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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高麗後期 田民辨整 硏究

몽 강화 이후 高麗 정부는 장기간의 戰亂으로 무 진 나라를 재건해

야 했다.그러나 民은 거 토지에서 流離․離散된 형편이었고,田籍

한 流失,燒失된 상황이었다.王室,勢家,兩班 附元세력의 田民兼幷

도 성행하 다.이는 田柴科 운 의 마비와 함께,고려 土地制度와 賦稅

制度 반의 문란을 수반하 다. 련하여 각종 爭訟을 동반하 고,정도

는 심각하 다.고려 정부는 田民兼幷,田民爭訟의 처리로부터 田制 釐整

策을 추진해야 했다.

그것은 戶口와 田土를 악하여 田民을 확보․안정시키는 작업을 토

로 속출하는 田民紛爭을 處決하는 것,곧 田民計點과 田民辨正이었다.

민계 은 민변정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했

다.고려 정부는 더불어 운 이 跛行․痲痹된 시과에 신할 새로운

토지 분 책과,생산성 高揚 賦稅 증진책을 강구해야했다.祿科田制의

실시와 結負量田法의 변경이었다.세 방안은 田制 정비의 일환으로서 유

기 으로 얽 있었으나 큰 거리는 田民의 計點․辨正이었다.

민변정에 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심을 갖고 검토해 왔으나 고려

後期 토지문제의 처리를 한 임시방편이었다거나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각각의 時代 사정과 결부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부분이었다.그 결과

민변정사업은 彌縫策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고려 후기

민변정은 반복되어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상과 목 ,실시 상황 활

동과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이에 따라 成果의 多寡,强弱은 있

지만 麗末까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지속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 하에 고려 후기 민변정사업을 크게 네 단계의

방면에서 검토하 다.첫째,戰亂의 終熄 직후 元宗代에 국가에서 소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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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財源 마련을 해 민변정이 着手된 단계이다.일차 으로는 개경환

도에 소용되는 國用 조달의 목 에서 시작되었다.토지의 변정이 多難한

처지에서 民의 계 과 변정을 통해 貢賦를 조정함으로써 國用 국왕

측근의 재정기반을 마련하 다는 에 성과가 있었다.더불어 元의 일본

정벌에 요구되는 軍 마련에 최선의 방안으로 기능하 다.

둘째,忠烈王 즉 후 忠肅王代 甲寅量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민변

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財政改革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단계이다.충렬

왕 에는 개간을 해 허용하 던 賜牌田이 불법으로 확 되며,田民爭

訟이 증가하고 민변정이 강화되었다.이후 이 사업은 충선왕의 復位

후 增稅 賦稅制의 재편과 田制 정비를 한 핵심 방안으로 기능하

다.이러한 노력으로 甲寅量田이 완성되면서 변정의 분명한 기 을 마련

하며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忠肅王代 이후 忠穆王代 整治都監의 폐지에 이르기까지 민변

정사업이 國政刷新策으로 추진된 단계이다.배경에는 물론 충숙왕 양

사업의 완성이 있었다.종 의 민 ‘計點’이 ‘計定’으로 발 하여, 민

의 악에서 나아가 賦稅를 策定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충숙왕

민변정은 拶理辨違都監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다.그러나 충선왕 측근이

주요 상이었으므로 한계가 있었다.元의 정치 압력마 더해지며,고려

집권층 내부에는 國王位를 둘러싼 첨 한 립이 나타났다.이후 忠惠王

의 행 인 국정운 이 이어지자 弊政改革이 儒臣 官僚層에 의해 추진

되었다.충목왕 원년(1345)의 整理都監과 확 개편한 整治都監이 심

기구 다.특히 정치도감에서는 부원세력을 상으로 민변정을 실시하

으나 元의 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忠定王 즉 후 폐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민변정은 國家改革의 심 방책으로 확 되었다.

넷째,충정왕 즉 후 단되었던 민변정이 恭愍王 즉 와 더불어

극 進陟되었으나,禑王․昌王代에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私田이 革罷

되고 民의 문제가 처리되어가는 단계이다.元․明 교체기를 맞아 恭愍王

代에는 세 차례에 걸쳐 민변정이 실시되었다.특히 奇轍 등 부원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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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 다.그 지만 倭寇와 紅巾賊의

침입,공민왕 폐 책동 등과 더불어 노정되어왔던 민문제가 심화되며

국가재정은 악화되었다.이에 공민왕 15년(1366),신돈을 심으로 세 번

째 민변정사업이 추진되었다.진행 과정도 단히 체계 이었으며 가

장 강력하 다.특히 노비 변정을 통해 士大夫 심의 良․賤 질서를 바

로잡아 부세제를 정비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미 私田 문제는 변정작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창왕 에는 私田改革論과 私田改善論이 립하 고 결과

으로 사 은 공식 되었다.남은 民의 변정,그 가운데서도 노비문제

는 朝鮮으로 넘겨질 만큼 심하 다.고려 정부의 兩班戶籍 정리와 人物

推辨都監의 설치에 따른 奴婢決訟法의 제정 원인도 이것이었다.결국

민문제가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면서 고려 후기 민변정은 토지

의 문제는 私田의 로,民의 문제는 집권층을 심으로 한 신분질서

안정으로 귀결되었다.

高麗 後期 민변정사업은 민문제의 처리를 해 施行 때마다 形勢

와 목 이 상이하지만 꾸 히 지속되었다.그 과정은 당장의 國用 마련

방안으로부터 재정개 의 일환으로,나아가 국정 쇄신책이자 정치 신

작업의 일환으로 확 되었다.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田과 民의 原狀

復 다.회복이 불가능 할 만큼 민 문제가 심화된 상태에서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려 후기 기간을

통하며 추진한 제이정정책이었다.고려 後期 사회는 元의 압박 하에

서 혼선․분란․정체의 국면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를 타개해가는 정치

재정 개 의 국면이기도 하 다.

주요어 :田民計點,田民辨正,田民辨正都監,田制釐整策,私田革罷

학 번 :2009-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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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元宗 11년(1271),開京으로 환도한 高麗 정부는 장기간의 戰亂으로 극

심하게 황폐해진 國土와 激減한 民戶를 복구하고 나라를 재건하여야 했

다.그 방안은 기본 으로 農地開墾 流民의 推刷와 定着을 통해 농업

생산을 회복하는 일과 田制를 복구하는 작업,두 계통에서 마련되어야

했다.그러나 앙의 정치력은 약화되어 있었고,民은 거 토지에서 流

離․離散된 형편이었다.田籍의 流失과 燒失도 심하 고 王室,勢家,兩

班 附元 세력의 田民兼幷 마 성행하 다.여기에서 야기되는 큰 문

제는 田丁과 稅役의 괴리 다.

이러한 사태는 稅役 負擔 의 감소,國家財政의 궁핍,私田의 겸병과

家産化를 동반하 다.田民의 겸병은 田柴科 운 의 마비와 함께,고려

土地制度와 賦稅制度 반의 문란을 수반하 고,고려 국가의 安危는 여

기에 걸려 있었다. 민의 兼幷․奪占은 각종 爭訟을 동반하 으며 정도

는 심각하 다.고려 정부의 田制 정비는 田民兼幷,田民爭訟의 처리를

안고 있었고 여기에서부터 田制 釐整策의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

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戶口를 악하고 田土를 검하여 民과 토지를 확보․안정시키

는 작업과 함께 속출하는 민 분쟁을 處決하는 것,곧 田民計點과 田民

辨正이었다. 민의 계 은 土地․民人의 情狀을 악하는 작업으로 이

는 민변정의 기 작업이었다.그러면서 운 이 跛行․痲痹된 시과

에 신할 새로운 토지 분 책과,생산성 高揚 賦稅 증진책을 강구해

나가는 일이었다.祿科田 제도의 실시와 結負量田法의 변경이 그것이었

다.1)세 방안은 서로 목표와 은 다르나 田制 정비의 일환으로서 유

기 으로 얽 있었다.이 작업은 元 간섭기에 으로 추진되었지만

1)李景植,｢田制釐正의 努力과 推進｣,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 ,서울 학교

출 부,2011,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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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고려 엽 이후 어지러워져 온 제를 이정하여 오던 방안의

연속으로 元․明 교체기까지 곧 수행되었다.이 가운데서도 큰 거리

는 田民의 計點․辨正이었다.

민 변정에 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일 부터 심을 갖고 직 ․간

으로 검토해 왔으며,연구는 크게 세 방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高麗 後期의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개 으로 제반 사정을

검토하는 속에서 附隨하여 살핀 것으로 이 속에서도 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려 엽 이후 토지겸병으로 확 된 收租地 占有와 民의 탈 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처리하기 해 추진한 임시 인 한 방편으로 보거

나2)몽골과의 란 후 극도로 궁핍해진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한 하

나의 조처라는 것이다.3)

둘째,고려 후기 토지제도에 집 하여 이의 변동 속에서 민변정사업

을 田丁制의 차원에서 검토하거나,4)혹은 丁田의 회복과 련한 田制

釐整策으로 다룬 연구이다.5)앞의 연구는 민변정사업이 고려 경제체제

의 특징인 田制와 役制가 결합된 田丁制가 엽 이후 붕괴되자 국가가

이를 회복함으로써 수취 분배 체계를 정상화하고자 했던 한 노력이

며,특히 이것을 元宗代 戶口調査에서 昌王代 己巳量田에 이르는 정치

과정과 田制改革에서 계통 으로 논의하 다.뒤의 연구는 고려 시기

에 걸쳐 田制 收取體制의 展開 過程을 조망하는 가운데 민계

부세책정의 조정과 민변정을 수시로 진행하게 된 사정을 통 하고,이

2)논 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조된다.

김태 ,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 :科田法體制 ,知識産業社,1983.

姜晋哲, (改訂)高麗土地制度史硏究 :田柴科體制篇 ,一潮閣,1997.

논고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조된다.

宋炳基,｢高麗時代의 農莊―12世紀 以後를 中心으로―｣ 韓國史硏究 3,1969.

金容燮,｢ 근 의 토지제도｣, 한국학입문 ,1983.

李仁在,｢高麗 中ㆍ後期 收租地 奪占의 類型과 性格｣ 東方學志 93,1996.

,｢高麗 中ㆍ後期 農莊의 田民確保와 經營｣ 國史館論叢 71,1997.

3)이정호, 고려시 의 농업생산과 권농정책 ,경인문화사,2009.

4)朴京安, 高麗後期 土地制度硏究―13․14世紀 田制釐正政策의 推移― ,혜안,1996.

5)李景植,주 1의 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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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기에 와서 田法改革 논의가 두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셋째, 민변정과 련하여 특정 기구의 설치와 운 을 당시의 정치

사정,특히 집권층과 元의 상 ․갈등과 련하여 이해한 연구이다. 기

일 부터 검토된 기구는 整治都監이다.정치도감은 親元 세력을 정치

으로 공격하기 한 기구 고, 민변정작업은 이를 한 주요 활동이었

다는 것,6)忠肅王代 拶理辨違都監은 忠宣王의 정치 간섭과 元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운 되었다는 것 등이 표 이다.7)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과 성과를 토 로 각 국왕 별로 시행한 민변

정을 政爭,附元勢力, 元關係 등 각종 정치 동태와 연계하여 으

로 검토․분석한 연구가 나왔다.정치 재정 인 측면을 심으로 민

변정사업의 기능을 구분하여,이 사업의 가장 요한 기능은 국왕의 政

敵 제거 다는 견해,8)긴 했던 元 계의 향을 받아 국가 재정 확

충 방안으로 기능하 다는 ,9)아울러 정치도감의 요한 설치 목 은

부원세력이 탈 한 민의 변정이라는 주장 등이다.10)

6)高柄翊,｢麗代 征東行省의 硏究｣ 歷史學報 19,1962.

閔賢九,｢整治都監의 性格｣ 東方學志 23ㆍ24合輯,1980.

7)姜 吉,｢忠肅王代의 察理辨違都監에 하여｣ 湖南文化硏究 15,1985.

8)신은제,｢원종․충렬왕 민변정사업의 성격｣ 한국 세사연구 21,2006.

,｢공민왕 즉 정국의 동향과 민변정｣ 한국 세사연구 29,2010.

두 논고는 원종․충렬왕 의 민변정사업을 민계 과는 별개이며,全的으로 정치

인 목 에서 정권 이동에 따라 政敵의 田民을 몰하기 한 작업으로 보았다.공민

왕 즉 의 민변정사업에 한 후속 연구에서도 新 儒臣의 개 는 사회모순에

한 개 의 일환으로 악하 던 기존의 견해와는 차이를 두었다. 민변정의 은

충목왕 세력에 한 정치 견제로서,충목왕 의 정치도감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충혜왕의 私的 재산을 정리하기 함이었다는 견해이다.

9)이강한,｢고려 충숙왕의 민변정 상인등용｣ 역사와 실 72,2009.

이 논고에서는 민변정을 국가 재정 확충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충숙왕 商人에게

직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 배경을 분석하여 충숙왕 재 반기에 극 추진된 민

변정은 충선왕 稅入增大策으로 인해 도출된 여러 폐단을 처리할 목 이었다는 결론

을 내렸다.그러나 稅入擴充의 필요성이 다시 두되자 국가 경제의 회복을 해 상인

을 직 등용하여 투자를 통한 이윤 창출에 나섬으로써 상 으로 민변정의 노력

이 소홀해지게 되었다는 견해를 보 다.

10)金塘澤,｢元 干涉期末의 反元的 분 기와 高麗 政治史의 개｣ 歷史學報 146,1995(

,｢元 간섭기 말의 反元的 분 기와 고려 정치사의 개｣, 元干涉下의 高麗政治

史 ,一潮閣,1998,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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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러 방면의 검토를 통해, 민변정은 高麗後期 사회에서 계통

없이 반복된 임시방편으로 보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려 후기에

와해된 丁田制를 복구하려던 방책의 일환이고,賦稅 體系의 조정

민계 과 함께 한 요한 제 이정책이었다는 것,이는 고려 정부가 시

기마다 정치 재정 인 力點을 두고 지속 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변정사업 하나 하나가 각기 그것이 추진되던

시기의 정치 재정 인 사연까지도 배려하 다는 을 이해하게 되었

다.그리하여 이제는 더욱 정 하고 다양성을 지닌 과제로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할 단계에 이르 다 하겠다.아래 몇 가지 과제는 그러한 것이

다.

첫째,權勢家에 의한 田民奪占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미 고려

엽 이후 사실상 恒存하던 作弊 다.그런데도 몽 강화 이후에야 정

부에서 그 폐해가 본격 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거론되었다.그러한 이유

가 조사될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민변정사업은 政敵을 겨냥하거나

재정 폐단을 제거하기 해 간헐 으로 추진된 임시방편의 정책으로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하지만 특정한 정치 집단을 상

으로 이들이 탈 한 민을 변정한다는 기본 인 형태 자체는 유사해 보

일지라도 시기마다 변정 사업의 상황과 상 성격 그리고 활동에 있

어 각각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둘째, 민변정사업은 실시할 때마다 심한 반발에 직면하여서 성과는

微弱하게 보일 수 있다.그러나 반면에 고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속

으로 추진하려 했던 개 조처 음에 주목해야 한다. 민변정사업은 그

것이 추진된 王代에 국한하여 단편으로 살펴서는 實狀과 全貌를 인식하

기 어렵다.고려 정부가 이 사업을 간헐 이나 지속 으로 추진하 던

체 사정을 종합 으로 악해야 하는 것이다. 민변정은 정치권력에

입각한 시도 다.元과 一進一 하는 가운데 고려 정부 양반 료 등

의 길항 계에 의해 사업의 방향과 추진의 强弱이 좌우되고 여기서 强穩

변은숙,｢고려 忠穆王代 整治都監과 정치세력｣ 명지사론 14․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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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成敗가 갈리는 것이었다.그리고 이러한 과 민변정의 타당

성이 서로 충돌하며 진행되었다.이 사정에 한 이해가 진 되어야

민변정의 실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셋째,고려 정부가 민변정사업과 前後로,혹은 병행하여 추진한 田民

計點과 量田,賦稅體制 改編 등의 상호 연 성을 유기 으로 살펴야 하

겠다. 민의 변정은 기본 으로 田制釐正의 한 단계 으나 외면상으론,

탈 된 민을 本主에게 환속하는 조처 다.그러나 정부에서는 민의

탈 으로 田丁과 人丁이 유리되는 상황에서 諸田地의 운용상 폐해를 시

정해나가야 했다.이와 함께 流移․投託民을 추쇄하여 貢戶로 충당하고

각종 收租 폐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했다.고려 후기 사회

변동과정에서 민변정사업이 갖는 성격․의의는 이러한 병행조치에

한 구체 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다.

본고는,이상과 같은 成果와 課題를 인식하되, 민변정사업을 주축으

로 한 고려 후기 제 이정책에 해 좀 더 명확한 검토와 충실한 이해

를 갖고자 정리에 착수하 다.그리고 작업은 다음과 같이 네 방면에서

체제와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하 다.

첫째,고려 정부가 몽강화 후 수습해야 하는 여러 과제에 직면하

으나 정치 으로는 집권층의 분열,元宗의 폐 와 복 삼별 의 항

쟁,재정 으로는 권세가에 의한 貢戶良人 토지의 탈 ,南宋과 日本

정벌을 한 元의 군수 부담의 과 이 더해가는 가운데 취할 수 있었던

실 인 방안을 살피는 것이다.그러자면 근은 이 방안이 田民計點과

田民辨整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하겠다.당시 고려 정부는 田民의

계 ,즉 토지와 民의 상을 악하여 財政 체제를 정비해야 했으나 실

제는 民의 계 과 이를 토 로 한 貢賦更定에 그쳤다.함께 추진된 민

의 변정은 민과 련한 불법 인 사안을 바로잡는 일이었다.이러한

諸 사정은 몰락 상,사업추진기구 그리고 이와 련한 새로운 토지분

제인 祿科田의 등장 사정과 함께 개경환도 元의 일본정벌에의 부담

등과 결부하여 살필 때 좀 더 히 악할 수 있다.



-6-

둘째,忠烈王 즉 후 東寧府 등지에 유입된 民의 추쇄를 심으로 본

격 인 民戶계 을 시작하 던 사정을 살피고,陳田 개간을 해 許 하

던 賜牌田이 불법 으로 확 되며 토지의 계 에는 이르지 못한 채

민변정사업이 빈번해지는 과정을 추구하는 일이다.忠烈王 측근에 의한

민침탈이 확 되고 田民爭訟이 크게 증가하자 忠宣王에 의해 민변정

사업이 進陟되었다.충선왕은 卽位 復位를 기 으로 민변정사업을

한층 강화하 는데,특히 복 후 財政改革의 요한 방안으로 삼았다.

충선왕은 이 사업을 賦稅 體系를 조정하는 속에서 遵行해나갔다.忠肅王

즉 후 量田事業의 완성은 그 성과 다. 민변정사업은 충렬왕 즉

후에는 私田확 로 인한 분쟁을 처리하기 해 강화되었고,충선왕 에

는 재정개 의 핵심 인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甲寅量田은 麗末

에 이르기까지 고려 정부가 부세체계의 정비 민변정을 실시할 때마

다 표 이 되었다.

셋째,忠肅王代 갑인양 은 분명 몽 강화 이후 황폐화된 田土와 離

散한 民戶를 수 한 요한 계기 다.그러나 田籍이 불완 하여 賦稅不

均의 심화와 충렬왕 이후 거 추진된 開墾活動에 수반한 賜牌田 문제

로 인해 田民爭訟이 폭증하며 이 보다 강력한 민변정작업이 요구되

었던 사정,그리고 충선왕 측근 심왕 세력과 고려 국왕세력 사이의

립 격화 심각해지는 고려 왕실과 료층의 립 심화를 유기 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충숙왕 에 拶理辨違都監이 置廢를 거듭하며 난항할 수밖에 없었던 형

세,忠穆王 즉 후 儒臣層이 심이 되는 整理都監과 整治都監의 설

치․운 ․폐지의 사태는 이런 정황의 소산이다.이를 통해 충선왕 에

재정개 의 일환이었던 민변정사업이 충숙왕 를 거쳐 충목왕 에는

附元勢力을 겨냥한 주요 정치개 활동이자 국정쇄신책으로 기능하 음

도 이해할 수 있다.

넷째,恭愍王代에 새롭게 부상하는 儒臣層의 지원 하에 權勢家 부

원세력의 처단을 목표로 政治革新 차원에서 민변정사업을 세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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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강화하 으나 窮極에는 私田의 와 노비귀속 정리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그간 민변정은 忠定王代 外戚의 정권

장악,倭寇와 紅巾賊의 침입 激化, 민쟁송의 散積으로 지지부진하 다.

특히 이 세 단계의 민변정이 각기 상,과정과 향,결과에서 보이는

차이,뒤이은 禑王과 昌王 즉 후 민문제의 처리가 田訟을 통해서는

원상으로 수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선회되는 정황,그 책으

로 두하는 私田 안과 奴婢의 良賤․所屬策으로 고려 왕조의 민

이정 방향이 분리되는 과정과 의미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크게 네 단계 방향에서 高麗後期에서 末期에 이르기까지

민문제와 민변정의 과정을 살피면 고려가 추진한 정치․국방․사

회․경제의 안정과 발달을 한 노력,그 한계 사태를 악하게 될 것이

다.나아가 고려에서 朝鮮으로 환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연속 이거

나 차별 인 형세를 田民釐整의 차원에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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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蒙講和後民戶計點⋅田民辨整과祿科田 折給

1.田⋅民 搜括問題의 擡頭와 難航

高宗 46년(1259)4월,太子親朝를 계기로 高麗는 몽골과 강화함으로써

수십 년에 걸쳐 혹독하게 진행되어 온 쟁에 종지부를 었다.장기간

의 戰亂으로 국가 운 체계는 거의 마비 상태 다.이런 상황에서 元宗

이 고종의 뒤를 이어 즉 하 다.

원종 조정은 먼 실추된 왕권을 회복해야 했다.무신 정권기를 거치

는 동안 국왕은 無力한 처지로 락해 있었다.1)왕권 안정,국가 통치력

의 회복은 피폐해진 생산 기반과 재정의 원천을 구축함과 짝이 되었다.

그러자면 民의 유망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開墾하고,기능이 정지된 田制

의 經理體系를 복구하는 일이 무 다.

고종 18년(1231)이후,거듭된 란으로 民의 수가 激減했을 뿐만 아니

라,고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거 離散시킨 상황이었다.한 로 국

부분이 토화되었지만 피해가 극심한 北界 州鎭民의 경우 안 을

해 山城과 海島 등지로 入保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할 지경이었다.2)

1) 毅宗 24년(1170)의 무신정변으로 의종과 孝靈太子가 축출된 이후 무신세력은 明宗을

즉 시켰으나 최충헌 집권 후 명종과 태자 璹 한 폐 되어 강화로 물러났다.이때

폐 된 태자가 後의 康宗으로서 고종의 父 다.그 사이 최충헌은 神宗을 왕 에 등

극시켰으나 病死하 으며,이어 즉 한 熙宗이 최충헌의 제거를 시도하 다가 실패

하 다.최충헌은 희종을 폐 시켜 강화로 쫓고,강화에 있던 강종으로 하여 왕

를 잇게 하 으니 무신 정권기 국왕의 지 는 이처럼 불안하 다(윤용 ,｢무인정권,

그리고 란 속의 왕권―고려 고종(1192-1259)연구―｣ 韓國人物史硏究 12,2009,

pp.109～112).

2) 고종 18년(1231)몽골 침략이 시작되던 당시 黃州와 鳳州 등 北界의 여러 州鎭에서

는 수령을 심으로 ‘海島入保’가 시행되었다.고종 19년(1232)이 되면 조정 자체가

강화로 천도하 으며,국가 주도의 山城․海島․入保策이 극 으로 펼쳐지게 되었

다.이후 고려 정부는 단순한 입보의 장려에 그치지 않고 산성․해도․입보책이 효

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감을 견하여 방어하거나 산성 수축 토지분 과

免租의 조처를 취하기도 하 다(崔鍾奭,｢ 몽항쟁․원간섭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

과 治所城 상의 변화｣ 震檀學報 105,2008,pp.44～47).

이와 더불어 고려 정부는 산성이나 해도 외에도 북계 지역의 民을 비교 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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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격동 속에서 별감을 견하여 民의 安住를 지원하기도 하 지만

民의 실태를 악하는 데는 손 수 없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그 동안 토지에 긴박되었던 民이 거 분리되면서 비롯

되었다.표면 으로는 戰時 상황에서 정상 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이었으나 이면에서는 고려 丁田制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로 진 되고

있었다.丁田은 본래 民人의 所有地를 田結로 악하고 여기에 稅役을

연계시켜 量給한 것이었다.이를 토 로 丁戶와 白丁이 설정되고 役이

책정․부과되고 있었다.국가 재정 체계의 근본이어서 丁田 量給에 의한

稅役 酌定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했다.정 제는 격하고 범 한 사

회피폐가 계속될 경우 불가분 廢頹할 수밖에 없는 제도 다.특히 농민

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토지에 연계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정 의

疲弊로 이어지는 것은 事勢의 필연이었다.이는 토지․농민에 한 악

체계의 혼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3)

정 제의 붕괴는 곧 국가 재정 체계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원

종 즉 후 정부가 일차 으로, 괴된 田丁과 흩어진 民戶의 악 즉

田民收括 문제에 力點을 두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이었다.와해된 정

을 計點하고,辨整하여 회복해야만 부세제 제의 원활한 운 을

기약할 수 있었다.

丁田制의 동요․붕괴에 따른 폐단은 이미 고려 엽부터 우려되었다.

顯宗代의 契丹․女眞 등 잇따른 外賊의 침입,仁宗代 李資謙과 같은 權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갔다.한 로 고종 37년(1250)에는 북계 昌州 民

을 개경 근방의 安岳縣으로 옮겼고,이에 앞서 州의 民도 殷栗縣으로 옮겼으며 이

후 북계의 民을 모두 西京의 畿內와 西海道로 들어오도록 하 다( 高麗史 卷23,世家

23,高宗 37년 3월 癸未,上冊,p.41.‘北界昌州 請入近地 許之 移于安岳縣 先是 州

亦遷于殷栗縣 自此北界州民皆內徙西京畿內 及西海道’).수많은 民이 이산한 한편 몽

골의 침략이 시작된 이래 고려의 民이 하루에 수천,수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표 할

만큼 인구의 감소도 극심하 다( 高麗史 卷24,世家24,高宗 40년 11월 辛卯,上冊,

p.483.‘王渡江 迎于昇天新闕 夜別抄八十人衷甲以從 蒙古大 王曰 自大軍入境以來 一

日死亡 幾千萬人 王何惜一身 不顧萬民之命乎 王若早出迎 安有無辜之民 肝腦塗地

乎 也窟大王之 卽皇帝之 吾之 卽也窟大王之 也 自今以往 萬世和好 豈不 哉’).

3)李景植,｢高麗時期의 丁田制｣, 高麗時期土地制度硏究 ,지식산업사,2012,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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勢家의 토지겸병과 농민압박 왕조의 농민수탈,군 침탈로 인하여 시

작된 일이었다.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몽골과의 란을 겪으면서 사태

는 걷잡을 수 없이 극 화되었다.타개․수습은 쉽게 될 일이 아니었다.

토지 겸병과 人丁의 冒占은 소유지뿐만 아니라 수조지를 통해서도 심각

하게 개되었다.4)무신 정권기에는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권세가

富豪가 주축을 이루어,民의 古來 丁田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弱 의 家田

과 永業田의 수조권까지 탈 하는 일이 도처에서 자행되었다.5)貢戶良人

을 私的으로 취하는 상 역시 확 되었다.정부에서는 지방에 農莊을 둔

개경 리나 道門․僧人이 貢戶로 편제된 良人을 함부로 사역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 지만6)별반 성과가 없었다.

고려 정부는 란 이후 곧바로,離散한 민의 搜括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이 부터 나타났던 권세가의 토지 집 으로 인한 폐단을 제거해야

4)李景植,앞의 논 ,pp.390～392.

고려 엽 이후 토지 겸병이 이처럼 심각하게 개된 원인에는 12세기 이후 농업생

산의 발 이 크게 이루어졌던 사정도 있었다. 종 원년(1106)이후 속군 등으로의

監務 견과 主邑으로의 승격 등 지방제도 정비로 인하여 제언 수축과 같은 수리사업

이 속군 에서도 독자 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더불어 연해안 습지와 간

척지 개발이 차 가능해지면서 농업생산이 발 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 결과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은 크게 확 되었으나 농업의 새로운 발 양상은

약화된 국가 권력 하에서 오히려 차 권세가에 의한 私的 토지소유를 발 시키는

요인으로 변화하 다(은숙,｢농업생산력의 발 ｣, 高麗後期 農業經濟硏究 ,혜안,1998,

pp.17～31).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던 무신 정권기에 권세가와 富豪가 정 의 소유권

업 의 수조권마 침탈하 던 사정도 이들이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경제

부를 장악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5)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田柴科,明宗 18년 3월,中冊,p.711.

‘下制 凡州縣各有京外兩班軍人家田永業田 乃有姦黠吏民 欲托權要 妄稱閑地 記付其家

有權勢 又稱爲我家田 要取公牒 卽遣使喚 通書屬托 其州員僚 不避干請 差人徵取 一

田之徵 乃至二三 民不堪苦 赴訴無處 寃忿衝天 灾沴閒作 禍源在此 捕此使噢 枷械申京

記付吏民 窮極推罪.’

 高麗史 卷79,志33,食貨2,借貸,明宗 18년 3월,中冊,p.747.

‘下制 各處富强兩班 以貧弱百姓賖貸未還 劫奪古來丁田 因此失業益貧 勿使富戶兼幷侵

割 其丁田各還本主.’

6) 高麗史 卷85,志39,刑法2,禁令,明宗 18년 3월,中冊,p.862.

‘制曰 京人於鄕邑盛排農場作弊 破取農場 以法還京 道門僧人 諸處農 冒認貢戶良人以

使之 又以麤惡紙 强 貧民 以取其利 悉皆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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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 부담에 당면하 다.田土와 民戶를 악하고 농경을 재개시켜

부세제의 정상 운 을 꾀하는 동시에 토지 분 제를 정비하여 田制를 이

정해야 했다.

혼란한 국가 정세에서 사사로운 수조지 유 상은 확산일로에 있었

고,분 토는 祖業田化하 다.所有와 占有를 둘러싼 갈등도 갈수록 증

폭되었다.農地가 황폐화되고,人丁이 감소하는 동시에 련된 각종 文券

과 帳籍이 훼손되었거나 망실 는 소실된 것이 사태의 주요 요인이었

다.고려로선 민겸병으로 인한 田訟의 처리가 요한 국정 운 과제

가 아닐 수 없었다.조업 의 확인과 획득 겸병으로 인한 田土爭訟이

을 잇고 있었다.7)

고려 정부의 방책은 여러 각도에서 장만되어야 했다.가장 먼 취할

수 있는 방도는 良人의 확보,곧 民戶의 推刷 다.이것은 특히 박하

다.고종 18년(1231),몽골에 투항한 洪福源이 高麗軍民總官이 되어 遼陽,

瀋陽 등지의 고려 유민을 다스리게 된 후 몽골에 투항하는 사태는 계속

되었다. 란이 장기화되면서 고려 정부에 한 민심이반도 심각해진 탓

도 있었다.고종 45년(1258),趙暉와 卓靑의 반란으로 和州 이북에 성

총 부가 설치된 것도 고려 정부에 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후 이곳으로 유입되는 民人의 문제가 요 사안이 되었다.8)

몽골의 포로가 되거나 몽골로 도망해 들어간 고려 民人의 쇄환 정책은

앞서 고종 46년(1259) 부터 추진되었다.원종 원년(1260)4월,몽골 사

신 其多大가 가져온 황제의 조서에 아래와 같은 자세한 사정이 드러나

있다.

前年春 被虜 來人民 乞放還事 已下有司 遍行刷 自 約之後 虜人等

放令還國 到可收係存恤9)

7)李景植,｢高麗後期 田制의 跛行과 田民兼幷｣,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 ,

서울 학교출 부,2011,pp.203～205.

8)이정신,｢ 성총 부의 설립과 그 성격｣ 韓國史學報 18,2004,pp.275～277.

9)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원년 4월 辛酉,上冊,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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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몽골에서 고려 조정과 맺은 ‘約’이후 포로로 잡히거나 도망한

民을 돌려달라는 고려의 요청을 들어 것이다.언약이라 함은 고종 46

년(1259),태자친조를 조건으로 한 양국 간의 강화 조약을 가리킨 것이었

다.즉 고려에서 조약 후 몽골에 유입된 民人을 쇄환할 수 있게 된 조처

다.고종이 出陸을 결정하면서 곧 民人의 추쇄 작업에 들어갔음을 확

인할 수 있다.그러나 포로의 면 인 송환은 실로 난망하 다.고종 41

년(1254)한 해에 포로로 잡 간 남녀만 해도 206,800여 명에 달하 으

나 의 조처에 따라 이해 5월에 귀국한 고려인은 모두 합하여 겨우 440

여 호,기껏 수천 명에 불과하 다.10)

고려 정부의 民戶 추쇄 노력은 그나마도 지속되기 어려웠다. 란이

종식되었을 뿐 고려에 한 몽골의 내정 간섭과 재정 부담이 심 하고

번다해진 까닭이었다.집권 무신의 정치 향력 역시 유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안을 이행하기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특히 몽골

로부터 이른바 6事의 이행과 일본정벌을 비한 軍糧 부담의 강요가 나

날이 더해갔다.6事 가운데서도 戶籍작성의 요구는 집요하 다.

본디 몽골은 新附國에 해 일정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었다.‘納質’‘助

軍’‘輸量’‘設驛’‘供戶數籍’‘置達魯花赤’의 이른바 ‘6事’다.고종 40년

(1253)8월,고려에 조서를 보내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던 규정도 이것이

었다.몽골은 정복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호구 조사는 어디

서나 시행을 강요했던 사항이었다.11)그러나 고려의 항이 계속되며

란이 장기화되자 몽골의 6事 요구도 차츰 그러졌다.

‘國王의 親朝’ ‘納貢’,‘出禿魯花’,‘出陸還都’,‘點數民戶’정도로 완화

되었다.강화 무렵에는 國王親朝를 太子親朝로 바꾸는 수 까지 후퇴하

10) 高麗史 卷24,世家24,高宗 41년 12월 甲午,上冊,p.488.

‘是歲 蒙兵所虜男女 無慮二十萬六千八百餘人 殺戮 不可勝計 所經州郡 皆爲煨燼 自

有 蒙兵之亂 未有甚於此時也.’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원년 5월 壬申,上冊,p.509.

‘蒙古歸我 虜人四百四十餘戶.’

11)高柄翊,｢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1969,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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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강화 후에도 당분간은 양국 계의 개선을 한 노력의 일환으

로 몽골의 태도가 그런 로 온건함을 유지하 다.그러나 원종 3년

(1262)겨울,몽골은 복속국에 해 통 으로 요구해 온 정해진 법규가

있다는 명분하에,고려에도 6事의 이행을 구하 다.고려가 속임수로

신뢰를 버렸다는 구실이었다.13)

고려의 自國 民戶 악은 稅役 책정의 근간이 되는 사 지만 몽골

로서도 고려에 조공 군사 지원 요구를 한 요 기 이었다.몽골은

고려의 民戶 악을 끊임없이 강요하며 그 과정에 직 간여하고자 하

다.따라서 고려로서는 실태를 정확히 악하되 編籍된 民戶의 수를 몽

골에 구체 으로 알리는 일은 가 미루어야만 했을 것이다.이러한

까닭으로 고려와 몽골 양국은 民籍 작성과 납부를 두고 팽팽한 긴장

계를 이루고 있었다.강화를 약조하면서 6事의 요구가 그러지긴 했으

나,민호의 악만큼은 몽골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사항이었으며,고려도

마찬가지 다.14)

몽골에서는 원종 즉 후 3년(1262)12월에도 조서를 보내 6事를 이행

하지 않음을 힐난하고,호 작성과 공물을 요구하 다.15)몽골의 요구

12)李益柱,｢高麗 蒙抗爭期 講和論의 硏究｣ 歷史學報 151,1996,p.16.

 元高麗記事 太宗 12년 5월.

‘詔諭瞮曰 所奏事具悉 語皆不實 … 若 大國條畫抗拒 必有叛背之意 遷出海島 點數民

戶 出禿魯花 捉拏有過之人 惟此四事諭去 何足多 .’

 高麗史 卷24,世家24,高宗 44년 7월 壬申,上冊,p.493.

‘金軾自車羅大屯所安北府還云 車羅大曰 王若親來 我卽回兵 又令王子入朝 永無後患.’

13)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3년 12월 乙卯,上冊,pp.514～515.

14)고종 19년(1232),몽골은 義州 지역 민호에 한 호구조사를 요구한 이래,고종 20년

(1233)4월에도 고려 사신의 몽골입조와 고려 민호에 한 정확한 조사를 재차 요구

하 으나 고려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高麗史 卷23,世家23,高宗 19년 4월 壬戌,上

冊,pp.462～463.‘又於趙兵馬處所囑 當義州民戶 檢 物色 事已曾行 下其界兵馬 委令

根究 則告以城守 民戶等 乘桴 閃 因風沒溺 故便不得顯驗 請照悉之’; 高麗史 卷

23,世家23,高宗 20년 4월,上冊,pp.469～470.‘蒙古詔曰 自平契丹賊 殺剳刺之後 未嘗

遣一介赴闕 罪一也…汝等民戶 不拘執見數 輒敢妄奏 罪五也’).

15)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3년 12월 乙卯,上冊,pp.514～515.

‘卿自東隅 臣屬上國 適我家之有難 越其境以來歸 特侈新 俾還 服 凡有所奏 無不允

從 如不易衣冠 班收軍戍 去水而就於陸 在虜 聽其歸 若此甚多 難於具悉 豈期弗諒

動則肆欺 向許貢於珍禽 已乖素約 徵於銅貨 又飾他辭 … 凡遠邇諸新附之國 我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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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빗발치자 원종 4년(1263)2월,고려 조정은 表를 올려 民生을 稍集한

후 명을 따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 고,몽골에서도 이를 허락하 다.

이후 고려에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로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16)

이어 4월에도 몽골에 공물과 표문을 보내어 재차 戶籍 작성 군 와

군량의 부담은 民의 사정을 보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

다.즉 원종 4년(1263)2월 이후,고려 정부에서는 몽골에 수시로 성의껏

공물을 납부하며 호 작성 등의 요구를 미 왔다.17)장기간의 란으로

말미암아 民人이 凋殘하여 編戶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

었다.이 같은 노력의 결과 몽골은 고려의 요구를 일단 수용하기에 이르

다.

植以免置驛籍民等事 遣其翰林學士韓就奉表入謝18)

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同年 11월,元에서는 ‘置驛’과 ‘籍民’등을

宗有已定之規則 必納質而籍民 編置郵而出師旅 轉輸糧餉 補助軍儲 今 除已嘗納質外

餘悉未行 卿自有區處 必當熟議 庸候成 其歲貢之物 依例入進 毋怠初心 以敦永好.’

16) 元史 卷208,列傳95,外夷1,高麗,中統 4년 2월,下冊,p.4612～4613.

‘以植不答詔書 詰其使 植表乞俟民生稍集 然後惟命 帝以其辭意懇實 允之 朝貢物數

亦命稱其力焉 自三月至于六月 植凡三遣使入貢 賜植羊五百.’

17)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4년 4월 甲寅,上冊,p.516.

‘其所 置郵事 雖則民殘而未孚 爲其詔諭而曾設 至北境籧廬之相屬 如上朝行李之所監

… 蕞爾編蓬之下 猶江魚處涸以相濡 若當此時 籍其數 顧惟蚩氓之常經患難 恐昧法

制而益積驚疑 冀回厚睠以徐觀 俾有寧心而允濟 抑又出師輸糧等事 干戈以後 饑饉相仍

民口之存 百不二三 土毛之歛 十無八九 旄倪猶乏於調發.’

18) 元史 卷5,本紀 第5,世祖2,中統 4년 11월 丙戌,上冊,p.95.

‘高麗國王王植以免置驛籍民符事 遺其臣韓就奉表來謝.’

고려에 6事 가운데 일부를 면제해 이러한 조치를 두고 당시 몽골과 고려의 계

는 몽골제국의 지배질서 안의 카안과 왕공사이의 엄격한 룰이 용되지 않았다고 보

는 견해가 있다.육사의 의무를 받들지 않는 고려를 비교 느슨한 外蕃으로 인식하

여 육사를 독 하지 않으면서도 근본 으로 면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이 연구에

서는 이러한 계가 몽골의 군사 압력으로 해결되었던 임연의 원종폐립 사건이 일

어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일본 원정과 남송공략을 앞두고 차 助軍

등의 이행을 재 한 것으로 보았다(이개석,｢몽골 군 의 고려 진주와 내속국체제

의 수용｣, 고려― 원 계 연구 ,지식산업사,2013,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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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해주었다.몽골의 침략이 시작된 이래 끈질기게 강요당하 던 民籍

작성이 일시 으로나마 면제되고 高麗로서는 그만큼 박한 국면은 벗어

난 것이다.실제로 고려는 란 토지와 民人에 한 기존의 각종 문

권과 장부가 망실되었던 터라 몽골의 계속된 호 납부 요구에 응할 수

도 없는 처지 다.고려는 元宗 5년(1264)에도 몽골에 표문을 보냈다.

란과 飢餓으로 모든 것이 탕진되었으므로 산성․해도에 이산한 民人을

4,5년 동안 부 모으기란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변한 것이다.19)

몽골이 고려에 해 호 작성을 포함한 6事의 이행을 끝까지 강요하

지 않았던 직 인 원인은 몽골 내부의 문제에서도 기인하 던 듯하다.

원종 원년(1260),몽골에서는 쿠빌라이[忽必烈,元 世祖]가 즉 하 지만

원종 5년(1264)에 이르기까지 내부 으로 황 계승분쟁에 시달리고 있

었다.쿠빌라이 즉 후 제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아릭 부 [阿里孛哥]

와 내 이 계속되었으며,이는 1264년에야 아릭 부 의 투항으로 종식되

었던 것이다.이 과정에서 쿠빌라이는 여러 제왕에게 서아시아와 앙아

시아의 정주민에 한 통치권을 임하 다.쿠빌라이는 정권은 장악하

으나 제국은 분할된 것이었다.게다가 분할된 지역의 제왕은 이후 실

질 인 독립을 한 도 을 계속하 다.20)몽골 조정은 제왕의 소요로

인하여 군사력에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진수제도 확립을 한

국력을 크게 소모하게 되었다.21)이와 같은 정세에서 몽골이 고려에 6事

이행에 한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소요 사태가 다소 진정된 원종 5년(1264)이후 몽골에서 송

공략과 함께 일본정벌을 계획하 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원

종 7년(1266)11월,몽골에서는 趙彛의 말에 따라 黑的,殷弘 등에게 조

19)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5년 5월 己丑,上冊,p.519.

‘爰示 邦之形狀 兵戎飢疫之相壓三十年 垂盡耗亡 山海蕩流之孑遺四五載詎能招集 完

復經營之未 旣往還使佐之實觀.’

20)金浩東,｢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講座 中國史 Ⅲ,서울 학교 동양사학연구실,

지식산업사,1994,p.289.

,｢제국의 분립｣,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 학교출 부,2007,pp.73～75.

21)崔允精,｢元代 屯田經營과 그 推移｣,慶北大學校 碩士學位論文,1998,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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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보내 일본을 招諭하게 하면서 고려에서 이들 사신을 안내하도록 하

다.22)원종 9년(1268)2월이 되자 다시 고려가 군사 군량을 조달

하지 않는 것과 다루가치[達魯花赤]를 통해 호 을 조사하지 않는 것,그

리고 조정이 여 히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해 맹렬히

힐책하고 나섰다.23)

한동안 유보하 던 호 작성의 요구가 다시 두된 것이다.몽골의

남송 일본정벌에 소요되는 군사 군량의 조달을 고려에 부담시키기

함이었을 것이다.24)원종 9년(1268)3월에도 몽골은 연달아 조서를 보

내 고려 정부에서 약속한 출륙환도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힐책하

다.이어 6事의 이행 송정벌을 한 군사와 군선,군량의 조달을

요구하 다.25)

몽골의 압력이 계속 강화되자 결국 고려는 원종 9년(1268)3월,古京

(개경)에 出排都監을 두었다.출륙환도의 행보에 나선 것이다.26)몽골의

22)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7년 11월 癸丑,上冊,pp.522～523.

‘蒙古遣黑的·殷弘等來 詔曰 今爾國人趙彝來告 日本 爾國爲近隣 典章政治 有足嘉

漢唐而下 亦或通使中國 故今遣黑的等 往日本 欲 通和 卿其道達去使 以徹彼疆 開悟

東方 向風慕義 玆事之責 卿宜任之 勿以風濤險阻爲辭 勿以未嘗通好爲解 恐彼不 命

有阻去使爲托 卿之忠誠 於斯可見 卿其勉之.’

23)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9년 2월 壬寅,上冊,p.525.

‘爾國誠降 則當出軍助戰轉糧 請達魯花赤 點數民戶 爾胡不 … 爾王奏云 我國地窄 今

西京入排屯田軍民 盡令還歸 則當召集殘民 力農三年 然後復都 京 今屯田軍馬盡還

果還 京乎.’

24)원종 11년(1270)에 이르면 몽골은 조서를 통해 고려와 一家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남송이든 일본이든 몽골의 정벌에 고려가 군사와 군마 함과 군량을 조달할 것

을 공공연히 명하 다(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1년 12월 乙卯,上冊,p.538.‘朕

卿旣爲一家 藉我國家之力 以 遠人 自玆以往 或南宋或日本 若有事 則兵馬戰艦資粮

宜早措置’).몽골은 남송 일본정벌을 해 고려에 6事 가운데서도 특히 호 의 작

성을 강요하여 ‘助軍’과 ‘輪糧’즉 군량의 稅源 군사를 확보하고자 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25)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9년 3월 壬申,上冊,pp.525～526.

‘向卿自請撤兵三年 當去水就陸 撤兵之請 旣已從之 就陸之期 今幾年矣 … 惟我太祖成

吉思皇帝制度 凡內屬之國 納質助軍 輸糧設驛 供戶數籍 置達魯花赤 已嘗明諭之矣 繼

有來章 稱竢民生稍集 然後惟命是從 稽留至今 不以誠 見報 … 其驛傳亦粗立 自餘率

未奉行 今我朝方問罪於宋 其助士卒舟艦 自量能辦多 所輸糧餉 則就爲儲積 及達魯

花赤戶版之事 卿意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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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처지에서 同年 8월에는 군사 1만 명을 갖

추었으며,군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27)10월,몽골에서는 다시 조서를

통해 톡토르[脫朶兒]등으로 하여 군 를 사열하고 함선을 검열할 것

을 지시하는 한편,탐라 등에서 별도로 백여 척의 선박을 건조하도록 하

다.여기에 더하여 남송 혹은 일본을 정벌하게 될 경우를 비하여 마

련한 군사와 선박을 정돈하도록 지시하고,흑산도와 일본으로의 교통로

를 시찰하도록 하 다.28)몽골의 일본정벌 책략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한편 몽골의 일본정벌 비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고려 내부에서도 정

치 동요가 일었다.개경환도를 둘러싸고 文臣과 武臣,무신 집정자 사이

에서도 정치 갈등이 첨 해지고 있었다.당시 정권을 장악하 던 金俊과

林衍 사이의 립이 격화되었던 것이다.29)元宗은 즉 후 왕권유지를

해 김 정권과 정치 으로 일정한 계를 유지하 으나 그 사이 김

의 黨 던 임연은 독자 인 세력을 구축해나갔다.그러나 마침내 임연

26)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9년 3월 庚申,上冊,p.525.

‘置出排都監於古京.’

27)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9년 8월,上冊,p.527.

‘然重違帝勑 多方調發 僅得萬人 其舟艦 則已委沿海官吏 方始庀材營造.’

28)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9년 10월 庚寅,上冊,p.527.

‘卿遣崔東秀 來奏 備兵一萬 造船一千隻事 今特遣脫朶兒等就彼 整閱軍數 點視舟艦 其

所造船隻 聽去官指畫 如耽羅已 造船之役 不必煩重 如其不 卽令別造百艘 其軍兵

船隻 整點足備 或南宋或日本 命征討 臨時制宜 仍差去官先行 相視黑山日本道路卿

亦差官 護 道達.’

29)民人의 投蒙 증가 등 고려의 항 이 한계를 드러내자 고종 45년(1258)3월,金俊,柳

璥 등은 왕정복고를 명분으로 최의 정권을 몰락시켰다( 高麗史 卷24,世家24,高宗 45

년 3월 丙子,上冊,pp.494～495.‘大司成柳璥 別 金仁俊等誅崔竩 復政于王 以璥爲樞

密院右副承宣 朴松庇爲大 軍 仁俊爲 軍 餘皆賜爵有差’).이후 몽 화의론자의 지지

로 유경 정권이 성립되었지만 태자친조와 출륙환도에 한 정부의 태도가 확정되지

않자 몽골 침략이 이어졌다.특히 서해도와 동계 지역에서 투몽이 잇달았다.이에 김

․김승 ․임연 등의 탄핵으로 유경정권이 몰락하고,同年 11월,김 정권이 성립

되었다.김 정권은 본래 和․戰양면론을 지지하 으므로 태자친조를 조건으로 출륙

환도의 시한을 3년 정도 확보한 ‘條件附 蒙和議 外交’를 통해 문신의 즉각 인 출

륙항복론을 견제하며 일단은 정권을 유지시켜나갔다(강재 ,｢金俊政權의 條件附

蒙講和의 체결과 그 歷史的 性格｣ 한국 세사연구 30,2011,pp.382～401).그러나 마

침내 임연에 의해 김 이 제거됨으로써 무신정권은 종말을 향하 다.몰락한 김 일

당의 몰 가산은 곧 민변정작업을 통해 고려 정부의 시 한 재정에 소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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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金俊과 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자 元宗은 林衍과 연합하 고,

김 을 제거하 다.30)

몽골의 軍 부담이 가 되는 속에서 고려 조정은 국가 재정 확 를

한 정책마련이 시 하 다.내부 으로도 극심하게 붕괴된 부세제와

제를 정비해야 했다.국왕을 포함한 왕실 구성원과 측근, 료에 한

물 처우도 마련해야 했다.31)이미 出排都監을 설치한 상황에서 개경

출륙을 비한 재정기반과 김 정권의 몰락 이후 공신세력에 한 경제

부 한 마련해야 하는 처지 다.

외부 으로도 高宗 10년(1223)무렵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에 한 방

비책이 차 요구되었다.32)고종 12년(1225)과 13년(1226),14년(1227)에

도 경상도 연해 州郡을 侵寇하는 등 왜구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다.33)

원종 에는 곳곳에서 왜구의 약탈이 자행됨에 따라 군비 마련의 필요성

이 커졌다.34)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한 제 방안은 국가의 사회경

제를 총체 으로 재건하는 방향에서 유기 으로 수립되어야 했다.

30)成鳳鉉,｢林衍政權에 한 硏究｣ 湖西史學 16,1988,pp.28～39.

31)李景植,｢高麗王朝와 토지｣,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 ,서울 학교출 부,

2011,pp.313～327.

32) 高麗史 卷22,世家22,高宗 10년 5월 甲子,上冊,p.449.

‘倭寇金州.’

33)이재범,｢고려후기 왜구의 해양방어 책｣ 이순신연구논총 13,2010,pp.144～145.

34)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4년 2월 癸酉,上冊,p.516.

‘倭寇 金州管內 熊神縣勿島 掠諸州縣貢船.’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6년 7월 丁未,上冊,p.522.

‘朔倭寇 南道沿海州郡 命 軍安洪敏等率三別抄軍禦之.’

고종,원종 에 일어났던 왜구의 침입은 8회 으며,충렬왕 에는 충렬왕 6년(1290)

과 16년(1290)에 일어났다(李慶喜,｢高麗末 倭寇의 침입과 倭政策의 一斷面―慶尙

道地域民의 抗戰을 심으로―｣  釜山女大史學 10․11合執,1993,pp.3～5).왜구의

침입 회수로만 본다면 충정왕 이후의 규모 약탈정도와는 확연한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충렬왕 4년(1278),왕이 元에 입조하여 황제에게 직 여타 元 주둔군과 달리

合浦鎭戍軍은 철수시키지 않고 왜구의 침구에 비하도록 요청하 던 것은 고종

부터 시작되었던 왜구의 침탈이 국가에 잖은 부담이 되고 있었음을 짐작 한다(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戊戌,上冊,pp.583～584.‘王曰 … 又請留合浦鎭

戍軍 以備倭寇 帝曰 何必留之 其能無害於汝民乎 汝可自用汝國人鎭戍 倭寇不足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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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民戶計點․田民辨整의 着手

高麗가 추진해야 하는 재정 정비는 무엇보다 田民搜括을 통한 생산 활

동의 재건이었다.그 후에야 부세제의 면 조정과 붕괴된 제를 복구

할 수 있었다.무신 정권기 이후 축 된 민탈 으로 말미암은 각종 폐

단의 처리 역시 시 하 다.모든 방안은 연 을 지어 병행하여 추진되

어야 할 사안이었다.우선 과제는 극도로 황폐화된 토지와 호구 즉 田丁

과 人丁의 악과 회복이었다.고려 조정은 민을 악하고 되돌리는

작업 즉 민의 계 과 변정을 통한 田制釐整策을 추진해야 했다.

민계 은 符籍작업으로서 國稅 악의 기 으며, 민변정은 토지

의 來歷과 주인을 변별하여 바로잡는 조처 다.두 사업은 별개로 보이

나 민인과 토지,즉 人丁과 田丁이 긴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의 계

과 변정이라는 에서 한 연 이 있었다.35)元宗 10년(1269),民戶

計點과 이에 수반한 貢賦更定 민변정은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되었

다.

우선 民戶의 계 은 일차 으로는 民이 失業流亡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으나 토지의 악은 결여된 채 다.36)民籍 작성은 고려 조정으로

서는 부세 수취를 한 稅源 악으로서 시 하면서도 실 인 방안이

었다.개경 환도에 비한 각종 役事의 요역을 담당할 民戶 악과 함께

크게 증가한 피역민과 투탁민의 변정 그리고 압량 천을 처리하기 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 한 있었다.37)이 시기 貢賦更定의 구체 인 방법

35)李景植,주 7의 논 ,2011,p.245.

36)이때의 貢賦更定은 토지의 악이 결여된 탓에 불완 성이 컸다.게다가 시간이 지나

면서 공부의 不均도 차 심화되었다.이에 충렬왕 18년(1292)에 이르러서는 토지의

墾荒을 조사하여 재조정하라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

口,忠烈王 18년 10월,中冊,p.732.‘諸道之民 自兵 以來 流亡失業 在元王己巳年 計點

民戶 更定貢賦 厥後 賦斂不均 民受其病 可更遣使 量戶口之嬴縮 土田之墾荒 計定民賦

以遂民生’).

37)貢戶라는 용어는 12세기 후반 이후 貢役을 담당하는 戶라는 의미로 등장하 다.공

역은 공부를 생산하여 납부하는 역이었으나 농장과 련하여 부담해야 하는 공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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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을 알 수는 없다.아마도 호구를 조사하여 稅役을 책정하고,州縣

의 貢賦를 다시 정하여 군 단 의 貢物 租․ ․役 부세를 수취하

여 한 소용처에 충당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을 것이다.38)

元宗 10년(1269)民戶계 의 이러한 목 은 고려 엽 이후 와해된 정

제 이로 인해 해체된 本貫制의 정비와도 한 련이 있었다.

술한 바와 같이 12세기 이후 농업 발 에 따른 토지소유가 확 되는

가운데 권세가에 의한 토지겸병은 확 되었다.수익을 둘러싸고 國家,支

配層,民의 균열이 고조되었고,국가의 앙통제력이 약화되면서 民은 토

지에서 분리되어 갔다.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앙의 지방 지배정

책 자체를 변화시켜 나갔다.본 제의 지배구조가 해체되는 상이었다.

본 제에 따른 土地緊縛과 階序的 지배구조 하에서,民이 농장에 편입되

거나 유망하자 남은 지역과 民의 재정 부담이 가 되며 이들 한

항하고 유리하는 것이었다.정부는 락된 호구를 발하거나 유망민을

해당지역에 안집시키는 정책을 취하 다.이는 본 에서 호구를 규제하

요역과 공물을 포함하 다.특히 12세기 이후 향 사회가 동요하면서 逋戶나 戶는

유망과 투탁을 통한 민의 항의 형태로서 공호는 상 개념으로 일반화되었다.그러

므로 고려 후기로 갈수록 권세가들이 은닉하 거나 유망하는 민을 추쇄하여 공호에

충당하도록 하 다.이들을 추쇄하여 籍에 올리는 것을 ‘造戶’라 하 는데 공호를

악하려는 의도는 삼세 가운데에서도 특히 庸․調의 수취가 핵심이 되었다(蔡雄錫,｢

高麗後期 地方支配政策의 변화와 ‘貢戶’의 악｣ 論文集 1,가톨릭 학교 성심교정,

1995,pp.13～16( ,｢高麗 中․後期 지방사회의 변동과 본 제의 기능 변화｣, 高

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  ,서울 학교출 부,2000,pp.250～256,재수록).

38)李景植,주 7의 논 ,2011,p.247.

원종 기사년의 민호계 을 으로 원종 9년(1268)무렵부터 몽골에서 강력히 요

구하 던 ‘6事’의 이행결과로 본 견해도 있다.당시 고려 정부는 몽골의 지원이

으로 필요하 으며,특히 이듬해 원종의 폐 복 와 같은 국내 정세로 인해 원

종이나 임연이 재정 필요에 의해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여유는 없었다는 것이다(신

은제,｢원종․충렬왕 민변정사업의 성격｣ 한국 세사연구 21,2006,pp.82～83).

물론 원종 10년(1269)의 민호계 실시는 몽골이 외정벌을 한 목 으로 고려에

강요한 원인도 있었음은 인정된다.그 지만 몽골은 이미 침략 기부터 6事를 강요

당하 던 데다 원종 4년(1263)에는 일시 으로나마 籍民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

다.더군다나 고려 정부는 개경환도를 해 出排都監을 설치하여 출륙을 비하고

있었다.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볼 때 이때의 민호계 은,몽골의 압력도 있었겠으나,

궁극에는 출륙을 앞두고 稅役 부과 상자를 악함으로써 소용이 시 한 재정비용

을 마련하기 한 목 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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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던 이 의 조처와는 달랐다.본 제의 거주지 긴박정책이 이완되

면서 現 거주지에 符籍하여 수취를 도모하는 貢戶制가 부분 으로 실시

되기 시작한 것이었다.39)

형세는 몽골과 장기간의 란을 거치는 동안 악화되었다.결국 高麗

정부는 본 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現 거주지에 안집시키는 민지배정책

으로 변화를 꾀하 다.이후 고려의 民戶 계 은 본 제가 아닌 거주

지가 기 이 되었다.이런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데는 元宗 11년(1270)

의 出陸還都를 목 에 두고,각 山城과 海島에 피난하 던 民을 모두

악하여 본 지로 귀환시키는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원인도 컸다.

요컨 ,원종 10년(1269)의 民戶 계 은 와해된 부세제를 수습하고 개

경환도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란 이 부터 문란해진 호 문제의 정비

를 한 요한 정책이었다.나아가 이때에 한차례 정리된 유민의 본

지 악과 귀환 정책은 충렬왕 11년(1285)에 이르러 유민을 재정리하는

기 이 되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었다.40)몽골의 호구 조사 요구가 강

요되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안정 인 수취 확보를 해 이 시기

부터 동요하 던 稅源 貢戶의 악을 본 궤도에 올리려는 정부의 노

력이었다.

물론 근본 인 부세 제도 개편을 해서는 토지의 악 즉 量田이 수

행되어야 했다.문제는 양 을 해서는 고려 정부 上下의 막 한 물자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었다.양 사업은 앙에서 算士를 동

한 量田使가 견되어 지방 이 사 에 마련한 기 조사를 통해 이를 재

확인하거나 아 처음부터 국 인 측량을 통해 수행해야 했다. 한

양 의 과정은 量田尺의 제정에서부터 量案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세 하

39)채웅석,｢12,13세기 향 사회의 변동과 ‘민’의 응｣ 역사와 실 3,1990,pp.56～68(

,｢高麗 中․後期 지방사회의 변동과 본 제의 기능 변화｣, 高麗屍臺의 國家와

地方社  ,서울 학교출 부,2000,pp.255～257,재수록).

40)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1년 3월 辛卯,上冊,p.613.

‘流移鄕吏 不拘年限 已曾還本 今百姓之流移 亦宜刷還 然流移已久 安心土着 若皆還

本 則彼此遷徙 必失農業 依前庚午年以上例 已訖還本人外 並皆不動 使之安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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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한 일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했다.41)그런 만큼 사안의 시

함과 황폐화된 국토의 사정으로 인해 호구만을 악하여 략 인 貢賦

를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권세가에 의해 일 부터 규모로 탈 된 田土는 쉽사리 계 할 수 있

는 상황도 아니었다.고려 엽 이후 권세를 빙자한 토지 겸병이 란을

거치면서 단히 확 되어 있었다.과거 元宗 원년(1260)정월,高宗이

료에게 분 했던 강화의 토지를 官職을 기 으로 재분배하고자 하 으

나 이미 良質의 토지를 차지한 권세가의 반 로 무산되었던 것이나,원

종 2년(1261)정월,어사 를 통해 권세가의 토지 탈 행 를 단속하

던 것도 같은 원인이었다.42)이러한 탓에 民戶의 추쇄와 계 은 貢戶 확

보라는 의명분 하에 가능하 으나 권세가에 의해 겸병된 토지의 계

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고려 정부는 더불어 탈 민의 변정을 추진했다. 박한 시일 내에

효율 인 운 을 해 민변정 업무를 고유로 하는 기구를 설치하 다.

원종 10년(1269)2월에 설치된 田民辨正都監이었다.43)그러나 권세가에

탈 된 토지의 계 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토지의 변정 역

시 어려웠다.변정이 가능한 토지는 주로 몰락한 무신 세력의 것이었다.

재정확보가 한 처지에서 政敵의 家産을 몰하는 방안은 효과 이었다.

41)金容燮,｢高麗時期의 量田制｣ 東方學志 16,1975,p.69( ,｢高麗時期 量田制｣,

 韓國中世農業史硏究―土地制度와 農業開發 政策― ,지식산업사,2000,pp.57～105,

재수록).

42)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元宗 원년 정월,中冊,p.706.

‘給田都監議請 文武兩班前受之田 肥嶢不均 隨職改給 權勢之家 皆占良田 惡其不便 於

己沮其議.’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元宗 2년 정월,中冊,p.842.

‘御史臺請 權勢之家 奪人田 痛繩以法 制可.’

43) 高麗史節要 卷18,元宗 10년 2월,p.477.

‘置田民辨正都監.’

민변정도감의 조직 실체는 使와 副使가 있었다는 것 외에 분명하지는 않다(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田民辨正都監 元宗十年 置有

使副使’).아마도 都監이라는 임시기구의 속성 상 조직 구성에 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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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이때 설치된 민변정도감은 金俊 세력이 탈 하 던 토지

와 노비를 변정하기 해서 설치된 것이었다.김 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일 기 권신을 숙청하여 축 한 재물로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 비

록 거리에 워 있어도 가 감히 나를 해하겠는가”44)라고 하 다. 한

농장을 사방에 두고 家臣에게 리하도록 하여 가렴주구를 일삼은 데다

그의 아들들 한 무뢰배를 모아 토지를 강탈했으므로 도처에서 원망의

소리가 많은 터 다.45)조정에서는 김 세력이 탈 한 토지의 수조권

가운데 일부는 군량 보충의 용도로 정하 던 듯하다.몽골이 남송 일

본정벌을 해 고려에 군량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에서 마련한 책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사료에 따르면 이때의 민변정은 원활하지 못하 던 것

으로 보인다.元宗 14년(1273),兵粮都監으로 하여 토지의 변정을 재

결하도록 한 조처가 이를 말해 다.

下制曰 今屬兵糧之田 元是諸宮寺院所屬 及兩班 軍 閑人之世傳 而爲權臣

所取 也 己巳年 辨正都監推辨不究 或有給非其主 由是怨 頗多 其兵粮都

監 詳 兩造文案 公正以決46)

본래 宮․寺院 兩班․軍人․閑人의 世傳 토지를 兵糧田으로 편목

하 는데 이를 권신이 탈 했던지라,앞서 己巳年에 민변정도감을 설치

하여 결하도록 하 으나 철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리하여 兵粮 문

제 처리를 해 다시 都監을 설치하고,本主의 文案도 재검토하여 공정하

게 처결하라는 조처 다.원종 10년(1269)에 설치되었던 민변정도감의

활동에 限界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잖은 원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4) 高麗史 卷130,列傳43,叛 4,金俊,下冊,pp.824～825.

‘俊自 嘗誅權臣 發畜積 活人多矣 雖臥 街 誰敢害我.’

45) 高麗史 卷130,列傳43,叛 4,金俊,下冊,pp.824～825.

‘由是 聞人惡 不以爲意 列置農莊 以家臣文成柱 管全羅 池濬管忠淸 二人爭事聚斂

給民稻種一斗 例收米一碩 諸子効之 競聚無賴 怙勢恣橫 侵奪人田 怨讟甚多.’

46)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4년 12월 庚申,上冊,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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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정부의 민변정사업이 의도 로 진행되지 못하 던 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同年 10월,林衍이 일으켰던 국왕 폐 사건이었다.47)이

사건은 金俊 정권의 몰락 후 임연 세력과 측근을 기반으로 한 元宗 간의

권력 립과정에서 발발하 다.임연은 원종과 연합하여 김 정권을 몰

락시켰으나 김 을 견제하기 한 단순한 결합 계 으므로 원종과 정

치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원종 역시 김 정권의 몰락 후 왕권

강화를 해 임연세력의 제거를 꾀하 다.이에 불안을 느낀 임연이 원

종의 폐 를 강제한 것이었다.48)임연의 국왕 폐립 사건으로 고려는 정

치․경제 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 다.

이로 인해 첫째,몽골의 집요한 내정간섭이 시작되었다.당시 몽골은

쿠빌라이[忽必烈,世祖]의 帝位 계승을 둘러싸고 불안 요소가 산 해 있

었다.게다가 1268년 가을부터 남송과 투 이었으므로 反蒙 잔여 세

력인 임연 정권과 남송이 연합할 경우 몽골은 단히 불리한 상황이었

다.이러한 연맹 가능성은 쿠빌라이가 고려에 출병할 경우 실제로 실

화될 험성이 컸다.몽골 조정으로서는 단히 당혹스러운 일이었다.49)

몽골에서는 원종이 폐 된 다음 달 11월,원종과 安慶公 淐 임연이

함께 입조하여 정황을 사실 로 말할 것이며,기한을 어긴다면 고려를

소멸하겠다는 내용의 조서를 보냈다.50)몽골의 군사 인 압력에 힘입어

원종은 폐 5개월 만에 복 하 다.51)

그 지만 高麗 정부는 몽골의 각종 요구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47)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0년 6월 乙未,上冊,p.529.

‘衍擐甲率三別抄六番都房 詣安慶公淐第 百官奉 淐爲王 忽風雨暴作 拔木飛瓦 衍使

人逼王遷于別宮.’

48)成鳳鉉,주 30의 논고,pp.38～46.

49)金浩東,주 20의 논 ,2007,pp.104～105.

50)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0년 11월 壬子,上冊,p.531.

‘王可 安慶公淐及林衍 偕詣闕下 面陳情實 朕聽其是非 自有區處 且聞無恙 之存亡 亦未

可保 必待來覲 朕可方信 已遣頭輦哥國王禃 率兵壓境 如逾期不至 卽當窮詰首惡 進兵勦

絶無遺.’

51)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0년 11월 壬戌,上冊,pp.531～532.

‘林衍宴黑的于其第 黑的 王復位事 衍不得已 宰樞 議廢淐 復位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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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宗 11년(1270)5월,톡토르[脫朶兒]가 고려의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임

명되었고,몽골의 독 에 따라 출륙이 추진되었다.이때 고려 정부는 新

倉의 米 1만 석을 내어 군량과 行從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 다.52)

고려에서 부담해야 하는 출륙비용은 상당하 다.이로써 드디어 무신 정

권이 종식되었고,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환도하 다.53)

그러나 개경환도 결정에 불만을 품은 三別抄의 항쟁이 발발하면서 고

려의 국내 사정은 더욱 어지러워졌다.이 해 6월, 軍 裴仲孫,指諭 盧

永禧 등이 삼별 군을 이끌고 承化侯 王溫을 왕으로 삼고, 청 부서를

설치하며 항 을 시작하 다.54)국왕 폐 사건과 개경 환도 이후 각종

사안이 채 정리되기도 에 고려 조정은 多難한 정치 ․경제 국면에

처하 다.몽골에서도 삼별 의 항쟁은 총력을 기울여 수행 이던 남송

征伐과 당면한 일본 征伐을 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다.삼별

의 항쟁은 원종 14년(1273)4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55)고려의 재

정 정비가 단되었음은 물론이다.

둘째,고려 정부에서 추진하던 민변정과 민계 은 난항을 겪게 되

었다. 몽 강화 이후 토지의 계 과 변정보다는 民戶 계 이 추진될 수

밖에 없었으나 임연의 난 이후 그마 어려웠다.김 제거 후 증 된

국왕 측근과 몽골의 향력이 확 되면서 민변정의 한계가 커졌던 것

이다.이들에 의한 탈 민의 변정은 더욱 어려웠다.

몽골에 한 정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원세력의 향력도 강화되었

52)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1년 5월 丙午,上冊,pp.534～535.

‘蒙古以脫朶兒 爲我國達魯花赤…庚戌 今之出陸 毋如 例 自文武兩班 至坊里百姓 皆

率婦人 子而出 又漕運新 倉米一萬石 以支軍餉及行從之備.’

53)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1년 5월 丙寅,上冊,p.535.

‘王還 京 御沙坂宮 妃嬪亦自江華至.’

54)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1년 6월 己巳,上冊,pp.535～536.

‘軍裴仲孫 指諭盧永禧等領三別抄叛 逼承化侯溫爲王 署置官府 以大 軍劉存奕 尙書

左丞 李信孫爲左右承宣.’

55)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4년 4월 庚戌,上冊,p.558.

‘金方慶 忻都·茶丘等 以全羅道一百六十艘·水陸兵一萬餘人至耽羅 賊戰 殺獲甚衆 賊

衆大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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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치 상황이 이러하자 몽 강화를 실 시키며 성장한 文臣 료와

원종의 계에도 미묘한 갈등이 생겼다.문신 료가 국왕의 측근 형성

에 따른 부원세력의 성장에 차 정치 기를 느 던 것이다.국왕 측

근이 宦官․內僚와 寵臣으로서,이들의 권력은 확 되는 반면 문신 료

의 정치 입지는 약해지고 있었다.56)

民戶의 계 은 더더욱 어려워져 노비의 변정조차 원칙 로 처리되지

않았다.노비 탈 의 주체가 몽골 료일 경우 말할 나 도 없었다.고려

에 견된 다루가치[達魯花赤]가 壓良爲賤한 자를 변정하고자 하 으나

오히려 담당 료가 처벌당하는 지경이었다.당해 사건의 심 인물은

원종 폐 사건 이후 고려에 견된 다루가치 톡토르[脫朶兒] 다.문신

료 던 平章事 柳璥,政 文學 兪千遇와 정면 립한 다음 사건이었다.

罷平章事柳璥 流政 文學兪千遇于仁勿島 初螺匠木同認良民爲隸 賣 達魯

花赤 宰樞請治其罪 王不聽 璥千遇牒有司 免隸爲民 達魯花赤憾而告王 王

亦怒其擅斷 罪之57)

이는 과거에 螺匠 木同이 양민을 노 라 하여 다루가치에게 팔아넘겼

던 것을 바로잡으려던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국왕이 재추의 처벌 요구

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경과 유천우가 실무 리자인 유사에게 통첩하여

양민으로 하 던 것을 톡토르가 왕에게 고하여 오히려 이들이 처벌당한

것이었다.표면 으로는 유경과 유천우가 왕명을 따르지 않은 사건이었

다.그러나 이면에는 문신 료의 처지가 약화되면서 민변정이 공정하

게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려 정부에서 몽골 료를 처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국왕 폐 사건을 빌미로 東寧府가 설치됨으로써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元宗 10년(1269)10월,동녕부의 설치 이후 이 지역으로 고

려 民人의 유입은 격히 증가했다.東寧府는 임연이 원종을 폐하자 西

56)李益柱,｢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1998,pp.165～167.

57) 高麗史節要 卷18,元宗 11년 12월,p.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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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面 兵馬使營의 記官이었던 崔坦․韓愼 등이 임연을 벤다는 명분으로

擧兵하 다가 몽골에 의탁하여 설치된 지역이었다.慈悲嶺 以北 즉 西海

道 6城과 西京을 비롯한 北界 54城으로서 략 압록강까지의 고려 境域

이었다.동녕부의 설치는 反高麗的 인물이 몽골에 귀부한 것이 원인이었

으나 실제로는 元이 이들을 기반으로 토를 탈취한 것이었다.그러므로

동녕부에 주둔하는 주동 인 반고려 인물은 西北人을 王京에서 잡아가는

가 하면,수시로 동녕부지역으로 入하 다.이러한 상은 반고려 집

단의 확 인 동시에 고려 稅役 부담층의 감소 다.58)

요컨 ,임연에 의한 국왕 폐 사건과 동녕부 설치 삼별 의 항쟁

등이 연달아 발발함으로써 고려 정부의 민호계 민변정사업은 지

체될 수밖에 없었다.포로가 된 民의 추쇄도 시 한 처지에서 더 큰 어

려움에 직면한 것이었다.그러나 유민 쇄환정책은 포기될 수 없었다.오

히려 民戶 계 사업의 가장 인 사안으로 되었다.59)

원종 11년(1270)2월,元에 동녕부의 환부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60)8

월에도 재차 요청하 으나 元에서는 불응하 다.61)이후 11월,고려 정

부는 朴恒,崔有渰을 몽골에 보내 고려의 피역민,범죄자,公私 노비 등

이 몽골의 주둔군과 西京에 의탁하는 데다 일반 평민을 유인해 가는 일

58)方東仁,｢東寧府置廢 ｣ 關東史學 2,1984,pp.71～79.

59) 이 시기 고려 유민의 동향에 해 심도 있게 살펴본 연구가 있어 참고 된다.이 연

구는 麗․元 양국 간의 인구 이동 가운데 특히 元으로 이동해 간 고려 民戶의 문제

를 외교 입장에서 민호지배를 둘러싼 문제와 인구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의 깊게 살

펴보았다.고려 민호가 元에 유입된 경로 경과를 표를 통해 구체 으로 정리하

으므로 본고에서 고려 후기 정부의 민호추쇄 노력에 한 이해를 돕고자,부록의

〈表 4〉․〈表 5〉로 수정하여 차용하고자 한다(김순자,｢고려,원(元)의 토정책,

인구정책 연구｣ 역사와 실 60,2006).

60)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1년 2월 庚辰,上冊,p.534.

‘王上表 請西京復屬 其略曰 崔坦·李延齡等 本非有怨於國家 因權臣擅行廢立 初若倡

義起兵 至達于上朝 望屬世子 … 伏望 許還諸城 俾屬本國.’

61)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1년 8월 戊辰朔,上冊,p.536.

‘遣世子諶如蒙古上表 奏裴仲孫叛狀 … 又奏云 年前 邦西北面摠管幕下吏崔坦 殺西京

分臺御史·監倉使·留守官及屬縣守令等 遂脅西北鄙諸城 以樹其黨 卽詣帝所 飾辭妄訴

… 伏惟聖慈 歸我 境 不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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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해지고 있으니 이를 지하는 동시에 해당민을 조사하여 소환해

것을 요청하 다.62)

元에서는 원종 12년(1273)6월,斷事官 지비 [只必哥]를 특 하여 고

려의 大 軍 郭汝弼,國子博士 魏文愷와 함께 서경으로 가서 이곳으로

도망한 民을 심사하도록 하 다.고려 정부는 임연의 族黨이었던 李黃秀

란 자를 징계할 것을 더불어 청하 다.이황수 한 몽골로 도망한 자

다.그는 홍다구를 따라와 고려의 민을 강탈한 데다 삼별 의 난 당시

진도를 공격할 때에도 私的으로 재물을 강탈하 으나 고려에서 죄를 추

궁하지 못하고 있었다.63)동녕부 등지로의 民이 거 이루어지는데다

元의 권세를 빌은 반고려 세력이 고려에 끼치는 폐해란 이같이 막 하

다.

삼별 의 항쟁으로 인한 民의 손실 한 심각하 다.원종 12년(1273)

5월,고려 정부에서는 上 軍 鄭子璵를 元에 보내 건의하기를

賊船頗有逋漏 禍燼尙存 且 賊妻息·族類 甘伏其辜 但大 人民 先出古

都 其父母·親屬·奴婢被賊劫掠 今復爲官軍所獲 盡歸上朝 伏望聖慈 敦諭

帥 悉令復 64)

62) 高麗史 卷26,世家26,元宗 11년 11월 乙酉,上冊,p.537.

‘遣朴恒 崔有渰如蒙古賀正 且奏曰 邦承皇帝詔旨 已復都 京 招集殘民 勵心供

職 今愚民之避役 犯罪而逋 公私奴婢之欲免賤 相率往托留屯兵馬及西京

肆意橫行 乃至引誘平民 日益繁蔓 若此不禁 則其 修職貢 有幾 伏望聖慈 一皆

推刷還之 使萬世永永服勤.’

63)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2년 6월 戊申,上冊,p.547.

‘又報中書省曰 前此 邦避役犯罪而逋 表奏乞令推究 皇帝聖慈 特遣斷事官只必哥

就鞫 時有李黃秀 乃 臣林衍妻姪 衍 同 廢立 又 惟茂 拒王師 不出古都…黃秀

自獄中解鏁而 走入上國 今年隨洪茶丘以來 恣意肆惡 奪人田民 及攻珍島 驅掠男女

百餘人 攘奪衣服百五十餘件及米麥 又奪戰艦 仍脅船軍蒿工等 滿載而還 其罪惡 當置

於法 第緣投托官軍 不敢致詰 徒自腐心 有斷事官只必哥 脫朶兒 推究其罪 一皆自

首 然未敢自斷 上奏宸聽 以俟帝命 伏望丞相閣下 善爲敷奏斷罪 鑑戒諸人 遂遣大 軍

郭汝弼 國子博士魏文愷 偕只必哥往西京 推究 民.’

64)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2년 5월 庚寅,上冊,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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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 다.즉 삼별 를 공격한 후 그들의 가족과 친족이 아닌 포로까지

元에서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었다.고려 정부에서 이들의 쇄환을 요청하

자 元에서는 이를 받아들 다.同年 8월, 서성은 공문을 보내 강화도에

서 포로가 된 民은 본래 로 살도록 할 것이며,삼별 의 가족과 노비일

지라도 元軍에 賞給으로 주어진 자를 제외한 진도 거주민은 본국으로 귀

환토록 하 다.65)그러나 서성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힌두[忻都]는 거부

하 다.오히려 이미 포로로 삼았던 고려 民人을 각각 全羅道․慶尙道․

開京․黃州․鳳州 등지로 분산시켜 은닉하거나 元으로 보내버리는 등 고

려 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66)

힌두가 포로를 은닉하 던 의 지역은 원종 12년(1271)당시 일본정

벌에 비한 군량 마련을 목 으로 설치한 屯田處 다.군사 요충지로서

운 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정비용은 고려에서 부담하고 있었다.힌두 등

은 고려의 왕경,황주, 주, 주 등지에 설치된 둔 의 운 책임을 맡

은 屯田經略使 으며,삼별 를 토벌한 후 자의로 획득한 포로를 이들

지역으로 보내 둔 운 의 노동력으로 활용하 던 것이다.67)元의 정치

간섭과 재정부담은 둔 운 을 통해서도 倍加되고 있었다.

고려 정부로서는 여러 사태를 수습하여 貢戶를 확보하고 조세 수입을

확 해야 했다.그러나 元의 助力 없이 民을 추쇄하기란 어려웠다.재정

체제 정비가 난항하는 가운데 몽골 세력 국왕 측근의 정치 향력

은 증 되고 있었다.국가의 재정 확 가 시 하 음에도,원종 측근의

物的 기반 마련이 우선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이었다.

65)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2년 8월 丁巳,上冊,p.548.

‘是月 鄭子璵還自蒙古 中書省移文曰 今奉聖旨 自江華島爲賊人驅去百姓 其父母妻子

許令相認復 除賊人家屬·奴婢 分給戰土外 據珍島元有百姓 俱敎家屬圓聚 明白分付

本國 仍 珍島百姓 起移王京附近之地 耕種安業.’

66)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2년 8월 丁巳,上冊,pp.548～549.

‘王乃諭元帥忻都 令還脅從 忻都不聽 … 又上中書省書云 … 今官軍皆以爲 賊之類

不許放歸 輒於聖旨未 前 分取人物 各自散住於全羅·慶尙·王京·黃·鳳州等處 或相爭匿

於旁近 或先潛 于上朝 雖有親戚 不得相見 何由識認.’

67)拙稿,｢高麗 元宗末ㆍ忠烈王初 元의 屯田置廢와 麗元關係｣ 歷史敎育 115,2010,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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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 원종 12년(1273)2월,왕은 임연 등으로부터 몰한 田園을 측

근에게 배분하 다.그러나 이 같은 處事에 한 문신 료의 반 도 만

만치 않았다.양측의 립은 다음과 같이 팽팽하 다.

自權臣誅夷 諸王及寵臣李玄原 康允紹 李汾禧 金自貞 李汾成等 爭先請王

受其田園 至是 宰樞又請收之 悉屬迎 庫 以充國用 王大怒 欲罪先發

勑問 吏 崔承的 曰 廟議皆如是 臣不知先發 68)

국왕 寵臣이었던 李玄原․康允紹․李汾禧․金自貞․李汾成 등이 田園

을 받자 재추는 이를 회수하여 迎 庫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었

다.그러자 이에 격노한 원종은 재추 가운데 발기한 자를 죄주려고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는 란으로 창고가 고갈되어 백 의 녹 조차 지 하지 못하는

처지 다.도병마사에서는 원종에게 녹과 의 지 을 요청하고 있었

다.69)도병마사를 심으로 한 재추가 몰락한 임연 세력의 원을 國用

에 충당하고자 하 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그러나 稅收 증 를 한 민

호 계 탈 민의 변정이 지체되면서 국가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

었다.

한정된 財源으로 충당해야 하는 所用處는 多數인 가운데 元에 지 해

야 할 군량의 부담마 늘어 갔다.원종 12년(1271)3월,군량 마련을 목

으로 元이 고려에 둔 을 설치함으로써 정치 간섭과 군사 간여뿐

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 수탈이 더해졌다.70)원종 13년(1272)2월,세자

王諶이 元에서 귀국하 던 것도 군량 마련이 목 이었다.명분은 元에

입조해 있던 임연의 아들 林惟幹 일당이 동정을 구실로 귀국하여 몰수당

한 田民과 財寶를 찾으려 하자 세자가 이를 알고 일본정벌을 방조하겠다

68)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2년 2월 癸卯,上冊,p.541.

69) 와 같음.

‘都兵馬使 近因兵 倉庫虛竭 百官祿俸不給 無以勸士 請於京畿八縣 隨品給祿科田 從之.’

70)拙稿,주 67의 논고,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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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으나71)분명 군량 조달은 고려에 부담이었다.

이에 원종 13년(1272)5월,귀국한 세자는 사신을 여러 도에 견하여

군량이 생산되는 토지를 살펴보았다.72)원종 14년(1273)8월에도 元에서

別庫 소속의 田租를 수납하여 군량에 보충하도록 하자 조정에서는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 조를 거두었다.73)元의 군량 조달 독 이 극심해지

는 가운데 고려 정부의 책 마련을 한 행보도 박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원종 13년(1272),兵糧都監을 통해74)군량 소출을 한 田

土를 정비하 다.살펴본 바와 같이 원종 14년(1273)12월,병량도감으로

하여 己巳年에 변정한 토지를 재변정하도록 한 것이다.75)이때 재변정

해야 하는 토지는 김 등 권신의 탈 토지 다.당시 ‘兵糧之田’으로

정해졌으나 공정하지 못했던지라 이때에 바로잡아 兵糧에 충당할 목 이

었다.앞서 원종 10년(1269)의 민변정도감에서는 몰락한 김 세력의

토지를 別庫에 속하게 하거나 兵糧의 용도로 정하 던 듯하다.

이 같은 사실로 본다면 아마도 원종 13년(1272),세자가 군량 마련을

해 살펴본 토지나 원종 14년(1273),군량에 보충하도록 한 別庫의 田

地 부분도 원종 10년(1269), 민변정도감에서 몰한 토지의 일부

을 것이다.그 다면 원종 14년(1273)무렵 병량도감에서는 군량마련

71)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3년 2월 己亥,上冊,pp.551～552.

‘世子諶至自元 帝遣斷事官不花馬絳等偕來 中書省牒曰 據世子諶云 吾父子相繼朝覲 特

蒙恩宥 邦人民 得保遺噍 感戴之誠 不可旣 諶連年入覲 每荷皇恩 區區之忠 益切

致効 惟彼日本 未蒙聖化 故發詔使 繼 軍容 戰艦兵糧 方在所 儻以此事委臣 庶幾

勉盡心力 助王師 都省奏奉聖旨 敎世子 親自去 敎尙書省馬郞中 做伴當去 時世

子久留燕京 從 皆 思東歸 勸世子以東征事 請帝而還 薛仁 金㥠等不可曰 世子在

此 以衛社稷也 今請此事以還 則如本國何 世子寢之 林惟幹聞之 欲假此先請東還

復收所沒田民 財寶 世子知之 不得已請于帝 國人見世子辮髮 胡服 皆歎息 至有泣 .’

72)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3년 5월 庚午,上冊,p.553.

‘世子遣使諸道各三人 巡視兵糧所出田疇.’

73)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4년 8월 丁丑,上冊,p.559.

‘元命收別庫田租以充兵糧 王遣使諸道收之.’

74)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戰艦兵粮都監 元宗十三年 置.’

75)주 46참고.



-32-

련된 민변정 문제를 처리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고려 조정은 이 해에 房庫監傳別監을 설치․운 하 다.이

별감은 편제가 민변정도감에 비해 한층 조직화되었다.內侍 가운데 參

上,參外 원으로 각각 2명을 임명하 고,토지에 한 공식 문서인 田地

公案과 別庫 소속의 奴婢賤籍 업무를 맡았다.76)공식 토지문서와 별고의

노비문서를 담당하 다는 으로 보아 軍糧田에 한 업무를 주로 담당

했던 병량도감과 구분하여 그 外 토지와 노비에 한 일반 인 민변정

업무를 장했을 것이다.77)

특히 별고 소속의 노비문서를 담당하 던 것은 별고에 속하게 했던

몰락한 권신의 노비문제를 장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들의 몰 田

地는 병량도감에 이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방고감 별감의 설치는

몽골 강화 이후 혼란한 정세 속에서 良․賤질서가 교란되자 고려 정부

가 일단 몰한 노비로부터 비로소 체계 인 리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

을 의미한다.

요컨 ,원종 10년(1271)에 설치된 민변정도감에서는 권신의 민을

변정하되,토지의 일부는 별고에 속하게 하여 군량 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後에 별고에 소속된 토지는 원종 13년(1272)에 병량도감에서,그

리고 노비는 원종 14년(1273)의 방고감 별감에서 련 업무를 담당하

을 것이다.즉 원종 민변정은 원종 10년(1271)의 ‘田民辨正都監’이 임

76)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房庫監傳別監 元宗十四年 置 以內侍叅上叅外各二人爲之 掌田地公案別庫奴婢賤籍.’

77)한 연구에서는 방고감 별감이 리하던 토지문서의 명칭이 ‘田地公案’이라는 에

서 이 기구는 왕실 소속 장․처 부분을 리하 고,이 상당수가 군량 에

충당되었으므로 고려 기 內莊 에 소속되었던 장․처 이 방고감 별감에 의해

리되었다고 보았다.別庫 역시 무인의 경제기반과 련이 있으므로 결국 이 기구는

민변정 군량 의 확보와 련하여 왕실 토지와 별고의 노비문서를 리하 다

는 견해이다(박종진,｢고려후기 재정 운 의 변화｣,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民

音社,1994,p.241).결과 으로 방고감 별감은 내장택의 후속기 이라는 셈인데 근거

로 삼은 ‘田地公案’을 반드시 왕실 재정과 련해서만 해석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함병량도감에서 군량 과

련한 민변정업무를 담당하 다면,방고감 별감에서는 군량 을 제외한 왕실 일

반 토지와 별고의 노비를 상으로 한 민변정 업무를 폭넓게 장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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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국왕 폐 사건으로 정체를 겪은 후,원종 13년(1272)의 ‘兵糧都監’

과 원종 14년(1273)의 ‘房庫監傳別監’으로 기능이 분화되어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의욕 으로 민변정사업을 시작했으나 원종의 폐 와

복 를 겪는 가운데 김 세력을 상으로 한 민변정도감의 활동은

단되었을 것이다.이어 임연 등을 처단한 후 무신세력의 탈 민을 변

정해야 하는 필요와 더불어 元의 군수부담 압력이 증 되자 이에 부응하

기 한 담기구가 각각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상 살폈듯이,원종 10년(1269)의 민호계 과 민변정사업은 고려 정

부가 장기간의 란으로 마비된 국가 재정 체제를 본격 으로 복구하는

첫 작업이었다.민호의 계 은 악이 가능한 民을 계 하여 貢戶와 稅

源을 마련함으로써 貢賦를 새로 정한 작업이었다. 민변정사업은 토지

의 변정이 어려운 처지에서 몰락한 政敵의 家産과 노비를 변정하여 시

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었다.특히 元宗 10년(1269)이후 원종 14년

(1273)에 이르기까지 元의 군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군량 마련을 한

요 방안으로 기능하 다.즉 두 사업은 각각 民의 안집을 통해 부세

체계를 안정시키고,침탈당한 민을 되돌려 국가 재정을 증 시키려는

실 인 방안이었던 것이다.

3.祿科田의 設行

몽 강화 이후 고려 정부의 民戶계 민변정은 극 추진되었

다.그러나 민겸병이 국가 재정을 할 정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더불어 범 한 토지의 私的 收受는 고려

의 토지 분 제 던 시과 체제를 와해시켰다.

이는 곧 田主佃客制의 격한 강화로 이어졌다.국왕과 王室,臣僚의

物的 부지 기반은 토지 분 제와 주 객제를 심으로 한다는 에서

한 축의 와해는 반 축의 기형 인 강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시

과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집권층의 토지 객농민에 한 私的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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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되었던 것이다.정부는 민문제의 처리와 함께 붕괴된 토지 분 제

의 정비를 반드시 추진해야만 했다.집권층의 물 기반을 마련해야만

했던 까닭이다.

우선은 몰락한 집권층의 토지를 회수하여 공신세력의 물 기반을 마

련하 다.元宗 즉 후 몰락한 최씨 무신세력이 탈한 토지의 회수에

나섰던 것이다.高宗 45년(1258)3월 崔竩의 家産을 몰수하여 朴松庇,金

仁俊 등의 공신에게 분배하 던 와 같이78)원종 원년(1260)정월 우부

승지 김 으로 하여 별궁에 속한 권신이 탈 했던 田畓을 조사하여 찾

아냈다.79)

이와 함께 給田都監에서는 고종 44년(1257)9월에 분 하 던 강화 토

지의 재 을 요청하 다.80)분 했던 토지의 비옥도가 균등하지 않으

니 官職을 기 으로 고쳐 지 할 것을 건의했던 것이다.81)그러나 이미

良田을 차지한 권세가의 반 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토지분 의 원칙

이 무 지고 권세가에 의한 私田 겸병이 확 되면서 다수의 왕족 국

왕 측근은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고 있던 까닭이었다.

고려 정부는 제도 으로 토지 분 을 보장해야 했다.이 같은 필요에

따라 녹과 제가 신설되었다.원종 12년(1271)2월,祿科田의 지 결정

이 시작이었다.당시 도병마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토지 을 건의하

으니

78) 高麗史 卷24,世家24,高宗 45년 3월 己卯,上冊,p.495.

‘朴松庇金仁俊以時服 率諸功臣左右別抄神義軍都房等 入殿庭羅拜 呼萬歲 發崔竩家貲

分給有差.’

79) 高麗史節要 卷18,元宗 원년 정월,p.434.

‘命右副承旨金仁俊推檢別宮田 史臣曰 古之明君或棄苑囿許民耕種 今此別宮之田皆爲權

臣奪占宜還本主 未嘗議此而萬更推檢豈爲懲惡禁暴 乃所 尤而效之 也.’

80)고려 정부는 강화 정부 시 給田都監을 설치하여 강화 토지 2천결은 國庫에,3천결

은 최의의 집에 속하게 하 으며,河陰․鎭江․海寧의 토지는 여러 왕씨와 재추 이하

에게 차등 분 하 다( 高麗史節要 卷17,高宗 44년 9월,p.403.‘以江華田 二千結屬公

廩 三千結屬崔竩家 又以河陰鎭江海寧之田 分給諸王宰樞以下有差’).

81)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元宗 원년 정월,中冊,p.706.

‘給田都監 議請 文武兩班 前受之田 肥嶢不均 隨職改給 權勢之家 皆占良田 惡其不便

於己 沮其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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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兵馬使 近因兵 倉庫虛竭 百官祿俸不給 無以勸士 請於京畿八縣隨品

給祿科田 時 諸王及左右嬖寵 廣占腴田 多方沮毁 王頗惑之 右承宣許珙等屢

之 王勉從之82)

라 하여, 란으로 인해 백 의 녹 을 계속해서 지 하지 못하므로 京

畿 8 의 토지를 品階에 따라 지 하자는 주장이었다.諸王과 寵臣의 반

가 컸으나 右承宣 허공 등의 거듭된 건의로 결국 결정되었다.이에 따

라 이듬해 정월 문무 료에게 경기의 田地를 차등 있게 지 하되,개경

근처의 토지는 苦役을 고려하여 校 ․隊正에게 하 다.83)구체 인

방식은 경기 소속 에 있는 양반 조업 이외의 半丁을 폐지하고 녹과

을 설치하여 科에 따라 분 하도록 하 다.84)

본디 토지 분 과 녹 지 은 별개 다.그러나 강화 천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리에게 祿田과 祿俸을 제 로 지 하지 못하 던 고려 정부

는 시과에서 수조권을 했던 바와 같이 녹 을 분 토로 신한

것이었다.분 토의 정확한 결수를 알 수는 없으나 수조액은 아마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정도 을 것이므로 결코 안정 인 것은 아니었

다.85)

82)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元宗 12년 2월,中冊,pp.713～714.

83)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元宗 13년 정월,中冊,p.714.

‘議 以品祿减 分給文武官京畿田有差 以近地 給校 隊正 盖爲苦役也.’

84)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忠穆王 원년 8월,中冊,p.714.

‘再因兵亂 田野荒廢 貢賦欠乏 倉庫虛竭 宰相之祿 不過三十石 於是 罷畿縣兩班祖業田

外半丁 置祿科田 隨科折給.’

이때 신설한 녹과 제는 앞서 고종 44년(1257)6월에 설치한 도감의 ‘分田代祿’

을 계승한 것이었다( 高麗史節要 卷17,高宗 44년 6월,p.401.‘議分田代祿置給田都監’

;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高宗 44년 6월,中冊,p.713.‘宰樞 議分田

代祿遂置給田都監’).

녹과 에 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閔賢九,｢高麗의 祿科田｣ 歷史學報 53․54合輯,1972.

李景植,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一潮閣,1986.

오일순,｢고려후기 토지분 제의 변동과 祿科田｣,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85)李景植,주 7의 논 ,2011,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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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시과 운 이 마비되고 부분의 토지가 祖業田化하는 처지

에서 정부는 분 지의 재정비를 시행해야 했다.가장 효율 인 방안은

물론 下三道內 분 지의 면 몰수와 재분 이었지만 실 으로 불

가능하 다.그러한 까닭에 祿俸田地 던 경기 토지를 하 던 것이

다.어떠한 방안으로든 새로운 토지 이 필요한 형편에서 녹 신

경기지역을 하 으므로 명분은 이어질 수 있었다.

방식은 경기에 소재한 양반조업 즉 조업구분 을 제외한 약 7～

8결 가량의 半丁을 破丁함으로써 녹과 을 作丁하여 田丁으로 지 했다.

종 의 丁을 破하고 새로 작정하되 足丁은 녹과 과 상 없이 존속하

고,양반조업 의 경우 半丁이라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86)정부가

녹 을 지 하지 못할 만큼 박해진 상황에서 녹과 제는 이후 민계

과 민변정작업과 토지제도 정비의 요한 지표로 기능하 다.

녹과 의 지 상은 직 문무양반에 한하 다.설정 지역은 경기 8

에 국한되었으며 지 액도 미약하 다.녹 제의 붕괴에 치하여 마

련되었다는 에서 職田的 성격의 토지 다.녹과 은 경기 8 가운데

서도 기존의 수조지를 재분 한 형태가 아니라 墾地에 설정된 것이었다.

특히 새로 개간된 토지로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자인 객만이 있는 토지 다.당시 수조권․수조지를 재분배할 수 없었

던 까닭이었다.그러므로 이때 분 된 토지는 원종 10년(1269)의 공부갱

정작업에 의해 악된 陳田개간지거나 새로 起墾된 加耕田이었을 것이

다.녹과 은 이처럼 시과 계통의 수조지와 병존하는 가운데 설치되고

운 되었다.87)

즉 녹과 제의 신설은 란으로 국가 운 체계가 마비되자 민을 탈

하여 재정기반을 마련하던 권세가와 새로운 토지 을 통해 재정기

반을 마련하려던 료층의 립이 표출된 것이었다.이후 고려 정부는

86)閔賢九,｢高麗의 祿科田｣ 歷史學報 53․54合輯,1972,pp.62～63.

李景植,주 3의 논 ,2012,pp.276～278.

87)李景植, 의 논 ,2012,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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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가에 의해 계속되는 수조지 겸병의 추세 속에서 녹과 마 탈취되

고 존속을 당할 때마다 재 방침을 수립하여 진행하 다.그러나

료층의 物的 기반으로는 미약하여,여 히 시과 계통의 私田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녹과 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왕실

집권세력이 사패의 형식을 빌어 시과 계통의 私田을 계속해서 겸병해

나갔던 것도 이러한 까닭이었다.고려 국왕과 집권층에 의한 사 의 조

업 화는 시과 계통의 世傳收租地에 한 정비방침을 함께 요구하

다.녹과 의 사패 의 분 상에서 제외되는 군인․한인층에

한 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88)이로부터 고려 조정은 麗末에 이

르기까지 제와 녹과 제의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해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보건 ,고려 엽부터 만연하 던 권세가의 민겸병

행태는 몽골과의 란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 되어 있었다.그러

한 까닭에 고려 정부가 출륙환도 이후 稅收 증 를 한 民戶 계

탈 민의 변정에 착수하 음에도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미약하 다.

그 지만 조정의 이러한 시도는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붕괴된

국가 운 체계의 再造에 있어 가장 근원이 되는 부세 체계와 제를 바

로잡기 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실 인 여건상 양 사업을 통한 토지 계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

능한 방안은 토지에서 유리된 민호의 추쇄와 계 이었다.이를 통해 시

한 稅源을 마련함으로써 稅收를 증 하고자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田民의 변정은 마땅히 병행되었으나 田의 경우 몰락한 권세가의 토지에

한정되었다.고려 정부는 民의 계 과 민변정을 통해 흩어진 민을

수 하여 부세체계를 서서히 정비하는 한편,붕괴되는 시과체제의 정

비 한 추진하 다.분 록으로서의 녹과 제 신설이었다.

執權 臣僚의 직역에 한 가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서 설치한 제도

다.그러나 시과를 신할 수는 없었으며,부족하나마 경기 지역의

88)李景植, 의 논 ,2012,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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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료의 재정 기반으로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더구나 사 확 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는 녹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 토지의 겸병 역시 끊이지 않았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탈 당하는 諸 田地에 한 배려가 필요하 다.이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재정정비 방안의 은 민의 계 과 병행한 탈

민의 변정에 맞추어졌다.끊임없이 사 이 확 되고 民이 사 당하는

실에서 민변정은 계속되어야 했으며,시기마다 상과 범 를 달리

해갈 뿐이었다.그러한 속에서 정부는 탈 당하는 녹과 諸 田地에

한 변정조처와 더불어 이러한 사태를 제도 으로 막기 한 노력을 꾸

히 시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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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田民辨整⋅計定의 振作과 田制의 調整

1.民戶計點․田民辨整의 力行

1)民戶推刷의 强化와 貢賦更定

忠烈王 즉 년(1274)10월,몽골의 제1차 일본정벌은 실패로 끝났다.

그 지만 元 世祖가 일본정벌을 재차 계획함에 따라 高麗에 한 元의

軍糧 軍 부담 압력은 여 히 가 되고 있었다.이해 12월,元은 고

려에 군량 마련을 한 勸農使의 견을 꾀하 다.이는 곧 租賦 수취

반에 한 고려의 독자 할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심산이

었다.고려는 권농사의 견을 지하기 해 총력을 기울 다.고려의

民人이 凋弊하여 貢賦를 감당할 수 없으니 권농은 고려의 자율에 맡겨달

라는 것이었다.결국 元은 고려의 청원을 받아들여 권농사의 견 계획

을 철회하 다.1)

군수조달의 부담은 계속되었다.고려는 충렬왕 원년(1275)10월,戰艦을

마련하기 한 책을 세워야 했고,11월에는 元의 지시에 따라 兵機 제작

을 해 民으로부터 화살을 만들 깃과 활 을 만들 철을 수거해야 했다.2)

충렬왕 3년(1277)에는 元에서 고려에 屯田軍 3,200명과 闊端赤을 견하

으므로 고려 정부는 이들의 군량을 별도 공 해야 했다.3)元 둔 의 폐지

후에도 군량의 부담은 계속되었고,元의 군사 요구는 끝이 없었다.4)

1)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즉 년 12월 乙巳,上冊,p.566.

‘邦 自來分遣州郡守令 勸課農桑 又令諸道按察使 督察播收之事 比來連年 供給官軍

民頗凋弊 今若上國 又遣諸道勸農使 則孑遺之民 供給元來貢賦 幾何 應副勸農之命

幾何 猶有國名 想於聖意 不至此 所恨 三韓之地 未得一經天眼 臣誣妄 乞遣剛明重

實之臣 審其虛實 而以勸農之事 一委於臣 臣 率籲百姓 課其勤怠 以副聖上憂民之意.’

2)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원년 10월 壬戌,上冊,p.569.

‘以元 復征日本 遣金光遠爲慶尙道都指揮使 修造戰艦.’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원년 11월 癸巳,上冊,p.569.

‘元遣使來作軍器 以起居郞金磾偕往慶尙全羅道 歛民箭羽鏃鐵.’

3)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3년 2월,上冊,p.574.

‘去 本院照得 站軍二百名 還家屯田軍三千名 幷闊端赤 依先往日本時數目 應副米糧草料.’

4)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忠烈王 5년 4월,中冊,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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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의 재정 상태는 元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으나 강제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民을 독려하고 핍박할수록 避役民은 증가하 다. 료의 녹

도 여 히 부족하 다.5)군량 조달을 미룰 수 없었던 고려 조정은 충

렬왕 6년(1280)3월,西海道에 할당된 년도의 轉輸米를 면제하는 신

그 미곡을 岊嶺道의 각 站에 주어 낭기아다이[郞哥歹]일행을 하고,

궁실과 함 건조를 한 鐵價와 夫匠의 식량 등으로 지 하게 하 다.6)

이러한 彌縫과 變通은 고려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元의 군사 요구도 있었지만 고려의 국가로서의 기능 회복은 궁극

으로 民戶와 토지의 計點과 이를 토 로 한 부세제 제의 정비 여부

에 달려 있었다.고려 정부는 충렬왕 즉 후 元 황실의 족이라는 안

정된 계를 기반으로,亡失된 民戶의 악에 盡力하 다.元의 제2차 일

본정벌에 軍人을 조달해야하는 사정도 있었지만,貢戶를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근본을 바로 하는 일이었다.

民戶계 을 所期한 바 로 추진하기 해서는 각지로 유입된 民戶 推

刷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民의 流出은 高宗 45년(1258),雙城摠管府

설치로 두드러졌고,元宗 10년(1269),東寧府의 설치 후 속히 증가하

다. 성과 동녕부 외에도 北京,東京路(瀋陽),遼陽 등지로의 유입은 경

‘遣使諸道 審檢兵粮.’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6월 辛丑,上冊,p.590.

‘東征元帥府承省旨 令造戰艦九百艘.’

5) 충렬왕 6년(1280)3월,監察司에서는 左․右倉의 수입이 격히 감소되었는데도 大坊

廚 외 漆色,鞍色,阿闍赤 등에 지 하는 식량마 우창에서 공 하여 부담이 되니 이

의 면제를 청하 다.이 江都에 있을 때에는 貢物과 稅穀의 수입으로 그런 로 수요

를 충족하 으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同年 10월에도 함의 수리․건

조와 궁의 축조로 인해 右倉이 비어 지출할 것이 없게 되자 左倉에서 雜權務의 倉

祿俸을 여 우창의 것으로 보충하고 후에 우창의 수입이 들어오면 해당 수량을 돌려

주는 지경이었다.그러나 좌창 역시 축 된 것이 없어 宰樞의 창 녹 은 반으로

이고,前科와 잡권무 인원에게는 멥 1석,보리 1석을 주었을 정도로 앙 재정은

약화되어 있었다(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6년 3월 壬子,上冊,pp.592～593; 高

麗史 卷80,志34,食貨3,祿俸,諸衙門工匠別賜,忠烈王 6년 10월,中冊,p.758).

6)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6년 3월 甲辰,上冊,p.592.

‘輟西海道 己卯年轉米 賜岊嶺道各站 以供郞哥歹 又以支宮室戰艦鐵價及夫匠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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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시 다양하 다.7)

고려 유민의 추쇄는 몽골과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는 사안으로

고종 46년(1259),몽골과의 강화가 성립되던 무렵부터 추진되었다.8)그러

나 元으로부터 6事 에서도 ‘籍民’의 요구가 계속되었던 사실에서 짐작

할 수 있듯 고려 民戶의 악을 둘러싼 양국의 립은 팽팽하 다.본격

인 유민 추쇄는 동녕부가 설치된 이듬해 원종 11년(1270)부터 실시되

었고,충렬왕 즉 후 크게 강화되었다.고려는 民戶計點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고려는 우선 民戶의 추쇄 작업에 돌입하 다.충렬왕은 즉 년(1274)8

월과 4년(1278)2월,연이어 동녕부에 리를 견하고,고려 民人을 조

사하여 刷還하도록 하 다.9)同年 7월에는 국왕이 직 元에 입조하여

東寧府 설치의 부당함을 밝히고,이 지역의 환부를 요청하 다.10)고려

7) 유입된 民戶의 구체 인 형태는 첫째, 란을 거치면서 몽골에 잡 간 捕虜,둘째,

몽 강화 이후 西京 屯田軍에 포함되었거나,三別抄軍을 평정하면서 련 세력으로

몰린 民戶,셋째, 성총 부와 동녕부 설치 이후 이곳으로 몰린 民戶,넷째, 몽 강

화 이후 元의 지역으로 자발 으로 유입된 民戶 등이었다.특히 요양,심양과 성

등지는 고려의 이주민 집단이 꾸 히 증가하여 집 분포하는 지역이었다(김순자,｢

고려,원(元)의 토정책,인구정책 연구｣ 역사와 실 60,2006,p.260).

8)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원년 4월 辛酉,上冊,p.508.

‘前年春 被虜 來人民 乞放還事 已下有司 遍行刷 自 約之後 虜人等 放令還國 到

可收係存恤.’

의 연구에서는 고려 유민의 쇄환 문제에서도 고려 태자(元宗)와 제 계승 쟁

이던 쿠빌라이[忽必烈,世祖]사이에 맺은 世祖 制의 원칙 즉 고려의 국체를 보

하고 법률,풍속 등에 고려의 통을 유지하게 했던 원칙이 용되었다고 보았다.곧

고려 유민에 해서도 고려의 귀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원칙이

정해진 무렵이었던 고종 46년(기미년,1259)이 양국 간 民戶 귀속권의 결 기 이

되었다.고려와 元은 이때를 기 으로 양국사이의 유민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그

기 때문에 항몽 기간 발생한 포로와 성의 유민은 분쟁의 상이 되지 않았

다는 주장이다(김순자, 의 논고,2006,pp.251～262).

9)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즉 년 8월 庚午,上冊,p.564.

‘遣 卿趙愉如東寧府 推刷逋 人物.’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2월 壬申,上冊,p.578.

‘遣大府 尹趙瑜等 于東寧府 推刷人物.’

10)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壬辰,上冊,p.582.

‘東寧府 元是 邦祖宗京都 崔坦等非其鄕貫 奪而處之 祖宗祠宇 祭享皆廢 伏望還其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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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작부터 이 지역의 환부를 요청해왔으나 元에서는 여 히 불응

하고 있었다.

병행하여 北京,東京路 등지로 유입된 고려 民戶의 추쇄 한 역시 강

력히 요구하 다.다음 자료는 이러한 사정을 한다.

曾奉聖旨 己未年已來驅掠人 許令放還 年前又有省旨 北京 東京路 東寧府

庚午年已來 誘擄掠之人 亦令推刷還之 目今 還 未見一二 伏望更令推

刷11)

고려 조정에서 己未年(高宗 46년,1259)이래 잡 간 포로와 庚午年(元

宗 11,1270)이래 北京,東京路,東寧府 일 로 유입된 유민을 추쇄하도

록 하 는데도 지켜지지 않았으니 반드시 재조사하여 귀환시켜 것을

요청한 것이다.기미년과 경오년은 각각 고종 46년(1259),太子親朝를 조

건으로 강화 조약을 맺었던 시기와 원종 10년(1269),국왕 폐 사건 이

후 동녕부가 설치된 시기 다.고려는 이미 납치한 고려 民人을 東京總

管府가 조사하여 쇄환하는 것도 요청하 다.나아가 차후 고려 民人를

납치하는 자는 고려의 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까지 더하

다.12)

고려는 이처럼 동녕부 遼陽 일 로 유입된 民戶를 최 한 추쇄하여

良人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 다.이들 부분은 賤隸 출신이었으므로

公․私 노비를 추쇄하여 왕실과 집권층의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이해진 신분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병행해야 했다.

고려의 국왕이 직 나서 民戶의 추쇄를 극 요청하 음에도 불구하

고 元은 별 반응이 없었다.오히려 동녕부를 東寧路總管府로 격상하여

土 俾修孝祠.’

11)주 10과 같음.

12)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壬辰,上冊,p.583.

‘遼陽之人 潛行驅虜 常常有之 未得其跡 今幸捕得達達茶花 實是天幸 望根究其徒 置之

重法 以戒後來 下東京摠管府 所虜人物 並令還本 後有如此歹人 許令本國 治之以法

時達魯花赤 依蒙古制 置巡馬所 每夜巡行 禁人夜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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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으로 고려의 토를 령하 다.13)고려 民戶에 한 동녕부 주둔

세력의 노략질이 元의 庇護 내지 傍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련

하여 충렬왕 4년(1278)7월의 다음 자료가 주목된다.

西海道內谷州․遂安兩城 往年 投拜搭察兒大王 大王使吉里歹 來點民戶

蒙省旨云 諸王投下 不得一面收拾民戶 况高麗附屬國土 不合收拾 今崔坦等

逐去本國差遣官員 擅自管領 若聽取坦等 一面誑辭 似不合理14)

이 무렵 西海道 內 谷州․遂安 두 城에서 타차르[搭察兒] 왕에게 투

항한 일이 있었다.이들이 고려의 民戶를 點檢하 으나, 서성에서는 이

지역은 고려의 토지이므로 해당 民戶를 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

명하 던 것이다.그런데도 崔坦 등은 元의 지시에 불응한 채,심지어 투

항하지 않은 西海道 殷栗縣의 民戶마 탈하여 장악하고 있었다.충렬

왕은 元에 입조하여 이 같은 사안을 해결해 것을 요청하 다.

고려 정부로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민의 추쇄를 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충렬왕 4년(1278)8월,고려 정부는 遂安․谷州의 환부를

요청하 고,9월에는 동녕부에 리를 재차 견하여 유민을 추쇄하도록

하 다.15)끈질긴 노력으로 同年 10월,元은 곡주,수안,殷栗 등의 縣을

반환하는 조처를 취하 다.16)고려로서는 토와 民을 일부나마 되찾은

성과 다.

13)몽골은 충렬왕 원년(1275)에 이미 동녕부를 승격하여 東寧路總管府라 하여 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金庠基,｢ 元關係와 國內의 動態(上)｣,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

학교출 부,2007,p.472).

14)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壬辰,上冊,p.582.

‘西海道殷栗縣 不曾投拜崔坦 坦等妄稱投拜 爭一十七戶 已受省旨 復屬本國 今年三月

復爭如前 於一十七戶內 又令餘人圓聚 影占管領 是何體例.’

15)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8월 丁巳,上冊,p.584.

‘遣別 李逢 如元請歸遂安谷州.’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9월 辛丑,上冊,p.585.

‘遣郞 趙瑊 事李玖 如東寧府 招刷人物.’

16)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10월 戊寅,上冊,p.586.

‘郞 李逢還自元 帝歸我谷州遂安殷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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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2월, 尹 趙愉를 동녕부로 보내

기미년(고종 46년,1259)이래 서해도 民으로서 망명한 자를 조사하여

귀속시켰다.17)이후 충렬왕 8년(1284)9월에는 요양․심양 동녕부 지

역의 고려 유민의 추쇄에 이어,이듬해 3월에도 요양과 북경의 유민을

추쇄하 으며,곡주와 수안 에 있는 유민은 곡주 내의 新恩縣에 이주시

켜 구제하 다.18)

고려 정부의 유민 추쇄 노력은 계속되었다.충렬왕 20년(1294)5월,고

려 정부에서는 元의 황제에게 耽羅의 반환과 포로로 끌려간 고려 民의

쇄환을 요청하 다.元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탐라를 반환하고,기미년

(고종 46,1259)이후 포로로 잡 왔거나 유망해 온 고려인을 遼陽行省

과 함께 심사하여 쇄환시키도록 조처하 다.19)그 지만 이때에도 고려

유민의 추쇄가 완 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3년이 지난 충렬왕 23

년(1297)2월,국왕은 元에 다시 입조하여

乞自己未年以來 被擄及流民 在遼瀋 悉令歸國 帝許之 王感泣拜謝20)

遼․瀋 지역에 있는 기미년 이래의 포로와 유민을 귀국시켜 것을 다

시 청한 것이었다.황제가 이 요청을 들어주자 충렬왕이 감격하여 물

까지 흘렸다고 할 만큼 고려의 민호추쇄 사업은 고되었다.元이 同年 4

17) 高麗史 卷28,世家29,忠烈王 5년 2월 己丑,上冊,p.588.

‘遣 尹趙愉于東寧府 推刷己未以來西海之民亡命 .’

18)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8년 9월 乙亥,上冊,p.607.

‘遣親從 軍鄭仁卿于遼瀋 中郞 鄭福均于東寧府 推刷人物.’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9년 3월 丁巳,上冊,p.608.

‘遣大 軍鄭仁卿 別 鄭良 如遼陽北京 推刷流民 戊午 流民至谷州遂安縣 移處新恩縣

命加存恤.’

곡주는 지 의 황해북도 곡산군이며,신은 은 황해북도 신계군으로서 곡주 내에

속해있는 가운데 하나 다( 高麗史 卷58,志第12,地理3,中冊,pp.13～14).

19)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0년 5월 甲寅,上冊,p.634.

‘王以四事 奏于帝 一 請歸耽羅 二 請歸被虜人民 … 帝命 耽羅還隷高麗 己未年以來

被虜及流徙人 可遣使 遼陽行省 分揀歸之.’

20)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3년 2월 己亥,上冊,p.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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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遼陽路에 리까지 견하여 되돌려 고려 유민은 겨우 350戶에 불

과하 다.21)수십 년에 걸친 유민추쇄 노력의 성과로는 실로 미미하

다.고려 조정의 굳건한 추쇄정책에도 불구하고 元의 처는 미온으로

일 하 다.

물론 自願한 이주자인지 포로인지를 분간하는 일 자체가 실 으로

어려웠던 탓도 있었다.그러나 삼별 군 가운데 잡 간 포로에 일반민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刷還이 힘겨웠던 것처럼 이는

결코 용이한 사안이 아니었다.이들을 거한 元의 군사귀족 지휘

의 이해상충은 컸다.게다가 元은 성총 부,동녕부의 總管,千戶 등을

후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지역으로 유입된 고려 유민을 완

히 추쇄하기란 곤란하 다.22)元에서도 고종 46년(1259),강화조약 이후

포로가 되었거나 유입된 고려 民은 부 돌려주도록 하 으나,自國의

이해와는 상반되었던 것이다.

고려는 국내의 유민 추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 다.잇따라 官府를

설치하여 조직 인 쇄환정책을 병행하 다.충렬왕 원년(1275)7월에는

제주로 도망한 民을 추쇄하기 해 濟州 漏人物推刷色을 설치하 다.

제주는 삼별 의 항 이 마지막까지 펼쳐졌던 곳으로,元은 원종 14년

(1273)6월,제주에 達魯花赤摠管府를 설치하 다.고려 정부는 제주에

남은 고려인이 元의 籍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기구를 설치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23)

고려 조정은 비슷한 시기에 人物推 都監을 설치하여 元에 편입된 유

민을 추쇄하는 한편 권세가 국왕 측근의 극심한 民戶 私占 행 를 단

속하 다.혼란한 정세에서 거 생성된 壓良爲賤 행 의 단속과 私占된

노비의 추쇄가 주요 업무 다.

인물추고도감의 조직에 한 구체 인 내용이 기록에 나타나지는 않는

21)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3년 4월 庚子,上冊,p.641.

‘元遣使遼陽路 推刷己未年以後被擄及流民 歸之 凡三百五十戶.’

22)김순자,주 7의 논고,2006,pp.262～265.

23)文炯萬,｢高麗特殊官府硏究｣ 釜山史學 9,1985,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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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만 이어지는 아래의 사례에 따르면 조직은 別監과 事,驛吏 등으

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운 방식은 녹사는 재추의 공문을 받아 심사

업무를 진행하고,역리를 동원하여 직 遞 하는 구조 다.충렬왕 2년

(1276)의 다음 자료는 인물추고도감의 편제와 임무의 일면을 보여 다.

以 軍崔有渰爲人物推 別監 伴張國綱 往合浦24)

軍 崔有渰을 人物推 別監으로 임명하 다 하니 이는 편제상 별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때 추고별감이 다루가치[達魯花赤]張國綱과 함께

合浦(지 의 馬山)로 갔던 것은 아마도 元이 포로로 잡아 이 지역에 抑

留하고 있던 고려 民을 쇄환할 목 이었던 것 같다.

당시 합포는 元의 일본정벌과 련해서 金州(지 의 金海)와 연계된

요한 군사 지역이었다. 주는 경상도의 주요 屯田地 으며,합포는

주와 더불어 군사 주둔처이자 출정 귀환지 다.25)그러한 까닭에 합

포는 둔 이 직 설치되지 않았을 뿐 주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가

졌다.

元은 삼별 군을 포로로 잡아 주둔 의 屯田軍으로 사역하 고,다

른 지역의 둔 도 사정은 같았다.이때 元에 잡 간 포로 가운데는 삼별

와 직 인 련이 없는 자도 상당하 다.앞서 원종 12년(1271)8월,

고려 정부는 쇄환을 요청하 던 것도 이들이었다.그러나 둔 책임자

던 힌두[忻都]등은 이에 불응하 다.26)

주의 사정이 이 다면 연계된 軍 주둔처인 합포에도 이들이 배치되

24)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2년 8월 丁卯,上冊,p.572.

25)元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견하거나 충렬왕 즉 년(1274)의 일본정벌 당시에도 주

에서 출발하여 합포로 돌아오는 경로가 이용되었다(拙稿,｢高麗 元宗末ㆍ忠烈王初 元

의 屯田置廢와 麗元關係｣ 歷史敎育 115,2010,pp.83～91).

26)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2년 8월 丁巳,上冊,pp.548～549.

‘王乃諭元帥忻都 令還脅從 忻都不聽 … 又上中書省書云 … 今官軍皆以爲 賊之類

不許放歸 輒於聖旨未 前 分取人物 各自散住於全羅·慶尙·王京·黃·鳳州等處 或相爭匿

於旁近 或先潛 于上朝 雖有親戚 不得相見 何由識認.’

 高麗史 卷27,世家27,元宗 12년 5월 庚寅,上冊,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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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게다가 元은 삼별 군을 진압하고 획득한 탐라와 진도의

포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역하던 평민마 포로로 몰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었다.27)고려로서는 元이 무고한 良人까지 使役하는 사안을 반

드시 바로잡아야 했다.정부는 불법으로 유된 합포의 포로를 추쇄하고

자 인물추고별감을 견하 던 것이다.

인물추고도감은 권세가와 국왕 측근에 의한 民의 탈 役의 부담을

감당치 못하여 투탁하는 사안도 발하고 처리해야 했다.물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실이나 국왕 측근이 民을 은닉했을 경우 이들이 私占한

民戶나 노비를 微官末職이 추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 다.28)그 지만

이들로 인한 폐단이 국가 재정을 탄시키도록 둘 수도 없었다.

실례로 표 인 국왕 측근 기구 던 鷹坊에서 民人을 私占하여 일으

키는 폐단이 극심하자 국왕이 직 나서 미 이나마 이를 처리하고자

하 다.

有旨曰 民屬鷹坊 二百五戶 其除一百二戶 時 齊民苦於徵斂 爭屬鷹坊 莫記

其數 而云二百五戶 妄也 除一百二戶 如九牛去一毛耳 鷹坊猶斂銀紵韋 於

其人 私自分之 時人語曰 飼鷹非肉 銀 滿腹29)

충렬왕은 이때 응방에 투탁한 民戶 2백 5호 가운데 1백 2호를 강제로

제하도록 하 다.당시 苛斂誅求에 시달리다 못해 투탁하는 民人은 셀

27)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壬辰,上冊,p582.

‘耽羅 珍島攻破時 官軍所虜 其有 閃 則推刷爲然矣 攻破之後 齒役平民 妄稱虜獲

據充驅役 甚是難便 望行禁止.’

28)한 로 충렬왕 3년(1277)4월,인물추고도감의 녹사 던 裴悅,朴萇이 섬으로 귀양

을 가게 되었는데 이는 권세가의 탈 노비를 추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배열,박

장은 재추의 공문을 받아 避役民을 심사하여 돌려보내는 업무를 담당하 다.이때 鄭

伯芝란 자가 西林縣의 여종 두 명을 齊安公의 택에 있다고 속여 배열과 박장이 추

쇄하 다.그러자 정백지가 이들을 元成殿 織室司에 속하게 한 연후 담당 리를 참

소하 던 것이다(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3년 4월 庚辰,上冊,pp.575～576).국

왕도 사태를 망할 수만은 없었으나 수습은 이처럼 난망이었다.

29)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3년 7월 丙申,上冊,p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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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많았으므로 응방 체 民戶의 수도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그러

므로 民戶의 일부를 되돌려 보냈다 해도 이 정도 조치는 극히 부분 인

조처에 불과하 다.게다가 응방에서는 貢物마 사사로이 취하여 비난

은 거세었다.인물추고도감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까지 처리하고자 하

다.30)

인물추고도감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왕 측근이 일으키는 재정 폐단은

더해졌다.응방은 賜牌를 통한 田莊의 확 에도 치 하 으니 링코우

[怯怜口],內竪 등 국왕 측근은 국왕의 비호 아래 많으면 수백 결에 달하

는 賜田을 받았다.운 인력 마련을 해 民戶를 꾀어 佃戶로 삼는가

하면,자신의 사 근방의 民田租까지 탈취하는 등 온갖 불법행 를

질 다.해당 州․縣에서는 收租할 것이 없다 할 정도 으며,국가 재정

은 나날이 피폐해졌다.廉承益과 尹秀․李貞․朴義․元卿․高宗秀․李之

氐․鄭承伍․朴卿 등이 주요한 폐단의 주체 으며,윤수․박의․원경 등

은 표 인 응방세력이었다.31)

국왕 측근은 민을 탈 하고 수조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縣 자체를 겸병하기까지 하 다.고려 군 체제가 붕괴에 이를 만큼 심

각한 사태 다.충렬왕 4년(1278)4월,嘉林縣(지 의 부여군 임천면)사

람이 다루가치[達魯花赤]에게 元成殿과 貞和院 軍房․忽赤․巡軍에

30)당시 고려에 설치된 鷹坊은 물자를 徵斂하여 國外로 유출시켰는데 이것이 충렬왕

외 무역 정책가운데 하나 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이에 따르면 多量의 銀을 확보해

야 했던 元은 주변국의 은 자원을 본격 으로 공략하 고,고려 내 응방이 이러한 역할

을 담당하 다.충렬왕은 응방의 막 한 폐해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일정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무역 투자의 일환으로서 비공식 稅入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

다.이 때문에 국왕은 응방을 강력히 비호하 으나 재정 폐단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자 충렬왕 12년(1286)이후 폐지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았다(이강한,｢1270～

80년 고려내 鷹坊 운 외무역｣ 한국사연구 146,2009,pp.91～113).이 연구는

충렬왕이 응방 세력을 지원하 던 원인과 당시 응방이 金․銀 등 자원의 수탈에 치

하 던 상황에 한 이해를 돕는다.

31) 高麗史 卷123,列傳36,嬖幸1,廉承益,下冊,p.675.

‘時鷹坊·怯怜口及內竪賤 皆受賜田 多至數百結 誘齊民爲佃 凡民田在旁近 並收租

州縣賦稅無所入 守令有繩以法 誣譖抵罪 承益及尹秀·李貞·朴義·元卿·高宗秀·李之

氐·鄭承伍·朴卿等 尤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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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락을 나 어 겸병하 는데,마지막 남은 金所마 응방 迷剌

里가 빼앗았으니 더 이상 부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소했던 것은 이

같은 상황이었다.다루가치는 摠郞 金晅을 推 使로 삼아 각 도의 이러

한 를 처리하고자 하 다.32)

宰樞에선 고려 내부의 실정이 낱낱이 元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왕에

게 王旨別監과 宮旨別監을 소환하여 民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 것을

요청하 다.왕지별감의 역할은 고려 국왕의 원 활동경비를 科斂의 형

태로 수취하는 것으로서 民人에게는 큰 부담이었다.궁지별감 한 齊國

大長公主가 자신의 食邑 리를 해 견한 리자 다.이들의 불법행

는 상당하 다.王室의 食邑일 경우 직 지휘 감독하며,租賦를 直納

하게 하 던 까닭이었다.왕은 재추의 요구에 따랐으나 결국 공주의 반

로 다루가치의 조사사업이 실행되지는 못하 다.33)元成殿은 제국 장

공주가 충렬왕과 婚姻 후 元成公主로 해지며 받은 각으로 이 곳 소

속 官屬이 가림 의 락을 겸병한 것이었다.이러한 사안에 해 다루

32) 高麗史節要 卷20,忠烈王 4년 4월,p.579.

‘嘉林縣人告 達魯花赤曰 縣之村落 分屬元成殿 及貞和院․ 軍房․忽赤․巡軍 唯金所

一村在耳 今鷹坊迷剌里 又奪而有之 我等何以獨供賦役 達花赤曰 若此 多矣 非獨汝

縣也 使巡審各道 以蠲其弊 請王 差官偕往 及以摠郞金晅爲推 使 宰樞白王曰 達魯

花赤使人巡審各道 俱得其實 以報朝廷 非細事也 乞還籍民 以歸本役 王從之 公主不肯

乃止.’

迷剌里는 충렬왕 2년(1276)에 고려에 왔던 응방으로 이때에도 국왕은 미라리 등

일곱 명에게 집과 노비를 하사한 바 있었다(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2년 8월

癸未,上冊,p.572.‘元遣鷹坊迷刺里等七人來 王賜 及奴婢’).이들은 고려에서 의

락마 私占하여 재정수탈을 일삼고 있었다.

33) 高麗史 卷89,列傳2后妃2,齊國大長公主,下冊,p.22.

‘嘉林縣人告達魯花赤曰 縣之村落 分屬元成殿及貞和院· 軍房·忽赤·巡軍 唯金所一村在

今鷹坊迷刺里 又奪而有之 我等何以獨供賦役 達魯花赤曰 非獨汝縣 若此 多矣 使

巡審諸道 以蠲其弊 請王遣人偕往 宰樞令李之氐 白王曰 達魯花赤使人巡審諸道 得其

實以報朝廷 非細事也 乞收王旨 宮旨 籍民歸本役 王從之 公主不肯乃止.’

河炫綱,｢高麗食邑 ｣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1988,p.374.

정용숙,｢元 公主 출신 왕비의 등장과 정치세력의 변화｣, 고려시 의 후비 ,민음

사,1992,pp.278～280.

金塘澤,｢고려 국왕의 入元 經費(盤纏)에 하여｣, 元干涉下의 高麗政治史 ,一潮閣,

1998,pp.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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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達魯花赤]가 처벌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때 빼앗긴 金所 즉 ‘所’지역은 국가에 金 생산품을 마련하여 제공하

는 곳이었다.군 체제의 틀에서도 부곡에 해당하는 ‘所’지역은 金․

銀․鐵․銅․磁器 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物品을 貢納하 다.여

타 국가 기 왕실․사원과 수취체제 상 한 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성격은 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군 체제 내

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특정기 에 의한 경제 수탈이 커졌

다.睿宗代 이후 이미 부곡민의 유망 상은 다른 곳에 비해 격히 증가

하고 있었다.고려 정부가 監務를 지속 으로 견하 던 것도 이들의

유망을 막으려던 조처 다.34)

감무의 견은 부곡체제 내의 역을 강력한 국가 통제 하에 편입시키

는 것으로 차 부곡제는 해체되었을 것이다.해체 후 새로운 지방체제

의 편입에 이르기 까지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막 한 재정 수탈에

시달렸을 것이다. 을 구성하는 락이 왕실 元과 련된 기구에 흡

수되었던 것도 부곡제의 해체 상이었다.남은 金所마 응방에 빼앗김

으로서 ‘所’지역 해체의 가속화 남은 부곡민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다.다루가치는 추고사와 함께 각 도 군 체의 겸병실태를 조사

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었다.

避役民의 증가로 인한 고려 賦役制의 와해와 재정 악화는,元에서도

주시할 정도로 심각했다.충렬왕 4년(1278)6월,국왕이 元에 입조했을

당시 힌두[忻都]는 황제에게 고려의 재상이 막 한 民戶를 탈하고 은

닉하여 부역을 면제 받거나 회피하니 지시켜 것을 청원할 정도

다.35)사태가 이러하자 元에서도 책 마련에 나섰다.

고려의 재정 악화에 元이 극 개입하 던 요한 원인은 아마도 元의

제2차 일본정벌을 해 고려가 부담해야 했던 人的․物的 자원의 조달에

34)朴宗基,｢高麗時代 部曲制 硏究｣,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89,pp.143～174.

,｢高麗時代 郡縣 支配體制와 構造｣ 國史館論叢 4,1989,pp.55～83.

35)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6월 丁丑,上冊,p.580.

‘忻都奏帝曰 高麗宰相 多占匿民戶 免避賦役 請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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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이 빚어질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충렬왕 즉 년(1274)의 제1차

일본정벌이 실패한 후에도 元에서는 계속해서 정벌을 비하고 있었

다.36)元 조정에서는 충렬왕이 입조했던 4년(1278)7월,칙명을 내렸는

데,이에 한 고려 측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王在元 哈伯平章 康守衡·趙仁規曰 昨有勑 其議可以安集百姓 來奏 王遂

命宰樞 三品以上議之 皆曰 上下皆撤處干 委以賦役可也 處干耕人之田 歸

租其主 庸調於官 卽佃戶也 時權貴多聚民 之處干 以逋三稅 其弊尤重37)

곧 元에서 고려 民을 按撫하고 집할 책을 강구하도록 하자 충렬왕

이 宰樞와 3품 이상 臣僚를 상으로 방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이

때 모두가 ‘撤處干 委以賦役可也’,즉 처간을 없애고 부역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 다.처간이란 田租는 지주에게 주고 庸,調는 청에 내는 농

사꾼,즉 佃戶 다.당시의 權貴가 民을 다수 차지하고 이들을 처간이라

하 는데 三稅를 납부하지 않아 폐단이 深重하 다.

三稅의 미납은 이들 처간이 본래의 收租權 에게 납부해야 할 租뿐만

아니라 官에 제공해야 할 庸․調 마 權貴가 포탈하는 상이었다.처

간은 借耕農民이 아니라 所有地를 收租地로 설정당하여 租를 바치되,국

가에는 賦役을 다해야 하는 佃客이었던 것이다.貢戶인 處干이 권귀의

勢를 빌어 부역을 면제받는 신 私占되어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

으므로 이러한 처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두된 것이다.상당수의 권귀

는 탈한 수조지의 객농민을 처간이라 하여 수익을 올렸고,이 같은

36)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3년 2월 丁卯,上冊,p.574.

‘去 本院照得 站軍二百名 還家屯田軍三千名 幷闊端赤 依先往日本時數目 應副米糧

草料 承此照得.’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中冊,p.812.

‘遺使諸道 審檢兵糧.’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6월 辛丑,上冊,p.590.

‘東征元帥府承省旨 令造戰艦九百艘.’

37)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乙酉,上冊,p.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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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는 왕실도 마찬가지 다.38)

결국 고려의 료 上下 모두 를 주장한 처간 계층의 증 가 이 무

렵 국가 재정 악화의 요한 요인이었다.국가의 부역을 감당해야 하는

계층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남은 民의 부담은 한없이 증 되며 避

役을 부채질하 던 것이다.처간의 는 곧 貢戶의 확 로서 국가에

부역을 제공하는 존재의 양 확 다.고려 측의 주장은 정책 으로

권세가의 民 유를 제한하고 객 농민의 私民化를 방지하여 국가 재정

을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人物推 都監에서 주력해야 하는 활동이 이

와 같이 私占된 民戶의 추쇄 다.

인물추고도감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확연히 개선되지 못한

다른 원인은 핵심 추진 세력이 곧 겸병의 주체 던 탓도 있었다.충렬왕

8년(1282)인물추고별감이었던 李英柱는 국왕에게 田莊을 설치하여 民戶

를 은닉한 신과 내료로부터 銀․ 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할 것을 건

의하 다.국왕의 측근이었던 廉承益이 가장 심하 으므로 이는 지되

었다.39) 요한 것은 국왕 측근이 일으키는 이러한 불법행 를 발하여

처결해야 할 책임자인 이 주 스스로가 ‘英柱難’이라 불릴 만큼 私慾이

심했던 것이다.40)

38) 李景植,｢高麗末期의 私田問題｣,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一潮閣,1986,pp.49～50.

고려 말 私田의 실체를 농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처간을 權貴의 농장의 병작농민

으로 보고 있다.처간은 지 는 물론 庸․調까지 지주에게 납부하는 일종의 속민이

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들은 田租는 주에게,庸․調는 국가에 바쳤다는 에서

자신의 소유지를 개인의 수조지로 설정당하여 주에게 1/10 조를 납부하던 公民이

었다(宋洙煥,｢高麗末의 私田―處干의 사회 존재형태와 련하여―｣ 史學硏究 47,

1994,pp.6～10).

39) 高麗史節要 卷20,忠烈王 8년 8월,pp.626～627.

‘人物推 別監 李英柱告王曰 大臣及內僚 多置田莊 爲逋 淵枎 乞徵銀 以充國用 具

䟽姓名以進 王大怒 命監察待史權宜 鞫之 英柱又 聚逋民 廉承益爲首 於是 承

益及諸嬖人皆怒 衆謗紛然 王由是頗不喜英株 遂寢其事.’

40) 高麗史 卷123,列傳36,嬖幸1,李英柱,下冊,p.682.

‘忠烈卽位 以內園丞 超拜郞 出入宮禁 權勢日熾 多行不義 流毒中外 人 之英柱難

… 又爲忠淸道脫脫禾孫 侵割驛吏 寧越縣令李恂 亦貪暴不法 民甚怨之 有民康允明 乘

衆怨作亂 詐稱新皇帝使 招集無賴驛吏十餘輩 乘傳橫行 殺恂及縣吏一人 又 殺英柱

英柱知而掩捕之 累轉軍簿判書鷹揚軍上 軍 英柱性貪汚苛暴 奪占田民 … 金州民大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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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이 직 나서 응방의 규모를 축소하고,朝野가 나서 처간의

를 주장할 만큼 民戶 추쇄의 필요성을 감하면서도 측근을 비롯한 권세

가의 불법행 는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 다.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민겸병 행 는 확 되었다.병행하여 고려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는 모

순된 상황이 이어졌다.그러함에도 고려 정부의 실 책은 겸병된

유민을 추쇄하고 변정하는 방안이 최선이었다.

고려 정부의 民戶 계 은 충렬왕이 4년(1278)4월,元에 입조한 이후

더욱 극 추진되었다.41)同年 7월,충렬왕은 元 황제에게 고려내 주둔

하는 元軍의 철수를 강력 요청하 다.元 황제는 힌두[忻都]․洪茶丘의

군 와 種田軍 合浦鎭戍軍을 모두 소환하도록 하 는데42)이들이 본

국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고려 民人을 妻族이라 속여 데려가는 경우가

잦았다.마땅히 양국 사이의 民戶 유권에 분쟁을 일으킬 사안이었으므

로 상을 분명히 해야 했다.

황제의 명을 받은 平章政事 카베[哈伯]와 樞密副使 보라[孛剌]는 힌두

[忻都]에게 이러한 행 를 하지 말도록 경계시키는 한편,충렬왕에게도

진도와 탐라에서 삼별 의 토벌로 얻은 포로에 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 다.43)고려 정부의 民戶 추쇄 요청이 끈질기게 이

族黨近百人 英柱倚勢 欲壓而爲奴 都官佐郞李舜臣性諂 曲阿英柱意 舞文爲賤 大文

訴王府斷事官趙仁規 仁規 其案 具陳英柱姦僞 王囚舜臣 罷英柱職.’

41)충렬왕 4년(1278)국왕의 元 입조는 원 계 고려 국내 정세에 요한 변화를

가져왔다.충렬왕 2년(1276,至元 13)2월,南宋이 元에 복속되자 元은 재정체계의

정비가 시 해졌으나 정치 으로는 남송의 반 기 元 세조의 제 계승 후 시작

된 서북제왕의 군사 항이 격렬해지고 있었다.元 조정은 황제의 족으로 하여

국내 각지를 통치하도록 하 으며 고려도 마찬가지 다.이러한 외 계를 토

로 충렬왕은 4년(1278)7월 국왕친조를 단행하 다.고려의 토와 民을 회복하

고,국내의 부원세력을 축출함으로써 왕권강화를 꾀하 던 것이다(拙稿,주 25의 논

고,pp.104～109).충렬왕은 이 같은 상황에서 元에 투탁한 고려 民을 극 추쇄하

다. 한 고려 자체 으로 유민을 등록하고 계 사를 계속해서 견하여 체계 이

고 극 인 재정 정비책을 운 하 다.

42)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戊戌,上冊,p.583.

‘元使平章哈伯 副樞孛剌 諭王曰 告金方慶 二人皆死 無可 訟 朕已知方慶寃抑而赦之

又命罷忻都·茶丘軍 種田軍·合浦鎭戍軍 皆還.’

43)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辛丑,上冊,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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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쟁 포로와 일반 郡縣民을 확실히 구분하

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처를 기반으로 충렬왕은 元으로부터의 귀국에 앞서 金周鼎,

張舜龍을 西海道에,趙仁規,印侯를 慶尙道에,郞 金天固를 全羅道에

견하 다.이들의 임무는 民을 구분하여 확인 차를 밟는 한편,元軍이

귀국하며 데리고 가는 고려인을 조사하는 것이었다.부모의 동의하에 처

가 된 자를 제외하고는 보내지 않도록 하 다.44)고려 民戶의 손실을 최

소화하고자 함이었다.충렬왕은 이때 아래와 같이 元의 법제 로 고려의

民戶를 조사 등록할 것과 합포 진수군의 주둔 역시 요청하 으나

王曰 邦亦請依上國法點戶 又請留合浦鎭戍軍 以備倭寇 帝曰 何必留之 其

能無害於汝民乎 汝可自用汝國人鎭戍 倭寇不足畏也 若點戶 則可自爲之45)

라 하여,元 황제는 왜구 방어 戶口 조사 한 자체 으로 하도록 하

다.이에 충렬왕은 同年 10월,趙仁規,印侯를 慶尙道에 견하여 유민

을 戶籍에 등록하 다.46)6事 가운데 元에서 가장 끈질기게 요구하 던

民籍 작성에 한 권한이 일부나마 일단 고려에 이양된 것이었다.

고려 정부는 民戶 計點과 推刷에 박차를 가하 다.더불어 부세제를

비롯한 재정 정비에도 본격 돌입하 다.충렬왕은 귀국 후 戶口 조사를

실시하여 貢賦를 再酌定하고자 하 다.

충렬왕 4년(1278)11월,諸道에 計點使를 견한 것도 이러한 목 이었

다.三司使 朱悅을 慶尙道,國子祭酒 權㫜을 全羅道,判 府事 崔濡를 忠

‘哈伯·孛剌 忻都曰 汝軍士 有以高麗民 稱爲妻黨 挾帶而來 汝其不怕聖旨乎 又 王

曰 征珍島·耽羅時 官軍所擄 王亦不爭也.’

44)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丁未,上冊,p.584.

‘遣金周鼎 張舜龍于西海道 趙仁規 印侯于慶尙道 郞 金天固于全羅道 分揀人物 命曰

若諸軍挾帶人物 除父母許嫁妻室外 餘皆勿 .’

45)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7월 戊戌,上冊,p.583.

46)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10월 癸丑,上冊,p.586.

‘遣趙仁規印侯于慶尙道 括流民附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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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道,殿中尹 崔有侯를 東界 交州,判事 禹濬冲을 西海道의 계 사로

삼았다.47) 견된 계 사는 戶口 조사 課稅 조정과 賦役에 한 업무

를 담당하 다.이 시기에 이르면 國初에 지켜졌던 收租의 규범이 무

져 常貢보다 부담이 되니, 戶가 남은 자의 몇 배나 된다는 지경이었

다.48)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한 계 사의 견은 원종 10년(1269),

란 직후 실시했던 民戶계 이 한 단계 조직화된 셈이었다.국내외 각

지로 이산한 유민의 추쇄에서 나아가 그 동안의 戶口 조사 작업을 토

로 부세체계를 정비하는 단계까지 진 된 것이었다.

충렬왕 5년(1279)3월에는 돌연 각 도에 계 사를 보내는 것을 지하

기도 하 으나49)곧 재개되었다.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충렬왕 5년

47)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4년 11월 丁酉,上冊,p.586.

‘遣諸道計點使 三司使朱悅于慶尙 國子祭酒權㫜于全羅 判 府事崔濡于忠淸 殿中尹崔

有侯于東界交州 判事禹濬冲于西海.’

충렬왕 4년(1278)의 이 기록에 계 사의 존재는 분명히 나타난다.그러나 고려사

백 지에 따르면 ‘충렬왕 6년(1280)에 여러 도에 계 사를 두었는데 휘하의 과

녹사는 각각 2인씩으로 하 다’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 卷77,志31,百官2,外職,計點

使,忠烈王 6년,中冊,p.697.‘置諸道計點使 判官 事各二人’).그 다면 계 사의

견에 2년의 간격이 나타나는데 이에 해 어떤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朴龍雲,｢外職―計點使｣,  高麗史 百官志 譯註 ,신서원,2009,pp.687～688).그러

나 이는 자의 기록에 따라 삼사사,국자좨주, 소부사, 윤, 사와 같은 앙

원에게 계 의 임무를 겸하여 겸직의 형태로 견하 던 것을 충렬왕 6년(1280)

민호 계 의 필요성이 더욱 증 하자 과 녹사를 정식으로 설치함으로써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8)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忠烈王 5년 9월,中冊,p.732.

‘分遣計點使於諸道 初 都評議使司 太祖奠五道州郡 經野賦民 皆有恒制 近來 兵饉相

仍 倉儲懸罄 橫斂重於常貢 逋戶累其遺黎 是宜計戶口 更賦稅 以革姑息之弊.’

49)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3월 辛未,上冊,p.589.

‘停各道計點使.’

국왕은 이때 각 도에 사신을 견하여 前年度의 三稅 납부 여부와 戶口의 增減을

검열하고 당해의 稅額을 다시 정하고자 하 다.그러나 재추가 삼세의 납부 여부를

살피는 것은 해당 청의 업무이며,호구의 증감 검열 한 농번기에 할 일이 아니라

며 반 하여 시행이 지되었다(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忠烈王 5년 3

월,中冊,p.729.‘傳旨都評議使司曰 可遣使諸道 檢察往年三歲納否 戶口增耗 自今年 更

定歲額 幷點塩戶 以徵其稅 宰樞以 三歲納否 各有司存察 戶口增耗 非農時所行 遂停

之).결국 부세체계를 검하여 稅額을 조정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 시

기 계 사의 주요 임무가 호구를 조사 하여 과세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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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9월,각 도에 計點使를 견하 으니,元의 제2차 일본정벌을 앞

두고 군사를 징발하기 함이었다.이에 權㫜을 忠淸道 도지휘사로,朱悅

을 慶尙道,郭汝弼을 全羅道,禹濬冲을 西海道,崔有侯는 東界 交州로

견하여 모두 계 사로 삼았다.50)戶口 조사는 군사 징발을 해서도 이

루어졌으나 부세징수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목 은 유지되었다.충렬왕 5

년(1279)11월,국왕이 충청도와 서해도의 계 사를 견하여 民이 고통

스러워하는 사정을 살피는가하면,51)同王 11년(1285)10월,金周鼎을 충

청, 라,경상도 계 도지휘사로 임명하고,각각 계 사와 별감을 견

하여52)民戶를 수시로 계 하 다.

충렬왕 즉 후 계속된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마침내 貢賦를 更定하

다.충렬왕 14년(1288)9월,충청, 라,경상,서해의 각 도에 史臣을

견하여 貢賦를 재사정하 다.53)元에 유입된 民戶의 쇄환정책을 시작으

로 인물추쇄도감 운 을 통한 체계 인 民戶 추쇄 작업 그리고 빈번한

계 사의 견을 통한 세액조정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이룬 것이었다.

貢賦更定은 원종 10년(1269)에 이미 한 차례 이루어진 바 있었다.그러

나 이후 賦斂이 공평하지 못하여 民의 고통이 고조되던 터 다.54)당시

개정했던 부세액이 실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해진 것이었다.충렬왕

에 끈질기게 추진했던 유민의 추쇄와 民戶 計點을 통한 부세정비 작업

50)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9월 癸丑,上冊,p.590.

‘又遣權㫜於忠淸爲都指揮使 朱悅於慶尙 郭汝弼於全羅 禹濬冲於西海 崔有侯于東界交

州 皆爲計點使.’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忠烈王 5년 9월,中冊,p.732.

‘由是 累發計點使 而未見成効 及東征之役 發民爲兵 故復有是命.’

51)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11월 辛未,上冊,p.591.

‘召見忠淸西海計點使咨問民瘼.’

52)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1년 10월 乙卯,上冊,p.614.

‘以金周鼎爲忠淸全羅慶尙道計點都指揮使 分遣計點使及別監于諸道.’

53)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忠烈王 14년 9월,中冊,p.729.

‘遣使于忠淸全羅慶尙西海道酌定貢賦.’

54)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忠烈王 18년 10월,中冊,p.732.

‘敎曰 諸道之民 自兵 以來 流亡失業 在元王己巳年 計點民戶 更定貢賦 厥後 賦斂不

均 民受其病 可更遣使 量戶口之嬴縮 土田之墾荒 計定民賦 以遂民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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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단계 마무리되었다.

貢賦更定이 곧바로 국가재정의 안정과 확 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

다. 면 인 부세제 정비를 해서는 田土의 계 이 반드시 앞서야 했

다.토지계 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부세제뿐만 아니라 田制개선도 불가

하 다.토지계 이 추진되지 못한 사정은 양 사업 자체의 어려움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권세가의 막 한 田民兼幷에 있었다.宦官,權貴의 경

우 많으면 2～3천 結에 달하는 賜田을 收得한 채 마다 賦役의 의무가

있는 良民을 유하고 있었다.55)부세제도 개선을 해서는 토지의 계

과 더불어 민탈 의 확 를 방지․억제하는 조처 즉 민변정도 병행

되어야 했다.충렬왕 에 정부가 民戶의 계 에서 나아가 민변정을 본

격 추진한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2)田民兼幷의 深化와 田民爭訟의 增加

충렬왕 즉 후 정치 실권을 장악한 국왕 측근은 賜牌의 형식을 빌려

田莊을 확 해 나가는 데 골몰하 다.사패는 본래 諸王․宰樞 扈從

臣僚와 諸宮院․寺社로 하여 閑田을 유 함으로써 開墾地를 확 하

려는 務農重穀,곧 農事에 힘쓰고 곡식을 히 여긴다는 취지에서 역

을 두어 행하던 제도 다.56)따라서 버려진 陳田(묵정밭)에 한하여,起墾

을 제로 지 하던 것이었다.그러나 이미 농사가 행해지고 있는 경작

지에 해서도 진황 이라 하여 사패를 받는 사태가 야기되었다.거의가

權門에 의한 탈 이었다.

왕실과 국왕 측근 부원세력 등이 사패를 통해 취득하는 토지의 양

은 실로 막 하 다.규모가 山과 河川으로 표시를 삼는다고 할 지경이

55)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5년 9월 丁丑,上冊,p.622.

‘宦官及權貴 皆受賜田 多至二三千結 各占良民 皆蠲賦役.’

56)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忠烈王 11년 3월,中冊,pp.706～707.

‘下旨 諸王 宰樞 及扈從臣僚 諸宮院 寺社 望占閑田 國家亦以務農重穀之意 賜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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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충렬왕 3년(1277)2월,僉議府에서 아래와 같은 奏請을 올렸으니

僉議府 公主怯怜口及內僚 廣占良田 標以山川 多受賜牌 不納租稅 請還賜牌 不聽57)

이라 하여,공주의 怯怜口 內僚의 사패 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다.

사패 은 免租地 기 때문이었다.이들이 차지한 사패 은 의 기사에

서 확인되듯 陳田이나 閑田이 아니라 良田 곧 기름진 경작지 는데도,

조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주청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不許되었다.

첨의부는 충렬왕 원년에 中書門下省과 尙書省이 합쳐진 기구로서 고려

최고의 정무기 이었다.58)이러한 첨의부가 사패를 회수하려던 사정은

이 무렵 사패 이 소유권이 취득되는 無主地로도 지 되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사패 은 본래 수조지로서 분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소유권

마 주어지고 있었다.더욱이 사패 은 소유면 에 제한이 없는데다 免

租地여서 막 한 토지 소유의 성행을 조장하 다.59)

이들이 차지한 사패 의 경계가 ‘山川’이었다는 표 은 단순히 토지면

의 함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에도 사안의 심각함이 있었다.

田柴科의 마비로 인해 田地뿐만 아니라 柴地 조차 家産化하고 있던 형편

에서 왕실․권세가는 山地․川澤에 이르기까지 私占하며 重稅를 징수하

던 것이다.산천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것은 바로 山坂이 田地와 함께

私占되던 당 의 상이었다.60)충렬왕 에 이미 사패 의 폐해가 산림

천택에 이르고 있었다.사패 의 확 는 과도한 확장도 문제 지만,이를

넘어 불법 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 다.충렬

왕 11년(1285)3월,국왕의 다음 조칙도 이러한 사정을 하고 있다.

57) 高麗史 卷28,世家28,忠烈王 3년 2월 己巳,上冊,p.574.

58) 高麗史 卷76,志30,百官1,門下府,中冊,p.657.

59)李景植,｢高麗後期 田制의 跛行과 田民兼幷｣,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 ,서

울 학교출 부,2011,pp.216～218.

60)李景植,｢高麗末의 田制改革과 그 範圍｣, (增補版)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 ,서울 학교출 부,2012,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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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憑藉賜牌 雖有主付籍之田 並皆奪之 其弊不貲 擇人差遣 窮推辨覈 凡賜牌

付田 起陳勿論 苟有本主 皆令還給 且本雖閑田 百姓已曾開墾 則並禁奪占61)

사패를 지 받는 과정에서 주인이 있거나 民이 개간해놓은 토지까지

탈취하는 불법 행 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이 당시 고려가 처한 형편이

었다.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처리하기 해 실상을 밝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民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탈 하는 행 는 엄 하

도록 지시하 다.

이러한 시도는 수시로 취해졌으나 그때마다 일시의 처사에 그쳤다.주

인이 있는 陳田의 경우 토지를 묵히는 이유는 부분 耕作할 여력이 없

어서 다.경작 人力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지 않더라도 徭役의

부담이 농사의 시기를 놓치게 하는 것이었다. 에 播種한 후 가을에 수

확할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갈 양식조차 끊겼다.62)당장의

糊口를 해 품팔이로 나서야 하는 처지의 民人도 지 않았다.이런 경

우 진 이 주인에게 돌아간다 해도 起墾을 기 할 수 없었다.

고려 정부는 범 한 진 개간을 해서는 耒耕하거나 畜力으로 농

사를 지었던 일반 농민보다는 諸王․宰樞․扈從功臣․諸宮院․寺社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려 기 이후 묵인 상태에서 진행되어 오던 권

세가의 진 개간을 통한 토지 획득을 사실상 공인한 셈이었다.6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민탈 부세포탈의

주체를 제거하는 조처가 선행되어야 했다.그러나 충렬왕 측근 심의

정국 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다.충렬왕의 측근은 국왕을 정 으로 하

여 국왕 왕실과의 긴 도에 따라 형성된 정치세력이었다.이들은 권

력 확보를 해 충성경쟁을 벌여 나갔다.그 과정에서 結束과 立․反

目을 거듭하며 분화해나가고 있었다.충렬왕 한 이들에게 권력을 부여

61)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忠烈王 11년 3월,中冊,p.707.

62)李淑京,｢高麗後期 開墾賜牌田의 분 과開墾政策｣ 역사와 실학 15․16,2000,pp.289～290.

63)朴京安,｢田柴科體制의 動搖｣, 高麗後期 土地制度硏究―13․14世紀 田制釐正政策

의 推移― ,혜안,1996,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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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견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를 운 해나갔다.64)

이러한 정치 운 방식에서 사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다.국왕 측근

은 사패를 받아 경쟁 으로 재정 기반을 끊임없이 확 해 나갔다.충렬

왕도 사패를 통해 이들의 권력 형성을 공인하는 한편 왕실 재정 마련에

치 할 수밖에 없었다.충렬왕 에 民戶의 추쇄와 계 은 극 이루어졌

던 반면 토지의 계 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원인이었다.사

패가 정치 권력 계의 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이상 症的이고 後

續的인 조처로 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실로 난망한 일이었다.

사패를 포함한 私田 확 와 부세 수탈행 는 국왕․궁원 사원에 배

속되었던 莊․處田에서도 마찬가지 다.내장․궁원․사원은 장․처 의

수조권을 분 받아 토지와 民을 지배하고,이곳에 거주하는 土姓吏民의

책임 하에 조세를 징수하 다.장․처는 兩界를 제외한 국에 산재하

으며,自耕民 즉 객의 신분인 장호와 처간을 통해 경 되었다.장호나

처간은 田租를 제외한 庸․調는 官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65)

왕실에서조차 田租뿐만 아니라 庸․調 마 도 부당하게 수탈하기는 마

찬가지 다.충렬왕은 妃인 齊國大長公主를 元成公主로 책 하고 거처하

는 宮과 殿을 각각 敬成,元成이라 하며 安東府와 京山府를 湯沐邑으로

삼게 하 다.66)나아가 탕목읍 내의 군 에서 내는 貢賦 가운데 太府,

迎 , 府 등 일부 창고에 납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元成殿

에서 취하도록 하 다.67)迎 庫는 송도감의 부속기 으로서 국빈

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곳이었다.68)元과 련된 기구를 제외하고

64)김 철,｢충렬왕 측근세력의 분화와 그 정치 귀결｣ 古歷史學志 9,1993,

pp.295～296.

65)李景植,｢土地의 經理와 運用｣,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 ,서울 학교출

부,2011,pp.158～167.

66) 高麗史 卷89,列傳2,后妃2,齊國大長公主,下冊,p.20.

‘明年正月 冊爲元成公主 百官皆賀 宮曰敬成 殿曰元成 府曰膺善 置官屬 以安東·京山

府 爲湯沐邑.’

안동부는 지 의 경상북도 안동시이며 경산부는 지 의 경상북도 성주군이다.

67)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忠烈王 4년 2월,中冊,p.729.

‘下旨 以安東京山府管內郡縣貢賦 除大府 迎 府等庫所納外 皆輸元成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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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田租는 물론 貢賦에 이르기까지 부분의 조세는 왕실에서 거두도록

특혜를 수여한 것이었다.

寺院의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매한가지 다.이 무렵 개인이 사

사로이 사원을 창건하고,자신의 田民을 施納하여 재정 기반으로 삼는

일이 사회 반에 확산되고 있었다.본래 國初에 조 된 사원의 상당수

는 왕실의 眞殿사원이거나 국가를 한 종교행사를 수행하는 등 국가와

한 련을 갖고 있었다.사원은 국가로부터 수조권과 함께 庸․調에

한 권리까지 지 받는 것이 행이었다.

사원 이 확 될 경우 公田의 佃客이 감소되고 국가 재정 기반은 약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다.국가는 사원 에 한 통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다.그러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私的으로 조 한 사원이 증가하

고,시납한 민도 더불어 증가하 다.토지는 免稅의 혜택을 받았으므

로 국가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었다.69)

사패를 칭한 私田이 격히 확 되고 부세체계가 붕괴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두되었다.田莊 운 을 해 民을 사 하거나 過徵과 役을 피

한 民의 투탁이 횡행하 던 것이다.私田主가 차지한 장은 차 피역

민의 표 인 집합처가 되었다.이들의 향력이 강화될수록 민 겸병

도 극심해졌다.결과 으로 田․民의 분리는 가속화되었다.고려 사회를

유지해 온 경제체제의 주요 축인 정 제의 붕괴가 目前으로 다가왔고,

국가 收租額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귀결되었다.고려 국가의 존망

을 하는 사태 다.

사 확 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는 일반 民人뿐만 아니라 鄕吏의 避役

도 극성하게 하 다.元 간섭기에 어들면서 外方 토지와 련하여 실

제 업무를 담당했던 향리층은 토지 탈 의 피해자로 락해 있었다.녹

과 이 지 되던 당시만 해도 시과 규정에 따라 鄕役의 가가 주어졌

68)文炯萬,주 23의 논고,pp.99～101.

69)李炳熙,｢高麗前期 寺院田의 分給과 經營｣ 韓國史論 18,1988,pp.39～47( ,｢

高麗時期 寺院의 類型과 經濟規模｣, 高麗時期 寺院經濟 硏究 ,경인문화사,2009,

pp.135～138,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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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차 지 와 역할이 격히 낮아진 탓이었다.70)

고려 엽 이후 본 제마 와해되자 향리를 비롯한 豪富層은 더 이상

향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 다.鄕役 부담층으로 락한 향리층은 수탈

자 성향마 보이고 있었다.권세가의 농장 확 와 과 한 수취 과정

에 편승하거나,지방 과 결탁하여 私利를 도모하 다.71)향리 등 外方

리 가운데 자신의 경작지를 권세가에게 뇌물로 바치면서까지 別常에게

청탁하여 부역을 회피하는 자가 속출하 다.72)權貴는 田民을 강탈하고,

간사한 자는 권귀에게 의탁하여 賦役을 면하니,평민이 각종 徵斂에 고

통 받는다던 세태가73)충렬왕 11년(1285)의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외

방에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 가 낮아지면서 향리 부분은 非法的으로

役을 면제받았으나 이마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을 옮겨 유이하기 시작

하 던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忠烈王 12년(1286)3월,국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지를 내려 측근인 諸院․寺社․忽只․鷹坊․巡馬와 일부 양반

이 지르는 불법행 를 엄단하고자 하 다.

下旨 今諸院 寺社 忽只 鷹坊 巡馬及兩班等 以有職人員 殿前 上守 分遣田

㽵 招集齊民 引誘猾吏 抗拒守令 以至毆攝差人 作惡萬端 下界別銜 不能懲

禁 且東西兩班 及有官守散官等 依附別常 外方下去 侵害殘民 今後窮推 執

于京74)

70)李鎭漢,｢高麗時代 土地制度의 變化와 鄕吏｣ 東方學志 125,2004,pp.25～29.

71)채웅석,｢12,13세기 향 사회의 변동과 ‘민’의 응｣ 역사와 실 3,1990,pp.56～

57( ,｢高麗 中․後期 지방사회의 변동과 본 제의 기능 변화｣, 高麗屍臺의 國家와

地方社  ,서울 학교출 부,2000,pp.220～221,재수록).

72)고려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公私處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부역을 회피하는 인리를

本役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 다( 高麗史 卷85,志39,刑法2,禁令,忠烈王 11년

3월,中冊,p.863.‘外方人吏等 以所耕田 賂諸權勢 干請別常 避其役 有之 今後 窮

推還定 又公私處久遠接居人內 人吏之避役 勿論久近 皆還本役).

73)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1년 정월 乙酉,上冊,p.613.

‘權貴侵奪民田 奸氓附勢 多免賦役 凡諸徵歛 平民苦之.’

74) 高麗史 卷85,志39,刑法2,禁令,忠烈王 12년 3월,中冊,pp.86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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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有職人員이나 殿前,上守吏 등을 각지의 田庄으로 내려

보내 冒民하고,교활한 아 을 꼬드겨 이를 리하는 수령 견한

리에게마 들게 하며,심지어는 신 보낸 사람을 구타하기까지 하

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別銜이 징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동․

서 양반이나 직책을 가진 散官 등도 別常에게 의탁하여 지방민을 침탈하

고 있었다.

정부에서 이런 자를 발하는 즉시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 다.별

상은 아마도 別貢과 常貢을 담당한 리 을 것이다.앞서 향리도 이들

에게 의탁하여 부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보아 이들의 부세조정 권한은

상당하 던 것 같다.75)양반이나 산 한 별상에게 청하여 役을 면제

받았으므로 신 民의 부세부담은 증 하 다.

정부에서는 결국 향리가 流移하여 다른 지방으로 들어간 경우,年限에

상 없이 본 지로 귀환시켰다.이들을 제외한 일반 民人은 다음에서와

같이 거주지에 附籍하는 방안을 수립하 다.

下旨 一 流移鄕吏 不拘年限 已曾還本 今百姓之流移 亦宜刷還 然流移已

久 安心土着 若皆還本 則彼此遷徙 必失農業 依前庚午年以上例 已訖還本

人外 並皆不動 使之安業76)

流移한 지 오래되어 이미 土着한 民을 모두 本鄕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주로 인해 농사를 망칠 수 있으니 庚午年(원종 11,1270)이 에 본향

으로 돌아간 자 외에는 現 거주지에서 生業에 종사하도록 하 던 것이

75)별상의 탈법행 는 이미 시기에도 상당한 문제 던 것으로 보인다.毅宗 원년

(1147),어사 에서는 諸 宮院 권세가가 양계의 별상에게 청탁하여 高價에 군수

물자를 수납하게 하고 그 값을 西南지역에서 받아 문제가 되니 치죄할 것을 건의하

다( 高麗史 卷85,志39,刑法2,禁令,毅宗 원년,中冊,p.862.‘毅宗元年 御史臺奏 當

兩界軍資輸運時 諸宮院權勢 賫品惡匹段 貨 及絲 銀 就兩界 依付當道別常 高價納之

收價於西南 西南 兩界之民 俱受其弊 今後 兩界兵馬使及臺監 按察使 推 執 別常不

能禁 及指揮 並科罪).

76)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1년 3월 辛卯,上冊,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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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오년은 원종 11년(1270)개경으로 환도했던 때로 한 차례 유민에

한 본 지 귀환정책이 추진된 바 있었다.그러나 戰亂 직후의 상황에서

본 지로의 귀환은 불완 할 수밖에 없었다.충렬왕 11년(1285)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民戶추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역민의 증가 역시 계속되었다.

고려 정부는 마땅히 이들을 본 지로 쇄환해야 했으나 오래 에 안착

한 경우,본 지 귀환이 도리어 농업경 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사안

이었다.반면 향리는 外方에서 民을 독려하여 役의 부담을 책임져야 하

는 심 계층이었다.이들은 향역 부담계층으로까지 락하 음에도 불

구하고 부담해야 하는 役은 잔존하 다.이들의 본 지 귀환이 필수 던

까닭도 이것이었다.

충렬왕 22년(1296)무렵,향리의 避役은 오히려 계속 확 되고 있었다.

향리가 한 戶도 없는 각 州․縣과 鄕․所․部曲이 數多하다 하니 이를

수습하고자

諸州縣及鄕 所 部曲 人吏 無一戶 多矣 外吏 依勢避役 悉令歸鄕 丁吏

亦令減數歸還77)

하라 하여,外吏 가운데 권세가에 의탁하여 役을 기피하는 자는 일체 本

鄕으로 돌려보내고,丁吏도 감원하여 돌려보내자는 건의가 두되고 있

었다.충렬왕 11년(1285),향리 외방 人吏의 경우 모두 본 지로 귀환

하도록 극 추진하 으나,피역행 는 근 되지 않았던 것이다.

향리의 본 지 송환 정책이 그런데도 계속 추진되었던 원인은 常徭․

雜貢과 같은 새로운 稅制가 등장한 것과도 한 련이 있었다.상요

와 잡공은 고려 기 이후 조세체계가 정상 으로 운 되지 못하는 가운

77) 高麗史 卷84,志38,刑法1,職制 忠烈王 22년 5월,中冊,p.843.

洪子蕃은 더불어 어명을 받은 원이 丁吏와 上守를 거느리고 외방으로 출장을 가

게 되면 이르는 州縣마다 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모두 선물을 올리니 이를 지할

것을 건의하 다. 원이 거느리는 丁吏가 많아질수록 폐단도 증 하 으므로 이들을

감원해서라도 폐단을 이고자 했던 것이다( 高麗史 卷84,志38,刑法1,職制 忠烈王

22년 5월,中冊,p.843.‘出使人員 丁吏上守 所至州縣 皆有贈遺 之例物 亦令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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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부가된 임시세 다.잡공은 調의 명목으로,상요는 役의 명목이었다.

새로운 稅目이 마련되면서 고려 정부는 안정 인 稅源 마련이 실하

다.78)정부가 일반 民人의 경우 환본정책을 지양하고 거주지에 안착하

게 했던 정책 역시 새로운 稅源을 안정 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었

다.그러나 결과는 이와 달랐다.임시세의 부담으로 民의 유망은 더욱 조

장되었다.79)

이는 고려 엽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 던 貢戶 충당 방안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국가는 增稅를 해 공호를 악하고 확

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 다.유망민을 추쇄하여 籍에 올리는 ‘造

戶’ 公役에서 벗어나 농장에 사사로이 편입된 民을 추쇄하는 ‘點戶’를

실시함으로써 유망민에 한 환본정책을 실시하 던 것도 이러한 원인이

었다.그러나 지속 으로 규모의 유망민이 발생하자 이와 같은 본 제

편제방식은 더 이상 취하기가 어려워졌다.결국은 특수역을 제외하고

는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籍에 올려 악하는 정책으로 면 수정

하 다.80)피역민의 유망을 실 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본

주 환속을 지향하기보다는 現 거주지에 籍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稅源

으로 악하고자 함이었다.

고려의 상황이 이러하므로 국가 재정 증 는 어려웠다. 료에게 지

해야 할 祿俸의 재원도 부족하 다.分田代祿으로서의 祿科田조차 원활

히 지 되지 못하고 있었다.기존의 녹과 분 제도를 개정하 으나81)

실은 사패 이 科田의 분 에 우선하 다.충렬왕 5년(1279)2월,아래

와 같이 국왕이 내린 지도 녹과 지에 한 정비 조처 다.

傳旨曰 功臣受賜田 在京畿八縣 勿充祿科田 時 畿縣之田 權貴皆以賜牌

各占故 都兵馬使 勿論賜牌 量給職田 王許之 又聽受賜 請 有是命82)

78)박종진,｢조세제도의변화｣, 고려시기재정운 과조세제도 ,서울 학교출 부,2000,p.220.

79)金琪燮,｢고려후기 호등제 변화의 배경과 그 추이｣ 釜大史學 19,1995,pp.219～224.

80)蔡雄錫,주 37과 같음,1995;2000.

81)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忠烈王 4년 12월,中冊,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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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속 縣의 토지를 권세가에서 모두 사패를 받아 차지하자 都兵馬

使에서 구별하지 말고 면 을 헤아려 職田으로 지 하도록 건의하여 방

침이 정해졌던 것을,국왕이 곧 京畿 8縣 內 공신의 受賜田은 祿科田에

충당하지 않도록 다시 조처한 것이었다.자료의 내용으로 보자면 앞서

충렬왕 4년(1278)12월의 기록인 ‘改折給祿科田’은 도병마사의 제의에 따

라 본래 녹과 지로 마련된 경기 8 의 토지를 직 으로 再折給하자는

내용이었을 것이다.경기 8 內 탈 당한 토지를 재 하여 녹과 으

로 하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이곳에 賜田을 받은 자들의 청원으로 번복된

것이다.녹과 의 재 은 반드시 필요하 으나 사패 의 는 불가

능하 다.

이러한 사정의 이면에는 재추를 심으로 한 고려 료와 국왕 측근

간의 정치 립도 자리하 고 있었다.83)국왕 측근에 한 재정 배

려는 여 하 다.忠烈王 14년(1288)5월,국왕은 丙戌年과 丁亥年(충렬

왕 12,13년)에 內僚에게 지 했어야 할 녹 을 추가로 지 하도록 하

다.殿中侍史 田儒,左倉別監 張巡 등이 당해 년의 녹 조차 부족하니 재

정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려 지 하자고 제안하 으나 내료의 참소로

이들이 옥에 갇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84) 료의 녹 재원 자체가 부

82)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忠烈王 5년 2월,中冊,p.714.

83)원종 복 후 元의 간섭과 압력으로 인한 왕권 약화를 목격한 충렬왕은 즉 후 元의

향력을 이기 해 노력하 다.이는 고려의 宰樞․官僚와 정치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충렬왕은 柳璥을 등용하여 문신 료를,金方慶을 용하여 무신 역시 정치

기반으로 흡수하고자 하 다.그러나 차 충렬왕이 태자 시 侍從 신료를 측근으로

구축하자 일부 료의 반발이 나타났으나 재추․ 료는 당면 과제인 元과 부원세력에

항하기 해 극 으로 반 하지는 못하 다.그러므로 충렬왕은 재추․ 료의 조

하에 元과 부원세력에 항하며 측근을 육성해나갔다(李益柱,｢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

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1988,pp.168～173).

정치 상황이 이러하 으므로 충렬왕 4년(1278)의 녹과 개정도 도병마사의 건의

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賜牌田主 가운데에는 부원세력 뿐만 아

니라 사패를 통해 토지를 확보해 나간 국왕 측근이 다수 을 것이다.앞서 충렬왕 3

년(1277)2월 僉議府에서 공주의 怯怜口 內僚가 차지한 사패 의 회수를 청한 것

도 이를 뒷받침한다(주 57참고).이후 국왕 측근에 의한 사패 확 는 고려 사회의

심각한 재정문제의 원인으로 두되었다.

84) 高麗史 卷80,志34,食貨3,祿俸,諸衙門工匠別賜,忠烈王 14년 5월,中冊,pp.75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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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측근의 過年 녹 을 우선 으로 지 하고 있

었다.여 히 측근을 기반으로 정국을 운 하는 정치형태로 인함이었다.

고려 정부는 불법 인 사안을 정리하는 방향에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 다.奪占 민의 변정은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었다.충렬왕 5년

(1279)3월,국왕은 교지를 내려 타인의 田民을 함부로 탈취하고,권세가

에게 청원하여 직을 얻거나 서열 이상의 상 품을 얻는 자는 부

처벌할 것을 명하 다.원망스럽고 억울한 자는 貴賤과 卑를 막론하고

왕에게 직 로 올리도록 하 고,사법 리의 소송 수와 결 지연

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 다.85)국왕이 권세가의 불법척결을 천명한 것으

로 같은 해에 시행하 던 계 사 견 녹과 개정과 병행한 조처

다.고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앙 부에 민변정 업무를 정식으로 부

여하고, 민탈 과 련된 爭訟을 장하도록 하 다.

王以田民之訟 積年未決 今年三月以前事 命左司議權㫜 軍崔有渰等七

人爲別監 四月以後 委監察典法司 推決無滯86)

충렬왕 5년(1279)을 기 으로 여러 해가 지난 미결된 민 련 소송

3월 이 의 사건은 左司議 權㫜, 軍 崔有渰 등 일곱 명을 별감으로

임명하여 조사 결하게 하고,4월 이후의 사건은 監察․典法司에 임

하여 속히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고려 정부는 원종 10년(1269)에 田民

辨正都監을 설치하여 산 한 민쟁송을 처리하고자 하 으나 국왕의 폐

와 복 를 겪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터 다.그리하여 3월 이

의 미결된 소송은 민 별감이 처리하도록 하고,4월 이후는 법사에

‘命追給內僚丙戌丁亥兩年祿 殿中侍史田儒 左倉別監張巡等以 倉儲殫竭 當年祿俸 猶

未贍 宜俟羨餘 乃給 內僚訴於王 下儒等于獄.’

85)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3월 丙寅,上冊,p.589.

‘敎曰 予聞 人有怙權昧理 擅奪人田民 又有托勢得官 超資越序 甚無 也 脫或不改

非惟其人 所托附 亦皆罪之 其含寃抱屈 無論貴賤 卑 宜各上書駕前 聽訟官遷延

不決 必罰無貰.’

86)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3월 癸酉,上冊,p.589.



-68-

서 정식으로 장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87)

고려 정부의 정책은 원종 10년(1269)의 민변정작업 이후 산 한

민 쟁송의 본격 인 처리 다.이 시기에 이르면 기간이 오래되어 증빙

할 문건이 없거나 계자가 사망하여 미결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충렬왕 5년(1279)에 이르러 민쟁송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처지에서 3

월 이 의 사건은 별감으로 하여 미 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치

를 취한 것이다.나아가 4월 이후의 사건에 한해서는 감찰사와 법사에

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한 것이었다.

민쟁송 업무를 임받은 監察司와 典法司는 모두 형법과 련된 기

이었다.감찰사는 충렬왕 원년(1275)에 기존의 사헌부 즉 어사 를 개

편한 것이었다.사헌부에서는 어사 의 원인 臺官이 時政을 論執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리의 근태를 감찰하고 비 나 불법을 규찰․탄핵하는

직임을 장하 다.88) 법사 역시 충렬왕 원년(1275),刑部를 개칭한 것

으로 본래부터 법률과 詞訟․詳讞의 政事를 담당하 다.법률은 律令格

式을 모두 포 하는 개념으로 제정과 改變 등의 업무를 의미하며,詞訟

과 詳讞은 이에 따른 재 과 처벌을 의미하 다.89) 민쟁송이 산 한

형편에서 련 업무를 감찰사와 법사에 임하여 으로 처결하기

시작하 던 것이다.

규모의 민을 변정해야 할 정치 인 사안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민변정도감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 하 을 것이다.그러나 법사에서

담당한 소송의 처결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충렬왕 5년(1279)11월,이 무렵 화성이 달을 가리는 災變이 나타나자

87)고려 말엽의 기록이긴 하나 공민왕 2년(1353)11월,田民別監을 楊廣道와 全羅道․

慶尙道에 나 어 보내 義成倉․德泉倉․有備倉의 田과 여러 賜給田의 標內에서 함부

로 차지하고 있는 公․私田을 推刷하여 모두 本主에게 환속하도록 조치하 다는 데

서 이때의 민별감 한 유사한 업무를 장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高麗史 卷78,

志32,食貨1,田制,經理,中冊,恭愍王 2년 11월,p.707.‘分遣田民別監于楊廣全羅慶尙

道義成德泉有備倉田及諸賜給田 標內濫執公私田 推刷悉還本主’).

88)朴龍雲,｢東班․京職―司憲府｣,  高麗史 百官志 譯註 ,신서원,2009,pp.184～189.

89)朴龍雲, 의 논 ,2009,pp.16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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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우려한 太史局 리 俉允孚가 국왕에게 시행하는 일을 삼가도록

건의하 다.이에 왕이 정치의 是非를 의논하도록 하 는데 윤부가 決訟

이 지체되는 이유를 법총랑 박인주에게 묻자

允孚語典法摠郞朴仁澍曰 典法決訟何多留滯耶 仁澍曰 內敎判旨如雨 安得

不滯 允孚以告王 王使語仁澍曰 我非以偏聽必右其人 凡有告 欲令有司

早爲剖決 故命之耳 豈爲私耶 仁澍 曰 若無判旨內敎 而臣挾私決訟 則罪

當死矣90)

라 하여 박인주는 수도 없는 내교와 지로 인해 소송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한 것이다.이에 해 국왕은 단지 처결을 돕고자

그리하 다 했으나 박인주는 지와 내교가 없었는데도 私的으로 송사를

더디게 처결했다면 죽어 마땅할 죄라고까지 고하 다. 법사의 소송 업

무가 지연된 데에는 민변정 소송의 폭증에 따라 업무일체가 크게 증가

하 던 것과 함께 민변정에 한 국왕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후에도

측근의 간청에 휘둘려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사정이 있

었다.

기왕의 형법으로는 법률의 용 역시 어려워져 ‘律’보다는 ‘例’를 용

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다.元의 법률이 고려에서 사용되면서 고려의

법과 상충할 경우 담당 리는 례에 의존하는 것이 용이하 던 것이

다. 민변정과 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決訟이 지연되면서 례에 한

의존도는 높아졌다.91)그러나 민쟁송에 한 업무를 법사로 이양한

것 자체가 충렬왕 5년(1279)3월 이 의 사건은 사실상 완결함을 의미하

다.따라서 4월 이후의 사건은 법사에서 처리하도록 하 을지라도

이 사건에 한 례가 충분치는 않았다.

더군다나 국왕이 직 개입하 으므로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한

90) 高麗史節要 卷20,忠烈王 5년 11월 癸丑,pp.603～604.

91)蔡雄錫,｢ 高麗史 刑法志의 성격과 史料的 가치｣,  高麗史 刑法志 譯註 ,신서원,

2009,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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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시 총애를 받던 貞和院妃가 양민을 노비로 삼자 해당 양민이

법사에 소송을 걸었다.국왕이 이 양민을 노비로 할 것을 독 하자 서

金㥠 등은 법랑 李行 의 반 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비로 삼았다.92)

국왕 스스로 공정함을 주장하 으나 실제로는 지로 인해 바른 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단 인 다.

왕실에서는 나서서 노비를 탈 하기도 하 다.宗室의 일원이었던 郞

王涓은 廣平公 譓에게 노비를 빼앗기자 사 인 직 金侁이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그가 죽자 왕혜는 다시 노비를 공주에게 바쳤다.공주가

奴를 불러,왕견의 노비 가운데 왕혜의 노비와 혼인해 친척이 된 자가

3백여 명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모조리 빼앗았던 것이다.그런가

하면 사사로이 타인의 노비를 탈 하기도 하 다.어떤 여승이 자신의

여종이 지은 흰 모시를 바쳤는데 매우 뛰어나자 공주는 그 여종을 빼앗

았다.93)이처럼 왕실의 불법 행 는 법 으로도 처결이 어려웠다.

국왕이 천명하 던 민변정사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 측근의 가산을 몰당하기도 하 다.충렬왕 5년

(1279)11월, 직부사로 임되었던 康允紹와 장군 金子廷이 사패를

사칭하여 강 했던 수많은 田畓을 몰수하여 新 倉에 속하게 하 던 것

이다.94)그러나 이는 강윤소가 임연의 심복으로서 원종의 폐 에 동조하

고,元에 가서는 고려에 군량이 비축해있다는 거짓을 고함으로써 고려

정부의 정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 컸다.95)충렬왕의 지지를

92) 高麗史 卷106,列傳19,李湊(附 李行 ),下冊,p335.

‘後爲典法郞 貞和院妃 有寵於王 認民爲隷 民訴典法司 有旨督令斷 貞和 判書金㥠

同僚 欲斷爲隷 行 死執不可 疾作在告 㥠等幸其亡 卽決之.’

93) 高麗史 卷89,列傳2,后妃2,齊國大長公主,下冊,p.21.

‘郞 王涓 宗室䟽屬也 廣平公譓奪其奴婢 涓壻密直金侁訟而得之 後征倭溺死 譓獻其奴

婢于公主 公主召 奴 問其奴婢 譓奴婢連婚接派 幾三百人 公主幷取之 譓扣頭宮門

請還之 不許 有一尼 獻白苧 細如蟬翼 雜以花紋 公主以示 商 皆云前所未覩也 問

尼 何從得此 曰 吾有一婢 能織之 公主曰 以婢遺我如何 尼愕然不得已納焉.’

94)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5년 11월 壬申,上冊,p.591.

‘收還諸臣受賜官奴婢屬都官 康允紹金子廷詐稱賜牌 多占土田 沒入新 倉.’

95)金光哲,｢高麗 忠烈王代 政治勢力의 動向｣ 論文集 7,昌原大學校,1985,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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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이들의 재정 기반을 와해시키기 한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고려의 민변정 노력은 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힘겹고 더뎠다.

권세가의 사패 을 빙자한 토지탈 은 계속되었으므로 이에 隨伴하여 강

화될 수밖에 없었다.충렬왕 14년(1288)9월,貢賦更定의 과정에서 권세

가에게 탈 된 민이나 충렬왕과 정치 으로 립 계에 있는 세력이

불법으로 유했던 민의 몰수작업이 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

작된다.충렬왕 14년(1288),田民辨正都監이 설치되었던 것이다.96)

宦 崔世延과 郞 陶成器가 표 인 상이었다.최세연은 충렬왕

과 공주의 총애를 받았던 도성기에게 의탁하여 궁 에 들어가게 된 자로

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그리하여 낭장 金弘秀와 법소송

이었던 張良庇란 자에게 노비를 뇌물로 받고 김홍수를 옥에 가두는가 하

면 내시 朴樞란 자의 노비 20여 명을 강탈하 으며,良民 康柱를 노비로

만들기 해 술수를 동원하는 등 해악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충렬왕 14년(1288)7월,당시 세자로 있던 忠宣王은 이러한 최세연의

행태에 격분하여 징계할 것을 청하 다.이때 도성기의 노비 답과

재산은 몰수하 으나 최세연은 印侯와 가까웠던 탓에 재산은 몰수당하지

않고 다만 탈취한 김홍수의 노비는 妙蓮寺에 넘기고 박추의 노비는 內房

庫에 넘긴 후 해도에 귀양을 보냈으나 곧 소환되었다.97)정치 역량과는

강윤소와 김자정은 원종 복 후 측근으로 육성한 寵臣으로 고려 문신 료에게는

이 되었던 인물이었다.그러나 이들은 충렬왕 즉 후 宰樞․官僚와 侍從 臣僚로

구성된 측근과의 共助 체제 속에서 크게 축되고 있었다.元의 후원 하에 존재하

던 이들은 부원세력과 결탁하여 충렬왕을 공격하기 해 ‘김방경 무고사건’과 같은

정치 공세를 펼쳤다.그 지만 결과 으로 충렬왕은 4년(1278)친조를 통해 이 사

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이후 귀국한 충렬왕

은 원종의 총신을 완 히 제거하기에 이르 다(李益柱,주 83의 논고,1988,pp.166～

176).

96)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田民辨正都監 元宗十年 置有使副使 忠烈王十四年 又置二十七年 又置恭愍王元年 又

置禑王七年 又置十四年 又以 覈林 味占奪田民置之.’

97) 高麗史 卷122,列傳35,崔世延,下冊,pp.662～664.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4년 7월 壬寅,上冊,p.620.

‘流宦 軍崔世延郞 陶成器于海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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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하게 국왕 측근은 국왕 왕실과의 긴 한 계를 유지하면 되었으

므로 온갖 불법 蓄財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최세연이 탈취

한 김흥수와 박추의 노비는 本主還屬이 원칙이었으나 이마 지켜지지

않았다.內房庫는 충렬왕 에 왕실재정 확보를 목 으로 설치한 기구

으니98)탈 된 노비는 다시 왕실재정에 포함된 것이었다.

이때 환 과 내료가 法司 원 10여 명을 직시켜 典法判書인 元貞마

직되는 일이 벌어졌다.99) 인 민변정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노비와 답을 몰수당하 거나 그 지 않다 하더라도 처벌당할 가

능성이 있는 국왕 측근에 의한 일종의 보복이었을 것이다.100)

한편 이 시기에 발발한 元 반란 세력 카다안[哈丹]의 침입은 안정을

되찾아가던 고려 사회를 다시 혼란스럽게 하 다.101) 민계 과 민변

정의 추진도 어려웠다.고려 정부는 元에 兵力을 요청하는 한편 婦女子

를 江華로 피난시키고,여러 고을 주민 한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도록

하 다.102)

98)朴種進,｢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 韓國史論 9,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

史學科,1983,p.73.

99)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4년 7월 乙未,上冊,p.620.

‘罷典法判書元貞 以金頵代之 時 宦官 內僚用事 法司十餘員以非罪同時罷職.’

100)典法判書 元貞을 비롯한 官員의 직 원인에 해 崔世延이 典法司에 청탁한 탓으

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원정의 아우인 元卿이 印侯와 사돈 지간이었

으므로 최세연이 인후를 통해 법사에 張良庇의 소송건을 청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그 결과 최세연이 귀양을 가게 되면서 법사의 서 원정과 원이 면직되

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신은제,｢원종․충렬왕 민변정사업의 성격｣ 한국 세사

연구 21,2006,p.90).그러나 련된 사료에서는 첫째,김흥수와 장양비의 소송에

해 최세연이 법 서에게 직 청탁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둘째,환 과 내료가

권력을 매개로 원정을 비롯한 법사의 원을 죄 없이 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만약 의 견해 로 법사에서 최세연의 청탁을 받아들여 원정과 원이 직되

었다면 이는 정부 료의 부정행 를 처벌한 셈이다.그러므로 최세연의 부정사건으

로 법사 원이 직된 것이 아니라 충렬왕 14년(1288)의 貢賦更定과 민변정사업

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재정 손실을 입게 된 국왕측근의 반동이라 볼 수 있다.

101)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6년 5월 戊申,上冊,p.623.

‘金忻 羅裕 鄭守琪等馳報 哈丹入海陽界.’

102)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6년 10월 戊戌,上冊,p.624.

‘徙婦人老弱于江華 令州郡入保山城海島.’



-73-

同年 12월,국왕마 강화로 들어가자 개경을 留守했던 宋玢과 鄭仁卿

역시 개경을 버리고 강화로 들어올 만큼 戰勢는 악화되었다.103)갑작스

런 變亂으로 軍糧 마련도 어려웠다.이에 諸王․宰樞․承旨․班主 뿐만

아니라 坊里의 庶人까지도 차등을 두어 防戍에 필요한 군량을 충당하

다.104)元軍의 군량 한 內庫의 축으로 겨우 공 할 만큼 재정은 빈

한하 다.105)

카다안[哈丹]의 공격은 충렬왕 17년(1291)6월에야 끝이 났다.1년여에

걸친 란으로 고려의 생산 기반은 다시 황폐해졌다.元에서강남 지방의

10만석을 가져다 賑給할 정도 다.106)고려 조정도 시 한 로 同年

7월,忠淸道와 西海道에 救急別監을 견하여 民을 무하 다.107)국외

정세가 변하면서 충렬왕 14년(1288)의 貢賦更定과 더불어 추진되었던

민변정작업은 실질 인 운 과 결과가 나타나기도 에 일단 단되었

을 것이다.

2.租賦均定의 圖와 田民辨整의 遵行

충렬왕 14년(1288)에 의욕 으로 추진하 던 민변정은 단된 채

다.같은 시기 貢賦 조정 한 田土의 계 이 결여된 상태에서 큰 진

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카다안[哈丹]의 침입으로 그마 도 단된 것이

103)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6년 12월 丁亥,上冊,p.624.

‘王避兵于江華 御禪源社 命知都僉議司事宋玢 留守王京 戊子 玢棄京城 奔入江華 鄭

仁卿亦自西京 來.’

104)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忠烈王 16년 2월,中冊,p.812.

‘哈丹犯邊 令諸王 宰樞 承旨 班主 各出米七石 坊里庶人 出米有差 以充東界防戍軍糧.’

105)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7년 4월 辛巳,上冊,p.625.

‘王出迎元兵于藍島北郊 宴河西國王 慶重郡王 薛闍干 闍梨帖木兒 平章塔出 右丞白帖

木兒 薛闍干 王曰 今江南漕運未到 若臨敵乏食柰何 又 贊成事洪子藩曰 爾爲相國

錢穀皆若所知 宜隨處支給 王難之 曰 發內庫所儲 可支.’

106)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7년 6월 丁卯,上冊,p.626.

‘王及公主還江華 … 甲申 元遣使運江南米十萬石來賑.’

107) 高麗史 卷30,世家30,忠烈王 17년 7월 戊戌,上冊,p.626.

‘分遣救急別監于忠淸西海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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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찬가지 다.이러한 형편에서도 충렬왕 18년(1292)10월, 한 차

례의 稅額 조정이 추진되었다.戶口의 增減 토지의 墾荒을 조사하고

이를 토 로 民賦를 計定하려는 것이었다.그러나 목 로 실시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108)

고려 정부의 更定貢賦와 민변정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避役民의

증가와 이로 말미암은 폐단은 심각해지고 있었다.洪子藩이 上書를 올려

貢賦額의 과 함과 운 상 폐단의 시정을 건의했던 것도 이러한 실을

반 한 것이었다.홍자번의 上書에 따르면 각 도는 책정된 貢賦외에도

細紵 와 갖가지 짐승의 가죽 등을 더 거두어 橫斂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조세 수취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이를 견디지 못하여 亡丁과 戶가 폭

증하는 상황에서도 당국자는 貢賦를 남은 民에게 신 부과하는 惡을

지르고 있었다.폐단을 없애기 해서는 賜給田의 多 에 따라 貢賦를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 홍자번의 주장이었다.그 지만 정해진 원칙이 없

거나 원칙을 수하라는 지시가 없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역시 공허한 건의 다.109)분명한 것은 모든 폐단은 定額定數制가 제

로 지켜지지 않는 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었다.橫斂의 정도가 도 히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을 지경이니 避役民은 증가하 고,종국에는 州

縣이 凋弊를 면키 어려웠다.110)

횡렴의 은 雜貢이었다.雜貢은 기존의 공물 외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 附加되는 稅目이었다.이것이 요해진 까닭은 고려 후기 재정이

악화된 탓도 있었으나 부곡 지역 가운데서도 所의 해체와 깊은 련이

108) 高麗史節要 卷21,忠烈王 18년 10월,p.683.

‘諸道之民 自兵 以來 流亡失業 在元王己巳年 計點民戶 更定貢賦 厥後 賦歛不均 民

受其病 可更遣使 量戶口之嬴縮 土田之墾荒 計定民賦 以遂民生.’

109)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 忠烈王 22년 6월,中冊,pp.729～730.

‘中贊洪子藩上書 一曰 今諸道 收歛細紵 民實不堪 宜令官婢免役 紡績 以紓民力

二曰 貢賦 已有定額 又於諸道 家抽細麻 實係橫歛 宜禁絶之 三曰 田無役主 亡丁

多矣 民無恒心 戶衆矣 凡有貢賦 仍令遺民當之 此所以日益彫弊也 宜令賜給田 隨

其多 納其貢賦 四曰 諸道貢賦 已有定數 今又以虎豹熊皮爲貢 不唯科歛煩重 恐致

猛獸害人 誠宜禁之.’

110)金光哲,｢洪子藩硏究―忠烈王代 政治와 社 의 一側面―｣ 慶南史學 1,1984,pp.33～34.



-75-

있었다.所가 해체되면서 물 납부가 어려워진 것이었다.貢物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折價代納의 상마 확산되고 있었다.국가에서 요구하는

잡물을 조달하기 해 공물 납이 성행하는 것이었다.111)이는 정해진

공납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충렬왕 22년(1296)의 다음 자료는 이러한 사정을 보여 다.

近來 外方多故 納貢失時 諸司官吏 及 利之人 先納己物 受其文憑下鄕 剩

取其直 民實不堪 誠宜禁之112)

外方에서 제때 納貢을 못하자, 리를 포함하여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간에서 신 先納을 하고 더 많은 돈을 갈취하는 폐단을 일으키는 것

이 당 실이었다.납부시기를 놓치거나 마련할 수 없을 경우 납은

불가피했으나 정해진 공물도 부담인 지경에 이 같은 작태는 그야말로

‘民實不堪’하게 하 다.고려 정부는 稅收의 증 도 요하 으나 租賦를

균정 하고 수조체계의 폐단을 제거하는 과제가 시 하 다.

세자 던 忠宣王은 이 시기에 정국을 주도해나갔다.그 배경에는 元의

제 계승이 있었다.충렬왕 20년(1294)정월,元의 世祖 死後 4월에 황태

자가 황 에 오르니 곧 成宗이었다.113)충렬왕비인 齊國大長公主는 성종

의 姑母 으므로 충렬왕은 성종 즉 후 극진한 우를 받았다.元 정부

체에서 서열 7 에 해당하 다 하니 세를 짐작할 수 있다.이러한

계가 유지된다면 元에 한 고려의 향력도 증 될 것이었다.그러나

元의 지배층은 충렬왕의 지 가 압도 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

을 것이다.

미묘한 상황에서 충선왕은 元 성종과의 계개선을 극 도모하 다.

그 결과 충렬왕 22년(1296),충선왕이 성종의 즉 에 조하 던 晋王

111)박종진,주 78의 논 ,2000,pp.214～216.

112) 高麗史 卷84,志38,刑法1,職制 忠烈王 22년 5월,中冊,p.843.

113)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0년 정월 癸酉,上冊,p.633.

‘世祖皇帝崩 … 四月 甲午 皇太子卽皇帝位是爲成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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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라[甘麻刺]의 딸과 혼인하여 성종의 姪女壻가 되었다.114)元 황실과

의 족 계에서 충렬왕의 지 이상으로 충선왕의 입지가 안정된 셈이

었다.115)충선왕의 정치 처지가 격상되었음도 말할 나 가 없었다.

충선왕은 충렬왕 측근이 권력을 독 하는 모순된 정치상황과 그들의

각종 탈법행 에 매우 비 이었다.앞서 충렬왕 14년(1288)7월,충렬

왕의 측근이었던 최세연과 도성기의 민탈 을 비롯한 數多한 악행에

격분하 던 것도 그러한 사정이었다.116)同年에 설치되었던 민변정도

감도 이들을 처단하기 함이었을 것이다.충렬왕 21년(1295)8월,元에

서 돌아와 要職인 判都僉議․密直․監察司事로 임명되었던 충선왕은117)

탈 민의 변정에 재차 강력한 의지를 보 다.다음 자료는 충선왕의

이러한 의지를 단 으로 보여 다.

世子朝于王 士庶人遮道擁馬 上書訟寃 馬不得前 世子皆受之 盖豪勢之家

奪人田民 有司不能聽斷故也118)

114)金光哲,｢高麗 忠宣王의 現實認識과 元活動―忠烈王 24年 受禪以前을 심으로―｣

 釜山史學 11,1986,pp.29～34.

115)元 세조는 외손인 王璋(益知禮普化,後의 충선왕)에게 심이 많았다.당시 유목제

국기를 지나 漢法으로 漢地를 지배하게 된 元 황실은 국과 역사인식이 다르며,이

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고려의 세자를 제국 운 과 련하여 심 있게 보았던 것

이다.특히 충선왕의 妻祖父인 眞金은 蒙․元 제국에 주자성리학을 주도 으로 수용

했던 姚樞와 竇默에게 ‘효경’을 배웠다.이러한 분 기 속에서 충선왕은 원 제국의

官學을 바로 세우기에 합한 인물로 성장하 다.元 세조는 강남의 범 한 儒 層

은 소외시킨 채 亡金의 북방 漢人보다도 고려 儒 의 수 을 높게 평가하 다.게다

가 충렬왕비인 忽都魯揭里迷失 공주는 세조의 正妃 소생은 아니었으므로 세조가 죽

고 이어 왕비마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元 황실에서 소외된 셈이었다.반면 충선

왕은 세조의 통을 받은 데다 세조의 正妃 소생인 眞金의 아들로서 황 계승권을

가졌던 카마라[甘麻刺]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막강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배경
하에 충선왕의 즉 가 이루어졌다(周采赫,｢元 萬卷 의 設置와 高麗 儒 ｣, 孫寶基

博士 停年紀念 韓國私學論叢 ,知識産業社,1988,pp.228～232).

116)주 97하단 참고.

117)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1년 8월 庚申,上冊,p.637.

‘以世子 判都僉議密直監察司事.’

118)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1년 11월 丁丑,上冊,p.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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豪勢家에서 민을 탈 하는데도 청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니 폐해를

입은 士庶人이 충선왕에게 직 伸訴하 다는 것이다.당시 충선왕은 신

소한 자를 물리치지 않고 모두 들어주었으나 곧 入元함으로써 더 이상

일을 진행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119)충선왕은 그 동안 충렬왕 측

근을 심으로 한 권세가의 勢에 려 처리하지 못하던 민탈 문제를

직 해결하고자 하 을 것이다.

충렬왕 측근에 한 이 같은 충선왕의 정치 반감은 성장과정에서 형

성된 思想的 기반과도 한 련이 있었다.충선왕이 생애의 부분을

元都에서 보냈다고 하나 실제로 충렬왕 24년(1298)이 까지 元에 머물

던 기간은 8년이 채 안되었다.충렬왕 의 정치 안과 민생문제에

한 실인식은 분명하 던 것이다. 한 충렬왕 에 이미 과거제를 활성

화시켜 유학 소양을 지닌 新進官僚를 육성하 으므로 충선왕은 어린

시 부터 유학에 기반을 둔 정치이념을 할 수 있었다.

충선왕의 정치 태도는 충렬왕 측근에게는 마땅히 경계심을 불러일으

켰다.반면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朝廷臣僚에게는 정치 도약의 기회

로 여겨졌을 것이다. 표 으로 무신정권의 終熄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

구하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洪奎,상당한 권력을 지녔던 장인 趙

仁規,홍규의 사 으로 원종 부터 政界에서 활동하 던 洪子藩,세자시

충선왕의 侍從臣이었던 鄭可臣 등이었다.이들은 충렬왕 20년(1294)

을 기 으로 고 직에 올라 국정을 장악하 다.120)

충렬왕과 충선왕 세력의 갈등이 서서히 심화되던 상황에서 충렬왕 23

년(1297)5월,齊國大長公主가 賢聖寺에서 病死하 다.121)이 일로 政界

에는 격변이 일었다.同年 7월,충선왕에 의해 無比를 포함하여 宦官 陶

成器,崔世延,全淑,方宗氐,中郞 金瑾이 죽고 일당 40여 명이 귀양을

119)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1년 12월 癸卯,上冊,p.637.

‘世子如元.’

120)金光哲,주 114의 논고,1986,pp.3～24.

121)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3년 5월 壬午,上冊,p.641.

‘公主薨于賢聖寺 王移御僉議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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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되었다.122)일 부터 국왕의 寵愛를 빙자한 宮人 無比 등이 막 한

폐단을 일으키던 것을 충선왕이 좌시하지 않은 것이다.이때 처단의 원

인은 姬妾의 질투로 인해 公主가 당을 당했다는 것이었다.이를 계기

로 충선왕은 충렬왕 측근의 상당수를 제거하 다.123)충선왕과 지지 세

력은 본격 으로 국정을 장악하게 되자 남은 충렬왕의 측근마 거 축

출하고자 하 다.

충렬왕 24년(1298)정월,드디어 충선왕이 즉 하 다.충선왕의 즉

는 元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 다.충선왕도 이러한 을

악하고 있었으므로 元의 간섭을 부정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그러므로

宰樞․官僚의 지지 하에 충렬왕 측근을 숙청하고 그들에 의해 야기되었

던 폐단을 시정하는 것에 을 두었다.124)

충선왕은 즉 후 당장 政治․經濟的으로 산 한 폐단을 처리하고자

하 다.정치 으로는 충렬왕 집권세력의 제거를 목 으로 政房을 폐

지하 다. 신 詞林院을 설치하고 文翰學士承旨 崔旵,學士 朴全之,侍

讀學士 吳漢卿과 李瑱을 四學士로 삼아 人事權을 장악하 다.125)정방

는 충렬왕 에 비해 단히 강경해진 조처 다.銓注權을 불법으로

管掌하던 주체를 폐지하고,公式 職制上의 주체를 복원함으로써 정상

인 選法을 복구하려는 노력이었다.나아가 官制改編을 통한 官府 官

員의 감축으로부터 개 의 단 를 열었다.126)

122)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3년 7월 戊子,上冊,p.641.

‘世子 以爲公主之薨 由無比 殺之 又殺閹人陶成器 崔世延 全淑 方宗氐 中郞 金瑾

流 其黨四十餘人.’

123) 高麗史 卷122,列傳35,崔世延,下冊,p.664.

‘寵幸方隆 其附托 縱暴中外 世子甚疾之 自元來奔公主喪 白王曰 殿下知公主所以致

疾乎 必內寵妬媚 所爲 請鞫之 王曰 且待服闋.世子使左右 捕無比及其黨世延 成器

軍尹吉孫 李茂 尹柳琚 指諭承時用 宋臣 且內僚金仁鏡 文玩 張祐 中郞 金瑾

閹人全淑 方宗氐 宮人伯也眞 囚之 鞫無比巫蠱事 巫女術僧皆服 稍得呪詛狀 斬成器

世延 淑 宗氐 瑾 無比 伯也眞 流其黨四十餘人 國人震懾.’

124)이익주,｢충선왕 즉 년(1298)‘개 정치’의 성격｣ 역사와 실 7,1992,pp.119～120.

125)李起男,｢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歷史學報 52,1971,pp.83～85.

126)이강한,｢고려 충선왕의 정치개 과 元의 향｣ 한국문화 43,2008,pp.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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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정부의 제개편은 後日 충렬왕 27년(1301)에 고리기스[闊里吉

思]가 지 하는 ‘民 官多’ 상과도 련이 깊었다.이 무렵 고려에서도

民은 은데 官府는 넘치는 사정에서 郡縣制의 폐단이 기인함을 인지하

고 있었다.정부는 제개편을 통해 지방 청과 원의 수를 감소시키

고,불필요한 군 을 여 民에 미치는 폐단을 제거하려던 것이다.127)

郡縣體制의 조정은 단순한 사안은 아니었다.減縮해야 할 군 의 속출

은 해당 군 民의 急減이었다. 제개편만으로 무리 없이 해결될 사안

도 아니었을 뿐더러 군 감축이 불러올 장도 엄청났다.군 민의 감

소는 곧 다른 지역으로의 유입이었다.이 같은 諸 사안이 복합 으로 얽

고려 군 체제의 심각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다.이는 군 의 昇格

과 결부되어 문제가 심화되었다. 련하여 아래 자료가 주목된다.

凡州府郡縣 先王因丁田多 以等差之 近來 兩班內外鄕貫 無時加號 甚乖

古制 有司論罷128)

본래 州․府․郡․縣은 丁田의 多 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것인데 당

시 兩班層이 임의로 內外鄕貫의 號格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정부에

서는 해당 청으로 하여 이를 지하도록 하 다.이들 양반층은 각

127)박종기,｢14세기 군 구조의 변동과 향 사회｣,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

사,1994,pp.162～163.

고리기스[闊里吉思]는 녹련사목을 통해 ‘王京 안 의 諸司․衙門․州縣이 모두 3백

58개소에 大 官員 4천 3백 55명을 두었으니 民에게서 聚斂한 막 한 비용이 남용되

고 부역조차 빈번하고 심하다.게다가 부역 징발에 응하지 않으면 民을 결박하여 능

욕하니 그들이 고통을 참으며 원한을 품어도 신소하여 처결 받을 곳조차 없으며,城

郭․州縣이 虛名만 있어 民 官多하며 반년마다 교 하는 管民官,按廉官의 新 원

의 迎接과 餞 에 여비를 마련하게 하니 농사가 방해되고 물품은 손해를 래하여

民이 심한 고통으로 여긴다’는 지 을 하 다( 高麗史 卷32,世家32,忠烈王 27년 4월

己丑,上冊,p.653.‘又本國王京裏外 諸司衙門州縣 摠三百五十八處 設官大 四千三百五

十五員 刻削於民 甚爲冗濫 加之賦役頻倂 有不前 綁縛凌虐 忍痛銜寃 無可伸理 城郭

州縣 虛有其名 民 官多 管民官·按廉官 半年一次交代 令本處百姓 自備牛馬路費等物

迎 新 官員 道路如織 防農害物 民甚苦之’).

128)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宣王 즉 년 정월,中冊,p.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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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 大土地 소유자로서 私田의 확 로 戶가 발생하거나 유입되어

군 이 衰落하거나 盛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號格을 변경하여 경제 이

득을 차지하려던 목 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행 는 군 체제와 련된 모든 체계를 基底에서부터 동요시

키는 것이었다.본래 州․府․郡․縣의 편제는 丁田의 多 ,즉 戶口와

田丁의 많고 은 정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다.丁數의 多 를 기

으로 邑格을 편제하는 방식은 成宗 2년(983)12목의 설치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어왔다.이 게 구분된 각 지방단 의 등 에 따라 公廨田을 차

등 지 해왔다.그 밖에 지방재정의 기반인 公 柴地의 結數,지방 통제

에 필요한 人力인 事審官과 其人의 정원,鄕吏層 編制의 기 도 이것이

었다. 요한 것은 戶別 편제를 통해 職役과 徭役을 비롯한 國役을 정하

는 근간이었다는 이다.129)

군 체제가 동요는 지방질서의 와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상

황이 이 게 되는 다른 원인은 민겸병의 확 가 극으로 치닫는 데에도

있었다.피역민의 증가로 丁田 분리가 가속화되어 國初에 갖추어졌던 군

체제가 붕괴하는 사태 다.정 제가 마비되자 국 부터 유지되어온

지방 군 의 읍격이 유지되지 못한 채 원칙 없는 減縮과 昇格이 이루어

지는 것이었다.

충선왕이 즉 후 추진한 재정개 의 要諦는 결국 賜牌를 매개로한 私

田 확 의 방지와 避役행 의 근 ,이를 통해 군 체제를 안정시켜 종

국에는 丁田을 회복하는 것이었다.이 같은 시책은 先後로 혹은 竝行하

여 추진되어야 했다.상호 간에 원인과 결과가 되어 악순환을 일으키는

까닭이었다.

사 확 로 인한 폐단은 수조액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軍人田․閑

人田과 같은 勢弱田地 功臣田과 祿科田에 이르기까지 분 토지의

상과 면 을 불문하고 사 이 형성된다는 데에도 있었다.충선왕이 즉

129)具山祐,｢地方制度의 展開와 支配構造｣,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硏究 ,혜안,2003,

pp.2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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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下敎한 다음의 내용에 이러한 사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先王制定 內外田丁 各隨職役 平均分給 以資民生 又支國用 邇來 豪猾之徒

托稱遠陳 標以山川 冒受賜牌 爲己之有 不納公租 田野雖闢 國貢歲减 又其

甚 托以房庫 宗室之田 其於租稅 一分納公 二分歸己 或有全不納 玆弊

莫大 宜令諸道按廉及守令 窮詰還主 如無主 其給內外軍 閑人 立戶充

役130)

이 시기 토지 침탈로 인한 폐단 가운데 하나는 職役에 따라 內外田丁

을 분 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유지되었는데,권세가에서 遠陳田이라는

구실로 山川을 경계로 賜牌를 받아 租稅를 不納한다는 것,다른 하나는

房庫․宗室의 토지라 하며 임의로 수조한다는 것이었다.

충선왕은 이러한 폐단을 처리하기 해 각 도의 지방 으로 하여 탈

토지를 本主還屬하되,無主地는 軍人과 閑人에게 지 하여 立戶充役

하도록 하 다.賜牌를 빙자한 土地의 탈 으로 收稅가 마비되고,田丁聯

立의 원칙은 붕괴되고 있음이었다.그 가운데서도 軍․閑人田의 침탈이

극심하 던 것으로 보이니 無主地를 지 하여 役에 충원하도록 한 책

도 이러한 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이 자료의 어느 폐단이나 國役 체

계의 붕괴 으며,고려 정부는 토지의 변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었다.

불법 인 私田 확 는 끝이 없었으니 功臣田도 상황은 같았다.다음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功臣之田 子孫微劣 孫外人占取 勿論年限 依孫還給 同宗中 若一戶合執

辨其足丁 半丁 均給131)

라 하여,종래의 功臣田 가운데 子孫 이외의 他人에게 占取된 공신 은

130)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忠宣王 즉 년 정월,中冊,p.707.

131)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功蔭田柴,忠宣王 즉 년 정월,中冊,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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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限에 계없이 환 하게 하고,同宗 에서 一戶가 合執한 것은 足丁

과 半丁을 분간해서 나 어주도록 한 것이다.본래 功臣田뿐만 아니라

科田․軍人田․祿科田 등도 職役에 따라 丁으로 묶은 田地 즉 田丁을 분

하는 형태 다.분 지의 실체가 모두 정이었다.

丁에는 足丁과 半丁이 히 배분되어 折給이 행해졌으니 이 기사는

족정과 반정을 변별하되 히 분 하라는 것이었다.특히 정은 職役

捧供의 물 요소로 소지하 으므로 동일한 계통의 직역자 안에서 분

과 체수 수가 이루어져야 했다. 와 같은 시책을 세운 것 한 이

런 원칙에 의거해야 했기 때문이다.132)

분 지의 침탈은 寺院을 통해서도 자행되었고,133)祿科田마 잠식

당하고 있었다.祿科田制는 시행단계부터 이미 私田을 불법 유한 권세

가의 반 가 극심하 다.충렬왕 에 이미 경기 8 내 녹과 지가 국왕

측근에 의해 私占되고 있었다.이 때문에 해당 토지를 職田으로 분 하

자는 宰樞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왕 측근의 반 로 녹과 의 재 방

침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같은 문제는 충선왕 즉 후에도 계속되었다.

경기 8 내 받은 墾地 외에 황무지에 이르기까지 사패를 칭해

탈당하고 있었으니 구체 으로는

京畿八縣田 元有其主 國家近因多故 以兩班祿俸之薄 初給墾地 其餘荒地頗

多 自利爲先 乘閒受賜 不許其主 不納官租 收其利 甚 又幷兩班折給

之田 使不得隨職遞受 多矣 令有司 更爲審驗 和 折給 江華田 亦令均

分134)

132)李景植,｢高麗時期의 作丁制와 祖業田｣, 高麗時期土地制度硏究 ,지식산업사,2012,

pp.276～279.

133) 寺院 齊醮와 같은 곳에서도 그 지역 양반의 토지를 冒受賜牌하여 농장으로 삼

고 있었다.이에 충선왕은 즉 교서를 통해 해당 청에서 철 히 규찰하여 본주

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 다(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宣

王 즉 년 정월,中冊,p.844.‘寺院及齋醮諸處所 據執兩班田地 冒受賜牌 以爲農場

今後 有司窮治 各還其主’).

134)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忠宣王 즉 년 정월,中冊,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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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가에서 元所有主가 있는 墾地를 받은 후 남은 황무지마 사

패지로 받아 所有主를 부정하고,租稅도 不納한 채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었다.심지어는 료에게 한 토지마 겸병하니 직에 따라서는

遞授하지 못하는 자가 허다하 다.충선왕은 즉 후 해당 청으로 하

여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여 兩 간 합의 하에 환산하여 지 하도록

하 다.강화의 토지 역시 均給할 것을 명하 다.

녹과 지의 침탈은 租稅의 不納도 문제 으나 官職에 따른 체수가 불

가능해져 田丁聯立의 원칙이 무 지는 것이 큰 폐단이었다.고려 정부는

이러한 행 를 시정하기 해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강화의 토지도 재분

배하 다.강화의 토지는 과거 원종 원년(1260),給田都監의 요청에 따라

직을 기 으로 한 재분배 시도가 한차례 있었다.그러나 이때는 권세

가의 반 로 무산되었다.135)녹과 의 침탈로 녹 의 재원이 크게 부족

해지자 충선왕은 끝내 강화 토지의 재분 조처를 실행한 것이었다.

고려 정부는 한 鄕吏와 民의 避役을 지하는 조처도 극 병행해야

했다.향 사회의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향리의 피역은 계속되었고,田

莊이 확 될수록 운 인력 확보를 한 壓良爲賤과 투탁도 증가하고 있

었다.이 무렵 鄕吏와 百姓의 피역 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 다.아래의 기사는 이와 련한 것이다.

州府郡縣鄕吏百姓 依投權勢 多授軍不領散員 或入仕上典 侵 百姓 陵冒官

員 宜令按廉使 及所在官 收職牒 充本役136)

州․府․郡․縣의 鄕吏․百姓이 권세에 의탁하여 職을 얻는다는 것,

그리하여 명 散員이나 入仕上典이 되어 民을 수탈하고 官員을 능멸한

다는 것이었다.이는 豪族官班體制를 기 로 한 고려의 身分的 支配秩序

135)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元宗 원년 정월,中冊,p.706.

‘給田都監議請 文武兩班前受之田 肥嶢不均隨職改給 權勢之家 皆占良田 惡其不便於

己沮其議.’

136)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宣王 즉 년 정월,中冊,pp.8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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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붕괴되는 실을 반 하고 있었다.이미 기존의 신분질서는 集權化와

儒敎的 職分觀의 深化 과정에서 中央 官班層이 최고의 身分層으로,鄕

吏․百姓은 일단 格下되는 것으로 동요되고 있었다.이 무렵 郡縣의 鄕

吏․百姓은 철 히 분해되고 있었다.役을 피해 양반으로 진출하거나 流

亡에 의해 소멸되어갔던 것이다.中央官班層은 비 해지거나 으로 投

託 壓良爲賤 추세에 따라 權貴의 農莊의 處干 등으로 락하기도 했던

것이다.137)고려 정부는 안렴사 所在官으로 하여 이러한 鄕吏․百

姓의 職牒을 회수하여 本役에 충당하도록 하 다.

충선왕은 피역민의 추쇄를 한 강력한 조처도 취하 다.恒産이 없으

니 恒心도 없어 民이 役을 피해 계속해서 장으로 유입되는 것이니,按

廉使와 所在官廳에서 이들을 추쇄하라는 것이었다.138)民의 피역은 田莊

主에 의한 강제력 즉 壓良爲賤의 경우가 非一非再하 다.

요한 것은 民의 피역이 궁극 으로는 奴婢問題,나아가 신분질서의

동요와 직결된다는 이었다.핵심은 良․賤 교란이었다.良人의 奴婢化

는 단순한 신분변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役의 부담문제로 향이

되었다.고려는 국가의 役을 담당해야할 계층이 계속해서 유실되는

한 사태에 직면한 것이었다.그 가운데 노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야만 하는 요 과제 다.

충선왕은 즉 와 동시에 노비제의 정비에 나섰으니 첫째,수많은 壓良

爲賤의 사례를 조사할 것,둘째,公理와 상 없이 外官奴婢를 희망하여

冒受賜牌하는 것을 일 지할 것,셋째,兩班奴婢에게는 그 동안 公役

이나 雜歛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를 담당할 良民이 권세가에 의탁한 까

닭에 兩班奴婢가 官役을 신하니 지할 것이었다.더불어 奴의 妻나

婢의 夫가 된 자는 주인의 役에 종사하도록 하 다.139)원종 10년(1271)

137)金光洙,｢高麗 官班體制의 變化와 兩班戶籍 整理｣ 歷史敎育 35,1984,pp.38～42.

138)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宣王 즉 년 정월,中冊,p.844.

‘民無恒心 因無恒産 憚於賦役 彼此流移 凡有勢力 招集以爲農場 按廉使 所在官 推

刷還本 具 以聞.’

139)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忠烈王 24년 정월,中冊,p.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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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민변정도감은 충렬왕 14년(1288)에도 설치되었으나 압량

천의 폐단을 근 하지 못하고 있었다.오히려 民의 占取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담당해야 할 公役과 雜歛을 私奴婢가 신할 만큼 피역민의 증가

가 심각하 고 이는 압량 천과 한 련이 있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고려 정부의 民戶 추쇄 계 작업의 내용․방식의

요한 변화가 있었다.고려 정부가 이 까지 집 으로 시행했던 민호

의 추쇄와 계 은 몽강화 이후 몽골에 의탁한 유민을 주요 상으로

하 다.그러나 충선왕 즉 무렵에는 고려 정부의 노력으로 이들에

한 추쇄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 다.

충렬왕 16년(1290),동녕부가 폐지되어 고려에 귀속된 향도 컸다.이

곳 民에 한 추쇄와 본 지 귀환의 의미는 다소 축소된 것이었다.도리

어 그곳의 책임자에게 官職을 수여함으로써 이 지역을 고려의 할 안에

속하도록 하 다.140)

반면 내부의 피역민은 증가추세에 있었다.役을 피해 유망하는 民은

권세가에 의해 田莊이 확 되자 農耕奴婢로 투탁하는 경향이 상 으로

높아졌다.이들은 장에 속되어 있던 기존의 노비와 더불어 외거노비

화 되어갔다.경제 으로는 더욱 속되었으며,때로는 경제외 인 강제

까지 받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노비는 오히려 人身的인 속

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종래 雜役에 종사했던 노비가 농경

노비로 환되는 한편 장에 투탁한 양인은 외거노비화되어 결국은 모

두 農奴로 환되고 있었다.141)

권세가에 의한 압량 천이 甚多하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

‘一 近來 壓良爲賤 甚多 其令有司 劾其無文契 及詐僞 罪之 一 不念公理 的望外

官奴婢 冒受賜牌 一切禁斷 一 兩班奴婢 以其主役各別 自古 未有公役雜歛 今良民

盡入勢家 不供官役 反以兩班奴婢 代爲良民之役 今後一禁 乃至奴妻婢夫 任許其主.’

140)동녕부를 환부 받은 후 충렬왕은 동녕부의 摠管이었던 韓愼과 桂文庇를 大 軍으

로,玄元烈을 太僕尹으로,羅公彦과 李翰을 軍으로 임명하 다( 高麗史 卷30,世家

30,忠烈王 16년 3월 丁卯,上冊,p.623.‘帝詔 罷東寧府 復歸我西北諸城 王拜其摠管

韓愼 桂文庇爲大 軍 玄元烈爲大僕尹 羅公彦 李翰爲 軍’).

141)金賢羅,｢高麗後期 奴婢制의 變化樣相｣ 釜大史學 17,1993,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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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권세가에서 公理와 상 없이 지방 기 에 속한 공노비를 사패

받는 것과 양반노비가 양민의 役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다.142)良民이 役을 피해 권세가에 거 투탁함으로써 기존의 속 노비

가 官役마 신하게 되는 것이었다.사 확 와 民의 피역 상은 이

시기부터 있어왔으나 이로 인한 향은 이제 내부 으로 극 화되고 있

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비를 가장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해 충선왕은

다름 아닌 민변정을 핵심 방안으로 삼았다.당시 민탈 의 주축이

부분 충렬왕 측근이라는 에서 정치 으로는 장이 컸다.충렬왕 측

근과 충렬왕 이후 서서히 정계에 등장하고 있는 儒敎的 官僚 사이의

정치․재정 립인 셈이었다.충선왕은 충렬왕 측근에 의한 민탈

행 를 처단함으로서 이들에게 정치 攻勢를 취하는 반면 재정 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유교 료의 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충선왕

즉 후 추진되었던 민변정사업의 요성은 여기에 있었다.

충선왕은 洪子藩의 추천을 받아 퇴거해 있던 尹諧을 민변정도감의

使로 삼았다.윤해는 성격이 강직하여 권세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무슨

사안이든 용감하게 결단하여 타인이 감히 비난하지 못하 다는 평을 받

을 만큼 곧은 인물이었다.143)이때 설치되었던 민변정도감은 바로 폐

지되긴 했으나 충렬왕 측근의 탈 민을 변정하는 업무를 장하 을

것이다.

142)外官의 설치는 成宗 원년 崔承 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최승로는 각 지방에 외

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 鄕의 土豪가 公務를 빙자하여 民을 침해하고 폭압하는

행 를 단속할 것을 건의하 다( 高麗史 卷93,列傳6,崔承 ,成宗 원년,下冊,p.84.

‘王 之理 非家至而日見之 故分遣守令 往察百姓利害 我聖祖統合之後 欲置外官 盖因草

創事煩未遑 今竊見 鄕豪每假公務 侵暴百姓 民不堪命 請置外官’).외 을 운 하기

해 노비가 배속되었으며,이들을 외 혹은 외방 노비로 칭하 던 듯하다.

143) 高麗史 卷106,列傳19,諸臣,尹諧,下冊,p.346.

‘巡察使洪子藩 薦爲 衛長史 轉殿中侍史 淸白自守 家貧饘粥不繼 煎豆充飢而已 …

後累遷判秘書寺事 免歸田里 忠宣受禪 有薦諧 卽召爲田民辨正都監使 旣而忠烈復

位 拜正獻大夫國學大司成文翰司學致仕 卒年七十七 性抗直 不畏豪勢 臨事果斷 人不

敢欺.’



-87-

구체 으로는 첫째,충렬왕 23년(1297)7월에 있었던 최세연과 도성기

를 비롯한 40여 명의 국왕 측근이 탈 하 던 민을 몰수하는 작업을

담당하 을 것이다.충렬왕 치세 반부터 법사에서 민변정작업을

시행해왔으나,막 한 양의 탈 민을 변정해야 할 특수한 경우 도감

을 설치하여 운 하 을 것이다.둘째,충선왕이 즉 교서를 통해 지한

조처 즉,권세가에 의한 사패 의 불법 취득과 확 이들이 압량 천

한 자를 색출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 을 것이다.

충선왕의 개 이 본격 추진되어야 했으나 충선왕 즉 년(1298)8월,元

에서는 충렬왕을 복 시켰다.144)충선왕의 즉 는 元의 世祖 死後 충렬

왕 권력의 증 를 견제하려는 元 조정 내부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 측면

이 강하 다.충선왕의 국정 운 방향이 충렬왕 측근에 의해 질러진

정치․사회경제의 폐단의 제거에 있었으므로 元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

다.게다가 충렬왕과 충선왕의 정치 립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元

조정은 충선왕을 지원함으로서 충렬왕을 견제하는 동시에 고려 국내의

정치․경제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렬왕 측근을 처결하고 제개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

내부의 권력구조가 충선왕을 심으로 宰樞․官僚가 강력히 결집되고 있

었다는 이 元 정부의 경계를 불러일으켰다.元의 입장에서 고려 국왕

을 심으로 한 격한 정치 변동은 외 으로는 불안요소 다.충선왕

이 충렬왕 측근을 임의 로 처결하며,독자 인 개 을 추진하는 상황도

고려 국왕권의 강화라는 에서 마땅치는 않았을 것이다.145)

144)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즉 년 8월 甲子,上冊,p.677.

‘元遣孛魯兀等來 趣王及公主入朝 以柳庇判密直司事 朴全之爲密直副使中京留守 金恂

爲三司左使 許評同知資政院事 劉福和爲密直副使 李承休爲密直副使監察大夫 詞林學士

承旨 仍令致仕 … 壬申 太上王餞于金郊 酒酣使臣孛魯兀 以帝命取國王印 授逸壽王 於

是太上王復位.’

145)이익주,주 83의 논고,1988,pp.135～136.

충렬왕의 복 에 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

李起男,｢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歷史學報 52,1971.

박재우,｢고려 충선왕 정치운 과 정치세력 동향｣ 한국사론 29,1993.

金塘澤,｢忠烈王의 復位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료와 ‘士族’출신 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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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이 복 함에 따라 충선왕의 개 정책도 지되었다.충렬왕 측

근에 의한 정치가 재개되었다.국내의 집권층 내부에서는 이 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본래 충렬왕 측근은 겉으로는 국왕을 정 으로 굳게

결속한 듯이 보 지만,내부 으로는 권력과 경제 이해 계를 둘러싸

고 분열과 립을 계속해왔다.충렬왕 24년(1298),충선왕이 집권하자 충

렬왕 측근 가운데 趙仁規,柳淸臣,印侯,元卿 등은 충선왕의 지지 세력

으로 향하 으며,廉承益,李貞,朴義 등은 무력화되었다.충렬왕 복

후 이들이 다시 충렬왕의 측근으로 재결집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인

후,유청신,원경 등은 충렬왕의 통치에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146)

외 으로도 고려에 한 元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 충렬왕의 국정

운 에 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 다.元은 충렬왕 24년(1298)9월,평

장 코코추[闊闊出],좌승 카산[哈散]을 보내 충렬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

하도록 하 다.147)이듬해에는 카산의 건의에 따라 고리기스[闊里吉思]

를 征東行 中書省 平章事로,耶律希逸을 左丞으로 삼아 충렬왕과 함께

고려를 통치하도록 하 다.148)고리기스는 元 조정의 허락 하에 고려의

법제를 개선해나가기 시작했다.149)충선왕 즉 후 고려의 국정 운 방

식을 경계한 元 조정의 정책 방안이었을 것이다.元은 계속해서 고려의

政勢를 소요시키는 정책을 시행해나갔다.

行省의 증치도 그 하나 다.150)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충렬왕

갈등｣ 동아연구 17,1989.

, 元干涉下의 高麗政治史 ,一潮閣,1998,재수록.

146)김 철,｢충렬왕 측근세력의분화와그정치 귀결｣ 古歷史學志 9,1993,pp.299～303.

147)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4년 9월 丙申,上冊,p.644.

‘元遣平章闊闊出 左丞哈散來 口宣聖旨云 自公主棄世 王獨處無聊 帝賜王蒲萄酒 且令

吾等 伴議國事.’

148)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5년 10월 甲子,上冊,p.646.

‘元遣闊里吉思 爲征東行中書省平章事 耶律希逸爲左丞 時 哈散還奏 王不能服其衆 朝

廷宜遣官共理 帝從之.’

149) 元史 卷208,列傳 95外夷1,高麗 成宗 大德 4년 2월,p.4622.

‘征東 省平章闊里吉思 高麗國王自署官府三百五十八所 官四千五十五員 衣食皆取

之民 復苛征之 又其大 王曲蓋 龍扆 警蹕 諸臣舞蹈山呼 一如朝 僭擬過甚 遣山

東宣慰使塔察兒 刑部尙書王泰亨齎詔諭之 使釐正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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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300)의 노비법 개정 시도 다.고려 정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야

했던 노비법의 개정이 元에 의해 시도된 것이었다.    

時闊里吉思爲行省平章 凡奴婢其父母一良 欲聽爲良151)

고리기스[闊里吉思]가 건의한 이 노비법의 내용은 노비의 부모 한

명이 良人일 경우 所生도 양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元의 노비제

도는 원칙 으로 良賤交婚이 지되었다.굳이 良女가 奴와 혼인할 경우

노비로 되었고,婢가 양인과 혼인할 것을 허락받은 경우 자신도 양인이

되었으며,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婢의 가로 재물을 받는 형태 다.所

生 한 父의 신분을 따랐고,放良奴婢는 일단 방량이 되면 자손에 이르

기까지 양인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노비법 개정 시도는 원종 12년(1271)에도 다루가치[達魯花赤]톡토르

[脫朶兒]에 의해 획책되었다.152)당시 元의 령 하에 있던 서경에 고려

의 노비가 거 유입되어 있었으므로,元과 고려의 노비법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이었다.153)그러나 고리기스가 주장한 것은 부모

한 편이 양인일 경우 소생 한 양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元의 본래 노비

법에 비해 양인으로 허용하는 범 가 더욱 확 되었다.

고려의 형편에서 이는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 다.우

선 賤人이 良人으로 되는 합법 인 방안을 폭 허용함으로써 신분제를

크게 동요시킬 것이었다.본 제가 사실상 마비된 데다 피역민의 증가로

良․賤질서가 심각히 교란되어 있던 터 다. 한 노비는 재산으로서 노

150)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5년 10월 丙寅,上冊,p.646.

‘是月 以增置行省 上表陳情曰 邦累世 勤王之功 凡八十餘年 歲修職貢 臣嘗以世子

入侍 得連婚帝室 遂爲甥 實感至恩 使 國 不替祖風 永修侯職 是所望也.’

151) 高麗史 卷108,列傳21,諸臣,金之淑,下冊,p.372.

152)원종 12년(至元 7,1271)에 元에서는 고려의 노비법을 개정하고자 하 으나 고려

정부의 극심한 반 로 고쳐지지 못하 다(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6년 10월 丁

酉,上冊,p.648.‘故於至元七年 邦去水就陸之時 先帝遣達魯花赤以治之 于時因人告狀

欲變此法 確論聞奏 廷議明斷 俾從國俗 衆姦絶窺窬之意 得至于今).

153)金炯秀,｢13世紀 後半 高麗의 奴婢辨正과 그 性格｣ 慶北史學 19,1996,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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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放良의 허용은 지배층의 심각한 재정 손실이기도 했다.

고려 국가 본래의 체례에 따라 유지되어왔던 이처럼 요한 법제를 개

정한다는 것은 고려로서 도 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154)충렬왕

26년(1300)10월,고려 정부는 元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고려는 始祖(太

祖)의 遺訓에 따라 賤人의 放良을 엄격히 제한해왔음을 고하 다.155)이

어서 요청하기를

凡爲賤類 若父若母 一賤則賤 縱其本主 放許爲良 於其所生子孫 却還爲賤

又其本主 絶其繼嗣 亦屬同宗 所以然 不欲使終良也156)

라 하여,고려의 노비법은 一賤則賤이자 본주가 노비를 방량하 다 해도

所生子孫은 다시 노비가 되었으며,본주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노비는

본주의 일족에게 다시 속하게 할 만큼 천인은 결코 양인으로 될 수 없으

니 이러한 고려의 노비법을 개변하지 말도록 하 다. 서성에도 재차

공문을 보냈으니 고려의 朝野가 노비개정에 사활을 걸고 반 에 나섰던

것이다.

고려의 例는 양인이 노비와 결혼하면 所生 兒女는 모두 노비로 삼

고,本主가 방량을 허락하더라도 所生 兒女는 다시 천인이 되는 것으로

고려 노비법의 수를 재차 구하 다.157)고려 정부의 극렬한 반 로

결국 고려의 노비법은 本國之法에 따르게 되었다.元은 충렬왕 27년

(1301)3월 行省平章 고리기스[闊里吉思]가 人民을 단합시키지 못하 다

154)앞서 충렬왕 4년(1278)에도 왕은 재정체제의 정비를 시작하며 가장 먼 公․私奴

婢의 放良을 지하 다.노비방량의 지는 재산 가치를 지닌 노비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양천교란으로 인한 신분질서의 혼란을 막기 함이었다( 高麗史 卷85,志39,

刑法2,奴婢,忠烈王 4년,中冊,p.878.‘禁公私奴婢放良’).

155)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6년 10월 丁酉,上冊,p.648.

‘昔我始祖 垂誡于後嗣子孫云 凡此賤類 其種有別 愼勿使斯類從良 若許從良 後必通仕

漸求要職 亂國家 若違此誡 社稷危矣.’

156) 와 같음.

157) 高麗史 卷31,世家31,忠烈王 26년 11월,上冊,pp.649～650.

‘又移書中書省曰 … 又曰 照得本國 例 自來驅良 種類各別 若有良人嫁娶奴婢 其

所生兒女 俱作奴婢 若有本主放許爲良 所生兒女 却還爲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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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직시켜 소속 원들과 함께 본국으로 소환하 다.158)

충렬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攻勢를 계속하여 27년(1301)5월,자신의

政敵이 된 印侯 등이 탈 한 민을 일체 본주환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 다.인후의 자산은 民으로부터 침탈하 거나 뇌물로 받았다는 것

이다.그가 소유한 민도 강제로 병탄하 을 뿐더러 사패 한 無主

地라 보고하여 획득한 것인데다,金忻도 인후에 버 가니 이들 일당이

차지한 민을 조사하여 처결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었다.159)

충렬왕 27년(1301)6월,이와 같은 사안의 처리를 해 田民辨正司가

설치되었다.160)충렬왕 14년(1288)과 충렬왕 24년(1298)의 충선왕 즉

직후에도 민변정사업은 추진되었다.그러나 충렬왕이 복 되면서 단

되었던 터 다.충렬왕 27년(1301)에 진행된 민변정사업은 고리기스가

免賤시킨 노비를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리는 한편 인후 등이 탈 한 민

을 변정하기 함이었다.양․천 교란으로 흐트러진 노비제를 정리한다

는 에서는 충렬왕 24년(1298)에 추진되었다가 단된 민변정사업의

연장이기도 했다.충렬왕 28년(1302)정월, 민변정사에서는 고리기스의

결로 방량된 노비를 본주에게 환속하 다.161)

민변정사에서는 노비소유를 둘러싼 쟁송 역시 조사하고 처결하 다.

158) 高麗史 卷32世家32,忠烈王 27년 3월 壬寅,上冊,p.652.

‘元以行省平章闊里吉思 不能和輯人民 罷之 闊里吉思 率官屬還 中郞 朴洪 以通事爲

闊里吉思腹心 借 恩 多受賄賂 隨闊里吉思如元 變國俗 不遂而歸 癸卯 李白超

還自元 帝賜王楮幣一萬錠 遣使表謝 元置耽羅軍民萬戶府.’

159) 高麗史 卷32世家32,忠烈王 27년 5월 庚戌,上冊,p.654.

‘又請以忽刺歹等奪占田民 悉還本主 以伸寃枉 表曰 … 若忽刺歹等 本以隻身而到此

曾何一物之有 今所有資財 皆出侵 賄賂 所有田民 多是强呑勢奪 其中亦有臣所給

亦因妄告以無主 故 之耳 至如金忻之田民 亦亞於彼 … 其忽刺歹等所占田民 許

依公道以推明 毋滯平民之寃枉 遂令宜 乃 可還 還.’

160) 高麗史 卷32世家32,忠烈王 27년 6월 癸巳,上冊,p.655.

‘置田民辨正司.’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田民辨正都監 元宗十年 置有使副使 忠烈王十四年 又置二十七年 又置恭愍王元年 又

置禑王七年 又置十四年 又以 覈林 味占奪田民置之.’

161) 高麗史 卷32世家32,忠烈王 28년 정월 戊申,上冊,p.656.

‘命田民辨正都監 籍闊里吉思所斷奴婢爲良 歸之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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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 27년(1301),충정공 홍자번의 천거로 변정도감의 부사가 되었던

金倫은 巨室과 鄕民이 女奴의 자손을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쟁송

이 붙자 文籍을 면 히 살펴 향민의 편을 들어주었다.162)감찰시승이 되

어서는 甲,乙 간에 先代에 분배한 노비를 두고 다시 소유에 한 쟁송

이 일었다.구체 으로는 김륜이 先代에 해결했던 노비합집 사건을 재

결한 것이었다.

後爲監察侍丞 有甲乙二人爭家口 乙曰 先世嘗訟于臺 知臺姓許 按分之 甲

所得物故無甹孽 乙家幸得蕃息 遺火亡其籍 甲幸災誣乙爲兼幷爾 倫黙計歲

月曰 所 許知臺 必吾家文敬公也 命吏檢當時印簿 所分名數俱存 以詰甲

甲亦詘 其精詳多類此163)

이는 甲․乙간 奴婢合執의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이들은 先代에 이미

어사 의 訟事를 통해 노비를 분배받은 바 있었다.그러나 갑은 자신의

노비가 자손 없이 죽자 증가한 을의 노비를 탐내었다.김륜은 訟事를 주

재한 담당자가 장인인 許珙이었던 것을 알고 당시 印簿를 조사하여 이를

결하 다.田民爭訟을 처리할 경우 우선은 당사자의 文券을 증거로 삼

아 조사 하되,燒失․亡失되었을 때에는 官에서 보 한 文券을 토 로

쟁송을 처결해나간 것이었다.

요컨 ,충선왕 즉 후 추진된 민변정은 정치 으로는 충렬왕의 측

근의 공략이 목 이었다.더불어 재정 으로는 불법 인 賜牌田의 확

162)김륜은 충렬왕 16년(1290)합단이 침입하 을 때 재상이었던 장인 許珙의 지시로

14세의 나이에 가족을 인솔하여 강화로 피난하 다.그 다면 변정도감부사가 되었던

것은 충렬왕 16년(1290)이후의 일이다.충렬왕 에 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던 것은

충렬왕 24년(1298)의 충선왕 즉 시기와 27년(1301)인데 앞의 시기에는 윤해가 민

변정도감의 부사로 등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김륜은 후자에 속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高麗史 卷110,列傳23,金倫,下冊,p.402.‘忠烈時 哈丹來寇 國人入江華避之 倫外 許

珙爲冢宰 殿其後 令倫挈家以先 倫年十四 指畵如成人 一族賴之 蔭補鹵簿判官 累轉神

虎衛護軍 以洪子藩薦 爲辨正都監副使 有巨室 鄕民 爭一女奴子孫百口 倫閱其籍曰 此

某代某相某歲月 諸子立卷 距今若干年矣 齒女奴子若孫以 先後相懸 而女奴之名

一字微偏 必僞也 某相諸子俱有後 當家置籍一本 盍取而 之 巨室果詘’).

163) 와 같음.



-93-

로 功臣田 祿科田까지 침탈되면서 稅納이 부족하여 재정이 악화되는

사정을 바로잡고자 하 다. 요한 다른 하나의 목 은 피역민의 규모

발발사태가 노비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권세가에서 壓良爲賤한 자를

색출함으로써 신분질서를 정돈하려는 것이었다.

충렬왕 27년(1301)의 田民辨正司 한 印侯 등 政敵의 家産을 몰하

으나, 심 활동은 元 정부가 획책한 개정된 노비법에 의해 방량된 賤

人의 還屬이었다.피역민의 증 로 동요하는 良賤秩序를 단속하기 한

요 사업이었다.그 지만 여 히 국왕 측근 심을 심으로 한 정국

운 으로 토지 탈 문제는 극 처하기가 어려웠다. 민계 이 본격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렬왕 14년(1288)의 貢賦更定을 끝으로 租賦

均等 시책을 기 하기도 어려웠다.고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렬

왕 34년(1308)에도 경상도 지역에 田民計點使를 견하는164)등 민계

작업을 꾸 히 진행하고 있었다.

3.田民計定과 量田의 施行

忠宣王의 퇴 후 고려 국정 운 에 한 元의 간섭은 나날이 더해갔

다.충선왕 지지 세력과 忠烈王 측근과의 첨 한 정치 립도 지속되

었다.한편 충선왕은 元에서의 숙 기간 동안 참여한 황 계승 분쟁에

서 武宗 옹립에 재차 성공하 다.瀋陽王에 해지는 등 강력한 권력을

갖추어나가고 있었다.165)그러던 충렬왕 34년(1308)8월,충선왕의 복

164) 충렬왕 34년(1308),지 의 경상북도 상주시 성주군인 上洛 星山에 田民計點使로

견되었던 庾自㥥는 충렬왕 22년(1296)이 에도 人物推 都監의 별감직을 맡는 등

평생 여러 직에 등용되었던 인물이었다(김용선,｢유자우묘지명｣, 역주 고려묘지

명집성(하) ,한림 학교출 부,2012,p.708).

165) 충렬왕은 복 후 政房을 재설치하고 충선왕의 측근을 면하는 등 강력한 정치

공세를 취하 다.西 候 琠과 寶塔實怜公主의 재가를 요청했던 바와 같이 원외

교를 통해서도 같은 노력을 해나갔다.이러한 공격은 충렬왕 29년(1303),충선왕이

侍從 신료에 의해 겨우 죽을 기를 넘길 만큼 극심해지고 있었다.그러나 이와 같

은 상황은 충선왕 지지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마침내 충선왕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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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충선왕은 정치 으로는 충렬왕 측근을 제거하고 친

세력을 조성하여 국왕을 정 으로 한 정치체계를 재정비해야 했다.

시 한 것은 재정체제의 정비 다.충선왕의 재정 정비노력은 즉 당

시 시작된 것이었다.賜牌의 형식을 빌은 여러 분 토지의 占奪 壓良

爲賤을 포함한 피역민의 확 를 강력하게 지하 던 것이다.166)그러나

곧 이은 퇴 로 단되었던 것을 복 후 古制,즉 왕조 개창 시 마련했

던 법제의 회복을 목 으로 재차 개 추진의사를 밝혔다.그 내용은 아

래와 같았으니

追惟祖王 開創之初 法度悉備 及後代 漸致陵夷 矧又近 奸臣得志 愚 國

柄 毁綱隳紀 公私田民 倂爲所奪 人民艱食 官廩空虛 私門富溢 孤甚痛之

庸是 擇遣使人 點數民田 均租定賦 遹追前式167)

이라 하여,國初의 법도가 문란해져 奸臣이 公․私田民을 모두 탈취하

던 것을 되돌려 이 의 법제에 따라 民田을 點數하고 租賦를 均定히 하

겠다는 것이었다.‘前式’은 시과 체제의 완 한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앞서 즉 시에도 官制와 郡縣體制를 당 의 실에 맞게 개

편하 으며,祿科田制 한 분 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168)

충선왕의 복 교서에 나타난 前式에 따른 ‘民田點數’와 ‘租賦均定’

한 변화한 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본래의 시과 체제를 살리되

수조권 분 체제의 회복이 가능한 범 에서 시과 체제를 부분 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미 다.

개 의 노선이 정해진 후 충선왕은 먼 재정 기구의 개편을 시작하

다.백 의 녹 을 담당했던 左倉,國用을 담당했던 右倉을 각각 廣 倉

여한 元의 황 계승 분쟁에서 武宗과 仁宗이 승리하게 되면서 고려의 정치권력은

충선왕에 의해 완 하게 장악되었다(朴宰佑,｢高麗 忠宣王代 政治運營과 政治勢力

動向｣ 韓國史論 29,1993,pp.7～16).

166)주 130․139참고.

167)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복 년 11월 辛未,上冊,p.680.

168)주 127․13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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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豊儲倉으로 개편하고 자신의 측근을 책임자로 삼았다. 심을 두었던

것은 왕실 재정기구 다.고려 기 이후 차 약화되던 기존의 內莊

과 內庫를 개편하여 왕실의 公的 재정기 으로 料物庫를,私的 재정기

으로 義成倉과 德泉倉을 설치하 다.주목되는 은 녹 을 담당하는 廣

倉과 豊儲倉 등에 別監 신 品官인 使와 副使를 두어 公的 기 으로

편성한 것이었다.물론 측근에게 職을 맡겼으나 제도 으로는 진 된 형

태 다.복 후 왕실재정을 확보하기 한 목 이 컸지만169)정부 규모

를 감축하여 청의 효율성은 극 화하고,경비와 녹 은 임으로써 재

정을 감하는 효과도 컸다.

이어 ‘國用周備’,‘俸祿贍給’,‘民産豐足’할 것을 천명하고 재정 확 에

주력하 다.170)안정 인 재정 확 를 해서는 제도의 개편이 수반되어

야 했으나 당장은 租稅收入의 확보가 시 했다.충선왕은 가시 인 효과

를 해 직 稅額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갔다.구체 인 방안은

典農司를 통한 租稅徵收 鹽法의 제정이었다.

충선왕은 복 년(1308)10월, 민구제책의 일환으로 곡식을 구매하거

나 방매하여 물가를 조 하는 한편 유사시에 사용할 糧穀을 비축할 목

으로 농사를 설치하 다. 요한 목 은 농사로 하여 권세가에 의

한 良民 私占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권세가에 投託한 隱戶는 날로 부유

해지는 반면,유리하는 빈민은 賦役과 추렴에 고통 받는 실을 비 하

고, 농사로 하여 폐단을 망하는 리를 처벌하도록 하 던 것이다.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결 후 첨의부에 보고하도록 할 만큼 개 은 강력

하 다.171) 농사의 구체 인 업무와 운 방식은 왕이 직 교지를 내

려 지시하 는데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169)朴鍾進,｢조세제도의 변화｣, 고려시기 재정운 과 조세제도 ,서울 학교출 부,2000,

pp.182～183.

,주 98의 논고,1983,pp.72～74.

170)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복 년 11월 辛未,上冊,p.680.

‘一爲國用周備 一爲俸祿贍給 一爲民産豐足.’

171)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복 년 10월 庚子,上冊,p.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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賜給田租 已納到司 雖有還給鈞旨 勿用聽受172)

농사에 납입된 賜給田租는 비록 환 하라는 지시가 있더라도 일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었다.이는 농사에서 비축한 미곡에 賜給田租가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賜給田이란 국왕으로부터 사패를 통해 분 받

은 토지로서 免稅地 다.그 다면 기납부한 賜給田의 租稅라 하면 합법

인 사패 은 아니었을 것이다.권세가에서 사패를 빙자하여 수조 상

인 토지를 탈 하자,정부에서는 탈 당한 토지에서 租稅를 환수했던 것

이다.

불법 인 賜給田 확 로 인한 폐해는 충렬왕 부터 만연하 다.鷹

坊․怯怜口 內竪의 賤 에 이르기까지 수십 결에서 수백 결의 賜田을

받아 民을 佃戶로 삼는다는 지경이었던 것이다.173)그러므로 충선왕은

租稅로 거둔 권세가의 부당 이익을 재환 하지 않도록 농사에 명한 것

이었다.충선왕은 務農使에게 賜給田의 수득 실태를 조사하여 시정하라

는 조치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었다.

豪勢之家 始以賜給 占籍土田 因稱祖業 及其足丁 剩於本數 令各道務

農使 盡行打量 納租本司174)

豪勢家에서 賜給田이라 하며 유했던 토지를 祖業田이라고 속이거나

足丁이 기 에서 넘는 경우가 있으니,각 도의 務農使가 이를 계산하여

농사에 납부시키라는 것이었다.사패를 받아 조업 화하는 경우가

사 으며,토지의 면 한 정해진 田丁의 기 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다.고려 정부는 이 같은 사안을 務農使가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 다.

172)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복 년 11월 辛未,上冊,p.682.

173) 高麗史 卷123,列傳36,嬖幸1,廉承益,下冊,p.675.

‘時鷹坊·怯怜口及內竪賤 皆受賜田 多至數百結 誘齊民爲佃 凡民田在旁近 並收租

州縣賦稅無所入.’

174)주 17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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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은 그 밖에도

京畿八縣 祿科 口分田外 其餘田租 疾早收畜175)

이라 하여,경기 8 의 祿科田과 口分田 이외의 田租는 시 히 징수하여

비축하도록 하 다.법 인 免租地 외에는 租稅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사 의 확 로 인한 폐해가 막 한 상황에서 불법 私田에서 田租를 징

수하여 국가 재정은 증 시키고 동시에 권세가의 경제 기반은 약화시

키려는 의도 다.

농사의 운 목 은 이처럼 ‘賜牌를 칭한 私田 확 지’와 ‘收租

상 토지로부터의 租稅 還收’다. 농사의 운 은 토지분 제로서 한

계가 있었던 녹과 제의 인정을 제로 하 다.충렬왕 이후 각종 재

정 폐단의 온상인 사패 에 해서도 합법 인 소유는 인정하고 있었다.

시과 체제를 회복하되 실을 받아들여 免稅地化한 사패 을 국가가

재정체제 안에 편입시켜나가는 조처 던 셈이다.176)

결국 충선왕은 변화한 실을 인식하고,이를 기 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이었다.이러한 조처는 당장 권세가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충선왕

원년(1309)3월, 농사에서 거두어들인 寺院田 문서가 있는 功臣田

租는 모두 되돌려 주도록 하 다.그 밖의 田租마 龍門倉에 移入하고

삼백 石은 大藏都監과 禪源社에 분 함으로써 농사의 기능은 차츰

유명무실해져갔다.177)

재정 확 를 한 다른 한 방법은 鹽法 개 을 통한 收租額의 증

다.이 에도 고려 정부는 鹽 생산자인 鹽戶(鹽所民)로부터 일정한 鹽稅

175)주 174와 같음.

176)朴京安,｢田制釐正政策의 推進｣, 高麗後期 土地制度硏究―13․14世紀 田制釐正政

策의 推移― ,혜안,1996,pp.182～183.

,｢甲寅柱案 ｣ 東方學志 66,1990,pp.109～110.

177)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租稅,忠宣王 後원년 3월,中冊,p.727.

‘傳旨曰 典農司所收 諸寺社及有券功臣田租 皆還給 其餘田租 移入龍門倉 以米三百石

分賜大藏都監禪源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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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징수하여 京城․西京 등에 매하여 얻은 鹽利로서 재정 수입을 충당

해나가고 있었다.그러나 12세기 이후 토지겸병과 ‘所’제도의 붕괴 부

세제도의 문란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로 鹽制 한 무 지면서 충선왕

에 이르러 개 의 상이 되었던 것이다.178)

충렬왕 24년(1298)정월,충선왕 즉 후에도 염법의 정비는 시도된 바

있었다.鹽稅는 본래 公用이었으나 당시 諸宮院․寺社․勢家 등이 다투

어 鹽盆을 차지하고 稅를 不納하 다.이로 인해 국용이 부족하니 담당

리로 하여 끝까지 窮推하도록 하 던 것을179)충선왕이 곧 퇴 하여

진행되지 못하 던 것이다.

충선왕은 원년(1309)2월,鹽法을 개정하여 국가에서 소 매를 할하

다.郡․縣에 鹽倉을 설치하고 鹽戶를 차출하 으므로 民의 役은 고되었

다.宮院 寺社와 權勢家에서 소 을 私的으로 매하여 이익을 독 하

던 것을 국가에서 매하자 諸道의 鹽價로 歲入한 가 1년에 4만 필이나

되었다 할 만큼 국가 재정은 증 되었다.180)고려 정부의 세액 확충 노력

은 권세가의 격한 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실효는 거두고 있었다.

충선왕의 복 교서에 드러나듯 가장 근본 인 재정문제는 賦稅制度의

재편과 田制釐整이었다. 농사를 통해 토지를 計點하여 稅收를 늘리고,

불법 인 조업 의 확 를 단속하 으나 이마 지지부진한 상태 다.

고려 정부는 양 사업을 병행한 면 인 민계 이 필요한 형편이었

다.동시에 제경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겸병 문제의 처리를 한

178)姜 吉,｢忠宣王의 鹽法改革과 鹽戶｣ 韓國史硏究 48,1985,pp.61～62.

權寧國,｢조선 鹽業政策과 생산체제｣ 史學硏究 55․56合集,1998,pp.186～187.

179) 高麗史 卷79,志33,食貨2,鹽法,忠烈王 24년 정월,中冊,p.740.

‘忠宣王卽位敎曰 塩稅 自古天下公用 今諸宮院寺社 勢要之家 皆爭據執 不納其稅

國用不足 有司窮推除罷.’

180) 高麗史節要 卷23,忠宣王 원년 2월,p.789.

‘古榷鹽之法 所以備國用也 本國諸宮院 寺社及權勢之家 私置鹽盆 以 其利 國用何由

可贍 令 內庫 常積倉 都鹽院 安國社及諸宮院 內外寺社所有鹽盆 盡行入官 估價銀

一斤六十四碩 銀一兩四碩 一匹二碩 以此爲例 令用鹽 皆赴義鹽倉和買 郡縣人皆

從本管官司 納 受鹽 若有私置鹽盆及私相貿易 嚴行治罪 於是 始令郡縣 發民爲鹽

戶 又令營置鹽倉 民甚若之 諸道鹽價 歲入四萬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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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정이 실하 다.181)

충선왕은 복 년(1308)10월,처음으로 개경 5部의 戶口 조사를 시작하

다.182)이어 各道의 호구 조사를 해 大臣을 계 사로 견하 다.아

래의 기사에 따르면

忠宣卽位 分遣大臣 括諸道民戶 台鉉爲楊廣水吉道計點使行水州牧使 諸道

報僉議司受指畫 每回牒曰 當依楊廣 水吉道所爲行之 故諸道皆取法183)

이라 하여, 범 하면서도 상당히 철 하게 호구조사가 추진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諸道에 견된 계 사는 조사 결과를 僉議司에 보고하고,

다시 사업지시를 받는 형식이었다.그 로 楊廣․水吉道에서 모범이 되

었으니 다른 도에서도 이 지역 計點使 겸 行水州牧使 던 金台鉉의 에

따르도록 하 다.고려 정부는 개경을 시작으로 諸道에 이르기까지

으로 民戶의 계 을 추진하고 있었다.

충선왕은 본격 으로 奴婢制度의 정비에 나섰다.이 한 충선왕 즉

직후 추진되었으나 단되었던 부분이었다.충렬왕 26년(1300),元에 의

해 노비법이 한 차례 동요한 이후 사태는 더욱 혼란해져 있었다.노비

사패의 문제에 더해 노비의 종류도 유형화되고 있었다.아래의 자료 가

운데 ‘四件奴婢’와 련된 내용이 그것이다.

一 外方奴婢 各有本役 權勢之家 冒受賜牌 宜一切禁斷 一 四件奴婢四件奴

婢 曰寄上 曰投屬 曰先王所嘗賜 及人相貿易 若有藏閃不出 徵銀二

斤 以其奴婢 准數充役 一 申椿奴婢 盡數根捉 四件奴婢 一體使用184)

181)충선왕 3년(1311)9월,막 한 타인의 민을 강탈하던 印侯가 죽자 이를 축하하

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하 다는 세태는 당시 민겸병 상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게 해 다( 高麗史節要 卷23,忠宣王 3년 9월,p.803.‘平陽君印侯卒 … 又憑籍勢

力奪人土田奴婢無極人多怨之及死至有相賀 ’).고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소거하

기 해서도 민변정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182)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복 년 10월 己丑,上冊,p.679.

‘始令五部點戶.’

183) 高麗史 卷110,列傳23,金台鉉,下冊,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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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權勢家에서 本役이 있는 外方奴婢를 冒受賜牌하는 것을 지하

다.각지의 外方노비는 충선왕 즉 년에도 언 하 던 外官노비 즉 공노

비로 여겨진다.185)당시에도 권세가에서 이들을 사패하는 것을 지하

으나 충선왕의 퇴 로 정책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四件奴婢,즉 기증 받은 노비,투속한 노비,先

代 임 이 하사한 노비,매매를 통해 사들인 노비로서 노비를 유형화한

것이었다.이들을 田莊에 숨긴 경우 銀 2근을 내며,해당 노비는 그 數에

따라 부역에 충당하도록 하 다. 의 申椿의 에 따르면 사건노비는

본주환속 조처가 아닌 ‘一體使用’즉 부 公賤으로 삼았던 듯하다.186)

신춘이란 자에 한 기록은 무하다.다만 충선왕이 복 후 충렬왕 측

근에 한 공세의 강도를 높 던 으로 미루어 보아 충렬왕 측근 가운

데 하나 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까지 公․私奴婢 던 것을 유형화한 것은 이 시기에 나타난

모든 노비문제를 외 없이 처리하려는 취지 을 것이다.公賤으로 삼았

던 것도 권세가의 人的․物的 기반은 감소시키는 반면 국가의 필요 인력

은 증 시키고자 하 을 것이다.권세가에서 탈 한 부분의 사 은

장을 형성하 고,이곳의 경 인력이 필요하 다.인력의 부분이 권세

가에서 소유한 양반노비 외거노비화한 피역민이었을 것이다.고려 정

부는 이 때문에 권세가의 노비를 변정하는 과정에서 공천을 확 하 던

184)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忠宣王 34년,中冊,p.878.

185)주 139참고.

186) 이 시기 노비를 네 종류로 유형화한 것과 경우에 따라 이들을 公賤으로 삼은 것

은 주목되는 상이다.이러한 변화는 충렬왕 에 元에 의한 노비법 개정 시도 이

후 고려 정부가 노비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노

비의 분류는 당시 권세가에서 투탁민을 포함하여 노비를 私占하는 경우가 격증하자

이를 엄단하려는 까닭이었을 것이다.더불어 사 된 노비를 使用하도록 했던 조처

는 변정을 통해 본주에게 환속하기에는 상이 되는 民의 규모가 단하 으므로

차상으로나 실 으로나 國家 還收가 용이하 을 것이다.사건노비는 이후 충혜

왕 에는 국왕의 私的 재산 증식을 목 으로 환수조처가 내려지기도 하 다( 高麗

史 卷124,列傳37,嬖幸2,閔渙,下冊,p.696.‘渙又建白 求取人四件婢奴甚急 曰寄上

曰投屬 曰先王所嘗賜 曰人相貿易 王使渙及康允忠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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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충선왕 원년(1309)9월,讞部에서 왕명에 따라 州․郡의 노비 25

명과 당시 소유권 문제로 소송 에 있는 노비 가운데 어느 편에도 소속

시킬 수 없는 노비를 왕에게 속하도록 하 던 조치도187)같은 의도 을

것이다.

노비를 포함한 民戶계 이 진행되는 가운데 量田의 필요성도 차 커

지고 있었다.숱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충렬왕 사패제도를 통한 陳田

개간이 활발히 이루어져 農土의 개간 정도가 상당하 던 것이다.188)

국 으로 農耕이 가능한 토지가 확 되면서 마땅히 토지소유 계 토

지의 肥瘠度에 한 악도 필요하 다. 실 인 필요에 직면하자 충선

왕 2년(1310)11월,宰樞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두되었다.

宰樞議 遣採訪使于諸道 更定稅法 或曰 今郡縣田野盡闢 宜量田增賦 以贍

國用 宰樞恐其所占田園入官 事遂寢189)

당시 상당량의 田畓이 개간되었으니 量田을 통해 稅納을 늘리자는 주

장이었다.이에 따라 각 도에 採訪使를 보내 稅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宰樞 스스로 자신들의 田園이 국가에 회수될까 두려워하여

결국은 지되고 말았다.양 을 통한 부세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으나

토지의 계 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충선왕의 민계 노력은 계속되었다.충선왕 3년(1311)정월과 이듬

해 8월에는 刷卷別監을 각 도에 견하 다.190)지방 의 탐학을 발하

187)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원년 9월 乙未,上冊,p.684.

‘讞部以王命 選州郡奴婢二十五名 及凡人相爭奴婢 兩造不當 未可歸一 悉 王所.’

188)사패의 허용은 諸王․宰樞 扈從臣僚와 諸宮院․寺社에서 한 의 유를 희망하

던 것도 있으나 국가의 입장에서도 務農重穀을 한 목 이었다.충렬왕 에 막

한 재정동원 능력을 가진 계층에 의해 개간이 진행되었으며,이들은 사패의 형식을

빌어 토지를 유하 다(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忠烈王 11년 3월,中

冊,pp.706～707.‘下旨 諸王宰樞及扈從臣僚 諸宮院寺社 望占閑田 國家亦以務農重穀之

意 賜牌’).

189)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租稅,忠宣王 2년 11월,中冊,p.727.

190) 高麗史 卷33,世家33,忠宣王 3년 정월 庚子,上冊,p.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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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지역의 民戶 賦稅와 련된 文籍을 검토하기 해서 다.추

진 인 민계 작업에 한 감독도 함께 다.

이 모든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변정작업은 다시 핵심 방안

으로 되었다. 민을 탈 한 권세가와 왕족을 처결하고,해당 민을 되

돌리는 작업이었다.191)피역민이 田莊으로 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권세

가는 이들에 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수다하 을 것이다.탈 한

토지도 마찬가지 을 것이다.노비의 소유권을 두고 권세가 사이의 爭訟

도 속출하 을 것이다.충선왕이 아래 기사에서와 같이 권세가의 민탈

행 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下敎했던 것도 이 같은 사정에서 다.

權勢之家 奸猾之類 造作文契 奪人奴婢田丁 其主告官 官司畏勢 因循不決

使告 積怨 宜令官司 速決無滯 詐僞 罪之192)

‘以王命遣 刷卷別監于諸道.’

 高麗史 卷34,世家34,忠宣王 4년 8월 甲申,上冊,p.691.

‘分遣 刷卷別監于諸道.’

191) 이와는 다소 다른 에서 충선왕은 복 후 민변정에 소홀했다는 견해도

있다.이강한은 충선왕 에 재정 정책에 하여 첫째,稅制 개정에 심은 있었으

나 稅源이 되는 토지의 악에는 소극 이었다는 것,둘째,충렬왕 역시 稅額更定

을 추진하면서도 토지 측량을 배제한 채 호구의 증감만을 악했던 반면 충선왕은

토지소유권의 악 징세를 강화하 다는 것,셋째,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정

작업은 시행하지 않은데다 충숙왕 의 변정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하 던 것으로 보

아 세제개정 등 세입증 에 주력하며 통 의미의 변정에는 소홀했던 반면,

민지원은 극 추진하 다고 평가하 다(이강한,｢고려 충선왕․원 무종의 재정운

용 ‘정책공유’｣ 동방학지 143,2008,pp.143～149).

이에 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충렬왕 에는 개경 환도 이후 시 하

면서도 실 으로 가능했던 유민 추쇄와 民戶계 은 극 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개간과 田制의 정비는 추진이 어려운 처지 다.사패를 통해 진 의 개간을 추진

하 으나 권세가에 의한 사패 의 불법 인 확 와 이를 운 하기 한 民의 사

상이 증가하 던 까닭이었다.

충선왕은 이 과정에서 충렬왕 측근에 의한 민탈 행 를 주시하 다.그리하

여 사회문제로 비화된 민겸병 상을 처단하기 해 민변정작업을 폭 강화

하고자 하 다.그 지만 곧 퇴 함으로써 일시 단되었다.국가 재정이 확 되지

못하는 형편에서 충선왕은 복 후 우선은 직 인 세입증 를 한 방안을 수립

하 다.더불어 민 계 을 통해 부세제도를 개편하고자 하 으나 정치 인 원인

으로 본격 인 사업은 충숙왕 즉 후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宣王 복 년,中冊,pp.8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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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권세가에서 文契를 조작하여 奴婢와 田丁을 탈취하여 폐해가 속

출하는데도 청에서 처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이는 앞서 外方노비

에 한 권세가의 冒受賜牌 지 四件奴婢를 은닉한 田莊의 주인을

처벌하라는 조처와도 상통하는 것이었다.193)충선왕은 傳旨를 내려 민

문제를 담당하는 기 에 한 정비도 병행하 다.다음 자료에서 언 한

巡軍府에 해서는

巡軍府 本爲捕盜而設 民閒鬪毆 宰殺牛馬等事 皆可理之 其餘土田 奴婢事

並勿理 以巡綽爲事194)

라 하여,토지와 노비에 련된 사건은 제외하고 본연의 업무인 순찰에

만 주력하도록 하 다.순군부는 본래 치안,경찰,사법,경비 등의 임무

를 맡았던 기 이었다.元 간섭기에는 계속되는 정치 소요 속에서 실

제로는 국왕에 해 으로 사하는 親王 기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물론 고려에 한 元의 간섭이 집요하 던 만큼 元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나195)국왕의 친 기구로서 세가 단하 을 것임은 자명하

다.충선왕이 순군부로 하여 민 문제에 여하지 말도록 한 것은 오

히려 권력을 빙자하여 일으킬 수 있는 민 문제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각 도에서 務農使가 豪勢家의 불법 인 조업 조성

과 기 면 을 과한 사패 그리고 납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토지를

조사 에 있었다.196)충선왕 3년(1311)과 4년(1312)에는 諸道에 刷卷別

監까지 견하여197)지방 의 탐학을 시정하고 있었다.198)이 같은 상황

193)주 184참고.

194) 高麗史 卷85,志39,刑法2,盜賊,忠宣王 2년,中冊,p.870.

195)韓㳓劤,｢麗末鮮初 巡軍硏究｣ 震檀學報 22,1961,pp.24～34.

채웅석,｢職制｣,  高麗史 刑法志 譯註 ,신서원,2009,p.246.

196)주 174․175참고.

197)주 190참고.

198)충선왕 4년(1312)11월,始寧君 康瑥이 타인의 노비를 탈한 죄로 면되어 庶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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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므로 순군부는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었다. 민변정사업 추

진을 한 별도의 ‘도감’도 불필요하 을 것이다.

민변정 담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그 밖에 다른 원인은 重祚와

련한 정치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충선왕의 즉 와 퇴 가 반

복되면서 충렬왕 세력은 그 勢가 약화되어 있었다.충선왕의 복 이후

에는 과 같이 政敵에 한 인 공세과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등의 격한 변 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다.충선왕은 이러한 가운데 5

년(1313)3월,세자에게 傳位하는 조처를 취하 다.

入元 이었던 충선왕은 재원활동을 병행하고자 하 으나,元에서 귀

국을 권고하자 이를 회피하기 해 瀋王이 되어 연경에 머물 던 것이

다.199)이곳에서도 충선왕은 계속해서 고려 정국에 지 한 향을 미치

고 있었다.학문 으로는 萬卷 을 짓고 李齊賢을 불러 姚燧,閻復,元明

善,趙孟頫 등과 교유하도록 하 다.200)이때의 경험은 李齊賢이 이후 性

으로 강등된 것 한 이 시기 고려 정부의 민변정 의지가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節要 卷23,忠宣王 4년 11월,p.807.‘始寧君康瑥坐奪人奴婢,免爲庶人’).이 해 8

월,충선왕이 각 도에 계 사를 견하 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안을

발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199) 高麗史 卷34世家34,忠宣王 5년 3월 甲寅,上冊,p.692.

‘以長子江陵大君燾 見于帝 請傳位 帝乃策燾爲王 是時 朝廷欲王歸國 王無以爲辭 乃

遜其位 又以姪延安君暠爲世子 王嘗 瀋王故 時稱瀋王.’

당시 元의 제 는 武宗 옹립 이후 차기 제 를 仁宗이 계승하기로 하 으나 무종 즉

후 차 인종지지 세력이 퇴조하게 되면서 인종을 지지하 던 충선왕의 지 도

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元에서 충선왕의 환국운동이 거세지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一身上에 兩王을 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고,결국 藩王位를 내놓을 것을 요구

한 것이었다.충선왕은 두 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서 元의 환국 압력

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元에서 정치활동을 유지하며 고려에 해서는 실질 인 지배권

을 장악할 목 으로 심왕 를 택하 던 것으로 짐작된다(李益柱,｢14세기 반 高麗․

元關係와 政治勢力 동향―忠肅王代의 藩王擁立運動을 심으로―｣ 한국 세사연구 9,

2000,pp.142～146).

200) 高麗史 卷110,列傳23,李齊賢,下冊,p.409.

‘遂請傳國于忠肅 以太 留燕邸 構萬卷 書史自娛 因曰 京師文學之士 皆天下之選

吾府中未有其人 是吾羞也 召齊賢至都 時姚燧 閻復 元明善 趙孟頫等 咸游王門 齊賢

相從 學益進 燧等稱嘆不置.’

충선왕은 元에서 萬卷 을 설치하여 京師의 文學之士와 교유하며 이들과 함께 과거

제의 부활을 주창하는 등 官學의 운 을 주 하 다.이미 충렬왕 에 安珦이 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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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學에 기반 한 정치사상을 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성리학은

이로부터 이제 을 심으로 한 儒臣層이 고려의 정치․재정 개 을 추

진해가는 요한 사상 배경이 되었다. 한 충숙왕 7년(1320)4월,元

내부의 정세변화에 따라 降香을 구실로 강남 지방으로 떠나기까지201)충

선왕은 元에서 傳旨를 통해 정사를 직 장하 다.

傳位 후에도 이처럼 고려 정국 운 에 깊숙이 여하 던 충선왕은 충

숙왕 원년(1314)정월,宰樞와 에게 田民計定의 문제를 의하도록

하는 한편202)田民計定使에 직 훈시하기를

先王置州縣定貢賦 歛民以時以充國用 兵 以來戶寡田荒 貢賦之入不古若

自己巳量宜定額後 提察守令 固執其額徵歛不止 病民實多 宜以見在田口 更

定貢賦203)

하라 하여,先王代에 州․縣에 따라 정한 貢賦가 兵亂으로 흐트러졌으니

재의 田地와 戶口로서 更定貢賦하도록 하 다.토지분 제와 부세제도

가 모두 문란하 던 원종 10년(1269)에 시 히 마련하 던 貢賦의 기

이 이때까지 유지되었으나 시 의 흐름에 따라 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民戶의 추쇄와 계 을 바탕으로 정한 충렬왕 14년

(1288)의 貢賦 更定도 재정상황을 크게 호 시키지 못하 다는 것을 의

미하 다.量田作業이 결여되었던 탓에 民戶의 계 으로만 이루어진 貢

한인 유자의 朱子 性理學을 받아들인 이후 안향의 제자인 白頤正 한 충선왕과 함

께 元都에서 체류하며 이들과 련을 맺고 있었다.게다가 만권당을 통해 주자 성리

학의 고려 유입을 주도하 던 이제 한 이들과 한 계가 있었다.그러므로

당시 고려에 유입된 주자 성리학은 남송의 것이 아닌 북방 한인 유자층이 심이 되

어 학화한 주자성리학이었다.그리하여 窮理보다는 ‘居敬’을 통한 修己를 앞세우는

실천 윤리 ․사회 기능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었다(周采赫,｢元 萬卷 의 設置

와 高麗儒 ｣, 손보기박사정년기념논총 ,지식산업사,1988,pp.233～243).

201) 高麗史 卷34世家34,忠宣王 7년 4월 甲寅,上冊,p.693.

‘復請於帝 香江南 盖知時事 變 冀以避患也.’

202) 高麗史 卷34世家34,忠肅王 원년 정월 癸巳,上冊,p.696.

‘上王命宰樞及 老 議禘祫禮計定田民等事.’

203) 高麗史節要 卷24,忠肅王 원년 정월,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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賦調整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면 인 토지 조사가 가능해진 것은 권세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꾸

히 추진해온 민계 세제개정 노력의 결과 다.이면에는 충렬왕

에 추진된 開墾地의 확 도 있었다.충숙왕 원년(1314)2월,고려 정부

는 본격 인 양 사업 즉 ‘經界量田制賦’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비로소

農地의 경계를 확정하고 面積을 측량함으로써 田賦를 결정하는 토지조사

가 추진되었던 것이다.구체 인 양 의 내용과 차는 다음과 같았다.

以知密直事蔡洪哲 爲五道巡訪計定使 內府令韓仲熙爲副使 民部議郞崔得枰

爲判官 量田制賦 凡便民事宜 式目都監所啓條畫 酌定損益 其諸道提察使

及守令 有罪 無論輕重 直行科斷204)

양 사업을 수행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았으니 知密直事 蔡洪哲이 5

道 巡訪計定使,內府令 韓仲熙가 副使,民部議郞 崔得枰이 判官이었다.

이들은 토지를 측량하고 조세부과액을 제정하되 실정을 참작하여 式目都

監에서 조목을 제정하도록 하 다.한편 법을 반한 提察使 守令은

순방계정사로 하여 즉시 처단하도록 하 다.巡訪計定使에 의한 양

작업은 실제로는 1년 동안 5개도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정하 다.

충숙왕이 의도한 것은 州․郡의 殘盛에 따른 貢賦策定을 통해 國用을

히 하고,民을 安業하도록 하는 것이었다.205)그 지만 시일은 박하

고,이로 인해 田籍이 허술하여 新 의 공부가 불균하니 차 民의 곤

란함도 커져갔다.

책임자 던 蔡洪哲 역시 田民을 탈 하여 鉅富가 되었으니 양 사업의

책임자가 불법을 질 음에도 불구하고,忠宣王의 총애는 여 하 다.

충선왕은 즉 후 채홍철을 司醫副正으로 임명한 후 거듭 승진시켜 직

204)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忠肅王 원년 2월,中冊,p.730.

205)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忠肅王 원년 閏3월,中冊,p.730.

‘忠宣王傳旨曰 巡訪計定使蔡洪哲等所定貢賦 視州郡殘盛 均定其額 以贍國用 要令百

姓安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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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密直副使에 이른데다 재상이 된 후 知密直司事까지 겸임 하 던 것

이다.충숙왕 5년(1318)에도 채홍철의 부정행 를 발하기 해 御史臺

의 원을 견하 으나 처결하지는 못하 다.206)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寅年 量田事業의 완성과 이를 토 로 한 貢賦策

定은 단히 요한 의미가 있었다.기 이 되었던 ‘州․郡의 殘盛’는 토

지의 可用面積과 肥瘠뿐만 아니라 戶口의 多寡 한 참작한 것이었다.

田民 계 의 결과를 기 으로 租賦를 균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즉 민의

‘計占’을 ‘計定’으로 완성한 것이었다. 몽 강화 이후 시 했던 田土와

民戶의 수 문제에서 한 단계 발 하여 부세책정을 통해 稅役을 정해

작업이었던 것이다.이때에 마련된 ‘甲寅柱案’은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田制 賦稅體系 조정의 기 이 될 수 있었다.

갑인주안은 토지의 肥瘠不均을 해결하려는 목 으로 작성되었다는 형

식 인 면에서는 國初에 제정된 시과 체제의 要諦와 유사한 것이었다.

문제는 結負制 度量衡의 변화는 없었는가 하는 이다. 의 사료에

따르면 巡訪計定使 던 韓仲熙는 內附令이었다.내부령이 속한 內附司는

본래 財貨 廩藏 즉 재화와 련한 도량형 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 이

었던 것 같다.稅法改正 작업에 도량형에 밝은 실무자를 참여시켰던 것

은 결부제의 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難點을 해결하기 함이었을 것이

다. 한 甲寅柱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見在田口’를 기 으로 量案을

작성한 것은 시과 체제가 마련되던 국 의 토지․농민에 한 상황과

악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이 의 농민지배 방식은 지방 豪族을 동원

한 간 인 성격이 강하 다.이때에 이르러 순방계정사가 법을 반한

제찰사와 수령을 즉각 처단할 수 있었다는 은 국가가 농민과 토지에

206) 高麗史 卷108,列傳21,蔡洪哲,下冊,p.375.

‘忠宣素知其名 及卽位 大用 强起之 除司醫副正 驟陞密直副使 由前祗候 八遷爲相

士林榮之 又加知司事 忠肅元年 始正經界 量田制賦 洪哲爲五道巡訪計定使 明年 陞

僉議評理 轉三司使 遷贊成事 巡訪一年 五道田籍粗畢 然新 貢賦多不均 民不聊生

性又貪婪 喜營私 多取民田 遂致鉅富 王雖不直其所爲 以有寵忠宣 且 權漢功 崔誠

之善故 未敢發 至五年 欲釐正之 分遣臺官 竟無糾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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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 악 방식으로 발 하 던 것이다.207)

갑인양 으로 國家 收租地가 확 되어 수조액이 확연하게 증가했는지

에 한 구체 인 기록은 없다.그러나 고려 정부의 입장에서는 增賦를

목 으로 하 던 까닭에 당장의 성과는 상당하 을 것이다.일단 양

사업은 란 이후 황폐화된 국토와 혼란한 재정문제를 한 차례 정리한

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의 계 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세제도의 기

이 됨과 동시에 차후 이 과정에서 색출된 탈 민을 변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무엇보다 요한 성과는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수취

체제를 조정하는 요한 기 이 되었다는 이었다.208)고려 정부는 이

를 바탕으로 권세가 土豪의 탈 민을 변정하여 민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 다.고려 정부는 이후 민변정을 담하는 기구를 설치함으

로써 리 감찰 비 단속을 강화해나갔다.충숙왕 민변정은 왕

권 강화의 목 과 결부되어 추진되며 더욱 극 인 민 변정의 방향으

로 나아갔던 것이다.

207)朴京安,주 176의 논고,1990,pp.123～127( ,｢田制釐正政策의 推進｣, 高麗後期

土地制度硏究―13․14世紀 田制釐正政策의 推移― ,혜안,1996,재수록).

결부제의 변화는 양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량형의 변화는 마땅히 포

함되었을 것이다.고려 기의 收租法은 同積異稅 으므로 單一量田尺이었으나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3等田마다 양 척을 달리 하는 異積同稅,즉 隨等異尺制가 등장하

다.이러한 배경에는 고려의 토지 악 농민 지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어느

경우에나 결부제를 기 로 하 다는 에서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니었으나 양 방식

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李景植,｢高麗前期의 平田과 山田｣, 李元淳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교학사,1986,pp.32～34).

208)근 6년이 걸려 완성된 甲寅年 양 은 란 이후 고려 정부가 처음으로 행한 土

地․人丁에 한 규모 악이었다.특히 이때까지의 田丁所持 상황을 기정사실로

승인한 것으로 이 시기의 형편을 정리하고 각 丁에 田主의 성명을 달아 정비한 것이

었다.공민왕 에 이색이 甲寅柱案을 참작하여 분쟁 토지는 즉시 조정하고,新墾토지

는 측량하여 조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 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李景植,주 132의

논 ,2012,p.292).이색은 갑인주안을 통해 무원칙하게 분 한 토지를 이면 국가수

입이 증가하게 되니 爭奪之田을 조정하여 耕種民을 안정시킬 것을 간언하 다( 高麗

史 卷115,列傳28,李穡,恭愍王 원년,下冊,p.522.‘甲寅柱案爲主 叅以公文朱筆 爭奪

因而正之 新墾 從而量之 稅新墾之地 减濫賜之田 則國入增 正爭奪之田 安耕種之民

則人心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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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田民辨整의 ‘整治’刷新으로의 進展과 擴大

1.拶理辨違都監의 置廢․復置

甲寅量田은 시 했던 田土와 民戶의 搜括 문제를 한 단계 정리한 작업

이었다. 민의 악을 넘어 부세책정을 통해 稅役을 정해 것이다.이

때 마련된 田籍은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賦稅體系의 조정과 민변정작

업의 요한 기 이 되었다.

田民의 계 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한 원인은 진 된 농지 개간이

었다.토지 소유 욕구는 크게 증 되었고 人力․畜力에 자신이 있는 이

들은 타인의 토지를 兼幷해서라도 私田을 확 하고 田莊을 마련하는 경

우가 일반으로 되었다.그러나 田莊의 확 는 운 을 한 인력 충당 방

식에도 악 향을 미쳤다.避役民의 자발 유입뿐만 아니라 民에 한

田莊主의 집 인 隱匿과 私占도 횡행하 다.충선왕 에 재정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민변정을 병행한 요인은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田籍의 완성으로 민변정의 근거가 만들어짐으로써 민쟁송

은 더욱 증가하 다.강력한 민변정의 추진이 해결책이었다.충숙왕

조정은 우선 민겸병의 주체부터 제거하고자 하 다.첫 번째 상은

각지에서 폐단이 多大하 던 事審官이었다.사심 은 이미 충렬왕 9년

(1283)4월에도 일시 폐지되었던 이 있었으나 되돌려졌고,1)충숙왕 5

년(1318)4월,州․郡의 사심 이 재차 되었다.그러나 부분의 權

豪가 사심 이 되었다.2)충숙왕은 同年 5월 재차 사심 의 폐단을 훈시

하고,이들이 탈 한 민에 한 추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이때에 이

르면

1) 高麗史 卷29,世家29,忠烈王 9년 4月 辛亥,上冊,p.609.

‘權罷州府郡縣 事審官.’

2) 高麗史 卷75,志29,選擧3,銓注,事審官,忠肅王 5년 4월,中冊,p.652.

‘罷州郡事審官 民甚悅之 未幾 權豪復自爲之 害甚於前 禱雨于佛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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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審官之設 本爲宗主人民 別流品 均平賦役 表正風俗 今則不然 廣占公

田 多匿民戶 有差役 例收祿轉 則吏之上京 敢於私門 決杖徵銅 還取祿

轉 擅作 福 有害於鄕 無益於國 已盡革罷 其所匿田戶 推刷復 3)

하라 하 으니,본래 사심 을 두었던 기 와 달리 公田을 사 하고 民

을 은닉하는가 하면,役을 징발하고 祿轉을 징수할 때 上京해있는 향리

에게 杖刑을 집행하여 銅을 징수하고 祿轉을 받아내는 등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충숙왕 6년(1319)9월,각 州縣 사심 이 불법 유했던

민을 심사하여 몰수하 는데 그 수가 民 2천 3백 60戶,奴婢 1백 37口,

田 1만 9천 7백 98結,賜田 1천 2백 27결,位田 3백 15결에 달하 다.4)

이들이 탈 한 良民과 奴婢,田土와 私田․位田을 몰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 조정은 국왕의 敎旨로서 司憲執義 金千鎰을 慶尙道·全

羅道·忠淸道로,持平 張元組를 西北面으로 각각 보내 민정을 살피도록

하 다.民人이 안착하지 못하여 州․郡이 쇠하는데도 存撫使․提察使․

守令이 태만하다고 보아 이를 감찰하기 함이었다.그러나 원 한

私情으로 비리를 은폐하거나 성과가 미약한지라 오히려 처벌을 당하

다.5)고려 국왕의 의지와 향 사회의 운 방식은 거리가 있었다.

양 의 목 이 租賦의 균등이었던 만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民의 안

3)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肅王 5년 5월,中冊,p.845.

4) 高麗史 卷34世家34,忠肅王 6년 9월 丁亥,上冊,p.704.

‘覆收州縣事審官 人民土田 民二千三百六十戶 奴婢一百三十七口 田一萬九千七百九十八

結 賜田一千二百二十七結 位田三百十五結.’

강순길은 충선왕 元의 정치 간섭에도 불구하고 충숙왕이 이때 사심 의 탈

민 변정에 극 으로 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충선왕이 당시 遊覽을 겸한 寶陁山

에의 行香을 해 權漢功,李齊賢 등과 강남으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 다.충선왕

이 元都에 돌아오자마자 仁宗이 崩함으로써 고려의 국내정사에 간섭할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이어 충숙왕 7년(1320)12월에 유배조치를 당함으로써 결국 충숙왕은

父王의 간섭 없이 민변정을 시행해나갔다.이는 충선왕 유배 후 23일 만에 정방을

설치함으로써 충선왕의 從臣이 차지하고 있던 주권을 박탈하는 작업과 함께 이루

어졌다(姜 吉,｢忠肅王代의 察理辨違都監에 하여｣  湖南文化硏究 15,1985,pp.4

1～42).

5) 高麗史 卷34,世家34,忠肅王 5년 5월 辛酉,上冊,p.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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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마땅한 것이었다.지방 의 요 임무가 바로 양 으로 마련된 田

籍을 토 로 租賦의 균등을 실 시키는 것이었다.그 지만 이들이 임무

를 소홀히 함으로써 民은 계속해서 유망하고 郡縣은 피폐해지고 있었다.

고려 정부는 담 기구를 설치하여 본격 으로 민변정을 추진해야

했다. 민변정은 재정 폐단의 정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민탈

의 주축이 충선왕의 지지 세력이었던 만큼 이들과 충숙왕의 첨 한 정치

립이 고되었다.여기서 설치된 민변정 담기구가 拶理辨違都

監이었다.

拶理辨違都監은 충숙왕 5년(1318)5월에 설치된 除幣事目所를 국왕이

친히 ‘拶理’의 두 자를 지어 改稱한 것이다. 민변정에 한 국왕의

극 인 의지가 반 되었지만,본격 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에 置廢

를 거듭하 다.豪勢家에서 탈 한 민을 본주에게 환속하는 것이 주요

목 이었으나 太 王(충선왕)에게 伸訴하여 곧 폐지에 이르 던 것이다.

민을 탈 당한 이들은 7월,延慶宮으로 행차하는 충숙왕에게 辨違都監

의 회복을 청하여 재설치하 으나 11월에 다시 철폐되었다.6)충숙왕의

의지는 강력하 으나 찰리변 도감의 활동은 정치 이해가 첨 한 사안

이었다.충선왕의 상왕으로서 지 는 여 히 强固하 다.

고려 정국은 당시 충숙왕의 즉 후에도 여 히 柳淸臣 등 측근세력을

통해 충선왕이 실질 으로 운 하고 있었다.7)先代의 국왕과 달리 충숙

6)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忠肅王五年 改除弊事目所 爲拶理辨違都監 拶理二字 王所親定 於是 大索豪勢所占田民

還其本主 中外大悅 獨豪勢患之 訴大 王罷之 又三百人訴駕前復之 又 罷之 八年復置

察理辨違都監 又罷之.’

 高麗史 卷34世家34,忠肅王 5년,上冊,p.703.

‘五月 丙子 置除弊事目所 … 六月 戊午 改除弊事目所 爲拶理辨違都監 罷之 … 秋七

月 己卯 幸延慶宮 三百人訴于駕前 請復辨違都監 從之 … 十一月 乙亥 復罷辨違都監.’

7)충선왕의 국내 지지 세력은 世族,新進官僚 集團 등이었다.그러나 충선왕의 복

후 侍從臣僚를 심으로 한 側近勢力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내 정치집단의 이해는

철 히 제한되었다.이에 한 반발이 일자 충선왕은 도평의사사를 심으로 世族의

정치활동을 재개하도록 하 다.그 지만 충선왕의 측근도 상당수 宰樞에 임명되었

다.특히 국내정치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강화 개편한 식목도감의 수상을 유청

신으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충선왕 측근은 元과 고려에서 정치권력을 독 하 다(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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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분명한 후원세력이나 지지세력이 없었다.물론 侍從 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내에서 정치 실권을 갖고 있던 충선왕으로 인해

자의 인 왕권 행사가 어려운 처지 던 것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숙왕은 侍從 료를 심으로 측근을 결집해나갔다.

충숙왕 5년(1318),교서 반포를 통하여 추진하 던 개 정책의 추진세

력이 이들이었다.8)찰리변 도감도 이런 배경에서 설치된 기 이었다.

민변정의 상으로 지목했던 豪勢家,즉 功臣․事審官․쿠치[忽赤]․司

僕․巡軍․權門 등은 부분 충선왕과 긴 한 사이 다.그 가운데서도

공신은 략 충선왕의 즉 와 복 당시 侍從 신료와 충선왕 5년(1313)

에 충선왕을 도왔던 權漢功,崔誠之,朴景亮 등이었을 것이다.사심

한 충선왕의 從臣이 주권을 장악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충선왕과 직․간

으로 련된 인물들이었다.쿠치․司僕․巡軍․權門에 속하는 상

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찰리변 도감의 민변정 상은 충선왕의 추종

세력이거나 親元 세력이었던 것이다.9)

민변정은 이들을 상으로 하 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찰리변 도감의 치폐가 거듭되었던 사정과,앞서 어사 의 견을 통한

민겸병에 한 리감찰이 큰 소득 없이 끝났던 원인도 마찬가지 다.

충숙왕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찰리변 도감을 통한 민변정작업을 추진

하 다.교서를 통해 각 道의 쿠치[忽赤]․司僕․巡軍․權門에서 보낸

사람들 가운데 民을 影占하고 田土를 據執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귀양 보

내도록 하 던 것이다.10)반년이 채 되지 않았던 찰리변 도감의 설치

宰佑,｢高麗 忠宣王代 政治運營과 政治勢力 動向｣ 韓國史論 29,1993,pp.48～51).

柳淸臣은 충렬왕과 충선왕이 번갈아 복 하는 동안 계속해서 직에 있었으며,충선

왕 복 후에는 高 府院君에 해져 폐행으로 되었다.후에 瀋王과 한 패가 되어

충숙왕을 참소하는 등 계속해서 국가에 해독을 끼쳤다( 高麗史 卷125,列傳38,姦臣1,

柳淸臣,下冊,pp.719～721; 高麗史 卷125,列傳38,姦臣1,吳潛,下冊,pp.716～718).

8)鄭希仙,｢高麗 忠肅王代 政治勢力의 性格｣ 史學硏究 42,1990,pp.4～12.

김혜원,｢원 간섭기 立省論과 그 성격｣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1994,p.56.

9)姜 吉,주 4의 논고,1985,pp.37～41.

10)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肅王 5년 5월,中冊,p.845.

‘諸道 忽赤 司僕 巡軍 及權門所遣人等 影占人民 據執土田 械繫以徇 流于遠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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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여 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충선왕 측근을 민변정

상으로 했던 을 고려한다면 비교 주목할 만한 성과 다.

고려 정부는 이런 속에서나마 민변정과 갑인양안을 기 으로 계속해

서 제를 정비해나갔다.겸병된 토지를 변정하여 稅收를 늘리고 民人의

안집을 꾀한 것이었다.충숙왕 5년(1336)5월 교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功臣․賜牌田을 정비한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功臣賜田 山川爲標 所受日廣 而不納稅 貢賦之田 日益减縮 其數外剩占

窮推還本11)

山川을 경계로 한 功臣賜田은 더욱 넓어지는데 조세는 不納하여 貢賦

之田이 나날이 감축되니,정해진 액수 이상은 일체 추쇄하라는 것이었다.

권세가가 공신의 名義로 정한 이상의 토지를 사패로 받아 개간 혹은 겸

병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12)공유지인 山林川澤마 유하는 일이 비

일비재하 다.정부에서는 사헌부에 지시하여 역시 조사하여 처결하도록

하 다.13)황폐한 토지에서 은과 포를 징수하여 공납에 충당하는 상황,

권세가의 토지에서 납조를 거부하는 탓에 부족한 부분은 향리와 民人이

신 충당하는 사태 등도 철 히 조사하도록 하 다.개선은 의지만큼

용이하지는 않았다.14)

문제는 납조체계의 폐단으로 인해 부역 담당층의 피역이 단히 심해

졌다는 이었다.其人과 같은 향역부담자의 고통도 커졌다.본래 기인은

개국 출신 지역의 실정에 밝아 개경에 머물던 향리 子弟 다.고종

11)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功蔭田柴,忠肅王 5년 5월,中冊,p.712.

12)姜晋哲,｢高麗의 農莊에 한 一硏究｣ 史叢 24,1980,pp.19～20.

13) 高麗史 卷85,志39,刑法2,禁令,忠肅王 12년 2월,中冊,p.865.

‘山林川澤 民共利 近來 權勢之家 自占爲私 擅禁樵牧 以爲民害 仰憲司 禁約違 治罪.’

14)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租稅,忠肅王 5년 5월,中冊,pp.727～728.

‘一 太 王軫念州縣稅額日减 民生日殘 遣使巡訪 均定貢賦 今於荒田 徵銀及 以充貢

額 不惟貢賦無實 士民怨咨 自今 勿收荒田租 一 巡訪使所定田稅 每歲州郡 據額收租

權勢之家 拒而不納 鄕吏百姓 稱貸充數 無有紀極 失業流亡 其不納稅 勿避權貴 糾

察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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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들에게 村分職을 내려주었다는 기사로 볼 때 락의 할에 참여하

던 것으로 보인다.15)그러나 충숙왕 에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역은 아

래에서 보듯 노비보다 극심하 다.

其人役使 甚於奴隸 不堪其苦 逋亡相繼 所隸之司 計日徵直 州郡 不勝其弊

可以事審官及除役所蔭戶 代之 【除役所 宮司及所屬民戶 不供賦役 】

全亡州郡 其除之16)

이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 도망하면 소속 官司에서 날짜를 따져 벌 을

징수한 까닭에 州郡에서도 폐해를 견디지 못하 다.그러므로 사심 이

나 除役所의 蔭戶로 신하거나 아 기인이 남지 않은 州郡은 부역을

면제하 다.

이러한 속에서 민변정은 꾸 히 추진되었다.충숙왕 7년(1320)3월,

상왕이 元 태후의 명에 따라 환 바얀투그스[伯顔禿古思] 등이 강탈한

토지와 노비를 본주에게 환속하 는데,이 해에 火 據執田民推 都監이

설치되었다.이 도감에 해 구체 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으나 아마도

宦官 바얀투그스 등이 탈한 민의 환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7)

이때 설치된 화자거집추고도감에서는 화자 이외의 상에 해서도

15) 高麗史 卷75,志29,選擧3,銓注,中冊,p.652.

‘國初 選鄕吏子弟 爲質於京 且備顧問其鄕之事 之其人 … 高宗四十年六月 詔 其人加村

分職.’

16)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忠肅王 5년 5월,中冊,p.845.

17)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7년 3월 甲申,上冊,p.705.

‘上王承皇太后懿旨 命刷宦 伯顔禿古思等六人 所奪土田臧獲 歸其本主.’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火 據執田民推 都監 忠肅王七年 置.’

화자거집추고도감의 업무는 설치시기와 정황상 宦官 바얀투그스[伯顔禿古思]등이
탈한 민의 환원이었다.이는 상이 火 인 것을 제외하면 찰리변 도감과 차이

가 없다고 본 연구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설치시기가 충선왕이 토번으로 귀양을 갔

던 때인 것으로 보아 火 前王인 충선왕이나 번왕의 심복을 상으로 推 하기

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文炯萬,｢高麗特殊官府硏究｣ 釜山史學 9,

1985,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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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정 업무를 담당하 던 것으로 보인다.한 로 충숙왕 7년(1320),

李齊賢의 아버지이자 검교첨의 정승이었던 李瑱이 수많은 타인의 노비를

탈 해왔는데,교감 崔沔이 이진의 문간에서 목을 매는 일이 생기자,변

도감에서 최면의 노비를 되돌려 주도록 결했던 기록이 있다.18)이에

따르면 충숙왕 7년(1320)당시 민변정 업무를 할했던 기구가 존재한

것인데 아마도 화자거집추고도감이었을 것이다.이 기구는 본래 환 의

탈 민을 변정하려는 목 으로 설치되었으나 의 와 같이 변 도감

의 업무 한 담당하 을 것이다.

충숙왕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元의 사정에 따라 고려 정부의

민변정사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元 내부의 황 계승을 둘러싼

정치 분쟁이 극심해지면서 이 작업은 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정국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元에서 同年 8월 사자를 보내 바얀투그스[伯顔

禿古思]에게 田民을 되돌려주도록 한데다 오히려 고려에 童女와 火 까

지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19)바얀투그스가 仁宗 死後 계속해

서 충선왕을 무고함으로써 英宗이 그의 田民을 되돌려 것이었다.상황

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바얀투그스와 정치 으로 립각에 처해 있던

충선왕이 마침내 吐蕃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20)

18) 高麗史 卷109,列傳22,李瑱,忠肅王 7년,下冊,p.383.

‘瑱嘗倚齊賢勢 多奪人臧獲 哀訴 日踵門 校勘崔沔 縊於瑱門 辨違都監決還沔家.’

 高麗史節要 卷24,忠肅王 8년 9월,p.39.

‘檢校僉議政丞李瑱卒 爲人體貌魁梧局量寬弘 然倚其子齊賢勢 多奪人臧獲 識 以此 之.’

19) 高麗史節要 卷24,忠肅王 7년 8월,p.32.

‘元遺使命 復給伯顔禿古思田民 且求童女火 .’

20) 高麗史 卷122,列傳35,宦 ,任伯顔禿古思,下冊,p.665.

‘夤緣 事元仁宗於藩邸 佞險多不法 忠宣深嫉之 伯顔禿古思知之 思有以中傷 以仁宗及

皇太后待之厚 不得發 嘗無禮於忠宣 忠宣請皇太后杖之 又以皇太后命 刷其所奪人土田

臧獲 歸其主 怨恨益深 及仁宗崩 皇太后亦 居別宮 伯顔禿古思益無所畏 厚啗八思吉

百計誣譖之 英宗遣使 復給田民 竄王于吐蕃.’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7년 12월 戊申,上冊,p.706.

‘帝以學佛經爲名 流上王于吐蕃撒思結之地 去京師萬五千里 隨從宰相崔誠之等 皆 匿

不見 唯直寶文閣朴仁幹 前大護軍張元祉等 從至流所.’

충선왕의 유배는 元 황실의 정치 동향과 한 계가 있었다.武宗은 成宗의

뒤를 이어 즉 하는 과정에서 仁宗 聖太后와 갈등 계에 처하 다.충선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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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숙왕은 충선왕의 유배조치를 계기로 강력한 국왕 심의 국정운 을

꾀하고자 하 다.그러자 이번에는 瀋王 王暠와의 정치 립이 격화되

었다.왕호는 元 英宗의 비호를 받는데다 내부 으로도 曹 ,蔡河中 등

측근을 형성하고 있었다.이들이 충숙왕을 백방으로 참소한 결과 충숙왕

에게 入朝의 명이 내려졌다.21)

충숙왕은 8년(1321)정월,元으로부터 입조의 명을 받은 후에도 3월에

이르러 찰리변 도감을 재차 설치하 다.22)충선왕 측근에 한 정치

재정 공세가 목 이었다.충숙왕은 다음달 元에 입조하면서도 삼사사

무종 옹립에 공을 세웠으나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인종과 흥성태후 세력과도 긴

한 계를 유지하 다.그러나 무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제 를 계승한 이후 인종

지지 세력과 흥성태후 세력은 다시 분화되었다.충선왕은 이들 간의 세력균형을

원했으나 차 흥성태후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었다.인종 사후 흥성태후 세력이 황

태자로 옹립한 英宗이 즉 하자 흥성태후 세력은 권력의 강화를 꾀하 다.그 지만

종은 차 흥성태후세력을 견제하며 으로 숙청하기에 이르 다.충선왕

한 정치 기를 맞게 되었다.충선왕은 정치 기를 降香 등의 방법으로 타개하

고자 하 으나, 종이 충선왕을 흥성태후세력으로 지목한데다 바얀투그스[伯顔禿古

思]의 계속된 참소로 충선왕은 결국 숙청의 상이 되었다(김 철,｢14세기 원의

정국동향과 충선왕의 토번유배｣ 한국 세사연구 3,1996,pp.312～335).

21) 高麗史 卷91,列傳4,江陽公滋,附 王暠,下冊,p.57.

‘忠宣在元 傳位忠肅 以暠爲世子 因留爲禿魯花 忠宣嘗爲瀋王 忠肅三年 奏帝 傳瀋王位

于暠 自稱太 王 遂 暠瀋王 尙元梁王女 梁王薊國公主兄也 暠因得公主寶物 寵幸無

比 忠宣愛護愈篤 暠遂懷覬覦 國人大半歸心 暠又得幸英宗皇帝 曹 蔡河中等左右暠

奪王位 讒訴萬端 詔徵王入朝.’

이 시기 충숙왕의 입조원인에 해 분명한 기록은 없다.이에 해 英宗이 흥성태

후의 측근으로 분류된 충선왕을 토번으로 귀양 보내고 충숙왕을 입조하게 하 다는

연구가 있다.이에 따르면 종은 흥성태후와 엘테무르[燕鐵木兒]가 자신의 즉 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권력 신장을 꾀하자 정치 견제를 가하 다.

충선왕도 이들과 정치 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지만 종으로서는 元制와 유사한 국정운 을 꾀하 던 충선왕에 반 하는 충숙

왕의 정국운 방식에도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그 결과 심왕 의 책동과 함

께 종이 충선왕 의 정치를 부정하는 충숙왕 정국개편에 반원 인 요소가 있었

다고 단함으로써 元에 억류하는 극 인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았다(金炯秀,｢

高麗 忠肅王 12年(1325)敎書의 再檢討｣ 慶北史學 24,2001,pp.2～5).

22)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8년 정월 己亥,上冊,p.706.

‘護軍李仁吉還自元 詔王入朝.’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8년 3월 甲戌,上冊,p.707.

‘復置察理辨違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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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恂, 직사 白元恒, 직부사 尹碩과 全英甫, 호군 李仁吉 감찰

헌부 에게 명하여 권한공과 채홍철에게 형장을 쳐서 섬으로 귀양을 보

냈다.23)도감의 핵심 인물은 충숙왕의 측근이었던 김순,백원항 등이었

을 것으로 짐작되며,이들을 통해 權漢功과 蔡洪哲 등을 유배조처 한 것

이다.

충숙왕의 入元 後,심왕옹립운동은 내외 으로 한층 격화되었다.충

숙왕 10년(1323)정월,충숙왕을 시종하 던 유청신과 조 등은 간계를

꾸며 오잠과 함께 고려에 행성을 설치할 것을 元에 요청하 으나 元의

通事 人 王觀 등의 반 로 창설문제가 지되기도 하 다.24)충숙왕 12

년(1325)3월에는 재차 입성책동이 일어났으며,병행하여 고려 노비법의

개정안이 다시 두되기에 이르 다.

崔有渰還自元 時朝廷欲立省我國 革世祿奴婢之法 有渰詣中書省力 詣因

制從之 及還國 人擧手加額泣曰 存我三韓 崔侍中也 時有渰年八十六25)

元에서 고려에 省을 설치하고 世祿․奴婢法을 개 하려던 것으로 高齡

의 최유엄이 入元하여 극력 지하여 막았다.사람들이 물을 흘리며

이를 기뻐하 다 할 만큼 고려 내부의 반 는 극심하 다.심왕 세력은

23)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8년 4월 壬申,上冊,p.707.

‘令三司使金恂 密直使白元恒 密直副使尹碩 全英甫 大護軍李仁吉 及監察讞部官 杖權

漢功 蔡洪哲 流于遠島 先是 上王之留元也 國家政事 倉庫出納 一委親近 雖有過擧 然

倉庫盈羨 人心畏服 自西幸以後 宦官左右 改忠宣之政 放逐 臣 倉庫俱竭 英甫弟僧

山枳及吳佛 等付伯顔禿古思 蜂起扇亂.’

24) 高麗史 卷125,列傳38,姦臣1,柳淸臣,下冊,pp.410～412.

‘從忠肅如元 見瀋王暠窺覦王位 遂 曹 等背王 附暠詭 萬端 又 吳潛上書都省 請立

省本國比內地 元通事 人王觀上書丞相曰 夫事忘矜細 其遺患有不可勝 矣…李齊賢

亦上書都 立省之議乃寢.’

이들은 국내에서 충숙왕 측근이 차 정권을 장악하는데 불만을 품고 入元 後 심왕을

지지하기 시작하 다.입성론을 제기한 것도 충선왕이 유배된 후 심왕이 고려왕으로 즉

하려 하자 이를 기회로 약화된 정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함이었다(김혜원,주 8의 논

고,1994,p.58).

25) 高麗史節要 卷24,忠肅王 12년 3월,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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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元 조정을 이용하여 고려 왕 를 차지하고자 끈질긴 책동을 벌이

고 있었다.

충숙왕의 入元 직후 충숙왕의 侍從 료를 黨 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황

제의 명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 다는 참소를 통해 國王印을 탈취하여 충

숙왕의 元都 억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왕 계승을 해 元의 황실 국

내 정치세력과도 연계를 도모하 다.국내에서는 극 가담한 부류도 있었

지만 부분은 침묵하 고,元의 입장에서도 어느 편이 속정책에 유리한

가를 두고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결국 元 泰定帝가 즉 하고

충선왕이 解配되면서 충숙왕이 還國하는 것으로 상황은 정리되었다.26)

4년여의 억류조치 끝에 충숙왕 12년(1325)5월,국왕의 환국이 이루어

졌다.충선왕도 元都에서 薨去한 後 으므로27)충숙왕으로서는 실질 인

왕권행사를 한 好期를 맞이한 셈이었다.그러나 끊임없는 심왕옹립운

동과 입성책동으로 고려는 진동을 겪고 있었다.고려의 료층도 이에

따라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충숙왕은 환국 후 元에서의 侍從 신

료를 등용하여 충선왕 측근,심왕 가담 세력으로서 입성책동을 주도했

던 인물 즉 ‘權勢之家’에 한 억압을 개 의 목표로 삼았다.특히 이들

이 주체가 되어 일으켰던 물 폐단을 제거하는 데 을 두었다.28)

민변정을 심으로 재정체제의 정비는 다시 착수되어야 했다.

충숙왕은 환국 직후 교지를 통해 권세가의 토지 탈 행 를 단속해나

갔다.충숙왕 5년(1318)에도 사패 의 불법 인 확 와 不納의 폐단에

한 개 조치가 있었다.그러나 충숙왕이 入元해 있는 동안 권세가의

토지 탈 과 이로 인한 폐단은 더욱 증가하여

權勢之家 奪人土田 田屬勢家 稅仍本主 甚爲民害 自今 受賜田 雖功臣 毋

得過百結 式目都監 覈賜牌 削其贏數29)

26)金光哲,｢高麗忠肅王12年의改革案과그性格｣ 古歷史學志 5․6合執,1990,pp.187～189.

27)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12년 5월 辛酉,上冊,p.713.

‘王及公主至自元 山棚結彩 陳雜戱 獻歌謠 以迎 是日 上王薨于燕邸.’

28)鄭希仙,주 8의 논고,1990,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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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가에서 타인의 토지를 탈 하여 소유하면서도 납부할 조세는 본주

에게 받아냈던 것이다.民에 끼친 폐해가 막 하 음은 말할 것도 없었

다.조정에선 공신이라 하더라도 사패 은 100결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며,

式目都監에서는 사패를 재조사하여 100결 이상의 액수는 삭감하도록 하

다.토지를 탈취당한 채 納稅의 부담은 더해만 가는 실에서 民과 향

리의 피역 상은 연달았다.그리고 아래와 같이 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一 開城府五部 及外方州縣 以百姓爲兩班 以賤人爲良人 僞造戶口 據法

斷罪 一 權勢之家 廣置田莊 招匿人民 不供賦役 所在官司 推刷其民 以

充貢戶30)

권세가의 田莊에 은닉되어 피역하는 자에 해 각각 개성부의 5부

외방 州․縣에서 民을 양반으로 하거나 천인을 양인으로 호구를 조하

는 일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 고,所在官司에서 추쇄하여 國役을

담당할 貢戶로 삼도록 한 것이다.향리는 권세가에 의탁하여 京職을 받

는가 하면,소재 청에 고하지 않은 채 子弟를 서울에 있는 자에게 의

탁하여 免役하게도 하 다.이로 인해 서울에는 함부로 임명한 리가

많아지고,지방에는 戶口가 감소하는 상이 확 되었다.조정에서는 폐

단을 막고자 이들을 本役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 으며,이미 경직을

받은 자는 7품에 한하여 직시켜 향역에 종사하도록 조처하 다.31)

합법 인 경로도 있었다.내외의 서반․향리․民이 檢校職을 金印받아

피역하는 경우 다.사헌부와 각도의 존무․제찰사는 부 이들의 직첩

을 회수하여 本役에 되돌리도록 하되 직첩을 환납하지 않는 자는 엄 히

29)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功蔭田柴,忠肅王 12년 10월,中冊,p.712.

30)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忠肅王 12년 10월,中冊,p.732.

31) 高麗史 卷75,志29,選擧3,銓注,鄕職,忠肅王 12년,中冊,p.654.

‘本國鄕吏 非由科擧 不得免役從仕 近 逋亡附勢 濫受京職 又令子弟 不告所在官司

投勢免役 內多濫職 外損戶口 今後 外吏及其子弟 毋得擅離本役 其受京職 限七品

罷職從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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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하 다.32) 장의 확 로 인한 수조체계의 폐단은 이즈음엔 賣官賣

職을 통해 앙 직체계의 소요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民과

향리층의 피역은 이미 충선왕 즉 시 병폐로 지목되었던 군 제의 동요

를 한층 더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고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해 군

제의 정비 역시 꾀하 다.

郡縣大 本有定制 近來 無功而升號 頗多 其非先代所設 皆仍 號33)

郡縣의 大 는 일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도 없이 호격을

올린 곳이 많으니,先代에 설정된 것이 아니면 일체 환원시키라는 것이

었다.군 제도의 개편은 군 內 丁田의 多 가 부세체제와 한

련을 갖는다는 에서 충선왕 즉 년부터 인 개 상이었다.

토지의 탈 과 民의 유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州․縣의 盛衰가 혼란하

니 군 제가 동요하고 있었다.선 의 기 에 따른 邑格의 조정이 민

문제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더군다나 신분상승을 통한 피역

행 는 단순히 수조 상의 增減으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이 시기

신분질서 자체를 문란 하는 요한 요인이었다.당시 公私 노비의 자

식이 南班을 妄稱하여 양민의 부녀와 혼인을 할 경우 이를 법에 의하여

처결하기로 한 것도 良․賤 交婚이 이미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음을

의미하 다.34)

요컨 ,충숙왕의 在元기간 동안 고려 사회는 민탈 상이 더욱

악화되었다.民과 향리의 피역이 증 되는 것에서 나아가 신분질서와 군

체제마 동요되고 있었다.이러한 상은 앞서 충숙왕 8년(1321)에

설치되었던 찰리변 도감의 활동이 극심한 정치 波瀾 속에서 정상 인

32)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12년 10월 乙未,上冊,p.714.

‘一內外兩班鄕吏百姓 冒受金印檢校職 結銜避役 甚爲淆濫 司憲府各道存撫提察使 並皆

收職 各從本役 如有不從條令 不納職牒 嚴行斷罪.’

33)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12년 10월 乙未,上冊,p.713.

34)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戶婚,忠肅王 12년 10월,中冊,p.853.

‘官私奴子 妄稱南班 引誘良家婦女婚嫁 據法禁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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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그 결과 갑인년 양 사업을

토 로 정리되어가던 民戶수 문제는 국왕 억류와 같은 정치 격변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붕괴의 국면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충숙왕 에 민변정의 추진은 와 같은 정치,사회사정 속에서 심왕

의 책동에 응하는 한편 당면한 정치,재정 기를 타개할 방책이기도

했던 것이다.충숙왕 15년(1328),유청신과 오잠의 무고 사건은 이와 같

은 여러 상황이 얽 발생한 일의 하나 다.당시 유청신 등은 元의

서성에 상왕(충선왕)이 앞서 왕호를 세자로 책 하기로 했던 것을 종

에 충숙왕과 바얀투그스[伯顔禿古思]가 공모하여 왕호의 世子印을 탈

환하는 참소를 하 다.뿐만 아니라 상왕이 하사하 던 왕호와 자신들의

토지와 사택을 강탈하 다며 제소하 다.당시 황제는 買驢 등을 보내

힐문하 으나 무고임이 밝 서 사건은 곧 무마되었다.유청신 등이 자신

의 토지를 탈 당하 다는 주장에 해 충숙왕은 해당 토지는 祖業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강탈한 것이므로 文契를 조사하여 본주에게 돌려

것이라 하 다.35)충숙왕이 심왕 를 공격하며 이들의 田 을 추쇄하자

심왕 는 재산을 강탈당했다며 元에 참소하며 충숙왕을 정치 으로 공격

하 던 것이다.충숙왕은 법한 차를 통해 조업 이외의 겸병 토지

를 변정해 나감으로써 이들의 정치 책동을 막아냈다.

이러한 처지 으므로 충숙왕의 재정확충을 한 각종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고려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재정이 개선되기란 어려웠다.충

선왕의 측근 심왕 의 정치 향력이 계속되는 한 국왕 심의 체

제정비는 난망인 까닭이었다.상황이 이러하니 리의 녹 지 조차 원

활할 수 없었다.충숙왕 16년(1329), 흥창에서 나 어주던 녹 을 여러

35)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15년 7월 己巳,上冊,p.716.

‘柳淸臣 吳潛詣中書省 誣王盲聾喑啞 不親政事 遂訴云 上王奏仁宗皇帝 以燾爲高麗王

以暠爲世子 已有定命 至英宗時 燾 伯顔禿古思 令金怡說上王 奪暠世子印 又奪上

王所賜暠田 及陪臣淸臣 潛等百四十人田 等事 於是 帝遣買驢來 質問…又淸臣等田

地 皆奪他人所有 非其傳於祖父 令有司 其文契 還 主耳 買驢見王禮容嚴肅

辭有叙曰 帝所以命臣來 察王疾也 以今所見 向 之訴 皆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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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의 散員,別 등이 직 강제로 받아가거나,타인의 것을 강탈하기까

지 하 음에도 糾正이 이를 다스리지 못하는 실정이었다.36)

외정세의 변화도 더 이상의 재정개 진행을 어렵게 하 다.元에

억류되어있던 충숙왕을 환국 하여 왕 를 회복시켜주었던 태정제가 崩

하고,연달아 엘티무르[燕鐵木兒]의 정변이 발발하여 元 내부에도 혼란

이 일고 있었다.37)심왕 의 정치공세와 국내외의 정치 혼란이 가 되

었다.결국 충숙왕 17년(1330)2월,元에서 세자 王禎을 책 함으로써 同

年 8월 충혜왕이 즉 하 다.38)그러나 충혜왕은 즉 2년 만에 폐 당

하 으니,충혜왕 2년(1332)2월이었다.39)

36) 高麗史 卷80,志34,食貨3,祿俸,諸衙門工匠別賜,忠肅王 16년 10월,中冊,p.759.

‘廣 倉 祿 時 國無紀綱 人無廉恥 諸衛散員別 等 親到倉門 或冒受 或劫奪 糾正不

能糾治 手執鞭杖 終不能禁.’

37)泰定帝 死後 元에서는 태정제의 아들과 武宗의 아들을 두고 무력까지 동원된 제

계승 분쟁이 일어나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었다.태정제의 아들을 옹립하려는 다울라

트 샤[倒刺沙]가 성공함으로써 天 帝가 즉 하자 바얀[伯顔]의 지지를 받는 엘테무

르[燕鐵木兒]는 여기에 항하여 文宗을 임시로 옹립하 다.事勢는 차 엘테무르의

지지 세력이 확 된 결과 문종이 즉 하게 되었다.이후 元의 정국은 엘테무르와 바

얀에 의해 주도되었다.그러나 태정제의 지원을 받던 고려 충숙왕의 입장에서 엘테무

르의 집권은 단한 기 으며,결국 엘테무르와 긴 한 계 던 세자(충혜왕)에게

하게 되었다(金光哲,｢고려 충혜왕의 왕 계승｣ 부산사학 28,1995,pp.96～101).

한편 충숙왕 의 원인에 해 국내 으로 충숙왕의 폐행 사이에서 元의 정권을

장악한 엘테무르의 총애를 받던 충혜왕 즉 세자와 충숙왕을 두고 왕권 구도에 한

립이 일어났던 것으로 이해한 연구도 있다(鄭希仙,주 8의 논고,1990,pp.31～32).

어느 견해이든 당시 고려 정국은 元 황실과 매우 긴 한 계에 놓여 있었으므로 충

숙왕과 충혜왕의 정치 입지는 元 정국의 동향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38)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17년 2월 壬午,上冊,p.718.

‘元策世子禎爲王 遣客省副使七十 來 取國璽.’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즉 년 8월 丙辰,上冊,p.726.

‘王卽位於康安殿.’

39)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2년 2월 甲子,上冊,p.728.

‘元遣留守寶守 前理問郞中蔣伯祥等來 王郊迎 伯祥傳聖旨云 已於正月三日 命上王復位

王及左右皆失色 伯祥收國璽 諸庫 王遂如元.’

충혜왕의 갑작스러운 폐 원인에 해 김 철은 충숙왕이 후 元에 체류하면

서 복 를 해 심왕 와 연 함으로써 충숙왕․심왕 의 세력과 충혜왕간의 립구

도가 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결정 인 계기는 엘테무르가 문종과 그 후손으

로 제 를 계승시키기 해 명종의 아들인 토곤테무르[妥懽帖睦爾]를 고려 청도에

유배시켰는데,요양성과 고려가 토곤테무르를 옹립하려 한다는 무고사건이 일어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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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숙왕은 복 후에도 당분간 元都에 머물면서 인사개편을 단행하

다. 부분 충숙왕의 측근 채홍철을 비롯한 심왕 의 핵심 인물이 기

용되었다.충숙왕의 복 를 지원한 것에 한 일종의 보상이었을 것이

다.40)이후 고려의 정국은 충혜왕의 정치 ․재정 기반을 와해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의해 운 되어갔다.정치 인 구속과 함께

민변정작업을 통한 재정 기반의 흡수 다.이러한 의도 하에 충숙왕 後

원년(1332)2월,前王의 嬖幸인 尹碩․孫琦․金之鏡․裴佺 등을 순군옥

에 가두었다.41)충숙왕 後 5년(1336)3월에는 前王이 사용하던 재물을

몰수하고 양민으로 삼았던 천민을 다시 속시켰으며, 왕이 내렸던 功

臣田을 부 본주에게 돌려주었다.42)

지나친 측근 심 정치운 은 당시 성장하고 있던 儒臣層으로 하여

충숙왕의 정국운 방식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

다.한 로 료의 인사가 문란해져 과거출신 료의 등용은 요원하

으니 李穀과 같은 이는 실을 개탄하며 고려를 떠나 元에 仕宦하 던

것이다.43)元 조정과 충숙왕의 계도 순탄하지 못하 다.충숙왕 後 5

년(1336)10월 漢人 盧康忠․王誼․王榮 등이 元 조정에서 충숙왕을 모

략한다는 언을 보낸 것을 계기로 충숙왕은 12월에 입조하여 이듬해 12

월 귀국하 다.44)노강충 등이 충숙왕을 모략하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때문이었다.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으나 무고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채 안되어 토

곤테무르가 소환되고 충혜왕이 폐 된 사실은 고려할만하다(金光哲,주 37의 논고,

1995,pp.103～106).

40)金光哲, 의 논고,1995,pp.109～110(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後원년 2월 甲

子,上冊,p.719.‘王以蔡洪哲 林仲沇爲贊成事 尹莘傑爲評理 金資 金仁沇爲密直使 曹

閔祥正知密直事 又令伯祥仲沇攝行征東省事’).

41)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後원년 2월 戊辰,上冊,p.719.

‘王遣閔祥正 趙炎輝 下前王嬖幸政丞尹碩 宰相孫琦 金之鏡 上護軍裴佺 吳子淳 康庶

朴連 代 李君侅 尹桓 大護軍丘天佑 護軍崔安壽 金天祐 郞 盧英瑞于巡軍.’

42)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後5년 3월 乙亥,上冊,p.721.

‘命右常侍鄭天起執義王伯等徵前王所用財物免賤爲良 還屢賤隸又收前王功臣田並還本主.’

43)金炯秀,｢忠肅王後8年(1339)監察司榜과忠惠王의復位｣ 한국 세사연구 11,2001,p.105.

44)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後5년 10월 壬辰,上冊,p.721.

‘辛彦卿還自元曰 漢人盧康忠 王誼 王榮等十二人訴王之罪 欲除國 夷爲軍民 王宜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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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충숙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즉시 入元

해야만 했을 정도로 元과의 계는 우호 이지 않았다.45)충숙왕과 충혜

왕의 重祚는 이처럼 元 내부의 정치 이해 계와 단히 한 련을

맺고 있었다.충숙왕의 복 후에도 元과의 정치 갈등은 계속되었다.

심왕 와의 연이은 정치 립과 연합도 이 시기 국왕의 정국운 을 크

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충숙왕이 추진하고자 했던 재정체

제의 정비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田民問題의 深化와 田民推刷都監 設置

충숙왕 17년(1330),충혜왕의 즉 는 元의 압력이 작용한 면이 컸다.충

숙왕과 심왕의 극렬한 립 속에서 충숙왕의 정치 의견도 반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충숙왕은 후 부왕과 같은 방식으로 정국을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그 지만 충혜왕은 즉 후 인사개편을

단행하 다.정계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과 더불어 충숙왕 에 소외되

었거나 자신의 측근이 된 인물을 기용하기 시작했다.46)충혜왕의 정치

행보에 해 충숙왕 측의 반발은 상당하 다.즉각 충혜왕 즉 년(1330)

2월,정동행성의 사업을 리하게 했던 金台鉉과 尹碩,元忠 등을 가두고

鄭方吉로 하여 행성사업을 주 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원인이었다.47)

고려에 한 元의 정치 책동도 재차 시도되었다.同年 7월,元에서

前 정동행성 左右司郞中이었던 장백상의 건의에 따라 입성책동이 제기된

入觀 十二月 辛卯 王渡鴨綠江 帝以前王不謹 遣還國.’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後6년 12월 癸酉,上冊,p.722.

‘是月 王至自元.’

45)金塘澤,｢高麗 忠惠王과 元의 갈등｣ 歷史學報 142,1994,p.7( ,｢충혜왕과 元

의 갈등｣, 元干涉下의 高麗政治史 ,一潮閣,1998,pp.106～107,재수록).

46)이정신,｢고려 충혜왕의 행 과 정치 입장｣ 韓國人物史硏究 13,2010,pp.203～204.

47)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즉 년 2월 丁未,上冊,p.724.

‘帝御奎章閣 授王國印 王命政丞致仕金台鉉 權征東行省事 … 夏四月 壬午朔 上王囚權

省金台鉉及尹碩 元忠等 以鄭方吉 權行省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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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충혜왕은 元의 태사 우승상인 엘테무르[燕鐵木兒]에게 서한을 보

내 이를 지하 다.元 세조 이후 고려 풍속이 로 유지되었으며,충

선왕 에 행성설치 책동이 있었을 때도 무종황제가 반 하 던 사정을

들어 극력 반 하 던 것이다. 실 으로도 고려의 地勢가 척박하여 세

납은 부족하며,元과의 지리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풍속이 다르니 변

경하지 말 것을 극 요청함으로써 행성 설치 계획은 결국 단되었다.48)

이와 같은 내외 인 형편에서 충숙왕 12년(1325)의 재정체제 정비는

크게 지체되었으나 충혜왕은 民戶의 추쇄와 더불어 제를 정비해나가고

있었다.먼 원년(1331)4월,元에 공문을 보내 5도의 民人 가운데 雙城,

女眞,遼陽,瀋陽 등지로 들어가는 피역민의 쇄환을 요청하 다.기미년

(고종 46년,1259)과 충렬왕 10년(至元 21,1284)무렵 포로가 되었거나

투탁한 고려 民은 쇄환하도록 하 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더욱

이 고려 주․ 의 부역민이나 청․사원의 私奴婢도 요양,심양, 성,

여진 등지로 피역하고 있었다.元의 황제도 籍이 있는 民과 노비가 한데

섞여 분쟁이 생기니 이를 정리하고자 하 지만,해당 청이나 리가

비 조 인데다 인도를 거부하 으므로 고려 정부에서 시정을 재차 요청

한 것이었다.49)

몽 강화 이후 元의 토로 피역해간 民戶의 추쇄는 충렬왕 부터 극

이루어졌으나 일반 民人을 넘어 官·寺 뿐만 아니라 사노비조차 유입되어

가고 있었다.피역문제가 국내외 정치 ․재정 사정이 악화되면서 노비

계층까지 범 하게 확산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수차례에 걸쳐 추진되었

던 재정개 이 여러 재정폐단을 근 시키지 못한 채 충혜왕 까지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고려 정부의 해결책 한 기존의 것과 유

사하고 반복 이되,새로운 폐단에 각각 마다 처하는 방식이었다.

고려 정부는 田制의 정비도 병행하고 있었다.충혜왕 원년(1331)8월,

경기 지방의 賜給田을 철폐한 후 해당 토지를 모두 녹과 에 충당하도록

48)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즉 년 閏7월 戊子,上冊,pp.725～726.

49)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원년 4월 庚寅,上冊,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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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50)녹과 은 제도의 시행 이후 끊임없이 정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의 탈 을 막을 수는 없었다.게다가 충혜왕은 정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가운데 元의 소환정책에 의해 즉 2년 만에 폐

를 당하기까지 하 다.51)충혜왕의 복 는 충숙왕 死後 이루어졌으나 그

마 도 심왕 의 왕 계승 지와 元 조정의 실권자인 바얀[伯顔]의 반

로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元으로부터 國王位를 인정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바얀이 실각하고,톡토[脫脫]가 집권한 후에야 복 를 인정

받았던 것이다.52)충혜왕의 즉 후 극히 단기간에 걸쳐 추진되었던 재

정 정비 방안은 복 후에야 다시 진행될 수 있었다.

복 후 충혜왕은 먼 심왕 를 비롯한 政敵을 제거하고,여 히 빈

한한 국가 재정을 확 하고자 하 다.본래 심왕 暠의 시종이었으나 충

숙왕 말년 왕을 행하여 농권하 던 申靑을 理問所에 가두고 가산을 일

체 몰한 것은 표 인 다.신청의 죄목은 첫째,族屬은 站役에서

제하고 田莊을 人戶를 은닉하여 요역과 세납을 탈취한 것,둘째,德泉庫

와 義成倉의 포목 寺社田의 2백 60여결을 포함한 막 한 민을 탈

50)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忠惠王 원년 8월,中冊,p.714.

‘罷畿內賜給田以充祿科’

51)주 39참고.

52) 충혜왕의 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충숙왕의 복 를 도왔던 심왕 가 왕 계승

지를 해 바얀[伯顔]에게 요청하 으며,바얀 한 심왕 暠를 지목하고 있었다.심

왕 는 조 등을 심으로 충혜왕 측에 한 공격을 감행하 으나 충혜왕 측에서도

이조년을 동원하여 정동 행성 과 재상을 설득하는 한편 결정 으로는 무력 응을

감행하여 승리하면서 심왕 의 인물을 거 숙청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얀의

극 인 반 로 즉시 복 하지 못하 다.충혜왕 원년(1331)2월 무렵 바얀이 숙청

되고,톡토[脫脫]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帝의 명으로 복 하 다.한편 충혜왕의 복

에는 기황후 세력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충혜왕은 기철을 聖節使로 견

하고 기황후의 측근인 고용보를 三重大匡 完山君으로 채 하 던 것이다.이후 고려

국내에서 기씨 일 의 세력은 차 커졌다(김 철,주 37의 논고,1995,pp.113～118).

한편 기황후의 책립 한 톡토의 정권 장악으로 가능하 다.순제의 총신이었던 바얀

이 기황후의 책립을 격렬히 반 하 으나 기황후의 아들인 황태자 아유시리다라[愛

猷識理達臘]가 톡토의 집에서 성장하 을 만큼 한 계 으므로 톡토에 의해 바

얀이 제거된 이후 제2황후 책립이 가능하 던 것이다(김형수,｢충혜왕의 폐 와 고려

유자들의 공민왕 지원 배경｣ 국학연구 19,2011,pp.5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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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셋째,친속으로 하여 화군의 아 수십 명을 壓良爲賤하 으

며,이를 법 으로 처리하려던 법 서 안축,감찰집의 윤 ,지평 이민

등을 오히려 巡軍에 가둔 것 등이었다.53)

정국 운 은 ‘惡 ’ 는 ‘群 ’라 불리는 측근에 의해 이루어지는 극단

인 형태로 나아갔다.이들은 사냥하는 충혜왕을 호종하며 매의 밥으로

쓰겠다는 구실을 붙여 닭과 개를 약탈하는 등 民弊가 막심한 존재

다.54)흔히 무뢰배라 불리던 이들의 존재는 시기에도 있었으나 국내

의 정치 기반이 취약했던 충혜왕 에는 환 ,내료,응방,역 , 링

코우[怯怜口]를 비롯한 폐행 가운데 천 출신을 비롯하여 정치 식견

이 모자라는 자가 상당하 다.55)李兆年과 같은 儒 가 악소가 왕의

세를 믿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강탈하여 民이 고통스러우니 어진

인재를 등용할 것을 극구 간청하 던 것도56)충혜왕 측근정치의 양상

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극단 인 측근정치가 나타났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국왕권의 약화

다.충선왕 이후 고려 국왕 에 한 元의 직 인 간섭이 집요해지

면서 잇따른 重祚 상은 고려 국왕권을 크게 약화시켰다.元 내부의 지

배세력의 동향에 따라 고려 왕실이 동요함으로써 국왕들은 측근정치에

53) 高麗史 卷124,列傳37,嬖幸2,申靑,下冊,pp.698～699.

54)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後3년 2월 癸亥,上冊,p.734.

‘王畋于江陰縣 扈從惡 托餔鷹 爭掠里閭雞犬 人莫敢 .’

악소를 충혜왕의 왕권강화 과정에서 등용된 존재로 본 연구가 있다.‘매에게 먹인

다는 구실로 닭과 개를 탈취하 다’는 것은 응방에 소속된 자가 포함된 것으로,이들

은 당시 충혜왕의 시 를 담당하 다는 것이다.曹 의 난 당시 충혜왕이 응방과 코

르치[忽只]으로 하여 조 을 잡게 하 다는 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결국

악소가 충혜왕의 시 를 담당한 것으로 해석하 다(金塘澤,주 45의 논고,1994,p.10)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악소의 폐행은 분명 행 인 정치구

조 하에서 이루어진 충혜왕 失政의 큰 요소 다.

55)채웅석,｢고려 ․후기 ‘무뢰(無賴)’와 ‘호 (豪俠)’의 행태와 그 성격｣ 역사와 실 

8,1992,pp.248～249.

56) 高麗史 卷109,列傳22,李兆年,下冊,p.387.

‘兆年徑進跪曰 殿下寧忘明夷之時乎 今惡 假 略婦女攘財貨 民不 其生 臣恐禍在朝

夕 此而不恤 顧玩細娛乎 殿下聽老臣 去便佞用賢良 厲精圖治 不復慢遊 則老臣雖死

瞑目於地下矣.’



-128-

의존하는 경향이 격히 높아졌던 탓이다.충숙왕 5년(1318),12년(1325)

의 재정개 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같은

원인이었다.충혜왕이 복 한 후에도 收租체계의 폐단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은 여 하 다.충선왕 에 元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심왕의 재정

기반도 상실함으로써 국가 재정은 한층 악화되었다.57)

이는 충혜왕 복 후 이 시기와는 성격이 다른 재정 정책이 시행되

는 요한 배경이 되었다.충혜왕은 즉 후에는 先代王과 마찬가지로

民戶를 추쇄하여 收稅源을 확충하고,녹과 을 정비함으로써 제를 이

정하려는 노력을 기울 다.그러나 복 후 기존에 추진하 던 정책은

공격 인 재정확 정책으로 환하 다.‘충혜왕의 성품이 財利에 밝아

이해를 타산하여 항상 리하 으며,간악한 소인들이 다투어 계책을 꾸

며 民의 민을 강탈하 다’는 기록은58)그 표 이었다.여 히 민탈

이 횡행하여 有役 인구는 부족하 다.향리民의 役 부담 한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조처가 필요하 다.복 이었던 忠肅王 後 8년(1339)5월,

監察司를 통해 포고했던 다음의 禁令도 그러한 목 이었다.

監察司榜示禁令 兩倉祿轉 各司貢物 近因輸納失期 用度不足 致使貨殖之徒

乘時 利 先納其本 卽往其鄕 倍收利息 民何以堪 其各道存撫 按廉 守令等

官 輸納後期 嚴加糾劾59)

57)충선왕은 심왕의 지 를 유지한 채 元으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았으므로 왕실 재

정은 이 보다 윤택하 다.그러나 충선왕 이후 고려왕 는 충숙왕에게,심왕 는 호

에게 물려주게 되었다.이처럼 고려왕․심왕의 지 심양의 田 과 강남의 土田

등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경제 기반에 한 쟁탈이 심해졌으며,충혜왕 즉 후에는

더욱 복잡해졌다.이 때문에 충혜왕은 재정 강화를 해 상업 활동을 극 으로

개하는 한편 私的 재정기 들을 증치하거나 雜稅를 신설하여 재정을 보충하는 ‘수탈

재정책’을 취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병무,｢고려 충혜왕의 상업활동과 재정정

책｣ 역사와 실 10,1993,pp.241～242).

58)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後5년,上冊,pp.739～740.

‘王性游俠 好酒色 耽于遊畋 荒淫無度 聞人妻妾之美 無親䟽貴賤 皆納之後宮 幾百餘

於財利 分析絲毫 常事經營 群 爭進計畫 奪人土田奴婢 盡屬寶 庫 良馬以充內廐.’

59)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忠肅王 後8년 5월,中冊,p.730.

이때의 禁令이 교서를 통한 기존의 개 조치가 아닌 감찰사라는 청에서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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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의 존무사와 안렴사,수령 등 원으로서 祿轉․貢物의 운반과

납부를 기한보다 늦게 하는 자는 추궁하도록 한 것이었다.당시 좌․우

창에 납부할 祿轉米와 각 아에 납부할 貢物 수송이 지연되어 경비 지

출이 부족하자,貨殖之徒가 본 을 바치고는 해당 鄕에 가서 배의 利息

를 받아 내니 民의 고통이 단하 던 것이다.공물의 납 상이 나타

난 것은 고려 엽이었으나 근 되지 못한 채 民人에게 막 한 부담이

가되고 있었다.충혜왕 後 원년(1340),便民條例推辨都監의 설치는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함이었다.朴元桂를 使 로 삼아 2년 여간 운 하

으며,民人이 칭찬하 다 한 것으로 보아60)성과도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충혜왕이 私的 재산의 증식에 골몰하 다는 이었다.왕실 재

정을 심으로 한 행 인 재정 확 정책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되었다.

충숙왕 後 8년(1339)5월에 설치했던 寶 庫가 시작이었다.61)후술하듯

이 四件奴婢 는 정비가 요구되는 諸 분 토지를 왕실에 소속시키는가

하면 각종 稅를 新設하여 私益을 추구함으로써 료와 民 모두에게 격렬

지조처라는 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이에 따르면 감찰사의 원 확인되는 이는

柳甫發,李達 ,李公遂,崔宰로서 모두 儒 다. 한 방의 내용은 제와 淫祀,불

교,정치,경제 부문에 걸쳐 약 12개 조항이었으나,유난히 불교의 폐단에 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유교 상례를 보 하기 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즉 이때 내려

진 감찰사 방은 儒 의 인식이 반 된 것으로서 특히 충혜왕의 복 에 부정 입장

을 가진 감찰사의 원이었을 것으로 악하 다(金炯秀,주 43의 논고,2001,pp.10

9～117).그러나 정치 으로 충혜왕의 세력이었다 할지라도 감찰사는 일개 청

이었다.국왕을 심으로 한 앙의 공식 인 의지와 무 하게 방을 통해 사법행

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은 납득하기가 다소 어려운 사안이다.아마도 충선왕 이

후 성장하고 있었던 유교 료가 이 시기에 리의 비 를 감찰하는 감찰사에

거 포진하여 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0)김용선,｢박원계묘지명｣,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한림 학교출 부,2012,p.967.

박원계의 정치 소양에 해서는 異見의 여지가 있다.충숙왕 에 이었던 申君

平은 姜融,蔡河中 등 당 권세가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아 직 당하 으나,朴元

桂가 다음 날 문건에 서명을 하 다.사람들이 이를 우습게 여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박원계는 권력 지향 인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高麗史 卷109,列傳 22,申

君平,下冊,p.398).아마도 충혜왕 에 민탈 과 過徵으로 고통을 겪던 民은 便民條

例推辨都監의 설치와 운 을 폭 지지하 을 것이다.

61)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복 년 5월 己未,上冊,p.729.

‘王私置寶 庫.’



-130-

한 항을 받게 되었다.

사건노비는 충선왕 복 년(1308)에는 國用에 충당한 이 있었다.그러

나 충혜왕 에는 폐행이었던 閔渙이 康允忠과 업무를 주 하여 고

료의 사건노비를 왕에게 바치도록 하 다.각 처 豪富家의 婢로서 姿色

인 자를 빼앗아 北殿에 두고 길 을 시켰는데 權準,奉天祐,權適의 피해

가 가장 컸으며,민환에게 뇌물을 바친 자만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

다.62)권 과 권 은 부자지간의 世族으로서 충숙왕의 폐행이었다. 천

우 역시 충숙왕의 측근이었으므로 피해를 당한 것이었다.63)충숙왕 폐행

의 노비 몰수는 왕 측근의 재정 기반 와해의 목 도 있었겠으나 요

한 것은 이 과 달리 국왕 개인의 재정확 를 꾀하 다는 것이다.

이어 충혜왕 後 4년(1343)7월,폐사원 공신 등의 몰수 조처가

뒤따랐다.五敎兩宗의 亡寺의 土田 先代 功臣田을 부 內庫에 소속

시키도록 한 것이다.64)同年 10월에는 左右道收司判事 崔孫祐 등이 탈취

한 京畿의 諸 賜給田을 有備倉에 속하도록 하 다.유비창을 같은 해에

폐지하여 보흥고에 합쳤으니 보흥고 역시 확 개편하 다.65)최손우는

충숙왕 14년(1327),元에서 시종한 신료를 공신 책 할 때에 랑장으로

서 일등공신이 된 자 다.66)결국 내고와 유비창의 재정 확 역시 충숙

왕 측근의 재정기반을 흡수하여 충혜왕의 재산을 증식한 것이었다.모든

토지는 왕실재정 기구로 소속된 셈이었으니 이는 과거 충선왕이 복 후

62) 高麗史 卷124,列傳37,嬖幸2,閔渙,下冊,p.696.

‘渙又建白 求取人四件婢奴甚急 曰寄上 曰投屬 曰先王所嘗賜 曰人相貿易 王使渙

及康允忠等 主之 於是 諸豪富家婢有姿色 皆奪而置之北殿 使紡績如平人家 權準 奉

天祐 權適家 尤被其害 唯賂渙 得免.’

63)김난옥,｢고려말 四件奴婢의 유형화와 노비정책｣ 韓國史硏究 145,2009,pp.40～41.

64)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公廨田柴,忠惠王 後4년 7월,中冊,p.713.

‘五敎兩宗 亡寺土田 及先代功臣田 盡屬內庫 十月 左右道收司判事崔孫雨等 盡奪京畿

諸賜給田 屬有備倉.’

65) 高麗史 卷77,志31,百官2,寶 庫,中冊,p.686.

‘寶 庫忠肅王後八年 忠惠王私置之 忠惠後四年 罷有備倉倂於本庫.’

66) 高麗史 卷35,世家35,忠肅王 14년 11월,戊子,上冊,p.715.

‘寡人在都五年 姦臣 移國祚 侍從之臣 盡節輔佐 終始一心 其功可 … 中郞 崔孫祐

等 爲一等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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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재정기구인 內莊 과 內庫를 개편하여 料物庫와 義成倉 德泉倉을

설치함으로써 왕실재정을 증 하고자 했던 조처와 유사하 다.67)

국가재정에 가장 큰 해를 끼쳤던 것은 雜稅의 新設이었다.충혜왕은

職稅와 巫工稅,山海稅 등과 같은 각종 세목을 신설하 다.그 폐단은 막

하 다.직세란 族的 기반이 있는 鄕에 퇴거해있던 직 리에게 징

수한 공물로서 다음에서 보듯 폐행인 寗夫金이란 자로부터 비롯되었다.

嬖人寗夫金使江陵道 索人參 參貴所得 懼王罪己 擅徵職稅 還說王曰 臣

往江陵 見朝士 居鄕里病民 衆 臣徵其職稅 藏州郡以待上命 朝士居外

非獨江陵 五道皆然 若從臣計 有利於國 王納其 68)

寗夫金가 강릉도의 안렴사로 있으면서 공물로 바칠 인삼이 부족하자 임

의로 ‘職稅’를 징수한 것이 시작이었다.그는 국왕에게 직 퇴거 리가

民을 침탈하는지라 직세를 징수하 다며,나아가 5도의 직 리에게도

직세를 거둘 것을 청하 다.이로 인해 閔渙이 각 도에 嬖人을 견하여

직세를 징수하 는데,사람들이 피해 도망하면 친족에게 화가 미쳤다.여

기에 더하여 船稅와 山海稅를 거두고 巫匠業 에게도 를 거두니 民의

고통은 극심하 다.69)

충혜왕이 복 후 추진한 재정 정책은 先代와는 이처럼 상이하 다.

사건노비와 폐사원 불법 사 에 이르기까지 표면 으로 이러한

사안을 정비하는 방식은 국가 환수의 형태 다.그러나 결과 으로는 왕

실 재정기구를 통한 충혜왕의 사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증설한 각종 세목도 民의 재정 부담을 극 화하 다.신설한 세 은 법

제 인 기 에 따른 부세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임시로 추렴하는 과렴

67)朴鍾進,｢조세제도의 변화｣, 고려시기 재정운용과 조세제도 ,서울 학교출 부,2000,

pp.182～183.

,｢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 韓國史論 9,1983,pp.72～74.

68) 高麗史 卷124,列傳37,嬖幸2,閔渙,下冊,p.696.

69)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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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이었다.집권 신료와 民人 모두로부터 충분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 다.

이 무렵 앙 정계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다.

충선왕 에 등장한 儒敎的 료층이 확 되었던 것이다.이들에 한 수

조지 분 도 병행되어야 했다.고려 정부는 시과의 부분 인 회복 즉

권세가의 탈 민을 변정함으로써 신진 료의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

갔다.충선왕과 충숙왕의 재 기간에 민변정이 극 추진된 데에는

이러한 원인도 있었다.가장 효과 인 방법은 국가가 田民을 완 히 장

악하여 새롭게 조정하는 것이었다.국왕이 실질 으로 민을 장악하다

시피 한 부원세력 권세가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사 의 확 와 이로 말미암은 각종 폐단이 손 수 없을 만큼

증 되기 때문이었다.이러한 까닭에 충혜왕 에 이르면 실제로 이제

등 유교 료가 성장하여 부원세력 등과 정치 립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70)

이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고려 정부의 민변정 한 시행 과정과 결과

처리를 두고 기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본주에게 환속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일체를 몰수하여 國用에 충당해야 했던 것이

다.이러한 에서 충혜왕 의 갖가지 행 인 재정확 정책은 국왕

의 私財 蓄積과 더불어 국가 재정 충당책으로서 추진한 보다 극단 인

조처 다는 견해도 있다.71)

70)後에 元에 의해 충혜왕이 피랍되었을 당시 김륜․이제 등과 國 는 회의를 열고

서성에 서면을 제출하여 왕의 죄를 용서하여 것을 요청하 다( 高麗史 卷36,世

家36,忠惠王 後4년 12월 丁未,上冊,p.739.‘宰相及國 議上書中書省請赦王罪 癸丑

帝以檻車流王于揭陽縣’).그러나 상당수의 상층 료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이들

은 충혜왕 에 정치 면에 나서 부원세력 충숙왕의 폐행과 정치 으로 립하며

유교 인 정치를 실행해나가고자 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그 지만 충혜왕 의 악소

를 동원한 극단 인 측근 정치는 이조년과 같은 유신의 배척을 받는 요한 원인으

로 작용하 을 것이다(김형수,주 52의 논고,2011,pp.547～548).

71)충혜왕 의 재정 정책을 복합 인 맥락에서 살핀 한 연구는 충혜왕 에 행해진 인

력․토지의 국가 환수와 직세 등 세 신설의 조처들은 공공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

보의 성격을 가졌음에 주목하 다.이러한 성격은 충혜왕의 외무역 정책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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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혜왕 재정정책 추진의 큰 어려움은 충혜왕이 정치 ․재정 으로

권세가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었다.충혜왕은 元의 집

요한 간섭을 받는 동시에 기씨 일족으로 표되는 부원 세력 채하

등 상층 료와도 립하고 있었다.72)국내에서 권력 기반이 허약했던

충혜왕은 악소로 표되는 폐행을 동원하여 정국을 운 해갔으므로 오히

려 이들에 의한 민 탈 이 만연하고 있었다.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집권 신료층의 정국 운 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한 로 亡寺의 土田과 功臣田 사 의 몰 직후 당장 기철 등 권

세가는 元에 요청하여 입성책동을 일으켰다.직세의 수취 한 채홍철

등의 거센 폐지주장에 직면하여 일시 으로 폐지조치 되었다.73)民의 납

조부담과 항도 컸다.충혜왕 복 후 4년(1343)7월에는 각 도에서

년 貢賦의 잔여분을 추가 징수하 더니 縣吏 가운데에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하는 도 있었다.74)

사태가 이러함에도 충혜왕의 재정 증 정책은 외 무역으로까지 확

되었다.충혜왕 後 4년(1343)3월,富人인 호군 林檜와 호군 尹莊

등 10여 명을 불러 內庫의 보화를 元에 가서 매하게 하 다.백여 채

되며,그 경우 元과의 교역을 통한 재정 확 한 국정 운 의 한 일환이었다는 것

이다(이강한,｢고려 충혜왕 무역정책의 내용 의미｣ 한국 세사연구 27,2009,

pp.54～58).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혜왕 의 재정확 정책

은 직 으로는 충혜왕의 私財를 축 하는 데 치 하 다는 은 부인하기 어렵다.

72)元에서는 고용보와 朶赤․別失哥 등을 보내어 충혜왕을 피랍하 다.이때 고용보는

元 조정의 명에 따라 덕성 부원군 奇轍과 理問,洪彬으로 征東省을 署理하도록 하

으며 채하 등과 함께 내탕고를 인함으로써 고려 정국을 비상 으로 장악하 다(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後4년 11월 甲申,上冊,p.738.‘王率百官朝服郊迎 聽詔于

征東省 朶赤·乃住等蹴王縛之 … 朶赤等命龍普 整治國事 德成府院君奇轍 理問洪彬 權

征東省 … 龍普 轍·彬·蔡河中等 內帑’).

73)金塘澤,주 45의 논고,1994,pp.19～21.

특히 職稅는 매우 강압 이었다.경상도의 散員洞正이었던 或 는 몹시 빈곤하여 가

산을 부 방매해도 세납 액수에 부족하 다.그러자 딸이 부친의 고통을 슬퍼하며

자신의 頭髮을 베어 포목과 바꾸어서 바친 다음 부친과 함께 목을 매어 자결하는 일

도 있었다( 高麗史 卷124,列傳37,嬖幸2,閔渙,下冊,p.696.‘慶尙道有 散員同正 貧

甚賣盡資産 不充額 其女痛父受苦斷髮貿 以納 父皆縊死’).

74)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忠惠王 後4년 7월,中冊,p.730.

‘忠惠王後四年七月 追徵各道往年貢賦 餘美縣吏 不堪其苦 遂自刎.’



-134-

의 民家를 철거하여 內廐를 짓고,民의 토를 강탈하여 내구에 속하게

하는가 하면 호군 韓範을 시켜 납조하게 하니 수송 차량이 날마다 백

씩이나 되기도 했다.75)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 민을 본주에게 환속하

는 변정작업은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무리한 민의 국가 환

수와 세 신설 과정에서 충혜왕의 폐행의 민탈 으로 인해 民의 부담

이 커졌다.결국 충혜왕은 後 4년(1343)11월 피랍되어 고려 료의 求

命 운동에도 불구하고 유배 도 객사하 다.76)

고려 정국은 충혜왕의 치세 기간 동안 산 한 정치 ․재정 구폐사

업이 시 하 다.당장 진행되었던 것이 민변정작의 재개 다.충목왕

즉 무렵에는

置田民推刷都監 以政 文學鄭乙輔 密直提學張沆 爲提調77)

라 하 으니 드디어 田民推刷都監을 설치하고 정당문학 鄭乙輔, 직제학

張沆을 제조로 삼아 민 추쇄 작업을 시작하 다.이듬해 閏 2월에는 함

양군 朴忠佐,양천군 許伯을 判田民都監事로 임명하 다.78)우선 충혜왕

측근이 탈 한 민의 변정에서부터 재정폐단의 소거를 시작하 다.

충목왕 즉 직후에는 교지를 내려 일체 弊政을 신하고 民을 慰恤하

도록 하 다.79)정승 蔡河中․사공 姜好禮․정당문학 鄭乙輔․동지 직

75)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後4년 3월 辛未,上冊,p.735.

‘王召富人大護軍林檜 前護軍尹莊等十餘人 授內庫貨 如元 販賣 … 乙亥 作內廐 破人家

百餘區 廣築墻宇 又奪人田 屬之 命護軍韓範收其租 輸車日用百兩.’

76) 高麗史 卷36,世家36,忠惠王 後4년 12월 丁未,上冊,p.739.

‘宰相及國 議上書中書省請赦王罪 癸丑 帝以檻車流王于揭陽縣.’

77) 高麗史節要 卷25,忠惠王 後4년 11월,p.130.

78)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즉 년 閏2월 丙寅,上冊,p.741.

‘以咸陽君朴忠佐 陽川君許伯 判田民都監事.’

79) 高麗史 卷37,世家37,忠惠王 後5년 2월 丁未,上冊,p.741.

‘高龍普抱王 以見帝 帝問曰 汝學父乎 抑學母乎 曰 願學母 帝嘆其天性好善惡惡 遂

令襲位 時 王年八歲 下敎 戒國內臣僚 一革弊政 慰恤百姓.’

충혜왕 死後 이루어진 충목왕의 즉 는 元의 기황후 세력과 정치 으로 긴 한

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당시 고려 왕 승계문제를 두고 元과 고려 유신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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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金上琦와 薛玄固․ 직제학 張沆 등에게 국정을 參議하도록 하

다.충혜왕의 폐행이었던 韓范․張松․沈奴介․ 두 부카[田頭乞不花]

등 15명은 섬으로 귀양 보내고,先王이 편애하 던 鄭天起․ 敬夫․趙

成柱 등은 本鄕으로 추방하 다.감찰사를 통해서는 충혜왕 에 惡 에

게 告身을 부 회수함으로써 충혜왕의 폐행을 축출하 다.80)이어 4

월에는 李齊賢을 삼사사로 하 으며,金倫․權謙․朴忠佐를 찬성사로,

羅益禧와 孫守卿을 참리,金承嗣와 金上琦를 삼사 우좌사로 각각 임명하

으니81)충목왕 즉 후 규모 정치세력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충목왕이 年 한데다 元에 체류 이었으므로 실제로 정국은 이때 기

용된 재상에 의해 운 되었을 것이다.이제 을 비롯한 유신은 충목왕

즉 직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민 변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개 안

을 상서하여 산 한 재정 폐단을 처리하고자 하 다.주요한 내용은 왕

실 재정 국왕 측근 기구 정비,녹 부족으로 인한 食邑 정비,녹과

정비,貢賦 징수의 폐단 시정 등이었다.

첫째,鷹坊․內乘과 같은 국왕 측근 기구를 폐지하고 德寧庫와 寶 庫

등 옛 제도에 없는 기 은 일체 정리하며,이 시기에 강압 징수한

는 모두 본주에게 반환하도록 하 다.82)충목왕 즉 년(1344)5월 이들

서로 입장이 달랐다.고려의 리 부분은 충혜왕 後 2년(1341)이후 入元해 있던

충숙왕의 차남이자 충혜왕의 同母弟인 王祺를 지지하 다.그러나 元에서는 당시 8

세에 불과한 元子(충목왕)를 즉 시켰는데 이는 기황후 일족이 왕기를 꺼려했던 것

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金塘澤,｢元 干涉期末의 反元的 분 기와 高麗 政治史의 개

｣ 歷史學報 146,1995,pp.62～63; ,｢元 간섭기 말의 反元的 분 기와 고려

정치사의 개｣, 元干涉下의 高麗政治史 ,一潮閣,1998,pp.144～145,재수록).

80)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즉 년 閏2월 丙寅,上冊,p.741.

‘王命政丞蔡河中 司空姜好禮 政 文學鄭乙輔 同知密直司事金上琦 薛玄固 密直提學張

沆 叅議國政 … 竄韓范 張松 沈奴介 田頭乞不花等十五人于島 鄭天起 敬夫 趙成柱

放歸田里 皆先王之嬖幸也 丁卯 監察司悉收先王時惡 告身.’

81)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즉 년 4월 癸酉,上冊,p.741.

‘王 叔祺爲江陵府院大君 玹爲益 府院君 愼爲大匡元尹 怡爲正匡元尹 以蔡河中爲右

政丞 韓宗愈爲左政丞 李齊賢判三司事 金倫 權謙 朴忠佐爲贊成事 羅益禧 孫守卿爲叅

理 金承嗣 金上琦爲三司右左使.’

82) 高麗史 卷110,列傳23,李齊賢,下冊,pp.415～416.

‘鷹坊內乘 毒民尤甚 前已下令革罷 後復遷延 中外失望 至使龍普馳出見責 可不愧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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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폐지하고,이곳에서 차지했던 土田와 奴婢는 각각 본주에게 돌려

주었다.83)충렬왕 9년(1283)에 설치되었던 응방은 충선왕 원년(1309)에

되었다가 재설치 되었으나 다시 하면서 소속되었던 토지와 노

비를 본주에게 환속한 것이었다.내승도 마찬가지로 권력기구로서 궁궐

에서 소요되는 馬에 한 업무를 보았으나 충목왕 즉 년(1344)5월

하여 土田과 노비를 本處에 환속하 다.84)

둘째,食邑의 정비 다.식읍을 설치한 이후 녹 이 부족해졌으니 兩宮

의 식읍을 폐지하고 廣 倉에 귀속시켜 俸祿에 충당하자는 것이었다.85)

이에 충목왕 즉 년(1344)6월,新宮에 장하 던 3개 食邑에서 징수한

포 4천여 필을 흥창에 돌려보내고 金玉으로 만든 그릇은 王府에 돌려

보냈으며,8월에는 신궁을 헐고 그 자리에 崇文館을 지었다.86)충혜왕

의 극단 인 재정증식으로 인해 리들에게 지 할 녹 이 더욱 부족해

진 탓이었다.

셋째,경기 내 祿科田地가 여 히 탈당하고 있는 사태의 정비 다.

경기 土田 가운데 祖業․口分田을 제한 나머지를 녹과 으로 만든 지 거

의 50년이 지났으나 개선되지 않으니 권세가에 탈취 당한 경기의 녹과

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었다.87)그러나 환 족속 권세가

心乎 德寧 寶 等庫 凡非古制 一切釐革 庶永不負聖旨勤恤之意 … 前 迫徵暴歛之

便合歸於納 然恐官吏夤緣爲奸 細民未蒙實惠故 宜分付諸司 以充來歲雜貢 令其得

免先納借貸之弊.’

83) 高麗史節要 卷25,忠惠王 後5년 5월,p.142.

‘罷 寶 德寧庫內乘鷹坊 以其所取土田奴婢 各還本處.’

84)朴龍雲,｢諸司都監各色―鷹坊｣,  高麗史 百官志 譯註 ,신서원,2009,pp.592～596.

85) 高麗史 卷110,列傳23,李齊賢,下冊,pp.415～416.

‘三食邑旣立之後 百僚俸祿不備 夫以一國之主 取群臣養廉之資 以實私藏 豈不貽譏後世

請聞諸兩宮罷食邑 還屬廣 倉 充其俸祿.’

86)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즉 년 6월 壬戌,上冊,pp.742～743.

‘發新宮所貯三食邑 四千餘匹歸 廣 倉金玉重器還王府 … 八月 丙子 王命毁新宮作崇文館.’

87) 高麗史 卷110,列傳23,李齊賢,下冊,pp.415～416.

‘京畿土田 除祖業口分 餘皆折給爲祿科田 行之近五十年 邇 權豪之門 奪占略盡 中閒

屢議釐革 輒以危 脅欺上聽 卒莫能行 此大臣不固執之所致也 果能釐革 悅 甚衆 不

悅 權豪數十輩而已 何憚而不果爲哉.’

 高麗史節要 卷25,忠惠王 後5년 11월,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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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私占된 녹과 의 복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충목왕 원년(1345)8월,도평의사사에서는 諸功臣․權勢之家

에서 사패를 칭하여 녹과 을 本田이라 하며 끊임없이 확 하고 있으니

재경리하자는 건의를 올렸다.구체 인 방안은 御分․宮司田,鄕吏․津

尺․驛子 등 雜口分位田은 元籍을 조사하여 정액을 지 하자는 내용이었

다.兩班․軍․閑人의 口分田 역시 원종 12년(1273)이 의 公文을 확인

하여 분 하고,나머지 諸 賜給田은 모두 회수하여 규정된 액수 로 職

田을 분 하도록 하되,남은 토지는 국가에서 수조하여 國用에 충당하자

고 하 다.88)녹과 의 개 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었으나 권력을 빙자

한 불법 인 사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더 이상 녹과 의 침탈을 방

조할 수 없는 처지에서 고려 정부는 강력한 정비조처가 필요하 다.녹

과 이 처음 되었던 원종 12년(1273)을 기 으로 하되 兩班․軍․閑

人의 口分田은 녹과 과 계없이 존속하 으므로 이 의 公文에 따르도

록 한 조처 다.89)

넷째,충혜왕 지나친 貢賦징수로 야기된 폐단의 시정을 요청하 다.

한 가지는 收租의 實效性이 없으니 충혜왕 後 4년(至正 3년,1343)이

의 것은 일체 감면해달라는 것이었다.州․郡에서 오랫동안 포탈했던 貢

賦는 民에게 막 한 부담이었으나, 원이 환수하고자 해도 실 으로

불가능한 상태 던 까닭이었다.다른 한 가지는 過徵으로 인해 人身을

매매한 경우 청의 비용으로 속 을 지 해 신분을 회복해달라는 요청

‘京畿祿科田 爲權貴所奪 悉還其主.’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忠惠王 後5년 12월,中冊,p.707.

‘京畿祿科田 爲權貴所奪 悉還其主.’

88)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忠穆王 원년 8월,中冊,p.714.

‘都評議使司 先王設官制祿一二品三百六十餘石隨品差等 以至伍 隊正 莫不准科數以

給 故衣食足給 一切奉公 其後再因兵亂 田野荒廢 貢賦欠乏 倉庫虛竭 宰相之祿 不過

三十石 於是 罷畿縣兩班祖業田外半丁 置祿科田 隨科折給 近來諸功臣權勢之家 冒受

賜牌 自稱本田 山川爲標 爭先據執 有違古制 乞依先王制定 京畿八縣土田 更行經理

御分宮司田 鄕吏津尺驛子雜口分位田 覈元籍 量給 兩班軍閑人口分田 元宗十二年以

上 公文 覈折給 其餘諸賜給田 並皆收奪 均給職田 餘田 公收租稅 以充國用 制可.’

89)權寧國 外,｢祿科田｣, 譯註 高麗史 食貨志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96,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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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90)와해된 수조체계로 인한 폐단이 지나치게 축 되어 이 시기에

이르면 차 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정부는 外方의 정비와 민호 추쇄 민 안정을 한 정책도 병행하

다.충목왕 원년(1345)10월,고려 정부에서는 양 ․ 라․경상 등 3

도에 廉察 復使를 견하여 피폐한 지방을 회복시키고자 하 으며,91)

충목왕 3년(1347)10월에도 각 도에 復別監을 견하 다.92)충목왕 3

년(1347)정월에는 성의 民을 수 할 것을 지시하 다.93)이 밖에 빈

한한 民이 자녀를 典賣한 경우 官財로 충당하여 부모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94)각종 조처가 뒤따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유교 료층의 개 움직임은 당장 고려 내 부원세력으로

하여 권력기반 상실에 한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가장 심

부원세력인 기씨 일족에 해 아래와 같이 기황후의 단속이 이루어진 것

도 변화하는 정세를 주시한 것이었다.

元遣兵部尙書溥花 同知資政院朶兒赤來 傳皇后懿旨曰 凡吾親戚 勿倚勢 奪

人田民 如有違異 必罪之 法司知而故縱 亦當罪之95)

즉 자신의 친척이 권세를 믿고 타인의 田民을 강탈하는 행 를 엄 하

90) 高麗史 卷110,列傳23,李齊賢,下冊,pp.415～416.

‘州郡遠年貢賦之逋欠 有司百計迫徵 十分莫得其一 祗是歛怨而已 望下令 自至正三年

已前逋欠貢賦 一切蠲免 前此數年 窮民有因暴歛 典賣男女 請令諸道存撫安撫使 出榜

許其來京自告 因以官財量給贖還 其買 亦令自首 若不自首 後有告 不 其直 勒還

父母 甚 治罪.’

91)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원년 10월 癸丑,上冊,p.744.

‘分遣廉察 復使于楊廣全羅慶尙三道.’

92)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10월 庚辰,上冊,p.746.

‘遣 復別監于諸道.’

93)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정월 壬申,上冊,p.745.

‘以同知密直司事全允臧爲交州道都巡問使 令檢括雙城人口.’

94) 高麗史 卷110,列傳23,李齊賢,下冊,pp.416～417.

‘前此數年 窮民有因暴歛 典賣男女 請令諸道存撫安撫使 出榜許其來京自告 因以官財量

給贖還 其買 亦令自首 若不自首 後有告 不 其直 勒還父母 甚 治罪.’

95)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즉 년 8월,丙戌,上冊,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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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반 시 반드시 처벌할뿐더러 법사에서 고의로 묵과할 경우 官

員마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 다.그 지만 개 안 내용의 상

당 부분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정치 이해가 상충하는 권세가 부원

세력의 반발은 상당하 다.

두드러진 반발은 정방의 폐지와 복설로 나타났다.재정 개 이 한창 추

진되던 충목왕 즉 년(1344)12월,정치 으로는 정방의 폐지가 이루어졌

다.이에 따라 典理와 軍簿에서 文․武官의 선발배치업무를 담당하게 되

었다.96)이때 책임을 맡았던 이가 王煦 는데 다음의 기사에 따르면

制官吏祿薄 賜京畿田 人若干畝 之祿科 權貴奪之幾盡 諸領府尤受其害

煦下令復之 由是 爲姦貪所惡而罷 以金永煦代之 時人觖望97)

이라 하 으니 왕후가 권세가에서 불법 유한 녹과 을 회수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이 왕후를 직시키고 金永煦로 신하 다는 것이

다.왕후의 직은 정방을 폐지하고 과 을 복설했던 까닭이었다.당시

권세가에서 녹과 의 부분을 탈 하 으며,그 가운데서도 勢가 약한

領府의 피해가 막 하자 왕후는 이를 바로잡고자 하 던 것이다.그러나

부원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정방은 결국 폐지 1년 만인 충목왕 원년

(1345)12월,復置되었다.정방이 복설되면서 찬성사 朴忠佐와 金永煦,참

리 辛裔,지신사 李公遂 등이 提調官으로,印承旦이 좌정승,李穀이 직

사로 임명되었다.98)정방과 녹과 은 각각 정치 재정 으로 권세가의

96) 高麗史 卷75,志29,選擧3,銓注,選法,忠穆王 즉 년 12월,中冊,p.632.

‘罷政房 歸文武銓注于典理軍簿 復政房.’

97) 高麗史 卷110,列傳23,王煦,下冊,p.405.

98)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원년 정월 丁未,上冊,p.744.

‘復置政房 以贊成事朴忠佐·金永煦 叅理辛裔 知申事李公遂 爲提調官.’

 高麗史節要 卷25,忠穆王 원년 12월,p.147.

‘罷王煦 以金永煦爲右政丞 印承旦爲左政丞 李穀爲密直使 煦罷政房復科田 故爲貪姦所

惡而罷 時人觖望.’

정방제조 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요한 자리로서 베르 부카[別兒怯不花]의 처

남이었던 김 후 고용보의 인척인 신 가 정방제조에 역임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신 는 오랫동안 정방 제조 으로 재직하며 단한 권세를 렸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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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기반이었으니 조정의 강력한 개 조처에도 불구하고 이처

럼 개선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제 등 유교 료가 이처럼 거 정계에 진출함으로써 고려 내

부원세력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99)더욱이 이들이 의도한 개 안

을 추진하기 해서는 이 시기보다 범 하고 강력한 민변정 작업

을 필요로 하 다.충혜왕 재 시 처리하지 못했던 민 쟁송과 더불어

재 기간 동안 탈 된 민을 변정해야 했다.고려 정부로서는 총체

인 난국에서 담하여 개 을 추진해 나갈 기구가 필요하 다. 극 이

되 체계 인 개 이 요구되는 것이다.그 결과 이듬해인 충목왕 원년

(1345),整理都監이 설치되었다.개 의 핵심은 충목왕의 즉 후 실해

진 민변정이었다.

3.整理都監․整治都監의 設置와 運營

儒臣層은 충목왕 즉 무렵 田民推刷都監을 통해 충혜왕과 측근이 탈

한 식읍,녹과 의 정비 貢賦운 의 폐단을 정리해나갔다.불법 인

田制 운 으로 인해 노정되어온 폐단을 제거하고,국정 운 을 정상화하

기 해서는 단편 인 개 안의 제시로는 한계가 있었다.고려 정부는

같은 정세 변화는 당시 元 지배층의 권력이동과 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元에

서는 톡토[脫脫]가 물러나고 베르 부카가 세력을 확 하던 시기 으므로 김 후와

신 가 정치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게다가 元에서 유신 세력이 크게 성장하면

서 고려에도 이러한 향 하에 이제 을 비롯한 유신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반면 元의 기황후 세력은 차 수세에 몰리면서 고려내 기씨 일족도 정치 으로 차

약화되고 있었다(신은제,｢14세기 반 원의 정국동향과 고려의 정치도감｣ 한국 세

사연구 26,2009,pp.210～214).

99)당시 고려의 신료가 後에 공민왕이 되는 왕기를 지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元에서

충목왕을 책 한 것은 분명 고려의 반발을 일으킬만한 요소 다.그러므로 元은 의지

로 충목왕을 즉 시킨 후에도 고려 정부의 상황을 의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게

다가 고려 내에서 권력이 크게 확 되어 있었던 기황후 일족에 의한 재정 폐해도

막 하 으므로 유신층과의 정치 계는 주목되는 사안이었다(김형수,주 52의 논

고,2011,pp.5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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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 개 을 추진해나가고자 충목왕 원년(1345),整理都監을 설치하

다.100)정리도감은 충목왕 즉 후 유신층이 주장했던 개 내용을 확

한 ‘整理都監狀’에 의거하여 주체 이고 체계 으로 개 을 추진해나갔

다.101)개 목표는 충혜왕 의 폐정 와 동시에 고려 내 부원세력의

100)민 구는 ‘整理都監狀’은 충목왕 3년(1347)에 설치된 정치도감의 활동방향을 시사하

기 해 작성된 개 안이라고 보았다.고려사에서 ‘충목왕 원년(1345)’에 정리도감장을

마련하 다는 기록은 誤記로서 정치도감의 개 안인 것을 잘못 기록하 다는 것이다

(閔賢九,｢整治都監의 性格｣ 東方學志 23ㆍ24合輯,1980,pp.109～111).고병익도 ‘整

理都監’과 ‘整治都監’은 고려사에서 ‘理’와 ‘治’를 혼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同

一體라고 하 다.그러나 설치시기에 해서는 앞의 연구와 이견이 있었다.정치도감

은 이미 충목왕 원년(1345)에 설치되었는데 존재와 활동이 희미하다 없어졌던 것이

충목왕 3년(1347)에 재설치 되었다는 것이다(高炳翊,｢麗代 征東行省의 硏究(下)｣ 歷

史學報 19,1962,pp.172～174).

이러한 제 견해에 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高麗史 의 사료상

오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려사는 官撰史書로서 기본 으로 엄격한 史料의 선정과

原史料의 충실한 재구성을 편찬원칙으로 삼았다.부록에 해당하는 纂修高麗史凡例와

進高麗史箋과 高麗世系의 論이 있고,본문에서는 다만 志와 列傳의 序文에만 편찬자

의 사 이 표 되었을 뿐이었다.論贊 한 사실과 元史料에 입각하 을 만큼 정확

하고 객 인 사서 다(邊太燮, 高麗史의 硏究 ,三英社,1982,pp.215～219;辛虎

雄,｢高麗史 刑法志 再論｣ 東國史學 19,1986,p.35).더구나 충목왕 원년(1345)5월

과 충목왕 3년(1347)2월이라는 시간차이는 설치연 를 잘못 기록하 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간격이다.

둘째,정리도감장이 실려 있는 항목은 그 내용이 재정과 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刑法志의 禁令조항이라는 이 주목된다.소 흥망사 에 공감하 던 유교 소양을

갖춘 朝鮮의 찬자층은 령 항목에 많은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法綱의 해이가 곧 국

가의 멸망이라 생각하며 특히 시했다(辛虎雄, 의 논고,1986,p.41).그 다면 정리

도감장이 형법지에 수록되었다는 은 충목왕 원년(1345)당시 儒 에 의해 추진되었

던 재정 정비방안이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고려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의

발로 을 것이다.

셋째,충목왕 즉 직후 이제 등이 건의한 개 안은 ‘上書都 ’즉 도당에 서면

으로 제의한 내용으로서 제도의 공식 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정리도감장

은 이때 제의된 재정개 의 내용과 유사하나 더욱 체계 이고 발 된 형태이다.그

러므로 충목왕 원년(1345)의 정리도감은 충목왕 즉 년의 개 안을 토 로 구체화된

개 안을 발표한 것이었다.다만 고려 시 의 도감이란 기구 자체가 임시 이므로 모

든 도감의 치폐연 구성원을 알 수는 없다.정치도감의 경우 고려 내부의 필요성

에 더하여 元 조정의 정치 이해 계가 얽히면서 구체 으로 기록된 특이한 사례로

보인다.따라서 이 시기 정리도감장이 이후 정치도감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정리도감 기구 자체의 설치 연 와 구성이 사료에 명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정치

도감의 신이었던 것이다.

101)정리도감장의 내용에 해서는 기왕의 數多한 연구에서 정리하 다(주 10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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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정 기반의 제거 다.핵심은 역시 민변정이었다.

민변정은 충숙왕 후반부터 격히 약화되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

고 있었다.국왕 측근뿐만 아니라 부원세력 특히 宦官族屬에 의한 민

탈 그리고 이로 인한 향리․民의 재정 부담 증가와 피역행 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102)정리도감에서는 탈 민의 변정,租稅過徵․濫徵의

처리,국왕 측근과 부원세력에 의탁하여 일으키는 폐단의 제거를 목 으

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 다.

첫째,이 시기에 극심해지는 토지 탈 과 長利로 인한 壓良爲賤의 폐

해를 제거하고자 하 다.다음은 이에 한 상세한 사정을 보여 다.

宦官族屬 及權勢之家 於田地沃饒處 爭設農莊 奸吏因緣用事 奪占人田 劫

取牛馬 今後 推 痛懲 又招引流移人吏 及官寺奴婢 驛子 群聚作黨 長利稱

名 借貸平民 倒換文契 利中生利 今後 所納物色 還其本主 收文契 依例

決罪 又憑依宿債 怯良人爲奴婢使喚 依前判 賤口役價 一年 五升 三十

二匹半例 計徵還償 悉皆免役103)

案의 내용의 차이가 없겠으나 본고에서는 정리도감을 정치도감의 신으로서 충목

왕 원년(1345)에 설치되었던 기구로 보았다.그러므로 충목왕 의 개 은 기존의 견

해와 같이 충목왕 3년(1347)의 정치도감에서 비로소 시작한 것이 아니라 元의 본격

인 개입이 있기 인 충목왕 원년(1345)5월 이후 고려 정부의 극 인 의지 하

에 추진되었다는 에서 다른 견해이다.즉 충혜왕의 폐정을 개 하고 부원세력의

작폐를 근 하기 한 고려 정부의 노력은 元의 지원 하에 추진된 것이 아닌 충목

왕 즉 후 고려 유신을 심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요한 핵심 인 과제가 바로 민변정사업이었다.

102)이 무렵 환 부원세력 가운데 많은 수가 大司徒,平章政事 院使,司卿의

직에 올랐으며,族屬도 모두 직에 임명되었다.이들이 리는 부귀 화는 漢南의

환 들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지경이었다.특히 충선왕 이후 元 황제의 총애를 받

는 자들에게 爵함으로써 古制가 완 히 괴되었으니 ‘伯顔禿古思․方臣祐․李大

․禹山節․李三眞․高龍普 등은 짖는 개처럼 元의 황제에게 참소하여 국가를 모해

하 다’하는 지경이었다( 高麗史 卷122,列傳35,宦 ,下冊,p.660.‘元政漸紊 閹人用

事 此輩或官至大司徒 遙授平章政事 其次皆爲院使司卿 姻婭弟姪 並受朝命 第 車

服 僭擬卿相 富貴光榮 漢南閹人所不及 … 王擇其尤近倖 皆 君賜爵 餘皆拜檢校僉

議密直 由是 典盡壞 而熏腐未燥 亦輕視本國 如伯顔禿古思方臣祐李大 禹山節李

三眞高龍普等 皆反吠其主 讒譖構禍 之可 痛心’).

103) 高麗史 卷85,志39,刑法2,禁令 忠穆王 원년 5월,中冊,pp.86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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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족속과 권세가의 토지 私占 자체도 문제 지만,奸吏마 勢를 빙

자하여 타인의 토지와 牛馬까지 탈취하고 있었다.이들은 作黨하고 長利

라 하여 불법 인 殖利행 를 일삼는가 하면 長利를 갚지 못할 경우 壓

良爲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 다.정리도감에서는 사회 으로 심 한 문

제가 되는 이와 같은 사안을 발하여 징계하고,役價를 상환하여 免役

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 다.게다가 이들은 人吏와 官寺의 노비 驛

子를 모아 고리 업을 하며,양민을 박하여 노비로 부리는 형편이었다.

폐단이 차 심 해지는 가운데 민변정은 시 한 과제로 되었다.

둘째,국왕 측근과 부원세력이 행하는 조세의 過徵과 濫徵이 큰 폐단

이었다.

今忽只等 冒受賜牌 遣無賴人 在 人陳荒田 計年徵之 其弊莫甚 今後禁

之 田地收租人等 每年一田 四五度徵歛 使百姓失業 流移 頗多 今後窮推

械 于京104)

이를 테면,코르치[忽只] 등이 사패를 빌어 戶의 陳荒田에서 임의로

수조하는데다,田地에서 수조하는 자가 매년 수차례를 거두어 피역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개선하려는 것이었다.남징은 각 衙門의 公廨田租

를 수조하는 자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불법 수조를 행하

고 있었다.정리도감에서는 이런 사례를 발하여 각각 개경으로 압송하

고,本役에 배속하 다.105)

셋째,가장 큰 문제는 국왕 측근이나 부원세력에 투탁한 자들이 권세

를 빌어 연계하여 지르는 각종 폐단이었다.106)行省 三所․코르치․巡

104)주 103과 같음.

105) 와 같음.

‘各衙門公廨田收取人等 非處橫行作弊 收馬匹 各驛定屬.’

106) 와 같음

‘行省三所 忽只 巡軍 波吾赤投屬 成黨橫行 推 收取差帖 運本定役 各衙門公廨田

收取人等 非處橫行作弊 收馬匹 各驛定屬 國制內乘 鷹坊投屬人 並皆革罷 令各縣

別抄及貢戶定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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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바르유치[波吾赤]에 투속하여 작당하고 폐단을 일으키니,정리도감

에서는 이들의 差帖을 거두고 本役으로 돌려보내도록 하 다.부원세력

에 투탁함으로써 役을 피할뿐더러 이들의 수하가 되어 오히려 폐단을 일

으키고 있었다.권세가의 고리 업 운 이나 불법 수조행 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도 이들이었을 것이다.국왕 측근 기구인 내승과 응방의 경우

이미 충목왕 즉 년(1344)5월에 하여 탈 토지와 노비는 본주에게

환속하 다.107)투탁한 民은 여 히 해결되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각

縣의 別抄와 貢戶로 삼은 것이다.

요컨 ,충목왕 의 요 문제는 민탈 과 불법 인 조세징수 등 각종

폐단을 일으키는 주체가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 확 되었다는 것이다.국왕

측근 환 족속과 부원세력에 더하여 이들에게 투탁한 자들이 수하가

되어 새로운 폐단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서리가 토지를 탈 하고 압량

천을 행하는 것이나 내승,응방 등에 투탁한 피역민이 일으키는 폐단 한

行省 三所․코르치[忽只] 등에 투탁한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 정부가 권세가에서 탈 한 민을 변정하는 작업은 몽 강화 이

후 수시로 진행되었으나 폐정개 의 추진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했던 원

인도 이것이었다.충혜왕 의 행 인 정국운 으로 인해 민변정은

단된 채 국가 재정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충선왕 이후 고려 국왕 에 한 元의 집요한 정치 간섭도

있었다.지배층과 부원세력은 이 같은 상황을 빌어 왕 를 놓고 離合集散

하는 가운데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표 으로 기씨 일족을

심으로 한 부원세력은 단히 강화된 정치 향력으로 심각한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다.108)정리도감에서 근 하고자 하 던 폐단도 바로 부원세

107)주 82참고.

108)부원세력 가운데 표 으로 기씨 일족은 기황후의 元內 입지가 굳어지며 고려 내

지 가 단히 높아졌다.기황후의 책립 이후 元의 황제는 資政院使 고용보를 보내

어 기씨 일족에게 공신칭호와 작 차에 걸쳐 옷과 술을 하사하기도 하 다.

기철 한 행성 참지정사가 되었으며,충혜왕으로부터도 정승직 와 함께 덕성 부

원군의 작 를 받았다.이들 기철,기주,기륜은 기황후의 세를 믿고 횡포한 데다

친척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지니 폐단이 심하 다( 高麗史 卷131,列傳44,叛 5,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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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환 족속에 의한 작폐 다.그러므로 정리도감은 기씨 일족이 끼친

재정 폐단의 제거와 함께 강력한 정치 공세를 퍼부을 수밖에 없었다.

고려 사회는 총체 인 개 이 요구되었다.정리도감을 통해 추진해오

던 개 은 한 단계 강화되었다.충목왕 3년(1347)2월,整治都監의 설치

다.충목왕 원년(1345)에 정리도감을 통해 개 안이 법제화 되었다면

정치도감은 한층 범 한 방면에서 강력한 개 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었

다.정리도감이 정치도감의 前身이었던 에서 정치도감 역시 정리도감

장을 근거로 활동하 다.109)정치도감의 개 작업은 충목왕 즉 직후

이제 등의 정치개 정리도감의 개 과 연속선상에 있었다.정치도

감의 설치 목 이 이러한 만큼 정치․재정에 걸친 범 한 폐정개 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 부터 체계 으로 추진하고자 하 다.정치도감을

이끌어나갈 사와 속 을 임명한 후110)이들로 하여 각 도 民田의 계

轍,下冊,p.843～844.‘忠惠時 帝遣資政院使高龍普 太監朴帖木兒不花 追贈子敖秉德

承和毓慶功臣 榮安王 謚莊獻 勑翰林學士歐陽玄 撰墓碑賜之 妻李氏爲榮安王大夫人

表其門曰貞節 數遣使來 錫衣酒 又以轍爲行省叅知政事 轅爲翰林學士 本國拜轍政丞

德城府院君 轅德陽君 轍轅輈輪倚后勢縱恣 其親黨 亦夤緣驕橫’).

109)整理都監狀에 해서는 앞서 민 구의 연구 이후 부분 整治都監의 개 안으로

인정하고 있다(주 100참고).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도감장은 충목왕 원년

(1345)5월 임시기구로서 정리도감이 설치되면서 마련된 개 내용이었다.그 근거로

정치도감의 설치시기를 들 수 있다.元 황제가 ‘整治’를 명하기 해 왕후와 김 돈을

입조하도록 한 것은 충목왕 2년(1346)10월 왕후의 아버지인 權溥가 사망한 다음 달

즉 11월이었다.이들이 충목왕에게 元 황제로부터 충혜왕의 실정을 조장한 소인배를

처단할 것을 명받았다는 사실을 한 것은 이듬해로서 충목왕 3년(1347) 을 것이

다(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2년 10월 己巳,上冊,p.745.‘永嘉府院君權溥卒’; 

高麗史 卷110,列傳23,王煦,下冊,p.406.‘明年溥卒 踰月帝命煦脫衰入朝 又明年煦 左

政丞金永旽奉帝旨來告王曰 帝問先王失德臣等奏 先王初不若是但 人 之耳 其徒尙在

不去亦誤今王 帝然之勑臣等曰 汝其往治之 太妃聞之泣下賜酒慰謝永旽傳帝密旨曰 可復

以王煦爲政丞’).

이와 련하여 충목왕 3년(1347)정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元의 사신이 황명을

했던 사료가 주목된다(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정월 丁巳,上冊,p.745.

‘元使白狗兒奉聖旨來王出迎于郊 … 二月 甲申 元使阿丹不花奉詔來王出迎于郊’).구체

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나 아마도 元 황제의 整治 권유와 련된 내용이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그 다면 충목왕 3년(1347)2월에 곧바로 활동을 시작한 정치도감이

어느 틈에 개 안을 작성하 는가에 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 시기에

설치되었던 정리도감의 구성 편제와 개 내용을 토 로 즉시 활동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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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도하 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정치도감의 설치와 역할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分遣李敏 金㺩于楊廣 李元具 金英利于全羅 南宮敏 李培中于慶尙 朴光厚

崔元祐于西海 鄭珚于平壤 金君發于江陵 郭于交州道 令度民田 並兼按廉存

撫使111)

충목왕은 判密直 이상의 왕후․김 돈․안축․김 철 4인을 사로 삼

고 정연 등 33명을 속 으로 임명하 다.속 은 使 9명,副使 7명,判官

12명, 事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을 각 도로 견하여 토지를 측량

하도록 하 다.112)정치도감의 설치 목 가운데 하나가 토지 계 을 통

한 양 의 실시 다.이와 함께 좌정승 김 돈,찬성사 이군해,우 언

정사도 등을 政房提調로 임명하 다.113)정치 개 을 주 할 인물을 선

110)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2월 己丑,上冊,p.745.

‘置整治都監 以雞林郡公王煦 左政丞金永旽 贊成事安軸 判密直司事金光轍爲判事 鄭

珚等三十三人爲屬官.’

111)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2월 辛卯,上冊,p.745.

112) 高麗史節要 卷25,忠穆王 3년 2월,p.150.

‘置整治都監 以王煦金永旽及安軸金光轍爲判事 分遣屬官量諸道田.’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整治都監 忠穆王三年 置 判事四人判密直以上爲之 使九人副使七人判官十二人 事六

人分遣諸道量田 忠定王元年 罷.’

113)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2월 甲午,上冊,pp.745～746.

‘以左政丞金永旽 贊成事李君侅 右代 鄭思度 提調政房.’

정치도감의 사 던 김 돈 등이 政房提調로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정방

제조는 무신집권기에 설치된 정방이 치폐를 거듭한 끝에 충목왕 원년(1345)도입된

제도 다.정방은 인사기구 던 만큼 권력이 막 하 으므로 충렬왕 이후 계속해

서 개 의 상이 되었다.충렬왕 24(1298)년 충선왕이 즉 하면서 정방이 되었

으나 충렬왕 복 후 복치되었다.정방이 재차 폐지된 것은 충렬왕 33년(1307)충선

왕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으나 충숙왕 7년(1320)12월에 부왕인 충선왕의 토번 유배

직후 친정체제의 구축을 해 다시 설치되었다(金昌賢,｢고려후기 政房의 구성과 성

격｣ 韓國史硏究 87,1994,pp.15～27).이처럼 정방은 요한 권력기구 으므로 정

치도감의 사가 정방제조를 겸임한다는 것은 정치도감이 정치 인 부문에까지 개

을 시도하 다는 을 의미한다.元의 황제가 整治를 명령했을 때 왕후와 재상

가 민송사의 문제는 정치사업의 한 부분이며,그 보다는 선법을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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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던 것이다.

당시는 갑인양 의 실시로부터 30여년이나 지난 시기 다.합법 으로

든 불법 으로든 토지의 개간은 계속되다.이로 인한 폐단은 多大하 으

나 농지개간은 증가했고 농업생산력도 발 하고 있었다.병행하여 지주

호제도 발 되고 있었다.토지의 소유 유 계와 부세체계에

한 재조정 역시 필요하 다.그러나 민계 은 시도되지 못한 채 충목

왕 에 이르고 있었다.정치도감의 설치 후 정치 을 임명하여 토지를

양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이었다.더불어 이들에게 안렴․존무사

를 겸 하게 함으로써 민의 계 과 더불어 외방에서 자행되는 불법수

탈의 정황을 규찰하도록 하 을 것이다.

부분의 정치 은 성리학 소양을 갖추어 과거를 통해 入仕한 계층

이었다. 사 던 왕후,김 돈,김 철 등 몇몇 유력 가문은 元과 비교

긴 한 계 다.이제 의 처남이었던 왕후는 일 부터 충선왕의 주

선으로 元의 황태자를 侍從하 으므로 元의 정치가와 교분이 있었을 것

이다.김 돈 한 元의 고 인 평장 베르 부카[別哥不花]가 매부 다.

안축은 制科에 합격한 인물로서 元의 지배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그

러나 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권문세족과는 먼 한미한 가문의 인사

다.臺諫이나 法官으로 활동한 이들이 많았으며 과거를 통해 입사하

던 만큼 座主와 門生,同年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그러므로 元 조정

부원세력과 립 계로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後에 속

출신의 부분은 공민왕 의 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에서 정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114)

․외방의 원을 모두 임자로 임명하고 감찰을 시켜 비행과 법을 발 탄핵

하게 하여야만 황제가 뜻한 정치를 할 수 있다 하 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 다( 高

麗史 卷124,列傳37,嬖幸2,康允忠,下冊,p.694.‘又至正七年 天子復命脫歡等整治 殿

下召脫歡等宰臣 議所以奉行 以爲 聽斷田民之訟 只爲整治之一事 必先整治

選法 中外之官 各得其人 令監察擧劾非違 然後可以上副帝意’).

114)변은숙,｢고려 忠穆王代整治都監과정치세력｣ 명지사론 14․15合輯,2004,pp.159～170.

閔賢九,｢整治都監의 性格｣ 東方學志 23ㆍ24合輯,1980,pp.133～136.

金塘澤,주 79의 논고,1995,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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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정치도감의 사직은 元에 비교 우호 이었던 반면 실무를

담당한 부분의 정치 은 元과 정치 으로 립각에 있는 인물이었으므

로 정치도감 구성원의 정치 성격은 상당히 복합 이었다.이 때문에

정치도감의 설치는 당시 고려 국내의 부원세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

을 것이다.충목왕 즉 년(1344)에 奇皇后가 국내 일가 족속이 권세를

믿고 타인의 田民을 강탈하는 행 를 철 히 엄 하 던 것도 충목왕

정치개 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까닭이었을 것이다.115)

이시기 정국 운 방식은 고려 내 부원세력으로 하여 권력기반의 상

실에 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정치도감의 활동이 공식 으로

시작되자 기황후의 족속으로서 포악하기로 이름났던 奇輈가

輈肆暴 中外苦之 忠穆立 置整治都監 輈知其罪亡命楊廣道 按廉金㺩捕 都

監 杖之116)

하 다 하니,元으로 망명을 시도하 다가 양 도 안렴사인 김규에게 잡

도감에서 처벌당하 던 것이다.기주의 罪目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막 한 민을 탈 하 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117)이어

정치도감에서는 권세를 믿고 타인의 田土를 강탈하 다는 죄로 기철의

族弟 奇三萬을 곤장을 쳐서 순군에 투옥하 다.

문제는 투옥된 지 20일 남짓하여 기삼만이 獄死한 것이었다.118)정치

도감을 설치한지 한 달여가 지났을 뿐이었다.당시 기철이 征東行省의

叅知政事 으므로119)이 사건의 정치 장은 단하 다.정치도감이

주력하여 제거하려던 폐단의 부분이 정동행성 주축 세력이 일으킨

115)주 90참고.

116) 高麗史 卷131,列傳44,叛 5,奇轍,下冊,p.844.

117)주 108참고.

118) 高麗史 卷131,列傳44,叛 5,奇轍,下冊,p.844.

‘轍族弟三萬亦倚勢 恣行不法 奪人土田 整治都監杖下巡軍 逾兩旬死.’

119) 高麗史 卷131,列傳44,叛 5,奇轍,下冊,p.844.

‘又以轍爲行省叅知政事 轅爲翰林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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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문제 던 데다 이 과정에서 기씨 일족이 獄死한 것이다.

정치도감의 존폐가 걸린 문제 지만,元에서는 곧 정치도감을 復置하

다. 한 왕후를 사로 임명하여 정치도감에 한 일체의 책임을 부

여하 다.120)그 다 해도 기삼만 사건은 정치도감의 폐정개 활동에

큰 제약이 되었다.元의 정국이 변화하면서 더불어 왕후 등 정치 의

직도 이동되었다.121)의욕 으로 추진했던 정치도감의 운 은 난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도감은 忠惠王代의 臣과 권세가 元의 세

력을 빙자한 환 족속이 탈 한 민의 변정을 계속해나갔다. 외는 두

지 않았으며 과정 역시 단히 엄정하 다.한 로 정치도감의 설치 직

후 속 金㺩은 양 도의 양 업무 안렴사를 겸임하 다.이때 利川

縣의 속이 정승 蔡河中과 이문 尹繼宗에게 公田을 뇌물로 주었던 사실

120)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10월 甲午,上冊,p.746.

‘元以三萬之死 遣直省 人僧家奴 杖整治官白文寶申君平全成安河楫南宮敏趙臣玉金達

祥盧仲孚李天伯許湜李承閏安克仁鄭光度吳璟徐浩田祿生 唯安軸王煦 以聖旨原之 前

判密直司事金光轍 前大護軍李元具 以病免 帝仍降璽書 復置整治都監 令王煦判事.’

121)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11월 壬子,上冊,p.747.

‘以王煦領都僉議司事’

이 같은 상황을 元과 고려의 정치세력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이에

따르면 정치도감은 元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 던 베르 부카[別兒怯不花]와 고용

보의 친척인 김 돈과 신 가 주축이 되어 기씨 일족이 장악하 던 정동행성의 공

격에 치 하 다.그러나 기삼만의 옥사 이후 고용보가 소환되고,김 돈도 사실상

실각하게 되면서 고려의 폐정개 에 극 이었던 元의 테무르타시[鐵木兒塔識]의

지원 하에 왕후가 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그 결과 정치도감의 개 방향은 田民

訟事에서 선법개 즉 정방 로 변화하 다.그 지만 테무르타시가 사망하고 기

황후의 세력이었던 톡토[脫脫]가 귀환한 데다 정방 제조 던 강윤충 등의 방해로

왕후는 도참의에 임명되며 실권을 빼앗겼다는 주장이다(신은제,주 93의 논고,

2009,pp.218～224).

고려 국내 상황이 元의 정국과 한 계 다는 에는 동조하나 고려 儒臣에

의한 개 정치도감의 활동이 元의 지배 료에 의해 으로 종속되었다는 견

해에 해서는 보다 신 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충목왕 즉 후 개 을 추진했

던 유신은 충혜왕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元의 국왕 폐립에는 비 이었다. 한 국

내의 산 한 정치․재정 폐단을 개 하고자 앞서 주체 으로 정리도감을 운 하

던 것이다.이때에 이르러 元의 정치 이해가 개입되며 정치도감으로 확 개편

되었으나 기본 으로 정리도감과 격한 차이는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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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각되었다.김실은 속의 귀를 베어 조리돌리고 공문으로 도감에

보고하 으나,녹사 安吉祥이 윤계종과 아는 처지인지라 이를 말하지 않

았다.이 일로 王煦와 金永旽이 그를 撤直시켰다.122)채하 등은 충혜왕

의 臣이자 당 표 인 권세가로서 뇌물의 명목으로 公田을 탈

한 것이었으며 정치도감에서는 이를 발하여 처리한 것이었다.

부원세력과 왕실 일원 한 폐단을 일으켰을 경우 원칙 로 처리하

다.元의 환 李淑의 처형이었던 全英甫가 권력을 이용하여 1백 60명을

압량 천하자 정치도감에서는 이를 발하여 本籍으로 돌려보냈다.123)

이숙은 충렬왕의 총애를 받은 데다 入元하여서는 太監이 되었다.고려인

으로서 元의 환 이 된 표 인 인물이었음에도124)그의 일족이라 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었다.

江陽公 滋의 아들 王珛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그는 과거 정화궁주

의 오빠가 압량 천한 民이 충목왕 에 천 수백호로 늘어나자 이들을

로 부려먹었는데 정치도감의 申理가 이들을 양민으로 회복시켰다.

왕유가 이를 伸訴하고자 入元하려던 것을 재추가 쿠치[忽赤] 등에게 명

령하여 붙잡아 왔던 것이다.125)정치도감은 이처럼 권세가 환 족속,

그리고 부원세력과 왕실에 이르기까지 재정폐단을 일으키는 세력은 외

없이 처결하 다.

물론 항거도 만만치는 않았다.忠穆王 4년(1348)2월에는

122) 高麗史 卷110,列傳23,王煦,下冊,p.406.

‘置整治都監 以煦及永旽 贊成事安軸 判密直金光轍爲判事 鄭珚 金㺩等爲屬官 分遣屬

官 量諸道田 皆兼按廉 㺩爲楊廣道 利川縣吏 嘗以公田賂政丞蔡河中 理問尹繼宗 㺩截

吏耳 徇于道內 牒報都監 事安吉祥懷繼宗 恩 不以告 煦 永旽怒批其頰 鳴鼓黜之.’

123) 高麗史 卷124,列傳37,嬖幸2,全英甫,下冊,p.707.

‘英甫 嘗壓良人一百六十人爲賤 事覺 整治都監決還本籍.’

124) 高麗史 卷 122,列傳35,方技,宦 ,酷吏,李淑,下冊,p.664.

‘淑有寵於忠烈 壁上三韓正匡平章君 選入元 爲太監.’

125) 高麗史 卷91,列傳4,江陽公滋,附 王珛,下冊,p.57.

‘江陽公滋居長 以非公主出 不得立 … 珛 忠宣二年 丹陽府院大君 忠肅後二年 王在

元 珛爲權省 初貞和宮主兄僧 住桐華寺 冒良人爲隸 蕃至千數百戶 珛等世役之 整治都

監 申理歸良 珛挾憾 欲訴于元 過鴨綠江 宰樞命忽赤等捕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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裔母奪人奴婢 其主乞哀 反敺之 主訴整理都監 遣吏捕其家人 又敺之 都監

囚裔弟大護軍珣杖之126)

라 하여,취성군 신 의 모친이 타인의 노비를 탈취하 는데 돌려달라는

주인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은 정치도감의 리마 구타하는 등 격렬하

게 반항하는 일이 벌어졌다.신 는 술한 바와 같이 고용보의 친척이

자 당시 정방 제조 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辛王이라 불릴 만큼 권세를

휘두르던 인물이었다.127)물론 이때에는 前年의 기삼만 옥사 사건 이후

고용보가 元으로 소환된 상황이긴 했다.128)정치도감의 활동 부담은 다

소 감소했겠으나 원칙에 따른 민변정의 추진은 이 과 다름이 없었다.

정치도감의 활동은 민변정이 주력이되 민계 과 선법개 에 이르

기까지 범 하 다.부원세력을 비롯한 권세가의 민겸병에 해서는

단히 단호하 다.단기간의 설치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정치도감의 민변정은 두 가지 면에

서 이 시기와 차이가 있었다.하나는 갑인양 으로 정비된 민변정

기 을 본격 으로 용하 다는 이다.갑인양 이후 실시한 민계

은 란 이후 마비된 田制를 당 의 실에 맞춰 정리하 다는 에

의미가 있었다. 민계 이 완성됨으로써 민변정 역시 분명한 기 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다.그러나 忠惠王代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은 악

화될 수밖에 없었다.忠穆王代 정리도감과 정치도감의 활동을 통해 비로

소 갑인양 으로 마련된 민변정 기 이 용된 것이다.더불어 정치도

감은 양 을 시도함으로써 민변정작업을 보완하고자 하 다.

다른 하나는 忠宣王代에 본격 으로 정계에 진출하 던 儒臣層을 추진

세력으로 하 다는 이다.이들은 田制의 복구를 통해 재정 체계를 정

126) 高麗史 卷125,列傳38,姦臣1,辛裔,下冊,p.725.

127) 와 같음.

‘時雖去北殿群 裔及田淑蒙等相繼用事 不數月閒 親姻故 列卿相 代 鄭思度依阿

進用 久在政房 中外輻湊 時人目之曰辛王.’

128)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3년 10월 乙酉,上冊,p.746.

‘元召還高龍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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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겸병 행 를 단속함으로써 재

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 제를 복구하는 가장 실 이되 효과

인 방안은 다름 아닌 민변정 작업이었다.표면 으로 드러난 직 인

폐단 소거 활동은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만 실제 정치도감이 운 되었던

기간에 비추어본다면 상당한 성과 다.그러나 충목왕이 즉 한지 4년

만에 사망하면서 정치도감의 운 도 단되었다.129)

王煦 등은 李齊賢을 元에 보내 충혜왕의 동복아우인 王祺와 서자인 王

㫝 가운데 결정해 것을 요청하 다.130)그 결과 이듬해 7월 忠定王이

즉 하 다.131)고려의 다수 료와 달리 충정왕을 추 하 던 부류는

크게 셋이었다.

첫째는 親元的 부원세력으로서 노정․최유 등이었다.둘째는 충혜왕의

폐행으로 충혜왕의 妃이자 충목왕의 母后인 덕녕공주의 신임을 받았던

손수경과 이군해 다.셋째는 민사평과 윤시우 등은 왕 의 母后 희비

윤씨의 배후세력이었다.이들은 王㫝를 추 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장

악할 수 있었으므로 왕 를 수행하여 入元하 던 것이었다.이때 왕후

등 왕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직 元에 입조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 으

나 忠定王이 즉 하 다.132)정권을 장악한 집권층의 정치 성격이 이러

했던 만큼 忠穆王代 개 의 연장을 기 하기는 어려웠다.결국 충정왕

원년(1349)8월 정치도감은 폐지되기에 이르 다.133)

129) 高麗史 卷37,世家37,忠穆王 4년 12월 丁卯,上冊,p.748.

‘王薨于金永旽第在位四年 壽十二.’

130) 高麗史 卷37,世家37,忠定王 즉 년 12월 己卯,上冊,pp.748～749.

‘王煦等遣李齊賢如元 上表曰 … 忠肅王生普塔失里王 尙亦憐眞班公主 而生一子 八思

麻朶兒赤 是爲先國王 乃於近日 得疾而薨 擧國哀慟 王年幼無後 而本國隣於日本不庭

之邦 不可一日而無主 今有王祺 普塔實里王之母弟 已嘗入侍天庭 年十九歲 王㫝普塔

實里 王之庶子 見在本國 年十一歲 伏望陛下 簡在帝心 以從民望 特降德音於繼絶 得

承制命以安邊 則陪臣等 敢不 舒 主之憂 益著勤王之節.’

131) 高麗史 卷37,世家37,忠定王 원년 7월 丙辰,上冊,p.749.

‘王至自元 帝遣翰林學士雙哥護行 雙哥授國印于王 是日王卽位于康安殿.’

132)閔賢九,｢高麗 恭愍王의 卽位背景｣, 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論叢 ,知識産業社,

1981,pp.794～797.

133) 高麗史節要 卷26,忠定王 원년 8월,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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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편에 새로운 기가 밖에서 들이닥쳤다.충정왕 2년(1350)2

월 이후,倭寇의 창궐이 극성하기 시작했다.고성,죽말,거제 등지를 침

범하 으니 왜구 침입의 시작이었다.134)왜구의 창궐은 방비를 한 군

수의 마련이 시 하다는 에서 고려의 재정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다.3월에는 경상, 라,양 도의 지휘사로 하여 왜구를

방비하게 하 으나 곧바로 4월,왜선 백여 척이 순천부에 침입하여 남원,

구례, ,장흥 등지에 있는 운수선을 약탈하 다.5월에 다시 왜선

이 순천부에 침입하 으며,6월에도 합포에 침입하는 등 왜란이 본격화

되고 있었다.135)정상 인 국정 운 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충정왕 3년

(1351)10월,元에서는 강릉 군 王祺를 국왕으로 책 하 다.136)

내외 인 상황이 이러하 으므로 의욕 으로 시작했던 양 사업도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정치도감이 단명함으로써 제의 이정과

민변정도 기 하기 어려웠다.왜구의 침입마 셀 수 없을 만큼 빈번해

지면서 그나마 정비되어가던 부세체계는 크게 문란해졌다.당시 功臣祿券

의 사패 ,佛寺에 시주한 토지,행성이문소의 순군․코르치[忽只]․내

승․응방에 하사한 토지,權豪들이 겸병한 토지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은 강화조정 시 과 비교하여도 열에 두셋조차 미치지 못한다는 정

도 다.137) 민 탈과 이로 인한 분쟁이 증폭하게 되었음은 물론이었다.

‘罷整治都監.’

134) 高麗史 卷37,世家37,忠定王 2년 2월,上冊,p.751.

‘倭寇固城竹林巨濟 合浦千戶崔禪 都領梁琯等 戰破之 斬獲三百餘級 倭寇之侵 始此.’

135) 高麗史 卷37,世家37,忠定王 2년 3월 庚辰,上冊,p.751.

‘以延城君李權爲慶尙全羅道都指揮使 僉議叅理柳濯爲全羅楊廣道都巡問使 以備倭 …

倭船百餘艘寇 天府 掠南原求禮靈光長 漕船…五月 丙辰 元遣使 赦 王出迎于迎賓

館 … 庚辰 倭船六十六艘寇 天府 我兵追獲一艘 斬十三級 六月 丁酉 倭船二十艘寇

合浦 焚其營及固城 原諸郡 辛丑 倭寇長 府 安壤鄕.’

136) 高麗史 卷37,世家37,忠定王 3년 10월 壬午,上冊,p.752.

‘元以江陵大君祺爲國王 遣斷事官完 不花 諸倉庫宮室 收國璽以歸.’

137)李齊賢, 益齋亂藁 9下,策問,亞細亞文化社,1974,pp.390～391.

이제 은 책문을 통해 이와 같은 당 의 실을 지 하며,4백년 간 지속되었던

제가 폐단이 생겼으니 이를 그 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하는지에 한

의견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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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田民辨整의 窮極과 私田改革論의 擡頭

1.政治革新과 田民辨整의 進步

忠定王 즉 후 부원세력과 외척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민변정의

추진은 더 이상 어려웠다.병행하여 田制의 정비도 至難해졌다.賦稅 수

입은 크게 감소하 으나 외 으로는 충정왕 2년(1350)이후 계속된 왜

구의 분탕질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충정왕 3년(1351)12월,

이 같은 상황에서 恭愍王이 즉 하 다.1)공민왕은 즉 李齊賢을 정

승 행으로 삼아 임시로 征東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2)정치 ․재정

구폐작업에 시 히 착수하 다.忠穆王代 폐정개 의 연장인 동시에

한층 강화된 국가 정비체제의 추진이었다.

공민왕은 원년(1352)2월,교서를 내려 前代 국왕 측근의 폐해를 경계

로 삼아 代 의 輪 와 지방 장 의 건의 보고는 직 살필 것이며,

書筵에 참여하는 신하와 호 무 한 임자에 한하여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3)국왕이 인사권을 포함하여 정책 집행과정에 직 여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政房을 폐지하 다.4)인사권을 장악하여 국왕

1) 高麗史 卷38,世家38,恭愍王 즉 년 12월 壬寅,上冊,pp.754～755.

‘景靈殿卽位于康安殿.’

恭愍王의 즉 는 기황후 세력의 지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공민왕은 충정왕 원년

(1349)魯國公主와 혼인함으로써 부마의 지 를 획득하 던 데다 충정왕의 즉 후 외

척의 발호로 국내 정치는 탄에 이르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씨 일족은 고려

내의 유력한 지 를 이용하여 왕후,이제 등의 집안과 통혼한 후 이들과 유사한 정

치 노선을 걷게 되었다.즉 기황후 일족은 고려 정통 정치세력과의 타 하에 공민

왕의 즉 를 지지하 을 것이다.그러나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後에 공민왕이 반원정

책을 단행하 을 때 격분한 기황후는 공민왕의 퇴 책동을 벌 다(閔賢九,｢高麗 恭

愍王의 卽位背景｣, 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論叢 ,知識産業社,1981,pp.802～804).

2) 高麗史 卷38,世家38,恭愍王 즉 년 10월,上冊,p.754.

‘王命前判三司事李齊賢 攝政丞 權斷征東省事 齊賢修葺道殿神祠 令法官 覈諸道存撫

按廉功過.’

3) 高麗史 卷38,世家38,恭愍王 원년 2월 丙子,上冊,pp.755～756.

‘且近代 近習壅蔽 所以下情不得上通 以致誤主 如代 轉 所司申覆 不可不親 書筵之

侍 虎賁之衛 不可不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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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文․武 원을 선발하겠다는 목 이었다.5)개 추진이 시 한 만

큼 恭愍王 역시 이 의 국왕과 마찬가지로 일단 측근세력을 구축할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와 재정의 정비 노력이 추진되었다.핵심은 공민왕

원년(1352),田民辨正都監의 설치와 운 이었다.6)이 무렵 豪强에 의한

토지겸병 상황에 해 李穡은 담당 리가 작성한 공문서도 권세가 있으

면 무용지물이며,문서의 朱筆조차 진 를 별하지 못할 지경이라 하

다.토지의 변정은 文籍에 의거해야 했으나 이마 불분명할 만큼 제

운 의 폐단은 심각했다.한 토지에 收租하는 주인이 많게는 일곱,여덟

집까지 되니 民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7)이 같은 田制와 賦稅

운 의 폐단을 없애고자 이색은

不更其法 難去其弊 乞以甲寅柱案爲主 叅以公文朱筆 爭奪 因而正之 新墾 從

而量之 稅新墾之地 减濫賜之田 則國入增 正爭奪之田 安耕種之民 則人心悅8)

4) 高麗史 卷38,世家38,恭愍王 원년 2월 乙亥,上冊,p.755.

‘罷政房.’

이때 정방이 폐지되고 文武의 銓注는 典理司와 軍簿司로 환원되었으나 곧 부활되었

다.그 시기는 공민왕 원년(1352)趙日新이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 을 때로 보인

다. 례에 따라 그는 정방제조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며,공민왕 5년(1356)6월 이색의

주장 하에 개 의 일환으로 재 되었다.그러나 이후로도 정방의 치폐는 계속되었다

(金昌賢, 高麗後期 政房 硏究 ,民族文化硏究叢書96,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1998,

pp.201～208).

5) 그 지만 차 공민왕의 元 侍從세력과 외척이 다시 측근으로 두되었다.상 으

로 개 을 주장하고 추진하려던 臣僚層은 축되어갔다(이익주,｢공민왕 개 의 추

이와 신흥유신의 성장｣ 역사와 실 15,1995,pp.29～30).

6)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3.

‘又置恭愍王元年 又置禑王七年 又置十四年 又以 覈林 味占奪田民置之.’

이때 설치된 민변정도감은 공민왕 원년(1352)에 설치되었다는 推刷色을 신으로

하거나 어도 이 기구의 업무 역까지 장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史 卷77,志

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28.‘推刷色 恭愍王元年 置’).

7) 高麗史 卷115,列傳28,李穡,恭愍王 원년,下冊,p.522.

‘經界不正 豪强兼幷 鵲之巢而鳩之居 皆是也 有司雖以公文朱筆 先後定其賓主 甲若有

力 乙便無理 而况公文朱筆 又多魚目混珍 乎 … 若其田之主 一則幸矣 或有三四家

或有七八家 苟力焉而相牟 勢焉而相敵 孰肯讓哉 以是 供其租而不足 則又稱貸而益之

於何而養其父母 於何而育其妻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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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고 요청하 다.甲寅柱案을 原籍으로 하여 기존의 어지러워진 제

를 정리하고,새로 개간된 토지는 量田을 통해 조세를 수취하자는 주장

이었다.갑인주안은 다소간 田籍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란 이후 처음

으로 민수 문제를 정리하 으므로 의의는 컸다.李穡이 갑인주안을

기 으로 토지를 변정하고,측량한 新墾 토지의 조세를 부과할 것을 건

의한 것도 이러한 요성 때문이었다.토지문서의 眞僞 자체가 불분명하

으니 기 으로 삼을 것은 갑인주안이었다.

高麗 엽 이후 제운 의 폐단은 이처럼 여 하 다.심지어 文籍

자체를 불신하 다.忠穆王 폐정개 의 핵심 방안이었던 민변정이

단된 후 민문제는 더욱 量産될 수밖에 없었다.이 무렵 多數의 수조

권자가 생겨난 것도 토지의 겸병이 첩된 탓도 있었지만 토지문서가

제 운 의 기 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까닭이 컸다.토지 소유와 경작

계를 밝힐 수 없으니 민쟁송도 격증하 다. 민변정의 재추진이 시

했다.

恭愍王은 원년(1352)2월,우선 民의 탈 을 방지하는 조처부터 취하

다.負債를 매개로 빈한한 民의 자녀를 매매한 후 3년이 지나도 돌려보

내지 않는 자는 엄벌하도록 한 것이다.9)이어 나날이 증가하는 田民訟事

의 처리를 해

田民詞訟日繁 仰監察典法都官 先擧仍執據執田民 於元告人 取甘結 限日平決

誣告 反坐其罪 其權豪仍據執 亦當知過 歸還本主 否 理罪10)

라 하 으니,訟事의 기일을 정하여 엄수하도록 하 다.구체 인 차는

監察司․典法司의 都官은 田民을 仍執․據執한 자를 발하여 원고로부

터 甘結 즉 公文을 받은 후 기일을 정하여 결하되,만일 원고인이 무

8)주 7과 같음.

9) 高麗史 卷38,世家38,恭愍王 원년 2월 丙子,上冊,p.756.

‘貧民鬻子女 如過三年不放 監察司按廉使 痛加理罪.’

10)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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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 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하며,권세가로서 仍執․據執한 자도 본

주에게 환속하되 실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라는 명이었다.정치도감의

폐지 이후 단되었던 민변정사업의 재개 다.

이 시기 민변정 사무는 恭愍王의 의지로 매우 정면으로 추진되었다.

컨 , 결 후에도 노비를 잉집하고 놓아주지 않는 자 가운데 4품 이

상 원은 상부에 보고하여 처벌하고,5품 이하는 장형에 처한 후 유배

시키겠다는 조처가 그러하 다.11)그러나 고려 정부로선 차에 따른 엄

정한 처리 못지않게 산 한 쟁송의 처리가 요 국정과제 다.처리의

지연으로 田民訟事는 더 되는 탓이었다.

공민왕 원년(1352)8월,국왕은 교서를 내려 權勢家에서 함부로 탈한

田 과 奴婢에 련된 묵은 소송 불공정하고 지체된 옥사를 신속히

처결하도록 하 다.12) 공민왕 원년에 설치된 민변정도감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처리하 을 것이다.물론 민변정도감의 활동에 한 권세

가의 반발도 지 않았다.

공민왕 원년(1352)8월,印侯의 서자 던 印承旦은 표 이었다.13)그

가 書筵에서 辨整都監을 罷하자는 요청을 하자,왕은 여기에 불응하며

단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당시 京畿 일원의 公田까지 탈 한 權豪 가

운데 인승단이 특히 심하 던 까닭이다.변정도감에서 인승단이 탈 한

田畓을 몰수하고 수년간 미납된 조세까지 추징하자 여기에 불만을 내비

친 것이다.他日에 김 후 역시 변정도감의 폐지를 청하 으나 공민왕의

태도는 마찬가지 다.14)

11)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恭愍王 원년 2월,中冊,p.878.

‘決後奴婢 仍執不許 四品以上 申聞科罪 五品以下 決杖流配’

12) 高麗史 卷38,世家38,恭愍王 원년 8월 己未,上冊,p.759.

‘凡權勢所奪 田 奴婢 積年之訟 夫寃滯之獄 其審治之’

13) 高麗史 卷123,列傳36,嬖幸,印侯,下冊,p.686.

‘子承光 庶子承旦.’

14) 高麗史節要 卷26,恭愍王 원년 8월,p.186.

‘印承旦入侍書筵 請罷辨整都監 王不應但曰 穿窬夜行 惡月之明 時權豪奪畿縣公田 承

旦所占尤多 辨整都監收其田 仍追累年之租 故承旦惡之 他日金永煦 又請罷之 王曰 予

欲聞嘉 故設書筵 卿等所 實乖予心 遂稱病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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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 원년의 민변정은 공민왕 2년(1353)11월까지도 연속 추진되

었던 듯하다. 상도 확 되어 王室에서 濫執한 토지까지 추쇄해나갔다.

分遣田民別監于楊廣全羅慶尙道 義成德泉有備倉田 及諸賜給田 標內濫執公

私田 推刷 悉還本主15)

곧 田民別監을 각각 楊廣道․全羅道․慶尙道에 견하여,義成倉․德

泉倉․有備倉의 토지 諸賜給田의 경계 안에 마구잡이로 탈 한 公․

私田 일체를 본주 환속하는 조처 다.의성창,덕천창은 충선왕 복 후

재정 서를 개편하며 설치한 왕실재정 기구 다.토지탈 상이 계속

해서 확 되자 충선왕이 왕실재정을 확보하기 해 內莊 과 內庫를 약

화시키고 설치하 던 것이다.그러나 공민왕 에 이르러 다시 內僚에 의

해 장악된 채 왕실의 토지탈 기구가 되어 있었다.16)

공민왕은 즉 후 고려 국왕과 元 정치세력 간의 지나치게 속박된

연 ․정치 계로 인해 추진과 지체를 반복하 던 민변정을 재개하

여 꾸 히 추진하 다.17)그러나 기씨 일족을 비롯한 핵심 부원세력까지

15)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恭愍王 2년 11월,中冊,p.707.

공민왕 원년(1352)에 설치되었던 민변정도감이 공민왕 2년(1353)까지 운 되었는

가에 한 기록은 무하다.그 지만 사료에서 민별감이 탈 된 토지를 본주에게

환속한 것은 민변정도감의 업무와 같다.원종 13년(1272)에 설치되어 토지의 公案

과 別庫 奴婢의 賤籍을 장한 房庫監傳別監의 로 미루어 본다면 민변정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6)朴鍾進,｢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 韓國史論 9,1983,pp.72～74.

, 고려시기 재정운용과 조세제도 ,서울 학교출 부,2000,pp.182～183.

17)공민왕 원년(1352)의 민변정도감은 첫째,김 후로 표되는 충목왕 세력을 견제

하고,둘째,충목왕 정치도감이 실패했던 충혜왕이 치부한 재산의 정리를 해 설

치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민변정도감을 통해 고려에서 강력한 향력을 행사해오던

김 후․인승단과 같은 신료를 정치 으로 제압하고 충혜왕의 私的인 재산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신은제,｢공민왕 즉 정국의 동향과 민변정｣ 한국 세사연

구 29,2010,pp.394～395).다른 연구에서는 당시 민변정도감의 설치 목 을 국가재

정 확보와 리의 녹 지 을 함이었을 것으로 보았다.그러므로 공민왕 14년

(1365)친원 세력이 제거된 후에야 신돈의 집권과 함께 측근세력의 강화와 병행하여

강력한 민변정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洪榮義,｢恭愍王 初期 改革政治와 政治勢

力의 推移(上)｣ 史學硏究 42,1990,p.71).이 같은 원인을 포함하여 국가 재정 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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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이들의 고려 내 정치 향력은 여 히

강고하여 작폐를 일소하기는 힘이 부쳤다.18)

민변정의 진행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恭愍王 3년(1354)元에서 高郵

城의 張士誠을 공격하기 해 고려에 군 를 요청한 때 다.元의 助軍

요청은 충렬왕 15년(1289)이후 65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元이

동요하는 요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고우성 공격이 실패

하자 元은 韓族 농민군에 한 공격은 포기한 채 주요 지역만을 지키는

정책으로 환하 다.元의 쇠퇴가 표면화되고 있었다.19)

외 정세변화에 힘입어 민변정의 상도 이 보다 확 될 수 있었

다.공민왕은 5년(1356)5월,奇轍,權謙,盧頙이 반역을 도모하 다는 죄

명으로 처단하고 동시에 이들의 집결처 던 征東行中書省 理問所를 철폐

하 다.더불어 印璫,崔瑩 등으로 압록강 건 의 8개의 站을 공격하고,

柳仁雨 등에게 성 등지를 수복하도록 하 다.20)恭愍王代 개 의 본격

인 시작이었다.21)

는 충정왕 부터 크게 증가한 왜구 방비를 한 군비마련의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목왕 개 의 단 후 폭증한 민송사와 나날이 심화되는 민

문제는 고려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을 것이다.

18)공민왕 2년(1353)7월에는 奇皇后의 소생인 아유르시다라[愛猷識理達臘]가 황태자로
책 되어 고려 내에 사면령이 내려졌다( 高麗史 卷38,世家38,恭愍王 2년 7월 乙

亥,上冊,p.761.‘元以冊皇太子 赦天下 遣太府監太監山童 直省 人金波豆等來 詔 太

子卽奇皇后所出也’).이러한 향 하에 공민왕은 이듬해 奇輪을 贊成事로,기울제이부

카[奇完 不花]를 三司左使로 임명하 다.공민왕의 민변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핵심 세력인 기씨 일족의 정치 향력은 유지되고 있었다( 高麗史 卷38,世家38,恭

愍王 3년 4월 甲午,上冊,p.764.‘以奇輪爲贊成事 奇完 不花爲三司左使 鄭䫨爲僉議評

理 黃 知都僉議 尹忱判密直司事 姜碩知密直司事 朴頲朴君正同知密直司事 孫就徐臣

桂爲密直副使’).

19)이익주,｢고려․원 계의 구조와 고려후기 정치체제｣,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6,pp.222～224.

고우성 공격의 실패 후 기황후의 지지를 받던 카마[哈麻]가 승상이 되었으나 곧 定
住가 기무 일체를 장하게 되면서 기황후 세력은 앙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기씨 일족으로 표되는 부원세력을 처단할 수 있는 외 상

황이 갖추어진 셈이었다(김경록,｢공민왕 국제정세와 외 계의 개양상｣ 역사

와 실 64,2007,pp.203～204).

20)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5년 5월 丁酉,上冊,p.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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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은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민변정작업을 추진하 다. 요한 목

은 奇轍 등 부원세력을 정치 으로 척결하는 동시에 이들로 인한 재정

폐단을 소거하기 함이었다.즉 직후 권세가와 왕실 재정기구 등을

상으로 했던 민변정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처 다.구체 으로

는 기울제이부카[奇完 不花],盧濟,權恒,權和尙 등과 도당이 모두 도망

하자 수색 체포하도록 하고,기철,權謙,盧頙의 奴婢는 몰수하여 義成倉,

德泉倉,有備倉 등에 귀속시켰다.22)

이때 왕실 재정기구에 속하게 된 노비는 기철,권겸,노정의 家의 私奴

婢 을 것이다.그 밖에 이들이 탈 한 ‘人口’와 ‘田土’은 本主로부터 신

고를 받아 되돌리도록 하 다.23) 민을 변정하는 것은 본래 주인의 신

고를 통한 법 차에 따랐으므로,人口는 마땅히 노비 을 것이다.공

민왕 원년(1352)에 처리하지 못하 던 부원세력의 탈 민의 변정이

정치 조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24)

21)이미 기철 등을 처단한 상황에서 6월,元에서 直省 人 편에 기철을 太司徒로 임명

한다는 명령서와 印章을 보내자 고려 정부에서는 서북면 병마부사 辛珣으로 하여

이를 빼앗고 人을 가두었으며 傔從 세 명은 죽 는데 사인은 밤에 도망쳐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5년 6월 癸亥,上冊,p.771.‘元使直省

人 齎奇轍太司徒宣命印章而來 西北面兵馬副使辛珣遇諸道 奪宣命印章 囚 人殺傔從

三人 人夜 ’).元 조정과의 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험부담을 안은 채 이러한

박한 상황까지 벌인 것으로 보아 고려 정부는 계획 으로 기철 일당을 제거한 후

내정 개 을 시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실제로 공민왕은 이후 부원세력을 척결하고,

제 개정을 포함한 개 을 추진하 다.

22) 高麗史 卷131,列傳44,叛 5,奇轍,下冊,p.846.

‘完 不花․濟․恒․和尙等及支黨 皆 竄 命中外搜捕 沒入三家奴婢于義成 德泉 有備

諸倉’

공민왕은 奇轍 일당이 반역을 꾀하 다는 명분하에 宴을 핑계로 宰樞를 궁궐에

모이게 한 후, 직사사 洪義와 재신 裵天慶 등을 보내 기철․盧頙․權謙 기철

의 아들인 奇有傑과 조카 기울제이부카[奇完 不花],권겸의 아들인 權恒과 人 權

和尙,노책의 아들인 盧濟 등을 불러들 다.기철과 권겸이 먼 도착하자 직 慶千

․黃石奇와 사 申靑등이 나머지 아들과 조카 노책 부자가 오지 않았음을 알

렸으나 사안의 처리가 시 하자 기철과 권겸을 우선 처단하 다.

23) 高麗史節要 卷26,恭愍王 5년 5월,pp.205～207.

‘轍等 奪占人口土田 許人陳告 各還本主.’

24) 기철의 일당 수십 명을 처단하는 가운데 특히 鄭龍莊․洪翊․黃河衍은 처형하고,

세 집의 재산은 몰수한 후 청에서 매각하 다( 高麗史 卷131,列傳44,叛 5,奇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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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은 더불어 그 동안 奇轍 일당이 일으킨 민겸병의 폐해를 모두

척결하고자 하 다.교서를 내려 至正 연호의 사용을 단하고는,家奴의

作弊까지 철 히 엄단하고자 기철 일당의 노비 가운데 주인의 勢를 믿고

田民을 함부로 占奪하고 使役하거나,良家의 자녀로 하여 作黨하여 행

패를 부리는 자는 치죄하도록 하 다.25)家産은 몰수하여 國用에 충당하

고, 탈한 民은 國役에 종사시키도록 하 다.

공민왕은 이들의 탈 행 에 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 다.기철 일

당이 차지했던 山林川澤 가운데,山林은 繕工寺의 할 하에 두고,못과

魚梁은 司宰寺에서 할하여 지령을 완화하고 稅를 減하 다.26)본래

산림천택은 公用으로 수조의 상이 아니었다.그런데 이 시기 권세가의

私田 겸병은 산림천택에까지 미치고 있었다.27)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下冊,p.846.‘流其黨金寧君金普 密直副使李也先帖木兒 行省員外趙萬通 同僉洪翊 贊成

黃河衍 評理李壽山 密直王重貴 代 黃河晏 護軍黃河湜 前代 洪開道 前右尹田霖 繕

工令金義烈 宦 大護軍鄭龍莊 杖前密直任君輔 前廣 倉使林仁起 前護軍金南得 前郞

盧之卿 殺龍莊翊河衍 籍三家財産 官賣之 大廟令張天翮主之’).특히 홍익은 홍복원

의 형제인 홍백수의 손자 다는 에서 표 인 부원세력이었다( 高麗史 卷130,列

傳43,叛 4,洪福源,下冊,p.820.‘百壽子詵 官累僉議評理 忠宣初 拜贊成事 麟城

君 改 江寧君 忠肅五年卒 子綏鐸翊’).

25)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5년 6월 乙亥,上冊,p.771.

‘停至正年號 … 賊臣之奴 倚其主勢 占奪土田 役使平民 多聚良家子女 成群逞惡 存撫按

廉 究治渠魁 撤毁屋 量罪罪之 良家子女 歸其父母 籍沒家産 以贍國用 所占民戶 仍

令安業 以從公役’

26)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貢賦,恭愍王 5년 6월,中冊,pp.730～731.

‘賊臣之黨 擅占山澤 重收其稅 國用日乏 民生益凋 自今山林屬繕工 澤梁屬司宰 弛禁輕 稅’

27)山林川澤은 ‘民共利’라 하여 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지 다.국가의 賦稅․貢

賦의 조달처이자 농업의 보완처 으며,無田 농민과 貧農 등이 山田․火田을 일구어

생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생활공간에서 나아가 락 고을의 범 와 道

의 경계를 설정하는 한 기 이 되기도 했다.산림천택은 이러한 바탕에서 私有가 원

리상 지되었으며 국가는 산림천택의 共有 기능을 유지하는 데 萬全을 기울 던 것

이다.그러나 실상 완 한 공유를 유지할 수는 없었으므로 신분 계 제 사회에서

고려는 지배층 국가통치기 에 일정 범 와 규정 내에서 ‘祡地’라는 명목으로 일

정한 몫을 지 하 다(李景植,｢高麗末의 田制改革과 그 範圍｣, (增補版)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서울 학교출 부,2012,pp.17～21).

이러한 원칙이 시과의 붕괴로 인해 田地와 마찬가지로 권세가에 겸병되어 조세

를 징수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권세가에서 탈 한 사 이 산천을 경계로 하 다

는 표 도 이를 의미하 다.이 시기 기철 등 부원세력도 산림천택을 겸병하여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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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지령을 완화하여 국가에서 할하도록 한 것이

다.

이때 추진되었던 민변정은 단순히 奇轍세력의 家産을 몰하는 이상

의 의미를 지녔다. 원 계가 시작된 이래 부원세력의 策動은 恒存하

다.기황후 일족의 세는 고려의 國體를 할 정도로 강화되어 있었

다.이들이 고려에 끼치는 폐해가 막 하 음에도 고려 정부의 究治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恭愍王 5년(1356)에야 비로소 성공한 것이었다.이 사

업은 기씨 일족뿐만 아니라 이들과 련된 부원세력의 재산 일체를 환수

하여 國用에 충당하며 강력히 추진될 수 있었다.부원세력의 재정 기반

자체를 해체하여 흡수함으로써 정치 ․재정 으로 완 한 척결을 목표

로 하 다는 에 성과가 있었다.

문제는 고려 정부에 한 元의 반응이었다.元에서는 고려에서 보낸

節日使 金龜年을 遼陽省에 수감한 채 군사 80만 명을 동원해 토벌하겠다

는 공언까지 보냈다.28)공민왕의 공격 인 개 이 원인이었다.고려 정

부는 민변정보다 元軍의 침략에 비한 軍 의 마련이 해졌다.

더욱 박한 사태는 한 동안 잠잠하 던 倭寇의 再猖獗이었다.海路를

통한 조세 운송은 하기조차 힘들었다.고려는 책으로 육로에 원근을 살

펴 院과 館을 설립하고,운 에 필요한 토지를 복구하며,필요한 인력은

行省과 역 이 私占했던 民戶를 활용하도록 하 다.조세운반을 한 시

설과 운 인력의 조달이었다.29)

아울러 지방 고을 소유의 寺院田의 조를 軍糧으로 환하 다.

外方州縣所有亡寺院 官吏收其田租 爲公用 所在皆是 今當軍 時 其亡寺院

田租 皆給防護軍糧30)

지화 했던 것이며,국가에서는 지령을 풀고 할 청을 두어 수조를 신하 다.

28)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5년 6월 乙亥,上冊,pp.771～772.

‘元囚本國節日使金龜年于遼陽省 聲 發八十萬兵來討 西北面兵馬使印璫 請濟師以備.’

29)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5년 6월 乙亥,上冊,p.771.

‘漕運不通 凡所轉輸 皆從陸路 宜令有司 量地遠近 營立院館 復其土田 又以行省及 賊

所占人民 廬其旁 以便止宿 於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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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州縣의 廢寺 부분은 리가 田租를 징수하여 公用으로 하 으

나 이제 해당 田租를 모두 防護軍의 軍糧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廢

亡한 사원의 경우 所有地나 收租地의 처리가 불분명해지면서 지역의

리가 田租를 거두어 활용하고 있었다.

본격화되던 恭愍王代 민변정은 이 단계에서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었다.왜구의 분탕은 격화되어갔다.공민왕 6

년(1357)5월,왜구가 喬桐에 침입하여 개경에 계엄이 내려졌으며,31)공

민왕 7년(1358)3월, 재 경남 고성군인 角山戍에 침입하여 수백 여척

의 선박을 태웠다.32)

왜구의 侵寇가 그치지 않는 처지에서 고려는 연이어 紅巾賊의 거센 침

입마 겪게 되었다.공민왕 8년(1359),홍건 이 4만 명의 병력을 거느

리고 鴨綠江을 건 義州와 麟州를 함락시킨 사태 다.33)공민왕 10년

(1361)에는 재의 안동지역인 福州로 播遷을 단행한 정도 다.34)外侵

이 계속되면서 정치 으로는 무인 세력이 차 득세하 다.국가의 安危

자체가 불확실한 가운데 내부 으로는 여러 갈래의 정치 세력이 난립하

다.35)

30)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恭愍王 5년 6월,中冊,p.813.

31)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6년 5월 戊子,上冊,p.776.

‘倭寇喬桐 京城戒嚴.’

32)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7년 3월 己酉,上冊,pp.778～779.

‘倭寇角山戍 燒舩三百餘艘.’

33)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8년 12월 丁卯,上冊,p.783.

‘紅頭賊魁僞平章毛居敬衆 號四萬 冰渡鴨綠江 陷義州 殺副使朱永世 及州民千餘人 戊

辰 賊陷靜州 殺都指揮使金元鳳 遂陷麟州.’

34)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10년 11월 壬辰,上冊,p.789.

‘王至福州 以鄭世雲爲摠兵官 賜敎書 遣之.’

35)武人層의 권력이 강화됨과 함께 공민왕 5년(1356)이후 국왕 측근 즉 外戚과 嬖幸,

燕邸 隨從 臣僚의 향력도 커져 있었다.이들이 공민왕 8년(1359)6월에 ‘定誅奇轍功

臣’으로 책 되었을 것이다.공민왕은 이때 洪彦博,慶復 ,安祐,鄭世雲 등에게 공신

호를 내렸으며, 민을 지 하 다(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8년 6월 丁亥,上冊,

pp.781～782).한편 이제 등은 기철 일족을 심으로 한 친원 세력의 제거에 극

동참하 던 것 같지는 않다.그들의 폐해는 인지하 으나 국왕 측근이나 무인 세력에

비해 脫元에 한 인식이 덜했던 것이다.한편 이 시기에 東北面 지역에서 세력을 갖

추었던 李子春 등이 來朝함으로써 공민왕에게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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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 5년(1356)에 활발히 추진되었던 민변정사업은 공민왕 10년

(1361)에 이르기까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부원세력을 처단하며 강력

하게 추진되었던 재정체제의 정비도 지체되었다.오히려 外侵과 정치

변란으로 민겸병은 악화되었고, 제는 문란해져갔다.국토는 황폐해졌

고 民人은 감소하 으며,생계는 어려워졌다.

공민왕 10년(1361)5월,都僉議使司에서 民人의 생계 책을 제안했던

것도 이 같은 실을 반 한 것이었다.

都僉議使司啓曰 年凶 餓莩甚多 無以賑活 良人不能自食 令富人食 而役止

其身 人有奴婢 而不能養 令食之 永以爲奴婢 王惡其認民爲隸 焚其書36)

당시 흉년이 심하여 餓死 가 많으니 良人으로 自食이 不能한 자는 富

가 거두되 良民 1인에 한해 使役하도록 하고,노비를 소유한 자가 먹

이지 못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자가 구히 해당 노비를 차지하게 하자

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란과 기근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죽어

가는 民이 속출하는데다 살아남은 자 한 생계가 막역한 상황을 고려한

방책이었다.공민왕은 이 방안은 民을 노비로 삼는 것이라 하여 매우 반

하 다.양민을 使役하는 행 는 佃客 즉 농민을 토지에 긴박하되 양

민이 아닌 노비로 삼는 행 다.田民 겸병이 고착되는 것이고,田丁의

해체도 극심해질 것이었다.국가가 富 의 민탈 을 공인하는 셈이 되

는 것이다.

고려 정부는 外侵으로 무 진 내정을 수습해야 했으나 개경엔 궁궐이

남지 않았고,民家는 폐허로 되었으며 白骨이 산 했다는 지경이었다.恭

愍王은 11년(1362),모든 기 이 개경에 分司를 두도록 하 다.37)播遷

다.이와 같은 상황은 이후 이제 세력이 座主,門生,同年의 유 계를 통해 정치

결속을 도모하는 배경이 되었다(洪榮義,｢恭愍王 初期 改革政治와 政治勢力의 推

移｣ 史學硏究 43․44合執,1992,pp.133～136).

36) 高麗史 卷39,世家39,恭愍王 10년 5월 甲戌,上冊,p.787.

37) 高麗史 卷40,世家40,恭愍王 11년 3월 丁巳,上冊,p.792.

‘命諸司分司京城 時京城宮闕無遺 閭巷爲墟 白骨成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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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폐허가 된 개경을 복구하고자 함이었다.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비는 난항을 거듭하 다.이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留都監察

司가 요청한 내용을 보자면

留都監察司上䟽曰 京都近經兵火 人民離散 里閭空虛 其還 亦因訛 隨

合隨散 盖以分司官 淹留不來 而諸道貢賦 又不輸京 由是 人無所繫 狐疑未

定 日就殘弊 乞貢賦依 悉輸京都 扈從百司 定額侍衛 餘悉赴都38)

라 하여,공물과 조세는 일체 개경으로 수송하고,국왕의 侍衛 인원을 제

외한 나머지는 개경으로 보내자는 것이었다.앞서 고려 정부는 개경 복

구를 해 分司를 두었으나 운 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收租가 되지 않

으니 民의 이산이 거듭되고 있던 까닭이었다.

密直提學 白文寶는 고려가 처한 토지운용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비책을 제의하 다.

京師近地 平廣膏腴 可以耕稼 爲牧場 而奪其利 宜移牧於山谷島嶼 以

地利 且畿內八縣田土 亦不 祿科 均給大夫士祭田 以濟居京 之所急39)

하나는 경작할 만한 개경 근방의 토지가 牧場이 되어 이익을 빼앗기니

목장을 山谷과 섬으로 옮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다른 하나는

京畿 8 의 토지를 반드시 祿科로만 할 것이 아니라 士大夫의 祭田으로

均給하여 개경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었다.

어느 것이나 침탈로 인한 토지 부족사태가 문제 다. 자에서 언 한

개경 근방은 공 과 함께 녹과 으로 한 토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토지 奪占 역시 오래 부터 계속된 상이었다.이 시

기에는 탈 당한 토지가 목장으로 이용되어 조세를 불납할 뿐만 아니라

38) 高麗史 卷40,世家40,恭愍王 11년 8월 丙申,上冊,p.796.

39)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恭愍王 11년,中冊,p.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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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 으로도 지 되지 못하니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었다.

후자 역시 토지의 용도를 다양화 하자는 주장은 같았다.祿科田은 본

래 祿俸田地를 한 토지 으므로 녹과 의 수조권은 現職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그런데 이를 祭田으로 均給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다.제 이란 承重奉祀를 명분으로 지 되는 토지로서 世傳이 보장되었

다.곧 圭田을 말하는 것이었으니 규 은 사 부의 제 으로 지 되었다.

경기 8 의 토를 제 으로 삼자는 주장은 在職時에 한하여 占有가 허

락되는 녹과 을 職後는 물론 死後에도 자손에게 수될 수 있도록 하

자는 의미 다.40)백문보의 제안은 결국 경작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여,

녹과 지에 이르기까지 토지의 겸병이 심각한 형편에서 ‘世祿之田’을 마

련함으로써 사 부의 신분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고려는 이 같은 상황에서 恭愍王 12년(1363)2월,개경으로 환도하

다.가장 먼 大 朝官 부를 개경으로 돌려보내었다.外方의 남은

리 가운데 民의 토지와 재물을 수탈하는 자들이 있어 폐해가 막심하 던

것이다.41)정부는 앙 료의 소환에 이어 同年 5월,재정 정비를 시작

하 다.

당장은 民人의 租稅 부담을 여야 했다.공민왕은 개경 환도 세 달

만인 5월,다음과 같은 租稅減縮 방안을 시행하 다.

庚子年以前 諸道州縣 三稅雜貢 未到官 並免追徵42)

우선 庚子年(공민왕 9년,1360)이 각 도 주․ 의 三稅와 雜貢

청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일체 추가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 다.공민

왕 9년(1360)은 왜구에 이어 홍건 의 침입이 한창이었던 시기 다.그

이 의 租稅와 雜貢를 徵收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 다.면세조처는

40)李景植,｢高麗末의 私田捄弊策과 科田法｣,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一潮閣,1986,p.58.

41) 高麗史 卷40,世家40,恭愍王 12년 4월 丙午,上冊,p.802.

‘近因師旅 民不安業 大 朝官 避難在外 侵奪土田 剝民自利 民生益艱 其令督赴京師.’

42) 高麗史 卷80,志34,食貨3,賑恤,恩免之制,恭愍王 12년 5월,中冊,p.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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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향이 컸던 개경 경기 일 에도 해당이 되어 3년간 公․私 田租

의 3분의 1을 감량하도록 하 다.43)개경이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民이

유망하는 형편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 인 민안정책이었다.

토지 경리를 재조정하고,수조상 폐단을 시정하기 한 조치도 병행되

었다.

田法弊久 國匱民貧 仰都評議使司 當於農隙 遴選官吏 改行經理 以便公私44)

田法의 폐단이 오래되어 國庫가 고갈되고 民이 궁핍하니,都評議使司

에서 농한기에 官吏를 선발하여 經理를 다시 하라는 것이었다.토지겸병

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 부터 제는 와해되었으나 外侵마 겪으면서

田制의 문란은 극에 달하 을 것이다.토지의 계 이 다시 요구되고 있

었다.더불어 收租 운 의 폐단을 소거하고자 하 으니

諸宮司倉庫之奴 收租之弊 主典 屢以爲 今後 各道存撫 按廉 照依各

田土元籍 及時收納 州縣之吏 如有容私作弊 隨數倍償 痛行理罪45)

하라 하여,原籍에 의거하여 책임자의 할 하에 수조하라는 것이었다.

책임자인 각 도의 存撫使와 按廉使는 收取하거나 納付시키는데 있어 토

지 원본 장과 조하여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역할이었

다.이때 州·縣의 향리가 청탁을 받아 폐해를 일으키면 배상하고,이를

엄격히 치죄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었다.

병행하여 민변정도 다시 시작되었다.먼 개경 환도 과정에서 王

寺의 亂을 일으킨 세력의 家産을 몰하는 작업이었다.46)구체 인 내용

43)주 42와 같음.

‘畿甸之民 因亂流離 田野多荒 若非寬恤 何以招來 其京畿公私田租 限三年 三分減一’

44)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經理,恭愍王 12년 5월,中冊,p.707.

45)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租稅,恭愍王 12년 5월,中冊,p.728.

46)공민왕 10년(1361)12월,홍건 의 난 당시 福州로 피신한 공민왕은 정세운에게 摠

兵官의 직을 부여하 다.이듬해 1월 고려군의 총공격으로 개경을 수복하 으나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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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辛丑年(공민왕 10년,1361)이후 몰수한 여러 가문의 토지를 일체 軍

에 충당할 것,그들이 탈취한 민은 本主還屬할 것이었다.47)이어 각

도 館驛 소속의 田土에서도 변정 작업이 추진되었다.나라 체의 토지

운용이 문란해지면서 역의 토지도 탈당하는 지경이었다.고려 정부

는 이러한 토지를 조사하여 역에 되돌려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48)

재정운 과 련한 공민왕 12년(1363)5월의 모든 조치는 왜구와 홍건

의 난으로 단되었던 田制와 賦稅制 정비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공

민왕 5년(1356)무렵 정을 이루었던 민변정 역시 마찬가지 다.

이 무렵 元에서는 공민왕의 폐 책동이 일어나고 있었다.德 君을

고려 국왕으로,기황후의 일가인 奇三寶奴를 원자로 삼으려는 시도

다.49)추진 이었던 재정체제의 정비도 모두 무 로 돌아갔다.공민왕

폐 계획이 알려지면서 고려는 즉각 군사 응을 결정하 다.군사

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지휘부 던 安祐,김득배,이방실의 三元帥가 총병

정세운을 살해하 으며 다시 이들이 총병 을 살해하 다는 죄명으로 제거되는

일이 일어났다.이후 환 세력이 국왕의 심 인 측근세력으로 두되었다.이러한

가운데 공민왕 12년(1363)윤3월 개경 근처의 王寺에 행궁을 짓고 환도조치를 마쳤

으나 앞서 삼원수와 총병 의 살해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김용에 의해 변란이 일

어났다.김용은 왕의 명령을 조하여 安祐·李芳實·金得培에게 정세운을 죽이게 하고

그 죄를 세 사람에게 뒤집어 워 모두 죽 던 것이다.그리고 복주에서 돌아와 흥왕

사의 행궁에서 거처하던 공민왕을 죽이고자 하 으나 결국 실패한 사건이었다.결국

최 등 무장 세력의 진압으로 일단락되었으며,이로 인해 무장 세력의 입지는 크게

강화되었다(閔賢九,｢高麗 恭愍王代 엽의 정치 변동｣ 震檀學報 107,2009,pp.3

9～46; 高麗史 卷40,世家40,恭愍王 12년 윤3월 辛未朔,上冊,p.799).

47)주 42와 같음

‘辛丑年以後 所沒諸家之田 悉充軍 其所奪田土人民 悉還 主’

48) 高麗史 卷82,志36,兵2,站驛,恭愍王 12년 5월,中冊,p.804.

‘各道館驛 比因多故 日益凋殘 其元屬土田 爲人所奪 官爲究治 以安生業.’

49)이 무렵 기황후 소생인 아유르시다라[愛猷識理達臘]의 禪位가 여러 차례 시도되었

으나 성공하지 못하 다.기황후가 高麗 출신인데다 고려 내에서도 정치 ․사회 으

로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던 탓으로 보인다.더군다나 공민왕은 5년(1356)이후 기씨

일족을 제거하여 멸문시켰으므로 기황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이

에 공민왕의 폐 를 획책하 던 것으로 보인다.자신의 가문을 강화하는 구체 인 방

안으로 공민왕을 폐 하는 신 덕흥군을 내세우고 일가의 奇三寶奴를 원자로 삼고

자 하 던 것이다(李命美,｢奇皇后 세력의 恭愍王 폐 시도와 高麗國王權―奇三寶奴

元子책 의 의미―｣ 歷史學報 206,2010,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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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고려와 元 모두에게 긴장되는 상황이었으나 崔瑩과 李成桂가 주

축이 되어 결국 20여 일만에 사태는 진정되었다.이로써 恭愍王 10년

(1361)홍건 의 난 이후 계속된 정국의 혼돈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무인 세력의 권력이 히 증 되어 있었다.50)

공민왕의 내 입지는 반면 약화되었다.이런 처지에서 元의 간섭이

약화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체제의 정비를 다시 추진해야 했다.공

민왕 14년(1365)5월,辛旽을 師傅로 삼아 국정을 자문하도록 한 것은

정치세력 교체를 통한 국정 변 의 시도 다.51)공민왕 즉 후 정치세

력은 계속해서 분화되었고,왜구와 홍건 의 난 이후 무인의 정치력이

상승해 있었다.공민왕으로서는 국왕을 심으로 정치와 재정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 지만 료층 내부의 정치 립도 팽배하 다.그러므

로 공민왕에게 신돈은 ‘世臣大族’이나 ‘草野新進’,‘儒生集團’ 신 ‘獨立獨

行’할 인재로 발탁된 것이었다.52)신돈은 이후 공민왕으로부터 여러 직

50)閔賢九,주 46의 논고,2009,pp.52～53.

51)  高麗史 卷41,世家41,恭愍王 14년 5월,上冊,p.813.

‘以妖僧遍照 爲師傅 咨訪國政’

공민왕 14년(1365)12월에 이르면 신돈은 ‘領都僉議使司事’,‘題調僧 司事兼判書雲館

事’등의 직임에 제수되었다.앞의 직 는 고려 료체제 안에서 최고 으며,뒤의

직 도 불교국가인 고려에서 승려의 신분보장,통제 불교행사를 장하는 승록사

의 제조와 음양,천문의 변화를 살피는 서운 의 사를 겸직한 것으로 정치 인 직

무뿐만 아니라 종교,제례 천체의 변화에까지 살피는 매우 이례 인 직책이었다.

정치 지 가 격상된 신돈의 집권 이후 정치세력이 교체되었으니 최 등이 돌연

제거된 것이다.그러나 권력 계가 완 히 재편성된 것은 아니었다.공민왕 기의

侍臣이 참여함으로써 지배층 내에서 等質의 세력교체가 일어났다(閔賢九,｢辛旽의 執

權과 그 政治的 性格(上)｣ 歷史學報 38,1968,pp.73～84).신돈은 이 상황에서 비주

류 는 비공신 출신의 무장도 함께 등용하 다.儒 에서도 임박․이색 등과는

력 계를 갖고 있었다.그러나 이제 등을 포함한 핵심 유자층은 매우 견제하

다(김창 ,｢고려 공민왕～우왕 때 정치ㆍ사회의 변동｣ 역사와 담론 34,2003,pp.4

9～50).결과 으로 신돈은 ‘獨立獨行’할 인물을 구했던 공민왕의 폭 인 지원 하에

무장 세력과 유자집단 모두 비주류이거나 신진세력을 등용하여 정국을 운 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52)공민왕은 世臣大族은 親黨으로 얽 서로 엄폐하고,草野新進은 귀하게 되면 자기

가문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大族과 혼사하여 기의 오 을 모두 버리며,儒

生은 과단성이 고 기백이 없을 뿐더러 門生,座主,同年으로 매여 있으니 이상 세

부류는 모두 쓸 수 없다 하 다.그러므로 세상을 월하여 독립독행할 사람을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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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수 받으며,막강한 勢를 갖게 되었다.53)

恭愍王代의 세 번째 민변정작업은 이 상황에서 辛旽에 의해 착수되

었다.공민왕 15년(1366)5월,신돈은 왕에게 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할 것

을 청원하고,스스로 判事가 되었다.그리고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비 하

고 나섰다.하나는 豪强之家에서 강탈 령한 宗廟․學校․倉庫․寺社․

祿轉․軍 田과 國人의 世業田民을 반환 결 후에도 유하고 있거나

혹은 압량 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54)탈 된 諸 토지는 國家 王

室․寺院․學校의 收租地 으며,國人의 世業田 한 收租地 다.그리고

國人은 兩班과 軍人․閑人 등이었을 것이다.55)‘豪强之家’로 지칭된 세력

은 兩班․軍人․閑人 등이 世業했던 收租地와 이를 경작하는 佃客農民을

함으로써 과거의 폐단을 신하고자 하 다.이때에 신돈을 보게 되자 그가 得道하여

욕심이 없으며 미천하여 친척도 없으니, 사로 임하면 반드시 정실에 구애됨이 없

이 마음먹은 뜻 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인정하여 무명 승려인 그를 탁발하여 국정을

임하 다( 高麗史 卷132,列傳45,叛 6,辛旽,下冊,p.856).

53)신돈의 사회경제 기반은 미미하 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권세가는 집권기에

농장을 확 하는 것이 당시 일반 인 상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신돈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토지를 소유한 사원세력은 경제 인 면에서는 世臣大族과

긴 한 계 으므로 신돈과는 오히려 상반된 이해 계를 갖고 있었다.이처럼 사원

세력 스스로의 경제기반도 없이 료체제 안에서만 권력을 장악하 던 상은 신

돈의 권력이 공민왕과의 지원 하에서만 기능하 다는 것을 짐작 한다.그러므로 공

민왕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돈은 실각할 수밖에 없었다.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아마도 ‘不置田園’을 조건으로 자신의 권력을 양여함으로써 간 으로는

왕권의 강화를 꾀하 던 것이다.그러나 복잡한 정치 국면에서 신돈의 권력 확장은

차 단 을 가져왔을 것이며 경제 기반조차 소했던 신돈은 결국 몰락하 다(閔

賢九,｢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下)｣ 歷史學報 40,1968,pp.54～62).

54) 高麗史 卷132,列傳45,叛 6,辛旽,恭愍王 15년,下冊,p.857.

‘旽請置田民辨整都監 自爲判事 榜諭中外曰 比來 紀綱大壞 貪墨成風 宗廟·學校·倉庫·

寺社·祿轉·軍 田 及國人世業田民 豪强之家 奪占幾盡 或已決仍執 或認民爲隷’

공민왕 15년(1366)의 민변정도감은 고려 정부가 前年에 설치했던 刑人推整都監

을 확 개편한 기구라는 견해가 있다.형인추정도감은 旱災를 피하기 해 죄인을

재심리하여 억울한 죄인을 구제한 임시 기구 다.刑人을 추정하는 것과 민을 변

정하는 것은 상통될 수 있으며,모두 신돈에 의한 정치변 이후의 일이므로 민변

정도감과 민추정도감의 명칭은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高麗史 卷41,世家41,

恭愍王 14년 5월 甲戌,上冊,p.814.‘以久旱置刑人推整都監按雪寃抑’;閔賢九,앞의

논고,1968,pp.63～65;신호웅,｢恭愍王代 辛旽의 개 정치와 禑昌非王說｣ 梨花史

學硏究 30,2003,p.193).

55)李景植,｢高麗末期의 私田問題｣,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一潮閣,1986,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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壓良爲賤한 것이었다.게다가 田民의 변정 결에도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오래되었고,정비 노력도 여러 차례 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주 의 驛吏,官奴,百姓 가운데 兵役․賦役․租稅

등 의무를 피한 자를 농장을 은닉하므로 民에게 해독을 미치고 결국은

국가 재정을 궁핍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56)앞서 佃客農民을 壓良爲賤

하는 것과 더불어 投託民을 숨겨 농장운 인력을 마련하고 있었다.總

額制로 운 되는 수조체계에서 피역행 는 악순환 되기 마련이었고,종

국에는 국가 재정의 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辛旽이 비 한 내용

모두 새로 나타난 상은 아니었으나 그만큼 해결은 어려웠다.토지의

겸병과 이로 말미암은 民人의 隸屬化는 고려 후기 내내 최악을 향해 치

닫고 있었다.

元이 약화되는 외 인 好期를 맞아 恭愍王은 어느 때보다 이 같은

사안을 강력하게 처리하고자 했다.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격히 성장

한 무인 세력 여러 지배층에 한 정치 재정 제압이 필요했다.

동시에 모든 사태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격한 왕권 신장이 요구되

었다.

신돈이 변정하고자 한 豪强之家란 결국 공민왕 12년(1363)홍건 의

난 이후 권력이 강화되었던 무인 세력이었다.57)그 외에 공민왕이 폐단

을 지 했던 ‘世臣大族’이나 ‘儒生集團’도 포함되었을 것이다.58)고려 후

기에 이미 많은 문신 료가 좌주․문생 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공민

왕 에는 이제 등을 통해 더욱 그러하 다.이들은 성리학 바탕

56) 高麗史 卷132,列傳45,叛 6,辛旽,恭愍王 15년,下冊,p.857.

‘州縣驛吏官奴百姓之 役 悉皆漏隱 大置農莊 病民瘠國 感召水旱 癘疫不息’

57)閔賢九,주 53의 논고,1968,pp.64～65.

표 인 로 신돈은 공민왕 14년(1365)집권 후,자신의 도당인 이득림,오계남 등

을 보내 최 과 이구수 등을 국문하여 최 등 3품 이상의 작 를 삭탈하고 김수만

은 제명하여 서민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田民을 몰수하 다( 高麗史 卷132,列傳45,

叛 6,辛旽,恭愍王 14년,下冊,p.855.‘分遣其黨上護軍李得霖 巡軍經歷吳季南 鞫瑩·

龜壽等 以交結壽萬 離閒上下 斥去賢良 大不忠 羅織成獄 瑩等皆誣服曰 請速卽刑 遂削

瑩等三品以上爵 除壽萬名爲民 並籍其田民’).

58)주 51․5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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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종 개 책을 제시해왔으나 恭愍王 5년(1356)이후 반원운동이 개

되면서 사실상 失勢하 다.반면 辛旽 집권 후 과거를 통해 새롭게 등장

한 신흥유신은 개 추진 세력이 되었다.이색,김구용,정몽주,박상충,

박의 ,이숭인 등이었다.59)특히 공민왕 9년(1360),정몽주와 함께 제

한 임박은 개 을 이끌어나가는 주요 인물이었다.공민왕 15년(1366),신

돈에게 민변정사업의 추진을 극 건의한 이도 임박이었으니 이 사업

은 실제로는 임박의 제의로 실시된 셈이었다.60)

공민왕 15년(1366)의 민변정은 정치세력의 교체와 재정 정비가 목

으로 되었다.이 에 비해 가장 체계 이고 규모로 이루어졌다.그런

만큼 목 추진 경과와 향 면에서 종 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앞

의 두 차례 사업은 권세가와 부원세력을 재정 으로 척결하여 기반 자체

를 해체하는 데 요 목 이 있었다.공민왕 원년(1352),인승단 등을

상으로 했던 민변정은 공민왕 5년(1356)에 기철 등 부원세력의 핵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한층 강화되었다.그러나 이후 변란을 겪으면서 추진

되지 못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구체 인 과정은 이러하 다.

今設都監 俾之推整 京中限十五日 諸道四十日 其知非自改 勿問 過限事覺

紏治 妄訴 反坐 令出 權豪多以所奪田民還其主 中外忻然61)

기일은 京外에 따라 달랐으니,개경에서는 15일 이내,지방에서는 40일

이내 다.방식은 민을 탈 한 자가 자진하여 시정하는 것이었다.이

경우 죄를 추궁하지 않으나,기한이 경과한 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하며,

59)이익주,주 5의 논고,1995,pp.38～49.

60)임박의 同年은 정몽주,이존오,김주,이인민 등 상당수 다.그 가운데 정몽주는 김

구용과 함께 이색 등과 교유하 고,김주는 이색의 문생인 이숭인과도 교분이 두터웠

으며,이존오 한 박상충,이숭인,정도 ,김구용 등과 친분이 있었다.그러므로 이

들은 집단의식을 형성하여 고려 정부의 요한 정책을 이끌어나갔던 것이다.이들 가

운데 이존오,김주 등은 反辛旽의 정치 성향을 가졌으나 임박은 신돈이 주도했던

개 정치에 극 참여하며,성균 까지 이끌어냈다(최연주,｢공민왕 개 과 林樸

의 정치활동｣ 石 論叢 39,2007,pp.232～249).

61) 高麗史 卷132,列傳45,叛 6,辛旽,恭愍王 15년,下冊,p.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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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 다.이때의 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듯하다.權豪가 탈 했던 민을 본주에게 반환하 으므로 中外가 기뻐

하 다는 것이다.

辛旽은 막강한 권세를 바탕으로 극 사업을 추진하되 실무는 李仁

任․李春富 등이 처결했다.당시 민을 돌려받은 측은 “성인이 났다”

하 으나 탈 한 민을 빼앗긴 권세가는 비난이 클 수밖에 없었다.신

돈이 公義를 빙자하 으나 실상은 환심을 얻기 해 천 로서 양민이 되

겠다고 호소하는 이를 모두 양민으로 삼아 주인을 배반한 이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62)

세 번째 민변정은 民人의 변정이 심이었고,크게 두 가지 방면에

서 성과를 거두었다.첫째,良․賤人의 분별작업이 으로 진행되어

戶籍 정비가 이루어졌다.고려 조정은 공민왕 10년(1361)의 천으로 본

래 가지고 있던 부분의 호 을 망실하 다.이에 수많은 壓良爲賤 사

례를 발하여 처리하고,良․賤을 구분하여 새로운 호 을 마련하 다.

이 게 작성된 호 은 공민왕 21년(1373)부터 民部에 보내 叅 하도록

하 다.63)즉 공민왕 15년(1366)에 시작된 민변정작업은 충숙왕 갑

인양 이후 어지러워진 양․천 질서를 으로 정리하 다.

둘째,노비와 련한 쟁송이 폭발 으로 증가하 으나 이는 후 에 노

비문제를 정비하는 법 동기가 되었다.권세가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만큼 민변정 과정에서 불복하거나 억울한 자에 의한 소송은 늘어났을

것이다.후술하듯이 공양왕 에 이르러 人物推辨都監을 설치하고 奴婢訴

62) 高麗史節要 卷28,恭愍王 15년 5월,p.311.

‘旽 間一日而至都監 李仁任李春富以下聽决焉 旽外假公義 實欲 恩於人 凡賤隸訴良

一皆良之 於是 奴婢之背主 蜂起曰 聖人出矣.’

63)이때 새롭게 작성한 호 의 기 은 임자년(공민왕 21년,1372)으로 하되 制를 참

고하여 良賤生口를 구별하도록 하 다.망실된 籍은 아마도 갑인양 의 결과 작성

된 호 이었을 것이다.이것을 잃어버림으로써 良․賤 분간이 단히 어려워졌던 것

이다(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恭愍王 20년 12월,中冊,p.732.‘本國戶口之法

近因播遷 皆失其 自壬子年爲始 幷依 制 良賤生口 分揀成籍 隨其式年 解納民部 以

備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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訟法을 제정했던 것도 노비 련 소송이 속출했기 때문이었다.辛旽에

의해 추진된 民人의 변정 결과가 노비 련 소송의 기 이 되었던 것이

다.

恭愍王은 민변정을 통해,국왕 심의 국정 운 과 함께,산 한

민쟁송을 처결하고자 하 다.극도로 문란해진 양․천 질서를 바로잡아

부역체계 신분질서를 정비해나가려는 것이었다. 외 정세 역시 元이

쇠퇴하고 明이 팽창하고 있었다.고려의 정책노선도 차 親明으로 기울

어갔다.권문세족의 반발,그리고 기존 사 부와의 정치 립도 심해졌

다.결국 공민왕 20년(1371),신돈은 실각하 다.64) 민변정사업도 이로

써 종결되었다.신돈의 몰락과 3년 후 공민왕의 갑작스러운 作故와 더불

어 공민왕 의 모든 정책추진도 단되었다.그러나 공민왕 死後 오히려

신흥 유신의 정계진출은 증하 고,기존 정치세력과의 립은 첨 해

져갔다.그 심에는 재정정책 민문제에 한 처리방식의 차이가

자리하 다.

64)邊銀淑,｢恭愍王 後期 辛旽의 登場과 銓注｣ 明知史論 4,1992,pp.56～63.

신돈 집권 당시 임박을 표로 한 신흥 유신은 일군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연소하고 미약하 으므로 신돈의 정권에 참여할 수 있었다.그러나 끊임없는 구세력

과 고 지배층의 반발은 신돈을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閔賢九,주

53의 논고,1968,pp.80～92).한편 신돈의 실각 원인을 魯國大長公主를 한 影殿 건

설공사와 련지어 검토한 연구도 있다.공민왕 17년(1368), 을 확 개축하는 과

정에서 민심이 이반하자 이를 건의했던 신돈 등에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다.당시

役事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과정에서 신돈에 의해 몰락했던 경천흥․목인길 외

에 신돈정권에 참여하 던 김원명과 무신들까지 합세하여 신돈정권에 한 불만을 표

출하 다.결국 독자 인 세력기반이 부재하 던 신돈은 공민왕의 의지에 따라 몰락

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신돈에 의해 유배당했거나 신돈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력,특

히 무신 재상이 재등장하여 도당을 심으로 결집하 다(김당택,｢都 을 통해 본 高

麗 禑王代의 정치 상황｣ 歷史學報 180,2003,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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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田民辨整作業의 變化와 私田問題의 提起

恭愍王 死後 禑王이 즉 하 지만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明德太

后 등은 다른 宗親을 세우고자 하 으나 李仁任 등의 지지로 왕 에 등

극하 다.65)우왕의 즉 를 추진한 층은 상당수가 辛旽의 몰락 후 재등

장한 이들이었다.이들은 都 을 심으로 세력을 결집하 다.李仁任은

수시 ,慶復 은 시 이었으며,池奫은 찬성사로서 정국을 운 해 나갔

다.崔瑩은 삼사사로서 이들 세력은 정방에 참여하여 인사행정권을 장

악하고 있었다.특히 최 을 비롯한 부분은 무인 출신이거나 무인과

정치 견해를 같이 함으로써 이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66)공민왕

에 등장한 사 부층의 세력은 축되었다. 민변정사업을 포함한 재정

의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외 으로도 비교 우호 이었던 明 계가 악화되고 있었다.67)北

元에서는 심왕 호의 손자 톡토부카[脫脫不花]를 고려 국왕으로 임명한

65) 高麗史 卷133,列傳46,禑王,恭愍王 23년 9월 甲申,下冊,p.865.

‘崔萬生·洪倫等弑王 太后率禑入內 祕不發喪 丙戌 殯于寶房 禑 宰樞 發喪擧哀 翼日

太后及復 欲立宗親 仁任欲立禑 議未決 都 相視 莫敢發 判三司事李壽山曰 今日之

計 當在宗室 永寧君瑜及密直王安德等 阿仁任意 大 曰 王以大君爲後 捨此何求 仁任

率百官 遂立禑 年十歲.’

66)김당택,｢高麗 禑王 元年(1375)元과의 외교 계 再開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

 震檀學報 83,1997,p.23.

,주 64의 논고,2003,pp.43～46.

67)공민왕은 元․明 교체기에 들어 실리 외교를 추구하 다.그러나 공민왕 20년(1371)

2월,元의 평장 劉益이 요동을 들어 명에 항복했고,공민왕 21년(1372)에는 나하추[納

哈出]의 牛家莊 습격이 일어났다.요동진출을 한 명의 군사보 기지 던 우가장이

약탈당하자 명은 고려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공민왕 23년(1374)9월,명 사신인 孫內

侍의 피살과 더불어 공민왕까지 시해되었다(李亨雨,｢高麗 恭愍王代의 政治的 推移와

武 勢力｣ 軍史 39,1999,pp.54～56).당시 요동은 元․明 사이의 요한 군사 거

이었다.요동을 두고 兩國이 각축을 벌 는데 유익의 투항 후 元의 잔여 세력이 나

하추 휘하로 모여 세력을 키우자 북원과 비공식 으로 하던 고려도 나하추와 긴

해졌다.나하추가 牛家莊에서 승을 거두자 북원은 고려에 요동 공격을 한 도움

을 요청하 다.이에 명은 고려를 압박하며,북원과의 계를 단 시키려 하 다(尹銀

淑,｢北元과 明의 립 :遼東 문제를 심으로｣ 東洋史學硏究 105,2008,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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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68)李仁任 등은 이러한 에 해 元․明 양단 외교를 꾀하

으나 다수 사 부는 반 하 다.그 지만 사 부층의 내부에서도 처

지에 차이는 있었다.鄭道傳 등은 극 인 친명사 정책을 주장하여 이

인임 정권을 부정하 으나,趙浚 등은 안에 직 개입하지 않고 있었

다.정도 등은 후에 李崇仁,權近․鄭夢周 등과 개 론을 펼쳐나갔다.69)

요컨 ,禑王 즉 후 고려의 정치는 유신층은 축되는 반면 도당을

심으로 한 기존 료는 强勢인 가운데 외 으로는 明과 北元의 압력

이 가 되고 있었다.재정체계는 민변정과 함께 정비가 단된 채 다.

우왕 즉 후 도당 인원의 증으로 료 수는 증 되었으나 앙재정은

빈한하 다.

우왕 원년(1375),賦稅制의 정비와 민변정이 다시 추진되어야만 했던

것도 같은 사정에서 다.시작은 田租와 貢賦 방식의 조정이었다.먼

甲寅量田 이후,정치 격동 속에서 몰락한 이들의 몰수토지에 해 收稅

방식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 다.

甲寅年量田以後 三稅之田 屢因誅流員 沒入倉庫 不入三稅 拘該官司 一

據元案徵納 州郡病之 仰都評議使司 移牒各道按廉使 其有稅之田 先許納稅

方收其餘 以革前弊70)

68)元은 明軍을 피해 공민왕 17년(1368,至正 28,洪武 1)7월 28일,大都를 떠나 8월 15

일,上都로 피신하 다.상황이 이 게 되자 고려에서는 공민왕 18년(1369)5월,至正

연호를 정지하고(주 25참고),그 해 8월,‘北元’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尹銀淑,앞의

논고,2008,pp.84～85).북원에서는 이때 나하추[納哈出]가 사자를 보내 왕 를 가

계승하 는지를 물었는데 이는 당시 북원에서 공민왕에게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톡

토부카[脫脫不花]를 고려국왕으로 책 했기 때문이었다( 高麗史 卷133,列傳46,禑王

원년 정월,下冊,p.867.‘納哈出遣使來 問曰 前王無子 今誰嗣位耶 時北元以恭愍無嗣

乃 瀋王暠孫脫脫不花爲王故 有是問’).

69)최 ,｢高麗 禑王代 士大夫의 成長과 分岐｣ 學林 24,2003,pp.47～53.

이인임은 종친,기로,문무백 과 함께 북원에 톡토부카[脫脫不花]의 책 의 불가함

을 하 다.북원에서 사신을 보내자 김구용,이숭인,정도 ,삼사 권근 등은

이를 반 하 으나 이인임과 경복흥이 정도 에게 할 것을 명령하 으며 이를

따르지 않아 정도 은 귀양을 가게 되었다.이 일로 인해 사 부 세력의 상당수가 정

치 인 공격을 당하 다( 高麗史 卷126,列傳39,姦臣2,李仁任,下冊,pp.733～734).

70)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租稅,禑王 원년 2월,中冊,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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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사안은 甲寅年 양 이후 주살되거나 유배된 이들의 三稅

를 내던 토지가 모두 창고에 沒入되어 徵稅가 불가능한데도,해당 청에

서 원래의 量案에 따라 거두고 있는 것이었다.갑인년 이후라면 忠肅王

원년(1314)으로,禑王 원년(1375)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치 변란으로 몰

락한 세력은 수없이 많았다.이들이 소유하거나 수조하고 있던 三稅之田

즉 有稅田도 막 한 양이었을 것이다.이러한 토지에 해 해당 청에서

는 갑인년에 완성된 주안을 기 으로 계속해서 收租해왔던 것이다.정부

는 폐단을 없애기 해 안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有稅田은 먼 내도록

하고,나머지 토지는 거두어 이러한 폐단을 없애도록 하 다.

田租의 강제징수로 말미암은 폐단도 컸지만,賦役의 징발도 民人에게

는 부담이었다.본래 고려의 編戶는 人丁의 多寡에 따라 9등 으로 나

어 賦役의 종류를 정하는 방식이었다.71)그러나 이 무렵에는 3등호제의

방식으로 되었다.본래 지방에서는 제 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外方 民人은 生業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禑王

원년(1375)2월,이후로 編戶 방식을 개경과 동일하게 고치도록 하 으

니 방식은 戶를 大․中․ 로 구분하고,中戶는 2호를 1호로, 戶는 3호

를 1호로 하여 징발 시 相助하는 것이었다.72)아울러 권세가의 民의 탈

을 막는 조치도 병행하 다.

抑良爲賤 感傷和氣 自王旨後 限一月 悉皆放免 違 痛理73)

한 달 안에 壓良爲賤한 자를 부 해방하도록 할 것이며, 반 시 엄

단하도록 한 것이다.당시 戶籍은 恭愍王 21년(1372)이후 이때까지,공

71)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戶婚,中冊,p.852.

‘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72)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戶婚,禑王 원년 2월,中冊,p.853.

‘使民之道 務從優典 今後 外方各處民戶 一依京中見行之法 分揀大中 三等 其中戶 以

二爲一 戶 以三爲一 凡所差發 同力相助 毋致失所’

73)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禑王 원년 2월,中冊,p.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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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왕 15년(1366)의 민변정사업 때 마련된 것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74)

그러나 民의 변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권세가의 반발이 단했던 만

큼,압량 천은 여 히 행해졌던 것이다.

고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세제의 정비와 민변정은

착수하기도 에 지체되고 있었다.外敵의 침략․노략의 심화 다.왜구

의 노략은 우왕 즉 후 단히 심 한 문제로 되어 있었다.75)분탕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어에 소요되는 막 한 人的․物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다.여기에 瀋王의 도 고조되었고,북방의 소요마 잦아지고

있었다.民의 유망은 늘어가고,군량의 부족도 더해갔다.76)

조정에선 일단 科斂이나 조세를 체하여 軍糧을 마련하 다.禑王 원

년(1375)9월,여러 의 主持僧으로부터 戰馬 한 필씩을 징발하고,각

사원의 田租를 거두어 군비로 충당하 다.77)北元의 침공 이 시

작되자 北界에 군 가 주둔해야 했다.그러나 본래 북계는 私田이 없는

74)주 63참고.

75)忠定王 2년(1350)이후 본격화된 왜구의 침입은 고려 말까지 체 군 520개 가운

데 242개 즉 46.5%에 달하는 군 에서 당하 다.開京과 兩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역이 해당되었고,楊廣道,慶尙道,全羅道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 다.특히 강화지

역은 조운의 집결지 던 까닭에 왜구의 침탈은 극심하 다.禑王 2년(1376),교동 지

역의 民을 옮기고,이듬해 강화부로 승격하여 방비를 강화한 후에야 이 지역에 한

왜구의 침입은 멈추었던 것으로 보인다(朴宗基,｢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

세사연구 24,2008,pp.175～182).

76)禑王 원년(1375)8월에는 瀋王 母子가 金義 進奉使 金湑와 지 의 吉林省 公主嶺

인근인 信州에 도착했다는 보가 올라오자 민심이 악화되고 있었다.군사 비

가 하 으나 오히려 泥城元帥 崔公哲 휘하 군사의 반란마 일어났다.이러한 때에

왜구가 德積島와 紫燕島에 침입하 으나 방어할 군사가 모두 북방 수비에 동원된 상

황이었다( 高麗史 卷133,列傳46,禑王 원년 8월,下冊,p.868.‘泥城萬戶飛報 瀋王母子

率金義及進奉使金湑 已到信州 中外洶懼…九月 泥城元帥崔公哲麾下二百餘人叛 殺軍民

渡江去 倭舶大集德積·紫燕二島 時 卒悉赴北征 乃簽坊里丁及諸陵戶爲兵).

고려 정부는 軍丁 마련을 해 도성 5부의 戶數를 개정하여 집 20간 이상을 1호로

삼아 군정 1명을,내고 20간이 되지 않으면 네다섯 집을 아울러 1호로 하 으나 군사

는 턱없이 부족하 으며,군사 소요로 인한 군비도 사방에서 요구되고 있었다( 高

麗史節要 卷30,禑王 원년 8월,p.402.‘改定都城五部戶數 凡屋間架二十以上爲一戶 出

軍一丁 間架 則或併四五家 爲一戶’).

77) 高麗史 卷133,列傳46,禑王 원년 9월,下冊,p.868.

‘徵諸寺住持僧 戰馬各一匹 又取諸寺田租 以充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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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마 탈 당한 까닭에 군량이 부족하여 각출

하여 마련하고 있었다.78)功臣田租에서 3분의 1을,寺社田租에서 2분의

1을,兩殿 소속의 官司田에서는 稅納 이외 나머지를 모두 軍用에 충당하

는 조치도 병행하 다.79)

禑王 3년(1354)3월에는 崔瑩의 제의로 喬桐․江華의 토지 가운데 摩

尼山과 塹城壇의 祭田 강화부 리의 녹 이외 田租는 모두 軍簿에

서 징수하여 군량을 비축하도록 하 다.강화의 토지는 先代에 리에게

均給된 바 있었다.이 무렵 이들 지역 부분이 권세가에 거되어 所出

되는 곡물은 이들에게 私占되었던 것이다.80)이로부터 고려의 재정정책

은 軍糧 軍 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정부는 군

비 마련을 해 최선을 다하 지만 근본 인 군사 방어 체계의 수립은

시도하기 어려웠다.

고려는 당장 軍士와 軍糧이 부족하 다.우선 군사를 충원하기 해

가능한 범 에서 民戶의 계 작업을 추진해야 했다.禑王 4년(1378)12

월,諸道에 사신을 보내 戶口를 計點하고,서북면의 례에 따라 좌․우

익군을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81)遣柳曼를 東北面에,吳季南을 全

羅道에,安翊을 楊廣道에,南佐時를 江陵道에,王安德을 西海道에,慶補를

交州道에 견하여 호구를 조사하도록 하 다.82)군사 징발을 한 목

78)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禑王 원년 10월,中冊,p.813.

‘備北元 諸軍久屯北界 北界 無私田 官收租以充軍粮 後勢家爭占爲私田 以故轉餉不繼

取粮於民 民甚苦之 安州以北 尤受其害’

79)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禑王 2년 9월,中冊,pp.813～814.

‘都評議使 以各道軍資 無數日之費 令各道在外品官 又烟戶各里 差等抽歛 以補軍湏 宰樞

議曰 近因軍征 軍糧乏 宜令京外品官大 各戶 出軍糧有差 兩府以下 通憲以上 造米四

石 三四品三石 五六品二石 七八品一石 權務十斗 散職鄕史十斗 百姓·公私奴 則量其戶之

大 徵之.’

80)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禑王 3년 3월,中冊,p.814.

‘崔瑩 於禑曰 喬桐·江華 乃倭賊防戍之地也 兩處土田之出 皆入兼幷之門 私費何益 唯

摩尼山塹城祭田 及府官祿俸外餘田 皆以軍簿收之 且置窖兩處 以備粮餉 禑從之.’

81) 高麗史節要 卷30,禑王 4년 12월,p.447.

‘遣使諸道 計點戶口 依西北例 置左右翼軍’

82)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禑王 4년 12월,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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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차 이었으나 民戶의 계 자체는 賦稅制度 마련을 해서도 반드

시 필요하 다.고려 정부는 각지로 견한 계 사에게 매우 강화된 권

한을 부여하 다.양 도 계 사 던 안익이 주민 80명을 숨긴 前 判書

崔有龍을 처형한 일도 있었다.83)

군량 군비의 마련도 추진되었다. 술한 바와 같이 한 로 조세

를 환하고 과렴을 행하 으나 근본 인 책이 요구되었다.둔 의 정

비와 증치는 한 단계 나아간 조처 다.우왕 5년(1379)정월,門下府郞

에서는 家戶屯田의 폐단을 지 하며 屯田 소출을 명확하게 할 것을 건의

하 다.84)이어 兩界의 閑曠地에 둔 을 설치하여 軍糧을 비축하자는 제

안도 나타났다.85)양계의 토지가 탈 되어 군량이 공 되지 못하는 사정

은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田制와 련하여 보다 근본 이고 요한 군량 조달책도 건의

하고 있었다.방안은 두 가지 다.

甲寅年後 公私加耕之田 兵息爲限 並屬軍湏倉庫 宮司所屬田土 令各道按廉

別定守令 踏檢收納 如有不得已國用 都 量給其費 其餘 並屬軍湏86)

하나는 甲寅年(恭愍王 23년,1374)즉 공민왕 死後 公․私가 새로 開墾

하여 경작하되 量案에 올리지 않은 田畓은 戰亂이 종식될 때까지 일체

軍 에 속하게 하자는 것이었다.국가 재정 증 를 해서는 이를 계

하여 田籍에 올려야 했으나 군수조달이 시 했음이다.다른 하나는 宮司

‘遣柳曼殊于東北面 吳季南于全羅道 安翊于楊廣道 南佐時于江陵道 王安德于西海道 慶

補 于交州道 計點戶口.’

83) 高麗史 卷134,列傳47,禑王 5년 2월 丁卯,下冊,p.886.

‘雨雹 沔州人前判書崔有龍 匿民口八十 事覺 計點使安翊斬之.’

84)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禑王 5년 정월,中冊,p.814.

‘屯田之法 當今急務 各道各州 屯田法制不行 分種各戶 秋收以爲賓客之供 願自今 痛行禁

理 隨州郡殘盛 定屯田之數 每年 按廉別定守令 秋收入庫 報數都 用是以爲守令殿 ’

85) 와 같음.

‘東西兩界 用兵 急 宜於閑曠之地 設屯田 遣公廉 備官牛農器 勸督耕耘 以備 軍湏’

86)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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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 田土는 踏驗 후 수취하되,부득이하게 國用으로 해야 한다면 도

당에서 소비할 만큼만 지 하고 나머지는 군량으로 삼자는 것이었다.국

용을 증 시켜야 했으나 일단 군량의 마련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 던 것

이다.

이와 함께 京畿 등 각 道에 所在한 功臣田과 丙申年(공민왕 5년,1356)

이후 죄인의 土田은 헌사의 보고에 따라 모두 軍 에 돌리자는 주장을

하 다.87)공민왕 5년(1356)이후 죄인의 土田이라 하면 민변정사업을

통해 처리한 기철 등의 토지를 의미하 다.이를 부 군수에 충당하자

는 주장이었다.

禑王 5년(1379)간의 모든 제의는 이처럼 표면 으로는 군수 충당 방안

이었다.그러나 이면에는 재정 폐단의 근본이었던 私田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公․私 開墾地와 宮司 소속 土地 그리고 국 功臣田

의 개간 소유의 주체는 당 의 권세가 왕실기구 다.京畿 일 의

토지를 상으로 삼은 것은 탈 당한 祿科田地의 처리와도 닿는 주장이

었다.즉 탈 당한 여러 私田을 정비하여 軍 로 충당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우왕 2년(1376)에 功臣田租,寺社田租,兩殿 소속의 官司田租

의 일부를 軍糧에 충당하도록 했던 것에서 강화된 조치이기도 했다.88)

계속해서 탈 의 상으로 지목되었던 분 토지를 군수의 財源으로 삼

자는 주장은 역으로 생각하면 私田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군수든 국용이

든 더 이상 마련할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하부낭사의 諫官에 의해 이러한 제의가 이루어졌다는 은 실행 여

부와 상 없이 이미 고려 정부 일각에서 사 확 의 폐단을 감하고 있

었다는 것이다.나아가 당시 정권을 장악한 세력에 한 비 세력이

두되고 있었다는 을 짐작 한다.우왕 6년(1380)6월,간 李崇仁이

건의한 賜牌田制의 정비 방안은 이를 뒷받침 하 다.사패는 본래 공로

87)주 86과 같음.

‘京畿·各道功臣田土 丙申年以來 被罪人土田 一依憲司所奏 並屬軍湏’

88)주 79참고.



-182-

가 있는 자를 우 하려던 것이었으나 이 무렵 마구잡이로 사패를 통해

私田을 확 하니 바로잡아 군수에 충당하자는 주장이었다.89)이때 이숭

인이 거론한 사건이 南行․ 王․癸卯의 일이었다.공로가 없는 자의 사

패는 회수하며,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규정면 을 토지는 과분을 몰수

하자는 요청이었다.

이숭인의 주장은 정치 으로는 이 시기 지배층의 어지러운 분 와 정

국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南幸․ 王․癸卯의 일이란 癸卯年

(공민왕 12년,1363)에 南幸․ 王 등의 이유로 공신을 책 했던 일이었

다.홍건 의 침입으로 인한 천 그리고 개경 환도 공민왕을 시해하

려 했던 흥왕사의 난 이후 공신을 책 하고 토를 하사했던 것이다.90)

이때 책 된 공신은 崔瑩,李仁任,林 味 등 무장 세력이 상당수 다.

儒臣인 이숭인은 당시 군사 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장 세력의 권력

이 계속해서 확 되자 사패 회수를 통해 정치 공세를 한 것이었다.

이인임,최 등은 그러나 고 직인 재추를 심으로 강고하게 결집되

어 있었다.우왕 7년(1381)宦 李得芬과 同知密直 睦忠을 귀양 보낸

것도 우왕의 총애를 받아 贊成事까지 올랐던 이득분이 목충과 함께 이인

임과 최 을 참소하자 재추와 성이 우왕에게 건의하여 일어난 일이었

다.이어 이득분의 집은 몰하고 양자인 환자 鄭鸞鳳 등 20명을 축출하

다.우왕 7년(1381)4월의 田民辨僞都監은 이득분 등의 민을 변정하

기 해 설치되었다.91)

89)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功蔭田柴,禑王 6년 6월,中冊,p.712.

‘國家土田賜牌 本以待有功 近來 冒受賜牌 占田太多 有之 乞令有司 根究推刷 功不在

累次稱下 南幸·王·癸卯三等 收其田 雖在三等之例 其所占 過元數 收其贏數 以

充軍 仍乞功臣之號 除有功外 宜重惜之’

90) 高麗史 卷40,世家40,恭愍王 12년 윤3월,上冊,pp.799～802.

91)당시 재추와 성에서 주장한 이득분의 죄목은 과거 補源庫의 提調로 있으면서 田

稅를 탈 한 것,養賢庫 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탈 한 것 등이었다( 高麗史 卷

122,列傳35,宦 ,李得芬,下冊,p.668.‘李得芬 有寵於禑王 位至贊成事 貪饕納賄 多行

不義 同知密直睦忠 讒毁李仁任·崔瑩 宰樞·臺省 議白禑曰 得芬嘗提調普源庫 收田稅

入其家 又奪養賢庫田 使不得養士 多斂人財 奪土田’).

 高麗史節要 卷31,禑王 7년 3월,pp.4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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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감은 공민왕 15년(1366)에 설치되었던 민변정도감 이후 실로

수년 만에 설치된 기구 다.공민왕 15년(1366)의 민변정사업은 최

등 무장 세력과 세족을 제압하려던 시도도 있었다.이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최 등이 주동이 되어 강화된 정치력을 가지고 민변정을 추진

하고 있었다. 민변정이 신분질서를 정비하는 단계까지 확 되었던 이

의 사업과 비교한다면 의미는 달랐다.

禑王 즉 와 함께 정부는 단된 재정 체제정비를 다시 시작하고자 했

다.그리고 극심한 왜구의 침탈로 그 방향은 군수마련 방안으로 집 되

었다.조세의 환,과렴 등 직 조달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둔 운 ,

私田 정비, 민 변정과 같은 방식으로 나아갔다.이들 방안은 先後로 혹

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러 분 지를 탈 하여

집 한 겸병 私田의 정비조처 다.이 방안은 계속해서 확 강화되고

있었다.우왕 9년(1383)10월,曹敏修 등이 와 함께 건의한 다음 기

사도 련된 내용이다.

宰輔曹敏修等 宰輔共議 諸賜給田·口分田·各寺社田·並皆屬公 盡收其

租 以備軍國之 92)

賜給田과 口分田 각 寺社田 일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그 租를

부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자는 것이 요지 다.93)이 가운데 사 과

사원 은 막 한 토지탈 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토지 다.이들 토지를

‘流宦 李得芬于雞林 前同知密直睦忠于安東 籍得芬家 又黜其假子宦 鄭鸞鳳等 二十

人 … 四月 置田民辨僞都監’

92)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禑王 9년 10월,中冊,p.814.

93)당시 군량 부족사태는 심각하여 全羅道按廉使 呂稱과 같은 이가 곡식창고가 비어

공 할 군량이 없다고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道內 거주민으로 하여 職品의 高下에

따라 미곡을 보조하도록 하 다.이에 奉翊·通憲은 30두,正 ·奉 ·中正·中顯은 20두,

奉常·奉善은 15두,5～6품은 10두,7～8품은 7두로 정하 다( 高麗史 卷82,志36,兵2,

屯田,禑王 9년 5월,中冊,p.814.‘全羅道按廉使呂稱啓 倉廩虛竭 無以供軍 乃令道內居

人 隨職品高下 出米以助之 奉翊·通憲 三十斗 正 ·奉 ·中正·中顯 二十斗 奉常·奉善

十五斗 五六品 十斗 七八品 七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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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용에 귀속시키자는 것은 사실상 私田革罷를 公論化하는 첫 단계

나 마찬가지 다.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私田 문제를 처리해야

만 한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었다.後日 禑王 13년(1387)11월,私田租의

반을 군량으로 비축하라는 왕명도 이와 상 이 있었다.94)

고려 정부는 장기 으로 재정 체제를 정비하여 군수를 충당할 만한 여

유가 없었다.私田 정비 조처와 병행하여 남은 방안은 민계 과 민

변정이었다.결국 사 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시될 수밖에 없는 방안도

이것이었다.재정 악화 사태가 急迫해질수록 그러하 다.

우왕 9년(1383)10월,고려 정부에서는 田民都監官을 각 도에 견하여

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95)이때에도 더 이상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극 으로 추진되지는 못하 던 것 같다.고려 정부

는 가능한 로 민의 변정을 진행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우왕 13년

(1387)9월,前 判事 던 朴英茂가 良民 11戶를 影占한 일이 발각되어

국문하던 獄死하 던 것이나,96) 우왕 14년(1388)6월,권세가에서

館․驛土마 탈하여 운 이 불가하니 都巡問使와 按廉使로 하여

역 토지를 회복하도록 한 것도 같은 사례 다.97)

田租를 수취할 때 수조권자를 詐稱하는 것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심각

한 사안이었다.이 같은 행 한 토지겸병으로 인한 私田확 와

한 련이 있었다.당시 收租는 폐행이나 권세가는 奴隸를 시키거나,국

왕의 경우 私的인 지시로도 이루어졌다.그 지만 우왕 13년(1387)10월

의 아래 조처에서도 보이듯이

94) 高麗史 卷82,志36,兵2,屯田,禑王 13년 11월,中冊,p.814.

‘命收私田半租 以備軍餉.’

95) 高麗史 卷135,列傳48,禑王 9년 10월 乙亥,下冊,p.913.

‘分遣田民都監官于諸道.’

96) 高麗史 卷136,列傳49,禑王 13년 9월,下冊,p.944.

‘前判事朴英茂 濫乘傳騎 又影占良民十一戶 事覺 都巡問使王承寶鞫之 英茂死獄中.’

97) 高麗史 卷82,志36,兵2,站驛,禑王 14년 6월,中冊,p.804.

‘館驛之設 所以傳命 近因豪强兼幷 失其土田 廚傳如 以致凋弊 誠可憫焉 仰都巡問·

按廉使 復其土田 禁理枉道濫騎 及過行隣驛 務加存恤 毋致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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禑命巡軍 禁僞傳內旨 時嬖寵權勢之家 使奴隸收田租 亦奉旨以行 眞僞混淆

莫之能辨 有詐傳王旨 金奉 僞作王牌 金仲奇等八人 並斬之98)

라 하여,內旨를 조하여 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진 를 가리기

가 어렵다는 지경이었다.수조권자임을 증명하는 내지를 조하여 다수

의 수조권자가 생겼고,이 때문에 1田1主의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

이다.이와 같은 사안을 처리하기 해 禑王은 국왕의 내지를 조하여

달했던 金奉과 王牌를 조한 金仲奇 등을 극형에 처하여 본보기로 삼

았다.이들에 한 자료가 全無하여 구체 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극형

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할뿐더러 제거해야 하는 비리 다.이와 같

은 폐단은 모두 토지의 겸병으로 인해 租稅마 私占 당한 것으로 군량

부족은 필연이었다.

궁극 으로는 민변정이 실하 다.그러나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

요한 원인은 우왕 즉 후 재편된 지배층의 분화와 이에 따른 정치 재

정 성격의 차이 다.특히 민변정을 추진해야 할 세력이 곧 탈 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가깝게는 왕실과 한 련을 맺은 국왕 측근의

경우에도 폐단을 일으키기는 마찬가지 다.

우왕은 申雅가 타인의 臧獲과 土田을 강탈하 다는 말을 듣고 大怒하

여 그의 아들 申孝溫과 사 朴保寧을 추포하여 모두 처결하 다.99)禑

王을 격노하게 했던 신아는 왕의 장인이었다.우왕 11년(1385)에 신아의

딸을 맞아들여 후에 正妃로 삼았던 것이다.100)왕비를 총애하여 우왕은

13년(1387)8월,王 과 申雅를 同知密直司事로 삼았으나101)신아는 이때

98) 高麗史 卷136,列傳49,禑王 13년 10월,下冊,p.944.

99) 와 같음.

‘禑聞申雅奪人臧獲土田 大怒命囚其子孝溫 壻前三司左尹朴保寧 孝溫 命巡軍圍雅家

大索 獲之下獄 皆杖流角山’

100) 高麗史 卷135,列傳48,禑王 11년 10월,下冊,p.928.

‘禑如王 第,又如前判事申雅第,使雅出其女而見之.’

 高麗史 卷137,列傳50,禑王 14년 3월,下冊,p.950.

‘崔氏爲寧妃 立府曰寧惠 又 申雅女爲正妃 王 女爲善妃.’

101) 高麗史 卷136,列傳49,禑王 13년 8월,下冊,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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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유배를 당하 다. 민 탈 을 일으키는 세력이 막강한 정치

력을 소유한 국왕 측근이자 왕실 구성원인 이상 민변정사업의 추진은

난항이었다.

문제가 큰 것은 실질 인 정치운 의 핵심에 있는 료층의 민 탈

이었다.禑王 13년(1387)12월,국왕은 도당에 이런 사실을 지시하고 있

다.도당에 명령을 내려 諸倉庫․宮司의 田民을 탈한 자의 명단을 작

성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102)國用을 담당한 倉庫 왕실 기구에

속한 민의 탈 은 여 하 던 것이다.우왕은 도당에 조사를 지시하

으나 이를 꺼려 집행하지 않았다 하니 탈 의 주체가 바로 도당세력이었

던 것이다.

우왕의 명령을 거역한 도당 내 인물은 林 味,李仁任,廉 邦 등이었

다.이들은 惡奴로 하여 良田의 田主를 곤장질하여 강탈하 는데 주인

이 公家文券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에 려 시비를 가리지 못하 다.사

람들이 이를 ‘水精木 公文’이라 할 지경이니103)국왕이 민을 탈한 자

의 명단을 제출하라 한들 성과는 있을 수 없던 것이다.李仁任 한 부

패한 것은 마찬가지 다.집권당시 國庫에 열흘간의 축이 없어도 그의

토지와 노비는 개경 內外 도처에 있었으며,그가 등용한 軍과 宰相이

타인의 민을 강탈하니 당시 世間에서 그들을 提調奴婢라 할 정도

다.104) 민 변정에 앞장 서야할 고 리가 압량 천과 민탈 에 앞

장서는 실이었다.이는 지배층 내부의 심각한 이자 해결해야 할

실한 과제 다.

‘申雅·王 同知密直司事.’

102) 高麗史 卷136,列傳49,禑王 13년 12월,下冊,p.946.

‘禑諭都 凡奪占諸倉庫宮司田民 具名以聞 都 自嫌 遂閣不行’

103) 高麗史 卷126,列傳39,姦臣2,林 味,下冊,p.742.

‘時 味·仁任·邦,縱其惡奴 有良田 率以水精木 杖而奪之 其主雖有公家文券 莫敢

辨 時人 之水精木公文 禑聞而惡之故 每 及之.’

104) 高麗史 卷126,列傳39,姦臣2,李仁任,禑王 10년,下冊,p.736～737.

‘國無旬日之儲 而田園奴婢遍中外 相皆出其門 爭効之 奪人田民 不恤國事 時人目之

曰提調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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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廉 邦의 家奴가 토지를 강탈한 사건이 일어났다.단순해 보

이는 이 사건은 결국 禑王代 집권세력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105)이

를 계기로 우왕은 崔瑩과 함께 당시 정치권력을 농단하며 부패의 극에

달하 던 염흥방․林 味를 축출하 다. 민변정작업은 이때에 다시

으로 추진되었다.우왕 14년(1388)정월,이들이 탈 한 민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이 작업을 해 宦 金亮과 金完을 京畿左右道 察

訪兼 諸倉庫田民使로 임명하여 견하 다.106)이어 민변정도감을 설

치하 다.

置田民辨正都監 覈 味等所奪占田民 分遣安撫使于諸道 收捕 味等家臣

惡奴誅之 凡千餘人 並沒財産107)

민변정도감에서는 임견미 등이 탈 했던 민을 심사하고,安撫使를

각 도에 보내 林 味 등의 家臣과 惡奴 천여 명을 사형하 으며,모든

재산은 몰수하 다.良賤을 불문하고 이들의 휘하에 모인 民은 그 수만

도 단하 던 것이다.그러나 이때에도 李仁任은 京山府에 安置하는 선

에서 마무리되었고 一家族屬만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108)崔瑩은 이때

105)이때 일어난 일이 趙胖의 사건이었다.염흥방의 家奴인 李光이 직부사 던 조

반의 白洲 토지를 강탈하자 조반이 염흥방에게 애걸하여 반환을 받았으나 이 이 재

차 토지를 강탈하여 조반을 능욕하 다.조반은 이 에게 반환을 간청하 으나 이

이 더욱 포학하게 굴자 수십 명의 기병을 인솔하여 이 을 처단한 후 염흥방에게 사

유를 알리고자 하 다.염흥방은 大怒하여 조반에게 반역죄를 우고자 하 으나 우

왕이 최 과 논의하여 조반을 석방했던 사건이었다.이때 우왕은 따로 최 의 집으로

찾아가 이를 논하 으며,조반의 자식을 불러 사건의 정황을 묻기도 하 다( 高麗史 

卷126,列傳39,姦臣2,林 味,下冊,p.742).이는 당시 고려의 재정 악화가 한계에 달

하 으며,우왕으로서도 더 이상 리의 부정부패를 좌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106) 高麗史 卷137,列傳50,禑王 14년 正月,下冊,p.947.

‘禑以宦 金亮·金完爲京畿左右道察訪兼諸倉庫田民使 賜劒遣之.’

107) 高麗史 卷126,列傳39,姦臣2,林 味,下冊,p.742.

108) 高麗史 卷126,列傳39,姦臣2,李仁任,禑王 14년,下冊,p.737.

‘誅林·廉 安置仁任于京山府 竄其弟前評理仁敏于雞林 配烽卒 杖流孽子大護軍瓛 孽女

壻知申事權執經 姪右代 稷 姻族簽書密直河崙·李崇仁 密直副使朴可 誅從孫三司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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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仁任이 事大의 방침을 결정하여 국가를 안정시켰으니 죄과를 덮고 용

서할 것을 청하여 결국 子弟가 모두 극형은 피했던 것이다.109)

결과 으로 禑王代에 추진되었던 민변정사업은 도당을 심으로 재

결집한 기존의 권세가를 처결하는 목 에서 이루어졌다.이들은 恭愍王

代 신돈이 추진한 민변정작업 이후 한 동안 축되어 있었으나 우왕

즉 에 공을 세우면서 재등장하 다.이 때문에 이들이 건재하는 한

민변정은 추진되지 못하거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인임 세력이 몰락한 후 정국은 최 과 李穡․李崇仁 등을 심으로

운 되었다.한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들과 다른 부류의 儒臣 집단이

형성되고 있었다.尹紹宗․南在․趙仁沃․趙浚 등이었다.특히 조 은 지

방 직 생활을 통해 실정치를 체감하며 임견미와 염흥방의 정권에 참

여하 던 이색․이숭인 등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이 무렵 조 은 이성

계와 姻親 계 던 조인옥을 통해 李成桂와 연결되었고,이성계는 휘하

의 文士 던 鄭夢周를 통해 鄭道傳과 교유하게 되었다.이때 정도 은

기존에 교유를 맺었던 이색 등과는 단 하 다.이성계와 신흥유신 內

개 는 연합을 통해 최 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 다.110)결국 조

․이성계․정도 등은 국가의 폐단을 제도 으로 개선하려던 李穡․

李崇仁 등과 정치 으로 립하는 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요한 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세력의 재편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이었다.이

使存性.’

109) 高麗史 卷126,列傳39,姦臣2,李仁任,禑王 14년,下冊,p.737.

‘林·廉之誅 仁任 有所 詣瑩第 瑩辭不見 然瑩德仁任右己 白禑曰 仁任決 事大 鎭

定國家 功可掩過 遂幷其子弟 皆宥之 國人嘆曰 林·廉之黨 渠魁漏網.’

최 이 이때 이인임을 도운 것에 해 구체 인 근거는 찾을 수 없으나 최 과 이

인임의 정치 성격이 유사하 던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은 池奫의 제거,우왕의 유

모 장씨 축출,천도 반 등의 문제에서 부분 동일한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그러

므로 이인임은 임견미․경복흥과 한 계 음에도 간자 입장에서 최 등

보수 인 무장과도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혜령,｢이인임정권에 한 일고

찰｣ 역사학보 91,1981,pp.43～52).

110)홍 의,｢高麗末 昌王代 ‘改革派’新 儒臣의 結集과 分岐過程｣ 한국 세사연구 16,

2004,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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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昌王 문제와 더불어 이후 정국운 방침을 달리 하 다.나아가 재

정체제의 정비 가운데서도 특히 민문제의 처리를 두고 민변정사업의

可否가 나뉘었던 것이다.

이때 외 으로는 明으로부터 鐵嶺 以北의 遼東 귀속명령이 내려졌

다.崔瑩은 요동을 공략함으로써 明을 지하고자 하 다.李成桂는 이에

반 하여 결국 화도 회군 이후 최 을 축출하고,禑王을 폐 시켰다.

왕 계승 과정에서도 정치세력의 분화는 뚜렷하 다.이성계는 宗室의

一員을 원하 고,측근은 이성계의 즉 를 주장한 반면,曺敏修는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당시 원로 던 이색이 昌王을 지원하 다 하여 결

국 창왕이 즉 하 다.111)

3.私田革罷로의 變轉과 奴婢爭訟의 處決

昌王의 국정운 은 당연히 그의 즉 에 공을 세운 신하를 심으로 이

루어졌다.여기에 정국에 한 견해가 달랐던 李穡과 李成桂를 각각 門

下侍中과 守侍中으로 임명하여 일단 정치 衡平을 기하 다.112)그리고

역시 재정체제의 정비를 추진해나갔다.가장 한 문제도 前代와 같이

여 히 私田의 처리 다.

111)昌王의 즉 과정은 이색과 정도 을 심으로 신흥 유신 내부의 두 집단이 본격

으로 립하게 되는 시발이었다고 본 연구가 있다.이후 정국 운 은 정도 을 심

으로 한 개 의 신흥유신들이 이색 계열에 한 정치 공세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홍 의,앞의 논고,2004,pp.144～148). 화도 회군 이후 조민수

가 이색에게 국왕 에 한 견해를 묻자 이색 역시 “응당 왕의 아들을 세울 것이

다”라 하여 창왕의 즉 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창왕은 즉 후 이색을 등

용하여 문화 시 으로 임명하고 공신 칭호를 하사하 다.이색은 공민왕 사후 명에서

계속해서 집정 신을 불 음에도 모두 가지 않자 이숭인․김사안과 함께 신년축하와

監國을 청하기 해 명으로 갔다.이때 이성계의 세력이 확 되고 있음을 경계하여

이성계의 아들 하나를 동행할 것을 청하여 後의 태종 이방원이 書狀官으로 함께

하 다( 高麗史 卷115,列傳28,李穡,下冊,p.529).

112) 高麗史 卷137,列傳50,禑王 14년,昌王 즉 년 8월,下冊,p.960.

‘以李穡爲門下侍中 我太祖守侍中 開書筵 以李穡領書筵事 門下評理鄭夢周知書筵事 左

代 權近 左副代 柳琰 成均大司成鄭道傳 並充書筵侍讀 … 都評議使司 議定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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禑王代부터 지배층은 賜牌 회수나 私田의 國家 환수 등 私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이것이 불가능하다면

次善策은 민변정이었으나 사업의 주체가 곧 탈 의 주체 다.토지의

변정만으로는 사 문제의 해결이 한계에 달하 던 것이다.여 히 私田

의 폐단은 계속되었다.정부에서는 각각의 사안마다 처리에 하 다.

집권층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해결할 방안이 없었다.창왕은 즉 와

함께 田制 붕괴의 원인을 豪强의 겸병으로 지목하고,아래와 같은 조처

를 내렸다.

近來 豪强兼幷 田法大壞 其救弊之法 仰都評議使司·司憲府·版圖司 擬議申

聞 其料物庫屬三百六十莊·處之田 先代施納寺院 悉還其庫 東北面·西北面

本無私田 如有稱爲私田濫執 仰都巡問使 痛行禁理 其所執文契 沒官113)

私田捄弊의 방식으로 6道의 個人收租地 침탈은 都評議使司와 司憲府

版圖司가 처결하도록 하 다.도평의사사․사헌부․ 도사로 하여

겸병을 막을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한 王室의

庄․處田과 寺院田地 兩界의 私田은 國用에 충당하거나 文契를 몰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 다.料物庫에 속한 360개소의 莊處田 가

운데 先代에 寺院에 施納한 것은 부 반납하도록 한 조치 다.왕실 재

정기구 던 요물고에 속한 토지가 국 360개소에 걸쳐있었으니 여기에

포함된 탈 토지도 막 하 을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마찬가지

로 토지 탈 의 주체 던 사원에 시납한 부분이라도 환수한 것이었다.

이어 兩界의 탈 토지도 일체 몰수하도록 하 으니,私田이 있을 수 없

는 군사지역마 토지의 겸병은 심각하 다.

이 가운데 문제의 핵심이 되는 私田은 호강에 의해 유된 6道의 개인

수조지 다.폐단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에서 이 과 달리 처음으로 주

요 기 을 통해 양반개인이 유한 私田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113)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禑王 14년 6월,中冊,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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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 한 종 의 민변정식의 방침에서 나아간 조처 다.114)

私田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토지의 변정을 포함한

각종 방안을 동원하여 私田捄弊 작업에 집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

지만 禑王代에 이어 차 토지 변정은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田制

運營과 私田문제에 한 해결책을 두고 정치세력도 분 되고 있었다.李

穡 등과 새롭게 등장한 趙浚․李成桂․鄭道傳 등의 립이었다.115)

이들은 사 문제의 처리 방안을 두고 兩論으로 팽팽히 분화되어 있었

다.하나는 존하는 私田은 유지한 채,폐단만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祖業田化한 수조지로서의 私田은 인정하되,그 안에서 유상 분쟁이나

이로부터 기인하는 수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자는 주장이

었다.다른 하나는 사 을 一擧에 하자는 것이었다.즉 私田改善論과

私田改革論의 립이었다.이색․權近 등 사 개선론측은 사 을 유하

던 권세가는 제거되었으므로 민변정을 통해 구체 인 작업을 실시해나

가면 된다고 보았다.반면 사 개 론 측에서는 사 자체가 爭訟의 원

인이므로 이를 하여 田法을 바로잡자는 주장이었다.116)

본격 인 논의는 昌王 즉 년(1388)7월,趙浚,李荇,黃 常,趙仁沃이

제시한 제 개 안으로부터 발되었다.조 은 재 이 산처럼 쌓여 版

圖司와 典法司,守令과 按廉使가 본래의 직무도 팽개친 채 文券을 조사

114)李景植,｢祿科田의 新設과 政府의 策｣,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一潮閣,1986,

pp.66～69.

115)李穡은 制를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趙浚을 지지하지 않았

다.李琳․禹玄寶․邊安烈과 權近․柳伯濡는 이색에게 동조했고,鄭道傳․尹紹宗은

조 에 동조했으며,鄭夢周는 도입장이었다( 高麗史 卷118,列傳31,趙浚,下冊,

p.589.‘都 議利害 侍中李穡以爲不可輕改 法 持其議不從 李琳·禹玄寶·邊安烈及權近·

柳伯濡附穡議 道傳·紹宗附浚議 鄭夢周依違兩閒’).이들은 창왕 즉 년(1388)7,8월부

터 본격 으로 제 운 에 한 논쟁을 끊임없이 펼쳐나갔다.

116)李景植,주 40의 논고,1986,pp.71～76.

사 개선론을 주장한 권근은 우왕 9년(1383)에도 사 문제의 본질은 ‘1田1主’의 와해

이므로 유분쟁을 國法으로 강력히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았다.이색 한 공민왕

원년(1352)에 토지겸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갑인주안을 기 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租稅,禑王 9년 2월,中冊,pp.728～729;

 高麗史 卷115,列傳28,李穡,恭愍王 원년,下冊,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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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佃戶와 故 로부터 증언을 들어가며 날마다 토지 소송을 처결해야

하는 실을 한탄하 다.사소한 재 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었다.원인은 田制의 均否로 인한 ‘1田1主’원칙의 마비 다.조 의 주

장은 결국 무 진 제를 바로잡기 해서는 公․私田을 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이행,황순상,조인옥의 주장도 같았다.117) 제의 와해된

처지에서 田訟의 처리만으로는 私田의 겸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단이었다.

폭증하는 田民訟事는 조 의 지 과 같이 담당 기구의 업무를 마비시

키고 있었다.창왕 즉 년(1388)9월, 법사의 주장도 결국 방 한 민

송사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去洪武三年十二月日 判付內 田民推決 至於仍執等田民事 付版圖都官 司則

掌刑決禁亂 近年 不依判旨 因循前習 田民推徵等事 日繁月積 而所掌刑決禁

亂 尙爲餘事 寃獄久滯 囚繫致死 多 今後 田民事 一依前判 各還都官版圖

至於推徵雜務 亦付主掌開城府 司則 修所職 判 付都評議使 擬議施行118)

이 무렵 법사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田民追徵 등이 폭증하여

獄事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다.아마도 화도 회군 이후 처단된 세력

의 가산을 몰하는 과정에서 단히 많은 수의 쟁송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공민왕 19년(1370)의 判旨에 따라 법사는 형벌의

결을 맡도록 하 으나 지켜지지 않은 채, 습에 따라 민추징 업무

를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상황이 이러하니 지에 따라 田民推決과 仍

執 등 민 련 업무는 版圖司와 都官이 맡고, 민추징 등은 개성부에

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화도 회군 직후인 禑王 14년(1388)6월에 우왕이 물러났으므로 同年

정월부터 시작되었던 임견미 세력이 탈 한 민에 한 변정 업무도 채

117)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中冊,pp.714～718.

118) 高麗史 卷84,志38,刑法1,公式,職制,禑王 14년,昌王 즉 년 9월,中冊,p.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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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지 못하 을 것이다.119)그보다 앞선 시기부터 정리되지 못하

던 민쟁송 사안 한 산 해있었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끝도 없

이 속출하는 쟁송을 통한 변정 사업만으로는 사 문제 뿐만 아니라 압량

천의 해결 한 난망이었다.

민변정을 통한 私田문제의 처리가 실 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

등은 개 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 다.昌王 즉 년(1388)8월,도평의

사사에서는 이들의 주장에 따라 田制를 결정하 다.120)사 를 一擧

에 단행하기에는 아직 무리 으나 田制 정비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안렴사를 道觀察黜陟使로 개칭한 후 각 道에 견하 다.楊

廣道에는 政 文學 成石璘,慶尙道에는 前 平壤尹 張夏,全羅道에는 前

密直副使 崔有慶,交州 江陵道에는 前 密直商議 金士衡,西海道에는 密直

提學 趙云仡을 臺諫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 후 각각 副使와 判官을 천거

하도록 한 것이다.121)이들의 주요한 임무는 土田의 재측량 즉 量田이었

다.122)私田을 하여 수조지를 재분 하기 한 事前 조처로서 단

히 극 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趙浚 등에 의한 개 안의 실행에 해 ‘巨家世族’이라 지목되는 측의

119)주 106참고.

120) 高麗史 卷137,列傳50,禑王 14년,昌王 즉 년 8월,下冊,p.960.

‘都評議使司 議定田制.’

121) 高麗史 卷137,列傳50,禑王 14년 8월,下冊,p.961.

‘改諸道按廉使 爲都觀察黜陟使 楊廣道政 文學成石璘 慶尙道前平壤尹張夏 全羅道前

密直副使崔有慶 交州江陵道前密直商議金士衡 西海道密直提學趙云仡 皆用臺諫之薦

令各擧副使判官 改量土田’

122)사 와 련하여 이때 양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正田制之目’을 통해 새롭

게 作丁하고자 한 것이었다.양반사 부․군인․향리 기타 국역담당자와 寺社와

驛․官廳에 할 地目과 구체 인 분 원칙을 정한 것이었다. 요한 조항은 각 고

을마다 丁의 名號를 人名이 아닌 천자문으로 함으로써 분 수조지의 조업 화를 엄

단한 것이었다.이는 기왕의 정 악 방식과 수조지 유 계를 부정한 것으로서 조

업 화한 사 의 를 의미하는 것이었다(李景植,｢高麗時期의 作丁制와 祖業田｣, 

高麗時期土地制度硏究 ,지식산업사,2012,pp.270～271).사 개 론 측에서는 당시

제운 의 폐단을 분 수조지의 조업 화 즉 수조지를 겸병함으로써 私田을 家産化

한 것에서 찾았던 것이다.이들은 변질된 私田을 하고 명확한 규칙 하에 作丁을

다시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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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도 거셌다.同年 9월,右常侍 許應 등의 상소에 따르면 개 론측에서

는 앞서 司憲府․版圖司․典法司가 번갈아 상소하여 均田制의 회복을 청

하 다.이어 宗廟․社稷․道殿․神社․功臣․登科田에서는 租를 징수하

지 말자는 주장도 요청하여 모두 받아들여졌다.그러자 이에 한 반

가 일어나 昌王에게 요청하여 私田租의 반만 납부하자고 하 다.허응

등이 이에 반 함으로써 결국 사 조의 반만 거두는 명령은 지되었

다.123)

이때 모든 사 부에 한 收租地 분 이 주장되었다는 은 사

를 통한 궁극 인 목 이 바로 새로운 수조지 분 에 있었다는 것을 짐

작 한다.즉 사 는 사 확 로 인하여 그동안 체된 폐단을 일

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토지제도 마련을 한 가장 요한 사업이었던 것

이다.그러므로 사 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 공방이 개되는 속

에서도 사 개 은 계속해서 進陟되었다.124)창왕의 즉 와 함께 李成桂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 던 만큼 사 문제의 처리 한 신진 개 세력의

의지가 극 반 되고 있었다.

조 등은 사 의 를 추진하는 동시에 民의 정비를 서둘러 진행해

야 했다.변정 작업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진 사 문제를 를 통해

해결한다면,民의 문제 한 새로운 처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했던 것이

다.그 방향은 民의 겸병 투탁으로 인한 폐단을 제거하는 동시에 와

해된 신분질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사 후 분 되는 수조지를 경

123)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昌王 즉 년 8월,中冊,p.721.

‘私田之租 一皆公收 則朝臣必患艱食 姑令半收 其租以充國用’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昌王 즉 년 9월,中冊,p.721.

124)趙浚은 昌王 원년(1389)에 들어서도 私田改善論 측에서 균 제도의 복구에 반발하

는 것을 크게 경계하며 왕에게 상소하기를,경기 토지는 사 부로서 왕실을 시 하는

자의 田地로 삼되 나머지는 모두 하여 왕실과 제사의 비용에 충당하고 녹 과

군수의 비용을 충족하도록 極力 청하 다.이 게 함으로써 겸병의 기회를 아 막아

쟁송의 여지를 단 시키자는 주장이었다(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昌

王 원년 8월,中冊,p.722.‘大司憲趙浚等上䟽曰 … 竊 當以京畿之地 爲士大夫衛王室

之田 以資其生 以厚其業 餘皆革去 以充供上祭祀之用 以足祿俸軍 之費 杜兼幷之門

絶爭訟之路 以定無疆之令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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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갈 인력을 마련하여 안정 인 부세체계를 수립해야 했다.

이를 해 良人과 賤人 모두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戶籍法의 운 상

폐단이 다시 거론되고 있었다.昌王 즉 년(1388)8월,趙浚은 당시 戶

籍法이 무 져 避役이 악순환 됨으로써 생긴 폐단과 이에 한 해결방안

을 아래와 같이 상소했다.

鄕吏百姓 流亡四散 州郡空虛 戶口不籍之流禍也 願今當量田 審其耕作之

田 以所耕多寡 定其戶上中下三等 良賤生口 分揀成籍 守令貢于按廉 按廉

貢于版圖 朝廷凡徵兵調役 有所憑依 及時發遣 而守令·按廉 如有違法 輒

繩以理125)

鄕吏와 百姓이 役을 피해 사방으로 이산하여 州郡이 비는 것은 戶口가

락되었기 때문이니,당시 추진하던 量田 사업으로 새로 策定하자는 주

장이었다.그 방식은 所耕田의 多 를 기 으로 戶를 上․中․下로 구분

하고,良․賤을 구별하여 호 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役을 부과하고,

役의 과 한 부담으로 郡縣制가 와해되는 지경에서 戶籍을 새로 정하여

役 부과의 근거로 삼자는 주장이었다.이는 良人 호 법의 정비로서 정

확한 호 정리를 통한 有役 상자의 별 작업이었다.

民의 雜役 부담을 이고자 奴婢를 활용하는 방책도 제의되었다.이

역시 憲司를 통해 제의된 조 의 주장으로 방안은 아래와 같았다.

都官所屬奴婢 宮司倉庫奴婢 及近日誅流員 祖業奴婢 新得奴婢 令辨正都監

亦計口成籍 毋使遺漏 每有土木營繕之役 賓客佛神之供 皆以役之 其於坊里雜役

一皆除去 以安其生 以衛王室126)

 

일단은 辨正都監에서 都官所屬 노비,宮司倉庫의 노비 그리고 이 무렵

死刑․流刑을 받은 원의 노비는 祖業奴婢,新得奴婢를 막론하고 名簿를

125)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禑王 14년,昌王 즉 년 8월,中冊,p.733.

126)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禑王 14년,昌王 즉 년 8월,中冊,p.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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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작성하라는 것,이를 기 으로 각종 건축공사나 賓客 ,사원

행사시에 이들을 부려 坊里의 잡역은 일체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 두 방안은 公奴婢 화도 회군 이후 처결한 세력의 노비를 처리

하려는 목 이었을 것이다.名簿에는 民의 탈 이 만연하 던 당시 정황

으로 미루어 볼 때 壓良爲賤된 는 겸병된 노비도 포함되었을 것이

다.변정 작업을 통해 屬公된 노비를 처리해야 했으나 田民訟事가 계속

증가하는 형편에서 원칙 로 처리하기란 실 으로 불가능하 을 것이

다.남은 방안은 籍을 만들어 公役을 부여하고,국가의 賦役體系에 편입

하는 것이었다.127)이를 통해 良民의 잡역을 없애고 民生을 안정시키려

던 것이다.극심한 民의 유망으로 賦役制 운 이 어려운 처지에서는 효

율 인 방안이었다.

昌王 즉 후 사 개 론 측은 이처럼 사 를 비한 量田을 추진

하고 더불어 賦役制와 戶籍法을 정비함으로써 기존의 田民問題를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사 를 통하여 분 수조지를 새로 마련하는 동시에

役 부담계층을 확보하고 나아가 극심히 교란되어 있는 良․賤 질서를 정

비하려는 노력이었다.

민변정은 禑王 14년(1388)년 이래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李仁任 등의 權臣이 처단된 후 儒臣이 국정을 장악하 으나 이 사업이

田制釐整策으로 합한지를 두고 사 개선론과 사 개 론으로 구분되었

던 것이다.간혹 추진되는 민변정 역시 새로운 국가 정책 수립을 해

기능하고 있었다.앞서 6道 個人收租地를 조사하여 겸병한 私田을 國用

에 충당하고 文契를 몰수하거나128)노비 한 役 부담층으로 재편하여

賦役體系 안에 편입하던 조처가 그 다.129)결과 으로 사 개 에

127)이와 련한 연구에서는 당시 앙정부 차원에서 공노비에 한 일원 인 악

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공노비의 장을 만들었던 조처는 변정도감을

주축으로 공노비의 일원체계 수립이 목 이었음을 밝혔다(朴晉勳,｢麗末鮮初 奴婢政

策 硏究｣,延世大學校 博士學位論文,2005,p.221).

128)주 113참고.

129)주 12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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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 와 후속조치로서의 요한 수단이 되고 있었다.

昌王 원년(1389)11월,이러한 시기에 大護軍 金佇의 반란 사건이 일어

났다.김 는 禑王과 반란을 획책하 으나 事前에 발각되어 우왕은 강릉

으로 옮기고 창왕은 강화로 보내졌다.定昌君 王瑤가 즉 하 으니 곧

恭讓王이었다.130)공양왕의 추 는 趙浚과 成石璘의 반 에도 불구하고

李成桂와 鄭夢周,趙浚,鄭道傳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당시 李穡 등은

앞서 昌王 즉 에 지 한 향을 미쳤으며,李成桂의 권력 강화를 견제

하는 측이었다.131)이 때문에 恭讓王 즉 후 이성계 일 와 정치 으로

립할 수밖에 없었다.132)私田문제에 한 립도 극심해졌다.

조 등은 공양왕 즉 년(1389)12월,곧바로 사 문제에 한 책을

재차 건의하 다.첫째,居京官人의 私田은 京畿에 한하여 지 할 것,둘

130) 高麗史 卷45,世家45,恭讓王 즉 년 11월 丁丑,上冊,p.868.

‘大護軍金佇 禑 作亂 事覺下佇獄 戊寅 遷禑于江陵 … 於是 書宗室數人名 遣德

符·石璘·浚 詣啓明殿 告太祖 探籌 果得定昌君名 … 奉妃敎 放昌于江華 迎立王’

 高麗史 卷137,列傳50,昌王 원년 11월,下冊,p.969.

‘於是 遷禑于江陵 放昌于江華 廢爲庶人.’

金佇 사건은 禑王과 昌王이 反이성계 세력의 정치 구심 이 되자 이를 제거할

목 으로 이성계 일 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특히 김 사건에 연

루되어 다수의 리가 제거되었는데 그 가운데 李穡의 존재가 주목된다.당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 문제는 趙浚,李成桂 등과 李穡,邉安烈,權近 등이 립되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재정 인 문제에서 나아가 새 왕

조 개창과 련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김당택,｢高麗 昌王 元年

(1389)의 金佇事件｣ 남사학 12,1998,pp.80～86).

131) 高麗史 卷115,列傳28,李穡,下冊,p.528～529.

‘十四年 我太祖回軍 欲擇立宗室 曹敏修 立昌 以穡爲時名儒 欲藉其 密問於穡 穡

亦欲立昌 乃曰 當立前王之子 遂立昌 … 自恭愍薨 帝每徵執政大臣入朝 皆畏懼不敢

行 及穡爲相曰 今國家有釁 非王及執政親朝 無以辨之 王幼不能行 是老臣之責也 卽

自請入朝 … 遂 李崇仁·金士安 如京師賀正 且請王官監國 穡以我太祖 德日盛 中

外歸心 恐其未還 乃有變 請一子從行 太祖以我太宗爲書狀官’

132)恭讓王은 즉 다음 날 인사 조치를 통해 표면상 공양왕을 추 한 李成桂 등 9공

신 외에 李穡,邉安烈,王安德을 등용하 다.이들은 金佇 사건이나 禑․昌王의 擁立

復位에 계되었던 반이성계 세력으로 볼 수 있다.이와 함께 沈德符․鄭夢周․

池湧奇 등 도 인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 다.공양왕

은 특히 이색과 그를 따르는 유신을 심으로 정국을 운 하고자 하 으나 곧 이성

계 일 의 공격에 직면하 다(李廷柱,｢恭讓王代의 政局動向과 斥佛運動의 性格｣ 

韓國史硏究 120,2003,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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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창왕 즉 년에 시작하 던 己巳量田의 완성으로 악된 약 50만결의

開墾地를 재정 용도별로 분속시켜 국가운 에 필요한 큰 틀을 마련할 것

이었다.133)여기서 쟁 은 私田 京畿 원칙의 시행여부 다.사 개 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私田을 반드시 京畿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 다.外方

에 설치될 경우 토지겸병의 상이 될 확률이 높았던 까닭이었다.

사 개선론 측에서는 물론 이에 반 하는 입장이었다.이미 양 이 시

행되고,수조권의 행사마 불가능하게 된 지경에 사 을 경기에만 설치

하게 된다면 토지 획득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었다.이들의 사정

은 박하 으며,이에 경기와 외방을 막론하고 6道의 지역에서 受田

하기를 요구하 던 것이다.이 게 된다면 여태까지 유해왔던 자신들

의 私田을 인정받거나 자신의 소유지를 재 받게 됨으로써 농장의 경

이 가능하 다. 한 外方에서의 사 유를 근거로 토지겸병 침탈

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이처럼 私田 京畿 원칙의 시행 여부는 양측 모

두에게 단히 한 사안이었다.134)

사 의 를 目前에 두고 개 세력은 공양왕 2년(1390)7월,드디어

兩班戶籍 정리에 돌입하 다.앞서 창왕 즉 년(1388)에 良人 戶籍法의

정비는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당시 良․賤 교란의 실태는 양반계층을 동

요시킬 만큼 극심하 다.개 세력은 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權勢家

의 세력기반은 제거하고 貢戶를 확보하는 선에서 신분질서를 정리해야

했다.그 방안이 바로 都 에서 추진한 호 련 법제의 정비 다.다음

의 기사는 양반호 정리의 구체 인 내용과 차이다.

制 兩班戶口 必於三年一成籍 一件納於官 一件藏於家 各於戶籍內 戶主世

系 及同居子息·兄·弟·姪壻之族派 至於奴婢所傳宗派 所生名歲 奴妻婢夫之良

賤 一皆備 易以 閱135)

133) 은숙,｢조선 건국의 경제 기 로서의 과 법｣ 韓國史 民講座 35,2004,p.106.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恭讓王 즉 년 12월,中冊,pp.722∼723.

134)李景植,주 40의 논고,1986,pp.86～88.

135) 高麗史 卷79,志33,食貨2,戶口,恭讓王 2년 7월,中冊,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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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兩班 戶口는 3년에 한 번 작성해왔다는 것,여기에는 世系와 동거

하는 자식․형제․조카․사 의 계보뿐만 아니라 노비도 해진 宗派,

所生의 이름과 나이,奴의 妻와 婢의 夫가 良人인지 賤人인지에 이르기

까지 상세하 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때에 이르면 아래와 같이 계통을

알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近年以來 戶籍法廢 不唯兩班世系之難 或壓良爲賤 或以賤從良 遂致訟獄

盈庭 案牘紛紜136)

호 련 法制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이로 인해 兩班의 世系를 추

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壓良爲賤이나 賤人이 良人으로 되어 爭訟

이 잇따르고 있었다.사정이 이러하자

願自今 倣 制施行 其無戶籍 不許出告身立朝 且戶籍不付奴婢 一皆屬公

王納之 然竟未能行137)

이라 하여, 制에 근거하여 련 법규를 시행하되,戶籍이 없는 자는 등

용하지 말 것이며, 한 戶籍에 편입되지 않은 노비는 일체 청에 소속

시킬 것을 건의하 다.이 건의는 결국 실행되지는 못하 다.그 지만

이러한 시도는 단히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작게는 良․賤人의

구분이었으나,궁극 으로는 兩班 신분을 재편하여 확립시키기 한 목

이었다.즉 양반호 을 정리하여 立朝할 수 있는 신분층으로 고정하고,

私屬人인 노비층을 겸하여 정리하며,戶籍에 不付한 자를 屬公시킴으로

써 신분과 련한 분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138)

양반 신분의 재편이 필요하 던 배경가운데 하나는 來 양반층에

한 인 정리 작업의 필요성이었다.기존의 양반층은 고려 엽 이

136)주 135와 같음.

137) 와 같음.

138)金光洙,｢高麗 官班體制의 變化와 兩班戶籍 整理｣ 歷史敎育 35,1984,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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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향리와 같은 간 계층직이 분화되며 다수가 역역부담자로 락하

던 한편 앙 이 된 자도 속해 있었다.그러므로 양반 호 법은 科田

法의 공포 직 새로운 신분 질서 확립을 통해 앙 지배 성격과 지방

鄕戶 세력 간의 신분 성격을 확실하게 고정시켰던 셈이었다.139)

다른 하나는 양 사업과 함께 경작농민의 신분을 변정하는 조처가 요

구되었던 까닭이었다.조 등은 사 의 祖業田化로 인하여 압량 천

는 천인의 양인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했다.결과 으로는 조업노비화한 양인을 변정함으로써 國役을 부담시키

고자 함이었다.그러나 이에 한 지배층의 반발도 강하 다.戶籍成籍으

로 이들에게 軍役이 부과되거나 양인을 변정함으로서 物的 기반이 약화

되었던 것이다.140)사 와 지배세력의 규모 교체로 인한 왕조의

변 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분질서의 재편은 더없이 요한 문제 다.

사 개 에 의해 사 와 호 법의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

으로는 이색 계열에 한 이성계 일 의 정치 공세도 끈질기게 이어

지졌다.결과는 이들이 정계에서 거 축출되고 사 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141)恭讓王 2년(1390)정월,給田都監에서는 비로소 각 品階

139)金光洙,｢中間階層｣, 韓國史 5,國史編纂委員 ,1975,pp.273～275.

140)朴晉勳,｢高麗末 改革派士大夫의 奴婢辨正策｣ 學林 19,1998,pp.31～35.

141)恭讓王은 즉 후 李穡을 문하부사로 임명하고 보좌하도록 하 으나 吳思忠․趙

璞 등은 이색을 참소하 다.이유는 첫째,曺敏修와 더불어 昌王을 즉 시킨 것,둘째,

邉安烈 등과 禑王을 복 시키려던 것,셋째,李仁任 등의 잘못을 묵과한 것,넷째,우

왕의 요동정벌을 묵과한 것,다섯째,私田의 폐해를 해결하기 해 田制 개 논의가

있었을 때 완강히 반 한 것,여섯째,儒生의 수로서 大藏經을 인쇄 발간한 것이었

다( 高麗史 卷115,列傳28,李穡,下冊,pp.530～531).이로 인해 공양왕 원년(1389)12

월,이색 부자가 면 당하 으며,조민수는 작을 박탈당하는 동시에 庶人으로 되

었다.權近 한 귀양을 가게 되었다( 高麗史 卷45,世家45,恭讓王 원년 12월 乙未,

上冊,p.870.‘罷李穡及子種學職 廢曹敏修爲庶人 戊戌 徙權近于寧海’).정치 공세는 계

속되어 공양왕 2년(1390)정월,변안렬은 처형되었으며,2월에는 이색을 철직시키고

조민수와 권근을 변방 지방으로 옮기도록 하 다( 高麗史 卷45,世家45,恭讓王 2년

정월 庚辰,上冊,p.874.‘誅邊安烈’; 高麗史 卷45,世家45,恭讓王 2년 2월 乙未,上

冊,p.15.‘命削李穡職 徙曹敏修·權近于邊地’).이와 련하여 王安德 등도 풍주로 유배

되었다( 高麗史 卷45,世家45,恭讓王 2년 4월 庚申,上冊,p.879.‘流李乙珍·李庚道于

遠地 王安德于豊州 禹洪壽于仁州 元庠于光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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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田籍을 나 어 주었으며,142)同年 9월,드디어 私田이 공식

되었다.143)

사 이 된 후 조세 부과 기 을 비롯하여 새로운 田制 마련을

한 작업이 속속 진행되었다.同年 11월, 도감에서는 外官員․鄕吏․

驛吏․津尺․院主가 받을 토지의 結數와 豊儲倉 廣 倉에 납부할 조

세의 수량을 정해 것을 건의하 다.144)이어 공양왕 3년(1391)정월에

는 도평의사사에서 平壤府의 토 을 감하고,개간 답을 측량하여 日耕

을 개 하며,地祿을 주고, 복을 제정할 것을 청하여 실행하 다.145)

이러한 작업을 토 로 공양왕 3년(1391)5월,도평의사사에서는 왕에게

을 올려 科田法을 제정하 다.146)공양왕 4년(1392),드디어 도감

이 폐지되고 戶曹에 합쳐짐으로써147)고려 토지 분 제는 이제 새로운

체제로의 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私田이 공식 됨으로써 토지의 변정 사업도 종결되었다.변정 사업

은 이미 우왕 14년(1388)2월,李仁任 세력의 탈 민에 한 변정을

끝으로 사실상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웠다.昌王이 즉 하면서 事勢는

변하여 趙浚․李成桂 등을 심으로 정국이 운 되어 갔던 까닭이었

다.이들은 田民問題가 끝도 없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변정 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정상 인 수조지 분 과 운 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142) 高麗史節要 卷34,恭讓王 2년 정월,p.689.

‘給田都監始 田籍.’

 高麗史 卷45,世家45,恭讓王 2년 정월 壬午,上冊,p.874.

‘給田都監始 各品田籍.’

143)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恭讓王 2년 9월,中冊,p.723.

‘焚公私田籍于 街 火數日不滅 王嘆息流涕曰 祖宗私田之法 至于寡人之身 而遽革 惜哉.’

144) 高麗史 卷45,世家45,恭讓王 2년 11월,上冊,p.885.

‘給田都監啓 定外官員鄕驛吏津尺院主田數 及豐儲廣 倉納稅之數.’

145) 高麗史節要 卷34,恭讓王 3년 정월,p.721.

‘都評議使司請 於平壤府减土官 量墾田革日耕 地祿 定冠服 從之.’

146) 高麗史 卷78,志32,食貨1,田制,祿科田,恭讓王 3년 5월,中冊,p.723.

‘都評議使司上書,請定給科田法,從之.’

147) 高麗史 卷77,志31,百官2,諸司都監各色,中冊,p.692.

‘給田都監 文宗定 事二人丙科權務 吏屬記事四人記官一人 恭讓王四年 罷倂於戶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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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더구나 이인임을 심으로 한 權臣 부분이 척결되면서 몰락한

政敵의 탈 민을 변정한다는 명분 한 사실상 소멸된 셈이었다.

남은 것은 이제 民의 문제 다.사 문제와 구분하여,兩班 戶籍法의

정비가 시도에 그쳤던 바와 같이,이 문제의 해결은 至難하 다.낭사에

서는 이때까지도 수십 년 인 충렬왕 33년(1307),고리기스[闊里吉思]의

노비법 개정 시도로 인해 혼란해진 쟁송과 련된 법안이 지켜지지 않으

니 이를 재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었다.148)

노비쟁송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노비 소유에 제한이 없을 뿐더러 개

인 재산이라 하여 爭訟이 잦았던 까닭이었다.폐해 한 토지보다 심각

할 수밖에 없었다.149)이처럼 소유권에서 문제가 비롯되었으므로 奴婢制

는 국가가 개입하여 임의 으로 재분배하기도 어려웠다.토지 즉,私田의

폐단은 국가의 公權力으로 처리가 가능한 수조권의 문란에서 기인한 것

과는 다른 차원이었던 것이다.150)

무엇보다 큰 원인은 고려 시기를 통하여 개선되지 않는 賦役體系

속에서 避役이나 奪占으로 인한 壓良爲賤이 악순환되며 그 수가

으로 많아졌던 까닭이었다.특히 恭愍王 15년(1366)의 민변정사업은

노비쟁송을 폭증시킨 계기 다.고려 후기 良民의 奴婢化가 심각해진 상

황에서 노비의 수는 단히 증가해 있었다.이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

자 良民이 되겠다고 호소한 천 를 부 양민으로 하 다는 평가는 성인

이 났다고 했던 평가와 극명하게 립하 으며,노비 쟁송 문제가

사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이때에 良․賤 구분이 한 차례 정리됨으로

써 後世의 기 이 되었으나 노비를 빼앗긴 세력은 不服하여 쟁송은 계속

되었던 것이다.심지어 노비문제는 후에 고려의 패망원인으로 지목될 만

148) 高麗史 卷85,志39,刑法2,訴訟,恭讓王 3년 10월,中冊,p874.

‘歲在丁未 元朝遣闊里吉思平章 本朝 制 一皆革正 幷擧一國之爭田民 推覈明正 而

尙有更改之煩.’

149) 高麗史 卷85,志39,刑法2,訴訟,恭讓王 3년 10월,中冊,p.874.

‘郞 上䟽曰 殿下卽位 首革私田之弊 明立差科 肅淸訟源 誠三韓風俗之萬幸也 但有民

口 本無限際 又 之私財 爭訟萬端 有甚於爭田之弊也.’

150)宋洙煥,｢高麗末의私田―處干의 사회 존재형태와 련하여―｣ 史學硏究 47,1994,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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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심 하 다.151)

恭讓王 3년(1391)10월,郎 에서 상소한 아래의 내용도 奴婢訟事와

련한 것이었다.

今縱令都官 每衙朝獻課 訟 雲屯 頗有積年未決 豈可以都官 遽絶其寃訟

乎 伏惟殿下 命立別司 擇其才幹明正 授以其任 幷及主掌官 仍令臺省各一

員 爲之 察 自今限三年 除丁未年前事 五決之三 三決之二 及戊辰年以後

辨正都監決外 皆令限日 納狀推明 以解寃濫 以正風俗152)

노비의 송사가 끝도 없어 都官에서 이를 다 처리할 수 없으니 별도로

담당기 과 職任 를 두어달라고 요청할 형편이었던 것이다. 한 노비

쟁송의 처리는 恭愍王 5년(1356)에도,忠烈王 33년(1307)이 의 일은 비

록 世業 田과 奴婢라 하더라도 쟁송을 할 수 없으며, 다섯 번 審理할

것은 세 번으로 결정하고,세 번 심리할 것은 두 번으로 결정짓도록 하

여 쟁송의 폐단을 막으려 하 으나 이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낭사

에서는 처지가 이러하니 법령을 엄수하여 이후 3년 안에, 의 결

우왕 14년(1388)이후 변정도감에서 내린 결을 제외하고는,모두 기일

안에 문건을 제출하게 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풍속을 바로잡도록 청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건의가 구체화되어 정부에서는 都官 외에 별도로 人物推辨

都監을 설치하 다.153)恭讓王 4년(1392)2월,인물추변도감에서는 奴婢

151) 太祖實  卷6,3年 甲戌 8월 2일,己巳,첫 번째 기사,p.67.

‘前朝之季 田制旣紊 豪强兼幷 戶籍亦廢 良賤混淆 詞訟日繁 骨肉相毁 或牢籠山野 奪

人土田 或假勢枉法 奪人臧獲 以至壓良爲賤 人怨神怒 竟致滅亡.’

152) 高麗史 卷85,志39,刑法2,訴訟,恭讓王 3년 10월,中冊,p.874.

153)이때 설치된 인물추변도감은 충렬왕 7년(1281)에 두었던 인물추고도감과 유사한 기

구 으며 공양왕 4년(1392)에 업무가 도 으로 이 되었다(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人物推 都監,中冊,p.693.‘忠烈王七年 改人物推 都監 爲 問司 恭讓

王三年 置人物推辨都監 四年罷之 委主掌都官’).공양왕 4년(1392)7월에 공양왕이 폐

되었으니 아마도 2월에 설치되어 운 된 후 공양왕 폐 무렵 도 에 통합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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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訟法을 제정하여 노비제도에 한 총체 인 정비를 추진하 다.노비

와 련하여 이 무렵 폐단이 되는 諸 사안을 法案化하여 엄단하고자 함

이었다.이 법의 구체 인 사례와 목 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154)

첫째,身分秩序의 교란을 근본 으로 방지하기 해 良賤交婚은 철

히 지하 다.이를 반할 경우 主人이 알지 못하 을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인과 노비 모두를 처벌하 다.그러나 所生자녀는 良民으로 하

다는 은 國役 부담계층을 확 하기 함이었다.

둘째,奴婢는 단히 가치가 높은 人的 재산이었으므로 노비의 施納이

나 賣買행 에 해 엄격한 법률을 용하 다.노비를 함부로 시납하는

행 는 避役의 수단이 되거나 私的으로 조 한 寺院의 노비로 하여 더욱

증식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한 상속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상속

이 親族의 범 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 으며,奴婢放賣 자체를 엄단하

다.노비에 한 本主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노비쟁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함이었다.타인의 노비를 함부로 使

役할 수 없음은 물론이었다.

셋째,인물추변도감은 폭증하는 노비소송업무를 都官에서 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치되었던 기구 다.그러므로 기본 으로 노비의 合

執,占奪,濫執과 壓良爲賤을 철 히 지하 다.무엇보다 쟁송 결 과

정에서 법 규정의 명확함과 결과의 구속력을 엄 히 하는 것에 목 을

두었다.文契의 조와 결 이후의 仍執 등을 철 히 막았던 것도 그러

한 까닭이었다.이미 戶口法이 흐트러진 처지에서 폐단이 되는 사안을

처리하고 정비하되,訟事가 번복되거나 사사로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이었다.

都官에서도 이어 상서를 올렸다.奴婢決訟法을 통해 노비문제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 다면 도 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규정을 구체화 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 다.본래부터 도 에서는 노비소송 업무를 장하

으므로 노비결송법과 목 은 상이하지 않았다.155) 요한 차이는 인물

154)附 의 〈表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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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변도감에서는 노비제도의 운 상 폐단을 원칙을 세워 法案化하는 것에

을 두었다면 도 에서는 실과 비추어 실행 가능하도록 법안을 구

체화하고 확립하고 있었다.즉 제정된 노비결송법을 엄격히 公文化하여

쟁송의 빌미를 확실히 지하고자 하 던 것이다.그리하여 소송의 결

에 따르지 않으면 刑曹에서 엄벌하도록 하 으며,명백히 공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으로는 분명한 文件이 없이는 노비문제에 한

再 訴訟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 다.

정부에서 노비소송을 신속히 처결하고 간소화하되 번복을 철 히 막았

던 사정의 이면에는 이미 私田이 된 상황에서 노비문제를 서둘러 매

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속출하는 노비쟁송을 처리하는 한편 사

부 계층을 심으로 한 새로운 신분질서를 안정시키고 확립해야 했던 것

이다.궁극 으로는 사 이후 民戶의 악과 정리를 통해 새로운

賦稅體系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 다.결국 사 개 는 사 와

병행하여 고려 末까지 혼란스러웠던 노비제도를 정비하여 새 왕조 건

설의 기틀을 마련하려던 것이었다.그러나 노비문제는 여 히 처리되지

못한 채 朝鮮으로 이어졌다.

訟事의 분분함이 계속되자 太祖는 元年,노비 결송 상을 그때까지

수된 사건만으로 극히 한정하여 새로운 쟁송을 원천 으로 막고자 하

다.노비 쟁송을 최소한의 범 에 한하고,더 이상 확 시키지 않으려 했

던 의도 다.그 지만 오랜 동안 심 한 병폐 던 노비 문제를 강압

으로 한다 하여 해결될 수는 없었다.결국 태조 4년(1395),奴婢辨定都

監을 설립하여 오히려 번다해진 노비결송업무를 추진해나갔다.그럼에도

155)附 의〈表 2〉참고.

박진훈은 人物推辨都監의 奴婢決訟法과 都官의 上書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 을 도출하 다.인물추변도감은 기본 으로 공양왕 3년(1391),郎 의 건의를

토 로 하여 국가의 극 개입 하에 非法的으로 이루어진 노비 유와 집 을 시

정하며,나아가 가족․사회질서 정치 구조의 개편까지 목 으로 한 것으로 보았

다.반면 도 에서는 행의 가족질서와 사회질서를 제로 하여 노비상속 한 기존

의 행과 질서를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평가하 다(朴晉勳,주 127의

논고,2005,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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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못하여 太宗代로 이어졌으니 노비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難題 던 것이다.156)

이상과 같이 심화된 田民問題는 결국 王朝의 교체에 이르도록 했다.

고려 엽 이후 정부는 끊임없이 田民의 計點과 辨整 사업을 추진하

다.이를 통해 奪占된 土地 즉,私田의 형성과 民의 私占을 막고,나아가

와해된 田制 賦役體系를 재정립하려는 목 이었다.그러나 元의 정국

에 지 한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에서 민문제 한 元

계를 고려하는 속에서만 추진될 수 있었다.게다가 고려 末期에 이르

면 外侵의 격증으로 국가재정의 악화는 물론이고 민문제도 양산될 수

밖에 없었다.

私田확 로 인한 토지집 의 폐단은 더 이상 쟁송의 처리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고려의 집권층도 분

화되는 가운데 儒臣 세력이 정국을 악해가고 있었다.이들은 정치

배경을 달리하며 私田改革論과 私田改善論을 각각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 개 에 의해 私田 문제는 를 통해 일단락되었다.남

은 문제는 民의 隸屬化에 따른 폐단으로서 이는 조선으로 넘겨졌다.

고려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하 던 민변정은 결과 으로는 와해된 국

가의 재건에는 실패하 다.그 지만 정치 으로 첨 한 元 계 속에

서도 간헐 이나 지속 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재정 으로 는 외

으로 고려 왕조가 기에 처할 때마다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는 動力으

로 기능하 다.

156)崔炳云,｢朝鮮 太祖朝의 奴婢의 辨正에 하여｣ 全北史學 2,1978,pp.112～116.

태조 3년(1394),諫官 全伯英 등은 도감을 설립하여 노비결송법을 통해 마련한 문

권을 사 의 와 같이 모두 불사르고 새로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상황이었다( 

太祖實  卷6,3年 甲戌 8월 2일,己巳 첫 번째 기사,p.67.‘殿下在潛邸 慨然有念 旣

正田制 其弊自息 唯奴婢一事 爭訟尙煩 殿下命置都監 擇定公正官吏 嚴立斷例 限年決

折 其元卷 各給公文一通 而其原卷 依田制例 一皆燒毁 以杜爭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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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結 語

高麗後期, 민변정은 몽 강화 이후 고려 末에 이르기까지 一進一

를 반복하여,표면 으로는 성과 없이 시도만 연속한 미 조처로 악

되기 십상이다.여기에는 國王 교체시 새로 즉 한 국왕과 측근이 기존

의 집권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변정이 체로 추진되었던 사정이

작용한다.이 사업은 새로운 국왕이 즉 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은 실 으로 그리고 정치원리상으로 불가피하 다.장

기간의 戰亂과 오랜 정국의 행으로 田制와 賦稅體制가 체계상 극심하

게 문란해진 상태에서 집권층은 일차 황폐되고 겸병된 田民을 복구해야

했다.그리고 이후로도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재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

에서 이 같은 사안은 계속해서 조정해야 했다.이때 변정사업의 상은

기존의 집권층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조직은 ․소 권력자가 자신을 심으로 정치세력을 편재하게 되

어 있다.이때 세력권에 편입하는 臣僚에게 物的 기반을 마련해주어야만

했다.그 財源에는 탈락 혹은 제거한 기존 집권층의 家産 田民도 있

었다.국왕은 이를 환수함으로써 자신을 심으로 한 정국 운 을 기도

하 으며,재생산되는 집권층은 자신의 재정기반을 확충해나갔다.즉 고

려 후기의 민변정작업은 田制를 釐整하려는 재정 목 과,국왕과 臣僚

의 연 를 통한 정치운 원리가 결부되어 작동하 던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민변정의 상과 목 ,실시 상황

활동과 효과 등은 그때마다 차이가 있었다. 민변정은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성과의 多寡나 强弱이 있지만 고려 末期까지 정부의 강한

의지 하에 지속되었다.이제 지 까지 검토한 내용을 그 단계의 진 에

즉하여 정리하고 의미를 살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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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戰亂이 終熄된 직후부터 元宗代에 걸쳐 國家에서 시 히 소용되

는 재정 마련을 해 민변정사업이 운 된 단계이다.원종 10년(1269),

고려 정부는 개경환도에 앞서 우선 흩어진 民戶를 計點하여 이를 토 로

貢賦를 更定하 다.이때 처음 설치된 田民辨正都監은 金俊 세력의 몰락

이후 이들이 탈 한 田民 추쇄 업무를 담당하 다.정부는 단시일 내에

還都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貢戶를 확보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정국이 林衍에 의한 국왕폐 사건으로 소요하면서 崔坦 등에

의해 西海道 일 가 몽골의 세력권에 흡수되었다.東寧府의 설치 다.이

후 避役 免賤 등의 목 으로 이곳으로 民이 크게 증가했다.元宗의

복 후 民戶의 計點과 더불어 이 지역 流民의 추쇄는 고려의 요 정책

이 되었다.그러나 시행은 난항이었다.개경환도 이후 三別抄의 항쟁이

발발하고,元은 일본정벌을 한 軍糧의 조달을 끊임없이 요구하 다.고

려로선 연속되는 큰 부담이었다.

사정이 이러하여,土地의 計點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量田 거행이

실상 어렵기도 하 으나 원종의 복 후 元에 의지한 國王 측근의 입지

가 강해져서 이들이 차지한 토지의 계 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계 은 토지가 아닌 民의 추쇄로 진행되었으며,田民辨正 역시 壓良爲賤

에 치 하게 되었다.토지의 변정은 김 과 林衍 등 몰락한 무신층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민변정은 토지의 변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그나마 가능한 民의 추

쇄를 통해 貢賦를 조정함으로써 國用과 국왕 측근의 재정기반을 마련하

다는 에 성과가 있었다. 한 元의 일본정벌에 요구되는 軍糧 마련

에 크게 기여하 다.

둘째,忠烈王 즉 후 忠肅王 원년(1314)量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서 민변정이 빈번해지며 재정개 의 일환으로 진행된 단계이다.

충렬왕은 즉 후 가장 먼 流民의 추쇄와 이를 바탕으로 한 民戶계

을 극 진행하 다.이를 근거로 충렬왕 14년(1288), 국 규모의 貢賦

更定을 추진하 다.그러나 양 은 여 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陳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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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을 해 허용했던 賜牌田을 집권층이 유․확 한 까닭이 컸다.

田民爭訟이 증가하 고,병행하여 田民辨正도 강화되었다.정부에서 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冒受賜牌 등 變則 행 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賜牌를 빙자하여 탈 한 私田이 확 될수록 민변정도 강조되는 형국이

이어졌다.忠烈王 5년(1279),典法司의 민변정업무 강화에 이어,충렬왕

14년(1288)에는 貢賦更定의 과정에서 드러난 權勢家의 탈 민이나,

충렬왕의 政敵에 의해 占有된 민의 몰수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충렬왕 측근에 해서도 지나친 민침탈은 규제되었다.당시 세자

던 忠宣王이 충렬왕의 측근이었던 崔世延 등의 악행에 격분하여 이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민변정이 개시된 것이다.충선왕의 이러한 의지

는 충렬왕 24년(1298)에 이르러 한층 강력한 민변정으로 나타났다.田

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충렬왕 측근을 상으로 변정을 추진하 던 것이

다.그러나 충렬왕이 곧 복 함으로써 이때의 민변정도감은 더 이상

운 되지 못하 다.

민변정이 다시 추진된 것은 충렬왕 27년(1301),田民辨正司의 설치

후 다.그 배경에는 충선왕의 퇴 후 元에서 고려의 정치 동향에 주목

하는 가운데 고리기스[闊里吉思]에 의해 제의된 奴婢法 개정 시도가 있

었다.고려 측의 격렬한 반 로 결국 지되었으나,이때 良人으로 된 奴

婢를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려야 했다.印侯 등 反충렬왕 세력의 탈

민을 변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충선왕의 복 후 민변정은 財政 증 를 목 으로 한 개 차원에서

강화되어갔다.충선왕은 增稅 賦稅制度의 재편과 田制釐整에 역 을

두었다.특히 사패를 매개로 침탈당한 여러 분 지의 정비 民戶계

과 稅法 개정,그리고 문란해진 奴婢制의 정비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務農使 刷卷別監을 통한 민변정작업이 병행되었다.그 결과 충렬왕

이후,개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태의 동반과 함께 발달한 농업생

산을 바탕으로 量田事業이 완료되었다.民의 부담과 민탈 이 一擧에

소거될 수는 없었으나 이때 마련된 田籍은 高麗末에 이르기까지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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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 변정의 유력한 근거이자 賦稅收取의 거가 되었다.

이 당시 민변정은 이 시기와 목 과 진행 강도,범 등에서 차이

가 있다. 기의 민 변정은 시 한 國用과 군량 마련을 해 시작되었

는데,이때에는 분 토지의 정비와 田民 點數,租賦均定을 한 재정개

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그리고 이를 토 로 완성된 양 사업으로

이후 민변정과 賦稅 조정은 운 상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忠肅王代 갑인양 의 완성 이후 忠穆王代 整治都監의 폐지에 이

르기까지 國政刷新을 한 주요 정책으로 민변정이 추진된 단계이다.

이 배경에는 忠肅王代 수행한 양 사업이 있었다.이 양 은 종 의

민 計點을 計定으로 한 단계 발 시켰다. 민의 악에서 부세를 책정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이에 입각하여 민변정은,추진과 지체를 반

복하면서도,국정 개편의 심 정책으로 확 될 수 있었다.

충숙왕 의 본격 인 민변정은 충숙왕 5년(1318),拶理辨違都監의 설

치로부터 시작되었다.다만 당장에는 양 사업의 결과 드러난 민탈

의 주체가 아직 부분 忠宣王의 측근이었다.본격 추진은 충선왕의 勢

가 약화되면서부터 가능하 다.충숙왕 5년(1318)除弊事目所의 설치는

그 시도 다.충선왕 측근의 반발은 격렬하 으나,충숙왕은 사심 을

하고 同王 8년(1321)에는 拶理辨違都監을 재차 설치하는 등 꾸 히

민변정작업을 이어나갔다.그러나 元 정국의 동요는 고려 國王位를 둘러

싼 첨 한 정치 립으로 이어졌고,忠惠王代에는 행 인 국정운 마

나타났다. 민변정도 단되었다.

민변정의 재추진은 忠穆王 즉 후 충선왕 부터 히 성장한 儒

臣層에 의해서 다.이들은 前王代의 폐정을 개 하는 동시에 정치․사

회․경제의 각종 폐해를 하고자 했다.충목왕 즉 와 동시에 국정쇄

신에 착수한 것이었다.시작은 충목왕 원년(1345),整理都監의 설치와 운

이었다.정리도감에서는 이때까지 노정되어온 재정폐단의 주체를 ‘宦官

族屬’으로 분명히 규정하고,처리방안을 제시하 다.개 은 충목왕 3년

(1347),정치도감의 설치 후 더욱 확 되었다.이 整治 작업도 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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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방안은 민변정이었다.田制 정비와 더불어 附元勢力을 주요 상

으로 민변정을 추진하 던 것이다.그 지만 元의 향 하에서 진행되

어야 했고,忠穆王 死後 外戚에 의해 정권이 장악되면서 의욕있게 수행

되던 민변정은 단되었다.

이 민변정은 高麗 儒臣層이 심이 되어 각종 폐단의 근원이었던 부

원세력을 직 겨냥하 다는 이 큰 특징이었다.忠肅王代의 사업이 忠

宣王 측근과 심왕 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하 던 데에서 발 하여 부원

세력을 처단하기 한 핵심 정책으로 강화된 것이다.즉 민변정이 국

정 쇄신의 요 방도로 기능한 단계로 진 한 것이다.

넷째, 민변정사업이 恭愍王 즉 후 격히 進陟되었으나,倭寇의 침

입이 격증하고,田民問題가 심화되면서 차 田制釐整策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결국 포기되는 단계이다.元․明 교체기를 맞아 공민왕 민

변정은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첫 번째는 공민왕 원년(1352),정치

도감의 폐지 후 더욱 산 한 민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함이었다.

주요 상은 權勢家와 王室 재정기구로서 奇皇后 一族의 작폐를 처단하

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元의 勢가 약화되는 가운데 공민왕

5년(1356),奇轍 등 附元勢力을 척결하 다.

두 번째는 기철 등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정치도감에서 결

국 실패하 던 기씨 일 의 처결이 민변정작업과 병행하여 이루어 진

것이었다.당시 정국은 왜구의 창궐과 紅巾賊의 침입,기황후의 공민왕

폐 책동 등으로 소요가 극심하 다. 민탈 으로 인한 私田 확

有役 인구의 감소,이로 말미암은 賦稅體系의 와해는 더욱 심해졌다.戰

亂을 겪는 과정에서 武 層의 정치력도 단히 증 하여 있었다.

공민왕 15년(1366),辛旽에 의해 착수된 세 번째 민변정은 이러한 배

경에서 다.이 민변정은 진행 과정도 매우 체계 이었으며 무척 강력

하게 추진되었다.성과와 후 에 미친 력 한 상당하 다.가장

요한 목 은 良․賤 질서를 바로잡아 賦稅體系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禑王 즉 후 사정은 변하 다.都 을 심으로 한 權臣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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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장악하 다.倭寇의 창궐은 더해갔고 민탈 으로 인한 田制와 賦

稅體系의 붕괴는 수습할 새도 없이 가속화되었다.집권한 권신이 탈 의

주체 던 것도 한계 다.儒臣層은 武 세력과 연합을 도모함으로써 李

仁任 등 권신을 축출하 다.이 과정에서 禑王代의 민변정작업이

으로 이루어졌다.그 지만 私田 확 의 폐해는 계속되었고,토지의 변

정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집권층 사이에 확산되어

갔다.

昌王 즉 후 사 문제의 처리를 두고 改善과 改革의 주장이 립하

는 가운데 민변정사업도 요한 論題로 떠올랐다.私田改善論 측은

민변정사업이 이 과 같이 田制釐整策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을 강변

하 으며,私田改革論 측은 사 의 만이 제를 이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사 의 확 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정 작업을 통해

정상 인 제운 이 가능하겠는가에 한 논의가 엇갈렸던 것이다.

李成桂 등과 결탁한 사 개 론측은 사 의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데 집 하 다.이로써 사 은 되었다.그러나 民의 변

정은 여 히 難題 다.그 가운데서도 奴婢의 문제는 컸다.소유에 제한

이 없었으므로 토지에 비해 단히 많은 쟁송이 발생한데다,유동 이었

으므로 해결도 어려웠다.정부에서 노비문제의 담 기구로서 人物推辨

都監을 설치하고 奴婢決訟法을 제정하 던 원인도 이것이었다.郎 의

上書 내용도 마찬가지 다.노비문제는 조선 개창 후에도 이어졌다.民의

변정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었다.

고려후기 민변정은 결과만 보면 민겸병의 폐단을 처리하여 田制와

賦稅體系를 복구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셈이었다.그러나 고려 후기

체를 통해 시 상황의 변화 속에서 强弱은 있었으나 가능한 역의

변정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경제 발 의 추세에 부응한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민변정은 동일한 상과 운 으로 시기마다 성과 없이 포기

된 임시 인 조처는 아니었다.더욱이 민변정사업과 병행하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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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계 토지 경리체계와 부세체계를 정비해나갔다.고려후기를

통하여 추진되었던 민변정과 이를 포함한 여러 제교정 방안은 정

부의 끊임없는 국가 체제정비 노력이었던 것이다.이러한 의미를 이해한

다면,고려후기는 元의 압제 하에서 정체되었던 시기가 아니라,朝鮮 건

국에 앞서 마지막까지 개 을 추진하며 발 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시기

로도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이 사업은 고려의 패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고려 末에 이

르러 田의 처리는 私田 의 前後 작업으로,民에 해서는 새로운 집

권층을 심으로 안정 인 신분질서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기능하 다.

고려 토지 분 제의 운 상 폐단의 원인을 악하고 처리하며 새로운 토

지 분 제를 마련하고,기존의 신분질서를 士大夫 심의 良賤체제로 재

편․확립하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이는 결국 새 왕조개창을 한 事

前 작업이 된 셈이었다.그 다면 조선의 새로운 국가 질서는 고려의 것

이 바탕이 되었다는 에서 연속성을 갖되 다른 성격의 집권층이 심이

되어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 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고

려후기 민변정은 바로 이 환의 과정에서 요하게 추진된 사업이었

다는 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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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거 비 고

①
良賤相婚을 지하며 이후 반한 경우

主奴 모두 논죄하며 자녀는 양민으로 함

良賤相婚 自今 依律禁斷 如有洪武二

十五年正月以後 違律相婚 主奴論罪

所出之子 亦許爲良 其主不知 不坐

奴婢158)

②
자신의 노비를 권세가 사원에 施

納하는 것을 지함

自己奴婢 投贈權勢 施納佛宇神祠

痛行禁理

③

同宗의 子 는 三歲 미만의 고아를

양육한 경우 노비의 상속이 가능하나

노비를 얻기 해 양육한 것처럼 꾸

미는 행 를 일체 지함

同宗之子 及三歲前 遺棄 兒 戶口付

籍 爲收養 卽同己子傳給外 自今窺

得奴婢 冒稱收養 一切禁之 無子孫

無收養 使孫 告官平分 其成文契

恩功 他人 雖親戚 母得爭訟

④

노비를 부린 값은 成宗 5년(986)159)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며 남의 노비를 숨

겨놓고 부린 자는 법률에 의하여 죄를

논함

奴婢役價 依成王五年判 年月雖多 不

過其直 其容隱役使他人奴婢 依律論

罪

⑤

노비를 買한 자가 자손이 없으면 친

척에게 넘기고 친척이 없으면 沒官하

되 賣한 자는 還執할 수 없도록 함

今後奴婢 買 無孫 許親戚 無親戚

沒官 賣 毋得還執

⑥

奴婢放賣를 엄격히 단속하여 부득이한 경

우 청에 보고한 뒤 매매가 가능하며 주

색이나 도박 노리개를 사기 해 팔았

을 경우 해당 노비는 청에서 沒官함

奴婢放賣 痛行禁理 其爲飢寒所迫 及

因公私宿債 勢不得已 具狀告官 方

許買賣 如以酒色·博弈·狗馬·財貨之故

放賣 奴婢沒官

⑦

財主가 노비를 合執하 거나 세약자

의 노비를 奪占하 거나 갈래가 다른

노비를 濫執하 을 경우 혹은 타인의

노비를 숨겨 두었거나 文契를 조하

여 부리며 당한 노비를 永執하 거

나 국인을 拘占하여 부렸을 경우,

청에서 결한 뒤에도 仍執 하 을

경우 서울에서는 년 2월까지 外方

에서는 3월까지 부 해방하여 돌려

보내도록 하고,자수한 자는 죄를 받

지 않으나 기한을 넘긴 자는 명령

반죄로 논하거나 결에 복종하지 않

은 죄로 처벌하도록 하며 合使奴婢일

지라도 沒官함

財主未分奴婢合執 微劣人奴婢奪占

派別奴婢濫執 他人奴婢容隱

文契僞造使用 壓良爲賤 典當奴婢

永執 中國人拘占役使 官司決後仍

執 京中以當年二月爲限 外方以三月

爲限 一皆放還 自首 免罪 其出限外

以不從判旨論 其內 雖有合使奴婢

亦令沒官

附

〈表 1〉恭讓王 4年(1392)人物推辨都監의 奴婢訴訟處決法 內容157)

157)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中冊,pp.87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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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호구법이 폐하여 權奸한 무리가 良民

을 父祖奴婢라 칭하니 후 스스로

양민임을 호소하는 자는 비록 良籍이

없어도 賤籍이 不明하면 양민으로 하

며 본주에게 비록 賤籍이 없어도 累

代에 걸쳐 驅使가 명백하면 그 로

결정해 주고 지난해까지 文籍이 갖추

어지지 못했을 때에도 양민으로 함

近年以來 戶口法弊 有戶口 失於兵

亂 權奸之輩 揣知其然 拘占良民 妄稱

父祖奴婢 被拘之人 訴良無據 官司 亦

不能辨 淹延歲月 寃抑滋甚 以傷和氣

自今 訴良 雖無良籍 其賤籍不明

良之 本主 雖無賤籍 累代驅使明白

決給 在前載未辨帳 亦當良之

訴訟160)
⑨

公私奴婢를 決斷한 文案은 2부로 작성

하되 1부는 주인에게 주고 한 부는

청에 보 하여 증거가 되게 하되 구

한 恒式으로 함

凡公私奴婢決斷文案 分作二本 一給其

主 一置於官 以憑 驗 永爲恒式

⑩

丙申年(공민왕 5년(1356))이 소송

에 한 명확한 문건이 없거나 정미

년(충렬왕 33년(1307))이 는 무진

년(우왕 14년(1388))이후 변정도감과

도 이 이미 결을 내린 것은 다시

신고하지 못하며,‘五決從三 三決從二’

의 명령에 의거하여 변동하지 못하고,

決數가 많아도 兩邊의 문건을 조사하

지 않고 결정한 것은 이에 구애하지

않도록 함

丙申年前 無爭訟明文 丁未年前事 及

戊辰年以後 辨正都監及都官 已決

不許陳告 五決從三度 三決從二度 一

依判旨不動 其決數雖多 不覈兩邊文證

假決 不在此限 妄告 反坐

⑪

노비 문제를 청에 고하는 자는 도

감의 지휘에 따라 진술하며 과 같

이 私門에서 송사하는 자는 논죄함

凡告官訟奴婢 並於都監 聽候陳訴

不得於私門 似前爭訟 違 論罪

⑫

노비에 한 소송 사건이 부당한 경

우 兩府 이상 원이면 나라에 보고

하여 죄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奉

翊 이하 원은 편의 로 심문하되

만일 공사를 해할 경우 법에 따라

논죄함

凡訟奴婢 其事不直 除兩府以上 申

聞科罪外 奉翊以下 就便鞫問 如有沮

毁公事 依律論罪
禁令161)

158)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中冊,pp.876～880.

159)성종 5년(986)7월에 교서를 내려 도망한 남의 노비를 숨겨 둔 자는 ‘一日綃三尺’이

라는 법률 조례에 하여 베 30척씩을 징수하여 본 주인에게 주되 날짜가 아무리 많

아도 노비의 몸값을 과하지 말도록 하 다(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成宗 5

년 7월,中冊,p.877.‘凡隱占人 奴婢 依律文一日綃三尺例 日徵 三十尺 給本主 日

數雖多 毋過元直 奴年十五以上 六十以下 直 百匹 十五以下 六十以上 五十匹 婢年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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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 후에도 잉집하거나 속량시키지

않을 경우 형조에서 엄벌할 것

爭訟 或相爭 或訴良 多 十餘年

不過五六年 官司雖得正決 强 仍執

而不許 弱 寃抑而更訴 以致爭訟日繁

姦僞日滋 願自今 決後仍執 免賤不放

令刑曹 接狀推 痛行禁理

訴訟162)

②
종결 후 제시하는 부정 문건은 어사

에서 추궁하여 분쟁을 방지할 것

凡相爭 及訴良 契卷 豈皆均敵 必有一

正一邪之辨 閒有奸貪之輩 冒 誤決 還

受原卷 不一二年 飾辭更呈 以致爭訟

曲直循環無窮 願自今 決絶後 其不正文

契 令憲司 推 以防紛爭

③

연원이 오래된 신소장은 한 부서에서

각각 열 건씩 합의를 거쳐 결과를 공

시함으로써 송사를 생략하며,공시를

거쳐 이미 결된 것은 공의에 부쳐

수를 채우도록 함

近年以來 貪風未戢 爭奪愈起 援引久遠

爲 百端 爭訟盈庭 聽 不能兼聽 簿書

連屋 觀 不能遍觀 以致辨析訛誤 訴訟

未弭 願自今 擇告狀年月久遠 一房各

十件 合議出榜 以簡辭訟 其出榜已決

屬議充數

④

신축년(공민왕 10년(1361))의 소송 명

문이 없는 자는 재소송을 제기하지 못

하도록 함

辛丑冬 賊犯京城 公私文卷 亡失殆盡

奸凶夤緣 擬生爭端 或無契籍 冒受許

文 或實有原卷 反爲無文 以致眞僞難

覈 決絶未當 願自今 無辛丑年爭訟明文

不許陳告

⑤

우왕⋅창왕 의 권세가들에게 노비를

바쳤던 大 人員들이 일족을 다시 받

기 해 合輯이라 하여 성에 문제를

제기하니 후 제기하는 자에게 傳繼

명문이 없을 경우 이를 할 것

僞朝十六年閒 大 人員 希望恩德 權奸

所贈奴婢 其一族還受爲要 妄稱合執 亂

雜呈省 今後告 無傳繼明文 一皆禁斷

⑥

주인이 노비를 合輯하 거나 나 어가

졌다 하더라도 공평하지 못할 경우

구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함

奴婢爭訟所起 多原於合執 願自今 財主

未分奴婢合執 或分執而不均 許人

陳告

⑦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노비가 타인의

소유로 되었을 경우 자손이 소송을 제

기하여 탈 당한 노비를 얻을 수 있으

나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父祖奴婢 爲人所有 其子孫能爭訟得決

理合全執 願自今 其他使孫 不 同

訟 一禁爭望

〈表 2〉恭讓王 4年(1392)都官의 奴婢訴訟處決法 內容

五以上 五十以下 百二十匹 十五以下 五十以上 六十匹’).

160) 高麗史 卷85,志39,刑法2,訴訟,中冊,pp.874～875.

161) 高麗史 卷85,志39,刑法2,禁令,中冊,p.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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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들이 재산을 바라고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일체 지하도록 함

⑧

無子인 자가 노비를 남에게 주기로 약

속하고도 제삼자에게 주었을 때에는

사연을 자세히 어 청에 고한 후

문서로 남기도록 함

無子息 因一時喜怒 自己奴婢 互相

贈 後日爭端 由玆以 願自今 無子

息人員 已許他人奴婢 更 他人 具

辭緣告官 然後 方許成文

⑨

노비를 탈취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노비를 가진 자는 소송을 회피하니 이

후 방이 결하지 않을 경우 서울에

서는 三朔,지방에서는 五朔 동안 원

고에게 말미를 주어 간특한 행 를

지하도록 할 것

凡奴婢被奪 陳告爭訟 其執持 利於役

使 多方規避 願自今 不曾 辨 京中

限三朔 外方限五朔 給暇原告 以沮奸黠

⑩

청에 소송이 제기되면 방의 문건

을 심사하고 질문을 자세히 하여 시비

를 명백히 한 연후에 결을 내려 공

시하나 간악한 자는 원을 비방하니

이후 이런 자들에 해서는 사헌부에

서 방 문건의 시비를 가리도록 할

것

凡告官爭訟 兩邊文契 披閱問備 辭窮

盡 得失明白 然後 出等掛榜 其中奸惡

欲延援 面 官員 詆毁百端 願自

今 如此等人 令憲司 兩邊文契 辨明

是非 如其正決 痛懲詆毁 若有違誤

責及官吏

⑪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남편이 아내의

노비를 모두 가질 수 있고 아내가 수

을 하면 역시 남편의 노비를 모두

가질 수 있으나 생 에 한하며,사후

에는 각각 본 주인의 자손에게 돌려주

되 따로 문건이 있을 경우 구애하지

말 것

無子孫身死 其夫得全妻之奴婢 其妻

守信則 亦得全夫之奴婢 止許終身 沒後

各歸本孫 其別有文契 不在此限

奴婢163)

⑫

노비를 부역에서 해방시킬 때에는 본

인에 국한하며 자손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奴婢放役 不慮後弊 有放至子孫 其

子孫閑役 因有非分之心 冒名受職 結婚

良族 以致名器混淆 或 害本主 不畏官

法 敢於訴訟 願自今 論情愛功勞 而放

役奴婢 但止其身 勿及子孫

162) 高麗史 卷85,志39,刑法2,訴訟,中冊,pp.874～876.

163) 高麗史 卷85,志39,刑法2,奴婢,中冊,pp.8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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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置年代 名 稱 象 成 果 限 界 設置典據

元宗 10년

(1269)
田民辨正都監 金俊 일 의 탈 민

․出陸 환도 비용 마련

․功臣에 한 物的 부

마련

․몽골이 요구하는 군량

마련(일부 別庫소속)

元宗 10년(1269) 10월,

林衍의 국왕 폐 사건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中冊,p.693.

‘田民辨正都監 元宗十年 置

有使副使’

元宗 13년

(1272)
戰艦兵粮都監

元宗 10년(1269)에 변정했

던,權臣이 탈 한 ‘宮․寺

院 兩班․軍․閑人의

世傳’土地(再辨正 조처)

軍糧 보충을 한 田地

를 변정함으로써 몽골에

서 요구하는 軍糧 軍

마련
宦官․內僚와 寵臣 등

元宗 측근과 부원세력의

권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忠烈王 즉 로 인한 정

책 변화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中冊,p.693.

‘戰艦兵粮都監 元宗十三年

置’

元宗 14년

(1273)
房庫監傳別監

․公案과 別庫의 노비

․軍糧田을 주로 담당했

던 병량도감과 구분하

여 일반 인 탈

민

別庫의 노비를 포함한

일반 인 민 변정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中冊,p.693.

‘房庫監傳別監 元宗十四年

置 以內侍叅上叅外各二人爲

之 掌田地公案別庫奴婢賤籍’

忠烈王 14년

(1288)
田民辨正都監

․忠烈王 14년(1288)9월의

貢賦更定 과정에서 발

된 權勢家의 탈 민

․환자 崔世延과 낭장

陶成器를 표로 한

忠烈王 측근 權勢

家의 탈 민

․忠烈王 측근에 한

정치 공세

․ 몰한 家産을 內房庫

에 속하게 함으로써 왕

실재정 확

․宦官과 內僚의 典法司

원 직 등 忠烈王

측근의 반동

․忠烈王 16년(1290) 카

다안(哈丹)의 고려 침입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中冊,p.693.

‘田民辨正都監 元宗十年 置

有使副使 忠烈王十四年’

〈表 3〉元宗 10年(1269)～ 恭讓王 4年(1392)의 田民辨正 擔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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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宣王卽位年

(1297)
田民辨正都監

환자 崔世延과 낭장 陶成

器을 포함한 忠烈王 측근

․壓良爲賤의 지와 奴

婢制度의 본격 인 정비

․忠烈王 측근의 탈

민을 몰하여 이 시

기 등장하기 시작한 儒

臣들의 物的 기반 마련

국가 재정 확

忠宣王 즉 년(1298) 8

월,忠烈王의 復位

 高麗史 卷106,列傳19,諸

臣,尹諧,下冊,p.346.‘後累

遷判秘書寺事 免歸田里 忠

宣受禪 有薦諧 卽召爲田

民辨正都監使’

忠烈王 27년

(1301)
田民辨正司

․고리기스(闊里吉思)가

면천시킨 노비의 환원

․印候 등을 포함한 權

勢家의 탈 민

국가 재정 良․賤 교

란으로 흐트러진 노비제

도 정비

국왕 측근 심의 강력

한 정국운 방식

 高麗史 卷32世家32,忠烈

王 27년 6월 癸巳,上冊,

p.655.

忠肅王5년

(1318)5월
除幣事目所

忠宣王 측근의 탈 민
忠宣王 측근에 한 정

치공세

忠宣王의 정치 지 의

强固함

 高麗史 卷34世家34,忠肅

王 5년,上冊,p.703.‘五月

丙子 置除弊事目所…六月

戊午 改除弊事目所 爲拶理

辨違都監 罷之…秋七月

己卯 幸延慶宮 三百人訴于

駕前 請復辨違都監 從之…

十一月 乙亥 復罷辨違都監’

忠肅王5년

(1318)6월

拶理辨違都監

(改稱)

忠肅王5년

(1318)

7월～11월

拶理辨違都監

(復置)

忠肅王 7년

(1320)

火 據執田民

推 都監

․宦官 바얀투그스(伯顔

禿古思) 등이 강탈한

토지와 노비

(환 의 탈 민)

․권세가의 탈 민(推

定)

일반 인 민변정 성과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中冊,p.693.

‘火 據執田民推 都監 忠

肅王七年 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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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惠王 後

元年(1340)

便民條例推辨

都監
권세가의 탈 민(推定) 일반 인 민변정 성과

국왕과 왕실의 私的 재

산 증식에 치 한 忠惠

王의 재정 정책

 高麗史 卷109,列傳22,申君

平,下冊,p.398.‘申君平 平州

人 登第 忠肅朝爲臺官 時賂

權貴得官 幾百餘 有崔琬

嘗匿父喪赴擧 後中第 爲水州

參軍 有穢聲 爲同榜所斥 倚

權豪爲成均學 君平皆不署

告身 又不署政丞姜融 贊成蔡

河中 懷義君崔老星 左代 曹

莘卿 元尹申時用 持平尹賢告

身 以故見忤罷 朝野惜之 翌

日 掌令朴元桂署之 人譏其怯’

忠穆王

元年(1345)
整理都監

․忠惠王代의 弊政

․高麗內 부원세력의 정

치․재정 기반 제거

․忠惠王代 정치,재정의

폐단 소거

․부원세력을 정치 ․

재정 공격 ․부원세력의 권력이 여

히 강함

․忠穆王의 사망

 高麗史 卷110,列傳23,王

煦,下冊,p.406.‘明年溥卒

踰月帝命煦脫衰入朝 又明年

煦 左政丞金永旽奉帝旨來

告王曰 帝問先王失德臣等奏

先王初不若是但 人 之耳

其徒尙在不去亦誤今王 帝然

之勑臣等曰 汝其往治之 太

妃聞之泣下賜酒慰謝永旽傳

帝密旨曰 可復以王煦爲政丞’

忠穆王 3년

(1347)

∼忠穆王 4년

(1348)

整治都監
王室 부원세력의 탈

민

부원세력을 직 공격하

는 수단이 됨

공민왕 원년

(1352)
田民辨正都監 豪强의 겸병 토지

일반 인 민변정의 성

과

기씨 일족을 표로 한

부원세력의 강고한 정치

력 건재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中冊,p.693.

‘又置恭愍王元年’

공민왕 5년

(1356)

田民辨正都監

(推定)

奇轍 등 부원세력의 탈

민

奇轍 등 부원세력의 재정기

반을 몰수하여 완 척결하

으며 이를 國用에 충당

․恭愍王의 개 정책에

한 元의 반발 심화

․倭寇와 紅巾賊의 침입

 高麗史節要 卷26,恭愍王 5년

5월,pp.205～207.‘轍等 奪占

人口土田 許人陳告 各還本主’

 高麗史節要 卷31,禑王 7

년 3월,pp.4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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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 15년

(1366)
田民辨正都監

무장세력 世臣大族의

탈 민

․무장세력과 世臣大族의

와해

․국왕권과 新 儒臣의

권력이 강화

․奴婢法을비롯한戶籍정비

․權門勢族과 기존 儒臣

의 반발 심화

․ 륙정세의 변화에 따

른 정치 분화

․辛旽 몰락과 恭愍王의

죽음

 高麗史 卷132,列傳45,叛

6,辛旽,恭愍王 15년,下

冊,p.857.‘旽請置田民辨整

都監’

우왕 7년

(1381)

田民辨僞都監

(田民辨正都監)

崔瑩 등 무장세력 李

仁任 등 世族과 립했

던 환자 李得芬과 동지

직 忠于의 탈 민

崔瑩 등 무장세력과 李

仁任 등 世族의 권력 유

지 확

․왜구의 극심한 창궐

․극도로 증가한 민탈

상

( 민쟁송의 한계)

․ 민변정의 추진 세력

이 곧 李仁任 등으로서

이들이 탈 의 주체

 高麗史節要 卷31,禑王 7

년 3월,pp.482～483.

 高麗史 卷77,志31,百官2,

諸司都監各色,中冊,p.693.

‘田民辨正都監…又置禑王七

年 又置十四年 又以 覈林

味占奪田民置之’

 高麗史 卷135,列傳48,禑王

9년 10월 乙亥,下冊,p.913.

‘分遣田民都監官于諸道’

우왕 14년

(1388)
田民辨正都監 廉 邦․林 味 세력

李仁任의 휘하에 있던

林 味등 권문세족의 완

한 척결

明의 철령 이북 요구 이

후 정치세력의 분 가 첨

해지며,私田문제가

두함( 민변정에 한 개

선론과 개 론 의견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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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度 領土 변동 사항 고려의 응책 :환속 요구 元의 응

고종 45년

(1258.12)

龍津縣人 趙暉·定州人 卓靑이 和

州이북 지방으로 몽고에 投託
雙城摠管府 설치

원종 10년

(1269.10)

西北面兵馬使營 記官 崔坦·韓愼,

三和縣人 前校 李延齡 등이 반

란하여 몽골에 投拜

원종 10년

(1269.10)
西北路 摠管 崔坦 等은 한 것이라고 알림

원종 10년

(1269.12)

西京54城,西海6城 軍民等에게 勅命 내렸고,나머

지 吏民은 行中書省에서 撫護할 것이라고 답변

원종 10년

(1269.12)
西京건은 반란이라고 설명

원종 11년

(1270)
東寧府 설치

원종 11년

(1270.2)

西京 환속 요구

․彊分을 나 어 고려와 최탄이 各修職貢하는 것

은 初起之跡에 괴리

․天子는 四海爲家하므로 환속 요청

원종 11년

(1270.8)
西京이북 諸城 환속 요청

충렬왕 3년

(1277)
탐라를 元 황실 목마장으로 유함

충렬왕 4년

(1278.7)

․동녕부는 고려 토이므로 환속 요청

․谷州·遂安은 搭察兒大王에게 投拜했으나, 서
․谷州,遂安,殷栗縣을 고려에 귀속시킴

〈表 4〉雙城摠管府,東寧府를 둘러싼 麗元 領土 分爭과 處理 過程164)

164)김순자,｢고려,원(元)의 토정책,인구정책 연구｣ 역사와 실 60,2006,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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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문에 의거하여 고려 토이며,西海道 殷栗

縣은 崔坦에 投拜한 없다고 주장,환속 요구

충렬왕 16년

(1290.3)
서북면 수복

元이 동녕부 폐지하고(압록강 이북으로 이동)

고려에 환속시킴

충렬왕 16년

(1293.7)
탐라 환속,耽羅人戶 還入하여 경작 허락 요청

충렬왕 17년

(1294.5)
탐라를 고려에 돌려 탐라 환속 요청

충렬왕 27년

(1301.3)
제주에탐라군민만호부설치

공민왕 5년

(1356.5)

反元改革 단행. 성총 부 공격→

동북면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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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流民 규모,지역 발생 배경 추쇄 련자(기 ) 처리 결과

1
고종 41년

(1254)
206,800인

몽골 침략군에

포로됨

2
고종 45년

(1258.12)
東北面 和州 이북 성총 부 설치

3
고종 46년

(1259.4)

쿠빌라이와 고려 태자 王

倎 강화·被虜· 來人民 放

還 요청

4
원종 원년

(1260.3)
남녀 60여인

서경둔 군(?)

王萬戶
放還

5
원종 원년

(1260.4)
金寶鼎·金大材등100人 屯田軍에 잡힘 1260.4世祖조서에 근거.放還

6
원종 원년

(1260.5)
440餘戶 帝命으로 放還

7
원종 원년

(1260.9)
放還한 虜人 190餘人

서경둔 군(?)畢千

戶·金千戶가 驅掠

8
원종 3년

(1262.7)

女眞이 변경 침략하

여 人民을 虜掠한다

고 지 요청

9
원종 10년

(1269.10)
義州副使 등 22인

崔坦등이

노략해감
西北面 반란 → 東寧府로 편입

10
원종 10년

(1269.12)

西京 54城, 西海6城

軍民等

고려 토,주민임을

주장
帝旨→郭汝弼,魏文愷 견,只必哥와 함께 추쇄

11
원종 11년

(1270.4)
90여인

동여진이

寇擄해감

〈表 5〉高麗 → 元으로의 인구 유출165)

165)주 16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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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종 11년

(1270.11)

避役 ,犯罪而逋 ,

公私奴婢之欲免賤
자원 투탁 둔 군,西京(동녕부) 斷事官 只必哥 견하여 추쇄

13
원종 12년

(1271.3)
襄州吏民 1000여인

襄州民 天瑞等이

驅掠하여 성총

부에 붙음

성총 부 추쇄 요청 → 리 견하여 조사

14
원종 12년

(1271.5)

진도 삼별 토벌 시

몽골군에 잡힌 父母·

親屬·奴婢

몽골군에 쟁포로

로 잡힘

․삼별 에 脅從한 百姓과 父母妻子는 복구시킴

․삼별 家屬·奴婢 몽골군에 分給된 포로

는 불문(추쇄 불가)

※ 정벌군 元帥 忻都―인구 추쇄 거부 :脅從

가족 祖孫,甥,叔姪,兄弟,姉妹,奴婢

는 聖旨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거부

15
원종 13년

(1272.6)

제주에서 김방경 휘하

된 6인

忻都가 屯所 소속

이라고 주장

16
원종 14년

(1273.2)
고려 良家女 몽골군이 약탈 지 요청

17
충렬왕 4년

(1278.7)

․谷州·遂安 민호

․西海道,殷栗縣17戶

耽羅·珍島 공격 때

몽골군이 平民을

虜獲

北京·東京路·東寧府 등

․己未年(고종46)이래 驅掠人은 放還한다는 원

칙 강조

․北京·東京路·東寧府,庚午年(원종11)이래

誘擄掠人을 推刷하여 송환 원칙 강조

․ 의 안―累世居住不便移徙 는 東京路에

모아서 公主 行李비용 부담할 것 요청

․ 지 요청

18
충렬왕 4년

(1278.7)

耽羅·珍島

공격때의 포로
元이 포로 환속 요구 단하라고 종용

19
충렬왕 9년

(1283.9)
開元路

고려가 正郞 魏

文愷·郞 金位

良 견

추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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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충렬왕 10년

(1284.1)
성

咸平宣慰使(中書戶部), 고

려에서 正郞 魏文愷·郞

金位良 견

추쇄

21
충렬왕 11년

(1285.5)

추쇄의 원칙 재확인:己未年 이래 국으로

入한 인구는 모두 고려로 돌려보낼 것

22
충렬왕 12년

(1286.7)
성 유민 조사 명령

23
충렬왕 12년

(1286.8)
東眞 金忻 견하여 추쇄

24
충렬왕 18년

(1292.1)
遼陽路 元卿 견하여 己未年 이래 被虜人 추쇄

25
충렬왕 20년

(1294.5)
요양행성 요양행성,고려 己未年 이래 被虜人 추쇄 명령

26
충렬왕 22년

(1296.2)
요양,심양일 己未年 이래 流民 추쇄 요청

27
충렬왕 23년

(1297.4)
요양로 350戶 요양로 還本

28
충렬왕 26년

(1300.11)
元卿 등 9인 ? 서성에 추쇄 독

29
충선왕 3년

(1311.10)
瀋陽 심양로,고려 趙璉을 보내어 인물 추쇄

30
충혜왕 원년

(1331.4)

5道人民 :

雙城·女眞·遼陽·瀋陽

等處

避役 목 으로

자원 이주

己未年 2월 이후 被擄, 來人 송환 요청

지원 21년 詔書도 근거

31
충목왕 3년

(1347.1)
성 인구 조사

32
공민왕 4년

(1355.12)
성 3省:정동성,요양성, 서성 三省照勘戶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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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Rectificationof

FarmlandandFarmingPopulation

intheLateKoryeoPeriod

ShinSoYeoun

HistoryEducationMajor,

DepartmentofSocial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fterthepacificationoftheMongol,theKoyeogovernmenthadto

reconstructthecountrywhichwasdestroyedbythewar However,

many people were lost,the land was desolate and considerable

number of land documents was missing.Moreover,the actof

invadingotherpeople’slandbecameprevalent.Numerouslitigations

werefiledastheoperationofthelandsystem andthetaxsystem

becamedifficulttomaintain.TheKoryeogovernmenthadtoresortto

takinglegalactionstohandletheseissues.Itinvolvedreconciliating

the disputes by investigating people and land,in other words,

implementingtheSurvey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田民

計點)and the Rectification ofFarmland and Farming Population

Services(田民辨正).

TheRectification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Servicewas

seenasatemporarymeasureasithadbeenutilizedrepeatedly.The

servicecontinued untilthelateKoryeo period and itdiffe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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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formsdepending on thetargetand purpose,thestatusof

implementationortheeffectivenessoftheservice.

From thisperspective,thisdissertationcategorizedtheRectification

ofFarmland and Farming Population Service ofthe late Koryeo

periodintofourlargestagesandexaminedthenindetail.

First stage involved using the Rectification of Farmland and

Farming Population Service as means to acquire urgently needed

fundsbythecountryafterthewar.Althoughtheinvestigationofthe

landcouldnotbecarriedout,thetaxsystem wasmodifiedthrough

takingaccountofpeopleandrectifyingtheirstatus.Also,itactedas

thebestmethod in assisting military fundsto Yuan (元)in the

conquestofJapan.

Thesecondstageisfrom theenthronementofCh’ungnyŏrwang(忠烈

王) to the enthronement of Ch'ungsukwang (忠肅王代) and the

completionofthelandsurveyprojectinGabinnyeon(甲寅量田).The

Rectification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Serviceatthetime

wasusedasacentralpolicyfortheFinancialSystem Reform(財政改革).

DuringtheeraofCh’ungnyŏrwang,thePrebendalGrantsundertheRoyal

Warrants(賜牌田)whichwaspreviouslyallowedforlandreclamation

wasmadeillegal.TheDisputeoftheFarmingPopulation(田民爭訟)also

markedly increased and the Rectification ofFarmland and Farming

PopulationService(田民辨正事業)wasreinforcedintheCh’ungsonwang

(忠宣王)era.Particularly,itbecamethecentralmethodtoincreasetaxes,

reformthetaxsystemandtorearrangethelandsystem.

ThethirdstagereferstothetimeafterthecompletionoftheLand

SurveyprojectinGabinnyeonuntiltheabolitionofSpecialDirectorate

forOrderingPolitics(Chŏngch'iTogam,整治都監)duringtheeraof

the Ch’ungmogwang (忠穆王).The Rectification ofFarml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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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PopulationServicewaspushedaheadastheRenovationof

GoverningPolicies(國政刷新策)atthetime.

TheRectification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Serviceduringthe

era of Ch'ungsukwang (忠肅王) began by establishing the

Challibyeonwi-dogam (拶理辨違都監). However, there was an inherent

restrictionaspeopleclosetotheKingwerethemaintarget.Politicalinfluence

oftheYuan(元)alsoplayedasignificantrole.Afterthat,astheinefficient

operationofthestateaffairsbyCh'unghyewang(忠惠王)continued,the

NationalReformation(弊政改革)waspushedforwardbytheConfucianists.

In year1345,theSpecialDirectorateforOrdering Politics(Chŏngl'i

Togam,整理都監)andtherearrangementoftheSpecialDirectoratefor

OrderingPolitics(Chŏngch'iTogam)werethemaininstitutes.Inparticular,

although the targets ofthe SpecialDirectorate forOrdering Politics

(Chŏngch'iTogam)werethepro-Yuanofficials(附元勢力),eventually,it

wasabolishedaftertheenthronementofCh’ungjŏngwang(忠定王).

FourthstagereferstothetimewhenRectifyingofFarmlandand

FarmingPopulationServicewhichwashaltedwithCh’ungjŏngwang’s

advancetothepoweragainbecameactiveduringtheGongminwang

era buteventuallysuccumbedtotheAbolitionofPrivateFarm (私田

革罷)as a resultofrestrictions puton by U Wang (禑王)and

Changwang(昌王).Infacingthetransitionerafrom YuantoMing,

TheRectificationofFarmlandandFarming PopulationServicewas

implementedthreetimesduringtheeraofGongminwang.Itplayeda

veryimportantroleinscrapingoutKiCh'ŏl(奇轍)andhispro-Yuan

groupsinparticular.

However,theissuessurroundingthefarmingpopulationintensified

andthenationalfinancedeteriorated.InyearGongminwang(恭愍王)

15(1366),thethirdRectification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

ServicewaspushedforwardbyShinDon(辛旽).Theexecu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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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rvicewasverysystematicandstrong.Especiallywhenitwas

usedtorestorepublicorderbetweenthecommonersandthe Lowly

Persons(良․賤)byrectifyingslaves.However,thenotionthatthe

problem oftheprivatefarm couldnotberesolvedbytheRectification

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Servicewasspreading.Inthe

eraofChangwang,thetheoryofAbolitionofPrivateFarm confronted

withthetheoryofitsimprovementandtheformerprevailed.

However,inrectifyingpeople,issuessurroundingtheslaves(奴婢)

wereverydifficulttoresolveinparticular.Itwasforthisreason

whytheFamilyRegisteroftheNobility(兩班戶籍)oftheKoryeo

was reorganized, the Inmulch’ugo-togam (人物推辨都監) was

establishedandtheSlaveCourtLegislation(奴婢決訟法)wasalsoset

up.TheRectification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Servicein

thelateKoryeoeraultimately ended with an efforttosolvethe

problemsoftheland and peopleby abolishing privatefarmsand

restoring statusorderrespectively.Thepurposeofthisenterprise

wastorestorebothfarmlandandpeople.However,therewasalimit

toitseffectwhentheproblem wasinastatebeyondthepointof

recovery.Despitethesedifficultiesandlimitations,itisimportantto

note that the Koryeo government pushed forward the Land

ReadjustmentPolicyallthroughoutthelateKoryeoperiod.

Keywords:SurveyofFarmlandandFarmingPopulation,Rectification

of Farmland and Farming Population, Land

ReadjustmentPolicy,Abolitionof PrivateFarm

StudentNumber:2009-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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