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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공감-나와 세종을 실록實錄하다] 20170718_세종12년 

1. 국가 

(1) 국가 인식 

① 제후국 

ㄱ. 사신 

사신이 흑우(黑羽) 3개와 앵가우(鶯歌羽) 2개를 바치므로 인삼8근을 회례로 주니, 사신이 노하여 

받지 않으면서 “인색한 고려 사람이로구나.” (세종 12/1/10) 

 

“이미 황제의 명령이 있었는데, 모의(毛衣)나 행장(行裝) 등 물건을 그에게 주다가, 두목(頭目)

이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오니, 쌀과 콩을 3, 40석(石), 면포(綿布) 1백 필을 그 아버지 익생(益生)

에게 내리시어 토산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종 12/1/15) 

 

사신 원접사(使臣遠接使) 정흠지(鄭欽之)가 급히 보고하기를 "창성(昌盛)이 매사에 문득 노하며, 

그의 숙소와 입경(入京)할 날짜를 물어도 대답지 아니하고, 두세 번 물으면 단지 ‘가면가고 머

물면 머물다가, 가기를 다하는 때가 서울에 들어가는 날이다.’고 하니,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뜻인 듯합니다. –중략- 윤봉(尹鳳) 이 ‘산삼·신감초묘(辛甘草苗)·침장(沈醬) 등 물건을 

마땅히 미리 준비하라.’고 하기에 ‘칙서(勅書)에 없는 것이다.’고 하였더니, 윤이 노한 빛을 

지으며 꾸짖었습니다." (세종 12/6/24) 

 

김종서가 돌아와 창성이 입경할 날짜에 대해 아뢰다. ‘전하께서 미령(未寧)하시와 만일 15일에 

서울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도 교외에서의 영접을 못할 것 같으니, 17일에 서울로 들어오는 것

이 어떠합니까.’ –중략- ‘15일에 마땅히 서울로 들어갈 것이니 조정을 공경하거든 나와 맞고 

공경하지 않거든 나와 맞지 말라.’ –중략- 금상 황제의 칙유(勅諭)로 말미암아 조금도 주지 않

기 때문에 분한(憤恨)을 품고 이런 말을 발설한 것이었다. (세종 12/7/12) – 그러나 17일 입경 

 

세자가 태평관(太平館)으로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이 한 순배 돌자 창성(昌盛)이 

병을 핑계하고 나가므로 (세종 12/7/22) 

 

우대언(右代言) 황보인(皇甫仁)에게 명해 사신을 문안하게 하니 "창성이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으며, 또 답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창성(昌盛)이 국경에 들어온 이후로 무릇 대소(大

小)의 사자를 볼 때마다 모두 그러했으니, 이는 물품을 주지 않아서 노한 때문(세종 12/7/24) 

 

‘우리나라가 비록 작으나 어찌 줄 만한 물건이 없으리오. 다만 칙서의 유시가 매우 엄중하여 감



2 

 

히 이를 어기지 못하는 것이오.’ 하니, 창성이 낯빛을 변하면서 말하지 못했노라.(세종 12/7/27) 

 

“‘황제께서 하사하신 허리띠 고리[條環]를 왜 차시지 않으십니까.’  –중략- 이 사람(창성)이 

기필코 내 과실을 찾아내서 이를 드러내려는 수작이다.” (세종 12/7/28) 

 

창성이 매·토표 잡은 것을 보라고 두목을 함길도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의논 (세종 12/8/2) 

 

“앞서 온 칙서에 ‘구전으로 하는 짐(朕)의 말은 모두 듣지 말라.’ 하셨사온즉, 구전으로 바치

는 것이 사대(事大)의 예에 합당하겠습니까.” –중략- 창성이 “이 나라는 지극히 불순(不順)하

다. 장차 반역(叛逆)하려고 하는 것이겠지.” (세종 12/8/4) 

 

“본조에서 사신의 과실을 황제께 주달한 적은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창성 등이 한 말을 낱낱이 기록하라.” (세종 12/8/6) 

 

“호신용(護身用) 왜검(倭劍)을 빌려주시면 돌아갈 무렵에 도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중략- 

창성(昌盛)이 잡고서 치사하고, 이내 가지고 갔다. (세종 12/8/14) 

통사 원민생은 죄가 없으나, 그 일이 대체(大體)에 관계되어 이미 그 직임을 파면했는데, 다시 어

찌 죄를 더하겠는가. 또 운검을 가졌던 자는 더욱 죄가 있을 수 없으니, 내가 사신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는데도 복종하지 않았다면 이는 더욱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세종 12/8/18) 

 

도총제(都摠制) 노한(盧閈)이 사신들이 토표를 잡지 못했다고 아뢰다. (세종 12/9/27) 

“토표가 있고 없는 것을 두 사신께서 이번 길에 잘 아셨을 것이오. 본국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장차 포획하여 바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실로 곤란한 일이요.” 하니, 창성 등이 다시 말하지 아

니하였다. -중략- 황희(黃喜) 등이 “(날이 추워졌으니) 유의(襦衣, 겨울 옷)와 신이 없는 자에

게는 모두 만들어 주게 하시고, 장막은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니 주인의 정리로서 어찌 주지 

않으려고 하리요마는, 전년의 칙유(勅諭)가 일성(日星) 같이 명백하여, 혹 뒷날에 조정의 논의가 

있기 않을까 깊이 우려되므로 감히 이를 기증하지 못하겠다.’고 하옵소서.” (세종 12/9/28) 

사신에게 추위를 피할 만한 옷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다. “우리가 주는 것이 그들의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요, 다만 추위를 막게 하는 것뿐이니, 중국에서 듣더라도 반드시 잘못이라고 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세종 12/10/23) 

 

창성(昌盛)이 발끈 화를 내며 “우리가 돌아갈 때에 (잡아놓은 해청을) 가지고 가도 늦지 않습니

다. 지금이라도 토표(土豹) 열 마리만 잡아 주면 나는 곧 돌아가겠습니다.” (세종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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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이 칙서에 속히 바치라는 뜻이 없음을 보고 말하기를 “사람은 바빠도 하늘은 바쁘지 않다. 

우리가 칙서 오는 것을 보고 행동을 결정하려던 것이 이 때문이었다. 빨리 사람을 함길도에 보내

어 해청을 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오라.” (세종 12/11/11) 

 

경연에서 “환관들의 화는 없는 시대가 없었다. 한(漢)과 당(唐)의 사실로도 이것을 감계(鑑戒)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경계하지 못하고 (송 태종이) 왕계은에게 이 벼슬을 주었으니 정말 탄식할 

노릇이다” (세종 12/11/11) 

 

“황제께서 만일 해청을 늦게 가져온 이유를 묻는다면” –중략- 허조가 “황제께서 물어서 말씀

을 드렸다면, 저들도 우리를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종 12/12/1)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창성(昌盛)을 전송하였다. “우리나라에 어찌 갖옷 한 벌이 없겠소마

는, 다마 칙서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니 이것이 곧 예를 지키는 것이오.” 하였으나, 창성이 여

전히 굳이 청하였다. (세종 12/12/15) 

 

ㄴ. 진헌 

진헌하는 문어(文魚)가 정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상도 감사 홍여방(洪汝方)의 관직을 파면하

였다. (세종 12/1/4)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장우량(張友良)을 보내어 황제에게 드릴 음식과 토표(土豹) 세 마리, 해

청(海靑) 횐 매와 누런 매 각각 2연(連)을 갖다 바치게 하였다. (세종 12/#12/10) 

 

ㄷ. 지성 사대의 공효 

“지금 세자에게 조복을 보내 준 것은 달라고 청하여서 보낸 것이 아니다. 전에 보내 준 육량관

(六梁冠)은 중국의 2품관의 조복인데, 지금 보내 온 옥대(玉帶)와 옥환(玉環)은 중국 1품관의 표

장(表章)이니, 그것은 우리 세자를 지극힌 중히 여긴 것이다. 전에 양녕(讓寧)이 세자가 되어 조

현(朝見)할 때에 특히 금대(金帶)를 주었었는데, 이제 세자에게는 조현도 아니하였는데 은례(恩

禮)의 중함이 이같으니 진실로 예전에 드물던 아름다운 일이다.” (세종 12/4/11)  

 

 ‘왕이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한 가지 일도 어김이 없었으며, 이제 바친 백각응(白角鷹)은 전후

에 없는 것이고, 송(宋) 휘종(徽宗) 때에 한 번 나와서 그림 1본(本)이 유전할 따름이다. 짐이 항

상 띠고 있는 띠의 고리를 지금 특별히 함에 넣어 준다.’ (세종 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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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주국 

ㄱ. 외교 

경상도 우도 처치사 송희미(宋希美)의 직을 파면하였다. 일본 상인들이 본영(本營)에 기우(寄寓)

하고 있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들어간 것을 진무(鎭撫)김용(金湧)이 상을 타려고 이들

을 다 살해하여 바치며 "도적질하러 온 왜인이라." 한 것을 희미가 잘 살피지 않고 경망하게 보고

하였던 것이다. 명하여 왜인들이 함께 보는 곳에서 김용의 머리를 베게 하였다. (세종 11/10/29) 

 

“노획한 병기도 전혀 없었으니 도적의 배가 아닌 것이 확실하였는데도 더 살펴보는 것은 고사하

고 상 받는 데만 급급하여 적당히 얼버무려 계문(啓聞)을 올렸다가, 정상이 드러나 일이 발각되

고 만 것입니다. –중략- 죄는 다 같은데 죄를 줄 때에 누구(김용)는 중하게 하고 누구(송희미)는 

경하게 한다면, 형벌만 중도를 잃었을 뿐 아니라, 장차 왜놈들이 오히려 분노와 원망을 품고 변방

(邊方)에 걱정을 끼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이를 용서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을 자랑

하고 상을 받으려는 자들이 반드시 뒤를 이어서 일어날 것” 좌사간 유맹문(柳孟聞) 등이 송희미

의 중형을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세종 12/1/4) 

 

ㄴ. 음악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鄕樂)을 듣고, 죽은 뒤에는 아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과연 어

떨까 한다.” (세종 12/9/11) 

 

집현전 부제학(副提學) 정인지(鄭麟趾)와 봉례(奉禮) 정양(鄭穰)에게 명하여 집현전에서 주척(周

尺)을 상고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고, 인하여 악보(樂譜)를 지으라고 명하였으니, 임금이 《율려신

서(律呂新書)》와 여러 악서(樂書)를 보고 그 제작의 묘(妙)를 알았으므로 이를 지으라 명한 것

이었다. (세종 12/9/29) 

 

총제(摠制) 정초(鄭招)가 왕의 식사·출입 시 음악에 대해 아뢰다. ‘성인이 음악을 만든(作, 연

주한) 까닭은 기운이 펴지고 화기가 돌며 음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 (세종 12/10/4) 

 

“우리나라 사람은 소리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옛 제도를 조사하여 관(管)을 만든다 할

지라도 올바르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즉 만들어 가지고 뒷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보았다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 ”  -중략- 주척관(周尺管)을 만드는 것을 중지시켰다. (세종 

12/10/18)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중국에 부끄러워할 것은 없

다. 중국의 음악인들 어찌 바르게 되었다 할 수 있겠는가.” (세종 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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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군(大護軍) 박연(朴堧)에게 털옷[毛衣]과 관(冠)을 내려 주었으니, 아악(雅樂)을 만드는 것

을 감독했기 때문이었다. (세종 12/12/27) 

 

《아악보(雅樂譜)》가 완성되고, 정인지(鄭麟趾)가 서(序)를 짓다. “황종(黃鍾)을 음성의 기본에

서 찾아내어 28개의 음성을 마련하였고, 크고 작으며 높고 낮은 것이 제 차례를 문란시키지 아니

한 점에 있어서는, 주자(朱子)와 채씨(蔡氏)의 뜻이 천 년 이후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펴게 되었으

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 왕조를 기다리어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세종 12/#12/1) 

 

ㄷ. 역상曆象 

정초와 책력을 바로 잡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책력과 천문(天文)의 법은 쉽사리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계산법을 연구하여 초안을 작성해서 장래에 이를 잘 아는 사람이 나

오기를 기다리라.” (세종 12/12/11) 

 

(2) 『농사직설農事直說』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여러 도(道)의 감사와 주·군·부·현과 서울 안의 시직(時職)·산직

(散職)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은 왕정(王政)의 근본이므로, 내가 매양 농사에 정성을 쏟는 것이다." (세종 12/2/14) – 찬술(세

종 11/5/16) 후 반포 

 

(3) 법 

① 상하지분上下之分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모[三娶]와 이복동생[再娶]의 간통을 거짓 고소한 기상렴

[初娶] (세종 12/1/14) 

 

《대명률(大明律)》의 간명 범의조(干名犯義條)에는 "자손으로서 부모를 고발한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밖에 귀양보내며, 무고(誣告)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고 하였고, 《당률

(唐律)》에는 "자손이 부모를 고발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중략- (허조許稠의 의견을 좇

아)임금이 "《당률》은 비록 이 당시(當時)에 쓰는 바는 아니지만, 《당률》에 의거하여 법제를 

정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드디어 법을 세우기를 "앞으로는 자손이 부모를 고발하

는 자는 《 당률 》 에 의거하여 논단(論斷)한다." 하고, 이내 김씨(金氏)를 놓아 주었다. (세종 

12/2/28) – 강력한 처벌 (대명률<당률) 

 

②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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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나 마땅히 천도(天道)를 순응(順應)해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옛날에 상(賞)은 봄·여름에 시행하고, 형벌은 가을·겨울에 행했던 것이며, 옛 사람이 또한 

말하기를 ‘사형은 계추(季秋) 후에야 청한다[季秋後, 請死罪].’ -중략- 이제부터는 무릇 사죄

에 간여된 자는 추분(秋分)이 지난 뒤를 기다려 아뢰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집현전

(集賢殿)으로 하여금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세종 12/3/2) - 입춘立春 후 추분秋分 전

에는 사형 실시 안하는 것이 원칙 

 

종을 때려 죽인 최유원을 형조에 명하여 국문. “노비도 사람인즉 죄가 있더라도 법에 따라 죄를 

결정하지 않고, 사사로이 형벌을 혹독하게 하여 죽인 것은 실로 그 주인으로서 자애(慈愛) 무육

(撫育)하는 인덕(仁德)에 어긋나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세종 12/3/24) 

 

③ 공법貢法 

호조에서 공법에 의거하여 세를 거둘 것을 건의하니 모든 이에게 그 가부를 물어 아뢰게 하다. 

(세종 12/3/5) 

 

공법의 편의 여부 등의 일들을 백관으로 하여금 숙의케 하라고 말하다. (세종 12/7/5) 

 

호조에서 중외(中外)의 공법(貢法)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논을 갖추어 아뢰다. (세종 12/8/10)1 

 

이조에서 손실답험관의 임용에 대해 아뢰다. (세종 12/8/21) 

 

각도의 손실답험관(損實踏驗官)을 그 도의 감사(監司)와 손실경차관이 함께 포폄(褒貶)하게 하다. 

(세종 12/10/10) 

 

“답험이 백성에게 편리하게 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백성이 만족히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다.” 

(세종 12/12/18) 

 

공정하지 못한 답험에 대한 의논 (세종 12/12/29) 

 

④ 수령고소금지법 

광주 사람인 전 만호(萬戶) 노흥준이 목사(牧使) 신보안(辛保安)을 구타한 죄 (세종 12/3/26) 

                                           
1 실제로는 찬성 95636명, 반대 73451명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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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정신 

“하윤(河崙)이 지은 《원육전(元六典, 경제육전經濟六典)》을 보니, 그 글이 방언으로 되었고 간

혹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 알기 어려우며, (이두문으로) 조준(趙浚)이 편찬한 《방언육전(方言六

典)》은 사람들이 다 알기 쉬우므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중략- “《원육전(元六典)》

과 《속육전(續六典)》이 각각 다르니, 비록 방언으로 된 것과 한문으로 된 것을 함께 쓸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세종 12/4/11) 

 

“세족이 아니라도 공상·천례가 아니면 (常人, 평민이라도) 그 벼슬이 있음을 인하여 역시 우대

함이 가하다.” (세종 12/4/13) 

 

“옥(獄)을 설치함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기 위함이요, 사람을 죽을 곳에 두고자 함이 아니어

늘 -중략- 여러 번 교지(敎旨)를 내려서 정녕히 효유하였으나, 옥을 맡은 관리들이 받들어 행함

을 철저히 못하여 드디어 죄수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이루게 -중략- 서울 안에는 헌사(憲

司)와 지방에는 감사가 거듭 밝혀 고찰하라.” (세종 12/4/27)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서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니) 살릴 만한 자는 살리는 

것이 옳다.” (세종 12/10/13) 

 

“옛 제도를 고치는 것이 비록 옳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역대로 대를 이어 받는 임금이 그 

시의성을 참작하여 없애기도 하고 새로 설치하기도 하는 것이다.” (세종 12/10/13) ≠술이부작

述而不作 

 

“사람의 오장(五臟)은 모두 등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등을 다쳐서 죽는 사람이 흔히 있

다. -중략- 중앙과 지방의 관리나 그 외 누구든지 어린 사람이나 노비를 고문할 때에 등에는 매

를 때리지 못하게 하여, 내가 백성에게 형을 집행하는 데 조심하는 취지에 부합되게 하라.” (세

종 12/11/21) - 흠휼欽恤 

 

허조가 형조에서 형 집행을 신중히 할 것을 건의하다. “신이 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이리저리 생

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형이란 것은 벗어날 수가 없고[刑者不可復脫],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死者不可復生]. 바라옵건대, 형조에서 직원을 더 늘려서 법조문을 상세히 조사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 백성의 생명을 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세종 12/11/24) 

 

“지금부터는 15세 이하와 70세 이상된 자에게는 살인·강도 이외는 구속함을 허락하지 아니하

며,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모두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라. 만일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줄 것이니 두루 중앙과 지방에 알리라. ”  (세종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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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소에 교서를 내려 지방의 사형 해당범에 대한 국문 절차를 알리게 하다. “ 차사원(差使員)

이 본고을의 수령과 같이 심문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른 고을에 옮기어 가두고 다시 

다른 차사원 두 사람을 선정하여 심문한 뒤에, 감사가 직접 물어보고 나서 형조에 공문을 이송하

도록 항식(恒式)을 삼으라.” (세종 12/12/4) 

 

(4) 실정實情 

예조에서 제 때에 다 자란 나물을 채취하여 올리게 할 것을 건의하여 따르다. “날마다 올리는 

채소를 성숙하는 절후의 이르고 늦음을 헤아리지 않고 대개 3월 초승으로 한정하여 혹은 마른 고

사리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움트는 싹을 파 오기도 하며, 혹은 다른 물건으로써 대신하기도” 

(세종 12/3/27) 

 

상정소(법규 제정이나 정책 수립을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에서 천첩의 아들로 아비를 잇는 경우 

노비를 10명으로 제한할 것을 아뢰었으나 다시 의논케 하다. "적처와 양첩(良妾)에게 아들이 없

으면 비록 천첩의 아들이라도 역시 그 부모의 승중(承重)이 되는 것이니, 어찌 노비를 감하여 줄 

수 있으랴. 하물며 우리 나라에서는 천인(賤人)으로서 노비 1백여명을 가진 자가 있어도 오히려 

금하지 못했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세종 12/4/5) 

 

“판서 오승 등이 왕명을 받은 바 없이 (명)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세자의 조복을 받아 왔으니, 

제 마음대로 천단한 이유를 문초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이는 진실로 죄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니 묻지 않는 것이 가하다." (세종 12/4/24) 

 

상정소에서 문과의 초장에서 강경과 제술을 교대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아무리 

베껴 모으는 일에 힘쓴다 할지라도 이것도 모두 경(經)과 역사에서 나오는 글인데, 그렇게 공부

한대서 무엇이 나쁜가.” -중략- “실시하지 않는다면 (강경과 제술을 교대로 실시한다는 법 조

항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옳지, 속이는 방법을 쓸 필요야 있겠는가.” -중략- 대언 등은 임금

의 속 뜻을 짐작하고 다투어 강경 제도 폐단을 말하였다. 임금이 “잘 아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

온 것을 보고 어떻게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질문하겠는가.” (세종 12/10/25) 

 

사헌부에서 재변으로 인해 남문 보수 공사의 연기를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그대들의 생각은 

좋다. 그러나 남문은 내가 드나드는 곳인데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든지 위태롭게 된다면 그대들이 

다시 세우자고 강력히 주장해야 할 터인데, 그 중요성의 여부는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경솔

히 이런 말을 꺼내느냐.” (세종 12/11/19) 

 

각도에 감사를 파견할 때 교서를 주어 보내기로 하다. “옛 사람의 말에, ‘언제나 눈으로 보고, 

언제나 마음으로 조심하여야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을 얻는다.’ 하였으니, 수령된 사람이 

마음에 반성하며 법을 만드는 데는 특별히 교서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재래의 

교서에서는 칭찬하는 말이 실정에 지나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내가 옛 책을 

보니, 교서란 임금이 신하를 권유하는 의의를 가진 것이니, 이제 교서를 쓰는데 실정에 지나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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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을 전부 버리고, 다만 백성을 다스리며 직책을 받드는 데 대한 말만을 적어서, 자기의 명분을 

돌아보고 의의를 생각하여 공경히 직책을 다하게 해야 된다.” (세종 12/12/16) 

 

(5) 일에 임하는 태도 

① 긴 안목 

박안신이 왜구를 막을 병선을 제조할 것을 상소하다. “공자는 ‘사람이 먼 일을 생각함이 없으

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하셨고, 맹자는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할 때에, 진

실로 지금이라도 쑥을 구해 묵히도록 하지 않으면 종신토록 3년 묵은 쑥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그 후환을 염려할 줄 모르면 일을 당하고서 후회해도 미칠 수 없음을 경계

한 뜻입니다.” (세종 12/4/13)2 

 

“군국(軍國)에 수요되는 것은 말보다 중한 것이 없사온데, 상마[牡馬, 숫말]로서 좋은 것은 종류

가 거의 없어져서 점점 작아지니, 장래가 염려되옵니다. 청하건대, 알타리·올량합에게 저들이 소

원에 따라 잡물(雜物)을 주고 몸집이 큰 달달의 상마와 바꾸게 하옵소서.” (세종 12/4/17) 

 

외방 군사로 하여금 7월부터 교대로 번들게 하도록 명하다. (세종 12/5/16) 

 

호조에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차를 제조 설치하게 할 것을 전지하다. “인민들이 제언(堤堰)의 

몽리(蒙利)만을 알고 수차(水車)로 관개(灌漑)하는 유익한 방법을 몰라서, 한재(旱災)만 당하면 

농사를 실패하곤 하니 실로 딱하고 민망한 일이다.” (세종 12/9/27) 

 

② ‘빨리빨리’ 문화의 타파 

모화루의 개천 수축의 감역관인 오명의 등을 파면하다. “감역관(監役官)들이 빨리 이룩하기만 

힘을 써서 기일이 다 되기 전에 끝을 마쳤으니, 견고하기에 힘을 쓰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의 

벼슬을 파면시켜서 후일을 경계함이 가하다.” (세종 12/6/26) 

 

“토목(土木) 공사의 감역관(監役官)들 중 대부분이 백성을 애호하는 나의 본의는 본받지 않고 

공사를 빨리 끝내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아침 일찍 시작하고 밤늦게 파하는 등, 노고가 극심하

여 질병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말미암아 횡사(橫死)하는 자가 있다.” (세종 12/8/13) 

 

③ 전심전력全心全力 

                                           
2 人無遠慮, 必有近憂。(『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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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에 바칠 공물을 짤 직조사(織造司)의 신설 여부에 대해 의논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안다.” (세종 12/9/11) 

 

(6)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중국에 가서 향약 62종 성분을 비교 분석 (세종 5/3/22) 

 

중국 태의원 의사에게 우리나라 약재 20종의 성분·효험 등 문의 (세종 12/4/20)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 (세종 15/6/11) 

 

(7)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 

“기록하지 않아서 뒤에 상고할 길이 없으니, 이제부터 일식·월식의 시각과 분수(分數)가 비록 

추보(推步)한 숫자와 맞지 않더라도 서운관으로 하여금 모두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뒷날 고찰에 

대비토록 하라.” (세종 12/8/3) 

 

(8) 이단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근일에 지진이 심히 많고 날씨가 아직 추운데, 고기 잡는 선군(船軍)이 

많이 빠져 죽고, 밀·보리가 잘 자라지 못하여 백성들이 굶주린 빛이 있어, 이와 같이 재변이 많

으니 상제(上帝)께 빌고 제사하는 예(禮)가 없을까." 하니, 좌우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는 이가 있

지 아니하였다. (세종 12/5/15) 

 

전국 산천의 제단·사당의 현황 조사 (세종 12/8/6) 

 

의정부·육조에 최양선이 상서한 헌릉에 뚫린 고갯길을 막는 데 대한 가부를 논의하도록 명하다. 

“어리석은 자도 혹시 얻을 것이 있나 해서 이를 의논해 보라고 한 것이다.” (세종 12/8/21) 

 

임금이 계몽산(啓蒙算)을 배우는데, 부제학 정인지(鄭麟趾)가 들어와서 모시고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 임금이 “산수(算數)를 배우는 것이 임금에게는 필요가 없을 듯하나, 이것도 성인이 제정

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알고자 한다.” (세종 12/10/23) 

 

대언 등에게 연말에 복을 비는 행사를 옛날대로 할 것을 이르다. “내 한 몸만을 위하여 복을 비

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었으나, 뒤에 생각하여 보니, 내 한 몸을 위하는 것

이 아니라 곧 국가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다.” (세종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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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 

(1) 양녕대군 및 순성군에 대한 상소 

사정전(思政殿)에서 잔치를 베풀고 구(毬)를 치니, 여러 종친들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이는 양녕

대군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저녁에 양녕이 이천으로 돌아가다. (세종 12/1/17) 

 

대간(臺諫)이 양녕대군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소(疏)를 올려 간(諫)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훗날에 내가 경들에게 친히 말하려 하노라.” (세종 12/1/20) 

 

좌사간 신포시 등이 양녕대군을 서울로 불러 들이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태종대왕께서 ‘제(禔)가 만약 국왕에게 무례한 짓을 한다면 옛날에 사사(賜死)하는 법이 있

다.’고 모시고 있던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셨으니 -중략- ‘앞으로 불러 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시고는 또 비밀히 부르시니, 신들에게만 신(信)을 잃으실 뿐 아니라 태

종의 밝으신 훈계에도 위배되는 것 –중략- 그가 돌아올 적에도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

다가 떠난 과오를 범했으니, 그의 방자하고 법도를 어기고 조금도 공경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종 12/1/23) 

 

"내가 들어 주지 않는 것은 경들도 또한 자세히 들었을 터인데 다시 무슨 말을 하느냐." (세종 

12/1/24) 

 

"양녕(讓寧)에게 관계되는 모든 장소(章疏)는 다 태워 버리라." 하니, 대언 등이 태우지 말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 12/1/29) 

 

종부소윤(宗簿少尹) 윤형(尹炯)이 "순성군(順成君) 이개(李𧪚)가 피병한다고 핑계하고는 판관(判

官) 김후생(金厚生)의 집으로 가니, 후생(厚生)이 ‘집에 병 앓는 아내가 있다.’ 하였으나, 개(𧪚)

가 ‘길한 날이니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밤을 타서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벽

을 뚫어 내실(內室)을 엿보며, 또 데리고 온 하인을 시켜 창을 뚫고 후생(厚生)의 아내를 엿보는 

등 그의 미치고 망녕된 행동이 극도에 달하였사오니, 청컨대 죄주게 하소서." (세종 12/2/26) 

 

“이개의 사람됨이 나이가 겨우 약관(弱冠)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나이가 점점 자라고 기운

이 더욱 장성하면 그 광망 부도(狂妄不道)함이 혹 더욱 심할까 두렵습니다.” (세종 12/5/3)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를 불러 들여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세종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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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사간(左司諫) 변계손(卞季孫) 등이 상소 -중략- “전일에 벌써 여러 대신과 의논하였는데, 어

찌 반드시 여러 간원(諫員)들에게까지도 일러야 되겠느냐. 그대들이 올린 상소에도 다른 말은 없

고 예적 글과 판에 박은 듯한 것뿐이니, 나는 처음과 끝에 적힌 몇 글자만 볼 뿐이다. 뒤에 아무

리 상소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보지 않을 것이다.” (세종 12/10/10) 

 

“비상(非常) 사태가 있다면 마땅히 상소로써 간해야 옳지마는, 내가 양녕을 불러 보는 것이 오

늘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요, 지난번에 불러 볼 적에도 그대들이 안된다고 한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불러 본 것이 지금 벌써 두세 차례나 되었다. 사간원에서 다만 과거부터 받아 내

려오던 말로써 전례(前例)에 따라 상소한 것뿐이다. -중략- 이것(형제간의 만남)은 그대들이 말

릴 성질이 아니다.” (세종 12/10/11) 

 

(2) 복지 

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關門)에 의거하여 "고창현(高敞縣)에 나이 8, 9세 된 계집아이가 

있어 미친 병을 얻었는데 부모와 족친이 없사오니, 청컨대 양미(糧米)를 하루에 한 되씩을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하게 하고, 아울러 수령에게 상시 존휼(存恤)하여 춥고 굶주림

에 이르지 않도록 하게 하였다. (세종 12/3/1)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중략- 일찍이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

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산기에 임하여 1개월 간

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중략-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

게 하라.” (세종 12/10/19) 

상정소(詳定所)에서 “관청에서 복무하는 여종이 아이를 낳을 달과 생산한 후 1백 일 동안은 복

무를 면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2/10/25) 

 

(3) 조말생趙末生의 복귀 

“김도련(金道鍊)·양민(梁敏)이 증유한 노비 합계 36명을 받았으며 -중략- 증유를 받은 전지

와 노비는 장물로 계산하면 합계 7백 80관(貫)이나 되는데, 형률에 의거하면 교형(絞刑)에 해당

되고 장물은 관청에 몰수해야 될 것이니, 형률대로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먼 지방에 부처

(付處)하게 하고, 장물은 관청에 몰수하게 하였다. (세종 8/5/13) 

 

평산(平山)에 안치(安置)한 조말생을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다. (세종 10/#4/1) 

 

조말생의 직첩을 도로 주라고 명하였다. 말생이 오랫 동안 정권(政權)을 잡고 벼슬과 옥사(獄事)

를 팔아 많은 뇌물을 받았으므로 탐오죄(貪汚罪)에 걸려서, 그 직첩을 거두고 밖으로 내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지난 해에 임금의 은혜를 입어 서울 밖에서 자유로 살라는 명을 받았더니, 이제 

또 이 명이 내리니 듣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 (세종 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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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李隨의 사망 

임금이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더욱 공경하여 예를 더하였으며, 수(隨)도 더욱 삼가고 조심하였

다. (세종 12/4/17) 

 

(5) 변계량卞季良의 사망 

변계량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들어 주다. “경이 중한 책임을 받고 병으로 말미암아 일을 다스

리지 못하는 까닭으로 직무를 사면하고자 하니, 내가 어찌 경을 인원수만 채웠다고 하여 사직을 

윤허했으리요. 경은 안심하고 병을 조리하라.” (세종 12/4/17) 

 

문형(文衡)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맡아서 대국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교제하는 사명(詞命)이 그 

손에서 많이 나왔고, 시험을 주장하여 선비를 뽑는 데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하여, 전조(前朝)

의 함부로 부정(不正)하게 하던 습관을 다 고쳤으며, 일을 의논하고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 이따

금 다른 사람의 상상 밖에 나오는 일이 있었다. (세종 12/4/23) 

 

좌의정 황희·우의정 맹사성에게 명하여 《태종실록(太宗實錄)》을 감수하게 하였다. 이 앞서 변
계량이 실록 수찬하는 일을 전임으로 총재(摠裁)하였으나 -중략- 계량이 죽으매 -중략- 계량

이 이(하윤에게 불리한 사초)를 깎아 버렸으므로, 사람들이 그가 윤에게 아부하여 그 과실을 옹

호한 것이라고 비방하였다. (세종 12/4/26) 

 

치제문. 한 거울[一鑑]이 갑자기 없어지니 (세종 12/6/15) – 당 태종의 거울 위징魏徵 

 

(6) 술꾼 윤회尹淮 

“빈객(賓客) 윤회가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여 참석하지 아니하

였으니, 도무지 공경하며 삼가하는 뜻이 없습니다.” (세종 12/12/22) 

 

(7)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광패한 행동을 일삼는 혜령군 이정의 지도 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세종 12/6/18) 

 

종학(宗學)에서 예절·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도록 종부시(宗簿寺)에서 건의하고 그대로 따르다. 

(세종 12/7/5) 

 

옛적에 벼슬하는 사람은 채마밭의 채소를 뽑아 버리며, 베짜는 여자를 내보내기까지 하며 염치를 

기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백성에게 구차하게 받아 먹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세종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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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재 등용 및 처우 

시강관(侍講官) 정인지(鄭麟趾)가 “송 태조가 인재를 뽑아 쓴 것은 사실상 훌륭한 점이 있사오

니 아무리 많은 사람을 등용하였다 할지라도 각기 한 가지씩의 특장이 있었던 것이니, 이것이 천

하의 인재를 빠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종 12/11/14) 

 

사헌부에서 태석균의 죄를 빼어내 주려고 애쓴 좌의정 황희의 치죄를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나도 벌써 알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게 경솔히 죄를 과할 수는 없다.” (세종 12/11/21) 

사헌부에서 황희의 파면 추방을 건의하니 관직을 파면하다. “고려 말년에 권력이 대신에게 있었

기 때문에 대간이란 자들도 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혼란시켜서 그 폐해가 매

우 컸습니다.” (세종 12/11/24) 

 

“그(길재)의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벌써 사간(司諫)을 추증(追贈)하고 또 

그 아들을 등용하였다. –중략- 미천한 선비로서 벼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중

략- 그의 행적은 마땅히 포창하여 후세에 전해야 될 것이다. -중략- 정몽주의 일은 태종께서 그

가 충의를 위하여 죽은 줄을 아시고 벌써 포창하고 상을 내리셨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느냐. 

충신의 대열에 기록함이 옳다.” (세종 12/11/23) – 충忠 강화를 위한 고려 인물의 재평가 

 

(9) 여민與民 

병조에서 “백성을 동원함에 있어서는 날짜의 제한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오니, 지금부터는 얼음

이 풀린 뒤 농사일이 시작되기 10일 전과, 추수(秋收)를 끝내고 얼음이 얼기 20일 전에 동원하

도록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 –중략-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일간을 기한으로 정하되, 

풍년에는 10일간을 연장하고, 흉년에는 10일간을 단축하며, 봄철에는 백성을 동원하지 말도록 하

소서.” (세종 12/12/5) 

 

경상도 감사가 토지를 다시 측량한 뒤 새로 개간한 밭을 알아내기 힘들다 아룀 (세종 12/12/20) 

 

3. 소통 

(1) 부화뇌동附和雷同 

"일반적으로 대간(臺諫)이 진언(進言)할 적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주창(主唱)하면 비록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모두들 연달아 그칠 줄 모르고 떠들어 대니 이것을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세종 12/1/23) 

 

(2) 수신修身 

"대체로 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질박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지금 진입(眞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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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건대 사람된 품이 순박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황제가 그를 친애(親愛)하는 것이다. 신하로서 

아첨하는 사람은 가장 미워해야 할 것이니라. 경 등은 이를 경계하라." (세종 12/2/2) 

 

좌부대언 김종서에게 "역대에 술로써 나라를 망친 일이 많았다. 나라만 그러할 뿐 아니라 사람 한 

몸에도 그러하다. 내가 주계(酒戒)를 지어서 대소신료(大小臣僚)를 경계하고자 하니,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의 사적(事跡)을 뽑아 적어서 아뢰라." (세종 12/5/28) 

 

좌사간 신포시 등이 상소. “간원(諫院)은 직책이 말하는 길[言路]에 있으므로, 이제 그 들은 바

의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였으니, 내가 깊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노라.” (세종 12/5/15) 

 

글씨 족자를 여섯 대언(代言)들에게 나누어 하사하였으니, 이는 《대보잠(大寶箴)》과 《서경(書

經)》의 무일(無逸)·입정(立政)·열명(說命)·여오편(旅獒篇)과 역대 흥망의 사적을 쓴 것이었

다. (세종 12/7/9)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河敬復)이 길들인 사슴을 진상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진귀한 새와 기

이한 짐승은 옛 사람들이 경계한 바이다.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세종 12/9/9) 

 

왕세자(王世子)와 백관이 푸른 빛 낭간(琅玕)과 흰 꿩과 서설(瑞雪)이 내린 것 등에 대하여 하례

를 드리려 하니, 명을 내리어 하례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 12/11/4) 

 

경연에서 “송(宋) 태종(太宗)은 정말 어진 임금이다. 그러나 더러는 공치사도 하고 또 희롱을 

좋아하였으니, 이런 것은 제왕(帝王)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세종 12/11/18) 

 

“인간의 상정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도 나중에는 게을러지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침내

는 해이하게 되는 것이다.” (세종 12/11/25) 

 

검토관(檢討官) 김빈(金鑌)이 "지난번에 양산군(梁山郡)의 용당(龍塘)에서 용이 나타났는데, 사람

들은 그 허리만을 보고 머리와 꼬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구름과 비 사이에서 

굼틀굼틀하며 움직이며 어떤 형태를 이룬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

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용이 아니요, 곧 구름·안개·비·우레의 기운이 우연히 뭉쳐서 형

태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 듯하다." (세종 12/#12/19) 

 

(3) 권한위임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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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사 최윤덕을 불러 "삼도(三道, 전라·충청·경상)의 성보(城堡)를 수축하는 방침(方針)을 오

로지 경에게 맡기노니, 경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불완전한 점이 없도록 하라." (세종 12/5/11)  

 

사은사(謝恩使) 도총제 문귀(文貴) 등이 창성·윤봉이 온다고 급히 보고하다. 원접사(遠接使) 이

조참판 정흠지(鄭欽之)를 의주로 보내고, 승정원에 "지금 흠지가 무늬없는 금띠[素帶]를 띠고 사신

을 영접하면, 사신이 보고 품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흠지의 벼슬이 나중에는 여기

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성재(省宰)가 되어 크게 쓰일 터이니, 이제 이번 가는 길에 성재

로 올리는 것이 어떠할까. 만일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았은즉 권도(權道)로 꽃
무늬를 새긴 띠를 띠게 하는 것이 어떨까." (세종 12/6/3) 

 

최문손이 성보 기지의 시찰을 위해 최윤덕을 충청도에 파견함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큰 일을 성취하려면 남의 말을 다 따를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 성보를 수축하는 일을 이미 윤

덕에게 위임하였은즉, 윤덕이 진달하는 것은 내 반드시 이를 따를 것이다. 윤덕도 역시 민폐를 모

르는 자가 아니며, 큰 공을 성취하려는 데 어찌 사소한 폐단을 헤아리겠느냐.” (세종 12/9/1) 

 

(4) 지인知人 

“그의 모습을 보니 우졸(迂拙)하게 생기고 말도 더듬는 품이 분명 거짓을 꾸미지는 않을 것이

다." 하니, 우대언 김종서(金宗瑞)가 "그 모습만을 보고 그 행실을 고찰하지 않는다면 성상의 하

교가 옳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최견이 밖으로는 유자(儒者)의 이름을 가식하면서도 속으로는 

실상 간사 교활” -중략- 임금이 웃으며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知人之難]는 말을 어찌 믿지 

아니하리오." (세종 12/8/30) 

 

(5) 언로言路 개방 

“지난번에 ‘신문고(申聞鼓)를 함부로 치는 자에게는 죄를 주라.’ 했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이

렇게 하면 품은 생각이 있어 아뢰고 싶은 사람도 법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할 것이요, 또 어리

석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죄를 주지 않을 터이니, 경

들은 그리 알라.” (세종 12/10/29) 

 

* 열쇠말‘삼년지애三年之艾’ 

 

今之欲王者，猶七年之病求三年之艾也。苟為不畜，終身不得三年之艾苟不志於仁，終身憂辱，以陷

於死亡。(지금 임금 노릇하기를 원하는 자는 칠년 묵은 병에 삼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과 같

다. 진실로 (쑥을 평소에) 쌓아 두지 않았다면, 평생 (삼년 묵은 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진실

로 (평소에) 인에 뜻을 두지 않았다면, 평생 근심과 모욕 속에서 죽음에 빠질 것이다. 『맹자

孟子』「이루 상離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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