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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憲宗 시기까지 조정은 藩鎭이 조정의 권위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달리하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선 위에서 唐朝는 일
시적이나마 전체 藩鎭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憲宗 시기의 전쟁으로 인해

唐朝의 재정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다.
憲宗 사후 帝位에 오른 穆宗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藩鎭의 병력을 감
소시키려 하였고, 이는 藩鎭의 주 병력인 官健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들 官健은

官에서 모집한 직업 군인으로, 官健 직위를 세습화하는 과정에서 農耕 능력을 상
실한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官健의 이러한 반발을 틈타 河北三鎭에서는 재차 반
란을 일으켰고, 조정에서는 이를 제압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 河北三鎭은 재차
할거하게 되었다.
물론 河北三鎭 내 권력구조의 불안정성 및 조정의 인근 藩鎭 장악 등의 이유
로 인해 河北三鎭이 추가적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
해 초래된 불안정한 상태는 河北三鎭과 유사한 행보를 취하려는 藩鎭의 등장, 그
리고 河北과 인접한 洛陽에의 위협 등 일련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정은 河北三鎭의 할거는 인정하되, 할거를 지향하는 藩

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二元的 노선을 취하였다.
조정은 특히 節度使를 계승하려 시도하는 河南 및 河北의 藩鎭들을 저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節度使 직위의 세습은 해당 藩鎭 내의 제어권 일체가 조
정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穆宗에서 文宗에 이르는 시기 조정은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억눌렀고, 이를 통
하여 조정은 節度使의 임명권을 확보함으로써 河北三鎭과 인접한 藩鎭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곧 河北三鎭을 제외한 河南과 河北의 藩鎭이 조정에 순
복하는 二元的 구도의 형성으로, 조정은 이를 통해 河北三鎭의 할거가 藩鎭 전반
의 할거로 번지는 사태를 예방하였다. 한편 河北三鎭과 洛陽 사이에 河東 藩鎭,

河陽三城 藩鎭 등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이 형성되는 효과로 인해 河北三鎭이 洛
陽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은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정은 河北三鎭이 할거하면
서 나타난 문제의 상당부분을 무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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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藩鎭 제어 질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昭義節度使의 세습 문제
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昭義節度使 劉悟의 사후 그 아들 劉從諫이 昭義節度使
를 계승한 것은 조정에서 河北三鎭 인근의 藩鎭들에 대한 제어를 강화하는 움직
임과는 상반된 행보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劉悟가 특수한 위상을 지
니고 있었다고는 하나, 節度使 계승을 허용한 牛黨 집권기의 결정은 상당히 안이
한 것이었다.

劉悟에 이어 節度使가 된 劉從諫 시기부터 조정과 마찰을 빚은 昭義 藩鎭은
조정의 통제에서 이탈하려는 등, 조정이 구상하는 二元的 통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 거기에 劉從諫이 그 조카 劉稹에게 節度使 직위를 계승시키려 함으로 인
해, 조정과 昭義 藩鎭은 큰 마찰을 빚었다.
당시 재상이었던 李德裕는 牛黨 집권기에 나타난 모습과는 달리 昭義 藩鎭 토
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조정은 河北三鎭의 할거를 묵인해주는 대신 그 병력을
활용하였고, 河北三鎭의 병력이 토벌군에 가담하면서 昭義 藩鎭은 고립되었다.
고립된 상태에서도 昭義 藩鎭은 상당 시일을 버티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劉稹이 節度使 직을 조정을 통해 추인받는 데에만 집중하
였기 때문이었다. 劉稹은 자신이 조정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며 할거 상태를 인
정받기 원할 뿐이라는 뜻을 조정에 피력하였다.
하지만 조정은 더 이상 河北三鎭을 제외한 여타 藩鎭의 할거를 인정하지 않는

二元的 구도를 형성한 상태였다. 거기에 당시 재상은 李黨의 영수인 李德裕로,
그는 劉稹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토벌군을 채근하여 昭義 藩鎭을 압박
하였다. 수세에 몰린 昭義 藩鎭에서 劉稹의 수하 장수들이 劉稹을 죽이고 항복함
으로써, 결국 劉稹의 난은 실패로 돌아가고 唐朝의 二元的 통치 구도는 완비되기
에 이르렀다.
조정과 藩鎭 간 관계는 안정을 찾았지만, 河北三鎭을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조정에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天寶 초까지
만 해도 唐 전체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河北에서의 上供이 끊어지고
오히려 지원해야 할 비용만 남은 상황은 唐朝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거기에 위구르와의 전쟁 및 劉稹의 난 진압에 소요된 軍費까지 포함시키면 唐朝
가 져야했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武宗 시기 佛敎의 대탄압을 일컫는 이른바 ‘會昌廢佛’이

劉稹의 난 과정과 맞물리면서 진행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劉稹의 난을 진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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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廢佛 조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廢佛의 최종적 시행은 劉稹의 난 이후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시기를
즈음하여 나타난 것으로, 劉稹의 난이 廢佛 시행의 단초가 되었을 개연성은 상당
히 높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河北三鎭에서는 廢佛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
은 唐朝가 藩鎭 통치에 있어 河北三鎭과 여타 藩鎭을 구분하는 二元的 구도를
시행한 것과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廢佛이 진행되던 시기 唐 조정이 河北三

鎭에 강한 압력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당시 廢佛의 시행 영역이 제한
되었던 것은 唐朝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조정이 穆宗에서 武宗에 이르는 시기 藩鎭 제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河北三鎭과 여타 藩鎭을 구분하는 二元的 구도를 형성하였고, 때문에 조정과 河
北三鎭 사이에는 매우 독특한 관계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양자의 특수한 관계는
해당 시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제어 : 唐 後期, 藩鎭, 河北三鎭, 二元的 통제, 節度使 세습, 劉稹의 난, 會昌

廢佛
학번 : 2010-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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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唐朝가 太宗(626-649) 시기 突厥을 제압한 이후, 수도 長安이 위치한 關中 지역
에 위협이 되는 이민족은 吐蕃 등 주로 唐의 서북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때문
에 唐은 군사 면에서 서북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唐 전기 朔方軍이 설
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중요시되었던 것도 이러한 정황과 분리시켜서는 이해할
수 없다.1)
그러나 安史의 난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먼저 각지의 藩鎭이 할거 국면을
형성하면서 唐 조정은 지방 세력의 힘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史思明 휘
하의 장수들이 조정에 투항한 뒤에도 河北 지역에 여전히 눌러앉아 세력을 유지
하였기 때문에2), 唐 조정에 있어 동북 방면은 최대의 위험요소로 부상하게 되었
다. 河北三鎭이라고도 불리는 成德 藩鎭, 魏博 藩鎭, 幽州(盧龍) 藩鎭은 이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들 藩鎭은 해당 지역의 軍事ㆍ行政ㆍ財政 각 영역에서 큰 권
한을 지니고 뚜렷한 할거 형세를 띄었다.3)

河北道와 河南道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들 藩鎭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서, 德宗
(779-805) 시기를 기점으로 唐 조정은 서북보다 동북 방면에 군사력을 집중하게
되었다.4) 이러한 정책이 가능해진 것은 吐蕃의 약화와 위구르의 급부상이라는 변
경 지역의 상황 변화 때문이었다. 위구르와 唐朝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조정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서북측 방어에 약간의 여유가
생긴 셈이었다.5) 이에 조정은 朔方軍의 세력을 분할ㆍ축소시키고, 그 대신 關中
의 서북변 방어에 神策軍을 투입하여 그 부족분을 상쇄시킴으로써6) 서북변경 방
1)

2)

3)
4)
5)

王永興, 唐代前期西北軍事硏究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p.292-320.[이하
앞에서 인용한 논저를 다시 인용하는 경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저자, 논저명, 페
이지‘로 약칭함]
資治通鑑 (司馬光 撰, 胡三省 音注, 資治通鑑 (全10冊), 北京: 中華書局, 2005) 卷
222 ｢唐紀｣38 代宗廣德元年, p.7141, “癸亥, 以史朝義降將薛嵩爲相ㆍ衛ㆍ邢ㆍ洺ㆍ貝
ㆍ磁六州節度使, 田承嗣爲魏ㆍ博ㆍ德ㆍ滄ㆍ瀛五州都防禦使, 李懷仙仍故地爲幽州ㆍ盧
龍節度使. 時河北諸州皆巳降, 嵩等迎僕固懷恩. 拜於馬首, 乞行間自效 ; 懷恩亦恐賊平
寵衰, 故奏留嵩等及李寳臣分帥河北, 自爲黨援. 朝廷亦厭苦兵革, 苟冀無事, 因而授之.”
新見まどか, ｢唐代後半期における“華北東部藩鎭連合體”｣, 東方學 123, 2012, p.20.
李鴻賓, 唐朝朔方軍硏究 ,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0, pp.230-233.
丁載勳, ｢唐 德宗時期(779-805)의 對外政策과 西北民族의 對應｣, 中國古中世史硏究
18, 2007,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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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비중을 낮출 수 있었다.

德宗의 뒤를 이은 憲宗(805-820) 시기 조정은 藩鎭 전체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
다. 그 결과 조정은 일시적으로 河北三鎭을 비롯하여 각지의 藩鎭을 제압하는데
성공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元和中興’의 국면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憲宗
사후 河北三鎭은 조정에서 임명한 節度使를 축출하고 다시 할거 국면을 형성하
면서 과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회귀하였다. 이후 河北三鎭은 唐이 멸망하기까지
조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7) 조정의 藩鎭政策 역시 수
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해당 시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藩鎭 연구가 중요한 축
으로 자리한 것은 이러한 정국의 전개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藩鎭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內藤虎次郞이 주목한 이래8), 관련 연구는 日野開三
郞의 唐 後半期 각종 제도의 변천을 藩鎭을 억제하고 唐朝를 진흥시키는 이른바
‘抑藩振朝’의 목적을 띈 것으로 이해한9) 바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
후 唐 後半期 河北三鎭을 비롯한 독립적 경향의 藩鎭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조
정의 지배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연구10), 藩鎭과 관련된 조정의
재정 정책을 분석한 연구들이11) 발표되었다. 河北三鎭을 중심으로 節度使를 분석
하여 藩鎭 내부 권력구조를 파악한 연구12) 역시 河北三鎭을 중심으로 藩鎭에 대
6)
7)

8)

9)

10)

11)

12)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 武昌: 武漢大學出版社, 1992, pp.450-458.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7809, “史憲誠旣逼殺田布, 朝廷不能討,
遂幷朱克融ㆍ王庭湊以節鉞授之. 由是再失河朔, 迄于唐亡, 不能復取.”
內藤虎次郞, 中國近世史 ( 內藤湖南全集 10), 東京: 筑摩書房, 1970( 中國近世史 ,
東京: 弘文堂, 1947을 재출간), pp.362-364.
日野開三郞, ｢支那中世の軍閥 -唐代藩鎭の成立と盛衰-｣,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
1, 東京: 三一書房, 1980.
礪波護, ｢中世貴族制の崩壞と辟召制｣, 東洋史硏究 21-3, 1962; 辻正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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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鄭炳俊, ｢唐
東洋史硏究
後半期の地方行政體系について -特に州の直達ㆍ直下を中心として-｣,
51-3, 1992.
末田修一, ｢唐代藩鎭の出界糧について｣, 東洋史論叢 : 鈴木俊敎授還曆記念 , 東京:
鈴木俊敎授還曆記念會, 1964; Denis C. Twitchett, ｢唐末の藩鎭と中央財政｣, 史學雜
誌 74-8, 1965; 陳明光, ｢論唐代方鎭“進奉”｣, 中國社會經濟史硏究 1985-01 ; 古松
崇志, ｢唐代後半の進奉と財政｣, 古代文化 51-4, 1999.
堀敏一, ｢藩鎭親衛軍の權力構造｣,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 東京: 汲古書院,
2002 ; 谷川道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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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谷川道雄, ｢河朔三鎭における藩帥の承繼について｣, 中國古代の法と社會 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 , 東京: 汲古書院,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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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성과들이 河北三鎭을 하나
의 공통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에 반대하여 각 藩鎭에 대한 개별
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으며13), 최근에는 幽州 藩鎭을
중심으로 河北의 藩鎭을 專論한 연구가 출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14)
일련의 藩鎭 연구는 藩鎭의 공통된 기반 파악 뿐 아니라 藩鎭 사이에서 나타
나는 차이 파악에 함께 진력하였다. 이는 곧 藩鎭의 유형화에 대한 시도로 이어
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大澤正昭와15) 張國剛에16) 의해 이
루어졌다. 두 연구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이른바 ‘反側之地’에 해
당하는 지역을 ① 分立 지향형 藩鎭과 ② 권력 지향형 藩鎭으로 나누고 거기에
조정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른바 ‘順地’에 해당하는 ③ 통일 권력 지지형 藩鎭을
덧붙이면서 3가지 유형의 藩鎭으로 구분하였던 반면, 후자는 ‘反側之地’에 해당
하는 지역을 하나로 분류하여 Ⓐ 河朔 割據型 藩鎭으로 놓고 여타 藩鎭을 위치
및 그에 따른 성격을 중심으로 Ⓑ 中原 防遏型 藩鎭, Ⓒ 邊疆 禦邊型 藩鎭, Ⓓ

東南 財源型 藩鎭으로 구분한 바 있다.17) 이러한 두 분류 방식 간의 차이는 어떠
한 유형의 藩鎭에 보다 집중했는가에 따라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張國剛의 분류 방식은 河北에 위치한 藩鎭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
괄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할거 성향을 띤 藩鎭과 조정의 관계를 정밀히
고찰하기에 그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河北三鎭 관련 연구는 많은 경
우 大澤正昭의 藩鎭 유형 분석에 의거하는 경향을 보인다.

大澤正昭가 언급한 分立 지향형 藩鎭과 권력 지향형 藩鎭에는 그렇다면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먼저 河北三鎭으로 대표되는 分立 지향형 藩鎭은 唐朝의 존
재가 藩鎭 지배의 유지를 위해 부정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
의 지배영역에 타자가 간섭하지 않는 이상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특성을 지
13)

14)
15)

16)

17)

渡邊孝, ｢魏博と成德 -河朔三鎭の權力構造についての再檢討-｣, 東洋史硏究 54-2,
1995.
馮金忠, 唐代河北藩鎭硏究 , 北京: 科學出版社, 2012.
大澤正昭, ｢唐末の藩鎭と中央權力 -德宗ㆍ憲宗朝を中心として-｣, 東洋史硏究 32-2,
1973.
張國剛, 唐代藩鎭硏究 ,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唐代藩鎭硏究 , 長沙: 湖
南敎育出版社, 1987을 재출간).
鄭炳俊, ｢唐末五代 藩鎭體制에 대한 硏究史的 考察｣, 中國學報 40-1, 1999,
pp.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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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반면 德宗 시기 長安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朱泚 및 皇帝를 칭하는데 이르
렀던 淮西節度使 李希烈 등으로 대표되는18) 권력 지향형 藩鎭은 병력 및 재력의
강성함을 바탕으로 唐朝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大澤正昭
는 德宗-憲宗 시기의 정책에 권력 지향형 藩鎭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分立 지
향형 藩鎭, 특히 河北三鎭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
였다. 그에 따르면 憲宗 시기에 권력 지향형 藩鎭의 제거가 이루어지고, 이후 河

北三鎭까지 조정에 귀부해오면서 이른바 ‘元和中興’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憲宗의 사후 穆宗(820-824)의 즉위 및
시기를 같이하여 일어난 河北三鎭의 재할거이다. 河北三鎭은 앞선 분류에 따르면
여전히 分立 지향형 藩鎭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도 穆宗 이후
시기 河北三鎭을 방기한 이유에 대해 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
로 조정이 分立 지향형 藩鎭을 방기하는 노선을 취했다는 大澤正昭의 연구시각
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大澤正昭의 德宗-憲宗 시기에 대한
대한 분석을 穆宗 이후 시기까지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권력 지향형 藩鎭이 사라진 국면에서는, 설령 唐朝가 보이는 반응이 유사하더라
도 그 의미 자체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穆宗 이후 시기 唐朝는 分立 지향형 藩鎭을 방임하던 자세에서 돌아서서 오히
려 이러한 성격을 띠는 藩鎭의 신규 출현을 막고, 더 나아가 기존 分立 지향형

藩鎭으로 있던 藩鎭으로 하여금 통일 권력 지지형 藩鎭으로 돌아서도록 요구하
기까지 한다. 기존 穆宗 이후 唐 조정이 河北 藩鎭에 대한 반응에 관한 연구 성
과가 하나의 계통을 이루기보다는 분절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와 같은
시기에 따른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大澤正昭의 연구를 이후 시기에까지 단순
적용한 것에서 연유한 것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唐朝가 해당 시기 직면해 있었던 문제는 다기하였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河北 방면의 안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穆宗 시기 河北三鎭이 조정이
파견한 節度使를 살해ㆍ추방하면서 반기를 든 것은 唐朝의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본고의 목적은 穆宗 이후 시기 조정의 河北 藩鎭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외의 藩鎭을 제어하려는 시도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탐

18)

憲宗의 藩鎭 제압 과정에서 조정이 마지막으로 굴복시킨 平盧 藩鎭의 節度使 李師
道 역시 유사한 성격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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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Ⅰ장에서 穆宗 이전 시기까지 형성된 藩鎭의 성격 및 조
정과의 관계, 그리고 ‘反側之地’가 지니는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
는 Ⅱ장에서는 ‘反側之地’ 가운데 河北三鎭이 穆宗 초 조정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이후, 조정이 藩鎭을 통제하기 위해 구상한 방식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조정은

穆宗에서 文宗에 이르는 시기, 河北三鎭을 제외한 여타 藩鎭의 경우 節度使 세습
을 통제하면서 해당 藩鎭의 할거를 제어하여 二元的 藩鎭 제어질서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서 예외적 존재로 남아 문제가 된 것이 昭義 藩鎭
으로, Ⅲ장에서는 이 昭義 藩鎭에 대한 조정의 대응과 그로 인해 나타난 재정적
위기에 조정이 대처한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穆宗 시기 河北三鎭이 할거하게 된 이래 조정이 보이는 반응은, 조정에 대해
뚜렷하게 반기를 들었던 藩鎭이 병존하고 있었던 憲宗 시기의 藩鎭에 대한 대처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穆宗에서 武宗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唐朝가 河北

三鎭과 인근 藩鎭에 대처한 실상을 살펴보는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藩鎭 전반에
대한 조정의 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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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唐 後半期 朝廷과 藩鎭의 관계
1. 藩鎭 財政 구조와 朝廷의 역할
唐 前半期의 稅制는 均田制에 근간하여 제정된 租庸調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지방의 稅收를 州에서 조정으로 올리는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19) 그러나, 이미

唐初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불균등한 土地所有와 차등적인 稅役 부과 등의 현상
은 租庸調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거기에 府兵制 운영에 있어 關中 지역에

折衝府가 편중되고 그 소속 백성에 있어서도 병역 의무가 편재된 모순20) 등으로
인해 나타난 대규모의 逃戶가 기존의 稅制를 크게 흔들었기에 唐의 稅制는 점차

租庸調 규정 외의 稅收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21)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일
어난 安史의 난은 租庸調에 근간한 稅制의 외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
용였다.22)

唐朝는 律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使職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변화
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며23), 玄宗 시기의 節度使 직 등장과24) 藩鎭 설치25)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唐 전반기 供軍은 각 邊軍의 支度使에 의해 관리되었는
19)

20)

21)

22)
23)

24)

25)

唐會要 (王溥 撰, 唐會要 (全2冊) 卷85 ｢籍帳｣, p.1848, “景龍二年閏九月勅 : ｢諸籍
應送省者, 附當州庸調車送. 若庸調不入京, 雇腳運送, 所須腳直, 以官物充...｣” ; 通典
(杜佑 撰, 通典 (全5冊), 北京: 中華書局, 1988) 卷6 ｢食貨｣6, p.109, “諸庸調物, 每年
八月上旬起輸, 三十日內畢. 九月上旬各發本州, 庸調車舟未發閒有身死者, 其物卻還.”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硏究 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 pp.37-49.
朴根七, ｢唐 前期 戶籍檢括策의 財政的 성격 -武周時期 逃戶對策과 관련하여-｣, 歷
史學報 157, 1998, pp.140-143.
朴根七, ｢唐 後期 兩稅法 운영과 地稅의 관계｣, 漢城史學 18, 2004, pp.107-108.
日野開三郞, ｢大曆末以前の租庸使｣,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 3, 東京: 三一書房,
1981 ; 礪波護, ｢三司使の成立について｣, 唐代政治社會史硏究 , 京都: 同朋舍, 1986.
節度使의 설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
東洋學報
44-2, 1961와 日野開三郞, ｢觀察處置使について -主として大曆末まで-｣,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 3, 東京: 三一書房, 1981은 節度使 설치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고
전적인 연구라 할 만하다.
藩鎭의 설치 과정 및 연혁에 대해서는 堀敏一, ｢藩鎭內地列置の由來について｣, 唐
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 東京: 汲古書院, 200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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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26), 唐 중기 節度使 성립 과정에서 節度使가 支度使를 兼職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27) 이는 唐 전반기 각 州의 刺史를 통해 이루어지던 조정의 재정 확보, 그리
고 軍費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의 재정 지출이 점차 節度使를 수반으로 하
는 藩鎭을 통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德宗 시기 兩稅法의 도입으로 인해 보다 본격화되었다.28)
兩稅法 상에서 民戶에 대한 課稅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는
① 田畝의 稅로서의 兩稅 斛斗와 ② 각 戶에 부과되는 兩稅錢으로, 그 중 兩稅錢
은 戶의 資産에 대응하여 여름과 가을 2회에 걸쳐 錢額을 기준으로 賦課되었
다.29) 稅額은 일차적으로 州를 단위로 설정, 거두어지며 이것을 州에서는 다시

藩鎭의 觀察使ㆍ節度使에게 보낸다. 그 과정에서 州에서 남겨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留州, 藩鎭의 觀察使ㆍ節度使가 州에서 거둔 稅收 가운데 남겨서 道의 경비
로 쓰는 留使(送使), 그리고 京師로 수납되는 上供이라 불리는 것이다.30)

兩稅法은 正稅로 藩鎭에서 조정으로 향하는 재정 흐름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
이었으나, 지방에서 조정으로 향하는 재정에는 그 외의 다른 방식 역시 존재하였
다. 地方官이 皇帝에게 재물을 헌납하는 進奉이 바로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進

奉은 貢獻, 혹은 進獻이라고도 불리우며, 주로 吏部 銓選을 통해 임명되는 順地
에 위치한 지방관, 특히 江淮 지역의 지방관이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관들
이 進奉을 바치는 것은, 이를 통해 皇帝의 은총을 입고 京官이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31) 進奉은 內庫에 저장되는데, 이 內庫는 唐 後半期 皇帝의 私庫로
26)

27)

28)

29)
30)

唐六典 (李林甫 等 撰, 陳仲夫 點校, 唐六典 , 北京: 中華書局, 1992) 卷3 ｢尙書戶
部｣, p.81, “天下邊軍皆有支度之使以計軍資ㆍ糧仗之用, 每歲所費, 皆申度支而會計之,
以長行旨爲準.”
二十二史箚記 (趙翼 撰, 二十二史箚記 , 臺北: 臺彎商務印書館, 1968) 卷20 ｢唐節
度使之禍｣, p.389, “至開元中, 朔方ㆍ隴右ㆍ河東ㆍ河西諸鎭皆置節度使, 每以數州爲一
鎭, 節度使卽統此數州, 州刺史盡爲其所屬. 故節度使多有兼按察使ㆍ安撫使ㆍ支度使
者.”
兩稅法 연구는 唐 후반기 및 이후의 稅制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으로,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 硏究史에 대해 요령있게 정리한 것으로 船越泰次,
唐代兩稅法硏究 , 東京: 汲古書院, 1996, pp.5-80을 들 수 있다. 船越泰次는 中國과
日本의 연구사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각각 정리함을 통해 兩稅法 연구사를 계
통적으로 이해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였다.
船越泰次, 唐代兩稅法硏究 , pp.5-80 ; 173.
日野開三郞, ｢唐代兩稅の分收制｣, 日野開三郞 東洋史學論集 4, 東京: 三一書房,
1982, pp.21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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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며 국가 재정과 독립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다.32)
조정과 지방 간 재정 유통 과정에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이 흘러가는 모습
이 더 부각되는 것은 兩稅의 三分이라는 租稅 납부 구조 상 지방에서 필요한 부
분은 上供하지 않은 留州, 留使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방에서
의 필요분은 軍費를 근간으로 하는데33), 軍에 물자를 공급하는(供軍) 역할을 담
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節度使였다. 唐 중기 이후 供軍 체계에는 큰 변화가 일
어나 軍費를 중앙, 藩鎭, 州府에서 나누어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니, 이는
곧 평상시에는 藩鎭과 州府에서 稅收 가운데 留州, 留使로 供軍의 상당부분을 부
담하며 出界糧의 경우만 度支에서 담당하는 체제의 형성을 의미했다.34)
그러나 江淮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많은 藩鎭은 재정적으로 부족하여 자급자
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종종 供軍이 留州ㆍ留使額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35)
그 경우 조정은 公用錢 등으로 이를 보충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度支ㆍ戶部ㆍ

鹽鐵司에서 藩鎭에 錢物ㆍ斛斗를 대출해주어야 했기 때문에36) 지방에 대한 지원
액은 조정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조정이 穆宗 초 銷兵政策이라고 불리는
병력 감축안을 시도한 것도37) 이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병사들의
반발을 샀으며, 또한 해당 인원들은 도적이 되거나 조정에 반기를 드는 세력에
흡수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던 관계로38)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그 외에 出界糧 역시 조정과 藩鎭 간 재정 흐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여
31)
32)

33)

34)

35)
36)
37)

38)

古松崇志, ｢唐代後半の進奉と財政｣, pp.15-19.
金珍佑, ｢古代中國 皇帝權力의 ‘私’와 皇帝의 財庫 -御府의 존재양태와 변화를 중심
으로-｣, 中國古中世史硏究 27, 2012, p.98.
渡邊信一郞, ｢唐代後半期の地方財政 -州財政と京兆府財政を中心に-｣, 中國古代の財
政と國家 , 東京: 汲古書院, 2010, p.523.
賈志剛, ｢唐代藩鎭供軍案例解析 -以“夏侯昇墓志”爲中心-｣,
中國社會經濟史硏究
2011-4, pp.5-6.
張國剛, 唐代藩鎭硏究 , pp.35-36.
渡邊信一郞, ｢唐代後半期の地方財政 -州財政と京兆府財政を中心に-｣, pp.530-532.
舊唐書 卷16 ｢穆宗本紀｣, p.486, “乙酉, 天平軍節度使馬總奏 : ｢當道見管軍士三萬
三千五百人, 從去年正月已後, 情願居農者放, 逃亡者不捕.｣ 先是, 平定河南, 及王承元
去鎭州, 宰臣蕭俛等不顧遠圖, 乃獻銷兵之議, 請密詔天下軍鎭, 每年限百人內破八人逃
死, 故總有是奏.”
新唐書 卷101 ｢蕭俛傳｣, pp.3958-3959, “旣而籍卒逋亡, 無生業, 曹聚山林間爲盜賊.
會朱克融ㆍ王廷湊亂燕ㆍ趙, 一日悉收用之. 朝廷調兵不充, 乃召募市人烏合, 戰輒北,
遂復失河朔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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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말하는 出界糧(혹은 食出界糧. 이하 出界糧으로 통칭)은 藩鎭의 병력이
각 藩鎭의 경계를 넘어서 出兵하게 될 경우 糧料를 지급하는 것을 일컬으며39),
이 때 지급받는 양은 藩鎭 내에서 지급받던 것의 3배에 해당한다.40) 出界糧의 도
입은 府兵制의 쇠퇴 이후 唐 朝廷이 藩鎭의 병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에서 기인하였다. 藩鎭의 병력은 해당 藩鎭을 방어하기 위한 존재로 조정이 그
병력을 해당 藩鎭 밖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책임은 조정에 귀속되었다. 將兵
들의 반발에 節度使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朝廷은 병력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유인 동기로 出界糧이라는 제도를 창안한 것이다.41)
그러나 出界糧으로 인한 조정의 부담 역시 상당한 것이었다. 唐 肅宗 시기 荊

南節度副使를 역임한 李筌의

神機制敵太白陰經 에 따르면 군사 1명에게는 매일

米 2升, 1달에 6斗, 1년이면 7石 2斗를 지급하니, 12,500명 규모의 軍이 1년에 필
요로 하는 糧은 9萬石에 달한다.42) 憲宗 이후 시기 河北三鎭의 각 병력은 적어도
6만 이상이었다고 하며43), 河北三鎭의 병력을 15만으로 감안하더라도 1년간 운용
할 때 지급해야 하는 糧을 단순계산해보면 108萬石이 나온다. 만약에 이들 병력
을 이끌고 작전을 펼쳐 出界糧을 지급할 경우 324萬石이라는 액수가 도출되는데,
이를 河北道에 위치한 正倉의 규모가 180萬石을 약간 초과하는 것과44) 비교해보
면 出界糧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해볼 수 있다. 때문에 조정은 종종 出界糧
39)

40)

41)
42)

43)

44)

冊府元龜 (王欽若 等 編, 冊府元龜 (全12冊), 南京: 鳳凰出版社, 2006) 卷484 ｢邦計
部｣2, p.5488, “諸道行營出其境者, 糧料皆仰給度支, 謂之食出界糧. 又於諸軍各以臺省
官一人司其供億, 謂之糧料使.”
新唐書 卷52 ｢食貨志｣2, p.1353, “是時, 諸道討賊, 兵在外者, 度支給出界糧. 每軍以
臺省官一人爲糧料使, 主供億. 士卒出境, 則給酒肉. 一卒出境, 兼三人之費.”
末田修一, ｢唐代藩鎭の出界糧について｣, pp.315-320.
神機制敵太白陰經 (李筌 撰, 神機制敵太白陰經 (叢書集成初編 943-944), 北京: 中
華書局, 1985) 卷5 ｢人糧馬料篇｣, p.120, “經曰 : 一軍一萬二千五百人, 人日支米二升,
一月六斗, 一年七石二斗. 一軍一日支米二百五十石, 一月七千五百石, 一年九萬石.”
王義康, ｢唐河北藩鎭時期人口問題試探｣, 河南社會科學 13-1, 2005, pp.117-20. 王義
康은 天寶 연간 이후로 河北의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통념과 달리 그 감소폭은 있었
다 하더라도 소폭에 그쳤으며, 특히 병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여기에서 언급하는 6만은 官健만을 염두에 둔 것으
로, 그 외의 병력까지 합치면 각 藩鎭의 병력은 10만에 가까웠을 것이라 王義康은
추론하였다.
通典 卷12 ｢食貨｣12, p.292, “正倉總四千二百一十二萬六千一百八十四石 : ...河北道
百八十二萬一千五百一十六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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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45), 이는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정과 藩鎭 쌍방 간의 왕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
와 같은 조정과 藩鎭 사이의 재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
역시 존재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이른바 ‘牛李黨爭’이다.46)

牛李黨爭은 李吉甫와 그의 아들 李德裕로 대표되는 李黨과 牛僧孺로 대표되는
牛黨 간의 대립으로, 관료 집단 내의 성향 차이가 낳은 黨爭이라고 할 수 있
다.47) 兩黨의 분쟁이 언제 시작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元

和 3년(808) 과거시험 답안지에서 牛僧孺ㆍ皇甫湜ㆍ李宗閔이 당시의 失政을 지적
하였는데, 재상이었던 李吉甫가 이를 꺼려함으로 인해 그들이 한동안 등용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하였다고 생각된다.48) 여기에 李吉甫의 사후 長慶 3년(823) 牛

僧孺는 재상이 된 반면 李吉甫의 아들 李德裕는 지방에 節度使로 나아가게 됨으
로 인해 서로간에 원한이 더욱 심해졌다는 기사에서 양자 간 갈등은 보다 구체
적으로 드러난다.49)
이후 兩黨은 다양한 면에서 대립하였는데 이러한 국면은 進士科에 대한 견해,

辟召를 거쳤는지의 여부, 門閥貴族과 신흥관료라는 출신의 차이, 宦官과의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있었다.50) 그리고 양자간의 차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對藩鎭政策 및 대외 정책에 있어서 李黨은 이민족과 변방, 더 나아가 지방에의
적극적 통합 혹은 포용의 논리를 앞세워 강경노선을, 牛黨은 이민족의 침입 없이
45)
46)

47)
48)

49)

50)

末田修一, ｢唐代藩鎭の出界糧について｣, pp.315-331.
牛李黨爭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폭넓게 이루어졌다. 일련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 논문으로는 河元洙, ｢牛僧孺와 李德裕의 對外認識上의
差異와 그 背景｣, 魏晉隋唐史硏究 1, 1994 ; 渡邊孝, ｢牛李の黨爭硏究の現狀と展望
-牛李黨爭硏究序說-｣, 史境 29, 1994 등이 있다.
築山治三郞, ｢牛李の朋黨｣, 唐代政治制度の硏究 , 大阪: 創元社, 1967, pp.224-251.
資治通鑑 卷237 ｢唐紀｣53, 憲宗元和三年, pp.7649-7650, “夏, 四月, 上策試賢良方正
直言極諫舉人, 伊闕尉牛僧孺ㆍ陸渾尉皇甫湜ㆍ前進士李宗閔皆指陳時政之失, 無所避 ;
吏部侍郎楊於陵ㆍ吏部員外郎韋貫之爲考策官, 貫之署爲上第. 上亦嘉之, 詔中書優與處
分. 李吉甫惡其言直, 泣訴於上, 且言｢翰林學士裴垍ㆍ王涯覆策. 湜, 涯之甥也, 涯不先
言 ; 垍無所異同.｣ 上不得已, 罷垍ㆍ涯學士, 垍爲户部侍郎, 涯爲都官員外郎, 貫之爲果
州刺史. 後數日, 貫之再貶巴州刺史, 涯貶虢州司馬. 乙亥, 以楊於陵爲嶺南節度使, 亦坐
考策無異同也. 僧孺等久之不調, 各從辟於藩府.”
舊唐書 卷174 ｢李德裕傳｣, pp.4510-4511, “九月, 出德裕爲浙西觀察使, 尋引僧孺同平
章事. 由是交怨愈深.”
築山治三郞, ｢牛李の朋黨｣,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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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상태를 우선시하는 온건노선을 지향하였다는 것
이다.51) 대외관계 및 지방 통치에 있어서 유화책을 주장한 牛黨의 득세가 藩鎭
통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줌은 자명한 것으로52),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는 조정과

藩鎭 간 관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였다.53)
이는 곧 李黨이 집권하던 시기 조정이 藩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던 것에 비
해 牛黨 집권기 상대적으로 藩鎭에 대한 재정 사용이 축소되는 경향을 띤 것과
도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憲宗 시기 藩鎭에 대해 적극적 정책을 편 李吉甫
와 武宗 시기 재상이었던 李德裕의 藩鎭에 대한 대처가 보이는 성격은 穆宗 시
기 이후 牛黨이 부상하면서 藩鎭에 대한 정책이 소극적 면모를 띠었다는 점과
대비되면서 양당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54)
조정과 藩鎭의 관계는 또한 각 藩鎭 간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도 상이한 모습
을 보인다. 唐 후반기 이른바 ‘反側之地’로 분류되는 河北三鎭과 淮西, 平盧, 劍

南 등 경제적 요충지에 자리한 藩鎭의 경우 내부에서 節度使를 추대하고 그 계
승ㆍ교체 역시 藩鎭 내에서 결정하는 등 중앙 조정의 간섭을 거부하며 독립적
상태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藩鎭에서 보
유한 군사력, 재정의 부족 그리고 藩鎭 간의 연합 등에 힘입은 것이었다.55)
이들 藩鎭에서는 심지어 각 州縣에서 刺史나 縣令의 권한을 박탈하고, 임의로

鎭將을 세워 藩鎭을 통치하기까지 하였다.56) 刺史는 관할 지역 내의 賦稅를 조정
으로 보낼 책임을 맡은 官員으로, 唐 조정의 지방통치를 위한 핵심적 기제였

51)
52)
53)

54)
55)

56)

河元洙, ｢牛僧孺와 李德裕의 對外認識上의 差異와 그 背景｣, pp.383-385.
礪波護, ｢中世貴族制の崩壞と辟召制｣, pp.3-6.
鄭炳俊,
｢唐後半期の地方行政體系について
-特に州の直達ㆍ直下を中心として-｣,
pp.386-387. 鄭炳俊은 唐 後半期에 이르러 조정이 藩鎭을 포함한 각종 使職에 의존
하게 되는 경향을 보임을 지적하는데, 그 역시 牛黨의 정책적 노선과 완전히 분리
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礪波護, ｢中世貴族制の崩壞と辟召制｣, pp.3-6
新見まどか, ｢唐代後半期における“華北東部藩鎭連合體”｣, pp.20-33. 특히 이러한 藩
鎭 가운데 대부분이 安史의 난 종료 시점의 항복한 史思明의 부하 장수들에서 기원
하여 이들의 연합은 조정 입장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資治通鑑 卷241 ｢唐紀｣57 憲宗元和十四年, p.7768, “橫海節度使烏重胤奏 : ｢河朔藩
鎭所以能旅拒朝命六十餘年者, 由諸州縣各置鎭將領事, 収刺史ㆍ縣令之權, 自作威福.
曏使刺史各得行其職, 則雖有奸雄如安ㆍ史, 必不能以一州獨反也. 臣所領德ㆍ棣ㆍ景三
州, 已舉牒各還刺史職事, 應在州兵並令刺史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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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 때문에 藩鎭에서 刺史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해당 藩鎭이 조정을 무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刺史 전반에 대한 사료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反側之地’로 불리는 藩鎭에서 刺史의 임명 상황을 살펴보면 특
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58) 우선 河北三鎭의 경우, 安史의 난 이후 해당 藩

鎭에서 내부적으로 승진하거나 직계조상으로부터 세습하여 刺史가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59) 憲宗이 일시적으로 河北三鎭을 제압한 元和
말년에는 잠시 이러한 경향성이 누그러지지만, 穆宗 즉위 이후 河北三鎭의 刺史
는 재차 藩鎭 내부의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藩鎭
에서도 李正己 이래 李師道에 이르는 시기의 平盧 藩鎭, 劉從諫에서 劉稹에 이르
는 시기의 昭義 藩鎭, 李全略에서 李同捷에서 이르는 시기의 橫海 藩鎭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관찰된다. 이는 곧 할거 성향을 띠는 藩鎭의 경우 해당 지역의

刺史 임명권이 조정보다 藩鎭 내부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들 藩
鎭의 통치는 상당 부분 조정의 영향권 밖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河朔舊事’는 河北三鎭으로 대표되는 할거 성향을 띠는 藩鎭의 위와 같은 관습
적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그 내용은 크게 藩鎭 내의 관리를 임의로 임명하며 중
앙 조정에 戶籍을 올리지 않고 稅賦를 납부하지 않는 것60), 節度使가 사망할 경
57)

58)

59)

60)

州縣의 각급 관리에 대한 專著로는 夏炎, 唐代州級官府與地域社會 , 天津: 天津古
籍出版社, 2010 ; 張玉興, 唐代縣官與地方社會硏究 ,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참고. 張韋東, ｢唐代刺史選授制度論析｣, 求索 2009-06은 唐 조정에서 刺史의 임용
과 관련하여 기울인 노력을 皇帝 별로 분석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남아 있는 刺史 관련 사료를 정리한 것으로는 郁賢皓, 唐刺史考 (全5冊), 南京: 江
蘇古籍出版社, 1987를 참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특히 해당 시기 河北三鎭의 刺史는 해당 州 혹은 藩鎭 외에서의 경력이 전무한 경
우가 허다하다. 이는 外官과 京官을 번갈아가며 맡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으
로 지역을 바꾸어 官職을 맡게 되어있는 일반적인 唐代 官員의 모습과는 크게 차별
되는 모습이다.
舊唐書 卷141 ｢田承嗣傳｣, p.3838, “承嗣不習敎義, 沉猜好勇, 雖外受朝旨, 而陰圖自
固, 重加稅率, 修繕兵甲, 計戶口之衆寡, 而老弱事耕稼, 丁壯從征役, 故數年之間, 其衆
十萬. 仍選其魁偉强力者萬人以自衞, 謂之衙兵. 郡邑官吏, 皆自署置, 戶版不籍於天府,
稅賦不入於朝廷, 雖曰藩臣, 實無臣節.” 조정으로 보내야 할 上供 부분이 어느 쪽으
로 흡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료 부족으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反側之地’의 경우 이 부분이 節度使가 직접 담당하는 留使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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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체적으로 그 아들을 藩帥로 삼거나 가까운 친족이 이를 대신하도록 하며

朝廷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61) 그런 점에서 河北三鎭 등 할거
성향의 藩鎭은 조정과의 정치적ㆍ재정적 관계에서 다른 藩鎭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河北三鎭을 비롯한 할거 성향의 藩鎭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것에는 藩鎭 내부의 독특한 정치구조가 큰 역할을 하였다. 즉, 藩鎭
내의 권력구조에서 節度使와 兵士 간에 형성되는 긴장관계에 있어 이른바 ‘反側

之地’와 여타 藩鎭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할거 성향
의 藩鎭과 여타 藩鎭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2. ‘反側之地’의 특수성과 그 배경
節度使는 藩鎭 내의 民政-財政-軍政을 통괄하며, 藩鎭 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62) 節度使는 玄宗 이래 다기하게 나타난 여러 使職을 겸직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권한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사무
의 존재, 더 나아가서는 節度使 본인의 신변에 닥칠 수 있는 위협 등 藩鎭에서의

節度使는 곁에서 자신을 보좌할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개인 신변의 안전을
위해 私兵을 활용하였다면63), 처리해야 할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節度使는 幕職

官을 채용하였다.

61)

62)
63)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舊唐書 卷142 ｢王承元傳｣, p.3883, “元和十五年冬, 承宗卒, 祕不發喪, 大將謀取帥於
旁郡. 時參謀崔燧密與握兵者謀, 乃以祖母涼國夫人之命, 告親兵及諸將, 使拜承元. 承
元拜泣不受... 鄰鎭以兩河近事諷之, 承元不聽, 諸將亦悔. 及起居舍人柏耆齎詔宣諭滑州
之命, 兵士或拜或泣.” ; 舊唐書 卷143 ｢劉怦傳｣, p.3900, “濟, 怦之長子... 及怦爲節
度使, 以濟兼御史中丞, 充行軍司馬. 怦卒, 軍人習河朔舊事, 請濟代父爲帥, 朝廷姑務便
安, 因而從之.” ;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 (西安碑林博物館 編, 西安碑林博物
館新藏墓誌彙編 下, 北京: 綫裝書局, 2007) 唐故成德軍節度使尙書左僕射贈侍中王公
季女墓誌銘幷敍, p.677, “女, 太原人也. 我王父成德軍節度使ㆍ太尉ㆍ兼中書令ㆍ贈太
師諱武俊. 我先考成德軍節度使ㆍ司空平章事ㆍ贈太師諱士眞.”
日野開三郞, ｢支那中世の軍閥｣,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 1, 1980, pp.50-86.
堀敏一, ｢藩鎭親衛軍の權力構造｣,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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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2년(734) 十道採訪處置使를 두는 과정에서 그 보좌를 위해 辟召를 통한
幕職官의 임용이라는 방식이 재등장한 이래, 文職 幕職官의 경우 제반 행정업무
는 물론 幕僚로서 謀士ㆍ조언자에 이르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64) 幕

職官을 채용하는 辟召라는 방식은 자신을 발탁해준 節度使와 幕職官 사이에 강
한 유대감을 형성, 門生故吏의 관계가 나타났고65), 이들을 통해 節度使는 藩鎭을
보다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節度使와 해당 藩鎭에 속한 州의 刺史 간의 관계 역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刺史는 조정에서 임명하는 것이며, 節度使 역시 藩鎭 治州의 刺史
신분에 있으므로 이론상으로 이들의 관계는 수직적인 것은 아니었다.66) 그러나
실상 節度使와 藩鎭에 속한 州의 刺史 간에는 수직적 관계가 나타나며, 때문에

刺史는 여러 방면에서 節度使에 통제받고 있었던 것이다.67) 그런 면에서 刺史의
존재 역시 節度使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藩鎭 내의 兵士의 경우에는 그 구성이 어떠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藩鎭 별로 상황이 다르고 그 구성 비율 역시 차이가 날 것임에도 불구하
고68), 史料의 부족으로 인해 병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양상을 종합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병사는

㉮ 軍籍에 들어있으며 국가에서 봉록을 받아 일신을 부양하는 직업적 정규병의
성격을 띠는 官健(혹은 牙軍, 衙軍), ㉯ 土農 중 강장한 자로 軍籍에 있어 農閑期
에는 훈련을 받으며 평소에는 농업에 힘쓰다가 유사시 官健과 함께 향촌을 방위
하는 農兵인 團練兵(혹은 團結, 土團), ㉰ 전란이 발발하였을 경우 自衛軍의 성격
으로 조직되는 義軍(혹은 鄕夫, 鄕兵)의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 확인된다.69)

藩鎭의 병사 가운데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官健이었다.70) 官健은 상당수가
無賴와 無業游民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병사들의 출신은 상당히 복잡하였
64)

65)
66)
67)
68)

69)
70)

金宗燮, ｢唐ㆍ五代 幕職官의 임용방식과 역할｣, 東洋史學硏究 71, 2000, pp.5-8 ;
26-37.
礪波護, ｢中世貴族制の崩壞と辟召制｣, pp.13-15.
夏炎, 唐代州級官府與地域社會 , p.29.
王壽南, 唐代藩鎭與中央關係之硏究 , 臺北: 大化書局, 1978, p.123.
河北三鎭 내에서도 병력의 구성에 있어 각기 차이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渡邊孝,
｢魏博と成德 -河朔三鎭の權力構造についての再檢討-｣에서 논증한 바 있다.
日野開三郞, ｢唐代藩鎭の成立と盛衰｣,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 1, pp.61-66.
堀敏一, ｢藩鎭親衛軍の權力構造｣,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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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71), 직업 군인으로 무기는 있으되 田土는 없었고, 農業 기술도 제대로 익히
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官健은 節度

使의 교체와 무관하게 그 직위를 대대로 세습하는 경향을 띤다.72) 때문에 官健은
명목상 조정에서 모집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독자적 집
단으로 변모해가는 경우도 있었다.

節度使와 兵士 간 긴장관계의 주된 원인은 지휘권을 쥔 節度使와, 그 지휘 대
상인 官健이 지닌 이러한 특수한 성격에 있었다. 太和 4년(830) 山南西道節度使로
있던 李絳이 官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은 양자 관계의 한 극단적 예로73), 節度

使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의 지휘권 하에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한
官健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節度使가 官健들의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었을 정도로74) 藩鎭 내의 권력 구도는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官健의 입장에서도 거두어진 稅額을 재배분하는 권한이 조정
의 권위를 대변하는 節度使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節度使가 藩鎭 병력의 지휘권
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節度使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웠다.75)

官健은 조정이 모집한 존재이기 때문에, 節度使에 대항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논리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휘계통 상 상급자인 節度

使는 조정의 권위에 힘입어 官健 일부를 숙청함으로써 官健을 제압할 수도 있었
다.76)
71)
72)

73)

74)

75)
76)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 p.438.
唐大詔令集 (宋敏求 編, 洪丕謨ㆍ張伯元ㆍ沈敖大 點校, 唐大詔令集 , 上海: 學林出
版社, 1992) 卷65 ｢敍用勛舊武臣德音｣, p.331, “轅門委質, 營壘分師, 有役干戈, 無由耕
稼. 況自天寶已後, 屯兵七十餘年, 皆成父子之軍, 不習農桑之業. 一朝罷歸壠畝, 頓絶衣
糧, 言念饑寒, 深用嗟憫.”
舊唐書 卷164 ｢李絳傳｣, p.4291, “四年二月十日, 絳晨興視事, 召募卒, 以詔旨喩而遣
之, 仍給以廩麥, 皆怏怏而退. 監軍使楊叔元貪財怙寵, 怨絳不奉己, 乃因募卒賞薄, 衆辭
之際, 以言激之, 欲其爲亂, 以逞私憾. 募卒因監軍之言, 怒氣益甚, 乃譟聚趨府, 劫庫兵
以入使衙. 絳方與賓僚會宴, 不及設備. 聞亂北走登陴, 衙將王景延力戰以禦之. 兵折矢
窮, 景延死, 絳乃爲亂兵所害, 時年六十七.”
新唐書 卷154 ｢李愿傳｣, p.4873, “長慶中, 徙宣武. 始, 張弘靖給其軍頗厚, 愿至, 府
庫殫匱, 賞賚不及弘靖時, 而侈費過之.”
張國剛, 唐代藩鎭硏究 , pp.35-36.
舊唐書 卷165 ｢溫造傳｣, pp.4317-4318, “造行至褒城, 會興元都將衞志忠征蠻迴, 謁
見, 造卽留以自衞, 密與志忠謀, 又召亞將張丕ㆍ李少直各諭其旨. 暨發褒城, 以八百人
爲衙隊, 五百人爲前軍, 入府分守諸門. 造下車置宴, 所司供帳於廳事, 造曰 : ｢此隘狹,

- 15 -

그런 점에서 節度使-官健의 관계는 상급자인 節度使가 幕職官과 刺史를 비롯한

藩鎭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영향력 및 조정의 권위에 힘입어 官健을 제어하는
형태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節度使는 조정에
충성의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조정은 節度使의 임명권을 확보하는 것만으
로도 藩鎭을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조정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지닌 藩鎭, 이른바 ‘反側之地’의 경우이다.
이들 藩鎭은 朝廷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었고, 때문에 해당 지역의 節度使는 조정
의 권위를 업고 官健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藩鎭의 幕職官 역시

節度使가 임면권을 지닌 존재였음은 분명하나, 그 자신이 오랜 기간 藩鎭의 장수
로 있었던 배경 하에서 幕職官이 되는 것은 辟召를 통해 官路에 진입하는 여타

藩鎭에서의 幕職官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幕職官이 節度使와 門生故吏의 관계를
맺은 여타 藩鎭과 달리 이 경우에는 상급자로서의 의미는 지니되 그 이상을 요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다른 藩鎭에서처럼 幕職官의 존재가 節度使의 藩鎭 제
어에 직접적인 힘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河北三鎭의 경우, 節度使는 藩

鎭 내의 장수 가운데에서 추대된 형태였던 관계로 官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표자로서의 의미를 지녔다.77) 때문에 여타 官健에게 강압적 태도를 보이기도
어려웠고, 이는 곧 節度使 권력이 한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해당 藩鎭 내 節度使와 刺史의 관계 역시 ‘反側之地’는 여타 藩鎭과 다른 양상
을 띠었다. 節度使가 刺史를 통제할 수 있었던 여타 藩鎭과 달리 이들 藩鎭에서
는 刺史가 節度使 못지않은 위상을 지녔던 듯하며, 일부 刺史는 節度使의 경쟁자
역할을 하는 경우마저도 있었다. 咸通 13년(872) 幽州節度使 張允伸의 사후, 留后
인 그 아들 張簡에 대항하여 일어난 平州刺史 張公素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78)
거기에 앞서 언급하였듯 ‘反側之地’에서 刺史가 세습하는 경향을 띠는 등의 경향

77)
78)

不足以饗士卒, 移之牙門.｣ 坐定, 將卒羅拜, 志忠兵周環之, 造曰 : ｢吾欲問新軍去住之
意. 可悉前, 舊軍無得錯雜.｣ 勞問既畢, 傳言令坐, 有未至者, 因令舁酒巡行. 及酒匝, 未
至者皆至, 牙兵圍之亦合, 坐卒未悟, 席上有先覺者, 揮令起, 造傳言叱之, 因帖息不敢
動. 卽召坐卒, 詰以殺絳之狀. 志忠ㆍ張丕夾階立, 拔劍呼曰｢殺｣. 圍兵齊奮, 其賊首敎練
使丘鑄等并官健千人, 皆斬首於地, 血流四注.”
谷川道雄, ｢河朔三鎭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 pp.20-23.
舊唐書 卷180 ｢張公素傳｣, p.4680, “張公素, 范陽人. 咸通中, 為幽州軍校, 事張允伸,
累遷至平州刺史. 允伸卒, 子簡會權主留後事, 公素領本郡兵赴焉. 三軍素畏公素威望,
簡會知力不能制, 即時出奔, 遂立為帥. 朝廷尋授旌節, 累加至中書門下平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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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藩鎭에서 節度使가 刺史를 통제하기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反側之地’의 節度使가 藩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 부분 제약되었고, 그 권력 구도 역시 다른 藩鎭와 차별화되었다.79) 河北三

鎭에서 官健이 節度使에 불만을 품을 경우, 집단행동을 통해 그를 제거하고 새로
운 節度使를 세우기도 하였던 것은80)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때문에 이른바
‘反側之地’에서의 節度使 계승은 단지 節度使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軍 전반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며81), 이는 藩鎭의 節度使
의 官健 통제력이 극도로 약했음을 나타낸다.
요컨대 ‘反側之地’의 경우 節度使를 위시한 藩鎭 전체가 조정의 명령에 순종하
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특수한 권력구조 상 節度使 역시도 해당

藩鎭을 장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82) 그리고 수십만에 달하는
병력이 배치된 ‘反側之地’가 내포한 불안정성은 조정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
게 하였다. 거기에 한편으로 군사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83) 조정은 ‘反側之地’에 대한 특정 조치를 취하기 힘
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德宗 이후 서북 방면보다 河北 지역에 집중한 이유는 이처럼 河北의 藩鎭이
조정에 보다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84) 그런 점에서 이
들이 비록 藩鎭이라는 이름 하에 藩臣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皇帝의
신하가 아니었다는 史料에서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5)

憲宗은 이들 ‘反側之地’를 일시적으로 제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元和中
79)
80)
81)
82)

83)
84)
85)

堀敏一, ｢藩鎭親衛軍の權力構造｣, pp.42-43.
谷川道雄, ｢河朔三鎭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 pp.5-24.
谷川道雄, ｢河朔三鎭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 pp.16-19.
水心別集 (葉適 撰, 葉適集 (全3冊), 北京: 中華書局, 2010) 卷11 ｢兵總論｣2,
pp.780-781, “自唐至德以後, 節度專地以抗上令, 喜怒叛服在於晷刻, 而藩鎭之禍, 當時
以爲大論矣. 然國擅於將, 猶可言也. 未久而將擅於兵, 將之所爲, 唯兵之聽, 而遂以劫制
朝廷. 故國擅於將, 人皆知之, 將擅於兵, 則不知也.”
馮金忠, 唐代河北藩鎭硏究 , pp.15-17.
李鴻賓, 唐朝朔方軍硏究 , pp.230-233.
舊唐書 卷143 ｢李懷仙傳｣, pp.3895-3896, “代宗復授幽州大都督府長史ㆍ檢校侍中ㆍ
幽州盧龍等軍節度使, 與賊將薛嵩ㆍ田承嗣ㆍ張忠志等分河朔而帥之. 旣而懷恩叛逆, 西
蕃入寇, 朝廷多故, 懷仙等四將各招合遺孽, 治兵繕邑, 部下各數萬勁兵, 文武將吏, 擅自
署置, 貢賦不入於朝廷, 雖稱藩臣, 實非王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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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이라 부른다. 그러나 여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河北 지역의 藩鎭에 취한 조정
의 조처는 몹시 제한적이었다.86) 이는 河北 藩鎭의 위치가 국경 및 洛陽과 가깝
다는 점에서, 해당 藩鎭을 강하게 억압하다가 官健이 폭도로 돌변할 경우 조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穆宗 초 河北三鎭
은 조정에서 임명한 節度使들을 축출하고 다시 할거 형세를 취하게 되었고, 때문
에 河北 지역에 대한 대처는 재차 조정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86)

辻正博, ｢唐朝の對藩鎭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은 憲宗의 藩鎭 제
어 방식이 河南道에 위치한 藩鎭의 順地化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河北에 대한 대처가 河南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唐 후반기의 재정을 분석한 Denis
C. Twitchett, ｢唐末の藩鎭と中央財政｣, 史學雜誌 74-8, 1965에서도 憲宗 시기 河北
의 藩鎭을 완벽하게 제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德宗에서 憲宗
에 이르는 시기를 분석한 大澤正昭, ｢唐末の藩鎭と中央權力 -德宗ㆍ憲宗朝を中心と
して｣ 역시 憲宗 시기 藩鎭 제어에 있어 가장 주된 성과를 淮西 藩鎭과 平盧 藩鎭
의 제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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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穆宗-文宗 시기(820-840) 藩鎭의 동향과 朝廷의 대처
1. 穆宗 초 河北三鎭의 할거 문제
憲宗의 사망에 이은 穆宗의 즉위에 따라 唐朝의 藩鎭 통제 정책도 변화하는데,
이는 憲宗 시기의 재상 李吉甫로 대표되던 李黨의 퇴진 및 牛僧孺를 필두로 한

牛黨의 약진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穆宗의 즉위와 함께 牛僧孺가 재상이 되고
李吉甫의 아들 李德裕가 折西觀察使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간 것은 이를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는 한편으로 李黨과 吐突承璀 등 對藩鎭 主戰論을 주
장하던 세력이 牛黨을 비롯한 王守澄ㆍ崔潭峻 등의 和平派 세력에 밀려나 정권
교체가 일어났음을 의미하였다.87)

牛黨이 집권한 당시 唐朝는 憲宗의 적극적 藩鎭 제어정책에 힘입어 전 藩鎭을
제압하고 있었으나, 재정은 전대 계속된 藩鎭 토벌로 인해 바닥나 있었다.88) 개
다가, 갓 제압한 河北三鎭의 경우에는 당장은 租稅를 면제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 지역에서 추가적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89)
조정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지출되는 비용을 축소하려 하였으며,

87)
88)

89)

礪波護, ｢中世貴族制の崩壞と辟召制｣, pp.3-6.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元年, p.7804, “自憲宗征伐四方, 國用已虛, 上卽
位, 賞賜左右及宿衛諸軍無節, 及幽ㆍ鎭用兵久無功, 府藏空竭, 勢不能支.”
舊唐書 卷15 ｢憲宗本紀｣下, p.444, “十一月丙辰朔. 乙丑, 詔 : ｢田興以魏博請命, 宜
令司封郞中ㆍ知制誥裴度往彼宣慰, 賜三軍賞錢一百五十萬貫, 以河陰院諸道合進內庫物
充. 六州百姓給復一年, 兼赦管內見繫囚徒.｣ 及度至魏州, 田興禮待甚恭, 仍請度至六州
諸縣宣達朝旨.” ; 唐大詔令集 卷117 ｢宣慰鎭州詔｣, p.561, “宜令諫議大夫鄭覃往鎭
州宣慰, 親諭朕意, 仍共賜錢一百萬貫, 以內庫及戶部見在疋段支送充, 賞給將士, 兼代
四州貧下差科.”; 唐大詔令集 卷117 ｢宣慰幽州詔｣, p.561, “百姓等給復一年, 宜賜軍
士錢一百萬貫, 以內庫錢充.” 특히 河北三鎭 가운데 幽州 藩鎭의 경우 변경에 접해있
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租稅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비용을 충당
하는 데 사용되고 국가 재정으로 환수될 수 있는 액수는 거의 없었다.( 舊唐書 卷
172 ｢牛僧孺傳｣, p.4471, “五年正月, 幽州軍亂, 逐其帥李載義. 文宗以載義輸忠於國,
遽聞失帥, 駭然, 急召宰臣謂之曰 : ｢范陽之變奈何?｣ 僧孺對曰 : ｢此不足煩聖慮. 且范
陽得失, 不繫國家休戚, 自安ㆍ史已來, 翻覆如此. 前時劉總以土地歸國, 朝廷耗費百萬,
終不得范陽尺帛斗粟入于天府, 尋復爲梗. 至今志誠亦由前載義也, 但因而撫之, 俾扞奚
ㆍ契丹不令入寇, 朝廷所賴也. 假以節旄, 必自陳力, 不足以逆順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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銷兵政策이라 불리는 각 藩鎭의 병력 삭감 정책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었다.90)
銷兵政策의 골자는 도망하거나 죽어 궐석이 된 병력 수를 전체 藩鎭 병력의 10
분의 1 한도 내에서는 새로 보강하지 않아 藩鎭의 병력 규모를 자연스럽게 축소
해가는 것으로91), 조정의 軍費 부담을 줄이고 納稅戶를 늘려 稅收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지닌 시책이었다.92)
그러나 田土 지급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軍戶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되어

農業과는 거리가 멀었던 官健에게 銷兵政策은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조치였다.93)
이런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이 將兵으로 하여금 農業에 종사하지 못하고 群盜로

轉化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오히려 필연에 가까웠다.94)
穆宗 초 銷兵政策의 실시로 인해 官健은 조정에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특히
조정이 토벌에 실패했지만 李師道 사망 후 스스로 항복한 河北三鎭에서의 반발
은 여타 藩鎭에 비해 훨씬 강한 형태로 나타났다. 河北三鎭 가운데 적극적으로
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幽州 藩鎭으로, 長慶 元年(821)
새로이 幽州節度使로 부임해 온 張弘靖의 幕僚(幕職官)들이 보인 행동이 그 원인
이 되었다.95) 節度使인 張弘靖과 그 幕僚들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幽州의
90)

91)

92)

93)

94)

95)

銷兵政策의 시행에 앞서 白居易가 지방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軍費를 줄이
는 방편으로 병력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보듯, 藩鎭 병력 축소 논의는 이전
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全唐文 (董誥 等 編, 全唐文 (全11冊), 北京: 中華書
局, 1983) 卷668 ｢一請省行營糧料事｣, p.6798下, “今若兩道更留六萬, 其餘退食本道衣
糧, 卽每月所費, 僅減其半. 一月之用, 可給兩月, 唯供六萬, 所費無多, 旣易支持自然豐
足.”)
新唐書 卷101 ｢蕭俛傳｣, p.3958, “穆宗初, 兩河底定, 俛與段文昌當國, 謂四方無虞,
遂議太平事, 以爲武不可黷, 勸帝偃革尙文, 乃密詔天下鎭兵, 十之, 歲限一爲逃ㆍ死, 不
補, 謂之銷兵.”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 pp.435-436. 官健은 일반적으로 종신토록 賦稅와
徭役에서 면제되는 한편 본인의 衣糧을 조정에서 공급받았고, 퇴역 뒤에는 조정에
서 병사 家屬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했다. 때문에, 이러한 官健의 수를 줄이는 것
은 조정의 軍費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新唐書 卷101 ｢蕭俛專｣, p.3959, “贊曰 : 俛議銷兵, 寧不野哉! 當此時, 河朔雖挈地
還天子, 而悍卒頑夫開口仰食者故在, 彼皆不能自返於本業者也.”
陳明光, ｢唐朝中央對地方政府的財政監督述論｣,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22-2,
2009, pp.63-66.
資治通鑑 卷241 ｢唐紀｣57 穆宗長慶元年, p.7793, “先是, 河北節度使皆親冒寒暑, 與
士卒均勞逸. 及弘靖至, 雍容驕貴, 肩輿於萬衆之中, 燕人訝之. 弘靖莊默自尊, 涉旬乃一
出坐決事, 賔客將吏罕得聞其言, 情意不接, 政事多委之幕僚.” 그러나 張弘靖이 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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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은 張弘靖의 幕僚인 韋雍이 길에서 한 小將을 매질하려 한 사건을 계기로

幕僚들을 살해하고 張弘靖을 감금하였다. 이튿날 병사들이 용서를 빌기 위해 張
弘靖을 찾아왔음에도 그가 응하지 않자, 幽州의 將兵들은 朱克融을 새로이 留後
로 삼았다.96) 거기에 해당 지역의 觀察使였던 盧士玫97) 역시 兵亂으로 인해 감금
되면서98) 幽州 藩鎭의 움직임은 격화되었다.
이어서 成德 藩鎭에서도 불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새로이 부임한 成德節度使

田弘正은 唐 조정에 귀순의 뜻을 밝힌 이래 魏博節度使로 있으면서 成德과 전투
를 벌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藩鎭 내에서 그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상당하
였다. 때문에 田弘正은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를 위해 魏博의 군대 2천을 두고
자 하였으나, 出界糧 지급이 허락되지 않았다. 出界糧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병력을 따로 기동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田弘正은 魏博 소속의 병사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99) 이런 상황에서 조정에서 지급한 錢 百萬緡이 제때 도
착하지 못하는 사건이 겹치자, 당시 都知兵馬使였던 王庭湊는 이를 기회로 長慶

元年(821) 田弘正을 살해하고 스스로 留後를 칭하게 되었다.100) 조정에서 그 후임
임지에서 節度使로 인망이 두터웠음을 생각할 때, 幽州 藩鎭에서 갑자기 官健과 마
찰을 빚었다는 서술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이 상황의 실상은 외부 출신
節度使에 대한 官健들의 불만이 핵심적 요인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수 있
다.
96)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元年, pp.7794-7795, “秋, 七月, 甲辰, 韋雍出, 逢
小將策馬衝其前導, 雍命曳下, 欲於街中杖之. 河朔軍士不貫受杖, 不服. 雍以白弘靖, 弘
靖命軍虞候繫治之. 是夕, 士卒連營呼譟作亂, 將校不能制, 遂入府舍, 掠弘靖貨財ㆍ婦
女, 囚弘靖於薊門館, 殺幕僚韋雍ㆍ張宗元ㆍ崔仲卿ㆍ鄭塤ㆍ都虞候劉操ㆍ押牙張抱元.
明日, 軍士稍稍自悔, 悉詣館謝弘靖, 請改心事之, 凡三請, 弘靖不應, 軍士乃相謂曰 : ｢
相公無言, 是不赦吾曹. 軍中豈可一日無帥!｣ 乃相與迎舊將朱洄, 奉以爲留後. 洄, 克融
之父也, 時以疾廢臥家, 自辭老病, 請使克融爲之 ; 衆從之.” 여기에서 留後는 節度使
에 사고가 생길 경우 그를 대신할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97) 舊唐書
卷16 ｢穆宗本紀｣, p.487, “乙卯, 以權知京兆尹盧士玫爲瀛州刺史, 充瀛莫等
州都團練觀察使, 從劉總奏析置也.”
98) 舊唐書 卷16 ｢穆宗本紀｣, p.491, “瀛州兵亂, 囚觀察使盧士玫.”
99)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元年, p.7796, “初, 田弘正受詔鎭成德, 自以久與
鎭人戰, 有父兄之仇, 乃以魏兵二千從赴鎭, 因留以自衛, 奏請度支供其糧賜. 戶部侍郞
ㆍ判度支崔倰, 性剛褊, 無遠慮, 以爲魏ㆍ鎭各自有兵, 恐開事例, 不肯給. 弘王四上表,
不報 ; 不得已, 遣魏兵歸.”
100)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元年, pp.7796-7797, “詔以錢百萬緡賜成德軍,
度支輦運不時至, 軍士益不悅. 都知兵馬使王庭湊, 本回鶻阿布思之種也, 性果悍陰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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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낸 牛元翼마저101) 王庭湊에 의해 공격ㆍ포위당하는 등102)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幽州와 成德 藩鎭의 상황은 인접한 魏博 藩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조정은 여러 방면에서 두 藩鎭을 공격하려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에는 田弘正의
아들인 魏博節度使 田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田布는 出界糧이 오지
않자 魏博 藩鎭의 租賦로 供軍을 충당하려 하다가 휘하 부장들과 마찰을 빚었다.
거기에 田布가 조정에 순응하여 河朔舊事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諸將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등 극심한 하극상의 모습이 나타났다.103)
궁지에 몰린 田布는 자결을 택하였는데 이것을 수습한 것이 史憲誠으로, 그는
스스로 留後가 되어 조정에서 節度使 직을 추인받은 후에는 다시 幽州節度使 朱

克融ㆍ成德節度使 王庭湊와 결탁하였다.104) 일시 중앙에서 河北三鎭에 節度使를
임명하였으나, 다시금 각 藩鎭에서 자체적으로 節度使를 세움으로써 憲宗이 河北

三鎭을 제압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조정에서 파견한 節度使들을 축출한 이후 河北三鎭에서는 銷兵政策으
로 인해 흩어졌던 옛 將兵들을 소집하여 세를 불려 그 군사력은 순식간에 唐 조
潜謀作亂, 每抉其細故以激怒之, 尙以魏兵故, 不敢發. 及魏兵去, 壬戌夜, 庭湊結牙兵譟
於府署, 殺弘正及僚佐ㆍ元從將吏幷家屬三百餘人. 廷湊自稱留後, 逼監軍宋惟澄奏求節
鉞. 八月, 癸巳, 惟澄以聞, 朝廷震駭. 崔倰於崔植爲再從兄, 故時人莫敢言其罪.”
101)
舊唐書 卷16 ｢穆宗本紀｣, p.491, “戊辰, 以深冀節度使牛元翼爲鎭州大都督府長史,
充成德軍節度ㆍ鎭冀深趙等州節度使.”
102)
舊唐書 卷124 ｢薛平傳｣, p.3526, “長慶元年, 幽鎭叛, 杜叔良統橫海全軍討伐不勝,
王庭湊圍牛元翼於深州.”
103)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p.7806-7807, “初, 田布從其父弘正在魏,
善視牙將史憲誠, 屢稱薦, 至右職 ; 及爲節度使, 遂寄以腹心, 以爲先鋒兵馬使, 軍中精
銳, 悉以委之. 憲誠之先, 奚人也, 世爲魏將 ; 魏與幽ㆍ鎭本相表裏, 及幽ㆍ鎭叛, 魏人
固搖心. 布以魏兵討鎭, 軍于南宮, 上屢遣中使督戰, 而將士驕惰, 無闘志, 又屬大雪, 度
支饋運不繼. 布發六州租賦供軍, 將士不悅, 曰 : ｢故事, 軍出境, 皆給朝廷. 今尙書刮六
州肌肉以奉軍, 雖尙書瘠已肥國, 六州之人何罪乎!｣ 憲誠陰蓄異志, 因衆心不悅, 離間鼓
扇之. 會有詔分魏博軍與李光顔, 使救深州, 庚子, 布軍大潰, 多歸憲誠 ; 布獨與中軍八
千人還魏, 壬寅, 至魏州. 癸卯, 布復召諸將議出兵, 諸將益偃蹇, 曰 : ｢尙書能行河朔舊
事, 則死生以之 ; 若使復戰, 則不能也!｣ 布無如之何, 歎曰 : ｢功不成矣!｣”
104)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7807, “抽刀而言曰 : ｢上以謝君父, 下
以示三軍.｣ 遂刺心而死. 憲誠聞布已死, 乃諭其衆, 遵河北故事. 衆悅, 擁憲誠還魏, 奉
爲留後. 戊申, 魏州奏布自殺. 己酉, 以憲誠爲魏博節度使. 憲誠雖喜得旄鉞, 外奉朝廷,
然內實與幽ㆍ鎭連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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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재정의 부족에, 監軍 제도를
비롯한 일련의 제도적 문제 등이 겹쳐 조정의 군사력은 약체화된 상태였다.105)
때문에 비록 조정은 급히 15만의 병력을 모았지만, 최종적으로 조정은 河北三鎭
을 공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106)
조정에서 河北三鎭을 재토벌하는데 실패함으로써 河北에서는 재차 할거 국면
을 취하며 藩鎭 내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107) 게다가 魏博

節度使 田弘正이 조정에 귀순한 것이 전대에 河北三鎭이 흔들리는 데 중요한 계
기를 제공하였던 데 반해108), 이후 河北三鎭은 내부적으로 단결하여 조정에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河北三鎭을 제어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게 되었
다.
그럼에도 河北三鎭이 일으킨 반란이 과거 安史의 亂과 같이 唐朝를 부정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앞서 언급한 出界糧의
존재 때문이었다. 河北三鎭이 조정에서 독립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하던 出界

糧에 해당하는 軍費 역시 藩鎭 내의 稅收로 보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앞선 田布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出界糧을 藩鎭의 稅收로 보충한다는 것에 대
해 將兵들이 갖는 반발심은 節度使가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109) 節度使 권력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7808, “軍士落籍者衆, 皆聚山澤爲盜 ;
及朱克融ㆍ王庭湊作亂, 一呼而亡卒皆集. 詔徵諸道兵討之, 諸道兵旣少, 皆臨時召募,
烏合之衆 ; 又, 諸節度旣有監軍, 其領偏師者亦置中使監陳, 主將不得專號令, 戰小勝則
飛驛奏捷, 自以爲功, 不勝則迫脅主將, 以罪歸之 ; 悉擇軍中驍勇以自衛, 遣羸懦者就戰,
故每戰多敗. 又凡用兵, 擧動皆自禁中授以方略, 朝令夕改, 不知所從 ; 不度可否, 惟督
令速戰. 中使道路如織, 驛馬不足, 掠行人馬以繼之, 人不敢由驛路行. 故雖以諸道十五
萬之衆, 裴度元臣宿望, 烏重胤ㆍ李光顔皆當時名將, 討幽ㆍ鎭萬餘之衆, 屯守踰年, 竟
無成功, 財竭力盡.” 河北三鎭의 병력 가운데 騎兵이 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
던 것 역시, 평지에서의 싸움에서 조정의 병력이 河北三鎭을 압도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06) 해당 시기 河北三鎭의 반란을 전론한 논문으로는 鄭炳俊,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中國史硏究 33, 2004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보다 자세한 상
황의 전개 및 이에 대한 山東 藩鎭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107) 末田修一, ｢唐代藩鎭の出界糧について｣, pp.328-331.
108) 資治通鑑 卷239 ｢唐紀｣55 憲宗元和九年, pp.7696-7697, “十一月, 辛酉, 遣知制誥裴
度至魏博宣慰, 以錢百五十萬緍賞軍士, 六州百姓給復一年. 軍士受賜, 歡聲如雷. 成德
ㆍ兗鄆使者數輩見之, 相顧失色, 歎曰 : ｢倔强者果何益乎!｣”
109) 谷川道雄, ｢河朔三鎭における藩帥の承繼について｣, pp.385-397. 이는 河北三鎭의 병
력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官健은 어디까지나 고용된 군인의 성격을 지닌 존재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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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정성과 出界糧의 존재는 河北三鎭이 唐朝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 없었
던,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조정과의 연계를 끊을 수 없었던 하나의 이유였다.
한편으로 더 이상 조정에 대한 반란의 움직임이 확산되지 않은 것은 중앙에서

河南에 위치한 藩鎭들을 통제 하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110) 앞선 憲宗
시기 조정을 위협하던 河南의 藩鎭을 제압한 唐朝는 이들 藩鎭을 분할시켜 그
힘을 약화, 중앙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지리적으로 河北과 인접한 河南
의 藩鎭을 朝廷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河北三鎭의 반란으로 인한 여
파를 지역적으로 국한시킬 수 있었다.
조정과 河北三鎭 양측은 모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에, 河北三鎭이 과거 安祿山과 같이 河北을 넘어서 공격적 태도를 취할 수도
없었지만 조정 역시 이들을 공략할 수 없는 교착 상태가 형성되었다. 憲宗 시기
에 일시적으로 전 藩鎭을 제압하였던 唐朝는 다시금 할거를 지향하는 藩鎭과 공
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唐朝가 맞닥뜨린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는 河北三鎭
이 다시금 할거하게 된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藩鎭에 대한 대처
문제였다. 憲宗 시기 일시적이나마 藩鎭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던 唐朝가 河北

三鎭이 현실적으로 할거 상황에 들어간 이후, 여타 藩鎭이 유사한 반응을 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였다. 두 번째는 河北三鎭에 인접한 洛

陽의 안전 문제였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魏博 藩鎭의 경우 洛陽과는 黃河만을
사이에 둔 지척거리에 있었다. 安史의 난에서 보듯 洛陽이 함락될 경우 長安의
안위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河北三鎭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할 수 있
는 군사적 안전장치는 필수적이었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은 과
거와는 다른 藩鎭 대응책을 설정해야만 했다.

2. 二元的 藩鎭 통치와 그 성과
憲宗 시기의 이른바 ‘元和中興’은 조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권
節度使 개인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이었
다.
110) 辻正博, ｢唐朝の對藩鎭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pp.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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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지향형 藩鎭을 우선적으로 제압하는 데 주력하고, 조정의 권위를 인정한 채로
할거를 추구한 분립 지향형 藩鎭의 경우 무마책 위주로 대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는 앞서 설명한 바 있었다.111) 그러나 穆宗 이후 시기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틀
로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河北三鎭이 다시 할거 국면을 형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분립 지향형 藩鎭에 해당하여 권력 지향형 藩鎭이 병존하던 憲宗 시기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정은 河北三鎭 외의 藩鎭의 경우 분립 지향형 藩鎭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順地로 묶어두면서 河北三鎭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二元的 방식을 취
하였다. 이는 德宗에서 憲宗에 이르는 시기 조정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藩鎭 전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방식이다.

唐朝가 이와 같은 노선을 취한 것은 藩鎭이 그 이상 할거할 경우 稅收의 부족
으로 인해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
보면 변경인 幽州 藩鎭을 포함하여 魏博ㆍ成德 藩鎭에 각각 10만에 달하는 병력
이 유지되고 있었고, 조정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했다. 天寶 元年(742)

唐 전체의 戶數 8,958,334戶 가운데 河北은 1,487,503戶를 차지하는 등, 唐 중기까
지만 하더라도 전체 국가에 있어 河北의 경제적 비중은 적지 않았다.112) 조정은
이러한 河北에서의 上供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河北

三鎭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없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조정에는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이 주어졌는데, 추가적인 上供額의 상실은 조정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을 것
이다.

藩鎭의 할거를 막기 위한 조정의 조치는 각 藩鎭의 節度使 임명권 확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말하는 節度使 임명권 확보는 藩鎭 내부에서 節

度使를 정한 뒤 조정의 추인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조정에서 해당 藩鎭에 직접
節度使를 파견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거기에 원하는 때에 조정이 해당 節
度使를 교체할 권리 역시 확보해야 실질적인 節度使 임명권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각 藩鎭의 병력은 원칙적으로 州의 刺史에 귀속되지만, 河北三鎭과 같
이 節度使가 세습하는 藩鎭의 경우 이는 空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節度使의
임명권은 매우 중요했다. 각 州의 上供 확보 역시 마찬가지로, 藩鎭 내의 상황에
111)
112)

大澤正昭, ｢唐末の藩鎭と中央權力 -德宗ㆍ憲宗朝を中心として-｣, pp.141-158.
Edwin G. Pulleyblank, “Registration of population in China in the Sui and T’ang
period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3, 1961,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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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節度使의 제어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다.

河北三鎭이 할거한 이래 節度使의 자임 및 내부의 임의 계승은 여러 藩鎭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저지하였다. 河南의 宣武

藩鎭에 대한 처리는 그 예의 하나이다. 長慶 2년(822) 兵亂으로 인해 宣武節度使
李愿이 피살되고 李㝏가 스스로 權知留後가 되었음을 奏하였으나,113) 중앙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이 節度使로 韓充을 파견하여 節度使 직의 임의 계승을
불허하였다.114) 李㝏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난을 일으켰으나, 이는 곧 진압되어

宣武는 唐 조정의 통제 하에 들어오게 되었다.115) 韓充 이후 宣武節度使의 任免
을 중앙에서 전담한 것은 비슷한 시기 조정에서 河北三鎭에 대처한 방식과는 명
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는 조정이 河北三鎭을 제외한 나머지 藩鎭들에 집중하
였음을 보여준다.

橫海 藩鎭에 대한 대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16) 長慶 元年(821)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p.7818-7819, “初, 張弘靖爲宣武節度使,
屢賞以悅軍士, 府庫虛竭. 李愿繼之, 性奢侈, 賞勞旣薄於弘靖時, 又峻威刑, 軍士不悅.
愿以其妻弟竇瑗典宿直兵, 瑗驕貪 ; 軍中惡之. 牙將李臣則等作亂, 秋, 七月, 壬辰夜,
卽帳中斬瑗頭, 因大呼, 府中響應. 愿與一子踰城奔鄭州. 亂兵殺其妻, 推都押牙李㝏爲
留後... 戊戌, 宣武監軍奏軍亂. 庚子, 李㝏自奏已權知留後.”
114)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p.7819-7820, “杜元穎ㆍ張平叔爭之曰 :
｢柰何惜數尺之節, 不愛一方之死乎!｣ 議未決, 會宋ㆍ亳ㆍ潁三州各上奏, 請別命帥. 上
大喜, 以逢吉議爲然, 遣中使詣三州宣慰. 逢吉因請｢以將軍徵㝏入朝, 以義成節度使韓充
鎭宣武. 充, 弘之弟, 素寬厚得衆心. 脫㝏旅拒, 則命徐ㆍ許兩軍攻其左右而滑軍蹙其北,
充必得入矣.｣ 上皆從之. 丙午, 貶李愿爲隨州刺史, 以韓充爲宣武節度兼義成節度使. 徵
李㝏爲右金吾將軍, 㝏不奉詔.”
115)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p.7820-7821, “甲子, 韓充入汴境, 軍于千
塔. 武寧節度使王智興與高承簡共破宣武兵, 斬首千餘級, 餘衆遁去. 壬申, 韓充敗宣武
兵於郭橋, 斬首千餘級, 進軍萬勝. 初, 李㝏旣爲留後, 以都知兵馬使李質爲腹心 ; 及㝏
除將軍, 不奉詔, 質屢諫不聽. 會㝏疽發於首, 遣李臣則等將兵拒李光顔於尉氏. 旣而官
軍四集, 兵屢敗, 㝏疾甚, 悉以軍事屬李質, 臥於家. 丙子, 質與監軍姚文壽擒㝏, 殺之 ;
詐爲㝏牒, 追臣則等, 至, 皆斬之 ; 執㝏四子送京師.
116) 橫海 藩鎭에 대한 대처는 張國剛의 藩鎭 분류법만으로 해당 지역의 藩鎭을 연구할
때 지나게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예이다. 張國剛은 藩鎭의 위치에 기반하여 滄景
(橫海) 藩鎭을 河朔割據型 藩鎭으로 분류하였으나(張國剛,
唐代藩鎭硏究 ,
pp.44-50), 실상 橫海 藩鎭의 경우 賦稅의 미납이나 節度使의 자체 임용 등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橫海 藩鎭이 節度使를 세습하려고 시도하자 오히
려 조정에서 강한 제재를 당하는 모습은 해당 위치를 기반으로 藩鎭을 유형화하는
것이 지니는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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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州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橫海節度使 杜叔良이 이를 토벌하려 하였던 것에서도
나타나듯117), 橫海는 河北三鎭을 제어하는 데 핵심적인 藩鎭이었다.118) 그런 점에
서 寶曆 2년(826) 橫海節度使 李全略의 사망 후 그의 아들 李同捷이 스스로 留後
직위에 오른 것은119) 조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이듬해인 太和 元年
(827) 吳重胤을 橫海節度使로 삼고 李同捷을 兗海節度使로 삼아 節度使 직위의
계승을 불허하였음에도 李同捷은 이동하지 않고 반란의 움직임을 보이자, 조정에
서는 그 토벌을 단행하였다.120)

河北三鎭이 李同捷의 반란을 직ㆍ간접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토벌이 용이하지
는 않았지만121), 太和 3년(829) 李同捷을 참수하면서 橫海 藩鎭 토벌은 완료되었
다.122) 조정에서 節度使 세습을 기도한 李同捷에 단호히 대처한 것은 그 직후 魏

博節度使 史憲誠에 同平章事를 제수하는 모습이나123) 成德 藩鎭이 橫海 藩鎭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는 唐
각주 100) 참고.
金宗燮, ｢唐代 中央과 沿岸 藩鎭의 關係 -對外業務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50,
2007, pp.97-99.
119) 資治通鑑 卷243 ｢唐紀｣59 敬宗寶曆二年, p.7850, “橫海節度使李全略薨 ; 其子副大
使同捷擅領留後, 重賂鄰道, 以求承繼.”
120) 資治通鑑 卷243 ｢唐紀｣59 文宗太和元年, pp.7854-7855, “五月, 丙子, 以天平節度使
烏重胤爲橫海節度使, 以前橫海節度副使李同捷爲兗海節度使. 朝廷猶慮河南ㆍ北節度使
構扇同捷使拒命, 乃加魏博史憲誠同平章事... 李同捷託爲將士所留, 不受詔 ; 乙酉, 武
寧節度使王智興奏請將本軍三萬人, 自備五月糧以討同捷, 許之. 八月, 庚子, 削同捷官
爵, 命烏重胤ㆍ王智興ㆍ康志睦ㆍ史憲誠ㆍ李載義與義成節度使李聽ㆍ義武節度使張播
各帥本軍討之.”
121) 資治通鑑 卷243 ｢唐紀｣59 文宗太和元年, p.7855, “同捷遣其子弟以珍玩ㆍ女妓賂河
北諸鎭. 戊午, 李載義執其姪, 幷所賂獻之. 史憲誠與李全略爲婚姻, 及同捷叛, 密以糧助
之. 裴度不知其所爲, 謂憲誠無貳心. 憲誠遣親吏至中書請事, 韋處厚謂曰 : ｢晉公於上
前以百口保爾使主 ; 處厚則不然, 但仰俟所爲, 自有朝典耳!｣ 憲誠懼, 不敢復與同捷通.
王庭湊爲同捷求節鉞不獲, 乃助之爲亂, 出兵境上以擾魏師 ; 又遣使厚賂沙陀酋長朱邪
執宜, 欲與之連兵, 執宜拒不受.”
122)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文宗太和三年, pp.7863-7864, “戊辰, 李載義奏攻滄州, 破
其羅城. 李祐拔德州, 城中將三千餘人奔鎭州. 李同捷與祐書請降, 祐幷奏其書, 諫議大
夫柏耆受詔宣慰行營, 好張大聲勢以威制諸將, 諸將已惡之矣 ; 及李同捷請降於祐, 祐遣
大將萬洪代守滄州 ; 耆疑同捷之詐, 自將數百騎馳入滄州, 以事誅洪, 取同捷及其家屬詣
京師. 乙亥, 至將陵, 或言王庭湊欲以竒兵簒同捷, 乃斬同捷, 傳首, 滄景悉平.”
123)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文宗太和三年, p.7865, “上遣中使賜史憲誠旌節, 癸酉,
至魏州.”
11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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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가 河北三鎭과 나머지 藩鎭에 대해 대응방식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
는 것이다.
이후 開成 3년(838) 義武節度使 張璠이 죽자 藩鎭 내에서 그 아들 張元益에게

節度使를 계승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중앙에서 임명한 李仲遷이 節度使가 된
것 역시 조정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라 할 수 있다.124) 이렇듯 穆宗 이후 文宗
(826-840) 시기에 이르기까지 唐 조정은 지속적으로 河北三鎭 이외의 藩鎭에서

河朔舊事를 행하는 것을 경계하며 그들 藩鎭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해당 藩鎭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 시기 刺史가 자체적으로
임명되던 것이, 그 통제력을 회복한 이후에는 다시 조정에서 刺史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조정이 거둔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이다.125)
위에서 언급한 藩鎭은 모두 河北道과 河南道에 위치한 藩鎭으로 節度使의 임
의 계승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河北三鎭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河北

三鎭이 이들 藩鎭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이 고립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 하
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河北三鎭이 주변의 藩鎭이 모두 唐 조정의 통제 하에 편
입될 경우,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극소화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126) 그러나 河北三鎭의 기대와는 달리 조정은 河北三鎭을 제외한 河北,

河南에 위치한 여타 藩鎭의 節度使 임명권을 거의 확보하였으며, 節度使 세습에
성공한 사례는 昭義節度使 劉從諫이 아버지 劉悟를 계승한 것이 유일하다.

河北三鎭을 제외한 나머지 藩鎭에 대한 제어권을 조정에서 확보하는 것은 곧
河北三鎭이 외부로 뻗어 나갈 통로를 제약하며, 그로써 洛陽이 상대적으로 안전
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憲宗이 平盧節度使 李師道를 토벌한 이래 조정에서는

河南 지역을 여러 藩鎭으로 나누어 제어하고 있었고127), 또한 전략적 요충지인

資治通鑑 卷246 ｢唐紀｣62 文宗開成三年, p.7935, “義武節度使張璠在鎭十五年, 爲
幽ㆍ鎭所憚 ; 及有疾, 請入朝, 朝廷未及制置, 疾甚, 戒其子元益擧族歸朝, 毋得效河北
故事. 及薨, 軍中欲立元益, 觀察留後李士季不可, 衆殺之, 又殺大將十餘人. 壬申, 以易
州刺史李仲遷爲義武節度使.”
125) 郁賢皓, 唐刺史考 , p.1333. 橫海節度使로 德州刺史를 맡고 있던 李全略과 李同捷
이 倉州刺史까지 겸직하고 있던 것이, 李同捷의 사후 양 刺史가 다시 분리되고 있
음은 그러한 예이다.
126) 鄭炳俊,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p.95.
127) 鄭炳俊,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pp.69-95; 辻正博, ｢唐朝の對藩
鎭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pp.326-35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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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陽三城 藩鎭, 河東 藩鎭 등이 인근 藩鎭과 맞물리면서 조정은 河北三鎭을 둘러
싸는 일종의 방어선을 설정할 수 있었다.

河陽三城 藩鎭128)은 조정에서 河北三鎭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였다. 河陽三城節度使가 관할하는 지역이 넓지 않음에도 중시되었던 것은 河北에
서 黃河를 건너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129) 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
을 때 唐朝가 가장 먼저 封常淸으로 하여금 河陽橋를 끊게 한 것도130) 이러한 河

陽三城 藩鎭의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또한 河陽三城節度使는 河南尹
밑의 일부 縣들의 租賦ㆍ色役까지도 관리하며 추가적 稅收를 확보하고 있었
다.131) 이러한 河陽三城 藩鎭의 강화는 河北三鎭과 사이에서의 방어선이라는 본
연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河東 藩鎭은 長安에 직결된 군사지리상의 요충지로,132) 朔方과 함께 북방
이민족의 견제 및 방어를 주로 담당하는 北邊 방어의 요지였다.133) 또한 河東 藩

鎭은 北邊 방어 외에도 河北의 병력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일차적으로 저지
할 수 있는 방어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河東 藩鎭이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河北의 병력이 騎兵을 중심으로 하여 野戰에서 대
資治通鑑 卷225 ｢唐紀｣41 代宗大曆十年, p.7229, “河陽三城使常休明,[河陽縣, 本屬
懷州, 顯慶二年, 分屬河南府. 城臨大河, 長橋架水, 古稱設險. 此城, 後魏之北中城也.
東ㆍ西魏兵爭, 又築中潬及南城, 謂之河陽三城...] 苛刻少恩.”
129) 日野開三郞, ｢唐ㆍ河陽三城鎭遏使考｣, pp.256-270.
130) 資治通鑑 卷217 ｢唐紀｣33 玄宗天寶十四載, p.6936, “壬申, 以常淸爲范陽ㆍ平盧節
度使. 常淸卽日乘驛詣東京募兵, 旬日, 得六萬人 ; 乃斷河陽橋, 爲守禦之備.”
131)
舊唐書 卷18 ｢地理志｣1, pp.1425-1426, “會昌三年九月, 中書門下奏 : ｢河陽五縣,
自艱難已來, 割屬河陽三城使. 其租賦色役, 盡歸河陽, 河南尹但總管名額而已, 使歸一
統, 便爲定制. 旣是雄鎭, 足壯三城, 其河陽望昇爲孟州, 仍爲望, 河陽等五縣改爲望縣.｣
尋有敕, 割河陰隸孟州, 河淸還河南府. 時河陽節度, 以懷州爲理所.”
132) 唐會要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卷68 ｢諸府尹｣, p.1410, “夫河東者, 國之股肱
郡也, 勁銳强兵, 盡出於是. 其地隘狹, 今又置都, 使十萬之戶, 將安投乎?”
133) 舊唐書 卷38 ｢地理志｣1, pp.1386-1387, “河東節度使, 掎角朔方, 以禦北狄, 統天兵
ㆍ大同ㆍ橫野ㆍ岢嵐等四軍, 忻ㆍ代ㆍ嵐三州, 雲中守捉. [河東節度使, 治太原府, 管兵
五萬五千人, 馬萬四千疋, 衣賜歲百二十六萬疋段, 軍糧五十萬石. 天兵軍, 理太原府城
內, 管兵三萬人, 馬五千五百疋. 雲中守捉, 在單于府西北二百七十里, 管兵七千七百人,
馬二千疋. 大同軍, 在代州北三百里, 管兵九千五百人, 馬五千五百疋. 橫野軍, 在蔚州東
北一百四十里, 管兵三千人, 馬千八百疋. 忻州, 在太原府北百八十里, 管兵七千八百人.
代州, 至太原府五百里, 管兵四千人. 嵐州, 在太原府西北二百五十里, 管兵三千人. 岢嵐
軍, 在嵐州北百里, 管兵一千人.]”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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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步兵의 운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太行

山脈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134)
河陽三城 藩鎭과 河東 藩鎭을 축으로 설정된 방어선은 河北三鎭 인근 藩鎭에
대한 통제권을 조정이 확보하면서 더욱 확고해질 수 있었다. 조정은 이와 같이

藩鎭을 河北三鎭과 그 외의 藩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二元的 통치를 시도함
으로써 지방 통치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정은 河

北三鎭과 같은 성격의 藩鎭이 확보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洛陽의 안보를 확보함
으로써 河北三鎭이 다시 할거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穆宗 이후 시기에도 河北三鎭의 인근 藩鎭 가운데 節度使 직위를 임의로
계승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昭義節度使 劉悟와 劉從諫 父

子였다. 이러한 節度使 직위 계승이 가능했던 요인과, 그 이후 조정의 대처에 대
해서는 장을 바꾸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134)

日野開三郞, ｢唐ㆍ河陽三城鎭遏使考｣,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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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262-263.

Ⅲ. 武宗 시기(840-846) 藩鎭 제어 질서의 완비
1. 昭義 藩鎭의 節度使 세습 문제
昭義 藩鎭은 지리적으로 河北三鎭의 서남부에 접경해 있으며, 그 藩鎭 설치 본
연의 목적은 河北三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135) 특히 昭義 藩鎭은 橫海 藩

鎭과 함께 河北에 위치한 藩鎭이기 때문에 河北三鎭을 포위한다는 면에서의 중
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136), 그런 의미에서 昭義 藩鎭은 조정의 二元的 藩

鎭 제어에 있어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節度使 직을 劉悟와 그 아들 劉從諫이 2대에 걸쳐 계승고 있었다는
것이다. 劉悟와 劉從諫 사이의 節度使 계승은 穆宗 이후 河北三鎭 외에 節度使
직위를 전직 節度使의 친척이 세습한 드문 사례로, 이는 해당 시기 조정의 藩鎭
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본래 劉悟는 平盧節度使인 李師古에 의해 발탁되었으며, 李師古의 뒤를 이은

李師道 밑에 장수로 있었다. 淮西를 제압한 唐朝가 점차 平盧 藩鎭을 압박해 들
어가는 가운데 李師道는 측근들의 설득에 의해 항거를 결정하였다.137) 그 과정에
서 李師道는 劉悟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안 劉悟는 오히려 李師道를 살해
하고 元和 14년(819) 唐朝에 항복하였다. 조정은 항복해온 劉悟에게 義成節度使
자리를 주었으며138), 元和 15년(820) 穆宗이 즉위하여 田弘正이 魏博節度使가 되
森部豊, ｢藩鎭昭義軍の成立過程について｣, 中國史における敎と國家 -筑波大學創立
二十周年記念東洋史論集- , 東京: 雄山閣, 1994, pp.207-217.
136) 李相國論事集 (李絳 撰, 李相國論事集 : 附李相國遺文 , 北京: 中華書局, 1985) 卷
3 ｢澤潞事宜｣, p.21, “且澤潞五州, 據山東要害, 河北連結, 唯此制之. 磁ㆍ邢ㆍ洺三州,
入其腹內, 國紀所在, 實繫安危.”
137) 鄭炳俊, ｢李師道 藩鎭의 滅亡과 郭昈｣, 中國學報 52, 2005, pp.258-260.
138) 舊唐書 卷161 ｢劉悟傳｣, pp.4230-4231, “元和末, 憲宗旣平淮西, 下詔誅師道, 師道
遣悟將兵拒魏博軍, 而數促悟戰. 悟未及進, 馳使召之. 悟度使來必殺己, 乃僞疾不出, 令
都虞候往迎之. 使者亦果以誠告其人云 : ｢奉命殺悟以代悟.｣ 都虞候卽時先還, 悟劫之得
其實, 乃召諸將與謀曰 : ｢魏博田弘正兵強, 出戰必敗, 不出則死. 今天子所誅者, 司空一
人而已, 悟與公等皆爲所驅迫, 使就其死. 何如殺其來使, 整戈以取鄆, 立大功, 轉危亡爲
富貴耶!｣ 衆咸曰 : ｢善, 唯都將所命!｣ 悟於是立斬其使, 以兵取鄆, 圍其內城, 兼以火攻
其門. 不數刻, 擒師道并男二人, 並斬其首以獻. 擢拜悟檢校工部尙書ㆍ兼御史大夫ㆍ義
成軍節度使, 封彭城郡王, 仍賜實封五百戶, 錢二萬貫, 莊ㆍ宅各一區. 十五年正月入覲,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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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王承元이 義成節度使에 임명되면서 기존 義成節度使였던 劉悟는 昭義節度使
에 취임하게 되었다.139)

寶曆 元年(825) 劉悟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劉從諫은 昭義節度使 직의 내부 계
승을 조정에 요청하였고140), 조정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비슷한 시기 조정
에서 李同捷의 橫海節度使 세습을 승인하지 않고 결국 공격을 통해 이를 제압한
것을 생각하면, 劉從諫의 세습을 허락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新

唐書 에서는 그 이유를 뇌물을 받은 李逢吉과 王守澄 등이 敬宗(824-826)에게 누
차 청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141),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색
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劉從諫의 昭義節度使 계승 허락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것일까. 필자
는 이것이 劉悟의 독특한 위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劉悟는 平盧節度使 李師道
를 죽이고 항복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한 藩鎭의 節度使를 제압한 사건이 아니
라, 憲宗 시기 ‘元和中興’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과였기 때문에 唐朝는
이런 劉悟의 공을 크게 평가하였다.142) 이후 劉稹의 난이 발발하였을 때 조정에
서 劉悟의 후사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劉悟의 위상은 각별
했던 것이다.143)

劉悟가 昭義節度使가 된 후 監軍使 劉承偕와 마찰을 빚은 사건 역시 그에 대
한 조정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劉悟는 監軍使인 劉承偕가 자신을 우습게
여기자 그를 감금하고서 돌려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劉悟는 처벌을 받기는
又加檢校兵部尙書, 餘如故.”
資治通鑑 卷241 ｢唐紀｣57 憲宗元和十五年, p.7785, “成德軍始奏王承宗薨. 乙酉,
徙田弘正爲成德節度使, 以王承元爲義成節度使, 劉悟爲昭義節度使, 李愬爲魏博節度
使.”
140) 新唐書 卷214 ｢劉悟傳｣, p.6014, “將易衣, 嘔血數斗, 卒, 贈太尉. 表其子從諫嗣.”
141) 新唐書 卷214 ｢劉從諫傳｣, p.6014, “左僕射李絳奏言 : ｢悟匿死, 衆不必同亂, 從諫
威惠未著, 若詔比鎭大將領節度, 馳入軍, 笮其未備, 使軍情有屬, 謀自屈矣. 有如拒命,
三州勢難獨存, 數月可覆.｣ 時李逢吉ㆍ王守澄納其賂, 數爲請, 敬宗乃以晉王爲節度大
使, 詔從諫主留事, 起將作監主簿, 檢校左散騎常侍.”
142) 資治通鑑 卷243 ｢唐紀｣59 敬宗寶曆元年, p.7844, “八月, 庚戌, 悟暴疾薨, 子將作監
主簿從諫匿其喪, 與大將劉武德及親兵謀, 以悟遺表求知留後. 司馬賈直言入責從諫曰 :
｢爾父提十二州地歸朝廷, 其功非細, 秪以張汶之故, 自謂不潔淋頭, 竟至羞死. 爾孺子,
何敢如此! 父死不哭, 何以爲人!｣ 從諫恐悚不能對, 乃發喪.”
143)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9, “時議者鼎沸, 以爲劉悟有功, 不
可絶其嗣.”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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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녕 오히려 조정의 高官인 裴度에게 적극적인 비호를 받았다.144) 이러한 모습은
당시 劉悟의 입지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끔 한다.

唐朝가 전반적인 정책적 노선과 달리 寶曆 2년(826) 劉從諫에게 昭義節度使 직
을 제수하게 된 것은145) 이러한 劉悟의 위상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
나 이는 牛黨 집권기의 분위기가 낳은 하나의 사건으로, 昭義節度使의 세습은 河

北三鎭을 둘러싼 방어선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여차하면 昭
義 藩鎭까지 할거하면서 河北三鎭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
일한 선택이었다. 이후 李黨의 영수인 李德裕가 이 결정이 고식적인 것이었다고

敬宗까지도 강하게 비판한 것에는146) 상대편인 牛黨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었겠지만, 그 논조 자체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

昭義節度使가 된 劉從諫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節度使 직에 있었다. 劉從諫
은 節度使 임직 초기 조정에 忠義를 지니고 있음을 자임하였다고는 하나, 적어도

太和 7년(833)이 되면 이미 조정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 듯하다.147) 그는 조정과
舊唐書 卷170 ｢裴度傳｣, pp.4424-4425, “先是監軍使劉承偕恃寵凌節度使劉悟, 三軍
憤發大譟, 擒承偕, 欲殺之. 已殺其二傔, 悟救之獲免, 而囚承偕. 詔遣歸京, 悟託以軍情,
不時奉詔. 至是, 宰臣延英奏事, 度亦在列, 上顧謂度曰 : ｢劉悟拘承偕而不遣, 如何處
置?｣ 度辭以藩臣不合議軍國事. 上固問之, 且曰 : ｢劉悟負我, 我以僕射寵之, 近又賜絹
五萬疋, 不思報功，翻縱軍衆凌辱監軍, 我實難奈此事.｣ 度對曰 : ｢承偕在昭義不法, 臣
盡知之, 昨劉悟在行營與臣書, 數論其事. 是時有中使趙弘亮在臣軍, 仍持悟書將去, 欲
自奏, 不知奏否?｣... 度曰 : ｢陛下必欲收忠義之心, 使天下戎臣爲陛下死節, 唯有下半紙
詔書, 言任使不明, 致承偕亂法如此, 令悟集三軍斬之. 如此, 則萬方畢命, 羣盜破膽, 天
下無事矣. 苟不能如此, 雖與劉悟改官賜絹, 臣亦恐於事無益.｣... 度與王播等復奏曰 : ｢
但配流遠惡處, 承偕必得出.｣ 上以爲然, 承偕果得歸.”
145)
舊唐書 卷17上 ｢敬宗本紀｣, p.519, “戊申, 昭義節度使留後劉從諫檢校工部尙書,
充昭義節度副大使ㆍ知節度事.” 劉悟에 대해 唐朝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
던 것은 한편으로 劉悟가 節度使 직을 맡고 있던 시기 昭義 藩鎭의 역할과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즉 劉悟 시기는 昭義 藩鎭이 河北三鎭을 둘러싼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劉從諫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든 이상, 昭義 藩鎭은 과거에 부여받았던 특수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146)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0, “李德裕獨曰 : ｢...敬宗不恤國務,
宰相又無遠略, 劉悟之死, 因循以授從諫. 從諫跋扈難制, 累上表廹脅朝廷, 今垂死之際,
復以兵權擅付豎子. 朝廷若又因而授之, 則四方諸鎭誰不思效其所爲, 天子威令不復行
矣!｣”
147)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文宗太和七年, pp.7882-7883, “春, 正月, 甲午, 加昭義節
度使劉從諫同平章事, 遣歸鎭. 初, 從諫以忠義自任, 入朝, 欲請他鎭 ; 旣至, 見朝廷事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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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이 생긴 이후 망명한 사람을 불러서 받아들이고 병기를 수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唐朝와의 사이가 점차 벌어졌을 뿐 아니라, 인근 藩鎭들과의 교
역에 있어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148) 이는 河北三鎭 주변

藩鎭들을 엮어 河北三鎭에 대한 방어선으로 삼는 조정의 구상에 역행하는 움직
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조정 및 주변 藩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昭義節度使 劉從諫은 죽음
이 다가옴에 따라 자신의 집안 사람에게 節度使를 세습시키지 못할 경우 가문이
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때문에 그는 河北三鎭의 예를 좇아 節度

使 직위를 조카인 劉稹에게 세습시키려 하였다.149) 이것은 조정의 의도에 역행하
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이러한 昭義 藩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으나, 해당 시기 변경에서 위구르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소요사태가 다소 문
제로 작용하였다.
위구르는 830년대 들어 지배 집단 내부의 분열 등으로 인해 급속히 흔들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구르 측의 일부는 키르기즈의 협조를 구했으나, 키르기즈
는 이를 틈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함으로 인해 위구르는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말
았다.150) 위구르의 유민에 대해서는 대외정책에 있어 적극책을 주장하던 李德裕
의 의견이 관철되어 會昌 2년(841)부터 분열의 조장이나 토벌 등의 방법 등을 통
해 적극적인 통합ㆍ복속이 진행되었는데151), 이러한 위구르에 대한 대처는 會昌
3년(843) 唐이 烏介可汗의 본대를 궤멸시키면서 거의 완성에 이르렀다.152)
柄不一, 又士大夫多請託, 心輕朝廷, 故歸而益驕.”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78-7979, “初, 昭義節度使劉從諫累
表言仇士良罪惡, 士良亦言從諫窺伺朝廷. 及上卽位, 從諫有馬髙九尺, 獻之, 上不受. 從
諫以爲士良所爲, 怒殺其馬, 由是與朝廷相猜恨. 遂招納亡命, 繕完兵械, 鄰境皆潛爲之
備. 從諫榷馬牧及商旅, 歲入錢五万緡, 又賣鐵ㆍ煮鹽亦數万緡. 大商皆假以牙職, 使通
好諸道, 因爲販易. 商人倚從諫勢, 所至多陵轢將吏, 諸道皆惡之.”
149)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79, “從諫疾病, 謂妻裴氏曰 : ｢吾以
忠直事朝廷, 而朝廷不明我志, 諸道皆不我與. 我死, 他人主此軍, 則吾家無炊火矣!｣ 乃
與幕客張谷ㆍ陳揚庭謀效河北諸鎭, 以弟右驍衛將軍從素之子稹爲牙内都知兵馬使, 從子
匡周爲中軍兵馬使, 孔目官王恊爲押牙親事兵馬使, 以奴李士貴爲使宅十將兵馬使, 劉守
義ㆍ劉守忠ㆍ董可武崔玄度分將牙兵.”
150) 丁載勳, 위구르 유목제국사 ,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5, pp.321-328.
151) 河元洙, ｢牛僧孺와 李德裕의 對外認識上의 差異와 그 背景｣, pp.324-338.
152) 村井恭子, ｢九世紀ウイグル可汗國崩壞時期における唐の北邊政策｣, 東洋學報 90-1,
2008, pp.33-5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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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稹이 劉從諫 사후 昭義節度使 계승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시점 역시 會昌
3년(843)으로, 위에서 살펴본 위구르 진압의 마지막 시기와 때를 같이하고 있었
다. 위구르 진압 때문에 소비된 국고 상황으로 인해 唐의 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劉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결단이 필요했다.

2. 劉稹의 亂 진압과 河北三鎭
會昌 3년(843) 劉從諫이 죽은 후 劉稹은 發喪하지 않고 중앙에 사자를 파견하
여 節度使 직위를 세습시켜 줄 것을 청하였고, 중앙에서도 위구르의 토벌로 인한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를 승인할 뜻을 비추었다.153) 이러한 상황은 李德裕
가 재상이 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牛黨이 조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
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154)
그러나 李德裕는 河北三鎭과 달리 節度使가 專斷하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
은 昭義 藩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李德裕가 昭義

藩鎭을 제압할 방책으로 제시한 것은 河北三鎭의 節度使 세습을 암묵적으로 인
정하여 이들의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河北三鎭과의 연합 없이 昭義 藩

鎭이 唐 조정에 단독으로 대항하는 것은 어렵다는 상황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
다.155)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79-7980, “從諫尋薨, 稹秘不發喪...
稹又逼監軍崔士康奏稱從諫疾病, 請命其子稹爲留後. 上遣供奉官薛士幹往諭指云 : ｢恐
從諫疾未平, 宜且就東都療之 ; 俟稍瘳, 別有任使. 仍遣稹入朝, 必厚加官爵.｣ 上以澤潞
事謀於宰相, 宰相多以爲 : ｢回鶻餘燼未滅, 邊鄙猶須警備, 復討澤潞, 國力不支, 請以劉
稹權知軍事.｣ 諫官及羣臣上言者亦然.”
154) 조정의 신료 상당수가 牛黨 위주로 편성되어 있었기에 李德裕는 여타 신료와 다른
主戰論을 주장함에 武宗의 후원에 힘입을 필요가 있었다. 관련된 연구로는 唐長孺,
｢唐修憲穆敬文四朝實錄與牛李唐爭｣, 唐長孺文存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高
橋徹, ｢李德裕試論 -その進士觀を中心に-｣, 中國の傳通社會と家族(柳田節子先生古稀
紀念) , 東京: 汲古書院, 1993을 참고하라.
155)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pp.7980-7981, “李德裕獨曰 : ｢澤潞事體與河朔三鎭不同.
河朔習亂已久, 人心難化, 是故累朝以來, 置之度外. 澤潞近處心腹, 一軍素稱忠義, 嘗破
走朱滔, 擒盧從史... 上曰 : ｢卿以何術制之? 果可克否?｣ 對曰 : ｢稹所恃者河朔三鎭.
但得鎭ㆍ魏不與之同, 則稹無能爲也. 若遣重臣往諭王元逵ㆍ何弘敬, 以河朔自艱難以來,
列聖許其傳襲, 已成故事, 與澤潞不同. 今朝廷將加兵澤潞, 不欲更出禁軍至山東. 其山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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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宗 이래 조정의 藩鎭에 대한 대응 가운데 河北三鎭의 할거는 방치되어왔기
때문에156), 조정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실정을 묵인하여 昭義 藩鎭을 제압하는 것
이 나쁘지 않은 교환으로 인식된 듯하다. 비록 武宗의 즉위 후 宰相이 된 李德裕
가 藩鎭 대응 전략에 있어 적극적 성향을 띈 李黨이라고는 하나, 이미 오랜 기간
할거해온 河北三鎭까지 토벌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였다. 물론 李德裕가 여타 신료의 목소리와 달리 昭義 藩鎭에 대한 적
극적 공격을 지지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河北三鎭에 대한 태도 자체는
기존의 기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李德裕의 이와 같은 제안을 武宗이 받아들임으로써, 唐朝는 河北三鎭의 할거
경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른바 河朔舊事를 묵인하되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노선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武宗은 河北三鎭에게

昭義 藩鎭 공격에 참여할 것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昭義 藩鎭과는 구별하여
조정에서 양자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157)

河北三鎭은 이러한 조정의 명령에 따라 劉稹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었
다. 지리적으로 昭義 藩鎭과의 사이에 成德 藩鎭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盧龍(幽

州)節度使 張仲武에게 조정에서 위구르 잔여세력의 침입 저지를 명령하자 張仲武
는 이를 따랐는데, 이는 張仲武의 幽州節度使 취임이 李德裕를 위시한 조정의 적
극적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졌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158) 張仲武가 조정의
명령에 따름으로 인해, 成德節度使 王元逵와 魏博節度使 何弘敬 역시 조정의 명
령을 좇을 수밖에 없었다.159)
東三州隸昭義者, 委兩鎭攻之 ; 兼令徧諭將士, 以賊平之日厚加官賞. 茍兩鎭聽命, 不從
旁沮橈官軍, 則稹必成擒矣!｣ 上喜曰 : ｢吾與德裕同之, 保無後悔.｣ 遂決意討稹, 羣臣
言者不復入矣.”
156)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文宗太和五年, p.7874, “上召宰相謀之, 牛僧孺曰 : ｢范
陽自安ㆍ史以來, 非國所有, 劉總蹔獻其地, 朝廷費錢八十萬緡而無絲毫所獲. 今日志誠
得之, 猶前日載義得之也 ; 因而撫之, 使捍北狄, 不必計其逆順.｣ 上從之.”
157)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1, “上命德裕草詔賜成德節度使王元
逵ㆍ魏博節度使何弘敬, 其略曰 : ｢澤潞一鎭, 與卿事體不同, 勿爲子孫之謀, 欲存輔車
之勢. 但能顯立功效, 自然福及後昆.｣ 丁丑, 上臨朝, 稱其語要切, 曰 : ｢當如此直告之
是也!｣”
158) 全唐文 卷702 ｢論幽州事宜狀｣, p.7210下.
159)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1, “又賜張仲武詔, 以｢回鶻餘燼未
滅, 塞上多虞, 專委卿禦侮.｣ 元逵ㆍ弘敬得詔, 悚息聽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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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北三鎭이 昭義 藩鎭 공격에 참여할 것임을 확인한 후에야, 武宗은 비로소 劉
從諫을 위해 輟朝하며 劉稹에게 洛陽으로 오라고 하여160) 昭義節度使의 계승을
불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武宗은 會昌 3년(843) 5월 먼
저 洛陽으로 가기를 거부한 劉稹의 관직과 작위를 삭탈하고, 昭義節度使의 영역
을 둘러싸고 있는 節度使에 해당하는 王元逵, 何弘敬, 河中節度使 陳夷行, 河東節

度使 劉沔, 河陽節度使 王茂元으로 하여금 劉稹을 토벌하게 하였다.161) 여기에 武
寧節度使 李彦佐까지 토벌군에 합류시켰기 때문에 劉稹은 이를 견디기 어려워
항복을 요청하였으나, 唐朝는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162) 山南東道節度使 盧鈞을

昭義節度招撫使로 삼고 昭義節度使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여163) 중앙의 단호한 의
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劉稹의 난 진압에 대한 唐朝의 의지가 매우 강경했고, 준비 역시 부족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會昌 3년(843) 4월에 일어난 반란을 최종적으로 진압
한 것은 이듬해인 會昌 4년(844) 8월이 되어서였다. 이처럼 반란 토벌 과정이 더
뎠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藩鎭의 군사체제는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보다는
방어할 때에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외부로
출정할 경우 藩鎭의 주된 병력은 官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그 수는 전체 병
력의 3분의 1을 넘기 어려웠던 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를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史書에 나타난 각 藩鎭의 병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나, 실제로 藩鎭의 전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방어측인 昭義 뿐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5-6개의 藩鎭이 昭義軍을 협공하는 외양을
취하지만, 공격하는 측이 실제 병력 면에서는 5-6배의 압도적인 우세라기보다는
약간 더 많은 수의 병력으로 攻城하는 형국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
서 공격 측에서 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81-7982, “辛巳, 始爲從諫輟朝, 贈太
傅, 詔劉稹護喪歸東都. 又召見劉從素, 令以書諭稹, 稹不從.”
161)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4, “辛丑, 制削奪劉從諫及子稹官爵,
以元逵爲澤潞北面招討使, 何弘敬爲南面招討使, 與夷行ㆍ劉沔ㆍ茂元合力攻討.”
162)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6, “丙子, 詔王元逵ㆍ李彥佐ㆍ劉沔
ㆍ王茂元ㆍ何弘敬以七月中旬五道齊進, 劉稹求降皆不得受.”
163)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7, “秋, 七月, 以山南東道節度使盧
鈞爲昭義節度招撫使. 朝廷以鈞在襄陽寛厚有惠政, 得衆心, 故使領昭義以招懷之.”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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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군사 유지비의 문제이다.164) 앞선

神機制敵太白陰經 의 수치에 따

라 계산해보면 12,500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량이 1년에 9萬石으로, 다
섯 藩鎭의 병력으로 구성된 토벌군을 약 15만 정도로 잡으면 필요한 出界糧은 1
년에 324萬石이라는 막대한 양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劉稹의 난 토벌이 교착상태에 빠져 지지부진할수록 각 藩鎭들은 出界

糧으로 인해 오히려 이익을 챙길 수 있었고165), 이로 인해 李彦佐가 고의적으로
진군을 늦춘 것처럼166) 節度使들이 단지 出界糧 지급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당장 藩鎭의 군사들을 활용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唐朝의
입장에서는 각 節度使가 시간을 끌면서 각자의 이익을 꾀하려 한다고 해도 出界

糧의 지급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唐朝 내부에서도 점차 劉稹의 난 진압을 위한 지속적인 전쟁의 수행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타날167) 정도로 전쟁은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세 번째 요인으로 河北三鎭 내에서는 한편으로는 唐朝의 지휘를 받으면
서도 한편으로는 劉稹과의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군사 작
전 수행이 원활치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魏博節度使인 何

弘敬이었다. 劉稹은 昭義節度使 직을 유지시켜준다면 항복하겠다고 지속적으로
唐朝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唐朝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그
러나 何弘敬은 劉稹이 올리는 奏文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168) 애매한 태도
西安碑林博物館 編,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 , ｢唐故軍器使贈內侍李公墓誌｣,
p.808, “旋又上黨背叛, 徵天下之師, 鐶遶千里, 日費百萬, 歷年不下一域, 不擒一將.”
165)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p.7987, “甲辰, 李德裕言於上曰 : ｢臣見曏日河朔用兵,
諸道利於出境仰給度支. 或陰與賊通, 借一縣一柵據之, 自以爲功, 坐食轉輸, 延引歲時.
今請賜諸軍詔指, 令王元逵取邢州, 何弘敬取洺州, 王茂元取澤州, 李彦佐ㆍ劉沔取潞州,
毋得取縣.｣ 上從之.”
166)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p.7987, “晉絳行營節度使李彦佐自發徐州, 行甚緩, 又請
休兵於絳州, 兼請益兵. 李德裕言於上曰 : ｢彦佐逗遛顧望, 殊無討賊之意, 所請皆不可
許, 宜賜詔切責, 令進軍翼城.｣ 上從之.”
167)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9, “又從諫養精兵十萬, 糧支十年,
如何可取! 上亦疑之, 以問李德裕, 對曰 : ｢小小進退, 兵家之常. 願陛下勿聽外議, 則成
功必矣!｣ 上乃謂宰相曰 : ｢爲我語朝士 : 有上疏沮議者, 我必於賊境上斬之!｣ 議者乃
止.”
168)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87-7988, “劉稹上表自陳 : ｢亡父從
諫爲李訓雪冤, 言仇士良罪惡, 由此爲權幸所疾, 謂臣父潛懷異志, 臣所以不敢舉族歸朝.
乞陛下稍垂寬察, 活臣一方!｣ 何弘敬亦爲之奏雪, 皆不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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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였다. 劉稹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 河北三鎭의 협조 때문이었던 만큼, 이
러한 何弘敬의 태도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게다가 王元逵
는 何弘敬이 昭義와 조정 사이에서 두 마음을 먹고 있다고 누차 비밀리에 표문
을 올리기도 하여169) 軍 내부에는 분열이 일어나 효율적 군사 작전의 수행이 어
렵게끔 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朱泚, 李希烈, 李師道 등 과거 반란을 일으켰던

節度使들의 예와 달리, 劉稹이 시종일관 節度使 직위를 조정을 통해 공인받겠다
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劉稹의 목표는 薛茂卿에 대한 처우 문제
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토벌군 내에 분열이 생겼을 즈음 劉稹 진영에서는 상대
방의 내분을 틈타 薛茂卿을 보내 河陽의 科斗寨를 깨뜨리고 대장 馬繼를 사로잡
는 성과를 거두었다.170) 그러나 劉稹은 이에 대해 상을 내리지 않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薛茂卿은 科斗寨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내심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시켜

주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劉稹에게 말하였다. “留後(劉稹)께서 구하는 바
는 (節度使의) 符節일 따름입니다. 薛茂卿은 너무 깊이 들어가 官軍을 많이
죽임으로 조정을 격노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符節이 늦게 오는 이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상을 내리지 않았다.171)

공을 세운 부하 장수에게 상을 주지 않은 것은 劉稹의 최종적 목표가 唐朝가

劉稹의 昭義節度使 직을 인정한 채 항복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꾸어말하면, 劉稹은 昭義 藩鎭이 조정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며 할거 상태를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라는 인식을 唐 조정에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에 어긋날 경우, 설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
은 戰功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劉稹의 목표의식은 강한 것이었다. 즉, 劉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88-7989, “王元逵前鋒入邢州境已逾
月, 何弘敬猶未出師, 元逵屢有密表, 稱弘敬懷兩端.”
170)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9, “甲戌, 薛茂卿破科鬥寨, 擒河陽
大將馬繼等, 焚掠小寨一十七, 距懷州才十餘里.”
171)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93, “薛茂卿以科斗寨之功, 意望超遷.
或謂劉稹曰 : ｢留後所求者節耳. 茂卿太深入, 多殺官軍, 激怒朝廷, 此節所以來益遲也.｣
由是無賞.”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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稹이 지속적으로 버티면서도 최대한 공격을 자제한 것은 조정이 각종 부담에 못
이겨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노선은 이미 河北三鎭 이외의 藩鎭이 할거하는 것을 불허하는

二元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당시 재상인 李德裕는 이 노선을 특히 강하
게 추진하였다. 때문에 李德裕는 공격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劉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쟁을 종식시키기지 않고, 오히려 눌러앉은 토벌군 병력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昭義 藩鎭을 공격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李德裕는 魏博 藩鎭의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172) 忠武節度使 王宰의 군대를 魏博節度使의
영역을 가로질러 움직이게 하여 何弘敬을 압박하였다. 이는 魏博 藩鎭의 병력이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173) 何弘敬은 魏州
경내로 王宰의 병사들이 들어올 경우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군대를 움직
여174) 마침내 肥鄕과 平恩을 점령하는 전과를 냈다.175) 또한 진격을 늦추고 있던

李彦佐를 대신하여 石雄을 임용하는 조치로 인해176) 비로소 劉稹 토벌은 정상궤
도에 오르게 되었다.
전세는 다시 劉稹에게 불리하게 되었고, 劉稹은 다시금 항복을 청했지만 唐朝
가 그에게 먼저 무장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177) 劉稹은 항복 의사를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89-7990, “庚辰, 李德裕上言 : ｢...今
魏博未與賊戰, 西軍閡險不進, 故賊得併兵南下...｣”
173)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9, “丁卯, 李德裕上言 : ｢忠武累戰
有功, 軍聲頗振. 王宰年力方壯, 謀略可稱. 請賜弘敬詔, 以‘河陽ㆍ河東皆閡山險, 未能
進軍, 賊屢出兵焚掠晉ㆍ絳. 今遣王宰將忠武全軍徑魏愽, 直抵磁州, 以分賊勢.’ 弘敬必
懼, 此攻心伐謀之術也.｣ 從之. 詔宰悉選步騎精兵自相ㆍ魏趣磁州.”
174)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9, “何弘敬聞王宰將至, 恐忠武兵入
魏境, 軍中有變, 蒼黄出師. 丙子, 弘敬奏, 已自將全軍度漳水, 趣磁州.”
175)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91, “何弘敬奏拔肥鄕ㆍ平恩, 殺傷甚
衆. 得劉稹牓帖, 皆謂官軍爲賊, 云遇之卽須痛殺. 癸巳, 上謂宰相 : ｢何弘敬已克兩縣,
可釋前疑. 旣有殺傷, 雖欲持兩端, 不可得已.｣ 乃加弘敬檢校左僕射.”
176)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p.7991, “戊申, 以河南尹敬昕爲河陽節度ㆍ懷孟觀察使,
王宰將行營以扞敵, 昕供饋餉而已. 庚戌, 以石雄代李彦佐爲晉絳行營節度使, 令自冀氏
取潞州, 仍分兵屯翼城以僃侵軼.”
177)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pp.7994-7995, “洺州刺史李恬, 石之從兄也. 石至太原,
劉稹遣軍將賈羣詣石, 以恬書與石云 : ｢稹願舉族歸命相公, 奉從諫喪歸葬東都.｣ 石囚
羣, 以其書聞. 李德裕上言 : ｢今官軍四合, 捷書日至, 賊勢窮蹙, 故偽輸誠款, 冀以緩師,
稍得自完, 復來侵軼. 望詔石荅恬書云 : 前書未敢聞奏. 若郎君誠能悔過, 舉族面縛, 待
罪境上, 則石當親往受降, 護送歸闕. 若虛爲誠款, 先求解兵, 次望洗雪, 則石必不敢以百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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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였다. 점차 포위가 강화되자 會昌 4년(844) 昭義 藩鎭에서 내분이 일어나,
결국 郭誼가 劉稹을 비롯하여 그의 가솔 및 劉從諫과 劉稹 부자에게 중용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살해한 뒤 항복하면서 劉稹의 난은 진압되었다.178)

劉稹의 난 진압은 河北三鎭 외의 節度使 세습을 위한 藩鎭의 마지막 노력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함과 더불어, 조정이 憲宗 시기와는 달리 할거를 지향하는 藩

鎭의 출현까지도 강하게 억제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武宗 시기 劉稹의 난 진압을 통해 唐 조정이 穆宗 이후 계속되어온 藩

鎭에 대한 조처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劉稹의 난이 마무리된 후 李德裕가 河北三鎭의 進奏使에게 한 언급은 劉稹의
난 이후 조정이 河北三鎭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엿보게 한다.
李德裕가 (進奏使와) 얼굴을 마주하고 諭하여 말하였다. “河朔의 병력이

비록 강하나 자립할 수 없으니, (節度使는) 반드시 조정의 官爵과 威令을 빌
려서 軍情을 안정시켜야 한다... 李載義가 幽州(節度使)로 있을 때 나라를 위
하여 충성을 다해 滄景(橫海 藩鎭)을 평정하였으니, 軍中에서 쫓겨났을 때에
도 節度使 직위를 잃지 않았고 그 후에는 太原에서 鎭守하다가 지위가 宰
相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楊志誠은 大將을 보내어 敕使의 말을 막고 관직

을 구하였더니, 軍中에서 쫓겨났을 때 조정은 끝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
다. 이는 두 사람의 화복은 사례로써 보여주기에 충분하다.”179)

口保人. 仍望詔諸道, 乗其上下離心, 速進兵攻討, 不過旬朔, 必内自生變.｣ 上從之.”
資治通鑑 卷248 ｢唐紀｣64 武宗會昌四年, pp.8007-8008, “明日, 使董可武入謁稹曰 :
｢請議公事.｣ 稹曰 : ｢何不言之!｣ 可武曰 : ｢恐驚太夫人.｣ 乃引稹步出牙門, 至北宅, 置
酒作樂. 酒酣, 乃言 : ｢今日之事欲全太尉一家, 須留後自圖去就, 則朝廷必垂矜閔.｣ 稹
曰 : ｢如所言, 稹之心也.｣ 可武遂前執其手, 崔玄度自後斬之, 因收稹宗族, 匡周以下至
襁褓中子盡殺之. 又殺劉從諫父子所厚善者張谷ㆍ陳揚庭ㆍ李仲京ㆍ郭台ㆍ王羽ㆍ韓茂
章ㆍ茂實ㆍ王渥ㆍ賈庠等凡十二家, 并其子姪甥壻無遺. 仲京, 訓之兄 ; 台, 行餘之子 ;
羽, 涯之從孫 ; 茂章ㆍ茂實, 約之子 ; 渥, 璠之子 ; 庠, 餗之子也. 甘露之亂, 仲京等亡
歸從諫, 從諫撫養之. 凡軍中有小嫌者, 誼日有所誅, 流血成泥. 乃函稹首, 遣使奉表及
書, 降於王宰. 首過澤州, 劉公直舉營慟哭, 亦降於宰.”
179) 資治通鑑 卷p248 ｢唐紀｣64 武宗會昌四年, p.8010, “李德裕常面諭之曰 : ｢河朔兵力
雖强, 不能自立, 須藉朝廷官爵威命以安軍情... 李載義在幽州, 爲國家盡忠平滄景, 及爲
軍中所逐, 不失作節度使, 後鎭太原, 位至宰相. 楊志誠遣大將遮敕使馬求官, 及爲軍中
所逐, 朝廷竟不赦其罪. 此二人禍福足以觀矣.｣”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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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德裕의 이 발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河
北三鎭의 節度使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180) 河北三鎭
의 節度使는 비록 다른 藩鎭에 비해 조정의 권위에 기대는 바가 적긴 하지만,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정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李德裕는 지적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河北三鎭의 역할에 있어 조정이 병력 운용을 요구할 때
그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河北三鎭의 節度

使 가운데 모범적인 사례로 든 李載義는 楊志誠과는 달리 할거하는 와중에서도
조정을 위해 충실히 병력을 동원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조정이 장악하고 있는 여
타 藩鎭과 같은 수준으로 충성을 바쳤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만으
로도 조정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했기에, 후에 李載義가 軍에서 쫓겨났을 때 조
정은 그를 중용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河北三鎭을 제외한 여타 藩鎭을 모두 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河北三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는 곧 조정은 할거를 지향하는 藩鎭을 압박하지만, 河北三鎭은 그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武宗 시기 劉稹의 난 진압과 사후처리 과정은 穆宗 이후
로 지속되어온 唐朝의 藩鎭 제어책의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는 한편, 그것이 정비
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요된 軍費 문제는 조정을 압박하였다. 河北三鎭이 할거한
이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조정의 재정 상황은, 위구르 문제와 劉稹의 난
을 연이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 문제에 대한
조정의 대처에 대한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이른바 ‘會

昌廢佛’의 조치이다.

3. 會昌廢佛의 경과와 그 의미
위구르 사태 해결과 劉稹의 난 진압으로 인해 조정이 지출한 軍費는 막대하였
다. 劉稹의 난만 고려의 대상에 놓고 생각해보면, 토벌이 시작된 것이 會昌 3년
(843) 5월이고 마무리되는 시점은 이듬해인 會昌 4년(844) 7월이기 때문에181) 실
180)
181)

張國剛, 唐代藩鎭硏究 , p.49.
舊唐書 卷18上 ｢武宗本紀｣, p.601, “(七月)潞州大將郭誼ㆍ張谷ㆍ陳揚廷遣人至王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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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군사를 활용한 기간만 1년 3개월에 해당한다. 총 6-7개 藩鎭에서 차출한 병
력의 양을 15만으로만 잡더라도 앞서 인용한 수치를 활용하면 出界糧은 1년에
324萬石, 15개월에는 405萬石이 필요하게 된다. 거기에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된
위구르와의 전쟁 비용도 있었다. 幽州 藩鎭의 병력 외에 주변 이민족까지 동원하
는 형태를 취하였던 위구르 문제에 대한 조정의 대응은182)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총 비용이 劉稹의 난에 소요된 것에 비해 그리 적지 않았
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唐代 天寶 연간 총 5,200萬이 넘었던 稅收는183) 安史의 난을 거치면서 戶口 가
운데 20%를 차지하던 河北을184) 상실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대폭 줄어들었다.

文宗(826-840) 開成 2년(837)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의 租賦는 전체 3,500餘萬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上供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여 실제 조정이 확보
할 수 있는 양은 1,200餘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185) 이를 바탕으로 두고 생각해
볼 때, 두 전쟁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은 조정이 거두는 1년 上供額에 거의 맞먹
었으리라고 추산해볼 수 있다. 劉稹의 난 및 위구르와의 전쟁에 소모된 비용에는
앞서 계산한 軍費 뿐 아니라 將兵들에게 지급해야 할 賞賜 등도 있으며, 거기에
전쟁에 휘말린 지역의 賦稅 감면 때문에 조정의 稅收는 일시적으로 더욱 줄어든
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劉稹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唐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劉稹의 난 진압과 이른바 會昌廢佛로 알려진 佛敎에 가해진 대대
적인 탄압이 시기를 같이한다는 점은 몹시 흥미롭다.186) 劉稹의 난 토벌이 본격
軍, 請殺稹以自贖. 王宰以聞, 乃詔石雄率軍七千入潞州, 誼斬劉稹首以迎雄, 澤ㆍ潞等
五州平.”
182) 村井恭子, ｢九世紀ウイグル可汗國崩壞時期における唐の北邊政策｣, pp.42-54.
183)
通典 卷6 ｢食貨｣6, pp.110-111, “大凡都計租稅庸調, 每歲錢粟絹綿布約得五千二百
三十餘萬端疋屯貫石, 諸色資課及句剝所獲不在其中. 其度支歲計, 粟則二千五百餘萬石,
布絹綿則二千七百餘萬端屯疋, 錢則二百餘萬貫.”
184) Edwin G. Pulleyblank,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London:
Oxford Univ. Press, 1955, p.172.
185)
舊唐書 卷17下 ｢文宗本紀｣下, p.567, “長慶戶口凡三百三十五萬, 而兵額又約九十
九萬, 通計三戶資奉一兵. 今計天下租賦, 一歲所入, 總不過三千五百餘萬, 而上供之數
三之一焉.”
186) 會昌廢佛에 대한 연구는 日本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高橋佳典, ｢會昌
廢佛における宰相李德裕の意圖と役割｣, 中國古典硏究 48, 2003, pp.14-15는 그 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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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작된지 오래지 않은 會昌 3년(843) 10월, 조정은 僧尼의 사유재산에 대
한 몰수 조치를 단행하였다. 주지하듯 僧尼는 본래 奴婢, 田宅 등의 재물을 소유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다.187) 이에 근거하여 조정은 승려가 사유재산을 가지
고 있는 경우 官에서 이를 몰수하도록 하였고,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還

俗시켜 兩稅와 요역에 충당하도록 하였다.188)
이어서 劉稹이 죽고 劉稹의 난 토벌이 정리과정으로 접어들던 會昌 4년(844년)
7월, 조정에서는 200칸에 미치지 못하거나 賜額을 받지 못한 山房, 蘭若, 普通佛

堂, 義井, 村邑의 齋堂 등을 헐고 그 僧尼는 모두 환속시켜 여러 雜役에 충당시
키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189) 劉稹의 난 종료는 진압에 참여한 병사들
에게 지급될 賞賜와 戰死者에게 지급되는 賻贈을190) 포함한 지금까지 운용된 軍

費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추가적으
로 일어난 廢佛 조치는 이와 관련된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것만으
로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에 역부족이었던 듯하다. 때문에 조정은 보다 대대적
이고 강력한 廢佛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會昌 5년(845) 4월 조정은 우선 승려 및 寺院의 수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寺
院의 수는 4,600, 蘭은 약 40,000, 僧尼의 수는 260,500으로 조사되었다.191) 곧이
究史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會昌廢佛은 종교적 사건이자 華夷思想의 극단적
표출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나, 여타 측면은
논지 전개의 편의상 본문에서는 서술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187) 諸戶立雄,
中國佛敎制度史の硏究 , 東京: 平河出版社, 1990, p.50. 해당 본문에서
복원한 내용은 ｢私畜條｣의 “諸道士女冠僧尼, 不得私蓄奴婢ㆍ田宅ㆍ資財.”에 해당한
다.
188) 入唐求法巡禮行記 (圓仁 撰, 小野勝年 編,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 東京 : 鈴木
學術財團, 1964) 卷3, p.459, ｢十月九日，敕下：“...若僧尼有錢物及穀斗田地莊園, 收納
官. 如惜錢財, 情願還俗去, 亦任勒還俗, 充入兩稅徭役.”... 左街功德使奏, 准敕條流僧
尼, 除年已衰老及戒行精確外, 愛惜資財, 自還俗尼, 共一千二百卅二人. 右街功德使奏,
准敕條流僧尼, 除年已衰老及戒行精確外, 愛惜資財, 自還俗僧尼共二千二百五十九人.｣
189)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p.71, ｢又敕下, 令毁拆天下山房蘭若ㆍ普通佛堂ㆍ義井ㆍ村
邑齋堂等, 未滿二百間ㆍ不入寺額者. 其僧尼等盡勒還俗, 充入色役. 具令分析聞奏. 且
長安城裏坊內佛堂三百餘所, 佛像ㆍ經樓等莊嚴如法, 盡是名工所作, 一箇佛堂院, 敵外
州大寺, 准敕併除罄盡. 諸道天下佛堂院等, 不知其數, 天下尊勝石幢ㆍ僧墓塔等, 有敕
皆令毁拆.｣ 이러한 조치는 寺院의 경제력을 일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
적 효과는 단순히 기록된 것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90) 淸木場東, 帝賜の構造(唐代財政史硏究 支出編) , 福岡: 中國書店, 1997, pp.503-515.
191)
舊唐書 卷18上 ｢武宗本紀｣, p.604, ｢敕祠部檢括天下寺及僧尼人數, 大凡寺四千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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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5월의 制에서는 寺院을 파괴하고 승려를 還俗시켜 兩稅戶로 충당시키는 한편,

寺院이 소유한 수천만 頃의 비옥한 田土를 압수하고 15만에 달하는 奴婢를 兩稅
戶로 돌리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행하였다.192) 이러한 廢佛 조치는 銅錢의 원
료가 될 銅鐘 및 銅像을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다.193)

唐代의 佛敎界는 寺田과 碾磑를 소유하고 無盡藏을 통해 高利貸를 실시하는
등 경제면에서 폭넓게 활동하여 많은 부를 확보하고 있었다.194) 이와 동시에 승
려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賦稅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승려 하
나의 衣食은 5丁의 소출로도 메울 수 없다는 비난도 있을 정도로195), 佛敎 寺院
과 승려가 잠식하고 있던 경제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196) 그런 점에서 武宗
의 廢佛 조치는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나, 악화된 재정을 단기간에 만회할 수 있

百, 蘭若四萬, 僧尼二十六萬五百.｣
舊唐書 卷18上 ｢武宗本紀｣, p.606, ｢其天下所拆寺四千六百餘所, 還俗僧尼二十六萬
五百人, 收充兩稅戶, 拆招提ㆍ蘭若四萬餘所, 收膏腴上田數千萬頃, 收奴婢爲兩稅戶十
五萬人. 隸僧尼屬主客, 顯明外國之敎. 勒大秦穆護ㆍ祅三千餘人還俗, 於戲! 前古未行,
似將有待 ; 及今盡去, 豈謂無時. 驅游惰不業之徒, 已踰十萬 ; 廢丹雘無用之室, 何啻億
千. 自此清淨訓人, 慕無爲之理 ; 簡易齊政, 成一俗之功. 將使六合黔黎, 同歸皇化. 尙
以革弊之始, 日用不知, 下制明廷, 宜體予意.｣ 한편 생각할 것은 빼앗은 밭을 道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會昌廢佛 과
정에서 道敎 측은 비록 佛敎 측에서 담당하던 行香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佛敎 寺
院의 재산을 道敎 측이 확보하였던 경우는 살펴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會昌廢佛
의 목적은 道敎의 진흥 혹은 夷狄의 종교 배척과 같은 이념적 측면보다 조정의 경
제력 확보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3) 唐會要 卷49 ｢雜錄｣, pp.1008-1009, ｢會昌五年七月, 中書門下奏 : “以天下廢寺銅像
及鐘磬等委諸道鑄.” 其月, 又奏 : “天下士庶之家所有銅像, 幷限敕到一月內送官, 如違
此限, 幷准鹽鐵使舊禁銅條件處分. 其土木等像幷不禁, 所由不得因此擾人. 其京城及畿
內諸縣衣冠百姓家, 有銅像幷望送納京兆府. 自拆寺以來, 應有銅像等, 衣冠百姓家收得,
亦限一月內陳首送納, 如輒有隱藏幷准舊條處分.” 勅旨 : “宜依.”｣ 銅으로 된 佛像을
압수하는 한편 흙이나 나무로 된 佛像은 금하지 않았다는 점은, 會昌廢佛의 목적이
지극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 매우 집중하였
음을 보여준다.
194) 道端良秀, 中國佛敎社會經濟史の硏究 , 京都: 平樂寺書店, 1983, pp.30-120.
195)
唐會要 卷47 ｢議釋敎｣ 上, p.981, ｢今天下僧道, 不耕而食, 不織而衣, 廣作危言險
語, 以惑愚者. 一僧衣食, 歲計約三萬有餘, 五丁所出, 不能致此. 擧一僧以計天下, 其費
可知.｣
196) Kenneth Ch'en, “The Economic Background of the Hui-Ch'ang Suppression of
Buddh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 no. 1/2, 1956, pp.84-8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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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책이었다.197)

廢佛 조치는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宣宗이 復佛하던 시기에
이르러 다시 佛經을 구하려 하나 얻을 수 없었다는 기록은 廢佛이 얼마나 강력
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하고 있다.198) 당시 唐에 거주하고 있었던 日本의 求法

僧 圓仁이 본국으로 추방되는 과정에서 필사한 佛經 등을 지인에게 맡겼으나 이
역시 온존할 수는 없었다는 기사 역시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준다.199)
다만 成德 藩鎭과 魏博 藩鎭의 경우는 廢佛의 여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200) 五臺山의 승려들이 幽州 藩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아, 幽州 藩

鎭 역시 藩鎭 내에서 廢佛 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
다.201)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조정이 河北三鎭에 요구하는 바가 병력 운용과 관
련된 측면 만으로 축소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圓仁이 기
록한 河北三鎭 내의 廢佛과 관련된 소식은 당시의 정황을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
197)

會昌廢佛의 원인은 다기하나, 廢佛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여러 史料에서 부각
되어 있음은 앞서 확인하였다. 직접적인 史料의 부재로 가능성의 영역에 머무를 수
밖에 없지만, 필자는 廢佛에 劉稹의 난에서 소모된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있었
으리라는 추측에 나름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98) 全唐文 卷788 ｢餞潭州疏言禪師詣太原求藏經詩序｣, p.8250上, ｢會昌季年, 武宗大翦
釋氏, 巾其徒且數萬之民, 隸具其居, 容貌於土木者沈諸水, 言詞於紙素者烈諸火. 分命
御史, 乘驛走天下, 察敢隱匿者罪之. 由是天下名祠珍宇, 毁撤如掃. 天子建號之初, 雪釋
氏之不可廢也, 詔徐複之. 而自湖以南, 遠人畏法, 不能酌朝廷之體, 前時焚撤書像, 殆無
遺者. 故雖明命複許制立, 莫能得其書.｣
199)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p.201, “見將佛敎像隨身行, 的應作障礙, 罪及違敕. 仍共劉
譯語商量, 從京將來聖敎功德幀及僧服等, 都四籠子, 且寄著譯語宅裏, 分付譯語, 囑令
檢校.” ; pp.271-272, “六月廿九日, 丁雄萬來到, 兼得楚州主人劉慎言書, 先寄功德幀ㆍ
文書之中, 胎藏ㆍ金剛兩部大曼荼羅盛色者, 緣淮南敕牒嚴切, 劉慎言已焚訖. 其餘圖畫
及文書等, 具得將來. 雄萬不得向揚州而來.”
200) 西尾賢隆, ｢圓仁の見聞した會昌廢佛｣, 中國近世における國家と禪宗 , 京都: 思文閣
出版, 2006, pp.69-74. 해당 논문에서 근거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長安의 萬
年縣과 幽州를 비롯하여 현재의 지명으로 山東省 蓬萊縣, 河南省 汜水縣, 山西省 太
原縣, 浙江省 海寧縣, 江蘇省 江都縣, 安徽省 淮安縣, 湖北省 武漢市, 湖南省 長沙市,
江西省 南昌市, 福建省 甫田縣, 四川省 廣漢縣에 걸쳐 있다.
201) 資治通鑑 卷248 ｢唐紀｣64 武宗會昌五年, pp.8018-8019, ｢五臺僧多亡奔幽州. 李德
裕召進奏官謂曰 : “汝趣白本使, 五臺僧爲將必不如幽州將, 爲卒必不如幽州卒, 何爲虛
取容納之名, 染於人口! 獨不見近日劉從諫招聚無算閒人, 竟有何益!” 張仲武乃封二刀
付居庸關曰 : “有遊僧入境則斬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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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黃河 이북의 鎭(成德 藩鎭)ㆍ幽(幽州 藩鎭)ㆍ魏(魏博 藩鎭)ㆍ潞(昭義
藩鎭) 등의 네 節度使는 원래 佛敎를 숭상하고 중히 여겨 절간을 허물지 않

았으며 승니도 규제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불교에 관한 일은 일체 흔들림이
없었다. 번번이 勅使를 보내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그들은 말하기를
“天子께서 스스로 와서 寺院을 허물고 경전과 불상을 불살라버린다고 하면
곧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臣 등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
다.202)

당시 昭義節度使 劉稹의 난이 이미 실패해 해당 영역이 조정의 손에 들어왔다
는 사실과, 昭義 藩鎭에서 廢佛이 진행되었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
은 분명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기록은 河北三鎭의 영역에서 廢佛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방증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河北三鎭의 영역에서 廢佛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廢佛 조치는 佛敎 寺院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책이 되는 동시에, 藩鎭 경제력의 일부를 몰수함으로써 조정이 藩鎭을 통제
하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河北三鎭에 대한 통제력이 昭義

藩鎭 토벌 과정에서 극도로 축소되었음을 이미 확인하였으며, 이는 廢佛의 시행
에 있어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게다가 會昌廢佛의 조치는, 이미 佛

敎가 성행하던 唐 후반기에는 대단히 극단적인 조치였던 만큼 본래의 목표 달성
을 방해하는 요소는 최대한 제거해야만 했다. 그런 점에서 劉稹 토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에서 할거를 묵인 받은 河北三鎭의 영역을 廢佛의 대상으
로 삼는 것은 난망한 일이었다.203)
그런 점에서 會昌廢佛은 단순히 종교 문제의 영역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직전 시기에 크게 소모된 軍費로 인해 위기에 빠진 재정을 보강하려는 조정의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p.245, ｢唯黃河已北, 鎭ㆍ幽ㆍ魏ㆍ潞等四節度, 元來敬重佛
法, 不拆舍, 不條流僧尼. 佛法之事, 一切不動之, 頻有敕使勘罰, 云 : “天子自來毁拆焚
燒, 卽可然矣. 臣等不能作此事也.”｣
203) 柳田聖山, ｢唐末五代の河北地方に於ける禪宗興起の歷史的社會的事情について｣, 日
本佛敎學會年報 25, 1959, pp.171-86. 成德 藩鎭은 지속적으로 佛敎를 후원하며 臨
濟 義玄과 趙州 從諗 등 禪宗의 중요인물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었다. 唐 전역에
걸친 廢佛의 가운데에서도 河北三鎭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禪宗의 발달이 이루어진
다는 사실은 廢佛 조치에 대해 河北三鎭이 취한 태도, 그리고 조정의 廢佛 조치가
지니는 한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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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그리고 조정과 河北三鎭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의 특이성 전반을 드
러내주는 사건이었다. 즉, 河北三鎭과 조정의 관계는 武宗 시기 唐 조정이 취한
일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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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憲宗 시기까지 조정은 藩鎭이 조정의 권위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달리하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조정은 藩鎭에 대한 적극책
을 기본으로 하여 그 시야에 藩鎭 전체를 제압 목표로 삼고 이를 순차적으로 달
성하여, 憲宗 말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전체 藩鎭을 제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藩鎭에 대한 유화책을 기조로 하는 牛黨이 집권한 穆宗 시기가
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穆宗 초기, 조정이 藩鎭 병력을 삭감하기 위해 취한 銷

兵政策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河北三鎭이 다시금 할거 형세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河北三鎭은 조정에서 임명한 節度使를 차례로 축출하고 조정
과 대치하였는데, 조정은 병력과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河北三鎭을 토벌하
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河北三鎭은 河北에서 할거하는 그 이상으로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하였
는데, 이는 藩鎭 내의 권력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본래 藩鎭의 節度使와 官健
사이에서 節度使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것은 조정의 권위가 節度使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河北三鎭의 경우 節度使 역시 크게 보면 조정의 명령을 거부
하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節度使가 조정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
함으로 인해 여타 藩鎭과 달리 藩鎭 내의 권력구조에서 官健 쪽에 무게가 실리
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節度使가 조정에 대항하여 인근 지역을 공격하려 하더라
도, 官健이 위험을 무릅쓰려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요할 수 없는 권력구조가 형성
되어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藩鎭은 조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
었기 때문에, 河北三鎭 역시도 조정에 완전히 등을 돌리기는 어려웠다. 내부의

稅收를 가지고 藩鎭 외부 세력과 전쟁을 벌일 때 官健은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 때문에 河北三鎭은 과거 자신의 영역에서 할거하는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조정과 河北三鎭 간에 이와 같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양자는 미묘한 대치 국
면을 형성하게 되었다. 거기에 穆宗 즉위 이후 조정에서 우세를 띠게 된 牛黨의
성향이 더해져서, 唐 조정은 河北三鎭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들과 공존
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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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河北三鎭과 유사한 행보를 취하려는 藩鎭의 등장, 그리고 河北과 인접한 洛陽
에의 위협 등 일련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정은 河北三鎭의 할거는 인정하되, 할거를 지향하는 藩

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二元的 노선을 취하였다.
조정은 특히 節度使를 계승하려 시도하는 河南 및 河北의 藩鎭들을 저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節度使 직위의 세습은 해당 藩鎭 내의 제어권 일체가 조
정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穆宗에서 文宗에 이르는 시기 조정은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억눌렀고, 이를 통
하여 조정은 節度使의 임명권을 확보함으로써 河北三鎭과 인접한 藩鎭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곧 河北三鎭을 제외한 河南과 河北의 藩鎭이 조정에 순
복하는 二元的 구도의 형성으로, 조정은 이를 통해 河北三鎭의 할거가 藩鎭 전반
의 할거로 번지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한편 河北三鎭 인근 藩鎭의 장악은 河東 藩鎭, 河陽三城 藩鎭 등을 중심으로

河北三鎭과 關中 지역 사이에 방어선을 형성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河東 藩鎭
은 太行山脈에 의지하여 河北三鎭의 서쪽 경계를 이루었고, 河陽三城 藩鎭은 河

北과 洛陽 간의 최단로를 책임지면서 남쪽에서 河北三鎭을 견제할 수 있었다. 거
기에 橫海 藩鎭을 비롯한 河南과 河北의 藩鎭이 조정에 순복하였기 때문에 조정
은 河北三鎭의 할거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藩鎭 제어 질서를 완비시키기 위해서는 昭義節度使의 세습 문제
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憲宗 시기 平盧節度使 李師道를 죽이고 항복한 劉悟는
조정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어 昭義節度使가 되었으며, 劉悟의 사후 敬宗이 그 아
들 劉從諫의 昭義節度使를 계승한 것도 劉悟가 지닌 위상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
러나 昭義節度使가 된 후 劉從諫은 조정의 통제에서 이탈하려는 등, 조정이 구상
하는 二元的 통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조정에서 河北三鎭 인근의 藩鎭
들에 대한 제어를 강화한 움직임과는 상반된 행보로, 본질적인 모순을 내포한 것
이었다.

穆宗에서 文宗에 이르는 기간 주도권을 잡았던 牛黨이 일시적 약세를 보이는
한편, 武宗 시기 李德裕가 재상이 됨으로 인해 조정은 昭義 藩鎭에 대해 보다 강
력하게 대응하게 되었다. 劉悟에 이어 節度使가 된 劉從諫 시기부터 조정과 마찰
을 빚던 昭義 藩鎭이 劉從諫의 사후 그 조카인 劉稹의 節度使 계승과 관련하여
조정과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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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昭義 藩鎭 제압에 河北三鎭의 병력을 활용하면서 河北三鎭이 할거하는
상황을 묵인하였고, 실제로 河北三鎭이 토벌군에 합류하면서 昭義 藩鎭은 고립되
었다. 그러나 고립된 상태에서도 昭義 藩鎭은 상당 시일을 버티는 데 성공하였는
데, 이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劉稹이 節度使 직을 조정을 통해 추인받는 데에
만 집중하였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전과를 거둔 부하에게도 조정을 자극하였다며
상을 주기를 거부하는 등, 劉稹은 자신이 조정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며 할거
상태를 인정받기 원할 뿐이라는 뜻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조정은 더 이상 河北三鎭을 제외한 여타 藩鎭의 할거를 인정하지 않았
다. 이는 과거와 달리 조정에서 藩鎭에 대한 二元的 통제 구도를 관철시키려 하
였기 때문으로, 재상 李德裕는 劉稹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토벌군을 채
근하여 기어이 昭義 藩鎭을 토벌하는데 성공하였다.

昭義 藩鎭 토벌 과정과 그 이후 河北三鎭에 전한 李德裕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당시 조정은 다른 藩鎭의 할거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반면에, 河北三

鎭의 할거는 묵인하면서 병력 운용 관련 요청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二元的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武宗 시기에 이와 같은

藩鎭 제어 질서가 완성된 것은 그를 이은 宣宗(846-859)이 ‘작은 太宗’의 治世204)
를 펼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조정과 藩鎭 간 관계는 안정을 찾았지만, 河北三鎭을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조정에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天寶 초까지
만 해도 唐 전체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河北에서의 上供이 끊어지고
오히려 지원해야 할 비용만 남은 상황은 唐朝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거기에 劉稹의 난 진압에 소요된 軍費까지 포함시키면 唐朝가 져야했던 부담은
결코 적지 않았다.

武宗 시기 佛敎의 대탄압을 일컫는 이른바 ‘會昌廢佛’은 그런 점에서 극단적이
지만 절실한 조치였을 개연성이 있다. 즉, 劉稹의 난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가 발
생할 시기가 되면 경제적 목적에 치중하여 廢佛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모습
이 확인된다. 직접적인 양자의 연결을 언급하는 史料의 부족에도, 廢佛 조치가

劉稹의 난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204)

資治通鑑 卷249 ｢唐紀｣65 宣宗大中十三年, p.8076, “宣宗性明察沈斷, 用法無私,
從諫如流, 重惜官賞, 恭謹節儉, 惠愛民物, 故大中之政, 訖於唐亡, 人思詠之, 謂之小太
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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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주목할 것은 廢佛의 과정에서도 河北三鎭에서는 해당 조치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조정이 국가 전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수
행함에 있어서도 河北三鎭에 있어서는 강하게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모습은 결국 穆宗에서 武宗에 이르는 시기 지속적
으로 추진된 藩鎭 對策의 내용에 다름 아니다.

穆宗 초 河北三鎭이 조정에서 파견한 節度使를 축출하고 할거하면서 새로이
정비될 필요가 있었던 조정의 藩鎭 제어 질서는 武宗 시기에 정착되기에 이르렀
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河北三鎭과 여타 藩鎭을 구분하는 二元的 구도를 구상ㆍ
정비하게 되었고, 때문에 조정과 河北三鎭 사이에는 독특한 관계가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양자의 특수한 관계는 해당 시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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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부표> 德宗-武宗 시기 河北三鎭 節度使 年表
1. 成德節度使
이름

李寶臣(張忠志)
張孝忠
王武俊
王士眞
王承宗
田弘正(田興)
牛元翼
王廷湊(王庭湊)
王元逵

재직 기간
寶應 元年(762)-

임직 요인
병사들이

建中 2年(781)
建中 2年(781)-

옹립

建中 3年(782)
建中 3年(782)-

조정의 명
병사들이

貞元 17年(801)
貞元 17년(801)-

옹립
아버지

元和 4年(809)
元和 4年(809)-

王武俊 계승
아버지

元和 15年(820)
元和 15年(820)-

王士眞 계승

長慶 元年(821)
長慶 元年(821)長慶 2年(822)
長慶 2年(822)-

조정의 명
조정의 명
병사들이

太和 8年(834)
太和 8年(834)-

옹립
아버지

大中 8年(854)

王廷湊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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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요인

이후의 행적

사망

-

조정의 명

義武節度使

사망

-

사망

-

사망

-

반란으로

-

피살
반란으로

山南東道

쫓겨남

節度使

사망

-

사망

-

2. 魏博節度使
이름

田悅
田緖
田季安
田弘正(田興)
李愬
田布
史憲誠
李聽
何進滔
何弘敬

재직 기간

임직 요인

면직 요인

大曆 13年(778)-

큰아버지

田緖에게

興元 元年(784)

田承嗣 계승

피살

興元 元年(784)-

族兄 田悅

貞元 12年(796)

살해

貞元 12年(796)-

아버지 田緖

元和 7年(812)

계승

元和 7年(812)-

병사들이

元和 15年(820)

옹립

元和 15年(820)長慶 元年(821)
長慶 元年(821)長慶 2年(822)

조정의 명
조정의 명

長慶 2年(822)-

병사들이

太和 3年(829)

옹립

太和 3年(829)太和 3年(829)

조정의 명

太和 3年(829)-

병사들이

開成 5年(840)

옹립

開成 5年(840)-

아버지

咸通 7年(866)

何進滔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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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행적
-

사망

-

사망

-

조정의 명

成德節度使

조정의 명

太子少保

반란으로
피살
자청
반란으로
쫓겨남

-

河中節度使
太子少師

사망

-

사망

-

3. 幽州節度使
이름

朱泚
朱滔
劉怦
劉濟
劉總
張弘靖
盧士玫
劉悟
朱克融
李戴義

楊志誠

史元忠
張仲武

재직 기간

이후의

임직 요인

면직 요인

병사들이 옹립

자청

太尉

형 朱泚 계승

사망

-

병사들이 옹립

자청

-

아버지 劉怦

아들 劉總에게

元和 5年(810)

계승

독살

元和 5年(810)-

아버지 劉濟

長慶 元年(821)

계승

大曆 7年(772)建中 2年(781)
建中 2年(781)貞元 元年(785)
貞元 元年(785)貞元 元年(785)
貞元 元年(785)-

長慶 元年(821)長慶 元年(821)
長慶 元年(821)長慶 元年(821)
長慶 元年(821)長慶 元年(821)
長慶 元年(821)寶曆 2年(826)
寶曆 2年(826)太和 5年(831)
太和 5年(831)太和 8年(834)
太和 8年(834)會昌 元年(841)
會昌 元年(841)大中 3年(849)

조정의 명

행적

-

자청

天平節度使

반란으로

太子賓客分

쫓겨남

司
太子賓客分

조정의 명

반란으로 갇힘

조정의 명

조정의 명

昭義節度使

병사들이 옹립

반란으로 피살

-

병사들이 옹립

병사들이 옹립

반란으로
쫓겨남
반란으로
쫓겨남

司

(太子)太保

嶺外로
유배되어

誅

병사들이 옹립

반란으로 피살

-

병사들이 옹립

사망

-

근거자료 : 王壽南, 唐代藩鎭與中央關係之硏究 , 臺北: 大化書局, 1978, pp.5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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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憲宗 초기 藩鎭의 세력 분포도

출처 : 氣賀澤保規,

絢爛たる世界帝國 -隋唐時代- , 東京: 講談社, 2005,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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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从穆宗到武宗时期(820-846)唐朝的藩镇控制
― 以河北三镇及其邻近藩镇为中心 ―

趙 鍾 成
朝廷一直到宪宗时期,都根据藩镇是否认定朝廷的权威采取不同的对策。在这样的政
策路线上朝廷平定了藩镇割据，但是由于宪宗时期的战争唐朝遇到了财政危机。宪宗
逝世以后，穆宗续位了。穆宗为了克服财政危机，意图削弱藩镇兵力。这导致了官健
的反抗，是因为这些官健本是由官府聘招的职位性军人，但是在世袭职位过程中，他
们失去了农耕能力。随着官健的反抗，在河北三镇再次出现了叛乱。但是由于朝廷抵
御叛军的失败，而河北三镇再次出现了割据现象。
当然，因为河北三镇内部的权力机构不稳定以及朝廷已经平定了周围藩镇的原因，
河北三镇根本没法继续扩展势力。但是这样的趋势却导致了要走跟河北三镇一样的道
路的藩镇的出现、洛阳告急等一系列问题。为了应对这些问题，朝廷取了认定河北三
镇割据，但彻底抵御藩镇割据的两条政策路线。朝廷尤其注重抵御河南及河北的藩镇
不让他们继承节度使 。 因为节度使职位的世袭是意味着朝廷在藩镇内部没有了控制
权。
从穆宗到文宗时期，朝廷彻底抑制了这样的企图，就取得了节度使的任命权的同时
又可以彻底控制河北三镇周围的藩镇了 。 这样就形成了除了河北三镇以外的河南藩
镇、河北藩镇服从朝廷的二元格局。通过二元格局的形成朝廷能预防了河北三镇的割
据发展成更多藩镇的割据的事件。河北三镇与关中地区之间形成了以河东藩镇、河阳
三城藩镇为中心的防线，河北三镇威胁洛阳的可能性减少了，而且朝廷也能够把河北
三镇割据时出现的问题平息下来。
但是为了完全控制好藩镇，首先要解决昭义节度使的世袭问题。昭义节度使刘悟死
后其子刘从谏继位了，这跟朝廷对河北三镇周围的藩镇进行积极地控制相反。虽然刘
悟有特殊性的地位，但是牛党轻易的同意节度使的继承是相当有错误的决定。
刘从谏续位后，跟朝廷有矛盾的昭义藩镇开始不听朝命而试图努力从朝廷的控制里
摆脱。再加上，刘从谏要让其弟之子刘稹续节度使的位，朝廷跟昭义藩镇的矛盾更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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锐了。当时身为宰相的李德裕的主张与牛党执政时期相反，他主张讨伐昭义藩镇。朝
廷默认河北三镇割据的同时利用了其兵力，河北三镇的兵力参与讨伐军以后昭义藩镇
则陷于孤立。昭义藩镇在陷于孤立的状态下依然对抗了较长时间，这是因为这时候刘
稹专注着通过朝廷追认为节度使的职位。刘稹跟朝廷表明自己不会否定朝廷的权威，
只希望朝廷能认定割据状态的想法。
但是除了河北三镇外朝廷大致上能掌控全国的藩镇。而且当时以李党的首领为的宰
相李德裕不接受刘稹的想法，反而让讨伐军更加压迫昭义藩镇。处于守势的刘稹手下
的将们在昭义藩镇杀了刘稹并且求降了。这样刘稹之乱失败，唐朝的二元执政格局也
能顺利地建立下去了。
朝廷跟藩镇之间的关系稳定下来了，但是朝廷要持续支援河北三镇这给朝廷带来了
很多财政上的负担。一直到天宝初，河北一直向朝廷上供，这些占了全部唐朝财政的
很大部分，现在断了供奉，反而要支援，这影响到了唐朝的财政。再加上，跟回鹘发
生战争及镇压刘稹之乱时消耗的军费，唐朝廷财政负担加重。
从这一点上看，刘稹之乱和会昌废佛这两件事件同时发生很有意思。平定刘稹之乱
时，朝廷进行毁佛教的活动 。 灭佛活动开始于刘稹之乱结束以后正要论功行赏的时
候，所以刘稹之乱引致了会昌废佛的可能性相当大。但是这时候与河北三镇的情况不
一样。这跟唐朝取了分别治河北三镇与藩镇的二元政治路线有关。进行会昌废佛时，
之所以在河北三镇进行灭佛的活动进行得稍微消极，是因为朝廷处于不能积极压制河
北三镇的情况。
从穆宗到武宗时期朝廷形成了区分河北三镇与其他藩镇的二元格局，所以朝廷与河
北三镇之间自然形成了很特别的关系。在了解当代实情时这些两方的特殊关系是非常
重要的可变因素。
關鍵詞 : 唐后期, 藩镇, 河北三镇, 二元控制, 节度使世襲, 刘稹之乱, 会昌废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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