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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高句麗 故國原王의 平壤 移居와 南進
金 智 姬
본고는 故國原王代 平壤東黃城 移居의 의미를 살펴보고, 樂浪公 책봉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고구려 南進政策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고국원왕이 재위하고 있었던 4세기는 격동의 시기였다. 중국은 五胡十
六國으로 분열되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국가 발전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이들 중 고구려와 국경을 맞닿고 있었던
鮮卑族 前燕의 흥기는 고구려의 內政 및 外政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
히 342년 전연의 침입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국내성 지역의 기능 상실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343년 고국원왕은 현재의 평양 지역으로 이거하여
서북 지역으로의 진출을 포기하는 한편 전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평양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선진성은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
진 고국원왕에게 최적화된 후보지였을 것이다.
고국원왕의 이거 자체는 外侵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처음 이거를 결정하였을 때는 사서에서 확인되는 용례 그대
로 ‘이동 후 定住’를 의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국원왕 시기 확
인되는 이거를 단순한 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첫째, 사서에 기록된 이
거의 대상 지역이 국내성 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양이며, 《三
國史記》의 찬자가 이를 고구려 國都 변화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 삽입했
다는 점, 둘째, 이거 기간이 30년에 가깝다는 점, 셋째, 평양동황성을 제
외하고 이 시기 고구려의 王城에 대한 문헌기록이 부재하다는 점, 넷째,
355년 전연에 의한 ‘낙랑공’ 책봉으로 외부의 위협이라는 이거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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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후에도 고국원왕은 계속 평양 지역에 머무르며 경영에 주력하였고,
이는 고구려 南進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이때의 ‘이거’의 의미를 단순한
이동이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黃色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평양동황성의 黃城은 고구려의 왕성
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대의 城名은 그 지
방의 이름을 딴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그 지역 내의 가장 중심적인 성
에 지역 명칭을 붙여 대표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343년 이후 고국원
왕이 머무르고 있었던 평양동황성은 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성으로
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을 것이며, 이에 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성으로서 平
壤城으로도 불리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고국원왕이 戰死했
던 371년의 평양성은 평양동황성의 異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를 볼 때, 평양동황성은 청암동 토성일 가능성이 있다.
기원전 108년 漢武帝에 의해 설치된 낙랑군은 313년을 시간적 界線으
로 중국과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대상을 의미하게 된다. 355년 고국원왕
이 전연으로부터 받은 ‘낙랑공’이라는 책봉호와 주변 국가가 받은 낙랑 관
련 책봉호를 비교해보면, 낙랑공에는 낙랑의 고지, 즉 평양이라는 지역성
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랑공 책봉은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를 방증하는 한편, 이거의 성격 변
화를 가져왔다. 고국원왕은 낙랑공 책봉으로 전연과의 관계가 안정된 이후
에도 국내성 지역으로 還都하지 않고 평양 지역에 머무르면서 고구려 팽
창의 방향을 남진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355년 이후 이거의 의미
는 遷都와 비견될 수 있으며, 낙랑공 책봉은 고구려 대외팽창의 방향 전
환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평양 이거 자체는 소극
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낙랑공 책봉 이후 고국원왕이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율적 동기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낙랑공 책봉 이후 전연과의 안정된 관계 및 내정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주변 국가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이에 낙랑・대방군 축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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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국경을 맞닿게 된 백제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366년부
터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가 성립되었고, 이는 당시 평양 지역에 이거하
고 있었던 고국원왕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관
계는 우호적이지 못했고, 황해도 지역의 경제적 가치는 양국의 갈등 요소
가 되기 충분했다. 이에 369년 고구려는 백제를 先攻함으로써 양국 관계
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다. 고국원왕의 국왕으로서의 지위는 안정적이었
고, 4세기 고구려 내정의 안정은 對百濟戰 선공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蓋鹵王이 北魏에 보낸 國書에서 양국의 오랜 仇怨을 고국원왕 시
기로 소급한 것은 고구려 남진정책의 시작이 고국원왕대에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고국원왕의 343년 평양 이거와 371년 평양성 방어 결과, 고구려는 미천
왕 시기 확보한 낙랑군의 고지를 확고하게 영역화할 수 있었다. 또한 고국
원왕의 백제 선공으로 고구려 대외 팽창의 방향이 처음으로 남진이라는
명확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국원왕의 사망과 함께 고구려 왕실은 국내
성 지역으로 환도했으나, 고구려 정권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평양에 대
해 관심을 기울였다. 고국원왕의 이거 이후부터 평양 지역은 고구려 정권
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고국원왕의 戰死로 인해 격화된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갈등은 고구려로 하여금 평양 경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
았다. 小獸林王 시기부터 廣開土王때까지 평양은 대백제 공략의 전진기지
이자 교통로로 활용되었고, 평양에 대한 관심과 경영은 427년 長壽王이
평양 천도를 단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국원
왕의 평양 이거와 정주는 고구려 대외 팽창의 방향을 西進에서 南進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고국원왕, 평양, 천도, 이거, 남진정책, 낙랑공
학 번 : 2012 - 2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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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故國原王이 재위하고 있었던 4세기는 격동의 시기였다. 중국은 五胡十
六國으로 분열되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국가 발전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대륙에서는 여러 민족이 발흥하여 패권
을 잡기 위해 각축하였으며 그로 인한 국제적 파급력은 한반도와 중원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던 고구려에까지 미쳤다. 특히 鮮卑族 慕容部1)는 이
시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민족으로 前燕, 後燕을 잇달아 건국하였는데,
고구려와 국경을 맞닿고 있었던 모용부의 흥기는 고구려의 內政 및 外政
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국원왕은 314년 美川王의 太子로 책봉되었고, 331년 國王으로 즉위
하여 이후 40년 동안 재위하였다. 기존 연구의 주된 시각은 고국원왕의
치세를 西進과 南進의 연속된 실패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패라는 결과
만을 가지고 고국원왕 시기를 바라보면 4세기 고구려사는 단절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고구려사에서 4세기는 미천왕과 小獸林王・廣開土王으로
대표되는 발전기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4세기 고구려
사를 연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는 고국원왕에 대한 역
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국원왕의
치세 全般을 확인할 수 있는 平壤 移居와 南進政策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고국원왕 시기 평양 이거에 대한 연구사는 소략한 편이다. 이 시기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부족으로,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는 고구려 천도 연
구나 고구려 초기 대외관계사와 관련되어 가볍게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1) 慕容部는 前燕으로 일신하게 되는데, 전연으로의 일신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있다(전연의 건국시기에 관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李椿浩, 2010,
〈五胡時期 慕容前燕의 建國과 그 性格〉 《동양사학연구》 113, 동양사학회, 72~73쪽이
참고된다). 본고에서는 모용황이 燕王을 自稱한 337년을 그 시작으로 보고자하며, 337
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모용부, 그 이후는 전연으로 서술한다. 王者를 자칭했다는 것
은 타자에 대해 독립된 국가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는 것으로, 기존의 부족집단의 단계
에서 벗어나 국가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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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 연구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현재 평양 지역으로의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긍정하는 연구이다.
이병도는 東川王 시기 平壤城과 고국원왕 시기 平壤東黃城을 동일하게
보고, 두 성의 위치를 평안도 江界 지역으로 비정하였다.2) 고구려 역대
국왕들의 葬地가 國內城 지역에 위치하고, 고국원왕의 葬地名으로 볼 때
고국원왕릉 역시 국내성 지역에 위치했을 것이므로, 427년 長壽王의 평양
천도 이전까지 고구려의 도읍은 시종일관 국내성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동
천왕과 고국원왕이 적군의 침입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피난했고 국내성 지
역으로 환도를 고려했다면, 당시의 피난지로서는 강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후에도 평양동황성의 위치를 강계 지역으로 비정한 견해들이 제
기되었다.3) 또한 이에 대한 해석을 보류한 연구4)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국원왕의 현재 평양 지역으로의 이거를 긍정하는 시각도 존재한
다.5) 좀 더 적극적으로 고국원왕이 丸都城으로 이거했던 11개월을 제외하
고 동천왕 이후 고구려왕이 계속 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발표되었다.6) 이상의 연구들은 기존의 통설과 달리 《三國史記》의 관련 기
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평양 이거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2) 이병도, 1956 〈高句麗東黃城考〉 《동국사학》 4, 동국사학회.
3) 성주탁, 1989 〈韓・中 古代 都城築造에 關한 比較史的 考察〉 《백제연구》 20, 충남대학
교 백제연구소, 135~136쪽; 공석구, 1998 《高句麗 領域擴張史 硏究》, 서경문화사,
186~189쪽; 서영대, 2007 〈장수왕과 평양 천도〉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
재단, 194~195쪽.
4) 노태돈, 2012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68, 한국고
대사학회.
5)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147~151쪽; 문은순, 2006 〈高句麗 南進
過政에 대한 考古學的 硏究〉 《청계사학》 20, 한국학중앙연구원, 23~24쪽; 문안식,
2006 〈귀족국가의 형성과 영토확장〉 《백제의 흥망과 전쟁》, 도서출판 혜안, 152쪽; 임
기환,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한국사연구회; 이도
학, 2006 〈고구려의 國難과 故國原王像〉 《고구려발해연구》 23, 고구려발해학회; 김현
숙, 2007 〈고구려와의 관계〉 《백제의 대외교섭(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9)》, 도서출판
이다람, 30~31쪽.
6) 장효정, 2000 〈고구려왕의 平壤移居와 왕권강화〉 《龜泉元裕漢敎授定年紀念論叢》, 혜
안; 장효정, 2002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記事 檢討 : 平壤城의 位置
比定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3, 고구려발해학회, 19쪽; 이도학, 2015 〈《三國史
記》의 高句麗 王城 記事 檢證〉 《한국고대사연구》 79, 한국고대사학회, 154~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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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논증이 부족하며 정황만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
토의 여지가 있다.
고국원왕 시기 평양 이거를 긍정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민덕식이다. 그는
고국원왕대 평양으로의 이거가 현재 평양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평양동황
성을 청암동 토성으로 비정하면서 넓게는 長安城의 북성까지 포괄하는 것
으로 보았다.7) 그러나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암동 토성과 장안성 북
성의 축조 연대를 평양 이거 시점인 343년까지 소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평양동황성으로의 이거는 전연의 침입으로 이
루어진 것이며, 자연히 그 소재지도 이거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국제 정세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고국원왕 시기 평양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전면
적으로 긍정한다. 이들 연구들은 동천왕 시기 평양성과 고국원왕 시기 평
양동황성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하게 비정하여 모두 현재 평양 지
역에 있었다고 파악하는데, 최근의 발굴 성과를 반영한 연구 경향은 고국
원왕이 이거했다는 평양동황성을 南平壤으로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황해
도 재령 長壽山城에 비정하고 있다.8) 그러나 북한학계의 연구 역시 상술
한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역사적 유구함을 보여주고 북한이 고구려 계승 국가임을 선전하려는 정치
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남진정책의 시작 시점은 광개토왕・장수왕 시기로
간주된다. 광개토왕 때부터 고구려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
며, 이는 문헌 기록과 〈廣開土王陵碑〉로 확인된다. 그런데 광개토왕이 확
장한 영토와 후연과의 갈등 및 요동 지역의 병합은 광개토왕의 관심이 남
7) 민덕식, 1989 〈故國原王代 平壤城의 位置에 관한 試考〉 《龍巖 車文燮敎授 華甲紀念
論叢》, 신서원.
8) 손영종, 1990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74~187쪽; 지승철, 2001 《장수산
의 력사와 문화》, 사회과학출판사, 85~88쪽; 최승택, 2006 〈유적유물을 통하여 본 4세
기 고구려 남평양〉 《조선고고연구》 2006-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손영종, 2008
《조선단대사(고구려사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3, 145~146쪽; 최승택, 2009 〈장수산
일대의 남평양도시유적에서 새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 발굴〉 《조선고고연구》
2009-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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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광개토왕 시기 백제와
의 상쟁과 평양 경영에도 불구하고 평양 천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원인
에는 광개토왕 시기 획득한 공간이 남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9) 이러한 점에서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의 대외팽창의 방
향을 남진으로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 대외 팽창의 방향이 사방을 아울렀다는 점에서
그가 남진만을 이유로 평양으로 이거 또는 천도할 이유가 없었다. 평양으
로의 천도는 광개토왕 시기가 아닌 장수왕 15년(427)에 이루어졌으며, 이
는 적극적인 남진정책의 수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양 천도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성과가 확인된다.10) 기
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평양으로의 천도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였으나, 그것은 남진정책의 본격화로 귀결되었다고 이해된
다.11) 즉, 평양이라는 지역과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북한학계 역시 평양 천도와 고구려의 남진정책을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
다. 국내성의 지리적 위치가 고구려의 기본 정책인 남방 진출을 실현하는
데 장애를 가져왔기 때문에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평양 천도 결과 5세기 중엽 이후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고 파악하고 있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남진정책의 추구와 삼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12)
9) 노태돈, 2012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67,
한국고대사학회, 12, 17~18쪽.
10) 서영대, 1981 〈고구려 평양천도의 동기 : 왕권 및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강화과정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2, 규장각한국학연구소; 김병남, 1997 〈高句麗 平壤 遷都의 原
因에 대하여〉 《전북사학》 19・20, 전북사학회; 문은순, 2007 《高句麗의 平壤遷都 硏
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병곤, 2011 〈고구려의 평양 천도
기획 시점과 남진〉 《고구려발해연구》 39, 고구려발해학회; 장종진, 2011 〈5世紀 前後
國際情勢와 高句麗 平壤遷都의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11) 노중국,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동방학지》 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9~71쪽; 공석구, 1998 앞의 책, 218~219쪽;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297쪽; 田中俊明, 2004 〈高句麗の平壌遷都〉 《朝鮮學報》
190, 朝鮮學會, 38~42쪽; 이기동, 2005 〈高句麗의 勢力圈 遼東에 對한 地政學的 考
察〉 《고구려발해연구》 21, 고구려발해학회,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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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고국원왕대 평양 이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최근
이를 긍정하는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기존 연
구의 많은 부분은 평양 이거에 대해 정황상의 근거만을 이유로 이를 부정
혹은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거 전후의 국제 정세 및
고구려 내정에 대한 분석이 소략하였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또
한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남진정책을 연결하여 이해함으로써, 평양이라는
지역이 남진정책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서에서
확인되는 고국원왕 시기 평양 이거와 남진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평양 이거 기사를 재검토해보고, 對百濟戰을 통해 확인되는 남진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고국원왕 시기 고구려 대외팽창의 방향 변화와 그것
의 의의를 분석해 볼 것이다. 고국원왕 시기 확인되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고국원왕 시
기 평양동황성 이거와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거의 의미와 함께 이거의 원인과 결과를 국내적・국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동안 정황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던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
와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려 한다. 단순히
변화의 양상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환을 가져오는 원인과 결
과를 살펴봄으로써 고국원왕 시기 대내외 정책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一장에서는 《삼국사기》 및 중국측 사서에서 확인되는 ‘이거’의 용례를
확인해보고, 고국원왕대 평양 이거의 의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고
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평양 지역에서 확인되는 古城 유적들을 살펴 평양
동황성의 후보지를 비정해보고자 한다. 二장에서는 355년 ‘낙랑공 책봉’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 책봉 이후 고구려 대외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변
12) 손영종, 1990 앞의 책, 317~318쪽; 김덕성, 2004 〈고구려 평양천도와 그 력사적 의
의〉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182쪽; 손영종, 2008 앞의 책,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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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三장에서는 고구려의 내적 상황과 4세
기 백제와의 관계를 통해 고구려 대외 정책의 방향 전환을 확인하고, 그것
의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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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平壤 移居와 平壤東黃城
일반적으로 ‘都邑’이란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중추적인 지역으로, 都城을 중심
으로 형성된 공간을 의미한다. ‘도성’이란 이러한 도읍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의 城郭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王城’은 왕궁과 같이 왕의 통치와 관
련된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단일한 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대 국가 형성 초기에는 도성과 왕성이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았다.13)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도읍의 변화 혹은 왕의 이동을 표현
하는 용어는 ‘遷都’ 뿐만 아니라, ‘移都’, ‘移居’ 등이 확인된다. 천도라는
것은 도읍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서에서 확인되는 ‘천도’와
‘이도’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故國原王 13년(343) 가을 7월에 평양동황성으로 移居하였다. 城은 지금
西京 동쪽 木覓山 안에 있다.14)

國內에 도읍하여 425년을 지내고, 長壽王 15년(427)에 平壤으로 移都하
여 156년을 지냈다. 平原王 28년(586) 長安城으로 移都하여 83년을 지
내고 寶臧王 27년(668)에 멸망하였다. [古人의 기록에, 시조 朱蒙으로부
터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지낸 햇수가, 친절하고 자세하기 이와 같다. 혹
13) 신희권, 2015 〈중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풍납
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도시사학회・백제학회・중국고중세사학회・중부
고고학회・한국고고학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상고사학회, 9~10쪽.
왕이 거하는 ‘王城[宮城]’과 외곽의 ‘성곽’이 분리되는 중국식의 도성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6세기 이후이다.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의 발전과 도성
제도 자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비로소 왕성과 도성을 구분하여 ‘왕성’은 왕이 거주하는
宮城에 국한된 개념으로, ‘도성’은 왕성을 포함한 도읍 전체를 의미하거나 도읍을 둘러
싸고 있는 곽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분화되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왕이 평상시에 거
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왕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343년의 평양동황성
은 왕이 이거하여 정주하고 있었던 곳을 가리키는 공간으로 ‘왕성’이었으며, 355년 이
후 이거의 의미가 변화되면서 도성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을 것이다.
14)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三年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
在今西京東木覓山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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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고국원왕 13년(343) 平壤東黃城으로 移居하였다고 하였다. 城은 지
금 西京 동쪽 木覓山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15)

342년 11월 前燕의 침입으로 丸都城이 무너지고,16) 故國原王은 그 다
음 해 7월 平壤東黃城으로 ‘이거’하였다. 그러나 고국원왕의 ‘이거’에 대해
서는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삼국사기》 雜志의
細註를 보면, 古人의 기록을 인용하여 고국원왕의 평양동황성 이거를 서
술하면서도 천도 사실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기사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
다. 대체로 한국학계에서는 이거의 의미를 ‘이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
면에, 북한학계에서는 이를 ‘천도’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평양동황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은 차이를 보인다. 중
국 및 한국학계에서는 집안 혹은 강계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이거
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북한학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현재의 평양 지역으로 천도하였다고 본다. 결국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이거’의 의미와 ‘평양동황성’의 위치 문제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이거’라는 용례가 사용되었던 구체적인 상황 검토를 통해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故國原王 12년(342) 봄 2월에 丸都城을 수리하고, 또 國內城을 쌓았다.
가을 8월 환도성으로 移居하였다 … [11월 慕容皝이 침입하여] 그 궁실
을 불태우고 환도성을 허물고 돌아갔다.17)

15) 《三國史記》 卷 第37, 雜志 第6, 地理4, 高句麗, “都國內 歷四百二十五年 長壽王十五
年 移都平壤 歷一百五十六年 平原王二十八年 移都長安城 歷八十三年 寶臧王二十七年
而滅 [古人記錄 自始祖朱蒙至寶臧王 歷年丁寧纖悉若此 而或云 故國原王十三年 移居平
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不可知其然否]”
16)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二年 皝掘釗父利墓 載其尸幷其
母妻珍寶 掠男女五萬餘口 焚其宮室 毁丸都而歸”
17)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二年 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
內城 秋八月 移居丸都城 … 燒其宮室 毁丸都城而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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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國原王 13년(343) 가을 7월에 평양동황성으로 移居하였다. 城은 지금
西京 동쪽 木覓山 안에 있다.1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두 번의 ‘이거’ 기사가 확인된다. 우선 고국
원왕 12년(342)의 환도성 이거 기사에 대해 살펴보자. 전연의 고구려 침공
의지는 이미 고국원왕 9년(339)의 新城19) 침입으로 확인되었다.20) 고국원
왕은 전연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山城子山城으로 비정되는 환도
성을 수리하고 그곳으로 이거하여 전연의 침입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연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인해 환도성은 회복 불가 상태로 파괴되었다.
환도성 파괴 직후 고국원왕의 거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8개월 후
인 343년 7월 평양동황성으로의 이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고국원왕
은 국내성 지역에서 머무르며 평양동황성으로의 이거를 준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이거’라는 용어 자체에는 ‘都邑・國都’의 의미
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 고구려본기에는 ‘이거’라는 용어가 고국
원왕대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거에 관한 고구려본기의 자
료가 적고 특히 이러한 용어가 고국원왕 시기에 한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거’ 용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21) 및
18)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三年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
在今西京東木覓山中”
19)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 경희대학교 사학회, 60
쪽;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 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
총》 38, 동북아역사재단, 61쪽.
고구려의 신성은 서북의 신성과 東北大鎭인 신성 등 두 개의 신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임기환은 東北大鎭인 신성은 고국원왕 5년 서북쪽에 새로이 신성이 건설되자, 그
이름을 敦城으로 바꾸어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성은 지금의 중국 遼寧省 撫
順市 高爾山城으로, 돈성은 두만강 유역 일대에 위치했다고 비정하였다. 봉상왕 시기
신성은 동북대진으로서의 신성을 의미하며, 고국원왕 5년 초축한 신성은 고이산성으로
비정된다.
20)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九年 燕王皝來侵 兵及新城 王乞盟
乃還”; 《資治通鑑》 卷 96, 晉紀 第18, “咸康五年 … 皝擊高句麗 兵及新城 高句麗王釗
乞盟 乃還”
21) 《三國史記》 백제본기에서는 ‘移居’의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遷都’와 관련해서는 온
조왕 13년 기사(秋七月 就漢山下 立柵 移慰禮城民戶 八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畵定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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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사서에서 확인되는 이거 용례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4번의 ‘이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22) 婆
娑尼師今 22년(101) 왕이 月城으로 이거한 뒤 慈悲麻立干 18년(475)까지
신라의 왕들은 374년간을 월성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이거라는
용어가 단기간의 이동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런데 神文王 9년(689) “왕이 達句伐로 移都하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였
다”는 기사가 확인된다.23) 즉, 신라본기의 사례들을 보면 ‘이거’에는 일차
적으로 ‘이동’이라는 뜻이 들어있으며, 일시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도’와 ‘이거’의 용례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확인된다.
《삼국사기》는 자체적인 기록과 함께 중국 사서를 轉載한 경우를 왕왕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사서에서 직접적으로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를 서술
한 부분은 찾을 수 없지만, ‘이거’ 용례와 관련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資治通鑑》은 《삼국사기》가 전재한 중국측 문헌 중 하나로,24) 특히 고구
려본기의 경우 《자치통감》에서 인용된 부분이 가장 많으며, 《자치통감》의
傳來가 《삼국사기》 편수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25) 이하에서는 《자치통
감》에서 확인되는 이거 용례를 분석하여 《삼국사기》의 이거 용례에 대한
분석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26) 《자치통감》에서는 총 7번의 이거 용례를
埸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와 同王 14년 기사(春正月 遷都)를 확인할
수 있다. ‘移都’에 관해서는 근초고왕 26년 기사(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
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문주왕 원년 기사(冬十月 移都
於熊津), 성왕 16년 기사(春 移都於泗沘)를 확인할 수 있다.
22) 《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二十二年 春二月 築城名月城 秋七月
王移居月城”; 同書 卷 第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十八年 春正月 王移居明活
城”; 同書 卷 第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十年 春正月 王移居月城”; 同書 卷 第
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七年 秋八月 太后移居永明新宮”
23) 《三國史記》 卷 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九年 王欲移都達句伐 未果”
24)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中國史書引用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 104, 朝鮮學會,
75~76쪽.
25) 박성봉, 1986 〈資治通鑑 高句麗關係記事의 整理硏究〉 《경희사학》 12・13, 경희대학
교 사학회, 289~292쪽.
26) 《史記》 역시 《삼국사기》가 전재한 문헌으로서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하나, 《사기》의 본
문에서는 ‘移居’의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자치통감》을 중심으로 하되
《後漢書》와 《三國志》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이거 용례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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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27)
《자치통감》 漢紀 第41에서 侯霸를 호강교위로 재임명하고 부임지로 이
거시키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부임지로 이동하여 머무르는 것을 ‘이
거’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자치통감》 晉紀 第26에서는 황제의 이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황
제의 이동을 ‘이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三國志》 吳書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28) 《자치통감》 宋紀 第12에서는 太后가 거처를 옮기는 것도 ‘이거’라
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통감》 齊紀 第6을 보면 백성들을 옮기는
것 역시 이거로 표현했다. 이는 《삼국지》 魏書에서도 확인된다.29) 이를 볼
때 이거라는 용례는 신분에 관계없이 ‘이동하여 그 지역에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三國志》 張臶傳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30) 기사에
따르면 張臶과 胡昭는 정부의 출사 요구를 피하고자 수차례 거주지를 옮
기는데, 이를 ‘이거’・‘徙循’・‘遷居’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이동 이후의 定
住를 이거로 표현하고 있으며 ‘移’와 ‘遷’은 상호 교차될 수 있는 용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통감》 梁紀 第21의 기사는 황제의 피난을 이거로 표현했다는 점에
27) 《資治通鑑》 卷49, 漢紀 第41, “永初四年 秋七月 護羌校尉段禧卒 復以前校尉侯霸代之
移居張掖”; 同書 卷104, 晉紀 第26, “太元三年 春二月 乙巳 作新宮 帝移居會稽王邸
… 秋七月 新宮成 辛巳 帝入居之”; 同書 卷130, 宋紀 第12, “泰始元年 有司奏路太后
宜即前號 移居外宮 上不許”; 同書 卷140, 齊紀 第6, “初 上聞魏主欲飲馬於江 懼 敕廣
陵太守行南兗州事蕭穎冑移居民入城”; 同書 卷165, 梁紀 第21, “承聖三年 十二月 己酉
帝移居天居寺 癸丑 移居長沙寺”; 同書 卷185, 唐紀 第1, “武德元年 七月 世充自含嘉
城移居尚書省 漸結黨援 恣行威福”; 同書 卷196, 唐紀 第12, “貞觀十六年 上又令泰徙
居武德殿 魏徵上疏 以爲 陛下愛魏王 常欲使之安全 宜每抑其驕奢 不處嫌疑之地 今移居
此殿 乃在東宮之西 海陵昔嘗居之 時人不以爲可 雖時異事異 然亦恐魏王之心不敢安息也
上曰 幾致此誤 遽遣泰歸第”
28) 오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孫皓는 265년 9월 建業에서 武昌으로 천도하고 267년 12월
에는 다시 건업으로 환도하였다. 《三國志》 吳書 三嗣主傳에는 268년 여름 6월 손호가
현명궁을 수축하고 겨울 12월 그곳으로 이거했다(夏六月 起顯明宮 冬十二月 晧移居之)
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29) 《三國志》 魏書 鄭渾傳, “太祖征漢中 以渾爲京兆尹 渾以百姓新集 爲制移居之法”
30) 《三國志》 張臶傳, “時鉅鹿張臶 字子明 潁川胡昭 字孔明 亦養志不仕 臶少游太學 學兼
內外 後歸鄕里 袁紹前後辟命 不應 移居上黨 幷州牧高幹表除樂平令 不就 徙循常山 門
徒且數百人 遷居任縣鉅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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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된다. 앞서 부임지로 이동하는 것을 이거로 표현한 것을 확인하였
는데, 공식적이거나 정기적이지 않은 피난 상황에서도 이거라는 표현이 사
용된 것이다. 이는 이거가 거처의 이동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리킬 뿐
만 아니라 피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 하의 이동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였음
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을 통해 ‘이거’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사서에서 보이는 ‘이거’라는 용어는 거처의 이동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신분에 관계없이 통용되는 용어였다. 또한 일시적인 이동만을 가리키
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천도 혹은 이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국원왕 시기 보이는 ‘이거’를 일시적인 거처의 이동
으로 보아야 하며, 都를 구성한 지역 內의 城에서 城으로의 이동에는 이
도나 천도라고 칭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거가 일시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동의 지
역적 범위가 넓은 경우도 확인된다. 더구나 고국원왕 시기 이거의 주체는
국왕이었다. 전근대시기 중앙 정부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구를 의미
하는 것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의 이동 자체가 중앙 정부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술할 고국원왕 시기 대외관계의 위협이라
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차 동일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도모하여 외부세
력의 위협을 막고 정권의 안정을 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사기》 雜志의 撰者는 고구려본기를 略述하여 고구려의 國都 변화
를 설명하고 있다.32) 주목할 것은 고구려본기에서 확인되는 山上王 13
년33), 東川王 21년34)의 이도 기사는 배제하면서도, 고국원왕 13년의 ‘이
31) 차용걸, 1993 〈高句麗 前期의 都城〉 《國史館論叢》 48, 국사편찬위원회, 14쪽.
32) 《三國史記》 卷 第37, 雜志 第6, 地理4, 高句麗, “自朱蒙立都紇升骨城 歷四十年 孺留
王二十二年 移都國內城 … 都國內 歷四百二十五年 長壽王十五年 移都平壤 歷一百五十
六年 平原王二十八年 移都長安城 歷八十三年 寶臧王二十七年而滅”
33) 《三國史記》 卷 第16, 高句麗本紀 第4, 山上王, “十三年 冬十月 王移都於丸都”
34)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東川王, “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不
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 12 -

거’ 기사는 細註를 이용하여 삽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국원왕 시
기에 나타나는 두 번의 이거 기사 중 평양동황성 이거 기사만을 선택하여
삽입했다. 이는 이때의 이거가 상당히 특수한 상황으로, 일반적인 근거리
이동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고구려 왕실이 언제 국내성 지역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고구려 왕실은 371년 고국원왕의 사망과 함께 평양 지역에서 국
내성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추측된다. 이는 고국원왕의 장지명이 ‘故國之
原’ 또는 ‘國罡上’인 것으로 확인되는데,35) 이는 이전 시기와 다른 양상이
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中川王의 장지는 ‘中川之原’, 西川王의 장지는
‘西川之原’, 美川王의 장지는 ‘美川之原’으로 확인되는데,36) 방위에 따른
지리적 범위로 한정되는 지역 구분이 나타난다. 그런데 고국원왕의 장지는
‘故國之原’ 혹은 ‘國罡上’으로 다시 ‘國’이란 지명어를 갖기 시작한다.37)
이는 고국원왕 시기 장지가 모종의 이유에서 변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변화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연의 침입으
로 父王인 미천왕릉이 훼손된 후 왕실의 장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온 것이고, 둘째는 평양 지역으로의 이거와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인해
국내성 지역으로 장지를 정하면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국원왕릉은 338년으로 비정되는 戊戌年 명문기와를 근거로 하여 일반
적으로 禹山下 992호로 비정되는데, 여러 異說이 있지만38) 모두 집안 지
35)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元年 故國原王 一云國罡上王”; “四
十一年 冬十月 是月二十三日 薨 葬于故國之原”
36)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中川王, “二十三年 冬十月 王薨 葬於中川之原
號曰中川王”; 同書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西川王, “二十三年 王薨 葬於西川之原
號曰西川王”; 同書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三十二年 春二月 王薨 葬於美
川之原 號曰美川王”
37) 임기환, 2009 〈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 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
단, 24~25쪽.
38)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集安市博物馆, 2004 《集安高句丽王陵 : 1990-2003年集安高
句丽王陵调查报告》, 文物出版社, 138쪽.
이외에도 太王陵(이도학, 2004 〈태왕릉과 장군총의 피장자문제〉 《백산학보》 69, 백산학
회, 113~117쪽), 千秋塚(여호규, 2006a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학회, 114~116쪽), 禹山下 540호(정호
섭, 2008a 〈고구려 적석총의 被葬者에 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43, 한국사연구회,

- 13 -

역에 비정하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소수림왕 즉위 이후 국내성으로
의 재천도를 결정하였고, 무엇보다도 당시 평양 지역은 백제의 집요한 공
격 대상지였다. 고구려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 왕의 시신이 약탈되었던 전
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국원왕의 무덤을 평양 지역에 둘 수 없었
기 때문에 국내성 지역으로 시신을 운구해왔다고 추정된다. 백제의 적극적
인 북진과 전연의 멸망 및 前秦과의 외교관계 개선은 고국원왕의 장지를
평양보다는 국내성 지역에 두어야 할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백제의
북진은 고국원왕 치세 전반기 전연의 위협과 비견할 수 있는데, 371년의
경우 국왕의 戰死라는 사태가 더하여진 상황이었다.
고국원왕의 이거 자체는 外侵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처음 이거를 결정하였을 때는 용례 그대로 임시적인 거처의 이
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사서에서는 ‘이거’라는 용례가 사용됐던
것이다. 그러나 첫째, 사서에 기록된 이거의 대상 지역이 국내성 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양이라는 점, 둘째, 이거 기간이 30년에 가깝다
는 점, 셋째, 평양동황성을 제외하고 이 시기 고구려 도성에 대한 문헌 기
록이 부재하다는 점은 고국원왕 시기 평양 이거의 의미를 단순한 이동으
로만 볼 수 없게 한다. 결국 고국원왕 시기 이거의 의미 분석을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의 이동 원인으로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
外敵의 침입으로 인해 기존의 도읍이 파괴 혹은 점탈되었거나, 혹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도읍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 거의 강제적으로 이동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외적인 동기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내적 동기는
더 나은 경제적・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 정치적 권력투쟁의 결과
로 인한 이동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동의 동인을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
니며, 실제로는 양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하에서는
23~24쪽), 麻線溝 2100호(기경량, 2010 〈高句麗 國內城 시기의 왕릉과 守墓制〉 《한국
사론》 56, 서울대학교, 36~40쪽) 등이 고국원왕릉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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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원왕 시기 이거의 동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거’의 의미
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4세기 동북아시아 형세도3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고국원왕대 기사를 살펴보면, 전연과의 대립이
가장 주목된다. 양국의 직접적 충돌은 고국원왕 9년(339)에 벌어지지만,
그 이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 고국원왕

39) 박세이, 2014 〈4세기 慕容鮮卑 前燕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73,
한국고대사학회, 56쪽의 그림을 수정하였다.

- 15 -

5년(335) 신성 축성 기사가 그것이다.40) 불과 4년 뒤에 전연이 침입하였
는데, 신성이 전연의 첫 번째 공격대상이 되었다. 전연의 침입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신성을 축조한 것은 고국원왕이 국제정세를 비교적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국원왕 6년(336)에는 전연에
대비하기 위해 東晉에 사신을 보내는 등, 외교 노선을 다변화하고자 하였
다.41)
고구려와 後趙의 관계 역시 유의된다.42) 338년 후조의 石虎가 전연의
도읍인 棘城을 공격하였다.43) 그런데 석호가 전연 공격을 목전에 두고 고
구려에 30만 斛에 이르는 軍糧을 보냈음이 확인된다.44) 고구려의 대응에
대한 기사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구려가 후조의 극성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응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후조가 對전연 정책을 수
행함에 있어서 고구려를 군사적 동반자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즉, 적어도 338년까지는 후조와 고구려가 전연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를 동맹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조의 전연 공격에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구
려가 전연에 대해 수세적인 자세를 취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고국원왕이 요
40)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五年 春正月 築國北新城”
41)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六年 遣使如晉貢方物”
42) 박세이, 2014 앞의 논문, 62~63쪽.
고구려와 후조와의 관계는 미천왕 시기부터 확인된다(《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三十一年 遣使後趙石勒 致其楛矢”). 그런데 이와 동시에 肅愼 및 우문부
의 사자도 각각 楛矢와 名馬를 石勒에게 바쳤다(《晉書》 卷105, 載記 第5, 石勒下, “咸
和五年 羣臣固請勒宜即尊號 勒乃僭即皇帝位 … 時高句麗肅慎致其楛矢 宇文屋孤並獻名
馬于勒”). 그들이 석륵에게 바친 물품은 모두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후조를
중심으로 상호 연합하여 공동의 적인 모용부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32년에는 후조의 석륵이 고구려와 우문부의 사신에게 향응을 베풀기도
하였다(《晉書》 卷105, 載記 第5, 石勒下, “勒因饗高句麗宇文屋孤使”). 즉, 고구려는 미
천왕 시기부터 후조와 연합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고국원왕 시기에도 확인
된다. 이러한 점에서 4세기 전반 동북아 정세는 고구려・후조・숙신・우문부 對 모용
부・동진의 대결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3) 《晉書》 卷108, 慕容瘣載記 第8, 慕容瘣, “季龍進入令支 怒皝之不會師也 進軍擊之 至
于棘城”
44) 《資治通鑑》 卷 96, 晉紀 第18, “咸康四年 趙王虎遣渡遼將軍曹伏將青州之眾戍海島 運
谷三百萬斛以給之 又以船三百艘運谷三十萬斛詣高句麗 使典農中郎將王典帥眾萬餘屯田
海濱 又令青州造船千艘 以謀擊燕”

- 16 -

동을 자주 공격했던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45) 봉상왕 시기부터 이어져
오던 양국의 오랜 갈등46)과 고국원왕의 잦은 요동 공격, 무엇보다 후조와
고구려의 군사적 결탁은 중원으로의 진출을 도모했던 전연에게 위협적이
었다. 후조가 고구려에 군량을 보낸 바로 다음 해에 전연의 고구려 침입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후조와 고구려의 밀접한 관계는 전연에게 인지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모용황의 庶兄이자 建威將軍이었던 慕容翰은 적
극적으로 고구려 정벌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모용황이 이를 수용하면서
342년 전연의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이 이루어졌다.

咸康 8년(342) 11월 경졸 4만을 이끌고 南陝으로부터 들어가며 宇文과 고
구려를 치고 또한 慕容翰과 아들인 慕容垂를 전봉으로 삼고 長史 王㝢 등을
보내 1만 5천 무리를 이끌게 하여 北置로부터 진격하였다. 고구려왕 釗[고
국원왕]는 모용황의 군대가 北路로 올 것이라 여겨 이에 그의 동생 武를 보
내 정예 5만을 통솔하게 하여 北置에서 항거하고, 자신은 약졸들을 이끌고
南陝을 방어했다. 모용한이 쇠와 더불어 木底에서 싸워 대파하고 승세를 타
고 마침내 환도로 들어가니 쇠는 單騎匹馬로 달아났다. 모용황은 쇠의 부친
인 乙弗利[미천왕]의 묘를 파헤쳐 그 屍身과 그의 모친과 처, 보물들을 수레
에 싣고 남녀 5만여 구를 약취하고 그의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를 허문 뒤에
돌아왔다.47)
45) 《資治通鑑》 卷 96, 晉紀 第18, “咸康七年 十月 燕王皝以慕容恪爲渡遼將軍 鎮平郭 自
慕容翰慕容仁之後 諸將無能繼者 及恪至平郭 撫舊懷新 屢破高句麗兵 高句麗畏之 不敢
入境”
46)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烽上王, “二年 秋八月 慕容瘣來侵 王欲往新城
避賊 行至鵠林 慕容瘣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 時 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 領五百騎
迎王 逢賊奮擊之 瘣軍敗退”
고구려와 전연의 충돌은 봉상왕 2년(293)부터 확인된다. 봉상왕은 모용외의 팽창적 대
외정책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용부의 팽창 의지는 285년 夫餘 공격을 통
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이다(《晉書》 卷97, 東夷列傳 第67, 夫餘國, “至太康六年 爲慕
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모용부의 침입에 대해 봉상왕은 新城宰 北
部 小兄 高奴子의 항전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고구려의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용외의 첫 번째 고구려 공격은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양국은 요
동을 둘러싸고 잦은 갈등을 빚었음이 확인된다. 고구려와 전연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고할 수 있다.
47)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第9, 慕容皝, “咸康八年 十一月 率勁卒四萬 入自南陝 以
伐宇文高句麗 又使翰及子垂爲前鋒 遣長史王㝢等勒衆萬五千 從北置而進 高句麗王釗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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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에서 고구려에 도달하는 길은 크게 南道와 北道로 나뉘어 있었
다.48) 봉상왕 시기부터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전연과의 갈등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남도와 북도는 양국 모두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地形을
이유로 주로 북도가 고구려의 출정로이자 외부 세력의 고구려 침입 루트
로 활용되었는데, 고국원왕이 북도를 정예군으로 방비하고자 한 것 역시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북도에 정예병을 배치
하여 적의 주력군을 방어・공격한다는 작전은, 고구려의 전술과 병력 배치
가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49) 그러나 남도로 大軍을 보낸 전연
의 침공방향은 고구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고, 그 결과 약졸을 이끌고
남도를 방어했던 고국원왕은 전연의 대군에 패배하였다.
慕容翰은 고구려 침략의 목적이 중원 공격을 위해 후방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50) 즉, 이때의 침공 목적은 전연이 중원을
공격할 때 고구려의 묵인 내지는 우호적인 원조의 획득을 목표로 한 것이
었다.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중원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때 주변 국가를 先
제압하여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은 이후에도 되풀이되는데, 契丹
이 중원에 대한 공격을 앞두고 渤海를 선제공격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
다.51)
皝軍之從北路也 乃遣其弟武統精銳五萬距北置 躬率弱卒以防南陝 翰與釗戰于木底 大敗
之 乘勝遂入丸都 釗單馬而遁 皝掘釗父利墓 載其尸幷其母妻珍寶 掠男女五萬餘口 焚其
宮室 毁丸都而歸”
《三國史記》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二年 十一月 皝自將勁兵四萬 出南道 以慕容翰慕容覇爲前鋒 別遣長
史王㝢等 將兵萬五千 出北道以來侵 王遣弟武 帥精兵五萬 拒北道 自帥羸兵 以備南道
慕容翰等先至戰 皝以大衆繼之 我兵大敗 … 皝從之 發美川王廟墓 載其尸 收其府庫累世
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毁丸都城而還”
48) 남도와 북도의 위치 비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
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1,
한국사연구회, 5쪽의 〈표 1〉과,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북도와 고구려 산성의 축
성〉 《동국사학》 50, 동국대학교 사학회, 8~12쪽을 참고할 수 있다.
49) 이홍두, 2004 〈高句麗의 鮮卑族戰爭과 騎兵戰術 : 특히 前燕・後燕・隋戰爭을 중심으
로〉 《사학연구》 75, 한국사학회, 8~9쪽.
50) 《資治通鑑》 卷 97, 晉紀 第19, “咸康八年 … 建威將軍翰言於皝曰 宇文強盛日久 屢爲
國患 … 然高句麗去國密邇 常有闚□之志 彼知宇文既亡 禍將及己 必乘虛深入 掩吾不備
… 既取高句麗 還取宇文 如返手耳 二國既平 利盡東海 國富兵強 無返顧之憂 然後中原
可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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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은 주변의 다른 정치체들보다 고구려의 동향을 특히 우려했다. 당시
전연은 고구려 이외에도 宇文部 및 段部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중원
공격을 앞두고 배후의 위협세력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338년 12월 단부
는 전연에 흡수되었다.52) 전연은 342년 고구려를 침공하였고, 344년 1월
에는 우문부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53) 그런데 단부 및 우문부의 멸망 과
정과 고구려 침공은 그 양상이 사뭇 다름이 확인된다. 단부 및 우문부는
전연의 공격으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고구려는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전연은 우문부를 공격할 때 2만의 군사를
동원했던 반면, 고구려 공격에는 무려 5만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이는 고
구려와 우문부의 국력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연 역시 고구려의 군사
적 역량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42년 고구려 침입 때 전연의 左長史 韓壽의 발언은54) 전연의 고구려
침공이 고구려의 멸망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럴 수도 없었음을 보
여준다. 이에 전연은 환도성을 무너뜨리고 고국원왕의 父王인 미천왕의 시
신과 王母, 王妃 그리고 보물과 男女 5만 여구를 약취하는 선에서 공격을
마무리했다. 고구려를 직접 지배하는 것은 전연으로서도 무리가 있다고 판
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도에서 전연의 1만 5천군이 고구려의 정예
군에게 패배한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중원 공격을 앞두고 있
는 상황에서 고구려와의 전면전, 그리고 고구려를 직접 지배하기 위한 군
사력・행정력・경제력의 소모는 전연의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51) 송기호, 1995 《渤海政治史硏究》, 일조각, 212~215쪽.
52) 《資治通鑑》 卷 96, 晉紀 第18, “咸康四年 十二月 段遼自密雲山遣使求迎於趙 既而中
悔 復遣使求迎於燕 … 燕王皝自帥諸將軍迎遼 遼密與燕謀覆趙軍 皝遣慕容恪伏精騎七千
於密雲山 大敗麻秋於三藏口 死者什六七 … 皝盡得段遼之眾 待遼以上賓之禮”
53)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第9, 慕容皝, “咸康七年 尋又率騎二萬親伐宇文歸 以翰及
垂爲前鋒 歸使其騎將 涉奕于 盡眾距翰 … 於是前戰 斬奕于 盡俘其眾 歸遠遁漠北”;
《資治通鑑》 卷 97, 晉紀 第19, “建元二年 於是皝自將伐逸豆歸 … 遂進戰 翰自出沖陣
涉夜幹出應之 慕容容霸從傍邀擊 遂斬涉夜干 宇文士卒見涉夜干死 不戰而潰 燕兵乘勝逐
之 遂克其都城 逸豆歸走死漠北 宇文氏由是散亡 皝悉收其畜產資貨 徙其部眾五千餘落於
昌黎 闢地千餘里”
54)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二年 十一月 皝將還 韓壽曰 高
句麗之地 不可戍守 今其主亡民散 潛伏山谷 大軍旣去 必復鳩聚 收其餘燼 猶足爲患 請
載其父尸 囚其生母而歸 俟其束身自歸 然後返之 撫以恩信 策之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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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연의 침입을 계기로 고구려의 군사적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
다. 특히 미천왕의 시신과 왕모 및 왕비의 약탈은 향후 전연과의 관계에서
고구려가 소극적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되었다. 실제로 고국원
왕은 그 아우를 전연에 보내 稱臣의 자세를 취했으나, 미천왕의 시신만을
돌려받았을 뿐 왕모 周氏는 여전히 인질로 억류되었다.55) 이후 왕모는 양
국의 관계가 안정되는 355년까지 무려 13년간을 전연의 도읍이었던 龍城
에서 인질의 신분으로 머물러야 했다.
또한 고구려의 도읍이 회복 불가 상태로 유린되었다. 전연과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더해 5만 여구에 달하는 인구의
상실은 지배층의 동요와 함께 생산 기반의 붕괴를 가져왔다.56) 이는 국내
성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도읍 기능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국내성 지
역은 전연의 침입을 비롯하여 동천왕 20년(246) 毌丘儉의 침입 등,57) 일
시적이었지만 외침에 의해 점령당한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는 국내성 지역
이 방어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당시 요동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고구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58) 고국원왕은 평양동
55)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三年 春二月 王遣其弟 稱臣入朝
於燕 貢珍異以千數 燕王皝乃還其父尸 猶留其母爲質”
56) 조상현, 2006 〈高句麗의 人口에 대한 시론〉, 《역사학연구》 28, 호남사학회, 1~2,
23~24쪽.
고구려의 인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료는 삼국통일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남겨진 중국
측 사서의 기록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옥은 멸망 당시 고구려
의 인구를 최소 90만, 최대 135만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신형식 역시 비슷한 추정을 내
놓았다(이옥, 1984 《고구려민족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17쪽; 신형식, 2003 《高句麗
史》,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65쪽). 조상현의 경우 고구려 말기의 인구는 300만 이상
의 규모였으나 장기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唐으로 사민된 사람과 투
항자 등 여러 감소 요인으로 대폭 줄어 멸망 때의 인구는 200~250만 정도의 규모를 유
지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7세기 고구려의 인구는 최소 90만
에서 최대 250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4세기 고구려의 인구는 이보다 적었을 것이며,
전체 인구가 아닌 국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지배층을 포함한 인구 5만의 상실은 이거
의 충분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57)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東川王, “二十年 冬十月 儉攻陷丸都城 屠之
乃遣將軍王頎追王 王奔南沃沮”
58) 김영주, 1997 〈高句麗 故國原王代의 對前燕關係〉 《北岳史論》 4, 북악사학회, 24~25
쪽.
전연에 의해 단부와 우문부가 차례로 멸망하고, 344년 후조도 전연에게 패배하였다.
즉, 전연을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가 연결할 수 있는 동맹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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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으로 이거하여 전연의 침입에 대비하는 동시에 요동 지역으로의 진출
을 일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국원왕 25년(355)은 고구려와 전연 관계의 분기점이 된다. 고국원왕은
전연에 사신을 보내 인질과 조공을 바치면서 왕모의 送還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慕容儁이 이것을 허락하고 왕모를 고구려로 돌려보냈으며, 고국원
왕을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樂浪公 高句麗王’에 책봉하였
다.59) 355년의 낙랑공 책봉 이후 사서에서 고구려와 전연의 갈등 관계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즉, 양국의 오랜 갈등은 전연에 의한 낙랑공 책
봉으로 마침내 마무리된다.
전연에 의한 낙랑공 책봉은 긴장관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고구려의 서북 방면은 안정되었다. 그러나 고국원왕은 이거의 배경이
었던 외부적 압박이 사라진 이후에도 환도하지 않았다. 이는 고국원왕 시
기 평양 이거의 의미를 단순한 이동이라고 볼 수 없게 한다. 즉, 고국원왕
의 이거 자체는 외침이라는 외적인 요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거
의 기본 용례인 ‘임시적인 거처의 이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사
서에서는 ‘이거’라고 표현되었다. 그러나 갈등 관계 해소의 상징인 낙랑공
책봉 이후에도 계속 평양 지역에 머물렀다는 점은, 최소한 355년을 기점
으로 임시적 이동에 지나지 않았던 이거가 실질적으로 천도와 비견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을 보여준다.
고국원왕이 이거한 평양동황성이 현재의 평양 지역이라는 것은 《삼국사
기》 고구려본기와 잡지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다.60) 상술하였듯이 잡지 지
59)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二十五年 冬十二月 王遣使詣燕 納
質修貢 以請其母 燕王雋許之 遣殿中將軍刁龕 送王母周氏歸國 以王爲征東大將軍 營州
刺史 封樂浪公 王如故”; 《晉書》 卷110, 慕容儁載記 第10, 慕容儁, “高句麗王釗遣使謝
恩 貢其方物 儁以釗爲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封樂浪公 王如故”
‘營州諸軍事’의 봉호는 《진서》에서만 확인되며, 《자치통감》과 《삼국사기》에는 ‘營州諸
軍事’의 봉호가 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진서》에서 營州諸軍事의 봉호가 확인된다는
점, 413년 장수왕이 東晉으로부터 수여받은 봉호에 ‘都督營州諸軍事’가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국원왕의 정식 봉호는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樂浪公
高句麗王’이었을 것이다.
60)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三年 春二月 王遣其弟 稱臣入朝
於燕 貢珍異以千數 燕王皝乃還其父尸 猶留其母爲質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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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의 경우 본기의 천도・이도・이거 기사를 간략화하여 고구려의 國都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도 변화에 대해 略述하고 있음에도
細註를 이용하여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 기사를 삽입하였다. 또한 《삼국사
기》 ‘三國有名未詳地分’조에는 동황성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동황성이
현재 평양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는 본기와 잡지를 인식한 결과라고 여겨
진다.
고국원왕 시기 평양 지역이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었음은 안악 3
호분을 통해서 증명된다. 안악 3호분의 墓主에 대해서는 미천왕설, 고국원
왕설, 冬壽설 등이 있지만61) 묘제와 명문의 내용을 중시한다면 동수로 비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336년 동수는 모용황에게 반기를 들었
다가 고구려로 망명했다.62) 그런데 안악 3호분의 묵서명에 나타난 동수의
관직명을 살펴보면 고구려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3)
345년 전연이 고구려의 南蘇城을 공격하는 등,64) 이거 이후에도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에 고국원왕은 전연의 사정을 잘 알
고 있는 동수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평양 지역으로 이거하
면서 동수 역시 함께 이주시켰다고 여겨진다. 동수가 받은 관직명에 ‘樂浪
相’이 확인된다는 점은 이러한 면에서 주목된다. 고구려에서 높은 지위를

京東木覓山中”; 同書 卷 第37, 雜志 第6, 地理4, 高句麗, “古人記錄 … 而或云 故國原
王十三年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不可知其然否”
61) 안악 3호분의 묘주 논쟁에 관해서는 서영대, 1992 〈安岳 3號墳 墨書銘〉 《譯註 韓國
古代金石文》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59~70쪽; 공석구, 2007, 〈안악 3호분의 주인공
과 고구려〉 《백산학보》 78, 백산학회, 62~66쪽; 정호섭, 2008b,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
황과 被葬者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01~404
쪽을 참고할 수 있다.
62) 《資治通鑑》 卷 95, 晉紀 第17, “咸康二年 慕容幼慕容稚佟壽郭充翟楷龐鑒皆東走 幼中
道而還 皝兵追及楷鑒 斬之 壽充奔高麗”
안악 3호분의 명문에는 ‘冬壽’라고 적혀있는데, 《자치통감》에는 ‘佟壽’로 나타난다.
63) 임기환, 1995 〈4세기 고구려의 樂浪・帶方地域 경영 : 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
銘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7, 역사학회, 3~10쪽.
64)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五年 冬十月 燕王皝使慕容恪來
攻 拔南蘇 置戍而還”;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第9, 慕容皝, “慕容恪攻高句麗南蘇
克之 置戍而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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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며 고국원왕 시기 對전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동수
의 무덤이 평양과 가까운 안악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 행정의 중
심지가 평양 일원이었음을 보여준다.
三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1차례, 백제본기에
서 2차례 고구려의 백제 공격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고국원왕 39년
(369)65), 고국원왕 41년(371)의 침입66)이 그것이다. 주목할 점은 369년의
공격이 고국원왕의 親征으로 이루어졌으며, 371년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할 때 고국원왕이 이를 막다가 戰死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고국원
왕이 평양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초고왕은 평양성
공격에 무려 3만의 대군을 동원하였는데, 이는 백제가 당시 평양성이 고
국원왕이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의 왕성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고국원왕 재위 전반기에 벌어진 전연과의 전쟁은 고구려의 군사적・경
제적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야를 품고 있는 평
양은 일정한 농업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67) 또한 평양 지역
은 중국 및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과 교역할 수 있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
고 있었는데, 특히 낙랑군 시기부터 활용되었던 교역로가 주목된다.68) 이
에 더하여 평양 지역은 漢人이 이주하여 중원문화가 이식된 선진적인 지
역으로,69) 평양의 발달된 문화는 전연과의 전쟁과 인구 약탈로 인해 인적
65)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三十九年 秋九月 王以兵二萬 南伐
百濟 戰於雉壤 敗績”; 同書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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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虜獲分賜將士”
66)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六年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
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67) 문은순, 2007 앞의 논문, 30쪽.
68) 高久健二, 2012 〈楽浪郡と三韓の交易システムの形成〉 《東アジア世界史硏究センター
年報》 6, 専修大学社會知性開發硏究センター, 19~24쪽.
타카쿠 켄지는 낙랑군과 삼한 사이에 단거리, 중거리 루트, 그리고 중국에서 낙랑군을
거쳐 한반도를 종단하고 일본 열도에 이르는 장거리 교역 루트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하
였다.
69) 김병준, 2006 〈중국고대 簡牘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역사학보》 189, 역
사학회, 155쪽, 170쪽; 김병준,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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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부족했을 고구려 정권에 새로운 관료 집단을 공급해줄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문화적 선진성을 가진 평양은 전연의 침입 이후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고국원왕에게 최적화된 후보지였을 것이다.
전연과의 관계 악화를 생각할 때 이거의 방향은 남쪽을 향할 수밖에 없었
는데, 평양은 북으로는 淸南正脈, 남으로는 海西正脈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했다.
낙랑군이 고구려에 의해 축출된 것은 313년의 일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평양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70)
즉, 313년까지 낙랑군이 존속하고 있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고구려 영
역화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낙랑군이 축출될 당시 太守의 존재
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직을 관칭하지 못한 張統과 王遵이 태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낙랑의 지배체제가 붕괴된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71)
이러한 점에서 낙랑군 축출 이후 평양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계 石
室墓의 등장이 주목된다.72)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까지가 고구려 積石
塚 주민 집단에 橫穴式 장법의 관념이 유입되고, 석실의 축조가 준비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4세기 중엽 경에는 집안 일대 뿐만 아니라 서북한 일대
에서 석실이 주 매장부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특히 350년을 전후로 잘 완
고대사연구》 78, 한국고대사학회, 177~178쪽.
낙랑군에서 실시된 군현지배는 외견상 내지의 군현 지배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대규모
사민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한인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南
蠻이 혼주하고 있었던 武陵郡 지역에서 발견된 里耶秦簡 및 古人堤漢簡 등은 이민족이
거주한 변경 지역에서도 내지와 동일한 군현 지배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병
준은 2015년 논문에서 里耶秦簡의 遷陵縣 사례를 들어 外郡이라 할지라도 내군과 동일
한 수준의 군현지배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70) 안정준, 2013 〈高句麗의 樂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131쪽.
71) 권오중, 1997 《樂浪郡硏究 : 中國 古代邊郡에 대한 事例的 檢討》, 일조각, 64쪽.
72) 리순진은 무덤 구조 분석을 통해 낙랑 구역 일대에서 발굴된 고구려 석실묘의 연대를
2~3세기로 추정하였다(리순진, 1990 〈락랑구역일대의 고구려돌칸흙무덤에 대하여〉 《조
선고고연구》 1990-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5~9쪽). 그러나 오영찬은 고구려와 낙
랑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첨예화되던 시기에 낙랑군의 중심 고분군에 고구려 계통의 무
덤이 축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고구려계 석실묘의 이입 시기를 낙랑군
멸망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235~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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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석실과 묘실벽화, 봉토가 고구려 묘제로 정착되어갔다.73) 342년 전
연에 의한 인구 약탈은 고구려 인적 자원 활용에 심각한 공백을 가져왔고,
이에 고구려는 낙랑・대방 출신의 인물들을 활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4세기 중엽 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고구려계 석실묘의 등장은
343년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와 이를 통해 낙랑・대방 출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세기대 평양 지역에서 등장하는 석실벽화
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형분에서 나타나는데,74) 이는 이 지역 지배층과
고구려 중앙의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紀年銘塼 塼室墓가 계속해서 확인되는 대방군 지역과는 달리, 평
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기년명전을 갖춘 전실묘의 축조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기년명전이 유일하게 확인되는 자료는 平壤驛前 塼室墓[永和九年
銘 塼室墓]뿐이다. 그런데 이 무덤조차 기년명전을 사용하면서도 묘제나
금제 太環耳飾, 도끼날형 철촉 등 부장품 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75) 평양 지역에 대한 고구려 영향력의 증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묘제의 변화는 토착세력의 약화와 함께 고구려가 낙랑군
의 고지를 영역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고구려는 도읍으로서의 제반 조
건을 갖춘 평양 지역을 점차 영역화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이거의 대
상지가 될 수 있었다.
73) 강현숙, 2011 〈3~4세기 고구려 횡혈식 무덤의 등장과 확산〉 《역사문화연구》 40, 한국
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31~37쪽.
74)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170~173쪽.
4세기대 서북한 일대에서는 석실봉토분과 석실벽화분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
는데, 전실묘가 축조되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전실묘가 확인되지 않았던 남포, 평성, 순
천 등 일부 지역에서도 석실봉토분이나 석실벽화분이 축조되고, 평양시내에서도 전실묘
가 없었던 대성구역이나 승호구역, 강동구역 등지에서 석실벽화분이 축조된다.
75) 오영찬, 2005 〈고구려 벽화 고분의 등장과 낙랑・대방군〉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
화》, 고구려연구재단, 154, 160~161쪽; 강현숙, 2011 앞의 논문, 33~34쪽.
平壤驛前 塼室墓(永和九年銘 塼室墓)의 경우 하부는 벽돌로 축조하고 상부는 절석을
사용하여 전실묘에서 석실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묘제나 부장
품 면에서 고구려적인 요소들이 뚜렷이 확인되는데, 이를 볼 때 낙랑군의 재지세력이
군현 멸망 이후 자기 기반을 유지하면서 축조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우며, 묘주와 고구
려와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강현숙은 평양역전 전실묘와 집안 만보정 1368호분
(봉토석실벽화분)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집안과 서북한 일대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구조의 무덤이 축조된 배경으로 묘주와 고구려 정권과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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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국원왕이 이거했다는 평양동황성의 구체적인 소재지 문제가
남아 있다. 《삼국사기》는 평양동황성의 위치를 “지금[고려] 서경 동쪽의
목멱산 내부”라고 비정하고 있다.76) 이에 조선 시대 학자들은 오늘날 대
동강 구역 의암동 일대를 주목하였다.77) 그러나 채희국에 의하면 《大東輿
地圖》에 목멱산과 황성으로 표시된 구역에 고구려의 성터나 유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78) 결국 현재까지의 고고학 조사결과로는 조선
시대 사서에서 주목한 평양 동쪽의 의암동 일대에 고국원왕 시기 평양동
황성으로 비정할 만한 유적을 확인할 수 없다.
《삼국사기》 잡지의 세주에서는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찬자의
私見이 더해져 있다. 특히 평양동황성의 위치에 대해 ‘今’을 삽입하여 고
려라는 시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역시 그러하다.79) 평양동황성의 구체
적인 위치에 관한 부분에서 《삼국사기》 잡지의 찬자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서경 동쪽의 목멱산 내부” 부분을 무시할 수 있더라
도, ‘평양동황성’이라는 명칭 자체에 ‘東’이라는 방향성이 들어있음이 확인
된다.
이에 대해서는 安臧王 11년(529) ‘黃城’의 동쪽으로 사냥을 갔다는 기
사80)가 주목된다. 이때의 황성을 비정하기 위해서는 唐 章懷太子 李賢이
주석한 《後漢書》 高句麗傳이 참고된다.81) 이현은 고구려의 五族을 중후기

76)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十三年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
在今西京東木覓山中”; 同書 卷 第37, 雜志 第6, 地理4, 高句麗, “古人記錄 … 而或云
故國原王十三年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不可知其然否”
77) 《新增東國輿地勝覽》 51권, 平安道 平壤府 山川, “木覓山在府東四里 有黃城古址 一名
絧城 世傳高句麗故國原王居丸都城爲慕容皝所敗 移居于此”
《東史綱目》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가 확인되며, 또한 《大東輿地圖》에서는 의암
동 일대에 목멱산을 그리고, 그 밑에 黃城이라 표시해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8) 채희국, 1965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사회과학원출판사,
26쪽.
79) 田中俊明, 1988 〈《三國史記》の成立(上)〉 《東アジアの古代文化》 57, 大和書房, 186쪽.
‘今’이란 대체로 고려 仁宗 14년(1136)에서 21년(1143)까지의 시점을 가리킨다.
80) 《三國史記》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安臧王 “十一年 春三月 王畋於黃城之東”
81) 《後漢書》 東夷列傳, 高句驪, “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案
今高驪五部 一曰內部 一名黃部 卽桂婁部也 二曰北部 一名後部 卽絶奴部也 三曰東部
一名左部 卽順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卽灌奴部也 五曰西部 一名右部 卽消奴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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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위부와 같다고 보고 양자를 대응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일
한 내용의 기사는 《新唐書》 고려전82)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五行관념을
방위에 대응하여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되는 점은
고구려 왕실이었던 桂婁部가 ‘黃部’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오행사상에 기초한 천문관・방위관・색채관의 성립은 고구려 고분벽화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四神圖는 벽화무덤의 주요 제재로 표현되는데,83)
《淮南子》의 天文訓이 참고된다.84) 오행사상에 기초한 천문관・방위관・색
채관이 四神사상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고구려인들
은 이를 무덤의 제재로 활용할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광개토왕릉비〉에는 “주몽이 왕위를 싫증내니, 하늘이 ‘黃龍’을 보
냈고, 이에 주몽이 용의 머리를 딛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기
사가 보인다.85)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과 황룡을 연결시키는 모습은 고구
려에서 황색이 왕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근초고왕 24년(369) 11월 漢水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고, 깃발은 黃色을
사용하였다는 기사 역시 참고가 되는데,86) 백제 역시 황색을 중심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에서도 황색과 왕실의 관련성이
확인되는데, 眞興王 14년(553) 新宮을 건설하려다가 黃龍이 出現하자 사
찰로 바꾸고 이름을 皇龍寺라고 했던 것이 확인된다.87)
82) 《新唐書》 東夷列傳, 高麗, “分五部 曰內部 即漢桂婁部也 亦號黃部 曰北部 即絕奴部
也 或號後部 曰東部 即順奴部也 或號左部 曰南部 即灌奴部也 亦號前部 曰西部 即消奴
部也”
83) 전호태, 2008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325쪽.
84) 《淮南子》 天文訓, “何謂五星 東方木也 其帝太皞 其佐句芒 執規而治春 其神爲歲星 其
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其神爲熒惑 其獸朱
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土也 其帝黃帝 其佐後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爲太白 其獸白虎 其音
商 其日庚辛 北方水也 其帝顓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爲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
日壬癸”
85) 노태돈,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金石文》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21
쪽.
“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履龍頁昇天”
86)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四年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
幟皆用黃”
87) 《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十四年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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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할 때, 529년 기사에 나오는 황성은 그 색채가 상징하는 중
앙, 즉 고구려 도읍의 중심이었던 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529년 3월의 사냥 기사 이후 10월에 고구려의 백제 공격이 확인된
다.88) 특히 10월의 백제 공격은 안장왕의 親征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직
전에 이루어진 황성 동쪽에서의 사냥은 도성의 동쪽에서 군대를 사열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장왕 시기의 황성은
당시 고구려의 왕성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89)
즉, 황성은 특정한 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왕성을 의미하
는 일반적인 명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평양동황성은 고국원왕의 왕성
으로 황성이었으며, 평양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평양동황성의
‘평양’이라는 명칭은 현재의 평양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고
국원왕의 戰死 기사에는 그 戰場이 평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90) 이때의
평양이 현재의 평양을 가리킨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丈六, “新羅
第二十四眞興王 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
黃龍寺”
88) 《三國史記》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安臧王 “十一年 冬十月 王與百濟戰於五谷 克
之 殺獲二千餘級”; 同書 卷 第26, 百濟本紀 第4, 聖王, “七年 冬十月 高句麗王興安 躬
帥兵馬來侵 拔北鄙穴城 命佐平燕謨 領步騎三萬 拒戰於五谷之原 不克 死者二千餘人”
89) 《三國史記》에서는 陽原王 8년(552) 長安城을 쌓았다는 기록과, 平原王 28년(586) 장
안성 이도 기사가 확인된다(《三國史記》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陽原王, “八年 築長
安城”; 同書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平原王, “二十八年 移都長安城”). 이러한 점에
서 529년 단계의 고구려 왕성은 평양성(장안성)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이
중도성체제에 따라 전기평양성 중 산성은 대성산성으로 비정되고, 평지성은 안학궁 혹
은 청암동 토성으로 비정된다. 안학궁의 경우 고구려 중기의 석실분을 파괴하고 축조되
었고, 출토 와당의 형식이 대성산성이나 청암동 토성 출토품보다 늦은 시기로 비정되
며, 이전 시기의 평지성과 달리 별도의 방어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427년보다는 그 축조 시기가 늦을 수 있다(양시은,
2014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고구려발해학회, 57~60
쪽). 청암동 토성의 경우에는 안학궁의 경우보다 이른 시기의 와당이 확인되지만, 왕궁
터로 비정되던 자리에서 寺院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왕궁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청암동 토성의 경우 사원으로 변경되기 전 성으로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90)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四十一年 冬十月 百濟王帥 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 薨 葬于故國之原”; 同書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六年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
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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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廣義의 평양과 狹義의 평양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고대의
城名은 소재한 지역명을 딴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하나의 지역에 여러
개의 성이 존재한다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에 그 지역의 명칭을
붙여 대표성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낙랑 토성은 낙랑군의 郡
治로서 평양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행정・생산 및 제사의 중심
지로서 기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광의의 평양은 현재 평양 지역이며, 이때
협의의 평양은 평양성, 구체적으로 낙랑 토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고국원왕 4년(334)에 증축된 평양성이 참고된다.91) 《삼국
사기》의 용례를 살펴보면 ‘增築’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건물을 보강 및 확
대・수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고국원왕 4년 평양성을 증축
하였다는 것은 기존에 평양성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새롭게 수리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국원왕의 증축 기사 이전 확인되는 평양성에 대
해서는 동천왕 21년(247)의 축성 기사가 참고된다.
東川王 21년(247) 봄 2월에 왕은 환도성이 난을 겪어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92)

동천왕 21년에 축성되었다고 전하는 평양성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平壤說, 江界說, 通溝說이 그것이다.93) 최근 한
국학계에서는 동천왕 시기 축성된 평양성 역시 현재의 평양 지역에 위치
91)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四年 秋八月 增築平壤城”
92)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東川王, “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不
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93) 동천왕 시기 평양성의 소재지를 현재의 평양 지역으로 보는 견해는 낙랑군의 평양 지
배를 부정하는 북한 학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다(채희국, 1965 앞의 논문, 24~26쪽; 손영
종, 1990 앞의 책, 152~155쪽; 박진욱, 1991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 고구려)》, 과학백
과사전출판사, 92~93쪽; 손영종, 2007 《조선단대사(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16~119쪽). 강계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동천왕의 피난로와 고구려 고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이병도, 1956 앞의 논문, 58~59쪽). 통구설을 최초로 주장한 도리이 류조는
집안현 부근의 석성이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며(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
內城の位置に就きて〉 《史學雜誌》 25-7, 史學會, 49~50쪽), 중국학계에서는 313년 이전
에 나타나는 평양성은 국내성의 誤記로 보고 있다(魏存成, 1985 〈高句丽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 1985-2, 北方文物雜誌社,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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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94)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평양성
의 축성과 함께 백성 및 宗廟와 社稷을 옮겼다는 기록이다. 낙랑군이 존
재하고 있었던 평양 지역에, 종묘와 사직이라는 국가의 중추시설을 옮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적어도 276년까지 낙랑군의 인구가 조사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95) 결국 동천왕 시기 평양성의 소재지는 현재 평양 지
역이 되기 어려우며, 당시 고구려의 도읍 가까이에 위치하는 동시에 방어
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강계 지역에서는
평양성으로 비정할 만한 고구려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천왕
21년 축성된 평양성의 위치는 국내성 지역에 위치한 성일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간과할 수 없는 점은 313년을 기점으로 낙랑군 축출이라는
중요한 界線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양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와 343년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 기사를 볼 때 고국원왕이 그 이전부터 평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때의 증
축 대상은 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증
축’이라는 표현을 중시하면 증축의 대상은 334년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낙랑 토성, 즉 평양성일 가능성이 있다.96)
낙랑 토성의 동쪽에서는 고구려 와당이 다수 출토되었는데,97) 이들 와
94) 장효정, 2000 앞의 논문; 장효정, 2002 앞의 논문, 19쪽; 이도학, 2015 앞의 논문,
154~161쪽.
95) 《晉書》 地理志에 의하면 咸寧 2년(276) 낙랑이 平州에 속하게 되는데, 同書 지리지의
평주 부분을 살펴보면 낙랑군이 6縣(朝鮮・屯有・渾彌・遂城・鏤方・駟望)을 통할하고
있으며, 3,700戶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비록 이전 시기에 비하여 낙랑군
이 침체되고 있었으나, 최소 276년까지 낙랑군의 존재와 그 인구가 조사되고 있었다는
것은 낙랑군이 여전히 중국의 군현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313년 미
천왕의 낙랑군 축출은 이 시기까지 낙랑군이 온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96) 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성으로는 衛滿朝鮮의 王儉城이 있다. 일반적으로
《史記》 朝鮮傳에서 확인되는 漢軍의 침공 경로에 의거하여 왕검성은 대동강 북쪽에 위
치했다고 여겨진다(노태돈, 201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
사》, 사계절, 62~63쪽).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漢武帝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후 낙
랑군은 420년간 유지되었으며, 郡治는 낙랑 토성으로서 대동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었
다. 평양 지역의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왕검성의 廢城化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고국원왕 시기 증축의 대상이 되었던 평양성이 위만조선의 왕검성일 가
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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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평양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와당 중 最古式에 속한다. 특히 집안
지역의 대형적석총에서 확인되는 와당과 비교할 때, 胎土의 색깔뿐만 아니
라 와당의 문양 및 제작기법이 유사하다는 지적은,98) 집안 지역에 위치한
왕릉급 대형 적석총과 토성리 유적이 여타의 유적과 다른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99) 낙랑 토성의 주변 지역이 고구려에 의해 이른
시기부터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낙랑 토성 동쪽 고구려 와당 散布地100)
97) 關野貞, 1928 〈高句麗の平壤城と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39-1, 史學會, 28~29
쪽.
98) 谷豊信, 1990 〈平壤土城里発見の古式の高句麗瓦当について〉 《東洋文化硏究所紀要》
112, 日光書院, 50~68쪽.
다니 도요노부는 낙랑 토성 부근에서 발견된 古式의 고구려 와당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토성리 출토 고구려 와당의 제작연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토성리에서 발견된 東京
大學 종합연구자료관 소장의 輻線蓮花文 와당 55점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들 와당을
토성리 A~D형 와당으로 나누고, 토성리 A형 와당을 1~3류로 세분화하여 분석의 대상
으로 삼았다. 분석에 의하면 토성리 와당과 集安의 대형 적석총 와당은 문양 및 제작
기법이 유사하다고 한다. 中房의 중심에 珠文이 하나 있는 것, 중방의 주위와 주변의
안쪽에 각각 이중의 圈線을 둘러싼 것, 내외의 권선 사이에 輻線으로 부채꼴 구획을 나
누어서 각각의 선형 안에 杏仁形 융기와 그것의 사이에 한 쌍의 주문을 배치했다는 것
이 그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공통점이 고구려 기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아
니라는 것에 주목하여 토성리 출토 와당과 集安의 태왕릉, 천추총, 장군총의 와당의 제
작 연대가 가깝다고 보았다.
99)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 출판사, 260~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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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평양동황성의 소재지를 찾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낙랑 토성의 동쪽’이라는 지리적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양 지역에
분포하는 古城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국원왕 시기 평
양동황성의 후보로서 평양성의 北城, 대성산성, 청암동 토성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림 3] 평양 지역 古城 유적 분포101)

우선 평양성의 북성을 살펴보자. 평양성은 4부분으로 구획되는데 外
城・中城・內城・北城이 그것이다. 북성은 乙密臺에서 북쪽으로 牡丹峰을
감싸고돌며 동남쪽으로 나가면서 浮碧樓를 거치고 轉錦門을 지나 淸流壁
마루를 따라 東暗門에 이르는 구간의 성곽이다. 북성에는 北將臺인 最勝

100) 谷豊信, 1990 앞의 논문, 50쪽의 그림을 수정하였다.
101) 고구려유적 남북공동조사단, 2007 《평양일대 고구려유적(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동북아역사재단, 14쪽의 그림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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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를 비롯해 동벽의 부벽루와 전금문, 북벽의 玄武門 등의 성곽시설이 있
으며 고구려 시기의 사찰로 추정되는 永明寺터도 남아있다.102)
북성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3세기 설과 6세기 설로 대별된다. 3
세기 설의 논자인 채희국은 247년 북성의 축성을 시작으로 552~586년 사
이에 내성과 나성이 축성되면서 전체 도시를 포괄하는 도성건축으로 발전
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북성의 경우 내성의 방어에 중요하다는 점, 창건연
대가 392년일 가능성이 있는 영명사와 부벽루의 존재, 1714년에 개축할
때 성벽 밑에서 발견된 刻字城石 등을 들어 동천왕 시기 평양성과 고국원
왕 시기 증축된 평양성이 북성을 가리킨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103)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동천왕 시기의 평양성은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평양 지역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적다. 또한
광개토왕이 창건했다는 平壤 9寺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전하지 않기 때문
에 이를 영명사와 일치시키는 것 역시 주저된다. 각자성석의 경우 논자들
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대를 6세기에 비정하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북성은 그 지형조건으로 보아서 내성과 유기적 연관을 가진 하나로
연결되는데,104) 산성과 평지성의 기능을 결합한 平山城 형태를 취하고 있
다는 점에서 북성의 창건 연대는 내성과 같은 시기인 6세기 후반일 가능
성이 높다. 그렇다면 평양성 북성을 343년 고국원왕이 이거하였다는 평양
동황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성산성은 427년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함께 전기 평양성으로 비정된
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
다.105) 대성산성은 대성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성산은 고대 교통로 상에
102) 여호규, 2007 〈평양성〉 《평양일대 고구려유적(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동북아역사
재단, 55~58쪽.
103) 채희국, 1965 앞의 논문, 20~27쪽.
104) 최희림, 1978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3쪽.
북성은 북으로 모란봉 줄기를 타고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는 제1선으로서 성을 쌓는 제
도상 내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평양성의 내성과 불가분의 관
계를 가지고 있다. 즉, 북성과 내성은 동시에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5) 김희선, 2010 〈고구려의 對中관계와 장안성의 축조〉 《동아시아 도성제와 고구려 장
안성》, 지식산업사, 5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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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대성산에
는 대성산성, 대성산 남쪽 완사면지에는 안학궁, 그리고 그 일대에 적석총
부터 벽화분에 이르는 다양한 고구려 무덤과 고방산성 등의 고구려 유적
이 집중되어 있다.106) 평양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개연성과 고구
려 시대 중시되었던 대성산의 존재를 볼 때 대성산성은 평양동황성의 후
보지로 무리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고고학 연구 성과로는 대성산성의 축조 연대를 고국
원왕 시기로 올릴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107) 대성산성에서 확인
된 와당에 대한 분석은 대성산성의 축조 연대를 4세기 중반으로 올릴 수
없음을 보여준다.108) 343년 고국원왕의 이거 원인은 전연의 침입으로 인

장수왕대의 평양 천도 뒤에도 고구려 도성은 平原王 28년(586)에 長安城으로 옮겨지는
데, 일반적으로 같은 평양 지역에 위치한 두 도성을 전기 평양성과 후기 평양성으로 구
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전기 평양성은 안학궁과 청암동 토성 가운데 하나로, 그리
고 산성은 대성산성 일대로 추정된다. 한편 평원왕대 천도한 장안성은 현재 평양 시가
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평양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06) 오강원, 2007 〈대성산성〉 《평양일대 고구려유적(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동북아역
사재단, 74~77쪽.
107) 채희국, 1964 〈대성산성과 안학궁의 축조 년대〉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52~56쪽; 박진욱, 1991 앞의 책, 143쪽.
대성산성의 축조 연대를 고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산성 각처에서 출토된 수키와
막새와 국사봉에서 발견된 소상이 있는데, 채희국과 박진욱은 이를 토대로 대성산성이
4세기 말~5세기 초에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108) 조지현, 2013 〈平壤 土城里 출토 高句麗 古式 輻線蓮華紋 와당 硏究 : 동경대학 종
합연구자료관 건축사부문 소장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96~103쪽.
대성산성 내 20여 지점에서는 수키와, 수막새, 암키와 3종이 출토되었다. 대성산성에서
출토된 복선연화문 와당의 권선 및 복선의 수, 접합기법, 자방과 연봉오리의 형태를 검
토해보면 토성리 출토 복선연화문 와당에서 변화된 새로운 형식임이 확인된다. 이를 토
대로 조지현은 대성산성에서 출토된 복선연화문 와당의 연대를 5세기 전반에서 5세기
후반에 비정하였다.
Ⅰ단계
전반

Ⅱ단계

선각

압인

평천리
대성산성
청암동토성
다치구

杏仁形

船形

船形

해당유적
접합기법
연봉
형태
오리

후반
토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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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단계
정릉사
다치구
船形

한 국내성 지역과 환도성의 기능 상실이다. 전연의 침입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이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성의 재활용이 아닌 新築
을 상상하기 어렵다. 추후의 고고학 발굴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현재 시
점에서는 대성산성이 평양동황성일 가능성은 낮다.
청암동 토성은 금수산과 대동강을 남쪽에 끼고 반달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성의 둘레는 약 3.45km이다.109) 청암동 토성은 1938년 朝鮮總督
府의 조사에서 寺院임이 확인되어 청암동 廢寺로 불리게 되었다. 일반적
으로 청암동 토성 내의 폐사는 文咨明王 7년(498)에 창건하였다는 金剛
寺110)에 비정되고 있다.111)
그러나 치다 다케미치는 청암동 폐사에서 출토된 기와 가운데 創建瓦로
여겨지는 형식이 집안의 장군총 등지에서 출토되는 5세기 전기 편년의 기
와와 같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즉, 청암동 폐사의 창건 연대는 5세기 초두
가 되며 이러한 점에서 폐사가 금강사였다는 설은 부정된다는 것이다.112)

시문
형태

권선 및 복선

·음각선:
2줄
·시문위
치: 주측

·음각선:
6줄

·음각선:
2줄
·시문위
치: 외곽

권선에 의한 2, 3줄의 복선

·음각선: 2
줄
·시문위치:
외곽 중앙
능선 추가
권선에
접한
1~3줄의
복선

능선 또는 무문으로
퇴화된 형태

방사선형, 상·하에
돌기가 부착된 형태

109)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89 〈청암리성〉 《조선유적유물도감》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평양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08쪽; 남일룡・김경찬, 1998 〈청암동
토성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3쪽.
1989년의 조사에서는 5km로 보고했으나, 1998년 조사에서 3.45km로 밝혀졌다.
110) 《三國史記》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文咨明王 “七年 秋七月 創金剛寺”
111) 리화선, 1986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田中俊明, 2006 〈高句麗寺院の調査と現状〉 《天台學硏究》 9,
大韓仏教天台宗総務院・天台仏教文化研究院, 64~67쪽.
112) 千田剛道, 1983 〈靑巖里土城と安鶴宮〉 《文化財論叢 : 奈良文化財硏究所創立30周年
記念論文集》, 奈良文化財硏究所, 1025~10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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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강사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寺’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출
토되었고, 透刻火焰文 金銅冠 및 불상들이 함께 출토되었기 때문에 사원
으로 기능했었던 점은 분명하다.113)
문제는 청암동 폐사가 성으로서 기능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사원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궁성으로 사용되다가 후에 사찰로 변
모한 예로는 益山 王宮里 유적이 참고된다. 왕궁리 유적은 초기에는 왕실
이나 관부와 관련된 시설로 운영되다가 후기에는 사찰과 관련된 시설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청암동 폐사의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114)
이에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최근 조사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청암동 토성에서 고구려 이전 시기의 유물이 다량 발굴되었다.115)
보고자는 성벽의 층위를 3단계로 나누었다. 그 중 고구려 시기의 유물은
세 번째 성벽에서 확인되며, 연대는 4세기 말~5세기 초로 비정된다고 보
았다. 보고자는 성벽은 다시 고쳐 쌓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이
유로 첫 번째 성벽의 연대를 3세기 중엽 경, 두 번째 성벽의 연대를 4세
기 중엽 경으로 추정하고 고구려 시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116)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지 않
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일반적으로 각 성벽 축조에 시간적 연대 차이
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하
다는 입지적 조건과 함께,117) 토성의 사용 연대가 앞 시기로 소급될 가능
113) 민덕식, 1992 〈高句麗 平壤城의 築城過程에 관한 硏究〉 《國史館論叢》 39, 국사편찬
위원회, 7쪽.
114) 전영호, 2009 〈왕궁리유적의 최근 발굴성과 : 공간구획 및 활용방식을 중심으로〉 《익
산 왕궁리 유적 : 발굴 20년 성과와 의의》, 주류성, 45~56쪽.
익산 왕궁리 유적의 경우 궁궐의 중심 공간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조성된 공간에 사찰
을 배치하였는데, 궁성의 폐기와 사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는 武王 사후~義慈王
즉위로 인한 백제 사비기 정치세력의 중심이 익산에서 부여로 재편되는 급격한 정치적
상황이거나 혹은 백제 멸망 이후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115) 정봉찬, 2000 〈청암동토성에서 발굴된 석기〉 《조선고고연구》 2000-2, 사회과학원 고
고학연구소.
반달칼을 비롯하여 돌단검, 돌창, 돌도끼, 돌그물 추, 팽이그릇 조각 등이 확인되었다.
116) 남일룡・김경찬, 2000 〈청암동토성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00-1, 사회과학
원 고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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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점은 평양동황성이 청암동 토성일 가능성을 보여준다.118)
고구려의 경우 사원과 신묘, 왕궁, 관부 등에서 기와를 사용하였음이 확
인된다.119) 고대의 기와는 대부분 국가적인 조영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었
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비교적 정형화된 양식이 확인되므로 유적
의 연대를 비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120) 현재까지의 평양 지역 와당
연구 결과로는 대성산성・청암동 토성 출토 와당은 낙랑 토성 동편 출토
의 와당보다 신식이며, 안학궁・평양성 출토의 와당보다 고식임이 확인되
지만, 고국원왕의 이거 시기까지 그 연대를 올리기는 어렵다.121)
그러나 기와는 주기적으로 飜瓦가 이루어지며, 청암동 토성의 경우 사
원으로 변모되며 대대적인 개축과 번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
117) 남일룡・김경찬, 1998 〈청암동토성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998-2, 사회과학
원 고고학연구소, 13~15쪽.
청암동 토성은 남쪽으로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합장강, 북쪽으로는 합장강과 보통강으
로 흘러드는 작은 강줄기들이 흐르므로 방어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118) 민덕식, 1989 앞의 논문; 장효정, 2000 앞의 논문, 142~143쪽.
119) 《舊唐書》 卷199 上, 東夷, 高句麗傳, “其所居必依山谷 皆以茅草葺舍 唯佛寺神廟及
王宮官府乃用瓦”
120) 백종오, 2006 앞의 책, 17~18쪽.
121) 백종오, 2006 위의 책, 126~127쪽; 조지현, 2013 앞의 논문, 99・105쪽을 기초로 하
여 재작성하였다.
출토 지역

낙랑 토성
동편 토성리
출토

청암동 토성

대성산성

有輻線蓮花文 와당

특징
・2줄 1조, 3줄 1조의 복선문이 시문된
형태
・낙랑 토성 동편에서 출토되었으며, 평
양 지역 출토 와당 중 最古式
・자방의 중앙에 연주문이 1개 배치되며,
연봉오리는 윗부분이 뾰족하고 아랫부분
이 둥근 아몬드 형태를 띠고 있는 杏仁
形 융기
・2줄 1조의 복선문이 시문된 형태
・자방 위에 복수의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는 것, 방사선이 배치되어져 있는 것,
연주문과 원권문이 함께 배치되어져 있는
것, 無紋이 존재
・연봉오리에 능선이 있으며, 윗부분, 아
랫부분이 모두 뾰족한 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船形 융기로의 변화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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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굴조사를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고구려가 청암동 토성을 4세기
말~5세기 초 이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학계는 평양동황성을 황해도 재령군에 소재한 長壽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周書》의 別都 관련 기록122)과 《北史》와 《隋書》의 三京
관련 기록123)을 살펴보면 국내성과 한성은 평양성과 함께 三京의 하나로
중요시된 지역이었다. 《삼국사기》 지리지를 살펴보면, “漢城郡은 또는 漢
忽 또는 息城 또는 乃忽이라고도 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124)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황해도 재령군은 원래 고구려의 식성군으
로, 또는 한성군 또는 내홀 또는 한홀이라고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
다.125) 문헌 기록을 통해 한성군과 황해도 재령군이 동일 지역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북한학계는 황해도 재령군이 고구려
삼경 중 하나인 한성이며, 곧 남평양이라고 보았다.126)
그러나 이들 견해는 안악 3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비정하는 것을 중요
한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북한학계는 장수산성의 유물과
유적의 중심연대를 4~5세기로 비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당 부분이 4세
기보다 5~7세기에 해당된다는 지적과127) 장수산성의 初築 연대 비정에 아
직 이론이 많다는 점은 고국원왕이 이거했던 평양동황성을 장수산성으로

안학궁

・1줄 1조의 복선문이 시문된 형태
・화판 사이의 복선이 1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화현상(변형간막이)이 두드러지
게 나타남

122) 《周書》 卷49, 列傳 第41, 高麗, “其外有國內城及漢城 亦別都也”
123) 《北史》 卷94, 列傳 第82, 高句麗, “都平壤城 亦曰長安城 … 其外復有國內城及漢城
亦別都也 其國中呼爲三京”;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 “都於平壤城 亦曰長
安城 東西六里 隨山屈曲 南臨浿水 復有國內城漢城 並其都會之所 其國中呼爲三京”
124) 《三國史記》 卷 第37, 雜志 第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漢城郡[一云漢忽 一云息城
一云乃忽]”
12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 載寧郡, “載寧郡 … 本高句麗息城郡[一云漢城郡
一云乃忽 一云漢忽]”
126) 손영종, 1990 앞의 책, 174~187쪽; 리승혁, 2004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에 대
하여〉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33, 243쪽; 최승택, 2006 앞의
논문.
127) 김현숙, 2007 앞의 논문,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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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서에서는 이거지를 남평양이 아닌 평
양동황성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고국원왕이 전사한 곳을 평양성으로 전하
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성과 재령을 연결하는 문헌적 근거는
발견되지만, 한성과 남평양을 연결하는 문헌적인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학계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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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樂浪公 책봉호의 의미
冊封이란 중국의 황제가 주변 국가의 군주에게 특정한 官爵과 이에 상
응하는 물품을 사여함으로써 그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하여 臣屬
시키는 양식이다. 피책봉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책봉받음으로써 국
제적으로 자국의 존재를 공인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주변국보다
유리한 책봉은 곧 자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의미했다.128)
중국과 고구려의 교류는 일찍부터 확인된다. 《三國志》 幘溝漊 관련 기
사129)는 고구려가 중국 군현을 매개로 하여 중국 왕조와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琉璃明王 31년(12) 고구려가 王莽의 군사 징발 요청을 거
부하자, 이에 유리왕을 下句麗侯로 낮추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130) 大
武神王 15년(32) 後漢의 光武帝가 고구려의 왕호를 ‘회복’시켜주었다는 기
록에서,131) 前漢 시기 고구려가 왕호에 해당하는 책봉호를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35년 吳의 孫權은 東川王을 單于로 봉하였다. 손권은 曹魏를 견제하기
위해 公孫氏 정권과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사신단을 파견한다. 그러나 손
권의 사신단은 공손씨 정권에 의해 감금당해 죽임을 당했고, 일부만이 고
구려로 탈출할 수 있었다. 동천왕은 이들을 환대하고 선물과 함께 25명의
호위병들로 하여금 이들의 귀국을 도와주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손권
은 235년 동천왕에게 單于號를 수여하였다.132) 손권의 동천왕 책봉과 그
128) 김종완, 1995 《中國 南北朝史 硏究 : 朝貢・交聘關係를 중심으로》, 일조각, 113,
118쪽.
129) 《三國志》 魏書30 東夷傳, 高句麗,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
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
爲幘溝漊 溝漊者 句麗名城也”
130) 《三國史記》 卷 第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明王, “三十一年 漢王莽發我兵伐胡 吾人
不欲行 强迫遣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 更名吾王爲下句麗侯 布告天下 令咸知焉”
131)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高句驪, “建武八年 高句驪遣使朝貢 光武復其王號”; 《三國
史記》 卷 第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十五年 十二月 遣使入漢朝貢 光虎帝復其
王號 是立武八年也”
132) 《三國志》 卷47, 吳書 2, 吳主傳 第2, “吳書曰 初 於是推旦疆使前 德獨留守群 捕菜
果食之 旦疆別數日 得達句驪 因宣詔於句驪王宮及其主簿 詔言有賜爲遼東所攻奪 宮等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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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확인되는 교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133) 손권
은 고구려에게 위와 공손씨 견제라는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고, 고
구려 역시 북으로는 위・공손씨, 남으로는 낙랑・대방군에 의해 고립된 상
태였으므로, 오와의 외교관계는 이들의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355년 前燕의 故國原王 책봉 이전까지 고구려와 중
국 왕조와의 교류는 수차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시기 고구려왕이 중국으
로부터 받은 봉호의 구체적인 구성과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永嘉之亂 이후 중국 왕조가 주변국 군주들을 책봉하는 형식이 달라진다
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134) 오호십육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황제는 秦・漢과 같이 실제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유일한 권력자가 될 수
없었다. 중국내에서는 지역적 분권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다수의 황제가
공존하였고, 이에 피책봉국도 여러 명의 황제에게 조공하는 등, 기존의 조
공책봉제도는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135) 중국의 황제가 절대 권력을 상실
했던 바로 이 시기에 중국의 왕조들은 이민족의 군장들에게 내신과 동일
한 관작을 수여하였다. 일견 지배권의 강화로 보이는 이 조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민족의 중원 이주와 제민족의 난립은
중국의 外夷諸國에 대한 직접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져왔고, 결국 중

喜 即受詔 命使人隨旦還迎群德 其年 宮遣皁衣二十五人送旦等還 奉表稱臣 貢貂皮千枚
鶡雞皮十具 旦等見權 悲喜不能自勝 權義之 皆拜校尉 間一年 遣使者謝宏中書陳恂拜宮
爲單于 加賜衣物珍寶”
133) Park, Dae Jae, 2013 〈The Interchanges between Koguryŏ and Sun-Wu and
“Under the Fruit Hors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8, 고려대
학교 한국사연구소, 81~83쪽.
손권이 동천왕을 선우로 책봉한 일차적인 이유는 공손씨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손권의
사신단 환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 것이다. 또한 曹魏의 후방에 위치한 고구려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고, 군사적인 원조로서 고구려 북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말
을 얻기 위한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목군주에게 부여되는
‘선우’라는 책봉호는, 손권이 고구려에게 유목부족의 수장으로서 軍馬의 보급이라는 역
할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34) 이성규, 1996 〈中國의 分裂體制模式과 東아시아 諸國〉 《한국고대사논총》 8,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268~269쪽; 이성규, 2005a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 그 이념과 실
제〉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104~105쪽.
135) 방향숙, 2005 〈古代 동아시아 冊封朝貢體制의 원형과 변용 : 韓中관계를 중심으로〉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동북아역사재단,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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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해당 지역의 지배권을 그 군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를 대표로 하는
집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려 한 책봉체제로 전환하였던 것이다.136)

[표 1] 355년 이후 고구려 책봉호 변천137)
시기

책봉국

책봉 대상

355년

前燕

高釗(故國原王)

396년

後燕

高安(廣開土王)

413년

東晉

421년

宋

책봉호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樂浪公
高句麗王”
“平州牧 遼東帶方二國王”138)
“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驪
王 樂浪公”139)
“使持節 散騎常侍 都平州諸軍事 征東大將

高璉(長壽王)

軍 高句驪王 樂浪公”140)
“都督遼海諸軍事 征東將軍 領護東夷中郞將

435년

北魏

463년

宋

“車騎大將軍 開府儀同三司”142)

480년

齊

“驃騎大將軍”143)

492년

北魏

494년

遼東郡開國公 高句麗王”141)

“使持節 都督遼海諸軍事 征東將軍 領護東
夷中郞將 遼東郡開國公 高句麗王”144)
“使持節 散騎常侍 都督營平二州諸軍事 征

齊

高雲(文咨明王)

東大將軍 樂浪公 高麗王”145)

496년

“車騎將軍”146)

502년

“車騎大將軍”147)

508년

“撫東大將軍 開府儀同三司”148)

梁

520년

“持節 督營平二州諸軍事 寧東將軍 高句麗
高安(安臧王)

北魏
532년

北魏

534년

東魏

550년

北齊

王”149)
“安東將軍 領護東夷校尉 遼東郡開國公 高
句麗王”150)
“使持節 散騎常侍 車騎大將軍 領護東夷校

高延(安原王)

尉 遼東郡開國公 高句麗王”151)
“驃騎大將軍”152)

高成(陽原王)

“使持節 侍中 驃騎大將軍 領護東夷校尉 遼

136) 김종완, 1995 앞의 책, 164~169쪽.
137) [표 1]은 중국측 사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책봉호도 함께
정리하였다. 선대의 책봉호를 襲爵한 경우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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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郡開國公 高麗王”153)
“使持節 領東夷校尉 遼東郡公 高麗王”154)

560년
562년

陳

577년

北周

高湯(平原王)

643년

遼東

“上開府 大將軍 遼東郡公 高麗王”157)
隋

591년
624년

遼東郡開國公

王”156)

581년
590년

“寧東將軍”155)
“上開府儀同大將軍

唐

高元(嬰陽王)
高建武(榮留王)
高藏(寶臧王)

“上開府儀同三司 遼東郡公”158)
“高句麗王”159)
“上柱國 遼東郡公 高句麗國王”160)
“上柱國 遼東郡王 高句麗王”161)

138) 《梁書》 卷54, 列傳 第48, 東夷 高句驪,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
方二國王”
139) 《宋書》 卷97, 列傳 第58, 東夷 高句驪國, “高句驪王高璉 晉安帝義熙九年 遣長史高
翼奉表 獻赭白馬 以璉爲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驪王 樂浪公”
140) 《宋書》 卷97, 列傳 第58, 東夷 高句驪國, “少帝景平二年 璉遣長史馬婁等詣闕獻方物
遣使慰勞之 曰 皇帝問使持節 散騎常侍 都督營平二州諸軍事 征東大將軍 高句驪王 樂浪
公”
141) 《魏書》 卷100, 列傳 第88, 高句麗, “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方物 并請
國諱 世祖嘉其誠款 詔下帝系名諱於其國 遣員外散騎侍郎李敖 拜璉爲都督遼海諸軍事 征
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142)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長壽王, “五十一年 宋世祖孝武皇帝策王爲車
騎大將軍 開府儀同三司”
143) 《南齊書》 卷2, 本紀 第2, 高帝, “建元二年 夏四月丙寅 進高麗王樂浪公高璉號驃騎大
將軍”
144) 《魏書》 卷100, 列傳 第88, 高句麗, “又遣大鴻臚拜璉孫雲使持節 都督遼海諸軍事 征
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145) 《南齊書》 卷58, 列傳 第39, 東夷 高麗國, “隆昌元年 以高麗王樂浪公高雲 爲使持節
散騎常侍 都督營平二州諸軍事 征東大將軍 高麗王 樂浪公”
146) 《三國史記》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文咨明王, “五年 齊帝進王爲車騎將軍”
147) 《梁書》 卷2, 本紀 第2, 武帝, “天監元年 戊辰 車騎將軍高句驪王高雲進號車騎大將
軍”
148) 《梁書》 卷2, 本紀 第2, 武帝, “天監七年 二月乙亥 以車騎大將軍高麗王 高雲爲撫東
大將軍 開府儀同三司”
149) 《梁書》 卷54, 列傳 第48, 東夷 高句驪, “普通元年 詔安纂襲封爵 持節 督營平二州諸
軍事 寧東將軍”
150) 《魏書》 卷100, 列傳 第88, 高句麗, “又拜其世子安爲安東將軍 領護東夷校尉 遼東郡
開國公 高句麗王”
151) 《魏書》 卷100, 列傳 第88, 高句麗, “安死 子延立 出帝初 詔加延使持節 散騎常侍 車
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賜衣冠服物車旗之飾”
152) 《三國史記》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安原王, “四年 東魏詔加王驃騎大將軍 餘悉如
故”
153) 《北齊書》 卷4, 帝紀 第4, “天保元年 九月癸丑 以散騎常侍 車騎將軍 領東夷校尉 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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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355년 고국원왕에 대한 전연의 책봉 이후 고구려가 중국으로
부터 받았던 책봉호를 정리한 것이다. 책봉호의 기본적인 구성은 해당 지
역에 대한 피책봉자의 사법적 기능을 의미하는 ‘持節號’, 특정 지역에 대
한 군사권을 부여하는 ‘都督諸軍事號’, 위계질서의 반영인 ‘將軍號’, 칭호
그대로 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王號’로 구성된다.162) 시기에 따라 조금
씩 차이는 있지만, 고구려의 국왕은 대체로 이와 유사한 책봉호를 받았다.
주목되는 점은 355년 고국원왕에 대한 전연의 책봉호와 후대의 고구려왕
들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정형화된 책봉호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인데, 책봉
호와 기본 구성은 물론 명칭까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355년의 책봉
을 4~6세기 조공・책봉 관계의 효시로 평가한 견해가 주목된다.163)
고국원왕 25년(355) 전연의 慕容儁은 고국원왕을 ‘營州諸軍事 征東大將
軍 營州刺史 樂浪公 高句麗王’에 책봉하였다.164) 전연의 낙랑공 책봉은

東郡開國公 高麗王成爲使持節 侍中 驃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王公如故”
154) 《北齊書》 卷5, 帝紀 第5, 廢帝, “又以高麗王世子湯爲使持節 領東夷校尉 遼東郡公
高麗王”
155) 《陳書》 卷3, 本紀 第3, 世祖, “天嘉三年 閏二月己酉 高句驪王高湯爲寧東將軍”
156) 《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上 高麗, “建德六年 湯又遣使來貢 高祖拜湯爲上開府
儀同大將軍 遼東郡開國公 遼東王”
157)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 “璉六世孫湯 在周遣使朝貢 武帝拜湯上開府 遼
東郡公 遼東王 高祖受禪 湯復遣使詣闕 進授大將軍 改封高麗王”
158)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 “子元嗣立 高祖使使拜元爲上開府儀同三司 襲
爵遼東郡公”
159) 《三國史記》 卷 第20, 高句麗本紀 第8, 嬰陽王, “二年二年 春正月 遣使入隋 奉表謝
恩進奉 因請封王 帝許之 三月 策封爲高句麗王”
160) 《三國史記》 卷 第20, 高句麗本紀 第8, 榮留王, “七年 春二月 王遣使如唐 請班曆 遣
刑部尙書沈叔安 策王爲上柱國 遼東郡公 高句麗國王”
161)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東夷 高麗, “貞觀十七年 封其嗣王藏爲遼東郡王 高麗
王”; 《三國史記》 卷 第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二年 詔曰 懷遠之規 前王令典 繼
世之義 列代舊章 高句麗國王臧 器懷韶敏 識宇詳正 早習禮敎 德義有聞 肇承藩業 誠款
先著 宜加爵命 允玆故實 可上柱國 遼東郡王 高句麗王”
162) 방향숙, 2005 앞의 논문, 54~56쪽.
163) 여호규, 2006b 〈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冊封關係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
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2쪽.
164)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二十五年 冬十二月 王遣使詣燕
納質修貢 以請其母 燕王雋許之 遣殿中將軍刁龕 送王母周氏歸國 以王爲征東大將軍營州
刺史 封樂浪公 王如故”; 《晉書》 卷110, 慕容儁載記 第10, 慕容儁, “高句麗王釗遣使謝
恩 貢其方物 儁以釗爲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營州刺史 封樂浪公 王如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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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왕 시기부터 시작된 전연과 고구려의 갈등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양
국 관계의 분기점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본 장에서는 특히 ‘낙랑공’
에 주목해보고자 하는데,165) 이를 위해 낙랑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고
355년 낙랑공 책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낙랑군은 기원전 108년 漢 武帝에 의해 설치되어 기원후 313년 미천왕
에 의해 축출될 때까지,166) 약 420년 동안 한반도에 설치된 중국의 外郡
으로서 존재하였다. 즉, 313년은 낙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데 중
요한 획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낙랑군이 멸망한 이후에도 낙랑
관련 기사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삼국은 중국 왕조로부터
낙랑 관련 작위와 관직을 받았고, 이러한 현상이 적어도 661년까지 명확
히 나타난다는 점에서,167) 313년 이후 나타나는 ‘낙랑’ 관련 기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우선 낙랑 王遵이 張
統을 설득하여 그 백성 천여 家를 거느리고 慕容瘣에게 귀부토록 하였는

165) 355년 고국원왕이 받은 책봉호에는 ‘낙랑’이라는 지역 명칭과 함께, 營州諸軍事・營
州刺史 등의 ‘營州’라는 특정 행정 지역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이성규는 주변 민족의
군장들에게 사여된 각종 내직 및 장군호는 특별한 職事가 없는 加官이나 散階에 불과
하다고 보았다. 또한 地方職 州 刺史(牧) 또는 일정한 지역의 군사통제권을 부여하는
‘都督某地諸軍事’도 책봉측의 통제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의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군
명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성규, 1996 앞의 논문, 268~273쪽). 이와는 달리 여호
규는 영주라는 행정 지역명에 전연의 동방 지역에서 일정한 영역을 확보한 고구려의 상
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339년 경 後趙의 영역에서 가장 동방지역인 요서에 산동
반도의 ‘靑州’와 구분되는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영주가 설치되었고(《資治通鑑》 卷96, 晉
紀 第18, “咸康五年 … 虎以撫軍將軍李農爲使持節監遼西北平諸軍事征東將軍營州牧 鎮
令支”), 이로써 청주 대신 영주가 동방의 행정 구역 명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이
다. 결국 고국원왕 책봉호의 영주는 비록 실재하는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영주를 동방
으로 인식했던 전연인의 방위 관념의 소산이며, 355년 경 전연인들은 고구려 지역을 영
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영주제군사’나 ‘영주자사’를 고구려왕에
게 수여하였으며, 이는 고구려가 전연의 동방에서 세력권을 구축하고 군사적으로 지배
하고 있었던 실제 상황이 반영되었던 것이다(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 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59~61쪽).
166)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十四年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
二千餘口”
167) 李成市, 2004 〈동아시아에서의 낙랑 : 과제와 방법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34, 한국고대사학회,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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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용외가 이곳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장통을 태수로 삼았으며, 왕준에
게는 군사의 일을 맡겼다는 기사이다.168) 이를 통해 모용외가 설치한 낙랑
군은 한반도가 아닌 모용부의 영역 내에 재설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
천왕에 의해 축출된 낙랑군은 모용부의 보호 아래 그 영역 내에 재설치
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移置된 낙랑군의 존재는 5세기 초까지도 확인된다. 432년 北魏의 東征
당시 북연은 대릉하 방면에 적어도 10여 郡을 거느리고 있었다. 《魏書》에
서는 적어도 石城, 建德, 帶方, 冀陽, 營丘, 成周, 遼東, 樂浪, 玄菟의 9군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구, 성주, 요동, 낙랑, 대방, 현도 6개 군의 백성
3만여 가를 幽州로 옮겼다는 기록169)은 낙랑군이 여전히 군으로서 존재하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70) 즉 313년을 시간적 界線으로 낙랑이라는 동일
한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대상
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에 중국과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낙랑 관련 봉호
도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에서 확인되는
봉호는 樂浪太守, 樂浪王, 樂浪公主이다.

[표 2] 중국에서의 낙랑 관련 책봉호
裴嶷은 자가 문기이고 하동군 문희현 사람이다 … 모용외
가 후에 신료들에게 말하기를, “장사 배억의 이름이 중조
樂浪太守

[A]-1

에서 무거움에도 여기에서 굽히고 있으니, 어찌 하늘이 내
게 내려준 것이 아니겠는가!” 나아가 요동상이 되었다가
낙랑태수로 전임했다.171)

樂浪王

[A]-2
[A]-3

永和 10년(354) 여름 4월 연왕 모용준이 영북장군 모용탁
을 낙랑왕으로 삼고 … 모용온을 대방왕으로 삼았다.172)
① 太元 9년(384) 연왕 모용수는 前 장군인 낙랑왕 모용온

168) 《資治通鑑》 卷88, 晉紀 第10,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
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 廆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
169) 《魏書》 卷12, 世祖紀 第4, “延化元年 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于幽
州 開倉以賑之”; 《資治通鑑》 卷 第122, 宋紀 第4, “文帝元嘉九年 九月 乙卯 魏主引兵
西還 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於幽州”
170) 천관우, 1989 《古朝鮮史・三韓史硏究》, 일조각, 103~104, 114~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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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견해서 여러 군사를 통솔하여 신도를 공격하게 하였
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② 낙랑왕 모용온이 중산에 있는데
병력이 아주 미약하여 … ③ 연왕 모용수가 북쪽으로 중산
에 가서 제장들에게 말하기를, ‘낙랑왕이 흘러 다니고 떨
어진 무리를 부르고 창고를 채우며 밖으로는 군량을 지급
하고 안에서는 궁전을 짓고 있으니 비록 소하의 공적이라
도 어찌 그것에 더함이 있겠는가!’ ④ 연왕 모용수가 …
낙랑왕 모용온을 사예교위로 삼았다. ⑤ 낙랑왕 모용온을
상서우복야로 삼았다. ⑥ 연왕 모용수가 낙랑왕 모용온에
게 명령을 내려 그들[吳深・王祖・張申]을 토벌하게 하였
다. ⑦ 태원 14년(389) 연의 낙랑도왕[諡號] 모용온이 기주
자사가 되자 … ⑧ 애초에 … 낙랑왕 모용온이 정동장군이
되었는데 … 173)
398년 慕容寶가 용성을 출발하여 慕輿騰은 전군대사마가
되고, 慕容農은 중군이 되고 모용보는 후군이 되니, 보기
[A]-4

3만으로 을연에 이르렀다. 장상 단속골, 송적미가 무리가
전쟁을 꺼림으로 말미암아 사공인 낙랑왕 모용주를 죽이고
고양왕 숭을 핍박하여 세웠다.174)
義熙 7년(411) 유연의 [가한] 용곡률이 사신을 보내 풍발
의 딸인 낙랑공주를 구하며 말 3천 필을 바쳤으니 풍발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것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馮素
弗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예전에는 모두 종실의 여자를

樂浪公主

[A]-5

六夷에게 처로 삼게 하였으니 마땅히 비빈의 딸로서 허락
해야지 낙랑공주를 낮추어 非類에게 시집보내서는 안됩니
다.’라고 하였다. 풍발이 말하길 ‘여자는 나면서 남편을 따
르니, 천리가 어찌 멀겠느냐. 내가 다른 풍속을 존중하고
믿는데 어찌 속이겠는가?’라고 하고 이에 허락하였다.175)

171) 《晉書》 卷108, 慕容瘣載記 第8, “裴嶷字文冀 河東聞喜人也 … 廆後謂羣僚曰 裴長史
名重中朝 而降屈于此 豈非天以授孤也 出爲遼東相 轉樂浪太守”
172) 《資治通鑑》 卷99, 晉紀 第21, “永和十年 燕主俊封 … 寧北將軍度爲樂浪王 … 溫爲
帶方王”
173) ①: 《資治通鑑》 卷105, 晉紀 第27, “太元九年 燕王垂遣前將軍樂浪王溫督諸軍攻信都
不克” ; ②, ③, ④: 同書 卷106, 晉紀 第28, “太元十年 … 樂浪王溫在中山 兵力甚弱”,
“燕王垂北如中山 謂諸將曰 樂浪王招流散 實倉廩 外給軍糧 內營宮室 雖蕭何何以加之”,
“太元十一年 樂浪王溫爲司隸校尉” ; ⑤, ⑥, ⑦: 同書 卷107, 晉紀 第29, “太元十二年
燕樂浪王溫爲尚書右僕射”, “燕主垂命樂浪王溫討之”, “太元十四年 燕樂浪悼王溫爲冀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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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에서 ‘낙랑태수’가 되었던 長史 裴嶷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
다. 배억은 본래 河東郡 출신으로 모용외에게 의탁하였다. 그는 동진 조정
에도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모용외에게 귀부한 후 모용외에
대한 동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기사가 확인될 정도이다.176) 이에 모용외
는 배억을 ‘하늘이 내려준 인재’로 평가하고, 그를 신뢰하여 장사로 삼고
軍國의 책략을 맡겼으며, 마침내 遼東相에 임명하고 樂浪太守로 전임시켰
다. 그가 낙랑태수로 전임한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모용외 정권 아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치된 낙랑군의 태수로서
활약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A]-2~4를 보면 4세기 전연과 후연을 거치면서 ‘낙랑왕’은 慕容度, 慕容
溫, 慕容宙로 변화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용탁은 1대 燕王인 모용황
의 조카였고, 모용온은 2대 연왕이자 景昭帝로 즉위한 慕容儁의 아들이었
으며, 모용주는 모용황의 아들이자 전연의 마지막 황제인 慕容暐의 숙부
였던 모용수의 아들이었다.
[A]-1~4에서 주목되는 것은 배억은 모용외 정권의 重臣이었고, 모용탁,
모용온과 모용주는 전연 및 후연 종실의 至親이자 공신이었다는 것이다.
황실의 일가이자 공신의 반열에 오른 인물들의 작호에 郡名을 이용하였다
는 것은 그 군의 위상이 일급 대군이었음을 시사한다.177) 이러한 점에서
이때의 낙랑군은 한반도에서 이미 소멸한 낙랑군일 수 없으며, 遼西 지역
으로 이치된 낙랑군을 의미한다.
刺史 翟遼遣丁零故堤詐降於溫 爲溫帳下 乙酉 刺溫 殺之 並其長史司馬驅 帥守兵二百戶
奔西燕 遼西王農邀擊於襄國 盡獲之 惟堤走免”; ⑧: 同書 卷108, 晉紀 第30, “初 … 樂
浪王溫爲征東將軍”
174) 《晉書》 卷124, 慕容寶載記 第24, “寶發龍城 以慕輿騰爲前軍大司馬 慕容農爲中軍 寶
爲後軍 步騎三萬 次於乙連 長上段速骨宋赤眉因眾軍之憚役也 殺司空樂浪王宙 逼立高陽
王崇”
175) 《晉書》 卷125, 馮跋載記 第25, “蝚蠕勇斛律 遣使求跋女僞樂浪公主 獻馬三千匹 跋命
其群下議之 素弗等議曰 前代舊事 皆以宗女妻六夷 宜許以妃嬪之女 樂浪公主不宜下降非
類 跋曰 女生從夫 千里豈遠 朕方崇信殊俗 奈何欺之 乃許焉”
176) 《晉書》 卷108, 慕容瘣載記 第8, “初 朝廷以廆僻在荒遠 猶以邊裔之豪處之 嶷旣使至
盛言廆威略 又知四海英賢並爲其用 擧朝改觀焉 嶷將還 帝試留嶷以觀之”
177) 이성규, 2005b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속의)중국과 한
국》, 서해문집, 204~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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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에서는 ‘낙랑공주’라는 봉호를 확인할 수 있다. 411년 劉淵의 가한
용곡률이 北燕에 사신을 보내 낙랑공주에게 청혼하였다. 요서 지역으로
移置된 낙랑군이 적어도 5세기까지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낙랑공주의 봉
호는 이치된 낙랑군의 이름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낙랑공주
를 낮출 수 없다는 풍소불의 발언에서 그녀를 北燕王 馮跋과 孫王后의 嫡
女로 추정할 수 있는데, 《唐六典》에서 확인되는 晉・宋 이래로 황제의 딸
은 모두 郡公主에 봉하였다는 기록178)은 낙랑공주의 봉호가 이치된 낙랑
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방증해준다.
이치된 낙랑군이 기능하고 있었고, 전연, 후연, 북연 황실의 중신 그리
고 지친이자 공신들이 이치된 낙랑군과 관계된 봉호를 수여받았다는 점에
서 낙랑에는 한사군의 외군이라는 본래 의미에 이치된 낙랑군의 개념이
더해지고 있었다. 313년을 시간적 기준으로 낙랑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
용하면서도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낙랑이라는 봉호는 외국의 군주에게도 부여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봉호를 받은 외국의 군주들이 한사군으로서의 낙랑군이 존재했던,
즉 낙랑군과 관계되었던 한반도 국가들의 군주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들에게 내려진 낙랑 관련 봉호를 어떠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가.

[표 3] 한반도에서의 낙랑 관련 책봉호
왕을 (영주제군사)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樂浪公

[B]-1

355년

고구려

樂浪太守

[B]-2

372년

백제

樂浪郡公

[B]-3

565년

신라

로 삼고, 낙랑공으로 봉하고, 왕호는 예
전과 같게 하였다.179)
6월 사신을 보내어 백제왕 餘句를 진동
장군 영낙랑태수로 삼았다.180)
봄 2월에 북제의 무성황제가 조서를 내
려, 왕을 사지절 동이교위 낙랑군공 신

178) 《唐六典》 卷 第2, 尙書吏部, “皇女封公主 … 晉宋已來 皇女皆封郡公主 王女皆封縣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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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왕으로 삼았다.181)

[B]-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국원왕은 한반도의 군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낙랑 관련 봉호를 받았다. 전연의 고구려 책봉은 고구려의 의사를 무
시한 일방적인 책봉에 가까웠다. 그러나 조공 책봉 관계의 성립은 당시 전
연과 고구려의 외교 관계를 규정짓는 하나의 틀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
다. 전연의 慕容儁은 352년 11월 中山에서 황제위에 오르고 元璽라는 연
호를 사용하며 東晉 중심의 책봉체제에서 이탈하였다.182) 352년 이후 전
연은 황제국을 표방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책봉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위
치에 있었던 것이다.
전연의 달라진 위상에 더해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일방적인 수세에 몰렸
다는 점에서 조공 책봉 관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355년 전
연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은 고구려가 전연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표명하였을 것이고, 質子를 보
내어 이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연은 왕모를 송환하
고 미천왕 시기 고구려가 점령한 낙랑군에 대한 영유권을 추인하였다.
책봉이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봉국의 입장에서 피책
봉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다. 전연 역시 황제국을 자칭하기 이전에는 동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는
데, 전연의 군주가 바뀌고 그 지배 영역이 확대될 때마다 동진이 내린 책
봉호에 포함된 지배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이를 잘 확인시켜준
179) 《晉書》 卷110, 慕容儁載記 第10, 慕容儁, “高句麗王釗遣使謝恩 貢其方物 儁以釗爲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封樂浪公 王如故”;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二十五年 冬十二月 王遣使詣燕 納質修貢 以請其母 燕王雋許之 遣殿
中將軍刁龕 送王母周氏歸國 以王爲征東大將軍 營州刺史 封樂浪公 王如故”
180) 《晋書》 卷9, 簡文帝本紀, “咸安二年 六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鎭東將軍 領樂浪太守”
181) 《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二十六年 春二月 北齊武成皇帝詔 以王
爲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 《北齊書》 帝紀 第7, “河淸四年 二月甲寅 詔以
新羅國王金真興爲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182) 《資治通鑑》 卷99, 晉紀 第21, “永和八年 戊辰 俊即皇帝位 大赦 自謂獲傳國璽 改元
元璽 追尊武宣王爲高祖武宣皇帝 文明王爲太祖文明皇帝 時晉使適至燕 俊謂曰 汝還 白
汝天子 我承人乏 爲中國所推 已爲帝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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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3)
더구나 낙랑은 중국 고대의 典範이라 할 수 있는 漢 왕실에 의해 설치
된 곳이었다. 중원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던 전연은 이러한 과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전연은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를 소급
시키는 동시에 고국원왕이 낙랑의 고지에 해당하는 평양 지역에 머무르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이에 전연이 고구려에
내린 첫 번째 책봉호에 ‘樂浪公’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때의 낙랑 봉
호는 이치된 낙랑군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했던 낙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낙랑공 책봉에 평양이라는 지역성이 함유되어 있음은 백제가 받은 봉호
와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B]-2에 의하면 372년 6월 東晉은
백제에 사신을 보내 近肖古王을 ‘鎭東將軍 領樂浪太守’로 봉하였다. 전연
과 마찬가지로 동진 역시 낙랑 지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지만,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는 사실
및 백제가 黃州까지 진출184)하여 낙랑군의 고지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
고 있음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三國史記》 雜志에는 古典記를 인용하
여,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南平壤185)을 빼앗고 漢城에 도읍했다고 기록하
183)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 中華的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137~139
쪽.
모용외는 동진으로부터 “使持節 散騎常侍 都督幽州東夷諸軍事 車騎將軍 平州牧 大單
于 遼東郡公”으로 봉해졌다. 모용외의 아들이었던 모용황은 “使持節 散騎常侍 都督幽
州東夷諸軍事 征北大將軍 幽州牧 領平州刺史 大單于 遼東公”에, 모용황의 아들이었던
모용준은 “使持節 侍中 大都督 都督河北諸軍事 幽冀幷平四州牧 大將軍 大單于 燕王”
에 봉해졌다(《晉書》 卷108, 慕容瘣載記 第8, 慕容瘣, “裴嶷至自建鄴 帝遣使者拜廆監平
州諸軍事 安北將軍 平州刺史 增邑二千戶 尋加使持節 都督幽州東夷諸軍事 車騎將軍 平
州牧 進封遼東郡公 邑一萬戶 常侍單于並如故”; 同書 卷109, 慕容皝載記 第9, 慕容皝,
“是歲 成帝遣謁者徐孟閭丘幸等持節拜皝鎮軍大將軍 平州刺史 大單于 遼東公 持節 都督
承制封拜 一如廆故事”, “帝又遣使進皝爲征北大將軍 幽州牧 領平州刺史 加散騎常侍 增
邑萬戶 持節都督單于公如故”; 同書 卷110, 慕容儁載記 第10, 慕容儁, “是歲 穆帝使謁
者陳沈拜儁爲使持節 侍中 大都督 都督河北諸軍事 幽冀并平四州牧 大將軍 大單于 燕王
承制封拜一 如廆皝故事”). 군사권의 위상을 표시하는 장군호와 그 관할 범위를 표시해
주는 도독제군사호와 지방관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진이 전연의 군주에게 공인해
준 지역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184) 최종택, 1990 〈黃州 出土 百濟 土器例〉 《한국상고사학보》 4, 한국상고사학회,
33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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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186) 이 역시 백제가 평양 남쪽의 일부, 즉 낙랑의 고지로 여겨
질 수 있는 지역을 영유하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근초고왕의 ‘樂浪太守’ 봉호는 백제 측이 요구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187) 근초고왕에 대한 책봉은 372년 正月 백제가 동진
에 조공한 결과였는데,188) 이는 사서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동진과 백제
의 교류이다. 이때 백제의 사신은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며 낙랑
고지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된 상황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자 했을 것이
다.189) 이는 낙랑공 책봉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전연
과 고구려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역학 관계까지 반영
한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근초고왕이 받은 봉호에 낙랑 고지가 포함되어 있음은 辰斯王이 386년
에 받은 봉호와 비교할 때, 더욱 확연하다. 진사왕은 동진으로부터 ‘使持
節都督 鎭東將軍 百濟王’에 책봉되었다.190) 동진이 책봉국이라는 것은 변
함이 없지만, 불과 10년 만에 ‘樂浪太守’직이 삭제된 것이다. 낙랑태수직
삭제는 近仇首王 말년부터 진행되어온 백제의 낙랑군 고지에서의 세력 약
185) 남평양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一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학계에서는 황해도 재령을 남평양으로 보고, 이를 평양동황성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병
도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남평양을 고구려의 한강 점유가 백제에 앞선 것으로 오인한
데에서 생긴 杜撰으로 이해하였다(이병도, 1977 앞의 책, 563쪽) 이와는 달리 평양성
공격 기사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전우식, 2005 〈백제 근초고왕대 ‘移都漢山’
기사의 해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40, 한국고대사학회, 43쪽)도 확인되는데,
평양동황성 남쪽에 해당하는 황주 이남 지역을 백제가 영역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백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사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점은
이 지역이 낙랑의 고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186) 《三國史記》 卷 第37, 雜志 第6, 地理4, 百濟, “按古典記 … 至十三世近肖古王 取高
句麗南平壤 都漢城 歷一百五年”
187) 김종완, 1995 앞의 책, 152~153쪽.
위진남북조시기 주변국들이 중국에게 특정한 관작의 除授를 요청한 경우가 확인된다.
188) 《晋書》 卷9, 簡文帝本紀, “咸安二年 春正月 辛丑 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
189) 안성진, 2011 〈陶瓷를 통해 본 4세기 초 百濟와 東晉의 交流〉 《한국사학보》 42, 고
려사학회, 32~33쪽.
352년 前秦과 前燕이 각각 황제를 자칭하면서, 동진은 책봉국으로서의 이념적 우위를
상실하였다. 동진은 백제를 책봉함으로써 책봉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군사적 동맹국을
얻을 수 있었다.
190) 《晋書》 卷10, 孝武帝本紀, “太元十一年 夏四月 以百濟王世子餘暉爲使持節都督鎮東
將軍百濟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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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191) 이는 중국의 왕조가 피책봉국의 영역 변화
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정 정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책봉하였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B]-3에서는 기존과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평양
은 고구려의 도읍이었으며, 또한 한반도에 존재했던 낙랑군의 영역은 신라
지역까지 미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北齊는 신라 眞興王을 ‘使持節 東
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에 책봉하였다. 그렇다면 북제는 왜 평양이라는
지역성을 띠고 있는 낙랑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진흥왕을 낙랑군공에 책
봉하였을까.
첫째, 신라인들의 낙랑에 대한 인식을 지적할 수 있다. 《三國志》는 “辰
韓人들이 옛날의 망명인으로 秦의 苦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으며, 낙랑
사람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阿殘’이라고 하였다”고 기록하였
다.192) 즉 자신들의 출자를 낙랑 지역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러한 인식은 《三國遺事》에서도 확인된다.193) 실제로 경주를 비롯한 영남
일원에서 나타나는 목관묘를 위만조선시기에 남하를 시작한 고조선유민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194) 서북한 지역과 영남 지역의 문화적
친연성은 《삼국지》에 나타나는 신라인들의 출자의식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즉 신라인들 역시 낙랑과 자신들의 관련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또한 고고
학적으로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낙랑이라는 개념은 신라인에
게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삼국지》의 기록은 이러한 신라인들의
인식을 중국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인들이 인식했던 낙랑 위치에 대한 모호함과 中華意識의 강
화를 지적할 수 있다. 《隋書》 열전에는 신라가 고구려의 동남쪽에 위치해
191) 김기섭, 2000 앞의 책, 157~158쪽.
192) 《三國志》 魏書東夷傳 辰韓條,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
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
有名之爲秦韓者”
193) 《三國遺事》 卷1, 紀異1, 樂浪國, “新羅人亦以稱樂浪 故今本朝亦因之而稱樂浪郡夫人
又太祖降女於金傅 亦曰樂浪公主”
194) 최병현, 1990 〈新羅의 成長과 新羅 古墳文化의 展開〉 《한국고대사연구》 4, 한국고대
사학회,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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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나라 때 낙랑의 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95) 신라를 낙랑군과
연결시키는 인식은 그 이후의 사서에서도 확인된다. 문제는 고구려의 도읍
이 평양성이며, 이는 한나라 때 낙랑군의 옛 땅이었다는 기록과, 신라가
한나라 때 낙랑의 땅이었다는 상호 모순된 인식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
이다.196)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는 사서가 편찬되는 시점은 낙랑군이 한반
도에서 축출된 지 한참이 지난 시기로서, 낙랑이 실제 영유했던 지역에 대
한 인식이 모호해졌을 가능성이 있다.197)
또한 중국의 왕조가 신라를 낙랑군과 연결시키는 인식을 과거 중국 군
현명을 사용하여 삼국을 蕃國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중화의식의 발로로 파
악한 연구도 확인된다.198) 시간이 지나면서 낙랑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은
옛 한사군처럼 중국이 직접 지배를 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 점
차 명확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이 상정했던 ‘天下’의 구성요소였던
한반도 국가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를 위해 옛 한사군이었던 낙랑의
이름을 사용하여, 한반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의 일부임을 드러내
고자 했을 것이다. 그 결과 낙랑에는 한반도 전체를 관할한다는 중국의 의
식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점차 강화되어가는 중화의식과 함께 낙
랑군 축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랑이 실제 영유했던 지역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진 상황은 낙랑군과 신라를 연결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북제와 고구려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550년 5월 북
195) 《隋書》 列傳 第46, 東夷,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之地 或稱斯羅”
196)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東夷, “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 … 其國都於平壤城
即漢樂浪郡之故地 在京師東五千一百里”; “新羅國 本弁韓之苗裔也 其國在漢時樂浪之
地”;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本扶餘別種也 … 其君居平壤城 亦謂長
安城 漢樂浪郡也 去京師五千里而贏”; “新羅 弁韓苗裔也 居漢樂浪地”
197) 문창로, 2004 〈新羅와 樂浪의 關係 : 新羅史에 보이는 ‘樂浪’의 實體와 그 歷史的
意味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4, 한국고대사학회, 206쪽.
진흥왕 시기 신라는 낙랑군 東部都尉가 있었던 함경남도 및 강원도 일대를 영토로 확
보하였는데, 낙랑의 일부 지역이나마 신라가 영유하게 되었음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8) 임기환, 1998 〈百濟 始祖傳承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백제연구》 28, 충남대
학교 백제연구소,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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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국되자, 고구려 陽原王은 同年 6월에 조공사절을 보내고 9월 북제
로부터 책봉을 받아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199) 고구려가 북제의 건국에
맞추어서 사신을 파견했다는 점은 북중국 왕조와 맺었던 종전의 우호적
관계를 북제와도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0)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552년 北魏 末 고구려로 들어온 流人에 대한 반환 요구201)로 균열
을 보이기 시작한다. 고구려가 북제에 入朝한 횟수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격감하며, 양국의 악화된 관계는 平原王대에도 지속된다.202)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와중, 신라 진흥왕은 전통적으로
고구려가 받았던 낙랑 관련 봉호를 북제로부터 수여 받는다. 流人 문제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營州 지역 진출을 묵과할 수 없었던 북제는 고구려의
팽창을 막고자 하였을 것이다. 고구려와 북제의 갈등은 신라에게 호기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에 564년 신라는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
다.203) 북제 역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를 동맹국가로 고려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204) 즉, 평양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했던 진흥왕에게 낙
랑군공의 봉호를 내린 것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북제의 의도가 작용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 대한 낙랑군공 책봉은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랑에 대한
199) 《三國史記》 卷 第19, 高句麗本紀 第7, 陽原王, “六年 夏六月 遣使入北齊朝貢 秋九
月 北齊封王爲使持節 侍中 驃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200) 이성제, 2001 〈高句麗와 北齊의 關係 : 552년 流人 送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연구》 23, 한국고대사학회, 231, 245~246쪽.
201) 《北史》 卷 第94, 列傳 第82, 高句麗, “天保三年 文宣至營州 使博陵崔柳使于高麗 求
魏末流人 敕柳曰 若不從者 以便宜從事 及至 不見許 柳張目叱之 拳擊成墜於牀下 成左
右雀息不敢動 乃謝服 柳以五千戶反命”
202) 井上直樹, 2013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と高句麗・北斉関係〉 《고구려발해연구》
45, 고구려발해학회, 120~121쪽.
203) 《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二十五年 遣使北齊朝貢”
204) 신라는 564년 북제에 대해 조공하고 565년 2월 낙랑군공으로 책봉받았다. 그런데
565년 9월 陳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불교 經論 1천 7백여 권을 주었다(《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二十六年 九月 陳遣使劉思與僧明觀 來聘 送釋氏經論
千七百餘卷”)는 기록이 확인된다. 남북조의 대립이 첨예한 시기에 陳은 신라와 북제의
연결을 염려하여 먼저 사신을 보내어 신라와 교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565년 이후 진과 신라는 불교를 매개로 한 교류를 계속하였다. 신라는 진에게
도 조공을 하는 한편, 북제에게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등 남북조 국가들과 각각 교류
하며 외교 노선을 다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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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연성 및 중국 왕조의 중화의식 강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랑이
실제 영유했던 지역에 대한 지식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또한 낙랑군공 책
봉 직전 북제와 고구려의 관계 악화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의 진흥왕이 받은 봉호는 평양이라는 지역성을 강하게 함유하
고 있었던 고국원왕과 근초고왕에게 내려졌던 봉호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
355년 전연의 낙랑공 책봉은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와 경영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전연은 중원 지배를 목표로 했고, 낙랑 지역은
현실적으로 경영의 의지가 없었던 변방에 해당하였다. 또한 낙랑공 책봉은
漢과 고구려의 옛 관계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전연에게 유리했다. 고국원
왕 역시 전연에 의해 낙랑 고지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낙랑 고
지 경영에 있어 백제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낙랑공 책봉은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를 방증한다.
낙랑공 책봉으로 355년 이후 고구려의 서북 국경이 비교적 안정기에 들
어갔다. 고국원왕은 외침이라는 이거의 동인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계속 평
양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3장에서 살펴볼 대외 정책
의 변화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355년의 낙랑공 책봉은 임시적 이동
이었던 ‘이거’를 ‘천도’의 의미로 변화시켰으며, 이동 후 定住의 원인을 수
동적 동기에서 능동적 동기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국원왕 40년(370) 前秦의 苻堅에 의해 전연이 멸망하였다.205) 고국원
왕은 고구려로 귀부한 太傅 慕容評을 붙잡아 전진으로 압송하였다.206) 모
용평이 고구려로 귀부했다는 것은 그가 고구려를 정치적 망명처로 고려하
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모용평의 망명은 이 시기까지 고구려가
자신의 우방이자 전연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205) 三崎良章, 2002 《五胡十六國 : 中國史上の民族大移動》, 東方書店, 76쪽.
370년 9월 전연은 6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전진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았다. 전연은 慕
容評이 이끄는 40여 만 명으로 대항했지만 실패하였다. 同年 11월에는 전진의 부견이
친히 거느리는 정예 군사 10만 명에 의해 鄴을 잃었으며, 慕容暐 휘하 鮮卑 4만 戶는
長安으로 끌려가 전연은 완전히 멸망하였다.
206)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四十年 秦王猛 伐燕破之 燕太傅
慕容評來奔 王執送於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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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년 낙랑공 책봉 이후 370년까지 고구려와 전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
료가 남아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모용평의 고구려 귀부를 볼 때
양국의 조공 책봉 관계는 37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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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西進에서 南進으로의 전환
樂浪公 책봉 이후 369년까지 고구려 관련 문헌 사료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낙랑공 책봉으로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前燕은 중원 공격에 전념하고 있었고,207) 고구려는 內政 안정화에 힘썼을
것으로 추측된다. 佛敎 수용 및 律令 반포 등,208) 고구려의 주요한 내정
정비가 小獸林王 재위 극초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들 개혁은
故國原王 시기부터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전연과의 안정된 관계 및 내정 안정화를 바탕으로 전연을 제
외한 주변 국가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고, 이는 고구려 대외 팽창 방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에는 대외 관계의 안정과 함께
이를 수행할 만한 정권의 안정적인 정치 상황 및 경제적・군사적 성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고국원왕의 정치적 지위와 4세기
고구려의 국가적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왕으로서 고국원왕의 정치적 지위는 강고했
다. 왕조 시대에 있어서 차기 왕위 계승권자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太子
책봉은 당대 정치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다. 책봉
된 왕자는 국왕 다음가는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정치적 역학 구도에서
부각될 만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209) 정치적 숙청 속에서 왕위에
207) 三崎良章, 2002 앞의 책, 74~75쪽.
전연은 후조와 단부의 잔여 세력을 평정하고 357년 11월 鄴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전
연은 지배 영역 확대를 계속했고, 동진 및 새로이 흥기한 前秦과 더불어 중국은 거의
三國 정립의 상태가 되었다. 360년 慕容儁의 사망 이후 그 아들 慕容暐가 황제에 즉위
했는데, 실권은 慕容恪, 慕容評 순으로 옮겨졌지만, 전연의 대외 팽창은 계속되었다.
355년 이후 전연의 대외 팽창에 대해서는 본고의 [부록 1]을 참고할 수 있다.
208)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二年 夏六月 秦王苻堅 遣使及浮
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立大學 敎育子弟”; “三年 始頒律令”
209) 김병곤, 2010 〈『삼국사기』내 책봉 기사로 본 삼국의 태자제 운영 양상 및 정치적 위
상〉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401, 409, 412, 418쪽.
고구려는 28왕 중 16왕에 의한 17건의 태자 책봉이 확인되는데, 삼국 중 가장 높은 빈
도이다. 왕권의 성쇠에 따른 태자 위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고구려 중앙 정계에서 태자
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은 최고위 國相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삼국사기》의 태
자 책봉과 일반 관직자 임명에 대한 서술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고구려의 경우 미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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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美川王210)은 즉위 후 왕권 강화와 함께 대외팽창에 몰두했고, 그 팽
창의 정점에서 후에 고국원왕으로 즉위하는 왕자 斯由를 태자로 세웠
다.211) 고국원왕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태자의 신분으로 정치의 중심
에서 왕위 계승 수업을 받았던 것이다. 고국원왕 역시 후에 소수림왕으로
즉위하는 丘夫를 태자로 세웠는데,212) 이러한 태자 책봉의 정례화는 왕권
의 안정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고국원왕이 후계자 임명을 의미하는 태자
책봉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역시 그의 치세동안 고구려 국왕으로서 그의
지위가 안정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국원왕 재위 초기 국왕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사가 보인
다. 고국원왕 2년(332) 始祖廟 親祀와 賑恤 기사가 그것이다.213) 시조묘
친사는 단순한 의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新王의 권위에 실제적 권
력을 담보해 주었다. 국가적인 해당 의례를 통하여 신왕은 정통성을 인정
받고 권위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214) 또한 고국원왕은 장기간의 行
幸을 전제하는 시조묘 친사를 하는 동시에 진휼에 힘썼다. 국왕의 진휼은
民이 국왕과 직접적 관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휼의 주체가
되는 국왕의 행보는 생산의 근간인 민들의 보전은 물론 안정된 국왕권에
대한 사회적 선전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고국원왕 시기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태자 책봉 기사가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미천왕의 태자 책봉이 고
구려 태자제의 획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10)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烽上王, “二年 九月 王謂其弟咄固有異心 賜
死 國人以咄固無罪哀慟之 咄固子乙弗出遯於野”
211)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十五年 春正月 立王子斯由爲太子”
212)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二十五年 春正月 立王子丘夫 爲
王太子”
《삼국사기》에 의하면 340년 전연에 세자를 파견했다는 기사(《三國史記》 卷 第18, 高句
麗本紀 第6, 故國原王紀, “十年 王遣世子 朝於燕王皝”)를 확인할 수 있는데, 355년 왕
자 丘夫를 太子로 세웠다는 기록이 보인다. 처음 세자로 임명되었던 인물은 모종의 이
유로 사망했기 때문에 새롭게 세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으로 여겨진다.
213)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二年 春二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巡問百姓老病賑給”
214) 강진원, 2015 《高句麗 國家祭祀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94~9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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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기사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역시 고국원왕 치세가 성공적으로 기능하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太王號가 고국원왕대 처음으로 제정되어 사용되었
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215) 고국원왕의 태왕호 사용에 대해서는 〈牟頭
婁墓誌〉가 참고되는데, 모두루의 선조인 大兄 冉牟가 활약한 시기인 “□
罡上聖太王之世”는 고국원왕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며, □은 國으로 추정
되므로 國罡上王이라고도 불렸던216) 고국원왕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고국원왕 시기 독자적 年號 제정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217)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국왕 중심의 안정된 치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국원왕은 영토 팽창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
었다. 342년 전연의 침입 때 고국원왕은 정예군에 해당하는 精兵 5만을
동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 병력을 운용했다. 사서에는 예비 병력을 羸
兵으로 표현하였지만 국왕이 친히 이끌었다는 점에서 왕을 호위하는 근위
병들도 존재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 전부를 羸兵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에 전연의 慕容皝은 고구려 공격을 위해 무려 5만 5천의 대군을 동원해
야 했다.
고구려는 남도에서는 대패하였지만 북도에서는 승전하였다. 이로 인해
모용황이 다시 끝까지 쫓지 못하고 철수하려 하였다. 북도에서의 패배는
전연으로 하여금 고구려에 대한 직접지배를 꾀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342년의 전쟁에서 고구려군의 구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369년의 백제 공
격에서 騎兵을 동원한 것이 참고된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꾸준히 기병을
215) 武田幸男, 1989 《高句麗と東アジア》, 岩波書店, 257~258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78~79쪽; 여호규, 2010 〈高句麗의 太王號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
연구》 35,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454~461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434~442쪽.
216)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元年 故國原王 一云國罡上王”
217) 강현숙, 2015 〈高句麗 年號 開始에 대한 考古學的 論意〉 《한국고대사연구》 77, 한국
고대사학회, 66~70쪽.
신라 瑞鳳冢 출토 延壽元年辛卯三月銘 銀盒은 고고학적 결과와 태왕호, 해수의 표기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고구려가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延
壽는 고구려의 연호라고 할 수 있다. 4세기 대의 辛卯年으로는 331년과 391년이 있는
데, 391년은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로 광개토왕의 연호는 永樂으로 확인된다. 즉, 서봉
총 은합의 연수 원년은 고국원왕의 즉위년인 331년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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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218) 이러한 기병 중시의 전통 및 철기 제
작기술의 발달219)과 조직적인 軍馬 양성220)은 고구려의 군사력을 강화시
켰을 것이다. 전연의 회군은 중원 공격을 앞두고 군사력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고구려의 정예군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에
대한 군사적 부담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4세기 전반에 들어와서 고구려의 군사력은 크게 성장하였다. 2세기에 5
천~1만 명에 불과하였던 고구려의 병력동원규모는 급증하여 342년 전연과
의 전쟁에서 5만 명 이상의 대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전투 지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4세기에는 국경 지대에 城 중심의 군사방어체
계와 지방 지배의 거점이 마련되었다.221) 전연과의 전쟁을 앞두고 고구려
가 국경지대에 新城을 축조하였던 것은 성 중심 방어체계의 일단을 보여
준다. 비록 전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고국원왕 시기 고구려의 군
사방어체계는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미천왕 시기
낙랑군 점령으로 인한 발달된 중원문화의 흡수와 전연과의 오랜 항쟁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자극하였을 것이다.
전연과의 안정된 관계 및 내정 안정화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전연을 제
외한 주변 국가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고, 이에 주목한 대상은 낙랑・대방
군 축출 이후 국경을 맞닿게 된 백제였다. 즉, 고구려는 백제와의 관계 설
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던 것이다.

蓋鹵王 18년(472) 사신을 魏에 보내 조공하고, 表를 올렸다. “臣은 나라
가 동쪽 끝에 서 있고 승냥이와 이리[고구려]가 길을 막아, 비록 대대로

218) 《三國史記》 卷 第15, 高句麗本紀 第3, 太祖大王, “六十九年 十二月 王率馬韓穢貊一
萬餘騎 進圍玄菟城”
219) 이인철,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국방부 전사편
찬위원회, 4~5쪽.
고구려 병사들이 많이 소유했던 무기는 鐵矛였다. 철모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고분벽
화로도 증명되는데, 고분벽화를 보면 창을 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 騎兵임을 알 수 있
다.
220) 서영교, 2014 《高句麗 騎兵》, 신서원, 157, 163~172쪽.
221) 여호규, 2014 앞의 책, 538~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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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한 교화를 받았으나 藩屛의 [예를] 바칠 수 없었습니다. … 신과 고
구려는 근원이 扶餘에서 나왔으므로, 先世 때에는 옛 우의를 두텁게 하
였는데 그 할아버지 釗[고국원왕]가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가벼이 저버
리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222)

472년 蓋鹵王은 北魏에 보낸 국서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오랜 仇怨을
고국원왕 시기로 소급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양국 갈등, 즉 고
구려 남진정책의 시작이 고국원왕 시기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대백제전의 원동력은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 결과 평양을 도읍이자 대
백제 공격의 전방기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전연과의 관계
안정 및 4세기 고구려의 내정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갈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세기에 확인
되는 양국의 갈등에서 찾은 견해가 있다. 《三國史記》 백제본기 責稽王 원
년(286)의 기사223)가 그것인데, 이때 양국의 대면은 간접적이었지만, 고구
려로서는 백제의 구원군 파견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
하였다.224) 즉, 초기 역사에서 보이는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못했다.
또한 汾西王 7년(304) 백제는 낙랑군의 서쪽 현을 습격하였는데,225) 이
는 중국 군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백제의 의지를 보여준다.226) 중국 군현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고구려와 백제의 갈등은 미천왕의 낙랑군・대방군
축출로 일단락되지만, 그 후에도 백제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제는 대방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222) 《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十八年 遣使朝魏 上表曰 臣立國東極
豺狼隔路 雖世承靈化 莫由奉藩 … 臣與高句麗 源出扶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 輕
廢鄰好 親率士衆 凌踐臣境”
223)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責稽王, “元年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
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不可不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城蛇城備之”
224) 김현숙, 2007 앞의 논문, 25~28쪽.
225)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汾西王, “七年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226) 김수태, 2004 〈漢城 百濟의 성장과 樂浪・帶方郡〉 《백제연구》 39, 충남대학교 백제
연구소,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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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227) 대방군 축출 이후 이들 세력의 상당 부류가 백제쪽으로 유입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228) 백제 정권은 대방군의 잔여 세력을 흡수함으로
써 대방 고지에 대한 연고권을 설정하고, 이를 백제 진출의 근거로 이용하
고자 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황해도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된다. 고대 사회에서 전
쟁은 國富라 할 수 있는 토지와 인민을 최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 수단이었다. 낙랑공 책봉으로 서북 지역으로의 진출이 차단된 상황
에서 단기간에 국부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쪽으로의 영토 확
대 및 인민의 확보였다. 황해도는 한반도 서북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중국은 물론 삼한 및 倭를 연결하는 요지였음이 확인되며,229) 대
동강 일대의 평원은 일정한 농업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230)
고구려와 백제의 첫 충돌 직전 백제와 신라의 交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231) 백제는 366년 신라에 먼저 사신을 보냈을 뿐 아니라 368년에는
良馬 두 필을 선물하는 등232) 양국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平
227) 조관휴, 2014 〈백제 한성기의 왕계 변화와 대방군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42, 국민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3~114쪽.
東夷校尉의 설치로 인해 대방군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대방군은 백제와의
혼인 관계를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게 된다. 신라와 잦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백제의 입
장에서도 대방군과의 관계 개선은 전선을 신라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측면
에서 효용이 있었다.
228) 강종훈, 1992 〈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 《韓國古代史論叢》 4, 駕洛國史蹟開發硏究
院, 418쪽.
《南齊書》에서 나타나는 백제 사신들의 姓은 중국식 성으로 확인된다. 강종훈은 후대의
大姓八族에 이들 중국식 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중국어에 능숙해야 하는 사신의 임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백제의 토착세력이 아닌 낙랑・대방인의 집단적 남하와 관련시
켜야 한다고 보았다.
229) 高久健二, 2012 앞의 논문, 19~20쪽.
230) 문은순, 2007 앞의 논문, 29~31쪽.
황해도 지역은 평양평야를 비롯하여 임원평야・순안평야・미림평야・보통평야・동평양
평야 등이 발달해 있으며, 대동강 남부의 재령강 유역에도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231)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一年 春三月 遣使聘新羅”; 同書
卷 第3, 新羅本紀 第3, 奈勿尼師今, “十一年 春三月 百濟人來聘”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북진을 위한 백제의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고국원왕의 남
진정책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355년 이후 369년까지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의 기록
이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지만, 고국원왕의 남진 의지를 확인한 백제
가 동맹자로서 신라를 주목했고 이에 양국의 동맹이 맺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232)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三年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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壤東黃城으로의 이거는 전연의 남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거
당시 백제의 북진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백제와 신
라의 동맹관계 성립으로 인해 가시화된 위협은 전연의 침입으로 인해 평
양 지역으로 이거해야만 했던 경험을 가진 고국원왕으로 하여금 위기의식
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369년 백제를 先攻함으로써233)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다.

近肖古王 24년(369)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사유가 보병과 기병 2만 명
을 거느리고 치양에 주둔하며 군사를 나누어 민호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급히 쳐서 격파하고 5천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노획한 것들을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234)

양국의 첫 충돌 기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는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이 고구려의 先攻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구려의
공격이 고국원왕의 親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백제전 수행에
있어서 고구려의 적극성을 보여준다.
첫 충돌의 격전지는 지금의 황해도 白川으로 비정되는 雉壤이었는
데,235) 이 지역은 백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걸로 여겨진다. 그러나 백
제가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영역화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고국원왕
이 치양 지역에 주둔하며 민가를 약탈했다는 점과 고구려군이 치양에 이
르기 전까지 백제군과의 교전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기록의 소략 가능성

書 卷 第3, 新羅本紀 第3, 奈勿尼師今, “十三年 春 百濟遣使 進良馬二匹”
233)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三十九年 秋九月 王以兵二萬 南
伐百濟 戰於雉壤 敗績”; 同書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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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虜獲分賜將士”
234)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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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賜將士”
235) 이병도, 1970 〈百濟近肖古王拓境考〉 《백제연구》 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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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이 지역에 백제가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해
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태자의 신분이었던 近仇首는 후퇴하는 고구려군을 쫓아 지금의 신
계현에 해당하는 水谷城236)의 서북까지 진출하였다.237) 근구수는 고구려
군의 반격을 염려하여 海西正脈을 넘지 않고 신계 지역에 척경비에 해당
하는 표지를 만들었다. 태자의 말로 미루어 보자면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
향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같다. 즉, 고구려와 백제 양
국은 황해도를 남북으로 나누며 황해에 이르는 자연적인 경계인 海西正脈
을 기준으로 각각 북과 남을 영역화하고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가 갈등을 빚고 있던 고국원왕 40년(370), 前秦의 苻堅에
의해 전연이 멸망하였다.238) 고국원왕은 고구려로 귀부한 慕容評을 붙잡
아 전진으로 압송하였다.239) 다음 해에 고국원왕이 사망하기 때문에 고국
원왕 시기 전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러나 소수림
왕 2년 전진이 불상과 경문을 보내고 이에 대해 소수림왕이 사신을 보내
화답했다는 기록240)은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구려
의 서북 지역 경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안정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진
과의 우호관계 성립은 동시에 이 지역으로의 경략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
236) 《東國輿地勝覽》 卷42, 新溪縣 古跡條, “俠溪廢縣 在縣南三千里 本高句麗水谷城縣
一名 買旦忽”
237)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仇首王, “元年 先是 高句麗國岡王斯由 親來
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 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不攻自潰 太
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不
辱 知止不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乃積石爲表 登其上 顧左右曰 今日之
後 疇克再至於此乎 其地有巖石 罅若馬蹄者 他人至今 呼爲太子馬迹”
이 기사는 근구수왕 원년(375)조에 실려 있지만, ‘先是’라는 표현과 그 내용을 볼 때,
369년 고구려의 백제 침공을 소급하여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8) 三崎良章, 2002 앞의 책, 92~97쪽.
368년까지 국내 안정화에 성공한 苻堅은 뒤이어 적극적인 대외 확대 정책을 펼쳤다.
그는 370년 11월 親征하여 前燕을 멸망시키고 중원에서 요동까지 영토를 넓혔다. 부견
의 팽창정책은 확대일로를 거듭하여 376년까지는 화북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239)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四十年 秦王猛 伐燕破之 燕太傅
慕容評來奔 王執送於秦”
240)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二年 夏六月 秦王苻堅 遣使及浮
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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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국원왕이 남쪽으로의 팽창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
었다.
近肖古王 26년(371)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패하
가에 복병을 두고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공격하니 고구려 군사
가 패하였다.241)

그러나 고구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영역이 북상하였
던 것 같다. 369년 단계에 고구려와 백제 양국은 海西正脈을 자연적 경계
로 하여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진 黃州 지역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는 이 지역까지 진출한 백제 세력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악 3호분을 통해볼 때 357년까지 안악
지방은 고구려의 영역에 속해있었다. 또한 백제의 태자가 신계 지역 북서
쪽을 경계로 더 이상 북상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369년 이전 황주 지역
이 백제의 영역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황주 출토 백제 토기류는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 토기류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며, 그 연대는 4세기 중엽에서 4세기 후반에 걸치는 시
기로 비정된다고 한다.242) 만약 이전에 황주 지역이 백제의 영역이었다면,
후방에 적군이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가 치양을 공격한 것이 된
다. 그러므로 황주 지역이 백제의 영역으로 확보된 시점의 상한은 369년
치양 공격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369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백제가 북상하여 황주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威勢品이 아
닌 토기의 출토는 주목할 만한 점인데, 한강 유역의 토기와 동일한 양식의
241)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六年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
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242) 최종택, 1990 앞의 논문, 333~334쪽.
황주 출토 백제 토기류는 파편 상태이기는 하지만 토기질이나 태토, 문양 등이 한강 유
역의 초기 백제 토기류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다. 특히 高杯 완형을 통해볼 때
유개각진어깨고배류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고배류는 한강 유역에서는 대체로 4세기
중엽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황주 출토 백제 토기류의 연대를 4세기 중
엽에서 4세기 후반에 걸치는 시기로 비정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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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 출토 토기는 동일 문화를 향유하는 주민의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이 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369년과 371년 고구려의 백제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고구려의 패인
에 대해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한반도 서북 지역에 대한 지방제도의 미비
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의 최대 동원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 고국원왕은 내부적으로는 초월적인 위상을 확립하였지만, 전면전을
감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243) 그러나 고국원왕은 대백제전을 先攻
으로 시작하며 전쟁 수행의 자신감을 보였으며, 비록 疑兵이라 할지라
도244) 步騎 2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369년부터 시작된 전연과 전진의 갈등이 주목된다.245)
고국원왕은 전연과 전진의 갈등 여파를 대비해야 했으므로 서북 국경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전연의 太傅이자 실세
였던 모용평의 귀순은 양국의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고구려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연 멸망 당시까지 전연의 도읍인 鄴에는
고구려 質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246) 고구려는 고구려 상류
층의 자제들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연
과 전진의 갈등과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야했던 고

243) 여호규, 2004 〈4세기 동북아 국제정세와 고구려 고국원왕의 생애〉, 《역사문화연구》
2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88~189쪽.
244)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仇首王, “元年 先是 高句麗國岡王斯由 親來
侵 … 高句麗人斯紀 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
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不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
於水谷城之西北”
245) 《資治通鑑》 卷102, 晉紀 第24, “太和四年 初 燕人許割虎牢以西賂秦 晉兵既退 燕人
悔之 謂秦人曰 行人失辭 有國有家者 分災救患 理之常也 秦王堅大怒 遣輔國將軍王猛
建威將軍梁成 洛州刺史鄧羌帥步騎三萬伐燕 … 太和五年 十一月 對曰 狐死首丘 欲歸死
於先人墳墓耳 堅哀而釋之 令還宮 帥文武出降”
246) 《資治通鑑》 卷102, 晉紀 第24, “太和五年 十一月 戊寅 散騎侍郎徐蔚等率扶餘高句麗
及上黨質子五百餘人 夜開城門以納堅軍”
《資治通鑑》에서 370년 11월 전연 멸망 당시 전연의 도읍인 鄴에 있었던 고구려 質子
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오호십육국시기 군주들은 자신들이 정복했던 민족들의 유
력자를 도읍으로 이주시켜서 감독하였으며, 자기 심복인 同族의 軍士를 그 가족과 함께
정복지의 요소에 파견하여 주둔시키고, 四方을 방비했다(宮崎市定, 1999 〈六朝時代華
北の都市〉 《宮崎市定全集》 7(六朝), 岩波書店,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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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는 군사력을 전면으로 동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동맹으로 가시화된 백제의 북진은 고국원왕이 머
무르고 있던 평양 지역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위기 상황을 가져
왔고, 이에 고국원왕은 백제를 先攻하였다. 하지만 백제의 방어는 강력했
고 이러한 기세를 몰아 371년 근초고왕이 3만의 대군으로 平壤城을 공격
하였다. 이때는 고국원왕이 평양동황성으로 이거한지 이미 30여 년에 가
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국원왕이 머무르고 있었
던 평양동황성은 평양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성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
을 것이며, 이에 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성으로서 평양성으로도 불리게 되
었을 것이다. 실제로 뒷시기가 되면 長安城이 평양성으로도 불리게 되는
데,247) 이러한 예는 시기에 따라 평양성이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바뀔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했던 371년의 평양
성은 평양동황성의 異稱이라고 할 수 있다.

故國原王 41년(371)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
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은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流矢]에 맞아
이 달 23일에 죽었다. 고국의 들에 장사지냈다.248)

근초고왕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평양성을 탈취하는 데는 실패했다. 소수림왕 5년(375)의 수곡성 공격
기사249)와 同王 7년(377) 백제의 평양성 침공 기사를 보면,250) 여전히 평
247) 《北史》 卷94, 列傳 第82, 高句麗, “都平壤城 亦曰長安城”
248)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四十一年 冬十月 百濟王帥 兵三
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 薨 葬于故國之原”; 同書 卷 第
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六年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同書 卷 第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十八年
遣使朝魏 上表曰 … 臣與高句麗 源出扶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 輕廢鄰好 親率士
衆 凌踐臣境 臣祖須 整旅電邁 應機馳擊 矢石暫交 梟斬釗首”
249)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五年 秋七月 攻百濟水谷城”; 同書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三十年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
拒之 不克”
250)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七年 冬十月 百濟將兵三萬 來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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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국원왕의 전사로 인해 국내성 지역으로 환도한 소수림왕은 남진정책
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고구려 내정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에 소수림왕 4년(374)까지 고구려의 대외 팽창은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구려의 남진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연합하였던 백제와 신라
는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을 상실하자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
奈勿尼師今 18년 (373) 백제 독산성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와서 항복
하였다. 왕이 그들을 받아들여 6부에 나누어 살게 하니, 백제왕이 글을
보내 말하였다.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었는데, 지
금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한 백성을 받아들이니 화친한 뜻에 크게 어긋나
는 일이며, 이는 대왕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청하건대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백성은 일정한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돌봐주면 오고, 괴롭게 하면 가버리는 것은 진실로 그렇기 때
문이다. 대왕께서는 백성이 편안하지 않음은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과인
을 책망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심한가. 백제에서 그 말을 듣고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251)

백제 禿山城 城主의 신라로의 내항은 백제와 신라의 동맹결렬을 보여준
다. “화친을 맺어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양국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373년 독산성 성주의 신라로의 내항은
양국의 공고했던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고구려
와 백제의 전쟁은 소강상태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대외적 위기가 사라지자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 역시 그 의미를 잃었다. 고국원왕의 남진정책은
동시기 삼국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고리가 되었던 것이다.
平壤城 十一月 南伐百濟”
251)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二十八年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同書 卷 第3, 新羅本紀 第3, 奈勿尼師今, “十八年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
王也 請還之 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斁則去 固其所也 大王不患民之不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不復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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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낙랑공 책봉 이후 확인되는 고구려와 백제의 갈등 기사를 통
해 고국원왕 시기 고구려의 대외 팽창 방향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국
원왕 이전 시기 고구려 대외 팽창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
선 고구려는 주변의 小國들을 정복하면서 放射形으로 고구려 정치체 자체
의 크기를 확대해나갔다. 당시 고구려가 정복한 소국들에 대해서는 그 이
름만이 전할 뿐 자세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졸본・국내・압록강 유역의 토착 소세력 집단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252) 주변 소국에 대한 정리가 일단락된 후, 고구려는 중국 군
현 및 그 배후의 중국 세력과의 투쟁을 적극화해나가는데, 미천왕 시기 낙
랑군 축출은 중국 군현 축출이라는 고구려 대외 팽창의 방향을 잘 보여준
다.
미천왕의 중국 군현 축출 이후 고구려 대외 팽창의 방향은 西進과 남진
의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 그런데 미천왕은 낙랑 고지, 즉 평양 지역에
대한 경영을 바탕으로 한 남진이 아닌 서진을 선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미
천왕의 낙랑・대방군 점령은 慕容瘣가 張統과 연결하여 서북한까지 진출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공격이었으며, 당시 고구려는 요동 진출을
최종 목표로 삼아 대외정책을 추진했다는 견해가 주목된다.253)
또한 미천왕은 慕本王 시기 요서 원정254)과 新大王 시기 幽州와 幷州
원정255)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요서 진출을 재개하였다.256) 한반도 내의
중국 군현의 축출로 후방을 염려하지 않고 요서로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
인데,257) 미천왕 20년(319) 東晉의 平州刺史 崔毖, 鮮卑의 宇文部 및 段
252) 임기환, 1987 앞의 논문, 11~12쪽.
253) 여호규, 2009 〈4세기 고구려의 樂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한국고대사학회, 162~163쪽.
254) 《三國史記》 卷 第14, 高句麗本紀 第2, 慕本王, “二年 春 遣將襲漢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祭 肜信待之 乃復和親”
255) 《後漢書》 卷51, 李陳龐陳橋列傳 第41, “桓帝末 鮮卑南匈奴及高句驪嗣子伯固 並畔
爲寇鈔 四府舉玄爲度遼將軍 假黃鉞 玄至鎮 休兵養士 然後督諸將守討擊胡虜及伯固等
皆破散退走 在職三年 邊境安靜”; 同書 卷8, 孝靈帝紀 第8, “建寧元年 十二月 鮮卑及
濊貊寇幽并二州”
256) 윤병모, 2011 《高句麗의 遼西進出 硏究》, 경인문화사, 57쪽.
257) 김미경, 1996 〈高句麗의 樂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 《學林》 17,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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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등 모용부의 주변 세력들과 연합하여 이루어진 전연의 棘城 공격이 그
것이다.258) 모용부의 멸망을 목표로 했던 4자 연합은 결과적으로 실패했
지만, 이를 주도한 최비의 고구려 귀순을 볼 때 고구려가 모용부의 가장
적극적인 반대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259)
4자 연합을 비롯한 미천왕 시기 요동에 대한 집요한 공격260)은 미천왕
이 추구하고자 했던 대외 팽창의 방향이 서진임을 보여준다. 330년 미천
왕은 後趙의 石勒에게 사신을 보내고 楛矢를 전하였다.261) 요동을 둘러싼
패권의 향방이 모용외에게 기울어져가고 있었음에도,262) 고구려는 외교 노
선을 다변화하며 끊임없이 모용부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리
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용부의 약화와 이를 전제로 한 고구려의 서진이
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국원왕 시기 고구려 대외 팽창의 방향이 남쪽으로 전환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국원왕의 343년 평양 이거로 인해 고구려는 미천왕
시기 확보한 낙랑군의 고지를 확고하게 영역화하였다. 또한 355년 이후
낙랑공 책봉으로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고구려는 남쪽으로 관심을 돌

교 사학연구회, 12쪽.
258)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二十年 冬十二月 晉平州刺使崔毖來
奔 初 崔毖陰說我及段氏宇文氏 使共攻慕容廆 三國進攻棘城 廆閉門自守 獨以牛酒 犒宇
文氏 與國疑宇文氏與廆有謀 各引兵歸 宇文大人悉獨官曰 二國雖歸 吾當獨取之 廆使其
子皝與長史裴嶷 將精銳爲前鋒 自將大兵繼之 悉獨官大敗 僅以身免 崔毖聞之 使其兄子
燾詣棘城僞賀 廆臨之以兵 燾懼首服 廆迺遣燾歸 謂毖曰 降者 上策 走者 下策也 引兵隨
之 毖與數十騎 棄家來奔 其衆悉降於廆 廆以其子仁 鎭遼東官府 市里案堵如故 我將如孥
據于河城 廆遣將軍張統掩擊擒之 俘其衆千餘家 歸于棘城 王數遣兵寇遼東 慕容廆遣慕容
翰慕容仁 伐之 王求盟 翰仁乃還”
259) 박세이, 2014 앞의 논문, 60쪽.
또한 고구려는 당시 최비의 치소가 있던 요동성에 가장 인접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최
비의 망명에 고구려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데, 모용외 군사들의 추격을 받
던 최비의 조카 崔燾가 고구려군이 웅거하고 있던 于河城에 피신하여 그 보호 하에 있
었다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260)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二十一年 冬十二月 遣兵寇遼東 慕
容仁拒戰破之”; 《資治通鑑》 卷 91, 晉紀 第13, “高句麗寇遼東 慕容仁與戰 大破之 自
是不敢犯仁境”
261) 《三國史記》 卷 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三十一年 遣使後趙石勒 致其楛矢”
262) 《晉書》 卷6, 元帝明帝紀, 元帝 “四年 … 十二月 以慕容廆爲持節 都督幽平二州東夷
諸軍事 平州牧 封遼東郡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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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었고, 이는 369년 백제에 대한 先攻으로 현실화되었다. 평양이라
는 지역은 남진정책을 수행하기 알맞은 지리적 위치였고 이러한 점에서
평양 이거와 定住는 남진의 긍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국왕으로서
고국원왕의 지위와 고구려의 내적 상황은 공격적인 남진을 추구할 수 있
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었다. 그 결과 고국원왕에 이르러 고구려의 대외 팽
창의 방향이 처음으로 ‘남진’이라는 명확한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는
343년 평양 이거 이후 높아진 남쪽에 대한 관심과 고구려의 내적 성장의
결과였다.
한편 국내성 지역으로의 환도 이후에도 고구려는 끊임없이 평양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소수림왕 5년(375) 肖門寺와 伊弗蘭寺가 창건되었다. 특
히 兩寺의 창건은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국가에
서 중시되었다.263)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양사가 평양 지역
에 위치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264)
고국원왕의 전사로 한동안 주춤했던 대백제 공격도 재개되었다. 소수림
왕 5년(375)의 수곡성 공격과 6년(376)의 백제 北邊 공격265)이 그것이다.
263)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五年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
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264) 신동하, 1988 〈高句麗의 寺院 造成과 그 意味〉 《한국사론》 18, 서울대학교, 6~10,
17쪽; 林泉, 1996 〈高句麗における仏教受容と平壌 : 肖門・伊弗蘭寺の位置をめぐって〉
《駿台史学》 96, 明治大學史學地理學會, 7~13쪽.
《三國史記》에서는 肖門寺와 伊弗蘭寺의 창건 기사만을 전할 뿐, 처음의 위치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다. 신동하의 경우 초문사와 이불란사는 불교의 初傳 당시에는 집안에 창
건되었으나 불교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의 통제가 시작되고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장수
왕의 평양 천도 시에 양 사원도 평양으로 이전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林泉은 《海東
高僧傳》 卷1 流通 順道條를 인용하여 초문사는 지금의 흥국사이며, 이불란사는 지금의
흥복사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고려시대에 평양에 두 절이 있었다는 것이 《高麗史》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흥국사는 평양과 개성 지역에 병존했거나 혹은 평양에서 개성으
로 이동하였다고 보았다. 즉 그의 견해대로라면, 초문사와 이불란사는 처음부터 평양
지역에 창건되었다는 것이다. 357년에 조성된 안악 3호분에는 불교 도상인 蓮蕾文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데(淸水昭博, 2010 〈高句麗の造瓦と仏教〉 《日本古代の王権と社
会》, 塙書房, 464쪽), 전연 역시 불교를 숭상하였고, 고국원왕의 왕모인 주씨가 전연의
도읍인 龍城에 13년간 머물렀다가 돌아온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고국원왕이 평양에 머
물렀을 당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고구려에 불교가 전달되었고, 그 결과 평양 지역에는
불교가 일정 수준 이상 퍼져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65)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五年 秋七月 攻百濟水谷城”; “六
年 冬十一月 侵百濟北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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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75년 공격 대상이 되었던 수곡성은 일찍이 고국원왕과 근구수왕의
격전지이자 고구려와 백제의 교통로 중 하나인 ‘방원령로’의 길목인 신계
지역으로 비정되는 곳이다.266) 고구려의 공격에 반응하여 소수림왕 7년
(377) 10월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왔다.267) 이는 여전히 평양 지역이 고
구려의 영토였음을 보여주며, 바로 다음 달 소수림왕의 백제 공격이 이루
어지는 것을 볼 때268) 백제의 평양성 공격은 유효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
다. 이후 양국은 접경지대인 황해도 남부 지역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한 것
으로 여겨진다.
廣開土王 시기를 거치면서 평양 지역은 더욱 중요시되었다. 광개토왕 2
년(392) 평양에 9寺가 창건되었는데,269) 이는 고구려가 평양 지역을 중요
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광개토왕은 군사기지로서 평양을 주목했
다. 〈광개토왕릉비〉에서 永樂 9년(399) 백제 제압을 위한 광개토왕의 평양
순수 기사가 확인되고, 영락 14년(404)에는 倭寇 궤멸을 위해 평양 지역을
거쳐 갔음이 확인된다.270) 이는 평양이 남방 진출의 전진기지이자 주요 군
사 교통로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 이후
계속된 남진정책의 추진과 평양 경영은 고구려가 평양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고국원왕 이거 이후부터 평양 지역은 고구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
었고, 고국원왕 전사로 인해 격화된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갈등은 고구려
정권이 평양 경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국원왕의 전사와 국내성
지역으로의 환도 이후에도 고구려는 평양 지역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266)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단국대학교사학회, 45쪽.
방원령로(서울-양주-연천-삭녕-토산-신계-수안-연산-대동-평양)는 재령강 유역을 거치
지 않고 임진강 유역과 대동강 유역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기동력을 극대
화하는 군사작전에 있어서 유용한 교통로였다.
267)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七年 冬十月 百濟將兵三萬 來侵
平壤城”
268)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七年 十一月 南伐百濟”
269)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二年 創九寺於平壤”
270) 노태돈, 1992 앞의 논문, 7~21쪽.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穰”; “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
城▨連船▨▨▨王躬率▨▨從平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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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했는데, 소수림왕 시기부터 광개토왕 때까지 평양은 대백제 공략의 전
진기지이자 교통로로 활용되었고, 평양에 대한 관심과 경영은 長壽王이
평양 천도를 단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
와 남진 결과, 중원 문화의 전달자로서 문화 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하던 평
양 지역은 정치적・군사적 중심지의 역할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
에서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와 남진정책은 4세기 고구려의 평양 지역 경영
과 대외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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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 故國原王의 平壤東黃城 移居의 의미를 살펴보고, 樂浪公 책봉 이
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고구려 南進政策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342년 前燕의 침입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국내성 지역의 기능 상실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고국원왕은 평양 지역으로 이거하여 서북 지역으로의
진출을 포기하는 한편 전연의 침입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평양 지역의 경
제적・문화적 선진성은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고국원왕에
게 최적화된 후보지였을 것이다. 이에 고국원왕은 평양동황성으로 이거하
였다.
一장에서는 《三國史記》 및 중국측 사서에 확인되는 ‘이거’ 용례를 살펴,
고국원왕 13년(343)의 평양동황성 이거 기사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사서
에서 확인되는 ‘이거’는 ‘이동 후 定住’를 의미하는 것이며, 고국원왕의 이
거 자체는 外侵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
음 이거를 결정하였을 때는 용례 그대로 임시적인 거처의 이동이었을 가
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국원왕 시기 확인되는 이거를 단순한 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첫째, 사서에 기록된 이거의 대상 지역이 국내성 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
하고 있는 평양이며, 《삼국사기》의 찬자가 이를 고구려 國都 변화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 삽입했다는 점, 둘째, 이거 기간이 30년에 가깝다는 점,
셋째, 평양동황성을 제외하고 이 시기 고구려의 왕성에 대한 문헌 기록이
부재하다는 점, 넷째, 355년 전연에 의한 ‘낙랑공’ 책봉으로 외부의 위협
이라는 이거의 원인이 사라진 후에도 고국원왕은 계속 평양 지역에 머무
르며 경영에 주력하였고, 이는 고구려 南進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이때의
‘이거’의 의미를 단순한 이동이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거 당
시에는 이거의 원래 의미인 ‘이동 후 정주’였지만, 355년 이후 평양 定住
의 원인이 타율적 동기에서 자율적 동기로 변화했으며, 그 성격은 遷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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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견될 수 있다.
평양동황성의 黃城은 고구려의 王城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다. 또한
고대의 城名은 그 지방의 이름을 딴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그 지역 내
의 가장 중심적인 성에 지역 명칭을 붙여 대표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343년 이후 고국원왕이 머무르고 있었던 평양동황성은 평양 지역
에서 가장 중심적인 성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을 것이며, 이에 평양 지
역을 대표하는 성으로서 平壤城으로도 불리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현재까
지의 발굴 결과를 볼 때, 평양동황성은 청암동 토성일 가능성이 있다.
二장에서는 355년의 낙랑공 책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낙랑군은
313년을 시간적 界線으로 지역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대상
을 의미하게 된다. 낙랑공에는 낙랑의 고지, 즉 평양 지역이라는 지역성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를 방증하는 한
편, 이거의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 355년까지 고구려는 전연의 침입이라는
外因때문에 평양 지역에 이거하여 머물렀다. 그러나 낙랑공 책봉으로 양국
의 관계가 안정된 이후에도 국내성 지역으로 환도하지 않고 평양 지역에
머무르면서 고구려 팽창의 방향을 남진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355
년 이후 이거의 의미는 천도와 비견될 수 있으며, 낙랑공 책봉은 고구려
대외팽창 방향의 전환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국
원왕 평양 이거 자체는 소극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낙랑공 책봉 이
후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율적 동기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三장에서는 對百濟戰의 양상을 통해 고국원왕 치세 후반기 확인되는 南
進으로의 전환과 평양 경영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낙랑공 책봉 이후 전연
과의 안정된 관계 및 고구려 내정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주변 국
가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이에 낙랑・대방군 축출 이후 국경을 맞닿게
된 백제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366년부터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가 성립되었고, 이는 당시 평양 지역에 이거하고 있었던 고국원왕
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못

- 76 -

했고, 황해도 지역의 경제적 가치는 양국의 갈등 요소가 되기 충분했다.
이에 369년 고구려는 先攻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
다. 고국원왕의 국왕으로서의 지위는 안정적이었고, 4세기 고구려의 내적
상황은 對백제전을 선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蓋鹵王이 北
魏에 보낸 國書에서 양국의 오랜 구원을 고국원왕 시기로 소급한 것은 고
구려 남진정책의 시작이 고국원왕대에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고국원왕의 343년 평양 이거와 371년 평양성 방어 결과, 고구려는 미천
왕 시기 확보한 낙랑군의 고지를 확고하게 영역화할 수 있었다. 또한 고국
원왕의 백제 선공으로 고구려의 대외 팽창의 방향이 처음으로 남진이라는
명확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국원왕의 사망과 함께 고구려 왕실은 국내
성 지역으로 환도했으나, 고구려 정권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평양에 대
해 관심을 기울였다. 고국원왕 이거 이후부터 평양 지역은 고구려 정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고국원왕 전사로 인해 격화된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갈등은 고구려로 하여금 평양 경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小獸林王 시기부터 廣開土王때까지 평양은 대백제 공략의 전진기지이자
교통로로 활용되었고, 평양에 대한 관심과 경영은 427년 長壽王이 평양
천도를 단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는 4세기 고구려의 평양 지역 경영과 대백제전을 위한 남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국원왕은 당시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전연의 침입이 있기 전 이를
예견하고 전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했다. 또한 전연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국내성 지역이 도읍 기능을 상실하자, 평양동황성으로 이거하여 내정을 정
비하는 한편, 새롭게 국경을 맞닿게 된 백제와의 관계 설정에 나섰다. 특
히 전연과의 관계가 낙랑공 책봉으로 일단락된 이후에는 서북 국경에 대
한 안정을 바탕으로 南進에 나섰다. 백제의 북진으로 인해 영토 확장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평양 이거를 계기로 시작된 평양 경영은 미천
왕 시기 정복한 낙랑의 고지를 영역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고구려
는 평양을 기점으로 하여 백제와의 상쟁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광개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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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거치며 고구려의 우세로 일단락되었다. 평양 이거와 정주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고국원왕의 남진정책은 고구려 대외
팽창의 방향을 西進에서 南進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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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3~4세기 고구려와 주변 정치제의 주요 관계 기사
年代
봉상왕 2년
(293)
봉상왕 5년
(296)

관계
고구려, 모용부
고구려, 모용부

미천왕 13년

낙랑, 모용부,

(312)

고구려

미천왕 14년
(313)

모용부, 단부

주요 내용
8월 慕容瘣의 고구려 침입 → 新城宰 北部
小兄 高奴子가 격퇴
8월 모용외가 故國原에 이르러 西川王墓의
도굴 시도 → 북부 大兄 고노자가 격퇴
낙랑 세력인 王遵과 張統이 고구려와의 갈
등을 이유로 백성 천여 가를 이끌고 모용부
로 귀순함
慕容翰의 段部 공격
고구려는 東晉의 平州刺史 崔毖, 宇文部 및

미천왕 20년
(319)

모용부, 동진,

段部 등 모용부의 주변 세력들과 연합하여

단부, 우문부,

모용부 공격 → 모용외의 분열 획책에 의해

고구려

연합은 실패로 돌아갔고, 12월 평주자사 최
비가 고구려로 귀순함

미천왕 21년
(320)
미천왕 23년
(322)

12월 군사를 보내어 요동 침략 → 慕容仁이
고구려, 모용부

이를 격파하고, 고구려는 이후 모용인의 경
계를 침범하지 못함
12월 전연의 모용외가 세자였던 慕容皝을

모용부, 단부

파견하며 단부의 수령이었던 段末杯를 습격
하여 백성 1천여 호를 약취
2월 後趙의 石勒이 우문부의 宇文乞得歸로
하여금 모용부를 공격케 함 → 모용부가 우

미천왕 26년

후조, 모용부,

문걸득귀를 대파하고, 우문부의 각종 보물과

(325)

우문부

가축을 약취하였으며, 우문부 백성들 가운데
모용부에 항복하고 귀부한 자들이 수만 명을
헤아림

고국원왕 3년
(333)
고국원왕 4년
(334)

8월 우문걸득귀가 宇文逸豆歸에 의해 쫓겨
모용부, 우문부

모용부, 단부

남 → 모용황이 우문일두귀를 토벌하고 廣
安에 주둔 → 우문일두귀가 화의를 청함
2월 단부의 段遼가 모용부를 습격 → 모용
부의 대패와 단부의 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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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원왕 6년

모용부, 단부,

(336)

우문부

고국원왕 8년

단부 패배
3월 전연의 단부 공격

후조, 전연,

後趙의 石虎가 전연의 도읍인 棘城 공격을

고구려
단부, 후조,
전연
후조, 전연
후조, 전연,
단부

(339)

용황이 대파하고 매복 → 단부의 재공격 →

전연, 단부

(338)

고국원왕 9년

6월 단부와 우문부가 모용부를 습격 → 모

앞두고 고구려에 군량을 보냄
12월 단부의 수장 段遼의 전연 귀부 → 단
요와 전연이 모의하여 후조의 장군 麻秋를
대패 → 전연의 단부 흡수
4월 전연이 후조를 공격하여 1천여 호 약취
4월 단요가 전연에 대해 배반을 모의 → 전
연 사람이 단요와 그의 무리 수십 명을 죽이
고 단요의 머리를 후조에 보냄
9월 후조의 撫軍將軍 李農과 征北大將軍 張

후조, 전연

擧가 3만을 이끌고 전연의 凡城을 공격 →
패배

전연, 고구려
전연, 우문부

10월 모용황이 新城까지 진격 → 고국원왕
의 맹약 요구로 전연군이 還軍
10월 모용황이 아들인 慕容烙과 慕容覇에게
우문부의 別部를 공격하게 함
10월 전연이 蠮螉塞에서부터 후조를 습격하

고국원왕 10년

후조, 전연

(340)

여 薊城에 도착 → 전연군이 나아가서 武遂
津을 깨트리고 高陽에 들어가서 곡식에 불
을 지르고 3만여 호를 약취

전연, 고구려

고국원왕이 世子를 보내 모용황에게 조회
10월 모용황이 慕容恪을 渡遼將軍으로 삼고

고국원왕 11년
(341)

전연, 고구려

平郭을 진수하게 함 →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니, 고구려에서는 그를 두려워하여 감
히 국경으로 들어가지 못함

고국원왕 12년
(342)

11월에 모용황이 군사 4만을 거느리고 남도
전연, 고구려

로 진격하고, 군사 1만 5천을 북도로 진격시
켜 고구려 공격 → 정예군을 북도에 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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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가 대패 → 전연은 丸都城을 허물고
美川王의 시신 및 王母와 王妃 그리고 보물
과 남녀 5만 여구를 약탈하여 돌아감
2월 왕의 아우 武를 전연에 보내어 稱臣하
고국원왕 13년

전연, 고구려

전연, 우문부

(344)
고국원왕 15년
(345)
고국원왕 16년
(346)
고국원왕 19년
(349)
고국원왕 20년
(350)

의 시신을 돌려주었으나 왕모는 여전히 전연
에 억류됨

(343)

고국원왕 14년

고 진기한 물건을 바침 → 모용황은 미천왕

2월 우문일두귀가 전연을 공격 → 慕容翰에
게 대패하고 그의 무리들은 모두 포로가 됨
1월 모용황이 親征하여 우문부를 공격 →

전연, 우문부

우문일두귀는 漠北으로 갔다가 고구려로 奔
走, 우문부 멸망

전연, 고구려
전연, 부여
전연, 고구려
전연, 후조

10월 慕容恪이 南蘇城을 함락시키고 수자리
군사를 둠
1월 전연의 부여 공격 → 부여가 멸망하고
부여왕 夫餘玄과 인구 5만을 포로로 약취
고구려에 귀순한 前東夷護軍 宋晃을 전연으
로 돌려보냄
전연의 후조 공격
12월 사신을 보내 인질과 조공을 바치고 왕

고국원왕 25년
(355)

모의 송환을 청함 → 慕容儁이 이를 허락하
전연, 고구려

고 왕모를 고구려에 돌려보내고, 고국원왕을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樂浪公
高句麗王’으로 봉함

고국원왕 28년
(358)

10월 동진 泰山太守 諸葛攸가 전연 공격 →
전연, 동진

제갈유가 패배하고 大司馬 慕容恪이 황하를
건너 강남 지역 경략을 시작함
8월 동진 泰山太守 諸葛攸가 군사 2만으로

고국원왕 29년

전연, 동진

전연 공격 → 전연의 慕容評과 傅顔이 步騎
5만으로 제갈유를 대패시킴

(359)
전연, 동진

10월 동진의 謝萬과 郗曇이 전연 공격 →
전연에 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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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원왕 32년
(362)

전연, 동진
전연, 동진

고국원왕 33년
(363)

2월 전연의 呂護가 동진의 낙양 공격
4월 전연의 寧東將軍 慕容忠이 滎陽太守 劉
遠을 공격 → 유원이 魯陽으로 달아남
10월 전연의 鎭南將軍 慕容塵이 陳留太守

전연, 동진

袁披를 공격 → 汝南太守 朱斌이 빈틈을 타
고 許昌을 습격

고국원왕 34년
(364)
고국원왕 35년
(365)
고국원왕 36년
(366)
고국원왕 37년
(367)

고국원왕 39년
(369)

고국원왕 40년
(370)

전연, 동진

전연, 동진
전연, 동진
전연, 동진
전연, 동진
전연, 전진

2월 전연의 太傅 慕容評과 龍驤將軍 李洪이
황하의 남쪽에서 동진의 영토 경략
2월 전연의 太宰 慕容恪과 吳王 慕容垂가
낙양을 공격하여 3월에 평정
10월 전연의 撫軍將軍 慕容厲가 동진의 兗
州 공격
4월 전연의 慕容塵이 동진의 竟陵 공격 →
실패
4월 동진의 桓溫이 步騎 5만으로 연주에서
부터 전연 공격
12월 전진의 王猛, 梁成, 鄧羌이 步騎 3만
으로 전연 정벌을 시작하고 낙양을 공격

전연, 전진

8월 전진의 王猛이 전연 공격

전연, 동진

8월 동진의 桓溫이 전연 공격

전연, 전진,
고구려

11월 전연이 前秦에 의해 멸망 → 전연의
太傅 慕容評이 고구려로 귀부 → 전진에 모
용평을 압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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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국원왕∼광개토왕 시기 삼국 관계 기사
年代

주요 내용

고국원왕 36년(366)

백제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

고국원왕 38년(368)

백제가 신라에 良馬 2필을 보냄

고국원왕 39년(369)

9월 고국원왕이 2만군으로 雉壤 親征 → 근초고왕의 태
자였던 近仇首王에게 패배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 → 백제가 浿河에서 매복작전을

고국원왕 41년(371)

벌여 고구려 격퇴
근초고왕이 3만군으로 고구려 평양성 공격 → 고국원왕
전사

소수림왕 5년(375)

7월 고구려가 백제 북변 水谷城 함락

소수림왕 6년(376)

11월 고구려가 백제 북변 침입

소수림왕 7년(377)

10월 근구수왕이 3만군으로 평양성 親征
11월 고구려가 백제 공격

고국양왕 3년(386)

8월 고구려가 백제 공격

고국양왕 6년(389)

9월 백제가 고구려의 남변 부락을 약탈

고국양왕 7년(390)
고국양왕 8년(391)

9월 백제 達率 眞嘉謨가 都押城 함락하고 200명을 포
획하여 회군
고구려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우호를 약속 → 奈勿王
이 實聖을 인질로 보냄
7월 광개토왕이 4만군으로 백제를 친정하여 石峴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키고, 漢水 북쪽의 여러 부락들을 함

광개토왕 2년(392)

락함
10월 광개토왕이 친정하여 20일 만에 백제 關彌城을 함
락함
8월에 백제가 1만군으로 고구려 남변을 공격하고자 먼

광개토왕 3년(393)

저 관미성을 포위 → 고구려의 방어 → 백제군이 군량
수송 문제로 인해 환군

광개토왕 4년(394)
광개토왕 5년(395)

7월 백제가 고구려 水谷城 공격 → 광개토왕이 5천 기
병으로 격퇴
8월 백제가 고구려 공격 → 광개토왕이 군사 7천으로
浿水가에서 방어 → 백제 군사 8천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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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패수 전투 보복을 위해 阿莘王이 7천군으로 고구
려 친정하고자 靑木嶺에서 머무름 → 寒波를 이유로 청
목령에서 회군
광개토왕이 백제의 58성 700촌을 깨뜨리고 백제의 한성
광개토왕 6년(396)

공격 → 아신왕이 항복하고 포로 1천 명과 세포 1천필
을 바침
8월 아신왕이 고구려를 친정하고자 한산 북쪽의 목책에

광개토왕 8년(398)

이르렀다가 큰 별이 병영 안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를 꺼리어 회군
8월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군사와 말들을 징발함

광개토왕 9년(399)

→ 백제의 백성들이 戰役에 시달려 신라로 도망감
백제가 맹서를 어기고 倭와 화통함 → 광개토왕 평양
순수

광개토왕 10년(400)

광개토왕이 步騎 5만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

광개토왕 12년(402)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내 大珠을 구함

광개토왕 13년(403)

2월 왜의 사신이 백제에 도착
7월 백제가 신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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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Yigeo(移居) to
Pyeongyang and the Southward expansion
of King Gogukwon(故國原王)
Kim, Ji He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meaning of the Yigeo(移居, transfer to another
place) to Pyeongyang and the policy of southward expansion(南進政策)
during the reign of King Gogukwon(故國原王), after being bestowed the
investiture title of Nangnang-gong(樂浪公) by Former Yan(前燕).
The fourth century of Northern East Asia was a turbulent period. There
were three kingdoms in the Korean peninsular(韓半島), in which Goguryeo
(高句麗), Baekje(百濟), Silla(新羅) were striving for development of their
own state. At the same time, China was fractured into a series of
short-lived sixteen kingdoms by the rise of Five-Barbarians(五胡). Among
those states, Former Yan of the Xianbei(鮮卑)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Goguryeo’s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due to the adjacent geographical
position of the two states. In particular, Former Yan’s invasion of Goguryeo
in 342 brought about the loss of function of Guknaesung(國內城)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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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the capital of Goguryeo at the time. Due to this invasion, King
Gogukwon had no alternate choice other than transferring to Pyeongyang the
current capital city of DPRK. King Gogukwon relinquished the plan for the
westward expansion and embarked on the preparation for any plausible
attack by Former Yan. Pyeongyang was one of the most flourishing places
in the view of economy and culture of Goguryeo. Therefore, for King
Gogukwon, who had grave responsibilities to rebuild the state, Pyeongyang
was the ideal site for the new capital based on the several valued aspects.
The Yigeo itself during the reign of King Gogukwon was triggered by the
Former Yan’s invasion. Therefore, when King Gogukwon decided on the
Yigeo at first, the meaning of the Yigeo was just the ‘transferring to another
place’, which is common term to refer to the ‘moving to another place’ in
historical documents.
However, the Yigeo during the reign of King Gogukwon was not merely
transferring to another place. First, Pyeongyang was located at a long
distance from Guknaesung. In addition, into a specific section of Goguryeo’s
transfer of the capital(遷都) did a compiler of《Samguksagi(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insert the article of the Yigeo during the
reign of King Gogukwon. Second, the period of the Yigeo was almost close
to thirty years. Third, except for Pyeongyang Donghwangseong(平壤東黃城),
the record about Goguryeo’s royal palace(王城) was not found in any other
historical documents. In the fourth place,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direct cause of the Yigeo, which was menaced with the external military
pressure, after being granted the investiture title of Nangnang-gong from
Former Yan, King Gogukwon decided to stay in Pyeongyang from 343
onwards and this was the very beginning of Goguryeo’s southward
expansion. In its final analysis, the Yigeo during the reign of King
Gogukwon was not merely transferring to another place, but also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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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rofound motivation and intention to extend southward.
Considering the symbol of yellow color(黃色) in the ancient period, it is
a logical deduction that Hwangseong(黃城) of Pyeongyang Donghwangseong
was not just the name of a specific castle; rather it was a generic term to
mean the royal palace of Goguryeo.
In the ancient period, the name of castles often originated from the name
of its location. Usually the most conspicuously important castle in one area
was assigned the name of the certain area. And the castle representatively
performed a prime function compared to other castles in the same area.
Since 343, King Gogukwon had stayed in the Pyeongyang Donghwangseong.
Thus it made the Pyeongyang Donghwangseong to be the most important
castle in Pyeongyang. As a resul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yeongyang
Donghwangseong was often referred to as the Pyeongyangseong(平壤城). In
this respect, it can be concluded that Pyeongyangseong, which was the
battlefield

King Gogukwon

died in 371,

was

another

name

of

the

Pyeongyang Donghwangseong. Considering the previous academic results
from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t is plausible to assume that the
Pyeongyang Donghwangseong is Cheongamdong-toseong(淸巖洞土城).
Nangnang commandery(樂浪郡) was one of the Chinese commanderies
established by Emperor Wu(武帝) of Han dynasty(漢) in B.C.108. Because
of the battle against Nangnang commandery in 313 by King Micheon(美川
王), Nangnang commandery was banished from the Korean peninsular. After
the expulsion of Nangnang commandery, the term of ‘Nangnang’ had
different meanings betwee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r. Since the first
tributary and investiture relationship(朝貢冊封體制) was forged between
Goguryeo and Former Yan in 355, King Gogukwon was granted the
investiture title of Nangnang-gong. Compared to the investiture titles which
were granted to kings in the Korean peninsular during the three kingdoms

- 98 -

period, the term ‘Nangnang’ of the Nangnang-gong meant the old territory
of Nangnang commandery located in the Korean peninsular. In this regard,
Nangnang must have had the meaning of the old territory of Nangnang
commandery in Pyeongyang.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act that King Gogukwon was granted the
investiture title of Nangnang-gong in 355 could be a positive proof of the
Yigeo to Pyeongyang in 343. At the same time, it suggested that the former
reason of the Yigeo was able to be transmuted into the direction of
expansion southward. Although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Former Yan
were stabilized, King Gogukwon did not return to the former capital,
Guknaesung. Instead of returning, King Gogukwon determined to stay in
Pyeongyang and pursued the policy of southward expansion. For these
reasons, the meaning of the Yigeo is comparable to transfer of the capital(遷
都), and the being bestowed the investiture title of Nangnang-gong was the
significant cause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external expansion of
Goguryeo from west to south.
The Yigeo itself was triggered by the collapse of the former capital,
Guknaesung,

by

the

Former

Yan’s

invasion.

Nevertheles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ributary and investiture relationship with Former Yan, King
Gogukwon did not return, but intensely took the lead of the policy of
southward expansion. It shows that staying in Pyeongyang represented the
active cause of King Gogukwon as well as a passive cause.
Due to the foundation of the stable relationship with Former Yan and
well-balanced internal status of Goguryeo during his reign, King Gogukwon
began to have interest in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south, one of which
was Baekje. Since 366, Baekje and Silla had formed an alliance, and the
military alliance constituted a serious menace to King Gogukwon who was
staying in Pyeongyang,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border of Baekj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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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or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and Baekje was not amicable and
the economical elements of Hwanghaedo(黃海道) were enough to be the
conflict fa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Furthermore, King Gogukwon’s
status as a sovereign ruler was solid and internal status of Goguryeo in
fourth century was sound. Eventually, the forgoing factors gave King
Gogukwon an impetus to launch the attack against Baekje and it developed
into a war. When King Gaero(蓋鹵王) of Baekje sent diplomatic documents
to Northern Wei(北魏), he attributed the exacerb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he era of King Gogukwon. It indicates that the policy
of southward expansion of Goguryeo started during the reign of King
Gogukwon.
Through the Yigeo to Pyeongyang in 343 and the defense of the
Pyeongyangseong against Baekje’s invasion in 371, King Gogukwon was
able to make Pyeongyang an unshakable territory of Goguryeo. In addition,
King Gogukwon’s attack on Baekje indicated the direction of Goguryeo’s
external expansion to be converted from westward to southward for the first
time. After King Gogukwon’s death, the government of Goguryeo returned
to Guknaesung. Nonetheless, after the returning, the government of Goguryeo
took a profound interest in Pyeongyang. From King Sosurim(小獸林王) to
King

Gwanggaeto(廣開土王),

Pyeongyang

was

avail

of

the

main

thoroughfare to and the advance base against Baekje. Its strategically
location developed Pyeongyang to be the new center of Goguryeo. Finally
King Jangsu(長壽王) determined the transfer of the capital from Guknaesung
to Pyeongyang. In conclusion, the Yigeo to Pyeongyang and the policy of
southward expansion during the reign of King Gogukwon were the first and
great watershed in changing the direction of the external expansion of
Goguryeo from westward to south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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