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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德帝의 말과  *
� 서울과 북경에서 바라본 황제의 두 얼굴 �

1)

정 동 훈 **

1. 문제의 소재

2. 선덕제의 : 勅書에 담긴 공 인 외교

3. 선덕제의 말: 宣諭聖旨에 담긴 사 인 외교

4. 서울과 북경에 남아있는 상반된 기록

5. 맺음말을 신하여: 史官의 역할

1. 문제의 소재

‘仁宣之治.’ 명  宣德 연간(1426-35)의 정치를 상징하는 말이다. 洪武帝의 건

국과 그의 재  기간(1368-98)의 정치  격동, 靖難의 變(1399-1402)을 거친 이

후, 鄭和의 해외 원정으로 상징되는 永樂 연간(1403-24)의 무후무한 외 팽

창을 지나, 그 뒤를 이어서는 土木의 變(1449)이라는 희 의 사건으로 막을 내

리는 正統 연간(1436-49) 이 까지의 10년 남짓을, 역사에서는 일반 으로 仁宣

之治라고 부른다. 즉 선덕 연간은 그의 父皇 洪熙帝의 짧은 재  기간(1424-25)

과 아울러 본격 으로 守成期에 어든 명이 태평한 세월을 구가했던 것으로 이

해된다. 이는 마치 漢나라 때의 文景之治, 그러니까 건국 이후의 혼란기를 수습

한 이후이며, 뒤따를 武帝 재  기간(기원  141-87)의 정벌 사업에 토 가 될 

수 있도록 국이 본격 으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되는 文帝와 景帝의 재

*  이 연구는 아모 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교육 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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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연상시키는 표 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청 에 谷應泰가 �明史紀事本末�을 지어 이 시기를 ‘仁宣致

治’라고 평가한 것이 결정 인 향을 끼친 것 같다. �명사기사본말�에서는 仁宣

致治의 근거로 “三楊이 재상 역할을 하고 夏․蹇이 함께 조정에 있었다. ( 략) 

仁宗․宣宗 시 에는 敎化와 治理가 크게 일어났으며, 한 어진 이를 등용하고 

不肖한 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을 들었다. 즉 楊士奇․楊榮․楊溥 등 三楊

과 夏原吉․蹇義 등 조정의 명한 원로 신들이 정치를 주도하 음을 서특

필했던 것이다.1)1) 

이 평가는  연구자들에게도 체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정치제도 연구

를 통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왔다. 홍무~ 락 연간 약 60년을 거치면서 형성되

었던 황제독재체제가 이제 문신 료제에 의해 보완, 혹은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선덕 연간은 內閣의 권 가 강화, 정착되고 거기에 三楊과 같은 賢相들이 등

용되며 조정의 의사가 정치 운 에 합리 으로 반 되었던 시기 다고 한다.2)2) 

특히 선덕제는 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각 아문의 장 들과 의를 거

치는 과정을 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3)3)한편으로는 司禮監을 통해 황제의 정

무 활동을 보조하게 하여, 이른바 내각-사례감 연합 輔政 시스템을 완비하 던 

것으로 평가된다.4)4)이를 해 內書 을 설립하여 환 을 교육시키고, 황제 명령

의 출납에 개입하게 하는 등 환 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1) �明史紀事本末� 권28, <仁宣致治> “三楊作相, 夏蹇同朝. ( 략) 仁宣之間, 化理郅隆, 又能

進賢 不肖.”

2) 朱子彦, ｢明代�仁宣至治�述論｣ �史學集刊� 1985年 第3期; 趙毅, 劉國輝, ｢略論明初“三楊”

權勢 “仁宣之治”｣ �東北師大學報�(哲學社 科學版), 1997年 第1期; Hok-lam Chan, 

1998 “The Chien-wen, Yung-lo, Hung-hsi, and Hsüan-te reigns, 1399-1435,”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Ming 

Dynasty, 1368-1644, Volume 7, Part 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86-288.

3) Jung-pang Lo, 1969 “Policy Formulation and Decision-Making on Issues Respecting 

Peace and War,” Charles O. Hucker ed., Chinese Government in Ming Tim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69-70; 張治安, 1991 �明代政治制度硏究�, 臺北: 聯

經出版事業公司  ｢廷議｣  ｢廷推｣ 참조. 

4) 趙中南, 2004 ｢論朱瞻基的歷史地位｣ �北方論叢� 2004年 第4期,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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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5)5) 

外廷의 內閣과 內廷의 司禮監이라는 두 축을 활용한 정치 운 은 황제 문서의 

발령 차를 통해 잘 드러난다. 선덕 연간, 정상 인 차에 따르면 황제에게 올

라온 章奏는 먼  內閣에 내려지고, 내각에서는 이에 한 황제의 답변안을 작

은 쪽지에 어 장주에 첨부해서 황제에게 올린다. 이를 票擬라고 한다. 그러면 

황제는 票擬의 내용을 참조하여 붉은 색 먹으로 장주의 여백에 批答을 는다. 

이를 硃批라고 한다. 그런데 황제가 직  붓을 잡고 硃批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 환 에게 이를 시켰으니, 이를 맡은 秉筆太監, 그리고 문서에 최종 날인을 

하는 掌印太監의 역할이 요하 다.6)6)

그러나 실제 정치 운 에서 환 들이 내각의 票擬를 멋 로 고치거나, 조정의 

정식 논의 차를 거치지 않고 황제가 직  명령문서를 내리는 中旨 등의 방식

을 통해 환 들의 입김이 커졌다.7)7)이에 선덕제는 환 들의 농간을 방지하기 

한 제도  장치로서 六科給事中으로 하여  자신의 명령을 받아 었다가 覆奏

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각 아문에 달하도록 규정하 다. 환 들이 자신의 聖

旨를 받아 각 아문에 달할 때에 속이는 일이 있을까 우려해서 내린 조치

다.8)8)이처럼 정교한 정치 운 과 문서행정 시스템을 통해 선덕 연간에는 합리

으로 정치가 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9)9)

선덕 연간의 외 계 역시 매우 안정 인 국면에 어든 것으로 이해된다. 

5) 全淳東, 2009 ｢明朝 前期 宦官 勢力의 推移와 機能｣ �中國史硏究� 61, 76-78면. 환  기구

의 설립과 치폐, 그 기능의 변동 등에 한 종합  서술은 Shih-shan Henry Tsai, 1996 

The Eunuchs in the Ming Dynast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39-56 참조. 

6) 李福君, 2015 �明代皇帝文書硏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55-165면 참조.

7) Charles O. Hucker, 1978 The Ming Dynasty: Its Origins and Evolving Institu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95-96.

8) 曺永祿, 1986 ｢明代前期에 있어서의 科道官體系의 형성과정｣ �東方學志� 51, 144면. 

9) 이밖에도 선덕 연간의 정치 운 에 한 종합 인 평가는 Charles O. Hucker, 1966 The 

Censorial System of Ming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09-117; 吳緝

華, 1970 ｢明仁宣時內閣制度之變 宦官僭越相權之禍｣ �明代制度史論叢� 上, 臺北: 臺灣學

生書局; 楊國楨․陳支平, 1993 �明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 122-131면; 孟森, 2019 �明

史講義�, 南京: 江 人民出版社, 118-127면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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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인 외 팽창을 주도했던 락제가 붕어하자마자, 洪熙帝는 즉 조서에서

부터 외 계 면에서의 철수를 공식화하 다.10)10)당장 락제가 야심차게 시행

했던 鄭和의 해외 원정이 단되었고, 父皇의 숙원 사업이었던 北京 천도 역시 

원 으로 돌려 南京으로의 還都를 결정하 다.11)11)이러한 결정은 선덕 연간에도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변국 조공 사 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들에 한 

 한 폭 축소하기로 하 으며,12)12)베트남에서도 최종 으로 철수하 다.13)13) 

락 연간에 고조되었던 외 교류는 선덕 연간을 거치면서 충 국면, 혹은 쇠

퇴 국면으로 어든 것으로 인정된다.14)14) 

이 시기, 그러니까 조선 세종 에는 조선-명 계도 마찬가지로 평온한 상태

다는 것이 체 인 평가이다. 洪武 연간(1368-98) 심각한 마찰을 빚었던 고

려-명, 조선-명 계는 홍무제 사후 建文 연간(1399-1402)에 조정기를 거쳐 

락 연간에 어들면서 갈등 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락 연간 기에는 漫散軍 

문제, 女眞 할권 문제 등을 두고 여 히 일정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

선 태종은 시종 로우키 략으로 일 하면서 락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이 문제는 태종 말년에는 체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

다. 그리고 세종 에 들어서는 양국 계가 훨씬 안정화되었다는 분석이다.15)15)

10) �皇明詔令� 권6, <卽位詔>. 다음과 같은 표 에서 홍희제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不

急之務, 一切停罷.” “期 天下安於太平.” 이 문서는 발령된 지 50일만에 서울에도 공식 

달되었다. �세종실록� 권26, 6년(1424) 10월 15일(丙辰). 

11) 아리미야 마나부( 순동, 임 희 옮김), 2016 �북경 천도 연구�, 서경문화사, 제5장  제

6장 참조. 

12) 陳尙勝, 1994 ｢論宣德至弘治時期(1426~1505)明朝 外政策的收縮｣ �山東大學學報�(哲學

社 科學版) 1994年 第2期, 80-83면.

13) 선덕 연간 명조의 베트남 철수에 해서는 陳文源, 2005 ｢明朝 安南關系研究｣, 暨南大學 

博士學位論文, 42-59면 참조. 

14) 의 논문들 외에도 趙中男․于虹, 2004 ｢明代宣德時期的中外關係｣ �西南師範大學學報�(人

文社 科學版) 30-6 참조. 최근 송미령 역시 홍희-선덕 연간에는 洪武帝가 지향했던 질

서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락 연간의 팽창  외정책이 조정을 거쳤다고 분석하 다. 

송미령, 2016 ｢明 洪熙․宣德연간(1424-1435) ‘西洋’에 한 정책 변화와 實相｣ �역사와 

경계� 100.

15) 표 으로 박원호, 1995 ｢명과의 계｣ �신편 한국사� 22, 국사편찬 원회; 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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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시 를 살았던 조선의 평가는 이와는 이하다. 물론 세종은 고

려말 이래 명과의 계를 두고, “前朝의 大臣들이 차 거짓된 짓을 하여 太祖 

高皇帝께서 견책하시며 용서하지 않으셨으나, 개국 이후로 솔선해서 歸附하여 

섬기기를 매우 부지런히 하 더니 황제께서 우하기를 후하게 하시었다. 太宗 

황제에 이르러서는 우리 太宗께서 공경히 섬기기를 매우 두텁게 하시었다. 하

여 내 몸에 이르러서는 지성으로써 신하로서 섬기었더니 여러 번 褒獎하는 은혜

를 입었고, 근래에는 칙서가 丁寧하고 지극히 간 함이 후에 없던 바이다.”라

고 평하기도 하 다.16)16)그러나 세종과 신료들의 속마음은 이와 달랐던 듯하다. 

세종은 “지  칙서의 말이 孤兒를 놀리는 것 같다. 언제 황제가 이 게까지 한 

이 있었는가!”라며 분개하기도 하고,17)17)이례 으로 선덕제를 가리켜 ‘不明之

君’이라고 하며, 당시 명의 정치 상황을 宦官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18)18)신하들도 명에서 海靑을 잡아 바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듣건  大金

이 播遷한 것이 실로 매 때문이라고 합니다.”라며 주 섞인 비난을 퍼붓기도 

하 다.19)19)至誠事大를 내세웠던 세종의 조정에서 명에서 사신으로 온 환 들, 나

아가 그들을 보낸 황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왔다. 어째서 

이 게 극단 으로 평가가 갈리는 것일까? 

필자는 앞선 에서 홍무제의 발언이 고려․조선에 달되는 과정을 검토하

여, 1) 親詔를 포함한 황제 명의의 문서로 달되는 방식, 2) 禮部의 咨文에 인

용되는 방식, 3) 宣諭聖旨라는 이름으로, 사신의 구두를 통해 달되는 방식 등

이 있음을 확인하 다.20)20)그리고 락 연간의 조선-명 계를 검토하며 이를 두 

2001 ｢세종 시  명 계와 사 의 왕래｣ �세종문화사 계� 3, 세종 왕기념사업회; 

조 헌, 2017 ｢15세기 한  계사: 禮制的-一元的 책 ․조공의 확립｣ �東洋史學硏究�

140 등.

16) �세종실록� 권58, 14년(1432) 11월 18일(癸酉) “前朝大臣累行詐譎, 太祖高皇帝譴責不貸. 

開國之後, 率先歸附, 事之彌勤, 帝待之以厚. 至太宗皇帝, 我太宗敬事甚篤. 傳至寡躬, 至誠

臣事, 累蒙褒奬之恩, 近來勑書丁寧切至, 前後所無.”

17) �세종실록� 권53, 13년(1431) 8월 19일(辛亥) “今之勑書有辭, 如 孤兒, 曾 皇帝至如是乎.”

18) �세종실록� 권54, 13년 10월 14일(乙巳) “不明之君在上, 宦官用事.”

19) �세종실록� 권42, 10년(1428) 11월 11일(己未) “又嘗聞大金播遷, 實由鷹子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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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로 나 어 볼 수 있다고 분석하 다. 하나는 국가  사안에 계된 것으로, 

이는 詔書나 勅書와 같은 황제 명의의 문서, 즉 을 통해 표출되었으며, 여기서

는 황제의 을 짓는 外廷의 료들이 주도권을 행사하 다. 다른 하나는 황제 

개인과 직  연 되는 貢女나 요리사, 매나 사냥개 등을 요구하는 일로, 이는 문

서에 지 않고 황제의 구두 메시지, 즉 宣諭聖旨를 통해 달되었으며, 여기에

는 황제 측근의 환 들이 극 나섰다고 보았다.21)21)

필자는 선덕 연간의 조선-명 계에서는 자보다 후자, 즉 환 이 매개가 되

어 해결하는 황제의 개인  업무가 훨씬 주된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견

되어온 사신들은 거의 부분 환 이었다. 받들고 온 勅書에 담긴 내용과는 별

도로 문서에 담기지 않은, 혹은 담을 수 없는 황제의 심부름을 수행하느라 그들

은 길게는 반년씩 조선에 머무르며 온갖 행패를 부렸다. 조선 조정은 이들의 비

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것이 상반된 평가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선덕 연간의 조선-명 계를 살펴보면서, 특히 조선에 달

된 황제의 명령을 1) 문서에 담긴 것과 2) 문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 어 

그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그리고 그 간의 사정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

리고 명과 조선에서 선덕제에 해 정반 의 평가를 남기고 있는 이유를 기록의 

문제, 남겨진 자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볼 것이다. 

2. 선덕제의 : 勅書에 담긴 공 인 외교

논의의 편의를 해 우선 선덕 연간 조선에 견되었던 명 측 사신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문서의 내용과 그들이 달한 구두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20) 鄭東勳, 2017a ｢洪武帝의 명령이 고려에 달되는 경로｣ �東洋史學硏究� 139.

21) 정동훈, 2017b ｢永樂帝의 말과 : 락 연간 조선-명 계의 두 층 ｣ �한국문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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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宣德帝 재  기간 明使 목록  달 메시지의 내용

연번 사신
入京 일시 체류 

기간22)
22)

[詔書․勅書]의 내용
비고

出京 일시 말[宣諭]의 내용

1
內官 齊賢,

行人 劉浩

7.윤7.19.
13일

洪熙帝의 遺詔

7.8.2. -

2
禮部郎中 焦循, 

鴻臚寺 卿 盧進

7.윤7.22.
10일

선덕제의 登極詔

7.8.2. -

3
監 尹鳳, 

內使 白彦

8.3.12.

76일

왕과 왕비에게 비단 하사

8.6.26.
처녀, 요리사, 화자를 선발해서 

보내라 요구

4
太監 昌盛, 尹鳳

內史 白彦

9.4.21.

89일

말 5천 필 교역 요구, 

백은 1천 냥 하사
윤 ․백언은 

고향에, 창성은 

강산에 

다녀옴9.7.20. 처녀, 執饌婢, 火  등 요구

5
指揮 范榮,

百戶 劉禎

9.10.25.
9일

世子 入朝 단

9.11.3. -

6
鴻臚寺 卿 趙泉,

兵部員外郎 李約

10.4.8.
11일

황태자 탄생 詔書

10.4.18. -

7
太監 昌盛, 尹鳳, 

內使 李相

10.7.19.
74일

국왕에게 磁器 등 하사 8.16.~9.18. 

창성, 요동 

왕래10.10.4. 처녀 韓氏 보내라 요구

8 內使 金滿
10.12.26.

35일
-

崔得霏 제사
11.2.1. 石燈盞, 개 등 요구

9
太監 昌盛, 尹鳳, 

內使 李相

11.5.2.

79일

왕에게 白金 3백 냥 등 하사

11.7.21.
火 , 執饌婢  각종 식재료, 

석등잔, 사냥개, 매 등 요구

10 內使 金滿
11.11.2.

69일
자기 하사, 매와 개 요구

12.1.11. -

11 太監 昌盛, 尹鳳
12.7.17.

147일

국왕에 은 5백 냥 등 하사, 

魚物․土豹․매․개 등 요구, 

표류민 송환

8.24.~9.27.

함경도 행

12.12.15. -

12

太監 昌盛, 尹鳳, 

內官 張童兒, 

張定安

13.8.19.
116일

매․土豹를 잡으러 가는 군

에 供饋할 것 요구
9.6.~12.2.

함경도 행
13.12.15. -

13
昌盛, 尹鳳, 

張定安

14.5.29.
186일

소 1만 마리 교역 요구, 

海靑․土豹를 잡으러 가는 

군에 供饋 요구

8.6.~11.16.

함경도 행

1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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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서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자.

칙서에는 체로 조선, 그리고 세종의 지성사 를 칭찬, 장려하고 양국의 우호

를 증진시켜 나가자는, 원론 인 내용과 따뜻한 표 이 자주 등장한다. 컨  

洪熙帝의 遺詔(1)와 宣德帝의 卽位詔(2) 이후, 조선 측에서 문 사 단과 등극 

축하 사 단을 보내  데 한 고마움을 표하기 해 처음으로 견한 사신 尹

鳳(3)이 가지고 온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래의 칙서와 함께 사신 윤

은 국왕과 왕비에게 보내는 비단 70필을 달하 다. 

황제는 朝鮮國王 李諱에게 勅諭한다. 짐은 삼가 天命에 부응하여 寶位를 이어받았

는데, 왕은 여러 번 사신을 보내 표문과 방물을 받들고 와서 朝覲하 으니, 그 지성

스러운 마음을 잘 알겠다. 이에 內官 尹鳳 등을 보내 왕과 왕비에게 綵幣를 하사하

니, 왕은 짐의 지극한 마음을 받들기 바란다. 이에 이른다.23)23)

 다른 로 세종 12년(1430)에 선덕제는 太監 昌盛과 尹鳳 등을 보내 달

22) 체류 기간은 명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여 세종이 慕華樓에 나가 이들을 맞이한 날로부터 

서울을 떠난 날까지를 헤아렸다. 사신단이 의주와 서울을 왕복한 기간을 고려하면 조선 

국내에 머문 기간은 훨씬 길어진다. 단 체 기간 내내 사신이 서울에 머물 던 것은 아

니다. 조선 출신 환 들은 자신의 고향집에 다녀오기도 하 고, <비고>에 기록했듯이 海

靑 등을 잡으러 함경도 일 로 다녀오기도 했다. 

23) �세종실록� 권31, 8년(1426) 3월 12일(丙午) “皇帝勑諭朝鮮國王李諱. 朕恭膺天命, 嗣承寶

位, 王屢遣使, 奉表及方物來覲, 具見至誠. 往賜王及王妃綵幣, 王其體朕至懷. 故諭.”

14
指揮 孟捏哥來, 

百戶 崔眞

15.윤8.10.
13일

여진과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효유

15.윤8.22. -

15
太監 昌盛, 

內官 李祥, 張奉

15.10.13.
34일

국왕에 비단 등 하사, 執饌婢 

요구

15.11.16. -

16
百戶 王欽, 

人 王武

15.11.10.
27일

(被虜되었던 조선인을 송환하

라는 칙서를 여진에 달)

15.12.6.

17

指揮 孟捏哥來,

百戶 王欽, 

人 王武

16.10.12.
32일

여진에 被虜 던 국인 송환 

요구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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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칙서(11)에서 “왕이 事大하는 마음이 정성스럽고 공경함에 착실하여 해가 거

듭되어도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융숭하게 하니, 왕의 어짊을 돌아보며 더욱 아름

답고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며, 자신이 친히 차던 보검을 하사하기도 하 다.24)24)

칙서는 반드시 명의 사신이 직  가지고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에서 

견한 사신이 귀환하는 길에 부쳐오기도 하 는데, 이런 칙서에도 조선의 지성사

를 칭찬하는 내용과 함께 국왕에게 각종 물자를 선사하기도 하 다. 컨  

세종 8년(1426)에는 赤狐皮 1천 장을 진헌하러 갔던 사신 金時遇가 귀환하는 길

에 국왕에게 �五經四書大全�, �性理大全�, �通鑑綱目� 등을 하사한다는 내용의 

칙서를 보냈다.25)25)이밖에도 선덕제는 조선 사신단이 도에 강도를 당한 일에 

해 문하며 빼앗겼던 물건을 되찾아 돌려보낸다는, 배려심이 돋보이는 내용

을 칙서에 담아 보내기도 하 다.26)26) 

한 선덕제는 칙서를 내려, 조선이 金銀 공납의 면제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

이기도 하 다. 국  이래로 조선에서는 매년 명에 바치는 조공의 품목에 포함

된 과 은을 마련하느라 꽤 고심하고 있었다. 이에 이미 태종 때부터 과 은

을 신해서 다른 물품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여러 차례 시도하

으나 이런 런 이유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바 있었는데, 세종 11년(1429)에 

이르러 세 번째 청원을 넣었다.27)27)이에 선덕제는 “ 과 은은 조선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니, 앞으로는 다만 토산물을 바침으로써 성의를 표하라.”며 흔쾌하게

도 조선의 숙원을 해결해주었다.28)28)

선덕 연간 내내 조선에 달된 칙서에서 와 같은 우호 인 표 을 찾아보기

란 어렵지 않다. 1장에서 언 한, “근래에는 칙서가 丁寧하고 지극히 간 함이 

24) �세종실록� 권49, 12년(1430) 7월 17일(乙卯). 

25) �세종실록� 권32, 8년(1426) 5월 28일(辛酉); 권34, 8년(1426) 11월 24일(癸丑). 

26) �세종실록� 권39, 10년(1428) 3월 26일(戊申). 

27) �세종실록� 권45, 11년 8월 18일(壬辰). 

28) �세종실록� 권46, 11년(1429) 12월 13일(乙酉) “覽表具悉. 金銀旣非本國所産, 自今貢獻, 

但以土物效誠.” 조선 기의 金銀 조공 면제 과정에 해서는 末松保和, 1965 ｢麗末鮮初

における 明關係｣ �靑丘史草� 1, 454-462면  정동훈, 2018 ｢15세기 조명 계와 조선

의 응｣,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 원회 편, �한국의 외 계와 외교사: 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133-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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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없던 바이다.”라는 세종의 발언은29)
29)이런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어떤 칙서는 말 무역, 소 무역 등 국가  사업에 한 요청을 담고 있었

다.30)30)  선덕 연간 양국 간에 가장 민감한 안 가운데 하나 던 女眞 문제를 

둘러싸고, 여진과 서로 침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든지,31)31) 국인 피로인을 송환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도 칙서를 통해 달되었다.32)32)황제 명의의 문서를 

통해 명 측의 입장을 명백하게 달하 던 것이다. 

그런데 선덕 연간 반부터는 칙서에 황제 개인의 요구사항이 언 되기 시작

하 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으나, 그 이 까지는 환  사신이 구두로 달하던 

황제의 지시가 이제 지면 에 직  등장한 것이다. 를 들어 선덕 5년(1430) 

7월에, 자신이 차던 보검을 하사하며 견한(11) 사신 昌盛과 尹鳳이 가지고 온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맛좋은 해산물과 물고기, 스라소니와 큰 개, 해청, 좋은 

매와 흰 매, 런 매를 가져오라.33)33)

황제가 칙서에 매와 개 등을 요구한 일은 선덕 4년(1429)부터 시작되었다(후

술). 락 연간에도 칙서에 銅佛이나 佛 利를 보내라는 지시를 담은 일이 있었

고,34)34) 부의 咨文에 火 를 보내오라는 聖旨를 인용한 일도 있었으나,35)35)이런 

노골 인 요구는 거의 부분 문서화하지 않고 사신 편에 구두 메시지로 달하

다.36)36)그러나 선덕제는 거침이 없었다. 가면 갈수록 황제의 요구 사항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후에도 해청을 보내라는 요구는 칙서에 여러 차례 담겨 있었

29) �세종실록� 권58, 14년(1432) 11월 18일(癸酉).

30) �세종실록� 권33, 9년(1427) 4월 21일(己卯); 권56, 14년(1432) 5월 29일(丙戌). 

31) �세종실록� 권59, 15년(1433) 3월 22일(乙亥). 

32) �세종실록� 권61, 15년(1433) 윤8월 10일(庚申); 권66, 16년(1434) 10월 12일(乙卯). 

33) �세종실록� 권49, 12년(1430) 7월 17일(乙卯) “王國中所産諸品海味嘉魚及豹、大犬、海

靑、好鷹、白․黃鷹, 可採取進來.”

34) �태종실록� 권11, 6년(1406) 4월 19일(己卯); 권13, 7년(1407) 5월 18일(辛未). 

35) �태종실록� 권14, 7년(1407) 8월 6일(丁亥). 

36) 정동훈, 2017b 앞의 논문, 167-1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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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37)뿐만 아니라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뽑아서 보내라거나,38)38)심지어는 그녀들

에게 두부 만드는 법을 익히게 하여 보내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 다.39)39) 

조선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명 측에서 직  군 를 견해서 海靑이

나 스라소니 등을 잡게 하니 그들에게 소용될 물건을 지 하라는 내용의 칙서

다. 세종 13년(1431)에는 군 150명을 견하여 毛憐衛로 보내 사냥을 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양식과 의복, 게다가 해청과 스라소니에게 먹일 고기까지 마련해

서 지 할 것을 요구하 다.40)40)앞서 언 한, 세종이 자신을 고아 놀리는 듯하다

고 분개했던 것은 이 칙서를 보고 나서의 일이다. 이들은  달 이상 조선에 머

물며 조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돌아간 지 다섯 달만에 다시 와서, 이

번에는 무려 반년이 넘게 서울과 평안도․함경도 일 를 들쑤시고 다녔다. 이때

는 그 수효가 400명으로 더 늘어 있었다. 선덕제는 칙서에서 “소홀하거나 빠뜨

림이 없게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기도 하 다.41)41) 

요컨  선덕제는 칙서에 자신이 원하는 구체 인 요구사항을 담기도 하 으

나, 체로는 조선의 사  지성을 칭찬하며 우호 인 계를 유지해갈 것을 강

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두 내용이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니

다. 그 다면 실제 선덕제의 속마음은 어느 쪽을 더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 

3. 선덕제의 말: 宣諭聖旨에 담긴 사 인 외교

선덕제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구 을까? 자신보다 30

세 가량 연상이고, 증조부 부터 3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조정의 원로 신들은42)
42) 

37) �세종실록� 권50, 12년(1430) 11월 11일(戊申); 권62, 15년(1433) 10월 13일(壬戌). 

38) �세종실록� 권62, 15년(1433) 10월 13일(壬戌). 

39) �세종실록� 권66, 16년(1434) 12월 24일(丁卯). 

40) �세종실록� 권53, 13년(1431) 8월 19일(辛亥). 

41) �세종실록� 권56, 14년(1432) 5월 29일(丙戌). 

42) 컨  건의는 1364년생, 양사기는 1365년생, 하원길은 1367년생, 양 은 1371년생,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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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자랄 때까지 가까이에서 그를 모셨던43)
43)환 들이

었을 것이다. 

2장에서 인용한, 宣德 원년(1426, 세종 8년)에 칙서를 달한 사신 尹鳳은 곧

이어 “ 는 조선국에 가서 왕에게 말해 나이 어린 여자를 뽑아다가 내년 에 

데리고 오라고 하라.” “밥을 잘 짓는 여종을 가려 뽑아서 진헌하라”는 密旨를 

하 다(3).44)44)선덕제가 굳이 ‘내년 에’라고 기한을 정한 것은 이때가 아직 

洪熙帝는 물론 永樂帝의 喪期도 마치기 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듬해인 세

종 9년(1427) 에 서울을 다시 찾은 윤  등은 세종이 뽑아놓은 貢女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에다가 다시 네 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총 7명, 그리고 그녀들을 시

종할 여종 16명, 요리사와 火  각 10명씩을 이끌고 북경으로 돌아갔다(4).45)45)

공녀를 데리러 오는 사신의 행차는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병이 들어 출발하지 

못했던 韓氏를 데리러, 년에 왔던 昌盛과 尹鳳이 다시 한 번 서울에 왔던 것

이다.46)46)물론 勅書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칙서에는 다만 국왕에게 磁器 등을 하

는 1372년생으로, 1398년생인 선덕제보다는 30년 안  연상이었으며, 만26세로 선덕제가 

즉 하던 1424년 당시 이미 50 다. �明史� 권148;149, 열  36;37. 

43) �세종실록� 권50, 12년(1430) 11월 6일(癸卯). 昌盛은 스스로를 일컬어 “吾自幼至長, 昵

侍天庭.”이라고 과시한 바 있다. 실제로 昌盛의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1380년생으로, 

1402년부터 皇宮에서 근무하 으며, 1412년부터 당시 太孫이었던 선덕제를 곁에서 모셨

다고 한다. 胡丹 輯 , 2014 �明代宦官史料長篇� 上, 南京: 鳳凰出版社, 235-236면.

44) �세종실록� 권31, 8년(1425) 3월 12일(丙午) “尹鳳欽傳宣諭曰. ‘爾去朝鮮國, 王說, 年

的女兒選下 , 等明春, 着人去取.’ 又欽傳宣諭曰. ‘選揀 做茶飯的女僕進獻.’” 密旨라는 기

록은 그해 4월 10일자 기사에서 세종이 윤 과 화하는 속에 등장한다. 

45) �세종실록� 권37, 9년(1426) 7월 20일(丙午). 

46) 이 여인은 韓確의 이로, 락제의 후궁으로 뽑  갔다가 殉葬되었던 언니의 뒤를 이어 

貢女로 선발되었다. 그녀는 선덕제의 후궁이 되었다가, 훗날 成化帝가 되는 황자를 어린 

시  돌보아  덕에 성화제에게 매우 좋은 우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세조~

성종 연간에 명 조정에서 조선과의 계에 큰 향력을 행사하 다. 한희숙, 2017 ｢조선 

 명 선덕제 후궁 공신 부인한씨가 조선에 끼친 향｣ �여성과 역사� 26 참조. 조선  

명에 진헌된 공녀와 그들의 일생, 그리고 그들이 조선-명 계에 끼친 향에 해서는 

서인범, 2019 �자 성의 노을: 국 황제의 후궁이 된 조선 자매�, 역사인의 연구가 상세

하다. 이밖에도 林常薰, 2013 ｢明初 朝鮮 貢女의 性格｣ �東洋史學硏究� 122; 林常薰, 

2013 ｢明初 朝鮮 貢女 親族의 政治的 成長과 明外交活動: 權永均과 韓確을 中心으로｣ 

�明淸史硏究� 3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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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는 내용만이  있었다.47)47)윤 이 한 황제의 요구사항에는, 염주와 사

슴가죽, 그리고 화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7).48)48)다시 그 다음 해에도 이 두 명

이 와서 역시 두 달 반가량 머무르며 화자 6명과 執饌女 12명, 唱歌女 8명 등을 

이끌고 돌아갔다(9).49)49)이때 사신 昌盛이 제시한 요구 조건 리스트에는 어린 화

자 8명, 가무를 할  아는 어린 여자아이 5명, 디 트를 만들  아는 큰 여자 

20명 외에도 소주, 잣술[松子酒], 석등잔, 큰 개 50마리, 각종 매에다 여러 종류

의 해물과 젓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50)50) 

선덕제의 칙서를 조선 사신이 귀환하는 편에 가지고 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선덕제의 성지 역시 당시에 북경에 있었던 조선 사신 편에 달되기도 하 다. 

다만 앞서 홍무제나 락제와는 달리 조선 사신을 불러다가 직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일은 드물었던 것 같다.51)51) 신 환 이 사신이 머물고 있는 同館에 

찾아와서 황제의 말 을 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9년(1427)에는 윤 이 

조선의 사신 韓尙德에게 와서 말 5천 필을 교역하고자 한다는 성지가 있었으며, 

조만간 칙서가 내려질 것이라고 알렸는데, 실제로 조선 사신의 귀국 두 달 뒤 

그 자신이 사신으로서 칙서를 가지고 조선에 찾아왔다(4).52)52)이밖에도 매를 요

구한다든지, 큰 개를 보내오라고 요구하는53)
53)등의 성지를 조선 사신이 있는 곳

으로 찾아와 환 들이 하기도 하 다. 

47) �세종실록� 권41, 10년(1427) 7월 19일(己巳). 

48) �세종실록� 권41, 10년(1427) 7월 8일(戊午); 13일(癸亥); 19일(己巳). 

49) �세종실록� 권44, 11년(1429) 5월 2일(丁未); 권45, 11년 7월 21일(乙丑). 

50) �세종실록� 권44, 11년(1429) 5월 3일(戊申). 

51) 사신이 황제를 알 하여 직  화를 나 었을 경우에는 사신의 귀국 보고에서 특별히 

언 되었다. 컨  �세종실록� 권39, 10년(1428) 2월 12일(甲子); 2월 16일(戊辰) 등. 

이때 조선 사신은 海靑과 黃鷹을 바치러 갔던 李思 이었는데, 선덕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희 殿下는 지성껏 좋은 해청을 바쳤는데, 해청은 비록 죽었으나 

지성은 알 만하다. 바친 黃鷹 한 좋은 것이니 비록 해청은 아니지만 좋은 매가 있다면 

한 모두 바치라. 연어알젓갈과 係鷹, 좋은 사슴 가죽 1천 장, 鵝靑 비단, 투구[兜牟] 2

部도 모두 비해서 바치라.” 

52) �세종실록� 권35, 9년(1427) 2월 丁丑(19일); 권36, 9년 4월 己卯(21일). 

53) �세종실록� 권48, 12년(1430) 4월 21일(庚寅); 권50, 12년 윤12월 27일(癸亥); 권60, 15

년(1433) 6월 17일(戊戌); 권61, 15년 윤8월 24일 甲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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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요구는  더 자질구 한 데까지 미치게 되었다. 즉 조서를 반포한 

후 최 로 보낸 사신이 나이어린 여자를 뽑아서 보내라는 것이었다는 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은데, 이후 요구사항은 더 늘어나서 매, 개, 스라소니 등의 동물

은 물론, 연어알젓갈, 사슴가죽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 다.54)54) 

선덕제의 요청에 응하기가 갈수록 힘겨워지자 조선 측에서는 그 말의 진  여

부를 의심하기도 하 다. 그럼에도 굳이 로 남기지 않고 말로 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종이 하는 창성의 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宣諭하는 일이 勅書에 없으나, 宮禁에 련된 일이라면 장차 삼가 따라야 할 것인

가? ( 략) 昌盛이 항상 말하기를, “처녀에 한 일이라면 문서에 쓸 수 없어서 이

에 宣諭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 다. 창성의 말이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  宣諭하는 일이 혹여 처녀에 한 일이라면 이는 宮禁에 련된 일이니 선유라

고 해서 사양할 수 없다. 만약 궁 에 련된 일이라고 하여 그 선유를 따른다면 결

국에는 훗날의 례가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55)55) 

창성이 세종에게 “처녀에 한 일은 문서에 쓸 수 없어 宣諭로 하는 것”이라

고 하 고, 세종 역시 이 말에 어느 정도 수 하 다는 것이다. 궁 의 비 스러

운 일이니 문서로 남기지 않고, 그래서 外廷의 료들이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성종 9년(1478), 經筵 자리에서 姜

希孟은 “선덕제가 처녀를 뽑아간 일은 조정에서는 오히려 알지 못하 는데, 비

단 조정에서 알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宮中에서도 알지 못하 습니다.”라고 

회고하 다.56)56)선덕제 사후 어린 正統帝를 신해서 太皇太后가 조선 출신 여종 

54) 선덕제는 몽골풍의 사냥과 말타기 등을 즐겼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몽골 카안의 이미지

를 자신에게 구 하고자 했다는 지 은 주목할 만하다. David M. Robinson, 2008 “The 

Ming Court and the Legacy of the Yuan Mongols,” David M. Robinson ed.,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1368-164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386-389. 

55) �세종실록� 권62, 15년(1433) 10월 11일(庚申) “宣諭之事, 不在勑書, 然事干宮禁, 以欽

依乎. 盛嘗曰, ‘若處女則不可筆之於書, 故玆有宣諭.’ 盛 未必不是. 今宣諭之事, 倘或處女, 

則事干宮禁, 不可以宣諭爲辭. 若以事干宮禁, 從其宣諭, 則遂爲後例, 何以處之.”

56) �성종실록� 권99, 9년(1478) 12월 23일(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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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唱歌婢 7명, 執饌婢 37명 등을 모두 돌려보냈는데, 이때 돌아온 金黑이라는 

여인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태황태후에게 조선인들을 돌려보내  것을 간청하

자 태황태후는 “애 에 여기에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고 한다.57)57)이처럼 선

덕제는 문서에 남기고 싶지 않은 이야기, 外廷의 원로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요구사항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모셔왔던 측근의 환 들을 통해 은 하게 조선

에 달하 다. 

선덕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느라 조선 朝野가 겪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

도 다. 우선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잦은, 그리고 훨씬 큰 규모의 사행단의 왕

래에 를 책임져야 했던 평안도와 황해도의 부담이 상당하 다.  세종 12

년(1430)부터 연달아 3년 동안 명의 환 들, 그리고 그들이 이끈 명군 수백 명

이 함경도 일 에서 매와 스라소니 등을 잡으러 다녔으니 함경도 주민들이 감내

해야 했던 수난도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세종 13년(1431) 연말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민생이 피폐해졌다는 이유로 각 戶마다 환자곡 2석씩을 감해주는 조치

를 취하기도 하 다.58)58)

서울에서 국왕과 신료들이 명 사신들에게 겪어야 했던 수모도 만만치 않았다. 

선덕제의 첫 번째 공녀 요구에 응하기 하여 세종은 세종 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기록에 남은 것만으로도 총 16차례에 걸쳐 便殿 등에서 직  처녀를 간

택하 다. 선덕 연간에만 각각 7번씩 사신으로 왔던 昌盛과 尹鳳을 비롯하여 환

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염치를 따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온갖 행패를 서슴지 않았다.59)59)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조선 조정에서도 황제의 처사에 해 불만스러운 목소

리가 나오기 시작하 다. 매의 알과 젓갈을 가져오라는 황제의 명이 달되고, 

57) �세종실록� 권68, 17년(1435) 4월 26일(丁卯). 

58) �세종실록� 권54, 13년(1430) 12월 5일(丙申). 

59) 선덕 연간에 조선에 견되었던 명의 환  가운데 昌盛은 국인이었으나, 尹鳳을 비롯

한 나머지 부분은 조선인이었다. 명에서 고려․조선 출신 환 들을 사신으로 활용한 

일은 이미 홍무 연간 년부터 있었는데, 이에 해서는 정동훈, 2013 ｢명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려의 상｣ �역사와 실� 89 참조. 조선 출신 환 들이 사신으로 와서 행한 

행태에 해서는 曺永祿, 1990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 ｣ �國史館論叢� 14  鄭求先, 

2004 ｢鮮初 朝鮮出身 明 使臣의 行蹟｣ �慶熙史學�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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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신을 귀환시키지 않고 붙잡아두기에 이르 다는 소식이 해지자 세종

은, “ 부와 內官이 서로 시기하고, 한 우리 사신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있으

니, 이 일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끝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우려하 다.60)60) 

나아가 환  사신들이 달하는 황제의 요구가 과연 황제의 명이 맞는지 자체

에 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세종 11년(1429)에는 사신 金滿이 石燈盞을 요

구한 데 해 세종은 “사신이 황제의 명이라 하여 석등잔을 요구하는 것이 무 

심하다. 만약 진짜 황제의 명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처

음으로 의문을 제기하 다.61)61)며칠 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지  온 사신이 聖旨라고 칭하면서 玉燈과 개를 구하고 있는데, 개를 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玉燈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사신으로 하여  玉燈을 진헌한다는 

奏本을 가지고 謝恩使로서 입조하는 崔得霏의 사 에게 부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뜻으로 사신을 떠보도록 하라.62)62)

이러한 세종의 말에 許稠는 “이 게 하면 그 진 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

고 동조했다고 한다. 즉 奏本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 황제에게 직  보이겠다

고 나오면 명 사신이 거짓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선덕 5년(1429, 세종 11), 선덕제는 다음과 같은 칙서를 내려 이와 같은 조선 

조정의 의심과 불만을 풀어주는 조치를 취하 다. 

지  이후로 조정에서 견되는 內官․內史 등이 왕국에 이르면 왕은 다만 로

써 우하고 물품을 주지 말라. 조정에서 무릇 요구하는 물건은 반드시 御寶를 은 

칙서에 근거해서만 지 하고, 만약 짐의 말을 구두로 하여 요구하거나 이치에 맞

지 않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듣지 말라.63)63) 

60) �세종실록� 권39, 10년(1428) 2월 17일(己巳).

61) �세종실록� 권43, 11년(1429) 1월 4일(辛亥). 

62) �세종실록� 권43, 11년(1429) 1월 16일(癸亥) “今來使臣稱聖旨, 求玉燈․狗兒, 狗兒之求

似實, 而玉燈則似不實. 以使臣齎獻玉燈奏本, 付于謝恩入朝崔得霏之壻, 若何? 宜 此意, 

諷于使臣.”

63) �세종실록� 권46, 11년(1429) 12월 13일(乙酉) “自今朝廷所遣內官․內史人等至王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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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  사신들이 토색질을 하는 기세는 쉽사리 그러들지 않았다. 의 

칙서가 발령된 이후 명사 昌盛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조선이 제공하지 않는다

며 온갖 패악질을 부렸다. 이에 세종은 그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모두 기록해두

도록 지시하기도 하 다.64)64)황제의 요구사항도  많아졌다. 이 과 같이 구두

로 달하는 선유를 통한 요구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제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御寶를 은 勅書”에 요구하는 물품을 직  언 하기도 하 다.65)65) 

한 명의 원과 군인을 직  견하여 스라소니와 매를 잡게 할 것이니 조선

에서 그들을 해 식량과 옷가지, 심지어 스라소니에게 먹일 고기 등의 각종 물

품을 지 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 다. 문제는 칙서에 구체 인 항목과 수량을 

지목하지 않고 다만 범하게 “필요한[所用, 合用]” 물품을 “ 당히[從宜]” 마

련해주라고만 언 하 던 데 있었다. 150명에 달하는 명의 군이 조선을 거쳐 

毛憐衛를 왕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 하는 데에 조선 조정은 상당

한 곤욕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66)66) 

과거에 黃儼이 태종에게 락제가 처녀를 보내오라는 사실을 하면서, 이 일

은 朝官들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시 알린 바 있었다.67)67)조선에서도 당

연히 황제의 요구가 명 조정의 공식 인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환 들의 추

동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지할 만한 방법을 찾는 

데에 고심하 다. 

임 이 말 하시기를, “( 략) 옛날에 判府事 卞季良이 나에게 말하기를, ‘지  이

후로 비록 內官이 구두로 하는 말이 있어도 모두 聖旨라고 한다면 (명) 조정에서 

매와 개, 처녀 등을 구하는 일을 반드시 공공연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

는데, 그 말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었다.68)68) 

王但以禮待之, 毋贈遺以物. 朝廷凡取索物件, 惟憑御寶勑書應付, 若口傳朕之 語取索及非

理 求 , 悉勿聽.”

64) �세종실록� 권49, 12년(1430) 8월 6일(甲戌). 

65) �세종실록� 권49, 12년(1430) 7월 17일(乙卯). 

66) �세종실록� 권52, 13년(1431) 8월 19일(辛亥). 

67) 정동훈, 2017b 앞의 논문, 168-169면 참조. 

68) �세종실록� 권61, 15년(1433) 윤8월 24일(甲戌) “上曰, ‘( 략) 在昔判府事卞季良 於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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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해청과 개를 바치면서 함께 올리는 奏本에 “宣諭에 근거한 것[據宣

諭]”이라고 밝히는 것이 과연 할지를 물었다. 과거 변계량이 내놓은 계책은 

좀 더 공격 인 것이었는데, 그는 내 들이 구두로 한 말에 따라 매와 개, 처

녀 등을 바칠 때에도 문서상에는 모두 聖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

구를 공공연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 다. 조선에서 보낸 문서에서 황제의 

명령이 이처럼 사 이고 자질구 한, 上國의 신을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 그것이 명 조정에 달되고 거기서 공론화되는 과정에 해 황

제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世宗實 �의 史評에서는 이 무렵 조선 조정을 쉼없이 괴롭히던 尹鳳에 한 

평가를 남기면서, “황제를 기만하여 海靑, 스라소니, 검은 여우 등을 잡는다는 

일로 매년 우리나라에 와서 한없이 요구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 략) 옛날부

터 천하 국가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宦侍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사명을 받고 오는 

자가 모두 이러한 무리이니 上國의 政事도 알 만하다.”라고 엄하게 꾸짖었

다.69)69)  昌盛에 해서는 세종이 직  태종 때의 黃儼보다도 더 탐욕스럽다고 

비난하 기도 하 다.70)70) 

4. 서울과 북경에 남아있는 상반된 기록

훗날의 국 역사가들이 仁宣之治를 구가했다고 높게 평가한 선덕제를 당 의 

세종은 ‘不明之君’이라고 비난하 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결론부

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것이 기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2장에서는 황제의 요구사항이 칙서에 언 된 것이 선덕 4년(1429)부터

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문서는 그해 11월에 서울에 온 사신 환  金滿이 달

한 것이었다.

曰, ｢自今以後, 雖內官口傳之 , 皆稱聖旨, 則朝廷於鷹犬處女等事, 必不公然爲之.｣ 其 , 

理或然也.’” 

69) �세종실록� 권58, 14년(1432) 12월 2일(丁亥). 

70) �세종실록� 권41, 10년(1428) 8월 7일(丙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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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하건  왕은 총명함이 특출하고 조정을 공경히 섬긴다. 앞서 사람을 보내 

진헌한 海靑과 매와 개는 왕의 지성을 보이기에 족하여 짐이 매우 가상히 여

기고 기쁘다. 이에 內官 金滿을 견하여 칙서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이르게 

하며, 특별히 白磁器 15卓을 하사한다. 왕국에 좋은 해청  籠黃鷹과 큰 개

가 있거든 이를 찾아서 바쳐 왕의 아름다운 뜻을 더욱 보이도록 하라. 이에 

칙서로 유시하니 마땅히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라.71)71)

그런데 단히 흥미롭게도 명 측에서 남긴 자료에는 선덕제가  반 되는 

명을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朝鮮國王 李祹에게 勑하여 말하기를, “왕은 매년 사신을 견하여 海靑과 개를 

바쳐오고 있으니 왕의 誠意를 족히 볼 수 있다. 사신이 돌아감에 왕에게 磁器 

15卓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王國에 珍異한 짐승이 많다고는 하나 짐

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바치지 말라.”라고 하 다.72)72) 

이 내용은 �明史� 朝鮮傳에도 특별히 기록되었다.73)73)�명사� 조선 에 선덕 연

간의 기사가 4건밖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명사� 조선 , 혹은 이 책

의 기 가 되었을 어떤 자료를 작성한 史家의 에 이 칙서가 당시의 양국 계

에서 그만큼 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 던 모양이다.

그런데 왕이 海靑과 개를 바쳤다는 언 , 그리고 磁器 15세트를 하사하 다는 

사실로 보나, 발령된 시 으로 보나, 인용문 가)와 인용문 나)는 같은 지시를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하는 내용은 정반 이다. 조선에 달된 칙서 

가)에서는 좋은 매와 개를 찾아다가 바치라고 하 고, 명 측 기록에 남아있는 

나)에서는 “짐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바치지 말라.”고 하

다. 두 통의 칙서가 있었는데 서울과 북경에서 각각 다른 하나만을 기록해둔 것

71) �세종실록� 권46, 11년(1429) 11월 2일(甲辰) “惟王聰明特達, 恭事朝廷. 前遣人所進海靑 

․鷹犬, 足見王之至誠, 朕深嘉悅. 玆遣內官金滿, 齎勑諭王, 特賜白磁器十五卓. 王國中有好

海靑及籠黃鷹․大犬, 訪進來, 尤見王之美意. 故玆勑諭, 宜體至懷.” 

72) �明宣宗實 � 권58, 宣德 4년(1429) 9월 28일(丁卯) “勑朝鮮國王李祹曰, ‘王比遣使, 進海

靑鷹犬, 足見王之誠意. 使回, 賜王磁器十五卓, 至可領之. 王國中固多珍禽異獸, 然朕所欲, 

不在於此, 自今勿獻.’” 

73) �明史� 권320, 外國, 朝鮮, 宣德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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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아니면 선덕제가 나)의 지시를 내린 후 얼마 못 가서 마음이 바 어 가)

와 같이 수정한 것일까? 그도 아니면 애 부터 둘  하나밖에 없었는데, �세종

실록�, 혹은 �明宣宗實 �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하나로 고쳐 쓴 것일까?

만약 나)의 勅書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령되어 조선 조정에 달되

었다면 거기서 언 한 “돌아가는 사신”이란 세종 11년(1429) 11월에 귀환한 진

헌사 權蹈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귀환한 날 국왕 등이 칙서를 

맞이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74)74)오히려 그보다 며칠 후 조선 조정에

서는 “海靑은 본래 우리 나라의 소산이 아닌데도 황제의 요구가 한도가 없다.”

는 한탄이 터져 나왔으며, 세종은 “잡는 로 즉시 바치라고 하는 것이  聖旨

에도 있지 않았는가.”라며 체념하는 듯한 발언을 하 다.75)75)이로써 미루어보건  

인용문 나)의 황제의 은 결과 으로 서울에 해지지 않았던 듯하다. 오히려 

“잡는 로 즉시 바치라”는 황제의 말이 환  사신의 입을 통해 달되었던 것

이다. 며칠만에 완 히 다른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마지막 가능

성, 즉 명 측 史官이 황제의 말을 변조해서 써넣었으리라 의심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禮部志稿�에는 <진기한 동물은 진헌하지 말라고 

경계하다[戒珍禽奇獸勿貢]>라는 제목 아래 선덕 7년의 일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한다. 

宣德 7년(1432) 11월, 조선국왕 李祹가 陪臣 趙琠․金玉振 등을 견하여 인 송

이버섯과 매를 공물로 바쳤다. 황상이 行在禮部의 신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조선의 

공헌이 번다하고 잦은데, 이는 짐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번에는 송이버섯과 매를 

진헌하 는데, 버섯이야 먹는 물건이지만 매는 어디에 쓰겠는가. 진기한 동물은 古人

들이 경계하던 것이다. 그 사신에게 일러 앞으로 공물은 다만 옷이나 음식, 그릇 따

의 물건으로 하고 매나 개 등의 무리는 다시는 진헌하지 말라고 하라.”76)76)

74) 그는 11월 12일에 귀환하 다. �세종실록� 권46, 11년(1429) 11월 12일(甲寅). 귀환하는 

조선의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명 사신이 올 때와 같이 국왕이 직  慕華館

까지 나가 맞이하곤 하 다. 컨  바로 다음 달인 12월에도, 이듬해 4월에도 마찬가지

다. �세종실록� 권46, 11년 12월 13일(乙酉); 권48, 12년(1430) 4월 21일(辛卯). 

75) �세종실록� 권46, 11년(1429) 11월 16일(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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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제가 와 같이 말했다고 하는 선덕 7년 11월이면 그가 海靑과 스라소니

[土豹]를 잡아오라고 昌盛․尹鳳 등에게 딸려 보낸 명군 400명이 여 히 함경도 

일 를 헤집고 다녀 그 일  조선 백성들이 온갖 고 를 겪고 있던 때 다. 선

덕제가 불과 반 년만에 마음을 바꾼 것일까? 아니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겉으로만 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명 측의 기록자들

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닐까? 

흥미롭게도 에 인용한 선덕제의 일화는 약 반 세기 후에 조선에서 진  여

부를 의심받았다. 景泰帝가 서문을 써서 景泰 4년(1453)에 완성한 �歷代君鑑�이

라는 책에는 宣德帝의 본받을 만한 말 으로, 에 인용한 내용, 즉 진기한 동물

은 공물로 바치지 말라는 聖旨를 기록해두었다. 이 책은 편찬 직후 조선에도 반

포되었고, 조선 조정에서도 이 책을 새로 간행하 다고 한다.77)77)그런데 성종 에 

이 책의 교정을 보던 成俶이라는 인물은 해당 기사를 발견하고서 성종에게 다음

과 같이 말하며, 조선에서 간행할 때에는 이 기사를 삭제할 것을 건의하 다. 

“선덕제는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이 단히 번잡해서 여인을 구하고 을 구하며 

거의 빠지는 해가 없었는데, 특별히 매와 개를 면해주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史官이 사실에 근거하여 直書하지 않았으니 어  

후세에 경계가 되겠습니까.”78)78)성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 다고 한다.79)79) 

76) �禮部志稿� 권90, 朝貢備 , 夷貢令, <戒珍禽奇獸勿貢> “宣德七年十一月, 朝鮮國王李裪遣

陪臣趙琠․金玉振等, 貢醃松菌及鷹. 上諭行在禮部臣曰, “朝鮮貢獻煩數已, 非朕所欲. 今乃

獻松菌及鷹, 菌食物也, 鷹何所用. 珍禽奇獸, 古人所戒. 可諭其使, 自今所貢, 但服食器用之

物, 若鷹犬之類, 更勿進獻.” �禮部志稿� 권2, 聖訓, 宣宗章皇帝, <朝貢之訓>에도 동일한 내

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아마 �禮部志稿�의 이 기록은 �明宣宗實 � 권96, 선덕 7년 11월 

16일(辛未)조의 동일한 기사를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 

77) 이 책의 편찬 경 와 조선에의 반포 말에 해서는 조계 , 2011 ｢조선시  �歷代君鑑�․

�歷代臣鑑�의 수용 양상과 특징｣ �奎章閣� 38 참조. 

78) �성종실록� 권113, 11년(1480) 1월 18일(己亥) “侍講官成俶啓曰, ‘( 략) 宣德之於我國, 

徵求甚煩, 以至求女․求金, 殆無虛歲, 特蠲鷹犬, 必無是理. 而其時史官, 不據事直書, 何以

鑑後. 請刪去不 .’” 

79) 다만 재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歷代君鑑�(奎中 4111 등)

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그 로 수록되어 있는데(조계 , 의 논문, 32-33면), 

이는 하는 이 책이 명에서 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종 에 이루어진 교정의 결과

가 출 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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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을 신하여: 史官의 역할

선덕제에 한 후  국 史家들의 평가와 동시 를 살았던 조선 조정의 평가

는 이하다. 이는 그들 각각이 선덕제의 어떠한 발언을 듣고, 선덕제의 어떤 얼

굴을 보았는지에 달려 있었다. 谷應泰를 비롯해서 후 의 연구자들은 선덕제의 

정제된 발언, 翰林院 文士들이 기 하고 內閣의 원로들의 조언을 얻은 후 작성

되어 후 에 해지도록 남겨놓은 문서들, 그리고 그것을 소재로 편찬된 實 을 

비롯한 史書들을 토 로 그의 시 를 바라보았다. �明宣宗實 �에는 놀라울 정

도로 조선과의 계에 한 언 이 매우 단편 으로만 해지는데, 이는 外廷의 

文官들이 황제가 조선에 해 내리는 주 스러운 요구사항들에 해 알지 못했

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더라도 굳이 을 감아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

을 품게 한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문서 이면의 선덕제의 모습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었

다. 조선 조정은 환 들이 구두로 달한, 문서에 담지 않은, 아니 문서에 담지 

못할 선덕제의 속마음, 즉각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들을 하고 시행하

다. 거기에서 엿보이는 선덕제의 모습이 후 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었다. 어

차피 조선의 실록은 일반인에게, 혹은 명 측의 사람들에게 공개될 정이  

없었다. 그러니 �세종실록�의 편찬자가 붓을 잡고 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선덕제는 조선이 表文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을 꼼꼼히 기

록해두고 그것을 후세에 고스란히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도 명에 보내는 문서에는 좋은 이야기만 남겼다. 세종이 훙서한 후 세종

의 시호를 요청하기 해 議政府에서 명 禮部에 보낸 申文에서는 세종 연간의 

양국 계를 설명하면서, 2장에서 살펴본 우호 인 언 들, 즉 세종의 至誠事大를 

칭찬하는 선덕제의 칙서를 9건이나 인용하 다.80)80)이 부분만 읽어본다면 세종과 

80) �세종실록� 권127, 32년(1450) 2월 22일(丁酉). 공교롭게도 이 기사는 총 127권에 달하는 

�세종실록� 편년 부분 가운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실려 있다. 맨 마지막 기사는 세

종에게 諡號와 廟號를 올렸다는 내용인데, 그 哀嗣에서도, “해마다 事大하는 일을 지극히 

정성껏 하 으니 天子가 돌보아주기를 매우 융숭하게 하 다. 綸音으로 褒獎하기를 살뜰

하고 친 하게 하 고 하사하여 보낸 것이 훌륭하고 두터웠다.(歲事克虔, 天眷彌隆. 綸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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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제는 그 어떤 시 에도 다시없을 단히 친 하고 우호 인 계 다고 할 

것이다. 

선덕제에 한 표 인 評傳에서는 그의 시 에 명과 조선의 계를 서술하

는 의 제목을 ‘和平․收縮의 외교 정책, 조선 등 국가와의 우호 인 왕래’라고 

하 다.81)81)아울러 평 의 필자는 선덕제가 조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御製詩를 인용하 다.

海東의 蕃國은 옛 高麗로, 海東蕃國古高麗,

文物과 衣冠이 四夷를 뛰어넘네. 文物衣冠邁四夷.

먼 길을 찾아와 자주 사신을 보내며, 遠道 同頻遣使,

闕庭을 채우는 주리 한 많기도 하다. 充庭筐筐亦多 .

 듣자니 箕子의 遺風이 있어, 還聞箕子遺風在,

夫餘의 옛 습속도 지웠다고 하는구나. 已覺夫餘 俗移.

후히 보내고 박하게 받는 것은 내가 힘쓰는 바, 厚往薄來吾所務,

마땅히 平壤으로 하여  함께 기쁨을 리게 하리. 當令平壤共看熙.82)82)

선덕제가 직  지은 시, 그리고 그의 명한 조언자들이 남긴 기록만 보아서

는 이와 같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측이 남

긴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 번역, 출 된 �명나라 후궁 

비사�라는 책에서는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을 꼼꼼히 활용하여  다른 황

실의 모습, 조선-명 계의 실상을 하고 있다.83)83) 개 ‘秘史’라고 하면 일단 의

심을 품기 마련이지만, 어도 필자의 에는 후자가 묘사한 상황이 사실에 훨

씬 부합했으리라 보인다.84)84) 

諄切, 錫賚稠重.)”라고 평하 다.  

81) 趙中男, 1994 �宣德皇帝大傳�,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면. 

82) �大明宣宗皇帝御製集� 권35, <朝鮮遣使入貢>. 趙中男, 의 책, 201면에서 재인용. 번역은 

필자.

83) 후단(胡丹)(이성희 옮김), 2019 �명나라 후궁 비사�, 홀리데이북스, 257-297면.

84) 이밖에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선덕제의 말과 , 그리고 그를 수행하러 왔던 환  사

신들의 행 을 검토한 논고들이 내리고 있는 선덕제에 한 평가는 통 인 평가와는 

결을 달리 한다. 컨  鄭彩雲, 2013 ｢明宣宗弊政及其 明後期政局的影响｣ �南昌航空大

學學報�(社 科學版) 15-4; 鄭彩雲, 2014 ｢論朱瞻基 明代的宦官之禍｣ �湖南廣播電視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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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장에서 인용한, 매와 개 등을 바치라는 지시를 �明宣宗實 �에서는 정

반 로 기재해둔 사례를 곱씹어 보면, 선덕제는 谷應泰가 말한 것처럼 三楊의 

충실한 보좌를 받아 聖君이 되었다기보다는 실록 편찬을 책임졌던85)
85)三楊의 꼼

꼼한 조작을 받아 聖君으로 비치게 된 것은 아닐까. 

�歷代君鑑�의 기사에 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사 들의 지 을 수용하면

서, 成宗은 다음과 같이 史官의 역할을 강조하 다. 

史官의 직무는 무거운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한결같이 쓴다면 선악의 사실이 

천 년 후에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혹여 해들은 것으로 사실 로 쓰지 않는다면 이

는 믿을 만한 역사가 되지 못한다.86)86)

주제어 : 宣德帝, 勅書, 宣諭聖旨, 宦官, 實

투고일(2019. 7. 18),  심사시작일(2019. 8. 5),  심사완료일(2019. 8. 19)

學學報� 58 등.

85) 선덕제가 붕어한 후 반 년만에 내려진 �明宣宗實 � 편수 명령에서 정통제는 편수 책임

자로 張輔를 비롯하여 三楊을 임명하 다. �明英宗實 � 권7, 宣德 10년(1435) 7월 7일

(丙子). 張輔는 監修의 역할을, 그리고 楊士奇․楊榮․楊溥 등 三楊이 실제 總裁의 역할

을 맡았다고 한다. 謝貴安, 2003 �明實 硏究�,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19-222면 참조. 

86) �성종실록� 권113, 11년(1480) 1월 18일(己亥) “上曰, ‘史官之職重矣. 據事一書, 則善惡之

實, 不沒於千載之下, 如或傳聞, 而不以實書, 非信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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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Xuande Emperor’s Two Face Views from Seoul and Beijing

Jung Donghun *

87)

Yingtai Gu(谷應泰), a historian of the 17th century, highly rated the Xuande reign 

(1425-35) as the golden era of the Ming Dynasty. The assessment was particularly taken 

into account by wise men such as Three Yangs(三楊: 楊士奇․楊榮․楊溥). This 

interpretation has an important impact on modern researchers as well. But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who lived during the same period, criticized Xuande Emperor as 

a foolish monarc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such 

conflicting reviews.

The Ming Dynasty’s relations with Joseon in this reign were led by the eunuchs who 

served the emperor from an early age. The emperor praised Joseon's sincerity in the 

documented order, but revealed his personal requirements in verbal messages delivered 

by the eunuchs. Beautiful virgins, clever eunuchs, falcons and leopard for hunting, 

seafood and even female cooks to satisfy his appetite were requested through his secret 

message. The image of the emperor in words and writings was in stark contrast. The 

king and people of Joseon suffered greatly in carrying out the emperor’s eccentric 

instructions.

However, the official records of the Ming Dynasty left no hidden image of the 

emperor. Since the literati of Ming court could not intervene in the oral message of the 

emperor, it may have been impossible to recognize this dark side at all. The compilers 

of the Veritable Records of Xuande’s reign, led by Three Yangs, conducted more 

aggressive manipulation. They corrected the emperor’s “incorrect” instructions to the 

opposite, and tried to pass them on to posterity. Couldn't the image of a great emperor 

who created a golden era be fabricated by the hands of cunning recorders?

Key Words : Xuande Emperor, Imperial edict, Oral message, Eunuch, Veritabl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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