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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7월 17일 고려왕조는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왕조가 건국되
었다. 새로운 왕조의 건국은 4년 여의 긴 정변과정을 거치면서 또 여
러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여 졌다. 신왕조의 태조로
즉위한 이성계는 즉위 10일 후 국왕으로서 즉위교서를 발표하였다. 이
즉위교서는 비록 정도전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고려후기 이후 지속
적으로 유자들이 요구해온 개혁방안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조선왕
조 개창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고려는 13세기 후반 원의 지배로 들어가면서 내부적인 모순과 원이
라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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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거의 할 수 없었다. 비록 원 간섭기 국왕의 즉위 또는 개혁교
서의 형태로 개혁론이 천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왕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방향성을 천명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
에는 그 실행이 미흡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민왕대 이후 유신들은
토지제, 신분제, 법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토지제는 공
양왕대 과전법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노비를 포함한 신분제와 법제의
정비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태조 즉위 10일 후 발표한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는 과전법 개혁
이후 남아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노비문제는 제외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즉위교서는 태조 이성계의 즉
위명분을 천명과 민심에서 찾고, 유교적 예제의 정비를 천명함으로써
신왕조의 정책적 방향이 유교적인 방향에서 제안된 것임을 분명히 하
였다.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는 정도전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조선왕
조 개창에 적극적이었던 유신들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고, 태조는 추
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신왕조 개창에 반대론을 제기한 설장수․이
색․우현보 등 56인에 대하여 폐서인하고 해도에 귀양 보내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적의 숙청에 대해서는 태조 이성
계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과거제의 개혁과 公廉한 수령의 추천 선발 등은 고려후기 이래 유자
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었다.
주제어 : 태조, 즉위교서, 조선, 유교, 정도전

Ⅰ. 머리말
1392년 7월 17일 고려왕조는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왕조가 건국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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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왕조의 건국은 4년여의 긴 정변과정을 거치면서 또 여러 방
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1)
1270년부터 1356년까지 원의 지배를 거치면서 고려는 고려전기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14세기에 접어들
면서 고려는 다방면의 개혁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고려왕조의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선왕조의 개창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에서 접근
하여 조선왕조 개창의 주체세력을 밝혀내는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조
선왕조의 건국세력을 이성계를 비롯한 무장세력과 고려후기 형성된 개
혁적 정치세력으로 이해하고 특히 고려 후기 형성된 개혁적 정치세력
을 “신흥사대부” 또는 “신흥유신”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으로 신흥사대
부가 中小地主이며 鄕吏 출신이라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기반 속에서
性理學을 이념적 무기로 성장한 사회세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후에

첫째 이들이 관료로 진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世族과 대립하면서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시기는
여말 田制改革 과정에서 찾아지며 둘째 전제개혁 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세족과 대립하였던 이들은 가문이나 혈연 학연과
는 관계없이 개혁에 참여하였고 여말 조선 건국의 주도세력으로 다수
가 이어지고 있으며 셋째 이들은 개혁지향적인 인물들로 전제개혁을
추동하고 조선왕조를 개창”하였다고 보는 것이2) 학계의 주류 견해였
다.
이와는 달리 소수의견이지만 ‘신흥사대부’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사대부’는 관인신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관인신분층을
1) 조선왕조의 개창에 대해서는 다음의 전론이 참조가 된다.
이상백, 이조건국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9.
김영수, 건국의 정치:여말선초 혁명과 문명전환, 이학사, 2006.
2) 홍영의, ｢고려말 신흥유신의 추이와 분기｣, 역사와 현실 1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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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족과 寒門 출신으로 구별한 견해도 있다.3)
1990년대까지의 연구는 ‘신흥사대부와 권문세족’을 고려후기 정치주

도세력으로 인식하면서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해왔다면 2000년
대 이후의 연구는 전기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통설을 굳건히 하는
입장과 더불어 고려 후기 특히 원 간섭기 이후 정책의 흐름과 정치적
상황을 같이 고려하여 그 지향점을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4) 이
와 유사한 입장에서 고려후기의 ‘원 지향적 정책’을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원 지향적 입장과 고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변
주되어 나타났음을 지적한 이강한의 집중적 연구도 제출되었다.5) 최봉
준 또한 14세기 성리학의 수용을 ‘세계관의 성리학화’로 보면서 고려후
기 성리학자들의 지향점을 ‘성리학적 문명론을 지향하는 가운데 문화
적 전통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6) 그리고 최종석은
3) 김광철, 고려후기 세족층연구, 동아대출판부, 1991.
김당택, ｢충열왕의 복위 과정을 통해 본 賤系 출신 관료와 ‘士族’출신 관료
의 정치적 갈등-‘士大夫’의 개념에 대한 검토-｣, 동아연구 17, 1989.
4) 김형수, 고려후기 정책과 정치, 도서출판 지성인, 2013.
5) 이강한, ｢征東行省官 활리길사의 고려제도 개변시도｣, 한국사연구 139,
2007.
이강한, ｢고려 충선왕․원 무종의 재정운용 및 ‘정책공유’｣, 동방학지 143,
2008.
이강한, ｢고려 충선왕의 정치개혁과 원의 영향｣, 한국문화 43, 2008.
이강한, ｢고려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복원｣, 진단학보 105, 2008.
이강한, ｢고려 충혜왕대 무역정책의 내용 및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이강한, ｢고려 충숙왕대 科擧制 정비의 내용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1,
2010.
이강한, ｢고려-원 간 ‘交婚’법제의 충돌｣, 동방학지 150, 2010.
이강한, ｢‘친원’과 ‘반원’을 넘어서:13～14세기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역
사와 현실 78, 2010.
6) 최봉준, 14세기 고려 성리학자의 역사인식과 문명론,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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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조선초 문물정비 과정에서 명의 제도가 중요 참고 사항이었음
을 밝힌 연구를 진행하였다.7)
본고에서는 앞의 여러 논의들을 수용하여 조선 건국기 왕조 개창자
들이 당시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
선왕조는 개국 후 10일 만에 신왕으로 즉위한 태조의 즉위교서를 발표
하였다.8) 이 교서는 정도전이 기초한 것으로 조선왕조 개국 이후 첫
번째 교서이다. 이 교서는 태조대 정국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
이었다. 물론 정도전이 기초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왕․공양왕대 지속적
인 개혁 방안이 모색되었으므로 위화도 회군 이후 조선왕조 개창자들
의 의사가 결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말
조선왕조 개창을 시도한 인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공민왕대 문
제제기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고려 말 조선왕조 개창
이전 개혁론들에서 제기되었던 과제들을 살펴보고 조선왕조 개창자들
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태조 즉위교서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7) 최종석의 논의는 고려말 조선초 고려․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에 대
하여 고려인(조선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와 함께 보편(元
明)과 특수(고려․조선) 또는 중화(元明)와 제후(고려․조선)의 분의를 어
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고민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종석,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高麗 이래질서
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韓國史硏究 143, 2008.
최종석, ｢여말선초 明의 禮制와 지방 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
2009.
최종석, ｢조선초기 淫祀的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중화 보편 수용의 일
양상－｣, 歷史學報 204, 2009.
최종석,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朝
鮮時代史學報 52, 2010.
8)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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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려말의 과제와 개혁론자들의 문제제기
1. 공민왕대의 개혁론의 제기와 좌절
고려가 원의 지배 하에 들어간 이후 고려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원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전쟁 및 지배층의 전횡으로 인하
여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과제는 충
선왕 충숙왕대의 몇 번에 걸친 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해결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충정왕대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왜구의 침입은 고
려의 국가적 혼란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 초기 이제현과 이색은 당시의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을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후 공민왕대 제기된 개혁 교서 및 신돈의 개혁은 크게 보아 공민왕 즉
위 초기 유자들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공민왕 원년(1352) 발표된 공민왕 즉위교서는 당시 제기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고려사회에 심각하고도 지속적
인 문제였던 田民문제를 거의 외면하고 巡軍․鷹坊 등 고려에 설치된
원의 기구에서 자행하던 작폐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이는 공민왕
의 즉위가 고려신료들의 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했지만 폐단
의 주체들이 공민왕이 즉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
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민왕의 즉위를 여망하였던 유자들은 공민왕 즉위교서에 대하여 상당
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9)
공민왕이 귀국할 때까지 攝政丞權斷征東省事로서 고려국정을 총괄
하였던 이제현은 조일신과의 갈등으로 공민왕 즉위교서가 반포된 지

9) 김형수, 고려후기 정책과 정치, 도서출판 지성인, 2013,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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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현은 공민왕 2년 5월 시행된 과
거의 지공거를 맡으면서 책문을 출제하고 李穡 등 35인을 선발하였다.
이 책문에서 이제현은 당시 고려의 당면한 현실을 제시하고 개혁방안
을 질문하였다. 당시 이제현이 중시한 것은 田制의 문란과 정치운영의
정상화였다. 전제에 대해서 이제현은 고려의 전시과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면서 당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운영상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따
라서 충숙왕대 충선왕의 의지로 실시되어 國用을 증가시켰던 甲寅柱案
의 정비를 통해 전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10) 그러기 위해서는 본
질적으로 君子들이 군주를 보도하여 올바른 정치로 이끌어야 했다. 이
러한 입장에서 이제현은 군주도 修身하여야 하며 專制를 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有德한 사대부들이 군주를 올바른 정치로 보도하여야 했
다.11) 이제현은 고려의 당시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
며 운영의 문제였기 때문에 君臣이 덕을 함양하여 維新을 이룰 수 있
10) 김형수, ｢策問을 통해 본 이제현의 현실인식｣, 한국중세사연구 13, 2002,
191～196쪽.
11) 이제현은 幼主였던 충목왕이 즉위하였을 때 군주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
는 상서를 올린 적이 있다(高麗史권110 열전23 이제현). 이제현은 이 상
서에서 군주의 도덕적 수양은 정치의 근본이라고 까지 말하였는데 당시
정치적 과제를 지배층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
므로 이제현은 군주의 역할에 대하여 주목하고 군주에게도 修身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이며 四書에서 출발하여 六經으로 학문적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修身의 주요한 방법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君臣간의
일체를 주장하였다. 이제현은 또한 재상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여 相은
군주의 股肱으로 날마다 편전에 같이 앉아 정사를 논의하여야 하며 일이
없더라도 폐지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신은 날로 멀어지고
宦寺는 날로 가까워지는 것이니 생민의 휴척과 종사의 안위가 上達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고려사권110 열전23 이제현) 이는 당시 정
치적 난맥상의 원인을 군주의 도덕적 해이와 군신간의 분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군주 자신이 올바른 관점을 가
지고 재상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君臣共治”를 이루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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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12)
뒷 세대에 속하는 이색은 이제현 보다 직설적이었다. 이색은 공민왕
즉위교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田制釐正․국방문제․학교 및 과
거의 정비․불교문제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였다. 전제에 대해
서는 이색도 이제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갑인주안의 원칙을 고수
해 수조권 분쟁을 바로잡으면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색은 이제현이 제기하지 않은 국방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
였다. 武擧의 시행과 군비확충을 통하여 앞으로의 환란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제관계 인식에서 元의 지배 하에서 백 년 동
안 昇平하여 문제가 없었다는 이제현과는 달리 이색은 적극적인 군비
확충을 주장하였다. 불교문제에 대해서도 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의
수를 줄이고 사원의 남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
해서는 정치의 주체인 군주는 用賢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
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교육에 바탕한 과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색의 학교․과거에 대한 입장은 관료들에게 治者로의
수신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색은 치자들에게 誠意․正心을 통하여 수
신하고 현실에 필요한 학문을 궁구하는 經明行修의 士가 되어야만 한
다고 요구하였다.13)
이제현․이색 등이 제기한 개혁론은 당시 고려가 안고 있었던 대부
분의 문제를 적시한 것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제기는 정리하면 ①
甲寅柱案을 바탕으로 전제를 바로잡을 것 ②君臣共治하여 위민정치를

할 것 ③군제를 정비할 것 ④과거제를 바로잡을 것 ⑤ 왜구침입을 막
을 것 ⑥遊食하는 승려들을 沙汰할 것 ⑦성균관 등 학교를 복구할 것
이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정치․田制․국방 등 전 방면에 걸쳐 있었다.
12) 김형수, 앞의 책(2013), 326～338쪽.
13) 김형수, 앞의 책(2013),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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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공민왕에 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
다. 후에 일부 신돈의 개혁 당시 전민변정 및 성균관 중영 등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공민왕대의 제 개혁은 국왕의 왕권강화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론은 당시 고려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이후 유자들이 제기하는 개혁론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었다.

2. 창왕․공양왕대 私田 혁파론자들의 전제개혁론
1391년 제정된 과전법은 고려후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지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對蒙戰爭이 끝난 후 고려는 ‘分
田代祿’ 논의 끝에 祿科田을 折給하는14) 한편 陳田 개간을 위하여 賜
牌田을 折給하기도 하였다. 대몽항쟁이 종식된 이후 국왕은 몽고와 밀

착하는 동시에 일부 신료들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하여 정치권
력과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였다. 경제적 이득으로는 노비를 하사하는
등의 조치도 있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사패전의 수여였다. 사패전은
호종신료나 측근 신료들에게 閑田을 주어 개간하도록 한 것이 출발점
이었다. 그러나 賜牌가 국왕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 有主符籍之
田까지도 사패의 명목으로 탈점의 대상이 됨으로써 고려후기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된 것이다.15) 賜田은 면세뿐만 아니라 부역의 면
제까지 수반하는16) 것이었으므로 국가재정이 더욱 피폐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民田에 녹과전과 사패전이 중복 설정되는 경우가 빈번
히 나타나면서17) 지배층 내의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14)
15)
16)
17)

고려사권78 志32 食貨1 田制 祿科田 元宗 12年 2月 都兵馬使言.
김형수, 앞의 책(2013), 190쪽.
고려사권30 世家30 忠烈王 15年 9월 丁丑.
고려사권78 지32 食貨1 田制 經理 忠烈王 24년 정월 忠宣王 卽位敎書.
고려사권78 지32 食貨1 田制 經理 忠惠王 後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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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私田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것으로 녹과전이
설정될 때부터 제기되었던 것이었다.18) 당시 사패를 받아 경기의 토지
를 점유하고 있던 權貴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던 賜田을 녹과전으
로 분급하고자 한 조치에 반발하여 賜田을 녹과전 분급대상에서 제외
시킬 것을 왕에게 건의하여 관철시키고자 하기도 했다.19) 그러나 충혜
왕 원년 畿內의 賜給田을 혁파하고 녹과전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20)
권귀들의 반발로 인해 충목왕대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21) 즉 녹과
전의 分給 대상으로 지정된 京畿 8縣의 토지까지 권귀들이 賜田의 명
목으로 점유하면서 국가재정의 운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문란은 지배층 내부에만 한정하여 문제를 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토지제도는 부세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었
기 때문에 국가와 농민 양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국가는
나름대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고22) 농민은 농민대로
중첩된 收租로 인하여 流亡하거나 勢家 또는 寺院에 投託하는 등 몰락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세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民의 安集을
위해 몇 번에 걸쳐 田制釐正策을 실시하였다.23) 그러나 국가에 의한
18) 高麗史節要卷17 高宗 44年 7月.
高麗史권78 志32 食貨1 田制 祿科田 元宗 12年 2月.
19)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田制 祿科田 元宗 12년 2월.
20)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田制 祿科田 忠惠王 元年 8월.
21) 고려사권78 식화1 田制 祿科田 忠穆王 元年 8月 都評議使司言.
22)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출판부, 2000. 195〜204
쪽.
23) 고려후기 전제이정책 중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은 忠肅王 元年 甲寅柱
案의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박경안, ｢甲寅柱案考｣,동방학지66, 1990)
그러나 私田 문제에 대해서는 갑인주안의 작성 이후에도 별다른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 않다. 忠穆王 元年 都評議使司의 건의에 祿科田 문제에 대해
서 元宗 12年(1271) 이전의 公文에 의거해서 考覈하자는 의견이 제출된 것
으로 보아(고려사권78 지32 식화1 田制 祿科田 忠穆王 元年 8月 都評議
使司言) 甲寅柱案에서도 녹과전으로 대표되는 私田에 대한 처리문제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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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이정책은 권귀들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1389년 위화도 회군
으로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
다. 이성계 일파는 사전개혁에 반대하는 이색 등의 私田改善論者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科田法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과전법은 려말의 私田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성과
는 신통치 못했다. 과전법의 주창자들은 사전에서의 重複收租를 집중
적으로 거론하였고 또 결과적으로 사전의 중복수조를 근절하기는 하였
지만 사전혁파론자들이 제기한 國田으로서의 공전체제를 확립한 것은
아니었다.24)
사전혁파론자들 중 黃順常은 려말의 私田문제를 언급하면서 수조지
의 祖業田化 현상을 통박하고 私田이 산천을 경계로 삼는 폐단을 지적
하였다.25) 수조지의 조업전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조권자가 직역을
매개로 私田을 분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26) 직역을 회피함으로써 국가
체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사전체제는 국가운영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더구나 국역을 회피하면서
도 收租者들이 別坐․判官 등 관직을 사칭하여 收租하면서 정해진 액
의 몇 배를 수취하기도 하고 수령을 능욕하는 등의 행패를 자행함으로
써 사전이 민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27) 그러므로 모든 모순의
근원인 사전을 혁파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녕과 사직의 중흥은 불가능
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 지두환은 과전법의 체제가 國田制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지두환,
｢조선전기 국전체제의 확립과정｣, 태동고전연구5, 1989, 117쪽). 그러나
科田法은 사적 소유를 용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수조지 분급의 원
칙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私田이 혁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사전개선론자들이 주장한 一田一主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5)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辛禑 14년 7월 黃順常等上疏.
26)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辛禑 14年 7월 趙仁沃 上疏.
27)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田制 辛禑 14년 7월 조준 1차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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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인식하였다.28)
그러나 과전법은 수조지의 전면적인 혁파를 도모한 것은 아니었다.
신료들의 경제적 기반 역시 수조지를 근간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들 사
전혁파론자들의 불만의 원인도 권귀들에 의한 수조지 겸병과 據執을
통한 농장 확대였기 때문에 수조지의 재분배 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29) 즉 과전법은 고려 이래의 수조권에 의한 토지의 점유 및
그 관계의 부정은 아니었으며 수조지의 再經理․再分配라는 점에서는
지배층의 세력을 재편하는 커다란 개혁이었지만 수조권 그 자체나 수
조권에 기반한 경제적 사회관계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30)
보다 중요한 문제는 소유지의 집중화 현상이었다. 이 문제는 거론되
지도 않았다. 수조지의 문제와 아울러 소유지의 탈점․겸병․매득․개
간 등을 통한 소유지의 집중화는 실질적으로 고려말기 최대의 현안 문
제 중의 하나였다. 농장의 확대는 良人農民들이 부역을 피하여 投託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농장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壓良爲賤
을 하거나 타인의 노비를 탈점하는 등 국역 담당층을 축소시키고 농장
에서 驅使할 수 있는 인구를 확대시켰다.31) 하지만 사실상 토지소유권
을 부정하고 國田으로서의 公田 즉 국유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었다. 고려말의 私田革罷論者들 또한 사유지로서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전법은 비록 려말 사전혁파론자들의 개혁안이 받아들여
져 단행된 것으로 一田多主의 현상을 척결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
28)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녹과전 辛禑 14년 7월 李行等 上疏.
29) 김태영,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
사, 1983, 43～53쪽.
30) 이경식. ｢고려말의 사전구폐책과 과전법｣,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일조
각, 1986, 96쪽.
31) 위은숙, 高麗後期 農業經濟硏究, 혜안, 1998, 154〜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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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였지만, 사전개선론자와 혁파론자들의 견해를 절충한 위에 수
조지를 존속시키고 사적 소유에 기반한 농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는 점에서 불철저한 개혁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사전혁파론에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
성에 대해서는 개혁론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32) 조
선왕조의 개창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이 있었던 정도전과 조준 사이에서
도 그러한 입장은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양자가 토지개혁론을
둘러싸고 대립한 것은 아니었다. 사전개혁논의를 주도한 것은 이 둘이
었기 때문에 사전개선론자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정도전은 논의의 중심
에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전 개혁은 조준의 의사대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분명했다.
정도전은 전제 개혁에서 완전한 井田制가 구현될 것을 바랐다. 田柴
科에 대해서도 阡陌制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인식하였고33) 과전법에

대해서도 전시과보다는 낫지만 그다지 훌륭한 제도라고 보지는 않았
다. 그의 정전제 이해는 사적 소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
에 唐의 均田制에 대해서도 고려의 전시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
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전법에 대해서는 一代에 행하기는 족한 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시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는 “君子는
우대하지만 小人의 恒産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었
다. 그러므로 民에게까지 授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전법도 부정적으
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趙浚의 전시과에 대한 이해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조준은
전시과를 授田受田之法으로 인식하고 멀리는 周의 圭田․采地의 법을
32) 이하 정도전과 조준의 입장에 대한 서술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김형수,
｢14世紀末 私田革罷論者의 田制觀-鄭道傳과 趙浚을 중심으로-｣, 慶北史
學 25, 2002를 인용한 것이다.
33) 三峰集권12 경제문감 별집 하 君道 景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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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받은 것이라 이해하였다. 이러한 조준의 전시과 이해는 이제현의 그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과전법에 대해서도 조준은 문종 전시과를
복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정도전과 조준의 田制觀의 차이는 근원적으로 井田制의 실시 가능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정도전은 고려말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반해 조준은 겉으로는 전시과가 주의 규전․
채지의 법을 본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民까지 受田한다고 하는 정전
제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준에게 있어
서 전제 개혁은 收租權의 중복 지급이라고 하는 운영상의 모순을 제거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가 입안하여 법제로서 완성을 본 과전법도 수조
권 분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조준의 전제
관은 正經界를 강조했던 朱熹의 전제관을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전시
과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전혁파론자들
이 주도했던 전제개혁은 당시의 모든 문제를 해소한 것은 아니었다.

3. 고려말 노비문제와 해결노력
고려후기 노비문제는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 노비는 양반이 양
반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노
비의 소유 자체가 지배계급의 위신을 확보해 준다는 사회적 측면과 함
께 토지와 더불어 경제적 원천이기도 했다.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공적
으로는 노비의 확대는 양인인구의 감소와 표리관계에 있었으므로 노비
인구의 확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
호해 주어야 한다는 과제도 걸려 있으므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었다. 이러한 노비문제는 고려시기 이후 지배계급의 중대한 관
심사였으므로 고려는 원종 10년 이후 1392년까지 14차례 정도에 걸쳐
변정사업을 추진하였다.34) 그 중 주목되는 점은 충렬왕 27년 고려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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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노비변정원칙이 정비되었다는 것이다.35) 충렬왕 21년 세
자였던 충선왕이 정치 일선에 등장하면서 노비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
울였다. 그러나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제시한 노비문제 해결책은 소극
적인 것이었다. 노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현실을 인정
하면서 불법적인 노비탈점 및 압량위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러한 방향은 충선왕의 지지 세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였다. 그
들 자신이 노비를 奪占하기도 하고 良賤交婚을 통하여 노비를 확대시
켜 간 존재였다. 그러므로 충선왕의 노비대책은 상당히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노비대책도 고려의 불만세력에
34) 고려후기 진행된 노비변정사업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목받아왔다. 고
려후기 노비변정문제와 관련된 논저는 다음과 같다.
周藤吉之, ｢鮮初に於ける奴婢の辨正と推刷とついて(上)｣, 靑丘學叢 22,
1935.
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 歷史學硏究 9-1․
2․3․4, 1939.
구병삭, 한국사회사 특수사례-조선왕조초기의 노비문제를 중심으로, 동
아출판사, 1968.
이수건, ｢조선태종조에 있어서의 대노비시책｣, 대구사학 1, 1969.
임영정, ｢노비문제｣,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76.
임영정, 조선초기 외거노비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정현재, ｢조선초기의 노비법제｣, 경상사학 2, 1986.
최병운, ｢조선태조대의 노비의 변정에 대하여-태조 6년 소정의 ｢노비합행
사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2, 1978.
양영조, ｢려말선초 양천교혼과 그 소생에 대한 연구｣, 청계사학 3, 1986.
이성무, ｢조선초기 노비의 종모법과 종부법｣, 역사학보 115, 1987.
김인규, ｢태종대의 공노비정책과 그 성격｣, 역사학보 136, 1992.
김현라, ｢고려후기 노비제의 변화양상｣, 부대사학 17, 1993.
김형수, ｢13世紀 後半 高麗의 奴婢辨正과 그 性格｣, 경북사학 19, 1996.
박진훈, 여말선초 노비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35) 이하 서술은 다른 언급이 없으면 김형수 앞의 논문(1996)을 인용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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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충선왕의 퇴위를 책동하여 원이 충선왕을 퇴위시키게 되자 좌절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에 의한 노비제도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충
렬왕 25年 征東行省平章政事로 파견되어 온 고르기스[闊里吉思]는 고
려의 노비제도를 一賤則賤에서 一良則良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늘어가고 있던 노비를 줄이고 양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러나 고려의 지배층들은 고르기스의 노비제 개혁안에 대해 전체
적으로 반대했다. 노비는 토지와 더불어 지배층의 경제적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었
다. 그러므로 충렬왕과 崔有渰을 비롯한 고려의 지배층들은 원에 직접
고려의 노비제를 유지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제안하고 고르기스를 퇴진
시켰다. 고르기스의 퇴진 이후 고려는 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노비
제도의 큰 원칙인 ‘一賤則賤’과 ‘放良奴婢所生還賤’을 유지하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노비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민변정도감에 제기
된 奴婢爭訟은 奪占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었다.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를 계기로 지배층들은 노비를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후 고려는 멸망할 때까지 노비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
하였다. 충렬왕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지만 노
비문제에 대해 성공을 거둔 경우는 거의 없이 고려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1392년 설치된 人物推辨都監에서도 양천교혼을 금지하는 등
소극적인 노비정책에 머무르고 있었다.36) 인물추변도감의 결정은 양천
변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공사노비에 대해 정리
원칙이 정비되는 것은 태종 17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37) 인물추변도
감은 良賤不明者 및 良賤交婚所生者에 대하여 백성신분을 부여하고 노
비소송에 대한 원칙을 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38) 노비
36) 고려사권85 형법2 노비 공양왕 4년 人物推辨都監定奴婢決訟法.
37) 박진훈, 앞의 논문(2005), 248～253쪽.
38) 김현영, ｢고려판정백성의 실체와 성격-14세기말․15세기초 양인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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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관련된 제반사항과 공노비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조선왕조로 과제를 이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4. 원명율의 수용과 법제 정비39)
원의 지배 하로 들어가면서 元制를 도입하여 고려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입장은 충렬왕대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더욱 강화된 것은 충선
왕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충렬왕은 元 世祖의 사위로 外國之主라는
입장에 있었던데 반해, 충선왕은 원 세조의 外孫이라는 입장에서 좀 더
고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원 관료의 간섭을 배
제할 수 있어 원 지배질서에서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충선
왕의 1차 즉위를 전후해 원의 고려지배방침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개
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원은 1298
년 충렬왕을 퇴위시키고 충선왕을 즉위시켰다. 그러나 충선왕의 시정
이 원에서 기대하였던 것처럼 부마국왕으로서 고려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나타나게 되자 다
시 충선왕을 퇴진시키고 원 관료를 파견하여 직접적인 개입으로 전환
하게 되었다. 그 결과 征東行省이 다시 설치되고 고르기스[闊理吉思]가
平章政事로 파견되어 고려를 元法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고르기스의 고려국정 개혁은 충열왕 등 고려 신료들의 반발을 받아
좌절되었으나 1307년 충선왕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元制
를 수용하여 고려 국정을 개혁하려 하였다.
이후 고려 내부에서는 원율을 수용한 제도개혁 및 사회개혁의 입장
에 서 있었던 通制論者들과 기존 고려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38, 1984.
39) 이 장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김형수, ｢고려후기 원율의 수용과 법전편찬
시도｣, 전북사학 35, 2009의 Ⅳ장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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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추구한 國俗論者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전개되었다. 이
러한 고려 내부의 갈등은 元에서의 정국변동과 맞물려 심왕옹립운동․
입성책동․重祚政局을 야기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파문을 불러왔다.
특히 충숙왕대의 갈등의 양상은 충숙왕을 지지하는 ‘국속론자’들과 瀋
王을 지지하는 ‘통제론자’들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40) 이러한 입장 대

립은 그 후 공민왕대까지 고려 정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通制論이든 國俗論이든 한계를 안고 있었다. 통제론은 원제
즉 중국의 법이 고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려의 사회구조가 변화해
야 가능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고 국속론은 국속을 과도하게 강조하
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원의 지배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反元적 논리
로 전개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었다. 더구나 이 두 논리는 완전히 분리
된 것은 아니었다. 현실을 수용하는 상황에서는 이 두 입장은 절충이
될 필요가 있었다.
충숙왕․충혜왕의 중조정국과 충목왕․충정왕의 즉위는 고려에 더
혼란을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국왕의 존재는 허설화되고 정동행성과
권세가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더구나 元法과 高麗律이 편의에 따
라 번갈아 사용됨으로 인하여 더욱 심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공민왕․우왕대를 거치면서 고려의 법제운영은 극도로 혼란해져 갔
다. “법망은 펴지 못하고 형벌은 무르고 석방은 잦아 흉악한 무리들이
법망을 벗어나 제멋대로 하여도 제지하지 못하였고 말기에 가서는 그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다”고 할 정도였다.41) 이는 통제조격․의형이
람․대명율 등 중국의 법제와 고려의 전통적인 律이 병용되면서 나
타나는 현상이었다.

40) 김형수, ｢충숙왕 초기 통제파와 국속파의 대립｣, 경상사학 15․16합집,
2000.
41) 고려사권84 지38 형법1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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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는 법을 세우고 형벌로써 정치를 돕는 것이니 법이 시행
되지 않을 때에는 형벌을 적용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그러나 서경에 ‘조심하고 조심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
라!’ 하였고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하라’고 하였으니 형벌이
란 없을 수도 없고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예로부
터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법전을 먼저 정비하여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하는 데 차를 두었으므로 형을 다스리는 자
가 미혹되지 않았고 벌을 받는 자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전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할 때에 ‘條格’ ‘通制’를 제정하여 안팎에
법률을 선포하고도 그것이 너무 번거롭고 알지 못할까 염려되
어 다시 중국의 속어로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議刑易覽이라
는 이름을 붙여 전국 관리들로 하여금 누구나 다 알기 쉽게 하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어는 중국의 그것과 통하지 않으
니 더욱 알기 어렵고 또 이것을 강습하는 자도 없으므로 형을
시행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뇌물을 받거나 권세 있는 집에 아첨
을 하며 혹은 친분에 끌려서 죽을 죄를 범한 자라도 곤장 한 대
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이 간혹 극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무 것도 모르는 부녀와 어린애까지 몽땅 살육을 당
하게 되니 원한이 쌓이고 쌓여 하늘에서는 천문 현상이 달라지
고 땅에서는 괴변이 자주 생기며 흉년이 들어 백성은 살아 나갈
수 없고, 전쟁이 계속되어 나라는 날로 찌그러져서 三韓 왕업이
하마터면 위태로울 뻔 하였습니다.42)

위 전법사에서 언급한 바대로 중국의 법제와 고려의 율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전법사에서는 대명율을 수용
하여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② 이제 대명율을 의형역람과 대비하면 고금의 법제를 참
작한 것으로서 매우 상세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법제이니
응당 모방하여 시행해야 되겠으나 우리나라 법률과 맞지 않는

42) 고려사권84 지38 형법1 직제 창왕즉위년 9월 전법사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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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중국 구어와 우리나라 구
어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적당히 수정하게 하여 중앙과
지방 관리들을 가르침으로써 매 한 개 곤장 한 대라도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며 만일 법률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경하
게 하거나 중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저지른 죄로써 죄를
주십시오.43)

그러나 전법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명율도 고려의 전
통적인 율과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이는 부계적 종법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법과 부모 양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고려의 실제사정과
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
공양왕 4년 정몽주에 의해 완성된 新定律이었다.44)
③ 守侍中 정몽주가 그가 편찬한 新定律을 왕에게 올렸다. 왕이
지신사 李詹에게 명령하여 강의케 하였는데 그것이 6일간 계속
되었다. 왕은 누차 잘 되었다고 감탄하였으며 측근자들에게 말
하기를 “이 율은 반드시 세심히 연구하여 삭제 수정하여야 하며
그런 후에야 세상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심히 심의
하지 않으면 일체 判付 중에서 삭제할 조목이 있을 우려가 있
다. 법률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지 못 한다”라고 하였다.45)

정몽주가 편찬한 新定律은 대명율, 지정조격 및 고려의 법령을
상호 참작하고 산정하여 편찬한 것이었다.46)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율
43) 고려사권84 지38 형법1 직제 창왕즉위년 9월 전법사상소.
44) 정몽주의 新律 이외에도 고려말 법전편찬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
지는 육전체제를 도입하여 周官六翼을 편찬하였으나 이 책은 법전적인
성격을 지향하였으나 법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한다.(김인호, ｢고려후
기 주관육익의 편찬과 성격｣, 윤훈표․임용한․김인호, 경제육전과 육전
체제의 성립, 혜안, 2007, 84쪽)
45) 고려사권45 세가45 공양왕 4년 2월 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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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고려의 현실이 다른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러나 6개월 뒤 고려왕조가 멸망함으로써 새로운 법질서의 확립은 다음
왕조인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Ⅲ. 태조 이성계의 즉위와 태조즉위교서
1. 이성계의 즉위와 조선왕조의 개창
이성계의 즉위는 1388년 위화도 회군부터 1392년 정몽주의 제거에
이르기까지 긴 정변의 산물이었다. 이성계는 원의 총관부가 있던 쌍성
출신으로 1356년(공민왕 5) 쌍성이 고려로 還屬될 때 고려로 들어왔다.
이성계는 공민왕 10년 원이 쌍성을 다시 차지하려고 침입하였을 때 동
북면병마사로 격퇴하였고, 공민왕 12년 덕흥군의 침입 때 최영을 도와
격퇴하였으며, 여진족 및 왜구와의 전투를 통해 무장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공민왕대 이성계의 활동은 이성계가 정치적으로 성장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민왕의 ‘반원적’인 개혁과 쌍성총관부 등에 대한 공략은 원의 입장
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고, 在元 고려인들에게 상당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기황후를 비롯한 원 정계에 참여하고 있
었던 인물들은 공민왕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기황후 만의 불만은 아니었고 재원 고려인들에게 상당히 일반적
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 원 내부의 권력 투쟁을 수습한 기
황후와 태자 아유시리다라[愛育失黎達臘]는 공민왕의 폐립을 도모하면
서 원에 있던 고려 왕족과 고려인들의 의사를 모아 새로이 덕흥군을

46) 고려사권117 열전30 정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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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립하는 형태를 취하였다.47) 고려인으로서 덕흥군의 침입 당시 원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은 덕흥군의 편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최영과 더불어 근왕 활동을 함으로써 공민왕의 신
임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우왕대 왜구와의 전투를 통해 세력을 확보해 나가던 이성계는
임견미․염흥방 제거 당시 최영과 더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
써48)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영이 명의 철령위설
치에 대하여 요동정벌을 구상하게 되자 이성계는 4불가론을 내세워 이
에 반대하여 최영과 대립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49) 1388년 5월의 위
화도 회군은 최영과 우왕을 축출하는 정변의 시작인 동시에 조선왕조
개창의 출발점이었다.
이성계는 그 자신이 군공을 통하여 성장한 인물로서 동북면을 근거
로 성장한 무장이었다. 그는 주민의 대다수가 여진 또는 이주민들로 구
성된 동북면의 특수성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시켜왔으며 홍건적․부원
세력․여진족․왜구 등 일련의 반란세력과 외침을 방어하는데 공을 세
움으로써 군사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었다.50) 이성계 세
력은 동북면의 군사력 뿐 만 아니라 회군의 명분을 제공한 유자들과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남은․윤소종․조준․조인
옥․정도전 등은 위화도 회군 당시 회군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47) 德興君 塔思帖木兒의 元內에서의 활동은 이미 奇氏세력이 고려에서 숙청
되는 공민왕 5년경부터 표면화하고 있었다. 공민왕이 雙城공략 직후 원에
올린 上書에서 덕흥군이 大都에서 不逞之徒를 모아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으니 송환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던 것으로(고려사권39 世家39 공민
왕1 공민왕 5년 10월 戊午) 보아 在元세력과 충선왕의 서자인 덕흥군이 연
결되어 고려를 압박하는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김형수, ｢공민왕 폐립과
문익점의 사행｣, 한국중세사연구19, 2005)
48) 고려사절요권33 우왕 14년 정월 계미.
49) 고려사절요권33 우왕 14년 4월.
50) 박한남, ｢고려왕조의 멸망｣,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6,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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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우왕 축출 이후 제반 개혁을 선도하고 추진해나간 중요 인물이
었다.
이들은 창왕 즉위 이후 과전법 개혁을 추진하고 전제개혁에 반대 입
장을 보인 조민수․이색 계열의 인사들을 제거함으로써 반대파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주도하였다.51) 이들은 개혁의지가 투철한 사대부들을
결집하여 정치․경제․군사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시킴으
로써 전제개혁에 반대의사를 표방한 인사들 뿐 만 아니라 온건파 사대
부들까지 제거함으로써 조선왕조의 개국을 성공시키게 되었다.52)
이성계의 집권과 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역
시 이성계의 군사력이었다. 그렇지만 이성계의 즉위가 성공할 수 있었
던 것은 고려후기부터 누적되어 온 제반 적폐를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성계는 정도전․조준 등의 도움을 받아 사전문제 등 고려사회를
제약하였던 여러 과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 한편 고려 후기 문제
가 되었던 사원경제문제에 대하여 유자들의 척불론을 허용함으로써 고
려왕조를 받치고 있던 중요한 기둥 하나를 제거할 수 있었다. 우왕대
조준의 1차 상소에서 寺社田柴의 지급대상을 제한하고53) 과전법에서
사원에 대한 토지 시납을 법으로 금지하였다는 것은 이후54) 태종대 사
사전 혁파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었다.
결국 창왕․공양왕대 이성계 세력의 활동은 고려왕조의 기반을 해체
하고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걸림돌이
되었던 정몽주를 공양왕 4년 6월 제거함으로써 공양왕은 1392년 7월

51)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연구, 혜안, 2005, 252쪽.
52) 박천식, ｢이성계의 집권과 고려왕조의 멸망｣,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
회, 1996, 203쪽.
53) 고려사권78 식화1 전제 祿科田 신우 14년 7월 대사헌 조준 등 상서.
54) 박천식, 앞의 논문(1996), 210쪽.

322 石堂論叢 66집

이성계에게 왕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2. 태조즉위교서의 내용과 성격
1392년 7월 17일 선양의 형식으로 즉위한 태조 이성계는 건국과정의

혼돈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정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7월 28
일 제시된 즉위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시된 것이었다. 비록 정도
전이 작성하였지만 이 즉위교서는 이성계 세력의 정치적 방향성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이성계와 이성계의 협조집단인 유자들의 공통된 의견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즉위교서 또는 복위교서의 형태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충선왕 이후 고려 국왕들에 있어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었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교서로 자신의 정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그러
한 전통에 따른 것이었다.
태조는 군주의 역할을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君長을 세워 이
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55)라고 하여 자신
의 즉위가 천명에 의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禑昌非王說을 내세워
우왕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공양왕도 혼미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왕조교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명을 그대로 高麗라 하고 법제를 고려의 예에 따르
도록 하겠다고 하였다.56) 그런 한편 왕조개창세력의 정치적 방향을 제
시하는 17개조의 즉위교서를 발표하였다. 즉위교서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55) 태조실록권 1 태조 1년 7월 정미(28일).
56) 태조실록권 1 태조 1년 7월 정미(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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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조선 태조 즉위교서의 주제와 내용
내용분류

주제

연번

내용
고려왕조의 昭穆과 당침 및 사직이 예제에
어긋나므로 예조에서 규명하여 제도화

제사제도

①

前朝 제사 및
고려왕족 처우

②

王瑀에게 麻田郡을 주고 歸義君에 봉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 고려왕족은 外方에 從
便居住하게 할 것

관혼상제
정려

③
④

관혼상제 법령으로 정할 것
忠臣․孝子․義夫․節婦 포장 정려

恤養

⑤

환과고독 진휼

과거
무과
수령제
향리
교통

⑥
⑦
⑧
⑧
⑨

과거제도 개혁 및 監試 폐지
武科 신설
수령 천거
향리 上京役 폐지
驛館 사적 이용 금지

정치

정치

⑩

우현보․이색․설장수 등 개국 반대파 56인
처벌

재정
군사

왕실재정
船軍
세제
염정
공물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義成․德泉倉 및 宮司 사헌부에서 출납감찰
船軍 부역 감면 및 魚鹽之利 公榷 금지
호포세 감면
소금 전매
경상도 공물 蠲減
陰竹屯田 이외의 國屯田 혁파
田法은 前朝의 제도(과전법)를 따를 것
형조, 순군의 업무 분장
공사범죄는 大明律을 따를 것

예제

관리 등용
지방제도

경제

田制
법제

형법기구 정비
법율

태조 즉위교서의 항목은 모두 17개조이나 관리 등용과 관련된 항목
이 문무과를 통합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분리하였고, 호포세와 鹽政
관련 부분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검토한다. 그러므로 즉위
교서의 항목은 모두 19개 항목이 되는 셈이다.
예제에 관한 항목은 모두 5개 항목이다. 고려의 종묘가 성외에 있는
점은 고제에 어긋나니 바로 잡자는 것(①)과 아울러 관혼상제를 詳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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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제화하자는 것(③), 정려(④), 휼양(⑤) 그리고 王瑀를 歸義君에
봉하여 고려 선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자는 것(②)이 그것이다. 정려와
휼양은 이미 충선왕 복위교서와 충숙왕 12년 복위교서에서도 천명된
것으로 즉위초기 일반적인 조치였다.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주목할 점
은 예기와 주례를 인용하여 고려의 종묘가 성외에 있는 것의 문제
를 지적하고 종묘를 성안에 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신왕조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제도를 갖추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실제로 태
조는 후에 한양에 종묘를 건립하면서 左廟右社와 제후 5묘를 지키고자
성안에 종묘와 사직을 설치하고, 직계 4대조를 종묘에 봉안했다.57) 또
한 관혼상제를 상고하여 법제화하자는 것 또한 경전을 상고하여 정하
겠다는 언술에서 살펴볼 때 고려후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58) 온 유교
화의 일환이었다. 왕우를 귀의군에 봉하여 고려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은 민심의 수습대책이면서 전왕조인 고려와는 차별성이 있는 신
왕조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비록 국호를 고려로 그대로 유지한
다고 하더라도 종묘가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왕조임을 분명히 하는 것
이었다.
한편 태조 개혁교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과거제도의 개편과 무
과의 신설(⑥, ⑦)이었다. 비록 문신의 양성은 문과를 그대로 둔다고 하
더라도 좌주문생관계는 공정한 선발이 되어야 할 것이 私恩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成均正錄所와 각도 안렴사가 추천권을 행사하여 成均館長
貳所에서 시험하여 1장으로 하고 합격한 자들을 대상으로 예조에서 제
2․3장을 주관하여 表․章․古賦을 中場으로, 試策問을 終場으로 하여
33인을 선발하여 이조에 보내어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시를 혁파
57)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 함께, 2011.
58) 이러한 유교적 상장례의 도입은 충숙왕 12년 교서 및 충숙왕 후8년 감찰사
방에서도 나타난다. 고려후기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유교적 喪
葬禮가 추진되었고, 家廟설립도 진행되었다.

조선왕조의 건국과 태조 즉위교서의 성격 / 김형수 325

하고 무과를 신설하여 훈련원에서 무신 선발을 주관하여 33인을 선발
하여 병조에서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문무 양과가 성립되
어 조선말까지 운영되었다. 감시의 폐지는 비록 태조 즉위교서에서 천
명되기는 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한 것 같다. 태조 2년 癸酉榜에서 감시
생원 1인 朴安信이 확인되기 때문이다.59)
지방제도 및 행정에 대한 조항은 3조항이다. 公廉材幹者를 천거 받
아 수령으로 임명한다는 것(⑧)과 驛館의 사적 이용 금지(⑨)는 이전의
고려 국왕 교서에서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되 다만 외방 향리의 上京役을 革去하여
민원을 덜어준다는 점(⑧)이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재정면에서는 한 개의 조항이 확인되는데 일정한 회계 없이 출납되
던 義成․德泉倉 및 宮司의 재정을 삼사의 회계의 의거해서 출납하고
사헌부가 풍저창, 광흥창의 예에 따라 감찰하도록 한 것(⑪)은 왕실재
정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제, 염정, 공물, 전제 등 4개 분야에서 5개 조목이
확인되는데 戶布稅 및 공물, 염정 문제는 고려후기 이후 적폐로 간주되
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후기 이래 권세가들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던 국둔전을 모두 혁파한다는 점이다(⑯). 둔전
은 군사들이 직접 경작하여 군량을 조달하도록 삼은 곳인데60) 실제로
는 호에 종자만 지급하고 풍흉을 고려하지 않고 거두어 큰 민폐가 되
었다.61) 그러므로 양계지방과 연해지방의 둔전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는 우왕대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지만62) 결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59)
60)
61)
62)

國朝文科榜目 태조 癸酉春場榜.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출판부, 2002, 161쪽.
고려사권82 兵2 屯田 신우 원년 2월 下旨.
고려사권82 兵2 屯田 신우 5년 5월 門下府郎舍上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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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면 혁파의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1391년 5월 공포된 과
전법을 그대로 추인하면서 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확정하였다.
실제로 이 교서의 작성자인 정도전은 과전법에 대하여 그다지 탐탁하
게 생각한 인사는 아니었다.63) 물론 과전법은 3년에 걸친 개혁과정에
서 도출된 것이었으므로 정도전 자신이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의 즉위교서는 태
조실록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정도전의 사적 감정만을 담아서 작성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제의 정비는 공양왕대 정몽주의 노력으로 인해 신정율이
편찬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대명율을 기본 법제로 하였다(⑲). 정몽주
의 신정율은 고려의 구제와 원명의 법제를 참작하여 편찬한 것이지
만 태조 이성계와 개국파 유신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 이성계는 이 즉위교서를 발표하기 전 백관들에게
“고려 왕조의 정령․법제의 장점․단점과 변천되어 온 내력의 事目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게”한64) 것으로 보면 정몽주의 신정율에 대한
개찬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이 찬술되는 배경도 고려후기 법제의 정비를 신왕조에서 마무
리 짓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즉위교서에서는 고려후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노
비문제의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비문제는 태종대 공사노비의 변
정과 노비정책이 확립될 때까지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노비 문
제는 신분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위 직후의 신왕조에서는 구세
력의 일부를 포섭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노비변정 문제를 즉위교
고려사권82 兵2 屯田 신우 14년 8월 憲司上疏.
63) 김형수, ｢14世紀末 私田革罷論者의 田制觀-鄭道傳과 趙浚을 중심으로-｣, 慶
北史學, 25, 2002.
64) 태조실록권1 태조 1년 7월 정유(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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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천명한다는 것은 삼가야 할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
에 대한 추진책을 발표하면서 노비문제에 대해서만은 언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태조 즉위교서는 조선왕조 개창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
다. 특히 과거제도의 재편은 관료사회가 문무양반을 중심으로 유지되
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인재를 선발하여야 한다는 조선왕조
개창 유신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左廟右社 및 종묘의 유교적 정
비는 신왕조의 정책적 방향이 유교적인 방향에서 제안된 것임을 분명
히 하였다. 그러므로 태조 이성계의 신왕조 개창은 천명을 받들어 이루
어진 것을 강조하면서 禑昌의 非王氏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양왕의 폐
위 또한 민심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결국 1392년 7월 28일 발표한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는 정도전이 작
성한 것이기는 하나 조선왕조 개창에 적극적이었던 유신들의 의지가 포
함된 것이었고, 태조는 추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신왕조 개창에 반대론
을 제기한 설장수․이색․우현보 등 56인에 대하여 폐서인하고 해도에
귀양 보내도록 하는 등의 조치(⑩)에 대하여 즉위교서를 보면서 이성계
가 반론을 제기한 것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적의 숙청에 대해서는 태
조 이성계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Ⅳ. 맺음말
1392년 7월 17일 고려왕조는 생명을 다하고 신왕조인 조선으로 교체

되었다. 신왕조의 태조로 즉위한 이성계는 즉위 10일 후 국왕으로서 즉
위교서를 발표하였다. 이 즉위교서는 비록 정도전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
나 고려후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자들이 요구해온 개혁방안들이 포함되
었으며, 이는 조선왕조 개창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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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13세기 후반 원의 지배로 들어가면서 내부적인 모순과 원이
라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
혁은 거의 할 수 없었다. 비록 원 간섭기 국왕의 즉위 또는 개혁교서의
형태로 개혁론이 천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왕과 집권세력의 정치
적 방향성을 천명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에는
그 실행이 미흡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민왕대 이후 유신들은 토지제,
신분제, 법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토지제는 공양왕대 과
전법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노비를 포함한 신분제와 법제의 정비는 미
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태조 즉위 10일 후 발표한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는 과전법 개혁이
후 남아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노비문제는 제외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즉위교서는 태조 이성계의 즉위명분
을 천명과 민심에서 찾고, 유교적 예제의 정비를 천명함으로써 신왕조
의 정책적 방향이 유교적인 방향에서 제안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는 정도전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조선왕조
개창에 적극적이었던 유신들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고, 태조는 추인
한 것이었다. 실제로 신왕조 개창에 반대론을 제기한 설장수․이색․
우현보 등 56인에 대하여 폐서인하고 해도에 귀양 보내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적의 숙청에 대해서는 태조 이성계와 사
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과거제
의 개혁과 公廉한 수령의 추천 선발 등은 고려후기 이래 유자들이 지
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태조 즉위교서는 조
선왕조 개창자들의 공통된 정책 의지가 반영된 중요한 교서이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26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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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nding of Joseon Dynasty and
Characteristics of King Taejo’s
Enthronement Message
Kim, Hyeong-Su*
65)

Koryo dynasty gave way to Joseon Dynasty on July 17, 1392. Lee
Seonggae,

King

Taejo

of

the

new dynasty,

addressed

an

enthronement message as a new king after 10 days of accession to
the throne, Although Jeong Dojeon made out the message, it
incorporated reformation plans that confucian scholars had stated in
late Koryo dynasty. Moreover, the enthronement message reflected
overall opinions of founding contributors of Joseon dynasty.
Koryo dynasty could not make a radical reform to rebuild the
dynasty for internal conflicts and external conditions from Yuan
dynasty. Koryo dynasty made clear national reform bills as types of
enthronement message during Yuan intervention period. However,
the bills were related only to political orientation of king and ruling
forces, and were inadequate to implement practically radical reform.
In such circumstances, courtiers who had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called for the organization of land system, a status
* Adve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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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nd legal system since the period of King Gongmin. The
land system was organized by Gwageon Law but status and legal
systems remained unsolved problems.
King Taejo, Lee Seonggae, addressed an enthronement message
after 10 days accession to the throne. The message encompassed
main policy directions on the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of all
political issues except a status system after Gwageon Law. In fact,
King

Taejo

tried

to

make

known

the

appropriateness

of

enthronement from both Heaven’s will and popularity through the
message. He also made clear that policy orientations of the new
dynasty were based on confucian ideas as imposing confucian
ancestrial rites. King Taejo’s enthronement message was written by
Jeong Dojeong and confirmed by King Taejo. The message
contained the wills of courtiers who had called for the founding of
Joseon dynasty.
Key Words : King Taejo, Joseon dynasty, confucianism,
enthronement message, Jeong Doj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