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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성종  歷史繼承意識의 개 양상

                                             윤 경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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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江東六州 개척과 高句麗繼承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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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徐熙의 강화 상과 고구려계승의식

4. 맺음말

1. 머리말

高麗는 국호에서 드러나듯이 고구려 계승을 명분으로 수립되었다.1)1)고구려계

승의식은 고려의 국가 정체성  북방 개척의 이념  기반으로 기능하 기 때문

에 해당 부문을 이해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근래에는 국의 東北

工程에 맞서 고구려의 역사가 한국사임을 입증하는 논리로서 특별히 주목을 받

았다.2)2)

* 경상 학교 사학과 교수.

1) 朴漢卨, 1977 ｢高麗 王室의 起源: 高麗의 高句麗繼承理念과 關聯하여｣ 史叢 21․22(합

집); 朴禮在, 1977 ｢高麗太祖 王建의 高句麗 復古意識｣ 공군사 학교논문집 7; 金光洙,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敎育 43; 鄭求福, 1992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한 一 : 三國史記의 기록과 련하여｣ 湖西史學 19․20(합집); 高句麗

硏究 , 1999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學硏文化社.

2) 안병우, 2004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  계승 계｣ 韓國古代史硏究 33; 朴漢卨, 2004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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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엄 히 왕건의 즉 와 고려 국호 반포는 새 왕조의 출발이 아니라 弓裔

가 처음 건국한 고려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출발로서 

획기 인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다. 이에 고려는 궁 를 지우고 高氏의 고려, 곧 

前高麗에서 王氏의 고려, 곧 後高麗로 이행하는 역사의식을 마련하 다.
3)3)

이에 따라 왕건의 업 은 즉 보다 후삼국 통일, 곧 三韓의 一統에 무게가 실

리게 되었다. 이후 역사에서 왕건은 “삼한을 일통한 군주”로 평가되었고, 이에 

연동하여 고려의 ‘開國’은 체로 왕건의 즉  신 후삼국 통일을 그 기 으로 

삼았다. 이러한 의식은 고려말까지도 그 본령을 유지하 다.
4)4)

그 결과 고려의 국가 정체성은 고구려로 설정되었지만, 국가 운 의 이념은 

삼한일통의식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고려의 역사의식은 양자가 병존하는 二元的 

양상으로 개되었다. 다만 시  상황에 따라 부각되는 역사의식이 달랐다.

를 들어 토와 련된 문제에서는 고구려계승의식이 강조될 여지가 컸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라면 응당 고구려 토의 회복을 목표로 할 것이므로 고

구려계승의식은 토 개척이나 토 문제를 매개로 발생하는 외 계에 향을 

미쳤다.
5)

5)이에 해 삼한일통의식은 통합의 이념이었기 때문에 內治의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국  체제 정비의 토 가 되고, 반란으로 인해 분열의 험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는 논리로서 활용될 수 있었다.
6)6)

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硏究 18; 崔圭成, 2004 ｢ 국의 東北工程의 실체와 高麗

의 高句麗 繼承意識｣ 白山學報 70; 박용운, 2006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한 종합  검

토, 일지사.

3) 윤경진, 2014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弓裔의 高麗’에 한 인식을 심으로｣ 한
국문화 68.

4) 윤경진, 2016a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 한국문화 74.
5) 종  동북 9성 개척 당시 林彦이 지은 ｢英州廳壁上記｣에서 당시 개척이 고구려의 옛 땅

을 수복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그 증표로 고구려 古碑를 제시한 것은 그 이다(윤경진, 

2016b ｢고려 동북9성의 범 와 ‘公嶮鎭 立碑’ 문제｣ 역사와실학 61).
6) 근래 삼한일통의식은 신라말 金憲昌의 난으로 야기된 국가 분열이 기에 응하는 이념

으로서 출 한 것으로 지 된 바 있다(윤경진, 2015a ｢신라 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 : 三韓一統意識 출 의 일 배경｣ 史林 52; 윤경진, 2015b ｢신라 神武-文聖王代의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 ｣ 新羅文化 46; 윤경진, 2015c ｢신라 景文王의 통합정

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9세기 三韓一統意識의 확립과 련하여｣ 韓國史學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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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고려의 역사의식은 고구려계승의식을 심으로 이해하 고, 이것이 

고려 기에 신라계승의식으로 교체된다는 맥락에서 보는 것이 일반 이었다.
7)

7) 

그러나 고구려계승의식은 국가 정체성과 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역사의식으

로 ‘ 체’된다는 단선 인 보다는 시  상황에 따라 그 내용, 는 다른 역

사의식과의 계 설정이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그 비 이나 함의가 달라진다

고 보는 것이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의 역사의식은 시  상황에 따라 고구려계승의식과 삼

한일통의식이 각기 그에 맞는 내용과 계를 형성하며 개되었다는 을 수

립할 수 있다. 두 역사의식을 토 로 시기마다 국가 안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구체 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신라계승의식의 문제 한 

이러한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사의식을 매개로 각 시기의 역

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 를 통하는 역사의식의 흐름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우선 성종 를 상으로 당시 역사의식의 내용을 살

펴보려는 것이다. 성종 는 체제 정비와 북방 개척이라는 안이 부각된 시기로

서 태조 에 수립된 고구려계승의식과 삼한일통의식이 어떤 양상으로 구 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 

이에 2장에서는 먼  성종 기에 진행된 체제 정비에 해 살펴볼 것이다. 

성종은 즉  후 신료들에게 求 하 고, 이에 맞추어 崔承 는 앞서 즉 한 다

섯 국왕의 정치를 평가하고 28조의 時務策을 건의하 다. 이것은 이후 유교정치

이념의 수립과 국가체제 정비의 토 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8)

8)따라서 그의 에

는 체제 운 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인데, 이것은 통합의 이념으로

서 삼한일통의식과 연결될 것이다. 이에 태조에 한 평가  시무책의 구체

인 항목에 담긴 역사의식을 삼한일통의식에 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성종  후반 개된 契丹과의 1차 쟁에 해 살펴볼 것이다. 당

7) 河炫綱, 1975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硏究 8.
8) 金哲埈, 1965 ｢崔承 의 時務二十八條에 하여｣ 趙明基華甲記念論叢; 吳瑛燮, 1993 ｢崔

承  上書文의 思想的 基盤과 歷史的 意義｣ 泰東古典硏究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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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란은 고구려의 옛 땅에 한 유권을 주장하며 고려의 북방 개척을 토 

잠식으로 간주하 고, 이에 고려 정부는 割地를 택했다. 그런데 徐熙가 이를 만

류하고 상에 나서 강동 6주를 확보하 다. 잘 알려진 로 당시 상에서 서

희는 고구려계승의식을 면에 내세웠다. 이에 당시 할지론과 서희의 상을 고

구려계승의식의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다.

2. 崔承  上書와 三韓一統意識

1) 태조 치  평가에 나타난 삼한일통의식

고려는 종  臣宿 의 숙청과 국식 정치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치 개

을 도모한 데 이어 성종 에 이르러 본격 인 체제 정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것은 성종 원년(982) 求 과 이에 응한 崔承 의 時務策을 요한 기반으로 하

고 있었다. 태조는 통일 후 체제 안정을 해 ‘一統三韓’의 이념을 강조했는데, 

태조의 정치를 이상 인 모델로 삼아 체제 운 의 방향을 제시한 최승로의 입장 

한 삼한일통의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최승로는 시무책을 개진하기에 앞서 이  다섯 국왕의 업 을 논평하 다. 이 

때 태조의 업 을 자세히 평가하는 부분에서 三韓의 一統을 강조하 다. 그러한 

로 다음 내용을 찾을 수 있다.

① 이에 金雞(신라)가 스스로 멸망하는 때가 되자 丙鹿(고려)이 再 하는 운을 

타고 고향(송악)을 떠나지 않은 채 闕庭을 이루었습니다. 遼浿의 거친 도를 

안정시키고 秦韓의 地를 얻어 19년 만에 天下를 統一하니 공은 더 없이 높

고 덕은 더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9)9)

② 백제를 평정함에 이르러 御駕를 이끌고 城에 들어가 곤궁한 백성을 보살피고 

慰諭를 두터이 더하면서 諸軍에 명령을 내려 조 도 범하지 못하게 하 습니

다. 한 南北이 오래 나뉘고 新 가 한 구별되지만 太祖께서는 하나같이 

9)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  “於是 値金雞自滅之期 乘丙鹿再 之運 不離鄕井 便作闕庭 

遼浿之驚波 得秦韓之 地 十有九載 統一寰瀛 可 功莫高矣 德莫大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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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여 끝내 오염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넓고 한 것이 한 이와 같았

습니다.10)10)

③ 스스로 一統을 이룬 이래 8년 동안 정치에 힘써 禮로써 事大하고 道로써 交隣

하 고, 편히 지내면서도 방만하지 않고 신하를 하는 것이 공손하 으며, 道

德을 귀하게 여기고 節 을 숭상하 습니다.11)11)

최승로는 ①에서 먼  태조의 즉 에 해 신라의 自滅과 고구려의 再 이라

는 에서 설명하 다. 이는 물론 고려 건국의 명분인 고구려계승의식을 표

한 것이다. 고려 국호에서 드러나듯이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 곧 後高麗라는 인

식은 분명한 제 다.

그런데 이후 태조의 업 에 한 설명에서는 ‘一統三韓’의 이념이 부각되고 있

다. 그는 우선 통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업 을 “遼浿의 도를 안정시킨 것”

과 “秦漢의 地를 얻은 것”으로 설명하 다. 遼浿는 遼河와 浿河( 동강)를 가

리키는 것으로 옛 고구려 땅을 표상한다.12)12)요패의 도를 안정시켰다는 것은 

곧 북방 토 개척을 말한 것이며, 동시에 그 근거가 된 고구려계승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丙鹿의 再 에 상응한다. 

이에 해 秦韓의 地를 얻었다는 것은 신라 병합을 상징한다. 秦韓은 辰韓과 

같은 의미이며 통상 신라와 연결되고 있다.13)13)이것은 신라가 고려에 귀순하여 그 

토를 그 로 확보한 것을 가리키며, 앞에 언 한 金雞의 自滅에 상응한다. 

그리고 최승로는 고구려 계승과 신라 병합을 묶어 天下의 統一로 제시하 다. 

여기서 천하의 통일은 결국 ‘一統三韓’을 의미한다. 이것은 ｢皇龍寺刹柱本記｣에

서 탑의 건립을 통해 기 되었던 海東諸國의 來 의 실제 결과가 “果合三韓”으

10) 의  “洎平百濟 車駕入城 哀恤窮民 厚加慰諭 下令諸軍 秋毫無犯 且南北久分 新 又別 

太祖撫之如一 終始不渝 其含弘寬簡 又如此也”

11) 의  “自成一統以來 勤政八年 事大以禮 交隣以道 居安無逸 接下思恭 貴道德崇節 ”

12) 遼浿는 唐代 墓誌銘에서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산견된다(권덕 , 2014 ｢唐 墓誌의 

고  한반도 삼국 명칭에 한 검토｣ 韓國古代史硏究 75).
13) 신라를 辰韓으로 지칭한 가장 빠른 사례는 金立之가 찬술한 ｢聖住寺碑｣에 보이는 “辰韓

京邑”이다. 이 비문에는 “(三)韓鼎足”이라는 표 도 등장하여 삼한일통의식의 수립과 함

께 신라가 자신을 그  하나인 진한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여 다(윤경진, 2015b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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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14)

14)해동제국의 역사  연원이 곧 삼한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과정에 백제가 배제되고 있다는 이다. 온 한 의미로 삼

국 내지 후삼국의 통합이 아니라 고구려(고려)와 신라의 통합만으로 ‘일통삼한’

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련하여 최승로가 태조에 해 평가한 내용 

에 다음 구 이 길을 끈다. 

백제의 萱이 兇悖하고 난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주인을 죽이고(殺主) 백성을 침

학하니 태조가 듣고 寢食할 겨를도 없이 출정하여 죄를 토벌하여 마침내 匡復을 이

루었습니다. 옛 주인을 잊지 않고(不忘 主) 기울어지는 것을 부지한 것이 한 이

와 같았습니다.15)15)

의 내용은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여 景哀王을 죽인 것에 해 태조가 출병하

여 견제하고 신라의 유지를 도와  사 을 서술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견훤

의 행 를 “殺主”라고 표 하고 태조의 행 에 해 “不忘 主”라고 표 한 것

이다. 일차 으로 신라는 후백제나 고려에 해 ‘주인’이었다는 것으로, 양자 모

두 신라에서 분기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후백제와 고려에 한 차별  인식이 담겨 있다. 곧 후백제

가 “殺主”했다는 것은 후삼국 당시에도 후백제를 신라에 해 종속 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보여 다. 곧 견훤은 ‘僞朝’인 것이다. 반면 고려는 신라를 ‘ 主’

로 규정하고 있어 신라 토에서 출발했지만 통일 쟁 당시에는 이미 신라와 

분리된 존재로 간주되었다. 秦漢 地는 백제를 아우른 신라의 토를 나타내며, 

遼浿의 도는 이와 구분되는 고구려 고토를 상징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일통삼한’은 고구려와 신라의 융합만으로 내용이 완성된다. 

고려가 고구려와 신라가 결합된 후신이라는 인식은 태조 즉 와 련된 圖讖에

서도 발견된다.

14) 이 에서 경문왕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은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이 확립되는 것을 보

여 다(윤경진, 2015c 앞의 논문). 하지만 이후 신라가 분열기로 어들면서 삼한일통의

식은 새로운 통합의 이념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이를 실 한 것으

로 인식되었다.

15)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  “百濟 萱 兇悖好亂 殺主虐民 太祖聞之 不遑寢食 行師討罪 

卒成匡復 其不忘 主 定傾扶危  又如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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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水의 가운데 四維의 아래, 上帝가 辰馬에 아들을 보내어(三水中四維下 上帝 子

於辰馬)

먼  닭을 잡고 뒤에 기러기를 치니, 이는 운세가 一三甲에 가득함을 말한다(先操

雞後搏鴨 此 運滿一三甲).

의 기록은 唐의 商客 王昌瑾이 中에서 얻은 거울에 새겨져 있었다는 명문

의 서두로서 태조의 즉 를 암시한 圖讖을 담고 있다.
16)

16)그리고 도참의 궁극

인 지향은 천하의 통일로 설정되어 있다.

辰馬는 辰韓과 馬韓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각기 신라와 고구려를 상징하면서
17)

17) 

태조가 통일을 이룰 상 지역을 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마는 포 으로 

삼한에 상응하는 개념인 것이다.
18)

18) 한 “先操雞”은 雞林, 곧 신라를 병합하는 

것을 말하며, “後搏鴨”은 북방 개척을 통한 고구려 구지의 회복을 나타낸다. 최

승로가 요패 도의 평정과 진한 구지의 획득을 통해 태조의 통일을 말한 것은 

진한과 마한을 병립시켜 ‘일통삼한’을 설정한 도참과 같은 구도이다. 

한편 ②에서는 계승 계나 토와 직  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태조의 

공업을 통합의 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을 요한다. 최승로는 통합

을 한 태조의 함을 두 개의 지표를 통해 설명하 다. 

하나는 태조가 후백제 공멸 후 그 도성, 곧 全州에 들어가 백성을 무한 것

이다. 당시 태조는 백성을 자신의 赤子로 인정하며 범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士들을 存問하고 재주에 따라 등용할 것을 약속하 다.
19)19)

16) 도참  “於巳年中二龍見 一則藏身靑木中 一則現形黑金東”이라는 구 이 있는데, 靑松은 

松岳을, 黑金은 鐵原을 가리킨다. 이것은 송악 출신인 왕건이 즉 하기 , 궁 가 나라

를 세우고 철원에 도읍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高麗史 권1, 太祖 즉  “靑木 松也 

松嶽郡人 以龍爲名 之子孫 可以爲君主也 王侍中 有王侯之相 豈 是歟 黑金 鐵也 今

所都鐵圓之 也 今主 初盛於此 殆終滅於此乎”). 도참에 한 자세한 분석은 별도의 과제

로 삼는다.

17) 잘 알려진 것처럼 최치원은 辰韓을 신라로, 馬韓을 고구려로 각각 비정하 는데, 고려

기 삼한에 한 인식은 최치원의 이해를 따르고 있었다. 반면 견훤은 마한을 백제로 연

결했지만 이는 고려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18) 숙종 때 金 磾가 南京 설치를 건의하면서 인용한 道詵의 ｢踏山歌｣에서 “松嶽山爲辰馬

主”라고 한 것에서도 같은 인식을 찾을 수 있다(高麗史 권122, 列傳35 方技 金 磾).

19) 高麗史 권2, 太祖 19년 9월 “王入百濟都城 令曰 渠魁 旣已納款 無犯我赤子 存問 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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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南北이 오래 나뉜 것과 新 가 구별되는 것에 해서도 하나로 

포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앞의 후백제 공멸과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신라와 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물론 일정한 역사  상황으로부터 유도된 

내용일 것이다.

남북이 오래 나뉘어 있었다는 것은 공간  측면에서 국가의 분열을 상징한다. 

구체 으로는 신라와 고려로 나뉘어 있었던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

다. 이 때 “오래 나뉘었다”고 한 부분은 고려를 새로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고

구려의 연속으로 보는 인식과 연결된다. 

앞서도 언 했지만, 왕건의 고려가 後高麗로 자임하면서 궁 의 고려는 고구

려와 연결하여 前高麗로 간주하 다.
20)

20)그 결과 고구려 멸망 후 궁 의 고려 건

국에 이르는 과정도 단 이 아니라 고려의 범 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왕건의 고려는 신라에서 연원했다고 보고 신라를 主로 표 하지만, 고려라는 

나라 자체는 고구려로 소 되기 때문에 남북에서 오래 나뉘어 있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한편 신구의 구별은 시간  차이를 반 하는데, 통일 의 고려 지배층과 통

합 후에 합류한 구 신라 세력을 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신라의 흡수에 

한 설명인 것이다. 기존의 지배층이 고구려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신구의 구별은 남북의 분열과 실질 으로 같은 의미가 된다. 

이에 조응하여 “太祖撫之如一”이라고 한 것은 ‘일통삼한’의 표 이 된다. 여기

에 앞서 서술한 후백제에 한 무까지 연결하면, 그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물론 이것은 태조의 仁德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상이 되는 사람들의 연원이

라는 에서 국가 통합의 지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이념  기반으로서 삼

한일통의식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에 ③에서는 후삼국 통일을 태조의 정치를 보는 하나의 기 으로 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勤政八年”으로 표 한 것은 후삼국 통일로부터 기산하면 

태조의 재  기간이 8년인 데 따른 것이다. 고려는 태조의 즉 가 아니라 후삼

量才任用 軍令嚴明 秋毫不犯”

20) 윤경진, 2014 앞의 논문, 161-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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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통일을 ‘개국’으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고려의 기년을 산정하는 인식이 존재하

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 국가의 성립을 고구려 계승의 재천명을 담은 태조의 즉

가 아니라 ‘일통삼한’으로 평가되는 후삼국 통일에서 찾은 것으로서 삼한일통

의식의 뚜렷한 표 이다.
21)

21)최승로의 인식 한 이러한 기반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최승로는 성종  이  다섯 국왕에 한 평가에서 태조의 정치를 이상

으로 삼고 있었고, 그 근 에는 삼한일통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려의 정체성

으로서 고구려계승의식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궁극 으로 신라와의 통합을 통해 

‘일통삼한’으로 귀결되는 데 방 을 고 있었다. 체제 정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 최승로의 입론에서 통합의 이념으로서 삼한일통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일

면 당연한 결과 다. 이것은 時務策의 주요 항목에서도 확인되는데, 다음 에서

는 이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2) 時務策에 나타난 삼한일통의식

최승로는 시무책 1조에서 국방의 정비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 다.

우리나라는 三韓을 一統한(統三) 이래로 47년 동안 士卒이 편안한 휴식을 얻지 

못하고 양곡이 허비되고 있는 것은 西北에 戎狄을 하고 있어 防戍할 곳이 많기 때

문입니다. 원컨  聖上께서는 이에 유념하소서. 무릇 馬歇灘을 경계로 삼은 것은 太

祖의 뜻이며, 압록강변의 石城을 경계로 삼은 것은 大朝가 정한 바입니다. 장차 이 

두 곳에 해 마음으로 결단하여 要害를 택하고 疆域을 정하십시오. 土人으로서 

御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그 防戍에 충당하고  그  두세 명의 偏 을 뽑아 統領

 하시면, 京軍은 번갈아 경비하는 노고를 면하고 양곡을 날려버리는 일을 일 수 

있을 것입니다.22)22)

에서 최승로는 시무를 올릴 당시 태조 즉 가 아니라, ‘統三’, 곧 후삼국 통

일을 기 으로 시 을 말하고 있다. 태조가 통일한 936년부터 기산하면 시무를 

21) 윤경진, 2016a 앞의 논문.

22)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  “我國家 統三以來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糧餉未免糜費  

以西北隣於戎狄 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 以此爲念 夫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

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 此兩處 斷於宸衷 擇要害 以定疆域 選土人能 御  充其防戍 

又選其中二三偏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戍之勞 芻粟省飛挽之費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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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성종 원년, 곧 982년은 햇수로 47년이 된다. 

방어 상으로 지목된 戎狄은 통일 에도 존재하는 부담이었다. 그리고 후삼

국 통일은 융  방어와는 다른 층 의 문제 으므로 국방에 한 한 북방 개척

을 시작한 태조 즉 부터 논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최승로는 국방 강화가 필

요한 시  상황을 후삼국 통일을 기 으로 인식하 다. 이는 통일 쟁이라는 

당면 과제가 해소되면서 외  방어에 더욱 치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태조의 치 을 “自成一統以來 勤政八年”으로 설정한 것과 연결

해 보면, 체제 운 의 에서 후삼국 통일이 인식의 거가 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23)23)

이러한 인식은 外官 설치를 건의한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우리 聖祖께서 統合한 후에 外官을 두고자 했으나 草創이었기 때문에 일이 번잡

하여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지  보건  鄕豪들이 매번 公務를 가탁하여 百姓을 침

탈하니 백성이 살 수 없습니다. 청컨  外官을 두십시오.24)24)

에서 최승로는 태조가 ‘통합’한 후에 외 을 두고자 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외  견의 필요성은 태  때, 혹은 태조의 즉  직후에도 제기될 수 있

는 것인데, 굳이 통합을 거로 그 필요성을 설정한 것은 그의 인식이 통일 후 

수립된 체제의 운 에 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체제 정비의 에서 

고려의 성립은 태조의 즉 보다 후삼국 통일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한편 최승로의 시무책 1조는 고구려계승의식의 가장 요한 표 인 북방 개척

과 련한 인식에서도 요한 시사 을 담고 있다. 최승로는 체제 안정을 해 

국경 획정과 방어 시설의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馬歇灘과 압록강 石城 등 

두 거를 제시하 다. 마헐탄은 재 그 치가 분명하지 않다. 韓鎭書는 海東

繹史 續集에서 청천강의 요해처로 보았으나
25)

25) 재 학계에서는 크게 압록강으

23) 윤경진, 2016a 앞의 논문.

24)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  “我聖祖統合之後 欲置外官 盖因草創 事煩未遑 今竊見 鄕豪

每假公務 侵暴百姓 民不堪命 請置外官”

25) 海東繹史 續集 권10, 地理 10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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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견해와 청천강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26)26)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거란의 침공 당시 정부가 평양 이북을 할양하기로 결정

하자 서희는 이를 반 하면서 거란이 문제삼는 지역이 종 때 개척한 嘉州·松

城 등지에 불과하다고 하 다. 한 강화 상이 타결되어 女眞 축출과 축성을 

진행할 때 거란은 고려가 개척하게 되는 출발 을 安北府로 지정하 다. 

고려는 태조 때 안북부를 설치한 후 정종- 종 에 걸쳐 청천강 상류를 건  

博州와 泰州, 延州, 渭州, 雲州, 撫州 등을 새로 설치하 다. 그리고 종 말에 

박천강을 건  가주 등지를 설치한 것이다.
27)

27)따라서 서희의 입론은 고려의 

토가 종 까지 개척된 청천강-박천강을 경계로 설정되고 있었음을 보여 다. 

고려는 태조 25년(942) 국교를 끊기 까지 거란과 사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고려사에는 태조 5년(922)에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 낙타 등을 한 기사가 보

인다.
28)

28)당시 양국 모두 압록강을 향해 개척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확실한 

경계 설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입장 정리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 쟁을 병행하던 고려는 실 으로 압록강 지역까지 토로 주

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거란은 건국 후 속히 세력을 확장하며 이미 

압록강 지역까지 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즈음 압록강 

지역의 여진이 거란에 來朝하고 있었다.
29)29)

압록강 지역이 거란의 향권에 들어간 상황에서 고려는 외교 으로 청천강-

박천강 선을 북방 경계로 설정하 던 것으로 단된다. 서희의 언 은 태조 때 

고려와 거란 사이에 박천강을 경계로 한 합의 내지는 암묵 인 동의가 있었음을 

짐작  한다. 이것은 최승로가 태조 때 설정되었다고 언 한 마헐탄과 조응한다. 

그 다면 마헐탄은 박주(박천)에서 박천강을 건  가주(가산)로 가는 건 목에 

26) 이와 련된 내용은 신안식, 2005 ｢高麗前期 兩界制와 邊境｣ 한국 세사연구 18 주 

40) 참조. 일단 같은 에서 압록강이 나오므로 마헐탄을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것은 무

리가 있어 보인다. 

27) 윤경진, 2010 ｢고려 태조- 종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高麗史 地理志 北界 州鎭 연

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8) 高麗史 권1, 太祖 5년 2월 “契丹來遺橐駝馬及氈”

29) 遼史 권4, 本紀4 太宗 同 3년 2월 乙卯 “鴨淥江女直遣使來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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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 말에 박천강을 넘어 개척을 진행하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 내지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바로 大朝가 압록강변 石城을 경계로 설정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압록강 석성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

술하듯이 서희가 압록강 內外가 고려의 경내라고 주장하고, 상 타결 후 압록

강 밖까지 확보한 후에 修聘해도 늦지 않다고 한 을 볼 때, 이곳은 압록강 

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련하여 다음 기사가 참고된다.

(고종) 13년에 亏哥下가 그 병사를 蒙古服으로 변장하고 義州와 靜州를 침구하려 

하니 知兵馬使 李允諴이 別  金利生과 大官丞 白元鳳을 보내 200여 인의 병사를 이

끌고 鴨綠江을 건  石城을 공 하고, 宣撫副統 등 5인을 베고 牛馬와 兵仗을 노획

하 으나 亏哥下는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30)30)

의 기사는 고려사 金希磾 열 의 것으로서 고종 13년(1226) 金의 元帥 亏

哥下가 고려의 義州 방면을 침공하자 고려군이 압록강을 건  石城을 공격한 내

용을 담고 있다. 

石城이라는 명칭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직  양자를 연결하기 

어려운 은 있다. 하지만 고려가 압록강을 건  공격한 목표 이 된 것은 최승

로가 말한 경계로서 압록강 석성과 연결될 여지가 있다.
31)

31)추정을 더해본다면 

國內城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가 고구려의 옛 도읍이자 三京

의 하나 던 국내성에 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응당 이곳이 고려의 토라는 

거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大朝는 통상 事大의 상이 되는 국 왕조를 가리키거나
32)

32)世子의 代理

30)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希磾 “十三年 亏哥下欲使其兵 變蒙古服 入寇義靜州 知兵馬使

李允諴 遣別 金利生大官丞白元鳳 率兵二百餘人 渡鴨綠江 攻破石城 斬宣撫副統等五人 

獲牛馬兵仗 不見亏哥下而還”

31) 종 20년 化鎭 서북 40리의 옛 石城을 수리하여 遠鎭을 설치한 것을 보면 압록강 

석성이 안쪽에 치할 수도 있지만, ‘압록강 내외’라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강의 바깥쪽

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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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政 때 국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한진서는 이를 先王인 景宗으로 보

았으나 이미 서거한 先王을 大朝로 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압록강을 경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에서 거란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최승로 상서에서 거란은 

그 로 거란으로 지칭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만 大朝라고 불 다고 볼 수는 없

다. 성종 원년(982) 당시 고려는 宋과 통교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33)

33)大朝는 宋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4)34)

최승로의 요청은 결과 으로 국방비의 감을 도모한 것이지만, 그 방안이 兩

處를 거로 삼아 要害에 축성하고 체계 으로 운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종이 이미 박천강을 건  개척을 진행한 상황에서 최승로가 압록강을 언 한 

것은 결국 압록강 지역까지는 개척을 진행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고려와 송 사이에 련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건국 

기 宋은 앞서 後晉이 거란에게 할양한 燕雲 16州의 회복을 국가  과제로 삼

았고, 이후 1004년 澶淵의 盟을 맺을 때까지 거란과 치열한 공방을 벌 다. 이 

과정에서 송은 거란에 공세  입장을 취하면서 고려와의 력도 모색하 는데, 

이에 수반하여 고려의 토 범 를 압록강 연안까지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종 4년(985) 송은 燕州와 薊州를 수복하기 해 거란을 공격하면서 고

려에 韓國華를 보내 연합 작 을 제안하 다. 

宋이 장차 契丹을 정벌하여 燕州와 薊州를 수복하려는데, 우리가 거란과 경하여 

여러 번 침입을 받으므로 監察御史 韓國華를 보내 조서를 가지고 와서 유시하기를, 

“( 략) 幽州와 薊州의 땅은 中朝의 토인데 晋·漢에 사정이 많아 오랑캐가 훔쳐 

차지하고 있다. 지  國家는 빛이 비추는 곳이 모두 같은 통치를 받아야 하거늘 어

32) 우월한 지 를 자처하는 쪽에서 사 의 에서 自稱하는 경우도 있다. 후술하듯이 거

란의 蕭遜寧이 고려에 보낸 에서 自國을 大朝로 칭한 것은 그 이다. 

33) 고려는 종 14년부터 宋의 연호를 사용했으며, 성종 원년에는 사신을 보내 嗣位를 고하

기도 하 다(高麗史 권3, 成宗 원년 “是歲 遺侍郞金昱 如宋 告嗣位”).

34) 김순자, 2006 ｢10-11세기 高麗와 遼의 토 정책: 압록강선 확보 문제 심으로｣ 北方

史論叢 11, 247-248면; 李美智, 2008 ｢고려 성종  地界劃定의 성립과 그 외교  의미｣ 

한국 세사연구 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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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齊民이  비루한 풍습에 빠지게 할 것인가 ( 략)”라고 하 다. 왕이 미루며 군

를 내지 않으니 國華가 德으로 설득하므로 왕이 비로소 군 를 내어 서쪽에서 

만나기로 하므로 國華가 이에 돌아갔다.35)35)

 기사에서 송이 거란을 공격하면서 고려의 력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송의 원정 목 은 燕州  幽州·薊州를 수복하는 데 있었다. 송이 연운 

16주의 수복을 천명한 명분은 이곳이 본래 국의 땅이라는 데 있었다.

그런데 당면 목표는 연운 16주이지만 궁극 으로 요동 지역에 해서도 국

의 토로서 수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唐은 삼국의 

相爭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아래 고구려에 相里玄獎을 견하 다. 상리 장은 연

개소문이 구토 수복을 명분으로 신라를 침공하는 것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일을 어  논할 것인가. 遼東은 에 中國의 郡縣인데, 天子 한 취하지 

않았으니 高麗는 어  조서를 거스를 수 있는가.36)36)

의 언 은 요동이 본래 국 땅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37)37)송 에 요

동은 거란이 유한 상황이었는데, 거란으로부터 구토를 되찾으려는 송이 요동 

지역을 방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구려가 유하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고려 한 이에 

한 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최승로가 말한 요패의 도는 이를 반 한다. 

고려말 東寧府 공격 때 고려는 遼河 以東이 고려의 토임을 천명한 것에서도 

고구려 토에 한 인식의 기조를 읽을 수 있다.38)38)다만 송에 사 하고 있던 

35) 高麗史 권3, 成宗 4년 5월 “宋 伐契丹 收復燕薊 以我 契丹接壤 數爲所侵 遣監察御史

韓國華 齎詔來諭曰 ( 략) 幽薊之地 中朝土彊 晋漢多故 戎醜盜據 今國家 照臨所及 書軌大

同 豈使齊民 陷諸獷俗 ( 략) 王遷延不發兵 國華 諭以 德 王 始許發兵西  國華 乃還”

36) 新唐書 권227, 列傳145 東夷 高麗 “往事烏足論邪 遼東故中國郡縣 天子且不取 高麗焉得

違詔”

37) 연개소문과 상리 장의 화는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이에 해서는 따로 

검토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어도 요동 지역에 한 당의 토의식은 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고구려 공멸 후 이러한 의식은 더 뚜렷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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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구토 수복을 벼르고 있는 송에게 요동 지역의 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이 거란을 공멸한다는 제 아래 압록강을 고려와의 경계로 

잠정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통해 송은 고려의 북진을 유도하여 거란에 

한 견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고, 고려는 당시까지 진출해 있던 청천강-박천

강 선을 넘어 압록강 지역까지 자신의 토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

던 것이다. 고려가 종 말부터 가주 방면을 개척한 것은 그 산물로 보인다. 

후일 고려가 거란과 강화 상을 통해 압록강을 경계로 그 동쪽의 유권을 

인정받은 것 한 앞서 고려가 송으로부터 인정받은 경계를 반 한 결과일 가능

성이 높다. 거란으로서는 송과 치하는 상황에서 고려의 사 를 받아내기 해 

앞서 송이 약속한 것과 등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고려와 송이 구체 으로 어느 시 에 압록강을 경계로 설정한 것인지는 분명

하지 않다. 다만 송은 고려의 조를 통한 거란 견제를 도모했던 만큼, 고려의 

사  외교 개에 따라 고려의 유권에 한 의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종 23년(972) 고려는 徐熙 등을 宋에 보내 方物을 바쳤고, 송 황제는 종

의 食邑을 추가하고 推誠 化守節保義功臣의 號를 내렸다. 아울러 서희를 비롯

한 사신 일행에게도 직을 주었다. 이는 당시 양국이 더욱 착됨을 보여주는

데, 이를 토 로 양국간의 경계 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의 嘉州 개척은 고려사 지리지에는 종 11년(960)의 일로 되어 있으나 

근래 종 24년(973)으로 보정된 바 있다.39)39)고려의 북방 개척은 종 즉  

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소강 상태로 들어갔으나 종 20년(969)부터 재개되어 泰

州와 延州, 雲州가 차례로 설치되었고, 종 24년에 박천강을 넘어 嘉州와 松城

을 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고려의 북방 경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과 무 하

지 않다고 보면, 종 23년 즈음해 양국의 경계 설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는 압록강까지의 유권을 인정받고 북방 개척을 재개하 던 것이다.

38) 高麗史 권114, 列傳27 池龍壽 “凡遼河以東 本國疆內之民 大 頭目等 速自來朝 共享爵

祿 如有不庭 鑑在東京”

39) 윤경진, 2010 앞의 논문, 280-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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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이 신라의 토를 동강 이남으로 공인한 것에 견주어 볼 때 송이 인

정한 고려의 토는 이보다 더 북상한 것이다. 이것은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과 

이에 따른 토 개척을 일정 부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종 4년(985) 송이 

거란을 으로 공격하기 해 고려에 력을 요구한 데에는 압록강에 이르

는 유권을 인정한 것이 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은 최승로가 이러한 경계 설정을 언 하면서도 고구려계승의

식을 명시 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극 인 토 개척을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이다. 그보다는 이미 설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국방의 강화를 통해 체제를 안

정시켜야 한다는 이었다. 이것은 시무책 1조 서두에서 체제 정비의 인식 기

을 태조의 후삼국 통일로 잡은 것과 련되는 것으로, 그가 고구려계승의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상 으로 소극 인 입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성종  체제 정비의 토 를 제공한 최승로의 시무책은 삼한일통의식

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태조의 공업을 후삼국 통일에서 찾으면서 통합을 이

룬 태조의 정책을 모델로 체제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그의 기본 시각이었다. 그 

안에는 북방 개척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송이 인정한 압록강 지역

까지 진출하여 요해처를 마련하고 외  방비를 도모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3. 江東六州 개척과 高句麗繼承意識

1) 割地 논의와 고구려계승의식

성종 12년(993) 고려는 거란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후삼국 통일 후 처음 외

침을 겪는 고려의 정계는 응책을 놓고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이것은 그동안 

고려가 추진해 온 북방 개척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인 동시에 그 토 로서 국가

의 정체성  역사의식과도 깊이 련된 문제 다.

거란의 지휘  蕭遜寧은 蓬山郡에서
40)

40)고려의 선 군을 격 한 후 고려에 

40) 蓬山郡은 高麗史 地理志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나 근래 泰州에 비정된 바 있다(윤경

진, 2010 앞의 논문, 278-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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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박을 가하며 항복을 종용하 다. 이것은 기록상 상 이 까지 모두 네 차

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大朝가 이미 고구려의 地를 차지했는데, 지  희 나라가 疆界를 침식하기 

때문에 와서 토벌하는 것이다.41)41)

② 大朝가 사방을 통일했는데 歸附하지 않은 자는 꼭 소탕할 것이니 지체하지 말

고 속히 항복하라.42)42)

③ 80만의 군사가 왔다. 만약 出江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섬멸할 것이다. 君

臣은 속히 軍前에서 항복하라.43)43)

④ 희 나라가 民事를 돌보지 않아 이 때문에 天罰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강

화를 청하려거든 속히 와서 항복해야 할 것이다.44)44)

①은 소손녕이 처음 고려의 선 군을 격 한 뒤 聲 한 내용이며, ②는 그에 

이어 고려에 移書한 내용이다. 선 군을 구하러 갔다가 소손녕의 을 본 徐熙

는 강화의 여지가 있다고 단하고 돌아와 보고하 다. 이에 따라 상을 해 

李夢戩이 견되었는데, 그 사이 소손녕은 다시 한번 을 보내 압박을 가하

다(③). 그리고 이몽 이 거란 군 에 도착하여 침공 이유를 묻자 ④와 같이 답

하 다.

①에서 소손녕은 고려가 거란의 토를 침식한 것을 침공 이유로 제시하 다. 

이 때 침식의 거는 바로 거란이 고구려 구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

란이 고구려 구지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

한 것은 이를 고려가 어떻게 받아들 는가에 있다. 이에 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 할 것이다.

한편 ②에서는 大朝, 곧 거란이 四方을 통일했으므로 귀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곧 고려에 사 를 요구한 것이다. ③은 군사 으로 박을 가한 것이고, 

④에서 민사와 천벌을 논한 것은 곧 거란에 한 사  명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들은 항목을 요구한 에서 ②와 상통하는 인식을 보여 다. 결국 소손녕의 

41)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大朝旣已奄有高勾麗 地 今爾國侵奪疆界 是以來討”

42) 의  “大朝統一四方 其未歸附 期於掃蕩 速致降款 毋涉淹留”

43) 의  “八十萬兵至矣 若不出江而降 當 殄滅 君臣宜速降軍前”

44) 의  “汝國不恤民事 是用恭行天罰 若欲求和 宜速來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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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할지와 항복(사 )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몽 이 돌아와 소손녕의 말을 하자 고려 정부는 그에 한 응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割地하기로 정하 다.

成宗이 群臣을 모아 의논  하 다. 혹은 어가를 개경으로 돌리고 重臣으로 하여

 군 를 이끌고 항복을 청하게 하자고 말하고, 혹은 西京 이북의 땅을 떼어 주고 

黃州에서 岊嶺까지를 획정하여 경계로 삼자고 하니 성종이 割地의 의논을 따르려고 

하 다.45)45)

고려 조정의 논의는 항복하자는 주장과 할지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자는 의견

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것은 소손녕의 요구가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된 것에 각

각 응한 것이다. 곧 할지론은 거란이 유한 고구려 구지를 고려가 침식한 것

이 침공 이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항복론은 “軍前에서 항복하라”는 

요구를 실행하는 것으로 곧 사 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고려 조정은 이를 선

택의 에서 받아들 고, 성종은 이  할지 쪽을 택하 다.

주목되는 것은 割地의 범 를 西京 이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범  설정은 고려의 토 범 를 태조의 즉  당시를 기 으로 보는 것이다. 태

조는 즉  후 곧바로 평양을 大都護府로 삼고 본격 인 북방 개척에 나선 바 있

다. 이를 기 으로 신개척지를 할양한다는 것은 결국 신라의 토를 거로 고

려의 본원  토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에서 할지론은 신라 출신 지배층의 

인식을 반 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나름의 역사  논거가 있었다. 이와 련하여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朕이 지  高麗를 정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희 新羅가 兩國에 끼여 

매번 침입을 받아 편안한 해가 없는 것을 불 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山川과 土地는 

내가 탐하는 바가 아니요, 玉帛과 子女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兩國을 평정하면 

平壤 이남의 百濟 土地를 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할 것이다.46)46)

45) 의  “成宗 群臣議之 或 車駕還京 令重臣率軍乞降 或 割西京以北 之 自黃州至岊

嶺 畫爲 疆 成宗 從割地之議”

46)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문무왕 11년 7월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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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 문무왕 11년 당의 薛仁貴에 보낸 이른바 ｢答薛仁貴書｣의 일부이다. 

여기서 문무왕은 앞서 무열왕이 貞觀 22년(648)에 入朝했을 때 唐 太宗이 언

한 내용을 인용하 다. 당 태종은 兩國, 곧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후 “평양 이

남의 백제 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구 에 해서는 기존에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 하나는 “평양 이남의 고

구려 토지와 백제 토지”로 해석하고 신라가 임진강 이북에 한 경  의지가 있

었다고 보는 것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정하는 입론이다.
47)

47)다른 하나는 “평

양 이남 에서 백제 토지”라고 해석하여 임진강 이북을 경 할 의지가 없었다

고 보는 것으로, 신라의 백제 통합만을 인정하는 입론이다.
48)48)

하지만 근래 이에 해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졌다. 곧 이 구문은 평양 이남이 

백제 토지라는 의미로, 신라가 백제 토지에 한 유권을 주장할 때 그 범 가 

평양 이남으로 규정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49)

49)성덕왕 34년(735) 당이 신라에게 

浿江( 동강) 이남의 토를 인정해  것도
50)

50)이러한 토의식을 수용한 결과

이다. ‘평양이남’은 신라에게 약속한 땅의 범 를 규정한 것이고, ‘백제토지’는 해

당 지역을 신라에 귀속시키는 역사  거이다.
51)51)

被侵陵 靡有寧歲 山川土地 非我所貪 玉帛子女 是我所有 我平定兩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47) 노태돈, 2009 삼국통일 쟁사 서울 학교 출 부; 노태돈, 2011 ｢7세기 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韓國史硏究 154.
48) 金瑛河, 1999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變化｣ 韓國古代史硏究 16; 김 하, 2009 ｢7

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 韓國史硏究 146; 김 하, 2014 ｢신라의 ‘통일’ 역 문

제: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한 제언｣ 韓國史學報 56.
49) 윤경진, 2016c 앞의 논문.

50)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34년 2월 “副使金榮在唐身死 贈光綠 卿 義忠廻 勑賜

浿江以南地”

51) 답서를 보내기 前年인 문무왕 10년 당 고종은 사신으로 왔던 金欽純은 돌려보내면서 金

良圖는 구 했는데, 이는 문무왕이 “百濟 土地와 遺民”을 마음 로 차지한 데 한 응징

이었다(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0년 정월 “高宗許欽純還國 留囚良圖 終死于

圓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遺民 皇帝責怒 再留使 ”). 문무왕 11년 답서는 고구려 유민 수용 

문제와 함께 백제 토의 귀속 문제에 해 신라의 입장을 달한 것으로, 앞서 당 태종

이 백제 토지를 신라에 귀속시킨다는 약속을 했다는 을 강조하 다. 두 기사를 연결해 

보면 “평양이남 백제토지”는 백제토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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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백제의 고유 토를 평양 이남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52)

52)그리고 이후 

신라의 역은 신라의 기존 토지와 백제의 토지를 합한 것이 된다. 이 경우 고

구려 구지는 평양 이북으로서 백제를 통합한 신라의 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라가 당으로부터 동강 이남의 유권을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으며, 이후 평양을 경계로 고구려와 백제의 토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

화되었다.53)53)이에 비추어 보면 고려 태조의 평양 경 은 고구려 구지를 회복하

는 출발이 된다.

결국 고려 정부가 거란의 고구려 구지 유 주장에 해 서경 이북을 할양하

기로 한 것은 실제 고구려 토지가 평양 이북이라는 역사  인식을 토 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경 이북을 할양한다는 것은 신개척지를 내어 다는 

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고려의 건국이념이었던 고구려계승의식을 폐기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최승로의 경우 고려의 북방 경계를 태조가 정한 마헐탄과 大朝

(宋)가 정한 압록강 사이로 잡고 있었다. 이것은 태조가 진행한 북방 개척을 

제한 것으로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체제 정비에 주력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해 평양 이북의 할양은 태조의 북방 개척을 모두 무효화

하며, 그 근거인 고구려계승의식까지 부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할지 

후 남는 토는 신라의 토와 일치하며, 이는 고려가 신라의 계승자라는 의미

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소손녕의 주장

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러한 할지론의 문제 을 인식한 徐熙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폈다. 

52) 백제 토를 평양 이남으로 보는 역사  거는 온조왕 13년 경계 획정에서 북방 한계를 

浿河로 설정한 것이며(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3년 8월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埸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이는 근 고왕의 토 확장에 따라 

확보된 강역을 시조 온조왕의 사 에 투 한 것으로 해석된다.

53) 이것은 태조 10년 견훤이 보낸 국서에서 “所期  掛弓於平壤之樓 飮馬於浿江之水”라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高麗史 권1, 太祖 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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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 東京으로부터 우리 安北府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의 땅은 모두 生女眞이 차

지하고 있었는데, 光宗이 취하여 嘉州․松城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지  거란이 온 

것은 그 뜻이 북쪽의 두 성을 취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고구려의 地를 취

하겠다고 聲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겁주려는 것입니다. 지  그 군 의 형세가 大

盛한 것을 보고 갑자기 西京 이북을 베어 주는 것은 계책이 아닙니다. 한 三角山 

이북도 고구려의 地인데 들의 골짜기 같은 욕심으로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다 

단 말입니까.54)54)

서희의 입론에는 고려의 토의식과 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먼  서희는 거란과 고려의 경계를 거란 동경과 고려의 안북부를 거로 삼고 

있다. 술했듯이 안북부는 고려가 태조 까지 개척한 범 이다. 이것은 태조가 

마헐탄을 경계로 삼았다는 최승로의 지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서희는 이

것을 확정된 고려의 토로 간주하 고, 이에 근거하여 거란의 주장은 종  

이후에 개척한 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고구려 구지에 한 고려의 유권은 거란 동경까지 이른다는 시각

을 담고 있다. 곧 거란 동경이 고구려 구지의 상한을 설정하는 거가 되는 것

이다. 이는 고구려 구지의 온 한 수복을 망하는 것으로, 뒤에 소손녕과 상

을 벌일 때 거란 동경까지 고려에게 유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조응한다. 

한편 서희는 서경 이북의 할양에 반 하는 논리로서 삼각산 이북이 모두 고구

려 地 음을 지 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구지의 하한을 설정한 것으로, 서

경 이북의 할양을 선택하게 한 신라 이래의 토의식과 배치된다. 곧 신라의 통

합 이후 고구려 토는 평양 이북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서희는 그 경계를 삼

각산으로 내려 잡은 것이다.

이것은 고려 건국 후에 달라진 토의식의 표 이었다. 고려는 송악에서 건국

되었고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 다. 따라서 고려의 토가 고구려 구지를 토 로 

하 음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평양 이남을 모두 백제 토지로 보면 고려는 결

54)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自契丹東京 至我安北府數百里之地 皆爲生女眞所據 光宗取之 

築嘉州松城等城 今契丹之來 其志不過取北二城 其聲 取高勾麗 地  實恐我也 今見其兵

勢大盛 遽割西京以北 之 非計也 且三角山以北 亦高勾麗 地 彼以谿壑之欲 責之無厭 可

盡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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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백제 내지 이를 병합한 신라 땅에서 건국한 것이 되고, 따라서 고구려 계승

의 명분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고구려 토를 삼각산 내지 한강 지역까지 내려 잡아 고려가 고구려 구

지에서 건국되었음을 주장하 다. 삼각산과 한강 사이에 있는 양주 지역이 南平

壤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산물이었다. 이는 평양 이남이 백제의 토지라는 기존

의 인식에 해 평양을 양주로 끌어내림으로써 고구려 계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토상으로도 三韓의 一統을 확증하는 방안이었다.
55)

55)서희의 주장

은 남평양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고려는 성종 까지 두 가지 토의식을 함께 유지하고 있었다. 구 신

라 계열에서는 신라 이래의 인식에 기 하여 서경 이북을 고구려 구지로 보아 

이를 거란에 할양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반면 서희는 고구려 토가 한강 지

역까지 내려온 것으로 간주하고 할지의 험성을 지 하 다.

아울러 서희는 태조  설정된 국경을 거로 고려와 거란의 경계를 인식하

다. 그런데 이 경계는 외교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서희는 이를 외교

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구려 토의 남방 경계가 동강에서 한강

으로 내려온 것처럼 고려의 북방 토에 한 권리 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

다.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 상의 논 은 바로 이 문제와 련되어 있다. 

2) 徐熙의 강화 상과 고구려계승의식

조정의 논의를 거쳐 할지를 택하려 했던 성종은 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강화 상을 벌이도록 하 다. 서희는 소손녕의 진 으로 가 상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고구려 계승 문제가 쟁 이 되었다. 상 당시 소손녕과 서희가 

나  화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蕭遜寧 : ㉠ 희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 것인데, 

희가 침식하고 있다. ㉡ 한 우리와 땅을 하고 있으면서 바다 건  宋에 

사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군 가 오게 된 것이다. ㉢ 만약 割地하여 바치고 

朝聘을 닦는다면 무사할 것이다.56)56)

55) 윤경진, 2017 ｢고구려 ‘南平壤’의 실체와 출  배경｣ 서울과 역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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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희 : ㉠ 아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 다(高句麗之 ). 그래서 

국호를 高麗라 하 고 平壤에 도읍하 다. 만약 地界를 논하자면 上國의 東京

도 모두 우리 경내에 있는 것이니 어  침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한 

鴨綠江 內外도 모두 우리 경내인데, 지  女眞이 그 사이를 훔쳐 차지하고는 

못된 짓과 거짓을 일삼고 있어 길이 막히고 험한 것이 바다 건 기보다 심하

다. 朝聘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다. ㉢ 만약 여진을 쫓아내어 우리 

옛 땅을 돌려주고 城堡를 쌓아 도로를 통하게 하면 감히 修聘하지 않겠는가?57)57)

 

의 화는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의 지표로서 주로 다루어졌지만, 그 내용

은 좀더 세 한 검토가 요구된다. 당시 상의 논 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

나는 가 고구려 땅에 한 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거란에 한 사 의 문제이다(㉡). 

소손녕은 쟁 상황을 종료시키기 해서는 割地와 修聘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이 주장은 침공 기에 고려에 통보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당시 소손녕이 

천명했던 네 차례의 주장을 보면, 처음에만 토 문제를 말했고 나머지 세 차례

는 모두 사 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두 사항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 

것이며, 할지는 수빙을 유도하기 한 압박 수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란이 고려에게 수빙을 요구하는 거로서 “統一四方”은 고구려 땅을 차지했

다는 데서 유도되는 것이었다. 거란은 926년 고구려를 계승하며 그 땅에 건국된 

渤海를 공멸하 다. 그리고 발해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건국된 定安國마  985년 

경 멸망시켰다. 정안국왕 烏玄明이 송에 보낸 표문에는 “高麗 壤 渤海遺黎”
58)

58)

라 하여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자임을 표방하고 있었다. 거란은 발해에 이어 정

안국까지 령함으로써 高麗 壤 한 자신들의 소유로 간주하게 되었다.

거란의 정안국 공멸은 고려 원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거란은 983년 

고려 원정을 계획하 다.
59)

59)이 계획은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던 여진을 정벌하

56)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汝國 新羅地 高句麗之地 我所有也 而汝侵蝕之 又 我連壤 

而越海事宋 故有今日之師 若割地以獻 而修朝聘 可無事矣”

57) 의  “非也 我國卽高句麗之 也 故號高麗 都平壤 若論地界 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

之侵蝕乎 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女眞盜據其間 黠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朝聘之

不通 女眞之故也 若令逐女眞 還我 地 築城堡通道路 則敢不修聘”

58) 宋史 권491, 列傳250 外國7 定安國.



138·한국문화 77

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나 985년 재차 고려 원정을 비하 다.
60)

60)이번 원정 역시 

여진 정벌로 귀결되었는데, 바로 이 때 정안국을 공멸한 것으로 악된다.
61)

61)정

안국 공멸은 소손녕이 “統一四方”을 천명하고 귀부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됨

을 주장하는 직 인 논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거란은 송과 통교하고 있던 고려를 토 문제로 압박

함으로써 거란에 사 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해 서희는 고구려 

땅에 한 유권을 실 인 유 여부보다 계승의식을 통해 반박하 다. 소손

녕이 고려에 해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는 을 시하자 서희는 국호와 도읍을 

통해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천명하 다. 

고려가 기존 신라 역에서 건국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해 신

라의 통합 이 과의 연결이 요하 다. 서희는 내부 으로는 고구려 토가 삼

각산 이북이라고 인식함으로써 토상의 연결성을 설정했지만, 거란과의 상에

서 이것은 자칫 삼각산 이북까지 할양하라는 명분을 제공할 험성이 있었기 때

문에 국호와 도읍의 연결성만을 제시하 다.

흥미로운 것은 고려가 평양에 도읍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당시 평양이  하

나의 수도로서 기능한 데 근거한다. 서경에는 개경과 같은 分司를 설치하여 국

왕이 巡駐했을 때 이곳에서 정치 운 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서경에 고구

려 시조인 東明王의 사당과 묘를 설정하고 齋祭를 지냄으로서 그 상을 분명히 

하 다.
62)

62)이에 따라 개경을 도읍으로 하여 西京이 설정되는 것처럼 국왕이 西

京에 巡駐할 때에는 개경이 東京으로 인식되기도 하 다.
63)63)

그 지만 국왕이 상시 주재하는 도읍은 명백히 개경이었다. 그럼에도 평양을 

제시한 것은 결국 고려가 신라 땅 밖에서 건국된 것임을 내세우기 한 것으로 

59) 遼史 권10, 本紀10 聖宗 統和 원년 10월 丁酉.

60) 遼史 권10, 本紀10 聖宗 統和 3년 7월 甲辰.

61) 金渭顯, 1978 ｢遼代 渤海 復 運動의 性格｣ 명 논문집 11.
62) 고려의 서경 경 은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안병우, 2004 ｢고

구려와 고려의 역사  계승 계｣ 韓國古代史硏究 33; 윤경진, 2014 앞의 논문).

63) 高麗史 권3, 成宗 9년 10월 甲子 “幸西都 敎曰 ( 략) 隨駕軍人有父母年八十  許先赴

東京問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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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다. 이것은 고려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는 소손녕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

미가 있었다. 

이처럼 고구려계승의식을 매개로 거란의 주장을 반박한 서희는 상의 본령인 

修聘을 약속하고, 그 조건으로 여진 축출을 통한 地 회복을 제시하 다. 이것

은 사 를 수용할 경우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과 그것을 토 로 이루어진 토 

개척을 일정하게 인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주목할 은 여진 축출과 련하여 서희가 “압록강 내외 한 고려의 경내이

다”라고 주장한 이다. 이것은 거란 동경까지 고구려 지경이 된다는 주장과는 

층 가 다르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그 구지가 고려의 것이라고 보면 

압록강 내외도 그 안에 들어가므로 따로 언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자가 역

사계승의식에 입각하여 제기된 명분  논리라면, 후자는 실제로 고려가 요구하

는 토 범 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구려 계승과 별개로 압록강 내외를 고려의 땅이라고 설명한 데에는 나름의 

거가 있었다. 그것은 앞서 고려가 송과 압록강 石城을 경계로 설정했다는 것

이다. 서희는 앞서 거란의 의도가 가주와 송성을 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

았는데, 이것은 태조가 마헐탄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에 해 

압록강 내외를 경내로 주장한 것은 바로 송과 합의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서

희는 수빙의 조건으로 송이 인정한 수 은 확보해야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거란 성종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상이 타결되었다. 송과 맞서는 것이 

당면 과제 던 거란은 자신들의 기존 토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고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거란은 압록강 동쪽에 한 개척만을 허용하 다. 

安北府에 나가 있던 성종은 타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서희를 맞이하는 한편, 

곧바로 朴良柔를 禮幣使로 삼아 견하도록 하 다.

그런데 서희는 성종의 조치를 만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 다.

臣이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女眞를 모조리 평정하고 地를 수복한 뒤에 朝覲이 

통할 수 있다고 하 습니다. 이제 겨우 江內를 수복하 을 뿐이니 청컨  江外까지 

얻기를 기다렸다가 修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64)64)

64)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臣 遜寧約 盪平女眞 收復 地 然後朝覲可通 今纔收江內 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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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는 당  상에서 ‘鴨綠江 內外’가 모두 고려의 땅임을 주장하 다. 따라

서 이에 근거하면 압록강 머까지도 개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일차 으로 압

록강 안쪽을 수복하더라도 추가 인 상을 통해 압록강 머의 일정 지역을 취

할 수 있다는 것이 서희의 단이었다. 여기에는 당  고려가 송과 합의한 압록

강 石城이 거를 제공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거란에 한 사   거란의 기존 토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제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곧 거란 동경까지 수복하는 것은 기 할 수 없었다. 하

지만 양국 사이에는 아직 공백지가 많았고 거란으로서는 외교  필요성이 실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희는 당시 여진이 거하고 있던 압록강 서부 지역에 

해서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계속 修聘하지 않고 토를 요구할 경우 다시 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한 성종은 서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사신을 견하 다. 

이 때의 사신 견에 해 遼史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高麗王 治(성종)가 朴良柔를 보내 表를 받들어 사죄하니 詔하여 女直의 압록강 

동쪽 수백 리의 땅을 취하여 내려주도록 하 다.65)65)

곧 거란은 고려가 사 를 수용하는 가로 압록강 동쪽의 여진 지역을 취하여 

고려에 사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은 사 를 조

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만, 이는 근본 으로 거란이 해당 지역에 한 권리

를 가지고 있음을 제하므로 거란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한 고려의 고유 

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종 13년(994) 2월 소손녕은 을 보내 토 개척에 한 사항을 통보하 다.

俟得江外 修聘未晩”

65) 遼史 권13, 本紀13 聖宗 統和 11년 정월 壬寅 “高麗王治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鴨

淥江東數百里地 賜之” 이 기사는 통화 11년의 것으로 고려 성종 12년에 해당한다. 고려

사에서 사신의 견은 성종 12년 말의 일이므로 여정을 감안할 때 박양유가 거란에 간 

것은 성종 13년의 일이 될 것이다. 두 자료 사이에 1년의 오차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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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황제의 명에 의거하여 편의에 따라 짐작하여 鴨江 서쪽 지역에 5개 城을 쌓도

록 하고 3월 에 축성할 곳에 가서 修築을 시작하려 합니다. 청컨  大王께서는 미

리 指揮하여 安北府부터 鴨江 동쪽에 이르기까지 280리 정도에 좋은 땅을 다녀보시

고 거리의 遠近을 헤아려 아울러 築城하되 役夫를 보내 同時에 시작하도록 하며, 축

성할 수를 합하여 조속히 回報하기 바랍니다.66)66)

에서 거란과 고려가 압록강을 경계로 각기 축성하기로 하 음을 알 수 있

다. 주목되는 것은 고려의 경우 기 이 安北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거란이 할지를 요구하여 고려 정부가 서경 이북을 할양하고자 했을 때, 서

희가 이를 막으며 고려 토의 거를 안북부로 설정한 것과 합치한다. 거란도 

고려의 고유 토를 청천강 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국의 상안이 이와 같이 정리된 것을 보면, 거란 쪽에서 고려의 고구려계

승의식을 온 히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란이 압록강 동쪽의 개척을 인정한 

것은 송과 고려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  경계 설정을 거로 한 것이지, 서희의 

주장 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받아들인 결과는 아니었다. 후일 2차 쟁 후 

고려가 약속한 국왕의 親朝를 실행하지 않자 거란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이를 단 으로 보여 다. 

다만 서희는 수빙을 필요로 하는 거란의 사정을 이용하여 고구려 계승을 명분

으로 내세우며 추가 인 토 확보를 도모하 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충돌을 원

하지 않던 성종은 압록강 선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 다. 이것은 

당  할지론을 채용하려 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곧 성종은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해 극 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최승로의 

시무책처럼 성종 한 체제 정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강화 상에 따라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에 강동 6주를 설

치하여 토로 확정하 다. 이것은 이 에 진행된 북방 개척의 연장에 있었지만, 

동시에 거란에 한 사 를 수용하는 가로 얻어낸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강동 

6주의 개척은 고구려계승의식과 련하여 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66) 高麗史 권3, 成宗 13년 2월 “ 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

築城處 下手修築 伏請 大王 先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

量地里遠近 幷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 回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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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강동 6주의 개척이 신라 이래의 인식을 거로 추진된 할지론을 해소

하고, 고구려계승의식의 실  의미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이다. 정계

의 다수 견해 던 할지론이 무산되면서 그 논거 던 신라 이래의 토의식도 

실성을 잃게 되었다. 이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후 상 으로 가라앉았던 고구

려계승의식이 다시 안에서 기능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강동 6주의 개척으로 고려의 북방 개척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

것이 고착될 경우 고구려계승의식 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다. 당장에는 

고구려계승의식이 부각되지만 북방 개척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장기 으로는 그 

함의도 퇴색할 것이다. 서희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압록강 서쪽 진출을 

도모하지 않은 것은 이를 망  한다. 그리고 종 때 다시 거란과의 쟁을 

겪고 그 결과로 천리장성을 쌓아 고려의 국경을 획정함으로써 이 상황은 실화

되었다. 

결국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은 토 개척과 련된 역사  당 를 확보하면서

도 실  함의는 차 상실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리고 체제 통합과 운

의 바탕으로서 삼한일통의식이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물론 고구려계

승의식은 국가  정체성의 근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동북 9성 개척에서

처럼 토 개척과 련된 안이 등장하면 그 의미가 환기되곤 하 다. 그러나 

거란 침입에 응하는 정계의 혼란처럼 그것이 체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

소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이후 고려 일 의 이념  과제가 되었는데, 그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차례로 살펴 나가기로 한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성종  역사의식을 체제 정비와 연계된 三韓一統意識과 토 

문제와 연계된 高句麗繼承意識의 두 축을 통해 조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성종  정치체제가 본격 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崔承 의 상서가 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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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 다. 최승로는 이 의 다섯 국왕의 업 을 논평하고 28개조로 된 時務策

을 올렸다. 이것은 태조의 정치를 이상 으로 평가하고 체제 정비의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삼한일통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최승로는 태조의 업 을 신라의 自滅과 고려의 再 으로 제시하고, 고구려 계

승에 근거한 토 개척과 신라 병합을 묶어 천하의 통일로 평가하 다. 백제는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는데, 기존의 신라에 이미 병합된 상태로 간주되었기 때문

이다. 최승로는 경애왕을 죽인 萱의 행 를 ‘殺主’로 칭한 반면, 고려의 우호 

정책을 ‘不忘 主’로 제시하여 구분하 다. 왕건의 고려가 신라에서 출발했음을 

의식하면서도 궁극 으로 고려를 신라와 구분되는 존재로 악한 것이다. 따라

서 천하의 통일은 고려와 신라의 결합을 통해 수립되는데, 이러한 인식은 태조 

즉 와 련된 도참에서 辰韓(신라)과 馬韓(고구려)의 결합을 제시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한 최승로는 태조가 南北이 오래 나뉜 것과 新 가 구별되는 것을 하나로 

포용하 다고 설명하 다. 남북의 분립은 고려와 신라의 병존 상태가 지속된 것

을 가리키며, 新 는 고려 지배층과 새로 합류한 구 신라 세력을 표 한 것이다. 

고려는 자신을 後高麗로 자임하면서 고구려와 궁 의 고려를 前高麗로 일 함으

로써 신라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지속된 것으로 인식하 다. 따라서 고려

와 신라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천하의 통일이 설정될 수 있었다. 최승로는 태조

의 정치를 평가하는 기 을 주로 후삼국 통일로 잡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가 

후삼국 통일을 ‘開國’으로 간주한 것에 상응한다. 

이러한 인식은 시무책에도 그 로 투 되었다. 최승로는 시무책 1조에서 국방

의 정비를 강조하면서 三韓을 一統한 이래로 47년 동안의 사정을 말하 고, 다

른 조목에서도 “統合한 후에 外官을 두고자 했다”고 하 다. 

1조에서 최승로는 체제 안정을 해 국방 정비  비용 감과 더불어 국경 

획정의 요성을 역설하면서 태조가 제시한 馬歇灘과 大朝가 제시한 압록강 石

城 등 두 거를 언 하 다. 마헐탄은 태조 때까지 개척한 지역을 바탕으로 거

란과 사이에 설정한 경계로서 청천강-박천강 선에 해당한다. 한편 大朝(宋)에서

는 거란과 치하는 상황에서 고려의 유권을 압록강까지 공인하 다. 이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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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라에게 공인한 동강선보다 북상한 것으로,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과 이

에 근거한 토 개척을 일정하게 용인한 것이었다. 이 石城은 압록강 머의 國

內城 지역으로 추정되며, 종 23년 사신을 견하여 송의 작을 받은 시 에 

공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 로 종은 박천강을 넘어 가주 

방면으로 진출하 다. 

최승로의 입론은 이미 설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국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

다는 것이었다. 압록강선이 고구려계승의식의 표 이기는 하지만, 최승로의 논

은 이미 설정된 범  안에서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고구려계승의

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체제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삼한일통의식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고려는 성종 12년 거란의 침공을 받았다. 거란 지휘  蕭遜寧은 거란이 

고구려의 地를 차지했는데 신라에서 일어난 고려가 토를 침식한다고 주장하

며 割地와 항복을 요구하 다. 고려 조정은 동강 이북의 땅을 할양하기로 했

는데, 이는 고구려 땅이 동강 이북이라는 인식에 기 한 것이었다. 동강 이

남은 백제 통합 후 신라의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주장은 태조 때부터 진

행된 북방 개척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할지론은 신라가 백제를 

통합할 때 평양 이남을 백제 땅으로 규정한 것에서 연원하며, 토상 신라와 고

려를 동일시하는 것이라는 에서 구 신라 지배층의 인식으로 악된다.

그런데 할지를 만류하고 상에 나선 徐熙는 거란이 문제삼은 것은 종 때 

개척한 가주 지역에 불과하다고 단하 다. 이는 태조 때 설정한 마헐탄 경계

를 넘어선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할지를 할 경우 삼각산 이북을 모두 내어주어

야 한다는 도 지 하 다. 이것은 동강 이남에 고구려 토지를 설정하는 것

이라는 에서 楊州에 南平壤을 설정한 것과 연결된다. 고려는 남평양 설정을 

통해 고려가 백제 내지 이를 병합한 신라 땅이 아니라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다

는 것을 입증하고, 삼국의 토를 아울 다는 에서 삼한일통의식을 확증하고

자 하 다. 결국 서희의 주장은 신라의 통  인식과 다른 새로운 역사의식을 

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화 상에 나선 서희는 고구려 땅은 거란의 차지이며 고려는 신라 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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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는 소손녕의 주장을 일축하고, 고려가 국호와 도읍에서 고구려를 계승

한 것임은 강조하 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여진을 소탕하고 길을 뚫으면 거

란에 사 하겠다고 약속하 다. 거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려는 거란 황제의 

사여라는 형식을 통해 압록강 동쪽을 개척하고 강동 6주를 설치하 다. 

압록강이 양국의 경계가 된 것은 앞서 고려가 송으로부터 인정받은 토 범

에 상응한다. 거란은 당  청천강까지를 고려의 토로 간주했으나 상의 결과

로 압록강까지 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것은 거란이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인정한 결과물은 아니었다. 후일 고려가 親朝를 거부하자 거란이 강동 6주의 반

환을 요구한 것은 이를 반 한다. 

강화가 타결되자 성종은 곧바로 사신을 보내 거란에 朝聘하 다. 서희는 여진

을 모두 평정하고 地를 수복한 뒤에 朝覲이 통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을 환기

하며 압록강 머까지 확보할 것을 주장하 다. 이것은 고구려계승의식에 따라 

토의 추가 인 수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쟁의 재발을 우려한 성종

은 바로 사신을 견함으로써 양국의 국경은 압록강으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강동 6주의 개척은 고구려계승의식과 련하여 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일차 으로 신라 이래의 인식을 거로 추진된 할지론을 해소하

고, 고구려계승의식의 실  의미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장기 으

로 고려의 북방 개척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그와 연계된 고구려계승의식의 약화

를 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결국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은 토 개척과 련된 역사  당 를 확보하면서

도 실  함의는 차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제 통합과 운 의 바탕으로

서 삼한일통의식이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고구려계승

의식은 국가  정체성의 근거로서 의미를 유지하고 토 개척의 명분으로 부각

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 외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내부의 갈등을 야기할 

험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 일 의 이념  과제로 남게 되었다.

주제어 : 三韓一統意識, 高句麗繼承意識, 崔承 , 徐熙, 三角山, 鴨綠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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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tions of “Historical Inheritance”(歷史繼承意識) that prevailed 

during Goryeo king Seongjong’s reign

Yoon, Kyeong Jin*
67)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historical beliefs the Goryeo people had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There was a particular notion of “Three Han units being one(三韓一

統意識, from the very beginning, and also later on),” which was related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establish the state system. And in the meantime, there was also 

the historical sense shared by many Goryeo people who believed that they succeeded the 

old Goguryeo dynasty(高句麗繼承意識) and inherited its legacy and property. 

Interestingly, this belief was directly used in the government’s pursuit of issues 

concerning Goryeo’s very own territory.

Regarding the former case, we can examine Choi Seung-roh(崔承 )’s example. He 

considered founder king Taejo Wang Geon’s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dynasties as 

essentially a unification of Go[gu]ryeo and Shilla, and in a peculiar manner excluded 

Baekje. We can see that he did not deny the notion of Goryeo inheriting Goguryeo’s 

legacy and position. But at the same time he also rather emphasized the “Three Han 

units were one” notion, as he wanted to stabilize the dynasty by forming unity among 

the Goryeo people.

And regarding the latter, we can see the actions of Seo Hee(徐熙). While fighting the 

Khitans, the Goryeo government preliminarily decided to hand over the region north of 

the Daedong-gang river, revealing a sentiment that considered (the territory of) Goryeo 

as virtually the same with [that of] Shilla in the past. Then Seo Hi, who was dispatched 

to negotiate terms with the Khitan troops, argued that region above the Samgak-san(三角

山) mountain had belonged to the late Goguryeo dynasty, and then building upon that, 

he managed to diplomatically retrieve the region east to the Abrok-gang(鴨綠江)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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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which had also been agreed upon earlier as the borderline between Goryeo and 

Sung), based upon the supposedly historical fact that ‘Goryeo succeeded Goguryeo.’ This 

is a clear example of the “Succeeding Goguryeo” belief being ideologically utilized in 

expanding Goryeo’s own territory. But after the expansion efforts were concluded, its 

meaning in the present gradually began to diminish.

Key Words : Notion of Three Han units being one(三韓一統意識), Historical sense 
that they succeeded the old Goguryeo dynasty(高句麗繼承意識), Choi 
Seung-roh(崔承 ), Seo Hee(徐熙), Samgak-san(三角山), Abrok-gang(鴨
綠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