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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新羅·渤海의 對唐藩鎭交涉 硏究
小 宮 秀 陵

 신라·발해의 대당번진교섭이 이루어진 9세기는 동아시아 국제관

계가 당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過渡期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발해의 대당번진교섭은 한국고대 대외관계사를 이해하

기 위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8세기에 신라·발해가 번진과 접촉하게 된 계기는 번진체제의 성

립에 있었다. 710년부터 당 변경에 10절도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

는데 이는 당과의 친선외교를 원하던 성덕왕에게 유리한 전개였고, 

발해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

다. 한편 10절도사의 설치는 당과 다른 왕조와의 대립을 야기하였

으므로, 신라·발해가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었다.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절도사는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당 전역

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신라·발해의 대당번진교섭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다만 위구르, 토번, 그리고 남조와 당 변경

번진 사이의 교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래 변경번진

은 이들 세 왕조의 침략을 對備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그

들이 변경번진과 쉽게 교섭할 수는 없었다.

 신라·발해는 안사의 난 때 번진과 접촉한 바 있었지만 안사의 난 

이후에도 친당적 자세를 유지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번진과는 교섭하지 않았다. 신라·발해와 번진과의 교섭 형성에 바탕

이 된 것은 번진체제의 확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은 번진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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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됨에 따라 변경에서 입당사신을 접대하는 주체를 州縣에서 번

진으로 변화시켰으므로, 입당사신이 모두 번진을 경유하게 되면서 

왕조-번진 교섭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안사의 난 이후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

였다. 신라·발해 측에서는 왕위교체를 둘러싼 국내 문제, 당 측에서

는 황제 옹립에 대한 환관 세력의 개입 문제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

였다. 왕위교체를 둘러싼 세 나라 내정의 불안정한 정세는 조공·책

봉관계의 이완을 야기하는 동시에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이 성립

하게 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신라·발해가 번진과 상시적으로 교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신

라·발해와 당의 내정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발해는 선왕대 요동으

로 세력을 팽창하여 번진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교섭하게 되

었다. 신라의 경우, 반측 번진이 신라인들을 노비로 掠賣하는 상황

을 개선하기 위해 산동반도를 피하고 다른 번진을 통과하여 대당교

섭을 전개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

섭은 당이 내란을 일으킨 번진을 토벌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9세기 중반 이후 신라·발해가 전개한 대번진교섭의 양상은 물적 

측면과 인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적 교류는 신라·발해 조정

과 번진 사이에 상대방의 선호도를 중시하는 무역의 형태로 나타났

다. 신라·발해는 노비, 매, 도검, 금은과 같은 번진의 무인정권에 맞

는 물품을 보내고, 번진에서는 瑟瑟과 같은 동남아시아산 물품이나 

絲織物이라는 당시 신라·발해가 필요한 물품을 받았다. 신라는 淮

南·浙江 지역의 번진과 교섭하였는데 그 까닭은 회남·절강 지역과 

신라상인들의 사치품 교섭을 신라조정이 통제하여 원활하게 무역을 

추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발해는 내정 관제가 확충됨에 따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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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가 높아졌으므로 직물을 구하기 위해 盧龍藩鎭과 교섭했다. 

한편 당에서는 절도사가 출세를 위해 당 환관에게 진기한 물품을 

보내는 藩鎭進奉이 유행하였다. 번진은 진봉물을 구하기 위해 신라·

발해로 물품을 구하려고 하였다. 왕조-번진 교섭은 신라·발해가 상

대방이 원하는 물품을 고려하여 보냈음을 의미하므로, 왕조간 교섭

에서 이루어진 자기 땅에서 나는 물품을 보내는 토공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신라·발해와 번진 사이에는 인적 교류도 있었다. 884년 신라는 

빈공급제자 崔致遠의 귀국을 요청하기 위해 淮南藩鎭 고병에게 入

淮南使 金仁圭를 보냈고 최치원은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치원 

귀국의 배경에는 瑞書院, 崇文臺 등의 文翰기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빈공급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 했던 憲康王代의 정책이 있었다. 

왕조-번진 교섭에는 신라 조정의 의도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발해의 경우에도 하수겸이라는 문사가 노룡번진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므로 문사의 왕래는 왕조-번진 교섭의 특징이었다. 이들 

문사가 禮에 입각하여 왕조-번진 교섭에 임하였기 때문에, 禮的 질

서가 왕조-번진 교섭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다만 

그 禮에는 토공을 의식한 물품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

하관계의 체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朝貢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9세기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에서 신라는 순지 번진과 교섭하

고 발해는 반측 번진과 교섭하는 구도가 갖추어졌는데, 이러한 교섭 

대상의 성격 차이는 10세기 신라·발해와 오대십국 간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룡번진이 大燕이라는 왕조로의 변화를 꾀

하자 발해는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후 大燕의 멸망은 발해



- iv -

의 對거란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반해 신라의 대번진 교섭은 무역과 유학생의 왕래라는 9세

기의 특징을 유지하며 10세기 이후 對五代十國外交로 변화하였다. 

10세기에 접어들어 신라 왕조를 대신하여 제해권을 장악한 王建이

나 甄萱과 같은 호족세력들은 유학생을 채용하여 왕조화된 번진과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빈공급제자를 발탁하여 외교문서의 작

성이나 사신의 접대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 문사를 직접 외교사신으

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호족세력이 文士를 채용하여 외국에 사신으

로 보내는 현상은 이후 세력이 약한 호족이나 해상상인집단에게서

도 확인된다. 그들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신라

를 표방하면서 교섭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10세기 이후 상인이 

왕조의 사신을 자칭하며 조공하는 ‘상인의 조공’의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호족들의 대외정책으로 文士들의 왕래

는 후삼국의 혼란기에도 끊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고려 통일 이후

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사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 까닭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외교 실무를 담당할 

인재로서 문사가 중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문사가 국제관계

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세기에 신

라·발해가 다른 結末을 맞이한 까닭은 발해와 교섭한 번진이 반측 

번진으로서 중원쟁탈전에 참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신라·발해의 대당번진교섭은 10세기 이후 고려-오대십국 

‘외교’로 나타난 다원적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하는 架橋로 기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견당사, 외교, 무역, 조공·책봉관계, 번진체제, 문사 

학번 : 2008-3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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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7~10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신라·발해, 당, 토번, 남조, 돌궐, 위구

르, 거란의 흥망성쇠가 전개되었다. 이들 가운데 당은 중심적인 위

치에 있으면서 각국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였는데, 이는 

4~6세기 및 10~13세기 동아시아에 다양한 왕조들이 서로 세력균

형을 유지하며 병존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1) 신라·발해와 당의 

교섭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

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에 대한 연구는 朝貢·冊封體制論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원래 조공·책봉체제는 조공국이 중국에 공물

을 바치면 중국이 반대급부로 조공국에 官爵이나 문물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문물의 교환을 통해서 상호 간의 君臣관계

를 확인한다는 유교 이념을 실천한 체제인 것이다.2) 

일반적으로 신라·발해의 대당교섭 또한 조공·책봉체제가 가지는 

군신관계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조공·책봉체제에서 

군신관계가 성립되면, 조공을 하는 왕조는 중국식 연호를 사용하거

1) 4~6세기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노태돈, 2006〈고구려와 북위 

간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연구〉《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

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 Fairbank, John K.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西嶋定生, 

1962〈六-八世紀の東アジア〉《岩波講座日本歷史 2》, 岩波書店; 전해

종, 1965〈「中國的 世界秩序」에 관한 學術會議〉《歷史學報》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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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질·숙위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에 대한 연구에서는 당의 제약을 받았던 측면

이 강조되어 왔다.3)

신라·발해의 주체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은 근대 이후 일

본의 연구 시각과도 관련이 있다.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 서술에서 

일본의 ‘견당사’상이 제국주의와 발전단계론의 영향을 받아 과대평

가된 것에 반하여 신라의 ‘견당사’상은 정체성론의 영향 아래 주체

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졌던 것이다.4)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에서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

었던 것은 아니다. 교환구조 측면에서, 조공·책봉체제는 외국이 중국

으로 사신을 보내야 성립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조공국은 1년·3년 

등의 기한을 고려하여 사신을 파견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국

의 왕위가 교체될 때에만 책봉 사신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

제에서 문물 교환 성립의 열쇠를 쥐는 쪽은 조공국이다.

실제로 신라·발해의 사신 파견이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

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당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사신을 보내지 

않았던 반면, 1년에 세 번이나 사신을 보낸 경우도 있었던 점에서, 

신라·발해가 주체적으로 사신 파견 여부를 판단·결정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5) 즉, 조공·책봉관계에 신라·발해의 능동성·주

3) 전해종, 1970《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56쪽; 권덕영, 2012《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4) 졸고, 2011〈8세기 新羅･渤海의 情報傳達과 日本의 對唐外交-遣唐使 

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위하여-〉《한일관계사연구》38, 140~143쪽.

5) 혜공왕 9년부터 12년까지 1년에 두 번씩 입당사신을 보냈던 배경에는 

혜공왕 일파가 국내에서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唐을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기백, 1958〈新羅 惠恭王

代의 政治的 變革〉《社會科學》2(1974《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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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존재하였음이 사신 파견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6) 

신라·발해는 주체적으로 문물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

여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당과의 교류를 추진하

여, 수많은 유학생이 당과 본국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당이 신라를 

‘君子國’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은 나·당교섭에서 신라의 위치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7)

이처럼 근대에 만들어진, 주체성이 왜소화된 신라·발해의 ‘견당사’

상은 대당교섭의 실태를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꾸준히 극복되어 왔

지만, 교섭의 주체와 객체를 모두 왕조로만 고정해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왕조의 교섭 대상을 왕조로 제한한 것은 

공동체의 수장이 타공동체의 수장과 교류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8) 신라·발해의 교섭 대상으로 당 왕조만을 강조했던 것은, 

近代 사회의 영향으로 근대 국민국가상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9)

각, 234~235쪽 재수록)).

6) 신형식, 1975〈통일기의 對唐關係〉《韓國史의 再照明》, 讀書新聞社

152~154쪽; 노태돈, 2003〈고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韓國古代史硏究》32, 7~10쪽.

7) 권덕영, 2011a〈신라 ‘君子國’ 이미지의 형성〉《韓國史硏究》153.

8) 이러한 이해는 마르크스, 칼 폴라니, H. 니콜슨 등의 경제학자나 외교

학자로부터 비롯되었다(E.J.ホブズボーム(市川 泰治郞 譯), 1969《共同

体の經濟構造―マルクス〈資本制生産に先行する諸形態〉の硏究序說-》, 

未來社; カール・ポランニー(玉野井芳郞・栗本愼一郞 譯), 2005《人間

の經濟 1 市場社會の虛構性》, 岩波書店; H.ニコルソン(齋藤眞・深谷滿

雄 譯), 1968《外交》, 東京大學出版會). 다만 이미 1828년에 프랑소

와 기조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フランソワ・ギゾー(安士正夫 譯), 

2006《ヨーロッパ文明史-ローマ帝國の崩壞よりフランス革命にいたる

-》, みすず書房, 208쪽).

9) 필자는 고대 일본에 다양한 他者가 존재하였음에도 견당사의 대상이 국

가대 국가로만 상정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졸고, 2011 앞 논문, 145

쪽). 일제의 영향을 받은 신라 견당사상 역시 국가대 국가의 외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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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의 교섭 대상을 왕조로만 이해한 결과, 전근대의 한중외교를 

조공·책봉관계라는 틀 안에서만 인정하는 단조로운 대중국교섭상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의 배경에는 당 조정과만 교섭했던 일본 

견당사상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교섭 상대는 당 조정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라·발해의 교섭 대상 또한 당 조정으로만 

파악한 것이다. 

왕조의 교섭대상을 왕으로만 이해하면 憲康王이 江西觀察使 高湘

에게 서신을 보내고,10) 神武王이 淄靑節度使에게 노비를 보냈던 것

을11) 모두 왕조 사이의 교섭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섭

대상을 왕이 아니라 관찰사나 절도사로 기록한 것은 교섭을 구성하

는 주체와 객체로 왕-왕 이외에 왕-관찰사, 왕-절도사의 형태가 있

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관찰사, 절도사는 모두 藩鎭이라고 불리는 당 지방통치 조직

의 수장으로 이해된다. 9세기의 당에서는 번진이 세력을 확대하여 

지방에서 발호하였다. 번진의 발호는 때로 당과 대립을 야기하였으

므로 신라·발해와 당 사이의 교섭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이

다. 따라서 왕-번진 교섭의 실태를 해명하는 일은 신라·발해의 대당

교섭의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유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상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욱이 10세기에 접어들면 신라는 후삼국으로 변화하고, 번진 또

한 그대로 왕이나 황제를 자칭하면서 오대십국으로 변화하였다. 번

진세력과의 교섭을 규명하는 일은 10세기의 대중국교섭을 고찰하는 

관점에서 설정되었음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 

10) 《東文選》 卷47,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11) 《冊府元龜》 卷980, 通好 開成3年, “秋七月, 新羅王金祐徵遣淄·靑節

度使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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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그 전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왕조-번진 교섭에서 왕조-왕조 

교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히는 일은 외교가 어떻게 시작하였을

까 하는 외교의 발생론을 다루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 6 -

 2) 연구성과의 검토

(1) 신라·발해의 대당외교에 관한 연구

신라·발해의 대당외교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그 중요성이 부

각되어 성과가 조금씩 쌓여왔다. 최근에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필요

성이 증대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연구 성

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체로 입당 경로연

구를 비롯한 역사지리고증, 조공·책봉관계론의 형태 연구, 그리고 이

것에 입각한 인적교류와 문물교류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연구가 역사지리고증이다. 

이미 조선시대 韓致奫·韓鎭書가 서술한 《海東繹史》 등에 보인

다.12) 이 연구는 고증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근대 실증주의를 표방

한 과학적 역사학 연구로 이어지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근대에 들어

와서 신라·발해의 대당외교에 관한 연구는 지명의 비정이나 양국을 

잇는 교통로를 해명하려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13) 

우선 신라의 경우, 황해 연안을 따라 등주로 향하는 항로가 제시

12) 조선시대의 신라사 연구에 대한 검토는 다음 논저를 참조. 신형식, 

1990《統一新羅史硏究》, 三知院. 발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宋基豪, 1991〈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발해관〉《韓國史硏究》72; 宋

基豪, 1988a〈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韓國史

論》19; 宋基豪, 1995《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序論.

13) 발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松井等, 1913〈渤海國の疆域〉

《滿洲歷史地理》1, 丸善株式會社; 津田左右吉, 1915〈安東都護府考〉

《滿洲地理歷史硏究報告》1, 丸善株式會社. 기타 나당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도 참조. 池內宏, 1930〈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

新羅の關係〉《滿鮮地理歷史硏究報告》12; 池內宏, 1934〈百濟滅亡後

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滿鮮地理歷史硏究報告》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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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4) 그러나 중국정사의 신라·발해전만을 기본 사료로 파악하

고 독자 사료로서 《三國史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

었다. 《三國史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당항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 신라의 입당항로로는 황

해 연안 항로 외에도 황해를 횡단하여 산동반도에 이르는 항로가 

지적되었다.15) 90년대 이후 신라와 이슬람 상인의 교섭 루트로 상

정된 신라-양주·명주 방면을 잇는 항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6) 결

국 신라의 사행로는 황해 북부 연안항로, 황해 중부 횡단항로, 황해 

남부 사단항로의 세 가지로 정리되었고, 그 소요시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17) 이 밖에 황해를 이용한 신라인의 

항해기술이나18) 항로를 이용한 신라인의 무역활동 등이 연구되었

다.19) 다만 이러한 항로를 외교사신의 항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14) 內藤雋輔, 1930〈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の推移に就いて〉《內藤博士

頌壽紀念 史學論叢》, 弘文堂(1961《朝鮮史硏究》,東洋史硏究會 재수

록).

15) 孫兌鉉, 1980〈古代에 있어서의 海上交通〉《韓國海洋大 論文集》15, 

57쪽; 孫兌鉉·李永澤, 1981〈遣使航運時代에 關한 硏究〉《韓國海洋大 

論文集》16(孫兌鉉, 1982《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 42쪽 재수록); 

申瀅植, 1989〈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國史館論叢》2

16) 신라와 이슬람상인과의 교섭을 양주나 명주에서 이루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라-양주·명주 항로를 지적되었다. 이용범, 1969a〈處容說

話의 一考察 -唐代 이슬람商人과 新羅-〉《震檀學報》 32, (1989《韓

滿交流史硏究》, 同和出版公社, 재수록)38~41쪽. 

17) 權悳永, 1996 〈新羅 遺唐使의 羅唐間 往復行路에 對한 考察〉《歷史

學報》149 (權悳永, 1997《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 硏究-》, 일조각, 

제3장 재수록) 209, 220, 225쪽.

18) 權悳永, 1999〈南北國時代 新羅 황해 경영의 기반〉《史學硏究》58; 

권덕영, 2010a〈신라의 黃海개척과 바다 경영〉《대외문물연구》9, 해

상왕장보고연구회. 

19) 항로상에 위치한 재당신라인의 활동을 다룬 연구가 중심을 차지한다. 

金文經은 산동반도 적산촌에서 양주·淮河에 이르는 동중국해 연해안에 



- 8 -

문제이다.20) 왕조의 의지를 대변하는 외교 사신이 안전성이 낮은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교사신의 

다양한 항로설정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한편 발해의 입당 경로에 관한 연구는 사료에 명기된 朝貢道와 營

州道라는 두 가지의 행로를 비정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

다.21) 먼저 조공도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성과를 통해 행로를 복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른 행로에 비해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편이다.22) 이 이외에도 명칭에 대한 비판이나23) 등주-장안

재당신라인과 그 마을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自治權을 가지고 생

활하였다고 보았다. 金文經, 1967〈赤山 法華院의 佛敎儀式 -佛敎 大

衆化 過程의 一齣-〉《史學志》1; 金文經, 1969〈在唐新羅人의 集落과 

그 構造〉《李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論叢》, 新丘文化社; 金文經, 

1984《唐代의 社會와 宗敎》, 숭실대학교출판부). 김문경의 연구 이후 

재당신라인 사회에 관한 연구는 재당신라인의 대외활동과 사회 자치권

의 여부를 비롯한 마을의 성격과, 사회의 역사적인 변천을 다른 연구

가 중심을 이룬다. 李永澤, 1982〈9世紀在唐韓國人에 대한 考察 -入唐

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韓國海洋大學論文集》17; 卞麟錫, 1992

〈9세기 在唐新羅坊의 性格에 관한 試論的考察〉《인문논총》3; 이유

진, 2001〈9세기 재당신라인의 활동에 대하여〉《中國史硏究》13-1; 

近藤浩一, 2002〈赤山法花院과 平盧軍節度使〉《韓國古代史硏究》28; 

崔宰榮, 2004〈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會 -唐朝의 

외래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韓國古代史硏究》35; 고

경석, 2008〈재당 신라인사회의 형성과 발전〉《韓國史硏究》140. 근

년 이들 각각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권덕영의 연구성과는 주목

된다. 권덕영, 2005《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20) 윤재운, 2006《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29~235쪽, 근

년의 한중간 교통로에 관한 연구사 정리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윤재운, 2011〈8∼12세기 한ㆍ중 해상 교통로의 변천과 의

미〉《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동북아역사재단.  

21) 근년 5경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외행로의 성격을 검토하는 연구가 나

타나 있다. 김은국, 2006〈8~10세기 동아시아 속의 발해 교통로〉

《韓國史學報》24.  

22) 李健才·陳相偉, 1982〈渤海的中京和朝貢道〉《北方論叢》1期; 陳顯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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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르는 당 내부의 행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24) 영주

도는 조공도에 비해 그 행로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

다.25) 근년 영주도를 비정하는 기본 사료인 ‘營州入安東道’ 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으며,26) 영주도의 지속적인 사

용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영주도의 성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도를 이용한 교섭의 대상이나 발해

가 이 행로를 이용한 의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7)  

한편 1960년대 이후 동양사에서는 전근대 한중 관계를 망라한 연

구를 통해 조공관계와 준조공관계, 그리고 비조공관계라는 세 가지 

구분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조공관계가 전근대의 외교관계의 기

본으로 간주되었으며, 준조공관계는 책봉국과 조공국의 교섭이지만,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교섭은 아니라고 하였

다. 또 비조공관계에 대해서는 일반관계, 즉 私貿易 내지 사적 접촉

으로 정리하였다.28) 

1983〈唐代長安通往渤海的交通要道〉《學習與探索》2期; 王俠, 1986

〈渤海人入唐水路述略〉《博物館硏究》2期

23) 韓圭哲, 1998〈渤海의 西京鴨淥府 硏究〉《韓國古代史硏究》14, 

388~391쪽.

24) 정재균, 2011〈발해사신의 입당 절차와 이동경로에 관한 기초적 검토 

-등주와 장안 간의 노선을 중심으로-〉《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5) 윤재운, 2011〈발해의 5京과 교통로의 기능〉《韓國古代史硏究》63, 

204쪽.

26) 赤羽目匡由, 2007〈いわゆる賈耽<道里記>の<營州入安東道>につい

て〉《史學雜誌》116-8(2011《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재수록).

27) 영주도의 명칭은 당으로 들어가는 최전방 관문이라는 이해가 있다. 김

진광, 2004〈발해 건국초기의 강역 -영주도(營州道)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2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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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해는 이후 고대 한국사 연구에서 ‘조공·책봉관계’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29) 구체적으로 신라의 조공사신은 정기 사신 賀正

使, 비정기 사신 謝恩使, 奏請使, 慶賀使, 弔慰使로 분류되고 있

다.30) 한편 근년 당에서 신라로 온 사신에 대한 연구가31) 금석문 

사료를 통해 진행된 바 있다.32) 이 사신은 책봉사신, 전쟁지원에 관

한 사신 그리고 당 告哀사신으로 분류된다. 나아가 나당 사이에 이

루어진 조공·책봉관계를 모색기(618~647), 동맹기(648~668), 갈등

기(669~700), 안정기(701~836), 소원기(837~907) 등 다섯 시기로 

구분하거나, 조공·책봉관계가 유교의 禮로 규정된 명분론적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33) 

한편 발해에 대해서는 조공·책봉관계의 실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34) 몇몇 연구자들이 파견 횟수 정도를 정리한 단계라고 

28) 전해종, 1966〈韓中朝貢關係考〉《東洋史學硏究》1, 13~14쪽.

29) 신형식, 1967〈羅唐間의 朝貢에 對하여〉《歷史教育》10. 이러한 이

해는 다음 책에 개고, 재정리되어 있다. 1981《三國史記 硏究》, 일조

각. 근년 해양사적인 연구 성과를 흡수하여 조공·책봉관계의 실태에 접

근하고자 하는 견해는 주목된다. 권덕영, 2012 앞 책.

30) 權悳永, 1997 앞 책, 제2장 제2절. 그는 견당사와 조공사를 같은 뜻으

로 파악하여 전해종의 이해와 같이 보았다. 이 점은 조공을 다른 목적

과 동등하게 취급한 신형식의 분류와 차이를 보여준다. 

31) 권덕영, 2005a〈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新羅文化》

25.

32) 그의 금석문 자료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 권덕영, 2002

《韓國古代 金石文綜合索引》, 學硏文化社 ; 권덕영, 2008〈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韓國史硏究》142; 권덕영, 2010b〈한국

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唐代 자료를 중심으로-〉《史學

硏究》97. 

33) 권덕영, 2006a〈羅唐交涉史에서의 朝貢과 冊封〉《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ㆍ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34) 송기호, 2006〈대외관계에서 본 발해 정권의 속성〉《한국 고대국가

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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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35) 다만 발해에서는 책봉에서 받은 작위를 올리는 進爵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금후 발해사 전체 속에서의 검토가 기대

된다.36) 

한편 조공·책봉관계의 실체에 관한 연구는 인적교류와 문물교류로 

분류된다. 우선 신라의 인적교류에 관해서는 사신, 유학생, 승려의 

왕래를 들 수 있다. 그 중 사신과 유학생의 경우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특기할 만한 것은 숙위왕자와 숙위학생에 관한 

것이다. 원래 숙위란 質이며, 왕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대가 지날

수록 王弟나 王姪 등 왕족까지 퍼져 870년까지 나타나 있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37) 한편 숙위학생은 10년 동안 당 국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이며, 당 문화를 한반도로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숙위학생을 파견한 까닭은 中代의 왕실 일원화에 따라 金庾信系를 

비롯한 방계 귀족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러한 육두품 계

열의 지식인층은 정치의 말단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사회모순을 

비판하며 왕건의 정치에 참여하여, 고려 정치이념의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38) 그러나 하대의 경우에는 숙위왕자의 왕족 범위는 

물론 그 근본인 이민족 숙위의 실태조차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하

대 유학생에 나타난 ‘西學’을 지향한 사대주의의 이념적인 연구뿐만 

35) 權悳永, 1997 앞 책, 96~118쪽; 송기호, 2006 앞 논문, 179~192쪽; 

김종복, 2011〈발해 견당사(遣唐使)에 대한 기초적 검토〉《발해 대외

관계사 자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6) 古畑徹, 2008〈渤海王大欽茂の「國王」進爵と第六次渤海使-渤海使王

新福による安史の亂情報の檢討を中心に-〉《集刋東洋學》100.

37) 신형식, 1966〈新羅對唐交渉에 나타난  宿衛에 대한  一考察〉《歷史

教育》9. 같은 해에 동양사학계에서도 역시 숙위에 관한 연구가 제출

되었다(卞麟錫, 1966〈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史叢》11).

38) 신형식, 1969〈宿衛學生考-羅末麗初의 知識人의 動向에 대한 一齣-〉

《歷史教育》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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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신라말기의 복잡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왕조가 유학

생을 필요로 하게 된 배경을 실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39) 

유학생과 관련하여 金雲卿, 金可紀, 崔致遠 등이 관비유학생인지 

사비유학생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40) 즉 신라 왕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유학생의 성격을 새롭

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발해의 인적 교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제는 신라의 대당외교를 포괄적

으로 다룬 연구 성과에 의해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

될 수 있었다.41) 발해와 신라의 대당외교를 비교하면서 고대 한반

도의 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있었으며,42) 문왕대에 받은 進爵을 

39) 권덕영, 2005b〈新羅 下代 ‘西學'과 그 歷史的 意味〉《新羅文化》26; 

권덕영, 2007〈신라 '西化' 구법승과 그 사회〉《정신문화연구》30-2; 

權悳永(小林孝秀 譯), 2009〈8,9世紀における新羅人の‘西學’活動〉《専
修大學社會知性開發硏究センター東アジア世界史硏究センター年報》2.

40) 이들 유학생을 사비유학생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 논문을 참조. 金世

潤, 1982〈新羅下代의 渡唐留學生에 대하여〉《韓國史硏究》37.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 논문을 참조. 申瀅植, 1987〈羅末麗初 渡唐留學生硏

究〉《古代韓中關係史의 硏究》三知院, 298~299쪽.  

41)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발해 대당외교에 관한 연구동

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할 것. 宋基豪, 1988b〈渤海史 

硏究 動向〉《韓國上古史學報》1; 송기호, 1995 앞 책, 序論; 酒寄雅

志, 2001 앞 책, 序章; 김은국, 2003〈발해의 대외관계사연구의 현황

과 과제〉《韓國史硏究》122; 古畑徹, 2003〈戰後日本における渤海史

の歷史枠組みに關する史學史的考察〉《東北大學東洋史論集》9; 濱田久

美子, 2003〈渤海史硏究の步み-石井正敏氏、酒寄雅志氏の業績を中心

に-〉《歷史評論》634; 김은국, 2004〈중국의 발해 대외교류 연구동

향〉《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김종복, 

2012〈동북공정과 그 이후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동북공정과 

그 이후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주류성.

42) 宋基豪, 1987〈발해멸망기의 대외관계 -거란, 후삼국과의 관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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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문왕의 내치 개혁과 연결시켜 본 연구,43) 숙위학생이나 발해 

멸망과정에 관한 연구는 발해사에서의 중요한 논점을 다룬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44)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에서 물적교류에 관한 연구 성과는 원래 조

공의 경제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다.45) 근년 이를 

바탕으로 조공품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신라-당 양국을 왕래한 물품

들과 유통망이 검토되었다.46) 그 결과 신라가 당으로 보내는 물품 

가운데 藥物, 金屬, 그리고 織物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47) 한편 발해에 대해서는 아직 물품과 유통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취약한 상태이다.48) 다만 발해가 당과 일본 양국에서 수입

심으로-〉《韓國史論》17; 宋基豪, 1989〈東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

海와 新羅〉《韓國史 市民講座》5, 一潮閣; 宋基豪, 1993〈발해 文王

代의 개혁과 사회변동〉《韓國古代史硏究》6. 

43) 송기호, 1995 앞 책, 120쪽.

44) 宋基豪, 1994〈唐 賓貢科에 급제한 渤海人〉《李基白先生古稀紀念 韓

國史學論叢》上, 一潮閣.

45) 金庠基, 1934〈古代의 貿易形態와 羅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 (一) -

淸海鎭大使張保皐를 主로하야-〉《震檀學報》1; 金庠基, 1935〈古代의 

貿易形態와 羅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 (二) -淸海鎭大使張保皐를 主로

하야-〉《震檀學報》2.

46) 근년 신라의 대외교역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朴南守, 

2011《한국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주류성

47) 약물에 대해서는 많은 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남수, 2009〈9세기 

신라의 대외 교역물품과 그 성격〉《史學硏究》94; 박남수, 2011〈8

세기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과 法隆寺 白檀香〉《한국사학보》42(2011, 

앞 책 재수록)). 이에 반해 금속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는 편이다. 

직물도 많은 연구성과가 나타났다. 근년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을 참조할 것. 김지은, 2009〈통일신라시대 織物類의 생산과 대외 교

역〉《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48) 근년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 小嶋芳孝, 1999〈渤海

の産業と物流〉《アジア遊學》6; 윤재운, 2007〈발해의 무역〉《발해

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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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織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49)

신라·발해와 당의 물적 교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민간거래에서 나타난 물품조차 공무역의 물품으로 처리해버리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왕조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과 민간에서 

이루어진 무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공품에는 

토공이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특산품이라는 특징이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교섭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거래에서 요구하는 

지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는 거의 분립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양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되지 않고 있다

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외교의 장에서는 정치와 무역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50) 그렇다면 금후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서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형식 연구에서 이루어진 왕조 사이의 교섭이라는 성과를 전제로 하

여 신라·발해의 대당외교에 관한 실태적인 연구는 인물과 물질이라

는 측면에서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조공·책

봉관계의 형식을 통해 신라·발해의 대당관계를 해명하려고 하는 연

구는 근본적으로 교섭의 주체와 대상을 왕과 왕의 관계로만 이해했

다는 문제점이 있다.51) 그 밖의 다양한 대상에 대한 형식적, 실태적

49) 전현실, 2004〈對外交流에서 나타난 渤海의 衣料 고찰 -對唐·對日 관

계를 중심으로-〉《先史와 古代》21; 전현실, 2008〈渤海 수입 衣料 

연구〉《東北亞歷史論叢》22

50) 김창석, 2009〈한일학계의 고대 한중관계사 연구동향과 과제〉《한중

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동북아역사재단, 50~51쪽.

51) 최근 조공·책봉관계론 연구사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

창석, 2011〈6∼8세기의 동아시아와 한중관계〉《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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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년 10세기 이후 교섭의 주체와 

대상이 왕조와 왕조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인이 조공하거나 지방

관부가 조공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52) 신라·

발해와 당 번진의 교섭은 이와 같은 다양한 교섭 관계의 단초가 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신라·발해와 당 번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라와 번진의 교섭은 주로 장보고의 무역 활동이나 최치원의 재

당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 왔다.

장보고 활동시기의 대당문물교류에 관한 연구는 최근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53) 신라와 번진 세력과의 관계를 다룬 것은 蒲生

京子의 연구를 효시로 한다.54) 그녀는 杜牧이 서술한 《樊川文集》

이 《新唐書》와 《三國史記》의 근거 사료가 되어 있다는 사료비

판을 통해55) 在唐 시기 장보고가 무녕군절도사의 아군으로 平盧藩

52) 李成珪, 2011〈前近代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開)과 막힘(塞) -10세기 

이후를 중심으로-〉《第6回 韓·日學術 포럼》, 大韓民國學術院·日本學

士院, 22~31쪽. 

53) 장보고와 관련된 문물교류 연구 성과가 나타난 배경으로는 1989년에 

발족한 ‘張保皐大使 海洋經營史硏究會’와 2000년 4월에 발족한 ‘해상

왕장보고연구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근년 강봉룡, 윤명철 

등 연구자가 주도한 해역사의 영향도 있다. 근년 해역사의 동향에 대

해서는 다음 발표문을 참조. 六反田豊, 2012〈朝鮮前近代史硏究と

「海」―韓國學會の動向と「海洋史」を中心として〉,《朝鮮史硏究會論

文集》51.

54) 蒲生京子, 1979〈新羅末期の張保皐の抬頭と反亂〉《朝鮮史硏究會論文

集》16, 40~42쪽. 

55) 玉井是博은 《新唐書》와 《삼국사기》의 장보고에 관한 기록이 《樊

川文集》에 유래된 것이라 지적하였다(1934〈唐時代の外國奴 ―特に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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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과의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56) 그리고 장보고가 

신라로 귀국하여 설치한 청해진을 번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았

다. 이 연구는 장보고를 基軸으로 재당신라인, 번진, 신라왕조, 당 

왕조라는 다섯 가지의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그의 생애

를 복원하였다는 점이 평가된다.   

이후 그녀가 제시한 다섯 가지의 주제를 심화시키는 연구들이 이

루어졌다.57)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보고, 재당신라인과 번진의 동향

에 대한 것이며, 신라와 번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장보고와 번진을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견해 가운데 장보고

가 관리한 청해진의 성격을 反側 번진과 비교한 연구가 많다.58) 번

진이라고 해도 반측번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왕조에 우호적인 번

진, 上供하지만 발호한 번진, 상공도 하지 않고 발호한 번진 등 세 

羅奴に就いて―〉《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大阪屋號書店, 717쪽; 

1942《支那社會經濟史硏究》, 岩波書店, 改稿 수록, 228쪽). 蒲生京子

는 그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장보고의 동향에 대해 사료 비판

을 가하였다.   

56) 蒲生京子, 1979 앞 논문, 44~49쪽. 

57) 장보고 관련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권덕영, 2005c

〈張保皐 硏究의 現況과 課題〉《장보고연구논총》4, 해군사관학교 해

군해양연구소; 고경석, 2006〈淸海鎭 張保皐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8) 청해진과 번진의 비교에 있어서 청해진은 평로 번진과 비교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蒲生京子, 1979 앞 논문; 金光洙, 1985

〈張保皐의 政治史的 位置〉《張保皐의 新硏究 : 淸海鎭 活動을 中心

으로》, 완도문화원; 이기동, 1985〈張保皐와 그의 海上王國〉《張保

皐의 新硏究 : 淸海鎭 活動을 中心으로》, 완도문화원(1997《신라사회

사연구》, 일조각 재수록); 김문경, 1997《張保皐硏究》, 연경문화사; 

윤재운, 2006《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다만 장보고가 무

령군 휘하에 있었으므로 무령군을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있다(鄭炳俊, 2007a〈武寧節度使 王智興과 小將 張保皐〉《中國

古中世史硏究》17). 연구 동향은 고경석, 2006 앞 논문을 참고할 것.



- 17 -

가지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59) 이와 같은 당 번진像을 그대로 

대입했기 때문에 청해진에 대한 연구 또한 왕조의 관할 하에 있었

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60) 장보고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61) 

청해진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장보고가 주도한 대당교역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나타나는데,62) 장보고의 교역이 국가교역인지 사무

역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그것이다. 사무역임을 강조하는 견해는 

공무역을 조공무역만으로 파악한 데에 따른 것이다.63) 공무역임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신라조정 밑에서 장보고가 활동한 교섭을 주

목하였다.64) 당 변경에서 이루어진 互市의 성격을 지적하고,65) 이 

호시를 押新羅渤海兩蕃使를 겸임한 절도사가 주도하였다고 보았

다.66) 

또한 재당신라인과 번진의 관계에 대해서는 번진 내부에서 재당신

라인의 지위와 활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절도사 세

59) 張國剛, 1983〈唐代藩鎭類型及其動亂特點〉《歷史硏究》第4期 (2010

《唐代藩鎭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재수록) 59쪽.

60) 전덕재, 2002〈신라 하대 청해진의 설치와 그 성격〉《STRATEGY 

21》8.

61) 蒲生京子, 1979 앞 논문; 이기동, 1985 앞 논문.

62) 근년 공과 사의 양면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어 주의를 끈다(고경석, 

2006 앞 논문).

63) 이기동, 1985 앞 논문; 윤재운, 2006 앞 책, 86~94쪽.

64) 今西龍, 1927〈慈覚大師入唐求法巡禮行記を讀みて（未定稿）〉(1927

년 원고작성. 1970《新羅史硏究》, 國書刊行會 재수록); 玉井是博, 

1934 앞 논문; 日野開三郞, 1960·1961〈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

交通貿易〉《朝鮮學報》16·17/19·20(1984《日野開三郞東洋史學論集 

9》, 三省堂 재수록); 佐伯有淸, 2007《最後の遣唐使》, 講談社.

65) 정병준, 2010〈唐代의 互市와 張保皐의 對唐交易〉《中國史硏究》62.

66) 정병준, 2009〈押新羅渤海兩蕃使와 張保皐의 對唐交易〉《中國古中世

史硏究》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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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내에서 장보고가 활동한 사적과67) 張詠 등 기타 재당신라인의 

활동을 검토하였다.68) 이 문제는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금후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최치원의 재당활동을 다룬 연구에서도 신라와 번진의 연관성

이 지적되었다. 최치원의 재당활동에 대한 연구는 최치원 개인의 사

적을 추적하거나,69) 《桂苑筆耕集》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

다.70) 최치원의 재당활동 가운데 淮南節度使 高騈 막하에 辟召를 

받아 들어간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최치원이 고병에게 입사한 이유로 최치원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지만,71) 同年進士인 顧雲의 천거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당

시 과거합격자가 가지고 있던 결속력을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

적이다.72)

최치원의 활동을 통해73) 당시 도당유학생들의 활동 내역 및 도당

유학생에 관련된 신라 왕조의 정책을 복원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졌

다.74) 이기동은 신라 하대의 빈공과급제자를 정리하여 그들과 당의 

67) 정병준, 2007a 앞 논문.

68) 近藤浩一, 2002 앞 논문.

69) 남동신, 2002〈나말여초 전환기의 지식인 최치원〉《강좌한국고대사 

8》, 가락국사개발연구원.

70) 남동신, 2011〈《桂苑筆耕集》의 문화사적 이해〉《震檀學報》112. 

71) 金重烈, 1983〈崔致遠文文學硏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위논문.

72) 남동신, 2011 앞 논문, 192쪽. 

73) 최치원에 관한 중국의 연구는 黨銀平에 의한 성과가 대표적이다. 黨銀

平(馬仲可 譯), 2004《최치원 신연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다른 연구 성과는 다음 책에 정리되어 있다. 조성환 편역, 2009《중국

의 최치원연구》, 심산. 

74) 金哲俊, 1976〈文人階層과 地方豪族〉《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594~597쪽. 근년의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도 있다. 조범환, 2009

〈新羅 下代 遣唐國學留學生의 파견과 그 역사적 의미〉《西江人文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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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학자 간에 교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75)

당시 도당유학생과 신라왕조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빈공급제자가 

신라로 귀국 이후의 정치활동을 다룬 것이 주류이다.76) 그들은 귀

국한 이후 瑞書院, 崇文臺, 興文監 등의 문한기구나 地方守令職에 

임명되었으며,77) 신라 국내의 국학졸업생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지

만 전체적으로 높은 관직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한다.78) 이것은 신

라 하대에 왕의 친척도 하위관직에 임명될 정도로 진골귀족이 포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79)

다만 그들이 문한기구에 종사한 이유는 나당 간의 국제교섭 때 유

용한 인물이었다는 점, 儒學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왕권강화에 도움

이 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있다.80) 신라왕조가 그 당시 유학생

을 정치에 등용시켜 적극 이용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은 분명하다.81)

이처럼 신라와 번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최치원 개인의 활

叢》25, 252~257쪽.

75) 李基東, 1979〈新羅 下代 賓貢及第者의 出現과 羅唐文人의 交驩〉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論叢》, 一潮閣(1984《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재수록).

76) 빈공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 高明士, 1997〈賓貢與賓貢科:

張寶三<唐「賓貢進士」及其相關問題考>一文質疑〉《文史哲學報》46期; 

黨銀平, 2011〈唐代賓貢進士特殊管理體制新探〉《中國學論叢》14; 黨

銀平, 2002〈唐代有無“賓貢科”新論〉《社會科學戰綫》1期.

77) 李基東, 1978〈羅末麗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中世的 側近政

治의 志向-〉《歷史學報》77, 32~49쪽,

78) 金哲俊 1976 앞 논문, 593쪽; 金世潤, 1982〈新羅下代의 渡唐留學生

에 대하여〉《韓國史硏究》37, 159~163쪽.

79) 李基東, 1980〈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歷史學報》85, 

35~36쪽; 金世潤, 1982 앞 논문, 166쪽.

80) 李基東, 1978 앞 논문; 장일규, 2009〈신라 문한직의 설치와 그 변

화〉《韓國學論叢》31; 조범환, 2009 앞 논문, 245~252쪽.

81) 전덕재, 2011〈신라 경문왕·헌강왕대 漢化政策의 추진과 그 한계〉

《東洋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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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번진을 연결지어 접근한 것이 대다수로서, 신라왕조와 번진의 

관계를 밝히고 그 속에서 최치원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발해와 번진 간의 교섭에 관한 연구는 신라에 비해 상당히 

적다. 이는 재당신라인에 관한 풍부한 사료가 남아 있는 것에 비하

여, 발해 관련 사료는 극히 적기 때문이다.

발해와 번진 간의 교섭에 대한 성과로는 다음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우선 절도사가 소그드 상인으로부터 ‘Mug-lig’의 정보를 얻었다

는 견해가 있다. 이 ‘Mug-lig’는 실제로 발해를 가리키므로, 당시 

절도사가 발해의 정세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해 준

다.82)

한편 발해와 번진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번진이 겸임한 ‘押新羅

渤海兩蕃使’의 직명에 보이는 ‘押蕃使’의 역할을 검토한 연구가 있었

다.83) 전반적으로 압번사의 역할은 조공의 관리, 공헌의 중개, 이민

족 정세의 보고, 過所의 관리, 무역의 관장으로 이해해 왔다.84) 동

82) 盧泰敦, 1989〈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관한 一

考察〉《大東文化硏究》23(1999《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재수록).

83) 압번사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 黎虎, 1998《漢唐外交制度史》, 

蘭州大學出版社; 黎虎, 2001〈唐代的押蕃使〉《慶州史學》20; 村井恭

子, 2003〈押蕃使の設置について -唐玄宗期における對異民族政策の轉

換-〉《東洋學報》84-4; 馬一虹, 2004〈渤海與唐朝押蕃使關系述考〉

《歐亞學刊》4輯; 姜清波, 2005〈試論唐代的押新羅渤海兩蕃使〉《暨南

學報》1期; 金宗燮, 2007〈唐代 中央과 沿岸 藩鎭의 關係-對外業務를 

중심으로-〉《中國史硏究》50; 鄭炳俊, 2007b〈李正己 一家의 藩鎭과 

渤海國〉《中國史硏究》50; 정병준, 2011〈평로군과 발해의 관계〉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李永哲, 2011〈唐

代 邊境地域의 藩鎭과 對外關係 -東北邊境地域에서 邊境政策의 變化와 

관련하여-〉《中國史硏究》74.

84) 압번사의 역할은 黎虎, 1998 앞 논문 및 姜清波, 2005 앞 논문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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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공정의 영향을 받아 중국학계에서 근년 압번사의 ‘押’자를 강조한 

나머지 압번사를 겸임한 번진이 발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85) 한편 한국학계에서는 무역의 관장을 강조하

는 견해가 지배적이다.86)

다만, 발해와 번진 사이의 교섭에서 이루어진 것은 정보의 전달이

나 무역만은 아닐 것이다. 안록산의 난 때 평로군에서 발해로 원군

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검토된 바 있으며,87) 墓誌를 

통해서도 발해와 번진의 교섭을 확인할 수 있다.88) 따라서 앞으로 

발해의 대번진 교섭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이 글에서는 신라·발해의 대번진교섭을 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그것이 갖는 성격과 의의, 그리고 신라·발해의 역사 

전개 속에서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번

리된 바 있다. 

85) 魏國忠·朱國沈·郝慶云, 2006《渤海國史》, 社會科學出版社. 중국의 압

번사연구의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는 정병준, 2011 앞 논문을 참조.

86) 鄭炳俊, 2007b 앞 논문.

87) 日野開三郞, 1962a〈玄宗の平盧軍節度使育成と小高句麗國〉《史淵》

87; 日野開三郞, 1962b〈玄宗の平盧軍節度使育成と小高句麗國-承前

-〉《史淵》89(1984《日野開三郞東洋史學論集 8 小高句麗國の硏究》, 

三一書房 재수록).

88) 발해와 번진 사이의 교섭에 관한 사료 성격과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

음 책에 정리되어 있다. 송기호, 1992a〈張建章 墓誌〉《(譯註)韓國古

代金石文》,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송기호, 1992b〈張光祚 墓誌〉

《(譯註)韓國古代金石文》,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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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섭이 외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났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 9세기 신라·발해 대번진교섭의 실태를 물적 측면

과 인적측면에서 접근하여, 10세기에 번진과의 교섭이 일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고대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

는 중국의 正史 이외의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중국의 정사

는 중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므로 조공·책봉관계만을 대외관계

로 설명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고려사》는 한국 입장에서 기록된 사료이므로 그로

부터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사료의 특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

이다. 그 외에 《桂苑筆耕集》과 같이 신라인이 번진의 실태를 기록

한 문집은 번진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과 타자로서 번진을 기록하

였다는 점 등 두 측면에서 중요한 사료이다. 한반도의 금석문과 중

국의 묘지도 중국의 정사와 다른 입장에서 기록된다는 점에서 도움

이 될 것이다. 다만 중국 정사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구당서》, 《신당서》는 물론 《冊府元龜》와 같은 類書나 번진이 

왕조화된 시기의 기록인 《구오대사》, 《신오대사》 그리고 그에 

부수한 《오대회요》와 같은 회요류는 왕조-번진 교섭의 실태를 부

각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개인 문집 등도 비

교, 분석함으로써 신라·발해와 번진 간 교섭의 본모습을 끌어내겠다.

본고의 논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우선 8세기 신라·발해와 번진의 관계가 등장한 배경을 

고찰하겠다. 1절에서는 우선 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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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진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겠다. 2절에서는 신라·발해와 번

진이 교섭하게 된 국제적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2장에서는 9세기 초 신라·발해와 번진이 교섭하기 시작한 배경을 

고찰하겠다. 1절에서는 8세기말부터 9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양국

의 내정 변화가 왕조 간 교섭을 이완시켰음을 밝힐 것이다. 2절에서

는 발해 선왕대의 내정 정비과정에서 번진과의 교섭이 가능해지는 

조건이 마련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3절에서는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국내문제가 국제문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 뒤, 신라 조정이 어

떻게 대응하였는지 고찰하겠다. 

3장에서는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이 유지된 배경을 신라·발해를 

비교하면서 분석하겠다. 1절에서는 신라·발해와 번진 사이에 이루어

진 무역의 실태에 대해 신라·발해의 입장과 당의 입장에서 각각 접

근하겠다. 특히 신라에서는 노비를, 발해에서는 말을 보냈던 것에 

착목하여 어떤 성격의 교섭이 이루어졌는지 고찰할 것이다. 2절에서

는 9세기 말 신라가 회남지방에 사신을 보낸 사례를 검토하여, 번진

교섭의 정치적 실태에 접근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10세기에 접어들어 신라·발해의 대번진교섭이 번진의 

자립화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비교하면서 분석하겠다. 1절에서는 발

해가 노룡번진과 교섭을 전개한 결과 거란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분

쟁 속에서 휘말리게 된 과정과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2절에서는 신

라가 후삼국으로 변화하고 번진이 왕조화하는 과정에서, 번진교섭의 

내용이 9세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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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8세기 中期 對藩鎭 關係의 形成

1. 藩鎭體制의 成立

1) 10節度使 설치의 국제적 배경

본절에서는 신라·발해가 藩鎭과 교섭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기 위

해 藩鎭이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그러한 국제환경의 변동 속에서 신

라·발해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고찰하겠다. 원래 藩鎭이란 節度

使와 觀察使를 정점으로 둔 지방의 지배 조직을 말한다. 節度使의 

군사기구는 使府, 즉 節度使의 幕府로, 使府州는 牙軍, 外鎭軍을 가

지며, 使府州 이외의 각각 주(巡屬州)에서는 刺史가 防禦使나 團練

使와 같은 使職을 띠고 치안을 유지한다. 한편 觀察使의 권력기구는 

使府州에 설치된 州院이다. 州院은 巡屬州를 관할한다. 使府州 州院

의 屬僚는 幕職官이라 불리고 辟召權에 따라 독자적으로 인재를 임

용할 수 있었다. 藩鎭은 節度使의 군사조직과 觀察使의 문관조직, 

두 가지 관직 계통을 아우르면서 성립되었다. 곧, 광역의 軍權과 行

政權을 가지면서 지방을 통치한 정치조직을 藩鎭이라 부른다. 당 조

정은 이들 藩鎭의 지방자치를 이용하여 당 내부의 稅收를 확보함으

로써 왕조 지배를 유지하는 정치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

배체제를 藩鎭體制라고 한다. 節度使부터 시작하여 藩鎭, 그리고 藩

鎭體制로 이어지는 당의 정치체제 상 변화는 동아시아 국제분쟁과 

내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신라·발해의 對唐藩鎭 교섭이 나타난 

배경 또한 藩鎭體制가 성립되는 과정의 첫 단계, 곧 節度使가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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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치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시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세기의 동아시아는 突厥, 吐蕃과 唐이 각축하면서 국제관계가 변

동하였다. 8세기 초 玄宗代의 唐은 ‘開元의 治’로 불리면서 太宗代

의 ‘貞觀의 治’와 함께 당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다만 이것은 玄宗의 치세에서 內政을 중시한 결과에 불과하다. 국제

관계에서 보면 太宗·高宗 이후 突厥, 吐蕃의 攻勢를 막아내기 위해 

주력한 시기였다고 이해된다.1) 나아가 쇠퇴의 맹아가 있다고 하는 

견해조차 보인다.2)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8세기 초에 일어난 당 조

정의 내분에 있었다.

710년 韋后一派가 共謀하여 中宗을 독살하고 少帝를 즉위시킨 사

건이 일어났다.3) 이를 계기로 당 조정에서 일어난 政爭은 현종 즉

위 초기까지 단속적으로 이어졌다.4) 중종의 사망부터 712년 현종이 

즉위할 때까지 약 2년간에 4명의 황제가 즉위한 일은 당 조정이 내

분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반영한다. 당 내부의 퇴조는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선 吐

蕃은 당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 당을 공격하였다. 少帝에 

이어 睿宗이 즉위한 이후 吐蕃은 安西都護府를 공격하였고5), 712년 

1) 張國剛, 2010《增訂版 唐代藩鎭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4쪽.

2) 森安孝夫, 2007《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183~184쪽.

3)《舊唐書》卷7, 本紀7 中宗 景龍 4年 5月, “時安樂公主志欲皇后臨朝稱

制, 而求立爲皇太女, 自是與后合謀進鴆. 六月壬午, 帝遇毒, 崩于神龍殿, 

年五十五. 祕不發喪, 皇后親總庶政. …(중략)…立溫王重茂爲皇太子. 甲

申, 發喪于太極殿, 宣遺制. 皇太后臨朝, 大赦天下, 改元爲唐隆.” 

4) 韋后가 권력을 장악한 시기부터 玄宗이 즉위하였을 때까지의 동향에 관

해서는 谷川道雄, 1954〈武后朝末年より玄宗朝初年にいたる政爭につい

て-唐代貴族制硏究への一視角-〉《東洋史硏究》14-4, 50~53쪽 참조. 

5)《舊唐書》卷199, 列傳144 吐蕃 上, “睿宗即位, …(중략)… 時張玄表爲

安西都護, 又與吐蕃比境, 互相攻掠.” 

 이 사건의 사정에 대해서는 森安孝夫, 1984〈吐蕃の中央アジア進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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吐蕃은 鄯州都督 楊矩에게 뇌물을 보내어 당의 河西九曲 땅을 얻었

다. 吐蕃은 당을 侵寇하기 위해 이 땅을 획득하였던 것이다.6) 당이 

突厥에 대해 취한 대외정책도 변화하였다. 710년 5월 中宗은 돌기

시와 함께 突厥을 포위하여서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中宗이 살해되

자 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7) 따라서 중종의 독살은 당이 취한 

對突厥 강경정책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714년 突厥은 당 北庭지역을 공격하였고,8) 吐蕃 또한 臨洮

와 渭源을 공격하고,9) 나아가 당에게 敵國의 예를 요구하였다.10) 

이처럼 中宗의 독살사건에 따른 국제관계에서 당의 退潮는 玄宗이 

즉위하여 황실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은 주변국에 의한 변경의 침구를 막기 위해 710년 河西지역에 

河西節度使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721년대까지 10개의 節度使(9 

節度使 : 安西, 北庭, 河西, 朔方, 河東, 范陽, 平盧, 隴右, 劍南 + 1 

經略使 ; 嶺南五府)를 설치하였다. 河西節度使는 돌궐에 대한 대비

책으로 우연히 설치된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당 주변에 계획적으

《金澤大學文學部論集. 史學科篇》4, 26~27쪽을 참조. 

6)《冊府元龜》卷998, 外臣部 姦詐, “吐蕃, 以玄宗先天中遣使厚遺鄯州都督

楊矩, 因請河西九曲之地, 以爲金城公主湯沐之所, 矩遂奏與之. 吐蕃旣得

九曲, 其地肥良, 堪頓兵·畜牧, 又與唐境接近, 自是後率兵入㓂.”

7) 菅沼愛語, 2010a〈八世紀前半の唐・突厥・吐蕃を中心とする國際情勢 -

多樣な外交關係の形成とその展開-〉《史窓》67, 4쪽.

8)《舊唐書》卷194, 列傳144 突厥 默啜, “開元二年, 遣其子移涅可汗及同俄

特勤·妹壻火拔頡利發石阿失畢率精騎圍逼北庭.”

9)《新唐書》卷216, 列傳141 吐蕃 上, “玄宗開元二年 …(中略)… 吐蕃亦遣

尙欽藏·御史名悉臘獻載辭. 未及定, 坌達延將兵十萬寇臨洮, 入攻蘭·渭, 

掠監馬.”

 佐藤長, 1958《古代チベット史硏究 上》東洋史硏究會, 433~434쪽.

10)《新唐書》卷216, 列傳141 吐蕃 上, “吐蕃遣宗俄因子到洮水祭戰死士,

且請和. 然恃盛彊, 求與天子敵國, 語悖傲. 使者至臨洮, 詔不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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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10節度使의 병력

節度使名 設置연도 治所 防備對象 兵力(名)  병력비중(％)

安西 710 龜茲 吐蕃 24000 4.9%

北庭 712 庭州 突騎施, 堅昆 20000 4.1%

河西 710 涼州 吐蕃, 突厥 73000 15.0%

朔方 721 靈州 突厥 64700 13.3%

河東 711 太原 突厥 55000 11.3%

范陽 713 幽州 奚・契丹 91000 18.7%

平盧 719 營州 室韋・靺鞨 37500 7.7%

隴右 713 鄯州 吐蕃 75000 15.4%

劍南 714 成都 吐蕃, 南詔 30900 6.4%

嶺南五府

(經略使)
711 廣州 夷獠 15400 3.2%

총계 486500 100.0%

*출전 :《資治通鑑》卷215, 唐紀31 玄宗 天寶 元年, 胡三省 註

로 설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721년까지 거의 매

년 하나씩 설치되어 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절도사의 설치가 집중

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우선 10節度使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節度使의 설치는 710년부터 715년까지 睿宗·玄宗 

즉위 초기에 편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비대상 또한 突厥

과 吐蕃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突厥, 吐蕃을 대비하

는 데 할당된 병력 수가 각각 총병력의 40% 정도씩이다. 따라서 節

度使는 당이 왕실분쟁으로 약화된 시기 이후 吐蕃과 突厥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치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節度使의 병력은 주로 非

常備軍으로 편성된 行軍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거듭 일어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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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행군이 변경에 계속 駐留하게 되어, 鎭軍이라 불리게 되었

다. 鎭軍은 그 규모에 따라 軍, 城, 守, 捉, 鎭으로 불리고 그것을 총

칭해서 軍鎭이라 한다.11) 이러한 軍鎭에서 兵募가 시행되었고 그들

을 통괄하는 최고 사령관이 節度使였다.

당이 국제 역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節度使를 설치하자 이

는 聖德王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聖德王 재위기의 대당교섭은 

36년간에 46회나 入唐使臣을 파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羅唐戰

爭 이래 심각해진 양국의 대립이 급속히 해소된 시기이다.12) 당시 

聖德王이 적극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내정적인 요인은 儒敎的 禮制

整備를 통한 왕권의 강화를 들 수 있다.13) 특히 그는 22세라는 젊

은 나이로 즉위하였으므로 급속히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14) 실제로 聖德王이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714년에는 

詳文師를 通文博士로 고쳐서 외교문서 작성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15) 聖德王으로서는 안정적으로 나당교섭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0節度使의 설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11) 군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菊池英夫, 1962〈節度使制

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東洋學報》45-1. 

12) 당시 파견횟수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權悳永, 1997《古代韓中外

交史 -遣唐使 硏究-》일조각, 45쪽. 

13) 聖德王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濱田耕策, 1979

〈新羅聖德王代の政治と外交 -通文博士と倭典をめぐって-〉《旗田巍先

生古稀記念 朝鮮歷史論集 上》龍溪書舍(2002《新羅國史の硏究 -東ア

ジア史の視點から-》吉川弘文館, 재수록); 古畑徹, 1983〈七世紀末か

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朝鮮學

報》107; 趙二玉, 1990〈新羅 聖德王代 對唐外交政策硏究〉《이화사

학연구》19; 이기동, 1998〈新羅 聖德王代의 政治와 社會-‘君子國’의 

內部事情-〉《歷史學報》160 

14) 이기동, 1998 앞 논문, 5쪽.

15) 濱田耕策, 2002 앞 책, 127~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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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발해 또한 10節度使의 설치로 인해 對唐關係를 안정적으로 전개

할 수 있게 되었다. 710년 무렵까지는 당이 거란과 突厥의 침구를 

받았으므로 발해와 당의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16) 발

해는 713년 당이 奚에 대패한 사건을 계기로 714년 朝貢道를 통해 

사신을 보냈다. 이 때 黃金山麓 鴻臚井이라는 우물을 파고 석각의 

비를 세웠다고 한다.17) 그러나 714년 당과 거란이 대립하자 발해는 

안정책을 지향하여 사신을 적극적으로 파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18) 719년 당이 營州에 平盧軍節度使를 설치하여 奚・契丹에 

대비할 수 있게 되면서 721년부터 731년까지 거의 매년 발해는 당

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

이처럼 10節度使를 설치함에 따라 신라·발해와 당 간에 친선교섭

이 나타났다. 다만 한중 양국 교섭의 활발화는 신라·발해가 국제분

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0節度使가 설치될 무렵 716년 突厥에서는 카프간 可汗 阿史那默

啜이 사망하여 그 후계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다. 이 可汗位 교

16)《舊唐書》卷199, 北狄 列傳149 渤海靺鞨, “中宗卽位, 遣侍御史張行岌

往招慰之. 祚榮遣子入侍, 將加册立, 會契丹與突厥連歲寇邊, 使命不達.”

17)〈崔忻石刻〉 “勑持節宣勞靺羯使鴻臚卿崔忻井兩口, 永爲記驗. 開元二年

五月十八日.”

18) 714년부터 718년까지 발해가 당으로 사신을 파견한 횟수에 대해 권

덕영이 1회로 보았고, 송기호와 김종복이 4회로 보았다. 후자가 많은 

까닭은 '靺鞨'의 사신파견을 발해의 사신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는 일단 권덕영의 견해에 따른다.(權悳永, 1997 앞 책, 97쪽; 송기호, 

2006〈대외관계에서 본 발해 정권의 속성〉《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

조의 조공ㆍ책봉관계》고구려연구재단, 180쪽; 김종복, 2011〈발해 견

당사(遣唐使)에 대한 기초적 검토〉《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

북아역사재단, 1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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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突厥의 패권이 퇴화되고 당이 대두

하게 되었다. 같은 해 奚, 契丹이 당에 귀순하고, 突騎施는 蘇祿이 

자립하여 카간이 되었다고 한다.19) 돌궐의 내분에 따른 당의 대두

는 당이 적극적인 對突厥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玄宗은 

720년 가을에 서쪽의 拔悉蜜, 동쪽의 거란과 연계하여 突厥을 포위, 

협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突厥包圍作戰을 추진하면서 719년 

玄宗은 范陽節度使를 분할하여 平盧節度使를 따로 설치하였다. 室韋

나 靺鞨 세력이 突厥과 연합하여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

이다. 한편 720년 突厥은 吐蕃으로 사신을 보내어 연계를 모색하였

다.20) 당과 突厥의 대립은 동아시아 각국을 끌어들여서 전개되었으

므로 동아시아에 긴장관계를 초래하였다. 당과 돌궐의 대립이 첨예

화한 시기는 730년대에 일어난 국제분쟁에 의해서이었다. 730년 거

란에서 反唐派 可突于가 반란을 일으키고 屈烈을 옹립하여 奚를 협

박하여 突厥에 귀순하였다.21) 당은 거란의 突厥 귀순을 큰 문제로 

인식하여 729년에 吐蕃에서 끌어낸 화친의 요청을 이용하여 吐蕃에 

대한 화친교섭을 시작하였다.22) 한편 732년 정월 朔方節度使 信安

王 禕를 소환하여 거란 진압에 투입하였다.23) 이에 突厥의 빌게 카

19)《資治通鑑》卷211, 唐紀27 玄宗 開元 4年 8月 辛未, “突厥默啜旣死, 

奚·契丹·拔曳固等諸部皆內附, 突騎施蘇祿復自立爲可汗.” 

20) 菅沼愛語, 2010a 앞 논문, 6~7쪽.

21)《舊唐書》卷199, 列傳149 契丹傳, “(開元)十八年, 可突于殺邵固, 率部

落并脅奚眾降于突厥, 東華公主走投平盧軍.”

《新唐書》卷199, 列傳149 契丹傳, “後三年, 可突于殺邵固, 立屈烈爲王, 脅

奚眾共降突厥, 公主走平盧軍.” 

22)　菅沼愛語, 2010b〈唐・吐蕃會盟の歷史的背景とその意義 -安史の亂以

前の二度の會盟を中心に-〉《日本西藏學會々報》 56, 35쪽.

23)《舊唐書》卷76, 信安王 禕傳, “(開元)十九年, 契丹衙官可突干殺其王邵

固, 率部落降于突厥. 玄宗遣忠王爲河北道行軍元帥以討奚及契丹兩蕃, 以

禕爲副. 王旣不行, 禕率戶部侍郞裴耀卿等諸副將分道統兵出於范陽之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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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可突于를 지원하였지만,24) 732년 3월 당은 거란, 奚, 突厥 연

합군을 幽州 北山에서 대파하였으므로 可突于는 북쪽으로 도주하였

다.25)

발해 또한 突厥 진영에 속하여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발해

가 이 전투에 참가한 까닭은 730년 발해 大門藝가 당에 망명한 사

건이 일어났고, 731년에는 大門藝가 당에서 유배되었다는 정보가 

鴻臚寺를 통해 발해에 누설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발해와 

당의 갈등은 발해가 突厥과 손을 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突厥

과 손을 잡은 발해는 732년 9월 登州를 공격하였다.26) 그리고 733

년 윤3월 突厥, 거란, 발해 연합군은 馬都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

다.27)

동북아시아 지역에 왕조를 세운 발해가 국제분쟁에 참가한 일은 

신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은 적극적으로 대당

교섭을 전개하였던 신라를 이용하여 발해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玄

宗은 신라인 金思蘭을 신라로 보내 원군을 요청하였다.28) 이에 신

라는 733년 겨울에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하였다.29) 그러나 곧 

퇴군함으로써 당시 신라의 지원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大破兩蕃之眾, 擒其酋長, 餘黨竄入山谷.” 

24)《文苑英華》卷647,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 “突厥分兵, 助爲聲勢, 

官軍旣㑹, 萬弩齊發, 逆順不敵, 賢王失陣”

25)《舊唐書》卷8, 玄宗本紀 開元 20年 3月, “三月, 信安王禕與幽州長史趙

含章大破奚·契丹於幽州之北山.”

26)《舊唐書》卷199, 列傳149 北狄 渤海靺鞨傳, “二十年, 武藝遣其將張文

休率海賊攻登州刺史韋俊”

27)　 古畑徹, 1986〈唐渤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集刊東洋學》55, 20∼

23쪽.

28)《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2年 7月.

29)《三國史記》卷46, 崔致遠傳, 上大師侍中狀.



- 32 -

734년 2월 金忠信이 玄宗에게 다시 발해 征討의 명을 신라에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는다.30) 이렇듯 신라가 적극적으로 참전

의 의지를 드러낸 까닭은 전쟁을 이용하여 浿江鎭 以南의 땅 소유

를 인정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31) 신라와 발해는 국제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문제가 된 對唐關係 上에서의 현안을 가지고 각

각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10節度使의 설치는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결코 왕조 간 교섭을 이완시키거나 쇠퇴시키지 

않았다. 다만 동시에 왕조 사이의 교섭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 국제분쟁에 휘말려드는 계기도 되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

이다. 

신라는 733년부터 국제분쟁에 참여한 결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

었다. 이 국제분쟁에서 聖德王이 당 측으로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羅

唐戰爭 때 신라가 해결할 수 없었던 큰 현안인 浿江 이남의 영역지

배를 당에서 공인받았다. 聖德王은 나당전쟁처럼 직접 당과 맞서 싸

우지 않더라도 당의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이는 이후 신라가 對唐關係에서 親唐적인 자세를 유지

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대당방침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으로 이해된다.

발해는 10節度使의 설치에 따라 안정되었던 대당관계가 730년대

에 무너지면서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발해의 경우 전

란 기간에 해당하는 732년부터 734년까지 당으로 사신을 파견하지 

30)《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3年 正月.

31)《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4年; 李基東, 1976〈新羅 下代의 

浿江鎭 -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韓國學報》2-3 (1984 《新

羅 骨品制社會와 花郞徒》, 일조각, 재수록),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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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735년부터는 다시 매년 사신을 보내 대당교섭을 유지하려

고 하였다. 발해가 일시적으로 돌궐에 귀순하였지만 다시 친당적 자

세로 돌아선 까닭은 지정학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

에서는 당과 발해, 그리고 일본만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었

던 것에 비해 발해는 거란, 奚, 室韋, 唐, 日本 등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았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거란, 奚는 돌궐의 세력 

확대에 따라 唐에 귀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해는 당 조정과 거란, 

奚가 서로 대립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이 있었으므로 각

국의 정세를 잘 이해하면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가운

데 조공을 통해 거란, 해 등 각국의 사신이 모이는 장이 된 당의 동

향은 발해의 對外關係에서 對唐關係뿐만이 아니라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발해는 당을 동아시아 패권을 

다투는 국가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당과 친선교섭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730년대의 국제분쟁 이후 신라·발해가 당에 대해 취한 친

선교섭은 조공하는 국가의 내정이나 지정학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

이라 이해된다. 

 2) 安史의 亂에 의한 藩鎭體制의 성립

730년대 국제분쟁의 당 쪽 최전선 거점이었던 유주에서 다시 전

란이 일어났다. 755년 11월 10節度使 중 河東, 范陽, 平盧 節度使

를 겸임한 安祿山이 거란·奚 등 유목민족과 함께 范陽(유주)에서 반

란을 일으킨 것이다. 洛陽을 함락시킨 그는 이듬해 황제를 자칭하였

다. 玄宗은 河西, 隴右, 朔方 節度使로 하여금 安祿山을 공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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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으나 실패했고, 대안으로 10節度使 이외의 節度使를 列置하여 

반란세력에 대항하고자 했다.32) 755년 하남 節度使 설치에 이어서 

關內節度使, 山南節度使 등 安祿山의 난과 관련이 깊은 지역에 점차

적으로 節度使를 두었다.33) 

후대 신라와 교섭하게 된 節度使 또한 이 때 성립하였다. 淮南節

度使는 756년에 설치되었고,34) 756년 7월 江南地方을 東西二道로 

분류하여 11월에는 江東節度使(후대 浙西觀察使), 758년에는 浙江

東道節度使를 설치하였다.35) 한편 安史의 난 와중에 營州에 있었던 

平盧軍節度使 侯希逸은 762년 安史勢力을 피해 뱃길을 이용하여 靑

州로 남하하고, 758년부터 산동반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靑密節度使

의 영역을 포함하여 平盧淄靑節度使가 되었다. 이 때 설치된 節度使

들은 당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설치 자체가 이후 節度

使 발호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당조를 돕기 위

해 설치된 그 藩鎭들은 일부 당 조정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보

이지만 기본적으로 당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藩鎭은 順

地藩鎭이라 불린다.

한편 763년 史朝義 사망까지 반란 세력의 유력자들이 속속 투항

하였는데, 당이 降將들의 땅과 지위를 인정한 결과 그들이 관할한 

32) 安祿山의 전란과정과 河東, 范陽, 平盧(반란군)와 河西, 隴右, 朔方(당

조정군)이라는 10節度使의 대립구도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森部

豊, 2013《安祿山―「安史の亂」を起こしたソグド人-》, 山川出版社, 

40~41쪽. 

33)《資治通鑑》卷217, 唐紀33 玄宗 天寶14載 11月, “置河南節度使, 領陳

留等十三郡, 以衛尉卿猗氏張介然爲之.”

34)《舊唐書》卷10, 本紀10 肅宗 至德元載 12月, “十二月戊子, …(중략)…

諫議大夫高適爲廣陵長史, 淮南節度兼採訪使.”

35)《新唐書》卷68, 表8 方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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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度使들이 反唐的 태도를 취하는 계기가 되었다.36) 따라서 降將의 

여부가 節度使가 藩鎭을 형성할 때 그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되었다. 후에 발해와 교섭하게 된 盧龍軍節度使는 安祿山

이 반란을 일으킨 거점지였던 范陽節度使가 명칭을 바꾼 것인데 安

祿山의 부장이었던 降將 李懷仙을 그대로 두었다. 이 이외에도 安祿

山의 부장 田承嗣를 魏博軍節度使로 삼았고, 張忠志(후대 李宝臣)를 

成德軍節度使로 삼았다. 이들 세 藩鎭을 河朔三鎭이라 부르는데 이

른바 反側藩鎭에 해당한다.37) 이러한 順地와 反側이라는 藩鎭의 성

격 차이는 신라·발해가 藩鎭과 교섭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38) 

藩鎭이 열치되는 와중에 節度使에게 군사권만이 아니라 행정권을 

의미하는 使職을 부여한 것은 藩鎭 세력 강대화의 요인이 되었다. 

757년 9월 당조는 長安, 洛陽을 탈환하였고 12월에 史思明도 내항

하였으므로 정세는 일시 안정되었다. 그러나 각지에 藩鎭을 설치한 

결과 藩鎭의 강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당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

이 나타났다. 당조는 이러한 藩鎭을 통제하기 위해 758년 5월, 원

36) 堀敏一, 2002《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汲古書院, 19~20쪽. 

37) 河朔 지방 藩鎭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谷川道雄, 1978〈河朔

三鎭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74.

38) 順地와 反側이라는 명칭의 차이는 번진의 독립성의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辻正博, 1987〈唐朝の對藩鎭政策について-河南「順地」化

のプロセス-〉《東洋史硏究》46-2). 순지는 당 조정으로 上供하는 번

진이고, 반측은 上供하지 않은 번진이다. 張國剛은 전자를 中原型, 東

南型, 후자를 河朔型, 이 이외를 邊疆型으로 정리하였다.(張國剛, 2010 

앞 책, 44~45쪽.) 변강에 있는 번진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본고에서 다룬 당 동쪽에 위치하는 번진의 

성격에 대해서는 순지와 반측이라는 두 가지의 구분으로 설명이 가능

하므로 본고에서는 순지와 반측으로 구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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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州縣을 감찰하던 採訪使를 폐지하고 대신 觀察使를 설치하여 節

度使에게 겸임시켰다. 당은 觀察使에게 일정한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藩鎭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39) 그러나 같은 해 9월 史思明이 

당조에 反旗를 들고 다시 반란이 심각해지자 당의 통제는 藩鎭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節度使가 觀察使의 권리를 이용하여 

당의 통치에서 벗어나 州縣의 民政을 관리하려고 하였다. 당이 지방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節度使로 하여금 겸임하게 한 관찰사는 당 

조정의 의도와 달리 節度使가 군사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광역을 통

치하는 藩鎭體制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당시 藩鎭의 내부조직도 마련되었다. 전술하였듯이 藩鎭의 

조직은 藩의 使府州와 巡屬州로 분류된다. 使府州는 治所가 있는 곳

을 의미하는데, 平盧藩鎭의 경우 靑州, 盧龍藩鎭은 幽州가 이에 해

당한다. 한편 巡屬州는 지배영역에 있는 다른 주가 된다. 藩鎭의 직

사관은 구체적으로 병마사를 비롯한 군직과 막직관으로 분류되는데, 

막직관은 節度副使, 判官, 掌書記, 推官, 觀察判官, 支使가 표준으로 

보이고 이에 平盧藩鎭의 경우 押新羅渤海巡官, 盧龍藩鎭의 경우 盧

龍軍節度推官이 각각 추가된다.40) 그들은 幕賓이라 불리는 상급 계

층의 僚佐이다. 더욱이 이들 막직관은 藩帥의 奏薦(冬薦)에 따라 당 

조정의 正員官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다.41) 이들 막직

39) 鄭炳俊, 1995〈唐代藩鎭體制の硏究〉京都大學博士論文, 77쪽.

40)《唐會要》卷79, 諸使雜錄下, 會昌5年9月 中書門下奏 ; 渡邊孝, 2001

〈唐代藩鎭における下級幕職官について〉《中國史學》11, 84쪽. 기타 

각각 막직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도 참고가 된다. 金宗變, 

2000〈唐ㆍ五代 幕職官의 임용방식과 역할〉《동양사학연구》71, 

26~36쪽; 李永哲, 2007〈唐代 藩鎭 幕職官 構成과 人員制限〉《中國

史硏究》51 

41) 冬薦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李永哲, 2011〈唐 德宗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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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채용된 사람들은 進士合格者나 文名이 있는 才子이었다. 한편 

衙推, 同副使, 隨軍 등 하급막직관도 있었는데, 이들은 상급막직관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당 조정에 취임할 길은 거의 없었다.42)   

藩鎭이 원래 군진에서 생겼으므로 당연히 武職을 띤 사람들도 있

었다. 다만 무직은 安史의 亂 기간 등 초기단계에는 기능하였지만 

조금씩 형해화하여, 文職의 하급막직관이 이를 겸관하는 경우가 많

아졌다. 이는 押衙와 같은 일부 무직이 吏職的인 직장의 경향을 짙

게 보여주거나43) 하급막직관에게 무직의 직명(위계)을 포상으로 부

여한 결과이었다.44) 또한 당시 藩鎭에서 하급막직관과 무직은 비슷

한 層次에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45) 한편 行軍司馬나 

節度副使와 같은 문직이 무직으로 인식되어 실제로 무인들이 취임

하기도 하였다.46) 따라서 藩鎭의 구조는 문직의 막직관을 중심으로 

하며, 문직과 무직은 문인과 무인이 서로 교차되어 취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해된다. 

 특히 신라인들이 이 藩鎭의 관리로 취임하였던 사례가 알려져 있

다. 유학생 최치원이 淮南藩鎭 장서기로 활약한 것이나,47) 재당신라

인 張詠이 平盧藩鎭의 압아로 다른 재당신라인들을 관리한 것은 이

冬薦의 施行과 藩鎭 幕職官〉《中國古中世史硏究》25

42) 하급막직관이 막빈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오대에 접어들어서야 가

능하였다. 渡邊孝, 1991 앞 논문, 100~101쪽.

43) 渡邊孝,1991〈唐・五代の藩鎭における押衙について-上-〉《社會文化

史學》28, 44~48쪽. 

44) 군직이 散號로 기능한 것은 다음 논문을 참조. 渡邊孝, 2001 잎 논문, 

106쪽.

45) 渡邊孝, 2001 앞 논문, 96쪽.

46) 李永哲, 2007 앞 논문, 270쪽.

47) 최치원의 재당활동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2003, 장일규〈최치

원의 入唐 修學과 활동〉《정신문화연구》26-2; 黨銀平(馬仲可譯), 

2004《최치원 신연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38 -

들 단적인 예이다.48) 이처럼 藩鎭에서 활약한 신라인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번수가 辟召를 통해 관리를 직접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49) 

다만 藩鎭이 완전히 독립된 기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직관은 

당에 주상해야 하고, 또한 인원의 제한도 있었다. 더욱이 조정은 번

수의 辟召에 간섭하였으므로 藩鎭이 자유롭게 상급막직관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50) 藩鎭이 그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 통치를 자유

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 기능하게 된 시기는 당 말기이다. 당 

말기 번수는 墨勅을 통해 막직관에게 令制의 중앙 관직을 주게 되

었다.51) ‘墨勅除官’이라 불리는 형태의 임관방법에서는 번수가 영제

의 직사관을 가관하여 敍任한 후 중앙에 주상하여 이것을 추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52) 敍任의 범위는 직사관 가운데 실질성이 없는 

員外官, 檢校官으로 구성되었다.53) 그러나 영제의 임용권을 포기한 

것은 당 조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藩鎭의 독립성을 강하게 하여 

당 조정 구심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藩鎭體制의 확립에 따른 동아시아각국의 대응 또한 다양하

48) 장영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近藤浩一, 2002

〈赤山法花院과 平盧軍節度使〉《韓國古代史硏究》28, 156~163쪽.

49) 辟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礪波護, 1973〈唐代使院の僚佐と

辟召制〉《神戸大學文學部紀要》2(2011《唐宋の變革と官僚制》, 中央

公論新社 재수록)

50) 李永哲, 2012〈唐代 藩鎭의 幕職官 辟召對象과 中央의 干涉〉《대구

사학》106, 16~28쪽.

51)《桂苑筆耕集》을 통해 묵칙의 특징을 정리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

문을 참조. 中村裕一, 1986〈唐代藩鎭の「墨勅除官」に就いて〉《史學

硏究室報告・武庫川女子大》5(1991a〈唐末藩鎭の墨勅除官とその文

書〉《唐代制勅硏究》, 汲古書院 재수록)

52) 中村裕一, 1991a 앞 책, 944쪽

53) 中村裕一, 1991a 앞 책, 944~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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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개되었다. 우선 위구르, 吐蕃은 때때로 반란을 일으킨 反側藩

鎭과 제휴했다. 위구르가 당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安

史의 난과 경원의 병란 시기 확인된다. 762년 8월 사조의가 牟羽可

汗에게 당 왕조에 주인이 없어 나라가 혼란하니 와서 府庫를 거둘 

것을 권하자 위구르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전술했듯이 

원군 요청을 위해 파견된 환관사신 劉淸潭은 이 정보를 듣고 牟羽

可汗에게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54) 이들 사

례를 통해 원래 위구르가 반란을 일으킨 藩鎭과 손을 잡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吐蕃에서도 나타난다. 吐蕃이 藩鎭과 손을 잡은 것은 

涇原의 병란 시절이었다.55) 783년 10월 원래 盧龍軍 節度使로서 涇

原節度使로 이동하고 있었던 朱泚가 長安을 공격하였다. 德宗은 奉

天으로 피신한 이후 吐蕃에 安西四鎭과 北庭의 할양, 매년 명주(絹) 

1만 필의 헌상을 약속하며 원군을 요청했다.56) 이듬해 4월 韓朝彩, 

54) 다만 牟羽可汗의 일족인 僕固懷恩이 설득한 결과 당시 위구르의 군대

는 목표를 당조에서 사조의 토벌로 수정했다.

   《舊唐書》卷195, 列傳145 迴紇, “寶應元年, 代宗初即位, 以史朝義尙在

河洛, 遣中使劉淸潭徵兵於迴紇, 又修舊好. 其秋, 淸潭入迴紇庭,迴紇已爲

史朝義所誘, 云唐家天子頻有大喪, 國亂無主, 請發兵來收府庫. 可汗乃領

眾而南, 已八月矣.”

55) 이 兵亂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佐藤長, 1959《古代チベット史

硏究 下》, 東洋史硏究會; 築山治三郞, 1988〈唐代中期における外寇と

會盟について〉《古代文化》40-1; 菅沼愛語, 2011〈德宗時代の三つの

唐・吐蕃會盟(建中會盟·奉天盟書·平涼僞盟) -安史の亂後の內治のための

外交-〉《史窓》68.

56)《新唐書》卷139, 列傳64 李泌;《全唐文》卷464, 賜吐蕃將書 및《翰苑

集》唐陸宣公集 卷10, 賜吐蕃將書. 安西四鎭과 北庭의 비정에 대해서는 

佐藤長, 1959, 앞 책, 641~642쪽; 菅沼愛語, 2011, 앞 논문,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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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房이 吐蕃에 가서 전략을 협의했는데,57) 이 시도는 성공했던 것 

같다. 그 달 渾瑊과 吐蕃의 연합군이 朱泚軍을 격파한 것이다.58) 따

라서 吐蕃이 일단 당의 요청에 우호적으로 대응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달 朱泚가 吐蕃에게 金帛을 제공하자 吐蕃軍은 철수했

다.59) 吐蕃에게는 당 왕조와의 관계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더

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같은 달 李晟과 渾瑊이 長安을 탈환하

자,60) 朱泚는 吐蕃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부하에게 살해당함으로써 

변란은 종결되었다.61) 吐蕃도 반란을 일으킨 藩鎭과 손을 잡은 경

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南詔는 위구르 및 吐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770년대 南

詔는 吐蕃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776년 무렵 南詔와 西川藩

鎭의 崔寧은 西山 방면에서 계속 吐蕃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崔寧이 

南詔에 원군을 요청한 사례를 통해 南詔와 西川藩鎭의 교섭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南詔 또한 異牟尋이 779년 왕위에 오르자 吐蕃

과 함께 蜀 지역을 공격하였다. 780년대에도 南詔가 변경의 西川藩

鎭과 교섭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 때 당은 李泌이 상주한 吐蕃 

57)《舊唐書》卷196, 列傳146下 吐蕃 下, “四月, 命太常少卿·兼御史中丞沈

房爲入蕃計會及安西·北庭宣慰使.”

   韓朝彩가 이 사신에 동행한 것은 다음 사료에 나타난다.《陸宣公翰苑

集》卷10, 慰問四鎭北庭將吏勑書.  

58)《舊唐書》卷196, 列傳146下 吐蕃 下, “是月, 渾瑊與吐蕃論莽羅率眾大

破朱泚將韓旻·張廷芝·宋歸朝等於武功之武亭川, 斬首萬餘級.” 

59)《資治通鑑》卷231, 唐紀47 德宗 興元 元年 5月, “吐蕃旣破韓旻等, 大

掠而去. 朱泚使田希鑒厚以金帛賂之, 吐蕃受之 ; 韓遊瓌以聞. 渾瑊又奏 : 

尙結贊屢遣人約刻日共取長安, 旣而不至 ; 聞其眾今奉大疫, 近已引兵去.”

60)《舊唐書》卷200, 列傳150下 朱泚, “五月, 泚又使仇敬忠寇藍田, 尙可孤

擊之, 大破泚眾, 擒敬忠斬之. 李晟·駱元光·尙可孤遂悉師齊進, 晟屯光泰

門, 逆徒拒官軍, 王師累捷. 二十八日, 官軍入苑, 收復京師, 逆黨大潰. 

61)《資治通鑑》卷231, 唐紀47 德宗 興元 元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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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62) 그러므로 李泌은 西

川藩鎭 韋皋를 통해 南詔에게 反蕃歸唐을 촉구하였다.63) 다만 이 

교섭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韋皋 이후 교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南詔는 9세기에 反唐的인 태도를 보여준다. 859

년 선종이 사망하자 당은 中使를 고애사로 보냈다. 그러나 南詔王 

世隆은 당 조정이 전왕 豐祐의 喪葬에 조제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

왕에게 조서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世隆은 당에 상을 알리지 않았고 

책봉도 받지 않았다. 또한 국호를 大禮라 하면서 建極으로 개원한 

후 군대를 보내 당의 播州를 함락시켰다.64) 

결국 안사의 난 이후 吐蕃, 위구르, 南詔 등은 약화된 당에 반항

적인 태도를 보였고 藩鎭과도 장기적으로 교섭하지 않았다. 그 이유

는 邊境藩鎭의 설치 목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변경 藩鎭은 

본래 주변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구르, 吐蕃, 

突厥 등에 대한 당조의 적대적 입장이 그들에게도 반영되었다. 邊境

에 있는 藩鎭은 반측번진이라고 해도 당 조정의 의향을 이해하면서 

반독립적인 자세를 지향하였다. 이로 인해 王朝-藩鎭 형태의 교섭이 

위구르나 吐蕃, 突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조의 경우 서천번진과 교섭이 나타나지만 9

세기 이후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왕조와 번진

의 교섭이 항상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조-서천번진의 

62)《資治通鑑》卷233, 唐紀49 德宗 貞元 3年 7月.

63)《新唐書》卷158, 列傳83 韋皋.

64)《資治通鑑》卷249, 唐紀65 宣宗 大中 13年 12月, “會宣宗崩, 遣中使

告哀, 時南詔豐祐適卒, 子酋龍立, 怒曰：我國亦有喪, 朝廷不弔祭. 又詔

書乃賜故王.遂置使者於外館, 禮遇甚薄. 使者還, 具以狀聞. 上以酋龍不遣

使來告喪, 又名近玄宗諱, 遂不行冊禮. 酋龍乃自稱皇帝, 國號大禮, 改元

建極, 遣兵陷播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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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서천번진의 성격 변

화에 있다. 崔寧-張延賞-韋皋가 잇따라 절도사로 취임한 시기는 당

조정의 中樞(元載-劉晏·楊炎)와 밀접한 우호관계를 유지한 것이 알

려져 있다.65) 崔寧의 절도사 취임이 번진 내부의 반란에서 나타났

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崔寧-張延賞-韋皋 재임 시기는 번진의 의

향이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5년 韋皋이 

사거하고 그의 막직관으로서 절도사에 취임한 劉闢은 806년 당에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憲宗은 高崇文을 통해 그를 토벌하였다. 또한  

헌종의 대번진강경책의 시작점에 위치하는 이 반란을 통해 韋皋代

까지 이루어졌던 독립성은 보다 약해지고 당 조정의 의향이 강하게 

관철되었다. 그 결과 서천번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남조대책이라

는 임무의 의도 또한 보다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라 이해된다. 따

라서 9세기 이후 남조-서천번진 교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당은 10節度使처럼 신라·발해를 대비하기 위한 번진을 설정

하지 않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突厥, 吐蕃, 南蠻의 여러 민족과 비교

하면 큰 차이점이다. 신라·발해에 대비하는 번진을 세우지 않았던 

까닭은 신라·발해가 당시 反唐的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가

장 컸을 것이다. 신라·발해가 파견하여 입당한 사신은 거의 1.6년에 

1회 파견되었다.66) 이에 비해 8세기 동아시아를 구성한 왕조들 가

65) 본 문단에서의 서천번진의 동향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 논문에 의거하

였다. 阿路川眞也, 2011〈劍南西川藩鎭と元載政權〉《立命館史學》32

66) 입당사신파견의 횟수의 차이에 따라 파견 빈도에 대한 이해도 다른다. 

일단 신라의 파견횟수는 權悳永, 1997《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 硏究

-》일조각에 따르고, 발해의 파견횟수에 대해서는 송기호, 2006〈대외

관계에서 본 발해 정권의 속성〉《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ㆍ

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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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위구르는 2.0년에 1회, 突厥은 4.4년에 1회, 吐蕃은 4.1년에 1

회, 남조는 6.3년에 1회 사신을 파견한 것에 불과하였다.67) 이들 파

견빈도는 동아시아의 어느 왕조보다도 신라·발해가 대당관계를 중시

하였음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730년대의 동아시아 분쟁 이후 신라·발해와 당 사이에서 한 번도 

전란이 없었던 까닭은 신라·발해 왕조의 대외방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발해는 일본에 대해서도 각각 48회, 35회 사신을 

보내고 있고,68) 또한 신라와 발해는 사료에 그다지 나타나지 않지

만 서로 교섭도 하였다.69) 8, 9세기 약 200년 동안 신라는 당에 

130회, 일본에 35회, 발해는 143회, 일본에 35회의 사신 파견이 보

인다. 이는 거의 매년 양국은 어느 왕조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것

을 알려준다. 이 수치는 8, 9세기 당이 외국에 사신을 보낸 회수 

175회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70) 아마도 신라와 발해가 서로 교섭

한 사례나 신라와 탐라, 발해와 蝦夷, 거란 등 다른 세력과의 교섭

도 고려하면 이는 당의 대외교섭보다 많아질 것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신라·발해는 당과 일본에 대한 두 나라 사신만으로 이 수치

67) 위구르(744년~840년)은 47회 (동)突厥(618년~907년)은 29회, 吐蕃

(633년~877년)은 59회, 남조(738년~902년)은 26회의 사신사례가 보

인다. 이 횟수는 《冊府元龜》卷971·卷972 외신부 조공조에서 집계하 

였다. 또한 8세기 9세기 동아시아를 구성한 왕조로서 이들 네 가지의 

왕조에 신라·발해를 포함한 왕조가 대당교섭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졸고, 2013〈신라·발해에 온 당 환관사신의 확대와 그 배경〉《역사와 

현실》89, 47~48쪽.

68) 신라·발해의 대 일본사신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1985《古代對外關係史

の硏究》, 吉川弘文館, 부표4와 6(616~622쪽)을 참고로 하였다.

69) 송기호, 1989〈東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韓國史 市民

講座》5 一潮閣, 48쪽.

70) 石曉軍, 1997〈隋唐外務官僚の硏究〉關西大學校 博士學位論文, 附錄4, 

唐代遣外使節一覽表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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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는 점이다. 당이 사신을 파견한 나라가 17개에 이른 사실

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신라·발해가 외교의 운영을 당

보다 상당히 쉽게 그리고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 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원래 신라·발해는 원활한 외교를 유지함

으로써 평화로우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지향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발해는 동아시아의 다른 어떤 조정보다도 

외교를 상당히 중시한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

교 자세는 신라·발해가 藩鎭과 교섭하게 된 與件으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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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唐代 藩鎭 일람(9세기 초(元和年間)) 

* 日野開三郞, 1980 《日野開三郞東洋史學論集 第1卷 唐代藩鎭の支配體制》三一書

房, 附表 大唐藩鎭圖 및 愛宕元, 1996 〈唐代後期の政治〉 《世界歷史體系 中國史 2 

三國-唐》 山川出版社(458쪽)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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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節度使名 군액 治所 비고   節度使名 군
액 治所 비고

1 盧龍軍節度
使 盧龍 幽州

10節度使인 
范陽 節 度使
가 전신.

26 安 南 都 護
府   交州   

2 義武軍節度
使 義武 定州   27 桂 管 經 略

使 桂州   

3 成德軍節度
使 成德 鎭州

  
28 黔 州 觀 察

使
武
泰 黔州

890~당말까
지 절도사설
치.

4 橫海軍節度
使 橫海 滄州   29 荊 南 節 度

使 荊州   

5 昭義軍節度
使 昭義 潞州   30 劍 南 東 川

節度使 梓州   

6 魏博節度使 魏州
  

31 劍 南 西 川
節度使

成 都
府

10節度使인 
劍南 節度 使
가 전신.

7 義成軍節度
使 義成 滑州   32 山 南 西 道

節度使
興 元
府

  

8 河陽三城節
度使 孟州   33 商 金 二 州

都防禦使 商州   

9 陝虢觀察使 陝州 陝西 節 度使
부터 시작. 34 襄 陽 節 度

使 襄州   

10 忠武軍節度
使 許州   35 鳳 翔 節 度

使
鳳 翔
府

隴右 節度 使
가 전신.

11 宣武軍節度
使 汴州   36 涇 原 節 度

使 涇州   

12 平盧軍節度
使 靑州

營州를 치소
로 한 10節度
使가 전신. 
안사의 난에
서 남하하여 
산동 지 역을 
통괄하게 됨.

37 邠 寧 慶 節
度使 邠州

  

13 武寧軍節度
使 徐州   38 鄜 坊 節 度

使 鄜州   

14 淮南節度使 揚州   39 靈 武 軍 節
度使 靈州 朔方 節度 使

가 전신.
15 淮西節度使 蔡州   40 夏 綏 銀 節

度使 夏州   

16 鄂岳觀察使 武昌 鄂州 805~810 , 41 豊州(天德 豊州   

<표Ⅰ-2> 唐代 藩鎭 일람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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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48 , 
850~852 , 
888년~당말
까지 절도사 
설치됨.

軍)都防禦
使

17 宣歙觀察使 宣州
759~784 , 
883~당말까
지 절도사설
치.

42 振 武 軍 節
度使

單 于
都 護
府

  

18 浙西觀察使 鎭海 潤州

758~759 , 
807~809 , 
858~859 , 
862~864 , 
870~당말까
지 절도사 설
치. 

43 河 東 ( 太
原)節度使

太 原
府

10節度使인 
河東 節度 使
가 전신.

19 浙東觀察使 越州 758~770 절
도사 설치. 44 河 中 節 度

使
河 中
府

  

20 福建觀察使 威武 福州 771년 절도
사 폐지. 45   京 兆

府 長安

21 江南西道觀
察使 鎭南 洪州

783년~785
년, 866
년 ~ 8 7 4 년 
8 8 9 년 부 터 
당말까지 절
도사를 설치.

46     河 南
府 洛陽

22 湖南觀察使
欽 化
( 武
安)

潭州
883년~당말
까지 절도사 
설치. 885년
부터 군액은 
무안.

        
  

23 嶺南節度使 廣州
10節度使인 
嶺南 五 府經
略使가 전신.

        
  

24 容管經略使 容州             
25 邕管經略使   邕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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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3> 唐代 藩鎭의 組織
                        
                        

【文職】       【軍職】       
                        
節度使 觀察使   官健 私兵
막직관 인수 막직관 인수   牙軍 外鎭軍 巡屬州 家兵
副使 1 副使 1                 
行 軍 司
馬 1                     

判官 2(839년 
이후 1) 判官 2(777년 

이후 1)

      
  

        

掌書記 1 支使 1     

兵馬使

都知兵馬使     
推官 1 推官 1     兵馬使     
巡官 1 巡官 1     副兵馬使     
館 驛 巡
官 4 轉 運 巡

官       左右廂兵馬使     
衙推 1 衙推 1     十將     
同副使 10         副將     
參謀 1혹은 2 參謀 ?     

虞候
都虞候     

都 孔 目
官

          虞候     
府 院 法
直官

          
押衙 都押衙     

要籍           押衙     
驅使官           敎練使 都知敎練使     
隨軍           敎練使     
親事           征馬使 都知征馬使     

*다음 논저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嚴耕望, 1969 〈唐代方鎭使府僚佐考〉 《唐史

硏究叢稿》 新亞硏究所 ; 渡邊孝, 1994 〈唐藩鎮十將攷〉 《東方學》 87

石雲濤, 2003 《唐代幕府制度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戴偉華, 2007 《唐

方鎮文職僚佐考》, 廣西師範大學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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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羅·渤海의 對藩鎭交涉 開始

1) 新羅 入蜀路의 형성

신라·발해 왕조와 藩鎭의 교섭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양국의 입당

항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우선 신라의 입당 항로를 검토하고자 한

다. 원래 신라의 입당 항로는 황해를 건너 산동 반도의 登州로 가는 

길과 동중국해를 통해 楚州, 揚州, 蘇州 방면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登州行 항로는 황해 북부 연안항로와 황해 중부 횡단항로가 있었

다.71) 전자는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후 요동반도를 경유하

여 登州로 가는 항로인데 섬을 거쳐 이동하므로 가장 안전한 길이

었다. 백제와 신라 김춘추가 이 항로상에서 고구려의 견제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72) 한반도 삼국이 唐代에 이용하였던 길이

다.73) 한편 후자는 白翎島, 椒島 등 甕津반도 인근의 섬에서 황해를 

횡단해 산동반도로 향하는 길이다. 이 항로는 6세기 중엽 신라가 한

강유역을 확보한 이후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74) 신라 사신은 이

71) 신형식(1989〈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國史館論叢》2)과 윤명철

(2003〈남북국시대의 해양〉《한국 해양사》, 학연문화사)의 논저에서

는 登州로 가는 길로 환황해 연안항로와 황해 중부 횡단항로를 언급하

였다. 또한 중국 동남부에 가는 길로 한반도 서해안에서 楚州･揚州･蘇
州방면으로 가는 황해 남부 사단 항로, 동중국해 사단항로 등이 있다

고 한다. 이렇듯 항로의 호칭에 대해서는 각각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

다. 이러한 항로 명칭의 변천을 다룬 것으로 다음 논저를 참조. 윤재

운, 2011〈8∼12세기 한·중 해상 교통로의 변천과 의미〉《한중관계

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동북아역사재단. 본고는 권덕영(1997, 앞 책)

의 명칭에 따른다. 

72)《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 第5, 武王 27年; 《三國史記》卷5 新羅本

紀5 眞德王 2年. 

73) 신형식, 1989 앞 논문, 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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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두 가지의 항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A

 a 登州 동북의 바닷길을 가서 大謝島, 龜歆島, 末島, 烏湖

島를 지나는 것이 3백리이다. 북쪽으로 烏湖海를 건너가서 馬

石山의 동쪽에 있는 都里鎭에 이르기까지 2백리, 그곳에서 동

쪽으로 해안을 따라 靑泥浦, 桃花浦, 杏花浦, 石人汪, 橐駝灣, 

烏骨江을 지나는 것이 8백리이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烏牧島, 貝江口, 椒島를 지나면 신라 서북에 있는 長口鎭

에 도달한다. 또 秦王石橋, 麻田島, 古寺島, 得物島를 지나가는 

거리가 천리로 鴨淥江과 唐恩浦의 입구에 이른다. 다시(?) 동

남쪽으로 향하여 육로로 7백리를 가면 신라 왕성에 도달한

다.75)

A에서는 당에서 신라로 갈 때 登州를 출발해 요동 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老鐵山을 경유하여 서해남에 이른 후 바닷길을 남하하여 椒

島, 麻田島, 得物島 등을 거쳐 唐恩浦에 도달한다고 하였다.76) 

74) 신형식, 1989 앞 논문, 8~10쪽.

75)《新唐書》卷43, 志33下 地理7下 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 “a登州東北海

行, 過大謝島・龜歆島・末島・烏湖島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

之都里鎭二百里.　 東傍海壖, 過靑泥浦・桃花浦・杏花浦・石人汪・橐駝

灣・烏骨江八百里.　 乃南傍海壖, 過烏牧島・貝江口・椒島, 得新羅西北

之長口鎭.　 又過秦王石橋・麻田島・古寺島・得物島, 千里至鴨淥江唐恩

浦口.　乃東南陸行, 七百里至新羅王城.”

76) 老鐵山이 지금 馬石山인 것은 다음 논문을 참조. 松井等, 1913〈隋唐

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滿洲歷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85쪽. 항로 비정은 內藤雋輔, 1961〈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の推移に

就いて〉《朝鮮史硏究》, 東洋史硏究會, 371쪽; 權悳永, 1997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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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A의 기록은 763년 韓朝彩가 신라를 방문했을 때 수집한 정

보를 賈耽이 전문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77) 

사실 《新唐書》 지리지의 내용은 賈耽이 기록한 《皇華四達記》, 

이른바 《道里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道里記》는 801

년 11월에 편찬·헌상된 《古今郡國縣道四夷述》의 四夷述 부분을 

발췌, 간행한 것이다. 《古今郡國縣道四夷述》은 《賈耽古今郡國

志》라고도 불리며 《三國史記》에도 인용되어 있다.78) 《三國史

記》에 인용된 이들 책 속에 朔州, 溟州라는 단어를 인용했으므로 

《古今郡國縣道四夷述》의 기록은 景德王이 漢化政策을 추진하여 

地名을 唐風으로 개칭한 757년 12월 이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757년 12월부터 801년 11월까지 파견된 당의 사신 중 

韓朝彩가 유일하게 신라와 발해에 가보았으므로 그의 정보에 의거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79) 

다만 신라와 발해에 모두 파견된 사신은 韓朝彩만이 아니다. 실제

로 816년 이전 董承悅 또한 신라·발해를 왕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80) 현재로서는 董承悅이 당나라에서 신라·발해로 왕

래한 시기의 下限을 지적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한정할 수

가 없다. 다만 韓朝彩만을 신라·발해를 왕래한 인물로 보아서 《新

唐書》 지리지의 출처를 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료A는 勅使

191 및 199~ 202쪽.

77) 赤羽目匡由, 2004〈8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と渤海との通交關係 -《三

國史記》所引, 賈耽《古今郡國県道四夷述》逸文の分析-〉《古代文化》

56-5, 31쪽.

78) 榎一雄, 1936〈賈耽の地理書と道里記の稱とに就いて〉《歷史學硏究》

6-7.

79) 赤羽目匡由, 2004 앞 논문.

80)〈董府君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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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62~764년 唐-渤海-新羅를 다녀간 韓朝彩가 수집한 정보나 

816년 이전에 董承悅이 오가며 수집한 정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

해할 수 있다. 즉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에 이용한 외교 사신의 

항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81)

韓朝彩는 謝恩使 金容과 같이 당으로 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 신라 사신이 황해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9세기 신라 사신이 이 항로를 이용한 흔적을 엿볼 수 있

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2-B 

長慶 초년이 되어 賀正 사인인 왕자 金昕이 唐恩浦에 정박

했는데, (無染이) 우연히 만나 같이 탈 것을 청하자 (왕자가) 

이것을 허락했다. 이미 之罘島 기슭에 도달하여…(後略)82)

B는 헌덕왕 14년(822)에 朗慧和尙 無染이 唐恩浦에서 金昕의 入

唐船에 동승하여 출발한 기록이다. 金昕이 하정사였음은 다른 사료

에서도 확인된다.83) 더욱이 그가 탄 배는 현재 중국 山東省 烟台市 

북쪽에 있는 之罘島에 도착했다고 한다. B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

지만 이를 통해 사신이 唐恩浦와 登州 방면을 잇는 항로를 이용했

음을 알 수 있으므로, 唐恩浦에서 황해를 일직선으로 횡단하여 登州 

81) 韓朝彩는 이 때 신라의 ‘西津’을 출발하여 歸朝했다고 전한다. (《續日

本記》卷25, 天平寶字 8년 7월 甲寅.) 이 ‘西津’을 구체적으로 唐恩浦

로 보는 견해도 있다. (濱田耕策, 2012〈新羅の東・西津と交易体制〉

《史淵》149)

82)〈聖住寺 朗慧和尙塔碑〉“洎長慶初 朝正王子昕 艤唐恩浦 請寓揭載許焉 

旣達之罘麓…(후략)…”

83)《三國史記》卷44, 列傳4 金陽.



- 53 -

방면에 도착하는 황해 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한 근거로 삼아왔다.84)  

그러나 이를 황해 중부 횡단항로 이용 사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 사료B는 ‘之罘島’와 ‘唐恩浦’를 잇는다는 내용밖에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之罘島의 위치는 登州보다 불과 동쪽으로 약 50km 떨어

진 거리에 있으므로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신라 사신이 입당하였을 때 황해 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였다고 보

는 근거는 상당히 약하다. 근거 사료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2-C

 …(전락)… 蘇定方이 군사를 이끌고 城山에서 바다를 건너 

나라 서쪽 德物島에 이르자 …(후략)…85)

 1-2-D

 이 왕의 시기에 阿飧 良貝는 왕의 막내아들이었다. 당에 사

신으로 갈 때에 백제의 해적이 津島에서 (길을) 막는다는 이

야기를 듣고, 궁수 50명을 택하여 따르게 하였다. 배가 鵠島

에 이르렀을 때 〔우리말로 골대섬(骨大島)이라고 한다.〕 풍

랑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열흘 남짓 묵게 되었다.86)

 1-2-E

84) 權悳永, 1997 앞 책, 203쪽.

85)《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年, “…(전락)… 蘇定方引軍, 

自城山濟海, 至國西德物島 …(후략)…”

86)《三國遺事》卷2, 紀異2, 眞聖女大王·居陀知, “此王代阿飧良貝 王之季子

也. 奉使扵唐, 聞百濟海賊梗扵津島, 選弓士五十人隨之. 舡次鵠島, 〔鄕

云 骨大島〕 風濤大作信宿浹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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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앞서 보낸 水手와 射手가 

당 사람 2명을 데리고 와서  말하니 “이곳은 登州 牟平縣 唐

陽鄕 陶村의 南邊이다. 현과는 160리 떨어져 있고 주와는 

300리 떨어져 있다. 이곳으로부터 동쪽에 신라국이 있는데, 

순풍을 얻으면 2, 3일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운운했다.87)

1-2-F 

윤 3월 10일, 듣건대 入新羅告哀 겸 弔祭冊立等副使·試太子

通事舍人賜緋魚袋 金簡中과 判官 王朴 등이 이 주의 牟平縣 

남쪽에 위치한 乳山浦에 이르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것이

라 한다.88) 

C는 660년 蘇定方이 백제를 공격할 때 城山에서 출발하여 德物島

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때 城山은 산동반도의 東端에 위치한 

成山(靑山)을 가리킨다.89) 城山(成山)에서 일부러 登州로 가서 북부

연안 항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7세기 중엽 

城山(成山)에서 황해를 일직선으로 횡단하여 한반도로 향하는 항로

87)《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 4年 4月17日, “持疑之際, 所遣水手射手

等, 將唐人二人來便噵, 登州牟平縣唐陽陶村之南邊, 去縣百六十里, 去州

三百里. 從此東有新羅國得好風兩三日得到云云.”

88)《入唐求法巡禮行記》卷4, 大中 元年 閏3月10日, “閏三月十日聞, 入新

羅告哀兼弔祭冊立等副使試太子通事舎人賜緋魚袋金簡中·判官 王朴等, 到

當州牟平縣南界乳山浦, 上舩過海.”

89) 成山을 靑山에 비정하는 견해는 다음 논문을 참조. 小野勝年, 1966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73~74쪽; 嚴耕望, 

1985《唐代交通圖考 第6卷 河南淮南區》,  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

出版社(2007《嚴耕望史學著作集》, 上海古籍出版社 재수록), 

2027~2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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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90)         

D의 기록은 良貝가 사신으로 당에 가는 중 일어났던 사건을 전한

다. 이 때 鵠島는 《삼국사기》에 “漢山州…鵠島 今白嶺鎭”이라고 

하므로 白翎島 부근의 어느 섬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91) 단, 이 섬

을 이용했다고 해도 북부연안항로상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황해

를 횡단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E와 F의 사료는 모두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圓仁이 들은 내

용을 기록한 것이다. E는 圓仁이 산동반도 남쪽 바닷가를 이용하여 

배로 이동하였을 때 들은 이야기이므로, 당시 산동반도 남쪽에서 2, 

3일 안에 신라로 갈 수 있는 항로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F에서

는 산동반도 남쪽에 위치한 乳山浦를 이용하여 金簡中 등이 신라로 

향하였으므로 황해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는 구체적으로 사신이 왕래한 사례가 아니지만 F는 황해 중부 

횡단항로가 이용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사료C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들 사례가 모두 

당에서 신라로 향하는 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라가 당으

로 향할 때 황해 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황해 북부 연안항로와 황해 중부 횡단항로 중 

신라의 입당 항로로는 전자만 사료에서 확인된다. 

물론 황해 중부 횡단항로가 이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한반도 각국은 對唐使行路를 어느 정도 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나 백제가 당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로 길이 막

혔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92) 혹시 다양한 사행로가 상정된다고 

90) 權悳永, 1997 앞 책, 203쪽.

91)《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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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러한 이유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라-당의 

사신 항로 또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

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신라의 항로를 검토하면 신라 사신

과 藩鎭세력 사이 접촉의 연원은 755년 安祿山의 난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1-2-G

 왕이 玄宗이 蜀에 있는 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입당하여, 

長江을 올라가서 成都로 조공하였다.93)

755년 安祿山이 長安을 공격하자 玄宗은 蜀으로 피신했고 玄宗을 

배알한 신라 사신은 그로부터 五言十韻詩를 받았다. 이때 신라 사신

은 長江을 거슬러 올라가 成都에 이르는 길을 이용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楚州, 揚州 방면으로 내려가는 항로로 보인다. 이때 신라 사신

은 황해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황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다음 사료이다.

1-2-H

92)《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 第5 武王, “二十七年遣使入唐獻明光鎧, 因

訟高句麗梗道路 不許來朝上國. 高祖遣散騎常侍朱子奢 來詔諭我及高句

麗平其怨.”

  《三國史記》卷46, 列傳6 崔致遠, “唐昭宗景福二年, 納旌節使兵部侍郞金

處誨沒於海, 即差橻城郡大守金峻爲告奏使. 時致遠爲富城郡大守, 祗召爲

賀正使. 以比歲饑荒, 因之盜賊交午, 道梗不果行.” 

93)《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5年, “王聞玄宗在蜀, 遣使入唐, 

泝江至成都朝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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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和 2年(882) 入朝使인 金直諒은 반신의 작란으로 도로가 

통하지 못해서 결국 楚州 해안에 내려 헤매다 楊州에 도착하

고 황제의 수레가 蜀에 행차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高

大尉가 都頭 張儉을 보내 감독하고 호송하여 西川에 도착하도

록 하였으니, …(後略)….94)

G를 통해 楚州, 揚州가 당시 입당사신의 도착지였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역시 신라 사신이 북부 연안항로가 아니라 황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당시 登州에서 長安으로 가는 

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워 楚州로 남하한 것이므로 楚州, 揚州를 거친 

사실은 특수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에서 揚

州로 표류한 金直諒을 高大尉가 蜀까지 호송했다는 내용이 주목된

다. 高大尉는 淮南藩鎭의 高騈일 것이다. 880년 黃巢가 長安, 洛陽

을 공격하자 희종은 蜀으로 피신하였는데 당시 淮南藩鎭을 책임지

던 高騈은 희종의 信任 아래 이 전란에 참가한 인물이다. 金直諒은 

당의 내란으로 인해 공식적인 입당항로인 북부연안항로가 아니라 

황해횡단항로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번진세력과 접촉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료G의 사신이 조공한 시기는 757년 1월이었다.95) 756

년 7월에는 江南東道, 江南西道를 분리하고, 756년 12월에는 淮南

節度使가 설치되었다.96) 따라서 이 신라사신이 長江유역의 藩鎭과 

94)《三國史記》卷46, 列傳6 崔致遠, “中和二年, 入朝使金直諒 爲叛臣作亂 

道路不通 遂於楚州下岸 邐迤至楊州, 得知聖駕幸蜀. 髙大尉差都頭張儉, 

監押送至西川…(後略)….” 

95) 權悳永, 1997 앞 책,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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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신라와 藩鎭의 교섭 기원 또한 

安史의 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신라가 사행로를 변경하면서까지 蜀으로 사신을 보내야 하였

던 배경은 景德王의 漢化政策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景德王은 즉위당시부터 三毛夫人을 출궁시켰으므로 三毛夫人과 

남매였던 金邕 一派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金邕 一派란 이른바 진골

귀족세력이고 景德王이 시행하려고 한 전제주의적 施策, 즉 漢化政

策에 반대하였으므로 양자는 심각하게 대립하였다.97) 이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사료가 주목받아왔다.

1-2-I

15년(756) 봄 2월 상대등 金思仁이 근년 재이가 자주 나타

남으로 해서 상소하여 時政의 得失을 극론하니 王이 이를 嘉

納하였다.98)

 

여기서 金思仁은 景德王에게 時政의 得失을 극론하였는데, 이 사

료의 성격은 다양한 시각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우선 757년 12월에 

주군현의 명칭이, 18년 1월에 중앙관부· 관직의 명칭이 개칭되고 있

음을 근거로 景德王의 漢化政策을 둘러싼 비판이었다는 견해가 있

다.99) 그 이후 金思仁을 왕당파로 보면서 757년 3월조에 녹읍 부활

96) 堀敏一, 2002 앞 책, 11쪽.

97) 이 대립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많다. 일단 이에 관한 연구사는 다음 논

문을 참조할 것. 全德在, 1997〈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

族의 動向 -聖德王~惠恭王代를 중심으로-〉《韓國史論》37. 

98)《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15年, “十五年春二月, 上大等金思

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99) 李基白, 1962〈景德王과 斷俗寺·怨歌〉《韓國思想》5(1974《新羅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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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金思仁을 친왕파로 보고 祿邑의 

부활을 반대하였다는 견해,100) 그가 景德王의 외척이 아닌 것을 바

탕으로 외척 중심의 정국을 비판하였다는 견해,101) 본문의 災異에 

주목하여 농민층의 도산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의 해소, 국

가재정상태의 개선책으로 보는 견해,102) 景德王 13년(754) 기록에 

나타나는 三毛夫人과 재이기록을 연결시켜서 三毛夫人의 재등장을 

비판한 견해 등이 있다.103)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나타난 까닭은 時

政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 견해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04) ‘時政’을 하나로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시정을 논할 때 하나의 주제만이 의제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다.105) 그렇다면 金思仁이 ‘時政’을 논할 때 漢化政

策에 관한 의제가 나왔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혹시 이 사료가 景德王과 金思仁의 대립을 반영한 것으로 본

다면 景德王이 “嘉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

社會史硏究》, 일조각에 재수록), 218쪽.

100) 李泳鎬, 1990〈新羅 惠恭王 12年 官號復故의 意味; 소위 '中代 專制

王權'說의 一檢討〉《大丘史學》39

101) 朴海鉉, 1997〈신라 景德王대 외척세력〉《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

配》, 신서원 (2003《신라 중대 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에 재수록) 

137~138쪽. 

102) 全德在, 1992〈新羅 祿邑制의 性格과 그 變動에 관한 연구〉《역사

연구》1, 45쪽.

103) 申政勳, 2000 〈新羅 景德王代 王權强化策의 性格〉《동서사학》6·7

합집(2010《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재수록)81쪽.

104) 全德在, 1992 앞 논문, 45쪽

105) 김영미(후출), 전덕재와 박해현은 시정의 범위를 널리 잡았는데 이것

이 가장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실제로 고려 초기 崔承老는 成宗에 대

해 ‘時政’을 논한 상주문에는 28時務策이 있다.《高麗史節要》卷2, 成

宗, 壬午 元年 6月.   



- 60 -

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景德王과 金思仁이 대립하다가 타협했다고 

본 견해도 나와 있다. 진골귀족이 요구하는 녹읍의 부활과 景德王이 

요구하는 漢化政策의 추진이 타협되어서 이듬해에 이루어졌다고 보

는 견해이다.106) 적어도 金思仁은 상대등이었으므로 景德王에 상소

하는 일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료를 토대로 金思仁이 진

골귀족파인지 왕당파인지의 여부를 논할 수 없지만, 그가 이들 당시

의 정치문제를 종합적으로 극론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756년 蜀으로 사신을 보내게 된 배경 또한 이 景德王과 金思仁의 

논의에서 결정된 漢化政策에 있었을 것이다.107) 구체적으로 蜀까지 

무엇을 찾으러 갔는지 알 수 없지만 757년에 주군현이나 중앙관부· 

관직의 명칭 개칭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자 하였다고 보인다.

  

2) 渤海와 幽州藩鎭과의 접촉

한편 발해에서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戰亂에 의한 행로 변경이 보

인다. 발해 入唐使臣의 행로를 고려할 때 먼저 확인할 점은 外交路

가 두 개였다는 것이다. 발해에서 외국으로 가는 길은 5개가 상정된

다. 이는 다음 기사로 알 수 있다.

 1-2-J

龍原의 東南쪽 瀕海로 가는 길은 日本道이다. 南海로 가는 

길은 新羅道다. 鴨淥으로 가는 길은 朝貢道이다. 長嶺으로 가

106) 金英美, 1985〈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的 性格〉《韓國史硏

究》50·51합집, 74쪽.

107) 時政을 의논한 사료 다음에 바로 사신파견 기록이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신파견과 時政의 의논이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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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은 營州道이다. 扶餘로 가는 길은 契丹道이다.108)

이 중에서 지금까지 營州道, 朝貢道를 入唐使行路로 상정해왔다. 

이는 다음 사료를 근거로 한다.

1-2-K

營州에서 西北쪽으로 百里를 가면, 松陘嶺이라는 곳으로, 그 

서쪽은 奚, 그 동쪽은 契丹이다. 營州의 북쪽으로 四百里를 가

면, 湟水에 도달한다. α 營州의 동쪽으로 백팔십리를 가면 燕

郡城에 이른다. 또한 汝羅守捉을 거쳐 遼水를 건너가서 安東

都護府에 이르기까지는 오백리이다. 府는 옛날 漢의 襄平城이

다. 동남으로 平壤城에 이르기까지는 팔백리, 서남으로 都里海

口에 이르기까지는 육백리이다. 서쪽은 建安城에 이르기까지 

삼백리인데, 옛날의 中郭縣이다. 남쪽은 鴨淥江, 北泊汋城에 

이르기까지 칠백리이고, 옛날의 安平縣이다. β 都護府에서 동

북으로 古蓋牟･新城을 거치고, 또한 발해 長嶺府를 거쳐 천오

백리로 발해 王城에 도달한다.109)

108)《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 南

海, 新羅道也. 鴨淥, 朝貢道也. 長嶺, 營州道也. 扶餘, 契丹道也.” 

109)《新唐書》卷43下, 志33下 地理7下 營州入安東道, “營州西北百里曰松

陘嶺, 其西奚, 其東契丹. 距營州北四百里至湟水. 營州東百八十里至燕郡

城. 又經汝羅守捉, 渡遼水至安東都護府五百里. 府, 故漢襄平城也. 東南

至平壤城八百里, 西南至都里海口六百里,西至建安城三百里, 故中郭縣也. 

南至鴨淥江北泊汋城七百里, 故安平縣也. 自都護府東北經古蓋牟、新城, 

又經渤海長嶺府, 千五百里至渤海王城. 城臨忽汗海, 其西南三十里有古肅

愼城, 其北經德理鎮, 至南黑水靺鞨千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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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L

b 鴨綠江의 어귀에서 배로 백여리 가서 작은 배로 동북 쪽

으로 삼십리 거슬러 올라가면 泊汋口에 이르러 발해의 국경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오백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丸都縣城에 

이르는데 옛날의 고려 왕도이다. 또한 동북으로 이백리 거슬

러 올라가면 神州에 이른다. 또한 육로로 사백리 가면 顯州에 

이른다. 天寶 중 왕이 도읍으로 하였던 곳이다. 또한 정북에서 

약간 동쪽으로 육백리 가면 발해 왕성에 이른다.110)

 

위의 사료 K, L의 경로 중, 전자는 營州入安東道, 후자는 登州海

行入高麗渤海道라고 불려 왔다. 전자의 기사 가운데 밑줄 친 α와 β

를 연결시킨 것이 營州道이다. 구체적으로 營州 → 燕郡城 → 汝羅

守捉 → 遼水 → 安東都護府 → 古蓋牟･新城 → 발해 長嶺府 → 발

해 王城으로 이어진다. 후자는 전술한 사료 A에 보이는 a와 L의 b

를 연결시킨 朝貢道라고 생각되었으며, 그 길은 登州 → 大謝島 → 

龜歆島, 末島, 烏湖島 → 烏湖海 → 馬石山(都里鎭) → 靑泥浦 → 桃

花浦 → 杏花浦 → 石人汪 → 橐駝灣 → 烏骨江 → 鴨綠江 → 泊汋

口 → 丸都縣城 → 神州 → 顯州 → 渤海王城으로 상정되었다.111) 

營州道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안동도호부의 위치를 둘러싼 문

제, 그리고 발해의 영역 문제가 아직 확실히 해결되지 않아 행로에 

110)《新唐書》卷43下, 志33下 地理7下 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 “自鴨淥江

口舟行百餘里, 乃小舫泝流東北三十里至泊汋口,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

里, 至丸都縣城, 故高麗王都. 又東北泝流二百里, 至神州. 又陸行四百里, 

至顯州, 天寶中王所都. 又正北如東六百里, 至渤海王城.”

111) 烏骨江을 烏骨城으로 그리고 烏骨城에서 鴨淥江으로 연결시키는 것

은 內藤雋輔, 1961 앞 책,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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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어렵다.112) 최근에는 營州道의 기사가 다른 시대의 사

료들을 연결시킨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營州를 기점으로 발

해 왕성까지 가는 길이 사료의 α와 β를 연결시킨 것이므로  구체적

으로 營州道를 복원할 수 있는 시기는 755~758년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113)

물론 이 營州道의 존재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大祚榮이 營

州를 떠나 東牟山에 이르렀을 때 선택한 코스를 營州道 前身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는 營州道의 존재를 뒷받침할 것이다.114) 다만 營

州道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료에서 복원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된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營州道의 복원이 어려운 것은 전란으로 인해 지명이 변화했기 때

문이다. 7세기말부터 8세기 초에 일어난 李盡忠의 난으로 당과 거

란･突厥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營州의 위치가 변화했다. 730년부터 

753년까지는 可突于나 安祿山을 중심으로 거란･해와 당 사이에서 

일련의 전투가 있었다. 이들 전란으로 營州의 위치가 계속 변화하였

다면 발해가 營州道를 꾸준히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115) 발해 왕조의 공식 사신은 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였을 것이

므로 營州道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따라서 입당사신의 행

로로 營州道를 사용한 사료가 보이지 않는 한 營州道보다 朝貢道를 

외교 행로로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2) 선행연구의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金鎭光, 2004 앞 논

문, 5~6쪽.

113) 赤羽目匡由, 2007,〈いわゆる賈耽「道里記」の「營州入安東道」につ

いて〉《史學雜誌》116-8.

114) 송기호, 1995 앞 책, 79쪽.

115) 營州道를 둘러싼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河內春人, 

2003〈渤海と契丹・奚〉《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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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朝貢道는 그 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長安으로 가는 

항로를 의미하였다. 다만 ‘朝貢道’라는 명칭은 발해에서 당으로 향하

는 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일반명칭에 불과하다. 더욱이 《舊

唐書》에 나타나지 않는데, 《新唐書》에서는 구체적으로 행로를 가

리키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1-2-M 

개원 연간에 迴鶻(위구르)이 차츰 성하게 되어서 涼州都督인 

王君㚟을 살해하여, 安西지방의 여러 나라들이 長安으로 들어

가는 길(入長安路)을 단절시켰다.116) 

 

1-2-N 

伏帝匐이 죽자 그 아들 承宗이 嗣立하였다. 涼州都督 王君㚟
가 무고하여 그 죄를 폭로하자 揚州로 유배되어 죽었다. 이때

에 當하여 回紇(위구르)이 그다지 따르지 않아 (承宗의) 族子

인 瀚海府司馬 護輸가 衆民의 怨恨에 따라 함께 王君㚟을 살

해하여 安西지방의 여러 나라들의 朝貢道를 막아 끊었다.117)

M는 《舊唐書》 回鶻傳, N는 《新唐書》 回鶻傳의 내용이다. 둘 

다 같은 내용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부분이라서 《新唐書》의 해당

부분은 《舊唐書》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116)《舊唐書》卷195, 列傳145 回鶻, “開元中, 迴鶻漸盛, 殺涼州都督王君

㚟, 斷安西諸國入長安路.”

117)《新唐書》卷217上, 列傳142上 回鶻 上, “伏帝匐死, 子承宗立, 涼州都

督王君㚟誣暴其罪, 流死瀼州. 當此時, 回紇稍不循, 族子瀚海府司馬護輸

乘眾怨, 共殺君㚟, 梗絕安西諸國朝貢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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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에서는 ‘朝貢道’라고 표현한 부분을 《舊唐書》에서 ‘入長

安路’로 표현하였던 것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唐代 朝貢道를 구체적

으로 長安으로 들어가는 길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118) 

그렇다면 발해 왕성에서 출발한 ‘朝貢道’ 또한 長安으로 향하는 

행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朝貢道를 상술하였던 행로로 복원할 수 

있다면 발해 왕성에서 登州까지 이어지는 항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해 입당항로의 획일성은 발해 5京制의 정비와 거의 궤

를 같이 하는 것이다. 5경은 760년대 중엽에 정비되었는데,119) 그 

과정에서 驛의 정비도 이루어졌다.120) 驛의 정비는 발해 교통망의 

확립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J에서 구체적으로 상경성에서 사방으로 

나가는 길을 설명한 것은 당시 정비된 교통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해의 입당 항로 또한 신라의 항로처럼 藩鎭의 내

란에 따라 변화했다. 우선 朝貢道의 변화 흔적으로 安祿山의 난 때 

왕복한 당 사신의 왕래를 들 수 있다. 

118) 이 朝貢道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로를 이용하여 안서 지방으

로 향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長安 → 鳳翔 → 隴州 → 秦州 → 渭州 

→ 蘭州 → 涼州로 이어지는 南道, 邠州 → 涇州 → 原州 → 烏蘭關 

→ 會州 → 涼州로 이어지는 北道가 있었다. 揚州에서는 甘州 → 肅州 

→ 瓜州까지 가서 남로를 이용하면 于闐 방면, 북로를 이용하면 龜茲 

방면으로 이어진다. 嚴耕望, 1985〈長安西通安西驛道〉《唐代交通圖考 

第2卷 河隴磧西區》, 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出版社 (2007,《嚴耕望

史學著作集》上海古籍出版社 재수록). ‘안서 제국의 朝貢道’라는 것은 

파미르 동서 양쪽에 위치한 오아시스국가들을 의미할 것이다.  

119) 송기호, 2002〈발해 5京制의 연원과 역할〉《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 

촌락과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11,《발해 사회문화사 연

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재수록), 174~177쪽.

120) 송기호, 2011 앞 책,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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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O

平盧留後事 徐歸道가 果毅都尉行柳城縣兼四府經略判官 張元

澗을 파견하여, 渤海에 來聘하게 하고, 또한 兵馬를 徵發하며 

말하기를, 《올해 10월에 安祿山을 공격할 것이니 (발해)왕은 

기병 4만을 징발하여 와서 賊徒을 평정하는 것을 도우시오.》

라고 하였다. 발해는 그에게 모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의심하

여 (張元澗을) 잠시 억류하여 귀국시키지 않았다.121)

1-2-P

至德3載(758) 4월, 王玄志는 將軍 王進義를 보내 발해를 방

문하게 하여 국교를 통하려고 하여 말하기를, 《천자는 西京

(長安)으로 돌아가셨고, 太上天皇을 蜀에서 맞아들여 별궁에서 

살게 하고, 賊徒를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신(王進義)

을 보내 명을 고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발해왕은 그 

일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王進義를 억류하고 사절을 파견해 

상세한 사정을 묻도록 했다. 그 사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그 일은 알 수가 없다. …後略… 122)

사료O에 따르면 756년 營州에 있었던 平盧節度留後 徐歸道는 張

元澗을 발해로 보내 원군을 요청하였다. 당시 徐歸道는 安祿山 측에 

121) 《續日本紀》卷21, 天平寶字2年, 12月, 戊申, “平盧留後事徐歸道, 遣

果毅都尉行柳城縣兼四府經畧判官張元澗, 來聘渤海, 且徵兵馬曰, 今載十

月, 當撃祿山. 王須發騎四万, 來援平賊. 渤海疑其有異心, 且留未歸.” 

122) 《續日本紀》卷21, 天平寶字2年, 12月, 戊申, “至德三載四月, 王玄志

遣將軍王進義, 來聘渤海, 且通國故曰, 天子歸于西京, 迎太上天皇于蜀, 

居于別宮, 殄滅賊徒. 故遣下臣來告命矣. 渤海王爲其事難信, 且留進義遣

使詳問. 行人未至, 事未至可知.…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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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인물로서 발해를 끌어들이려고 접촉하였다. 사료P는 史思明

이 난을 일으켰을 때 安東都護 王玄志가 徐歸道를 살해하고, 758년 

장군 王進義를 발해로 파견하였던 사정을 전한다.

張元澗, 王進義의 관직에는 ‘果毅都尉’ ‘將軍’이라는 단어가 보이므

로 그들은 府兵制와 관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四府’는 거

란, 奚, 黑水, 발해를 의미하고 또한 후대 藩鎭의 役職으로 기능하였

던 ‘經略’이라는 단어에서는 張元澗이 藩鎭의 일부로 기능한 것을 

엿볼 수 있다.  徐歸道의 배하로 발해로 왔으므로 그들은 藩鎭의 배

하로 파견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王進義의 관직은 장군이다. 王玄

志는 徐歸道를 살해한 후에 조칙을 받아 平盧節度使가 되었지만 장

군이라는 명칭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藩鎭의 관리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張元澗, 王進義 둘 다 平

盧節度使의 배하인데, 전자는 藩鎭의 使臣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

지만 후자는 당 조정의 使臣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된다.

이때 張元澗이나 王進義가 營州道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술하였듯이 발해 장령부를 포함한 5경이 정비된 시기는 760년대 

중엽의 일이었다. 또한 營州道를 상정할 수 있는 시기는 755년부터 

758년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750년대에는 아직 營州道 중 

발해 내부의 행로가 정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張元澗, 王進義는 朝貢道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구

체적으로 營州에서 大凌河를 남하하여 바닷길을 건너서 요동반도에 

이른 다음 연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발해 왕성으로 향하는 길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王玄志가 병사한 후 平盧軍 節度使로 營州

에 있었던 侯希逸은 762년 奚가 남침하자 바닷길을 이용하여 營州

에서 산동반도 靑州로 퇴각하였다.123) 이것은 당시 營州에서 산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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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잇는 길이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安史의 난 이후 발해와 藩鎭

의 교섭에서도 朝貢道를 이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2-Q

1년 뒤, 발해국 大彛震은 司賓卿 賀守謙으로 하여금 (幽州

를) 방문하게 하였다. (幽州)府에서는 報復(사신)으로 張建章을 

삼았으니 瀛州司馬란 임시 직책으로서 붉은 관복을 입고 사신

으로 가도록 하였다. 癸丑년(833) 가을에 두 척의 배로 동쪽

으로 향하여 만리의 바닷길을 건너갔다. 이듬해 9月에 발해 

상경에 도달하였는데, 이 홀한주는 읍루의 옛 땅에 있다.124)

위의 기사는 832년 발해사신 賀守謙이 幽州를 방문하였고 答訪使

로 張建章을 발해로 보냈다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

은 사료에 보이는 來聘이라는 용어이다. 내빙은 조공이나 입공과 달

리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거의 대등한 관계의 

사절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 중앙정부에 

조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25) 특히 瀛州司馬란 盧龍軍藩鎭의 

123)《舊唐書》卷124, 列傳74 侯希逸, “旣淹歲月, 且無救援, 又爲奚虜所

侵, 希逸拔其軍二萬餘人, 且行且戰, 遂達于靑州.”

 《新唐書》卷144, 列傳69 侯希逸, “然孤軍無援, 又爲奚侵掠, 乃拔其軍

二萬, 浮海入靑州據之, 平盧遂陷.” 

124)〈張建章 墓誌〉“星紀再周, 渤海國大彛震遣司賓卿賀守謙來聘. 府選報

復, 議先會主, 假瀛州司馬, 朱衣使行. 癸丑秋, 方舟而東, 海濤萬里. 明年

秋杪, 達忽汗州, 州卽挹婁故地 ”. 

125) 당대에 편찬된 《北史》에서는 주변국에서 북위로 온 사자에 대해 

‘來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보인다. 또한《新唐書》에서도 당이 

吐蕃에 파견한 사절에 대해 내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보인

다 (《新唐書》卷216下, 列傳141下 吐蕃 下 永泰 大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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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직관을 띄고 있다는 것은 주의를 끈다. 張建章은 과거시험을 단념

하고 幽州에 출사한 인물이었으므로 瀛州司馬는 辟召를 통해 얻은 

관직으로, 이는 발해에 파견된 당 사신 중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직

이다. 또한 ‘府選報復 議先會主’이라는 부분에서 府(幽州)가 答訪使

로 會主(張建章의 字)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幽州

府에서 명을 내린 사람은 幽州節度使 楊志誠일 것이다. 

張建章은 ‘方舟而東, 海濤萬里’에서 바닷길을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해로라면 朝貢道를 일부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朝貢道를 이용한 것은 당시의 국제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830

년 奚가 幽州 방면으로 入寇하자 楊志誠의 前任者였던 李載義가 이

를 격퇴하였다.126) 당시 幽州는 당의 동북 변경에서 거란, 위구르, 

해의 침공을 막는 최전선이었다.12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육로보

다는 바닷길을 이용하여 幽州에서 요동반도로 갔을 것이므로,128) 발

해-幽州와의 교섭에서는 朝貢道의 일부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신라·발해 양국의 對藩鎭 교섭은 安史의 난이

라는 당 藩鎭의 내란을 嚆矢로 한다고 볼 수 있었다. 다만 왕조-藩

鎭의 교섭은 藩鎭이 성립한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安史

의 난 당시 平盧藩鎭 徐歸道가 발해로 파견한 사신은 安祿山 반란

군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藩鎭체제가 확립되었어도 반란이 일

어나야 발해와 반란 藩鎭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에 

126)《資治通鑑》卷244, 唐紀60 文宗 太和 4年, “奚寇幽州. 夏, 四月, 丁

未, 盧龍節度使李載義擊破之. 辛酉, 擒其王茹羯以獻.” 

127) 古畑徹, 1984〈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 -中國側史料の基礎的硏究

-〉《朝鮮學報》113, 18쪽.

128) 赤羽目匡由, 2011〈《新唐書》渤海傳の交通路記事について〉《渤海

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3쪽.



- 70 -

불과하다. 王進義는 발해로 왔지만 그는 藩鎭의 일원으로 발해에 온 

것이 아니었다. 신라 또한 藩鎭과 접촉하였지만 이는 漢化政策을 추

진하기 위해 스스로 당과 꼭 교섭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신라가 항로를 변경하여 蜀으로 향하였거나 王進義가 일

부 朝貢道를 이용하여 발해와 접촉하려고 한 것은 왕조 사이의 교

섭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행위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은 신

라·발해가 취한 외교를 유지하려고 한 자세와 일치하는 것이다.  

藩鎭 또한 초기부터 신라·발해와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

니다. 원래 변경에서 사신의 접대는 州縣의 官吏가 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입당사신은 당의 항구에 도착하면 거기서 가장 가까이

에 있는 州縣으로 향하였다. 이에 주현에서는 입당한 사람의 人數를 

명확히 파악할 의무가 있었다.129) 신라·발해의 경우 이미 730년대

에 登州刺史가 변경 접대를 담당한 압번사의 기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로 登州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30) 자사는 

또한 사신이 館驛을 이용하여 당 장안으로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한

다. 사신이 藥物 등 珍物을 가지고 왔다면 당에 처음으로 도착한 州

에서 물품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당 鴻臚寺에 보냈다.131) 여기서 나

타나는 珍物이란 구체적으로 馬乳葡萄, 黃桃 등으로 실태는 珍味類

129) 《新唐書》卷46, 百官志1 禮部主客郞中, “殊俗入朝者，始至之州給

牒，覆其人數，謂之邊牒.”

130) 〈王逖墓誌〉《匋齋臧石記》31. 시기 비정에 대해서는 村井恭子, 

2003 村井恭子, 2003〈押蕃使の設置について -唐玄宗期における對異

民族政策の轉換-〉《東洋學報》84-4, 33쪽. 이것을 비판한 논문으로 

정병준, 2007 앞 논문, 145~146쪽. 필자는 결과적으로 아직 730년대

라는 점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730년대 학설에 따르

겠다.

131) 《唐六典》卷18, 鴻臚寺典客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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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132) 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

라·발해의 대당 조공품으로 藥物로 牛黃과 人蔘이 확인된다. 이러한 

물품이 珍物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인적, 물적 측면에서 입

당사신은 입국한 州에서 어느 정도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라·발해 사신에 대한 처우가 기본적으로 도착한 州에 달려 

있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주현이 외교사신을 관리하는 구도는 번진체제의 성립에 따

라 번진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777년, 804년 일본의 

입당사신이 당에 도착하자 처음으로 도착한 주가 아니라 藩鎭에서 

사신을 접대하고 長安으로 가는 일을 도왔다. 藩鎭이 사신을 관리하

였다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외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珍物 이외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은 모든 물품이 관리되었던 것은 아님을 의미하므로 변경에서 교섭

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일본의 입당

사신이 砂金을 승려들의 諸費用으로 주었던 것이나 금을 가지고 市

易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 조정 쪽에서 금의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133) 또한 일본 입당사신이 淮南

절도사 李德裕에게 선물을 주는 일이 있었다.134) 이덕유는 이를 받

지 않았던 것을 보아 그 행위자체가 당 내부에서 법률 상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을 지도 모르겠다.135) 일단 당에서 이 행위의 합법성 

132)《唐會要》卷100, 雜錄; 石見淸裕, 1998《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283쪽.

133)《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3年9月29日, 10月14日.   

134)《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3年8月4日, “四日早朝有報牒大使贈土

物扵李相公.”  

135) 李德裕가 淸廉潔白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淮南藩鎭을 통치하였던 것

이 알려져 있다. 李德裕의 정치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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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해서는 불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합법성 存

否를 떠나서 입당사신과 번진 사이에서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 사신의 예를 보아 역시 신라·발

해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번진체제의 성립

이 신라·발해와 번진이 교섭하는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이해된다. 

다만 번진체제의 성립은 신라·발해와 번진이 교섭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지만 안사의 난 자체가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을 항시적으

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안사의 난으로 이루어

진 對藩鎭交涉은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對藩鎭交涉의 연속성의 

증거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신라·발해와 교섭 대상

이 되는 藩鎭들이 성립하고 또한 당시 왕조와 藩鎭이 접촉한 맹아

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對藩鎭交涉이 이후의 왕조-번진 교

섭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란에 의한 使行路

의 변화는 다양한 藩鎭과의 교섭을 촉발한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번진체제의 성립은 왕조-번진의 교섭을 시작하고, 

안사의 난으로 인한 사행로의 다양화는 다양한 번진과 교섭하는 계

기를 만들었다. 다만 신라·발해가 주체적으로 어떤 藩鎭을 교섭의 

대상으로 삼았던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조. 하원수, 1994〈牛僧孺와 李德裕의 對外認識上의 차이와 그 배경-

‘牛李黨爭’의 재검토〉《魏晉隨唐史硏究》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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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9세기 初期 對藩鎭 關係의 進展

1. 신라·발해-당 관계의 변화

9세기에 접어들어 신라·발해와 당에서는 왕위교체를 둘러싼 갈등

이 발생했다. 이것은 삼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

니라 신라·발해와 당의 대외관계 또한 위축시켰다. 여기에서는 이러

한 동향을 세 왕조의 입장에서 각각 살피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정

리하도록 하겠다. 

신라에서는 惠恭王을 마지막으로 중대가 끝난 뒤 宣德王을 거쳐 

元聖王이 즉위하면서 하대가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대 전제왕

권 강화 정책의 결과 왕과 진골귀족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1) 태

종무열왕계 혈통이 단절되고 원성왕계 혈통이 대두하였다.2) 景德王

이 추진한 한화정책에 귀족들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진 것

이다.3) 왕과 진골귀족 간의 대립은 경덕왕에 이어 즉위한 혜공왕 

시기 친왕파, 반왕파로 변화하면서 이어졌다. 774년 金良相이 상대

1) 전제왕권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河日植,

2006〈신라‘전제정치’의 개념에 관하여〉《신라 집권관료제 연구》, 혜

안. 이 연구에서 검토한 전제정치에 대한 이해는 불충분하지만, 기존의

이해로는 신라 사회의 전체를 그릴 수 없다는 비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전제왕권론이 한국사학계에서 힘을 갖게 된 배경에는 강약이라는

두 가지 대립요소를 止揚해가는 증명법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전개를

일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다른 방법

으로 전제왕권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

다.

2) 李基東, 1980〈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歷史學報》85

(1984《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재수록) 146~147쪽.

3) 李基東, 2003〈중대에서 하대로〉《한국사 11 신라의 쇠퇴와 후삼

국》, 탐구당,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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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된 뒤 혜공왕을 살해하고 선덕왕으로 즉위하였던 것은 이러한 

중대 전제왕권의 동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4)

이러한 왕과 진골귀족의 대립 속에서 재상이 부상하였다.5) 재상은 

上宰相, 次宰相 등이 확인되는데 王室·至親 등의 인물들이 독점했고, 

하대 이후 재상이 왕위계승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양상이 확인된

다.6) 실제로 宣德王 사거 후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君臣들이 後

事를 의논하여 재상인 金周元을 세우고자 하는 사례가 확인된다.7) 

그런데 원성왕이 즉위하기 전에 김주원은 ‘上宰’, 金敬信은 ‘二宰’였

다.8) 결국 양자의 대립을 거쳐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했는데 이

를 통해 재상이 왕위 계승자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때로는 

왕위계승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

상에서 즉위한 원성왕, 소성왕, 헌덕왕 등의 사례로 보아 재상직이 

왕위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9)

재상의 대두는 신라의 대당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9세기에 접어

들어 당이 신라의 왕뿐만 아니라 재상에게도 물품을 하사하는 모습

4) 李基白, 1974 앞 책, 229~237쪽.

5) 신라의 재상에 관한 연구는 많은데 일단 다음 논문을 참조. 이기백, 

1962〈上大等考〉《역사학보》19; 이인철, 1993〈新羅의 群臣會議와 

宰相制度〉《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 전덕재, 2004〈新羅 和白

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역사학보》182; 木村誠, 1977〈新羅の宰相

制度〉《東京都立大 人文學報》118 (2004《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6) 이재환, 2010〈신라(新羅) 중(中),하대(下代) 관등제(官等制)의 성격 변

화 –인명(人名), 관등(官等)의 표기 방식을 중심으로-〉《韓國史論》

56, 114~117쪽.

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元年, “及宣德薨, 無子. 群臣議

後, 欲立王之族子周元.” 

8) 《三國遺事》卷2, 紀異第2 元聖大王, “伊飱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 二宰”

9)  木村誠, 2004 앞 책,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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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기 시작한다. 

2-1-A

金元全을 당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德宗이 조서를 내

려 말하였다. 

“…(중략)…이제 경에게 羅錦과 綾綵 등 30필과 의복 1벌, 銀

榼 1개를 하사하니 (물건이) 이르거든 잘 받도록 하여라. 왕비

에게는 錦綵와 綾羅 등 20필과 금실로 수놓은 치마 1벌,  銀

椀 1개를, 大宰相 1명에게는 의복 1벌과 銀榼 1개를, 次宰相 

2명에게는 각기 의복 1벌과 銀椀 1개를 하사하니, 그대는 잘 

받아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몹시 더운 한여름에 그대가 평안

히 잘 지내기를 바라며, 재상 이하에게도 아울러 안부를 전하

다. 글로 써서 보내니 미처 다 못한 말이 많다.”라고 하였

다.10) 

2-1-B

“…(전략)…또 (애장)왕의 숙부 彦昇과 그 아우 仲恭 등에게 

門戟을 하사하니, 本國의 예에 준하여 그것을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11)

2-1-C

10)《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2年 夏4月, “遣金元全入唐, 進奉

方物. 德宗下詔書曰…(중략)…今賜卿羅錦綾綵䓁三十匹·衣一副·銀榼一口, 

至冝領之. 妃錦綵綾羅䓁二十匹·押金線繡羅裙衣一副·銀椀一. 大宰相一人, 

衣一副·銀榼一. 次宰相二人, 各衣一副·銀椀各一. 卿冝領受分給, 夏中盛

熱, 卿比平安好, 宰相已下, 並存問之, 遣書指不多及.” 

11)《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9年 春2月, “…(전략)…仍賜王叔

彦昇及其弟仲恭等門戟, 令本國准例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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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宗이 …(중략)… (헌덕)왕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持節大

都督雞林州諸軍事雞林州刺史 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王으

로 책봉하고, 부인 貞氏를 왕비로 책봉하였으며, 大宰相 金崇

斌 등 3인에게 門戟을 하사하였다.12)

2-1-D

懿宗이…(중략)…(경문)왕을 책립해 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

大都督鷄林州諸軍事上柱國新羅王으로 삼았다. 아울러 왕에게 

官誥 1통, 의장용 旌節 1副, 銀綵 5백 필, 옷 2벌, 금은그릇 2

事를 내려 주었다. 또 왕비에게는 비단 50필과 옷 1벌과 은 

그릇 2개를, 왕태자에게는 비단 40필과 옷 1벌과 은그릇 1개

를, 大宰相에게는 비단 30필과 옷 1벌과 은그릇 1개를, 次宰

相에게는 비단 20필과 옷 1벌과 은그릇 1개를 내려 주었

다.13)

A는 786년 德宗이 원성왕 및 王妃, 大宰相, 그리고 次宰相 2명에

게 의복이나 銀榼, 銀椀 등 물품을 사여한 사례이다. B는 808년 당

시 재상이었다고 여겨지는 金彦昇과 仲恭에게 門戟을 내려준 사례, 

C 또한 812년 大宰相 金崇斌에게 門戟을 내려준 사례이다. D에서

는 865년 景文王과 재상이 錦綵, 옷, 銀器 등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

12)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元年, “憲宗…(중략)…冊立王爲

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

新羅王, 冊妻貞氏爲妃, 賜大宰相金崇斌等三人門戟”

13)《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5年 夏4月, “懿宗…(중략)…仍賜

王官誥一道·旌節一副·錦綵五百匹·衣二副·金銀器七事. 賜王妃錦綵五十匹·

衣一副·銀器二事. 賜王太子錦綵四十匹·衣一副·銀器一事. 賜大宰相錦綵三

十匹·衣一副·銀器一事. 賜次宰相錦綵二十匹·衣一副·銀器一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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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 황제가 사여한 물품 가운데 門戟을 통해 당시 당이 신라의 재

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엿볼 수 있다. 원래 당에서는 대체로 궁

전이나 지방관부 그리고 3품 이상 고관의 저택 門에 戟을 세우는 

제도가 있었다.14) 이 때 사용된 극, 즉 문극은 衛尉寺 예하의 武器

署에서 지급하였다.15) 8세기 이후 勳官이 많아짐에 따라 문극을 濫

授하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門戟은 당 귀족사회의 지위

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하였다.16) 그렇다면 당이 신라 재상에게 

준 문극도 역시 재상들의 높은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물로서의 효용

을 가졌을 것이다. 이처럼 당 황제가 왕, 왕비와 함께 재상도 특별

히 대우한 것은 당시 재상세력이 당에게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비쳐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상에 대한 사여는 신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당시 

金彦昇이 애장왕의 섭정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808년 당 황제

가 재상에게 물품을 사여한 배경에는 재상 세력에 의한 입당사신의 

파견이 있었을 것이다. 재상이 입당사신 파견에 관여한 배경에는 왕

권강화정책이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왕비 또한 재상들과 

같이 사여 받은 사례가 주의를 끈다. 왕비는 중대 孝成王과 하대 昭

聖王, 哀莊王, 憲德王, 興德王, 文聖王 시기에 책봉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효성왕대 이후 왕비 책봉의 배경에 왕권강화정책이 있었

음은 지적된 바 있다.17) 사료A에서 덕종이 원성왕 왕비에게 사여한 

14) 문극에 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大隅淸陽, 2011 (初出2000)〈日

本律令制における威儀物受容の性格 -養老儀制令第13儀戈條・第15蓋條

をめぐって-〉《律令官制と禮秩序の硏究》, 吉川弘文館.

15) 《唐六典》卷16, 衛尉寺.

16) 大隅淸陽, 2011 앞의 논문, 289쪽.

17) 왕비 책봉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곳곳에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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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사료D에서 懿宗이 경문왕 왕비에게 사여한 사례 또한 각각 

왕계가 원성왕계, 경문왕계로 변화한 시기이었다. 이렇게 왕비가 왕

비 책봉처럼 당으로부터의 사여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의도를 가

지고 사신 파견에 관여했다면, 재상 또한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입당 

사신 파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재상이 사신파견에 관여한 일은 입당사신 파견의 주체가 왕 

개인에서 왕실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사례는 왕조와 왕조의 교섭 안에서 사신 파견을 결

정하는 다양한 주체가 나타났던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발해에서도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있었다. 793년 文王이 사망하고 818년 宣王이 즉위할 때까지 정치

적으로 불안정했던 당시의 정황은 일본 국서에서 定王이 長壽를 누

리지 못하였다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18) 

당시의 내정 불안에는 구체적으로 왕의 혈통을 둘러싼 문제가 있

었다. 문왕이 사망한 뒤 왕위를 大元義가 계승하였지만 대원의는 문

왕의 직계가 아니었다. 원래대로라면 大宏臨이나 大華璵가 왕위를 

계승하여야 했다.19) 결국 國人이라 불리는 귀족세력에 의해 1년 만

에 대원의는 피살되었고 大華璵가 成王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中興

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러한 내분을 극복

하려고 주력하였으나 그도 일년 만에 사망하였다.20) 결국 왕위계승

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井上直樹, 2009〈八世紀中葉の

新羅・唐關係:孝成王代を中心に〉《唐代史硏究》12, 20~21쪽.

18)《日本後紀》卷25, 逸文(《類聚國史》194渤海) 弘仁 7年 5月 丁卯, “先

王不終遐壽, 奄然殂背.”

  《日本後紀》卷7, 逸文(《類聚國史》193渤海) 延曆 17年 5月 戊戌, “高

氏繼緒, 毎慕化而相尋, 大家復基, 亦占風而靡絶.” 

19) 宋基豪, 1995《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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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발해 進爵 사례
            

王名   西曆 官名 出典
高王

(大祚榮)   713 左驍衛員外大將軍 A199, D170
? 左驍衛大將軍 B219, C220

武王
(大武藝)

  719 左驍衛大將軍 A199, D964

文王
(大欽茂)

  737 左驍衛大將軍(左金吾大將軍) A199, E96

進爵
742~756 特進·太子詹事 A199, E96

762 檢校太尉 B210
766~779 司空 A199

太尉 A199

康王
(大嵩璘)

    右驍衛大將軍 B210

進爵
798 銀靑光祿大夫·檢校司空 A199
805 金紫光祿大夫·檢校司空 A199
805 檢校司徒 A14
806 檢校太尉 A199

定王
(大元瑜)   809 銀靑光祿大夫·檢校秘書監 A199

僖王   813 銀靑光祿大夫·檢校秘書監 A199
宣王   818 銀靑光祿大夫·檢校秘書監 A199

進爵 820 金紫光祿大夫·檢校司空 A199
大彛震   831 銀靑光祿大夫·檢校秘書監 A199

進爵 842 ? F471
A : 舊唐書, B : 新唐書, C : 資治通鑑, D : 冊府元龜, E : 唐會要, F : 文苑英華

서열을 무시하고 즉위한 대원의가 피살된 사건이나 성왕의 ‘中興’이

라는 연호를 통해 당시 왕위계승에서는 문왕의 계승자라는 정통성

이 가장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21)  

이와 관련해서 발해 각 왕의 進爵 기록이 주의를 끈다.

 
이 표를 통해 우선 進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문

20)《新唐書》卷219, 列傳144 渤海, “欽茂死, 私謚文王. 子宏臨早死, 族弟

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璵爲王, 復還上京, 改年中興. 

死, 謚曰成王.” 

21) 송기호, 1995 앞 책,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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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문왕 이후 進爵의 양상은 전혀 다른 성격

을 갖는다. 문왕은 스스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당으로부터 진작을 

받았던 반면, 康王 大嵩璘의 경우 아버지가 進爵받은 관작을 요구하

였던 것이다.22) 그가 進爵을 요구한 이유는 문왕의 長子가 아니었

던 강왕이 문왕과 같은 작위를 받음으로써 문왕의 계승자로서 왕조

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23)    

다만 강왕 말기에 내분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후 진작을 요구한 사

례는 보이지 않는다. 796년부터 799년까지 강왕은 일본에 사신파견 

간격을 단축해줄 것을 청하여 마침내 아무 때나 파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강왕 대의 사신파견은 

보이지 않고 809년 정왕이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강왕 말기 내분이 발생하여 대외관계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

태였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발해의 진작 사례 또한 당시 

발해 내부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정왕은 進爵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강왕의 아들이

었으므로 강왕처럼 진작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僖王, 簡王도 정왕의 동생이었으므로 진작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宣王과 大彛震의 경우 진작의 사례가 보

22) 송기호, 1995, 앞 책, 120쪽.

23) 강왕은 806년 10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進爵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에 

받은 작위는 문왕과 같은 “檢校太尉”이었다.《舊唐書》卷199, 列傳149 

北狄 渤海靺鞨 貞元21年, 元和 元年條.

24)《日本後紀》卷8, 延曆 18年 4月己丑, “是日, 渤海國使大昌泰等還蕃. 

遣式部少錄正六位上滋野宿禰船白等押送, 賜其王璽書曰, 天皇敬問渤海國

王, 使昌泰等隨賀萬至, 得啓具之. 王逖慕風化, 重請聘期. 占雲之譯交肩, 

驟水之貢繼踵. 毎念美志, 嘉尙無已. 故遣專使, 告以年期. 而猶嫌其遲, 更

事覆請. 夫制以六載, 本爲路難. 彼如此不辞, 豈論遲促. 宜其修聘之使, 勿

勞年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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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 가운데 선왕이 받은 작위는 강왕의 것을 받은 것이라 이해

된다. 이는 문왕보다 강왕, 즉 先王의 사례가 보다 중요하였기 때문

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이진의 진작 또한 宣王의 작위를 받은 것이

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강왕은 문왕의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大野勃 계통의 宣王과 그 손자로 왕위를 

계승한 大彛震 또한 계승문제가 진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둘러싼 진작은 단순히 발해 내부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입당사신 파견 방침에도 영향을 주

었을 것이다. 강왕은 재위 16년 중 사신을 여덟 차례 파견한 것에 

비해 희왕은 재위 약 6년 동안에 입당사신을 13회나 보냈다.25) 더

욱이 희왕대의 입당사신들이 당으로부터 官告를 자주 받았던 사실

도 알려져 있다.26) 이는 희왕이 왕조 내부의 정책에 당의 관직을 

이용하려고 했음을 시사한다. 그 실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權

知國務’을 경험한 것으로 보아 국정에 관한 정책이었다고 추측된

다.27) 이처럼 혼란기 발해 왕조의 변화는 대당정책의 변화에도 이

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정의 혼란은 왕조 사이의 교섭을 변화, 이완시키는 요소

가 되었을 것이다. 신라·발해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상

25) 희왕대의 대당교섭은 권덕영은 10회, 송기호는 14회, 김종복은 13회

로 추정하였다. 權悳永, 1997《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 硏究-》, 일조

각, 106~107쪽. 송기호, 2006〈대외관계에서 본 발해 정권의 속성〉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ㆍ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186쪽 ; 김종복, 2011〈발해 견당사(遣唐使)에 대한 기초적 검토〉

《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51~54쪽.

26) 관고를 받은 사례는 5번에 이른다. 김종복, 앞 논문, 79쪽.

27) 《舊唐書》卷199 北狄列傳149 渤海靺鞨, “(元和)八年正月, 授元瑜弟權

知國務言義銀靑光祿大夫·檢校祕書監·都督·渤海國王, 遣內侍李重旻使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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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 唐의 告哀使 일람
  
西曆 人物 派遣國 事由 出典 墓誌出典   備考

<779> 梁文秀 迴紇 代宗 사망
B195, D226, 
E965·997, 
F98

  
  

805 董文萼 回鶻 德宗 사망
《唐代墓誌
彙編續集》
元和-062

  

805
元季方

新羅 德宗 사망
A 1 0 , 
B 1 4 · 1 9 9 , 
C201·220, 
E965·976, 
F95, G946

〈秘書少監
史館修撰馬
君 墓 誌 〉
《全唐文》
639

  
馬于(宇)

이 사신 파견에 영향을 주거나, 진작을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유지

하려고 한 정책 자체가 왕조의 대당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라·발해 왕조의 대당교섭을 이완시킨 요인으로 당의 사정

도 고려할 수 있다. 9세기 초에 들어서 조공·책봉관계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공·책봉관계의 쇠퇴는 당의 황위교체 문제와 관련

된 것이었다. 우선 당의 告哀使 파견이 주목된다. 

고애사 파견은 기존의 당 외교방침과 큰 차이가 있었다. 조공·책

봉체제를 지향한 당은 평상시 상대국의 왕위가 교체될 때에만 사신

(책봉사)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약 상대국의 정세변화에 

따라 당이 사신을 보냈다면 이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즉, 당

은 公主降嫁나 전쟁 등의 정세급변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왕위교체 

이외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은 없다. 이러한 소극적인 외교방침을 지

향하는 당이 내정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고애사를 파견하는 것은 

덕종 이전의 사신 왕래 형태와 크게 다른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례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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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李夷簡 南詔 憲宗 皇太后 
사망 B15

820 ? 新羅 憲宗 사망 E996   金士信 동행
<820> 鄭權 迴鶻 憲宗 사망 B162, C159, 

E653·662
  822년 3월 

귀국
820 田洎, 竇

千乘 吐蕃 憲宗 사망 B196, E980     
824 吳思 吐蕃 穆宗 사망 B173, C181, 

D243
    

824 武 自 和 , 
吐突士昕 新羅 穆宗 사망   

《唐代墓誌
彙編續集》
會昌-007

  

<840> 李溶 回鶻 文宗 사망 D246     

<840> 王文幹 新羅 文宗 사망   
《唐代墓誌
彙編》
會昌-037

  

847 金簡中 新羅 武宗 사망 H4     
<859>  ? 南詔 宣宗 사망 C220, D249   中使 파견
<874> 楊遵誨 新羅 懿宗 사망   《全唐文補

遺》8   
 *추정한 것은 <>로 표시하였다.
A : 三國史記, B : 舊唐書, C : 新唐書, D : 資治通鑑, E : 冊府元龜, F : 唐會要, G : 文苑英華, 
H : 入唐求法巡禮行記
 

표를 통해 고애사의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애사

는 代宗 사망 이후로 한정되고 둘째, 13차례에 이르는 사신 중 환

관을 파견한 예가 7번에 이르며 셋째, 816년의 사례를 제외하면 모

두 황제의 사망이 이유인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 내부 환관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환관은 덕종 이후 황제 폐립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환관 陳弘志와 

劉克明은 각각 憲宗과 敬宗을 시역했고,28) 穆宗∼昭宗 8대의 황제 

28)《舊唐書》卷15, 本紀15 憲宗 元和 15年 正月, “上崩於大明宮之中和殿 

享年四十三 時以暴崩 皆言內官陳弘志弒逆 史氏諱而不書 辛丑 宣遺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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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경종을 제외한 일곱 황제를 환관이 옹립하였다.29)

더욱이 고애사는 단순히 황제의 고애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역할도 했다고 추측된다.30) 이와 관

련하여 順宗을 제외하면 肅宗 이후 모든 황제의 遺詔에 柩前卽位 

거행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구전즉위란 喪葬儀禮에서 황

태자가 이전 황제의 널 앞에서 즉위하는 의례이다.31) 이는 황위계

승의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가졌다. 순종 이전에는 구전즉

위가 太宗, 高宗 시기에 보이는데 이들에게 황위 계승의 정통성 확

보가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32) 숙종 시기부터 유조에 구

전즉위가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구전즉위가 이 시기부터 다시 

壬寅 移仗西內 五月丁酉 羣臣上諡曰聖神章武孝皇帝 廟號憲宗 庚申 葬

于景陵” 
   《舊唐書》卷17, 本紀17 敬宗 寶曆 2年 12月, “十二月甲午朔 辛丑 帝夜

獵還宮 與中官劉克明田務成許文端打毬 軍將蘇佐明王嘉憲石定寬等二十

八人飲酒 帝方酣 入室更衣 殿上燭忽滅 劉克明等同謀害帝 卽時殂於室內 

時年十八 羣臣上諡曰睿武昭愍孝皇帝 廟號敬宗 大和元年七月十三日 葬

于莊陵” 
29) 三田村泰助, 1963《宦官 –側近政治の構造–》, 中央公論社, 162∼167

쪽. 근년 환관과 황제권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

문을 참조. 松本保宣, 1999〈唐代宦官論-近年の中國人硏究者の論說を

中心に-〉《立命館文學》562; 柳浚泂〈唐代 宦官 문제의 재인식 -연

구사 고찰 및 皇權運營과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中國史硏究》

77   

30) 덕종이 즉위한 후 고애사 梁文秀를 보냈다고 표현한 것은 양문수의 파

견목적에 덕종의 즉위 또한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舊唐書》卷195, 

列傳145 迴紇, “德宗初卽位 使中官梁文秀告哀於迴紇 且修舊好 可汗移

地健不爲禮” 
31) 金子修一, 2002〈古代中國の王權〉《岩波講座 天皇と王權を考える 第

１卷 人類社會の中の天皇と王權》, 岩波書店. 

32) 고종대의 유조가 政爭의 도구로 기능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

조. 曾現江, 2002〈唐高宗遺詔的產生及其與政局的關系〉《貴州文史叢

刋》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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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33) 환관세력이 황제를 폐립하면

서 황위계승의 정당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자 구전즉위의 명기는 점

차 관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조가 환관이 옹립한 황제의 정통

성을 보장하는 도구였다면, 고애사는 새로이 등극한 황제의 황위계

승을 외부 왕조들로부터 인정받는 역할을 맡았다.

고애사는 주변국의 弔祭使를 데리고 돌아오는 역할도 했다. 신라

는 824년 당 사신 武自和, 吐突士昕이 도착한 이듬해 당에 조공사

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당의 사신도 함께 귀국했다고 추측된다.34) 

820년 2월 당 왕조는 田洎를 토번에 파견했고 그 해 7월 토번이 

당에 조제사를 보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35) 당인들은 고애사를 따

라 온 외부 왕조의 조제사를 보면서 주변국도 새 황제의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결국 고애사는 황위 계승의 정통성 

확보라는 당의 내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외국의 사신이 입조하여 조회의례에 참여하는 일은 당 입장에서 

대내적으로 百官들에게 타국의 복속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 당

이 나름대로 각국 首長들의 순위를 정하여 외국 사신을 영접한 것

은 대내적으로 중화의 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36) 특히 대국으

로 파악되는 인접국들의 참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만약 

조공을 기준으로 신라가 정례적으로 입당한다면 당 황제의 고애 또

한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대~하

33) 각 황제의 구전즉위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정리되어 있다. 金子修一主

編,《大唐元陵儀注新釋》, 汲古書院, 81쪽.

34) 權悳永, 1997 앞 책, 79쪽.

35)《舊唐書》卷196, 列傳146 吐藩, “(元和十五年)七月 遣使來弔祭”
36) 石見淸裕, 1998〈蕃望について〉《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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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기에 신라 왕실은 혼란스러웠고, 이로 인해 당으로 파견한 사

신도 단속적이었다. 당은 고애사를 파견하여 신라의 조제사를 데려

와야 했으므로 고애사 파견은 그 목적이 기존의 조공·책봉관계와 차

이가 있었다. 이 시기 당은 주변국과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 스스로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애사 파

견은 당 조정이 내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왕조의 힘을 빌릴 

때 사용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당의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라 재상세력의 등장, 발해 진작, 그리고 당

의 고애사 파견 등 각국의 내정 문제로 인해 외교방침의 변화가 나

타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당의 정책에 대해 신라·발해가 항상 親唐的 자세를 고수한 

것이 아니었다. 805년 元季方이 조제사를 요구하기 위해 고애사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바로 사신을 보내지는 않았다.37) 전술하

였듯이 당시 신라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김언승이다. 중대까지 친

당적 자세를 유지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가 당의 요구에 즉각적으

로 대응하지 않았던 까닭은 환관에 의해 옹립된 당 황실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라가 이전처럼 조공·책봉관계의 동맹을 확실히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태도는 809

년에도 보인다. 김언승이 애장왕을 살해하여 헌덕왕으로 즉위하였음

에도 당에 애장왕이 병사하였다고 전했을 뿐이다.38) 이는 신라가 

37) 《新唐書》卷201, 列傳126, 文藝上 元萬頃傳, “弟季方, 擧明經, 調楚

丘尉, 歷殿中侍御史. 兵部尙書王紹表爲度支員外郞, 遷金·膳二部郞中, 號

能職. 王叔文用事, 憚季方不爲用, 以兵部郞中使新羅. 新羅聞中國喪, 不

時遣, 供饋乏, 季方正色責之, 閉戶絶食待死, 夷人悔謝, 結驩乃還.”

38) 《三國史節要》卷13, 哀莊王 10年, “遣伊金昌南等 告哀于唐 辭以病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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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신라의 사례처럼 8세기말부터 나타난 세 왕조의 내정혼란은 신라·

발해-당의 교섭을 이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조공·책봉관

계는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발해는 9

세기 이후 가장 많이 당으로 사신을 파견한 나라였는데, 신라의 대

당관계은 830년대 후반부터 소원해지고, 발해의 경우 또한 840년대

부터 사신파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라·발해에서는 번진과의 교섭이 830년대부

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 교섭은 왕조 간 교섭과는 다른 차원에

서 전개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번진 교섭이 나타난 신라·발해의 사

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且請承襲” 헌덕왕이 애장왕의 死因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權悳永, 1997 앞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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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해 선왕의 요동지방 진출

宣王 大仁秀의 재위기는 建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던 것에서 엿

볼 수 있듯이 안팎으로 발해의 充實한 모습을 보여주던 시기였다. 

선왕은 사방으로 진출하여 지방 지배를 강화했고, 주변의 왕조나 부

족과 전투나 교섭을 전개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이 다음 자료이다.

  2-2-A

興遼縣은 원래 漢代 平郭縣의 땅이고 발해가 개명하여 長寧縣이라 

하였다. 唐 元和 연간(806~820)에 발해왕 大仁秀가 남쪽으로 신라

를 평정하고, 북쪽으로 여러 部族을 경략하여 새로 郡과 邑을 설치

함에 따라 마침내 지금의 이름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戶는 一千이

다.39) 

이 사료는 원화 연간 대인수의 대외 진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여

기에 나타난 군과 읍은 마치 원화 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되

어 있지만 실제로 大仁秀 재위기 이후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선왕대에는 郡이 아니라 州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40) 《新唐書》 발해전에 5경 15부 62주라는 기록이 보이

기 때문이다.41) 《新唐書》 발해전은 834년 무렵 발해에 온 張建章

39)《遼史》卷38, 志8 地理2 東京道, “興遼縣, 本漢平郭縣地, 渤海改爲長

寧縣. 唐元和中, 渤海王大仁秀南定新羅, 北略諸部, 開置郡邑, 遂定今名. 

戶一千.”

40) 송기호, 2011《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22

쪽.

41)《新唐書》卷219, 列傳144 北狄 渤海, “…(前略)… 地有五京·十五府·六

十二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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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渤海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834년은 대이진이 즉위한 직

후이므로, 5경 15부 62주는 선왕대 말기에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

다.42)

京·府·州의 정비는 이미 문왕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위 

사료에 보이는 郡의 설치는 9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다.43) 따라서 

이 사료는 문왕대부터 이어지던 내정 정비과정 중 선왕 시기의 내

치 정황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5경 15부 62주가 기록된 시기와 군·읍의 설치를 선왕대의 

일로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선왕대의 내정 정비 정책이 이 사료를 

기록한 唐人에게 특별한 정책으로 비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쪽 부

족의 경략이나 신라 평정이 군·읍의 설치로 이어진 것처럼 기록된 

것은 선왕의 정복활동이 행정구역 정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왕대 정복활동의 실태를 확인해 보자. 우선 상

기 사료에 나타난 북쪽의 여러 部族은 《新唐書》발해전에서는 ‘海

北諸部’라고 표현되었다.44) 이 ‘海’는 湄沱湖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

정된다.45) 나아가 越喜의 故地 安遠府에 속하는 湄州나 東平府에 

속하는 沱州의 명칭 또한 湄沱湖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46) 

따라서 越喜靺鞨 부족은 湄沱湖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47) 

42) 송기호, 2011 앞 책, 116쪽.

43) 송기호, 2011 앞 책, 122쪽.

44)《新唐書》卷219, 列傳144 北狄 渤海, “仁秀頗能討伐海北諸部, 開大境

宇, 有功, 詔檢校司空·襲王.”

45) 朱國忱·魏國忠, 1984《渤海史稿》, 黒龍江省文物出版.

46)《新唐書》卷219, 列傳144 北狄 渤海, “越喜故地爲懷遠府, 領達·越·懷·

紀·富·美·福·邪·芝九州, 安遠府領寧·郿·慕·常四州.”

    金毓黻, 1934《渤海國志長編》卷14, 地理考; 鄭英德, 1983〈渤海國部

分府州新考〉《學習與探索》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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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희말갈은 714년부터 802년까지 12번 당에 사신을 파견했다.48) 

이 가운데 11번은 714년에서 741년 사이에 집중되며, 마지막 한 

번만이 약 60년 뒤인 802년에 나타난다.49) 이후로는 월희말갈의 입

당기사가 한 번도 보이지 않으므로, 적어도 선왕시대(818~830)에 

월희말갈은 발해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0) 따라서 선왕

대에 湄沱湖의 남쪽까지 발해의 지배력이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新唐書》발해전에 따르면 월희의 옛 땅에 懷遠府와 安遠

府를 설치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들 府의 명칭인 ‘懷遠’이

나 ‘安遠’은 멀리 떨어진 땅을 안녕하게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懷遠

府와 安遠府의 위치는 발해 영역의 변두리에 해당한다.51) 더욱이 

이들 두 부는 선왕대에 설치된 것이라 한다.52) 선왕은 월희말갈지

역에 회원부와 안원부를 설치함으로써 湄沱湖 남쪽까지 지배를 확

고히 한 것이다. 나아가 북쪽 여러 부족을 경략함으로써 湄沱湖 북

쪽 변경을 안정시켰다는 의미도 포함될 것이다.

신라를 평정하였다는 기록도 주목된다. 신라를 평정하였다는 것은 

앞의 사료에 보이는 ‘南定新羅’라는 표현에 의거한 것이다. 실제 이 

사료와 관련해서 신라 측에도 826년 헌덕왕이 牛岑太守白永를 통해 

漢山 북쪽의 여러 州郡에서 1만명을 징발하여 패강에 300리에 이르

는 장성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53) 이들 사료를 적극적으로 

47) 송기호, 1995 앞 책, 147~149쪽; 赤羽目匡由, 2011 앞 책, 103~104

쪽. 

48) 赤羽目匡由, 2011 앞 책, 99쪽. 

49) 802년에 월희말갈이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근거로 당시 월희말갈

은 발해에 복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酒寄雅志, 2001 

앞 책, 73쪽).

50) 송기호, 1995 앞 책, 148쪽. 

51) 송기호, 1995 앞 책, 89쪽.

52) 송기호, 1995 앞 책,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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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 당시 신라와 발해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54)

그러나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 발해와 신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헌덕왕이 장성을 축성한 기록을 감안

하면 발해가 ‘南定新羅’했다는 것은 곧 패강 이북으로 진출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신라와의 전쟁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

다. 이미 문왕 시기에 패강 이북 지역에 진출했으므로,55) ‘南定新羅’

는 문왕대에 진출했던 땅을 다시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요동으로의 진출이다. 앞서 사료 2-2-A에서 遼의 興遼

縣이 원래 발해의 長寧縣이라고 했는데《遼史》地理志의 다른 기록

에는 咸寧縣이 원래 長寧縣이었다고 하였다.56) 장녕현의 위치에 대

해서 발해 선왕대에 설치된 長寧縣을 요 태조가 점령하여 그 민호

의 일부를 上京道 祖州로 옮기고 咸寧縣을 설치하는 한편, 長寧縣에 

잔류한 이들에 대해서는 縣名을 興遼縣으로 바꾸었다고 보는 견해

가 있다.57) 따라서 이 사료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

 본래 長寧縣은 漢代의 平郭縣이었다. 평곽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漢代 蓋縣의 西南에 위치한 平郭城이 있으므로 그 일대를 비정하는 

견해가 주류이다.58) 平郭城은 요동반도 서쪽 바닷가에 면한 곳에 

53)《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8年 7月, “秋七月, 命牛岑太守

白永, 徵漢山北諸州郡人一萬, 築浿江長城三百里.”

54) 古畑徹, 1998〈後期新羅・渤海の統合意識と境域觀〉《朝鮮史硏究會論

文集》36, 40쪽. 

55) 송기호, 1989 앞 논문, 52쪽.

56)《遼史》卷37, 志7 地理1 上京道 祖州 天成軍, “咸寧縣. 本長寧縣. 破

遼陽, 遷其民置. 戶一千.”

57) 노태돈, 1981〈高句麗遺民史 硏究 - 遼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

을 중심으로-〉《韓㳓劤博士 停年紀念史學論叢》, 知識産業社, 89쪽.

58)《讀史方輿紀要》卷37, 山東8 葢州衞 平郭城, “在衞南, 漢縣屬遼東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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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당시 발해가 요동에 진출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아울러 문왕 시기에도 요동에 진출한 일이 있었음이 주목된다. 문

왕 시기 渾河유역으로 진출하여 木底州와 玄菟州를 설치하였음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59) 그렇다면 선왕의 요동지역 진출은 

패강 이북 지역으로의 진출과 마찬가지로 문왕대에 확보했던 지역

을 다시 정비한 것이 된다.

이상에서 북쪽으로 湄沱湖 이북, 남쪽으로 패강 이북, 그리고 요

동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발해가 변경을 다시 정비하고 북쪽으로는 

영역을 보다 확대한 일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 영역확대와 변경 

정비 과정에 군읍 설치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면, 정복 활동은 곧 지

방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선왕은 지방 정비를 통해 중앙집권화를 시도하였다고 여겨

진다. 이와 관련하여 선왕이 보낸 遣日本使 중 大使의 관직이 주의

를 끈다. 8세기까지 일본으로 파견된 대사에는 무관이나 지방관들이 

많았다. 문왕 시기에는 758년 木底州刺史 楊承慶이나 759년 玄菟州

刺史 高南申이 파견된 바 있다. 그러나 선왕 이후에는 政堂省과 文

籍院이라는 중앙관청 관료의 비중이 높아진다.60) 구체적으로 819년 

文籍院 述作郞 李承英, 821년·827년 政堂省 左允 王文矩, 825년 政

後漢因之, 晉省縣, 而城存.”

 張修桂·賴靑壽, 2001《《遼史・地理志》匯釋》, 安徽敎育出版社, 79쪽.

59)《續日本紀》卷21, 天平寶字 2年 9月 丁亥, “丁亥, 小野朝臣田守等至自

渤海. 渤海大使輔國大將軍兼將軍行木底州刺史兼兵署少正開國公揚承慶

已下廿三人, 隨田守來朝, 便於越前國安置.”

 《續日本紀》卷22, 天平寶字 3年 10月 辛亥, “辛亥, 迎藤原河淸使判官內

藏忌寸全成, 自渤海却廻, 海中遭風, 漂着對馬, 渤海使輔國大將軍兼將軍

玄菟州刺史兼押衙官開國公高南申相隨來朝.”

60) 송기호, 1995 앞 책,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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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省 信部少卿 高承祖가 파견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대사의 

관직이 지방관에서 중앙관청의 관료로 변한 것은 발해 내부에서 중

앙집권 정책을 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발해 내정의 변화상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신은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뀌었으며, 9세기에 

들어서면 문관 중에서도 문학적 소양이 있는 문한직 관료들이 다수 

파견되었다. 또한 원래 王書는 가져가지 않고 口頭로만 보고하게 되

어 있었지만, 대이진 재위기부터는 中臺省牒과 王書를 함께 보내게 

되었다.61) 구두로 보고한 일은 당시 신라-일본의 교섭에서도 보이

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결코 불충분한 외교형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2) 다만 구두 형식에서 문서 형식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발해 내부에서 한문 문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반

영하므로 이후 발해의 외교가 한문 격식을 갖추어 수행하게 되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이진 초기에는 관제와 禁軍도 확

충되었다.63) 이렇게 선왕~대이진 시기 각종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면 선왕 시기에 이루어진 정복 활동도 변경을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강화하려고 한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변경의 정비는 번진과의 교섭 계기를 마련하였다. 선왕과 平盧淄

靑藩鎭의 교섭을 보여주는 사료로 康志睦과의 ‘交通’을 들 수 있다. 

일본 사료에 나타난 ‘大唐淄靑節度康志睦交通之事’이다.64) 이에 대

61) 송기호, 1995 앞 책, 135~139쪽.

62) 신라가 일본에 대해 표주형식의 외교의례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濱田耕策, 1983〈新羅の中·下代の內政と對日

本外交－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って－〉《學習院史學》21(2002《新羅

國史の硏究》, 吉川弘文館, 재수록)328~336쪽.

63) 송기호, 1995 앞 책, 154~155쪽.

64)《類聚三代格》 卷18 天長 5年 正月 2 日官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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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해가 강지목과 교섭한 것을 전달한 것이라는 견해와65) 강지목

과 일본이 교섭하려고 발해를 통해 교통요청을 전달하였다는 견해

가 있다.66) 이들 견해의 차이와 상관없이 당시 발해와 치청번진이 

교섭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발해가 일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石井正敏는 橫海藩鎭 李同捷의 내란을 전달

한 것으로 보았다.67) 당시 발해가 일본에게 당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康志睦이 실제 李同捷의 반란에 참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첩의 내란 관련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橫海藩鎭 李同捷의 내란 당시 횡해 사방에 있는 天平, 武寧, 치

청, 魏博, 范陽, 義成, 義武 등의 번진이 동원되었다.68) 橫海藩鎭은 

遼東半島에서 서쪽으로 바닷길을 이용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李同

捷과 직접 교섭이 가능했던 발해는 康志睦을 통해 원군지원을 요청

을 받은 것이라 짐작된다.

 즉, 발해와 平盧淄靑藩鎭은 전쟁 관련 사항에 대해 교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발해와 康志睦 사이에서 군사적인 연결이 나

타난 배경에는 선왕이 요동을 장악함으로써 발해가 번진에 대한 실

질적인 견제 세력으로 부상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832년부터는 大彛震과 盧龍藩鎭이 교섭하는 사례가 나타나

65) 石井正敏, 2001 〈日唐交通と渤海〉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  吉川

弘文館.

66) 강지목과 일본의 교섭을 의도해서 발해가 사신을 보냈다는 견해는 다

음 논문을 참조. 榎本淳一, 2003〈渤海が傳えた大唐淄靑節度康志曀交

通之事について〉 《日本と渤海の古代史》，山川出版社 

67) 石井正敏, 2001, 앞의 책, 524~531쪽.

68)《資治通鑑》 卷243, 太和 元年 7月 乙酉 ; 《資治通鑑》 卷243, 太和 

元年 8月 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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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다.

 2-2-B

1년 지난 뒤, 발해국 大彛震은 司賓卿 賀守謙으로 하여금 (유

주를) 방문하게 하였다. (유주)부에서는 報復 (사신)으로 張建

章을 삼았으니 瀛州司馬란 임시 직책으로서 붉은 관복을 입고 

사신으로 가도록 하였다. 癸丑년(833) 가을에 두 척의 배로 

동쪽으로 향하여 만리의 바닷길을 건너갔다. 이듬해 9月에 발

해 상경에 도달하였는데, 이 홀한주는 읍루의 옛 땅에 있다. 

대이진은 두터운 禮로 (맞이하여) 발해에 머물도록 하였고, 해

가 바뀌자 (장건장은)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왕은 크게 잔치

를 열고, 많은 물품과 寶器, 名馬, 무늬가 있는 짐승 가죽 등

을 주어 전송하였다.69) 

이 시기 노룡번진과 교섭하게 된 계기는 역시 선왕이 요동을 장악

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선왕이 설치한 장녕현은 건안성

으로 비정되었다.70) 건안성은 요동반도의 서쪽, 요동만을 바라보는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유주지역의 노

룡번진과 직접 교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왕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이루어진 요동 지역 장악은 노룡번진과 직접 

교섭하게 되는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9)〈張建章 墓誌〉“星紀再周, 渤海國大彛震遣司賓卿賀守謙來聘. 府選報復,

議先會主, 假瀛州司馬, 朱衣使行. 癸丑秋, 方舟而東, 海濤萬里. 明年秋

杪, 達忽汗州, 州卽挹婁故地 彛震重禮留之, 歲換而返. □王大會, 以豊貨

寶器名馬文革以餞之.”

70) 張修桂·賴靑壽, 2001 앞 책, 79쪽.



- 96 -

3. 新羅人 奴婢 매매의 국제적 배경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9세기 중엽부터 신라와 당의 내정 불안

은 양국의 교섭에 이완을 야기하였다. 양국의 내정 불안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 때문이었다. 9세기 초 신라와 당의 변경에서는 노

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신라에서는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반란이나 

기근이 많이 나타났다. 822년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것은 신라 서

부 지역에 대한 중앙조정의 통제력이 약했던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71) 이러한 지방 통제에 대한 불안은 원성왕대와 

헌덕왕대의 기근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편 당

시 대륙 연안부에서는 해적을 중심으로 신라인 良民을 잡아 生口로 

매매하는 사건이 빈번했다. 원래 양민을 노비로 매매하는 것은 율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노비를 고가로 판매할 수 있었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당 조정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나

타났을 것이다.72)  

노비 掠賣문제는 신라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

다. 816년 金張廉이 노비 문제와 관련하여 書狀을 보낸 것은 다음 

사료에 나타난다.

2-3-A

71) 김헌창의 난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朱甫暾, 2008〈新

羅 下代 金憲昌의 亂과 그 性格〉《한국고대사연구》51.

72) 당시 중국 내부의 노비의 동향은 다음 논문을 참조. 고경석, 2012〈장

보고의 해상활동과 해적〉《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

회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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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인을 생구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근린 주부의 장리들로 

하여금 일체 提擧하도록 하였다. 신라국의 숙위 왕자 金長廉

이 書狀을 올려 말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73)  

이 사료에서 생구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

았지만, 822년에도 노비 문제와 관련해 평로번진의 薛平이 당 황제

에게 주상한 사례를 감안하면 산동 반도 일대의 사건이었을 가능성

이 크다.74) 당시 평로번진이나 해적들이 신라 양민을 노비로 掠賣

하는 문제는 신라 입장에서 중요한 안건이었다. 

9세기 초기 신라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신

을 파견하였다. 816년 신라 사신 金士信은 惡風으로 초주까지 표류

하였지만 淮南節度使 李鄘의 호송을 받아 입경했다.75) 817년 金張

廉도 바람으로 인해 명주까지 표류하여 浙東의 어떤 관리가 장안까

지 보내주었다.76) 

이들 사례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초주, 명주에 도착했다고 설명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 당과 평로번진의 대립관계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을 것이다. 候希逸이 영주에서 산동반도로 남하하여 

평로치청절도사가 된 이후 李正己가 그를 내쫓고 765년부터 실질적

으로 절도사로서의 권력을 가졌다. 이후 李納, 李師古, 李師道로 이

73)《冊府元龜》卷42, 帝王部42 仁慈, “十一年, 禁以新羅爲生口, 令近界州

府長吏切加提擧. 以其國宿衛王子金長廉狀陳, 故有是命.”

74)《舊唐書》卷16, 本紀16 穆宗 長慶 元年 3月, “丁未, … (중략) … 平

盧薛平奏, 海賊掠賣新羅人口於緣海郡縣, 請嚴加禁絶, 俾異俗懷恩. 從

之.”

75)《舊唐書》卷199, 列傳149上 新羅;《唐會要》卷95, 新羅.

76)《三國史記》卷46, 列傳6 崔致遠, “伏見, 元和十二年, 本國王子金張廉風

飄至明州下岸. 浙東某官發送入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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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약 60년 동안 이씨일족이 산동반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당

조정은 이씨일족의 평로번진을 압박하였다. 그 상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德宗은 781년 3월에 재원확보를 위해 변주에 축성

한 것을 계기로 번진에 대해 적극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이정기

와 대립하게 되었다.77) 그 전까지는 이정기의 지배기에 당과 격렬

히 대립했던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정기는 동년 3월에 사

망하였다. 따라서 그는 당나라와 거의 대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78) 이후 이정기의 아들인 李納(781~792)이 평로군절도사가 되

어 산동반도를 지배하면서, 당과는 강하게 대립하였다.79) 양자의 대

립은 재정피폐로 인해 곤란을 겪던 당 조정의 타협으로 일단락되었

으므로 결국 이 시기는 대립이 명확해진 시기로 볼 수 있다.80) 이

77) 《舊唐書》卷12, 德宗本紀, 建中2年 3月,　“三月庚申朔, 築汴州城. 初, 

大曆中李正己有淄･靑･齊･海･登･萊･沂･密･德･棣･曹･濮･徐･兗･鄆十五州

之地, 李寶臣有恆･定･易･趙･深･冀･滄七州之地, 田承嗣有魏･博･相･衛･
洺･貝･澶七州之地, 梁崇義有襄･鄧･均･房･復･郢六州之地, 各聚兵數萬. 

始因叛亂得位, 雖朝廷寵待加恩, 心猶疑貳, 皆連衡盤結以自固.” 

78) 원래 이씨일족의 산동반도 지배기에 있어서 당과 번진의 대립관계와 

신라와 번진의 대립관계를 상정한 연구자는 蒲生京子였다. 본고에서는 

李正己 지배기에 당과 평로번진은 대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德宗이 781년 3월에 재원확보를 위해 변주에 축성한 것을 계

기로 이정기와 대립하기 전까지는 이정기 지배기에 당과 평로번진이 

격렬히 대립했던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정기는 동년 

3월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정기 지배기에는 거의 당나라와 대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79) 《新唐書》卷210, 列傳135, 田承嗣(附田悅),　“建中二年, 鎭州李惟岳・
淄靑李納求襲節度, 不許, 悅爲請, 不答, 遂合謀同叛.” 

    《舊唐書》卷12, 德宗 上, 建中3年 11月, “是月, 朱滔・田悅・王武俊

於魏縣軍壘各相推獎, 僭稱王號, 滔稱大冀王, 武俊稱趙王, 悅稱魏王, 又

勸李納稱齊王.”  

80) 《唐大詔令集》卷5,  帝王 改元 下 奉天改興元元年赦, “其李希烈・田

悅・王武俊・李納及所管內將士・官吏等, 一切並與洗滌, 各復爵位, 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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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의 아들인 李師古(792~806)도 평로군절도사가 되어 산동반도를 

지배했다. 李師古는 당 조정과도 대립했지만 인접한 다른 번진과의 

갈등도 사료에 나타난다.81) 결국 李納, 李師古 지배기에는 당나라 

조정과의 대립이 분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李師古의 동생인 

李師道(806~819)가 산동반도를 지배하자 憲宗은 번진에 대한 적극

정책으로 李師道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재원확보를 꾀했다.82) 결국 

이 시기는 당 조정과의 대립을 해소하려고 李師道가 보다 적극적으

로 노력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李師道 쪽에서 볼 때는 대립해소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종은 기(沂), 밀(密), 해(海)의 3주를 헌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李師道를 토벌하고 번진을 세분화하여 직접 사람

을 보내 평로군절도사로 임명하였다. 이것으로 李氏 일족의 세력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정에 의해 절도사가 파견되면서 당 

如初. ”

81) 이 당시 당조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高瀬奈津子, 2001〈安史の亂後

の財政体制と中央集権について－建中元年の財政使職廃止をめぐって

－〉《史學雑誌》110-11 ; 2005, 〈唐元和年間における中央の財政運

営体制の確立〉《明大アジア史論集》10을 참조. 

     이사고와 당 조정, 번진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근거한다.

    《舊唐書》卷124, 列傳74 李正己(納子 師古), “師古雖外奉朝命, 而嘗

畜侵軼之謀, 招集亡命, 必厚養之. 其得罪於朝而逃詣師古者, 因即用之. 

其有任使于外者, 皆留其妻子, 或謀歸款於朝, 事洩, 族其家. 衆畏死而不

敢異圖.” 

    《資治通鑑》卷234, 貞元8年 11月, “初, 李納以棣蛤〔虫朶〕 有鹽利, 

城而據之；又戍德州之南三汊城, 以通田緒之路. 及李師古襲位, 王武俊以

其年少, 輕之, 是月, 引兵屯德･棣, 將取蛤〔虫朶〕及三汊城. 師古遣照鎬

將兵拒之. 上遣中使諭止之, 武俊乃還.”  

82) 《資治通鑑》卷240, 元和13年 正月, “及淮西平, 師道憂懼, 不知所爲. 

李公度及牙將李英曇因其懼而說之, 使納質獻地以自贖. 師道從之, 師道從

之, 遣使奉表, 請使長子入侍, 井獻沂･密･海三州. 上許之. 乙巳, 遣左常侍

李遜詣鄆州宣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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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산동반도의 대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로군절도사의 임기와 시기별 신라, 발해의 입당

사신 파견횟수의 증감을 표로 정리하면 <부표-4>과 같다. 거기서는 

반측번진인 평로번진과 신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 표에서 주

목되는 것은 반측번진으로 당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이사도 시기에 

그 이전의 이납, 이사고 지배기보다 평균 사신파견빈도가 높아진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라는 이납 지배기에는 2.43년에 한번 사신

을 파견하고 이사고 지배기에는 7.42년에 한번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전체 평균인 1.6년보다 사신파견빈도가 훨씬 줄어든 

것으로 신라와 당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알 수 있다.83) 기본적으

로 친당적인 자세를 유지한 신라에게는 당과 대립하는 평로번진을 

경유하여 당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

다. 그러나 이사도 지배기가 되면 평균 사신파견 빈도는 1.23년에 

한번이 되어 사신 파견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당시 신라조정에서 사신의 입당항로를 변경하더라도 당과 

교섭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그 이유는 바로 노

비 약매문제였다고 여겨진다.

이사도 시기의 노비 약매문제는 신라가 당과 손을 잡고 번진을 토

벌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당 조정은 818년 7월에 이사도를 

공격하였다. 이때는 평로번진과 인접한 宣武, 魏博, 義成, 武寧, 橫海 

등의 번진이 北, 西, 南의 세 방향에서 공격하였다.84) 그리고 남쪽

에서는 회남번진도 참전하였다.85) 주의를 끄는 것은 신라 또한 이 

83) 신라 전체의 평균 사신파견 빈도는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 權悳永, 

1997 앞 책, 294쪽.

84)《舊唐書》卷15, 本紀15 憲宗 下 元和 13年 7月 

85)《舊唐書》卷15, 本紀15 憲宗 下 元和 13年 7月;《新唐書》卷131, 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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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이다.

2-3-B

 가을 7월 唐 鄆州節度使 李師道가 반란을 일으켰다. 憲宗은 

토벌하여 평정하고 싶어 하여 楊州節度使 趙恭을 보내 우리나

라(신라)의 병마를 징발하니 왕이 칙명을 받들고 順天軍將軍 

金雄元에게 명하여 병사 3만명을 이끌고 이를 돕도록 하였

다.86)

이 기사에 따르면 819년 9월 揚州藩鎭으로부터 원군요청을 받은 

신라가 3만의 군대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신라가 군

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사도 토벌전은 같은 해 2월에 끝났

기 때문이다.87) 다만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더라도 양주번진이 신라

로 원군을 요청했을 수 있다. 이미 818년 서, 남, 북 쪽에서 봉쇄작

전을 실행하였으므로 양주번진이 남은 동쪽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 

원군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88)

傳51 李夷 등을 참조. 

86)《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1年 7月, “秋七月, 唐鄆州節度

使李師道叛. 憲宗將欲討平, 詔遣楊州節度使趙恭, 徵發我兵馬, 王奉勑旨, 

命順天軍將軍金雄元, 率甲兵三萬以助之.”

87) 이 사료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蒲生京子, 1979 앞 논문,

48~49쪽.

88) 이는 원래 토번에 대한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787년 9월

李泌은 위구르, 남조, 大食을 끌어들여 토번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

였기 때문이다. 이 포위전은 효과를 거둬 長慶會盟을 이끌었고, 마침내

당과 토번의 대립은 해소된다. 당은 이 작전이 주효했으므로 이후 번

진의 토벌에서도 이 방침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淮西藩鎭 吳少誠이 死

去하자 회서번진을 공격할 것을 주장한 李絳이 그 명분으로 ‘회서의

사주는 당조 지배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全唐文》卷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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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반측번진에 의한 노비의 약매문제는 신라가 다른 번진과 

연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당에서는 동

맹국으로서의 신라가 반측번진에 대한 배후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 이에 더해 신라가 노비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 당에게도 신

라에 파병을 요구할 수 있는 구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양주절도사

는 신라에 파병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한편 신라의 입장에서는 새로

운 도시와의 교섭은 종래의 대당교섭만으로는 구할 수 없었던 다양

한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양주는 당의 

국제도시로서 동남아시아 등지의 물품들이 모인 일대 집적지였다. 

따라서 신라는 이후에도 순지번진과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번진과 

교섭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순지번진과의 교섭은 점차 많이 보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

여 다음 사료 또한 눈에 띈다.

 2-3-C

 乾寧 3年(896) 홀연히 入浙使人 崔藝熙를 만났는데, 大夫가 

마침 장차 서쪽으로 배를 타려 하니, 사신의 배에 의탁하여 

편승했다. 높고 구름 같은 돛을 달아서 빨리 高波를 넘어 수

일 만에 鄞江에 도달했다.89)

1-2-G와 이 사료에서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는 대상의 차이가 주

목된다. 전자는 蜀에 있는 당 왕조로, 후자는 절강지방으로 갔으므

論河北三鎭及淮西事宜狀).

89)〈廣照寺眞澈大師寶,乘空塔碑〉“乾寧三年, 忽遇入浙使崔藝熙, 大夫方將

西泛, 侘跡而西. 所以高掛雲颿, 遽超雪浪, 不銷數日, 得抵鄞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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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섭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入浙使’라는 표현을 볼 때, 최예희

를 당의 중앙 정부에 파견한 사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입당 

사신은 구체적으로 하정사, 조공사, 사은사 등 파견 목적을 보여주

는 명칭으로 불리거나 당으로 간다는 의미의 '入唐' 혹은 '遣唐'이라

는 접두어를 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桂苑筆耕集》에서는 '入淮南

使', '入淮海使' 등의 기록이 보인다.90) 일본의 《延喜式》에서는 견

당사를 入唐使라고 서술했으며,91) 《舊唐書》에서는 入吐蕃使, 入回

紇使라는 용어가 나타난다.92) 이러한 사례들에서 入 다음의 용어는 

목적지를 의미하므로 ‘入+목적지+使’의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입절사’는 절강 지역으로 가는 사신을 의미하므로 최예희는 

절강 지역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 사절단의 일원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93) 당시 절강 지역의 책임자는 양절번진 錢鏐이었으므로 

최예희는 양절번진에 파견된 사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820년대 평로번진의 노비 약매문제 때문에 신라는 다른 번진

을 통과하더라도 당에 사신을 파견해야 하였고 그 결과 신라는 당

의 평로번진 토벌에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라가 당 쪽의 순

지번진과 교섭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신라가 사

신 파견의 대상을 왕조가 아닌 번진으로 삼은 새로운 형태의 교섭

이었다. 신라의 대번진교섭은 당의 번진 토벌에 대한 지원이라는 형

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교섭 또한 순지번진에 한정되어 이

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90)《桂苑筆耕集》卷20, 謝賜弟栖遠錢狀 祭巉山神文.

91)《延喜式》卷30, 大藏省 諸使給法 入諸蕃使給法.

92)《舊唐書》卷13, 本紀13  德宗　貞元 20年, “秘書監張薦爲工部侍郞, 兼

御史大夫, 充入吐蕃弔祭使”

93) 權悳永, 1997 앞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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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장에서는 신라·발해가 번진과 교섭하게 된 사정을 검토하

였다. 신라·발해가 번진과 교섭하게 된 배경에는 모두 번진을 토벌

하는 작전의 수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안사의 난과 같은 전란

에서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이 정착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적이다. 

이는 신라·발해에게 안사의 난은 당사자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

이다. 오히려 당의 요구를 받아 번진 토벌전에 참여한 것이 신라·발

해와 번진의 교섭을 유발한 직접적인 동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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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9세기 中·後期 對藩鎭 交涉의 樣相

1. 신라·발해-번진의 物的 交流

1) 신라의 동남아시아산 물품 교역

흥덕왕 이후 치청, 회남, 절강 등의 번진과 이루어진 교섭은 서로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적으로 거래하는 형태였다. 《冊府元龜》에서 

언급한 신무왕이 치청번진에 노비를 헌상한 사례는 당시 교역의 모

습을 잘 보여준다. 

3-1-1)-A

838년 가을 7월 新羅王 金祐徵이 淄靑節度使에게 노비를 주

었는데, 황제는 이를 듣고 먼 나라 사람이 가엾다 하여 조서

를 내려 귀국시켰다.1)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는 839년의 일이었다.2) 이 교섭의 주체

와 대상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당시 장보고

의 활발했던 해상활동을 감안하여 주체를 장보고로 보는 견해가 있

다.3) 하지만 사료에 김우징을 명기한 이상, 주체가 신라왕임은 분명

1)《冊府元龜》卷980, 外臣部25 通好, “(開成)三年 秋七月, 新羅王金祐徵遣

淄靑節度使奴婢. 帝矜以遠人, 詔令却歸本國.”

2)《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神武王 元年, “秋七月, 遣使如唐遺淄靑節

度使奴婢. 帝聞之矜遠人詔令歸國.”

 金祐徵이 839년 3월에 즉위했고《冊府元龜》에서 신라왕이라 표현한 

것에 유의하면, 839년의 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106 -

하다. 그렇다면 교섭 대상이 당 조정인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이 사건이《책부원귀》通好條에 기록된 점이 주의를 끈다. 

통호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항목에는 다른 왕조와의 우호관

계를 보여주는 사료를 수록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戰爭을 중지하

고 우호관계를 맺는 내용, 당의 告哀使나 弔祭使, 冊立使 관련 의례

관계, 그리고 당 주변국을 왕래한 사람과 문물을 번진이 당 조정에 

전달하는 내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료A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사는 기본적으로 번진이 황제에게 알리

거나 진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藩鎭名＋奏’ 혹은 ‘藩鎭名＋

進’으로 시작하여 번진이 주체, 황제가 객체이다. 그러나 사료A는 

유일하게 신라가 주체이고 대상이 번진이라는 것을 명기한 기록이

다. 게다가 이 기록은 당 조정이 정리한 것이고, 《삼국사기》에도 

이 사건이 실려 있으므로 나당 양국 모두 신라-번진의 교섭을 인지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교섭이 왕조-번진 사이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 황제는 노비 관련 사항을 들은 것에 불과했다. 다만 

황제가 멀리서 온 노비를 불쌍히 여겨 귀국시켰다는 것으로 보아 

번진이 황제에게 교섭 물품을 알렸음은 분명하다. 당시 평로번진은 

이사도의 반란 이후 당에 우호적인 순지화 번진으로 개편되었으므

로 신라와의 교역 관련 사항을 당 조정에 보고했다고 여겨진다.4)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신라는 평로번진이 노비 헌상을 당에 보고

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번진에 사신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3) 신무왕 즉위 시기 장보고의 교섭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

기동, 1985 앞 논문. 

4) 신라의 대당교섭에서 번진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장 1절 3)에서 후술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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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섭이 앞장에서 검토한 우발적 요인(전쟁 등)으로 인한 교섭

과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특

징은 다음 사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1-1)-B

 (開成)5年(840) 봄 2월, 平盧使에 따라 舊國(신라)에 돌아가, 

고향을 교화하였다.5)

사료B를 통해 사료A의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 2월 평로번진에서 

신라로 파견한 사신인 ‘平盧使’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료B의 사신은 사료A의 사신의 답사였던 것이라 짐작된다.

당시 신라가 평로번진에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대

해서는 주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신무왕 책봉에 대

한 감사라는 견해가 있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다.6) 그러나 그런 상

황에서 파견하는 사신의 명칭은 謝恩使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의 경

우를 책봉에 대한 감사 사신 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무역이 

목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7) 무역이 교섭 의도의 일부였음은 수

긍할 수 있지만, 왕이 보냈다면 정치적인 의도를 부정할 수 없으므

로 단순히 무역만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왕

조와 번진 간 교섭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왕조-번진 교섭의 성격과 관련하여 신라가 번진에 보낸 노비를 

5)〈寶林寺普照禪師碑〉“(開成) 五年春二月, 隨平盧使, 歸舊國, 化故鄕.” 

6) 今西龍, 1933〈慈覺 大師入唐求法巡禮行記を讀みて〉《新羅史硏究》, 

近江書店, 315~316쪽; 玉井是博, 1934〈唐時代の外國奴 ―特に新羅奴

に就いて―〉《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論集》, 大阪屋號書店, 721쪽.

7) 정병준, 2009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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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가 보낸 노비는 당 입장에서 보면 遠國, 

즉 외국에서 온 노비였다. 8세기까지 당에서는 突厥奴, 崑崙奴가 외

국인 노비로 유명하였다.8) 이들은 사노비로 분류되었는데 진기하다

는 이유로 당의 귀족, 부호 등에게 인기가 많았고, 때로는 이러한 

이민족 노비의 소유 자체가 과시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비는 

미인이나 예능을 습득한 노비 등과 함께 고가로 매매되었다.9) 결국 

신라가 보낸 노비와 같은 고가 물품을 매개로 하는 교섭은 사치성

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노비

가 번진의 중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官健인 牙軍

이 절도사를 추방하는 경우 사노비로 구성된 사병으로 이에 대항하

였기 때문이다. 家僮은 사노비 신분이었지만 때로는 번진의 군정을 

전담할 정도로 중요한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였다.10) 이들 사병이 

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았다. 신라는 이러한 외국인 노비

의 진기성 및 사병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번진에 노비를 보냈

다고 이해된다.

신라 왕조와 사치품의 관계는 흥덕왕 시기 사치품 통제를 통해 엿

볼 수 있다. 흥덕왕은 834년 교서에서 외래 사치품의 소유를 금지

하였다. 당시 진골계급을 비롯한 귀족계층에서 사치품이 만연하고 

8) 이민족 노비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玉井是博, 1934 앞 

논문; 榎本淳一, 2008〈天聖令からみた唐日奴婢売買の諸問題〉《日唐

律令比較硏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9) 노비의 사치성은 원래 기술, 미인 등의 특징에 따른 것이다. 日野開三

郞, 1968《唐代邸店の硏究》, 九州大學文學部, 545~550쪽. 이민족 노

비의 사치성에 대해서는 근년 소그드인 노비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浜口重國, 1966《唐王朝の賤人制度》, 東洋史硏究會; 森安孝夫, 2007 

앞 책, 249쪽.

10) 姜敬中, 2005〈唐代 藩鎭의 軍組織考〉《湖西史學》41, 2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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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眞骨 女人의 빗이나 冠에 瑟瑟의 사용

을 금지했는데,11) 이러한 통제는 瑟瑟 외에도 翡翠毛, 孔雀尾, 玳瑁, 

紫檀, 沉香 毬 , 㲮 , 大唐毯, 虎皮, 烏犀, 烏䴢, 素牙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었다.12)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나 波斯産 물품이 많다

는 점이 눈에 띈다. 瑟瑟은 이란어 'Se-Se'의 漢式 표기로 에메랄드

를 가리킨다. 이는 신라나 당에서 생산되지 않고 康國이나 波斯 즉 

이란, 타슈켄트, 터키 등에서 산출되었다.13) 

이러한 물품들이 사치성을 갖는 것은 명확하다. 869년 신라의 進

奉 사신이 가져간 물품 중 ‘瑟瑟鈿金針筒三十具'가 있었으므로, 당시 

신라가 당과의 교섭에서 슬슬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14) 흥덕

11)《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眞骨女, 表衣禁罽繡錦羅, 內衣半臂袴襪

履並禁罽繡羅, 裱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梳禁瑟瑟鈿玳瑁, 釵

禁刻鏤及綴珠, 冠禁瑟瑟鈿, 布用二十八升已下, 九色禁赭黃.”

12) 흥덕왕의 사치품 금지령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근년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朴南守, 2011〈신라의 衣生

活과 織物 생산〉《韓國古代史硏究》64 

13) 무함마드 깐수, 1992《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248~249쪽. 한편 비취모는 캄보디아, 공작비는 인도·아프리카·동남아, 

대모·자단 및 침향은 인도네시아·필리핀 일대에서 생산되었다. 李龍範, 

1969〈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貿易品〉《李弘稙博士回甲紀

念 韓國史學論叢》, 新丘文化社, 96~102쪽.   

14)《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9年, “九年, 秋七月, 遣王子蘇判

金胤等入唐謝恩, 兼進奉馬二匹·麩金一百兩·銀二百兩·牛黃十五兩·人蔘一

百斤·大花魚牙錦一十匹·小花魚牙錦一十匹·朝霞錦二十匹·四十升白氎布四

十匹·三十升紵衫段四十匹·四尺五寸頭髮百五十兩·三尺五寸頭髮三百兩·金

釵頭五色綦帶幷班胸各一十條·鷹金鏁鏇子幷紛鎝紅幍二十副·新樣鷹金鏁鏇

子·紛鎝五色幍三十副·鷹銀鏁鏇子·紛鎝紅幍二十副·新樣鷹銀鏁鏇子·紛鎝五

色幍三十副·鷂子金鏁鏇子·紛鎝紅幍二十副·新樣鷂子金鏁鏇子·紛鎝五色幍
三十副·鷂子銀鏁鏇子·紛鎝紅幍二十副·新樣鷂子銀鏁鏇子·紛鎝五色幍三十

副·金花鷹鈴子二百顆·金花鷂子鈴子二百顆·金鏤鷹尾筒五十雙·金鏤鷂子尾

筒五十雙·銀鏤鷹尾筒五十雙·銀鏤鷂子尾筒五十雙·繫鷹緋纈皮一百雙·繫鷂

子緋纈皮一百雙·瑟瑟鈿金針筒三十具·金花銀針筒三十具·針一千五百. 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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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이러한 슬슬을 비롯해 孔雀尾 翡翠毛, 玳瑁 등 동남아시아산 

물품의 소유를 금지시키려 한 것이었다.

신라는 이 슬슬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슬슬이 육로를 통해 타슈켄

트로부터 전해졌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15) 그러나 8세기 말 

이래 하서회랑 以西 지역은 토번에 의해 단절된 상태였다.16) 게다

가 슬슬은 당이 외국왕조에 보내는 국서함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당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17) 그렇다면 

신라가 康國人이나 波斯人과 직접 거래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주목되는 것이 회남･절강지역에서 활동하던 페르시아인(波斯人)이

다. 페르시아인이 양주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

침한다. 더욱이 이 지역에 동남아시아 물품이 집적되던 상황을 고려

하면 흥덕왕이 통제한 동남아시아산 물품은 회남·절강 지역과의 교

역을 통해 입수했다고 볼 수 있다.  

신라 조정이 페르시아 상인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연결

할 매개자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 때 주의를 끄는 것이 회남, 절

강지역에서 활동한 재당신라인이다. 이들은 대륙 연안에 널리 거주

遣學生李同等三人, 隨進奉使金胤, 入唐習業, 仍賜買書銀三百兩.”

15) 무함마드 깐수, 1992 앞 책, 248~250쪽.

16) 계속 이어지는 전란을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으나 단적인 예로는 당, 

토번, 위구르를 둘러싼 북정지역의 쟁탈전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다음 논문을 참조. 森安孝夫, 1973〈ウィグルと吐蕃の北庭爭奪戰及

びその後の西域情勢について〉《東洋學報》55-4. 

17)《翰林志》“將相告身, 用金花五色綾紙, 所司印. 凡吐蕃贊普書及别録, 用

金花五色綾紙, 上白檀香木眞珠瑟瑟鈿函, 銀鏁. 回紇可汗·新羅·渤海王書

及别録, 並用金花五色綾紙, 次白檀香木瑟瑟鈿函, 銀鏁. 諸蕃軍長·吐蕃宰

相·回紇內外宰相·摩尼已下書及别録, 並用五色麻紙, 紫檀香木鈿函, 銀鏁, 

並不用印. 南詔及大將軍·淸平官書, 用黄麻紙, 出付中書奉行, 却送院封

函, 與回紇同. 凡畫而不行者藏之, 函而不用者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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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18) 주요 거주지는 산동과 장강, 회하지역이었다.19) 산동지

역의 재당신라인들이 농업, 어업에 종사한 것에 비해, 회강지역의 

재당신라인들은 주로 해운업, 상업에 종사하였다.20) 이들은 산동과 

강회 지역 사이의 무역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고21) 지리적으로 

가까운 신라와도 교류하였다.22) 뿐만 아니라 830년대에는 일본까지 

진출하여 독점적으로 무역을 전개한 결과, 9세기 한·중·일을 이은 

교역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交易圈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독점

적으로 무역을 주도한 사람이 장보고였다.23) 

흥덕왕은 828년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신라 중앙정계에 알려진 

장보고를 대사로 삼아 청해진을 설치했다.24) 청해진 설치 배경에는 

기근, 신라인 노비문제가 있었다.25) 816년 170명에 이르는 신라인

이 浙東지방으로 이동하였듯이 많은 신라인이 기근으로 당으로 이

주하였고,26) 평로번진이나 해적들이 신라 양민을 노비로 掠賣하는 

문제는 신라 조정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18) 김문경, 1969 앞 논문; 권덕영, 2005 앞 책, 145쪽.

19) 권덕영, 2005 앞 책, 59~68쪽.

20) 권덕영, 2005 앞 책, 87~88쪽.

21) 이유진, 2001〈9세기 재당신라인의 활동에 대하여 -《입당구법순례행

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13-1, 

126~127쪽.

22) 권덕영, 2005 앞 책, 52~59쪽.

23) 李炳魯, 1997〈일본열도의 동아시아 세계에 관한 일고찰 - 주로 9세

기의 큐슈지방을 중심으로〉《日本學誌》17, 49쪽.

24)《三國史記》卷44, 列傳4 張保皐·鄭年, “後保臯還國, 謁大王曰, 遍中國

以吾人爲奴婢. 願得鎭淸海使, 賊不得掠人西去. 淸海新羅海路之要, 今謂

之莞㠀.”

25) 흥덕왕의 과업이 노비 약매에 있었던 것은 다음 책을 참조. 이기동, 

1991〈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國史館論叢》21 (1997《新羅

社會史硏究》, 一潮閣 재수록). 

26)《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8年, “年荒民飢, 抵浙東求食者, 

一百七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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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설치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근거지로 삼아 사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고 평가된다.27) 그런

데 청해진의 병사가 모두 사병인 것은 아니었고,28) 장보고가 신라

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라는 직책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활

동이 신라 조정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신라의 왕

위계승 분쟁에도 깊이 관여했던 장보고는 단순한 무역상이 아니라 

상당한 정치색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29) 

더욱이 청해진 설치를 허가한 흥덕왕이 그 운영에도 어느 정도 영

향을 끼쳤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30) 흥덕왕이 동남아시아산 사

치품의 통제를 시도하였다면, 그는 장보고를 통해 문물교섭을 통괄

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31) 동남아시아산 물품은 거기에서 교

섭한 페르시아 상인들과 신라상인의 민간교역을 통해 귀족계층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32) 번진과의 교섭에서 사치품을 활용하던 신

라는 이러한 물품들을 왕조-번진 교섭을 통해 통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무왕 때 번진에 노비를 헌상한 배경 또한 흥덕왕 시기의 무역 

통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836년 흥덕왕 사망 이

후 김균정이 왕위 계승자 위치에 있었지만 金悌隆을 국왕으로 추대

하려는 김명이 金均貞. 金祐徵 세력을 공격한 결과, 김제륭이 僖康

27) 이기동, 1985 앞 논문.

28) 전덕재, 2001〈신라 청해진의 설치와 그 성격〉《STRATEGY 21》8

29) 고경석, 2006 앞 박사논문, 155~159쪽. 

30) 청해진의 병사를 사병이 아니라 공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덕재, 

2002 앞 논문.

31) 고경석, 2006 앞 박사논문, 98~136쪽; 김창석, 2006〈8~10세기 이

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韓國古代史硏究》44, 102쪽.

32) 김창석, 2007〈왕경인의 소비생활과 교역〉《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

집》28, 171~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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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으로 즉위하였다. 나아가 김명은 838년 왕을 自盡시키고 閔哀王

으로 즉위하였다. 당시 김우징은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의탁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따라서 여기에는 김균정, 김우징-장보고 세

력과 김명, 김제륭 세력의 대립이 있었다.33) 

한편 흥덕왕 이래 통제된 무역을 통해 사치품을 독점하여 巨利를 

얻을 수 있었던 장보고는 그러한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실제로 장보고는 같은 해인 839년 6월 청해진 兵馬使 崔暈을 大唐

賣物使로 보냈다.34) 賣物이라는 명칭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 

목적은 무역이었다. 따라서 그가 흥덕왕 사후에도 계속 무역을 중시

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가 당과 거래한 물품들은 주로 위

에서 언급한 동남아시아산 물품 외에, 대일 교역에서 거래된 銅鋺, 

疊子와 같은 식기류, 馬鞍과 같은 말 관련 장식품, 그리고 이른바 

일본에서 唐物로 불리는 귀족이 좋아하는 사치품 등이었다.35)  

다만 장보고를 사신 파견의 주체로 보더라도 이를 단순히 사무역

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김우징이 청해진에 피신하였다가 장보고의 

후원을 받아서 즉위한 것을 고려하면 김우징과 청해진은 밀접한 관

계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신도 장보고의 독단이라기보

다는 신무왕이 장보고를 통해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6)

한편 장보고가 당으로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제력

33) 김우징은 청해진 설치 이후부터 장보고의 후원자였다. 蒲生京子, 1979 

앞 논문, 61~62쪽; 尹炳喜, 1982〈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

陽〉《歷史學報》96, 68~69쪽; 이기동, 1985 앞 논문, 113쪽.

34)《入唐求法巡禮行記》卷2, 開成 4年 6月28日, “張寶高, 遣大唐賣物使, 

崔兵馬使來寺問慰.”

35) 권덕영, 2005 앞 책, 263~264쪽.

36) 이 대당매물사는 진골귀족들이 원하는 물품을 취급했다는 견해가 제시

된 바 있다. 이기동, 1995 앞 책,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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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컸기 때문이다. 신무왕은 그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교역을 

통제할 수 있었고, 장보고는 흥덕왕 시기부터 이루어진 사치품의 독

점을 원했을 것이다. 이들 정황을 고려하면 결국 흥덕왕 이래의 무

역 통제책은 신무왕과 장보고 모두에게 유효하게 기능하였던 것이

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839년 신무왕의 노비 헌상 또한 사치품 

통제 정책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활동하

던 양주, 소주, 천주 등의 대도시들이 모두 신라와 교섭한 번진들이 

위치한 평로, 회남, 절강, 복건 지역에 있었던 사실은 위의 추정을 

뒷받침한다.37) 결국 신라와 번진의 교섭은 신라 조정이 통제하는 

사치성 물품의 무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만 사치성이 있다고 해도 동남아시아산 물품이나 장보고가 보낸 

물품 모두가 왕조-번진 교섭에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를 끄는 것이 후삼국과 번진에서 왕조로 바뀐 오대십

국의 교섭에서 나타난 물품들이다. 고려가 후당으로 보낸 물품에는 

銀香獅子·銀鑪·金裝鈒鏤雲星刀劍·馬匹·金銀鷹縧鞲·鈴·金錦罽腰·白紵·

白氈·頭髮·人蔘·香油·銀鏤翦刀·鉗鈸·松子 등이 있다.38) 이 가운데 말

은 후백제도 오월로 진상한 기록이 보이고,39) 도검은 신라가 민으

로 보낸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40).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자’ ‘도

37) 김창석, 2006 앞 논문, 113~114쪽.

38) 《五代會要》 卷30, 高麗 天成4年 8月, “復遣廣評侍郞張翂等五十二人

來朝, 貢銀香獅子·銀鑪·金裝鈒鏤雲星刀劍·馬匹·金銀鷹縧鞲·白紵·白氈·頭

髮·人蔘·香油·銀鏤翦刀·鉗鈸·松子等.”

39)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貞明4年, “又遣使入吳越進馬.”

40) 《新五代史》世家 卷68,　閩世家 第8 延羲, “曦自昶世倔彊難制, 昶相

王倓每抑折之, 曦亦憚倓, 不敢有所發. 新羅遣使聘閩以寶劍, 昶擧以示倓
曰, 此將何爲. 倓曰, 不忠不孝者, 斬之. 曦居旁色變. 曦旣立, 而新羅復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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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매’ ‘말’과 같은 물품의 성격이다. 이는 무인정권인 번진의 성격

을 잘 드러난 물품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라가 번진에 보낸 

물품 역시 번진이 선호하는 무인정권에 잘 어울리는 물품을 선택적

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839년 신라가 평로번진으로 보낸 노비

에 관해 평로번진에서 필요한 물품이었다는 점, 사병으로 이용된다

는 무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신라가 번진으로 보낸 물품에 

‘선호도’가 중시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번진으로부터 신

라 귀족계층이 원하는 물품을 받았다면 이 역시 신라 지배층의 선

호도를 고려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들을 선택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신라에서 산출되는 토물을 보내는 조공과 근본적으

로 다르다.41) 지역에서 진상한 물품은 당 조정이 ‘庭實’로 백관 앞

에 진열시켜서 그 지역이 당에게 복속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

여주는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신라가 당으로 조공한 물품을 정리하

면 <부표-6>와 같다. 거기에서는 물론 ‘말’ ‘매’와 관련된 물품은 나

타난다. 다만 이들 물품은 토공으로 보낸 물품이지만 번진으로 보낸 

물품에서는 이러한 양자 사이의 복속을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대번진 교섭은 왕조 교섭과는 다른 층위의 교섭이었

다고 할 수 있다.

劍, 曦思倓前言, 而倓已死, 命發冢戮其尸, 倓面如生, 血流被體.”

41) 조공품은 그 지방에서 산출된 未加工 素材라고 한다. 渡邊信一郞, 

1996《天空の玉座 -中國古代帝國の朝政と儀禮-》, 柏書房,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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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해의 朝廷 需要品 구입

 

발해와 노룡번진의 교섭도 문물교류의 성격을 가졌다. 양자의 교

섭을 전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3-1-2)-A

 유주 절도부와 서로 聘問하는데 營州·平州에서 京師까지 8천

리나 이르는 먼 거리이다.42) 

3-1-2)-B

 대이진은 중례로 (맞이하여) 발해에 머물도록 하였고, 해가 

바뀌자 (장건장은)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왕은 크게 잔치를 

열고, 많은 물품과 寶器, 名馬, 무늬가 있는 짐승 가죽 등을 

주어 전송하였다.43) 

사료A에서 幽州節度府와 ‘與相聘問’하였다고 하므로 발해와 유주

번진이 서로 교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료B는 장건장의 왕

래 기사로서 발해와 유주의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발해는 유주의 사신에게 寶器, 명마, 가죽제품 등을 

제공했다. 앞서 말하였듯이 832년 무렵 대이진이 하수겸을 노룡번

진 楊志誠에게 사신으로 보냈으므로, 장건장은 그에 대한 答訪 임무

를 맡았을 것이다. 

42) 《新唐書》卷219, 列傳144 渤海, “幽州節度府與相聘問, 自營·平距京師

蓋八千里而遠.”

43) <張建章墓誌> “彛震重禮留之, 歲換而返. □王大會, 以豊貨寶器名馬文革

以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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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는 교역을 목적으로 유주와 교섭했다고 보인다. 당시 유주에

는 漢族 외에도 위구르, 奚, 거란, 소그드 등 여러 종족이 잡거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소그드인은 발해-유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번진 일대에서 상업에 종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돈황문서 p.1283에

는 Hor國 사람이 북아시아 각국의 정세를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있

다.44) ‘Hor’는 소그드인을 지칭한다고 본 견해가 있고,45) 여기에서 

등장하는 ‘Mug-lig’는 발해를 의미한다.46) 또한 ‘Mug-lig’을 관할하

는 사람으로 ‘Chang-chun-chi’라는 인물이 있는데 李懷仙으로 보

는 견해와47) 張忠志(李寶臣)로 보는 견해가 있다.48)

이는 당시 河北지방의 지배자가 발해와 교섭하였음을 말해주는 사

료이다. 여기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발해의 정세를 정확히 전한 점

을 고려하면,49) 발해와 하북의 교섭에 소그드인도 참여하였다고 생

각된다. 그렇다면 발해와 유주의 교섭은 소그드인을 비롯한 여러 상

인들이 참여한 무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유주와의 교섭에서 발해의 주된 수출품은 말, 수입품은 직물이었

다고 여겨진다. 우선 발해의 수출품인 말은 ‘率賓府의 말’이 당에 소

개된 것으로 보아 당에서도 발해의 말이 유명했음을 짐작할 수 있

다.50) 뿐만 아니라 양지성이 절도사가 되었을 때 유주에서 발생한 

44) 이 문서의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森安孝夫, 1977〈チ

ベット語史料中に現れる北方民族－－DRU-GUとHOR－－〉《アジア・
アフリカ言語文化硏究》14; 노태돈, 1989 앞 논문; 森安孝夫, 2007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연구사의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 논

문을 참조. 노태돈, 1989 앞 논문, 236~239쪽.

45) 森安孝夫, 2007 앞 책, 331~334쪽.

46) 森安孝夫, 1977 앞 논문.

47) 노태돈, 1989 앞 논문, 239쪽  

48) 森安孝夫, 2007 앞 책, 325~327쪽.

49) 森安孝夫, 2007 앞 책,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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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란을 고려하면,51) 군수품으로서 말의 소비량은 상당했을 것이므

로 유주에서 말의 수요는 높았을 것이다. 유주에서는 馬牧地가 확인

되는데,52) 거란 등에서 보낸 말이 확인된다.53) 발해는 당 조정으로

도 말을 활발히 수출했으므로, 발해의 교역 품목 중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54)

이와 관련하여 《舊唐書》 李正己傳 大曆年間(766~779)에 ‘貨市

渤海名馬, 歲歲不絶.’이라는 구절이 주목된다.55) 발해 명마의 거래가 

매년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당시 이정기에게 말이 대량으로 필요

했음을 암시한다. 그가 구매한 말들은 대부분 군수물자로 사용되었

을 것이다. 위의 기사 앞에 李靈曜의 반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혹은 처리과정에서 소모한 말을 보충하기 위한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발해는 당과 일본으로부터 絲織品을 수입하였다.56) 당시 발

해가 당으로부터 수입한 사직품의 양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의 경

50)《新唐書》卷219, 列傳144 渤海, “俗所貴者, 曰太白山之菟, 南海之昆

布, 柵城之豉, 扶餘之鹿, 鄚頡之豕, 率賓之馬, 顯州之布, 沃州之緜, 龍州

之紬, 位城之鐵, 盧城之稻, 湄沱湖之鯽. 果有九都之李, 樂游之梨.” 

51)《舊唐書》卷17, 本紀17下 文宗 下 大和 5年 春正月, “庚申, 幽州軍亂, 

逐其帥李載義, 立後院副兵馬使楊志誠爲留後.”

52) 마목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馬俊民·王世平, 1995《唐

代馬政》, 五南圖書出版. 

53)《新唐書》卷219, 列傳144 契丹, “咸通中, 其王習爾之再遣使者入朝, 部

落寖彊. 習爾之死, 族人欽德嗣. 光啓時, 方天下盜興, 北疆多故, 乃鈔奚·

室韋, 小小部種皆役服之, 因入寇幽·薊. 劉仁恭窮師踰摘星山討之, 歲燎塞

下草, 使不得留牧, 馬多死, 契丹乃乞盟, 獻良馬求牧地, 仁恭許之.” 

54) 權悳永, 1997 앞 책, 280쪽.

55)《舊唐書》卷124, 列傳74 李正己, “大曆中, 薛嵩死, 及李靈曜之亂, 諸道

共攻其地, 得者爲己邑, 正己復得曹·濮·徐·兗·鄆, 共十有五州, 內視同列, 

貨市渤海名馬, 歲歲不絶.”  

56) 小嶋芳孝, 1999〈渤海の産業と物流〉《アジア遊學》6,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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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발해사신에 대한 일본 조정의 사여품 규정
　 絹(疋) 絁(疋) 絲(絇) 綿(屯)
발해왕 30 30 200 300
대사 10 20 50 100
부사 　 20 40 70
판관 　 15 20 50
녹사 　 10 　 30
역어 　 5 　 20
사생 　 5 　 20
수령 　 5 　 20
총계 40 110 310 610
　 600m 1.65km 　 732kg
※1疋=15m, 1屯=1.2kg
※《延喜式》賜蕃客例

우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당시 발해사신이 일본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량의 사직품을 받을 수 있었다.

발해사신이 일본에 오면 絹(600m), 絁(1.65km), 絲(絇), 綿

(732kg)의 분량의 사직제품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 正1位 관리의 

봉록은 絁 30疋, 綿 30屯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발해왕이 받는 사여

품의 양은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를 능가한다. 이렇듯 일본 

고위 관리와 발해왕의 비교를 통해 대량의 사직품이 일본에서 수입

된 것을 알 수 있다.57) 더욱이 당시 일본에 파견된 사신들 가운데 

수령의 경우 1명이 아니었으므로 이보다 많은 양의 사직품을 받았

을 것이다. 규정 외에도 758년 綿 10000屯을 받은 사례가 보이고 

또한 외교의례 과정 중에도 받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실

57) 전현실, 2008〈渤海 수입 衣料 연구〉《東北亞歷史論叢》22, 

291~297쪽.



- 120 -

제로 받은 양은 규정된 양보다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직품은 관리의 의복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해

는 대이진 재위 초기 관제를 크게 확충하였다. 832년 발해에서 귀

국한 환관 왕종우는 발해가 설치한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 120司

를 당 문종에게 그림으로 알렸다.58) 본래 좌우신책군은 당 대종 시

기 설치했던 금군으로 덕종 시기에는 환관들이 이들을 관할했다.59) 

이러한 제도개혁은 상경성에서 발견된 동인에 새겨진 '天門軍'이나 

834년에 조성된 碑像에 기록된 參軍·騎都尉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840년대 후반부터는 빈공급제자도 등장했다.60) 빈공급제자

의 등장은 발해 조정에서 문인들이 부상하던 상황을 시사한다. 이러

한 발해 내부의 관제 확충, 문화적 성숙 과정에서 직물의 수요가 상

승했을 것이다. 직물은 문관의 의류 제작은 물론, 내정 정비과정에

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주는 하북 일대에서 생산된 직물의 집적지였다. 이는 당 

조정이 노룡번진의 병사들에게 급료로 지급한 직물이 시장으로 흘

러들었기 때문이다. 91,000명에 이르는 많은 병사들61)에게 제공된 

직물이 유주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62) 이와 관련하여 유주 

58)《舊唐書》卷17下, 本紀17下 文宗 下 太和 6年 12月, “戊辰, 內養王宗

禹渤海使迴, 言渤海置左右神策軍·左右三軍一百二十司, 畫圖以進.”

59) 졸고, 2013〈신라·발해에 온 당 환관사신의 확대와 그 배경〉《역사와 

현실》89, 54-56쪽.

60)《東文選》卷47, 與禮部裵尙書瓚狀.

61) 범양절도사에게는 연간 80만疋段의 ‘衣類’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通典》卷172, 州郡 序目 下, “范陽節度使 : 理范陽郡, 管兵九萬一千

人, 馬六千五百疋, 衣賜八十萬疋段, 軍糧五十萬石. 制臨奚·契丹, 統經略

軍, 范陽郡城內 ; 管兵三萬人, 馬五千四百疋.”

62) 森部豊, 2010《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歷史的展開》, 

關西大學東西學術硏究所,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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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雲居寺에는 이 절의 施主와 그 관직 등을 표시한 《房山石

經題記》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大般若波羅密多經〉에는 상업

조합을 의미하는 行이 보인다. 이를 통해 안록산의 반란을 전후한 8

세기 중·후반 이 지역에 大綵帛行63), 布絹行64), 絲絹綵帛行65), 絲綿

綵絹帛行66), 小絹行67), 大絹行68), 絹行69), 綵帛行70), 絲綿行71) 등 

직물 관련 상업조합이 다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직물의 집적지

였던 유주를 배경으로 이들 조합들이 활발한 상업 활동을 벌인 것

이다.

830년대 전후로 발해의 직물 수입 루트가 변화하였다. 원래 발해

는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직물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

왕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일본 및 당과의 교섭을 추진하였다. 825년 

12월 일본에 도착한 발해 사신에 대해 藤原緖嗣가 淳和에게 표를 

올려 이들이 사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상인집단에 불과하다고 주

장하였던 것은 발해의 원래 목적이 무역이었음을 시사한다.72) 그러

나 827년을 마지막으로 840년대까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사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반면 당과의 교섭은 일정하게 유지되었

다.73) 더욱이 830년대부터 발해는 노룡번진과도 교섭을 시작하였

63)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房山石經題記彙編》, 書目文獻出版社, 84

쪽.

64)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84쪽.

65)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85쪽.

66)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86쪽.

67)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90쪽.

68)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93쪽.

69)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98쪽.

70)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102쪽.

71) 北京圖書館金石組編, 1987 앞 책, 120쪽.

72)《日本逸史》卷34, 淳和 天長 3年 3月 戊辰.

73) 송기호, 1995 앞 책,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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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이진은 조정의 需要品을 구입하고자 

노룡번진과 교섭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30년대 전후 발해가 직

물 수입 루트를 일본에서 당으로 바꾸었다고 본다면, 발해의 직물 

수입처로서 노룡번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발해와 유주의 교섭은 9세기 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오대 

십국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을 시사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3-1-2)-C

  5월, 발해 왕자 大昭順이 海東의 물산을 공헌하였다.74)

 

3-1-2)-D

  유주 유수광이 海東의 매, 蕃馬, 氈罽, 방물을 바쳤다.75)

사료B는 907년 5월 발해가 후량에게 해동의 물산을 헌상한 일을 

전한다. 해동의 물품은 구체적으로 요동지역의 물품일 것이다. 사료

C는 908년 유수광이 해동의 매를 후량에게 보냈다는 내용이다. 9세

기 발해와 유주의 교섭을 감안하면, 유수광이 바친 해동의 매 또한 

발해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해동은 구체적으로 요

동지역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海東盛國 발해를 ‘遼東盛國’이라 표현

하거나76) 遼左(요동)를 해동이라 표현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

다.77) 따라서 해동은 요동에 진출한 발해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74)《冊府元龜》卷972, 外臣部 開平 元年, “五月, 渤海王子大昭順貢海東物

産.”

75)《舊五代史》卷4, 梁書4 太祖 朱溫, “(開平二年) …(중략)… 幽州 劉守

光進海東鷹鶻, 蕃馬, 氈罽, 方物.”

76)《遼史》卷38, 地理志 東京遼陽府.

77)《高麗史》卷9, 世家 文宗 34年 7月, “卿宅彼遼左, 式是海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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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78) 또한 ‘蕃馬’에서 ‘蕃’은 거란 등 다양한 대상이 

상정되므로 구체적인 대상을 알 수 없지만 이는 발해도 포함한 복

수의 총칭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료는 요동, 즉 발해와 유주의 

교섭이 10세기까지 이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와 관련하여 925년 발해가 후당으로 보낸 물품 중 가죽이 있

다. 가죽은 832년에도 유주번진으로 보낸 물품이므로 10세기까지 

이러한 물품들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9~10세기 발해는 말을 중심으로 寶器, 매, 가죽 등을 노룡번진

으로 수출했고 그로부터 직물을 수입했다. 발해가 번진에 보낸 물품

은 당 조정에서도 호평을 받던 물품이었으므로 그 대가로 수입한 

직물의 양은 막대했을 것이고, 이것은 대이진 시기의 내정 정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이해된다. 또한 발해가 832년 번진에 제공

한 寶器, 名馬, 가죽 등의 물품들은 10세기까지 거래되었다고 보인

다. 발해는 번진의 군사적 수요에 맞는 물품을 보냈던 것이고 번진 

또한 당시 발해가 필요한 견직물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신라와 유

사하게 양자의 선호에 맞춘 물품의 교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노룡번진은 당 조정이 단지 절도사직을 추인할 뿐인 反側번

진으로 당 조정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조정이 발해-노룡번진의 교섭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해

와 노룡번진의 교섭은 신라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되므로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더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78) 해동과 요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秋明燁, 2005〈高

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韓國史硏究》129, 3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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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唐朝의 藩鎭 進奉에 대한 통제

  

신라·발해의 사치품 수출은 당의 수요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었다. 

8세기 무렵 당에서는 황제로부터 개인적인 은총을 얻기 위해 진봉

물을 보내는 행위가 유행하였다. 진봉은 토공과 대비되며, 唐代에 

유행한 일종의 賂物로 이해된다. 그런데 진봉과 토공은 행위 측면에

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징수 대상물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봉물은 토공으로 바치는 州의 土物과 달리 ‘羨餘’, 즉 번진이나 州

의 私物인 餘乘生産物로 구성된다.79) 번진세력의 진봉은 대종 시기

부터 시작되었는데, 다음의 사례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3-1-3)-A

 대종의 치세 때 설날·동지·단오·생일에 州府는 常賦 이외의 

것을 다투어 공헌하였다. 공헌이 많으면 (황제가) 이것을 기뻐

하였다. 武將·姦吏는 이것으로 인하여 下民을 侵漁하였다. 

〔代宗부터 五代에 이르러 설날·동지·단오·강탄 때 州府는 모

두 공헌했는데 이것을 四節進奉이라고 한다.〕80) 

위 사료를 통해 代宗 시기부터 州府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진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번진세력 뿐만 아

79) 宮薗和禧, 1988《唐代貢獻制の硏究》, 九州共立大學地域經濟硏究所, 

14~20쪽. 

80)《資治通鑑》卷226, 唐紀42 德宗 建中 元年(780), “代宗之世, 每元日·

冬至·端午·生日, 州府於常賦之外競爲貢獻. 貢獻多者則悅之. 武將·姦吏, 

緣此侵漁下民.〔自代宗迄于五代, 正·至·端午·降誕, 州府皆有貢獻, 謂之四

節進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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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幕職官, 州刺史 등도 적극적으로 진봉을 시도했고, 그 결과 진

봉은 日進, 月進으로 표현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81) 

이처럼 번진은 활발하게 진봉을 전개하였는데, 진봉물이 모두 황

제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황제가 받은 진봉물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하였다고 한다.82) 그렇다면 나머지 진봉물은 어디

로 갔을까. 

번진은 진봉물을 조정의 貴人層에게 뇌물로 헌상하였다. 귀인층은 

구체적으로 재상의 일족이나 환관이었을 텐데, 특히 환관에게 진봉

한 사례가 존재한다.

3-1-3)-B

회남절도사 王鍔이 입조하였다. 王鍔의 집은 큰 부자이고 후

하게 진봉하여 환관에 뇌물을 바치고 平章事를 구하였다.83)

   

이는 진봉물이 뇌물로 기능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비슷한 사례로 

陳少遊는 귀족에게 뇌물을 바쳐 桂管觀察使가 되었지만, 다른 번진

을 원하여 재차 환관 董秀나 재상 元載의 차남 元仲武에게 많은 뇌

물을 주고 宣歙觀察使가 되었다고 한다.84) 

81)《資治通鑑》卷235, 唐紀51 德宗 貞元 12年 6月, “初, 上以奉天窘乏, 

故還宮以來, 尤專意聚斂. 藩鎭多以進奉市恩, 皆云稅外方圓, 亦云用度羨

餘, 其實或割留常賦, 彧增斂百姓, 或減刻利祿, 或販鬻蔬果, 往往私自入, 

所進纔什一二. 李兼在江西有月進, 韋皐在西川有日進. 其後常州刺史濟源

裴肅以進奉遷浙東觀察使, 刺史進奉自肅始. 及劉贊卒, 判官嚴綬掌留務, 

竭府庫以進奉, 徵爲刑部員外郞, 幕僚進奉自綬始. 綬, 蜀人也.” 

82) 宮薗和禧, 1988 앞 책, 165~166쪽. 

83)《資治通鑑》卷237, 唐紀53 憲宗 元和 3年 9月 庚寅, “淮南節度使王鍔

入朝. 鍔家巨富, 厚進奉及賂宦官, 求平章事.”

84)《資治通鑑》卷224, 唐紀40 代宗 大曆 元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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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통해 번진세력의 진봉 의도가 관직 매수에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진봉물의 대부분은 금은제품이었으므로 

관할 영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물품들

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의 번진은 주변 국가에 교섭을 시도했다. 다

음 사료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1-3)-C

 開成 元年(836년) 6월 淄靑節度使가 상주하였다. “신라·발해

가 도착해서 ‘熟銅’을 청하면 禁斷하지 마십시오.”85) 

  

이는 836년 치청번진의 王彦威가 신라·발해와의 ‘熟銅’ 교역을 금

지하지 말 것을 당 조정에 요청한 기사이다. 당 조정은 兩稅法 성립 

이후 銅禁을 엄격하게 추진하였으므로 구리는 임의로 교역할 수 없

는 금속이었다. 당시 당은 ‘錢重物輕’의 상황에서 구리에 대한 금령

을 수차례 내렸다. 838년에도 재차 동기의 주조와 매매를 전면적으

로 금하고자 하였다.86) 그러나 지방관들이 私鑄錢을 제작, 사용하고 

각 번진이 구리를 비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령은 거의 실효가 

없었다고 보인다.87) 더욱이 치청번진에는 동광이 있었으므로 주전

의 원료인 ‘熟銅’이 다량하게 산출되었다. 치청번진은 풍부한 구리를 

가지고 신라·발해와 교섭하였던 것이다. 

85)《冊府元龜》卷999, 外臣部44 互市, “開成元年六月, 淄靑節度使奏, 新

羅渤海將到, 熟銅請不禁斷.”

86)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3年 11月 2日, “十一月二日…(中略)…

有勑斷銅, 不計天下賣買”

87) 朴根七, 1990〈唐 後期 錢荒對策의 展開와 그 性格〉《東洋史學硏

究》32,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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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발해가 동을 받고 무엇을 보냈느냐 

는 문제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번진들은 진봉에 필요한 중요 물품

을 얻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번진이 진봉한 물품들 중에서는 銀製

品, 金, 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88) 이 가운데 회남번진이 

보낸 진봉물에 絹과 銀이 집중되는 점이 주의를 끈다.89) 당시 신라

인이 대외적으로 銀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90) 애장왕 시기 금은기의 제작 금지, 흥덕왕 시기 금은 공예품

의 사용 금지에서 알 수 있듯이, 9세기 초 신라 내에서는 금은이 유

통되고 있었다.91)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면 회남번진이 확보한 銀

은 신라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발해의 경우 노룡번진의 사신 장건장에게 寶器, 名馬, 가죽 

등을 제공한 일을 고려하면 진봉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명마

가 될 것이다. 결국 외국 사신과 만날 기회가 많았던 당 변경의 번

진세력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희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했

음을 알 수 있다. 당에서의 수요가 신라·발해의 은, 말 수출을 촉진

시킨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당 조정은 압번사, 감군사라는 두 使職을 

설치하여 신라·발해와 번진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압번사는 변경에 배치되어 외교 수속을 담당하였고,92) 일반적으로 

88) 진봉물이 주로 금은과 그 가공품이었던 것은 다음 논문에 자세한다. 

礪波護, 1990〈唐代社會における金銀〉《東方學報》62.

89) 宮薗和禧, 1988 앞 책, 140~144쪽.

90) 田中史生, 2012〈筑前國における銀の流通と國際交易〉《國際交易と古

代日本》, 吉川弘文館.

91) 田中史生, 2012 윗 책, 115~117쪽.

92) 石井正敏,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 吉川弘文館, 528쪽; 酒寄

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74~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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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押+구체적인 번 명칭+使」라는 호칭으로 불렸다.93) 신라·발해를 

담당하는 압번사의 명칭은 ‘押新羅渤海兩蕃使’였다.  

압번사는 기미정책의 파탄으로 도호부가 內地로 이동, 철폐되던 

상황에서 외부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내지 인근의 기미주를 관리, 지

배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710년대 

당과 돌궐의 대립 속에서 당이 거란과 해의 귀속을 유지하려고 만

들었다고 한다.94) 

압번사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조공의 관리, 공헌의 중개, 이민족 

정세의 보고, 過所의 관리, 무역의 관장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

다.95) 전쟁에 대한 대비 및 원활한 교섭이 직무의 근본 목적이었을 

텐데, 전자는 압번사가 당과 돌궐의 대립 속에서 나타났음을 감안하

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과 우호적이었던 신라·발해 방면에서 당의 북방과 동일

하게 전쟁 대비를 위해 압번사를 설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신라·

발해 압번사는 730년대 등주자사였던 王惟忠이 新羅渤海諸蕃使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765년부터 平盧軍節度使가 이를 겸임하였음

이 사료에 나타난다.96) 자사가 압번사를 겸임하다가 765년부터 절

도사가 압번사를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자사나 절도사가 겸한 압번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93) 黎虎, 1999〈唐代的押蕃使〉《文史》2期, 115쪽.

94) 村井恭子, 2003 앞 논문, 52~53쪽.

95) 압번사의 역할은 黎虎, 1998 앞 논문 및 姜淸波, 2005 앞 논문에 정

리된 바 있다. 

96)〈王逖墓誌〉《匋齋臧石記》31. 시기 비정에 대해서는 村井恭子, 2003 

앞 논문, 33쪽. 이것을 비판한 논문으로 정병준, 2007 앞 논문, 

145~146쪽. 필자는 결과적으로 아직 730년대라는 점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730년대 학설에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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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조공의 관리라는 압번사의 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97) 《구당서》에서는 안사의 난 와중에 范陽節

度使가 奚·契丹兩蕃使를 겸임하였는데, 매년 조하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范陽(유주)에서 사신을 선별한 사실을 

전하는데, 이는 압번사의 역할이 조공사신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었

음을 시사한다.98)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3-1-3)-D

 (804년) 8月10日 福州 長溪縣 赤岸鎭 이남의 항구에 이르

렀다. 이 때 杜寧縣令 胡延沂 등이 서로 맞이하여 말하기를 

‘常州剌史 柳冕이 병으로 인하여 물러나고 신임 자사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국가는 太平하다. 그 주로 향하는 길은 산곡이 

險隘하니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배를 돌려 복주로 향하여 10월 3일에 복주에 도착하

였다. 새롭게 임명된 觀察使兼刺史 閻濟美가 처리하여 또한 

(황제에) 상주하고, 23명이 (복주를) 떠나서 입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월3일에 우리는 장안으로 향하였다.99)

97) 黎虎, 1999 앞 논문, 116, 123~128쪽.

98)《舊唐書》卷199, 列傳149下 北狄 奚國, “故事, 常以范陽節度使爲押奚·

契丹兩蕃使. 自至德之後, 藩臣多擅封壤, 朝廷優容之, 彼務自完, 不生邊

事, 故二蕃亦少爲寇. 其每歲朝賀, 常各遣數百人至幽州, 則選其酋渠三五

十人赴闕, 引見於麟德殿, 錫以金帛遣還, 餘皆駐而館之, 率爲常也.”

99)《日本後紀》卷12, 延曆 24年 6月 乙巳, “八月十日到福州長溪縣赤岸鎭

已南海口. 時杜寧縣令胡延沂等相迎 語云 常州剌史柳冕 緣病去任新除剌

史未來. 國家大平者. 其向州之路 山谷嶮隘 擔行不穩. 因廻船向州 十月

三日到州. 新除觀察使兼剌史閻濟美處分 且奏 且放廿三人入京. 十一月三

日臣等發赴上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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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804년에 입경한 일본의 견당사가 805년에 귀국하여 

당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보고한 것이다. 신임 觀察使兼刺史

인 염제미가 일본 견당사에 대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777년에 파견

된 일본의 견당사도 관찰사인 陳少遊가 담당했다.100)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관찰사가 외국의 사신을 관리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압번사의 일도 관찰사 혹은 자사가 맡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압번사, 자사, 관찰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 사료에서 관찰사가 刺史를 겸했다는 구절에 주목하고 싶다. 

733년 소주에 표착한 일본 견당사를 소주 자사가 맞이했다는 기록

도 보이므로,101) 관찰사 설치 이전에는 자사가 입당사신 관련 업무

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王惟忠이 등주자사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압번사의 조공관리 업무는 자사의 직무에서 분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사-관찰사-압번사’의 겸임 구조를 인정

할 수 있고, 관찰사와 절도사의 겸임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자사

-관찰사(절도사)-압번사’라는 겸임 구조도 상정할 수 있다. 

조공 사신이 임의로 행로를 변경했을 리는 없으므로,102) 변경에 

위치한 특정 주의 자사가 사신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필연적이었

다. 新羅渤海諸蕃使와 같은 사신 전담 사직이 나타난 것도 그 결과

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발해 방면 압번사가 등장한 원인은 기미

주와 같은 외부에 대한 지배체제의 변화보다 당 내부 구조의 변화

에서 찾아야 한다. 실제로 북방의 압번사 중에는 변경 지배를 의미

하는 용어인 ‘經略’을 붙인 경우가 있지만, 신라·발해 방면에서 ‘경

100)《續日本紀》卷35, 寶龜 9年 10月 乙未條.

101)《冊府元龜》卷170, 帝王部 來遠, 開元 21年 8月條.

102)《唐六典》卷3, 尙書省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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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붙인 압번사의 사례는 찾을 수 없다.103) 따라서 신라·발해 압

번사의 설치 배경은 전쟁 대비보다 교섭의 원활화였을 가능성이 높

다.

 다만 교섭의 원활화라는 목적에는 전쟁 대비와 마찬가지로 당 왕

조의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라·발해 사신은 전통

적으로 등주를 통해 입국했다. 그러나 정작 신라 담당 압번사는 청

주 자사를 겸임한 절도사가 맡았다. 전술하였듯이 원래 외국에서 사

신이 왔으면 변경의 州는 人數를 보고하거나104) 그 藥物 珍味 등을 

정리하여 홍려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105) 그런데 절도사가 주를 

포함한 광역 지배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자사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 번진이 자사의 사신관련 업무를 

빙자하여 외국 사신이 가져온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 발호하지 않은 순지번진도 진봉을 위해 임의로 외국과 교섭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당 조정은 신라·발해의 전통적인 입국로인 

등주 대신 청주 지역의 절도사에게 압번사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변

경의 번진이 외국사신과 직접 교섭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고 생각

103) 발해의 경우 경략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는 730

년대 당과 일시적으로 싸웠던 것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

만 안사의 난 때 평로번진이 영주에서 산동으로 이동한 이후는 한 번

도 나타나지 않는다. 

   《舊唐書》卷145, 列傳95 劉全諒, “柳城郡太守·攝御史大夫·平盧節度支

度營田陸運·押兩蕃渤海黑水四府·經略及平盧軍使, 仍賜名正臣.”

104)《新唐書》卷46, 百官志1 禮部主客郞中, “殊俗入朝者, 始至之州給牒, 

覆其人數, 謂之邊牒.”

105)《唐六典》卷18, 鴻臚寺 典客署令, “若諸蕃獻藥物滋味之屬入境, 州縣

與蕃使苞匭封印, 付客及使, 具其名數, 牒寺. 寺司勘訖, 牒少府監及市, 各

一官領識物人, 定價量事奏, 仍牒中書, 具客所將獻物, 應須引見宴勞, 别
聽進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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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신무왕이 치청번진에 헌상한 노비에 관한 소식을 황제가 들었

다는 점, 치청절도사가 숙동 교역을 당 조정에 상주한 점 등은 번진

이 사치품의 획득을 당 조정에 보고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번진이 당 조정의 뜻대로만 움직인 것은 아니다. 자유롭게 

다른 지역과 교섭하며 진봉을 꾀한 번진들이 발호했기 때문이다. 이

에 대응하여 당 조정은 번진 통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군사

를 설치하게 되었다. 

감군사는 번진에서 행한 賞與·刑罰 및 번진 병력의 정황을 감시, 

보고하는 직무를 가졌다.106) 원래 감군사는 군대를 감시하는 역할로 

춘추시대부터 존재했고, 唐代에도 비슷한 제도가 이어졌다.107) 현종 

시기 이후 반란 토벌군을 감시하기 위해 환관을 감군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德宗 시기 환관으로 구성된 감군들이 여러 

번진에 상주하였다.

당 조정은 표면적으로 환관으로 하여금 번진세력을 관리하게 하여 

반란을 방지함과 동시에,108) 안으로는 번진이 조정에 물품을 上供하

는 것을 감시하여 稅收를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했다. 감군사가 후자

의 직무를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절도사의 권한을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감군사는 중앙으로 번진의 통치상태를 보고하는 

106) 감군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矢野主稅, 1953〈唐代監軍使

制の確立について〉《西日本史學》14. 

107) 당 초기부터 전쟁이 발생하면 御史를 감군으로 삼았다는 견해도 있

다. 단 이는 이 글에서 논의하는 당 후기의 감군과는 성격이 다르다.

《通典》卷29, 職官11 監軍; 友永植, 1996〈宋都監探原考(1)-唐代の行

營都監-〉《別府大學紀要》37, 31쪽.

108) 당 조정의 대변자로 감군사의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 논문을 참

조. 柳浚炯, 2013 〈唐代 지방 監軍제도의 변화와 의의〉 《東洋史學

硏究》123,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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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절도사가 지방직에서 당 중앙의 고관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다리가 되기도 하였다.

 반란 억제 측면에서 감군사의 설치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세수 

확보는 오히려 농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요한 것이었다. 번진이 세

금 외의 물품들을 추가로 징수하여 진봉물을 제조하는 것을 감군사

가 전면적으로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감군사에 취임한 환관이 세금

외의 물품을 자기 이익으로 하거나 당 조정에 있는 환관에 대한 뇌

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 번진이 진봉물 

제작의 명목으로 외국과 교섭하는 것을 감군사가 통제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이는 결국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이 활성화되는 한 요인이 되

었다. 신라가 평로번진에 보낸 노비를 황제가 돌려보내도록 했으므

로 당 조정의 통제력이 신라-번진 교섭에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근

본적으로 신라가 노비를 보낸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번진이었다. 감

군사가 번진의 진봉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왕조-번진 

교섭에서 당의 통제력은 충분히 관철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 물품은 이민족 노비, 매, 말, 그리고 숙

동 등 다양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당 조정으로 보내는 조공품과 동일

했지만, 왕조-번진 교섭은 상대방이 선호하는 물건을 선택하는 경향

이 강하다는 점에서 조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민족 노비, 발

해의 말, 해동의 매나 도검 등은 번진의 무인정권으로서의 속성과 

연결되며, 동남아시아산 물품, 사직품 등은 각각 신라·발해의 내정에

서 유행하거나 정치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었다. 이러한 교섭은 번진

들의 사익 추구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들은 진봉을 표방하면서 신

라·발해에서 수입한 은, 말을 당 황제 외에 중앙정치의 중추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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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들에게도 보냈다. 당 조정은 압번사와 감군사를 설치하여 번진

과 외국왕조의 교섭을 통제하려 하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환

관으로 구성된 감군사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번진과 외국의 

교섭을 막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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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라·발해-번진의 文士 交流 

 

9세기 말 신라의 번진교섭은 정치적인 성격이 점차 짙어졌다. 

883년 헌강왕은 회남번진에 金仁圭를 보냈다. 거의 같은 시기 최치

원의 堂弟 崔栖遠도 집안 소식을 전달하려 회남번진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당시 번진과 교섭한 인물들이므로 그들의 분석이 일차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두 사신의 관직을 확인해보자. 

3-2-A  

新羅國入淮南使·檢校倉部員外郎·守翰林郎·賜緋銀魚袋金仁

圭109)

3-2-B

某啓, 某堂弟棲遠比將家信, 迎接東歸, 遂假新羅國入淮海使錄

事職名, 獲詣雄藩.110)

김인규는 신라 사신으로 ‘入淮南使’, 최서원은 집안 소식(家信)을 

전달하고자 ‘入淮海使錄事’라는 관직을 받고 각각 회남번진에 이르

렀다. 최서원을 사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사료A와 

B의 관직을 비교해보자.  

우선 양자의 관직 명칭은 회남과 회해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회해는 회남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므로 같은 번진을 가리킨다

고 볼 수 있다.111)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최서원이 띤 錄事라

109)《桂苑筆耕集》卷20, 祭巉山神文.

110)《桂苑筆耕集》卷20, 謝賜弟栖遠錢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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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직이다. 녹사는 사신단을 구성하는 직책으로 문서 작성을 담당

했다.112) 이러한 사신구성은 일본의 견당사에서도 보이므로, 동아시

아 각국에서 공통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113) 한편 金仁圭는 최

서원과 달리 구체적인 직책을 덧붙이지 않고 ‘入唐使’처럼 ‘입+대상

지역+사’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사신단의 대사였다고 여겨진다.114)

회남번진으로 가는 사신단에서 조공 사신단과 동일하게 녹사, 대

사 등이 보이는 사실은 그들 또한 신라의 정규 제도에 의거해 편성

되었고, 이 시기 번진으로의 사신 파견도 정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김인규는 어떤 이유에서 회남번진으로 파견되었던 것일까. 

이것은 신라 내부 정치기구의 변혁 및 당 내부 정치파벌의 투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문왕, 헌강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빈공급제자를 통해 신라 내부

의 정치기구를 개편하고자 했다. 특히 헌강왕은 翰林臺, 瑞書院, 崇

文臺 등 국왕의 조칙이나 외교문서 등을 작성하는 문한기구를 개편

하였다.115) 한림대는 본래 詳文司(師)였다가 성덕왕 시기 통문박사

로 개칭되었고,116) 경덕왕 시기 당제를 모방하여 한림대로 변경되었

다.117) 이후 헌강왕 시기에는 한림랑을 한림학사로 바꾸는 등 한림

111) 회남과 회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舊唐書》(卷182, 列傳132 

高騈傳)나 《資治通鑑考異》등에 나타나 있다.

112) 한반도의 입당사신은 주로 大使, 副使, 判官, 錄事 등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權悳永, 1997 앞 책, 124~126쪽). 

113) 일본에 대해서는《延喜式》卷30, 大藏省條에 명기된다. 단 당 사신으

로서의 녹사는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114) 權悳永, 1997 앞 책, 122~123쪽. 

115) 이기동, 1984 앞 책, 247~256쪽.

116)《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3年.

117) 李文基, 1996〈新羅의 文翰機構와 文翰官〉《歷史敎育論集》21, 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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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직의 내부 개편이 이루어졌다.118) 한편 崇文臺는 중대 말엽에 이

미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경적과 교서를 관리하는 관서

였다. 그런데 9세기 후반에는 학사직을 두어 姚克一, 金薳 등 명필

가가 소속되었으므로 이 무렵에는 문한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

었다고 보인다.119)

빈공급제자들은 이러한 문한 기구들에 임용되었는데, 당시 신라왕

이 빈공급제자를 중시했음을 알려주는 사료로 〈新羅王與唐江西高

大夫湘狀〉이 있다.

3-2-C

 靖恭 崔侍郞이 賓貢科에 합격한 두 사람을 발표하였는데, 

渤海의 烏昭度로 으뜸을 삼았으니, 韓非가 老聃과 함께 전하

게 되는 것은 일찍부터 달갑게 여기기 어려웠고, 何偃이 劉隅

의 앞에 있으니 그는 실로 한스러운 일이며, 비록 穀物을 드

날릴 제, 糠粃가 앞선다지만 어찌 능히 처진 술 찌꺼기를 마

시기 좋겠습니까. 이미 사방의 조롱거리를 이루었고 길이 일

국의 수치를 끼쳤습니다.120) 

헌강왕은 빈공급제자 金渥과 朴仁範의 지공거 高湘에게 감사장을 

보내면서,121) 전반부에서는 경문왕 시기인 869년 金胤을 따라 숙위

118) 전덕재, 2011 앞 논문, 13쪽.

119) 李文基, 1996 앞 논문, 35~38쪽.

120) “靖恭崔侍郞放賓貢兩人, 以渤海鳥昭度爲首, 韓非同老耼之傳, 早已難

甘, 何偃在劉瑀之前. 其實堪恨, 縱謂簸揚糠粃, 豈能餔啜糟醨, 旣致四隣

之譏, 永貽一國之恥.”

121)《東文選》卷47, 狀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伏遇大夫手提蜀秤, 

心照秦臺, 作蟾桂之主人, 顧鷄林之士子, 特令朴仁範·金渥兩人, 雙飛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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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입당한 신라인 李同이 발해인 烏昭度와 빈공급제 수석을 

경쟁하다 패배했던 일을 한탄하고 있다. 헌강왕이 보낸 편지에서 경

문왕 시기의 일을 굳이 거론하는 것은 헌강왕의 빈공급제자 중용 

정책이 경문왕 시기부터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최치원 또한 귀국 후 ‘知瑞書監事’를 맡은 것으로 보아 서서원에 

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122) 그렇다면 최치원의 귀국 배경에는 입

당유학생을 문한직에 등용한다는 신라 조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문한직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우선 瑞書院 개편과 관련하여, 瑞書院職의 가장 이른 기

록은 위에서 언급한 《삼국사기》 최치원전의 기록이다.123) 최치원

이 885년에 귀국한 이후 바로 중앙 관직에 취임했는지는 불확실하

다.124) 다만 〈鳳巖寺智證大師塔碑〉에서 893년에 ‘瑞書院學士’였다

는 기록이 보이므로 瑞書院 관련 관직에 종사했음은 분명하다.125) 

따라서 서서원의 개편 시기는 893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

里,對躍龍門, 許列靑衿. 同趨絳帳, 不容醜虜, 有玷仙科, 此實奉太宗逐惡

之心, 守宣尼擇善之旨, 振嘉聲於鼇岫, 浮喜氣於鯷溟. 伏以朴仁範苦心爲

詩, 金渥克己復禮, 獲窺樂鏡, 共陟丘堂, 自古已來, 斯榮無比, 縱使糜軀粉

骨, 莫報深恩, 唯當谷變陵遷, 永傳盛事. 弊國素習先王之道, 忝稱君子之

鄕, 每當見善若驚. 豈敢以儒爲戲. 早欲遠憑書扎, 感謝眷知, 竊審烟塵驟

興, 道路多阻, 未伸素懇, 已至後時, 空餘異口同音, 遙陳善祝, 雖願揮毫頌

德, 難盡微誠. 唯望早離避地之遊, 速展濟川之業, 永安區宇, 再活烝黎, 不

獨海外之禱祠, 實爲天下之幸甚.”

122)《三國史記》卷46, 列傳6 崔致遠.

123) “及年二十八歳有歸寧之志. 僖宗知之, 光啓元年使將詔書來聘. 留爲侍

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郞·知瑞書監事.” 여기에서 ‘知瑞書監事’은 知瑞

書院事의 잘못이다(李文基, 1996 앞 논문, 29쪽).

124) 남동신, 1997 앞 논문, 312쪽.

125)〈鳳巖寺 智證大師塔碑〉“入朝賀正兼迎奉皇花等使·朝請大夫·前守兵部

侍郞·充瑞書院學士·賜紫金魚袋 臣 崔致遠奉敎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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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림대 개편 시기도,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나타난 ‘한림학사’

가 가장 이른 시기이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서 知瑞書院事와 

守兵部侍郞을 倂記했고, 〈鳳巖寺智證大師塔碑〉에서는 前守兵部侍

郞이라 기록한 것으로 보아 893년 이전에 병부시랑을 맡은 것은 분

명하다. 따라서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등장하는 翰林學士, 守兵

部侍郞, 知瑞書院事는 모두 893년 이전에 맡은 직책이라 할 수 있

다. ‘知瑞書院事’였던 최치원의 직책이 893년에는 그보다 낮은 ‘瑞書

院學士’로 바뀐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126) 그가 893년 이전에 

태산군 태수나 부성군 태수로 재직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최치원은 

지서서원사에서 지방의 태수직으로 옮겼다가 다시 瑞書院學士로 돌

아왔다고 여겨진다.   

한편 한림랑 등장의 下限은 사료A에서 나타난 김인규의 사례이므

로, 최치원의 귀국 전에는 아직 한림대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림학사의 개편 시기 또한 893년 이전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인규가 입회남사로 파견된 884년부터 

893년 사이에 한림대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127) 더

욱이 서서원직 또한 이 무렵에 창설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치원이 

맡은 직책들이 한림대와 서서원 관련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은 그의 

귀국과 헌강왕 시기 문한기구를 통한 정치개혁 사이의 깊은 관련을 

암시한다. 최치원이 경문왕 시기 국비로 유학한 점, 헌강왕 시기 國

士로 대우받았다는 점 등의 서술을 통해 그의 유학과 귀국이 왕의 

126) 한림직의 후신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한림랑 -> 지서서원사, 대조 -> 

(한림학사)서서원학사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李文基, 1996 앞 

논문, 31~33쪽.

127) 구체적으로 한림대직의 개편은 884년부터 886년 사이로 보는 견해

가 있다. 전덕재, 2011 앞 논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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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28) 결국 

885년 무렵 헌강왕은 서서원 창설, 한림대 개편과 동반해 의도적으

로 최치원을 귀국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헌강왕은 문한기구를 개편하면서 입당유학생을 중용하고자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입당유학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헌강왕 시기의 대당교섭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강왕대에 이루어진 번진 교섭의 내정적인 요인 또한 문한

기구의 개편에 있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배경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다. 당시 당 조정

은 황소의 난과 조정 내부의 파벌문제 때문에 동요하고 있었다.  고

병은 875년 成都尹·劍南西川節度觀察等使가 되었는데 마침 875년부

터 이어진 황소의 난에서 879년 10월 이후 황소가 장안을 향해 진

군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때까지 문관 劉鄴 대신 무관인 고병을 회

남번진 절도사로 임명하였다. 당시 고병을 회남번진으로 추천한 자

는 재상 盧攜였다. 회남은 당시 남만 물품의 집적지로서 국고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므로,129) 盧攜는 강회지역에서 당 조

정으로 운반하는 물자의 경로를 지키기 위해 고병을 회남절도사로 

삼았던 것이다.130) 880년 盧攜는 고병을 諸道行營都統으로 추천하

128)〈聖住寺 朗慧和尙塔碑〉“顧文考選國子命學之, 康王視國士禮待之.”

129) 당 조정이 회남 지역을 국고를 지키기 위해 중요시한 것은 고병이 

회남번진에 부임시키느냐 여부를 가지고 于琮이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舊唐書》卷178, 列傳138 鄭畋, “南海有市舶之利, 歲貢珠璣. 如令妖賊

所有, 國藏漸當廢竭.”

130) 고병이 재정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회남번진 부임된 것은 당시 그가 

‘江淮鹽鐵轉運·江南行營招討等使’라는 관직도 겸임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舊唐書》卷19下, 本紀19下 僖宗).



- 141 -

여 황소의 난 토벌의 총대장으로 삼으려 하였지만 고병의 처우를 

두고 鄭畋과 노휴의 의견이 대립했다. 정전은 황소에게 관직을 주고 

안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131) 

결국 고병은 총대장이 되었지만 출병에 소극적이었다. 牙將 張璘

이 사망하는 것을 보고 섣불리 출병하였다가 패배하면 회남을 상실

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132) 당 정부는 재차 出兵을 요구하

였지만 고병은 출병하지 않았다.133) 결국 880년 12월 황소는 장안

으로 들어가 大齊를 국호로 하고, 金統으로 개원하였다. 한편 盧攜
는 자살하였다. 

881년 정월 희종은 成都를 행재소로 삼아 황소를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134) 자기를 뒷받침하는 노휴를 잃은 고병 또한 이 전투에 참

가하였다.135) 그러나 고병에게 주어졌던 都統과 諸使의 관위가 882

년 정월에 박탈되었고 5월에 鹽鐵轉運使에서 罷免되었다.136) 당시 

鄭畋이 노휴 배하의 고병을 반대세력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883년 2월 이극용을 중심으로 하는 번진연합군이 승리하고 

884년 7월 黃巢가 피살됨으로써 전쟁은 끝났다.137) 고병은 노휴가 

자살한 이후 적극적으로 당 조정을 도와주려고 하였다. 또한 鹽鐵轉

運使에서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顧雲을 보내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

131)《舊唐書》卷200, 列傳150 黃巢.

132) 周連寬, 1951〈唐高駢鎭淮事蹟考〉《嶺南學報》11-2, 23쪽.

133)《舊唐書》卷182, 列傳132 高騈.

134)《資治通鑑》卷254, 唐紀70 僖宗 中和 元年 正月 丁丑.

135)《桂苑筆耕集》卷11, 檄黃巢書.

136)《資治通鑑》卷255, 唐紀71 僖宗 中和 2年 5月, “加淮南節度使高駢兼

侍中, 罷其鹽鐵轉運使. 駢旣失兵柄, 又解利權, 攘袂大詬, 遺其幕僚顧雲

草表自訴, 言辭不遜…(후략)…”

137)《舊唐書》卷19下, 本紀19下 僖宗 中和 4年, “秋七月己未朔. 癸酉, 賊

將林言斬黃巢·黃揆·黃秉三人首級降時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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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당 조정에는 고병을 용서하지 않고 배신자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138) 이처럼 고병의 정치적 입장이 급변한 것은 국비유학생으로 

회남번진에서 활약한 최치원을 통해 신라 조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

을 것이라 여겨진다.

신라는 헌강왕이 876년 입당사신을 보낸 이후 878년 황소의 난 

때문에 입당하지 않았다.139) 879년 무렵 신라에 온 환관 西門思恭

도 황소의 난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으로 여겨진다. 당시 그

의 관직이 六軍使였기 때문이다.140) “六軍”은 北衙禁軍 중 左右羽林

軍, 左右龍武軍, 左右神武軍을 가리키므로,141) 육군사는 이들을 통

할하는 직책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서문사공은 원군을 요청하

기 위해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가 곧바로 

당에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았다.

다만 신라는 황소의 난이 한창이던 882년 김직량과 함께 探候使 

박인범을 당으로 보냈다.142) 그들이 당에 도착하여 희종이 촉으로 

피신한 것을 알게 된 후 고병의 도움을 받아 촉으로 향한 것을 보

면 신라 왕조 또한 882년까지 명확하게 희종의 피신을 몰랐던 것 

같다.143) 이들이 귀국하여 희종의 피신 사실을 알게 된 헌강왕은 원

138) 사실《新唐書》는 고병전을 叛臣傳에 수록하였다. 

139)《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2年 9月 및 4年 7月.

140)《太平廣記》卷481, 蠻夷 新羅

141) 北衙禁軍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曽我部静雄, 1981〈唐の南

衙と北衙の南司と北司への推移〉《史林》64-1; 張國剛, 1999〈唐代禁

衛軍考略〉《南開學報》第6期.

142) 박인범 또한 김직량과 같은 사신이라는 견해는 다음 책을 참조. 權悳

永, 1997 앞 책, 91쪽. 

143)《三國史記》卷46, 列傳6 崔致遠, “中和二年, 入朝使金直諒 爲叛臣作

亂 道路不通 遂於楚州下岸 邐迤至楊州, 得知聖駕幸蜀. 髙大尉差都頭張

儉, 監押送至西川…(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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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파견을 결심하였다.144) 다만 고병이 당 조정에서 신뢰를 잃은 상

태였으므로 고병과의 친밀한 관계 아래 이루어진 원군지원에 대해 

당에서 의구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 진성여왕 시기 신라가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병의 행위에 대해 비판이나 칭찬을 하지 않고 신라의 

義理를 강조하여 원군지원의 정당성을 서술한 것은 신라가 고병에 

대해 내린 평가의 애매함을 보여준다.145) 또한 최치원은 귀국 이후  

왕명을 받아〈鳳巖寺 智證大師塔碑〉를 찬술하였는데, 당 조정을 漢 

조정이라 비유하면서 대비적으로 고병을 ‘淮王’이라 평가하고 있

다.146) 淮王이라는 표현은 원래 漢代의 劉安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

시 劉安은 武帝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반란을 계획하였다. 아마도 

최치원은 이에 준하여 반독립적으로 행동한 고병 또한 ‘淮王’으로 

표현한 것이라 짐작된다.147) 따라서 신라가 회남번진을 독립 세력으

로 보았던 흔적이 회왕이라는 표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당조 내부에서 고병의 입장이 급변함에 따라 鄭畋派가 주

도한 당 조정과 신라의 관계가 점점 尖銳化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144)《東文選》卷33, 表箋 謝恩表, “以亡父贈大傅臣晸, 近屬乾符末,寰海之

風波稍起, 關河之祲沴旋興, 寇逼咸秦, 駕廵庸蜀. 先臣爰投楚袂, 兾請終

纓, 齊徵下瀨之師, 决徇太朝之難.” 

145) 이에 대한 신라의 변명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東文選》卷33, 表箋 謝恩表, “故東面都統淮南節度使高騈, 非因綆短, 

欲假鞭長, 但審先聲, 將觀後効, 上陳蕃欵, 外振軍威, 是躡前規, 無虧遠

慮.” 

146) 〈鳳巖寺 智證大師塔碑〉“…(前略)… 捧漢后龍緘, 賚淮王鵠幣 …(後

略)…”

147) 최치원이 고병에 대해 회왕 유안을 투영한 것은 고병이 당에서 신뢰

를 잃은 시기에 이미 보인다. 《桂苑筆耕集》卷17, 獻詩啓, 淮南, “八

郡榮超陶太尉, 三邊靜掩霍嫖姚, 玉皇終日留金鼎, 應待淮王手自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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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평로군절도사 安師儒는 신라 조정의 친고병적 태도를 이유로 

신라의 원군지원을 환영하지 않았다.14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신

라 조정은 당시 회남번진에서 국비유학생 최치원이 활약한 것을 파

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한문능력 뿐만 아니라 고립된 고병을 

살리고 당 조정의 대립을 무마할 수 있는 교섭능력은 신라가 당과 

친선외교를 추진할 때 중요하였을 것이다. 헌강왕은 문한직을 개편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당유학을 추진하였으므로 당과의 대립은 

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884년 빈공급제자 최치원의 귀

국을 요청하기 위해 신라가 회남번진의 고병에게 入淮南使 金仁圭

를 보냈다고 추측된다. 헌강왕의 사신파견 목적이 입당유학이었음은 

다음 해 입당사신에서도 엿볼 수 있다. 885년 10월 헌강왕은 황소

의 난이 끝난 것을 축하하고자 金僅을 보냈다.149) 이와 함께 金茂

先, 崔渙, 崔匡裕의 국자감 입학을 신청한 것은 헌강왕이 사신을 파

견한 의도가 입당유학생 파견에 있었음을 알려준다.150)

이처럼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낸 것은 고병파에서 이탈하여 친당

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당유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을 통해 

이것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편지가 작성된 연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편지에서 나온 인물 가운데 고상이 지공거가 

된 시기는 877년이다. 또한 高湘이 江西觀察使로 부임한 시기는 명

148)《東文選》卷33, 表箋 謝恩表, “而屬本道故靑州節度使安師儒, 謂彼越

庖, 阻玆叩楫, 言雖顧後, 意或忘前. 專馳使人, 來約兵士, 以此遠俗之忠誠

莫展, 先臣之遺恨斯多.”

149)《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11年 10月, “遣使入唐, 賀破黄
巢賊.” 

   《東文選》卷33, 謝賜詔書兩函表. 

150)《東文選》卷47, 奏請宿衛學生還藩狀.



- 145 -

확하지 않지만 878년에 그 使職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다른 사료에

서 확인할 수 있다.151) 그러므로 878년 무렵의 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전란 때문에 길이 막혀서 편지를 보내지 못하였다는 내용

에서 이 전란은 구체적으로 황소의 난이다. 전술하였듯이 황소의 난

은 884년 7월까지 이어진 전란이었으므로 이 편지는 884년 무렵에 

보낸 편지로 이해된다. 나아가 최치원은 885년 3월에 신라로 돌아

왔다.152) 이 편지가 최치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이 편지의 작성연

대는 885년 3월 이후 황소의 난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보낸 편지로 볼 수 있다. 최치원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강왕은 최치원에게 서신을 작성시킨 것이다. 

이 편지는 앞서 말하였듯이 빈공급제 金渥과 朴仁範의 지공거에 

대해 보낸 감사장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신라가 문한직을 설치함으

로써 정치개혁을 수행한 시기이다. 따라서 편지 속에 신라 헌강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되는 점은 편지를 보낸 

대상인 지공거 고상이 牛李의 당쟁이 끝난 뒤 신흥세력으로 성장한 

渤海 高氏라는 것이다.153) 그의 아버지 高湘, 종형제 高湜 또한 지

공거를 역임한 상급관리였다.154)

더욱이 高湜의 아들 高彬의 동향도 주의를 끈다. 〈高彬墓誌〉는 

151)《資治通鑑》卷253, 唐紀69 僖宗 乾符 5年 3月, “王仙芝餘黨王重隱陷

洪州, 江西觀察使高湘奔湖口.〔江州東北六十里有湖口鎭, 當彭蠡湖入江

之口, 宋朝置湖口縣.〕”

152)《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11年 3月, “三月, 崔致逺還.”

153) 우이의 당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우이의 당쟁이 끝난 후 

朋黨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다. 다음 논문을 참조. 河元洙, 1994

〈牛僧孺와 李德裕의 對外認識上의 差異와 그 背景 -'牛李黨爭’의 再檢

討-〉《魏晉隨唐史硏究》1; 渡邊孝, 1994〈牛李の黨爭硏究の現狀と展

望 -牛李黨爭硏究序說-〉《史境》29.

154)《登科記考》卷23, 咸通12年 辛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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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족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참여한 事蹟을 알려준다.155) 高

彬은 아버지 尙書公 高湜의 門蔭를 통해 入仕하였다. 더욱이 그는 

동족인 발해 고씨 高騈의 幕職官으로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高騈이 

西川절도사로 鄆州에 체류하였을 때 막직관으로 辟召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는 869년부터 874년 사이이다. 또한 얼마 후 바로 

중앙의 秘書省으로 들어갔다. 그가 경험한 출세 코스는  門蔭 入仕 

→ 벽소 → 중앙복귀라는 구도를 갖는다. 이것은 당시 진사급제한 

사람이 벽소를 받아 幕下에 있는 지방관리로 취임한 다음에, 다시 

중앙에 올라가는 출세 코스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156) 더

욱이 당시 지공거가 된 씨족들은 일족을 발탁하여 중앙 정치에 참

여시켜서 가문을 확대해갔다.157) 따라서 고상 등 발해 고씨는 門蔭

155)《唐代墓誌彙編續集》乾符014

 唐故前江南道都團練副使朝議郞檢校尙書禮部郞中賜緋魚袋高府君墓誌銘幷序

                                                    外兄孟懷澤等州觀

察支使試秘書省校書郞撰

   府君諱彬, 字昭文, 渤海蓨人也. 源流世系多載於累代銘誌矣. 曾公諱立, 皇

荊南節度巡官, 攝監察御史, 贈司空 ; 祖諱□　 皇尙書吏部侍郞・同州刺

史・贈太師  ; 父湜, 自昭義節度使兼潞州大都督府長史, 檢校禮部尙書, 

謫官□崖郡司馬. 府君尙書公第二子也. 妣榮陽鄭氏. 父諱杼□, 皇鄭州陽

武縣尉. 府君幼習詩書, 早知名敎, 機悟明敏,　穎脫不群, 深爲尙書公器異. 

年甫志學, 自成人風, 門內羇孤, 尙書公厚於瞻撫, 知府君潔行幹事, 可代

心力, 多所信委. 自長兄柷擧進士, 府君以時風寖薄, □仲有同趨詞壤, 求

一第, 或致搢紳間異論, 遂堅請於尙書公, 願以門蔭筮仕, 俸錢爲婚娶之資. 

選授蘇州華亭縣尉. 秩滿, 今西川高侍中騈鎭鄆州, 虛懷就辟, 奏授觀察判

官, 試大理評事, 兼監察御史. 在職不數月, 辭以違奉晨昏, 乞假歸覲. 旋除

秘書省著作佐郞. …(後略)…

156) 渡邊孝, 2001〈唐後半期の藩鎭辟召制についての再檢討 -淮南・浙西

藩鎭における幕職官の人的構成などをてがかりに-〉《東洋史硏究》

60-1.

157) 前田愛子, 1984〈中國の婚姻 -唐代の通婚制限に閲する律令をめぐっ

て-〉《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10 東アジアにおける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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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벽소를 이용하여 일족의 세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고병과 같은 일족임에도 신라가 고상에게 굳이 885년에 

편지를 보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상을 비롯한 신흥세력이 점

점 확대해감에 따라 신라가 입당 유학을 추진할 때 이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발해 고씨의 세력 확장은 사료C에서 보

듯이 崔侍郞과의 대립을 야기하였다. 최시랑이란 구체적으로 崔殷夢 

혹은 崔瑾으로 모두 산동귀족인 淸河 崔氏이다. 청하 최씨가 당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산동귀족이었던 점을 고려하

면 신흥귀족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발해 고씨에게 좋은 인상을 갖

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산동귀족과 신흥귀족의 대립구도는 지공거의 분포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지공거 輩出者의 귀족층을 정리하면 <부표

-7>과 같다. 그 표는 우이의 당쟁 후 각 황제의 치세에 존재했던 

문벌귀족과 기타 귀족에 유의하면서 지공거에 어떤 출신의 인물이 

취임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떠한지 정리한 것이다. 먼저 당대 

가장 높은 문벌귀족에 해당하는 것은 山東五姓으로 불린 五望七家

의 산동귀족이다. 다음으로 關中系 귀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당 

왕조 수립에 공을 세운 이른바 關隴集團이다. 江左系 귀족은 원래 

남조계의 귀족이다. 한편 기타 귀족은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였는데 

●과 ○로 차이가 있다. ●은 기타로 분류되지만 郡姓으로 불리고 

지방에서는 명문으로 이해되는 귀족이다.158) ○는 이른바 신흥세력

으로 불리는 귀족이고 郡望表에는 그 성씨가 확인되지 않는다.

と習俗》, 學生社.

158) 이 기준은 郡望表에 따랐다. 池田溫, 1959〈唐代の郡望表-9・10世紀

の敦煌寫本を中心として 上-〉《東洋學報》42-3; 池田溫, 1960〈唐代

の郡望表-9・10世紀の敦煌寫本を中心として 下-〉《東洋學報》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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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통해 懿宗대 후반부터 발해고씨를 포함한 신흥귀족층이 

지공거를 맡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희종대에는 지공거를 담당하는 관리가 신흥귀족과 산동귀족으로 

二分되어 있었던 것이 주의를 끈다. 당시 산동귀족과 신흥귀족의 대

립은 급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159)   

그렇다면 신라 헌강왕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편지에 일부러 최

시랑 때의 일을 한탄하는 내용의 편지를 高湘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는 신라가 입당유학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따라서 헌강왕이 최치원을 귀국시키거나 고상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리고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신라의 對江西·淮南交涉은 신라가 

입당유학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대외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정책은 입당사신 파견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회남번진이 

순지번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스스로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당 조정과 회남번진이라는 두 세력의 대립에 휘말리

지 않도록 교섭을 전개하였다. 

최치원 이외에 당 내부에서 활약하던 신라인 문사가 왕래한 기록

은 없다. 다만 신라-회남번진에서 사신이 정례화되었던 것 등을 고

려하면 왕조-번진 사이에서 이러한 문사가 왕래했을 가능성은 크다. 

이에 관하여 발해와 번진의 교섭이 참고가 된다. 발해의 경우 832

년에 賀守謙을 보낸 바 있다. 사료1-2-Q에서 표시하였듯이 司賓卿 

159) 근년 우이 당쟁 이후 신흥세력의 동향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제출

되었다. 渡邊孝, 1998〈『高澣墓誌』『令狐梅墓誌』と牛李黨爭〉《古

代文化》50-8; 竹內洋介, 2011〈牛李黨爭終焉後の「李派」-宣宗大中

年間の動向を中心として-〉《白山史學》47. 이들 견해에서는 기본적으

로 우이의 당쟁 이후 파벌이 우파와 이파에 이분되지 않고 다양한 세

력이 대두한 것을 지적하였다. 발해 고씨 또한 이러한 파벌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대두세력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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賀守謙을 유주로 파견하였다. 이 사신은 일본에 전래된 中臺省牒에

도 나타나므로 중국, 일본 양국에 파견될 만큼 한문 능력이 높은 사

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160) 이러한 일은 다른 왕조-번진 교섭에서

도 사신의 왕래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라도 역시 일

회성이지 않고 몇 번이나 사신의 왕래가 이어졌을 것이다. 이외에 

구체적인 사신 이름이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왕래가 있었다는 

것은 교섭의 접대나 의례적인 측면에서 꼭 한문능력이 필요하였다

는 점을 고려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료1-2-Q에 장

건장이 대이진의 두터운 禮를 받았다는 기록에서도 서로 의례가 존

재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의례

는 왕조간 교섭에서 일어난 조공-책봉의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사료 3-1-2)-A나 1-2-Q에서 나왔듯이 왕조 간 교섭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 '聘問'이나 '來聘'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당서》, 《신당서》에서 신라·발해-당 관계의 기록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양국의 외교

관계에서 이루어진 의례와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유형별로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을 살펴보았다. 이

들 교섭의 특징은 상대방의 선호도를 의식해 물품을 보내는 무역 

거래로 추정된다. 신라·발해의 수출품은 이민족노비나 발해 말, 매 

등 상대방 번진의 성격을 짙게 보여주는 물품이 중심을 이루고, 신

라에서는 波斯商人이 가져온 동남아시아나 波斯 지역의 물품, 발해

에서는 絲織物들을 거래하였다. 이는 양국의 내정에서 유행하거나 

필요성이 높은 물품들이었다. 이러한 교섭은 상대방의 선호도를 중

160) 하수겸의 기록은 《壬生家文書》의 渤海國中臺省牒에 나타난다. 酒寄

雅志, 2001 앞 책, 263~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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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각국의 땅에서 산출되는 물품을 보내는 조

공과는 다른 성격이었다. 각국의 땅에서 산출되는 물품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조 사이의 교섭과 왕조-번진 교섭에서 互

惠性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공품이 각국의 땅에서 산출

된 물품으로 구성된 까닭은 당 조정이 백관에게 지배가 사방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可視化하는 중요한 외교 의례상의 의도가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조-번진 교섭에서 이러한 물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교섭 행위에서 의례상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조공처럼 지배관계의 가시화가 목적이 아니었

던 왕조-번진 교섭에 대해 禮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조공과 다른 표

현을 채택하여 '聘問'이나 '來聘'으로 기록한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신라는 내부의 정치문제와 관련하여 산동, 양절·회남 등의 

번진세력에게 사신을 보냈다. 유학생을 활용한 교섭은 당시 신라왕

실이 지향한 당에 대한 외교방침과 같다는 측면에서 대당외교와 차

이가 없다. 이렇듯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이 입당사신과 거의 차

이 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9세기 말 신라왕조가 왕조-번진교섭을 왕

조간 교섭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신라·발해가 거래

하는 물품이나 사신왕래가 상당히 내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상 

왕조-번진 교섭은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또한 신라의 교섭대상은 

양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산 물품이 많이 집적되는 港灣都市로 

조금씩 퍼져갔던 것이라 보인다. 그 결과 이들 교섭은 10세기에 동

아시아 국제정치상 중요한 교섭의 한 형태로 기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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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10세기 對藩鎭 交涉의 變化와 消滅 

1. 발해-盧龍藩鎭 교섭의 소멸과 그 영향

9세기 중엽부터 나타난 발해와 盧龍藩鎭과의 교섭은 9세기후반에 

발해가 당에 대해 외교 빈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가운데, 발해에게 

盧龍藩鎭은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부상되었다. 발해-盧龍藩鎭 교섭

에서는 매나 말 등 문물의 교류나 문사의 왕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교섭이었다. 발해-번진교섭에서는 

발해왕조가 주체였기 때문에 문물교류이건 문사교류이건 발해왕조

가 취한 대외적인 자세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0세기에 

접어들어 盧龍藩鎭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양자 간의 교섭은 동

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점차 정치적으로 중요해졌다. 

840년 10월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내부적으로 이미 약해져 있던 

위구르가 키르기즈의 공격으로 멸망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가 재편되기 시작했다.1) 이 때 9세기 말 발해와 활발하게 교섭하고 

있던 盧龍藩鎭이 쇠퇴한 당을 지키기 위해 북쪽의 거란, 서쪽의 沙

陀와 전투를 벌이면서 발해도 국제관계의 변동에 휘말리게 되었다. 

1장1절에서 설명하였듯이 盧龍藩鎭은 반측번진으로 분류되는데, 10

절도사 중 하나인 범양절도사가 유주에 설치되었을 때부터 북방민

족에서 당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9세

1) 《新唐書》 卷217, 列傳142 下, 回鶻下,  “武宗即位, 以嗣澤王溶臨告,

乃知其國亂. 俄而渠長句錄莫賀與黠戛斯合騎十萬攻回鶻城, 殺可汗, 誅掘

羅勿, 焚其牙, 諸部潰, 其相馺職與厖特勒十五部奔葛邏祿, 殘眾入吐蕃·安

西.” 다만 위구르의 멸망과정에 대해서는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질병

의 영향이 중요했다. 정재훈, 2005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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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에도 유지되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던 거란과 심각하게 대립

하였다.2) 그리고 발해 역시 세력을 뻗치던 거란과 대립하면서, 발해

와 盧龍藩鎭의 관계는 교역 이상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903년 12월에 盧龍藩鎭의 劉仁恭은 거란을 공격하였다.3) 그 직접

적인 계기는 같은 해 10월 거란이 盧龍藩鎭의 영지인 薊州를 약탈

한 것이었다.4) 劉仁恭은 평시 거란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

는데 이때 엄선한 병사를 거느리고 摘星嶺을 넘어서 공격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거란지역의 野草를 불태워 말을 아사시킴으로써 거란

군의 궁핍을 야기했다.5) 이듬해 거란은 黑車子室韋를 토벌하려고하

자 劉仁恭은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려 

실패하였다.6) 이렇듯 盧龍藩鎭과 거란의 관계는 빈번하게 발생한 

무력충돌로 인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화해나 동맹의 여지는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905년 李克用은 거란의 耶律阿保機와 雲州에서 회맹을 맺고 

劉仁恭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다.7) 이에 앞서 李克用은 朱全忠과의 

2) 노룡번진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松井秀一, 1959〈盧龍

藩鎭攷〉《史學雑誌》68-12, 3~11쪽.

3) 《資治通鑑》卷264, 天復 3年 12月.

4) 《遼史》卷1, 本紀1 太祖 耶律阿保機　上 天復 3年, “冬十月, 引軍略至

薊北, 俘獲以還.”

5) 《舊五代史》卷137, 列傳1 契丹, “劉仁恭 鎭幽州, 素知契丹軍情僞, 選將

練兵, 乘秋深入, 踰摘星嶺討之, 霜降秋暮, 即燔塞下野草以困之, 馬多飢

死, 即以良馬賂仁恭, 以市牧地.” 

6) 《遼史》卷1, 本紀1 太祖 耶律阿保機　上 天復 4年, “九月, 討黑車子室

韋, 唐盧龍軍節度使劉仁恭發兵數萬, 遣養子趙霸來拒. 霸至武州, 太祖諜

知之, 伏勁兵桃山下. 遣室韋人牟里詐稱其酋長所遣, 約霸兵會平原. 旣至,

四面伏發, 擒霸, 殲其眾, 乘勝大破室韋.”

7) 《舊五代史》卷137, 外國列傳1 契丹, “天祐四年, 大寇雲中, 後唐武皇遣

使連和, 因與之面會於雲中東城, 大具享禮, 延入帳中, 約爲兄弟, 謂之曰,

唐室爲賊所篡, 吾欲今冬大舉, 弟可以精騎二萬, 同收汴·洛. 阿保機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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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위해 盧龍藩鎭의 병사를 징발하고자 유인공에게 사신을 보

냈다. 그러나 유인공은 청병 요구를 거절하고 사신을 포로로 잡아두

었다.8) 이에 분노한 이극용은 897년에 유인공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대패했고, 비록 서로 화해하였지만9) 이 사건 이후 이극용은 유인공

에게 원한을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905년에 이루어진 거란과의 

雲中會盟에서 유인공을 공격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10) 

그러나 907년에 이 양상은 급변하였다. 906년 후량이 거란으로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노룡번진은 四面에서 고립되는 

형세에 처하게 되었다.11) 더욱이 907년 4월 주전충의 부장 李思安

이 유인공을 공격하자 劉守光은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노룡번진의 

치소인 유주에 입성하였으나, 이사안을 물리친 다음 유인공을 가두

고 스스로 유주절도사에 올랐다.12) 이후 大燕이라는 국명과 應天이

라는 연호를 정하여 大燕皇帝를 자칭하였다.13) 유수광이 大燕을 표

賜與甚厚, 留馬三千匹以答貺.”

《遼史》 卷1, 本紀1 太祖 上 天復年間條, “冬十月, 太祖以騎兵七萬會克

用于雲州, 宴酣, 克用借兵以報劉仁恭木瓜澗之役, 太祖許之. 易袍馬, 約

爲兄弟. 及進兵擊仁恭, 拔數州, 盡徙其民以歸.” 

8) 《舊五代史》 卷26, 唐書2 武皇紀 下 乾寧4年 7月, “七月，武皇復徵兵

於幽州, 劉仁恭辭旨不遜，武皇以書讓之，仁恭捧書謾罵，抵之於地，仍

囚武皇之行”

9) 《舊五代史》 卷26, 唐書2 武皇紀 下 乾寧4年 7月~9月.

10) 雲中會盟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陳述, 1936〈阿保機與李克用

盟結兄弟之年及其背盟相攻之推測〉《國立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集

刊》7-1 ; 金在滿, 1961〈契丹族南侵過程의 硏究-雲中會盟을 中心으

로 하여-〉《史學硏究》12 (1974《契丹民族發展史의 硏究 -特히 政

治·經濟·軍事問題를 中心으로-》, 讀書新聞社出版局 재수록) ; 毛利英

介, 2006〈澶淵の盟の歷史的背景 -雲中の會盟から澶淵の盟ヘ-〉《史

林》89-3 

11) 《遼史》卷1, 本紀1 太祖 上 天復年間條, “明年二月, 復擊劉仁恭. 還, 

襲山北奚, 破之. 汴州朱全忠遣人浮海奉書幣·衣帶·珍玩來聘.”

12) 《舊五代史》 卷135, 僭僞列傳2 劉守光 天祐4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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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발해 對後梁交涉 使臣 일람
  사신 수여관직 출전 비고
907년5월 大昭順   B2·74, C30, D972 해동물산 헌상
908년1월 崔禮光   B2, C30, D976 작위 수여(加爵秩)
909년3월 大誠諤   B2, C30, D972
911년8월 大光贊   B2, D972
912년5월 大光贊   A7, B2, 

  
A : 舊五代史, B : 新五代史,  C : 五代會要, D : 冊府元龜, 

방한 것은 907년 정월 야율아보기가 1차로 거란의 황제로 즉위한 

것,14) 같은 해 朱全忠 또한 당 哀帝에서 禪讓을 받아 後梁의 건국

을 선포한 것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908년 이극용이 죽

음을 앞두고 아들 李存勗에게 세 명의 적수로 후량의 주전충, 거란

의 야율아보기와 함께 대연을 언급하였던 것을 보면 당시 대연의 

세력이 얼마나 강대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15)

그런데 발해는 후량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발해는 후량

에게 907년부터 912년까지 5차례 조공하였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사신은 모두 태조 주전충에게 보낸 것이다. 그 후 발해가 후

량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들 朱友珪·朱

13) 《舊五代史》 卷135, 僭僞列傳2 劉守光 天祐4年 8月.

14) 耶律阿保機의 일차 즉위에 대해서는 杉山正明, 2005《中國の歷史08 

疾走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118~119쪽.

15) 《舊五代史》 卷26, 李克用紀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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友貞이 주전충을 살해하여 帝位를 찬탈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일 것이고, 실제로는 주전충이 死去한 후 후

량이 급속히 쇠퇴하였기 때문에 발해가 사신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후량의 쇠퇴는 다음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전충 재위시기에 

魏·博 지역은 후량의 지배하에 들어가지만 주전충이 살해되고 朱友

貞가 즉위하자 당시 위주에 주둔하였던 楊師厚는 위주에 있었던 天

雄軍節度使 羅周翰을 몰아내고 자립을 시도하였다.16) 주우규는 양

사후를 천웅절도사로 追認할 수밖에 없었다.17) 또한 末帝 주우정 

시기에 양사후가 사망하자 末帝는 천웅군절도사를 분할하려고 하였

다. 그러나 천웅군의 병사들은 末帝의 대응에 반발하여 모두 이존욱

의 晉에 귀부하였다.18) 양사후의 자립과 천웅군이 진으로 귀부한 

것은 태조가 사거한 이후 후량의 구심력이 점차 저하되는 것을 보

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발해가 후량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지리적 조건의 영향

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발해는 바닷길을 이용하여 중원으로 들어

가는 루트를 사용했으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지역은 후량과 연

16) 《新五代史》卷23, 梁臣傳11, 楊師厚, “師厚乘間殺魏牙將潘晏·臧延範

等, 逐出節度使羅周翰.”

17) 《舊五代史》卷22, 梁書22 列傳12 楊師厚, “庶人友珪篡位, 魏州衙內都

指揮使潘晏與大將臧延範·趙訓謀變, 有密告者, 師厚布兵擒捕, 斬之. 〔案

歐陽史云：師厚乘間殺魏牙將潘晏·臧延範等, 逐出節度使羅周翰. 與薛史

異.〕 越二日, 又有指揮使趙賓夜率部軍擐甲, 俟旦爲亂, 師厚以衙兵圍捕, 

賓不能起, 乃越城而遁, 師厚遣騎追至肥鄉, 擒其黨百餘人, 歸斬于府門. 

友珪即以師厚爲魏博節度使·檢校侍中.” 

18) 《新五代史》卷45, 梁臣傳11 楊師厚, “末帝即位, 封師厚鄴王, 詔書不

名, 事無巨細皆以諮之, 然心益忌而畏之. 已而師厚瘍發卒, 末帝爲之受賀

於宮中. 由是始分相·魏爲兩鎭. 魏軍亂, 以魏博降晉, 梁失河北自此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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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발해는 노룡번진(대연)·후

량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발해도 노룡번진·후연과 대

립하던 거란·진과 대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911년 

거란의 奚 병탄과정에서 발해와 거란의 대립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고 있다.19)

그런데 이러한 국제관계는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발해와 우

호관계를 맺고 있던 대연이 진에게 멸망한 것이다. 913년 晉의 이

존욱은 대연을 공격하여 유수광을 포로로 잡았고, 유수광 휘하의 부

장들은 거란이나 진으로 흡수되었다.20) 그 결과 진은 이전에 대연

과 대적하고 있던 거란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노룡번진의 

치소인 유주를 둘러싸고 이존욱과 야율아보기는 917년과 921년 두 

차례에 걸쳐 격전을 벌였는데,21) 주목되는 것은 917년의 전투 이후 

918년 유주가 거란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는 사실이다.22) 

이것은 916년 야율아보기가 2차 즉위를 시행하여 神策이라는 연호

와 契丹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된 이후 최초의 대대적인 조공이다. 

유주는 921년의 전투 때 거란을 막는 晉의 최전선 기지로 기능하

였고,23) 야율아보기는 이 전투에서도 유주 지역을 제압하지 못하였

다. 노룡번진과 대연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주는 이후 燕雲十六州의 

할양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대·송과 거란의 대립 속에서 가장 중요한 

19) 송기호, 1995《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203~205쪽.

20) 《舊五代史》卷28, 唐書4　莊宗本紀2 天祐 11年 

21) 이 두 번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자세한 서술이 있다. 杉山正

明, 2005《中國の歷史08 疾走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142~174

쪽.

22) 《遼史》卷1, 太祖本紀1 神冊 3年, “二月, 達旦國來聘. 癸亥, 城皇都, 

以禮部尙書康默記充版築使. 梁遣使來聘. 晉·吳越·渤海·高麗·回鶻·阻卜·黨

項及幽·鎭·定·魏·潞等州各遣使來貢.” 

23) 杉山正明, 2005 앞 책, 171~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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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의 장소였다. 그 이유를 905년의 雲中會盟 때 진과 거

란이 유주 지역의 분할을 약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24) 이 견해가 타당하다면 진이 노룡번진을 제압한 이후에도 유

주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913년 진의 이존욱이 대연을 차지하고, 이후 거란과 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발해의 대외교섭양상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발

해는 진과 갈등하던 연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발해와 

진의 교섭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 후량은 주전충의 사망 

이후 세력이 약해진 반면, 진과 거란은 계속 세력이 확장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량과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위험했다. 

진이 대연지역을 점령한 후 918년까지 발해가 후량을 비롯한 중국

의 세력과 교섭을 벌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

문이라 생각된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발해는 거란과도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

에 관해서는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4-1-A

우선 발해국왕 大諲譔은 원래 奚·契丹과 서로 좋아하고 唇齒

의 나라가 될 정도 밀접하게 지냈다. 태조가 처음으로 (나라

를) 세웠을 때 8部를 倂呑하여 계속해서 軍師를 가지고 奚國

도 병탄하였다. 大諲譔은 이를 두려워하여 뒤에서 新羅諸國과 

結援하였다.25) 

24) 毛利英介, 2006 앞 논문.

25) 《契丹國志》卷1, 天贊6年, “先是, 渤海國王大諲譔本與奚契丹, 爲唇齒

國.太祖初興, 倂呑八部, 繼而用師, 倂呑奚國. 大諲譔深憚之, 陰與新羅諸

國結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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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료는 거란이 해를 병탄한 이후부터 발해와 거란의 사이가 악

화된 것을 전한다. 구체적으로 거란이 해를 병탄한 시기는 911년의 

일이다.26) 따라서 911년 무렵부터 발해와 거란은 서로 대립하고 있

었을 것이다. 또한 사료에서 당시 발해가 신라와도 연계를 맺었던 

것을 알 수 있다. 915년 10월에 신라가 거란에게 사신을 보낸 것을 

고려하면 발해와 新羅諸國이 연계한 시기는 911년부터915년 2월의 

일이 된다.27)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발해가 신라와 연계한 기

간을 911년 직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28) 발해와 거란과의 대립 속

에서 당시 아직 대연이 배후 견제 세력으로 기능하였던 시기이므로 

그 무렵에 발해는 新羅諸國과 연계하기 쉬웠을 것이다. 즉 발해는 

서로 대립하던 거란, 진, 후량과 교섭하는 것은 다른 세력과의 대립

을 야기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중국·대거란외교를 멈추고 신라와 

연계하였던 것이다. 

이후 국제정세에는 다시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917년 유주를 둘

러싸고 진과 거란이 전투를 벌인 것이다. 이는 대연이 멸망한 이후 

처음으로 진과 거란이 싸운 큰 전쟁이었다. 유주는 필사적으로 거란

을 방어했지만, 전황은 거란에게 우세하게 전개되었다.29) 이처럼 대

연이 멸망한 후 진과 거란의 치열한 전투는 발해와 거란을 연결시

키는 기회가 되었다. 918년 2월 발해는 거란과 화친을 맺기 위해 

26) 《遼史》卷1, 太祖本紀 上, 5年, “丙申, 上親征西部奚. 奚阻險, 叛服不

常, 數招諭弗聽. 是役所向輒下, 遂分兵討東部奚, 亦平之. 於是盡有奚·霫
之地. 東際海, 南暨白檀, 西踰松漠, 北抵潢水, 凡五部, 咸入版籍. ”

27) 《遼史》卷1, 太祖本紀 上, “(太祖九年)冬十月戊申，鈎魚于鴨淥江 新羅

遣使貢方物 高麗遣使進寶劍”

28) 송기호, 1995 앞 책, 205쪽.

29) 杉山正明, 2005 앞 책, 142~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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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을 파견하였다. 

4-1-B 

2월 후량이 사신을 파견하여 내빙하였다. 晉, 吳越, 渤海, 高

麗, 回鶻, 阻卜, 黨項 및 幽, 鎭, 定, 魏, 潞 등의 州가 각각 사

신을 파견하여 來貢하였다.30)

이 시기에 발해가 거란과 일시적으로 화해한 까닭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위 사료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 사료

는 거란이 契丹이라는 국호와 神冊이라는 연호를 이용한 이후 각지

에서 파견한 사신이 來朝한 것을 전달한 첫 사례이다. 이때 여러 주

가 사신을 보낸 것이 확인되는데, 이들 주는 모두 번진의 治所이다. 

幽州는 燕, 鎭州는 趙, 定州는 定이라는 왕조로 인정된 번진세력이

었다. 또한 魏州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주우규가 즉위하였을 때 자립

을 지향한 天雄軍節度使의 세력권이었다. 潞州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 말기에 昭義軍節度使로서 후량에 대해 반격의 태도를 보이고 자

립을 도모하였던 것이 영향을 주어서 여기에 기록된 것 같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하면 거란이 자립한 번진세력의 내조를 통해 사방에 

지배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발해가 이때 사신을 파견한 목적에는 이러한 의례적인 측

면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연 세력이 

사라지자 발해는 노룡번진에게 거란의 배후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

30) 《遼史》 卷1,　 太祖本紀1 神冊 3年, “二月...梁遣使來聘. 晉·吳越·渤

海·高麗·回鶻·阻卜·黨項及幽·鎭·定·魏·潞等州各遣使來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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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발해는 후당의 숙적인 후량, 그리고 

그 이전부터 노룡번진과 우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후량과 중원을

다투거나 대연을 멸망시킨 후당과는 교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다. 이에 더하여 918년 사신파견에 앞서 일어난 917년의 거란과 진

의 전투에서 발해는 거란의 강대함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는 

거란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이해된

다. 따라서 대연의 멸망은 발해의 외교방침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18년 발해의 거란에 대한 사신 파견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발해는 신라나 고려와 결원하여 거란에 대한 대책

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31) 이것은 발해의 양면적인 태도를 의

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발해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거란은 의구심

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 양국의 대립은 해소되기 어려웠다.

이상의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10세기 발해가 신라와 

달리 치열한 국제관계에 연루된 배경에는 번진의 중원쟁탈전이 있

었다. 노룡번진은 당 변경에서 북방민족과 싸웠던 번진이었다. 특히 

유수광의 아버지 유인공은 鎭將에서 시작하여 노룡번진의 절도사까

지 올라간 것으로 보아 군사적인 성향이 짙은 인물이었다. 10세기

가 되면 이러한 노룡번진의 정치적인 입장이 대거란 문제를 야기하

여 거란과 후량, 후당, 대연의 네 왕조가 패권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발해는 노룡번진과 우호적으로 교섭하였음으로 이러한 국제관계에 

휘말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적 성향을 띠고 중원을 노리고 있었던 반측번진인 

노룡번진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상황이 10세기 발해의 대외관계에 

31) 송기호, 1995 앞 책,  208~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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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절번진은 항주 등의 도시 自衛

집단이 강화되어 왕조가 되었으므로 중원 세력과 싸울 이유가 없었

다. 반면, 반측번진이었던 노룡번진은 당과의 대립 자세를 유지하면

서 당의 쇠퇴에 따라 황제를 자칭하는 왕조로 나아갔다. 따라서 반

측번진과 순지번진이라는 각 번진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번진이 

왕조가 된 후 취한 중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이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10세기 신라와 발해의 대번진교섭은 대비되는 양

상을 나타내었다. 발해는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반면 신

라는 십국과 평화롭게 교섭할 수 있었다. 9세기에 나타난 양국의 대

번진 교섭은 다양한 문물교류와 문사의 왕래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1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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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8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契丹

     
      

    
晉         渤海 新羅諸國        

  
    

    우호      
    대립

後粱   
소원   

그림 2:  10세기 渤海 대외관계의 변화

1. 911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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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後粱   



- 163 -

 2. 후삼국-五代十國 교섭에서 文士 왕래

신라는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의 지방지배력이 현격하게 약화

되면서 견훤 등의 지방세력이 자립하였다. 이러한 한반도의 내부 상

황은 대외교섭의 양상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신라-당

의 관계가 일반적이었지만 독자적인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이 신라와는 별개로 중국의 번진세력과의 교섭을 시도하였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들의 대외교섭양상에서는 이전 시기 신라의 교섭활

동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왕조-(왕조화된) 번진과의 교섭을 정리하면 <표  Ⅳ-2>과 

같다. 주로 10세기의 왕조-번진 교섭관계는 아직 신라가 당 번진과 

해상활동을 전개하려고 한 시기(Ⅰ期), 후삼국이 정립하면서 왕조화

된 십국과 교섭하게 된 시기(Ⅱ期), 그리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

여 새로운 교섭형태를 맺는 시기(Ⅲ期)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우선 Ⅰ期에 관해서는 10세기 이전 신라와 절강지방의 교섭이 주

목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에서는 

896년에 崔藝熙가 入浙使로 파견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10

세기 직전에 신라가 절강지방과 교섭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료이다. 入浙使로서 崔藝熙의 성격이나 활동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최예희를 파견한 주

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甄萱이 자립하여 독

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아니라 후백제가 최

예희를 파견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32) 그 근거는 900년 

32) 北村秀人, 1982〈新羅の滅亡と高麗の建國〉《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

本古代史講座７》, 學生社, 57쪽.



- 164 -

견훤이 백제왕을 자칭하여 오월에 사신을 보내자 오월이 견훤에게 

관직을 수여할 때 檢校大保만 더하고 나머지를 ‘如故’라고 표현하였

다는 것이다.33) 이때 ‘故’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후백제는 

그 이전에 오월에게 견사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896년의 

입절사 최예희 파견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34)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900년의 관직수여 기록에서 백제가 자칭한 

관직에 대한 나머지를 ‘如故’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는 점, 건국초기 견훤의 호족통제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900년 전

후에는 아직 錢鏐의 영향력이 약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판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35)

그런데 사신 파견과 같은 대외교섭은 파견 주체와 파견 대상 간의 

상호적인 관계이므로 한반도 내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최예희가 파

견된 지역인 절강지방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4-2-A

 “…(전략)… 그 조상은 光州 固始의 사람이다. 高祖는 오대의 

내란을 피하여 海南에서 바다를 건너니, 新羅國王이 일견하여 

그를 奇特한 사람으로 보아서 명하여 相國으로 삼았다. 증조

는 휘가 仁侃이고, (아버지를) 계승하여 國柄을 가졌으므로 후

33)《三國史記》卷50, 列傳10 甄萱, “遂自稱後百濟, 王設官分職. 是唐光化

三年, 新羅孝恭王四年也. 遣使朝吳越. 吳越王報聘, 仍加檢校大保, 餘如

故.”

34) 申虎徹, 1993《後百濟 甄萱政權硏究》, 一潮閣, 136쪽.

35) 권덕영, 2000〈後百濟의 해외교섭과 활동〉《후백제와 견훤》, 서경문

화사, 14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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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光祿卿을 주었다. 祖는 휘가 彬이고 …(후략)…”36)

 4-2-B

王彬은 光州 固始의 사람이다. 祖는 彥英, 아버지는 仁偘, 그 

族人 (王)潮를 따라 閩에 들어갔다. 潮가 閩에 있을 때, 彥英

이 상당히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潮가 미워하여 이에 逼

迫하고, 뒤에서는 그를 모략하려고 하였다. 彥英이 이를 깨달

아서 가족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신라로 出奔하였다. 신라

는 그 인재를 사랑하여 그를 채용하였다. 부자는 이어서 國政

을 맡아 다스렸다.37)

A는 王彦英의 墓誌이다. 이 묘지에서는 890년대에 신라와 절강 

근방인 閩지역의 교류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王彦英은 사료B

에서 알 수 있듯이 《宋史》 列傳에도 입전된 인물로 어느 정도 정

치적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그는 같은 一族이자 

후일 閩을 세운 王審知의 형인 王潮를 따라 福建으로 갔다가 이후 

신라로 들어가서 정치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왕조는 

893년에 복건을 공격하였고 897년에 사망하였다.38) 따라서 왕언영

이 신라로 간 것은 893년에서 897년 사이의 일로 생각된다.39) 

36)〈宋故碩人王氏墓誌銘〉“…(전략)…其先光州固始人. 高祖避五季之亂, 乘

拌遊海南, 新羅國王一見奇之, 命以相國. 曾祖諱仁侃, 繼執國柄, 後贈光

祿卿. 祖諱彬, …(후략)…”

37)《宋史》卷304, 列傳63 王彬, “王彬, 光州固始人. 祖彥英, 父仁偘, 從其

族人潮入閩. 潮有閩土, 彥英頗用事, 潮惡其逼, 陰欲圖之, 彥英覺之, 挈家

浮海奔新羅. 新羅長愛其材, 用之. 父子相繼執國政.”

38)《資治通鑑》卷261, 唐紀77 昭宗 乾寧 4年, “十二月, 丁未, 潮薨.”

39) 왕조가 閩의 땅에 들어간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왕조가 福建觀察使

가 된 시기로 본다면 893년이 된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新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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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권력 투쟁에 따른 出奔의 사례이지만, 민 왕실의 일족

이 신라로 가는 항로를 이용하였다면 당시 신라와 민 사이에는 적

어도 민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 소종(888~904) 

때에 산동반도에서 민으로 가는 배에 ‘新羅客’을 포함한 船員이 있

었다는 기록도 주목된다.40) 이 기록은 산동반도-민이라는 중국대륙 

내부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신라와 산동반도의 교섭

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시 신라-산동반도-민으로 연결되는 루

트를 이용하는 민간교섭이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더욱이 신라왕

이 王潮 일가를 대접한 것을 보면 이 항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왕조의 出奔을 통해서 당시 신라와 

민의 정치적인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중

국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후백제보다는 신라가 최예희를 파견하

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41) 

신라가 최예희를 파견한 대상은 약 10년 후에 오월을 세우게 되

는 兩浙藩鎭 錢鏐였다. 전류는 893년 鎭海節度使 겸 윤주자사가 되

면서 浙西지역에 진출하였다.42) 895년에는 羅平國을 자칭하여 일어

《資治通鑑》《舊五代史》등에서 약간의 月次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893년에 왕조가 복건관찰사의 관직을 받은 것은 일치한다.

   《新唐書》卷10, 本紀10 昭宗 景福 元年, “(三月) 庚午, 泉州刺史王潮寇

福州.”

   《舊五代史》卷134, 僭僞列傳1 王審知, “唐光啟二年, 福建觀察使陳巖表

潮爲泉州刺史. 大順中, 巖卒, 子壻范暉自稱留後, 潮遣審知將兵攻之, 踰

年, 城中食盡, 乃斬暉而降, 由是盡有閩·嶺五州之地. 潮即表其事, 昭宗因

建威武軍於福州, 以潮爲節度·福建管內觀察使, 審知爲副.” 

40) 《嶺表錄異》 卷上, “陵州刺史周遇，不茹葷血. 嘗語恂云, 頃年自靑社之

海歸閩, 遭惡風, 飄五日夜, 不知行幾千里也. 凡曆六國, 第一狗國, 同船有

新羅客云, …(후략)…”

41) 權悳永, 1997 앞 책, 93쪽. 

42) 佐竹靖彦, 1990〈杭州八都から吳越王朝へ〉《唐宋變革の地域的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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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월주자사 董秀의 반란을 진압하고 浙東지역도 차지하면서 兩浙

지방을 장악하게 되었다.43) 

당시 신라가 최예희를 양절번진으로 파견한 것은 당 유학생과 관

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에서는 당 유학생의 파견과 

귀국이 중요한 문제였다. 경문왕과 헌강왕은 유학생을 등용하는 정

책을 펼쳤는데, 진성여왕도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여 유학생을 꾸준

히 중용하였다. 대표적 인물이 최치원이다. 최치원은 893년 문한직

인 知瑞書院事를 맡고,44) 時務 10여 조를 왕에게 바쳤다.45) 

다만 이들 유학생이 바다를 건너 왕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

다. 신라에서는 장보고 사후 무역의 통제가 느슨해져 무역과 해적을 

같이하는 海商이 많아졌다.46) 해적들의 발호는 신라가 입당사신을 

보내는 데에 큰 장벽이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진성여왕이 입당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해적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진성여왕의 막내 양패가 입당하려고 하였을 때 백제 해

적이 나루와 섬에서 길을 막고 있었으므로 50명의 弓士를 뽑아서 

따라가게 했다는 것이다.47)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진성여왕

대에는 사신이 입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893년에 진성여왕은 두 차례 사신을 당으로 파견하려고 하였지만 

同朋舍出版, 294쪽.

43)《新五代史》卷67, 吳越世家 錢鏐.

44)〈鳳巖寺 智證大師塔碑〉“入朝賀正兼迎奉皇花等使·朝請大夫·前守兵部侍

郞·充瑞書院學士·賜紫金魚袋 臣 崔致遠奉敎撰.”

45)《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8年 春2月, “八年春二月, 崔致逺
進時務一十餘條. 王嘉納之拜致逺爲阿湌.” 

46) 구체적으로 851년 청해진의 폐지를 전후하여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권덕영, 2005 앞 책, 290쪽). 

47)《三國遺事》卷2, 紀異2 居陀知, “此王代阿飧良貝, 王之季子也. 奉使扵
唐, 聞百濟海賊梗扵津鳬, 選弓士五十人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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溺死하거나 전란 때문에 길이 막혀서 입당할 수가 없었음이 확인된

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여왕은 유학생의 왕래를 꾸준히 시도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진성여왕은 891년 5월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893년에 두 번 사신 파견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마침내 6년만인 

897년에 사신을 입당시킬 수 있었다. 이 때 숙위학생 金茂先, 崔渙, 

崔匡裕의 귀국과 이에 더하여 崔愼之, 金鵠 등 학생 8명 및 祈婥과 

蘇恩 등 大小首領 10명의 입학을 요청하였다.49) 따라서 896년에 신

라가 최예희를 양절번진으로 파견한 목적은 893년 이후 당에 사신

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절 쪽에 사신을 보내어 유학생의 귀

국을 타진해보려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가 사신을 파견할 대상으로 양절지방의 전류를 선택한 까닭은 

재당신라인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

련하여 최예희가 파견된 이후인 901년에 새겨진 唐無染院碑가 주목

된다.50) 무염원은 산동성 곤유산 기슭에 위치하는데, 이 사찰을 건

립할 때 신라인 金淸이 깊게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51) 기록에 따

르면 김청은 押衙라는 번진의 軍職을 지닌 신라인이며, 鄞水가 흘러

48)《三國史記》卷46, 列傳6 崔致遠, “唐昭宗 景福二年納旌節使兵部侍郞金

處誨没於海. 即差橻城郡大守金峻爲告奏使. 時致逺爲富城郡大守, 祗召爲

賀正使, 以比歳饑荒, 因之, 盗賊交午, 道梗不果行.” 

49)《東文選》卷47,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50) 劉永智, 1994〈山東省文登市昆崳山無染寺(院)系新羅人金淸資助建造〉

《中朝關係史硏究》, 中州古籍出版社; 권덕영, 2006〈中國 山東省 無

染院(址)에 관한 몇 가지 問題〉《新羅文化》28; 朴現圭, 2007〈山東 

无染院과 신라 자료 검토〉《新羅史學報》11.

51) 金淸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권덕영, 2013 앞 책, 제5

장 제3절; 朴現圭, 2013〈「唐无染禪院碑」 잔편 소개와 新羅人 金淸

의 활동 의의〉《한국고대사탐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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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절강지방 주변에서 재산을 모아서 무염원에 불탑을 세웠다고 

한다.52)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 첫째로는 金淸이 절강지방에서 

재산을 모았다는 것, 둘째로는 그가 불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김청이 절강지방에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은 9세기말에도 여전히 

재당신라인이 절강지방에서 활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9

세기 전반에 독점적으로 교섭한 재당신라인의 해상활동은 장보고 

사후 조금씩 퇴조한 반면53) 중국상인들의 해상활동은 점차 활발해

졌다. 그러나 김청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재당신라인들의 해상활동이 

비록 9세기 전반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9세기 말에도 이어졌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54) 김청의 재산축적은 당시 재당신라인이 활

약한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언급했던 것은 김청이 불탑을 건립했다는 것인데, 실제

로 김청은 불탑의 건립뿐만 아니라 무염원 창건을 주도한 인물이었

다는 견해가 있다.55) 나아가 평로번진 王師範도 이 무염원의 건립

에 참가하였다.56) 당시 산동반도 일대에서는 주전충과 淮南번진 楊

行密이 세력을 다투어 전란이 벌어지고 있어,57) 897년에는 주전충

52)《牟平縣志》卷9, 文獻志 金石 唐无染院碑, “鷄林金淸押衙, 家別榑桑, 

身来靑社, 貨鄞游水, 心向金田, 捨靑鳧, 擇郢匠之工, 鑿白石, 竪竺乾之

塔.”

53) 권덕영, 2005 앞 책, 212쪽.

54) 김문경, 2006《9세기 후반 신라인의 해상활동》, 재단법인 해상왕장

보고기념사업회, 105쪽; 榎本涉, 2007〈新羅海商と唐海商〉《前近代の

日本列島と朝鮮半島》, 山川出版社, 90쪽.

55) 권덕영, 2013 앞 책, 334쪽.

56)《登州府志》에 따르면 이 비문에 나타난 ‘相公王’은 왕사범이라고 한

다. 권덕영 2013 앞 책, 327족. 

57) 楊行密의 세력확대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西川正夫, 

1959〈吳・南唐兩王朝の國家權力の性格 -宋代國制史硏究序說のため

に、其の一 -〉《法制史硏究》9; 伊藤宏明, 1976〈淮南藩鎭の成立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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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동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도시를 장악하고 왕사범은 오직 

靑州 일대만을 보존하였다.58) 이러한 전란으로 인해 재당신라인들

이 입은 피해는 매우 컸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을 供養하거나 위로

하려는 목적으로 무염원이 건립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전류가 功德施主로 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류는 절강의 번진세력이므로 산동성에 위치한 사

찰의 건립에까지 참여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

된다. 그 이유는 무역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9세기 후반까지는 

양주가 회남번진의 항구 역할을 하며 번성하였는데, 892년 전란에 

휘말리게 되면서 쇠퇴하였다.59) 이에 전류는 전란을 피해 명주 지

역으로 온 난민을 포섭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주에 羅城을 

건립하여 양절지역을 정비하였다.60) 이러한 상황은 페르시아 상인 

등 해외상인들이 양주에서 迫害를 당해 명주와 항주로 이동하였고, 

양주에 집적되는 물품들도 함께 이동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61) 따라서 당시 절강지방에서 활동한 김청을 비롯한 재당

신라인의 무역활동의 안전은 전류의 상인보호 정책에 의해 뒷받침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吳·南唐政權の前提-〉《名古屋大學東洋史硏究報告》4; 山根直生, 

2000〈唐末における藩鎭体制の變容-准南節度使を事例として-〉《史學

硏究》228.

58)《舊唐書》卷20上, 本紀20上 昭宗 乾寧 4年, “二月丙午朔. 戊申, 汴將

葛從周攻兗州, 陷之, 節度使朱瑾奔楊行密, 其將康懷貞降從周, 朱全忠署

從周爲兗州兵馬留後. 自是鄆·齊·曹·棣·兗·沂·密·徐·宿·陳·許·鄭·滑·濮等州

皆沒於全忠, 唯王師範守靑州,  亦納款於汴.” 

59)《資治通鑑》卷259, 唐紀75 昭宗 景福 元年 7月 丙辰. 

60)《吳越備史》卷1, 景福 2年 7月.

   893년에 항주 나성이 건립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山崎覺

士, 2010《中國五代國家論》, 思文閣, 272~273쪽.

61) 山崎覺士, 2010 앞 책, 292~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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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염원 창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양과 위로였을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재당신라인 김청과 전류가 무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재당신라인의 원활한 무역활동

이라는 문제는 민간무역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왕사범

이 무역을 통제하는 기능을 지닌 압번사로서 무염원 건립에 참여하

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신라조정이 평로번진과 교섭하고 있었다

는 것을 시사한다.62)

따라서 신라가 양절번진에게 사신을 보낸 배경에는 무역의 추진이

라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는 당시 산동지역에서 전란

이 일어난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인보호정책을 취하

고 있던 절강지역으로 사신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절강지역에 페르시아 상인이 가져온 동남아시아산의 물품들이 집적

되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63) 이들은 앞서 설명

하였듯이 신라·발해의 문사들이 애용한 물품이었을 것이므로, 당시 

신라왕조는 이러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양절번진으로 사신을 보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896년 양절번진 사신 파견의 배경에는 유학생을 둘

러싼 내부적 요인과 무역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음을 살펴보았

다. 신라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번진교섭을 전개하였지만, 이후 

신라가 쇠퇴하고 후백제와 고려가 대두하면서 이들이 교섭의 주체

로 등장하였다. 교섭의 주체가 후백제와 고려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해적의 성장이었다. 진성여왕 시기 해적의 발호는 국제적으로도 상

62)《舊唐書》卷20上, 本紀20上 昭宗 大順 2年, “三月辛亥朔, 以靑州權知

兵馬留後王師範檢校兵部尙書, 兼靑州刺史·御史大夫, 充平盧軍節度觀察·

押新羅渤海兩蕃等使.” 

63) 山崎覺士, 2010 앞 책, 251~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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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日本紀略》에 의하면 894년 9월 19일에 

大宰府에서 “신라 해적 200여 명을 타살했다”고 조정에 보고하였

고, 이어서 9월 30일과 10월 6일에도 신라해적을 퇴치하였다고 한

다.64)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진성여왕이 해적세력을 통제하지 못했

음을 보여준다.65) 이러한 해적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대해간 사람

이 왕건과 견훤이었다. 원래 왕건 가문은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

여 호족으로 대두하였다.66) 이외에도 해상세력을 바탕으로 한 호족

으로는 貞州 柳天弓, 羅州 多憐君 등이 있었는데, 왕건은 해상활동

을 기반으로 한 이들 호족과 혼인관계를 맺고 세력을 키워나갔

다.67) 견훤 또한 해적조직을 포섭하여 활용하려고 하였다.68) 이들은 

海上豪族이나 해적 등 海上勢力의 힘을 이용하여 制海權을 장악하

고 적극적으로 대외교섭을 전개하였다.69)

그런데 이들이 교섭한 대상 지역은 신라가 이전에 교섭하던 번진 

지역과 거의 유사하다. 한반도에서 사신을 파견한 지역은 산동반도

를 경유하여 후량, 후당과 같은 중원왕조, 그리고 오월, 민, 남당 등 

한반도에서 바닷길을 이용하여 직접 외교가 가능한 중국 동쪽 연안

조정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荊南, 楚, 前蜀, 後蜀, 北漢 등

은 교통상 후삼국이 직접 교류하기는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외교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같다. 유의할 것은 바다를 건너 직접 갈 

64)《日本紀略》前篇 卷20, 寬平 6年 9月19日 戊寅, 9月30日 己丑, 10月

6日 己未.

65) 당시 신라해적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李炳魯, 1996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日本學誌》16. 

66) 鄭淸柱, 1996《新羅末高麗初 豪族硏究》, 일조각, 96~102쪽.

67) 鄭淸柱, 1996 앞 책, 112~114쪽, 157~158쪽.

68) 권덕영, 2005 앞 책, 299쪽.

69) 이러한 상황은 897년 이후 신라가 사신을 보내지 못했던 것에서도 엿

볼 수 있다(權悳永, 1997 앞 책,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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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廣東 지역 이남의 南漢에도 사신을 파견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후삼국이 사절을 파견한 지역은 앞서 서

술한 신라의 대번진 교섭에서 나타난 지역과 크게 차이가 없게 된

다. 

십국 가운데 成都를 수도로 한 前蜀이나 廣東지역의 南漢 등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번진시대에 교류하였던 지역의 왕조만을 외

교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이 지역이 신

라와 교섭했던 지역이었고, 재당신라인이 활동하고 있어 후삼국이 

교섭하기가 보다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광동도 동남아시아 

물품들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는 재당신라인들이 활동하

지 않았기에 후삼국이 교섭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시기 재당신라인이 거주한 지역은 산동반도에서 복건까지의 

동중국 연안 일대로 특히 揚州, 楚州를 잇는 江淮지역, 江南지역의 

明州, 杭州, 臺州이었다.70) 그리고 후삼국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재당

신라인은 이러한 지역에서 여전히 활동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71) 

실제로 《嘉定赤城志》 권2 坊市 조에서는 臺州 黃嚴縣治에서 동쪽

으로 1里 떨어진 곳에 위치한 坊을 新羅坊이라고 하고, 그 이름은 

오대 때 신라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기록하고 있

다.72) 또한 전술하였듯이 이미 9세기말에는 한반도에서 복건까지 

교통망이 있었다. 복건의 중심지인 福州는 閩의 首都로 기능한 도시

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면 재당신라인들이 오대십국시

70) 김문경, 1969 앞 책; 권덕영, 2005 앞 책, 15~20쪽.

71) 이기동, 1997〈나말려초 남중국 여러 나라와의 교섭〉《역사학보》

155.

72)《嘉定赤城志》卷2, 地里門2, “新羅坊在縣東一里. 舊志云, 五代時, 以新

羅國人居此, 故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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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 오월, 민, 남당의 각국의 도시에서 활동하였고, 이들의 활동

을 바탕으로 후삼국과 이들 지역의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왕건과 견훤이 십국 왕조와 ‘외교’의 형식으로 교섭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원래 왕건은 해상무

역에 종사한 인물이고 견훤은 농민출신의 사람이었다. 만약 그들이 

제해권만을 장악한 것이라면 다양한 국제무역을 전개하는 것은 가

능했겠지만 외교관계는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외교는 의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외교의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양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무역과 외교는 다른 차원의 교류

라 할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 외교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상당히 

한문능력이 높은 인물이 필요했었다. 최치원이 신라로 귀국한 이후 

왕을 대신하여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그가 그만큼 뛰어난 한

문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신이 후삼국-오대십국

을 왕래하였다면 그들은 중국어(華語)를 구사할 수 있는 사신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외국 사신을 접대할 때 중국어를 쓸 수 있는 실무자

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즉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문화의 깊

은 소양과 언어능력을 지닌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

문서작성자나 사신으로 활약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용된 사람들

이 경문왕, 헌강왕대부터 신라 조정에서 활약하게 된 지식인 계층이

었을 것이다. 왕건과 견훤은 이들 가운데 유학생을 중용하여 십국과

의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의 입당유학생으로 당에 가서 귀국한 후 활약한 인물로 崔彦

撝와 金渥을 들 수 있다. 최언위는 897년 신라의 입당유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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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가 906년 지공거 薛廷珪 밑에서 빈공급제로 합격하였다. 그는 

귀국 후 고려에 귀부하였고 후대에 고려의 문한관으로 활약하였다. 

역시 김악의 사례도 비슷할 것이다. 신라의 입당유학생으로 파견된 

그는 고상 밑에서 빈공진사로 합격한 후 견훤 아래에 있다가 930년 

고려에 포로로 잡혔다고 한다.73) 그렇다면 김악은 후백제에서 대외

관계 등에 관한 문서작성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927년 오월

의 班尙書가 고려와 백제의 대립을 중재하러 오월의 조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김악이 접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들 유학생은 골품제의 폐쇄적 정치운영체제 속에서 활약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려나 후백제에 갔다고 이해되어 왔

다.74) 다만 고려나 후백제 입장에서도 중국왕조와 원활하게 교섭하

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한문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왕건이나 견훤이 최언위나 김악과 같은 신라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임용하였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사의 중용 

정책은 吳越國에서 고려로 文士 酋彦規이나 朴巖이 왔던 것에서 엿

볼 수 있다.75) 특히 朴巖은 바로 후당의 사신으로 파견된 것을 생

각하면 왕건이 그를 중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76) 이처럼 신라-

당을 왕래한 유학생을 이용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문사를 채용하

73)《高麗史》卷1, 太祖 13年 1月, “丙戌, 王自將, 軍古昌郡甁山, 甄萱軍石

山, 相去五百步許. 遂與戰, 至暮萱敗走, 獲侍郞金渥, 死者八千餘人. 是

日, 古昌郡奏, “萱遣將, 攻陷順州, 掠人戶而去.” 王卽幸順州, 修其城, 罪

將軍元奉.“

74) 김철준, 1976 앞 책, 612쪽.

75)《高麗史》卷1, 太祖 2年 9月, “九月, 癸未, 吳越國文士酋彦規來投.”

   《高麗史》卷1, 太祖 6年 6月, “癸巳 吳越國文士朴巖來投.”

76)《新五代史》卷74, 四夷附錄3 高麗, “同光元年, 遣使廣評侍郞韓申一·副

使春部少卿朴巖來, 而其國王姓名, 史失不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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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바로 외국으로 보낸 것으로 보아 고려와 후백제 초기 단계에서

는 사신을 양성하는 기능이 확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문사가 필요해진 배경에는 당시 국제관계의 복잡한 동향에

서 외교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외교문서로서 

狀 양식 문서가 이용되었다. 狀은 원래 황제에게 보내는 表와 달리 

官府 사이에서 이용된 문서이다. 狀에는 ‘上奏’라는 표현, 표에는 ‘上

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양자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신라의 국서는 

기본적으로 表를 이용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앞장에서 제시한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의 경우 당시 高湘이 황소의 난 때문

에 장안에서 피신하고 있었으므로 중서문하성으로 보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회남번진과 남만민족과 通和하는 서장에 狀 형식

의 문서를 이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한편 후백제는 922년 처음으로 일본에 보낸 사신의 답서 문서형

식으로 牒을 채용하였다.77) 牒은 관부 사이에서 왕래하는 문서로 

이용되고, 이 때 첩을 보낸 기관은 大宰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875년 남조와 西川藩鎭 사이에서 교섭한 사례가 보이는데 거기서도 

牒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있다.78) 또한 927년 2월 후당이 고려로 

문서를 보냈을 때 狀을 이용하였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후삼국과 오대십국 사이에서 狀과 牒 형식의 문서가 왕래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가 사용된 까닭은 狀과 牒이 가지고 있는 문서형식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狀式 文書에 대해서는 그 성격

은 명확하지 않지만 긴급성을 중요시하여 사용된 문서라는 점이 알

77) 《本朝文粹》卷12, ‘大宰答新羅返牒’

78) 《資治通鑑》卷252, 乾符2年 正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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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79) 牒 또한 公式令에 규정된 문서형식으로 처리할 수 없

는 것을 상정하여 이용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80) 구체적으로 牒式 

문서는 임시적으로 통속된 관계에 있는 官府나 官人으로 보내는 문

서, 혹은 서로 통속관계에 없는 官府 사이에서 이용되는 문서였

다.81) 그리고 절도사 등 令外官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牒式 文書는 

8세기 이후, 狀式 文書는 9세기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

였다.82) 따라서 황제와 왕을 일대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한

중 양국의 多層的 정세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는 특성을 지닌 狀과 

牒이 자주 사용되었을 것이다. 왕건과 견훤이 이러한 문서 양식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였던 것은 당시 그들 곁에 중국의 문서형

식에 대한 깊은 교양이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은 빈공급제자와 같은 유학생 가운데도 최상급 문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문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 교류한 것은 왕건이나 견훤만이 아니

었다. 당시 해상세력을 바탕으로 한 호족세력이 적극적으로 중국으

로 조공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은 왕봉규이다. 그는 康州 일대를 

통괄하며 924년 泉州節度使로 자칭하고 후당에 사신을 보냈다.83) 

그리고 927년에도 林彦을 후당에 보내 조공하였다.84) 임언은 한문

79) 赤木崇敏, 2013〈唐代官文書体系とその変遷 -牒·帖·狀を中心に-〉

《外交史料から十~十四世紀を探る》, 汲古書院, 47쪽.

80) 中村裕一, 1991b《唐代官文書硏究》, 中文出版社, 400쪽.

81) 赤木崇敏, 2013 앞 논문, 56~57쪽.

82) 赤木崇敏, 2013 앞 논문, 63쪽.

83)《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景明王 8年 春正月, “泉州節度使王逢

規, 亦遣使貢方物.” 

84)《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12 景哀王 4年 4月, “夏四月, 知康州事王逢

規, 遣使林彦入後唐朝貢. 明宗召對中興殿賜物.”

왕봉규의 사신파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상기,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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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소양을 지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85) 호족들이 조공하

기 위해서는 왕조 사이의 외교의례에서 적합한 수준의 문장능력을 

지닌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며 임언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켰을 것

이다.  

이에 더하여 물적 교류도 꾸준히 이어졌다. 후삼국-오월관계에서

는 오고간 물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고려가 후당으로 보

낸 물품은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金裝鈒鏤雲星刀劍” “銀鏤翦

刀”와 같은 도검류, 馬, 매사냥 용품 등으로 보아 고려는 전란기 번

진의 武人정권 성향에 맞는 물품을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물

품의 종류와 성격은 신라-당 번진 교섭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여, 

9세기의 왕조-번진 교섭의 양상이 10세기 초 고려의 대외교섭에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번진 교섭을 계승한 후백제-

번진교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삼국시기에는 호족들도 번진과 교섭했지만, 오대십국에

서는 여전히 신라를 표방하는 자를 가장 중시했던 것 같다. 《신오

대사》나 《책부원귀》에서 후당이 고려 사신을 신라 사신으로 표

현한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대십국은 동이는 신라로 

보는 인식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장에서 서술하였듯이 

9세기 당에서 신라가 가장 중요한 여섯 개 교섭국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928년 고려는 신라·발해의 선례에 준한 국서형식을 받게 되었

다.86) 그런데 고려는 933년 후당에게 책봉을 받았다.87) 따라서 

〈羅末 地方群雄의 對中國通交-特히 王逢規를 中心으로-〉《黃義敦先

生古稀紀念史學論叢》, 東國大學校史學會, 59~64쪽; 이현모, 2003〈羅

末麗初 晋州地域의 豪族과 그 動向〉《歷史敎育論集》30, 136~142쪽.

85) 정용숙, 1992《고려시대의 后妃》, 民音社,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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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년의 사례는 국서형식이 결정되었을 뿐 책봉을 받은 것이 아니

다. 즉 이는 고려-후당 사이의 교섭이 일어나는 것과 양국이 조공·

책봉관계를 맺는 것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환언

하면 933년까지 조공·책봉관계 이외의 교섭형태로 고려-후당 관계

가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고려에 대해 신라·발해의 선례를 

중시한 것처럼 신라·발해의 정통성을 중시한 태도는 925년 8월 오

월이 책봉한 왕조가 신라·발해였다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만 

그 이전부터 후백제가 오월에게 사신을 보내 관직을 받았을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신라·발해의 정통성을 중시한 입장은 기록자들의 

입장에 따라 남은 기록과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나온다는 점은 유

의해야 할 것이다.88)   

기록자들의 입장에 따른 기록의 차이는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인 938년에도 신라의 조공기사가 나타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상기의 <표 Ⅳ-2>에 보이는 <15>, <19>의 기록에서 고려가 아닌 

신라가 사신 파견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19>의 사

례가 주목되는데, 이것은 신라가 閩으로 조공하여 寶劍을 보냈다는 

기록이다.89) 

86) 《五代會要》 卷13, 翰林院 天成3年, “其年十二月二日, 學士院記事, 樞

密院近送到權知高麗國諸軍事王建表, 今賜詔書者. 其高麗國未曾有人使到

闕, 院中並無彼國詔書式樣, 未審呼卿呼汝, 兼使何色紙書寫及封裏事例,

伏請特賜參酌詳定報院者. 中書帖太常禮院林祈申堂. 據狀申, 謹案本朝太

宗皇帝親平其國後, 不立後嗣, 是以祇書新羅國, 請約賜新羅國王書詔體樣

修寫. 奉勅, 賜高麗國書詔, 宜依賜新羅·渤海兩蕃書詔體樣修寫.”

87) 《高麗史》卷2, 世家 卷第2, 太祖 16年 3月, “十六年, 春三月, 辛巳,

唐遣王瓊·楊昭業來冊王”

88) 노명호, 2009《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

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8~70쪽.

89) 이 사례는《新五代史》,《資治通鑑》,《十國春秋》,《馬氏南唐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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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B

  王曦는 王昶의 시대부터 屈强하여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

였다. 王昶의 宰相인 王倓은 매번 그를 다스리고 꾸짖었다. 王

曦는 또한 王倓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마음을 잘 드러나지 않

았다. 신라가 사절을 보내 민에 聘問하여 寶劍을 바쳤다. 王昶

은 그것을 들어 王倓에게 보여주고 말하니 ‘이것을 어디에 쓰

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王倓은 ‘不忠不孝한 자를 베는 것입

니다’라고 하였다. 王曦는 옆에 있었는데 얼굴색이 변하였다. 

(이후) 王曦가 즉위하였는데 또다시 신라가 보검을 헌상하였

다. 王曦는 王倓이 전에 말했던 것을 생각하여 그가 이미 죽

었는데도 명을 내려 무덤을 파헤쳐 그의 屍身을 베게 하였다. 

王倓의 얼굴은 살아 있는 것 같았고 피가 흘러 몸을 뒤덮었

다.90) 

이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때 이미 멸망한 신라가 閩91)에 사

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사신을 파견한 주체에 관해서는 신라 조정이 

비밀리에 파견한 사절이라는 견해와92) 고려가 파견한 사절로 보는 

보이나 사료의 작성연대를 고려하여《新五代史》를 사용하겠다.

90)《新五代史》世家 卷68,　閩世家 第8 延羲, “曦自昶世倔彊難制, 昶相王

倓每抑折之, 曦亦憚倓, 不敢有所發. 新羅遣使聘閩以寶劍, 昶擧以示倓曰, 

此將何爲. 倓曰, 不忠不孝者, 斬之. 曦居旁色變. 曦旣立, 而新羅復獻劍, 

曦思倓前言, 而倓已死, 命發冢戮其尸, 倓面如生, 血流被體.”

91) 閩은 王審知가 909년에 세운 나라이다. 王継鵬은 王審知의 손자이자 

황제를 자칭한 3대 왕 王延鈞의 아들로 4대왕으로 통치하였다. 한편 

王延羲는 王審知의 막내아들이었다. 그러므로 王継鵬은 王延羲의 숙부

에 해당한다(徐曉望, 1997《閩國史》, 五南圖書出版公司, 제2장).

92) Hugh R, Clark, 1993〈8-9세기 한반도와 남중국간의 무역과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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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다.93) 그러나 신라가 고려에 항복한 이후이므로 파견 주

체를 신라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940년에 고려가 민에 사신

을 보낸 기록으로 보아 당시 고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민이 고려 

사신을 신라 사신으로 기록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때 신라사신을 표방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를 명확하

게 알 수는 없지만, 고려 왕조가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 이때 

사신을 보낼 수 있는 세력이었던 호족이 사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어도 신라인을 표방하였다면 신라-오대십국 교섭에 정

통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후삼국이 오대십국으로 보내는 물품 가운데 보검이 많다는 특징

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파견주체는 한반도 계통의 호족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실제로 고려 초기에는 호족의 세력이 강하여 

왕권이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4-1-A에 나온 

신라는 실제로 신라를 표방한 호족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며, 938년과 940년의 기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보다 整合

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당시의 왕조간 교섭이 단순히 조공·

책봉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94) 즉 후삼국과 ‘十

國’의 외교관계가 사료 중에 나타나더라도 왕조 사이의 교섭이 아니

계〉《장보고해양경영사 연구》, 李鎭, 280~281쪽; 金在滿, 1983〈五

代와 後三國·高麗初期의 關係史〉《大東文化硏究》17, 186쪽.

93) 이기동, 1997〈羅末麗初 南中國 여러 나라와의 交涉〉《歷史學報》

155, 21쪽.

94) 이와 관련하여 파견주체가 왕조와 일치하지 않는 허구성의 조공이라는 

형태의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李成珪, 2011

〈前近代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開)과 막힘(塞) -10세기 이후를 중심

으로-〉《第6回 韓·日學術 포럼》, 大韓民國學術院·日本學士院, 22~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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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삼국 호족과 십국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

서 4-1-A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대번진교섭은 후삼국의 

왕건·견훤의 조공, 호족의 조공, 그리고 해상세력의 조공이라는 다양

한 양태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공은 한문실력을 

갖춘 문장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며, 그 역할은 당에 유학하

여 한문에 익숙한 입당유학생들이 맡게 되었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

다. 

후삼국과 십국왕조의 문사의 교섭은 고려의 통일 이후도 계속 이

어졌을 것이다. 고려는 柳勳律이나 柳兢質을 남당으로 파견하고,95) 

張訓을 오월에 파견하고 있다.96) 실제로 柳勳律은 崔彦撝가 지은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의 書者인데, 歐陽詢風의 楷書를 능숙하

게 구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문장력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

로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후삼국과 오월의 교섭은 이후 광종대의 정치개혁에 도움이 

되었다. 張延祐의 아버지 張儒는 신라 말기의 전란을 피하여 오월로 

갔다가 光宗 밑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접대를 담당

95)《十國春秋》卷15, 南唐1, “(昇元二年六月) 是月高麗使正朝廣評侍郞柳

勳律貢方物.”

   《十國春秋》卷15, 南唐1, “(昇元四年十月) 己未髙麗使廣評侍郞柳兢質

來貢方物.”

96)《全唐文》卷1000, “上南唐烈祖賀卽位牋 今年六月內當國中原府入吳越

國使張訓等回, 伏聞大吳皇帝已行禪禮, 中外推戴, 卽登大寶者. 伏惟皇帝

陛下道契三無, 恩涵九有. 堯知天命已去, 卽禪瑤圖. 舜念歷數在躬, 遂傳

玉璽. 建夙惟庸陋, 獲託生成. 所恨沃日波遙, 浮天浪闊. 幸遇龍飛之旦, 用

申燕賀之儀, 無任歸仁戴聖鼓舞激切之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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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고 한다.97) 또한 문사 최언위의 아들 최행귀는 오월에 

유학하여 秘書郞의 관직을 받았고, 이후 귀국하여 광종의 총애를 받

았다고 한다.98) 원래 광종은 한림학사를 중심으로 한 학사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광종 초기의 관제인 元鳳省은 翰林院으로 개편

되고 한림원과 知制誥의 관인들이 內議省 관직을 겸하면서 문한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곳에 신라 출신 유학지식인들이 많이 등용되었

으며, 광종 9년에는 과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최행귀의 중용은 이

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왕조-번진교섭이 계속 후삼국(호족)-십국, 고려-십국 교섭으로 교

섭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었지만, 유학생의 왕래는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유학생은 외교문서작성이나 오대십국왕조 

사신 접대의 담당관으로 활동하였고, 때로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호족들로서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문사를 

필요로 하였기에 문사의 왕래는 지속되었다.99) 이들의 왕래는 외교

적인 측면 이외에도 당시 신라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당의 문화를 

모방하고 고려시대에 소중화로 자처하는 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00) 

이것은 광종대 고려가 스스로 과거제를 시작한 것으로 이어졌다. 

광종은 문사들을 이용하여 과거제 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왕권을 

97)《高麗史》卷94, 列傳7 皇甫兪義, “延祐, 瀛州尙質縣人. 新羅末, 父儒, 

避亂吳越, 後還國. 光宗以解華語, 累授客省, 每中國使至, 必使儒擯接之.”

98)《高麗史》卷92, 列傳5 崔彦撝, “行歸亦遊吳越國, 其王授秘書郞. 後還本

國, 事光宗, 爲倖臣, 坐死.”

99)《拙藁千百》卷2, “進士取人, 本盛於唐, 長慶初, 有金雲卿者, 始以新羅

賓貢, 題名杜師禮牓, 由此以至天祐終, 凡登賓貢科者, 五十有八人, 五代

梁, 唐, 又三十有二人, 盖除渤海十數人, 餘盡東士.” 

100) 이기동, 1984 앞 책 303~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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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9세기 신라와 번진의 교섭에서 나타난 

문사의 왕래는 이후에도 이어져 고려의 왕권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신라의 대번진 교섭이 후삼국 시기의 대외교

섭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후삼국 왕조는 외교를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였던 유학생 문사들을 등용하였고, 이를 통

해 대외교섭이 원활하게 전개되어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후

삼국-오대십국의 조공·책봉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송의 

중화재통일이 나타난 이후도 고려는 원래 오월의 중심지이었던 명

주 지역과 교섭을 전개하였다. 11세기 이후 고려는 慶元府가 두어

진 명주과 牒을 통해 교섭을 하였던 것이 알려져 있다.101) 송대에서 

고려가 慶元府에 대해 사안 처리의 요구할 수 도 있었다. 따라서 신

라의 대번진교섭은 다양한 고려-송 외교의 일면으로 변화해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1) 山崎覺士, 2013〈外交文書より見た宋代東アジア海域世界〉《外交史

料から十~十四世紀を探る》, 汲古書院, 13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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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10세기 韓半島 諸國과 五代十國의 왕래

年度
왕래국

使臣 內容 備考 出典 한 반 도 -
오대

한반도-십
국

I期

890? 민→신라 王潮  내
투

  〈 宋
故 碩 人
王 氏 墓
誌銘〉

896 신라→양절
번진(오월) 최예희

  〈 廣
照 寺 眞
澈 大 師
寶 月 乘
空 塔
碑〉

Ⅱ
期

900 백제→양절
번진(오월)

견훤  檢
校 太 保
를 받음.

견훤  檢
校太保를
받음.

A50

909 백제→오월
왕건  光
州 에 서
견훤 사
신의 배
를 捕縛.

B1

918
( 1 1
월)

백제→오월 馬  진상
견훤  中
大 夫 를
받음.

A 5 0 ,
F78

919(7
월) 고려→오월 金立奇 조공 E270
919(9
월) 오월→고려

文士  酋
彦規 내
투.

B1
923(6
월) 오월→고려 文士  朴

巖 내투. B1
923(6
월) 고려→후량 尹質 B1

923(7
월?) 신라→후당

金樂·(倉
部侍郞)
金 幼 卿
( 錄 事 參
軍)

A 1 2 ,
M30

923 고려→후량
韓 申 一
( 廣 評 侍
郞)
朴 巖 ( 春

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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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少卿)
924(1
월) 신라→후당     조공   

A 1 2 ,  
C 3 1 , 
D 5 , 
M30

924(1
월)

왕봉규→후
당     조공

泉州節度
使로  파
견

A 1 2 ,  
C 3 1 , 
D 5 , 
M30

924(6
월?) 신라→후당   

金岳
( 朝 散 大
夫 · 倉 部
侍郞)

  
金岳  朝
議 大 夫 ·
試衛尉卿
을 받음.

A 1 2 ,  
M30

925(8
월)   오월→신라·

발해   책봉   
C 1 3 3 ,  
D 6 7 , 
F78

925(1
1월) 고려→후당   韋伸     

C 3 3 ,  
D 5 , 
N972

925(1
2월) 백제→후당       

檢校大尉
兼侍中判
百濟軍事
을  받음.

A50

926(1
2월)

고려(신라)
→후당   

張 芬 ( 張
彬)
朴 術 洪
( 兵 部 郞
中)
李 忠 式
( 倉 部 員
外郞)

조공

이듬해2
월 , 張 芬
檢校工部
尙 書 , 朴
術洪御史
中 丞 , 李
忠式侍御
史 를 받
음. 

B 1 ,  
C 3 8 , 
D 6 , 
M30

927 왕봉규→후
당   林彦 朝貢     

927(1
1월)   오월→백제   

尙 書 班
某 고 려
와 백 제
의 대 립
을중재. 

  A 5 0 ,  
F78

928   민→신라   
新 羅 僧  
洪 慶 대
장경 반
입.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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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2월) 고려→후당       

국서형식
을  결정
함.

M13  

929(8
월) 고려→후당   

張 芬 ( 張
彬,  張
翂) 등 
53명

銀 香 獅
子·銀鑪·
金 裝 鈒
鏤 雲 星
刀劍·馬
匹·金銀
鷹縧鞲·
鈴·金錦
罽腰·白
紵·白氈·
頭髮·人
蔘·香油·
銀 鏤 翦
刀·鉗鈸·
松子  등 
헌상

  
C 4 0 ,  
D 6 , 
M 3 0 , 
N972

931 신라→후당   金朏     M30

932 고려→후당   王仲儒 조공   
B 2 ,  
C 4 3 , 
D 7 4 , 
M 3 0 , 
N972

932(4
월) 신라→후당   

金 昢 ( 執
事侍郞)
李 儒 ( 司
賓卿)

    
A 1 2 ,  
C 4 3 , 
D 6 , 
N976

933(3
월) 후당→고려     책봉   A 1 2 ,  

B2
933(4
월)   백제→오월 李 仁 旭

(太僕卿)
先王  祭
祀   F 7 9 ,  

G2
935(2
월) 신라→후당   

金 昢 ( 執
事侍郞)
李 儒 ( 司
賓大卿)

    M30

935(1
0월) 신라→후당   金 封 休

(侍郞)     A 1 2 ,  
B2

935(1
2월) 고려→후당           

Ⅲ
期

937(1
0월)   고려→오월 張訓    이 듬 해 

귀국
F 7 9 ,  
H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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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월)   고려→남당

柳 勳 律
( 廣 評 侍
郞)

    

F 1 5 ,  
H 5 0 , 
J 1 0 0 0 
(南唐烈
祖 賀 卽
位牋)

938(1
0월)   신라→남당 張 芬 ( 張

彬) 조공   F15

939   고려→남당
柳 勳 律
( 廣 評 侍
郞)

    F15

940(1
0월)   고려→남당

柳 兢 質
( 廣 評 侍
郞)

조공   F 1 5 ,  
H1

940   고려→민   
高 麗 銅
佛  3개, 
小 木 塔 
헌상

  K33

943   신라→민   조공 보검헌상
D 6 8 ,　
E 2 8 3 ,  
F 9 6 , 
I28

960   오월→고려     일본에도  
파견

L7(義寂
傳)

A:三國史記,  B : 高麗史, C : 舊五代史,  D : 新五代史, E : 資治通鑑 , F : 十國春秋, G : 吳越備史, 
H   : 陸氏南唐書, I : 馬氏南唐書, J : 全唐文, K : 淳熙三山志, L : 宋高僧傳, M : 五代會要, N : 
冊府元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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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五代十國 분포도(10세기 초)

* 愛宕元, 1996 〈五代王朝の興亡〉 《世界歷

史體系 中國史 3 五代-元》 山川出版社(5, 11, 

12쪽)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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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論

본 논문은 9세기 신라·발해와 번진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의 성격

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그 의의를 부각시키고

자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8세기에 신라·발해가 번진과 접촉하게 된 계기를 살펴

보았다. 당에서는 주로 돌궐과 토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710년부

터 변경에 10절도사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당 말까지 계속해서 당 

조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당과의 친선외교를 원하던 

성덕왕에게 유리한 전개였고, 발해에게도 입당사신의 안정을 초래하

였다. 한편 10절도사의 설치는 다른 왕조와의 대립을 야기하였으므

로, 신라·발해가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절도사 설치는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당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들 절도사에게 관찰사의 권한이었던 행정권이 부여되면서 번진체제

가 성립하였다. 안사의 난 때 위구르가 사조의와 손을 잡고자 하였

고, 토번이 涇原의 병란에서 朱泚와 교섭하여 당 왕조를 견제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구르와 토번은 주로 내란을 일으킨 번진과 

함께 당을 공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남조는 당의 대토번 정

책과 관련하여 西川藩鎭과 교섭하는 등 위구르·토번과는 다른 교섭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위구르, 토번, 그리고 남조와 당 변경번진 사

이의 교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래 변경번진은 외국 

왕조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외국 왕조가 이들 변경번진

과 쉽게 손을 잡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라·발해 또한 안사의 난 때 번진과 접촉한 바 있다. 신라는 당 

조정이 촉으로 옮겨감에 따라 항로를 바꾸면서 대륙 연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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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번진과 교섭하게 되었다. 발해의 경우도, 안사의 난 때 당 

왕조가 그 의도를 번진을 통해 발해에게 전달함에 따라 번진과 교

섭한 바 있다. 따라서 신라·발해-번진 교섭은 당의 내란을 통해 우

발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다양하게 전개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신라·발해는 안사의 난 이후에도 친당적 자세를 유지하였으

므로, 기본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번진과는 교섭하지 않았다. 이는 

신라·발해가 당과의 외교를 중요시한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신

라·발해와 번진과의 교섭 형성에 바탕이 된 것은 오히려 번진체제의 

확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은 번진체제의 확립에 따라 변경에서 

입당사신을 접대하는 주체를 州縣에서 번진으로 변화시켰으므로, 입

당사신이 모두 번진을 경유하게 되면서 왕조-번진 교섭이 나타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한 번진체제의 확립

은 신라·발해의 대번진교섭을 형성하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다.

2장에서는 9세기 초에 신라·발해와 번진 사이의 관계가 진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안사의 난 이후 신라·발해의 대당교섭은 조

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신라·발해 측에서는 왕위교체를 둘러싼 

국내 문제, 당 측에서는 황제 옹립에 대한 환관 세력의 개입 문제가 

대당교섭이 변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신라에서 하대에 접어들

어 왕위 계승 과정에서 재상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당은 재상을 

신라왕이나 왕비와 더불어 사신 파견의 중요한 대상 중 하나로 인

식하게 되었다. 발해의 경우 이 시기는 793년부터 818년까지 25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되는 내분기였다. 한편 당에서는 덕종 이후 환

관이 왕위교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왕위교체를 둘러싼 

세 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는 조공·책봉관계의 이완을 야기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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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이 성립하게 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신라·발해가 번진과 상시적으로 교섭하게 된 계기는 양국의 내정 

문제에 있었다. 발해는 선왕대에 당·거란·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

였으며, 요동으로 세력을 팽창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번진

과 교섭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 결과 발해는 번진의 

봉쇄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한편 신라의 경우, 반측 번진이 신라

인들을 노비로 약매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동반도를 피하고 

다른 번진을 통과하여 대당교섭을 전개하였던 것이 번진과의 상시

적 교섭의 계기가 되었다.

신라·발해와 번진의 교섭은 당이 내란을 일으킨 번진을 토벌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신라가 평로번진 이사도 토벌전에 참가한 것

이나, 발해가 橫海藩鎭 李同捷 토벌에 참가한 것은 당시 당이 반란

을 일으킨 번진을 사방에서 둘러싸서 공격하는 봉쇄 작전을 취하였

기 때문이었다. 당은 변경의 반란 번진을 공격하기 위해 親唐的 자

세를 보인 신라·발해에 사신을 보내어 원군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신라·발해가 당 번진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개입한 것이 번진을 교섭

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 이해된다. 신라·발해의 

번진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개입은 왕조-번진교섭을 상시적으로 전

개해 나가는 토대를 이루었다.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라·발해가 전개한 대번진교섭의 양상을  

인적측면과 물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신라·발해 왕조와 번진 사이

에 상대방의 선호도를 중시한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다. 839년 신무

왕이 치청번진에 이민족 노비를 보냈다는 기록은 당시 노비가 번진

의 사병으로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노비 헌상의 배경에는 흥덕

왕 이래 활발하게 이루어진 신라의 무역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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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흥덕왕이 사치품 瑟瑟을 비롯한 波斯人(페르시아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을 금지했던 것은 역으로 당시에 瑟瑟 가공품이 신라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슬슬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波

斯産의 사치품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장소는 회남·절강 지

역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 조정은 당시 회남·절강 지역과 

신라인들의 사치품 교섭을 통제하여 원활하게 무역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해는 盧龍藩鎭과 교섭하였다. 832년 무렵 대이진이 賀守

謙을 盧龍藩鎭 楊志誠에게 사신으로 보낸 이유는 이 번진에서 무역

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때 발해는 盧龍藩鎭에서 온 

사신에게 명마를 제공했다. 발해의 말이 교환 대상이 된 것은 幽州

가 군수품으로서 말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당시 유주에

는 양질의 織物이 집적되어 있었다. 발해는 내정 관제가 확충됨에 

따라 직물 수요가 높아졌으므로 직물을 구하기 위해 盧龍藩鎭과 교

섭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와 번진의 교섭은 말 이외에도 매 등을 

수출하면서 10세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교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요인으로는 당 내부에서 번진 

進奉이 유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진봉물 중에는 금속제품이나 공예

품 등 사치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번진들은 자신의 영토

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물품을 얻기 위해 외국과 교섭하였다. 따라서 

신라·발해와 번진 사이의 교섭에서도 금은이 거래되었다. 당에서 진

봉이 유행한 까닭은 번진이 출세를 위해 환관에게 진봉물을 뇌물로 

보냈기 때문이다. 당 왕조는 지나치게 이루어진 번진진봉을 통제하

기 위해 押蕃使를 설치하여 외국 사신과 번진의 교섭을 관리하는 

한편, 환관을 감군사로 파견하여 번진을 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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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군사의 환관들이 뇌물을 선호하였으므로 신라·발해와 번진 간

의 사치품 교역은 계속 이루어졌다. 836년 淄靑藩鎭이 신라·발해와

의 ‘熟銅’교역을 금지하지 말 것을 당 왕조에 요청하였는데, 이는 당 

조정의 銅禁 정책과 상관없이 신라·발해와 치청번진 사이에서 구리

가 거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교섭 대상은 순지번진이었으므로 당 왕조의 번진통제가 어

느 정도 관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와 번진과의 

교섭은 9세기 중엽부터 감소한 당 왕조와의 교섭을 보완하거나, 당 

왕조로부터의 회사품으로는 받지 못할 물품들을 교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발해의 교섭 대상인 노룡번진은 반

측번진으로서 당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해는 신라에 

비해서 자유롭게 교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섭 대상 번진

의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라·발해가 번진에게 보낸 물품으로 

노비, 말, 매와 같이 무인정권인 번진에서 선호한 물품이나 번진의 

진봉에 이용된 금은 관련 제품이 확인된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이

는 신라·발해가 상대방이 원하는 물품을 고려하여 보냈음을 의미하

므로, 왕조간 교섭에서 이루어진 자기 땅에서 나는 물품을 보내는 

토공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신라와 번진 사이에는 文士의 교류도 있었다. 884년 신라는 빈공

급제자 최치원의 귀국을 요청하기 위해 회남번진 고병에게 入淮南

使 金仁圭를 보냈다. 최치원 귀국의 배경에는 瑞書院, 崇文臺 등의 

문한기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빈공급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 했

던 憲康王代의 정책이 있었다. 헌강왕의 빈공급제자 중용은 884년 

무렵 빈공급제자 金渥과 朴仁範의 지공거였던 江西觀察使 高湘에게 

감사장(〈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을 보낸 사실을 통해서도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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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따라서 왕조-번진 교섭에는 신라 조정의 의도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사의 왕래는 왕조-번진 교섭의 특징이었다고 하겠다. 발

해의 경우에도 하수겸이라는 문사가 노룡번진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을 통해 왕조-번진 교섭에서 문사가 왕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사가 禮에 입각하여 왕조-번진 교섭에 임하였기 때문

에, 禮的 질서가 왕조-번진 교섭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이해

된다. 다만 그 禮에는 토공을 의식한 물품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

았으므로, 상하관계의 체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朝貢과는 다른 차

원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신라·발해와 번진 간의 교섭이 10세기 한·

중 양국의 왕조교체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라·

발해와 번진의 교섭에서 신라는 순지 번진과 교섭하고 발해는 반측

번진과 교섭하는 구도가 갖추어졌는데, 이러한 교섭 대상의 성격 차

이는 10세기 신라·발해와 오대십국 간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발해와 노룡번진 간의 교섭은 평화롭게 지속되지 못하였다. 노룡

번진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며 왕조로의 변화를 꾀하

여 9세기 말부터 북쪽의 거란, 서쪽의 李存勗과 대립하였다. 노룡번

진 劉守光은 남쪽의 후량으로부터 大燕王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911년에는 국호를 大燕으로 정하여 황제를 자칭했다가, 913년 李存

勗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이로 인해 10세기까지 노룡번진과 교섭하

던 발해는 거란과 일시적으로 화해하고 후량과의 교섭도 중단하는 

등 표면적으로 거란에 우호적인 자세를 표방했다. 즉 大燕의 멸망이 

발해의 대거란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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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신라의 대번진 교섭은 무역과 유학생의 왕래라는 9세

기의 특징을 유지하며 10세기 이후 ‘외교’로 변화하였다. 신라는 사

치품 교류와 유학생의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896년 崔藝熙를 兩

浙藩鎭 錢鏐에게 보냈다. 당시 양절과 산동을 왕래한 재당신라인 상

인 김청이 양절번진 전류, 평로번진 왕사범과 무역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고 無染院의 건립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시 회남번진 양

행밀과 중원에 있는 주전충이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양

주를 비롯한 해안도시가 많이 황폐화되어 있었다. 전류가 상인을 보

호하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산 물품을 가져온 페르시아 상인들도 

양주에서 양절번진으로 이동하였다. 진성여왕 또한 빈공급제자를 중

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해적들 때문에 입당이 어려워져 897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입당사신을 보내면서도 유학생의 왕래를 요청할 

정도로 유학생의 왕래는 신라 조정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양

절번진에 최예희를 파견한 배경에는 동남아시아산 물품의 집적지가 

이동하였다는 점과 유학생 왕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신라조정의 의

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10세기에 접어들어 신라 왕조를 대신하여 제해권을 장악한 왕건

이나 견훤과 같은 호족세력들은 유학생을 채용하여 왕조화된 번진

과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최언위·김악 등 빈공급제자를 발탁

하여 외교문서의 작성이나 사신의 접대를 담당하게 하고, 직접 외교

사신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호족세력이 文士를 채용하여 외국에 

사신으로 보내는 현상은 이후 세력이 약한 호족이나 해상상인집단

에게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

던 신라를 표방하면서 교섭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10세기 이후 

상인이 왕조의 사신을 자칭하며 조공하는 ‘상인의 조공’의 바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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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호족들의 대외정책으로 文士들

의 왕래는 후삼국의 혼란기에도 끊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고려 통

일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복잡한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외교 실무를 담당할 인재로서 문사가 중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사가 국제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10세기에 발해가 신라와 달리 복잡한 국제관계에 연루된 배경

에는 번진의 중원쟁탈전이 있었다. 원래 순지번진이었던 양절번진은 

항주 등의 도시 자위집단이 성장하여 왕조가 된 것인 데 반해, 노룡

번진은 세습 절도사가 왕조를 세운 경우였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번진이 왕조화한 이후 대외적으로 지향한 태도의 차이로 나

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동아시아에서 신라·발해의 대번진교섭

의 성격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세의 

변화로 기존의 조공·책봉관계가 쇠퇴했다. 당은 스스로 사신을 보내

지 않고서는 외교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신라·발해에서는 조공·

책봉관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번진교섭이 등장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대번진교섭은 조공품과 달리 상대방의 선호도를 중

요시한 교환행위였다. 신라·발해가 내정의 이유로 접촉하였다는 점

에서도 양국의 주체성이 명료하게 나타났다. 9세기 말에는 당 조정

과의 외교에 준하는 사신단이 마련될 정도로 양측의 교섭이 정례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교섭은 문사와 물품을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이

어졌다.

10세기 이후에 성립한 후삼국-오대십국의 교섭은 다시 文士를 통

한 조공·책봉관계를 지향하였으므로, 신라·발해 왕조의 대번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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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왕조교체기의 架橋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족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호족이나 상인이 오대십국 시기 왕조화한 번진과 교섭

하는 주체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조공·책봉관계에서 주체와 대상이 

다양화하고 행위가 크게 변화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10세기의 조

공·책봉관계는 책봉국이 외국에 나가는 구도였다. 거란은 고려왕의 

탄생일에 사신을 보내는 賀生辰使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섭을 전

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거란과 後漢이 서로 황제를 책봉하는 등 책봉

국이 스스로 외국으로 사신을 보내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8

세기까지 당이 전쟁 이외에는 스스로 외국에 사신을 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공을 요구하기만 했던 唐代의 조공·책봉관계와 다른 

것이다. 이를 토대로 10세기 이후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종류의 교

섭 형태를 유지하는 다원적인 조공·책봉관계의 틀이 마련되었다. 번

진으로부터 오대왕조가 형성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왕조-번

진 교섭은 10세기 이후 다양한 주체 간의 교섭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왕조-번진 교섭은 한국사의 전

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후삼국과 십국의 교섭은 중국 혼란

기에 유학하던 문사의 왕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 지식

인층이 후삼국에서 각기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

에서, 신라·발해의 왕조-번진교섭은 신라·발해-후삼국-고려로 이어

지는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교섭의 시작이 왕조의 시작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의미한

다. 고려는 후당과 교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동안 조공·책

봉관계를 맺지 않았다. 외교를 조공·책봉관계만으로 한정하여 이해

할 경우, 외교의 발생이란 왕조가 성립한 이후 일어난 수속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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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를 공동체와 공동체와의 교섭으로 파

악한다면 왕조-번진 교섭은 외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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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曆 번호  인명 관직  목적 출전
묘지 

출전
비고

703 ?
冊封

(聖德王)

A8, C199, 

E207,  F964, 

712 【1】 盧元敏
改名 

要求 
A8

733

【2】 何行成 內史, 高品

援軍 

要請

A8·46, B2, 

C199, E213, 

F975, G95, 

I471, K284

발해 

등주 

공격【3】 金思蘭 太僕員外卿

738

【4】 邢璹
贊善大夫

·鴻臚少卿
弔問

(聖德王) 

冊立

(孝成王) 

A9, C9·199, 

D220, 

F964·975, 

G95

開元51

5

【5】 楊季膺 率府兵曺參軍

740 ?

冊封

(孝成王

王妃)

A9, F975

743 【6】 魏曜 贊善大夫

弔問

(孝成王) 

冊立

(景德王)

A9, C199, 

F965, K24

764 【7】 韓朝彩 內常侍 宣慰
《續日本紀》

25

발해

경유 

768

【8】 歸崇敬
倉部郎中

·御史中丞
弔問

(景德王) 

冊立

(惠恭王) 

A9, 

C149·199, 

D145·220, 

F654·965, 

K49·415

【9】 陸珽 監察御史

【10】 顧愔 監察御史

785

【11】 蓋塤 戶部郎中

冊立

(宣德王) 

A9, C12·199, 

D220, F965, 

G95【12】 孟昌源

秘書丞·國子

司業·御史中

丞

795 【13】 元義方 ?
B2, J423, 

M下

속-元

和018

800 【14】 韋丹
司封郎中

·御史中丞

弔問

(元聖王) 

冊立

A10, C199, 

D196, F965, 

G95

元和03

3

<부표-1>  8·9세기 신라에 온 唐朝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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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聖王)

805

【15】 元季方
兵部郎中

·御史中丞 冊立

(哀莊王) 

告哀

(德宗)

A10, 

C14·199, 

D201·220, 

F965·976, 

G95, I946
【16】 馬于(宇)

主客員外郞

·殿中監御史

812

【17】 崔廷
職方員外郞

·攝御史中丞
冊立

(憲德王) 

A10, C199, 

D220, 

F965·976, 

G95, M下 

長慶02

6, 

大中06

8

【18】 金士信

【19】 李汭
京兆府功曺

·殿中侍御史

816

이전
【20】 董承悅 ?

속-元

和062 

신라·

발해

파견 

(두 번)

820 【21】 金士信 試太子中允
告哀

(憲宗)
F996

【18

】와 

동일

인물

824

【22】 金雲卿
前右監門衛率

府·兵曹參軍

告哀

(穆宗)

C17, 

F669·980【23】 吐突士

昕
中官

【24】 武自和 中官
속-會

昌007

827

【25】 源寂
太子左諭德

·御史中丞
弔問

(憲德王) 

冊立

(興德王) 

A10, 

C17·168·199

, D177·220, 

F965·999, 

G95
【26】 金允夫

834

이전

【27】 崔鍔

?

大和07

9

【28】 朱朝政
大和07

9

839 【29】 吳子陳 靑州兵馬使 祝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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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崔某
(神武王)  

《入唐求法巡

禮行記》2【31】 王某

840 【32】 王文幹   
告哀

(文宗)
  

會昌03

7
  

841

【33】 薛宜僚   

冊立

(文聖王)

A11, C199, 

G95, J274 
【34】 金雲卿

兗州都督府司

馬·淄州長史

【22

】와 

동일

인물

【35】 苗弘本 太子贊善大夫
大中09

3
  

847

【36】 金簡中 
試太子通事舍

人

冊立

(神武王) 

告哀

(武宗)

  

《入唐求法巡

禮行記》2【37】 王朴

865

【38】 胡歸厚
太子右諭德·

御史中丞 弔祭

(憲安王)  

冊立

(景文王)

A11, <初月山 

崇福寺碑> 【39】 裴光(匡)
光祿主簿·監

察御史

【40】 田獻銛 王人

874 【41】 楊遵誨
告哀

(懿宗)

A11, 

《全唐文補遺

》 8

878 ?
冊立

(憲康王) 
A11

879

이전
【42】 西門思

恭

[援軍要

請] 
J481

900경 【43】 王某 中丞   I297     

906 【44】 金文蔚

工部員外郞·

沂王府諮議參

軍

冊立

(孝恭王)
A12     

* 밑줄 친 사신은 환관을 가리킴.
* 묘지는 周紹良 主編 ; 趙超 副主編, 1992 《唐代墓誌彙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周
紹良·趙超 主編, 2001《唐代墓誌彙編續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에 나타난 해당묘지
의 번호를 표시하였음.

A : 三國史記, B : 三國遺事, C : 舊唐書, D : 新唐書, E : 資治通鑑, F : 冊府元龜, G : 唐
會要, H : 通典, I : 文苑英華, J : 太平廣記, K : 全唐文,  L : 太平寰宇記. M : 唐國史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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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번호  인명 관직 목적 출전 비고

706 ① 張行岌 侍御史 招慰(大祚榮) 
C199, D219, 

E220, F170  

  

713 ② 崔訢(忻) 郎將·攝鴻臚卿 冊立(大祚榮) 
C199 , D2 19 , 

F170·964

  

719 ③ 吳思謙
左監門率上柱國

·攝鴻臚卿

弔 問 ( 大 祚 榮 )  

冊立(大武藝) 

C199, D219, 

F974

  

720 ④ 張越
左驍衛郞將

·攝郞中
거란 협공 제안

F986   

731 ⑤ 崔尋挹 內史 按撫(大武藝)
I471, K285, M9   

737 ⑥ 段守簡 內侍
弔問(大武藝) 冊

立(大欽茂) 
C199

  

763 ⑦ 韓朝彩  內常侍 [宣慰] 《續日本紀》 25 신라경유  

795 ⑧ 殷志瞻 內常侍 冊立(大嵩璘) F965·968   

809 ⑨ 元文政 中官 冊立(大元瑜) F980   

813 ⑩ 李重旻 內侍 冊立(大言義) 
C200,  

F965·980

  

816

이전
⑪ 董承悅 ? 속-元和062

신라에도 

파견됨

832 ⑫ 王宗禹 內養  冊立(大彛震) C17   

* 밑줄 친 사신은 환관을 가리킴.

* 묘지는 周紹良 主編 ; 趙超 副主編, 1992《唐代墓誌彙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周紹

良·趙超 主編, 2001《唐代墓誌彙編續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에 나타난 해당묘지의 번

호를 표시하였음.

A : 三國史記, B : 三國遺事, C : 舊唐書, D : 新唐書, E : 資治通鑑, F : 冊府元龜, G : 唐會

要, H : 通典, I : 文苑英華, J : 太平廣記, K : 全唐文, L : 太平寰宇記, M : 曲江集

<부표-2>  8·9세기 발해에 온 唐朝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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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 西曆 이름 官職 파견국 목적 출전 비고
高祖 619 鄭德挺 內史舍人 突厥 弔祭 C194, E187, H197, 

L194   

玄宗

730 張元方 內侍 吐蕃 [和請] C196, D216, E213, 
F979   

731 崔尋挹   渤海 [按撫] I471, K285, M9   

733 何行成   新羅 請兵
A8·46, B2, C199, 
E213, F975, G95, 

I471, K284
  

[735] 竇元禮 內常侍 吐蕃 ? F980, I469, K287, 
M11·12   

[736] 劉思賢 內常侍 吐蕃 [修好] I469, K287, M12   
736 趙惠琮   突厥 ? I468, K286, M11   
737 劉思賢   吐蕃 [修好] I469, K287, M12   
737 段守簡 內侍 渤海 冊立 C199   

738 魏泰   西突厥
(突騎施) 通好 F980   

738 王承訓 內給事 南詔 請兵 I470, K285·287, 
M10·12   

738 李思敬   南詔 冊立 C196, F964·992, 
K24·346   

748 黎敬義   南詔 冊立 K999, <南詔德化碑>   
751 張韜光   罽賓 ? 《宋高僧傳》 

3-唐上都章敬寺悟空傳   

肅宗

757 竇議   廻紇 乞師 G98   
758 雷盧俊   廻紇 和親 C195 降嫁

[759]
朱光輝(

暉) 驃騎大將軍 九姓
(廻紇) 和親

속-大曆026), 
《宋高僧傳》 

24-京師千福寺楚金傳
  

程希詮     
762 劉淸潭   廻紇 乞師, 

修好
C121·195, D217, 

E222, F997   

代宗 763 韓朝彩 內常侍 渤海
→ 新羅 [宣慰] 《續日本紀》25   

<부표-3>  당대 환관사신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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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趙寶英   日本 [修好] 《續日本紀》35 途中死
亡

德宗

[779] 梁文秀   廻紇 告哀 C195, E226, 
F965·997, G98   

780 王嘉祥   廻紇 ? E226, F367   
784 韓朝彩   吐蕃 宣慰  《陸宣公翰苑集》10   
785 朱如玉 內給事 于闐 玉의 

請求 D221, F669   

787
宋鳳朝 特進

吐蕃 會盟 C122·134·196, D216, 
E232, F664   劉延邕   

俱文珍   
李淸朝   

787 王子恒   吐蕃 致書 C196, E232   
794 俱文珍   南詔 冊立 D222   
795 殷志瞻 內常侍 渤海 冊立 F965·968   
798 劉希昂 內侍 南詔 [宣慰] D42, F40   
800 尹偕   南詔 宣慰 D222   

順宗 805 董文萼   回鶻 告哀 속-元和062   

憲宗

809 元文政   渤海 弔祭, 
冊立 F980   

809 魏德和   䍧牱蠻 ? C197, G99   
809 劉文璨   吐蕃 修好 I470, K665   
813 李重旻 內侍 渤海 冊立, 

宣慰 C200, F965·980   
816
이전 董承悅   新羅/渤

海 ? 속-元和062   
穆宗 820 竇千乘   吐蕃 [告哀] F980   

敬宗 824 吐突士昕   新羅 告哀 C17, F669·980   武自和   

文宗
832 王宗禹   渤海 [冊立] C17   
834
이전 朱朝政   新羅 ? 大和079   

武宗 840 王文幹   新羅 [告哀] 會昌037   
842 楊觀   回鶻 賜書 E246, K69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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懿宗 865 田獻銛   新羅 弔祭, 
冊立

A11, <初月山 
崇福寺碑>   

870 張思廣   南詔 和約 D222   

僖宗

874 楊遵誨 新羅 [告哀] 《全唐文補遺》8

879
이전 西門思恭 六軍使 新羅 ? J481

880 劉光裕 內常侍 南詔 通和 D222, 《桂苑筆耕集》 
1·2·6 降嫁霍承錫 內常侍

*연대, 파견목적을 추정한 것은 []로 표시하였다.
* 묘지는 周紹良 主編 ; 趙超 副主編, 1992《唐代墓誌彙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周紹良·趙
超 主編, 2001《唐代墓誌彙編續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에 나타난 해당묘지의 번호를 표
시하였음.
A : 三國史記, B : 三國遺事, C : 舊唐書, D : 新唐書, E : 資治通鑑, F : 冊府元龜, G : 唐會要, 
H : 通典, I : 文苑英華, J : 太平廣記, K : 全唐文, L : 太平寰宇記, M : 曲江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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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4> 平盧淄靑藩鎭 임기별 신라･발해 입당사신 증감(758~842)

姓名 임기(A)

신라 

입당사신 

파견횟수

(B)

파견

간격

(A/B)

증감

(전회비)

발해 

입당사신 

파견횟수

(C)

파견

간격

(A/C)

증감

(전회비)

압번사 

겸임 

侯希逸
758

-765
5 1.6   2 4   ?

李邈
765

-(?)
            ?

李正己
765

-781.02
12 1.43 ＋ 25 0.69 ＋ ○

李納
781.03

-792.05
5 2.43 － 3 4.06 － ○

李師古
792.08

-806.06
2 7.42 － 7 2.12 ＋ ○

李師道
806.07

-819.02
11 1.23 ＋ 12 1.13 ＋ ○

薛平
819.03

-825.03
4 1.52 － 5 1.4 － ○

康志睦
825.04

-831.10
7 0.94 ＋ 4 1.88 － ○

王承元
831.11

-833.11
1 2.08 － 4 0.75 ＋ ？

嚴休復
833.12

-835.01
0 × － 0 × － ？

王彦威
835.02

-836.06
1 1.33 ＋ 0 × － ？

陳君賞
836.07

-839.06
1 3 － 3 0.97 ＋ ？

韋長
839.07

-840
2 0.25 ＋ 1 1.42 － ○

烏漢貞(眞)
841

-842
0 × － 1 2 － ？



- 208 -

1. 신라 하대 입당사신의 감소와 번진교섭

시기구분 왕명 입당 횟수 재위기간 중 
파견의 빈도

번진 교섭의 
여부

안정기

선덕왕 2 3.5
원성왕 4 3.5
소성왕 1 2
애장왕 6 1.7
헌덕왕 10 1.8 ○
흥덕왕 10 1.1 ○

소원기

희강왕 0
민애왕 0
신무왕 0 ○
문성왕 3 6.3
헌안왕 1 4
경문왕 4 3.8
헌강왕 5 2.4 ○
정강왕 0
진성왕 6 1.8 ○
효공왕 1 10

    
*신라 전체의 파견 빈도 : 권덕영(1997, 294쪽)은 1.6년마다 1회 파견하였다고 함.

〈부표-5〉 조공·책봉관계의 쇠퇴와 왕조-번진교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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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해 입당사신의 감소와 번진교섭

시기구분 왕명 입당횟수 재위기간 중 
파견의 빈도

번진 교섭의 
여부

안정기

대원의 1 1
성왕(대화여) 0
강왕(대숭린) 8 2
정왕(대원유) 4 1.5
희왕(대언의) 13 0.5
간왕(대명충) 0
선왕(대인수) 9 1.4 ●

소원기

대이진 11 2.5 ●
대건황 4 3.8
대현석 4 6
대위해 1 13
대인선 1 2 ●

    
*발해 전체의 파견 빈도 : 권덕영(1997, 294쪽)은 1.8년마다 1회, 송기호(2006, 191
쪽)는 1.6년 마다 1회라고 함.



- 210 -

  653 669 672 723 730 731 733 744 748 773 799 810 869

광물류
金     ◇ ◇ ◇ ◇ ◇   ◇ ◇     ◇
銀     ◇ ◇   ◇ ◇   ◇ ◇       
銅     ◇                     
磁石   ◇                       

약재류 牛黄     ◇ ◇   ◇ ◇   ◇ ◇     ◇
人蔘       ◇     ◇   ◇   ◇   ◇

동물류 狗         ◇   ◇             
馬       ◇ ◇   ◇ ◇         ◇

직물류
布 ◇           ◇   ◇       ◇
紬       ◇         ◇ ◇       
紵衫段                         ◇
錦                         ◇

기타
帶                         ◇
皮       ◇ ◇   ◇           ◇
髮       ◇ ◇   ◇   ◇       ◇

  

매 
관
련 
장
식
품

鈴       ◇                 ◇
幍                         ◇
鏁鏇子                         ◇
尾筒   

                
      ◇

  佛像                       ◇   
佛經                       ◇   

  針筒                         ◇
針     ◇                   ◇

출전
A5 A6 A7 A8 A8 A8 A8 A9 B95 A9 A10 A10 A11
C970     B95 C975 C971 C971     B95       
      C971   D40       C972       

A :三國史記, B : 唐會要, C : 冊府元龜, D : 全唐文
*權悳永, 1997〈표4-1〉新羅의 對唐 朝貢品(p.279), 윤재운, 2006 〈표5〉신라의 대중국 수출품
(p.104)을 참고로 하였다.

〈부표-6〉 신라의 조공품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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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名 西曆 知貢擧者 郡望
門閥貴族

其他 不明
關中 山東 江左

武宗

850 裴休 河東 ○ 　 　 　 　

851 韋慤 京兆 ○ 　 　 　 　

852 崔璵 博陵 　 ○ 　 　 　

853 崔瑶 淸河 　 ○ 　 　 　

854 鄭薰 ? 　 　 　 　 ○

855 沈詢 ? 　 　 　 ○ 　

856 鄭顥 榮陽 　 ○ 　 　 　

857 杜審權 京兆 ○ 　 　 　 　

858 李潘 宗室 ○ 　 　 　 　

859 鄭顥 榮陽 　 ○ 　 　 　

860 裴坦 河東 ○ 　 　 　 　

비율 45% 36% 0% 9% 9%

懿宗

861 薛耽(躭,眈) ? 　 　 　 　 ○

862 鄭從讜 滎陽 　 ○ 　 　 　

863 蕭倣 蘭陵 　 　 ○ 　 　

864 王鐸 太原 　 ○ 　 　 　

865 李蔚 隴西 ○ 　 　 　 　

866 趙騭 京兆奉天 　 　 　 ○ 　

867 鄭愚 廣州 　 　 　 ○ 　

868 劉允章 洺州廣平 　 　 　 ○ 　

869 王凝 太原 ○ 　 　 　 　

870 ―停擧―

871 高湜 渤海 　 　 　 ● 　

872 崔殷夢 淸河 　 ○ 　 　 　

873 崔瑾 淸河 　 ○ 　 　 　

비율 15% 31% 8% 31% 8%

僖宗
874 裴瓚 ? 　 　 　 　 ○

875 崔沆 博陵 　 ○ 　 　 　

<부표-7> 牛李의 黨爭 이후 知貢擧 출신지역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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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崔沆 博陵 　 ○ 　 　 　

877 高湘 渤海 　 　 　 ● 　

878 崔澹 博陵 　 ○ 　 　 　

879 張讀 深州陸澤 　 　 　 ○ 　

880 崔厚 博陵 　 ○ 　 　 　

881 韋昭度 京兆 ○ 　 　 　 　

882 歸仁紹 蘇州吳郡 　 　 　 ○ 　

883 夏侯潭 譙 　 　 　 ○ 　

884 ―停挙―

885 歸仁澤 蘇州吳郡 　 　 　 ○ 　

886 鄭損 榮陽 　 ○ 　 　 　

887 柳玭 京兆華原 　 　 　 ○ 　

888 鄭延昌 榮陽 　 ○ 　 　 　

비율 7% 43% 0% 43% 7%

昭宗

889 趙崇 ? 　 　 　 ○ 　

890 裴贄 河東 ○ 　 　 　 　

891 裴贄 河東 ○ 　 　 　 　

892 蔣泳 河南 　 　 　 ○ 　

893 陽涉 同州馮翊 　 　 　 ○ 　

894 李擇 ? 　 　 　 　 ○

895 崔凝 ? 　 　 　 　 ○

896 獨孤損 ? 　 　 　 ○ 　

897 薛昭緯 河東 ○ 　 　 　 　

898 裴贄 河東 ○ 　 　 　 　

899 趙光逢 京兆奉天 　 　 　 ○ 　

900 李渥 隴西 ○ 　 　 　 　

901 杜德祥 襄陽 ○ 　 　 　 　

902 ―停挙―

903 ―停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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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陽涉 同州馮翊 　 　 　 ○ 　

비율 43% 0% 0% 43% 14%

哀帝

905 張文蔚 河間 　 　 　 ○ 　

906 薛廷珪 河東 ○ 　 　 　 　

907 于兢 ? 　 　 　 ○ 　

비율 33% 0% 0% 67% 0%

※ 門閥貴族의 각각 씨족과 본관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은 渡邊孝2001(45쪽)에 따랐다.

〔關中系〕 韋(京兆), 裴(河東), 柳(河東), 薛(河東) 楊(弘農), 杜(京兆, 襄陽), 元(河南), 長
孫(河南), 宇文(河南), 陸(河南), 源(河南) 竇(河南, 扶風), 李(隴西, 宗室)
〔山東系〕 王(太原), 崔(博陵, 淸河), 盧(范陽), 李(趙郡), 鄭(榮陽)
〔江左系〕 王(琅邪), 謝(陳郡), 袁(陳郡), 蕭(蘭陵), 朱(吳郡), 張(吳郡), 顧(吳郡), 陸(吳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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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録〕

新羅·渤海の対唐藩交渉に関する研究

小 宮 秀 陵

新羅・渤海の対唐藩鎮交渉が行われた9世紀は唐中心の東アジア国
際関係が多様な形態へと変化する過渡期にあたる。よって、新羅・渤

海の対唐藩鎮交渉は韓国古代対外関係史を理解するうえで重要な主題

の1つである。

8世紀新羅・渤海が藩鎮と接触した契機は藩鎮体制の成立にあっ

た。710年から唐辺境には10節度使が設置されたが、唐との親善外交

を望んだ聖徳王にとっても有利に動き、また渤海にも安定的な入唐使

の派遣につながった。一方、10節度使の設置は唐と他の王朝との対立

を惹起したので、新羅・渤海が国際紛争に巻き込まれる危険性を内包

していた。

節度使の設置は安史の乱を経て唐全域に拡大した。その結果、新

羅・渤海の対藩鎮交渉が生まれる環境的要因となった。ただし、ウイ

グル、吐蕃、南詔と唐の辺境藩鎮との交渉は持続性を有していなかっ

た。もともと辺境藩鎮はこれら3王朝の侵攻に対備するために設置さ

れていたので、辺境藩鎮と主体的に交渉するのは容易ではなかった。

新羅・渤海は安史の乱の際に藩鎮と接触する機会があったが、新羅・
渤海には安史の乱以後にも親唐的姿勢を維持したので、基本的に反乱
を起こした藩鎮とは交渉をしなかった。新羅・渤海と藩鎮との交渉が

生まれた背景には藩鎮体制の確立にあった。唐は藩鎮体制の確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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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って辺境で入唐使節を接待する主体を州県から藩鎮へと変化させた

ので入唐使節がすべて藩鎮を経由するようになり、王朝-藩鎮交渉が

生まれるきっかけとなった。

一方、安史の乱以後新羅・渤海の対唐交渉は少しずつ変化しはじめ

た。新羅・渤海では、王位交替をめぐる国内問題、唐では皇帝擁立に

対する宦官勢力の介入問題が対唐交渉を変化させていった。王位交替

をめぐる3つの王朝の内政の不安は、朝貢・冊封関係の弛緩を引き起

こし、また同時に新羅・渤海と藩鎮との交渉を成立させる基盤となっ

た。新羅・渤海が藩鎮と恒常的に交渉しだした直接のきっかけは両国
の内政問題にあった。渤海の場合、宣王代遼東へ勢力を拡大し、地理

的に隣接し直接交通が可能になったことがそのきっかけである。新羅

の場合、反側藩鎮が新羅人を奴婢として掠売する状況を改善するため

に、山東半島を避けて他の藩鎮を通過し対唐交渉を展開したことが

きっかけとなった。そして新羅・渤海と藩鎮との交渉は唐が内乱を起

こした藩鎮を討伐するのにも利用された。

9世紀中期以後新羅・渤海が展開した対藩鎮交渉の様相は、物的側

面と人的側面に分類される。前者に関しては新羅・渤海の朝廷と藩鎮
との間で、相手の選好度を重視した貿易を行った。新羅・渤海は奴

婢、鷹、刀剣、金銀などの藩鎮の武人政権に似合った物品を送り、藩

鎮からは瑟瑟のような東南アジアからの輸入品や糸織物のような当
時、新羅・渤海が必要な物を受け取った。新羅は淮南・浙江地域の藩

鎮と交渉したが、その背景は新羅商人の奢侈品交渉を新羅朝廷が統制

しつつ、円滑に公貿易を行おうとしたからである。渤海は内政で官制

の拡充により織物の需要が高まったため、盧竜藩鎮と交渉した。一方

唐では、節度使が出世を狙って唐の宦官に珍奇な物品を送る藩鎮進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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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流行した。藩鎮は進奉物を求めて新羅・渤海と交渉をしたのであ

る。新羅・渤海が相手の選好を考えて物品を送ったという点で、王朝

-藩鎮交渉は、王朝間交渉で自分の土地の産物を送る朝貢とは性格が

異なっていた。

新羅・渤海と藩鎮には人的交流もみられる。884年新羅は賓貢及第

者の崔致遠の帰国を要請するため、淮南藩鎮の高駢に入淮南使金仁圭

を送った。崔致遠帰国要請の背景には瑞書院, 崇文台などの文翰機構

を設置し、そこに賓貢及第者を積極的に採用しようとする憲康王代の

政策がうかがえる。王朝-藩鎮交渉には新羅朝廷の意図が色濃く反映

されていたといえる。また、渤海の場合にも賀守謙という文士が盧竜
藩鎮へ使節として派遣されており、文士の往来が王朝-藩鎮交渉の特

徵であったといえる。これら文士が礼に立脚して王朝-藩鎮交渉に臨

んだため、礼的秩序が王朝-藩鎮交渉でも影響を与えていたと考えら

れる。ただし、その礼では、土貢を意識した物品の交流が行われたわ

けではないため、上下関係を体現する朝貢とは別の次元で展開したも

のと推測される。

9世紀新羅・渤海と藩鎮との交渉で新羅は順地藩鎮と交渉し、渤海

は反側藩鎮と交渉するという構図であったが、こうした交渉の対象の

性格の違いは10世紀に新羅・渤海と五代十国間の交渉に影響を与え

た。盧竜藩鎮が大燕という王朝へと変化した結果、渤海は国際紛争へ

巻き込まれることになり、大燕の滅亡は渤海の対契丹政策に変化を及

ぼした。これに反して、新羅の対藩鎮交渉は貿易と留学生の往来とい

う9世紀の特徵を有しつつ、10世紀以後、対五代十国外交として機能

しだした。10世紀にさしかかり、新羅にかわり、制海権を掌握した王

建や甄萱といった豪族勢力は留学生を採用し、王朝化した藩鎮と交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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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行った。彼らは賓貢及第者を抜擢して外交文書の作成や使節の接待

を担当させ、こうした文士を直接外交使節として派遣したりもした。

豪族勢力が文士を採用して外国へ使節として送るという現象は以後勢

力の弱い豪族や海上商人集団でも行われたものと思われる。彼らは中

国で伝統的に認められた新羅を標榜して交渉していたが、10世紀以後

商人が王朝の使節を自称し朝貢する‘商人の朝貢’の淵源であったと推

測される。このような豪族の対外政策により文士の往来は後三国期も

絶えることなく続き、彼らは高麗の統一以後にも重要な役割を担うよ

うになった。文士の往来が活発に行われた背景には複雑な国際関係を

きちんと理解し、外交の実務を担える人材として文士が重要であった

からであろう。ただし、文士がこのような国際関係の葛藤を解消する

役割を担ったにも関わらず、10世紀渤海で対外政策の変化を引き起こ

した背景には反側藩鎮の中原争奪戰の参加という問題があった。

総じて、新羅・渤海の対唐藩鎮交渉は10世紀以後、高麗-五代十国
の‘外交’としてあらわれる多元的朝貢・冊封関係の架橋として機能し

ていたといえる。

 キーワード: 遣唐使, 外交, 貿易, 朝貢·冊封関係, 藩鎮体制, 文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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