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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고구려 ‘南道․北道’의 실체와 그 성격*

1)

기 경 량**

1. 머리말

2. 前燕과의 전쟁과 남도․북도

3. 毋丘儉의 침공로 복원을 통해 본 북도

4. 戰爭道로서의 남도․북도와 또 다른 교통로

5. 맺음말

1. 머리말

교통로는 인간과 물자가 이동하는 線的 공간이다. 교통로는 인간의 주거와 생

산 시설이 집중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여 자원의 집적․분배의 역할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고도화된 정치 운영을 가능케 한다. 특히 통신 수단의 발달이 제

한적이었던 고대 국가에서는 권력의 투사와 지식과 정보의 전달, 물리력의 행사

등이 교통로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고대 교통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고

대 국가 발전 단계와 영역의 확장, 당시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리적 관념, 지방과

이민족에 대한 통제, 외국과의 갈등과 전쟁 양태, 문물 교류 등에 대해 보다 실

체적이고 확장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고구려의 교통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4세기

중반 前燕과의 전쟁 과정에서 확인되는 南道와 北道 문제이다. 이는 관련 사료

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데다 전쟁의 승패가 ‘교통로’라는 요인에 의해 결

* 이 논문은 201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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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남도와 북도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의견이 통일되

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까지도 새로운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들을 이용해 남도와 북도의 경로 비정

을 시도하였다. 주로 고구려 성의 위치와 배치, 물길의 흐름을 근거로 당시 교통

로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다만 주로 선과 부호로 이

루어진 평면 지도 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추상성을 완전히 탈각하

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 가공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훨씬 효과적

인 지리 정보 이용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Google Earth Pro에서 제공하는 기

능을 활용하면 3D 지형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제 지형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관찰이 가능하다.1)1)새로운 도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키는 아니지만, 지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분석 등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을

충실히 활용하는 한편 상기한 디지털 지리 정보 도구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기

존 연구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남도․북도의 실체와 성격에 대해 보다 진전된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前燕과의 전쟁과 남도․북도

342년(고국원왕 12) 당시 고구려 서쪽에 인접한 전연은 遼西 지역을 세력 기

반으로 하는 국가였으며, 중원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하는 바

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쪽에 위치한 고구려를 제압하여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는

1) Google Earth Pro는 본래 전문가용으로 분류되며 일반 Google Earth와 달리 유료로 제공
되었으나 2015년 무료화 되어 공개되었다. Google Earth Pro의 terrain 기능을 이용하면

산맥과 평지 등의 지형이 현실감 있게 입체화되어 표현되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모든

각도와 방향에서의 지형 관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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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전격적인 고구려 침공을 시도하는데 그 전말은 資治
通鑑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A) (전략) 장차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다. 고구려에는 두 길이 있었는데, 그중 北

道는 평평하고 넓으나[平闊], 南道는 험하고 좁아서[險陜] 여러 사람이 북도로 가

기를 원하였다. (慕容)翰이 말하기를 “오랑캐는 평범하게 헤아려 분명히 대군이
북도로 올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당연히 북쪽을 중요시하고 남쪽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남도를 따라 그들을 쳐야 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나아가면 丸都는 족히 취할 것도 못됩니다. 별도로 적은 군사를 북

도로 보내면 비록 차질이 있더라도 그 복심이 이미 무너졌으니 四肢를 쓸 수 없

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慕容)皝이 그 말에 따랐다.2)2)

(B) (모용)황이 스스로 강한 병력 4만을 거느리고 남도로 나아갔다. 慕容翰과 慕

容覇를 선봉으로 삼고, 별도로 長史 王寓 등을 보내 병력 1만 5천을 거느리고 북

도로 나아가게 함으로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왕 釗은 과연 동생 武를 보내 정병 5

만을 이끌고 북도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南道를 대비하였다.
모용한 등이 먼저 이르러 검과 전투를 벌였는데, (모용)황이 큰 무리로써 뒤를 이

었다. 左常侍 鮮于亮이 말하기를 “신이 오랑캐의 어리석은 왕을 사로잡아 나라에

서 중히 여겨준 데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신이 죽는 날입니다.” 하

였다. 홀로 몇 기의 기병과 함께 앞장서 고구려의 진영을 공격하여 향한 곳을 함

락시켰다. 고구려의 진영이 동요하여 많은 무리가 (기세를) 타니 고구려군이 크게

패하였다. 左長史 韓壽가 고구려의 장수 阿佛和度加를 베고, 여러 군이 승세를 타
고 추격하여 비로소 丸都에 들어갔다.

쇠는 단기로 달아나고 輕車將軍 慕輿埿가 추격하여 그 어머니인 周氏와 처를 잡

아 돌아왔다. 때마침 왕우 등은 북도에서 싸워 모두 패하여 죽었다. 이러한 이유

로 (모용)황은 다시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왕을 불렀으나 쇠는 나

오지 않았다. (모용)황이 돌아가려 하자 한수가 말하기를 “고구려 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임금이 도망하고 백성은 흩어져 산과 골짜기에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대군이 가면 반드시 다시 모여들어 남은 불씨를 거둘 것이니 오히려 걱

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청하오니 그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 그 생모를 잡아 돌아가

십시오. 그 몸을 묶고 스스로 귀순해 오기를 기다려 그 후에 돌려주시고 은혜와

2) 資治通鑑 卷97, 晉紀19 顯宗成皇帝下 咸康 8年 冬 10月冬 十月 “(전략) 將擊高句麗 高
句麗有二道 其北道平闊 南道險狹 衆欲從北道 翰曰 虜以常情料之 必謂大軍從北道 當重北

而輕南 王宜帥銳兵從南道擊之 出其不意 丸都不足取也 別遣偏師從北道 縱有蹉跌 其腹心已

潰 四支無能爲也 皝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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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로 안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모용)황이 이를 따랐다. 쇠의 아버지

인 乙弗利의 묘를 파 그 시신을 싣고, 창고에 있던 누대의 보물을 거두고, 남녀 5

만여 구를 사로잡고, 그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성은 헐어버린 다음 돌아갔다.3)3)

전연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데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하였다. 그중 북도는

평활하고, 남도는 험하고 좁아서 북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연 장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慕容翰이 의표를 찌르는 작전을 제시한다. 주력군

을 남도로 투입하고, 북도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보내자는 것이었

다. 이 전략은 주효하여 고구려의 정예병이 북도에서 방어에 집중하는 사이, 약

한 병력만으로 지키고 있던 남도는 전연군의 주력군에 돌파되어 왕성인 환도성

까지 단숨에 함락되고 말았다.

이 같은 자치통감의 내용은 삼국사기고구려본기 고국원왕 12년조에 거의
그대로 옮겨져 서술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자치통감에 보이는 전연의 左常侍
鮮于亮의 활약상이 생략되고 왕이 도망쳐 숨은 지역의 이름이 斷熊谷이라는 내

용이 추가되는 등 약간의 편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외의 내용은 문장의 순

서까지 자치통감과 거의 동일하다. 고국원왕이 몸을 피했다는 ‘斷熊谷’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 사건에 대한 고구려의 자체 전승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다

만 그 기록이 소략하였기 때문에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는 자치통감을 중
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치통감보다 앞선 기록인 魏
書와 晉書에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기록이 전하여 주목된다.

3) 資治通鑑 卷97, 晉紀19 顯宗成皇帝下 咸康 8年 冬 10月冬 十一月 “皝自將勁兵四萬出南
道 以慕容翰慕容霸爲前鋒 別遣長史王寓等將兵萬五千出北道 以伐高句麗 高句麗王釗果遣弟

武帥精兵五萬拒北道 自帥羸兵以備南道 慕容翰等先至 與釗合戰 皝以大衆繼之 左常侍鮮于

亮曰 臣以俘虜蒙王 國士之恩 不可以不報 今日臣死日也 獨與數騎先犯高句麗陳 所嚮摧陷
高句麗陳動 大衆因而乘之 高句麗兵大敗 左長史韓壽斬高句麗將阿佛和度加 諸軍乘勝追之

遂入丸都 釗單騎走 輕車將軍慕輿埿追獲其母周氏及妻而還 會王寓等戰於北道 皆敗沒 由是

皝不復窮追 遣使招釗 釗不出 皝將還 韓壽曰 高句麗之地 不可戍守 今其主亡民散 潛伏山谷
大軍旣去 必復鳩聚 收其餘燼 猶足爲患 請載其父尸 囚其生母而歸 俟其束身自歸 然後返之

撫以恩信 策之上也 皝從之 發釗父乙弗利墓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

其宮室 毁丸都城而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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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국 4년 모용원진이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南陝으로부터

들어가 木底에서 싸워 쇠의 군대를 대파하고 승세를 타고 오래도록 추격하여 마

침내 환도에 들어갔다. 쇠는 단기로 말을 타고 도주하여 숨었다. 원진은 쇠의 아

비 묘를 파고 그 시신을 싣고 그 어미와 처, 진귀한 보물, 남녀 5만여 구를 노략

하고, 그 궁실을 불지르고 환도성을 헐어버린 후 돌아왔다.4)4)

(D) 함강 7년 모용황이 용성으로 천도를 하였다. 강한 병사 4만을 이끌고 南陝으

로부터 들어가 우문씨와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또한 모용한과 아들인 모용수를 선

봉으로 삼았다. 장사 王禹 등은 1만 5천의 군대를 지휘하여 北置로부터 진격하게

하였다. 고구려 왕 釗는 모용황의 군이 北路로부터 올 것이라 여기고 이에 그 동

생 武를 보내어 정예병 5만으로 북치를 막게 하고, 스스로는 약졸들을 이끌고 南

陜을 방어하였다. 모용한은 쇠와 더불어 木底에서 전투를 벌여 크게 물리치고 승
세를 타 이윽고 환도로 들어갔다. 쇠는 말 한필만으로 도주하였다. 모용황은 쇠의

아비인 利의 묘를 파 그 시신을 싣고, 그 어미와 처, 진귀한 보물을 아우르고, 남

녀 5만여 구를 약탈하고, 그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를 무너뜨린 다음 돌아왔다.5)5)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자
치통감이나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北置’와 ‘南陝’이라는 용어가 보인다는

점이다. ‘남도’와 ‘북도’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대신 ‘北路’라는 표현이 등장한

다. 또한 고국원왕과 전연의 군대가 전투를 벌인 곳이 ‘木底’라는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자치통감에서는 “北道는 平闊하고, 南道는 險陜하다”라고
두 교통로의 지형적 특성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위서와 진서에 보이는 ‘北
置’, ‘南陝’에 상응하는 말이다. ‘북치’나 ‘남협’은 문장 구조상 특정 지명처럼 보

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入自南陝”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며, “從北置而

4) 魏書 卷100,　列傳88 高句麗 “建國四年 慕容元真 率眾伐之 入自南陝 戰於木底 大破釗
軍 乘勝長驅 遂入丸都 釗單馬奔竄 元真掘釗父墓 載其屍 并掠其母妻珍寶 男女五萬餘口 焚

其宮室 毀丸都城而還.”

5) 晉書 卷109,　載記9 慕容皝 “咸康七年 皝遷都龍城 率勁卒四萬 入自南陝 以伐宇文 高句
麗 又使翰及子垂 為前鋒 遣長史王禹等 勒眾萬五千 從北置而進 高句麗王釗 謂皝軍之從北
路也 乃遣其弟武 統精銳五萬 距北置 躬率弱卒 以防南陝 翰與釗戰于木底 大敗之 乘勝 遂

入丸都 釗單馬而遁 皝掘釗父利墓 載其尸 并其母妻珍寶 掠男女五萬餘口 焚其宮室 毀丸都

而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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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 같은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元代의 학자인 胡三省은 자치통감 함강 8년
기사에 대한 주석에서 “북도는 북치로부터 나아가고, 남도는 남협으로부터 목저

성으로 들어간다[北道從北置而進 南道從南陜入木底城]”고6)6)하였는데, 이 역시 북

치와 남협을 특정 지명처럼 본 것이다.7)7)

중국 학자인 孫進己․馮永譧은 북치를 북도 상에 위치한 지명으로 보아 遼寧

省 淸原縣 英額門鎭 長春屯村의 山城으로 비정하여 ‘北置城’이라 하였고, 남협은

목저성과 함께 남도 상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吉林省 新賓縣 上夾河鄕의 五龍山

城(得勝堡山城)으로 비정하며 ‘南陜城’이라고 하였다.8)8)또한 일본의 箭內互는 北

置의 ‘置’를 宿驛으로 이해하였고,9)9)한국의 조법종 역시 ‘置’를 漢代 문서를 전송

하고 供人止宿하는 기능을 맡았던 우역제 관련 기구의 명칭으로 파악하고, 북치

를 현도와 고구려의 교통로상의 거점 공간으로 이해한 바 있다.10)10)

하지만 북치와 남협을 특정 지역명으로 보기보다는 북도와 남도를 대체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실제로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11)11)위서
와 진서가 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치통감 편찬
자가 앞선 사서들에 보이는 ‘北置’와 ‘南陝’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여 풀어 서술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다만 왜 하필이면 ‘北置’와 ‘南陝’이라는 표현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6) 資治通鑑 卷97, 晉紀19 顯宗成皇帝下 咸康 8年 冬10月 胡三省 注.
7) ‘從’에는 ‘~를 따라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로부터’라는 의미도 있다.

8) 孫進己․馮永譧, 1989 東北歷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97-99면.
9) 箭內互, 1913 南北朝時代の滿洲 滿洲歷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51면. 다만
箭內互은 北置가 북도 상에 宿驛이 이어져 있는 모습에 근거해 南陜이라는 용어에 대응

하여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보았다.

10) 조법종, 2011 高句麗의 郵驛制와 交通路: 國內城 시기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
63, 52면.

11) 田中俊明은 북치와 남협을 특정 지점으로 볼 경우 두 곳이 각각 전연군의 공격 기점이면

서 동시에 고구려군가 방어를 한 장소도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결국
남도와 남협, 북도와 북치는 동일한 대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田中俊

明, 1997 高句麗前期․中期の遼東進出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
社,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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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요동에서 국내 지역에 이르는 여러 교통로

남도와 북도 경로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는 1913년 箭內互의 것이

다.12)12)그는 개원에서 淸河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휘발하 상류에서 임

강을 거쳐 남향하여 통화를 지나 집안에 이르는 경로가 북도라고 보았고, 혼하

연안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소자하 유역으로 들어가 다시 동쪽으로 통화현을 경

유하는 길을 남도라고 보았다.13)13)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후 일본 학계에 계승

되지 않았다. 일본 학계에서는 1915년 進田左右吉이 제시한 북도는 혼하―소자

하 연안의 경로이고, 남도는 태자하의 연안의 경로라는 시각이 현재까지 통설적

위치에 있다.14)14)進田左右吉의 안은 대략적인 위치만 제시되었을 뿐 경로가 구체

적이지는 않은데, 田中俊明이 이보다 상세하게 북도를 혼하→소자하→부이강으

로 이어지는 경로, 남도를 태자하→육도하로 구체화한 바 있다.

12) 이하 남도와 북도에 대한 최근까지의 각국 학자들의 제견해는 공석구와 정원철이 표로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바 있으므로 참고가 된다(공석구, 2007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

쟁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15, 77-78면;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ㆍ북도와 고구
려 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30, 8-12면).

13) 箭內互, 앞의 논문, 354-355면.

14) 進田左右吉, 1915 安東都護府考: 附錄 高句麗時代の新城 木底城及び南蘇城について 滿
鮮地理歷史硏究報告 1(1964 進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76-77면에 재수록); 今西春
秋, 1935 高句麗の南北道と南蘇․木底 靑丘學叢 22, 139-140면; 田中俊明, 1999 城
郭施設로 본 高句麗의 防禦體系: 왕도 및 대중국 방어를 중심으로 高句麗硏究 8,
221-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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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 학계에서는 태자하 길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 학계

와 차이를 보인다. 1941년 金毓黻이 북도는 휘발하 상류의 海龍․柳城을 거치는

길이고, 남도는 소자하 상류인 흥경 부근일 것이라 비정한 것이 연구의 시작이

다.15)15)이는 큰 틀에서 箭內互의 견해와 유사하다. 孫進己․馮永謙 역시 북도는

혼하 상류의 淸原을 경유하였다가 남쪽으로 꺾어진 길이고, 남도는 소자하 유역

에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16)16)

方起洞․陳相偉는 이와 접근법을 달리하여 집안 지역 인근에서 남도와 북도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북도는 위사하→노령→집안의 경로, 남도는 신개하

→판차령→마선구→집안의 경로로 설정하였다.17)17)다만 남북도가 나뉘는 분기점

이라든지 전연군의 침공로 초입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金毓黻이나 孫進己․馮永謙 등이 남북도가 나뉜 직후의 경로에 초점을 맞추었

다면, 方起洞․陳相偉는 남북도의 종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前代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佟達의 남북도

경로 비정이다. 佟達은 남도와 북도의 경로를 매우 구체화 하여 북도는 무순→

청원→휘발하→통화→위사하→집안의 경로, 남도는 무순→소자하→부이강→신개

하→집안의 경로로 정리하였다.18)18)이러한 중국 학계 일반의 시각에 따르면 남도

와 북도의 분기점은 무순 동쪽의 혼하와 소자하의 합류 지점이 된다. 북도는 혼

하의 본류를 따라 동쪽으로 직진하는 것이고, 남도는 소자하 방향으로 빠져 동

남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李健才의 경우는 큰 틀에서는 중국 학계의 통설과 같지만 분기점을 다르게 보

았다. 즉, 왕청문진을 분기점으로 보아 왕청문진→통화→위사하→집안의 경로를

북도, 왕청문진→부이강→신개하→집안의 루트를 남도로 비정하였다.19)19)이와 달

15) 金毓黻(동북아역사재단 옮김),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 동북아역사재단, 322면.
16) 孫進己․馮永謙, 앞의 책, 98-99면.

17) 方起洞․陳相偉, 1964 吉林輯安高句丽南道和北道上的关隘和城堡 考古 1964-2, 76면.
18) 佟達, 1993 關于高句麗南北交通道 博物館硏究 1993-3(1997 高句麗渤海硏究集成 1,
哈爾濱出版社, 612면에 재수록).

19) 李建才, 1990 關于高句麗南北道的探深 歷史地理 8(1997 高句麗渤海硏究集成 1, 哈
爾濱出版社, 599면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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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통설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의 비정도 존재한다. 梁志龍과 王綿厚는 영릉진을

남북도의 분기점으로 상정하고, 소자하→부이강→신개하→집안의 경로를 북도,

영릉진→환인→압록강 연안→집안의 경로를 남도로 비정하고 있다.20)20)

북한 학계에서는 손영종이 전연의 침입 시기 고구려의 환도성은 부이강변에

있는 흑구산성일 것이라 추정하며, 북도는 청원 동북쪽의 영액변문에서 동남으

로 꺾어 남산성자를 거쳐 남하하여 부이강 길로 진입하여 흑구산성에 이르는 길

이고, 남도는 소자하 상류인 영릉진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흑구산성에 도달

하는 길이라 비정하였다.21)21)남한 학계에서는 여호규가 佟達이 제시한 중국 학계

의 통설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고,22)22)임기환이 일본 학계의 통설과 유사한 견해

를 제시한 바 있다.23)23)그 외에 공석구가 영릉진을 분기점으로 보아 영릉진→왕

청문진→통화→집안의 경로를 북도, 영릉진→환인→신개하→집안 경로를 남도로

파악하였으며,24)24)최근에는 정원철이 무순→소자하→부이강→신개하 경로를 북도,

태자하→환인→혼강 하류 압록강 연안 경로를 남도로 상정하기도 하였다.25)25)

20) 梁志龍, 1995 高句麗南北道新探 社會科學戰線 1995-1, 145-146면; 王綿厚, 2002 高
句麗古城硏究, 文物出版社, 236-238면.

21) 손영종, 1989 고구려의 남도․북도와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2) 력사과학 1989-4,
35면. 환도성을 흑구산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과 너무 동떨어진 견

해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남도와 북도의 경로 역시 마찬
가지이다. 손영종은 해당 논문 37면에서의 도면을 통해 환도성이 흑구산성 또는 오녀산

성일 경우와 집안의 산성자산성일 경우에 해당하는 남도․북도의 경로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 중에서는 환도성을 흑구산성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로
제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2)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91, 15-18면.

23) 林起煥, 1998 高句麗 前期 山城 硏究: 高句麗 山城의 기초적 검토(1) 國史館論叢 82,
2면.

24) 공석구, 앞의 논문, 83-87면.

25) 정원철, 앞의 논문, 2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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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毋丘儉의 침공로 복원을 통해 본 북도

남도와 북도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통화’를 거쳐서 집안으로 향하는 길을 북도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통화를 거치는 루트는 가장 이른 시기 연구인 1913

년 箭內互의 연구에서부터 주목되었는데, 箭內互의 비정에서는 북도 뿐 아니라

남도 역시 통화를 거치는 루트로 상정되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이는 집안

지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화를 거쳐야만 한다는 인식의 결과물이다.

통화와 집안을 연결하는 길은 지금의 303국도이다. 이 길은 20세기 초 집안

지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

다. 해당 경로 상에는 고구려 때의 방어 시설인 關馬墻關隘가 존재하므로, 고구

려 당시에도 이 길이 집안 지역과 통화 지역을 이어 주는 교통로로 이용되었으

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길을 342년 전연의 침공로로 간주하는 것은

근현대 교통로의 위상을 고대로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다소 선입견이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통화 지역은 근대에 들어와 길림성의 행정 중심지로 부각된 곳이다. 淸代에는

봉금지였다가 1877년(光緖 3)에 通化縣이 설치되어 이듬해 縣城이 만들어졌고,

만주국 건립 때 通化省이 되었다가 1942년에 市가 되었다.26)26)현재는 地級市라는

상급 행정 단위로서 아래에 二道江區․東昌區의 2개 市街區, 集安市․梅河口市

의 2개 縣級市, 輝南縣․柳河縣․通化縣의 3개縣을 거느리며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간선 도로망을 통해 이 일대 정치․행정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시기에도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4세기

무렵에는 고구려의 왕도가 자리하고 있던 집안 지역이 이 일대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의 위상을 가진 것은 고구려의 건도지 졸본에 해당하는 지금의 환인 지

역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 당시에 가장 중시되고 많이 이용되었던 간선 교통로

는 집안 지역과 환인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26) 李春雨․李鎮華․邵芳齡, 1927 民國通化縣志, 鳳凰出版社, 2-14면; 通化市人民政府 홈
페이지(http://www.tonghua.gov.cn/), 通化槪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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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와 북도를 비정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전연군 침

공로의 기점이 요동 지역이라는 점이다. 전연이 고구려를 침공하던 당시 ‘북도’

를 이용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으로 여겨졌다. 하지

만 통화를 거쳐 집안으로 진입하는 경로들은 다른 교통로에 비해 이동 거리가

긴 우회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27)27)

병력의 집중과 행군의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전쟁에서 전연과 고구려 양측이

이처럼 비효율적인 침공로를 상호간 당연시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28)28)이에

대해 여호규는 이 시기 전연과 고구려의 다툼이 부여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부여로 향하는 교통로가 전쟁의 배경이 된 것이라 설명

한 바 있다.29)29)하지만 사료 상에 보이는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 시종일관 고

구려 중심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북도는 당시 전연과 고구려 양측이 모두 당연시 할 정도로 전연군의 출

병지에서 고구려의 중심부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경로여야 한다. 이

러한 대전제를 인정한다면 통화를 경유하는 길은 전연군의 침공로인 북도의 후

보에서 1차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목되는 것은 중국 학계의 통설에서 남도에 해당하는 무순→소자하

→부이강→신개하→집안 경로이다.30)30)이 경로는 전연과 고구려가 첨예하게 대립

하는 전선이었던 新城[무순 지역]에서 국내성으로 연결되는 최단 거리에 가까우

며, 지형 상으로도 혼강․소자하․부이강․신개하 등 하천의 평탄한 충적지가

이어져 있어 대규모 병력의 행군에도 적합하다.

다만 지형과 이동 거리만으로 전연군의 공격로를 상정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

27) 중국 학계의 통설인 무순→청원→휘발하 일대→통화→집안의 경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
릉진이나 왕청문진을 분기점으로 보는 견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왕청문진을 기준으로

보면 통화 방면으로 동진하는 것보다 그 남쪽으로 나 있는 부이강길을 이용하는 것이 집

안까지의 이동 거리도 짧고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있어서도 직관적이다.

28) 임기환 역시 해당 경로의 군사전략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林起煥, 앞의 논문, 77면).

29) 余昊奎, 앞의 논문, 18-20면.

30) 梁志龍, 田中俊明, 王綿厚, 정원철은 이 길을 북도라고 추정한 바 있다(梁志龍, 앞의 논문,

145-146면; 田中俊明, 1999 앞의 논문, 221면; 王綿厚, 앞의 책, 236-238면; 정원철, 앞의

논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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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쟁에는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44년 毋丘儉의 고구려 침공 기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31)31)북도는 전연과 고구

려 양측에게 모두 ‘당연한 진공로’로 인식되었던 만큼 그보다 약 100년 전에 고

구려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毋丘儉의 공격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

례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 20년 가을 8월에 魏가 幽州刺史 毌丘儉을 보내 1만 인을 거느리고 현도로부

터 침략해 들어왔다. 왕이 보병과 기병 2만 인을 거느리고 비류수 가에서 싸워 이

기고 베어버린 머리가 3천여 급이었다. 또 병력을 이끌고 다시 梁貊의 골짜기에서

싸워 다시 이겼는데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것이 3천여 인이었다. 왕이 여러 장수

들에게 말하기를 “魏의 대병력이 반대로 우리의 적은 병력보다 못하구나. 毋丘儉

이란 자는 魏의 명장인데 오늘은 목숨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철기
5천을 이끌고 나아가 공격하였다. 毋丘儉이 方陣을 만들어 결사적으로 싸우니 아

군이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1만 8천여 인이었다. 왕이 기병 1천여 騎로 압록원으

로 달아났다.32)32)

(F) 正始 중에, 毋丘儉은 고구려가 자주 침략을 하자 보병과 기병 만 명을 이끌

고 현도를 출발하여 여러 길로 토벌하였다. 구려의 왕 궁은 보기 2만 인을 거느리

고 비류수 가에 진군하고 梁口에서 크게 싸웠는데, 궁이 연이어 져서 달아났다.

毋丘儉이 이윽고 말을 묶고 수레를 메달아가며 환도에 오르니 구려의 도읍을 도

륙하여, 베고 사로잡은 포로의 수가 천을 헤아렸다. (중략) 궁은 홀로 처자를 데

리고 달아났다. 毋丘儉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6년에 다시 정벌하였다. 궁은
이윽고 買溝로 달아났다. 毋丘儉은 현도태수 王頎에게 그를 쫓게 하였다. 옥저를

지나 천 여리를 가 숙신씨의 남쪽 경계에 이르니 공을 기록하여 돌에 새겼다. 환

도의 산에 ‘不耐之城’이라 새겼다.33)33)

31)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에는 동천왕 20년인 246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지
권28, 毋丘儉傳과 삼국지 권30, 위서 고구려전과 梁書 권54, 고구려전과 北史 권
94, 고려전 등에는 正始 5-6년(244-245)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선 시기의 기

록인 삼국지 등을 따른다.
32)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 第5 東川王 20年 秋 8月 “二十年 秋八月 魏遣幽州刺史毋
丘儉 將萬人 出玄菟來侵 王將歩騎二萬人 逆戰於沸流水上 敗之斬首三千餘級 又引兵 再戰
於梁貊之谷 又敗之斬獲三千餘人 王謂諸將曰 魏之大兵 反不如我之小兵 毋丘儉者魏之名將

今日命在我掌握之中乎 乃領鐡騎五千 進而擊之 儉爲方陣 决死而戰 我軍大潰 死者一萬八

千餘人 王以一千餘騎 奔鴨渌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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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록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毋丘儉과 동천왕이 전투를 벌인 장소이

다. 사료상에는 ‘비류수 가’와 ‘梁貊의 골짜기’, 혹은 ‘梁口’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毋丘儉의 공격로를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림 2> 환인 일대의 지형 및 교통로와 주요 성

우선 1차 전투가 벌어진 ‘비류수 가’가 어디인지 살펴보자. 비류수는 지금의

혼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4)34)혼강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白山

동북쪽으로부터 발원하여 서남향으로 흘러 백산․통화를 거쳐 환인에 이르러 남

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행하다가 압록강과 합류하는 매우 긴 물길이다. 혼강은

위사하․부이강․신개하․육도하 등 여러 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형과 교통로를 감안하면 毋丘儉이 동천왕과 1차 전투를 벌인 ‘비류수 가’의

후보지는 두 곳으로 좁혀진다. 그 첫째는 나합성 부근이다. 이곳은 부이강과 혼

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毋丘儉의 진공로를 영릉진→왕청문진→부이강 연안으로

상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 학계 통설에서의 남도에 해당한다.

33) 三國志 卷28, 魏書 28 毋丘儉傳 “正始中 儉以高句驪數侵叛 督諸軍步騎萬人出玄菟 從諸
道討之 句驪王宮將步騎二萬人 進軍沸流水上 大戰梁口 宮連破走 儉遂束馬縣車 以登丸都

屠句驪所都 斬獲首虜以千數 (중략) 宮單將妻子逃竄 儉引軍還 六年 復征之 宮遂奔買溝

儉遣玄菟太守王頎追之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愼氏南界 刻石紀功 刊丸都之山 銘不耐之城.”

34) 부이강을 비류수로 비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일대에서 가장 큰 강은 혼강이며 다른 강

들은 혼강의 지류에 해당하므로, 문헌 기록에 초기 고구려의 중심 하천으로서 지속적으
로 등장하는 비류수는 혼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구려 초기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혼강 연안의 환인 시가지 부근이며, 부이강 연안에는 이에 비견될만한 초기 유적 밀

집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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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후보지는 하고성자성 부근이다. 앞의 후보지보다 혼강의 하류에 위치

하고 있으며, 지금의 환인 시가지가 있는 곳 對岸이다. 이 경우 毋丘儉의 진공로

는 영릉진에서 남향하여 육도하를 따라 환인에 이르는 경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毋丘儉의 침공로를 부이강 길로 보고 있다.35)35)그러나 이 길을

毋丘儉의 침공로로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부이강 연안

에서 신개하 연안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로를 택할 경우 고구려의 주요 거점인

졸본(환인) 지역을 제압하지 않고 배후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졸본은 고

구려의 발상지이자 초기 중심지이다. 유력한 정치 세력인 비류나부의 근거지였

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고구려 인구의 상당수가 이곳에 집중 거주하였을 것이

므로,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곳을 배후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더 깊숙한 국내 지역으로 행군을 한다는 것은 후방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

는 행위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이강 길을 따라 행군을 하다가 나합성 부근에서 서향하

여 졸본을 공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더욱 성립할 수 없는 작

전이다. 최종 목표지인 국내성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군대의 머리를 돌린다는

것은 동선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내 지역에서 출진하여 신개하 길을 따라

접근해 올 고구려 군에게 배후를 노출하는 행위가 된다. 최악의 경우는 환인 동

쪽의 좁은 골짜기에 갇혀 졸본에 자리한 고구려군과 신개하 길에서 올라오는 고

구려군 사이에 끼어 협공을 당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이강 길에서는 毋丘儉이 첫 전투에서 지고 물러나 진을 친

35) 金毓黻은 청 말의 고증학자인 王國維가 梁口를 태자하로 비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일본 학자 林泰輔가 비정한 동가강(혼강) 지류의 富爾溝설이 타당하다고 하였다(金毓黻,
앞의 책, 274-275면). 그밖에도 池內宏, 1960 曹魏の東方経略 滿鮮史硏究 上世, 吉川
弘文館, 258면; 김부식(이병도 역주), 1996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393면; 東潮․田中
俊明(박천수․이근우 옮김),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169면 등에
서 많은 연구자들이 부이강과 혼강의 합류처를 양구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구

(양맥의 골짜기)가 비류수 상에서의 1차 전투 이후 魏軍이 뒤로 물러나 2차 전투를 치른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양구를 태자하 연안의 遼寧省 新
賓縣 下尖河鄕 葦子峪 일대로 비정하는 경우도 있는데(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硏究,
文物出版社, 227면), 이 역시 魏軍의 침공로와 비류수 전투 후의 동선에 대한 충분한 고

려 위에서 이루어진 비정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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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제대로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毋丘儉은 비류수
가의 싸움에서 패한 후 ‘양맥의 골짜기’로 퇴각하였다. ‘양맥의 골짜기’는 삼국
지에 보이는 ‘梁口’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양맥의 골짜기’, 혹은 ‘梁口’는
어디일까.

일본 학계 통설에서의 남도는 요양을 기점으로 이어진 태자하 연안의 교통로

인데, 이 태자하의 옛 이름이 곧 大梁水이다.36)36)梁貊이란 바로 대양수 연안의 골

짜기에 거주하였던 貊族을 의미한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왕 33년 가을 8월에

“왕이 烏伊와 摩離에게 명하여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梁貊을 정벌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37)37)기록이 남아 있다. 초기 기록인 만큼 연대의 정확성

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사건 자체도 후대에 있었던 일을 소급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기록을 통해 양맥이 고구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

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양맥의 골짜기’라는 지명은 毋丘儉의 침공 이후

약 15년 후인 259년(중천왕 12)에 魏의 장수 尉遲楷의 침공을 막아낸 장소로 재

차 등장한다.38)38)이를 통해 이곳이 고구려와 魏의 군사적 충돌에서 지속적으로

주요한 전장이 되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39)39)

‘梁口’는 의미상 ‘양맥의 골짜기’ 입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毋丘儉과 동

천왕이 1차 전투를 벌인 ‘비류수 가’를 하고성자성 부근으로 본다면, 이 전투에

서 패한 毋丘儉이 군대를 뒤로 물려 2차 전투를 준비한 ‘梁口’라는 곳은 지금의

마안산성 서북쪽에 위치한 고검지산성으로 통하는 골짜기 입구로 짐작된다. 이

36)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遼東郡 “遼陽: 大梁水西南至遼陽入遼 莽曰遼陰.”; 明史
卷41,　志第17 地理2 山東 遼東都指揮使司 “東北 有太子河 一名大梁水 又名東梁水 下流

俱入於遼水.”

37) 三國史記 卷第13, 高句麗本紀 第1 瑠璃明王 33年 秋8月 “王命鳥伊摩離 領兵二萬 西伐
梁貊 滅其國.”

38)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 第5 中川王 12年 冬 12月 “王畋于杜訥之谷 魏將尉遅楷
將兵來伐 王簡精騎五千 戰於梁貊之谷 敗之 斬首八千餘級.”

39) 池內宏은 毋丘儉과 尉遲楷의 침입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삼국사기 기록의 신빙
성을 의심하며 ‘梁貊之谷’이라는 지명 역시 후대 조작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池內宏, 앞
의 책, 284-285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고구려 측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

는 것은 곤란하다. 적어도 ‘양맥’이나 ‘양맥의 골짜기’ 등의 위치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지

리적 관념은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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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요양에서 환인으로 이어지는 태자하 길의 동쪽 끝과 영릉진에서 환인으로

이어지는 육도하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일대의 지형을 보면 태자

하 길과 통하는 계곡의 입구는 두 곳이 확인된다. 하나는 태자하 길을 따라 오

다가 고검지산성을 지나 本桓公路를 타고 铧尖子 인터체인지로 빠지는 통로이

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동남쪽으로 하천을 따라 내려가 黑臥子村에서 육도하 길

과 합류하는 통로이다. ‘梁口’는 이 두 곳 중 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3> 毋丘儉의 침입 시의 전투지와 梁口의 위치

毋丘儉은 梁口에서 동천왕과 2차 전투를 치렀다. 초반에는 전세가 크게 불리

하였으나 方陣을 만들며 결사적으로 싸운 결과 고구려군 1만 8천여 인을 궤멸시

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기세를 타고 도주하는 동천왕을 추격하였는데, 그

경로는 환인에서 동쪽으로 혼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나합성 부근에서 동남쪽으

로 형성되어 있는 신개하 길을 이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 毋丘儉의 환도․국내 지역 침공로와 신개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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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하 연안의 충적지를 따라 거슬러 가다 보면 평지의 도로를 차단한 방어

시설인 望波嶺關隘가 나타난다. 이는 신개하 길이 고구려 당대에 국내성과 연결

되는 교통로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러나 이 경로

가 毋丘儉의 진공로임을 확신케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1906년 도로 공사

중 小板岔嶺에서 출토된 毋丘儉紀功碑 잔편이다.

소판차령은 집안 지역에서 신개하 길을 이용할 때 거쳐야 하는 가장 험하고

힘든 구간이다. 이 구간의 특성은 삼국지 毋丘儉傳에 나오는 “말을 묶고 수레
를 메달아가며 환도에 오르니[束馬縣車 以登丸都]”라는 구절과 상응한다. ‘束馬

縣車’는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매우 힘을 들이다’는 의미를 지닌 관용적 표현이

기도 하므로,40)40)毋丘儉傳에 등장하는 이 표현 역시 단순한 수사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毋丘儉이 환도성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상당히 험한 지형을 넘게 되

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실제 경험을 반영한 서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北史의 기록에 따르면 “(毋丘)儉이 (동천왕의) 뒤를 쫓아 䚂峴에 이르고 懸
車束馬하여 환도산에 올라 그 도읍을 도륙하였다”고 한다.41)41)삼국지와 달리

‘縣車束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상통하는 표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그 앞에 자리한 “혁현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삼국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명이므로, 북사 편찬 시 다른 계열의 기록
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혁현은 소판차령으로 파악되는데, 북사에 굳이 이
지명이 등장한 이유는 ‘縣車束馬’라는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혁현이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하다면 굳이 이곳에 이르렀다는 문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

기 때문이다. ‘縣車束馬’는 본래 혁현에서 시작되어 환도산에 이르는 험한 지형

을 아우르는 표현이었으나, 삼국지 서술에서는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혁

40) 管子 封禪에는 “寡人 北伐山戎 過孤竹 西伐大夏 涉流沙 束馬懸車 上卑耳之山.”이라는
용례가 있고, 管子 小匡에는 “西征 攘白狄之地 遂至于西河 方舟投柎 乘桴濟河 至于石
沈 縣車束馬 踰大行 與卑耳之貉拘秦夏 西服流沙西虞 而秦戎始從.”라는 용례가 있다. 三
國志 魏書　卷1,　武帝　曹操　紀第1에는 “袁尙因之 逼據塞北 束馬縣車 一征而滅 此又
君之功也.”라는 용례가 보인다.

41) 北史 卷94, 列傳82 高句麗 “五年 幽州刺史毋丘儉將萬人出玄菟 討位宮 大戰於沸流敗走
儉追至䚂峴 懸車束馬 登丸都山 屠其所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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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존재가 생략되고 마치 환도산을 오르는 어려움만을 나타내는 표현처럼 제

시되었다고 이해된다.

소판차령을 넘은 이후 환도성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선

하를 따라 내려와 칠성산 남쪽을 돌아 다시 통구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환도

성 정문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선하에서 동북쪽으로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오르다가 산성자산(환도산)의 능선에 형성된 환도성의 서쪽 성벽을 넘는

것이다. 삼국지 등의 기록을 보면 ‘환도산에 올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毋丘儉軍이 산성의 서쪽 성벽을 오르는

두 번째 루트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毋丘儉軍은 양구 전투에서

고구려 주력군을 격파한 이후 승세를 타고 일방적으로 뒤를 추격하는 입장이었

고, 동천왕 역시 환도성에 들어가 농성을 한 것이 아니라 소수 병력을 이끌고

압록원으로 도주한 상황이었다. 毋丘儉의 환도성 함락 과정에서도 딱히 강한 저

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굳이 지형이 험한 산 능선과 성벽을 넘

어 환도성에 입성했다기보다 평지 길을 이용해 환도성 정문으로 입성하였다고

생각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44년 毋丘儉이 고구려 침공 시 이용했던 길은 무

순→소자하→영릉진→육도하→환인→신개하→집안의 경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342년 전쟁에서 전연과 고구려 양측 모두 毋丘儉의 고구

려 침공을 중요한 전례로 인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야말로 중국 세력

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정석적인 루트, ‘북도’라고 보아야 한다.

4. 戰爭道로서의 남도․북도와 또 다른 교통로

그렇다면 남도는 어디일까. 앞에서 확인된 북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태자하

연안의 길을 남도로 보는 것이 옳겠다. 이와 관련해 남도․북도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을 핵심 사안 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짚어 보며 타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째, 구체적인 경로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 통화를 경유하는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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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로 상정한 연구들이다.42)42)앞장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이는 군사 작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출병지와 국내성 지역을 연결하는 최적 경로가 아닌 우회로

라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침공로’로 간주된 북도로 보기에는 설득력

이 떨어진다.

둘째, 남도와 북도의 분기점을 고구려 영내인 혼하․소자하 합류 지점, 혹은

영릉진이나 왕청문진 등으로 설정한 연구들이다.43)43)이는 남도와 북도의 분기점

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고구려가 전연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 큰 낭패를 당

했다는 핵심 사안을 간과하였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만약 전연군이 南道軍과

北道軍을 분리한 것이 고구려의 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의 침입으로 촉

각을 곤두세우며 동태를 살피고 있을 고구려가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할 리 없

다. 작전을 세웠던 전연의 장수들 역시 고구려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 영내 깊숙한 곳에 진입한 이후

군대를 분리하고 다시 대규모 주력군의 존재를 은폐하여 행군한다는 것은 처음

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작전인 것이다. 전연군이 구사한 작전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전연의 침공군이 고구려 영역에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남도군과 북도군으

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44)44)

셋째, 구체적 경로는 학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환인 남쪽 혼강 하류 방면

을 경유해 압록강 연안의 길을 따라 국내성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남도’로 파악

한 연구들이다.45)45)이는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압록강 연안 교통로를 부각시켰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길은 통화를 거치는 길과 마찬가지로 우회

로라는 점에서 군사작전 상 문제점을 지니며, 전쟁의 전개 과정을 감안하면 더

욱 성립하기 어렵다. 이중에서도 특히 최근 연구인 정원철의 견해를 중심으로

42) 金毓黻, 앞의 논문; 孫進己․馮永譧, 앞의 논문; 佟達, 앞의 논문; 李建才, 앞의 논문; 余

昊奎, 앞의 논문; 공석구, 앞의 논문.

43) 金毓黻, 앞의 논문; 孫進己․馮永譧, 앞의 논문; 佟達, 앞의 논문; 李建才, 앞의 논문; 梁

志龍, 앞의 논문; 王綿厚, 앞의 논문; 佟達, 앞의 논문; 손영종, 앞의 논문; 余昊奎, 앞의

논문; 공석구, 앞의 논문.

44) 임기환이 이미 첫 번째 유형의 연구와 두 번째 유형의 연구에 대해 같은 요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林起煥, 앞의 논문, 76-77면).

45) 梁志龍, 앞의 논문; 王綿厚, 앞의 논문; 정원철,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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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를 해 보자.

정원철은 전연군이 이용한 남도가 태자하 길을 이용해 동진하다가 환인 남쪽

으로 이동하여 압록강 유역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로였을 것이라 상정하였다.46)46)

환인을 지나 신개하 길을 이용하는 경로 상에는 나합성이나 패왕조산성․망파령

관애 등 여러 성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연군이 이를 회피한 것이라 본 것

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미 고국원왕이 목저성에서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도주를 하고, 전연군은 그 뒤를 추격하는 양상이었다. 적의 왕이 지휘하던 주력

을 격파한 데다, 더 이상 비밀리에 행군할 필요도 없어진 전연군의 입장에서는

굳이 우회하는 길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압록강 유역의 길은 상당히 복

잡한 계곡 지형이므로, 적의 영토 깊숙한 곳에서 가뜩이나 지리에 어두운 침공

군이 일부러 선택할만한 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전연군은 남도 상에 있던

목저성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이후 그 기세를 타고 과거 毋丘儉의 침공로이기

도 한 최단거리의 통상적인 길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원철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회군하는 경로가 북도여서는 여러 가

지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전연군의 퇴각로도 진격로와 같은 남도를 이용하였

을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북도 상에는 고국원왕의 동생인 武가 이끄는 고구려

의 정병 5만 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병력은 북도로 진입한 전연군과의 전

투를 수행하며 어느 정도 병력 손실을 입었겠지만, 상대하던 적 1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고 하므로 그 기세가 날카로웠을 것이고, 회군하는 전연군의 입장에

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연군이 취했던 조치가 미천왕의 무덤을 파 시신을 탈취하고,

왕모인 周氏와 왕비를 인질로 삼은 것이라 여겨진다. 사료 상에는 이를 회군 이

후 고국원왕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측면도 있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군의 정예 병력이 잔존한 상황에서

전연군의 안전한 회군을 보장하기 위한 인질로 활용되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전연군은 회군을 할 때 미천왕의 시신과 사로잡은 왕모․왕비를 앞세운 채 침공

했던 경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돌아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46) 정원철, 앞의 논문,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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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남도와 북도의 개념도

그렇다면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전투가 벌어진 목저성은 어디일까.

이에 대해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이 음운적 유사성을 가진 소자하 유역의 木奇鎭

을 주목하였지만, 조사 결과 이는 明淸代의 驛站으로 밝혀졌다고 한다.47)47)그 외

에도 소자하 유역의 五龍山城이나 櫃子石山城, 舊老城 등을 목저성으로 비정하

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처럼 소자하 유역에서 목저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 때문이다.

(G) 李勣이 遼東道 行軍大總管이 되고, 右武衛 將軍 孫貳朗․右屯衛 大將軍 鄭仁

泰를 부장으로 삼았다. 營州 도독의 병사를 이끌고 新城道를 거쳐 나아가 南蘇․

木底에 이르렀는데, 오랑캐 군대가 맞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그 성벽을 무

너뜨렸다.48)48)

(H) 乾封 초에 고려 泉男生이 내부하였다. 장군 龐同善과 高偘을 보내어 위무하

여 받아들이려 하는데, 동생 男建이 國人들을 이끌어 막고 귀부하지 못하게 하였

다. 이에 詔를 내려 仁貴에게 군대를 이끌고 同善을 도우라 보냈다. 신성에 이르

러 밤에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인귀가 물리쳤다. 죽인 것이 수백 명이었다. 同善

이 전진하여 金山에 이르렀는데, 적에게 기세가 꺾여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고려

가 승세를 타고 진격하니 인귀가 오랑캐를 공격해 둘로 끊었다. (적의) 무리가 바

47) 王綿厚․李健才, 1988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102면.
48)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高麗 “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朗 右屯衛大
將軍鄭仁泰副之 率營州都督兵 繇新城道以進 次南蘇木底 虜兵戰不勝 焚其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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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너지니 머리를 벤 것이 5천이었다. 南蘇․木底․蒼巖 세 성을 빼앗고, 마침

내 남생의 군대와 만났다.49)49)

고구려 말 唐軍이 요동 방면에서 고구려의 성들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당군은 지금의 무순 高爾山城으로 비정되는 新城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격로 상에는 南蘇․木底․蒼巖 등의 성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목저성은 新城道 상에 존재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전연과의 전쟁 기록을 보면 목저성은 남도 상에 위치한 것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록을 조합하여 ‘신성도’를 곧 ‘남도’로 파

악하려 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이 남도가 아닌 북도에 해

당함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논증하였다.

두 유형의 기록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목저성이 북도와 남

도의 경로 상에 모두 존재할 수 있는 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러한 성이 존재한다. 환인 서북쪽 木盂子村에 위치한 고검지산성은 북도와 남도

가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목저성으로 비정할 경우 모든 사료

의 내용과 매끄럽게 대응한다.50)50)이 일대는 244년 毋丘儉의 침입과 259년 尉遲

楷의 침입시 위군과 고구려군이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 ‘양맥의 골짜기’, ‘梁口’의

부근이기도 하다.

7세기 당군이 남소성과 목저성 다음에 점령하였다고 하는 蒼巖城은 田中俊明

의 비정대로 오녀산성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51)51)고구려의 성 중 이름에

‘巖’이 들어가는 경우는 尉那巖城과 白巖城의 사례가 있는데, 모두 암석으로 이

루어진 특이한 지형으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52)52)당시 남소성과 목저성을 경유한

49) 新唐書 卷111, 列傳 第36 薛仁貴 “乾封初 高麗泉男生內附 遣將軍龐同善高偘 往慰納 弟

男建率國人拒弗納 乃詔仁貴率師援送同善 至新城 夜爲虜襲 仁貴擊之 斬數百級 同善進次

金山 衂虜不敢前 高麗乘勝進 仁貴擊虜斷爲二 衆卽潰 斬馘五千 拔南蘇木底蒼巖三城 遂
會男生軍.”

50) 고검지산성을 목저성으로 비정한 연구자로는 田中俊明와 정원철이 있다. 임기환도 목저
성의 후보지로 고검지산성과 구노성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51) 田中俊明, 1997 앞의 논문, 55-56면.

52) 위나암성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1년 기사에 등장한다. 漢軍의 공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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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군의 침공로 상에서 이러한 조건과 가장 부합하는 곳은 오녀산성이다. 졸본

지역에는 유리왕대 태자였던 해명의 죽음과 관련된 槍原이라는 지명이 있었음이

전해진다. 그렇다면 창원 인근에 있는 암석으로 된 산성을 음이 유사한 蒼巖城

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결국 魏부터 시작하여, 前燕과 唐에 이르기까지 중국 세력이 요동 방면에서

환도․국내 지역을 침공하는 일반적 루트는 고구려 존속 시기 내내 무순→소자

하→영릉진→육도하→환인으로 이어지는 ‘북도’ 경로였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

다. 북도는 육도하 길에서 남도인 태자하 길과 합류하며, 그 이후의 경로는 남도

와 북도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다.

이러한 남도․북도의 경로와 목저성의 위치를 감안하면, 전연과의 전쟁 시 고

구려가 취했던 방어 전략에 대해서도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당시 전연

과 고구려의 군사적 충돌은 무순 지역의 신성과 남소성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 무순은 중국 세력 입장에서 제3현도군이 설치되었던 동쪽 변경의 요지였

고,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요동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적의 침공을 저지하는 1차

방어선이었다.

전연의 대규모 침공 소식을 접한 고구려가 이곳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은 당연하다. 고국원왕은 자신의 동생인 武에게 5만 명의 정예군을 주어 북도

를 지키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성과 남소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의미

한다고 여겨진다. 고국원왕 자신은 약한 병력을 이끌고 남도를 대비했다고 하는

데, 그가 남도를 통해 들어온 전연군과 전투를 벌인 목저성은 사실 남도뿐 아니

라 북도의 경로 상에도 위치한 교차지였다. 그렇다면 고국원왕이 취한 방어 전

략의 실상은 다음과 같았으리라 여겨진다.

고국원왕은 군대를 둘로 쪼개어 북도와 남도 각각 다른 길을 지키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적의 침공로인 북도 경로 상에 이중 방어선을 구

축한 것이다. 武가 이끄는 정예병으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신은 후방에 예

비대로 구성된 2차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2차 방어선이 구축된 지점은 과거 동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는 산성으로, ‘巖石之地’여서 성내에 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게 하

는 지형이라고 묘사된다. 백암성은 遼寧省 燈塔縣에 있는 燕州城으로서, 이름 그대로 절

벽 지형과 흰 암석으로 이루어진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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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이 毋丘儉과 전투를 벌이고, 중천왕이 魏將 尉遲楷의 침입을 격퇴하였던 곳,

즉 ‘양맥의 골짜기’․‘양구’ 부근이었다. 다만 전연 주력군의 실제 침공로는 예상

치 않게 이곳과 직접 연결된 남도였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병

력으로 구성된 고구려군의 2차 방어선이 적의 주력과 곧바로 충돌하는 불운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전연은 주력군 4만을 남도로 투입하고, 북도에는 1만 5천의 병력을 투입하였

다. 단순한 양동 작전의 미끼로만 보기에는 북도로 투입한 1만 5천의 병력 규모

도 상당한 편이다. 이는 고구려로 하여금 전연의 주력이 북도로 진입했다고 믿

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도 상에서 전연군과

대치하던 고구려군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도 쉽게 회군할 수 없도록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하였던 고구려 정예

군은 고국원왕이 지휘하던 2차 방어선이 뚫리고 왕도가 함락되어 전쟁이 패배로

끝날 때까지 전선에서 이탈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힌 상태로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신성과 목저성 사이에 존재하였고, 북도상의 가장 중요한 방어 거점

이라 할 수 있는 南蘇城은 어디일까. 우선 혼하의 지류인 소자하 연안에 있었던

성으로 볼 수 있다. 소자하의 옛 이름이 南蘇水이기 때문이다.53)53)남소성의 위치

에 대해서는 혼하와 소자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鐵背山城, 소자하 길 부

근의 五龍山城, 영릉진의 舊老城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런데 唐代에 편찬된 翰
苑을 보면 남소성이 “신성 북쪽 70리 山上에 있다”고54)54)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 기록을 따른다면 방위상으로 가장 부합하는 것은 철배산성이다. 오룡산성

은 신성으로 비정되는 고이산성으로부터 비스듬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노성은 훨씬 큰 각도로 꺾어지는 동남쪽이다. 철배산성은 북쪽이라기보다는

동쪽에 가까운 동북쪽에 위치하나, 다른 후보지들에 비하면 그나마 ‘북쪽’이라는

방위 정보에 부합하는 편이다.55)55)

53)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玄菟郡 “玄菟郡 (중략) 縣三 高句驪 遼山遼水所出 西南至
遼隊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

54) 翰苑 卷30, 蕃夷部 高麗 南蘇表戍 驗容恪之先鳴 “南蘇城 在國西北 (중략) 高麗記云 城
在雜城北七十里山上也.” ‘雜’은 ‘新’의 오기로 파악된다.

55) 여호규는 翰苑의 해당 문장에서 원래 ‘東北’이었던 것이 필사 과정에서 ‘東’이 누락된
것이라 추정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翰苑은 誤寫가 많이 확인되는 책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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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와 함께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거리이다. 翰
苑에서는 신성과 남소성의 거리가 70리라고 하였다. 이를 현재의 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남소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6> 고이산성(신성)과 철배산성(남소성)의 거리

唐代의 尺度에서 1尺은 대략 30cm 가량이다.56)56)1步는 5척, 1里는 360步이므로,

이를 이용해 계산하면 唐代의 1리는 약 540m, 70리는 약 37.8km가 된다. 고이산

성과 철배산성의 실제 거리는 구글 어스를 이용해 측정해 본 결과 약 34km가

나왔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이는 한원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인 오룡산성의 경우 고이산성―철배산성―오룡산성

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측정할 경우 약 54km, 경로를 무시하고 고이산성과 오룡

산성의 직선 거리를 재면 약 52km가 된다. 이는 唐代의 척도로 약 100리 거리

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원에 실려 있는 거리 기록을 신뢰한다면, 철배산성이야
말로 가장 유력한 남소성의 후보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글의 冒頭에서 살피다가 뒤로 미루어 두었던 위서와 진서에 등장

문이다. 그런데 굳이 필사과정의 누락이 아니더라도 지리적 기준과 방위 감각이 상대적으
로 느슨하고 주관적 서술이 많았던 전근대에는 이런 식의 서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56) 유태용, 2001 高句麗尺에 대한 文獻史料와 考古學的 遺物의 再檢討 고구려발해연구
11, 94-95면, <표 1> 中國의 歷代尺度 참조. 유태용은 중국과 한국에서 실물이 확보된 당

척 24점의 길이를 표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짧은 것은 28.0cm이고, 가장 긴 것

은 31.35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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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北置’, ‘南陝’ 용어에 대해 그 실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당시 전연군은

南道軍과 北道軍으로 나뉘었는데, 군대가 분리된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북도군의 기점은 대략 지금의 沈陽에서 무순 부근이라 할 수 있겠고, 남도

군의 기점은 당시 이 지역 행정의 중심이었던 遼陽(당시 襄平)이거나, 요양에서

무순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동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本溪 방면으로 진입하는 지

점일 수도 있겠다.

일단 북도군은 신성이 소재한 무순 쪽으로 진입하여 고구려 주력을 유인하였

다. 남도군은 요양에서 직접 태자하길로 들어서거나, 혹은 무순 방면으로 이동하

는 척 하다가 본계 부근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태자하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북치와 남협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북도와 남도의 진입로 상의 지형적

차이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북도와 남도 진입로의 지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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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置’의 ‘置’에 대하여 宿驛이나 우역제 관련 기구 등으로 설명하거나 ‘직진하

다’의 의미로 해석한 경우도 있지만, 金毓黻의 의견대로 곧게 뻗어 있고 평평한

지형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57)57)‘北置’와 ‘南陝’은 대구를 이루

어 구사된 용어들인 만큼 ‘置’는 ‘陝’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과 대비되는 ‘곧게 뻗은 길’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도의 진입로인 신성―남소성 길은 직선에 가까울 정

도로 곧게 뻗어 있고, 주변도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반면 남도의 진입로 해당하

는 태자하 연안은 높은 산지 사이로 하천이 사행하며 만들어낸 좁고 구불구불한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지역의 지형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北置’와 ‘南陝’이

라는 표현이 명실상부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서와 진서에서는 “남협으로부터 들어가다[入自
南陝]”, “북치로부터 나아가다[從北置而進]”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처럼 이를 城의 이름 등 개별 지명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문장

상으로 보면 어떤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는 북치와 남협이 본래 북도와 남도의 특정 구간, 즉 진입로의 형태를 가

리키는 용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차후에는 이것이 아예 북도와 남도 구

간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전연의 장수 대부분이 남도보다 북도로 진공하는 것을 선

호하였던 이유는 영릉진 지역의 제2 현도군, 무순 지역의 제3 현도군 등 북도의

루트가 과거 현도군의 통제 하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

보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있었고, 그런만큼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으로는 약 100년 전 성공적으로 수행된 毋丘儉의 고구려 침공 루트가 바로 이

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남도는 본래 양맥이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당시

중국 세력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으며, 진입로 또한 좁은 협곡으로 이루어

져 군사적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곳이었다.

57) 金毓黻, 앞의 책, 322면. 다만 金毓黻은 ‘置’가 ‘直’에서 온 것으로, 북도가 평평하고 넓어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붙은 이름이라고 하였으며, 그 위치를 혼하 상류와 휘발하 유

역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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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남도와 북도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남도와 북도는 어디까지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바탕

으로 설정되고 명명된 길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본고에서 ‘북도’임을 규명한 무

순→소자하→영릉진→육도하→환인→신개하→집안의 루트는 역대 중국 세력이

고구려를 침입할 때 이용한 일반적 경로인 것이 분명하지만, 역으로 고구려가

요동으로 향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한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길이 무순―소자하―영릉진―왕청문진―부이강―신개하―집안 경로이

다. 이는 중국 학계의 통설에서 남도라고 지목되었던 길이다.

편의상 앞에서 ‘북도’로 규명한 길은 ‘육도하 신성도’라고 하고, 부이강을 이용

한 경로는 ‘부이강 신성도’라고 지칭하겠다. 신성에서 국내 지역에 이르는 거리

를 비교하면 ‘육도하 신성도’와 ‘부이강 신성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럼

에도 ‘戰爭道’로서는 ‘육도하 신성도’가 시대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선호되었다.

이는 이 길이 침공군 입장에서 반드시 제압해야만 하는 전략적 요충지 졸본을

경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 즉 반대로 고

구려가 요동 방면으로 병력을 보내는 상황이거나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할 때는 ‘부이강 신성도’ 역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고 여겨지는 것

이다. 실제로 ‘부이강 신성도’의 경로 상에는 전수호 산성이나 흑구 산성 등 중

요한 고구려 산성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고구려가 이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길의 활용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다. 조선 宣祖 때

인물인 申忠一이 1596년 건주 누르하치의 성을 다녀와서 쓴 견문록인 建州紀程
圖記가 그것이다. 건주기정도기에는 신충일이 만포진에서 누르하치의 근거지
였던 지금의 영릉진 일대 老城까지 이동한 경로가 지도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

다. 지도는 산․하천․도로를 각각 다른 색과 굵기의 선으로 묘사하여 당시 신

충일이 지났던 길과 주변 지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신충일이 이용했던 길

이 곧 ‘부이강 신성도’에 해당한다.

신충일은 1596년 12월 22일 만포진에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당시 皇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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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리던 국내성 앞을 지나 지금의 通溝河에 해당하는 加也之川을 건너고, 仇

郞哈洞을 거쳐 仇郞哈川으로 진입하였다. 仇郞哈川은 지금의 마선구에 해당하는

데, 신충일은 이 부근에서 1박 노숙을 한다. 이후 仇郞哈嶺을 거쳐 蔓遮嶺이라는

곳을 넘어가게 된다. 만차령은 건주기정도기의 그림에서 특별히 높고 험준한
산지로 묘사되고 있으며, 신충일이 선으로 표현한 경로를 보면 이 만차령의 산

능선을 타고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차령’은 지금의 ‘판차령’이다.

<그림 8> 건주기정도기에서의 蔓遮嶺과 지금의 소판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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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로의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부분은 신충일이 현지 여진족의 안내를 받아

소판차령을 넘는 길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신충일은 만차령 위에 사당이 있어

오랑캐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반드시 기도를 올린다고 기록하였다.58)58)이는 16세

기 말 이 고개가 여진인들 사이에서 집안 지역과 환인 지역, 혹은 집안 지역과

영릉진과의 교통에 일상적으로 이용된 길이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고구려

당대에도 이곳이 왕도인 환도․국내 지역과 졸본 지역을 잇는 주요 교통로이자

관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59)59)

만차령을 넘은 다음에는 蔓遮川을 따라 길이 이어진다. 稻葉岩吉은 일찍이 이

만차천을 ‘葦沙河’라고 설명한 바 있다.60)60)신충일이 소판찬령 북쪽의 대판차령을

넘어 통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신충일이 굳이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할 이유는 없다. 만차천은 곧 지금의 신

개하이다. 신충일은 소판차령을 넘어 신개하를 따라 서북쪽으로 향하였고, 당시

婆猪江으로 불리던 혼강을 건너 부이강길을 따라 이동하였다. 신충일은 부이강

연안을 따라 북상한 후 왕청문진에서 서향하여 신빈을 지나고 최종적으로 노성

에 도착하였다.61)61)이러한 신충일의 이동 경로를 참고하면, 영릉진―부이강―신개

하―집안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고구려 때도 매우 중요한 간선로로 기능하였으

리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다만 부이강 길은 당시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던 졸

본을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세력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침공로로 선호되

지는 않았다.

58) 申忠一, 建州紀程圖記 “蔓遮嶺上有叢祠 胡人之過此者 必致敬而後 乃行云.”
59) 집안 지역에서 환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소판차령을 넘지 않는 방법도 존재한다. 압록강

연안의 계곡을 따라 형성된 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梁志龍․王綿厚․정원철 등이
남도로 비정하였던 길이다. 이 길 역시 고구려 때부터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판

차령을 넘어 신개하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전체 이동 거리가 길고, 길의 진행 방향이 직

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신개하길은 하나의 물길만 따라 이동하면 되나, 압록강
연안 계곡 길은 이와 달리 진행 방향의 변화가 크다. 전체 이동 거리는 마선구에서 소판

차령길로 들어서는 계곡 입구를 기점, 오녀산성을 종점으로 하였을 때 신개하길은 약

100km, 압록강 유역의 길은 약 120km로 측정된다. Google Earth Pro로 측정하였다.

60) 稻葉岩吉, 1937 申忠一書啓及び図記 靑丘學叢 29, 5면.
61) 李仁榮, 1954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對하여 韓國 滿洲 關係史의 硏究, 乙酉文化
社(1998 鶴山李仁榮全集 2, 국학자료원, 310면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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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상 고구려 ‘남도’․‘북도’의 실체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의 교통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것은 선비 모용씨가 세운

전연과의 전쟁 과정에서 확인되는 남도․북도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한 결과 북도가 통화 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설정한 견해, 남도․북

도의 분기점을 고구려의 영내로 설정한 견해, 남도를 압록강 연안으로 설정한

견해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전연과 고구려 양측에서

상식적인 침공로로 간주하였던 북도는 무순→소자하→영릉진→육도하→환인→신

개하→집안의 경로였다. 이는 약 100년 앞선 시기에 毋丘儉이 이용했던 침공로

와 동일하다.

남도는 태자하 연안의 길이며 그 끝에는 목저성이 있다. 목저성은 毋丘儉이

동천왕과 전투를 벌인 양맥의 골짜기, ‘梁口’의 부근이기도 하다. 목저성이 위치

한 곳은 북도와 남도가 합류하는 곳이며, 지금의 고검지산성이 곧 목저성이다.

중국 세력의 고구려 침공로 상에 위치한 또 다른 중요 거점인 남소성은 한원
의 기록을 이용해 지금의 철배 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

위서와 진서에 등장하는 ‘北置’와 ‘南陝’이라는 표현은 북도와 남도의 전체
지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북도의 진입로인 무순 일대의 평활한 직선 교

통로와 남도의 진입로인 태자하 연안의 구불구불한 골짜기 지형을 표현한 것이다.

전연의 장수들이 북도를 더 선호하였던 이유는 이곳이 과거 현도군의 통제 범위

에 있던 곳이라 상대적으로 지리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약 100

년 전 고구려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毋丘儉을 전례로 삼았기 때문이다.

중국 세력이 고구려를 침입할 때 이용하는 일반적 경로는 북도인 무순→소자

하→영릉진→육도하→환인→신개하→집안의 루트이다. 이는 침공군 입장에서 군

사 전략 상 반드시 경유해야만 하는 졸본 지역이 이 길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로 고구려가 요동 방향으로 군대를 보내는 경우이거나, 비군사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할 때에는 무순―소자하―영릉진―왕청문진―부이강―신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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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경로도 중시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16세기 말인 조선 선조 때 영

릉진에 위치한 누루하치의 老城을 방문하였던 신충일이 남긴 건주기정도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주제어 : 전연(前燕), 남도, 북도, 무구검(毋丘儉), 양맥의 골짜기, 양구(梁

口), 전쟁도(戰爭道), 목저성(木底城)

투고일(2016. 1. 3), 심사시작일(2016. 1. 16), 심사완료일(201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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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uth and Characteristics of Koguryo’s South and

North Routes in 4th Century
62)

Ki, Kyoung-ryang*

The largest number of cumulative studies on Koguryo's traffic routes have highlighted 

the issues concerning the south and north routes used in a war with Former Yan(前燕) 

founded by Moyong of the Seonbi tribe. Lots of studies inconclusively investigated the 

exact locations of the south and north routes. Presumably, the north route covered Musun

→Sojaha→Youngreungjin→Yukdoha→Hwanin→Shingaiha→Jipan,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route Wei’s general Mugugeom(毋丘儉) had taken to invade Koguryo 

approximately a century before the war between Koguryo and Former Yan. The south 

route corresponded to the road on the Taijaha coast. At the end of the south route, 

there was Mokjeoseong, where Former Yan’s army defeated King Gogukwon’s army. 

‘Bukchi(北置)’ and ‘Namhyup(南陝)’ are the terms found in Book of Wei and Book 

of Jin, describing the smooth straight traffic route around Musun, which was the access 

road to the north route, and the meandering valley topography on the Taijaha coast, 

respectively. Former Yan’s commanders preferred the north route, which had been 

controlled by Hyeondogun, as they had more geographic information. They took as a 

precedent the route taken by Mugugeom who had successfully conquered Koguryo about 

a century earlier.

Key Words : Former Yan(前燕), South route, North route, Mugugeom(毋丘儉), 
Yangmaik valley, Yanggu(梁口), War route(戰爭道), Mokjeoseong(木
底城)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angwon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