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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羅末麗初의 전환기에 발생한 社

秩序體制의 변화, 특히 그

신분구성 기반의 혁신적 변

천과정과 그 정치적 개혁과정의 역사적 意義를 규명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것은 古代에서
中世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동기에 일어난 권력구조와 신분체제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며, 이러
한 검토는 신라골품체제의 붕괴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고려의 새로운 姓品(假稱)體制의 대두를 밝
히는 것이된다.
라말려초의 姓品체제 형성과정을: (1) 구 신라 왕경귀족의 지방분산과 토착화로 인한 그들의 地緣
的 변천; (2) 그들의 통혼권 확대로 인한 血緣的 변화; 그리고 (3) 唐代사상과 제도적 영향으로 인
한 구 귀족층의 사상과 이념적 변화등 3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검토--그러나 이와 같은 세분은 어
디까지나 논리적 편법이며, 현실적으로는 유기적 연관관계 를 갖고 발전한 사회현상이므로 서로
고립하여 전개된 현상이 아니다— 분석하여, 라말려초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사회질서체제의 변천
을 역사적 지속성과 단절이라는 양면의 시각으로 접근한다.
CE 935년의 신라멸망은 골품체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골품

체제의 명맥은 사회관습과 타성으로 당분간은 그 여맥를 유지했을 뿐아니라, 후삼국시대의 급변
하는 정세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새로운 권력구도와 질서체제의 재편성은 신라 지배층의 귀순으
로 말미암아 비교적 완화하게 이루어졌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밝혀야 할 점은 신라 골품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地緣性은 긴 세월
을 두고--신라의 영토 확장과 통일을 전후한 시기를 기점으로--이미 서서히 확대 분산되어가고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확산은 골품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인 血緣과 理念에도 획기적인 변
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라 왕경귀족의 통혼권의 확대와 정치이념의 새로운 전개는 결
코 고립된 개별적 현상이 아니라, 신라사회의 총체적 변화의 급류를 타고 발생한 변화이었다. 따
라서 본고에서 검토한 3대 구성요소의 변천과정도 어디까지나 그 역사적 지속성의 틀 속에서 서
서히 변천해 나간 사회변동과 유기적 상응관계를 가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고로, 성품체제의 형성은 결과적으로 골품체제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혈연적
세습의 지속성을 전제로 한 단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로운 성품체제는 신라 골품체제
에서는 허용치 않든 권력구조의 底邊확대를 가져왔고, 동시에 이것은 왕조교체에 수반한 정치제

도의 편성에도 획기적 관료화를 갖어왔다. 또 그것은 당대 선진 중국문화의 성공적인 수용의 소
산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의 자생적 발전과 그 고유성의 지속은 무엇보다도 구 신라

신분체제하의 권력분배에 비하면, 고려의 그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폭넓고 광범위한 사회적
저변으로 확장시켰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전통사회 질서체제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
면, 이러한 본질적 규명은 한국 전통사회의 권력구도의 변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하향적 변화와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상향적 변화와 유기적 상호관계가 있
다는 것을 방증해 주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골품제의 와해현상과 새로운 사회질서체제로
대두한 성품(후의 본관)제도의 형성도 이러한 유기적 상응관계속에서 이루어젔다. 한국 전통사회
에서 내재적으로 일어나 는 정치,사회, 문화적 발전과 개혁의 저류에 흘러 내려온 이러한 유기적
力學관계는 전통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규명하는데 유의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라고 본다.

Title: The Formation of New Social Order in Early Koryo

The paper unveils the historical process through which the new Koryo social order, named the
songp’umje (

) by this author, emerged while the old Silla aristocratic monopoly of power

under the kolp’umje (

) of Unified Silla (668–935 CE) disintegrated during the societal

transformation from Silla to Koryo (918–1392 CE).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the new power
configuration, which had evolved out of the older aristocratic power alignment under the kolp ’m
order and had all the earmarks of a significant new socio-political development in the epochal
transition from Ancient to M edieval Korea. Specifically, the paper takes up three aspects of this
historic development, focusing on those factors that lent vital impetus to societal transformation,
namely, diversification in the geopolitical power base of the aristocracy,change in the aristocratic
marriage pattern, and reform in the ideological outlook of elite intellectuals.

First, the paper investigates the new regional centers created in Unified Silla as the bases of local
governance to oversee the vast new territories acquired following the conquests of Paekche in 660
CE and Koguryo in 668 CE. The dispersal of Silla aristocratic officials to the new regional centers
and their subsequent settlement there as local governing forces led to the creation of a regional
replica of the age-old Silla central power structure previously limited to the capital Kumsong
(Kyongju). This development, buttressed by the other two aspect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discussed below, resulted in a regional dispersion of the geopolitical power base of the Silla
aristocracy that had evolved into the new alignment of power under the songp’umje of Koryo.

Second, the paper examines momentous changes in the Silla aristocratic marriage pattern,
particularly among the resettled clans of the regional centers,in order to unravel the nature of the
transformation that had occurred in aristocratic marriage conventions in late Silla. A breakdown in
the aristocratic marriage taboo across the kolp’um classes is evident in several known cases of
inter-marriage between local elite families of Silla aristocratic background and of non-Silla
aristocratic background,thus attesting to the process of disintegration in the hereditary base of
the aristocratic monopoly of power under the Silla kolp’um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