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7 -

고려 종  開京 羅城 축조에 한 재검토 *

1)

윤 경 진 **

1. 머리말

2. 종 20년의 開京 羅城 축조

  1) 종  羅城 축조 기사의 검토

  2) 羅城의 축조 과정

3. 종 즉 년 羅城 기사의 생성 배경

  1) 공민왕 18년의 羅城 重修 시도

  2) 고려말의 都城 修築 논의

4. 맺음말

1. 머리말

근래 한국사 연구에서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는 都邑에 한 심이 높아진 것

이다. 모든 국가의 정치․문화․경제의 심으로서 도읍은 해당 국가와 시 를 

이해할 수 있는 요한 주제로 간주되었다. 여기에 서구 都 史 연구의 향을 

받아 도읍의 도시 인 면모를 악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 기는  시기에 걸쳐 나타났다. 고려시  연구에서도 도읍 開京에 

한 다각 인 근이 있었다. 이에 힘입어 여러 권의 단행본이 간행될 정도로 

성과를 축 하 다.1)1)이 에서도 도읍을 보호하는 성곽, 곧 都城은 많은 연구

*  이 연구는 2017년도 경상 학교 연구년제연구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상 학교 사학과 교수. 

1) 朴龍雲, 1996 �고려시  開京 연구�, 일지사;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김창 ,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한국역사연구회, 

2007 �개경의 생활사: 고려 500년 서울�, 휴머니스트; 김창 , 2011 �고려의 불교와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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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심을 끌었다.

근  국가의 도읍은 개 외 을 방어하고 도읍의 지역  안정화를 해 외

곽을 두르는 성곽을 축조하 다. 도성은 왕궁과 더불어 국가 수립  定都에 따

라 가장 먼  건설되었고, 이후 보수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성은 한 국

가의 개에서 그 정치  사회  상황을 반 하게 된다. 

고려의 도성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羅城이다. 건국 기에 王城을 마련한 

데 이어 종  다시 도읍 외곽을 두르는 나성을 쌓았다. 이것은 고려 기 최

의 기 던 거란과의 쟁에 따른 산물이었다. 이에 나성의 이모 모에 해 

구체 인 연구와 정리가 진행되었다.2)2)

그런데 개경 나성의 건설은 련 기록을 그 로 수용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따름에도 이에 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문제되는 것이 공

역 기간이다. 기록상 개경 나성은 종 즉 년(1009)에 시작되어 종 20년

(1029)에 완성을 본 것으로 되어 있다. 무려 21년이나 걸린 것인데, 일반 인 도

성 건설에 비추어 무 길다. 

물론 그 사이에 고려는 거란과의 쟁을 겪었으므로 그로 인한 단과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개경 나성이 종 

즉 년에 始築되었다가 거란의 침입 등으로 단되었고, 종 11년(1020) 姜邯

贊의 건의에 따라 王可道가 종 15년(1024) 이 에 축조를 재개하여 종 20년

에 완공을 본 것으로 정리한 것은 그 이다.3)3)그러나 이 경우도 공역 기간이 

5-10년에 달한다.4)4)

개경�, 신서원; 김창 , 2017 �고려 도읍과 동아시아 도읍의 비교연구�, 새문사; 정은정, 

2018 �고려 開京․京畿 연구�, 혜안.

2) 룡철, 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한 연구 ⑴․⑵｣ �력사과학� 1980-2･3; 細野涉, 

1998 ｢高麗時代の開城․羅城城門の比定を中心とする復元試案｣ �朝鮮學報� 166; 申安湜, 

2000a ｢高麗時代開京의 羅城｣ �明知史論� 11․12합; 신안식, 2000b ｢고려 기의 축성(築

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실� 38; 김창 , 2002a ｢고려 개경의 羅城門과 皇城門｣ �歷

史學報� 173; 김창 , 2002b ｢고려시  개경 나성문의 편제｣ �韓國史學報� 13; 우성훈, 

2013 ｢개경 나성 축성의 도시사  의의에 한 검토｣ � 한건축학회논문집� 29; 김회윤, 

2014 ｢고려 종  羅城 축조 과정에 한 연구｣ �韓國史學報� 55.

3) 김회윤, 의 논문.

4) 태조 5년에 축조를 시작한 西京 在城은 완공까지 6년이 걸린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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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조선의 경우와 비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조선의 한양 도성은 태조 4

년(1395) 정월에 공사를 시작해 9월에 城門까지 공사를 마쳤다. 1년이 채 걸리

지 않은 것이다. 새 왕조가 한양에 定都한 뒤 서둘러 도성을 쌓은 탓도 있겠지

만, 도성 축조 자체가 짧은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 공역이라는 측면도 있다. 한 

한양 도성은 처음에 土城으로 축조되었고 세종 때 石城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

행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역시 토성으로 축조된 개경 나성의 공역 기간이 그

게 오래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丁夫의 징발과 련하여 主文에서는 30여만 명을 동원했다고 은 뒤에 

‘一云’이라 하여 정부의 수를 23만여 명이라는 기록을 첨부해 놓았다. 성곽의 둘

에 한 설명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나성 축조에 해 여러 자료가 있었고 

내용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다. 

한 같은 내용을 하는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를 보면, 종 20년에 姜邯

贊의 건의로 공역을 벌 다고 나올 뿐, “王初卽位”의 내용은 없다. 그리고 동원

된 정부의 수도 �고려사� 지리지 기사의 주문이 아니라 ‘一云’ 기사와 같다. 이

는 �고려사� 지리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시 과 내용 등에 오류 내지 

변형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만큼, 한 자료 비 과 보정이 요구된다.5)5)

한편 세가에서는 종 즉 년의 논의와 종 20년의 완공 기사가 있으나 모두 

그 시 을 ‘是月’로 고 있고 일자가 없다. 이는 해당 기사가 일반 연 기가 아

닌 다른 자료를 통해 채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고려사 요�에는 

종 즉 년의 始築 기사가 없다. 이로 보아 세가 기사는 지리지 기사 내지 그 원

으로부터 추출되어 들어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다면 이 기사를 제로 나성 

보면 개경 나성이 장기간 진행된 것도 수 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서경 재성은 당시 고려

의 북방 경계 지역으로서 통일 쟁을 수행하는 한편에서 지의 제한된 인력으로 공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에서 국왕이 거주하는 도성의 건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

5) 일반 으로 �고려사� 지리지를 채용할 때 �세종실록� 지리지를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14년에 편찬된 �八道地理志�를 본으로 하 고, 뒤

에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는 �팔도지리지� 는 그 본 자료를 토 로 구성되었다. 따

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없고 �고려사� 지리지에만 보이는 기사는 다른 자료를 통해 

첨가된 것이므로 그 신뢰성에 해 검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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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를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며, 련 기사 반에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도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고려사� 지리지 기사에는 고려말 

상황에 연동되어 그 시 과 내용이 변형된 사례가 발견된다. 문종 23년(1069) 

경기 확 , 이른바 ‘ 경기’ 기사는 辛旽 집권기인 공민왕 18년(1369)에 진행된 

京畿 田을 문종  사 으로 소 해 정리한 결과로 밝 졌다.6)6)문종 21년

(1067)의 南京 건설 한 공양왕  한양천도를 뒷받침하기 해 가공된 것임도 

지 되었다.7)7)같은 맥락에서 나성 축조 기사도 의도  변형의 가능성을 따져보

아야 한다. 

나성 축조의 시 과 기간 등을 그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실제의 공역 내

용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련 기사가 본래 어느 시 의 상황을 담은 

것인지,  그것이 가지는 역사성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종  나성 축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2장에서는 먼  나성 축조 련 기사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성 축조

는 종 20년에 시작되어 그 해에 마무리된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3장에서는  

�고려사� 지리지의 나성 련 기사가 공민왕 18년에 있었던 나성 重修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양왕  개경 도성 수축 논의에 연동하여 

종  기사로 변형되었음을 논할 것이다.

2. 종 20년의 開京 羅城 축조

1) 종  羅城 축조 기사의 검토

�고려사� 지리지 開城府 연 에는 종 20년 개경 나성 축조에 한 기사가 

있다.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 윤경진, 2008 ｢�고려사� 지리지 ‘ 경기’ 기사의 비  검토: 공민왕 18년 경기 탁 (

田)으로의 재해석｣ �역사와 실� 69.

7) 윤경진, 2010 ｢고려 문종 21년 南京 설치에 한 재검토: 공양왕 2년 한양 천도의 합리화｣ 

�한국문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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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宗)二十年 京都羅城成 

<① 王初卽位 徵丁夫三十萬四千四百人 築之 至是功畢 ② 城周二萬九千七百步 羅

閣一萬三千閒 大門四 中門八 門十三 ( 략) ③ 又皇城二千六百閒 門二十 (

략) ④ 一云 丁夫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八人 工匠八千四百五十人 城周一萬六百六

十步 高二十七尺 厚十二尺 廊屋四千九百一十閒>

의 기사는 종 20년 나성의 완공을 하면서 세주로 축성과 련된 몇 가

지 사실을 정리해 놓았다. 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 어진다. 

우선 ①에서는 나성 축조가 종 즉  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종 20년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다고 었다. 여기에는 당시 동원된 역부의 수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 이어 ②에서는 나성의 규모를 정리하 고, ③에서는 皇城 축

조 규모를 었다.8)8)이것이 기사의 主文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④에서는 ‘一云’

이라 하여 동원된 인력 규모와 성곽 규모에 해 주문과 다른 내용을 었다.

한편 종  나성 축조는 �세종실록� 지리지 開城留後司 연 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고려사� 지리지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① 顯宗元年庚戌 契丹聖宗皇帝 自 入開京 焚宮闕民屋幾盡

② 二十年己巳<宋仁宗天望七年> 侍中姜邯贊 請城京都 王乃命參知政事李可道等 徵

丁夫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八人 工匠八千四百五十人 築羅城 周回一萬六千六十步 高

二十七尺 大門四 東曰崇仁 南曰 賓 西曰宣義 東南曰保定 

 기사를 �고려사� 지리지 기사와 비해 보면, 우선 종 즉  에 공역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반 로 거란 성종이 개경을 함락하고 궁궐을 

불태웠다는 부분(①)은 �고려사� 지리지에 없다. 이 기사는 이어지는 종 20년 

나성 수축의 배경 내지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앞선 종 즉

년 나성 始築과 상충될 수 있어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종 즉 년 기

8) �고려사� 지리지 기사에는 羅城門 25개와 皇城門 20개의 명칭도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황성문은 �高麗圖經�에 13개로 나오고, 일부 나성문은 �高麗史� 兵志 圍宿軍조에 열거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연구자간에 이견이 있다. 이것은 나성 기사의 성격과도 무

하지 않아 보이지만, 본고에서 이 문제까지 포 하기는 어려우므로 後稿에서 따로 분석

할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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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의도 으로 편집된 것임을 반 한다.

 기사는 종 20년에 강감찬의 건의와 왕명에 의해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고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면 나성 공역은 종 20년에 시작한 것이 된다. 그리고 

“王初卽位”는 �고려사� 지리지 편집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9)9)

다음에 성곽 규모는 축성 기사의 主文이 아니라 ‘一云’ 기사의 내용과 일치한

다. 다만 둘 가 “一萬六千六十步”로서 �고려사� 지리지의 “一萬六百六十步”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 수가 같아 ‘千’과 ‘百’의 어느 한 쪽의 오기로 볼 수 

있다.10)10)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  나성의 축조 경

에 해 살펴보자. 우선 지 되는 사항은 종 즉  후 나성 축조를 시작했다는 

부분이다. 이를 인정하면 공역 기간은 21년에 달한다.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의 연 을 따르면 나성 축조는 종 20년 한 해에 마무리된 것이 된다. 

사실 �고려사� 지리지의 나성 기사는 외 이다. 南京留守官 楊州 연   

숙종  南京 건설에 한 기사를 보면, 숙종 4년(1099)에 건설을 시작하여 5년 

뒤에 공역을 마쳤다고 되어 있다.11)11)이에 비추어 보면 나성의 경우도 종 즉

년의 공역 개시를 연  본문이 아니라 세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나성의 완성 기사만을 본문에 넣고 시축 기사를 세주로 처리한 것은 

당  원 에 종 20년 기사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주의 始築 기사는 이

와 다른 자료에서 채록하거나 편집 과정에서 찬자가 단하여 넣은 것이다. 

한편 �고려사� 세가에는 나성 축조와 련해 다음 두 기사가 보인다.

 9) 강감찬의 건의와 왕가도의 활동은 �고려사� 지리지에는 나오지 않으나 열  기사에서 

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에 해서는 뒤에서 언 할 것이다.

10) 다만 廊屋의 규모에 한 부분이 빠져 있다.

11) 南京 건설에 한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를 보면 “四年己卯九日 王親幸相地 命平章事

崔思諏知奏事尹瓘 董其役 經始于五年辛巳 訖功于九年甲申 卽宋徽宗崇寧三年也 八月 王

來遠觀 陞爲南京留守官”이라고 고 있다. 이에 해 �고려사� 지리지는 공역 종료와 이

에 따른 남경 설치 내용이 없다. 이는 남경 건설을 문종 21년 연 으로 넣었기 때문에 숙

종 9년 기사와 충돌을 피하기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지리지 기사의 의도  편집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윤경진, 2010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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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달에 開京 羅城의 축조를 논의하 다[議].12)12)

② 이 달에 開京 羅城이 완성되었다. 무릇 21년 만에 공역이 끝났다.13)13)

①은 종 즉 년 3월 기사로서 나성 축조 논의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 ②

는 종 20년 8월 기사로서 나성의 완공을 말하고 있다. 두 기사는 내용 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21년 만에 완성을 보았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내용은 

�고려사� 지리지 연 과 상통하지만, 한 가지 요한 차이가 있다. 곧 세가 기사

는 ‘논의’를 말한 것인 데 비해 지리지 기사는 “築之”라 하여 공역이 시작된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다. 연  내용에 한 찬자의 해석이 개재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종 즉 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나성 축조를 논의 는 시작했다고 보

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종은 2월에 즉 했으므로 3월의 축성 논의는 즉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목종 시해가 알려지면서 거란 성종

이 고려에 침공한 것은 이듬해 11월의 일이다. 양자 사이에는 1년 반 이상의 시

차가 있다. 

종 즉  후 고려는 목종 시해가 거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즉  직후 거란에 사신을 보내 “告哀稱嗣”하 다.14)14)선왕의 사망에 따른 

정상 인 왕  계승으로 포장한 것이다.15)15)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거란의 침공을 

비해 나성을 쌓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遼史� 기록을 보면, 聖宗은 統和 28년(1010) 5월에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종을 옹립한 것을 지 하며 원정을 비하도록 지시하 다. 여기서 가까운 시

12) �高麗史� 권4, 顯宗 즉 년 3월 “是月 議築開京羅城”

13) �高麗史� 권5, 顯宗 20년 8월 “是月 開京羅城成 凡二十一年而功畢”

14) �高麗史� 권4, 顯宗 즉 년 2월 “是月 遣司農卿王日卿 如契丹 告哀稱嗣”

15) 당시 거란이 고려의 嗣位 통보에도 목종 때처럼 冊 使를 보내지 않은 것을 두고 이미 

정변의 말을 알고 종의 즉 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김 연, 

2007 ｢高麗 顯宗의 卽位와 거란의 侵略原因｣ �한국 세사연구� 22, 135-136면). 그러나 

거란이 정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당시에 문제삼았을 것이라는 에서 수 하기 어

려운 설명이다. 한 거란은 목종 2년에 이르러서야 목종을 尙書令에 책 하 다(�高麗

史� 권3, 穆宗 2년 “契丹遣右常侍劉績 來加冊王尙書令”). 종의 경우에도 책 까지 시

차가 상정되는데, 그 에 목종 시해 문제로 책 이 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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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목종 시해를 인지한 것이며, 이 때 비로소 거란의 고려 침공이 실화되었

다.16)16)나성의 시축은 이보다 1년 이상 앞선다. 거란의 침공 의도가 확인되기도 

에 도성 방어를 한 나성을 축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17)17)만약 침공이 우려

되는 상황이었다면 서둘러 공역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경 지

역의 방어력 강화를 한 축성이 요구되지만 그러한 동향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종은 4월에 妣에게 시호를 追上한 뒤18)
18)赦宥를 반포하 고,19)19)5월에 

왕비를 들인 뒤 다시 사유를 반포하 다.20)20)그런데 5월의 사유에는 南道의 民戶

로서 東北 邊鎭을 채운 자를 放歸田里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동북 방면이라 

하더라도 외침이 견되는 상황이면 나오기 어려운 조치이다. 한 도성에서 나

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유에 수반하여 이들에 한 구휼 조치가 

나올 법한데, 이를 유추할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아울러 종 2년에 松嶽城을 增修한 조치가 주목된다. 종은 거란의 침공으

로 방어선이 뚫리자 11월에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고, 이듬해 정월 거란군이 도

성에 진입하여 궁궐을 불태웠다. 나주로 피난한 종은 강화가 성립한 뒤 2월에 

환도하 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 송악성을 增修하 다.21)21)이는 개경 함락으로 

16) �고려사�에도 이 시 에 거란의 침공 의도에 한 기사가 나타난다(�高麗史� 권4, 顯宗 

원년 5월 甲申 “流尙書左司郞中河拱辰 和州防禦郞中柳宗于遠島 拱辰嘗擊東女眞見敗 宗

恨之 女眞九十五人來朝 至和州館 宗盡殺之 故並坐流 女眞訴于契丹 契丹主 群臣曰 高

麗康兆 弑君大 也 宜發兵問罪”). 

17) 1004년 거란이 송과의 쟁에서 승리하고 澶淵의 盟을 맺은 후 고려에 한 압박 수 가 

올라가고 이것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따

라서 고려가 그러한 거란의 의도를 읽고 비했다는 이해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고려

는 거란에 사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

력 침공은 상하기 어려웠다. 종 즉  후 곧바로 告哀  嗣位를 고하는 사신을 보낸 

것은 원만한 계를 유지하기 한 것이었거니와 나성 축조는 오히려 거란을 자극하는 

행 가 될 수 있었다.

18) �高麗史� 권4, 顯宗 즉 년 4월 甲午.

19) �高麗史� 권4, 顯宗 즉 년 4월 戊戌.

20) �高麗史� 권4, 顯宗 즉 년 5월 戊寅 “赦徒罪以下 加文武官階一級 滿 增秩 賜京軍  

有差 南道民戶 實東北邊鎭  放歸田里”

21) �高麗史� 권4, 顯宗 2년 8월 “是月 增修松嶽城 築西京皇城” 兵志 城堡조에도 같은 기사

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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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서 10월에는 궁궐도 보수하 다.22)22)

이 때 송악성을 ‘增修’했다는 것은 기존 도성이 괴되자 이를 증축 보수하여 

방어력을 높 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서 쟁 비용으로 나성 축조가 논의, 

는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이 시 에 나성의 공역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특히 

종 3년부터 거란이 종의 親朝를 요구하고 고려가 이를 거부하면서 쟁의 

재발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송악성만 증수했다는 것은 나성의 존

재를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

보다 요한 것은 �고려사 요�에 종 즉 년의 나성 기사가 없다는 이다. 

당시 나성에 한 논의 내지 시축이 있었고 해당 자료가 �고려사�에 채록된 것

이라면, 이것이 �고려사 요�에도 나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종 10년(1056)에서 문종 21년(1067)까지 진행된 王寺 공역 사례가 

참고된다. �고려사� 세가에는 공역 개시 기사와23)
23)완성 기사가 있고 후자에 공

역 기간이 언 되어 있다.24)24)그리고 �고려사 요�에도 두 기사가 모두 실려 있

다. 이에 비추어 나성 공역도 종 즉 년 상황이 있었다면 �고려사 요�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종 20년 기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參知政事 李可道, 左僕  異膺甫, 御史大夫 皇甫兪義, 尙書左丞 黃周亮에게 명하여 

丁夫 238,938인, 工匠 8,450인을 징발하여 開京 羅城을 축조하 다. 이에 앞서 平章事 

姜邯贊이 京都에 성곽이 없다 하여 축조하기를 청하 다. 可道가 처음에 城基를 정

하 는데, 사람으로 하여  傘을 들고 둘러 서 있게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進  

하여 그 넓고 좁은 것을 고르게 하 다. 둘 가 10,660보, 높이가 27척, 廊屋이 4,910

간이었다.25)25)

22) �高麗史� 권4, 顯宗 2년 10월.

23) �高麗史� 권7, 文宗 10년 2월 癸卯 “始創 王寺于德水縣”

24) �高麗史� 권8, 文宗 21년 정월 庚申 “ 王寺成 凡二千八百間 十二年而功畢”

25) �高麗史節要� 권3, 顯宗 20년 8월 “命參知政事李可道 左僕 異膺甫 御史大夫皇甫兪義 尙

書左丞黃周亮 徵丁夫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八人 工匠八千四百五十人 築開京羅城 先是 平

章事姜邯贊 以京都無城郭 請築之 可道初定城基 令人持傘環立 登高而進 之 均其闊俠 周

一萬六百六十步 高二十七尺 廊屋四千九百一十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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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에 언 된 공역 내용은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의 

‘一云’ 기사와 일치한다.26)26)

그리고 �고려사� 세가 기사와 비교해 보면 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곧 세가

에는 이 때 나성이 ‘완성’되는 것으로 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이 때 축성 

명령이 내려진 것, 다시 말해 공역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역의 

완공 시기는 더 뒤로 내려가야 하는데,  기사는 공역의 결과를 시작 기사에 

붙여 정리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27)27)그 다면 나성 축조도 종 20년 8월에 시

작되었으며, 여기에 완성 단계의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양상은 종 즉 년 사 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려사� 列傳에서도 종  나성 축조에 한 기록을 여럿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 한 지리지  세가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① 邯贊이 京都에 성곽이 없다 하여 羅城의 축조를 청하니 왕이 따랐다. 王可道로 

하여  축조  하 다.28)28)

② ( 종) 20년에 左僕  異膺甫, 御史大夫 皇甫兪義, 尙書左丞 黃周亮 등과 개경 

나성을 축조하 다.29)29)

26) 성곽 규모에 한 두 기사의 차이에 해 구산우는 ‘一云’ 기사의 내용이 �고려사 요�와 

일치하며, 工匠과 丁夫가 구분 기재된  등을 근거로 이를 신뢰하 고(구산우, 1994 ｢高

麗 顯宗代 鄕村支配體制 개편의 배경과 성격｣ �한국 세사연구� 창간호, 83면), 김창

은 主文이 오류이거나 조선시 에 內城을 포함한 개경 성곽의 길이를 모두 합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김창 , 2002 앞의 책, 70면). 반면 김회윤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의 기사가 본문의 것과 일치하여 �고려사�를 신뢰할 수 있으며, �고려사 요�의 기사는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찬자의 선택일 뿐이라고 보았다(김회윤, 2014 앞의 논문, 204-205

면).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려사� 지리지를 토 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고려사� 지리지 기사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두 기사의 차이는 어느 한 

쪽의 오류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한 쪽이 다른 시 의 자료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27) 덕종 2년 1차 長城 축조 기사에 완성 단계의 경유 州鎭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그 이다

(�高麗史� 권82, 兵2 城堡 德宗 2년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防 起自西海濱古國內城界 

鴨綠江入海處 東跨 遠 化 靜州 寧海 寧德 寧朔 雲州 安水 淸塞 平虜 寧遠 定戎 孟州 

朔州等十三城 抵 德 靜邊 和州等三城 東傅于海 延袤千餘里 以石爲城 高厚 各二十五

尺”). 여기서 平虜鎭과 寧遠鎭은 靖宗 7년에 築城되었다.

28) �高麗史� 권94, 列傳7 姜邯贊 “邯贊以京都無城郭 請築羅城 王從之 令王可道築之”

29) �高麗史� 권94, 列傳7 王可道 “二十年 左僕 異膺甫御史大夫皇甫兪義 尙書左丞黃周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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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러 번 승진하여 御史大夫가 되었다. 參知政事 王可道와 함께 개경 나성을 축

조하고 中樞使에 임명되었다.30)30)

①은 姜邯贊 열 의 기사로서 그가 나성 축조를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

사는 강감찬이 종 11년(1020) 致仕를 청하여 허락을 받은 기사에 이어져 있으

며, 후속 기사는 종 21년(1030)에 門下侍中에 임명된 것이다. 이에 강감찬의 

축성 건의를 선행 기사와 같은 종 11년의 일로 보는 경우가 많다.31)31)이것을 

종 즉 년의 시축과 연결하면 단과 재개라는 과정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런데 열  기사의 구성 원리를 감안하면 강감찬의 건의 시 을 종 11년으

로 단정할 수 없다. 열  기사는 일일이 연기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사

의 연기가 뒤에 이어지는 비편년 기사에 일  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별 

기사의 시 은 그 내용과 맥락을 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원리가 잘 나타난 사례이다. 

a. ( 종) 18년에 參知政事가 되었다.  b. 왕이 재상에게 말하기를, “여진이 자주 

변경을 침범하여 피해가 심하다. 마땅히 우두머리를 招諭하여 후하게 상을 더해 주

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德으로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다”라고 하 다. 元이 

말하기를, “여진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므로 그들을 은혜로 품는 것이 어  

엄으로 제압하는 것과 같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그 게 여겼다.32)32)

의 기사는 강감찬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郭元 열 의 것이다. 의 인용

문은 종 18년(1027) 參知政事에 임용된 기사와 여진 책에 한 논의 기사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사 뒤에는 종 20년(1029) 遼國 반란과 

련된 내용이 이어진다. 기사 구성으로 보면 여진 책 논의는 종 18년의 일

로 악될 수 있다. 

等 築開京羅城”

30) �高麗史� 권94, 列傳7 皇甫兪義 “累轉御史大夫 參知政事王可道 築開京羅城 拜中樞使”

31) 박용운, 1996 앞의 책, 19면; 김창 , 2002 앞의 책, 67면; 김회윤, 2014 앞의 논문, 202면.

32) �高麗史� 권94, 列傳7 郭元 “十八年 參知政事 王 宰相曰 女眞屢犯東陲 爲害滋甚 宜招諭

渠首 厚加賞賜 此所 以德懷人也 元曰 女眞人面獸心 其懷之以惠 曷若震之以  王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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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려사 요�에서 이 기사는 종 20년 5월 기사로 되어 있다. 흥요국 

반란은 9월 기사에 나온다. 두 기사는 같은 해의 일인데, 여진 책 논의는 종 

20년 기사 앞에 정리되었다. 당시 곽원이 의견을 낸 것이 참지정사로 재직할 때

의 일이어서 그 뒤에 이어서 배치한 것이다.

이것은 열 이 토픽 단 로 기사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경우 특정 

기사의 시  단에 유의해야 한다. 강감찬의 경우도 그가 平章事로 致仕한 상

황에서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치사 기사에 연결 정리된 것일 뿐, 실제 건의가 

치사와 같은 해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두 기사를 하나의 시 으로 이해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기사, 곧 王可道로 하

여  나성을 축조하도록 한 부분도 종 11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왕가도 열

 기사인 ②를 보면 그의 공역 지휘는 종 20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왕

명을 받은 지 9년 뒤에 공역에 나섰다는 것은 실 인 설명이 될 수 없다.

皇甫兪義 열 의 기록인 ③도 다르지 않다. 황보유의가 御史大夫로 임명된 것

은 종 17년(1026)의 일이다.33)33)그리고 그가 中樞使가 되는 것은 종 22년

(1031)의 일이다.34)34)앞서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왕가도에게 축성을 명했으므로 

내용상 왕가도가 황보유의 등과 함께 나성 건립을 시작한 것은 종 17년 이후

가 된다. 따라서 앞서 인용한 강감찬 열 의 건의 시 을 종 11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크다.

결국 열  기사를 종합해 보면 종 20년에 강감찬의 건의로 나성 축조가 이

루어졌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그의 건의를 

종 20년 기사에 넣어 정리한 것과 상응한다. �고려사 요�에서 건의 시 을 

‘先是’라 한 것 한 같은 年內의 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열 의 어디에서도 

종 즉 년의 축성 논의나 시축, 이후의 단  재개 등을 추출할 수 있는 내용

은 악되지 않는다. 

이처럼 제반 자료에 근거할 때 종 즉 년의 축성 사 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면 실제 나성 축조 과정은 어떠했을까. 다음 에서는 이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3) �高麗史� 권5, 顯宗 17년 6월 戊寅 “以李端 爲右常侍知中樞事 皇甫兪義 爲御史大夫”

34) �高麗史� 권5, 顯宗 22년 5월 壬子 “以柳韶 爲吏部尙書參知政事 皇甫兪義 爲中樞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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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羅城의 축조 과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성 축조가 종 즉 년에 논의 는 시작되어 종 20년 

8월에 완성을 보았다는 것은 그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성 축조는 강감찬의 

건의를 계기로 왕가도 등이 공역을 주도했으며, 종 20년 8월에 시작되어 이후 

어느 시 에 완공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나성 축

조의 구체 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  공역이 실제 마무리되는 시 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이

해하는 단서는 공역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포상에서 찾아진다. 왕가도 열 을 

보면, 그는 나성 축조 후 그 공로로 檢校太 行吏部尙書兼太子 師參知政事上柱

國開城縣開國伯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세가에는 그가 11월 丁卯에 

檢校大 行吏部尙書兼太子 師參知政事로 승진한 기사가 있다.35)35)양자는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 

아울러 그가 승진하기 날 개경 나성과 重光寺를 조성하는 都監의 員吏에게 

1 의 職을 내려  조치가 있었다.36)36)이것은 공역을 마친 뒤 실무진과 총 책임

자를 차례로 포상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멀지 않은 시 에 공역이 마무리되

었음을 단할 수 있다. 8월에 나성이 완공되었다고 보면 3개월이나 지나 포상

이 진행된 것이 된다. 이는 8월 완공을 상정하기 어려운 방증이 된다.

나성 축조의 실제 과정을 좀더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루

어진 국왕 종의 巡行이다. 종은 동왕 20년 8월 癸卯에 西巡에 나섰다.37)37)그

는 平州와 白州, 鹽州를 차례로 거친 뒤 9월 丁卯에 목 지인 海州에 들어갔

다.38)38)무려 31일이나 소요되었다. 개경에서 멀지 않은 해주까지 가는 데 30여 일

이 걸렸다는 것은 외 이다. 

문종 7년(1053) 西京 순행과 비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문종은 

9월 丙戌에 순행에 나섰으며,39)39)5일 만에 海州(安西都護府)에 도착하여 3일을 

35) �高麗史� 권5, 顯宗 20년 11월 丁卯.

36) �高麗史� 권5, 顯宗 20년 11월 丙寅.

37) �高麗史� 권5, 顯宗 20년 8월 癸卯 “王西巡”

38) �高麗史� 권5, 顯宗 20년 丁卯 “遂幸海州 所歷州縣 年篤疾 賜酒食 貨有差 長吏加職一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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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 고,40)40)10월 庚子에 동강에 도착하 다.41)41)개경에서 출발하여 서경에 도

착할 때까지 15일이 걸렸다. 해주는 5일 정도면 도착할 치인 것이다. 

종은 동년 10월 甲午에 해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순행의 총 소요 일수

는 54일이다. 그런데 종은 동왕 17년에도 海州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는 9

월 甲子에 순행에 나서서42)
42)10월 壬午에 돌아왔다.43)43)모두 19일이 소요된 것으

로서 종 20년에 54일이 걸린 것과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이 시 에 종이 개경에서 멀지 않은 해주에 50여 일의 여정으로 순행을 다

녀온 것은 통상 인 순행과 다른 목 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바로 당시

에 개경 나성의 공역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축성 기사에 드러나듯이 나성 축조를 해 많은 인원이 유입되고 도성 역에 

걸쳐 공역이 진행된다. 따라서 도성은 단히 혼잡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치안 

상태로 나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종은 안 을 해 잠시 도성을 비우고 가까

운 界首官인 해주로 간 것이다. 다시 말해 8월  나성 축조 건의가 있었고 

종은 이를 재가하고 왕가도 등에게 명령을 내린 다음 도성을 빠져나간 것이다. 

당시 공역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개경에서 重光寺 공역이 진

행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 18년 慧日重光寺의 창건을 명하고 역부와 

공장을 징발하 고,44)44)동왕 20년 7월에는 有妻僧을 징발하여 役徒에 충원하기도 

하 다.45)45)따라서 8월에 나성 축조가 도모될 때 이들을 우선 으로 공역에 투입

할 수 있었다. 나성 완성 후 포상에서 “開京羅城及重光寺造成都監員吏”를 언

한 것 한 두 공역의 연 성을 반 한다. 

이 게 보면 종이 순행에 나선 기간이 바로 공역 기간이라는 심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역 기간을 추출할 수 있는  다른 근거로 공역에 동원된 인

39) �高麗史� 권7, 文宗 7년 9월 丙戌 “幸西京”

40) �高麗史� 권7, 文宗 7년 9월 庚寅 “次安西都護府 留三日”

41) �高麗史� 권7, 文宗 7년 10월 庚子 “駕至大同江 御樓船 宴諸王宰樞”

42) �高麗史� 권5, 顯宗 17년 9월 甲子 “幸海州神光寺”

43) �高麗史� 권5, 顯宗 17년 10월 壬午 “至自海州”

44) �高麗史� 권5, 顯宗 18년 9월 戊戌 “命創慧日重光寺 徵發人夫工匠”

45) �高麗史� 권5, 顯宗 20년 6월 丙辰, “徵有妻僧 充重光寺役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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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주목된다. 丁夫 238,938인, 工匠 8,450인이 동원되었는데, 이것은 한번에 투

입된 인원이 아니라 공역 기간 동안 동원된 연인원이다.

이러한 연인원 표시는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를 통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석탑 조성을 해 11월 6일부터 伯士 자신과 寶衆 3명

이 매일 동원되었으며, ‘合夫’가 348로 다음 해 春節까지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

다.46)46)공역 집단이 4인이므로 공역 기간은 87일로서 략 3개월 정도가 소요

될 정이었다. 시작일이 11월 6일이므로 정 완공 시 은 이듬해 2월 로서 

춘 에 해당한다.

역부의 경우 인원 변동이 개재될 여지가 크지만, 伯士나 工匠과 같은 기술자

들은 지속 으로 투입되었을 것이다. 나성 축조에 동원된 공장 8,450인은 169명

이 50일간 투입된 연인원으로 계산된다. 이것은 종의 西巡이 54일이 소요된 

것과 근 한다. 종의 출발과 도착 후에는 공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면, 

두 자료는 략 일치하게 된다. 

결국 개경 나성 축조는 종 20년 8월에 시작하여 50일 동안 진행되었던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도성 둘 의 성곽을 축조하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이것은 당시 나성 축조와 련하여 두 가지 성격을 반

한다. 

하나는 당시 공역이 단히 시 한 과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나성이 도성 

방어의 강화를 명분으로 조성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시에 쟁의 우려

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同年에 일어난 遼國의 반

란이다.

종 20년 8월 거란의 東京 利軍詳穩 大延琳이 동경에서 반란을 일으켜 遼

國을 세웠다.47)47)그리고 9월 이 사실을 고려에 통보하는 한편 군사 지원을 요청

하 다. 고려는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원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8)48) 

46)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同年十一月六日元 伯士身寶衆

三亦 日日以 合夫參佰肆拾捌幷以 石乙良 第二年春節己只 了兮聞遣”

47) �遼史� 권17, 聖宗 太平 9년 8월 己丑 “東京 利軍詳穩大延琳囚留守 駙馬都 蕭孝先及南

陽公主 殺戶部使韓紹勳 副使王嘉 四捷軍都指揮使蕭頗得 延琳遂僭位 號其國爲 遼 年爲

天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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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거란과의 교통로가 막히게 되었다.49)49)

이 과정에서 고려는 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한 방어책을 

세웠다. 곧 西北面判兵馬事 柳韶로 하여  赴鎭하여 비하도록 한 것이다.50)50) 

당시 유소는 化鎭의 양편에 遠鎭과 定戎鎭을 건설함으로써 국경의 방어력을 

높 다. 이 조치는 이듬해 寧德鎭 설치와 麟州 증축으로 이어지며 압록강 방어

선을 형성하 고, 후일 長城의 토 가 되었다.51)51)

개경 나성 축조도 이러한 분 기에서 최우선 으로 도성 방어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히 진행된 것이다.52)52) 연림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8월 3일이다. 

거란의 정세에 민감하게 응하고 있던 고려는 얼마 되지 않아 이 소식을 했

을 것이다. 그리고 17일에 종이 西巡을 떠났다. 그 사이에 바로 강감찬의 나성 

축조 건의가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바로 공역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압록강 

지역에는 鎭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어선을 강화하 다. 도성 함락의 경험이 있었

던 고려는 국경과 더불어 도성 방어에도 유의한 것이다.

한편 긴  상황에 처하기 해 쌓은 나성이 불과 50일만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해당 성곽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石城이 아니라 자연 지형을 이용하거나 

흙을 쌓은 土城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개성

의 나성이 土城이라고 언 되어 있다.

48) 당시 고려와 흥요국의 계에 해서는 李孝珩, 1998 ｢ 遼國의 성립과 高麗 구원 요

청｣ �역사와 세계(釜大史學)� 22 참조.

49) �高麗史� 권5, 顯宗 20년 12월 庚寅.

50) �高麗史� 권5, 顯宗 20년 12월 壬辰 “命西北面判兵馬事柳韶 赴鎭 以備 遼”

51) 종 20-21년 압록강 방어선의 구축에 해서는 윤경진, 2011 ｢고려 종말-문종  北界 

州鎭 설치와 長城 축조｣ �軍史� 79 참조.

52) 개경 나성의 문이 25개에 달한 것은 방어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 하면서 나성 축조

의 본원  의미를 도시의 효율  이용 내지 도성 외곽과의 유기  계 설정에서 찾는 

의견도 있다(신안식, 2000a 앞의 논문, 203면). 비슷한 맥락에서 쟁 과정에서 증가된 

군인의 활용이라는 의견도 보인다(김회윤, 2014 앞의 논문, 217면). 개경 나성의 군사  

실효성이 약하고 행정구역 정비와의 계성이 크다는 은 요한 지 이다. 다만 그와 

별개로 쟁 기 국면에서 도성 방어 강화는 다시 함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며 

체제 단속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에서 쟁 응책으로서의 속성을 분명하게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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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종 때 고려에 온 송의 사신 徐兢이 쓴 �高麗圖經�에는 개경의 성곽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그 성은 둘 가 60리로서 산세로 둘려 있으며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다. 지형에 

따라 성을 쌓았는데 밖으로 참호가 없고 女墻도 설치하지 않았다. 집이 연이어 있어 

廊廡 모양 같은데 자못 敵樓를 닮았다. 비록 兵仗을 설치하여 뜻밖의 변에 비했으

나 산세에 따랐기 때문에 모두 굳고 높지는 않았다. 그 낮은 곳은 을 막을 수 없

기 때문에 만일 한 일이 있으면 분명 지키기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53)53)

에서 둘 가 60리라고 한 것에서 이 성곽이 나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54)54)지형에 따라 쌓았다는 것이나 참호와 여장을 두지 않았다는 것 등을 통해 

土城으로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개경의 나성은 종 20년 8월부터 50일 간에 걸쳐 자연 지형을 이용

한 토성으로 축조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 다면 종 즉 년 3월 기사는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月까지 제시된 이 기사가 실재하지 않은 상황

을 가공하여 넣은 것은 아니라고 보면, 다른 시 의 사 을 통해 생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사가 본래 언제의 상황을 반 한 것이며, 그

것이 소  정리된 의미는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다.

3. 종 즉 년 羅城 기사의 생성 배경

1) 공민왕 18년의 羅城 重修 시도

�고려사� 지리지 연  에는 후 의 것을 소  정리한 사례가 종종 발견된

다. 가장 표 인 것이 문종 23년 ‘ 경기’ 기사이다.55)55)�고려사� 지리지 開城府 

53) �高麗圖經� 권3, 國城 “其城周圍六十里 山形繚繞 雜以沙礫 隨其地形而築之 外無濠塹 不

施女墻 列<太上御名>延屋 如廊廡狀 頗類敵樓 雖施兵仗 以備不虞 而因山之勢 非盡 高 

至其低處 則不能受敵 萬一有警 信知其不足守也”

54) 조선 태조 때 축조된 內城은 20리 40보로 되어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城

郭 內城). 따라서 60리로 되어 있는 성곽은 羅城을 가리킨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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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에는 공양왕 2년(1390) 경기의 확  개편이 문종 때의 사 을 따른 것이라

고 밝히면서 문종 23년(1069)의 경기 편성을 세주로 첨가하 다. 이것은 문종 

16년(1062)에 설정된 경기의 범 보다 크게 확 된 것이어서 흔히 ‘ 경기’로 부

르고 있다. 이 기사는 기 연구에서는 부정되었으나 근래 일부 연구에서 문종

 ‘ 경기’의 실재를 인정하고 당시의 역사상을 그리고자 하 다.56)56)

그런데 이 기사에 열거된 지명은 고려말의 것으로서 문종 23년이라는 시 과 

맞지 않는다. 한 연 에 열거된 原京畿 지역과 ‘ 경기’ 기사에 열거된 지역이 

불일치하고 있어57)
57)이를 그 로 신뢰할 수 없다. 특히 이 기사는 �세종실록� 지

리지에는 들어 있지 않아 지리지 원 과 다른 계통의 자료에서 채록해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료의 성격과 더불어 채록 과정에서의 오류

나 변형 등을 감안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문종 23년의 간지가 己酉로서 공민왕 18년(1369)의 간지와 일

치하는데, 바로 이 해에 경기에 田을 시행한 기사가 확인된다는 이다.58)58)그

리고 ‘ 경기’ 기사에 열거된 읍호의 사용 시기와 거의 부분 일치한다.59)59)결국 

문종 23년 ‘ 경기’의 실제는 공민왕 18년 田에서 설정된 경기 던 것이다. 공

민왕 18년 기사가 문종 23년 기사로 바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 인 

편집의 결과 다. 곧 공양왕 2년에 진행된 경기 확  개편을 ‘文宗 制’의 재연

으로 정당화하면서 그 실체로서 ‘ 경기’ 기사를 생성한 것이다.60)60) 

이성계 일 는 집권 후 科田法 시행을 한 토 로서 경기 확 를 시도하면서 

55) 이하 ‘ 경기’ 기사의 재해석은 윤경진, 2008 앞의 논문에 의한 것이다.

56) 박종기, 2003 ｢고려시  남경지역의 개발과 京畿制｣ �서울역사박물 연구논문집� 1; 신

안식, 2003 ｢고려시  ‘京畿’의 상과 역할｣ �人文科學硏究論叢(명지 )� 25; 정은정, 

2004 ｢고려 기 경기의 형성과 경기제｣ �한국 세사연구� 17; 정은정, 2005 ｢고려 기 

경기지역의 공한지 개발｣ �지역과역사� 16.

57) 원경기 13  에서 兎山과 牛峯만 ‘ 경기’ 기사에 복되어 나온다.

58) �高麗史� 권41, 恭愍王 18년 9월 庚申 “遣使 田于京畿”

59) 安州가 載寧縣으로 개정된 사실이 반 되지 않은 것이 유일한 외이다.

60) 고려말 개 과 련하여 문종 의 사 이 생성된 로는 문종 21년 南京 건설 기사(윤경

진, 2010 앞의 논문)와 外官祿 문종조 규정이 있다(윤경진, 2010 ｢�고려사� 식화지(食貨

志) 외 록(外官祿) 규정의 기  시 과 성립 배경｣ �역사와 실� 78).



고려 현종대 開京 羅城 축조에 대한 재검토·195

공민왕 18년의 방안을 수용했는데, 당시는 바로 辛旽 집권기 다. 경기의 확 와 

田은 신돈이 추진한 개 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禑王과 昌王을 신돈의 

후손이라며 폐 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상황에서 신돈의 개 을 명시 으로 채용

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를 문종 의 제도로 變改하여 개 의 정당성을 확보하

고자 하 다. 그 결과 공민왕 18년 경기 확  편성 기사는 같은 간지의 시 인 

문종 23년으로 소 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나성 시축 기사에도 동일하게 용할 수 있다. 두 기사는 모두 

�고려사� 지리지 開城府 연 에 세주로 삽입되어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

는 없다는 공통성을 가진다. 이는 자료의 속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성 시축 기사 역시 의도 으로 후 의 것을 종 즉 년으로 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먼  그 시 을 찾아보자. 종 20년의 나성 축조를 제할 때, 종 즉 년으

로 소 할 수 있는 사 은 重修와 련될 것이다. 志에 수록된 가요 ｢金剛城｣

에 한 설명은 이 문제를 풀어 가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契丹 聖宗이 개경에 침입하여 궁궐을 불태웠다. 종이 개경을 수복한 후 羅城을 

쌓으니 國人이 기뻐하며 노래를 지었다. 혹은 蒙兵을 피해 江華로 도읍을 옮겨 들어

갔다가 다시 개경에 돌아온 후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金剛城은 그 城이 金이 剛

한 것처럼 단단한 것을 말한다.61)61)

에서 강성은 개경 나성을 가리키는데, 노래의 시  배경에 해 두 가지 

설이 소개되어 있다. 하나는 거란의 침입으로 피난을 갔던 종이 환도했을 때

이고, 다른 하나는 몽골 침입으로 강화로 천도한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했을 때

이다. 이것은 이 노래가 개경이 함락된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런데 원종 때 사 을 一說로 제시한 것은 의문을 낳는다. 고려와 몽골의 

쟁은 쿠빌라이의 지원을 업은 원종 측의 쿠데타로 무신정권이 몰락하면서 종식

되었다. 出陸還都는 원에 한 사 가 시작됨을 의미하 다. 이런 상황에서 개경 

61) �高麗史� 권71, 志25 2 俗  金剛城 “契丹聖宗 侵入開京 焚燒宮闕 顯宗收復開京 築羅

城 國人喜而歌之 或曰 避蒙兵 入都江華 復還開京 作是歌也 金剛城 其城 如金之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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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을 통해 보호를 염원했다는 것은 실과 맞지 않는다. 고려는 出陸하면서 

江華의 성곽을 철거했는데, 개경에 나성을 수한다는 것은 이와 상반된 행보로

서 몽골에 한  행 로 간주될 수 있었다. 

강성의 의미가 종 때 나성 축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에도 실상과 맞지 

않는 원종 때 사 이 소개되었다는 것은 이 노래가 종 때 만든 것 아님을 반

증한다. 다시 말해 노래의 의미는 종 때 사 과 부합하지만 이 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후 의 사 을 부회했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보다 후 에 나성 수와 련된 사 이 있었고, 악지 찬자는 이를 

신하기 해 원종 때 사 을 넣었다는 이해도 가능하다. 

실제로 고려말에  한번 개경이 함락된 경험이 있었다. 고려는 공민왕 11년

(1362) 홍건 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福州(안동)로 피난했다가 돌아왔다. 여기서 

공민왕 때 개경 함락과 그에 상응하는 나성의 수,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한  

｢ 강성｣ 제작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 경기’ 기사의 원리를 참고할 때, 해당 시 은 종 즉 년과 간지가 

같은 공민왕 18년으로 잡을 수 있다.62)62)공민왕 18년 당시에 나성 수를 직  

단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찾을 수 

있다. 

우선 나성 축조의 배경으로 상정되는 국제 정세와 응 양상을 고려할 수 있

다. 술한 바와 같이 나성의 축은 종 20년 遼國 반란에 응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졌다. 당시 고려는 나성 축조와 함께 변경 지역의 방어 강화에도 노력

하 다. 같은 해 압록강 방어선에 遠鎭과 定戎鎭을 새로 설치한 것이 표

이다. 그리고 종 22년 거란 聖宗이 사망하자 고려는 압록강 방면으로의 진출

까지 모색하 다. 이에 고려에 이 되고 있던 압록강 城橋의 철거를 요구하

고, 거란이 이를 거부하자 賀正使를 지하고 새 연호의 수용을 거부한 채 성

종의 太平 연호를 계속 사용하 다. 이 때 柳韶는 거란의 保州城까지 攻破할 것

을 청하 으나 실 되지는 않았다.63)63)

62) 이에 앞서 공민왕 7년 外城을 수하도록 한 조치가 있으나 이는 홍건 에게 개경이 함

락되기 이라는 에서 그 맥락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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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보는 북방 정세의 변동에 응하여 국경 지역의 방어체계를 강화하

면서 극 인 군사 행동까지 모색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 다. 나성 축조를 

통해 도성 방어의 강화를 제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공민왕 18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개되었다. 공민왕 17년 9월 고려는 明이 元

의 大都를 령하고 원의 황제가 上都로 도망한 상황을 하 다. 이후 원은 北

元으로 지칭되며 제기를 노렸고, 명은 북원의 완 한 타도를 모색하면서 요동의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에서 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고조시켰

다. 앞서 두 차례 홍건 의 침입을 경험한 터 거니와 개경 함락 경험은 보다 

극 인 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고려는 공민왕 18년 8월 北界의 西京과 義州, 靜州, 泥城, 江界 등에 萬

戶와 千戶를 두었다.64)64)북계 방어의 거 인 西京과 압록강 방면의 최 선 지역

에 새로운 군사 운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兵志에는 이 해 11월에 萬戶府 

에 軍을 편성하는 조치가 확인된다.65)65)여기에는 靜州 신 安州가 들어간 차이

는 있으나 북계의 핵심 요충지에 군사  편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맥락은 다르

지 않다.66)66)

江界, 朔州, 義州는 공민왕  압록강 방어선을 표하는 거 들이며, 安州(安

北大都護府)와 西京은 북계 운 의 심지이다. 서경-안주-의주로 이어지는 남

북 간선로와 의주-삭주-강계로 이어지는 압록강 연안 방어선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 다. 이 지역에 해 萬戶府와 하 軍에 한 편제를 단행한 것은 북계 

방면의 군사  사태에 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해 12월에 압록강을 건  東寧府 정벌에 나섰다. 이에 해 세가 

기사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63) 당시 압록강 연안을 둘러싼 고려와 거란의 토 문제에 해서는 김순자, 2006 ｢10-11세

기 高麗와 遼의 토 정책: 압록강선 확보 문제 심으로｣ �北方史論叢� 11; 김우택, 

2009 ｢11세기 契丹 역 분쟁과 高麗의 응책｣ �韓國史論� 55; 허인욱,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 세사연구� 24; 허인욱, 2010 ｢高

麗 德宗․靖宗代 契丹과의 鴨綠江 城橋․城堡問題｣ �歷史學硏究� 38 등이 참고된다.

64) �高麗史� 권41, 恭愍王 18년 8월 乙丑 “置萬戶 千戶于西京義州靜州泥城江界等處“

65) �高麗史� 권81, 兵1 五軍 恭愍王 18년 11월.

66) 고려후기 萬戶府 설치에 해서는 이강한, 2016 ｢고려후기 만호부(萬戶府)의 ‘지역단

’ 성격 검토｣ �역사와 실�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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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부터 東․西北面의 要害에 萬戶와 千戶를 많이 두고  元帥를 보내 장차 東

寧府를 쳐서 北元과 단 하 다.67)67)

에서 가을부터 만호 등을 두었다는 것은 8월에 5개 만호부를 둔 것을 가리

킨다. 이는 국경 방어를 강화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동 경략까지 도모

하 던 것을 보여 다. 이러한 행보를 종 20년과 비해 보면, 도성 방어의 강

화를 표상하는 나성 수 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하나의 단서는 다음 기사에서 발견된다.

京都의 外城을 수축하도록 명하 다.68)68)

의 기사는 공민왕 7년(1358) 3월의 것이다. 京都의 外城이란 곧 羅城을 가

리킨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공민왕 7년에 이미 나성의 수를 한 명령이 있었

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당시의 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장 먼  지 되는 것은  기사가 �고려사� 지리지 개성부 연 에 “恭愍王

七年 修松都外城”이라고 나와 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 즉 년 나성 시축 기사와 같은 상황이다. 특히 지리지 기사

에는 세가와 달리 ‘命’이 없어 실제 수축이 진행된 것으로 표 되었다. 이는 

종 즉 년 기사에서 세가에서는 ‘議’로 은 반면, 지리지에서는 ‘築之’로 은 

것과 유사하다. 이는 축성의 실행을 구체 으로 드러내려는 지리지 찬자의 의도

로 읽힌다.69)69)이러한 양상은 공민왕 7년 기사 역시 다른 자료를 통해 삽입된 것

임을 시사하며, 따라서 해당 연 의 시 과 내용에 한 검증이 요구된다.

일단 공민왕 7년의 나성 수 배경으로 왜구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공민왕 

6년 9월 왜구가 昇天府에 침입하 고,70)70)윤9월에는 喬桐에도 침입하 다.71)71)공민

67) �高麗史� 권41, 恭愍王 18년 12월 “自秋以來 東西北面要害 多置萬戶 千戶 又遣元帥 擊

東寧府 以絶北元” 세가에는 공민왕 18년 기사가 11월까지만 나타나고 있으나  기사는 

�高麗史節要�를 통해 12월 기사로 확인된다.

68) �高麗史� 권39, 恭愍王 7년 3월 “命修京都外城”

69) 이와 함께 “京都”가 “松都”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兵志 城堡조에는 이 기사가 없다.

70) �高麗史� 권39, 恭愍王 6년 9월 戊戌 “倭入昇天府 天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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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7년 5월 왜구가 다시 교동을 침구하자 京城에 戒嚴을 내리고 坊里丁을 차출

하여 군 를 편성하 다.72)72)이러한 상황에서 왜구 책으로 나성 수를 도모했

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후술할 우왕 3년의 축성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축성 명령 외에 나성 공

역과 련된 논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 시기에 

큰 한발로 공역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도 기사를 그 로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 이 해 정월부터 4월까지 내내 가뭄이 든 상태 다.73)73)기간이 말해

주듯 당시 가뭄은 심각한 수 이었다. 이에 공민왕은 식사를 이고 음악을 거

두며 禁酒를 시행하 다.74)74)공역 이라도 가뭄이 들면 역부의 식량 문제가 심

각해지기 때문에 공역을 단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런데 정월부

터 가뭄이 들었는데 3월에 나성 수를 명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가

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수 명령 한 다른 시 의 기사일 가능성이 있다. 술한 

바와 같이 공민왕 18년에 나성 수에 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공역 명령은 

그 이듬해인 공민왕 19년의 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공민왕 7년의 간지는 戊戌, 

공민왕 19년의 간지는 庚戌이다. 두 간지는 자가 유사하여 오독의 여지를 가

진다. 

간지 오독에 의한 시 의 변화는 城堡조의 築城 기사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내용이 유사한 사례로 강동 6주를 구성하는 化鎭과 通州의 경우를 살

펴보자.75)75)흥화진은 성보조에 성종 14년(995, 乙未)과 목종 10년(1007, 丁未)의 

축성 기사가 있다. 徐熙 열 에서 축성 시 은 성종 14년으로 확인된다.76)76)목종 

71) �高麗史� 권39, 恭愍王 6년 윤9월 乙丑 “倭侵喬桐”

72) �高麗史� 권39, 恭愍王 7년 5월 辛亥 “倭焚喬桐 京城戒嚴 發坊里丁 爲戰卒”

73) �高麗史� 권39, 恭愍王 7년 4월 丙子 “敎曰 自正月至今 旱氣太甚 其於農民何 寡人日夜不

遑寢食 其悉原中外二罪以下”

74) �高麗史� 권39, 恭愍王 7년 4월 “大旱 王减膳 撤  禁酒”

75) 윤경진, 2011 ｢고려 성종- 종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역사문화연구� 38, 71면.

76)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十三年 率兵逐女眞 城長 歸化二鎭 郭龜二州 明年 又率兵 

城安義 化二鎭 又明年 城宣孟二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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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사를 그 로 인정할 경우 불과 10여 년만에 다시 축성했다는 것이 되는

데 실성이 없다. 이는 ‘乙未’를 ‘丁未’로 오독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

리 이다. 

通州(宣州) 역시 성종 15년(丙申)과 목종 11년(戊申) 축성 기사가 있다. 이 

한 서희 열 에서 성종 15년의 축성이 확인되며, 목종 11년과는 12년 차이가 

난다. 흥화진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으로 역시 간지 오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민왕 7년과 19년도 이들과 동일하게 12년의 오차를 가진 것으로 ‘庚’을 ‘戊’로 

오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화진과 통주에 해 12년의 시차를 가진 두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 내

용을 가진 자료가 轉寫 등의 과정을 통해 생되고 여기서 자의 결락과 오독

이 발생하면서77)
77)별도의 기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나성 수 명령도 그러한 

자료가 생된 것인데, 이것이 간지 오독으로 공민왕 7년 기사로 간주되어 연

기에 채록된 것이다. 이 게 조정하면 공민왕 7년의 나성 수 명령은 공민왕 

19년의 일로서 공민왕 18년 수 논의와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짚어볼 사항은 조정된 공민왕 18년  19년 기

사가 모두 3월 기사라는 이다. 그리고 ‘논의’와 ‘명령’이 1년의 시차를 가진다

는 것도 외 이다. 그 다면 양자가 당  하나의 사 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고려는 卽位年稱元을 사용했으나 �고려사�는 踰年稱元으로 고쳐 

정리하 고, 이 때문에 석문에서 제시되는 王紀와 �고려사�의 왕기는 1년의 

오차를 가진다. 한 종 즉 년(본래는 원년)에 제정된 光德 연호가 �고려사�

에서 종 원년(본래는 2년) 기사로 정리된 것은 이에 따른 편집 오류를 잘 보

여 다.

특히 지리지 기사에는 칭원법 조정에 따른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종 16년의 京畿 개편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일부 연 에 문종 17년으로 나오

77) 이러한 간지 오독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된 문서 자료에서 자가 흐려지거나 결

락되기 때문이다. �三國遺事� 寶壤梨木조에 인용된 按淸道郡司籍의 淸道郡界里審使 柱貼

公文에 해 一然은 “天福八年癸酉”라고 언 하면서 태조 26년이라 주기했는데, 天福 8

년 내지 태조 26년의 간지는 癸卯이다. 간지  ‘卯’와 ‘酉’의 오독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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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때로는 이 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보인다. 일례로 �삼국사기�에는 백제 

근 고왕 26년에 고구려 平壤을 공격하고 漢山에 移都한 기사가 있다.78)78)그런데 

�고려사� 지리지는 이를 근 고왕 25년으로 조정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근 고왕 24년으로 었다. 후자는 조정된 연기를 즉 년칭원으로 오인하고 다

시 1년을 당겼고, 자는 이를 맞게 조정한 것이다.79)79)

공민왕 7년 기사 자체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면, 그 과정에서 1년의 오차가 발

생할 여지 한 배제할 수 없다. 유년칭원을 따를 경우 공민왕 6년으로 들어가

야 할 기사가 7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원 기사를 공민왕 18년으로 보면 간

지는 己酉이고, 공민왕 6년의 간지는 丁酉가 되는데, 이 역시 오독의 여지를 가

진다.

결과 으로 공민왕 18년 나성 수 논의(명령)는 종 즉 년 기사로 소 되

었고, 여기서 생된 기사는 간지 오독과 칭원법 조정 등으로 공민왕 7년 기사

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양자가 시 을 달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종 즉 년 기사가 편목에 따라 ‘議’와 ‘築之’로 달리 기재한 

것을 감안할 때, 수 기사의 ‘命’ 한 ‘議’에 포 할 수 있다. 

후술할 우왕 때의 축성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은 것은 이후 논의 과

정에서 무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논의’가 ‘명령’보다 1년 선행했다고 

보기보다는 양자가 동일 사 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합리 이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이해에 기 하여 �고려사� 지리지 나성 련 기사의 내용을 다시 음미

해 보자. 술한 바와 같이 �고려사� 지리지의 나성 기사에 세주로 정리된 성곽 

규모  역부 동원 기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종 즉  시 에 主文으로 연

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一云’으로 부기되어 있다. 이  실제 종 20년의 공

역을 반 한 것은 ‘一云’ 기사이다.80)80)문제는 주문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8)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6년 “冬 王 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 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  移都漢山”

79)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때때로 유년칭원을 용하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富城縣 연 에

서 인종 22년에 縣令을 설치한 것은 인종 21년으로 조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80) 북한에서 발굴을 통해 실측한 성의 둘 는 23km로서 ‘일운’ 기사의 10,660보(22.7km)에 

상응한다(신안식, 2000a 앞의 논문, 194면의 표에 의거함). 이는 ‘일운’ 기사가 실제 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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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다.

이에 해 같은 사실이 자료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것이라고 보면 손쉽게 처

리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 쪽이 오류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丁夫와 성의 

둘  등 공통 항목의 수  차이와 工匠 수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동일 

자료에서 생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곧 당  다른 성격의 자료라고 보

아야 하며, 이는 두 기사 내용에 시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상 皇城을 

함께 축조한다는 것은 종 즉 년보다 홍건 의 침입으로 궁궐이 불탄 공민왕

의 사정에 부합한다. 

이와 련하여 흥미를 끄는 것은 부속 건물을 나타내는 羅閣과 廊屋의 용어 

차이이다. 고려 기 용례를 살펴보면 개 廊屋으로 나온다. 덕종 3년(1034)의 

皇城 朱雀門廊屋, 靖宗 6년(1040)의 昇平門廊屋 등이 보인다. 이에 해 羅閣은 

후술할 우왕 3년의 開城府 건의에 보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성곽과 

련된 건물은 개 羅閣으로 되어 있다. 용례가 고 혼용의 여지가 상존하여 단

정은 어렵지만, 나각이 주로 고려후기에 사용된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나

각이 포함된 주문 기사가 고려후기의 것임을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이처럼 ‘一云’ 기사가 종 20년에 이루어진 실제 공역 내용을 나타낸 것이라

고 할 때, 주문 기사는 종 즉 년 기사로 기재된 원 기사, 곧 공민왕 18년의 

나성 수와 련된다는 것이라는 단을 얻을 수 있다. 시  소 과 함께 당시

의 공역 내용도 소 된 것이다.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이것이 종 즉 년 기

사로 먼  정리되면서 종 20년의 공역은 ‘一云’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두 공역 기사는 정리된 내용의 성격도 다른 것으로 단된다. 주문 기사의 내

용을 보면, 丁夫 304,400인, 城의 둘  19,700보, 羅閣 13,000간이다. 모두 100단

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투입된 인원수를 나타낸 ‘일운’ 기사의 내용과 구분된

다. 이것은 주문 기사가 축성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축성을 해 입안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성의 둘 가 ‘일운’ 기사에 제기된 10,660

( 는 16,060)보보다 늘어난 것이어서 당시 계획이 나성의 확장을 도모한 것임

의 규모를 반 한 것이며 주문 기사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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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81)81) 

한편 ‘일운’ 기사의 내용  工匠의 수는 50일 기한으로 정확히 계산되지만, 

역부는 그 게 계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장이 고정 으로 투입된 반면 역부는 

상황에 따라 투입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다. 이에 해 입안 단

계에서는 동원 가능한 인원과 소요 기일을 특정하여 계산한 인원이 제시된다.

丁夫 304,400인은 수치로 볼 때 3,044인을 100일간 투입하거나 6,088인을 50일

간 투입한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실제 투입 규모와 공역 기간은 공역의 진행 

상황이나 당시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술한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에 伯

士와 寶衆의 공역 기간을 미리 계산해서 일을 맡겼으나 “기한 내에 마치지 못했

던[犯由]”고 서술된 것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주문 기사의 나성 규모는 실제 축조된 내용이 아니라 공민왕 때 수

를 도모하면서 입안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후술하듯이 우왕  이후 계속 나

성을 포함한 개경 성곽 수축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당시 공역이 실 되지 못했

음을 반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당시 개경에 魯國公主의 影殿 공사가 으로 실행되고 있었다는 이

다. 나성 수는 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록상  공역만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어 나성 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82)82)

아울러 당시 개 을 주도하던 辛旽이 공민왕 20년(1371)에 숙청된다는 도 

81) 이어지는 皇城의 규모 한 2,600간으로서 개략 으로 산정된 수치로 짐작된다. �고려사�

지리지에서 나성과 황성의 규모가 하나의 기사로 제시된 것과 수치의 성격이 상통한다는 

것에서 두 성의 축조가 하나의 자료에서 채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후술하듯이 

이후 나성 수가 계속 논의된 것과 달리 황성은 언 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황성의 공

역은 실제 진행되었을 여지도 있다. 이 문제는 성문에 한 이해와 더불어 後稿에서 다루

기로 한다.

82) 공민왕의 과도한 影殿 건은 신돈 집권기의 표 인 폐정으로 간주되었다는 에서 기

록된 내용을 그 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제  공역 기사 에는 나성 수와 련

된 내용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 술한 것처럼 종 때 나성 축조는 重光寺 건과 

연계되어 있었다. 노국공주 은 공민왕 15년부터 시작된 만큼 나성 수 한 이와 연

계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민왕 7년의 외성 수 명령 기사를 공민왕 18년으로 조정하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 다만  건 문제는 본고의 논의 범 를 벗어나므로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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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경기 확 처럼 나성 수도 신돈이 주도한 정책의 하나로 단

된다. 그런데 그가 실각하면서 이 한 단, 는 백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기 확 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돈 집권기의 정책은 이후 개  과정에

서 꾸 히 논의 는 실행되었다. 우왕 에 이어 공양왕 에도 개경 축성 문제

가 논의되었고, 결국 조선 태조 때 內城 축조로 귀결되었다. 바로 이것이 나성 

축조가 종 즉 년 기사로 들어가는 배경이 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다음 에

서는 이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고려말의 都城 修築 논의

공민왕 18년의 나성 수는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개경 성곽의 수

축 문제는 정책 안으로 유지되었다. 우왕 3년(1377) 開城府는 국내 성곽 운

과 련하여 4개조의 건의를 올렸다. 이  1조와 2조는 개경 성곽에 한 것이

었다.

① 그 첫째로 外城을 修葺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정하고 도읍을 세우는 자는 반드

시 높은 성과 깊은 못을 우선하니 이것이 古今의 공통된 제도입니다. 우리 국가는 

태조께서 創業하신 것이 宏遠했으나 성곽을 수리하지 못했고, 顯廟에 이르러 비로

소 外城을 쌓아 성 에 羅閣을 두어 굳게 지켰습니다. 세 가 멀어 성이 무 졌

고,  옛 터의 둘 가 넓고 멀어 1, 2년 사이에 비록 民力을 고갈하더라도 重修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마땅히 병사를 훈련하고 백성을 쉬게 하여 그 변화를 기

다리십시오. ② 그 둘째는 內城을 新築하는 일입니다. 일마다 반드시 비가 있어

야 하니 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지 은 왜구가 횡행하며 독을 뿌리니 京

內의 백성들이 만약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지할 곳이 없어 진실로 우려됩

니다. 바라건  內城을 견고하게 쌓도록 하십시오.83)83)

의 건의는 外城을 쌓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행이 어려우므로 일단 內城을 쌓

83) �高麗史� 권82, 兵2 城堡 辛禑 3년 “其一 外城修葺事 則曰定國立都  必先高城深池 此古

今之通制也 我國家 太祖創業宏遠 而城郭不修 至於顯廟 始築外城 置城上羅閣 以固守 世

遠城頹 且古基周回廣遠 一二年間 雖竭民力 似未能重修也 宜鍊兵息民 以待其變 其二 內

城新築事 則曰惟事事乃必有備 有備則無患矣 今也 倭寇 橫行肆毒 京內之民 如有急難 無

所依據 誠可畏也 願令 築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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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외성은 나성을 말하는데 이는 종 때 쌓았다는 

말에서 확인된다. 

이 때 개성부가 “1, 2년 사이에 重修하기 어려울 듯하니 백성을 쉬게 하자”라

고 말한 것에서 두 가지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나성 수를 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민왕 때의 수 시도를 뒷받침하며, 아울러 이

것이 실 되지 못한 사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나성 수가 石城으로의 환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이다. 축

은 50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토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 1, 2년 사이에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과 같은 토성으

로 수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 그 안으로 실행된 내성은 �신증동국여지

승람�에 ‘甓城’으로 표 되어 있는데, 이는 石城으로 축조된 것을 나타낸다. 이는 

당  공민왕 의 나성 수가 석성 환을 시도한 것임을 짐작  한다.

공민왕 때의 나성 수가 북방 정체에 응하기 한 것이었다면, 우왕 의 

논의는  격화되고 있던 왜구를 방어하기 한 것이었다. 실 으로 나성은 

규모가 무 크므로 일단 내성을 쌓아 비하자는 것으로, 이후 도성 성곽 문제

는 내성 신축을 심으로 논의되었다.

같은 해 崔瑩도 방어의 효율성을 이유로 내성 축조의 필요성을 말하 다.

京城은 무 넓어 비록 10만의 병사라도 쉽게 지킬 수 없습니다. 청컨  內城을 

쌓아 不虞에 비하십시오.84)84)

에서 경성이 무 넓다는 것은 개성부가 “外城 古基의 둘 가 넓고 멀다”고 

지 한 내용에 상응한다. 공민왕 때 제기된 나성 수축 논의를 내성 신축으로 

환한 것이다. 당시 최 의 건의에 해 睦仁吉은 토목을 일으키면 좋지 않다고 

반 했으나 우왕은 농한기에 공역을 일으키도록 하 다.85)85)하지만 실행에 이르

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84)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瑩 “京城大廣 雖有十萬兵 未易守也 請築內城 備不虞”

85)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瑩 “睦仁吉曰 不可動土 禑曰 以拘忌 廢築城 可乎 捨此 欲都何

處 宜及農隙 工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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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때에도 도성 수축 논의가 이어졌다. 공양왕 3년86)
86)金湊는 두 차례에 

걸쳐 개경의 성곽을 수해야 한다는 입론을 폈는데, 그는 나성의 수와 확장

에 을 두고 있었다. 

① 지  郡縣은 비록 성곽이 있지만 都城은 무 졌으니 社稷을 長遠하게 할 수 

있는 계책이 아닙니다. 바라건  農隙에 諸道의 丁夫를 모아 內城의 基를 다

시 넓  수축하십시오.87)87) 

② 근래 아뢴 修城의 방책은 이미 허락하셨습니다만, 단지 나성의 基를 그 로 

따른 것으로서 무 좁아 헛수고에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不虞의 

변이 생기면 王畿의 백성이 의지할 바를 모르고 사방으로 흩어져버릴 것이 분

명합니다. 바라선  攸司에게 명하여 基를 바탕으로 확장하십시오.88)88)

김주는 첫 번째 건의에서 ‘內城’의 基를 다시 넓  수축할 것을 청하 으며, 

이는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건의에서 나성의 基를 따라 짓는 

것을 비 하고 확장을 요청하 다. 앞서 우왕 에 내성 신축이 논의만 되었을 

뿐 공역이 진행된 흔 이 없고, 후술하듯이 조선 태조 에 다시 內城이 축조되

는 것을 볼 때 당시 “內城의 基”가 실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두 번째 

상소에 나오는 것처럼 “羅城의 基”를 잘못 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의 건의를 계기로 공양왕 에 진행된 공역이 세가에 內城 축조로 정리되면서 이

에 연동하여 ‘內城’으로 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성곽 축조를 통해 “王畿의 백성”이 의거할 곳을 마련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개성부가 내성 축조를 건의할 때 언 한 “京內의 백성”과 차이를 보인다. 

개성부가 기존 나성 안에 있는 경  백성들이 집결할 곳으로서 내성을 마련하고

86) 열  기사에 연도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의 건의가 門下評理兼大司憲으로 승진한 기사 

뒤에 이어지고 있고, 세가에서 그의 사헌 겸직이 공양왕 3년 4월의 일로 확인되어 이 

때 건의한 것을 알 수 있다(�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4월 庚午 “以門下評理金湊 兼大

司憲”).

87) �高麗史� 권114, 列傳27 金湊 “今郡縣雖有城郭 而都城頹圮. 非所以爲社稷長遠之計也. 乞

於農隙集諸道丁夫 更廣內城 基 修築之”

88) �高麗史� 권114, 列傳27 金湊 “ 陳修城之策 卽賜兪允 然只仍羅城 基 陜隘太甚 徒勞無

益 萬有一朝不虞之變 則王畿之民 不知所止 流移四散 必矣 願命攸司 因 基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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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것이라면, 김주는 주변 경기 지역의 백성들이 집결할 곳으로서 나성의 확

장을 주장한 것이다. 그가 基를 따라 짓는 것을 비 하고 ‘확장’을 극 으로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때 앞서 언 했듯이 공민왕 18년에 입안된 나성 수의 내용은 종 때의 

것보다 범 가 확장된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주의 건의는 결국 공민왕 

18년에 입안된 내용을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양왕  도성 

련 정책이 신돈 집권기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공역은 나성이 아닌 내성의 축조 다. 공양왕 3년 8월 세

자가 太廟에 배알하며 책 을 받은 것과 함께 축성을 고하 고,89)89)곧이어 역부

를 징발하여 내성을 수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90)90)그러나 10월에 공역이 단

되었다.91)91)구체 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나성 수축의 

실  문제를 고려하여 내성으로 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공양왕  내성 축조 한 실 을 보지 못하 고, 조선 개국 후 태조 2

년부터 다시 진행되었다. 그런데 내성이 축조된 태조 의 공역에서도 원칙은 나

성 수 다. 

京畿와 楊廣, 西海, 交州, 江陵 다섯 道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京城을 쌓았다. 基

가 넓어 수축하기 어려우므로 그 반을 다.92)92)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 基가 넓어 수하기 어려우므로 그 반을 

다”라고 한 내용이다. 基는 곧 나성을 말하며 내성은 나성 수를 신해서 

규모를 여 축조한 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성을 수하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실 인 난 으로 인해 신 내

89)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8월 己卯 “世子 大廟 告受 冊 且告築城”

90)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8월 庚辰 “發京畿交州西海道民丁 及諸道僧 築京都內城 命判

三司事裴克廉 監之”

91)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10월 壬申 “罷築內城”

92) �太祖實 � 권4, 太祖 2년 8월 1일(甲戌) “發京畿楊廣西海交州江陵六道之民 築京城 以

基廣難修 約其半” 원문은 六道이지만 열거된 道의 수는 5개이다. 



208·한국문화 84

성을 쌓았다는 것으로, 우왕  개성부 건의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고려말 개경 

성곽 축조는 신돈 집권기에 입안된 로 나성 수와 확장을 토 로 하 으나 

실  안으로 내성 축조가 모색되었고, 종국에는 내성 신축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개국 세력은 정책의 토 던 신돈 집권기의 사 을 그 로 둘 

수 없었다. 경기 확 의 원안이 문종  사 으로 바  것처럼 나성 수 한 

변형이 불가피했다. 이에 해당 논의를 나성이 처음 축조되는 종 로 소 하여 

정리하 다. 이를 통해 공양왕 의 개경 성곽 수가 신돈의 정책을 계승한 것

임을 숨기고 고려 의 사 을 재연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역사  정당

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신돈 집권기 던 공민왕 18년의 나성 수 기사는 같은 간지의 

종 즉 년으로 소 되었다. 같은 해 있었던 경기 확 가 文宗 制의 재 으로 

설정되면서 문종 23년으로 소 되었다면, 나성 수는 종 20년의 나성 축조에 

선행하는 기사로 들어가면서 축 논의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양자가 연결되면

서 21년이라는 공역 기간이 도출되었다. 

이 때 해당 자료에서 생된 다른 축성 기사는 간지 오독과 칭원법 조정 문

제로 공민왕 7년 기사로 정리되었다. 이 시기는 신돈의 집권과 무 하기 때문에 

연 기에 그 로 채록되었다. 

한편 고려가요 ｢ 강성｣은 공민왕 18년 나성 수를 도모할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개경 함락의 경험을 토 로 나성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라 

할 때,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규모 공역의 정당화라는 맥락에서 만들

어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志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 으로 종 때의 

축과 더불어 원종 때의 개경 환도를 제시하고 공민왕 때의 사 을 은폐하 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그동안 종 즉 년에서 20년까지 21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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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京 羅城의 축조가 실제로는 종 20년에 50일 동안 진행된 것임을 확인하고, 

왜 그러한 변형이 발생했는지에 해 고려말 도성 수축 문제와 연계하여 살펴보

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 지리지 開城府 연 에는 종 20년 개경 나성 축조에 한 기사가 

있다. 여기에는 세주로 종 즉  에 공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공역 

내용도 수록했는데, ‘一云’이라 하여 主文과 다른 내용의 기사도 실었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종 즉 년 기사가 없고, 공역 내용도 主文이 아니라 

‘一云’ 기사와 일치한다.

�고려사� 세가에는 종 즉 년 3월의 나성 축조 논의 기사와 20년 8월의 완

공 기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그 시 을 ‘是月’로 고 있어 자료 계통이 

달랐음을 보여 다. 내용은 지리지 기사에 조응하지만, ‘築之’ 신 ‘議’로 표 하

고 있어 찬자의 해석이 개재된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종 즉  후 거란에 사신을 보내 “告哀稱嗣”한 것이나 赦宥에서 東北 

邊鎭을 채운 民戶를 放歸田里한 조치는 쟁 비를 한 나성 축조와 간극이 

있다. 한 종 2년 松嶽城을 增修한 것은 개경 함락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인데, 나성과 련된 조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 변경의 방어를 강화하

기 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사 요�에는 종 즉 년 기사가 없고 종 20년 기사는 공역의 시작과 

완성을 함께 정리하 다. 공역 내용 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일치한다. 앞서 

나성 축조가 논의 는 개시되었다면 �고려사 요�에 락될 이유가 없다. 

열 에서 姜邯贊의 나성 축조 건의는 종 11년 致仕 요청 기사에 이어져 있

다. 그러나 이는 주요 기사의 연기를 일일이 밝히지 않고 토픽에 따라 편집한 

열 의 구성에 따른 것이며, 실제 건의는 종 20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

다. 王可道 열 에도 그가 종 20년에 皇甫兪義 등과 나성 건설을 시작한 내용

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종 즉 년의 나성 始築은 실재하지 않았

다고 단된다.

나성 공역은 종 20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공역을 감독하던 왕가도와 都監

의 리들을 포상한 11월 즈음에 완공되었다. 이 기간 동안 종은 海州로 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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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섰다. 개경에서 가까워 통상 5일이면 도착할 곳을 31일이나 걸려 간 것도 

외 이다. 이 순행은 바로 개경이 나성 공역으로 혼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한 것이었다. 종의 해주 순행은 모두 54일이 소요되었다. 

‘一云’ 기사에 정리된 工匠 8,450인은 연인원으로, 기술자의 속성상 매일 같은 

인원이 투입되었다고 보면 총 일수는 50일이 된다. 이는 종의 순행 일수에 근

한다. 종의 출발 후 공역이 시작되고 도착 에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나성 

공역 기간은 50일이라고 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공역이 진행된 것은 시 한 과제 기 때문이다. 이는 동

년에 일어난 遼國의 반란 때문이었다. 흥요국의 원병 요청을 거부한 고려는 

변경에 遠鎭과 定戎鎭을 건설하여 방어선을 강화했는데, 나성 축조 한 이에 

연동하여 진행되었다. 도성 함락의 경험이 있었던 고려는 국경과 더불어 도성 

방어에도 유의한 것이다. 그 결과 나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한 土城으로 조성되

었다.

이 게 보면 세가의 종 즉 년 3월 나성 축조 논의 기사는 다른 시 의 것

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志에 수록된 ｢金剛城｣은 나성의 보호를 노

래한 것인데, 종의 개경 환도 후, 는 원종의 출륙환도 후 지었다는 설이 소

개되어 있다. 양자는 모두 개경이 함락된 사 과 련된다. 그런데 나성과 무

한 원종 때의 사 을 언 한 것은 이 노래가 종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시

사한다. 공민왕 때 홍건 의 침입으로 개경이  한번 함락되었는데, 바로 이 시

기에 나성의 증수가 모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종 23년 ‘ 경기’ 기사가 실제로는 공민왕 18년의 것을 소 해 생성된 

것과 같은 원리이다. ‘ 경기’ 기사는 고려말 경기 개편이 辛旽의 정책을 계승한 

사실을 은폐하고 ‘文宗 制’의 복구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

었다. 나성 수 역시 그러한 목 에서 나성이 축된 종 로 소 한 것이다. 

그 시 은 종 즉 년과 간지가 동일한 공민왕 18년으로 악된다.

공민왕 17년 명이 원의 大都를 령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고려는 북

계에 萬戶府를 두고 압록강 머로의 진출까지 모색하 다. 이는 종 20년 

축 때의 상황과 유사하며, 이에 연동하여 도성 방어를 한 나성 수를 상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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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공민왕 7년 外城(나성) 축조 명령은 �고려사� 지리지에도 실려 있으나 �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없다. 한 규모 공역임에도 련된 논의가  나타

나지 않고 장기간의 한발도 있어 이 시 을 그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干支 오독을 감안할 때 공민왕 19년 가사로 조정할 수 있다. 성종 14년과 15년

에 축성된 化鎭과 通州가 城堡조에 12년의 시차를 두고 목종 10년과 11년 기

사로도 나오는 것에서 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민왕 18년  19년으로 조정된 두 기사가 모두 3월 기사라는 을 고

려하면, 양자가 같은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당  ‘논의’와 ‘명령’을 포 하는 공민

왕 18년 기사가 간지 오독으로 공민왕 6년으로 들어갈 상황이었으나 칭원법 조

정 오류로 인해 공민왕 7년 기사로 넣었다는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칭원법 조

정에 따른 연기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한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 기사에서 ‘一云’으로 정리된 부분이 종 20년의 공역을 반

한다면, 主文으로 정리된 부분은 공민왕 18년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주문 

기사는 정부 수나 공여 규모가 100단 로 정리되어 있어 계획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한 皇城을 함께 축조한다는 것은 종 즉 년보다 홍건 의 침입으로 

궁궐이 불탄 공민왕 의 사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나성 수는 기 단계에서 단되었다. 당시 진행된 노

국공주의 影殿 공사로 지연되다가 공민왕 20년 신돈의 실각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 확 처럼 나성 수도 고려말 개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

었다. 

우왕 3년 開城府는 개경의 外城(나성) 수가 곤란하므로 內城을 축조하자고 

건의하 다. 외성 수가 원칙이지만 단기간에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

다. 같은 해 崔瑩도 외성 古基의 둘 가 넓어 지키기 어렵다며 내성 축조를 주

장하 다. 이는 우왕의 승낙을 받았으나 실행되지 못하 다.

공양왕 3년 金湊는 두 차례에 걸쳐 개경 성곽의 수를 요청했는데, 나성의 

수와 확장에 을 두었다. 이는 王畿의 백성을 집결시키는 용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지리지의 주문 기사가 ‘一云’ 기사보다 성곽 규모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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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김주의 건의는 공민왕 18년의 계획을 이은 것으로 단된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공역은 나성이 아닌 내성의 축조 으며, 조선 태조 2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당시 基가 넓어 수하기 어려우므로 그 반을 다고 

한 것에서 나성 수가 원안이었으나 실  문제로 규모를 음을 알 수 있

다. 결국 조선의 개경 내성 축조는 공민왕 18년의 나성 수 논의를 출발 으로 

하는 정책의 귀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기의 확 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돈 집권기의 사업을 정책의 토 로 

삼을 수는 없었다. 이에 해당 기사를 같은 간지의 종 즉 년으로 소 하 다. 

그 결과 종 20년의 나성 축조에 선행하는 논의 기사가 설정되었고, 나성 축

은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오독이 발

생한 생 자료는 공민왕 7년 기사로 들어갔는데, 이는 신돈과 직  련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았다. 

고려가요 ｢金剛城｣은 나성 수를 도모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개경 함락의 

경험을 토 로 나성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민왕 때의 사 이 

종 때로 소 된 것처럼, 배경 설명도 종 때의 축과 함께 원종 때의 개경 

환도를 제시하고 공민왕 때의 사 은 은폐하 다.

주제어 : 開京, 羅城, 內城, 辛旽, 金剛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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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examination of the Gaegyeong(開京) Naseong(羅城) Wall 

Construction during King Hyeonjong’s reign 
93)

Yoon, Kyeongjin *

Until now, the construction of the Naseong(羅城) Wall -which surrounded the 

Gaegyeong(開京) Capital- was believed to have lasted for 21 consecutive years, since 

1009 through 1030. But in reality, it was built in mere 50 days in the year 1029. 

Motivated by the painful memories of the Gaegyeong capital falling during the Khitan 

invasion in 1010, the Naseong wall was constructed at the urging of Gang Gam-chan(姜

邯贊), when international conditions started to change once again with the Heung’yo- 

guk( 遼國) uprising in 1029. The project was also accompanied by the construction of 

certain fortresses in Northern border areas.

The year 1009, and the notion that construction of the Naseong wall began in this 

year, actually came from the discussion of 1369 -when Shin Don(辛旽) was in power- 

to renovate the Naseong walls. At the time, Gaegyeong had recently fallen to the Red 

Turban bandits[紅巾賊], and situations in Liadung were less than stable. So defenses at 

the Abrok-gang river line was reinforced accordingly, and promoted together with that task 

was the renovation of the Naseong capital walls. The Goryeo song (“Goryeo Gayo”) 

‘Geumgang Fortress(Geumgang-seong, 金剛城)’ must have been created around this time.

This renovation project resul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Inner Walls(Naeseong, 內

城), as planned by Shin Don himself. But in Goryeo-sa it was recorded as a project 

from King Hyeonjong’s era, probably not to reveal the fact that the achievement was a 

culmination of Shin’s own policy.

Key Words : Gaegyeong(開京), Naseong(羅城), Naeseong(內城), Shin Don(辛旽), 

Geumgang-seong(金剛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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