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文學碩士學位論文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國 史 學 科

裵 宰 浩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지도교수  鄭 枖 根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배  재  호

배재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배 재 호

본 논문은 고려전기 거란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시대적 맥락 속에서 武

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상의 차이점을 살펴본 것이다. 무산계는

관원이 아닌 자를 관원에 준하도록 특별 대우하는 의미를 담아 수여되었

다. 반면 향직은 많은 이들의 수고를 위로할 때 포상으로서 수여되었다.

993년 거란의 1차 침입을 계기로 서희 계열이 부상하여 이후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서희 등은 고려의 전통과 현실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이 주도한 995년의 제

도 개편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할 목적으로, 고려

의 현실에 맞춰 唐制를 도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환

경 속에서 지방의 영향력 있는 재지세력인 戶長들이 중앙정부의 포섭 대

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나말여초 초기관계를 받았던 재지세력은 文散階가 도입된 이후 중앙의

관원과 官階 면에서 구분되어 있었다. 새로 집권한 서희 계열은 995년

문산계와 동격인 무산계를 도입해서 일부 호장들에게 수여해 그들의 官

階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때 재지세력으로서 중앙정부와 진봉 행위로 연

결되는 호장에 한해서 무산계를 받았다. 이는 나말여초 귀순한 城主에

한해 초기관계를 주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진봉하는 호장 외에

일부 工匠과 樂人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고려에서는 기술자를 확

보하기 위해 공장과 악인의 진로를 제한하는 한편으로 우수한 공장과 악

인은 무산계 수여로 대우하였다. 995년 직후에 한해서는 국초의 장수나

80세가 넘은 노병에게 특별히 무산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무산계는 획

득하기도 승진하기도 어려워 귀하게 여겨졌고, 모든 무산계 소지자들에

게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거란의 2차 침입과 康兆의 패배로 피난을 떠난 현종은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종은 호위 군졸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인 향직을 수여함으로써 그 충성을 얻을 수 있었다. 거란과

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공로자들에게 대규모 관직 포상이 자주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관인 사회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직이나 官階보다 향

직이 대규모 포상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관직이 없는 자들

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고 향직만 수여하였다. 향직은 획득하고 승진할

기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무산계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元尹 이상은 같은

품계의 무산계 소지자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주로 고관과 그 가족

위주로 수여되었다. 반면 피지배층이 주로 받았던 佐尹 이하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했다. 하지만 피지배층이라도 국가의 포상 체계 속에 포

함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국가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

거란과의 전쟁을 이겨내면서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來朝하는

외국인인 여진추장과 탐라왕족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고려와 여진

부족들 사이는 성종대에 크게 악화되었다가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을 거

치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거란과의 전쟁으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다시 정

립하게 된 고려에서는 宋制를 참고해서 蕃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를

정비해 여진추장들에게 수여하였다. 비슷한 시기 탐라왕족에게도 무산계

가 수여되었다. 탐라왕족들은 고려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기에 여진추장들과 달리 고려에서 자국인에게 수여하는 무산계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星主, 王子에게는 5품 이상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주요어 : 관계(官階), 무산계(武散階), 향직(鄕職), 거란(契丹), 진봉

(進奉), 포상(褒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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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官階는 실제 직무 없이 官員의 位階를 나타내는 직함으로, 官等, 官位

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이들은 실제 직무를 나타내는 實職과 연동되어

실직을 지닐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었다. 한국사에서는 신라의 관등이

대표적으로 이와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다. 다만 官階라는 용어가 한국

사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려 성종 14년(995) 이후이다. 고려는

국초에는 신라와 태봉의 관등을 기초로 고려 고유의 초기관계를 정비하

여 사용하였다.1) 이후 중국 문물을 참고해 체제를 정비하면서 관등 면에

서도 唐의 官階인 文武散階 중 文散階를 먼저 받아들였고, 성종 14년

(995) 武散階를 도입해 이후로 文武散階가 고려의 官階로 정착하였다.

하지만 고려의 官階 운용에는 원본인 당의 그것과 다른 독특한 면모가

있었다. 당에서는 文臣에게는 文散階를 주었고 武臣 및 宿衛하는 이민족

수장에게는 武散階를 주었으나, 고려에서는 문신과 무신 모두에게 문산

계를 주었고 무산계는 老兵, 鄕吏, 工匠, 樂人 및 耽羅王族과 女眞酋長에

게 주었던 것이다.2) 여기에 초기관계가 鄕職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전기

전반에 걸쳐 문신과 무신, 향리, 여진추장뿐 아니라 군인, 老人에게까지

수여되는 등, 고려전기의 官階 운용은 더욱 복잡하고 독특한 면모를 띠

었다.3) 특히 무산계와 향직은 수여 대상과 수여 기준 면에서 어떻게 구

분되어 사용되었는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웠다.

고려시대 官階에 관한 연구는 그 기초를 마련한 1950-60년대 연구들

이래로4)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5) 그 중 처음으로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

1) 기존 연구들에서는 성종 14년(995) 이전에 사용된 고려 고유의 위계를 ‘국초 관

계’, ‘고려초기의 관계’, ‘고려초의 관계’, ‘고려식 관계’, ‘官階’ 등 다양하게 표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초기관계’로 부르도록 하겠다.

2) 旗田巍, 1961 〈高麗の「武散階」-郷吏·耽羅の王族·女真の酋長·老兵·工匠·楽人の

位階-〉 《朝鮮学報》 21,22, 朝鮮学会

3) 武田幸男, 1964 〈高麗時代の郷職〉 《東洋學報》 47-2, 東洋學術協會, 30쪽

4) 末松保和, 1953 〈高麗初期の両班について〉 《東洋學報》 36-2, 東洋學術協會;

김성준, 1958 〈其人의 性格에 대한 考察 (上)〉 《歷史學報》 10, 역사학회; 旗

田巍, 앞의 논문; 김종국, 1962 〈高麗時代の郷吏について〉 《朝鮮学報》 25, 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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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차이를 분석해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 것은 김미엽의 연구였다.6)

김미엽은 군인, 향리, 여진추장의 무산계, 향직 수여 사례를 대조함으로

써, 대체로 무산계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던 반면 향직은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밝혔다. 이후 김갑동은 향직 소지

자와 무산계 소지자의 경제적 혜택을 비교하여, 상위 향직이 무산계보다

우대받았지만 하위 향직은 그 반대였음을 논하였다.7) 근래에는 임형수에

의해, 여진추장이 향직에서 무산계로 승진하기도 했으며 고려에서 이들

에게 수여한 무산계는 唐制보다는 宋制에 가까웠음이 지적되었다.8)

이러한 연구들은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직 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혀주었다. 하지만 각각 특정 집단에 한하여 분석하고 있어서 무산계와

향직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집단마

鮮学会; 江原正昭, 1963 〈高麗に州県郡に関する一考察-女真人の高麗軍への編入

を中心にして-〉 《朝鮮学報》 28, 朝鮮学会; 武田幸男, 1964, 위의 논문; 1966

〈高麗初期の官階-高麗王朝確立過程の一考察-〉 《朝鮮学報》 41, 朝鮮学会; 이

순근, 1983 〈高麗初 鄕吏制의 成立과 實施〉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간행준비위원회

5)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 이외 고려시대 官階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용운,

1981 〈高麗時代의 文散階〉 《진단학보》 52, 진단학회; 김갑동, 1988 〈高麗初

期官階의 成立과 그 意義〉 《역사학보》 117, 역사학회; 김복희, 1990 〈高麗初

期官階의 成立基盤-浿西豪族의 動向과 관련하여〉 《역사와 세계》 14, 부산대사

학회; 윤경진, 2001b 〈나말려초 성주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

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구산우, 2002 〈高麗 太祖代의 귀부 호족에 대한

정책과 향촌사회〉 《지역과 역사》 11, 부경역사연구소; 임경희, 2003 〈高麗前

期 女眞人에 대한 ‘將軍’과 鄕職 授與〉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종석,

2008 〈고려초기의 관계 수여 양상과 광종대 문산계 도입의 배경〉 《역사와 현

실》 67, 한국역사연구회; 이정훈, 2010 〈고려전기 문산계 운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15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려전기 문산계의 실제 운영–대

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6, 한국역사연구회; 2011 〈고려전기 문산

계의 실제 운영–개부의동삼사와 특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54, 연세대

학교 국학연구원; 2016 〈충렬왕대 文散階의 복원과 운영〉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이강한, 2012 〈고려후기 충렬왕대 文散階의 구조와 운용〉 《진단

학보》 116, 진단학회; 장동익, 2012 〈고려초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역사교육논집》 48, 역사교육학회

6) 김미엽, 1991 〈高麗前期 鄕職ㆍ武散階의 重複支給硏究〉,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7) 김갑동, 1997 〈高麗初의 官階와 鄕職〉 《국사관논총》 78, 국사편찬위원회

8) 임형수, 2017 〈고려전기 女眞에 대한 武散階 授與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

사연구》 51, 한국중세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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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타나는 무산계와 향직의 모습이 달라서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산계와 향직이 수여되는 시대

적 맥락을 세밀하게 집단별로 분석한 뒤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직이 정비된 시기, 곧 성종 14년(995)에서 현종

15년(1024)까지의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는 크게 중국 문물의 도입을 통

한 체제 정비, 거란과의 전쟁9)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

구들은 무산계와 향직 수여 배경에 관해 중국 문물의 도입을 통한 체제

정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고,10)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

급에 그친 정도였다.11) 다만, 근래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을 기

점으로, 고려의 정국 주도 세력이 바뀜에 따라 제도 정비 방향이 바뀌었

음을 논한 연구가 있었다.12) 또 현종대를 기점으로 향직 수여 사례가 급

증한 원인을 거란과의 전쟁에서 찾은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13)

이상의 선행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거란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당시 시대적 맥락 속에서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직의 수여 배경

과 운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1장에서는 거란의 1차 침입 이후 성종

14년(995)에 있었던 여러 제도 개편의 의미를 다루고, 그 가운데서 무산

계의 도입 목적과 실제 운용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현종

9) 성종대와 현종대에 일어난 거란과의 전쟁은 보통 성종 12년(993)의 침입을 1차,

현종 원년(1010)의 침입을 2차, 현종 9년(1018)의 침입을 3차로 보아 구분한다.(김

상기, 1985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이의

를 제기하며, 《遼史》에 원정군을 편성하고 都統을 임명한 조서가 나타나는 전

쟁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정식 전쟁으로 보아 총 6차로 나눈 연구들이 있었

다.(안주섭, 2003 《고려 거란 전쟁: 압록강 연안에서 전개된 영토 확장 전쟁》,

경인문화사; 구산우, 2010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ㆍ외교적 성

격〉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본 논문에서는 이에 따라 현종 5년

(1014) 10월의 침입을 3차, 현종 6년(1015) 9월의 침입을 4차, 현종 8년(1017)의

침입을 5차, 마지막으로 현종 9년(1018)의 침입을 6차로 지칭할 것이다.

10) 末松保和, 앞의 논문; 旗田巍, 앞의 논문; 이성무, 1981 《朝鮮初期 兩班硏究》,

일조각; 박용운, 1981, 앞의 논문; 김갑동, 1988, 앞의 논문

11) 末松保和, 위의 논문; 旗田巍, 위의 논문

12) 구산우, 2015 〈고려시기 제도와 정책의 수용과 배제〉 《한국중세사연구》 42,

한국중세사학회

13)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전개와 지급기준의 변화〉 《한국사학보》 73, 고

려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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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거란과의 전쟁을 거치며 향직과 무산계 수여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

는지 검토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직 운용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사료는 10세기에서 12세기 초의 정치적 상황과 무산

계, 향직이 수여되는 맥락을 알 수 있는 《高麗史》 世家와 《高麗史節

要》 등 연대기 사료, 그리고 구체적인 무산계와 향직 소지 사례가 나타

나는 碑文과 墓誌銘 등 금석문 사료이다. 이 외에도 《高麗史》의 여러

志에 실린 무산계와 향직 관련 기사들, 고려시대에 편찬되어 무산계, 향

직 소지 사례가 남아 있는 《三國遺事》 등을 참고하였다. 문헌 사료의

원문과 국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를 기초로 하였으며,

묘지명 사료의 판독은 《高麗金石文集成》14)을, 기타 금석문의 경우는

《한국금석문집성》15)을 참고하였다.

14) 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15) 채웅석, 2014 《한국금석문집성》 35, 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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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성종대 武散階 도입

1. 거란과의 전쟁과 성종 14년의 제도 개편

고려 성종대는 광종대 공신 숙청으로 대표되는 중앙집권화의 흐름을

이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한 시기였다. 성종 14년

(995) 唐制에 기초한 여러 제도의 정비는 이러한 성종대의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근거로 여겨진다. 이때 이르러 御事都省을 尙書都省으로

바꾸는 등16) 중앙관서의 額名을 보다 唐制에 가깝게 고쳤고,17) 당의 官

階인 문무산계가 고려의 官階로서 온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18) 그리고

당의 10도제를 참고하여19) 전국을 10도로 나누었고20), 당 수도 주변의

赤縣, 畿縣을 본떠21) 고려 수도 개경 주변에도 적현과 기현을 설치하고

開城府를 두었다.22) 또한 節度使, 觀察使 등 唐制에서 따온 外官을 대거

새로 증치하였다.23)

하지만 성종대는 송, 거란, 고려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성종 12년(993)

고려를 향한 거란의 1차 침입을 거쳐 거란 주도의 형세로 급변하는 전환

기이기도 했다.24) 이러한 국제정세의 급변 가운데 고려에서는 집권 세력

의 변화가 있었다. 거란의 1차 침입을 소손녕과의 화의로 마무리하는 공

을 세운 서희 계열25)이 이후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

16) 《高麗史》 卷76 志30 百官1 尙書省

17)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14年 5月 戊午

18)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文散階; 武散階

19) 구산우, 2003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 硏究》, 혜안, 128쪽.

20)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14年 9月 庚戌

21) 末松保和, 앞의 논문, 16-18쪽.

22) 《高麗史節要》 卷2 成宗文懿大王 14年 7月

23) 김갑동, 2005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151쪽.

24) 구산우, 2015, 앞의 논문, 100쪽.

25) 서희로 대표되는 성종대 후반기 집권 세력을 칭하는 표현으로 서희 세력(김당

택, 1999 〈徐熙와 成宗代의 정치적 지배세력〉《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2, 고

구려발해학회), 근기계(구산우, 2003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4, 한국중세사학회), 서희 계열(김갑동, 2005, 앞의 책, 190

쪽) 등이 사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김갑동의 견해대로 서희 계열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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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종대 정치세력 구도는 최승로 등 신라 6두품 계열과 儒臣 계열이

주류를 이루는 한편, 같은 유학자지만 이들의 지나친 유교중심정책과 중

화정책을 비판하는 계열이 서로 갈등을 빚는 구도였다고 이해된다.26) 서

희는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27) 서희 계열이 집권한 이후 시행되

는 정책들은 이전의 정책들과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최승로 등이 국정을 주도한 성종대 전반기에는 주로 중국의 문물을 도

입하여 고려의 전통을 바꾸고 유교적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

을 둔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예컨대 성종 2년(983)에는 중앙의 통치기구

에 비견되던 지방의 독자적인 행정조직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수정하

여28) 그 격을 낮추고 중앙과의 차별을 명확히 하였다.29) 이때 광종대부

터 경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실시해오던30) 戶長制를 전국적으로 확대

하여, 신분적인 의미가 강한 堂大等, 大等을 직능적인 의미가 강한 戶長,

副戶長으로 바꾸었다.31) 같은 해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鄕豪의 수탈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12목에 외관을 파견하였고,32) 7년(988) 즈음에는33)

다른 지역에도 외관을 설치하고 있었다.34) 또 좌우군영을 설치하여 중앙

군을 정비하는 한편,35) 州郡의 병기를 거두어 농기구로 만들어 지방의

자체적인 군사력 운용을 견제하였다.36) 개경과 서경의 八關會가 폐지된

기로 한다.

26) 김갑동, 2005, 앞의 책, 175-186쪽.

27) 구산우, 2003, 앞의 논문, 141-142쪽; 김갑동, 2005, 위의 책, 178-179쪽.

28) 《高麗史》 卷75 志29 選擧3 銓注 鄕職

29) 김갑동, 2005, 앞의 책, 148-149쪽.

30) 《慶州戶長先生案》 舊序(조철제, 2002 《慶州先生案》, 경주시)

31) 업무와 직능 면에서는 동류인 호장과 부호장이 복색, 임명과정, 대우 면에서 구

분됨을 들어, 이는 호장제가 실시되기 전의 堂大等, 大等이 호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분적 차이라고 본 견해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윤경진,

1997 〈高麗前期 鄕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 《한국문화》 2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이는 당대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고쳤다는 《高麗

史》 選擧志 鄕職條의 서술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1차 자료를 부정하기에는 근거

가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구산우, 2003, 앞의 책, 452쪽)

32)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2年 2月 戊子; 卷93 列傳6 諸臣 崔承老

33) 《高麗史節要》 卷2 成宗文懿大王 5年 5月;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7年 2月

壬子

34) 구산우, 2003, 앞의 책, 153쪽.

35)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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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37)

반면 서희 등이 국정을 주도한 성종대 후반기에는 주로 고려의 전통과

현실에 맞춰 중국의 문물을 도입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점은 이지

백과 한언공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이지백은

서희와 더불어 항복이나 영토할양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며, 他方의

異法을 본받기보다는 선왕의 燃燈會, 八關會, 仙郞 등을 다시 시행하자고

청하였다.38) 성종대 전반기에 폐지된 팔관회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데서

그가 최승로 등과 대치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39) 한편 한언공은 성종

10년(991) 송에 사신으로 갔다 와서 中樞院 설치를 주도하는 등40) 중국

문물을 수용하는 데 거리낌 없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목종대에 앞서

성종 15년(996) 도입된 鐵錢의 무리한 유통을 비판하며 옛날대로 따르기

를 청했고, 민간 교역에서는 토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41) 이 점에

서 그는 土風을 존중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42) 이처럼 성종대 후반기에

집권한 서희 계열은 고려의 전통과 현실을 고려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

을 수용하려는 성향이었다.

성종 14년(995) 唐制에 기초해 이루어진 여러 제도 개편 또한 서희 계

열의 주도 아래 시행되었으므로, 唐制라는 점 자체보다는 고려의 현실과

어떻게 연동되어 도입되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0도제, 개성

부의 설치, 절도사 등 외관의 대거 증치는 모두 전국적인 군사방어체제

정비와 연관이 있다. 개경을 둘러싼 적현, 기현을 관장하는 개성부의 설

치는 비상시 개경을 지킬 군역 동원을 위해서였으며,43) 절도사가 군사적

인 성격이 강한 외관이라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44) 이는 물론 성종

36)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農桑

37)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6年 10月

38) 《高麗史》 卷94 列傳7 諸臣 徐熙

39) 김갑동, 2005, 앞의 책, 183-184쪽.

40) 《高麗史》 卷76 志30 百官1 密直司

41)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貨幣

42) 구산우, 2003, 앞의 논문, 142-143쪽.

43) 신은제, 2018 〈고려전기 경기의 설치와 그 의미〉 《한국중세고고학》 4, 한국

중세고고학회, 10-11쪽.

44) 변태섭,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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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이 끼친 영향이었다.45) 다음으로 성종 14년

(995)의 지방제도 개편 역시 국초부터 진행되어왔던, 중국 문물을 통한

중앙집권체제 정비라는 흐름 속에 있다.46) 외관이 대거 증치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郡縣이 모두 縣으로 격이 통일되고 縣 위에 광역단위인 州

를 설정함으로써, 郡의 鄕豪에 의한 縣民 수탈을 방지할 수 있었다.47) 그

리고 성종 14년(995)에 두어진 10도 영역의 대부분이 신라 말의 9주 영

역과 거의 일치하는 데서, 명칭은 唐制에서 빌려 왔지만 실제 적용은 신

라 말 9주 편성을 참고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48) 따라서 성종 14

년(995) 지방제도 개편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할

목적으로, 唐制를 빌려 고려의 현실에 맞춰 적용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같은 해 도입된 무산계 또한 마찬가지로 거란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

서 唐制를 고려의 전통과 현실에 맞춰 적용한 사례이다. 성종 14년(995)

이후 고려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무산계 소지 사례가 호장인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2절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거란과의 전쟁을 앞두고 호장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종대 전반기의 재지세력 약화 정책으로 인해 호장으로 대표되는 향

리들은 여러 견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 영향력이 소멸한 것은 아니

었다. 그 근거로 우선 조선 성종 7년(1476)에 간행된《安東權氏族譜》에

나타나는 權幸의 손자 權冊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권행은 태조를 도왔던

安東府의 대표적인 재지세력 중 하나로,49) 권책은 스스로 호장이 되고자

했고 그로부터 대대로 후손들이 다수 안동부의 호장을 역임하였다.50) 이

는 호장제의 확대로 기존의 堂大等, 大等들이 호장, 부호장으로 격하되었

어도 여전히 지방에서 세력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호장

45) 김갑동, 2005, 앞의 책, 234쪽.

46) 박종진, 2017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4쪽.

47) 윤경진, 2001a 〈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12-135쪽.

48) 박종진, 앞의 책, 12쪽.

49) 《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慶尙道 安東府

50) 《安東權氏族譜》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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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현군의 장교를 겸하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 성종 16년(997)에

제작된 《長命寺石塔誌石》에 언급되는 校尉 戶長 安帝京이나,51) 현종

10년(1019)에서 21년(1030)까지의 석탑 건립 과정을 적은 《淨兜寺五層

石塔造成形止記》의 郡司戶長 別將 柳瓊이 그 사례이다.52) 특히 유경 등

은 牒을 보내 탑을 건립하는 공사에 隊正 2인과 一品軍 21인을 동원했는

데, 호장을 비롯한 향리를 중심으로 지방의 일품군이 조직되고 통솔되었

음을 보여준다.53) 호장 자신이 장교가 아니어도 그 영향력은 상당했다.

현종 2년(1011)에 건립된 《開心寺址五層石塔》의 명문을 보면54) 두 호

장에 의해 光軍 여러 隊가 동원되고 있다.55) 이처럼 호장들은 지방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특히 군역을 동원할 때 중요한 협

조자가 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종대 후반기에 집권한 서희 계열은 고려의 전통

과 현실을 존중하는 가운데 유교적 중앙집권체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

렇기에 이들은 호장들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키기보다 포섭하여 이용하는

길을 택했다. 이 점은 목종 원년(998)에 시행된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한 가지는 3월에 모든 州縣의 호장이 70세가 넘으면 安逸

戶長으로 삼고,56) 그에게 職田의 절반을 계속 지급한 것이다.57) 여기서

職田은 직무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 토지이므로, 안일호장

은 직무에서 물러나도 절반의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58) 다른

한 가지는 12월에 개정된 전시과인데,59) 그 내용을 보면 제2과의 致仕侍

中에서 제4과의 致仕太子太保까지는 치사로 侍中 등 실직에서 물러나도,

약간 액수가 감소한 채로 계속 전시를 지급받고 있다. 즉 몇몇 고관에

51) 《長命寺石塔誌石》(채웅석, 2014 《한국금석문집성》 35, 한국국학진흥원)

52)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노명호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上,

서울대학교출판부)

53)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 자위공동체 삼국유민 삼한일통 해동천자

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8쪽

54) 《開心寺址五層石塔》(채웅석, 2014 《한국금석문집성》 35, 한국국학진흥원)

55) 노명호, 2009, 앞의 책, 27-28쪽

56) 《高麗史》 卷75 志29 選擧3 銓注 鄕職

57)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58) 윤경진, 1997, 앞의 논문, 120쪽.

59)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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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는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전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

렸다.60) 따라서 안일호장이 직무에서 물러난 뒤 계속 職田을 지급받게

된 것은 안일호장을 중앙의 치사한 고관에 준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즉위한 지 불과 1년을 조금 넘긴 목종이 이러한 조치를 주도한 것

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성종대 후반기 국정운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

야 한다.61)

정리하자면,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을 계기로 서희 계열이 부

상하여 이후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서희 등은 고려의 전통과 현실을 존

중하는 가운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

들이 주도한 성종 14년(995)의 제도 개편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하고 국

가 체제를 정비할 목적으로, 고려의 현실에 맞춰 唐制를 도입하는 식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지방의 영향력 있는 재지세

력인 호장들이 중앙정부의 포섭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 武散階 도입 목적과 운용

나말여초 城主, 將軍들의 지원이 절실했던 태조는 성주들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수단 중 하나로서 그들에게 초기관계를 수여했었다.62) 초기

관계를 받은 성주, 장군과 그 자제들은 중앙정계로 진출하기도, 재지세력

으로 남기도 했다.63) 하지만 광종 9년(958) 이후 문산계가 도입되면서64)

문산계를 받지 못한 재지세력은 중앙의 관원과 官階 면에서 점차 구분되

60) 이진한, 2013 〈高麗前期致仕制의 運營과 官人의 引年致仕〉 《民族文化硏究》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78쪽.

61) 오치훈, 앞의 논문, 80쪽.

62) 《高麗史》 選擧志 鄕職條에는 총 16등급의 초기관계가 실려 있는데, 원래 18등

급이고 《高麗史》의 誤記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부표 1] 참고.

63) 최종석, 2008, 앞의 논문, 149-151쪽.

64) 《高麗史》 百官志 文散階條에는 문종 때 29등급이 완비된 것처럼 나와 있다.

하지만 광종 9년(958)에서 성종 14년(995)까지의 사료에서 종2품(光祿大夫)과 종9

품(文林郎) 문산계가 모두 확인되므로, 이미 광종 9년(958)부터 29등급이 모두 갖

춰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뒤의 [부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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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종대 전반기까지 이어졌다.

거란의 1차 침입 전후로 집권 세력이 교체되었고, 거란의 재침을 대비

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성종 14년(995)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

졌다. 무산계 또한 이때 도입되었다.65) 같은 발음의 다른 표기나 避諱

같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한다면, 고려전기 무산계의 구조는 원형인 당의

무산계와 거의 같은 구조였다.66) 그렇기에 중국의 문물을 보다 적극적으

로 수용하던 성종대 전반기 집권 세력이 계속 국정을 주도했더라도, 무

산계가 고려에 도입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에서 무산계를 수여받은 자들은 무신이 아니었다. 이러한 변

용은 고려의 전통과 현실에 맞춰 중국 문물을 수용했던 서희 계열이 집

권했기에 가능했다.

무산계가 처음 도입된 성종 14년(995) 이후로 고려전기 전반에 걸쳐,

무산계를 수여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기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려전기에 무산계를 지니고 있는 경우들을 모아 분석한

다면 일반적인 무산계 수여 대상이 누구였는지 좁혀갈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고려전기 무산계 소지 사례를 모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단 여

진추장과 탐라왕족이 가진 무산계에 대해서는 2장 2절에서 다룰 것이기

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65)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武散階; 단, 《高麗史》에서는 성종 14년(995)에 도

입되었다고 기술된 문산계가 광종 9년(958)부터 확인되므로, 무산계도 보다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

기의 사례가 목종 2년(999)의 것이며, 성종 9년(990) 무신인 別將 趙英에게 銀靑

光祿大夫라는 문산계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건대, 무산계의 첫 도입은 성종 14년

(995)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6) 뒤의 [부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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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려전기 여진추장과 탐라왕족을 제외한 武散階 소지 사례

시기 성명 직함 武散階 출전 비고

목종

2년(999)

兩京諸鎭

軍無職者

陪戎校尉

(종9품상)

《高麗史》 卷3 世家3

穆宗 2年 10月

현종

2년(1011)

林長富·

崔祐
戶長

陪戎校尉

(종9품상)
《開心寺址五層石塔》

현종

4년(1013)

宋能
輔國大將軍

(정2품)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4年 9月 庚戌
庾孫

驃騎大將軍

(종1품)

현종

10년(1019)
金瑤含 戶長

陪戎校尉

(종9품상)
《臨江寺鐘》

현종

12년(1021)
金佇奉

游擊將軍

(종5품하)
《玄化寺碑》 刻造盖

현종

22년(1031)
李元敏 郡司戶長

仁勇校尉

(정9품상)

《淨兜寺五層石塔造成

形止記》

덕종

원년(1032)
金巨 戶長

振威副尉

(종6품하)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元年 2月 壬寅

문종

14년(1060)
裴可成

陪戎校尉

(종9품상)
《七長寺慧炤國師碑》

大匠

李孟과

더불어

刻字

선종

2년(1085)

閔棟梁 黃利縣戶長
仁勇副尉

(정9품하)
《黃利縣半子》

李英輔
陪戎校尉

(종9품상)

《法泉寺智光國師玄妙

塔碑》

大匠

張子春과

더불어

刻字

의종

15년(1161)
李則楨 前 副戶長

禦侮副尉

(종8품하)

《三國遺事》 卷4

義解5 寶壤梨木

불명

權均漢 戶長
陪戎校尉

(종9품상)
《權適墓誌銘》

權先蓋 戶長同正
翊麾校尉67)

(종7품상)
《安東權氏族譜》

權廉 戶長同正
陪戎校尉

(종9품상)

67) ‘翼牙校尉’로 되어 있으나 비슷한 발음의 ‘翊麾校尉’로 판단된다.(김미엽, 앞의 논

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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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 ‘刻造盖’, ‘大匠 ○○와 더불어 刻字’ 등의 언급이 있는

工匠을 제외하고 나면, 무산계 소지자로 확인되는 대다수가 호장임을 알

수 있다. 호장으로서 무산계를 띤 가장 이른 사례가 현종 2년(1011)의

것으로서, 성종 14년(995) 무산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는 시간적 간극

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호장들을 대우하는 목종 원년(998)의 정책들은

성종대 후반기 국정운영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므로, 성종 14년(995)부터

이미 호장들에게 무산계가 수여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산계는 본래 당에서 문산계와 서로 대칭되며 동등한 官階였다. 따라

서 무산계를 받게 된 각지의 戶長들은 문산계를 가진 중앙의 관원과 官

階 면에서는 동격이 된다. 광종대에서 성종대에 걸쳐 문산계를 받지 못

해 중앙 관원들과 구분되어 오던 호장들에게 이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었

을 법하다.

거란의 1차 침입 이후 중앙정부가 무산계 수여를 비롯하여 호장들을

우대하고 포섭하는 방식을 택하자, 호장들 역시 설령 중앙군이 패하더라

도 자체적으로 주현군을 독려해 거란군과 싸웠다. 현종 원년(1010) 거란

의 2차 침입 때 발생한 通州 전투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通州의 振威副尉 戶長 金巨, 別將 守堅은 경술년(1010)에 丹兵이

왔을 때를 맞아 성벽을 견고하게 고수하였으며, 또 그 大夫 馬首

를 사로잡았으므로, 金巨에게는 郞將을 더하고, 守堅에게는 郎將

을 증직하였다.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元年(1032) 2月 壬寅)68)

위 사료는 현종 원년(1010) 거란의 2차 침입 당시 통주 전투에서 공을

세운 통주의 호장 김거와 별장 수견에게 덕종 원년(1032) 다시금 낭장을

더해주었다는 내용이다. 김거와 수견이 공을 세운 통주 전투란, 강조가

이끄는 고려의 중앙군이 거란 성종의 거란군에게 통주에서 패한 뒤 이어

진 통주성에서의 전투를 말한다. 당시 고려의 중앙군은 괴멸했고 강조는

68)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元年 2月 壬寅 “以通州振威副尉戶長金巨, 別將守堅,

當庚戌丹兵之來, 堅壁固守, 又禽其大夫馬首, 加金巨郞將, 守堅贈郞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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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로 잡혔으며, 역시 포로로 잡힌 盧戩이 거란의 합문사 마수와 더불

어 항복을 권하러 통주에 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中郎將 崔質 등이

앞장서 노전과 마수를 잡자 통주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문을 닫고 굳

게 지켜냈으며,69) 김거와 수견 또한 여기서 공을 세웠다. 무산계를 띤 호

장이 주현군 장교들과 더불어 활약하였고 같은 포상을 받고 있는 것을

통해, 다시금 주현군 운용 면에서 호장이 지녔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조정은 국가적 위기인 거란과의 전쟁을 앞두고 각지 호장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무산계를 수여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호장이라고 해서 모두 무산계

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표 1]에서 호장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

지만, 호장 전체로 보면 개중에는 무산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아래 기사는 어떤 호장에 한해서 무산계를 수여했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단서이다.

州縣의 進奉하는 長吏에게는 한 등급을 더하여 同正職을 주고,

職이 다 된 자는 武散階를 더한다. 承天府의 進奉하는 戶長 이

상은 武散階를 더하고 副戶長 이하는 職을 한 등급 더하며, 職

이 없는 자는 初職을 허락하고 同府(承天府)의 長吏는 服色을 허

락한다.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3年 2月 辛卯)70)

위 기사는 예종 3년(1108) 明懿太后를 책봉하면서 여러 계층을 포상하

고 사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무산계를 받는 자는 공통적으로

進奉하는 자들로 국한되어 있다.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에 나타나

는 ‘진봉’은 대부분 송, 요, 금 등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진상하는 맥락으

로 사용되고 있다. 대외적인 기사를 제외하면 강종 원년(1212) 정월 병

69) 《高麗史》 卷94 列傳7 諸臣 楊規

70)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3年 2月 辛卯 “州縣進奉長吏, 加一等同正職, 職滿

者, 加武散階. 承天府進奉戶長以上, 加武散階, 副戶長以下, 加一等職, 無職者, 許初

職, 同府長吏, 許服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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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 기사가 주목되는데, 강종의 즉위를 기념하여 서경과 諸路의 州牧에

서 進奉하는 方物을 모두 면제한다는 내용이다.71) 곧 진봉은 지방에서

토산물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 바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호장들 가

운데 진봉하는 자, 곧 재지세력으로서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자에 한해서

무산계가 수여되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나말여초에 고려로 귀순한 성주들에게 태조가 초기관계

를 수여했을 때에도, 고려 조정에 내조하거나 적어도 고려국왕을 대면한

자에 한해서 초기관계 수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碧珍郡將軍 良文과

眞寶城主 洪術은 태조에게 투항할 때 각각 조카와 아들을 보냈는데, 태

조는 초기관계를 성주 본인들이 아니라 조카와 아들에게 수여하였다.72)

溟州將軍 順式 또한 장남을 보냈을 때 본인에게는 아무 조치가 없었으

며, 후에 자신이 무리를 거느리고 직접 내조하자 그때서야 높은 초기관

계를 받았다.73) 이처럼 성주에 대한 초기관계 수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관계를 받는 조건은 上京이나 來朝 등을 통해 성주가

고려국왕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다.74)

나말여초에는 고려국왕과 대면한 성주에 한해서 초기관계가 주어졌고,

예종과 강종 때에는 고려국왕에게 방물을 진봉하는 자들에 한해서 무산

계가 주어졌다. 두 시기는 수여하는 官階가 초기관계와 무산계로 서로

다르지만, 수여 대상 면에서는 성주와 호장이라는 재지세력으로 서로 유

사하다. 따라서 나말여초의 초기관계와 예종, 강종 때의 무산계가 비슷하

게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시기 사이에는 비록 자료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진봉하는 호장에 한해서 무산계가 수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호장 다음으로 무산계를 많이 수여받은 사례는 工匠이다.

고려전기의 工匠은 중앙관서나 지방에서 물품을 만들어 常貢, 別貢 형식

으로 왕에게 바치는 것을 業으로 삼는데,75) 신분적으로는 피지배층임에

71) 《高麗史》 卷21 世家21 康宗 元年 正月 丙寅

72)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6年 8月 壬申; 11月 戊申

73)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王順式

74) 윤경진, 2001b, 앞의 논문, 109-112쪽.

75)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 睿宗 3年 2月



- 16 -

도 무산계 수여 대상이라는 특색을 지녔다. 이 점은 樂人도 마찬가지이

다. 현재 樂人으로서 무산계를 소지한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樂人의 아들로서 業을 잇지 않은 자들은 注膳, 幕士, 驅史 등에 소

속시켰다가 이후 무산계를 수여하되, 정6품으로 제한하라는 기사를 통

해76) 樂人의 후예가 무산계 수여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아버지

의 業을 계승하여 樂人이 되었다면 그는 限品 없이 종5품 이상으로 승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工匠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산계 수여

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를 통해 工匠과 樂人의 후예들은

설령 業을 잇지 못한 자라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회유책으로서 그들에게 무산계가 수여되

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려전기에 工匠과 樂人의 진로를 제한하는 한편으로 일부 호장만 받

을 수 있는 무산계를 수여한 이유는 우수한 기술자의 수가 적어 확보하

기 위해서였다. 《東國李相國集》에는 李奎報가 몽골에서 요구한 인재와

물자에 대해 고려의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

의 工匠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工匠은 옛날부터 부족한데다가, 또 飢

饉과 疾疫으로 인해 역시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귀국의 兵馬

가 大小 城堡를 경유함으로써 피해를 입었거나 쫓겨난 자가 적지 않습니

다.”라고 적고 있다.77) 이 글이 몽골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글임을 감

안해야겠지만, 몽골과의 전쟁으로 工匠의 수가 줄었다는 점이나 그 이전

에도 부족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자의 수가 부족했기에

工匠과 樂人은 국가에서 專業하도록 특별히 관리했으며, 그 후예가 業을

버리고 다른 業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썼다. 《高麗史》에 나타나

는 工匠의 후예에 대한 限職 기사를 살펴보면,78) 工匠의 후예로서 世系

를 숨기고 入仕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로 “그 業을 던져버린 것(去其所

業)”이 지적된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처벌도 우선 “다시 工匠으로 충원

76) 《高麗史》 卷75 志29 選擧3 銓注 文宗 7年 10月

77) 《東國李相國集》 卷28 書 狀 表 送撒里打官人書 “我國工匠, 自昔欠少, 又因飢饉

疾疫, 亦多物故. 加以貴國兵馬經由大小城堡, 以罹害被驅者不少.”

78) 《高麗史》 卷75 志29 選擧3 銓注 限職 文宗 17年 正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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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고려되었다가, 부득이하게 현재 관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는 樂人의 후예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되듯이,

고려에서 工匠家가 入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니 그들의 業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국가

에서는 기술자들이 專業하도록 억압하고 회유해야 했기 때문에, 우수한

일부 工匠과 樂人에게는 관원이 받는 문산계와 동격의 무산계를 수여하

여 예우하였다.

그 외에도 무산계가 처음 도입된 성종 14년(995) 직후에 한해서, 태조

때부터의 무장이나 80세가 넘은 老兵에게 무산계를 수여하는 경우도 확

인된다. 목종 2년(999)에는 목종이 鎬京(서경)에 행차하여 耆老들을 위로

하면서, 兩京과 諸鎭의 軍 가운데 80세가 넘었고 職이 없는 자에게는 종

9품 무산계(배융교위)를 제수하였다.79) 하지만 이 사례를 일반화하여 모

든 80세 이상 노병에게 무산계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종의

호경 행차는 애초부터 기로와 노병의 위로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왕의

행차라는 특별한 행사를 맞아 본래라면 받을 수 없는 무산계를 받았던

것이다. 이 점은 9년 전인 성종 9년(990) 성종이 서경에 행차하여 백성

을 위무한 기사를 참고하면 더욱 명확해진다.80) 서경의 3품 이상으로 80

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公服을 수여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공복 수여 대상에 ‘80세 이상이면서 3품 이상인 자’가 포함되지는 않는

다. 왕의 행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목종 2년(999)에 무산계를 받은 노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무산

계 수여 대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 현종 4년(1013)에는 일찍이 태조를 모셔 從軍하여 공로가 있었던

輔國大將軍 宋能과 驃騎大將軍 庾孫이 100세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정2품

향직인 大匡을 더하였다.81) 이들은 성종 14년(995)에는 82세였을 것이고,

자기 열전을 비롯해 관련 사적이 남아 있지 않은 일개 노병으로서 무산

계를 받은 사례로 여겨져 왔다.82) 하지만 열전과 사적이 없다고 해서 일

79) 《高麗史》 卷3 世家3 穆宗 2年 10月

80)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9年 10月 甲子

81)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4年 9月 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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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군졸이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예컨대 金樂은 태조를 옹립한 2등

공신이었고,83) 태조 10년(927) 大良城 전투에 참전하였으며,84) 끝내 公山

전투에서 申崇謙과 함께 전사하였다.85) 이렇게 많은 사적을 남긴 인물이

지만 김락은 자신의 열전을 갖지 못했다. 또 元克猷는 후손들의 기록을

통해 三韓功臣 兵部令까지 지냈음을 알 수 있으나, 활동한 시기의 기록

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86) 그리고 裵玄慶과 朴述熙처럼, 나말여초

에는 行伍나 衛士로 출발했어도 누차 전공을 세우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87) 태조를 모시고 종군하여 공로가 있었던 송능과 유손이 단

지 군졸에 불과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들은 태조를 섬긴 무장이

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들이 지닌 무산계의 품계가 정2품 보국대장군,

종1품 표기대장군으로 다른 사례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곧 송능과 유손이 성종 14년(995)에 무산계를 받은 이유는 노병이

라서가 아니라 태조를 섬긴 무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연히 이러한 자들

은 그 수가 적었을 것이므로, 무산계의 주된 수여 대상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상의 두 사례는 무산계 수여 대상의 하나로 80세 이상 노병을 상정

하게 된 유이한 근거였다.88) 하지만 성종 14년(995)에 82세였던 송능, 유

손이 받은 무산계와, 겨우 4년 뒤인 목종 2년(999)에 80세 이상 노병이

받은 무산계는 품계 면에서 각각 종1품, 정2품과 종9품으로 큰 차이가

난다. 동시기에 나이는 최대 6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소지한 무산

계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종 14년(995)에 처음 도입

될 때부터 무산계 수여 기준이 나이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

병을 무산계 수여 대상의 하나로 보는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82) 旗田巍, 앞의 논문, 456-457쪽; 김미엽, 앞의 논문, 49-50쪽

83)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元年 8月 辛亥

84)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0年 7月 戊午

85)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0年 9月

86) 《高麗史》 卷107 列傳20 諸臣 元傅; 《元忠墓誌銘》(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

集成》, 한림대학교); 《元善之墓誌銘》(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학교)

87)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裵玄慶; 朴述熙

88) 旗田巍, 앞의 논문, 457-458쪽; 김미엽, 앞의 논문,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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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계를 소지한 자들에게는 실제 직무와 상관없이 무산계에 따라 토

지가 지급되었다. 문종 때 경정된 전시과에는 무산계 소지자들에게 주는

토지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3품 冠軍大將軍부터 종

9품하 陪戎副尉까지 모두 전시과 지급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일

부 工匠과 樂人의 경우, 즉 大匠, 副匠, 雜匠人, 御前部樂件樂人은 아직

무산계를 받지 못했는데도, 무산계 소지자와 같은 명목으로 토지를 지급

받았다.89) 이 규정은 경정전시과에만 나타나고 정작 무산계가 도입된 직

후인 목종 원년(998)의 개정전시과에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

만 개정전시과와 달리 경정전시과에서는 오직 현재 관직에 있는 자들에

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경정전시과에서 무산계 소

지자를 따로 규정했던 이유는, 무산계 소지자는 현직 관원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무산계 소지자

는 개정전시과 때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가, 경정전시과에서는 원칙적으

로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이에 따로 규정을 두어 계속 토지를 지급

받았던 것이다.90)

고려전기 무산계는 획득하기도 승진하기도 어려워 귀하게 여겨졌다.

처음 무산계를 받을 때는 종9품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목종 2년(999) 노병에게 종9품상 무산계(배융교위)를 준 것과, 樂人의 아

들로 業을 잇지 않은 자가 종9품하(배융부위)에서 정6품상(요무교위)까

지 차례차례 승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정전시과 규정에서 종2품

이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2품 이상 무산계까지 승진하

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나말여초 초기관계를 받았던 재지세력은 문산계가 도입된

이후 중앙의 관원과 官階 면에서 구분되어 있었다. 새로 집권한 서희 계

열은 성종 14년(995) 제도 개편의 하나로서 문산계와 동격인 무산계를

도입했고, 이를 일부 호장들에게 수여해 그들의 官階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때 재지세력으로서 중앙정부와 진봉 행위로 연결되는 호장에 한해서

89)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90) 이진한, 2004 〈高麗時代 土地制度의 變化와 鄕吏〉 《동방학지》 125, 연세대학

교 국학연구원, 24쪽; 오치훈, 앞의 논문,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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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계를 받았는데, 이는 나말여초 귀순한 성주에 한해 초기관계를 주었

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진봉하는 호장 외에 일부 工匠과 樂人에게

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는데, 이는 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그들의

진로를 제한하는 한편으로 우수한 工匠과 樂人을 예우한 것이다. 성종

14년(995) 직후에 한해서는 국초의 장수나 80세가 넘은 노병에게 특별히

무산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무산계는 획득하기도 승진하기도 어려워

귀하게 여겨졌으며, 모든 무산계 소지자들에게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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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현종대 鄕職과 武散階 수여 대상의 확대

1. 거란과의 전쟁과 鄕職을 통한 대규모 포상

나말여초에는 신라의 지방 지배력이 붕괴되면서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비롯해 각지에서 성주, 장군을 칭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신라 관

등제를 수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때 浿西에서는 독자적인 관

등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후고구려를 거쳐 고려로 도입되어

초기관계로 확대 정비되었다.91) 초기관계는 점차 신라 관등을 대신해서

고려의 공식 官階로서 정착하였다. 그런데 광종 9년(958) 과거제가 실시

되며 문산계가 도입되었고, 신진 관원에게는 초기관계 없이 문산계만을

수여하게 되면서 초기관계는 점차 官階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갔다.92) 그

리고 성종 14년(995)을 기점으로 문무산계가 초기관계를 완전히 대체해

고려의 官階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초기관계는 이후 향직으로서

남아, 관원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걸쳐 수여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절

에서는 향직의 수여 범위가 관직이 없는 군졸과 일반 民에게까지 확대되

는 과정을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성종 12년(993)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으로 고려와 거란이 화의한 뒤,

고려는 송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거란의 책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목

종 12년(1009) 강조에 의해 목종이 강제로 퇴위된 뒤 시해당하고 현종이

즉위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거란 성종은 자신이 책봉한 왕이 퇴위되

었음을 구실로, 현종 원년(1010) 친히 40만 병력을 거느리고 2차로 침입

하였다. 통주에서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이 패배하고 서경이 함락되자 현

91) 김복희, 앞의 논문, 44-50쪽

92) 광종 16년(965)에 건립된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허흥식, 1984 《韓國金石

全文》 中世上, 아세아문화사)와 《許載墓誌銘》(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集

成》, 한림대학교)을 참고하면, 과거에 급제한 신진 관원에게 9품 문산계만이 초

기관계 없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종 9년(990)에는 별장 조영에게 초기관계

없이 종3품 문산계(은청광록대부)가 수여되는 등, 문산계를 초기관계를 대체해가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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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몽진에 나섰는데, 그 결과 습격이나 무례, 호위의 도주 등 온갖 어

려움에 맞닥뜨려야 했다. 이는 정변에 의한 등극과 전왕의 시해로 현종

의 정통성이 약했던 데다가, 강조의 패배 이후 왕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

길에 오른 데 대한 원망과 불신이 겹쳐서 생긴 일이었다.93)

힘든 몽진 중에 현종을 곁에서 모시던 智蔡文은 將卒의 배반을 막기

위해 포상을 제안하였고, 여기서 향직의 대규모 포상이 처음 나타난다.94)

국왕으로서의 지지기반이 약한 현종은 국왕의 권위에 힘입어 충성을 요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호위하는 장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충성스러운 호위를 기대할 수 있었다.95) 이때 9품 향직

인 中尹을 수여받은 玄安之 등 16인은 아무런 직함 없이 성명만 언급되

고 있어 일반 군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신이었을 경우 문산계를

받았을 것이므로, 향직 포상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거란과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軍功者 수도 크게 늘었고, 이에 현종은

그들을 예우하고 계속 군공을 세우도록 독려하는 의미로 관직을 포상하

게 되었다. 예컨대 거란의 2차 침입 때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한 楊規는

정5품 형부낭중에서 정3품 공부상서로, 그와 함께 전사한 金叔興은 龜州

의 별장에서 장군으로 증직케 하였다. 이들 외에도 거란과의 전쟁 기간

중에 군공을 세워 승진한 경우는 많이 나타난다.96)

그러나 직무가 있는 관직이나 관원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官階를

군공자, 특히 일반 군졸에게 포상으로서 함부로 지급하는 것은 관직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신분 사회의 위계서열을 붕괴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

었다. 그렇기에 현종은 대규모 포상 때 향직 수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

였다. 향직은 실질적으로 이미 官階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지만, 국초의 무

장인 송능과 유손이 100세가 된 것을 축하하며 고위 향직인 大匡을 주었

던 데서 알 수 있듯이97) 소유자의 명예를 높여줄 수는 있었다.98) 그러므

93) 노명호, 2009, 앞의 책, 38-40쪽

94) 《高麗史》 卷94 列傳7 諸臣 智蔡文

95) 이미지, 2012 〈고려시기 對거란 2차 전쟁 유공자와 그들에 대한 추가 포상〉

《한국사연구》 157, 한국사연구회, 43쪽

96) 이미지, 2015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사학연구》 119, 한국

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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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직은 대규모 포상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했다. 아래의 [표 2]는 거란

과의 전쟁 기간 중 이루어진 대규모 포상과 그 내용이다.

[표 2] 거란과의 전쟁 기간 중 대규모 포상 사례

번

호
시기 포상 대상

포상 내용

(高麗史)

포상 내용

(高麗史節要)

1
현종 6년(1015)

7월 경신

將軍 鄭神勇, 林英含 및

군사 12,500여人
增級

2
현종 7년(1016)

정월 임술

郞將 秦明, 柳高價, 康孝 등

74人
增爵一級

3
현종 7년(1016)

2월 경진
中郞將 蔡宏, 李康 등 159人 增爵一級

4
현종 7년(1016)

2월 신축
將軍 黃虎猛 등 39人 加職一級 加爵一級

5
현종 7년(1016)

7월 갑진

將軍 高積餘, 中郞將 徐肯,

郞將 守嵒 등 3,108人
增職一級 增爵一級

6
현종 8년(1017)

7월 경자

正輔 李龍奉, 正朝 任述光

등 30人
加鄕職一級 加鄕爵一級

7
현종 9년(1018)

5월 경진
佐尹 康閏奉 등 19人 增職一級 增爵一級

8
현종 9년(1018)

5월 임오

契丹入寇之時諸州鎭將卒有

功績者
增級

9
현종 9년(1018)

6월 경신

將軍 楊渥, 中郞將 咸進 등

449人
增職一級 增爵一級

10
현종 10년(1019)

7월
今禦契丹戰陣有功者 9,402人 增階職

11
현종 11년(1020)

3월 정묘
將軍 彭洪覇 등 10人 增一級

위의 [표 2]를 보면 대규모 포상이 현종 6년(1015)에 본격적으로 시작

97)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4年 9月 庚戌

98) 오치훈, 앞의 논문,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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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현종 11년(1020)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종 5년(1014)

10월에 거란의 3차 침입이 일어났고, 현종 10년(1019)의 마지막 6차 침

입이 귀주대첩으로 마무리되는 것과 그대로 맞물린다. 이를 통해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 기간 전반에 걸쳐 대규모 포상이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高麗史》에서 수많은 군공자들에게 일제히 加職 혹은

增職하는 기사들 중 적지 않은 기사들은 《高麗史節要》에서는 加爵 혹

은 增爵하는 기사로 나타난다. 두 사서에서 모두 增爵했다고 표현한 기

사도 있다. 이는 군공자들에게 더해진 職이 실직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6번 기사와 7번 기사를 보면, 포상 내용은 ‘加鄕職一級’, ‘增職一級’

으로 서로 다르지만 7번 기사의 포상 대상이 6번 기사의 포상 대상처럼

향직을 갖고 있으므로, 7번 기사의 ‘增職一級’은 ‘增鄕職一級’이라는 의미

였을 것이다. 爵으로도 표기되는 다른 기사들의 職 또한 향직이었을 가

능성이 있다.

향직과 爵 사이의 관계는 정종 10년(1044) 長州, 定州, 元興鎭에 성을

쌓는 데 공을 세운 자들을 포상하는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번에 長州·定州의 2州 및 元興鎭에 성을 쌓는 일이 오래지 않

아 끝난 것은, 수고한 이들이 심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役을 독

려한 州鎭의 官吏로 1과이면서 7품 이상은 正職을 1級 뛰어넘

고 부모를 封爵하시고, 8품 이하는 正職을 1級 뛰어넘고 차례

대로 階職을 더해주시며, 2과는 正職을 1及 더하고 아울러 階職

도 그렇게 하십시오. 또 세 성이 있는 땅은 원래 도적의 소굴이

어서, 침입하고 소요를 일으킬까 염려되었는데, 兵馬使의 군대가

요해지에 나누어 주둔하며, 수륙으로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도적

이 가까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 軍士로 1과이면서 별장 이상은

正職을 1級 뛰어넘고 부모를 封爵하시고, 대정 이상은 正職을

1級 뛰어넘고 아울러 鄕職도 그렇게 해주시며, 軍人은 鄕職을

1級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2과이면서 대정 이상 및 船頭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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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職과 鄕職을 1級씩 더해주시고, 軍人 및 梢工·水手에게는 鄕職

을 더해주시며, 또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해주십시오.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10年 11月 乙亥)99)

위 기사에서는 세 성을 쌓는 공역을 독려한 州鎭의 官吏와 공역 기간

동안 주변을 방어한 軍士를 각각 공로에 따라 1과와 2과로 나눈 뒤, 다

시 품계에 따라 나누어 포상하고 있다. 아래의 [표 3]은 위 기사의 포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정종 10년(1044) 포상 기사

포상 대상
1科 2科

正職 포상 正職 外 포상 正職 포상 正職 外 포상

其督役

州鎭官吏

七品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加正職一級

幷階職

(加階職一級)八品以下 超正職一級 加次第階職

其軍士

別將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加正職一級 加鄕職一級隊正以上

(及船頭)
超正職一級

幷鄕職

(超鄕職一級)

軍人

(及梢工·

水手)

超鄕職一級 加鄕職

먼저 [표 3]의 포상 대상을 분석해보겠다. 其督役州鎭官吏는 7품 이상

99)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10年 11月 乙亥 “今築長·定二州及元興鎭城, 不日告畢,

勞效甚多. 其督役州鎭官吏, 一科七品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八品以下, 超正職

一級, 加次第階職, 二科, 加正職一級, 幷階職. 且三城之地, 元是賊巢, 侵擾加慮, 兵

馬軍事, 分屯要害, 水陸捍禦, 賊不得近. 其軍士, 一科別將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

爵, 隊正以上, 超正職一級, 幷鄕職, 軍人超鄕職一級. 二科隊正以上, 及船頭, 加正鄕

職一級, 軍人及梢工·水手, 加鄕職, 且賜物有差.” 국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의 것을 참고하되, 그 국역문에서는 超正職一級과 加正職一級을

각각 “정직 1급씩 올리고”, “정직 1급씩 더하고”로 국역하여 의미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1과 포상은 모두 超를 사용하고 2과 포상은

모두 加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超를 “정직을 1급 뛰어넘고(2급 더해주

고)”, 加를 “정직을 1급 더해주고”로 국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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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8품 이하로만 나뉘고 있으므로, 이들은 중앙 관원으로서 州鎭에 파견

된 외관이었다고 생각한다. 호장 이하 향리직에는 품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其軍士는 別將 이상, 隊正 이상, 그리고 軍人의 3가지 그

룹으로 나뉘는데, 대정이 최하급 장교이므로 軍人은 장교가 아닌 일반

군졸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포상 내용을 보면 대체로 正職 관련 포상과 그렇지 않은 포

상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관리와 대정 이상은 모두 正職 포

상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유일하게 軍人만이 正職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

다. 이는 軍人이 관직 없는 일반 군졸이기 때문이다. 곧 正職이란 실직을

의미하며, 군졸은 공을 세워도 관직을 포상으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正職 외 포상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포상은 부모를 封爵하는 것이

다. 고려전기에 일반적으로 종실이 아닌 신하에게 爵을 封한다고 하면,

남성에게는 公, 侯, 伯, 子, 男의 五等爵이 封해졌고,100) 여성에게는 大夫

人, 夫人, 大君, 君 등이 封해졌다.101) 하지만 아무리 가장 높은 등급의

포상이라고 해도, 7품 이상 관리와 별장 이상 장교 모두의 부모를 이렇

게 封爵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五等爵의 경우 현종 10년

(1019)에 宰臣이었던 崔士威를 淸河縣開國男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102)

가장 낮은 男爵조차 국가에 공로가 많은 일부 고관에게 한정되어 있었

다. 그러므로 7품 이상 관리의 부친 모두에게 五等爵을 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표 3]의 父母封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스러운

데, 《柳邦憲墓誌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준다.103) 유방

헌이 宰臣인 門下侍郞平章事가 되자 그 부모와 처를 封爵하였을 때, 모

친과 처는 대부인과 대군으로 封한 반면, 부친은 佐丞 곧 고위 향직으로

封하고 있다. 고위 향직뿐 아니라 9품 향직으로 封爵되는 사례 또한

《盧卓儒墓誌銘》에서 그 증조부가 中尹으로 追封된 사례나,104) 《朴康

100)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爵

101)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內職 外命婦

102)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0年 12月 丁酉; 卷94 列傳7 諸臣 崔士威

103) 《柳邦憲墓誌銘》(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104) 《盧卓儒墓誌銘》(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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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墓誌銘》에서 그 아버지가 軍尹으로 追封된 사례로105) 확인된다. [표

3]에서의 父母封爵 또한 鄕職으로 封한다는 의미이다.

군사에 대한 正職 외 포상에서 父母封爵 다음가는 포상은 본인에 대한

향직 수여이다. 여기서의 封爵이 향직 수여를 의미했으므로 父母封爵-超

(加)鄕職의 상하관계는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관리에 대한 포상에서는

향직 대신에 일괄적으로 階職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階職은 일반

적으로 ‘官階와 官職’으로 나누어 해석된다. 그러나 [표 3]에서는 正職 포

상과 階職 포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階職을 ‘官階와 官職’으로

해석하면 관직 포상이 단번에 2번 이루어지는 셈이라 어색하다. 또 “加

正職一級, 幷階職”이라는 표현은 “超正職一級, 幷鄕職”과 유사한 문장구

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표 3]의 階職은 官階와 官職 두 개념을 합친 것

이 아니라 正職, 鄕職과 마찬가지로 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階職 포상은 오직 관리에게만 주어지는데, 다른 그룹과 구분되는 이들의

특징은 중앙 관원이라는 점이다. 중앙의 관원만이 갖고 있는 것은 문산

계이므로, [표 3]의 階職은 문산계를 의미한다. 문산계 또한 향직과 마찬

가지로 爵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이는《高麗史》에서 ‘加文武官階一級’

이라 한 것을 《高麗史節要》에서는 ‘增文武官爵一級’이라 한 점에서 알

수 있다.106) 그렇기에 [표 3]의 관리에 대한 포상에서 階職(文散階)이 父

母封爵 다음가는 포상이 될 수 있던 것이다.107)

[표 3]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軍人 곧 일반 군졸에 대한

포상은 正職 포상 없이 향직 포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군졸이

공을 세워 관직을 포상으로 받을 때는 正職이 주어져 장교가 되는 것이

105) 《朴康壽墓誌銘》(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106)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卽位年 5月 戊寅; 《高麗史節要》 卷2 穆宗宣讓大

王 12年 5月

107) 단 사료에 나타나는 모든 階職이 文散階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종

9년(1018) 龍川의 校尉 朴鳴金이 邊功으로 받은 階職은(《高麗史》 卷4 世家4 顯

宗 9年 2月 甲申) 주현군의 將校가 文散階의 수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武散階

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표 2]의 10번 기사 곧 현종 10년(1019) 귀주대

첩에 대한 포상으로 9,402명에게 더해진 階職은, 그 군공자 수로 보아 일반 병졸

까지 포함한 대규모 포상일 수 있으므로 ‘官階와 鄕職’으로 해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階職을 해석할 때는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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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향직만을 받았다. 이는 문종 즉위년(1046) 도적을 잡은 水軍들에

게 9품 향직인 中尹을 주었던 것으로도 뒷받침된다.108) 꼭 군졸이 아니

더라도 관직이 없는 民에게 포상할 때도 향직을 수여하였다. 70세 이상

民에게 正位를 더한 현종 5년(1014) 기사가 그 사례이다.109)

이상 논의한 대로 향직은 현종의 몽진 때 현종을 호위하던 군졸들에게

수여된 것을 시작으로, 거란과의 전쟁 기간에 대규모 포상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향직의 특징은 현종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고려전기에는 국가적인 행사를 마치고 나서 행사를 준비했던 이들을 위

무할 때 향직을 대규모로 수여하기도 했다. 예컨대 문종 11년(1057)에는

송과 거란의 冊封使가 동시에 와서 부담이 심했을 때 관련자들 중 常參

이상에게 향직을 增級시켜 주었고,110) 예종 3년(1108)에는 숙종을 祔廟할

때 일을 맡았던 享官員吏들에게 ‘加階鄕職’하였던 것이다.111)

대규모 포상 수단이 된 향직은 획득하고 승진할 기회도 많았지만, 그

때문에 그 가치는 문무산계에 비해 낮았다. 이 점은 향직 소지자에게 주

어지는 경제적 혜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현종 19년(1028)에 내려

진 判을 보면, 田丁을 遞立할 때 향직 大丞(3품) 이상과 2군 6위의 별장

(정7품) 이상이 같은 규정을 따랐고, 元尹(6품) 이상은 산원(정8품) 이하

와 같은 규정을 따랐다.112) 2군 6위의 별장과 산원이 받은 田丁은 곧 전

시과이므로, 향직 소지자도 전시과 지급 대상이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元

尹까지는 승진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정

전시과 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무산계는 가장 낮은 陪戎副尉도 토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향직은 元尹 이상부터 지급 대상이었다. 佐尹 이하로

는 단지 이름뿐으로 승진의 가능성만 있었다.113) 일단 元尹 이상이 된다

면 동일 품계의 무산계보다 많은 양의 토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114)

108)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卽位年 7月 辛巳

109)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5年 2月 丙子

110)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1年 4月 丙寅

111)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3年 4月 己亥

112)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113) 오치훈, 앞의 논문, 91-94쪽.

114) 김갑동, 1997, 앞의 논문,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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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헌과 금석문에 남아 있는 사례들로 미루어볼 때,115) 고관이나

그 가족이 아닌 자가 元尹 이상으로 승진해 향직만으로 혜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다. 다만 이름뿐이지만 피지배층이라도 국가

의 포상 체계 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국가적 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해보자면, 거란의 2차 침입과 康兆의 패배로 몽진을 떠난 현종은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종은 호위

군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인 鄕職을 수여함으로써 그 충성을 얻을 수 있

었다. 거란과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공로자들에게 대규모 관직 포상이 자

주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관인 사회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직이

나 官階보다 향직이 대규모 포상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관

직이 없는 자들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고 향직만 수여하였다. 향직은 획

득하고 승진할 기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무산계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元

尹 이상은 같은 품계의 무산계 소지자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주로

고관과 그 가족 위주로 수여되었다. 반면 피지배층이 주로 받았던 佐尹

이하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지배층이라도 국가의 포상

체계 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국가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

115) 관직 없이 향직만 지닌 사례는 9건 확인되는데 그 중 元尹 이상은 4건으로, 이

중 2건은 宰臣의 부친이기에 추봉된 사례이므로 실질적으로 2건에 불과하다. 호

장으로서 향직을 지닌 사례들도 佐尹 이하만 확인된다. 이에 비해 宰臣이나 관원

으로서 元尹 이상인 경우는 20건에 달한다. 검토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高麗史》; 《高麗史節要》; 《庚辰銘銅印篋》《庚戌銘淸州白雲寺飯子》(허흥식,

1984 《韓國金石全文》 中世上, 아세아문화사); 《金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최연

식, 2012 《한국금석문집성》 22, 한국국학진흥원); 《重修龍門寺碑》(한기문,

2013 《한국금석문집성》 34, 한국국학진흥원); 《柳邦憲墓誌銘》《李隴西公墓誌

銘》《崔思諏墓誌銘》《任懿墓誌銘》《李公壽墓誌銘》《權適墓誌銘》《梁元俊墓

誌銘》《王侾墓誌銘》《尹誧墓誌銘》《文章弼墓誌銘》《盧卓儒墓誌銘》《朴康壽

墓誌銘》《崔婁伯墓誌銘》《崔忠獻墓誌銘》《趙冲墓誌銘》《琴義墓誌銘》《李奎

報墓誌銘》《金方慶墓誌銘》《金賆墓誌銘》(김용선, 2006 《高麗墓誌銘集成》, 한

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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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진추장과 탐라왕족에 대한 武散階 수여

현종 10년(1019) 2월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은

막을 내렸다. 거란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격퇴함으로써 고려의 국제적 위

상은 크게 높아졌고, 송, 거란, 고려 어느 한 쪽도 압도하지 못하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군사적 우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변의 여러

종족과 소국들이 고려로 來朝해 조공관계를 형성하는 흐름 속에서, 여진

추장과 탐라왕족 가운데 고려의 무산계를 띤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

여진추장에 대한 고려로부터의 官階 수여 자체는 국초에 이미 이루어

졌었다. 정종 3년(948) 東女眞의 蘇無蓋가 고려로 와서 말 700필과 토산

물을 바쳤는데, 당시 그는 높은 초기관계인 大匡을 지니고 있었다.116) 태

조부터가 여진 부족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北蕃으로 삼았었고,117) 후

백제와의 마지막 결전인 一利川 전투에는 諸蕃의 勁騎가 대거 참여하였

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118) 여진추장에게 초기관계가 수여되

었다. 하지만 성종대에 이르러 여진에 대해 강경책을 펼침으로써 고려와

여진 부족들 사이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119) 이 시기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거란의 1차 침입을 앞두고 여진 부족이 경고했으나 고려에서

이를 무시한 데서 잘 드러난다.120)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면서 여진추장

이 고려의 官階를 띠는 사례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에서 여진추장들에게 다시 官階를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현종대에

들어서였다. 고려는 거란의 2차 침입부터 6차 침입까지 꾸준히 싸우며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차츰 고려와 동맹하여 거란과 맞서는 여진인들

이 나타났다. 현종 8년(1017)에는 西女眞의 揩信이 거란 동경의 승려를

잡아서 고려로 왔고,121) 현종 9년(1018) 10월에는 龜州의 여진인 木史 등

116) 《高麗史》 卷2 世家2 定宗 3年 9月

117)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庚黔弼

118) 노명호, 2009, 앞의 책, 156쪽.

119) 위의 책, 168-169쪽.

120)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12年 5月

121)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8年 8月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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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이 거란군을 사로잡았기에 물품을 포상으로 하사하였다.122) 특히 현

종 9년(1018)에는 거의 매달 여진 부족들이 내조해 왔는데, 그 중 몇몇

추장에게 향직이 수여되었다.123) 3월과 5월 무인일에 온 자들에게는 爵

을 수여하였다고 하였고,124) 5월 갑신일에 온 자들에게는 職을 더하였다

고 하였는데,125)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고려에서 爵으로도 職으

로도 불리는 것은 향직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해 9월에 내조한 동여진

의 尼亐弗에게 향직을 더하였다고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126)

그런데 이 때 여진추장들에게 수여한 官階가 무산계가 아니라 향직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본래 당의 무산계는 크게 두 계통으로 나뉘어, 한

계통은 자국 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고 다른 한 계통은 숙위하러

오는 蕃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이다.127) 고려에서는 앞서 성종 14년

(995)에 唐制를 본떠 무산계를 도입했으므로, 자연히 그 일부인 蕃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도 함께 들여왔을 것이다. 성종 14년(995) 당시에

는 여진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기에 수여할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도,

현종 9년(1018)에조차 여진추장들에게 무산계가 아니라 향직을 수여한

것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서는 국초에 소무개 등에게 초기관계를 주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국초에 초기관계를 받았던 재지세력의 경우, 그 후신인 호장들은 무산계

의 주된 수여 대상이 되었으므로 충분한 대답은 아니다. 정확한 정황은

알기 어렵지만, 고려와 여진 부족들 사이의 관계가 성종대에 크게 악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진추장들이 아직 고려의 蕃臣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종대 경색되었던 여진 부족들과의 관계는

현종대 들어 해소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었다. 현종

원년(1010)에 일찍이 동여진에 패했던 河拱辰이 來朝하려는 여진인 95인

122)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9年 10月 丁未

123) 노명호, 2009, 앞의 책, 173-175쪽.

124)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9年 3月;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9年 5月 戊寅

125)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9年 5月 甲申

126)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9年 9月 丁亥

127) 자세한 내용은 [부표 3] 참고. 당 송 고려 무산계의 왼쪽 계통이 자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무산계, 오른쪽 계통이 蕃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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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부로 죽였던 사건이 그 일례이다.128)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현종 10년(1019)에 이르러서는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의 여러 종족들을 바라보는 고려의 시각도 변

화하게 되었다. 이 해 鐵利國과 東黑水國에서 고려에 來獻하였으며, 이듬

해(1020)에는 弗奈國이 내헌하였다. 특히 철리국은 현종 21년(1030)에는

고려에 曆日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正朔을 받들고 조공관계를 맺

겠다는 의미이다.129) 고려에서도 현종 10년(1019) 9월 중양절에 宋과 耽

羅, 黑水諸國의 사람들을 위해 邸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130) 이때를 전

후로 하여 주변 소국들을 고려의 蕃으로 여기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형성

된 것으로 보인다. 현종 원년(1010)에 부활된 팔관회에131) 외국인들이 참

석해 하례하고 방물을 진헌하는132)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부터

라고 생각한다.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를 상정하는 천하관은 태조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나133) 성종대를 거치며 미약해졌다가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재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하관의 변화는 여진추장에게 수여되는 官階에도 반영되었다. 현종

11년(1020)에 이르러 歸德將軍 弗那가 무리를 인솔하고 來朝함으로써,

여진추장으로서 무산계를 띤 첫 사례가 나타났다.134) 이후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는 무산계를 띤 여진추장의 사례가 160회 가까이 발견

된다.135) 여진추장에 대한 무산계는 성종 14년(995)에 도입된 다른 무산

계와 달리, 사실상 현종 11년(1020)에 비로소 정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에서 여진추장에게 수여한 무산계는 唐制보다는 宋制에 가까웠다.

128)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元年 5月 甲申

129) 추명엽, 2002 〈고려전기 ‘蕃’ 인식과 ‘동 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35쪽.

130)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0年 9月 壬戌

131)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元年 11月 庚寅

132)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卽位年 11月 庚子

133) 추명엽, 앞의 논문, 32-33쪽. 노명호, 2009, 앞의 책, 140-147쪽; 박종기, 2013

〈고려 다원사회의 형성과 기원〉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114-116쪽.

134)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1年 3月 甲子

135) 임형수, 앞의 논문,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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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을 참고하면, 당에서는 大將軍, 將軍에서 執戟長上까지 두고 앞

에 懷化를 붙여 正의 품계, 歸德을 붙여 從의 품계로 삼아 총 16계를 만

들었다. 그렇기에 그 직함으로 일단 상하를 구분할 수 있고, 같은 직함이

면 회화가 귀덕보다 높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대장군, 장군만 확인되며,

명칭으로는 귀덕과 회화 말고도 柔遠, 奉國, 懷遠, 寧塞, 寧遠, 綏遠, 平遠

의 용례가 확인된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唐制가 아니

라 宋制이다. 송에서는 대장군에서 집극장상까지의 직함에 다양한 명칭

을 붙여 사용했고, 唐制와 달리 명칭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

아서 직함만으로 상하를 구분하였다. 예컨대 회화장군과 귀덕대장군을

비교할 경우 唐制에서는 회화장군이 더 높지만 宋制에서는 명칭과 상관

없이 귀덕대장군이 더 높다.136) 고려에서 자국인과 여진추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 무산계 체계의 원형이 唐制와 宋制로 달랐던 이유는, 그 도입

배경이 거란에 대한 군사적 대비와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의 반영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여진추장들에게 수여된 무산계 또한 자국인에게 수여된 무산

계와 마찬가지로 획득하기 어려웠다. 여진 부족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고

려와 거란 사이를 오가며 양쪽에서 모두 관직을 받기도 했는데, 거란의

관직을 받았던 여진추장이 고려로 귀부하면 무산계를 주지 않고 단지 향

직으로 고쳐 줄 뿐이었다. 정종 2년(1036) 東北女眞의 阿道間이 거란에

서 받은 太史를 지니고 來朝하자, 고려에서는 향직인 正甫로 바꿔 제수

하였다.137) 문종 33년(1079) 西女眞의 須于那 등이 거란에서 받은 職牒을

바치자 역시 향직인 元甫로 고쳐주었으며,138) 예종 원년(1106)에도 北女

眞의 高亂 등이 거란에서 받은 官誥를 바치자 中尹의 향직을 대신 제수

하였다.139) 고려에서 여진추장에게 무산계를 수여할 때 신중했다는 점은

문종 27년(1073)에 內附한 여진추장들에게 이름과 官階를 하사한 기사에

서도 확인된다.140) [표 4]는 선행 연구에서 해당 기사 내용을 정리한 표

136) 임형수, 앞의 논문, 410-416쪽

137)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2年 4月 乙丑

138)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3年 4月 己酉

139)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元年 2月 辛卯

140)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2月 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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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온 것이다.

[표 4] 문종 27년(1073) 2월에 내부한 여진 명단141)

本職 武散階 鄕職 本名 賜名
賜職

(武散階)

賜職

(鄕職)

歸順州都領 大常 古刀化 孫保塞 懷化大將軍

歸順州副都領 古舍 文格民 大常

益昌州都領 歸德將軍 高舍 張誓忠 懷化大將軍

益昌州都領 黔夫 康績 大常

氈城州都領 奉國將軍 耶好 邊最 奉國大將軍

歸德將軍 吳沙弗 魏蕃 懷化將軍

恭州都領 奉國將軍 多老 劉咸賓 奉國大將軍

番長 巴訶弗 盧守 大常

恩服州都領 元甫 阿忽 揚東茂 歸德將軍

恩服州都領 那居首 張帶垣 大常

溫州都領 三彬 韓方鎭 大常

溫州都領 阿老大 高從化 大常

誠州都領 尼多弗 趙長衛 大常

[표 4]를 보면, 기존에 이미 무산계를 지녔던 자 아니면 大常이나 元甫

등 이미 향직을 가진 자들에 한해서 무산계가 새로 수여되었고, 향직을

갖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무산계가 아니라 향직이 수여되고 있다.142) 여

진추장에게 무산계를 수여하기 전에 향직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여진추장에 대한 무산계 수여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에 확실히 우호적이라고 판단된 여진추장에 한해서 이루어졌음을 보

여준다.

한편 탐라왕족에 대한 무산계 수여 사례 또한 비슷한 시기인 현종 15

년(1024)에 이르러 처음으로 확인된다.143) 탐라는 국초부터 이미 고려와

교류하고 있었지만, 초기관계를 수여받았던 여진추장과 달리 태조로부터

官階를 받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태조 21년(938)에 內朝하였을 때

141) 임형수, 앞의 논문, 418쪽 <표 4> 참고. 都令과 향직과 무산계를 구분할 수 있

도록 수정하였다.

142) 위의 논문, 417-418쪽.

143)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15年 7月 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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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主, 王子의 爵號만을 받았을 뿐이다.144) 성주와 왕자 칭호가 신라에서

탐라왕족에게 내려줬었던 칭호인 점을 감안하면,145) 태조 21년(938)의 상

황은 고려가 신라를 이어 탐라의 독립적 정치질서를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146) 따라서 현종 15년(1024) 탐라왕족에 대한 무산계 수여는 고

려에게 外國이었던 탐라국의 위상이 蕃土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그 배

경은 여진추장에 대한 무산계 수여와 마찬가지로,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주변 소국들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증대된 데 있었다.

그런데 탐라왕족에게 수여된 무산계는 여진추장에게 수여된 무산계와

달리 蕃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가 아니었다. 이는 고려전기 탐라왕족

의 武散階 소지 사례를 정리한 아래의 [표 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44)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21年 12月

145) 《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全羅道 珍島縣 耽羅縣

146) 김보광, 2018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

론》 85, 호서사학회, 26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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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지위 성명
소지

무산계
새로 받은 무산계 비고

현종

15년(1024)

酋長 周物 雲麾大將軍

(종3품)酋長 子 高沒

현종

20년(1029)
世子 孤烏弩

游擊將軍

(종5품하)

來朝 후

제수

정종

9년(1043)
星主 加利

游擊將軍

(종5품하)

문종

3년(1049)
夫乙仍

振威校尉

(종6품상)

문종

7년(1053)

王子 殊雲那
中虎將軍(中武將軍)

(정4품상)

子가 來朝

후 제수

王子 子 古物
陪戎校尉

(종9품상)

문종

17년(1063)
星主 豆良

明威將軍

(종4품하)
新 星主

문종

22년(1068)
星主 加也仍

游擊將軍

(종5품하)

선종

9년(1092)
星主 懿仁

定遠將軍

(종5품상)

來朝 후

제수

의종

7년(1153)
徒上

中連
仁勇副尉

(정9품하)

珍直
仁勇副尉

(정9품하)

[표 5] 고려전기 탐라왕족 武散階 소지 사례

[표 5]에 나타나는 탐라왕족들이 소지한 무산계는 여진추장이 아니라

호장, 工匠, 樂人이 소지한 무산계와 같은 체계이다. 여진추장과 탐라왕

족은 모두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고려의 국제적 위상 상승이라는

이유로 무산계 수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두 집단이 받은 무산계는 명

백하게 구분되었다.147) 이는 고려에서 탐라왕족을 자국인에 준할 정도로

가깝게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에서 탐라왕족이 內地人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이유는 탐라와 고

려의 관계가 국초부터 우호적이었고, 문화적으로도 큰 마찰이 없었기 때

문이었다. 고려는 한족, 거란족, 여진족과의 교섭을 위해 사무직인 通事

147) 임형수, 앞의 논문,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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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역을 맡은 譯官을 두었는데, 탐라와의 교류에서는 통사도 역관도

따로 두지 않았을 정도로 외교적, 문화적 마찰이 거의 없었다.148) 거란과

의 전쟁이 본격화되던 현종 2년(1011) 탐라는 고려에 官印인 朱記를 요

청하였다.149) 탐라 성주는 朱記를 받음으로써 고려 조정에 탐라의 사정

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150) 현종 3년(1012) 大船 2艘를 바치는

등151) 거란과 싸우는 고려 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단 탐라는 內地에 준하여 왕족들에게 내지인과 같은 계통의 무산계가

수여되었을 뿐, 완전히 內地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팔관회에서 東西蕃

과 더불어 언급된다는 점도 그렇지만,152) 정종 때 인물인 高維의 사례

또한 그 근거가 된다. 고유는 탐라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 조정에

서 벼슬한 인물이라고 전해지는데, 그는 먼저 賓貢으로 시작하여 南省試

에 합격했다고 한다.153) 이는 탐라인이 외국인으로 여겨졌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入仕 후에도 문종이 고유를 諫官인 右拾遺로 삼으려 하자, “탐라

출신이므로 諫省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반대로 인해 임명되지 못했

다.154) 반면 그의 아들인 高兆基는 예종 때 급제한 뒤 인종 때 臺官을

계속해서 맡았다.155) 이 차이는 숙종 10년(1104) 耽羅郡이 설치된 데

서156) 기인한다.157)

탐라왕족 중에서도 성주, 왕자는 다른 왕족들에 비해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표 5]를 보면 성주, 왕자인 인물들이 가지고 있거나 새

로 제수 받는 무산계는 모두 종5품 이상이다. 반면 王子의 아들 같이 왕

족이라 해도 성주, 왕자가 아니라면, 가장 이른 시기의 高沒을 제외하고

모두 정6품 이하 무산계를 갖고 있다. 이로 보아 탐라왕족 가운데 성주,

148) 노명호, 2005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제주학회,

184-186쪽.

149)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2年 9月 乙酉

150) 노명호, 2005, 앞의 논문, 191쪽.

151)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3年 8月 壬寅

152) 김보광, 앞의 논문, 267-269쪽.

153) 《東文選》 卷101 傳 星主高氏家傳

154)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1年 正月 己丑

155) 《高麗史》 卷98 列傳11 諸臣 高兆基

156) 《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全羅道 耽羅縣

157) 노명호, 2005, 앞의 논문, 196-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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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에 한해서 종5품 이상 무산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성주,

왕자가 죽으면 고려국왕에게 보고하고 후계자를 세웠는데,158) 이 새로운

성주, 왕자가 內朝하면 종5품 이상 무산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성주가 되어 內朝한 豆良에게 종4품하 무산계인 明威將軍이 주어지는 것

으로 이를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거란과의 전쟁을 이겨내면서 고려의 국제

적 위상이 높아지자 來朝하는 외국인인 여진추장과 탐라왕족에게도 무산

계가 수여되었다. 고려와 여진부족들 사이는 성종대에 크게 악화되었다

가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거란과의 전쟁으

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다시 정립하게 된 고려에서는 宋制를 참고해서 蕃

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를 정비해 여진추장들에게 수여하였다. 비슷

한 시기 탐라왕족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탐라왕족들은 고려와 지

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기에 여진추장들과 달리 고려에서 자

국인에게 수여하는 무산계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星主, 王子에게는 5품

이상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158)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12月 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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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직 운용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거

란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당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무산계와 향직의 집단

별 수여 배경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을 계기로 서희 계열이 부상하여 이후

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서희 등은 고려의 전통과 현실을 존중하는 가운

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이 주도한

성종 14년(995)의 제도 개편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하고 국가 체제를 정

비할 목적으로, 고려의 현실에 맞춰 唐制를 도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지방의 영향력 있는 재지세력인 호장들이

중앙정부의 포섭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나말여초 초기관계를 받았던 재지세력은 문산계가 도입된 이후 중앙의

관원과 官階 면에서 구분되어 있었다. 새로 집권한 서희 계열은 성종 14

년(995) 제도 개편의 하나로서 문산계와 동격인 무산계를 도입했고, 이를

일부 호장들에게 수여해 그들의 官階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때 재지세력

으로서 중앙정부와 진봉 행위로 연결되는 호장에 한해서 무산계를 받았

는데, 이는 나말여초 귀순한 성주에 한해 초기관계를 주었던 것과 유사

한 방식이었다. 진봉하는 호장 외에 일부 工匠과 樂人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는데, 이는 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그들의 진로를 제한

하는 한편으로 우수한 工匠과 樂人을 예우한 것이다. 성종 14년(995) 직

후에 한해서는 국초의 장수나 80세가 넘은 노병에게 특별히 무산계를 수

여하기도 하였다. 무산계는 획득하기도 승진하기도 어려워 귀하게 여겨

졌으며, 모든 무산계 소지자들에게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거란의 2차 침입과 康兆의 패배로 몽진을 떠난 현종은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종은 호위 군졸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인 鄕職을 수여함으로써 그 충성을 얻을 수 있었다. 거란과

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공로자들에게 대규모 관직 포상이 자주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관인 사회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직이나 官階보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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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대규모 포상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관직이 없는 자들

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고 향직만 수여하였다. 향직은 획득하고 승진할

기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무산계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元尹 이상은 같은

품계의 무산계 소지자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주로 고관과 그 가족

위주로 수여되었다. 반면 피지배층이 주로 받았던 佐尹 이하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지배층이라도 국가의 포상 체계 속에 포

함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국가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

거란과의 전쟁을 이겨내면서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來朝하는

외국인인 여진추장과 탐라왕족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고려와 여진

부족들 사이는 성종대에 크게 악화되었다가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을 거

치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거란과의 전쟁으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다시 정

립하게 된 고려에서는 宋制를 참고해서 蕃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를

정비해 여진추장들에게 수여하였다. 비슷한 시기 탐라왕족에게도 무산계

가 수여되었다. 탐라왕족들은 고려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기에 여진추장들과 달리 고려에서 자국인에게 수여하는 무산계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星主, 王子에게는 5품 이상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직이 실제 운용 면에서 어떻

게 구분되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무산계는 관원이 아닌 자를 관

원에 준하도록 특별 대우하는 의미를 담아 수여되었다. 반면 향직은 많

은 이들의 수고를 위로할 때 포상으로서 수여되었다.

본 논문은 거란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고려전

기 무산계와 향직의 수여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무산계

와 향직의 성격을 정의하여 그 운용상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

다. 하지만 부족한 사료로 인해 단지 몇몇 사료에 의지하여 추론한 부분

이 있었다. 또한 고려전기 무산계와 향직의 운용상 차이점을 밝히는 데

에만 집중하여, 나말여초에서 여말선초에 이르는 고려시대의 흐름 속에

서 고려전기의 官階제도가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고찰하지 못했다. 이

점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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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초기관계 鄕職의 서열

품계 등급
《高麗史》 選擧志

기준 명칭

장동익 〈高麗初期의 官階에 대한

새로운 接近〉 기준 명칭

1품
1 三重大匡 三重大匡

2 重大匡 重大匡

2품
3 大匡 大匡

4 正匡 正匡

3품
5 大丞 大丞

6 佐丞 佐丞

4품
7 大相 大相

8 元甫 佐相

5품 9 正甫
元甫

正甫

6품
10 元尹 元尹

11 佐尹 佐尹

7품
12 正朝 正朝

13 正位 正位

8품 14 甫尹
??

甫尹

9품
15 軍尹 軍尹

16 中尹 中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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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唐 文散階와 고려전기 文散階 대조

품계

《新唐書》

百官志 기준

唐 文散階

고려

광종9년(958)

-성종14년(995)

文散階

고려

성종14년(995)-

문종30년(1076)

文散階

《高麗史》

百官志 기준

고려 文散階

종1품 開府儀同三司 (미확인) 開府儀同三司 開府儀同三司

정2품 特進 (미확인) 特進 特進

종2품 光祿大夫 光祿大夫 興祿大夫 金紫光祿大夫

정3품 金紫光祿大夫 (미확인) 金紫興祿大夫 銀靑光祿大夫

종3품 銀靑光祿大夫 銀靑光祿大夫 銀靑興祿大夫 光祿大夫

정4품
상 正義大夫 正義大夫 正義大夫 正義大夫

하 通議大夫 (미확인) (미확인) 通議大夫

종4품
상 太中大夫 (미확인) 太中大夫 大中大夫

하 中大夫 中大夫 中大夫 中大夫

정5품
상 中散大夫 (미확인) 中散大夫 中散大夫

하 朝議大夫 (미확인) 朝議大夫 朝議大夫

종5품
상 朝請大夫 (미확인) 朝請大夫 朝請大夫

하 朝散大夫 (미확인) 朝散大夫 朝散大夫

정6품
상 朝議郞 (미확인) (미확인) 朝議郞

하 承議郞 (미확인) (미확인) 承議郞

종6품
상 奉議郞 奉議郞 奉議郞 奉議郞

하 通直郞 通直郞 通直郞 通直郞

정7품
상 朝請郞 (미확인) 朝請郞 朝請郞

하 宣德郞 (미확인) 宣德郞 宣德郞

종7품
상 朝散郞 (미확인) (미확인) 宣議郎

하 宣議郞 (미확인) 宣議郞 朝散郎

정8품
상 給事郞 (미확인) (미확인) 給事郞

하 徵事郞 (미확인) (미확인) 徵事郞

종8품
상 承奉郞 承奉郞 (미확인) 承奉郞

하 承務郞 (미확인) 承務郞 承務郞

정9품
상 儒林郞 儒林郞 儒林郞 儒林郞

하 登仕郞 (미확인) 登仕郞 登仕郞

종9품
상 文林郞 文林郞 文林郞 文林郞

하 將仕郞 (미확인) 將仕郞 將仕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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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唐 宋 武散階와 고려전기 武散階159)

품계 唐 武散階 고려전기 武散階 宋 武散階

종1품 驃騎大將軍 驃騎大將軍 驃騎大將軍

정2품 輔國大將軍 輔國大將軍 輔國大將軍

종2품 鎭軍大將軍 鎭軍大將軍 鎮國大將軍

정3품

상
冠軍

大將軍

懷化

大將軍 冠軍

大將軍

歸德, 懷化,

平遠, 寧塞,

奉國,

柔遠大將軍

冠軍

大將軍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大將軍
하 懷化將軍

懷化

大將軍

종3품

상

雲麾將軍

歸德

大將軍 雲麾

大將軍

歸德, 懷化,

綏遠, 寧塞,

懷遠, 奉國,

柔遠將軍

雲麾將軍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將軍
하 歸德將軍 歸德將軍

정4품
상 忠武將軍 中武將軍 忠武將軍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中郎將

하 壯武將軍 懷化中郞將 將武將軍 壯武將軍

종4품
상 宣威將軍 宣威將軍 宣威將軍

하 明威將軍 歸德中郎將 明威將軍 明威將軍

정5품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郎將

상 定遠將軍 定遠將軍 定遠將軍

하 寧遠將軍 懷化郎將 寧遠將軍 寧遠將軍

종5품
상 遊騎將軍 遊騎將軍 游騎將軍

하 遊擊將軍 歸德郎將 遊擊將軍 游擊將軍

정6품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司階

상 昭武校尉 耀武校尉 昭武校尉

하 昭武副尉 懷化司階 耀武副尉 昭武副尉

종6품
상 振威校尉 振威校尉 振威校尉

하 振威副尉 歸德司階 振威副尉 振威副尉

정7품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中候

상 致果校尉 致果校尉 致果校尉

하 致果副尉 懷化中候 致果副尉 致果副尉

종7품
상 翊麾校尉 翊威校尉 翊麾校尉

하 翊麾副尉 歸德中候 翊麾副尉 翊麾副尉

정8품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司戈

상 宣節校尉 宣折校尉 宣節校尉

하 宣節副尉 懷化司戈 宣折副尉 宣節副尉

종8품
상 禦侮校尉 禦侮校尉 禦武校尉

하 禦侮副尉 歸德司戈 禦侮副尉 禦武副尉

정9품
상 仁勇校尉 仁勇校尉 仁勇校尉 歸德, 懷化, 寧遠,

安遠, 保順, 安化,

保義, 懷遠, 武寧,

奉化執戟長上

하 仁勇副尉 懷化執戟長上 仁勇副尉 仁勇副尉

종9품
상 陪戎校尉 陪戎校尉 陪戎校尉

하 陪戎副尉 歸德執戟長上 陪戎副尉 陪戎副尉

159) 《新唐書》 卷46 志36 百官1 尙書省 兵部; 《高麗史》 卷77 百官2 武散階; 《高

麗史節要》; 《宋史》卷169 志122 職官9 敍遷之制 文武散官; 임형수, 앞의 논문.

다만 《高麗史》에서는 燿武校尉, 翊麾校尉를 각각 耀武將軍, 翊威校尉로 誤記했

기에 고쳐 기입하였다.(旗田巍, 앞의 논문, 452쪽; 박용운, 1981, 앞의 논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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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Musangye (武散階) and

Hyangjik (鄕職) in the Early Goryeo Period

Jae-ho Ba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 to conferment

and management of Musangye with those of Hyangjik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arly Goryeo wars with the Khitan.

Musangye was conferred as a special treatment to non-government

officials to follow government officials. In contrast, Hyangjik was

conferred on many people as a reward for their efforts.

In 993, the first invasion by the Khitan led to a rise in Seo Hui

party, who subsequently took control of the political situation. Seo

Hui party was based on a respect for Goryeo traditions and realities,

while also tending to embrace the more advanced Chinese culture.

They led the system reforms of 995 in preparation for re-invasion

from the Khitan, with the aim of overhauling the national system and

adapting the Tang Dynasty system to Goryeo’s needs. In this political

environment, the registered local leaders (hojang, 戶長)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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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side who had local influence became the targets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cruitment efforts.

The local leaders who had received early Goryeo rank in the late

Silla to the early Goryeo period were distinguished in their official

rank from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ith introduction of

Munsangye (文散階) system. Seo Hui, who newly took control,

introduced the Musangye system, which was equivalent to the

Munsangye system, and satisfied the desire for an official rank

among some local leaders. Musangye was conferred on local hojang

leaders who presented gifts (jinbong, 進奉) to the central government.

This was similar to the early Goryeo rank system, which had been

conferred to local leaders (Seongju, 城主), who had voluntary

surrendered in the late Silla to early Goryeo period. Musangye was

also conferred on some craftsmen and musicians besides the hojang

leaders who had presented gifts. In the Goryeo period, the central

government limited the careers of the craftsmen and musicians to

expand the number of engineers, but had also conferred on superior

craftsmen and musicians a rank through the Musangye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also conferred the Musangye title on generals

who had lived since the early Goryeo period or elderly soldiers who

were over 80 years old soon after 995 in the founding period.

Musangye was regarded as a privileged rank that could neither be

achieved or acquired through promotion, and those who had a

Musangye title were given their own land.

After the second invasion by the Khitan and General Gang Jo’s

defeat, Hyeonjong (顯宗) suffered many difficulties due to his weak

legitimacy as a king on his fleeing. Hyeonjong was able to win the

loyalty of his guard soldiers after he gave them the practical benefits

of the Hyangjik title. As the war deepened with the Khita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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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frequent large-scale conferment ceremonies of official titles to

those who had offered their services to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social hierarchy, not official titles or ranks, but rather Hyangjik

titles became used in large-scale conferment ceremonies. The

Hyangjik was given to those who had no official rank especially,

without giving them an official rank.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to obtain a Hyangjik title and to be promoted, but these were not

considered as valuable as the Musangye titles. Though there were

more benefits for those with Wonyun (元尹) or higher titles than

those who had Musangye titles with similar in rank, they were

usually government officials or their families. In contrast, the

subjugated class were usually given Jwayun (佐尹) or lower titles

without any benefits. Nonetheless, this strategy was used to induce

the subjugated cla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ational projects,

through their inclusion in the national reward system.

As Goryeo won their wars against the Khitan, they rose in

international status and received diplomatic visits from foreign

leaders, such as the Jurchen chiefs and members of the Tamna royal

family, whom the Musangye titles were conferred.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the Jurchen tribes had deteriorated under Seongjong’s

rule, but were gradually restored under Hyeongjong’s reign through

the successes in the wars against the Khitan. Goryeo’s own influence

area was reconstituted after the successes in the wars against the

Khitan, and a separate Musangye system for foreigners modeling the

Song dynasty system were conferred on the Jurchen chiefs. Similarly,

Tamna royal family were included in the Musangye system. Goryeo

had consistently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with members of the

Tamna royal family. As a result, the Tamna royal members were

conferred on Goryeo nationals, even though they were foreign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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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Goryeo conferred fifth or higher rank on Seongju and

Wangja.

Key words: Rank (官階), Musangye (武散階), Hyangjik (鄕職),

Khitan (契丹), Jinbong (進奉), Reward system (褒賞)

Student ID:　2016-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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