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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려 전시과 수취의 성격

본 연구는 전시과가 토지제도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직역 차정, 
봉록의 기능도 포괄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토지제도로서의 전시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봉록 기능을 풀어내기 어렵다. 
통설대로 전시과가 경작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담보하지 않았다면, 
인구가 희소했던 고려 사회에서 전시과에 따른 수취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통설대로 전시과 수취의 핵심이 전조였다면 전시과가 고려 
사회에서 봉록으로 실효성을 지닐 수 있었을까?

고려 시대 토지 소유론은 토지 국유론과 토지 사유론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 국유론의 두 연원은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와다 이치로의 
공전제설이다. 토지 소유를 수익권 차원에서 다루었던 마르크스와 달리, 
와다는 근대적 소유권 관념에서 중시하는 처분권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개 
일본인 연구자들은 공전제설에서 출발하여 처분권 차원의 토지 국유론을 
펼쳤다. 반면에 조선인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토대로 
수익권 차원의 토지 국유론을 설파했다.

토지 국유론의 대안 논리로서 출현했던 토지 사유론도 수익권 기반의 
사유론과 처분권 기반의 사유론으로 나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통설이 되었다. 그러나 통설은 토지 소유권을 토지 
처분권과 동일시했던 탓에 공전제설을 넘어서지 못했다. 또 통설은 토지 
국유론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서 전시과를 운영했던 고려 국가의 
역할이나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와 근대의 토지 소유 사이의 차이에 관한 
논의를 제약해왔다. 게다가 통설은 고려 시대에 토지 처분권이 발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처분권이 아닌 경작권에 기반한 
토지 사유로 이해했다. 토지가 희소가치를 지니지 못했던 고려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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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그 자체의 처분이란 생소한 행위였다. 반면 농업경영에 있어 농민이 
토지보다 더 중요했던 고려 사회에서는 경작권이 차지하는 위상도 컸다. 
고려 시대의 민전은 경작권에 기반한 사유지였다. 민전에 대한 경작권은 
본관 지역 내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전시과 수취의 핵심을 전조로 이해하는 관점은 직역 부담자가 재화를 
조달했던 경로를 해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만약 전시과 수취의 핵심이 
전조였다면, 개경 인근에 거주했던 직역 부담자들은 전정에서 거둔 전조를 
개경의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다른 재화와 교환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가 재화의 생산·유통을 조직했던 고려 전기의 생산물은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유통되기 전에 관 주도 유통경제에 얽혀버렸다. 더욱이 
직역 부담자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몫의 곡물을 사전으로부터 
꾸준히 확보하기 어려웠다.

전시과의 분급 내용인 田丁은 인정과 토지의 결합이었다. 직역 부담자는 
전정으로부터 전조와 공물을 비롯한 여러 현물을 수취했다. 고려 시대에는 
인간의 생산물 일체를 모두 토지의 소출로 인식했기에 토지에서 현물을 
수취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웠다. 직역 부담자는 전정에서 수취한 布를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다른 재화와 바꾸거나, 혹은 전정에서 필요한 생산물을 
직접 거둠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전시과가 봉록 제도로서 작동하려면 국가가 분급 대상과 분급 내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려 국가는 봉록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점차로 분급 대상에 대한 국가의 규정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분급 대상이 
봉록 제도를 통해 실현했던 내용이 인정과 토지의 결합에 대한 생산물의 
수취라는 점은 변화하지 않았다. 동시에 고려 국가는 본관제를 이용하여 
전정의 편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본관제가 작동하는 동안 인정을 토지에 
묶어두는 작업은 향리들의 몫이었다.

주요어 : 전시과, 봉록, 경작권, 田租, 田丁, 본관제
학  번 : 2018-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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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시과는 고려 시대 경제사를 대표하는 연구 주제다. 다음의 가-1)은 
《고려사》〈식화지〉 田制 條의 서문으로 전시과를 개관했다.

가-1) 경작하고 있는 토지[墾田]의 수를 묶고 비옥함과 척박함을 나누어, 문무백
관부터 府兵과 閑人에 이르기까지 科에 따라 받지 못한 자가 없었으며, 또 科에 
따라 樵採地를 지급했는데 이를 일러 田柴科라 했다. 자신이 죽으면 모두 그것을 
국가[公]에 반납해야 했는데, 오직 府兵만은 나이가 20이 되면 받기 시작하여 60
이 되면 반환하되, 자손이나 친척이 있다면 田丁을 전했다. 자식이 없으면 監門
衛에 소속시켰다가 나이 70세 이후에 口分田을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는 회수했
다. 후손 없이 죽은 자 및 전사한 자의 처에게도 또한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또 功蔭田柴가 있었는데 역시 과에 따라 자손에게 지급하여 전하게 했다. 또 公
廨田柴가 있어 庄宅·宮院·百司·州縣·館驛에 지급했는데 모두 차등이 있었다.1)

일단 가-1)을 통해 전시과의 분급 내용이 일정한 수를 단위로 토지를 
묶은 田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전정이란 본래 자신이 죽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데 60세가 된 부병 중 자손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에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정은 가-1)의 문맥상 국가가 백관, 부병, 
한인에게 분급했던 전시과의 내용이 된다. 이는 곧 墾田과 樵採地를 묶어 
편제한 토지였다.

가-1)은 전시과의 분급 대상도 열거했다. 우선 좁은 의미에서 전시과의 
분급 대상은 백관, 군인, 한인이다. 구분전, 공음전, 공해전을 넓은 의미의 
전시과로 본다면 일부 관료·군인의 처자식, 왕실, 국가기구까지 전시과의 
분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括墾田數, 分膏塉, 自文武百官, 至府兵閑
人, 莫不科受, 又隨科給樵採地, 謂之田柴科. 身沒, 並納之於公, 唯府兵年滿二
十始受, 六十而還, 有子孫親戚, 則遞田丁. 無子, 籍監門衛, 七十後, 給口分田, 
收餘田. 無後身死者及戰亡者妻, 亦皆給口分田. 又有功蔭田柴, 亦隨科以給傳子
孫. 又有公廨田柴, 給庄宅宮院百司州縣館驛, 皆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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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충렬왕〉 24년(1298) 정월, 충선왕이 즉위하여 하교하기를, “하나, 선왕께
서 내외의 田丁을 제정하시고, 각각 직역에 따라 평균하여 분급하시어 민생의 자
본이자 국용의 支柱[支國用]로 삼으셨다. (중략) 만약 주인이 없는 땅이 있으면 
내외의 군인과 한인들에게 지급해 호를 세워 역에 충당할[立戶充役] 것이다.”2)

가-2)는 충선왕 즉위 교서의 일부로, 전시과의 분급 내용과 분급 대상이 
드러난다. 먼저 전시과의 분급 내용은 내외의 전정이었다. 또 직역에 따라 
전정을 분급했다는 구절은 관인, 군인, 한인 등 좁은 의미에서 전시과의 
분급 대상이 직역 부담자였음을 시사한다.

가-1)과 가-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과의 기능은 네 가지다. 첫째로 
《고려사》에서 전시과를 田制 條로 편제했음은 전시과가 토지제도였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국가기구에 지급했던 공해전과 가-2)의 “支國用”이라는 
표현으로 보건대 전시과가 국용의 근간인 조세제도였다. 셋째로 전시과는 
국가가 직역을 차정하는 제도였고 그 원리는 가-2)의 “立戶充役”이었다. 
넷째로 직역 부담자에게 전시과는 직역의 반대급부인 봉록 제도였다.

토지제도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통설은 전시과를 국가가 토지 소유권의 
바탕 위에다 수조권을 분급한 제도로 여긴다. 통설에 의하면 고려 국가는 
토지를 상속하고 매매할 수 있는 소유권을 보장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는 
토지에서 田租를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을 분급했다. 지배층은 수조권을 
허여받은 田主로 농민[佃客]에 대해 ‘전주전객제’를 관철할 수 있었다.3)

통설의 성취는 ‘소유권과 수조권의 중층 구조’란 틀로 한국 토지 제도사 
연구를 이론화했다는 데에 있다. 연구자들마다 소유권과 수조권의 관계, 
소유권의 실체, 수조권의 성격을 놓고 견해가 엇갈리지만 대체로 이러한 
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근래에는 이 틀로 고려 시대 토지 제도사를 
체계성 있게 서술한 성과도 나타났다.4)

2)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經理, “[忠烈王]二十四年正月, 忠宣王卽位, 
下敎, 一, 先王制定, 內外田丁, 各隨職役, 平均分給, 以資民生, 又支國用. (중
략) 如無主者, 其給內外軍·閑人, 立戶充役.”

3) 김용섭, 2000 《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3~29쪽.
4) 이경식, 2011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 高麗》,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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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선학들은 통설에서 출발해 전시과의 기능 중 토지제도 이외의 
영역도 설명해왔다. 이경식은 조세제도로서의 전시과란 국가와 지배층이 
농민에게서 무상으로 租를 거둠으로써 토지와 농민을 점유한 상태였다고 
이해했다.5) 이상국은 고려 국가가 전시과를 매개로 직역을 부과한 원리인 
立戶充役에 착안하여 전시과의 분급 토지를 직역전으로, 그 분급 대상을 
직역 부담자와 경작자를 포괄한 직역호로 해석했다.6)

그렇지만 토지제도로서의 전시과에 초점을 맞춘 통설이 전시과의 여타 
기능과도 정합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최근 이 문제에 있어 세 가지 
방향성을 제공한 연구들이 잇따랐다.

첫째는 봉록 제도로서의 전시과에 대한 조명이다. 이영훈은 호족 세력이 
관료화하면서 그들의 토지 지배권은 고려 왕조가 할양한 “봉록적 지배”가 
되었다는 관점을 제기했다.7) 오치훈은 전시과가 관료층과 직역 담당층을 
망라하는 급여 제도였기에 그 분급 대상을 열거해야 했음을 지적했다.8) 
위은숙은 전시과 중 양반전이 唐의 관인 영업전과 직분전을 모두 수용한 
제도였지만, 봉록의 의미가 있었던 직분전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9)

둘째는 전시과의 토대에 관한 재검토다.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토지의 희소성이란 화두를 던졌다. 토지가 희소가치를 지니지 않았던 고려 
시대에 국가가 개별 토지를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었다.10) 이민우는 
고려 시대의 토지 지배에서 수조권 이외의 다른 토지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고한 지배였던 수조권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와 다른 소유권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수조권을 굳이 소유권과 구분해야 
할 필요도 없다.11)

5) 이경식, 2007 《高麗前期의 田柴科》,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66~168쪽.
6) 이상국, 2004 《高麗 職役田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이영훈, 2016 《한국경제사 1》, 일조각, 232~237쪽.
8)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분급체계와 운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위은숙, 2019 〈고려 전기 田令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72, 30~32쪽.
10) 미야지마 히로시, 2019 〈양전사의 재검토〉, 한국 전근대의 양전과 부세제도 

학술회의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
11) 이민우, 2020 〈중세 경제사 연구에서 토지 소유권과 수조권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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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전시과의 수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김건태는 고려 전기의 
결부가 부세량을 의미했으며 분급 토지에서 곡물 외의 현물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종 11년(992) 수취 규정이 상등전·중등전·하등전 각각의 
조 수취액에 일정량의 현물 수취액을 추가해 상·중·하등전 1결의 수취액이 
같은 가치를 지니게 한 규정임을 논증했다.12) 이상국은 토지와 연동하는 
人丁을 고려 시대의 생산·납세 단위로 지목했다. 인정은 개별 소가족보다 
큰 戶 단위로 토지를 경작했다. 또 국가가 동북면에 인정을 기준으로 호를 
구별해 조를 부과했던 점, 전시과의 운영 원리인 立戶充役을 종합해보면 
고려는 인정과 토지의 연계를 통해 조세를 부담하게 했을 것이다.13)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의식은 토지제도로서의 전시과에만 치우친 
통설이 조세제도나 봉록 같은 전시과의 다른 기능과 어우러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의문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시과 수취가 경작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를 담보하지 않고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다. 통설의 전주전객제는 수조권을 
매개로 하는 농민에 대한 간접 지배다. 그런데 만약 고려 시대에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낮았다면 농업경영에서 토지보다 경작 농민이 중요했을 
공산이 크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 경작 농민과 결합하지 않은 토지 자체에 
대한 수취만으로는 조세제도나 봉록으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전시과 수취의 핵심이 田租였다면 전시과가 고려 사회에서 
조세제도나 봉록으로서의 실효성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고려 시대의 
국가재정에서 전조의 비중이 컸을까? 직역 부담자는 수취한 전조만으로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을까?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재정 운영에서 
공물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연구성과와14) 고려 시대에는 전정에서 
곡물 외의 현물도 수취했음을 고려할 때 전조의 수취를 부각했던 통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국중세사연구》 61.
12) 김건태, 2019 〈결부제의 사적 추이〉 《대동문화연구》 108, 245~259쪽.
13) 이상국, 2020 〈고려시대 생산과 납세의 대상〉 《한국중세사연구》 61.
14) 소순규, 2017 《朝鮮初期 貢納制 운영과 貢案改定》,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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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전시과 수취에 관하여 3장의 
구성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표는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와 봉록으로도 기능해야 했고 동시에 고려 사회의 여건들에 의해 
제약받았던 전시과 수취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

1장에서는 전시과 수취가 이루어졌던 토대인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처분권이 아닌 경작권을 중심으로 재구상해보겠다. 통설의 토지 사유론은 
처분권을 소유권과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경작권은 소유권과 다른 권능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토지의 희소가치에 따라 토지 소유에서 처분권과 경작권이 점했던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2장에서는 전시과의 분급 내용인 전정을 매개로 전시과 수취의 내용을 
밝히려 한다. 수조권이 전조의 수취권이었다면 과연 전시과가 조세제도나 
직역 부담자의 봉록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 검증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 만약 전정에서 국가와 직역 부담자가 수취했던 대상이 
곡물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전정의 생산물 일체를 시야에 넣고 전시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고려 국가가 봉록 제도로서 전시과를 운영해나갔던 모습을 
조망해보겠다. 고려 국가가 봉록 제도의 분급 대상을 설정하고 개편해가는 
과정을 통해 전시과 수취가 지녔던 봉록으로서의 면모를 포착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전시과는 전정의 편제에 기초한 제도였기에 국가는 그 편제를 
유지해야만 전시과를 운영해갈 수 있었다. 여기에는 본관제 질서에 입각한 
지방제도의 역할이 주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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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경작권 중심의 토지 소유

본 장에서는 전시과 수취의 토대인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검토한다. 
그 선행 작업으로 일단 토지 소유권을 주요 권능으로 쪼개보겠다. 선학 중 
후카야 토시테츠(深谷敏鐵)와 위은숙도 고려의 토지 소유를 분할·고찰한 
바 있다.15) 이 글에서 토지 소유권을 나눠보려는 까닭은 통설의 소유권 
관념이 고려의 토지 소유를 드러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설에서는 토지를 매매·상속할 수 있는 토지 처분권을 토지 소유권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소유권 인식은 처분권이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지금에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토지 소유는 사회마다 형태를 달리한다.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에 접근하려면 토지 소유의 권능들이 고려 사회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소유권의 주요 권능에는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이 있다. 우선 사용권은 
대상을 물질적으로 사용하는 권능이다. 토지의 경우 경작권을 사용권으로 
볼 수 있다. 수익권은 대상으로 생기는 과실을 거두는 권능이다. 수조권은 
토지 수익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다. 사용권과 수익권은 대상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권능이다. 처분권은 매매나 상속의 방식으로 대상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권능이다.16)

이제부터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처분권, 경작권, 수익권의 측면에서 
재구상해보자. 1절에서는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이 통설로 자리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고려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어떠했는지 검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작권의 
위상은 어떠했는지를 밝히겠다.

15) 深谷敏鐵, 1944 〈朝鮮における近世的土地所有の成立過程〉 《史學雜誌》 55; 　
위은숙, 2004 〈고려시대 토지개념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24.

16) 곽윤직·김재형, 2015 《물권법(제8판 보정)》, 박영사, 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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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이 지닌 문제점

1950년대까지는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했다는 이른바 
토지 국유론이 지배적이었다. 토지 국유론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와다 이치로(和田一郞)의 ‘公田制說’에서 출발했다. 
종래의 연구사 정리들도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공전제설이 토지 국유론의 
연원임을 간과하지 않았지만,17) 양자의 차이가 토지 국유론이 분화하는 
데에 끼친 영향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토지 국유론의 첫 번째 연원인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는18) 
국가가 토지의 유일한 소유자다. 마르크스는 아시아 사회에서 잉여 노동이 
국가·군주·신을 위한 공동 노동의 형태를 띠며, 잉여가치는 조세의 형태로 
국가에 귀속한다고 논설했다.19) 아시아에서 사적 토지 소유란 없었으며 
직접 생산자의 토지에 대한 권능은 점유와 이용권에 불과했다.20)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근간에 있는 마르크스의 토지 소유론은 수익권에 
착안했다. 노동가치설을 견지했던 그에게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는 그 
자체의 가치가 없었으며 토지의 가격은 바로 지대의 자본화였다.21) 이에 
그는 잉여의 귀속을 기준으로 사적 토지 소유를 판별했고, 토지 사용권을 
토지 소유와 구분했다. 그가 말했던 토지 소유의 내용이 수익권이었음은 
《자본》 제3권 중 “우리는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일부가 토지소유자
에게 돌아가는 한에서만 토지 소유를 취급한다.”라는 대목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22)

17) 강진철, 1980 《高麗土地制度史硏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329~351쪽; 박용
운, 1993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신편 한국사》 14, 276~289쪽.

18)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1859년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고
대적 생산양식, 봉건적 생산양식,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과 함께 열거했던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카를 마르크스, 김호균 옮김, 2017 《정치경제학 비판
을 위하여》, 중원문화, 10쪽을 참고할 것.

19) 카를 마르크스, 김호균 옮김, 2000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2》, 백의, 98~99쪽.
20) 카를 마르크스, 김수행 옮김, 2015 《자본론 3》, 비봉출판사, 1002쪽.
21) 위 책, 796~801쪽.
22) 위 책, 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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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국유론의 두 번째 연원인 공전제설은 1920년 총독관방 철도부장 
와다 이치로가 제기했다. 그는 토지조사국 총무과장으로서 토지조사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를 작성했다. 이는 
메이지 민법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토지제도를 정리한 결과였다.23)

공전제설은 고려의 토지제도가 전국의 토지를 國有인 公田으로 삼으며 
인민의 私有를 인정하지 않는 공전제였다고 이해한다. 전시과의 科田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며 그 피지급자는 살아있을 때까지 한해 
토지의 수익을 취할 수 있었을 뿐이다.24)

와다의 토지 소유론은 처분권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테면 그는 공전제의 
기원을 신라 국가가 종족 구성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기 시작한 
데에서 찾았다.25) 또 그는 전시과를 받은 사람은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없었기에 소유권도 없었다고 여겼다.26) 즉 공전제에서 개인이 
토지에 대해 허여받았던 권능은 수조권과 경작권이었다.27)

와다는 최초로 “수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공전제에서 
국가가 봉록으로 분급한 바를 “수조권”으로 표현하거나28) “수익” 또는 
“수익권”으로 지칭했다.29) 이를 통해 “수조권”은 그가 수익권을 염두에 
두고 “收租”라는 표현을 빌려와서 만들어낸 용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국가가 처분권으로서의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전시과를 
해석하려 했던 와다는 소유의 권능 중 수익권에 주목했을 것이다.

23) 하타다 타카시(旗田巍)는 공전제설이 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를 창출하려는 
논리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旗田巍, 1967 〈解說〉, 和田一郞, 《朝鮮土地地稅制
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그렇지만 미야지마의 지적대로 와다는 조선 시대의 
토지 사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양안과 세액을 참고해 국유/민유 분쟁지를 
민유지로 판정하기도 했다(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
大学東洋文化硏究所, 472~479쪽). 그렇기에 공전제설에 대한 하타다의 해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24) 和田一郞, 1920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23~43쪽.
25) 위 책, 19쪽.
26) 위 책, 31쪽.
27) 위 책, 21쪽.
28) 위 책, 43~44쪽.
29) 위 책, 3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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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각각 공전제설과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기원한 두 계통의 
토지 국유론이 출현했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공전제설에서 출발해 처분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을 펼쳤다.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봉건적 생산양식의 아시아적 형태라는 소련의 재정의를30) 좇아서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을 펼쳤다. 두 토지 국유론을 차례로 훑어보자.

먼저 처분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에 의하면 고려의 공·사전은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갈리며 그 토지의 처분권은 국가에 있었다. 본래 사전은 
직역 부담자에게 지급하여 전조의 수취를 허락한 토지였고, 公的 성격이 
강했던 탓에 국가를 통해서만 세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려 중기 이후의 
사전은 私的 성격이 강해졌기에 국가를 통하지 않고 세습하기도 했다.31) 
경작권 기반의 토지 지배인 民田은 고려 시대에 무력했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야 상당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공인받았다. 수취를 놓고 구분해보면 
고려의 田租는 지대였고 조선의 田稅는 민유지에 대한 과세였다.32)

처분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 중에는 공전제설이 로마법의 소유 개념을 
한국사에 억지로 적용했다는 반성하에33) 관리·처분권, 수조권, 경작권의 
차원에서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분석한 연구도 등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려의 공·사전은 수조권에 기초한 지배였지만 그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는 國田이었다. 국전 관념은 수조권과 합쳐져 고려 왕조의 토지제도를 
관통한 원칙인 토지 국유로 나타났다. 물론 이 연구도 처분권을 소유권의 
여타 권능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했으므로 공전제설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렇더라도 해당 연구에서 수조권과 경작권을 토지 소유의 구성 요소로 
대우했다는 점은 돋보인다.34)

30)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아시아를 정체한 사회로 바라본 개념이기에 공산주의를 
아시아에 전파하는 데에 걸림돌이었다. 결국 소련은 1931년 레닌그라드 회의
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봉건적 생산양식의 아시아적 형태로 규정했다. 이는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봉건적 생산양식을 구분한 마르크스의 시각과 달랐다. 

31) 周藤吉之, 1940 〈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ゐ田制の改革〉 《東亞學》 3.
32) 深谷敏鐵, 1944 앞 논문.
33) 深谷敏鐵, 1939 〈鮮初の土地制度·一班(上)〉 《史學雜誌》 50-5, 609~610쪽.
34) 深谷敏鐵, 1944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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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에서 고려 국가는 인민으로부터 지대를 
수취하는 지주로서의 토지 소유권 곧 수익권을 지녔다. 전시과의 과전도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 국유지였다.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에서 국가의 토지 소유와 전시과에 입각한 
토지 지배는 본질에서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기의 연구는 
고려 국가가 최고의 지주였지만 봉건 세력도 지주의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귀족의 “토지 영유”인 과전 역시 토지 소유권의 설정이었다.35) 
해방 직후의 연구는 고려의 토지 국유를 봉건 귀족에 의한 토지 공유와 
동일시했다. 과전은 농민의 잉여를 탈취할 수 있는 권리를 특권 관료에게 
나눠준 제도이자 토지 국유의 형식 속에 표현한 “귀족적 사유”였다.36) 

이처럼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은 토지 사유를 품은 토지 국유라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의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의 자기모순으로 
평가했고 토지 국유와 토지 영유의 대립을 상정했다.37) 그와 달리 해방 
직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형식[국유]과 내용[사유]의 모순으로 간주했으며, 
토지 국유와 토지 사유를 “봉건적 소유”의 양면으로 인식했다.38)

북한 학계의 연구에서는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에 내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의 모든 토지는 국가 수조지였으며, 전시과는 고려가 
분급 대상에게 일정 기간 수조권을 허여했던 제도로 파악했다. 수조지는 
수조권을 받은 자가 경작하는 토지가 아니라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였다. 
분급 수조지는 경작 농민으로부터 1/4 이상의 고율로 전조를 수취할 수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사유지와 다르지 않았다.39)

35) 白南雲, 1937 《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 改造社. 이 책에는 과전이 소유권이 
아닌 수익권을 허여한 것이라는 서술(57~72쪽)과 토지 소유권의 설정이었다는 
서술(224쪽)이 병존한다. 이 책이 토지 국유와 토지 영유의 대립이라는 틀을 
상정했음을 고려할 때, 백남운의 진의는 후자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전자는 
국가에 의한 소유가 전시과의 지배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는 서술로 볼 수 있다.

36) 박극채, 1946 〈朝鮮封建社會의 停滯的 本質〉, 조선과학자동맹 편, 《이조사회
경제사》, 노농사, 103~116쪽(범우사 편, 1990 《조선경제사탐구》에 재수록).

37) 白南雲, 1937 앞 책, 244~246쪽.
38) 박극채, 1946 앞 책, 110쪽.
39) 박시형, 1960 《朝鮮土地制度史 上》, 과학원출판사(신서원 편, 1994, 307~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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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에 토지 국유론의 대안 논리로 부상했던 토지 사유론 역시 
수익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과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으로 나뉘었다. 
우선 수익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부터 짚어보자.

1950년대 후반 북한 연구자 일부는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수익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을 내놓았다. 최초의 연구는 
법률 측면에서 고려와 조선의 민전이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였다고 
주장했다.40) 나중에는 고려와 조선의 토지 소유가 소유자에게 있었지만 
국가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는 시각이 대두했다. 가령 양인 농민은 국가의 
예속민으로 잉여 노동력과 잉여 생산을 착취당했다. 그래도 잉여 생산의 
전부를 바치지는 않았으므로 양인 농민은 경작지의 소유자였다.41) 다만 
그 소유권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거꾸로 통제만큼의 
소유권이 귀속했던 국가는 지주와 비슷한 존재였다.42)

남한 학계에서도 1960년대 전반에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대강은 다음과 같다. 유물사관에 따른 토지 국유론에서 
토지 국유제는 토대이며 중앙집권제는 상부구조다. 그런데 토지 국유론은 
토지 국유제가 수행했던 토대의 역할을 입증하지 못했고, 상부구조로부터 
토대가 생겨난 듯한 인상을 준다. 해당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하에 토지 
사유를 제약했던 권력구조에 주의한 “집권적 사유” 개념을 제안했다.43)

수익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과 대척점에 
있었다. 전술했던 대로 북한의 연구는 잉여의 귀속을 따져서 토지 사유를 
판별했고, 남한의 연구도 유물사관으로 토지 국유론을 논박했다. 그런즉 
수익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에서 공전제설과 처분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거꾸로 수익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짙었던 탓인지 남한 학계에서 별다른 반향이 없었다.44)

40) 정현규, 1955 〈14~15세기 봉건조선에서의 민전의 성격〉 《력사과학》 1955-3·4.
41) 김석형, 1957 《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 과학원출판사(신서원 편, 

1993, 189~217쪽).
42) 위 책, 471~475쪽.
43) 김삼수, 1964 〈歷史的 카테고리로서의 「集權的·私有」〉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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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1960년대 중엽에 두 방향으로 
전개했다. 일각에서는 고려 사회에 사유지가 있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공전제설을 의식하여 공전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흐름도 있었다.

사유지의 존재를 찾으려 했던 연구는 고려 국가가 영업전의 명목으로 
토지 사유의 현실을 수용했으며 이때 영업전은 영구한 世業의 토지였다고 
이해했다. 이 연구는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공·사전이, 수조권의 귀속에 
따라 과전[일반 전시과]과 영업전[특수 전시과]이 나뉜다고 봤다.45) 그러나 
영업전이 과전의 世傳을 가리킨 용어였음이 밝혀진 이후로46) 연구자들은 
영업전이 아니라 민전을 통해 토지 사유의 실재를 입증하려 했다.

공전의 실체에 접근하려 했던 연구에는 공전과 민전을 구별했던 경우와 
공전을 민전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있다. 전자는 공전을 국왕이 처분할 수 
있었던 官有地와 왕실 직속 토지로, 사전을 양반전처럼 개인에게 분급한 
수조지로 여겼다. 전정은 민전을 포함한 농민적 지배의 토지로 그 전조가 
국가에 귀속하지만, 공전이 아니었다.47) 후자는 공전을 왕실의 토지[1과], 
국가기관의 부속 토지[2과], 국가 수조지[3과]로 분류했다. 민전은 과세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3과 공전에 해당했다.48)

1970년대 말엽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소유권과 수조권 모두가 
공·사전을 가르는 기준이었다는 논리로 귀결했다. 예컨대 공전은 국유지를 
가리킬 때도, 국가 수조지를 뜻할 때도 있었다. 국유지 외의 모든 토지는 
민유지 즉 민전이었다. 전조를 국가에 바치는 민전은 수조지로서의 공전, 
전조를 사인에게 내는 민전은 수조지로서의 사전이었다.49)

44) 다음의 연구사 검토 3편을 제외하면 김삼수의 연구를 언급했던 연구논저는 
찾기 어렵다. 강진철, 1980 앞 책, 342쪽; 이병희, 1988 〈高麗時期 經濟制度 
硏究의 動向과 「국사」 敎科書의 叙述〉 《역사교육》 44, 158쪽; 이상국, 2006 
〈고려시대 토지소유관계 재론〉 《역사와 현실》 62, 200쪽.

45) 이우성, 1965 〈高麗의 永業田〉 《역사학보》 28, 역사학회.
46) 이경식, 1984 〈科田의 占有와 그 原則〉 《학림》 6, 61~63쪽.
47) 강진철, 1965 〈高麗 前期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率收租에 대하여〉 《역사학

보》 29, 역사학회, 13~31쪽.
48) 旗田巍, 1968 〈高麗の民田について〉 《朝鮮学報》 48, 朝鮮学会. 
49) 이성무, 1978 〈高麗·朝鮮初期의 土地所有權에 대한 諸說의 檢討〉 《성곡논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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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유권과 수조권의 중층 구조’를 전제한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한 학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렇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고려 시대의 토지 사유를 
긍정하면서도 통설과 결이 다른 논의가 잇따랐다.

먼저 전시과에서 公과 私 범주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전화할 수 있음을 
환기한 연구가 있다. 公·私의 상호 전화는 양자가 동일물의 표리 관계에 
놓여있었기에 가능했다. 군신 관계[公]에 기초한 소유지가 공전이었으며, 
私는 군신 관계 속에 감춰져 있다. 공권력의 위임을 통해 私가 발현한 
“특권적 사유지”가 사전이었다. 이 특권이란 생산 노동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정해준 타인[전호]의 노동을 이용해 생산물을 수취하는 권리였다.50)

전시과에서 公·私가 연계할 수 있던 매개로 직역을 지목한 견해도 있다. 
전시과의 사전은 공무를 수행한 직역 부담자에게 지급한 토지였다. 따라서 
私는 국가[公]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 또 고려 시대의 토지는 公과 私의 
구분이 모호하여 토지 소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전주의 소유권과 
농민의 경작권이 병립했다. 토지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전주가 농민을 
예속함으로써 농장을 실현했는데 이는 곧 私의 확장이었다.51)

고려 시대 사유지의 위상을 유럽이나 중국과 비교한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중세 유럽의 분할 소유권 이론은 토지 소유권을 상급 소유권과 
하급 소유권으로 파악했다.52) 사전과 민전의 토지 지배는 국가에 대하여 
직역이나 경작의 의무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하급 소유권과 유사했다.53) 
한편 고려의 민전은 사실상 농민의 사유지였지만 법률 차원에서의 위상은 
어디까지나 ‘공전’이었다. 이와 달리 ‘사전’으로 공인받았던 唐의 민전은 
고려의 민전보다 위상이 높았다.54) 

50) 윤한택, 1995 《高麗前期 私田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1) 이상국, 2006 앞 논문.
52) 14세기 이탈리아의 법률가들이 고안했던 분할 소유권 이론에 대해서는 Karl 

Kroeschell, 양창수 옮김, 1993 〈「게르만적」 所有權槪念의 理論에 대하여〉 
《법학》 32-1, 208쪽을 참고할 것.

53) 위은숙, 2004 앞 논문.
54) 위은숙, 2016 〈고려시대 민전의 성립과 그 생산력적 배경〉 《민족문화논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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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들이 토지 사유론 내부에서의 비판이었던 데에 비하여 
토지 사유론을 부정하고 고려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國田으로 지배했다는 
관점도 등장했다. 이에 의하면 통설에서 소유권에 입각한 지배를 상정했던 
근거인 佃戶는 소작농이 아니라 국전을 경작하는 백성의 처지를 국가의 
입장에서 정의한 용어였다.55) 고려 국가가 금령을 통해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과 경작을 제한했다는 점은 국전 이념이 현실의 구속력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한국사에서 경작권이 상업화한 시기는 15세기였다.56)

최근에는 수조권이 고려 시대의 토지에 대한 유일한 제도적 권리였다는 
시각도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정은 개별 농가가 자립하여 경영하기에는 
규모가 크므로 여러 농가를 포함했을 것이며, 고로 개별 농가가 경작지의 
소유권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농민의 관습적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지도 않았다.57) 고려인에게 소유권/수조권의 구분은 
낯선 개념이었다. 게다가 생산량의 1/2 수취를 보장한 수조권이 작동했던 
고려 사회에서 그와 다른 소유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었다.58)

지금까지 추적한 고려 시대 토지 소유론의 전개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통설인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자. 그동안 통설을 
견지한 성과들이 전시과 연구의 저변을 높여왔음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연구사의 맥락이나 근거의 측면에서 통설의 한계는 뚜렷하다.

첫째로 통설은 토지 소유권을 토지 처분권과 동일시했기에 역설적으로 
공전제설을 넘어서지 못했다.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처분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을 반박하면서 발전해왔다. 그 반박이 처분권 중심의 소유권 
인식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통설 역시 공전제설의 소유권 인식을 
내면화한 측면이 있다. 통설을 지지하는 연구사 검토들이 수익권 기반의 
토지 소유론에 소홀했던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55) 이영훈, 1999 〈高麗佃戶考〉 《역사학보》 161.
56) 이영훈, 2016 《한국경제사 1》, 일조각, 232~241쪽.
57) 이민우, 2015 《여말선초 私田 혁파와 토지제도 개혁구상》,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38쪽.
58) 이민우, 2020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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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통설은 토지 국유론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서 전시과를 
운영했던 국가의 역할이나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와 근대적 토지 소유의 
차이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제약해왔다. 토지 소유론의 진전을 위해서는 
토지 국유론에서 비판할 지점과 수용할 지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통설에 대한 최근의 비판에서 토지 국유론과 소통할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공전제설을 조명하고 국전 이념을 강조했던 
연구는 처분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을 복원했다.59) 수조권은 고려 시대의 
지배계급이 토지를 지배한 방식 그 자체였다는 연구는60)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 중 북한의 연구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61)

셋째로 고려 시대에 토지 처분권이 발달했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은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다. 이 시기에 사사로운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12세기 후반 임춘의 
편지가 유일하다.62) 그런데 1장 2절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사례는 토지 그 
자체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 성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

고려 시대에는 토지 매매 사례가 없다시피 한데도 통설이 고려 사회에 
토지 처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통일기 신라에 토지 처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63) 예를 들어 통일기 신라의 금석문에서는 
토지 거래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64)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토지의 
시주 사례들도 토지 소유권의 존재를 드러낸다.65) 또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토지 중 결부 수 기준으로 약 97%에 달하는 烟受有田畓은 농민의 
사유지였다.66)

59) 이영훈, 2016 앞 책.
60) 이민우, 2020 앞 논문.
61) 박시형, 1960 앞 책.
62) 《西河集》 卷4 〈寄山人悟生書〉.
63) 이경식, 2012 《高麗時期土地制度硏究》, 지식산업사, 559쪽.
64) 이우성, 1965 〈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 효성조명기박사화갑기념 불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편, 《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敎史學論叢》, 217~226쪽.
65) 이인재, 1993 〈新羅 統一期 烟戶의 토지소유〉 《동방학지》 77-79, 117쪽.
66) 강진철, 1980 앞 책, 1~11쪽; 이희관, 1999 《統一新羅土地制度硏究》, 일조

각, 146~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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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석문의 토지 거래, 토지 시주, 연수유전답에서의 토지 사유가 
처분권에 기반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금석문 자료부터 검토해보자.

나-1) 貞元 무인년(798) 겨울에 (원성왕께서) 장례 치를 일을 유언하셨다. 능을 
만들라는 명령이라 장소 고르기가 매우 어려워 절을 가리켜 장차 능을 조성하려 
했다. (중략) 왕릉을 조성함에 비록 王土라고 이르지만 公田이 아니었다. 이에 부
근의 땅을 묶고[括以邇封] 좋은 값으로 구해[求之善價], 능역에 1백 결 남짓을 보
태었는데 값으로 벼 이천 섬[苫]을 치렀다.67)

〈숭복사비〉의 일부인 나-1)를 보면 798년 신라 조정은 원성왕의 능역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 661년 문무왕이 자신의 15대조인 
수로왕의 능에 王位田을 지급했듯이 신라 왕릉에는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토지가 속해 있었다.68) 능역 내의 경작 농민들은 守墓戶로 묶여 守墓役에 
종사하거나 제사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다.

통설대로 나-1)을 토지 그 자체의 매매로 이해한다면 조정은 거래 이후 
농민들을 추가로 할당해야 한다. 물론 지주전호제로 경영했던 토지였다면 
借耕 농민이 매여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기 신라에서는 스스로 경작할 
능력을 넘어선 토지를 주로 품팔이를 이용하는 傭作으로 경작했고, 차경을 
통한 佃作은 예외적 방식이었다.69) 조정이 단순히 능역을 경작할 농민을 
구해야 했다면 용작을 적용했겠지만, 수묘호를 세우려면 능역을 구성하는 
토지에 긴박할 농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조정이 농민과의 
결합을 전제하지 않은 토지 그 자체에 값을 후하게 매겼을지 의문스럽다.

67) 〈崇福寺碑〉, “洎貞元戊寅年冬, 遺敎窀穸之事, 因山是命, 擇地尤難, 乃指淨居, 
將安秘殿. (중략) 其成九原, 則雖云王土, 且非公田. 於是括以邇封, 求之善價, 
益丘壟餘弌百結, 酬稻穀合二千苫.” 판독과 해석은 하일식, 2012 《한국금석문
집성》 13, 25~51쪽을 참고했다.

68) 《三國遺事》 卷2 紀異 駕洛國記, “洎新羅第三十王法敏龍朔元年辛酉三月日有
制曰, (중략)兹故元君於㓜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曽敗, 所葬廟者今
尚存, 合于宗祧續乃祀事. 仍遣使於黍離之趾, 近廟上上田三十頃爲供營之資號称
王位田付屬夲土. 王之十七代孫賡世級干祗禀朝㫖, 主掌厥田每歳時釀醪醴設以
餅·飯·茶·菓庻羞等奠年年不墜.”

69) 이희관, 1999 앞 책, 162~165쪽.



- 17 -

오히려 나-1)에서 조정이 사들인 권리를 토지 그 자체가 아닌 토지와 
농민의 결합에 대한 지배권이었다고 풀어내는 편이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조정에 토지를 넘겼던 원래 소유주는 거래 이후로 더는 그 토지의 경작 
농민에게서 생산물을 수취할 수 없다. 이러한 손실분을 참작하여 조정은 
좋은 값[善價]으로 보상해주었다.

나-2) 龍紀 3년(891) 신해 10월 일에 僧 入雲은 京租 100석으로 烏乎比所里의 
公書와 俊休 두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分인 石保坪 大業에 있는 渚畓 4결【5畦이
다. 동쪽은 令行의 토지, 북쪽도 같으며, 남쪽은 池宅의 토지이고, 서쪽은 하천이
다.】 奧畓 10결【8畦이다. 동쪽은 令行의 토지, 서쪽·북쪽도 같다. 남쪽은 池宅의 
토지다.】을 정상으로 매입했다.70)

나-2)는 〈개선사 석등기〉의 마지막 구절로 891년의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를 품고 있다. 최근 나-2)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량의 1/4을 
거두는 수조권 거래였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 연구는 토지가격과 이자율을 
곱한 값이 토지생산량과 수익률을 곱한 값과 같다는 등식으로 수익률을 
공전의 수조율인 1/4에 근사한 0.23으로 추정했다. 이 추산은 이자율과 
생산량을 다소 임의로 설정했기에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71) 그렇지만 
해당 연구는 나-2)가 처분권의 거래가 아니라 수조권의 거래일 수 있음을 
환기했다는 의의가 있다.

70) 〈開仙寺石燈記〉, “龍紀三年辛亥十月日, 僧入雲, 京租一百碩, 烏乎比所里公
書·俊休二人, 常買其分石保坪大業, 渚沓四結【五畦, 東令行土, 北同, 土南池宅
土, 西川.】, 奧沓十結【八畦, 東令行土, 西北同, 土南池宅土.】” 판독과 해석은 
김복순·한정훈, 2012 《한국금석문집성》 14, 79~82쪽과 이영훈, 2017 〈開仙寺
石燈에 새겨진 8∼9세기 新羅의 토지제도〉 《고문서연구》 50, 102~106쪽을 참
고했다.

71) 이영훈, 2017 앞 논문, 107~110쪽. 그는 토지가격을 7.14, 이자율을 0.4, 생
산량을 12.5로 놓았다. 토지가격은 입운이 답 14결을 租 100석에 사들였기에 
1결에 7.14석의 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다. 이자율을 0.4로 놓은 근거는 고려
가 이자율을 1/3로 규정한 점(《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借貸, “凡公私借貸, 
以米十五斗, 取息五斗”)과 조선 후기 농촌의 이자율이 4할 수준이었다는 점이
다. 생산량에 대입한 12.5는 성종 11년(992) 공전 수취량 규정의 본문과 세주
에서 중등전 1결의 생산량이 각각 11석·14석이므로 그 평균을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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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에서 주목할 사항은 원래 토지 소유주인 공서·준휴가 烏乎比所里 
사람이라는 점이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전성기에 경주의 “富潤大宅”인 
금입택 35개를 열거한 대목이 있는데 그중에 于比所宅과 池宅이 있다.72) 
于比所宅이 烏乎比所里에서 유래했다면 공서와 준휴의 소재지는 경주다. 
이들의 토지 남쪽에 있는 토지의 소유주인 池宅도 금입택이다.73) 문맥상 
거래 토지는 개선사 부근 곧 무진주에 있었을 것이다.74)

만약 나-2)에서 승려 입운이 사들인 대상이 토지 그 자체라면 경주에 
살았던 공서와 준휴가 무진주의 토지를 어떻게 경영했는지를 만족스럽게 
해명할 수 없다. 땅을 빌려주는 지주전호제는 이 시기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傭作은 직접 경작하다가 노동력이 필요하면 품을 사는 방식이니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원격지 경영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노비제 경영 역시 
통일기 신라에서 보편적이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는 경덕왕 12년(872) 田畓 
494결을 거느렸던 대안사에 속한 奴·婢가 각각 10·13명에 불과했던 데서 
유추할 수 있다.75) 결국 경주에 거주하는 금입택이 무진주에 있는 토지를 
공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반면 나-2)에서 입운이 사들인 권리를 나-1)처럼 토지와 농민이 결합한 
경영 단위에 대한 지배권으로 해석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그러한 
권리를 국가가 분급했거나 공인했다면 공서와 준휴는 국가의 지배체제를 
통해 무진주의 토지로부터 수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2)에서의 
토지 거래는 토지 그 자체보다는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의 존재에 방점이 
있었던 셈이다.

72) 《三國遺事》 卷1 紀異 辰韓,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户,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言富潤大宅也.】, 南宅·北宅·于比所
宅·本彼宅·(중략)·思内曲宅·池宅·寺上宅….”

73) 이인재, 1993 앞 논문, 106~107쪽.
74) 이영훈은 토지 소재지인 石保坪을 15세기 光山縣 石保里로 비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훈, 2017 앞 논문, 115~117쪽.
75) 〈大安寺寂忍禪師塔碑〉, “田畓柴, 田畓幷四百九十四結三十九負, (중략) 奴婢, 

奴十名 婢十三口.” 판독은 김남윤, 1992,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
고대금석문》 3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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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咸通> 8년(867) 丁亥에 이르러, 檀越인 옹주가 茹金 등으로 하여금 절에 
좋은 전답[南畝]과 노비[臧獲]의 문서를 주어, 어느 승려라도 여관처럼 알고 찾을 
수 있게 하고, 언제까지라도 바꿀 수 없도록 하였다. 대사가 인하여 생각해 말하
길, “왕녀께서 法喜에 의뢰하심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佛孫으로 禪悅을 맛봄이 
어찌 헛되이 그렇겠는가. 내 집이 가난하지 않고 親黨은 다 죽었으니, 길가는 사
람의 손에 떨어지도록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門弟子의 배를 채워주리라”라고 하
였다. 드디어 乾符 6년(879) 莊 12區와 田 500結을 희사하여 절에 예속시켰다. 
(중략) 비록 내 땅이라 부르더라도 왕토를 차지하므로, 비로소 왕손인 韓粲 繼宗
과 執事侍郞인 金八元, 金咸熙에게 질의하여 正法司의 大統인 釋玄亮에게 미쳤
는데, (중략) 太傅에 추증된 獻康大王께서 본보기로 여겨 그를 허락하시었다.76)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의 일부인 나-3)에는 867년 경문왕의 누이인 
단의장옹주의 전답·노비 시주와 879년 지증대사 도헌의 莊田 시주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시주를 토지 처분권의 행사로 간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토지와 농민의 결합에 대한 지배권을 양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게다가 도헌의 시주는 헌강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즉 통설을 좇아 도헌이 토지 처분권을 절에 희사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처분권의 최종 귀속은 국왕에게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삼국유사》의 시주 사례들도 토지 처분권의 행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김지전의 莊田 시주는 나-3)처럼 토지와 농민의 결합에 대한 
지배권을 시주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77) 품을 팔아 받은 밭 몇 이랑을 
보시한 대성의 사례는 경작권을 시주했다고 여겨진다.78)

76)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 “至八年丁亥, 檀越翁主 使茹金䓁 伽藍南畝曁臧
獲夲籍授之, 為懷袍傳舍, 俾永永不易. 大師因念言, 王女資法喜 尙如是矣, 佛
孫味禪悅 豈徒然乎. 我家匪貧 親黨皆歿, 與落路行人之手, 寧充門弟子之腹. 遂
於乾符六年, 捨莊十二區 田五百結, 隷寺焉. (중략) 雖曰我田, 且居王土, 始資
疑扵王孫韓粲繼宗 執事侍郞金八元·金咸熙及正法大統釋玄亮, (중략) 贈太傅獻
康大王 㤎而允之.” 판독과 해석은 남동신, 1992,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
주 한국고대금석문》 3과 남동신, 2017 〈校勘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 《한
국사론》 63을 참고했다.

77) 《三國遺事》 卷3 塔像 南月山.
78) 《三國遺事》 卷5 孝善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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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라촌락문서〉에서의 ‘烟受有田畓’은 烟이 소유한 경작지에 대해 
국가가 지급했다는 ‘受有’의 형식을 취하여 수취를 정당화한 명칭이다.79) 
성덕왕 21년(722) 백성에게 丁田을 지급했다는 기록 역시 마찬가지다.80) 
정전은 人丁을 기준으로 세역이 정해진 토지였고, 세역을 부담한 자들이 
丁戶를 구성했다.81) 이처럼 통일기 신라의 연수유전답이나 정전의 성격은 
농민들의 경작지였다.

그러나 전술했던 대로 통일기 신라 사회에 토지 처분권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농민의 경작지를 농민이 처분권을 갖는 토지와 
동일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신라촌락문서〉는 수취 대상을 
烟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孔烟이라는 단위로 파악했다.82) 그러한 상황에서 
공연을 이루는 개별 烟의 농가가 경작지에 대해 처분권이라고 부를 만한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상정하기는 힘들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려 시대에 토지 처분권이 발달했음을 
뒷받침할 근거는 빈약하다. 통일기 신라의 자료를 통해 고려 시대에 토지 
처분권이 실재했음을 간접적으로 논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핵심 논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 처분권 중심의 소유권 인식에서 벗어나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에 
달리 접근할 길을 모색할 차례다. 그렇다면 수익권 기반의 토지 소유론을 
재조명해야만 할까? 새로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2절에서는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에 착안하여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에서 
경작권이 점했던 위상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79) 박찬흥, 2001 《新羅 中·下代 土地制度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4~47쪽.
80)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8, “[聖德王二十一年] 秋八月, 始給百姓丁田.” 

이 기사에 관하여 통일기 신라에는 ‘丁田’이란 지목이 실재하지는 않았지만,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연수유전답을 그와 성격이 같은 고려 시대의 지목인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희
관, 1999 앞의 책, 148~155쪽을 참고할 것.

81) 이경식, 2002 〈新羅時代 丁田制〉 《역사교육》 82.
82) 윤선태,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7~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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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과 경작권의 중요성

서론에서 양안에 관한 연구를83) 인용하면서 토지의 희소성이란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날의 토지는 모든 인간의 필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희소재다. 당연히 희소재인 토지의 교환가치는 높고, 
토지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권능인 토지 처분권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를 되짚어본다면 인류사에 있어 토지가 항상 희소가치를 지닌 
자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농업이 기초 산업인 사회에서 토지는 인간의 노동과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그렇기에 토지의 희소성은 농업 사회의 토지 소유를 설명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하다. 예컨대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토지가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러한 사회는 오히려 인간이 희소하므로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미개간지가 널려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농업경영에서는 토지 그 자체보다는 토지를 경작할 농민의 중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은 토지생산성과도 직결하는 문제다. 단위 면적당 
농업소득을 표시하는 토지생산성의 결정 요소는 비옥도만이 아니다. 토지 
비옥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기후요소에 따라 토지생산성은 변화할 수 있다. 
또 단위 면적당 노동의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토지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인구 수준에 대비하여 토지가 희소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주로 비옥도가 
높거나 물을 대기 수월한 곳을 경작하고, 비옥도가 낮거나 관개하기 힘든 
토지를 방치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미개간지에도 
사람들이 들어선다. 미개간지라도 사람들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토지로 일굴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강해지자 농민의 평균 
경영규모는 영세해지고, 개간하기 어려워서 방치했던 토지까지 이용하는 
상황이 된다.

83) 미야지마 히로시, 2019 앞 논문.



- 22 -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술 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한 
토지생산성의 향상이다. 19세기 조선에서는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대가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집약화를 통해 생산량이 증가한 사례가 존재한다.84) 
노동 집약적 방식을 통한 생산량의 증가는 비슷한 시기의 서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85)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고려 시대에 토지가 희소재였는지를 
짚어보겠다. 그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한국사에서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강해지기 시작했던 시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시기는 16세기다. 15세기의 분재기 대부분은 
토지를 언급하지 않고 노비만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16세기 이후의 
분재기에서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증가한다.86) 이는 15세기에는 토지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재산이었지만, 16세기 이후 토지 역시 주요 재산으로 
자리했음을 의미한다. 농업 사회인 조선에서 토지가 주요 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곧 농업 생산에서 토지가 지니는 의미가 커졌음을 암시한다.

농업경영의 방식에서도 16세기부터 토지가 희소재로 대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세기 지배층은 주로 노비를 동원하는 作介·家作으로 농장을 
운영했고, 경작인과 계약을 맺는 竝作은 노비가 부족하거나 지주가 자영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만 보조적으로 이용했다. 병작의 확산은 16세기부터의 
일이었다.87) 신분제로 농민을 예속한 작개·가작은 토지보다 경작 농민의 
확보가 더 중요한 사회에서 적합한 경영방식이다. 반면 병작은 인구압력이 
높아져 남의 토지를 빌리려는 수요가 충분해져야만 보편화할 수 있다.

84) 김건태, 2012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역사비평》 101.
85) 서유럽과 중국의 상황은 케네스 포메란츠, 김규태·이남희·심은경 옮김, 2016 

《대분기》, 에코리브르, 169~192쪽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의 상황은 하야미 
아키라, 조성원·정안기 옮김, 2006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혜안, 
137~141쪽을 참고할 수 있다.

86) 이재수, 2003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집문당.
87) 김건태, 1997 《16∼18世紀 兩班地主層의 農業經營과 農民層의 動向》, 성균

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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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조선에서 토지가 인구 수준에 비하여 희소한 자원이 아니었다면, 
추세상으로 고려 시대에도 그러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인구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고려 시대 토지의 희소가치는 15세기보다 더 낮았을 공산이 
크다. 이제 이러한 가설을 고려 시대의 자료를 통해 검증해보자.

우선 고려 국가가 파악했던 인구수와 조선 국가가 파악했던 인구수를 
비교해보겠다. 15세기 조선의 경우, 세조 치세에 국가가 파악한 구수가 
400만이었다는 양성지의 기록이 현전한다.88) 고려의 경우, 남녀 인구수가 
210만이라는 《송사》〈고려전〉에 눈길이 간다.89) 해당 기록은 어느 시점의 
인구수를 가리키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송사》〈고려전〉의 서술이 南宋 
경원 연간(1195~1200)까지 다루고 있기에 12세기의 상황이었음 직하다. 
다음으로 인종 원년(1123) 고려를 방문했던 北宋의 서긍이 《고려도경》에 
고려의 병사 수가 30만의 배인 60만이라 진술했다는 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90)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12세기 고려 국가가 파악했던 인구수는 
250~300만 내외였다는 추정도 이루어졌다.91)

정리해보자면 12세기 고려 국가가 파악했던 구수는 15세기 조선 국가가 
파악했던 구수의 50~75% 수준이다. 국가가 파악한 인구수는 그 사회의 
실제 인구수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논리상으로는 고려 시대에도 토지가 희소가치를 지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2세기에서 15세기로 오면서 국가가 파악했던 구수를 기준으로 
인구가 1.3배~2배가량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토지는 희소재가 아니었다. 
만약 고려 시대에 토지가 희소재였다면 12~15세기 인구 증가율을 상회할 
만큼의 경지 증가율에 힘입어 15세기에 토지의 희소가치가 낮아졌다가, 
16세기에 다시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는 무리한 가정이 뒤따라야만 한다.

88) 《訥齋集》 卷4 奏議 兵事六策: “世祖朝, 八道戶七十萬, 口四百萬.”
89) 《宋史》 卷487 列傳246 外國3 高麗: “總之, 凡三京·四府·八牧·郡百有十八·縣

鎮三百九十·洲島三千七百. 郡邑之小者, 或只百家. 男女二百十萬口, 兵·民·僧各
居其一.”

90)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1 仗衞1: “初高麗在魏世, 户不過三萬, 至唐高宗下平
壤, 收其兵乃三十萬, 今視前世, 又增倍矣.” 

91) 박용운, 1996 《고려시대 開京 연구》, 일지사,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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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고려 시대의 자료가 다-1)이다.

다-1) 미륵□□□보. 통주부사 김용경이 시납했습니다. 양주부사 박전이 시납했
습니다. 양원 대하평에 있는 畓 2결로 陳입니다. 【동북쪽은 陳畓이며 大冬音이 
있다. 남쪽은 길이며, 서쪽은 백정 우달의 起畓이다.】 북반이원에 있는 畓 2결로 
陳입니다. 【동북쪽은 州軍의 陳畓이며, 남쪽은 軍이 있고, 서쪽은 미륵사의 畓이
다.】 같은 원의 田 2결로 陳입니다. 【동남쪽은 제방[吐]이며, 서쪽은 陳地, 북쪽은 
종이천(鍾伊川)이다.】”92)

다-1)은 충선왕 1년(1309) 〈삼일포 매향비〉의 좌변을 발췌한 자료이며 
김용경과 박전이 시주한 전답의 위치, 결부 수, 起/陳 여부, 사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이 바친 토지 6결은 모두 진전이며, 사표 상으로 
주변 토지도 우달이 경작하는 起畓과 미륵사의 起/陳 여부를 알 수 없는 
답 이외에는 모두 진전이다. 14세기 고려 사회에는 이렇듯 경작하지 않는 
전답이 여기저기 있었다. 다-1)에서 진전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려 시대에 인구 대비 전토의 면적이 넓었다고 추측한 견해가 있는데93) 
이 글도 그에 동의한다.

물론 다-1)에서의 ‘진전’이 지력 고갈로 인하여 내버려 둔 휴경지였을 
수도 있다. 경작자 본인이 아닌 이상 휴경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휴경지와 
진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래도 휴경지의 비중이 큰 조방적 
토지이용 역시 인구압력이 높지 않은 사회의 특징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결국 고려 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미미했고 토지는 희소재가 
아니었다. 이제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낮았던 고려 사회의 토지 소유가 
어떠한 형태였을지를 검토할 차례다.

92) 〈三日浦埋香碑〉: “彌勒□□□宝 通州副使金用卿施納/襄州副使朴琠施納 壤原
代下/坪員畓二結陳【東北陳畓大冬音/南道西白丁于達起畓】/北反伊員畓二結陳
【東北州軍陳畓南軍/西彌勒寺畓】/同員田二結陳【東南吐西陳地/北鍾伊川】” 판
독과 해석은 채웅석, 2012 《한국금석문집성》 35, 79~82쪽을 참고했다.

93) 노명호, 1992 〈羅末麗初 豪族勢力의 경제적 기반과 田柴科體制의 성립〉 《진
단학보》 74,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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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려 사회에서는 토지의 교환가치에 관한 권능인 토지 처분권이 
발달하기 힘들었다. 미개간지가 널려 있고 토지를 경작할 사람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토지의 교환가치가 상당히 컸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고려 전기에는 국가가 토지 처분권을 억제했다. 이는 공·사전의 
사사로운 거래를 금하는 다-2)에서 드러난다. 해당 금령에는 편년 기록이 
없지만, 학계에서 고려율의 제정 시점으로 추정하는 성종 4년(985) 무렵 
다-2)도 성립했으리라 판단했다.94)

다-2) 公私田丁을 함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妄認] 사고판 자는 1畝에 태형 
50대, 5무에 장형 60대, 10무에 70대, 15무에 80대, 20무에 90대, 25무에 100
대, 30무에 도형 1년, 35무에 1년 반, 40무에 2년, 50무에 2년 반에 처한다. 함부
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사고파는 것은) 미수에 그친 경우는 재물을 함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사고파는 것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준하여 논한다.95)

다-2)가 국가를 거치지 않고서 전정을 사고파는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몰래 처분하는 행위와 동일시했다는 데서 왕토사상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다-2)의 금령이 고려 사회의 현실에 대한 구속력으로 기능했다는 견해가 
등장했다.96) 9세기 신라에서 왕토사상이 규정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나-3)도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다-2)의 적용 대상이 전정이므로 해당 금령이 유효했을 고려 전기에는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조권의 처분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수조권의 
사사로운 처분이 활발해진 시기는 고려 후기다. 당시에는 직역으로 매개한 
국가와 토지의 관계가 끊기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수조지를 전하는 
“私田의 家産化”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97)

94) 채웅석, 2009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38~41쪽. 
95)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妄認公私田井盜貿賣者, 一畝, 笞五十, 五

畝, 杖六十, 十畝, 七十, 十五畝, 八十, 二十畝, 九十, 二十五畝, 一百, 三十畝, 
徒一年, 三十五畝, 一年半, 四十畝, 二年, 五十畝, 二年半. 妄認未得, 准妄認
財物未得論.” 公私田井은 公私田丁의 오기다.

96) 이영훈, 2016 앞 책, 237~240쪽.
97) 이경식, 1983 〈高麗末期의 私田問題〉 《동방학지》 40,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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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약했던 고려 시대에 경작권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다. 일단 고려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농업경영에 
있어 경작 농민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양상을 조선 후기부터 되짚어보면서 
경작권의 존재 양태를 추적해보자.

인구압력이 높았던 조선 후기의 농업경영에서는 경작 농민보다는 토지 
자체의 확보가 중요했다. 그러므로 토지를 둘러싼 역학 관계의 주도권은 
처분권을 쥔 지주에게 있었다. 작인들 사이에서는 차지 경쟁이 치열했다. 
지주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작인들은 지주 가문의 家作이나 잡일에 
무상으로 동원당해도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추수 이후 지주는 
농사에 게을렀던 작인을 문책하거나 교체하기도 했다.98)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 소유에 있어 처분권에 종속해있던 경작권의 
위상은 낮았다. 조선 후기에 활성화한 병작 경영의 양상이 대표적인 예다. 
병작 하에 농민들은 대대로 경작해오던 경작지를 지주가 회수해도 저항할 
수 없었다. 또 경작인의 생계를 지주가 책임질 필요도 없었다.99)

이와 대조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강하지 않았던 조선 전기의 
농업경영에서는 토지보다 경작 농민의 확보가 더 중요했다. 노비제를 통해 
농민을 토지에 긴박한 작개와 가작이 이 시기에 보편적인 경영방식이었던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 때문에 지주들은 양천교혼을 장려했고 그로 
인하여 태어난 자식들에 ‘一賤則賤’ 규정을 적용하여 노비 수를 늘려가는 
데에 주력했다.

자연스레 조선 전기의 토지 소유에서 경작권이 차지했던 위상은 높았다. 
예컨대 16세기의 전답 매매 명문이나 일기 자료에서는 경작자가 토지의 
‘所耕主’로 불렸으며 경작권도 매매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0) 또 
병작으로 경영하는 토지를 경작자가 지주의 허락 없이 매매하는 일이101) 
빈번했음은 경작권이 처분권에 종속해있지만은 않았음을 시사한다.

98) 김건태, 2012 〈19세기 농민경영의 추이와 지향〉 《한국문화》 57.
99) 김건태, 2004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57~260쪽.
100) 위 책, 30~34쪽.
101) 《成宗實錄》 卷19 성종 3년 7월 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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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농업경영에서도 경작 농민이 토지보다 더 중요했다. 고려 
사회에서 토지는 노동의 투입을 통해서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라-1) 광종 24년(973) 12월 判, “진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私田이
면 첫해는 수확한 바를 전부 지급하고 2년째에 처음으로 田主와 절반씩 나누게 
하며, 公田이면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전부 지급하고 4년째에 처음으로 법에 따라 
租를 거두도록 한다.”102)

라-1)은 진전을 개간한 농민에 대한 혜택을 규정했다. 여기에서 공·사의 
진전은 분급 당시에 起耕田이었지만 묵히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진전을 공·사전으로 분급한 경우까지 포괄했을 것이다. 진전과 구분하기 
힘든 一易田과 再易田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가 항상 모든 전답의 起/陳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진전은 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농민들에게 진전을 개간할 유인을 제시했다.

라-2) 예종 3년(1108) 2월 제서를 내리기를, “근래 주현의 관리가 宮院田과 朝家
田)만을 사람들에게 경작하게 하고 軍人田은 비록 기름진 땅이라도 마음을 다해 
농사를 권하지 않으며, 또한 養戶에게 양곡 운반을 시키지도 않고 있다. 이로 인
해 군인은 추위와 배고픔에 도망쳐 흩어지니, 지금부터 먼저 군인전에 각각 佃戶
를 정하여 농사를 권하고 양곡을 운반하는 일을 해당 관청이 상세하게 아뢰어 재
가를 얻도록 하라.”라고 하였다.103)

라-2)에는 군인전이 비옥하더라도 농민이 그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다면 
군인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던 세태가 담겨있다. 이에 고려 국가는 
군인전과 경작 농민이 결합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려 했다. 농민이 없는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고려 사회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셈이다.

102)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光宗二十四年十二月 判, 陳田墾耕
人, 私田, 則初年, 所收全給, 二年, 始與田主分半, 公田, 限三年全給, 四年, 始
依法收租.”

103)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農桑 “睿宗三年二月 制, “近來州縣官, 祗以宮
院·朝家田, 令人耕種, 其軍人田, 雖膏腴之壤, 不用心勸稼, 亦不令養戶輸粮. 因
此, 軍人飢寒逃散, 自今, 先以軍人田, 各定佃戶, 勸稼輸粮之事, 所司委曲奏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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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에서 경작 농민이 토지보다 중요했던 고려 시대에는 경작권의 
위상도 컸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려 시대의 사사로운 토지 거래 가능성을 
던지는 유일한 자료인 라-3)은 경작권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라-3) 그러하나 땅 한 터를 사서 농부가 되어 늙어 죽더라도 족히 슬퍼할 것은 없
습니다. 일찍이 湍州에 노니는데 산천이 참 아름다워 卜居할 만하며, 강을 둘러
싼 석벽이 奇絶했습니다. 그 동쪽에 한 터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물으니 고을 백
성의 밭[郡氓之田]으로 官租와 私契가 쌓여서 여러 차례나 재물과 바꾸어 화를 
완화하고자 했지만 팔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재물
이 없어 살 수 없었고 또 사더라도 경영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학사 이지명
이 제게 지기이므로 그 힘을 빌려 재목을 산골짜기에다 갖추고자 하니, 인하여 그
것을 여쭈어 이미 따르기로 했습니다. 초여름 전에 초당을 세워 가족을 이끌고 곧 
갈 것이며, 또 강가의 밭 몇 頃을 사서, 伏臘을 베푸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104)

 

라-3)은 12세기 말엽 임춘이 남긴 편지에서 발췌했다. 그가 매입하려는 
“郡氓之田”은 官에 租를 내는 공전이면서 백성이 경작하는 민전이었다. 
매매를 희망한 주체가 백성이므로 매매 내용은 경작권이다. 임춘 이전에 
그 거래에 응한 자가 없었기에 “郡氓之田”이 기름진 땅은 아니었듯 싶다.

임춘이 비옥해 보이지도 않은 토지의 경작권에 눈독을 들였던 이유는 
고려 중기 지배층 사이에서 別墅를 꾸미는 경향이 대두했던 점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개경 인근에 자리한 별서는 주로 지배층의 별장이나 생활 
공간으로 기능했다. 지배층이 경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별서를 운영하려 
하지는 않았던 듯싶다.105) 라-3)의 토지는 개경과 가까운 단주에 있는 데
다 경관이 아름다웠기에 별서의 입지로 적합했다.

104) 『西河集』 卷4 「寄山人悟生書」, “然欲買土一廛, 爲耕農氓, 亦足以老死而無
戚戚者. 嘗遊湍州, 山川信美可以卜居, 環江石壁奇絶. 其東有一遺墟, 訪之乃郡氓
之田也, 以官租私契之委積, 屢欲貨財以緩禍而不售. 僕聞而樂之, 無貲可買, 且無
經營之費. 今學士李公知命, 於僕爲知己, 欲借其力而具材於山谷, 因有啓獻之, 
已見從矣. 當不出夏首, 結搆草堂, 携家便去, 且買江田數頃, 以供伏臘, 此吾計
也.”

105) 이정호, 2007 〈高麗後期 別墅의 조성과 기능〉 《한국사학보》 27, 232~236
쪽; 이민우, 2020 앞 논문, 5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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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서로서의 입지 조건은 농업경영과 무관한 토지 그 자체의 가치이기에 
라-3)은 고려 중기의 특수한 환경하에 경작권이 토지 처분권으로 전화할 
실마리를 보여준다. 물론 경작권 거래의 실제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기에 라-3)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郡氓之田”과는 달리 별다른 수고로움 없이도 높은 토지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의 경작권에 대해서라면 거래 수요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라-3) 외에 고려 시대 경작권의 거래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전해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전술했던 대로 처분권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16세기 조선에서 여전히 경작권이 매매 대상이었음은 그 이전 시기에도 
경작권을 거래했음을 방증한다. 오히려 추세상으로는 처분권이 미약했던 
고려 시대에 경작권의 거래가 더 활발했을 것이다.

다만 고려 국가가 여러 농가를 하나의 정호로 편제했기에 개별 농가의 
경작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성립하기는 어려웠다.106) 이는 과전법으로 
‘所耕田’에 대한 전객의 권리를 공인했던 조선 전기의 상황과 달랐다.107)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고려 시대의 경작권을 소략하게 다루거나 그 위상을 
낮춰본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률 차원에서 경작권이 차지했던 위상과 현실의 토지 소유에서 
경작권이 차지했던 위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현실을 규정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제약을 받음을 고려한다면, 실제의 토지 소유에서 경작권의 
비중이 어떠했는지도 탐구해야 한다.

여태까지의 논의대로라면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에서 처분권의 비중은 
작았던 데에 비하여 경작권의 비중은 컸다. 그렇다면 고려 시대의 민전은 
처분권 차원의 사유지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경작권 차원의 사유지라고 
평가할 만하다. 고려 시대의 농민은 자신이 경작한 민전을 자신의 땅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106) 이민우, 2015 앞 논문, 34~35쪽.
107) 위 논문, 168~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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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경작권은 본관 지역 내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토지 처분권이 미숙했던 상황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경작지에 대한 권리를 
지역 사회 안에서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경작지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 향촌 지배층도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관 
내부의 갈등을 억제하려 했을 테니 경작권을 보장할 유인이 있다.108)

라-4) 公私田을 훔쳐 경작하면, 1畝에 태형 30대, 5무에 40대, 10무에 50대, 15
무에 장 60대, 20무에 70대, 25무에 80대, 30무에 90대, 35무에 100대, 40무에 
도형 1년, 50무에 1년 반에 처한다. 荒田이면 1등을 감하여 처벌한다. 강제로 한 
자는 1등을 더하여 처벌한다.109)

다-2)처럼 고려 전기에 제정했으리라 여겨지는 라-4)는 당시 사회에서 
기존 경작자나 수조권을 가진 전주 몰래 경작하는 행위[盜耕]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경작자가 없는 땅이 산재해있더라도 꾸준히 관리해왔던 경지를 
경작하는 편이 버려져 있던 토지를 일구어내는 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이 부상하는 과정과 그 한계를 
지적한 다음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처분권이 아닌 경작권을 중심으로 
재구상해봤다. 이 글은 처분권이 국가에 귀속했다는 점에서는 공전제설에 
동의하지만, 애당초 처분권이 중요하지 않았던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토지 국유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 글은 전시과가 
토지 사유에 기초했음에 있어 통설과 의견이 같지만, 토지 사유의 본질을 
처분권이 아닌 경작권으로 보기 때문에 통설과는 결이 다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경작권 기반의 토지 사유 위에서 존립했던 전시과 
수취의 내용을 풀어보겠다. 이는 경작권과 더불어 고려 시대 토지 지배의 
또 다른 축이었던 수조권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08) 본관제에 입각한 고려 전기의 지방지배에 대해서는 채웅석, 2000 《高麗時代
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학교 출판부, 85~199쪽을 참고할 것.

109)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盜耕公私田, 一畝, 笞三十, 五畝, 四十, 
十畝, 五十, 十五畝, 杖六十, 二十畝, 七十, 二十五畝, 八十, 三十畝, 九十, 三
十五畝, 一百, 四十畝, 徒一年, 五十畝, 一年半. 荒田, 減一等. 强, 加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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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인정과 토지의 결합에 대한 생산물 수취

본 장에서는 田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시과 수취의 내용을 분석한다. 
전시과의 분급 내용인 田丁이 丁을 단위로 하는 토지임을 상기해본다면 
우선 고려 전기의 丁에 대해 간략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초기 연구자들은 《고려사》〈식화지〉 戶口 條의 서문에 주목하여 丁을 
16~60세인 남성으로 파악한 ‘丁=人丁’설을 견지했다. 그들은 丁이 20세를 
기준으로 足丁과 半丁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110)

丁이 단위 토지도 뜻했다는 ‘丁=土地’설이 부상한 시기는 1970년대다. 
이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丁은 인정, 토지를 가리키는 
丁은 전정이라고 일컬었다. 전정은 일정한 결부 수의 토지를 丁 단위로 
묶은 것이다. 足丁은 17결, 半丁은 그 절반이었다.111)

1990년대부터 丁을 토지와 인정이 결합한 丁戶로 바라보는 ‘丁=戶’설이 
대두했다. 이 관점은 다시 군현의 형세를 나타내는 丁數의 성격을 놓고서 
丁戶만 반영했다는 시각과112) 白丁戶도 반영했다는 시각으로 갈린다.113) 
丁戶의 구성을 두고서도 足丁·半丁·白丁 모두 농업경영 단위인 자연호이며 
토지 소유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는 견해와114) 정호가 직역 부담자와 
경작자인 백정 등을 토지와 함께 편제한 편호였다는 견해가 있다.115) 

견해들이 엇갈린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丁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랐다. 그렇기에 丁 자체의 뜻은 ‘상당하는 단위’이며 아울러 칭해지는 
바[人, 田, 戶]가 그 단위의 내용이라는 견해도 유의할 만하다.116)

110) 백남운, 1937 앞 책; 有井智德, 1958 〈高麗朝初期の公田制〉 《朝鮮学報》 
13; 한우근, 1958 〈麗代 足丁 考〉 《역사학보》 10.

111) 김용섭, 1975 〈高麗時期의 量田制〉 《동방학지》 16, 94~97쪽.
112) 안병우, 1990 〈高麗前期 地方官衙 公廨田의 설치와 운영〉, 이재룡박사환력

기념논총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76~183쪽; 
2002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96~306쪽.

113) 김기섭, 1993 《高麗 前記 田丁制 硏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7~109쪽.
114) 위 논문, 84~98쪽.
115) 이상국, 2004 앞 논문, 128~136쪽.
116) 윤한택, 1994 〈高麗時代 田丁 硏究〉 《국사관논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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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 수취를 통한 재화 조달의 한계

전시과 수취 즉 고려 시대 수조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수조권설과 
면조권설이 병존한다. 수조권설은 전시과를 민전에서 租를 수취할 권리를 
직역 부담자에게 지급한 제도로 설명한다. 와다가 수조권 개념을 고안한 
이래로 토지 국유론과 토지 사유론 모두 수조권설을 채택해왔다. 그러다 
1980년대부터 전시과를 직역 부담자의 소유지에다 免租의 혜택을 지급한 
제도로 바라보는 면조권설이 대두했다.

수조권설과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을 결합한 연구는 고려 왕조가 
신분과 지위에 따른 제약이 없었던 토지 사유 위에 수조권을 분급했다고 
서술했다. 동시에 전주가 근거지를 수조지로 받을 수도 있었음을 언급하여 
면조권설의 여지를 열어두었다.117) 그 후로 수조권설은 전시과의 기원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을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전시과의 기원을 고려 국가가 호족 세력의 수조지 보유를 
인정해주었던 데에서 구했다. 나말여초 호족의 주요 경제기반은 사유지가 
아니라 농민의 소유지에 대한 수취였다. 고려 국가는 이러한 호족 세력의 
기득권을 승인해주면서도 그 일부를 국가의 몫으로 돌렸다. 토지 분급에 
있어 호족 세력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원칙은 역분전의 ‘性行善惡’과 시정 
전시과의 ‘人品’이라는 형태로 이어졌다.118)

다른 한편에서는 고려 국가의 조세체계 개편과 수조지 배분을 전시과의 
기원으로 지목했다. 호족 세력과 후삼국도 민유지를 수조지로 배분했지만, 
전쟁기에 제도적 혼란을 수습할 수는 없었다. 조세체계 속에서 토지제도를 
교정하는 역할은 통일국가의 몫이었다. 골품을 배려했던 녹읍은 관료제에 
부적합했다. 이에 고려 국가는 지배층의 관료성을 부각하면서 호족 세력의 
분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조권 분급 제도를 수정했다.119)

117) 김용섭, 1975 앞 논문, 87~100쪽.
118) 노명호, 1992 앞 논문.
119) 이경식, 2007 앞 책, 27~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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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조권설을 제창한 연구는 공전의 수조권과 사전의 전주권을 구분하고, 
사전은 토지 자체의 지급과 그에 대한 면조가 뒤따른다고 여겼다. 라-1)의 
광종 24년(973) 判에서 공전의 수취만 “依法收租”라 명시했던 점은 당시 
공전의 수취와 사전의 수취가 판이했음을 알려준다. 자작농에게서 정액의 
조를 거두었던 공전과 달리, 사전은 소작인과 수확량을 반분했다. 그리고 
전시과의 지급 규정액은 토지 지급의 상한이었다. 사전은 주로 소작제로 
경영했지만, 전주에게 토지를 직접 경영할 여유가 없었던 군인전은 외관이 
경영했다.120) 이상의 견해는 고려 전기의 농민들이 미분화 상태에 있었고 
공동체에 의한 토지 소유가 지배적이었다고 전제한다.121)

뒤이어 전시과는 토지 그 자체의 지급이 아니라 개인 소유지를 추인한 
제도였으며 그 지급 규정액은 면조의 상한이었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가령 
名田이 부족한 군인에게 공전을 加給한 정종 2년(1036) 判은122) 전시과가 
소유지의 면조권을 인정해주며, 만약 소유지가 지급 규정액에 못 미치면 
공전을 추가로 지급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견해는 고려 전기에 농민의 
토지 소유도 있었지만, 휴한농법의 낮은 생산력 수준을 참작하여 자립이 
어려운 소농이 많았으리라 추측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수조권 분급 대신 
형식상으로는 수조를 의미하는 면조의 혜택을 부여했다.123)

2000년대 이후 면조권설을 중심으로 수조권설을 절충하려는 시도들도 
등장했다. 전시과 중 양반전의 분급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국가가 양반의 
소유지에 대한 면조의 혜택을 줬지만, 지급 규정액이 소유지를 넘어선다면 
농민 소유지에 대한 수조도 승낙했으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124) 최근에도 
전시과 운영의 중심은 직역 부담자 자신의 토지에 대한 면조권이었지만 
백정의 소유지에 대한 수조권 지급도 병행했으리란 의견이 있었다.125)

120) 浜中昇, 1981 〈高麗田柴科の一考察〉 《東洋學報》 63-1·2.
121) 浜中昇, 1984 〈高麗の歷史的位置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1.
122)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五軍 靖宗二年七月.
123) 김기섭, 1987 〈高麗前期 農民의 土地所有와 田柴科의 性格〉 《韓國史論》 17.
124) 이상국, 2005 〈고려시대 兩班田 分給의 一樣相〉 《한국사연구》 128.
125) 오치훈, 2020 〈고려 전시과의 성격〉 《역사와 담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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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수조권설과 면조권설 중 어느 한 편을 논증하는 데에 
있지 않다. 고려 국가가 수취할 조를 직역 부담자가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수조권과 면조권의 본질은 모두 수조이며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126)

대신에 이 글에서는 전시과 제도에서 수조권이나 면조권의 형식을 통해 
전주의 몫으로 돌아갔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려 한다.

대체로 선행연구는 田租 곧 곡물을 전시과 수취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수조권설은 결부 단위로 분급한 역분전의 제정 이후로 전조 외의 노동력 
수취는 존립 기반을 잃었다고 평가하거나,127) 官의 몫인 布·役을 사전주가 
거두는 행위를 조작에 의한 私取로 봤다.128) 면조권설은 사전을 전주의 
소유지로 보므로 租의 수취라는 차원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129) 그러나 
면조권설 중 전주가 소유지에서 租 이외의 생산물을 수취했다는 연구는 
드물었으며, 그조차도 근거를 충렬왕 때의 농장 경영의 사례에서 찾았기에 
고려 전기의 상황은 불확실했다.130) 그러다가 근래에 고려 전기의 전시과 
수취는 조와 공물 모두를 아울렀다는 연구들이 잇따랐다.131)

이제부터 전조 중심의 전시과 이해와 전시과의 봉록 기능 간 정합성을 
검토해보겠다. 과연 전시과에 근거해 전정을 받은 직역 부담자는 전조만 
수취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고려 시대에는 어떠한 
재화들을 소비했는가를 간략히 들여다보자.

의생활에 있어 널리 쓰였던 옷감들은 麻布, 苧布, 綾羅다. 마포[삼베]는 
주로 서민의 옷감으로 쓰였지만, 화폐로도 기능했다. 저포[모시]는 서민과 
지배층 모두가 즐겨 입었다. 능라는 국가나 관료 등 지배층이 소비했으며 
외국에 공물로 보내기도 했다. 그 밖에 명주도 쓰임새가 넓었고, 면포는 
추위를 막기 위한 옷감으로 중시했다.132)

126) 이상국, 2005 앞 논문, 72쪽.
127) 노명호, 1992 앞 논문, 29쪽.
128) 이경식, 2007 앞 책, 118쪽.
129) 浜中昇, 1981 앞 논문, 35쪽.
130) 윤한택, 1995 앞 책, 219~227쪽.
131) 김건태, 2019 앞 논문; 이상국, 2020 앞 논문.
132) 박용운, 2016 《고려시대 사람들의 의복식 생활》,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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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에 있어 지배층은 곡물뿐만 아니라 고기, 수산물, 채소, 과일도 
섭취했다. 고기는 돼지·닭을 선호했다. 수산물은 물고기와 조개, 갑각류, 
해초류를 골고루 즐겼다. 채소는 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국을 끓이거나, 
장에 담그거나, 소금에 절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리해 먹었다. 과일도 
기호식품으로서 중요하게 취급했다.133)

다음으로 이처럼 다양한 재화를 고려 시대의 직역 부담자들이 조달했던 
경로를 탐색해볼 차례다. 서론에서 인용했던 가-1)은 전시과의 주요 분급 
대상이 관료와 군인임을 보여준다. 군인전의 지급 대상은 2군 6위이므로 
전시과의 주요 분급 대상은 개경 주변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전시과 수취의 핵심이 전조라면, 직역 부담자들은 전정에서 수취한 전조를 
개경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했을 것이다.

개경에서 민간 교환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공간은 노점인 虛市다. 
인종 원년(1123) 개경을 방문했던 北宋의 서긍은 허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마-1) 대체로 고려의 풍속은 가게[居肆]가 없다. 다만 낮에 虛市를 개설할 뿐이며 
남녀노소나 관리와 工技가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역한다. 화폐[泉貨] 
제도는 없으며 紵布나 銀鉼만으로 값을 계산하고 1필이나 1냥에 미치지 못하는 
자그마한 일용품은 쌀을 이용하여 치수를 헤아려 지불할 뿐이다. 그런데 백성들
은 그러한 풍속에 오랫동안 익숙하여 자기들은 편리하다고 여긴다. 그동안 조정
에서 錢寶를 하사했지만, 지금은 모두 府庫에 넣어두었다가 때때로 꺼내서 관속
들에게 보여주며 가지고 놀게 할 뿐이다.134)

마-1)에서 서긍은 개경의 각처에 열렸던 허시에서 교환경제가 작동했던 
모습을 묘사했다.

133) 박용운, 2019 《고려시대 사람들의 식음 생활》, 경인문화사.
134)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 城邑 貿易, “蓋其俗無居肆. 惟以日中爲虛, 男女老

幼, 官吏工技, 各以其所有, 用以交易. 無泉貨之法, 惟紵布銀鉼, 以准其直, 至
日用微物, 不及疋兩者, 則以米計錙銖而償之. 然民久安其俗, 自以爲便也. 中間朝廷
賜予錢寶, 今皆藏之府庫, 時出以示官屬傳玩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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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허시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로 허시는 
상인을 거치지 않고도 물물교환이 성립했다. 둘째로 관리와 같은 지배층도 
허시를 이용했다. 이는 허시가 일상의 소규모 거래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교환의 매개는 주로 布였다. 마-1)에서 布와 더불어 교환의 매개로 
지목받은 은병은 고액 화폐이므로 대규모 거래에만 쓰였을 것이다. 쌀은 
보조적인 수단이었다. 허시에서 거래했던 품목에 관해서는 아래의 마-2)를 
참고할 수 있다.

마-2) 왕공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물건을 사고팔 때 가노를 보내 차지하
고 빼앗고는 값을 주지 않으니 비록 땔나무·풀·채소·과일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하였다. 파는 사람이 간혹 쫓아가서 그 값을 요구하면 번번이 구타와 욕설을 당하
니 민간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다. 추밀부사 조원정의 가노가 시장에 들어가 
죽은 꿩 두 마리를 팔았는데, 왕공의 노비가 그것을 빼앗으니 조원정이 法官에 
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집 종이 犀帶 2개를 가지고 시장을 지나가는데 왕공의 
노비가 강제로 빼앗았으니 청하건대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135)

마-2)는 조원정이 추밀원 부사에 임명된 명종 13년(1183)과 조원정이 
숙청당했던 명종 17년(1187) 사이의 일로 추정할 수 있다. 왕공과 조원정 
같은 고위 관인들도 허시에서 땔감, 채소, 과일, 꿩 등을 거래했다.

마-3) 〈인종 9년(1131)〉 6월 음양회의소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승려, 속인, 잡류
가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어 萬佛香徒라 호칭하고 때로는 염불과 독경을 하면서 
거짓되고 망령된 짓을 하며, 때로는 내외 寺社의 승도가 술·죽·파를 팔기도 하며, 
(중략) 청하옵건대 어사대와 금오위에게 순찰하고 단속하도록 하여 금하도록 하
십시오.”라니, 조서를 내려 허락한다고 하였다.136)

135) 《高麗史》 卷90 列傳3 宗室 帶方公俌, “珙性貪鄙, 凡市物, 遣家奴占奪, 不
與直. 雖至樵蘇菜果, 亦如之, 賣者或就索其直, 輒遭歐辱, 民間多苦之. 樞密副
使曹元正家奴, 入市賣二死稚, 珙奴奪之. 元正誣告法官曰, 我家奴, 持犀帶二腰
過市, 珙奴强奪, 請取還.” 

136)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仁宗 9年]六月, 陰陽會議所奏, ‘近來, 
僧俗雜類, 聚集成群, 號萬佛香徒, 或念佛讀經, 作爲詭誕, 或內外寺社僧徒, 賣
酒鬻葱. (중략) 請令御史臺·金吾衛, 巡撿禁止.’ 詔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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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3)처럼 고려 시대에는 허시 외에도 교환을 실현하는 공간이 있었다. 
마-3)에서는 사원이 생산한 재화들을 민간에 판매했던 세태가 드러난다. 
이규보나 권근의 시에 따르면 그들은 술 같은 기호품을 이웃에게서 직접 
사들이기도 했다.137) 또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에는 그를 비롯한 
고려 시대의 관인들이 선물의 형태로 재화를 주고받았던 양상이 담겨있다. 
선물 품목은 주로 술과 과일 등의 기호품이었다.138)

지방 군현에도 교환경제는 존재했다. 동경·서경·도호부·목 등 계수관은 
도량형 관리를 맡았던 데다 상평창도 있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교환경제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139) 계수관에서 교환경제가 발달했던 배경으로는 
그곳이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고려 국가가 남방 
驛路網을 계수관 중심의 행정체계와 조응하는 형태로 편성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140)

그런데 고려 전기의 직역 부담자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재화를 조달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로 국가가 재화의 생산·유통을 조직했던 고려 전기에는 고려 후기와 
달리 민간 교환경제의 기능이 국가에 의해 통제받고 있었다. 고려 국가가 
재화 수취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所가 대표적인 예다. 고로 
국가가 생산물의 상당수를 중앙에 집중하여 분배하는 官 주도 유통경제가 
작동함으로써 민간 유통경제를 억제했던 셈이다.141) 

따라서 고려 전기의 생산물은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유통되기도 전에 
관 주도 유통경제에 얽혀버렸다. 자연스레 민간 교환경제로 흘러간 재화의 
양과 품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37) 이병희, 2013 〈高麗時期 寺院의 술 生産과 消費〉 《역사와 세계》 44, 235쪽.
138) 오치훈, 2019 〈이규보를 통해 본 고려 관인의 경제생활〉 《한국중세사연구》 59.
139) 박종진, 2017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08~111쪽.
140) 정요근, 2008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58쪽.
141) 채웅석, 1988 〈高麗前期 貨幣流通의 기반〉 《한국문화》 9, 103~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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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역 부담자 내에도 계층 차이는 엄연히 있었다.142) 하위 지배층인 
군인들은 쌀이나 포를 충분히 확보할 수만 있다면 허시를 통하여 필요한 
재화를 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양반과 같은 상위 
지배층이라면 자신들의 위신에 어울리는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했다.

그런즉 고려 전기의 민간 교환경제만으로 직역 부담자의 재화 조달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려 국가는 전시과를 설계하면서 
국가가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리하는 환경하에 전시과가 봉록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둘째로 고려 시대에는 토지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수취하기 어려웠다. 
이 점은 바-1)과 바-2)를 통해 알 수 있다.

바-1) 그러나 압록강 이남은 대저 모두가 산이므로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기름
진 토지[肥膏不易之田]가 전혀 없거나 겨우 조금 있으니, 경계를 정함이 만약 소
홀하다면 그 利害는 중국과 견주어 그 차이가 만 배는 될 것이다.143)

바-1)은 경종에 대해 이제현이 지은 贊 일부인데 압록강 이남은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不易田이 거의 없다고 서술했다. 이렇듯 고려 시대에는 
토지 대부분이 一易田과 再易田이었기에 휴한농법이 불가피했다. 그러한 
환경에서 토지로부터 곡물을 꾸준히 수취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웠다.

바-2) 성종 7년(988) 12월 判, “홍수·가뭄·벌레·서리로 재해를 입어 田이 4분 이
상 상했을 때는 租를 면제하고, 6분 이상 상했을 때는 租·布를 면제하고, 7분 이
상 상했을 때는 租·布·役을 모두 면제한다.”라고 하였다.144)

142) 채웅석, 2001 〈고려 “중간계층”의 존재양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高麗 朝鮮前期 中人硏究》, 신서원; 오치훈, 2018 앞 논문, 63~76쪽.

143) 《高麗史》 卷2 世家2 景宗 李齊賢贊, “而鴨綠以南, 大抵皆山, 肥膏不易之田, 
絶無而僅有也, 經界之正若慢, 則其利害, 比之中國相萬也.” 

144)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賑恤 災免之制, “成宗七年十二月 判, 水旱虫霜
爲災, 田損四分以上, 免租, 六分, 免租·布, 七分, 租·布·役俱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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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는 토지 손실에 대한 租·布·役의 면제 규정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지점은 토지 손실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흉년일 때 租를 면제해주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는 경작 농민에게서 흉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布와 役을 수취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토지 손실 비율이 6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국가가 마지막까지 수취하고자 했던 세목은 役이었다.

바-2)는 곡물의 수취가 농민의 재생산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 국가가 
우려했음을 암시한다. 작황이 일정하지 않고 농업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가가 곡물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경작 농민의 재생산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 때문에 국가는 풍흉에 따라 布와 租를 탄력적으로 거뒀다.

바-1)과 바-2)를 종합해보면 고려 사회는 낮은 농업 생산성에다 풍흉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손실 비율이 40% 이상이면 전조를 면제하는 
규정까지 작동했다. 이러한 제약하에 직역 부담자는 사전으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거두는 데만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직역 부담자가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몫의 곡물까지 
꾸준히 확보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었다. 전술했듯이 허시에서의 교환이 
쌀보다는 布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조 중심의 전시과 이해는 직역 부담자의 
재화 조달 경로와 전시과의 봉록 기능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봉록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전시과 수취란 어떠한 형태였을까? 
그에 대해서는 2절에서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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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정 편제에 기초한 전시과의 설정

선학들이 곡물을 전시과 수취의 중심으로 여겼던 데는 전시과의 분급 
내용인 전정이 토지였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도 
전정이 기본적으로 토지였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전정의 성격을 토지에 
한정한다면 풀어내기 곤란한 지점들이 있다.

일단 전정의 단위인 결부의 성격부터 짚어보자.

사-1) 성종 11년(992) 判, 공전의 租는 1/4을 취한다. 水田 상등 1결은 租 2석 
11두 2승 5홉 5작, 중등 1결은 租 2석 11두 2승 5홉, 하등 1결은 租 1석 11두 
2승 5홉이다. 旱田 상등 1결은 租 1석 12두 1승 2홉 5작, 중등 1결은 租 1석 10
두 6승 2홉 5작이며, 하등 1결은 결락했다.145)

사-2) 〈문종〉 23년(1069) 量田의 步數를 정했다. 田 1結은 方 33보【6寸을 1分으
로 하고, 10분을 1尺으로 하며, 6척을 1보로 한다.】, 2결은 방 47보, 3결은 방 57
보 3분, 4결은 방 66보, 5결은 방 73보 8분, 6결은 방 80보 8분, 7결은 방 87보 
4분, 8결은 방 90보 7분, 9결은 방 99보, 10결은 방 104보 3분이다.146)

종래에는 고려 전기의 결부를 절대 면적에 기초한 개념으로 이해해왔다. 
그에 의하면 사-1)에서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1결의 생산량이 다르므로 
결부는 생산량을 의미하는 상대 면적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사-2)의 
量田尺 규정에서는 단일 量田尺을 전제했다.147)

145)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成宗十一年 判, 公田租, 四分取一. 
水田, 上等一結, 租二石十一斗二升五合五勺, 中等一結, 租二石十一斗二升五
合, 下等一結, 租一石十一斗二升五合. 旱田, 上等一結, 租一石十二斗一升二合
五勺, 中等一結, 租一石十斗六升二合五勺, 下等一結, 缺.”

146)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文宗]二十三年 定量田步數. 田一結, 方
三十三【六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 二結, 方四十七步, 三結, 方五
十七步三分, 四結, 方六十六步, 五結, 方七十三步八分, 六結, 方八十步八分, 
七結, 方八十七步四分, 八結, 方九十步七分, 九結, 方九十九步, 十結, 方一百
四步三分.”

147) 김용섭, 1975 앞 논문,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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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의 결부가 절대 면적에 기초했다는 견해가 지니는 문제점은 
면적이 같은 토지 1결이라도 그 생산량이 제각각이라는 데에 있다. 이는 
전시과에 있어 전정 지급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9등급의 田品制로 생산량의 차이를 분간했으며, 이를 참작해 
전정 지급의 균등을 꾀했다는 부연이 뒤따랐다.148) 그러나 전시과에 있어 
전품제를 적용했던 흔적이나 지급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품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149)

사-3) 문종 8년(1054) 3월 判, 무릇 田品은 不易之地를 上으로 삼고, 一易之地를 
中으로 삼고, 再易之地를 下로 삼는다. 不易山田 1결은 平田 1결에 준하며, 一易
田 2결은 평전 1결에 준하고, 再易田 3결은 평전 1결에 준한다.150)

최근 고려 전기의 결부는 생산량이 아니라 부세량에 기초한 상대 면적 
체계였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이 해석의 강점은 결부가 상대 면적이라면 
제도상으로는 전정의 지급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르면 사-2)와 사-3)을 연결하여 不易田에 33보, 一易田에 47보, 
再易田에 57보 3분의 각기 다른 量田尺을 적용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그리고 사-1)은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각각의 조 수취액에 일정한 현물 
수취액을 추가하여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1결의 수취액이 같은 가치를 
지니게 하는 규정이다. 그렇기에 사-3)에서 밑줄 친 구절은 一易田 2결의 
부세량이 平田 1결의 부세량과 같고, 再易田 3결의 부세량이 平田 1결의 
부세량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151)

이제부터 고려 전기의 결부가 부세량에 기초한 상대 면적 체계였음을 
염두에 두면서 전정에 관한 다음의 자료들을 검토해보자.

148) 김용섭, 1981 〈高麗前期의 田品制〉 《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
업사; 이경식, 2007 앞 책, 107~109쪽.

149) 오치훈, 2020 앞 논문, 14쪽.
150)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文宗八年三月 判, 凡田品, 不易之地爲

上, 一易之地爲中, 再易之地爲下. 其不易山田一結, 准平田一結, 一易田二結, 
准平田一結, 再易田三結, 准平田一結.”

151) 김건태, 2019 앞 논문, 245~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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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 무릇 왕공 이하는, 매해 戶마다 이미 받은 전과 빌린 황무지 등에 근거하여 
種苗의 면적[頃畝]을 갖추어 青苗簿를 만들고, 여러 모든 주는 7월 이전에 상서성
에 알린다. 징수할 때가 되면 畝마다 粟 2승을 내어[畝別納粟二升] 의창으로 삼
는다. 【寬鄉에서는 현재 경영하는 토지에 근거하고, 狹鄉에서는 호적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것이 4할 이상이면 반을 면제한다; 7할 이상이면 전
부 면제한다. 商賈戶 중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상상호는 5석을 징세하
고, 상중호 이하는 1석씩 차례로 감하며, 중중호는 1석 5두, 중하호는 1석, 하상
호는 7두, 하중호는 5두, 하하호 및 호 전체가 도망한 경우와 夷·獠로 세금을 적
게 부과한 경우는 모두 징수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 반수하는 경우는 하호의 반에 
따른다. 粟이 생산되지 않는 향에서는 잡종을 납부하여 충당할 수 있게 한다.】152)

아-2) 현종 14년(1023) 윤9월 判, “무릇 여러 주현의 義倉에 관한 법은 都田丁數
를 사용하여 거두어들이니, 1과 公田은 1결에 租 3두, 2과 및 宮院田·寺院田·兩
班田은 租 2두, 3과 및 軍其人戶丁은 租 1두다.”153)

아-1)은 《당육전》에 실린 의창 조 규정이며, 아-2)는 《고려사》에 실린 
의창 조 규정이다. 〈식화지〉 田制 條 서문에서 고려의 토지제도는 唐制를 
본받았다고 기술했던 점,154) 아-1)과 아-2)의 구조가 흡사하다는 점으로 
보건대 아-1)은 아-2)의 준거였다. 아-1)에서는 戶마다 그 토지의 頃畝를 
갖춘 青苗簿에 따라 畝마다 조를 거두었다. 아-2)를 아-1)에 대응하도록 
구성하면 고려는 丁마다 그 토지의 結負를 갖춘 都田丁數에 따라 結마다 
의창 조를 거두었던 셈이다.

152) 《唐六典》 卷3 尚書戶部, “凡王公已下, 每年戶別據已受田及借荒等, 具所種
苗頃畝, 造青苗簿, 諸州以七月已前申尚書省. 至徵收時, 畝別納粟二升, 以為義
倉. 【寬鄉據見營田, 狹鄉據籍徵. 若遭損四已上, 免半; 七已上, 全免. 其商賈戶
無田及不足者, 上上戶稅五石, 上中已下遞減一石, 中中戶一石五斗, 中下戶一
石, 下上七斗, 下中五斗, 下下戶及全戶逃並夷獠薄稅並不在取限, 半輸者準下戶
之半. 鄉土無粟, 聽納雜種充.】”

153)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常平義倉, “顯宗十四年閏九月 判, 凡諸州縣義
倉之法, 用都田丁數, 收斂, 一科公田一結, 租三斗, 二科及宮寺院兩班田, 租二
斗, 三科及軍其人戶丁, 租一斗.” 

154)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高麗田制, 大抵倣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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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아-1)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戶도 의창 조 수취 기준이었음을 
환기하고 싶다. 우선 “畝別納粟二升”만 놓고 보면 토지의 절대 면적[畝]이 
수취 기준이지만, 수취의 근거인 青苗簿는 戶 단위로 작성했다. 세주에도 
인구 수준 대비 토지가 희소하여 균전제의 受田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狹鄉에서는155) 호적에 근거하여 조를 거둘 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아-1)을 
모방해 고려 국가가 설계한 아-2)의 수취 기준은 전정뿐이며 그조차 畝가 
아닌 結로 표기했다. 만약 고려 전기의 결부가 경무처럼 절대 면적 체계에 
기초했다면 畝에서 結로의 변화는 중국과 고려의 전통이 달랐음을 알려줄 
뿐이다. 이에 비하여 고려 전기의 결부가 상대 면적 체계였다면 畝에서 
結로의 변화는 예사롭지 않다.

1장 2절에서 고찰했던 대로 농업경영에서 경작 농민의 중요성이 컸던 
고려 사회에서 토지는 인간과의 결합이 필수적인 생산수단이었다. 그런즉 
국가가 丁을 단위로 편성한 인정과 토지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바꿔 말하면 丁을 단위로 하는 인정과 토지의 결합 중 인정이 丁戶이며 
토지는 田丁이다. 그러므로 정호와 전정은 인간과 토지의 이분법 구도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착안하여 아-1)와 아-2)를 다시 살펴보자. 

만약 전정이 토지이면서 동시에 인정의 속성 또한 지녔다면 都田丁數에 
근거한 자-2)의 수취는 토지뿐만 아니라 호까지 고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정에 따른 자-2)의 수취는 호와 경무에 따른 아-1)의 수취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정과 토지의 결합 때문에 전정이 경작 농민과 연동한다면 
전정 수를 헤아리는 단위인 결부도 상대 면적 체계일 수밖에 없다.

요약하자면 고려 국가는 唐의 의창 조 규정을 참고하여 자국의 규정을 
제정할 때 수취 기준을 호와 토지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전정으로 바꿨다. 
이는 인정과 토지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고려의 실정에 맞춘 변용이었다. 
그 과정에서 절대 면적 체계인 경무는 상대 면적 체계인 결부로 대체했다.

155) 무릇 주·현의 경계 내에서 담당하는 受田을 충족한 곳을 寬鄉이라 하고, 부
족한 곳을 狹鄉이라 한다(《唐六典》 卷3 尚書戶部, “凡州縣界內所部受田悉足者
為寬鄉, 不足者為狹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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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 문종 4년(1050) 11월 判, “토지 1결의 생산량을 10등분으로 정하여 손실이 
40%에 이르면 租를 면제하고, 60%이면 租·布를 면제하며, 70%이면 租·布·役을 
모두 면제한다.”156)

자-1)은 토지 손실에 대한 租·布·役의 면제 규정이다. 토지 손실에 따라 
토지세인 租를 면제한다는 조치는 이상하지 않지만, 布와 役의 면제까지 
토지 손실에 연동하고 있음은 이채롭다. 자-1)과 달리 여말선초 과전법은 
토지 손실에 따른 면제를 租에만 적용했다.157) 이와 관련하여 고려 국가는 
백성의 토지 경영을 전제로 租·布·役을 수취했고, 그러한 삼세의 부과는 
상호보완성을 띠었으리라는 의견은 시사점을 제공한다.158) 

국가는 인정과 토지의 결합을 단위로 租·布·役을 부과했던 것이 아닐까? 
만약에 租·布·役의 부과 단위가 모두 전정이자 정호였다면, 토지 손실분을 
참작하여 삼세를 탄력적으로 수취하는 자-1)의 규정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추측은 자-2)를 통해 분명해진다. 

자-2) 〈예종〉 3년(1108) 2월 왕태후를 책봉하면서 여러 모든 州·郡·縣의 進奉長
吏와 從卒 등에게 각기 田丁稅布를 전액 면제해주었다.159)

자-2)의 “田丁稅布”는 전정이 布의 부과 단위였음을 명확히 나타낸다. 
이처럼 고려 국가는 공전에 대하여 전정을 단위로 布를 수취했다. 국가가 
공전의 전정에서 布를 징수했다면, 직역 부담자인 전주도 사전의 전정에서 
布를 거뒀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사전주가 사전에서 布를 수취하는 
행위는 전시과가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였을 것이다.

156)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踏驗損實, “文宗四年十一月 判, 田一結, 
率十分爲定, 損至四分, 除租, 六分, 除租布, 七分, 租布役俱免.”

157)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踏驗損實, “恭讓王三年五月 都評議使司請
定損實, 十分爲率, 損一分, 减一分租, 損二分, 减二分租, 以次准减, 損至八分, 
全除其租.”

158)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52~53쪽.
159)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賑恤 恩免之制, “[睿宗]三年二月 以封王太后, 

諸州·郡·縣進奉長吏從卒等, 各田丁稅布全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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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布 외의 현물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布로 대신하여 
거두어들이는 일이 빈번했다. 이는 자-3)와 자-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3) 문종 20년(1066) 6월 判, “여러 모든 주현에서 매년 바치는 常貢 중에서 
소의 가죽·힘줄·뿔은 平布로 값을 환산하여[折價] 대신 내게 하라.”160)

자-4) 〈예종〉 9년(1114) 2월 判, “공물로 바치는 中布 1필은 平布 1필 15척으로 
값을 환산하고, 공물로 바치는 紵布 1필은 平布 2필로 값을 환산하며, 공물로 바
치는 緜紬 1필은 平布 2필로 값을 환산한다.”161)

두 기사처럼 명목상의 수취 내용과 실제 수취 내용은 다를 수 있었다. 
자-3)은 공물 중 소의 부산물을 평포로 환산하여 내게 했다. 자-4)에서는 
중포, 저포, 면주 1필을 평포로 환산하는 비율을 규정했다. 이는 평포가 
고려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던 재화였음을 뜻한다.162)

13세기에 태안 마도 인근에 침몰했던 선박 3척에 남아있던 유물 중에는 
당시 지배층이 토지에서 각종 현물을 수취했음을 보여주는 목간들이 있다.

자-5) (앞면) 첫째 줄: 主□房□主宅上生(鮑)
           둘째 줄: □□□□□□以田出□□□
      (뒷면) 使者善才163)

자-6) (앞면) 첫째 줄: ×房□主宅上生鮑醢
           둘째 줄: ×□□雉三以畓出印□
      (뒷면) 使者善才164)

160)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 “文宗二十年六月 判, 諸州縣, 每年
常貢, 牛皮筋角, 以平布, 折價代納.”

161)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 “[睿宗]九年十月 判, 貢中布一匹, 
折貢平布一匹十五尺, 貢紵布一匹, 折貢平布二匹, 貢緜紬一匹, 折貢平布二匹.”

162) 박용운, 2016 앞 책, 48쪽.
163) 〈태안 마도3-95〉. 판독은 정요근, 20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3

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24쪽을 따랐다. 
164) 〈태안 마도3-98〉. 판독은 정요근, 20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3

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28쪽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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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목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田出”과 “畓出”이다. 자-5)는 전복의 
출처를 田으로, 자-6)은 전복·젓갈·꿩의 출처를 畓이라 밝히고 있다. 꿩은 
수렵을 통해 잡아들여야 한다. 전복은 어로를 통해 채집해야 한다. 젓갈은 
채집한 수산물을 가공해야 한다. 자-5)와 자-6)은 이렇듯 농업과 무관한 
재화들을 토지의 소출인 양 기록했다. 

인정과 토지가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농업과 상관없는 
재화들의 출처로 간주했던 자-5)와 자-6)의 관점이 오늘날에는 생경하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토지에서 곡물 이외의 현물을 생산하고 수취한다는 
관념이 이상하지 않았다. 이는 통일기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차-1) <咸通 13년(872)> 本傳은 食 2,939石 4斗 2升 5合이며 例食으로 보시한 
등유는 없다. 田畓柴는 전답을 합하여 494결 39부, 坐地 3결, 下院 代田 4결 72
부, 柴 143결, 荳原 땅의 鹽盆 43결이다. 노비는 奴 10명 婢 13구다.165)

차-1)은 통일기 신라의 자료인 〈대안사 적인선사탑비〉의 일부로, 柴와 
鹽盆을 결부 수로 파악했다. 전시과에도 시지가 있으므로 통일기 신라에서 
柴를 결부로 파악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염분은 소금가마다. 
조선 시대까지도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은 소금물[鹹水]을 소금가마에 넣고 
굽는 자염(煮鹽)이었다. 차-1)은 그러한 소금가마에 대한 소금의 할당량을 
결부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신라촌락문서〉는 麻田이라는 지목의 결부를 기재했다. 4개 촌 모두 
麻田의 결부 수는 1결 이상 1결 10부 이하로 거의 같다. 麻田이란 삼베를 
재배하던 밭을 지칭한다. 결부가 부세량을 반영한 개념임을 상기해본다면 
국가는 4개 촌에다 일률적으로 1결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삼베를 공물로 
할당했다고 볼 수 있다. 차-2)의 규정은 麻田이 고려 시대에도 이어졌음을 
알려준다.

165) 〈大安寺 寂忍禪師塔碑〉, “本傳, 食二千九百三十九石四斗二升五合, 例食 布
施燈油無. 田畓柴, 田畓幷四百九十四結三十九負, 坐地三結, 下院代四結七十二
負, 柴一百四十三結, 荳原地 鹽盆四十三結. 奴婢, 奴十名 婢十三口.” 판독과 
해석은 김남윤, 1992,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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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 선종 5년(1088) 7월 잡세를 정하였는데, 밤과 잣은 큰 나무에서는 3승, 중
간 크기 나무에서는 2승, 작은 나무에서는 1승이며, 옻나무에서는 1승으로 했다. 
麻田 1결에서는 生麻 11량 8도와 白麻 5량 2목 4도로 했다.166)

차-2)는 선종 5년(1088) 제정한 잡세 규정이다. 여기에서도 고려 국가는 
麻田의 부세량을 결부 단위로 파악했다. 

차-3) <세종 29년(1447)> 고려 때에는 鹽盆의 坐數·魚梁·網所·藿田의 結卜이 모
두 《周官六翼》에 실려 있고 (중략) 중기 이래로 외환이 자주 일어나고 내변이 여
러 번 생기어서, 궁궐이 타버리고 창고가 말라 비게 되니, 어찌 오로지 田租에만 
의뢰하고 山川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마는, 그런 것은 권세 있는 
신하들이 이득을 독차지하고 나라의 경비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167)

차-3)은 조선 전기의 기록이지만 고려 시대에 藿田이라는 지목으로서 
미역을 따는 미역밭에 대한 부세량도 결부 수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환란이 빈발하지 않았던 고려 전기만 하더라도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전조에만 의지하지 않았던 정황도 포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본다면 통일기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토지를 
단순히 곡물을 생산하는 터전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에게 
布, 柴, 鹽盆, 麻, 藿 등의 생산물들은 모두 토지의 소출이었다. 이로부터 
짐작하건대 전시과의 수취는 곡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布를 비롯해 전정과 
함께 편제한 인정이 생산하는 현물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같은 현물의 수취, 바꿔 말해서 공물은 전시과가 봉록 제도로 
기능하는 데에 필수요소였다.

166)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 “宣宗五年七月 定雜稅, 栗栢, 大木
三升, 中木二升, 小木一升, 漆木一升. 麻田一結, 生麻十一兩八刀, 白麻五兩二
目四刀.”

167) 《世宗實錄》 卷117 세종 29년 9월 23일 壬子, “前朝之時, 鹽盆坐數·魚梁網
所·藿田結卜, 皆載于周官六翼. (중략) 中世以來, 外患頻仍, 內變屢起, 宮闕焚
蕩, 府庫竭盡, 豈宜專賴田租, 不取山澤之利乎! 是權臣專利而不恤國家之經費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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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에는 곡물의 안정적인 수취를 기대하기 힘들었기에 전시과의 
봉록 기능에 있어 곡물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고려 국가는 전시과를 설계할 때 직역 부담자가 곡물 외의 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만 했다.

먼저 고려 국가는 직역 부담자가 전정으로부터 布를 꾸준히 수취할 수 
있게 하여 다른 재화로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배했다. 이미 2장 1절에서 
지적했듯이 직역 부담자는 사전으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곡물을 수취하는 
데만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직역 부담자가 다른 
물품들과 교환할 몫의 곡물까지 꾸준히 확보한다는 것은 난망했다. 반면에 
풍흉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인간의 노동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布는 곡물보다 안정성 있게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추론을 방증하는 정황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단 마-1)의 
기술대로 고려 시대의 교환경제에 있어서 포는 가장 보편적인 매개였다. 
또 14세기 사원의 대규모 공사에서는 조달한 물자의 값을 포로 치렀다. 
쌀과 콩 등의 곡물은 인부에게 식량으로 지급되는 용도였다.168) 사원에서 
공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대량의 포를 축적했던 토대는 사원전을 
이루는 전정에 대한 수취였을 것이다.

더욱이 고려 국가는 직역 부담자들이 전정에서 布 외의 현물도 수취할 
수 있게 조처했다. 마도 목간에서 드러나듯 지배층은 고기, 수산물, 채소, 
과일 등의 식료품을 사전의 인정에게서 거두어들였다. 물론 사전의 입지에 
따라 수취할 수 있는 생산물의 품목은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배층은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특산물의 저변을 넓힐 수 있었다. 
2장 1절에서 서술했듯이 이규보가 받았던 선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물품이 과일과 술 같은 기호품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169)

168) 《東文選》 卷65 〈禪源寺毘盧殿丹靑記〉, “前後賈五彩什物, 用布一千. 僦諸工
役, 計銀八十鎰. 食米百十石.”; 《陶隱集》 卷4 〈衿州安養寺塔重新記〉, “凡用徒
四百有奇, 米五百九十五石, 豆二百石, 布一千一百五十五匹.” 

169) 오치훈, 2019 앞 논문, 247·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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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봉록 제도로서 전시과의 운영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전시과 수취의 토대와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 국가가 봉록 제도로서 전시과를 운영했던 양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는 봉록 제도로서 전시과의 전개를 개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전시과의 봉록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국가가 전시과의 분급 대상과 
분급 내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전시과의 분급 대상은 직역 부담자이며 분급 내용은 전정이었다. 그러므로 
직역 체계와 전정 편제가 갖추어짐으로써 양자에 기초한 봉록 제도로서 
전시과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1절에서는 고려 전기에 국가가 봉록을 분급할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고려 전기의 봉록 제도는 국초의 녹읍과 역분전부터 시작해 
시정 전시과와 개정 전시과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변화했다. 그에 맞추어 
분급 대상의 지위도 달라졌다. 그 추이는 국가가 분급 대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연동했다.

2절에서는 고려 국가가 전정을 편성하고 유지해갔던 경과를 고찰하겠다. 
앞서 2장에서는 전정이 丁을 단위로 하는 인정과 토지의 결합에 기반한 
개념이었음을 짚어봤다. 그렇다면 전정의 편제는 국가가 그 구성 요소인 
인정과 토지를 파악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는 인정과 토지의 결합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해야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기제는 본관제에 입각한 
지방 질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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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전기 봉록 분급 대상의 편성과 개편

고려 초의 봉록 제도는 호족과 공신이 대상이었다. 당시에 고려 왕조는 
호족과 공신 등의 정치 세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선학들은 고려 초기의 정치 형태를 호족 세력이 
왕권보다 우세했던 ‘호족 연합정권’으로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호족들은 
지방의 유력자로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과 군사력을 지닌 채 중앙 정치에 
참여했다. 호족의 재지 기반을 중앙 행정력으로 흡수할 수 없었던 태조는 
사심관 제도를 마련하여 호족을 매개로 간접적인 지방 통치를 관철했다. 
또 태조는 호족의 딸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들과의 결합을 굳히고자 했다. 
이처럼 왕실이 호족과 연합함으로써만 정권을 지속할 수 있었던 국초의 
권력 구도에서 주도권은 호족 세력에게 있었다.170)

그런데 1980년대부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호족 연합정권설을 비판하는 
시각이 대두했다. 그에 의하면 호족 세력은 귀부로서 태조와 명실상부한 
군신 관계를 맺었다. 귀부 이후로 호족의 지방지배는 그 정당성을 태조에 
의해 부여받게 되었다.171) 태조가 29명의 후비를 거느렸던 까닭도 왕실이 
일방적으로 호족과의 결연을 바랐기 때문이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비의 출신과 그 친족의 행적이 시사하듯이 호족들도 중앙에서의 기반을 
다지고자 왕실과의 통혼을 절실히 원했다.172)

호족 연합정권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면 태조 치세부터 이미 왕실은 
호족과 공신을 제어할 권위를 가졌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그러한 권위의 
상당 부분은 태조 개인에서 비롯했다. 태조가 죽자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고려 조정은 혜종 세력과 정종 세력으로 분열하여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이러한 중앙 정치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초의 봉록 제도를 들여다보자.

170) 하현강, 1974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 4, 44~59쪽.
171) 박창희, 1984 〈高麗初期 '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 《한국사의 시각》, 

영신문화사.
172) 엄성용, 1986 〈高麗初期王權과 地方豪族의 身分變化〉, 변태섭 편, 《高麗史

의 諸問題》,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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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녹읍은 일정 지역의 지배를 허락해준 제도였다. 
녹읍을 받은 관인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을 지배함으로써 노동의 
과실인 조세·공부·역을 거둘 수 있었다.173)

카-1) <태조 17년(934)> 여름 5월 을사 예산진에 행차하여 조서로 이르길, “(중
략) 마땅히 너희 公卿將相 같이 녹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
하는 마음을 헤아려 너희의 祿邑에 편호된 백성[編戶之氓]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만약 家臣 중 아는 것 없는 무리를 녹읍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
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174)

카-1)을 통해 고려도 국초에는 녹읍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태조는 
녹읍을 받는 대상으로 公卿將相을 지목했다. 태조가 당부한 바를 통해서 
녹읍 지배의 핵심이 編戶였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카-2) 흥달은 견훤 휘하의 高思葛伊城의 성주였다. 태조가 康州를 순행할 때 그 
성을 지나갔는데, 흥달이 그 아들을 보내어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백제에서 
둔 軍吏가 모두 항복하고 귀부했다. 태조가 이를 기쁘게 여겨 흥달에게 靑州의 
祿을, 아들 준달에게는 珍州의 祿을, 웅달에게는 寒水의 祿을, 옥달에게는 장천
의 祿을 하사하였다. 또 밭과 집을 하사하여 치하하였다.175)

카-2)에서 태조는 흥달의 근거지[本邑]가 아닌 곳을 녹읍으로 하사했다. 
즉 태조는 흥달의 본읍 지배를 존중해주는 조치와 별개로 녹읍을 수여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치권의 위임을 뜻하는 본읍 지배의 용인과 달리 
녹읍의 수여는 직무 수행의 대가였다는 견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76)

173) 강진철, 1969 〈新羅의 祿邑에 대하여〉, 이홍직박사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
회,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신구문화사; 박찬흥, 1999 〈신라 녹
읍의 수취에 대하여〉, 《한국사학보》 6.

174)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7年] 夏五月 乙巳 幸禮山鎭, 詔曰, 宜爾公卿
將相食祿之人, 諒予愛民如子之意, 矜爾祿邑編戶之氓. 若以家臣無知之輩, 使于
祿邑, 惟務聚歛, 恣爲割剝, 爾亦豈能知之?”

175)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興達爲甄萱高思葛伊城主. 太祖徇康州, 行過其
城, 興達遣其子歸款. 於是, 百濟所置軍吏, 皆降附. 太祖嘉之, 賜興達靑州祿, 
子俊達珍州祿, 雄達寒水祿, 玉達長淺祿, 又賜田宅以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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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1) 태조 23년(940) 처음으로 역분전을 제정하였는데, (후삼국을) 통합할 때의 
朝臣과 軍士는 官階를 논하지 않고 사람의 性行의 善惡과 功勞의 大小를 보고 
차등 있게 지급했다.177)

한편 타-1)은 태조 23년(940)의 역분전이 性行·功勞를 기준으로 조신과 
군사에게 토지를 지급한 제도로 서술했다. 태조 19년(936) 후삼국 통일에 
뒤따른 논공행상의 측면도 있었겠지만178) ‘役分田’이란 명칭은 직역과의 
관련성을 내비친다. 타-1)이 역분전의 분급 대상으로 조신·군사를 가리킨 
점으로 보건대 역분전은 직역 부담자에 대한 급여였을 것이다.179) 

타-2) 나중에 역분전을 제정했는데, 사람의 性行의 善惡과 功勞의 大小를 보고 
차등 있게 지급했으니, 특별히 박수경에게는 田 200결을 하사했다.180)

타-2)는 역분전의 분급 내용이 결부로 헤아리는 전정이었음을 알려준다. 
역분전이 전시과처럼 인정과 토지의 결합을 지배했다면, 그 수취도 전조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물 일체에 미쳤을 것이다. 고로 지배의 현실적 형태인 
수취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녹읍과 역분전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고려 국가는 왜 역분전을 제정했을까?

녹읍에서 역분전으로의 변화는 분급 단위가 읍이 아닌 전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읍 단위의 녹읍은 일정 지역에 대한 分封의 속성이 있다.181) 
녹읍을 받은 이는 자신을 해당 지역의 제후와 같은 존재로 인식했다.182) 
이에 비하여 결부 수 단위의 역분전은 국가에 대한 분급 대상의 종속성을 
이념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였다.

176) 오치훈, 2012 〈高麗 太祖代 祿邑의 歷史的 性格〉 《한국사연구》 156.
177)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太祖二十三年 初定役分田, 統合

時朝臣軍士, 勿論官階, 視人性行善惡, 功勞大小, 給之有差.”
178) 강진철, 1980 앞 책, 26~28쪽.
179) 황선영, 1997 〈高麗 初期 役分田의 成立〉 《한국중세사연구》 4, 21~27쪽.
180)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朴守卿, “後定役分田, 視人性行善惡, 功勞大小, 

給之有差, 特賜守卿田二百結.” 
181) 박찬흥, 1999 앞 논문, 63쪽.
182) 오치훈, 2012 앞 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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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고려 국가는 역분전 제도를 통해 호족의 분립을 차단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개입 여지를 넓혔다.183) 태조 23년 이후 녹읍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역분전이 녹읍을 대체했음을 암시한다. 
역분전의 취지에 맞도록 호족의 본읍 지배 역시 실질상으로는 계속해서 
인정해주었겠지만, 형식은 역분전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분전이 성립한 태조 23년에 군현의 명칭을 고쳤다는 기사도184)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태조 23년의 군현 개칭을 건국 후의 
군현 개편을 확정하고 지방제도를 재편한 사건으로 평가했다.185) 역분전이 
호족 세력에게 위임한 지방지배의 형식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러한 조치는 
지방제도의 재편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편이 합리적이다.

고려 국가가 호족 세력의 지위를 관료로 고정하는 역분전을 단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의 두 가지다. 하나는 전술했듯이 고려 왕실의 권위가 
호족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당초 귀부의 형식으로 태조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던 호족 세력에게 역분전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은 없었다. 
다른 하나는 역분전에서도 지배를 실현하는 수취의 내용은 그대로였기에 
호족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왕실이 국왕 개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단계를 지나 정치 세력을 
꾸준히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운다면, 역분전도 그에 조응하는 형태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정치 세력을 제어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시기는 광종 치세다. 정종 4년(949)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포상의 차등으로 
공신들에 대한 등급화를 꾀했다.186) 이어서 광종 11년(960) 공복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 세력을 공통의 질서 아래에 두었다.

183) 노명호, 1992 앞 논문, 29쪽; 이경식, 2007 앞 책, 36~37쪽.
184)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二十三年, 春三月, 改州府郡縣號.”
185) 박종기, 1988 〈高麗 太祖 23년 郡縣改編에 관한 硏究〉 《한국사론》 19; 김

갑동, 1992 〈高麗王朝의 成立과 郡縣制의 變化〉 《국사관논총》 35; 윤경진, 
1996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 《역사와 현실》 22; 구산우, 1998 
〈高麗 太祖代의 地方制度 개편 양상〉 《부대사학》 22; 박종진, 2015 〈고려 초 
지방제도 개편과 ‘主縣屬縣制度’의 성립〉 《한국문화》 72.

186) 《高麗史》 卷2 世家2 定宗 4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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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3) 광종 11년(960) 3월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는데, 元尹 이상은 紫衫, 中壇卿 
이상은 丹衫, 都航卿 이상은 緋衫, 小主簿 이상은 綠衫으로 하였다.187)

타-4) 경종 원년(976) 11월 처음으로 職官과 散官 각 품의 전시과를 정하였는데, 
官品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단지 人品으로만 그것을 정하였다. (중략) 이하 
雜吏에게도 각각 人品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이 해의 科等에 미치지 못
한 자는 모두 田地 15결을 지급하였다.188)

광종 치세에 출사한 신진 관인 대부분은 경종·성종 치세에도 건재하여 
광종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었다.189) 이와 같은 광종 치세의 성취 위에서 
고려 국가는 경종 원년(976) 전시과를 도입할 수 있었다. 이때의 전시과가 
바로 ‘始定 전시과’다.

시정 전시과의 특징으로는 우선 광종 11년의 공복 규정에 근거해 紫衫, 
丹衫, 緋衫, 綠衫의 4가지 복색으로 분급 대상을 구분했음을 들 수 있다. 
타-3)에서 단삼·비삼·녹삼의 기준이었던 中壇卿·都航卿·小主簿의 실체는 
불확실하지만, 관직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190) 이와 대조적으로 자삼은 
고려 초기의 16개 관계 중 10번째 서열인 元尹이 기준이었다.

그렇지만 시정 전시과는 단순히 공복을 서열화해 전정을 분급한 제도가 
아니었다. 만약 시정 전시과가 공복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서열이 높은 
공복에서 하위 관품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열이 낮은 공복 중 상위 관품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토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분급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자삼 11품의 관인은 전지 60결을 받았는데, 
이는 문반 단삼 1품의 관인이 받은 전지 65결보다 적다. 그러한 이유는 
타-4)대로 시정 전시과의 품등이 人品을 참작한 등급이기 때문이다.191)

187) 《高麗史》 卷72 志26 輿服1 公服, “光宗十一年三月 定百官公服, 元尹以上, 
紫衫, 中壇卿以上, 丹衫, 都航卿以上, 緋衫, 小主簿以上, 綠衫.”

188)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景宗元年十一月 始定職散官各品田柴科, 
勿論官品高低, 但以人品定之. (중략) 以下雜吏, 各以人品, 支給不同. 其未及此
年科等者, 一切給田十五結.”

189) 전기웅, 1993 《羅末高初의 文人知識層 硏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3~138쪽.

190) 강진철, 1980 앞 책, 34쪽; 오치훈, 2018 앞 논문,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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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시과에서 자삼 계층이 우대받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예컨대 
자삼 계층은 품등에 따라서 110결부터 32결까지의 전지를 받았다. 반면 
단삼 계층은 65결부터 30결까지, 비삼 계층은 50결부터 27결까지, 녹삼 
계층은 45결부터 21결까지의 전지를 받았다. 65결보다 많은 전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자삼 계층에게만 열려 있었다. 단삼 이하의 계층은 아무리 
승진하더라도 원윤 이상의 관계를 획득해 자삼 계층이 되지 못하는 이상 
65결을 초과하는 전지를 받을 수 없었다.192)

이상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시정 전시과의 분급 대상을 살펴보자. 
타-4)는 시정 전시과의 분급 대상을 職官과 散官이라고 기술했다. 타-4)의 
끝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雜吏도 전정을 받았다. 다만 군인에 대한 분급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의아하다.

직관은 실제 직임이 있는 관원이다. 그런즉 타-3)의 공복 규정에 있어 
관직이 기준이었던 단삼 이하 계층이 직관의 다수였음 직하다. 단삼 이하 
계층은 문반·무반·잡업 세 부류로 나뉜다. 잡업 담당층과 잡리의 존재는 
고려 국가가 시정 전시과를 관료뿐만 아니라 직역 부담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봉록 제도로 설계했음을 환기한다.

산관은 관직 없이 관계만 보유한 관원인데 중앙 정치에 진출하지 못한 
지방 호족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삼 계층 안에는 직관과 
호족 세력이 혼재해있었다고 볼 수 있다.193) 이렇듯 원윤 이상의 관계를 
확보한 호족은 관직 없이도 최고위 계층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원윤 이상의 관계조차 없었던 군소 호족에 대해서도 급전 규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는 개정 전시과 단계에서 향리에 대한 급전을 시행했던 
데서 유추해볼 수 있다.194) 지방 호족에 대한 고려 국가의 배려는 이들이 
여전히 근거지에서 官班과 같은 고유의 직제를 사용하면서 인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195)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91) 강진철, 1980 앞 책, 37쪽.
192) 오치훈, 2018 앞 논문, 37쪽.
193) 강진철, 1980 앞 책, 35쪽.
194) 노명호, 1992 앞 논문,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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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종 치세에 이르러 지방제도와 관계에 변동이 잇따랐다. 일단 
성종 2년(983)의 12목 설치와196) 향리 직제 개정은197) 지방 호족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지위를 격하함으로써 향리 제도가 
성립하는 계기였다.198) 또 성종 14년(995) 문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199)  
초기 관계는 원래의 기능을 잃고 포상 수단이 되었으며, 지방 세력에게는 
중앙 관원과 달리 무산계가 주어졌다.200) 자연스레 지방 호족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초기 관계를 반영했던 전시과도 수정을 거쳐야 했다. 그 결과가 
목종 원년(998)의 ‘改定 전시과’였다.

타-5) 목종 원년(998) 3월 군현의 安逸戶長에게 職田의 반을 주었다. 12월 문무
양반과 군인의 전시과를 개정했다.201) 

성종 치세의 제도 개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전시과 개정은 직관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역분전이나 시정 전시과에서 
분급 기준을 명시했던 데에 비해 타-5)에는 분급 기준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급 대상을 18과로 구분하고 각 과에 해당하는 개별 관직들을 
나열했다는 점은 개정 전시과가 관직을 중시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물론 개정 전시과 단계에서도 지방 호족의 후신인 향리에 대한 분급이 
이어지고 있었다. 타-5)에서 퇴직한 安逸戶長에게 직전의 반을 주었다는 
대목은 퇴직하지 않은 호장에게도 직전을 수여했음을 시사한다. 長吏 중 
100일 이상 와병한 경우는 파직하고 田을 회수하라는 현종 16년(1025)의 
判202) 역시 향리들에게 직무 수행의 대가로 전정을 지급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들에 대한 분급 액수는 중앙 관료에 비해 적었을 것이다.

195) 김광수, 1979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한국사연구》 23, 123~132쪽.
196)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2年 2月 戊子.
197) 《高麗史》 卷75 志29 選擧3 銓注 鄕職 成宗 2年.
198) 박경자, 2001 《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159~174쪽.
199)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文散階 成宗 14年.
200) 배재호, 2020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한국사론》 66. 
201)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穆宗元年三月 賜郡·縣安逸戶長, 

職田之半. 十二月 改定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
202) 《高麗史》 卷75 志29 選擧3 銓注 鄕職 顯宗 16年.



- 57 -

타-5)에서 개정 전시과의 분급 대상으로 양반과 더불어 군인을 언급했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시과에서 馬軍은 17과로 전지 23결을, 
步軍은 18과로 전지 20결을 받았다. 《고려사》〈병지〉에 따르면 2군 6위는 
45領을 구성했다. 〈병지〉 서문에는 태조가 6위를 설치했을 무렵 1領이 
1,000인이었다고 서술했다.203) 이를 적용해보면 2군 6위는 45,000명이다. 
만약 이들에게 20~23결의 전정을 분급했다면 개정 전시과에서 군인전의 
결부 수는 대략 90~100만에 달한다. 이는 고려 말엽 기사양전으로 파악한 
경기와 6도의 결부 수인 80만을 웃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했듯이 중앙군 45,000명이 모두 군인전을 규정대로 
받았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이후 2군 6위가 전업 군인과 농민 
번상군이라는 두 요소를 포괄했다는 ‘이원적 구성론’이 부상했던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204) 이 글에서는 군인전 분급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군인에 대한 전정 분급이 어려웠는데도 국가가 
군인전 제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해 최근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태조가 군사에게도 역분전을 분급했던 
사실에서 비롯한 이념적 상징성과 정호에게 직역전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직역을 담당하게 하기 어려웠던 현실상의 한계를 지적했다.205)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려 전기의 봉록 제도는 분급 대상에 
대한 국가의 규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했다. 그렇지만 분급 대상이 
봉록 제도를 통해 실현했던 내용이 인정과 토지의 결합에 대한 생산물의 
수취라는 점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 글은 문종 30년(1076) 경정 전시과를 
다루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경정 전시과를 고려 전기보다는 고려 중기에 
나타난 전시과의 변화상과 결부시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3)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高麗太祖, 統一三韓, 始置六衛, 衛有三十
八領, 領各千人.” 

204) 이원적 구성론을 비롯하여 2군 6위의 성격에 관한 연구사 검토로는 권영국,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103~125쪽을 참고할 것. 

205) 오치훈, 2018 앞 논문, 182~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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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관제 지방 질서를 통한 전시과 수취의 지속

이미 2장에서 분석했듯이 전시과의 분급 내용인 전정은 인정과 토지의 
결합이었다. 그렇기에 봉록 제도로서 전시과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정과 
토지의 결합이 끊어지지 않아야만 했다. 

전시과 수취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나말여초 호족 세력의 본읍 지배는 
자위의 차원에서 인정과 토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파-1) 신라 말 벽진군을 지킬 때 도적 떼가 그득했는데, 이총언이 성을 견고히 하
고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힘입어 편안하였다.206)

파-2) 공직이 감사를 드리고서 말하기를, “백제의 일모산군이 저의 고을과 경계
를 접하고 있습니다. 신이 귀화하자 늘 침략하고 약탈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가서 공격하여 저희 고을 백성들이 도적질 당하지 않고 
오로지 농사에 힘쓸 수 있게 하여 귀화한 진실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이를 허락하였다.207) 

파-1)의 이총언과 파-2)의 공직은 나말여초 호족으로서 태조에게 귀순해 
그 본읍 지배를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이총언과 공직은 본읍을 방비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의 인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파-1)은 
인민들도 나말여초의 전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줄 만한 역량을 
갖춘 이총언을 의지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파-2)의 공직은 본래 후백제를 
섬겼지만, 태조 15년(932) 고려에 귀순했다. 공직은 태조 13년(930) 고창 
전투에서의 승리로 고려가 후백제에 대해 우위를 점하자, 고려에 복종하는 
편이 본읍을 지키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계산했던 듯싶다.

206)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李悤言, “新羅季, 保碧珍郡時, 群盜充斥, 悤言
堅城固守, 民賴以安. 

207)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龔直, “直謝因言曰, ‘百濟一牟山郡, 境接獘邑, 
以臣歸化, 常加侵掠, 民不安業. 臣願往攻取, 使獘邑之民, 不被寇竊, 專務農桑, 
益堅歸化之誠.’ 太祖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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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나말여초 호족의 본읍 지배는 자위체 의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나말여초의 혼란 속에서 인민들이 생존을 모색하면서 유력자를 중심으로 
자위체가 발달했다.208) 유력자는 근거지의 인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세력을 
모았고, 인민들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유력자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파-3)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갈음하여 왕 노릇을 하였는데, 김씨가 더
욱 창성하였다. 그래서 그 종파와 지파의 후손들로 널리 퍼져서 사방에 흩어져 사
는 자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다. 그 후로는 서로 다투어 豪武를 사용하여 州
郡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토지와 인민을 차지해서 나라에 貢賦를 바치고, 인하여 
소재 고을의 호장이 되어 자손을 기르며 마침내 그곳을 본관으로 삼았다.209)

파-4) 신라 말에 여러 고을 사인이 호령하여 고을을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 고
려가 통합한 뒤에도 그대로 직호를 내려 그 일을 맡게 하였다. 주민을 다스리는 
사람을 호장이라 칭했다.210)

파-3)과 파-4)는 나말여초 호족의 동향이 후대에 이르러 호족이 토지와 
사람을 아울러 지배했다는 식으로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호족 세력이 
자위체로서의 본읍에서 관철했던 지배는 토지와 그 토지를 경작한 농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전란을 종식한 고려도 인정과 토지의 결합을 지속할 
유인이 있었다. 1장에서 지적했던 대로 고려 시대의 인간은 희소재였다. 
그러나 한 곳에 가만히 있는 토지와 달리 인간은 움직이기에 잡아내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제약하에 국가가 가용 자원을 동원할 최선의 방안은 
인간을 고정된 토지에 묶어서 파악하는 것이었다.

208)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5~23쪽.
209) 《佔畢齋集》 〈彜尊錄〉 上 先公譜圖 第一, “新羅朴氏昔氏金氏迭王, 而金氏尤

盛. 其宗支苗裔蔓延, 散于四方者, 不可勝記. 厥後, 競用豪武, 覇於州郡, 據有
其土地人民, 以輸貢賦於國, 因以爲所在戶長, 育子長孫, 遂爲本貫.”

210) 《掾曹龜鑑》 卷2, 觀感錄, “羅末諸邑土人, 能號令治民者, 麗初統合後, 仍賜
職號, 俾治其事. 治民者稱戶長.”

於京師 遣王官監之 至成宗時 令王官監邑者挈眷 戶長遂降爲鄕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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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 국가가 田丁을 파악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태조 26년(943) 청도군에 파견한 界里審使가 都田帳을 참고했던 
사례가 말해주듯이211) 기존의 부세 장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비교적 
수월하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례를 뒤집어보면 장부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인정과 토지 각각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야 
전정의 편제가 가능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성종 치세에 
이르러 마무리되었던 듯싶다.212)

전정 편제는 인정과 토지를 일시에 파악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갱신이 뒤따라야만 했다. 그런데 통일 이후로 인민들은 자위체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약탈과 살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았다. 바꿔 말하자면 
나말여초와 달리 인민들이 자위체에 머무를 유인이 사라진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정과 토지의 결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본읍 지배를 경제적 토대로 삼아왔던 지방 호족으로서는 여전히 
인정과 토지의 결합을 지속할 유인이 있었다. 토지의 교환가치가 낮았던 
고려 사회에서 인간과 결합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지배는 별다른 효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정의 편제에 있어 고려 국가와 지방 호족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그런즉 고려 국가는 본관제를 이용하여 전정 파악을 갱신할 수 있었다. 
본관제에 입각한 지방 질서가 작동하는 이상, 국가가 직접 인정을 토지에 
묶어두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본관 지역의 
영역을 정하고 그에 대한 정호와 전정의 수를 책정함으로써 끝났다. 본관 
지역 내의 전정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지방관의 몫이 
아니라 지방 호족의 후신인 향리들의 몫이었다. 본관제에서 향리는 邑司의 
향리 직제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감독하에 본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213)

211) 《三國遺事》 卷4 義解 寶壤梨木.
212) 박종진, 2000 앞 책, 37~38쪽.
213) 채웅석, 2000 앞 책, 144~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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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 예종 3년(1108) 2월 制, 여러 州縣의 공·사전으로서 하천이 범람하여 떠내
려가거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서 농사지을 수 없는 곳인데, 만약 관리 중에서 
그 佃戶 및 여러 친족이나 隣保人으로부터 稅粮을 징수하여 피해를 주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서울과 지방의 소관 관청에서는 가서 조사하고 금지시키도
록 하라.214)

하-2) 명종 25년(1195) 9월 詔, 刑政이 고르지 않으면 하늘에게 책망을 받는다. 
요즈음 吏政이 가혹하여, 체납한 조세나 오래된 채무를 재촉하여 거두기를 그치
지 않으니 근심하는 자가 많아 천재지변까지 있어 슬프다! 너희들 郡縣吏들은 짐
의 말을 경청하여 그 체납한 조세는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연기해주고 公私의 오
래된 채무 또한 불문에 부쳐라.215)

하-1)과 하-2)는 고려 시대의 향리에게 토지와 농민의 결합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을 내비친다. 먼저 하-2)는 군현의 향리가 세역 징수의 
실무를 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작 농민이 토지에서 이탈하면 세역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향리로서는 경작 농민의 유망을 방관할 수가 없었다. 
하-1)의 농사짓기 힘든 토지에 대해 무리하게 수취하는 세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추측하건대 12세기 이후로 본격화한 인민의 
유망 탓에 각 군현에서는 할당받은 세액을 채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향리들은 진전에서 수취하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후삼국 통일 이후로도 고려 국가는 본관제 지방 질서를 이용해 
인정과 토지의 결합을 유지함으로써 전시과는 봉록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전정 편제에 기초하여 직역 부담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인정에까지 
미치는 지배를 관철할 수 있었다. 하-5)는 고려가 평화를 구가하고 있던 
11세기 중엽의 전시과가 인정과 토지에 미치는 지배였음을 보여준다.

214)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睿宗三年二月 制, 諸州縣公私田, 
川河漂損, 樹木叢生, 不得耕種, 如有官吏, 當其佃戶及諸族類·隣保人, 徵歛稅
粮, 侵害作弊者, 內外所司, 察訪禁除.”

215)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賑恤, “明宗二十五年九月 詔曰, 刑政不中, 謫見
于天. 比來, 吏政多苛, 逋租宿貸, 督斂無已, 嗷咻者衆, 致有變異, 嗚呼痛哉! 
其爾郡縣吏, 敬聽朕言, 其逋租, 限五年寬假, 公私宿債, 亦所不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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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5) 〈문종 12년(1058)〉 가을 7월 기묘 중서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삼가 엎드려 
制書에 의거하건대, 景昌院 소속의 田柴를 興王寺에 이속하고, 그 魚梁·舟楫·奴
婢는 모두 관으로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무릇 宮院에 선왕께서 田民을 넉넉히 내
리신 까닭은, 그 자손에게 끼치고 만세까지 전하여 궁핍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종실이 더욱 번성하여 만약에 궁원에 각각 하사하려 하여도 오히
려 부족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한 궁원의 전시를 회수하여 佛寺에 속하게 하시니, 
三寶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비록 좋은 일이나 國과 家의 本을 잊음은 불가합니
다. 청하건대 田民·魚梁·舟楫을 전과 같이 돌려주소서.”라고 하였다.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田柴는 이미 三寶에 바쳐 도로 찾아 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마땅히 公
田으로 원래의 액수대로 주고 그 밖의 것은 아뢴 대로 따른다.”라고 하였다.216)

하-5)의 상주문은 景昌院에 속했던 바를 처음에 田柴·魚梁·舟楫·奴婢로 
열거했다가 말미에서는 田民·魚梁·舟楫라고 지칭했다. 또 궁원전의 성격을 
“田民을 넉넉히 하사하는 것[優賜田民]”으로 규정했다. 문맥상 하-5)에서 
田民가 가리키는 바는 ‘① 田柴’ 혹은 ‘② 田柴와 奴婢’일 것이다. 그런데 
田民을 ②로 이해하면 궁원전은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돼버린다. 
더욱이 制書는 田民 중 田[田柴]은 흥왕사에, 民[奴婢]은 관으로 분리하는 
이상한 조치가 된다. 문종의 최종 명령 역시 田[田柴]은 흥왕사에 그대로 
두고 民[奴婢]만 경창원에 돌려주는 의아한 조처가 된다. 따라서 하-5)의 
田民은 田柴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서문하성은 전시과의 지급을 
토지뿐만 아니라 경작 농민까지 하사하는 행위로 생각했던 셈이다.

하지만 전정 편제에 기초한 전시과 수취는 12세기부터 변화에 직면했다. 
일단 전정 편제를 지속하는 기제인 본관제가 동요하기 시작했다.217) 이는 
전시과 수취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216)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十二年]秋七月 己卯 中書門下省奏, 伏准制旨, 
以景昌院所屬田柴, 移屬興王寺, 其魚梁·舟楫·奴婢, 悉令還官. 夫宮院, 先王所
以優賜田民, 貽厥子孫, 傳於萬世, 無有匱乏者也. 今宗枝彌繁, 若欲各賜宮院, 
猶恐不足, 况收一宮田柴, 屬于佛寺, 歸重三寶, 雖云美矣, 有國有家之本, 不可
忘也. 請田民·魚梁·舟楫, 仍舊還賜. 制曰, 田柴, 已納三寶, 難可追還, 宜以公
田, 依元數給之, 餘從所奏.”

217) 채웅석, 2000 앞 책, 201~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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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3) 충숙왕 5년(1318) 下敎, (중략) 순방사가 정한 田稅는 매년 州郡에서 액수
에 의거해 租를 거두는데, 권세가는 이를 거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며 향리와 백성
이 빌려서 그 액수를 채워 넣는데, 끝이 없어 생업을 잃고 유망하게 된다.218)

하-4) 충혜왕 후 4년(1343) 7월 각 道로부터 지난해의 貢賦를 추징하였는데, 여
미현의 향리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자살했다.219)

 

더군다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향리에게 세액 징수는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3)에서는 향리들이 세액을 채우기 위해 빚을 지기도 
했다. 하-4)에서는 부세 추징을 감당하지 못한 향리가 자살하기도 했다. 
고려 전기에야 지방 호족의 후예로서 본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향리들에게도 지역 내의 인민을 토지에 묶어둘 유인이 있었다. 
그러나 본관제가 기능을 잃은 고려 중기 이후로 지위가 낮아진 향리에게 
세액 징수란 권리가 뒤따르지 않는 의무일 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2세기부터 고려 국가가 수령급 지방관의 수를 늘리는 
등 지방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20) 그와 같은 경향은 고려 중기에 국가가 전시과를 
운영했던 방식이 고려 전기와 달라졌음을 암시한다. 그 변화를 고찰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18)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忠肅王五年五月 下敎,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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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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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정요근, 2017 〈고려 후기~조선 전기 수령 중심 군현 편제의 전개와 연속성〉 
《역사비평》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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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글에서는 전시과가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미약했던 고려 시대의 
제도였음을 환기하고자 했다. 고려 시대의 토지는 희소재가 아니었으므로 
토지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처분권의 위상은 낮았다. 또 토지가 희소한 
인간과 결합해야만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통제를 
담보하지 않는 전조의 수취가 갖는 효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려 시대 토지 소유론은 토지 국유론과 토지 사유론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 국유론의 두 연원은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와다 이치로의 
공전제설이다. 토지 소유를 수익권 차원에서 다루었던 마르크스와 달리, 
와다는 근대적 소유권 관념에서 중시하는 처분권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개 
일본인 연구자들은 공전제설에서 출발하여 처분권 차원의 토지 국유론을 
펼쳤다. 반면에 조선인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토대로 
수익권 차원의 토지 국유론을 설파했다. 

토지 국유론의 대안 논리로서 출현했던 토지 사유론도 수익권 기반의 
사유론과 처분권 기반의 사유론으로 나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통설이 되었다. 그러나 통설은 토지 소유권을 토지 
처분권과 동일시했던 탓에 공전제설을 넘어서지 못했다. 또 통설은 토지 
국유론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서 전시과를 운영했던 고려 국가의 
역할이나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와 근대의 토지 소유 사이의 차이에 관한 
논의를 제약해왔다. 게다가 통설은 고려 시대에 토지 처분권이 발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처분권이 아닌 경작권에 기반한 
토지 사유로 이해했다. 토지가 희소가치를 지니지 못했던 고려 사회에서 
토지 그 자체의 처분이란 생소한 행위였다. 반면 농업경영에 있어 농민이 
토지보다 더 중요했던 고려 사회에서는 경작권이 차지하는 위상도 컸다. 
고려 시대의 민전은 경작권에 기반한 사유지였다. 민전에 대한 경작권은 
본관 지역 내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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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수취의 핵심을 전조로 이해하는 관점은 직역 부담자가 재화를 
조달했던 경로를 해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만약 전시과 수취의 핵심이 
전조였다면, 개경 인근에 거주했던 직역 부담자들은 전정에서 거둔 전조를 
개경의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다른 재화와 교환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가 재화의 생산·유통을 조직했던 고려 전기의 생산물은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유통되기 전에 관 주도 유통경제에 얽혀버렸다. 더욱이 
직역 부담자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몫의 곡물을 사전으로부터 
꾸준히 확보하기 어려웠다.

전시과의 분급 내용인 田丁은 인정과 토지의 결합이었다. 직역 부담자는 
전정으로부터 전조와 공물을 비롯한 여러 현물을 수취했다. 고려 시대에는 
인간의 생산물 일체를 모두 토지의 소출로 인식했기에 토지에서 현물을 
수취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웠다. 직역 부담자는 전정에서 수취한 布를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다른 재화와 바꾸거나, 혹은 전정에서 필요한 생산물을 
직접 거둠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전시과가 봉록 제도로서 작동하려면 국가가 분급 대상과 분급 내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려 국가는 봉록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점차로 분급 대상에 대한 국가의 규정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분급 대상이 
봉록 제도를 통해 실현했던 내용이 인정과 토지의 결합에 대한 생산물의 
수취라는 점은 변화하지 않았다. 동시에 고려 국가는 본관제를 이용하여 
전정의 편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본관제가 작동하는 동안 인정을 토지에 
묶어두는 작업은 향리들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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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 of the Collection by 

Jeonsigwa in Goryeo Dynasty

Song, Kiw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started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Jeonsigwa(田柴科) in Goryeo Dynasty should be considered as not 
only a land system but also a tax system, and a pay system. 
Focusing only on Jeonsigwa as a land system overlooks other 
functions.

In this article, land ownership during the Goryeo Dynasty was 
understood as private land ownership based on the right of 
cultivation, not the right of disposal. In Goryeo society, where 
land was not valuable, disposal of land was an unfamiliar act. On 
the other hand, cultivation rights were also a big part of Goryeo 
society, where farmers were more important than land itself in 
agricultural management.

The view of understanding the core of Jeonsigwa(田柴科) as 
grain is limited in explaining the route throug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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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ries of Jeonsigwa procured the goods. If the core of the 
collection by Jeonsigwa was grain, it should be assumed that 
beneficiaries of Jeonsigwa exchanged grain from Jeonsigwa for 
other goods through the private exchange economy. However, the 
products of Goryeo which the state organiz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were intertwined with the government-led 
distribution economy before they were distributed through the 
private exchange economy. Moreover, it was difficult for 
beneficiaries of Jeonsigwa to consistently collect from the land a 
share of grain to be exchanged for other goods in the market.

The Jeonjeong(田丁) which was allocation content of the 
Jeonsigwa was a combination of human and land. Beneficiaries of 
Jeonsigwa collected a number of goods in kind from the 
Jeonjeong. During the Goryeo Dynasty, all human-produced 
products were recognized as the production of land, so it was 
natural to receive goods in kind from land.

In order for the Jeonsigwa to operate as a pay system, the 
state must be able to identify and control beneficiaries of 
Jeonsigwa and allocation content of the Jeonsigwa. The Goryeo 
state gradually strengthened the country's regulatory power over 
the beneficiaries of Jeonsigwa. At the same time, the Goryeo state 
was able to continue the organization of the Jeonjeong by using 
the Bonkwan(本貫) system.

keywords : Jeonsigwa(田柴科), pay system, the right of cultivation, 
Jeonjeong(田丁), Bonkwan(本貫) System
Student Number : 2018-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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