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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 私田 혁파와 과전법에 대한 재검토
1)

이 민 우*

1. 머리말

2. 사전혁파론자들의 사전 비판

3. 사전혁파론의 제도적 귀결

4. 토지제도 개혁구상에서 과전법의 위상

5. 맺음말

초록: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은 私田이 고려 말 토지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새로운 문제 제

기에서 비롯되어 사전 혁파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개혁과 구별된다. 기존 연구들

이 수조권의 쇠퇴와 소유권의 성장이라는 개혁의 사후적 결과에 주목하는 것과 달리 이 논문은

개혁의 실제 내용과 이로 인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사전혁파론자들이 고

려 후기 토지제도 개혁론의 일반적인 문제 설정에서 벗어나 사전 그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

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며, 사전 혁파 이후 토지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사전혁파론자들의 토지제도 인식과 개혁 구상의 특징이 무엇이

었는가를 파악하고, 이들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재검토한다.

사전혁파론자들은 古代의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학문적․정치적 지향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의 지향은 고려 말 조선 초 토지제도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

초가 되었다.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의 핵심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전을 혁파

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의 公田이자 民의 所耕田으로 재편성하는 데 있었다. 사대부들에게 사전

을 지급하는 과전법의 제정은 사전 혁파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 佃客의 소경전에 기초하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과전법에 따라 지급한 사

전은 수조권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고려 사전과 연속성이 있으나, 토지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

과 수조권의 사회적 성격은 크게 변모하였다.

핵심어 : 私田, 사전혁파론, 科田法, 佃客, 所耕田

* 서울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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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려 말 이른바 위화도 회군을 통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성계 세력은 私

田을 혁파하여 고려 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려 토지제

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전을 혁파하자는 주장은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나, 결

국 토지제도 개혁을 주도한 세력의 의도대로 사전을 혁파하고 科田法을 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물은 조선 건국 이후 새로운

국가의 토지제도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 시기 토지제도 개혁은 한국 경제사에서 수조권에 입각한 田主佃客制가 약화

되고 소유권에 근거한 地主佃戶制가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되었다.1)1)그러나

동시에 고려 말에 새로 제정되어 조선으로 계승된 과전법은 “수조권 자체와 이에

의한 전주전객제의 경제적 사회관계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고려의 田柴科와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되었다.2)2)이러한 시각에서는 과전법이 본질상 고려의 전시

과와 동일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분급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성장하는 역사적 추세를 뒷받침하였다고 평가한다.3)3)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는 새로운 국가의 건국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변

화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려의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현대 역사학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은 토지제도 개혁 당시의 일반적인 평가와 엇갈린다. 고려 마지막 왕인 恭讓王이

祖宗의 私田 제도가 자신에 이르러 혁파되었음을 슬퍼하였다거나,4)4)조선 건국을

주도한 鄭道傳이 토지제도 개혁의 성과가 고려의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고 평가한 사례는5)5)당대인들이 개혁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당시의 개혁 조치로

1) 김용섭, 2000 土地制度의 史的 推移 , 한국중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 이경식, 1986 조선전기 토지제도연구, 일조각, 96면.
3) 이경식, 위의 책, 83~96면.

4)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恭讓王二年九月 焚公私田籍于市街 火數日不滅 王嘆息
流涕曰 祖宗私田之法 至于寡人之身而遽革 惜哉”



․ 고려 말 私田 혁파와 과전법에 대한 재검토 105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고려 말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 기존의 고려 토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려 말에 이르러

조준을 비롯한 일련의 인물들이 고려 후기 토지제도 개혁론의 일반적인 문제 설정

에서 벗어나 사전 그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전을 혁파하자는 제안은 이전 시기 개혁론과 제도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

이를 보이는가? 사전 혁파 이후 토지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개혁을 주도한 사전혁파론자들의 토지제도 인식과

개혁 구상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고, 이들이 개혁의 과정에서 고려 토지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전혁파론자들의 사전 비판

1388년의 개혁은 토지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라는 국왕의

교서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일련의 상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고려 후기의 맥락에서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고려

정부와 지식인들은 고려 후기 내내 토지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

와 조치를 실험하였다.6)6)1388년의 개혁이 이전 시기의 것들과 구별되는 점은 이때

에 이르러 私田이야말로 토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개혁을 위해서는 사전을

혁파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토지 문제의 근원으로 사

5) 鄭道傳, 三峰集 권7, 朝鮮經國典 , 賦典 經理, “整齊田法 以爲一代之典 下視前朝之弊法
豈不萬萬哉”

6) 고려 후기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박경안, 1996 고려후기 토지제도사연구, 혜안, 제2
장; 이민우, 2015 여말선초 私田 혁파와 토지제도 개혁구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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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지목하고 사전 혁파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 새로운 토지제

도 개혁론은 사전혁파론이라고 지칭되어왔다.7)7)

趙浚을 비롯한 사전혁파론자들은 사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전혁파론자들은 ① 토지 겸병의 확대, ② 군사제도의 이완, ③ 토지소

송의 증가, ④ 하나의 토지에 대한 중복수취, ⑤ 수취과정에서의 폐해, ⑥ 국가 재

정의 부족 등을 사전의 폐단으로 지적하였다.8)8)그러나 사전혁파론자들이 거론한

폐단들은 대개 이전 시기 개혁론에서 이미 논의되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도

했던 것들이다.9)9)사전혁파론자들의 혁신적인 면모는 당시 토지 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비판한 데 있었다기보다 이러한 모든 폐단들이 사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데 있었다.

1388년 7월 조준의 첫 번째 상소문은 사전혁파론자들의 토지제도에 대한 인식

이 이전 시기 개혁론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릇 어진 정치[仁政]는 반드시 經界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제도를 바르게 하여 국

용을 풍족하게 하고, 민생을 두터이 하는 것이 지금의 급무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가는 민생의 고락에서 나오고, 민생의 고락은 토지제도가 균등한가에 달려있
습니다. 文王․武王․周公은 井田으로 백성을 길렀기에[養民] 周가 800여 년간 천하를

가졌고, 漢은 전세를 헐하게 하여 400여 년간 천하를 가졌으며, 唐은 民田을 균등하게

하여 거의 300년간 천하를 가졌습니다. 秦은 井田을 훼손하여 천하를 얻은 것이 2세만

에 망하였습니다.

신라 말에 토지가 불균하고 부세가 무거워 도적들이 무리를 지어 일어났습니다. 태

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즉위한지 34일 만에 (중략) 백성의 租를 3년간 면제하였습니다.
당시는 3국이 서로 맞서 군웅이 각축하여 재용이 매우 시급하였으나, 우리 태조께서는

戰功을 뒤로 하고 恤民을 앞세웠으니, 이는 곧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天地生物之

心]이며, 堯․舜․文․武의 어진 정치입니다.

삼한이 하나가 되자, 이에 토지제도를 제정하고 臣民에게 분급하였습니다. (중략)

무릇 사대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도 죄가 있으면 거두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자중하

7) 이경식, 앞의 책, 66~83면; 박경안, 앞의 책, 273~282면.

8)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9) 이민우, 앞의 논문, 67~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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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히 법을 어기지 않으니 禮義가 일어나고 풍속이 아름다워졌습니다. 府衛의 병사

와 州郡津驛의 서리들이 각자 받은 토지로 토착하여 생업을 안정시키니 나라가 부강해

졌습니다. 비록 요와 금이 천하를 노리는 가운데 우리와 경계를 맞대고서도 감히 영토를

빼앗지 못한 것은 우리 태조가 삼한의 토지를 신민과 함께 나누어 같이 그 祿을 누리면

서 그 생업을 두터이 하고 그 마음을 맺어 국가 천만세의 元氣로 삼은 까닭입니다.10)10)

위에 인용한 글은 조준이 첫 번째로 올린 상소문의 서두이다. 조준은 여기에서

사전 비판에 앞서 자신이 토지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토지제도에

대한 유교 경전의 전범에 근거하여 古代로부터 토지제도의 역사를 고찰하고, 이러

한 이해에 근거하여 고려 토지제도와 당대의 토지 문제를 검토한다. 이 글에 담긴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토지제도는 어진 정치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는 고려 태조가 토지제도를 제정한 취지 역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堯․

舜․文․武의 어진 정치를 계승하는 데 있으며, 古代 聖人의 어진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토지제도로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한다.

토지제도에 대한 조준의 인식은 단순히 토지제도를 어진 정치라는 정치적 이상

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를 포함한 사전혁파론자들은

인간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천부적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을 확고한 근거로

삼았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 이후 집필한 佛氏雜辨에서 사람이 바로 이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不忍人之心=仁]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11)11)나아가 朝鮮經國典에서는

10)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夫仁政 必自經界始 正田制 而足國用 厚民生 此當今
之急務也 國祚之長短 出於民生之苦樂 而民生之苦樂 在於田制之均否 文武周公 井田以養民

故周有天下 八百餘年 漢薄田稅 而有天下四百餘年 唐均民田 而有天下幾三百年 秦毁井田
得天下 二世而亡 新羅之末 田不均 而賦稅重 盜賊群起 太祖龍興 卽位三十有四日 (중략)

遂放民閒三年租 當是時 三國鼎峙 群雄角逐 財用方急 而我太祖 後戰功 先恤民 卽天地生物

之心 而堯舜文武之仁政也 三韓旣一 乃定田制 分給臣民 (중략) 凡士大夫受田者 有罪則收
之 人人自重 不敢犯法 禮義興 而風俗美 府衛之兵 州郡津驛之吏 各食其田 土着安業 國以

富强 雖以遼金 虎視天下 而與我接壤 不敢呑噬者 由我太祖分三韓之地 而與臣民 共享其祿

厚其生 結其心 爲國家千萬世之元氣故也”

11) 鄭道傳, 三峰集 권9, 佛氏雜辨 佛氏慈悲之辨, “天地以生物爲心 而人得天地生物之心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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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君이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

는 정치[不忍人之政=仁政]를 행한다고 하였다.12)12)조선 건국 주체들은 사람이 갖

고 태어나는 이 마음이 도덕과 정치의 기초이자 제도의 근거라는 믿음을 공유하였

던 것이다.

사전혁파론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이에 근거하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이라는 관

점에서 토지제도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당시의 토지 문제

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기하는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 비판

이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 사전혁파론자들이 제기한 사전의 폐단

들은 대개 이미 고려 후기 개혁론에서 지적된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동일한 문제

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도덕과 정치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사회적 과제와 끊임없이

연계시킨다. 趙仁沃의 아래와 같은 언급은 이들이 사전의 폐단을 어떻게 이해하였

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형제가 토지를 다투다 서로 해치는 데에 이르고 장군과 재

상이 토지를 다투다 서로 죽이는 데 이르는 현실입니다. 骨肉이 도리어 모르는 사람처

럼 변하고 같은 반열에 있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 獄訟이 번다해지고 風俗이 파괴되며
사람의 도리[人道]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13)13)

조인옥은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 사전의 폐단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군사제도가 마비된 상황을 지적한 데 이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전으

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결국 풍속과 사람의 도리를 파괴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은 단순히 사전에 대한 도덕적인 차원의 비판을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토지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과 군사제도를 정상화함으

生 故人皆有不忍人之心 此卽所謂仁也”; 김병환 역해, 2013 불씨잡변, 조선의 기획자 정
도전의 사상혁명, 아카넷 참조.

12) 鄭道傳, 三峰集 권7, 朝鮮經國典 正寶位, “人君以天地生物之心爲心 行不忍人之政 使天下

四境之人 皆悅而仰之若父母 則長享安富尊榮之樂 而無危亡覆墜之患矣 守位以仁 不亦宜乎”

13)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又有甚於此者 兄弟爭田 而或至於相殘 將相爭田 而或
至於相殺 骨肉反爲路人 同列 變爲仇敵 獄訟煩 而風俗敗 陷人道於禽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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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토지제도는 어떠한 기반 위에

서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환기시킨다.

사전혁파론자들의 시각에서 사전으로 인해 수많은 폐단들이 발생하는 까닭은

사전이라는 제도가 애초에 인간의 본성과 이에 토대를 두는 토지제도의 본질에 어

긋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전을 혁파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權豪의 무리들이 죄를 입고 거의 사라졌으니, 마땅

히 辨正都監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고조와 증조 때의 문건을 조사하게

한 다음 그 연대가 오래되고 계보가 명백한 것을 각기 주인에게 반환하게 하면 억울함
이 해소되고 나라에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종께서 입법한 뜻을 생각하면, 諸君과 兩府로부터 軍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의 토지를 받아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기름으로써 몸 둘 곳이 없

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법이 폐기되니 (하략)14)14)

위에 인용한 글에서 李行은 사전을 혁파하지 않고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반론

에 맞서 사전이 “우리 조종께서 입법한 뜻”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준은 고대 성인들이 토지제도를 제정한 근본 취지가 仁政을 실현

하는 데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고려 토지제도 역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을 계승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 사전이 조종입법의 뜻에 어긋난다는

이행의 언급은 결국 사전이 인간 본성에 근거하여 어진 정치를 지향하는 토지제도

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는 본래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되었으니, 사전의 폐단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이르

렀다.”는15)15)조준의 비판은 이러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전혁파론자들은 고려 토지제도가 조종입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전으로 변하

14)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或曰 今權豪之徒 伏辜殆盡 宜委辨正都監 考察訟人高
曾契卷 其有年代久遠 派系明白者 各還其主 則寃枉銷 而國家無事 臣等以爲不然 惟我祖宗

立法之意 盖欲諸君兩府以下 至于軍士 皆受國田 仰事俯育 無至失所 今也法廢 (하략)”

15)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夫田本以養人 而適足以害人 私田之弊 至此極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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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당대의 토지 문제가 비롯되었으며, 이는 결국 인륜과 풍속의 파괴로 이어져

서 고려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사전을 혁파하자는

주장은 古代 聖人이 인간 본성에 적합하게 구상한 토지제도와 이를 충실하게 계승

하는 고려 초기 조종입법의 취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자신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조종입법의 취지를 “公田”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16)16)

그런데 고려 조종입법의 취지가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전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고 이해하는 관점은 고려사회의 통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현대 역사학의 일반적인 이해와도 차이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에서는 왕실과 국가 기구에 속한 토지를 공전으로, 개인에게 분급한 토

지를 사전으로 구분하였다.17)17)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사전을 조종

의 제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田柴科가 폐하여 私田이 되었다”는18)18)

고려사 식화지 서문의 표현과 같이, 고려 후기에 이르러 고려 토지제도가 사

전으로 변모함으로써 토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전혁파론자들의 인식은 고려 초

기 토지제도의 실제와는 일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19)19)그렇다면 사전혁파

론자들의 공전에 대한 인식과 사전 비판은 객관적 역사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단

순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사전혁파론자들이 토지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대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새로

16) 사전혁파론자들은 고려의 토지를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모두 우리 태조께서 전쟁터에서 온

갖 고생과 위험을 겪으시며 개척한 것”, “태조께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획득하신 땅”이라고
하면서 고려 후기에 이르러 “조종께서 지극히 공정하게 나누어 주신 토지가 한 집안 아비와

아들의 사적인 것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고려의 토지 전체가 국가의 공전이며[國家

之公田], 개인에게 나누어준 토지로서 전시과 역시 국가에서 지극히 공정하게 나누어 준 토
지[至公分授之田]라는 이해를 드러낸다(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17) 강진철, 1980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이성무, 1980 公田․私田․民田의 槪念－高
麗․朝鮮初期를 中心으로－ 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論叢; 윤한택, 1995 고려전기 사전연
구, 고려대학교출판부; 위은숙, 2004 고려시대 토지개념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24.

18) 高麗史 권78, 食貨1 序文, “田柴之科廢而爲私田”
19) 김기섭, 1990 高麗末 私田弊論者의 田柴科 인식과 그 한계 , 역사학보 127에서는 사전
혁파론자들의 공전과 사전에 대한 이해가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

여 현실과는 일정하게 괴리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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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학문적 경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 唐 말 이래 심화된 ‘古文’의 문

제의식은 古代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 제도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하

고, 고대의 이상을 현실에서 복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20)20)특히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제도 개혁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의해 확립하는 학문적․정치적 경

향은 宋代 이후 성리학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이룬다.21)21)이러한 문제의식을 따르는

이들에게 ‘古’ 혹은 ‘三代’는 하․은․주의 역사적인 시간대를 가리키는 동시에, 정

부가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하여 모든 필요가 다 충족되고 모든 사람들이 조화와

번영 속에 살았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2)22)

이들에게 고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기초에 근거하는 이상적인 대안인 동시

에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었다는 역사적 실례로서 당대 현실에서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고려는 적어도 예종․인종대부터 北宋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받

아들였다.23)23)특히 元의 간섭을 받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 아래 古文

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性理學을 수용하였다.24)24)사전혁파론자들의 토지제도에 대

20) ‘古文’의 문제의식과 ‘三代’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향에 대해서는 Peter K. Bol(심의용 옮
김), 2008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북스토리; 余英時(이원석 옮김), 2015 주희의 역
사세계, 글항아리, 제1장 참조. 고려 말 조선 초 제도 개혁에서 古制 회복이라는 지향에

대해서는 김인호, 1999 고려후기 사대부의 경세론 연구, 혜안; 최종석, 2010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 조선시대사학보 52; 이현욱, 2015 조

선초기 보편적 즉위의례의 추구 : 嗣位 , 한국사론 60 참조.
21) 주희의 제도론 고유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민병희, 2007 朱熹(1130-1200)에 있어서 形

而上學과 經世의 관계: 太極 개념과 太極圖의 해석을 중심으로 , 역사문화연구 2007;
민병희, 2008 朱熹의 사회․정치적 구상으로서의 “學”: “功利之學,” “空虛之學”과의 대

조를 중심으로 , 동양사학연구 104 참조. 조선 초기 제도 개혁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제도 개혁의 지향 사이의 연관에 대해서는 김지영, 2012 조선시대 嗣位儀禮에
대한 연구 , 조선시대사학보 61 참조.

22) Peter K. Bol(김영민 옮김), 2010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96면
23) 문철영, 2005 고려유학 사상의 새로운 모색, 경세원.
24) 김인호, 앞의 책; 고혜령, 2003 고려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문철영, 앞의

책; 도현철, 2011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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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은 한편으로 이러한 고려 후기 이래 지식인층의 학문적 경향을 계승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적어도 토지제도라는 분야에 한정한다

면, 사전혁파론자들은 이제현, 백문보, 이색 등 앞선 세대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고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향을 현실 비판과 실천 방안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전혁파론자들이 제시하는 고대와 고려 초기 토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당대의

일반적인 통념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사

유의 과정을 통해 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사전

혁파론자들의 눈에 비친 고대와 고려 초기 제도의 구체적인 실상 역시 이들 나름

의 역사적 조사에 기초하는 동시에 당대 토지 문제의 현실에 적합한 대안으로 사

고된 것이었다.25)25)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들이 생각한 고대와 고려 초기 토

지제도가 역사적 실상과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전혁파론자들이 이를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전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사전혁파론자들에게 고대와 고려 초기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는 당대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사실상 같은 것이었다.26)26)

고려 말 사전혁파론자들은 공전이라는 개념을 고대 토지제도의 이상과 관련하여

고려 사회에서 통용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재개념화함으로써 고려 토지제도

를 처음 제정했던 취지를 재발견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전으로 간주

하면서 그것이 사회 안에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고 이해하였다.

25) 사전혁파론자들은 상소문에서 자신들의 토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토지제도사에 대한 조사
와 재검토에 근거한다고 언급한다.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참조.

26) 이러한 지적이 사전혁파론자들이 이미 특정한 대안을 도출해놓고 여기에 토지제도사에
대한 이해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이래 토지제도의 역사에 대

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대안 제시는 이들에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전혁파

론자들이 왜 고려 말에 고대와 고려 초기 토지제도에 대해 특정한 이해방식을 제시했는
가는 당대 토지제도의 현실과 학문적 경향을 면밀하게 결합시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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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생각해 보니, 私田은 私門에 이익이 될 뿐 나라[國]에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반면, 公田은 나라[公室]에 이익이 되고, 민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사문에 이익

이 되기에 겸병이 이로써 발생하게 되며, 用度가 이로 말미암아 부족하게 됩니다. 나라

[公室]에 이익이 되면 재정이 충실해지고 나라 살림살이가 풍족하게 되며, 쟁송이 사

라지고 민생이 안정되니, 國家라고 한다면 마땅히 經界로써 어진 정치의 출발점을 삼

아야 합니다.27)27)

古代에는 토지가 官에 있고 이를 民에게 주었으니, 민이 경작하는 것은 모두 [관에

서] 준 토지였다. 천하의 민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貧富와 强弱이 서로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公家]로 들어갔으므로 국가[國] 역시 부유하였다.28)28)

위에 인용한 첫 번째 글은 고려 말 조준이 올린 두 번째 상소의 서두이다. 여기

에서 그는 모든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는 원리를 국가와 민의 경제적․문화적 안정

을 추구하는 제도적인 기반으로 인식한다. 조준은 도덕적 가치로서 공 인식에 기

초하면서 개인의 私를 국가의 公에 대비시켜 국가를 개인의 이기적 私를 극복해가

는 공적 가치의 담지자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29)29)그는 토지제도의 정상적인

27)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竊惟 私田利於私門 而無益於國 公田利於公室 而甚便
於民 利於私門 則兼幷以之而作 用度由是而不足 利於公室 則倉廩實 而國用足 爭訟息 而民

生安矣 有國家者 當以經界 爲仁政之始”

28) 鄭道傳, 三峰集 권7, 朝鮮經國典 , 賦典 經理, “古者 田在於官而授之民 民之所耕者 皆

其所授之田 天下之民 無不受田者 無不耕者 故貧富強弱 不甚相過 而其田之所出 皆入於公

家 而國亦富”

29) 北宋의 사상가들과 朱熹의 공 개념을 비교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公儀와 私恩을 대비하

면서 정부 주도의 활동을 강조하는 북송 사상가들과 달리, 주희는 사은과 공의를 공의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발휘되는 윤리로 재정의함으로써 가족

과 지역사회에서의 헌신을 정부를 통해 제국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과 동일한 정치

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한다(이선규, 2013 주희의
공 개념과 지역자발주의의 출현 , 한국정치연구 22-1).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공사

개념의 변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송 대에 이르러 출현한 ‘天理의 공’과 ‘人欲의 사’라

는 대립적 이해는 명 말 청 초가 되어 그때까지 부정적으로 간주되어 온 사적 욕망이 긍
정되고, 사 상호 간의 조화를 공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등장한다고 한다(池田知久․溝口

雄三, 2011 公私 , 溝口雄三 외(김석근 외 옮김), 중국사상문화사전, 책과함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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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도덕적 가치의 회복을 하나의 연결된 과제로 파악하였으며, 토지제도가 어

진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전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두 번째 인용한 글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賦典 經理의 시작 부분이다. 정도
전은 여기에서 공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는 것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심하게 설명한다. 그는 고대에는 토지가 국

가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가 이를 민에게 나누어주었으므로, 민이 경

작하는 토지는 모두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이가 국

가로부터 토지를 받아 경작할 토지를 가질 수 있었다. 정도전이 생각하는 이상적

인 토지제도는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를 民에게 나누어

주어 모든 사람이 경작할 토지를 가지는 상태였다.30)30)

사전혁파론자들은 인간 본성과 토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근거하여 고려

사전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토지제도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은 사전을 고려 말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고,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를 고려 초기 조종입법의 뜻 혹은 고대 토지제도의 올바름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겼다. 위에 인용한 글에 나타난 고대 혹은 고려 초기 토지제도의 이상적 모델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사전혁파론자들의 공전에 대한 인식은 ‘天理의 공’과 ‘人欲의 사’

라는 대립적 이해에 기초하면서도 북송 사상가들의 공 개념에 더욱 가까웠던 것으로 보

인다. 고려 말 조선 초 지식인들의 공사 인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세심한 연
구가 필요하다.

30) 정도전의 토지개혁론을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는 그가 고려 말의 토지 개혁 과정과 과전
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정도전이 조준과 토지제도

개혁론에서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박경안, 1994 麗末 儒

者들의 田制 改革論에 대하여 , 동방학지 85; 김형수, 2002 14세기말 私田革罷論者의
田制觀 , 복현사림 25; 이익주, 2006 고려 말 정도전의 정치세력 형성 과정 연구 , 동
방학지 134; 최상용․박홍규, 2007 정치가 정도전, 까치 참조). 그러나 조선경국전
이 정도전 개인의 생각을 담은 저술인 동시에 장차 조선의 공식적인 법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저술에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초인

고려 말의 사전 혁파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담겨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생각

이 든다. 정도전과 조준의 토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
로 적어도 조선경국전의 서술이 고려 말의 사전 혁파론자들과 입장을 달리 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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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토지제도 개혁의 직접적인 목표였다. 사전혁파론자들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사전을 혁파하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재건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었다.

3. 사전혁파론의 제도적 귀결

사전혁파론자들이 토지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제출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은 가장 먼저 ① 公田과 私田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양전

의 실시를 제안했으며, ② 양전이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 파악된 토

지를 국가의 재정 소요처와 국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기존 사전에 대한 국가의 公收는 새로운 양전과 토지의 재분배가 완료되기 이

전의 시한부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전을 혁파한다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전혁파론자들이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준은 1388년 7월에 사전 혁파를 촉구하는 첫 번째 상소에서 이미 공전과 사

전을 구분하지 않는 통일적인 양전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양전

의 실시와 함께 양전 결과에 근거하여 토지를 재분배하기 전까지 3년에 한하여 국

가의 모든 토지에 대한 公收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전과 사전 모두에서 1결

당 쌀 20두라는 수취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공전과 사전의

구분을 없애는 양전을 실시하는 동시에 모든 토지로부터 국가가 공수하는 조치는

사전이 문자 그대로 공전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31)31)그리고 이는 당대인들

에게도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로 여겨졌다.32)32)

무릇 ① 田丁을 작성할 때에 公田과 私田의 구별을 일체 없애고, ② 혹 20결․혹 15

결․혹 10결로 한다. ③ 각 읍마다 丁號를 붙일 때는 천자문으로 표시하고 사람의 성

31) 김태영, 1983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54~58면.
32)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私田之弊 至此極矣 幸賴天佑 國家聖神誕作 袪曠世之

積弊” ; 高麗史 권80, 食貨3 常平義倉, “國家旣革私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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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달지 않아서 나중에 祖業을 함부로 칭하는 폐단을 끊는다. 양전이 이미 정해진

후에 따라 법에 따라 나누어 받도록 한다. 공전과 사전의 收租는 1결에 米 20두로 하

여 민생을 두터이 한다.33)33)

위에 인용한 내용은 조준이 제안한 새로운 양전을 위한 원칙이다. 조준의 제안

은 ① 양전 과정에서 田丁을 작성할 때 공전과 사전의 구별을 없애고, ② 전정의

크기를 일정한 크기의 단위로 통일하고, ③ 전정의 丁號를 천자문으로 표시하여

사람의 성명을 달지 않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양전 원칙에 따라

새로 양전이 완료되면, 토지를 법에 따라 나누어주고 공전과 사전의 구분 없이 모

두 1결에 米 20두를 租로 거둘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양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정을 작성할 때에 공전과 사전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전 시기에 공전과 사전에서 作丁이 각각 따로 이루어

졌다면, 量田 역시 두 종류의 토지에서 각각 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34)34)

새로운 양전이 완료된 이후 이전 시기 田籍을 모두 거두어들여 불태우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때에 공전과 사전의 전적을 각각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토지대

장 자체도 별도로 존재했던 것 같다.35)35)사전의 전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전에서의 양전이 사전 전주들에게 맡겨지고 국가는 그 전체 규모만을 파악하는

데 그쳤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36)36)공전과 사전의 구분 없는 양전은 사전을 혁파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이전 시기 사전의 존재를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토지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田丁의 크기를 20결․15결․5결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고려 전

정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정이 직역에 따른 토지 분급의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17

33)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凡作丁 公私之田 一切革去 或以二十結 或以十五結

或以十結 每邑丁號 標以千字文 不係人姓名 以斷後來 冒稱祖業之弊 量田旣定然後 分受之
以法 公私收租 每一結 米二十斗 以厚民生”

34) 김태영, 앞의 책, 50면; 이영훈, 1998 조선초기 5결자호의 성립과정- 趙溫功臣田賜與文
書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12, 57~58면.

35)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恭讓王二年 九月 焚公私田籍于市街 火數日不滅”
36)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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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足丁과 7~8결의 半丁으로 일정하게 고정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와37)37)고려시대

양전에서 작정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경지구획이었기 때문에 그 크기는

다양한 규모에 걸쳐 있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38)38)

고려 전정의 크기가 일정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

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에서의 양전 과정 자체가 별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전의 경우 국가가 파악하는 전정의 규모와 실제 전정의 규모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는 사전으로 지급한 전정을 지급 규

모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파악하지만, 실제 각 전정의 규모는 자연적인 경지구획

에 따라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정의 크기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

치는 국가가 공전과 사전의 구분 없이 모든 토지에 대한 양전을 실시할 수 있었기

에 가능하였다. 전정의 크기를 일정한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조치는 대략적인 규

모만을 파악하던 사전에 대해 국가가 일괄적으로 양전을 실시함으로써 전정의 실

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39)39)

세 번째 원칙은 새로 작성한 전정에 丁號를 붙일 때, 천자문으로 표시하고 사람

의 성명을 달지 않는 것이었다. 조준이 제안하는 내용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양전에

서는 사람의 이름을 정호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

을 정호로 사용하는 토지가 당연히 사전이며, 정호로 성명이 기재된 사람이 사전의

전주를 가리킨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공전의 경우에는 아마도 해당 토지로부

터 수조하는 기관의 명칭이 정호로 쓰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정

호로 삼아 전적에 기재했기 때문에 전시과에 따라 지급한 토지가 조업전 혹은 永

業田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40)40)따라서 사람의 이름 대신 천자문을 정호로 사용하도

37) 윤한택, 1989 고려 전시과 체제하에서의 농민신분: 그 제도적 기초로서의 足丁제의 성

격과 성립 , 태동고전연구 5, 35~36면.
38) 이영훈, 앞의 논문, 64~68면.

39) 조준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고려 말의 己巳量田에서는 이러한 작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

켜지지 않았음이 밝혀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크기의 토지를

단위로 작정을 하는 양전은 연작상경농법을 전제로 陳田과 起耕田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 건국 이후 이른바 乙酉量田으로부

터이며, 이때부터 5결을 단위로 하는 字號가 출현한다고 한다(이영훈,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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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원칙은 사전에 대한 전주의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준이 제안한 새로운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양전은 곧 사전 혁파를 전제로 하

여 토지를 둘러싼 제도적 관계를 재편하는 작업이었다. 첫째, 새로운 양전으로 국

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실질적인 공전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1389년 12월에 양

전이 완료되자, 조준은 양전 결과에 대해 논하면서, 전국 토지를 50만 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供上을 위해 右倉과 4庫에 각각 10만 결과 3만

결을 소속시키고, 녹봉을 위해 10만 결을 左倉에 소속시키며, 朝士를 우대하는 차

원에서 녹과전으로 경기의 토지 10만 결을 배정한다. 그 결과 남은 17만 결로는 6

도의 군사와 津․院․驛․寺의 토지나 鄕吏․使客․廩給․衙祿의 용도에도 부족하

여 군대에 쓸 물자가 나올 땅은 마련할 길이 없다는 보고를 한다.41)41)

고려시대 재정 운영이 사실상 수요처에 따라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준의 이러한 발언은 국가의 토지 파악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 고려

시대의 기록에는 국가 전체의 재정 규모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

어진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재정의 원천으로서 토지 자체가 공전과 사

전으로 분리되고, 그 안에서도 여러 지목에 따라 구분한 각각의 토지를 해당 기구

나 개인에게 분급하여 각자 재정 운영을 하도록 했던 상황을 반영한다.42)42)고려 말

에 이르러 조준이 국가 전체의 토지를 단일한 재정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배분하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공전

으로 파악하는 변화와 연관되어 있었다.

둘째, 사전이 혁파되어 고려 사전의 田主가 가지는 권리가 부정된 이후 국가는

40) 노명호, 1992 羅末麗初 豪族勢力의 경제적 기반과 田柴科體制의 성립 , 진단학보 74,
46~48면.

41)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今六道觀察使 所報墾田之數 不滿五十萬結矣 而供上

不可不豐也 故以十萬 而屬右倉 以三萬 而屬四庫 祿俸不可不厚也 故以十萬 而屬左倉 朝士
不可不優也 故以畿田十萬 而折給之 其餘止十七萬而已 凡六道之軍士 津院驛寺之田 鄕吏使

客廩給衙祿之用 尙且不足 而軍須之出 則無地矣”

42) 고려시대의 분산적인 재정 구조에 대해서는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
도, 서울대학교출판부; 안병우, 2002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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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직접 파악하여 이들을 토지에 대한 권리 주체로 세우고자

하였다.

佃客은 所耕田을 別戶의 사람에게 함부로 매매하거나 증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

망하거나 移徙를 하여 호가 끊어지는[戶絶] 경우와 여분의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황폐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田主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43)43)

위의 인용한 구절은 1391년 5월에 제정된 科田法 조문 가운데 일부이다. 후술하

겠지만, 과전법은 사전을 혁파한 이후 국가가 士大夫를 우대하는 뜻에서 경기의

토지를 재차 사전으로 분급한 데 대한 규정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인용한 조문은

과전을 경작하는 전객에 대한 것으로, 이 내용은 과전으로 분급한 토지를 포함하

여 전국의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44)44)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국가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佃客으로, 전객이

경작하는 토지를 所耕田으로 규정하면서 소경전에 대한 전객의 권리와 이에 대한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경전에 대한 전객의 권리는 문자 그대로 이

토지를 경작하는 데 있었다. 조문의 내용에 따르면, 전객은 “사망하거나 이사를 하

여 호가 끊어지는 경우”와 “여분의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황폐하게 하는 경우”에

田主가 토지를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소경전을 경작하는 한

토지에 대한 전객의 권리는 전주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佃客의 所耕田”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이 조문은 국가가 전국의 모든 토

지에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었음

을 의미한다.45)45)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혁파론자들은 자신들이 모델로 삼는

고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에 대해 “토지가 官에 있고, 이를 民에게 주었으니, 민이

43)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佃客毋得將所耕田 擅賣擅與別戶之人 如有死亡移徙戶

絶者 多占餘田故令荒蕪者 其田聽從田主任意區處”

44) 김태영, 앞의 책, 84~85면; 이헌창, 2015 조선시대 耕地所有權의 성장 , 경제사학 58, 8면.
45) 이헌창은 이 조문에 대해 경작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부정하여 경작자에게만 제한적 소유

권을 부정하는 耕者有田制度라고 설명한다(이헌창, 위 논문,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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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는 것은 모두 관에서 준 토지였으므로 천하의 민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

람이 없고,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해하였다.46)46)토지의 경작자

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위의 조문은 사전혁파론자들의 개

혁구상이 사전을 혁파하여 기존의 사전 전주들의 권리를 부정한 이후에 실제로 제

도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고려 말 개혁의 과정에서 조준이 제안한 새로운 양전 원칙은 사전 혁파 이후

토지제도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사전혁파론자들은 기존의 사전을 혁파함으

로써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공전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토지

를 경작하는 사람들을 전객으로 파악하여 이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

경전이라는 명목으로 보장하였다. 사전 혁파의 제도적인 귀결은 전국의 모든 토지

를 국가의 공전=민의 소경전으로 재편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전혁

파론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고대 토지제도의 이상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고려시대 사전은 국가가 職役에 따라 토지를 일정한 단위로 묶은 田丁을 개인

에게 분급한 것이었다. 국가로부터 전정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부과한 직

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전의 主人이었다.47)47)한편 전정을 구성하는 토지를 경작하

는 농민들은 私田主와 함께 직역 수행 단위인 丁戶를 이루는 존재였다.48)48)사전을

혁파하는 고려 말의 조치는 국가 직역자의 토지에 대한 특권적 소유를 폐지하고,

경작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토지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조선 건국 이후 국가가 등질화된 良人을 국가의 公民으로 파악하고 이를

확충하고자 했던 것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49)49)

46) 각주 28)과 같음.

47)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토지와 직역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민현구, 1972 高
麗의 祿科田 , 역사학보 53․54; 박경안, 앞의 책, 제1장; 이상국, 2004 고려 직역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48) 고려시대 田丁을 토지와 농민의 결합으로서 丁戶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상국,

위의 논문; 김기섭, 2007 한국 고대․중세 호등제 연구, 혜안; 이민우, 앞의 논문, 제1
장 참조.

49) 조선 초기 국가의 양인 정책을 公民 확보와 齊民 정책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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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전의 전주가 소경전의 전객으로 대체되는 제도적인 변화가 고려 말의

시점에서 사전의 전주가 보유한 토지가 경작 농민에게 곧바로 재분배되었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로 인해 사전과 사전의 전주가 토지제도

상에서 사라지고, 국가의 모든 토지가 토지를 경작하는 전객의 소경전으로 재편성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토지를 둘러싼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전을 혁파하는 토지제도 개혁 이후

고려 말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소경전의 전객으로 파악되

었는가는 앞으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50)50)

4. 토지제도 개혁구상에서 과전법의 위상

사전혁파론자들은 사전을 혁파하고 전국 토지를 국가의 공전이자 민의 소경전

으로 재편성하는 조치에 이어 새롭게 파악된 토지를 국가의 각종 재정 소요처와

국역 담당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준은 사전 혁파를 주장한 첫

번째 상소에서 이미 새로 실시될 양전 결과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토지를 지급해

야 할 목록과 지급의 원칙을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었다. 사전혁파론자들은 애초

부터 국가가 각종 재정 소요처와 국역 담당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조치를 토지

제도 개혁의 일부로 간주했다.

조준을 비롯한 사전혁파론자들이 제시하는 토지 재분배의 목록은 개혁 과정에

서 조금씩 조정을 겪게 되는데, 1391년 5월에 제정된 科田法은 이러한 토지 재분

배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는 전국의 토지를

영우, 1997 조선시대 신분사연구, 집문당;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
비평사, 제1장 조선시대 국가운영 시스템과 신분구조의 운영원리 참조.

50) 이민우, 앞의 논문, 4장에서는 고려 말 경작 농민의 예속성과 호구 개혁의 실패라는 조건

을 고려할 때, 사전 혁파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 사전의 전주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보
유한 사전의 대부분에 대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예속인을 전객으로 등록할 수 있

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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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전이자 민의 소경전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

과전법이었다. 과전법은 사대부에게 지급하는 科田 이외에도 지방의 한량관리에게

지급한 軍田 및 陵寢, 倉庫, 宮司, 軍資寺, 寺院, 外官職田, 廩給田, 鄕․津․驛의

吏胥 및 軍․匠․雜色 등 각종 재정 소요처에 지급한 토지들을 포괄하는 규정이었

다.51)51)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전법에서 사대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科田

은 여타의 토지들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다시 私田으로 설정되었다.

사전을 혁파하는 토지제도 개혁의 과정에 국가의 토지를 재정 소요처에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배경은 무엇인가? 또한 고려 말 토지제도 개

혁이 사전을 혁파하자는 주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전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는 과전법의 제정으로 마무리된 까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52)52)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자면, 과전법의 제정은 사전을 혁

파한다는 토지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제도 변화의 일

부라고 생각한다. 과전법은 토지제도 개혁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사전 혁파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라고 본다.

고려 사전은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제도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호구제도,

부세제도, 군사제도, 재정제도, 지방제도 등 거의 모든 국가 운영의 기초였다. 따라

서 고려사회에서 사전이 갖는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했을 때, 사전을 혁파하는 조

치는 단순히 토지제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부문의 제도적 변화를 동반할 수밖

에 없었다. 실제로 사전 혁파를 주장하는 상소가 제기된 1388년에서 과전법이 제

정되는 1391년 사이에는 호구, 군사, 부세 수취, 진휼 등과 관계된 여러 조치들이

51)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참조.
52)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과 과전법에 대한 연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 혁파라는 목표가

성취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과전법이 전시과제도나 고려 말기의 사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과전법 제정에 이르는 토지제도 개혁은 정상적인 사전의 운용을 회

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평가하거나(이경식, 앞의 책, 92~96면), 사전을 다시 지급하

는 과전법의 제정으로 토지제도 개혁이 마무리된 것은 사전주들의 반대와 소유권에 입각
한 토지지배관계의 성장을 반영하여 사전 혁파라는 애초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변용된 결

과라고 이해한다(김태영, 앞의 책,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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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반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해당 분야에 따라 분류되어 고려사에 기
재되었다.53)53)

과전법은 사전 혁파에 수반되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여러 후속 조치들 가운데

고려 말에 관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던 祿科田을 포함하여 국가의 재정 소요처에

대한 토지 분배를 규정한다. 고려 말 국가 재정 운영의 분산된 구조와 사전에 대

한 관직자층의 경제적 의존을 고려했을 때, 과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

였다. 사전을 혁파하는 개혁이 과전법의 제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까닭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토지제도와 관련을 맺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고려 말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결코 과전법 제정

자체를 토지제도 개혁의 최종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선 건국 이후

국가 재정 운영의 구조가 변화하고, 양반 관직자들의 경제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

라 과전법의 내용과 사회적 비중이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54)54)

다른 한편으로 과전법에서 다시 사전 지급을 규정한 맥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와 별개로 기존의 ‘고려 私田’이 개혁 과정에서 완전히 혁파되었으며, ‘과전법

에서의 私田’은 이러한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이후에 새롭게 설정된 것이라는 사실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과전이 다시 사전으로 지급되었는지는 고려 말 토지

제도와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

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55)55)그럼에도 개혁의 결과 새로 지급한 ‘과전법에서의

53) 예를 들어 호구제도 개혁에 대한 1388년 8월의 조준 상소와 1390년 7월 도당의 보고는 高
麗史 권79, 食貨2 田制 祿科田 戶口에 실려 있으며, 부세수취의 변화에 대한 도평의사사
의 건의는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踏驗損實에 기재되었다. 그밖에도 다양한 부문에

걸친 제도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미처 거론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조치

들은 조선 건국 이후의 과제가 되었다.

54) 조선 건국 이후 과전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深谷敏鐵, 1940 科田法から職田法へ 上․下 ,

史學雜誌 51-9․10; 김태영, 앞의 책, 제6장; 한영우, 1983 太宗․世宗朝의 對私田施
策 ,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강제훈, 2002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
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참조.

55)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과전법 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과전이 사전으로 설정된 맥락에 대한 시론적인 검토는 이민우, 앞의 논문, 125~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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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田’은 이미 혁파된 ‘고려 私田’과 비교할 때, ‘사전’이라는 명목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말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공전으로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려에서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전으로 인식하는 관념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였다. 고려에서 공전은 주로 왕실과

국가기관에 속한 토지를 가리켰으며, 사전은 공전과 함께 별도의 지목으로 존재했

다. 이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전으로 파악하는 관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과

전법에서의 사전’은 사전을 혁파한 이후에 새로 설정된 토지라는 점에서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전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예외적으로

사전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고려와 조선에서 공전과 사전에 대한 인식

위의 <그림 1>은 과전법에서의 사전이 고려 사전과 달리 국가 공전의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과전법에 이르러 토지제도에서

사전이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고려 사전은 단순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서의 제도적 형태가 사실상 공전에까지 확장되

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토지제도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

세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재정제도, 호구제도를 포함하는 고려 국가 운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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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사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사전 혁파 이후의 토지제도 운

영은 전객이 경작하는 소경전에 기초하여 재편되었고, 과전법에서의 사전은 각종

의 국가 운영과는 무관하게 사대부에 대한 예우라는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전법에서의 사전이 전객의 소경전에 대한 권리를 전제로 하여 지급된 것이었

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田主가 佃客의 所耕田을 빼앗으면, 1負에서 5부까지는 笞 20을 가하고, 매 5부마다

1등씩을 더한다. 죄가 杖 80에 이르면 [그치고] 職牒은 회수하지 않는다. 1결 이상이면

그 丁은 다른 사람이 체수하는 것을 허락한다.56)56)

위에 인용한 내용은 과전법 조문 가운데 일부이다. 앞에서 사전 혁파 이후 국가

가 所耕田에 대한 전객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여기에

서 사대부에게 科에 따라 지급한 과전은 소경전에 대한 전객의 권리를 전제로 하

여 국가가 전객으로부터 收租하는 권리를 지급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과전을 받은 사대부를 田主로 규정하면서도 전주가 전객의 권리를 침해하

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는 이를 통해 과전에 대한 전주의 권리가 소경전에 대

한 전객의 권리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후자를 토지에 대한 기본

적인 관계로 설정하였다.

고려 사전에서 사전주와 농민은 국가에 의해 사전주를 대표로 하는 하나의 丁

戶로 파악되었으며, 사전에 대한 사전주의 권리 이외에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57)57)고려시대에도 사전주의 수조권 외

에 농민의 소유권이 확립되었다고 간주하는 견해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58)58)사전

주와 경작 농민이 하나의 정호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에서 개별 농민이 자신이 경

56)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田主奪佃客所耕田 一負至五負笞二十 每五負加一等

罪至杖八十 職牒不收 一結以上 其丁許人遞受”

57) 각주 47) 참조.

58) 이성무, 1978 高麗․朝鮮初期의 土地所有權에 대한 諸說의 檢討 , 성곡논총 9; 이경식,
1994 朝鮮前期 土地의 私的 所有問題 , 동방학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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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토지에 대해 과연 “소유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자립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59)59)고려시대에도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농민의 관습적인 권리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을 것이지만, 이것이 분명한 법적

형태로 규정되지 않았다.

고려 말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는 토지에 대한 사전주의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

의 모든 토지를 전객이 경작하는 소경전으로 재편하였다. 과전법에서 규정된 사전

은 소경전에 대한 전객의 권리를 전제로 하여 문자 그대로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사전 내부에 토지를 경작하는 전객의 권리가 별도로 규정됨으로써 과전

법에서 사전의 전주는 이전과 같이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

능해졌다.

과전법에서의 사전은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로서의 의미가 현저하게 약화된

것과 동시에 가족관계 내부에서의 승계 역시 엄격하게 차단되었다.

지금 辛未年에 科에 부족하게 토지를 받은 경우와 신미년 이후에 새로 와서 從仕하

면서 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祖父의 문서 유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범

하거나, 후사가 없거나, 科 외로 남은 토지를 科에 따라 遞受한다. 所任이 없는 閑良官
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의 荒遠田과 開墾한 토지는 職事를 지닌 從仕者가 官

에 알리면, 丁을 작성하여 科에 따라 준다.60)60)

59) 고려시대 사전에서 사전주가 가지는 수조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른바 “수조권설”과 “면
조권설”이라는 두 견해가 존재한다. 두 가지 입장 사이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병희, 1988

高麗時期 經濟制度 硏究의 動向과 국사 敎科書의 敍述 , 역사교육 44 ; 이영훈,

1999 한국사에 있어서 토지제도의 발전과정: 토지제도사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 고문
서연구 15 ; 이상국, 2006 고려시대 토지소유관계 재론 , 역사와현실 62 참조. 이 논
문에서 논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기존의 논쟁이 법적인 형태의 토

지에 대한 권리와 토지를 둘러싼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를 혼동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
실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

60)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祿科田, “今辛未年 受田科不足者 辛未年以後 新來從仕 未受田
者 不論祖父文契有無 將其或犯罪 或無後 或科外餘田 隨科遞受 無所任閑良官 不在此限 京

畿荒遠之田 開墾之田 有職事從仕者 告官作丁科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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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과전법의 조문으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신미년은 과

전법을 제정한 1391년을 가리킨다. 조문 내용은 과전법 제정 당시 과에 부족하게

토지를 받았거나 그 이후 새로 과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과전을 어떻

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조문에 따르면, 과전법을 제정하는 시점에 토지

를 지급한 이외에는 국가가 새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과전을 받을 자격을 갖

춘 사람은 과전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遞受하는 방식으로만

과전을 받을 수 있었다.

과전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상실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체수해야 했다는 사

실은 과전 지급이 관직자 본인 당대에 한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고려 사전은

원칙적으로 관직자 본인에 국한하여 지급하였다고 규정하였으나, 고려사회는 국가

직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정연립을 통한 사전의 승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

다.61)61)이에 반해 과전은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受田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에 의해 遞受되었다. 연립에 의한 승계가 사라지고, 수

전 자격을 갖춘 다른 관직자에 의해 체수되도록 하는 규정은 과전 지급을 관직자

개인에 한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62)62)

61) 고려 사전의 田丁連立에 대해서는 노명호, 1989 고려시대의 토지상속 , 중앙사론 6;
노명호, 1992 앞의 논문; 윤한택, 앞의 책, 제1장 私田과 田丁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
구소; 박경안, 앞의 책, 제1장 1절 전정제와 전정연립 혜안; 이상국, 앞의 논문 참조.

62) 과전은 관직자 본인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과전법에 존재하는 守信田과 恤養田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과전을 자손에게 승계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과전법에서 수신전․휼

양전에 대한 지급이 고려 전시과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것을 근거로 과전의 자손에 대한

승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이경식, 앞의 책, 141~168면). 그러나 오
히려 수신전․휼양전 지급의 일반화는 고려 사전에서와 같은 전정연립이 더 이상 불가능

해진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수신전․휼양전을 마련한 취지는

결코 과전을 자손에게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이민우, 앞 논문, 185~197
면). 한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수신전․휼양전을 통한 과전의 승계는 부계 직계의 계보

안에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고려 전시과에서 부자 사이의 관계에 한정하

지 않고 직접적․간접적․의제적 혈연관계의 거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여 연립이 가능하
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과전의 체수와 고려 사전에서 연립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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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은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 이후에 새롭게 재편성된 토지를 국가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전법에 따라 지급한 과전은 여전히 ‘사전’으

로서의 명목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수조권의

사회적 성격은 고려 사전과 크게 달랐다. 이러한 점에서 과전이 조선 초기 양반

관직자들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였다는 사실과는 별개

로, 과전법은 사전 혁파 이후에 마련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科田은 太祖께서 私田을 혁파한 이후 부득이하게 입법한 것으로써 점차 혁파할 뜻

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불균하고 民을 괴롭히는 폐단이 있어 世宗께서도 토지를 지급

하는 제도를 다 혁파하고, 2만석으로 恩賜米라 칭하고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長城과 徙

邊, 貢法 등의 大事를 함께 거행하느라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63)63)

위에 인용한 글은 1473년(성종 32) 職田을 설치한 이후 과전을 회복하자는 제

안에 대한 반론으로 정인지가 언급한 발언이다. 위의 내용에서 정인지는 과전은

부득이하게 입법한 것으로 애초부터 점차 혁파할 의도가 있었으며, 세종 역시 이

를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의 다른 중요한 일로 인해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고려 말 사전혁파론자들의 토지제도 개혁구상을 감안한다면,

정인지의 이 발언을 단순히 직전법을 옹호하고자 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

라고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기존의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과 과전법 연구는 수조권의 쇠퇴와 소유권의 성

63) 成宗實錄 권32, 성종 4년 7월 30일 己未, “科田 自太祖革私田後 不得已立法 以示漸革之
意 亦有不均 虐民等弊 世宗欲盡革給田 以二萬石 稱恩賜米而給之 因長城徙邊貢法等大事竝

擧 而不得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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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는 토지제도 개혁의 사후적 결과에 주목한 나머지 이 시기 토지제도에 일어

난 변화의 실상을 오히려 놓친 부분이 많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고려 말 사전혁파론자들의 개혁구상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으며,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토지를 둘러싼 제도적 관계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의 핵심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私田을 혁파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의 公田이자 民의 所耕田으로 재편성하

는 데 있었으며, 사대부들에게 사전을 지급하는 과전법의 제정은 사전 혁파를 전

제로 한 후속 조치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개혁의 결과 전객의 소경

전에 기초하는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과전법에 따라 지급한 사전은 수조권의 지

급이라는 측면에서 고려 사전과 연속성이 있으나, 토지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수조권의 사회적 성격은 크게 변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사전을 혁파하는 토지제도 개혁이 古代의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

는 학문적․정치적 지향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들의

지향이 고려 말 조선 초 시기 토지제도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또한 사전 혁파 이후 새로운 토지제도의

기초로서 ‘佃客’과 ‘所耕田’을 제시하였다. 전객의 소경전에 대한 권리가 근대적 의

미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에 가까운지의 여부에 관심을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조

선 초기 전객과 소경전의 사회적․제도적 실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그리고 과전법이 수조권의 분급이라는 측면에서 전시과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는 이해에 그치지 않고, 토지제도 개혁에서 과전법의 위상이 무엇이

었고, 과전법에서 사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이 논문은 시론적인 차원에서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며, 고려 말 조선 초 시기 토지제도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관

계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고려사회에서 사전이

갖는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했을 때,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는 단순히 토지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호구제도, 부세제도, 군사제도, 신분제도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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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이 시기 생산력 및 생산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조선 초기 租․庸․調 세제의 확립, 세종대 전세제도 개혁

으로서 貢法의 제정과 이에 기초한 國用田制의 도입, 세조대 호구․군역제도의 개

혁과 保法의 제정, 성종대 과전의 해소와 관수관급제의 도입, 노비 노동에 근거한

농장의 확산과 같은 조선 초기의 주요한 사회적․제도적 변화들은 모두 고려 말

사전을 혁파하고 전객의 소경전에 기초하는 토지제도가 확립된 사실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을 맺는다.

사전을 혁파하는 조치가 조선 초기 건국 과정에서 토지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들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와 어떻게 조응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 시기 한국 경제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

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논문투고일(2015. 10. 30), 심사일(2015. 11. 20), 게재확정일(201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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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n the Abolition of Private-land[私田] and 

Gwajeonbeop[科田法] in the end of the Goryeo

Lee, Min-Woo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the land system reform in the end of Goryeo. The 

major preceding literatures characterize the new land system as basically same as the 

Goryeo’s. This study, however, tries to focus on how the reformers regarded the land 

system, how they wanted to reconstitute it and why they believed the new land system 

was fundamentally different with the Goryeo’s.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reformers pursued the ancient model of land system and 

the reform based on ancient ideal targeted on abolishing the private-land[私田]. Therefore 

they finally determined that the private-land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new 

institution of providing land to bureaucrat named “Gwajeonbeop[科田法]” be enacted. 

It is generally thought that the latter is the final conclusion of the reform. Bu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former was a matter of prime importance and the latter is 

a kind of complement in spite of its economical value to bureaucrat. Under the new land 

system, the land was institutionally defined as “sogyeongjeon[所耕田]”, which means the 

land cultivated by oneself. In so far as the farmers, which is called “jeongaek[佃客]” in 

terms of the land system, could cultivate his land by his own family members' hands, his 

right to the land was approved officially.

Key words : private-land[私田], discourse on abolishing the private-land, Gwajeonbeop[科
田法], jeongaek[佃客], sogyeongjeon[所耕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