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사조선전 4권, 명사(明史) 

명사; 336권으로 구성 . 중국 정사(正史)의 하나로, 청(淸)나라의 장정옥(張廷玉) 등이 척령을 

받들어 편찬. 《명사고(明史橋)》를 원본으로 하여 1735년에 완성. 목록 4권, 본기(本*리 24권, 

지(志) 75권, 표(表) 13권, 열전(列傳) 220권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1679 

년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걸려 면수(編修)된 역사서. 

1. 흥무제, 1368-1398 6. 경태제, 1449-1457 11. 만력제, 1572-1620

2. 영락제, 1402-1424 7. 성화제, 1464-1487 12. 태창제, 1620

3. 홍희제, 1424-1425 8. 홍치제, 1487-1521 13. 천계제, 1620-1627

4. 선덕제, 1425-1435 9. 가정제, 1521-1567 14. 숭정제, 1627-1644

5. 정통제, 1435-1449 10. 융경제, 1567-1572

31. 공민왕, 1351-1374

32. 우왕, 1374-1388

33. 창왕, 1388-1389

34. 공양왕, 1389-1.392

1. 태조, 1392-1398 6. 단종, 1452-1455 11. 중종, 1506-1544

2. 정종, 1398-1400 7. 세조, 1455-1468 12. 인종, 1544-1545

3. 태종, 1400-1418 8. 예종, 1468-1469 13. 명종, 1545-1567

4. 세종, 1418-1450 9. 성종, 1469-1494 14. 선조, 1567-1608

5. 문종, 1450-1452 10. 연산군, 1494-1506

여말선초, 중국과의 관계 

약 l세기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온 고려 조정은 명 이 건국을 선포한 1368년(공민왕 17) 

이후에도 원의 잔존세력 때문에 친원(짧元)·친명(觀明) 양파로 갈려 확고한 외교정책을 펴지 

옷하고 그후 20년 동안 대명(對明) 관계는 혼미(톱迷)한 외교정책을 거듭하였다 공민왕은 즉 

위 초에 원나라의 석퇴한 기미를 알고 자신의 몽골풍 머리(刺頭辦 髮)를 고치고, 1356년에는 

원나라 기황후(奇훌팀)의 오빠인 기철(奇輸) 등 원나라에 붙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고, 

북방의 잃어버린 영토의 일부를 찾았으며, 원의 연호를 폐지하는 등 진취적인 정책을 취하였 

으나 압력을 받아 다시 원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369년 명으로부터 개국을 알리는 

사신을 보내오자 이를 환영하고 성준(成堆) 등을 처음으로 명나라에 보내어 명태조의 성절(聖 

節;생일)을 축하하였고, 원의 연호 지정(至正)을 다시 폐지하였다 1370년, 고려는 명의 홍무 

(洪武) 연호를 쓰기로 결정하고, 이성계(李成桂)로 하여금 원의 동녕부(東寧府)를 치게 하여 원 

과 절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이 북원(北元;1368년 이후 원을 북원이라 함)에서도 꾸준히 

고려에 사신을 보내 회유를 계속하였고, 1374년 공민왕이 죽고 우왕(福王)이 즉위한 뒤 정권 

을 장악한 시중(待中) 이인임(李仁任)은 친원(親元)정책으로 급변했다. 이 해 고려에 왔다가 돌 

아가던 명나라 사신 채빈(蔡짧)은 고려의 호송관 김의(金義)에게 살해되고, 북원은 고려에 사 

신을 보내 왕을 책용하는 등 고려와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날로 강성해가는 명의 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