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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

최 종 석 *

1. 머리말

2. 원 복속기 배표례의 창출․존속과 그 의미

3. 원 복속기 배표례와 몽골(원)의 ‘元日外路拜表 ’

4. 고려말기 배표례 襲用과 �蕃國 注� 蕃國進賀表箋 注

  1) 進大明表箋 에 의거한 배표례 거행

  2) 명의 蕃國進賀表箋 注의 작성과 고려의 수용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고려시  拜表禮에 한 연구 결과물이다. 여기서 배표례란 고려 군주

가 황제에게 보낼 表文을 自國 사신에게 해 보내는 식만을 지칭할 것이다.1)1) 

본문에서 규명하듯, 이러한 종류의 배표례는 충렬왕 28년(1302)에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속 으로 거행되었다. 구체 으로 이러한 성격의 배표례는 원 복속기

에 그치지 않고 고려말기에는 명 황제를 상으로 치러졌으며,2)2)조선시 에도 

마찬가지 다.3)3) 한제국이 성립하면서 고종이 더는 표문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  동덕여  국사학과 부교수.

1) 이외에 고려 군주를 상으로 한 拜表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령 王子․王姬를 冊 하는 

의식 가운데 일부로 王子․王姬의 고려 군주를 상으로 한 배표례가 있었다. �고려사�

권67, 志21 禮9 嘉禮 冊王子王姬  참조. 한 후술하듯 고려 군주가 本國 사신이 아니라 

황제국에서 온 詔使 편에 표문을 해 보내는 배표 식이 거행되기도 하 다.

2) �고려사� 권67, 志21 禮9 進大明表箋 .

3) 조선 기에 편찬된 �世宗實 � 五禮와 �國朝五禮 �에 수록된 拜表 (拜箋附)는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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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고 나서야 배표례는 사라졌다.4)4)

그동안 배표례에 한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진 바가 없다. 고려시 와 조선시

 할 것 없이 배표례를 론으로 다룬 연구는 무하다. 다루어졌다고 해도 고

려와 조선의 嘉禮(五禮)를 검토하는 와 에 배표례에 한 기본 정보를 단편

으로 언 하는 데 그친 정도 다.5)5)그러하다 보니 배표례가 원 복속기에 시작했

다든가, 원 복속기에 시작하여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든가 하는 기본 인 사

실조차 인지되지 못하 다.

본고에서는 먼  배표례가 충렬왕 28년에 시작해서 고려말기에도 존속한 사실

을 규명할 것이다.6)6)이러한 검토는 고려말기와 조선 기의 역사상이 원 복속기

를 분수령으로 한 사회구조 , 인식론  환의 자장 내에서 개되었다고 하는 

필자의 기존 연구 작업7)의7)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에 수록된 進大明表箋 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면서 이를 보완․상세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의 拜表 는 조선말기까지 배표례의 의주로 기능하 다. 즉 조 에 

편찬된 �國朝續五禮 �는 �국조오례의�에서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추가된 례를 정리한 

續編에 해당하는데, 배표의는 아  변개가 없어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다. 정조  편찬된  

�春官通 �는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 등의 국가 례서에 수록된 註를 종합하

고 각 典禮의 역  사실을 정리한 작업 결과물이었는데, 권46에 기재된 拜表 의 제목에

는 국조오례의의 의식 로 한다는 의미인 ‘原 仍 ’가 부기되어 있다. �國朝續五禮 �와 

�春官通 �에 해서는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김지 , 2004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 �｣ �韓國學報� 114; 김문식, 2009 ｢조선시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 송지원, 2010 ｢ 조  禮 정비와 �國朝續五禮 � 편찬｣ �한국문화� 50; 

송지원, 2011 ｢정조  의례 정비와 �春官通 � 편찬｣ �규장각� 38.

4) �大韓禮典�은 한제국의 건립 후 황제국의 상에 걸맞은 국가 례를 실행하기 해 편

찬된 국가 례서인데, 여기에는 배표의를 비롯하여 황제를 상으로 거행해온 의례들이 

배제되었다. �大韓禮典�에 해서는 김문식, 2006 ｢장지연이 편찬한 � 한 �｣ �문헌과 

해석� 35; 임민 , 2007 ｢ 한제국기 �大韓禮典�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참조.

5) 주요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이범직, 1997 �韓國中世禮思想硏究�, 일조각; 한형주, 

2008 ｢ 明 禮를 통해 본 15세기 朝－明 계｣ �역사민속학� 28; 김창 , 2011 ｢�고려사�

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6) 여기서는 조선시  배표례에 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  배표례에 한 검토

는 후고를 기약한다. 

7) 이에 한 개  소개로는 최종석, 2016 ｢ 화 보편, 딜 마, 창의의 메커니즘: 조선 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  교 담론과 제 질서�, 소명출 ;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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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다음 두 가지 사안을 검토하려 한다. 하나는 원 복속기에 배표례가 

등장한 맥락이다. 필자는 고려(군주)가 충렬왕 28년에 몽골(원) 황제를 상으

로 배표례를 거행하기 까지 국 밖의 제후국에서 국 황제를 상으로 배표

례를 시행한 이 없는 사실을 주목하는 바, 배표례 거행이 이미 존재한 황제국

과 제후국 간의 (외교)의례를 이제야 용하고자 한 데서 기인하 다고 보지 않

는다. 배표례 등장의 맥락을 검토하기 해, 충렬왕 28년 몽골(원) 황제를 상

으로 한 배표례 거행은 종래의 통  한  계에서는 배태할 수 없는 돌연변

이와도 같은 것으로, 고려 군주가 정동행성 승상이라는 몽골(원) 지방 부의 

장 이기도 한 미증유의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8)
8)규명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려말기에도 그것이 계승․존속된 이유이다. 필자는 원 복속기와 고려말기를, 

그리고 몽골(원)과 명을 단 으로 바라보는 종래의 인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고려와 명 모두 배표례 면에서 원 복속기 고려와 몽골(원)의 계

를 ‘轉有’하는 식으로 계승한 사실을 규명하여, 고려말기에도 배표례가 계승․존

속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고려 군주가 정동행성 승상이기도 

한 데서 비롯되었을 ‘돌출 ’ 의례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조선과 명․청 사이

의 소  ‘ 형 ’ 조공 책  계를 구성하는 제후(국)의 당  의례로 재탄생

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9)9)

2019 ｢13～15세기 천하질서와 국가 정체성｣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비평사 참조.

8) 이와 련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森平雅彦, 2007 ｢牒と咨のあいだ: 高麗

王と元中書省の往復文書｣ �史淵� 144; 최종석, 2010 ｢고려시  朝賀  의례 구조의 변동

과 국가 상｣ �한국문화� 51; 정동훈, 2010 ｢高麗-明 外交文書 書式의 성립과 배경｣ �한

국사론� 56; 정동훈, 2015 ｢고려시  사신  의례의 변동과 국가 상｣ �역사와 실�

98;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계 연구�, 혜안.

9) 조선과 명․청의 외교 계는 형 인 조공 책  계로 이해되어 왔다( 해종, 1970 �韓

中關係史硏究�, 일조각 참조). 필자는 조선과 명․청의 외교 계를 형  조공 책  

계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형 ’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 해서는 국 심의 

동아시아 국제 계가 성립되는 창기에 ‘ 형’의 모델 내지 원형이 존재하 고 그것은 시

간이 경과하면서 차 ‘ 형 ’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나, 소  형  조공 책  계를 구

성하는 제도와 요소 에는 배표례 경우와 같이 몽골 등장 이 의 동아시아에는 아  존

재하지 않은 것이 드물지 않다. 달리 말해 몽골제국의 질서 하에서 우발 으로 두한 것

이 이후 명(그 트 로서 고려․조선)에 의해 ‘ 형 ’인 것으로 유․계승된 경우가 드

물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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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복속기 배표례의 창출․존속과 그 의미

�고려사� 권67, 志21 禮9 嘉禮에는 拜表禮에 한 매우 요한 기록이 시되

어 있다.

백 이 禮 를 갖추고 迎賓館에서 (성 을 하례하는 표문을) 보냈는데, 拜表의 禮

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10)10)

이 기사가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명에 表箋을 올리는 의례인 進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사� 권67, 志21 禮9에는 여러 의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11)11)이 가운데 進大明表箋 의 의주  그 의례에 한 4건의 

연  기사들이 기술된 부분이 있다.  기사는 연  기사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에 해당한다.

충렬왕 28년(1302) 8월 갑자일에 拜表禮가 처음으로 거행되었다고 하는  기

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에 배표례가 처음으로 거행된 사실은 어

떠한 역사  의미를 노정하고 있는 것일까? 본 장에서는 이들 질문의 해답을 구

해보도록 하겠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고 하는 拜表禮란 그것에 한 

기사와 함께 수록된 進大明表箋 에 상세히 기재된 의례 차를 참고하면 기본

으로 고려 군주가 황제를 상으로 하여 표문을 올리는 행 를 의례 으로 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군주는 이 의례를 통해서 황제 신하로서의 상

을 구 하 다. 배표례는 고려 군주를 황제의 신하로 구 하는 군신의례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進大明表箋 에 따르면,12)12)고려 군주는 배표례의 거

10) �고려사� 권67, 志21 禮9 가례 충렬왕 28년 8월 갑자 “百官備禮  于迎賓館 拜表之禮 

始此”

11) �고려사� 권67, 志21 禮9 내에 수록된 의례들을 기재 순서 로 소개하자면, 冊王子王姬

, 公主下嫁 , 進大明表箋 ,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 , 元正冬至節日朝賀 , 元

, 王太子元正冬至受群官賀 , 王太子節日受宮官賀竝 , 人日賀 , 立春賀 , 新雪賀

, 宥旨賀 , 一月三朝 , 親祀圓丘後齋宮受賀  등이다.

12) �고려사� 권67, 志21 禮9 進大明表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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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과정에서 拜禮의 를 행한다든지, 꿇어앉아 향을 올린다든지, 꿇어앉은 채 

표문을 건네받아 使 에게 달하는 등의 臣禮를 몸소 구 하 다.13)13)그런데 표

문을 올리는 주체인 군주는 통상 으로 직  황제 조정에 가서 표문을 올릴 수 

없다 보니, 배표(進表) 행 의 골자는 군주가 자신을 신하여 표문을 달하고 

올리는 使 에게 표문을 건네는 것이 되고 그 과정에서 황제 신하로서의 상을 

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처음으로 拜表禮가 거행되었다고 함은 당연한 얘기

겠지만 그 이 에는 배표례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문을 작성하여 사

자를 보내 황제(국)에게 올리는 일은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훨씬 이 부터 있

어 왔지만, 배표례 거행은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이르러서야 시작된 것이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 에는 고려 군주가 표문을 작성하여 사자를 보내 황

제(국)에게 올리되 배표례를 거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자에게 표문을 달하

는 과정에서 황제를 상으로 한 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

해,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신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으로 국제 계에서 ‘奉表稱臣’이란 그 상이 되는 국가를 상 로 한 신

하 상의 수용․구 을 상징한다. 그런데 ‘奉表稱臣’을 매개로 한 군신 계가 

구 되는 무 는 황제의 궁궐이고, 정작 ‘奉表稱臣’의 주체인 조공국 군주는 그 

무 로 오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문 데서, 실질 으로는 ‘奉表稱臣’의 주체인 군주

를 신하여 견된 使 가 표문을 통한 신례를 구 하 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조공국 군주를 황제의 ‘臣’으로 칭한(‘稱臣’) 표문을 작

성하여 사자를 보내 황제(국)에게 올리더라도(‘奉表’) 배표례가 거행되지 않았다

면 조공국 ‘국내’라는 공간에서는 표문을 매개로 한 군신 계의 구 이 外化되

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다.

이러하기에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拜表禮의 첫 거행은 다음과 같은 역사  

의미를 노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황제(국)의 명 을 경하하기 해 고려(군주)

13) 후술하듯 원 복속기의 배표례는 명 황제를 상으로 한 進大明表箋 와 세부 인 의례

차 면에서 상이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기는 하나 원 복속기의 배표례 한 군신의

례로 각종 臣禮 식을 거행하 음은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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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문을 작성하여 使 를 보내 황제(국)에게 올리는 일은 근  이  동아시아 

국제 계에서 특별한 게 못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후국(조공국) 내에서의 

배표례 거행은 통상 인 일이 아니라 時代格을 노정한 특별한 상이었다. 바로 

이 특별하고도 역사  성격의 일이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시행된 것이다. 

후술하듯 배표례 거행은 이때 단발로 끝나지 않고 이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필

자가 생각하기에, 그 일의 역사  의미란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拜表禮의 

첫 거행과 그 이후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고려 ‘국내’라는 공간에서조차 표문을 

매개로 해서 고려 군주와 황제 사이에 군신 계가 구 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문은 고려시  내내 황제국에 올려졌어도, 원 복속기 이 에 고려 

군주는 표문을 작성하여 견되는 사신에게 달하는 과정에서조차 황제 신하의 

상을 구 하지 않고 군주의 상만을 향유하 다가, 원 복속기에 들어서야 배

표례의 거행을 통해 국내에서조차 표문을 매개로 신하 상을 구 한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국 도 밖의 국가로 군주가 자신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곳은 원 복속 하의 고려가 최 다.

이러한 사실은 배표례와 짝을 이루는 遙賀禮(=望闕禮)가 원 복속기에 출 한 

변화상과 정확히 부합한다. 간략히 부연설명을 해보겠다. 正朝, 聖節 등의 명

을 맞아 황제국에서는 신하들이 명 날에 앞서 황제에게 축하의 표문을 바치고, 

명  당일에는 군신 의례인 朝賀 禮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경하를 표한다. 고려

의 使  역시 군주를 행하여 황제(국)의 명 을 축하하기 해 표문을 올리고 

조하의례에도 참석한다. 황제(국)의 명 을 맞아 사자는 고려 군주를 신하여 

황제를 상 로 臣禮를 구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국내에 

머무는 군주가 거행하는 신례가 배표례와 요하례 다.

그런데 원 복속기 이 에 고려 군주는 자신을 신하여 조하의례에 참석하여 

황제를 상 로 신례를 구 한 사자와 달리 황제국에서 거행된 조하의례와 사실

상 무 한 존재 다. 가령 고려 군주는 책 국에서 황제의 생신인 聖節을 경하

하는 조하의례가 거행되는 날에 황제에게 경하를 표하는 식의 어떠한 신례도 행

하지 않았다. 고려에서도 조하의례라는 의례가 거행되었지만, 그것은 황제를 

상으로 해서가 아니라 고려 군주를 상으로 한 것으로 고려 군주가 자신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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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들로부터 경하를 받는 식(受朝賀 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 으로 정조와 

동지 그리고 군주의 생신( 일)에 그러한 성격의 조하의례가 거행되었다.

그러다 원 복속기를 분기 으로 하여 고려 군주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몽골

(원)에서 거행되는 조하의례와 연동하여 자신의 신하를 이끌고 臣禮인 요하례를 

거행하 다. 즉 고려 군주는 몽골(원)에서 조하의례가 거행되는 정조와 성 에 

요하례를 거행한 것이다.14)14)마치 몽골(원)의 지방 부의 장 이 조정에서의 조

하의례에 맞춰 요하례를 치르는 것15)과15)마찬가지로 말이다. 이 게 되면서 원 

복속기 들어서 고려의 조하의례는 고려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경하를 받

는 식(受朝賀 식) 외에도 요하례를 구성 요소로 하게 되었다. 즉 정조 시의 

조하의례는 요하례와 수조하 식의 조합으로, 황제의 탄일인 성  시의 조하의

례는 요하례만으로, 동지와 군주 탄일 시의 조하의례는 수조하 식만으로 거행

되었다.16)16)이러한 식의 조하례 운 은 동아시아 체를 상정하더라도 례가 없

는 것이었다.17)17)

이처럼 원 복속기에 와서야 황제(국)의 명 을 경하하는 표문을 올리는 과정

에서 고려 군주의 황제 신하로서의 상을 구 하는 배표례가 거행된 것과 정확

히 부합하게도, 황제국에서 황제(국)의 명 을 경하하기 한 조하의례 거행과 

연동하여 고려 군주는 자국 내에서도 황제를 상으로 한 요하례를 거행하 다. 

고려 군주가 황제(국)의 명 을 경하하기 해 표문을 작성하여 사자를 보내 바

치고 조하의례에 참여토록 한 것은 근  이  동아시아에서는 통상 인 일로 특

별한 게 못 된다. 이러한 常數와 달리 원 복속기 들어 서로 짝을 이루는 배표례

와 요하례의 시행은 례가 없던 일로 시 격을 노정한 상이었다. 그 시  

함의란 원 복속기 들어서 고려 군주는 자신을 행한 사자와 별도로 직  배표

14) 이는 고려 군주의 견 사자가 몽골(원) 帝闕에서 거행되는 조하의례에 참석하여 경하를 

드리는 것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15) �大元聖政國朝典章� 권28, 禮部1 禮制1 朝賀 慶賀.

16) 이상의 고려시  조하의례에 한 서술은 최종석, 2010 ｢고려시  朝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상｣ �한국문화� 51을 토 로 하 다.

17) 이 이 에는 국에서건, 조하의례 제도를 수용한 그 주변국에서건 조하의례는 수조하 

식만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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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요하례를 거행하여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로서의 상을 구 하게 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拜表禮가 처음으로 거행되었다’고 하는 

기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당시에 배표례가 처음으로 거행된 사실은 어떤 

역사  의미를 노정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보았다. 그런데 모순 이게도 �고려사�

에는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 에 고려 군주가 拜表禮를 거행한 사례가 기록

되어 있다.

송의 國信使로 刑部尙書 楊應誠과 齊州防禦使 韓衍 등이 왔다. 처음에 양응성은 

江亭에 도착하여 接伴所로 牒을 보내 말하기를, “( 략) 두 황제께서 먼 곳에 계시

기 때문에 신하된 자로서 차마 음악을 듣고 연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  

例를 살펴 황제의 조서를 받고 拜表하는 날에는 례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고, 이외

에 만약 연회가 있다면 참여는 하겠지만 음악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후략)”18)18)

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기록이 자세하지 못해 고려 군주는 楊應誠 등이 

지니고 온 조서를 받고 이후 배표례를 거행하 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더욱이 ‘조서를 받고 拜表하는 날에는 례에 따라 음

악을 사용한다’고 한 언설은 송 사신이 왔을 때 배표하는 것이 慣例 음을 말해

다. 楊應誠 등이 온 인종 6년(1128) 6월에 앞서 송의 國信使 일행으로 고려에 

온19)
19)徐兢이 한 달 남짓의 고려 체류 기간에 보고 들은 고려의 역사, 정치, 경

제, 종교, 문화 등 각 방면의 정보를 과 그림으로 세세히 서술한 �고려도경�에 

고려 군주가 거행한 拜表禮를 기재한 사실은,20)20)송 사신이 왔을 때 례 으로 

배표례를 거행하 다는 앞선 기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들 사실은 충렬왕 28

년 8월 갑자일 기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 않다. 다음

18)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6년 6월 정묘 “宋國信使刑部尙書楊應誠 齊州防禦使韓衍等來 

初應誠至江亭移牒接伴所云 准勑 今 欲至碧瀾亭 貴國禮意勤腆 若不 行開陳 必至虛有煩

勞 緣爲二聖在遠 臣子不忍聽 筵  今 例檢炤 迎詔拜表日 依例用 外 如有筵  則赴

坐免  幷免 衣帶花酒”

19) �고려사� 권15, 세가15 仁宗 1년 6월 갑오 “宋國信使禮部侍郞路允迪 中書 人傅墨卿來”

20) �高麗圖經� 권26, 燕禮 拜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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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 의 배표 사례는 공통 으로 송 사신이 왔을 때 

거행된 것들이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배표례는 受詔 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 날에 걸쳐 각종 연회가 거행된 뒤 사신단이 송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치러

졌다. 다음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표문은 고려 군주가 使 로 보내는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려에 온 송 사신 편을 통해 송 황제에게 올려졌다.

왕은 좋은 날을 잡아 서신으로 表章을 바칠 것을 (송 사신에게) 알린다. 그날이 

되면 정사와 부사가 三節을 거느리고 王府에 이른다. 왕은 맞이하여 揖하고 慶殿

으로 간다. 宮庭 가운데에 상을 설치하고 자리를 배열하 는데, 受詔 의례와 같다. 

왕은 (송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再拜를 한다. 끝나면 笏을 띠에 꽂고 꿇어앉는다. 

집사 이 표문을 왕에게 주면 왕은 표문을 받들고서 무릎걸음으로 가서 정사에게 바

친다. 정사는 꿇어앉아서 받는다. 그것이 끝나면 표문을 부사에게 건넨다. 부사는 표

문을 引接官에게  뒤에 자신의 자리로 간다.21)21)

이처럼 고려 군주는 작성된 표문을 배표례 거행 과정에서 직  송의 正使에게 

건넸다. 배표례에서 ‘고려 군주의 望闕再拜’와 ‘고려 군주가 꿇어앉은 후 무릎걸

음으로 표문을 직  송 사신에게 건네는 행 ’ 등은 신하(제후)로 설정된 고려 

군주의 황제를 상 로 한 進表를 의례 으로 구 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은 고려 군주가 고려에 온 사신 편에 표문을 올리는 일

이 통상 이라기보다는 외 이라는 사실이다. 일반 으로 고려 군주는 자신의 

사자를 통해 표문을 황제에게 올렸다. 특히나 황제(국)의 명 을 경하하기 해 

정례 인 표문을 보내는 경우에 황제국에서 온 詔使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詔使는 조서 반포를 임무로 하 기에, 고려 군주는 조사 편에 표문을 달하는 

편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奉表를 해 별도로 자신의 신하를 황제국에 견

하는 방식을 구사하 다. 조사 편에 표문을 달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 다.

21) �高麗圖經� 권26, 燕禮 拜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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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무렵 송과의 계에서는 고려 군주가 송 사신에게 표문을 직  달하

는 방식으로 배표례가 례 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22)22)이는 근  한  

계사라는 통시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극히 이례 이었다. 그 무렵 고려와 송의 

계는 문종  고려와 송의 국교 재개 이후로 고려가 송이 아닌 거란으로부터 

책 을 받은 채 송과는 제한 이고 부차 으로 외교 계를 맺어 오던 때의 일

이어서,23)23)양국 간 사신 왕래는 정례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사신 왕래가 

제한 이고 비정례 으로 이루어지는 여건에서24)
24)고려는 비정례 으로 방문한 

송 사신 편에 표문을 달하는 방식을 활용하 고 그러하다 보니 배표례가 거행

되었을 것이다. 정례 으로 사신을 견한 황제국, 가령 요를 상으로 해서는 

고려에 온 사신 편에 표문을 올리는 일이 없었고 배표례 한 거행되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송과의 국교 재개 이후로 고려는 방문한 송 사신 편에 표문을 달하곤 하

고 그와 맞물려 배표례를 거행한 사실을 참작할 때,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처음으로 拜表禮가 거행되었다고 함은 배표례 거행 자체가 처음이 아니라 군주

가 자신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배표례가 거행되었다고 하는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의 �고려사� 지가 아닌 세가 기록은 “遣知密直司事權永如元 

賀聖節”25)이라고25)하여, 충렬왕이 자신의 신하인 知密直司事 權永을 시켜 성 을 

경하하도록 하 음을 하고 있다. 권 은 충렬왕을 신하여 표문을 올리고 성

 조하의례에 참석하 을 것이다. 당시 충렬왕은 성 을 경하하기 한 표문을 

올리기 해 자신의 사자에게 이를 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것인데, 

이것을 의미 부여하여 ‘拜表禮가 처음으로 거행되었다’고 하는 정보가 기술된 것

22) 송 사신이 왔을 때 례 으로 배표례를 거행하 다고 하는 인종 6년의 기록으로 보아, 

이러한 식의 배표례 거행은 인종  이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상한은 

문종 의 국교 재개 을 것이다.

23) 거란이 쇠망하고 이 패자로 부상하면서 고려는 인종 4년(1126)을 시작으로 에 사

하 다. 송은 여 히 고려에게 에 비해 부차  존재 다.

24) 국교 재개 이후 고려와 송의 계에 해서는 이진한, 2018 ｢송과의 외교｣ �한국의 외

계와 외교사: 고려 편�(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 원회 편),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25)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8년 8월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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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려 군주가 자신의 신하에게 표문을 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이 에는 고려 군주가 자

신의 신하에게 표문을 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하지 않았을 것이니, 고

려 군주는 배표례 없이 황제국에 견되는 자신의 신하에게 표문을 하 을 것

이다.26)26)

고려 군주가 송 사신에게 표문을 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배표례는 충렬왕 28

년의 배표례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 송 사신에게 한 것처럼 황제를 행한 

사신에게 표문을 달하는(올리는) 행 는 ‘국내’ 무 에서 벌어졌음에도 외교 

공간에서의 일이 된다. 이는 황제가 보낸 詔使가 와서 조례를 거행한 시에 ‘국

내’에 외교 무 가 펼쳐지고 여기서 고려 군주는 황제 신하의 상을 구 한 것

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원 복속기 이 에 고려 군주는 ‘국내’에서는 군주의 

상만을 렸다고 하지만,27)27)사신(詔使)이 와서 황제로부터 조서를 받아야 하

는 특별한 시공간에 한해서는 ‘국내’에서조차 신하의 상을 구 해야 했듯이, 

자신의 신하가 아닌 황제를 행한 송 사신에게 표문을 달하는 특수한 여건에

서는 ‘고려 군주의 望闕再拜’  ‘고려 군주가 꿇어앉은 후 무릎걸음으로 표문을 

직  송 사신에게 건네는 행 ’ 등의 신례를 ‘국내’에서조차 실행해야 한 것이

다.28)28)인종  무렵 송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자에게 

달한 경우에 고려 군주는 배표례를 거행하지 않았을 것이다.29)29)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拜表禮가 처음으로 거행되었다’고 하는 기사 이후

의 拜表禮 거행 빈도양상은 어떠하 을까? 이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수 있는 

명시 인 기록은 없다. 이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의 결론이든 단언은 어렵다. 

그럼에도 배표례가 일반 으로 거행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아래

26) 배표례를 거행하지 않았을 시에 고려 군주는 사자에게 직  표문을 건네지 않고 실무자

를 통해 달하 을 것이다.

27) 최종석, 2010 앞의 논문 참조.

28) 추정컨 , 굳이 송 사신이 아니더라도 만약 황제국의 사신 편에 표문을 바쳤을 경우에는 

배표례가 거행되었을 것이다.

29) 이로 미루어 보건 , 원 복속기 이 에는 만약 황제국에 보낸 국왕의 사자 편에 조서가 

달되어 왔을 경우, 조선시 와 달리 국왕은 조례를 거행하지 않고 조서를 수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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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을 논증해 보도록 하겠다.

원 복속기 동안 배표례 거행 사례는 기록상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수

으로 매우 희소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배표례 사례는 실제 거

행 빈도양상을 반 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배표례에 

한 기록 방식 때문에 그러하다. ‘사신을 보내 (황제의) 명 을 경하하 다’는 

식의 기사는 고려시  내내 비교  빠짐없이 기록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그

러한 사신에게 賀表를 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하 는지는 통상 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기사 이후로도 몽골(원)에 표문을 올

리는 것과 련된 �고려사� 기사는 “遣政丞李凌幹如元 賀聖節”30)30)식이어서, 배

표례 거행 여부는 일반 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의 �고

려사� 세가 기사조차 “遣知密直司事權永如元 賀聖節”31)로31)기록되고 있어, 같은 

날짜의 가례 기록이 없었다면 이날에 배표례를 거행하 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

을 것이다.

그 지만 원 복속기 배표례 사례는 극히 희소하기는 해도 잠복된 의미와 정보

를 통해서 배표례가 일반 으로 거행되었을 것을 간 으로 말해주고 있다. 進

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들에서 숨은 함의를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다.

① 백 이 禮 를 갖추고 迎賓館에서 (성 을 하례하는 표문을) 보냈는데, 拜表의 

禮는 이로부터 시작하 다.32)32)

② 성수 을 경하하는 표문에 拜하 다(拜賀聖壽節表). 例에는 문 만이 冠과 

허리띠를 갖추어 시 했으나, 이때 이르러 왕은 명령하여 문무 8․9품은 과 

허리띠를 갖추어 좌우로 나뉘어 시 하도록 하 다.33)33)

③ 왕은 冕服 차림으로 謝恩表에 拜하고 殿內로 돌아갔고, 백 도 朝服 차림으로 

표문을 시 하여 문밖까지 나가 하고 송하 다.34)34)

30)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3년 3월.

31)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8년 8월 갑자.

32) �고려사� 권67, 志21 禮9 가례 충렬왕 28년 8월 갑자 “百官備禮  于迎賓館 拜表之禮 

始此”

33) �고려사� 권67, 志21 禮9 가례 공민왕 1년 윤3월 갑신 “拜賀聖壽節表 例 唯文官冠帶侍

衛 至是 王命文武八九品 冠帶分左右侍衛”

34) �고려사� 권67, 志21 禮9 가례 공민왕 21년 11월 신미 “王以冕服 拜謝恩表 還內 百官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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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왕은 정문으로 나가 백 을 거느리고 表箋에게 했다. 의례가 끝나자 문 밖

에서 표 을 송하 고, 백 은 宣義門 밖에서 송하 다.35)35)

이들 進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는 거행되었을 배표례 사례들 체를 소

개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체 사례들 가운데 통상  혹은 일반 이지 않은 특

기할만한 것에 해당한다.36)36)①은 차 소개한 첫 번째 배표례 사례로 특기할만

한 것에 해당한다. ②는 배표례 시에 문 만이 冠과 허리띠를 갖추어 侍衛해 온 

例와 달리 공민왕 원년(1352) 윤3월 갑신일에 이르러 문무  8․9품이 과 

허리띠를 갖추어 좌우로 나뉘어 시 토록 하게 된 사례로, 新例의 시작을 알리

는 특기할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37)37)

�고려사� 세가에도 배표 사례가 한 건 수록되었는데, 이 한 특기할만한 사

례에 해당한다. “遣僉議商議姜之衍如元 賀正 典理判書李瑞龍 賀千秋節 幸北亭 

拜表”38)라고38)한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여타 세가 기록이었으면 ‘遣僉議商議姜之

衍如元 賀正 典理判書李瑞龍 賀千秋節’로 기사 내용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여

타 세가 기록과 달리 ‘(공민왕은) 北亭에 행차하여 拜表하 다(幸北亭 拜表)’고 

以朝服 侍表 出門外拜 ”

35) �고려사� 권67, 志21 禮9 가례 우왕 14년 “禑出正門 率百官 拜表箋 禮畢 表箋于大門外 

百官 于宣義門外”

36) 배표례와 짝을 이루는 요하례의 사례도 마찬가지 다. 요하례는 원 복속기 동안 지속

으로 거행되었지만, 요하례의 사례도 특례 주로 기록되었다. 최종석, 2010 앞의 논문 

참조.

37) ③과 ④는 ①․②와 달리 고려말기에 명 황제를 상으로 거행된 배표례 사례들이다. ③

은 이 과 달리 명이 하사한 면복(국왕)과 조복(백 )을 입고 배표례를 행하게 된 특기

할 만한 일을 기록한 사례로 단된다. 혹은 이보다 타당성은 낮지만 사은표문을 올릴 

때조차 배표례를 행한 데서 기록되었을 수 있다. 우왕 14년(1388)의 ④사례는 몇 월에 

있었던 일인조차 분명치 않을 정도여서 어떤 이유에서 進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들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다만 ④ 기록에서 ‘拜表箋’이라는 구 을 주

목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필자가 확인한 범 에서 拜箋禮 사례는 이 기록

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한 ④ 기록은 拜表禮와 拜箋禮를 함께 거행한 첫 사례에 해

당한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④ 기록은 進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들 가운데 하

나로 수록되었을 것이다.

38)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1년 8월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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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부기된 까닭은 당시 홍건  침략으로 인해 몽진 인 상황에서 표문

을 올리고 배표례를 거행한 데서 을 것이다. 공민왕이 拜表를 해 행차한 북

정은 청주 교외에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듯이,39)39)이례 인 상황에서 배표례가 거

행되었고, 그러하 기에 이 사례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에 해당하는 이들 사례 에서도 ②기사는 공민왕 원년(1352) 

윤3월 갑신일 이 까지는 例인, 문 만이 冠과 허리띠를 갖추어 侍衛하는 방

식으로 배표례가 거행되어 왔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기록 방식에서 견할 수 

있듯이, 그 구례에 따른 배표례 거행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기할만한 

것이 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拜表禮가 처음으로 거

행되었다고 한 사례 이후로 공민왕 원년 윤3월 갑신일 사례의 등장까지 꽤 긴 

기간 동안 배표례 사례는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그간 배표례가 거

행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행되었기는 해도 특기할만한 것이 없어서 을 것임이 

분명하다. 구례에 따른 배표례 거행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 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공민왕 원년 윤3월 갑신일 이후로는 新例에 따라 배표례가 치러졌을 것이

지만, 이에 한 사례 역시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 복속기 동안에는 확인된 사례 이상으로 배표례가 거행되었다고 하는 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배표례는 일반 으로 거행되었을 것이다. 우선 의 ② 기록

을 통해서 배표례는 일반 으로 이루어졌고 공민왕 원년 윤3월 갑신일을 분기

으로 배표례의 侍衛 방식이 바 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서 본 세가 기록 

한 이러하 을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당시는 공민왕 11년(1362)으로 공민

왕 5년(1356)의 소  반원 개  이후인 데다 홍건  침입으로 공민왕이 도성을 

떠나 피신한 때인데도 몽골(원)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례가 거행된 것이다. 

배표례는 웬만하면 거르지 않고 거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목이다.

아래의 �고려사� 이제  열  사례 한 원 복속기 동안에 배표례가 일반 으

로 거행되었을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다.

39) 당시 배표례가 피난 시 청주 행재소에서 거행되었음은 이정란, 2018 ｢1361년 홍건 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21, 52-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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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왕은 元에 있어 나라가 비어 있었으나 이제 의 조치가 하 으므로 사

람들은 신뢰하고 안도하 다. 일 이 拜表 시에 계단 에 올라가서 를 행하 는

데 衛가 왕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비난하 다.40)40)

 기록은 공민왕이 몽골(원)에서 국왕 에 오른 후 아직 고려로 돌아오기 

에 이제 을 攝政丞․權斷征東省事로 임명하여 한시 으로 자신을 신하여 국

정을 통솔토록 한 시기의 일이었다. 이때 배표례 사례가 기록상으로 노출된 것

은 배표례 거행 과정에서 이제 의 논란이 된 행실 때문에서 다. 문제가 된 

목은 군주를 신하여 그가 배표례를 주도하여 거행한 사실이 아니라 衛가 왕

과 다름없이 갖추어진 일이었다. 衛 상에 문제가 없었다면, 배표례 거행 사실

은 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사실은 이제 이 權斷征東

省事로 공민왕을 행하는 시기에조차 배표례는 거행되었고 기록의 문맥상 이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은 이다. 이는 당시에 배표례는 거행되어야 하는 것

이고 그래서 신하가 임시로 군주의 역할을 신한 때에조차 배표례가 치러졌음

을 말해 다.

이처럼 원 복속기에 배표례는 군주가 피난 도 에도 거행되고 신하가 임시로 

군주를 신한 때에조차 거행되어야 할 만큼 일반 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배표례는 행해야 하는 일로 간주되고 있었

을 것이다.

3. 원 복속기 배표례와 몽골(원)의 ‘元日外路拜表 ’

�고려사� 지에는 進大明表箋 라는 명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 )례의 의

식 차가 수록되어 있지만 몽골(원) 황제에게 표문을 올린 시에 거행된 배표례

의 의주는 보이지 않는다. 지뿐만 아니라 �고려사�의 다른 어디에서도, 그리고 

�고려사� 이외의 어느 문헌에서도 몽골(원)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례의 의식

40) �고려사� 권110, 열 23 諸臣 이제  “時王在元 國空虛 齊賢措置得宜 人賴以安 嘗於拜表 

陞陛上行禮 衛 王無異 人譏之”



170·한국문화 86

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는 그러한 의주를 작성하 지만 그것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고려사�의 어느 부분에서

도, 여타 문헌에서도 원 복속기에 고려가 배표례 의주를 작성하 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 복속기에는 배표례 외에도 고려 

군주의 몽골(원) 황제를 상으로 한 (외교)의례의 의주는 그 어떤 것이든 확인

되지 않고 있다. 고려말기에는 이들 의례를 계승한 것의 의주가 존재하는 것과41)
41) 

조 으로 말이다. 이들 사실은 원 복속기에는 고려가 배표례의 의주를 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따라서 재 시 에서 원 복속기 배표례의 정확한 의식 차를 알 길은 없다. 

그럼에도 그 강은 짐작해 볼 수 있다. 후술하듯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후

로 거행된 拜表禮는 몽골(원) 외로아문 의례의 도입․변용의 산물일 것이고 

재 이 의례의 의주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몽골(원) 외로아문 의례는 

무엇인지 하는 것  고려가 이를 도입․변용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는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후로 거행된 拜表禮의 의례 차를 악하는 일이

기도 하다.

�大元聖政國朝典章� 권28, 禮部1 禮制1 迎接 迎接合行禮數에는 원 복속기 지

방 원이 거행하는 배표례의 의식 차가 수록되어 있다.

하나. 元日外路拜表 . 배표일 아침에 궁궐을 바라보며 향안을 설치하고 한 官

屬의 座蒲團 자리를 설치하여 석차에 따라서 정렬한다. 禮生이 신호를 하면 在位官

은 함께 두 번 배례를 행한다. 司吏는 표문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班首에게 건넨다. 

반수는 무릎을 꿇고 (司吏로부터 표문을) 건네받고는 (무릎을 꿇은 채) 견되는 사

람에게 표문을 다. 이때 견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표문을 받는다. 이것이 마치

면 반수는 기립한다. 禮生이 신호를 하면 在位官은 함께 두 번 배례를 행한다. 이것

이 마치면 席한다.42)42)

41) �고려사� 지에 수록된 迎大明詔使 , 迎大明賜勞使 , 進大明表箋 , 元正冬至上國聖壽

節望闕賀 , 迎大明無詔勑使  등이 이에 해당한다.

42) �大元聖政國朝典章� 권28, 禮部1 禮制1 迎接 迎接合行禮數 “一 元日外路拜表  拜表日質

明 望闕置香案 幷設官屬褥位 敍班立定 禮生贊拜 在位官皆再拜 司吏捧表 跪授班首 班首

跪受 以授所差人 所差人跪受訖 班首起立 禮生贊拜 在位官皆再拜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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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外路의 官員이 聖節과 元日 시, 詔赦 맞이할 시  宣勅을 받을 시 의례

들의 의주 가운데 하나이다.43)43)이들 의례의 거행은 大司農御史中丞兼領侍 司事

가 至元 8년(1271) 11월 15일 오르두(斡耳朶)에서 上奏하여 승인된 것이었고,44)44) 

의주는 그 후 실무진이 작성하여 승인․확정되었을 것이다.

元日外路拜表 의 식 차를 개략화해보면, ‘(궁궐을 바라보며)일동 再拜→

무릎을 꿇은 채 작성된 표문을 班首를 매개로 해 견되는 사람에게 달하는 

과정→(궁궐을 바라보며)일동 再拜→ 席’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차의 시

작과 끝은 반수를 포함한 外路 在位官 원의 황제를 상으로 한 再拜이고 그 

사이에는 반수가 무릎을 꿇은 채 표문을 건네받아서 差人에게 달하는 핵심 

식이 자리한다.45)45)이러한 식의 元日外路拜表 는 聖節을 맞아 표문을 올릴 시

에도 용되었다.46)46)

몽골(원)의 외로아문에서 거행되는 배표례의 의주는 고려에까지 수용되었다. 

그런데 그 수용은 후술하듯 충렬왕 28년(1302) 8월 갑자일이 아니라 그 이 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악된다.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충렬왕 

43) �大元聖政國朝典章� 권28, 禮部1 禮制1 迎接 迎接合行禮數에는 元日外路拜表  외에도 

外路迎拜詔赦, 宣, 受勅 등이 수록되어 있다.

44) �大元聖政國朝典章� 권28, 禮部1 禮制1 迎接 迎接合行禮數 “大司農御史中丞兼領侍 司

事 至元八年十一月十五日 斡耳朶裏奏准 每遇聖節元日詔赦 幷各官宣勅 除沿邊把軍官再行

定奪外 諸路官員 合無令各官照依品從自造公服迎拜行禮 奉聖旨 除沿邊把軍官外 那般行  

欽此 已經呈覆 今據侍 司申 檢照到 例 外路官員 如遇聖節元日詔赦 幷各官受宣勅禮數 

開申前去外 有合行禮數 逐旋講究申覆  乞照驗事 備呈中書省 照驗施行 (후략)” 元日外路

拜表 가 禮制 가운데 進表가 아닌 迎接에 기술된 것은 “見後迎拜合行禮數例”(�大元聖

政國朝典章� 권28, 禮部1 禮制1 進表 外路拜表禮數)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상의 편의 때

문이었다.

45) 몽골(원)은 의 外路拜表 를 습용하여 元日外路拜表 를 마련하 을 것이 분명하다. 

다음에서 보듯 몽골(원)의 元日外路拜表 는 의 外路拜表 와 사실상 동일하다. �大金

集禮� 권31, 牋表 “外路拜表  大定十六年 禮部行下 其日質明 望闕置香案 並設官屬褥位 

序班立 禮生賛拜 在位官皆再拜 捧表人司吏 單跪以表授班首 班首單跪捧受 以付所差人 所

差人跪受訖 班首起立 禮生賛拜 在位官皆再拜 ”. 참고로 몽골(원)의 外路迎拜詔赦 한 

金의 外路迎拜赦詔를 습용하 다. 舩田善之, 2005 ｢元代の命令文書の開讀について｣ �東

洋史研究� 63-4.

46) �通制條格� 권8, 制 “聖節祝壽禮 拜表禮 元日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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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이 에 고려에는 황제(카안)에 직속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한 기 인 행 서

성의 일종인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동행성은 충렬왕 13년(1287)에 몽

골(원)이 나얀(乃顔)의 반란을 계기로 고려를 통제하에 두고 한 반란 진압에 

활용하기 해 설치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존속하 다. 후기 정동행성으로도 불

리는 충렬왕 13년 이후로의 정동행성은 충렬왕 6년(1280) 이후 몽골(원)의 일본

원정을 수행하기 한 기 (軍前行省)으로서 斷續的으로 존재하곤 한 기왕의 정

동행성과는 달리 기본 으로 황제(카안)를 정 으로 하는 지방행정체계에 포함

되어 있었다. 그것은 구성 등의 면에서 몽골(원) 內地 일반의 행성과 다른 면모

를 갖추긴 했어도 몽골(원)의 제에 포함된 지방 부 다.47)47)정동행성은 기본

으로 몽골(원)의 외로아문( 부)에 해당한 것이다. 한 충렬왕이 정동행성의 

丞相職에 임명되고 나서는 고려 군주는 이를 당연직으로 겸하 으니, 고려 군주

는 정동행성이라는 외로아문( 부)의 ‘班首’이기도 하 다. �大元聖政國朝典章�

에 따르면, 元日, 聖節 등의 명 에 5품 이상의 長官은 모두 慶賀의 표문을 올려

야 하는데,48)48)행 서성은 從一品의 부 다.49)49)정동행성 승상은 元日, 聖節 등

의 명 에 표문을 올리는 5품 이상 부의 장 에 해당한 것이다. 몽골(원)의 5

품 이상 외로아문의 長官이 慶賀 표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大元聖政國朝典章�에 

수록된 元日外路拜表 에 의거하여 배표례를 거행하 을 것임은 물론이다.

실제로 정동행성은 몽골(원) 황제의 명 을 경하하는 사자를 견하 다. 이

는 고려(군주)가 사자를 견하는 것과 별도로 이루어진 조치 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정동행성이 명 을 경하하기 해 進賀使를 별도로 견한 것은 충렬

왕 13년에 후기 정동행성이 설치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50)50)정동행성

은 일본원정을 한 軍前行省이었을 때와는 달리 지방행정기구 성격의 것으로 

거듭나고서는 진하사를 견한 것이다.51)51)기록상으로는 충렬왕 14년(1288)부터 

47) 北村秀人, 1964 ｢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 �朝鮮學報� 32; 장동익, 1990 ｢征東行

省의 硏究｣ �동방학지� 67 참조.

48) �大元聖政國朝典章� 권28, 禮部1 禮制1 進表 表章五品官進賀.

49) �元史� 권91, 지41上 百官7.

50)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 14년 7월 임인 “行省遣中郞 宋玄如元 賀聖節”

51)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계 연구�, 혜안,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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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 32년(1306)까지 그러하 다. 정동행성이 보낸 진하사는 빈손이 아니라 

賀表를 소지하고 몽골(원)로 갔다. 그 표문은 ‘고려국왕’이 아닌 정동행성 승상

을 명의로 하 을 것이다. 정동행성에서 견한 사자는 고려(군주)가 보낸 사신

과 마찬가지로 몽골(원) 조정에서 표문을 올리고 조하의례에도 참석하 을 것이

다. 이 듯 충렬왕 14년 이후로 고려 군주는 정동행성 승상이라는 몽골(원)의 5

품 이상 장 의 자격에서 賀表를 작성하여 사자를 통해 황제(카안)에게 올렸다.

�大元聖政國朝典章�에 수록된 元日外路拜表 가 마련되어 이에 따라 몽골(원)

의 외로아문이 배표례를 거행하게 된 시 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至元 8년

(1271) 11월 15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이후 을 것이다. 이보다 십수 년 늦게 

설치된 후기 정동행성은 몽골(원)의 5품 이상 외로아문의 상에서 진하사를 

견한 데서, 당시 경하 표문을 작성하여 올리는 여타 5품 이상 외로아문이 元日

外路拜表 를 토 로 배표례를 거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여야 

했을 것이다. 즉 정동행성은 별도로 표문을 올리는 당 부터 元日外路拜表 를 

토 로 배표례를 거행하 을 것이다. 당시 충렬왕은 구래의 상인 작 로서의 

‘고려국왕’이 아니라 외로아문( 부)의 班首인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정동행성 

청에서 행성 원들을 이끌고는, ‘(궁궐을 바라보며) 행성 원들과 함께 再拜하

고 그 후 무릎을 꿇은 채 작성된 표문을 건네받아 사자에게 달한 후 다시 행

성 원들과 함께 再拜하고서는 퇴석하는’ 식 차에 따라 배표례를 거행하

을 것이다.

이 다고 한다면, 충렬왕 에는 한동안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

었을 것이다. 앞서 언 하 듯이, 충렬왕 14년 이후로는 한동안 고려(군주)가 진

하사를 견하는 것과 별도로 정동행성 한 진하사를 보냈다. 가령 충렬왕 21

년(1295) 7월 기해일에는 고려(군주)가 성 사를 몽골(원)에 견하 고,52)52)동

년 8월 갑진일에는 정동행성이 성 사를 보냈다.53)53)충렬왕의 처지에서 보자면, 

날짜를 달리하면서 몽골(원)에 자신을 리하는 사자를 견한 것이다. 충렬왕 

28년(1302) 8월 갑자일 이 까지는 작 인 ‘고려국왕’ 명의로 표문을 보낸 시에

52)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 21년 7월 기해 “遣判三司事金之淑如元 賀聖節”

53)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 21년 8월 갑진 “征東行省遣員外郞牛廷信如元 賀聖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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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표례가 거행되지 않았기에, 충렬왕은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표문을 올린 때

에만 배표례를 거행하 을 것이고 ‘고려국왕’으로서 표문을 올린 시에는 배표례 

없이 사자에게 이를 건넸을 것이다.

이러한 흥미롭고도 기형 인 상황은 충렬왕 28년(1302) 8월 갑자일 이후로는 

충렬왕이 ‘고려국왕’ 명의로 황제(국) 명 을 경하하기 한 표문을 보낸 시에도 

배표례를 거행하면서 소멸하 을 것이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후로 고려 

군주는 ‘고려국왕’ 명의로 표문을 보내는 때에도 기왕의 방식 신에 정동행성에

서 하는 것과 같이 배표례를 거행하게 된 셈이다. 충렬왕이 (외신)제후인 ‘고려

국왕’이면서 동시에 지방 부의 장 인 정동행성 승상이기도 한 ‘미증유’의 상

황에서, 그리고 동일인을 각기 다른 명의로 한 표문을 별도로 몽골(원)에 보내

는 ‘독특한’ 조건 속에서, 정동행성 승상의 상은 한 몸에서 공존하는  다른 

상인 ‘고려국왕’으로 하여  배표례를 거행토록 견인하 다고 볼 수 있다. 그

러하 기에 충렬왕 28년(1302) 8월 갑자일 이후로 거행된 배표례는 정동행성에

서의 배표례와 마찬가지로 元日外路拜表 를 활용하 을 것이다. 이 문제는 뒤

에서 좀 더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 거행에 의해서 견인되었을 충렬왕 28년(1302) 고려

(군주) 차원의 배표례 始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렵 두드러진 정동행성(승

상)을 매개로 한 元制(禮) 수용의 흐름과도 무 치 않다. 충렬왕의 양 를 받아 

즉 한 충선왕은 1298년 2월에 정동행성 승상의 상에서 宰樞  行省 左右司 

官吏의 알 을 받은 시에 元朝의 禮를 활용하 다.54)54)이는 정동행성(승상)을 매

개로 한 元朝禮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충렬왕 복  후 원이 고르기스(濶里吉思)

를 정동행성의 平章政事로, 耶律希逸을 右丞으로 임명하여 고려의 내정을 직  

간섭한 시기 인 충렬왕 25년(1299) 12월에, 처음으로 行省官과 고려 신료가 

奉恩寺에서 3일간 正朝 요하례를 익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원에서의 習

는 다름 아닌 元制(禮) 다.55)55)특히 이 肄 에 행성 도 참여한 사실은 정동

54)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즉 년 2월 무오 “王始署征東省事 宰樞及行省左右司官吏

見 用元朝禮”

55) �고려사� 권67, 지21 9 가례 王太子節日受宮官賀竝  “忠烈王二十五年十二月 行省官

寮及百官 肄賀正 於奉恩寺三日 肄 始此” 이때의 하정의는 황제를 상으로 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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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승상)을 매개로 한 元朝禮 수용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고르기스

의 해임 직 이라 할 수 있는 충렬왕 27년(1301) 1월 병진일(보름)에 충렬왕은 

백 을 거느리고 妙蓮寺에 행차하여 황제를 하여 복을 빌었는데, 이는 諸路의 

행성 이하 리들이 정월 하루와 보름에 분향하고 복을 비는 데 따른 것이었

다.56)56)이로 보아 시되진 않았지만 행성 도 이 의례에 참여하 을 것이다. 이

것은 몽골(원) 외로아문에서 거행되는 의례로 고려 군주가 정동행성 승상이기도 

한 상을 매개로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며칠 뒤 동월 을축일에 충렬왕

이 황제의 생일과 같은 을축일(聖甲日)이어서 행성 과 고려 신료를 이끌고 妙

蓮寺에 행차하여 만수무강을 비는 식을 거행한 것도57)
57)같은 맥락에서 을 것

이다.58)58)특히 충렬왕 27년 1월 사례들은 몽골(원)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이 정동

행성(승상)을 매개로 하 고 그러면서도 충렬왕이 행성  외에 고려 신료들을 

에 요하례에 해당하 을 것이다. 정조 시 요하례 거행은 이 부터 있어 온 일인데, 이때 

이르러 정조 시 요하례에 앞서 은사에서 習 를 하게 된 것은 元朝禮 수용과 하게 

연 되어 있다. 즉 �원사�에 수록된 元正受朝 에 따르면, “前期三日 習 于聖壽萬安寺

或大 教寺”(�元史� 권67, 志18 禮 1 元正受朝 )라고 하여, 몽골(원) 조정에서는 정조 

시 조하의에 앞서 聖壽萬安寺 혹은 大 教寺에서 습의가 행해졌다.

56)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7년 1월 병진 “王率百官 幸妙蓮寺 爲皇帝祝釐 諸路行省

以下官 皆以正月朔望 行香祝釐 盖元朝之禮也”

57)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7년 1월 을축 “王率行省官及群臣 幸妙蓮寺 爲帝聖甲日祝

壽也”

58) 이때 처음으로 聖甲日을 맞아 황제를 해 祝壽한 것은 아니다. �고려사� 세가 충렬왕 2

년 1월 을해 기사에는 “設法席于普濟寺 爲帝祝釐 每値聖甲日 行之 時 之乙亥法席”(�고

려사� 권28, 世家28 충렬왕 2년 1월 을해)이라고 하여, 충렬왕 2년 1월에 세조 쿠빌라이

의 聖甲日을 맞아 황제의 만수무강을 비는 법석이 설치되었고 그러한 법석은 단발에 그

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기사 후 사반세기가 지난 뒤에 앞서 언 한 충렬왕 27년 1월 

을축 기사가 등장한 것은, 충렬왕 2년과 27년에만 聖甲日을 기념하는 의례가 행해져서가 

아니라 충렬왕 27년 1월 을축에 치러진 의례가 종래와 상이하여 특기할만해서 을 것이

다. 특기할만한 사실이란 同月에 몽골(원)의 지방 의례를 수용하여 정월 보름에 황제를 

해 복을 비는 의례를 처음으로 거행한 을 감안할 때 지방 의례를 도입하여 기왕의 

聖甲日 의례를 일신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聖甲日이 乙亥日에서 乙丑日로 바  데 주목

하여 특기할만한 사실은 세조 쿠빌라이를 신한 성종 테무르의 本命日을 맞아 축수 의

례를 거행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그 게 보아서는 성종 테무르가 즉 한

(1294년) 지 꽤 지난 후라는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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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이들 의례를 거행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그는 단지 외로아문 의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정동행성 승상이자 ‘고려국왕’인 상에서 이들 의례를 변용하

여 거행하 음을 말해 다.

그다음 해에 이루어진 배표례 始行 조치는 이러한 일련의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한 元制(禮) 수용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조치 이 에 

국 밖의 제후국이 자국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사

례는 동아시아의 지평에서 보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후술하듯 명은 蕃國이 황

제를 상으로 한 배표례를 거행해야 한다고 보아 蕃國進賀表箋 注를 직  작

성하고 고려․조선은 명 황제를 상으로 배표례를 거행해야 한다고 보아 이 의

주를 수용하여 실천에 옮겼는데, 이러한 행 와 감각은 몽골(원) 등장 이  동

아시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제후국(번국)에서 거행되는 배표례 자체를 

국(황제국)이든, 제후국이든 작성한 도 시행한 도 없었다.

충렬왕 28년의 배표례 始行조차 제후국(번국) 의례의 수용․시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후국(번국)이라면 행했어야 할 의례를 인제야 거행하는 것이 아닌 게, 

원 에도 배표례를 포함하여 제후국(번국) 군주가 자국 내에서 황제를 상으로 

신례를 거행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미․부재하 다. 몽골(원)과 고려 모두 그러

한 성격의 의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이를 상징 으로 말해 다.59)59)몽골(원)

이 도성 밖의 공간에서 황제를 상으로 하여 거행해야 하는 의례로 마련한 것

은 외로아문 의례뿐이었다. 정동행성이 아니라 고려(군주)가 주체가 되어 이  

시기에는 행한 이 없던 황제를 상으로 한 의례를 거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도, 충렬왕 27년 1월 사례들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을 

제후국(번국) 버 의 (외교)의례를 수용․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아문의 의

례들을 활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고려는 외로아문이기도 해서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는 외로아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사직을 보유하며 

왕 를 리고’60)60)‘독자 인 제사와 제를 보유하며 직  통치를 하고 세수를 

59) 정동훈은 ‘원 에 五禮 가운데 유독 賓禮만 에 띄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이유는 

원이 고려에 자국 내의 지방행정단 에서 시행하던 의례를 그 로 용시키게 됨에 따라 

번국에 한 의례 규정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인 데서 다’고 언 한 바 있다. 정동훈, 

2015 앞의 논문,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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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하는’61)61)국가의 상을 지니고 있다 보니, 외로아문의 의례는 국가 차원의 

의례이기도 한 식으로 확 ․변형되었을 것이다.62)62)후 의 시각에서 보자면 실

제와 달리 이것은 제후국이 황제를 상으로 거행해야 할 의례를 수용․시행한 

일로 비치기에 십상이었을 것이다. 요컨 , 충렬왕 28년의 배표례 始行 조치 

한 고려(군주)가 표문을 올리는 시에도 외로아문의 의례를 용하고자 한 차원

에서 지, 존재하지도 않았을 제후국(번국) 버 의 배표례를 수용․실행하고자 

한 데서는 아니었다. 이 무렵 충렬왕은 충선왕 측과 왕  분쟁을 벌이면서 몽골

(원) 측의 지지를 필요로 하 고63)
63) 한 국내 신료들에게 자신과 몽골(원) 측의 

연계를 강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정동행성 승상을 부각하면서 몽골

(원)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 차원에서 배표례를 始行하 을 것이다.64)64)

그러했기에 충렬왕 28년 이후로 고려(군주)가 주체가 되어 거행된 拜表禮의 

의식 차는 �大元聖政國朝典章�에 수록된 元日外路拜表 와 사실상 같았을 것이

다. 이는 원 복속기 조례에 있어 몽골(원) 지방정부와 고려 사이에 동일한 규

정이 용된 사실로65)
65)보더라도 그러하다. 조례는 이  시기부터 거행되어온 

60)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  2년 7월 을미.

61) �牧庵集� 권3, 高麗瀋王詩序. 森平雅彦, 1998 ｢高麗王位下の基礎的 察｣ �朝鮮史硏究

論文集� 36, 61-62면에서 재인용.

62) 배표례에 을 맞춰 보자면, 외로아문에서 거행되는 배표례는 충렬왕이 정동행성 승상

이기도 한 상을 매개로 그의  다른 상인 ‘고려국왕’의 부면으로 확장․ 이되었다

고 할 수 있다.

63) 이 무렵 정치 상황에 해서는 김 철, 1991 �고려후기 세족층 연구�, 동아 학교출 부; 

이익주, 1988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 참조.

64) 충렬왕 28년, 그 해에 정동행성 승상을 부각하면서 배표례를 始行하 을 배경으로 다음

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명미는 충렬왕 28년이 權署征東行省事 설치의 양상에 요한 변

화의 기 임을 규명하기 해, 그 무렵 고려국왕에게서 征東行省丞相의 상을 분리해내

고자 한 遼陽行省 측의 合省論에 맞서 충렬왕이 일본에 한 효과 인 방어를 해 征東

行省을 개별 行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즉 征東行省 사무의 독립 인 긴요함을 강조한 

논리로 응하 고,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征東行省丞相인 국왕의 역 내 부재에 

비하여 權署征東行省事를 두었다고 하 다(이명미, 2018 ｢고려후기 權署征東行省事 설치

의 양상과 배경｣ �한국사연구� 182 참고). 이 논리를 참고하면, 고려는 정동행성(승상)

으로서의 상과 역할을 강조하기 해 충렬왕 28년에 배표례를 시행하 을 것이다. 다

만 충렬왕 28년에 배표례가 始行된 배경을 이상과 같이 추정해 볼 순 있지만, 배표례의 

始行이 그 해에 이루어진 정확한 이유는 명확한 련 기록들이 없어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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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더욱이 고려는 몽골(원) 등장 이 에는 자체 으로 작성한 의주에 의거

하여 조례를 실행했어도66)
66)원 복속기에 들어서 그것은 몽골(원) 지방 의례가 

용․활용된 데서, 원 복속기에 유례없이 등장한 고려(군주) 차원의 拜表禮 

한 몽골(원) 외로아문의 의례를 활용하 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정동행성 차

원의 배표례가 元日外路拜表 로 거행된 것과 달리, 고려(군주) 차원의 배표

례는 ‘고려국왕’이 외로아문의 班首가 아닌 데서 의례의 구성과 차가 기본 으

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면서도 외로아문의 반수 신에 ‘고려국왕’을 상정하면서 

변개가 필요한 부분은 손보는 식으로 운 되었을 것이다.67)67)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후로는 ‘고려국왕’ 명의의 표문을 올린 때에도 배표

례가 거행되고 그 식 차도 정동행성의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았고 더욱이 동

일인이 ‘고려국왕’과 정동행성 승상을 겸한 채 따로따로 사자를 견하여 표문을 

올리다 보니, 표문을 각기 올리는 행 는 어색하고 불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고려국왕’ 명의의 표문을 올리면서도 배표례를 거행하게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行省遣護軍李翰如元 賀聖節”68)68)식의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

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사례는 종 을 감췄다. 충렬왕 32년(1306) 7월 기묘일

의 “行省遣摠郞郭元振如元 賀聖節”69)69)사례를 끝으로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70)70)충렬왕 32년 7월 기묘일 이후로는 

“遣贊成事權漢功如元 賀聖節”71) 식의, 즉 고려(군주)가 진하사를 보내는 식의 

기록만이72)
72)있을 따름이다.

65) 이와 련하여 정동훈, 2015 앞의 논문 참조.

66) 迎北朝詔使 가 그러한 의주이다. �고려사� 권65, 志19 禮7 가례 迎北朝詔使  참조.

67) 고려(군주) 차원의 배표례를 한 문서 형태의 공식 인 의주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

다. 그 의례는 元日外路拜表 를 토 로 하면서도 다소 편의 이고 임기응변 식으로 거

행되었을 것이다. 이를 해 고려가 작성한 비공식 인 문서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68)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9년 7월 신사.

69)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32년 7월 기묘.

70) 이에 해서는 이명미, 2016 앞의 책, 130-131면 참조.

71) �고려사� 권34, 세가34 충숙왕 6년 2월 병신.

72) 이러한 종류의 기록에는 사자를 보내는 주체가 생략되었는데, 생략된 단어는 ‘王’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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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으로는 고려(군주)와 정동행성이 각기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 

가운데 자는 남고 후자는 정리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자는 ‘混一’되었다

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73)73)앞서 보았듯이, 이제 이 공민왕을 신

하여 權斷征東省事의 치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사실은, 비록 정동행성이 별도

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은 소멸하 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고려(군

주)가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데에 移入․혼합되었을 것임을 단 으로 말해

다. 그 면모를 추정해 보자면, 聖甲日을 맞아 왕이 행성 과 고려 신료를 이끌

고 식을 거행한 것과 같이, ‘混一’ 이후로 배표례 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치

러졌을 것이다. 행성 과 고려 신료가 함께 배표례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의례 

공간 면에서도 ‘混一’의 면모가 나타났을 것이다. 즉 배표례와 짝을 이루는 遙賀

禮가 일반 으로 정조 시에는 정 에서, 성  시에는 행성에서 거행되었음을74)
74)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조를 경하하는 표문의 배표례는 정 에서, 성

의 경우 정동행성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다.75)75)

4. 고려말기 배표례 襲用과 �蕃國 注� 蕃國進賀表箋 注

1) 進大明表箋 에 의거한 배표례 거행

원․명 명과 이와 맞물린 明事大 이후로 고려는 원(몽골) 황제 신에 명 

황제를 상으로 하여 배표례를 거행하 다. 황제를 상 로 표문을 올리는 행

는 매우 오래 부터 있어 온 일인데 비해 배표례 거행은 비교  최근인 원 복속

기 들어서 음에서, 명을 상 로 해서는 원 복속기 이 처럼 배표례 없이 표문

을 올렸을 수도 있지만, 실은 그 게 개되지 않았다. 고려는 명을 상 로 해

73) 이명미는 “상당 기간 고려 조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졌던 정동행성의 진하사 견이 단

되는 것은 행성의 진하사 견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서 단되었다기보다는 고려 조정

의 진하사 견으로 흡수․통일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이명미, 2016 앞의 

책, 131면.

74) 최종석, 2010 앞의 논문, 249-251면.

75) 명 을 경하하는 표문의 명의도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승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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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몽골(원)과 마찬가지로 배표례를 거행하 다. 명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

례의 의주에 해당하는 進大明表箋   앞서 소개한 進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들 가운데 명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례 사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 특히나 進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들은 몽골(원) 황제와 명 황제

를 상으로 한 배표례 기사들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고려가 몽골(원) 황제를 

상 로 배표례를 행하다가 명 황제를 상 로 배표례를 거행하게 된 변화를 상징

으로 보여 다. 배표례 거행의 측면에서 보자면, 고려말기는 원 복속기의 연장

인 것이다.

고려말기 명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례의 거행 빈도양상에 해서는 원 복속

기와 마찬가지로 직 으로 말해주는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원 복속기와 마찬

가지로 배표례는 賀表를 올리는 시에 행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 것

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進大明表箋 에 한 연  기사들은 원 복속기와 고려말기의 것 구분 없

이 체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논증한 바 있다. 이들 외에 

�고려사�에 수록된 여타 배표례 사례들 한 다르지 않다. 기록으로 드러난 우

왕 13년 2월의 배표례 건은 우왕이 東江에 머문 상황에서 有司가 개경으로 돌아

가 배표례를 행하도록 건의했지만 우왕은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해 右侍中 

李成林 등이 배표례를 섭행하게 된 특기할만한 것에 해당한다.76)76)아래의 �고려사�

세가 공양왕 4년 6월의 기사에서 ‘王如壽昌宮 拜表箋’이라는 배표례 거행 사실이 

기록된 이유는 이 자체를 기록하려 한 데서가 아니라, 공양왕이 배표례를 거행하

고 나서 태조를 병문안 갔다는 사실을 시하기 해서 을 것이다. 공양왕의 이

성계 병문안이 없었으면, 배표례 사례는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門下評理 慶 를 명의 수도에 보내어 聖節을 하례하게 하고, 開城尹 趙仁瓊을 보

내어 千秋節을 하례하게 하 다. 왕은 壽昌宮에 가서 表箋에 을 하고(拜表箋), 드

디어 우리 태조(이성계)의 집에 행차하여 문병하 다. 이어 술자리를 베풀면서 말하

기를 (후략)77)77)

76) �고려사� 권136, 열 49 우왕 13년 2월 “時禑在東江 有司請 還京 率百官拜表 右侍中李成

林 知禑不 入京 告曰 拜表之禮 臣等攝行 殿下不必躬親 禑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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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기의 사례들 가운데 특히 우왕 13년 2월의 사례는 배표례가 군주의 유

고 때조차 신하(재상)의 攝行을 통해서라도 거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

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2장에서 소개한 ③ 사례(공민왕 21년 11월 신미)는 

명이 하사한 면복(군주)과 조복(백 )을 입고 배표례를 행하게 된 데서가 아니

라 사은표문을 올릴 때조차 배표례를 행한 일이 특기할만하여 기록되었다면,78)78) 

이는 당시까지 명 을 경하하기 한 정기 인 표문을 올린 시에는 배표례가 

곧 거행되어온 숨은 사실을 말해 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려말기 배표례 사례 한 당시 배표례가 행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여건에서 특기할만하다고 간주된 것이 기록으로 남은 사실을 시사한

다. 그 무엇보다 고려가 원 복속기와 달리 배표례 의주까지 마련한 실을 고려

할 때, 고려말기에도 배표례가 일반 으로 거행되었을 사실은 어렵지 않게 상

할 수 있는 바라고 하겠다.

고려말기에는 그 이 과 달리 進大明表箋 라는 배표례 의식 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원 복속기와 달리 식 차를 직 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당시 배표례는 이 의주에 따라 거행되었을 것이다.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

면 아래와 같다.

￭(宮)殿上 正中에 闕庭을 설치함. 表箋案은 闕庭 앞에, 香案은 表箋案 앞에 둠. 

王拜位는 北向인 채 殿庭 正中에, 衆官拜位는 北向인 채 王位 남쪽에 치함. 

龍亭은 殿庭 南部의 正中에 둠.

￭王은 冕服을, 衆官은 朝服을 갖춰 입고 실무자가 표 에 날인하고 표 을 表箋

案에 올려놓는 과정을 지켜 (?). 국왕과 衆官은 각자의 배 로 나아감.

￭국왕과 의 再拜→국왕은 향안 앞으로→국왕과 (배 에서?)은 꿇어앉음

→국왕은 ‘三上香’→국왕은 표문을 받든 리로부터 건네받아 사신에게 건넴(이 

과정이 ‘進表’)→ 사신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표문을 받고 일어나 다시 탁

자에 올려놓음→국왕과 의 ‘俯伏 平身’→국왕과 의 再拜.

77) �고려사� 권46, 세가46 공양왕 4년 6월 정묘 “遣門下評理慶 如京師 賀聖節 開城尹趙仁

瓊 賀千秋節 王如壽昌宮 拜表箋 遂幸我太祖第 問疾 仍置酒 曰 予雖無厚報 何至忘德 因

泣下 遂歡飮 及罷 以琴瑟等 器 遺之曰 病中可養耳目 其速治療 爲寡人 出視事”

78) 이정란(2018 앞의 논문, 53면)은 공민왕 21년 11월 신미 기록이 謝恩表에까지 배표의례

가 용된 사실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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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가 끝나면 국왕은 引禮를 따라 서쪽으로 물러나서 서고, 리들은 引班을 

따라 좌우에 늘어섬→사신이 표문과 문을 각각 받들고 앞서 가면 국왕과 

리들은 뒤에서 송→사신은 표 을 용정 속에 넣음→사신은 국왕  리들과 

함께 궁문 밖까지 나감→국왕은 궁 으로 돌아와 복을 벗음→ 리들은 조복

을 갖추어 입고 도성 문 밖까지 송하며 사신은 표 을 받들고 길을 떠남.79)79)

이 進大明表箋 는 사실상의 원 복속기 배표례 의주라 할 수 있는 元日外路拜

表 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노정한다. 첫째, 進大明表箋 는 원 복속

기 배표례 의주와 달리 명의 도 밖에 있는 번왕의 배표의례라는 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 보아도 명확히 번국(제후국)의 황제를 상 로 한 

외교의례인 것이다. 둘째, 進大明表箋 는 元日外路拜表 와 마찬가지로 ‘再拜→

국왕을 매개로 한 표문의 달→再拜’를 의례의 기본 구성으로 하면서도 의례 

차가 상 으로 복잡하 다. 셋째, 進大明表箋 에서는 군주와 신하가 각각 

명이 사여한 면복과 조복을80)
80)입고 의례에 참석토록 하 다. 元日外路拜表 에

는 복식에 한 직  언 이 없으나, 황제를 상으로 한 여타 외로아문 의례

를 감안할 때 몽골(원)의 지방 원은 公服을 착용하고 배표례를 거행했을 것이

다. 그런데 원 복속기에는 몽골(원)이 명과 달리 복을 하사하지 않았기에, 당

시에 고려는 종래로 입어온 복식을 활용하 을 것인데, 추정컨 , 군주는 紫袍를 

착용하 을 것이다. 배표례와 짝을 이루는 요하례에서 자포를 착용한 에서81)
81) 

볼 때 그러하다. 넷째, 進大明表箋 에 따르면, 황제를 상징하는 궐정이 (宮)殿

에 설치되어야 했다. 궁궐을 바라보며(望闕) 향안을 설치하도록 한 元日外路拜

表 와 달리, 進大明表箋 는 (宮)殿上에 闕庭을 설치하고 그 앞에 차례로 表箋

案과 香案을 설치토록 하 다. 특히 이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 으로 보아 

고려말기 배표례에서의 군신 계는 에 비해 시각 으로 더욱 뚜렷한 방향

으로 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주와 신하들이 착용한 복은 명 황제의 사여

품으로 각각 황제의 내신제후(친왕, 군왕 등)와 조정 신하들의 것과 사실상 다

79) �고려사� 권67, 志21 禮9 嘉禮 進大明表箋 .

80) 이에 해서는 유희경, 1980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 학교출 부 참조.

81) 최종석, 2010 앞의 논문, 243-2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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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은 데서, 한 막연한 망궐 신에 황제를 상징하는 조형물(궐정)을 설

치하고 이를 상 로 의례를 치른 데서 그러하다.

이처럼 고려말기의 배표례는 구체 인 의례 양상에서 원 복속기와 여러모로 

달랐다. 그 기는 해도 당시에 거행된 배표례는 원 복속기와 마찬가지로 군주가 

자신의 신하에게 표문을 달하는 과정에서 황제를 상으로 군신 의례를 구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핵심 를 공유하고 있었다. 차이만 주목하여 이 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표례의 변화는 원 복속기와 고려말기를 연속의 두 시

기로 하는 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명의 蕃國進賀表箋 注의 작성과 고려의 수용

고려말기 배표례의 의식 차인 進大明表箋 는 �大明集禮� 賓禮에 수록된 蕃

國進賀表箋 注와 사실상 동일하다.82)82)의례의 구성, 차, 참여자, 집사자 등 어

디 하나 다른 데가 없다. 차이 이라고 한다면, 蕃國進賀表箋 注의 ‘于’, ‘蕃王’, 

‘蕃國衆官’, ‘引班四人’, ‘王’, ‘各置于匣中外’, ‘受箋’이 進大明表箋 에는 각각 ‘於’, 

‘王’, ‘衆官’, ‘引班四人位’, ‘王位’, ‘各置于匣中’, ‘受表’로 되어 있는 사소한 차이 정

도이다. 그나마 에 띄는 차이는 蕃國進賀表箋 注의 ‘司贊唱鞠躬拜 拜 平身 

(蕃)王 衆官皆鞠躬 作拜 拜 平身 止’,83)83)‘引禮賛上香上香三上香’, ‘使 各捧

表箋前行’이 進大明表箋 에는 각각 ‘司贊唱再拜 作 王 衆官 皆再拜 止’, 

‘引禮賛三上香’, ‘使 取表箋 各捧前行’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마

도 그 차이는 축약 내지 같은 내용의 미미하게 다른 표 으로 인한 데서 비롯

되었을 따름이다.

이러한 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모사하다시피 한 

데서 다. �고려사� 지의 進大明表箋 는 고려가 작성한 배표례 의주이긴 하

나 명 측이 작성한 의주의 복제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進大明表箋 가 �大

明集禮� 蕃國進賀表箋 注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 명집례�

蕃國進賀表箋 注를 토 로 작성되지 않았다. 고려말기 당시에 � 명집례�는 고

82) �大明集禮� 권30, 賓禮一 蕃國進賀表箋 注.

83) 이 구 은 두 차례 기재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蕃王’으로, 다음번에는 ‘王’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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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아  보지도 입수하지도 못한 서책이었기 때문이다.84)84)進大明表箋 가 

본으로 삼은 것은 따로 있었으니 �번국의주�의 蕃國進賀表箋 注가 바로 그것이

었다. 

�번국의주�란 明이 홍무 3년(1370, 공민왕 19)에 편찬한 인쇄 책자이다. 명은 

이  왕조들과 달리 천자가 제를 매개로 하여 국과 蕃國들로 이루어진 천하

를 다스리는 새로운 방식의 화이질서를 구 하고자 하 고, 그 일환으로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상으로 거행되는 의례들까지 직  작성하 다.85)85)1370년 9

월에 편찬된 �大明集禮� 賓禮 내의 蕃國進賀表箋 注, 蕃國接詔 注, 蕃國受印物

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 注가 그것들이다. �번국의주�는 바로 이

들 4종의 의주로 구성되었다. 명은 홍무 2년(1369, 공민왕 18) 9월에 작성된 각

종 蕃國禮를 보완하여 � 명집례�의 빈례를 완성해 가는 와 에 고려 측이 번국

에서 황제를 상으로 거행해야 하는 의례들의 반사를 요청하자 해당 의례들을 

뽑아 �번국의주�를 작성하여 고려에 보냈을 것이다. 그러하 기에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주들은 � 명집례�와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하 다.86)86)�고려사� 지

에 수록된 명 황제를 상으로 한 외교의례의 의주는 �번국의주�의 이들 4종의 

의주를 토 로 작성된 것이었다. 進大明表箋 를 포함하여 迎大明詔使 , 迎大明

賜勞使 ,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 가 이에 해당한다.87)87) 

84) 이와 련해서는 김문식, 2009 ｢조선시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 82-83면 

참조.

85) 이에 해서는 岩井茂樹, 2005 ｢明代中國の禮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 �東洋文化�

85; 檀上寬, 2013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  가운데 ‘第

三部 明代朝貢體制と華夷秩序’ 참조.

86) 이상의 �번국의주�에 한 소개 내용은 최종석, 2015 ｢고려 말기․조선 기 迎詔 禮에 

한 새로운 이해 모색: �蕃國 注�의 소개와 복원｣ �민족문화연구� 69; 최종석, 2018  

｢조선 기 迎詔禮 운 과 �蕃國 注�｣ �역사와 담론� 86을 토 로 작성되었다.

87) �고려사� 지에 수록된 명 황제를 상으로 한 외교의례의 의주로는 이들 외에 ‘迎大明

無詔勑使 ’가 더 있다. 이것은 詔勅이 아니라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명 사신을 맞

이하는 의례의 의주로 �번국의주�를 토 로 하지 않고 고려가 자체 으로 작성한 것이었

다. ‘迎大明無詔勑使 ’에 해서는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윤승희, 2018 ｢고려 말 명 사

신 의례의 성립: ｢迎大明賜勞使 ｣와 ｢迎大明無詔勅使 ｣를 심으로｣ �한국 세사

연구�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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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국의주�와 � 명집례� 빈례에 수록된 4종의 의주는 거의 동일하 을 것이

기에,88)88)앞서 본 �고려사� 進大明表箋 의 � 명집례� 蕃國進賀表箋 注와의 차

이는 사실상 �번국의주� 蕃國進賀表箋 注와의 차이이기도 하 을 것이다. �고

려사� 進大明表箋 의 �번국의주� 蕃國進賀表箋 注와의 차이는 고려가 �번국의

주� 蕃國進賀表箋 注를 본으로 進大明表箋 를 작성하면서, 단순한 수정을 

가하거나(‘于’→‘於’), 고려를 주체로 할 때 어색한 표 을 수정하거나(‘蕃王’→

‘王’, ‘蕃國衆官’→‘衆官’), 사소한 오류를 교정하거나(‘引班四人’→‘引班四人位’, ‘王’

→‘王位’, ‘各置于匣中外’→‘各置于匣中’, ‘受箋’→‘受表’), 앞서 언 하 듯이 축약 

혹은 같은 내용을 미미하게 다르게 표 하거나 하는 데서 기인하 다.89)89)

進大明表箋 를 포함하여 迎大明詔使 , 迎大明賜勞使 , 元正冬至上國聖壽節

望闕賀 의 토 가 된 �번국의주�는 명이 고려에 요청에 응하여 하사한 것이라

고 단된다. 공민왕 18년(1369) 8월 고려는 명에 사 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명 을 경하하는 사신으로 賀聖節使, 千秋使, 賀正使를 한꺼번에 보내면서 아울

러 本國朝賀 注의 하사를 요청하 다.90)90)이들 사신은 각자 지니고 온 하표를 

올리고 조하의례에도 참석하 을 것이다. 고려가 요청한 本國朝賀 注란 고려의 

처지에서 불필요한 황제 조정에서의 조하례 의주가 아닌 고려가 명 황제를 상

로 거행하는 조하례의 의주, 즉 요하례의 의주에 해당하 을 것이다.91)91)명은 고

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해 6월 本國朝賀 注 한 책을 고려에 하사하 다.92)92) 

88) 최종석, 2015 의 논문.

89) �번국의주�와 � 명집례�의 蕃國進賀表箋 注가 100%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

명집례� 蕃國進賀表箋 注와 �고려사� 進大明表箋  사이의 차이는 매우 드물겠지만 �번

국의주� 蕃國進賀表箋 注와 �고려사� 進大明表箋  사이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

90)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8월 무진 “遣摠部尙書成准得如京師 賀聖節 大 軍金

甲雨賀皇太子千秋節 工部尙書張子溫賀正 仍請賜本國朝賀 注”

91) 요하례의 의주를 朝賀 注로 표 하는 것은 어색하다거나 부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와 련하여 원 복속기 이래로 성 의 조하의는 곧 요하례이기도 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고려가 명을 상 로 하여 본국(자국)의 朝賀 注의 하사를 요청했기에, 명의 입

장에서 보자면 그러한 朝賀 注란 고려에서 명 황제를 상으로 거행해야 하는 조하례의 

의주에 해당하 을 것이다.

92) �고려사� 권42, 세가42 공민왕 19년 6월 갑술 “張子溫還自京師 帝賜本國朝賀 注一冊及

金龍紵絲 紅熟裏絹 各二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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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국조하의주는 정확히는 �번국의주�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 注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하 기에 �고려사�의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 가 � 명

집례�의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 注와 거의 같을 수 있었을 것이다.93)93) 

그런데 이때 본국조하의주만이 하사되지는 않은 듯하다. 명은 고려가 요청한 本

國朝賀 注(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 注)만을 하사하지 않고 이를 포함

하여 세트라 할 수 있는 4종의 의주를 일 한 �번국의주�를 하사하 다고 생각

된다.94)94)마치 고려가 祭服을 요청하자 명은 군주의 제복과 조복, 왕비 복, 배

신 복 등 당시 명에서 규정이 존재하 던 복 반을 하사한 것과95)
95)유사하

게 말이다.

이 다고 할 때 배표례 의주로 좁 서 보자면, 고려가 배표례의 의주를 명 측

에 먼  요청하고 명은 이에 응하여 번국을 해 작성․ 비된 것을 고려에 하

사한 셈이 된다. 이 일은 어떠한 배경에서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구

되었을까? 이하에서는 이 의문을 풀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작업은 고려말

기에 들어서도 원 복속기와 마찬가지로 배표례를 거행한 까닭을 밝히는 것이기

도 하다.

원․명 명 이후 명은 화이질서의 측면에서도 몽골(원)을 계승하고자 하

다. 明代的 화이질서는 원조의 천하질서를 의식․계승․ 유한 것으로 이 의 

세계까지를 포함한 천하에 보편 으로 미쳐야 하는 천자의 천하 지배를 禮制의 

차원에서 구 하고자 하는 질서 다. 이 질서 아래에서 명조는 실 세계에서의 

실  여부와 상 없이 제 차원에서 천자를 정 으로 한 無外․一視同仁의 세

계를 지향․구 하고자 한 특징을 노정하 다.96)96)명은 몽골(원)과 달리 지방과 

93) 재차 언 하듯이 당시 고려는 � 명집례�를 입수할 수 없었다.

94) �고려사�에 명이 번국의주가 아니라 �본국조하의주�를 하사하 다고 한 까닭은 고려가 

당  본국조하의주를 요청하 고 이 요청에 응하여 명이 번국의주를 작성하여 하사하

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95) 김윤정, 2018 ｢고려후기 ‘賜 冠服’의 재개와 문화사  의미｣, 한국역사연구회 세1분과 

발표문, 8-9면.

96) 宮岐 定, 1969 ｢洪武から永樂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 �東洋史硏究� 27-4; 岩井茂樹, 

2005 ｢明代中國の禮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 �東洋文化� 85; David M. Robinson, 

2008 The Ming Court and the Legacy of the Yuan Mongols, Culture, Courti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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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국을 명확히 구분하 기에,97)97)더욱 정확히는 구분할 수밖에 없었기에, 화이질

서의 구 은 천자를 정 으로 한 ( )지배질서가 지방에서와 다름없이 번국에

서도 실 되는 것이 건이었다. 설령 그 구 이 사실상 지면으로 그친다고 할

지라도 말이었다.98)98) 

배표례의 측면에서 보자면, 명은 에 外路衙門( 부)이자 제후국인 고려에

서 고려(군주)와 정동행성 차원의 진하사 견이 ‘混一’된 채 배표례가 거행되어

온 실을, 제후국에서의 배표례 거행으로 유하여 계승하 다. 즉 명은 와 

달리 고려를 외로아문과 명확히 구분된 번국으로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에서 원

 고려에서의 배표례 시행을 번국인 고려에서 배표례가 거행되었다는 것으로 

‘ 유’하고는, 번국에서도 배표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在外衙門 배표례의 

의주 외에도 번국(왕)의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례 의주까지 작성하 다. 구체

으로 명은 在外衙門과 번국 용도의 배표례 의주를 작성하여 각각 �洪武禮制�

와 � 명집례�(�번국의주�)에 수록하 다. 이처럼 번국에서 황제를 상으로 거

행하는 배표례의 의주를 국 왕조가 직  작성하는 유의 상은 명이 고려와 

몽골(원) 사이의 일을 유․계승한 데 따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명이 在外衙門과 번국 용도의 배표례 의주를 따로 작성하 다고는 하나, 양자

는 사실상 그리 다르지 않다. 在外衙門과 번국의 차이에 따른 기술 인 차이, 가

령 班首와 蕃王의 차이를 제외하고 비교  뚜렷한 차이라고 한다면 다음 두 가

지 정도이다. 하나는 蕃國進賀表箋 注가 번왕을 매개로 한 표문의 달을 후

하여 再拜를 해야 한다고 한 것과 달리 �홍무 제�는 再拜가 아닌 四拜를 행하

도록 하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元日外路拜表 는 蕃國進賀表箋 注와 마찬가

지로 반수를 매개로 한 표문의 달을 후하여 再拜를 하도록 했다. 둘째, 蕃國

進賀表箋 注가 再拜를 끝으로 배표례를 마무리한 데 비해, �홍무 제�는 再拜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檀上寬, 

2013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  참조.

97) 이와 련하여 정동훈, 2015 앞의 논문 참조.

98) 제를 매개로 한 明代的 화이질서의 구 이 사실상 지면상의 구 에 만족한 에 해

서는 최종석, 2018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 조서를 맞이하는 식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 한 탐색｣ �한국문화� 83, 234-2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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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도 “唱搢笏 鞠躬三 舞蹈 跪山呼 三 唱出笏 俯伏  作 四拜 平身 止”의 

차가 부가되어 있었다.99)99)元日外路拜表 는 蕃國進賀表箋 注와 같이 再拜를 

끝으로 배표례를 마무리하 다.

이러한 차이는 명이 在外衙門과 번국 용도의 배표례 의주를 별도로 작성하면

서, 번국 용도의 배표례 의주는 의 元日外路拜表 를 사실상 모방한 한 데 

비해 在外衙門의 배표례 의주는 기본 으로 번국의 배표례 의주와 다르지 않으

면서도 이보다는 군신 사이의 차이를 확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된 데서 비

롯되었을 것이다. 특히 蕃國進賀表箋 注가 의 元日外路拜表 를 사실상 모

방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때까지 번국 용도의 배표례 의주가 마련된 은 없고 

고려에까지 용되었던 원  지방아문 용도의 배표례 의주가 남아 있는 여건에

서, 명은 元日外路拜表 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지방아문이 아닌 번국에 걸맞은

―정확히는 걸맞다고 단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蕃國進賀表箋 注를 작성하

을 것이다.100)100)

명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번국에서도 배표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번

국 용도의 배표례 의주를 별도로 마련하 다고 할 때, 고려는 무슨 이유에서 명 

황제를 상으로 해서도 배표례를 거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 측이 작성한 의

주를 수용하여 이를 토 로 배표례 의주를 마련한 것일까?

앞서 언 하 듯이, 원 복속기에 이르러 고려(군주)는 정동행성이 진하표문을 

올리면서 배표례를 거행한 방식을 좇아서, 그리고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외

로아문의 의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하표문을 올리는 시에 배표례를 

거행하게 되었다. 종국에는 고려(군주)와 정동행성이 각기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은 ‘混一’되었으니, 배표례 한 같은 운명이었다.

그러다 명을 상 로 해서는 외로아문(정동행성)의 상은 탈각되고 번국(제후

국)의 상만이 남게 되었다. 외로아문(정동행성)의 상이 소멸해도 배표례 거

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애 에 정동행성 승상의 상이 ‘고려국왕’으로 하여  

 99) �홍무 제� 進賀禮 .

100) 에 고려가 元日外路拜表 를 활용하여 몽골(원) 황제를 상으로 배표례를 거행한 

사실도 명이 元日外路拜表 를 바탕으로 蕃國進賀表箋 注를 작성한 상과 무 치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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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표례를 거행토록 견인하 다고 할지라도, 한 충렬왕 28년의 배표례 始行 조

치는 고려(군주)가 표문을 올리는 시에도 외로아문의 의례를 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고 할지라도, 명에 사 하게 된 시 에서 배표례 거행은 이미 오랫

동안 고려(군주)가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행해온 일로―실제 으

로는 ‘혼일’이었어도― 간주되었을 것이다. 즉 명에 사 하고 나서 배표례는 번

국(제후국)이 거행하는 의례로 간주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당시 유자 

료들은 천하가 공간 ․종족 ․문화  측면에서 화와 이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화이의식을, 지역과 종족의 측면에서는 자국을 ‘이 ’으로 보면서도 

여타 이 들과 달리 보편  성격의 화 문명(문화)을 추구․향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용하여(‘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 고려가 국 밖의 외국(이

 세계)이면서도 문명 화를 추구하여 국내외 방면의 구별 없이 국을 심

이자 정 으로 삼는 천하질서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 달리 말해 그

러한 천하질서 내에서 고려가 국내외 방면의 구별 없이 제후(국)로 존립하고 있

다고 보았다.101)101)이러한 의식 세계에서 번국(제후국)이 거행하는 의례로 간주되

고 있었을 배표례의 거행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고려말기에는 아

직 ‘온 한’ 제후국 체제의 실 을 한 극 인 움직임이 없기는 해도102)
102)기왕

의 제후 제도나 그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는 별다른 의식 없이 계승․활용되고 있

었다. 당시 배표례를 거행해야 하는지는 문젯거리, 논란거리가 아닌 것이다.

고려말기에 당면한 문제는 배표례 거행을 해야 하는 일로 제하면서 어떠한 

의주를 토 로 해서 배표례를 거행해야 하는지 을 것이다. 원 복속기 지방아

문(정동행성)과 제후국의 ‘混一’을 토 로 한 배표례 식 차, 구체 으로는 元

日外路拜表 를 활용한 것을 그 로 사용하기는 곤란하 을 것이다. 더는 겸하

는 식으로라도 지방아문의 상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명을 상 로 하여 배표례와 짝을 이루면서 동시에 같은 문제에 직면하

101) 고려말기 당시의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  천하질서 하에서의 자기정체성에 

해서는 최종석, 2017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조선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참조.

102)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 태종  이래로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 최종석, 2019 ｢13～15세

기 천하질서와 국가 정체성｣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비평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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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례의 의주( 식 차)를 요청하 다.103)103)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명 측은 

고려가 원하고 요구하는 의주들, 즉 원 복속기 이래 황제를 상으로 고려(번

국) 국내에서 거행된 군신의례의 의주들을 작성하고 있었기에 이들 의주를 일

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 을 것이다. 당면 문제가 말끔히 해결

된 것이다. 고려는 하사받은 이들 의주를 토 로 進大明表箋 를 포함하여 迎大

明詔使 , 迎大明賜勞使 ,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 라는 황제국을 상 로 한 

‘제후(국) 의례’를 마련하 다.

고려처럼 이러한 성격의 의주들을 명 측에 요청한 경우는 없다. 왜 유독 고려

만 그러한 의주들을 요청했을까? 앞서 살펴본 원 복속기의 역사 경험을 도외시

하면 그 이유를 찾을 길은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지 까지 고려후기 배표례에 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표문은 고려시  내내 황제국에 올려졌지만, 충렬왕 28년(1302) 8월 갑

자일에 拜表禮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고려 군주는 작성된 표문을 자신의 신하

인 使 에게 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拜禮를 행하고 꿇어앉은 채 직  표

문을 사자에게 달하는 식으로 황제를 상으로 한 臣禮를 행하 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 에는 고려 군주가 작성된 표문을 황제국에 견되는 자신

의 신하에게 달하는 과정에서 배표례 없이 표문을 하 다. 구체 으로는 사

자에게 직  표문을 건네지 않고 실무자를 통해 달하 을 것이다.

둘째,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 에도 고려 군주가 황제를 상 로 하여 배

표례를 거행하는 가 있곤 했지만, 이러한 사례는 국교 재개 이후 송과의 계

에서처럼 사신 왕래가 제한 이고 비정례 으로 이루어지는 여건에서 비정례

103) 고려가 명에 사 한 이후 처음으로 견하는 進賀使이다 보니 이를 통해 번국 내에서 

명 황제를 상 로 거행되는 의례의 식 차를 요청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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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문한 송 사신 편에 표문을 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다. 이러한 배표

례는 고려 군주가 황제를 행한 詔使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의 일로, 자

신의 신하에게 표문을 달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과는 질 으로 달랐다.

셋째,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배표례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로 그것은 몽

골(원) 황제를 상으로 한 원 복속기에서는 물론이요, 고려말기에 명 황제를 

상으로 해서도 賀表를 올리는 시에 행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다만 �고려

사�에 수록된 배표례 사례는 극히 희소한데, 이들은 실제 거행된 모집단 가운데 

극히 일부로 통상  혹은 일반 이지 않은 특기할만한 것에 해당한다.

넷째,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에 拜表禮의 첫 거행과 그 이후로의 지속으로 

인해 고려 ‘국내’라는 공간에서조차 표문을 매개로 고려 군주와 황제 사이에 군

신 계가 구 되었다. 배표례와 짝을 이루는 遙賀禮(=望闕禮)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원 복속기 이 에 고려 군주는 正朝, 聖節 등 황제(국)의 명 을 맞아 

자신을 신한 使 로 하여  명 날에 앞서 황제에게 축하의 표문을 바치고 명

 당일에는 군신의례인 朝賀 禮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경하를 표하도록 하 지

만, 정작 자신은 황제(국)의 명 을 맞아 자국 내에서 臣禮를 행하지 않았다. 그

러다 원 복속기 들어서 고려 군주는 국내에 머물면서도 황제(국)의 명 을 경하

하기 한 신례인 배표례와 요하례를 거행하 다.

한편 송 사신에게 한 것처럼 황제를 행한 사신에게 표문을 달하는 과정에

서 거행된 배표례는 ‘국내’ 무 에서 벌어졌음에도 외교 공간에서의 일이 된다. 

이는 황제가 보낸 詔使가 와서 조례를 거행한 시에 ‘국내’에 외교 무 가 펼쳐

지고 여기서 고려 군주가 황제 신하의 상을 구 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다섯째,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 에 충렬왕은 구래의 상인 작 로서의 

‘고려국왕’이 아니라 지방 부의 장 인 정동행성 승상의 자격에서 배표례를 거

행하 다. 충렬왕 14년(1288)부터 충렬왕 32년(1306)까지 정동행성은 고려(군

주)가 진하사를 견하는 것과 별도로 진하사를 보냈다. 당시 충렬왕은 정동행

성 승상이라는 몽골(원)의 5품 이상 장 의 자격에서 賀表를 작성하여 사자를 

통해 황제(카안)에게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원)의 5품 이상 외로아문의 

長官과 마찬가지로 �大元聖政國朝典章�에 수록된 元日外路拜表 에 의거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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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례를 거행하 을 것이다.

여섯째, 충렬왕 14년 이후로 한동안 충렬왕은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표문을 올

린 때에만 배표례를 거행하 을 것이고 ‘고려국왕’으로서 표문을 올린 시에는 구

래의 방식 로 배표례 없이 사자에게 이를 건넸을 것이다. 그러다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일 이후로 고려 군주는 ‘고려국왕’ 명의로 표문을 보내는 때에도 기왕의 

방식 신에 정동행성에서 하는 것과 같이 배표례를 거행하 다.

일곱째, 충렬왕 28년 이후로 고려(군주)가 주체가 되어 거행된 拜表禮의 의식

차는 �大元聖政國朝典章�에 수록된 元日外路拜表 와 사실상 같았을 것이다. 

다만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가 元日外路拜表 로 거행된 것과 달리 고려(군

주) 차원의 배표례는 ‘고려국왕’이 외로아문의 班首가 아닌 데서 의례의 구성과 

차가 기본 으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면서도 외로아문의 반수 신에 ‘고려국

왕’을 상정하면서 변개가 필요한 부분은 손보는 식으로 운 되었을 것이다.

여덟째, ‘고려국왕’ 명의의 표문을 올리는 시에도 배표례를 거행하게 되고 나

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은 소멸

하 지만, 정동행성과 고려(군주) 차원에서 표문을 올리는 일은 ‘混一’되었을 것

이다. 배표례 한 ‘混一’의 방식으로 치러졌을 것이어서, 행성 과 고려 신료가 

함께 배표례에 참석하 고, 정조를 경하하는 표문의 배표례는 정 에서, 성 의 

경우 정동행성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다.

아홉째, 충렬왕 28년 고려(군주) 차원의 배표례 始行은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

례 거행에 의해서 견인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렵 두드러진 정동행성(승

상)을 매개로 한 元制(禮) 수용의 흐름과도 무 치 않다. 충렬왕 28년의 배표례 

始行은 후 의 시각에서 보자면 제후국이 황제를 상으로 거행해야 할 의례를 

수용․시행한 일로 비칠 수 있으나, 몽골(원) 등장 이 에는 국 밖의 제후국

이 자국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다고 하는 감각이 

황제국과 제후국 어느 편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충렬왕 28년의 조치는 국 밖

의 제후국이 자국의 사자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첫 사례

에 해당한다. 이 조치는 고려(군주)가 표문을 올리는 시에도 외로아문의 의례를 

용하고자 한 차원에서 지, 존재하지도 않았을 제후국(번국) 버 의 배표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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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실행하고자 한 데서가 아니었다.

열째, 고려말기에 배표례는 고려가 작성한 進大明表箋 라는 배표례 의식 차

에 따라 거행되었다. 그런데 進大明表箋 는 명 측이 작성한 �번국의주�의 蕃國

進賀表箋 注를 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進大明表箋 는 蕃國進賀表箋 注와 

비교할 때 의례의 구성, 차, 참여자, 집사자 등이 동일할 정도로 복제품과도 

같은 것이었다. 고려는 몽골(원) 신 명에 사 하게 된 이후 배표례와 짝을 이

루는 요하례 의주(本國朝賀 注)의 하사를 명 측에 요청하 고, 당시 명은 蕃國

進賀表箋 注, 蕃國接詔 注, 蕃國受印物 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

注 등의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상으로 거행되는 의례들을 직  작성하고 

있어, 고려의 요청에 응해 이들 의례를 묶어 �번국의주�를 만들어 고려에 보냈

을 것이다.

열한째, 원․명 명 이후 명은 화이질서의 측면에서도 몽골(원)을 계승․

유하고자 하 고, 이 일환으로 명은 에 外路衙門( 부)이자 제후국인 고려

에서 고려(군주)와 정동행성 차원의 진하사 견이 ‘混一’된 채 배표례가 거행되

어온 실을, 제후국에서의 배표례 거행으로 유하여 계승하 다. 명은 와 

달리 고려를 외로아문과 명확히 구분된 번국으로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에서 원

 고려에서의 배표례 시행을 번국인 고려에서 배표례가 거행되었다는 것으로 

‘ 유’하고는, 번국에서도 배표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在外衙門 배표례의 

의주 외에도 번국(왕)의 황제를 상으로 한 배표례 의주까지 직  작성하 다. 

번국에서 황제를 상으로 거행하는 배표례의 의주를 국 왕조가 직  작성하

는 유의 상은 명이 고려와 몽골(원) 사이의 일을 유․계승한 데 따른 산

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을 상 로 해서는 외로아문(정동행성)의 상은 탈각되고 번국

(제후국)의 상만이 남게 되었지만, 고려가 명에 사 하고 나서 배표례와 련

한 당면 문제는 배표례 거행 여부가 아니라 거행을 제로 하면서도 어떠한 의

주를 토 로 해서 배표례를 행해야 하는지 을 것이다. 더는 겸하는 식으로라도 

지방아문의 상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원 복속기처럼 元日外路拜表 를 활용한 

것을 그 로 사용할 수 없어, 고려는 명을 상 로 하여 배표례와 짝을 이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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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같은 문제에 직면하 을 요하례의 의주( 식 차)를 요청하 다. 명 측

은 고려가 원하고 요구하는 의주들, 즉 원 복속기 이래 황제를 상으로 고려

(번국) 국내에서 거행된 군신의례의 의주들을 작성하고 있었기에 이들 의주를 

일 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 을 것이다. 고려는 하사받은 이들 

의주를 토 로 進大明表箋 를 포함하여 迎大明詔使 , 迎大明賜勞使 , 元正冬

至上國聖壽節望闕賀 라는 황제국을 상 로 한 ‘제후(국) 의례’를 마련하 다.

이러한 進大明表箋 는 조선시 의 拜表 로 계승되었고, 그것은 조선말기까

지 지속되었다. 원 복속기에 고려 군주가 몽골(원) 지방 부의 장 인 정동행

성 승상이기도 한 데서, 충렬왕이 무언가의 의도에서 몽골(원) 외로아문 의례를 

수용․활용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을 배표례 시행은, 당 의 의도와는 별개로 

명과 고려에 의해 공히 제후국에서의 배표례 거행으로 ‘轉有’․계승되었다. 명은 

지면상으로라도 천자를 정 으로 한 ( )지배질서가 번국에서 구 되는 것을 

염원하여 번국이 명 황제를 상으로 거행하는 배표례의 식 차(蕃國進賀表箋

注)를 작성하 다고 한다면, 고려(이후 조선)는 국 밖의 외국(이  세계)이

면서도 문명 화를 추구하여 국내외 방면의 구별 없이 국을 심이자 정 으

로 삼는 천하질서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의식 세계에서 배표례를 번국(제후국)

이 행해야 하는 의례로 간주하면서 거행하 을 것이다. 배표례를 둘러싼 양국 

간의 共鳴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을 것이다. 이러한 공명 속에서 배표례

는 제후(국)의 당  의례로 인식된 채 조선말기까지 거행되었다.

주제어 : 배표례, 정동행성, 외교의례, 원 복속기, 고려

투고일(2019. 4. 15),  심사시작일(2019. 4. 16),  심사완료일(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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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and Continuation of Bapyo(拜表) ritual

in the late Koryo dynasty and Mongol impact

104)

Choi Jongsuk *

This is the result of research on Bapyo(拜表) ritual in the Koryo dynasty. Here, 

Bapyo ritual is limited to certain ritual in which the Koryo monarch offers Pyomoon(表

文), which is sent to the emperor, to his own ambassador. This type of Bapyo ritual 

started in 1302 and continued until the end of Chosun dynasty.

In this paper, I identified the fact that Bapyo ritual started in 1302 and lasted in the 

end of Koryo dynasty. After that, I examined the context in which Bapyo ritual emerged 

during the Mongolian domination. Until Koryo performed Bapyo(拜表) ritual for the 

Mongolian emperor in 1302, it had never been conducted for China’s emperor at a 

country outside China’s territory. The holding of Bapyo ritual was not due to the fact 

that the diplomatic protocol between the emperor country and the lord, which had 

already existed finally began to implement. But it came from an unprecedented situation 

that the Koryo monarch was also the secretary of the Mongolian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the minister of Chungdonghangsung(征東行省).

Finally, I explained the reason why the ritual was inherited and survived to the end 

of Koryo. I investigated the fact that in terms of Bapyo ritual, the Koryo and the Ming 

dynasty together inherited relationship between Koryo and Mongol during the Mongolian 

domination, interpreting the relation in his own way. Through this, I tried to clarify the 

reason why the ritual was inherited and survived to the end of Koryo. This research 

work is also a task to find out that the “mutational” ritual stemming from the situation 

where the Koryo monarch is also the minister of Chungdonghangsung was reborn to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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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ory and typical diplomatic ritual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the Ming․

Ching dynasties.

Key Words : Bapyo(拜表) ritual, Mongolian domination, Chungdonghangsung(征東行

省), diplomatic ritual, Kor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