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7 -

고려 충선왕의 정치개 과 元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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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4세기 고려국왕들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 하나인 충선왕은, 원과의 관계상 독특했던 위

상으로 유명한 국왕인 동시에, 선왕 충렬왕과 달리 국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연구자들도 그의 그런 면모에 주목, 많은 연구를 발표해 왔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충선왕의 정치를 ‘폐정을 개혁하고 국정을 혁신한’ 맥락의 정사로 평가하
다.1)1)당시 14세기 전반의 상황을 기성 정치세력으로서의 권문세족과 새로이 정계에 진출하던 신
진사대부 간의 대립으로 간주하고,2)2)충선왕대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계기적 시기로 파악, 당시
의 개혁을 정치 신인으로서의 신진사대부들이 원에 기대어 성장한 신흥권력층을 개혁한 ‘신진사
대부에 의한 반원개혁’으로 규정하 다.3)3)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권문세족·신진사대부의 개념 및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제기되었고,4)4)이른바 당시의 ‘개혁’에서 반원적 성격을 추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시비의 대
* 인하대학교 BK21 동아시아한국학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1) 김성준, 1958 ｢麗代 元公主出身 王妃의 政治的 位置에 대하여｣『한국여성문화논총』; 이병도, 1961 한

국사(중세편) 을유문화사 ; 김상기, 1961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2) 김윤곤, 1974 ｢신흥사대부의 대두｣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민현구, 1974 ｢고려후기의 권문세족의 

성립｣ 호남문화연구 6
3) 이기남, 1971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역사학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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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었으며,5)5)초기의 연구들이 사회경제 개혁안들을 정치세력과 연결시켜 분석함으로써 경제
현상을 정치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도 대두되었다.6)6)

이러한 입장은 결국 두 갈래로 정리되었다. 우선 반원성의 유무 여부와 관련해서는, 충선왕대
의 관제개편이나 각종 개혁에서 반원적인 측면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충실하게 원 관
제를 수용하거나 그에 부응하는 모습만 확인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7)7)또 당시 개혁의 완결성
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의 폐단을 일정히 수습하면서 기존의 지배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 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8)8)

이러한 연구경향은, 충선왕대의 개혁을 충분한 근거 없이 ‘반원개혁’으로 파악하고, 그 개혁의 
수위에 대한 고민 없이 ‘폐정개혁을 했다’고만 수식한 이전의 연구경향을 보완·극복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충선왕의 ‘非-反元的’ 면모를 거론하여 당시의 麗·元관계를 재조
명하고, 당시의 개혁이 지녔던 한계들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함으로써 국정실패의 원인들을 짚은 
점 또한 주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고할 지점 또한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정자의 親元’을 일종의 ‘한계’로 간주하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9)9)그런데 당시 원과의 공존이 1세기 남짓 지속됐음을 고려할 때, ‘반원’과 ‘친원’이라는 양 지
향 간의 경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바, 이제는 위정자가 자신의 ‘친원
적 성향’을 그 국정에서 어떻게 ‘활용’하 는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는 당시 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지나치게 폄하한 감이 없지 않은데, 당시 고
려국왕의 운신의 폭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이른바 ‘측근정치’를 운 하는 와중에 개혁정치에
도 한계가 없기는 어려웠을 것인 바, 그를 염두에 두되 충선왕대 개혁의 각종 의제들을 순수히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충선왕의 ‘정치개혁’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연구사적 필요에 부응해 보고자 한다. 
4) 김광철, 1991 고려후기세족층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5) 이익주, 1992 ｢충선왕 즉위년 개혁정치의 성격-관제개편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7
6) 권 국, 1994 ｢14세기 전반 개혁정치의 내용과 그 성격｣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7) 이익주, 윗논문; 박재우, 1993 ｢고려 충선왕대 정치운 과 정치세력 동향｣ 한국사론 29
8) 권 국, 윗논문; 김광철, 1996 ｢개혁정치의 추진과 신진사대부의 성장｣ 한국사 19(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9) 최근 충선왕대를 ‘세조구제(‘元은 高麗의 전통·관행 보전을 보장한다’는 세조의 약속)를 부정한 시기’, ‘通

制論(公用의 제도로서의 ‘元의 제도’를 적극 수용, 정착시키자는 논리)이 활성화된 시기’로 인식한 연구들
이 발표되어(이익주, 1996 高麗·元關係의 構造와 高麗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김형수, 2001 元 干涉期 高麗의 政治勢力과 政局動向 경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충선왕대의 국정
을 새로이 이해할 단서를 제공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元이라는 미증유의 상대방 및 그 문화·문물에 
대한 고려인들의 의식 및 대응을 양 갈래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충선왕이 세조구제를 부정한 후 어떤 노선을 취했는지, 그리고 충선왕대에 풍미했다는 ‘통제의 수용’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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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의 정치개혁에는 세 가지 의제가 뚜렷이 제시돼 있어 정책사적 검토가 용이하며, 아울
러 세 의제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이 선왕 충렬왕대의 그것과는 현저히 달라 검토의 가치가 
높다. 무엇보다도 30여년이 넘는 선왕의 재위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정치개혁을 충선
왕이 불과 몇 년 새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이는 결국 충렬왕대에 존재
하지 않았던 변수가 충선왕대에는 존재하 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와 관련해 당시 元
의 국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충선왕이 원에 체류하면서 위정자로서의 소양을 가다듬고 고려
로 돌아와 즉위와 복위를 거쳐 정치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에, 원에서는 세조대 말 이래 성종대를 
거쳐 무종대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맥락의 정치개혁론이 정착되고 견지되었으며, 그 의제 및 내
용이 충선왕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충선왕대 정치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좀더 온전히 평가하는 동시에, 그 
정치개혁에 반 된 당시 고려-원 관계의 일단 또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기본
적으로, 충선왕이 원정부의 국정을 적극 참조하고 그 지향을 공유(공감과 수용)함으로써, 고려에 
맞는 개혁을 시도, 단행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자 한다. 물론 충선왕이 원의 정치개혁을 목도하
고 돌아와 그것을 고려의 내정에 적용, 구현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과연 충선왕이 그 나름의 독특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고려-원 양국의 정치개혁 의제 및 추진방식 상에 유사성이 발견되는 연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
토는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충선왕 정치개혁의 내용 및 결과
1) 개 의 의제: 정방 , 용원감축  기강정비

충선왕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정방의 혁파’와 ‘관제의 개편’이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이기남과 김창현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기남의 경우 주로 충선왕즉위년 개
혁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권세가들과 충돌한 측면에 주목하고, 특히 충선왕의 정방 폐지에 주목
하면서, 그가 신흥권력층을 견제하기 위해 정방을 혁파한 것이라 보았다. 아울러 충선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정방을 혁파했다기보다는, 정방이 권력층 인사들의 성장의 통로가 되고 있어 충선
왕 나름의 국정 이상에 배치되었던 탓에 혁파했던 것이라 보았고, 충선왕이 렷選 기관으로 사림
원을 설치, 문과등제자 등 선비의 기질을 가진 청렴한 인물들 및 자기능력으로 출사한 인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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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했다고 보았다.10)10)

정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김창현 또한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 다. 그는 충렬왕대 정방 구성
원들의 경우 충렬왕이 출신성분과 사로를 중시하지 않고 측근을 등용한 결과 일부가 폐행으로 
변신한 반면, 충선왕대 사림원 학사들은 정통관료 위주로 정부를 운 하려는 왕의 개혁정책에 
호응하는 인사들이었다고 보았다. 다만 그는 사림원의 구성원들이 충렬왕대 정방의 신진가문 출
신 과거급제자들과 일부 중첩된 점, 충선왕이 전선기능을 이·병부로 돌려보내지 않고 사림원에 
이양한 후 자신의 측근들을 포진시켜 왕권행사를 용이케 했던 점 등을 들어, 사림원을 정방의 
연장으로 비판하기도 하 다.11)11)

다음으로 관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익주와 박재우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익주의 경우 충선왕 
즉위년 관제개편을 검토, 그것을 충렬왕 관제의 기형성을 극복하고, 원 관제와의 중복을 피하면
서, 동시에 원제를 깊이 참조한 관제로 평가하 다. 아울러 그러한 개편의 결과가 충선왕의 왕
권 행사 및 국정 주도에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검토, 즉위년관제에서 충선왕이 재상수 감축 및 
참지기무 신설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 평가하 다.12)12)

반면 박재우는 복위년의 관제개편에 주목하 다. 그는 우선 충선왕이 즉위년관제의 실패를 거
울삼아 도첨의사사 외에는 원에서 2품 이상 아문으로 운용하던 관부들을 쓰지 않고 원에 비해 
여러 관부들의 격을 낮추었으며, 한편으로 중·하급 관부 개편의 경우 원의 제도를 깊이 참조했
다고 보았다. 아울러 충선왕이 중·하급 관청들을 대거 상위관청에 병합시켜 업무효율을 제고하
고, 밀직사·삼사를 폐지해 도첨의사사를 유일한 재부로 남김으로써 재상의 수 및 권한을 약화
시켰으며, 상층의 의결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해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던 특징도 거
론하 다.13)13)

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 충선왕은 정방혁파와 관제개편을 통해 중요한 정치개혁을 이룬 것으
로 보인다. 불공정한 인사의 근원이던 정방을 혁파하여 부정한 인사임용을 종식시키고, 재상의 
수를 줄여 왕의 권위를 제고하며, 관부·관원 감축 및 상·하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의결 속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셈이다. 아울러 충선왕은 왕권 행사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추가
조치 또한 단행했는데, 15개의 ‘宰相之種’ 가문을 지정해 왕실과 통혼케 하거나,14)14)감찰관직의 품
10) 이기남, 윗논문
11) 김창현, 1998 高麗後期 政房 硏究 高麗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12) 唐宋 제도에는 없지만 元代 관제에서는 핵심단위 던 院에 준하는 존재로서 광정원·사림원·자정원을 

설치한 것, 일부 관청 내에 판사가 없어지고 그 외 원속의 품질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 등은 원제의 
향을 반 한 사례들로 평가된다(이익주, 윗논문).

13) 중국의 전통적 사·감체제 대신 元 체제를 모방해 중급 관부들을 寺/司체제로 개편하고, 원 제도를 참
조해 창고류 관청을 정비했으며, 하급관부들까지 광범위한 관부명 개칭을 단행하는 등, 원 관제에 저촉
될 가능성을 더욱 줄이는 동시에 그에 대한 참조와 모방의 정도는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 다는 것이다
(박재우, 윗논문).

14) 김당택은 충선왕이 복위후 자신의 혼인을 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원 공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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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그것이다.15)15)

정부의 ‘政治’는 인재의 선발 및 배치에서 시작되는 바 그에 부조리가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관료조직의 운용에서도 적정수준의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효율성, 적절한 역할분담, 녹봉지급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며, 관료들
이 비리를 재생산할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그들을 규찰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마련
이다. 그런데 당시는 무신집권기 이래 정방이 생겨나 인사를 천단하고, 원의 간섭이 시작된 상
황에서 대원관계 수행상 조정의 구조가 비대·방만해졌으며, 무신들의 국정 농단 및 원의 내정 
개입으로 조정내의 기강도 실추되는 등, 위에 언급한 세 역에서 문란상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
이었다. 충선왕은 그 점을 간파, 왕권 강화 및 국정 개혁을 위해, ① 정방을 혁파하여 인사를 
개혁하고, ② 정부의 규모를 대폭 줄여 왕의 국정주도권 및 업무처리상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③ 자신의 고려 내에서의 입지 강화 및 조정내 기강 단속을 위해 귀족가문과의 통혼 및 감찰행
정 강화를 모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충선왕이 그의 정치개혁에서 이 세 의제를 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정치개혁의 본
령에 대해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전 원종과 충렬왕 또한 이에 노
력한 바 없지 않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대개 성과 없이 끝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충선왕의 
정치개혁은 이전에 비해 대단히 특이하고 또 강력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양
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한다.16)16)

(1) 인사의 정비: 정방의 혁파
충선왕 정치개혁의 첫 번째 의제인 인사 정비의 경우, ‘정방 혁파’라는 방법론 자체가 충렬왕

대의 그것에 비해 대단히 강경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선왕은 즉위후인 1298년 4월 政房을 파함으로써 정치개혁의 단초를 열고,17)17)4월에는 한림원

(이후의 사림원)으로 하여금 선법을 주관케 하 다.18)18)또 1307년 복위 직전에는 원에서 李混과 
더불어 선법을 의논하고 개편 관제를 만들었으며,19)19)批判 宣示를 통해 연경에서 대규모 인사를 

혼인 못지않게 조비 등과의 혼인도 정당함을 밝히는 차원에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 15개를 지
정, 재상지종으로 설정한 것이라 해석하 다. 아울러 공주를 제외한 다른 妃 출신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충렬왕대 賤系 출신 관료들의 정치적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전통 가문출신의 관료들을 
활용한 것이라고도 보았다(1998 원간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

15) 이익주, 윗논문
16) 한편 충선왕의 정치개혁 의제들을 검토함에 있어, 즉위년과 복위년의 상황에 차이가 있었음을 고려해 

‘시기별 서술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으나, 의제별로 충선왕이 견지한 문제의식이 일관된 것으로 판단, 
‘의제별 서술 방식’을 취했음을 일러둔다.

17) 高麗史 卷120 志75 選擧3 렷注 選法
18) 고려사 세가에는 (사림원) 學士 崔旵 등 4인과 承旨 金昇에게 렷選을 담당케 한 것으로 돼 있다.
19) 高麗史 卷108 列傳21 李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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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함으로써 다시금 정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20)20)전리사와 군부사로 하여금 선법을 경정케 
하 다.21)21)

정방에 대한 충선왕의 이러한 노력은 충렬왕대와는 대단히 다른 것이었다. 물론 충렬왕도 정
방의 운용과 관련해 몇가지 시도를 한 바 있었다. 정방을 장악해 측근세력의 양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 던 것이다. 예컨대 충렬왕대 관료 던 박
항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정방에서 전주를 행할 때 전주 종료 전에 궁을 나와 私第에서 인사 청
탁을 받던 종래의 관행을 시정, 전주가 종료된 후에야 禁中에서 나오는 관례를 새로 만드는 등22)

나름의22)인사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충렬왕은 왕의 총애를 받던 중·하위 재상 일부, 
특히 밀직 관원에게 정색승지의 직임을 주고 정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방의 전주에 참여케 했는
데, 정방에 대한 왕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상들의 전주에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되, 원로대신
으로서 발언권이 강한 首相·亞相 등을 전주에 참여시키는 것은 피함으로써, 정방 운 을 개선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23)23)

그러나 문반과 무반에 대한 인사임용의 권한을 정방으로부터 빼앗아 각기 吏部와 兵部로 돌
려보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인사개혁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방을 혁파하
거나 그 외의 관부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충렬왕대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에 비해 충선왕의 노력은 정방을 없애거나, 대체기관을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점
에서, 정상적 선법 관행 및 원칙을 복구하려 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시도는 기본적
으로 렷選·렷注를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장하던 주체를 도태시키고, 그를 공정하게 주무
할 공식 직제상의 주체를 복원함으로써 선법개혁을 도모한 것이라 하겠으며, 충렬왕대의 해법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2) 정부규모의 감축: 적극적 冗員 減汰
그러한 양상은 충선왕 정치개혁의 두 번째 의제인 관부·관원 감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298년 5월의 관제개편 교서에서 충선왕은 자신이 즉위하여 모든 時弊를 한결같이 일소했으나, 
오직 宰執(宰相)의 수가 ‘古制’의 培가 되어 일이 지체가 되니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
리고 중요하지 않은 관청들은 폐지해 하나로 합치면 관원이 줄고 일을 처리하기 쉬울 것이라 보
았다.24)24)

20) 高麗史 卷32 世家32 忠烈王33年(1307) 3月 辛卯; 김창현, 윗책
21) 高麗史 卷120 志75 選擧3 렷注 選法; 卷32 世家32 忠烈王33년(1307) 7月 乙亥
22) 高麗史 卷120 志75 選擧3 렷注 選法
23) 김창현, 윗책
24) 高麗史 卷33 世家33 忠宣王卽位年(1298) 5月 辛卯. 아울러 詞林院 학사 李瑱 또한 冗員 감축을 강조

하 다(高麗史 卷109 列傳22 李瑱). ‘관부가 용람하고 관원이 많아 廩祿을 낭비하니, 6部 尙書를 제
외한 나머지는 모두 幷省하자’는 건의에서, 의결구조 단순화 및 업무 효율성의 증진 외에 ‘경제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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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성 아래 단행된 즉위년 관제개편은 특히 전자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후자의 경우 복위년 개편에서 주로 실천되었다). 충선왕이 도첨의사사의 찬성사, 
참리, 정당문학, 지도첨의사사 등을 모두 혁파함으로써(대신 좌·우복야 설치), 도첨의사사의 재
신이 시중과 좌우복야 등 3개 관직으로 축소되고, 관제개편 당일의 인사에서도 드러나듯 이 3인
의 재신을 포함, 참지기무를 겸했던 인후, 김지숙, 안향, 유청신까지 총 7명만이 재상으로 부임
했던 것이다.25)25)충렬왕대의 경우 종래의 5재7추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밀직사 추신이 
정원보다 많이 제수되고 중찬이 좌·우로 나뉘는 등 재상수가 증가했던 것과는 현저히 대조되는 
대목이었다고 하겠다.26)26)

그리고 충선왕의 이러한 冗員 減汰 노력은 복위후에도 계속되었다. 재신의 경우 도첨의사사의 
정승1인, 중호3인, 평리3인 등 7인으로 설정돼 여전히 적게 유지되었다.27)27)아울러 복위년 개편에
서는 충선왕이 즉위년에 언급했으되 구체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했던 ‘실무관부의 업무 효율성 제
고’가 적극 추진되었다. 이는 ‘여러 衙門이 모두 虛設됐으니 명목은 있으되 실체가 없는 경우 모
두 倂省하라’고 지시한 1308년 11월의 하교나,28)28)1308년 관제개편에서 한 관부가 여러 관청들을 
그 휘하에 병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29)29)확인된다.

충선왕의 이러한 관청·관원수 감축은 전술했듯이 결국 상층 재상들의 수를 줄여 의사결정구
조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국왕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허설된 아문들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분장
상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30)30)

일찍이 충렬왕대의 경우 대원관계와 관련한 사무가 많아지면서 국정의결기구의 구성원이 5宰7
樞에서 터무니없이 증가해 조정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졌고,31)31)자연히 여러 부속관청들도 필요 

도 그 노력에 내재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충선왕의 문제의식 및 개혁주도 양상 검토에 주
력하 던 바, 그의 개혁을 보필한 관료들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감이 있는데, 이진은 충선왕과 문제의
식을 같이했던 관료의 대표적 사례이며, 여타 관료들에 대한 상론은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25) 이기남, 윗논문; 이익주, 윗논문
26) 이익주, 윗논문
27) 이익주, 윗논문
28) 高麗史 卷32 世家32 忠宣王復位年(1298) 11月 辛未
29) 高麗史 卷76 志30 百官1; 卷77 志31 百官2; 박재우, 윗논문
30) 물론 예외적인 증원사례들이 없지는 않았다. 특히 즉위년 당시 6曹 중 전조·민조·형조의 경우 시랑과 

원외랑 등이 각기 3인씩 증원되기도 하 다. 또 합문(각문) 지후의 경우 즉위년에는 8인으로, 복위년에
는 14인으로 늘어나기도 하 다. 이런 경우들은 재추수의 축소나 관부통합의 기조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하고 관부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필
요한 경우 실무자를 부분적으로 늘린 사례들로 이해될 수 있다. 충선왕은 또 정치, 제도상으로는 용원
감축을 추구하면서도,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밀직사, 三司 등에서 부분적 관부·관원의 증원을 추구하기
도 하 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강한, 2008 ｢고려 충선왕·元 武宗의 재정운용 및 ‘정책공유’｣『동방학
지』143 참조.

31) ‘元을 섬기기 시작한 후부터 일이 갑자기 많아져 僉議와 密直이 매번 都評議司에 모여 국정을 의논하니 
商議라는 이름이 또 생겨 국정에 참여하는 자가 60~70인에 이르렀으며, 6부는 허설되고 百司는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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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많아져 있었다. 그러나 충렬왕은 이러한 관부규모의 비대함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개
진한 바 없었다. 그에 비해 충선왕은 의사결정의 신속화 및 왕권강화, 그리고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용원감축’이라는 의제를 새로이 설정, 관제개편 및 통·폐합의 형태로 그를 추진한 것이라 
하겠다. 

(3) 정부내 기강의 강화: 감찰기관의 정비
마지막으로 충선왕 정치개혁의 세 번째 의제인 감찰행정의 강화 또한 이전 국왕들의 노력과 

대조되는 바가 있었다. 충선왕은 즉위 당시, 御史臺의 설치가 百官을 彈糾하기 위한 것인데도 
근래 풍속이 크게 허물어져 (그 죄를) 제대로 논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후 백관을 彈糾
하여 朝廷을 肅淸할 것을 천명하 다. 또 즉위교서에서는 侍朝 兩班들의 뇌물수수 및 지방 안렴
관·별함들의 백성 침해, 홀지·응방·尙乘·巡馬·宮闕都監·阿車赤의 폐행 등을 적극 거론하기
도 하 다.32)32)

충선왕은 복위시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 다. 그는 복위직전 원에서 (중앙) 諸司의 員吏가 
供職에 태만하고 비리를 자행하니 금후 매월말 賢否, 勤怠를 보고하라고 지시하 다.33)33)아울러 
1308년 복위하교에서는 지방감찰과 관련, 각도의 제찰들이 수령들의 불법을 제대로 조사, 처벌하
지 않고 있음을 질책하고,34)34)1년 뒤인 1309년 10월 관리들을 경상·전라·충청·교주·서해도에 
파견해 守令들 뿐만 아니라 提察들의 부정·탐리까지 조사토록 도평의사사에 지시하 다.35)35)충선
왕은 또 1311년 3월 제찰들에게 별감의 꿩 탈취 및 재상의 역마 이용으로 인해 백성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라 지시하 고,36)36)4달 뒤인 7월에는 경상·전라·양광제찰사, 강릉도안집사 및 별
감, 그리고 수령 등 96인이 횡렴을 자행하고 있음이 쇄권별감에 의해 적발되었다.37)37)성과를 올린 
충선왕은 그 다음해에도 쇄권별감들을 각지에 파견하 다.38)38)

이상에서 충선왕이 京·鄕을 막론하고 관직사회에 대한 감찰을 강도 높게 시행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노력이 추상적 선언이나 ‘적발’ 작업의 강화를 통해서만 이뤄지지 
않고, 실무 관원·관청의 ‘직급 정비’에 수반해 이뤄졌음이 주목된다. 

충선왕은 부서 정비 과정에서 즉위년의 경우 사헌부 大夫의 품급을 종2품으로 설정, 문종대의 

통제가 없게 되었음’을 지적한 기사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高麗史 卷76 志30 百官1; 百官1 贊成事; 
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都評議使司).

32) 高麗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33) 高麗史 卷75 志29 選擧 렷注 考課之典, 1307年 12月
34) 高麗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35) 高麗史 卷33 世家33 忠宣王復位元年(1309) 10月 己卯
36) 高麗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37) 高麗史 卷34 世家34 忠宣王復位3年(1311) 7月 丙戌
38) 高麗史 卷34 世家34 忠宣王復位4年(1312) 8月 甲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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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보다 높이 올려 잡았다.39)39)또 복위시에는 大夫를 고쳐 大司憲이라 하면서 그 품급을 정2품
으로 한 등급 더 승격시켰다.40)40)감찰기구 내의 실무자 수도 조정하 다. 즉위년에는 중승의 수를 
2인 늘리고, 복위년에는 監察御史를 糾正으로 바꾼 후 14인을 늘렸다.

이러한 노력은 이전 충렬왕대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다. 관료들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각종 
지침과 규제를 기록한 刑法志 公式 職制條의 기록을 보더라도, 충렬왕대에는 지극히 일반적 업
무지침이나(1278년 9월) 송사와 관련한 지방관들의 역할(1286년 3월), 역마사용 금지(1288년 3
월) 등만이 기록돼 있을 따름이다. 정부차원의 논의 다기보다 개인적 上書의 성격을 지녔던 홍
자번의 1296년 5월 便民18事 건의를 제외하면 관료들의 비행에 대한 언급 자체가 거의 발견되
지 않으며, 1298년 이후 1308년까지는 職制條 기록이 아예 없다. 이는 기사의 누락이라기보다, 
그러한 노력이 그만큼 적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충렬왕은 감찰기구의 
직제 조정 또한 시행한 바 없었는데, 그에 비해 충선왕은 즉위년과 복위년 계속해서 감찰 담당
부서의 위상을 전에 비해 현저히 승격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충선왕은 무신집권기 등장해 전선을 擅斷하던 정방을 혁파하거나 무
력화하여 조정의 렷注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하 고, 관제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인원과 부서를 없
앰으로써 업무분장상의 효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시켰으며, 관료사회의 기
강 일신을 위해 감찰행정의 강화에 주력하 다. 이러한 노력들은 충렬왕대에는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다가, 충선왕대에 들어 비로소 강력히 전개된 것이라 하겠다.41)41)

충선왕의 이러한 정치개혁은 무엇보다도 이전과는 다른 방법론으로 인해 가능하 다. 충렬왕

39) 高麗史 卷76 志30 百官1 司憲府. 아울러 中丞 또한 문종대의 종4품과는 달리 종3품으로 올려 설정하
다.

40) 高麗史 卷76 志30 百官1 司憲府. 1308년에는 사헌부 내 원속 품질상승의 범위도 넓었다. 中丞은 執義
로 조정되는 동시에 正3品으로 승격됐고, 侍御史는 掌令이 되어 從4品으로 승격됐으며, 殿中侍御史는 
持平이 되어 正5品으로 승격되었다(한편 대사헌은 충선왕복위연간 사이에 다시 문종대의 정3품으로 복
귀하 다).

41) 물론 이 외에 정치개혁을 시도했을 만하나 충선왕이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예컨대 인사의 공정성은 
관료의 재배치과정에서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단계, 즉 관료가 정부에 ‘진입’하는 과정에
서도 확보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할 주요 역이 바로 과거 및 천거제도이다. 그
런데 충선왕은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 다. 그는 즉위년 교서에서 세가의 자제만을 
쓸 것이 아니라 퇴거해 있으면서 武才·碩德·孝廉·方正을 갖춘 선비를 추천하라 지시했지만(高麗史 
卷75 志29 選擧 렷注 薦擧之制), 그 외의 조치는 확인되는 바 없다. 아울러 과거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 오히려 그가 복위시 국자감시를 폐했음이 주목되며, 高麗史 卷73 志27 選擧 科目 選場
條나 卷74 志28 選擧 科目 國子試之額條를 보더라도 충선왕은 1307년 11월 진사를 취한 이후 복위5년 
동안 한 번도 진사를 취하는 과거를 시행하지 않았다(충숙왕 즉위이후인 1313년 8월에나 진사시험이 확
인된다). 그러면서 충선왕은 학교가 백성 교화 및 풍속 담당에 힘써야 하는데 성균관이 敎誨에 태만하
고 학생들도 게을러 선왕의 典章에 어김이 있음을 탄식하 는데(卷34 世家34 忠肅王元年/1314 1月 丙
午), 그가 성균관의 교육기능에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제 활용에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엿보이며, 과거제정비 보다 양현고설치 등 좀더 실질적인 권학 조치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충선왕은 ‘관원 선발’ 보다는 ‘선발 후 배치’에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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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정방 ‘개편·개선’ 노력이 충선왕대에는 ‘혁파’ 또는 ‘대체’로 강화된 것이 좋은 예다. 아울러 
충렬왕이 기형적이면서도 비대해진 관부구조를 방치한 것과 달리, 충선왕은 ‘용원감축’이라는 구
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 다. 또 30년이 넘는 재위기간에도 불구하고 충렬왕이 정
부내 감찰 강화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반면, 충선왕은 ‘감찰 주무부서의 승급’을 도
모하 다. 이 모든 정황들은 결국 충렬왕대 정치개혁과 충선왕대 정치개혁 사이의 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충선왕은 이러한 개혁을 추구함에 있어 어떠한 선례를 참조하 을까. 그가 이전의 개혁과 질
적으로 차별화된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부단한 노력, 즉 정치개혁 사례들의 성공 
배경에 대한 학습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한 성공사례 또는 前例로서, 고려 전기의 상황이 참조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상정할 수 있
다. 특히 고려 전기 상황의 경우, 충선왕대 정치개혁에 감을 주었을 개연성 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추구 대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충선왕이 새 사회를 이룩함에 있어 
복고적 형식을 그 기저로 하 다’고 지적하며, 관제개편에서도 ‘독자관부를 만들기도 하는 동시에 
충렬왕원년 이전의 관제로 돌아가기도 하 음’을 지적한 바 있다.42)42)실제로 그의 즉위년, 복위년 
관제개편에서는 문종대 관제상의 각종 員屬이나 고려초기 관직의 제 요소들이 상당수 복원, 차
용되고 있으며, 태묘제 정비나 세제갱정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고려전기 체례와 문물의 복원이 시
도된 바 있다.43)43)그러한 충선왕의 면모를 고려할 때 그의 정치개혁 또한, 전기에 확립되었던 고
려의 정치질서, 특히 공정한 관료인사, 적절한 정부규모, 안정된 조정기강 등의 다양한 가치를 
회복하고자 기획, 단행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2) 개 의 결과: 고려 기 상황과의 차이

실제로 세 역에서의 개혁은 외형상 다분히 고려의 ‘구제’를 복구한 맥락을 띄고 있다. 인사 
정비의 경우, 무신집권기 생겨난 일개 권력기구로서의 정방이 렷注를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상황
을 ‘정방의 혁파’를 통해 극복하려 하 다는 점에서, 무신집권기 교란된 고려전기의 질서를 회복
하는 맥락이 그에 내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규모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사결정 상
층부의 규모가 고려초기 5재7추의 모습으로부터 이탈한 상황을 ‘용원감축’을 통해 시정했다는 점
에서, 이전 상황으로의 복구를 의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내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으려 한 점 또한, 무신집권기 및 원 간섭 상황에서 문란해진 국정 질서를 ‘문란치 
않은 상태’로 환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노력들과 궤를 같이 하 다고 할 수 있다.

42) 이기남, 윗논문
43) 이강한, 2008 ｢고려 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 복원｣ 진단학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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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에서, 고려의 전통 구제 복원에 관심이 많았던 충선왕의 개인적 열정이 위와 같은 정치
개혁을 가능케 했으며, 충선왕 정치개혁의 목적 자체가 고려구제의 복원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조치들의 결과들이 고려전기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던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구제복원 노력의 결과라고만 보기에는 그 결과물 또는 결과로서의 상황
이 고려전기의 형상·형세와 다른 지점이 적지 않았던 바, 충선왕 정치개혁의 목적을 ‘구제복원’
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그의 정방혁파 노력은 전선기능을 이부와 병부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
었다는 점에서, 고려전기 관행의 복구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위후 정방을 
혁파했을 때의 경우, 렷選 기능을 吏部·兵部로 돌려보내지 않고 詞林院44)으로44)하여금 選法을 주
관케 함으로써, 이전의 정방을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시켰을 따름이었다. 

그러한 양상은 복위당시에도 재연되었다. 물론 1307년 7월 복위 직전, 충선왕은 典理(司)와 
軍簿(司)가 選法을 更定케 함으로써, 즉위당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 다.45)45)또 1308년 5월 이
혼과 의논해 새로 정한 관제 및 批判을 고려에 보내 6월 발표케 했으며,46)46)이 관제개혁으로 전
리사와 군부사가 選部로 합쳐져 인사 담당 부서로 거듭났음이 주목된다.47)47)그러나 이 선부가 과
연 이전의 이부·병부와 같이 문·무관료에 대한 전적인 인사권한을 보장받았는지의 여부는 확
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견제를 받았던 양상이 짙으며,48)48)당시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문관
이 또한 렷選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충선왕의 복위와 함께 이전 예문관의 文翰·史館 
기능에 右文館·進賢館·書籍店의 기능까지 맡은 藝文春秋館이 등장,49)49)‘모든 國事’를 申奏하게 
되었는데, 충선왕 관제개편의 막후 역할을 한 이혼이 바로 그 대사백으로 앉게 됨으로써,50)50)엄연
히 렷選 주무 부서로서의 選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문춘추관이 전선 일반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빚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충선왕 즉위년 사림원 
학사들이 전선을 담당하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44) 高麗史 卷76 志30 百官1 藝文館; 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承旨房 
45) 高麗史 卷32 世家32 忠烈王33年(1307) 7月 乙亥
46) 이혼은 충렬왕대 정방에서 정색대언 등 실무직을 두루 거친 인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김창현, 윗책); 

高麗史 卷32 世家32 忠烈王34年(1308) 5月 丙戌; 6月 辛丑
47) 高麗史 卷76 志30 百官1 吏曹
48) 처음의 선부는 충선왕이 복위년 개편에서 혁파한 ‘選軍’의 기능까지 이양받은 것으로 보인다(高麗史 

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選軍). 그러나 1308년 10월 選部 렷注에 오류가 많아 典書~散郞의 俸米
를 추징하고, 僉議宰臣 더러 選部와 함께 議政하라 한 것에서(高麗史 卷33 世家33 忠宣王復位年/1308 
10月 戊子) 전선 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이 무색하게 선부가 강한 견제를 받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김
창현, 윗책). 

49) 高麗史 卷76 志30 百官1 藝文館
50) 高麗史 卷108 列傳21 李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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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후 1310년 10월 문·무관 인사를 選·摠部에 위임하 다는 기사가 발견돼51)51)이부와 
병부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문·무관 인사를 담당하는 이전의 구도가 복원된 느낌을 주기도 하지
만, 이는 예문관이 무력화되고 이혼 또한 淑妃에게 참소를 당해 폄출되는 와중에 권한공, 최성지
가 다시 인사의 주도권을 잡는 와중에 단행된 조치 으며, 더군다나 동일 기사에 ‘首相·亞相이 
(선부와 총부를) 통솔케 했는데, 한두 幸臣이 오래 겸임하 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부
와 총부의 인사 분장이라는 새 구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운 되었는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새 구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면, 결국 복위년 당시에도 충선왕이 이·병부의 인사분장이라
는 기존구도를 적극 추구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용원감축 노력의 경우, 의사결정구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재추의 수가 이전 수준(5+7)
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전에 비해 더욱 감소했음이 주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즉위년과 복위년 공히 7명씩의 재상들이 관측되는 것으로, 충선왕은 재상의 수를 고려전기의 전
통적 5재7추보다도 더욱 감축한 것이다. 충선왕의 애초의 의도가 고려전기의 모습을 복구하려는 
데 있었을 경우 나오기 어려운 결과 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감찰강화 노력의 경우 또한 문종대 감찰기구의 위상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었음이 
이채롭다.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충선왕은 즉위년과 복위년 두 차례에 걸쳐 사헌부 대부(이후 
대사헌)의 품급을 문종대의 그것보다 높게 설정했고, 실무자의 수도 대폭 늘렸으며, 특히 내부 
원속 품질의 경우, 즉위년 대부와 중승(종4→종3)만 승격시킨 것에서 더 나아가 복위년에는 대사
헌, 집의, 장령, 지평 등 모든 원속의 품질을 승격시켰다. 즉 감찰기구들을 정비함에 있어 그 기
능의 강화에 주력했을 뿐, 고려전기의 품질 및 인원수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가 추구한 것
은 감찰행정의 강화 을 뿐, 그를 수행할 인력의 위상을 고려전기에 준하는 정도로 설정하는 것
에는 관심이 없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충선왕은 사림원, 예문춘추관 등 이전에 없던 관부들을 이·병부 대신 전선의 주무
부서로 활용하고, 재추의 수를 전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시켰으며, 사헌부의 권한은 전보다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라 하겠다. 이전의 상황, 고려의 구제 복구를 충선왕이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
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자 방법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1290~1300년대 이런 모습의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려의 구제에 향을 받은 것이거나 철저한 고려구제 복원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과연  
충선왕은 무엇에 향을 받아 이러한 정치개혁을 단행한 것인가. 더 나아가 충선왕의 정치개혁
이 특정 의제를 독특하게 다루고, 전왕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
엇이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결국 충선왕의 개인적 처지 및 성장내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가 지녔
51) 高麗史 卷120 志75 選擧3 렷注 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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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개인적 약점 및 개인적 강점 등이 모두 참조될 수 있다. 그는 고려내에 그리 강한 연고세력
을 갖고 있지 못했고 장기간 고려를 떠나 있기까지 했던 처지라, 정치기반 차원에서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내에는 무종·인종 형제 등 강한 연고세력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世祖의 정사를 목도하며 국정 수업을 충실히 쌓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강점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충선왕대의 정치개혁이 충렬왕대의 그것과 질적 차이를 보
다고 평가한 바 있지만, 그러한 차별성은 결국 충렬왕대에 존재하지 않던 요소가 충선왕대 새로
이 등장, 그 개혁에 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충선왕의 독특한 면모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외부 변수, 즉 충선왕이 목도한 원의 국정과 정사를 간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양국 정
계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원정부 내에서 논의되던 각종 정책적 解法들은 고려
정부에게도 많은 참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충선왕대 정치개혁의 動因 및 배경을 온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시 원내에서 전개
되고 있던 여러 상황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당시 원에서도 충선왕이 다루
던 의제들과 상당히 유사한 의제들을 골간으로 한 정치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고
려내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원과의 교감이 필요하 을 것이고 고려 정치개
혁의 세부조치들이 양국관계를 교란할 여지가 적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당시 원내의 상황이 
고려의 상황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었음은 대단히 시사적인 대목이라 하겠다. 

물론 충선왕의 국정을 검토함에 있어 ‘元制(通制)의 수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미 제
기된 바 있다.52)52)그러나 이 연구들은 수용되었다는 ‘원제’의 내용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 다. 
고려정부나 고려인들의 당시 원, 원제, 원 문물에 대한 인식이 대결·배척·회피 위주의 상황을 
벗어나 그에 대한 적극 수용으로도 옮겨가고 있었음은 지적하 으나, 과연 어느 시기에, 구체적
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을 통해 수용하고 있었는지는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53)53)

52) 이익주, 윗논문; 김형수, 윗논문
53) 이익주의 경우 충선왕의 관제개편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참조·수용한 원제의 내용을 살핀 바 있다. 다

만 ‘관제’는 ‘제도’의 한 역에 해당하는 바,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사료적 한계가 큰 
문제다. 충선왕이 즉위후 征東省 사무를 주관하던 첫날 재추 및 行省 左右司 관리들이 국왕을 알현할 
때 元朝의 禮를 쓰게 한 바 있었고, 1304년 유청신·박경량 등의 종용으로 고려와 元이 ‘하나 되는’ 상
황을 추구하기도 했으며, 1307년에는 ‘上國의 制에 의거하여 軍民을 定하려’ 했음이 흔히 거론되지만, 
이러한 사례들만으로는 원제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것을 수용한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조정내의 참월
한 존칭을 수정케 하고(高麗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公牒相通式), 복위 당시 지원28년(1291) 세조로
부터 받은 명령을 근거로 宗親의 同姓 通婚을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것으로 처리할 방침임을 표방하기
도 했지만(卷33 世家33 忠宣王復位年/1308 11月 辛未), 그 맥락도 아직 미상이다. 최근에는 충선왕의 
성리학 수용 및 국정운 을 그의 元律, 元制 수용 및 선호에 연관시켜 파악하기도 하는데(김형수, 윗논
문), 성리학적 지향 및 성리학적 제도를 원제의 내용이자 실체로 파악한 것으로, 충선왕대 들어 두드러
졌던 유신세력의 기용 및 성리학적 국정운 도 그의 원제선호 경향의 결과라 간주하는 입장이다. 양자
간에 연관이 없지는 않겠으나, 元制의 맥락을 성리학적 이념과 지향으로만 파악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
적으로 해명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김형수는 충선왕대의 개혁주도세력이 이념적으로 원 성리학을 수용
하면서 동시에 원의 제도개혁 또한 적극 수용했다고 보았지만, 교서에 드러나는 세금면제성 경제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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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른바 ‘원제’를 일종의 ‘법제’ 또는 ‘제도’로만 간주한 결과, 고려국정
의 ‘정책적 지향·노선’ 등이 원으로부터 향 받은 바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 주목하지 않
았다. 국왕의 ‘외국제도’ 수용의 배경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사료상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
신 그러한 개별 제도·조치들을 아울렀을 ‘외국의 국정기조 및 지향’을 고려인들이 참조한 정황
에 주목해 보는 것도 새로운 연구방법일 수 있다. 그러한 ‘지향’이 확인되면, 개별 ‘제도’의 맥락
도 엿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인지·수입·참조·활용한 충선왕 등 고려국왕들의 개혁 추진 
배경까지도 가늠해 볼 여지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는 그간 제시돼 온 麗·元관계의 상에 좀 더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고병익과 주채혁 등이 중국사의 입장에서 또는 중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고려와 원의 특수한 관계, 고려국왕들의 독특한 위상을 검토한 바 있고,54)54)김광철 또한 충선왕이 
어린 시절 원에서 생장하며 문제의식 및 소양을 다듬어 가는 과정을 검토한 바 있다.55)55)장동익
은 정동행성을 통해 양국간의 긴밀하면서도 분리된 관계를 논한 바 있고,56)56)김호동도 몽골 제국 
체제에서의 고려의 복합적 위상을 논한 바 있다.57)57)종래의 연구들이 이처럼 큰 틀의 문제에 주
목하 다면, 이제는 구체적 교류의 배경, 내용, 결과를 해명해야 한다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동시기 원에서 전개되고 있던 정치개혁의 의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충선왕이 
이전 국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일정한 성과도 거둘 수 있었
던 이유와 여건을 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충선왕의 문제
의식이 형성된 과정을 엿보게 하는 동시에, 국내기반이 약했고 국내 체류기간도 짧았던 충선왕
이 이 모든 정치개혁을 수행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짐작케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 성리학적 문물정비 조치들을 그 사례로 제시했을 따름이다. 
54) 고병익, 1969 ｢고려 충선왕의 원무종 옹립｣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1980년 재간행); 주

채혁, 1989 ｢몽골·고려사연구의 재검토: 몽골·고려사의 성격 문제｣ 國史館論叢 8
55) 김광철, 1986 ｢고려 충선왕의 현실인식과 대원활동-충렬왕24년 受禪以前을 중심으로｣ 부산사학 11
56) 장동익, 1994 高麗後期外交史硏究 一潮閣; 1997 元代麗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 출판부
57)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한국학 모노그래프],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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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선왕 정치개혁의 動因 및 배경
1) 원 성종, 무종  정치개 의 개

   - 선정비, 정부축소  감찰기구의 강화

당시 원제국 내부에서 전개되던 정치개혁의 내용과 지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조대 후반 
이래의 상황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80~1290년대 원 조정 내부의 가장 주목되는 현상으로
는 ‘回回人 재상’들의58)58)집권과 몰락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제국 규모의 재정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반면, 選法을 교란시키고 정부규모를 방만케 했으며 조정내의 기강 또한 실추시킴으
로써 거센 비판에 직면하 고, 결국 순차적으로 퇴출을 당하게 된다. 

대표적인 회회인 재상 阿合馬의 경우, 財賦權을 임의로 행사해 국가와 민을 괴롭히고, 總庫를 
설치해 사방의 이익을 거두며, 전운사를 통해 가혹한 징세를 단행한 점이 강력한 비난을59)샀다.59)
아울러 재주 없는 자를 적절한 절차 없이 많이 뽑아 관직을 冗濫하게 하고,60)60)강남지역에 과세 
담당 관원을 남아돌 정도로 설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61)61)즉 아합마는 재상으로서 爲民의 임무
를 방기하고 징세에 치중하느라 擾民하며, 선법을 교란시키고, 정부를 전통적 규모에 비해 지나
치게 팽창시킨 것으로 비판받은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그 집정으로 발생하는 폐단들을 시정하기 위해, 관료들은 끊임없이 그를 견제하는 조치들을 
단행하 다. 1276년 11월 내외 諸司를 합병·감축하는 동시에 강남에 설치된 남아도는 관원들을 
축출하고,62)62)1278년 4월과 6월에도 용람한 관원을 축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63)63)1281~2년에도 諸
司 冗員 및 省部官의 남는 인원을 줄 다.64)64)아울러 어사대부의 승격,65)65)감찰어사 첨설,66)66)각처 
58) 당시 무슬림 및 위구르인들이 다수 원조정의 재상으로 기용되었던 바, 통칭의 의미로 ‘회회인 재상’이라

는 용어를 썼음을 일러 둔다.
59) 元史 卷8 本紀8 世祖 至元11年(1274) 11月 壬寅; 卷126 列傳13 廉希憲; 卷157 列傳44 張文謙; 卷160 

列傳47 王磐; 卷168 列傳55 何榮祖
60)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阿合馬; 卷163 列傳50 馬亨
61) 元史 卷132 列傳19 昻吉兒; 卷170 列傳57 胡祗遹; 卷205 列傳92 姦臣 阿合馬; 卷10 本紀10 世祖 至

元15年(1278) 4月 壬午; 卷18 本紀18 成宗 元貞元年(1295) 2月 癸卯
62) 元史 卷9 本紀9 世祖 至元13年(1276) 11月 癸丑; 卷10 本紀10 世祖 至元15年(1278) 2月 癸亥; 6月 甲戌
63) 元史 卷10 本紀10 世祖 至元15年(1278) 6月 丙寅. 한편 며칠 뒤에는 좀더 포괄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詔를 내려 江南의 冗官을 없앴고, 江南에 설치한 淮東, 湖南, 隆興, 福建 등 4개 行省 중 隆興을 福建에 
倂入시켰으며, 11道의 宣慰司 중 額設員 이외의 인원을 모두 罷去하 다. 아울러 茶運司와 營田司를 파
하고 그 일은 本道 宣慰司에 귀속시켰으며, 漕運司를 파하여 그 일을 行中書省에 속하게 하 다. 이 조
치들은 淮西宣慰使 昂吉兒가 江南 관리가 너무 많다고 건의해 단행되었다(元史 卷10 本紀10 世祖 至
元15年/1278 6月 甲戌).

64) 元史 卷11 本紀11 世祖 至元18年(1281) 閏8月 丁巳; 卷12 本紀12 世祖 至元19年(1282) 2月 乙酉
65) 어사대부의 품질을 정2품으로 하 다(元史 卷7 本紀7 世祖 至元7年/1270 12月 壬寅).
66) 감찰어사 6원을 증원하고, 몇 년 뒤 行御史臺 감찰어사 4원을 증설하 다(元史 卷7 本紀7 世祖 至元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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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안찰사의 증치67)67)등을 통해 감찰관부들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68)68)문란해진 조정내의 기강확
립에 주력하고, 아합마 세력도 견제하 다.69)69)

그리고 1282년 아합마가 피살되자, 원 정부는 구체적인 정치개혁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우선 선법정비 노력이 주목된다. 정부는 1283-1284년 두 해에 걸쳐 內外 관리의 임기를 3년

으로 하여 임기가 찬 자는 차례대로 옮기고, 임기가 다하지 않은 자는 超遷을 불허하는 등 임기 
및 승진 등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여지를 제거하 다.70)70)또 近侍가 남을 위해 求官하여 선법을 
문란케 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同列間 견제와 감시를 통해 주청의 투명성을 확보케 하는 등 
의사전달 및 奏達 체계도 선명하게 하고자 하 다.71)71)

용원감축 노력도 계속되었다. 1282년 5월 省部의 관원을 줄이면서 阿合馬의 무리 133인을 먼
저 혁파하고, 뒤이어 581명을 추가로 내쫓았으며, 江西·福建行省을 병합하고, 江南의 冗濫官을 
없앴다. 또 6월에는 아합마가 남설한 관부 204所 중 3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했으며, 江南宣
慰司 15道 중 內 4道에 세운 행중서성도 파했다. 9월에도 冗官 삭감조치가 이어졌고, 10월에는 
四川의 거주민이 겨우 120,000호인데 관부가 250여개나 설치돼 있으므로 감축케 하 다. 1283년
에는 아합마가 쓸데없이 번잡하게 설치해 녹봉을 허비한 아문들을 병합하 다. 또 7월에는 강남 
10道 宣慰司의 관원 140명도 93명으로 줄 다.72)72)

年/1271 2月 甲辰; 卷10 本紀10 世祖 至元15年/1278 7月 甲申).
67) 제형안찰사들은 1260년대말, 1270년대초에 들어와 아합마의 무리한 경제정책이 지역사회에서 발생시키

고 있던 폐단들을 제어할 주체로 기능하 으며(元史 卷6 本紀6 世祖 至元6年/1269 2月 壬午; 卷126 
列傳13 廉希憲; 卷157 列傳44 張文謙), 이후 더욱 증치되었다. 1275년 燕南河北道의 提刑按察司를 增置
하고, 1277년에는 諸道의 提刑按察司를 다시 세웠으며, 揚州에 行御史臺를 두는 동시에 8道 提刑按察司
를 설치하 다. 1278년 7월에는 江南湖北道, 嶺南廣西道, 福建廣東道에 모두 提刑按察司를 증설하 고, 
1279년 2월에는 西蜀四川道에 提刑按察司를 세웠다(元史 卷8 本紀8 世祖 至元12年/1275 7月 己卯; 
卷9 本紀9 世祖 至元14年/1277 1月 癸卯; 7월 丙午; 卷10 本紀10 世祖 至元15年/1278 7月 甲申; 至元16
年/1279 2月 乙巳).

68) 1269년 제형안찰사들의 祿秩이 정해진 것에 이어 1277년 안찰사들의 職田이 정해진 것도, 당시 정부의 
감찰강화 노력이 실질적인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元史 卷96 志45 食貨 俸秩).

69) 이러한 감찰강화 조치들이 회회인재상들을 정면 겨냥하는 것이었음은 양자간의 충돌에서 잘 확인된다. 
아합마는 御史臺가 省에 白하지 않고 함부로 倉庫吏를 부르거나 典穀의 數를 궁구치 못하게 하 고, 中
書省 集議에 이르지 않는 자는 죄를 주게 하 으며, 1278년에는 行中書省에서 行御史臺의 文卷을 考覈
할 것을 요청하 다. 세조는 이를 불허하 으나, 이후 1279년 2월 平章 阿理伯이 行中書省이 行御史臺
의 文案을 檢覈할 것과, 行御史臺에서 行中書省에 아뢰는 것을 御史臺가 中書省에 아뢰는 예와 같이 할 
것을 요청하자 그를 수용하 다. 이 조치에 대해 어사대는 즉각 반발, 며칠 뒤 玉速帖木兒가 行臺의 文
卷令을 行省에서 檢覈하면 일에 불편할 것이라 지적하 고, 이에 세조는 자신의 지시를 철회, 오히려 
運司들의 文卷은 御史臺의 檢覈을 받게 하 다(元史 卷10 本紀10 世祖 至元15年/1278 1月 戊申; 3月 
己丑; 至元16年/1279 2月 甲申; 乙未). 당시 아합마의 향력 아래에 있던 중서성과 전운사가, 대간 등 
관료들과 갈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0) 元史 卷12 本紀12 世祖 至元19年(1282) 4月 丙辰 
71) 元史 卷12 本紀12 世祖 至元20年(1283) 4月 甲午; 卷13 本紀13 世祖 至元21年(1284) 1月 丁巳
72) 元史 卷12 本紀12 世祖 至元19年(1282) 5月 己未; 戊辰; 6月 甲午; 9月 庚申; 10月 庚戌; 至元20年

(1283) 1月 乙丑; 7月 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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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앙·지방에 대한 감찰 또한 강화되었다. 1282년 4월에는 안찰사에게 전운사의 문권
을 磨刷케 하고 萬億庫 등을 구고하는 동시에, 행어사대에 명해 각도 안찰사관들을 揀汰했으며, 
臺察官들에게는 뇌물수수나 창고비리 등에 대한 감찰을 적극 종용하 다.73)73)또 1283년 2월에는 
官吏贓罪法을 세우고 3월 蒙古監察御史 6員을 증치하 으며, 4월에는 私鹽을 금지하고 按察司가 
鹽司를 糾察하는 것을 허락하 다.74)74)

이렇듯 아합마의 축출을 전후하여 원정부가 일련의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단행하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 盧世榮이 다시금 세입증대 위주의 재정노선을 선보이면서, 원정부내 
정치개혁의 흐름과 충돌하게 된다. 노세 은 泉·抗州에 시박도전운사를 세우고 官本船 정책을 
시행했으며, 상세를 거두는 동시에 酒類 전매제를 시행하 고, 規措所를 통한 전곡 규획(재물조
사)에도 전력하 다.75)75)그러자 최욱·불홀목·진천상 등이 그를 탄핵하 고, 세조는 결국 그를 
주살하 으며,76)76)그의 사후 원 정부는 다시금 정치개혁 조처들을 단행하 다. 1286년 7월 省·
院·臺·部 관리(의 수)를 렷定하는 등 선법을 정비하고,77)77)1285년 5월 6부의 남아도는 인원을 
줄 으며,78)78)1286년 2월 안찰사 巡行郡縣法을 만들고 3월 행어사대 및 안찰사들에게 군현순행을 
지시하는 등 감찰행정을 강화했던 것이다.79)79)

원 정부의 이러한 정치개혁 노력은 이후 桑哥의 집권으로 다시 한번 위협을 받는다. 상가는 
1288년 9월 徵理司를 설치해 전곡 鉤考에 나섰고, 강남6省의 전곡을 理算하 으며,80)80)미곡운송을 
위해 해운을 정비하고,81)81)강남지역에서 대규모 토지조사(括勘) 및 호구조사(抄數)를 단행하
다.82)82)그는 또 1289년 鹽引 가격을 인상했으며, 協濟戶 과세분을 늘리는 동시에, 茶引 가격 및 
전국 상세도 대폭 인상하 다.83)83)그러자 1291년 봄 불홀목 등이 상가를 문죄할 것을 요청했고, 
1291년 1월 상가는 국정을 천단하고 저폐·전선·염과·酒稅 모든 역에서 갱장, 변란했다는 
이유로 파직됐으며, 7월 주살되었다.84)84)이후, 桑哥의 집권 4년간 諸臣 다수가 뇌물을 바치고 친
73) 元史 卷12 本紀12 世祖 至元19年(1282) 4月 丙辰; 5月 己未; 7月 庚申; 9月 壬戌
74) 元史 卷12 本紀12 世祖 至元20年(1283) 2月 辛丑; 3月 丁卯; 4月 甲午
75)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盧世榮; 卷13 本紀13 世祖 至元21年(1284) 12月 癸亥
76) 元史 卷13 本紀13 世祖 至元21年(1284) 12月 乙巳; 至元22年(1285) 4月 庚戌; 11月 乙未; 卷205 列傳

92 姦臣 盧世榮; 卷130 列傳17 不忽木
77) 元史 卷14 本紀14 世祖 至元23年(1286) 7月 癸巳. 중서성, 행중서성, 추밀원, 어사대, 행대, 6부 등 모

든 중요관청의 정원수를 확정한 당시의 노력은, 이전에 비해 좀 더 근본적인 선법정비 다.
78) 元史 卷13 本紀13 世祖 至元22年(1285) 5月 丁亥
79) 元史 卷14 本紀14 世祖 至元23年(1286) 2月 丁未; 3月 丙子
80) 元史 卷15 本紀15 世祖 至元25年(1288) 9月 癸卯; 10月 庚申
81) 元史 卷15 本紀15 世祖 至元25年(1288) 10月 庚午
82) 상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植松正, 1974 ｢元初江南における徵稅體制につい建｣ 東洋史硏究 33-1; 1995 

｢元朝支配下の江南地域社會｣ 宋元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참조.
83)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桑哥; 卷94 志43 食貨2 茶法; 商稅
84) 元史 卷130 列傳17 不忽木; 卷16 本紀16 世祖 至元28年(1291) 1月 壬戌; 7月 丁巳; 卷205 列傳92 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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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모두 要官을 제수받아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렷選 개혁이 
단행되었고,85)85)중외의 冗官 37명이 축출되었다.86)86)아울러 1291년 2월 行御史臺가 行省의 節度를 
듣지 않아도 되게 되고, 桑哥가 어사대의 기강(臺綱)을 沮抑하고 監察御史를 채찍질한 것에 대해
(箠) 관련자들이 심문을 받았으며, 종래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감찰기구가 이해 종래의 提刑按
察司에서 肅政廉訪司로 전환되는 등,87)87)감찰행정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이 주목된다.

1270년대말 이래 1290년대초까지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세조대 중·후반 회회인 재상들과 
일반관료들이 격렬히 갈등하 고, 전자 측의 선법교란, 방만한 정부운  및 기강훼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후자가 제시한 공정한 전선, 용원의 감축, 정부내 기강 정비 등이 국정의 최우선적 가
치로 부상하 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분위기는 1294년 성종이 즉위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먼저 선법정비와 관련, 1295년 2월 중서성에서 선법 붕괴를 지적하고 省臺의 選官 핵실 등을 

건의하자 성종이 가납하 고, 동년 5월 성종이 선법 釐正을 지시했으며, 1297년 3월 完澤도 렷
調選法을 정할 것을 아뢰었음이 주목된다.88)88)아울러 중서성을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 旨(內降旨)
의 전달을 봉쇄함으로써 공정한 렷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수반되었는데,89)89)이 ‘내강지’ 관
행은 성종대 일반화되어 무종대에도 끊임없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성종-무종대 정치개혁의 전개
를 검토함에 있어 주목을 요하는 사안이다.

다음 용원감축과 관련, 1292년 10월 張師道가 내외관부의 冗濫者 감축을 건의, 1293년 1월 
省內外 관부 250所 및 관원 669員이 정리됐고, 1294년 5월 어사대가 내외 관부의 감병을 건의
하자 6월 功德使司·泉府司官의 남는 인원이 혁파됐으며, 1298년 9월 中外 冗官을 다시 줄인 데 

臣 桑哥
85) 元史 卷16 本紀16 世祖 至元28年(1291) 5月 甲辰; 7月 戊申
86) 또 太府監의 冗官 31人을 줄이고, 器備庫와 行內藏庫 2庫 및 海道運糧鎭撫司를 파했다(元史 卷16 本

紀16 世祖 至元28年/1291 11月 甲辰).
87) 元史 卷16 本紀16 世祖 至元28年(1291) 2月 癸酉; 壬午; 丙戌
88) 元史 卷18 本紀18 成宗 元貞元年 (1295) 2月 癸卯; 5月 戊寅; 卷19 本紀19 成宗 大德元年(1297) 3月 

己巳
89) 1298년 7월 諸王·駙馬·近侍가 中書省을 거치지 않고 바로 旨를 전달받아 外方에 붙이는 경우 처벌케 

하고, 1299년 1월 후비·제왕의 所需는 (중서성을 통한) 旨 없이는 지급하지 말게 했으며, 各位에서 관
부를 함부로 설치해 選法을 문란케 할 경우 戒飭케 하 다. 또 1301년 7월 封贈 또한 中書省 외에는 번
번이 奏請하지 못하게 했고, 1303년 2월 樞密院·御史臺·宣政院의 舊例에 의거한 奏選을 제외하고는 
諸司의 임의 奏請이나 인원 擧用을 금했으며, 모두 반드시 중서성을 경유케 하 다. 1305년 2월에는 中
書省에서 近侍가 안에서부터 傳旨하며 賞罰을 제수함에 文꾼가 없어 위법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傳旨
는 모두 文꾼로 만들어 中書省에 付할 것을 건의해 성종이 그를 따랐다. 또 1306년 1월 諸王·駙馬·妃
主는 錢穀주청을 中書省과 의논하라 지시했으며, 2월에는 近侍가 傳旨하여 文꾼를 갖고 省에 오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遴選을 加할 것을 건의하자 성종이 가납하기도 하 다(元史 卷19 本紀19 成宗 大德2
年/1298 7月 壬寅; 卷20 本紀20 成宗 大德3年/1299 1月 庚寅; 大德5年/1301 7月 癸亥; 卷21 本紀21 成
宗 大德7年/1303 2月 丁亥; 大德9年/1305 2月 癸未; 大德10年/1306 1月 丁卯; 2月 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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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303년 2월에도 諸有司 冗員을 줄 음이 확인된다.90)90)

마지막으로 감찰강화와 관련, 1294년 5월 숙정염방사의 案牘을 총관부가 檢劾하지 못하게 하
는 등 감찰권한을 보호하는 동시에 7월 어사대의 기강을 진작(振)하는 조치를 단행하 고, 1296
년 6월 관료들의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13等 條格(官吏受賕條格)을 도입했으며, 다음달인 7월 행
대 감찰어사에게 여러 행성 이문소의 案牘을 鉤校케 하는 동시에, 1298년 10월 어사대로 하여금 
추밀원 안독을 검핵케 하고 1301년 7월에는 宣政院·僧司의 안독도 檢照할 것을 명하는91)등,91) 

관련 노력을 계속하 다. 
그리고 충선왕의 재위기간(특히 복위연간)과 동시기에 재위해 있던 무종 역시, 성종대의 정치

개혁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 다.92)92)

선법 정비 노력과 관련하여, 무종은 전선을 담당하는 기구 그 자체를 개혁하기 보다는, 전선
을 포함한 국정운 의 중심에 서 있던 중서성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청탁관행 종식에 좀더 노
력을 기울 다. 즉 정부내 명령전달체계의 공정성을 회복하려 애썼던 셈인데, 그와 관련하여 앞
서 언급한 내강지 청탁관행이 주목된다. 

종래 이러한 내강지 관행은 무종대 정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많이 거론되었
다. 종래 연구에서는 무종이 ‘近侍干政’ 구도를 통해 정국을 운 했으며,93)93)아울러 신진세력 기용 
90) 元史 卷17 本紀17 世祖 至元29年(1292) 10月 戊子; 至元30年(1293) 1月 丙寅; 卷18 本紀18 成宗 至元

31年(1294) 5月 壬申; 6月 庚寅; 卷19 本紀19 成宗 大德2年(1298) 9月 庚戌; 卷21 本紀21 成宗 大德7年
(1303) 2月 壬戌

91) 元史 卷18 本紀18 成宗 至元31年(1294) 5月 壬申; 7月 壬子; 卷19 本紀19 成宗 元貞2年(1296) 6月 甲
寅; 7月 己丑; 大德2年(1298) 10月 戊寅; 卷20 本紀20 成宗 大德5年(1301) 7月 癸亥; 卷21 本紀21 成宗 
大德7年(1303) 3月 甲辰

92) 이러한 필자의 관측은 그간의 이해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종대의 정계개편 및 정사는 
이른바 ‘創治改法’을 추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종이 潛邸 신료들과 막북 세력을 흡수해 정계를 재편하
고, 세조대 이래의 漢法的 정사를 ‘대체’할 제도와 관행을 창출했다는 입장이다. 中都 건설 등을 추진해 
遊牧君主의 전통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무종이 ‘世祖 舊法’을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했다는 논리로, 이는 
무종이 성종대의 국정기조에서 이탈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李玠奭, 1998 14世紀初 元朝支配體制의 
再編과 그 背景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野口周一, 1989 ｢元代武宗政權における宰相層の人的構
成に關する覺書｣ 新島學院女子短期大學紀要 6). 실제로도 ‘武宗이 富有한 大業을 당하여 創治 改法하
는 정사를 행했는데 그 封爵한 것이 太盛하고 遙授한 관원이 많았으며, 하사품이 너무 융성해 상을 주
는 은혜가 넓었으므로, 至元·大德의 정사가 이때 다소 변경되었다’는 무종졸기의 평가(元史 卷23 本
紀23 武宗 至大4年/1311 閏7月 丙午), ‘대개 폐하가 스스로 일대의 典範을 만들고자 하여, 祖宗을 반드
시 본받고자 하지 않았다’는 張養浩의 언급(이개석, 윗논문에서 재인용), ‘至大’로의 改元 조서에 나타난, 
‘維新之令을 誕布’한다는 언급(元史 卷21 本紀21 成宗 大德11年/1307 12月 庚申) 등이 확인된다. 그러
나 무종대의 정치개혁을 ‘세력’의 문제가 아닌 ‘의제’별로 살펴볼 경우, 거시적으로는 성종대 개혁의 틀
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세조말~성종대의 정치개혁 노선이 엄연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무종대의 창치개법은 오히려 그의 재정정책에서 드러나는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강한,『동방학
지』143 참조.

93) 近侍干政에서는 怯薛官이 중서성·추밀원·어사대의 관리들과 공동으로 일을 奏達하거나, 황제에게 직
접 의견을 개진해 정책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이개석, 윗논문; 李治安, 1990 ｢怯薛與元代朝廷｣ 
中國史硏究 1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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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기보다 ‘內降旨’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94)94)그러나 
내강지 관행은 이미 성종대 이래 성행 중이었다. 1302년부터 1308년 사이, 즉 성종 재위기간 단
행된 내강지 사례가 총 6,300건이었음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95)95)아울러 무종대를 극복했다는 
인종대에도 내강지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96)96)따라서 내강지를 ‘무종대의 정사만을 비판
할 폐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무종이 오히려 그러한 내강지 관행의 척결에 노력했
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적지 않다. 

성종의 내강지 척결노력이 기도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목도한 무종은, 내강지운 에 
대한 관료들의 거듭된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그것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항상 수용하 다. 中書 
庶務의 同僚들이 近侍하며 멋대로 아뢰니 반드시 共議(公議) 후 아뢰게 하자는 요청, 中書省·樞
密院·御史臺·宣政院 외의 부서 모두 中書의 렷擇을 따르고 近侍가 멋대로 아뢰지 못하게 하자
는 건의, 내강지로 관직을 수여한 자가 880餘人인데 아직 의논도 못한 자가 오히려 500여명이니 
이후 越奏者에게는 관직을 수여하지 말자는 건의 및 내강지를 통한 관리 등용은 祖宗 成法이 아
니라는 지적,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奏할 수 없게 하자는 건의들, 官職과 奉使 應給은 中書
省을 경유한 것이 아니면 주지 말자는 요청, 중서성을 통한 遷調 奏聞 요청, 聖旨·懿旨·令旨를 
받들고 躐等하여 官階를 구하는 자가 많으니 世祖舊制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지급하자는 요청 등
에 대해,97)97)무종은 언제나 강한 수락, 수용의지를 밝혔으며, 직접 금지의사를 천명하기도 하
다.98)98)즉 무종은 내강지에 대한 관료들의 거듭된 개선요구를 수용, 모든 주청은 중서성을 경유케 
94) 이개석, 윗논문. 1307년 8월 무종 즉위 당시 내강지를 내어 880명을 임명한 기사(元史 卷22 本紀22 

武宗 大德11年/1307 8月 甲午) 등을 근거로, 무종이 훈구 및 根脚家門의 후예, 무종의 潛邸臣僚 및 政
變功臣 등을 중용할 때, 近侍 천거에 의한 內降旨 임용을 많이 활용했다고 본 것이다.

95)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 명령이나 물자가 왕래하거나 지급된 것이 모두 6,300건이었으며, 田土, 戶口, 金
려鐵冶, 增餘課程, 進貢奇貨, 錢穀, 選法, 詞訟, 造作 등 다양한 사안이 관련돼 있었다(元史 卷23 本紀
23 武宗 至大2年/1309 1月 乙巳).

96) 1311년 1월 즉위직전 인종은 중서성에 칙을 내려 무릇 傳旨는 친히 받든 것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 하
고, 2월에는 지방 행성에 遙授職事를 주지 말게 했으며, 3월 즉위시에도 諸衙門 및 近侍人 등이 中書를 
隔越하여 奏事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 다(元史 卷24 本紀24 仁宗/즉위전 至大4年/1311 1月 壬寅; 
2月 乙巳; 3月 庚寅). 그러나 무종대의 정치적 문제들(전선 문제와 관련한)은 인종대에도 존재하 다. 
우선 怯薛官의 정사결정 과정 참여 등 (무종대 들어 강화된) 近侍干政과 유사한 정황이, 정작 무종의 정
사를 강하게 부정했다는 인종대에도 나타나고 있었다(이개석, 윗논문). 또 1311년 12월 중서성에서 관
원들이 함부로 선발되고 이유 없이 교체되며 차례를 뛰어넘어 階가 오르는 동시에, 안으로 旨를 내려 
제수한 최근 관원 1000여인 중 거짓으로 선발된 경우를 능히 다 가려낼 수 없을 정도로 선법이 壞亂됨
이 지적하자, 인종이 內降旨를 일절 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 는데(元史 卷24 本紀24 仁宗/즉
위후 至大4年/1311 12月 乙未), 인종이 즉위한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내강지의 폐단이 여전하 음을 알 
수 있다. 

97) 元史 卷22 本紀22 武宗 大德11年(1307) 7月 辛巳; 丙戌; 8月 甲午, 9月 丙子; 10月 壬子; 12月 壬辰; 
丁巳; 至大元年(1308) 5月 辛巳; 卷23 本紀23 武宗 至大3年(1310) 2月 乙丑

98) 元史 卷22 本紀22 武宗 大德11年(1307) 8月 甲午(中書省 奏를 거치지 말고는 관직을 주지 말라 지
시); 10月 壬子(중서성 경유 없이 임의로 사신을 보내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것 금지); 至大元年(1308) 4
月 戊戌(超越授官 및 泛濫賜賚 불허); 7月 乙酉(近侍臣員·內外諸衙門의 隔越 聞奏 금지, 각처行省·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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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무분별한 전량요구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정한 관직수여 관행을 정착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종은 ‘전선의 문란을 방치했다’는 그간의 평가와는 달리, 건의의 奏達 및 旨의 하
달 통로를 투명화함으로써 전주·전선의 질을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종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종대의 정치개혁 기조를 유지하 다. 용원감축이 그러하
다. 중서성이 당시의 中書宰臣 14명, 御史大夫 4명을 前制에 없던 인원수라 지적하자,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 다. 또 중서성에서 省臣 員數를 의논, 舊制에 의거해 12員으로 정하고 班朝 諸司 
冗員을 柬汰할 것을 건의하자, 그에 따랐다. 太常禮儀院의 관리 27명은 8명으로 줄 고, 世祖代 
6명이던 추밀원 관료수가 成宗代 13명으로 늘고 署事하는 자가 다시 32명으로 늘었으니 줄이자
는 건의에 11명을 파했다. 이후 중서성에서 世祖代 省·院·臺 諸司의 定員 수가 이후 늘어나 
성종대 한번 倂省했는데 근래 諸司가 승격되고 1司 인원이 2, 30員에 이르며 官이 날마다 증가
하므로 大德 10년(1306) 관원 수에 비추어 冗濫 인원은 各司가 스스로 減汰하자고 건의하자, 무
종은 모두 수용하 다. 中書省이 국용부족문제로 宣徽·太府·利用院의 籍을 沙汰할 것을 건의
하자 따랐고, 중서성 단사관이 1306년에는 43員이었는데 지금 皇太子位 2원, 闊闊出·剌馬甘禿
剌 각기 1원씩 증원했으니 舊制가 아니며 후자를 혁파하자는 건의도 수용했으며, 尙書省에서 근
래 冗官을 柬汰했으니 百官 봉급으로 체불된 것을 大德 10년(1306)의 員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에게는 지급하지 말자는 요청도 수용했다. 추밀원 및 通政院의 관리도 줄 고, 1310년 9월 諸司
官 중에서 濫設된 것은 月俸을 지급하지 말도록 勅했으며, 일전의 諸司 官員 중 大德 10년에 정
한 제도에서 남는 인원을 汰했는데 지금도 관원이 남아도니 시정하라 지시하기도 하 다.99)99)이 
모든 사례에서, 그가 확고한 용원 감축 입장을 견지했음이 잘 확인된다.100)100)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역시 성종대처럼 감찰강화가 병행되었다. 무종은 1307년 10월 즉위 직
후, 臺綱을 整飭케 하고 中外에 포고하 다. 11월에는 皇太子(인종)의 請을 따라 御史臺에서 詹
事院의 文案을 檢覈케 하 다. 이듬해 1308년 1월에는 어사대에서 犯贓에 계루된 관리들을 曲赦
하되 파직하 다. 1310년 1월에는 추밀원과 통정원의 관리를 줄이면서도 어사대의 경우 御史大

慰司·在外諸衙門 관리가 聖旨·中書省明文 없이 지를 이탈해 경사에 와서 사사로이 營幹하는 것 금
지); 11月 丁卯(諸人의 中書 정사 참견 금지, 황제가 忽忘한 틈을 타 內降文꾼·傳旨를 갖고 중서성에 
이른 자에 대한 처벌 지시); 至大2年(1309) 9月 丁酉(근시 주청으로 넘겨진 토지의 租 50萬石을 還官하
라 지시)

 99) 元史 卷22 本紀22 武宗 大德11年(1307) 6月 乙巳; 9月 丁丑; 至大元年(1308) 6月 己酉; 7月 癸未; 11月 
己未; 己巳; 卷23 本紀23 武宗 至大2年(1309) 3月 甲辰; 10月 癸酉; 至大3年(1310) 1月 乙巳; 9月 壬寅

100) 물론 무종은 이러한 용원감축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상서성의 인원은 몇십명씩 늘리는 등 특정의 
역에서는 부분적 증원을 승인하 다(이강한,『동방학지』143). 그러나 상서성을 설치한 후 대신 중

서성의 관리는 客省使 이하 181員으로 대폭 감원했다는 점에서(元史 卷23 本紀23 武宗 至大3年
/1310 1月 癸未), 무종의 증원이 재정정책에 국한된 부분적 증원이었을 뿐 무원칙하거나 무분별한 것
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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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 御史中丞, 侍御史, 治書侍御史 등을 각기 2명씩 늘렸다.101)101)용원을 감축하면서도 어사대 인원
은 증원하여 감찰력을 확보하고자 한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종은 내강지관행을 종식시켜 공정한 전선에 필수적인 투명한 
건의·명령 전달체계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용람한 관부와 인원을 적극 감축했으며, 감찰행정도 
강화하 다.102)102)일찍이 세조가 회회인 재상들을 등용, 가혹한 징세 위주의 경제정책을 용인함으
로써 전선이 문란해지고 관부구조가 비대해지며 조정내의 기강도 문란해지자, 관료들이 그에 다
양한 형태로 맞섰고, 그 결과 인사행정 정비, 정부규모의 조절, 조정내 감찰기능의 강화 등 특정 

역에서의 개혁들이 더욱 강조되는 정치개혁이 13세기후반~14세기초 출현, 이후 성종대를 거쳐 
무종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103)103)

2) 충선왕의 원 정치개  참조  활용

그런데 이러한 원 정부 정치개혁 상의 의제들은 공교롭게도 충선왕의 정치개혁 의제들과 흡
사하게 닮아 있다. 기존 전주관행에 대한 시정, ‘용원’의 감태, 그리고 감찰의 강화 등에서 그러
한 측면이 확인된다. 세부사항에서 차이점들이 다소 나타날 뿐, 충선왕의 정치개혁과 원정부의 
정치개혁은 서로 의제를 공유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닮아 있다.

사실 충선왕의 생장과정을 고려할 때, 그는 원의 국정지향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았을 가능
성이 높다. 충선왕은 고려국왕 중 유일하게 원 황제의 외손이었고, 그것도 원제국의 중시조로서 
추앙받던 世祖의 외손이었다. 그는 즉위전 여러해 원에 체류했는데, 원 세조로부터 큰 총애를 
받고 그 정사로부터 각별한 향을 받았으며, 그 자신 세조대의 정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
다.104)104)따라서 충선왕이 세조대의 정사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갖는 동시에, 그 정사로부터 얻은 

101) 元史 卷22 本紀22 武宗 大德11年(1307) 10月 丙午; 11月 辛卯; 至大元年(1308) 1月 辛酉; 卷23 本紀
23 武宗 至大3年(1310) 1月 乙巳

102) 결국 무종이 새로운 세력을 지배구조 내로 편입해 들이려 했을지언정, 세조가 제정한 제도·법제·관
행을 폐지하거나 성종대 정치개혁의 기조에서 전면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03) 회회인 집정 아래 측근세력이 성장하고 비공식적 奏請(內降旨 관행)이 일반화되자 그에 選法 정비로 
대응하고, 북방 이민족 정권으로서는 최초로 화북·강남을 동시에 복속한 상태에서 징세 관련 관부들
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해지자 용원 감축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행정에 어두운 몽골인들을 대신해 회
회인들이 집정을 담당하게 되면서(‘以吏治國’; 吳現文, 1990 ｢論元代監察制度與官僚政治｣ 西北民族學
院學報 ) 발생한 기강해이 및 견제행정의 공백을 監察의 강화로 보완하는 개혁기조가 세조대말 마련
되었고, 성종-무종대에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 하겠다.

104) 1291년 세조가 충선왕에게 特進上柱國 高麗國王世子를 제수하고 制하기를, ‘나라를 계승한다는 측면에
서 본다면 세자는 왕의 적자이지만, 친척관계로 본다면 나의 외손[甥]이 된다’고 언급한 점(高麗史 
卷30 世家30 忠烈王17年/1291 9月), 1295년에 성종이 충선왕을 儀同三司 上柱國 麗國王世子 領都僉議
使事로 책봉하고 誥에 이르기를 ‘우리집 외손으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모두 우러러 보는 바가 되었
도다. 선대 황제(세조)를 섬김에 미쳐서 恭勤이 갖추어 나타나고 여러 의논에 참여하여 預聞에 명성이 
더욱 높았다’고 칭송하며 ‘황실의 외척으로 특별히 우대한다’고 선언한 점(卷33 世家33 忠宣王條[忠烈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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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단서들을 중요시했을 것임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의 즉위 일성도 자신이 ‘先帝의 
가르침을 받고 (元) 大都의 제도를 목격하 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아울러 세조대 말엽 구체화된 국정지향이 1291년 <至元新格>이라는 법제로105)구체화되고,105) 그
에 근거한 국정분위기 및 정치개혁의 흐름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종·무종대 지속되던 상
황에서,106)106)충선왕이 퇴위 이후에도 원에 체류하며 원정부 내의 그러한 분위기 및 국정지향을 꾸
준히 접했던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충선왕은 1290년대 뿐만 아니라 1300년대, 1310년대초
까지도 계속해서 원내부의 국정지향으로부터 상당한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107)107)

그 결과, 당시의 지원신격 국정 및 원내 정치개혁에서 추구하던 여러 가치와 방법론이 예비지
도자 충선왕의 소양을 구성, 향후 정치개혁에 요긴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선왕이 
즉위하자마자, 충렬왕이 재위하던 33년간 제대로 단행하지 못했던 정치개혁을 국정의 주요분야
에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元의 향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108)108)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가능성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충선왕의 정치개혁 및 원 내부의 정치개
혁이 노정한 서로간의 차이점들도 간과할 수 없다. 

선법정비의 경우, 원 정부가 주로 내강지 혁파조치 등 건의·명령의 전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21年]/1295 8月 戊午), 충렬왕이 1297년 제국대장공주의 사망직후 충선왕에게 양위할 것을 요청하면
서, ‘臣의 世子 謜은 幹局이 숙성하고 국량도 있으며 闕庭에 入衛하여 恩惠를 입어 이미 황실의 종친
과 配匹이 되었고 일에 익숙하여(‘諳事’) 宗祀를 이을 만하다’고 평가한 점(卷31 世家31 忠烈王23年
/1297 10月 丙申), 1307년 8월 충렬왕이 실권을 상실한 즈음 원에서 충렬왕에게 책명을 더하며 ‘몸은 
國壻로서 삼가 賓日(東方)의 지방에 살고 아들은 즉 皇甥으로서 다시 乘龍의 선발에 참여하 다[復豫
乘龍之選]’고 언급한 점(卷32 世家32 忠烈王33年/1307 8月 辛亥), 그리고 1308년 10월 충선왕 복위 이
후 원 무종이 충선왕에게 征東行中書省 右丞相 高麗國王을 제수하고 開府儀同三司 太子太師 上柱國 
駙馬都尉 瀋陽王을 전처럼 맡을 것을 지시하며, ‘짐이 생각건대 王璋은 聖祖의 甥이요 懿戚으론 宗姬
의 壻(夫)인지라 좋은 꾀와 훌륭한 공적은 모두 칭찬할 만하다. 오랫동안 闕庭에 侍從하여 忠力을 고
루 다하 다’는 점을 강조한 점, 충선왕 스스로 복위 하교에서 자신이 ‘(세조 이래) 삼조를 모신지 19
년’이 되었음을 거론함으로써 세조대 이래 원 황제들과 자신의 관계를 강조한 점(卷33 世家33 忠宣王
復位元年/1308 10月 辛亥; 11月 辛未), 그리고 충선왕이 이후 충숙왕에게 왕위를 양위한 후 스스로 그 
德 10여 條를 기록하여 式目으로 하여금 陳賀를 위해 올리게 한 箋에 ‘젊은 나이에 天居(元帝/세조와 
성종의 宮)에 入侍하여 몇해 동안 특별히 은총을 받았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한 사례 등이 참조된다(卷
34 世家34 忠肅王元年/1314 1月 甲辰).

105) 이강한, 2007 ｢征東行省官 闊里吉思의 高麗制度 改變 시도｣ 한국사연구 139
106) 이러한 경향은 원말 순제대까지 지속되었다(이강한, 2008 ｢整治都監 운 의 제양상에 대한 재검토｣ 역

사와현실 67 참조).
107) 다만 충선왕의 원내 체류에 대해서는 거의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 상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을 일러둔다.
108) 충렬왕의 경우 1269년 4월 처음 몽고에 갔다가 1270년 5월 돌아오고, 이후 1271년 6월 다시 입조했다

가 1272년 2월 돌아왔으며, 1272년 12월 이래 2-3년 정도 원에 머물렀을 따름이었는데, 그나마 첫방문 
때에는 임연의 난 관계로 원 정부와의 교섭에 주력하는 등, 충선왕처럼 원에 장기간 체류하며 뭔가를 
배울 상황에 있지 않았다. 그에 비해 원에 장기체류한 충선왕의 경우, 개혁에 임하는 방식과 강도가 
달랐다는 점은 예사롭게 볼 사항은 아니라 생각된다. 충선왕의 즉위전 원내체류에 대해서는 김광철, 
1986 윗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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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정비를 시도한 반면, 충선왕은 주무부서의 교체(정방혁파 및 사림원·예문춘추관의 설치)를 
통해 전선정비를 시도하 다고 할 수 있다. 또 용원감축의 경우, 원은 세조대말부터 성종대를 
거쳐 무종대에 이르기까지 용람한 관부·관원을 없애면서도 황제별로 어떤 경우 징세관련 부서 
감축의 맥락이 좀 더 강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충선왕은 일관되게 정치·행정적 맥락에서 상층
의 의결구조 및 하부의 실무관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감축·감원을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찰강화의 경우, 원에서 감찰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찰기구의 타 기구 견제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충선왕은 다양한 관료비리를 적발하고, 그를 구치할 감찰기구의 위상
을 큰 폭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감찰기능의 강화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상의 차이들을 간과한 채, 양국의 정치개혁이 외형상 닮아 있는 것만을 근
거로, 한쪽의 다른 한쪽에의 향을 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게다가 충선왕 정치개혁
의 내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치개혁에서든 추구하기 마련인, 지극히 당연한 의제들이기
도 하 다. 따라서 충선왕 정치개혁 및 원 정치개혁의 부문별 유사성만 갖고 양국간의 관련성을 
논하기에 앞서, 좀 더 직접적 연결고리들, 그리고 ‘맥락상의 상통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충선왕 선법정비 노력의 핵심이었던 정방혁파의 경우, 전선을 천단하는 정방 같은 존
재는 어떤 국왕이든 없애고자 했을 것이므로, 정방혁파 조치가 선법정비의 맥락을 띈 조치 다
는 점만을 근거로 충선왕의 그러한 노력을 ‘원으로부터 향받은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사안에 있어 원으로부터의 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
선왕의 정방 혁파를 추동한 정치적 동기와 소양이 과연 원으로부터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방 혁파 조치가 당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던 ‘측근정치’에 대한 견제와도 무
관치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충렬왕의 지지기반이 된 신흥권력층이 정방을 매개로 성장
하 던 바,109)109)충선왕의 정방혁파 노력은 사실 이른바 ‘측근정치’에 대한 구치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었다. 더구나 충선왕은 측근정치의 폐해에 대한 적개심을 즉위전부터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110)110)적어도 즉위년에서만큼은 충선왕이 ‘측근정치’라는 정치운용방식을 경계하고 있었음은 
연구자들도 인정하고 있다.111)111)따라서 충선왕이 ‘전선 정비’라는 근본적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측근정치 견제의 한 방편으로, 정방혁파라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충선왕 스스로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측근정치’라는 정치운용방식의 폐해를 절감
하게 되었을 것인가? 충선왕은 대부분의 기간을 고려 대신 원에서 지냈으므로, 서신을 통해 고
려내 측근정치의 폐행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지언정, 그 폐해를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했을 것
109) 이기남, 윗논문
110) 실제로 충선왕은 충렬왕 측근세력의 인사권 및 관직 독점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김

광철, 1986 윗논문).
111) 이익주, 윗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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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12)112)결국 즉위하기 전 즉 1298년 이전까지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원 내부에서의 경험이 그
의 소양을 구성했을 터이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1291년 桑哥가 축출된 이래 새로운 
국정기조가 정착하면서 그 이전 회회인 재상들이 구축한 ‘사적 인맥’이 조정의 정사에 끼쳤던 폐
해(전선문란, 정부비대, 기강해이)가 끊임없이 논단되었고, 세조대의 경우 선법정비 노력이 ‘관리
임기 설정, 관리수의 확정, 비공식적 求官에 대한 힐난’ 등의 수준에 머무르다가 성종대 중반에 
이르러 ‘비공식적 旨의 왕래를 척결하고 擬奏의 통로를 중서성으로 통일하려는’ 방책으로 강화되
는 등 이른바 ‘내강지의 폐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게 되었다. 물론 내강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공교롭게도 1298년 이래로서 충선왕즉위년 이후이긴 하나, 그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내강지 관행에 대한 관료들의 징벌 요구 및 불만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
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충선왕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 및 분위기를 몸소 
보고 들었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측근정치의 폐해 및 비공식적인 명령 전달 체계의 폐단을 절
감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즉위년 정방혁파의 동력이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충렬왕대의 상황에는 과연 내강지가 판을 치던 원 조정내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측
면이 있었을까? 실제로 충렬왕대의 국정이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우
선 ‘內傳’, ‘內旨’의 용례 등 高麗史에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는 용례들이 유독 충렬왕대에 종
종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1296년 어떤 사람이 內旨를 전한다며 전법사에 돌입하자 
담당관리가 그를 감금하 으나, 정작 충렬왕은 ‘이유도 묻지 않고 그리 처리했다’며 담당자를 유
배시켜 버린 사례가 확인되는데,113)113)충렬왕이 비공식적으로 어떤 요구에 응할 요량이었다가 그것
이 차단되자 관련자를 징계했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느껴진다. 실제로 ‘내지’는 여러 폐단을 일으
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 다.114)114)게다가 1302년의 경우 ‘史館修撰官知內旨’라는 관직명이 보
이는데,115)115)이 ‘내지’가 반드시 비공식적이고 불공정한 맥락의 내지를 지칭하는 것이라 확신할 수
는 없으나, 일단 ‘知內旨’라는 관직이 필요할 정도로 내지의 왕래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줘 흥미롭다.116)116)아울러 충선왕 퇴위후 다시 정계에 복귀한 충렬왕의 측근들이 별청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117)117)‘안으로 들어와 일을 의논했다’는 표현에서 이들이 곧 ‘내재추적인’ 

112) 물론 그 모친의 사망이 그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충선왕 스스로 그 폐해를 어느정도 직접 경
험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1295년 이후 으며, 측근들의 전횡 또한 그가 실시간으로 경험
한 것은 아니었던 바, 간접 경험이라 해야 할 것이다.

113) 高麗史 卷31 世家31 忠烈王22年(1296) 4月 甲寅
114) 高麗史 卷108 列傳21 李混
115) 高麗史 卷32 世家32 忠烈王28年(1302) 6月 庚辰
116) 충렬왕대에는 ‘지내지’라는 관직이 이외에도 많이 등장한다(高麗史 卷108 列傳21 鄭僐; 卷109 列傳

22 李伯謙).
117) 高麗史節要 卷22 忠烈王30年(1304)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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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들이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내재추제도’가 재추들을 통한 정상적 의결과정을 우회
하는 장치이곤 하 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18)118)이 모든 정황들은 충렬왕대 비공식적 주청과 
주달이 일반적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119)119)

이에 비해 충선왕은 주지하듯이 즉위년 당시 ‘超授’, ‘超等’의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반응
을 보 다. 즉위교서에서 ‘3품 품계는 재상 다음이므로 일찍이 가벼이 제수하지 않았고 4품이 
돼도 除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래 5품관으로서 超授하여 致仕하고 녹을 받는 자가 
顯官의 배나 되어 각 領의 校尉 이하 군인들이 녹을 못 받으니 5품 초수는 파직시키라’고 지시
한 바 있었고, 공신 자손 녹용에 있어서도 ‘왕의 친조에 호종한 것을 모두 공이라 칭하고 超等하
여 상을 받으며, 그 자손도 錄用되는 데다가 본관에 호를 더하고 허물 있는 사람까지 허통케 하
니, 모두 논파하라’고 지시한 것 등이 좋은 예들이다.120)120)이러한 초수, 초등의 관행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깨는 것으로서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었던 바, 충선왕의 이에 대
한 질타는 결국 비공식적 청탁 및 문란한 주달계통, 그리고 그를 주도하는 이른바 측근세력의 
전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충렬왕의 국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음은, 그가 즉위한 후 충렬왕이 妃 김씨의 노비를 위해 충선왕에
게 ‘內傳’을 요청하자, 충선왕이 ‘숙폐 혁신을 맹세한 터에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다’며 일언지
하에 거절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121)121)

결국 충선왕은 즉위전 원내 내강지의 폐단을 목도하던 차에, 즉위 후 고려정부 내부의 유사 
관행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개혁을 결심하게 되었던 셈이다. 다만 충선왕은 그러한 ‘비공
식적’ 명령의 주달 및 왕래를 차단함에 있어 고려의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다가, 측근세력의 소
굴이었던 정방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원과 다소의 차이를 보 던 것이라 하겠다. 
바로 이러한 정황을 통해, 충선왕이 원내의 선법정비 노력 특히 당시 극심하던 내강지관행을 퇴
출시키고자 노력하던 세조말, 성종대 이래의 노력에 감을 받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라 하겠다.122)122)

118) 김창현, 윗책
119) 물론 내재추제 자체는 충선왕 퇴위후 및 복위전의 일이긴 하나, 유사한 분위기가 충선왕 즉위전부터 

만연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閹人들이 출납을 전담했다’는 충렬왕대 史臣의 평가나(高
麗史節要 卷19 元宗15年/1274 6月 史臣), 충렬왕대 새로 등장해 중앙정치의 중요한 일원이 된 忽赤
과 怯怜口들의 속성, 충렬왕대 남발됐던 宣傳과 消息의 문제, 그리고 ‘內僚가 (지방에) 사신으로 나가
게 된 것이 (충렬왕대가) 처음이었다’는 기록 등(卷19 忠烈王3年/1277 3月)을 고려하면, 충렬왕대의 분
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바가 있다. 

120) 高麗史 卷75 志29 選擧 렷注 選法;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121) 高麗史 卷33 世家33 忠宣王즉위년(1298) 3월 
122) 물론 충선왕은 전선의 권한을 이·병부에 돌리지 않고 사림원을 설치한 후 자신과 가까운 유자 관료들

을 그에 포진시켰던 바, 결국 측근정치적 정치운용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
림원 구성원들의 지향이 이전과는 달랐고(사림원 4학사의 유학적 성향은 이전 정방의 구성원들과는 차
별되는 바가 있었다. 박전지는 經史에 능통하고 術數를 연구했으며, 元 문인 王惲과 교류하고 王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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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용원감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사안의 경우, 양국에서 각기 추진된 배경과 
이유는 서로 달랐으나, 그 의제가 양국에서 공히 여타 개혁을 가능케 하는 단초의 기능을 하
다는 점에서, 양국의 용원감축이 서로 유사한 의미와 효용을 지녔던 측면이 있다.

원 정부의 경우 용원감축이라는 의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회인 재상들과 한인 유자들 사이
의 갈등 정국에서 후자측의 공격논리로 기능한 동시에, 일종의 정책대안이기도 하 다. 회회인 
재상들이 강력하고도 가혹한 징세정책을 수행하면서 稅政 관련 부서들이 강남에 대량 설치되었
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용원감축이라는 의제가 강하게 부각되었고, 한인 유자들이 회회인 재상들
의 집정 아래 비정상적으로 등용된 인물들을 축출하고 그런 인물들이 차후에라도 재등용될 여지
를 봉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의제가 장기의제화했던 것이다. 반면 충선
왕대의 용원감축은 기본적으로 전왕측근세력의 견제, 국왕권위의 회복, 의사결정 속도의 향상 및 
정상적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관부의 난립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차이가 있었다. 즉 
양국이 서로 유사한 시기 공히 용원감축론을 채택하긴 하 으나, 녹봉 절감을 가능케 한 조치들
이었다는 부수적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그 시행의도 및 배경이 서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시행
의도 및 배경의 차원에서는 고려의 용원감축론이 원으로부터 향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용원감축이 양국 정부에 남긴 ‘遺産’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원 정부에게 있어 ‘용원감축’은 결코 녹봉 절감 등 단순 긴축정책일 뿐이 아니었다. 중국의 전

통적, 한법적 가치들을 부정하던 회회인 재상들의 국정을 부정·공격함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의미 또는 파괴력을 지녔던 정치개혁적 명분이기도 하 다. 부단히 용원감축을 주장해 결국 마
지막 회회인재상이었던 상가를 도태시킴으로써, 한인 지식인들의 적극적 정치활동이 비로소 가
능해졌음이 그를 잘 보여준다.123)123)

外甥인 한림학사 王之綱을 통해 그 문장이 중국에까지 알려지는 등, 元人들과 유학적 교류를 나누었
다. 오경은 학문이 精博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권부 또한 사서집주를 간행하는 등 성리학의 전파에 노
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百家에 능통했다는 이진은 충렬왕대의 신료들이 공로 없이 받은 토지를 
회수하고, 6부상서 외의 부서를 통합하며, 旱災를 고려해 사역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는 등, 유교적 인
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이후 원간섭기 고려 유자들이 제시한 방안의 기본적 바
탕을 제시하 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장동익, 윗책; 김인호, 1999 高麗後期 士大夫의 經世論 硏
究 혜안; 高麗史 卷109 列傳22 吳詗; 卷107 列傳20 權㫜 權溥; 卷109 列傳22 李瑱), 기관의 운 방
향도 정방과 엄연히 달랐으며, 정방과 달리 사림원은 공식 기구 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선왕의 선법정비 노력은 정방혁파라는 방법론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이전과는 
차별적이었으며, 원의 유사한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복위 당시
에는 이 부분에 있어 충선왕의 노력이 많이 퇴행한 면을 보인다. 복위 당시 ‘超資越序한 자들이 모두 
충선왕의 近幸이었다’는 언급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高麗史 卷32 世家32 忠烈王34年/1308 5月 丙
戌). 그러나 한편으로, 선부 및 예문춘추관의 가동을 볼 때 복위년 충선왕의 노력이 전선정비 노력을 
아주 포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만 여건이 어려워져, 측근들을 가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결과
라 여겨진다. 이익주는 이를 즉위년 정치운 이 실패한 것을 반성하고, 정치력을 구축하기 위한 모색
의 결과라 보기도 하 다(이익주, 윗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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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려에게도 ‘용원감축’은 녹봉절감책의 맥락을 넘어, 종래의 전통적 정치운 구도를 복원
케 해 주는 중요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하를 막론하고 과감한 정부규모 축소
를 단행함으로써, 의결기구의 살을 빼고 행정부서들의 계통을 재정립하며 감찰기구 및 왕명출납
기구에 측근들을 배치, 무신집권 이래 무너졌던 종래의 전통적 통치체계, ① 의결기구로서의 도
첨의사사, ② 행정을 담당하는 4부(즉위년) 또는 3부(복위년), ③ 감찰을 담당할 사헌부(즉위년·
복위년) 및 ④ 비서기구로서의 사림원(즉위년)과 예문춘추관(복위년) 등으로 구성된 통치구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124)124)

즉 용원감축은 양국으로서는 공히 실용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 을 뿐만 아니라, 더 중차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력적 수단이었던 것으로, 바로 그 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맥락상의 
상통성을 지녔던 것이라 하겠다. 용원감축의 직접적 이유는 양국이 서로 달랐지만, 그것이 양국
의 정치개혁에서 지닌 의미와 효용은 같았던 것이다. 

그 점을 고려할 때, 충선왕이 자신의 국정운 을 위해 용원감축이라는 방법론을 선택한 것을 
예사롭게 보기 어렵게 된다. 그 스스로 원에서 용원감축론이 배태된 배경을 목도하 고, 그것이 
한인 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제 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고려의 상황을 고민하던 
중 상층 의결구조의 개혁 및 하층 실무구조의 정비에 그러한 감원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겠다는 결론에 도달, 즉위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125)125)

마지막으로 감찰강화의 문제도, 원의 향과 어떤 관련을 지녔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조정의 기강은 국왕과 정부가 스스로의 공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외시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정부든 감찰강화에 노력할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충선왕의 감찰강화는 국왕으로서의 당연한 노력으로서, 그것을 원으로부터 향을 받은 
결과라 보는 것에 일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충선왕의 감찰 강화 노력이 감찰기관의 위상 승격으로 이어졌음에 
한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위년 및 복위년 개편에서 관부의 품질이 상승한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은 와중에,126)126)유독 사헌부는 두 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총 두 단계 승격되었다. 특히 복
123) 마지막 회회인 재상 桑哥의 축출 후 法典 至元新格의 반포 등을 통해 中國知識人들이 활약의 場을 제

공받았음은 이미 植松正이 지적한 바 있다(1974 ｢元初江南における徵稅體制につい建｣ 東洋史硏究 
33-1). 

124) 충선왕즉위년 및 복위년 관제개편의 결과 이러한 구도가 생성되었음은 일찌기 이익주, 박재우 모두 지
적한 바 있다.

125) 원에서도 일찍이 1275년 고려의 재상수가 많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高麗史 卷28 世家28 忠烈王元
年/1275 10月 庚戌), 정동성관 활리길사도 고려 관부의 수가 민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이강한, 한국사연구 139), 고려정부가 밀성에 慶尙道 梁州를 병합시켰던 것도(卷57 志11 
地理2 慶尙道 梁州), 이러한 정황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126) 물론 즉위년 개편에서는, 다른 관부들의 경우 품질 자체가 명시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헌부의 품질상
승이 유일한 경우 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림원 학사승지를 (문종대의 정3품에 비해) 종2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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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년 개편의 경우 관부의 품질이 상승한 경우가 더러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른 관청을 병합한 
경우들에 해당하 으며,127)127)사헌부는 여타 기관을 병합한 것도 아니었는데 품질이 상승하 던 것
이다.128)128)

복위연간 대부분을 원에서 지냈던 바 자신의 부재상태에서도 정부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돌아
가기를 기대했을 충선왕으로서는 품질을 승격시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선
택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조정의 기강을 수호할 주무부서로서의 사헌부의 위상 강화를 의도하

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노력도 일정부분 원으로부터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확인돼 주목된다.
원 정부에서는 세조대 이래 지속적으로 중앙 감찰기구의 직제를 정비하 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공교롭게도 성종 사후 무종이 즉위한 이후 다. 원 御史臺는 1268년 처음 설치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品秩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 다. 대부는 종2품, 중승은 종3품이었던 
반면, 시어사와 치서시어사는 각기 종5품과 종6품으로 설정돼 있었음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다가 1284년 비로소 대부의 품질이 종1품으로 승격되었으나, 그 하부 관직인 중승, 시어사 
및 치서는 여전히 정3품, 정5품, 정6품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290년 대부 이하의 품
이 1등급씩 승격됨으로써 다소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후 세조가 사망하고 성종이 즉위했다가 10
여년 후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어사대의 직제 정비는 잠시 중단되게 된다.129)129)

그러다가 무종의 즉위년이자 마침 충선왕의 복위년 개편 직전이기도 했던 1307년에 이르러 
드디어 중승과 시어사, 그리고 치서시어사를 각기 정2품, 종2품 그리고 정3품으로 일괄 승격시
켜, 어사대의 상층구성을 더욱 조밀하게 하 음이 주목된다. 1290년 이후 중단돼 있었으나 언젠
가는 단행되어야 했을 일괄적 대폭 승격조치가, 이때 이르러 단행되었던 것이다.

충선왕은 원에 체류하면서 우선 세조대 감찰부서의 품질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즉위년 개편에서, 원의 종1품 어사대 대부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올렸음이 관찰되지만 이는 사림원이 충선왕 즉위년 정치의 핵심관부 음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일
이었고, 그 외 判事를 혁파하고 그 다음 관직을 상승시키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만, 이는 판사를 없애
면서 次席에 해당하는 직급을 승급시킨 경우로서 맥락이 다른 사례들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복위년 
개편에서는 품질의 변화가 상세히 확인된다.

127) 이는 박재우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는데, 박재우가 특정관부의 품질과 관련해 충선왕복위년과 충렬왕
대를 비교한 반면, 필자는 충선왕복위년과 문종대를 비교하 다.

128) 복위년 개편을 통해 예문춘추관의 품질이 문종대 한림원의 품질인 정3품에 비해 종2품으로 상승(대사
백 종2품)했던 것은 문한서·사관·우문관·진현관·서적점을 병합한 결과 고, 사복시의 품질이 문종
대 대복시의 품질이었던 정3품(판사 정3품)에 비해 종2품(領事 종2품)으로 올라선 것은 상승(국)·전
목(사)·제목감을 병합한 결과 다. 또 선공사의 품질이 문종대 장작감의 품질이었던 종3품(판사 종3
품)에 비해 종2품(領事 종2품)으로 올라선 것은 소부(감)·궁궐도감·창고도감·연등도감·국신(도감)
을 병합한 결과 으며, 사선서의 품질이 문종대 상식국의 품질이었던 정6품(봉어 정6품)에 비해 정5품
(제점 정5품)으로 올라선 것은 어주(도감)·별주(도감)· 송(도감)을 병합한 결과 다고 하겠다. 

129) 元史 卷86 志36 百官2 御史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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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의 고려 문종대 어사대 판사 품질을 종2품으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원에서 복위
를 준비하며 이혼과 관제를 마련하던 1307년 무렵 무종이 중승 등 하부관속까지 일괄 승격시키
는 것을 보고는, 복위년 개편에서는 사헌부 대사헌(대부의 후신)을 포함, 사헌부 내부 관직의 품
질을 일제히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130)130)즉 고려내 사헌부의 단계적 승급이 원 
내부의 정황과 이례적으로 ‘교차’하고 있었던 바, 양자를 무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충선왕은 회회인 재상들과 한인 관료들이 갈등하는 와중에 조정의 ‘기강’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되고 각종 감찰강화 정책이 강하게 시행되던 상황으로부터 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조·성종·무종대 감찰기구 정비의 내력에서도 일정한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
다.131)131)

이상의 검토에서, 세가지 의제를 골간으로 한 충선왕의 정치개혁이 충렬왕대에 비해 대단히 
강력하게 전개되었으며, 비록 외형상 어떤 국왕, 어떤 정부든 추진하기 마련인 통상적 의제들이
긴 하 으나, 그 추진의 과정, 내용 및 맥락을 검토한 결과, 당시 고려-원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원에서도 세조대부터의 상황을 배경으로 세가지 의제
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이 활발하게 단행되고 있어 고려에 적지 않은 향을 끼칠 여건이 조성돼 
있었는데, 특히 성종대와 무종대 정치개혁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조치나 정황, 예컨대 내강지 
폐단의 심화나 용원감축론의 효용, 감찰기구 내부직제의 개편완료 등이, 충선왕의 각종 조치와 
맥락을 같이 하거나 그에 상당한 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이러한 제측면들을 고려할 때, 충선왕의 정치개혁은 원정부의 정치개혁으로부터 일정한 향
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즉 원 황제들이 내강지 개혁, 용람한 관청·관직 삭
감 및 감찰강화 등을 추진한 것이 충선왕에게 주요한 감과 단서로 작용, 그의 정방혁파, 재추
감축·관부병합 및 사헌부 강화 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또 그로 인해 
충렬왕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도의 정치개혁이 정치 제분야에서 추진되고, 일정한 성과 또
한 낳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충선왕의 정치개혁은 당시 여-원 양국간의 교류를 보

130) 물론 충선왕은 이미 1298년 사헌부 대부뿐만 아니라 중승까지 승격시킨 바 있었으며, 이는 중승·시어
사·치서시어사를 승격시킨 무종의 1307년 조치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충선왕이 1298년 퇴위 이후 원
으로 건너가 무종, 인종과 긴밀히 어울렸고 국정과 관련한 많은 견식을 교환하 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무종이 충선왕의 조치로부터 감을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좀더 상론을 요하는 대목이다.

131) 아울러, 충선왕대 복위연간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堤察’이라는 용례도 주목된다. ‘각도 제찰사’의 
형태로 등장하는 이러한 제찰들은 충선왕에 의해 ‘관리를 규찰하고 민생을 탐문하는 것’을 그 직임으
로 하는 지방관적 존재들로 나타날 뿐, 백관지에는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용어의 형태
상 이 ‘제찰’은 원의 ‘제형안찰사’와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느껴진다. 원은 지방 감찰과 관련하여 
세조대 제형안찰사를 운 하다가, 1291년 상가를 축출한 이후 그것을 숙정염방사 체제로 전환하 다
(元史 卷86 志36 百官2 숙정염방사). 이에 대해서는 상론이 필요하겠으나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논
증될 수 있다면, 충선왕의 지방감찰 행정도 원의 그것을 참조한 경우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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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전형적 사례이자, 이른바 ‘고려의 원제 수용’의 한 단면이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충선왕 및 무종의 정치개혁간 유사성 및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충선왕이 수년간 원에 체류하며 원 국정으로부터 적지 않은 향을 받은 결과, 원조정내에서 전
개되던 정치개혁을 다방면으로 참조, 자신의 정치개혁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사
실 원의 제도와 체례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
개혁이 고려에서 단행될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충선왕이 원정부내의 국정지향 및 정치개혁과
정을 깊이 참조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132)132)이렇듯 충선왕의 정치개혁은 고려국왕이 원내
의 정책, 지향을 참조·원용하여, 고려내부의 정치상황을 혁신하려는 시도를 보인 대단히 흥미로
운 정황이라 생각된다.

충선왕 정치개혁의 이러한 시의성 및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충선왕의 원제 수용 의도를 반국
속주의적, 외세수용주의적 입장에서 분석해 온 종래의 시각도 다소 보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
닌가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충선왕이 元으로부터 ‘新制·新政’을 도입한 것은 고려를 元 內地와 
동등한 法令으로 다루고자 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종래의 ‘世祖舊制’에 근거한 麗·元間의 약속까
지도 부정하는 성격의 시도 다고 보았고, 충선왕은 원의 관행·체례·제도를 고려에도 적용시
키는 수준을 넘어 ‘전통의 철저한 폐지’까지 의도하고 있었다고 논단하 다.133)133)이러한 입장은 원
제의 수용이 고려의 이해에 반하거나 고려의 상황에 맞지 않는 행위임에도, 충선왕이 개인적이
고도 편향된 기호를 배경으로 인위적으로 그것을 수용하 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실상 충선왕은 원의 특정제도를 수용하는 데 골몰하면서도, 고려의 국체 보전을 지상
의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134)134)즉 충선왕의 입장은 고려의 풍속과 관행은 계승하는 위에, 元制, 
132) 아울러 이러한 교감이 당시 정부의 정치개혁에 하나의 支持力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고려정부의 정치개혁이 元 국정이라는 ‘上位의 權威’에 가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셈이다. 
즉 충선왕의 내정개혁이 원제국정부가 시행한 각종 정치·경제조치들 내부의 요소들을 참조, 차용하고 
더불어 그 권위에 기댐으로써, 실질적 정책효과를 거둠에 있어 이전 국왕들보다 좀더 유리한 여건에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133) 김형수, 윗논문. 이익주 역시 충선왕이 원 제도를 적극 수용함으로서, 세조구제에 입각하여 독자적 왕
조체제를 유지하려던 대원 외교정책을 수정하 던 것이라 보았다(이익주, 윗논문).

134) 물론 충선왕은 征東省 사무를 주관하던 첫날 재추 및 行省 左右司 관리들이 국왕을 알현할 때 元朝의 
禮를 쓰게 했고 1304년 柳淸臣·朴景亮 등의 종용으로 고려와 元이 ‘하나 되는’ 상황을 추구하기도 했
으며, 1307년에는 ‘上國의 制에 의거하여 軍民을 定하려’ 했다가 崔有渰·金怡 등에 의해 저지당하기
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려백성들의 안정을 이유로 정동행성의 復設을 거부하는 등 국체의 보전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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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元의 理念, 儀禮, 法制, 刑政 등을 폭넓게 수용하는 성격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당시 양국의 경계에 서 있던 충선왕에게는 ‘국속’과 ‘원제’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했을 가능성도 
높다. 충선왕은 오히려 고려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려 내부의 상황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면 무엇이든 참조, 수용할 준비가 돼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좀 더 합당
할 것이라 여겨진다. 

충선왕의 정치개혁은 당시 고려-원 간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연
스러운 정황이기도 하다. 종래에는 고려가 수세적 입장에서 元으로부터 정치적 자율 및 경제적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 국속보전에 주력하며 이른바 元干涉期 100여년을 일관한 것으로 보아온 
측면이 있지만, 13세기후반 ‘世祖舊制의 수호’가 고려가 對元 교섭에서 유일의 논리로 작동했던 
것과는 달리,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14세기전반에 들어서는 내정개혁에 고민하던 고려국왕들
이 원의 개혁노선을 고려 내에 적용, 구현하려는 노력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셈이기 때문
이다. 일찍이 충선왕이 ‘세조구제를 앞세워 독자적 왕조체제를 유지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
나, 원 제후국으로서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정치에 적극 개입하려 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지만,135)135)충선왕의 정치개혁이야말로 당시 고려국왕들이 자신이 원과 맺고 
있던 관계를 적절히 활용, 자국의 내정개혁에 도움이 되는 외부의 개혁방책을 적극 수용하고, 그
것을 내부개혁의 동력에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 음을 잘 보여준다. 14세기전반 고려정부의 개혁
정치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이 조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충선왕, 세조, 성종, 무종, 전선정비, 용원감축, 감찰강화, 원 향

투고일(2008. 7. 28), 심사시작일(2008. 7. 28), 심사종료일(2008 .9 .3)

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 다(元史 卷22 本紀22 武宗 至大元年/1308 4月 丙辰; 卷108 列傳21 金
怡; 卷35 世家35 忠肅王12年/1325 閏1月 庚申). 즉 충선왕 또한 어디까지나 高麗의 國體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그 내에서 元制 수용을 추구하 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135) 이익주, 윗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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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ryeo King Chungseon-wang’s Political Reforms and 
Yuan-related aspects in them

Lee Kang Hahn *
136)
Chungseon-wang conducted a strong political reform, and pursued three specific 

agendas in the process. First, he abolished the Joengbang office, which was organized 
during the Military Regime period and had abused personnel appointments ever 
since. Second, he eliminated superfluous posts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enhance the ruling authority of himself, to simplify the resolution process in the 
upper echelon of the government, and enhance the offices’ job efficiency through 
merger & abolition. And third, he enforced official discipline both in the capital and 
other local areas, by elevating the status of inspecting officers and offices. Former 
King Chungryeol-wang failed to implement those reforms during his thirty years in 
the throne, yet Chungseon-wang did it in only a few years.

Also, in terms of actual process and timetable, his reforms exhibited traces of 
certain level of influences and inspirations from the Yuan empire’s political reforms 
that were in progress at the time as well. Since the days of Qubilai(1260-1294), 
responding to the Muslim ministers’ harsh policy of taxation, Confucian scholars and 
traditional officials criticised their abuse of the personnel appointment system, and 
argued that they brought not only needless personnel but also significant disorder to 
the government. They argued that the government’s personnel structure and 
appointment process should be reformed and further developed, superfluous posts 
especially related to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government, 
and functions of disciplinary monitors should be considerably enhanced. And during 
the subsequent reigns of Temur(1294-1307) and Qayishan(1308-1311), unofficial orders 
or requests that circumvented the authority of Chung-shu Sheng(Central Secretariat) 
were abolished, the reduction of government’s size continued, and the inner 

* Post-Doctoral Researcher, BK21 Project group,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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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Yu-shih t’ai(the Censorate) was modified, while the overall status of the 
body was elevated as well.

Chungseon-wang, who lived in Yuan for the better part of his life(before the 
enthronement in 1298, as well as before & after his reinstatement in 1308, till his 
death in 1325), witnessed all these policies and directions of the Yuan government, 
a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all those Yuan conventions could have had certain 
level of influence upon him or at least inspired him to engage in highly 
concentrated political reforms. Admittedly, the agendas exhibited through his reforms 
were traditional ones, which could have and should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any exterior stimuli, but considering Chungseon-wang’s unique status in terms of his 
relationship with Yuan, and the fact that he implemented a strong reform even 
when he almost completely vacated his seat for the duration of his reinstatement 
years, one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his 
reforms and the Yuan court reforms. Such relationship could reveal the actual process 
of Goryeo’s acceptance of Yuan’s institutions and conventions, and the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both sides. 

Key Words : Chungseon-wang, Qubilai(Shih-tsu), Temur(Ch’eng-tsung), Qayishan 
(Wu-tsung), reforming personnel appointment process, reduction of 
superfluous personnel, enforcing official discipline, influences and 
inspiration from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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