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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명군에게 수도를 잃고 북쪽으로 물러난 1368-1388 년 사이 원을 '북원'이라 부른다. 북원 시기는 중원의 

패권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북원과 고려 관계는 크게 '공민왕대 관계'와 '우왕대 관계'라는 두 시기로 분류가 가능하다. 공민왕대에는 원과 

명이 각축을 벌이는 틈을 타 고려는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1369 년 공민왕 정권은 원과 

관계를 단절하고, 명과 사대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 영토를 정벌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민왕의 이러한 조치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공민왕은 사실상 북원과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양단 관계를 맺었다.  

1372 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원은 내외정 안정을 회복하여 고려에 대한 외교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이 친명 정책을 고수하였기에 고려에 대한 회유정책이 실패하였다.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 대부터 고려와 북원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려는 다만 명과 사대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동안 국교가 단절된 북원과도 관계 재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대세력의 치열한 

반대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달성되었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공민왕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수정하고 명을 견제하려는 북원과 고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당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본고에서는 우왕대 북원과 고려와의 관계의 추진 과정, 그리고 이 관계가 당시 동아시아 역사에 미친 영향 및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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