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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創과 潤色, 

조선 기 각문학의 쓰기 방식 연구

1)

구 슬 아 *

1. 문장화국의 이상, 각문학을 짓는 과정

2. ｢ 藺上人還日本序｣의 창과 윤색 양상

    비교

3. ｢后妃明鑑序｣의 창과 윤색 양상 비교

4. 각문학이 지향하는 쓰기

록: 본고는 金宗直이 문  재직 시에 남긴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조선 기 각문학의 단

계  쓰기 방식을 실증하려는 시도이다. 각문학은 태평성 에 한 粉飾과 典故의 多用, 修

飾에 치 한 문풍을 보인다고 여겨져 그간 문학  분석의 상으로 주목받지 못하 다. 그러나 

조선 기 한문 산문은 각문학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文章華國의 이상을 실 하기 한 

조선 기 최고의 문사들이 그 창작에 참여하 으므로 단순히 실용  문학으로 치부하고 외면해

서는 안 되는 시 이다. 김종직은 성종 정권 기 문 에 재직하던 시기에, 일본 국왕의 국서

를 들고 조선에 사신을 왔다 간 일본승려에게  序, 정희 비의 명에 따라 后妃들에게 감계가 

될 서 �后妃明鑑�의 서문을 창작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폭 수정을 가한 작품이 각각 徐

居正과 崔恒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사례를 통해 거나 직 이 낮은 문 원이 草稿를 작성하면, 문학  명성이 있는 노성한 

고  원이 이를 潤色함으로써 한 편의 완정한 각문학이 만들어지는 단계  창작 과정이 있

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고와 윤색을 거친 수정고 사이에는 작가  개성에 따라 각각 다

른 특징이 발견된다. 비교의 결과 첫째, 각문학은 오히려 불필요한 句를 삭제하고, 4字句를 

주로 한 간결하고 짧은 문장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나치게 어려운 고나 僻字의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창작을 명한 주체나 수신자의 오해를 살 법한 내용, 즉 時諱에 될 만

한 내용을 철 히 검열하여 삭제하거나 다른 표 으로 체함으로써 문장화국의 목 을 달성하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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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을 맞추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창작방식을 통해 일실된 조선 기 주요 각문학의 

강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다.

핵심어 : 김종직(金宗直), 서거정(徐居正), 최항(崔恒), 각문학(館閣文學), 창(草創), 윤색

(潤色)

1. 문장화국의 이상, 각문학을 짓는 과정

본고는 金宗直이 문 원으로 재직할 당시 남긴 두 편의 작품  그와 흡사한 

徐居正, 崔恒의 작품 간 비교를 통해 조선 기 각문학의 구체  쓰기 방식을 

유추하려는 시도이다. 각문학은 정치  효용이 시되는 이다. 즉 태평성 에 

한 粉飾, 조선의 문화  역량에 한 강조와 자부, 治 의 권 에 한 찬미와 

권계 등을 주제의식으로 삼는 한편, 典故의 多用, 수식에 치 한 문풍을 보인다고 

여겨졌다.1)1)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각문학은 記·序와 같은 몇 장르를 제외하고는 

그간 학자들에게 문학  분석의 상으로 주목받지 못하 다. 그러한 장르조차도 공

 목 으로 인한 規式性 常套性, 平面性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여겨지기도 하 다.2)2)

그러나 개국 이후 성종 까지 약 100여 년간 조선의 각종 문물과 제도가 정비

되고 완성되었다는 을 고려할 때, 조선 기 한문 산문사에서 각문학을 제외하

면 그 연구사  공백을 제 로 메울 수 없다. 방법론  측면에서도 작가들의 정치  

행보와 삶의 주요 특징을 작품에 작 으로 용하는 내용 심  연구를 벗어나

야 연구 결과의 편향성과 복을 피할 수 있다는 지  역시 제기되고 있다.3)3)

신숙주, 서거정 등 세종-세조  집  학사 출신의 표  각문인들이 당

1) 이종묵, 2002 ｢조선 기 각문학의 성격과 문 미｣, �국문학연구� 8, 44면 ; 신복호, 2002 

｢ 각문학의 개념과 그 유형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30, 177-180면 ; 김남이, 2004 �집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68-71면.

2) 이정자, 1997 ｢조선 기 贈序類 散文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6-26면 ; 안득용, 

2011 ｢16세기 후반∼17세기 반 序 硏究｣, �동양한문학연구� 33, 35-38면.

3) 김우정, 2017 ｢조선 기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5, 99-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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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와 문화에 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각문학을 창작하

는 가운데 어떠한 개성  문 미를 보 는지를 고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선 기의 

각문학이 ‘내용을 결여한 수사 주의 詞章風’이 아니라 유교  이상 정치의 비

을 제시하는 등 정 한 독해를 통해 새롭게 주목할 지 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

다.4)4)혹은 이들의 작품이 博學과 多讀에서 비롯된 노련한 典故 구사 등을 특징으

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 다.5)5)

와 같은 선행연구는 개별 각문인들의 작품으로부터 형식과 주제의식을 추

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호 공통되는 부분을 교직하여 나가면 조선 기 각

문학사의 연구사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그것이 과연 ‘ 각문학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 라는 반문 역

시 제기될 수 있다. 각문학의 명사격인 表箋의 문학  가치를 재평가하기 

해 상황과 창작목 에 따라 구체 으로 어떠한 수사  략을 구사하 는지 분석

한 연구는6)
6)그러한 반문에 새로운 응답을 제시하 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각문학만의 특징을 분석

하기 해 다양한 연구를 시도 하는 가운데, 김종직이 일본 국왕의 國書를 들고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일본 승려 秀藺의 별연에서 지어  贈序文인 ｢ 藺上人還

日本序｣, 그리고 정희 비의 명에 따라 왕실의 后妃들에게 鑑戒가 될 역  사 을 

모아 편찬한 서 인 �后妃明鑑�에 붙인 序文 ｢后妃明鑑序｣에서 각문학의 쓰

기 방식에 한 새로운 국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부분의 문학작품은 그것이 私的 창작인지 公的 창작인지를 불문하고, 一筆揮

之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를 작성한 이후 수많은 퇴고와 수정을 거치는 단계  

4) 김남이, 앞의 책, 161면.

5) 김우정, 2005 ｢15세기 記序文의 성격과 의의｣, �동양학� 38, 71-82면.

6) 이은 , 2012 ｢조선시  표 (表箋) 연구(2)-수사  략을 심으로｣, �한국고 연구� 26, 

469-500면. 이 논문에서 이은 은 목 에 따라 문장의 길이가 다르다는 , 騈儷體의 

한 구사를 통해 사 의 진정성과 국익 달성에 한 실함을 드러냈다는 , 구체  묘사

를 배제하고 추상  표 을 구사하여 阿諛의 의를 피하고 조선의 국가  자존심을 보존

함으로써 명분과 실리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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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각문학 역시 그러하다. 孔子가 국가 공식 문서, 특히 사

교린를 한 詞命은 ‘草案→討論→修飾→潤色’의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말

한 것과 같이,7)7)조선에서도 최소한 2-3단계를 거쳐 사명을 창작하 다. 事大表箋

과 같은 공식문자뿐 아니라 국 사신과 주고받는 詩文을 창작할 때에도 이와 같

은 단계  쓰기 방식이 활용되었다.

  

郎中 祁 이 漢江에서 노닐며 시를 읊었는데, 그 시에 ‘眠’자가 있었다. 시좌하고 있

던 문사들도 모두 한 편씩 화답하 는데, 文平公 乖崖 金守溫이 유독 苦吟을 하며 오

래도록 짓지 못하다가 마침내 한 구를 지었는데, ‘강어귀에 해가 지니 사람 로 모여

들고, 부두에 바람이 잠잠해지니 백로 몇 마리 졸도다.(江口日斜人自集, 渡郖風靜鷺絲

眠)’라고 하 다. 당시 注書 李昌臣이 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自集’이라는 구

과 ‘絲眠’이라는 구 이 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김수온 공이 문득 

“그 가 고쳐보아라.”라고 하니, 창신이 “‘絲’자를 ‘閑’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라고 하 다.[  강조: 필자]그러자 김공이 “그 의 말이 참으로 마땅하구

나.”라고 하 다.8)8)

遠接使 盧公弼이 復命하기를 (…) “사신 董越이 義 館을 떠날 무렵 신에게 시를 

주었습니다. 신이 姜渾에게 말 에서 草案을 짓게 한 뒤, 신이 潤色하여 船上에서 

주었습니다.”9)9)

명나라 사신 陳鑑이 <喜晴賦>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世祖께서 (그에 응 할) 임자

를 찾기 어려워하시다가 괴애 김수온 공을 불러 “네가 한 번 지어보라.”라고 하셨다. 

괴애가 집으로 물러나 홀로 청에 워 정신을 집 하고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죽

어서 굳은 시체처럼 골똘히 생각하다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사람을 불러 

붓을 잡고 을 써 올리니 그 문세가 매우 시원스럽고 辭意가 하나로 꿴 듯 잘 통했으

며, 운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세조께서 읽어보시고는 매우 가상하게 여기시다, 

7) �論語�, ｢憲問｣, “子曰: 爲命, 裨諶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産潤色之.”

8) 成俔, �慵齋叢話� 권4, “金文平公乖崖(…), 祈郞中遊漢江賦詩, 詩有眠字, 侍座文士皆和一篇, 

公獨艱苦沈吟, 良久未就, 竟占一句云, ‘江口日斜人自集, 渡頭風靜鷺絲眠.’ 時注書李昌臣在旁, 

告人曰: ‘自集, 絲眠, 恐非 格.’ 公遽曰: ‘君可改之.’ 昌臣曰: ‘改絲爲閑, 若何?’ 公曰: ‘君

甚當.’”

9) �成宗實 � 권266, 성종 23년 6월 23일 壬戌, “遠接使盧公弼來復命(…) ‘天使於義 館臨發

之時, 以詩贈臣. 臣令姜渾草於馬上, 臣潤色之, 及呈于船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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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恒에게 그것을 윤색하게 하셨다. 최항이 몇 구 을 수정하 는데, 괴애가 그것을 

보고 웃으며 ‘어  醜女인 無鹽을 화장시킨 데다 천하의 미인인 西子[西施]의 화장을 

더해주셨단 말입니까?’라고 하 다. 진감이 그 시를 보고 과연 크게 칭찬하 는데, 최

항이 고친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본인의 솜씨가 아니군요.’라고 하 다. 이로부터 

괴애의 명성이 국에 리 퍼지게 되었다.10)10)  

인용한 세 자료는 詩의 字句 일부를 부분 으로 수정하는 ‘推敲’의 방식으로 

안을 개선한 사례이다.  강조한 목에서 알 수 있듯 국 사신과 시문을 수

창할 때 그 자리에서 接伴하고 있던 文士들이 즉시 수정을 하거나,11)11) 은 문인이 

안을 잡고 노성한 다른 문인이 윤색을 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수온의 

賦를 수정한 최항은 1457년 6월, 진감이 조선에 사신 왔을 당시 사헌을 역임하

고 있었는데, 偶에 강 을 둔 문장 실력과 뛰어난 학문  능력을 바탕으로 국 

사신들과 주고받는 을 그가 撰定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12)12)이처럼 문

학  재능이 뛰어난 문사들로 하여  단계  창작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조선의 문학  능력을 국 사신들에게 과시하여 자부심을 높이는 文章

華國을 분명하게 실 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잘못 응 하여 책잡히는 일을 일 

수 있었다.13)13) 

10) 金安 , �龍泉談寂記�, “明使陳鑑作喜晴賦. 世廟難其人, 召金乖崖守溫曰: ‘汝試爲之.’ 乖崖

私宅, 獨臥廳事中, 凝神不動, 兀若僵屍, 締思數日, 方起. 令人執筆書進, 文瀾沛然, 辭意貫

屬, 韻若天成. 世廟讀之嘉, 命崔寧城恒潤色之, 寧城竄改數句. 乖崖笑曰: ‘安有持刻畫無鹽之

餘, 爲西子補粧 耶?’ 陳鑑見之, 果大加稱賞, 而指點改下處曰: ‘非本人手段.’ 自是乖崖之名, 

大播中朝.”

11) 경우에 따라 일부 字句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시간  여유가 부족할 때에는 종사 이 

신 지어 바치는 ‘代作’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허경진, 2006 ｢통신사와 반사의 창수 양

상 비교｣, �조선통신사연구� 2, 79-80면.

12) �成宗實 � 권41, 성종 5년 4월 28일 壬午, “左議政崔恒卒. (…) 道德博聞文, 恭己鮮 靖. 

爲人謙謹寡 , 雖盛暑整衣冠, 斂膝危坐, 終日無惰容, 耽學强記. 爲文章, 長於 偶, 一時表

箋, 皆出其手. 中朝稱精切, 世祖睿宗實 、武定寶鑑、經國大典, 皆其所撰定也.”

13) �宣祖實 � 권70, 선조 28년 12월 22일 庚申, “司憲府啓曰: ‘鄭國之爲辭命, 草創潤色, 各

有其人, 必經其手, 然後凡於應 , 鮮有敗事. 近 邦國艱虞, 多有奏咨之事, 其他緊急文書, 

逐日而至, 別無主管之人, 只委於承文院數三提調, 其於事體, 極爲未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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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련된 시문에서만 단계  창작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세조

실록�에는 寧北 지방에 내리는 임 의 諭書를 신하가 창하게 하고, 세조가 직  

윤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14)14) 각문학은 정치  필요에 따라 창작하는 이므로 

창작 목  내지 주제를 수신자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달하기 해 창과 윤색

의 과정을 반드시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는 1인이 만들기도 하지만 사 표 처럼 형식이 까다롭고 단어의 선

택에도 제약이 심한 장르 혹은 임 이 殿閣을 새로이 건한 뒤 그 당 성을 리 

공표하는 하는 경우, 命撰書를 製進하는 경우 등에는 여러 문신들에게 두루 을 

짓게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수  높은 것을 골라 윤색을 가하는 방식을 택하

다.15)15) 컨  성종은 1484년 창경궁에 ‘環翠亭’이라는 정자를 조성한 뒤 그 기문을 

여러 문신들에게 창작하게 하 는데, 서거정, 김종직, 魚世謙, 金訢, 洪貴達, 孫舜孝 

등이 ｢環翠亭記｣를 남겼고 그 가운데 김종직의 기문이 채택되어 楣間에 걸렸다.16)16) 

그런 만큼 최종 작품으로 완성된 각문학은 조선 최고 문인학사들의 고심이 담긴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고와 윤색을 거친 수정고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면, 창작을 담당한 각 문

인학사의 개성  작가의식 역시 유추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각문학이 궁극 으로 지향하는 표 방식과 주제의식이 어떠한 것인지도 략

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창작 목 에 따라 윤색의 과정  정도 역

14) �世祖實 � 권29, 세조 8년 9월 3일 甲午, “命召都承旨洪應, 令叔舟等草諭書, 御筆潤色, 

諭都體察使韓明澮.”

15) �世宗實 � 권45, 세종 11년 7월 18일 壬戌, “命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判府事卞季良

許稠禮曹判書申商摠制鄭招藝文提學尹淮, 于 德寺, 令知申事鄭欽之往議, 請免金銀貢. 

喜、稠、招等以爲: ‘表文, 令文臣製述, 揀擇潤色. 其齎進宰相, 則以六曹判書爲使, 都摠制

元閔生爲副.’”

16) �成宗實 � 권168권, 성종 15년 7월 5일 己丑, “於昌慶宮通明殿北, 構一亭, 親命名曰 ‘環

翠’, 令左副承旨金宗直, 製記以進.” 재 ｢環翠亭記｣는 서거정의 �四佳文集� 권3, 김종직

의 �佔畢齋集�文集권2, 어세겸의 �咸從世稿�, 김흔의 �顔 集� 권2, 홍귀달의 �虛白先

生續集� 권5, 손순효의 �勿齋集� 권1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의 표 이나 의경 개

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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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동 이겠으나 공히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는 

일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문인들이 사 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을 가다듬고 그 

改作의 흔 을 남겨두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17)17)그러나 각문학은 이와 

달리 원작자에 의해 개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개작이 이루어지

는 것이 부분이라는 에서 사  작품의 창작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환

취정기｣처럼 당 의 내로라하는 문인학사들이 창작에 다수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

면 그 고가 남아있는 사례 역시 많지 않다. 그런데 앞서 언 한 김종직의 두 작

품을 살펴보는 가운데, 의경의 개 뿐 아니라 문장·자구 등이 상당부분 흡사한 

작품을 서거정과 최항의 문집에서 각각 발견하게 되었다. 서거정과 최항은 김종직

의 작품을 폭 축소하는 가운데 작품의 을 바꾸는 등의 윤색을 한 것으로 추

정된다. 본고는 여러 정황상 김종직의 작품이 고이고, 서거정과 최항의 작품이 

윤색을 가한 수정고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가운데, 각 작품의 비교를 통해 조선

기 각문학 쓰기의 구체  략과 지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 藺上人還日本序｣의 창과 윤색 양상 비교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신을 송하는 자리에서 지어  贈序인 ｢송인상인환일본

서｣는 1470년 가을 이후에 지어진 작품이다. 작품의 수신자인 秀藺은18)
18)1466년(세

조12)에 朝日간의 通信을 해 사신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19)19)그런데 1467년, 

17) 표 으로 연암 박지원을 들 수 있는데, 김명호, 1990 ｢｢熱河日記｣ 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 정민, 2001 ｢<黃金臺記>를 통해 본 연암 산문의 쓰기 방식｣, �고 문학

연구� 20 ; 김 조, 2010 ｢燕巖 朴趾源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 연구｣, �한문학보� 22 

등이 바로 박지원 문학의 개작 방식에 주목한 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18) 문헌에 따라 ‘壽藺’, ‘守藺’, ‘首藺’ 등으로 ‘수’자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19) �世祖實 � 권38권, 세조 12년 3월 15일 丙辰, “日本國肥前州上松浦那文野[실은 那久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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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내 인 ‘應仁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수린이 일본 국왕의 답서를 받아 

복명하러 오지 못하 다.20)20)그 사이 세조와 종이 승하하 고 성종이 즉 한 이

듬해인 1470년 8월 25일이 되어서야 일본 국왕의 답서를 가지고 다시 조선에 올 

수 있었다.21)21)

신숙주의 �海東諸國記�에 따르면 수린은 비록 승려이지만, 使僧들 가운데 事理

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解事]이었다.22)22)수린 일행은 1470년, 세조의 魂殿인 永

昌殿[昌德宮 壽康宮]에 진향하 는데,23)23)성종은 선왕에 한 추숭의 차원에서 이

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 宣政殿에서 酒宴을 후히 베풀어 인견하는 한편 月

山大君을 비롯하여 鄭麟趾, 申叔舟, 崔恒, 金守溫 등 최고  신들을 함께 청하

여 이들을 하게 하 다.24)24) 

이 가운데 신숙주, 김수온, 이승소 등의 각문인들은 수린에게 ｢題日本僧壽藺

詩軸｣ 등의 贈詩를 써주며 융숭히 송하 다.25)25)이처럼 수린 일행을 별하는 가

能登定守藤原朝臣賴永, 遣僧壽蘭等二人.” ; 앞의 책, 세조 12년 윤3월 28일 己亥, “賴永使

僧壽藺還, 上寄書日本國王.” 

20) 한문종, 2004 ｢조선 기 日本國王使의 朝鮮通交｣, �한일 계사연구� 21, 19-20면 참고.

21) �成宗實 � 권7, 성종 1년 8월 25일 庚午, “日本國王源義政, 遣心苑東 等來聘, 其書曰: 

‘朝鮮國王殿下來書之旨, 睿知高明, 如日照臨, 似春煦育, 倬彼雲漢, 爲章于天, 其此之 乎? 

臣僧壽藺幷松見, 能盡皇華之美, 以達扶桑之都, 而傳千里忞忞 , 不亦悅哉?’” 

22) 신숙주, �海東諸國記�, ｢八道六十六州-畿內五州｣, “初上松浦那久野能登守藤源朝臣賴永, 遣

壽藺書記來朝. 時我世祖方議通信於日本國王, 以風水險遠, 欲因諸酋使爲使, 問時在館 , 則

壽藺於其中稍解事, 遂命授書 禮物, 以 于國王. 又命禮曹, 書諭大內殿及賴永護 , 兼致賜

物. 正元年丙戌五月, 受命而去, 庚寅乃來. (…) 其所 多浮浪, 不可盡信.”

23) �成宗實 � 권7, 성종 1년 9월 8일 癸未, “日本國王使、副官人僧壽藺、書記等三人, 進香

于永昌殿.”

24) 의 책, 성종 1년 9월 19일 甲午, “御宣政殿, 置酒, 引見日本國王使臣上官人僧心苑東 、

副官人僧宗紹書記、僧壽藺書記等九十四人. 月山大君 婷、咸陽君 �、銀川君 穳、鎭南君 

終生、雲山君 誡、江陽君 瀜、桃平君 末生、河東府院君 鄭麟趾、高靈府院君 申叔舟、寧

城府院君 崔恒、仁山府院君 洪允成、昌寧府院君 曺錫文、南陽府院君 洪達孫、領議政尹子

雲、右議政韓伯倫、領中樞府事成念祖、判中樞府事李邊ㆍ魚孝瞻、知中樞府事金守溫、左贊

成盧思愼、晋山君 姜希孟、右贊成尹弼商、商山君 黃孝源入侍, 酒三行, 賜物有差, 客人旣

出, 更命饋于仁政門外南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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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지은 序가 김종직과 서거정의 문집에 모두 남아있다.26)26)1470년 9월, 40세의 

김종직은 정5품 藝文館修撰知製敎를 역임하고 있었다. 그 역시 수린을 송하며  

｢ 日本藺上人｣, ｢又 【三首】｣ 등 총 2題4首의 시를 지었다. 서거정은 이때 51세로 

정2품 戶曹判書를 역임하고 있었다.27)27)앞서 언 하 듯 두 사람이 지은 서문은 표

과 의경 개가 매우 유사한데, 일목요연한 비교를 해 내용의 구분에 따라 작

품을 네 단락으로 나 고 표를 통해 원문을 조하고자 한다. 

<표 1> 고와 윤색 원문 비1[상호 유사한 부분에 번호를 붙이고 을 통해 강조]

25) 신숙주, �保閑齋集� 권11, ｢題日本僧壽藺詩軸｣; 김수온, �拭疣集� 권4, ｢贈日本藺上人 【世

祖時, 受命通好, 因其國亂三載乃還】｣ ; 이승소, �三灘集� 권5, ｢贈日本僧秀藺｣.

26) 김종직이 지은 송서의 제목은 ｢ 藺上人還日本序｣이고, 서거정의 송서는 ｢ 日本國藺上

人詩序｣이다. 후술하겠으나 두 작품이 단계  창작과정을 거친 이라는 을 고려하면, 

두 작품 모두 신숙주 등의 시를 모은 시축에 붙인 서문일 가능성이 있다.

27) �成宗實 � 권7, 성종 1년 8월 12일 丁巳의 기사에서 서거정은 戶曹判書 는데, �成宗實

� 권8 성종1년 10월 20일 甲子에는 종1품 右贊成으로 승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락
金宗直, � 필재집� 문집 권1, 

｢ 藺上人還日本序｣   

徐居正, �사가문집� 권5, 

｢ 日本國藺上人詩序｣ 

1

【世祖大王十一年乙酉(1465), 日本僧秀藺來. 世

祖以觀音現像及 利分身天雨四花等事, 載書契, 

⓵幷以禮幣授藺, 歸達于其王, 使同參. ⓶適其

國亂, 藺僑寓僧房及村 凡五年, 至是, 亂稍定, 

始得國王答書, 來復命】
28)

殿下卽位之明年秋(1470), 日本國藺上人, ⓷奉

其國書, 欵我南徼, 有司奉旨, 傳遽以上, 盖爲我

惠莊大王復命也. ⓸其容貌淸以秀, 其 語詳

以雅. ⓹進而拜命於北闕, 而受享於南宮, 

其周旋揖讓, 動以䂓度, 而不失尺寸.

恭惟我惠莊王十四年戊子(1468), 日本國關西使

藺上人來聘. ⓸容貌辭氣, 有使乎之才, 王深

器之, 恩遇優渥, ⓵授禮幣, 通好國王. ⓶其國

多事, 間關僑寓, 彌年後, 達 今年秋(1470), 竣

事而還. 我殿下追念先王交隣之盛擧, 嘉上人跋

涉之勤, 館待有加, ⓷上人奉書幣, ⓹復命闕庭, 

而受享於南宮, 周旋甚度.

2

⓵朝之大夫士咸歎曰: “上人, 生長洲島, 且爲

沙門之服, 宜若不能諳練於表著易于之禮. ⓶所

講誦 , 不過竺乾貝多之書, 何有於三百篇? ⓷

然而擯介之際, 之能, 雖端章甫習 , 

有所不能. 而上人皆裕爲焉, 信乎日本之多材, 

而上人之拔乎萃類也.”28)

⓸或有疑 曰: “浮屠氏之法, 以能外形骸不爲

⓵朝之士大夫咸嘆曰: “上人, 佛 也. ⓶所誦

, 能仁氏一法自性之說, 何有於三百篇大雅之

微旨? ⓷今則使事 , 綽乎有裕, 何技能也

哉?”

⓸或曰: “浮屠氏外形骸, 空虛, 面壁坐趺, 

觀夫所 性, 期成所 佛 , 乃其道也. 上人, 

童顱方袍, 翩然來思, 見其行, 能可臨濟之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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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선명히 드러나듯, 김종직과 서거정의 작품은 편폭의 차이만 있을 뿐 

의경 개 과정, 자구와 문장 등 표  방식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제1단락을 제외

한 다른 단락에 시작과 끝 문장은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며 본문에 해당하는 3, 

4단락 역시 일부 어구의 축약이나 생략을 제외하면 같은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정황상, 동일한 인물에게 이처럼 거의 같은 내용의 序를 지어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송서가 일정부분 상투 인 내용 개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上疏나 表箋

처럼 套式이 정해진 장르도 아닐뿐더러,29)29)임 의 창작 명령이 없었더라도 문

28) 각 호 안의 내용은 원문에 일종의 주석처럼 제시되어 있는 단락이다.

29) 컨  이숭인의 ｢ 日本釋大有天祐上人還國序｣와 정이오의 ｢ 日本天祐上人還歸序｣는 

일본 使僧 천우상인이라는 동일인물에게 주는 송서이지만, 김종직과 서거정의 작품처럼 

事物侵亂爲貴. 故 空虛, 躡烟霞, 面壁坐趺, 

以究觀夫所 性 , 而期成其所 佛 , 乃其

道也. 今上人, 則童顱方袍, 翩然來思, 問其

志, 則以弘忍臨濟, 爲之依歸, 問其事, 則若季

札之歷聘齊魯, 而觀禮 , 是急焉, 何其名

行之相戾若是耶?”

也, 跡其事, 聘隣國觀禮 , 綽有季子之遺風, 

何名行之不侔也?”

3

⓵予解之曰: 人不生於空桑, 而不知四大之爲

, 則何以立於世乎? 上人, 雖囿於國俗, 不能

以簪紳爲飾, 而能知 其主, 服其勞, ⓶有可以

利於國, 則不憚夫道途之遠, 管蒯之危, 視舟航

猶丈室, 履風濤若平地, 唯所使而之焉. 噫! 

其中無所蓄積 , 不能 也. ⓷觀於名以藺, 

而號以全璧, 則其志在於慕古人, 而不在於槁

死窮山, 可知也已.

⓵予解曰: 域中之大, 無如王 . 人不生於空桑, 

生於天地, 不知所 四大 , 何有於道哉? 况

種福田, 饒益人天, 佛 之第一義也. ⓶苟利於

國於民, 視畏道如坦途, 舟航猶丈室, 唯使之

而之焉. 則非中有所見 , 能然乎? ⓷觀夫名

以藺, 號以全壁, 則其志慕古人, 不枯死窮山, 

可知也已. 

4

⓵我聖上, 光紹丕圖, 交隣以誠, 仁心仁聞, 暢然

四達. 禮 文明之治, 且 比隆於周漢之盛時, 

此上人之所觀感而歆豔 矣.

⓶今扶桑之域, 有稱兵爲亂 , 風塵之擾, 殆三

四年于玆. ⓷上人之還也, 以觀感而歆豔 , 覼

縷于國王及國相, 有能更化而綏定, 則草上之風, 

必偃. 爲赤子 , 孰敢盜 兵於潢池中哉? 苟如

是, 一國皆受上人之賜, ⓸而相如全壁之功, 

不足侔也. 雖不冠帶其身, 庸何傷焉?

⓵聖上, 光紹丕圖, 衣冠文物之盛, 禮 刑政之

懿, 城郭宮室之壯, 比隆周漢, 上人所感而歆豔

多矣. 

⓶今聞扶桑之域, 有盜 潢池之兵 , 數年于玆. 

⓷今上人之還, 以今日所觀感歆豔 , 歸語其

主, 覼縷而解紛之, 則日邦之民, 受上人之賜, 

亦多矣. ⓸何相如全壁之足稱哉? 雖不必冠其

顚, 庸何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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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속된 문인이 사신 별연이라는 공  행사에서 창작한 이라는 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30)30)즉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신에게 이처럼 거의 같은 내용의 

을 지어주는 것은 상 방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

서 1장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거나 더 직 이 낮은 원이 고를 작성하고, 노

성한 고  문인이 이를 윤색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31)31)

보다 구체 으로 단락별 비교를 통해 창과 윤색간의 쓰기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직: 【세조 왕 11년, 일본의 승려 수린이 왔다. 세조께서는 음보살이 신하

고 사리가 나타났으며 하늘에서 네 가지 꽃비가 내리는 등의 일을 서계에 기재하게 하

고, 아울러 수린에게 폐를 주어 돌아가 일본의 국왕에게 보고하게 하여 동참하게 하

셨다. 그런데 국난을 만나, 수린은 5년간 승방과 사에 깃들어 살다가 이때에 이르러 

난리가 조  진정될 기미가 있자 비로소 일본 국왕의 답서를 받아와 복명한 것이다.】 

하께서 즉 하신 다음해 가을, 일본국 인상인이 국서를 받들어 와서 우리 남쪽 변방

에 이르 다. 유사를 통해 어지를 받들어 국서 먼  진상하도록 하니 바로 우리 혜장

왕께 복명하기 해서 다. 수린상인의 용모는 맑고 수하며 언어는 자상하면서도 

온아하 다. 한 궐에 나아가 명령을 받고 남궁으로 물러나 연향을 받았는데, 그 주

선과 읍양을 하는 데 있어 행동거지가 조 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서거정: 공손히 생각건 , 우리 혜장왕 14년 무자년에 일본국 서로(關西路: 九州)

의 사신 인상인이 조빙하러 왔는데 그 용모와 사기에 훌륭한 사신의 자질이 있었기에, 

내용 개나 표 이 상호 흡사하지는 않다. 

30) 각문학의 정의에 해, 임 의 명에 의해 창작된 이라는 의의 개념보다는 각에 

소속된 문인들이 공  목 에 의해 창작한 작품이라는 의의 개념을 용해야 각문학

의 문 미와 문단의 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종묵, 2004 ｢15세기 후반 

문단의 추이와 佔畢齋 金宗直｣, �국문학연구� 12, 120-134면.

31) 김종직이 지은 송시 ｢ 日本藺上人｣의 頷聯에서 “어  명리 때문에 산 에 은거하길 사

양하랴? 충신을 해 거센 도에 몸을 맡겼도다(豈以利名辭薛荔, 只 忠信任風波)”라고 

표 한 부분, 又 【三首】의 제1수 首聯 出句에서 “도를 배운 일본인으로 가 그 만하랴

(扶桑學道孰如君)”라고 표 하며 수린의 외교  능력을 고평한 부분 등이  송서와 내

용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에서 김종직을 송서의 창자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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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께서 큰 그릇이라 여기시고 우악한 은혜로 우하시는 한편 폐를 주어 일본 국

왕과 우호를 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나라에 많은 일이 있어, 몇 년 간은 이리 리 

하며 우거하고 지내다 년 가을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 하께

서는 선왕께서 행하신 교린의 성사를 추념하고, 상인이 산을 넘고 물을 건  온 노고

를 가상히 여기사 사신의 를 더욱 후하게 하셨다. 상인은 서폐를 받들고 궐에서 

복명하고 물러나 남궁에서 연향을 받았는데, 그 행동거지가 매우 법도에 맞았다.

  

김종직은 1단락에서 수린상인이 세조 에 사신으로 와서 사리 분신과 같은 신

비한 佛事를 목도하고 이를 기록하여 일본 국왕에게 달하려다가 국란으로 인해 

수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복명하는 과정을 서술하 다. 이 역사  정보를 마치 幷

序 내지 주석처럼 처리하는 바람에 의 분량은 길어졌으나, 내용상 그것이 4자구

의 열거, ‘其○○●以◎’, ‘●而○○於◎◎’(원문의 ⓷-⓹) 등으로 이어지는 정연한 

偶와는 오히려 유기 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그리하여 서거정은 이와 같은 고의 내용을 폭 축약하 다. 먼  세조 에 

있었던 신이한 불교 련 이 을 열거하는 신, 수린의 용모와 언어, 법도에 맞는 

행동거지 등 김종직이 1단락의 후반부에 제시한 내용(원문의 ⓸,⓹)을 반부로 

옮겨 사신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한편, 이 때문에 세조가 그를 가상히 여겨 

우하 다고 함으로써 ‘交隣의 盛擧’라는 표 과 照應을 이루게 하 다. 한 김

종직이 정연한 우를 통해 사신이 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에 비해, 서거정

은 불필요한 구를 생략하고 오히려 멀고 험한 길을 건  온 사신의 노고를 치하

하기 해 연회를 벌 다는 단락에 방 을 두어 구를 활용함으로써 문맥을 보다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수정하 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김종직은 ‘其周旋揖讓, 動以

䂓度, 而不失尺寸’라고 서술하 으나, ‘周旋揖讓’과 ‘動’은 같은 의미이므로 서거정

은 복을 피하여 이를 ‘周旋甚度’의 단 네 자로 축약하 다.

결과 으로 서거정의 윤색을 거친 수정고는 김종직의 고에 비해 내용이 압축

되는 가운데 수린의 노고를 치하하되 그를 지나치게 치켜세우지는 않았으며, 신 

승려를 가상히 여기며 우해  세조와 성종의 함과 교린에의 의지를 부각시

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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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 그러자 조정의 사 부들이 모두 이 게 감탄하 다. “상인은 섬나라에서 나

고 자랐고 한 사문의 옷을 입고 있으니, 의당 조정의 정해진 반열이나 군신간의 

의에 해서는 익숙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강송하는 것 역시 천축국의 불서에 불

과할 것이니 어  �시경� 삼백 편을 읽어보았겠는가? 그러나 사신 와서 응답하고 

하는 능력은 비록 단복에 장보 을 쓰고 의에 익숙한 사 부들조차 잘 하지 못하

는 것인데, 상인은 모두 여유롭게 해내고 있도다. 그러니 참으로 일본에는 인재가 많다

는 말을 믿을 만하다. 그 가운데서도 상인은 훨씬 뛰어난 자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게 의심한다. “불가의 법은 形骸에서 벗어나 사물에 침란을 받

지 않는 것을 히 여긴다. 그러므로 인 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 연하를 밟으며 면벽

하고 가부좌를 튼 채 소  佛性이라는 것을 조하며 성불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 그들

의 도이다. 지  상인은, 머리를 빡빡 고 승복을 입은 채 나는 듯 왔으니, 그 뜻을 

물어보면 弘忍과 臨濟를 귀의처로 삼지만 그 일에 해 물으면 계찰이 齊魯 지방으로 

사신을 가듯, 악을 하는 것을 선무로 여기고 있으니 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음

이 어  이와 같은가?”

서거정: 그러자 조정의 사 부들이 모두 이 게 감탄하 다. “상인은 불자이다. 그

가 강송하는 것은 能仁氏[석가모니]의 ‘一法自性’의 설일 것이니 �시경� ｢大雅｣의 은

미한 뜻에 해서 무슨 상 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  사신의 일로 를 하는 것이 

여유작작하니, 어떻게 이처럼 능하다는 말인가?” 

 어떤 이는 이 게 말한다. “불자들은 形骸에서 벗어나 인 이 없는 곳으로 도망

가서 면벽하고 가부좌를 튼 채 소  佛性이라는 것을 조하며 성불할 것을 기약하니, 

그것이 바로 그들의 도이다. 상인은 머리를 빡빡 고 승복을 입은 채 나는 듯 왔으니, 

그 행동을 보면 능가와 임제의 행 이나 그 사 을 따져보면 이웃 나라에 조빙 와서 

그 악을 찰하는 것이라, 마치 계자와 같은 여유로운 유풍이 있으니 이름과 행실이 

어  이처럼 어 나는가?” 

인용한 2단락은 김종직과 서거정의 문장이 거의 같은 부분이다. 수린의  능

력에 해 조선 사 부들이 감탄하는 목소리를 삽입한 반부를 살펴보면, 김종직

은 수린이 승려라는 사실 뿐 아니라 ‘生長洲島’ 즉 그가 섬나라[일본] 출신이므로 

‘表著易于’, 즉 � 기�에서 말하는 정 한 법32)에32) 해서는 잘 모를 것이라고 단

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다. 한 읽는 서 도 佛經에 ‘不過’할 것이라는 

32) �禮記� ｢檀弓下｣, “諸侯之來辱敝邑 , 易則易, 于則于；易于雜 , 未之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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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然而’라는 속사로써 기세를 挫하여 수린의 

 능력과 일본에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키기 한 

‘抑揚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문화  수 이 조선에 비해 낮다고 여기는 우월의식의 과

시로 보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서거정은 ‘洲島’에서 생장하 다는 내용을 비롯하

여 ‘不能諳練’, ‘不過’와 같이 일본 사신을 낮추어 보는 뉘앙스의 어휘는 모두 삭제

하고, 오직 승려라는 에만 을 맞추어 사신으로서 에 필요한 �시경� 같

은 유가 경 의 독서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

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린이 여유롭고 뛰어난 사신의 면모를 모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능력이 출 해서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2단락의 후반부에서 김종직은 불교에 해 비  견해를 가진 사 부의 목소

리를 假設하 는데, 속세를 떠나 면벽 수행을 하며 佛性을 조하기를 추구하는 

인물이 유교의 나라에 사신으로 와서 악을 찰하는 것은 명실상부하지 않은 일

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3단락에서 불자와 유자 간에 상통하

는 면모가 있음을 비하는 부분이다. 불자들의 법도가 ‘형해를 벗어나 사물에 침

란을 받지 않고자 한다[浮屠氏之法, 以能外形骸不爲事物侵亂爲貴]’고 표 한 문장

은 韓愈가 ｢ 孟尙書書｣에서 노승의 행 을 서술하며 “實能外形骸, 以理自勝, 不爲

事物侵亂.”라고 한 문장에서 그 로 인용하 다. 

이에 서거정은 ‘外形骸’라는 표 을 제외한 나머지 인용부분은 축약하고, ‘ 空

虛’와 의미상 복되는 ‘躡烟霞’와 같은 불필요한 구  역시 삭제하 다. 한 김종

직과 달리 ‘以’, ‘而’, ‘則’, ‘ ’ 등의 어조사를 가능한 한 삭제하며 최 한 간결하고 

짧은 문장을 구사하고자 하 다. 그밖에 서거정은 김종직이 ‘問’이라고 표 한 것

을 각각 ‘見’과 ‘跡’이라는 단어로 수정함으로써, 비록 일본인과 의사소통이 불가하

지만 행실을 찰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  표 을 구사하고 있다.

    

김종직: 나는 그러한 의문에 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노라. 사람은 숲속에서 태어나

는 것이 아니니 四大의 존귀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세상에 설 수가 있겠는가? 상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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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 나라의 풍속에 속박되어 유자들이 입는 큰 비녀와 띠를 장식하지는 못하지만, 

능히 자국의 군주를 높여 자신의 노력을 다 바칠  안다. 그래서 일본에 이로울 만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신의 태로움마  꺼리지 않는다. 

배를 승방처럼 여기고, 풍 를 평지처럼 밟아 오직 시키는 로 가니 아아! 그 마음속

에 축 된 것이 없다면 그 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름에 ‘藺’이라는 자와 ‘全璧’

이라는 호를 통해 그의 지향이 옛 사람을 사모하는 데 있지, 궁벽한 산에서 말라 죽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거정: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라 안의 四大 가운데 임 처럼 높은 것이 없

다. 사람은 허공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간에서 태어나니, 이른바 사 라는 것

을 모르는 자에게 무슨 도가 있겠는가? 하물며 복 을 심어 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은 불자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상인은) 진실로 나라와 백성들을 이롭

게 하기 해 험한 길을 보기를 평탄한 길처럼 여기고, 배를 보기를 방장실처럼 여

겨 오직 시키는 로 갔으니 마음속에 見處가 있지 않다면 능히 그 게 할 수 있겠는

가? ‘藺’이라는 자로 이름을 삼고 ‘全璧’이라고 호를 지은 것을 보면, 그가 옛 사람을 

사모할 뿐 궁벽한 산에서 말라 죽는 데 뜻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목은 3단락으로, 김종직과 서거정이 수린상인의 처지를 옹호하며 칭송

하는 내용이다. 김종직은 수린이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운 국란의 상황을 뚫

고 두 차례나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通信을 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정신을 높

이 평가하 다. ‘囿於國俗’은 일본이 한쪽에 치우친 섬나라인 데다 불교를 장려하

는 풍속을 지녔다는 뜻이다. ‘道途之遠’은 한유의 에서 인용한 것이며,33)33)‘管蒯之

危’는 지푸라기 같은 목숨을 형용한 것이다.34)34)김종직은 수린이 세간을 벗어나 불

도를 닦는 데 치 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해 일신의 안 를 돌보지 않고 조선

에 두 차례나 사신을 왔던 것에 해 그 마음속에 유자 못지않은 식견과 기개가 

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칭송하 다. 3단락의 말미에서 ‘藺’과 ‘全璧’이라는 名號

를 상기시키는데, ‘秀藺’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破題하는 가운데 조나라의 藺相如가 

진나라로부터 和氏璧을 온 히 보 하여 돌려보낸 ‘完璧’의 고사를 원용하여 불자

33) 韓愈, �韓昌黎先生集� 권15, ｢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若有亡, 不知鞍馬之勤, 道途之

遠也.”

34) �春秋左傳�, ｢成公九年｣, “雖有絲麻, 無棄菅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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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자의 충정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 다.

서거정은 일부 어휘를 생략하는 것 외에, 김종직의 고에 ‘四大’가 갑자기 등장

하는 것이 문맥상 부자연스럽다고 여겼던 듯하다. 그래서 �老子�(‘域中有四大, 而

王處其一焉.’)의 한 구 을 인용하여 儒佛道를 막론하고 임 이 가장 존귀한 존재

라는 , 불교에서도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가장 시한다는 을 언 하며 

유자와 불자의 충정이 같다는 논리를 도출해내고 있다. 한 ‘道途之遠-管蒯之危’

와 ‘視舟航猶丈室-履風濤若平地’라는 구 사이의 의미상 복을 피하기 해 이를 

‘畏道如坦途-舟航猶丈室’라는 정연한 구로 압축하는 등,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

고 간단명료한 표 으로 바꾸어 논지가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수정하 다.

김종직: 우리 성상께서는 업을 크게 이으시고 정성으로써 이웃나라와 수교를 맺

었으니, 어진 마음과 인애로운 명성이 사방에 두루 통하 다. 한 악문명의 치 도 

장차 주나라와 한나라의 성기처럼 융성하니, 바로 이 부분이 상인이 보고 감동하여 

흠모하는 바일 것이다. 지  일본에는 칭병하여 난리를 일으킨 자가 있어 풍진이 요동

친 지 벌써 3, 4년이다. 그런데 상인이 돌아가서 (조선에서) 찰하고 감동하여 흠모하

게 된 것들을 일본의 국왕과 재상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어 능히 그 난리를 일으킨 자들

을 새롭게 교화하여 안정시킨다면, 마치 풀 로 바람이 불 듯 반드시 순종하게 될 것

이다. 그러니 백성 된 자들 가운데 그 가 감히 좁은 연못 안에서 군 를 일으킬 생

각을 품겠는가? 만일 이와 같이 된다면 온 일본 사람들이 모두 상인의 은혜를 입는 것

이니 인상여가 화씨벽을 온 하게 보존한 공로도 족히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상인이 그 몸에 를 두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서거정: 성상께서 업을 크게 이으시니, 의 과 문물의 융성함, 악과 형정의 아

름다움, 성곽과 궁실의 웅장함이 모두 주나라와 한나라에 비견될 정도라, 상인이 감동

하고 흠모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듣자하니 일본에서 어떤 자가 반란을 일으킨 지 

벌써 몇 년째라고 한다. 이제 상인이 돌아가서 오늘 찰하고 감동하여 흠모하게 된 

것들을 일본의 국왕에게 복명하고 자세히 풀어 이야기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상

인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  인상여가 화씨벽을 온 하게 보존한 

공로에 비하겠는가? 비록 그 머리에 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다. 

송서의 마지막 단락은 재 조선이 정치 ·문화  안정을 구가하는 양상을 찬미

하는 내용으로, 각문학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새로 왕 를 계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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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의 어진 명성과 성덕을 내․외 으로 과시하기 해, 조선의 악문명이 주

나라와 한나라의 성기를 방불  한다고 서술하 다. 이때 김종직은 ‘光紹丕圖’부

터 ‘暢然四達’에 이르기까지 4자의 배비구를 네 차례에 걸쳐 반복하 다면, 서거정

은 ‘衣冠文物之盛, 禮 刑政之懿, 城郭宮室之壯’의 6자의 배비구를 세 차례 반복하

는 표 으로 바꾸고 조선의 문명이 단히 번성하고 안정되었음을 강조하 다. 이

는 모두 이어지는 일본 국내의 혼란한 정국과 비하기 함이지만, 고에서 조

선이 임 의 ‘仁’을 바탕으로 한 악의 교화를 이룩하 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굳이 문명의 융성함으로 수정한 것이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

에서 찰한 임 의 ‘仁’으로써 일본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

다고 설명하는 편이 내용의 연결상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지 까지 살펴본 결과, 김종직의 고는 일본에 한 조선의 문화  우월감과 자

부심을 있는 그 로 표출하고 있는데, 그 우월감은 성종이 즉 한 오늘날의 조선이 

仁과 禮 으로 상징되는 유가문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한 서거정의 윤색은 주제의식의 차원에서는 동소이하나, 불필요한 

우와 배비구, 어조사 등을 삭제·축약하고 있다. 그래서 의 분량이 고에 비해 

훨씬 압축되었으며 시각 으로도 작자의 강조 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 

체 으로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 간의 맥락이 유기 으로 연결되도록 수정되어, 

김종직의 에 비해 서거정의 이 좀더 논리정연하고 정돈되었다는 인상을 다. 

특히 일본의 문화  역량이나 풍속을 부정 으로 여기는 듯한 표 을 폭 삭제하

는데, 이는 이 이 외교  계에 놓인 상에게 주는 작품이므로 불필요한 오

해를 막기 해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35)35)

35) 실제로 수린상인의 성미가 굉장히 하고 과장된 언행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앞서 인

용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서도 드러나 있으며, �成宗實 � 권9, 성종 2년 3월 10일 

癸未의 기사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린이 경상도 지역에 머물면서 체류비용과 물

품을 지 받는 일이 뜻 로 되지 않자 수령에게 화를 내고 핍박하며 불손하게 굴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首藺書記發怒逼守令, 甚不遜, 然是皆有司失機遲滯耳, 非爲國家怨

望也. 島夷性急, 不足槪論, 今宜存撫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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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后妃明鑑序｣의 창과 윤색 양상 비교

이 장에서 비교하여 볼 작품은 ｢송인상인환일본서｣와 마찬가지로 성종 즉  

기인 1470년, 문 수찬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에 지은 ｢后妃明鑑序｣이다. �후비명

감�은 왕 비인 정희 비 尹氏의 명에 따라 성종이 즉 한 이듬해인 1470년 2월

에 찬집되기 시작하 다. 왕 비는 신료들에게 역 의 제왕과 후비들의 행실 가

운데 본받을 만한 부분과 경계가 될 만한 내용을 經書와 史書로부터 발췌하여 진

상하도록 교하 는데, 이를 자신과 주상, 궁이 열람할 것이라고 하 다.36)36)당

시 성종은 14세로 經筵에 본격 으로 참여하기 시작하 으며 아울러 종의 승하 

후 왕실 내부의 분 기를 쇄신하고 단속하기 해 �후비명감�과 같은 서 이 필

요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후비명감�은 재 실물이 남아있지 않으나 1500년(연산군6) 홍귀달과 成俔 등

이 임 의 명에 따라 편찬한 �歷代明鑑�에 수록된 ｢后妃鑑｣을 통해 그 모를 추

측할 수 있다.37)37)그런데 �성종실록�(권297), ｢成宗大王墓誌文｣에서는 “1472년(壬

辰) 교서를 내려 역 의 제왕과 후비의 착하고 악한 것으로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채택하여 정리해 세 編을 만들어, 이름을 �帝王明鑑�·�后妃明鑑�이라고 

하셨다.”라고 하 고, �국조보감�(권15)에 따르면 1473년 신숙주 등에 의해 �제왕

명감�이 완성되었다고 하 다. 반면, 서거정이 지은 ｢崔文靖公碑銘｣(�사가문집보유�

권1)에서는 최항이 1470년(庚寅)에 �歷代帝王后妃明鑑�을 지어 올렸다고 되어 있

36) �성종실록� 권3, 성종 1년 2월 23일 壬申, “大王大妃傳曰: “歷代帝王及后妃可法可戒之事, 

令經筵官, 歷 經史, 撰次以進. 予欲親覽, 又欲使主上及中宮觀覽.””

37) 홍귀달은 ｢歷代明鑑序｣에서 �帝王后妃明鑑�을 본으로 일부 내용을 다소 변개하 다고 

서술하 다. (�虛白亭文集� 권2, “臣等 前 本, 參 歷代本史, 撮其切要, 删其繁蕪, 或去

其全條, 或添入新段, 要爲勸戒而止.”) 1500년에 주갑인자로 간행한 �역 명감�은 재 

구카톨릭 학교 소장본과 光山金氏 禮安派宗家典籍(보물 제1019호) 등 2부의 결질본이 

하고 있다. 그  산김씨문 소장본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 

kr)을 통해 흐릿하게나마 원문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역 명감�에 해서는 박문열, 

2017 ｢大邱카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에 한 硏究｣, �서지학연구� 70 

; 2017 ｢�歷代明鑑�의 選集樣相에 한 硏究｣, �서지학연구� 7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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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이 작품이 1472년에 지은 것이라면 당시 김종직은 함양군수를 역임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왕실에서 이루어진 서 에 서문을 짓는 일이 실 으로 쉽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추측컨  1470년에 �명감�을 1차 완성하고, 2년 뒤인 1472년, 

增補나 補註를 하 을 가능성 등이 있으며, 김종직과 최항 모두 1차 �후비명감�의 

제진 과정에서 서문을 창작하 을 개연성이 더 크다.38)38)

｢후비명감서｣ 역시 앞서 살펴본 증서문과 마찬가지로 김종직의 작품과 최항의 

작품이 그 표 과 의경 개상 상당히 유사하므로, 먼  표를 통해 그 원문을 

조하고자 한다.

 

<표 2> 고와 윤색 원문 비2

38) 졸고, 2017 ｢金宗直 산문 연구: 주제의식을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74면.

단락 金宗直, � 필재집� 문집 권1, ｢后妃明鑑序｣   
崔恒, �太虛亭文集� 권1, 

｢后妃明鑑序｣ 

1

⓵易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健統天.” “至

哉坤元! 萬物資生, 乃 承天.” ⓶盖乾道至健, 

坤以至 而承之, 乃能成生物之功. ⓷后妃之職, 

其亦猶是乎? 苟無坤 之德, 則何以配至 , 而

聽內政乎?

⓵易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至哉坤元! 萬

物資生.” ⓶蓋乾道至健, 坤以至 而承之, 乃能

成生物之功. ⓷后妃之道, 亦猶是也. 苟無坤元

之德, 則婦道有虧, 而陰敎不彰矣, 何以配至 , 

而成內治乎?

2

⓵恭惟我主上殿下, 由文子孫, 嗣大歷服. 乃恢

至治之䂓, 乃奉東朝之旨. ⓶命徑筵臣某等, 裒

集古今后妃之蹟, 以爲中壼之鑑誡. ⓷臣等, 

祗承睿意, 博蒐傳記, 上自唐虞, 下迄高麗, 得善

可爲法 幾后, 惡可爲戒 幾后, 彙編爲幾卷. 

書成而進, 命名明鑑, 仍命臣宗直序之.

⓵龔惟主上殿下, 嗣大曆服, 古訓是式, 乃念內

助之重. ⓶命臣恒及高靈府院君臣申叔舟, 藝文

應敎臣金季昌, 校理臣鄭徽等, 採集古今后妃之

行, 以垂明鑑. ⓷臣等於是, 上自唐虞, 下訖大

明, 摭其善可爲法, 惡可爲戒 , 彙而輯之以進.

3

⓵臣竊惟有虞之治, 基於 妠 ; 二南之化, 兆於

關雎, 孰 國家隆衰, 不係於內治之得失乎? ⓶

是故, 盛德之世, 懿行淑德, 更爲內助. 彤史有

記, 鷄鳴有戒, 裡 不行於朝, 外 不納諸閫. ⓷

至於叔季, 始狃 裯之情, 浸干朝廷之政. 或憑

母后之 , 擅斷制之權, 螽斯美遠, 牝晨禍 , 

卒之爲天下後世之笑 , 前後相接也. 嗚呼! 帝

王之能體乾健 盖 ,而后妃之能體坤 益

焉 ; 帝王之能踵舜文 盖 , 而后妃之能踵姚

姒 益 焉. 毋怪乎治道之日趨於放蕩, 而資始

資生之道, 不能以相成也.

⓵臣竊惟有夏之 , 肇於塗山, 而其亡也以妺喜 

; 周家之化, 始於關睢, 而其衰也以褒姒. 此豈

非天下之治亂, 係于后妃之賢否耶? ⓶故古之

盛世, 懿行淑德, 更爲內助. 鷄鳴有戒, 女 不

行. ⓷逮至叔季, 不以德配, 以色選, 內蠱王心, 

而外撓朝政, 以致晨鷄燕啄之禍, 非徒敗人國家, 

身亦終不能保, 而宗社隨以覆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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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선명히 드러나듯, 김종직과 최항의 작품은 앞서 살펴본 ｢송인상인환

일본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편폭의 차이가 크며, 제1단락 서두부터 동일한 문장

으로 시작하거나 체 인 의경 개 과정이 매우 흡사하다. 1단락과 2단락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3단락과 4단락의 경우, 주요 문장은 동일하되 양자 간에 분량과 

내용의 상이성이 두드러진다. 1470년 2월, 최항은 62세로 院相 靈城君에 해졌다. 

김종직과 비하여 볼 때, 이 작품 역시 더 고 직 이 낮았던 김종직이 고를 

지어 올리고, 성군 최항이 폭 윤색하 을 것으로 보인다. 일실되어 하지 않

지만 당시 �후비명감�에도 최항의 서문이 최종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구체 으로 고와 수정고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종직: �周易� 건괘 彖辭에 이르기를, “ 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이에 힘입어 

시작되니, 이에 하늘을 거느리도다.”라고 하 고, 곤괘의 단사에서는 “지극하도다! 곤

원이여. 만물이 이에 힘입어 탄생되니, 이에 순하게 하늘을 받들도다.”라고 하 다. 무

릇 건도란 지극히 굳세니, 곤도가 지순함으로 건도를 받들어 마침내 만물을 낳는 공을 

완성하는 것이다. 후비의 직분 한 이와 같지 않겠는가? 만일 곤도의 순한 덕이 없다

면 어  지존의 배필이 되어 內助할 수 있겠는가? 

최항: �周易� 건괘 彖辭에 이르기를, “ 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이에 힘입어 

시작된다.” 라고 하 고, 곤괘의 단사에서는 “지극하도다! 곤원이여. 만물이 이에 힘입

어 탄생된다.”라고 하 다. 무릇 건도란 지극히 굳세니, 곤도가 지극히 순함으로써 건

도를 받들어 마침내 만물을 낳는 공을 완성하는 것이다. 후비의 도리란 역시 이러한 

4

⓵天佑本朝, 世有聖后, 家法之正, 人倫之叙, 三

代以來, 未之有也. ⓶况今聖明在宥, 上焉三后, 

丕隆母  ; 下焉中宮, 克嗣徽音, 謨裨贊, 動

合天心. 然猶拳拳於往轍, 視其善 , 而思齊焉 

; 視其不善 , 而警誡焉. ⓷昔唐太宗, 以爲“以

銅爲鑑, 可整衣冠 ; 以人爲鑑, 可見吉㐫.” ⓸

今此明鑑, 吉㐫昭矣, 廢著矣. 置之椒闈淸讌, 

俾媬傅之典圖史 , 日誦於前, 則非特思齊警誡

而已, 服膺眞積之久, 自然 皇英任姒, 神交千

載之上 ; 而馬鄧高曹, 不足論也. 見陰敎之及

物, 薰蒸透徹, 騶虞獜趾之美化, 周洽於海隅矣. 

吁! 其盛矣哉!

⓵天佑我朝, 世有聖后, 前古所無, ⓶今我聖上, 

光紹前緖, 承事長 , 母 之美, 萬世維則, 猶拳

拳稽往轍而爲鑑戒, 主陰軌而贊風化.

Ⓐ 見萬福之源彌隆, 百世之行益衍, 而國祚之

靈長, 亦當 乾坤相爲終始矣.



․ 草創과 潤色, 조선 기 각문학의 쓰기 방식 연구 21

것이로다. 만일 곤원의 덕이 없다면, 婦道가 어그러지고 여성들의 교화 역시 환히 드러

나지 못할 것이니 무엇으로써 지존의 배필이 되어 內治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인용한 1단락에서, 김종직과 최항은 모두 �주역�의 원문을 첫 문장부터 인용하

여 장 한 분 기를 조성하 다. 김종직은 건괘와 곤괘의 彖辭를 거의 그 로 인

용하되 건괘 단사의 원문인 ‘萬物資始, 乃統天’에 ‘健’을 삽입하 다. 이는 곤괘 단

사의 원문인 ‘乃 承天’과 완정한 구를 이루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최항

은 ‘乃統天’과 ‘乃 承天’은 불필요하다고 여긴 듯하다. 특히 원문과 달리 한 자

를 임의로 삽입하면서까지 억지로 구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김종직이 고에서 인용한 구 을 삭제하 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의 주지를 더욱 간결하고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단된다.

원문⓶에 해당하는 문장은 김종직과 최항이 완 히 일치하는데, 이 문장은 陰이 

陽을 따라야 만물이 완성되는 공효와 경사가 완성된다는 程頤의 해석을 인용한 것

이다.39)39)음양의 조화를 명제로 제시한 뒤, 원문⓷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각각 ‘后

妃之職’을 ‘后妃之道’로, ‘坤 ’을 ‘坤元’으로 수정하 다. 이 서문의 1차 독자는 정

희 비와  등 왕실의 여성인데 신료가 서 을 撰進하면서 ‘직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 하다고 여긴 까닭이 아닌가 한다. 앞서 음양 조화의 오묘한 

이치에 해 서술하 기 때문에 ‘직분’ 보다는 ‘도’라는 단어가 의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연결한다는 에서 최항이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김종직은 ‘유순한 坤道’라는 의미의 ‘坤 ’이라는 표 을 반복하고 있는 반

면, 최항은 이를 ‘坤元’으로 수정하 는데, ‘乾元’에 응되는 ‘坤元’이라는 용어는 

‘坤 ’에 비해 왕실 여성들의 권 와 상을 더 강조하는 표 이다. 

나아가 최항은 ‘則婦道有虧, 而陰敎不彰’이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坤元의 구체  

공능을 부연하 다. 즉 김종직의 고는 ‘內政’이라 하여 임 이 밖에서 정사를 돌

보는 것에 한 상  개념으로 내명부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강조한 반면, 최항

39) 程頤, �伊川易傳�, ｢伊川程先生周易上經傳｣ 권1, “從陽則能成生物之功, 終有吉慶也.” ; 

의 책, 권4, “一陽始生至微, 固未能勝群陰, 而發生萬物, 必待諸陽之來, 然後能成生物之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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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비의 도가 내명부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 婦道을 통창하게 함으로써 임 의 

외치와 조화를 이루어 ‘內治’를 완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종직: 공손히 생각건 , 우리 주상 하께서는 하늘이 정하신 繇文의 子孫으로서 

한 왕 를 계승하셨다. 이에 至治의 규모를 넓히고 왕 비의 의 을 받들어, 경

연신 모 등에게 명하시어 고 에 걸친 후비의 사 들을 수집하게 하여 장차 궁의 감

계로 삼고자 하셨다. 그래서 신 등은 삼가 주상 하의 뜻을 받들어 후비들의 기를 

리 수집하기를 로는 당우의 시 로부터 아래로는 고려조에 이르 으니, 훌륭하여 

본받을만한 후비 몇 분과, 악하여 감계가 될 만한 후비 몇 분을 뽑아서 책 몇 권으로 

엮었다. 책을 완성하여 진상하니 그것을 �명감�이라고 명명하시고, 인하여 신 종직에게 

그 서문을 쓰도록 하셨다.

최항: 공손히 생각건 , 주상 하께서는 한 왕 를 계승하시고 선 왕의 가르침

을 본받으시어 이에 내조의 요성에 해 생각하셨다. 그래서 신 최항과 고령부원군 

신 신숙주, 문응교 김계창, 교리 정휘 등에게 고  후비들의 행 을 두루 채집하여 

밝은 감계를 드리우도록 명하시었다. 신 등은 이에 로는 당우의 시 로부터 아래로

는 명조에 이르기까지 ‘善可爲法’과 ‘惡可爲戒’의 사례를 모아 책을 완성하여 진상하

다. 

인용한 2단락은 신하들이 임 의 명을 받아 국 후비들의 행  가운데 ‘훌륭하

여 모범이 될 만한 사례[善爲可法]’와 ‘악하여 경계가 될 만한 사례[惡爲可戒]’를 

뽑아 �후비명감�을 완성하는 과정에 해 서술한 목이다. 김종직과 최항은 모두 

章 등에서 임 의 왕  계승에 해 찬미할 때 많이 쓰이는 표 의 나열로 2단

락을 시작하 다. ‘由文子孫’은 ‘繇文子孫’40)40)즉 하늘이 왕 를 계승하도록 지한 

자손이라는 의미이며, ‘嗣大歷服’은 �서경�의 구 이다.41)41) 한 ‘乃恢至治之䂓, 乃奉

東朝之旨’의 우로써 성종이 태후의 거처인 ‘東朝’, 즉 왕 비인 정희 비의 윤

음을 받들어 �후비명감�의 편찬을 명하 다고 서술하 다.

40) �世祖實 � 권22, 세조 6년 10월 6일 戊申, “至開城府, 儒生等序立於南大門前, 進歌謠. 

歌謠曰: ‘臣聞巡狩之制, 古也. 自虞帝曁夏后周王皆行焉, 玆皆一制度、嚴黜陟, 爲諸侯法

也. 恭惟我殿下, 繇文子孫, 嗣大歷服, 宵衣旰食, 勤恤民隱, 慨然欲復古制.’”

41) �書經� ｢大誥｣, “天降割于我家不 , 延洪惟我幼沖人, 嗣無疆大歷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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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항은 원문⓵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龔’과 같은 古字를 활용하여 장 한 

분 기를 더하고 ‘由文子孫’와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표  신, 선 에서 드리워

주신 법칙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쓰인 ‘古訓是式’이라는 �시경�의 표 을 인용하

다.42)42) 한 고에서 왕 비의 명에 따라 �후비명감�의 편찬하게 하 다는 문장

을 삭제하는 신 1단락에서 차 강조한 내조의 요성을 2단락에서 계승하여 맥

락이 더욱 유기 으로 연결되도록 하 다. 

이때 ‘선 에서 드리워주신 가르침’이란 다름 아닌, 唐玄宗이 楊貴妃의 미색에 

빠져 결국 국가를 패망에 이르게 했던 일을 경계하기 해 세종 에 �明皇誡鑑�

을 편찬하고 세조 에 이를 증보한 것을 가리킨다.43)43)최항은 1457년, 그 언해 작업

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때 ｢明皇誡鑑序｣를 지었다.

한 최항은 �후비명감�의 편찬 작업에 참여한 신료의 명단과 고사의 수록 범

를 시하 는데, �역 명감� ｢후비감｣에 수록된 범 와 일치한다. 하는 �역

명감� 권10-11, ｢后妃鑑-善爲可法｣은 周 太任, 太姒, 姜后로부터 大明 太祖孝慈

昭憲至仁文德承天 聖馬皇后까지이며, 권12 ｢惡可爲戒｣는 夏 姝喜[실은 妺喜]부터 

宋 光宗慈懿李皇后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종직의 고에서 ‘고려’

까지의 사 을 채집하 다는 것은 착오이거나 혹은 실제로 국의 사  뿐 아니

라 한국의 사 까지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로서는 고구

할 자료가 없어 추정에 그칠 뿐이다. 특히 김종직은 ‘得善可爲法 幾后’처럼44)
44)서

술형 문장을 많이 구사하는 반면, 최항은 이 가운데 ‘幾后’와 같은 불필요한 서술

형 표 을 삭제하여 4자구 내외로 간략하게 축약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각문학의 

문장은 만연체 신 짧고 운율감 있는 문장을 보다 선호하 음을 유추할 수 있다.

김종직: 가만히 생각건 , 순임 의 다스림은 汭에 기반을 두었고, 주남과 소남의 

교화는 에서 시작하 다. 그 가 국가의 흥망성쇠가 內治의 잘잘못과 계되어 

42) �詩經� 大雅, ｢烝民｣, “古訓是式, 義是力.”

43) 김승우, 2014 ｢�명황계감(明皇誡鑑)�의 편찬  개찬 과정에 한 연구｣, �어문논집� 72, 

80면.

44) ‘幾后'는 실제 원고에서 구체  숫자로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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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성덕의 세상에는 아름다운 행실과 미덕이 

번갈아 內助하 기에 역사서에 기록되고 鷄鳴의 경계가 되었다. 한 여인들의 청탁이 

조정에서 행하여지지 않았고, 외언이 궁 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말세에 이르러 처음으로 임 을 잠자리에서 모시는 정이 차 조정의 정사

에 간섭하게 되었다. 혹 모후의 존엄함을 빙자하여 결정의 권한을 마음 로 좌우하기

도 하 으니, 후비와 궁녀가 화목한 미덕은 날로 멀어지고 암탉이 새벽에 우는 화가 

발흥하여 끝내 천하 후 의 웃음거리가 된 후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아! 제왕으

로서 능히 건도의 굳셈을 본받은 분은 었거니와, 후비로서 곤도의 유순함을 본받은 

분은 더욱 었다.  제왕으로서 능히 순임 과 문왕을 따른 분은 었거니와, 후비로

서 능히 아황 여 과 태사를 따른 분은 더더욱 었다. 그러니 치도가 날로 방탕한 데

로 빠지니 資始資生의 도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괴이하게 여길 것 없도다.

최항: 신은 생각하건 , 하나라의 흥성함은 涂山45)에서45)비롯되었으나 말희로 인해 

멸망을 래하 고, 주나라의 교화는 에서 시작하 으나 포사로 인해 쇠락을 래

하 습니다. 그러니 어  천하의 치란이 후비가 명한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 성세에는 아름다운 행실과 미덕이 번갈아 內助하 기에, 

鷄鳴의 경계가 있었고 여인의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말세에 이르러서는 

덕으로써 짝을 찾지 않고 미색으로 선발하여 안에서는 임 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밖으

로는 조정을 뒤흔들어 암탉이 새벽에 울고, 제비가 왕손을 쪼는 화가 발흥하 으니 비

단 국가를 패망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신 한 끝내 목숨을 보 하지 못하 으니, 종

사가 그에 따라 실추되었습니다.

인용한 3단락에서는 후비의 행실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한 계가 있음을 

국측 사례를 들어 증명하는 의론의 내용이 이어진다. 婦德이 궁 내부에서 잘 

닦여야 임 의 善政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직은 가장 이상 인 후

비의 형으로 평가 받는 순임 의 비 娥皇과 女英, �시경� ｢關雎｣장의 太姒를 

로 들어, 정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태평성 를 향유하기 해서는 후비의 역할이 

단히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이를 ‘有虞之治, 基於 妠’와 ‘二南之化, 兆於

關雎’의 구를 통해 제시하 다. 

그런데 고의 원문⓵에 해당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논리 으로 문장의 연결이 

45) �書經� ｢益稷｣, “予創若時, 聚於塗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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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 바로 內治의 ‘得’에 해당하는 사례만 제시되어 있

어 ‘國家隆衰, 不係於內治之得失’에서 ‘失’이라는 단어가 돌출된 것처럼 보일 우려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항은 여기에 걸왕의 총희 ‘妺喜’와 周 幽王을 미혹시킨 

‘褒姒’의 사례를 추가하여 치란이 후비의 명함 여부에 달려있다는 표 과 정확하

게 조응하도록 수정하 다.

한 고의 원문⓶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김종직은 ‘彤史有記-鷄鳴有戒’, ‘裡 不

行於朝- 外 不納諸閫’ 등 정확한 구를 통해 성세의 후비들의 행실을 칭송하고 

있다. ‘鷄鳴有戒’는 �시경� ｢계명｣장에서 어진 후비가 왕이 조회에 늦을 것을 염려

하여 새벽에 몇 차례씩 왕에게 시간을 고하 다는 고사인데,46)46)후비가 임 을 극

진하게 내조하는 ‘선 가법’의 표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한 후비가 임 의 

총애를 믿고 조정의 일에 여하거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 기� ｢內則｣

에서 인용한 고이다.47)47)후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치에 걸맞게 엄격히 구분된 

이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태평성 의 요건이라는 논리를 해 네 구 의 우

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최항은 ‘鷄鳴有戒, 女 不行’이라고 하여 이를 간략

하게 축약시키고 있다. 지나친 구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문⓷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와 윤색한 이후의 수정고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叔季’와 ‘晨鷄’를 제외하고는 논지의 을 아  수

정하 다.

먼  김종직은 임 의 사랑을 빌미로 조정의 정사에 간섭하는 등의 사례가 발

견된다고 하 다. 구체 으로 임 의 모후가 정권을 천단하거나 ‘螽斯’의 미덕, 즉 

처첩 간에 투기를 하지 않는 婦德(�시경� 周南, ｢螽斯｣)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

하 는데, 이들 일부 후비의 잘못된 행 가 후  역사에 남아 천하의 감계가 되었

음을 지 하 다. 아울러 훌륭한 옛 제왕과 후비의 행실을 본받은 후 의 제왕과 

후비가 드무니 치도가 날로 방탕해진다고 직설 으로 비 하고 있다.

반면, 최항은 원문 ⓶의 문장과 그 로 조응하여 ‘德配’와 ‘色選’을 비하는 가

46) �詩經� 齊風, ｢鷄鳴｣, “鷄旣鳴矣, 朝旣盈矣, 匪鷄則鳴, 蒼蠅之聲.” 

47) �禮記�, ｢內則｣, “男不 內, 女不 外 (…) 內 不出, 外 不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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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암탉이 새벽에 운다는 비유’와 ‘제비가 왕손을 해친다는 비유’48)의48)시각  

표 을 통해 국가의 종사를 패망에 이르게 한 ‘惡爲可戒’를 강조하며 �후비명감�의 

창작목 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논의의 을 모으고 있다.  

특히 ‘或憑母后之 , 擅斷制之權’과 ‘嗚呼’ 이하의 단락은 아  삭제하 는데, 

그것은 고에서 모후가 정권을 천단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 14세의 성종을 신하

여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정희 비 윤씨를 로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고사를 삭제한 것은 결국 독자 정희 비를 염두에 두고 時諱에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것임이 분명하다. 한 역  聖王을 제 로 본받

지 못한다며 임 을 과하게 질책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표  역시 삭제하

다. 김종직의 고에서는 임 과 후비의 행실에 경계가 될 법한 고사를 구체

으로 열거하며 모후를 포함한 후비들이 임 을 보좌하는 것이 ‘내조’에 그쳐야 한

다고 역설한다. 즉 후비들의 정치참여를 엄 해야 하며, 임  역시 이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항의 수정고에서는 鑑戒書의 서문이라는 창작의도에만 집 하여 구체

 고사를 열거한 단락을 거 삭제하거나 축약하고 있다. 신 과거에 자신이 지

은 ｢명황계감서｣ 가운데 “妺喜嬖而夏祚傾, 褒姒寵而周宗滅. 雞晨於商, 燕啄于漢. 尤

物是禍天下國家也多矣.”라고 한 단락을 그 로 인용하여 2단락에서 말한 ‘古訓是

式’의 주제의식을 계승하 다.     

김종직: 하늘이 본조를 보우하사 본조에는 로 훌륭한 왕후들이 계시었으니, 가

법의 바름과 인륜의 질서가 삼  이래로 이만한 이 없었다. 하물며 지 의 성상께서

는 무 의 정치를 펼치시고, 로는 세 분의 태후께서 계시어 모친의 의를 크게 높

이시며, 아래로는 궁께서 아름다운 명성을 계승하여 계책을 내어 성상을 도우면 언

제나 천심에 부합하 다. 그런데도 오히려  역사의 철을 정성스럽게 살펴, 훌륭한 행

실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불선한 행실을 보면 경계로 삼고자 한다. 옛날 

당태종께서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 을 바로잡을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48) 제비가 왕손을 해친다는 것은 西漢 成帝의 후비 趙飛燕이 성제가 사망에 이르게 하 다

는 �漢書�의 고사에서 유래한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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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흉을 단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이 �명감�이야말로 길흉의 자취가 밝게 나타나고 

흥폐가 드러나 있는 서 이다. 이것을 궁에 비치해 두고 圖史를 담당하는 보부들로 

하여  날마다 앞에서 암송하게 한다면, 비단 같아질 것을 생각하거나 경계하는 정도

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

스럽게 아황과 여 , 태임, 태사와 함께 천년 에서 마음으로 사귀게 될 것이요, 마황

후, 등황후, 고황후, 조황후 등은 논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궁의 교화가 

사물에까지 이르러 무젖고 감화되고, 추우나 인지와 같은 아름다운 덕화가  바다 구

석에까지 두루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로다! 아아! 성 하도다.

최항: 하늘이 우리 왕조를 보우하사 로 훌륭한 왕후들이 계셨으니, 이는 례 

없는 일이다. 지  우리 성상께서는 빛나는 선업을 계승하시어 長 [태후]을 받들어 

모시니, 母 의 아름다움이 만 에 법칙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희 비께서는 오히

려 부지런히 역사의 철을 정성스럽게 살펴 감계로 삼고, 음교를 주 하여 풍화를 도

울 것을 생각하신다. 그러니 장차 만복의 근원이 더욱 융성해질 것이요, 백 의 행실이 

더욱 넘실거려 국운이 길이 이어질 것이니, 한 마땅히 천지와 더불어 시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인용한 부분은 ｢후비명감서｣의 마지막 단락이다. 이 단락에서 김종직은 ‘天佑本

朝, 世有聖后, 家法之正, 人倫之叙, 三代以來, 未之有也’와 같은 4자의 배비구를 통

해 역사서나 국의 사례로부터 오늘날 조선의 사례로 의경을 환한다. 특히 성

종의 가문을 구체 으로 지칭하 는데, 정희, 안순, 인수 등 세 분의 비가 에

서 모친의 의를 드러내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 그러한 덕음을 계승하며 임

을 보좌하고 있다고 하 다. 한 당태종이 다른 인물의 행 을 거울로 삼아 길흉

의 자취를 단하면 된다고 한 발언49)을49)인용하여, 후비들이 언제나 이 서 을 곁

에 두고 암송한다면 자연스럽게 타산지석의 경계가 익숙해질 것이라 함으로써 �후

비명감�의 편찬 목 을 강조하 다. 

‘馬․鄧․高․曹’는 ｢후비감｣ 善爲可法에 수록된 국의 황후들로, 東漢 明帝妃 

明德馬皇后, 東漢 和帝妃 和熹鄧皇后, 宋 英宗妃 宣仁聖烈高皇后, 宋 仁宗妃 慈聖

光獻曹皇后를 가리킨다.50)50)�후비명감�의 독자인 왕실의 여성들이 이와 같은 훌륭

49) 歐陽修, �新唐書� 권97, ｢魏徵傳｣, “帝後臨朝歎曰: 以銅爲鑑, 可正衣冠 ; 以古爲鑑, 可知

替 ; 以人爲鑑, 可明得失, 朕嘗保此三鑑, 內防己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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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비들의 행실을 본받아 신칙한다면 조선의 아름다운 덕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축원하며 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최항은 원문⓷과 ⓸에 해당하는 구 을 삭제하고 신 이 서 의 편찬을 

명한 정희왕후의 덕을 칭송하는 데 집 하고 있다. 특히 ⓸는 서 에 수록된 인물

과 고사를 정확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문장이므로 서문에 수록하기에는 

하지 않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앞선 3단락에서 김종직이 모후가 정권을 천

단하는 사례를 제시하 다가 4단락에서 다시 모후에 한 칭송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내용이 상호 배치되어 주제의식을 선명히 드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직 �후비명감�을 편찬하여 왕실 내부의 분 기를 쇄신하고자 한다는 정희 비

의 편찬의도를 정확히 에 반 하고 왕실의 번 을 기원하는 것으로 을 마무리

함으로써 주제의식의 일 성과 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 다.

김종직은 ｢후비명감서｣를 통해 후비들이 正道를 벗어나 정사에 개입하는 일을 

경계하면서, 임 과 후비가 각자의 정해진 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태평성

를 오래도록 향유하는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려운 고사를 

다용하고 있어 왕실 여성 독자를 제 로 고려하지 못하 다. 최항은 고의 권계

의식을 약화하는 신, 시휘의 을 피하고 여성 독자를 고려한 쉽고 간결한 문

체를 추구하 으나, 정희 비에 한 지나친 찬양의 의가 없지 않다.

4. 각문학이 지향하는 쓰기

지 까지 김종직이 1470년 문 직을 역임하고 있던 당시 창작한 두 편의 

각문학 작품과 그것을 윤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거정과 최항의 작품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각문학이 창과 윤색이라는 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실제 사례를 

50) �歷代明鑑� 卷10 ｢后妃鑑｣. 이  송 종비와 송 인종비는 상호 순서가 바 어 수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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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하여 보았다. 한 더 고 직 이 낮은 신진 문사와 노련한 고  신 사이

에 보이는 서로 다른 쓰기 지향 도 엿볼 수 있었다.

김종직의 고에서는 상 으로 인과 악에 근간을 둔 조선의 유교 문명에 

한 자부심, 임 과 왕후에 한 경계의지와 날카로운 비 의식이 상당히 강화되

어 있음이 드러난다. 문체  측면에서 김종직은 많은 구의 활용과 고사 삽입으

로 인해 작품의 편폭이 매우 길어지는 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쓰기 방식을 김

종직의 다른 작품에 한 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서거정과 최항에 의해 수정된 작품은 모두 작품의 편폭이 짧아졌다. 특히 

배비구의 열거나 구를 축약·삭제하며 불필요한 수식을 제거하 는데, 이러한 윤

색을 통해 오히려 시각 으로 작품의 주제의식이 더욱 선명하게 구 되도록 하

다는 에서 고  각문인들의 숙련된 쓰기 경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각문학

이 고의 다용과 수식으로 일 되어온 듯 비 하던 연구경향을 반박할 수 있을만

한 자료가 아닌가 한다. 특히 주제의식이 지일  조응하도록 유기 으로 연결하

려는 시도를 두 문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작품 각 단락의 내용이 상호 계승

되는 과정에서 고에 비해 논지가 단히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외교 상 국에 한 비하의 의도로 읽힐 여지가 있거나, 왕실의 인물을 비

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표 이나 고사 등 논란의 요소를 철 히 검열하

여 수정하고 삭제하 다. 이러한 변화는 작가 개인의 개성  차이라기보다는, 이 

이 각문학이라는 , 한 하  문사와 고 료의 정치  경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윤색을 거쳐 개작된 수

정고는 수신자의 기분이 언짢지 않도록 정 하고 의례 인 언사로 구성되어 있으

며, 고에 비해 온건한 노선으로 개작되고 있다.

윤색의 주체들은 창작의도 내지 주제의식을 더욱 간명하고 분명하게 달하는 

데 방 을 두고 형식  측면을 수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는데, 주로 

고의 주제의식이 완 히 바 지는 않지만 내용의 을 바꾸어 논란을 피하는 

등의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윤색을 마친 최종고에서 고의 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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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비 의식이나 은 문인의 자부심이 일정부분 탈각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창 주체의 의도가 일정 부분 철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사례는 윤색 이 의 고와 윤색을 거친 수정고가 모두 남아

있는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 체로 마지막 단계의 윤색을 거치면 고는 사라지

고, 윤색의 주체가 최종 작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례는 고와 수

정고가 각각의 문집에 수록되면서 각 단계의 작가  개성, 그리고 윤색본이 공통

으로 지향하는 각문학의 미의식과 강조 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재 조선 기 한문 산문사는 자료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많은 작품들이 제

목만 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각문학이 단계  창작 과정을 거친다는 을 고

려한다면 하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통해 고 혹은 윤색본의 략을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컨 , 김종직의 각문학 작품인 ｢昌慶宮上樑文｣은 재 원문

이 일실되어 하지 않는다. 성종은 1483년(성종14)년, 弘文館 應敎인 김종직에게 

창경궁의 상량문을 짓도록 명하 다. 성종은 김종직이 바친 의 내용 가운데 “건

축하기를 하게 하지 말라 하여도, 백성들이 와서 앞 다투어 공사에 나아간다.[經

始勿亟, 來庶民而爭趨]”라는 구 을 거론하며, 이는 �시경�에 수록된 文王의 업

에 이 일을 비의한 것이므로 감당할 수 없다며 수정할 것을 명하 다.51)51)그런데 

성종이 거론한 바로 그 표 이 김흔의 ｢壽康宮上樑文｣에 삽입되어 있다. �시경�의 

‘庶民子來’라는 표 을 ‘來庶民而爭趨’로 바꾼 것은 오직 ｢수강궁상량문｣에서만 용

례를 찾을 수 있다.52)52)본고의 사례를 통해, 김흔의 ｢수강궁상량문｣은 일실된 ｢창경

궁상량문｣의 고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일실된 김종직의 작품이 윤색을 거친 

수정고임을 방증할 수 있다. 각문학의 단계  창작 방식에 주목한 본고의 시도

가 이와 같은 조선 기 한문 산문사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일조하기를 기 한다.

논문투고일(2018. 11. 11),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2. 6)

51) �成宗實 � 권152, 성종 14년 3월 3일, “弘文館應敎金宗直撰進昌慶宮上樑文, 有‘經始勿亟, 

來庶民而爭趨’之句, 上曰: ‘此文王之事, 我何敢當? 其改之.’”

52) 졸고, 2018 ｢詩文을 통한 昌慶宮의 장소 정체성 강화 방안 연구｣, �국문학연구� 38,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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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aft and Adaption, A study on the Writing Method of 

Gwan-gak Literature(館閣文學) in Early-Chosun 

Koo, Seul-Ah

This essay is an attempt to infer the writing style of Gwan-gak Literature(館閣文學) in 

the Chosun dynasty through comparison between two works of Kim Jong-jik and Seo 

Geojeong(徐居正), Choi Hang(崔恒). Kim wrote a preface at the farewell meeting of the 

Japanese monk who envied the Chosun dynasty. And according to the order of Queen 

Jung-hee(貞熹大妃), he made a book to be an example to the queen and made a preface 

to it. 

In this case, it can be inferred that, when a young scholar writes a draft by order, the 

primer of the Yiwenguan(藝文館) made an adaption, so that there is a step-by-step process 

of creating a finished work. In these two versions,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found 

according to writer's personality. First, the writers deleted the unnecessary verses and 

preferred short sentences based on the four letters. Second, they preferred to refrain from 

the use of overly difficult words or unfamiliar words.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subject who gave the creation or the recipient's misunderstanding was thoroughly inspected 

and deleted or replaced with another expression.

Key words : Kim Jong-jik(金宗直), Seo Geojeong(徐居正), Choi Hang(崔恒), Gwan-gak 

Literature(館閣文學), Draft(草創), Adaption(潤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