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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고려의 역법 운용에 변화를 야기한 요인으로서 여
몽관계에 주목하여 여몽관계의 추이에 따른 고려의 역법 운용 양상
과 그 변화를 고찰해보았다.
고려가 몽골과 책봉관계를 맺은 1260년 이후 몽골은 고려에 매년
역서를 반사하였다. 역서는 대개 고려 사신이 사명을 마치고 고려로
귀환하는 길에 순부되어 11월에서 익년 2월 사이의 불규칙한 시기
에 도착하였다. 역서는 제후국의 군주인 고려국왕 개인을 대상으로
반사되었다. 몽골은 책봉관계에 수반하는 의례로서 피책봉국인 고려
의 국왕에게 역서를 반사한 것이었다.
1280년 11월, 몽골이 수시력을 반포하였다. 고려는 이에 대응하여
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려가 수시력 편찬에
대응하게 된 데에는 첫째, 고려가 수시력의 편찬 과정에서 천문관측
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포함되었고 둘째, 고려국왕이 ‘부마고려국왕
정동행성승상’이라는 위상으로 표현되는 몽골의 제왕이자 관인으로
서의 위상을 획득하였던 사실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명령은 역
서의 공개적인 진헌을 금지한 것으로 역서 편찬을 비롯한 역법 운
용에는 변화 없이 동지일에 이루어졌던 역서의 진헌 의례만이 중지
되었다. 고려는 여전히 국초 이래 사용하던 선명력 기반의 역법으로
역서를 편찬하였다.
충선왕은 1308년에 고려국왕으로 복위하였다. 충선왕은 몽골에서
숙위하던 1303-1304년 사이 근신 최성지에게 수시력을 습득하게 하
였고 복위 후 최성지를 서운제점으로 삼아 수시력으로의 개력을 시
행하였다. 충선왕은 몽골의 제도를 고려에 체계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제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수시력으로의 개
력은 이러한 제후국 분의(分義)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개혁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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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에 대한 몽골의 역서 반사 양상은 1280년을 기점으로 변
화하였다. 1280년 이전까지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매년 원사에 기록
되었던 외교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수시력 편찬 과정에서 천문관측
이 시행된 지역, 즉 고려를 비롯한 대칸울루스 전역에 수시력이 반
포된 이후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려
로의 역서 반사는 몽골 제 행성으로의 역서 반포와 전혀 다른 양상
을 가지고 있었다. 때에 맞추어 역서를 반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몽골 국내로의 역서 반포와는 달리 고려로의 역서 반사
는 새해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주요어 : 수시력(授時曆), 개력(改曆), 여몽관계, 반력(頒曆), 역법
(曆法), 역서(曆書)
학번: 2013-2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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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역(曆)이란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여 앞으로의 천문을 예측하는 원
리이자 예측된 천문을 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1) 역을 다스려 시간
을 밝히는 일은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제왕의 중요한 책무였다.2)
제왕은 고대 이래의 관상수시(觀象授時)라는 정치이념 하에 역서를3)
편찬하여 반포하였다. 역서는 국가의 시간규범으로서 통치와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역서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인 책봉-조공관계의 중요한 매개이기도 하였다.
국초 이래 고려국왕은 대외적으로는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제후
이자 독자적인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는 국왕이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려를 통치하는 국왕이었다.4) 고려국왕은 대외적으로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 책봉국의 정삭을 시행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국가의 국왕으로서 역서를 편찬하여 반포하였다. 고려는 후당(後唐),
송(宋), 요(遼), 금(金), 원(元), 명(明) 등으로부터 책봉을 받아 역서
를 하사받고 이들의 연호를 사용했다. 한편 《고려사》 역지는 고려
의 역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려는 별도의 역법을 만들지 않고 개국 이래 당의 선명력(宣
1) 이문규, 2000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19쪽.
2) 《고려사》에서도 역지 서문의 첫머리를 통해 역의 중요성을 “역을 다스려
시간을 다스리는 일은 역대의 제왕이 중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고 명시
하고 있다. (《고려사》 권50 지4 역1 “夫治曆明時, 歷代帝王, 莫不重之.”)
3)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는 일과력(日課曆)과 칠정력(七政曆) 두 종류의 역서
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 역서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허윤섭, 2000
〈조선후기 관상감 천문학 부문의 조직과 업무 – 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제3장 1절을 참조.
4) 최종석, 2013 〈조선초기 제후국 체제 운영의 특징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
해〉 《한국사상과 문화》70,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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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曆)을 가져다 사용하였다. 장경(長慶) 임인년(822) 이래 태조
가 개국할 때까지 거의 100년이 지나 역법에 이미 오차가 생
겼다. 이에 앞서 당은 이미 개력하였고 이로부터 무릇 22회
개력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계속 선명력만을 사용하다 충선왕
대에 이르러서야 수시력(授時曆)으로 개력하였다. 그러나 개방
(開方)의 기술이 전해지지 않아 일월식에 대해서는 계속 선명
력을 사용하였고 이 때문에 일월식의 예보가 맞지 않았다. 일
관이 앞뒤를 헤아려 맞추어보고자 했으나 고려시대에는 끝내
고칠 수 없었다.5)
고려 전기에는 선명력을 사용하였고 충선왕 대부터 일과력은 수시
력으로, 일월교식의 예보에는 선명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사료 상에서는 선명력으로만 지칭되었으나 고려는 만들어진지
오래 되어 정확도가 떨어졌던 당의 선명력을 온전히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당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역법을 이용하여 선명력을 꾸
준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그러나 고려는 책봉국의 역법을 그대로
6

5) 《고려사》 권50 지4 역1 서문 “高麗, 不別治曆, 承用唐宣明曆. 自長慶壬寅,
下距太祖開國, 殆逾百年, 其術已差. 前此, 唐已改曆矣, 自是, 曆凡二十二改,
而高麗, 猶馴用之, 至忠宣王, 改用元授時曆. 而開方之術, 不傳, 故交食一節,
尙循宣明舊術, 虧食加時, 不合於天. 日官, 率意先後, 以相牽合, 而復有不效者
矣, 而終麗之世, 莫能改焉.” 해당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의 번역문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하 본문에 인용된 사료의 번
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및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번역
문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6) 고려가 송·요·금의 역법을 참작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고려와 중국 각국의
삭일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려는 시기에 따라 특정 국
가와 친연성이 있는 역법을 사용하였다. 서금석 김병인, 2014a 〈‘步氣朔術’
분석을 통해 본 高麗前期의 曆法： 高麗史 〈曆志〉 宣明曆 과 遼의 大
明曆 ‘氣朔術’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38; 서금석 김병인, 2014b
〈고려중기 曆法과 金의 重修大明曆 “步氣朔術” 검토： 고려사 〈세가〉
11월 朔日분석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53; 장동익, 2012 〈高麗前期의
曆日〉 《한국중세사연구》33; 전용훈, 2014 〈고려시대의 역법과 역서〉,
《한국중세사연구》39 참조.
- 2 -

받아들여 사용한 적은 없었다.
몽골복속기를 거치는 동안 고려의 역법 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났
다. 대외적으로는 책봉국으로부터의 역서 하사가 상례화 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수시력으로의 개력을 시행하여 고려 개국 이래 최초
로 책봉국과 동일한 역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법 운용의
변화가 일어난 배경을 국제질서라는 큰 틀 속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몽골과의 관계가 어떻게 고려의 역서 편찬에 영향
을 미쳤으며 고려는 어떻게 몽골 주도하의 국제질서 속에서 역서
편찬이라는 전통을 지속하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고려 역법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화 되었다.7) 고려
후기의 역법에 대해서는 조선 세종대 시행된 천문학 프로젝트인
《칠정산내편》 편찬의 시발점으로 충선왕의 수시력 수용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8) 그러나 이는 충선왕의 수시력 도입 사실의 언급에
만 그칠 뿐 이 고려 후기 역법 운용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 최근 전용훈은 고려시대 역법에 대한 사료와 연구를 전
체적으로 재검토하여 고려시대 역법과 역서에 대해 정리하였다.9) 전
용훈은 충선왕의 수시력 개력에 대해 고려가 피책봉국으로서 책봉
국의 역법을 직접 수입하여 역서를 만들게 된 최초의 사례이며 이
것이 조선이 책봉국인 명, 청의 역법을 사용한 역법 운용 방식의 전
통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수시력 개력은 이후 500년간의
역법 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 중요한 사건으로 이러한 변화
7) 구만옥, 2007 〈고려왕조 천문역산학의 성격〉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9; 서금석 김병인, 2014a 앞 논문; 서금석 김병인, 2014b 앞 논문;
한정수, 2010 〈고려 전기 冊曆 및 曆法의 이용과 의미〉 《史學硏究》 100,
서금석, 2012 〈고려의 曆法 추이를 통해 본 《고려사》 〈曆志〉 서문의
검토〉 《역사학연구》47.
8) 박성래, 2002 〈<수시력>수용과 <칠정산> 완성：중국 원형의 한국적 변
형〉 《한국과학사학회지》 24-2, ; 이은희, 2007 《칠정산내편의 연구》, 한
국학술정보; 한영호 이은희, 2011 〈麗末鮮初本國曆완성의 道程〉 《동방학
지》155.
9) 전용훈, 2014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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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다각도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려-몽골 관계사 분야에서는 90년대 후반 이래 고려-몽골
관계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고려-몽골
관계의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와 몽골이 책봉-조공관계로 표상
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가관계를 형성했다는 견해와10) 투하령
등 고려에 주어진 몽골적 속성을 강조하는 견해11), 그리고 복합성이
야말로 고려-몽골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견해가 있다.12) 이상의
연구는 대개 국왕의 위상 분석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위주
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조와 성격 규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려
-몽골 관계의 실제적인 모습을 밝히고 양국 관계가 고려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 다양한 분
야에서 사례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하여 최근 의례나 문서 형식 등의 제도 변화를 고려-몽골 관계와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 연구가 시행되었다.13) 역법 운용 양상의 변
화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연구 추이를 잘 뒷받침 해주는 좋은 사례
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13-14세기 몽골복
속기의 시대상을 파악하고 역서 편찬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의 흐름
을 살피기 위해 《高麗史》〈世家〉, 《高麗史節要》, 《元史》〈本
紀〉, 《元高麗紀事》의 연대기 사료를 이용하였다. 《高麗史》〈曆
10) 이익주,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박
사학위논문; 이익주, 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 《한국중
세사연구》27; 이익주, 2011 〈고려 몽골 관계에서 보이는 책봉 조공 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11)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森平雅彦, 2013 《モ
ンゴル帝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名古屋大学出版会
12)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13) 森平雅彦, 2013 《モンゴル帝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名
古屋大学出版会; 정동훈, 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硏究》, 서울대학교박사
학위논문; 최종석, 2010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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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元史》〈曆志〉·〈天文志〉의 지와 《授時曆立
成》, 《授時曆捷法立成》을 통해 역법의 연혁, 역법의 편찬 과정,
역법의 계산 구조, 천문관측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 중 수시력첩
법입성은 고려의 서운관승(書雲觀丞) 강보(姜保)가 1346년에 편찬한
책으로 수시력으로 역서를 편찬하기 위한 각종 수치들이 담겨 있다.
또한 《東國李相國集》, 《稼亭集》, 《牧隱集》, 《耘谷行錄》 등의
문집자료를 통해 고려 후기 문인들이 기록한 역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析津志》, 《祕書監志》, 《元典
章》, 《至正條格》 등에서 몽골의 역서 반포와 관련된 제도와 규범
을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복속기 고려의 역서 편찬과 몽골의 역서 하사
양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기를 셋으로 구분하였
다. 먼저 본 논문에서 고려가 몽골과 관계를 맺었던 시기를 ‘몽골복
속기’라고 지칭하고14) 1260년부터 1356년까지 다루기로 하였다.15)
1280년 충렬왕이 역서를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과 1308년
수시력 개력의 시행을 구체적인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제1기는 고려가 몽골에 복속한 1260년에서 1280년, 제2기는 1280년
에서 충선왕이 수시력 개력을 시행한 1308년, 제3기는 1308년부터
몽골의 복속으로부터 벗어나는 1356년까지로 하겠다.
각 시기 별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고려의 역서 편찬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려가 독자국으로서 역서 편
찬을 지속하였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몽골의
志 · 天文志

14) 현재 고려가 몽골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원간섭기,
事元期 등이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명미의 의견을 따라 몽골복속
기로 표현하고자 한다.
15) 보편적으로 원종이 친조하여 쿠빌라이를 만난 1259년에서 소위 반원개혁이
일어난 1356년까지를 몽골복속기로 다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쿠빌라이
를 만난 시점이 아니라 원종에 대한 책봉이 이루어지는 1260년을 몽골복속
기의 시기적 상한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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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 하사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몽골이 고려를 어떻게 인식
하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역서 편찬이 지니
는 정치적 의미를 당시의 국제정세 하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1장에서는 1260년부터 1280년 사이 몽골의 역서 하사의 의미
와 양상을 분석함으로서 몽골이 제후 고려국왕에게 의례적으로 역
서를 하사하고 있었음을 살펴보겠다. 2장에서는 1280년 몽골에서 수
시력이 편찬되어 반포된 것에 대해 충렬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고려의 수시력 개력의 배경과 과
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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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麗蒙關係의 形成과 冊封儀禮로서의
曆書 頒賜
고려는 오랜 항전 끝에 1260년에 몽골에게 복속하였다. 고려는 몽
골에 복속한 후 몽골로부터 매년 역서를 반사 받았다. 본 장에서는
역서 반사가 이루어진 시기, 역서 반사 방식 및 반력 조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몽골의 역서 반사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
다.
몽골과의 강화는 고종 46년(1259)에 태자였던 원종(元宗)이 몽골에
친조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태자 전(倎)은 몽골에 입조하여 사
망한 뭉케 카안 대신 쿠빌라이 칸과 조우하였다.1 ) 쿠빌라이는 태자
전을 후대하였고 고종(高宗)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태자 전을 국
왕으로 삼아 귀국토록 하였다. 태자 전은 귀국하여 원종 원년(1260)
4월에 고려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원종은 귀국 이전까지 쿠빌라이에게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
으나 즉위한 직후 영안공(永安公) 왕희(王僖)를 파견하여 쿠빌라이
의 즉위를 하례하는 표문과 고려가 몽골에 복속하였다는 내용을 담
은 진정표를 보냄으로서17) 복속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18) 쿠빌라
이는 영안공이 돌아가는 길에 세 통의 조서를 보내 이에 화답하였
다. 첫 번째는 중통 연호를 반포하는 조서였고, 두 번째 조서는 고
려의 신속에 따라 베푸는 시혜에 대한 것으로 고려의 의관은 본국
의 풍속을 따르고 바꾸지 말 것, 오직 <몽골 대칸의> 조정에서만
6

16) 태자 전의 친조 후 행적에 대해서는 김호동, 앞 논문, 84-85쪽.
17) 《고려사》 권25 세가 25 원종 원년 4월 병인
18) 고려가 몽골에 복속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김호동은
1260년 4월 원종이 영안공을 보내어 쿠빌라이에게 신속을 표명하였다고 보
고 있다. 김호동, 2007 위 논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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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을 파견할 것, 옛 수도로 옮기는 일은 역량 껏 할 것,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가을을 기한으로 철수할 것 등의 내용을 담
은 조서이다. 마지막 조서는 원종이 책봉을 받은 이래 재차 방물을
바쳤음을 칭찬하며 원종에게 호부(虎符), 국왕지인(國王之印) 및 옷
감·활·칼 등의 물품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9) 이상의 원종이
보낸 진정표, 쿠빌라이가 내린 세 조서를 통해 원종의 친조로부터
시작되었던 고려와 몽골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몽
골은 고려의 신속을 확인하였으며 고려는 몽골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이다. 고려는 위 조서를 받은 8월부터 중통(中統) 연호를 사용하
기 시작했다.20)
중통 3년(1262) 정월 경오일21), 몽골은 고려에 처음으로 역서를 반
사하였다.22) 이후 고려에 대한 역서 반사는 상례가 되었다.23) 수시
력이 반포되는 지원 18년(1280) 이전까지는 고려에 역서를 반사한
사실이 원사 본기에 거의 매 해 기록되었다. 다음 표를 통해 몽골이
고려에 역서를 반사한 사례를 살펴보자.
표 1 몽골의 역서 반사 사례
연도 역서명 월일
元史
정월
1262 중통3년력 경오 賜高麗國曆
중통3
10월 又詔賜高麗王禃
원종3 중통4년력 병인 曆

高麗史

19)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원년 8월 임자
20) 《고려사》 권87 연표2 元宗 元年. 四月, 元宗還自蒙古卽位. 八月, 始行中統
年號.
21) 이하 본문에 표기된 모든 날짜는 음력이다. 편의상 해당 연도의
서기년도를 병기하였다.
22) 《원사》 권5 본기5 세조2 중통 3년 정월 경오 “賜高麗國曆.”
23) 《원사》 권208 열전95 고려 중통3 정월 “賜禃曆, 後歲以爲常, 禃遣使入謝,
優詔答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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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을묘

王王禃以
1263
免置驛籍民等事
11월
중통4
遣其臣韓就奉表
병술
원종4 중통5년력
來謝 賜中統五
24)
年曆並蜀錦一
2월
1264
병인
지원1
원종5 지원2년력 11월 以至元二年曆日
기축 賜高麗國王王禃
1265
詔諭高麗 賜至
지원2 지원3년력 12월
정축 元三年曆日
원종6
1266
詔賜高麗以至元
12월
지원3 지원4년력 정해 四年曆日 仍慰
원종7
諭之
정월 賜高麗國新曆
1268
경술
지원5 지원5년력 2월
원종9
임인
高麗國 王王 禃 遣
1269
使以誅權臣金俊
지원6 지원6년력 정월
계축 來告 賜曆日西
원종10
錦
1270
高麗世子王愖還,
윤11월
지원7 지원8년력 정묘삭 賜王禃至元八年
원종11
曆
高麗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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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中高汭 還自
蒙古 帝頒曆

韓就還自蒙古
帝賜西錦一段
曆日一本

安慶公淐 還自
蒙古 賜王西錦
一匹 曆日一道

子諶與蒙古斷
事官 不花孟祺等
來 王出迎于郊
詔曰 (중략) 今
賜卿西錦一段及
曆日
世

12월
을묘
1271
지원8
원종12
1272
지원9
원종13
1276
지원13
충렬왕2
1277
지원14
충렬왕3
1278
지원15
충렬왕4

賜高麗至元九年
지원9년력 10월
기미 曆
11월 詔以至元十年曆
지원10년력 을묘삭
賜高麗
지원13년력 정월
정축
12월 以十四年曆日賜
지원14년력 신유삭
高麗
12월 以十五年曆日賜
을해 高麗國
지원15년력
정월
임자
六年曆日賜
12월 以十
高麗
지원16년력 정월
1279
을묘
지원16
충렬왕5 지원17년력 10월 賜高麗國王至元
갑진 十七年曆日

元遣別古裏來頒
曆

郞將李仁賫頒曆
詔 還自元 王出
迎於城外
校尉李應柱康渭
成 賫頒曆詔 還
自元

24) 중통 5년 8월에 지원으로 개원하였다. 따라서 반사 받은 역서는 중통5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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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1262년부터 1279년까지 몽골이 고려에 역서를 반사해 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원사 본기는 고려에 역서를 반사한 사실을
거의 매년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의 경우 기록된 사례의 수는 적지
만 역서를 반사 받은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원사와
고려사 두 사료를 통해 상호 보완하여 역서 반사 사례를 분석한다
면 고려로의 역서 반사 양상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사는 역서 반사 사실을 거의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나 지원7년력,
지원11년력, 지원12년력, 지원13년력의 반사 사례가 빠져있다. 이 중
지원13년력은 원사에는 반사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역서가 반
포된 사실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지원13년력의 반사 사실이 원
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대 원사에 반사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지원7년력, 지
원11년력, 지원12년력의 경우도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
몽골의 역서 반사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
겠다.
먼저 역서 반사 날짜에 대해 고찰해보자. 역서 반사 날짜와 관련해
몽골 측 사료와 고려 측 사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원사는 대도
에서 황제가 고려에 역서를 반사해준 날을 기록한 것이고 고려사의
경우는 반사된 역서가 고려 개경에 도착한 날짜를 기록한 것이다.
원사에 기록된 날짜에 반사된 역서는 얼마간의 사행 기간을 거쳐
개경에 도착해 고려국왕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위의 사례들 중 역
서가 몽골에서 출발한 일자와 고려에 도착한 일자가 모두 남아있는
경우가 여섯 사례가 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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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통4년력은 몽골에서 1263년(중통3, 원종3) 10월 13일(병인)에 반
사되어 고려에 12월 3일(을묘)에 도착했다. 49일 만에 도착했다. 중
통5년력은 1264년(중통4, 원종4) 11월 9일(병술)에 반사되어 100일
후인 2월 20일(병인)에 고려에 도착했다. 지원5년력은 1268년(지원5,
원종9) 정월 28일(경술)에 반사되어 52일 후인 2월 21일(임인)에 고
려에 도착했다. 지원8년력은 1270년(지원7, 원종11) 윤11월 정묘 초
하루에 반사되어 49일이 지난 12월 을묘일에 도착했다. 지원15년력
은 1277년(지원14, 충렬3) 12월 21일(을해)에 반사되어 이듬해인
1278년(지원 15, 충렬4) 정월 28일(임자)에 37일 만에 도착하여 고려
국왕에게 인계되었다. 이 중 중통5년력의 경우 역서가 고려에 도착
하는데 약 3달이 걸리는데 이는 사신이 역서를 반사 받은 이후에도
대도에서 장기간 머물다 고려로 귀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통5년
력 사례를 제외한 4개의 사례에서 몽골 대도를 출발해 고려 개경에
역서가 도착하는 데에 각각 43, 52, 49, 37일이 걸렸다. 사례가 많지
는 않지만 반사된 역서가 고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45일 가량 소
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몽골에서 역서가 반사된 날짜만 기록된 다른 사례에
서 고려에 역서가 도착한 일자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역서
도착일은 역서 반사 일에 평균 소요 시간인 45일을 더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중통3년력이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일자는 1262년 2월 28일경, 지원2년력이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일자는 1265년 정월 4일 경이며, 지원3년력은 1266년 정월 28
일에, 지원4년력은 1267년 2월 14일, 지원6년력은 1269년 2월 22일,
지원9년력은 1271년 12월 14일, 지원10년력은 1272년 12월 16일, 지
원14년력은 1277년 정월 16일, 지원17년력은 1279년 12월 16일 경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정확한 것
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일자에 신경 쓰기보다는 몇 월에 도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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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자. 역서가 도착한 달, 그리고 역서
가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달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살펴

표 2 고려에 역서가 도착했거나 도착했다고 추정되는 월별 횟수
도착 합계
월 역서횟수도착 역서
해당 역서
추정 횟수
중통4년력, 지원8년력, 지
12월
2
3
5 원9년력, 지원10년력, 지원
17년력
지원2년력, 지원3년력, 지
정월
3
3
6
원13년력, 지원14년력, 지
원15년력, 지원16년력
중통3년력, 중통5년력, 지
2월
2
3
5 원4년력, 지원5년력, 지원6
년력
총계
7
9
16
에서 반사한 역서는 12월에서 2월 사이의 불특정한 날에 고려
에 도착하였다. 특히 총 16회의 사례 중 해를 넘겨 역서가 도착한
경우가 10회에 이른다. 몽골이 새해가 지난 후에 고려에 역서를 내
려 준 것은 실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력한 것
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25) 마찬가지로 고려도 몽골의 역서를 행정
적,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몽골이 역서를 반사하여 고려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평균 45일이었다는 점 역시 몽골의 역서 반사가 행정상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고려와 몽골은 정례적 사행 외에
도 양국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사행이 수시로 이루어졌
몽골

25) 전용훈, 2014 앞 논문, 212-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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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 모리히라에 따르면 개경에서 대도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
일에서 44일 사이로 사행 기간은 표준적으로 약 1개월이었다고 한
다. 급한 경우 개경과 대도 사이를 보름 만에 주파하는 경우도 있었
다.27) 이에 따르면 평균 45일이 소요된 역서 반사 사행은 굉장히 오
래 걸린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중통5년력의 사례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고려의 사신이 몽골에서 역서를 받은 후 바로 고려로 출
발하였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서를 바로 고려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고려가 몽골의 역서를 빨리 받아볼 필요가 없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서 반사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역서 반사 방식에는 몽골에 파견
되었던 고려 사신이 사명을 마친 후 고려로 귀국하는 길에 황제로
부터 역서를 받아 오는 방식과 몽골황제가 고려에 직접 사신을 파
견하여 역서를 하사하는 방식 2가지가 있다. 역서 반사 사례 중 그
반사 방식을 밝힐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해 보자. 중통4년력은 낭중
(郞中) 고예(高汭)가, 중통5년력은 한취(韓就)가 몽골로 사행을 떠났
다 돌아오는 길에 반사받아 가져왔다. 지원5년력은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淐)이 몽골에서 돌아오는 길에 받아왔다. 지원6년력의 경우
에는 확실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고려국왕 왕식이 사신을 파견하
여 권신 김준(金俊)을 주살한 것을 보고하였다. 역서와 서역 비단을
반사하였다.’고 한 문맥을 보아 김준 주살건을 보고한 사신 편에 역
서를 반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원8년력은 고려세자 왕심이 돌아
가는 길에 역서를 반사하여 원종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세자는 역
서를 조서와 함께 왕에게 전달하였다. 지원13년력은 몽골에서 사신
별고리(別古裏, 바쿠리)를 파견하여 반사하였다. 지원15년 정월 임자
6

26) 이명미, 2015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ㆍ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 1273년(元宗 14) 고려 축 賀冊封 使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
화》69, 174-175쪽.
27) 森平雅彦, 2013 앞 책, 250-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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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낭장(郎將) 이인(李仁)이 몽골에서 돌아오는 길에 반력 조서를
가져와 왕이 성 밖으로 나아가 맞았다고 한다. 한 달 전인 12월 을
해일에 몽골에서 반사된 지원15년 역서가 반력 조서와 함께 전달되
었음은 자명하다. 지원16년 정월 을묘일에도 마찬가지로 교위 이응
주(李應柱), 강위성(康渭成)이 몽골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져온 반력
조서와 함께 몽골에서 12월 무신일에 반사된 지원16년 역서가 고려
에 반사되었을 것이다. 역서가 도착한 날에 충렬왕은 몽골에 입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역서와 반력 조서를 맞이할 수는 없었다. 역서 반
사 방식이 기록되어 있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는 이상의 8건이다. 그
외 중통3년력, 지원2·3·4·9·10·14·17년력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
로 역서가 반사되었는지 추정할 단서가 없다. 다음 표는 수시력 반
포 이전인 1280년까지 몽골이 고려에 역서를 반사한 방식과 해당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몽골의 역서 반사 방식과 그 사례
역서 반사 사례
해당 역서
방식
횟수
중통4년력, 중통5년력, 지원5년력, 지원
고려 사신
7 6년력, 지원8년력, 지원15년력, 지원16
귀환 편
년력
몽골 사신 편
1 지원13년력
중통3년력, 지원2년력, 지원3년력, 지원
未詳
8 4년력, 지원9년력, 지원10년력, 지원14
년력, 지원17년력
합계
16
1262년부터 1280년까지 총 16회의 역서 반사 사례 중 7회는 고려의
사신이 몽골에 사행을 떠났다가 귀환하는 길에 역서를 순부(順付)해
온 사례이다. 몽골이 직접 사신을 파견해 역서를 반사한 경우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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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 8회는 반사 방법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반사 방식이
밝혀진 8회 중 순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사 방식이 미상
인 8회에 대해서도 몽골 사신 편으로 역서가 반사된 경우 보다는
고려의 사신이 귀환하는 편에 순부한 경우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몽골은 어떠한 명분으로 고려에 역서를 반사하였을까. 몽
골이 고려에 역서를 반사하며 전달한 조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몽
골이 고려에 역서를 반사하게 된 이유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사에는 1260년에서 1279년 사이 몽골이 역서의 반사를 알리기
위해 내린 조서가 4통 실려 있다. 원종 5년 2월 병인일에 도착한 중
통5년력의 반사를 알리는 조서, 원종 11년 12월 을묘일에 지원 8년
력과 함께 내려진 조서, 충렬왕 2년 정월 정축일에 지원13년력과 함
께 받은 조서, 그리고 충렬왕 5년 정월 을묘일에 받은 지원16년력을
반사하는 조서이다. 각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려사 원종 5년 2월 병인
“새해가 되어 봄이 시작되고 정월을 맞이하였으니 때에 맞추
어 만물을 길러내 마땅히 일시동인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
다. 왕춘 그대는 외방에서 충성을 다해 내부하였고 정월 초
하루를 맞이하여서는 하례의를 보내왔으니 바야흐로 사신이
귀환할 때 마땅히 역서를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에게 중
통5년력 1권을 반사하니 경은 옛 법을 상고하여 삼가 백성들
에게 때를 알려주어 저 동쪽의 백성들을 권면하여 농사일에
힘쓰도록 하라. 조화로운 기운을 힘써 맞아들이면 풍년을 맞
이할 것이다. 이는 기쁨이 될 것이며 짐의 기쁨도 될 것이
다.”28)
a

28)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5년 2월 병인 “獻歲發春, 式遘三陽之會, 對時
育物, 宜同一視之仁. 睠爾外方, 忠於內附, 肇因正旦, 庸展賀儀, 方使介之還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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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 원종 11년 12월 을묘
“얼마 전 고려의 세자가 와서 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례를
펼쳤다. 이것은 비록 해마다 하는 상례이지만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변함없음을 알겠다. 마땅히 그대에게 총애를 베풀고
그 정성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금 서역 비단 1단과 역서를 보
내노라.”29)
b

c. 고려사 충렬왕 2년 정월 정축
“사시(四時)는 틀림이 없으니 역서에 따라 기년하는 것은 만
국이 동일하다. 하물며 고려가 정삭을 받드는 것은 옛 법을
상고하여 큰 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지원13년 역
일 1부를 반사하니 경은 삼가 농시를 알려주어 권농의 뜻을
더욱 준수하고 제후로서의 직분을 다해 농사의 공을 돕도록
하라. 농민들을 부지런히 일하도록 이끌어 게으름을 알지 못
하도록 하고 동쪽의 풍속을 평화롭게 크게 변화시키면 공적
이 모두 이룩될 것이니 짐의 말을 어기지 말라.”30)
d. 고려사 충렬왕 5년 정월 을묘
“짐이 천상을 상고하여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는 것은 대일
통을 이루어 백성의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경은 대대
須筴書之播告. 今賜卿中統五年曆日一道, 卿其若稽古典, 敬授民時, 勸彼東隅之
氓, 勤於南畝之事. 茂迎和氣, 迄及康年, 時乃之休, 惟朕以懌.” 동일한 조서가
《원문류》 권9에도 실려있다.
29)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11년 12월 을묘 “頃承世嫡來展壽儀. 雖歲事
之有常, 見敬心之無替. 宜申寵錫用答勤誠, 今賜卿西錦一段及曆日.”
30)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정월 정축 “四時不忒, 推鳳曆以紀年,
萬國攸同. 矧雞林之受朔, 若稽舊典, 用布大和. 今賜至元十三年曆日一本. 卿其
敬授農時, 益遵田正, 籍爾蕃宣之力, 贊于平秩之功. 率勤南畝之民, 罔知遊惰,
爰俾東陲之俗, 丕變雍熙, 庶績其凝, 朕言無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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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방을 지키며 매년 공물을 바쳤으니 마땅히 새로운 역서
를 반포하여 동문(同文)임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봄에는 백성
을 농업에 힘쓰도록 하고 가을에는 수확에 힘쓰도록 하라
.”31)
조서의 내용은 크게 경수인시(敬授人時)의 중요성, 동번을 다스리
는 제후국으로서의 고려의 직분, 역서를 받들어 농사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에 역서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a에서는 충성을 다해 내부하였고 정월 초하루에 신년하례
인사를 보내왔기에 마땅히 역서를 주어야 하겠다고 하였다. b에서는
고려 세자가 와서 생일 축하 의례를 행했으므로 총애를 베풀기 위
해 역서를 반사하였다고 한다. c에서는 고려가 옛 법을 상고하여 덕
을 펼치기 위해 정삭을 받들고 있으며 역서를 받아 제후로서의 직
분을 다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다. d에서는 대대로 번방을 지키며 매
년 공물을 바쳤으니 마땅히 역서를 반포하여 동문임을 보이겠다고
하였다. 네 조서의 내용을 통해 몽골이 고려에 역서를 반사했던 이
유는 제후로서의 직분을 다 한 고려에 천자로서 시혜를 내리기 위
해서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조서의 수신자는 고려국왕 개인이다. a에서는 ‘그대[爾]’와 ‘경’
으로, b와 c, d는 모두 ‘경’으로 지칭하였다. 이는 원사 본기의 기록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1을 참고해보면 원사에 기록된 역서 반
사 사례의 문구는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賜 +高麗國(王)(禃) +
○年曆(日)’으로 구성된다. 반사대상으로 고려, 고려국, 고려국왕, 고
려국왕 왕식 등을 혼재하여 사용하였다. 역서를 고려국, 특히 고려
국왕에게 반사한다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더구나 원사 고려전의
31)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5년 정월 을묘 “朕若稽天象, 敬授人時, 所
以大一統, 重民事也. 卿世守藩方, 歲修貢職, 宜頒新朔, 用示同文. 尙驅東作之
民, 勉率西成之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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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려에 역서를 반사했음을 말해주는 유일한 사료에 ‘왕식에게
역서를 반사하고 후에 매년 이를 상례로 삼았다.’라고 기록하여 역
서를 반사하는 대상이 고려국왕 개인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는 동번의 제후 고려국왕에게 역서를 반사한다는 역서 반사 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몽골이 고려에 반사한 역서의 수량은 1부이다. 위의 조서 a, c는
중통5년력과 지원13년력을 각각 1부 반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
원5년력도 1부가 반사되었는데 원사에서는 ‘고려국에 새 역서를 반
사하였다’라고 하여 역서를 반사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려
사에서는 ‘서역 비단 1필과 역일 1부를 반사하였다.’라고 반사한 역
서의 부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경우를 통해 보건대 반사
된 역서의 부수가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례에서도 1부의 역서가 반
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송이 고려에 반사해 준 역서의 부수가 1부
였으며32) 명이 매년 조선국왕에게 내려주었던 역서 역시 1부였다.
명은 조선과의 관계가 안정화 된 15세기 초부터 조선에 매년 역서
101부를 반포하였는데33) 이 중 1부는 조선국왕에게 내리는 황릉면
(黃綾面)의 왕력(王曆)이었다.34)
반면 몽골은 매년 엄청난 분량의 역서를 인쇄하여 유통하였다. 뒷
시기의 사례이기는 하나 천력(天曆) 원년(1328)에 발행된 역서의 부
수는 총 3,123,185부인데 이 중 복리(腹裏)에서 판매된 역서가
572,010부,35) 여러 행성에서 판매된 역서가 총 2,551,175부였다.3 ) 시
6

32) 《東文選》권33 「上大宋皇帝謝賜曆日表」具官臣某言. 去天禧四年四月日.
入朝使崔元信回. 奉傳詔書一道. 伏蒙聖恩. 賜臣天禧四年乾元具註曆一卷者.
(후략) ; 《고려사》 권4 현종 13년 5월 병인
33) 《大明會典》 欽天監 “如琉球, 占城等外國, 正統以前, 俱因朝貢, 每國給與王
曆一本, 民曆十本. 今常給者, 惟朝鮮國, 王曆一本, 民曆一百本”
34) 《太宗實錄》 8년 2월 병술 “欽差千戶陳敬、百戶李賓等, 齎禮部咨來. 咨
曰: (중략) 一件書籍等事. 欽賜本國王《大明孝慈高皇后傳》書五十本幷永樂六
年《大統曆日》一百本、黃綾面一本, 除交付本國差來使臣戶曹參議具宗之領去
外, 合行知會領受施行. (후략)”
35) 사료 상에는 72,010부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572,010부의 오기이다. 汪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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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순(至順) 연간(1330년~1332년) 강절행
성(江浙行省)의 진강로(鎮江路)에서는 총 18,222부가 판매되었고, 지
정(至正) 연간(1341년~1367년 사이) 강절행성의 경원로(慶元路)에서
총 41,513부의 역서가 판매되었다.37) 한편, 고려에서는 매년 몇 부의
역서가 인쇄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초의 경우 관상감(觀象監)
에서 매년 4000부의 역서를 인쇄하여 각 관청, 각 읍, 종친, 및 문무
당상관 이상의 관리들에게 반포하였다.38) 이렇게 역서가 대량으로
인쇄되어 사용되었던 현실에서 역서 1부의 반사는 상징 이상의 의
미를 가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상 고려가 몽골에 복속하여 몽골로부터 역서를 반사 받게 된
경위와 그 양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몽골이 고려에 역서
를 반사한 명분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살펴보았고 이어서 역서 반
사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몽골은 중국식의 의례에 따라
제후 고려국왕에게 역서를 반사하였다. 역서는 매년 반사되었으며
11월에서 익년 2월 사이에 불규칙하게 도착하였다. 몽골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역서를 반사하는 경우보다 고려 사신이 사명을 마치고 귀
환하는 길에 역서를 주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는 개국 이래 여러 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책봉국의 정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책봉국의 정삭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책봉국의 연호를 사용한 것에 그쳤다. 고려 전기에 고려가 송, 요,
虎, 2012 〈元代颁历制度述略〉 《科学与管理》, 28쪽.
36) 《원사》 권94 지43 식화2 額外課 “(중략) 曆日：總三百一十二萬三千一百
八十五本，計中統鈔四萬五千九百八十錠三十二兩五錢. 內腹裏，七萬二千一十
本 ，計鈔八千五百 七十 錠三十一兩 一 錢； 行省，二百 五十 五萬 一 千一百七 十五
本，計鈔三萬七千四百一十錠一兩四錢. 大曆，二百二十萬二千二百三本，每本
鈔一兩，計四萬四千四十四錠三兩. 小曆，九十一萬五千七百二十五本，每本鈔
一錢，計一千八百三十一錠三十二兩五錢. 回回曆，五千二百五十七本，每本鈔
一兩，計一百五錠七兩.”
37) 汪小虎, 2012 위 논문, 28-29쪽.
38) 《經國大典》 권3 禮典 「藏文書」 “每年頒曆日 【觀象監印四千件, 頒諸司
諸邑及宗親文武堂上官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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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정삭을 채용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고려
가 책봉국으로부터 매년 역서를 반사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선입견
을 가지기 쉽다.39) 하지만 고려 전기에 책봉국으로부터 역서를 반사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일회성의 사례에 국한되어40) 책
봉국으로부터의 역서 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언
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몽골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후 명실상부하게
매년 역서를 반사 받게 된 것이다.
몽골은 고려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책봉을 위시한 중국식 외피를
차용하였다.41) 이는 정복지의 제도를 통치에 그대로 적용시킨 몽골
의 지배 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몽골과 고려 양국사이에서 하정사
(賀正使), 하성절사(賀聖節使)와 같은 정기적, 의례적 사행이 기존의
고려-중국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42) 대표적
인 예로 들 수 있겠다. 몽골이 고려를 책봉해주고 역서를 반사해 준
39)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가 책봉국의 정삭을 채용하였다는 것과 책봉국으로부
터 역서를 반사 받은 것을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였다.
40) 고려전기 책봉국으로부터 역서를 반사 받은 사례는 후당으로부터 1회(《고
려사》 권2 세가2 태조 16년 3월, “又賜曆日, 自是, 除天授年號, 行後唐年
號.”), 송으로부터 3회(《송사》 권8 본기8 眞宗 大中祥符 九年 “辭還, 賜詢
詔書七函, 襲衣·金帶·器幣·鞍馬及經史·曆日·聖惠方等. 元又請錄國朝登科記及
所賜御詩以歸, 從之.”; 《東文選》 권33 「上大宋皇帝謝賜曆日表」 “具官臣
某言. 去天禧四年四月日. 入朝使崔元信回. 奉傳詔書一道. 伏蒙聖恩. 賜臣天
禧四年乾元具註曆一卷者. (후략)”;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13년 5월 병
자 “韓祚還自宋, 帝賜『聖惠方』·『陰陽二宅書』·『乾興曆』·釋典一藏.”), 그
리고 금으로부터 1회(熙宗 天會十四年 正月 癸酉 “頒曆于高麗.” 이근명 외
엮음, 2010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2, 신서원, 193쪽)가 전부이다. 송으
로부터의 역서 반사 사례가 가장 많은데 모두 1016년에서 1022년까지의 사
례이다. 이때는 고려가 전쟁으로 인해 거란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송으로부
터 정삭을 받던 시기이다. 거란이라는 적을 두고 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던 특수한 시기이므로 역서의 반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기의 경우는 사료 상 매년 역서 반사가 이
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거란의 경우 역서를 반사해 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41) 森平雅彦, 2013 앞 책; 이익주, 2011 〈고려-몽골 관계에 보이는 책봉-조
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88-89쪽.
42) 이명미, 2015 앞 논문, 200쪽; 정동훈, 2016 앞 논문, 352-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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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이러한 지배 방식을 잘 보여준다. 특히 역서의 반사는 피책
봉국에 역서를 반사함으로서 책봉국의 지배질서를 구현한다는 중국
의 사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이다. 실제로 몽골은 조서
에서 동번의 제후 고려국왕에게 역서를 내린다고 이르고 있다. 몽골
은 중국 전통의 책봉관계에 수반되는 핵심 의례인 역서 반사를 시
행하였다. 구체적인 양상은 역서의 반사 대상이 제후국의 군주인 고
려국왕이며43) 반사는 실무와는 관계없는 의례적인 것임을 잘 드러
내고 있다.

43) 이 시기에 몽골이 고려국왕을 외국의 군주로 여겼음은 다음 사료를 통해서
도 명확히 드러난다. 《원사》 권7 본기7 세조4 지원 7년 2월 을미 “高麗國
王王禃來朝, 求見皇子燕王, 詔曰, 汝一國主也, 見朕足矣, 禃請以子愖見, 從
之”;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원년 5월 “王聞詔使來, 出迎西門外. 王旣
尙主, 雖詔使未嘗出城而迎. 舌人金台如元, 省官語之曰, “駙馬王不迎詔使, 不
爲無例. 然王是外國之主也, 詔書至, 不可不迎.” 至是, 始迎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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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몽골의 授時曆 頒布와 高麗의 對應
충렬왕 6년(1280) 11월 기미일 충렬왕은 일관에게 ‘지금부터 동지
원정력(冬至元正曆)을 올리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44) 이 장에서는
충렬왕이 역서를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몽골과의
관계의 변화 및 몽골의 수시력 반포와 관련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역서를 올리지 말라는 명령은 역서의 진헌만을 금지한 것이
었으며 고려의 역서 편찬은 이전과 다름없이 행해졌음을 살펴보고
자 한다.
동지원정력45)은 고려가 당시 행용하였던 역서, 즉 일과력을 일컫는
44)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6년 11월 기미 “命日官, 自今, 勿進冬至元
正曆.”
45) 冬至元正曆은 고려사의 해당 사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용어이다. 이는 ‘冬
至를 元正으로 삼는 曆’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元正은 왕이 정한 歲首
를 의미한다. 夏, 殷, 周는 각기 다른 날을 歲首로 정하였다. 하는 寅월(현재
의 정월) 초하루를, 은은 丑월(현재의 12월) 초하루를, 그리고 주는 子월(현
재의 11월) 초하루를 각기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를 각각 夏正, 殷正,
周正이라고 일컫는다. 漢이 하정을 채택한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줄곧 정월
1일을 歲首로 삼았다. 당의 則天武后가 국호를 주로 바꾸고 689년에서 700
년까지 일시적으로 周正을 사용한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수가 바뀐
일이 없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라는 효소왕4년(695)에서
동왕9년(700)까지 당을 따라 11월을 정월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세수를 바
꾼 경우는 최소한 사료 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상 藪內淸, 1944 《隋唐
歷法史の硏究》, 東京, 30-32쪽;藪內淸, 1969 《中國の天文曆法》, 東京：平
凡社, 7-8쪽; 이문규, 2000 앞 책, 261-262쪽; 윤선태,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 新羅 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박
사학위논문, 22쪽 참조.
한편 동지원정력이 演紀上元을 역원으로 하는 역법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태초력 이래 만들어진 역법은 하루의 시작인 夜半, 한달의 시작인 朔
旦, 일년의 시작인 冬至 및 甲子일이 일치하는 날인 演紀上元을 역의 기준
점인 역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수시력은 적년법을 폐지하고 이념상의 역원
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동지원정력은 이러한 수시력의 특징에 대비하여 고
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演紀上元을 역원으로 삼는 역법을 가리키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맥 상 역법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
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역법으로 만든 역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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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 및 고려시대 문집 자료에 따르면 고려시대
에는 역서를 **년역일4 ), 황력(黃曆)47), 동지력(冬至曆)48) 등으로 지
칭하였다. 이 중 역서를 동지력이라고 불렀던 까닭은 역서의 진헌과
반포가 동지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고유의 풍속을 정리
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동지 항목에 ‘관상감에서 임금에
게 역서를 올린다.’49)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서를 동지일에
진헌하는 것은 고려로부터 비롯된 조선의 특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50) 따라서 동지원정력은 고려시대에 통용되었던 역서의 범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충렬왕이 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원
인에 대해 고찰해보자. 1280년을 전후하여 고려-몽골 관계, 그리고
몽골의 역법에 있어 일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부마 고려
국왕 정동행성승상(駙馬 高麗國王 征東行省丞相)’이라는 몽골 내 고
려국왕의 위상이 확립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역법인 수시력
이 편찬된 것이다. 두 사건은 모두 고려가 대외관계에 있어 처음 경
험하는 거대한 변화였다.
충렬왕 7년(1281) 3월, 충렬왕은 몽골로부터 부마국왕 선명(宣命)과
정동행성승상 인장을 받아51) 몽골 내에서 부마고려국왕 정동행성승
6

다. 이문규, 2000 위 책, 212-214쪽.
46)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5년 12월 계해 “奉宣勘進來壬戌年曆日”
47) 《목은시고》 권31 「金恭立以曆日相送. 且饋靑魚」 “黃曆資日用”
48) 《동국이상국집》 후집 권2, 「見冬至曆」 “方是今年冬至旦/已看嗣歲序鱗
時”
49) 《東國歲時記》 「十一月 冬至」 “觀象監進曆書”
50) 반면 중국 왕조의 역서 반포일을 살펴보면 송은 10월(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2013 《동아시아 기록 문화：교류, 변용, 확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
문한국사업단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69쪽.), 명은 11월 1일이었다. (《大明
會典》“洪武間, 以九月初一日進. 後以十一月初一日進. 當日以大統曆給賜百官,
頒行天下.”) 반면 몽골의 경우 다른 중국왕조와는 달리 고려와 동일하게 동
지일에 역서를 반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析津志輯佚》卷9 “是月冬至日,
太史院進曆, 回回太史進曆, 又進畫曆.”)
51)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7년 3월 을묘 “將軍盧英還自元, 帝賜駙馬
國王宣命, 征東行中晝省印. 先是, 王奏曰, 臣旣尙公主, 乞改宣命, 益駙馬二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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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위상을 확립하였다.52) 이는 충렬왕이 몽골의 황녀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 이후 적극적으로 몽골 내의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충렬왕은 몽골과 정치현안에 대해 조율할 때
자신이 대칸의 부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며,53) 고려와
몽골 공동의 대사업인 일본원정에 있어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직
접 정동성의 일을 관할하게 해 달라고 청하여 정동행성승상으로 임
명되었다.54)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따라 전통적인 독자적인 국가로
서의 고려에 몽골의 부마국, 몽골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정동행성이
라는 새로운 속성이 중첩되었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
해 부마고려국왕 정동행성승상이라는 새로운 복합적인 위상을 만들
어나갔다.
고려가 몽골과 관계를 형성한 1260년 이래 고려는 몽골에 복속한
외국이었으나 부마고려국왕정동행성승상 위상의 성립 후 고려는 몽
골제국의 내부 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55) 이
러한 변화에 따라 몽골의 일부 제도가 고려의 행정에 그대로 적용
되는 변화도 수반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국왕이 정동행성승상으
帝許之.”
52) 부마고려국왕정동행성승상 위상의 성립 및 그 복합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이명미, 2016 앞 책을 참조. 부마에게 내려진 투하령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는 森平雅彦, 2013 앞 책, 제2장 참조.
53) 충렬왕은 친조에서 쿠빌라이를 면대하여 현안을 고려에 유리쪽으로 해결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렬왕이 부마였기 때문에 쿠빌라이와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 이명미, 2016 앞 책, 89-90쪽.
54) 1280년 8월에 입조하여 쿠빌라이에게 자신이 직접 정동성사를 다스리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쿠빌라이는 이를 허락하여 (《고려사》 권29 세가
29 충렬왕 6년 8월 을미) 10월에 충렬왕에게 開府儀同三司 中書左丞相 行中
書省事을 더하였다.(《원사》 권11 본기11 세조 지원17년 10월 계유) 충렬왕
에 대한 가책과 행중서성의 인신은 12월에 충렬왕에게 전달되었다.(《고려
사》 권29 세가29 충렬왕 6년 12월 계묘)
55)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김호동은 고려국왕이 대칸의 부마가 됨으로서 고려에
대칸울루스의 속령이라는 성격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고려는 대몽골
울루스의 속국으로서의 위상과 대칸울루스의 속령이라는 위상이 공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호동, 2007 앞 책, 제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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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명된 직후인 1280년 11월을 기점으로 고려국왕이 몽골의 관부
들과 자(咨) 형식의 문서를 주고받게 된 것을 들 수 있다.5 ) 이는
고려국왕이 외국의 군주가 아닌 몽골의 관인의 자격으로 몽골의 관
부와 외교문서가 아닌 공문서를 주고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시기에 몽골에서 새로운 역법이 편찬되었다.
한편, 지원 13년(1276) 몽골은 남송을 멸망시킨 후 수시력 편찬을
시작하였다. 쿠빌라이는 즉위 직후 설립한 사천대(司天臺), 1271년에
설립한 회회사천대(回回司天臺) 두 기구를 통해 중국천문학과 이슬
람천문학 학습을 장려하고 있었다. 쿠빌라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금
의 중수대명력(重修大明曆)이 오래되어 오차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
로57) 새로운 역법 편찬을 지시하였다.58) 이에 사천대와는 별도로 태
사국(太史局)을 설립하였고 지원 15년(1278)에는 이를 태사원(太史
院)으로 승격시켜 왕순(王恂)을 태사원사(太史院使)로 곽수경(郭守
敬)을 부사(副使), 허형(許衡)을 영사(領使)로 삼아 수시력 편찬을 전
담토록 하였다.59)
6

56) 정동훈, 2016 앞 논문, 377-383쪽; 森平雅彦, 2013 앞 책, 240-250쪽.
57) 《원사》 권9 본기9 세조6 지원13년 6월
58) 그러나 쿠빌라이에게는 단순히 정확도가 높은 역법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외에 역법의 편찬에 대한 큰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뭉케 재위기에
시작되었던 역법 프로젝트가 1272년에 완성된 것에 이어 남송의 정벌로 대
일통을 이룬 것을 기념하여 대칸울루스 전 범위를 아우르는 새 역법을 만들
고자 한 것이다. 뭉케는 제국 내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달력 시스템, 즉
역법을 하나로 정리하려는 구상을 하였고 훌레구에게 실행을 맡겼다. 훌레
구는 말라카에 천문대를 건설하고 페르시아 천문학자 나시르 투시의 주도
하에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는 1272년 일칸천문표의 완성으로 일단락 되었
다. 일칸천문표를 통해 그리스, 아랍, 중국, 유대, 기독교, 페르시아의 달력
환산이 가능했다고 한다. Thomas Allsen, 2001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1-175. 미야 노리코는
일칸천문표 작성과 수시력 편찬을 몽골의 천하일통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
로 간주하였다. 宮紀子, 2007《モンゴル帝国が生んだ世界図》東京 :
日本経済新聞出版社, 80-92쪽(미야 노리코, 김유영 옮김, 2011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 소와당 121-141쪽.)
59) 《원사》 권10 본기 10 세조7 지원 15년 2월 “置太史院，命太子贊善王恂掌
院事，工部郎中郭守敬副之，集賢大學士兼國子祭酒許衡領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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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16년(1279), 곽수경은 쿠빌라이에게 몽골의 강역이 넓으니 역
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 지방의 천문을 관측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주청을 올렸다. 쿠빌라이는 이 주청을 받아들여 총 27
곳의 장소에서 천문관측을 시행하였다. 곽수경전과 역지 서문에 천
문관측을 한 지역의 범위를 동쪽으로는 고려, 서쪽으로는 전지(滇
池), 남쪽으로는 주애(硃崖), 북쪽으로는 철륵(鐵勒)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0) 원사 천문지의 사해측험(四海測驗) 조에는 27개소의 천문
관측 자료가 실려 있다. 1279년 곽수경의 주청에 의해 이루어진 천
문관측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천문관측이 이루어
진 27개소는 남해(南海), 형악(衡嶽), 악태(嶽台), 화림(和林), 철륵(鐵
勒), 북해(北海), 대도(大都), 상도(上都), 북경(北京), 익도(益都), 등
주(登州), 고려, 서경(西京), 태원(太原), 흥원(興元), 성도(成都), 서
량주(西涼州), 동평(東平), 대명(大名), 남경(南京), 하남부(河南府) 양
성(陽城), 양주(揚州), 악주(鄂州), 길주(吉州), 뇌주(雷州), 경주(瓊州)
이다. 1) <그림 1>의 지도에 2) 천문 관측이 이루어진 장소를 표시하
6

6

6

0) 《원사》 권1614 열전51 郭守敬 “<지원> 十六年, 改局爲太史院, 以恂爲太
史令, 守敬爲同知太史院事, 給印章, 立官府. 及奏進儀表式, 守敬當帝前指陳理
致, 至於日晏, 帝不爲倦.守敬因奏, 唐一行開元間令南宮說天下測景, 書中見者
凡十三處. 今疆宇比唐尤大, 若不遠方測驗, 日月交食分數時刻不同, 晝夜長短不
同, 日月星辰去天高下不同, 即目測驗人少, 可先南北立表, 取直測景. 帝可其奏.
遂設監候官一十四員, 分道而出, 東至高麗, 西極滇池, 南逾硃崖, 北盡鐵勒, 四
海測驗, 凡二十七所.”
61) 《원사》 권48 지1 천문1 「四海測驗」
南海，北極出地一十五度，夏至景在表南，長一尺一寸六分，晝五十四刻，夜
四十六刻.
衡嶽，北極出地二十五度，夏至日在表端，無景，晝五十六刻，夜四十四刻.
嶽台，北極出地三十五度，夏至晷景長一尺四寸八分，晝六十刻，夜四十刻.
和林，北極出地四十五度，夏至晷景長三尺二寸四分，晝六十四刻，夜三十六
刻.
鐵勒，北極出地五十五度，夏至晷景長五尺一分，晝七十刻，夜三十刻.
北海，北極出地六十五度，夏至晷景長六尺七寸八分，晝八十二刻，夜一十八
刻.
大都，北極出地四十度太強，夏至晷景長一丈二尺三寸六分，晝六十二刻，夜
三十八刻.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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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 관측이 시행된 장소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대칸울루스의 강
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려는 이때 대칸울루스 강역의
동쪽 끝으로서 천문관측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충렬왕 7년(1281) 정월 무술 초하루, 몽골은 왕통(王通)을 보내어
새로 완성된 수시력을 반포하였다. 5)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6

6

“예로부터 나라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은 반드시 하
늘을 공경하고 천시(天時)를 알려줌으로써 통치의 근본으로
삼아 왔으니 황제(黃帝), 요(堯), 순(舜)으로부터 3대에 이르
기까지 모두가 다 그러하였다. 일관(日官)이 된 자는 모두 대
대로 가업으로 지켜서 때에 따라 조사하여 하늘의 운행에 부
합하였기 때문에 역법을 자주 고치는 폐단이 없었다. 그러나
진에 이르러 옛 성인들의 술(術)을 없애버리고 매번 윤월을
上都，北極出地四十三度少. 北京，北極出地四十二度強. 益都，北極出地三
七度少. 登州，北極出地三十八度少. 高麗，北極出地三十八度少. 西京，北
極出地四十度少. 太原，北極出地三十八度少. 安西府，北極出地三十四度半強.
興元，北極出地三十三度半強. 成都，北極出地三十一度半強. 西涼州，北極出
地四十度強. 東平，北極出地三十五度太. 大名，北極出地三十六度. 南京，北
極出地三十四度太強. 河南府陽城，北極出地三十四度太弱. 揚州，北極出地三
十三度. 鄂州，北極出地三十一度半. 吉州，北極出地二十六度半. 雷州，北極
出地二十度太. 瓊州，北極出地一十九度太.
62) 해당 지도의 출처는 譚其骧, 1982, 《中國歷史地圖集》 第7冊. 元·明時期,
中國地圖出版社, 5-6쪽.
63) 천문관측이 일어난 장소는 원사 지리지와 Nathan Sivin, 2009 Granting
Seasons：The Chinese Astronomical Reform of 1280, New York：
Springer, 578-579쪽을 참고하여 비정하였다. 위치를 전혀 비정할 수 없는
南海와 北海는 표시하지 않았고 원사 곽수경전 및 역지 서문에 천문관측이
시행된 최서단 장소로 언급되었던 滇池는 사해측험 조에는 실려있지 않지
만 지도에 해당 위치를 표시하였다.
64) 사해측험의 범위가 대칸울루스의 강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야
노리코와 고명수가 언급한 바 있다. 宮紀子, 2007 앞 책(미야 노리코, 김
유영 옮김, 2011 앞 책, 131쪽); 고명수, 2014 〈몽골의 일본인식과 蒙麗관
계〉 《사총》83, 247쪽.
65)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7년 정월 무술삭 “元遣王通等, 頒新成授時
曆, 乃許衡·郭守敬所撰也.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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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시력 편찬 과정에서 천문 관측이 이루어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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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에 두는 바람에 옛 역법은 더욱 더 사라지게 되었
다. 양한(兩漢) 대로부터 적년일월법(積年月日法)을 세워 추
보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대로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이다. 대저 천운(天運)은 쉬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으로 구속하려고 해도 오래도록 차이가 나지 않
는 이치는 없으며 차이가 나면 반드시 고쳐야 하니 그 형세
는 어찌할 수 없는 바이다. 이제 태사원에 명령하여 영대(靈
臺)를 짓고 의상(儀象)을 만들어 날마다 관측하고 달마다 증
험하여 도수(度數)의 정확성을 고증하고, 적년일월법은 완전
히 폐기하였으니 천체의 운행과 합치되어 영원히 폐단을 일
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새 역법이 완성되었으니
수시력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지원 18년 정월 1일부터 반행할
것을 천하에 널리 포고하니 모두 듣고 알게 하라.” )
66

조서는 흠천수시의 당위성, 새로운 역법의 필요성, 새로운 역법의
편찬과정, 그리고 새 역법을 천하에 포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
다. 쿠빌라이는 새 역법을 지원18년 정월 초하루부터 실시하도록 천
하에 포고하였다.
《원전장(元典章)》 조령(詔令) 조에 수시력을 반포하는 조서가 실
려 있다. 7) 이는 고려에 보내진 수시력 반포 조서와 완전히 동일하
6

)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7년 정월 무술삭 “自古, 有國牧民之君, 必
以欽天授時, 爲立理之本, 黃帝·堯·舜, 以至三代, 莫不皆然. 爲日官者, 皆世守
其業, 隨時考驗, 以與天合, 故曆法無數更之弊. 及秦滅先聖之術, 每置閏於歲終,
古法益殫廢矣. 由漢而下, 立積年日月法, 以爲推步之準, 因仍沿襲, 以迄於今.
夫天運流行不息, 而欲以一定之法, 拘之, 未有久而不差之理, 差而必改, 其勢有
不得不然者. 今命太史院, 作靈臺, 制儀象, 日測月驗, 以考度數之眞, 積年日法,
皆所不取, 庶幾脗合天運, 而永終無弊. 乃者, 新曆告成, 賜名曰授時曆, 自至元
十八年正月一日頒行, 布告遐邇, 鹹使聞知.”
67) 《大元聖政國朝典章》 詔令 卷之一 典章一 「頒授時曆」 “至元十七年六月,
欽奉聖旨, 自古有國牧民之君, 必以欽天授時爲立治之本. 黃帝·堯·舜以至三代,
莫不皆然. 爲日官者, 皆世守其業, 隨時考驗, 以與天合, 故曆法無數更之弊. 及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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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쿠빌라이가 고려에 역서를 보내
며 동봉한 조서는 고려국왕 개인을 수신자로 동번을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즉 고려국왕에게 역서를 반사하는 것을 알리
기 위해 작성한 조서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시력을 반포하는
이 조서는 이전과는 달리 고려국왕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다.
이 조서의 반포 대상은 천하이며 고려국왕은 몽골 천하의 일원으로
서 조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수시력의 반포를 기점으로 원사에 고려의 역서 반사 기록이 사라
졌다. 원사에는 1260년 중통3년력 반사를 시작으로 1278년 10월 중
수대명력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역서인 지원17년력의 반사에 이르기
까지 고려에 역서를 반사한 사건을 거의 매년 기록하였다. 그런데
수시력으로 만들어진 첫 역서인 지원18년력부터는 역서를 고려에
반사한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고려로의 역서 반
사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역서 반사를 상례로 삼았다
는 원사의 기록, 고려사에 실려있는 지원18년력, 지원 21년력의 반
사 사례 및 후술하겠지만 1346년에 기록된 ‘매년 고려에 사신을 파
견하여 역서를 반사하고 정삭을 반포하였다’는 9) 〈이중부(李中父)
를 전송하는 서문〉의 내용을 더하여 본다면 역서 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1278년까지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외교 의례의 일종으로서 복속국의 군주 고려국왕에게 매년
하였던 외교적 사건이기에 매번 기록하였던 것이나 1280년 전후 고
려에 몽골의 내연으로서의 속성을 부가한 부마 고려국왕 정동행성
6

6

秦滅先聖之術, 每置閏於歲終, 古法蓋殫廢矣. 由兩漢而下, 立積年日法, 以爲推
步之準, 因仍沿襲, 以迄於今. 夫天運流行不息, 而欲以一定之法拘之, 未有久而
不差之理, 差而必改, 其勢有不得不然者. 今命太史院作靈臺, 制儀象, 日測月驗,
以考其度數之真, 積年日法皆所不取. 庶幾脗合天運, 而永終無弊. 乃者新曆告
成, 賜名曰授時曆, 自至元十八年正月一日頒行. 布告遐邇, 咸使聞知”
68) 원전장에 기록된 조서 반포일이 지원17년 11월이 아닌 6월이라고 오기되어
있으나 성지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69) 《稼亭集》 雜錄 「送李中父使征東序」 “歲遣使高麗. 授曆而頒正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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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상의 성립 및 고려를 적용범위에 포함한 새로운 역법 수시
력의 반포로 인해 고려로의 역서 반사가 기록이 필요치 않은 ‘상례
(常例)’가 되어 버렸다고 보는 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고려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사에서도 1281년의 수시력
반포 이후로 몽골로부터의 역서 반사를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1284
년 감후(監候)가 역서를 반사하러 파견되었던 단 한 사례만이 기록
되었을 뿐이다.70) 역서 반사 기록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원사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역서 반사가 더 이상 외교행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충렬왕의 첫 요하의례가 기록된
이후 상례가 되어버린 요하의례의 시행을 매년 기록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71) 이런 의미에서 지원21년력의 반사 사례가
기록된 것은 천문관측을 관장하였던 감후가 사신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72)
이상과 같이 충렬왕은 몽골과의 관계에 있어 부마 고려국왕 정동
행성승상 위상의 성립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변화로 인
해 고려국왕은 외국의 군주라는 위상에 대칸울루스의 제왕이자 관
인이라는 내연적인 위상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시기
한 가운데에서 수시력이 반포된 것은 충렬왕이 일상적으로 행해왔
던 역법 운용을 의식하게 하였을 것이다. 대칸울루스를 범위로 편찬
된 수시력의 성격 상 수시력서의 반사가 송·요·금으로부터의 역서
반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책봉에 따른 외교적 의례로만 볼 수 없
게 되었기 때문이다. 충렬왕은 고민의 결과로 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73)
승

70)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10년 11월 신사 “元遣監候張仲良來, 頒曆.”
71) 최종석, 2010 앞 논문, 240쪽.
72) 감후의 파견이 기록된 것을 보아 몽골이 이 해에도 고려에서 천문관측을
시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73) 조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1598년(선조31) 선조는 명의 사신이 조
선의 역서를 구하여 황제에게 조선이 명의 정삭을 받으면서도 따로 만든 역
서를 사용한다고 고발할까 두려워 역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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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勿進]’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
인 것인지 살펴보자.74) 이를 위해 역법 운용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역법 운용은 역법 계산, 역서 편찬 그
리고 역서 반포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지원정력을 올리
지 말라는 명이 내려진 1280년 이후에도 역법 계산 및 역서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관이 일식과 월식 예보를 시행한 것과 고려의
날짜가 몽골의 날짜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고려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역법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덕 3년
(1299) 완택(完澤, 울제이)의 상주문을 통해 당시에 고려에서 역서를
만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식과 월식에 대한 기록 자체가 고려의 일월식 예보를 간접
적으로 증명해준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1280년 이후에도
일식과 월식 기록이 이전과 동일하게 실려 있다. 특히 충렬왕 15년
3월 경진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났는데 일관이 이를 아뢰지 않아 유
다. 이에 신하들은 역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니 반포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반발하였다. 결국 이 때 이후로 역서의 권두서명이 간지만 기록하던
것에서 ‘大明萬曆’이라 하여 명의 국호와 연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
었다. 이후 조선 역서의 권두서명은 중국의 연호로 시작하였다. 이은희,
2007 앞 책, 66-69쪽.
74) 기존 연구에서는 충렬왕의 명령을 역서 편찬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전용훈은 정동행성의 설치와 부마고려국왕으로의 책봉으로 고려
가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에서 벗어나 몽골의 직접지배 영역으로 편입되었
으며, 충렬왕은 자신은 몽골 황실의 일원이고 고려는 몽골의 일부가 되었기
에 고려가 더 이상 역서를 제작하고 반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왕권의 강화를 위해 힘써 노력했던 충렬왕이 고려
가 몽골로부터 직접 지배를 받는 영역이 되었다고 여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역서 편찬을 금지하였다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충렬왕의 ‘勿進冬至元正曆’ 명령에 언급한 바 있는 연구자로는 전용훈, 한정
수, 서금석이 있다. 전용훈과 한정수는 모두 충렬왕이 역서 편찬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전용훈, 2014 앞 논문; 한정수, 2007 앞 논문. 한편 서
금석은 물진동지원정력 명령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
명령이 몽골의 시간질서를 의식한 결과라고 보았다. 서금석, 2016 〈고려시
대 역법과 역일 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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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탄핵하여 죄를 주었다는75) 사례는 몽골의 수시력 반포 후에도
고려의 일관이 일식을 예보하는 직임을 여전히 가지고 이를 시행하
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려준다.
고려와 몽골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 역시 고려가 자체적
으로 역법 계산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고려가 충렬왕의
명령대로 동지원정력 편찬을 중지하고 몽골이 반사하는 역서를 매
년 받아썼다고 하면 고려의 날짜는 몽골의 날짜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몽골과 고려의 날짜를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는 고려가 몽골에 복속한 1260년부터
고려와 몽골의 매 달 삭일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7 )
6

표 4 고려와 몽골의 삭일 대조
王代

年代

전체 삭일 횟수

원종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前)
충혜왕(前)
충숙왕(後)
충혜왕(後)

1260~1274
1275~1308
1309~1313
1314~1330
1331~1332.2
1332.2~1339
1340~1344

184
421
61
211
12
99
62

과 삭일이
차이나는 경우
횟수
4
6
0
0
0
0
0
몽골

75) 《고려사》 권47 지1 천문1 「日薄食暈珥及日變」 충렬왕 15년 3월 경진삭
“日食, 日官不奏, 有司劾, 罪之.”
76) 고려의 삭일은 장동익, 2014 앞 논문; (장동익, 2016 《고려사 연구의 기
초》 경인문화사에 재수록)를 참조하였다. 장동익은 고려사에 등장하는 일
진을 금석문, 고문서, 문집 등의 자료에 등장하는 일진으로 보완하여 고려시
대의 삭일표를 만들었다. 본고에서는 장동익의 삭일표를 고려시대 삭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몽골의 삭일은 대만의 中央研究院資訊服務處製 사이
트(http://sinocal.sinica.edu.tw/)에서 제공하는 兩千年中西曆轉換表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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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1345~1348
1349~1351
1352~1374

49
37
285

표 5 고려와 몽골의 삭일의 일진이 다른 사례
고려
삭일
일진
1263년(원종4, 중통4) 2월삭
신해
1263년(원종4, 중통4) 10월삭
정미
1263년(원종4, 중통4) 11월삭
정축
1273년(원종14, 지원10) 6월삭
임오
77)
1286년(충렬왕12, 지원23) 3월삭
무진
1287년(충렬왕13, 지원24) 3월삭
임진
1287년(충렬왕13, 지원24) 4월삭
임술
78)
1293년(충렬왕19, 지원30) 6월삭
병술
1300년(충렬왕26, 대덕4) 9월삭
임인
1300년(충렬왕26, 대덕4) 10월삭
임신

0
0
0
중국
일진
임자
무신
무인
신사
정묘
신묘
신유
을유
계묘
계유

고
역서 반사
역서 반사
역서 반사
역서 반사
비

고려와 몽골의 삭일이 다른 경우가 원종 대에는 4회, 충렬왕 대에
6회가 발견된다. 수시력 반포 이전인 원종 대의 경우 삭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결과이다. 고려는 몽골과 다른
경위도에서 몽골과는 다른 역법을 사용하여 역서를 편찬했기 때문
이다. 이 시기 몽골은 금의 중수대명력(重修大明曆)을, 고려는 선명
력 기반의 역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1280년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
지로 삭일이 다른 경우가 등장한다. 1280년 이후 몽골에서는 수시력
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고려에서는 여전히 몽골과는 다른 역법, 즉
기존에 사용하던 선명력 기반의 역법으로 역서를 편찬하였음을 보
여준다. 즉 고려의 역법 계산은 몽골에서의 수시력 반포와는 상관없
77) 장동익, 2014 앞 논문, 24쪽.
78) 장동익, 2014 앞 논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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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전과 같이 변함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몽골의 수시력 반포 이후에도 고려가 역서를 편찬하였다는
근거로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대덕〉 3년(1299) 정월 10일, 승상 완택(完澤, 울제이) 등이
아뢰기를, “고려왕 왕원(王謜)에게 죄가 있어 먼저 길정(吉
丁) 등을 보내어 가서 그를 힐문하게 하였습니다. (중략) 또
한 왕거(王昛)는 조인규에게 아홉 번 죽을 죄를 사면해주는
장유(獎諭) 문서를 내렸으며 나아가 멋대로 황조(皇朝)의 계
보를 쓰고 스스로 역일(曆日)을 만들었습니다. (중략) 왕거는
불법을 행사하였고 왕원은 어리지만 무고한 자를 함부로 죽
였으니, 바라건대 조서를 내려서 경계하고 신칙하십시오.”라
고 하였다. 상께서 이르기를, “조인규는 장을 27대 치고 최충
소는 37대를 쳐서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으니, 조서의 명
령에서 엄격하게 처벌이 더해진 것이었다.79)
위 사료에서 완택은 충렬왕과 충선왕의 죄를 열거하며 조인규, 최
충소 및 충렬왕, 충선왕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충렬왕의
죄로 지적된 것은 조인규에게 죽을 죄를 아홉 번 용서해주는 장유
문서를 내린 것, 황조제계를 멋대로 쓴 것, 스스로 역서를 만든 것,
딸을 영비로 삼은 것, 그리고 자정원을 세운 것이다. 충선왕의 죄는
조인규에게 사도, 사공, 시중의 직을 더해준 것, 공주와 케식을 합치
라는 태후의 의지를 받들지 않은 것, 그리고 천호를 죽이고 금부를
환관에게 준 것이었다.
79) 《元高麗紀事》 대덕 3년 정월 10일 “丞相完澤等奏, 高麗王謜有罪, 先遣吉
丁等往詰問之. 今吉丁回言, (중략) 又昛給仁規赦九死獎諭文書, 又擅寫皇朝帝
系, 自造曆日, (중략) 昛行事不法, 謜年少, 妄殺無辜, 乞降詔戒飭. 上曰, 仁規
杖二十七, 冲紹三十七, 而遣之. 詔辭當加嚴厲.” 동일한 기사가 원사 고려 열
전 대덕 3년 정월조에도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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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성종에게 위의 주청을 올린 것은 충선왕의 퇴위의 명분이
되었다.80) 충선왕 및 충선왕의 측근인 최충소, 조인규를 고발함으로
서 충선왕의 폐위를 청하고자 한 것이다.81) 그런데 완택은 고발의
수혜자인 충렬왕의 죄상을 함께 고하였다. 충렬왕의 죄상은 ‘불법을
행사함’이라고 총칭 되었으며 그 중 역서를 스스로 만든 죄가 있던
것이다. 힐문의 대상이 아니었던 충렬왕의 죄를 함께 고하게 된 것
은 그 죄상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
다.
몽골은 쿠빌라이 집권 이래 천문·도서를 금서로 지정하고 천문학
관련 지식을 정부에서 독점하는 정책을 유지하였으며82) 수시력 반
포와 동시에 수시력서를 사사로이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
지가 태사원에 내려졌다.
완

수시력을 인쇄하여 만들어 천하에 반행하는데 감히 사사로이
만드는 자가 있다면 제(制)를 어긴 것으로 다스리고 고발하
는 자에게는 상으로 은 100냥을 준다. 만약 본원의 역서 인
신(印信)이 없다면 사력(私曆)과 동일하게 처리하라.83)
80) 《원사》 권20 본기20 성종3 대덕 3년 춘정월 임인 “安置高麗陪臣趙仁規
於安西、崔沖紹於鞏昌，竝笞而遣之，以正其附王謜擅命妄殺之罪，復以王昛爲
高麗王，遣工部尚書也先鐵木而、翰林待制賈汝舟齎詔往諭之.”
81) 이명미, 2016 앞 책, 168-172쪽.
82) 山田慶兒, 1980 《授時曆の道》, 東京：みすず書房, 76-79쪽
83) 《通制條格》 권20 「私曆」 “至元十七年六月, 大史院欽奉 聖旨. ‘印造授時
曆頒行天下, 敢有私造者以違制論, 告捕者賞銀一百兩, 如無本院曆日印信, 便同
私曆.’ 欽差”; 《至正條格》 권30 「告捕私曆」 “至元十七年六月, 大史院欽奉
聖旨. ‘印造授時曆頒行天下, 敢有私造者以違制論, 告捕者賞銀一百兩, 如無本
院曆日印信, 便同私曆.’” 통제조격과 지정조격의 경우 이 성지가 내려진 날
을 지원17년 6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원전장에 실려있는 반수시력조 역시
반포일을 6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에 따르면 수시력은 11월에
반포되었다. 원전장의 반수시력조, 통제조격과 지정조격의 성지가 모두 6월
이라고 기록되어 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력금지의 조격은
수시력의 반포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동일한 성지가 대덕 연간에도 내려지고 있다. 《大元聖政國朝典章》 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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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지를 통해 몽골 태사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역서를 사사로이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태사원에서 역서인신을 찍은 역서만
이 유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에서 자
체적으로 역서를 간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것이다. 이에 완택은
고려가 역서를 스스로 만든 것을 성종테무르에게 불법을 행사하였
다는 죄목으로 고발하고 조서를 내려 경계하고 신칙하라고 주청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완택의 고발에도 성종테무르가 이와 관련해서
충렬왕을 훈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완택에 의해 고발된
4인 중 충렬왕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복권되어 고려
왕위를 돌려받은 것이다.
고려 역시 역서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죄상이 고발된 사실을 의식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완택이 주청을 올린 시기가 대
덕3년(1299) 정월이었으므로 만약 고려가 이 고발을 의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당장 다음해인 1300년의 역서에 반영되었을 것이
다. 자체적인 역서편찬을 지적받은 상황에서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응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서 편찬을 중지하는 것이다. 그
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1300년에 고려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역법
계산을 시행하고 있었다. 고려가 자체적인 역법 계산을 통해 역서를
편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렬왕이 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도 역법
「禁私造授時曆」 “大史院欽奉 聖旨. 印造大德授時曆頒行天下, 敢有私造者以
違制論, 告捕者賞銀一百兩, 如無本院曆日印信, 便同私曆.”
통제조격과 지정조격에 실려있는 성지는 수시력의 반포와 함께 내려진 명령
으로 앞으로의 사력을 금지하는 법조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
전장에 기록된 대덕연간에 내려진 성지는 이를 재확인하는 성격의 명령이라
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해당 성지가 지정조격의 ‘斷例’가 아
닌 ‘條格’편에 실린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법규가 형법지 詐僞 조에도 실려 있다. 《원사》 권
105 지53 형법4 詐僞 “諸告獲私造曆日者，賞銀一百兩. 如無太史院曆日印
信，便同私曆造者，以違制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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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과 역서 편찬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충렬왕의 명령은 역법의 운용 전반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 충렬
왕이 중지한 것은 역서를 올리는 것, 즉 조정에서 왕에게 역서를 진
헌하는 의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충렬왕이 진헌 의례를 금지토
록 한 것이면 이는 이 명령에서 역서가 동지원정력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호칭된 것을 설명해준다. 앞서 말하였듯 역서의 진헌은 동
지일에 이루어졌다. 충렬왕은 동지일에 시행되는 역서의 진헌을 금
지하는 명령을 하면서 역서를 고려에서 통용되었던 역서의 다양한
명칭 중 ‘동지’를 강조한 동지원정력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1280년 몽골은 수시력을 반포하였다. 고려는 수시력의 편찬 과정에
서 몽골 대칸울루스의 동쪽 끝으로 인식되어 수시력 적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충렬왕은 이러한 수시력의 반포를 의식하여 역서의 진
헌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역서 편찬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려는 여전히 선명력 기반의 역법을 이용
해 역서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수시력 반포와 이에
따른 고려의 ‘물진동지원정력’ 명령은 고려가 역법운용에 있어 처음
으로 책봉국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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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授時曆으로의 改曆과 그 정치적
의미
충선왕은 복위 직후 수시력으로의 개력을 단행하였다. 이는 고려가
책봉국의 역법으로 개력한 첫 사례다. 본 장에서는 충선왕이 수시력
개력을 시행하게 된 배경 및 그 의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에 더해 고려가 역법 운용 체계를 유지하며 수시력으로의 개력을
시행한 것, 몽골의 반력(頒曆) 체계에서 고려가 지니고 있었던 특수
한 모습을 통해 고려-몽골 관계 하에서 고려가 유지하고 있었던 독
자적 국가로서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선왕은 최성지(崔誠之)에게 내탕금 100금을 주
고 스승을 구하여 수시력을 배우도록 하였다.84) 최성지의 제자인 강
보(姜保)가 편찬한 수시력첩법입성(授時曆捷法立成)의 서문에는 최
성지가 수시력을 배우게 된 경위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충선왕은 대덕(大德) 계묘, 갑진 연간에85) 최성지에게 수시력을 배
우도록 하였다고 한다.8 ) 즉, 충선왕이 고려왕위에서 폐위되어 대도
에 입시하고 있던 와중인 1303년에서 1304년까지 2년에 걸쳐 최성
지에게 수시력을 습득하도록 한 것이다. 최성지는 수시력을 습득한
후 충선왕을 시종하다가 1307년 8월 신해일에 충렬왕에게 가책하는
조서를 전달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고 고려로 돌아왔다.87) 최성지는
6

84) 《고려사》 권108 열전21 최성지 “忠宣留元, 見太史院精曆數, 賜誠之內帑金
百斤, 求師受業. 盡得授時曆術, 東還遂傳其學, 至今遵用之.”
85) 《수시력첩법입성》 序 “越大德癸卯甲辰年間 命光陽君崔公誠之 損內帑金百
斤 求師而受業 具得其不傳之妙 及還.”
86) 《수시력첩법입성》의 서문은 1346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수시력 개력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87)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33년 八月 辛亥 “元遣前王從臣知監察司事
崔實來, 加王策命曰, 증략, 王賜實衣一襲·銀三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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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고려에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1308년 7월 기사일에 충렬왕이 사망하자 8월 임자일에 충선왕이 고
려로 귀국하여 이틀 후인 갑인일에 고려국왕으로 다시 즉위하였다.
충선왕 복위 1달 후인 9월 갑신일에 충선왕의 생일이라 백관이 다
과를 바쳤는데 이 중 서운관은 배 한 그릇밖에 바치지 않았으므로
서운제점(書雲提點) 최성지에게 은 1근을 징수하였다고 한다.88) 이
기사에서 최성지는 서운제점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다.
충선왕은 충렬왕34년(1308) 5월, 심양왕으로 봉해진 후 고려의 실
권을 장악하고 관제 개편을 시행하였다. 사천감과 태사국이 서운관
으로 병합되었다 두 관부가 하나로 합쳐지며 관원이 산정(刪定)되었
다.89) 서운관으로의 개편 결과 상급관리자가 통합되었고 중복되는
업무를 맡은 관직이 통폐합되어 관원의 수가 29명에서 20명으로 축
소되었다.90) 실무를 맡은 관직 중에서는 점복을 관장했던 사천감의
복서, 복박사가 폐지되었다. 이 때 역서 편찬, 시간 측정, 천문관측을
주무했던 기존 태사국의 관원은 인원 감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이 주목된다.91) 태사국에서 역서편찬, 시간측정, 천문관측을
몽골

88)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34년 9월 갑신 “百官賀王誕日各獻茶果, 典
儀寺不及, 書雲觀梨一器而已, 典儀兼官李彦忠, 書雲提點崔誠之, 並徵銀一斤.”
89)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서운관 34년 “忠宣倂太史局爲書雲觀, 刪定員
吏. 置提點一人兼官正三品.”
90) 김창현은 충선왕이 서운관의 병합을 통해 상급관리자를 줄이고 하급실무자
위주로 일관제도를 실속 있게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金昌賢, 1992,
〈高麗時代日官에 관한 一考察〉, 《史學硏究》 45, 90-91쪽.
91) 서운관의 병합으로 인한 관직, 관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사천대와 태사
국의 관제는 문종 대의 것이다.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서운관
司天臺
太史局
判事正三品,監一人從三品
判事一人, 知局事一人, 令一人從五品,
少監二人從四品,
人從七品, 靈臺郞二人正八品,
春官正·夏官正·秋官正·冬官正各一人 保丞一
章正
一人, 挈壺正二人, 並從八品,
從五品, 丞二人從六品,
司辰二人正九品, 司曆二人, 監候二人,
注簿二人從七品, 卜正一人,
並從九品.
卜博士一人, 並從九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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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관원의 수는 11인이었으나 서운관 병합 후 관련 실무를 맡은
관원의 수는 10명으로 서운관 전체 관원 중 절반에 육박하게 되었
다. 즉 서운관의 설치 후 역서 편찬과 관련된 사무의 비중이 높아지
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서운제점은 이 때 신설된 관직으
로 정3품의 품질을 지니는 서운관의 장이다. 몽골에서 수시력을 배
워 온 최성지가 서운관 최초의 제점으로 임명되어 역서 편찬을 총
괄하게 되었다.
1308년 5월, 최성지는 서운제점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몽골에서 습
득해온 수시력을 서운관에 전수했을 것이다. 역서 편찬을 시행하는
일관들이 수시력을 익혀 적용하는 데 얼마가 걸렸을지는 알 수 없
을뿐더러 고려의 역서 편찬 과정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1308년 5월의 시점에서 수시력으로 다음해의 역서를 편찬하
여 사용할 수 있었을지 단언할 수 없다. 전용훈의 경우 최성지가
1308년에 바로 서운관을 통솔하였다면 1309년 역서부터 수시력을
적용하여 편찬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92) 개력이 끝나 수시력이 고
려 역서 편찬에 적용된 시점은 확실하지 않지만 최성지가 서운제점
으로 임명된 1308년부터 개력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확실하
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충선왕이 수시력 개력을 시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수시력첩법입성의 서문과 고려사는 충선왕이 개력을 시행하게 된
書雲觀
提點一人兼官正三品, 令一人正三品, 正一人從三品, 副正一人從四品,
丞一人從五品, 注簿二人從六品, 掌漏二人從七品, 視日三人正八品,
司曆三人從八品, 監候三人正九品, 司辰二人從九品.
문종 대 관제에서 영대랑 2인과 감후 2인는 천문관측을, 보장정 1인과 사력 2
인은 역서 편찬을, 설호정 2인과 사진 2인은 시간 측정의 실무를 주무했다.
충선왕 대 관제에서 장루2인과 사진2인은 시간 측정을 사력 3인은 역서 편
찬을, 그리고 감후 3인은 천문관측을 주무했다.
92) 전용훈, 2014 앞 논문,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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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초에 태사국을 설치하였고 서운관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선명력법이 비록 존재하나 편질(編秩)이 빠지고 의(義) 역시
다 갖추어지지 않은 까닭에 옛날 우리 충선왕께서 무술년에
황제의 조정에 입시하시어 황제가 계시는 곳에 오래 머무르
며 태사원 관리가 이 기술에 정미한 것을 보시고는 이 학문
을 우리나라에 전하기를 바라시어 대덕 계묘·갑진 연간에 광
양군(光陽君) 최성지(崔誠之)에게 명하여 내탕금 100근을 내
서 스승을 구하여 가르침을 받아 전해지지 않는 묘리를 갖추
어 얻어 돌아가도록 하였다.93)
충선왕이 원에 머물 때, 태사원의 정미한 역수를 보고 최성
지에게 내탕금 100근을 주어 스승을 구하여 가르침을 받도록
하였다. 수시력술(授時曆術)을 다 배우고 동쪽으로 돌아와 그
학문을 전하여 지금까지 이를 준용하고 있다.94)
당시 고려에서 사용하던 선명력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망실된 부
분이 있었고 몽골에서 숙위하던 충선왕이 태사원의 역법이 정미한
것을 보고는 이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수
시력은 이슬람권에서 도입된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천문기구
를 이용하여 정확한 천문상수를 구하였으며 계산법을 개량하여 정
확도롤 더욱 높였다.95) 충선왕이 몽골에서 수시력의 정밀성을 직접
93) 《수시력첩법입성》 序 “國初設太史局令改爲書雲觀. 宣明曆法雖存, 而編秩
脫遺, 而義亦未備, 故昔我忠宣王 當戊戌年入侍天庭 久留輦下 見太史院官之精
於此術 欲以其學流傳我邦家 越大德癸卯甲辰年間 命光陽君崔公誠之 損內帑金
百斤 求師而受業 具得其不傳之妙 及還.”
94) 《고려사》 권108 열전21 최성지 “忠宣留元, 見太史院精曆數, 賜誠之內帑金
百斤, 求師受業. 盡得授時曆術, 東還遂傳其學, 至今遵用之.”
95) 藪內淸, 1969 《中國の天文曆法》, 東京：平凡社, 142-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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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충선왕이 수시력을 고려에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여기
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충선왕은 수시력이 정미한 역법이었다는 이유로 수시력으
로의 개력을 단행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선명력은 만들어진지 오
래되어 정확도가 떨어졌기에 고려는 송·요·금의 역법을 참작해 수정
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역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쓰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9 ) 즉, 충선왕 이전까지 고려에서 행해졌
던 개력은 중국의 현행 역법을 통한 선명력의 보완을 의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충선왕이 행하였던 개력은 이전의 개력과는 차
원을 달리하였다. 수시력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선명력을 보완한 것
이 아니라 선명력을 아예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시력의
정미한 역수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충선왕 대에는 일과력 수준의 개력만 이루어지고 교식은 여전히 선
명력으로 계산하였다. 만약 충선왕이 정밀한 역수를 추구하였다면
일과력 단계에서 수시력 습득을 그친 것을 해명하기 힘들다. 역법의
정밀성은 교식의 예보, 특히 일식의 예보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97)
그렇다면 수시력으로의 개력이 시행되는 데에 수시력의 정밀한 역
수 외에 어떠한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국초 이래 고려국왕은 대외적으로는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제후이자 독자적인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는 국왕이었으며 대내적으
로는 고려를 통치하는 국왕이었으나 몽골복속기를 분기점으로 대내
적으로도 제후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시각이 제시되었다.98) 이
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핵심적인 시기는 바로 충선왕 재위기라고 볼
수 있겠다. 충선왕이 복위년에 몽골의 제도를 고려에 체계적으로 적
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대적인 관제 개혁을 시행하였음은 이
목격

6

96) 전용훈, 2014 앞 논문, 213-238쪽.
97) 이창익, 2013 《조선시대 달력의 변천과 세시의례》, 창비, 57-58쪽.
98) 최종석, 2013 앞 논문,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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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많이 주목되어 온 사실이다.99) 충선왕은 1298년에 고려왕위에 올
랐다 8개월 만에 퇴위된 후 10년간 몽골에서 숙위하며 몽골의 정치
에 참여하며 각종 제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복위 후의 정국을 구
상하였다.100) 충선왕은 복위에 이르러 고려의 관제를 황제국의 제도
의 체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혁하였다.
충선왕 복위와 더불어 이루어진 또 다른 변화로 충선왕이 몽골에
선왕의 시호를 요청한 것을 들 수 있겠다.101) 고려는 국초 이래 대
행왕에게 묘호와 시호를 올렸다. 그러나 충선왕은 이것이 예에 합당
하지 않다며 선왕, 즉 충렬왕에게 시호를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102)
몽골에 시호를 요청하였다. 몽골은 이에 화답하여 고종으로부터 충
렬왕에 이르는 3대의 시호를 추증해 주었다. 충선왕이 시호를 요청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나라에서는 송, 요, 금의 정삭(正朔)을 사용하였으나
99) 박재우는 충선왕이 몽골의 제도를 기준으로 명분에 위배되지 않게 관제를
개변했다고 보았다. 박재우, 1993 〈高麗 忠宣王代 政治運營과 政治勢力 動
向〉 《韓國史論》29; 김형수와 이익주는 충선왕의 복위개혁에 대해 충선왕
이 고려를 몽골의 일부로 생각하였기에 몽골 제도를 고려에 적극적으로 적
용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김형수, 2013 《고려후기 정책과 정
치》, 지성인, 168-169쪽; 이익주,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
治體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한편 이강한은 충선왕이 고려의 국체를
유지하는 한에서 고려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몽골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강한, 2008 〈고려 충선왕의 정치개혁과 元의 영향〉
《한국문화》43, 297-8쪽.
100) 이강한은 충선왕의 몽골의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몽골의
정책 지향성까지 공유하고 이를 고려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았다.
이강한, 2008 〈고려 충선왕의 정치개혁과 元의 영향〉 《한국문화》43; 이
강한, 2008 〈고려 충선왕·원 무종의 재정운용 및 '정책공유'〉 《동방학
지》143.
101) 안기혁, 2016 〈여말선초 대중국관계와 國王諡號〉, 한신대학교석사학위논
문, 7-11쪽.
102)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10월 병신 “有司議上大行王謚, 王
不可曰, 有上國, 在我且請之. 竹冊·玉冊, 亦合於禮乎? 於是, 但上號曰純誠守正
上昇大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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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의 시호는 모두 종(宗)이라고 칭하였다. 원을 섬기기 시
작하자 명분이 더욱 엄중해져서 옛날 한(漢)의 제후들이 모
두 한의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왕도 표문을 올려 상승왕(上
昇王)의 존호를 청한 것이다. 또한 고종(高宗)과 원종(元宗)
두 왕도 추시(追諡)해줄 것을 청한 것이었는데,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103)
시호를 요청한 이유는 몽골로부터 책봉을 받은 후에는 명분이 더
욱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시력으로의 개력 역시 같은 맥락
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전기에 고려가 책봉을 받은 천자
국의 역법을 준용하거나 지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104) 현종
은 거란의 책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삭일이 아닌
송의 삭일을 참고하였으며105) 문종은 납일을 정할 때 송의 역법에
의거하였다.10 ) 그러나 충선왕은 몽골의 제후로서 명분에 따라 몽골
의 정삭을 준행해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자국의 역
서 편찬에 몽골의 역법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충선왕은 다름이 아니라 몽골제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시력’
이라는 역법을 사용할 필요를 느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107)
6

103)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2년 7월 을미 “初國家, 雖用宋·遼·金正朔,
然歷代之謚, 皆稱爲宗. 及事元以來, 名分益嚴, 而昔漢之諸侯, 皆從漢得謚故,
王表請上昇王尊號, 又請追謚高·元二王, 詔從之.”
104) 충선왕대 이전까지 고려에는 자국의 역서 편찬에 책봉국의 역법을 사용해
야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05)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1년 4월 을유 “敎曰, 上年十二月, 宋曆以爲大
盡, 而我國太史所進曆以爲小盡. 又今正月十五日, 奏太陰食, 而卒不食. 此必術
家未精也, 御史臺推鞫以聞.”
106)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5년 12월 계해 “知太史局事 梁冠公奏, 奉宣
勘進來壬戌年曆日, 並無疑誤. 惟臘日, 自己未年以來, 依大宋曆法, 用戌日, 臣
未詳可否. 臣按陰陽書云, ‘近大寒前後, 先得辰爲臘’, 我國用此日久矣. 况古史
曰, ‘夏曰嘉平, 殷曰淸祀, 周曰大蜡, 漢曰臘,’ 其稱各異, 皆以卒歲之功, 因臘取
獸, 合聚萬物, 以報百神, 可不重歟? 不宜擅變其法, 請委有司詳定, 然後施行,
制可.”
107) 이러한 관점에서 충선왕이 일과력 단계에서 개력을 그친 점이 어떤 의미
- 46 -

충선왕의 복위에 따른 수시력으로의 개력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
화는 고려와 몽골의 날짜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위
표5에서 볼 수 있듯 130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고려와 몽골 사이의
역서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1300년 10월 이후 고려와 몽골 사이
의 삭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전무하다.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중국의
삭일과 꾸준히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108) 고려와 몽골
의 날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삭일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시점은 수시력으로 개력이 이루어진 시점이
라고 추측된다. 삭일이 다른 사례가 등장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일정
하지 않고 짧게는 1년에 여러 차례, 길게는 13년 만에 한번 나타나
기도 했다. 따라서 1300년 이후 수시력으로 개력하여 첫 수시력서가
나오는 1310년까지 삭일이 다른 경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
하다.109)
몽골로부터의 역서 반사는 여전히 매년 시행되고 있었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1280년 이후 원사 및 고려사에서는 역서 반사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지정(至正) 6년(1346) 몽골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던 이곡(李穀)이 고려에 역서를 반포하는 사행을 수행하게 되었
다. 이곡의 지인들이 고려로 사행을 떠나는 이곡에게 써준 송시와
를 지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시력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오
랜 시간과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런 노력을 할 여유
가 없었고 충선왕은 수시력으로 일과력을 만드는 데에 만족했던 것이 아닐
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충선왕은 수시력으로 역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천자국의 정삭을 받든다는 제후국으로서의 명분을 충족시킨다고 생각
했을 것이다.
108) 장동익, 2012 〈高麗前期의 曆日〉 《한국중세사연구》33. 고려 전 시기
에 걸쳐 고려와 중국왕조 사이에서 삭일이 차이나는 사례를 표로 정리해 놓
았다.
109) 장동익은 삭일이 일치하게 된 이유로 1299년에 활리길사가 고려의 내정
개혁을 시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활리길사는 고려의 체제를 제후
국의 체제로 격하하려 하였는데 이 때 독자적인 역서의 사용도 개혁의 대상
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장동익, 2012 위 논문. 그러나 만약 활리길사가
고려의 역서편찬을 개혁하고자 하였다면 활리길사의 파견 직후인 1300년에
자체의 역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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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의 서문이 《가정집(稼亭集)》에 수록되었다. 〈이중부(李中父)
를 전송하는 서문〉에 따르면 중서전부(中瑞典簿) 이곡이 반력 사명
을 띠고 1346년 정월에 고려로 사행을 떠났다. 국가가 대일통을 이
루어 해내외의 국가를 신하로 삼고 매년 고려에 사신을 파견해 역
서를 반사하였다. 천자의 명력(明曆)을 받들고 가는 것은 사명 중
가장 중한 것으로 고려에서 지극히 공경히 사신을 영접하여 명력을
받들고 고유한 후 반행하였다.110)
서문 내용 중 매년 ‘사신을 파견하여’ 역서를 반사하였다고 하는 구
절이 주목된다. 사신 파견을 통해 역서를 반사하게 된 것이 언제부
터일지는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역서를 순부한 마지막 사례가 1279년
이며 그 이후에는 사례가 극히 적지만 1281년, 1284년에 모두 사신
을 파견하여 역서를 반사한 것을 보아 1281년 이후부터 사신 파견
을 통해 역서 반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역서의 반사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만한 계기를 제공해 주는 시기는 부마고려국왕
정동행성승상의 위상이 성립되고 수시력이 반포된 1280년 무렵 뿐
이기 때문이다.
몽골의 역서 반사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
는다. 공민왕 12년(1363) 백관과 기로(耆老)가 몽골 어사대 및 중서
성 올린 서에 따르면 홍건적으로 인해 몽골과 고려 사이의 왕래가
막힌 몇 년 간 몽골 조정에서 고려에 대해 참소하는 말이 떠돌아
길이 회복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보낸 사신
이 귀환하지 못하고 정삭을 반포해주는 사신과 사면조서를 전하는
110) 《稼亭集》 雜錄 「送李中父使征東序」 “國家大一統. 臣際海內外. 歲遣使
高麗. 授曆而頒正朔. 至正丙戌春正月. 李君中父以中瑞典簿實受命行. 如故事朝
士親昵. 作詩競祖遺野次. 予言曰. 聞之海以東古建國壤比相錯. 高麗爲最大. 諸
侯王尙帝室不一姓. 王氏爲最親. 境大最親. 以故事上之禮爲最虔. 朝廷每使至.
彼奉承周旋. 備微密罔懈虔也. 矧中父持天子明曆以往者哉. 事重有尙此耶. 彼其
候境而郊迎. 官姓旁午. 馬汗漬韉膏流. 旌旟幢盖揚蔽風日. 絲竹嘲轟. 鐸鼓震蕩.
戚鉞劒戟矢弓武夫魚貫進執. 以擁衛後先至. 則神明其藏. 告而後敢行焉. 禮若是
敬始至矣.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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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이 이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111) 정확한 연도는 파악할 수 없으
나 홍건적이 서경까지 침입하여 몽골과의 왕래가 끊긴 공민왕 8년
(1359) 말부터 역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공민왕 10년
(1361) 몽골과의 왕래가 회복되었으나 역서의 반사는 다시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관기로의 서가 전달된 후 역서 반사가 재개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서문의 첫머리에 의하면 역서를 반사해주는 대상은 ‘고려’이
다. 이 서문의 제목은 이중부가 ‘정동’으로 사행을 떠나는 것을 전송
하는 서이다. 서문과 함께 실린 송시에는 이곡이 역서 사행을 가는
대상을 ‘분봉국의 이성왕(異姓王)’,112) ‘부마성지(駙馬城池)’,113) ‘계림
(鷄林)’,114) ‘삼한(三韓)’115)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가정선생연보는
이곡이 ‘본성(本省)에 반삭(頒朔)하였다.’고11 ) 기록하였다. 고려, 부
마의 성지, 그리고 정동성이 역서 반사의 대상으로 동시에 지칭되고
있다. 이곡의 친인들이 정동행성을 고려와 동시에 지칭한 것은 충렬
왕 대 이래 고려와 정동행성이 일체화되었던 현실에 기인했을 것이
다.117)
6

111)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4월 “又呈書中書省曰, (생략) 而小邦
之獻捷, 賀正之人不還, 頒朔·赦詔之使不至, 一國臣民且疑且懼. (생략).”
112) 《稼亭集》 雜錄 「送李中父使征東序」 送詩[張起岩] 都門東下驛途長. 鳳
曆頒春過故鄕. 津吏艤舟躬候迓. 陪臣乘馹遠迎將. 恩威普洽分封國. 德澤均霑異
姓王. 坐見遠人懷聖化. 要令聲敎徹扶桑.
113) 《稼亭集》 雜錄 「送李中父使征東序」 送詩[林希光] 天王至正好年華. 使
者頒春竝海涯. 致遠入唐能及第. 相如喩蜀就還家. 仙人樓閣多藏雨. 駙馬城池早
見花. 聞道韓山有慈母. 莫辭堯舜伴煙霞.
114) 《稼亭集》 雜錄 「送李中父使征東序」 送詩[方道叡] 使華東望白岩城. 駟
乘駸駸道路迎. 鳳曆遠頒周正朔. 雞林增重漢科名. 橐金辭贈還家近. 宮錦承恩拜
母榮. 最喜不煩司馬檄. 扶桑萬裏海波淸.
115) 《稼亭集》 雜錄 「送李中父使征東序」 送詩[南陽▣▣] 候儀太史立金鑾.
寶曆新成錦作縏. 天子垂衣頒正朔. 中郞持節使三韓. 團團海日扶桑曙. 渺渺雲槎
弱水寒. 萬國驅馳去京國. 遠人逾覺聖恩寬.
116) 《가정집》 「稼亭先生年譜」 至正 丙戌
117) 최윤정, 2013 〈부마국왕(駙馬國王)과 국왕승상(國王丞相) - 13-14세기 여
원(麗元)관계와 고려왕조 국체(國體) 보존 문제 이해를 위한 새로운 모색〉
《大邱史學》111; 이명미, 2016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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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행성’에 역서를 반포하였다고 해서 몽골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의 정동행성에 역서가 반포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지원 22년(1285) 쿠빌라이는 역서 인쇄와 관해 다
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

먼 곳의 역일을 경사(京師)에서 취급하는데 때에 맞추어 이
르지 못하니, 형호(荊湖) 등지의 4개 행성에서 사용하는 것은
융흥(隆興)에서 인쇄하고, 합라장(合剌章), 하서(河西), 서천
(西川) 등지에서 쓰는 것은 경조(京兆)에서 인쇄하도록 하
라.118)
의 역서 반포일은 동지이다. 대도에서 역서를 인쇄하여 각 지
에 분급하면 동지일까지 이르지 못하므로 형호 등지의 4개 행성, 즉
하남강북행성(河南江北行省), 호광행성(胡廣行省), 강서행성(江西行
省), 강절행성(江浙行省)에서 사용하는 것은 융흥(隆興)에서 인쇄하
고 합라장, 하서, 서천 등지, 즉 감숙행성(甘肅行省), 사천행성(四川
行省), 섬서행성(陝西行省)에서 사용하는 것은 경조에서 인쇄하도록
하라고 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방인 복리(腹裏), 요동
행성(遼東行省) 등 기타 지역은 경사, 즉 대도에서 인쇄하여 반포하
였다. 역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사용되어야 하므로 역서의 반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해진 기일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기에 쿠빌라이
가 역서의 인쇄장소를 늘려가며 때에 맞추도록 한 것이다.119)
그러나 정동행성, 즉 고려로 ‘때’에 맞추어 역서가 도착하도록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곡이 사행을 떠난 날은 1346년 정월 중이
몽골

118) 《원사》 권13 본기13 세조10 지원 22년 5월 以遠方曆日取給京師，不以時
至，荊湖等處四行省所用者，隆興印之，合剌章、河西、西川等處所用者，京兆
印之.
119) 山田慶兒, 1980 《授時曆の道》, 東京：みすず書房,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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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도에서 개경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2월이
돼서야 고려에 역서가 도착했을 것이다. 이곡의 사행은 충선왕이 복
위하고 고려가 수시력으로 개력한 이후 유일한 몽골의 역서 반사
사례이다. 그런데 이 단 하나의 사례에서 역서가 고려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 2월인 것이다. 이는 몽골이 고려로의 역서 반
사를 행성으로의 역서 반포와 동일 선상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을 알려준다.
한편 이곡의 사행 시기는 고려가 몽골로부터 받은 역서를 고려국
내에서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해준
다. 장동익은 활리길사의 개혁 조치로 인해 고려가 원력(元曆), 즉
몽골로부터 반사받은 역서를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
다.120) 고려가 몽골의 역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아무리 늦어
도 정월 전에 역서가 도착해야만 한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라면 정
월 초하루부터 새 역서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해라도 이 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려로서는 몽골의 역서를 사용할 수 없
다.121)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이다. 고려는 몽골에 복속을 받는 전 시기 동안 자체적으로 역서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308년 이후로는 수시력
으로 역서를 편찬하여 사용한 것이다.
1280년 이후 몽골의 역서 반사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몽골의 역서 반사 양상은 1280년 무렵을 기점으로 변화하였
다. 1280년 이전까지 몽골은 고려로의 역서 반사 사실을 매년 기록
하였다. 역서 반사는 고려 사신 귀환 편에 부쳐 보내는 방법이 지배
적이었다. 그러나 1280년 이후 몽골은 고려로의 역서 반사를 전혀
기록하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려로의 역서 반사가
상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록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닐까 추
120) 장동익, 2012 앞 논문, 184쪽.
121) 전용훈, 2014 앞 논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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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려로의 역서 반사가 몽골 내의 행
성을 대상으로 한 역서 반포와 동일하게 시행된 것은 아니다. 반사
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때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항상 사
신 파견을 통해 반사가 이루어진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 행
성으로의 역서 반포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충선왕은 몽골에 숙위하고 있던 1303-4년 사이 최성지로 하여금
수시력을 습득하게 했다. 복위 후 최성지를 서운제점으로 임명하여
수시력 개력을 시행하였다. 책봉국의 역법인 수시력으로의 개력은
충선왕 복위 전후 제후국으로서의 명분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목
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련의 개혁들과 궤를 같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개력은 일과력 단계에서 그쳤고 수시력의 습득은 100여년이
지나 조선 세종 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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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에서는 여몽관계의 추이에 따른 고려의 역법 운용 양상과
그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고찰해보았다.
고려가 몽골과 책봉관계를 맺은 1260년 이후 몽골은 고려에 매년
역서를 반사하였다. 역서는 대개 고려 사신이 사명을 마치고 고려로
귀환하는 길에 순부되어 11월에서 익년 2월 사이의 불규칙한 시기
에 도착하였다. 역서는 제후국의 군주인 고려국왕 개인을 대상으로
반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몽골이 책봉
관계에 수반하는 의례로서 피책봉국의 국왕에게 행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80년 11월, 몽골이 수시력을 반포하였다. 고려는 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수시력의 반포에 대응하였다. 고
려가 수시력 편찬에 대응하게 된 데에는 첫째, 고려가 수시력의 편
찬 과정에서 천문관측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포함되었고 둘째, 고려
국왕이 ‘부마고려국왕 정동행성승상’이라는 위상으로 표현되는 몽골
의 제왕이자 관인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하였던 사실이 배경으로 작
용하였다. 이 명령은 역서의 공개적인 진헌을 금지한 것으로 역서
편찬을 비롯한 역법 운용에는 변화 없이 동지일에 이루어졌던 역서
의 진헌 의례만이 중지되었다. 고려는 여전히 국초 이래 사용하던
선명력 기반의 역법으로 역서를 편찬하였다.
충선왕은 1308년에 고려국왕으로 복위하였다. 충선왕은 몽골에서
숙위하던 1303-1304년 사이 근신 최성지에게 수시력을 습득하게 하
였고 복위 후 최성지를 서운제점으로 삼아 수시력으로의 개력을 시
행하였다. 수시력 개력은 충선왕이 복위년에 시행하였던 제후국으로
서의 분의(分義)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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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에 대한 몽골의 역서 반사 양상은 1280년을 기점으로 변
화하였다. 1280년 이전까지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매년 원사에 기록
되었던 외교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수시력 편찬 과정에서 천문관측
이 시행된 지역, 즉 고려를 비롯한 대칸울루스 전역에 수시력이 반
포된 이후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려
로의 역서 반사는 몽골 제 행성으로의 역서 반포와 전혀 다른 양상
을 가지고 있었다. 때에 맞추어 역서를 반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몽골 국내로의 역서 반포와는 달리 고려로의 역서 반사
는 새해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몽골복속기 고려의 역법 운용 양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주
목된다. 하나는 1280년 몽골의 수시력 반포에 따라 충렬왕이 역서의
진헌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308년 충선왕이 시행한
수시력으로의 개력이다. 충렬왕은 몽골의 수시력 편찬이라는 거국적
사업을 의식하여 역서의 진헌의례를 중지하자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고려의 역법 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이 때 몽골 역법으로의
개력은 충렬왕의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는 개국 이
래 한 번도 책봉국의 역법을 온전히 사용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충선왕은 고려 최초로 책봉국의 역법으로의 전면적인 개력을
실행하였다. 개력이 일과력 단계에서 멈추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
는 고려 역법사상에서 주목할 만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시력 개력은 여몽관계의 심화와 이에 따른 몽골 제도의 도입이라
는 충선왕의 정책적 지향으로 인해 시도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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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Mongol and the operation
of mathematical astronomy of
Goryeo
Sur Eonheai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and its change of
mathematical astronomy(曆法) of Goryeo by observing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Mongol.
Since 1260, when the investiture relationship(冊封關係) had been
formed between Goryeo and Mongol, Mongol annually conferred
the annual calendar on Goryeo. The conferment of the calendar
usually was enacted by Goryeo’s envoys who were to return to
Goryeo after completing their mission. The calendar was ar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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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oryeo between november to next february and was conferred
to the king of Goryeo, the monarch of the vassal state. Judging
from these process, it is thought that Mongol had regarded the
conferment of calender on Goryo as one of essential rituals
accompanied by the investiture relationship.
In November 1280, Mongol promulgated Shoushili(授時曆, Season
Granting System). King Chun’ryeol-wang(忠烈王) decided to ban
the presenting of the Dongjiwonjeongli(冬至元正曆), the annual
calendar compiled by Goryeo astronomers. Following two
occasions are considered as the reason that Chun’ryeol-wang had
given such an order. First, planetary observations were carried
out over the whole region of Mongol, especially in the Qa’an
Ulus, in the process of making Shoushili. Goryeo was pointed out
as a east-end place of the region. Second, king of Goryo became
‘Jeongdong
Haengseong Provincial Governor(征東行省丞相)
Son-in-Law [of the Emperor](駙馬) the Goryeo King(高麗國王)’
and gained qualifications as a member of Mongol Imperial Family
as well as a bureaucrat of Mongol court. Chung’ryeol-wang
forbade the official ceremony of presenting the annual calendar
held on Dongji(冬至), the winter solstice. However, in Goryeo, the
annual calendar was compiled just as before.
King Chung’seon-wang(忠宣王) ascended the throne for the
second time in 1280. From 1303 to 1304, while King
Chung’seon-wang had served in the Mongol court, he let Choi
Seongji(崔誠之) learn Shoushili. After being reinstated, he
appointed Choi Seongji as a Seo’un-Jejeom(書雲提點), who was
in charge of astronomical office. Since then, shoushil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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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in Goryeo. It was the first remarkable astronomical
reform in Goryeo. This noteworthy event could be realized by the
deepened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Mongol.
Chung’seon-wang tried to make reforms i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adapt Goryeo’s system to Mongol standard. One of the
most well known trials was the modific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astronimical reform to Shoushili was a part of those trials.

Key words : Shoushili(授時曆, Season Granting System),
astronomical reform(改曆),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Mongol, Conferring Calendars(頒曆), Mathematical
astronomy(曆法), Annual Calendar(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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