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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1절 고려의 건국

1. 후삼국의 정립과 통일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신라 역사는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그 시대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삼국통일 이후부터 태종무열왕계가 끝나는 780년까지를 제1기, 780년 이후부터

전국에 걸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889년 직전까지를 제2기, 889년 이후부터 신라가 멸

망하는 935년까지를 제3기로 나누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삼국사기』에서는 통일신라를

중대中代와 하대下代로 구분하는데, 중대는 김춘추 즉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후 통일사업을

시작해 이를 완수한 때로부터 780년까지로 신라의 최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이고, 하

대는 혜공왕惠恭王이 반란군에 의해 죽은 때부터 신라 멸망까지의 155년을 말한다. 이 하대

는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기로서 원성왕元聖王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간 시기

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골품체제가 점차 해체되어 진골 귀

족들이 왕권에 대항하여 서로 연합하면서도 실제로는 독자적인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대립

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중앙에서는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계속되는 중에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이탈

해 온 귀족이나 지방 세력가들이 불교 사원과 해외 무역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사

병까지 거느린 호족으로 성장해 중앙의 지배를 거부하는 독립적 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는 힘을 잃게 되고, 지방 분권적인 호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더해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생활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따라 농민들은 조세의 부담이 가중되

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지방민들은 유민이 되어 사방으로 떠돌거나 세력

있는 귀족들의 장원莊園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사병이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무리를

지어 도적이 되어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마침내 889년 진성여왕의 조세 독촉은 전국적인 내란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각

지의 반란 세력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사벌주沙伐州(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의 원종

元宗과 애노哀奴이다. 이어서 죽주竹州(지금의 경기도 안성 죽산)의 기훤箕萱, 북원北原: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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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원도 원주)의 양길, 경주 서부의 적고적赤袴賊, 완산주完山州(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의

견훤甄萱, 철원鐵圓(지금의 강원도 철원)의 궁예弓裔 등으로 이들은 모두 지방민의 불만을 기

반으로 해 일어난 것이다. 이들 중에 견훤은 백제의 부흥을, 궁예는 고구려의 부흥을 내걸

고 각각 후백제, 후고구려를 세웠다. 이로써 신라와 함께 삼국이 정립鼎立하였으므로 이른

바 후삼국1) 시대가 되었다. 그 뒤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王建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후 삼국의 형세는 급격하게 고려에 쏠림으로써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게 된다.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阿慈介는 사벌주 가은현加恩縣(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의 농민 출신으

로서 장군을 지냈다. 어머니의 성씨는 전해지지 않는데 광주의 호족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는 신라의 중앙군으로 경주에 들어가 출세의 길을 열었으며 서남해안의 변방비

장邊方裨將을 지내고 있을 때 농민 반란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무리를 모아 군사가 5천 명

에 이를 정도로 세력을 키웠다. 892년에는 무진주武珍州(지금의 광주)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900년(효공왕 4)에는 완산주 즉 지금의 전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 부흥

의 기치를 내걸어 민심을 얻었고, 신라의 수도 경주를 습격해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웠다. 후백제의 판도는 한때 경상도 서부까지 세력을 뻗쳤는데 대체로 충남 중부에서는

태봉과 대치하고, 남쪽으로 전남 서남부에서는 왕건의 수군과 대치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상주·합천·진주를 잇는 지역을 전선으로 하여 한때는 안동·영천·경주 등지까지 진출하기

도 했다. 또한, 『상당산성고금사적기上黨山城古今事蹟記』에 의하면 견훤이 청주의 정북동토성

을 점령하여 상당산성의 궁예와 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견훤은 진

천과 청주 사이의 미호천 일대를 장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2)

궁예는 신라 헌안왕憲安王 혹은 경문왕景文王의 아들이라 전해지며, 어머니는 궁녀 출신이

다. 궁예는 정권 쟁탈전의 희생으로 왕실에서 쫓겨나 유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세달사(世達

寺)에 들어가 중이 되어 선종善宗이라는 법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신라는 국력이 매우

쇠약해지고 국고가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자 889년(진성여왕 3)에 과도한 세금으로 농민

들을 압박한 결과 전국적으로 반란이 번지고 초적草賊이 발생했는데, 지방의 호족으로서

반기에 앞장선 인물로는 기훤과 양길이 있었다. 궁예는 죽주에 기반을 둔 기훤에게 투신

하였다가 크게 환대를 받지 못하자 다시 북원의 양길에게 들어갔다. 그는 치악산 석남사石

南寺를 거쳐 동쪽으로 진출하여, 강원도 남부와 경상도 북부를 장악한 데 이어 896년에는

송악松嶽의 왕건 부자가 투항해 왔다. 898년(효공왕 2)에는 평안도와 한산주 지역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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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삼국이 정립하던 시기에 북쪽에는 발해(渤海)가 926년까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후삼국 시대라 총칭하는 데는 엄
격한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 

2) 金榮振, 「上黨山城古今事蹟記 解題」, 『博物館報』 3, 淸州大學校博物館, 1989,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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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양길의 군대를 격파했다. 이에 힘입어 경기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900년(효

공왕 4)에는 광주·춘천·당성塘城을 차지하고 충북 청주·괴산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한강 유

역을 대부분 지배하게 되었다.3) 이어 다음 해인 901년에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후

고구려라 하였다가 904년에 다시 마진摩震으로 바꾸고 연호를 무태武泰라 하였으며, 그해 7

월에 청주의 인호人戶 1천을 철원으로 옮겨 그곳을 도읍으로 정했다.4)

911년에는 국호를 태봉泰封으로,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로 고쳤다. 한편으로 왕건에게

명하여 바닷길로 금성錦城(지금의 나주)을 점령토록 하여 호남의 견훤 세력을 견제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후에 왕건의 세력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914년에는 연호를 다시 정개

政開로 고쳤다. 이후 태봉은 왕건 등의 활약에 힘입어 강원·경기·충북도의 전부와 평안남도

의 일부, 충청남도의 북부, 경상북도의 서북부, 그리고 전라남도의 서남부를 점령해 당시

후삼국 판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최대의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강성한 세력을 이

루어가면서 궁예는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고, 신라 조정에 반발하는 세력을 포섭하는 등

신라에 대한 강한 적의를 보이고 신라 사회를 파괴해 갔다. 

그러나 궁예는 독단과 전횡으로 폭정을 일삼은 데다 과중한 요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을

곤궁에 빠뜨리고, 궁궐을 수축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자 민심은 돌아섰다. 이

에 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유금필庚黔弼 등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

고, 궁예를 왕위에서 축출했다. 궁예는 옷을 바꿔 입고 도망가다가 부양斧壤(지금의 평강)

에서 백성들에게 피살되었다고 전해진다. 

후삼국이 정립한 시기의 진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기록은 없다. 다만, 진천과 이

웃한 죽주에서 기훤이 지방 세력으로 할거하였으므로 그 세력권 내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서 궁예가 기훤에게 투신한 후 독자 세력을 형성하여 충주·청주·괴산 일대

를 차지한 후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므로 진천 역시 궁예의 영향권에 속하였을 것

이다. 이후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건국한 후에는 그의 세력에 속하게 되는데, 청주

를 비롯하여 왕건에 반대하는 여러 지역의 호족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 왕건은 청주

를 방문하여 호족들을 위무하고 나성羅城을 축조하는 등 호의를 베푸는 한편, 청주에서 일

어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진천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로써 진천의 호족세

력들은 고려 초기에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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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1. 
4) 『三國史記』 卷第50 列傳 第10 弓裔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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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천의 호족세력

호족이란 원래 중국의 남쪽에서 산출되는 털이 곧고 질 좋은 짐승을 뜻하는 호豪와 친족

집단을 뜻하는 족族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따라서 호족은 지방에 있는 뛰어나고 우수

한 친족 집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호족은 중국사에서 일찍이 등장

했으나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중앙의 귀족과 대비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호족은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그 지역의 실력자였다.5)

특히 한국사에서의 호족은 신라 말기에 사회변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지방세력을 말하는

데 진천에도 호족 세력이 존재하였다. 진천의 호족에 대해서는 1994년도에 간행한 『진천

군지』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부분의 저자는 신호철(전 충북대학교 교수)인데 이 분

은 호족에 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진천 출신이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천군지』를

집필하면서 「진천의 호족세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6) 이 글을 요약하고 문맥을 일

부 수정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초기에 활약했던 지방세력으로 진천의 호족세력을 들 수 있다. 진천은 본래 고구려

땅으로 금물노군今勿奴郡이었는데, 신라 통일 후 경덕왕 때에 흑양군黑壤郡으로 이름을 고쳤

다가 고려에 들어와서 다시 진주鎭州로 개명했다. 진천의 지방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

역시 신라 말에 들어와서이다. 충청북도 지방 특히 충주·제천·진천·청주·보은 일대의 지방

세력들이 후삼국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궁예·왕건·견훤 정권 간의 각축전이 한창일 때 그 접

경지대에 위치하면서 군사상·교통상의 요충지에 근거를 가지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진천의 호족세력도 강력한 지방세력으로 성장하여 고려 초기에 이르러 중앙귀

족으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태조와의 혼인을 통해 왕실의 외척이 된 진천 임씨鎭川林氏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우선 진천의 호족으로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로는 명필名必을 들 수 있

다. 『고려사』 열전 왕비 조에 ‘숙목부인肅穆夫人은 역사에 그 성씨姓氏를 잃었다. 진천인鎭川人

대광大匡 명필名必의 딸로 원령태자元寧太子를 낳았다.’7)라 하였는데, 여기서 보이는 명필은

비록 그 성씨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태조 왕건과 혼인을 맺은 그의 딸 숙목부인과의 사

이에 원령태자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왕건은 지방의 유력한 호족 세력을 자기편

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략적으로 혼인정책을 썼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권, p.20.
6) 신호철(1994), 「鎭川의 豪族勢力」, 『鎭川郡誌』, 鎭川郡誌編纂委員會, pp.77-79. 
7) 『高麗史』 列傳1, 王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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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천인 명필은 당시 진천 지역의 유력한 호족 출신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당시

최고의 관직인 대광大匡의 직에 있었던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명필은 곧 진천지역의 대표적인 호족 세력인 진천 임씨라고 생각된

다. 왜냐하면, 왕건이 즉위 직후에 내린 인사 발령 중에 순군부령徇軍部令 임명필林名弼이 있

다. 바로 숙목부인의 아버지인 명필名必과 순군부령인 임명필은 한자 표기가 다르지만 동

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진천 호족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임희林曦를 들 수 있다. 그에 대해서도 『고려사』

에 ‘의화왕후義和王后 임씨林氏는 진주인鎭州人 대광大匡 희曦의 딸이다. 태조 14년 12월 혜종惠

宗의 정윤正胤8)으로 삼고 그 비妃로 삼았는데, 흥화군興化君 경화궁부인慶化宮夫人 정혜공주貞

惠公主를 낳았다.’9)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임희의 딸인 의화왕후는 2대 혜종의 비가 되었다.

태조에 이어 혜종과의 혼인에도 진천 임씨가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혜종은

정윤 즉 태자에 책봉되면서 불과 10세의 나이에 임희의 딸과 혼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태조 즉위 4년 만의 일로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의 가계가 ‘측미側微’하다고 하여, 왕건

이 유력한 호족 세력을 혜종의 후원자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희

딸과의 혼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태조 왕건은 자신의 대를 이어 혜종이 안전하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

즉위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진천의 호족인 임희를 선

택한 것이다. 결국, 임희는 왕건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여타 호

족 세력 중에서도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임명필이나 임희

가 모두 최고의 벼슬인 대광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태조로 즉위한 직후 6일 만에 단행한 설관분직設官分職의 인사라는 점이다. 즉, 순

군부령에 임명필을, 군부령軍部令에 임희를 임명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병권兵權을 장악하고 있던 관부의 ‘순군부’와 ‘군부’의 장관직을 진천 호족인 임명필과

임희가 차지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이때 임명된 인물 중에 광평성 시랑 임적적林積積, 광평성 낭중 임식林寔, 도항

사경 임상원林相湲 등도 진천 임씨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고려 초기 왕권과 지방 호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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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正胤은 고려 시대에 임금의 적자(嫡子)를 이르던 말이다. 
9) 『高麗史』  列傳1, 王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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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의 두 예를 통해 볼 때 고려의 건국 직후에 진천 호족 세력의 활

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의 건국과 진천의 형세

호족의 할거와 후삼국의 분열로 혼란했던 시대의 막을 내린 것은 왕건에 의한 고려의 건

국이었다. 왕건은 송악松岳(개성)의 유력한 호족인 왕륭王隆과 그의 부인 한씨韓氏 사이에서

877년에 태어났다. 왕륭은 궁예가 거병했을 때 그 휘하로 들어가 금성 태수를 역임하는 등

궁예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왕건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슬기로웠고 용모도 뛰

어나 장부의 기상을 타고났다고 한다. 17세 때 도선道詵 대사가 찾아와 왕건에게 군사학과

천문학, 제례법 등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20세 때인 896년에 궁예의 휘하에 들어가 후고구려의 장수가 된 후 여러 전쟁에 나가 전

과를 올림으로써 궁예의 총애를 받아 젊은 나이에 최고의 관직인 광평성 시중侍中에 올라

후고구려 내에서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는 궁예를 받들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도 이를 과시하지 않았고, 시중에 올라서도 궁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

다. 그러나 궁예의 폭정이 이어지자 신숭겸, 홍유 등은 내밀한 공작을 통해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다. 역사는 승자 위주의 기록이므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미화하기 위해 치열한 정권 다툼은 은폐했는지도 모른다. 

918년 왕위에 오른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명을 받았다는 뜻으로

천수天授라 했다.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한 것은 후고구려를 줄인 것이기도 하지만, 고구려

때도 국호를 고려 또는 구려句麗라 표기한 예가 있으므로 이는 고구려의 국명을 그대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궁예가 처음 나라를 열 때 표방한 고구려 부흥 또는 북방 진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수도는 왕건의 근거지인 개성으로 옮기고 내치에 힘쓰는 한

편 여러 세력을 규합하는 포섭정책을 펼쳤다. 

고려의 건국 후 후삼국 간의 대결은 사실상 견훤과 왕건의 패권 싸움으로 전개되었다. 신

라는 이미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으므로 대결 상대가 되지 못하였고, 왕건과 견훤은 양국

의 접경지대인 보은-회인-문의-청주 및 제천-충주 일대의 충북 북부지역과 상주-김천

-성주 등 경북 서북부지역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졌다. 따라서 진천지역은 왕건 세력의 남

쪽 변경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충북지역은 역사적으로 교통상의 요지였으므로 문화적

인 특성을 보더라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삼국시대에도 삼국의 접경 지

3
장
고
려
시
대

261

(1권)진천군지내지(2부)3장-4장(페이지조정)Q_2부3장256-292  21. 12. 06  오후 4:18  페이지 261



역이었듯이 후삼국의 정립도 비슷한 양상으로 지역을 차지하였다. 

왕건과 견훤의 세력도 청주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다. 청주의 북쪽에 접해

있는 진천은 고려의 남쪽 전초기지로서 왕건의 세력권에 속해 있으면서 이 지역의 호족세

력은 확고하게 왕건을 지지하고 후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주의 남쪽인 매곡현

昧谷縣 즉 지금의 보은군 회인지역은 후백제의 세력권에 속해 있으면서 이곳의 대표적인 호

족인 공직龔直은 매곡현 장군으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궁예에게 복속하였다가 그의 처남 경

종景琮이 918년(태조 원년) 임춘길林春吉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자 후백제의 견훤

에게 귀부하였다. 공직은 932년(태조 15)에 다시 고려로 투항하였다. 공직의 귀부로 견훤

의 지배 영역이었던 충청도 남부지역이 고려의 영향권으로 넘어갔고, 이후 왕건이 후삼국

을 통일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보다 앞서 925년(태조 8)에는 정서대장군 유금필을 보내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鎭(지

금의 청주 문의)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유금필은 후백제의 장군 길환吉奐을 죽이고 또다

시 나아가 임존성任存城 즉 지금의 충남 예산을 공격하여 3,000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

다.10) 3년 후인 928년(태조 11) 1월에는 태조가 견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말하길,

“연산군계燕山郡界에서 길환을 군전軍前에서 베이고, 청주를 칠 때 직심直心 등 4-5명이 목을

바쳤으며…”라고 하였다. 유금필 열전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온정군溫井郡(지금

의 충남 아산)에서 성을 쌓고 있던 유금필이 꿈에 대인이 나타나 지금 서원西原(청주)에서

변이 있으니 빨리 가라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갔는데, 이때 후백제군은 3천 명으로 청주로

쳐들어왔으므로 이를 격퇴하고 독기진禿岐鎭까지 추격하여 3백 명을 베었다. 그리고 중원

부中原府(충주)로 나아가 태조에게 그간의 전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때 태조는 비로소 안

심된다고 하였다.11) 같은 해 7월에 왕건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보은 삼년산성三年山城을 공

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청주로 후퇴했다.12) 후백제군은 삼년산성의 전쟁에서 이긴 여

세로 청주까지 침입해 왔다. 이에 왕건은 8월에 다시 충주까지 후퇴하는 등13) 충북지방에

서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이상의 기록들을 볼 때 고려 초기에 청주와 문의 등지에서 후백제와 치열한 교전이 벌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산성고금사적기』에 의하면 견훤이 궁예가 차지하

고 있던 상당산성을 빼앗고 작강鵲江 즉 까치내 옆에 토성을 쌓고 창고를 지었다고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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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 8年 10月條 및 같은 책 卷91 列傳 卷第5 庚黔弼傳. 
11) 『高麗史』 卷91 列傳 卷第5 庚黔弼傳. 
12)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 11年 7月. 
13)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 11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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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14) 여기서 토성은 곧 미호천에 접해 있는 정북동 토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925년에 시작해 3년여 동안 충북지역에서 벌어진 고려와 후백제의 공방전은 결

국 고려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는 2년 뒤인 930년(태조 13) 9월에 왕건이 청주를 방문하고

나성羅城을 쌓았던15) 사실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청주에 나성을 쌓은 것은 고려의 남방

경계 지역의 방비를 공고히 하고자 한 조치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고려의 세력이 더욱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932년(태조 15)에 매곡성의 성주 장군 공직이 고려에 투항한 것이

다. 공직은 고려에 투항한 후 친히 7월에 일모산성一牟山城(지금의 청주 문의 양성산성)을

공격했으나 함락하지 못하자, 11월에 다시 공격하여 격파했다. 이에 태조는 공직에게 백성

군白城郡(지금의 경기도 안성)을 녹읍으로 주는 등 특별히 대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

직의 투항으로 인하여 고려는 청주·회인·문의를 잇는 충북 중서부 지역의 전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935년에는 견훤의 압력에 시달리던 신라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에 투항하여 천 년

사직을 끝맺게 되었다. 같은 해 3월 후백제는 왕위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면서 아들 신

검神劍·양검良劍·용검龍劍 등이 아버지 견훤을 유폐하고 정권을 탈취하자 견훤은 3개월 뒤

탈출해 고려에 항복하였고, 936년에 왕건은 10만 명의 대군으로 후백제를 대대적으로 공

격하였다. 신검은 패주하다가 황산에서 항복하니 후백제는 건국 45년 만에 멸망하고 마침

내 후삼국은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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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金榮振, 「‘上黨山城古今事蹟記’ 解題」, 『博物館報』 3, 淸州大學校博物館, 1989, p.33. 
15) 『高麗史』 卷2 卷第2 太祖 15年 6·7·11月, 같은 책 卷92 列傳 卷第5 龔直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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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통치조직의 정비

1. 중앙집권화 정책

신라 말기에 호족 세력의 할거와 그로 인한 후삼국으로의 분열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재통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호족은 왕실에 협조하면서도 반독립적인 지방 세

력으로 남아 있었고 중앙의 통치력은 이들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려 왕실로서는 가장 시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신라는 스스로 항복했고

후백제는 내분을 틈타 고려군이 공멸시켰지만, 아직도 지방 곳곳에는 성주城主 또는 장군將

軍이라 불리는 호족세력이 변함없는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왕건은 우선 이

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통일사업을

완수하였다. 

왕건은 전국 각지의 호족 세력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략적인 혼인

정책을 썼다.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신혜왕후神惠王后 정주 유씨貞州柳氏와 장화왕후

莊和王后 나주 오씨羅州吳氏 등 두 왕비가 있었는데, 즉위 후에는 적극적인 혼인정책을 써서 6

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 등 모두 29명이나 되는 후비后妃를 두었다. 이들의 출신지를 보

면 왕건의 정치적 근거지인 황해도와 경기도 지역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

상도가 6명이며, 그리고 충청도·강원도·전라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충청도 출신으로는 신명순성왕후神明順成王后 충주 유씨忠州劉氏와 숙목부인肅穆夫人 진천 임

씨鎭川林氏, 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 홍주 홍씨洪州洪氏 등 3명이 있다. 이들 중 숙목부인은 전술

한 바와 같이 진천의 호족인 임명필의 딸이고, 같은 진천 임씨인 임희의 딸은 2대왕 혜종

의 비인 의화왕후이니 고려 건국 초기에 진천 임씨 세력이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배후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충청도 출신의 왕후로는 유일한 신명왕후는 충주의 유력한 호족인 유긍달劉兢達의 딸로

서 후비들 가운데 가장 많은 5남 2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태자 태泰, 3대 정종定宗, 4대 광

종光宗, 문원대왕文元大王 정貞, 증통국사證通國師 등 다섯 왕자와 낙랑樂浪·흥방興芳 등 두 공주

가 그의 소생이다. 왕위를 계승한 정종과 광종은 왕권이 상당히 안정된 가운데 많은 업적

을 쌓았는데, 이는 외가인 충주 유씨의 뒷받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광종은 왕위

에 오른 후 충주 유씨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954

년(광종 5)에 숭선사崇善寺를 창건하였다. 숭선사는 대규모의 사찰로서 최근 발굴조사 후에

사적 제445호로 지정되었는데 명실공히 충주 유씨의 원찰願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낙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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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으로서 고려에 귀부한 후 경주의 사심관이 된 김부

金傅에게 출가하여 신라 지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인다. 

태조 왕건은 지방 세력과의 연대를 위해 정략결혼을 하는 외에 왕씨 성을 하사하여 의제

가족擬制家族 관계를 맺는 한편, 중앙의 높은 벼슬을 주어 관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

면서 호족 세력을 통제해 나갔다. 당시 지방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대

신 지방호족들에게 호장戶長·부호장副戶長 등의 향직鄕職을 주고 그 자제들을 뽑아 인질로 서

울에 머무르게 하는 기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을 다스렸다. 그리고 개국공신이나 고

위관료, 신라 마지막 왕인 김부와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는 출신 지역을 책임지고 다스리

는 사심관으로 삼아 지방과 그 지역 세력을 통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고려의 왕권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는데 4대 광종에 이르

러서는 중앙집권적인 왕권이 확립되어 정치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종은

두 명의 후비를 두었는데, 제1비인 대목왕후 황보씨는 태조의 딸이며 광종의 이복누이다.

또 한 명의 부인인 경화궁부인 임씨는 혜종의 맏공주로 광종에게는 조카가 된다. 이러한

왕실 족내혼은 사실 신라의 풍습으로 외척이 발호할 가능성이 많은 족외혼과 달리 왕실 혈

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면이 있었다. 이러한 완벽한 족내

혼을 통해 광종은 26년간의 치세 동안 외척 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튼튼한 방어막을

가질 수 있었다. 

광종은 즉위 후에 숭선사를 짓는 등 지방호족들을 무마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꾀했으나,

서서히 억제 수단을 마련해 나갔다. 그 첫 번째 조치로 956년(광종 7)에 노비안검법奴婢按

檢法을 시행했다. 이것은 노비들의 신분을 조사하여 이전에 양민이었던 자를 해방하는 가

히 혁명적인 조처였다. 당시 귀족들이 소유한 사노비에는 전쟁 포로나 가난한 양민 출신

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전통 시대 귀족들의 개인 소유 재산이었다. 광종은 이들 노비를 풀

어줌으로써 귀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반면 양인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

의 수입이 증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958년(광종 9)에는 후주後周의 사신으로 왔다가 병

을 얻어 고려에 머물고 있던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국 수나라 이후 보편화 된 과거

제도를 실시해 신진 관료를 채용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귀족들에게 치명적인 제도로

서 개국공신 계열의 훈신이 큰 타격을 받고 신진 관료를 기반으로 한 왕권의 강화를 이루

게 되었다. 

960년(광종 11)에는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했다. 광종은 조정회의 때마다 관료들의 복

장을 보고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고려에는 공복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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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다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입궐하는 자들도 있었다. 관료들은 주로 신라나 태봉 또는

후백제 시절의 예복을 그대로 본떠 입고 다녔다. 신라계의 호족들은 구신라 관복을, 태봉

계의 호족은 그들 나름의 관복을, 불도에 정진하는 신하는 가사를, 중국계의 일부는 그들

의 옛 복식대로 입고 입궐했다. 이렇듯 관료의 위계질서는 엉망이었고, 왕권의 강화는 요

원한 문제였다. 광종은 과거를 실시한 2년 후에 관리의 복색을 계급에 따라 자삼紫衫·단삼

丹衫·비삼緋衫·녹삼綠衫의 네 등급으로 정했다. 보라색, 붉은색, 연두색, 자주색 소매가 달린

옷으로 정하고 등급에 따라 관복을 입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계층의 편제는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호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반대 세력이 많아지자 광종은 과감한 숙청을

단행했다. 960년에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역

모를 꾀한다고 보고하자 광종은 즉시 개국공신 계열인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여 왕권을 확

립하고자 했다. 왕권안정에 대한 광종의 집념은 매우 강렬해 호족 세력은 물론 골육骨肉과

친인척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한번 의심이 가면 살육마저도 주저하지 않았

다. 그 결과 혜종과 정종의 아들마저도 비명에 죽어 갔다. 이러한 의지는 광덕光德·준풍峻豐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황도皇都, 서경을 서도西都라 한 것이나, 스스로 황

제의 칭호를 사용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광종의 단호한 개혁정책에 의해 고려 초

기의 불안정한 왕권은 안정되고 중앙집권화는 훨씬 강화되었다. 

2. 중앙의 통치조직 

고려왕조는 건국 초기에 호족연합국가의 형태로 출발하여 점차 중앙집권화를 이루어갔

다. 특히 4대 광종 대에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의 실시, 그리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함으

로써 호족 세력을 배제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발판을 만들었고, 성종 대에는 중앙과 지

방의 정치 체제가 정비되었고, 문종 대에 완비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이전 태봉 시기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광평성廣評省·내봉성內奉省·순군부

徇軍部·병부兵府를 기간으로 했으나, 성종 대의 제도 개혁 이후에는 중국 당唐 제도를 모방한

삼성육부三省六府와 송宋 제도에서 따온 중추원中樞院·삼사三司를 핵심 조직으로 하여, 고려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도병마사都兵馬使·식목도감式目都監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고

려의 중앙관제는 세 계통이 합쳐져서 독특한 정치구조를 이룬 것이었다. 

3성은 본래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을 말하는데, 당에서는 3성이 각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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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기능을 하는 병립체제였으나 고려에서는 이와 달리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서 중

서문하성이라 하였고, 최고 정무기관이었으므로 재부宰府라 불렀으며, 그 장관인 문하시중

門下侍中이 수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는 삼성제가 아니라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2성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중서문하성은 982년(성종 1)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1061년(문종 15)에 중서문하성으로 개칭되어 조선 건국 초기까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을 하였다. 관원은 종1품인 중서령中書令·문하시중 이하 25인의 품관이 있었고, 그 밑

에 271인의 이속吏屬이 딸려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2품 이상의 재신宰臣: 省宰·宰相과 3품 이

하의 성랑省郎: 郎舍·諫官으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로서 재신은 위에서 백관을 통솔하고 국가

정책을 의논 및 결정하는 일을 보았고, 성랑은 아래에서 간관諫官의 기능을 가져 이질적인

기능을 하였다. 한편, 상서성은 3성의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정책

을 실행하는 실무기관이었다. 상서성의 기본 조직은 상서도성과 6부 및 2속사屬司로서 상

서도성의 최고 관직인 상서령은 실직이 아니라 종친에게 주는 명예직이었고, 좌우 복야僕

射와 지성사知省事 역시 한직으로서 품계는 2품이나 재추宰樞에도 들지 못했다. 상서성에는

이·병·호·형·예·공의 6부가 속하여 국정을 분담하였다. 

육부는 982년의 어사육관御史六官: 選官·兵官·民官·刑官·禮官·工官에서 비롯된 관제로서 995년

(성종 14)에 어사도성이 상서도성으로 바뀌면서 완성되었는데, 조직상으로는 중서문하성

이나 상서성의 하급 단위 기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서도성이나 중서문하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왕과 연결되는 등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제도였다. 이는 고려의 관

제가 대체로 당제를 본뜬 것이지만 나름대로 고려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6부의 순서 또한 주관周官에 따른 이·호·예·병·형·공이 아니라 이·

병·호·형·예·공의 순이었음도 특징적이라 하겠다. 한편, 속사屬司도 당나라는 각 부에 4사

씩 모두 24사가 있었으나 고려에서는 이부에 속한 고공사考功司와 형부에 속한 도관都官만

이 있었다. 

중추원은 군사기무와 왕명출납·숙위를 담당하던 중앙관부였다. 중서문하성의 재부에 대

해 추부樞府라고 불려 함께 재추宰樞 또는 양부兩府라 하였다. 991년(성종 10)에 한언공韓彦恭

의 건의에 따라 송나라의 추밀원樞密院을 모방해 처음 설치하였다. 1009년(현종 즉위년)에

중대성中臺省으로 개칭되었고, 1011년 중추원으로 환원되었다가 1095년(헌종 1)에 중추원

이 추밀원으로 개칭되었으나, 직제나 기능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후에도 1275년(충렬왕 1)

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추밀원이 밀직사密直司로 개칭되었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의 관제개혁으로 밀직사가 폐지되고, 대신 광정원光政院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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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이 퇴위하자, 광정원은 폐지되고 밀직사가 다시 설치되면서 종전의 관제로 환원되

는 등 이후에도 폐지와 환원이 거듭되었다. 중추원의 관원은 2품 이상의 추밀樞密; 즉 樞臣이

군기를 관장하고, 3품의 승선承宣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의 기능을 하는 이원적인 직

제로 운영되었다.16)

삼사는 중추원과 함께 송제宋制를 따른 것으로 전곡錢穀의 출납과 세공과 봉록 등의 회계

를 관장하였으며 중서문하성·중추원과 함께 재상 관서로 중요한 권력 기구였다. 1014년

(현종 5)에 상장군 김훈金訓·최질崔質의 난에 의해 삼사가 혁파되어 도정사都正司로 개편되었

다가 다음 해 무인정권이 실각하자 1023년(현종 14) 삼사로 환원되었다. 

고려 중앙 정치기구의 핵심인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양부 재추들이 모여 국정을 논하

고 결정하던 회의 기관으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 처음 도병마사는 양계민의 생

활문제를 의논하였으나 점차 내지로 확대되었고, 중기에는 전국의 기근과 빈곤 구제를 논

하는 등 군사적인 기능에서 점차 행정적인 기능으로 확대되어갔다.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 문제를 다루었는데, 기능은 ‘식목式目’의 명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도와 격

식을 의논, 결정해 상주하는 회의 기관으로 그것을 집행하지는 않고, 제정된 제도·격식에

대한 자료를 보관했다. 

어사대御史臺는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 또는 탄핵하는 일을 맡

았던 감찰 및 언론 기구였다. 고려 초에는 사헌대司憲臺라 하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어

사대로 바꾸었고, 1014년(현종 5)에는 금오대金吾臺로, 그 이듬해에는 다시 사헌대로 바뀌

는 등의 명칭 변경이 있었다. 어사대는 중서문하성의 성랑과 함께 대간臺諫 또는 성대省臺

라고 불려 국왕을 시종해 언관의 기능을 하였다. 특히, 대간은 서경의 권한이 있어 왕권의

전제성을 규제하는 기능을 가졌다.17)

이밖에 왕명과 외교문서 작성을 주로 맡았던 한림원翰林院, 시정의 기록을 관장하는 사관

史館, 유학儒學·교회敎誨의 일을 담당하는 국자감國子監 등이 있었다.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는 군사제도의 정비를 통에서도 확립되어 갔다. 고려는

호족 세력에 의해 건국되었고, 호족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지방 세력이었으므로 고려의

건국은 군사적인 세력들의 경쟁과 통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군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적 조직이었다. 수도 개경에 두었던 중앙군은 경군京軍이라 불리기

도 했고, 지방에는 주현군州縣軍을 배치했다. 

중앙군은 2군軍과 6위衛로 편성되었는데 2군은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이고, 6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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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朴龍雲(1976), 「高麗의 中樞院 硏究」, 『韓國史硏究』 12, 韓國史硏究會, p.141. 
17) 鄭眞禹(1983), 「高麗前期의 王權制約-諫諍·封駁을 중심으로-」, 『人文科學論集』 2, 淸州大學校,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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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 여섯 부대

를 말한다. 2군은 6위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왕의 친위군 역할을 하였다. 6위 중에서는 좌

우·신호·흥위의 3위가 가장 핵심 부대로서 수도의 수비는 물론 변방에 대한 경술更戌의 임

무까지 맡았다. 이에 대하여 금오위는 치안, 천우위는 의장儀仗, 감문위는 궁궐과 도성의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2군 6위에는 각기 정·부의 지휘관으로 상장군上將軍·대장

군大將軍이 임명되었다. 

한편, 상장군과 대장군의 합좌 기관으로 중방重房이 있었는데, 상장군이 의장 역할을 담

당했으며, 궁궐·도성의 수비와 치안 등 2군 6위의 임무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2

군·6위는 모두 약 1,000 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영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의 지휘관은

장군將軍이었다. 영은 병종兵種에 따라 보승保勝·정용精勇·역령役領·상령·해령海領·감문위령監

門衛領 등으로 구분되었다. 지휘관의 합좌 기구인 중방에 대하여 장군·낭장·산원散員·교위校

尉 등 하위의 부대장들로 구성된 회의 기관으로는 장군방·낭장방·산원방·교위방이 있었다. 

지방의 군사 조직으로는 호족들의 군대를 연합해 중앙에서 통제하였던 광군光軍이 있었

다. 이것은 정종 2년(947) 요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직된 것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이 추

진되고 지방의 정치제도가 정비되면서 주현군州縣軍으로 개편되어 보다 강력한 중앙 정부

의 지배 밑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전국의 광군 조직을 통제하는 통수부統帥部로는 광군

사光軍司가 설치되었다.

주현군은 같은 지방군이면서도 5도道 및 경기도 주현군과 북방 양계兩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변경의 군사 지역인 계는 행정 단위인 진鎭마다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을 중심

으로 한 정규군이 주둔하였으므로 주진군州鎭軍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유사시에는 언

제든지 나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둔전병屯田兵과 같은 상비군이었다. 각 도의 주현군은 보

승·정용·1품一品으로써 구성되었는데, 보승·정용은 치안·방술防戌의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일품군은 공역工役에 동원되는 노동 부대였다. 이때 주진군은 좌군·우군·초군으로 구성되

어 국경 수비를 맡았고, 주현군은 지방의 치안이나 노역에 동원되었다. 

군호軍戶는 고려 시대의 군대 편성 중의 한 단위로서 군 복무자인 군인과 이를 경제적으

로 뒷받침하는 사람인 양호養戶로 구성되어 군인 1명에 양호 2명이 배정되었다. 양호는 군

대에 복무하는 대신 군인들에게 양곡을 보내어 부양하였다. 군인에 결원이 생기면 선군選

軍을 하여 보충하는 동시에 군호로 편제하여 군인전을 지급했다. 선군은 백정과 같은 농민

중에서 젊고 용력勇力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천민도 많이 뽑혔으므로 이것이 군인

의 사회적 신분을 낮게 보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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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제도의 정비와 진천

고려의 지방 통치체제는 전국적인 군현제도郡縣制度의 실시로 완성되었다. 건국 후 약 60

년 동안은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들의 자치에 일임되고 있었는데,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 것은 983년(성종 2)에 12목牧을 설치한 때부터다. 양

주·광주·충주·청주·공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해주·황주에 목을 설치하고 목사牧使를

임명하여 지방을 다스리게 한 것이다. 그 뒤 몇 차례 조정을 거쳐 1018년(현종 9)에 완성

되는데, 이에 의하면 전국을 5도道와 양계兩界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京 5도호부都護府 8

목을 두고, 그 아래에 군郡·현縣·진鎭 등을 설치했다. 

3경은 풍수설과 관련해 지정한 것으로 처음에는 개경(개성)·서경(평양)·동경(경주)으로

하였다가 후에 동경 대신 남경(서울)이 포함되었다. 3경 중에서는 서경이 중시되어 여기에

는 분사제도分司制度라 하여 개경의 중앙 정부와 유사한 기구와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5도호부는 안동·안남·안서·안북·안변 등 다섯 도호부로서 국방과 교통상의 요지에 위치

하여 군사적인 지방 통제의 중심이 되었는데 시대에 따라 위치의 변동이 있었다. 

도는 북쪽 변경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일반 행정구역 단위로서 양광도楊廣道·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羅道·교주도交州道·서해도西海道 등 5개의 도로 이루어졌다. 도의 수령은 안찰사按察使

가 파견되었는데 일시 안렴사按廉使 또는 제찰사提察使로 바뀌기도 했지만, 임무는 하부 행

정조직인 군·현·진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한편, 특수 지역인 북쪽 변방에는 동계東界·서계

西界의 양계를 설치하고 병마사를 파견해 다스렸다. 

군현은 전국에 약 5백 개나 있었지만, 여기에 모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아니다. 『고려

사』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 전기에 수령이 파견된 주현主縣이 130개였던 반면, 수령이 없는

속현屬縣은 374개나 되어 훨씬 많았다. 전국적으로 군현의 수가 너무 많았으므로 외관이

파견된 주현은 직접 중앙의 통제를 받게 하고, 나머지 속현은 주현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주현의 수도 너무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했으므로, 몇 개의 큰 군

현을 계수관界首官으로 삼아 중간기구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계수관은 고려 초기에 호족 세력의 영향으로 중앙과 지방의 행정 체제를 수직적으로 확

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족을 통해 지방 백성을 지배, 통치하는 방식을 병행한 데서 비롯

되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외관을 파견해 대읍大邑의 세력

가들을 통제하고, 주현 가운데 그 지방의 중심이 되는 주현이 주위의 속현을 통할하는 간

접 지배 방식을 취하였다. 고려왕조는 이 체제로 중앙집권을 추구했지만, 중앙에서 모든

군현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고려 정부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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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계수관과 안찰사였다. 

지방제도가 정비되어 중앙에서 파견되는 외관은 출신지의 수령으로 임명될 수 없었으며

또 일정한 임기가 정해지기도 했다. 이는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제도였다. 그리고 군현에는 그곳 지방 출신이 호장戶長·부호장副戶長 등 향리에 임

명되어 수령 밑에서 직접 백성을 다스렸다. 향리는 주현뿐 아니라 외관이 없는 속현이나

부곡에도 설치되었다. 원래 호족 출신인 향리는 조세·부역·소송 등 행정 사무를 맡았으므

로, 비록 수령의 보좌역이지만 실권은 오히려 막강해서 백성을 침탈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를 사심관事審官으로 임명해 향리

를 통제하게 하고, 또 그들 향리의 자제를 인질로 중앙에 불러 숙위宿衛하게 하는 기인제도

其人制度를 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향리는 지방호족의 지위에서 점차 하락의 길

을 걷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진천은 12목 가운데 청주목에 속해 있었다. 이어 995년(성종 14)에 전국을

관내도關內道(경기, 황해)·중원도中原道(충북)·하남도河南道(충남)·강남도江南道(전북)·영남도嶺

南道(북 일부)·영동도嶺東道(경상남북 일부)·산남도山南道(경남 일부)·해양도海陽道(전남)·삭방

도朔方道(강원, 함남)·패서도浿西道(평안) 등 10개 도로 구획하였는데, 이는 당나라 태종이 전

국을 산천의 경계에 따라 10도로 나누어 정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 지금의 충청북도는 중

원도에 해당하므로 진천 역시 중원도 청주목에 속했다. 중원도라는 명칭은 신라 때 충주

에 설치되었던 중원경中原京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 1018년(현종 9)에 이르러 다시 전국을

개성부開城府와 5도 양계로 개편하고 그 밑에 지역에 따라 3경留守, 4도호부, 8목, 15부, 129

군, 335현, 29진을 두고, 특수지역으로 향鄕·소所·부곡部曲을 설치했다. 

5도는 곧 양광도楊廣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羅道·황해도黃海道·교주도交州道를 말하는데, 양

광도는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이다. 오늘날의 충청북도는 양광도의 충주목과 청주

목에 대부분 속하게 되었으나 남부의 보령保令: 지금의 報恩과 영동永同·청산靑山은 상주목에 속

하였고, 황간黃澗·관성管城:지금의 沃川·안읍安邑·양산陽山·이산利山은 경산부京山府에 속했다. 진

천은 양광도의 청주목 관하에 속했으며, 조선 말기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충북 진천이 속했던 양광도는 도내의 양주楊州와 광주廣州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지금의

경기도 남부 지역과 강원도 일부, 그리고 충청남북도의 대부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본

래 이 지역은 995년(성종 14)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광주·양주 등 지금의 경기도 지역을

관내도, 충주·청주 등 충북 지역을 중원도, 공주·운주運州(지금의 홍성) 등 충남 지역을 하

남도라 정하였다. 그 뒤 10도제가 폐지되고 점차 5도 안찰사제按察使制가 실시되면서 1106

년(예종 1)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통합되었다. 1171년(명종 1)에 다시 양광주도와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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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분리되었다가 곧 합쳐져 양광도 혹은 충청도라 불리게 되었다. 특히 1217년(고종

4) 이후로는 주로 충청도라 불렸는데, 이는 바로 그 해에 옛 양광주도 지역인 진위현振威縣

에서 영동정令同正 이장대李將大, 직장동정直長同正 이당필李唐必, 별장동정別將同正 김례金禮 등

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1309년(충선왕 1)부터는 다시 양광도라는 이름이 사

용되기 시작했고, 1314년(충숙왕 1)에는 양광도가 정식 명칭이 되었다. 이때 양광도는 ‘중

도中道’였으므로 5도 가운데 서열 1위에 위치하였다. 이후 1356년(공민왕 5) 충청도로 개칭

되었으나 뒤에 다시 양광도로 환원되어 고려 말까지 이른 듯하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

(태조 4)에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양주와 광주 등이 경기京畿에 포함되어 양광도라 부를 근

거가 없어졌다. 이에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본떠 충청도라 부르게 되었다.18)

고려의 지방행정 구역상에 진천군이 소속된 양광도와 청주목, 그리고 진천군의 연혁을

『고려사』 지리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광도는 본래 고구려와 백제의 땅으로(한강 이북은 고구려 땅이고, 이남은 백제 땅이

다) 성종 14년에 경내를 나누어 10도로 삼으매 양주楊州와 광주廣州 등 주현으로 관내도關內

道에 소속시키고, 충주와 청주 등 현으로 충원도忠原道로 삼고, 공주와 운주 등의 주현으로

하남도河南道로 삼았다가, 예종 원년에 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삼았고, 명종 원

년에 나누어 2도로 삼았다가, 충숙왕 원년에 정하여 양광도로 삼고, 공민왕 5년에 충청도

忠淸道로 삼았다. 1경 3목 2부 27군 78현을 관영管領하였다.19)

청주목은 본래 백제의 상당현上黨縣으로 신라 신문왕 5년에 처음으로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서원경으로 올렸는데 태조 23년에 고쳐 청주라 하였고, 성종 2년에 처

음으로 12목을 두니 청주는 그 하나이다. 14년에 12주 절도사를 두고 호를 전절군全節軍이

라 하여 중원도에 소속하였다가 현종 3년에 폐하여 안무사安撫使로 하였고, 9년에는 8목을

설치하니 그중의 하나가 되었다. 2군 7현이 소속하였고 1개의 영지사부領知事府 2개의 지사

군知事郡 2개의 현령관縣令官을 관영하였다.20) 여기서 2군은 연산燕山과 목주木州이고, 7현은

진주 즉 진천과 전의全義·청천靑川·도안道安·청당靑塘·연기燕岐·회인懷仁이다. 그리고 영지사부

는 곧 공주이고, 지사군은 홍주와 천안이다. 

진주鎭州는 본래 고구려의 금물노군今勿奴郡(萬弩郡 또는 首知 또는 新知라고도 함)으로 신

라 경덕왕이 고쳐 흑양군黑壤郡(黑은 黃으로도 씀)이라 하였고, 고려 초에 강주降州라 칭하였다가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성종 14년에 자사刺史를 두었다가 목종 8년에 이를 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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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686.
19) 『高麗史』 卷56 志 卷第10 地理1. 楊廣道. 
20) 『高麗史』 卷56 志 卷第10 地理1. 淸州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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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종 9년에 내속來屬 하였다. 고종 46년에 임연林衍의 내향이므로 올려 창의현彰義縣으로

삼아 영令을 두었고, 원종 10년에 또 임연의 일로 지의녕군사知義寧郡事로 올렸다가 임연이

주륙誅戮을 당하자 미쳐 다시 내려 지금 이름을 칭하게 되었다. 별호別號를 상산常山(成廟의

定한 바이다.)이라 한다. 태령산胎靈山(신라 때 만노군萬弩郡 태수太守 김서현金舒玄의 처妻 만

명萬明이 유신庾信을 낳고 태를 현 남쪽 15리에 안장하니 화化하여 신神이 된 지라 인因하여

태령산이라 이름하였다.) 신라 때부터 사우祠宇를 두고 춘추로 향을 내려 제를 행하니 고려

에서도 그대로 하였다.21)

4. 진주鎭州와 상산常山의 지명 유래

진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진주鎭州라는 지명으로 불렸고, 상산常山이라

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호철 교수는 1994년 간행된 『진천군지』 제1편 역사

제3장 중세사회 편을 집필하면서 「고려국초 진천 지명의 유래」라는 소제목으로 진주와 상

산 지명의 유래를 고찰하여 실었다.22) 이후 신호철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비판적 의

견이 없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의 진천이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때의 진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천을 비롯한 충북

지역은 후백제와 고려가 대치한 접경지역으로서 이 일대의 호족세력은 후백제와 고려의

강약에 따라 자신들의 향배를 결정하였는데, 진천의 호족 세력들은 일찍이 왕건에게 귀부

함으로써 고려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었다. 고려 건국 초에 이곳을 잠시 항주降州라고 칭

했던 것도 바로 이곳의 호족들이 일찍 왕건에게 내항來降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

나 곧 진주로 개칭되는데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후삼국 통일 이전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태조 왕건이 이곳의 지명을 항주에서 진주로 고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왕

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직후 청주의 호족 세력들이 연달아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청주지방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이제 막 고려를 건국한 왕건에게는 매우 중요

한 일이었다. 왕건은 청주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그의 측근 세력인 마군장군馬軍將

軍 홍유洪儒와 유금필庾黔弼에게 군사 1,500을 이끌고 청주를 공격하게 했다.23) 그러나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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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高麗史』 卷56 志 卷第10 地理1. 鎭州. 
22) 신호철, 「高麗國初 鎭川 地名의 由來」, 『鎭川郡誌』, 鎭川郡誌編纂委員會, 1994, pp.81-84. 
23) 『高麗史』 世家 太祖 1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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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라시대의 서원경으로 문화·교통의 중심지이자, 일찍이 중앙귀족이 이주하여 토착 세

력화되어 강력한 지방 호족 세력으로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반란 세력들을 진압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침 청주와 인접한 이곳 진천의 호족 세력들은 왕건의 지지 세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유, 유금필이 이끄는 고려군은 이곳을 전초기지로 하여 청주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이곳 호족들의 도움으로 청주의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곳의 지명을 항주에서 진주로 개칭하였다고 본다. 즉, 진주는 고려군이 청주 세력을 진압

鎭壓한 곳, 혹은 고려군이 진수鎭守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각종 지리지에는 이상

의 역사적 사건과 진주라는 지명의 개칭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된 점으로 보

더라도, 진주는 왕건이 청주의 반란 세력을 진압한 후에 그와 관련해서 붙여진 지명이 분

명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산이라는 진천의 별칭 역시 고려 초기에 붙여진 진주의 별호로서 그 유래는

이곳에 있는 산명山名 혹은 사명寺名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

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경 희양산 봉암사鳳巖寺의 「지증대사적조탑

비문智證大師寂照塔碑文」이다.24) 이 비문 중에는 중국에 간 유명한 구도승求道僧 중에 돌아오지

않고 중국에 귀화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곧 정중靜衆의 무상無相과 상

산常山의 혜각慧覺이다. 이들은 『선보禪譜』에 의하면 익주益州의 김金과 진주의 김으로서, 다

시 말하면 정중사靜衆寺의 무상은 익주의 김이고, 상산사常山寺의 혜각은 진주의 김을 가리

킨다. 진천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람은 당연히 상산사의 혜각 스님으로 그는 진주 출

신이며 성이 김이었다. 

무상이나 혜각은 당시에 매우 유명한 승려였으므로 최치원은 이들을 중국에 귀화한 대

표적인 승려로 기록했을 것이다. 특히 무상은 성덕왕의 셋째 왕자로 당나라에 간 이후 중

국 선종 역사상 특기할만한 활동을 한 인물로서 『송고승전宋高僧傳』에 그에 대한 독립된 전

傳이 있을 정도이며, 그의 명성이 신라에까지 알려져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그의 동

생인 경덕왕이 그의 귀국을 두려워한 나머지 암살하려 했다고 전해진다. 

혜각 또한 당시 유명한 승려였을 것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해운비명주海雲碑銘註』에 의하면, 그는 김운경金雲卿의 아우이며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제자라고

하였으며, 또 비명에 보이는 『선보』에는 진주의 김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당집祖堂集』에

마조도일의 법사法嗣로 소개된 진주김선사鎭州金禪師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즉 상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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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pp.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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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각은 나말여초의 고승으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진주 출신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진주에는 혜각이 주지를 맡고 있던 상산사라는 절이 존재하였음도 분명하다 하겠다. 

그리고 나말여초에는 사찰 이름을 그 사찰이 있던 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경우가 흔하였

다. 봉림산鳳林山과 봉림사鳳林寺, 실상산實相山과 실상사實相寺, 성주산聖住山과 성주사聖住寺 등

의 예와 같이 진천에는 당시 상산常山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찰명을 상산사

常山寺라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금도 진천군 장관리에 있는 산을 주민들은 오래전

부터 상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고려사』 지리지에는 상산이라는 별호가 고려 성종 대에 정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25)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413년(태종 13)에 진주를 진천으로 고쳐 현감을 두고 상산

을 별호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주에는 순화淳化 연간에 정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

다.26) 순화는 송 태종의 연호로서 고려는 성종 대에 해당한다. 

위의 두 기록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상산이라는 진천의 별호는 나말여초에 이곳 주민들

사이에 별칭으로 불리던 지명을 성종 대에 지방 행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공식적

으로 별호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각종 지리지에 상산이 조선 초기에 붙여진 이름이

라고 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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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高麗史』 卷56 志 卷第10 地理1. 鎭州. 
26) 『世宗實錄地理志』 鎭川縣條. 
27) 鎭州와 常山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신호철 교수가 집필한 1994년 간행 『鎭川郡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거듭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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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무신정권 시대의 진천

1. 무신정권의 성립

고려의 건국 세력은 왕건을 받들어 개국공신에 오른 무신들과 지방의 호족 세력이었다.

이들은 건국 이후 정권의 안정과 함께 점차 문벌귀족이라는 지배 세력으로 형성되어 후손

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고위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면서 기득권을 누렸다. 그러나 과거제

도의 실시 이후 서서히 문신과 무신의 차별이 심해지면서 무신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 무

신의 반란이 일어났다. 

무신의 난은 좁은 의미로 정중부의 난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고려 때 있었던 무신

의 난 전반에 걸쳐서 말한다. 무신의 난은 1170년(의종 24) 정중부에 의해 일어났으나, 실

은 이보다 150여 년 전인 1014년(현종 5) 최질崔質·김훈金訓 등에 의해 이미 표출된 바 있었

고, 의종·명종 대에 본격화하여 무인집권 시대가 시작되고, 몽골의 침략 때 삼별초三別抄의

난으로 그 끝을 맺게 된다. 고려 초기에는 왕건이 무인 세력의 도움으로 건국을 할 수 있

었던 만큼 세력 균형상 문무의 차별이 있을 수 없었으나, 그 뒤 중국식의 여러 제도가 성

립되고 과거제도를 채택하여 문을 숭상하게 되면서 점차 무인을 얕보게 되었다. 더욱이 성

종 이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무신의 활동과 희생이 많았음에도 문관

이 우위에 있어 군의 최고 지휘관에 문관이 임명되니 무인은 더욱 멸시를 받게 되었다. 

998년(목종 1)에 문무양반 전시과文武兩班 田柴科의 개정 때는 무관의 품계를 낮추어 그들

의 불평을 일으켰다. 당시 무신의 최고 관직은 정3품직인 상장군上將軍이었으므로 2품 이

상인 재상宰相직에는 올라갈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재상은 문신이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최고 지휘 통솔권마저도 문신이 장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14년

(현종 5)에는 급증한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당시 경군京軍의 영업전永業田을 몰수하

기까지 하였다. 이에 격분한 무신 최질·김훈 등은 반기를 들고 관계자 황보유의皇甫兪義·장

연우張延祐 등을 귀양 보내고 일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들은 서경西京 장락궁長樂宮 연회

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로는 숭문억무崇文抑武의 정책이 더욱 심해져서 무신들

의 불만은 갈수록 누적되었다. 인종 때는 무학武學이 성하면 문신과 대립 불화의 우려가 있

다고 하여 무학재武學齋까지 폐지하였다. 

더욱이 묘청의 난이 진압된 후에는 무인의 대우가 마치 역부役夫와 같이 되어 문신과 왕

의 연회장에 시중하며 종일 굶주림에 시달리기까지 했고, 심지어 어떤 무신의 처는 모발

을 팔아 음식을 준비하는가 하면, 나이 어린 문신 김돈중金敦中이 그 아버지 김부식金富軾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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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를 믿고 견룡대정牽龍隊正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경멸적인 대우는 보현원普賢院 행차 때 무신들의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1170년(명종

원년) 8월 대장군 정중부는 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와 함께 거사를 일으키기로 모의했다. 이

들은 거짓 왕지로 순검군을 모아 왕을 호종한 문관 및 대소 신료·환관을 몰살하고 새로 익

양공翼陽公 호晧를 왕으로 세웠다. 이 난으로 무신이 집권하여 군사권은 물론이고 문신의 직

능이었던 정치권·행정권까지 독점했으며,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문신인 문극겸·이공승·서

공 등을 기용하여 국정을 자문하도록 했다. 정중부의 난을 계기로 이로부터 약 1세기 동안

무신정권 시대가 이어졌다. 경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경인庚寅의 난’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무신들 사이에는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정변의 동지들을 제거한 정중부는 1179년

(명종 9)에 장군 경대승慶大升에게 살해당했고, 경대승이 4년 만에 병사하자 이어서 이의민

李義旼이 정권을 독점했다. 그러나 그는 1196년(명종 26)에 최충헌崔忠獻에게 살해당하였다. 

최충헌의 등장은 고려 무신정권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최충헌은 자신이 구축한 강

력한 독재정권을 자손들에게 세습시킴으로써 4대 60여 년간의 최씨 정권을 형성하였다.

최충헌을 이어 최우崔瑀가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했고, 다시 최항崔沆·최의崔竩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우가 집권한 지 10여 년 만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그 항전을 주로 최씨 정권

이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다. 대내적으로 화전和戰을 둘러싼 대립 갈등과 전쟁

으로 입은 사회경제적인 피폐로 인해 최씨 정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집

권한 최의는 어리석고 나약해서 집권 당시에 간신들의 참소가 성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

물 횡령이 자행되었다. 더구나 계속되는 흉년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해 민심을 크게 잃었다. 

1258년(고종 45)에 별장 김준金俊과 대사성 유경柳璥 등이 최의를 제거하고, 최씨 정권을

타도하였다. 그리하여 표면상 권력은 왕에게 돌아갔으나, 실권은 무신 김준·임연林衍·임유

무林惟茂 등이 차례로 행사함으로써 무신정권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김준은 최씨 정권을 타

도하고, 최씨 정권 이래로 무신집권자가 지니는 교정별감敎定別監에 임명되어 정권을 좌우

하다가 1268년(원종 9) 임연에게 암살당하였다. 

임연은 일찍이 김준의 천거로 낭장이 된 이후에 최의를 제거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더구

나 김준을 제거한 후에는 왕의 폐립을 자행하는 한편, 교정별감에 임명되어 권세를 떨쳤

다. 그러나 그는 1270년(원종 11)에 병사하였다. 아들 임유무가 그의 뒤를 이어 교정별감

이 되었지만 같은 해 제거당하였다. 그의 죽음은 100년간 유지되어 온 무신정권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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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신정권 마지막 집권자 임연·임유무

임연과 임유무는 진천 임씨로 진천에서 태어났다. 임연의 가계에 대한 문헌 기록은 없으

나 고려 초기에 진천을 대표하였던 호족이었던 임희林曦가 진천 임씨의 시조이므로 임연과

임유무 부자는 곧 그의 후손이 된다. 임연에 대해서는 『고려사』 열전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

으므로 이를 통해 임연의 집권 과정과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연의 처음 이름은 승주承柱니 그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진주鎭州에 우

거寓居하여 주리州吏의 딸을 취하여 임연을 낳았으므로 진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임연은 벌

의 눈과 승냥이의 목소리를 가졌으며 빠르고 힘이 있어 능히 물구나무서서 걸으며 혹은 기

와를 지붕 위로 던지기도 하였다. 대장군 송언상宋彦祥의 심부름꾼廝養卒이 되었다가 뒤에

그 고향에 돌아갔는데 마침 몽골병蒙古兵이 침범했으므로 임연이 향리 사람과 더불어 이를

쫓으니 그 공으로 대정隊正에 임명되었다. 임효후林孝候란 자가 임연의 처를 간통하자 임연

이 이를 알고 임효후의 처를 유인하여 간통하였는데, 임효후가 유사有司에 고하여 죄를 다

스리려 할 때 김준金俊이 임연의 인물을 알아보고 면죄토록 하고 또 천거하여 낭장郎將에 임

명하였다. 이에 연은 항상 김준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의부義父 관계를

맺은 듯하다.28)

김준은 천민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최충헌의 가내노비였으며, 일찍이 활을 잘 쏘고 술을

잘 먹는 호걸로 알려져 최우에게 발탁되었다. 최항이 정권을 이어받는 데 공헌했으나, 최

의 때에 이르러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민심이 동요하자 그는 삼별초를 앞세워 최의를 죽

임으로써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회복했다. 1260년 원종이 즉위하자 1등 공신에

오르고 높은 관직에 임명되는 등 10여 년간 최고 권력자로서 부귀와 권세를 누렸으나 전

횡을 일삼아 민심을 잃었다. 김준이 처음 실권을 잡은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갈수록

백성들의 원성과 왕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김준의 아들과 토지 문제로 다툰 것과 임연의

처가 김준의 노예를 죽인 일로 처를 유배 보내려고 하자 이 때문에 사이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임연이 김준의 아들과 전지田地를 가지고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를 지켜본 김준은

자신이 죽은 뒤에 벌어질지 모르는 일을 크게 우려하면서 그를 경계하였다. 그러던 차에

임연의 처가 자기 손으로 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김준은 그녀를 귀양보내고자 하였

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는 적대적 관계로 치달아 조만간 김준이 임연을 제거하지 않으

면 안 될 상황으로 둘의 관계는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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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高麗史』 列傳 卷第43 林衍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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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수를 친 것은 임연이었다. 김준을 아버지로 섬기며 심복으로서 조력하였던 임연

은 김준이 집권한 후 10년째가 되던 1268년(원종 9) 12월에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무신정

권을 세운 이른바 ‘무진정변戊辰政變’을 일으키게 된다. 임연과 그의 아들 임유무는 정변을

계획하고 야별초를 동원하여 김준 일당을 제거하는 등 정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

준의 집권은 임연의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김준의 독단적인 지배체

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임연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본래 원종의 속셈은 김준을 제거하기 위해 그와 대

립하고 있던 임연을 이용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김준이 제거된 후에는 정치의 실권이 임

연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정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들 가운데에는 임연의 측근 또는 심복으로 생각되

지 않는 정치세력이 보인다. 낭장 강윤소康允紹와 같은 사람이 그러한데, 그는 본래 가노家

奴 출신이었지만 몽골어를 해득하여 원종의 신임을 받아 출세한 인물이었다. 그는 임연을

사주하여 김준을 타도하도록 권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왕에게 김준을 제거할 수 있는 인물

로서 임연을 추천하여 국왕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강윤소가 국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점과 그가 김준을 타도하기 위하여 임연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임연이 김준 일파를 제거하는 데에는 궁궐 안에 있는 내시와 결탁하는 일이 중요하였는

데, 그는 최은崔𤨒과 김경金鏡 등을 통하여 원종으로부터 김준을 제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

아냈다. 이 내시들은 왕명이라 하여 김준과 김승준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여 초抄 김상정金

尙挺·내시 김자정金子廷 그리고 그의 동생 김자후金子厚 등에게 명령하여 암살하도록 하였다.

궁궐 안에서 명령에 대비하는 관노였던 초와 국왕의 측근인 내시들이 직접 김준 형제를 살

해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종이 정변의 주체자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변의 성공 이후 국왕과 임연으로 대표되는 두 정치세력 사이에는 묘한 대립 관계가 형

성되었다. 이듬해인 1269년(원종 10) 6월, 임연은 야별초를 동원하여 김경·최은을 살해하

고 어사대부 장수열張秀烈과 대장군 기온奇蘊을 유배 보냈다. 임연의 주장에 따르면 김경 등

을 제거한 이유는 이들이 원종과 공모해서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한 장수열 등은 김준의 집 재산을 적몰하여 그 보화를 김경과 최은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김경과 최은은 김준을 제거할 때 공을 세운 내시였고 장수열은 원종의 신임을 받

는 인물이었다. 기온도 원종의 서모가 낳은 누이의 사위로 기밀에 참여하던 터였다. 그렇

다면 이들 모두는 원종의 측근 세력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임연과 원종의 측근 세력들 사이

에 권력 투쟁을 시사한다. 당시 정국의 판도가 김경 등에게 기울고 있었고 이에 불안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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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임연이 먼저 원종의 측근을 제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임연이 장차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한 인물에 원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종의 측

근을 제거한 임연은 곧이어 원종이 이들과 공모하여 자기를 살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재추

에게 국왕 폐위를 요구하였다. 그가 김준을 거세하고 집권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원종

이지만,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거북한 존재였고, 또 몽골과 연계되어 친몽親蒙으로 기

운 원종이 있는 한 그의 정치적 장래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임연은 폐위를 기도한 지 3일

뒤에 삼별초와 도방을 동원하여 원종을 상왕으로 물러선 형식을 취하게 하는 한편, 원종

의 아우인 안경공安慶公 창淐을 옹립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은 창에 의하여 교정별감에 임

명되었고, 비로소 무신정권의 집권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원종의 폐위는 국내외의 반발을 받게 되었다. 마침 몽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은 태자는 다시 몽골로 돌아가 특별한 조치를 호소하였다. 몽골은 강력한 어

조로 그 일을 비난하며 원종의 복위를 명하였다. 동시에 원종과 임연의 입조를 요구하는

조서를 보내면서 몽골군의 고려 진입을 준비하였다. 임연은 의외로 강경한 몽골의 압력에

굴복하여 폐위 5개월 만에 원종을 복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몽 관계 속에서 적

나라하게 드러난 임연 정권의 한계는 국왕의 친위 집단을 크게 고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종이 복위된 후 15일 만에 친위 무신들에 의해 임연을 살해하려는 기도가 있었다. 그러

나 이 사건은 사전에 임연에게 알려지게 되어 실패하였다. 임연 살해를 모의했던 대표자

인 조오趙璈는 무진정변에서 위사공신에 책봉된 인물이다. 임연이 원종을 폐위하고 권세를

멋대로 휘두르게 되자 조야의 마음이 조오에게 돌아간 것이다. 임연에 의한 국왕의 폐위

는 대다수의 조정 관료들이 임연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친위 무신인 조오는 복위한 원종과 정계의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으로 부상하였고 마침내

임연의 제거에 앞장섰다. 

이때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탄崔坦은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의 영리營

吏로서 1269년(원종 10)에 임연이 왕을 폐하고 안경공 창淐을 세우자 한신韓愼·이연령李延齡·

계문비桂文庇·현효철玄孝哲 등과 모의, 임연을 벤다는 명목으로 난을 일으켰다. 최탄이 반란

을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는 임연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몽골에 귀부하여

몽골의 세력을 배경으로 서북면 일대를 자신의 세력권 아래 두어 독립된 정권을 세우려 한

것이다. 최탄은 서경 이하 북계의 54성과 자비령 이북의 황해도 6성을 들어 몽골에 귀부

할 것을 표명하였고, 이에 원나라 세조는 최탄·이연령에게 금패金牌를, 현효철·한신에게는

은패銀牌를 주고 자비령을 경계로 이북 지역을 몽골에 내속하여 동녕부東寧府라 하고, 최탄

을 동녕부총관으로 삼았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에서는 동녕부를 동녕로총관부東寧路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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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府로 승격했으나, 고려에서 자주 동녕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한 결과 1290년 세조는 동녕

부를 고려에 돌려주었다. 동녕부의 설치는 고려 영토의 일부를 몽골에 빼앗긴 것으로 역

사상 치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와 같은 최탄의 반민족적 행위 이면에는 자신의 실권을 확

고히 하여, 서북면 일대에 독립 정권을 세우려 계획한 것이었다. 

1269년(원종 10) 12월 친위적 성격의 정변이 실패하자 원종은 돌연히 몽골로 떠나갔다.

이는 몽골의 입조 요구에 응하는 것이었으나, 정변의 실패에 따른 신변상의 안전이 불투

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1270년(원종 11) 초에 몽골에 도착한 그는 원의 세조世祖를 만나 혼

인 및 군대를 청하였다. 몽골 왕실과의 혼인이 성사된다면, 원나라는 고려 왕실의 막강한

정치적 배경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또한, 몽골의 군사를 빌어 임연을 제거하고 왕정

복고를 기도하고자 했다. 원종은 원元나라에서 병력 지원만을 허락받아 원군元軍을 거느리

고 고려에 돌아왔다. 그동안 불안감 속에 삼별초를 각 섬에 보내어 입보入保하게 하고 몽골

과 항전할 준비를 하고 있던 임연은 등창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감국監國을 맡았던 순안후

順安侯 종琮은 그의 아들 임유무를 교정별감으로 삼아 그 지위를 계승시켰다. 

임연이 병사한 후 병권을 잡은 임유무는 아버지를 이어 교정별감이 되었으나 아직 나이

가 어렸으므로 실권은 그의 장인 이응렬李應烈 등이 잡게 되었다. 이들은 임유무를 받들고

임연의 항몽의 뜻을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개경으로 돌아온 원

종은 강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명하니 자연 강도의 항몽 전열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

작하였다. 즉 항몽파와 환도파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중에 임유무의 매부인 홍문계洪文系가 임유무를 살해하고 이응렬 등은 유배시키

었다. 이때가 원종 11년 5월이었고 이어 개경 환도가 이루어졌다. 강도가 무너지고 개경으

로의 환도는 곧 대몽항쟁을 포기하는 것이며, 고려가 완전히 몽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

과 동시에 100년간 계속되었던 무신정권도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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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외적의 침입과 진천

1. 거란의 침입

거란契丹이란 퉁구스와 몽골의 혼혈족으로 알려진 동호계東胡系의 한 종족으로서 해단奚丹

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5세기 중엽부터 요하遼河 상류 지역에서 유목을 생업으로 하고 있

던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중국에는 북위 때부터 이름이 알려졌으며, 고구려

의 전성기인 장수왕 때에는 출복부出伏部 등 그 일부가 고구려에 예속되기도 하였다. 8세기

에는 당나라의 위구르[回鶻]에 복속된 적도 있었지만, 당나라 말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강

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오대십국의 시대를 거쳐 송宋이 중원지역을

통일하였고,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하고 있

던 시기에 북방의 초원에서는 거란이 신흥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란족은 8 부족이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9세기 후반 점차 통일의 기운이 일어나

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있었다. 그는 당말-오대의 혼란을 피해

거란의 영역으로 망명한 한인漢人들의 협력을 얻어 세력을 축적한 후 마침내 거란 부족 전

체의 통일을 달성하여 916년 거란국을 세우고 얼마 뒤에 국호를 요遼로 바꾸었다. 이러한

여세로 925년 2월에 동쪽의 발해를 침공해 이듬해 2월에 멸망시켰으며, 중국을 침략해 연

운燕雲 16주를 차지하여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거란은 언제든지 충돌할 기미가 있었지만, 송나라와 대적해

야 하는 거란으로서는 고려에 우호적으로 다가왔다. 야율아보기가 거란족을 통일해 나라

를 세운 뒤, 922년(태조 5)에는 낙타·말 등을 보내어 고려에 수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되자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며 이들을 우대하고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942년에는 거란의 태종太宗이 보내온 낙타 50

필을 만부교萬夫橋 아래에서 굶겨 죽이고, 사신 30인을 유배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태조

는 훈요 10조에서도 거란을 금수禽獸의 나라로 단정하여 경계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대

거란 정책은 이후의 왕들에게도 계승되었다. 정종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30만의 광군

光軍을 조직했고, 광종은 서북쪽에 맹산·숙천·박천·문산 등 청천강 유역과 동북쪽으로는 영

흥·고원 등에 성을 쌓거나 군사시설을 갖추고 경계를 엄하게 하였다. 또한, 이 무렵 발해

의 유민들은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정안국定安國을 세우고 송·고려와 통교하면서 거란을 적대

시했고, 해상을 통해 송과 내왕하면서 거란을 협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에 큰 위협을 느낀 거란은 986년에 먼저 압록강 중류의 정안국을 공격하여 멸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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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91년에는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을 경략한 후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993년(성종

12) 5월과 8월의 두 차례에 압록강 부근의 여진으로부터 거란이 고려를 침입할 것이라는

통고가 있더니, 10월에 소손녕蕭遜寧이 이끄는 80만의 거란군이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것

이 거란의 제1차 침입이다. 고려에서는 박양유朴良柔와 서희徐熙 등을 보내 이를 막는 한편,

성종이 친히 안북부까지 나아가 전선을 지휘하였다. 하지만 봉산군蓬山郡을 빼앗기고 선봉

장 윤서안이 사로잡히자, 성종은 서경으로 돌아왔으며, 조정에서는 이몽전李蒙戩을 청화사

請和使로 하여 내침의 진의를 타진케 했으나, 소손녕은 항복만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하자는 의견과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서 거란에 주고 황주黃州부터 절령岊

嶺까지를 국경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서희와 이지백李知白 등이 항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므로 성종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한편 소손녕은 안융진安戎鎭을 공격하다 실패하자 고려에 화친을 제안하였다. 고려 조정

에서는 서희를 급파해 소손녕의 화친 제의에 외교 담판을 벌였다.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나아가 압록강 동쪽 약

280리의 동여진 땅을 차지하여 흥화진興化鎭(의주), 통주通州(선천), 귀주龜州(귀성), 곽주郭

州(곽산), 용주龍州(용천), 철주鐵州(철산) 등의 이른바 강동 6주를 설치하여 영토를 압록강

까지 확장하였다. 

제1차 침략의 목적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요와 교류하게 하려는 것이었

다. 이로써 요는 고려에 대해 형식적인 사대의 예를 받아 침공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고려

는 강동 6주를 획득하여 실리를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는 요나라와의 약조와는 달리

비공식적으로나마 송나라와 계속 교류하였고, 요나라 또한 강동 6주가 동여진 정벌과 고

려 압박에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제2차 침략은 1010년(현종 1) 11월에 요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

략해온 것이다. 당시, 고려는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千秋太后와 김치양金致陽이 목종을 죽이

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잇게 하려 하자 강조康兆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과 천추태후의 세력을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한 후 충주로 가는 길에 시해했으며, 태조의

손으로 왕위계승 자격을 가진 대량원군大良院君을 현종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요나라는 강

조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고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제2차 침략의 실제 목적은 송나라

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여 고려와 거란 간의 관계를 재차 확인시키고, 강동 6주를 되찾

으려는 것이었다. 거란군은 먼저 흥화진을 공격했으나 성주 양규楊規의 항전으로 함락하지

못하였다. 현종은 강조를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로 삼아 통주通州에 나가 막게 했으나 크게 패

배하고 사로잡혀 죽었다. 거란은 이어 곽주, 안주의 성을 빼앗고, 개경까지 함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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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다시 항복하자는 주장이 거세졌으나 강감찬姜邯贊의 반대로 현종은

나주羅州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거란군은 개경의 함락에만 서둘러 흥화진, 구주, 통주, 서

경 등을 그대로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병참선이 차단되었다. 이에 요는 고려가 하공진河拱

辰을 보내 화친을 청하자 현종이 친조親朝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회군하다가 귀

주 등에서 양규와 김숙흥金叔興 등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받았다. 양규와 김숙흥은 이 전

투에서 전사하였다. 

고려는 거란의 제2차 침입 후 부처의 힘으로 외환을 극복하고자 대장경大藏經 판각 사업

을 시작하여 18년이나 걸렸다. 이것을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 하는데 처음에는 강화도 선

원사禪源社에서 판각하여 보관하다가 후에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봉안되었으나 몽골의 침

입으로 불타버렸다. 그런데 초조대장경 판각의 발원지가 곧 청주라는 주장이 있어 주목된

다.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다가 개경으로 환도하는 길에 1011년(현종 2)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청주의 행궁行宮에 머물렀고, 2월 15일에는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燃燈會를 거행하

였는데, 이 연등회에서 현종과 그의 신하 및 만백성들이 천지신명과 제불다천諸佛多天에 기

고祈告함으로써 판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29)

개경에 돌아온 현종은 요나라에 친조하지 않았고, 강동 6주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응했으며, 1013년 거란과 국교를 끊고 다음 해에 송나라와 다시 교류하였으므로 요는

1018년 12월 소배압蕭排押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다시 제3차 침입을 해왔다. 이에 고려는

서북면행영도통사西北面行營都統使로 있던 강감찬姜邯贊을 상원수,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로 삼

아 20만 8천여 명의 군대가 곳곳에서 거란군을 격파했다. 흥화진 전투에서 고려는 1만 2

천여 명의 기병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굵은 밧줄로 쇠가죽을 꿰어 성 동쪽의 냇물을

막았다가 적병이 이르자 막았던 물을 일시에 내려보내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

다. 거란군은 초반부터 크게 패했지만 후퇴하지 않고, 고려군의 이어진 공격을 피하여 개

경으로 침공하다가 자주慈州에서 강민첨의 공격을 받았으며, 고려군의 청야작전淸野作戰으

로 인해 식량 공급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소배압은 다음 해 정월 개경에서 멀지 않은 신

은현新恩縣에 도달했으나 개경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려 퇴각하였다. 강감찬

은 자주와 신은현에서 고려군의 협공으로 인해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龜州에서

적을 섬멸했는데,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 한다. 거란군 10만 명 중에서 생존자는 겨우

2,000여 명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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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성수(2012), 「‘고려 초조대장경의 발상지, 청주’에 관한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20주년 기념 학술회의』, 청
주고인쇄박물관,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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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은 세 차례에 걸친 고려 침입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던 데 비해, 고려인들

의 굳건한 의지는 국난을 극복하여 국토를 지켰다. 그 후 고려는 1019년(현종 10) 거란과

평화 관계를 수립하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였다. 이후 고려는 북방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

해 1029년 개경에 나성羅城을 쌓았는데, 이때 청주의 호족 출신인 이가도李可道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033-1044년에는 전국 경선에 걸쳐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의 경비를 철

저히 하였다. 

2. 여진족의 침입

여진족이란 만주의 일부 지방에 거주했던 퉁구스계 종족 집단을 말한다. 여진족의 기원

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사료에는 시대에 따라 종족 이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데, 대체로 숙신·읍루·물길·말갈로 변화되었다. 여진女眞(Jušen)은 10세기 초 『요사遼史』에

등장하며, 청나라가 건국된 후 1635년부터는 여진이라는 용어가 금지되어 만주족으로 바

뀌었다. 전신은 말갈이고 후신은 만주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말갈, 만주와 여진이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이들이 살던 요동 지역은 사방이 트인 개방적인 지형이었고 수백 년

의 역사를 거치며 끊임없이 편입과 이탈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11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 새로운 민족이 발흥하여 동아시아 전역을 격변의 소용돌이 속

에 몰아넣었으니 그것이 바로 수당 시대 말갈족이라 불리던 민족의 후신인 여진족이다. 여

진족은 농경과 수렵을 병행하는 민족으로서, 발해가 건국되자 그 지배하에 들었다가 10세

기 초 거란족이 동북아 일대의 패권을 장악한 이래로는 그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요나라

시대를 통해 민족 전체가 거란족에 복속된 것은 아니어서, 그 귀속 정도에 따라 북쪽의 생

여진生女眞과 남쪽의 숙여진熟女眞으로 구분된다. 생여진은 북만주 일대에 거주하며 전래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숙여진은 요의 지배에 복속된 채로 점차 농경 생

활에 적응해 갔다. 

고려가 여진족과 교섭을 가지게 된 것은 왕건王建의 북방 개척에서 비롯되었다. 『금사金

史』에는 여진족의 조상이 고려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고려 초기에는 고려를

상국上國으로 섬겼던 여진을 회유해 무역을 허락하고, 귀화인에게는 가옥과 토지를 주었으

며, 추장에게는 무산계武散階·향직鄕職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이 당시 여진인들은 활·말·모피

등을 주로 조공하고, 의류·식량·농기구·그릇 등 생활필수품을 주로 수입해갔다. 그런데 숙

종 때에 이르러 북만주 하얼빈哈爾濱지방에서 일어난 완안부完顔部의 추장 영가盈歌가 여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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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합하고 북간도 지방을 장악한 뒤 두만강까지 진출하였다. 1104년(숙종 9) 그를 이은

조카 우야소烏雅束는 더 남하해 고려에 복속되었던 여진을 경략하였다. 이때 우야소는 완안

부에 따르지 않은 무리를 추격, 함경남도 정평定平의 장성長城 부근까지 진출해 고려군과 충

돌하게 되었다. 고려는 문하시랑평장사 임간林幹을 보내 우야소를 정벌하게 했으나 실패하

였다. 다시 추밀원사 윤관尹瓘을 보내어 겨우 화친을 맺고 돌아왔다. 두 차례에 걸친 패전

으로 정평·장성 밖의 여진은 완안부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윤관은 숙종에게 패전의

원인을 보고하면서 기병騎兵의 양성과 군량의 저축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기병인 신기군神騎

軍, 보병인 신보군神步軍, 승려부대인 항마군降魔軍으로 이루어진 별무반別武班을 편성하였다. 

1107년(예종 2) 고려는 윤관을 도원수, 오연총吳延寵을 부원수로 하여 군사 17만을 동원,

함흥평야 일대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북청까지 진출해 함주를 중심으로 9성九城을 쌓았다.

또한, 남쪽의 민호民戶를 옮기어 9성에 이주시켰으며, 특히 길주성에 호국인왕사護國仁王寺

와 진국보제사鎭國普濟寺를 창건하고 개경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9성의 방어 자체도 어려

웠고, 여진족이 9성을 돌려달라고 애원해 1년 만에 그들에게 돌려주고 말았다. 

1115년 우야소의 후손 아구타阿骨打가 완안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일해 금金나라를

세운 후 1117년에 고려에 형제 관계를 요구하였다. 1125년(인종 3) 요나라를 멸망시킨 뒤

에 북송北宋을 멸해 중원을 점령하자, 고려에 사대事大의 예를 강요하고, 남송南宋과의 교류

도 간섭하였다. 고려에서는 이 요구를 무례한 짓이라 하여 분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당

시 고려의 집권자인 이자겸李資謙 일파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타협을 통한 평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후 고려의 북방 개척 정책은 일시 좌절되었다.

1126년(인종 4)의 일이다. 고려에 칭신稱臣하였던 금나라와 이제는 반대로 군신의 관계를

맺은 결과 군사적인 침략은 없었지만, 그 후 약 70여 년간 굴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고려의 사신으로 금에 다녀온 인물 중에 이공승李公升이 있다. 그는 청주의 유력한

호족 출신으로 태조 때의 공신인 이희능李希能의 6대손인데, 그의 영당이 현재 진천군 문백

면 사양리에 있다. 이공승은 인종 대에 문과에 급제한 후 의종 때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의 자

격으로 고려의 사신이 되어 금나라에 다녀왔다. 당시 사절 수행의 군사에게 은 1근씩을 거

두는 게 상례였으나 전혀 거두지 않아 청렴함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에 있을 때는 왕이 고신 서명을 강요했으나 간관 때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서를 받

들 수 없다며 이를 끝내 거부하기도 했다. 또 의종이 궁녀들과 사치하고 방탕한 연회를 베

풀고 국정을 소홀히 하자 이를 비판하는 시를 지어 왕에게 간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직한

인물이었기에 무신의 난이 일어나 많은 문신이 제거되었음에도 이공승만은 화를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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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는 1183년(명종 13)에 죽었는데 그의 나이 85세였다. 현재 진천 사양리에 있는

그의 영당은 1728년(조선 영조 2)에 건립한 것이다.30)

3. 몽골의 침입과 대몽항쟁

13세기에 접어들며 유라시아 대륙은 급격한 군사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내륙 아

시아 초원지대에서 건설된 몽골 제국의 정복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는 최

씨 무신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로 그 무렵 몽골 초원 일대에는 타타르·메르키트·케레이

트·웅구트·나이만 등 수많은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뒤엉켜 도움

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화를 보이기도 했으며, 또 이러한 불화로 인해 심각한 전쟁

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세기 후반 몽골 부족에 테무진이라는 걸출한 인

물이 등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전까지의 세력 균형은 무너지고, 초원 사회는 몽골 부

족에 의해 급속히 통합되어갔다. 

고려가 처음 몽골과 접촉하게 된 것은 몽골에서 쫓겨 오는 거란족을 협공하면서부터이

다. 거란족은 금金이 망할 무렵 독립하여 후요後遼를 세웠으나, 다시 몽골군에게 쫓겨 고려

의 강동성江東城에 내려와 서북 지방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이에 고려는 몽골군의 지원을

받아 조충趙沖·김취려金就礪 등을 보내어 이를 함락시켰다. 몽골은 이를 계기로 고려에 큰

은혜라도 베푼 듯이 고려와 협약을 맺고 해마다 과중한 세공을 요구하는 한편 몽골 사신은

고려에 들어와 오만한 행동을 자행하여, 고려는 차츰 그들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1225년(고종 12) 음력 1월 몽골 사신 저고여箸告與가 국경지대에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몽골은 이를 고려의 소행이라 하고, 고려는 국경을 넘어서 거란 사람

에게 피살된 것이라 주장하여, 양국 간의 관계는 점차 험악해지고 마침내는 국교단절에까

지 이르러 몽골은 고려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였다. 이때 몽골이 즉시 침입하지 않은 것은

서방에 대한 공략과 징기스칸의 죽음 때문에 동방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29년에 징기스칸의 뒤를 이어 칸에 오른 오고타이는 1231년 8월부터는 고려를

제1차 침공하였다. 이때 살리타[撒禮塔]가 이끄는 몽골군은 함신진咸新鎭(의주)을 거쳐 철

주鐵州(철산), 귀주龜州(귀산), 정주靜州, 안북부安北府(안주), 서경, 황주黃州, 봉주鳳州(봉산),

평주平州(평산)를 차례로 공략하였고, 연말에는 개경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고려에 항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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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주, 광주, 충주, 청주에까지 남하하여 여러 성을 공격하였

다. 이에 고려에서는 귀주, 자주慈州 등에서 분전하여 끝내 성을 지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북계병마사 채송년蔡松年의 지휘로 적에게 대항하였지만, 몽골군을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마침내 개경이 포위되기에 이르자 고종은 하는 수 없이 몽골의 권항사權降使를 인견하고, 왕

족 회안공淮安公 정侹을 살리타의 주둔지에 보내 화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몽골은 저

고여 피살사건의 책임을 추궁해왔으나 고려는 이를 금나라의 소행이라 주장하고 화의를

성립시켰다. 이로써 전쟁은 중단되었고, 다음 해에 살리타는 서북면 지역에 다루가치達魯

花赤를 남겨두고 철군하였다.

고려는 비록 몽골과 화의하였지만, 이것이 본의는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몽골에서는 도

단都旦을 다루가치로 삼아 개경에 파견하였는데, 그의 오만한 행동과 몽골로부터의 과중한

공물 요구는 고려 군신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당시 무신정권의 우두머리이

던 최우는 몽골군이 해전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각지의 주

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신시키는 등 몽골에 대한 항전태세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를 전후하여 내시 윤복창尹復昌과 서경순무사 민희가 각각 서북면과 서경에서 다루가치를

습격하는 일이 차례로 발생하였다. 고려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것이 제2차 침략이다. 즉 1232년에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은 고려

정부에 대하여 개경 환도를 요구하면서 경상도에까지 남하하여 약탈하였다. 그러나 고려

는 항전을 계속하였고, 이해 12월에는 수원의 속읍인 처인성處仁城(용인)에서 김윤후金允侯

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함으로써, 몽골군은 서둘러 철수하였다. 또한, 다음 해에는 북계병

마사 민희가 최우의 가병家兵 3,000명을 이끌고 서경을 공격하여, 몽골의 제1차 침입 때 살

리타에게 투항한 뒤 몽골군의 길잡이가 되었던 홍복원洪福源 일당을 요양遼陽지방으로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고려 안의 몽골 세력은 완전히 축출되었다. 

고려에서 패퇴한 직후에 몽골은 주위의 동진국과 금을 정벌하는 데 힘을 기울이느라 미

처 고려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는 약 2년 동안 몽골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은 1233년과 그다음 해에 동진국과 금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계속

해서 남송을 공격하는 한편, 1235년부터 다시 고려에 대한 제3차 침입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침략은 전날의 패퇴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어, 당구唐古를 주장으로 한

몽골군은 고려에 화의를 교섭해오는 일이 없이 경상, 전라도에까지 침공하여 전국을 휩쓸

고 다녔다. 이에 고려에서는 개주, 온수, 죽주竹州(죽산), 대흥大興(예산) 등지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 각지의 산성에 방호별감防護別監을 파견하여 항

전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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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몽골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대장경大藏經』을 조판하기 시작한 것

도 이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몽골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못하고, 피해가 늘어

가자 결국 고려는 1238년에 장군 김보정과 어사御史 송언기를 몽골에 보내어 강화를 제의

하고 철군을 요구하였다. 이에 몽골은 고려 국왕의 친조親朝를 조건으로 고려의 요구를 받

아들여 다음 해에 모두 철수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직접 외국에 입조入朝하는 것이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에

서는 고종이 모후 유씨柳氏의 상중임을 빙자하여 왕족 신안공 전을 왕의 동생이라 칭하고

대신 입조하도록 하였다. 다음 해에 신안공 전은 무사히 귀국하였지만, 이때 몽골은 사신

을 함께 보내 섬에 피신한 백성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고 그 수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과

독로화禿魯花 즉 인질을 보낼 것, 그리고 반몽 행위를 한 고려의 관원들을 몽골로 압송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신안공 전의 종형인 영녕공 준을 왕의 친아들이라 하

여 귀족의 자제 10명과 함께 인질로 보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몽골에서 오고타이가 죽고

칸汗의 계승을 둘러싼 분규가 일어났으므로 고려에 더 이상의 요구를 해오지 않았고, 따라

서 고려로서는 독로화의 파견만으로 몽골과의 화의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몽정책은 임시방편이거나 몽골을 기만하는 것

이었으므로 몽골을 자극하여 이후 네 차례나 더 침입하게 되었다. 

강화는 육지에서 매우 가까운 섬이었으나 물을 두려워하는 몽골군은 이곳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왕의 출륙出陸만을 요구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노략질을 하였다. 1231년부터 1258

년에 이르는 거의 30년 동안에 몽골은 7차례의 대규모 침입을 감행하였다. 이 동안에 왕

족과 귀족은 강도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나, 육지에 남아 있는 일반 백

성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토에 있던 백성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몽골군과 싸우면서 사력을 다해 나라를 지켜내었다. 

대몽항쟁의 싸움터에서 생명을 바쳐 싸운 것은 주로 농민과 천민이었다. 물론 일선의 성

이나 진에는 병사가 배치되어 싸우고 있었지만, 국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은 민병들이었다. 관악산의 초적草賊들이 정부군에 항복하여 대몽전을 수행한 것이나,

귀족 관리들이 모두 도망치는데도 끝까지 항전한 충주 백성들의 분투는 민병이 항전의 주

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은 전국을 초토화하였는데, 특히 1254년(고종 41)에 차라

대車羅大가 이끄는 몽골군이 전후 6년에 걸쳐서 4차례나 침입하여 20여만 명이나 잡혀가는

등 전국적으로 큰 전화가 있었다. 제1차 침입이 있었던 1254년 7월에 몽골군은 평안·황해

양도를 지나 개경을 취한 뒤 경기·충청·경상도에 이르렀다. 8월 20일에는 몽골의 척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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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가 충북 괴산에 주둔하였다. 이때 무신으로서 산원散員 직에 있던 장자방張子邦은 별초

別抄를 거느리고 나아가 이를 물리쳤다.31) 이때 승장僧將 김윤후金允侯는 야고也古가 이끄는

적병을 크게 무찌르는 등 활약이 매우 두드러졌다. 김윤후는 일찍이 중이 되어 백현원白峴

院에 있다가 몽골이 침입하자 처인성에 피난하였는데, 이때 몽골의 원수 살리타를 활로 쏘

아 죽였다. 그 공으로 상장군에 임명되었으나 굳이 사양하여 섭랑장攝郎將에 임명되고, 뒤

에 충주산성방호별감忠州山城防護別監이 되었다. 그때 몽골군이 쳐들어와 주성州城을 포위한

지 70여 일이 되어 식량이 떨어져 위태롭게 되었을 때, 병사들을 독려하기를 “만일 힘을

다하면 귀천 없이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다.”라 하고 마침내 관노官奴의 부적을 불사르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니,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 적을 물리쳤다. 그 공으로

감문위상장군監門衛上將軍이 되었고, 그 밖에 군공을 세운 자들도 관노·백성 할 것 없이 모두

관작이 제수되었다. 1258년에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가 되었으나, 그때 동북면은 이미 몽

골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제3차 침입 때인 1238년(고종 25)에 고려 조정에서는 장군 김보정金寶鼎과 어사御使 송언

기宋彦琦를 몽골에 사신으로 보내어 철군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때 사신으로 간 송언기는

진천 사람이다. 그는 1204년(신종 7)에 진천에서 출생하여 고종 때에 문과 급제하여 관리

가 된 인물이다. 1237년(고종 24) 고려의 사신으로 몽골에 다녀온 후에도 여러 차례 대몽

사절의 임무를 맡아 몽골에 다녀왔다. 즉 1240년(고종 27) 12월, 1242년(고종 29) 1월 등

모두 4차례 몽골에 다녀왔고 그 후에도 1246년(고종 33)에 그를 강화사講和使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병이 나서 기동하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크게 근심하였다고 한다. 그는 다음 해

에 4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32)

대몽항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임연林衍이다. 임연은 앞의 무신정권에서 소개된 바

와 같이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여 전국을 돌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을 때에 진천의 군민들

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결성하여 대몽 항전에 나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

지만, 『고려사』 열전에 실린 임연의 기록을 통해서 단편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임연은

1234년(고종 21) 몽골의 제3차 침입이 있을 때 몽골군이 진천에 들어와 약탈을 자행하자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적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다. 이때의 공으로 조정

에서는 그에게 대정隊正 직을 내려주었다. 대정은 비록 하급 무관직이기는 하지만 임연이

후일 무인정권 말기의 최고 집권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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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高麗史』 卷24 高宗 41年 4月條 및 같은 책 卷56 地理志 忠州牧條,
『高麗史節要』 卷17 高宗 41年 2月條. 

32) 『鎭川郡誌』, 鎭川郡誌編纂委員會, 1994,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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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은 그 후 최항崔沆의 가신家臣으로 별장別將 직에 있던 김준金俊에게 발탁되어 그와 부

자의 의를 맺음으로써 출세의 길을 달릴 수 있었다. 특히 1258년(고종 45)에 김준이 최의

崔竩를 제거하고 집권자가 되자 임연 또한 이때의 공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되었고 상장군

上將軍이라는 무신으로서는 꽤 높은 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때 공신들의 출신지를 모두 승

격시켰는데 이로 인해 임연의 고향인 진천에도 현감縣監을 두었던 것을 창의현彰義縣으로 개

칭하고 현령縣令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후 임연은 집권자인 김준과 사이가 벌어져 결국에

는 김준을 제거하고 자신이 최고 집권자가 되자 그의 고향인 창의현을 다시 의녕군義寧郡으

로 승격시키고 지의녕군사知義寧郡事를 두게 하였다. 그 후 임연은 원종元宗이 몽골에 굴복하

여 대몽 강화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고 끝까지 항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1270년(원

종 11) 병으로 죽었다. 임연이 죽자 그의 아들 임유무林惟戊가 뒤를 이어 교정별감敎定別監이

되어 집권하였으나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조정 문신들의 반발에 부딪혀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살해당하였다. 그리하여 정중부 이래 100년간 유지되던 무인정권은 임유무를 끝으로

종식되었고, 그동안 무인들을 통해 유지되어 오던 대몽항쟁도 끝을 맺게 되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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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鎭川郡誌』, 위의 책,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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