는가하는 의문에

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중에서 帝國의 최고 통치자인 

대칸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집단으

로서 광대한 영역과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統治者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文書를 통하여 命令을 전달해야 했을 텐데 遊牧世界의 口頭文化에 익숙한 몽골인들

이 文字와 文書라는 定住文化의 요소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운용하였을 것인가 의문

이 들었다. 또 몽골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울루스들은 서로 다른 지리적·문화

적 배경 하에 있었는데 그들의 통치방식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本稿에서는 13~14세기 몽골

제국의 勅令制度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勅令制度 자체도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고 특히 몽골제국의 넓은 영역, 그리

고 각 울루스별로 전하고 있는 文獻史料와 實物史料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보다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칭기스 칸 시기부터 

뭉케까지의 몽골제국 초기, 쿠빌라이 이후의 카안 울루스, 그리고 서아시아에 위치

한 훌레구 울루스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차가타이 울루스와 주치 울루스

의 경우는 아쉽게도 활용 가능한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카안 울루스와 훌

레구 울루스보다는 그들이 근거지로 삼은 일대의 文書行政 傳統이 상대적으로 약했

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몽골제국 초기의 勅令制度가 유지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였

다. 그래서 오히려 中國과 서아시아의 文化的 영향 하에서 몽골인들이 어떻게 勅令

制度를 운용했는지 살펴보고자 위와 같이 서술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간

략하게 각 章의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結論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몽골제국 초기에 勅令制度가 어떻게 도입되고 운용되었는지 살펴보

았다. 칭기스 칸은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北中國 일대로 진출하면서 위구르인과 거

란인, 여진인 書記와 知識人들을 흡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勅令制度를 수용 및 활용

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勅令 작성 시에는 대칸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受

領人이 그 原意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言語와 文字를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또 해당 勅令의 信憑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印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勅令 작성과 번역은 대칸의 신임을 받는 최고위 관료들이 담당하였고, 최고 書記인 

울룩 비틱치는 副署를 통해 자신이 확인했음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대칸은 결코 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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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의 작성을 특정인에게 완전 위임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명령

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勅令은 이후 대칸들의 계승 여부에 따라 그 유효

성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勅令은 發令者의 권력을 상징함과 동

시에 기존 권력집단의 정치적·경제적 利權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지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계승 여부가 결정되었다. 우구데이와 

구육은 칭기스 칸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 및 이전 대칸과의 혈연적 

관계로 인하여 옛 政權과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 그로부터 正統性을 확보하고자 

하였기에 적극적으로 勅令을 계승하였다. 반면 톨루이家 출신의 뭉케는 그럴 필요

가 없었고, 이전과는 다른 세력집단을 권력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前代 대칸들이 

發令한 勅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勅令 구조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칭기스 칸 이래로 서서히 정형화

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칭기스 칸 시기의 각종 勅令들을 근거로 살펴본 결과 ‘發令

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蒙文直譯體 聖旨와 페르시아어 勅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

항들이었다. 이러한 세부 구조들이 유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거나 몽골만의 것이라

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구성요소의 반복과 배열의 고착화, 그리고 

표현의 유사성은 이것이 하나의 傳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칭기스 칸 시기에 초보

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勅令의 구조는 이후 대칸들에게 일종의 典範으로서 작용

한 것이다. 그리고 칭기스 칸이 마련한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우구데이 때부터 

뭉케에 이르는 시기 동안 대칸의 勅令 구조는 점차 완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육

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書信은 완비된 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

기의 사례로서 ‘권한부여’ -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으나 그 

原文은 위구르字-몽골어였기 때문에 그 기본적 구조는 칭기스 칸 이래의 傳統을 따

랐던 것이다.

제2장에서는 카안 울루스에서의 勅令制度에 대해 살펴보았다. 카안 울루스의 勅

令 작성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대칸의 勅令을 文書化하

기 위해 작성 기관으로 전달하는 임무를 케식이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케식들은 기

본적으로 대칸이 신임하는 인물들이었고 대칸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

화적 親緣性을 가졌으며, 각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우

에 따라서는 케식들에 의한 문제 및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막고자 다

양한 방지책들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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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명령내용을 口頭로 전달하는 대신 文書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中書省의 역

할을 확대하기도 하였고, 대칸과 행정기관의 印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케식의 매개자로서의 활용과 그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기본적으로 대

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울루스를 통치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또 勅令 중에서 대칸의 직접적인 發話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소위 ‘聖旨’는 蒙古

翰林院이, 대칸은 대략적인 취지 및 방향만 제시하고 ‘史臣이 代言하는’ 이른바 ‘詔

書’는 翰林院이 그 작성을 담당하였다. 카안 울루스의 勅令은 파스파字 創製 이후

에는 파스파字-몽골어로 原文을 작성하고 受領人이 이해할 수 있는 言語 및 文字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파스파字를 만든 것 또한 본인의 말

과 자신에게 올라오는 文書를 각각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勅令의 草案이 작성되면 여러 층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칸이 직접 확인하고 수

정하였다. 또 印章을 통해 勅令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행위도 계속되었고, 發令된 勅

令들의 사본을 추후 확인 및 참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中國的 官制의 도입과 새

로운 文字의 創製 등 카안 울루스 勅令制度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도입되었지만, 그

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몽골인들이 勅令制度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입장의 연

장선상에서 있었다.

또 현재 전해지는 대칸 쿠빌라이의 최초 勅令인 ｢1260年彰德上淸正一宮聖旨碑｣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조를 도식화하고 이후 대칸들의 勅令 및 몽골제국 초기 勅令 

구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카안 울루스의 勅令은 ‘권한부여’ -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 - ‘명령의 대상자’ - ‘배경’ - ‘명령내용’ - ‘위협’ - ‘일시 및 장소’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쿠빌라이는 기존의 勅令 구조를 수용하였고 이는 1368년 몽골리아로 北

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변화의 요소도 존재하였다. ‘권한부여’에서 “위대한 

英靈의 가호에 의하여”라는 구절을 대칸이 專有하고, 대칸 이외 인물들은 “皇帝의 

英靈에 의하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일시’ 뒤에 ‘장소’가 거의 고정적으로 

병기되었으며, 前代 대칸들의 勅令 계승 여부가 구조적으로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그 또한 기존 傳統의 變容이라 할 수 있다. 즉 카안 울루스의 勅令 구조는 쿠빌라

이에 의해 정형화되었다기보다는 칭기스 칸 이래의 傳統을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制度에 대해 살펴보았다. �集史� ｢가잔 칸紀｣ 

제22話에 기록된 가잔의 勅令制度 개혁을 중심으로 일칸의 勅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는지 규명하였는데, ‘①보고 및 탄원’, ‘②草案 작성’, ‘③草案 확인 및 

수정’, ‘④각종 印章의 날인’, ‘⑤勅令의 하사 및 보관’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또 알 우마리 역시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制度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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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토대로 위에서 복원한 勅令 작성 과정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바

지르 및 아미르 알 울루스의 작성 지시’, ‘㉡書記들의 草案 작성’, ‘㉢바지르의 확인 

및 淨書 지시’, ‘㉣칸과 네 명의 아미르의 이름 기입’, ‘㉤날인’, ‘㉥바지르가 문구 

및 자신의 이름 기입’, ‘㉦사본 작성 후 보관’ 등의 과정을 거쳤다. 사실 알 우마리

의 기록이 사실은 勅令이 아니라 바지르가 財政 관련 命令文을 작성할 때의 절차이

지만, ｢가잔 칸紀｣에서 확인한 勅令 작성 절차와 상호 연관되고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칸과 고위 아미르들은 勅令制度의 운용을 書記나 바지르 등에게 일임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등 주체적인 모습을 보

였다. 더 나아가 발생 가능한 사안을 상정하여 각각에 대한 勅令의 草案 모음집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칸을 중심으로 한 몽골 지배층이 勅令制度에 대해 통제

력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財政 관련 命令文의 경우에도 칸을 위시한 

몽골 통치 집단이 자신들의 통제 하에 發令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훌레

구 울루스에서는 勅令을 비롯한 命令文들은 受領人이 이해할 수 있는 言語와 文字

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前代 칸과의 혈연적·정치적 관계와 권력집단

의 연속성 등을 근거로 勅令의 傳承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 훌레구 울루스의 勅令 중 위구르字-몽골어로 작성된 것은 훌레구 울루스 전 

시기 동안 勅令의 受領人과 그 내용 등에 관계없이 모두 傳統的 勅令 구조를 그대

로 沿用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슬람으로 改宗한 일칸의 경우도 마찬가

지였다. 일칸들은 자신의 勅令의 本文에서는 본래 대칸만의 용어였던 ‘자를릭’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勅令 구조의 구성요소 중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에서는 

諸王의 命令文에 해당하는 ‘우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칸들의 통치를 ‘外王內

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칸의 ‘命令文 유형’ 역시 충분히 ‘자를릭’으로 규정할 

수 있었으나 오직 ‘우게’로만 일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제국 勅令 구조의 傳

統이 유지된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 라틴어와 아랍·페르시아어로 작성한 경우

에도 勅令의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물론 몽골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이나 꾸란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또 이

슬람의 君主를 자처한 가잔은 ‘권한부여’에서 대칸 대신 무함마드 공동체를 언급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몽골인들이 어떻게 勅令制度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

인되는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조금이나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勅令制度는 

文字와 文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래 遊牧民들에게는 낯선 文化였지만 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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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칸은 통치의 용이함을 위해 수용하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勅令은 대

칸의 말과 의지를 전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칸 및 통치 집단

들은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누차 확인하였다. 이는 몽골제국 초기뿐만 

아니라 카안 울루스와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으로서 勅令制度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文書化된 勅令은 그때그때 임의로 작

성된 것이 아니라 규격화된 구조를 준수하였다. 칭기스 칸 때부터 시작된 이 勅令

의 구조는 이후 대칸들을 거치면서 정형화되었고 카안 울루스와 훌레구 울루스에서

도 약간의 變容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몽골제국의 勅令制度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었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칭기스 칸이 勅令制度를 수용한 당시

부터 위구르, 거란, 여진 등의 경험이 중요한 前例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勅令制

度 역시 결코 순수하게 자신들만의 傳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란과 여진은 말할 

것도 없고 위구르 또한 勅令制度를 비롯한 그들의 모든 문화를 외부적인 영향 없이 

배타적으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遊牧帝國을 건립하였을 때부터 투르크

와 소그드, 그리고 중국과 문화적으로 빈번한 교류를 하였고, 그들의 행정 모델을 

수용하여 활용하였다.1) 高昌에 자리 잡은 이후로도 교통로 및 무역망의 주요 거점

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동서로부터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따

라서 위구르 勅令制度의 原型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구르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분명한 것은 몽골은 자신들에게 복속한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운용한 勅令制度가 그들 본연의 것이었든, 아니면 變容

1) Michael C Brose, Subjects and masters : Uyghurs in the Mongol Empire, p.63.
2) 遊牧帝國 시기부터 中國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위구르는 西遷하여 지금의 新疆 일대로 이주

한 이후로도 中國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唐 멸망 이후로도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 등 

五代 王朝에 계속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밀접한 관계 유지와 교류는 勅令制

度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세기 후반 使臣으로서 高昌을 다녀온 王延德이 남

긴 기록에 따르면, 당시 高昌에는 敕書樓라는 곳에 唐 太宗과 玄宗의 御札과 詔勅을 모셔놓았

다고 하였다(�宋史� 卷490 ｢高昌國傳｣, p.14112, “有敕書樓, 藏唐太宗·明皇御札詔敕, 緘鎖甚謹.”). 

또 11세기 초 甘州·沙州 지역 위구르의 首長이었던 야락흘은 宋에 적대적이었던 탕구트의 趙

德明을 물리친 뒤 宋 眞宗에게 공을 세운 수령들을 위하여 恩賞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眞宗은 詔書를 내려 司戈·司階·郎將 등의 관직 임명장 10통을 주었다(�宋史� 卷490 ｢回鶻

傳｣, p.14116, “其年, 夜落紇遣使言, 敗趙德明立功首領請加恩賞. 詔給司戈·司階·郎將告敕十道, 使

得承制補署.”). 이처럼 中國 皇帝의 勅令을 비롯한 각종 命令文은 위구르 사회에서 권위를 지

니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위구르의 최고통치자는 자신

의 세력권 내에 위치한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發令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형식의 命令文을 

작성했을 것이다.



- 232 -

시킨 것이었든 결국은 몽골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先例 중 하나가 되었다. 몽골의 

통치자들은 어느 특정 지역의 勅令制度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거나 종속된 것이 아니

라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말과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

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몽골제국 勅令制度의 기원을 밝히거나 다

른 국가의 勅令制度와 비교하기보다는 몽골인들이 어떻게 勅令制度를 운용하려 하

였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칭기스 칸이 勅令制度를 수용한 이래로 그것은 점차 몽골의 傳統 중 하나가 되었

다. 이는 칭기스 칸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도입하고 기틀을 마련했기에 後代 몽골

인들에게는 따라야 할 강제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울루스에서 勅令制度

를 운용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예케 몽골울루스를 구성하는 하위 울

루스들은 각각 中國, 중앙아시아, 이란, 러시아 등 어느 지역을 통치한다고 하더라

도 文書를 통한 명령의 전달이라는 동일한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때 그들에게 典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몽골제국 초기부터 형성된 勅

令制度였다. 각 울루스마다 現地 文化의 수용과 그로 인한 變容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비록 勅令制度가 

몽골의 유목적 문화에서 기원하지는 않았으나 ‘帝國的 制度’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울루스는 이 공통의 勅令制度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

에 諸울루스를 포함한 몽골제국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성’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3)

本稿에서는 아쉽게도 史料의 부족으로 차가타이 울루스와 주치 울루스의 勅令制

度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현재 일부 實物史料가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울루스의 勅令制度 전반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또 기존 

定住文化의 영향이 강한 카안 울루스 및 훌레구 울루스와는 달리 위 두 지역에서는 

몽골제국 초기 勅令制度의 傳統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4) 다만 현재 전해지는 두 울루스의 일부 勅令들을 구조화하고 비교하는 작

업을 통해 勅令制度의 ‘統一性’을 그 일면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3) 김호동, ｢몽골제국의 세계정복과 지배: 거시적 시론｣, pp.86~87.
4) 김호동은 군나르 야링 컬렉션에 포함된 17세기 동투르키스탄의 모굴 칸국에서 發令된 勅令들

의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①冒頭句, ②발행자, ③대상자, ④수혜자와 특권, ⑤충고와 

경고, ⑥일시와 장소, ⑦인장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호동, ｢17세기 동투르크어 칙

령의 체재와 내용 -군나르 야링 컬렉션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p.213). 모굴 칸국은 차가타이 

울루스의 뒤를 이은 일종의 계승국가로서 시기적으로 후대인 17세기에도 몽골제국의 ‘帝國的 

制度’로서의 勅令制度는 여전히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굴 칸국에도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이전인 차가타이 울루스의 勅令制度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

을까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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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울루스의 사례들을 각각 하나씩 제시하여 本稿의 논의를 보충하면서 決論을 마

무리하고자 한다.

바투의 손자이자 1267년에 주치 울루스 칸의 자리에 오른 뭉케 테무르가 한 러시

아 교회의 主敎에게 하사한 러시아어 勅令이 전해지고 있다.5) 이 勅令은 “지고하신 

신의 힘에 의하여, 지고하신 三位一體의 뜻에 의하여”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데, 구조적으로는 ‘권한부여’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英靈

(suu 또는 suu ǰali)’을 ‘三位一體’로 대신한 부분으로서, 아마도 受領人의 宗敎를 고

려했거나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와 같이 번역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어지

는 “뭉케 테무르의 말”은 전형적인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이다. 다음으로는 ‘명령

의 대상자’로서 각종 관리들, 왕래하는 使臣들, 매잡이와 표범 조련사 등을 거론하

였다. 그 뒤 宗敎人들에게 免稅 등의 特權을 부여하고 대신 祈福하도록 한 칭기스 

칸과 이후 대칸들의 勅令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宗敎人에게 하사하는 勅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해당 主敎에게 하사

하는 뭉케 테무르의 ‘명령내용’이 길게 이어진 뒤,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 이루어질 

처벌을 암시하는 ‘위협’을 명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시 및 장소’를 서술하였다. 

이처럼 1267년 뭉케 테무르의 勅令은 몽골제국 초기 이래의 勅令 구조를 그대로 준

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受領人을 고려하여 러시아어로 작성되었지만 아

마도 위구르字-몽골어 原文을 번역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유사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차가타이 울루스 칸의 勅令으로서는 이순 테무르 또는 투글룩 테무르가 發令

한 命令文을 예로 들 수 있다.6) 이 勅令은 冒頭部에서 ‘권한부여’ 부분이 없고, ‘

[……]m[……]r üge manu’라고 하여 ‘發令者 및 命令文 유형’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어서 ‘명령의 대상자’로서 “호초(Qočo)의 이디쿠트들, 쿨룬 카야과 다른 노얀들, 부

얀 카야와 다른 관리들”을 거명하였다. 다음에는 이 勅令이 작성된 ‘배경’으로서 테

무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보고한 바를 서술하였다. 즉 사원에 속한 과수원과 포도

5) 이 勅令의 眞僞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프리셀코프(Priselkov)의 연구를 통해 이것이 

러시아 교회에 하사된 勅令임이 밝혀졌다. 그는 이 勅令에 대해 譯註를 진행하였고 슈만

(Schumann)은 이를 英譯하였다(Herbert Franz Shumann, “Mongolian Tributary Practices of the 

Thirteenth Centu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 1956, pp.342~346).
6) 리게티는 이 勅令의 發令者를 투글룩 테무르로 보았으나(Louis Ligeti, Monuments préclassiques 

1: XIIIᵉ et XIVᵉ siécles, p.222), 클락은 이 勅令에 등장하는 쿨룬 카야라는 인물이 이순 테무르

의 다른 勅令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순 테무르로 비정하였다(Larry V. Clark, “On a 

Mongol Decree of Yisün Temur(1339),” Central Asiatic Journal 19-3, 1975, pp.197~198). 한편 카

라는 이 勅令에 대하여 譯註를 하였으나(György Kara, “Mediaeval Mongol Documents from 

Khara Khoto and East Turkestan in the St. Petersburg Branch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Manuscripta Orientalia 9-2, 2003), 發令者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 234 -

원 등의 재산과 토지를 다른 사람이 완력으로 강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發令者는 

그 지역의 관리들로 하여금 관련자들을 적법하게 심문하고, 강탈해 간 것들을 돌려

주라고 하였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을 칸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명령내용’에 해당한다. 이어서 ‘위협’은 누락되었고, ‘일시 

및 장소’로 종결되었다.7) ‘권한부여’와 ‘위협’ 부분은 누락되었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고, 다른 울루스의 경우에도 생략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기존의 勅令 구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치 울루스와 차가타이 울루스에서도 몽골제국 초기 이래의 勅令 구조에 

따라 칸들의 命令文이 작성되었다. 그들이 각각 점유하여 근거지로 삼은 지역에서

는 기존 文書行政 전통이 카안 울루스나 훌레구 울루스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따라서 외부 문화요소의 영향이 보다 약한 이 두 울루스에서 본래의 勅令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비단 

勅令 구조뿐만 아니라 勅令制度의 다양한 측면들도 그대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주치 울루스와 차가타이 울루스의 칸 및 통치 집단들도 자신들의 울루스를 통

치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勅令制度를 활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文獻史料가 

부족하지만 몽골제국 이후의 상황 등을 참조한다면 대략적인 양상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 本稿에서

는 勅令制度 전반과 勅令의 구조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古文書學의 관점에서는 접근

하지 못하였다. 勅令制度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印章制度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수

준에서 서술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과제들 역시 추후 연구를 통해 보강하고자 한

다.

7) 작성된 지명에 대한 표기가 불분명하여 Bulun 또는 Bol[a]d 또는 Buluɣan 등으로 다양하게 읽

을 수 있다. 이 중 党寶海는 ‘볼라드(Bolad)’라는 도시가 차가타이 울루스의 동부 일대에서 중

요한 곳이었고 이순 테무르가 이곳에 주둔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당 勅令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党寶海, ｢察合台汗國時期的孛羅城及其周邊｣, �西部蒙古論壇�, 2015-4

期,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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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tḅaʻah al-Kat̄hul̄ik̄iȳah lil-Ab̄ā̓ al-Yasū̒iȳin̄,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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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erial Order System in the Mongol Empire 
from the 13th to 14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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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ngols adopted and used the imperial order system, 

and its features. Chinggis Khan unified the pastoral nomadic tribes of the Mongol Plain 

in 1206. Afterwards, the Mongol Empire rapidly expanded its territories, and it 

incorporated ethnically and culturally diverse people. The old traditional command 

system of the Mongols was not sufficient to rule them efficiently. Therefore, Chinggis 

Khan introduced the imperial order system based on letters and documents, which were 

unfamiliar to the Mongols.

Although the imperial order system was originated from the sedentary culture, it 

became an important way for the Great Khan to wield his power and govern his state. 

Consequently, the Great Khan and the ruling group did not leave the management of 

the imperial order system absolutely in the hands of sedentary subjects, but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it. Above all, the Great Khan selected the most appropriate 

script and language to write his edict to have his recipients understand it without errors. 

First, his original edicts were written in Uyghur-Mongolian script, and then, it was 

translated into recipients’ scripts and languages. The original document and the 

translated one were usually both given to them. High ranking officials who enjoyed the 

Great Khan’s confidence oversaw the whole translation procedure. They translated the 

original edict “word by word” into other languages, and they checked each sentence and 

the entire text repeatedly to avoid mistranslation. Afterwards, the Great Khan’s seal was 

put to the final draft for its authenticity. Also, ulugh bitikchi, great scribe, used to 

countersign on it. The original edict or its copy was stored for futur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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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new khan ascended the throne, he decided the validity of the previous 

khans’ edicts. A new khan recognized them considering his person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previous khans, or they refused to accept them. Ögedei and Güyük 

absolutely validated those edicts, because they acknowledged their predecessors’ great 

authority and were related by blood with them. Also, they emphasized the continuity 

between the previous regime and their own. However, Möngke, the 4th Great Khan, 

was descended from Tolui, and he could establish his power by denying Güyük’s reign. 

Therefore, he did not accept edicts issued by former Great Khans, but he validated 

some of them selectively for his own interest.

We can find the considerable similarity in the structure of the Great Khans’ imperial 

orders through sources. This structure had been standardized gradually since the time of 

Chinggis Khan. Furthermore, it could be found not only in the original 

Uyghur-Mongolian decrees, but also in other ones written in diverse letters and 

languages as well. The earliest case to show the complete structure is the letter sent by 

Güyük to Pope Innocent Ⅳ. It was comprised of ‘Authorization’, ‘Addresser and Order 

Type’, ‘Addressee’, ‘Background’, ‘Text’, ‘Intimidation’, and ‘Date.’ From the regular 

arrangement of each component and common terminology we can infer that the imperial 

orders were written in a fixed structure.

Over time, the imperial order system became a ‘tradition’ and it survived intact in 

other uluses. The situation was very much the same in Qa’an Ulus based on China 

where sedentary cultures had bloomed from the old days. Keshig delivered the Great 

Khan’s oral orders to the specific office to be written, because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the Great Khan’s word and enjoyed his great confidence. Among edicts, 

there were traditional ones in the Chinese style written by Hanlin Academy. However, 

through the Mongol Hanlin Academy, other imperial orders in a unique literal translation 

style were also issued in order to convey the Great Khan’s word verbatim. Furthermore, 

Qubilai introduced the 'Phags-pa Script, which was used for the imperial orders. 

Moreover, in Qa’an Ulus, seals were put on edicts as well. Then, those decrees were 

stored for the future. Although some changes occurred in the structure of the imperial 

order, they could be regarded as a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tradition, and the basic 

structure remained as it was.

Meanwhile, the imperial order system was very similar in Hülegü Ulus, where it was 

situated in West Asia with Islamic and Persian culture. Ilkhans, khan of Hülegü 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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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writing edicts. They checked drafts in person 

and modified them in case of need. Ilkhans, high ranking amirs, and wazir had to affix 

their seals on decrees to show that they had responsibilities for issuing them. 

Furthermore, a compilation of drafts was prepared to secure consistency and efficiency 

in writing imperial orders. In principle, Ilkhan’s edicts were written in recipients’ letters 

and languages, and they were succeeded by the next Ilkhan on the basis of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and the continuity of the power group. Also, the traditional 

edict structure remained unchanged even if in Arabic, Latin, and Persian. Sometimes the 

Bible and the Quran were quoted, and a few Mongolian expressions were replaced by 

Islamic ones. However, the basic structure of Ilkhan’s imperial order had been 

invariable until the fall of Hülegü Ulus.

The imperial order system was an essential way to run the Mongol Empire. Thus, the 

Great khan and his governing group payed particular attention to it. It is possible to 

find some influences by Uyghur, Chinese, and Islamic cultures, but it had never been 

changed on how to run and use it from the time of Chinggis Khan. To the Mongols, 

he was a symbolic person and he became a model to his descendants. Also, the 

imperial order system initiated by him and developed as time passed was very helpful 

to govern the Mongol Empire and uluses in it. Therefore, although the imperial order 

system did not originate from the nomadic culture, we could define it as an ‘imperial 

institution’ of the Mongol Empire.

Key words: the Mongol Empire, the Imperial Order System, Jarligh, Edict, Decree, 

Mongolian Literal Translation Style, Seal, Imper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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