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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5세기 조선 정부의 鄕禮 논의와 향촌 질서 구축

박 사 랑

  본 논문은 15세기 鄕禮에 대한 조선 정부의 논의 양상과 향촌사
회에서의 시행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5세기 향례 논의에 있
어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향례는 州府郡縣의 鄕에서 시행되는 의례로서, 향촌의 유교적 질
서 구축을 목표로 하며 향촌민을 참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례
이다. 그 범위에는 鄕飮酒禮, 養老禮, 鄕射禮가 포함된다. 향음주례, 
양로례, 향사례가 조정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世宗代이다. 세종
대에는 국가가 표방하는 이념을 구현하고 그 이념을 주부군현의 향
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향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념의 내용은 가족 간의 윤
리부터 향당에서의 윤리, 군신윤리를 망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
가의 의지를 바탕으로 향례는 세종실록 ｢오례｣에 포함되었고, 교
지나 책문을 통해 시행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었다.   
  조정의 향례 운영 논의는 世祖代에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지
만 成宗이 親政을하면서 다시 시작된다. 이는 성종대에 세종대의 규
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예제 정비가 이뤄진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成宗代에는 향례를 통해 유교 윤리규범을 교육하고 중앙
과 지방에 이념적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세종대 조정의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향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종대 향례를 시행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왕 성종이 
國都에서 향례를 시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



령들로 하여금 향례 시행 여부를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한 향례를 시행했다는 점은 조정에서 해당 지방관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정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에서는 留鄕所뿐만 아니라 鄕校, 射
廳,  樓臺 등 다양한 장소에서 향례가 행해지고 있었다. 향례 시행
의 특징 중 하나는 오례의의 규정처럼 지방관이 예식의 主人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수령들은 향례 시행을 자신
의 책무로 자각하고 있었고, 향례를 베풀거나 향례 운영 자금 마련
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관을 통해 향례를 시행하고자 하였던 
조정의 의도가 구현되고 있음을 뜻한다. 향례 운영에 있어서 官과 
유향품관은 향풍 교화라는 같은 목적과 임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협력적 관계였다. 
  향례의 우선적 대상으로는 留鄕品官이 고려되고 있었다. 오례의
鄕禮儀註에 따르면 손님들의 자리 배치가 일차적으로 품계를 기준
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리가 관품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것은 역대 
왕조례인 大唐開元禮, 宋史, 明史나 옛 의례서인 周禮, 儀
禮 등과 비교했을 때 오례의 향례의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정에서 향례의주를 만들 때 유향품관을 중요 참여대상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 향촌에서는 유향품
관과 수령 사이의 위계질서가 확고하지 않아 수령들이 무고를 당하
는 사건이 발생하고, 중앙집권적 체계 내의 군현․면리제가 완벽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념과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유
향품관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향촌을 관
리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유향품관이 향례
의 우선적 참여대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다. 
  향음, 향사 양로 등의 향례가 오례의에 실려 법제화되었다는 것
은 이후 시기 지방관이 향례를 통해 교화를 펼 수 있는 바탕을 마



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었으며 士族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15세
기 국가가 구축한 향례 시행의 바탕은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16세기 
이후 향례 시행 역시 그 바탕 위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어: 鄕飮酒禮, 鄕射禮, 養老禮, 향촌 질서, 留鄕品官, 五禮儀
학  번: 2013-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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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통치체제와 국가전례
를 정비해나갔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서 世宗實錄 ｢五禮｣와 이를 
계승한 國朝五禮儀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조가 추구하는 이
념과 사회질서를 반영한 것이었다.1) 왕실과 조정의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지방군현에 대한 중앙조정의 지배질서가 五禮속 각종 禮制
로 구현되고 있었다. 그 중 鄕禮는 국가가 향촌을 禮로써 통치하는 
수단이자 禮에 참여한 향촌민의 내면적 자각을 일으키고자 하는 윤
리적 교화 수단이었다. 조선정부는 15세기부터 위와 같은 맥락에서 
향례를 통해 향촌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종래의 연구에서 鄕禮는 15세기 말 사림파가 한계에 다다른 국가
의 행정적, 권력적 향촌통제 방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향촌운영원리
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교화와 자치적인 질서를 이루는 방
법으로 제기하였다고 설명되었다. 16세기 사족지배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향례 역할에 주목해온 것이다. 때문에 향례연구는 지방 
지배방식에 대한 연구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며 진행되었는데 그 대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세기에 재지사족과 그들을 대표하는 
사림파가 향촌에서 결속력을 다지고 입지를 세우기 위해 향당윤리
를 보급하고 향례시행을 주도하였다. 동시에 鄕飮酒禮, 鄕射禮와 함
께 鄕約을 향례의 범주로 이해하는 등 朱熹의 향례 개념이 더욱 명
확히 인식되면서 예론에서 향례의 비중이 커졌다. 17세기에는 壬辰
倭亂과 丙子胡亂을 겪으며 무너진 향촌사회를 사족 중심의 지배질
서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사족들은 질서 복원
의 방법으로 향례에 관심을 두었고 이를 향촌에서 적극적으로 시행
1) 조선 초기 국가 의례 정비에 대해서는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硏究, 일

조각; 정경희, 2000 ｢朝鮮前期 禮制․禮學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해
영, 2003 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 집문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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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는 禮書에도 반영되어 향례가 관혼
상제의 四禮처럼 독립적 항목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 또한 풍부해 
졌다.2) 그러나 18세기 사족의 지배력이 쇠퇴하고 수령권이 강화되
면서 향례가 국가주도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향촌 사회의 자치적 
공동 질서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는 것이다.3)  
  향례와 관련한 16세기의 설명틀을 마련한 것은 이태진이었다. 그
는 고려 말 전통적인 지방 중소 토호층인 吏가 士族으로 신분을 상
승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향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과 그들의 
지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써 성리학이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했다. 15세기 말 유향소 복립운동 과정에서 사림파가 향
사례·향음주례의 시행을 유향소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으며, 향사
례·향음주례의 시행을 통해 재지품관 중심의 향촌자치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16세기 이후 향촌사회의 
구조에 대한 설명틀을 구축하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반면 15세기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왕조 개창 이래 일관되었던 관권우위의 향촌
정책은 아직 근본적인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여말 이래의 향
촌에 어떤 통일성을 부여해 줄 만한 것이라고는 중앙집권적인 관권
의 개입밖에 없었다. 관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권력적인 것으로 
향촌 결속의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윤리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4) 이태진이 제시한 틀은 이후 사회사 연구뿐만 아니라 사

2) 17세기 향례관련 예서의 등장과 그 체계에 대해서는 고영진, 1998 ｢조선 중기 
鄕禮에 대한 인식의 변화｣ 國史館論叢 81, 380~401쪽 참고. 

3) 16,17세기 향례에 관한 연구로는 고영진, 앞 논문; 김현수, 2010 ｢17世紀 鄕村
敎化論과 鄕禮 認識 - 李惟泰, 尹鑴, 朴世采를 中心으로｣ 동양고전연구 39; 
한종수, 2013 ｢17世紀 洪重三의 鄕約通變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고. 18세기 향례에 관한 연구로는 박경하, 1988 ｢정조조 향례합편의 간행
과 향약의 성격｣ 우인김용덕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 참고.

4) 이태진, 1972․1973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 -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
的 背景-(上․下)｣ 震檀學報34․35 (이태진, 1986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
사 재수록). 직접인용 문구는 1986, ｢제6장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한국사
회사연구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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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파와 그들의 禮論을 설명하는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5)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유향소를 연구하며 향례를 언급한 연구자로
는 김용덕과 박익환이 있다. 김용덕은 고려 말부터 19세기까지 鄕廳
의 조직과 鄕規를 연구하였다. 그는 성종대 유향소 복립에 대하여 
유향품관들이 향촌에서 지방자치의 중심을 이루어 향촌질서를 확립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들의 활동 중 하나로 향음주례
와 향사례를 언급하고 있다.6) 박익환은 세종대에 鄕射, 鄕飮 養老禮
와 같은 古禮를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1433년(세
종 15)의 교지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7) 하지만 이는 1428년(세종 
10)에 유향소가 복설되었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된 것일 
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종
대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에 대해 향사, 향음, 양로례와 같은 고
례를 회복 실천하여 풍속을 순화시키려는 의도와 성격이 두드러진
다며 이전 시기 유향소와 성격을 구별하고 있다. 
  김훈식은 위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가운데 15세기 말 재지사족
과 이들의 정치적 대변자인 사림파가 향당윤리를 보급하였음을 설
명하고 그 과정에서 향례를 언급하였다. 재지사족은 수령과 향리에 
의한 조세수탈, 토호들에 의한 향촌사회침탈 등에 대처해야할 필요
성이 있었으므로 不在地主였던 집권세력에 비해 향촌사회의 안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향당윤리를 보급하고 향례
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사림파에 의한 향당윤리 보급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향당윤리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다고 규정
하고 따라서 향례에 대한 인식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한
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의 입장에서 향은 국가권력에 의해 장
5) 사림파가 향례를 실시할 기구로써 유향소 복립을 추진했다는 이태진의 연구를 

반박하는 시각으로는 최선혜, 2007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문화사, 
188쪽 참고.

6) 김용덕, 1978 향청연구, 한국연구원, 22~24쪽.  
7) 박익환, 1995 조선향촌자치사회사, 삼영사, 31쪽,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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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는 무수한 군현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8)  
  향례를 매개로 하여 국가와 재지사족들의 향촌에 대한 정책과 운
영의 변화를 사상사적으로 접근한 것으로는 고영진의 연구가 있
다.9) 고영진은 16․17세기를 중심으로 향례가 보급되는 과정을 사상
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15세기 중앙조
정은 향례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개별적 의례 내
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은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5
세기에 향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를 간략히 서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중앙조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꼽았다. 그는 중앙
조정이 완전하게 향촌을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례 시행의 주도
권이 재지사족들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향례를 시
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16,17세기에 들어서 
재지사족들이 향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향촌 사회를 성리학적 질
서로 재편하려 하면서 적극적으로 향례가 시행되고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두 가지 공통적인 경향을 보인다. 첫째, 향례 시
행에 있어서 주체를 중앙조정과 지방 사족으로 분리하고 이들이 향
촌에서 향례 시행의 주도권을 사이에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
로 파악한다. 둘째, 지방에서 성장한 사림파가 향촌 사회를 성리학
적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례 시행 움직임이 시
작되고 강화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이 지방에서 성
리학을 발생시킨 宋代 士계층의 향촌 활동이나 朱熹의 향례 개념을 
典型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조선 각 시기의 향례 이해도를 평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8) 김훈식, 1997 ｢15세기 後半期 鄕黨倫理 보급의 배경-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99·100. 

9) 고영진, 1998 ｢조선 중기 鄕禮에 대한 인식의 변화｣ 國史館論叢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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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경향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첫째, 향례
는 지방의 사족들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향촌 교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초점이 ‘지방’ 과 
‘재지사족’의 역할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례에 대한 중앙
의 관심이나, 향례 시행 과정에서 官의 참여, 역할은 도외시되었다. 
둘째, 향례가 국가 전례로 제정된 것은 15세기 초이지만 그 시행은 
16세기에 들어서야 사림파에 의해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으로 
인해 제정과 시행 사이에 시간적인 단절을 낳게 되었다. 이로 인해 
15세기와 16세기를 단절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향례 시행에 
있어서 국가기획이라는 의미가 사상되고 국가와 지방 사이에 설명
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자연히 15세기에 국가가 향례를 시행하고
자 한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16세기 
향례 시행의 움직임이 15세기, 국가 초기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설명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조선정부의 향촌 운영에 대
한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15세기 향례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향촌사회를 유교적 질서로 교화하는 것은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중앙의 향촌 운영 방향이었으며, 조선 중기 중앙과 지방에서
의 향례 논의와 시행은 조선 초 중앙조정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16세기 이후 향례를 통해 지
방에 뿌리를 둔 유교지식인들이 성리학적 방법으로 향촌질서를 확
립하고자 했던 노력뿐 아니라 조선 건국부터 이어져온 국가의 향촌
의 유교 질서화라는 방향이 어떻게 발현되고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리학적 지방주의와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일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10) 

10) 성리학적 지방주의는 성리학(신유학)이 宋代 지방 중소지주층의 이데올로기로
서 대두하고, 그 이후 성리학을 바탕으로 신유학자들이 지방에서 學을 실천하고 
중앙정부(官)와 구별되는 사회적 시스템과 공동체를 구축해나갔던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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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례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의하고자 한
다. 기존 연구들은 향례를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鄕飮酒禮, 
鄕射禮, 鄕約을 향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11) 
이러한 범주는 향례 연구가 16, 17세기에 집중되면서 형성된 것으
로 보인다.12) 하지만 15세기 논의 양상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15세기 자료를 바탕으로 향례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
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향에서의 의례 목록이나 
15세기 문집을 보면, 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된 의례는 위의 범주와
는 다르게 나타난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 속 향촌에
서 실시되는 예제로는 鄕飮酒禮, 鄕射禮와 養老禮가 있다.13) 향촌에
서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던 禮도 향음주례, 향사례, 양로례였다.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eter K. Bol, 김영민 옮김, 2010 역사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참고. 조선에서의 전개에 대해서는 고영진, 앞 논문 참고.   

11) 金龍德, 1985 ｢鄕飮禮考｣ 東方學志 46·47·48; 고영진, 1988 ｢조선 중기 鄕
禮에 대한 인식의 변화｣ 國史館論叢 81; 김현수, 2010 ｢17世紀 鄕村敎化論과 
鄕禮 認識 - 李惟泰, 尹鑴, 朴世采를 中心으로｣ 동양고전연구 39; 한종수, 
2013 ｢17世紀 洪重三의 鄕約通變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기존 연구들의 범주는 朱熹의 저작과 16,17세기에 간행되었던 향례서의 범주 
그리고 당시에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었던 향례 종류의 교집합으로 설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기존 연구에서 15세기 말엽 鄕射禮, 鄕飮酒禮 보급 운동, 16
세기 초반의 鄕約 보급 운동이 사림파의 활동으로 묶여 연구되면서 이러한 향
례 범주가 생긴 것이다.    

13)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 두 의례서는 향례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두 의례서의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서는 1장 2절 각주 53) 참고.  

14) 대표적인 사례로 金宗直(1431~1492)이 밀양 향교의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의 내용을 살펴보자. 혹자가 김종직에게 府主도 아니고 敎官도 아니어서 아무리 
애를 쓴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을 하니 김종직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鄕中의 한 耆老이며, 斯文의 한 先進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매양 봄, 가을
마다 鄕射, 鄕飮, 養老의 의식에서 서로 周旋하고 揖讓하는 처지이니, 내가 죽어 
棺뚜껑을 덮기 이전까지는 모두 責善할 날”이라는 것이다(佔畢齋集｢與密陽鄕
校諸子書｣). 이 부분에서 향사, 향음, 양로가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이 세 
의례가 함께 언급되는 모습은 조선전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럿 발견된다. 여
기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鄭蘊(1569~1641)의 연보에 “9월
에 咸興을 지나면서 鄕飮酒禮ㆍ鄕射禮ㆍ養老禮를 보고, 이어 임소로 돌아왔다. 
-순찰사가 重陽日에 예를 행하면서 선생과 永興府使 崔起南을 불러서 그 일에 
참석시킨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桐溪集｢文簡公桐溪先生年譜｣). 박익환은 
향례의 범주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養老禮를 鄕飮, 鄕射禮와 함께 서술한 경우
가 많다. (박익환, 1995 조선향촌자치사회사, 삼영사, 5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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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의례는 유교적 질서 구축이라는 동일한 목표아래 행해졌다.15) 
의식 절차도 서로 비슷하여 상호 호환 가능했는데 실제로 향음주례 
홀기를 만들 때 양로례 홀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위
의 실제 시행 양상과 당대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향례
를 州府郡縣의 鄕에서 시행되는 의례로서, 향촌의 유교적 질서 확립
을 목표로 하며, 향촌민을 참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례로 정의
한다. 또한 기존 향례의 범위에서 향약을 제외하고 양로례를 추가하
여, 鄕飮酒禮, 鄕射禮, 養老禮를 15세기 향례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鄕飮酒禮, 養老禮, 鄕射禮를 15세기에 실시된 향례 범주로 하여 1
장에서는 세종대 鄕禮儀註가 만들어지는 과정, 성종대 중앙에서 전
국적으로 향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15세기 국가가 향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시행한 의도
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15세기 지방에
서의 향례 운영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양상을 규명하
고, 국가가 향촌에서 구축하고자 한 질서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해 보
고자 한다. 
 

15) 崔溥(1454~1504)의 ｢漂海錄｣을 보면 중국에 조선 풍속은 禮義를 숭상하고 
五倫을 밝히며 儒術을 중하게 여기어 매년 봄가을에 양로연과 향사례, 향음주례
를 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錦南集 권3 ｢漂海錄｣1 戊甲年成宗十九. ‘… 俗尙則
尙禮義, 明五倫, 重儒術, 每春秋, 行養老宴，鄕射禮，鄕飮酒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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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15세기 중앙의 향례 논의 

1. 世宗代 향례 법제화를 통한 향촌 질서 구축  

  세종대는 조선왕조의 유교적 의례와 제도의 틀이 마련된 시기로 
평가된다. 1428년(세종 10)년부터 집현전을 중심으로 유교적 의례
와 제도를 정리하기 위한 중국의 古制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전례인 세종실록 ｢오례｣가 완성되었다.16) 세종
대에는 ｢오례｣와 같은 국가 제도뿐만 아니라 君臣, 父子와 같은 관
계에 대한 유교 윤리 보급을 통해서 유교적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
였다. 예를 들면 최초의 교화서인 孝行錄과 三綱行實圖가 각각 
1428년(세종 10), 1433년(세종 15)에 전국에 보급되었다.17) 
  세종대에 행해진 의례 정비와 교화서 보급은 삼강오륜이라는 유
교 윤리규범을 통해 이념적으로 중앙과 지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중앙집권이라는 기본 방
향 아래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부군현의 향을 중
앙조정의 통제 하에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郡縣制․面里制 등의 지방
제도가 행정적인 포섭방식이라면, 社稷祭․城隍祭 등 지방 祭禮와 鄕
禮, 교화서 보급은 사상적인 포섭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대에 실록이나 國朝寶鑑과 같은 관찬사서에서 처음으로 鄕
飮, 鄕射, 養老와 같은 鄕禮가 언급되는 것 또한 위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물론 세종대 이전에 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1414년(태종 14) 충청도 도관찰사 許遲(1372~1422)가 里社의 法

16) 최승희, 2005 조선전기 정치문화의 이해, 지식산업사, 103~107쪽; 한형주, 
1992 ｢朝鮮 世宗代의 古制硏究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 136, 120~121쪽. 

17) 김훈식, 1998 ｢삼강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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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도록 청하는 글의 일부이다. 
 … 시절이 만약 오곡이 豊登하면 해마다 한 사람씩 번갈아 會首가 되어 항상 
壇場을 정결하게 하고, 春秋 두 사일(社日) 을 당하면 기일보다 앞서 제물을 
헤아려 供辦하였다가 社日에 이르러 약속대로 모여서 제사지낸다. … 제사가 
끝나면 곧 會飮을 행하는데, 會中에서 먼저 한 사람을 시켜 誓詞를 읽게 한다. 
그 誓詞에 이르기를, ｢무릇 우리 同里의 사람은 각각 禮法을 존중하고, 힘을 
믿고 남을 능욕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먼저 함께 다스린 뒤에 官에 넘긴
다. 혹은 가난하여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그 집을 두루 도와주되, 3년에 자립
하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혼인이나 喪葬에 궁핍함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서로 돕는다. 만약 衆意에 따르지 않거나 詐僞를 犯奸하
면, 일체 非僞하는 사람은 아울러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誓詞를 읽기를 끝마치면 長幼의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가서 극진히 
즐거워하다가 물러간다.’고 하였습니다. 힘써 서로 恭敬하고 神明이 화목하고 
鄕里가 풍속을 厚하게 하고 人心을 장려하는 좋은 법입니다.18) 

  里社의 법은 향촌에서 시행되고 있던 淫祀를 금지하고 이를 유교
적인 제사로 대체해 나가려는 제도였다.19) 인용 사료의 앞부분도 
里社에서 시행해야 하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사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서약하는 부분이다. 서약의 내용을 통해 
국가가 향촌에서 세우고자 하는 질서가 무엇이었는지 그 일단을 파
악할 수 있다. 서약의 서두에서 제시된 내용은 ‘禮法’을 준수하고, 
힘을 믿고 남을 능욕하지 않는다는 맹세이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
들을 힘의 논리가 아닌 유교적 예법과 이에 따른 질서로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인용문에서는 향음주례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촌
18) 태종실록 14년 1월 18일(계사)  ‘五穀豐登. 每年一人輪番會首, 常潔淨壇場, 

遇春秋二社, 預期率辦祭物, 至日約聚祭祀. 其祭用, 一羊一豕、酒果香燭紙. 祭畢, 
就行會飮, 會中先令一人讀誓. 其詞曰: “凡我同里之人, 各遵禮法, 毋恃力淩辱. 違
者先共制之, 然後經官. 或貧無可贍, 周給其家, 三年不立, 不使與會. 其婚姻喪葬有
乏, 隨力相助, 如不從衆及犯奸詐僞, 一切非僞之人, 竝不許入會.” 讀誓畢, 長幼以
次就坐, 盡歡而退, 務在恭敬神明, 和睦鄕里, 厚風俗、勸人心之良法.’ 여기서 허지
가 소개하고 있는 里社의 法은 洪武禮制 里社制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19) 한우근, 1996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敎-朝鮮初期 祀祭問題를 中心으로-
｣ 朝鮮時代思想史硏究論攷,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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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고 예법을 지킬 것과 서로 도
우며 살 것을 서약하는 모습이 향음주례의 모습과 닮아 있다. 물론 
｢오례｣ 鄕飮酒儀에서처럼 자세한 절차나 참여 대상, 예에 참여한 구
성원들의 역할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대강의 儀式 
구조가 비슷하므로 향음주례의 前史로 볼 수 있다. 里社의 법이 향
촌의 상황과 맞지 않아 실행되지는 않았다.20) 하지만 이를 통해서 
향례가 하나의 국가 규범으로 성립하지 않았던 세종대 이전에도 禮
를 통해 향촌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禮를 통해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조정의 노력은 향례가 
세종대 세종실록 ｢오례｣ 嘉禮 開城府及州縣養老宴儀, 鄕飮酒儀 그
리고 軍禮 鄕射儀라는 국가전례로 성립되면서 진전된다.21) 세종실
록 ｢오례｣에 기재된 양로연의, 향음주의, 향사의의 절목 구조는 비
슷하다. 먼저 예를 시행하는 시기와 장소가 나오는데, 양로연의는 
仲秋에 지역의 관아[政廳]에서, 향음주의는 해마다 孟冬에 향교[學
堂]에서, 향사의는 해마다 3월 3일 또는 가을이면 9월 9일에 향교
근처에 설치한 射壇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22) 다음으로
는 예식을 주관하는 主人23)과 초대된 賓의 자리를 지정하는 내용 
및 구체적인 행례의 순서와 방법이 실려 있다. 향음주례에는 따로 

20) 里社制가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향촌 자치와 관련하여 당시 
새로운 구조 속에서 자생력을 성장시켜가던 향촌 자체의 발전방향을 도외시했
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이해준, 1989 ｢조선전기 향촌자치제｣국사관논총
9, 49쪽). 또한 里에서 토속적인 淫祀의 강력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설
명도 있다(이태진, 앞 책, 181쪽)

21) 嘉禮의 의미는 周禮에 설명되어 있다. 주례의 가례 항목을 보면 “以嘉禮親萬
民”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정현은 “嘉는 선한 것이고, 사람 마음속에 선한 
것에서 인하여 爲之制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손이양은 “四禮(吉․凶․軍․賓)는 
만민이 행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邦國이라 하였으며, 嘉禮만은 萬民이 참
여, 행할 수 있기 때문에 萬民이라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이범직, 1991 韓
國中世禮思想硏究, 일조각, 133쪽~135쪽 참고).

22)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鄕飮酒儀․開城府及諸州府郡縣養老儀, 軍禮儀式 鄕
射儀 참고.

23) 여기서 예를 주관하는 主人은 오례의에 ‘所在官司’ 즉, 해당 지역의 수령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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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중간에 司正이 말하는 글이 적혀있고 마지막에 이 예식의 의
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주의사항이 붙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司正이 자리에서 나가 북향하여 서서 이에 말하기를, “우러러 생각하옵건대, 
國家에서 옛날의 제도를 따라 禮敎를 숭상하여, 지금 鄕飮酒禮를 거행하게 되
니, 오로지 먹고 마시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릇 우리들 어른과 어린이는 
각자가 서로 勸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안으로는 閨門에 
화목하고, 밖으로는 鄕黨에 親密하며, 서로 訓告하고, 서로 敎誨하여, 혹시 과
실과 懶怠함으로써 낳아주신 분에게 욕됨이 없게 하시오.” 한다.24) 

B.鄕飮酒의 설치는 高年을 높이고, 有德한 사람을 높이고, 禮讓을 일으키기 위
한 것인데, 감히 시끄럽게 하는 사람과 술잔을 높이 든 사람이 있으면, 예절로
써 이를 책망하고, 그 혹시 이로 인하여 失禮한 사람은 그 명부를 삭제하고, 
司正은 여러 사람이 추앙 복종하는 사람으로 삼고, 相者는 예절에 익숙한 사
람으로 삼으며 … 25) 

  A는 규정된 예식에 따라 술잔을 돌리고 절하기를 반복하다가 술
상을 걷고 손님과 주인이 모두 일어난 후,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
을 향해서 司正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을 통해 국가가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먼저 國家에서 禮
敎를 숭상하므로 이에 향음주례를 거행한다는 점이다. 향촌에서 禮
를 통한 교화를 이루고 禮를 통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의 의
도를 향인들에게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의도를 司正을 통
해 직접 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향촌
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범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忠, 부모
에 대한 孝, 향촌 구성원 간에 서로 친밀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24)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鄕飮酒儀. 
   觴行五周訖, 徹卓. 賓主皆興, 司正出位 (在位南行衆賓之後.) 北向立, 乃言曰: “仰

惟國家, 率由舊章, 崇尙禮敎, 今玆擧行鄕飮, 非專爲飮食而已, 凡我長幼, 各相勸
勉, 忠於國孝於親, 內睦於閨門, 外比於鄕黨, 胥訓告胥敎誨, 無或愆惰, 以忝所生.” 

25)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鄕飮酒儀. 
   一. 鄕飮酒之設, 所以尊高年尙有德興禮讓, 敢有喧譁者、許揚觶者, 以禮責之. 其或

因而失禮者, 除其籍. 一. 司正, 以衆所推服者爲之; 相者, 以熟於禮者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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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상정되었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선언처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다. B는 儀註 끝에 향음주례를 시행하는 뜻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향음주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나이 많은 이를 높이
는 것이고, 둘째는 덕이 있는 자를 숭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禮讓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A와 B를 통해 국가가 향촌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향
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세종실록 ｢오
례｣의 의식절차가 마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가 향례를 통
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유교 윤리규범의 기본인 삼
강오륜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족윤리나, 향당에서의 윤리 그리고 국
가와의 관계에서의 윤리를 포괄하고 있다. 15세기 집권세력의 향촌
에 대한 관심은 거의 모두가 주민을 토지에 긴박시키거나 조세 수
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고발할 의무를 지워 범
법 행위를 방지하고 연대책임과 상호 감시 속에 두는 데 있었으며 
향당윤리에는 무관심했다는 설명이 있다. 향당윤리에 해당하는 長幼
有序와 朋友有信인 二倫은 16세기 초 사림파에 의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26) 유향품관 그리고 사림파의 경우 그들의 생활터전이면서 
존재기반이 바로 향촌이었기 때문에 향촌에서의 윤리규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즉 유향품관의 향촌에서의 일상적, 
경제적, 정치적 존재양태가 바로 향촌 윤리규범을 세울 필요성을 낳
은 반면 국가는 그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
촌 운영은 지방 세력가인 유향품관뿐만 중앙조정에게도 중요한 것
이었다. 향촌을 어떻게 중앙집권체제 속으로 포섭하고 지배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는 중앙조정의 지배력, 장악력으로 연결되는 문제였
다. 때문에 국가는 다각도로 향촌 운영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이념
적 수단이 바로 향례였던 것이다. 위 인용문을 보면 家에서의 가족

26) 김훈식, 앞 논문,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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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나 國에서의 군신윤리뿐 아니라 鄕黨에서의 윤리 또한 분명히 
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유유서와 붕우유신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A에서 향당 
사람들 간에 서로 친밀하고 가르치고 깨우칠 것을 권면한다는 것과 
B에서 어른을 높인다는 설명은 향당윤리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중
앙은 유교의 기본 윤리규범으로써 家에서부터 鄕, 國을 관통하는 질
서를 국축하고자 하였고, 향촌민들로 하여금 향례를 통해 이를 익히
게 하고 있었다.  
  세종실록 ｢오례｣ 가례와 군례에 향촌과 관련된 의례가 마련된 
것의 의미는 高麗史 ｢禮志｣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진
다.27) 먼저 고려사 ｢예지｣ 에는 총 54개의 항목이 있는데, 대부
분의 의식이 왕실중심의 의례로만 구성되어 있고 향례 관련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28) 반면 세종대 세종실록 ｢오례｣ 가례 항목을 보
면 고려사 ｢예지｣에는 없던 養老儀와 鄕飮酒儀 항목이 새로 설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실중심의 의례로 축소되었던 고려시대 가례
의 범주를 넓혀 “以嘉禮親萬民”이라는 주례의 뜻에 맞추어 州府郡
縣의 향촌에서 시행될 의례까지 포함시켰던 것이다. 嘉禮뿐만 아니
라 軍禮에서도 고려사 예지에는 보이지 않던 鄕射儀 항목이 추가되
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 향촌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禮로써 향촌을 운영하고 질서를 구축하

27) 高麗史 ｢禮志｣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범직, 1991 ｢Ⅲ 高麗史禮志 五
禮의 分析｣ 韓國中世禮思想硏究, 일조각; 김창현, 2009 ｢고려사 예지의 구
조와 성격｣ 韓國史學報 44 참고. 

28) 고려시대에 향음주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136년(인종 14) 모든 州에서 
선비를 천거할 때는 향음주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高麗史 권73 ｢選擧志
｣)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향음주례와는 다른 형태로 周代 鄕大夫가 인재를 뽑아 
천거할 때 출향에 앞서 시행했던 의례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지만 인종 14년 
이후 향례에 대한 기록이나 후속 논의는 발견되지 않으며 조선에서처럼 향례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향례를 시행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향촌 운영의 방향
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는다. 고려시대 향음주례는 조선시대 향례와는 다른 
방향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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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례 항목에 신설된 養老儀와 鄕飮酒儀, 군례 항목에 신설된 鄕射
儀가 구체적으로 어떤 禮書를 전거로 하여 만들어 졌는지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향례들이 古禮라는 점이나 세종시대 전반에 
걸쳐 儀禮 ｢鄕飮酒禮｣나 禮記 ｢鄕飮酒儀｣, 儀禮經傳通解등이 
예제를 만드는 데 언급, 참고 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
본적으로 儀禮와 禮記, 주례와 같은 古禮書를 전거로 사용하
였을 것이다.29) 하지만 향례의주의 구성은 儀禮와 같은 고례서를 
참고하는 가운데 역대 왕조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는 三代가 멀어 그 제도를 상세히 참고할 만한 문적이 많
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삼대의 제도와 닮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 상
대적으로 가까운 시대인 唐과 宋의 제도를 참고해야 하는 여건이었
다.30) 또한 세종실록 ｢오례｣ 서문에서도 ｢오례｣ 를 제정하며 전
체적으로 고려와 唐, 宋, 明의 제도를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31) 
더욱이 앞서 살펴본 司正의 말은 의례, 예기와 같은 古禮書가 
아닌, 역대 왕조례인 唐이나 明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었다.32) 이러

29) 고영진은 “세종실록 ｢오례｣ 내용은 三禮 가운데 주로 의례에 수록되어 있
는 시행 절차를 바탕으로 주례와 예기를 참조하면서 조선 현실에 맞게 변
형시킨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영진, 앞 논문, 352쪽)

30) 세종실록 14년 9월 1일(庚辰).  ‘禮曹啓: … 許稠以爲 … 夫三代遠矣, 制度之
詳, 無得而考, 其可考者, 唯唐、宋文籍而已, 今立制度, 不法唐、宋, 臣未知其可
也.’ 

31) 세종실록 ｢五禮｣ 序文.  ‘國初, 草創多事, 禮文不備, 太宗命許稠, 撰吉禮序例
及儀式, 其他則未及, 每遇大事, 輒取辦於禮官一時所擬, 上乃命鄭陟、卞孝文, 撰定
嘉、賓、軍、凶等禮, 取本朝已行典故, 兼取唐、宋舊禮及中朝之制. 其去取損益, 
皆稟宸斷, 卒未告訖, 冠禮亦講求而未就. 其已成四禮, 幷許稠所撰吉禮, 附于實錄之
末.’

32) 세종실록｢오례｣에 실린 司正의 말은 唐의 開元禮와 明史｢禮誌｣에 실린 
司正의 말과 매우 유사하다. 개원례에 실린 司正의 말은 다음과 같다. “朝廷，
率由舊章, 敦行禮敎. 凡我長幼，各相勸朂, 忠於國，孝於親，內睦於閨門，外比於
鄕黨，無或愆惰，以忝所生”(大唐開元禮 권129 嘉禮 正齒位). 명사｢예지｣에 
실린 司正의 말은 다음과 같다. “恭惟朝廷，率由舊章, 敦崇禮教，舉行鄉飲 ，非
為飲食. 凡我長幼，各相勸勉, 為臣竭忠，為子盡孝，長幼有序，兄友弟恭, 內睦宗
族，外和鄉里，無或廢墜，以忝所生” (明史 志 第32 禮10 嘉禮4 鄉飲酒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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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세종실록 ｢오례｣의 향례의주는 다른 의주
들처럼 당과 송, 명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향음주의와 향사의는 양로연의 등의 여타 가례 의주들과 달리 예
식을 제정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실록에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예제를 마련하였는지 알 수 
없다.33) 하지만 그 제정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여타 자료를 바탕
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향례가 조선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 고대의 제도라는 점, 그 예제의 시행 방법이나 의미가 주례, 
의례, 예기 등 경전에 실려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1433년(세종 15)과 1443년(세종 25)의 하교내용을 
보면 향례 시행은 경전에 실려 있는 이상적인 제도라는 이유를 넘
어서 구체적인 현실 문제와도 결부된 것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지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향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하교는 모두 술을 경계하고 풍습을 아름답게 할 것
을 이르는 교지이다. 교지의 요점인 戒酒 즉, 술을 마시는 구습을 
경계하고 훈계하는 가운데 향례가 언급되는 양상을 살펴보자. 다음
은 1433년의 교지의 일부이다.

듣건대, 술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실컷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신명을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제
사로 인하여 마실 때에는 獻酬하는 것으로 절목을 삼고, 활쏘기로 인하여 마
실 때에는 揖讓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따라서 鄕射禮는 친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養老禮는 나이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기 위한 것이다. 
… 후세로 오면서부터 풍습이 그전 같지 않고, 마구 술을 마시는 것만 힘쓰기 
때문에 禁酒하는 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하여도 결국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
란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한탄스럽다. 대체로 술로 인한 화란은 매우 

33) 세종실록 ｢오례｣에 실린 가례 의주들은 대체적으로 세종 12년 말과 세종25
년 사이에 정비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강제훈, 2012 ｢조선 세종실록｢오례｣의 
편찬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107, 192~194쪽.) 이 연구는 대부분 왕 또는 왕
세자와 관련된 의주를 다루고 있지만, 향음주례나 향사례와 성격이 비슷한 양로
연의 또한 세종 18년에 마련되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다른 향례 의주도 세종 
12년과 25년 사이에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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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어찌 다만 곡식과 재물을 허비할 뿐이겠는가. 안으로는 心志를 어지럽히
고 밖으로는 威儀를 잃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봉양을 폐기하게 되
고 또 남녀의 관계도 문란하게 한다. 크게는 나라와 가정을 망치고, 작게는 자
기 본성과 인생을 망치고 만다. 綱常을 더럽히고 풍습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낱낱이 거론할 수는 없고 …
 생각건대, 우리 태조께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태종은 이를 계승하여 
정치와 교화를 잘 펴서 그 법을 만세에 전하는 한편, 많은 사람이 모여 술 마
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해묵은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교화를 펼쳤
다. 내가 부덕하지만 외람하게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밤낮없이 염려한 것
은 정치를 잘해 보기 위한 것으로, 옛날의 잘못된 일을 거울로 삼고 조종이 
제정해 놓은 법을 본보기로 삼아서 禮로써 제시하고 法으로 규찰하였다. 그렇
다면 나의 마음 씀씀이가 지극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 신민들
은 술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자가 더러더러 있으니 이는 고려 말기의 몹쓸 기
풍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을 나는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 
따지고 보면 옥송(獄訟)이 발생하는 것도 대부분 여기에서 기인된 것으로 처
음에 삼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그 폐단은 정말 두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 일을 상고하여 오늘에 증명을 하면서 반복하여 훈계를 하는 이유인 
것이다.34)

  세종은 술로 인해 사람의 뜻과 행동이 어그러지고 부모에 대한 
효도도 하지 않으며 남녀 관계가 문란해져 사회적 질서가 어지러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향촌에서 獄訟이 발생하는 것 또한 술로 인
해 윤리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 말에 문란해진 사회 기강이 바로잡히지 않은 데서 기
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세종은 교지 중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자신이 예로써 제시하고 법으로 규찰하였다고 하였는데, 예로써 
제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교지의 첫 문단에 
소개하고 있는 제사와 鄕禮임을 알 수 있다.35) 즉 제사나 향례와 

34) 세종실록 15년 10월 28일(정축)  ‘蓋聞酒醴之設, 非以崇飮, 所以奉神明、享
賓客、養高年者也. 是以因祭而飮, 以獻酬爲節; 因射而飮, 以揖讓爲禮. 鄕射之禮, 
所以敎親睦也; 養老之禮, 所以尙齒德也.… 惟我太祖肇造丕基, 太宗繼述, 修明政
敎, 垂憲萬世, 群飮之禁, 著在令甲, 以革舊染之俗, 以致維新之化. 予以否德, 叨承
丕緖, 夙夜祗懼, 以圖治安, 鑑往昔之覆轍, 遵祖宗之成憲, 示之以禮, 糾之以法. 予
之用心, 非不至也, 而惟爾臣民, 以酒失德者, 比比有之. 是前朝衰微之風, 猶未殄
絶, 予甚憫焉.嗚呼! 酒之釀禍, 若是之慘, 而尙不覺悟, 亦何心哉? 縱不能以國家爲
念, 獨不顧一身之性命乎? 朝臣有識者, 尙且如此, 閭巷小民, 何所不至? 獄訟之興, 
多出於此. 始之不謹, 則末流之弊, 誠可畏也. 此予之所以考古證今, 反覆告戒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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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올바른 술자리의 예제를 제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본받지 않고 문란하게 술을 마셔 폐단이 발생했다는 것이 세종이 
내린 진단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향례가 제사와 함께 문란한 사
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다. 향례를 통해 술자리는 친목을 돈독히 하고 어른과 유덕자를 존
경하기 위함임을 가르침으로써 올바른 음주 방법을 익히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옥송이 감소하는 것까지도 기대하
고 있었다. 결국 교지를 통해 술이 이용되는 예제와 금주의 법을 함
께 운영함으로써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구습의 폐단을 개혁하는 
동시에 신민을 유교적 예제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세종의 의지를 읽
을 수 있다.  
  1436년(세종 18)에는 文科 시험에서 향례 시행에 관한 내용이 
策問으로 출제되기도 하였다. 策問은 문과 시험의 최종 단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대의 중요한 政務나 事務를 물었다. 즉 책문에서 향
례를 시행하게 할 방책을 논하라는 것은 향례의 시행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왕은 이렇듯 말하노라. 帝王들의 백성을 다스리는 길은 비록 같다 하나, 정치
를 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要는 모두 인륜을 두텁게 하여 풍속이 되게 
하고, 외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이다. 唐·虞(=堯舜)의 시대를 상고
해 보면, 契을 시켜서 五倫을 시행하게 하였고, 禹에게 명령하여 三苗를 토벌

35) 김훈식의 경우 이 교지를 세종조 향음주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원론적인 수준
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써 제시하였다.(김훈식, 앞 논문, 
230쪽) 이 연구에서는 성종대 이후 부상하는 사림파들이 향촌에서 권귀화된 집
권세력과 수령, 향리로 이어지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재지사족인 자신들을 보호하
고 향촌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향당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의 의례적 행동인 향례의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향당 윤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저
자는 향례의 본질이 향당윤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림파의 지방주의에 있다
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사료에서 드러나는 세종의 향례 인식을 원론적인 수
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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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 오늘에 있어서 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일까. 대종이니 소종이니 
하는 법은 祖宗을 높이는 의리이며, 鄕飮酒의 禮는 長幼의 차서를 밝히려는 
것이다. 활을 쏘아서 덕을 보려 하고, 투호를 해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은, 周
나라의 다스림이 有文에 빛나고 후세 사람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러한 道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어찌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祖先을 높이고 
종친을 공경할 줄 알게 하여 宗子의 법을 세우며, 어찌하여야 사람들로 하여
금 장유의 차례를 알게 하여 향음의 예를 행할 수 있겠는가. 활쏘기는 六藝의 
하나인데도 무사의 일로만 보니, 어찌하면 활쏘기의 의의를 다시 밝히며, 투호
는 몸을 수양하는 도구인데도 한갓 豪俠한 사람의 놀음만으로 아니, 어찌하면 
화살을 가지고 예의에 부합하게 하여 손과 주인이 서로 공경하게 사귀게 되겠
는가. …36)

  책문에서는 정치의 요점이 안으로는 인륜을 두텁게 하여 풍속을 
이루고 밖으로는 외적을 막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음을 설
명하고, 요순 삼대 시절의 인륜을 두텁게 하는 교화의 방법 중에서 
적용할 만한 일로 종법과 향례를 꼽고 있다. 周나라의 정치가 후대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이유도 주나라가 종법과 향례
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책문에서 묻는 것은 상고시대
의 이상적인 정치 방법인 종법을 세우고 향례를 시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장유의 차서를 알게 하고 몸을 수양하며 손과 주인이 서로 
공경하며 사귀게 할 방법을 논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라 안을 
다스리는 주요 축으로써 종법과 함께 향례가 채택되었으며, 향례를 
시행하도록 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
무였음을 알 수 있다. 
  책문에서 인식되고 있는 향례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왕은 堯舜三代의 정치를 이상형으로 삼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36) 세종실록 18년 4월 9일(乙巳)  ‘王若曰: “帝王爲治之道雖同, 而爲政之方非

一, 要皆厚倫成俗、制寇安民而已. 若稽唐、虞, 命契而敷五敎, 命禹而征三苗. 當是
時, 黎民於變, 比屋可封, 而有苗梗化, 干羽之舞, 七旬乃格. 舜之文德, 豈班師而始
敷歟? 三代迭興, 文質損益, 代各有治, 其詳有可言者歟? 可行於今日者, 何事歟? 
大小宗之法, 所以尊祖宗之義也; 鄕飮酒之禮, 所以明長幼之序也. 射以觀德, 投壺
以治心. 周家之治, 煥乎有文, 後世莫及者, 用此道也.…  何以使人知尊祖敬宗而宗, 
子之法立? 何以使人知長幼之序, 而鄕飮之禮行? 射者, 六藝之一, 而視爲武士之事, 
若之何, 則射義復明. 投壺, 治身之具, 而徒爲豪俠之戲, 若之何, 則擁矢合禮, 而賓
主交敬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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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周나라의 향례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즉, 상고시대부터 향
례가 운영되었던 맥락 위에서 향례를 시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
면 상고시대에 향례가 운영된 맥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국가가 
지방관을 통해 지방을 교화함으로써 왕도정치를 이루고, 지방의 인
재를 중앙으로 등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주례 地官 鄕大夫條에는 “鄕學에서 학업을 닦고 난 다음, 
제후의 향대부가 향촌에서 덕행과 道藝를 고찰해 인재를 뽑아 조정
에 천거할 때, 出鄕에 앞서 그들을 賓禮로써 대우하고 일종의 송별 
잔치를 베푼다.”37)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음주례이다. 향음주
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예기 鄕飮酒義條에 의하면,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
쳐야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것을 알며, 효제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으며, 귀천의 분수도 밝혀지며, 술자리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
하게하기에 족하게 된다고 하였다.38) 향음주례의 시행 양상에 대해
서는 唐의 孔潁達이 예기의 疏에 정리해놓았다. 향음주례란 첫째 
鄕大夫가 3년마다 지방의 어진 자와 능력 있는 자를 손님으로 맞이
하여 베푸는 것, 둘째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이를 대접하는 것, 
셋째 州長이 활쏘기를 익히면서 술을 마시는 것, 넷째 黨正이 蜡祭
을 행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모두 의미하였다.39) 또한 예기의 
37) 周禮 권12, ｢司徒敎官之職｣  ‘鄕大夫之職 各掌其鄕之政敎禁令 正月之吉 受敎

法于司徒 退而頒之于其鄕里 使各以敎其所治 以攷其德行察其道藝…退而以鄕射之
禮五物詢衆庶…州長各掌其州之敎治政令之法…春秋以禮會民而射于州序…黨正各掌
其黨之政令敎治…國索鬼神而祭祀 則以禮屬民 而飮酒于序以正齒位.’

38) 禮記 ｢鄕飮酒儀｣  ‘鄕飮酒之禮 六十者坐 五十者立侍以聽政役 所以明尊長也. 
六十者三豆, 七十者四豆, 八十者五豆, 九十者六豆, 所以明養老也. 民知尊長養老, 
而后乃能入孝弟, 民入孝弟, 出尊長養老, 而后成敎, 成敎而后國可安也. 君子之所謂
孝者, 非家至而日見之也. 合諸鄕射, 敎之鄕飮酒之禮, 而孝弟之行立矣. 孔子曰, 吾
觀於鄕, 而知王道之易易也.’

39) 禮記 ｢鄕飮酒儀｣. ‘(疏) 正義曰…但此篇前後凡有四事 一則三年賓賢能 二則鄕
大夫飮國中賢者 三則州長習射飮酒也 四則黨正蜡祭飮酒摠而言之 皆謂之鄕飮酒… 
鄕則三年一飮 射則一年再飮 黨則一年一飮也.’ 향음주례의 종류에 대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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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음과 향사례 시행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내가 鄕을 보고서 
王道가 퍽 易易함을 알았다’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40) 여기서 鄕
은 향음주례를 뜻한고 易易는 교화의 근본이 어진 사람을 높이고 
어른을 숭상하는데 있음을 뜻한다.41) 즉 향음주례를 시행함으로써 
왕의 교화가 쉽게 지방에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후대
에 향례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었다. 
  주례, 의례, 그리고 예기와 이에 대한 注疏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향례의 주체는 鄕大夫, 州長, 黨正과 같이 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향례는 고대부터 국가가 왕도정치를 폄으로써 
향촌의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재를 천거함으로써 學을 흥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위의 책문은 상고
시대부터 중앙조정이 행하는 왕도정치의 척도로써 기능해온 향례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그와 같은 맥락 위에서 향례를 시행할 방법을 
논하라는 것이었다.     
  세종 때에는 국가가 표방하는 이념을 구현하고 그 이념을 주부군
현의 향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향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념의 구체적인 내
용은 가족 간의 윤리부터 향당에서의 윤리, 군신윤리를 망라하는 것
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의지는 세종실록 ｢오례｣ 라는 국가 전례로 
나타났고, 교지나 책문을 통해 시행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었다. 이
와 같은 세종대 향례 시행 노력은 성종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조정에서 典範으로 여겨지며 鄕禮 시행에 당위성을 부여하였다.42)

은 설명을 賈公彦이 쓴 儀禮 ｢鄕飮酒禮｣ 疏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표현만 조
금 다룰 뿐 내용은 같다. 

40) 각주 38) 끝부분 참고.
41) 鄕과 易易의 뜻은 十三經注疏｢禮記注疏｣ ‘鄉, 鄉飲酒也. 易易, 謂教化之本, 

尊賢尚齒而巳.’ 참고. 
42) 中宗代 향음주례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선왕인 세종 때에 시행하려

고 했다는 점을 들어 시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중종실록 7년 11월 22일(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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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조정의 향례 운영 논의는 세조 때에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방에서 향례를 시행하는 사례는 있는 것 같지만,43) 중앙
에서의 향례 운영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양로연을 베풀기는 하지만 세종대나 성종대와 달리 그것을 전국적
으로 시행할 방법은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세조대는 예제 정비에 
있어서 선왕인 세종대의 정비 방향과 다른, 일탈적인 시기로 평가 
되고 있다.44) 세조는 古制를 연구하던 집현전을 혁파하고 功利的 
禮制를 강화했다. 세조대의 예제는 세종실록 ｢오례｣를 위시한 15
세기 전반의 예제와 배치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45) 이러한 세조대
의 전반적인 경향이 향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세종대의 전례들을 존중하면서 향례에 대
한 논의도 다시 이어지게 된다. 

辰). ‘侍講官尹殷弼曰: “鄕飮酒禮, 雖煩文末節, 我國不可不行.《五禮儀註》, 詳載
其禮, 大邑則刺史爲主, 郡縣則守令爲之, 鄕中有德行者與焉, 不善者不齒. 相戒以孝
於親睦於隣, 非徒飮酒而已.… 檢討官蘇世讓曰: “如此之禮, 廢之已久, 雖有欲行之
者, 而以習俗不行, 若有行之者, 則必群怪之, 故未能行之矣. 果於世宗朝, 亦欲行
之, 今若施行, 則可自此而始行矣.” ’). 18세기 正祖代 鄕禮合編을 만들고 반포
하는 과정에서도 世宗과 오례의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었다. (弘齋全書 권
165 ｢日得錄｣文學 5; 정조실록 21년 1월 1일(壬寅) 참고)  

43) 세조대 지방 향례 시행의 예를 들면, 2장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1466년(세조 
12)에 지어진 李石亨(1415~1477)의 ｢安東射廳記文 體察使時作｣을 참고할 수 있
다.  

44) 세조대의 예제 정비에 대해서는 정경희, 2000 ｢朝鮮前期 禮制․禮學 硏究｣,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8~122족 참고. 정경희는 조선 전기 예제 정비의 흐
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태조~태종대 왕조례 정비에서는 新禮學의 
義理論이 기준이 되었다. 세종~문종대에도 신예학의 의리론을 기준으로 예제가 
마련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古禮가 중시되었다. 반면 단종~예종대의 예제 정
비는 의리론보다 功利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45) 세종대의 예제와 배치되는 예제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
종대 극히 강조되었던 三年喪制가 준수되지 않은 점, 세종 20년 즈음에 폐지된 
圓丘制가 강화되었으며, 세종실록 ｢오례｣에 채택되었던 왕실여성의 白色 冠․
帶制도 변개되었고, 明 皇帝 및 皇后를 위한 君臣의 白衣 3일복제도 준수되지 
않았다. 세조대에 변개되거나 준수되지 않았던 예제들은 성종대에 다시 세종대 
규정으로 복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경희, 2000, 위 논문 123~135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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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례의를 기반으로 한 成宗代 시행 논의 

  향례가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의 목적으로 또는 16세기 사족 
지방지배의 주요 수단으로 이해되면서, 성종대의 향례 시행 논의 또
한 사림파의 운동이라는 관점에서만 다루어 16세기의 전사로 설명
되어왔다. 이로 인해 성종대 향례 시행 논의는 이전 시기 중앙조정
의 향례 논의와는 단절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15세기 후반기인 
성종대는 사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6세기 특징의 단초들이 나타
나는 시기이면서도, 개국 초기의 계획들이 법으로 완성, 반포되는 
시기이며 이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는 시기이도 하다. 그러므
로 2절에서는 성종대 향례 시행 논의를 세종대 논의의 연속선 위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종대의 禮制 연구․정비는 세조대의 영향이 잔존하는 가운데 세
종대의 제도와 기구를 회복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1478년
(성종 9) 세종대 集賢殿을 계승한 弘文館이 설치되었다. 세종대 古
制 연구의 중심기관이었던 집현전은 1456년(세조 2)에 혁파되었고 
세조연간에는 고제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睿宗代에 예조 및 藝
文館을 중심으로 고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성종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 졌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홍문관이 담당하고 있었
다.46) 다음으로 세조대에 변개되었던 예제가 회복되었다. 상복제도
나 제사제도 등 세세한 예제가 세종대의 규정으로 환원되었다.47)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 ｢오례｣가 독립된 禮典으로서의 지위를 회
복하였다. 세종 말에 세종실록 ｢오례｣ 초고본이 완성된 이후 계속
해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세조대에 세종실록 ｢

46) 이상 홍문관에 대한 설명은 최승희, 1970 ｢弘文館의 成立 經緯｣ 韓國史硏究
5; 최이돈, 1994 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硏究 일조각, 9~49쪽; 정경희, 2000, 
위 논문, 132쪽 참고.

47) 각주 4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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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례｣가 經國大典 ｢禮典｣으로 편입되면서 그 위상이 현저히 약화
되었다. 하지만 성종대 세종실록 ｢오례｣가 다시 경국대전에서 
분리되고 보완되어 國朝五禮儀(이하  오례의)로 완성되었다. 
세종실록 ｢오례｣는 세종이 주도한 것으로 존중되어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옮겨졌으며 부족한 부분만이 보완되었다. 이는 
오례의가 태종~세종대 왕조례 정비의 성과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
음을 의미한다.48)           
  1484년(성종 15) 吏曹正郞 李復善(?∼1504)의 상소문을 통해서
도 대체적인 성종대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이복선은 상소
문에서 풍속을 바로잡을 계책을 논하고 있었는데, 당시 성종의 정치
를 비판하고 옛 법을 지킬 것을 건의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평
가했다. “전하께서 처음에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世宗이 지켜 나아
간 옛 법을 준수하여 정치와 교화의 융성함이 千古에 으뜸이 되자 
조정과 지방에서 목을 늘어뜨리고 눈을 비비며 즐겁게 춤추며 경하
하기를, ‘세종의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되었구나.’ 하였다”는 
것이다.49) 여기서 성종이 준수하였다는 ‘세종이 지켜오던 옛 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성종 초년의 전반적인 
정책이 세종의 정치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음이 암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성종대 예제 정비의 방향이나 성종 초반의 정치가 
세종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고려했을 때, 성종대의 향례 시행 논의를 
16세기와의 관련성보다는 15세기 초반 국가의 향례 운영의 연속선 
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종이나 신료들이 향례 시행을 촉구하는 언설 속에서 이전 
시기와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48) 이상 세종실록 ｢오례｣ 회복에 대한 내용은 정경희, 2000, 앞 논문, 

127~129, 135~137쪽 참고.
49) 성종실록 15년 12월 21일(甲戌)  ‘殿下初年, 每事一遵世宗守成之故典, 而治

敎隆盛, 卓冠千古, 朝野延頸拭目, 歡欣皷舞, 相與慶曰: “伏覩世宗之治于今之時
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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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에서 아뢰기를, “五禮儀註에는 ‘해마다 孟冬에 開城府와 州府郡縣에서 
吉日을 가려 鄕飮酒禮를 행하고,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성부와 주부
군현에서 鄕射禮를 행한다.’ 하였으니,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수령
들이 구습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편치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留守·觀察使로 
하여금 더욱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50)

(典翰) 鄭誠謹이 아뢰기를, “鄕射禮와 鄕飮酒禮는 비록 迂闊한 것이나, 또한 
풍속을 바로잡는 한 실마리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여러 고을로 하여금 행하게 
한 것이 令甲[법전;필자]에 나타나 있으나 하나도 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
하였다.51) 

(성종이) 모든 道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 鄕射禮와 鄕飮酒禮는 禮文
에 실려 있어서 頒布한지 이미 오래인데, 행하는 자가 대개 적으니, 또한 매우 
옳지 못하다. 喪을 마친 뒤에는 거듭 밝혀서 거행하고 폐기하지 아니할 것이
다.”하였다.52)

  예조와 신료, 성종이 향사례와 향음주례등과 같은 향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모두 향례를 시행하는 것이 이미 법전에 실
려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성종이 말한 반포된 예문이라
는 것도 오례의를 두고 한 말이다. 오례의 향례의주는 다른 의
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종실록 ｢오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싣고 있었다.53) 이 외에도 향례가 오례의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

50) 성종실록 10년 2월 12일(己亥)  ‘禮曹啓: “《五禮儀註》: ‘每年孟冬, 開城府
及州府郡縣擇吉辰行鄕飮酒禮, 每年三月三日、九月九日, 開城府及州府郡縣行鄕射
禮, 法非不詳, 而守令因循不行未便.’ 請自今令留守、觀察使申明擧行.” 從之.’

51) 성종실록 16년 1월 6일(己丑)  ‘誠謹啓曰: “鄕射、鄕飮酒之禮, 雖若迂闊, 亦
正風俗之一端也. 國家已令諸邑行之, 著在令甲, 而一無行之者.’

52) 성종실록 16년 1월 8일(辛卯)  ‘下書諸道觀察使曰: … 鄕射、鄕(欽)〔飮〕
酒之禮, 載在禮文, 頒之已久, 而行之者蓋寡, 亦甚不可. 喪畢後, 申明擧行, 無置廢
閣.’

53) 성종 연간에 반포된 국조오례의의 鄕禮儀註들은 세종실록 ｢오례｣ 향례의
주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싣고 있다. 유의미한 변화는 시행 지역이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漢城府및 州府郡縣’이었던 것이 국조오례의에서는 ‘開城府 및 
州府郡縣’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고영진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국조오례의로의 변화는 시행 주체와 지역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시
행 주체가 왕실과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민까지 확대되고 지역적으로도 서울
뿐만 아니라 주현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조오례의에 州縣祭儀가 늘어난 것을 덧붙이며 “따라서 세종실록 ｢오례｣가 
향촌에 대한 지배의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면 국조오례의는 실천적 성격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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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대소신료들의 건의와 향례 시행을 명령하는 성종의 언사는 성종실
록에서 다수 발견된다.54) 즉, 成宗代 향례 시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오례의에 儀註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고 있
었다.  
  향례는 사림파 유향소 복립 운동의 일환으로 또는 근거로 규정되
면서, 주로 유향소와의 강한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어 왔다.55) 하지
만 항상 유향소 복립의 목적으로 향례 시행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
은 아니었다. 향례 시행의 논의와 유향소 복립 건의가 함께 언급될 
때에도 양자는 별개의 일로 다루어졌다.56) 또한 향례의 시행을 주

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고영진, 위 논문, 355쪽) 위와 같은 고영진
의 설명 및 평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시행 지역의 변화와 시행 
주체의 변화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시행 지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시행주체가 각 지역의 수령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고영진이 시행주
체에 일반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참여계층이라는 의미로 시행주체
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誤記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참여계층도 변하지 않았
는데, 세종실록 ｢오례｣에서 향례 시행 시 품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자리배치가 
국조오례의에 그대로 실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성부가 제외된 것을 지역
의 확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향례 시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어갔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반대되는 서술이다. 세종실록 ｢오례｣의 향례 시행의 지역 범위는 
전국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조오례의에서는 한성부를 제외한 개성부와 주부군
현으로 시행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지역이 축소 된 것이었다. 세종
실록 ｢오례｣에서 국조오례의로의 변화는 國都와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차등
적인 정책, 제도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성종대에는 국도에서 
왕이 행하는 의례로 大射禮 儀註가 마련되었다(성종실록 10년 8월 3일(丁
酉)). 또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직접 국도에서 향례를 시행하겠다는 성종의 주
장에 대해 국도에서는 향례를 행할 수 없다는 승정원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0년 4월 22일(戊申)).       

54) 성종실록 8년 8월 4일(戊戌); 10년 1월 20일(丁丑), 1월 22일(己卯), 2월 
12일(己亥); 13년 12월 16일(庚辰); 16년 1월 6일(己丑), 1월 8일(辛卯), 1월 
9일(壬辰); 21년 윤9월 5일(甲申); 24년 12월 21일(辛巳). 

55) 향례를 사림파와 관련짓는 기존 이해는 사림파가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 留鄕所 복립을 주장했다는 이태진의 연구에서 기인한다(이태진, 1973, 
앞 논문). 자세한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머리말 참고.

56) 향례시행을 목적으로 유향소 복립이 주장되었다는 기존의 이해와 달리 향례 
시행과 유향소 복립은 별개로 논의되었다는 점은 최선혜에 의해 논증되었다(최
선혜, 2007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문화사,  187~188쪽 참고). 최선
혜는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조정과 지방 유향품관의 관계또는 국가와 지방사회 
관계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유향소는 국가와 지방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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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사람 중에는 사림파로 규정할 수 없는 인물들도 보인다.57) 
논의 시기에도 시차가 있었는데, 향례 시행은 유향소 복립이 건의되
기 시작한 1483년(성종 14) 이전부터 이미 논의되고 있었다. 성종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정에서 향례가 논의되기 시작한 때
는 1477년(성종 8)으로 그 내용은 향사례와 향음주례였다. 1476년
(성종 7) 성종은 親政을 시작하면서 양로례․대사례 등 각종 예제를 
몸소 준수하였는데, 다음은 1477년 성종이 직접 성균관에 나아가 
釋奠禮와 대사례를 거행한 다음날 내린 하교의 일부이다.   

하교하기를, … 내가 어리고 德이 없는 몸으로 丕緖를 이어받아, … 오히려 祖
宗의 신령에 힘입고 보필의 힘을 받아, 朝廷이 和洽하고, 邊鄙가 警急하지 아
니하여, 中外가 편안한 지 대개 또한 여러 해가 되었으니, 마땅히 射侯를 하여
서 德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더구나 이 禮의 행함이 庶民에게 이르러서 鄕飮
의 의식도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니, 所在地의 監司와 守令은 그 내 뜻을 
본받아, 이 한가한 때에 미쳐서 때때로 거행하여, 우리의 태평한 즐거움을 함
께 하여 禮讓의 풍도를 흥기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58) 
통로로서 조정의 지방통치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방사족의 참여와 활동이라는 두 
가지 길이 절충되어 복설 되었다고 한다. 유향소 복설론을 통해 중앙의 관료와 
지방의 사족은 분리되거나 대립된 집단이 아니라 일체적․지속적 유대관계를 강
화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선혜, 2007, 위의 책, 137~192쪽 
참고). 

57) 성종대에 향례 시행을 주장한 사람이나 기관을 실록을 토대로 간추려 보면 국
왕인 성종, 典翰 鄭誠謹, 同知事 李崇元, 司經 曺偉, 侍講官 金宗直, 特進官 尹孝
孫, 正言 李世仁, 禮曹, 弘文館이다. 이 중에서 소위 사림파로 분류되는 사람은 
정성근, 조위, 김종직이다. 향례 시행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나 주목할 
만한 사람은 同知事 李世佐이다. 그는 1491년(성종 22) 정성근이 해주목사로 
있을 때, 양로연과 향사례를 시행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성근을 성종에게 긍정적
으로 보고하고 있었다(성종실록 22년 2월 20일(丙寅)). 그러나 1498년(연산 
4) 戊午士禍때 이미 죽은 김종직과 그 제자들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
던 인물이다(연산군일기 4년 7월 17일(辛亥)). 2장에서 살펴볼, 문집에서 향
례 시행을 주장하는 글이 발견되는 경우나, 지방에서 실제로 향례를 시행한 사
례를 더하면 사림파로 분류될 수 없는 인물들이 향례를 시행하거나 권하는 사
례는 더 많아진다. 예를 들면, 李承召(1422~1484)는 지방관으로 가는 지인에
게 향례 시행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세종대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세조대 공신에 봉해지고, 성종대에는 判書, 右參贊, 左參贊등을 역임한 대신으로 
사림파로 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58) 성종실록 8년 8월 4일(戊戌) ‘下敎曰: … 予以眇薄, 纉承丕緖, 懼不克荷, 夙
夜祗畏. 尙賴祖宗之靈, 承弼之力, 朝廷稍洽, 邊鄙不警, 中外寧謐, 蓋亦有年, 宜射
侯而觀德. … 況斯禮之行, 達于庶民, 鄕飮之儀, 亦所當講, 所在監司守令, 其體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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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에는 향사례 시행지역에 漢城府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
종대에는 시행 지역에서 한성부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국도에서 왕
이 행하는 射禮인 大射禮儀註가 1477년에 따로 제정되었다.59) 성종
은 조정 신하들과 대사례를 행한 후 지방관들에게 지방의 射禮인 
향사례를 행할 것을 명한 것이다. 또한 鄕飮의 의식도 강구하라 하
였는데, 이는 향음주례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예를 행하는 것이 백성
들에게도 미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향음의 의식을 익힐 수 있
도록 각 지역의 감사와 수령으로 하여금 예를 행할 것을 명하고 있
다. 소위 사림파로 불리는 金宗直(1431~1492), 曺偉(1454~1503), 
鄭誠謹(？∼1504) 등이 향례 시행을 건의하기 전에 그리고 유향소 
복립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국왕 성종에 의해 향례 시행 논의
가 시작되고 있었다.  
  성종은 그 후 적극적으로 향례를 시행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오
례의가 반포되고 성종이 성균관에서 대사례를 행하며 향례를 시행
할 것을 명한 이후로도 수령들이 향례 시행을 뒷전으로 하여 시행
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60)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79년(성종 10) 성종은 國都에서 향사례를 행하고자 하였다. 국도
에서는 향사례를 행할 수 없다는 승정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성종은 “예전 향사례에 관한 문헌을 홍문관, 대간, 예조로 하
여금 살피게 하여 더하거나 감하거나 해서 먼저 國都로부터 행한다
면 어찌 郡邑에서 시행하지 않겠는가?”61)라며 의지를 보였다. 본래 
예법에 따르면 국도에서는 향례를 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성종은 
수령들이 향례 시행을 여사로 보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국

意, 迨此閑暇, 以時擧行, 同我大平之樂, 以興禮讓之風, 豈不美歟? ’
59) 성종실록 8년 8월 3일(丁酉)
60) 성종실록 10년 2월 12일(己亥), 4월 22일(戊申).
61) 성종실록 10년 4월 22일(戊申)  ‘上曰: “前日, 予欲行鄕射禮於國都, 承政院, 

或言可行, 或言國都宜行大射禮, 不宜行鄕射禮. 予意以爲: ‘古鄕射禮文, 令弘文
館、臺諫、禮曹同審, 或增或減, 先自國都, 則郡邑, 何以不行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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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향례를 거행하여 모범을 세우고 지방의 수령들로 하여금 이
를 본받아 향례를 시행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종대의 향례 시행 논의는 풍속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언급되며 진행되었다. 향례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들은 대부분 구체
적인 사건을 통해 풍속의 폐해를 진단하고 향례를 통해 교화하고자 
하는 맥락위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1485년(성종 16) 1월의 
향례 시행 논의를 살펴보자.62) 이때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제기
되었다. 먼저 첫 번째는 兵曹參知 崔灝元이 裨補나 水陸齋 등 邪道
를 행하므로 관직을 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최호원은 전
날 厲祭獻官으로 棘城에서 돌아와 왕에게 9가지의 일을 아뢰었는데, 
그 중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황해도에서 山川裨補設에 의거하여 액
풀이를 하라고 건의한 것과 행실이 있는 僧徒로 하여금 수륙재를 
베풀기를 건의한 것이었다.63) 성종은 異端과 吾道는 서로 용납될 
수 없고, 異端이 없어진 뒤에야 吾道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비보와 
수륙재의 일은 떳떳하게 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주
위의 신료들 또한 최호원의 행실이 모두 邪道에서 나온다며 관직을 
파직함으로써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였다. 두 번째 사건은 典籍 權灝
가 不孝와 不悌를 범한 사건이었다. 권호는 아버지를 꾀어서 그 형 
權順의 죄를 나무라게 하여 형을 대신하여 적장자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일찍이 거적자리에 잠자면서 殯所를 지키지
도 아니하고, 서울 집에 물러가 있으면서 형을 배척하였으니, 彝倫
을 傷敗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날 논의에서 정성근이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풍속을 바로잡는 
실마리임을 말하고, 金宗直이 善山府使로 있으면서 향중에 행실이 
62) 성종실록 16년 1월 6일(己丑) 
63) 裨補는 신라 말기의 승려인 道詵이 山川에 병이 들었을 때 그 落占處에다 절

이나 탑 또는 浮圖등을 세워 산천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 설이고, 水陸齋는 
불교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孤魂과 餓鬼등 잡귀를 위해 재를 올리며 경문을 
읽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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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를 골라 향례를 시행함으로써 풍속을 교화한 사례를 들어 
향례의 법을 거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동의한 성종 또한 國喪
으로 인해 거행하지 못한 향례를 喪을 마친 후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향례 시행의 배경으로 언급된 사건들은 유교적인 풍속
에 어긋나는 淫僻한 풍조에 관한 사례64), 간음 등으로 인해 夫婦의 
도리를 어기는 사례65), 不孝․不悌와 관련된 사례66), 宗族간의 불화
로 인한 사례67), 주인과 노비간의 다툼으로 귀천의 구분이 어지러
워진 사례68), 권세가의 행패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사례69) 등이 
있었다. 부부, 형제, 주인과 노비 등 향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중앙은 부부, 부자, 종
족, 상하귀천 간의 윤리기강을 세우고 예법에 맞는 풍속을 이루는 
방법으로써 향례를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향례 시행의 근거가 선
왕 때부터 만들어진 법전이었다면, 향례 시행의 필요성은 향촌에서 
일어나는 풍속과 관계되는 사건들로 인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향례 시행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향례가 지방에서 아
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었고, 지방의 풍속에 
대한 중앙의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었다. 다음은 최호원 사건을 발
단으로 하여 유교를 장려하고 교화를 이룰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상소문 가운데 일부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聖王이 잇달아 일어나서 儒學을 높이고 道를 존중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안에는 成均館이 있고, 밖에는 州縣의 學이 있어
서, 鄕射와 鄕飮에 그 禮가 있고, 혼인과 상제에 그 제도가 있으니, 三代의 遺
風과 방불한데도 風化가 이와 같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한갓 그 법만 있고 그 
실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64) 성종실록 16년 1월 6일(己丑), 1월 8일(辛卯), 1월 9일(壬辰) 
65) 성종실록 13년 12월 16일(庚辰) 
66) 성종실록 16년 1월 6일(己丑) 
67) 성종실록 10년 2월 12일(己亥)
68) 성종실록 10년 4월 22일(戊申) 
69) 성종실록 10년 1월 22일(己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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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스승이라고 이름 하는 자는 한갓 講課로써 일삼고 교유
하는 방법이 없으며, 제자가 된 자는 詞章을 외워 읊는 습관에 지나지 아니하
니, 本體를 밝히고 實用에 적합한 학문이 아닙니다. 더구나 군현에는 絃誦의 
소리가 없고 鄕閭에는 禮讓의 풍속이 없으며, 사치를 금하는 법이 貴近에게는 
행하지 아니하고 淫僻한 풍조가 豪右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으면서 풍
속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자 하나, 또한 어렵지 아니하겠습니까?70)

  
  홍문관에서는 당시 풍속을 진단하면서 鄕禮를 언급하고 있는데, 
법은 있으나 실제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풍속이 바뀌지 않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후 중앙에서는 국도에서 대사례나 양로례를 
시행함으로써 향례 시행의 모범을 만들어 본보기로 삼는 것 외에 
더 적극적으로 향례를 권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지방관의 인사
고과 항목에 향례 시행 여부가 법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
니었지만, 향례를 시행함으로써 여항의 풍속을 돈독히 하는 것은 해
당 지방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로 여겼다. 다음의 인용문
은 同知事 李世佐(1445∼1504)가 관찰사로 있을 당시에 포상할만
한 지방관의 사례를 아뢰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세좌가 또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鄭誠謹이 해주 목
사가 되었는데,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공무를 받들어 貢物과 賦稅외에는 털
끝만큼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養老宴과 鄕射같은 풍속에 관계되는 
등의 일을 모두 禮에 의거하여 시행하였으니, 성상의 뜻을 체득하여 직책을 
받든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罷職당하였습니다. 그의 충성
스럽고 효도하는 정성은 지극합니다. 그의 부모를 廣州에다 장사지냈는데, 매
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省墓하고 재물을 올리니, 그 효도하는 정성이 누가 이
보다 더 잘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였다.71)

70) 성종실록 16년 1월 9일(壬辰)  ‘今我國家列聖繼作, 崇儒重道, 建學立師, 內
有成均, 外有州、縣之學, 鄕射、鄕飮之有其禮, 婚姻、喪制之有其制, 髣髴乎三代
之遺風. 而風化如此其不美者, 豈非徒有其法, 而無其實乎? 何者? 今之號爲人師者, 
徒以講課爲事, 而無敎育之術; 爲弟子者, 不過記誦詞章之習, 而非明體適用之學. 
況郡、縣無絃誦之聲, 鄕、閭乏禮讓之俗, 奢侈之禁, 不行於貴近, 淫僻之風, 多出於
豪右, 如此而欲望風俗之美, 不亦難乎?’ 

71) 성종실록 22년 2월 20일(丙寅)  ‘李世佐又啓曰: “臣爲黃海道觀察使時, 鄭誠
謹爲海州牧使, 勤謹奉公, 貢賦之外, 一毫無所取. 且如養老宴、鄕射係關風俗等事, 
皆依禮行之, 其體上意供職如此, 而不幸見罷, 然其忠孝之誠至矣.  其父母葬于廣州, 
每朔望, 必親往掃奠, 其孝誠, 誰能加之?” 上曰: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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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 역시 지방관으로 하여금 향례를 시행하도록 할 방법을 강구
하였다. 이전에는 모든 도의 관찰사나 유수에게 향례 시행을 권면하
도록 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권면한 후에 수령들로 하여금 예를 
행한 후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諸道觀察使에게 下書하기를, “… 내가 일찍이 澤宮에서 觀射하고 인하여 諸道
에 유시하여 때때로 擧行하게 하였는데, 듣건대 近年 이래로 용렬하고 속된 
官吏가 餘務로 보고 廢하여 거행하지 아니하며, 監司도 따라서 糾察하지 않는
다고 하니 옳겠는가? 이제부터 경들이 巡視하며 널리 왕명을 펼 때 응당 시행
할 시기가 되면 모름지기 자신이 먼저 시행하고 郡縣에 권면하라. 그리고 行
禮한 후에는 모두 경에게 申報하게 하여 糾察하는 데 憑據하도록 하라.”72)

  향례 시행에 대한 수령과 관찰사 간의 보고 체계를 만들고, 관찰
사로 하여금 수령의 향례 시행 여부를 인사 고과의 근거 자료로 사
용하게 함으로써 관찰사와 수령들에게 향례 시행을 중요 업무로 각
인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73)
  지금까지 성종대에는 이전 시기에 제도화 된 향례를 바탕으로 그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음을 고찰하
였다. 그 논의의 양상을 볼 때, 향례 시행에 대한 논의는 사림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의 왕과 대소 신료들 사이에
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향례 시행에 대한 異見은 나타나지 않
고 있었다. 향음․향사․양로례 시행이 반대의견 없이 광범위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향례 시행에는 이상적인 
72) 성종실록 24년 12월 21일(辛巳)  ‘下書諸道觀察使曰: “鄕射之設, 乃古昔帝

王禮讓爲國, 敦尙風化之遺意, 故《五禮儀》詳載節目. 予曾觀射澤宮, 仍諭諸道, 以
時擧行, 而似聞近年以來庸官俗吏, 視爲餘務, 廢不擧行, 監司從而不糾, 可乎? 自今
卿其旬宣之際, 如遇應行時期, 須身先行之風勵郡縣, 行禮後令皆申報於卿, 以憑糾
察.”’

73)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보고체계가 이루어 졌음을 中宗代의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향음주례 혼례 등의 예악이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논의
가 진행되고 있었다. “參贊官 孫仲暾은 아뢰기를, “鄕飮酒와 같은 禮를, 관찰사
가 더러 각 고을에 行移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여도, … 더러는 거
행하지 않은 것도 관찰사에게는 거행하였다고 보고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심히 
옳지 않습니다.” (중종실록 7년 11월 22일(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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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의 제도라는 經傳적 근거와 선왕이 만든 국가예서인 오례
의라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74)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은 위와 같은 향음․향사․양로례의 논의 양상
과 향음․향사례와 함께 향례로 언급되는 鄕約의 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향약의 전국적 시행 可否에 대해서는 사
람마다 의견이 분분했으며 논의과정도 복잡했다.75) 향약의 전국적 
시행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먼저 향약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參贊官 金湜은 “呂氏는 匹夫이어서 천하에 시행할 수 없기 때
문에 단지 한 鄕里에만 시행했지만, 周나라 때에는 黨正·族師·比長
을 두고 서로 권면하게 하여 그 규모가 천하에 시행되었었습니다. 
또한 한 향리와 한 나라는 사세가 다른 법인데, 지금 한 향리의 규
모를 가지고 한 나라에 시행하려 하기 때문에 더러 막힘이 있어 다
투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성상께서 주나라 제도를 모방
하여 크게 규모를 세우소서”라고 하였다.76) 한 향리에서 시행되던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나라가 지방관직을 두고 
교화를 시행하려 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로 그 
규모를 수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었다. 
  한편 중앙조정에서 향약의 시행을 논의할 때 각 지역이 자율적으
로 향약을 시행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전국적 시행을 반대하는 의
견이 있었다.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논리중 하나는, 향약의 시

74) 향약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중종대에도 향음․향사․양로례 시행에 관한 이견은 
보이지 않는다. 중종실록 7년 11월 22일(壬辰), 11월 23일(癸巳), 11년 1월 
25일(丁未), 2월 20일(辛未), 12년 3월 25일(庚子), 21년 7월 21일(壬寅) 등

75) 향약의 시행 과정과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태진, 1983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
여｣韓國文化4; 한상권, 1984 ｢16․17세기 향약의 구조와 성격｣진단학보58.  

76) 중종실록 14년 5월 19일(辛亥)  ‘御晝講. 上臨文曰: “鄕約甚美. 外方則觀察
使勉勵而行之可也.” 參贊官金湜曰: “呂氏以匹夫, 不得行於天下, 故但施於一鄕耳. 
成周之時, 立其黨正、族師、比長, 以相勸, 其規模行於天下. 且一鄕與一國, 其勢異
也. 今以一鄕之規模, 而欲行於一國, 故或阻礙有爭鬪之事. 宜自上倣周之制, 大立規
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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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여씨향약은 한 고장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이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 전체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77) 
위 두 사례에서 향약의 전국적 시행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향약이 
宋代에 사대부들이 만든 지방의 자치규약이므로 국가에서 나라 전
체에 바로 적용하거나 시행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반대
로 향음․향사․양로례의 전국적 시행을 논의할 때는 반대 의견이 제기
된 적이 없었다. 앞서 보았듯이 향음․향사․양로례는 국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의례임이 강조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법이 
모색되었다. 바로 이 점은 향음주례, 향사례, 향약이 모두 동일한 목
적과 구조, 즉 사족과 그들의 대표자인 사림파가 지방에서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온 것과 달리 향
음․향사례와 향약은 시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음․향사․양로례는 周代부터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사용되어 왔 으며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향약은 宋
代 사대부가 一鄕을 단위로 만든 약속이었다. 향음․향사․양로례와 향
약은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으나 
만들어진 배경이나 운영의 양상이 서로 달랐고 따라서 시행 논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15세기 향음․향사․양로례는 중앙조
정이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유교윤리라는 통일적인 규범을 전국적
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시행된 의례로서 자연히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 전체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지방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향약과는 별개의 성격이었다. 
  성종대의 향례 논의는 지방에서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77) 선조실록 6년 1월 12일(癸巳).  ‘癸巳/午初, 上御經筵. 修撰李景明進講《禹
貢》… 又按《朱子大全》答張敬夫書, 論鄕約曰: ‘其實難行.’ 蓋呂氏之約, 乃與一
鄕同心同志之士爲之, 非可通行於天下一國也. 蓋事雖好, 而有精微曲折, 非窮理, 不
能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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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종대의 향례 논의와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성
종대의 논의는 세종대에 향례를 통해 이루고자 한 중앙조정의 목적
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향촌민들을 향례에 참여시킴으로써 家
부터 國에 이르는 유교윤리 규범인 삼강오륜을 향촌 민들에게 교육
시키고 이를 통해 중앙조정부터 향, 가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규범
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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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15세기 지방에서의 향례 운영 양상 

1. 향례 운영 주체로서 官

  오례의나 의례, 예기와 같은 예서에는 향례 시행의 장소가 
주로 학당으로 설명되어 있다.78) 여기서 말하는 학당은 바로 향교
를 가리킨다. 상고시대부터 학당은 교화의 중심으로 여겨졌다. 그리
고 향음․향사․양로례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學을 흥기시키고 윤
리규범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79) 1483년
(성종 14)에도 향례는 학교를 흥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논의되
고 있었다.80) 향례를 향교에서 행하는 것은 향교를 중심으로 향촌
의 윤리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종래 연구에서는 유향소가 향례 시행을 주관하는 기구이자 시행
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왔다. 때문에 지방에서의 향례 시행 여부를 판
단할 때, 향례를 시행했다는 기록 외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각 고
을의 樓停條나 邑誌에서 鄕射堂, 會老堂 같은 건물의 존재여부를 
통해서 향례를 시행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이는 향례를 유향품
관81)이 자치와 자율성을 획득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하면서 
78) 예기｢향음주의｣에는 향음주의 뜻을 설명하는 앞 부분에서 “鄕飮酒之義, 主人

拜迎賓于庠門之外, 入三揖而后至階, 三讓而后升, 所以致尊讓也. …”라고 적혀 있
다. 여기서 庠은 鄕學을 말한다. 오례의의 규정은 각주 115)번 참고. 

79) 조선 후기의 기록이지만 향례가 牧民心書의 興學條와 愛民條에서 다루어지
고 있다. 또한 弘齋全書에서도 삼대가 모두 학교 학교를 설치한 까닭으로 향
례를 시행하여 군신의 의리, 부자의 친근, 장유의 예절을 알아 시비를 밝게 하
고 호오를 한결같이 하고 도예를 쌓게 함으로써 천하 국가의 유용한 인재로 삼
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80) 성종실록 성종14년 8월 16일(丙子)
81) 2장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留鄕品官이 지칭하는 내용은 조선 전기와 후기에 

지칭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전기 유향품관은 실직이건 산직이건 국가로부터 관직이
나 관품을 받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고려말에서 조
선초에 閑良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지방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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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장소도 그들의 자치공간으로 규정한 유향소로 설명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82) 하지만 유향소의 존재 유무가 바로 향례 시행의 여
부로 직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유향소의 존재가 향례 시행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향
례는 유향소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이나 유향소가 아
닌 장소에서도 실시되었다. 향례는 유향소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이 향례의 주관자 또는 주체로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례의에는 향음주례는 學堂, 향사례는 
學堂 근처에 설치한 射壇에서, 양로례는 官에서 시행한다고 적고 있
다. 학당은 곧 향교를 말하므로, 향례는 향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
칙이었다. 향교가 향례를 행하는 장소라는 것은 수령들 또한 인식하
고 있었던 바이다. 다음은 1485년에 김일손이 지은 청도향교 중수 
기문의 일부이다. 

鐵城 李君이 淸道郡守가 된지 3년 만에 명령이 시행되고 금기사항이 중단되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잡으니 어느 것 하나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 백성을 위무
하고 사랑하는 데 마음을 쏟고, 선비를 더욱 존중함으로써 斯文에 구차하지 
않았다. 하루는 舍菜에 참석차 향교에 가서 돌아보니 學舍는 기울어진 채 버
려져 고치지 않았고, 祠宇를 배알하니 기둥은 꺾이지 않았으나 기와가 깨져 
있는데다 담장은 부실하고 부엌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스승의 사
택도 좁고 누추하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탄식하기를, “이는 스승을 존경하
는 도리가 아니다. 또 학교는 풍습과 교화를 위해 중요한 곳이요, 鄕射를 행하
고 養老를 베풀기를 모두 여기에서 한다. 군수된 사람이 자기 직무가 아닌 것

점 등이 연구되었다. 여기에는 전직 관료뿐 아니라 檢校職․同正職․添設職․影職이 
포함된다. 둘째, 국가로부터 관직이나 관품을 받은 자들의 가족이나 친족을 포
함하는 品官郡을 지칭하기도 한다. 셋째, 유향소의 임원인 座首와 別監을 의미
하기도 한다. 좌수와 별감은 지방의 향안에 입안된 인물 들 중에 선출되었는데, 
이들을 유향품관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첫째 의미로 유향품
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유향품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최선혜, 앞 
책, 5~12쪽; 최종택, 1993 ｢고려선초 지방품관의 성장 과정｣학림 제15권을 
참고하였다. 특히 최선혜의 글에는 유향품관에 대한 연구사와 용법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82) 김용덕, 1978 향청연구, 12쪽; 이태진, 앞 논문, 201~121쪽; 정진영, 2008 
｢조선시대 성리학적 향촌자치제의 전개와 추이｣ 한국유학사상대계Ⅸ, 한국국
학진흥원,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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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아서야 되겠는가.” 하고….83)

  위의 기문에는 청도 향교를 중수하게 된 계기가 설명되어 있다. 
淸道郡守 李勻(1452∼1501)이 舍菜에 참석차 향교에 들렀다가 향
교 건물이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본 후 중수를 결심하
였다는 것이다. 이균이 향교를 중수해야 하는 이유로 든 것은 두 가
지이다. 먼저 先聖과 先師의 道를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중국이든 이민족이든 구분이 없는데, 그 건물을 누추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84) 
그리고 향례를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85) 이로 보아 
향교가 향례를 시행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러한 향교를 관
리하는 것이 지방관에게 중요한 임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83) 金馹孫 濯纓集 권3 ｢重修淸道學記｣ ‘鐵城李君, 爲毋寧遵國朝已行儀制是郡之
三年, 令行禁止, 百事修擧, 無一不可. 撫字心勞, 尤重儒雅, 於斯文不爲苟然者. 而
一日因舍菜, 到鄕之校, 乃眷學舍傾頓不治, 祗謁祠宇, 棟楹不橈, 而蓋瓦破缺, 墻垣
不固, 庖廚不具, 而師舍隘陋爲尤甚. 乃嘆曰, “是非所以尊師之道也. 且學校, 風敎
之重地, 鄕射之行, 養老之設, 皆於此焉. 爲郡守者, 視非其職, 可乎.” … 成化二十
一年歲次乙巳(1485년)夏五月日, 金馹孫, 記.’

84) 金馹孫 濯纓集 권3 ｢重修淸道學記｣ ‘(李勻;필자)又歎曰, 先聖先師之廟, 大而
中原天子, 小而列國外夷, 以及於吾東方, 國有成均, 州府皆有校, 其奉之之所博矣, 
先聖先師, 其不眷顧於一僻郡, 明矣. 然自天子達於庶人, 其所以尊其道而承其敎者, 
無夷夏大小之分, 則其所以盡其誠而致其敬者, 又豈有分哉! 旣曰無分, 而斯宇之弊
漏如是, 又非所以盡誠致敬之道也’.

85) 오례의에는 養老禮를 베푸는 장소가 官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예서
나 글을 보면 본래 다른 향례처럼 鄕學에서 베푸는 것이 원칙이었다. 1420년
(세종 10) 昌平縣令 宋復이 처음으로 양로례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적에 養老의 법이 네 가지가 있어 虞, 夏, 殷, 周 모두 시행하였
는데 봄에 太學에 들어가서 춤을 합하여 출 때에도 양로의 일을 행하고, 가을에
는 태학에서 배운 것을 잘하고 못한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소리를 합하여 노래
하게 할 때에도 양로의 행사를 하게 되며, 늦은 봄에 天子가 학교에 가서 볼 때
면 또 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王道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양로하는 禮를 세워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두 매년 봄, 가을 釋奠 한 뒤
에 70, 80 이상의 노인을 모아서 귀하고 천한 것을 관계하지 말고 향연하여 인
륜을 두텁게 하자는 것이었다(세종실록 2년 11월 5일(己巳)). 위 내용을 통
해, 古代부터 양로례는 學堂에서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연간에 
양로의주를 만들면서 왜 시행장소를 학당이 아닌 관아로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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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86)  
  오례의의 규정대로 향례를 향교에서 시행한 사례도 있지만, 학
당 이외의 장소에서 시행하는 사례도 많이 보인다. 특히 향사례의 
경우 오례의에 학당 근처에서 단을 쌓아 시행한다고 적혀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정해진 장소가 없어서 군사들이 사열하고 훈련하던 
장소나 고을의 樓臺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사들이 훈련하던 射廳에서 향례가 행해진 사례는 1466년
(세조 23) 안동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팔도체찰사였던 李石亨
(1415~1477)이 쓴 안동의 射廳 기문에는 여기서 향음과 향사례를 
행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이 있다.   

射는 남자의 일이다. 때문에 말하기를, 덕행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옛날에 공
자가 구상의 화원에서 활을 쏘았는데 구경하는 자들이 담을 이루었다고 하였
다. 또한 말하기를, “군자는 다투는 법이 없다. 그러나 굳이 다투는 것을 말하
자면 활쏘기 정도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읍하고 사양하면서 당에 오르고, 또 
당에서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신다. 이러한 다툼이야말로 군자답다!”고 하였다. 
활쏘기는 이와 같이 중요하다. 그대가 취하는 바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읍
하면서 짝해 나아가 서로 양보함으로써 그 예절을 節하니 禮가 이에 세워진
다. 술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그 벌을 명확하게 하니 義가 이에 행해진다. 예가 
세워지면 의가 행해진다. 천하국가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 하물며 一邑
이랴! 상상해보라, 동헌에 해가 떴을 때, 訟庭에 사람이 거의 없으니 책상을 
치우고 동헌에서 내려가 술자리를 설치하고 베푼다. 여유롭고 한가하구나! 역
시 일시의 기상을 보기에 족하다. 예기에서 말하기를, “긴장하되 이완하지 않
은 것은 문왕과 무왕이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완하되 긴장하지 않는 것은 문왕
과 무왕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긴장하고 한번 이완함이 문왕과 무왕의 도
이다.”라고 하였다. 나 역시 그대[府使 韓致義;필자]에게 이것을 기대한다.87) 

86) 조선 후기의 사례이지만, 梧山 徐昌載(1726~1781)이 大山 李象靖
(1711~1781)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향례가 향교에서 치러지고 있었음을 짐작
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서창재는 대산이 소백산을 유람하고자 한
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을에서 준비중인 향음주례에 이상정을 賓으로 초대하
고자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향교를 이건하게 되어 향음주례를 취소하게 되었다
고 한다. (梧山集 ｢上大山先生｣ ‘前者伏聞徒御有意小白之遊. 弊鄕議設鄕飮酒
禮, 要蹔屈杖几於賓席. 此計若成則不惟竆鄕寂寞之濱得生光色. 如昌載者, 得以陪
侍從容於白雲淸齋, 足以少伸慕用之私. 卒以校宮之移設, 未免停止. 良歎.’) 

87) 李石亨 樗軒集 卷下 ｢安東新射廳記 體察使時作(1466년)｣  ‘余惟玩賞風景, 好爲
樓臺者多矣. 何吾子之不然, 而獨留心於射乎. 射者, 男子之事也. 故云, 可以觀德
行. 昔孔子射於矍相之圃, 觀者如堵墻. 亦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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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형은 팔도체찰사로서 전국을 순행하던 중에 경상도에 도착했
는데, 마침 안동에 지어지고 있던 射廳이 완공되어 사청을 지은 安
東大都護府使 韓致義(1440~1473)와 通判의 청에 의해 기문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인용문에는 향사례의 절차가 묘사되어 있어서 射廳
에서 향사례가 시행되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향례를 베풀어 
문왕과 무왕의 道를 보여줄 것을 한치의에게 기대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방관이 향례 시행의 주체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의 樓臺에서 향례가 시행된 사례를 살펴보자. 지금
의 榮州인 榮川에서는 1433년(세종 15)에 마을에서 학당으로 쓰이
던 곳을 郡守 潘渚(?~?)가 증축하여 鄕序堂을 세웠는데, 이곳을 序
齒之所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장유의 질서를 중시하는 향례를 시행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88) 慶州에서는 1441년(세종 23) 府尹 金益
生(?~?)에 의해 지어진 賓賢樓에서 향례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
다. 여기서는 시행의 여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
상 향사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매년 봄가을에 감사와 원수가 
무예를 시험하는데 장막을 쳐서 시험장을 삼으므로 비바람이 불면 
威儀와 형식이 맞지 않아 누대를 세웠다고 소개하면서, 빈현루라는 
이름의 뜻을 풀이하며 周나라때 大司徒가 射禮를 시행했던 이야기
나 射禮와 飮禮를 통해 德을 본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89) 江陵
에서는 1475년(성종 6) 강릉도호부사로 李慎孝가 부임한 이후 雲錦
樓를 지었는데 여기서 고을 父老를 불러 술잔을 권하고 이어서 향
사례를 행하였다고 한다.90) 南原의 경우에는 누대가 아닌 龍潭이나 

而飮, 其爭也君子.’ 射於事, 若是其重也. 子之所取, 無乃在是歟! 揖耦相讓, 以節其
儀, 禮於是立矣. 取觶立飮, 以明其罰, 義於是行矣. 禮旣立焉, 義旣行焉. 雖天下國
家, 亦不出此焉, 況一邑乎! 想夫鈴軒日永, 訟庭人稀, 掇案而下軒, 設尊而張侯, 優
哉游哉, 亦足以見其一時之氣象矣. 記曰, ‘張而不弛, 文武不爲也, 弛而不張, 文武
不爲也. 一張一弛, 文武之道也.’ 余於吾子, 亦以此期焉.’

88) 榮川郡邑誌 新增鄕序堂條. ‘在龜山南, 郡守河崙時始建, 宣德癸丑, 郡守潘渚增
飾之, 草則一鄕士子, 齊會鍊業于此, 後來傳爲鄕會序齒之所.’ (김용덕, 앞 책, 
70~71쪽 재인용)

8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상도 慶州府 樓停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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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林에 모여 시행했다고 한다.91) 
  흥미로운 것은 향례를 운영하거나 향례를 시행했던 樓臺를 짓는 
과정에서 앞서 본 향교나 사청의 경우처럼 官이 주체로 나서는 사
례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雲錦樓에 대
한 朴始亨의 기문을 보면 운금루가 지어진 경위가 간단하게 나와 
있다.  
                       

成化 乙未年(1475년) 겨울에 全城 李愼孝가 이 고을 원으로 왔고, 通判 月城
君 崔演이 보좌하게 되었다. 일으킬 것과 없앨 것이 있으면 모두 시행하니, 다
스림의 덕화가 흡족하여 뭇사람이 칭송하였다. 부임한 지 한 해가 되자 온갖 
퇴폐하였던 것이 아울러 일어났다… 侯[이신효;필자]가 드디어 옛 누를 중건할 
뜻이 있어서 邦伯 金良敬에게 사유를 갖추어 말하여 허가를 맡았고, 安寬厚가 
金相의 후임으로 와서 비용을 도와주었다. … 겨우 일곱 달이 지나자 벌써 일
손을 떼었다. … 공사를 마치니 절후는 重陽이었다. 이에 고을 늙은이들을 불
러서 술잔을 권했다. 이어 射儀[鄕射禮;필자]를 행하니 활과 살이 베풀어졌다. 
… 빈객이 취하고 배부른 것은 오직 덕으로써 함이었다. 모두 말하되 우리 후
를 생각하여 잊지 못하겠다. 우리 후가 정사하여 우리를 구휼하고 우리를 어
루만져 주었다.92)             

  이 기문에서 운금루 중건을 추진한 사람은 성종 6년 강릉도호부
의 부윤으로 부임했던 李愼孝이다. 이신효는 중건할 자금을 조성하
기 위해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던 金良敬과 그의 후임으로 온 安寬
厚에게 허가를 받아 비용을 마련했다. 또한 공사를 마친 후 부윤 이
신효가 부로들과 함께 향사례를 행하였다. 즉 고을의 수령이 監營으
로부터 받은 비용으로 운금루를 짓고 주인이 되어 향례를 시행한 
것이다. 덧붙여 향례를 베푼 것이 수령의 아름다운 정사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경주에서도 나타난다. 아래 인용된 鄭麟趾의 

9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강원도 江陵大都護府 樓停條.
9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9 전라도 南原都護府
9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강원도 江陵大都護府 樓停條. ‘成化乙未年冬, 全城李

侯慎孝來刺是邑, 通判月城崔君演佐之, 凡有興除悉擧而行之, 惠化淪洽, 與人興頌. 
歲旣已百廢俱擧. … 侯遂有中營舊樓之志, 具辭于方伯金相良敬而取可焉. 安相寬厚
繼之而助其費. … 七月裁決. … 訖序屬重陽, 乃召鄕老, 迺侑壽觴, 仍講射儀弓矢. 
… 賓旣醉? 惟德之 將僉曰 我侯懷면不忘 我侯爲政我恤我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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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현루 기문을 통해 언제 누가 이 누대를 지었는지 알 수 있다. 
 

今上 23년에 樞密副使 金益生공이 慶州에 부윤으로 갔다. … 하루는 공이 통
판에게 말하기를, ‘이 고을은 境內의 首邑으로서 매년 봄가을에는 監司와 元帥
가 반드시 여기서 무예를 시험하는데, 성밖에 장막을 쳐서 시험장을 삼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威儀와 형식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된
다.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여러 아전들에게 의논하니 아전들이 그 계
획에 찬동하였다. … 김공이 임기가 차서 떠나가고, 永嘉 權克和공이 대신하여 
부윤이 되어 와서 기둥에 단청을 하여 김공의 뜻을 이어 완성하였다.93) 

  기문에 따르면 1441년(세종 23)에 樞密副使 金益生이 부임해서 
賓賢樓를 짓기 시작했고, 그가 떠난 이후에는 후임으로 온 權克和
(?~?)에 의해 완성되었다. 경주 빈현루는 앞서 보았던 안동의 射廳
처럼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 보는 곳이자 향사례를 행하는 곳이었다. 
빈현루를 건립한 일차적인 목적은 앞서 살펴본 안동의 射廳처럼 군
사훈련 또는 무예 시험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누대에서 향사례를 
행하는 것 또한 고려되고 있었다.94) 여기서도 官의 대표자인 수령
의 주도로 향례를 시행하는 누대가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향례가 유향소의 유무와는 별개로 鄕校, 射廳, 고을의 
樓臺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행되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
서 지방관이 향례 시행을 자신의 주요 업무로 지각하고 있거나, 지
방관이 주인이 되어 향례를 베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영주와 경주 지역에서는 향례를 시행할 건물이 유향품관이 아니
라 지역에 부임한 수령과 관찰사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점도 
확인하였다.95) 이는 지방관을 통해 관이 주체가 되는 향례를 시행
9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상도 慶州府 樓停條.  ‘鄭麟趾記, 上之二十三年, 

樞副金公益生, 尹于慶州. … 一日公謂通判曰, 是州爲界之首, 每春推, 監司元戎必
於是焉而試武藝, 張幕於城外以爲場, 或風或雨之日, 儀形不稱 盖圖所以改之耶? 詢
于羣吏, 吏協闕謨. … 公告滿 而來永嘉權公克和 代尹迺丹楹 而畢公之志焉.’ 

9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상도 慶州府 樓停條.  ‘…公又使予衍其命名之義. 
予惟治莫盛於成周. 大司徒以鄕三物賓興賢能, 射御爲考藝之目. 行韋之詩曰, ‘射矢
旣均, 序賓以賢’, 燕飮之祭, 亦必以射禮爲先. 夫射也者, 其道可以觀德行, 其用可
以威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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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조정의 논의가 지방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96)
  다음으로 살펴 볼 사례는 향사당이 지역 유향품관들에 의해 세워
졌지만 官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이다. 이른 시기부터 
유향품관들이 중앙 즉, 관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향촌자치체제
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설명되어온 안동의 사례여서 
더 주목된다.97) 안동 읍지인 永嘉誌에는 ｢鄕射堂記文｣과 ｢立寶記
｣가 실려 있어서 15세기 중반 안동의 향사당 건립과 운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향사당기문｣이 1442년(세종 24)에 쓰인 것으로 
보아 세종대에는 향사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입보기｣는 
1446년 左道都安撫處置使였던 權孟慶이 쓴 것으로 향례 시행을 위
한 기금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기록이 담겨있다. 다음은 입보기의 일
부이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안동의 父老들이 부의 서
쪽 교외에 鄕射堂을 지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좋은 술과 음식을 그릇에 가득 차리고 獻壽의 예를 행하며 과녁을 놓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활쏘기의 기구를 삼았다고 하며 또 나이 순서로 모인 사람들의 
서차를 정하여 어른 아이를 구별하였다. 손님을 맞고 보내며 친구 사이에 조
문하고 축하하는 일이 모두 여기 향사당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 갑자년 7월에 左道處置使에 임명받아 부산에 근무하고 있던 중에 
돌아다니며 감찰하는 여가에 여기 와서 직접 보고 … 부형들과 향사당에 오르

95) 정진영은 경주와 영주에서 향례를 시행하는 향사당의 건립주체가 수령이었다
는 점에 대하여 향촌자치기구였던 향사당 혹은 유향소의 존재가 영남에서 조차 
분명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중앙에서의 사림파의 향촌자치 운동도 궁극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정진영, 앞 논문, 335쪽). 이와 같이 향례
가 시행되는 건물이 수령에 의해 지어진 것을 사림파와 유향품관의 자치․자율성
에 대한 제약으로 해석한 것은 향례와 유향소를 각각 官에 대해 자율성을 상징
하는 의례와 장소로 파악한 데서 기인한다. 그렇지만 향례는 기본적으로 지방관
이 주체가 되고 유향품관이 참여하는 형식의 의례였으며, 국가가 지방민에게 유
교 이념을 교육시키는 수단이었다.   

96) 수령이 향사당을 짓는 사례는 16세기 충주에서도 확인된다. 충주에 있는 향사
당은 牧使로 부임했던 李龜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4
권 충청도 忠州牧 樓停條.) 

97) 대표적으로 이태진, 앞 책, 206~212쪽;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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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술잔을 주고 받고 활쏘기 하는 것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 이제 營中
에서 비단 12필을 얻어 그것을 가지고 鄕飮의 기금을 세웠으니 신중하고 부지
런한 사람에게 맡겨서 해마다 그 이자를 받아서 하루를 즐기는데 보조해 주고 
원금은 그대로 두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 영원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바라는 것이다.”98) 

  글의 앞부분에서는 향사당을 지은 사람들과 향사당의 위치, 그리
고 향사당에서 어떤 행사를 치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고, 뒷
부분에서는 감영에서 자금을 받아 기금을 세운다는 내용을 기록하
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안동의 父老라고 설명된 사람들의 정체가 
｢향사당기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들은 洪原府使 權輜, 上將 
南富良, 眞寶縣監 權忖이다.99) 이들은 안동에 머무르고 있는 유향품
관들이었다.100) 기왕의 연구들은 ｢향사당기문｣과 ｢입보기｣에 언급
된 위 인물들과 이들의 활동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를 근거로 안동
에서 이른 시기인 세종 때 이미 재지사족들이 향사당을 짓고 향촌
자치의 구심점을 갖게 되었음을 설명해왔다.101) 
  여기서는 위 인물들의 활동 내용과 함께 향례 시행 기금이 어디
서 왔는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인용문의 끝 부분을 보면 비단 12
98) 永嘉誌 권5, ｢鄕射堂｣. ‘權孟慶立寶記…予在京中, 有人告曰, ‘鄕之父老, 設鄕

射堂于府之西郊. …歲甲子孟秋, 幸受左道處置之命, 來戌釜山, 巡監之暇, 到此觀
省, … 予亦樂與父兄, 升降酬酌 發的觀德也. … 今得營中綿布十二端, 以立鄕飮之
寶, 使子弟之謹勤者掌之, 歲取其息, 以助一日之歡, 遂存其本 勿墜永世之傳, 是余
之望也.’ (이하 永嘉誌 ｢향사당기문｣과 ｢입보기｣ 전거는 박익환, 앞 책, 
128~132쪽) 

99) 永嘉誌 권5, ｢鄕射堂｣. 지역의 어른들 곧, 洪原府使 權輜, 上將 南富良, 眞寶 
현감 權忖 등이 의논하여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모두 비용을 내서 재목
을 구하고 기와를 구워 법상사 뒤 언덕에 집 지을 자리를 정하였다. … 앞 뒤 
退 4칸을 짓고 이름을 鄕射堂이라 하였으니 술잔, 그릇, 자리, 활 쏘는 과녁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 풍경이 아름다운 좋은 계절이나 풍년이 들어 즐거
운 세월이면 활을 쏘고 술을 마시어 觀德의 일을 극진히 할 것이다. 

100) 權輜는 세종 즉위년에 職牒과 功臣田을 몰수당하고 安置되었다가 세종 8년에 
직첩을 돌려받았으나 그 후로 서용된 기록이 없다. 南富良은 嶠南誌에 따르면 
太宗朝에 武科에 급제하여 府使에 이르렀다고 하나 세종대에 서용된 기록이 없
다. 權忖 또한 세종 15년 이후로 서용된 기록이 없다. 이를 보았을 때 권치, 남
부량, 권촌은 實職은 없이 品官만 가지고 안동에 머무르고 있었던 留鄕品官이라
고 할 수 있다.     

101) 김용덕, 1978, 앞 논문, 69쪽; 정진영, 2008, 앞 논문,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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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을 營中으로부터 받아 세웠음을 밝히고 있다. 營은 각 도의 관찰
사가 정무를 보던 관청인 監營을 뜻한다. 이를 통해 안동의 향사당
과 향례의 운용비용이 官에서 받은 자금으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사당이 유향품관들에 의해 지어졌지만, 官에서 향례를 시행
할 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김해 지역에서도 보인다. 金馹孫
(1464~1498)이 쓴 ｢會老堂記｣에 보면 마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
기 위해 유향소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는 한 고을뿐 아니라 국가의 
다행이라면서, 前 府使 李蓀이 일찍이 墓田을 마련할 돈을 냈음을 
밝히고 있다.102) 이 두 사례는 지방관과 유향품관이 협력하면서 유
향소와 향례를 운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수령과 관찰사가 향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지방에서 향례가 운영되는 양상을 정리하
면 중앙을 대변하는 지방관이 주체가 되어 향례를 시행하거나, 향례
를 시행할 장소를 마련하고 있었고, 향례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수령과 관찰사를 통해 향례를 시행하고자 하였
던 중앙 조정의 의도가 구현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존 향례 시행을 설명하는 구도에서 행위 주체로 설명
되어온 사림파와 유향소는 향례 시행의 측면에서 조선정부 즉, 官과 
어떤 관계였을까. 官 또는 관의 정책과 사림파, 留鄕所 관계에 대한 
단서는 1495년(연산군 1) 忠淸道使 김일손이 올린 시국 상소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는 鄕射·鄕飮·養老는 禮俗을 이루자는 것이 
令甲(=오례의)에 나타나 있으나, 俗吏들은 등한히 여겨서 거행하
지 않으니 이런 일을 留鄕에게 책임을 지워 때로 “수령에게 고하여 

102) 金馹孫 濯纓集 권3 ｢會老堂記｣  ‘驅一鄕之善, 反吾鄕於樸散之後, 煕煕然爲
首露氏淳厖之俗, 然後還就此堂, 把一杯酌太平之春, 則非徒一鄕之幸, 乃國家之幸
也. 前府使李公蓀, 曾充墓田之資, 今府使金公義亨, 又得吾鄕之人, 凡所以善吾俗
者, 父老方屬望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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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고 있다.103) 김일손은 김종직과 함께 영남사
림파의 중심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그도 유향소에 대하여 독립적으
로 향례를 시행하는 역할보다는 수령에게 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104)
  같은 해인 1495년 김일손은 지방관으로 가게 된 權景裕(?~1498)
에게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글로 써 주는데 이를 통해서도 그 실마
리를 얻을 수 있다. 권경유가 제천현감으로 가면서 고을에 뛰어난 
백성이 없어 함께 교화를 펼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고 걱정하자 김
일손이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다시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란 결국 백성을 위하자는 것이니, 진실로 능
히 백성을 잘 살게 하면, 족히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그 도는 교화를 
버리고는 딴 길이 없는데, 俗吏는 족히 교화를 말할 수 없고, 교화를 아는 자
는 또 능히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 원인은, 세상을 업신여겨 보고 사람을 
업신여겨 보는 데 불과하니, 세상을 업신여겨 보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겨 보
지 않으면, 교화가 행해지게 될 것이다. 몸소 솔선하는 것은 실로 위에 있는 
자의 책임이나, 보고 느끼는 동기는 아랫사람에게 있으니, 열 집 밖에 안 되는 
고을에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 있는 자가 있으니 즉 사람이 천한 것이 아
니요, 鄕飮과 養老의 禮는 令甲에서 행하고 있으니 세상이 천한 것도 아니다. 
… 어찌 제천의 백성들이 그대의 교화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생각컨대 무엇
을 행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105) 

  김일손은 사람과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고 교화를 행하도록 조언
103) 연산군일기 1년 5월 28일(庚戌)  ‘且鄕射、鄕飮、養老等禮, 所以別淑慝, 

而成禮俗也. 著在令甲, 而俗吏, 慢不擧行. 臣願, 三年之後, 以此等事, 責留鄕, 以
時告守令, 而行之. ’

104) 이와 같은 양자의 관계는 16세기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永嘉誌에 
실려 있는 1588년(선조 21)에 증보된 안동의 鄕規舊條의 마지막 조항을 보면 
“봄가을로 講信할 때에, 관에 고하여 향음주례를 행하고 이로써 어른과 젊은이 
사이의 義를 밝힌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향례에 대한 유향소
의 역할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고하여 시행하도
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05) 金馹孫 濯纓集 권1 ｢敎化說送權子汎｣ ‘余復曰.學者, 莫不爲民也, 苟能善民, 
足以壽國. 其道舍敎化, 無以, 而俗吏旣不足語敎化, 知敎化者, 又不能行. 所以然
者, 不過卑世而卑人耳, 不卑世不卑人, 則敎化行矣. 身率之實在上, 而觀感之機在
下, 十室必有忠信, 則非人卑也, 行鄕飮養老之禮於令甲, 則非世卑也. 子游, 未嘗小
武城而得子羽, 韓愈, 不卑潮州而得趙德, 堤民豈不堪子之敎化乎. 顧所行何如耳.’



- 46 -

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세상이 천하지 않은 이유로 향음주례와 
양로례를 행하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다고 설명하는 점이다. 여기서 
향례가 실려 있는 令甲은 곧 오례의다. 즉, 김일손은 국가 전례서
인 오례의에 이미 예제가 갖추어져 있고 시행할 것을 명하고 있
으므로 이를 쫓아 실천함으로써 교화를 이룰 것을 권한 것이다. 사
림파가 향례 시행을 주장하는 것 역시 세종대부터 조성된 국가의 
향례 시행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조정의 정책과 법전의 실
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역의 유향품관들도 유향소를 운영하여 향례를 행하는 것을 왕
의 교화가 鄕中에 미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權偲는 ｢향사당기｣ 
말미에서 향례를 시행하는 것은 “한 읍의 자랑할 만한 것이며 世道
가 융성해지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임금께서  위로부터 孝友仁
義를 몸소 실천한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106)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유향품관들이 향례를 행하는 것을 왕의 교화를 본받아 
이를 향중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유향소, 사림파, 유향품관과 관련된 한정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향례 운영의 측면에서 유향소와 사림파-官의 
관계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었다기보다는 향풍 교화라는 같은 목적
과 임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협력적 관계였다. 또한 유향품관은 
향례를 유교윤리 교육의 장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공감하는 
면을 보이고 있있다. 즉, 향례 시행은 조선정부와 지방 유향품관들
의 노력이 맞물려 발달한 결과였다. 

106) 永嘉誌 권5, ｢鄕射堂｣. ‘… 此雖一邑之所尙, 實關世道之隆平, 于以見殿下以
孝友仁義躳行於上之致然也.’ 이 인용문의 앞 부분은 각주 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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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례를 통한 교화의 우선적 대상으로서 留鄕品官
 
  오례의에는 향례를 시행할 때 賓으로 초청하는 대상과, 초청된 
손님들의 자리배치가 정해져 있다. 향음주례의 경우 나이 많고 덕과 
操行이 있는 사람을 빈으로 초청하고, 향사례의 경우 효제충신하고 
예를 좋아하며, 행실이 난잡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했으며, 
양로례에서는 관내의 80세 이상 되는 여러 노인들에게 알린다고 하
였다.107) 오례의에 규정된 빈의 자격은 대체적으로 나이와 덕이 
있으며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賓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의도한 효과는 다음의 鄭誠謹
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성근은 조정의 논의에서 향례 시행을 
주장하면서 본받을 만한 사례로 김종직을 언급하기를, “김종직이 선
산부사로 있을 때 향중에 행실이 있는 자를 골라서 향례를 참여하
게 하니, 선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부끄러워하여 권장하는 뜻을 
품은 자들이 많았다”고 하였다.108) 김종직이 향례를 행할 때 오례
의에서 규정한 빈의 조건과 대개 부합하는 인물들을 초대한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행실이 좋은 자를 예에 참여시킴으로써 모범을 세
우고, 행실이 좋지 않은 자를 배제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행실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효과는 조정에서 향례를 시
행해야 하는 근거로 종종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향중에서 오례의에 적혀있는 賓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다. 윤효손의 
“향음주례에는 나이가 많고 德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며 향사례에
는 孝悌忠臣하며, 禮를 좋아하고 난잡하지 아니한 자라야 비로소 이
107)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鄕飮酒儀. ‘前一日, 主人(所在官司.)戒賓(擇年高

有德及有才行者.)’, 세종실록 ｢五禮｣ 軍禮儀式 鄕射儀. ‘前一日, 主人(所在官
司.) 戒賓. (擇孝悌忠信好禮不亂者)’,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開城府及諸州
府郡縣養老儀. ‘前期布告境內群老. (年八十以上)’. 

108) 성종실록 16년 1월 6일(己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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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한 자는 혹 物議가 있을까 두려워서 감
히 나태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자는 모두 힘써 행하
려고 하니, 진실로 이는 美法입니다. 그러나 才德을 겸비하고 忠信
孝悌하는 자를 어찌 쉽게 얻겠습니까?”109)라는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賓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 
초기 향촌의 풍습이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나, 유향소 설
치를 반대하는 근거로써 향중에 마땅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례에 초대되었던 賓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유교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노
력했던 15세기에 예를 통해 그 질서 속으로 포섭하고자 했던 주요 
대상은 누구였을까? 원론적으로 교화 대상에는 모든 백성들이 포함
되어 있었고, 향례에도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향촌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향례에 초대될 수 있는 것
은 아니었고, 초대된다 하더라도 행례 과정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각
기 달랐다. 
  아래 인용해 놓은 이승소의 편지처럼 향례가 언급되는 여러 글 
속에서 교화의 대상으로 豪右, 豪猾, 豪强 등으로 묘사되는 무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존재는 조선 초기부터 
향촌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그들을 향촌의 
예법을 통해 교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서 살펴보았던 태종대에 논
의된 里社制를 예로 들 수 있다. 里社制 속 향음주례 전사로 보이는 
규정에도 서약의 글이 들어 있는데, “무릇 우리 同里의 사람은 각각 
禮法을 존중하고, 힘을 믿고 남을 능욕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먼저 함께 다스린 뒤에 官에 넘긴다.”110)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9) 성종실록 21년 윤9월 5일(甲申)
110) 태종실록 14년 1월 18일(癸巳). ‘凡我同里之人, 各遵禮法, 毋恃力淩辱. 違

者先共制之, 然後經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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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의 내용으로 보아 ‘힘을 믿고 남을 능욕하는 자’들이 향촌 사회
에서 문제가 되었고, 국가가 이들을 里社에 포함시켜 예를 행하게 
함으로써 교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官을 대표해서 지방관으로 부임해 가는 지방관에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는 향촌의 호강한 무리를 예로써 교화해 나가는 것이었다. 1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조정에서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교화의 주
요한 방법으로써 향례를 시행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었다. 이
렇게 지방관에게 향례 시행을 권하는 것은 중앙조정의 논의에서 뿐
만 아니라 신료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1478년(성종 9) 전라도 관찰사로 떠나게 된 金永
濡에게 보내는 李承召의 글의 일부다. 김영유는 이승소에게 監司로 
떠나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경계로 삼을만한 조언을 부탁했는
데, 그 부탁에 대한 답으로 쓴 글이다.  

그러나 교활한 무리들이 간간이 있어 氣習에 의하여 바뀜을 면치 못하여 도망
친 자들을 불러들이고 외롭고 약한 사람들을 침해하여, 鄕曲에서 武斷하는 자
들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데도 그들을 속박하고 내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법
도를 따르게 하고 잘 교화하여 이끌어 주면서 선량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왕의 교화가 막히고 펴지지 않아 백성들의 풍속이 날이 갈수록 각
박하게 된다. … 공이 부절을 들고 가서 처음 도착한 즈음에 庠序의 가르침으
로 펴고 孝悌의 의리로 인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한 다음, 
鄕射와 宴飮의 모임에서 강명하여 그곳 사람들의 드세고 우애롭지 못한 습속
을 녹여 주고 俎豆와 揖讓을 하는 가운데 가르쳐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해하는 마음을 열어 준다면, 지난날에 이른바 강포하고 교활하다고 한 무
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자상하고 화평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
이다. 그리하여 五品[五倫;필자]이 이로부터 순해지고 四維가 이로부터 신장되
어, 풍속과 시류가 도타워져 저절로 有司들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또 
어찌 판결해야 할 獄訟이 일어나겠는가.111) 

111) 李承召 三灘集 권11 ｢送禮曹參判金公出按全羅道詩序｣. ‘然間有豪猾之徒, 不
免爲氣習之所移, 招納逋亡,  侵侔寡弱, 以武於鄕曲者比比. 而是若不箝制驅策, 使
循軌轍, 誘掖甄陶, 化爲良善, 則王化鬱而不宣, 民俗日以漓矣.… 公駐節之初, 申之
以庠序之敎, 道之以孝悌之義, 使民知所向方, 然後講之於鄕射宴飮之會, 以消其強
梗不友之習, 訓之於俎豆揖讓之間, 以牖其恭敬自卑之心, 則向之所謂豪猾之徒, 駸
駸然日趨於慈祥愷悌之域. 五品自爾而遜, 四維自爾而張, 風流篤厚, 自不犯于有司
矣. 又何獄訟之可聽哉? 故曰, 敎訓正俗, 非禮不備, 分爭辨訟, 非禮不決. 予於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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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정에서 仁과 禮로써 교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향촌에서 악
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승소는 김영유가 예조
에 있으면서 예악을 정비했던 점을 강조하며 향촌에서 악을 행하는 
무리를 鄕射와 宴飮, 俎豆와 揖讓의 禮로써 교화하여 豪猾한 무리의 
성품을 바꿀 것을 권하고 있다. 이승소는 글을 시작할 때와 끝맺을 
때 모두 약한 자를 침해하며 무단을 행하는 자들, 강포하고 교활한 
무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향촌사회의 문제로 
豪猾한 무리의 존재에 주목하였으며,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 鄕禮 시
행을 지방관의 중요 업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소가 호활한 무리를 문제로 삼고 향례를 통해 그들을 교화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글의 마지막 부분인 ‘호활한 
무리를 교화한 결과 풍속이 도타워져 有司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獄訟이 줄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하
는 有司는 김영유가 관찰사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守令을 뜻하
는 것으로 보인다.112) 이로써 호활한 무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수령을 범하여 소송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향례를 통한 교화의 효
과로 위의 문제를 해결하여 호활한 무리가 수령을 범하지 않고, 옥
송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소의 글에는 조선 초기 지방에서 수령과 지방 세력 사이의 
위계질서가 세워지지 않아 수령이 部民들에 의해 무고나 소송을 당
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승소는 
향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향례에는 향촌에
서 발생하는 모든 관계에서의 윤리와 규범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15세기에는 그 속에 향인들과 수령 사이의 관계를 

深有望焉. 成化十四年戊戌(1478년)夏, 陽城李胤保 序.’
112) 有司가 수령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 용례가 실록에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성

종실록 221권, 19년 10월 29일(기미) 3번째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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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라도 용안현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용안현 향음주례 서문으로 오례의 외에 지금까지 발견된 향
음주례 서문의 유일한 사례이다. 

향음주례를 행한다. 읍 사람들이 봄ㆍ가을로 마련하여 고을의 술 마시는 예를 
만들었는데, 나이 8ㆍ90이 된 이가 한 자리요, 6ㆍ70이 된 이가 한 자리요, 
50 이하를 한 자리로 만드니, 나이로써 구별하게 한 것이다. 사람을 시켜 誓
文을 읽고 말하기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쫓아내고,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는 자도 쫓아내며, 朋友에게 신의가 없는 자도 쫓아내고, 조정을 비방하는 
자도 쫓아내며, 수령을 헐뜯는 자도 쫓아낸다. 첫째 德業은 서로 권할 것, 둘
째 허물은 서로 바로잡아 줄 것, 셋째 禮俗을 서로 이룰 것, 넷째 어려운 일에 
서로 구휼할 것이니, 무릇 같은 시골의 사람들은 각각 효성과 우애, 충성과 신
의를 다하여 모두 후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니, 읽은 뒤 모두 再拜하고 飮
射의 예를 행했다.113)

  용안현의 향음주례 誓文에는 향당에서의 윤리규범을 지키자는 약
속을 넘어서 지키지 않은 자는 마을에서 쫓아낸다는 강한 처벌 내
용이 들어있다. 지켜야 하는 규범 안에 부모, 형제, 친구 사이의 윤
리 외에도 조정과 수령에 대한 향인의 윤리규범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삼강오륜을 거스름으로써 생기는 풍속의 폐단 말고도, 향인들
이 조정과 수령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 또한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례를 통해 안정적이지 않은 수령과 향인의 질서관계를 바로잡고
자 하였던 것이다. 즉 이승소의 편지와 용안현의 향음주례 서문을 
통해 조정을 비난하고 수령을 헐뜯는 자들을 예로써 교화하는 것이 
향례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질서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에서 등장한 ‘힘을 믿고 남을 능욕하는 자’, 
11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全羅道 龍安縣 風俗 行鄕飮酒禮. ‘邑人春秋辦具, 

爲鄕飮酒禮. 年八九十者一位, 六七十者一位, 五十以下一位, 序以治. 令人讀誓文
曰, 父母不孝者黜, 兄弟不和者黜, 朋友不信者黜, 謗訕朝政者黜, 非毁守令者黜. 一
曰德業相權, 二曰過失相規, 三曰禮俗相成, 四曰患難相恤, 凡同鄕之人, 各盡孝友忠
信, 咸歸于厚. 讀訖俱再拜, 以行鄕射之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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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을 범하는 豪猾한 무리‘는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조선 
초기 지방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구체화 해볼 수 있다. 조선 초기
에 중앙을 대표하여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이 鄕愿好事之徒, 土豪, 
豪强으로 묘사되는 자들에 의해 誣告를 당하는 일은 내내 문제시되
었다. 이는 지방에서 수령과 민 사이의 위계질서가 세워지지 않아 
양자의 갈등이 수령 고소로 표출된 것이었고 세종 때에는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수
령을 무고한 세력인 鄕愿好事之徒, 土豪, 豪强등의 무리에 대해 기
존 연구는 일반 평민들이라기보다는 지방의 품관․향리와 같은 유력
계층이었다고 설명한다.114) 결국 향례를 통해 교화하고자 했던 豪
猾한 무리 또한 품관․향리와 같은 유력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향례의 우선적 참여 대상이자 교화 대상은 품관과 향리 
중에서도 품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례의 향례의주에 보이는 
賓의 자리배치가 품계를 우선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날에 주인의 자리를 學堂 東壁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賓 2품 이상의 자리를 
서벽(西壁)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上으로 하고, 衆賓 3품 이하의 자리
를 남쪽 줄에 설치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品階가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한다.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은 西壁에 자리를 설치하고, 參
外는 남쪽 줄에 자리를 설치한다.) 庶人은 뜰의 동쪽·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上으로 한다.115) 

  여기서 賓은 正賓이고 衆賓은 그 외의 여러 손님을 말하는데, 이 
빈들의 자리배치는 향음주의, 향사의, 양로의에서 동일하다. 단 품계
가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한다는 조항은 향음주의에만 보인

114)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백승아, 2014 ｢15․16세기 부민고소금지법의 추이
와 지방통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23쪽 참고.

115)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鄕飮酒儀. ‘其日, 設主人位於學堂東壁, 西向; 賓
二品以上位於西壁, 東向北上; 衆賓三品以下位於南行東上, 同品尙齒; (若無二品以
上, 則六品以上西壁, 參外南行.) 庶人於庭, 東西相向北上’ 향사의와 양로의의 자
리배치도 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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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용을 보면 賓을 나이와 덕이 많은 자로 택함으로써 나이를 높
이고 품계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으나, 자리 
배치는 일차적으로 품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116) 중앙조정에
서 향례의주를 만들 때 유향품관을 중요한 참여대상으로 염두에 두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품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자리가 관품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것은 예기, 大唐開元禮, 宋史, 明史 등과 비교했을 때 오
례의 향례의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향음주례와 양로례는 모
두 시행의 목적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德이 있는 사람을 높이는 데
에 있었다. 오례의를 제외한 예서들에는 예식의 절차가 시행 목적
에 걸맞게 나이를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賓들의 자리배치
나 음식의 가짓수 등이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 어른을 존경하는 뜻이 관철되고 있었다. 다음은 동시대의 향례의
주인 明史 ｢禮志｣ 鄕飮酒禮에서 주인과 빈의 조건과 자리배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 의례는 府州縣의 長吏를 주인으로 삼고, 향중의 致仕官으로 덕행이 있는 
1인을 賓으로 삼고,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자를 택해 僎賓으로 삼고 그 다음
가는 자를 介로 또 그 다음가는 자를 三賓으로, 또 그 다음가는 자를 衆賓으
로 敎職를 맡은 자를 司正으로 삼는다. 의식의 절차를 읽고 진행하는 것이나, 
禮儀의 절차대로 인도하는 것이나, 율문을 읽는 것은 모두 이에 능한 자를 시
킨다. 먼저 賓의 자리는 당의 북쪽 양 기둥 사이에 조금 서쪽으로 설치하여 
남쪽을 보도록 한다. 주인의 자리는 동쪽 계단 위에 서쪽을 보도록 설치한다. 
介의 자리는 서쪽 계단 위에 동쪽을 보도록 설치한다. 僎의 자리는 賓의 동쪽
에 남쪽을 보도록 하고 三賓의 자리는 賓의 서쪽에 남쪽을 보도록 한다. 衆賓 
중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자리는 서쪽 담장에 동쪽을 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116) 18세기 柳長源의 常變通攷 권26 ｢鄕禮｣ 鄕飮酒禮 通論 에는 향례를 시행
할 때 충돌할 수 있는 貴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貴貴)과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것(長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향당에서 비록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지만, 관작이 있는 사람이 빈과 
주인이 헌수하는 예를 마치기를 기다린 연후에 들어가고, 尊의 동쪽에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고 또 타인을 누르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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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賓이 많을 때는 서쪽 계단에 자리를 설치하되 북쪽을 향하고 동쪽
을 위로 한다. 僚佐[하급관리;필자]의 자리는 동쪽 담에서 서쪽을 향하고 북쪽
을 위로하여 설치한다. 衆賓 중에 50세 이하인 사람은 堂의 아래 서쪽 계단의 
서쪽에 위치하되 담장 쪽에서 동쪽을 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도록 한다. 賓이 
많으면 서쪽 계단의 남쪽도 자리를 정하되 북쪽을 향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司正과 율문을 읽는 자는 堂 아래 동쪽 계단의 남쪽에 위치하며 북쪽을 향하
고 서쪽을 위로 한다. 주인을 돕는 자의 위치는 동쪽 계단의 동쪽으로 정하고 
서쪽을 향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 술상은 堂의 위아래 자리의 앞에 설치하
고 상위에 豆를 놓는다. 60세는 3豆, 70세는 4豆, 80세는 5豆, 90세는 6豆로 
하고, 堂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 2豆로 한다. 주인의 豆는 빈의 수와 같고, 모
두 모두 소금에 담근 채소와 젓 담근 고기를 그릇에 넣는다.117)    

  賓의 자격을 서술한 부분에서 致仕官이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관
품이 등장하지 않는다.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자들로서 僎賓, 介, 
三賓, 眾賓을 삼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마지막
에 접시의 숫자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8)  
오례의에도 향음주례 시행의 뜻은 나이와 덕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혀놓고 있으나 실제 자리 배치에 있어서는 관품을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례 시행 절차가 품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국가가 품관층을 향례의 우선적 참여대상이자 교화대상
으로 여기고, 향례를 통해 이들과 수령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품관층과 수령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상하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수령은 국왕을 대신하여 지

117) 明史 권56 ｢禮志｣ 嘉禮 鄕飮酒禮. ‘其儀，以府州縣長吏為主，以鄉之致仕官
有德行者一人為賓，擇年高有德者為僎賓，其次為介，又其次為三賓，又其次為眾
賓，教職為司正.贊禮、贊引、讀律，皆使能者.前期，設賓席於堂北兩楹之間，少
西，南面；主席於阼階上，西面；介席於西階上，東面； 僎席於賓東，南面；三賓
席於賓西，南面.皆席不專屬.眾賓六十以上者，席於西序，東面北上.賓多則設席於西
階，北面東上；僚佐席於東序，西面北上.設眾賓五十以下者，位於堂下西階之西，
當序，東面北上.賓多則又設位於西階之南，北面東上.司正及讀律者，位於堂下阼階
之南，北面西上.設主之贊者位於阼階之東，西面北上.…設卓案於堂上下席位前，陳
豆於其上.六十者三豆，七十者四豆，八十者五豆，九十者六豆，堂下者二豆.主人豆
如 賓之數，皆實以葅醢.’

118) 豆는 본래 나무를 만든 제기를 뜻하는데, 접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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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파견된 사람으로 중앙조정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중앙조정이 
향례를 통해 품관층과 수령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은 곧 
국가와 품관층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계의 
방향은 향례를 통해 국가가 표방하는 윤리규범을 익히게 함으로써 
이념과 권력의 측면에서 그들을 중앙으로 포섭하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에 품관층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가 안정적
으로 향촌을 관리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 중앙집권
적 체계 속에서 군현․면리제가 완벽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는 유향품관을 향촌 운영에 있어서 조력자로 삼고자 하였다. 이는 
面里制 운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가는 종래의 鄕吏 대신에 유
향품관을 勸農官, 監考, 里正(長)에 임명함으로써 면리 단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119) 그런데 국가가 유향품관을 지방체제
의 하부단위에서 중앙의 조력자로 택하였으나 유향품관은 면임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120) 또한 그들은 수
령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수령을 誣告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조선정부는 수령이 향촌에서 정치를 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향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과 이념이라는 양 측면에서 
유향품관을 체제내로 끌어들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 위에서 
유향품관이 향례의 우선적 참여대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다. 

119)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56~73쪽; 오수창, 1999 ｢조
선시대 지방 이서층 급료문제의 역사적 맥락｣역사와 현실 32, 243~246쪽; 
오영교, 2001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21~70쪽; 최선혜, 2007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문화사. 

120) 오영교, 2001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2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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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논문은 15세기 鄕禮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조선 정부의 논의 
양상과 향촌사회에서의 향례 시행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5세
기 향례 논의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향례는 州府郡縣의 鄕에서 시행되는 의례로서, 향촌의 유교적 질
서를 목표로 하며 향촌민을 참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례이다. 
그 범주에는 鄕飮酒禮, 養老禮, 鄕射禮가 포함된다. 향음주례, 양로
례, 향사례가 조정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世宗代이다. 세종대에
는 국가가 표방하는 이념을 구현하고 그 이념을 주부군현의 향인들
에게 전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향
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 
간의 윤리부터 향당에서의 윤리, 군신윤리를 망라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국가의 의지는 세종실록 ｢오례｣ 라는 국가 전례로 나타났고, 
교지나 책문을 통해 시행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었다.   
  조정의 향례 운영 논의는 世祖代에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成宗이 親政을 시작하면서 다시 향례 논의가 시작된다. 이는 
세종대의 규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예제 정비가 이뤄진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成宗代에는 향례를 통해 유교 윤리규범을 교육
하고 중앙과 지방에 이념적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세종대 조정
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종대 향례를 주장했던 
국왕, 조정의 대소 신료, 예조 등의 국가 기구는 모두 세종실록 ｢
오례｣를 계승한 國朝五禮儀에 儀註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향례 
시행의 근거를 찾고 있었다. 성종대 향례를 시행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국왕 성종이 國都에
서 향례를 시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령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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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향례 시행 여부를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례
를 시행했다는 점은 조정에서 해당 지방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정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향례가 행
해지고 있었다. 留鄕所뿐만 아니라 오례의에 규정된 대로 鄕校에
서 시행되기도 하고, 군사훈련 장소인 射廳, 마을의 樓臺에서도 시
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건물에 대한 記文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기문을 통해 확인되는 향례 시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례의
의 규정처럼 지방관이 예식의 主人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이다. 지역의 수령들은 향례 시행을 자신의 책무로 자각하고 있었
고, 실제로 향례를 베풀거나 향례 운영 자금 마련에 참여하기도 했
다. 이는 수령과 관찰사를 통해 향례를 시행하고자 하였던 조정의 
의도가 구현되고 있음을 뜻한다. 향례 운영에 있어서 官과 유향품관
은 향풍 교화라는 같은 목적과 임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협력적 
관계였다. 
  향례의 우선적 대상으로는 留鄕品官이 고려되고 있었다. 이는 무
엇보다도 오례의 향례의주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향례 의주에 보
이는 손님들의 자리 배치가 일차적으로 품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리가 관품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것은 역대 왕조례인 大唐
開元禮, 宋史, 明史나 고대 의례서인 周禮, 儀禮 등과 비
교했을 때 오례의 향례의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정
에서 향례의주를 만들 때 유향품관을 중요한 참여대상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품관층을 체제 내로 끌
어들이는 것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향촌을 관리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조선 초기 유향품관과 수령 사이의 위계질서가 확고하지 
않아 수령들이 무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는 조정에서 내내 
문제시되었다. 또한 중앙집권적 체계 내의 군현․면리제가 완벽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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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는 유향품관을 향촌 운영에 있어서 조력
자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수령이 향촌에서 정치를 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향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과 
이념이라는 양 측면에서 유향품관을 체제내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는
데, 이러한 맥락에서 유향품관이 향례의 우선적 참여대상으로 고려
되었던 것이다. 
  향례는 지방의 사족들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향촌 교화를 이루
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례로서 시행의 확산은 중앙과 지방의 
노력이 맞물려 발달한 결과였다.  향음, 향사 양로 등의 향례가 오
례의에 실려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이후 시기 지방에서 향례가 시
행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士族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사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6,17세기나 그 
이후인 18세기까지도 향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15세기 국가의 노력
은 전범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또한 오례의는 16세기 이후 사족
들이 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례와 함께 주요 의례서로 다루
어지고 있었다. 15세기 국가가 구축한 향례 시행의 바탕은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16세기 이후 향례 시행 역시 그 바탕 위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 구축된 향례 시행의 틀과 논의가 
이후 시기마다 어떻게 유지․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
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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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ussion of Local Ceremonial Code 
and the Local Order Establishment of 

Joseon Government in the 15th Century

Park, Sa Ra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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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pect of Joseon 
Government’s discussion on the Local Ceremonial Code(鄕禮) 
and the execution of Code by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15th 
Century and to define the meaning of Code b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nation in the discussion of Local Ceremonial Code.
  Local Ceremonial Code is the ceremony performed in 
Hyangchon(鄕村), a lower unit of administrational district, for 
the local people to establish the local order following confucian 
ideas. Local Ceremonial Code includes Hyaneumjurye(鄕飮酒禮), 
Yangrorye(養老禮) and Hyangsarye(鄕射禮). In King Sej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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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these ceremonies were started to be discussed in the royal 
court. King Sejong’s cabinet desired to operate Local Ceremonial 
Code to implement the ideology adopted by the nation and to 
provide the unifi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administrations. The specifics of the ideology covered ethics in 
the family and Hyangdang(鄕黨) as well as the ethics between 
the king and the officials. Based on such will of the nation, the 
Local Ceremonial Code was included in Sejongsillok Orye(“世宗
實錄” ‘五禮’) as the National Ceremonial Code. The execution 
measures were studied through various methods. 
  The discussion on operating Local Ceremonial Code in King’s 
court seemed to be slow in the era of King Sejo. Yet, when 
King Seongjong started his direct control, the discussion became 
active again as being on the same track of reorganizing the 
ethics and ceremony practices to recover the regulations of the 
era of King Sejong. In the era of King Seongjong, while sharing 
the purpose of the era of King Sejong to educate the confucian 
ethical codes and provide the ideological unifi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iscussions on the local 
ceremonial code were held. Efforts of King Seongjong’s court to 
execute Local Ceremonial Code were made in various measures. 
  Local Ceremonial Codes were practiced in not only 
Yuhyangso(留鄕所) but also other various local places such as 
Hyangyo(鄕校), Sacheong(射廳) and Nudae(樓臺) of each villag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ce of Local Ceremonial 
Code is that, as in the regulation of Oryeeui(五禮儀), local 
administrators actively participated in ceremonie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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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 Local administrators recognized the practice of Local 
Ceremonial Code as their duty and opened local ceremonies or 
participated in funding activities for such occasions. This refers 
that the intention of king’s court to execute Ceremonial Code 
through local administrators were implemented. For the practice 
of Local Ceremonial Code, local administrators and 
Yuhyangpumgwan(留鄕品官) were in cooperative relations for 
the same goals and responsibility on the cultural education in 
local. 
  Yuhyangpumgwan was considered as priority subject in local 
ceremonies. The position arrangement based on the government 
rank is a characteristics of Local Ceremonial Code in Oryeeui 
differentiated from that in other royal ceremonial ordinances 
including Daedangwonrye(大唐開元禮), Songsa(宋史) and 
Myeongsa(明史) and in older ceremonial texts including Jurye(周
禮) and Euirye(儀禮). The reason of such arrangement seems to 
be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 king’s court on 
Yuhyangpumgwan as important participant when establishing the 
Local Ceremonial Code. In early Joseon Dynasty, the order 
between Yuhyangpumgwan and the local administrator was not 
confirmed in Hyangchon so that many false accusations of local 
administrators occurred. Also,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each district units(郡縣·面里制)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were not fully settled. For such reasons, drawing 
Yuhyangpumgwan into the system in terms of the ideology and 
the adminstration was a matter directly connected to the 
government’s stable administration of Hyangchon. In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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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Yuhyangpumgwan was considered as participant in 
priority for local ceremonies. 
  Local Ceremonial Codes on Hyangeum, Hyangsa and Yangro 
were contained in Oryeeui and became the legal system. This 
refers the meaning that the basis to edify people through Local 
Ceremonial Code was established for local administrators. This 
meaning was recognied by later scholar gentry as well. The 
basis to execute Local Ceremonial Code established by the 
nation in the 15th Century were maintained even after the 16th 
Century.  

Key Words: Hyaneumjurye, Yangrorye, Hyangsarye, hyangchon 
order, Yuhyangpumgwan, Orye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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