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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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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開國’ 紀年의 설정

4. 맺음말

1. 머리말

일반적으로 국가는 선행한 국가에 대한 계승을 표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동질의식을 확보하여 내적 통합의 이념적 기반을 확보한다. 선행

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국가의 경우 始祖說話를 통해 표현

되는 天孫意識 등을 매개로 그러한 효과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일단 선행한 역

사에 대한 인식이 수립되면, 나라를 세운 지역이나 창업주의 출신 등을 매개로

선행한 역사와 연결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념을 통상 ‘역사계승의식’으

로 부르고 있다.

한 국가의 역사계승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5S1A5A2A01011476).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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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국가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매개가 된다. 선행 국가를 계승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보면 해당 국가의 재현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명분적

차원에 머물기도 하지만, 현실 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영토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직접 투영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한 국가의 전개 과정에서 역사계승의식은 단일하지 않을 수 있다. 여

러 형태의 역사계승의식이 공존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강조되는 이념이 달

라질 수도 있다. 건국이념으로 수립된 역사계승의식은 대개 지속성을 가지지만,

이후 역사의 전개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 역사계승의식

은 그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자 시간에 따른 변화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고려의 역사계승의식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고려는 國

號에서 드러나듯이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며 건국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신라와

후백제를 병합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특히 후백제는 무력으로 제압하였으나

신라는 歸順 형식을 통해 병합되었다. 구 신라의 지배층이 고려의 정계에 참여

하여 체제 정비에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정계에는 신라계승의식도 존

재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그간 고려의 역사계승의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주된 관심은 일단 고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고구려계승의식에 모아졌

다.1)1)특히 2000년대 중반 중국의 東北工程이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2)2)

이와 더불어 고려가 고구려계승의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신라계승의식으로

전환되어 나갔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기도 하며,3)3)또한 고구려계승의식은 정치적

1) 朴漢卨, 1977 高麗 王室의 起源: 高麗의 高句麗繼承理念과 關聯하여 史叢 21․22합;
朴禮在, 1977 高麗太祖 王建의 高句麗 復古意識 공군사관학교논문집 7; 金光洙,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敎育 43; 高句麗硏究會, 1999 徐熙와 高
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學硏文化社.

2) 안병우, 2004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 관계 韓國古代史硏究 33; 朴漢卨, 2004 高
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硏究 18; 崔圭成, 2004 중국의 東北工程의 실체와 高麗
의 高句麗 繼承意識 白山學報 70; 박용운, 2006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
토, 일지사.

3)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 신라계승의식이 본질적인 이념이었고, 고구려계승의식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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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었으며, 영토나 주민, 문화 등 제반 부문에서 신라를 계승했다고 보기도

한다.4)4)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계승의식과 신라계승의식이 병존하되 신라계승의

식이 실질적인 중심이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고려의 역사계승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시각과 방법론에서 재론의

여지를 안고 있다. 고려가 고구려계승의식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

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왕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고구려

계승의식 연구는 이를 고려 역사 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경향이 짙지만, 고구려

계승의식 자체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고,5)5)다른 역사계승

의식과 관계에 따라 그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 고구려계승의식이라 하더라도

시기별로 구체화된 연구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신라계승의식에 대해서도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삼국사
기가 신라계승의식에 입각해 편찬된 역사서라는 통설적 이해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삼국사기가 과연 신라계승의식에 입각한 역사서인가 하는 점은 그 자체
로서 논란의 여지를 가지지만,6)6)고구려계승의식과 공존과 경쟁의 측면에서 바라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곧 ‘대체’의 방향성을 가진 병존이 아니라 각각이 시기

와 사안에 따라 무게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과 양자의 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부각된 것이었다고 보기도 한다(河炫綱, 1975 高麗時代의 歷史繼

承意識 梨花史學硏究 8). 적어도 삼국사기 편찬 단계에서는 신라계승의식이 전면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趙仁成, 1994 高麗 初․中期의 歷史繼承意識과 渤海史 認識 李基白古稀紀念論叢, 一
潮閣.

5) 근래 건국기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은 ‘궁예의 고려’에 대해 이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
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처음에는 ‘궁예의 고려’를 복구하는 방향에서 ‘궁예의 고려’와

‘왕건의 고려’가 아울러 後高麗로 설정하였지만, 궁예의 정치를 폭정으로 부정하는 맥락에

서는 고려의 연원을 고구려와 직접 연결하고 ‘궁예의 고려’를 前高麗로 포괄함으로써 후고
려는 왕건의 즉위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윤경진, 2014(a) 고려의 건국

과 고구려계승의식: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6)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통설적 이해와 더불어 이에 비판
적인 입론도 제기된 바 있다(高柄翊, 1969 三國史記에 있어서의 歷史敍述 金載元回甲
紀念論叢). 이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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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고려의 또 다른 역사계승의식으로서 ‘三韓一統意識’이7)7)주목

된다. 고려에 의해 三韓의 一統이 달성되었다는 이 역사의식은 결국 고려가 고

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와 백제도 아울러 계승했다는 의식으로 수렴된다. 다시 말

해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전제한 상황에서 신라 계승은 결국 삼한일통의식으로

수렴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삼한일통의식은 주로 신라의 역사의식으로 다루어졌다.8)8)하지만 삼

한일통의식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된 것은 나말려초였다. 이 시기 금석문에는 사

회 분열에 따른 위기 의식과 ‘一統三韓’의 지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맞추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일통삼한’의 실현으로 간주되었고, 태조 왕건

은 역사적으로 ‘三韓을 一統한 군주’로 평가되었다. 자료적으로도 고려 일대에

걸쳐 ‘일통삼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고려의 역사

의식에서 삼한일통의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의 삼한일통의식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는 三韓으로 표현되는 一國家意識의 이념적 기초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9)9)또한 고려의 건국 및 후삼국 통

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내리면서 삼한일통의식을 개괄적으로 언급한 연구도

있다.10)10)하지만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후 고려

역사에 투영되는 삼한일통의식 내용과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이르

지 못한 것이다.

7) 여기서 三韓一統意識은 三韓의 정체성을 토대로 三國(後三國)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

다는 정치적 지향과 더불어 자신의 사회가 삼한에 상응하여 통일되었다는 의식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8)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에 대해서는 그 성립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다. 신라의 ‘통일’전쟁이

‘一統三韓’의 이념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신문왕
대 이후 체제 통합의 논리로서 제기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9세기 말

에 비로소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에 대한 재반론도 제기된 상태이다. 신

라의 삼한일통의식 성립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9) 金光洙, 1986 高麗建國期 一國家意識의 理念的 基礎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0) 김갑동, 2008 고려의 건국 및 후삼국 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史硏究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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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의 집단의식의 하나로서 삼한일통의식을 다루면서 渤海 수용 여부를

통해 내적인 구분을 시도한 경우도 보인다.11)11)하지만 후삼국 통일을 통해 수립

된 고려의 삼한일통의식을 발해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밖에 일연의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삼한일통의식을 다룬

논고도 있으나 그 초점은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을 논하는 데 있다.12)12)

전반적으로 삼한일통의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진한 이유로는 고

려의 역사계승의식으로서 고구려계승의식에 치우친 연구 경향과 더불어 삼한일

통의식을 신라의 역사의식으로 전제함으로써 고려의 상황에 구체적인 관심을 두

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통삼한’의 이념은 실질적으

로 고려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만큼, 고려의 역사의식으로서

그 전개 양상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요구된다.

실상 고구려계승의식이나 신라계승의식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나머지 국가를

배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통합’에 초점을 둔 삼한일통의식은 계승의 관점

에서 보면 ‘三韓’의 범주에 포섭되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이념으로 귀결된다.13)13)

삼한일통의식의 바탕에는 배타적 계승에 대한 부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고려에서 삼한일통의식이 수립되는 양상과 함께

그 연장에서 고려 일대에 걸친 역사의식으로서 함의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것

은 시기별 구체적인 역사계승의식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의

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후삼국 통일과 연동된 太祖의 이념과 정책을 통해

삼한일통의식의 지향을 살펴볼 것이다. 태조의 이념과 정책은 이후 정치 과정에

11) 노명호, 2009 삼한일통의식과 고려국가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12) 김상현, 2011 일연의 일통삼한 인식 新羅文化 38; 김수태, 2015 일연의 삼한․삼국
통일론 서강인문논총 43.

13) 三韓의 개념적 연원과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들이 참고된다.

金漢奎, 1994 우리나라의 이름: ‘東國’과 ‘海東’ 및 ‘三韓’이 槪念 李基白古稀紀念論叢
一潮閣; 李成珪, 2004 中國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
의 방향, 학연문화사; 윤경진, 2014(b)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신라의 천하관
東方學志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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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범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고려 일대의 삼한일통의식을 조망하는 기초가

된다. 태조의 訓要十條는 그의 정치 이념을 집약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고구려계승의식보다 삼한일통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를 태조의 정책

이념의 맥락 속에서 검토할 것이다. 또한 후삼국 통일에 따라 책봉된 三韓功臣

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체제 통합의 이념으로서 삼한일통의식을 직접 구현

하는 사례인 만큼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고려의 ‘開國’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삼한일통의식의 역사적 함의를

확인할 것이다. 開國은 통상 창업주의 즉위와 국호 반포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지만, 고려에서는 후삼국 통일을 ‘개국’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다. 이것은 고

려에서 삼한일통의식이 체제 이념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

는 지표이다. 이에 開國功臣을 비롯해 開國의 개념이 후삼국 통일로 귀결되는

사례와 후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紀年이 설정되는 양상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해

볼 것이다.

2. 太祖의 三韓一統意識과 三韓功臣 책봉

1) 太祖의 三韓一統意識

태조 왕건은 弓裔를 축출하고 국호를 高麗로 복구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계

승자로서 국가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궁예를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행위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지만,14)14)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단

지 고구려 계승에 국한되지 않았다. 신라말의 분열을 수습하고 새로운 통일 왕

조를 수립하는 것이 과제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한 뒤에는 이를 다시 통

합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로 부각되었다.

14) 서경 경영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기도 한다(김창현, 2005 고려초기 정국과 서경

史學硏究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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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역시 이러한 당위를 의식하고 있었다. 즉위 이튿날 반포한 詔書에서 태

조는 궁예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前主는 四郡이 흙처럼 무너지는 때를 당하여 寇賊을 제거하고 영토를 점차 넓혔

으나 海內를 겸병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15)15)

위의 언급을 보면 궁예가 신라말 혼란기를 수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을 인정하되 “海內를 겸병”하는 과업을 이루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海內는 四

海에 의해 형성되는 天下를 상징하는 것으로서16)16)이를 겸병한다는 것은 곧 통일

왕조의 수립을 의미한다. 이는 태조가 후삼국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17)17)

태조 15년(932) 태조는 群臣에게 諭示한 글에서 고구려의 옛 도읍인 西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근래 西京을 완전히 수리하고 백성을 옮겨 채웠는데, 地力에 의지하여 三韓을 평

정하고 장차 이곳을 도읍으로 삼고자 한다.18)18)

태조는 즉위 직후 고구려의 ‘舊都’ 平壤의 복구를 적극 천명하였다. 평양을 大

都護府로 삼고 백성을 옮겨 채운 데 이어 西京으로 삼아 그 위상을 확립하였다.

그런데 태조는 통일 전쟁과 관련하여 서경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舊都로서의

위상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신 그 地力을 통해 “三韓을 평정”하는 것으로 제

시하였다. 여기에 삼한을 평정한 뒤에 서경에 도읍을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

견 강한 고구려계승의식의 표현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일통

삼한’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경의 지력은 ‘일통삼한’의 기반이 되

므로 서경 도읍의 본질적 의미는 고구려 계승보다 삼한 평정의 토대라는 데 놓

15) 高麗史 권1, 太祖 원년 6월 丁巳 “前主當四郡土崩之時 剷除寇賊 漸拓封疆 未及兼幷海內.”
16) 四海의 천하관은 나말려초 시기에 등장하여 ‘一統三韓’의 이념을 반영하는 천하관으로 기
능하였다. 나말려초 四海 이념의 등장에 대해서는 윤경진, 2013 앞의 논문 참조.

17) 김광수, 1986 앞의 논문, 485-485면.

18) 高麗史 권2, 太祖 15년 5월 甲申 “頃完葺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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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된다.

이러한 지향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 통합을 위한 명

분에 그치지 않고 통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

구려계승의식은 궁예를 축출하는 명분이었고 이후 고려의 정체성을 표상했지만,

통일 후에도 고구려계승의식만을 내세우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신라의 귀순

과 지방 각지 성주들의 협조 속에 통일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의식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가 현실 정치에서 고구려 계승만을 표방한다

면 구 백제나 신라 지역의 반발을 키워 또 다른 분열을 불러올 수 있었다. 따라

서 고구려계승의식을 전제하더라도 실제 정치 운영에서는 후삼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후삼국 통일 후 삼한일통의식은 정치 이념으로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고려는 자신에 의해 비로소 ‘一統三韓’이 달성되어

과거 삼국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의식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는 고구려

만 계승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신라와 백제까지 아울러 계승한 나라로 자리할

수 있었다.

태조의 이념을 집약한 訓要十條에도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담기게 되었다. 태

조의 가장 큰 염원은 통합된 국가를 대대로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후

대 국왕에 대한 당부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태조는 훈요

십조 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朕 또한 평범한 처지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를 받아들여 여름에는 더위를 무릅쓰

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다해 19년 만에 三韓을 통일하였다.

함부로 보위에 있은 지 25년이 되어 몸도 이제 늙었다. 다만 後嗣들이 情欲을 마음

대로 하여 綱紀를 어지럽힐까 크게 우려된다.19)19)

위에서 왕건은 자신이 즉위한 뒤 이루어낸 사업이 바로 삼한의 통일임을 강조

하고 있다. 태조가 訓要를 내리는 목적은 후대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19) 高麗史 권2, 太祖 26년 4월 “朕亦起自單平 謬膺推戴 夏不畏熱 冬不避寒 焦身勞思 十有
九載 統一三韓 叨居大寶二十五年 身已老矣 第恐後嗣 縱情肆欲 敗亂綱紀 大可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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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양자를 연결하면 훈요의 핵심 내용이 곧 체제 통합과 안정에 있으며,

그 근간이 되는 이념이 삼한일통의식이라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훈요십조의 본문 내용에서도 삼한일통의식을 토대로 한 그의 지향을 읽을 수

있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바로 고구려계승의식의 상징과도 같은 西京에 대한

인식이다.

朕은 三韓 山川의 陰佑에 힘입어 大業을 이루었다. 西京은 水德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地脈의 근본이 되며 大業을 萬代로 이어갈 땅이 된다. 마땅히 四仲朔에 巡駐하

여 백일 이상 머물러 安寧을 불러오도록 하라.20)20)

위의 내용은 훈요십조의 제5조로서 西京을 중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내

용적으로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경의 중요성을 風水地理로 설명할 뿐,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궁예가 稱王하며 고구려의 복수를 천명할 때, 그리고 태조

가 즉위 후 평양을 복구할 때 공통적으로 평양이 古都(舊都)임을 적시하였다.

이것은 물론 고려를 고구려의 연장으로 보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훈요십조에서도 이러한 의식을 유지했다면 서경을 강조할 때 응당 고

구려의 구도라는 점을 적시했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이해하면 구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식적으로 서경의 위상을 고구려계승의식과 연결하지 않으려는 의도

를 시사한다. 물론 고려의 건국이념과 관련하여 서경이 고구려의 구도로서 중요

하다는 인식은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 국왕들에게 이를 명시할 경우 고

구려계승의식이 전면화되며, 이것은 곧 체제 분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훈요십조의 찬술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훈요십조에서는

이를 의식적으로 피해간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서경의 위상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三韓 山川의 陰佑를 전

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大業이란 도입부의 내용과 대

비해 볼 때 자신의 즉위가 아니라 삼한의 일통을 가리킨다. 나아가 三韓 山川의

20) 高麗史 권2, 太祖 26년 4월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 水德調順 爲我國地脉之
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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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佑가 대업을 이룬 바탕이 되었음을 말한 것 또한 삼한일통의식을 담은 것이다.

서경을 지맥의 근본이라 한 것은 앞서 인용한 태조 15년(932) 유시에서 서경

의 地力에 의지해 삼한을 통합하겠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 ‘根本之地’로서 서경

의 위상은 고구려 계승이 아니라 삼한의 일통에 무게가 놓이는 것이다. 인종 때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서경에 대해 ‘叛逆之地’로 볼 것인가 ‘根本之地’로 볼 것

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21)21)처음에는 반역에 대한 징계로 西京畿를 폐지하고

6현을 설치했지만, 곧이어 4개 현을 屬縣으로 편성하였다.22)22)이것은 ‘근본지지’로

서 서경의 위상을 고려한 결과였다.

이처럼 고구려 舊都로서 서경의 위상도 후삼국 통일 후에는 ‘一統三韓’의 이념

적 토대에서 규정되었다. 이는 서경 巡駐의 의미를 “大業을 萬代로 이어가기 위

한 것”으로 설명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본원적으로 서경은 고구려의 구도로서

고구려계승의식을 상징하지만, 태조는 풍수지리를 동원하여 삼한일통의식의 관

점에서 새롭게 그 의미를 규정했던 것이다.23)23)

한편 훈요십조가 삼한일통의식을 후대 국왕에게 전하려는 것이었다면, 政誡와

誡百寮書는 신하들에게 그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책은 現傳하지

않으나 그 내용 또한 삼한일통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왕이 백제로부터 돌아와 威鳳樓에 임어한 뒤 文武百官과 백성의 朝賀를 받았다.
왕은 三韓을 평정한 뒤 人臣된 자들로 하여금 禮節에 밝게 하고자 하여 마침내 政誡

1권과 誡百寮書 9편을 지어 中外에 반포하였다.24)24)

21)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西京留守官 自平定西京後 朝論不一 或者以謂 西京根本
之地 且太祖所設 因舊制便 或者以謂 西京叛逆之地 宜一切革故 如東京之制 以故久不處置

至是 始置此官.”

22) 高麗史 地理志에서 江東縣․江西縣․順和縣․中和縣 등 4개 현이 서경의 屬縣으로 정
리된 것은 그 결과이다. 이들은 인종 14년에 현령이 설치되었으나 명종 초를 기준으로

한 고려사 지리지의 전거 자료에는 속현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명종 8
년 趙位寵의 난에 대한 징계에 따라 다시 현령관으로 독립하였다. 서경기의 연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윤경진, 2009 고려시대 西京畿의 형성과 재편: 고려사 지리지 연혁의
補正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8 참조.

23) 김갑동은 서경 경영이 북방을 튼튼히 해야 남방 경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후삼국 통일의 전초 작업으로 평가했으나 삼한일통의식과의 관련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갑동, 2000 고려의 후삼국 통일 한신인문학연구 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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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誡와 誡百寮書는 후삼국 통일 직후에 찬술된 것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반포되

었다. 그가 신료들로 하여금 禮節에 밝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의 기본 내용은 君

臣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이 궁예를 밀어내고 즉위한 뒤가 아니라 삼한이 평정된 후, 다시

말해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이는 새로 수립된 군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조정 신료들과 각지의 성주들

에 대해 국왕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반고

려적인 정서가 남아 있는 부류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면, 새로 편입

된 구 신라나 후백제 지역에 대해 새 군주로서 고려 국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

는 의미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삼한일통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된

다는 점에서 훈요십조와 상통한다.

이처럼 태조는 후삼국 통일 후 고구려계승의식보다는 삼한일통의식을 적극 표

방함으로써 통합된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어받은 후대 국

왕에게 ‘일통삼한’은 태조의 공업으로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경종 즉위년

(975) 金傅, 곧 신라 경순왕을 尙父로 책봉하는 글에서 그 일면을 찾을 수 있다.

우리 太祖께서 처음 이웃과 우호 관계를 맺고 일찍 餘風을 인정하고 이어 駙馬로

인척이 되니 안으로 大節에 보답하였다. 나라가 이미 一統으로 귀착되고 君臣이 三韓

에 완연히 합쳤는데, 아름다운 이름은 드러나 퍼지고 올바른 규범은 빛나고 높다.25)25)

위의 글을 보면 태조에 의해 “나라가 一統을 이루고 君臣이 三韓에 합쳐졌다”

는26)26)내용이 보인다. 이것은 곧 고려에 의해 ‘일통삼한’이 실현되었고 이를 통해

24)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2 19년 9월 “王至自百濟 御威鳳樓 受文武百官 及百姓朝賀 王
旣定三韓 欲使爲人臣子者 明於禮節 遂自製 政誡一卷 誡百寮書八篇 頒諸中外.”

25) 高麗史 권2, 景宗 즉위년 10월 甲子 “我太祖 始脩睦隣之好 早認餘風 尋頒駙馬之姻 內
酬大節 家國旣歸於一統 君臣宛合於三韓 顯播令名 光崇懿範.”

26) 이 표현은 政誡와 誡百寮書가 통합된 왕조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군신관계를 분명히 하고

자 한 것이라는 해석과 연결된다. 또한 청주운천동사적비 의 “民合三韓而廣地”와도 상
통하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서도 비의 건립 시점이 나말려초임을 유추할 수 있다. 청주

운천동사적비 는 그동안 7세기 신문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

래 나말려초에 건립된 것임이 지적된 바 있다(윤경진, 2013 청주운천동사적비 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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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군신관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순왕의 귀순은 후삼국 통일을 통

해 수립된 새로운 군신 관계를 표상하며, 이것이 ‘일통삼한’의 공업에 결정적 역

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귀순을 각별하게 평가한 것이다.27)27)

경종은 태조의 손자이며, 경종 즉위년(975)은 후삼국 통일(936) 후 40년이 되

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태조에 대해 즉위 자체보다 후삼국 통일에서 의미를 찾

는 것은 태조 당대에 이미 ‘일통삼한’의 공업을 천명한 것의 연장에 있다.

경종의 조치는 광종대의 독단적인 정치를 정리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金傅는 신라의 마지막 국왕으로서 고려에 귀순한 만

큼 후삼국 통일 과정의 실질적 표상이었다. 반대로 김부에 대한 예우를 통해 후

삼국 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태조의 공업에 대한 인식이 ‘일

통삼한’에 무게가 실리는 것임을 반영한다.

이처럼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며 즉위했지만, 통일 전쟁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삼한의 평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고구려계승의식은 궁극

적으로 삼한일통의식으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후삼국 통일로 통합된 체제를 안

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면서 고려의 체제 이념으로서 삼한일통의

식도 확립되었다. 고구려계승의식이 고려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면 삼한일통의식

은 국가 운영의 이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은 訓要十條와 政誡 등

의 글을 통해 이러한 이념을 후대 국왕과 신하들에게 강조하였다. 이 이념이 고

려 사회를 이끌면서 태조 왕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고려의 창업주보다 “三韓

을 一統한 군주”라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되었다.28)28)

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림 45).
27) 경순왕의 고려 귀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들이 참고된다.

曺凡煥, 1994 新羅末 敬順王의 高麗 歸附 李基白古稀紀念論叢(上), 論叢刊行委員
會; 김갑동, 1994 신라의 멸망과 경주세력의 동향 新羅文化 10․11합; 음선혁, 1997
新羅 敬順王의 卽位와 高麗 歸附의 政治的 性格 全南史學 11; 황선영, 2003 敬順
王의 歸附와 高麗初期 新羅系 勢力의 基盤 한국중세사연구 14.

28) 다음은 조선 세조 때 梁誠之가 올린 건의 중의 일부로서 고려 태조를 ‘一統三韓’의 관점

에서 평가한 사례이다. 世祖實錄 권1, 世祖 원년 7월 5일(戊寅) “吾東方 前朝太祖 統一
三韓 功德在人.”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347

2) 三韓功臣의 책봉

태조의 삼한일통의식은 체제 통합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무력 정벌

보다는 신라 및 각지의 성주들의 귀순을 유도하며 통일을 달성한 만큼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였다. 곧 삼한일통의식을 현실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요구된 것인데, 그 산물로서 三韓功臣 책봉이 주목된다.

삼한공신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각지의 유력자들에게 내린 勳號

로서 통일 후의 체제 통합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29)29)그런데 삼한공신의

제정은 그 명칭에서 읽히듯이 삼한일통의식과 깊이 관련된다. 따라서 삼한공신

의 운영 내용을 통해 당시 삼한일통의식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태조는 즉위 후 도움을 준 신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였다(이하 ‘태조즉위공신’

으로 지칭함). 洪儒․裴玄慶․申崇謙․卜智謙 등 4인이 1등으로 책록되었는데,

이들은 태조와 함께 정변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堅權․能寔․權愼․廉

湘․金樂․連珠․麻煖 등 7명이 2등이며, 3등은 2천여 인에 달하였다. 이것은 정

변 당시 정계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을 공신으로 포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처럼 창업주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은 흔히 ‘開國功臣’으로 책봉된다.

그런데 태조즉위공신의 경우에는 ‘開國’과 관련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공신을 책록하는 詔書에서 태조는 그 의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朕은 출신이 한미하고 재주도 용렬한데 실로 群望에 힘입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

다. 暴主를 폐위하는 때를 당하여 忠臣의 節義를 세운 자는 마땅히 포상하여 勳勞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30)30)

위의 글에서 공신들의 勳勞는 “暴主를 폐위할 때 忠臣의 절의를 세웠다”는 것

으로 설명되었다. 새 왕조를 연 것이 아니라 국왕 교체에 동참했다는 데 초점이

있다. 조선의 경우에 비한다면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세운 ‘反正’에 해당하

29) 金光洙, 1973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 7; 周藤吉之, 1985 高麗初期の功臣特に
三韓功臣の創設: 唐末․五代․宋初の功臣との關連において 東洋學報 66－1․2․3․4.

30) 高麗史 권1, 太祖 원년 8월 辛亥 “朕出自側微 才識庸下 誠資群望 克踐洪基 當其廢暴主
之時 竭忠臣之節者 宜行賞賚 以獎勳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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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31)31)

이러한 설명은 고려 건국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태조의 즉위는 前主 弓裔를

폭군으로 규정하고 축출한 것이며, ‘高麗’ 국호도 궁예가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채용했던 것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엄밀히 태조는 고려(후고려)의 두 번째 국왕

인 셈이다. 첫 국왕을 폐출하였고 국왕의 성씨가 바뀌는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국호 복구에서 드러나듯이 ‘高麗’라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따라서

태조의 즉위가 고려의 ‘개국’으로 설정되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32)32)

한편 태조는 동왕 24년(941) 新興寺를 중수하고 功臣堂을 건립한 뒤 東西壁에

三韓功臣을 그리도록 하였다.33)33)이를 통해 앞서 삼한공신이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34)34)그런데 이 기사에 태조즉위공신이 따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공신당이 마련된 상황에서 태조즉위공신이 그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신당에 들어가는 삼한공신에는 태조즉위공신도 포함되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삼한공신은 태조즉위공신까지 포함하는 勳號였

다는 것이다.

실상 태조즉위공신들은 이후 정계에서 활동하며 태조의 정책 목표였던 삼한의

일통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공업은 내용적으로도 삼한공신

에 포괄될 수 있다. 특히 태조 즉위의 명분 자체가 “海內의 겸병”, 곧 후삼국 통

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태조 추대도 ‘一統三韓’의 공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태

조즉위공신의 당초 훈호가 무엇이었든 이들은 종국에 삼한공신으로 귀속되며,

이들의 공식 훈호 역시 삼한공신이 된다.

31) 당시에 책봉된 정국공신은 100명이 넘었고 연산군의 측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僞勳 문제가 정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태조 왕건의 즉위 또한 국왕 교
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로 인한 동요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공신 책봉을 행한 것으

로 이해된다. 정국공신 책봉의 성격에 대해서는 윤정, 1997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

와 정책론 역사와현실 25 참조.
32) ‘開國’과 관련된 인식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3) 高麗史 권2, 太祖 24년 “是歲 重修新興寺 置功臣堂 畫三韓功臣於東西壁 設無遮大會 一
晝夜 歲以爲常.”

34) 태조 23년 役分田 分給은 “統合時”의 유공자들을 포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三韓功臣 제정

과 관련된다(김광수, 1973 앞의 논문, 37-38면).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349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金樂이다. 그는 태조즉위공신 2등

에 책록되었으며, 통일 전 公山 전투에서 태조를 구하고 申崇謙과 함께 전사하

였다. 그런데 그는 高麗史 地理志 中和縣 연혁에는 ‘太祖統合功臣’으로 나온

다.35)35)태조통합공신이란 의미상 태조의 후삼국 통일을 도운 공로를 표상하는 것

으로 삼한공신과 합치한다.

한편 태조의 妃父인 溟州의 王景(官景)은 태조 11년(928) 順式의 귀부 때 함

께 온 인물이다.36)36)따라서 그는 태조의 즉위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그는 태조의

妃父로서 三韓功臣으로 소개되어 있다.37)37)이 경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귀부하

거나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삼한공신의 훈호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삼한공신은 태조의 즉위와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일괄하는

훈호라고 정리할 수 있다. 태조즉위공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삼한공신에 포함시

킨 것은 태조의 즉위보다 후삼국 통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삼한공신은 공신 후손에 대한 蔭敍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

다. 우선 崔承老가 올린 시무책의 제19조에 삼한공신 후손의 처우에 대한 내용

이 보인다.

우리 三韓功臣의 자손은 매번 宥旨 때마다 褒錄하도록 말하였으나 아직 작호를

받지 못한 자가 皂隸에 섞여있으니 新進의 무리가 모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원망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략) 그 공신의 등급에 따라 子孫을 錄用하십시오.38)38)

위에서 성종대 이전부터 삼한공신의 후손을 서용하는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공신 후손에 대한 지속적인 서용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상에 대

한 규정에서 기사마다 약간의 출입이 보인다.39)39)

35) 高麗史 권58, 地理3 中和縣 “忠肅王九年 以太祖統合功臣 金樂金哲內鄕 陞爲郡 置令如故.”
36) 高麗史 권1, 太祖 11년 정월 壬申 “溟州將軍順式 來朝.”

高麗史 권92, 列傳5 王順式 “後與子弟率其衆來朝 賜姓王 拜大匡 長命賜命廉 拜元甫 小
將官景 亦賜姓王 授大丞.”

37) 高麗史 권88, 列傳1 后妃 太祖 貞穆夫人王氏 “溟州人 三韓功臣太師三重大匡景之女.”
38)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我三韓功臣子孫 每宥旨必云褒錄 而未有受爵者 混於皂隸

新進之輩 多肆凌侮 怨咨以興 (중략) 隨其功臣等第 錄其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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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 選擧志 敍功臣子孫조에 수록된 관련 조항 중 고려전기의 것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종 5년(1014) 12월: 錄太祖功臣子孫無官者

② 문종 6년(1052) 10월: 裴玄慶等六功臣 佐我太祖 肇開大業 功德勒于鍾鼎 其後

嗣 至于曾玄 男女僧尼無官者 授初職 有官者 增級
③ 문종 37년(1083) 윤6월: 三韓功臣承蔭者 其功臣職牒 雖或遺失 的是功臣子孫

許初入仕

④ 숙종 즉위년(1095): 太祖代及三韓功臣 內外孫無職者 戶許一人入仕 顯廟功臣河

拱辰 將軍宋國華 及庚戌年如契丹見留使副 許其子孫一人入仕

⑤ 예종 3년(1108) 2월: 太祖代六功臣 三韓前後功臣 代代配享功臣 西京興化龜宣

慈州仇比江潘嶺等 固守員將子孫 各許初入仕一人

우선 현종 5년(1014) 기사에는 ‘太祖功臣’이라는 범주가 보인다. 이것은 일견

태조즉위공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신 자손의 녹용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문종 37년(1083) 기사와 대비할 때 사실상 三韓功臣과 같은 범

주로 이해된다.

‘태조공신’이라는 명칭은 현종 21년(1030) 參知政事 李作仁이 太祖功臣의 후손

을 사칭하여 그 자식에게 음서를 주었다는 기사에서 처음 사례가 발견된다.40)40)

삼한공신이라는 정식 훈호가 설정되었음에도 태조공신을 칭한 것은 配享功臣이

라는 새로운 범주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성종대 太廟가 도입되면서 역대 국왕에 대해 配享功臣이 설정되었다. 성종 13

년(994) 성종의 生父 戴宗을 태묘의 제5실에 배향하면서 裴玄慶․洪儒․卜智

謙․申崇謙․庾黔弼을 太祖에 배향하고, 朴術熙와 金堅術을 惠宗에, 王式廉을 定

宗에, 劉新城과 徐弼을 光宗에, 崔知夢을 景宗에 각각 배향하였다.41)41)이로부터

‘配享功臣’이라는 범주가 새롭게 수립되었다.

39) 三韓功臣의 후예로서 성종 때 이미 皂隸에 혼재된 자가 있다고 한 것은 당초 삼한공신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비관인층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40) 高麗史 권5, 顯宗 21년 11월 癸酉 “御史雜端崔延壽 劾奏參知政事李作仁 詐稱太祖功臣
後 蔭其子 免官.”

41) 高麗史 권3, 成宗 13년 4월 甲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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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太廟는 현종 2년(1011) 거란이 개경을 점령하면서 불탔다.42)42)현종 18

년(1027) 태묘를 수리하고 신주를 다시 봉안한 데 이어43)43)배향공신을 일부 추가

하는 조치가 있었다. 곧 태조실에 崔凝을, 경종실에 朴良柔를 각각 추가하고, 崔

承老․崔亮․李知白․徐熙․李夢游을 성종실에, 韓彦恭․金承祚․崔肅을 목종실

에 배향하였다.44)44)앞서 목종대에는 성종실에 최승로와 최량만 배향했으나45)45)현

종 때 이지백과 서희, 이몽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세

운 공업을 재평가한 결과로 판단된다.46)46)

역대 배향공신이 수립되면서 태조배향공신도 배향공신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태묘에서 이루어지는 의례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 출발로서 태조

의 위상이 강조되었고, 이와 더불어 태조배향공신의 상징성도 부각되었다. 문종

6년(1052) 조치는 그러한 위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裴玄慶 등 六功臣은 곧

태조에 배향된 6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太祖를 도와 大業을 열었다”고 평가한 것이 눈길을 끈

다. 태조의 공업과 관련하여 ‘大業’이란 후삼국 통일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는

훈요십조 제5조에서 “三韓 山川의 陰佑를 입어 大業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한 것

에서 확인된다. 이들의 공업 또한 후삼국 통일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태조에 배향된 6명의 공신은 본래 삼한공신의 일원으로서 그 공업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태조에 배향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삼한공신과 구분되는 요

소를 가지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 삼한공신에 포괄될 수도 있고, 일반 삼한공신

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위상이 부각될 수도 있다. 특히 후대 국왕에게 왕통의 시

작으로서 태조의 상징성이 부각되면 태조배향공신이 다른 삼한공신과 구분될 여

지가 커지게 된다.

42) 高麗史 권4, 顯宗 2년 정월 乙亥 “契丹主 入京城 焚燒太廟宮闕民屋 皆盡.”
43) 高麗史 권5, 顯宗 18년 2월 戊子 “修大廟 復安神主.”
44) 高麗史 권5, 顯宗 18년 4월 壬午.
45) 高麗史 권3, 穆宗 1년 4월 壬子 “謁太廟 祔成宗 以侍中崔承老 大師崔亮 配享.”
46) 고려초기 配享功臣의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朴天植, 1989 高麗 配享功臣의 制度的 性格과 그 特性 全羅文化論叢 3; 김보광, 2014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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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代六功臣이라는 범주는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숙종 즉위년

(1095) 기사의 “太祖代(功臣)”는 이어지는 예종 3년(1108) 기사에 견주어 太祖

代六功臣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三韓功臣과 구분 기재되고

있다. 이들이 따로 언급된 만큼 음서의 혜택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태조대육공신과 나머지 삼한공신을 다시 아우를 때 太

祖功臣으로도 범주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有司가 太祖功臣 大匡 千明 등 3,200인에게 次第職을 추증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47)47)

위의 기사는 문종 8년(1054)의 것으로서 太祖功臣에 대한 관직 추증 조치를

담고 있다. 대상이 된 太祖功臣은 3,200명에 달하여 태조즉위공신보다 많다. 따

라서 이들은 내용상 삼한공신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삼한공신이

라 하지 않고 태조공신이라 한 것은 태조배향공신에 대한 인식이 수립되면서 이

들을 아울러 칭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태조대육공신은 그 자체로서 삼한공신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配享功臣’으로서

따로 범주화되면서 삼한공신과 구분될 수 있었다. 이들은 삼한공신보다 태조배

향공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술한 음

서의 혜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구분 인식을 전제로 태조배향공신과 나

머지 삼한공신을 아우를 때, “태조 때의 공신”이라는 의미에서 太祖功臣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 대상자로만 본다면 太祖功臣과 三韓功

臣은 같은 범주가 된다.48)48)

따라서 태조대육공신 또한 본원적으로 삼한공신과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후 고려의 공신 책봉에서 보편적인 모델은 응당 삼한공신이었다. 그 표현으로

주목되는 것이 三韓後功臣의 책봉이다. 거란의 2차 침입으로 현종이 피난하는

47) 高麗史 권7, 文宗 8년 12월 “有司 請追贈太祖功臣大匡千明等三千二百人次第職 從之.”
48) 김광수는 太祖功臣이 三韓功臣과 중복되는 것이거나 그를 포함하는 태조대 공신의 代表
詞로 이해하였다(김광수, 1973 앞의 논문, 44면) 실상 ‘태조공신’은 “태조 때의 공신”이라

는 의미에서 삼한공신의 代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개념의 형성에는 태조배

향공신의 특수성이 전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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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가적 위기를 겪은 고려는 楊規와 金叔興 등의 분전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

었다.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현종 10년(1019) 양규와 김숙흥에게 功臣錄券

을 주었으며, 현종 15년(1024)에는 다시 三韓後壁上功臣의 훈호를 주었다.49)49)삼

한후공신이라는 훈호는 이들의 공업이 삼한을 다시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삼한의

평정을 이룬 삼한공신에 버금간다고 평가된 결과이다.

체제와 관련된 공업에 대해 삼한공신을 준거로 평가하는 예는 이후로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① 다시 병사를 격려하여 奮擊하고자 하니 혹 神明께서 다시 陰助를 더하기를 원

하며, 三韓功臣의 영령이 그대로 계시니 끝내 서로 도와 殘賊을 소탕하고 변경

이 평안하면 혹 작위를 封崇하고 玄恩에 보답할 것이다.50)50)

② 都兵馬宰樞所에서 주청하기를, “功臣 柳璥과 金仁俊, (중략) 李公柱 등은 忠義

를 떨쳐 王家를 再造하고 三韓을 바로잡으니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爵秩을 超授해도 보답하기에 부족하다. 三韓壁上功臣의 예에 의거하여 (후략)”
라고 하였다.51)51)

①은 예종 4년(1108) 동북 9성 개척 후 여진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진 토벌의 의지를 재천명하며 赦宥를 반포하는 글의 일부이다. 예종은 神明과

더불어 三韓功臣 영령의 도움을 희구하였다. 이는 곧 여진의 침구를 제어하며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을 후삼국 통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것이다.

②는 고종 45년(1258) 최씨정권을 타도한 공신들을 포상하는 내용이다. 이들

의 공업은 “王家를 다시 세우고 三韓을 바로잡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들에

대한 포상은 三韓壁上功臣의 예에 의거하고 있었다. 당시 공신으로 책봉된 柳璥

에게 노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尙書都官貼 에는 이들의 공업을 “再造王室

復整三韓”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포상을 삼한공신과 같게 행한다는

49) 高麗史 권94, 列傳7 楊規 “(顯宗)十年賜規叔興功臣錄券十五年又俱賜三韓後壁上功臣號.”
50) 高麗史 권13, 睿宗 4년 5월 癸丑 “欲更勵兵奮擊 或願神明 更加陰助 三韓功臣 英靈尙在
竟相扶援 掃蕩殘賊 邊境平安 則或封崇爵位 酬賽玄恩.”

51) 高麗史 권24, 高宗 45년 7월 乙亥 “都兵馬宰樞所奏 功臣柳璥 金仁俊 (중략) 李公柱等
奮擧忠義 再造王家 匡正三韓 帶礪難忘 雖超授爵秩 不足以酬荅 依三韓壁上功臣例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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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제시되어 있다.52)52)

이처럼 삼한공신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一統三韓’으로 인식하는 데 근거하

여 설정된 勳號였다. 반면 태조의 즉위는 새로 왕조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왕을

교체하여 高麗로 회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태조즉위공신은 귀순 성주까지 망라한 삼한공신에 함께 포괄되었다. 이후로 삼

한공신은 고려의 공신 운영에서 하나의 전범으로 자리하였다.

그런데 太廟가 정비되면서 配享功臣의 의미가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태조배

향공신이 삼한공신과 구분되는 면모도 나타났다. 이들은 흔히 ‘太祖代六功臣’으

로 지칭되었으며, 이들과 여타 삼한공신을 다시 아우르면서 ‘太祖功臣’으로 범주

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조배향공신은 당초 삼한공신에 포함되었던 존재이므

로 ‘일통삼한’의 표상으로서 삼한공신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 삼

한공신은 고려 공신 제도 운영의 전범으로 자리잡았다.

3. 고려의 ‘開國’ 인식과 紀年

1) ‘開國’ 인식과 ‘開國功臣’

고려 태조의 즉위는 ‘開國’으로서 의미를 명확히 가지지 못하였다. 폭정을 이

유로 前主 弓裔를 축출하였고, 본래 국호인 ‘高麗’를 복구하였다. 그의 즉위는 고

려라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국왕의 교체라는 의미가 컸다. 따라서 태조는 자

신의 즉위에 開國의 명분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후삼국 통일을 ‘一統三韓’의

이념으로 부각하면서 자신의 핵심 공업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후삼국 통일을 ‘開國’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개국’ 자체는 창업주의 즉위를 표현하는 일반적 용어이지만, 고려에서 ‘개국’이

태조 즉위가 아닌 후삼국 통일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었

52)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尙書都官貼 “再造王室 復整三韓令是白乎 功業重大 帶礪難忘
敎事是良 右員將等矣 功業亦 職次暢情分以 酬答敎事不喩去有等以 三韓功臣如一亦 錄

券加施行萬代流名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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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후삼국 통일을 開國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儒州 柳氏에 佐命하여 開國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에 경사가 이어지고 복을 받

아 대대로 어질고 착한 이가 나왔다.53)53)

위의 글은 李穀이 찬한 柳君墓誌銘(인명미상) 의 도입부이다. 여기서 佐命하

여 開國한 사람이란 儒州(文化) 柳氏의 시조인 柳車達을 가리킨다.

柳公權 열전에는 선조 유차달이 “태조를 도와 공신이 되었다(佐太祖爲功臣)”

라고54)54)적고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통상 삼한공신 녹훈을 나타낸다.55)55)尹瓘

의 高祖인 莘達은 “태조를 도와 삼한공신이 되었다(佐太祖 爲三韓功臣)”라고56)56)

되어 있다. 또한 元傅의 9세조인 克猷도 “태조를 도와 공이 있어 삼한공신이 되

었다(佐太祖有功 號三韓功臣)”라고57) 하였다.57)王世慶의 8대조인 希順 또한 “태조

를 도와 삼한을 평정하고 공신이 되었다(佐太祖 定三韓 爲功臣)”라고58)58)정리하

였다. 유차달은 ‘功臣’으로만 적고 있으나 위의 사례들에 비추어 三韓功臣에 책

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유차달의 약력에는 三韓功臣이 명시되어

있다.

태조가 南征할 때 車達이 수레와 곡식을 많이 내어 군량의 길을 통하게 하니 그

공으로 大丞에 임명되고 三韓功臣이라 불렀다.59)59)

위의 기록을 대비해 보면 유차달의 ‘佐命’이란 태조를 도운 것을 말하며, 그

53) 稼亭集 권11, 高麗國正順大夫密直司右副代言崇簿令兼監察執義知版圖司事柳君墓誌銘
“儒州柳氏 有佐命開國者 其後延慶食德 代生賢哲.”

54) 高麗史 권99, 列傳12 柳公權.
55) 김광수, 1973 앞의 논문, 36-37면.

56)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57) 高麗史 권107, 列傳20 元傅 “九世祖克猷 佐太祖有功 號三韓功臣.”
58) 高麗史 권99, 列傳12 王世慶 “八代祖希順 佐太祖 定三韓 爲功臣.”
5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2, 黃海道 文化縣 人物 “柳車達 太祖南征時 車達 多出車粟 以通
糧路 以功拜爲大丞 號三韓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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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南征에서 드러나듯이 태조의 통일 전쟁 과정이다. 그리고 開國을 했다는

것은 三韓功臣에 책봉된 것과 상응한다. 곧 여기서 ‘開國’은 후삼국 통일을 가리

키는 것이다.

다음도 開國을 태조 즉위보다 후삼국 통일로 볼 수 있는 방증이 된다.

42세에 비로소 신라에 돌아와 執事省侍郞 瑞書院學士에 임용되었다. 太祖가 開國

함에 이르러 가족을 이끌고 왔다.60)60)

위의 기사는 崔彦撝 열전의 것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崔仁滾으로서 나말려초

금석문 다수에서 찬자로 나오고 있다. 그는 태조 7년(924)에 건립된 鳳林寺眞

鏡大師碑 에 신라 소속으로 나오는 반면, 태조 23년(940)에 건립된 地藏禪院朗

圓大師碑 에는 관직을 “太相 檢校尙書 前守執事侍郞 左僕射 兼御史大夫 上柱國

知元鳳省事 賜紫金魚袋”라고 적고 있다. 이로 보아 그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비로소 고려에 온 것으로 해석되며, 위 기사에서 태조가 개국했다는 것은 즉위

보다는 후삼국 통일로 해석할 수 있다.61)61)

이처럼 고려의 개국이 후삼국 통일을 나타낸다고 할 때, 추가로 검토할 사항

이 바로 開國功臣이다. 통상 개국공신은 창업주의 즉위와 관련된다. 고려에서도

태조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공신 책봉이 있었지만, 이들은 삼한공신

으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고려에서 삼한공신과 구분되는 개국공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60) 高麗史 권92, 列傳5 崔彦撝 “年四十二 始還新羅 拜執事省侍郞瑞書院學士 及太祖開國
挈家而來.”

61) 金基雄, 1993 高麗初期의 新羅系勢力과 그 動向 釜大史學 17, 148-150면. 최원위가
문한을 담당하는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귀순하는 경순왕을 따라 왔다고 볼 수도 있다(李

賢淑 1995 나말여초 崔彦撝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花史學硏究 22). 실제 경순왕이
귀순할 때 百僚를 거느리고 왔으므로 文翰을 담당하던 최언위의 이주는 이 때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경순왕의 귀순은 이어지는 후백제 공멸과 연결되어 ‘일통삼한’

을 구성하므로 최언위가 고려에 온 ‘개국’의 시점은 결국 후삼국 통일로 설정된다. 그리
고 ‘태조의 개국’은 태조대 전반을 나타내는 일반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태조

즉위공신이 삼한공신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태조의 즉위 또한 후삼국 통일의 공업으로

귀결되며, 이 경우 초점은 후삼국 통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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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기록에 開國功臣의 용례가 나타나고 있어 그 의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초기 配享功臣의 직함에 포함된 ‘開國’ 칭호

가 주목된다. 配享功臣의 ‘개국’ 칭호는 景宗室까지만 나타나는데, 이들을 포함하

여 태조실에서 경종실까지 배향공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2)62)

① 太祖: 太師開國武烈公裴玄慶 太師開國忠烈公洪儒 太師開國武恭公卜智謙 太師開

國壯節公申崇謙 太師開國忠節公庾黔弼 太傅熙愷公崔凝

② 惠宗: 太師開國嚴毅公朴述希 太師開國克翼公金堅術
③ 定宗: 守太師開國威靜公王式廉

④ 光宗: 太師匡衛公劉新城 太師內史令開國貞敏公徐弼

⑤ 景宗: 太師開國匡益公朴良柔 太師開國敏休公崔知夢

위에서 배향공신 13명 중 11명에게 ‘開國’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다. 배향공신은

관직과 시호, 인명의 순으로 정리되며, 드물게 爵號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에 대해서는 후대의 공신 작호에 등장하는 開國公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63)63)

개국공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64)64)일단 開國 칭호가 태조-경종

실에서만 나온다는 점에서 보편적 작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를 개국공신, 혹은 태조즉위공신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경종실에 배향된 崔知夢은 靈岩郡 출신으로 18세에 태조가 불러 해몽을 시켰

을 때 “반드시 장차 三韓을 統御할 것입니다(必將統御三韓)”라고 답하였고, 이

에 기뻐한 태조가 ‘知夢’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고 한다.65)65)그는 성종 6년

(987)에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그는 907년에 태어난 것이며, 18세에

태조를 만났으므로 그 시점은 924년, 곧 태조 7년이 된다. 태조 즉위 당시의 나

이는 12세에 불과했던 셈이다. 따라서 그가 태조 즉위에 참여하여 공신에 책봉

될 여지는 없다. 그의 ‘개국’ 칭호는 태조즉위공신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국’ 칭호의 준거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경종대까지만

62) 高麗史 권60, 志14 禮2 吉禮 大祀 禘祫功臣配享於庭.
63) 박천식, 1989 앞의 논문, 8면.

64) 김보광, 2014 앞의 논문, 60면.

65) 高麗史 권92, 列傳5 崔知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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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칭호가 나온다는 점이 주목된다. 성종 때 처음 太廟가 정비되면서 경종실

까지 배향공신을 일괄적으로 정했으므로 ‘개국’ 칭호 또한 일괄 지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개국’ 칭호가 보이지 않는 崔凝의 사례를 통해 역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최응은 성종 13년(994) 배향공신 제정 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현종 18년

(1027)에 추가되었다. 그에게 ‘개국’ 칭호가 없다는 것은 이 칭호가 성종 때 지

정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응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66)66)태조 즉위 때 정계

에 있었고 나중에 태조배향공신이 되었음에도 ‘개국’ 칭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한편 ‘개국’ 칭호가 없는 또 한 사람인 劉新城은 출사 시점과 관련된다. 태조

26년(943)에 건립된 충주의 淨土寺法鏡大師碑 의 단월 명단 중에는 新城阿粲이

보인다. 그가 바로 광종 묘정에 배향된 劉新城으로 추정된다.67)67)그를 포함한 阿

粲들은 충주의 在地官班으로 파악되는 데 비추어 보면,68)68)그는 태조 말년까지

중앙에 출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광종대에 비로소 중앙 정계에 진출한 것

으로, 이른바 “三韓後入仕者”에 해당하는 존재였다.69)69)

이렇게 보면 ‘개국’ 칭호는 성종 때 태조에서 경종까지 배향된 공신에 일괄적

으로 적용되었으며, 이 중 “三韓後入仕者”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개국’ 칭호 적용자의 공통점은 三韓功臣으로 귀결된다. 결국 성종 때 배향

공신을 지정하면서 삼한공신이었던 인물들에게 ‘개국’ 칭호를 넣은 것이다.70)70)삼

66) 崔凝이 太祖室에 추가로 配享된 것은 기존 배향공신이 대개 武將인 것에 대해 유학적 소

양을 갖춘 인물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김보광, 2014 앞의 논문, 65-74면).

67) 具山祐, 2000 고려초기 향촌지배층의 사회적 동향: 금석문 분석을 통한 접근 釜山史
學 39, 93면.

68) 尹京鎭, 2002 고려초기 在地官班의 정치적 위상과 지방사회 운영 韓國史硏究 116.
69) “三韓後入仕者”는 崔承老 상서에 언급된 부류로서 “庚子年田科”, 곧 태조 23년 役分田

분급자와 대비되고 있어 후삼국 통일 후에 출사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高
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70) 후대에 開國公이라는 작호가 채용된 것은 이를 연원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종 배향

공신인 王式廉은 열전 기록에 虎騎尉太師三重大匡開國公으로 증직된 것으로 나오며(高
麗史 권92, 列傳5 王式廉), 庾自忄禺의 墓誌銘을 보면, 그 선조인 庾黔弼에 대해 “三韓
統合第五虎騎尉大師 開國公 三重大匡 壯威翼戴匡衛協輔佐聖底定功臣 忠節公”이라고 적

고 있다(高麗墓誌銘集成 庾自忄禺墓誌銘). 여기서 ‘三韓統合’은 三韓功臣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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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신을 ‘개국’으로 표현한 것은 고려의 개국을 후삼국 통일로 보는 인식의 반

영이다.

이처럼 고려의 개국공신은 삼한공신으로 귀결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개국공신 용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목되는 것

은 경종 2년(977) 勳田 지급 기사이다.

開國功臣 및 向義歸順城主 둥에게 勳田을 50결에서 20결까지 차등있게 주었다.71)71)

위 기사는 前年에 있었던 始定田柴科 시행의 연장에서 공신들에게 勳田을 지

급하는 조치를 담은 것으로, 지급 대상자를 開國功臣과 向義歸順城主로 양분하

고 있다. ‘勳田’의 개념상 이들은 모두 勳號를 가진 공신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三韓功臣의 범위를 적용하면 이들을 합친 것이 곧 삼한공신이라고

볼 수 있다. 태조 5년(922) 명주에서 귀순한 王景이 三韓功臣으로 되는 것은 向

義歸順城主가 삼한공신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때 向義歸順城主와 구분되는 開國功臣은 태조즉위공신 외에는 생각하기 어

렵다. 따라서 위 기사에 의거한다면 태조즉위공신의 당초 훈호가 개국공신이었

으나 向義歸順城主와 어울러 삼한공신으로 포괄되면서 개국공신이라는 훈호가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삼한공신에서 태조즉위공신을 개국공신으로

분리 인식하면서 나머지 부류들은 삼한공신 외에 따로 설정된 훈호가 없기 때문

에 向義歸順城主로 지칭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태조즉위공신의 당초 훈호가 개국공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술한

것처럼 태조의 즉위를 ‘개국’으로 인식한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태조즉

第五虎騎尉大師는 그가 역임한 관직을 나타낸다. 三重大匡 이후는 그의 사후에 추증된

것이다. 이에 대해 ‘開國公’은 配享功臣으로 開國의 칭호를 받은 것을 작호로 간주하여

넣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開國公이라는 작호는 이들에 준하여 작호를 설정한 것
이라 이해된다. 이후 李子淵이 推誠佐世保社功臣의 칭호에 慶源郡開國公의 작호를 받은

것이 그 예이다(高麗史 권95, 列傳8 李子淵). 이후 김방경이 上洛郡開國公으로 봉해진
사례가 있다(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71) 高麗史 권78, 食貨1 功蔭田柴 景宗 2년 3월 “賜開國功臣 及向義歸順城主等勳田 自五十
結 至二十結 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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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공신을 책봉하는 교서에도 暴主의 폐위와 충신의 절의를 강조할 뿐, 새 왕조

의 개창에 대한 언급이 없다. 태조의 즉위는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국

왕 교체였던 만큼 통상적인 의미에서 개국공신이 설정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다음 기사 또한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太祖가 즉위하고 詔를 내려 推戴한 功을 冊錄할 때 洪儒․裴玄慶․申崇謙․卜智

謙 모두 1등으로 삼았다.72)72)

위의 내용을 보면 태조가 즉위한 후 공신 책봉의 준거는 ‘개국’의 공훈이 아니

라 ‘추대’의 공훈으로 되어 있다. 추대는 즉위 조서에서 말한 暴主의 폐위와 연

계된 것이다. 이처럼 태조즉위공신은 개국공신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

므로 훈전 지급 기사의 개국공신을 정식 훈호로 보기 어렵다. 이는 훈전 지급

과정에서 태조즉위공신을 분리하면서 설정한 일시적인 칭호였다고 판단된다.

훈전 지급에서 개국공신, 곧 태조즉위공신을 向義歸順城主와 구분한 것은 이

들에 대한 차등적인 혜택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당

시 태조즉위공신에 특별히 주목하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주지하듯이 광종 때에는 舊臣宿將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고, 경종 초에

는 이를 뒤집는 반동이 있었다. 당시 숙청된 구신숙장은 대개 태조즉위공신이었

을 것이다. 통일전쟁기의 귀순성주는 대부분 현지에 남아 있었고 일부 그 자제

가 상경하여 관직을 받았다.73)73)따라서 귀순성주가 광종의 숙청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劉新城의 사례처럼 이들 다수는 三韓後入仕者로서

광종대 정치의 중추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종 초 훈전 지급은 전시과 정비의 연장에 있지만, 전시과와 별도로 공신들

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은 체제 수습의 속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구신숙장 계열

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모색하였고, 이에 이들을 開國功臣으로 지칭하여 삼한

72) 高麗史 권92, 列傳5 洪儒 “太祖卽位 詔策推戴功 以儒玄慶崇謙智謙 俱爲一等.”
73) 歸順城主는 직접 상경하거나 태조를 만났을 때 비로소 官位를 받았으며, 대개는 이들이

귀순 표시를 위해 보낸 자제가 관위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검토는 尹京鎭, 2001

나말려초 성주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와현실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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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나머지 부류들과 구별한 것이 아닌가 한다.74)74)결국 훈전 기사의 개국공

신은 제도적 칭호가 아니라 경종 때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위 기사 외에는 공민왕대 이전 기사에서 개

국공신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훈전 지급 기사 이후 개국공신의 용례는 공민왕 원년(1352)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다.

太祖開國功臣과 歷代功臣, 忠宣王과 忠肅王 兩代功臣의 자손은 아울러 발탁하여

녹용하고 자신이 현직에 있는 자는 우선적으로 포상하라.75)75)

위 내용은 공민왕 원년 赦宥를 반포한 기사의 일부로, 포상 대상으로서 太祖

開國功臣이 歷代功臣 및 忠宣忠肅兩代功臣과 함께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開國

功臣’이 아니라 ‘太祖開國功臣’으로 지칭한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유를 반포한 충선왕의 교서를 대비해 보자.

三韓壁上功臣과 三韓後代代壁上功臣, 配享功臣, 출정했다가 전장에서 죽은 功臣의
자손으로서 賤技로 工商匠樂에 떨어져 있는 자는 무릇 공로와 은혜로 이미 兩班에

속했으니 부모에게 하자가 없는 자는 마땅히 명확하게 許通하라.76)76)

위의 기사는 충선왕이 1차 즉위 직후 반포한 사유에서 공신 후손에 대한 서용

을 규정한 부분이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三韓壁上功臣, 三韓後代代壁上功臣, 配

享功臣, 기타 전몰한 공신으로 열거되어 있다. 삼한공신은 전술한 대로 태조즉위

공신과 귀순성주를 포괄한 것이다. 三韓後功臣은 삼한공신을 준거로 역대에 책

74) 김광수는 開國功臣이 태조 즉위 때부터 활동한 막료 계통의 功臣號였다고 보고, 이것이

후에 삼한공신에 포함되면서 때때로 向義歸順成州 계통과 구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이해
하였다(김광수, 1973 앞의 논문, 42-43면).

75) 高麗史 권38 世家38 恭愍王 원년 2월 丙子 “太祖開國功臣 歷代功臣 忠宣忠肅兩代功臣
子孫 並加甄錄 其身見在者 皆從優賞.”

76) 高麗史 권33, 忠宣王 즉위년(1차) 정월 戊申 “三韓壁上功臣 三韓後代代壁上功臣 配享
功臣 征戰沒陣而亡功臣 子孫等 以賤技 落在工商匠樂者 凡以功與恩 已屬兩班 而父母無㾗

咎者 宜推明許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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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공신이며, 配享功臣은 太廟의 정비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곧 이 규정은 역

대의 공신을 표준적으로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민왕 교서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충선왕과 충숙왕 兩代의 공신을 따로 언급한 점이다. 이들은 개념상 歷代

功臣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따로 언급한 것은 공민왕의 즉위 과정과 관련된다.

충숙왕의 아들이자 충혜왕의 동생인 공민왕은 충혜왕 폐위 후 물망에 올랐으나

충목왕과 충정왕에 연이어 밀렸다가 뒤늦게 왕위에 올랐다. 이에 그는 충선왕과

충숙왕의 직계 후손으로서 즉위 명분을 강조하고자 했다.

교서의 서두에서 공민왕은 王系의 출발인 태조 및 元과 사대관계를 맺게 되는

충경왕(원종)에서 충숙왕에 이르는 왕위 계승을 언급한 뒤, 신하들이 충선왕의

손자이자 충숙왕의 아들인 자신이 국왕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원에 요청하여 허

락을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였다.77)77)곧 공민왕은 신하들의 추대를 받은 것이며,

여기에는 충선왕과 충숙왕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이 중요한 명분이었던 것이다.

이에 兩代의 공신들에 대한 각별한 포상을 천명하였다.

포괄적의 의미의 歷代功臣을 배경으로 兩代功臣을 따로 추출한 것을 볼 때,

太祖開國功臣도 왕위 계승과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태조즉위

공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국공신이라 하지 않고 굳이 ‘태조’를 명

시한 것은 개국공신이 실제 태조즉위공신의 훈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국공

신은 삼한공신과 동일한 의미였고 태조즉위공신 또한 이와 구분되는 훈호가 없

었다. 이에 이들을 분리하여 이해할 때 ‘太祖開國功臣’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으로 생각된다.

공양왕이 즉위한 후 李成桂 등을 녹훈하는 교서에서도 같은 맥락을 읽을 수

있다.

명분을 바로잡고 다시 일으켜 王室을 再造하니 그 공이 실로 太祖開國功臣의 아

래에 있지 않다. 영원토록 잊기 어려우니 壁上에 그림을 그리고 父母妻를 封爵하며

子孫에게 蔭職을 주고 赦宥가 길이 미치도록 하라.78)78)

77) 高麗史 권38, 恭愍王 원년 2월 丙子 “耆艾之臣 以余爲忠宣之孫 忠肅之子 以德以年 合
主宗祧 獻書天子 願奉爲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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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太祖開國功臣’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주지하듯이 공양왕의 즉위는

우왕과 창왕을 辛旽의 후예라는 이유로 폐위하고 왕씨를 복구한다는 명분을 가

지고 있었다. 따라서 태조 이래의 왕통이 강조되면서 그 출발인 태조의 즉위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특히 공양왕을 추대한 공신들의 업적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서 언급된 太祖開國功臣은 내용상 태조즉위공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또

한 “再造王室”이라는 공업과 관련해 보면, 공양왕의 즉위는 폭주 궁예를 축출한

태조 즉위를 연상케 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태조의 ‘一統三韓’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충선왕 교서와 공민왕 교서는 모두 도입부에서 왕계의 출발로서 태조

를 말하면서 이를 ‘일통삼한’과 연결하고 있다. 곧 충선왕 교서에서는 “昔我太祖

一統三韓 熙鴻號于無窮 堂構相承”이라 하였고, 공민왕 교서에서도 “恭惟我太祖

統一三韓 列聖相承”이라 하였다. 태조에 대한 인식에서 ‘일통삼한’은 분명한 전

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고려말에도 여전히 三韓功臣이 開國功臣으로 간주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위화도회군으로 실각한 崔瑩의 처벌을 요구하는 許應 등의 상소에는 최영

을 “開國功臣의 후손”이라고79)79)설명하고 있다. 최영은 崔惟淸의 후손이며, 최유

청의 6대조인 俊邕은 “태조를 도와 공신이 되었다(佐太祖爲功臣)”라고80)80)되어

있다. 勳號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인용한 柳車達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삼한공신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태조의 즉위가 부각되면서 태조의

즉위가 개국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개국공신이 실제 태조

즉위에 국한된 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太祖開國功臣’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본래의 개국공신, 곧 삼한공신 안에서 태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구분

하는 용어였던 것이다.

78) 高麗史 권45, 恭讓王 원년 12월 壬子 “正名興復 再造王室 其功 實不在太祖開國功臣之
下 帶礪難忘 壁上圖形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宥及永世.”

79)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瑩.
80) 高麗史 권99, 列傳12 崔惟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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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태조즉위공신을 개국공신으로 칭하는 예도

보인다. 공양왕 즉위 공신의 녹권은 開國功臣 裴玄慶의 예에 의거하여81)81)中興功

臣으로 칭하도록 하였다.82)82)중흥은 창업(개국)의 재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공양왕의 즉위가 중흥이 되는 이유는 끊어진 왕씨를 다시 이었다는 명분 때문이

다. 따라서 중흥공신과 대비되는 개국공신의 초점은 태조 즉위에 있게 된다. 이

경우 배현경을 대표로 지목한 개국공신은 삼한공신의 異稱이라기보다는 태조즉

위공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3)83)

이처럼 태조의 즉위는 새 왕조의 출발이 아니라 궁예를 밀어내고 고려를 회복

한 것이었기 때문에 태조의 즉위를 개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미약했다. 태조는

후삼국 통일을 자신의 공업으로 제시하였고, 후대 국왕도 이러한 인식을 계승하

였다. 태조는 즉위 후 자신의 즉위를 도운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했지만 개국

공신이라는 훈호는 채용하지 않았다. 후삼국 통일 후에는 이들과 歸順城主 등을

포괄하여 三韓功臣을 책봉하였다. 그 결과 고려에서 開國은 태조 즉위가 아니라

후삼국 통일을 가리켰고, 개국공신과 삼한공신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특별히 태조 즉위를 부각시킬 경우에는 태조즉위공신을 개국공신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경종 2년(977)의 훈전 지급 기사에 개국공신과 向義歸順城

主를 대비한 것은 광종대 숙청 대상이 되었던 태조즉위공신에 대한 예우를 반영

한 것이다. 또한 공민왕과 공양왕은 자신의 즉위 명분과 관련하여 태조의 즉위

를 강조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태조즉위공신을 ‘太祖開國功臣’, 또는 ‘開國功臣’으

로 지칭하였다. 특히 왕씨의 복구로서 中興을 표방한 공양왕의 즉위에는 태조의

즉위를 적극적으로 開國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81) 裴玄慶이 언급한 것은 그가 태조배향공신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이다. 배현경은 태조 즉위

후 시행된 공신 포상에서는 洪儒 다음에 열거되어 있지만, 성종 13년 太廟 配享功臣 기

사에서는 가장 먼저 열거되었다. 이는 현종 18년 太廟를 재정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문종 6년 六功臣의 후손 녹용 기사에서도 배현경을 대표로 지목하였다. 이로 보아 성종

대 이후 裴玄慶은 태조배향공신의 대표로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82) 高麗史 권45, 恭讓王 원년 12월 癸亥 “其錄券 依開國功臣裴玄慶例 稱中興功臣.”
83) 卜智謙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태조를 추대하여 開國功臣이 되었다고 적고 있는데(新
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沔川郡 人物), 이는 태조의 즉위와 곧 開國이라는 고려말
이래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365

2) ‘開國’ 紀年의 설정

고려의 개국은 태조의 즉위가 아니라 후삼국 통일에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왕건이 前主 弓裔를 축출하고 즉위하여 원래 국호인 高麗를 복구했다는 건국 과

정의 특수성과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태조의 공업은 새 왕조의 출발보다 후삼

국 통일에서 찾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직접 반영된 사례로 고려의 紀年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통상

한 왕조의 기년은 창업주의 즉위에서 출발한다. 조선의 창업주 李成桂는 1392년

고려의 국왕으로 즉위했으나 이듬해 국호를 朝鮮으로 바꾸었다. 1894년 갑오개

혁으로 淸의 연호를 폐지하면서 대신 ‘開國’ 紀年을 도입했는데, 이 해를 개국

503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년은 1396년 建陽 연호가 반포될 때까지 3년 간 사

용되었다. 여기서 ‘開國’ 元年은 태조가 즉위한 1392년이 된다. 곧 조선 국호의

반포보다 태조의 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서도 ‘개국’ 기년의 사례가 발견된다. 주목되는 것은 ‘개국’ 기년을 산정

하는 기점이 태조 즉위가 아니라 후삼국 통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숙

종 때 南京 건설을 건의한 金謂磾의 상서에서 이러한 ‘개국’ 기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위제는 당시 남경을 건설해야 하는 시기적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거를 폈다.

또 이르기를 “開國 후 160여 년에 木覓壤에 도읍하라”고 하였는데, 臣은 지금이

바로 新京에 巡駐할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84)84)

金謂磾는 道詵記에서 천도 시점을 인용했는데, 그 기점으로 ‘開國’이 제시되
어 있다. 그런데 김위제가 상서한 숙종 원년은 1096년으로서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으로부터 햇수로는 161년이 된다. 개국을 태조가 즉위한 918년으로부터 계

산하면 햇수로 179년이 되어 김위제가 말한 “160여 년”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난

다. 이를 통해 김위제가 말한 ‘開國’이 태조의 즉위가 아니라 후삼국 통일을 가

84) 高麗史 권122, 列傳35 方技 金謂磾 “又云 開國後百六十餘年 都木覓壤 臣謂今時 正是巡
駐新京之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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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한 기년은 고려초기부터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성

종 원년(982) 崔承老가 先代 다섯 국왕의 政績을 평가한 내용에서 태조의 정치

를 “스스로 一統을 이룬 이래 勤政하기를 8년인데, 禮로써 事大하고 道로써 交

隣하였습니다”라고85)85)설명하였다. 태조의 정치를 평가하면서 후삼국 통일 이후

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시무 28조의 제1조에서 “우리나라는 統三한 이래 47년이 되었는데도 士

卒이 편히 쉬지 못하고 양곡은 허비됨을 면치 못했습니다”라고86)86)하였다. 이것

은 태조대의 정치나 선행한 국가 운영을 설명할 때 후삼국 통일을 하나의 기점

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87)87)물론 이 경우의 ‘統三’은 전쟁의 종식이라는 의미

도 부여되므로 직접 기년의 표현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태조의 勤政

에 대한 평가와 연결해 보면, 최승로의 인식에서 후삼국 통일이 기점이 되고 있

음은 분명하다. 김위제가 제시한 ‘개국’ 기년 또한 같은 인식체계에서 수립되는

것이다.

한편 문종대 長源亭 창건에서도 후삼국 통일을 준거로 한 기년을 찾을 수 있다.

道詵의 松岳明堂記에 이르기를, “西江 가에 君子御馬의 明堂인 땅이 있으니 太
祖가 統一한 丙申年으로부터 120년이 될 때 이곳에 와서 집을 지으면 國業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文宗이 太史令 金宗允 등에게 명하여 땅을 살피게 하고 西江의

餠岳 남쪽에 (장원정을) 지었다.88)88)

85)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自成一統以來 勤政八年 事大以禮 交隣以道.”
86)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我國家 統三以來 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糧餉未免糜費者.”
87) 이 ‘統三’에 대해 ‘一統三韓’과 구분하여 삼국의 통합으로 구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김
수태, 2015 앞의 논문, 183면). 그러나 삼한일통의식은 삼국의 통합에 대해 ‘삼한’이라는

공통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고려의 ‘일통삼한’은 현실에서 (후)삼국

의 통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삼한일통의식의 수립 이후 삼국통일과 삼한통일을
구분하여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삼한은 삼국 통합의 전제로 설정되는 역사적 정체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일성에 초점이 있다[윤경진, 2014(b)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

쟁기 신라의 천하관 東方學志 167].
88) 高麗史 권56, 地理1 貞州 “道詵松岳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

丙申之歲 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 相地 構之於西江餠岳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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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정은 貞州에 소재하며 松岳明堂記의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 도
참서에서는 명당과 아울러 영건 시기도 밝혀 놓았는데, 이것이 태조의 후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120년이 되는 해로 제시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장원정은

문종 10년(1056)에 건립되었는데, 이 해는 1056년으로서 936년으로부터 꼭 2주

갑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김위제의 상서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

고려사 세가에서 장원정의 창건 기사는 문종 10년 기사의 말미에 “是歲 作
長源亭於西江餅嶽之南”이라고 삽입되어 있다. 기사 구성도 지리지에 수록된 내

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넣은 것이다. 그리고 고려사절요의 기사는 세가와 지리
지의 기사를 합쳐 정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반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장원
정 창건 기사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보아 장원정 창건은 세가 편찬의 원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았으며, 고
려사 지리지에서 창건의 계기가 된 도참 관련 기사를 채용하면서 이를 근거로
세가에 문종 10년 기사로 삽입한 것이라 추정된다. 그런데 세가에서 국왕의 장원

정 행차가 문종 14년(1060)에 처음 보이고,89)89)이후 여러 차례 행차 기사가 나오

고 있다. 따라서 문종 10년 경에 長源亭이 창건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90)90)

이처럼 후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한 기년 방식은 무신집권 말기까지도 유지되

고 있었다. 고종 말에 작성된 尙書都官貼 에는 다음 내용이 보인다.

本朝敎是 祖聖統合三韓已後 三百年將近亦 君臣禮正 政出由辟敎是如乎事是去有在91)91)

위의 글에서는 고려 역사의 기점을 태조 즉위가 아니라 ‘統合三韓’으로 설정하

고 있다. 직접 ‘개국’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왕조의 출발을 ‘統

合三韓’으로 설정한 것은 후삼국 통일을 ‘개국’으로 지목한 金謂磾 상서의 인용

내용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씨정권을 타도한 공신들

의 업적을 “再造王家 匡正三韓”으로 설정하고, 포상 내용도 三韓壁上功臣의 예

89) 高麗史 권8, 文宗 14년 2월 癸亥 “幸長源亭.”
90) 장원정의 창건 배경에 대해서는 별고로 논할 것이다.

91) 노명호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上), 尙書都官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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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르도록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고종 말까지도 고려는 왕조의 출발점을

후삼국 통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 간섭기에도 후삼국 통일로부터 기년을 산정하는 인식이 확인되지만, 그 내

용에 혼선이 보인다.

옛날 우리 太祖께서 三韓을 一統하여 鴻號을 길이 빛나게 하여 자손이 이어온 것

이 지금 381년이다.92)92)

위 기사는 충선왕의 1차 즉위 때(1298) 발표한 교서의 도입부이다. 자신의 즉

위 시점을 태조로부터 이어지는 왕통을 통해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기점이 태조

의 후삼국 통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뒤이어 연수를 계산한 부분에서는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이 발견된다.

충선왕이 1차로 즉위한 해는 1298년으로서 381년은 936년이 아니라 918년, 곧

태조 즉위를 기점으로 따진 것이다. 계산의 시작 시점은 ‘一統三韓’으로 제시하

면서 정작 수치는 태조 즉위로부터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후삼국 통일로부터 기년을 파악하던 상황과 더불어 왕위

계승에서 그 출발이 되는 태조의 즉위를 강하게 의식하게 된 변화를 반영한다.

즉위 교서는 자신의 즉위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대개 血統에 의

한 왕위 계승을 논하게 된다. 이 때 명분의 초점은 응당 창업주의 즉위에 두게

된다. 이 때 태조의 위상을 ‘일통삼한’으로 제시하던 전통적인 인식에 따라 후삼

국 통일을 기년의 준거로 제시했지만, 정작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는 태조 즉위

로부터 계산하는 이중적 인식을 보인 것이다.

고려가 ‘개국’ 기년을 태조 즉위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원 간섭기 후반에 이르

러 뚜렷해지고 있었다.

92) 高麗史 권33, 忠宣王 즉위년(1차) 정월 戊申 “昔我太祖 一統三韓 熙鴻號于無窮 堂構相
承 于今三百八十有一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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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또 생각하건대 小邦의 始祖인 王氏가 바다 모퉁이에서 開國한지 426년에 子孫

이 서로 이으면서 28대가 되었습니다.93)93)

② 太祖께서 開國한 지 지금 429년이 되었다.94)94)

①은 충혜왕 후4년(1343)의 기록으로서 개국 426년은 태조가 즉위한 918년을

기점으로 한 것이다. ②는 충목왕 2년(1346)의 기록으로서 개국한 지 429년은

역시 태조 즉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여전히 태조의 후삼국 통일을 역사 인식의 준거로 삼는 사

례를 찾을 수 있다. 전술한 충선왕의 1차 즉위 교서 외에 공민왕 원년(1362)에

赦宥를 반포한 교서의 서두에서 “우리 太祖께서 三韓을 통일하여 列聖이 서로

계승하였다”라고95)95)적은 것이나 우왕 9년(1383) 臺諫의 上言에서 “우리 태조께

서 三韓을 통일한 이래 子孫이 이어지며 일은 반드시 옛 것을 본받았습니다”라

고96)96)한 것 등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고려는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태조 즉위를 開國으로 인식하고 이로

부터 기년을 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97)97)하지만 여전히 태조의 후삼국

통일로부터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는 기존의 흐름이 소멸한 것은 아니며,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一統三韓’으로 평가하는 기조 또한 유지되고 있었다. 三國遺事
王曆에는 後高麗 항목에서 태조의 즉위와 사찰 창건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丙

申統三”이 명시되어 있다. 이 또한 고려의 개국을 후삼국 통일로 설정하는 인식

93) 高麗史 권110, 列傳23 李齊賢 “又念小邦始祖王氏 開國海隅 四百二十六年 子孫相繼 二
十八世.”

94) 高麗史 권37, 忠穆王 2년 10월 庚申 “太祖開國四百二十有九年于玆.”
95) 高麗史 권38, 恭愍王 원년 2월 丙子 “恭惟我太祖 統一三韓 列聖相承.”
96)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禑 9년 6월 “臺諫交章上言曰 自我太祖 統一三韓 子孫相繼 事必
師古.”

97) 공양왕의 즉위교서에는 “우리 太祖가 開國한 이래로 자손이 서로 이어 宗祀를 받들었다”
는 내용이 보인다(高麗史 권45, 恭讓王 원년 12월 壬子 “恭惟我太祖開國以來 子孫相承
克奉宗祀”). 여기서 開國이 태조 즉위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후삼국 통일을 나타내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창왕을 폐위하고 이루어진 공양왕의 즉위 명분은 왕씨의 출발, 곧 태
조의 즉위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당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가

中興功臣이었고 포상의 준거로 開國功臣 裴玄慶을 내세운 것도 태조 즉위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것은 공양왕의 즉위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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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왕조에 들어 고려 태조를 “삼한을 일통한 군주”로 입법화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고려 말 태조 즉위를 개국의 기점으로 인식하

는 양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려 일대에 걸쳐 그 역사의식은 삼한일통의식

이 본령을 이루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함께 전면화된 三韓一統意識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의 건국은 고구려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후삼국으

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었다.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弓裔

가 이루지 못한 海內의 겸병을 전망하였고, 동왕 15년에 내린 諭示에서도 西京

의 地力에 의지해 三韓을 一統하겠다는 지향을 보였다. 서경은 당초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서 고구려계승의식을 표상하는 곳이었으나 통일전쟁 과정에서는 통

합 실현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태조는 訓要十條의 서두에서 즉위한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했다는 것을 과

시하였고, 본문에서도 三韓 山川의 陰佑에 힘입어 ‘一統三韓’의 大業을 이루었다

고 평가하였다. 西京에 대해서는 地脈의 근본으로서 大業을 유지할 근거라고 평

가했지만, 고구려계승의식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함께

삼한일통의식이 전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서경의 위상은 고구려 舊都보다

는 地脈의 근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또한 政誡와 誡百寮書는 후삼국 통일 후 신료들에게 반포한 것으로서 三韓을

평정한 뒤 새롭게 설정된 군신 관계의 확립을 도모한 것이었다. 경종 때 金傅

(경순왕)를 尙父로 책봉하는 글에서 “나라가 이미 一統으로 귀착되고 君臣이 三

韓에 합쳐졌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지향을 반영한다. 이후 삼한일통의식은 고

려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념이 되었고, 태조 왕건에 대한 평가 또한 고려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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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보다 “三韓을 一統한 군주”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태조의 삼한일통의식이 체제 통합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현실 정책으로 드러

난 대표적인 예로 三韓功臣 책봉을 들 수 있다. 통상 창업주의 즉위에 공을 세

운 사람들은 開國功臣으로 지칭되지만, 태조 즉위 후 공신을 책봉하는 글에서는

暴主 폐위와 충절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새 왕조의 창업과 관련된 인식은 보

이지 않는다. 이는 태조의 즉위가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국왕 교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조 24년 功臣堂을 건립한 뒤 삼한공신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태조즉위공신

의 역할 또한 삼한공신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삼한공신에 포괄되었다.

태조즉위공신 2등으로 책록된 뒤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金樂을 太祖統合功臣으

로 지칭한 것은 그 예이다. 삼한공신은 태조의 즉위와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일괄하는 훈호였으며, 이후 공신 후손에 대한 蔭敍 등에서 가장 중요

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高麗史 選擧志 敍功臣子孫조에 수록된 규정에서 현종 5년 기사에 보이는

‘太祖功臣’은 三韓功臣과 같은 것으로서 配享功臣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수립되면

서 채용된 개념이었다. 太廟 의례가 정착하면서 그 출발로서 태조의 위상이 강

조되고, 그와 더불어 태조배향공신은 “太祖代六功臣”으로 분리 인식되었다. 이러

한 구분을 전제로 태조대육공신과 여타 삼한공신을 다시 아우를 때 太祖功臣으

로도 범주화했는데, 문종 8년 太祖功臣 3,200인에게 次第職을 추증한 것은 그 예

이다.

하지만 태조대육공신이 본원적으로 삼한공신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후 고려

의 공신 책봉에서 보편적인 모델은 삼한공신이었다. 현종 15년 楊規와 金叔興

등에게 三韓後功臣의 훈호를 내린 것은 그 예이다. 이후 체제 안정과 직접 관련

된 공로는 흔히 삼한공신을 준거로 평가되었다.

태조의 즉위는 국왕 교체를 통해 高麗로 회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開國’의

명분은 후삼국 통일을 매개로 설정되었다. 儒州(文化) 柳氏의 시조인 柳車達은

“佐命하여 開國한 사람”으로 설명되었는데, 태조 보좌는 통상 삼한공신에 적용

되는 것으로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그의 훈호가 三韓功臣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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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彦撝가 “太祖가 開國함에 이르러” 고려로 왔다는 것도 개국이 후삼국 통일을

가리키는 예이다.

태조-경종대 配享功臣 13명 중 11명에 ‘開國’ 칭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성종 때 배향공신을 일괄 지정하면서 삼한공신이었던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 영

암군 출신으로 태조 7년에 비로소 태조를 만난 崔知夢이 開國 칭호를 받은 반

면, 현종 때 추가로 배향된 崔凝과 광종 때 입사한 劉新城에게는 ‘개국’ 칭호가

없다. 경종 2년 勳田 지급 대상에는 開國功臣과 向義歸順城主가 구분되었는데,

이는 광종대 숙청의 대상이었던 태조즉위공신에 대한 예우를 모색하면서 귀순성

주와 구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붙인 것이다. 양자를 아우른 것이 곧 삼한공신

이 된다.

공민왕은 太祖開國功臣과 歷代功臣 및 忠宣忠肅兩代功臣의 후손을 서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충선왕의 손자이자 충숙왕의 아들로서 즉위 명분을 강조하면서 태

조즉위공신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때 ‘개국공신’이 아니라 ‘태조개국공신’이라

한 것은 실제 개국공신이 삼한공신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태조즉위공신을 구분하

기 위한 것이었다. 공양왕 즉위 후 이성계 등을 녹훈하는 교서에서도 王室을 再

造한 공업을 太祖開國功臣에 견주었다. 王系를 바로잡았다는 의미를 가진 공양

왕 즉위는 暴主 弓裔를 축출한 태조 즉위에 주목할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

라 태조즉위공신을 개국공신으로 지칭한 예도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태조의 ‘一統三韓’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충선왕 교서와 공민왕 교서는 모두 도입부에서 왕계의 출발로서 태조를 말하면

서 그 공업을 ‘일통삼한’과 연결하였다. 태조 인식에서 ‘일통삼한’은 분명한 전제

였다.

고려에서 태조 즉위보다 후삼국 통일을 통해 왕조의 출발을 인식하는 태도는

紀年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개국’ 기년은 통상 창업주의 즉위를 기점으로

한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태조 즉위가 아니라 후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

었다. 숙종 원년 南京 건설을 건의한 金謂磾 상서에서는 “開國 후 160여 년에

木覓壤에 도읍하라”는 도참을 인용했는데, 숙종 원년은 후삼국을 통일한 해로부

터 161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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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원년 崔承老가 태조의 정치를 평가하면서 一統을 이룬 이후 8년을 대상

으로 삼았고, 시무 28조에서도 ‘統三’ 이래 47년의 국방 상황을 논평하였다. 이

역시 후삼국 통일을 준거로 국초의 역사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

국’ 기년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된 것이다.

문종대 長源亭 창건과 관련하여 “太祖가 統一한 丙申年으로부터 120년이 될

때 이곳에 집을 지으라”는 참언이 인용되었는데, 장원정이 창건된 문종 10년은

후삼국 통일로부터 120년이 된다. 고종 말에 작성된 尙書都官貼 에서도 고려의

역사가 태조의 三韓 통합 후 300년이 되어 간다고 표현하였다. 이 역시 고려의

역사를 태조의 후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인식한 것으로 ‘개국’ 기년과 맥을 같이

한다.

원 간섭기에도 후삼국 통일로부터 기년을 산정하는 인식이 유지되었지만 내용

에 혼선이 보인다. 충선왕의 1차 즉위 교서에는 “太祖가 三韓을 一統하여 자손

이 이어온 것이 381년이 되었다”는 구절이 있다. 후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 381년은 태조 즉위부터 계산된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후삼국

통일을 기준으로 하던 상황과 별개로 원 간섭기에 들어 왕위 계승의 출발로서

태조 즉위를 강하게 의식하게 된 결과이다.

충혜왕 후4년 원에 보낸 국서에는 開國한 지 426년이라 하였고, 충목왕 2년의

교서에는 開國한 지 429년이 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태조 즉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고려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태조 즉위로부터

‘開國’ 기년을 따지는 변화를 반영한다.

하지만 고려말까지도 후삼국 통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기조는 유지되었다.

공민왕 원년 교서에서 “太祖께서 三韓을 통일하여 列聖이 서로 계승하였다”라고

한 것이나, 우왕 9년 臺諫의 上言에서 “우리 태조께서 三韓을 통일한 이래 子孫

이 이어졌다”고 한 것, 삼국유사 王曆에서 後高麗 항목에 태조의 사적을 넣고
말미에 “丙申統三”을 명시한 것 등은 그 예이다.

결국 고려는 원 간섭기에 들어 태조 즉위를 개국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

기도 했지만, 후삼국 통일로부터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고려 말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는 국호에서 드러나듯이 고구려계승의식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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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원 간섭기 이후 檀君朝鮮을 출발로 하는 역사의식을 수립하게 되지만,

고려 일대의 역사의식은 삼한일통의식이 본령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三韓一統意識, 三韓功臣, 太祖, 開國, 開國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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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ryeo’s notion of “Three Hans becoming One(三韓一統意識),” 

and its percep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開國’)”
98)

Yoon, Kyeong Jin*

Examined in this study is a historical fact that the term “Foundation of the Country
(開國),” during the Goryeo period, actually referred to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dynasties(後三國), instead of Founder king Taejo(太祖) Wang-Geon(王建)’s enthronement. 

Goryeo proclaimed that it was a successor dynasty to Goguryeo, and endeavored to 
unite the later three dynasties. Its operation system and institutions were based upon the 
very notion that three Hans had been one all the time. Vassals who helped Wang Geon 
and contributed to his enthronement were never called as “Meritorious vassals for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開國功臣),” but were instead included in the “Three Hans’ 
Meritorious vassals(三韓功臣),” which referred to vassals who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dynasties. 

It was the same with the term “Foundation of the Country(開國),” which we can find 
from many Goryeo records, as they also referred to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instead of the founder king’s rise to the throne. Goryeo also perceived the beginning 
point of the dynasty as the year of its unification. In the ending days of Goryeo, a new 
view consider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dynasty to have been Wang Geon’s year of 
enthronement slowly began to prevail, yet during the better part of the entire Goryeo 
period,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as continuously considered as a much more 
important and definitive marker. Founder king Taejo was also defined as “The King 
who reunited(一統) the Three Hans(三韓).”

Key Words : Notion of “Three Hans becoming One(三韓一統意識)”, Three Hans’ 
Meritorious vassals(三韓功臣), Founder king Taejo(太祖), Foundation of 
the Country(開國), Meritorious vassals for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開國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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