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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7세기 중반 백제의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朴 主 善
이 논문은 7세기 중반 국제정세에 따라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추이를 검토한 것이다.
義慈王은 신라와의 다툼이 격화되자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 방법으로도 신라를 압박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그가 신라를 상대로
추진한 정책은 신라 고립책이라고 할 수 있다. 武王은 재위 후반부터 신
라를 견제하기 위해 唐과 倭를 대상으로 한 외교에 주력하였는데 이를
의자왕이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 고립책으로 인
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의자왕은 즉위 초부터 과감하게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신라 공격을 만
류하는 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백제와 당의 관계 악화는 왜 조
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왜에는 당의 팽창을 우려하며 당이 왜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백제와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신라 고립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왜 조정에서는 친백제세력이 약화되고 친신라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645년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이 일어나자 친신라세
력이 친백제정책을 주도하던 蘇我 本宗家를 멸망시키고 조정을 장악한
후 외교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른바 ‘乙巳의 變’이 일어난 것이다.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孝德 등 친신라세력은 신라를 통해 당

과 교섭하기를 원하였다. 왜의 요청으로 신라의 大臣 金春秋가 647년
渡倭하였고 그는 648년 당에 들어가 왜의 表文을 전달하며 왜와 당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백제는 645년에 왜의 새로운 정권이 백제에 우호적
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651년 백제가 사신을 보낼 때까지
양국의 사신 파견은 단절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백제는 647년부터 649년
까지 신라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며 신라에게 우위를 빼앗겼다.
의자왕은 651년 唐 高宗의 璽書를 통해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새서 내용을 왜에 전달하며 왜를 다시 친백제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한편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왜에 나타나자 新
羅征討論을 제기되는 등 왜 조정 내부에서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생겨났
다. 당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결국 中大兄은
653년 飛鳥還都論을 주장하여 친신라정책을 추구하는 효덕과 결별하고
친백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653년 백제와 왜는 通好에 이르게 되었
다. 백제에게 653년 통호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왜를 둘러싼 외
교 경쟁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대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중 唐을 제외한 고구려·왜를 포섭하는데 성공했
기 때문이다. 의자왕의 의도는 고구려가 唐을 견제하고 왜가 백제를 지
원하며 신라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고구려·백제·왜와 당·신라의 대결 구
도는 이후 동아시아에 큰 변혁을 일으킨 국제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653년의 통호와 그 배경이 되는 백제의 신라 고립책은 큰 의미
를 가진다.
비록 백제와 왜가 통호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공고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백제는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
였다. 반면 대외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왜 조정은 당의 팽창을 저지해 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따라 백제·신라의 관계에 변화를 주
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7세기 중반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면 백제는 신
라 고립책에 몰두한 나머지 왜의 대외정책에 휘둘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시기 양국 관계는 왜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義慈王, 신라 고립책, 對倭관계, 通好, 대외적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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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7세기 중반 백제와 신라의 대립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자왕은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동시에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신라
를 압박하였다. 주변국을 포섭하여 신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
던 것이다. 이처럼 의자왕이 신라를 상대로 추진한 정책은 신라 고립책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와 신라의 대립에서 흥미로운 점은 양국이
왜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비록 왜는 바다 건너에 위치하
고 있었지만 배후에서 한반도를 지원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는 상호 간의 대립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서로 왜
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다.
7세기 중반 백제와 왜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653년 백제와 왜의
通好이다.1) ‘통호’라는 말에서 653년 이전에 백제와 왜의 관계가 원만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호기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의 관계에 대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어 있
다.2) 한편으로 이 기사를 의식해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원하거나
냉각·위축된 상태였으나 이내 다시 관계를 재확인·유지한 것으로 혹은
이전시기보다 강화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3)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양국이 계속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해 보면 왜는 645년 이후 친신라정
책을 선택하여 한동안 백제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지만 653년에 통호함으
로써 백제와 왜는 우호를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3년의

1)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3년, “秋八月, 王與倭國通好.”
2) 兪元載, 2003〈왜와의 관계〉《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金恩淑, 2003〈왜국과의
관계〉《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3) 金恩淑, 2007〈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 隋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
으로〉《한일관계사연구》26, 한일관계사학회; 박민경, 2000 〈무왕·의자왕대 정국운
영의 연구〉《한국고대사연구》20, 한국고대사학회; 정동준, 2006〈7세기 중반 백제
의 대외정책〉《역사와 현실》61,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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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호 기사는 백제와 왜의 관계뿐만 아니라 왜를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경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7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외교는 복잡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653년
의 통호 과정에도 백제와 신라의 대립, 그리고 백제와 왜의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고구려·백제·왜의 진영
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백제 멸망 이후 왜가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하
는 動因이 되었다는 점에서 백제의 신라 고립책은 물론 대왜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653년 통호 기사는 당시 급변하는 동아
시아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
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통호 자체보다는 이후 발발하는 전쟁에 주
목하였기 때문에 통호의 목적이나 과정은 상대적으로 크게 언급되지 않
았고 653년의 통호는 전쟁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4) 여기에는 사료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끼쳤다. 통호기사
는 백제본기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對倭관계기사이자, 毗有王 2년(428)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다.5) 또한 백제 멸망에 앞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백제의 대왜관계기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三國史記≫에는 이
기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
리고 고구려·백제·신라와 관련한 기사가 많은 ≪日本書紀≫에는 당시 국
제정세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사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7
세기 중반 양국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645년 大化改新 이후 왜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일본학계에서는
크게 등거리·균형외교로 이해하는 설과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분열
과 대립을 강조하는 설이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백제나 신라에 치우치

4) 653년의 통호를 언급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고구려·백제·왜의 세로축과 당·신라의 가
로축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李萬烈이 이 시기 동아시
아의 정세를 동서세력(당·신라)와 남북세력(고구려·백제·왜)의 대결로 파악한 것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977〈삼국의 抗爭〉《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484쪽).
5)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2년, “春二月, …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비록 武王 9년(608)에 隋使 裴(世)淸이 백제를 거쳐 왜로 향했다는 기사가 있기는 하
지만, 백제와 왜가 직접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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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서 종주국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井上光貞의 견해가 대
표적이다.6) 왜의 종주국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기 왜가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견해는 ≪日本書紀≫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취신한 결과
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石母田正을 필두로 왜 내부의 권력 다
툼과 외교정책을 연결하여 이해하였다.7) 즉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대립이 왜 내부의 권력 다툼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640년대와 650년대의 왜에서는 정변이 자주 일어났다. 또한 대
외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후자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양국의 외교를 검토하면 나름의 기준에 의해 운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를 고립시키고자 하
였고 왜는 당의 팽창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변국에서 이를 저지해주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즉 이 시기 백제와 왜의 외교를 作動시킨 것은 각각
신라 고립책과 대외적 위기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의 국익
이 합치하여 나타난 사건이 바로 653년의 통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백제와 왜가 통호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의자왕의 신라 고
립책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대왜외교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의자왕의 외교정책을 ‘신라 고립책’으로 이해하면 그의 재위기간은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당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대당관계가 악화되는 시기(641~645), ②왜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신라
공격에 나서는 시기(646~649), ③왜에 접근하여 통호에 이르는 시기
(650~653), ④고구려‧백제‧왜의 진영이 형성되어 당‧신라와의 갈등이 격
화되는 시기(654~660)로 나누는 것이다. 네 시기로 세분했지만 논의의
6) 井上光貞, 1975〈大化改新と東アジア〉《岩波講座日本歴史2 : 古代2》, 岩波書店; 鬼
頭淸明, 1976《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西本昌弘, 1987〈東アジ
アの動乱と大化改新〉《日本歴史》468, 日本歴史社; 鈴木靖民, 1992〈七世紀東アジ
アの爭乱と変革〉《新版 古代の日本2 : 東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森公
章, 2006《(戦争の日本史1) 東アジアの動乱と倭国》, 吉川弘文館.
7) 石母田正, 1971《日本の古代国家》, 岩波書店; 鈴木英夫, 1980〈七世紀中葉における
新羅の對倭外交〉《国学院雑誌》81-10, 国学院大学出版部 ; 八木充, 1986《日本古代
政治組織の研究》, 塙書房; 山尾幸久, 1989《古代の日朝関係》, 塙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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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하여 전반(①‧②)과 후반(③‧④)으로 대별하여 검토하고자 한
다.8)
1장에서는 의자왕대의 상황을 검토하기에 앞서 무왕대 후반에 해당하
는 620~630년대에 백제와 왜의 관계가 동요하는 모습을 살필 것이다.
1절은 무왕 후반에 보이는 신라 공격 양상을, 2절에서는 신라의 적극적
인 대왜외교로 인하여 왜 내부에 친신라세력이 대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자 한다. 2장은 의자왕대 전반의 백제와 왜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1절
에서는 의자왕이 신라 고립책을 始動함으로써 백제와 당의 관계가 악화
되는 모습, 2절에서는 당의 백제 공격 가능성으로 인한 왜 내부의 백제
에 대한 반감과 왜의 친당·신라정책 추진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그
리고 3장에서는 의자왕대 후반에 백제와 왜가 우호를 회복하여 通好한
것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1절에서는 당·신라의 군사적 밀착에 대응하
며 백제와 왜가 통호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2절에서는 통
호 이후 백제와 왜 내부의 반발을 살피면서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8) 기존 연구에서는 의자왕의 치세를 15년(655)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이해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盧重國, 1988《백제정치사연구 : 국가형성과 지배체제의
변천을 중심으로》, 일조각, 210쪽에서 의자왕 15년 이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정
사를 그르친 것으로 파악한 것에 많은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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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무왕대 후반 백제와 왜의 관계 동요
1. 백제의 신라 공격 양상
무왕과 의자왕의 공통점은 신라 공격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주변국을 포섭하여 신라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유사하다. 무왕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대치하고 있었는데 무왕은 중국 왕조와의 관계를 우호적
으로 유지함으로써 신라 공격에 집중하려고 하였다. 중국 왕조가 고구려
를 견제한다면 고구려의 백제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낮춘 상태에서 백제
는 신라에 대한 압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왕은 611년 2월 수에 사신을 보내 煬帝의 고구려 공격에 동
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 후 동년 10월에 신라 椵岑城을 공격하였
는데 이를 통하여 무왕의 의도를 알 수 있다.9) 앞서 607년 백제가 수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고구려가 보복
성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를 신라 공격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
다.10) 이러한 방식을 당과의 관계에도 이어나갔다.
무왕은 626년 당에 明光鎧를 바치며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하소연한 후에 신라를 공격하였고 636년에도 먼저 당에 사신을 보내고
신라 공격을 수행했는데 이때의 사행도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
다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양상은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
9)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12년, “春二月, 遣使入隋朝貢, 隋煬帝將征高句麗,
王使國智牟入請軍期, 帝悅, 厚加賞錫, 遣尙書起部郞席律來, 與王相謀. … 冬十月, 圍新
羅椵岑城, 殺城主贊德, 滅其城.”
10)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8년, “春三月, 遣扞率燕文進入隋朝貢, 又遣佐平
王孝隣入貢, 兼請討高句麗, 煬帝許之, 令覘高句麗動靜. 夏五月, 高句麗來攻松山城, 不
下, 移襲石頭城, 虜男女三千而歸.”
11)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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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八月, 遣兵攻新羅王
在城, 執城主東所殺之.”; 同 37년, “春二月, 遣使入唐朝貢, … 夏五月, 王命將軍于召,
帥甲士五百往襲新羅獨山城, 于召至玉門谷日暮, 解鞍休士, 新羅將軍閼川將兵掩至鏖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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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무왕조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는 총 13차
례의 전투를 치렀고 그 중 백제의 선제공격은 11차례였다.12) 그리고 11
번의 선제공격 중 8차례가 623년 이후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왕의 대당외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21년 처음으
로 당에 사신을 보낸 이래 640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
견했다. 즉 무왕은 대당외교와 신라 공격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표 1). 이를 통하여 당이 고구려를 묶어둔 상태에서 신라 공격에
집중하겠다는 무왕의 의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무왕의 대당외교는
성공적이었다. 백제와 당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 고구려의 백제 공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표 1] 무왕대 對唐외교와 신라 공격
연월
621년
10월
623년
가을
624년
1월
624년
7월
624년
10월
625년
11월
626년
?월
626년
8월

대당외교

신라 공격

전거
백제본기,

果下馬 헌상
늑노현
조공, 奉表

구당서 백제전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구당서 백제전

조공

비고
첫 사신파견

책봉 받음

백제본기
속함성 등

백제본기,

6성

신라본기

조공

백제 승리

백제본기

明光鎧 바침, 고구려
가 길을 막고 있다고

백제본기

하소연함
왕재성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 승리

之, 于召登大石上, 彎弓拒戰, 矢盡爲所擒.”
12)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무왕의 재위기간과 겹치는 眞平王 22년부터 善德王 9년
까지 백제와의 전투 기사는 12차례 보인다. 신라본기에는 632년 백제의 신라 공격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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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년
12월
627년
7월
627년
8월
627년
?월
628년
2월
629년
9월
631년
9월
632년
7월
632년
12월
633년
8월
636년
2월
636년
5월
637년
12월
639년
10월
640년
2월

조공

백제본기
신라 西鄙

백제본기,

2성

신라본기
백제본기,

조공

구당서 백제전
백제본기,

奉表, 陳謝
가잠성

구당서 백제전
백제본기,
신라본기

조공

백제본기

조공

백제본기
?

조공

백제본기

백제 승리
태종의 璽書

백제 패배

백제 패배

백제본기
서곡성

조공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 승리

백제본기
독산성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백제 패배

구당서 백제전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國學 입학 요청

백제본기

이렇듯 무왕은 중국왕조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신라 공격에 집중
할 수 있었다. 의자왕도 무왕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바탕에
는 왕자 시절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왕위에 오르기 이
전부터 신라 공격과 외교에서 활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近肖古王
의 태자 近仇首(近仇首王)와 聖王의 태자 昌(威德王)의 사례에서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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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백제의 왕자는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13)
의자왕이 즉위 이후 신라 공격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자 시절
신라 공격에 참여 혹은 동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비록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고구려나 신라의 왕자가 전장에서 활
약한 기록은 참고가 된다.14) 그렇다면 그가 태자로 책봉될 수 있었던 배
경으로서 신라전에서의 활약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왕이 신라 공
격이 한창이던 632년에 그를 태자로 책봉했기 때문이다.15) 왕자 시절
그의 역할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다음의 기사는 의자
가 630년대 외교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A① : (舒明 3년[631]) 3월 庚申朔에 백제왕 義慈가 왕자 豊章을 質로
보냈다.16)
A② : (貞觀 11년[637]) 12월 辛酉에 백제왕이 태자 隆을 보내 來朝
하였다.17)

舒明 3년은 631년으로 무왕 32년에 해당하는 해인데 백제왕 의자가
왕자 豊章을 ‘質’로 왜에 보냈다고 한다. 풍장은 의자왕이 사망한 후에
‘故王子’ 혹은 ‘古王子’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의자왕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18) 그리고 ≪續日本紀≫의 敬福 사망 기사에도 의자왕의 아들인
13)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 “秋九月,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 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
壯士.”; ≪日本書紀≫ 卷19 欽明 15년, “冬十二月, …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
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有何懼也. 遂入新羅國築久陀牟羅塞.”
14) 고구려의 경우 大武神王이 왕자 好童에게 樂浪을 공격하게 했고, 太祖王이 아우 遂
成(후의 次大王)에게 군사를 주어 요동태수와 현도태수를 공격하였다(≪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년 3월 및 同 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9년 春).
신라에서는 武烈王의 아들 金法敏(후의 文武王)과 金仁問이 통일전쟁에서 활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太宗王과 同 卷42~43 列傳2~3
金庾信 및 卷44 列傳4 金仁問, ≪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15)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1년, “三十三年, 春正月, 封元子義慈爲泰子.”
16) ≪日本書紀≫ 卷23 舒明 3년, “三月庚申朔, 百濟王義慈入王子豊章爲質.”
17) ≪舊唐書≫ 卷3 本紀3 太宗 貞觀 11年, “十二月辛酉, 百濟王遣其太子隆來朝.”
18) ≪舊唐書≫ 卷199 列傳149 百濟, “百濟僧道琛·舊將福信, 率衆據周留城以叛. 遣使往
倭國, 迎故王子扶餘豊立爲王.”; ≪新唐書≫ 卷220 列傳145 百濟, “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據周留城反, 迎故王子扶餘豊於倭, 立爲王.”;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년, “百濟故將福信及浮圖道琛, 迎故王子扶餘豊, …”; 同 卷28 百濟本紀6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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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장과 禪廣(善光)이 舒明朝에 渡倭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19) 풍장을
의자왕의 아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 태종 貞觀 11년은 637년으로
무왕 38년이지만 백제의 태자를 隆으로 표현하고 있다. 隆은 의자왕 4
년에 책봉된 의자왕의 태자이기 때문에20) 이 기사에 등장하는 백제왕은
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기사에서 모두 무왕의 치세임에도
의자를 백제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사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주변국의 서로 다른 사서에 비슷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무왕은 의자를 태자로 책봉한 이후에는 국정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方丈仙山을 모방하여 宮南池를 조영하고 大王浦
등지에서 群臣들을 모아 자주 연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연못에서 배를
띄워 嬪과 즐기는 등 안락한 말년을 보내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21)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검토한 왕자 시절 의자의 활약과 연결하여 생각
해 볼 여지가 있다. 무왕은 태자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자가 즉위하기 이전 태자의 신분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그가 ‘監國’
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 당에서는 황태자가 監國하게 되면 ‘總
慈王, “武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據周留城叛, 迎古王子扶餘豊, 嘗質於倭國者,
立之爲王.” 의자왕은 660년 백제 멸망 후 소정방에게 붙잡혀 당으로 끌려간 후 며칠
만에 사망하였고, 복신과 도침이 풍장(부여풍)을 맞이한 것은 661년이다. 따라서 ‘故
王’ 혹은 ‘古王’은 죽은 왕, 즉 의자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왕자는 의자왕의
아들을 의미한다.
19) ≪續日本紀≫ 卷27 天平神護 2년 6월 壬子, “刑部卿從三位百濟王敬福薨. 其先者出
自百濟國義慈王, 高市岡本宮馭宇天皇御世, 義慈王遣其子豊璋王及禪廣王入侍.”
20)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4년, “春正月, … 立王子隆爲太子, 大赦.”
21)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5년, “春二月, 王興寺成, 其寺臨水, 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柳, 水中築島嶼, 擬
方丈仙山.”; 同 37년, “三月, 王率左右臣寮, 遊燕於泗沘河北浦, 兩岸奇巖怪石錯立, 間
以奇花異草, 如畫圖. 王飮酒極歡, 鼓琴自歌, 從者屢舞. 時人謂其地爲大王浦. 秋八月,
燕群臣於望海樓.”; 同 39년, “春三月, 王與嬪御泛舟大池.”
22) 신라의 경우이지만 태자의 監國에 대해서는 이승현, 2009〈신라의 동궁제도〉《한
국고대사연구》55, 한국고대사학회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姜鐘元, 2011〈백제 무왕
의 太子 冊封과 王權의 변동〉《백제연구》5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는 무왕이
치세 말기에 의자에게 국정의 상당부분을 위임한 채, 上王(大王)이 되어 현실정치에
서 물러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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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萬機’, ‘總司庶政’이라고 하여 국정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다.23) 비록
의자가 군사와 외교 외의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맡은 것은 확인할 수 없지
만 당시 무왕이 신라 공격에 적극적이었고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
울였다는 점에서 의자는 태자의 신분으로 백제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을 운영한 것이 된다. 즉 의자는 태자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으며 왕위에 오를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
으로 왕위에 오른 후 신라 공격에 힘쓰고 이를 위해 외교적으로는 신라
고립책을 사용한 것이다.
한편 무왕대의 신라 공격에서 椵岑城을 주목할 수 있다. 가잠성은 무
왕대 신라와의 전투에서 3차례나 등장하며 양국이 뺏고 빼앗기는 치열
한 격전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잠성은 ≪三國史記≫ 地理志에 ‘三國
有名未詳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 그 위치를 비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의 사료에는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
B① : 40년(618), 北漢山州 軍主 變品이 가잠성을 수복할 것을 도모하
여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싸웠다. 奚論이 종군하여 적진에 나아가 싸우다
죽었다. 해론은 讚德의 아들이다.24)
B② : 建福 35년(618) 戊寅에 이르러 왕이 해론을 金山幢主로 삼아 한
산주 도독 변품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가잠성을 습격하게 하여 빼앗았
다.25)
B③ : 神文大王 때에 고구려의 殘賊인 悉伏이 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
켰다. 왕이 토벌을 명하며 令胤을 黃衿誓幢 步騎監으로 삼았다. 장차 떠
나려함에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이 행보가 宗族과 벗들로 하여금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실복이 가잠성 남쪽 7리
에 나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고하여 말하기
를, …26)

23) ≪舊唐書≫ 卷6 本紀6 則天皇后 神龍 元年, “(春正月) 甲辰，皇太子監國，總統萬
機.”; 同 卷7 本紀7 中宗, “迎皇太子監國，總司庶政.”
2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四十年, 北漢山州軍主邊品謀復椵岑城, 發兵與百濟
戰. 奚論從軍赴敵力戰死之. 論, 讚德之子也.”
25) ≪三國史記≫ 卷47 列傳7 奚論, “至建福三十五年戊寅, 王命奚論爲金山幢主, 與漢山州
都督邊品, 興師襲椵岑城, 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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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B군에서 가잠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지명은 금산
과 보덕성이다. 금산은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에 해당하는 곳이며 보덕성
은 안승의 보덕국이 있던 익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잠
성의 위치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27) 충청북도 괴산군28), 전라북도 무
주군29) 등으로 비정하였다. 안성설과 괴산설은 B①과 B②에 북한산주
변품이 가잠성 전투에 참여한 것을 의식하여 백제의 의도가 한강유역을
수복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B③에 비중을 두지 않았
던 것 같다. 그러나 B③은 B②와 함께 생각할 경우 가잠성의 위치를 구
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가잠성은 금산당과 보덕
성의 사이, 즉 김천과 익산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가잠성을 익산의 동쪽에 있는 무주에서 구하는 설이 현재로서는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무주설은 무왕대 신라와의 전투 양상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阿莫
山城(母山城)은 가잠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무왕이 신라와 2번 이상 전
투를 벌인 곳으로서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으로 비정된다. 이 일
대는 백제가 옛 대가야 지역으로 향하는 길목으로서 백제와 신라 모두에
게 중요한 곳이었다.30) 이외에도 무왕대 백제와 신라가 전투를 벌인 곳
은 옛 대가야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다(표 2). 즉 무왕은 신라가 차지한

26) ≪三國史記≫ 卷47 列傳7 金令胤, “神文大王時, 高句麗殘賊悉伏, 以報德城叛. 王命討之,
以令胤爲黄衿誓幢歩騎監. 將行謂人曰, 吾此行也, 不使宗族朋友聞其惡聲. 及見悉伏, 出
椵岑城南七里結陳以待之, 或告曰 …”
27) 金泰植, 1997〈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 교섭과 정복〉《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
남대학교 백제연구소, 77쪽.
28) 井上秀雄 譯註, 1980《三國史記》1, 平凡社, 118쪽.
29) 尹善泰, 2010〈武王과 彌勒寺 : 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관련하여〉《백제 불교
문화의 寶庫 미륵사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63~65쪽.
30) 무왕대 아막성 전투 및 운봉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는 김병남, 2004〈백제
무왕대의 아막성 전투의 과정과 그 결과〉《전남사학》24, 전남사학회; 강원종, 2007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호남고고학보》27, 호남고고학회; 金在弘,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
회; 박종욱, 2013〈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69, 한국
고대사학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운봉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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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가야 지역을 공격하는 것에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아도 가잠성은 백제가 옛 대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는 무주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본다.
[표 2] 무왕대 신라와의 전투 양상31)
비정되는

승리
국가

아막산성

현재 지명
전북 남원시

(모산성)

운봉읍

백제 東鄙

?

?

가잠성

전북 무주군

백제

연월

공격 방향

전투 위치

602년

백제 →

8월
605년

신라
신라 →

8월
611년

백제
백제 →

8월
616년

신라
백제 →

10월
618년

신라
신라 →

?월
623년

백제
백제 →

가을
624년

신라
백제 →

10월
626년

신라
백제 →

8월
627년

신라
백제 →

7월
628년

신라
백제 →

2월
632년

신라
백제 →

7월

신라

전북 남원시

모산성

운봉읍

가잠성

전북 무주군
충북 괴산군

늑노현
속함성 등 6성

괴산읍
경남 함양군
일대

신라

?
신라
?
백제

왕재성

경남 함안군

백제

신라 西鄙 2성

?

백제

가잠성

전북 무주군

신라

?

?

신라

전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경북 고령군
633년

백제 →

8월

신라

636년

백제 →

5월

신라

서곡성

우곡면
경남 거창군

백제

백제본기,
신라본기

가조면
독산성

경북 성주군

신라

백제본기,
신라본기

31) 가잠성을 제외한 현재 지명 비정은 정구복 등 譯註, 2011~2012《(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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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왕대의 신라 공격 양상과 관련하여 639년(무왕 40)에 만들어진〈彌
勒寺舍利奉安記〉를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百濟王后佐平沙乇積
德女’가 미륵사 건립에 재정을 희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륵사가 위
치한 익산 지역을 무왕의 왕후 집안인 사씨의 경제적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다.32) 그런데 627년의 沙乞은 무왕대 후반 신라 공격에서 유일하
게 이름을 알 수 있는 장수이고 무왕대 신라 공격은 옛 대가야 방면으
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무왕대의 신라 공격은 주
로 대가야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익산 일대에 영향력이 있
는 사씨의 지원을 받으며 수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百
濟本紀에 武寧王 23년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던 사씨 세력이 무왕대
왕비를 배출하고 신라 공격을 지원하며 재등장한 것이다.33)
백제가 이처럼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관산성 전투의 패배로 인
하여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554년 관산성 전투 이후 백
제왕에게 있어 신라 공격은 지상과제였을 것이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
이 전사하자 백제는 신라에 커다란 원한을 갖게 되었고34) 내적으로는
耆老로 표현된 백제의 귀족층이 관산성 전투의 패배와 성왕의 전사에 대
한 책임을 威德王에게 물으며 왕권을 제약하였다.35)
이후 위덕왕은 능사를 조영하여 성왕에 대한 追福사업을 진행하며 왕
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뒤를 이은 혜왕과 법왕은 재위기간이 매우
32) 尹善泰, 2010 앞 논문, 59~60쪽.
33) 사걸 이전에 마지막으로 백제본기에 보이는 사씨는 무령왕 23년(523)의 達率 沙烏
이고 ≪日本書紀≫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欽明 4년(543)의 上佐平 沙宅己婁이다. 한편
이전 시기에도 사씨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姜鐘元, 2007
〈백제 沙氏勢力의 중앙귀족화와 재지기반〉《백제연구》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1~25쪽).
34)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新羅國, “先是百濟往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
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 殺之, 怨由此始.”
35) ≪日本書紀≫ 卷19 欽明 16년, “八月, 百濟餘昌, 謂諸臣等曰, 少子今願, 奉爲考王,
出家修道. 諸臣百姓報言, 今君王欲得出家修道者, 且奉敎也. 嗟夫前慮不定, 後有大患,
誰之過歟. 夫百濟國者, 高麗·新羅之所爭欲滅. 自始開國, 迄于是歲. 今此國宗, 將授何國.
要須道理分明應敎. 縱使能用耆老之言, 豈至於此. 請悛前過, 無勞出俗. 如欲果願, 須度
國民. 餘昌對曰, 諾, 卽就圖於臣下. 臣下遂用相議, 爲度百人, 多造幡蓋, 種種功德, 云
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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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두 왕의 사망과
관련하여 모종의 정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듯이 왕권이 약화되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짧은 기간 재위했던 혜왕과 법왕의 뒤를 이은
것은 무왕이었다. 무왕은 세력기반이 미미한 상태에서 귀족세력들에 의
하여 추대된 것으로 보인다.36)
그렇다면 무왕이 신라 공격에 매진했던 이유는 귀족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귀족세력은 신라에게 패배한 것을 빌미로 백제의 왕들을 압박해왔는데
무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귀족들이 왕에게 제약을
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성왕이 사망한
관산성이 백제의 왕도인 사비에서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자리
한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비정된다는 점에서 이 방면으로 공격을 집중했
던 배경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자왕대에도 드러난다. 의자왕도
즉위 초반 親征에 나서는 등 대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를 보인 것이다.

2. 왜 내부의 친신라세력 대두
왜는 백제와 교류하기 시작한 이래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흐름은 7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하였다.
620년대에 왜 조정에서 대외노선과 관련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C : (推古 31년[623]) 이해에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여 임나가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에 천황이 장차 신라를 토벌하고자 하여 大臣과 의논하고
群卿에게 물었다. 田中臣은 “급히 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먼저 상황을 살
펴 (신라가) 거스른 것을 안 후에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험 삼아 使
36) 盧重國, 1988 앞 책, 195~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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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를 보내 그 상황을 보는 것을 청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中臣連國은
“임나는 원래 우리의 內官家였습니다. 이제 신라인들이 공격하여 (임나
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여 신라를 정벌하고 임나를 취하여
백제에 붙여주기를 청합니다. 어찌 신라가 (임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이
익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田中臣이 말하기를, “안됩니다. 백제
는 자주 번복하는 나라입니다. 길을 가는 사이에도 오히려 속임수를 씁니
다. 무릇 그가 청한 바는 모두 잘못된 것이니 백제에게 붙이는 것은 불가
합니다.”37)

위의 기사에 따르면 623년에 왜 조정에서는 신라 공격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中臣連國은 신라를 정벌하고 임나를 취하여 백제에 부
속시키자는 입장이었고, 반면 田中臣은 백제가 자주 ‘反覆’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신련국의 의견을 반박하였다. 중신련국을 ‘친백제, 반신
라’라고 한다면 이에 맞선 전중신은 ‘친신라, 반백제’라고 할 수 있다. 왜
조정이 친백제와 친신라로 나뉜 것이다. 이 논쟁이 신라의 임나 공격으
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日本書紀≫에서 임나라고 지
칭하는 가야는 6세기에 이미 멸망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드러
내고자 하는 것은 왜 내부의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38)
이와 관련하여 이 기사에 앞서 보이는 惠日의 건의를 주목할 수 있다.
혜일의 건의가 친신라세력을 자극하여 전중신과 중신련국의 논쟁을 야기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23년 신라의 사신과 함께 귀국한 혜
일은 ‘당은 法式이 정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왕래해야한다.’고 건의
하였다.39) 그리고 그는 이후 630년 犬上君三田耜와 더불어 최초의 견당
37) ≪日本書紀≫ 卷22 推古 31년, “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 於是, 天皇將討新羅,
謀及大臣, 詢于群卿. 田中臣對曰, 不可急討. 先察狀, 以知逆後擊之不晩也. 請試遣使覩
其消息. 中臣連國曰, 任那是元我內官家. 今新羅人伐而有之. 請戒戎旅征伐新羅, 以取任
那, 附百濟. 寧非益有于新羅乎. 田中臣曰, 不然. 百濟是多反覆之國. 道路之間尙詐之.
凡彼所請皆非之. 故不可附百濟.”
38) 鬼頭淸明, 1976 앞 책, 89~92쪽; 金鉉球, 1985 앞 책, 328~331쪽.
39) ≪日本書紀≫ 卷22 推古 31년, “秋七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智
竝來朝. …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齋·惠光·及醫惠日·福因等 竝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
日等共奏聞曰, 留于唐國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國者, 法式備定之珍國也, 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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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되어 당에 다시 건너갔고 이번에도 신라의 송사와 함께 돌아왔
다.40) 이러한 행적으로 보아 혜일을 친신라세력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
다. 그렇다면 623년 그의 건의는 신라를 통하여 당과 교류하자는 주장
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623년 당·신라와의 관계를 우
호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움직임이 왜 조정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
을 알 수 있다.41) 그러나 전중신과 중신련국의 논쟁에 이어지는 기사에
서 신라 공격에 나섰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직 친당‧신라세력보다는 기
존의 친백제세력이 우위에 있었던 것 같다.
왜 내부의 친신라세력 대두는 신라의 부단한 외교적 노력의 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 신라 眞平王은 616년 왜에 불상을 보냈는데 이것은 신
라가 처음으로 불교 문물을 매개로 왜와 교섭한 기록이다.42) 621년에는
왜와의 교섭에서 처음으로 외교문서를 사용하기도 했고 623년에는 신라
의 사신이 불상과 금탑 등의 佛具를 가지고 왜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귀
국하는 왜의 渡唐유학생들과 함께 한 것이 주목된다.43)
隋唐외교의 영향으로 문서를 통한 외교를 행할 줄 알고,44) 그동안 백
제와 고구려를 통해 수입했던 불교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도당유학생들의
귀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왜 조정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다.45) 그
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당 문물의 도입을 위하여 당과의 교섭을 건의한
혜일이 623년 신라의 사신과 함께 귀국했다는 것은 왜 조정 내부의 친
신라노선 강화에 큰 動因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친신라세력은
왜 조정에서 발언권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전중신과 중신련국의 논쟁에

須達.”
40) ≪日本書紀≫ 卷23 舒明 4년, “秋八月, 大唐遣高表仁, 送三田耜, 共泊于對馬. 是時,
學問僧靈雲·僧旻及勝鳥養, 新羅送使等從之.”
41) 金鉉球·禹在炳 등, 2004《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80~91쪽.
42) ≪日本書紀≫ 卷22 推古 24년, “秋七月, 新羅遣奈末竹世士貢佛像.”
43) ≪日本書紀≫ 卷22 推古 29년, “是歲, 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 仍以表書奏使旨. 凡新
羅上表, 蓋始起于此時歟.”; 同 31년, “秋七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
智, 竝來朝. 仍貢佛像一具及金塔幷舍利, 且大觀頂幡一具·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
秦寺. 以餘舍利金塔觀頂幡等, 皆納于四天王寺.”
44) 近藤浩一, 2007〈신라 眞平王代 후기의 對倭外交〉《일본학연구》22,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476~479쪽.
45) 田村圓澄, 1979〈新羅送使考〉《朝鮮学報》90, 天理大学 朝鮮学会,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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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알 수 있다. 즉 왜 조정에서 신라를 통한 대륙 문물 수입을 원
하는 세력이 생겨난 것이다.46)
한편 백제와 고구려는 630년 3월 동시에 왜에 사신을 보냈다.47) 적대
적이었던 양국이 함께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고구려나 백제 모두 왜가 당·신라와 가까워지는 것을 달가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고구려는 628년에 당에 사신을 보내어 태종
이 돌궐의 頡利可汗을 생포한 것을 축하하며 封域圖를 바쳤는데48) 이
사신을 통해 당의 내부사정을 입수했을 것이다. 당의 팽창을 경계하며
당과 교류를 하려는 왜를 회유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백제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왜가
백제의 가장 큰 적인 신라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
문에 사신을 보냈을 것이다. 또한 왜가 대륙 문물을 수입하는 통로로서
백제 대신 신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불안감도 사신 파견의 원
인이 되었을 수 있다. 더욱이 당 태종은 신라와 화해할 것을 626년에
고구려에게,49) 627년에는 백제에게 권유하였다.50) 따라서 당이 신라를
돕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에 당과 신라가 왜
에 접근하자 백제와 고구려는 사신을 파견하여 왜의 동향을 살폈던 것으
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왜는 630년에 遣唐使로 犬上君三田耜와 혜일을 보냈

46) 金鉉球는 혜일 등의 건의가 왜 조정의 친백제정책을 재검토하여 당과 修交하기 위
한 것이라면서 친백제정책의 재검토는 백제가 왜에 대하여 선진문물의 공급능력을 상
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1985 앞 책, 331~335쪽). 또한 鈴木英夫는
혜일의 건의에 대하여 종래의 隋-百濟-倭의 경로를 唐-新羅-倭의 새로운 경로로 대
체하려고 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1996 앞 책, 261쪽).
47) ≪日本書紀≫ 卷23 舒明 2년, “三月丙寅朔, 高麗大使宴子拔·小使若德, 百濟大使恩率
素子·小使德率武德, 共朝貢.”
48)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1년, “秋九月, 遣使入唐, 賀太宗擒突厥頡利
可汗, 兼上封域圖,”; ≪舊唐書≫ 卷199 列傳149 東夷 高麗, “貞觀二年, 破突厥頡利可
汗, 建武遣使奉賀, 幷上封域圖.”
4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9년;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高麗. 고구려본기는 영류왕이 백제·신라와 모두 화평할 것을 청하였다고 전하지만 ≪
舊唐書≫ 高麗傳에는 신라와 회맹할 것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50)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8년;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百
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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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이는 왜가 처음으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사례이다. 이로써 고구
려·백제·신라·왜가 모두 당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52) 이에 당은 견상군
삼전사와 혜일이 귀국하는 길에 高表仁을 답사로 보냈고 신라 송사도 함
께 對馬島에 도착하였다.53) 그러나 그는 禮에 대하여 다투고서는 태종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갔다.54) 아직은 왜 내부에서 친당·신라세력보다
는 친백제세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표인의 사행 목적은 왜와
신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를 舒明과 蘇我蝦夷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표인이 소득 없이 귀국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55)
정식 사신으로 파견된 고표인이 실패하자 당은 왜의 학문승과 유학생
을 귀국시켜 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56) 이들은 639년
신라 송사와 함께, 640년에는 신라를 통하여 귀국하였다.57) 당이 대왜
외교에 주력하는 신라를 이용한 것이다. 왜 조정은 귀국한 승려와 학생
들을 통하여 당이 630년 東突厥, 635년 吐谷渾, 640년 高昌을 평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58) 그렇다면 당은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며
왜가 친당‧신라 노선으로 전환하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59) 그리고
신라는 송사를 앞세워 왜와 거리를 좁히고 당‧왜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왜의 외교정책의 전환을 의도했을 것이다(표 3).60)
51) ≪日本書紀≫ 卷23 舒明 2년, “秋八月癸巳朔丁酉, 以大仁犬上君三田耜·大仁藥師惠日,
遣於大唐.”
52)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는 619년(영류왕 2), 백제와 신라는 621년(무왕 22,
진평왕43)에 당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다.
53) ≪日本書紀≫ 卷23 舒明 4년, “秋八月, 大唐遣高表仁, 送三田耜, 共泊于對馬. 是時,
學問僧靈雲·僧旻及勝鳥養, 新羅送使等從之.”
54)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倭國, “貞觀五年, 遣使獻方物. 太宗矜其道遠,
敕所司無令歲貢, 又遣新州刺史高表仁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子爭禮, 不宣朝
命而還.”
55) 金恩淑, 2007 앞 논문, 66쪽.
56) 井上光貞은 신라를 경유하는 유학생들의 배경에는 신라는 물론 왜까지 끌어들이려
는 唐朝의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1975 앞 논문, 133쪽).
57) ≪日本書紀≫ 卷23 舒明 11년, “秋九月, 大唐學問僧惠隱·惠雲, 從新羅送使入京.”; 同
12년, “冬十月乙丑朔乙亥, 大唐學問僧淸安·學生高向漢人玄理, 傳新羅而至之.”
58) ≪舊唐書≫ 卷3 本紀3 太宗 下.
59) 石母田正은 惠日의 상주를 거론하며 체류했던 외국인을 자신의 정책을 위하여 이용
하는 것은 중국왕조의 전통적인 외교기술이라고 하였다(1971 앞 책, 52쪽). 그렇다면
혜일이 주장하는 바는 더욱 명확해진다.
60)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12쪽에서는 신라가 送使를 통하여 유학생 등 ‘친신라파’와

- 18 -

[표 3] ≪日本書紀≫에 보이는 신라의 送使(623~640년)
연월

送使

623년

奈末

7월
632년

智洗爾

8월
639년
9월
640년
10월61)

?
?
?

귀국한 왜의 인물
학문승 惠齋·惠光,
의사 惠日·福因 등
견당사 犬上君三田耜·惠日,
학문승 靈雲·僧旻·飛鳥養

비고
불상 등 불교 문물 전달
唐使 고표인과 함께

학문승 惠隱·惠雲
학문승 淸安,
유학생 高向漢人玄理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

한편 서명과 소아하이가 고표인의 목적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시
사하는 바가 있다. 고표인이 632년에 왜에 도착했다면62) 그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했던 배경으로 豊章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장에 대해서는 그가 무왕의 아들이고 의자왕과의 태자책봉 경쟁에서
탈락하여 왜에 ‘質’로 보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63) 그러나 앞서 언급
했듯이 그는 의자왕이 사망한 후에 古王子 혹은 故王子라고 표현된 것으
로 보아 의자왕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풍장이 政爭에
패하여 왜로 간 것이라면, 뒤에 등장하는 교기의 사례처럼 그 사정을 기
술했을 것이다. 그러나 풍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의
자왕의 아들인 풍장은 백제에서 좌천된 것이 아니라 대왜관계의 창구 역
의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왜의 외교정책의 전환을 의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鈴木英
夫, 1996 앞 책에 재수록).
61) 640년 10월의 사례는 送使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이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한 것
이지만 이전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送使가 함께 했을 가능성이 크다.
62) 고표인 관련 기사가 ≪日本書紀≫에는 632년(舒明 4), ≪舊唐書≫ 왜국전에는 631년
(貞觀 5)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犬上君三田耜의 여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日本書紀≫에는 犬上君三田耜이 630년에 당으로 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舊唐書≫
왜국전에는 631년에 왜의 사신이 왔다고 했다. ≪日本書紀≫는 출발시기, ≪舊唐書≫ 왜
국전은 도착시기를 기준으로 기록한 것이 된다. 이에 미루어 생각해보면 ≪舊唐書≫의
631년과 ≪日本書紀≫의 632년은 각각 고표인의 출발과 도착시기를 기술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犬上君三田耜는 630년에 왜를 떠나 631년에 당에 도착하였고, 동년 귀국
하는 길에 고표인과 함께 당을 출발하여 632년에 왜에 도착한 것이다.
63) 鄭孝雲, 1990〈七世紀代의 韓日關係의 硏究(上)：白江口戰에의 倭軍파견의 동기를
중심으로〉《고고역사학지》5·6, 동아대학교 박물관, 151~154쪽; 金壽泰, 1992a〈백
제 의자왕대의 태자책봉〉《백제연구》2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47~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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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서 왜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64) 이듬해 당의 사신 고표인이
신라 송사와 함께 왜에 도착하자, 풍장이 모종의 행동을 취하여 고표인
은 태종의 뜻을 왜 조정에 전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풍장
은 의자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된다.
이 시기 백제도 신라 못지않게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풍장을 왜에
보낸 631년부터 의자왕이 즉위하기 이전까지 7차례 唐에 사신을 보내며
당이 주변 세력을 복속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표 4). 위
기를 느낀 백제는 왜 조정의 동요를 막고자 635년 6월에 왜에 사신을
보냈다.65) 2번째 관등인 達率을 지닌 고위관료를 보냈다는 점에서 백제
의 의도를 살필 수 있다. 그리고 640년 10월의 기사에 따르면 백제와
신라의 사신이 함께 도왜하자 왜 조정이 각기 관작 1급을 주었다고 한
다.66) 양국의 사신이 함께 갔다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양국 사신을 동
일하게 대하는 왜 조정의 모습에서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이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이 639년에 百濟川 옆에 大宮
과 大寺를 짓도록 명하고 그 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 사망하였고 그의 殯
所를 百濟大殯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제의 외교적 노력은 적어도 서명
의 사망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67)
왜 조정의 이러한 동향을 통하여 친당‧신라세력과 친백제세력이 양립
하고 있었지만 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표인이 돌아간 후 친백제세력의 중심인 소아씨의 지도력과 지위가 크
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68) 친신라세력이 반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황극대로 이어졌다.
64) 延敏洙, 1997a〈백제의 對倭외교와 왕족〉《백제연구》2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13~214쪽에서는 백제의 왕족외교의 특징 중 하나를 장기체제라고 하면서 장기체제
한 왕족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왜국 내에 친백제파를 형성시키려는 ‘大使’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았다(延敏洙, 1998《古代韓日關係史》, 혜안에 재수록).
65) ≪日本書紀≫ 卷23 舒明 7년, “夏六月乙丑朔甲戌, 百濟遣達率柔等朝貢.”
66) ≪日本書紀≫ 卷23 舒明 12년, “冬十月, … 仍百濟新羅朝貢之使, 共從來之. 則各賜
爵一級.”
67) ≪日本書紀≫ 卷23 舒明 11년, “秋七月, 詔曰, 今年造作大宮及大寺. 則以百濟川側爲
宮處, … 十二月, … 於百濟川側, 建九重塔.”; 同 12년, “冬十月, 徙於百濟宮.”; 同 13
년, “冬十月己丑朔丁酉, 天皇崩于百濟宮. 丙午, 殯於宮北, 是謂百濟大殯.”
68) 金鉉球, 1985 앞 책, 348~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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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무왕대 對唐 및 對倭 외교(630~641년)
연월
630년
3월
631년
3월
631년

파견국

6월
636년

[왜의 동향 파악]

일본서기

왜

[친백제세력 유지]

일본서기

당

조공

백제본기

당

조공

백제본기

?월
639년

10월
641년
3월

친백제세력 유지]
당

조공

당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백제본기

[왜의 동향 파악,

왜

10월
640년
2월
640년

[왜의 동향 파악,

왜

2월
637년
12월
638년

전거

왜

9월
632년
12월
635년

사신 파견의 목적

친백제세력 유지]

백제본기,
구당서 백제전
일본서기

당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당

國學 입학 요청

백제본기

[왜의 동향 파악,

왜

친백제세력 유지]
당

무왕의 訃告를 전달

※ [ ]은 필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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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백제본기,
구당서 백제전

비고
恩率 素子,
達率 武德
豊章

達率 柔

二. 의자왕대 전반 백제와 왜의 관계 악화
1.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 始動
무왕은 隋唐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신라 공격에 집
중하였다. 뒤를 이은 의자왕은 무왕의 외교방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신라와의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그는 고구려와 왜를 적극적으
로 끌어들이는 신라 고립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의자왕 전반
에 군사와 외교에서 신라 고립책을 始動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자왕은 즉위 초 적극적으로 당에 사신을 보내며 무왕의 외교방식을
이어나갔다. ≪三國史記≫ 義慈王條에 따르면 의자왕은 641년 8월, 642
년 정월, 643년 정월, 644년 정월에 唐에 사신을 보냈는데 왕위에 오르
기 이전인 630년대부터 외교에서 활약한 경험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자왕이 고구려에 접근하여 643년 신라의 당항성을 함께 공격한
것은 무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69) 이로 인해 당 태종은 백제와
69) 당항성 공격에 대하여 백제본기에는 643년 11월, 고구려본기에는 643년 9월 그리
고 신라본기에는 642년 8월로 기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세 기록 중 가장 가능
성이 큰 것은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643년 9월이다. 그 근거로 ①신라의 위급한 상황
을 들은 당 태종이 相里玄獎을 보낸 것이 삼국의 본기에 모두 644년 정월로 기록된
것, ②신라본기에 643년 9월 신라 사신이 고구려·백제의 공격에 대해 당에 하소연하
며 ‘將以今玆九月大擧’라고 한 것, ③642년 7~8월에 백제가 대야성 등 옛 대가야 방
면의 공격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을 감안하면 백제와 고
구려의 당항성 공격은 고구려 본기의 기록대로 643년 9월이라고 할 수 있고 백제본
기의 643년 11월은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낸 것을 알고 군대를 퇴각시킨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신라본기 선덕왕 11년(642) 8월 기사 중 “又與高句麗謀欲取黨項城, 以
絶歸唐之路, 王遣使告急於太宗.”이라는 부분은 동왕 12년 9월 기사 “遣使大唐上言,
高句麗百濟侵凌臣國, 兩國連兵, …”의 앞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라본기에
642년으로 기록된 것은 ≪三國史記≫ 편찬자들이 ≪舊唐書≫ 百濟傳 貞觀16년(642)
이하의 기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舊唐書≫ 百濟傳
貞觀16년(642) 이하에는 백제의 신라 40 여성 공취, 백제와 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태종의 상리현장 파견 및 고구려 親征, 그리고 백제의 신라 급습 등이 기록되어 있는
데 이중 상리현장의 파견은 삼국의 본기에 모두 644년 정월에 해당하고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과 백제의 신라 급습은 645년의 일이기 때문에 정관 16년 이하의 기록은
642년부터 645년까지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
찬자들이 이 기사들을 신라본기로 옮기면서 642년과 643년의 일을 642년에 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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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결국 645년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 이후
당과 백제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다.
D① : (의자왕 3년[643]) 겨울 11월에 왕이 고구려와 和親하고 신라
黨項城을 공격하여 조공하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일으
켜 공격하니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듣고 군사를 파하였다.70)
D② : 황제가 柱國 帶方郡王 百濟王 扶餘義慈에게 안부를 묻는다. …
高句麗王 高武는 일찍이 朝化를 받들어 誠節을 갖추어 펼치고 조공을 빠
뜨리지 않음으로써 藩國의 예를 더욱 드러내었다. 그 신하인 莫離支 蓋蘇
文은 姦凶함을 감춘 자로서 문득 弑逆을 행하였다. … 먼저 大總官 特進
太子詹事 英國公 李勣을 보내 병졸과 군마를 이끌고 곧바로 요동을 향하
게 했고 大總官 刑部尙書 鄖國公 張亮은 배를 통솔하여 빠른 길로 平壤
에 이르도록 하였다. 朕은 친히 遼碣을 순행하여 그 백성을 달래고 그 凶
逆한 자를 주살하여 威恩을 베풀 것이다. 三韓의 땅과 五郡의 경역은 이
로 인해 蕩定될 것이고 영원토록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앞서 신라가 표
를 올려 왕과 고구려가 매번 군사를 일으켜 조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신
라를 함께 침략한다고 했다. 짐은 다시 왕이 반드시 고구려와 協契했음을
의심하였다. 왕의 표문을 보고 康信에게 물으니 왕과 고구려는 阿黨하지
않았고 했다. 이와 같다면 (짐이) 바라는 바를 잘 따른 것이다. 康信이 또
왕의 뜻을 진술하여 군사를 일으켜 곧 官軍과 함께 흉악한 무리를 함께
정벌할 것을 진실로 요청하였다. 짐은 이제 甲兵을 움직여 임금을 죽인
도적을 誅伐할 것이다. 왕의 뜻이 忠正에 있고 마음이 鷹鸇과 가까워서
짐의 뜻에 따른다면 欽歎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징발한 군사는 마땅히
장량의 처분을 따르도록 하라. … 이제 朝散大夫 莊元表와 副使 右衛勳衛
旅帥 段智君 등을 신라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였으니 마땅히 빨리 사
람과 배를 보내 전송하여 반드시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고 도중에 막리지
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하라. …71)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盧重國, 2011〈7세기 신라와 백제의 관계〉《신라학국제학술
대회 논문집》4,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131~132쪽).
70)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黨
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功之, 羅王德曼遣使, 請救於唐, 王聞之罷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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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③ : 황제가 柱國 樂浪郡王 新羅王 金善德에게 안부를 묻는다. … 왕
과 고구려는 원한이 이미 중하여 거느린 병사들은 군복을 갖춰 입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左驍衛長史 任義方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
여 행군할 병마를 일찍 모집하게 하고 아울러 장량 등의 처분을 따르도
록 하라. 짐은 行軍總管 守右驍衛將軍 東平郡開國公 程名振 등으로 하여
금 張亮의 前軍이 되게 하고 아울러 조산대부 장원표와 부사 우위훈위여
수 단지군 등을 파견하여 너희 나라로 가도록 하였다. 장원표 등이 도착
하는 날에 왕은 보낸 이들을 마땅히 장량 등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
함께 期會를 정하도록 하라. …72)
D④ : (의자왕 5년[645]) 여름 5월, 왕은 태종이 고구려를 親征하며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했다는 것을 듣고 그 틈을 타 신라 7개의 성을 습
격하여 취하였다. 신라는 장군 庾信을 보내 쳐들어왔다.73)
D⑤ : (선덕왕 14년[645]) 여름 5월, 태종이 고구려를 친정하자 왕은
병사 3만을 징발하여 도왔다. 백제가 그 틈을 타 나라 서쪽 7개의 성을
공격하여 취하였다.74)

사료 D①은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함으로써 당
과 신라의 교류를 끊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75) 그 내용이 D②에
71)〈貞觀年中撫慰百濟王詔〉, “皇帝問柱國帶方郡王百濟王扶餘義慈. … 高麗王高武, 早奉
朝化, 備展誠節, 朝貢無虧, 藩禮尤著. 其臣莫離支蓋蘇文, 苞藏姦凶, 奄行弑逆. … 今先
遣大總官特進太子詹事英國公李勣, 董率士馬, 直指遼東, 大總官刑部尙書鄖國公張亮, 總
統舟艫, 徑臨平壤. 朕仍親巡遼碣, 撫彼黎庶, 殺其凶逆, 布以威恩. 當使三韓之域五郡之
境, 因此蕩定, 永得晏然. 前得新羅表稱, 王與高麗, 每興士衆, 不遵朝旨, 同侵新羅. 朕更
疑王, 必與高麗協契. 覽王今表及問康信, 王與高麗, 不爲阿黨. 卽能如此, 良副所望. 康
信又述王意, 固請發兵, 卽與官軍, 同伐凶惡. 朕今興甲兵, 本誅殺君之賊. 王志存忠正,
情切鷹鸇, 卽稱朕懷, 欽歎無已. 所發之兵, 宜受張亮處分. … 今令朝散大夫莊元表, 副使
右衛勳衛旅帥段智君等, 往新羅王所, 宜速遣人船將送, 必令安達, 勿使在道被莫離支等抄
截也. … ”
72)〈貞觀年中撫慰百濟王詔〉, “皇帝問柱國樂浪郡王新羅王金善德. … 王與高麗, 怨隙卽
重, 所部之兵, 想裝束久辦. 宜餘左驍衛長史任義方相知, 早令纂集, 應行兵馬, 竝宜受張
亮處分. 朕仍令行軍總管守右驍衛將軍東平郡開國公程名振等, 爲張亮前軍, 竝遣朝散大夫
莊元表, 副使右衛勳衛旅帥段智君等, 使往彼國. 元表等至日, 王卽宜遣使到亮等軍所, 共
爲期會. … ”
73)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5년, “夏五月, 王聞太宗親征高句麗, 徵兵新羅,
乘其間, 襲取新羅七城. 新羅遣將軍庾信來侵.”
74)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4년, “夏五月, 太宗親征高句麗, 王發兵三萬以
助之, 百濟乘虛襲取國西七城.”
75) D①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和親한 후 당항성을 함께 공격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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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왕과 고구려가 매번 군사를 일으켜 조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신라를
함께 침략한다.’라고 표현되었다. 이로 인하여 태종이 백제와 고구려의
協契 여부를 의심하자 의자왕은 康信을 보내 해명하였고 강신의 사행은
성공적이었다.76) 태종이 의심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D②와 D③에 보이
듯이 백제와 신라 모두에게 고구려 공격을 위한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신라로 향하는 莊元表 등의 호송을 백제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종의 태도를 통하여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태종은 백제와 신라
가 다투며 국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양국이 함께 고구려의 남쪽을 위협함
으로써 당의 고구려 공격을 돕는 상황을 원하였기 때문에 백제에게 신라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77) 그러나 백제는 태종의 요청을
뿌리치고 신라를 다시 공격하였다.
D②와 D③은 각각 〈貞觀年中撫慰百濟王詔〉와 〈貞觀年中撫慰新羅王
詔〉의 일부로서 645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78) 그리고 D④
와 D⑤는 645년 5월의 기사인데 D②와 D③에 보이는 당의 요청에 대
한 결과를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당이 백제와 신라에게 고구려 공격을
도울 것을 요청하자 신라는 병사 3만을 징발하여 당의 요청에 부응한

나 643년 양국의 화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정동준은 백제가 대당외교에
실패하는 650년대에 이르러서야 고구려와의 연합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전은 일시적인 제휴로 이해하고 있다(2006 앞 논문, 131~135쪽).
박윤선도 백제가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변을 공격하는 655년을 실질적인 연
합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2007〈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숙명여자대학
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1~123쪽). 더 나아가 李昊榮은 백제·고구려의 화친을 신
라가 지어낸 허구로 보는 입장이다(1982〈麗·濟連和說의 검토〉《경희사학》9·10,
경희사학회). 반면 盧重國은 643년의 신라 협공을 계기로 양국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고 보았다(1981〈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동방학지》
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93~96쪽). 일단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643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한 것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의
협력이 650년대 백제·고구려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76) 강신의 使行은 ≪冊府元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冊府元龜≫ 卷970 外臣
部15 朝貢3, “(唐太宗 貞觀) 十九年, 正月庚午朔, 百濟太子扶餘康信·延陁·新羅·吐谷渾·
吐蕃·契丹·奚·吐火羅葉護·沙鉢羅葉護·于闐·同娥·康國·靺鞨·霅等, 遣使來賀, 各貢方物.”).
77) 당시 당의 한반도정책의 핵심은 고구려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이었고 이
를 위해 당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해주기를 희망했다고 한다(拜根兴, 2003《七世紀
中叶唐與新罗关系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9쪽).
78) 朱甫暾, 1992〈≪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경북사학》15,
경북사학회(朱甫暾, 2002《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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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백제는 그 틈을 타 신라를 공격하여 7개의 성을 취하였다. 백제가
당의 요청을 무시하고 신라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백제와
당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백제의 사신 파견이 중단된 것이다. 이후 백제
가 대당외교를 재개하는 것은 651년으로 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한 다
음이었다. 의자왕이 즉위 후 645년까지 매년 당에 사신을 보내며 당과
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백제가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
는 D①에 드러나 있듯이 신라와 당의 교류를 끊기 위해서였다. 앞서 왜
조정 내부에 친신라세력이 대두하던 상황을 언급하였다. 신라는 당과 왜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조정에 알리며 대왜외교에 적
극적으로 나섰고 이는 친신라세력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
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백제는 왜 내부에서 신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하여 당과 신라의 교통로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왕이 隋의 고구려 공격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은 신라 공격을
위하여 수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하게 하려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수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475년 長壽王에 의해 백제의 왕도 漢城이 함락되고 蓋鹵王이
전사한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계속 적대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자왕
은 바다 건너에 있는 당보다는 신라와 영토를 맞대고 있는 고구려가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랜 원수였던
고구려에 접근할 정도로 의자왕이 신라를 고립시키려는 의지는 확고했
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642년 10월 대당 강경파 淵蓋蘇文이 정변을 통해 집
권하였다.79)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당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 남방에서
의 위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가 선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백제
79) 盧泰敦, 1999《고구려사 연구》, 사계절출판사, 456~482쪽에는 연개소문 정변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정변의 동인 중 하나로 對唐關係를 언급하며 그를 대외 강
경론자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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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당시 의자왕이 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것에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또한 대야성 함락 이후 642년 겨울에 김춘추가
고구려에 와서 청병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억류되었다 탈출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 신라 공격에 주력하는 백제로
하여금 신라를 견제하도록 하여 남방에서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백제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의자왕의 신라 고립에 대한 의지는 대왜외교에서도 드러난다. 왜를 확
고하게 백제 측으로 끌어들여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 부분
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日本書紀≫ 皇極紀 원년과 2년에 착종된
기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황극기 원년과 2년에 걸친 백제와 고구려
관련 기사의 착종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룬 바가 있
다.80) 이하에서는 일본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며 백제가 왜를 포섭하고
자 하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해당 기사를 ≪日本書紀≫에 기록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① : (皇極 원년[642] 1월) 乙酉에 백제로 보낸 사신 大仁 阿曇連比
羅夫가 筑紫國에서 驛馬를 타고 와서 말하기를, “백제국에서 천황이 죽었
다는 말을 듣고 弔使를 받들어 보냈는데 臣이 弔使를 따라 함께 筑紫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장례에 봉사하려고 혼자 먼저 왔습니다. 그
런데 그 나라는 지금 크게 어지럽습니다.”라고 하였다.81)
E② : (황극 원년[642] 2월) 戊子에 阿曇山背連比羅夫, 草壁吉士磐金,
倭漢書直縣을 백제 弔使가 있는 곳으로 보내 소식을 묻게 하였다. … 백
제 조사의 傔人 등이 말하기를, “지난해 11월에 大佐平 智積이 죽었습니
다. 또한 백제 사신이 崑崙 사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올해 정월에 國主
80) 鈴木靖民, 1970〈皇極紀朝鮮関係記事の基礎的研究(上)〉《国史学》82, 国史学会;
1971〈皇極紀朝鮮関係記事の基礎的研究(下)〉《国史学》83,
国史学会;
山尾幸久,
1972〈大化改新直前の政治過程について(上)〉《日本史論叢》1, 日本史論叢会; 1973
〈大化改新直前の政治過程について(中)〉《日本史論叢》2, 日本論叢会; 奧田尙, 1987
〈皇極紀の百済政変記事について〉《追手門学院大学文学部紀要》21, 追手門学院大学
文学部.
81)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正月, … 乙酉, 百濟使人大仁阿曇連比羅夫, 從筑紫國,
乘驛馬來言, 百濟國, 聞天皇崩, 奉遣弔使, 臣隨弔使, 共到筑紫. 而臣望仕於葬, 故先獨來也.
然其國者, 今大亂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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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가 죽었고 또 아우 왕자의 아이인 翹岐와 (교기) 어머니의 누이의 아들
4명, 內佐平 岐味, 그리고 高名한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
다.”라고 하였다.82)
E③ : (황극 원년[642] 2월) 壬辰에 고구려 사신이 難波津에 정박하였
다. 丁未에 여러 大夫들을 難波郡에 보내 고구려가 바치는 金銀 등과 물
품을 점검하게 하였다. 사신이 물품을 바친 후에 말하기를, “지난해 6월
아우 왕자가 죽었고, 가을 9월에 大臣 伊梨柯須彌가 대왕을 弑逆하고 伊
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아우 왕자의 아이를 왕으로 삼
고 자기와 同姓인 都須流金流를 大臣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83)
E④ : (황극 원년[642] 2월) 戊申에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에게 난파군
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 辛亥에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
었다. 癸丑에 고구려 사신과 백제 사신이 함께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84)
E⑤ : (황극 2년[643] 6월) 辛卯에 筑紫大宰가 역마를 달려 아뢰기를,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來朝하였습니다.”라고 했다. 群卿이 듣고 서로 일
러 말하기를, “고구려는 己亥年 이래 조공하지 않았는데 올해 조공하는구
나.”라고 했다.85)

E③에 따르면 642년 2월에 고구려 사신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去年’
9월에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정변은 642년
10월에 해당하기 때문에86) 642년 2월의 고구려 사신이 연개소문의 정
변에 대한 정보를 왜 조정에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E⑤에서
는 고구려 사신에 대해 왜 조정의 群卿들이 ‘고구려는 己亥年 이래 입조
82)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戊子, 遣阿曇山背連比羅夫·草壁吉士磐金·倭漢
書直縣, 遣百濟弔使所, 問彼消息. … 百濟弔使傔人等言, 去年十一月, 大佐平智積卒. 又百濟
使人, 擲崑崙使於海裏. 今年正月, 國主母薨, 又弟王子兒翹岐, 及其母妹女子四人, 內佐平岐
味, 有高名之人卌餘, 被放於嶋.”
83)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壬辰, 高麗使人, 迫難波津. 丁未, 遣諸大夫
於難波郡, 檢高麗國所貢金銀等, 幷其獻物. 使人貢獻旣訖而諮云, 去年六月, 弟王子薨,
秋九月, 大臣伊梨柯須彌弑大王, 幷殺伊梨渠世斯等百八十餘人. 仍以弟王子兒爲王, 以己
同姓都須流金流爲大臣.”
84)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戊申, 饗高麗·百濟客於難波郡. … 辛亥, 饗
高麗·百濟客. 癸丑, 高麗使人·百濟使人, 竝罷歸.”
85) ≪日本書紀≫ 卷24 皇極 2년, “六月, … 辛卯, 筑紫大宰, 馳驛奏曰, 高麗遣使來朝.
群卿聞而, 相謂之曰, 高麗自己亥年不朝, 而今年朝也.”
86)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5년, “冬十月, 蓋蘇文弑王.” ≪舊唐書≫ 高
麗傳도 연개소문의 정변을 貞觀 16년(642)의 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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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는데 올해에 조공하는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는 642년 2월에
고구려 사신이 왔다는 기사 E③과 상충된다. 643년에서 가장 가까운 기
해년은 639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극 원년과 2년의 기사에는 기년
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하여 山尾幸久
와 鈴木靖民은 이 두 기사를 계통이 다른 同事重出 기사로 파악하여 고
구려 사신은 643년 6월에 왜에 당도하여 642년 가을에 일어난 연개소
문의 정변 소식을 왜 조정에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그림 1).87)
고구려
사신 도착

E⑤ 643년 6월

2월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去年(641)
9월에 정변
일어남

려

문

E③
642년

643년 6월 고구

≪ 기해년(639) 이래 첫 방

≪

642년 10월
≪舊唐書≫ 고구려전
642년

è

사신이

도착하여

왜에
642년

가을에 발발한 연
개소문의 정변 소
식을 전달

[그림 1] 황극기 연개소문 정변 관련 기사의 재구성
E①과 E②는 백제에도 정변이 일어난 사정을 전한다. E①에서 말한
‘大亂’의 양상은 E②를 통해 알 수 있다. ≪日本書紀≫의 기년에 따른다
면 백제의 정변은 642년 1월 국주모의 사망을 계기로 발발하였다. 그러
나 이 정변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奧田尙과
李道學은 이 기사를 의자왕 15년 이후로 이해하여 여러 재이기사와 연
결함으로써 멸망 직전의 백제 정국이 혼란했음을 설명하였다.
먼저 奧田尙은 皇極이 齊明으로 重祚한 것으로 인해 착오가 생겨 제명
기에 실려야 할 정변기사가 황극기로 옮겨졌다고 하였다.88) 그러나 황극
원년 기사 중에는 황극기에 그대로 있어야할 기사도 있다. 황극 원년
(642) 4월의 소아하이와 교기가 만나는 기사의 경우 소아하이가 645년
에 사망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제명기(655~661)로 옮길 수는 없다. 그
87) 山尾幸久, 1967〈大化前後の東アジアの情勢と日本の政局〉《日本歴史》229, 日本歴
史社, 32쪽; 鈴木靖民, 1971 앞 논문, 30~33쪽.
88) 奧田尙, 1987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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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어찌하여 정변기사만 착오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
야만 이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도학은 의자왕 15년 이
후에 정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정변을 통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의자왕 15년 이후부터 멸망의 징조가 보인다는 기
존의 시각과는 차이를 보인다.89) 의자왕이 말년까지 강한 왕권을 행사했
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기사를 뒤로 옮겨야할 확실한 근거가 없
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백제의 정변을 643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앞서 검토한
고구려의 정변 기사에 기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근거로 백제의 정변
기사도 1년 늦춰 이해하는 것이다.90) 그러나 ≪三國史記≫에 보이는 백
제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정변이 일어난 시기는 643년이라기보다는 기사
그대로 642년일 가능성이 크다. ≪日本書紀≫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정변은 642년 1월 이후에 발발하였다. 그리고 ≪三國史記≫ 백제본기
642년에는 의자왕이 2월에 州郡을 巡撫하고 사면을 행하였으며 7월에는
親征에 나서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시켰고 8월에도 신라 공격에 성공하
는 모습이 보인다.91) 이러한 행동은 모두 강력한 왕권의 표출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즉 642년 1월에 정변을 일으켜 翹岐 등 반대세력을 숙청한 의자왕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2월 주군을 순무하고 죄수를 사면한 것
이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대대적으로 나선 신라 공격에 성공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표 5). 특히 7월 친정에 나서는 모습
은 의자왕의 자신감을 부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백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의자왕의 정변은 642년 1월에 일어난 것으로
89) 李道學, 2004〈백제 의자왕대의 정치변동에 대한 검토〉《백제문화》33, 공주대학
교 백제문화연구소.
90) 鈴木靖民, 1970 앞 논문, 33~34쪽; 山尾幸久, 1972 앞 논문, 32쪽; 鈴木英夫,
1980〈大化改新直前の倭国と百済 : 百済王子翹岐と大佐平智積の来倭をめぐって〉
《続日本紀硏究》272, 続日本紀研究会, 3쪽.
91)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년, “二月, 王巡撫州郡, 慮囚, 除死罪皆原之.
秋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獼猴等四十餘城. … 八月, 遣將軍允忠領兵一萬, 攻新羅大耶
城. 城主品釋與妻子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 傳之王都. 生獲男女一萬餘人, 分居國西
州縣, 留兵守其城. 王賞允忠功, 馬二十匹穀一千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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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겠다.92)
[표 5] 642년 의자왕의 행보
시기

사건

전거

1월

翹岐 등 국주모 세력을 축출함

일본서기

2월

州郡 순무, 죄수 사면

백제본기

7월

親征하여 신라 40여성 함락

백제본기

8월

신라 대야성 함락

백제본기

다음으로 백제의 정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
②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변은 대좌평과 국주모의 사망을 계기로 일어났
다. 그렇다면 일단 대좌평과 국주모를 중심으로 한 무리는 의자왕의 政
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좌평 智積의 사망 소식은 확실한 오류이
다. 그는 5개월 뒤인 皇極 원년 7월 기사에 백제의 사신으로 등장하
고93) <砂宅智積碑>에 따르면 654년으로 추정되는 甲寅年 1월까지는 생
존해 있었기 때문이다.94)
앞서 사씨가 무왕의 왕비를 배출하고 신라 공격을 지원하며 큰 세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비록 의자왕과 사씨 세력이 신라 공격에 동조
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외척은 의자왕의 국정운영에 장애물이 되었을 것
이다.95) 또한 의자왕은 선왕들이 귀족세력들에 의해 왕권을 제약받았던

92) 盧重國, 1988 앞 책; 金壽泰, 1992b〈백제 의자왕대의 정치변동〉《한국고대사연
구》5, 한국고대사학회; 延敏洙, 1997b〈改新政權의 성립과 동아시아외교 : 乙巳의
정변에서 白村江 전투까지〉《일본역사연구》6, 일본사학회(延敏洙, 1998 앞 책에 재
수록).
93)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七月) 乙亥, 饗百濟使人大佐平智積等於朝【或本云.
百濟使人大佐平智積及兒達率〔闕名〕恩率軍善】.”
94) 徐永大, 1992 <砂宅智積碑>《(譯註) 韓國古代金石文》Ⅰ,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95) 이와 관련하여 무왕대의 沙氏세력에 대한 金英心의 평가를 주목할 수 있다. 사씨 세
력이 처음에는 무왕에게 국정의 동반자였지만, 무왕 후기에는 왕의 위상을 넘어서고
자 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2013〈舍利器 銘文을 통해 본 백제 사비시기 국왕과 귀
족세력의 권력관계 : 沙氏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63, 한국사연구
회, 31~32쪽). 그 근거로〈彌勒寺舍利奉安記〉에 국왕인 무왕보다 왕후의 역할이 크
게 드러나는 것을 제시하였다. 639년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641년에 즉위한 의자왕에
게 사씨 세력의 존재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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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잘 알고 있던 인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좌평과 국주모의 사망
을 계기로 이들의 무리를 숙청하는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국주모와 사택왕후를 동일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彌勒寺舍利奉安記〉의 좌평 사택적덕과 사택왕후는 부녀관계이며 같
은 정치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96) 그리고 백제 정변 기사에 보이는 대
좌평과 국주모도 하나의 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639년과 642년 사이에
왕권을 제약할만한 외척 세력이 복수로 존재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주모와 사택왕후는 동일인물이고 641년 11월에 사망했다는
대좌평 沙宅智積은 沙宅積德의 誤記일 수 있다.
무왕의 왕비인 사택왕후는 무왕 사후 즉위한 의자왕에게는 왕모, 즉
국주모였지만 그녀의 사망 후에 정적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국주모는 의
자왕의 생모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97) 국주모는 정변으로 축출된 교기와
더 가까운 인물일 것이다. 의자왕의 조카인 교기는 정변에 연루된 무리
에서 왕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98) 그렇다면

96)〈彌勒寺舍利奉安記〉에는 대좌평의 姓을 ‘사탁(沙乇)’이라고 새겼기 때문에 ‘사탁적
덕’, ‘사탁왕후’라고 불러야하겠지만, 원문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이들의
성을 더 널리 알려진 ‘사택(沙宅)’이라고 표기하겠다. 沙乇과 沙宅은 동일한 姓에 대
한 異表記이다.
97) 그동안 ≪三國遺事≫ 卷2 紀異2 武王條를 토대로 善花公主를 무왕의 왕비이자 의자
왕의 생모로 이해해왔지만 2009년 발견된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百濟王后沙乇
積德女’를 근거로 사택왕후를 의자왕의 생모로 보는 연구도 있다(金周成, 2009a〈백
제 무왕의 정국운영〉《신라사학보》16, 신라사학회; 이용현, 2009〈미륵사 건립과
사택씨 : 사리봉안기를 실마리로 삼아〉《신라사학보》16, 신라사학회; 장미애, 2012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역사와 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본고
에서는 의자왕 초반의 정변이 일어난 계기를 대좌평과 그의 딸 국주모의 사망으로 이
해하기 때문에 국주모를 의자왕의 생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98) 의자왕과 翹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린다. ≪日本書紀≫
皇極 2년 4월에는 ‘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라는 표현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크
게 ‘의자왕의 조카’와 ‘의자왕의 아들’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자왕의 조카라
고 보는 입장에서 근거로 삼는 것은 고구려 정변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정변으로 인하여
옹립된 寶藏王을 榮留王의 ‘弟王子兒’라고 표현하였는데 보장왕은 영류왕의 조카이기 때
문에 ‘弟王子兒’는 ‘아우 왕자의 아이’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鈴木靖民, 1970 앞 논
문). 한편 ‘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를 백제왕의 아이인 교기와 아우 왕자, 즉 2명으로 이해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두 표현에 모두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山尾幸
久, 1973 앞 논문). 그러나 보장왕의 용례가 확실하기 때문에 교기는 의자왕의 조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혼동의 여지가 있는 표현으로 다르게 기록된 것
은 鈴木靖民의 이해처럼 傳聞·傳寫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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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기는 국주모의 손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기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
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왕 후반에 이미 교기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지 않
았을 것이다.99)
따라서 국주모의 세력은 아직 장성하지 않은 교기를 지지하는 것보다
는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던 의자왕과 제휴하는 것이 향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신라 공격
을 지원하던 사씨 입장에서는 이에 적극적인 의자왕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교기가 장성함에 따라 의자왕 본
인 혹은 隆의 경쟁자로 부상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의자왕은 이들 세
력을 숙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44년에 융을 태자로 책봉하여 후
계구도를 확실하게 했다.
그렇다면 의자왕이 함께 신라 공격에 참여하던 사씨 세력을 숙청한 것
이 되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자왕과 사씨는 신라 공격에 대하
여 공감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에 접근하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 했던 것
같다.100) 즉 사씨는 오랜 원수인 고구려와 함께 신라 공격에 나서려는
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반대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자
왕은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내부의 반발을 물리치고 고구려와 연계하여
신라에 대적하고자 했다.101) 그렇다면 642년의 정변은 외교정책을 둘러
싼 갈등과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의 신라 고립책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E④는 특별한 의미
를 지닌다. E④는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이 왜 조정에서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사인데 643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당항성을 공격
하는 모습(D①)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황극 원년과 2년에 착종이 많아
99) 풍장을 교기의 아버지로 이해하기도 하지만(金周成, 2009a 앞 논문, 276~278쪽;
문안식, 2009〈의자왕의 친위정변과 국정쇄신〉《동국사학》47, 동국사학회, 70쪽
및 78쪽 각주91), 풍장은 친백제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왜로 파견되어 의자왕
의 외교정책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풍장을 의자왕에게 숙청된 교기의 아
버지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100) 교기 등의 추방원인을 후계자 경쟁에서 탈락한 것 이외에도 475년 한성 함락 이후
원수였던 고구려로의 접근에 대한 반발로 상정하기도 한다(鄭孝雲, 1995《古代 韓日
政治交涉史 硏究 : 6·7세기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93~94쪽).
101) 사씨세력 중에서도 국주모를 위시한 일부를 축출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정변 이
후에도 좌평 중에 智積, 千福, 孫登 등 사(택)씨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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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④도 기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행동
하는 모습이 왜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
려의 정변 소식이 각각 642년과 643년에 왜 조정에 전달되었음에도 ≪
日本書紀≫에는 642년 백제의 정변을 알리는 기사에 바로 뒤이어 고구
려 정변 기사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왜 조정은 백제와 고구
려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642년과 643년의 상황을 전제로 백제 사신과 고구려
사신이 왜 조정에 파견된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와 고
구려는 당항성 공격에 대한 계획을 알리며 신라 고립책에 왜를 끌어들이
고자 했을 것이다. 백제는 왜 조정에서 대두하고 있는 친신라세력의 영
향력을 억제하고 왜를 확고하게 백제 측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한 신라와 적대적인 고구려 입장에서도 왜가 신라 측으로 가담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왜에 파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643년의 당항성 공격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 즉 고구려와의 제휴를 선택한 백제는 왜가 백
제의 신라 고립책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사신을 파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의자왕은 무왕대의 외교를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고구려와 왜에
접근함으로써 신라 고립책을 始動한 것이다.

2. 왜의 친신라정책 추진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은 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645년 왜에서 정변
이 일어나 대외정책을 친신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변을 일으킨 후
즉위한 孝德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효덕
은 친신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102) 효덕의 외교정책 전환은 정변 직
전 당의 팽창에 대한 위기감과 백제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정변 이후 사
102) 645년 이후 왜의 대외정책을 친당‧신라로 파악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石母田正,
1971 앞 책; 八木充, 1986 앞 책;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金鉉球, 1985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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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파견 양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왜 조정은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을 통해 양국이 함께 신라 고립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양국이 연계하여 당항성
을 공격함으로써 당과 신라의 단절을 기획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백
제가 645년 신라를 급습하면서 당과 백제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백제가
당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의 문물을 수용하려
는 왜 입장에서는 백제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 친백제세력의 중심이었던 蘇我 本宗家의 蘇我蝦夷가 翹岐
를 후대한 것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103) 그는 백제를
통한 당과의 교류를 원하였으나 백제가 신라에 대한 강경책으로 인하여
당과 소원하게 되자 의자왕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기를 이용했던
것이다. 추방당한 교기를 후대하여 의자왕을 자극함으로써 당과의 관계
를 회복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104) 백제를 통한 당의 문물 수입
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소아씨는 권력의 기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친신라세력의 대두로 인해 위상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친백제정
책을 고수하며 백제가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 것이다.
이처럼 소아하이가 궁지에 몰려 의자왕을 자극해야할 정도로 643년
왜 조정의 분위기는 백제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難波의 백제 객관에 화
재가 나기도 했고 백제 사신은 왜에 가지고 간 물품에 대하여 질책을 받
기도 했으며 풍장은 養蜂에 실패하였는데105) 이 기사들은 왜 내부의 백
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6) 풍장은 631년 왜
103)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乙未, 蘇我大臣, 於畝傍家, 喚百濟翹岐等,
親對語話, 仍賜良馬一匹·鐵廿鋌. 唯不喚塞上.”
104) 石母田正도 백제에서 추방당한 교기를 소아대신이 보호하고 大使로서 대우한 것을
義慈王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이유를 백제가 642년 신라 공
격에 성공하여 왜와 백제의 지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본고의 이해와는 차
이가 있다(1971 앞 책, 56쪽).
105) ≪日本書紀≫ 卷24 皇極 2년, “三月辛亥朔癸亥, 災難波百濟客館堂與民家屋. … (七
月) 於是, 大夫問調使曰, 所進國調 欠少前例, 送大臣物, 不改去年, 所還之色, 送群卿物,
亦全不將來. 皆違前例, 其狀何也. 大使達率自斯·副使恩率軍善, 俱答諮曰, 卽今可備. 自
斯, 質達率武子之子也. … 是歲, 百濟太子餘豊, 以蜜蜂房四枚, 放養於三輪山, 而終不蕃
息.”
106) 胡口靖夫, 1979〈百済豊璋王について〉《国学院雑誌》80-4, 国学院大学出版部,
41~45쪽에서는 백제 객관 화재와 백제 사신의 물품에 대한 불만, 그리고 풍장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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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친백제정책 유지를 위하여 파견되었다. 그는 왜에 체류하며 친백
제정책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643년을 즈음해서는 백제에 대한 반
감이 생겨나 의자왕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日本書紀≫ 황극 원년 2월 기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F : (황극 원년[642] 2월) 戊子에 阿曇山背連比夫, 草壁吉士磐金, 倭漢
書直縣을 백제 弔使가 있는 곳으로 보내 소식을 묻게 하니 조사가 대답
하였다. “百濟國主가 臣에게 일러, ‘塞上이 항상 作惡을 한다. 돌아오는
사신에 딸려 보내주기를 청하더라도 天朝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
고 했다.”107)

이 기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새상이 ‘作惡’한 대상과 장소이
다. 이에 대해 작악한 대상과 장소를 모두 백제로 파악하기도 한다. 西
本昌弘은 왜를 기준으로 ‘還使’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 새상이 作
惡한 것을 백제 국내에서의 일이라고 했다.108) 이를 전제로 하면 의자왕
은 ‘백제에서 왜로 돌아가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고 싶지만 왜에서 허락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의자왕이 ‘還使’라는 말
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백제를 기준으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왜에서)
돌아오는 사신’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109) 따라서 새상은 이미 왜에 체
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蘇我蝦夷가 교기를 후대하면서 새상은 부
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도 새상이 왜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
봉 실패 등을 당시 격동하던 왜의 외교·내정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풍장은 자
신이 가진 외교적 권한이 교기에게 넘어가자 낙담하여 非정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양봉을 시도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백제 객관 화재는 정치
적인 모략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백제 사신의 물품에 대한 불만도 사실
은 풍장을 향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643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풍장
의 안위와 연결하여 이해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7)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戊子, 遣阿曇山背連比夫·草壁吉士磐金·倭漢
書直縣, 遣百濟弔使所, 問彼消息. 弔使報言, 百濟國主謂臣言, 塞上恒作惡之, 請付還使, 天
朝不許.”
108) 西本昌弘, 1985〈豊璋と翹岐 : 大化改新前夜の倭国と百済〉《ヒストリア》107, 大
阪歴史学会, 10~11쪽; 山尾幸久, 1989 앞 책, 399쪽.
109) 奧田尙, 1987 앞 논문,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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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새상이 왜에서 백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盧重國은 새상이 무왕대 왜에 파견되어 백제와 왜의 결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자왕이 교기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자 점차 반백제적인 성
향이 된 것으로 보았다.110) 그러나 새상의 갑작스런 전환에 대하여 충분
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金壽泰는 이를 보강하여 왕권강화를 위해
王弟세력을 제거한 의자왕에 반발하여 새상이 왜에서 백제를 대상으로
작악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교기와 새상을 같은 세력으로 파악하
며 새상 등이 백제 정계로의 복귀를 위해 친왜·반백제적인 행동을 한 것
으로 파악하였다.111) 그러나 백제로 복귀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찌하여
왜에서 백제를 대상으로 작악하였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새상은 풍장의 아우인데 650년 白雉 改元 기사, 백제 멸망 이후 귀국
기사에서 풍장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형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
고 왜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643년 즈음 왜 조
정에서는 백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풍장과 새상의 관계, 그
리고 당시 왜 조정의 분위기를 결부시켜 생각하면 이 기사는 다르게 해
석할 수 있다. 백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고 있는 왜 조정에서 새상이
친백제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作惡’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백제에
서 그의 귀환을 원하더라도 왜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의자왕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의자왕이 왜의 반대를 예상할 만큼 왜 내부
에 백제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있었다는 것이 된다. 왜 조정은 새상을 통
하여 의자왕에게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새상의 귀국을
원치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보라는 것은 왜 조정의 동향, 즉 백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친
신라세력의 대두일 것이다. 백제 사신이 자주 왕래하더라도 왜에 체류하
고 있던 새상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다.

110) 盧重國, 1994〈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국사관논총》52, 국사편찬위원회,
172~173쪽.
111) 金壽泰, 2004a〈백제 의자왕대의 對倭외교 : 왕족들의 재등장과 관련하여〉《백제
문화》3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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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왕 입장에서 새상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상이 돌아오더라도 풍장이 여전히 왜에
머물며 친백제세력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자왕은 새
상의 귀국을 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새상의 행동을 ‘作惡’으로 규정한
것은 친신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새상이
작악한 대상에 대하여 백제라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당시 왜 조정의 분
위기와 백제와 당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면 새상이 왜 조정 내부의 친
신라세력에게 작악한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45년 백제가 신라를 급습한 사건은 왜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백제와 당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왜는 당의 백제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제
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645년 6월에 ‘乙巳의 變’이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몇 대에 걸쳐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蘇我 本宗家가 멸망하였다. 이 정변의 배경에는
소아 본종가의 전횡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112) 외교 문제, 즉
고구려‧백제‧신라와 관련한 현안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蘇我氏의
지지를 받았던 왕족 古人大兄은 ‘韓人이 蘇我入鹿을 죽였다’라고 말했는
데, 割註에는 韓政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113)
이에 대하여 鈴木靖民은 국제정세가 변동하고 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왜가 백제·고구려와의 제휴노선, 신라·당 지지노선 혹은 제3정
책으로의 선택을 강요받은 것에 의해 ‘韓政’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난 것
으로 보았다.114) 을사의 변은 三韓, 즉 고구려·백제·신라를 둘러싼 외교
노선 갈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멸망한 소아 본종가
가 친백제세력의 핵심이었고 새로 즉위한 효덕이 외교정책을 전환한 것
112) 蘇我馬子는 崇峻을 시해하였고 蘇我蝦夷는 八佾의 舞를 추게 했으며 사사로이 아
들인 入鹿에게 大臣의 紫冠을 주었다. 또한 入鹿은 유력한 왕위계승후보였던 山背大
兄를 모반으로 몰아 자결하도록 하였다(≪日本書紀≫ 卷21 崇峻 5년 및 同 卷24 皇
極 원년·2년).
113) ≪日本書紀≫ 卷24 皇極 4년, “(六月) 甲辰, … 是日, 雨下潦水溢庭, 以席障子, 覆
鞍作屍. 古人大兄, 見走入私宮, 謂於人曰, 韓人殺鞍作臣【謂因韓政而誅】, 吾心痛矣,
卽入臥內, 杜門不出.”
114) 鈴木靖民, 1992 앞 논문,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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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이 정변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을사의 변과 뒤이은
대화개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을사의 변은 친신라세력이 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日本書紀≫에 따르면 大化 연간(645~649)에 백제는 2차례, 신라는
6차례 왜에 사신을 보냈고 왜는 신라에만 2차례 사신을 보냈다. 사신 파
견 횟수를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왜가 백제보다는 신라와 빈번하게 교
류했다는 대체적인 양상은 알 수 있다. 을사의 변을 일으킨 세력이 친신
라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덕의 백제에 대한 인식은 645년 7월에 백제 사신에게 ‘而調有闕. 由
是, 却還其調.’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115) 이 부분은 왜가 643년 7
월에 백제 사신의 물품에 대하여 질책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116) 백제
사신이 이미 멸망한 임나 사신을 겸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백제와 고구
려가 적대국인 신라와 함께 사신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 기사에 대한 신
빙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643년의 상황과 연결하면 효덕
이 신라에 가까운 인물임을 드러내는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즉 효덕이 왜 조정에 백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고 있던 시기의 일을
상기시켰다는 것은 그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백제에 경고하는 어투로 보아 효덕은 백제
보다는 신라에 가까운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를 통해 당으
로부터 귀국한 高向玄理, 僧旻이 효덕에 의해 國博士로 임명되어 정권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것을 통해서도 대화개신을 추진한 이들의 대외정책의
중심에는 신라와 당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7)
115)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원년, “(秋七月) 丙子. 高麗·百濟·新羅, 竝遣使進調.
百濟調使 兼領任那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 遇病留津館, 而不入於京. 巨勢德
太臣, 詔於高麗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天皇所遣之使, 與高麗神子奉遣之使, 旣往
短而將來長. 是故, 可以溫和之心, 相繼往來而已.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
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國, 爲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國, 屬賜百濟, 後
遣三輪栗隈君東人, 觀察任那國堺. 是故, 百濟王隨勅, 悉示其堺. 而調有闕. 由是, 却還
其調.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汝佐平等, 不易面
來. 早須明報. 今重遣三輪君東人·馬飼造【闕名】. 又勅, 可送遣鬼部達率意斯妻子等.
116) 盧重國은 이에 대하여 단순히 양국 사이의 교역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만 파악하
였다(1994 앞 논문,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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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왜와 신라 조정의 핵심인물이 상대국을 방문했다는 것
은 큰 의미를 지닌다. 양국 관계의 진전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① : (大化 2년[646]) 9월에 小德 高向博士黑麻呂를 신라로 파견하여
質을 바치도록 하였다.118)
G② : (대화 3년[647]) 이해에 … 신라가 上臣 大阿飡 金春秋 등을 파
견하여 博士 小德 高向黑麻呂와 小山中 中臣連押熊을 보내 공작새 한 쌍
과 앵무새 한 쌍을 바쳤다. 춘추를 質로 삼았는데 춘추는 용모가 아름다
웠고 담소를 잘 하였다.119)
G③ : (眞德王 2년[648]) 伊飡 金春秋와 그의 아들 文王을 파견하여
당에 조공하였다. 태종이 光祿卿 柳亨을 보내 교외에서 위로하였다. 곧
[궁에] 다다르자 춘추의 용모가 英偉함을 보고 두텁게 대하였다.120)
G④ : (貞觀 22년[648]) 신라에 딸려 表를 올려 소식을 통하였다.121)

사료 G①과 G②에 따르면 왜는 646년 고향현리를 신라에 파견하였고
그는 647년 김춘추와 함께 귀국하였다. 김춘추의 도왜를 부정하기도 하
지만122) 그가 고구려와 당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청병 외교를 했던 인물
이라는 점, 그리고 ‘聖骨男盡’의 상황에서 여왕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내정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그는 왜에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123)
117) 金鉉球, 1985 앞 책, 384쪽.
118)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2년, “九月,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 而使貢
質.”
119)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3년, “是歲, … 新羅遣上臣大阿飡金春秋等, 送博士小
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顔善
談笑.”
120)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2년, “遣伊飡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
祿卿柳亨, 郊勞之. 旣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121)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倭國, “(貞觀) … 至二十二年, 又附新羅奉表, 以通
起居.”
122) 三池賢一, 1966〈≪日本書紀≫金春秋の来朝記事について〉《駒沢史学》13, 駒沢大
学史学会.
123) 朱甫暾, 1993〈김춘추의 외교활동과 新羅內政〉《한국학논집》20, 계명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37~44쪽. 한편 김춘추가 왜와의 외교에 성공함으로써 對고구려 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여 왕위계승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沈京美, 2000〈新羅 中代 對日關係에 관한 硏究〉《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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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춘추의 도왜를 부정할 적극적인 근거는 없다. 당시 신라가 백제
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도왜한 주요한 목적은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새 정권과 첫 교섭에서부터
청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국의 관계에 대한 타협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김춘추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료 G군을 연결함으로써 그의 외교적 활
약으로 인하여 당·신라·왜의 관계가 이때 급진전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124) 이 연구에서는 당이 632년 고표인을 통하여 왜에게 요구한 것
이 신라를 위한 출병이었지만 왜가 이를 거부하여 당과 왜의 관계가 악
화되었다고 했다. 이후 645년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면서 G④에 보이듯
이 당에 표문을 보내 신라와 왜가 군사동맹 관계임을 드러냄으로써 632
년에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했다고 하며 왜의 표문을 전달한 인물을 김춘
추로 확정했다. 그러나 표문의 내용이 신라와 왜의 군사동맹을 드러내는
것이고 당이 632년에 왜에게 요구한 내용이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
라는 것이라고 이해한 부분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125)
당이 632년 왜에 신라를 위한 출병을 요구했다면 당시 당과 신라가
군사동맹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은
630년대 한반도(고구려) 문제보다는 東突厥, 吐谷渾, 高昌 등에 집중하
던 시기이다. 또한 김춘추는 왜에 청병하러 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 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김춘추가 왜의 표문을 당에 전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효
덕이 정권의 핵심인 고향현리를 신라에 파견할 정도로 친신라를 지향하
였고 그 배경에 당과의 교섭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는
백제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
다. 따라서 신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왜 조정의 동향을 파악한 김
춘추는 왜의 표문을 당에 전달함으로써 왜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
新羅의 對外關係와 思想硏究》, 백산자료원, 122쪽).
124) 金鉉球, 1983〈日唐관계의 성립과 羅日동맹 : ≪日本書紀≫ 金春秋의 渡日기사를
중심으로〉《金俊燁敎授華甲記念 中國學論叢》, 중국학논총간행위원회. 그리고 뒤이
은 연구에서 3국의 관계를 ‘日‧羅‧唐の三国聯合体制’로 표현하기도 했다(1985 앞 책).
125) 堀敏一, 1998《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硏文出版,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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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왜의 반백제적인 분위기를 자극하
기 위해 당 태종이 신라 사신에게 했던 말을 왜 조정에 전달했을 것이
다. 다음의 사료는 태종이 643년에 구원을 요청하는 신라 사신에게 제
시한 3가지 방책 중 일부이다.
H : (善德王 12년[643]) “황제가 使人에게 이르기를, ‘… 백제국은 바
다의 험난함을 믿어 병기를 수리하지 않고 남녀가 어지럽게 섞여 서로
모여 연회를 베풀 뿐이니, 내가 수십 수백의 배에 甲卒을 싣고 소리 없이
바다를 건너 곧바로 그 땅을 공격하려고 한다. … ”126)

뒤이어 당의 황족을 신라왕으로 삼는 것을 제안하는 등 태종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고 외교적인 수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군사 지원을
얻지 못한 김춘추는 태종의 발언을 전달함으로써 백제에 대해 반감을 가
지고 있던 왜 조정을 자극하여 왜 내부의 분위기를 신라에 유리한 방향
으로 이끌고자 했을 것이다. 당이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왜 조정에 보이고 당과 신라의 관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춘추가 왜의 표문을 당에 전달함으로써 신라의 대왜외교는 성
과를 이루었다. 이는 왜가 당과 신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왜의 인식에 태종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鈴木英夫는 왜가 외교방침을 수정했기 때문
에 신라를 통해 당과의 통교에 성공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金鉉球는 개신
정권이 친신라·반백제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127) 즉 개신정권은
이전과는 다른 외교정책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가 645년 외교정책을 친신라로 전환한 배경에는 대외적 위기감이
있었다.128) 왜 조정은 당에서 귀국한 학문승과 유학생들을 통하여 당의
12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2년, “帝謂使人曰, … 百濟國恃海之嶮, 不修機械,
男女紛雜, 互相燕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泛海, 直襲其地. … ”
127)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17쪽; 金鉉球, 1985 앞 책, 412~416쪽. 한편 沈京美는
신라가 647년 왜에 군사 지원 외에도 백제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
하였다(2000 앞 논문, 121쪽).
128) 당의 팽창 가능성과 이에 대한 왜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李在碩, 2007〈7세기 왜국
의 대외 위기감과 출병의 논리〉《일본역사연구》26, 일본사학회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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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과 팽창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더욱이 수의 군대가 바다
를 건너 고구려를 공격한 전례가 있었고, 645년에는 당도 배를 띄워 卑
沙城을 공격했기 때문에129) 왜의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당이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공격할 수 있고 백제와 우호적인 왜가 당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겨났던 것이다.
한편 대외적 위기감이라는 것은 정치적 명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당
장 당이 백제를 공격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백제를 공격하더라도
왜까지 공격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의 팽창
가능성은 효덕 등이 소아 본종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
으로서 제기된 것일 수 있다.
대외적 위기감 이외에도 문물 수입에 대한 욕구는 왜가 신라와의 관계
를 진전시켰던 원인의 하나였다. 효덕은 정변 이후 대화개신이라는 개혁
정치를 주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의 문물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가 고향현리, 승민 등 당에서 유학한 후 돌아온 이들을 중용하여 관위제
개정과 중앙관제 정비 등을 추진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130)
또한 당과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면 당이 왜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즉 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대외
적 위기감에 기인한 권력투쟁과 당 문물 수입에 대한 욕구가 맞물려 친
당·신라정책으로 표면화한 것이다.131) 왜 조정이 대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교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은 7세기 후반까지 나타난다.
이렇듯 왜는 친신라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제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12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년, “左翊衛大將軍來護兒帥江淮水軍, 舳
艫數百里浮海先進, 入自浿水, 去平壤六十里, 與我軍相遇, 進擊大破之.”;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張亮帥舟師, 自東萊度海襲卑沙城.”
130) 대화개신의 전반에 대해서는 井上光貞, 1975 앞 논문과 橫田健一, 2012〈蘇我本
宗家の滅亡と大化改新〉《古代を考える : 蘇我氏と古代国家》, 吉川弘文館(初刊은
1991)을 참고할 수 있다.
131) 일본학계에서는 ‘당의 통일과 팽창으로 인한 고구려·백제·신라·왜 등 주변국의 대
응’이라는 구조로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7세기
중반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변이 자국의 권력 집중과 대외정책을 둘
러싸고 전개되었다고 보는 石母田正의 의견이 있다(1971 앞 책). 많은 연구자들이 수당제
국의 등장과 그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이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에 접근하고 있다(鬼頭淸
明, 1976 앞 책; 八木充, 1986 앞 책; 鈴木靖民, 1992 앞 논문; 森公章, 1998《‘白村
江’以後》, 講談社; 堀敏一, 1998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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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년 7월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마지막으로 대화 연간에 백
제와 왜의 사신교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표 6). 의자왕은 이미 새
상 귀환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 왜 조정의 백제에 대한 반감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효덕의 발언을 통해 친신라세력이 왜 조정을 장악한 것을 알
게 되자 더 이상 왜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다시 신라 공격에 집중했
다. 그러나 647년부터 649년까지의 신라 공격은 모두 실패로 끝났
다.132) 왜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신라 공격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더욱이 신라와 왜가 가까워지자 의자왕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었다.
[표 6] 大化 연간(645~649년) 왜와 백제‧신라의 사신 왕래133)
연월

왜 ↔ 백제

645년

(백제 → 왜)

7월
646년

大佐平 緣福

왜 ↔ 신라

비고
효덕이 643년 7월의 일을

(왜 → 신라)

9월
647년

國博士 高向玄理
(신라 → 왜)

?월
648년

大阿飡 金春秋
(신라 → 왜)

?월
649년

?
(왜 → 신라)

5월
649년

三輪君色夫 등
(신라 → 왜)

?월

沙飡 金多遂

상기시킴, ‘而調有闕’
을사의 변 이후 최초의 사신
파견

※ 전거는 모두 ≪일본서기≫

132)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同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33) 645년 7월 고구려·백제·신라의 사신이 함께 왜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한다. 백제
사신의 이름이 남아있고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에게 효덕이 자신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 적어도 백제는 사신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라의 사신 파견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646년 2월에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왜에 사신을 파견
한 기사와 648년 2월에 왜가 삼한에 학문승을 파견한 기사가 있지만 적대적인 국가
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류하고자 한다.
다만 학문승은 신라에만 보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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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의자왕대 후반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 회복
1. 653년 백제와 왜의 通好
비록 왜가 친신라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상황이 바뀌는 데에는 오랜 시
간이 걸리지 않았다. 653년에 백제가 왜와 通好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
문이다. 통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紀異 眞興王의 고구려와
신라가 통호했다는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134)
551년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를 차지하였
고, 553년 다시 군사를 일으켜 백제가 획득한 한강 하류 지역을 탈취하
였다. 이로 인하여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
다. 한편 고구려는 서북부(北齊)와 남부(백제·신라)로부터의 위협에 효율
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백제의 위협에서 벗
어나려는 신라와 남쪽을 안정시켜 서북부에 집중하려는 고구려가 적대관
계를 청산한 사정을 전하는 것이 된다. 즉 통호라는 것은 갈등관계에서
화평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135) 따라서 653년 통
호를 계기로 백제와 왜가 이전 시기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호를 회복했음
을 알 수 있다. 왜와의 통호는 의자왕의 대왜외교와 신라 고립책이 성과
를 올린 것을 의미한다.
백제와 왜는 당과 신라의 강력한 밀착을 경계하며 통호에 이르게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왜 조정에서는 당과 신라가 밀착되자 반신라적인 분
위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료는 651년 왜 조정에서 ‘新羅征討
論’이 제기된 사정을 전한다.

134) ≪三國遺事≫ 卷1 紀異1 眞興王, “承聖三年(554)九月, 百濟兵來侵於珎城. 掠取人男
女三万九千, 馬八千匹而去. 先是百濟欲與新羅, 合兵謀伐髙麗. 眞興曰, 國之興亡在天,
若天未猒髙麗, 則我何敢望焉. 乃以此言通高麗, 高麗感其言, 與羅通好. 而百濟㤪之故來
爾.”
135) 盧泰敦, 1976〈고구려의 漢水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한국사연구》13, 한국
사연구회(盧泰敦, 1999 앞 책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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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白雉 2년[651]) 이해에 신라의 貢調使 知萬 沙飡 등이 唐의 복장
을 착용하고 筑紫에 정박하였다. 조정에서는 마음대로 풍속을 바꾼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 꾸짖으며 쫓아 보냈다. 이때에 巨勢大臣이 奏請하여 말
하기를, “지금 신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공격
하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難波津으로부터 筑紫의 바다까지
배를 붙여서 띄워 놓고 신라를 불러 그 죄를 묻는다면 쉽게 이룰 수 있
을 것입니다.”라고 했다.136)

이 기사에 따르면 651년에 知萬 등 신라 사신이 당의 복식을 입고 도
착하자 왜 조정은 이들을 筑紫에서 추방했고 左大臣 巨勢德陀는 ‘신라정
토론’을 제기하였다. 신라정토론은 을사의 변 이후 신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왜 조정의 성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한편 服制를 바꾼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다. <中原高句麗碑>와 ≪日本書紀≫ 繼體紀에 보이는 복장과 관련한 사
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먼저 <中原高句麗碑>에서 고구려는 신라왕
에게 의복을 내림으로써 고구려가 신라의 종주국임을 드러냈다.137) 그리
고 ≪日本書紀≫ 繼體 2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가야에 시집을 온 신라
왕녀가 자신의 시종들에게 신라 의복을 입게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신라가 가야를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138) 이
러한 사례는 왜가 당복을 입은 신라 사신을 추방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 조정은 신라 사신의 복장을 보고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당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651년 신라정토론을 제기한 거세덕타는 645년 소아 본종가를 멸망시
136)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2年, “是歲, 新羅貢調使知萬沙飡等, 着唐國服, 泊于
筑紫. 朝庭惡恣移俗, 訶嘖追還. 于時, 巨勢大臣, 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
悔. 其伐之狀, 不須擧力. 自難波津, 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艫舳, 徵召新羅, 問其罪者,
可易得焉.”
137) 徐永大, 1992 <中原高句麗碑>《(譯註) 韓國古代金石文》Ⅰ,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38) ≪日本書紀≫ 卷17 繼體 23년, “(三月)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
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幷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
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飜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旣若斯, 請
還王女. 加羅己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
所經, 拔刀伽·古跛·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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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활약하고139) 앞서 검토했던 645년 7월 효덕의 발언을 백제 사신
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효덕이 백제 사신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인물
로 거세덕타를 선발했다는 것은 그와 효덕의 정치적 입장이 같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645년 거세덕타는 효덕처럼 신라에 가까운 성향을 가
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651년에는 당복을 입은 신라 사신을 보고
신라정토론을 주장했다. 거세덕타의 정치적 입장이 645년과 651년 사이
에 변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649년에 좌대신으로 임명된 것
을 주목할 수 있다.140)
효덕은 을사의 변 이후 阿倍倉梯麻呂과 蘇我山田石川麻呂을 각각 좌대
신과 우대신에 임명하였다. 이들은 649년 3월에 연이어 사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좌대신이 된 인물이 거세덕타이다. 그런데 소아산전석천마려
는 모반으로 몰려 자결한 것이었다.141) 이 사건을 중대형이 주도한 것으
로 보기도 하고,142) 649년에 효덕과 中大兄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으
로 파악하기도 한다.143) 이를 통해 새로 임명된 좌우대신은 중대형에 가
까운 인물로서 효덕과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렇다면 649년 좌대신이 된 거세덕타가 제기한 신라정토론의 배후로 중
대형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정토론은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도왜하자 당에 종속될 수도 있
다는 위기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를 제기한 거세덕타가 친신라적인
인물이었고 649년 이후 왜 조정에 권력투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9) ≪日本書紀≫ 卷24 皇極 4년, “於是, 漢直等, 總聚眷屬, 擐甲持兵, 將助大臣處設軍
陣. 中大兄使將軍巨勢德陀臣, 以天地開闢, 君臣始有, 設於敵黨, 令知所赴.”
140)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5년, “夏四月乙卯朔甲午, 於小紫巨勢德陀古臣, 爲左大
臣.”
141)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5년 3월.
142) 倉本一宏, 2012〈壬申の乱と蘇我氏〉《古代を考える : 蘇我氏と古代国家》, 吉川
弘文館(初刊은 1991), 207~209쪽.
143) 篠川賢, 2001《日本古代の王権と王統》, 吉川弘文館, 206~220쪽. 한편 李在碩은
649년 김다수가 왜에 신라와 당 사이에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하며 649년을 계기로 왜 조정에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2010〈≪日本書紀≫ 大化 5년의 新羅使 金多遂에 관한 小考〉《동아시아 속의 한일
관계사》上, 제이앤씨). 그러나 나당 군사동맹 체결은 1급 기밀로서 외부에 유출되어
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659년 당이 백제공격을 앞두고 기밀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왜의 견당사를 유폐한 사건은 이를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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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정토론은 대외적인 위기감과 권력투쟁이 맞물려 표출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144) 또한 이를 통해 을사의 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던 친
신라세력이 650년대에 이르러 약화되고 반신라세력이 점차 조정에서 힘
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白雉 改元 기사는 왜 조정의 이
러한 대립 양상을 드러낸다.
J① : (白雉 원년[650]) 2월 庚午朔 戊寅에 穴戶國司인 草壁連醜經이
흰 꿩[白雉]을 바치며 “國造 首의 동족인 贄가 정월 9일에 麻山에서 잡
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百濟君에게 물었다. 백제군은 “後漢 明帝 永
平 11년에 흰 꿩이 보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승려들에게 물었다.
승려들이 대답하기를, “귀로 들은 바가 없고 눈으로 본 바가 없지만 천하
에 恩赦를 내려 민심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다. … 승려 旻法師는 “이
것은 길조이며 희귀한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 王者의 덕이 사방에 두루
흐르면 흰 꿩이 나타납니다. 또한 왕자가 제사를 지냄에 넘침이 없고 연
회와 의복에서 절제가 있으면 나타납니다. 또 왕자가 청결하면 산에서 흰
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자가 어질고 성스러우면 보입니다. … 또한 晉
武帝 咸寧 원년에 松滋에서 보였습니다. 이것은 길조입니다. 천하에 恩赦
를 내리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흰 꿩을 뜰에 풀어주었다.145)
J② : (백치 원년[650] 2월) 甲申에 조정의 의장대가 元會의 의식과
같았다. 左右大臣과 백관들이 紫門 바깥에 네 줄로 늘어섰고 粟田臣飯蟲
등 네 명은 꿩이 든 가마를 들고 앞에 나아가게 했다. 좌우대신은 백관과
百濟君 豊璋과 아우 塞城, 忠勝, 고구려의 侍醫 毛治와 신라의 侍學士 등
을 거느리고 中庭에 이르렀다. 또 詔하여 이르기를, “ … 이 상서가 나타
났다. 그러므로 천하를 大赦하고 白雉로 改元한다.”라고 했다.146)
144) 八木充, 1986 앞 책, 89쪽에서는 唐服을 착용한 신라 사신을 내쫓고 뒤이어 신라
정토론을 제기한 것은 친백제‧반신라적인 대외정책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145)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元年, “二月庚午朔戊寅, 穴戶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
曰, 國造首之同族贄, 正月九日, 於麻山獲焉. 於是, 問諸百濟君. 百濟君曰, 後漢明帝永
平十一年, 白雉在所見焉, 云云. 又問沙門等, 沙門等對曰, 耳所未聞, 目所未覩, 宜赦天
下, 使悅民心. … 僧旻法師曰, 此謂休祥, 足爲希物. 伏聞, 王者旁流四表, 則白雉見. 又
王者祭祀, 不相踰, 宴衣食服, 有節則至. 又王者淸潔, 則山出白雉. 又王者仁聖則見. …
又晉武帝咸寧元年, 見松滋. 是卽休祥. 可赦天下. 是以白雉, 使放于園.”
146)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元年, “(二月) 甲申, 朝庭隊仗, 如元會儀. 左右大臣百
官人等, 爲四列於紫門外, 以粟田臣飯蟲等四人, 使執雉輿, 而在前去. 左右大臣, 乃率百
官及百濟君豊璋·其弟塞城·忠勝·高麗侍醫毛治·新羅侍學士等, 至中庭. … 又詔曰, …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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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흰 꿩[白雉]의 출현을 吉兆로 여긴 國博士 旻法師
(僧旻)은 이를 효덕의 덕업 때문이라며 찬양했고 효덕은 이를 계기로 의
식을 치른 후 白雉로 改元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은 643년 이후 처음으
로 등장하는 풍장에 주목하여 이 기사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풍장이
이때 왜 조정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147)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자문 역할을 한 것이 후에 그를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하기도 한다.148) 이러한 해석은 효덕
이 풍장에게 가장 먼저 물었고 풍장 이후에 질문을 받은 승려들이 제대
로 대답을 하지 못한 것만을 부각한 결과로 보인다.
사실 풍장은 漢 明帝 때의 사례 한 가지만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
다. 또한 그는 왜 내부의 친백제세력의 유지를 위해 파견되었고 백제 멸
망 후에는 부흥군의 수장으로 추대되었다. 풍장의 이러한 행적을 고려하
면 그가 친신라정책을 추진하는 효덕의 조정에서 정치 자문을 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 효덕이 풍장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까닭은 599년 백제가
왜에 백치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149) ≪日本書紀≫
를 통틀어 삼국이 백치를 왜에 보낸 것은 이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민법사이다. 그는 白雉의 출
현이라는 祥瑞가 효덕의 덕업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백치에 대한 중
국의 고사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효덕의 측근인 旻이 백치의 출현을
계기로 효덕이 王者로서 필요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
다. 또한 민법사는 ‘赦天下’할 것을 효덕에게 건의하였고 효덕은 그의 건
의를 받아들여 ‘大赦天下’했다. 이러한 모습을 당시 왜 조정에 존재하던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에 연결하여 고려하면, 효덕이 중대형과의 대립에
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백치의 출현을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한 것
此祥瑞. 所以大赦天下, 改元白雉.”
147) 延敏洙, 1997a 앞 논문, 214쪽; 金壽泰, 2004a 앞 논문, 155~156쪽.
148) 장미애, 2013〈백제 말 정치세력과 백제의 멸망〉《백제연구》58, 충남대학교 백
제연구소, 142쪽.
149) ≪日本書紀≫ 卷22 推古 7년, “秋九月癸亥朔, 百濟貢駱駝一匹·驢一匹·羊二頭·白雉
一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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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J②의 개원 의례에는 당시 왜 조정의 변화상을 드러낼 단서가 보
인다. 이 의례에 백제의 왕족 풍장과 새상, 忠勝이 참여했고 고구려는
侍醫 毛治, 그리고 신라는 侍學士가 함께 하였다. 백제의 경우 왕족이 3
명이나 참여하여 고구려·신라와는 차이가 보이고 신라의 侍學士는 이름
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친신라정책을 생각하면 개원 의례라는
큰 행사에 신라가 부각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신라의 위
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풍장과 새상 형제의 재등장도 이러
한 흐름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이 친신라세력이 조정을 장악한 대화
연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다시 등장한 것은 당시 왜 내부에서 반
신라세력이 대두한 것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제선 2척을 만들게
했다는 기사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0) 또
한 백치 연간(650~654)에 왜는 단 한 차례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활발하게 사신을 교환하던 대화 연간과는 다른 모습이다. 왜 조
정에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한편 백제는 당 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한 후 고종의 의중을 확인하
기 위해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의자왕은 647~649년에 걸쳐 신라를
공격하였지만 계속 패배하였다. 물리적 공격이 효과가 없자 645년 이후
악화되었던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당외교를 재개한 것이다.
태종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새 황제가 삼국, 특히 백제에 대하여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의자왕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신라도 고종에게 사신을 보내며 그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다. 비록 김
춘추가 648년에 태종과 군사협약을 맺었지만 고종이 이를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었다.151) 더욱이 태종은 649년에 ‘遼東之役’, 즉 고구려 공격
을 중지하라는 遺詔를 내렸다.152) 따라서 고종에게 648년의 일을 상기
150)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원년, “是歲, … 遣倭漢直縣, 白髮部連鐙, 難波吉士
士胡床, 於安藝國, 使造百濟舶二隻.”
151)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의 ‘答薛仁貴書’에 따르면 군사동맹
의 내용은 신라와 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양 이남을 신라가 차지한다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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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협약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
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출병을 이끌어냄으로써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650년과 651년에 김춘추의 아들 김
법민과 김인문을 사신으로 보냈다.153) 이에 대하여 고종은 651년 백제
사신에게 璽書를 내려 자신의 뜻을 알렸다.
K : (의자왕 11년[651])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사신이 돌아올
때 고종이 璽書를 내려 왕을 타이르며 말하기를, “ … 신라 사신 金法敏
이 아뢰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를 의지하여 마침내
병기를 들고 번갈아 침략하고 핍박하니 大城과 重鎭이 모두 백제에게 병
탄되어 강역은 날로 줄어들고 위력도 아울러 쇠퇴하였습니다. 원컨대 백
제에 詔를 내려 침략한 성을 되돌려주게 하소서. 만약 조를 받들지 않는
다면 곧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여 빼앗을 것이지만 다만 옛 땅을
얻는다면 곧 서로 화호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짐은 그 말이 순리라고
여겨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왕이 겸병한 신라의 성은 모두 마땅히
그 본국에 돌려주고 신라도 사로잡은 백제의 포로를 왕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 왕이 만약 나아가고 그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이
미 법민이 청한대로 그가 왕과 승부를 결정하도록 맡길 것이고 또한 고
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구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
약 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즉시 거란과 여러 藩들로 하여금 요하를 건너
깊이 들어가 抄掠하게 할 것이니 왕은 짐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고 좋은 계책을 살펴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154)

152)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8년, “四月, 唐太宗崩, 遺詔罷遼東之役.”
≪唐大詔令集≫과 ≪全唐文≫에는 그 내용이 “遼東行事並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53)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4년, “六月, 遣使大唐, 告破百濟之衆. 王織錦作
五言大平頌, 遣春秋子法敏以獻唐皇帝.”; 同 5년, “遣波珍飡金仁問, 入唐朝貢, 仍留宿
衛.”
154)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1년, “遣使入唐朝貢, 使還, 高宗降璽書, 諭
王曰, … 新羅使金法敏奏言, 高句麗百濟脣齒相依, 竟擧干戈, 侵逼交至, 大城重鎭, 並爲
百濟所倂, 疆宇日蹙, 威力並謝. 乞詔百濟, 令歸所侵之城, 若不奉詔, 卽自興兵打取, 但
得古地, 卽請交和. 朕以其言旣順, 不可不許. … 王所兼新羅之城, 並宜還其本國, 新羅所
獲百濟俘虜, 亦遣還王. … 王若不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句
麗, 不許遠相救恤. 高句麗若不承命, 卽令契丹諸藩度遼, 深入抄掠, 王可深思朕言, 自求
多福, 審圖良策, 無貽後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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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백제가 자신의 분부를 따르지 않는다면 신라와 싸우도록 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백제와 신라가 싸우게 되면 契丹 등을 동원하여
고구려가 백제를 돕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은 분명 태종과는 다른 대응
방식이다. 태종은 삼국 간의 분쟁에 대하여 화합을 요구했고 삼국이 서
로 싸우는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종은 백제와 신라의 전
쟁에서 신라가 우세를 점하게 된 것을 알고 신라의 기세에 편승하여 백
제를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의 새서는 백제와 신라가 대결할 때 고구려가 백제를 지원한다면
이를 당이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당이 신라를 위한 군사행동
을 펼칠 수 있음을 백제에게 알린 것이다. 즉 고종은 신라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종의 결정에는 신라가 당의 服飾을
받아들이고 고종의 永徽 연호를 사용하며 당과의 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資治通鑑≫에는 고종이 백제 사신에게 전한 말이 남아있다. 고
종은 651년에 방문한 백제 사신에게 “使勿與新羅高麗相功. 不然, 吾將發
兵討汝矣.”라고 하였다.155) 사료에는 璽書 대신 ‘上戒之’라고 표현되었지
만 시기와 대상이 같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새서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료에 따르면 고종은 백제 공격을 직접적으로 드
러낸 것이 된다. 이를 통해서도 고종이 백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고
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와 당의 군사적 밀착을 확인한 의자왕은 652년 재차 당에 사신을
보냈다.156) 그러나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백제가 651년과 652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157)
155)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高宗 永徽 2년, “是歲, 百濟遣使入貢. 上戒之, 使勿與新羅
高麗相功. 不然, 吾將發兵討汝矣.”

156)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2년,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157) 사료 K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실린 고종의 새서 중 일부이다. 그런데 제시하
지 않는 내용 중 “去歲高句麗新羅等使並來入朝”라는 부분은 ≪舊唐書≫ 百濟傳에 “去
歲王及高麗新羅等使並來入朝”라고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정동준은 百濟傳의 새서를
근거로 650년에도 백제가 당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였다(2006 앞 논문,
131~132쪽). 이 견해에 따른다면 의자왕은 650년부터 652년까지 매년 당에 사신을
보낸 것이 되어 대당외교에 임하는 백제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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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신라의 관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의자왕의 의도대로 백
제가 당을 신라에게서 떼어낸다면, 신라를 매개로 당과 교류를 재개한
왜가 다시 백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당을 백제로 끌어
들이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158) 이처럼
의자왕은 신라 고립책을 다시 시도했지만 당과 신라의 공고한 관계를 확
인했을 뿐이다. 이제 백제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 대왜외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652년의 사신 파견이 당과의 마지막 교류라
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자왕은 651년 6월과 652년 4월, 그리고 653년 6월에 왜에 사
신을 파견하였다.159) 사신 파견을 단절했던 대화 연간의 상황과는 대조
적이다(표 7). 그는 이들 사신을 통해 왜 조정에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
착을 알리며 반신라적인 분위기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풍장과
새상의 재등장을 반신라세력의 존재와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이때 풍장과 새상을 통해 반신라세력에 접촉하여 이들에게 친
백제로의 회귀를 촉구했을 것이다.160)
[표 7] 白雉 연간(650~654년) 왜와 백제‧신라의 사신 왕래161)
연월

왜 ↔ 백제

651년

(백제 → 왜)

6월
651년

?

왜 ↔ 신라

[고종의 새서 내용을
(신라 → 왜)

?월
652년

(백제 → 왜)

4월

?

653년

(백제 → 왜)

6월

?

비고

沙飡 知萬

전달]
筑紫에서 추방, 신라정
토론 제기
[왜의 동향 파악]
[通好에

대한

협의],

653년 8월 백제와 왜
의 통호

158) 盧重國과 金壽泰도 651년과 652년의 사신 파견을 당과 신라의 결합을 끊으려고
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당과 왜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盧
重國, 2012《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399쪽; 金壽泰, 1991〈백제의
멸망과 唐〉《백제연구》2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70~171쪽).
159)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2년 6월; 同 3년 4월; 同 4년 6월.
160) 반대로 반신라세력이 왜에 체류하고 있던 풍장 등 백제 왕족과 접촉하여 백제 본
국과의 교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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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년

(백제 → 왜)

7월

送使

654년

(백제 → 왜)

?월

?

653년

5월에

출발한

왜의 견당사 吉士 長
丹 등의 귀국을 도움
고구려 사신과 함께

※ [ ]는 필자의 추정, 전거는 모두 ≪일본서기≫

이와 관련하여 효덕과 대립하던 중대형이 653년에 제기한 飛鳥還都論
을 주목할 수 있다.162) 당시 왜의 수도는 652년 완공된 難波長柄豊碕宮
(이하 難波宮)이었다.163) 난파궁은 개신정권이 추진했던 관위제 개정·중
앙관제 정비 등과 연동하여 새로운 관료기구의 집무공간을 궁내에 설치
한 최초의 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난파궁이 지향한 체제와 이념
은 齊明 이후에도 계승·발전되었다고 한다.164) 그렇다면 완성된 지 2년
도 되지 않은 難波宮을 방기하고 飛鳥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이면에는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孝德朝 이후에도 ‘전국적인 지배 체제의 강화’라는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에 효덕의 국내 지배체제의 강화 등의 개혁을 견제하기 위해 천도론
을 제기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165) 애초에 難波로 천도했던 배경
으로 이 지역이 군사와 외교, 교통의 요충으로서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
에 주목할 수 있는 것도 환도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166)
161) ≪日本書紀≫에 따르면 651년 知萬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백제와 신라가 함께
왜에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당과 신라의 밀착을 확인한 백제의 급박한 사정과
뒤이은 백제·왜의 통호를 감안하면 백제의 사신 파견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왜 조
정에서 일고 있던 당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반신라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신
라의 사신이 백제의 사신과 함께 도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2)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4년, “是歲, 太子奏請曰, 欲冀遷于倭京. 天皇不許焉.
皇太子乃奉皇祖母尊間人皇后, 幷率皇弟等, 往居于倭飛鳥河邊行宮. 于時, 公卿大夫百官
人等, 皆隨而還.”
163)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3년, “秋九月, 造宮已訖. 其宮殿之狀, 不可殫論.”
164) 吉川真司, 1997〈難-波長柄豊碕宮の歴史的位置〉《日本国家の史的特質 : 古代·中
世》, 思門閣出版, 92~93쪽.
165) 李在碩, 2011〈孝德朝의 권력투쟁의 국제적 계기 : 동아시아 정세와 飛鳥還都論〉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아연출판부, 119~120쪽.
166) 八木充, 1986 앞 책, 117쪽. 고대 難波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는 直木孝次郞, 2009
《直木孝次郞 古代を語る10 : 古代難波とその周辺》의 3장 ‘古代難波の諸相’을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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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덕이 환도를 반대하자 중대형은 효덕을 난파궁에 남겨두고 효덕의
친누이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皇祖母尊(皇極)과 효덕의 왕비이자 자신의
누이인 間人, 친동생 大海人, 그리고 公卿大夫와 함께 비조로 거처를 옮
겼다. 이듬해 효덕이 난파궁에서 사망하자 皇極이 齊明으로 재등극하고
이후 중대형이 즉위하였다(天智). 이들이 풍장을 왕으로 모셔가겠다는
福信의 청을 수락하고 백제부흥운동에 참여하여 663년에 백촌강 전투에
대규모 병력을 보낸 것으로 보아 백제에 우호적인 노선을 취하였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앞서 거세덕타가 주장한 신라정토론의 배후로 중대형을 지목하였는데
비조환도론은 신라정토론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라정토
론을 제기하여 반신라적인 분위기를 표면화했던 중대형은 653년 환도를
주장하여 근친왕족과 백관을 이끌고 비조로 돌아감으로써 효덕과 반대되
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167) 즉, 중대형은 대외적 위
기감을 명분으로 삼아 효덕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대외정책을 전환
한 것이다.168) 한편 고향현리와 함께 개신정권에서 국박사로 활약했던
승민이 이해에 사망한 것도 환도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169) 그는 신라의 送使와 함께 귀국한 전력으로 보아 효덕의 조정
과 친신라라세력의 핵심인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자왕과 중대형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자 653년 6월 백제 사신
이 왜에 건너가 통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하였고170) 결국 653년 8
월에 양국은 통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백제는 645년 이후 단절되
었던 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백제는 당을 신라에게서 떼어내
167) 篠川賢, 2001 앞 책, 211쪽에서는 653년의 환도 문제로 인하여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이 표면화되었고, 그 결과 양자의 역관계가 역전된 것으로 보았다. 若井敏明은
이 사건을 ‘白雉四年の政変’이라고 칭하며 중대형에 의한 ‘無血 쿠데타’이며 사실상
정부가 飛鳥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하였다(2013〈白雉四年の政変について〉《歴史学
部論集》3, 佛教大学歴史学部, 87쪽).
168) 金鉉球는 개신정권 내부에서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대외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이해하였다(1985 앞 책, 440~473쪽). 그러나 중대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등거리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한 점은 본고와 차이가 있다.
169)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4년, “(六月) 天皇聞旻法師命終, 而遣使弔, 幷多送贈.
皇祖母尊及皇太子等, 皆遣使, 弔旻法師喪.”
170)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4년, “六月, 百濟·新羅, 遣使貢調獻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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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실패했지만 왜를 포섭함으로써 신라와 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양국
이 기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왜를 둘러싼 신라와의 외교적 경쟁에서 백제가 승리했음을 드러내는 것
이었다. 즉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이 성과를 올린 것이다. 또한 통호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판도는 백제·고구려·왜와 당·신라가 대결하는 구도로
재편되었다. 이후 이 구도는 동아시아에 큰 변화를 일으킨 대규모 국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과 관련하여 656년에 고구려와 왜가 사신을 교
환한 것은 중요한 사건이다.171) 고구려는 645년 7월의 사신을 제외하면
효덕의 재위기간(645~654) 동안 왜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는데 이때 다
시 재개된 것이기 때문이다.172) 지금까지 검토했듯이 백제는 대화 연간
에 왜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653년 통호에 성공함으로써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백제가 655년 고구려와 군사행동을 함께 하기도 했
기 때문에 656년 고구려와 왜의 사신 교환에는 백제의 중재를 상정할
수 있다. 더욱이 백제가 고구려와 왜를 중개한 것이 656년 3월에 신라
에게 패배한 이후라는 점에서 백제의 의도가 신라를 고립시키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173) 그렇다면 고구려·백제·왜의 진영
은 의자왕이 추진한 신라 고립책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표 8).
[표 8]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
연월

신라 고립책의 내용

643년

왜를 신라 고립책에 끌

6월
643년

어들이려고 시도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9월

당항성을 공격

전거
일본서기
고구려본기

비고
고구려 사신과 함께 행동
백제본기에는 643년 11월,
신라본기에는 642년 8월

171) ≪日本書紀≫ 卷26 齊明 2년 8월 및 9월.
172) ≪日本書紀≫에 따르면 그 사이에 646년 2월, 647년 1월, 648년 2월, 654년 是
歲, 655년 是歲 등 양국이 교류한 기사가 보이지만 매번 신라와 함께 하고 있어 신
빙성에 문제가 있다.
173) ≪唐會要≫ 卷95 新羅, “顯慶元年三月, 又破百濟兵遣使來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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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년
?월
653년
8월
654년

당과의 외교를 재개하여
당·신라·왜의 관계를 끊

백제본기

으려고 함
왜와 通好

차 사신 파견

백제본기

고구려와 함께 왜에 사

?월
655년

신을 파견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

1월
655년

라의 北界를 공격
100여명의 대규모 사신

7월
656년

단을 왜에 파견
고구려가 왜에

사신을

8월
656년

파견
왜가

사신을

9월

파견

고구려에

고종의 璽書, 652년 1월 재

일본서기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에는 655년 8월

일본서기
일본서기
일본서기

655년의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신라의 北界를 공격한 것이었
다.174) 왜와의 관계를 회복한 의자왕은 643년 이후 처음으로 고구려와
함께 신라 공격을 재개한 것이다. 마침 당이 649년을 마지막으로 고구
려에 대한 공격을 멈춘 상황이었고 이미 백제와 고구려는 643년에 당항
성을 협공한 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때 양국이 함께 신라에 대한 견제
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백제가 왜와 통호한 이후
적극적으로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제와 고구려가 획득한 땅을 ‘北界’라고 표현한 것으로부터 이
지역을 경기도나 강원도 방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175) 백제가 성왕대에
174)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5년, “八月, 王與高句麗靺鞨侵攻破新羅三十
餘城, 新羅王金春秋遣使入唐, 表稱. 百濟與高句麗靺鞨侵我北界, 沒三十餘城.”
이처럼 백제본기에는 이 사건을 655년 8월이라고 했지만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는
655년 1월의 일로 기록하였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협공을 당한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고 당은 고구려를 공격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당의 고구려 공
격 시기에 대해서는 고구려본기와 ≪新唐書≫ 本紀 高宗에는 655년 2월, 신라본기와
≪舊唐書≫ 本紀 高宗 上에는 655년 3월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가 함
께 신라를 공격한 시기는 655년 1월이라고 할 수 있다.
175) 이 기사를 658년 북소경 폐지 기사와 연결하여 33성의 영역을 강원도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朴省炫, 2010〈신라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서울대학
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7~188쪽). 그렇다면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을 공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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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한강유역의 일부를
되찾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혹은 고구려가 642년에 김춘추에게 요구했던
지역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655년의 공격은 백제의 입장에서 큰
성과였고, 의자왕은 자신의 외교적 선택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백제·고구려의 공동 군사행동은 당·신라의 연합에게 충격이
었다. 고종이 새서를 통해 백제를 위협했지만 의자왕은 이에 굴하지 않
고 고구려와 함께 신라를 공격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당에 구원을 요청
했고, 당은 곧바로 程名振과 蘇定方에게 군대를 주어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며 반격에 나섰다.176) 양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백제·왜 통호의 의의와 한계
653년 백제와 왜가 통호하게 됨으로써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은 성과
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왜를 둘러싼 외교 경쟁에서 백제가 신라에 승리
한 것이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660년부터 발발하는 국제전쟁의 진영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가 갖는
의의는 상당하다. 여기에 덧붙여 백제와 왜 내부의 반발을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의자왕은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지만 백제 내부에는
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
제의 멸망 원인 중 하나로 내분을 상정해왔고 세부적으로 君大夫人 恩古
의 전횡,177) 달솔층의 성장,178) 왕족들의 재등장179) 등으로 분석하였다.
에 앞서 신라의 후방지원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동준은
신라의 한강 유역을 공격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2006 앞 논문, 138쪽).
17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王 2년, “(春正月) 高句麗與百濟靺鞨, 連兵侵軼我
北境, 取三十三城. 王遣使入唐求援. 三月, 唐遣營州都督程名振, 左右衛中郞將蘇定方,
發兵擊高句麗.”; 同 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14년, “春正月, 先是, 我與百濟靺鞨,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遣使於唐求援. 二月, 高宗遣營州都督程名振, 左
右衛中郞將蘇定方 將兵來擊.”;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 “(永徽 六年) 三月, 營州
都督程名振破高麗於貴端水.”
177) 盧重國, 2003《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30~33쪽; 金壽泰, 2007〈의자왕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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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래에는 이 시기 권력투쟁을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180) 외교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成忠이 656년에 의
자왕에게 남긴 최후의 간언을 주목할 수 있다.
L : 충신은 죽어서도 군주를 잊지 않으니 한마디 올리고 죽고자 합니
다. 臣이 항상 시세의 변화를 관찰해보니, 반드시 전쟁[兵革之事]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用兵에는 반드시 그 地理를 살펴 택해야 하니 上流에 처
하여 적을 맞이한 연후에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의 군대
가 온다면 육로는 沈峴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伎伐浦의 연안에 들
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니 험하고 막힌 곳에 의지하여 막은 연후에 可합
니다.181)

성충은 이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남겼
지만 의자왕은 끝내 듣지 않았다. 그리고 사비성이 함락된 다음에야 “悔
不用成忠之言, 以至於此.”라고 뒤늦게 한탄하였다. 성충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의자왕과 성충은
‘時變’으로 표현된 국제관계의 변동과 이에 따른 대응책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의자왕은 신라를 고립시키는 외교정책을 사용했고 이로 인하여 652년
이후 당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따라서 성충은 이와 반대로 당과의 관
계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신라 공격에 집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대비한 興首의 방비책과 성충의
간언이 유사하고 흥수가 죄를 짓고 유배에 처해져있던 상황이라는 점에
서 흥수와 성충은 같은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182) 반면 이들과
의 정치상황〉《百濟文化史大系 硏究叢書》6,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43~47쪽.
178) 金周成, 1988〈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백제연구》19, 충남대학
교 백제연구소.
179) 金壽泰, 2004a 앞 논문.
180) 양종국, 2002〈7세기 중엽 의자왕의 정치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백제문
화》3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장미애, 2012 앞 논문.
181)《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6년, “忠臣死不忘君, 願一言而死. 臣常觀時察
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 必審擇其地, 處上流以延敵,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
路不使過沈峴, 水軍不使入伎伐浦之岸, 擧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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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대로 의자왕의 외교정책을 지지한 세력도 있었다.
M① : 하물며 밖으로 直臣을 버리고 안으로 妖婦를 믿어 刑罰은 오직
忠良한 이에게 미치며 寵任은 반드시 諂倖한 이에게만 더해졌다.183)
M② : 고구려 沙門 道顯의 《日本世記》에 “7월 云云. 春秋智가 대장
군 蘇定方의 손을 빌려 백제를 挾擊하여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혹은
“백제는 스스로 망하였다. 君大夫人인 妖女가 無道하여 國柄을 빼앗아 함
부로 하고 賢良한 이들을 주살했기 때문에 이 화를 부른 것이다.”라고 했
다.184)
M③ : 백제왕 의자왕, 그의 처 恩古와 그의 자식 隆 등, 그의 신하 좌
평 千福·國辨成·孫登 등 모두 50여 명이 가을 7월 13일에 소정방에게 사
로잡혀 당으로 보내졌다.185)

사료 M군은 백제 멸망에 대한 기록인데 ‘妖婦’,

‘君大夫人妖女’,

‘其

妻恩古’는 동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고는 왕비로서 이례적으로
이름이 남아있고 백제 멸망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말기
정국에 중요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다. 위 사료에서 ‘直臣을 버리고’, ‘刑
罰은 오직 忠良한 이에게 미치며’, ‘賢良한 이들을 주살’했다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성충과 흥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直臣·
忠良·賢良은 성충과 흥수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은고는 성충, 흥수와 대
립하며 의자왕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의자왕의 태자에 대한 기록이 엇갈린다. 644년의 태자 책봉 기사
에는 隆을 태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660년에는 孝를 태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186) 또한 효는 外王 혹은 小王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였
182)《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년.
183) <大唐平百濟碑>, “況外棄直臣, 內信妖婦, 刑罰所及, 唯在忠良, 寵任所加, 必先諂
倖.”
184)《日本書紀》卷26 齊明 6년, “(秋七月) 高麗沙門道顯日本世記曰, 七月云云. 春秋智,
借大將軍蘇定方之手, 挾擊百濟亡之. 或曰, 百濟自亡. 由君大夫人妖女之無道, 擅奪國柄,
誅殺賢良故, 召斯禍矣.”
185)《日本書紀》卷26 齊明 6년, “(十月) 百濟王義慈, 其妻恩古, 其子隆等, 其臣佐平千
福·國辨成·孫登等, 凡五十餘, 秋七月十三日, 爲蘇將軍所捉, 而送去於唐國.”
186)《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년, “遂與太子孝, 走北鄙. 定方圍其城, 王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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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7) 이로 인해 의자왕의 태자에 대해서는 효가 처음부터 태자였다는
설, 융이 시종일관 태자였다는 설, 그리고 효에서 융으로 교체되었다는
설, 융에서 효로 교체되었다는 설, 태자가 여럿이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
는 등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하다.188)
이에 대하여 당시의 기록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큰 <大唐平百濟碑>와
<唐劉仁願紀功碑>, 그리고 <伊吉連博德書> 등에 융이 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융을 의자왕의 유일한 태자라고 할 수 있다.189) 멸망
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더라도 태자가 바뀌었다는 중차대한 사실이 기록에
서 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제 멸망 후 의자왕과
융을 비롯한 왕족과 대신 등 백제 조정의 중핵이었던 인물 다수가 당으
로 건너갔기 때문에 당은 이들을 통해 백제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가 정말로 백제 멸망 당시의 태자였다
면 당에서도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기록이 효가 아닌
융을 태자로 본다는 것은 융이 태자였음을 의미한다.
의자왕의 태자에 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왕비인 은고가 멸망의 원
흉으로 지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자 교체와 유사한 상황이 백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은고는 효를 지지함으로써 태
자 융의 지위를 흔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효는 은고와 더불어 의자왕
의 외교정책을 지지하였던 왕자였고, 은고는 효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

子泰自立爲王, 率衆固守. 太子子文思謂王子隆曰, 王與太子出而叔擅爲王, 若唐兵解去,
我等安得全. 遂率左右, 縋而出, 民皆從之. 泰不能止, 定方令士超堞, 立唐旗幟, 泰窘迫
開聞請命. 於時, 王及太子孝與諸城開降, 定方以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及大臣將士八十八
人, 百性一萬二千八白七人, 送京師”
187) <大唐平百濟碑>, “其王扶餘義慈及太子隆, 自外王餘孝一十三人, …”;《舊唐書》卷
199上 列傳149上 百濟, “虜義慈及太子隆, 小王孝演, 僞將五十八人等送於京師, 上責而
宥之.”
188) 의자왕대의 태자와 관련한 논의 및 연구사는 윤진석, 2011〈백제멸망기 '태자' 문
제의 재검토 : 관련사료 분석과 기존견해 비판을 중심으로〉《지역과 역사》29, 부경
역사연구소에 잘 정리되어 있다.
189)〈大唐平百濟碑〉, “其王扶餘義慈及太子隆, 自外王餘孝一十三人, …”;〈唐劉仁願紀功
碑〉, “(顯慶)五年, 授嵎夷道行軍大摠管, 隨邢國公蘇定方, 平破百濟, 執其王扶餘義慈,
竝太子隆, 及佐平▥率, 以下七百餘人.”;《日本書紀》卷26 齊明 6년, “(秋七月) 伊吉連
博德書云, 庚申年八月, 百濟已平之後, … 十一月一日, 爲將軍蘇定方等所捉百濟王以下,
太子隆等, 諸王子十三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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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세력을 키운 효는 태자인 융에 버금갈만한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소왕 혹은 외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검토에 의하
면 융은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의자왕에 반발했던 성충, 흥수와 가까
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이 637년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것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190) 즉 융과 성충, 흥수는 당과의 관계를 단절
시키면서까지 신라 공격에 집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파악된다.
이처럼 650년대 백제는 대외정책과 왕자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투쟁으
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내정과 외정이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655년 이후 빈번하게 등장하는 재이기사는 백제 내부의
이러한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료에서 드러나는 갈등
의 양상은 656년부터이지만 성충이 이미 656년에 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의자왕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권력에서 밀려난 것은 그 이전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검토한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갈등은
656년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647~648년 김춘추의 활약을 계기로 왜는 당과의 외교를 재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라를 축으로 하여 당·신라·왜는 가까워질 수 있었
다. 백제는 647~649년 신라 공격에 계속 실패했으며 651년에는 새서를
통해 당 고종의 의중이 신라로 기울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종은
654년 왜에게 신라를 도와 출병하라며 새서를 내렸다.191) 이러한 상황
은 백제 내부에서 당을 배제한 채 신라 공격에 집중하는 의자왕의 외교
정책에 회의를 가진 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
면 이들은 의자왕이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64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190) 황산벌 전투 이후 당과의 교섭을 주도한 왕자를 隆으로 특정하며 그가 對唐 강화
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융과 성충, 흥수를 대당교섭을 통해 나당연합군에
대응하고자 한 세력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장미애, 2013 앞 논문, 132~134쪽).
이 연구에서는 융의 이러한 성향이 후에 그가 웅진도독으로 임명되는 것에 영향을 끼
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91)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 永徽 5년, “十二月癸丑, 倭國獻琥珀碼碯, 琥珀大如斗,
碼碯大如五斗器.”; ≪新唐書≫ 卷220 列傳145 日本, “永徽初, 其王孝德卽位, 改元曰
白雉, 獻虎魄大如斗, 碼碯若五升器. 時新羅爲高麗·百濟所暴, 高宗賜璽書, 令出兵援新
羅.” ≪唐會要≫ 卷99 倭國에는 제시한 양당서의 내용을 합친 기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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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융과 성충, 흥수 등은 의자왕이 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도 불만
을 가졌을 수 있다. 645년 이후 친당·신라정책을 추진한 왜를 다시 백제
측으로 끌어들이면 당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자왕은 통호
이후 655년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변을 공격하였고 왜에는 100
명이 넘는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며192) 고구려·백제·왜의 관계를 과시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했다
는 것은 융·성충·흥수 등이 왜와의 통호에도 반대하였음을 의미한다.
왜 내부에도 백제와의 통호에 반발하는 친신라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지
만 왜 조정은 반발을 물리치고 백제와의 우호관계를 이어갔다. 이는 사
신 파견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다. 653년 4월의 견당사 吉士長丹은 통호
이후인 654년 7월 백제를 경유하여 백제 送使와 함께 귀국하였다.193)
그런데 길사장단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고 654년 2월 고향현리가 이끄는
견당사가 新羅道를 통해 당에 들어갔다.194) 이 견당사에 623년 당과의
통교를 주장한 혜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립된 효덕이 당과
신라의 힘을 빌려 중대형과의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대형과 효덕의 대립이 끝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195)
192) ≪日本書紀≫ 卷26 齊明 원년 7월; 同 원년 是歲. 7월의 기사에 150명, 是歲條에
100여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해에 이렇게 대규모의 사신단을 2차례나 보낸
전례는 없었다. 통호 이후의 파격적인 사신 파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是歲條에
보이는 大使 達率 余宜受가 사실은 7월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다.
193)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5년, “秋七月甲戌朔丁酉, 西海使吉士長丹等, 共百濟
新羅送使, 泊于筑紫.” 서해사가 백제·신라의 송사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있지
만, 이후 모든 서해사가 백제로부터 귀국했다는 것과 이때가 백제와 통호한 이후라는
점에서 이 기사에 보이는 신라의 송사는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194)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5년, “二月, 遣大唐押使大錦上高向史玄理【或本云,
夏五月, 遣大唐押使大花下高向玄理】, 大使小錦下河邊臣麻呂, 副使大山下藥師惠日, 判
官大乙上書直麻呂·宮首阿彌陀【或本云, 判官小山下書直麻呂】, 小乙上岡君宜·置始連大
伯·小乙下中臣間人連老【老, 此云於喩】田邊史鳥等, 分乘二船. 留連數月, 取新羅道, 泊
于萊州. 遂到于京, 奉覲天子. 於是, 東宮監門郭丈擧, 悉問日本之地里及國初之神名. 皆
隨問而答. 押使高向玄理, 卒於大唐. …”
195) 金恩淑, 2007 앞 논문, 79~80쪽에서는 653년의 견당사 중 일부가 조난을 당하자
나머지 인원의 안전을 우려하여 이들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고 654년 다시 견당사를
파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견해는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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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중대형이 대외적인 위기감을 계기로 비조환도론을 제기하여 효덕
을 고립시켰지만 친신라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는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며 우호를 유지하였다. 654년 7월 백제를 경
유하여 귀국한 길사장단을 西海使라고 지칭하였는데 이후 서해사는 제명
대에 3차례 더 등장하며 모두 백제에 파견되었던 사신단을 의미한다.196)
이는 백제에 단 한 번도 사신을 보내지 않으며 친신라정책을 표방하던
대화 연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에 화답하듯 백제는 655년에 100
명이 넘는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며 양국 간의 우호를 과시하였다.
한편 백제가 655년에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는 及
飡 彌武를 왜로 파견하였다.197) 654년 고종이 왜에게 요청한 신라에 대
한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당과 왜의 관계를 중재했
던 김춘추가 즉위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신라는 왜와의 관계회복도 원하
였을 것이다. 그러나 왜가 출병한 기록이 없고 미무가 왜에서 사망했다
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이를 통해서
도 왜의 입장이 친백제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덕의 유일한 아들인 有間이 658년에 모반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사건을 주목할 수 있다.198) 효덕은 친신라정책을 추진한 장
본인이었고 중대형은 효덕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친백제정책
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유간이 모반을 일으키다 죽었다는 것은 이 사건
이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199) 더
욱이 그의 외조부는 을사의 변 이후 최초의 좌대신이었던 阿倍倉梯麻呂
였다. 따라서 유간의 죽음을 계기로 친신라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점차
쇠퇴했을 것이다. 이처럼 왜 조정은 백제와 통호한 이후 내부의 반발을
196) ≪日本書紀≫ 卷26 齊明 2년 是歲; 同 3년 是歲; 同 4년 是歲.
197) ≪日本書紀≫ 卷26 齊明 원년, “是歲, … 新羅, 別以及飡彌武爲質. 以十二人爲才伎
者. 彌武, 遇疾而死.”
198) ≪日本書紀≫ 卷26 齊明 4년 11월.
199) 金鉉球, 1985 앞 책, 454쪽에서는 이 사건이 중대형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有間의 擧兵 계획을 눈치 챈 중대형 등이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는
유간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八木充, 1986 앞 책, 97~98쪽; 平林章仁, 1990
〈有間皇子の変について〉《日本書紀研究》17, 塙書房, 352쪽).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중대형 측의 策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일본학계의 경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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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우며 친백제정책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200)
그런데 백제와 통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가 당에 사신을 파견하며 당·
신라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친백
제세력과 친신라세력 중 어느 한쪽도 다수를 점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하고201) 친백제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제명대부터라고 보기
도 한다.202) 심지어 왜의 방침을 균형외교로 이해하며 통호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03) 통호 이후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왜의
외교로 인해 연구자들이 백제와 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
다. 그러나 친신라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
는 데에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왜의 조정이 653년 통호를 기점으로 친
백제정책으로 돌아섰다. 또한 고구려와 왜가 다시 사신을 교환하게 된
것도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의자왕은 외교정책을 결정하
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권력투쟁에서 승
리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642년의 정변과 655년 즈음
한 왕자들의 경쟁을 통하여 한 국가의 내정과 외정이 맞물리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정변, 왜에서 일어난 을사의 변과
비조환도론, 그리고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647년 신라에서 일어난 毗曇
의 난까지 모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204) 7세기 중반에 동아시아에서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정변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정
200) 若井敏明은 중대형이 이때 有間뿐만 아니라 효덕의 충신들도 제거함으로써 ‘白雉
4년의 정변(飛鳥還都論)’을 매듭지은 것으로 이해하였다(2013 앞 논문, 88쪽).
201)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202) 鄭孝雲, 1997〈7세기 중엽의 백제와 왜〉《백제연구》2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金壽泰, 2004a 앞 논문.
203) 延敏洙, 1997b 앞 논문.
204) 武田幸男, 1985〈新羅“毗曇の乱”の一視角〉《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論文集 歷史
編》, 平凡社에서는 비담과 염종을 親唐依存派, 김춘추와 김유신을 親唐自立派로 구
분하여 난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朱甫暾은 女主支持派(김춘추, 김유신)와 女主
不能善理派(비담, 염종)로 나누어 전자는 국내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세력
으로, 후자는 외교에는 소극적이며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파악하였다(1993 앞
논문). 이 연구들은 643년 당 태종의 여왕교체론이 비담의 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 비담의 난에 대한 연구사는 高慶錫, 1995〈毗曇의 亂의 성격 문제〉《한국고
대사논총》7,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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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자국의 내부 정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치며 상
호작용을 일으켰다. 642년 의자왕의 정변과 연개소문의 정변이 645년
왜에 영향을 끼쳐 을사의 변이 발발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각국 내부의 문제와 주변국의 동향이 연동됨에 따라 7세기 중반 동아시
아의 정세가 복잡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백제와 왜의 통호가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정변
에 영향을 받은 왜 조정이 을사의 변을 일으켜 대외정책을 친당·신라정
책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하여 백제와 왜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그
리고 이후 비담의 난을 제압하고 권력을 잡은 김춘추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당과 신라가 밀착되었고, 왜는 신라의 중재로 당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을 우려한 백제와 왜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통호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일어나는 반발을 잠재우며 백제
멸망 후에도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의자왕의 외교와 백제의 멸망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제와 왜의
통호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의자왕의 외교적 노력을 상징하
는 사건이다. 즉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는 7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이에 대처하는 의자왕의 외교적 노력을 토대로 백제 멸망 과정을
검토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백제 멸망 이후 왜가 백
제부흥운동을 지원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왜가 백제부흥군을 지원하
는 것은 이전 시기의 우호관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백제와 왜의 통호는 이렇듯 큰 사건이었지만 양국의 관계는 공고하지
않았다. 왜가 백제부흥군을 지원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기 때
문이다. 왜는 복신의 요청에 호응하여 663년 백제에 대규모 군대를 파
견하였지만, 파병요청이 있은 후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내기까지 2년 반
이나 걸렸다. 출병 준비와 제명의 사망 후 처리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 해도 파병에 걸린 시간이 매우 길었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순
식간에 나라가 멸망해버린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부흥군 입장에
서 원병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왜의 군대가 신속하게 도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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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절하게 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왜의 대응은 부흥군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왜의 파병은 온전히 백제와의 우호관계에
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왜 조정에서는 백제가 멸망하기 전부터 당의 팽창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인 위기감을 권력집중의 기회로 삼아
645년과 653년에 대외정책을 전환하며 당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당이 바다를 건너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백제 다음은 왜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팽배해졌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왜가 백제부흥군을 도와 파병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05)
백제와 왜가 통호했음에도 양국 관계가 공고하지 않았던 원인은 7세기
중후반 왜의 외교정책 전환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왜에서는 본문에
서 검토한 645년과 653년의 경우 이외에도 내부 권력투쟁과 대외정책
에 대한 전환의 맞물림이 672년에도 보인다. 왜가 유난히 대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이 보이는 것이다. 668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를 멸망시켰지만 당의 침략의지로 인하여 당과 신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왜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N : 總章 원년(668)에 이르러 … 또 소식을 통하여 말하기를, ‘國家
(당)가 선박을 수리하는 것은 겉으로는 왜를 정벌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듣고 놀라 불
안해하였다. …206)

제시한 사료는 文武王이 薛仁貴에게 보낸〈答薛仁貴書〉의 일부이다.
당의 진짜 의도는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었으나 ‘겉으로는 왜를 정벌한
다’는 핑계를 대며 선박을 수리했다고 한다. 당과의 결전을 예감한 신라
205) 盧泰敦, 2009《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35쪽에서는 고구려·백제·왜
가 서로 화합하고 연결하였으나 군사적 결속이 강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들의 관계를
‘連繫’라고 표현하였다.
206)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至總章元年, … 又通消息云, 國家修理
船艘, 外託征伐倭國, 其實欲打新羅, 百姓聞之, 驚懼不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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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왜에 사신을 보내 대왜관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왜와 당이 동맹을
맺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대왜관계를 개선하려고 했
던 것이다.207) 그렇다면 이 풍설은 신라 사신에 의해 왜 조정에 전해졌
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과 왜의 관계가 악화되어 왜가
신라를 지지하는 상황을 원했기 때문이다.
백촌강 전투에서 패배한 天智(중대형)는 당에 적대적이었지만 천지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大友는 672년 熊津都督府의 唐將 郭務悰에게 무기
등 군수품을 제공하며 당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208) 이에 천지의 아
우인 大海人이 난을 일으켜 내전이 발발하였다. 이른바 ‘壬申의 亂’은 대
외정책과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것이었다.209) 내전에서 승리한 대해인은
즉위하여 친신라, 반당정책을 선택하였다. 백촌강에서의 패전을 통해 당
군사력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때의 군사적인 긴장감은 어느 때보
다 팽배했을 것이다. 이른바 조선식 산성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672년의 사례와 645년·653년의 경우를 검토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가 느끼는 대외적 위기감이 증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5년 백제
가 신라를 급습하며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자 효덕 등은 대외적 위기감
을 명분으로 삼아 친백제세력의 중심인 소아 본종가를 멸망시켰다. 그리
고 651년 신라의 사신이 당복을 입고 나타나자 중대형은 신라정토론과
비조환도론을 제기하여 효덕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당에 종속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당과 신라의 군사
적 밀착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의 공격으로 인하여 백제와 고구
려가 멸망하자 왜가 느끼는 대외적 위기감은 극에 달하였을 것이다. 더
욱이 이때는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당의 군사력을 직접 체험한 다음이
었다. 결국 당의 팽창에 대한 위기감이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정도

207) 徐榮敎, 2006《羅唐戰爭史 硏究》, 아세아문화사, 327~328쪽. 백촌강 전투 이후
왜와 신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金恩淑, 1996〈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
관계〉《일본학》15,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46~174쪽과 沈京美, 2000 앞 논
문, 127~134쪽을 참고할 수 있다.
208) ≪日本書紀≫ 卷28 天武 원년, “夏五月辛卯朔壬寅, 以甲冑弓矢, 賜郭務悰等. 是日,
賜郭務悰等物, 總合絁一千六百七十三匹·布二千八百五十二端·綿六百六十六斤.”
209) 鈴木靖民, 1992 앞 논문, 292~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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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지만 세 번의 사례 모두 대외적 위기감이 내부의 권력투쟁
과 맞물려 대외정책의 전환으로 연결되었다(표 9).
[표 9] 왜 조정의 권력투쟁과 대외정책 전환
구세력

신세력

신세력의

(사건의 대상)

(사건의 주체)

새로운 대외정책

乙巳의 變

蘇我 本宗家

孝德, 中大兄

친당‧신라, 반백제

653년

飛鳥還都論

효덕

중대형(天智)

친백제, 반당‧신라

672년

壬申의 亂

大友

大海人(天武)

친신라, 반당

시기

사건

645년

대외적 위기감이 7세기 중후반 왜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면 통호 이후 백제와 왜의 관계가 공고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
게 된다. 왜는 당의 팽창을 저지해 줄 대상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친백
제, 친신라라는 외교정책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반면 백제는 신라 고립
책을 이루기 위해서 왜와의 우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백제와 왜의 관계는 왜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백제는 왜와 우호관계를 회복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신라 고립
책을 위해 추진된 대왜외교가 성공했고 이것이 왜의 백제부흥군 지지로
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三國史記≫ 백제본기 대
왜 관계 기사로서는 225년 만에 등장한 것이다. 653년의 통호 기사가
다른 사서에 보이지 않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백제 독자의 사료, 혹은
백제 유민의 기록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크다.210) 그러나 백제는 왜가 대
외정책 결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준이나 당시 느끼고 있었던 대외적
위기감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의 대외정책에 휘둘렸던
것이다. 혹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통호를 계기로 왜가 친신라에서
친백제로 회귀한 것에 만족했을 수도 있다. 즉 의자왕은 재위기간 내내
210) ≪三國史記≫에 通好라는 용어는 총 4차례 사용되었다. 그 중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는 다른 사서에서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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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를 포섭함으로써 신라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공격하겠다는 의욕이 앞섰
던 것이다.
반면 왜의 입장에서는 당의 침략 가능성을 염려하여 백제와 신라 둘
중 누구라도 당의 공격을 막아주기를 원하였다. 왜가 645년 당의 백제
공격을 염려하여 친신라로 전환하고 650년대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
을 확인한 후 653년 백제와 통호한 것, 그리고 당이 고구려 영토에 그
치지 않고 백제 故地까지 획득하려고 하자 다시 신라와 관계를 개선한
것은 이를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백제와 왜의 통호
는 同床異夢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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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동아시아의 7세기 중반은 격동의 시기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당, 왜도 모두 국익을 위해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고
구려·백제·왜, 당·신라라는 양 진영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이후 양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대규모 국제전쟁으로 이어졌다. 참전한 국가
들이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이 국제전쟁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러한 양 진영의 대립구도 형성과 전쟁의 배경의 하나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다. 신라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백제는 물리적으로 신라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포섭하여 포
위함으로써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무왕은 신라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당과 왜를 상대로 한 외교에도 적극
적이었다. 당이 고구려를 견제하면 백제는 북쪽에서의 위협이 줄어든 상
태에서 신라 공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신라가 왜에 접근
하여 왜 조정에 친신라세력이 생겨나자 위기를 느끼고 사신을 파견하며
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였다. 무왕의 외교는 성공적이었다. 무왕이 대
당외교를 시작한 이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지 않았고, 왜에서는 친백
제세력이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의자왕은 무왕의 외교를 이어받아
신라 고립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백제는 643년 고구려와 함께 黨項城을 공격하고 645년 신라를 급습함
으로써 신라 고립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백제와 당의 관계
는 악화되었고 백제와 당의 관계 악화는 왜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왜에는 당의 팽창을 우려하며 당이 왜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기
감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백제와 고구려가 사
신을 보내 신라 고립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왜 조정에서는 친백제세
력이 약화되고 친신라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645
년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이 일어나자 친신라세력이 친백제정책을 주도
하던 蘇我 本宗家를 멸망시키고 조정을 장악한 후 외교정책을 전환하였
다. 이른바 ‘乙巳의 變’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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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孝德 등 친신라세력은 신라를 통해 당
과 교섭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646년 高向玄理가 신라로 건너가 이
듬해 金春秋와 함께 귀국하였고, 김춘추는 648년 당에 들어가 왜의 表
文을 전달하며 왜와 당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백제는 645년에 왜에 사
신을 보내 새로운 정권이 백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후 651년 백제가 사신을 보낼 때까지 양국의 사신 파견은 단절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백제는 647년부터 649년까지 신라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
패하며 신라에게 우위를 빼앗겼다.
651년 다시 국제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백제와 신라가 당 高宗
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고종이 璽書를 내려 신라
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신라와 당의 군사적 밀착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651년의 새서 내용이 왜에 전달되고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왜에 나타나자 신라정토론을 제기하는 등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생
겨났다. 당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결국 중대형은 친신라정책을 추구하는 효덕과 결별하며 친백제정책을
지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왜에 체류하던 豊章 등 백제 왕족의 활약을 상
정할 수 있다. 이들이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왜와의 관계 회복을 원
한다는 의자왕의 뜻을 전하여 中大兄의 전환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중대형은 653년 飛鳥還都論을 주장하여 효덕을 물리치고 친
백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자 653년 백제와 왜는 通好에 이르게 되었
다. 백제에게 653년 통호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왜를 둘러싼 외
교 경쟁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승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백제는
왜와 통호함으로써 신라와의 대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중 당을 제외한 고구려·왜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의
자왕의 의도는 고구려가 당을 견제하고 왜가 백제를 지원하며 신라를 위
협하는 구도였다. 고구려·백제·왜와 당·신라의 대결 구도는 이후 동아시
아에 큰 변혁을 일으킨 국제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653년의
통호와 그 배경이 되는 백제의 신라 고립책은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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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는 고구려와 왜를 끌어들임으로써 신라 고립책을 추진했지만 이들
의 관계는 공고하지 못하였다. 특히 백제와 왜의 관계는 同床異夢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제는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왜와의 관계를 중요
하게 생각했다. 반면 대외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왜 조정은 당의 팽창을
저지해 줄 대상이 필요하였다. 백제의 대당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의 백
제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백제와의 오랜 친연관계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선택하였다. 이후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 강화와 왜가 당에 종
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다시 친백제정책으로 회귀한 것이
다. 이처럼 7세기 중반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면
백제는 신라 고립책에 몰두한 나머지 왜의 대외정책에 휘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양국 관계는 왜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세기 중반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대외정책과 내부 권력투쟁이 맞
물린 정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각국의 정변은 자국 내부의 정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치며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이로 인
하여 동아시아의 정세는 복잡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신라 고립책에
근거한 백제의 대왜외교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7세기 중반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의자왕의 외교정책과 더 나아
가 백제 멸망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라 고립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의자왕이 대왜외교에 힘쓰
는 과정을 나름대로 구성함으로써 의자왕의 외교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료의 공백지대에 대하여 무리하게 추정한
부분이 많았고 ≪日本書紀≫에 의존하여 논지를 전개함에 따라 백제의
주체적인 모습을 크게 부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백제와 왜 관계의 추이
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시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및 관계된 다른 국가들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이
갖는 한계이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채워나가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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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欽明

30
敏達

33
推古

押坂彦人大兄

31
用明

竹田

聖德

茅淳

34
舒明

山背大兄

35 / 37
皇極 / 齊明

阿倍
倉梯麻呂

38
天智
(中大兄)

39
弘文
(大友)

32
崇峻

間人

41
持統

40
天武
(大海人)

※ 숫자는 재위 순서

[附圖 1] 왜 왕가 계보(29~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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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ekje(百濟)’s Relation with Wa(倭) for
Isolating Silla(新羅) in the mid-7th Century

Park, Joose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Baekje(百濟) and Wa(倭) in the mid-7th century.
King Uija(義慈王) of Baekje used diplomatic means as well as
military forces to defeat Silla(新羅). This tactic can be called
Isolating Silla, however, it occurred troubles between Baekje and
its neighborhoods.
Although

Táng(唐)

Dynasty

wanted

the

warless

situation

between Baekje and Silla, King Uija attacked Silla resolutely.
Therefore, the relation between Táng and Baekje got worsened.
Moreover, it affected Wa which worried about the expansion of

Táng. In Wa, the pro-Silla group came into political power by
overthrowing the pro-Baekje group as soon as Baekje raided on

Silla in 645. The new government changed diplomatic policy to
approach Silla instead of Baekje. This coup is called ‘Is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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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乙巳の變)’.
The pro-Silla group including King Koutoku(孝德) wanted to set
up diplomatic relation with Táng through Silla. Their purpose was
accomplished by Kim Ch'un-ch'u(金春秋) of Silla. He visited Táng
and sent the diplomatic document(表文) of Wa to the Emperor

Tae-jong(太宗). Baekje confirmed that the diplomatic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of Wa. It led to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Baekje and Wa until 651.
Since King Uija recognized the military adhesion between Táng
and Silla in 651, he dispatched an envoy to Wa for inducing their
change of diplomatic policy. Meanwhile, the anti-Silla movements
got arose due to arrival of Silla’s envoy which wore the clothes
of Táng. Then Prince Naka-no-Ōe(中大兄) deprived King Koutoku
of his political power and progressed pro-Baekje policy.
The interests between Baekje and Wa became coincided, they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 in 653. This incident has important
meanings to Baekje. First, it meant that Baekje win against Silla
in

the

diplomatic

competition

around

Wa.

Second,

Baekje

succeeded in bringing Goguryo(高句麗) and Wa over to Baekje’s
side. Then, the composition of power in the East Asia has
reshuffled. One is Táng and Silla, the other is Goguryo, Baekje
and Wa. This confrontation led to the international war which
brought about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mid-7th century in
this region.
Though Baekje and Wa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 it was not
so hard. Baekje wanted to maintain friendship with Wa for
Isolating Silla. On the other hand, Wa made changes relati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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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je and Silla depending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cause
Wa which felt the sense of external crisis needed the partner can
stop the expansion of Táng.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oo much to be immersed in
Isolating Silla, Baekje had been swayed by Wa in the mid-7th
century. Therefore, the relation between Baekje and Wa got
unstable, because it might change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Wa.

Key Words : King Uija, Isolating Silla, relation with Wa, friendly
relation(通好), sense of external crisis.
Student Number : 2010-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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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7세기 중반 백제의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朴 主 善
이 논문은 7세기 중반 국제정세에 따라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추이를 검토한 것이다.
義慈王은 신라와의 다툼이 격화되자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 방법으로도 신라를 압박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그가 신라를 상대로
추진한 정책은 신라 고립책이라고 할 수 있다. 武王은 재위 후반부터 신
라를 견제하기 위해 唐과 倭를 대상으로 한 외교에 주력하였는데 이를
의자왕이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 고립책으로 인
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의자왕은 즉위 초부터 과감하게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신라 공격을 만
류하는 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백제와 당의 관계 악화는 왜 조
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왜에는 당의 팽창을 우려하며 당이 왜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백제와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신라 고립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왜 조정에서는 친백제세력이 약화되고 친신라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645년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이 일어나자 친신라세
력이 친백제정책을 주도하던 蘇我 本宗家를 멸망시키고 조정을 장악한
후 외교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른바 ‘乙巳의 變’이 일어난 것이다.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孝德 등 친신라세력은 신라를 통해 당

과 교섭하기를 원하였다. 왜의 요청으로 신라의 大臣 金春秋가 647년
渡倭하였고 그는 648년 당에 들어가 왜의 表文을 전달하며 왜와 당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백제는 645년에 왜의 새로운 정권이 백제에 우호적
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651년 백제가 사신을 보낼 때까지
양국의 사신 파견은 단절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백제는 647년부터 649년
까지 신라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며 신라에게 우위를 빼앗겼다.
의자왕은 651년 唐 高宗의 璽書를 통해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새서 내용을 왜에 전달하며 왜를 다시 친백제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한편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왜에 나타나자 新
羅征討論을 제기되는 등 왜 조정 내부에서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생겨났
다. 당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결국 中大兄은
653년 飛鳥還都論을 주장하여 친신라정책을 추구하는 효덕과 결별하고
친백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653년 백제와 왜는 通好에 이르게 되었
다. 백제에게 653년 통호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왜를 둘러싼 외
교 경쟁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대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중 唐을 제외한 고구려·왜를 포섭하는데 성공했
기 때문이다. 의자왕의 의도는 고구려가 唐을 견제하고 왜가 백제를 지
원하며 신라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고구려·백제·왜와 당·신라의 대결 구
도는 이후 동아시아에 큰 변혁을 일으킨 국제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653년의 통호와 그 배경이 되는 백제의 신라 고립책은 큰 의미
를 가진다.
비록 백제와 왜가 통호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공고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백제는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
였다. 반면 대외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왜 조정은 당의 팽창을 저지해 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따라 백제·신라의 관계에 변화를 주
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7세기 중반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면 백제는 신
라 고립책에 몰두한 나머지 왜의 대외정책에 휘둘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시기 양국 관계는 왜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義慈王, 신라 고립책, 對倭관계, 通好, 대외적 위기감

학 번 : 2010-20033

목 차
국문초록

머리말 ····················································································· 1
一. 무왕대 후반 백제와 왜의 관계 동요 ························ 5
1. 백제의 신라 공격 양상 ······························································ 5
2. 왜 내부의 친신라세력 대두 ······················································ 14

二. 의자왕대 전반 백제와 왜의 관계 악화 ···················· 22
1.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 始動 ···················································· 22
2. 왜의 친신라정책 추진 ································································ 34

三. 의자왕대 후반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 회복 ············ 45
1. 653년 백제와 왜의 通好 ··························································· 45
2. 백제‧왜 통호의 의의와 한계 ······················································ 58

맺음말 ····················································································· 71
참고문헌 ················································································· 75
Abstract ················································································· 82

표 목 차
[표 1] 무왕대 對唐외교와 신라 공격 ············································

6

[표 2] 무왕대 신라와의 전투 양상 ················································ 12
[표 3] ≪日本書紀≫에 보이는 신라 送使(623~640년) ············ 19
[표 4] 무왕대 對唐 및 對倭외교(630~641년) ···························· 21
[표 5] 642년 의자왕의 행보 ··························································· 31
[표 6] 大化 연간(645~649년) 왜와 백제·신라의 사신 왕래 ·· 44
[표 7] 白雉 연간(650~654년) 왜와 백제·신라의 사신 왕래 ·· 53
[표 8]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 ·························································· 56
[표 9] 왜 조정의 권력투쟁과 대외정책 전환 ······························ 69

그 림 목 차
[그림 1] 황극기 연개소문 정변 관련 기사의 재구성 ················ 29
[附圖 1] 왜 왕가 계보(29~41대) ··················································· 74

머리말

7세기 중반 백제와 신라의 대립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자왕은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동시에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신라
를 압박하였다. 주변국을 포섭하여 신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
던 것이다. 이처럼 의자왕이 신라를 상대로 추진한 정책은 신라 고립책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와 신라의 대립에서 흥미로운 점은 양국이
왜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비록 왜는 바다 건너에 위치하
고 있었지만 배후에서 한반도를 지원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는 상호 간의 대립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서로 왜
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다.
7세기 중반 백제와 왜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653년 백제와 왜의
通好이다.1) ‘통호’라는 말에서 653년 이전에 백제와 왜의 관계가 원만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호기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의 관계에 대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어 있
다.2) 한편으로 이 기사를 의식해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원하거나
냉각·위축된 상태였으나 이내 다시 관계를 재확인·유지한 것으로 혹은
이전시기보다 강화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3)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양국이 계속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해 보면 왜는 645년 이후 친신라정
책을 선택하여 한동안 백제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지만 653년에 통호함으
로써 백제와 왜는 우호를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3년의

1)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3년, “秋八月, 王與倭國通好.”
2) 兪元載, 2003〈왜와의 관계〉《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金恩淑, 2003〈왜국과의
관계〉《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3) 金恩淑, 2007〈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 隋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
으로〉《한일관계사연구》26, 한일관계사학회; 박민경, 2000 〈무왕·의자왕대 정국운
영의 연구〉《한국고대사연구》20, 한국고대사학회; 정동준, 2006〈7세기 중반 백제
의 대외정책〉《역사와 현실》61,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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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호 기사는 백제와 왜의 관계뿐만 아니라 왜를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경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7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외교는 복잡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653년
의 통호 과정에도 백제와 신라의 대립, 그리고 백제와 왜의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고구려·백제·왜의 진영
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백제 멸망 이후 왜가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하
는 動因이 되었다는 점에서 백제의 신라 고립책은 물론 대왜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653년 통호 기사는 당시 급변하는 동아
시아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
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통호 자체보다는 이후 발발하는 전쟁에 주
목하였기 때문에 통호의 목적이나 과정은 상대적으로 크게 언급되지 않
았고 653년의 통호는 전쟁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4) 여기에는 사료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끼쳤다. 통호기사
는 백제본기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對倭관계기사이자, 毗有王 2년(428)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다.5) 또한 백제 멸망에 앞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백제의 대왜관계기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三國史記≫에는 이
기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
리고 고구려·백제·신라와 관련한 기사가 많은 ≪日本書紀≫에는 당시 국
제정세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사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7
세기 중반 양국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645년 大化改新 이후 왜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일본학계에서는
크게 등거리·균형외교로 이해하는 설과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분열
과 대립을 강조하는 설이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백제나 신라에 치우치

4) 653년의 통호를 언급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고구려·백제·왜의 세로축과 당·신라의 가
로축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李萬烈이 이 시기 동아시
아의 정세를 동서세력(당·신라)와 남북세력(고구려·백제·왜)의 대결로 파악한 것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977〈삼국의 抗爭〉《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484쪽).
5)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2년, “春二月, …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비록 武王 9년(608)에 隋使 裴(世)淸이 백제를 거쳐 왜로 향했다는 기사가 있기는 하
지만, 백제와 왜가 직접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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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서 종주국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井上光貞의 견해가 대
표적이다.6) 왜의 종주국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기 왜가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견해는 ≪日本書紀≫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취신한 결과
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石母田正을 필두로 왜 내부의 권력 다
툼과 외교정책을 연결하여 이해하였다.7) 즉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대립이 왜 내부의 권력 다툼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640년대와 650년대의 왜에서는 정변이 자주 일어났다. 또한 대
외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후자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양국의 외교를 검토하면 나름의 기준에 의해 운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를 고립시키고자 하
였고 왜는 당의 팽창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변국에서 이를 저지해주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즉 이 시기 백제와 왜의 외교를 作動시킨 것은 각각
신라 고립책과 대외적 위기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의 국익
이 합치하여 나타난 사건이 바로 653년의 통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백제와 왜가 통호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의자왕의 신라 고
립책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대왜외교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의자왕의 외교정책을 ‘신라 고립책’으로 이해하면 그의 재위기간은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당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대당관계가 악화되는 시기(641~645), ②왜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신라
공격에 나서는 시기(646~649), ③왜에 접근하여 통호에 이르는 시기
(650~653), ④고구려‧백제‧왜의 진영이 형성되어 당‧신라와의 갈등이 격
화되는 시기(654~660)로 나누는 것이다. 네 시기로 세분했지만 논의의
6) 井上光貞, 1975〈大化改新と東アジア〉《岩波講座日本歴史2 : 古代2》, 岩波書店; 鬼
頭淸明, 1976《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西本昌弘, 1987〈東アジ
アの動乱と大化改新〉《日本歴史》468, 日本歴史社; 鈴木靖民, 1992〈七世紀東アジ
アの爭乱と変革〉《新版 古代の日本2 : 東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森公
章, 2006《(戦争の日本史1) 東アジアの動乱と倭国》, 吉川弘文館.
7) 石母田正, 1971《日本の古代国家》, 岩波書店; 鈴木英夫, 1980〈七世紀中葉における
新羅の對倭外交〉《国学院雑誌》81-10, 国学院大学出版部 ; 八木充, 1986《日本古代
政治組織の研究》, 塙書房; 山尾幸久, 1989《古代の日朝関係》, 塙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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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하여 전반(①‧②)과 후반(③‧④)으로 대별하여 검토하고자 한
다.8)
1장에서는 의자왕대의 상황을 검토하기에 앞서 무왕대 후반에 해당하
는 620~630년대에 백제와 왜의 관계가 동요하는 모습을 살필 것이다.
1절은 무왕 후반에 보이는 신라 공격 양상을, 2절에서는 신라의 적극적
인 대왜외교로 인하여 왜 내부에 친신라세력이 대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자 한다. 2장은 의자왕대 전반의 백제와 왜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1절
에서는 의자왕이 신라 고립책을 始動함으로써 백제와 당의 관계가 악화
되는 모습, 2절에서는 당의 백제 공격 가능성으로 인한 왜 내부의 백제
에 대한 반감과 왜의 친당·신라정책 추진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그
리고 3장에서는 의자왕대 후반에 백제와 왜가 우호를 회복하여 通好한
것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1절에서는 당·신라의 군사적 밀착에 대응하
며 백제와 왜가 통호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2절에서는 통
호 이후 백제와 왜 내부의 반발을 살피면서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8) 기존 연구에서는 의자왕의 치세를 15년(655)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이해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盧重國, 1988《백제정치사연구 : 국가형성과 지배체제의
변천을 중심으로》, 일조각, 210쪽에서 의자왕 15년 이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정
사를 그르친 것으로 파악한 것에 많은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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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무왕대 후반 백제와 왜의 관계 동요
1. 백제의 신라 공격 양상
무왕과 의자왕의 공통점은 신라 공격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주변국을 포섭하여 신라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유사하다. 무왕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대치하고 있었는데 무왕은 중국 왕조와의 관계를 우호적
으로 유지함으로써 신라 공격에 집중하려고 하였다. 중국 왕조가 고구려
를 견제한다면 고구려의 백제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낮춘 상태에서 백제
는 신라에 대한 압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왕은 611년 2월 수에 사신을 보내 煬帝의 고구려 공격에 동
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 후 동년 10월에 신라 椵岑城을 공격하였
는데 이를 통하여 무왕의 의도를 알 수 있다.9) 앞서 607년 백제가 수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고구려가 보복
성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를 신라 공격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
다.10) 이러한 방식을 당과의 관계에도 이어나갔다.
무왕은 626년 당에 明光鎧를 바치며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하소연한 후에 신라를 공격하였고 636년에도 먼저 당에 사신을 보내고
신라 공격을 수행했는데 이때의 사행도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
다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양상은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
9)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12년, “春二月, 遣使入隋朝貢, 隋煬帝將征高句麗,
王使國智牟入請軍期, 帝悅, 厚加賞錫, 遣尙書起部郞席律來, 與王相謀. … 冬十月, 圍新
羅椵岑城, 殺城主贊德, 滅其城.”
10)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8년, “春三月, 遣扞率燕文進入隋朝貢, 又遣佐平
王孝隣入貢, 兼請討高句麗, 煬帝許之, 令覘高句麗動靜. 夏五月, 高句麗來攻松山城, 不
下, 移襲石頭城, 虜男女三千而歸.”
11)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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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八月, 遣兵攻新羅王
在城, 執城主東所殺之.”; 同 37년, “春二月, 遣使入唐朝貢, … 夏五月, 王命將軍于召,
帥甲士五百往襲新羅獨山城, 于召至玉門谷日暮, 解鞍休士, 新羅將軍閼川將兵掩至鏖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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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무왕조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는 총 13차
례의 전투를 치렀고 그 중 백제의 선제공격은 11차례였다.12) 그리고 11
번의 선제공격 중 8차례가 623년 이후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왕의 대당외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21년 처음으
로 당에 사신을 보낸 이래 640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
견했다. 즉 무왕은 대당외교와 신라 공격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표 1). 이를 통하여 당이 고구려를 묶어둔 상태에서 신라 공격에
집중하겠다는 무왕의 의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무왕의 대당외교는
성공적이었다. 백제와 당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 고구려의 백제 공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표 1] 무왕대 對唐외교와 신라 공격
연월
621년
10월
623년
가을
624년
1월
624년
7월
624년
10월
625년
11월
626년
?월
626년
8월

대당외교

신라 공격

전거
백제본기,

果下馬 헌상
늑노현
조공, 奉表

구당서 백제전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구당서 백제전

조공

비고
첫 사신파견

책봉 받음

백제본기
속함성 등

백제본기,

6성

신라본기

조공

백제 승리

백제본기

明光鎧 바침, 고구려
가 길을 막고 있다고

백제본기

하소연함
왕재성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 승리

之, 于召登大石上, 彎弓拒戰, 矢盡爲所擒.”
12)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무왕의 재위기간과 겹치는 眞平王 22년부터 善德王 9년
까지 백제와의 전투 기사는 12차례 보인다. 신라본기에는 632년 백제의 신라 공격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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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년
12월
627년
7월
627년
8월
627년
?월
628년
2월
629년
9월
631년
9월
632년
7월
632년
12월
633년
8월
636년
2월
636년
5월
637년
12월
639년
10월
640년
2월

조공

백제본기
신라 西鄙

백제본기,

2성

신라본기
백제본기,

조공

구당서 백제전
백제본기,

奉表, 陳謝
가잠성

구당서 백제전
백제본기,
신라본기

조공

백제본기

조공

백제본기
?

조공

백제본기

백제 승리
태종의 璽書

백제 패배

백제 패배

백제본기
서곡성

조공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 승리

백제본기
독산성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백제 패배

구당서 백제전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國學 입학 요청

백제본기

이렇듯 무왕은 중국왕조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신라 공격에 집중
할 수 있었다. 의자왕도 무왕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바탕에
는 왕자 시절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왕위에 오르기 이
전부터 신라 공격과 외교에서 활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近肖古王
의 태자 近仇首(近仇首王)와 聖王의 태자 昌(威德王)의 사례에서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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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백제의 왕자는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13)
의자왕이 즉위 이후 신라 공격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자 시절
신라 공격에 참여 혹은 동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비록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고구려나 신라의 왕자가 전장에서 활
약한 기록은 참고가 된다.14) 그렇다면 그가 태자로 책봉될 수 있었던 배
경으로서 신라전에서의 활약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왕이 신라 공
격이 한창이던 632년에 그를 태자로 책봉했기 때문이다.15) 왕자 시절
그의 역할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다음의 기사는 의자
가 630년대 외교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A① : (舒明 3년[631]) 3월 庚申朔에 백제왕 義慈가 왕자 豊章을 質로
보냈다.16)
A② : (貞觀 11년[637]) 12월 辛酉에 백제왕이 태자 隆을 보내 來朝
하였다.17)

舒明 3년은 631년으로 무왕 32년에 해당하는 해인데 백제왕 의자가
왕자 豊章을 ‘質’로 왜에 보냈다고 한다. 풍장은 의자왕이 사망한 후에
‘故王子’ 혹은 ‘古王子’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의자왕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18) 그리고 ≪續日本紀≫의 敬福 사망 기사에도 의자왕의 아들인
13)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 “秋九月,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 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
壯士.”; ≪日本書紀≫ 卷19 欽明 15년, “冬十二月, …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
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有何懼也. 遂入新羅國築久陀牟羅塞.”
14) 고구려의 경우 大武神王이 왕자 好童에게 樂浪을 공격하게 했고, 太祖王이 아우 遂
成(후의 次大王)에게 군사를 주어 요동태수와 현도태수를 공격하였다(≪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년 3월 및 同 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9년 春).
신라에서는 武烈王의 아들 金法敏(후의 文武王)과 金仁問이 통일전쟁에서 활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太宗王과 同 卷42~43 列傳2~3
金庾信 및 卷44 列傳4 金仁問, ≪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15)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1년, “三十三年, 春正月, 封元子義慈爲泰子.”
16) ≪日本書紀≫ 卷23 舒明 3년, “三月庚申朔, 百濟王義慈入王子豊章爲質.”
17) ≪舊唐書≫ 卷3 本紀3 太宗 貞觀 11年, “十二月辛酉, 百濟王遣其太子隆來朝.”
18) ≪舊唐書≫ 卷199 列傳149 百濟, “百濟僧道琛·舊將福信, 率衆據周留城以叛. 遣使往
倭國, 迎故王子扶餘豊立爲王.”; ≪新唐書≫ 卷220 列傳145 百濟, “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據周留城反, 迎故王子扶餘豊於倭, 立爲王.”;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년, “百濟故將福信及浮圖道琛, 迎故王子扶餘豊, …”; 同 卷28 百濟本紀6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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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장과 禪廣(善光)이 舒明朝에 渡倭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19) 풍장을
의자왕의 아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 태종 貞觀 11년은 637년으로
무왕 38년이지만 백제의 태자를 隆으로 표현하고 있다. 隆은 의자왕 4
년에 책봉된 의자왕의 태자이기 때문에20) 이 기사에 등장하는 백제왕은
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기사에서 모두 무왕의 치세임에도
의자를 백제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사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주변국의 서로 다른 사서에 비슷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무왕은 의자를 태자로 책봉한 이후에는 국정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方丈仙山을 모방하여 宮南池를 조영하고 大王浦
등지에서 群臣들을 모아 자주 연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연못에서 배를
띄워 嬪과 즐기는 등 안락한 말년을 보내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21)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검토한 왕자 시절 의자의 활약과 연결하여 생각
해 볼 여지가 있다. 무왕은 태자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자가 즉위하기 이전 태자의 신분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그가 ‘監國’
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 당에서는 황태자가 監國하게 되면 ‘總
慈王, “武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據周留城叛, 迎古王子扶餘豊, 嘗質於倭國者,
立之爲王.” 의자왕은 660년 백제 멸망 후 소정방에게 붙잡혀 당으로 끌려간 후 며칠
만에 사망하였고, 복신과 도침이 풍장(부여풍)을 맞이한 것은 661년이다. 따라서 ‘故
王’ 혹은 ‘古王’은 죽은 왕, 즉 의자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왕자는 의자왕의
아들을 의미한다.
19) ≪續日本紀≫ 卷27 天平神護 2년 6월 壬子, “刑部卿從三位百濟王敬福薨. 其先者出
自百濟國義慈王, 高市岡本宮馭宇天皇御世, 義慈王遣其子豊璋王及禪廣王入侍.”
20)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4년, “春正月, … 立王子隆爲太子, 大赦.”
21)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5년, “春二月, 王興寺成, 其寺臨水, 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柳, 水中築島嶼, 擬
方丈仙山.”; 同 37년, “三月, 王率左右臣寮, 遊燕於泗沘河北浦, 兩岸奇巖怪石錯立, 間
以奇花異草, 如畫圖. 王飮酒極歡, 鼓琴自歌, 從者屢舞. 時人謂其地爲大王浦. 秋八月,
燕群臣於望海樓.”; 同 39년, “春三月, 王與嬪御泛舟大池.”
22) 신라의 경우이지만 태자의 監國에 대해서는 이승현, 2009〈신라의 동궁제도〉《한
국고대사연구》55, 한국고대사학회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姜鐘元, 2011〈백제 무왕
의 太子 冊封과 王權의 변동〉《백제연구》5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는 무왕이
치세 말기에 의자에게 국정의 상당부분을 위임한 채, 上王(大王)이 되어 현실정치에
서 물러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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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萬機’, ‘總司庶政’이라고 하여 국정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다.23) 비록
의자가 군사와 외교 외의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맡은 것은 확인할 수 없지
만 당시 무왕이 신라 공격에 적극적이었고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
울였다는 점에서 의자는 태자의 신분으로 백제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을 운영한 것이 된다. 즉 의자는 태자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으며 왕위에 오를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
으로 왕위에 오른 후 신라 공격에 힘쓰고 이를 위해 외교적으로는 신라
고립책을 사용한 것이다.
한편 무왕대의 신라 공격에서 椵岑城을 주목할 수 있다. 가잠성은 무
왕대 신라와의 전투에서 3차례나 등장하며 양국이 뺏고 빼앗기는 치열
한 격전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잠성은 ≪三國史記≫ 地理志에 ‘三國
有名未詳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 그 위치를 비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의 사료에는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
B① : 40년(618), 北漢山州 軍主 變品이 가잠성을 수복할 것을 도모하
여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싸웠다. 奚論이 종군하여 적진에 나아가 싸우다
죽었다. 해론은 讚德의 아들이다.24)
B② : 建福 35년(618) 戊寅에 이르러 왕이 해론을 金山幢主로 삼아 한
산주 도독 변품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가잠성을 습격하게 하여 빼앗았
다.25)
B③ : 神文大王 때에 고구려의 殘賊인 悉伏이 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
켰다. 왕이 토벌을 명하며 令胤을 黃衿誓幢 步騎監으로 삼았다. 장차 떠
나려함에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이 행보가 宗族과 벗들로 하여금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실복이 가잠성 남쪽 7리
에 나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고하여 말하기
를, …26)

23) ≪舊唐書≫ 卷6 本紀6 則天皇后 神龍 元年, “(春正月) 甲辰，皇太子監國，總統萬
機.”; 同 卷7 本紀7 中宗, “迎皇太子監國，總司庶政.”
2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四十年, 北漢山州軍主邊品謀復椵岑城, 發兵與百濟
戰. 奚論從軍赴敵力戰死之. 論, 讚德之子也.”
25) ≪三國史記≫ 卷47 列傳7 奚論, “至建福三十五年戊寅, 王命奚論爲金山幢主, 與漢山州
都督邊品, 興師襲椵岑城, 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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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B군에서 가잠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지명은 금산
과 보덕성이다. 금산은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에 해당하는 곳이며 보덕성
은 안승의 보덕국이 있던 익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잠
성의 위치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27) 충청북도 괴산군28), 전라북도 무
주군29) 등으로 비정하였다. 안성설과 괴산설은 B①과 B②에 북한산주
변품이 가잠성 전투에 참여한 것을 의식하여 백제의 의도가 한강유역을
수복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B③에 비중을 두지 않았
던 것 같다. 그러나 B③은 B②와 함께 생각할 경우 가잠성의 위치를 구
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가잠성은 금산당과 보덕
성의 사이, 즉 김천과 익산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가잠성을 익산의 동쪽에 있는 무주에서 구하는 설이 현재로서는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무주설은 무왕대 신라와의 전투 양상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阿莫
山城(母山城)은 가잠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무왕이 신라와 2번 이상 전
투를 벌인 곳으로서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으로 비정된다. 이 일
대는 백제가 옛 대가야 지역으로 향하는 길목으로서 백제와 신라 모두에
게 중요한 곳이었다.30) 이외에도 무왕대 백제와 신라가 전투를 벌인 곳
은 옛 대가야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다(표 2). 즉 무왕은 신라가 차지한

26) ≪三國史記≫ 卷47 列傳7 金令胤, “神文大王時, 高句麗殘賊悉伏, 以報德城叛. 王命討之,
以令胤爲黄衿誓幢歩騎監. 將行謂人曰, 吾此行也, 不使宗族朋友聞其惡聲. 及見悉伏, 出
椵岑城南七里結陳以待之, 或告曰 …”
27) 金泰植, 1997〈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 교섭과 정복〉《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
남대학교 백제연구소, 77쪽.
28) 井上秀雄 譯註, 1980《三國史記》1, 平凡社, 118쪽.
29) 尹善泰, 2010〈武王과 彌勒寺 : 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관련하여〉《백제 불교
문화의 寶庫 미륵사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63~65쪽.
30) 무왕대 아막성 전투 및 운봉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는 김병남, 2004〈백제
무왕대의 아막성 전투의 과정과 그 결과〉《전남사학》24, 전남사학회; 강원종, 2007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호남고고학보》27, 호남고고학회; 金在弘,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
회; 박종욱, 2013〈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69, 한국
고대사학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운봉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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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가야 지역을 공격하는 것에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아도 가잠성은 백제가 옛 대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는 무주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본다.
[표 2] 무왕대 신라와의 전투 양상31)
비정되는

승리
국가

아막산성

현재 지명
전북 남원시

(모산성)

운봉읍

백제 東鄙

?

?

가잠성

전북 무주군

백제

연월

공격 방향

전투 위치

602년

백제 →

8월
605년

신라
신라 →

8월
611년

백제
백제 →

8월
616년

신라
백제 →

10월
618년

신라
신라 →

?월
623년

백제
백제 →

가을
624년

신라
백제 →

10월
626년

신라
백제 →

8월
627년

신라
백제 →

7월
628년

신라
백제 →

2월
632년

신라
백제 →

7월

신라

전북 남원시

모산성

운봉읍

가잠성

전북 무주군
충북 괴산군

늑노현
속함성 등 6성

괴산읍
경남 함양군
일대

신라

?
신라
?
백제

왕재성

경남 함안군

백제

신라 西鄙 2성

?

백제

가잠성

전북 무주군

신라

?

?

신라

전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경북 고령군
633년

백제 →

8월

신라

636년

백제 →

5월

신라

서곡성

우곡면
경남 거창군

백제

백제본기,
신라본기

가조면
독산성

경북 성주군

신라

백제본기,
신라본기

31) 가잠성을 제외한 현재 지명 비정은 정구복 등 譯註, 2011~2012《(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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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왕대의 신라 공격 양상과 관련하여 639년(무왕 40)에 만들어진〈彌
勒寺舍利奉安記〉를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百濟王后佐平沙乇積
德女’가 미륵사 건립에 재정을 희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륵사가 위
치한 익산 지역을 무왕의 왕후 집안인 사씨의 경제적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다.32) 그런데 627년의 沙乞은 무왕대 후반 신라 공격에서 유일하
게 이름을 알 수 있는 장수이고 무왕대 신라 공격은 옛 대가야 방면으
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무왕대의 신라 공격은 주
로 대가야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익산 일대에 영향력이 있
는 사씨의 지원을 받으며 수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百
濟本紀에 武寧王 23년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던 사씨 세력이 무왕대
왕비를 배출하고 신라 공격을 지원하며 재등장한 것이다.33)
백제가 이처럼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관산성 전투의 패배로 인
하여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554년 관산성 전투 이후 백
제왕에게 있어 신라 공격은 지상과제였을 것이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
이 전사하자 백제는 신라에 커다란 원한을 갖게 되었고34) 내적으로는
耆老로 표현된 백제의 귀족층이 관산성 전투의 패배와 성왕의 전사에 대
한 책임을 威德王에게 물으며 왕권을 제약하였다.35)
이후 위덕왕은 능사를 조영하여 성왕에 대한 追福사업을 진행하며 왕
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뒤를 이은 혜왕과 법왕은 재위기간이 매우
32) 尹善泰, 2010 앞 논문, 59~60쪽.
33) 사걸 이전에 마지막으로 백제본기에 보이는 사씨는 무령왕 23년(523)의 達率 沙烏
이고 ≪日本書紀≫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欽明 4년(543)의 上佐平 沙宅己婁이다. 한편
이전 시기에도 사씨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姜鐘元, 2007
〈백제 沙氏勢力의 중앙귀족화와 재지기반〉《백제연구》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1~25쪽).
34)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新羅國, “先是百濟往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
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 殺之, 怨由此始.”
35) ≪日本書紀≫ 卷19 欽明 16년, “八月, 百濟餘昌, 謂諸臣等曰, 少子今願, 奉爲考王,
出家修道. 諸臣百姓報言, 今君王欲得出家修道者, 且奉敎也. 嗟夫前慮不定, 後有大患,
誰之過歟. 夫百濟國者, 高麗·新羅之所爭欲滅. 自始開國, 迄于是歲. 今此國宗, 將授何國.
要須道理分明應敎. 縱使能用耆老之言, 豈至於此. 請悛前過, 無勞出俗. 如欲果願, 須度
國民. 餘昌對曰, 諾, 卽就圖於臣下. 臣下遂用相議, 爲度百人, 多造幡蓋, 種種功德, 云
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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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두 왕의 사망과
관련하여 모종의 정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듯이 왕권이 약화되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짧은 기간 재위했던 혜왕과 법왕의 뒤를 이은
것은 무왕이었다. 무왕은 세력기반이 미미한 상태에서 귀족세력들에 의
하여 추대된 것으로 보인다.36)
그렇다면 무왕이 신라 공격에 매진했던 이유는 귀족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귀족세력은 신라에게 패배한 것을 빌미로 백제의 왕들을 압박해왔는데
무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귀족들이 왕에게 제약을
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성왕이 사망한
관산성이 백제의 왕도인 사비에서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자리
한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비정된다는 점에서 이 방면으로 공격을 집중했
던 배경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자왕대에도 드러난다. 의자왕도
즉위 초반 親征에 나서는 등 대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를 보인 것이다.

2. 왜 내부의 친신라세력 대두
왜는 백제와 교류하기 시작한 이래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흐름은 7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하였다.
620년대에 왜 조정에서 대외노선과 관련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C : (推古 31년[623]) 이해에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여 임나가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에 천황이 장차 신라를 토벌하고자 하여 大臣과 의논하고
群卿에게 물었다. 田中臣은 “급히 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먼저 상황을 살
펴 (신라가) 거스른 것을 안 후에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험 삼아 使
36) 盧重國, 1988 앞 책, 195~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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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를 보내 그 상황을 보는 것을 청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中臣連國은
“임나는 원래 우리의 內官家였습니다. 이제 신라인들이 공격하여 (임나
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여 신라를 정벌하고 임나를 취하여
백제에 붙여주기를 청합니다. 어찌 신라가 (임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이
익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田中臣이 말하기를, “안됩니다. 백제
는 자주 번복하는 나라입니다. 길을 가는 사이에도 오히려 속임수를 씁니
다. 무릇 그가 청한 바는 모두 잘못된 것이니 백제에게 붙이는 것은 불가
합니다.”37)

위의 기사에 따르면 623년에 왜 조정에서는 신라 공격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中臣連國은 신라를 정벌하고 임나를 취하여 백제에 부
속시키자는 입장이었고, 반면 田中臣은 백제가 자주 ‘反覆’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신련국의 의견을 반박하였다. 중신련국을 ‘친백제, 반신
라’라고 한다면 이에 맞선 전중신은 ‘친신라, 반백제’라고 할 수 있다. 왜
조정이 친백제와 친신라로 나뉜 것이다. 이 논쟁이 신라의 임나 공격으
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日本書紀≫에서 임나라고 지
칭하는 가야는 6세기에 이미 멸망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드러
내고자 하는 것은 왜 내부의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38)
이와 관련하여 이 기사에 앞서 보이는 惠日의 건의를 주목할 수 있다.
혜일의 건의가 친신라세력을 자극하여 전중신과 중신련국의 논쟁을 야기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23년 신라의 사신과 함께 귀국한 혜
일은 ‘당은 法式이 정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왕래해야한다.’고 건의
하였다.39) 그리고 그는 이후 630년 犬上君三田耜와 더불어 최초의 견당
37) ≪日本書紀≫ 卷22 推古 31년, “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 於是, 天皇將討新羅,
謀及大臣, 詢于群卿. 田中臣對曰, 不可急討. 先察狀, 以知逆後擊之不晩也. 請試遣使覩
其消息. 中臣連國曰, 任那是元我內官家. 今新羅人伐而有之. 請戒戎旅征伐新羅, 以取任
那, 附百濟. 寧非益有于新羅乎. 田中臣曰, 不然. 百濟是多反覆之國. 道路之間尙詐之.
凡彼所請皆非之. 故不可附百濟.”
38) 鬼頭淸明, 1976 앞 책, 89~92쪽; 金鉉球, 1985 앞 책, 328~331쪽.
39) ≪日本書紀≫ 卷22 推古 31년, “秋七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智
竝來朝. …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齋·惠光·及醫惠日·福因等 竝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
日等共奏聞曰, 留于唐國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國者, 法式備定之珍國也, 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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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되어 당에 다시 건너갔고 이번에도 신라의 송사와 함께 돌아왔
다.40) 이러한 행적으로 보아 혜일을 친신라세력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
다. 그렇다면 623년 그의 건의는 신라를 통하여 당과 교류하자는 주장
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623년 당·신라와의 관계를 우
호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움직임이 왜 조정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
을 알 수 있다.41) 그러나 전중신과 중신련국의 논쟁에 이어지는 기사에
서 신라 공격에 나섰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직 친당‧신라세력보다는 기
존의 친백제세력이 우위에 있었던 것 같다.
왜 내부의 친신라세력 대두는 신라의 부단한 외교적 노력의 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 신라 眞平王은 616년 왜에 불상을 보냈는데 이것은 신
라가 처음으로 불교 문물을 매개로 왜와 교섭한 기록이다.42) 621년에는
왜와의 교섭에서 처음으로 외교문서를 사용하기도 했고 623년에는 신라
의 사신이 불상과 금탑 등의 佛具를 가지고 왜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귀
국하는 왜의 渡唐유학생들과 함께 한 것이 주목된다.43)
隋唐외교의 영향으로 문서를 통한 외교를 행할 줄 알고,44) 그동안 백
제와 고구려를 통해 수입했던 불교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도당유학생들의
귀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왜 조정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다.45) 그
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당 문물의 도입을 위하여 당과의 교섭을 건의한
혜일이 623년 신라의 사신과 함께 귀국했다는 것은 왜 조정 내부의 친
신라노선 강화에 큰 動因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친신라세력은
왜 조정에서 발언권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전중신과 중신련국의 논쟁에

須達.”
40) ≪日本書紀≫ 卷23 舒明 4년, “秋八月, 大唐遣高表仁, 送三田耜, 共泊于對馬. 是時,
學問僧靈雲·僧旻及勝鳥養, 新羅送使等從之.”
41) 金鉉球·禹在炳 등, 2004《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80~91쪽.
42) ≪日本書紀≫ 卷22 推古 24년, “秋七月, 新羅遣奈末竹世士貢佛像.”
43) ≪日本書紀≫ 卷22 推古 29년, “是歲, 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 仍以表書奏使旨. 凡新
羅上表, 蓋始起于此時歟.”; 同 31년, “秋七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
智, 竝來朝. 仍貢佛像一具及金塔幷舍利, 且大觀頂幡一具·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
秦寺. 以餘舍利金塔觀頂幡等, 皆納于四天王寺.”
44) 近藤浩一, 2007〈신라 眞平王代 후기의 對倭外交〉《일본학연구》22,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476~479쪽.
45) 田村圓澄, 1979〈新羅送使考〉《朝鮮学報》90, 天理大学 朝鮮学会,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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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알 수 있다. 즉 왜 조정에서 신라를 통한 대륙 문물 수입을 원
하는 세력이 생겨난 것이다.46)
한편 백제와 고구려는 630년 3월 동시에 왜에 사신을 보냈다.47) 적대
적이었던 양국이 함께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고구려나 백제 모두 왜가 당·신라와 가까워지는 것을 달가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고구려는 628년에 당에 사신을 보내어 태종
이 돌궐의 頡利可汗을 생포한 것을 축하하며 封域圖를 바쳤는데48) 이
사신을 통해 당의 내부사정을 입수했을 것이다. 당의 팽창을 경계하며
당과 교류를 하려는 왜를 회유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백제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왜가
백제의 가장 큰 적인 신라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
문에 사신을 보냈을 것이다. 또한 왜가 대륙 문물을 수입하는 통로로서
백제 대신 신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불안감도 사신 파견의 원
인이 되었을 수 있다. 더욱이 당 태종은 신라와 화해할 것을 626년에
고구려에게,49) 627년에는 백제에게 권유하였다.50) 따라서 당이 신라를
돕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에 당과 신라가 왜
에 접근하자 백제와 고구려는 사신을 파견하여 왜의 동향을 살폈던 것으
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왜는 630년에 遣唐使로 犬上君三田耜와 혜일을 보냈

46) 金鉉球는 혜일 등의 건의가 왜 조정의 친백제정책을 재검토하여 당과 修交하기 위
한 것이라면서 친백제정책의 재검토는 백제가 왜에 대하여 선진문물의 공급능력을 상
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1985 앞 책, 331~335쪽). 또한 鈴木英夫는
혜일의 건의에 대하여 종래의 隋-百濟-倭의 경로를 唐-新羅-倭의 새로운 경로로 대
체하려고 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1996 앞 책, 261쪽).
47) ≪日本書紀≫ 卷23 舒明 2년, “三月丙寅朔, 高麗大使宴子拔·小使若德, 百濟大使恩率
素子·小使德率武德, 共朝貢.”
48)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1년, “秋九月, 遣使入唐, 賀太宗擒突厥頡利
可汗, 兼上封域圖,”; ≪舊唐書≫ 卷199 列傳149 東夷 高麗, “貞觀二年, 破突厥頡利可
汗, 建武遣使奉賀, 幷上封域圖.”
4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9년;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高麗. 고구려본기는 영류왕이 백제·신라와 모두 화평할 것을 청하였다고 전하지만 ≪
舊唐書≫ 高麗傳에는 신라와 회맹할 것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50)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8년;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百
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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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이는 왜가 처음으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사례이다. 이로써 고구
려·백제·신라·왜가 모두 당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52) 이에 당은 견상군
삼전사와 혜일이 귀국하는 길에 高表仁을 답사로 보냈고 신라 송사도 함
께 對馬島에 도착하였다.53) 그러나 그는 禮에 대하여 다투고서는 태종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갔다.54) 아직은 왜 내부에서 친당·신라세력보다
는 친백제세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표인의 사행 목적은 왜와
신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를 舒明과 蘇我蝦夷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표인이 소득 없이 귀국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55)
정식 사신으로 파견된 고표인이 실패하자 당은 왜의 학문승과 유학생
을 귀국시켜 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56) 이들은 639년
신라 송사와 함께, 640년에는 신라를 통하여 귀국하였다.57) 당이 대왜
외교에 주력하는 신라를 이용한 것이다. 왜 조정은 귀국한 승려와 학생
들을 통하여 당이 630년 東突厥, 635년 吐谷渾, 640년 高昌을 평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58) 그렇다면 당은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며
왜가 친당‧신라 노선으로 전환하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59) 그리고
신라는 송사를 앞세워 왜와 거리를 좁히고 당‧왜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왜의 외교정책의 전환을 의도했을 것이다(표 3).60)
51) ≪日本書紀≫ 卷23 舒明 2년, “秋八月癸巳朔丁酉, 以大仁犬上君三田耜·大仁藥師惠日,
遣於大唐.”
52)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는 619년(영류왕 2), 백제와 신라는 621년(무왕 22,
진평왕43)에 당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다.
53) ≪日本書紀≫ 卷23 舒明 4년, “秋八月, 大唐遣高表仁, 送三田耜, 共泊于對馬. 是時,
學問僧靈雲·僧旻及勝鳥養, 新羅送使等從之.”
54)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倭國, “貞觀五年, 遣使獻方物. 太宗矜其道遠,
敕所司無令歲貢, 又遣新州刺史高表仁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子爭禮, 不宣朝
命而還.”
55) 金恩淑, 2007 앞 논문, 66쪽.
56) 井上光貞은 신라를 경유하는 유학생들의 배경에는 신라는 물론 왜까지 끌어들이려
는 唐朝의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1975 앞 논문, 133쪽).
57) ≪日本書紀≫ 卷23 舒明 11년, “秋九月, 大唐學問僧惠隱·惠雲, 從新羅送使入京.”; 同
12년, “冬十月乙丑朔乙亥, 大唐學問僧淸安·學生高向漢人玄理, 傳新羅而至之.”
58) ≪舊唐書≫ 卷3 本紀3 太宗 下.
59) 石母田正은 惠日의 상주를 거론하며 체류했던 외국인을 자신의 정책을 위하여 이용
하는 것은 중국왕조의 전통적인 외교기술이라고 하였다(1971 앞 책, 52쪽). 그렇다면
혜일이 주장하는 바는 더욱 명확해진다.
60)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12쪽에서는 신라가 送使를 통하여 유학생 등 ‘친신라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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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日本書紀≫에 보이는 신라의 送使(623~640년)
연월

送使

623년

奈末

7월
632년

智洗爾

8월
639년
9월
640년
10월61)

?
?
?

귀국한 왜의 인물
학문승 惠齋·惠光,
의사 惠日·福因 등
견당사 犬上君三田耜·惠日,
학문승 靈雲·僧旻·飛鳥養

비고
불상 등 불교 문물 전달
唐使 고표인과 함께

학문승 惠隱·惠雲
학문승 淸安,
유학생 高向漢人玄理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

한편 서명과 소아하이가 고표인의 목적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시
사하는 바가 있다. 고표인이 632년에 왜에 도착했다면62) 그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했던 배경으로 豊章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장에 대해서는 그가 무왕의 아들이고 의자왕과의 태자책봉 경쟁에서
탈락하여 왜에 ‘質’로 보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63) 그러나 앞서 언급
했듯이 그는 의자왕이 사망한 후에 古王子 혹은 故王子라고 표현된 것으
로 보아 의자왕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풍장이 政爭에
패하여 왜로 간 것이라면, 뒤에 등장하는 교기의 사례처럼 그 사정을 기
술했을 것이다. 그러나 풍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의
자왕의 아들인 풍장은 백제에서 좌천된 것이 아니라 대왜관계의 창구 역
의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왜의 외교정책의 전환을 의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鈴木英
夫, 1996 앞 책에 재수록).
61) 640년 10월의 사례는 送使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이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한 것
이지만 이전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送使가 함께 했을 가능성이 크다.
62) 고표인 관련 기사가 ≪日本書紀≫에는 632년(舒明 4), ≪舊唐書≫ 왜국전에는 631년
(貞觀 5)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犬上君三田耜의 여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日本書紀≫에는 犬上君三田耜이 630년에 당으로 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舊唐書≫
왜국전에는 631년에 왜의 사신이 왔다고 했다. ≪日本書紀≫는 출발시기, ≪舊唐書≫ 왜
국전은 도착시기를 기준으로 기록한 것이 된다. 이에 미루어 생각해보면 ≪舊唐書≫의
631년과 ≪日本書紀≫의 632년은 각각 고표인의 출발과 도착시기를 기술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犬上君三田耜는 630년에 왜를 떠나 631년에 당에 도착하였고, 동년 귀국
하는 길에 고표인과 함께 당을 출발하여 632년에 왜에 도착한 것이다.
63) 鄭孝雲, 1990〈七世紀代의 韓日關係의 硏究(上)：白江口戰에의 倭軍파견의 동기를
중심으로〉《고고역사학지》5·6, 동아대학교 박물관, 151~154쪽; 金壽泰, 1992a〈백
제 의자왕대의 태자책봉〉《백제연구》2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47~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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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서 왜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64) 이듬해 당의 사신 고표인이
신라 송사와 함께 왜에 도착하자, 풍장이 모종의 행동을 취하여 고표인
은 태종의 뜻을 왜 조정에 전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풍장
은 의자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된다.
이 시기 백제도 신라 못지않게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풍장을 왜에
보낸 631년부터 의자왕이 즉위하기 이전까지 7차례 唐에 사신을 보내며
당이 주변 세력을 복속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표 4). 위
기를 느낀 백제는 왜 조정의 동요를 막고자 635년 6월에 왜에 사신을
보냈다.65) 2번째 관등인 達率을 지닌 고위관료를 보냈다는 점에서 백제
의 의도를 살필 수 있다. 그리고 640년 10월의 기사에 따르면 백제와
신라의 사신이 함께 도왜하자 왜 조정이 각기 관작 1급을 주었다고 한
다.66) 양국의 사신이 함께 갔다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양국 사신을 동
일하게 대하는 왜 조정의 모습에서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이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이 639년에 百濟川 옆에 大宮
과 大寺를 짓도록 명하고 그 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 사망하였고 그의 殯
所를 百濟大殯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제의 외교적 노력은 적어도 서명
의 사망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67)
왜 조정의 이러한 동향을 통하여 친당‧신라세력과 친백제세력이 양립
하고 있었지만 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표인이 돌아간 후 친백제세력의 중심인 소아씨의 지도력과 지위가 크
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68) 친신라세력이 반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황극대로 이어졌다.
64) 延敏洙, 1997a〈백제의 對倭외교와 왕족〉《백제연구》2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13~214쪽에서는 백제의 왕족외교의 특징 중 하나를 장기체제라고 하면서 장기체제
한 왕족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왜국 내에 친백제파를 형성시키려는 ‘大使’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았다(延敏洙, 1998《古代韓日關係史》, 혜안에 재수록).
65) ≪日本書紀≫ 卷23 舒明 7년, “夏六月乙丑朔甲戌, 百濟遣達率柔等朝貢.”
66) ≪日本書紀≫ 卷23 舒明 12년, “冬十月, … 仍百濟新羅朝貢之使, 共從來之. 則各賜
爵一級.”
67) ≪日本書紀≫ 卷23 舒明 11년, “秋七月, 詔曰, 今年造作大宮及大寺. 則以百濟川側爲
宮處, … 十二月, … 於百濟川側, 建九重塔.”; 同 12년, “冬十月, 徙於百濟宮.”; 同 13
년, “冬十月己丑朔丁酉, 天皇崩于百濟宮. 丙午, 殯於宮北, 是謂百濟大殯.”
68) 金鉉球, 1985 앞 책, 348~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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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무왕대 對唐 및 對倭 외교(630~641년)
연월
630년
3월
631년
3월
631년

파견국

6월
636년

[왜의 동향 파악]

일본서기

왜

[친백제세력 유지]

일본서기

당

조공

백제본기

당

조공

백제본기

?월
639년

10월
641년
3월

친백제세력 유지]
당

조공

당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백제본기

[왜의 동향 파악,

왜

10월
640년
2월
640년

[왜의 동향 파악,

왜

2월
637년
12월
638년

전거

왜

9월
632년
12월
635년

사신 파견의 목적

친백제세력 유지]

백제본기,
구당서 백제전
일본서기

당

鐵甲雕斧 헌상

백제본기

당

國學 입학 요청

백제본기

[왜의 동향 파악,

왜

친백제세력 유지]
당

무왕의 訃告를 전달

※ [ ]은 필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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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백제본기,
구당서 백제전

비고
恩率 素子,
達率 武德
豊章

達率 柔

二. 의자왕대 전반 백제와 왜의 관계 악화
1.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 始動
무왕은 隋唐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신라 공격에 집
중하였다. 뒤를 이은 의자왕은 무왕의 외교방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신라와의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그는 고구려와 왜를 적극적으
로 끌어들이는 신라 고립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의자왕 전반
에 군사와 외교에서 신라 고립책을 始動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자왕은 즉위 초 적극적으로 당에 사신을 보내며 무왕의 외교방식을
이어나갔다. ≪三國史記≫ 義慈王條에 따르면 의자왕은 641년 8월, 642
년 정월, 643년 정월, 644년 정월에 唐에 사신을 보냈는데 왕위에 오르
기 이전인 630년대부터 외교에서 활약한 경험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자왕이 고구려에 접근하여 643년 신라의 당항성을 함께 공격한
것은 무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69) 이로 인해 당 태종은 백제와
69) 당항성 공격에 대하여 백제본기에는 643년 11월, 고구려본기에는 643년 9월 그리
고 신라본기에는 642년 8월로 기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세 기록 중 가장 가능
성이 큰 것은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643년 9월이다. 그 근거로 ①신라의 위급한 상황
을 들은 당 태종이 相里玄獎을 보낸 것이 삼국의 본기에 모두 644년 정월로 기록된
것, ②신라본기에 643년 9월 신라 사신이 고구려·백제의 공격에 대해 당에 하소연하
며 ‘將以今玆九月大擧’라고 한 것, ③642년 7~8월에 백제가 대야성 등 옛 대가야 방
면의 공격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을 감안하면 백제와 고
구려의 당항성 공격은 고구려 본기의 기록대로 643년 9월이라고 할 수 있고 백제본
기의 643년 11월은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낸 것을 알고 군대를 퇴각시킨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신라본기 선덕왕 11년(642) 8월 기사 중 “又與高句麗謀欲取黨項城, 以
絶歸唐之路, 王遣使告急於太宗.”이라는 부분은 동왕 12년 9월 기사 “遣使大唐上言,
高句麗百濟侵凌臣國, 兩國連兵, …”의 앞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라본기에
642년으로 기록된 것은 ≪三國史記≫ 편찬자들이 ≪舊唐書≫ 百濟傳 貞觀16년(642)
이하의 기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舊唐書≫ 百濟傳
貞觀16년(642) 이하에는 백제의 신라 40 여성 공취, 백제와 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태종의 상리현장 파견 및 고구려 親征, 그리고 백제의 신라 급습 등이 기록되어 있는
데 이중 상리현장의 파견은 삼국의 본기에 모두 644년 정월에 해당하고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과 백제의 신라 급습은 645년의 일이기 때문에 정관 16년 이하의 기록은
642년부터 645년까지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
찬자들이 이 기사들을 신라본기로 옮기면서 642년과 643년의 일을 642년에 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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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결국 645년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 이후
당과 백제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다.
D① : (의자왕 3년[643]) 겨울 11월에 왕이 고구려와 和親하고 신라
黨項城을 공격하여 조공하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일으
켜 공격하니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듣고 군사를 파하였다.70)
D② : 황제가 柱國 帶方郡王 百濟王 扶餘義慈에게 안부를 묻는다. …
高句麗王 高武는 일찍이 朝化를 받들어 誠節을 갖추어 펼치고 조공을 빠
뜨리지 않음으로써 藩國의 예를 더욱 드러내었다. 그 신하인 莫離支 蓋蘇
文은 姦凶함을 감춘 자로서 문득 弑逆을 행하였다. … 먼저 大總官 特進
太子詹事 英國公 李勣을 보내 병졸과 군마를 이끌고 곧바로 요동을 향하
게 했고 大總官 刑部尙書 鄖國公 張亮은 배를 통솔하여 빠른 길로 平壤
에 이르도록 하였다. 朕은 친히 遼碣을 순행하여 그 백성을 달래고 그 凶
逆한 자를 주살하여 威恩을 베풀 것이다. 三韓의 땅과 五郡의 경역은 이
로 인해 蕩定될 것이고 영원토록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앞서 신라가 표
를 올려 왕과 고구려가 매번 군사를 일으켜 조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신
라를 함께 침략한다고 했다. 짐은 다시 왕이 반드시 고구려와 協契했음을
의심하였다. 왕의 표문을 보고 康信에게 물으니 왕과 고구려는 阿黨하지
않았고 했다. 이와 같다면 (짐이) 바라는 바를 잘 따른 것이다. 康信이 또
왕의 뜻을 진술하여 군사를 일으켜 곧 官軍과 함께 흉악한 무리를 함께
정벌할 것을 진실로 요청하였다. 짐은 이제 甲兵을 움직여 임금을 죽인
도적을 誅伐할 것이다. 왕의 뜻이 忠正에 있고 마음이 鷹鸇과 가까워서
짐의 뜻에 따른다면 欽歎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징발한 군사는 마땅히
장량의 처분을 따르도록 하라. … 이제 朝散大夫 莊元表와 副使 右衛勳衛
旅帥 段智君 등을 신라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였으니 마땅히 빨리 사
람과 배를 보내 전송하여 반드시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고 도중에 막리지
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하라. …71)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盧重國, 2011〈7세기 신라와 백제의 관계〉《신라학국제학술
대회 논문집》4,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131~132쪽).
70)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黨
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功之, 羅王德曼遣使, 請救於唐, 王聞之罷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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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③ : 황제가 柱國 樂浪郡王 新羅王 金善德에게 안부를 묻는다. … 왕
과 고구려는 원한이 이미 중하여 거느린 병사들은 군복을 갖춰 입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左驍衛長史 任義方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
여 행군할 병마를 일찍 모집하게 하고 아울러 장량 등의 처분을 따르도
록 하라. 짐은 行軍總管 守右驍衛將軍 東平郡開國公 程名振 등으로 하여
금 張亮의 前軍이 되게 하고 아울러 조산대부 장원표와 부사 우위훈위여
수 단지군 등을 파견하여 너희 나라로 가도록 하였다. 장원표 등이 도착
하는 날에 왕은 보낸 이들을 마땅히 장량 등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
함께 期會를 정하도록 하라. …72)
D④ : (의자왕 5년[645]) 여름 5월, 왕은 태종이 고구려를 親征하며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했다는 것을 듣고 그 틈을 타 신라 7개의 성을 습
격하여 취하였다. 신라는 장군 庾信을 보내 쳐들어왔다.73)
D⑤ : (선덕왕 14년[645]) 여름 5월, 태종이 고구려를 친정하자 왕은
병사 3만을 징발하여 도왔다. 백제가 그 틈을 타 나라 서쪽 7개의 성을
공격하여 취하였다.74)

사료 D①은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함으로써 당
과 신라의 교류를 끊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75) 그 내용이 D②에
71)〈貞觀年中撫慰百濟王詔〉, “皇帝問柱國帶方郡王百濟王扶餘義慈. … 高麗王高武, 早奉
朝化, 備展誠節, 朝貢無虧, 藩禮尤著. 其臣莫離支蓋蘇文, 苞藏姦凶, 奄行弑逆. … 今先
遣大總官特進太子詹事英國公李勣, 董率士馬, 直指遼東, 大總官刑部尙書鄖國公張亮, 總
統舟艫, 徑臨平壤. 朕仍親巡遼碣, 撫彼黎庶, 殺其凶逆, 布以威恩. 當使三韓之域五郡之
境, 因此蕩定, 永得晏然. 前得新羅表稱, 王與高麗, 每興士衆, 不遵朝旨, 同侵新羅. 朕更
疑王, 必與高麗協契. 覽王今表及問康信, 王與高麗, 不爲阿黨. 卽能如此, 良副所望. 康
信又述王意, 固請發兵, 卽與官軍, 同伐凶惡. 朕今興甲兵, 本誅殺君之賊. 王志存忠正,
情切鷹鸇, 卽稱朕懷, 欽歎無已. 所發之兵, 宜受張亮處分. … 今令朝散大夫莊元表, 副使
右衛勳衛旅帥段智君等, 往新羅王所, 宜速遣人船將送, 必令安達, 勿使在道被莫離支等抄
截也. … ”
72)〈貞觀年中撫慰百濟王詔〉, “皇帝問柱國樂浪郡王新羅王金善德. … 王與高麗, 怨隙卽
重, 所部之兵, 想裝束久辦. 宜餘左驍衛長史任義方相知, 早令纂集, 應行兵馬, 竝宜受張
亮處分. 朕仍令行軍總管守右驍衛將軍東平郡開國公程名振等, 爲張亮前軍, 竝遣朝散大夫
莊元表, 副使右衛勳衛旅帥段智君等, 使往彼國. 元表等至日, 王卽宜遣使到亮等軍所, 共
爲期會. … ”
73)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5년, “夏五月, 王聞太宗親征高句麗, 徵兵新羅,
乘其間, 襲取新羅七城. 新羅遣將軍庾信來侵.”
74)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4년, “夏五月, 太宗親征高句麗, 王發兵三萬以
助之, 百濟乘虛襲取國西七城.”
75) D①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和親한 후 당항성을 함께 공격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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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왕과 고구려가 매번 군사를 일으켜 조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신라를
함께 침략한다.’라고 표현되었다. 이로 인하여 태종이 백제와 고구려의
協契 여부를 의심하자 의자왕은 康信을 보내 해명하였고 강신의 사행은
성공적이었다.76) 태종이 의심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D②와 D③에 보이
듯이 백제와 신라 모두에게 고구려 공격을 위한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신라로 향하는 莊元表 등의 호송을 백제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종의 태도를 통하여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태종은 백제와 신라
가 다투며 국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양국이 함께 고구려의 남쪽을 위협함
으로써 당의 고구려 공격을 돕는 상황을 원하였기 때문에 백제에게 신라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77) 그러나 백제는 태종의 요청을
뿌리치고 신라를 다시 공격하였다.
D②와 D③은 각각 〈貞觀年中撫慰百濟王詔〉와 〈貞觀年中撫慰新羅王
詔〉의 일부로서 645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78) 그리고 D④
와 D⑤는 645년 5월의 기사인데 D②와 D③에 보이는 당의 요청에 대
한 결과를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당이 백제와 신라에게 고구려 공격을
도울 것을 요청하자 신라는 병사 3만을 징발하여 당의 요청에 부응한

나 643년 양국의 화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정동준은 백제가 대당외교에
실패하는 650년대에 이르러서야 고구려와의 연합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전은 일시적인 제휴로 이해하고 있다(2006 앞 논문, 131~135쪽).
박윤선도 백제가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변을 공격하는 655년을 실질적인 연
합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2007〈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숙명여자대학
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1~123쪽). 더 나아가 李昊榮은 백제·고구려의 화친을 신
라가 지어낸 허구로 보는 입장이다(1982〈麗·濟連和說의 검토〉《경희사학》9·10,
경희사학회). 반면 盧重國은 643년의 신라 협공을 계기로 양국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고 보았다(1981〈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동방학지》
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93~96쪽). 일단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643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한 것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의
협력이 650년대 백제·고구려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76) 강신의 使行은 ≪冊府元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冊府元龜≫ 卷970 外臣
部15 朝貢3, “(唐太宗 貞觀) 十九年, 正月庚午朔, 百濟太子扶餘康信·延陁·新羅·吐谷渾·
吐蕃·契丹·奚·吐火羅葉護·沙鉢羅葉護·于闐·同娥·康國·靺鞨·霅等, 遣使來賀, 各貢方物.”).
77) 당시 당의 한반도정책의 핵심은 고구려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이었고 이
를 위해 당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해주기를 희망했다고 한다(拜根兴, 2003《七世紀
中叶唐與新罗关系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9쪽).
78) 朱甫暾, 1992〈≪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경북사학》15,
경북사학회(朱甫暾, 2002《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에 재수록).

- 25 -

반면 백제는 그 틈을 타 신라를 공격하여 7개의 성을 취하였다. 백제가
당의 요청을 무시하고 신라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백제와
당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백제의 사신 파견이 중단된 것이다. 이후 백제
가 대당외교를 재개하는 것은 651년으로 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한 다
음이었다. 의자왕이 즉위 후 645년까지 매년 당에 사신을 보내며 당과
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백제가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
는 D①에 드러나 있듯이 신라와 당의 교류를 끊기 위해서였다. 앞서 왜
조정 내부에 친신라세력이 대두하던 상황을 언급하였다. 신라는 당과 왜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조정에 알리며 대왜외교에 적
극적으로 나섰고 이는 친신라세력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
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백제는 왜 내부에서 신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하여 당과 신라의 교통로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왕이 隋의 고구려 공격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은 신라 공격을
위하여 수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하게 하려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수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475년 長壽王에 의해 백제의 왕도 漢城이 함락되고 蓋鹵王이
전사한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계속 적대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자왕
은 바다 건너에 있는 당보다는 신라와 영토를 맞대고 있는 고구려가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랜 원수였던
고구려에 접근할 정도로 의자왕이 신라를 고립시키려는 의지는 확고했
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642년 10월 대당 강경파 淵蓋蘇文이 정변을 통해 집
권하였다.79)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당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 남방에서
의 위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가 선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백제
79) 盧泰敦, 1999《고구려사 연구》, 사계절출판사, 456~482쪽에는 연개소문 정변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정변의 동인 중 하나로 對唐關係를 언급하며 그를 대외 강
경론자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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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당시 의자왕이 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것에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또한 대야성 함락 이후 642년 겨울에 김춘추가
고구려에 와서 청병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억류되었다 탈출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 신라 공격에 주력하는 백제로
하여금 신라를 견제하도록 하여 남방에서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백제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의자왕의 신라 고립에 대한 의지는 대왜외교에서도 드러난다. 왜를 확
고하게 백제 측으로 끌어들여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 부분
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日本書紀≫ 皇極紀 원년과 2년에 착종된
기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황극기 원년과 2년에 걸친 백제와 고구려
관련 기사의 착종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룬 바가 있
다.80) 이하에서는 일본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며 백제가 왜를 포섭하고
자 하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해당 기사를 ≪日本書紀≫에 기록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① : (皇極 원년[642] 1월) 乙酉에 백제로 보낸 사신 大仁 阿曇連比
羅夫가 筑紫國에서 驛馬를 타고 와서 말하기를, “백제국에서 천황이 죽었
다는 말을 듣고 弔使를 받들어 보냈는데 臣이 弔使를 따라 함께 筑紫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장례에 봉사하려고 혼자 먼저 왔습니다. 그
런데 그 나라는 지금 크게 어지럽습니다.”라고 하였다.81)
E② : (황극 원년[642] 2월) 戊子에 阿曇山背連比羅夫, 草壁吉士磐金,
倭漢書直縣을 백제 弔使가 있는 곳으로 보내 소식을 묻게 하였다. … 백
제 조사의 傔人 등이 말하기를, “지난해 11월에 大佐平 智積이 죽었습니
다. 또한 백제 사신이 崑崙 사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올해 정월에 國主
80) 鈴木靖民, 1970〈皇極紀朝鮮関係記事の基礎的研究(上)〉《国史学》82, 国史学会;
1971〈皇極紀朝鮮関係記事の基礎的研究(下)〉《国史学》83,
国史学会;
山尾幸久,
1972〈大化改新直前の政治過程について(上)〉《日本史論叢》1, 日本史論叢会; 1973
〈大化改新直前の政治過程について(中)〉《日本史論叢》2, 日本論叢会; 奧田尙, 1987
〈皇極紀の百済政変記事について〉《追手門学院大学文学部紀要》21, 追手門学院大学
文学部.
81)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正月, … 乙酉, 百濟使人大仁阿曇連比羅夫, 從筑紫國,
乘驛馬來言, 百濟國, 聞天皇崩, 奉遣弔使, 臣隨弔使, 共到筑紫. 而臣望仕於葬, 故先獨來也.
然其國者, 今大亂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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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가 죽었고 또 아우 왕자의 아이인 翹岐와 (교기) 어머니의 누이의 아들
4명, 內佐平 岐味, 그리고 高名한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
다.”라고 하였다.82)
E③ : (황극 원년[642] 2월) 壬辰에 고구려 사신이 難波津에 정박하였
다. 丁未에 여러 大夫들을 難波郡에 보내 고구려가 바치는 金銀 등과 물
품을 점검하게 하였다. 사신이 물품을 바친 후에 말하기를, “지난해 6월
아우 왕자가 죽었고, 가을 9월에 大臣 伊梨柯須彌가 대왕을 弑逆하고 伊
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아우 왕자의 아이를 왕으로 삼
고 자기와 同姓인 都須流金流를 大臣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83)
E④ : (황극 원년[642] 2월) 戊申에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에게 난파군
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 辛亥에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
었다. 癸丑에 고구려 사신과 백제 사신이 함께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84)
E⑤ : (황극 2년[643] 6월) 辛卯에 筑紫大宰가 역마를 달려 아뢰기를,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來朝하였습니다.”라고 했다. 群卿이 듣고 서로 일
러 말하기를, “고구려는 己亥年 이래 조공하지 않았는데 올해 조공하는구
나.”라고 했다.85)

E③에 따르면 642년 2월에 고구려 사신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去年’
9월에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정변은 642년
10월에 해당하기 때문에86) 642년 2월의 고구려 사신이 연개소문의 정
변에 대한 정보를 왜 조정에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E⑤에서
는 고구려 사신에 대해 왜 조정의 群卿들이 ‘고구려는 己亥年 이래 입조
82)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戊子, 遣阿曇山背連比羅夫·草壁吉士磐金·倭漢
書直縣, 遣百濟弔使所, 問彼消息. … 百濟弔使傔人等言, 去年十一月, 大佐平智積卒. 又百濟
使人, 擲崑崙使於海裏. 今年正月, 國主母薨, 又弟王子兒翹岐, 及其母妹女子四人, 內佐平岐
味, 有高名之人卌餘, 被放於嶋.”
83)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壬辰, 高麗使人, 迫難波津. 丁未, 遣諸大夫
於難波郡, 檢高麗國所貢金銀等, 幷其獻物. 使人貢獻旣訖而諮云, 去年六月, 弟王子薨,
秋九月, 大臣伊梨柯須彌弑大王, 幷殺伊梨渠世斯等百八十餘人. 仍以弟王子兒爲王, 以己
同姓都須流金流爲大臣.”
84)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戊申, 饗高麗·百濟客於難波郡. … 辛亥, 饗
高麗·百濟客. 癸丑, 高麗使人·百濟使人, 竝罷歸.”
85) ≪日本書紀≫ 卷24 皇極 2년, “六月, … 辛卯, 筑紫大宰, 馳驛奏曰, 高麗遣使來朝.
群卿聞而, 相謂之曰, 高麗自己亥年不朝, 而今年朝也.”
86)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5년, “冬十月, 蓋蘇文弑王.” ≪舊唐書≫ 高
麗傳도 연개소문의 정변을 貞觀 16년(642)의 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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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는데 올해에 조공하는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는 642년 2월에
고구려 사신이 왔다는 기사 E③과 상충된다. 643년에서 가장 가까운 기
해년은 639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극 원년과 2년의 기사에는 기년
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하여 山尾幸久
와 鈴木靖民은 이 두 기사를 계통이 다른 同事重出 기사로 파악하여 고
구려 사신은 643년 6월에 왜에 당도하여 642년 가을에 일어난 연개소
문의 정변 소식을 왜 조정에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그림 1).87)
고구려
사신 도착

E⑤ 643년 6월

2월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去年(641)
9월에 정변
일어남

려

문

E③
642년

643년 6월 고구

≪ 기해년(639) 이래 첫 방

≪

642년 10월
≪舊唐書≫ 고구려전
642년

è

사신이

도착하여

왜에
642년

가을에 발발한 연
개소문의 정변 소
식을 전달

[그림 1] 황극기 연개소문 정변 관련 기사의 재구성
E①과 E②는 백제에도 정변이 일어난 사정을 전한다. E①에서 말한
‘大亂’의 양상은 E②를 통해 알 수 있다. ≪日本書紀≫의 기년에 따른다
면 백제의 정변은 642년 1월 국주모의 사망을 계기로 발발하였다. 그러
나 이 정변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奧田尙과
李道學은 이 기사를 의자왕 15년 이후로 이해하여 여러 재이기사와 연
결함으로써 멸망 직전의 백제 정국이 혼란했음을 설명하였다.
먼저 奧田尙은 皇極이 齊明으로 重祚한 것으로 인해 착오가 생겨 제명
기에 실려야 할 정변기사가 황극기로 옮겨졌다고 하였다.88) 그러나 황극
원년 기사 중에는 황극기에 그대로 있어야할 기사도 있다. 황극 원년
(642) 4월의 소아하이와 교기가 만나는 기사의 경우 소아하이가 645년
에 사망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제명기(655~661)로 옮길 수는 없다. 그
87) 山尾幸久, 1967〈大化前後の東アジアの情勢と日本の政局〉《日本歴史》229, 日本歴
史社, 32쪽; 鈴木靖民, 1971 앞 논문, 30~33쪽.
88) 奧田尙, 1987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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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어찌하여 정변기사만 착오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
야만 이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도학은 의자왕 15년 이
후에 정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정변을 통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의자왕 15년 이후부터 멸망의 징조가 보인다는 기
존의 시각과는 차이를 보인다.89) 의자왕이 말년까지 강한 왕권을 행사했
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기사를 뒤로 옮겨야할 확실한 근거가 없
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백제의 정변을 643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앞서 검토한
고구려의 정변 기사에 기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근거로 백제의 정변
기사도 1년 늦춰 이해하는 것이다.90) 그러나 ≪三國史記≫에 보이는 백
제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정변이 일어난 시기는 643년이라기보다는 기사
그대로 642년일 가능성이 크다. ≪日本書紀≫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정변은 642년 1월 이후에 발발하였다. 그리고 ≪三國史記≫ 백제본기
642년에는 의자왕이 2월에 州郡을 巡撫하고 사면을 행하였으며 7월에는
親征에 나서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시켰고 8월에도 신라 공격에 성공하
는 모습이 보인다.91) 이러한 행동은 모두 강력한 왕권의 표출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즉 642년 1월에 정변을 일으켜 翹岐 등 반대세력을 숙청한 의자왕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2월 주군을 순무하고 죄수를 사면한 것
이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대대적으로 나선 신라 공격에 성공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표 5). 특히 7월 친정에 나서는 모습
은 의자왕의 자신감을 부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백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의자왕의 정변은 642년 1월에 일어난 것으로
89) 李道學, 2004〈백제 의자왕대의 정치변동에 대한 검토〉《백제문화》33, 공주대학
교 백제문화연구소.
90) 鈴木靖民, 1970 앞 논문, 33~34쪽; 山尾幸久, 1972 앞 논문, 32쪽; 鈴木英夫,
1980〈大化改新直前の倭国と百済 : 百済王子翹岐と大佐平智積の来倭をめぐって〉
《続日本紀硏究》272, 続日本紀研究会, 3쪽.
91)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년, “二月, 王巡撫州郡, 慮囚, 除死罪皆原之.
秋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獼猴等四十餘城. … 八月, 遣將軍允忠領兵一萬, 攻新羅大耶
城. 城主品釋與妻子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 傳之王都. 生獲男女一萬餘人, 分居國西
州縣, 留兵守其城. 王賞允忠功, 馬二十匹穀一千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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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겠다.92)
[표 5] 642년 의자왕의 행보
시기

사건

전거

1월

翹岐 등 국주모 세력을 축출함

일본서기

2월

州郡 순무, 죄수 사면

백제본기

7월

親征하여 신라 40여성 함락

백제본기

8월

신라 대야성 함락

백제본기

다음으로 백제의 정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
②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변은 대좌평과 국주모의 사망을 계기로 일어났
다. 그렇다면 일단 대좌평과 국주모를 중심으로 한 무리는 의자왕의 政
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좌평 智積의 사망 소식은 확실한 오류이
다. 그는 5개월 뒤인 皇極 원년 7월 기사에 백제의 사신으로 등장하
고93) <砂宅智積碑>에 따르면 654년으로 추정되는 甲寅年 1월까지는 생
존해 있었기 때문이다.94)
앞서 사씨가 무왕의 왕비를 배출하고 신라 공격을 지원하며 큰 세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비록 의자왕과 사씨 세력이 신라 공격에 동조
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외척은 의자왕의 국정운영에 장애물이 되었을 것
이다.95) 또한 의자왕은 선왕들이 귀족세력들에 의해 왕권을 제약받았던

92) 盧重國, 1988 앞 책; 金壽泰, 1992b〈백제 의자왕대의 정치변동〉《한국고대사연
구》5, 한국고대사학회; 延敏洙, 1997b〈改新政權의 성립과 동아시아외교 : 乙巳의
정변에서 白村江 전투까지〉《일본역사연구》6, 일본사학회(延敏洙, 1998 앞 책에 재
수록).
93)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七月) 乙亥, 饗百濟使人大佐平智積等於朝【或本云.
百濟使人大佐平智積及兒達率〔闕名〕恩率軍善】.”
94) 徐永大, 1992 <砂宅智積碑>《(譯註) 韓國古代金石文》Ⅰ,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95) 이와 관련하여 무왕대의 沙氏세력에 대한 金英心의 평가를 주목할 수 있다. 사씨 세
력이 처음에는 무왕에게 국정의 동반자였지만, 무왕 후기에는 왕의 위상을 넘어서고
자 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2013〈舍利器 銘文을 통해 본 백제 사비시기 국왕과 귀
족세력의 권력관계 : 沙氏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63, 한국사연구
회, 31~32쪽). 그 근거로〈彌勒寺舍利奉安記〉에 국왕인 무왕보다 왕후의 역할이 크
게 드러나는 것을 제시하였다. 639년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641년에 즉위한 의자왕에
게 사씨 세력의 존재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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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잘 알고 있던 인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좌평과 국주모의 사망
을 계기로 이들의 무리를 숙청하는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국주모와 사택왕후를 동일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彌勒寺舍利奉安記〉의 좌평 사택적덕과 사택왕후는 부녀관계이며 같
은 정치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96) 그리고 백제 정변 기사에 보이는 대
좌평과 국주모도 하나의 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639년과 642년 사이에
왕권을 제약할만한 외척 세력이 복수로 존재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주모와 사택왕후는 동일인물이고 641년 11월에 사망했다는
대좌평 沙宅智積은 沙宅積德의 誤記일 수 있다.
무왕의 왕비인 사택왕후는 무왕 사후 즉위한 의자왕에게는 왕모, 즉
국주모였지만 그녀의 사망 후에 정적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국주모는 의
자왕의 생모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97) 국주모는 정변으로 축출된 교기와
더 가까운 인물일 것이다. 의자왕의 조카인 교기는 정변에 연루된 무리
에서 왕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98) 그렇다면

96)〈彌勒寺舍利奉安記〉에는 대좌평의 姓을 ‘사탁(沙乇)’이라고 새겼기 때문에 ‘사탁적
덕’, ‘사탁왕후’라고 불러야하겠지만, 원문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이들의
성을 더 널리 알려진 ‘사택(沙宅)’이라고 표기하겠다. 沙乇과 沙宅은 동일한 姓에 대
한 異表記이다.
97) 그동안 ≪三國遺事≫ 卷2 紀異2 武王條를 토대로 善花公主를 무왕의 왕비이자 의자
왕의 생모로 이해해왔지만 2009년 발견된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百濟王后沙乇
積德女’를 근거로 사택왕후를 의자왕의 생모로 보는 연구도 있다(金周成, 2009a〈백
제 무왕의 정국운영〉《신라사학보》16, 신라사학회; 이용현, 2009〈미륵사 건립과
사택씨 : 사리봉안기를 실마리로 삼아〉《신라사학보》16, 신라사학회; 장미애, 2012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역사와 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본고
에서는 의자왕 초반의 정변이 일어난 계기를 대좌평과 그의 딸 국주모의 사망으로 이
해하기 때문에 국주모를 의자왕의 생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98) 의자왕과 翹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린다. ≪日本書紀≫
皇極 2년 4월에는 ‘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라는 표현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크
게 ‘의자왕의 조카’와 ‘의자왕의 아들’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자왕의 조카라
고 보는 입장에서 근거로 삼는 것은 고구려 정변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정변으로 인하여
옹립된 寶藏王을 榮留王의 ‘弟王子兒’라고 표현하였는데 보장왕은 영류왕의 조카이기 때
문에 ‘弟王子兒’는 ‘아우 왕자의 아이’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鈴木靖民, 1970 앞 논
문). 한편 ‘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를 백제왕의 아이인 교기와 아우 왕자, 즉 2명으로 이해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두 표현에 모두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山尾幸
久, 1973 앞 논문). 그러나 보장왕의 용례가 확실하기 때문에 교기는 의자왕의 조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혼동의 여지가 있는 표현으로 다르게 기록된 것
은 鈴木靖民의 이해처럼 傳聞·傳寫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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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기는 국주모의 손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기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
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왕 후반에 이미 교기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지 않
았을 것이다.99)
따라서 국주모의 세력은 아직 장성하지 않은 교기를 지지하는 것보다
는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던 의자왕과 제휴하는 것이 향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신라 공격
을 지원하던 사씨 입장에서는 이에 적극적인 의자왕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교기가 장성함에 따라 의자왕 본
인 혹은 隆의 경쟁자로 부상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의자왕은 이들 세
력을 숙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44년에 융을 태자로 책봉하여 후
계구도를 확실하게 했다.
그렇다면 의자왕이 함께 신라 공격에 참여하던 사씨 세력을 숙청한 것
이 되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자왕과 사씨는 신라 공격에 대하
여 공감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에 접근하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 했던 것
같다.100) 즉 사씨는 오랜 원수인 고구려와 함께 신라 공격에 나서려는
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반대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자
왕은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내부의 반발을 물리치고 고구려와 연계하여
신라에 대적하고자 했다.101) 그렇다면 642년의 정변은 외교정책을 둘러
싼 갈등과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의 신라 고립책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E④는 특별한 의미
를 지닌다. E④는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이 왜 조정에서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사인데 643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당항성을 공격
하는 모습(D①)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황극 원년과 2년에 착종이 많아
99) 풍장을 교기의 아버지로 이해하기도 하지만(金周成, 2009a 앞 논문, 276~278쪽;
문안식, 2009〈의자왕의 친위정변과 국정쇄신〉《동국사학》47, 동국사학회, 70쪽
및 78쪽 각주91), 풍장은 친백제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왜로 파견되어 의자왕
의 외교정책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풍장을 의자왕에게 숙청된 교기의 아
버지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100) 교기 등의 추방원인을 후계자 경쟁에서 탈락한 것 이외에도 475년 한성 함락 이후
원수였던 고구려로의 접근에 대한 반발로 상정하기도 한다(鄭孝雲, 1995《古代 韓日
政治交涉史 硏究 : 6·7세기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93~94쪽).
101) 사씨세력 중에서도 국주모를 위시한 일부를 축출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정변 이
후에도 좌평 중에 智積, 千福, 孫登 등 사(택)씨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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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④도 기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행동
하는 모습이 왜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
려의 정변 소식이 각각 642년과 643년에 왜 조정에 전달되었음에도 ≪
日本書紀≫에는 642년 백제의 정변을 알리는 기사에 바로 뒤이어 고구
려 정변 기사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왜 조정은 백제와 고구
려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642년과 643년의 상황을 전제로 백제 사신과 고구려
사신이 왜 조정에 파견된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와 고
구려는 당항성 공격에 대한 계획을 알리며 신라 고립책에 왜를 끌어들이
고자 했을 것이다. 백제는 왜 조정에서 대두하고 있는 친신라세력의 영
향력을 억제하고 왜를 확고하게 백제 측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한 신라와 적대적인 고구려 입장에서도 왜가 신라 측으로 가담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왜에 파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643년의 당항성 공격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 즉 고구려와의 제휴를 선택한 백제는 왜가 백
제의 신라 고립책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사신을 파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의자왕은 무왕대의 외교를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고구려와 왜에
접근함으로써 신라 고립책을 始動한 것이다.

2. 왜의 친신라정책 추진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은 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645년 왜에서 정변
이 일어나 대외정책을 친신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변을 일으킨 후
즉위한 孝德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효덕
은 친신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102) 효덕의 외교정책 전환은 정변 직
전 당의 팽창에 대한 위기감과 백제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정변 이후 사
102) 645년 이후 왜의 대외정책을 친당‧신라로 파악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石母田正,
1971 앞 책; 八木充, 1986 앞 책;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金鉉球, 1985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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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파견 양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왜 조정은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을 통해 양국이 함께 신라 고립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양국이 연계하여 당항성
을 공격함으로써 당과 신라의 단절을 기획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백
제가 645년 신라를 급습하면서 당과 백제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백제가
당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의 문물을 수용하려
는 왜 입장에서는 백제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 친백제세력의 중심이었던 蘇我 本宗家의 蘇我蝦夷가 翹岐
를 후대한 것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103) 그는 백제를
통한 당과의 교류를 원하였으나 백제가 신라에 대한 강경책으로 인하여
당과 소원하게 되자 의자왕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기를 이용했던
것이다. 추방당한 교기를 후대하여 의자왕을 자극함으로써 당과의 관계
를 회복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104) 백제를 통한 당의 문물 수입
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소아씨는 권력의 기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친신라세력의 대두로 인해 위상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친백제정
책을 고수하며 백제가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 것이다.
이처럼 소아하이가 궁지에 몰려 의자왕을 자극해야할 정도로 643년
왜 조정의 분위기는 백제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難波의 백제 객관에 화
재가 나기도 했고 백제 사신은 왜에 가지고 간 물품에 대하여 질책을 받
기도 했으며 풍장은 養蜂에 실패하였는데105) 이 기사들은 왜 내부의 백
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6) 풍장은 631년 왜
103)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乙未, 蘇我大臣, 於畝傍家, 喚百濟翹岐等,
親對語話, 仍賜良馬一匹·鐵廿鋌. 唯不喚塞上.”
104) 石母田正도 백제에서 추방당한 교기를 소아대신이 보호하고 大使로서 대우한 것을
義慈王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이유를 백제가 642년 신라 공
격에 성공하여 왜와 백제의 지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본고의 이해와는 차
이가 있다(1971 앞 책, 56쪽).
105) ≪日本書紀≫ 卷24 皇極 2년, “三月辛亥朔癸亥, 災難波百濟客館堂與民家屋. … (七
月) 於是, 大夫問調使曰, 所進國調 欠少前例, 送大臣物, 不改去年, 所還之色, 送群卿物,
亦全不將來. 皆違前例, 其狀何也. 大使達率自斯·副使恩率軍善, 俱答諮曰, 卽今可備. 自
斯, 質達率武子之子也. … 是歲, 百濟太子餘豊, 以蜜蜂房四枚, 放養於三輪山, 而終不蕃
息.”
106) 胡口靖夫, 1979〈百済豊璋王について〉《国学院雑誌》80-4, 国学院大学出版部,
41~45쪽에서는 백제 객관 화재와 백제 사신의 물품에 대한 불만, 그리고 풍장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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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친백제정책 유지를 위하여 파견되었다. 그는 왜에 체류하며 친백
제정책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643년을 즈음해서는 백제에 대한 반
감이 생겨나 의자왕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日本書紀≫ 황극 원년 2월 기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F : (황극 원년[642] 2월) 戊子에 阿曇山背連比夫, 草壁吉士磐金, 倭漢
書直縣을 백제 弔使가 있는 곳으로 보내 소식을 묻게 하니 조사가 대답
하였다. “百濟國主가 臣에게 일러, ‘塞上이 항상 作惡을 한다. 돌아오는
사신에 딸려 보내주기를 청하더라도 天朝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
고 했다.”107)

이 기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새상이 ‘作惡’한 대상과 장소이
다. 이에 대해 작악한 대상과 장소를 모두 백제로 파악하기도 한다. 西
本昌弘은 왜를 기준으로 ‘還使’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 새상이 作
惡한 것을 백제 국내에서의 일이라고 했다.108) 이를 전제로 하면 의자왕
은 ‘백제에서 왜로 돌아가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고 싶지만 왜에서 허락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의자왕이 ‘還使’라는 말
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백제를 기준으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왜에서)
돌아오는 사신’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109) 따라서 새상은 이미 왜에 체
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蘇我蝦夷가 교기를 후대하면서 새상은 부
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도 새상이 왜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
봉 실패 등을 당시 격동하던 왜의 외교·내정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풍장은 자
신이 가진 외교적 권한이 교기에게 넘어가자 낙담하여 非정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양봉을 시도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백제 객관 화재는 정치
적인 모략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백제 사신의 물품에 대한 불만도 사실
은 풍장을 향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643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풍장
의 안위와 연결하여 이해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7) ≪日本書紀≫ 卷24 皇極 원년, “二月, … 戊子, 遣阿曇山背連比夫·草壁吉士磐金·倭漢
書直縣, 遣百濟弔使所, 問彼消息. 弔使報言, 百濟國主謂臣言, 塞上恒作惡之, 請付還使, 天
朝不許.”
108) 西本昌弘, 1985〈豊璋と翹岐 : 大化改新前夜の倭国と百済〉《ヒストリア》107, 大
阪歴史学会, 10~11쪽; 山尾幸久, 1989 앞 책, 399쪽.
109) 奧田尙, 1987 앞 논문,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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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새상이 왜에서 백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盧重國은 새상이 무왕대 왜에 파견되어 백제와 왜의 결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자왕이 교기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자 점차 반백제적인 성
향이 된 것으로 보았다.110) 그러나 새상의 갑작스런 전환에 대하여 충분
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金壽泰는 이를 보강하여 왕권강화를 위해
王弟세력을 제거한 의자왕에 반발하여 새상이 왜에서 백제를 대상으로
작악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교기와 새상을 같은 세력으로 파악하
며 새상 등이 백제 정계로의 복귀를 위해 친왜·반백제적인 행동을 한 것
으로 파악하였다.111) 그러나 백제로 복귀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찌하여
왜에서 백제를 대상으로 작악하였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새상은 풍장의 아우인데 650년 白雉 改元 기사, 백제 멸망 이후 귀국
기사에서 풍장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형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
고 왜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643년 즈음 왜 조
정에서는 백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풍장과 새상의 관계, 그
리고 당시 왜 조정의 분위기를 결부시켜 생각하면 이 기사는 다르게 해
석할 수 있다. 백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고 있는 왜 조정에서 새상이
친백제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作惡’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백제에
서 그의 귀환을 원하더라도 왜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의자왕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의자왕이 왜의 반대를 예상할 만큼 왜 내부
에 백제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있었다는 것이 된다. 왜 조정은 새상을 통
하여 의자왕에게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새상의 귀국을
원치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보라는 것은 왜 조정의 동향, 즉 백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친
신라세력의 대두일 것이다. 백제 사신이 자주 왕래하더라도 왜에 체류하
고 있던 새상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다.

110) 盧重國, 1994〈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국사관논총》52, 국사편찬위원회,
172~173쪽.
111) 金壽泰, 2004a〈백제 의자왕대의 對倭외교 : 왕족들의 재등장과 관련하여〉《백제
문화》3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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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왕 입장에서 새상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상이 돌아오더라도 풍장이 여전히 왜에
머물며 친백제세력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자왕은 새
상의 귀국을 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새상의 행동을 ‘作惡’으로 규정한
것은 친신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새상이
작악한 대상에 대하여 백제라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당시 왜 조정의 분
위기와 백제와 당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면 새상이 왜 조정 내부의 친
신라세력에게 작악한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45년 백제가 신라를 급습한 사건은 왜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백제와 당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왜는 당의 백제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제
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645년 6월에 ‘乙巳의 變’이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몇 대에 걸쳐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蘇我 本宗家가 멸망하였다. 이 정변의 배경에는
소아 본종가의 전횡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112) 외교 문제, 즉
고구려‧백제‧신라와 관련한 현안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蘇我氏의
지지를 받았던 왕족 古人大兄은 ‘韓人이 蘇我入鹿을 죽였다’라고 말했는
데, 割註에는 韓政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113)
이에 대하여 鈴木靖民은 국제정세가 변동하고 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왜가 백제·고구려와의 제휴노선, 신라·당 지지노선 혹은 제3정
책으로의 선택을 강요받은 것에 의해 ‘韓政’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난 것
으로 보았다.114) 을사의 변은 三韓, 즉 고구려·백제·신라를 둘러싼 외교
노선 갈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멸망한 소아 본종가
가 친백제세력의 핵심이었고 새로 즉위한 효덕이 외교정책을 전환한 것
112) 蘇我馬子는 崇峻을 시해하였고 蘇我蝦夷는 八佾의 舞를 추게 했으며 사사로이 아
들인 入鹿에게 大臣의 紫冠을 주었다. 또한 入鹿은 유력한 왕위계승후보였던 山背大
兄를 모반으로 몰아 자결하도록 하였다(≪日本書紀≫ 卷21 崇峻 5년 및 同 卷24 皇
極 원년·2년).
113) ≪日本書紀≫ 卷24 皇極 4년, “(六月) 甲辰, … 是日, 雨下潦水溢庭, 以席障子, 覆
鞍作屍. 古人大兄, 見走入私宮, 謂於人曰, 韓人殺鞍作臣【謂因韓政而誅】, 吾心痛矣,
卽入臥內, 杜門不出.”
114) 鈴木靖民, 1992 앞 논문,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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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이 정변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을사의 변과 뒤이은
대화개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을사의 변은 친신라세력이 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日本書紀≫에 따르면 大化 연간(645~649)에 백제는 2차례, 신라는
6차례 왜에 사신을 보냈고 왜는 신라에만 2차례 사신을 보냈다. 사신 파
견 횟수를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왜가 백제보다는 신라와 빈번하게 교
류했다는 대체적인 양상은 알 수 있다. 을사의 변을 일으킨 세력이 친신
라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덕의 백제에 대한 인식은 645년 7월에 백제 사신에게 ‘而調有闕. 由
是, 却還其調.’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115) 이 부분은 왜가 643년 7
월에 백제 사신의 물품에 대하여 질책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116) 백제
사신이 이미 멸망한 임나 사신을 겸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백제와 고구
려가 적대국인 신라와 함께 사신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 기사에 대한 신
빙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643년의 상황과 연결하면 효덕
이 신라에 가까운 인물임을 드러내는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즉 효덕이 왜 조정에 백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고 있던 시기의 일을
상기시켰다는 것은 그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백제에 경고하는 어투로 보아 효덕은 백제
보다는 신라에 가까운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를 통해 당으
로부터 귀국한 高向玄理, 僧旻이 효덕에 의해 國博士로 임명되어 정권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것을 통해서도 대화개신을 추진한 이들의 대외정책의
중심에는 신라와 당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7)
115)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원년, “(秋七月) 丙子. 高麗·百濟·新羅, 竝遣使進調.
百濟調使 兼領任那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 遇病留津館, 而不入於京. 巨勢德
太臣, 詔於高麗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天皇所遣之使, 與高麗神子奉遣之使, 旣往
短而將來長. 是故, 可以溫和之心, 相繼往來而已.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
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國, 爲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國, 屬賜百濟, 後
遣三輪栗隈君東人, 觀察任那國堺. 是故, 百濟王隨勅, 悉示其堺. 而調有闕. 由是, 却還
其調.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汝佐平等, 不易面
來. 早須明報. 今重遣三輪君東人·馬飼造【闕名】. 又勅, 可送遣鬼部達率意斯妻子等.
116) 盧重國은 이에 대하여 단순히 양국 사이의 교역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만 파악하
였다(1994 앞 논문,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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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왜와 신라 조정의 핵심인물이 상대국을 방문했다는 것
은 큰 의미를 지닌다. 양국 관계의 진전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① : (大化 2년[646]) 9월에 小德 高向博士黑麻呂를 신라로 파견하여
質을 바치도록 하였다.118)
G② : (대화 3년[647]) 이해에 … 신라가 上臣 大阿飡 金春秋 등을 파
견하여 博士 小德 高向黑麻呂와 小山中 中臣連押熊을 보내 공작새 한 쌍
과 앵무새 한 쌍을 바쳤다. 춘추를 質로 삼았는데 춘추는 용모가 아름다
웠고 담소를 잘 하였다.119)
G③ : (眞德王 2년[648]) 伊飡 金春秋와 그의 아들 文王을 파견하여
당에 조공하였다. 태종이 光祿卿 柳亨을 보내 교외에서 위로하였다. 곧
[궁에] 다다르자 춘추의 용모가 英偉함을 보고 두텁게 대하였다.120)
G④ : (貞觀 22년[648]) 신라에 딸려 表를 올려 소식을 통하였다.121)

사료 G①과 G②에 따르면 왜는 646년 고향현리를 신라에 파견하였고
그는 647년 김춘추와 함께 귀국하였다. 김춘추의 도왜를 부정하기도 하
지만122) 그가 고구려와 당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청병 외교를 했던 인물
이라는 점, 그리고 ‘聖骨男盡’의 상황에서 여왕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내정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그는 왜에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123)
117) 金鉉球, 1985 앞 책, 384쪽.
118)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2년, “九月,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 而使貢
質.”
119)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3년, “是歲, … 新羅遣上臣大阿飡金春秋等, 送博士小
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顔善
談笑.”
120)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2년, “遣伊飡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
祿卿柳亨, 郊勞之. 旣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121) ≪舊唐書≫ 卷199上 列傳149上 倭國, “(貞觀) … 至二十二年, 又附新羅奉表, 以通
起居.”
122) 三池賢一, 1966〈≪日本書紀≫金春秋の来朝記事について〉《駒沢史学》13, 駒沢大
学史学会.
123) 朱甫暾, 1993〈김춘추의 외교활동과 新羅內政〉《한국학논집》20, 계명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37~44쪽. 한편 김춘추가 왜와의 외교에 성공함으로써 對고구려 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여 왕위계승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沈京美, 2000〈新羅 中代 對日關係에 관한 硏究〉《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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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춘추의 도왜를 부정할 적극적인 근거는 없다. 당시 신라가 백제
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도왜한 주요한 목적은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새 정권과 첫 교섭에서부터
청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국의 관계에 대한 타협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김춘추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료 G군을 연결함으로써 그의 외교적 활
약으로 인하여 당·신라·왜의 관계가 이때 급진전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124) 이 연구에서는 당이 632년 고표인을 통하여 왜에게 요구한 것
이 신라를 위한 출병이었지만 왜가 이를 거부하여 당과 왜의 관계가 악
화되었다고 했다. 이후 645년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면서 G④에 보이듯
이 당에 표문을 보내 신라와 왜가 군사동맹 관계임을 드러냄으로써 632
년에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했다고 하며 왜의 표문을 전달한 인물을 김춘
추로 확정했다. 그러나 표문의 내용이 신라와 왜의 군사동맹을 드러내는
것이고 당이 632년에 왜에게 요구한 내용이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
라는 것이라고 이해한 부분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125)
당이 632년 왜에 신라를 위한 출병을 요구했다면 당시 당과 신라가
군사동맹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은
630년대 한반도(고구려) 문제보다는 東突厥, 吐谷渾, 高昌 등에 집중하
던 시기이다. 또한 김춘추는 왜에 청병하러 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 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김춘추가 왜의 표문을 당에 전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효
덕이 정권의 핵심인 고향현리를 신라에 파견할 정도로 친신라를 지향하
였고 그 배경에 당과의 교섭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는
백제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
다. 따라서 신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왜 조정의 동향을 파악한 김
춘추는 왜의 표문을 당에 전달함으로써 왜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
新羅의 對外關係와 思想硏究》, 백산자료원, 122쪽).
124) 金鉉球, 1983〈日唐관계의 성립과 羅日동맹 : ≪日本書紀≫ 金春秋의 渡日기사를
중심으로〉《金俊燁敎授華甲記念 中國學論叢》, 중국학논총간행위원회. 그리고 뒤이
은 연구에서 3국의 관계를 ‘日‧羅‧唐の三国聯合体制’로 표현하기도 했다(1985 앞 책).
125) 堀敏一, 1998《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硏文出版,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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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왜의 반백제적인 분위기를 자극하
기 위해 당 태종이 신라 사신에게 했던 말을 왜 조정에 전달했을 것이
다. 다음의 사료는 태종이 643년에 구원을 요청하는 신라 사신에게 제
시한 3가지 방책 중 일부이다.
H : (善德王 12년[643]) “황제가 使人에게 이르기를, ‘… 백제국은 바
다의 험난함을 믿어 병기를 수리하지 않고 남녀가 어지럽게 섞여 서로
모여 연회를 베풀 뿐이니, 내가 수십 수백의 배에 甲卒을 싣고 소리 없이
바다를 건너 곧바로 그 땅을 공격하려고 한다. … ”126)

뒤이어 당의 황족을 신라왕으로 삼는 것을 제안하는 등 태종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고 외교적인 수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군사 지원을
얻지 못한 김춘추는 태종의 발언을 전달함으로써 백제에 대해 반감을 가
지고 있던 왜 조정을 자극하여 왜 내부의 분위기를 신라에 유리한 방향
으로 이끌고자 했을 것이다. 당이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왜 조정에 보이고 당과 신라의 관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춘추가 왜의 표문을 당에 전달함으로써 신라의 대왜외교는 성
과를 이루었다. 이는 왜가 당과 신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왜의 인식에 태종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鈴木英夫는 왜가 외교방침을 수정했기 때문
에 신라를 통해 당과의 통교에 성공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金鉉球는 개신
정권이 친신라·반백제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127) 즉 개신정권은
이전과는 다른 외교정책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가 645년 외교정책을 친신라로 전환한 배경에는 대외적 위기감이
있었다.128) 왜 조정은 당에서 귀국한 학문승과 유학생들을 통하여 당의
12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2년, “帝謂使人曰, … 百濟國恃海之嶮, 不修機械,
男女紛雜, 互相燕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泛海, 直襲其地. … ”
127)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17쪽; 金鉉球, 1985 앞 책, 412~416쪽. 한편 沈京美는
신라가 647년 왜에 군사 지원 외에도 백제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
하였다(2000 앞 논문, 121쪽).
128) 당의 팽창 가능성과 이에 대한 왜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李在碩, 2007〈7세기 왜국
의 대외 위기감과 출병의 논리〉《일본역사연구》26, 일본사학회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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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과 팽창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더욱이 수의 군대가 바다
를 건너 고구려를 공격한 전례가 있었고, 645년에는 당도 배를 띄워 卑
沙城을 공격했기 때문에129) 왜의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당이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공격할 수 있고 백제와 우호적인 왜가 당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겨났던 것이다.
한편 대외적 위기감이라는 것은 정치적 명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당
장 당이 백제를 공격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백제를 공격하더라도
왜까지 공격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의 팽창
가능성은 효덕 등이 소아 본종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
으로서 제기된 것일 수 있다.
대외적 위기감 이외에도 문물 수입에 대한 욕구는 왜가 신라와의 관계
를 진전시켰던 원인의 하나였다. 효덕은 정변 이후 대화개신이라는 개혁
정치를 주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의 문물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가 고향현리, 승민 등 당에서 유학한 후 돌아온 이들을 중용하여 관위제
개정과 중앙관제 정비 등을 추진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130)
또한 당과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면 당이 왜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즉 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대외
적 위기감에 기인한 권력투쟁과 당 문물 수입에 대한 욕구가 맞물려 친
당·신라정책으로 표면화한 것이다.131) 왜 조정이 대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교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은 7세기 후반까지 나타난다.
이렇듯 왜는 친신라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제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12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년, “左翊衛大將軍來護兒帥江淮水軍, 舳
艫數百里浮海先進, 入自浿水, 去平壤六十里, 與我軍相遇, 進擊大破之.”;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張亮帥舟師, 自東萊度海襲卑沙城.”
130) 대화개신의 전반에 대해서는 井上光貞, 1975 앞 논문과 橫田健一, 2012〈蘇我本
宗家の滅亡と大化改新〉《古代を考える : 蘇我氏と古代国家》, 吉川弘文館(初刊은
1991)을 참고할 수 있다.
131) 일본학계에서는 ‘당의 통일과 팽창으로 인한 고구려·백제·신라·왜 등 주변국의 대
응’이라는 구조로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7세기
중반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변이 자국의 권력 집중과 대외정책을 둘
러싸고 전개되었다고 보는 石母田正의 의견이 있다(1971 앞 책). 많은 연구자들이 수당제
국의 등장과 그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이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에 접근하고 있다(鬼頭淸
明, 1976 앞 책; 八木充, 1986 앞 책; 鈴木靖民, 1992 앞 논문; 森公章, 1998《‘白村
江’以後》, 講談社; 堀敏一, 1998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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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년 7월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마지막으로 대화 연간에 백
제와 왜의 사신교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표 6). 의자왕은 이미 새
상 귀환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 왜 조정의 백제에 대한 반감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효덕의 발언을 통해 친신라세력이 왜 조정을 장악한 것을 알
게 되자 더 이상 왜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다시 신라 공격에 집중했
다. 그러나 647년부터 649년까지의 신라 공격은 모두 실패로 끝났
다.132) 왜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신라 공격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더욱이 신라와 왜가 가까워지자 의자왕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었다.
[표 6] 大化 연간(645~649년) 왜와 백제‧신라의 사신 왕래133)
연월

왜 ↔ 백제

645년

(백제 → 왜)

7월
646년

大佐平 緣福

왜 ↔ 신라

비고
효덕이 643년 7월의 일을

(왜 → 신라)

9월
647년

國博士 高向玄理
(신라 → 왜)

?월
648년

大阿飡 金春秋
(신라 → 왜)

?월
649년

?
(왜 → 신라)

5월
649년

三輪君色夫 등
(신라 → 왜)

?월

沙飡 金多遂

상기시킴, ‘而調有闕’
을사의 변 이후 최초의 사신
파견

※ 전거는 모두 ≪일본서기≫

132)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同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33) 645년 7월 고구려·백제·신라의 사신이 함께 왜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한다. 백제
사신의 이름이 남아있고 백제와 고구려의 사신에게 효덕이 자신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 적어도 백제는 사신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라의 사신 파견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646년 2월에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왜에 사신을 파견
한 기사와 648년 2월에 왜가 삼한에 학문승을 파견한 기사가 있지만 적대적인 국가
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류하고자 한다.
다만 학문승은 신라에만 보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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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의자왕대 후반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 회복
1. 653년 백제와 왜의 通好
비록 왜가 친신라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상황이 바뀌는 데에는 오랜 시
간이 걸리지 않았다. 653년에 백제가 왜와 通好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
문이다. 통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紀異 眞興王의 고구려와
신라가 통호했다는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134)
551년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를 차지하였
고, 553년 다시 군사를 일으켜 백제가 획득한 한강 하류 지역을 탈취하
였다. 이로 인하여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
다. 한편 고구려는 서북부(北齊)와 남부(백제·신라)로부터의 위협에 효율
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백제의 위협에서 벗
어나려는 신라와 남쪽을 안정시켜 서북부에 집중하려는 고구려가 적대관
계를 청산한 사정을 전하는 것이 된다. 즉 통호라는 것은 갈등관계에서
화평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135) 따라서 653년 통
호를 계기로 백제와 왜가 이전 시기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호를 회복했음
을 알 수 있다. 왜와의 통호는 의자왕의 대왜외교와 신라 고립책이 성과
를 올린 것을 의미한다.
백제와 왜는 당과 신라의 강력한 밀착을 경계하며 통호에 이르게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왜 조정에서는 당과 신라가 밀착되자 반신라적인 분
위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료는 651년 왜 조정에서 ‘新羅征討
論’이 제기된 사정을 전한다.

134) ≪三國遺事≫ 卷1 紀異1 眞興王, “承聖三年(554)九月, 百濟兵來侵於珎城. 掠取人男
女三万九千, 馬八千匹而去. 先是百濟欲與新羅, 合兵謀伐髙麗. 眞興曰, 國之興亡在天,
若天未猒髙麗, 則我何敢望焉. 乃以此言通高麗, 高麗感其言, 與羅通好. 而百濟㤪之故來
爾.”
135) 盧泰敦, 1976〈고구려의 漢水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한국사연구》13, 한국
사연구회(盧泰敦, 1999 앞 책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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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白雉 2년[651]) 이해에 신라의 貢調使 知萬 沙飡 등이 唐의 복장
을 착용하고 筑紫에 정박하였다. 조정에서는 마음대로 풍속을 바꾼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 꾸짖으며 쫓아 보냈다. 이때에 巨勢大臣이 奏請하여 말
하기를, “지금 신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공격
하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難波津으로부터 筑紫의 바다까지
배를 붙여서 띄워 놓고 신라를 불러 그 죄를 묻는다면 쉽게 이룰 수 있
을 것입니다.”라고 했다.136)

이 기사에 따르면 651년에 知萬 등 신라 사신이 당의 복식을 입고 도
착하자 왜 조정은 이들을 筑紫에서 추방했고 左大臣 巨勢德陀는 ‘신라정
토론’을 제기하였다. 신라정토론은 을사의 변 이후 신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왜 조정의 성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한편 服制를 바꾼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다. <中原高句麗碑>와 ≪日本書紀≫ 繼體紀에 보이는 복장과 관련한 사
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먼저 <中原高句麗碑>에서 고구려는 신라왕
에게 의복을 내림으로써 고구려가 신라의 종주국임을 드러냈다.137) 그리
고 ≪日本書紀≫ 繼體 2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가야에 시집을 온 신라
왕녀가 자신의 시종들에게 신라 의복을 입게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신라가 가야를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138) 이
러한 사례는 왜가 당복을 입은 신라 사신을 추방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 조정은 신라 사신의 복장을 보고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당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651년 신라정토론을 제기한 거세덕타는 645년 소아 본종가를 멸망시
136)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2年, “是歲, 新羅貢調使知萬沙飡等, 着唐國服, 泊于
筑紫. 朝庭惡恣移俗, 訶嘖追還. 于時, 巨勢大臣, 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
悔. 其伐之狀, 不須擧力. 自難波津, 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艫舳, 徵召新羅, 問其罪者,
可易得焉.”
137) 徐永大, 1992 <中原高句麗碑>《(譯註) 韓國古代金石文》Ⅰ,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38) ≪日本書紀≫ 卷17 繼體 23년, “(三月)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
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幷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
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飜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旣若斯, 請
還王女. 加羅己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
所經, 拔刀伽·古跛·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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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활약하고139) 앞서 검토했던 645년 7월 효덕의 발언을 백제 사신
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효덕이 백제 사신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인물
로 거세덕타를 선발했다는 것은 그와 효덕의 정치적 입장이 같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645년 거세덕타는 효덕처럼 신라에 가까운 성향을 가
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651년에는 당복을 입은 신라 사신을 보고
신라정토론을 주장했다. 거세덕타의 정치적 입장이 645년과 651년 사이
에 변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649년에 좌대신으로 임명된 것
을 주목할 수 있다.140)
효덕은 을사의 변 이후 阿倍倉梯麻呂과 蘇我山田石川麻呂을 각각 좌대
신과 우대신에 임명하였다. 이들은 649년 3월에 연이어 사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좌대신이 된 인물이 거세덕타이다. 그런데 소아산전석천마려
는 모반으로 몰려 자결한 것이었다.141) 이 사건을 중대형이 주도한 것으
로 보기도 하고,142) 649년에 효덕과 中大兄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으
로 파악하기도 한다.143) 이를 통해 새로 임명된 좌우대신은 중대형에 가
까운 인물로서 효덕과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렇다면 649년 좌대신이 된 거세덕타가 제기한 신라정토론의 배후로 중
대형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정토론은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도왜하자 당에 종속될 수도 있
다는 위기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를 제기한 거세덕타가 친신라적인
인물이었고 649년 이후 왜 조정에 권력투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9) ≪日本書紀≫ 卷24 皇極 4년, “於是, 漢直等, 總聚眷屬, 擐甲持兵, 將助大臣處設軍
陣. 中大兄使將軍巨勢德陀臣, 以天地開闢, 君臣始有, 設於敵黨, 令知所赴.”
140)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5년, “夏四月乙卯朔甲午, 於小紫巨勢德陀古臣, 爲左大
臣.”
141)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5년 3월.
142) 倉本一宏, 2012〈壬申の乱と蘇我氏〉《古代を考える : 蘇我氏と古代国家》, 吉川
弘文館(初刊은 1991), 207~209쪽.
143) 篠川賢, 2001《日本古代の王権と王統》, 吉川弘文館, 206~220쪽. 한편 李在碩은
649년 김다수가 왜에 신라와 당 사이에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하며 649년을 계기로 왜 조정에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2010〈≪日本書紀≫ 大化 5년의 新羅使 金多遂에 관한 小考〉《동아시아 속의 한일
관계사》上, 제이앤씨). 그러나 나당 군사동맹 체결은 1급 기밀로서 외부에 유출되어
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659년 당이 백제공격을 앞두고 기밀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왜의 견당사를 유폐한 사건은 이를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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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정토론은 대외적인 위기감과 권력투쟁이 맞물려 표출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144) 또한 이를 통해 을사의 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던 친
신라세력이 650년대에 이르러 약화되고 반신라세력이 점차 조정에서 힘
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白雉 改元 기사는 왜 조정의 이
러한 대립 양상을 드러낸다.
J① : (白雉 원년[650]) 2월 庚午朔 戊寅에 穴戶國司인 草壁連醜經이
흰 꿩[白雉]을 바치며 “國造 首의 동족인 贄가 정월 9일에 麻山에서 잡
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百濟君에게 물었다. 백제군은 “後漢 明帝 永
平 11년에 흰 꿩이 보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승려들에게 물었다.
승려들이 대답하기를, “귀로 들은 바가 없고 눈으로 본 바가 없지만 천하
에 恩赦를 내려 민심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다. … 승려 旻法師는 “이
것은 길조이며 희귀한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 王者의 덕이 사방에 두루
흐르면 흰 꿩이 나타납니다. 또한 왕자가 제사를 지냄에 넘침이 없고 연
회와 의복에서 절제가 있으면 나타납니다. 또 왕자가 청결하면 산에서 흰
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자가 어질고 성스러우면 보입니다. … 또한 晉
武帝 咸寧 원년에 松滋에서 보였습니다. 이것은 길조입니다. 천하에 恩赦
를 내리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흰 꿩을 뜰에 풀어주었다.145)
J② : (백치 원년[650] 2월) 甲申에 조정의 의장대가 元會의 의식과
같았다. 左右大臣과 백관들이 紫門 바깥에 네 줄로 늘어섰고 粟田臣飯蟲
등 네 명은 꿩이 든 가마를 들고 앞에 나아가게 했다. 좌우대신은 백관과
百濟君 豊璋과 아우 塞城, 忠勝, 고구려의 侍醫 毛治와 신라의 侍學士 등
을 거느리고 中庭에 이르렀다. 또 詔하여 이르기를, “ … 이 상서가 나타
났다. 그러므로 천하를 大赦하고 白雉로 改元한다.”라고 했다.146)
144) 八木充, 1986 앞 책, 89쪽에서는 唐服을 착용한 신라 사신을 내쫓고 뒤이어 신라
정토론을 제기한 것은 친백제‧반신라적인 대외정책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145)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元年, “二月庚午朔戊寅, 穴戶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
曰, 國造首之同族贄, 正月九日, 於麻山獲焉. 於是, 問諸百濟君. 百濟君曰, 後漢明帝永
平十一年, 白雉在所見焉, 云云. 又問沙門等, 沙門等對曰, 耳所未聞, 目所未覩, 宜赦天
下, 使悅民心. … 僧旻法師曰, 此謂休祥, 足爲希物. 伏聞, 王者旁流四表, 則白雉見. 又
王者祭祀, 不相踰, 宴衣食服, 有節則至. 又王者淸潔, 則山出白雉. 又王者仁聖則見. …
又晉武帝咸寧元年, 見松滋. 是卽休祥. 可赦天下. 是以白雉, 使放于園.”
146)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元年, “(二月) 甲申, 朝庭隊仗, 如元會儀. 左右大臣百
官人等, 爲四列於紫門外, 以粟田臣飯蟲等四人, 使執雉輿, 而在前去. 左右大臣, 乃率百
官及百濟君豊璋·其弟塞城·忠勝·高麗侍醫毛治·新羅侍學士等, 至中庭. … 又詔曰, …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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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흰 꿩[白雉]의 출현을 吉兆로 여긴 國博士 旻法師
(僧旻)은 이를 효덕의 덕업 때문이라며 찬양했고 효덕은 이를 계기로 의
식을 치른 후 白雉로 改元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은 643년 이후 처음으
로 등장하는 풍장에 주목하여 이 기사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풍장이
이때 왜 조정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147)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자문 역할을 한 것이 후에 그를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하기도 한다.148) 이러한 해석은 효덕
이 풍장에게 가장 먼저 물었고 풍장 이후에 질문을 받은 승려들이 제대
로 대답을 하지 못한 것만을 부각한 결과로 보인다.
사실 풍장은 漢 明帝 때의 사례 한 가지만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
다. 또한 그는 왜 내부의 친백제세력의 유지를 위해 파견되었고 백제 멸
망 후에는 부흥군의 수장으로 추대되었다. 풍장의 이러한 행적을 고려하
면 그가 친신라정책을 추진하는 효덕의 조정에서 정치 자문을 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 효덕이 풍장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까닭은 599년 백제가
왜에 백치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149) ≪日本書紀≫
를 통틀어 삼국이 백치를 왜에 보낸 것은 이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민법사이다. 그는 白雉의 출
현이라는 祥瑞가 효덕의 덕업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백치에 대한 중
국의 고사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효덕의 측근인 旻이 백치의 출현을
계기로 효덕이 王者로서 필요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
다. 또한 민법사는 ‘赦天下’할 것을 효덕에게 건의하였고 효덕은 그의 건
의를 받아들여 ‘大赦天下’했다. 이러한 모습을 당시 왜 조정에 존재하던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에 연결하여 고려하면, 효덕이 중대형과의 대립에
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백치의 출현을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한 것
此祥瑞. 所以大赦天下, 改元白雉.”
147) 延敏洙, 1997a 앞 논문, 214쪽; 金壽泰, 2004a 앞 논문, 155~156쪽.
148) 장미애, 2013〈백제 말 정치세력과 백제의 멸망〉《백제연구》58, 충남대학교 백
제연구소, 142쪽.
149) ≪日本書紀≫ 卷22 推古 7년, “秋九月癸亥朔, 百濟貢駱駝一匹·驢一匹·羊二頭·白雉
一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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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J②의 개원 의례에는 당시 왜 조정의 변화상을 드러낼 단서가 보
인다. 이 의례에 백제의 왕족 풍장과 새상, 忠勝이 참여했고 고구려는
侍醫 毛治, 그리고 신라는 侍學士가 함께 하였다. 백제의 경우 왕족이 3
명이나 참여하여 고구려·신라와는 차이가 보이고 신라의 侍學士는 이름
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친신라정책을 생각하면 개원 의례라는
큰 행사에 신라가 부각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신라의 위
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풍장과 새상 형제의 재등장도 이러
한 흐름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이 친신라세력이 조정을 장악한 대화
연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다시 등장한 것은 당시 왜 내부에서 반
신라세력이 대두한 것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제선 2척을 만들게
했다는 기사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0) 또
한 백치 연간(650~654)에 왜는 단 한 차례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활발하게 사신을 교환하던 대화 연간과는 다른 모습이다. 왜 조
정에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한편 백제는 당 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한 후 고종의 의중을 확인하
기 위해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의자왕은 647~649년에 걸쳐 신라를
공격하였지만 계속 패배하였다. 물리적 공격이 효과가 없자 645년 이후
악화되었던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당외교를 재개한 것이다.
태종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새 황제가 삼국, 특히 백제에 대하여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의자왕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신라도 고종에게 사신을 보내며 그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다. 비록 김
춘추가 648년에 태종과 군사협약을 맺었지만 고종이 이를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었다.151) 더욱이 태종은 649년에 ‘遼東之役’, 즉 고구려 공격
을 중지하라는 遺詔를 내렸다.152) 따라서 고종에게 648년의 일을 상기
150)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원년, “是歲, … 遣倭漢直縣, 白髮部連鐙, 難波吉士
士胡床, 於安藝國, 使造百濟舶二隻.”
151)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의 ‘答薛仁貴書’에 따르면 군사동맹
의 내용은 신라와 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양 이남을 신라가 차지한다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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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협약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
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출병을 이끌어냄으로써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650년과 651년에 김춘추의 아들 김
법민과 김인문을 사신으로 보냈다.153) 이에 대하여 고종은 651년 백제
사신에게 璽書를 내려 자신의 뜻을 알렸다.
K : (의자왕 11년[651])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사신이 돌아올
때 고종이 璽書를 내려 왕을 타이르며 말하기를, “ … 신라 사신 金法敏
이 아뢰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를 의지하여 마침내
병기를 들고 번갈아 침략하고 핍박하니 大城과 重鎭이 모두 백제에게 병
탄되어 강역은 날로 줄어들고 위력도 아울러 쇠퇴하였습니다. 원컨대 백
제에 詔를 내려 침략한 성을 되돌려주게 하소서. 만약 조를 받들지 않는
다면 곧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여 빼앗을 것이지만 다만 옛 땅을
얻는다면 곧 서로 화호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짐은 그 말이 순리라고
여겨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왕이 겸병한 신라의 성은 모두 마땅히
그 본국에 돌려주고 신라도 사로잡은 백제의 포로를 왕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 왕이 만약 나아가고 그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이
미 법민이 청한대로 그가 왕과 승부를 결정하도록 맡길 것이고 또한 고
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구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
약 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즉시 거란과 여러 藩들로 하여금 요하를 건너
깊이 들어가 抄掠하게 할 것이니 왕은 짐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고 좋은 계책을 살펴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154)

152)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8년, “四月, 唐太宗崩, 遺詔罷遼東之役.”
≪唐大詔令集≫과 ≪全唐文≫에는 그 내용이 “遼東行事並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53)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4년, “六月, 遣使大唐, 告破百濟之衆. 王織錦作
五言大平頌, 遣春秋子法敏以獻唐皇帝.”; 同 5년, “遣波珍飡金仁問, 入唐朝貢, 仍留宿
衛.”
154)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1년, “遣使入唐朝貢, 使還, 高宗降璽書, 諭
王曰, … 新羅使金法敏奏言, 高句麗百濟脣齒相依, 竟擧干戈, 侵逼交至, 大城重鎭, 並爲
百濟所倂, 疆宇日蹙, 威力並謝. 乞詔百濟, 令歸所侵之城, 若不奉詔, 卽自興兵打取, 但
得古地, 卽請交和. 朕以其言旣順, 不可不許. … 王所兼新羅之城, 並宜還其本國, 新羅所
獲百濟俘虜, 亦遣還王. … 王若不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句
麗, 不許遠相救恤. 高句麗若不承命, 卽令契丹諸藩度遼, 深入抄掠, 王可深思朕言, 自求
多福, 審圖良策, 無貽後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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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백제가 자신의 분부를 따르지 않는다면 신라와 싸우도록 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백제와 신라가 싸우게 되면 契丹 등을 동원하여
고구려가 백제를 돕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은 분명 태종과는 다른 대응
방식이다. 태종은 삼국 간의 분쟁에 대하여 화합을 요구했고 삼국이 서
로 싸우는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종은 백제와 신라의 전
쟁에서 신라가 우세를 점하게 된 것을 알고 신라의 기세에 편승하여 백
제를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의 새서는 백제와 신라가 대결할 때 고구려가 백제를 지원한다면
이를 당이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당이 신라를 위한 군사행동
을 펼칠 수 있음을 백제에게 알린 것이다. 즉 고종은 신라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종의 결정에는 신라가 당의 服飾을
받아들이고 고종의 永徽 연호를 사용하며 당과의 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資治通鑑≫에는 고종이 백제 사신에게 전한 말이 남아있다. 고
종은 651년에 방문한 백제 사신에게 “使勿與新羅高麗相功. 不然, 吾將發
兵討汝矣.”라고 하였다.155) 사료에는 璽書 대신 ‘上戒之’라고 표현되었지
만 시기와 대상이 같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새서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료에 따르면 고종은 백제 공격을 직접적으로 드
러낸 것이 된다. 이를 통해서도 고종이 백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고
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와 당의 군사적 밀착을 확인한 의자왕은 652년 재차 당에 사신을
보냈다.156) 그러나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백제가 651년과 652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157)
155)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高宗 永徽 2년, “是歲, 百濟遣使入貢. 上戒之, 使勿與新羅
高麗相功. 不然, 吾將發兵討汝矣.”

156)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2년,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157) 사료 K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실린 고종의 새서 중 일부이다. 그런데 제시하
지 않는 내용 중 “去歲高句麗新羅等使並來入朝”라는 부분은 ≪舊唐書≫ 百濟傳에 “去
歲王及高麗新羅等使並來入朝”라고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정동준은 百濟傳의 새서를
근거로 650년에도 백제가 당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였다(2006 앞 논문,
131~132쪽). 이 견해에 따른다면 의자왕은 650년부터 652년까지 매년 당에 사신을
보낸 것이 되어 대당외교에 임하는 백제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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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신라의 관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의자왕의 의도대로 백
제가 당을 신라에게서 떼어낸다면, 신라를 매개로 당과 교류를 재개한
왜가 다시 백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당을 백제로 끌어
들이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158) 이처럼
의자왕은 신라 고립책을 다시 시도했지만 당과 신라의 공고한 관계를 확
인했을 뿐이다. 이제 백제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 대왜외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652년의 사신 파견이 당과의 마지막 교류라
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자왕은 651년 6월과 652년 4월, 그리고 653년 6월에 왜에 사
신을 파견하였다.159) 사신 파견을 단절했던 대화 연간의 상황과는 대조
적이다(표 7). 그는 이들 사신을 통해 왜 조정에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
착을 알리며 반신라적인 분위기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풍장과
새상의 재등장을 반신라세력의 존재와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이때 풍장과 새상을 통해 반신라세력에 접촉하여 이들에게 친
백제로의 회귀를 촉구했을 것이다.160)
[표 7] 白雉 연간(650~654년) 왜와 백제‧신라의 사신 왕래161)
연월

왜 ↔ 백제

651년

(백제 → 왜)

6월
651년

?

왜 ↔ 신라

[고종의 새서 내용을
(신라 → 왜)

?월
652년

(백제 → 왜)

4월

?

653년

(백제 → 왜)

6월

?

비고

沙飡 知萬

전달]
筑紫에서 추방, 신라정
토론 제기
[왜의 동향 파악]
[通好에

대한

협의],

653년 8월 백제와 왜
의 통호

158) 盧重國과 金壽泰도 651년과 652년의 사신 파견을 당과 신라의 결합을 끊으려고
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당과 왜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盧
重國, 2012《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399쪽; 金壽泰, 1991〈백제의
멸망과 唐〉《백제연구》2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70~171쪽).
159)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2년 6월; 同 3년 4월; 同 4년 6월.
160) 반대로 반신라세력이 왜에 체류하고 있던 풍장 등 백제 왕족과 접촉하여 백제 본
국과의 교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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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년

(백제 → 왜)

7월

送使

654년

(백제 → 왜)

?월

?

653년

5월에

출발한

왜의 견당사 吉士 長
丹 등의 귀국을 도움
고구려 사신과 함께

※ [ ]는 필자의 추정, 전거는 모두 ≪일본서기≫

이와 관련하여 효덕과 대립하던 중대형이 653년에 제기한 飛鳥還都論
을 주목할 수 있다.162) 당시 왜의 수도는 652년 완공된 難波長柄豊碕宮
(이하 難波宮)이었다.163) 난파궁은 개신정권이 추진했던 관위제 개정·중
앙관제 정비 등과 연동하여 새로운 관료기구의 집무공간을 궁내에 설치
한 최초의 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난파궁이 지향한 체제와 이념
은 齊明 이후에도 계승·발전되었다고 한다.164) 그렇다면 완성된 지 2년
도 되지 않은 難波宮을 방기하고 飛鳥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이면에는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孝德朝 이후에도 ‘전국적인 지배 체제의 강화’라는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에 효덕의 국내 지배체제의 강화 등의 개혁을 견제하기 위해 천도론
을 제기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165) 애초에 難波로 천도했던 배경
으로 이 지역이 군사와 외교, 교통의 요충으로서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
에 주목할 수 있는 것도 환도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166)
161) ≪日本書紀≫에 따르면 651년 知萬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백제와 신라가 함께
왜에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당과 신라의 밀착을 확인한 백제의 급박한 사정과
뒤이은 백제·왜의 통호를 감안하면 백제의 사신 파견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왜 조
정에서 일고 있던 당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반신라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신
라의 사신이 백제의 사신과 함께 도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2)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4년, “是歲, 太子奏請曰, 欲冀遷于倭京. 天皇不許焉.
皇太子乃奉皇祖母尊間人皇后, 幷率皇弟等, 往居于倭飛鳥河邊行宮. 于時, 公卿大夫百官
人等, 皆隨而還.”
163)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3년, “秋九月, 造宮已訖. 其宮殿之狀, 不可殫論.”
164) 吉川真司, 1997〈難-波長柄豊碕宮の歴史的位置〉《日本国家の史的特質 : 古代·中
世》, 思門閣出版, 92~93쪽.
165) 李在碩, 2011〈孝德朝의 권력투쟁의 국제적 계기 : 동아시아 정세와 飛鳥還都論〉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아연출판부, 119~120쪽.
166) 八木充, 1986 앞 책, 117쪽. 고대 難波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는 直木孝次郞, 2009
《直木孝次郞 古代を語る10 : 古代難波とその周辺》의 3장 ‘古代難波の諸相’을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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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덕이 환도를 반대하자 중대형은 효덕을 난파궁에 남겨두고 효덕의
친누이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皇祖母尊(皇極)과 효덕의 왕비이자 자신의
누이인 間人, 친동생 大海人, 그리고 公卿大夫와 함께 비조로 거처를 옮
겼다. 이듬해 효덕이 난파궁에서 사망하자 皇極이 齊明으로 재등극하고
이후 중대형이 즉위하였다(天智). 이들이 풍장을 왕으로 모셔가겠다는
福信의 청을 수락하고 백제부흥운동에 참여하여 663년에 백촌강 전투에
대규모 병력을 보낸 것으로 보아 백제에 우호적인 노선을 취하였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앞서 거세덕타가 주장한 신라정토론의 배후로 중대형을 지목하였는데
비조환도론은 신라정토론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라정토
론을 제기하여 반신라적인 분위기를 표면화했던 중대형은 653년 환도를
주장하여 근친왕족과 백관을 이끌고 비조로 돌아감으로써 효덕과 반대되
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167) 즉, 중대형은 대외적 위
기감을 명분으로 삼아 효덕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대외정책을 전환
한 것이다.168) 한편 고향현리와 함께 개신정권에서 국박사로 활약했던
승민이 이해에 사망한 것도 환도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169) 그는 신라의 送使와 함께 귀국한 전력으로 보아 효덕의 조정
과 친신라라세력의 핵심인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자왕과 중대형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자 653년 6월 백제 사신
이 왜에 건너가 통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하였고170) 결국 653년 8
월에 양국은 통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백제는 645년 이후 단절되
었던 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백제는 당을 신라에게서 떼어내
167) 篠川賢, 2001 앞 책, 211쪽에서는 653년의 환도 문제로 인하여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이 표면화되었고, 그 결과 양자의 역관계가 역전된 것으로 보았다. 若井敏明은
이 사건을 ‘白雉四年の政変’이라고 칭하며 중대형에 의한 ‘無血 쿠데타’이며 사실상
정부가 飛鳥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하였다(2013〈白雉四年の政変について〉《歴史学
部論集》3, 佛教大学歴史学部, 87쪽).
168) 金鉉球는 개신정권 내부에서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대외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이해하였다(1985 앞 책, 440~473쪽). 그러나 중대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등거리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한 점은 본고와 차이가 있다.
169)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4년, “(六月) 天皇聞旻法師命終, 而遣使弔, 幷多送贈.
皇祖母尊及皇太子等, 皆遣使, 弔旻法師喪.”
170)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4년, “六月, 百濟·新羅, 遣使貢調獻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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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실패했지만 왜를 포섭함으로써 신라와 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양국
이 기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왜를 둘러싼 신라와의 외교적 경쟁에서 백제가 승리했음을 드러내는 것
이었다. 즉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이 성과를 올린 것이다. 또한 통호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판도는 백제·고구려·왜와 당·신라가 대결하는 구도로
재편되었다. 이후 이 구도는 동아시아에 큰 변화를 일으킨 대규모 국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과 관련하여 656년에 고구려와 왜가 사신을 교
환한 것은 중요한 사건이다.171) 고구려는 645년 7월의 사신을 제외하면
효덕의 재위기간(645~654) 동안 왜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는데 이때 다
시 재개된 것이기 때문이다.172) 지금까지 검토했듯이 백제는 대화 연간
에 왜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653년 통호에 성공함으로써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백제가 655년 고구려와 군사행동을 함께 하기도 했
기 때문에 656년 고구려와 왜의 사신 교환에는 백제의 중재를 상정할
수 있다. 더욱이 백제가 고구려와 왜를 중개한 것이 656년 3월에 신라
에게 패배한 이후라는 점에서 백제의 의도가 신라를 고립시키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173) 그렇다면 고구려·백제·왜의 진영
은 의자왕이 추진한 신라 고립책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표 8).
[표 8]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
연월

신라 고립책의 내용

643년

왜를 신라 고립책에 끌

6월
643년

어들이려고 시도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9월

당항성을 공격

전거
일본서기
고구려본기

비고
고구려 사신과 함께 행동
백제본기에는 643년 11월,
신라본기에는 642년 8월

171) ≪日本書紀≫ 卷26 齊明 2년 8월 및 9월.
172) ≪日本書紀≫에 따르면 그 사이에 646년 2월, 647년 1월, 648년 2월, 654년 是
歲, 655년 是歲 등 양국이 교류한 기사가 보이지만 매번 신라와 함께 하고 있어 신
빙성에 문제가 있다.
173) ≪唐會要≫ 卷95 新羅, “顯慶元年三月, 又破百濟兵遣使來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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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년
?월
653년
8월
654년

당과의 외교를 재개하여
당·신라·왜의 관계를 끊

백제본기

으려고 함
왜와 通好

차 사신 파견

백제본기

고구려와 함께 왜에 사

?월
655년

신을 파견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

1월
655년

라의 北界를 공격
100여명의 대규모 사신

7월
656년

단을 왜에 파견
고구려가 왜에

사신을

8월
656년

파견
왜가

사신을

9월

파견

고구려에

고종의 璽書, 652년 1월 재

일본서기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에는 655년 8월

일본서기
일본서기
일본서기

655년의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신라의 北界를 공격한 것이었
다.174) 왜와의 관계를 회복한 의자왕은 643년 이후 처음으로 고구려와
함께 신라 공격을 재개한 것이다. 마침 당이 649년을 마지막으로 고구
려에 대한 공격을 멈춘 상황이었고 이미 백제와 고구려는 643년에 당항
성을 협공한 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때 양국이 함께 신라에 대한 견제
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백제가 왜와 통호한 이후
적극적으로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제와 고구려가 획득한 땅을 ‘北界’라고 표현한 것으로부터 이
지역을 경기도나 강원도 방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175) 백제가 성왕대에
174)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5년, “八月, 王與高句麗靺鞨侵攻破新羅三十
餘城, 新羅王金春秋遣使入唐, 表稱. 百濟與高句麗靺鞨侵我北界, 沒三十餘城.”
이처럼 백제본기에는 이 사건을 655년 8월이라고 했지만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는
655년 1월의 일로 기록하였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협공을 당한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고 당은 고구려를 공격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당의 고구려 공
격 시기에 대해서는 고구려본기와 ≪新唐書≫ 本紀 高宗에는 655년 2월, 신라본기와
≪舊唐書≫ 本紀 高宗 上에는 655년 3월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가 함
께 신라를 공격한 시기는 655년 1월이라고 할 수 있다.
175) 이 기사를 658년 북소경 폐지 기사와 연결하여 33성의 영역을 강원도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朴省炫, 2010〈신라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서울대학
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7~188쪽). 그렇다면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을 공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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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한강유역의 일부를
되찾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혹은 고구려가 642년에 김춘추에게 요구했던
지역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655년의 공격은 백제의 입장에서 큰
성과였고, 의자왕은 자신의 외교적 선택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백제·고구려의 공동 군사행동은 당·신라의 연합에게 충격이
었다. 고종이 새서를 통해 백제를 위협했지만 의자왕은 이에 굴하지 않
고 고구려와 함께 신라를 공격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당에 구원을 요청
했고, 당은 곧바로 程名振과 蘇定方에게 군대를 주어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며 반격에 나섰다.176) 양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백제·왜 통호의 의의와 한계
653년 백제와 왜가 통호하게 됨으로써 의자왕의 신라 고립책은 성과
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왜를 둘러싼 외교 경쟁에서 백제가 신라에 승리
한 것이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660년부터 발발하는 국제전쟁의 진영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가 갖는
의의는 상당하다. 여기에 덧붙여 백제와 왜 내부의 반발을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의자왕은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지만 백제 내부에는
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
제의 멸망 원인 중 하나로 내분을 상정해왔고 세부적으로 君大夫人 恩古
의 전횡,177) 달솔층의 성장,178) 왕족들의 재등장179) 등으로 분석하였다.
에 앞서 신라의 후방지원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동준은
신라의 한강 유역을 공격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2006 앞 논문, 138쪽).
17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王 2년, “(春正月) 高句麗與百濟靺鞨, 連兵侵軼我
北境, 取三十三城. 王遣使入唐求援. 三月, 唐遣營州都督程名振, 左右衛中郞將蘇定方,
發兵擊高句麗.”; 同 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14년, “春正月, 先是, 我與百濟靺鞨,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遣使於唐求援. 二月, 高宗遣營州都督程名振, 左
右衛中郞將蘇定方 將兵來擊.”;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 “(永徽 六年) 三月, 營州
都督程名振破高麗於貴端水.”
177) 盧重國, 2003《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30~33쪽; 金壽泰, 2007〈의자왕 말기

- 58 -

그리고 근래에는 이 시기 권력투쟁을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180) 외교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成忠이 656년에 의
자왕에게 남긴 최후의 간언을 주목할 수 있다.
L : 충신은 죽어서도 군주를 잊지 않으니 한마디 올리고 죽고자 합니
다. 臣이 항상 시세의 변화를 관찰해보니, 반드시 전쟁[兵革之事]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用兵에는 반드시 그 地理를 살펴 택해야 하니 上流에 처
하여 적을 맞이한 연후에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의 군대
가 온다면 육로는 沈峴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伎伐浦의 연안에 들
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니 험하고 막힌 곳에 의지하여 막은 연후에 可합
니다.181)

성충은 이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남겼
지만 의자왕은 끝내 듣지 않았다. 그리고 사비성이 함락된 다음에야 “悔
不用成忠之言, 以至於此.”라고 뒤늦게 한탄하였다. 성충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의자왕과 성충은
‘時變’으로 표현된 국제관계의 변동과 이에 따른 대응책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의자왕은 신라를 고립시키는 외교정책을 사용했고 이로 인하여 652년
이후 당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따라서 성충은 이와 반대로 당과의 관
계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신라 공격에 집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대비한 興首의 방비책과 성충의
간언이 유사하고 흥수가 죄를 짓고 유배에 처해져있던 상황이라는 점에
서 흥수와 성충은 같은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182) 반면 이들과
의 정치상황〉《百濟文化史大系 硏究叢書》6,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43~47쪽.
178) 金周成, 1988〈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백제연구》19, 충남대학
교 백제연구소.
179) 金壽泰, 2004a 앞 논문.
180) 양종국, 2002〈7세기 중엽 의자왕의 정치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백제문
화》3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장미애, 2012 앞 논문.
181)《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6년, “忠臣死不忘君, 願一言而死. 臣常觀時察
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 必審擇其地, 處上流以延敵,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
路不使過沈峴, 水軍不使入伎伐浦之岸, 擧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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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대로 의자왕의 외교정책을 지지한 세력도 있었다.
M① : 하물며 밖으로 直臣을 버리고 안으로 妖婦를 믿어 刑罰은 오직
忠良한 이에게 미치며 寵任은 반드시 諂倖한 이에게만 더해졌다.183)
M② : 고구려 沙門 道顯의 《日本世記》에 “7월 云云. 春秋智가 대장
군 蘇定方의 손을 빌려 백제를 挾擊하여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혹은
“백제는 스스로 망하였다. 君大夫人인 妖女가 無道하여 國柄을 빼앗아 함
부로 하고 賢良한 이들을 주살했기 때문에 이 화를 부른 것이다.”라고 했
다.184)
M③ : 백제왕 의자왕, 그의 처 恩古와 그의 자식 隆 등, 그의 신하 좌
평 千福·國辨成·孫登 등 모두 50여 명이 가을 7월 13일에 소정방에게 사
로잡혀 당으로 보내졌다.185)

사료 M군은 백제 멸망에 대한 기록인데 ‘妖婦’,

‘君大夫人妖女’,

‘其

妻恩古’는 동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고는 왕비로서 이례적으로
이름이 남아있고 백제 멸망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말기
정국에 중요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다. 위 사료에서 ‘直臣을 버리고’, ‘刑
罰은 오직 忠良한 이에게 미치며’, ‘賢良한 이들을 주살’했다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성충과 흥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直臣·
忠良·賢良은 성충과 흥수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은고는 성충, 흥수와 대
립하며 의자왕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의자왕의 태자에 대한 기록이 엇갈린다. 644년의 태자 책봉 기사
에는 隆을 태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660년에는 孝를 태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186) 또한 효는 外王 혹은 小王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였
182)《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년.
183) <大唐平百濟碑>, “況外棄直臣, 內信妖婦, 刑罰所及, 唯在忠良, 寵任所加, 必先諂
倖.”
184)《日本書紀》卷26 齊明 6년, “(秋七月) 高麗沙門道顯日本世記曰, 七月云云. 春秋智,
借大將軍蘇定方之手, 挾擊百濟亡之. 或曰, 百濟自亡. 由君大夫人妖女之無道, 擅奪國柄,
誅殺賢良故, 召斯禍矣.”
185)《日本書紀》卷26 齊明 6년, “(十月) 百濟王義慈, 其妻恩古, 其子隆等, 其臣佐平千
福·國辨成·孫登等, 凡五十餘, 秋七月十三日, 爲蘇將軍所捉, 而送去於唐國.”
186)《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년, “遂與太子孝, 走北鄙. 定方圍其城, 王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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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7) 이로 인해 의자왕의 태자에 대해서는 효가 처음부터 태자였다는
설, 융이 시종일관 태자였다는 설, 그리고 효에서 융으로 교체되었다는
설, 융에서 효로 교체되었다는 설, 태자가 여럿이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
는 등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하다.188)
이에 대하여 당시의 기록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큰 <大唐平百濟碑>와
<唐劉仁願紀功碑>, 그리고 <伊吉連博德書> 등에 융이 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융을 의자왕의 유일한 태자라고 할 수 있다.189) 멸망
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더라도 태자가 바뀌었다는 중차대한 사실이 기록에
서 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제 멸망 후 의자왕과
융을 비롯한 왕족과 대신 등 백제 조정의 중핵이었던 인물 다수가 당으
로 건너갔기 때문에 당은 이들을 통해 백제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가 정말로 백제 멸망 당시의 태자였다
면 당에서도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기록이 효가 아닌
융을 태자로 본다는 것은 융이 태자였음을 의미한다.
의자왕의 태자에 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왕비인 은고가 멸망의 원
흉으로 지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자 교체와 유사한 상황이 백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은고는 효를 지지함으로써 태
자 융의 지위를 흔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효는 은고와 더불어 의자왕
의 외교정책을 지지하였던 왕자였고, 은고는 효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

子泰自立爲王, 率衆固守. 太子子文思謂王子隆曰, 王與太子出而叔擅爲王, 若唐兵解去,
我等安得全. 遂率左右, 縋而出, 民皆從之. 泰不能止, 定方令士超堞, 立唐旗幟, 泰窘迫
開聞請命. 於時, 王及太子孝與諸城開降, 定方以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及大臣將士八十八
人, 百性一萬二千八白七人, 送京師”
187) <大唐平百濟碑>, “其王扶餘義慈及太子隆, 自外王餘孝一十三人, …”;《舊唐書》卷
199上 列傳149上 百濟, “虜義慈及太子隆, 小王孝演, 僞將五十八人等送於京師, 上責而
宥之.”
188) 의자왕대의 태자와 관련한 논의 및 연구사는 윤진석, 2011〈백제멸망기 '태자' 문
제의 재검토 : 관련사료 분석과 기존견해 비판을 중심으로〉《지역과 역사》29, 부경
역사연구소에 잘 정리되어 있다.
189)〈大唐平百濟碑〉, “其王扶餘義慈及太子隆, 自外王餘孝一十三人, …”;〈唐劉仁願紀功
碑〉, “(顯慶)五年, 授嵎夷道行軍大摠管, 隨邢國公蘇定方, 平破百濟, 執其王扶餘義慈,
竝太子隆, 及佐平▥率, 以下七百餘人.”;《日本書紀》卷26 齊明 6년, “(秋七月) 伊吉連
博德書云, 庚申年八月, 百濟已平之後, … 十一月一日, 爲將軍蘇定方等所捉百濟王以下,
太子隆等, 諸王子十三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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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세력을 키운 효는 태자인 융에 버금갈만한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소왕 혹은 외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검토에 의하
면 융은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의자왕에 반발했던 성충, 흥수와 가까
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이 637년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것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190) 즉 융과 성충, 흥수는 당과의 관계를 단절
시키면서까지 신라 공격에 집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파악된다.
이처럼 650년대 백제는 대외정책과 왕자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투쟁으
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내정과 외정이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655년 이후 빈번하게 등장하는 재이기사는 백제 내부의
이러한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료에서 드러나는 갈등
의 양상은 656년부터이지만 성충이 이미 656년에 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의자왕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권력에서 밀려난 것은 그 이전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검토한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갈등은
656년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647~648년 김춘추의 활약을 계기로 왜는 당과의 외교를 재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라를 축으로 하여 당·신라·왜는 가까워질 수 있었
다. 백제는 647~649년 신라 공격에 계속 실패했으며 651년에는 새서를
통해 당 고종의 의중이 신라로 기울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종은
654년 왜에게 신라를 도와 출병하라며 새서를 내렸다.191) 이러한 상황
은 백제 내부에서 당을 배제한 채 신라 공격에 집중하는 의자왕의 외교
정책에 회의를 가진 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
면 이들은 의자왕이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64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190) 황산벌 전투 이후 당과의 교섭을 주도한 왕자를 隆으로 특정하며 그가 對唐 강화
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융과 성충, 흥수를 대당교섭을 통해 나당연합군에
대응하고자 한 세력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장미애, 2013 앞 논문, 132~134쪽).
이 연구에서는 융의 이러한 성향이 후에 그가 웅진도독으로 임명되는 것에 영향을 끼
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91)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 永徽 5년, “十二月癸丑, 倭國獻琥珀碼碯, 琥珀大如斗,
碼碯大如五斗器.”; ≪新唐書≫ 卷220 列傳145 日本, “永徽初, 其王孝德卽位, 改元曰
白雉, 獻虎魄大如斗, 碼碯若五升器. 時新羅爲高麗·百濟所暴, 高宗賜璽書, 令出兵援新
羅.” ≪唐會要≫ 卷99 倭國에는 제시한 양당서의 내용을 합친 기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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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융과 성충, 흥수 등은 의자왕이 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도 불만
을 가졌을 수 있다. 645년 이후 친당·신라정책을 추진한 왜를 다시 백제
측으로 끌어들이면 당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자왕은 통호
이후 655년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변을 공격하였고 왜에는 100
명이 넘는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며192) 고구려·백제·왜의 관계를 과시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자왕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했다
는 것은 융·성충·흥수 등이 왜와의 통호에도 반대하였음을 의미한다.
왜 내부에도 백제와의 통호에 반발하는 친신라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지
만 왜 조정은 반발을 물리치고 백제와의 우호관계를 이어갔다. 이는 사
신 파견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다. 653년 4월의 견당사 吉士長丹은 통호
이후인 654년 7월 백제를 경유하여 백제 送使와 함께 귀국하였다.193)
그런데 길사장단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고 654년 2월 고향현리가 이끄는
견당사가 新羅道를 통해 당에 들어갔다.194) 이 견당사에 623년 당과의
통교를 주장한 혜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립된 효덕이 당과
신라의 힘을 빌려 중대형과의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대형과 효덕의 대립이 끝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195)
192) ≪日本書紀≫ 卷26 齊明 원년 7월; 同 원년 是歲. 7월의 기사에 150명, 是歲條에
100여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해에 이렇게 대규모의 사신단을 2차례나 보낸
전례는 없었다. 통호 이후의 파격적인 사신 파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是歲條에
보이는 大使 達率 余宜受가 사실은 7월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다.
193)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5년, “秋七月甲戌朔丁酉, 西海使吉士長丹等, 共百濟
新羅送使, 泊于筑紫.” 서해사가 백제·신라의 송사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있지
만, 이후 모든 서해사가 백제로부터 귀국했다는 것과 이때가 백제와 통호한 이후라는
점에서 이 기사에 보이는 신라의 송사는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194)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5년, “二月, 遣大唐押使大錦上高向史玄理【或本云,
夏五月, 遣大唐押使大花下高向玄理】, 大使小錦下河邊臣麻呂, 副使大山下藥師惠日, 判
官大乙上書直麻呂·宮首阿彌陀【或本云, 判官小山下書直麻呂】, 小乙上岡君宜·置始連大
伯·小乙下中臣間人連老【老, 此云於喩】田邊史鳥等, 分乘二船. 留連數月, 取新羅道, 泊
于萊州. 遂到于京, 奉覲天子. 於是, 東宮監門郭丈擧, 悉問日本之地里及國初之神名. 皆
隨問而答. 押使高向玄理, 卒於大唐. …”
195) 金恩淑, 2007 앞 논문, 79~80쪽에서는 653년의 견당사 중 일부가 조난을 당하자
나머지 인원의 안전을 우려하여 이들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고 654년 다시 견당사를
파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견해는 효덕과 중대형의 대립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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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중대형이 대외적인 위기감을 계기로 비조환도론을 제기하여 효덕
을 고립시켰지만 친신라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는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며 우호를 유지하였다. 654년 7월 백제를 경
유하여 귀국한 길사장단을 西海使라고 지칭하였는데 이후 서해사는 제명
대에 3차례 더 등장하며 모두 백제에 파견되었던 사신단을 의미한다.196)
이는 백제에 단 한 번도 사신을 보내지 않으며 친신라정책을 표방하던
대화 연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에 화답하듯 백제는 655년에 100
명이 넘는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며 양국 간의 우호를 과시하였다.
한편 백제가 655년에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는 及
飡 彌武를 왜로 파견하였다.197) 654년 고종이 왜에게 요청한 신라에 대
한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당과 왜의 관계를 중재했
던 김춘추가 즉위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신라는 왜와의 관계회복도 원하
였을 것이다. 그러나 왜가 출병한 기록이 없고 미무가 왜에서 사망했다
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이를 통해서
도 왜의 입장이 친백제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덕의 유일한 아들인 有間이 658년에 모반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사건을 주목할 수 있다.198) 효덕은 친신라정책을 추진한 장
본인이었고 중대형은 효덕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친백제정책
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유간이 모반을 일으키다 죽었다는 것은 이 사건
이 친백제세력과 친신라세력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199) 더
욱이 그의 외조부는 을사의 변 이후 최초의 좌대신이었던 阿倍倉梯麻呂
였다. 따라서 유간의 죽음을 계기로 친신라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점차
쇠퇴했을 것이다. 이처럼 왜 조정은 백제와 통호한 이후 내부의 반발을
196) ≪日本書紀≫ 卷26 齊明 2년 是歲; 同 3년 是歲; 同 4년 是歲.
197) ≪日本書紀≫ 卷26 齊明 원년, “是歲, … 新羅, 別以及飡彌武爲質. 以十二人爲才伎
者. 彌武, 遇疾而死.”
198) ≪日本書紀≫ 卷26 齊明 4년 11월.
199) 金鉉球, 1985 앞 책, 454쪽에서는 이 사건이 중대형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有間의 擧兵 계획을 눈치 챈 중대형 등이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는
유간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八木充, 1986 앞 책, 97~98쪽; 平林章仁, 1990
〈有間皇子の変について〉《日本書紀研究》17, 塙書房, 352쪽).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중대형 측의 策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일본학계의 경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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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우며 친백제정책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200)
그런데 백제와 통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가 당에 사신을 파견하며 당·
신라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친백
제세력과 친신라세력 중 어느 한쪽도 다수를 점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하고201) 친백제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제명대부터라고 보기
도 한다.202) 심지어 왜의 방침을 균형외교로 이해하며 통호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03) 통호 이후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왜의
외교로 인해 연구자들이 백제와 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
다. 그러나 친신라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
는 데에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왜의 조정이 653년 통호를 기점으로 친
백제정책으로 돌아섰다. 또한 고구려와 왜가 다시 사신을 교환하게 된
것도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의자왕은 외교정책을 결정하
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권력투쟁에서 승
리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642년의 정변과 655년 즈음
한 왕자들의 경쟁을 통하여 한 국가의 내정과 외정이 맞물리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정변, 왜에서 일어난 을사의 변과
비조환도론, 그리고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647년 신라에서 일어난 毗曇
의 난까지 모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204) 7세기 중반에 동아시아에서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정변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정
200) 若井敏明은 중대형이 이때 有間뿐만 아니라 효덕의 충신들도 제거함으로써 ‘白雉
4년의 정변(飛鳥還都論)’을 매듭지은 것으로 이해하였다(2013 앞 논문, 88쪽).
201) 鈴木英夫, 1980 앞 논문.
202) 鄭孝雲, 1997〈7세기 중엽의 백제와 왜〉《백제연구》2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金壽泰, 2004a 앞 논문.
203) 延敏洙, 1997b 앞 논문.
204) 武田幸男, 1985〈新羅“毗曇の乱”の一視角〉《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論文集 歷史
編》, 平凡社에서는 비담과 염종을 親唐依存派, 김춘추와 김유신을 親唐自立派로 구
분하여 난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朱甫暾은 女主支持派(김춘추, 김유신)와 女主
不能善理派(비담, 염종)로 나누어 전자는 국내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세력
으로, 후자는 외교에는 소극적이며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파악하였다(1993 앞
논문). 이 연구들은 643년 당 태종의 여왕교체론이 비담의 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 비담의 난에 대한 연구사는 高慶錫, 1995〈毗曇의 亂의 성격 문제〉《한국고
대사논총》7,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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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자국의 내부 정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치며 상
호작용을 일으켰다. 642년 의자왕의 정변과 연개소문의 정변이 645년
왜에 영향을 끼쳐 을사의 변이 발발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각국 내부의 문제와 주변국의 동향이 연동됨에 따라 7세기 중반 동아시
아의 정세가 복잡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백제와 왜의 통호가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정변
에 영향을 받은 왜 조정이 을사의 변을 일으켜 대외정책을 친당·신라정
책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하여 백제와 왜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그
리고 이후 비담의 난을 제압하고 권력을 잡은 김춘추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당과 신라가 밀착되었고, 왜는 신라의 중재로 당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을 우려한 백제와 왜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통호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일어나는 반발을 잠재우며 백제
멸망 후에도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의자왕의 외교와 백제의 멸망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제와 왜의
통호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의자왕의 외교적 노력을 상징하
는 사건이다. 즉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는 7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이에 대처하는 의자왕의 외교적 노력을 토대로 백제 멸망 과정을
검토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백제 멸망 이후 왜가 백
제부흥운동을 지원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왜가 백제부흥군을 지원하
는 것은 이전 시기의 우호관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백제와 왜의 통호는 이렇듯 큰 사건이었지만 양국의 관계는 공고하지
않았다. 왜가 백제부흥군을 지원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기 때
문이다. 왜는 복신의 요청에 호응하여 663년 백제에 대규모 군대를 파
견하였지만, 파병요청이 있은 후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내기까지 2년 반
이나 걸렸다. 출병 준비와 제명의 사망 후 처리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 해도 파병에 걸린 시간이 매우 길었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순
식간에 나라가 멸망해버린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부흥군 입장에
서 원병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왜의 군대가 신속하게 도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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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절하게 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왜의 대응은 부흥군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왜의 파병은 온전히 백제와의 우호관계에
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왜 조정에서는 백제가 멸망하기 전부터 당의 팽창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인 위기감을 권력집중의 기회로 삼아
645년과 653년에 대외정책을 전환하며 당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당이 바다를 건너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백제 다음은 왜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팽배해졌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왜가 백제부흥군을 도와 파병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05)
백제와 왜가 통호했음에도 양국 관계가 공고하지 않았던 원인은 7세기
중후반 왜의 외교정책 전환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왜에서는 본문에
서 검토한 645년과 653년의 경우 이외에도 내부 권력투쟁과 대외정책
에 대한 전환의 맞물림이 672년에도 보인다. 왜가 유난히 대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이 보이는 것이다. 668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를 멸망시켰지만 당의 침략의지로 인하여 당과 신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왜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N : 總章 원년(668)에 이르러 … 또 소식을 통하여 말하기를, ‘國家
(당)가 선박을 수리하는 것은 겉으로는 왜를 정벌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듣고 놀라 불
안해하였다. …206)

제시한 사료는 文武王이 薛仁貴에게 보낸〈答薛仁貴書〉의 일부이다.
당의 진짜 의도는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었으나 ‘겉으로는 왜를 정벌한
다’는 핑계를 대며 선박을 수리했다고 한다. 당과의 결전을 예감한 신라
205) 盧泰敦, 2009《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35쪽에서는 고구려·백제·왜
가 서로 화합하고 연결하였으나 군사적 결속이 강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들의 관계를
‘連繫’라고 표현하였다.
206)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至總章元年, … 又通消息云, 國家修理
船艘, 外託征伐倭國, 其實欲打新羅, 百姓聞之, 驚懼不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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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왜에 사신을 보내 대왜관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왜와 당이 동맹을
맺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대왜관계를 개선하려고 했
던 것이다.207) 그렇다면 이 풍설은 신라 사신에 의해 왜 조정에 전해졌
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과 왜의 관계가 악화되어 왜가
신라를 지지하는 상황을 원했기 때문이다.
백촌강 전투에서 패배한 天智(중대형)는 당에 적대적이었지만 천지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大友는 672년 熊津都督府의 唐將 郭務悰에게 무기
등 군수품을 제공하며 당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208) 이에 천지의 아
우인 大海人이 난을 일으켜 내전이 발발하였다. 이른바 ‘壬申의 亂’은 대
외정책과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것이었다.209) 내전에서 승리한 대해인은
즉위하여 친신라, 반당정책을 선택하였다. 백촌강에서의 패전을 통해 당
군사력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때의 군사적인 긴장감은 어느 때보
다 팽배했을 것이다. 이른바 조선식 산성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672년의 사례와 645년·653년의 경우를 검토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가 느끼는 대외적 위기감이 증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5년 백제
가 신라를 급습하며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자 효덕 등은 대외적 위기감
을 명분으로 삼아 친백제세력의 중심인 소아 본종가를 멸망시켰다. 그리
고 651년 신라의 사신이 당복을 입고 나타나자 중대형은 신라정토론과
비조환도론을 제기하여 효덕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당에 종속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당과 신라의 군사
적 밀착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의 공격으로 인하여 백제와 고구
려가 멸망하자 왜가 느끼는 대외적 위기감은 극에 달하였을 것이다. 더
욱이 이때는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당의 군사력을 직접 체험한 다음이
었다. 결국 당의 팽창에 대한 위기감이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정도

207) 徐榮敎, 2006《羅唐戰爭史 硏究》, 아세아문화사, 327~328쪽. 백촌강 전투 이후
왜와 신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金恩淑, 1996〈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
관계〉《일본학》15,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46~174쪽과 沈京美, 2000 앞 논
문, 127~134쪽을 참고할 수 있다.
208) ≪日本書紀≫ 卷28 天武 원년, “夏五月辛卯朔壬寅, 以甲冑弓矢, 賜郭務悰等. 是日,
賜郭務悰等物, 總合絁一千六百七十三匹·布二千八百五十二端·綿六百六十六斤.”
209) 鈴木靖民, 1992 앞 논문, 292~293쪽.

- 68 -

의 차이는 있지만 세 번의 사례 모두 대외적 위기감이 내부의 권력투쟁
과 맞물려 대외정책의 전환으로 연결되었다(표 9).
[표 9] 왜 조정의 권력투쟁과 대외정책 전환
구세력

신세력

신세력의

(사건의 대상)

(사건의 주체)

새로운 대외정책

乙巳의 變

蘇我 本宗家

孝德, 中大兄

친당‧신라, 반백제

653년

飛鳥還都論

효덕

중대형(天智)

친백제, 반당‧신라

672년

壬申의 亂

大友

大海人(天武)

친신라, 반당

시기

사건

645년

대외적 위기감이 7세기 중후반 왜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면 통호 이후 백제와 왜의 관계가 공고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
게 된다. 왜는 당의 팽창을 저지해 줄 대상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친백
제, 친신라라는 외교정책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반면 백제는 신라 고립
책을 이루기 위해서 왜와의 우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백제와 왜의 관계는 왜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백제는 왜와 우호관계를 회복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신라 고립
책을 위해 추진된 대왜외교가 성공했고 이것이 왜의 백제부흥군 지지로
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三國史記≫ 백제본기 대
왜 관계 기사로서는 225년 만에 등장한 것이다. 653년의 통호 기사가
다른 사서에 보이지 않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백제 독자의 사료, 혹은
백제 유민의 기록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크다.210) 그러나 백제는 왜가 대
외정책 결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준이나 당시 느끼고 있었던 대외적
위기감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의 대외정책에 휘둘렸던
것이다. 혹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통호를 계기로 왜가 친신라에서
친백제로 회귀한 것에 만족했을 수도 있다. 즉 의자왕은 재위기간 내내
210) ≪三國史記≫에 通好라는 용어는 총 4차례 사용되었다. 그 중 653년 백제와 왜의
통호는 다른 사서에서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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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를 포섭함으로써 신라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공격하겠다는 의욕이 앞섰
던 것이다.
반면 왜의 입장에서는 당의 침략 가능성을 염려하여 백제와 신라 둘
중 누구라도 당의 공격을 막아주기를 원하였다. 왜가 645년 당의 백제
공격을 염려하여 친신라로 전환하고 650년대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
을 확인한 후 653년 백제와 통호한 것, 그리고 당이 고구려 영토에 그
치지 않고 백제 故地까지 획득하려고 하자 다시 신라와 관계를 개선한
것은 이를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백제와 왜의 통호
는 同床異夢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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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동아시아의 7세기 중반은 격동의 시기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당, 왜도 모두 국익을 위해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고
구려·백제·왜, 당·신라라는 양 진영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이후 양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대규모 국제전쟁으로 이어졌다. 참전한 국가
들이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이 국제전쟁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러한 양 진영의 대립구도 형성과 전쟁의 배경의 하나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다. 신라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백제는 물리적으로 신라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포섭하여 포
위함으로써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무왕은 신라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당과 왜를 상대로 한 외교에도 적극
적이었다. 당이 고구려를 견제하면 백제는 북쪽에서의 위협이 줄어든 상
태에서 신라 공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신라가 왜에 접근
하여 왜 조정에 친신라세력이 생겨나자 위기를 느끼고 사신을 파견하며
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였다. 무왕의 외교는 성공적이었다. 무왕이 대
당외교를 시작한 이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지 않았고, 왜에서는 친백
제세력이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의자왕은 무왕의 외교를 이어받아
신라 고립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백제는 643년 고구려와 함께 黨項城을 공격하고 645년 신라를 급습함
으로써 신라 고립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백제와 당의 관계
는 악화되었고 백제와 당의 관계 악화는 왜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왜에는 당의 팽창을 우려하며 당이 왜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기
감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백제와 고구려가 사
신을 보내 신라 고립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왜 조정에서는 친백제세
력이 약화되고 친신라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645
년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이 일어나자 친신라세력이 친백제정책을 주도
하던 蘇我 本宗家를 멸망시키고 조정을 장악한 후 외교정책을 전환하였
다. 이른바 ‘乙巳의 變’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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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孝德 등 친신라세력은 신라를 통해 당
과 교섭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646년 高向玄理가 신라로 건너가 이
듬해 金春秋와 함께 귀국하였고, 김춘추는 648년 당에 들어가 왜의 表
文을 전달하며 왜와 당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백제는 645년에 왜에 사
신을 보내 새로운 정권이 백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후 651년 백제가 사신을 보낼 때까지 양국의 사신 파견은 단절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백제는 647년부터 649년까지 신라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
패하며 신라에게 우위를 빼앗겼다.
651년 다시 국제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백제와 신라가 당 高宗
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고종이 璽書를 내려 신라
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신라와 당의 군사적 밀착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651년의 새서 내용이 왜에 전달되고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왜에 나타나자 신라정토론을 제기하는 등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생
겨났다. 당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결국 중대형은 친신라정책을 추구하는 효덕과 결별하며 친백제정책을
지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왜에 체류하던 豊章 등 백제 왕족의 활약을 상
정할 수 있다. 이들이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왜와의 관계 회복을 원
한다는 의자왕의 뜻을 전하여 中大兄의 전환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중대형은 653년 飛鳥還都論을 주장하여 효덕을 물리치고 친
백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자 653년 백제와 왜는 通好에 이르게 되었
다. 백제에게 653년 통호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왜를 둘러싼 외
교 경쟁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승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백제는
왜와 통호함으로써 신라와의 대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중 당을 제외한 고구려·왜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의
자왕의 의도는 고구려가 당을 견제하고 왜가 백제를 지원하며 신라를 위
협하는 구도였다. 고구려·백제·왜와 당·신라의 대결 구도는 이후 동아시
아에 큰 변혁을 일으킨 국제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653년의
통호와 그 배경이 되는 백제의 신라 고립책은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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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는 고구려와 왜를 끌어들임으로써 신라 고립책을 추진했지만 이들
의 관계는 공고하지 못하였다. 특히 백제와 왜의 관계는 同床異夢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제는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왜와의 관계를 중요
하게 생각했다. 반면 대외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왜 조정은 당의 팽창을
저지해 줄 대상이 필요하였다. 백제의 대당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의 백
제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백제와의 오랜 친연관계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선택하였다. 이후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 강화와 왜가 당에 종
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다시 친백제정책으로 회귀한 것이
다. 이처럼 7세기 중반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면
백제는 신라 고립책에 몰두한 나머지 왜의 대외정책에 휘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양국 관계는 왜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세기 중반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대외정책과 내부 권력투쟁이 맞
물린 정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각국의 정변은 자국 내부의 정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치며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이로 인
하여 동아시아의 정세는 복잡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신라 고립책에
근거한 백제의 대왜외교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7세기 중반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의자왕의 외교정책과 더 나아
가 백제 멸망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라 고립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의자왕이 대왜외교에 힘쓰
는 과정을 나름대로 구성함으로써 의자왕의 외교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료의 공백지대에 대하여 무리하게 추정한
부분이 많았고 ≪日本書紀≫에 의존하여 논지를 전개함에 따라 백제의
주체적인 모습을 크게 부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백제와 왜 관계의 추이
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시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및 관계된 다른 국가들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이
갖는 한계이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채워나가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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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欽明

30
敏達

33
推古

押坂彦人大兄

31
用明

竹田

聖德

茅淳

34
舒明

山背大兄

35 / 37
皇極 / 齊明

阿倍
倉梯麻呂

38
天智
(中大兄)

39
弘文
(大友)

32
崇峻

間人

41
持統

40
天武
(大海人)

※ 숫자는 재위 순서

[附圖 1] 왜 왕가 계보(29~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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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ekje(百濟)’s Relation with Wa(倭) for
Isolating Silla(新羅) in the mid-7th Century

Park, Joose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Baekje(百濟) and Wa(倭) in the mid-7th century.
King Uija(義慈王) of Baekje used diplomatic means as well as
military forces to defeat Silla(新羅). This tactic can be called
Isolating Silla, however, it occurred troubles between Baekje and
its neighborhoods.
Although

Táng(唐)

Dynasty

wanted

the

warless

situation

between Baekje and Silla, King Uija attacked Silla resolutely.
Therefore, the relation between Táng and Baekje got worsened.
Moreover, it affected Wa which worried about the expansion of

Táng. In Wa, the pro-Silla group came into political power by
overthrowing the pro-Baekje group as soon as Baekje raided on

Silla in 645. The new government changed diplomatic policy to
approach Silla instead of Baekje. This coup is called ‘Is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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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乙巳の變)’.
The pro-Silla group including King Koutoku(孝德) wanted to set
up diplomatic relation with Táng through Silla. Their purpose was
accomplished by Kim Ch'un-ch'u(金春秋) of Silla. He visited Táng
and sent the diplomatic document(表文) of Wa to the Emperor

Tae-jong(太宗). Baekje confirmed that the diplomatic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of Wa. It led to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Baekje and Wa until 651.
Since King Uija recognized the military adhesion between Táng
and Silla in 651, he dispatched an envoy to Wa for inducing their
change of diplomatic policy. Meanwhile, the anti-Silla movements
got arose due to arrival of Silla’s envoy which wore the clothes
of Táng. Then Prince Naka-no-Ōe(中大兄) deprived King Koutoku
of his political power and progressed pro-Baekje policy.
The interests between Baekje and Wa became coincided, they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 in 653. This incident has important
meanings to Baekje. First, it meant that Baekje win against Silla
in

the

diplomatic

competition

around

Wa.

Second,

Baekje

succeeded in bringing Goguryo(高句麗) and Wa over to Baekje’s
side. Then, the composition of power in the East Asia has
reshuffled. One is Táng and Silla, the other is Goguryo, Baekje
and Wa. This confrontation led to the international war which
brought about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mid-7th century in
this region.
Though Baekje and Wa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 it was not
so hard. Baekje wanted to maintain friendship with Wa for
Isolating Silla. On the other hand, Wa made changes relati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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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je and Silla depending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cause
Wa which felt the sense of external crisis needed the partner can
stop the expansion of Táng.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oo much to be immersed in
Isolating Silla, Baekje had been swayed by Wa in the mid-7th
century. Therefore, the relation between Baekje and Wa got
unstable, because it might change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Wa.

Key Words : King Uija, Isolating Silla, relation with Wa, friendly
relation(通好), sense of exter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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