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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왜구(倭寇)란 고려 말부터 조선 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국의 연안에서 구도행각(寇

盜行脚)하던 일본의 해 집단을 지칭한다. 왜구는 ‘왜인침구(倭人侵寇)’의 문장에서 생된 

용어로 고려말 왜인의 약탈행 가 창궐하게 되자 하나의 술어가 되었다.1) 왜구문제는 근  

한일 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개토 왕비｣에 ‘왜구(倭寇)’2)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왜인행병(倭人行兵)’, ‘왜

인침~(倭人侵~)’3) 등 왜구 신 왜인으로 표기되었다. 왜구는 삼국시  기부터 한반도 주변

을 침입하고 있으며, 경상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개된다. 14세기 왜구4) 침략으로 곡식을 장해 둔 창고를 습격당하기도 하 고, 

남해안에서는 조운선(漕運船)이 탈취되었다. 많은 인명이 수시로 살상되었으며, 남해 연해안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의 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0AA021).

 ** 동의 학교 사학과 교수

 1) 나종우(1996) �韓國中世對日交涉史硏究�, 이리: 원 출 국, pp.116-117

 2) 국립문화재연구소(1996) � 개토 왕릉비�,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 개토 왕비 3면 3행’ 참조.

 3) 박 거세 8년(서기  50)에 왜인(倭人)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되돌아갔다라고 

한 기록이 처음이다(�삼국사기� 권 1). 

 4) 14세기 왜구의 성격과 련하여 일본학자들의 용어에 한 논의는 무라이 쇼스께지음ㆍ이 옮김(1998) 

� 세 왜인의 세계�, 서울: 소화, pp.11-17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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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5)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왜구에 해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근  경상도 연해안 지역민들에게는 왜구가 공포의 상이기

도 하지만 응징해야 할 상이다. 일본과 인 한 경상도 연해안 지역에 소재한 사당과 사찰에

는 이와 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해지고 있다.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 소재한 무민사(武愍祠)가 표 인 사례로서 고려말 맹장이었던 최

을 모시는 사당(祠堂)이다. 감만동의 옛 이름은 감만이포(戡蠻夷浦) 는 감만이(戡蠻夷)라

고 하며 그 뜻은 ‘오랑캐를 쳐서 이긴다’이다. 여기서 오랑캐란 곧 일본을 지칭하는데, 고려말 

조선  왜구가 부산 지역에 자주 출몰하여 노략질을 일삼고 지역을 유린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는 두려운 존재 을 것이다.6) 고려 말 왜구 토벌에 앞장서서 한 공을 세운 최 장군을7) 

숭배의 상으로 삼아 지역민들이 왜구에 한 두려움을 무속신앙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8) 

왜구에 한 반감으로 수호신과 같은 상징물을 세우고 지역민들이 종교  행 를 수시로 

행한 사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신앙도 있지만, 사원과 련된 이야기도 해 오고 

있다. 를 들면, 부산시 정산에 치한 범어사(梵魚寺)의 창건 배경에는 통일신라기에 신앙 

외 인 역할 즉 왜구 침입을 비하기 함도 있다. 왜(倭)의 침입 상 지역에 한 국가의 

사찰 건립은 불력(佛力)에 의해 왜구를 막고자 하는 신앙  기원과 사찰의 무력  기반을 

극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철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9) 지역

에 자주 침범하던 왜구 퇴치를 해 세워졌던 비보사찰(裨補寺刹) 기능을 수행하 다. 경남 

진주의 호국사(護國寺)는 본래 고려시 에 창건하여 산성사(山城寺)로서 왜구 침범이 극심하

던 고려 후기에 승병(僧兵)을 양성하여 성 안의 장병들과 더불어 왜구를 격퇴하 다10)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경상도 연해안에 치한 주요 사찰11) 등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4세기 경남 연해안에 자주 출몰한 왜구는 지역 사회 변화에 큰 향을 미쳤을 것이다. 

왜구 침구는 고려 멸망 뿐 만아니라 조선 건국과 한 련이 있어 한일 양국 역사학계에서 

 5) �고려사� 권 114, 열  26, 최 .

 6) 부산은행(2005) �부산 역사향기를 찾아서�, 부산: 부산은행, p.106

 7) 그것은 고려말 왜구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온 아이의 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들이 항상 말하기를, 

‘두려운 것은 오직 머리가 센 崔萬戶[최  지칭]뿐이다. 지난날 홍산(鴻山)싸움에 최만호(崔萬戶)가 

오면 그 부하의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우리 군사에게 말을 달려 짓밟으니 단히 두렵다.’하 습니다.”�

고려사 요� 권 30, 우왕 3년 3월)라고 한 것에서 당시 왜구들이 가장 두려워한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최 임을 알 수 있다.

 8) 백은 (2007) ｢문헌설화와 구비 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문화  기억 속의 최  장군-｣ �한국 세사연

구� 23

 9) 채상식ㆍ서치상(1994) �범어사�, 서울: 원사, pp.14-15

10) 한국학 앙연구원 편(1993), �민족문화 백과사 �, 성남: 한국학 앙연구원.

1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의 굴암산 턱에 소재한 성흥사 역시 창건 배경에 통일신라기 왜구의 침략과 

연 된 설화가 있다. 2011년 3월에 지답사를 통해 필자가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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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특히 14세기 왜구 침구를 시(戰時)에 하는 것으로 악하고 한국

세사를 심으로 입체 으로 분석하 다.12) 최근 연구에서 왜구에 한 응 략과 지방의 

피해 실태에 하여 검토한 바 있는데 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왜구 침 추이와 지방 

문화의 변동D 왜호 한 련D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13) 것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구조 변화 는 문화의 변화 양상에 한 구체 인 논의가 부족하고 기본 인 방향만 제시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도 지역의 왜구 침입과 그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의 피해 실상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은 14세기 왜구 침입에 따른 지역의 문화 변동과 

련하여 서  간행을 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왜구 침구가 본격화되는 14세기 이후 

여러 변화 에 문화 변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 은 당  지식과 정보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이는 문화 계승뿐 아니라 창달이라는 국가  목 을 달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해 

왔다. 서  간행은 단순히 지식보 의 확   계승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당시 시  상황을 

반 하고 있고, 당  학문 발달을 배경으로 한 사회문화  발  요인과 한 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4세기 서  간행과 왜구 침구 추이를 연 해 살펴보면 당시 

사회 변동을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왜구 侵寇과 慶尙道 지역

9세기 이후 고려와 일본 계는 매우 소원하 고, 정상 인 국교를 맺은 것도 아니었다. 

간혹 표류민의 송환, 물자의 진 (進奉)과 하사(下賜) 등이 간간히 이루어졌다. 정치  계가 

소원했던 것과 연 되어 양국 교역은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성격은 진헌하사(進

12) 그 동안 왜구와 련된 연구성과에 한 검토는 다음의 논고에서 수차례 다룬 바 있어 참조된다.  

    구산우(2007) ｢일본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 세사연구� 22 ; 김기섭(1997) ｢14세

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응｣ �韓國民族文化� 9, 부산  ; 김보한(2001) ｢해양문화와 왜구의 소멸｣ 

�문화사학� 16  (2005) ｢ 세 麗ㆍ日 계와 왜구의 발생원인｣ �왜구ㆍ 사문제와 한일 계�, 경인문

화사 ; 박종기(2008)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 세사연구� 24 ; 이 (1997) ｢倭寇의 空白期에 

한 한 考察｣ �日本歷史硏究� 5  (2000) ｢<庚寅年 倭寇>와 일본의 국내정세｣ �국사 논총� 92  

(2003) ｢ 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한국사연구� 123  (2007) �잊 진 쟁 왜구�, 서울: 에피스

테메  (2009)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한국 세사연구� 26  (2010) ｢동아

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한일 계사학회� 36  (2011) ｢<고려 말ㆍ조선  왜구=삼도(쓰시마ㆍ

이끼ㆍ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  검토｣ �동아시아일본학회� 38.

13) 구산우,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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獻下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진헌하사의 무역 행도 고려 국내 사정과 일본의 남북조혼란

에 편성되어 규정도 수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개되었다. 일본에 한 이득을 기 할 

수 없었던 고려로서는 일본을 귀찮은 존재로 는 경계의 상으로 생각하여 소극 으로 

응하 다.14) 

그러나 고려 후기에 등장하는 왜구 문제는 매우 심각하 다. 14세기인 충정왕 2년에 

왜구가 경남 고성(固城), 죽림(竹林), 거제(巨濟), 합포(合浦 : 지 의 창원시 마산)에 침구한15) 

이후 국토를 유린하기 시작하 다. 침구시기와 피해 지역은 특정 시기  지역이 아니고 

범 하게 진행되었다.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상도 지방은 막 한 피해를 입었다. 

가-1) 왜구가 동래부(東萊府 : 지 의 부산)에 침입했다.16)

가-2) 왜(倭)가 남해 (南海縣)에 침입하여 노략질하 다.17)

가-3) 왜가 사천(泗川) 각산(角山)에 침입하여 노략질하 다.18)

가-4) 왜가 고성(固城), 울주(慰州 : 지 의 울산), 거제(巨濟)에 침입하여 노략질하 다.19)

가-5) 왜가 동래, 울주를 불사르고 노략하여 그 조운선(漕運船)을 빼앗고  양주(梁州 : 지 의 

경남 양산), 김해부(金海府), 사천, 성군(密城郡)을 침입하여 노략질하 다.20)

가-6) 왜가 진주(晉州), 악양 (岳陽縣)을 불살랐다.21)

가-7) 왜가 하동(河東)에 침입하여 노략질하 다.22)

가-1)의 동래부로부터 가-7)의 하동군까지 경상도 연해안은 물론 동해안인 울산을 비롯하여 

14) 나종우, 앞의 책, pp.68-69

15) �고려사� 권 37, 충정왕 2년 2월. 

16) �고려사� 권 37, 충정왕 2년 11월 기사.

17) �고려사� 권 38, 공민왕 즉 년 11월 임자.

18) �고려사� 권 39, 공민왕 9년 4월 병자.

19) �고려사� 권 39, 공민왕 10년 4월 병신.

20) �고려사� 권 39, 공민왕 10년 8월 계사.

21) �고려사� 권 40, 공민왕 11년 2월 정유.

22) �고려사� 권 40, 공민왕 13년 3월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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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양, 진주 등 내륙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상도 128개 군  

 57%에 해당하는 73개 군 이 왜구의 피해를 입었다. 그  합포 13회, 울산 12회, 양 

11회, 고성 10회, 김해ㆍ양산ㆍ진주 8회, 사천 7회, 동래ㆍ언양 각각 6회씩 침입했다. 지역의 

공통 은 지방 행정의 심지이자 상 으로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3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주 (州縣)과 속 (屬縣)이 별반 다르지 않다23)는 

에서 왜구 침구가 특정 지역만을 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엽 왜구의 피해 지역이 경상도 역으로 확 되고 있다. 연해안 지역은 특히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 는데, 그것은 연해 30~50리 지역내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

된24) 것과 연해 지역에 치한 창고를 내륙지역으로 옮기도록 한25) 것에서 알 수 있다. 왜구에 

의한 피해는 주요 군 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왜구가 김해부(金海府)에 침입하여 사람과 물자를 약탈하고 청을 불살랐다. 도순문사 조민

수(曹敏修)가 과 싸워 패 하고, 구 (大丘縣)에서  패 하여 죽은 군사가 매우 많았다. 

왜선 수십 척이  김해로부터 황산강(黃山江)을 거슬러 올라 성(密城)을 침범하려 하므로, 

조민수가 요격하여 수십 (級)을 베었다.26)

왜구는 우왕 1년 김해 청을 약탈하고 방화하 다. 그러나 1년 에도 양 청을 약탈하

고 방화하는27) 등 낙동강 하류권역에 치한 주요 군 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군 의 

피해에 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주목되는 것은 왜구의 이동 경로이다. 당시 왜구는 김해를 

공격한 후 구에서 교 한 직후 곧 양을 다시 공격하게 되는데, 김해- 구- 양은 낙동강 

수로를 통해 이동 가능하다. 

박 (朴葳)는 양사람으로 … 우왕 때 김해부사(金海府事)가 되어 왜구를 황산강(黃山江)에

서 공격하여 29명의 목을 베었으며 강물에 뛰어들어 죽는 도 많았다.  왜 의 배 50척이 

김해 남포(南浦)에 이르러 뒤에 오는 에게 방을 내어 보이기를 “우리들은 순조로운 바람을 

타고 황산강까지 거슬러 올라가 바로 양을 칠 것이다”라고 하 다. 박 가 정탐하여 그것을 

알고 배 30척을 거느리고 강 언덕 양쪽에 군사를 숨겨 기다렸다. 이 방을 보고 한 척이 

23) 박종기, 앞의 논문, pp.176~181

24) �고려사� 권 42, 공민왕 17년 5월.

25) �고려사� 권 39, 공민왕 7년 4월 정유.

26) �고려사 요� 권 30, 우왕 1년 11월.

27) �고려사� 권 133, 열  46, 신우 즉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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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강 어구로 들어오자 복병이 나아가고 박 도 달려가서 가로막아 공격하 다. 은 낭패

를 당하여 자살하거나 물에 빠져 거의 다 죽었다.28)

에서 왜구는 경상도 연해안에서 낙동강 수로 체계를 활용하여 병력을 이동하면서 내륙 

깊숙이 진격하여 노략질하고 있다. 내륙에 치한 양 11회, 양산 8회, 언양 6회의 침입을 

받았는데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면 손쉽게 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왜구가 육 (陸戰)은 

물론 해 (海戰)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  체계와 투력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낙동강 하구 연안의 왜구 침구는 충정왕  이  시기부터 빈번하 다.

나-1) 왜(倭)가 주(金州)에 침입하여 노략질하 다.29)

나-2) 왜선(倭船) 2척이 경상도 연해의 주 (州縣)들을 침구하자 군 를 동원해 모조리 사로잡

았다.30)

나-3) 왜가 경상도 연해주군(沿海州郡)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므로 거제 령(巨濟縣令) 진용갑

(陳龍甲)이 배를 이끌고 나가 사도(沙島)에서 싸워  2 (級)을 베니 밤에 도망갔다.31)

나-4) 왜가 김해를 침입하여 노략질하므로 방호별감(防護別監) 노단(盧旦)이 군사를 일으켜 

선(賊船) 2척을 붙잡고, 30여 을 베고 아울러 노획한 병장(兵仗)을 바쳤다.32)

나-5) 왜가 웅신 (熊神縣 : 지 의 창원시 진해)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므로 별장(別將) 정 억

(鄭金億) 등이 산 속에 숨어 있다가 뛰어 나와 7 을 베니 이 도망하 다.33)

나)는 시기 으로는 고종 , 지역 으로는 경상도 연해안 지역에 침범한 왜구에 한 내용

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왜구 침구가 14세기 엽인 충정왕 2년부터라고 했으나, 13세기 

엽인 고종  경상도 연해안지역을 집 으로 노략질하고 있다. 특히 김해  웅신 등이 

집 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나-1)ㆍ4)ㆍ5)의 김해  웅신은 낙동강 하구에 인 해 있다. 

28) �고려사� 권 116, 열  29, 박 .

29) �고려사� 권 22, 고종 10년 5월 갑자.

30) �고려사� 권 22, 고종 12년 4월 무술.

31) �고려사� 권 22, 고종 13년 1월 계미.

32) �고려사� 권 22, 고종 14년 4월 갑오.

33) �고려사� 권 22, 고종 14년 5월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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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의 사도(沙島)는 거제도 고 (古縣) 동쪽에 있는 것으로34) 보아 진해 앞바다에 있는 섬으

로 단된다. 13세기 엽 낙동강 하구 유역은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3세기 엽 왜구는 왜 낙동강 하구를 집 으로 침범하 을까. 이 지역은 고 로부터 

일 교류의 창구로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 다.35) 한반도에서 일본과 가장 인근에 해 

있어 삼국시 부터 일(對日) 교섭의 요한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려 기에 일본 

사신을 한 객 (客館)이 김해에 존재한 사실36)에서 일항로상(對日航路上) 거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기부터 낙동강 하구를 왕래한 왜인들은 김해의 지리  

여건과 주변 상황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구가 김해지역을 집 으로 노린 

이유는 아무래도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경제  이득때문이다. 낙동강 하구는 천혜의 양항(良

港) 조건을 갖춘 만(灣)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그 배후에 양산, 양 등과 같은 

군 의 입지하고 있어 내륙수로와 연결되는 하계망(河系網)이 발달하 다. 낙동강 하구가 

내륙으로부터 각종 물산이 집결된다는 에서 집 인 표 이 되었다. 낙동강 하구를 집  

공략하는 한편 수로체계를 이용하여 내륙 깊숙이 진격하여 약탈  방화를 일삼았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왜구 침구에 해 고려 조정은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다) 일본국(日本國)이 을 보내어 선(賊船)이 변방(邊方)에 침입하여 노략질한 죄를 사과하

고, 아울러 수호(修好)하고 호시(互市)하기를 청하 다.37)

일본국에서 외교문서를 보내어 왜구 침구에 해 사과한 사실에서 이미 고려의 항의서한이 

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이 고려에게 교역을 청하고 있는 은 사과에 한 사후 

조치로 보인다. 13세기를 후한 왜구는 연해 주민들의 생활에 을 가하고 국가의 조세를 

운반하는 조운선(漕運船)의 안 을 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고려군에 의해 곧바로 제압당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38) 그런데 다)의 항의서한이 도착하기 이 인 고종 

13년에 일본에서는 고려와의 쟁이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거제 .

35) 최연주(2010) ｢낙동강 하구의 對日 航路에 한 일고찰｣ �일본근 학연구� 30, p.253 

36) �고려사� 권 7, 문종 10년 10월 기유. 

37) �고려사� 권 22, 고종 14년 5월 을축.

38) 이 (2007) 앞의 책,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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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 마도(對馬國)과 고려가 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39)

라-2) 비후(肥後)ㆍ일기도(壹岐國)이 고려국과 쟁을 하여 일본인이 고려로 쳐들어 갔다는 

소문을 들었다.40)

라-1)은 고종 13년 10월, 라-2)는 고종 13년 12월의 기록으로 앞의 나-2)와 나-3)의 내용과 

서로 연결된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고종 12년 4월에 경상도 연해안에 출몰한 왜구가 모조리 

잡혔고, 이듬해 1월에 왜구가 다시 경상도 연해안에 다시 출몰하 다. 그러나 고려군에게 

패하여 밤에 몰래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그 직후 일본측 상황이 라)의 내용이다. 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일본에서는 고려와의 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배경은 

왜구 침구에 한 고려의 보복조치를 두려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구 침구에 해 먼  사과의 을 보낸 것으로 단된다. 고려는 박인(朴寅)

을 일본에 보내어 첩을 달  하고 강화토록41) 하 다. 이에 일본 조정이 그 첩에 해 

검토하자,42) 고려에 침입한 왜구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해에 제(及第) 박인(朴寅)을 보내어 일본에 통문(通問)하 다. 때에 왜 (倭賊)이 주 (州

縣)을 노략질과 약탈하므로 국가가 이를 근심하여 박인을 보내어 첩문(牒文)을 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서로 좋은 계를 맺어왔으므로 내침(來侵)이 불가하다는 것으로써 타이르니, 일본

에서도 왜(賊倭)를 체포하여 문책하고 목을 베니 노략질과 약탈이 조  어들었다.43)

박인이 첩문을 가지고 일본에 가 왜구 침입에 해 잘못되었음을 문제삼자, 일본 조정에서 

왜(賊倭)를 붙잡아 문책하고 참수하 다. 박인이 들고 간 첩문에 고려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일본 조정이 그 우두머리는 참수하 을 것이다. 그 결과는  사료에서 

'노략질과 약탈이 조  어들었다'라는 표 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44) 

고종 14년 박인의 일본 방문 이후 양국의 외교  조치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39) �明月記� 제2(김기섭외(2005) �일본고 세 문헌 속의 한일 계사료집성�, 서울: 혜안, pp.571-572).

40) �民經記� 1(김기섭외, 의 책, p.573).

41) �고려사 요� 권 15, 고종 14년 5월. 당시 고려 국서가 일본에 도착한 시 은 5월 14일이다(�吾妻鏡� 

권 25(김기섭외, 의 책, p.575).

42) �民經記� 1(김기섭외, 의 책, p.575).

43) �고려사� 권 22, 고종 14년 12월 을해.

44) 박인의 외교  교섭 공로에 해 최씨무인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최이(崔怡)는 은병(銀甁) 5사(事), 단자

(段子) 60필, 포(布) 500필, ㆍ콩 500석, 말안장과 거문고를 주면서 포상한 것에서 당시의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고려사� 권 129, 열  42, 반역, 최충헌 부 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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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왜인들의 고려 침입에 해 심문하는45) 등 리 감독을 강화하 다. 

그러나 고종 38년 김해에 왜구 침입을 비하기 해 성(城)을 수축한 것으로46) 보아 고려 

정부의 응 략이 오래 가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원종 기에 왜구가 공선(貢船)

을 약탈하는47) 등 피해가 있었으나 그 횟수는 많지 않았다. 충렬왕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을 계기로 양국 계를 극도로 립하게48) 되었고, 왜구의 침입은 다소 소강상태에 놓

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후 왜구는 다시 낙동강 하구 연안을 집 으로 공략하 던 것이다. 

한편 왜구는 청의 방화와 노략질은 물론 합포 (合浦營)과 같은 군사시설물도 방화하

다.49) 이러한 무차별  공격은 경상도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주ㆍ고부 등 국

으로 자행되고50) 있다. 왜구에 의한 청  군사시설의 방화 등은 고려의 내정에 큰 폐해를 

끼치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한 사안이다. 그 뿐 아니라 국가 으로 

요한 문서와 각종 사서를 보 하던 사고(史庫)도 왜구 때문에 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 다.

마-1) 왜 이 김해부에 침입하 다. 경상도 안렴사가 보고하기를 '왜 이 축산도(丑山島)에 

들어가서 안동 등지를 노략질하려 하니 보주(보주 : 지 의 경북 천) 보문사(普門寺)에 

소장된 사 (史籍)들을 내지(內地)로 옮겨 두기 바랍니다.'하므로 사 들을 보내어 충주

(忠州) 개천사(開天寺)로 옮겨 두었다.51)

마-2) 국사(國史)를 충주로 옮겼다. 그 에는 죽주(竹州 : 지 의 경기도 안성) 칠장사(七丈寺)

에 보 하 는데 이번 여름에 왜구가 침범하자 옮긴 것이다.52)

마-1)에서 축산도53)에 상륙한 왜구가 안동을 거쳐 보주 보문사를 하자 보  인 실록

을 내륙인 충주 개천사로 옮기게 하 다. 마-2)에서 죽주 칠장사에 보  이던 국사(國史)를 

45) �吾妻鏡� 권 25(김기섭외 앞의 책, p.579).

46) �고려사� 권 82, 지 36, 병, 성보.

47) �고려사� 권 25, 원종 4년 2월 계유.

48) 13세기말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에 해서는 최연주(2010) ｢13세기말 麗日間 交涉推移와 그 변화｣ 

�일본근 학연구� 27, 참조된다.

49) �고려사� 권 133, 열  46, 신우 2년 12월. 

50) �고려사� 권 133, 열  46, 신우 2년 9월  권 137, 열  50, 신우 14년 6월.

51) �고려사� 권 134, 열  47, 우왕 7년 7월.

52) �고려사� 권 45, 공양왕 2년 12월.

53) 축산도(丑山島)는 지 의 경상북도 덕군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그 모양이 소[牛]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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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충주로 옮겼다. 실록과 국사의 보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은 왜구로부터 국가의 요한 문서를 온 히 보 하기 함도 있지만, 그 만큼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요 시설물들이 왜구 침입으로 불타버리거나 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군 으로서는 행정 심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고려시 의 독특한 지방 

제도인 읍에 사람과 물산이 모여든다는 은 곧 왜구의 침입 상지로서 언제든지 왜구에게 

노출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안 인근에 치한 주요 군 에서 고기잡이와 소  

생산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에 

청이 소실되었거나, 지방 행정을 이끌 료들이 타지방으로 옮겨 가게 되면 해당 군 은 

정치ㆍ경제는 물론 문화 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주요 권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

던 계수 (界首官)이 견된 군  를 들면 진주, 구 등지와 같은 읍(大邑)은 그 기능이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구는 수로(水路)  육로상(陸路上)의 교통거  지역에 주로 침입했으며, 특히 내륙으로 

근이 용이한 김해, 진주 등이 주요한 표 이 되었다. 이 지역은 행정 심지이며 개발이 

비교  잘 되어 인구와 물산이 집결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민들은 과 한 수취 부담 

때문에 열악한 처지에 있었고, 여기에 왜구 침입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교군(僑軍), 월경지

(越境地) 상이 나타났다. 이에 고려 앙정부는 지방사회를 회복하기 해 감무(監務)를 

견하 다.54) 감무의 견은 지방 행정이 정상 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치한 경상도 지역에 국한하여 왜구 침입의 실상을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왜구 침입에 비하여 읍성(邑城)을 축조하 는데 부분 해변의 야산 계곡부를 

성내로 삼은 포곡식 산성이 일반 이다. 그리고 읍치(邑治)의 이동, 과거 제자의 증 등은 

왜구 침입에 극 으로 응하고 그 피해를 극복하기 한 것으로 이해하고55) 있다. 이상에

서 왜구 침입으로 지방 행정의 모순이 노출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는 황폐화되거나 

는 더 이상의 발 할 수 기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왜구에 의한 청 

 군사시설의 방화  약탈은 곧 지방 행정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통치에 심각한 

피해를 입  국가 존립을 태롭게 하 다. 이와 같이 지방사회의 변화는 곧 문화에도 큰 

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경상도 연해안의 왜구 침구에 따른 지방 문화의 변동과 련하

여 당시 간행된 서 을 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54) 박종기, 앞의 논문 참조.

55) 구산우,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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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사회의 변동과 書籍 간행

13세기 여몽연합군(麗蒙聯合軍)의 일본 원정 실패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여몽연합군을 격퇴

한 것에 해 자부심을 가지고56) 있었다. 한편으로 한일 양국 계는 더욱 소원해졌으며, 양국

은 어떤 교섭도 단 되었다.57) 14세기 어들면서 왜구가 창궐하게 되자 경상도 연해안지역이 

일차 으로 그들의 표 이 되었다. 왜구는 ‘경인년(庚寅年)’을 기 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고려사�에 충정왕 2년 2월에 고성, 죽림, 거제, 합포에 쳐들어 온 왜구를 기 으로58) 그들의 

침입이 시작되었다고 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충정왕 의 왜구 침구에 따른 왜구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재 구체 으로 밝 진 바 없다. 다만 왜구의 조직  무장화, 그리고 주요 시기별

로 그 배후 세력의 달랐음은 최근 연구에서 일부 밝 져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59) 아무튼 

왜구 침입의 피해를 받은 일부 군 의 경우 치소(治所)가 이동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왜구 침구가 본격화되는 충정왕 2년 이후 고려 사회의 변화 양상 에 주목되는 것은 문화의 

변동 추이다. 근  시 의 문화 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상은 사료부족으로 한정되나 

당 의 시 상을 반 하는 표 인 분야가 바로 서  간행일 것이다. 각종 서 은 당  

지식ㆍ정보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문화 계승뿐 아니라 창달이라는 국가  목 을 달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해 왔다. 서  간행은 단순히 지식보 의 확   계승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당시 상황을 반 하고 있다. 학문 발달을 배경으로 정신 유산을 계승하고, 사회의 철학  

윤리도 일정하게 담고 있다. 그래서 사회ㆍ문화  발  요인과 매우 한 련을 맺고 

있다. 서  간행  보 은 축 된 출 문화의 기반을 토 로 하고 있으며, 당 인들의 문화 

지와 자부심, 그리고 사회ㆍ사상  변화 추이도 아울러 반 하고 있다. 를 들면 12세기 

반 무인정권 수립 이래 불우한 입장에 있었던 문인ㆍ학자들은 출세의 길이 크게 트이게 

되어 이인로ㆍ이규보ㆍ최자 등 명한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의욕 인 창작활동으로 

불우한 시 를 이겨나가고자 하 으나, 스스로 문집을 간행할 수 없었다. 이때 최씨정권에 

의해 �서하집(西河集)�, �김거사집(金居士集)�, �백가의시(百家衣詩)�가 간행되었다. 이들 문

집은 국가 행정 체계를 활용하여 간행된 것으로 비록 최씨 정권에 의해 문학 부흥을 맞았으나, 

정권 구축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에 불과하 다.60) 이처럼 문집 간행이 당시 정치 상황과 

56) 藤間生大(1966) ｢中世末期における日本人の東アヅア觀｣ �東アヅア世界の形成� 東京: 春秋社, pp. 

230-232

57) 최연주(2010) ｢13세기말 麗日間 交涉推移와 그 변화｣ �일본근 학연구� 27, pp.161-162

58) �고려사� 권 37, 충정왕 2년 2월.

59) 이에 해서는 이 (2004) ｢고려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 세사연구� 17  이 (2009) 앞의 논문에서 

상론한 바 있다.



164  日本近代學硏究……第 35 輯

서 명 자 시기 장소 종류

�졸고천백(拙藁千百)� 최해(崔瀣) 공민왕 3년 진주 문집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六)� 최해 공민왕 3년 진주 시문집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六)� 최해 공민왕 4년 안동 시문집

�제왕운기(帝王韻紀)� 이승휴(李承休) 공민왕 9년 경주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 이승휴 공민왕 9년 경주 문집

�익재난고(益齋亂藁)� 이재 (李齊賢) 공민왕 12년 - 문집

�가정집(稼亭集)� 이곡(李穀) 공민왕 13년 - 문집

�근사록(近思錄)� - 공민왕 19년 진주 유교

� 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 민사평(閔思平) 공민왕 19년 - 문집

� 용주자혹문(中庸朱子或問)�
사의 집석

(倪士毅 輯釋)
공민왕 20년 진주 유교

�근사재일고(近思齋逸藁)� 설손(偰遜) 공민왕 21년 - 문집

�설곡시고(雪谷詩藁)� 정포(鄭誧) 우왕 2년 - 문집

�춘추경좌씨 구해(春秋經左氏傳句

解)� 권 1-70
- 우왕 2년 청도 유교

�구소수간(歐蘇手簡)� - 우왕 7년 안동

� 기집설(禮記集說)� - 공양왕 3년 상주 유교

창작활동 등과 일정하게 연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왜구의 침입에 따른 서  

간행  보 의 변화를 검토하고 문화 변동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충정왕 를 후하여 

고려 사회에서 간행한 각종 서 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61)과 같다. 

<표 1> 고려 후기 서  간행 추이

경상도 지역에서 다양한 서 이 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 기 이래로 서  간행과 

련된 인 ㆍ물  체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13세기 엽 몽항쟁기에 강화경  

�고려 장경�이 진주 등과 같은 읍  사원 등 도감(都監) 산하의 조성 공간에서 조성(彫成)

될 수 있었다. 원간섭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이는 지속되고 있는데, 를 들면 충렬왕 21ㆍ22년

에 왕명으로 진주에서 이승휴의 �제왕운기�, 충렬왕 27년에 경주에서 �옥천선생시집(玉川先

生詩集)�이 각각 간행된 것이 표 인 이다.62) 경상도 지역에 축 되었던 인쇄술이 계승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고천백�은 최해의 개인 문집으로 공민왕 3년에 진주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간행 체계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60) 최연주(2002) ｢12ㆍ3세기 典籍 刊行의 유형과 그 성격｣ �고고역사학지� 17ㆍ18합, pp.27-28

61) <표 1>의 내용은 최연주, 앞의 책, p.22의 내용을 토 로 천혜 (1986) �國寶�Ⅰ,Ⅱ(서 ㆍ ), 서울: 

경산업사  (1990)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에 소개된 연구 성과를 반 하 다.

62) 최연주, 앞의 책,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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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正十四年甲午八月 日晋州開板

色 戶長正朝 鄭吉

刻手 正連 行明 思遠 高淸烈

司錄參軍事兼掌書記通仕郞典校寺 校勘 金乙珍

判官通直郞版圖正郞兼勸農使 李臣傑

牧使中正大夫典校令兼管內勸農使 崔龍生

按廉使奉善大夫內書舍人禮文應敎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 郭忠守.63)

�졸고천백�의 간행에 참여한 안렴사(按廉使) 곽충수-목사(牧使) 최용생- (判官) 이신걸-

사록참군사겸장서기(司錄參軍事兼掌書記) 김을진은 진주목 행정 조직체계상의 원들이

다.64) 그러나 서  간행과 련된 행정  차  지원 부분은 지방의 행정 조직이 극 

개입한 반면, 필사나 각수와 같은 기술 인 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각 지역  사원에서 

활동하던 문가 집단  승려층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당시 서  간행은 민(官民), 

는 교속(敎俗)이 서로 력하는 체계가 상시 구축되어 다양한 서 들을 간행하 다. 이 

같은 간행 체계  인  자원의 활용은 �동인지문사륙�, �제왕운기�, �동안거사집� 등은 간행 

지역이 다를 뿐 그 체계  운 은 동일하다.65) 특히 이 시기에 오면 지방에서의 서  간행 

체계  운 은 더욱 확 되고 있다. 당시 서  간행에 주목되는 것은 개인 문집이나 유교 

련 서 이 지방의 친분이 있는 몇몇 인물들이 심이 되어 간행되고 있다는 66)이다. 

최자의 문집인 �졸고천백�의 편찬  간행과정에 진주목사 던 주 최씨인 최용생(崔龍生)

과는 종질(從姪) 계에 있는 최재(崔宰)가 �동인지문사륙�을 안동에서 간행하 다. 이는 자

인 최해와 련이 깊은 인물들이 심이 되어 간행되었다. 

한편 공민왕 19년  이인민이 진주목사로 부임할 때 사 (司藝) 박상충(朴尙衷)이 송별 

기념으로 받은 �근사록�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상(大常) 김 원(金廣遠)이 

63) �졸고천백(拙藁千百)� 권 2, 권말 간기.

64) 김윤곤(2001) �한국 세의 역사상�, 경산: 남 출 부, p.152

65) 최연주(2009) ｢고려후기 경상도 지방의 서  간행체계와 운  형태｣ �석당논총� 45, pp.128~129

66) 고려 후기에 어들면 개인 문집 는 시집(詩集)이 특정 개인이나 문 (門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에 해서는 존하는 사료가 부족하여 구체 으로 알 수 없으나, 조선시 의 문집간행 주체 

 성격을 비교 검토해 보면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 의 경우 문집을 간행 주체에 

따라 가 (家板)과 서원 (書院板)로 구분한다. 자의 경우 작자의 자손이 부조(父祖)에 한 추효(追

孝)의 염(念), 는 가문의 존엄을 나타내려는 생각에서 부조(父祖)의 작을 인쇄 반포한 것이다. 그래서 

작자의 자손이나 는 그들의 근친척족(近親戚族) 혹은 문인(門人) 등에 의해 기 을 조성해 각하는 

것이 부분이다. 후자의 경우 간행 동기는 가 (家板)과 비슷하여 그 원유(院儒) 등이 사원(祠院)의 

권 를 더하기 해서 다. 前間恭作, 안춘근 편역(1985) �韓國板本學�, 서울: 범우사, pp,180~181  

설석규(2005) ｢조선시  유교목  제작 배경과 그 의미｣�국학연구�6, 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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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고 있던 �근사록�을 간행해 주기를 부탁하자, 이인민은 평소부터 구하려던 책이라 

기뻐하여 부임지인 진주에 도착하자마자 안렴사 곽조열(郭朝列)에게 부탁하여 간행한67) 바 

있다. 그리고 정포(鄭誧)의 �설곡시고(雪谷詩藁)� 간행 역시 왕명이 아니라 지역의 료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先生平生與子友且善 一自遠遊燕京不返之後常慕其風節 年前夏四月 得花山任將行 詣于金通

憲隨之第 得此橋而讀之 平日容儀 宛然在目 私自喜幸 手不暫釋 及到郡 意欲刊行 先生之令嗣

密直提學公恐其湮沒 請之懇懇 悉孚吾意 卽命宏贊師鋟梓 傳之無窮 洪武丙辰正月 日 奉翊大

夫安東大都護府使兼管內勸農兵馬使李邦翰 跋.68)

의 발문에 의하면 우왕 2년 정포의 아들인 정공권(鄭公權)이 선친의 유고를 정리하여 

안동 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인 이방한에게 간행의 뜻을 밝혔다. 우왕 1년에 정공권이 

직제학으로 있을 때 편집하 고, 곧 안동 호부사가 찬사(宏贊師)에 각을 명하여 간행

하 다. 이는 안동 도호부의 행정 체계를 활용하여 간행한 것으로 단된다. 정포는 좌사의

부의 벼슬을 지냈으나 37세에 죽었는데, 문집인 �설곡시고�은 앞서 언 한 개인 문집과 

유사한 차내지 과정을 통해 간행되고 있다. 

공민왕 4년 정월과 8월에 안동에서 각각 간행된 �동인지문사륙� 권 12  권 1569)와 �근사

록�ㆍ�설곡시고� 등을 통해 당시 서  간행에 지방 행정체계가 극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신진사 부의 성장과 깊은 련이 있다. 표 인 로 �근사록�을 들 

수 있다. 이 서 은 공민왕 19년 이 부터 이미 도입되어 일부 유학자들에게 읽 지고 리 

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인민이 일 부터 책을 구하고자 하 다는 , 상 

김 원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 그리고 박상충에게 있었다는 ,  진주목사로 떠나는 이인

민에게 달된 으로 보아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서 리 유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근사

록�이 지방 사회에까지 상당히 보 되었음은 짐작  한다.70) 여기에 주 최씨인 최용생과는 

종질 계에 있는 최재가 �졸고천백�, �동인지문사륙�을 연이어 간행한 , 정공권이 안동 도

호부사 이방한에게 �설곡시고�의 간행을 부탁한 것은 각종 문집은 학문 으로 깊은 연 이 

있는 신진사 부 계열의 인물들이 깊숙이 여하고 있는 것에서 추론된다. 

한편 <표 1>에서 성리학 련 서   문집의 간행에서 왜구의 침구가 빈번한 시 에 다양한 

67) �근사록(近思錄)� 권 4, 발문.

68) �설곡시고(雪谷詩藁)� 권 1.

69) �동인지문사륙�의 간행 차와 방식에 해서는 최연주(2009) 앞의 논문에서 상론한 바 있다.

70) 이남복(2005) ｢고려 후기 新興士族과 朱子書｣ �동의논집� 41,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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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피해 지역

충정왕 2년 합포(3), 고성(2), 동래 

공민왕 1년 합포(2)

공민왕 2년 합포

공민왕 7년 합포, 고성, 사천

공민왕 9년 사천

공민왕 10년 울주(2), 성, 고성, 김해, 양산, 사천

공민왕 13년 양, 고성, 김해, 양산, 사천

공민왕 23년 합포, 울산, 경주

우왕 즉 년 양

우왕 1년 양(2), 김해

우왕 2년 합포(3), 울주(2), 성, 고성(3), 양산(2), 진주(2), 동래(2), 언양

우왕 3년 합포, 울산(3), 양(3), 김해(2), 양산(2), 경주, 동래, 언양(2)

우왕 4년 고성, 사천

우왕 5년 합포, 울산(4), 양, 진주(2), 사천(2), 경주(3), 언양(2)

우왕 6년 김해

우왕 7년 울산, 양, 고성, 김해(2), 양산, 경주, 언양

우왕 8년 경주, 안동

우왕 9년 안동(3)

우왕 10년 양산

우왕 11년 안동

창왕 즉 년 진주

창왕 1년 진주, 경주

공양왕 4년 진주

서 이 간행되고 있는데, 서 이 간행된 지역이 주로 경상도 지방이라는 사실이 이채롭다. 

공민왕 4~12년까지, 우왕 2년 이후부터 공양왕 2년까지는 서  간행이 거의 없다. 존하는 

사료에 일부 한계는 있지만, 왜구의 경상도 침략과 서  간행에 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선행 연구에서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는 충정왕 2년~공민왕 2년, 공민왕 6~13년ㆍ공민왕 23년, 

우왕 2~5년 등 특정 시기에 집 되었음이 밝 졌다.71) 경상도의 서  간행 추이와 왜구의 

침입에 어떤 연 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각 년도별 왜구 침입에 따른 피해지역을 정리

해 보면 다음 <표 2>72)와 같다. 

<표 2> 경인년 이후 경상도 지방의 왜구 침입 추이

*( )의 숫자는 당해 년도 침입횟수를 말함.

71) 박종기, 앞의 논문, pp.178-179

72) <표 2>의 내용은 김상기(1961) �고려시 사�, 서울: 동국문화사  박종기, 의 논문에 수록된 련 

내용을 토 로 필자가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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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경상도 지역에 왜구가 집 으로 침구해 오는 시기와 <표 1>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왜구의 침입 년도와 서 의 간행 시기가 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공민왕 

3년 진주에서 �졸고천백� 등이 간행될 때 왜구는 경상도 지역에 침범하지 않고 있다. 공민왕 

9년 경주에서 �제왕운기� 등이 간행되었을 때도 왜구는 사천에 침범하 다. 왜구의 침구가 

가장 잦았던 우왕 2년에 한 해 동안 3차례 침입을 받았던 지역은 합포ㆍ고성, 2차례는 울주ㆍ

양ㆍ양산ㆍ진주ㆍ동래이다. 청도에서 �춘추경좌씨 구해� 권 70이 간행되었을 때 왜구 

침범과 직 인 련은 없지만 양ㆍ언양에 1~2차례 침범한 것으로 보아 청도 지역도 간

인 향권 안에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73) 따라서 경상도 지역의 왜구 침구와 서  

간행은 직 인 연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지만 근  의 간행은 복잡한 차와 

다수의 인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에서 왜구 침구에 직 인 피해는 받지 않더라도 

큰 향을 받았을 것이다. 

서  간행에는 원고 정리, 하본(板下本) 작성, 목  가공과 제작, 필사  각, 교열 등의 

차를 거쳐야 하면 이 과정에서 기술  문가들과 해당 서 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참여해야 한다. 서 을 간행할 때는 지방 행정 체계는 물론 지역 내에서 활동하던 

출  련 문가들도 극 참여해야 하는데, 시(戰時)에 하는 왜구 침략에도 이 같은 

유기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을까. 

당시 지역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지방의 재지(在地) 지배자이면서 토호(土豪)로서 향력

을 행사하는 호장층(戶長層)과 원로인 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이 재지세력들이 왜구 침입으로 

군 을 떠나거나 그들의 활동이 축되었거나, 일부는 군 을 떠났을 것이다. 군 의 여론 

형성은 물론이고 문화를 선도하는 심 세력이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지방의 

문화는 상 으로 침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세력은 사원건축, 석탑ㆍ불상의 조성, 

당간(幢竿)ㆍ사종(寺鐘)ㆍ반자(飯子)의 조성(鑄成) 등 불사(佛事)를 주 하며 동량(棟梁) 는 

시주(施主)로서 불교행사  공불(公佛) 사업 등에 향읍사회의 속권(俗權)을 표하는 치에 

있기74) 때문에 군 의 존폐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구 침구는 당시 지방 사회 

반의 황폐화 뿐 아니라 경제ㆍ문화 기반자체가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이다. 그 다면 왜구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진주, 경주, 안동 등지에서 서 이 시에 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충정왕 이후 공민왕 에 어들면서 왜구 침입이 잦아지자, 군 민은 생업을 잃고 

백성들이 많이 굶어죽게 될 지경에75) 이르 다. 이에 고려 정부에서는 왜구 침입에 응하기 

73) 공민왕 13년에 왜구가 양, 고성, 김해, 양산, 사천 등지를 침범할 당시 �익재난고(益齋亂藁)�와 �가정집

(稼亭集)�이 간행되었는데 그 간행장소를 불분명하여 어떤 연 성을 찾을 수 없다. 

74) 이수건(1989) ｢고려시  ｢邑司｣연구｣ �국사 논총� 3, 국사편찬 원회,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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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성(城)을 다시 수축하거나 수군을 강화하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 으나, 근본 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 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거나 고기잡이와 소  생산을 심으로 한 생산 

활동은 단하기도 하 다.76) 당시 군 의 피해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진주ㆍ경주 등지의 

읍(大邑)에서 각종 서 이 원활하게 간행  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충정왕 이후 진주, 경주, 안동 등지에서 다양한 서 들이 수시로 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서  간행 체계의 운 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서  간행은 민(官民), 는 

교속(敎俗)이 서로 력하는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즉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의 

분담 등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앞서 서  간행과 련된 행정  차  지원 부분은 지방의 

행정 조직, 필사나 각 등 기술 인 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문가 집단에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검토하 다. 이는 13세기 엽에 조성(彫成)된 강화경  �고려 장경�의 

각성사업에서도 용되었던 운 체계이다. 

각성사업은 몽항쟁기 임시수도 던 강화경(江華京)에는 장도감(大藏都監), 주요 읍

에는 분사 장도감(分司大藏都監)을 설치하고 16년 동안 각을 진행하 다. 이때 분사 장

도감을 심으로 장기간 각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서  간행 조직체계를 지역에 실정에 

맞도록 운 하 다. 업무의 복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지방의 행정 실무자인 사록겸

장서기가 담당하 던 업무  교감과 실무를 구분하여 교감(校勘) 업무와 실무를 련 문가

와 특채된 녹사(錄事)에게 분담함으로서 그 직제와 업무를 세분화하여 사업을 효율 실무를운

하 다. 이러한 운  체계는 14세기에도 유지 운 되어 왔으며, 각과 련된 시설물들은 

특정 공간에 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었다. 결국 출  련 기구와 인  자원 등이 

한 곳에 집 된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운 되었기 때문에 왜구의 빈번한 침입에도 여러 서

들이 수시로 간행될 수 있었다. 다시 정리하자리하경상도의 읍에는 다양한 서 을 간행이 

한 곳도록  운 행정 체계 내에는 민(官民), 는 교속(敎俗)으로 행정과 실무가 분담되어 

운 되었기 때문에 왜구의 빈번한 침입에도 시에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서  간행 

시설  운 이 집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  간행이 원활할 수 있었다. 

고려 후기 신진사 부들의 성장 기반이 지방 군 이라는 에서 서  간행에 지방 군  

는 세력들이 극 참여하 을 것이다. 당시 경상도 지방민들의 왜구 침입에 따른 극 인 

응 략 즉, 비록 피해는 다수 있지만 연공동체의 형성을 해 지역을 결속하고자 하는 

신진사 부들의 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 고려 후기 연작상경농법(連作常耕農

法)의 발달과 그것을 토 로 한 향  소지주층의 정치  진출, 그리고 자연 의 성장과 

75) �고려사� 권 114, 열  26, 최 .

76) �고려사� 권 112, 열  24, 조운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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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경제  조건이 뒷받침되면서 지방 사회는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77) 아울러 농업생

산력이 증 하면서 연해 지역의 생산량은 증 되었고, 왜구의 침입에 피해를 입었지만 잠시 

소강상태가 되면 다시 인구가 유입되어 생활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회변동기  상황에서 

기존의 향 질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향 공동체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78) 이 과정에

서 유교 서  는 문집 등의 간행을 통해 지방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 을 것이다. 

문집이나 시문집의 간행은 경제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특정 개인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연 계에 있는 문 이나 는 문도(門徒)와 같은 학문  동지 등과 같은 

학  등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새로운 지배세력인 신진사 부

들은 경상도 지방 왜구 침입에 따른 지역 사회의 황폐화와 사회경제  변화에 극 인 응

하기 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역을 결속하고 연  향 공동체를 재구축하거나 새롭게 

형성하기 해 노력하 다. 그 과정에서 각종 서 의 간행을 통해 지방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

고자 하 을 것이다.  

4. 결론

국가  사원과 개인 등에 의해 간행된 서 은 단순히 문자의 기록이나 학문의 장려를 

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 동안 축 된 출 문화 기술을 토 로 진행되었고, 간행 

당시 문화  기반을 토 로 출   보 되었다. 특히 고려시 의 인쇄기술은 고 의 사본시

(寫本時代)로부터 근세의 활 기술(活版技術)까지 연결시키면서 활발하게 기술을 발 시

켰다. 

한편 고려 후기 왜구 침구로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상도 지방은 막 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경상도 동남 연해안의 심축인 낙동강 하구에 집 되었다. 이 지역의 배후에 

양산, 양 등과 같은 군 의 입지하고 있어 내륙으로부터 각종 물산이 집결된다는 에서 

집 인 표 이 되었다. 13세기 인 고종 10년 에 왜구가 낙동강 연안에 자주 출몰하자 

고려 정부는 일본에 외교  교섭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청하 고, 이에 일본은 그 우두머리를 

죽임으로서 왜구의 고려 침입을 막고자 하 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후에는 김해에 성을 

쌓은 것에서 그 외교  성과는 오래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이후에는 왜구 침입으로 

77) 이태진(1986) ｢高麗末ㆍ朝鮮初의 社會變化｣ �한국사회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78) 고려말 향 공동체질서를 구축하기 해 주요 지역에서는 매향활동(埋香活動)을 개하기도 하 다. 

채웅석(2006) ｢여말선  泗川 지방의 埋香活動과 地域社會｣ �한국 세사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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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주요 군 의 경제는 물론 문화도 황폐화되거나 는 더 이상의 발 할 수 기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왜구에 의한 청  군사시설의 방화  약탈은 곧 지방 

행정의 마비를 의미한다. 경상도 뿐 아니라 고려  국토가 왜구가 유린하자 국가의 내정(內政)

에 심각한 피해를 입  국가의 존망을 태롭게 되었다.

고려의 서  간행 체계가 지속 으로 유지되면서 조선 기 속활자  인쇄술이 비약 으

로 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고려 후기 왜구의 빈번한 침입에도 시에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  간행 시설  운 이 집 되어 있지 않고 분산 운 되면서 서  

간행이 원활하게 되었다. 13세기 엽에 조성된 강화경  �고려 장경�의 각성사업에 용되

었던 운 체계가 14세기에도 지속 으로 유지 운 되고 있었다. 경상도의 읍에는 다양한 

서 을 간행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 체계 내에는 민(官民), 는 교속(敎俗)으로 행정과 

실무가 분산 운 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후기에 개인 문집이나 시집이 특정 개인 는 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문집 간행에

는 경제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특정 개인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문 과 

같은 연공동체나 문도(門徒)와 같은 학 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상당수의 문집에는 지방 세력의 성장과 련이 있는데, 학문 으로 깊은 연 이 있는 신진사

부 계열의 인물들이 깊숙이 여한 것에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새로운 

지배세력인 신진사 부들은 경상도 지방 왜구 침입에 따른 지역 사회의 황폐화와 사회경제  

변화에 극 인 응하기 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역을 결속하고 연  향 공동체를 

재구축하거나 새롭게 형성하기 해 노력하 다. 그 과정에서 각종 서 의 간행을 통해 지방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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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14세기 왜구의 경상도 侵寇과 書籍 간행

고려 후기 왜구 침입으로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상도 지방은 막 한 피해를 입었다. 동남 연해안의 심 축인 
낙동강 하구에 집 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배후에 양산, 양 등과 같은 군 의 입지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내륙으로부터 
각종 물산이 집결된다는 에서 왜구의 집 인 표 이 되었다. 왜구 침입으로 경상도 주요 군 의 경제는 물론 문화도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의 발 할 수 기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왜구에 의한 청  군사시설의 
방화  약탈은 곧 지방 행정의 마비를 가져왔다. 

한편 왜구의 빈번한 침입에도 여러 서 을 수시로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간행 시설  운 이 한 곳에 집 되어 
있지 않고 운 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 지방의 지배세력들은 왜구 때문에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다 극 으로 서 을 간행하 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황폐화와 사회경제  변화에 극 인 응하기 해 서로 
결속하여 연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 다. 이 과정에서 각종 서 의 간행을 통해 지방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학문 으로 성장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The 14th century Gyeongsang-do(慶尙道) invasion of Waegu(倭寇) and book published 

Close proximity to the intrusion of Waegu(japanese pirates) and Gyeongsang-do(慶尙道) provinces suffered heavy losses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mouth of the Nakdong-River(洛東江) in the southeast coastal axis of the center had been focused 

on this area at the rear of the Yangsan(梁山) and Miryang(密陽) such as the city was located. The area inland from the various 

materials because of the gathering was the target of intensive Waegu. Waegu as an intrusion of the major cities,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economic culture has been devastated. And no more was not expected to evolve. Waegu by arson and looting 

of government office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upcoming local government led to paralysis. 

Meanwhile, the frequent attacks in waegu published several books that were often published at the time of the facilities and 

operations are integrated in one place is not running smoothly as could be operating. Because of the dominant force in the 

province at the time of the waegu area suffered much damage, but was more active publishing books. So, with devastat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community to respond to the active solidarity with each other to form a kinship community 

was committed to. In the process, book published through the local community was to the newly reorganized.  This learning 

opportunity, growth and solidarity would have been minc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