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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爭與命運: 總章元年(668年)

後高麗人生存狀態的個案考察*

� 以唐代高麗人南單德墓誌為線索 �

1)

王 連 龍**

1. 引言

2. 安東與配住

3. 歸州與射生

4. 幽州與擢升

5. 洛陽與封王

6. 結語

록: 당나라총장원년(668년), 당나라가 고려를 멸망시켰다. 고려인들은 고국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웃나라로 도망간 사람도 있으며 당나라 토로 인 시키게 된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서

고려인의 운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 서안시(西安市) 근처에서 발견된

고려인 남선덕(南單德)의 묘지명에 따라, 총장원년 후에 당나라가 남선덕 가족을 려동지역으로

인 시켰다. 가족 의 남 (南狄)과 남우(南于)등은 고 지방 리(官吏)로 임명되었다. 묘지

에 기록된 사실(史實)은 세(傳世) 문헌속에 려동지역과 장화이지역에 한 기록의 부족을 보

완했다. 그후에 남선덕은 군사생(禁軍射生)으로 임명되어 해(奚)와 거란의 반란을 항한 쟁

을 참가했고 “안사지란(安史之亂)”때 안록산(安祿山) 군이 되었다가 낙양시에서 무리를 거느

리고 당나라에 항복했다. 남선덕은 요양군왕(饒陽郡王)으로 책 되었다. 이 기록에 따라 학계는

“안사지란(安史之亂)”때 유주(幽州)와 주(營州) 고려인의 추세 태도를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선덕은 망국 고려에서 당나라로 이민되어 군왕으로 되는 과정과 풍 를 많이 겪은 인생

경험은 많은 고려인의 그림자가 보이고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총장원년(668년)후 고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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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상황을 연구하는 데에 높은 가치가 있다. 새로운 탐구로써 본고는 사례연구를 사회 상 연구

하는 시작 으로 삼아서, 연구방법층면에서 련된 연구에 조 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 쟁, 운명, 생존상황, 남선덕묘지, 단서

1. 引 言

高麗1)
1)是一个出現在中國東北地區的少數民族政權, 自建立伊始就與中原王朝保持着

宗藩關係, 接受冊封, 成為中原王朝朝貢體制下一個重要成員。唐高宗總章元年(668

年),唐王朝滅亡高麗,在其故地設置州縣, 重新劃分政區, 統一於安東都護府治下。一場

戰爭,不僅滅亡了高麗政權, 也改變了高麗人的命運。總章元年後, 亡國的高麗人開始演

繹不同的人生：或 亡四鄰, 或留居故地, 大部分被遷徙至唐王朝內地, 後融入中華

民族大家庭之中。本文論述的南單德就是這些亡國高麗人中比 有代表性的一位,其墓

誌近年出土於西安市灞橋區紅旗 ,現藏西安碑林博物館｡2)2)據墓誌所載,高麗滅亡後, 南

單德家族被唐王朝配住安東。開元初, 南單德留內供奉射生, 從薛楚玉抗擊奚、契丹之

亂,以功授折衝果毅、中郎將軍。天寶末, 南單德參加安祿山叛軍, 後又領眾歸降, 獲封

饒陽郡王。大曆十一年(776年), 南單德卒於長安, 享年七十八歲。縱觀南單德一生, 命

運多舛, 雖亡國之人出身, 終成為顯爵王侯, 跌宕起伏的人生經歷中, 濃縮着眾多高麗人

的身影, 極具代表意義。本文擬以南單德墓誌研究為例, 來考察總章元年後高麗人的生

存狀態。同時作為一種嘗試, 以個案研究作為探討社 現象的一個切入點, 希望在方法

論上對相關問題研究有所裨益。

1) 現存中國史書 �隋書�、�舊唐書�、�新唐書� 及 �資治通鑒� 等習稱“高麗”, 南單德墓誌出土

於中國西安附近, 本文研究限於唐代時間段, 故論文仍採用 “高麗” 名稱。

2) 赵力光, 2014 �西安碑林博物馆新藏墓志续编�, 陕西师范大学出版社, 380�382页 ; 樓正豪, 2015 ｢新

见唐高句丽遗民南单德墓志铭考释｣, �西部考古� 8, 185-193 ; 王菁、王其禕, 2015 ｢平壤城南

氏：入唐高句麗移民新史料�西安碑林新藏唐大曆十一年南單德墓誌｣, �北方文物� 1, 8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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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安東與配住

對於高麗人來說, 總章元年平壤之戰是一段難以忘懷的經歷。戰爭過後, 高麗人失去

了國家, 也失去了自己的家園, 在遷徙及 亡中顛沛流離, 遠離故地, 配住異 。南單德

墓誌對此有詳悉記載：“時夔曾祖行軍大惣管平陽公, 擐甲先駈, 隳拔城邑, 生擒其王莫

麗支,斬首獲俘, 不可勝計。分隸潦東, 子弟郡縣散居。公之家,子弟首也, 配住安東。祖

狄, 皇磨米州都督。父于, 皇歸州刺史。“同其他碑誌材料略有不同的是, 墓誌在記 總

章元年唐軍攻破平壤城, 俘獲眾多高麗王公貴族之外, 還特別提到唐王朝將部分高麗人

遷往遼東地區, 形成子弟郡縣散居的狀況。其中南單德家族作為豪族之首也配住安東, 部

分家族成員被被任命為高級地方官吏。關於戰後遷居遼東地區的高麗人相關問題的研

究,因為史料缺乏等原因,學術界關注不多。南單德墓誌可與傳世文獻及出土碑誌中相關

記載相互印證,并將這些史料聯繫起來, 進一步揭示出總章元年後遼東地區高麗人生存狀

態, 具有很高的史料價值。

首先, 墓誌記 了總章元年後遷居遼東的高麗人身份： “子弟” 與 “降戶”。

“子弟”, 在史籍中出現 早。如《周禮·地官·師氏》云：“師氏, 掌國中失之事以教國

子弟, 凡國之貴遊子弟學焉｡” 鄭玄注:“國之子弟, 公卿大夫之子弟｡”《史記》卷一○九

《李將軍列傳》“良家子”, 如淳云： “非醫、巫、商、賈、百工也。“可見, “子弟” 本

義為公族子弟, 非一般意義上的宗親廣泛稱呼。在唐代, 這種 “子弟” 本義的使用仍在

繼續。如《舊唐書》卷一八九上《儒學》載貞觀年間唐太宗重視國學太學, 增築學舍并

增置生員, “高麗及百濟、新羅、高昌、吐蕃等諸國酋長亦遣子弟請入于國學之內”｡《三

國史記》亦習載高麗王遣 “子弟” 入唐宿衛及求學。這些 “子弟” 都是指出自王室貴族

的後生晚輩｡ 與此相類, 南單德墓誌 “子弟” 也可解釋為貴族子弟。除了上舉例證之外,

這樣的解釋還可以得到墓誌文的內證。墓誌記載作為 “子弟首” 的南單德家族中南狄在

配居安東之後, 除授磨米州都督之職。磨米州, 安東都護府所領高麗降戶十四州之一,

地在今遼寧本溪下堡山城｡3)3)比 《舊唐書․高麗傳》所載安東都護府羈縻州職官任命

3)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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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 即 “擢其酋渠有功者授都督、刺史及縣令, 與華人參理百姓”。可以推證出南狄、

南于皆高麗酋渠,族出顯貴, 以部落首領的身份被授予地方官吏。南單德家族, 即“子弟

首”, 屬於高麗貴族豪酋, 其 “子弟” 自然為貴族子弟。

當然,這只是墓誌對戰前南單德家族身份的追溯, 因為在戰敗亡國的大背景下, 這些高

麗人均為亡國之民, 南單德家族也不例外。墓誌曾講到唐軍 “斬首獲俘, 不可勝計” 云

云,再結合高麗亡國的實際情況, 南單德家族雖然曾經是貴族豪酋, 但在總章元年後, 其

身份相應地變成了配住安東的高麗降戶。與此相印證的是,墓誌記敘南單德家族 “配住”

安東。眾所周知, “配” 字多用於刑罰。如《唐律疏議》卷三《名例》“流犯應配”：“諸

犯流應配者, 三流俱役一年”。唐代流犯多於配所服役, 故流刑又可稱 “配流”｡《篇海類

編․食貨類․酉部》所謂 “配,流刑隸也。“亦是其證。結合唐代典籍記 高麗移民多用

“配”､4)4)“分配”､5)5)“量配”､6)6)“配所”7)7)等刑罰詞彙, 再次證明了南單德家族高麗降戶的

身份。

其次,墓誌文涉及到唐王朝安置高麗降戶的地點：遼東降戶十四州。

關於戰後唐王朝安置高麗降戶的記載, 傳世文獻中以《舊唐書》卷一九九上 《高麗傳》

為全面：“高麗國舊分為五部, 有城百七十六,戶六十九萬七千；乃分其地置都督府九､

州四十二、縣一百,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擢其酋渠有功者授都督、刺史及縣令,與華

人參理百姓。“但這僅僅是一個籠統的概述, 沒有明確的實施過程及內容。相比之下,《新唐

書》 卷四三下《地理志》具體地記載了隸於安東都護府的 “高麗降戶州十四”, 《舊唐

書》 卷三九《地理志》也羅列了安東都護府下轄南 州等十州、新城州都督府等四府｡

相比之下,新、舊《唐書․地理志》記載雖然細緻, 但在州縣數目上與《舊唐書․高麗

傳》出現差異, 即 “州四十二” 與 “州十四”的不同。對此,《新唐書․地理志》解釋為

“高宗滅高麗,置都督府九, 州四十二, 後所存州止十四”。這種解釋在當今學術界也頗具

代表性｡8)8)眾所周知, 因為高麗遺民的叛亂及新羅的侵掠, 唐王朝在上元三年(676年)

4) 杜佑, 1988 �通典� 卷186, ｢邊防｣, 中華書局, 5019 。

5) 劉煦等, 1975 �舊唐書� 卷66, ｢房玄齡傳｣, 中華書局, 2065 。

6) 劉煦等, 1975 �舊唐書� 卷5, ｢高宗紀｣, 中華書局, 92 。

7) 劉煦等, 1975 �舊唐書� 卷93, ｢王晙傳｣, 中華書局, 2987 。



․ 戰爭與命運: 總章元年(668年) 後高麗人生存狀態的個案考察 361

將安東都護府的治所從平壤遷到遼東。此後雖然幾經遷徙, 但在神龍元年(705年) 之前,

安東都護府的治所大體都在遼東地區之內。這種治所的遷移表明了唐王朝在失去對高麗

東部、南部故地的控制後, 仍然保持著對遼東地區有效統治。新、舊《唐書․地理志》

所載的十四個高麗降戶州均在遼東地區, 也是這種有效統治的例證, 這也是《新唐書․

地理志》所謂 “州四十二, 後所存州止十四” 說法的由來。

但《新唐書․地理志》的解釋很容易掩蓋另外一個事實, 即十四降戶州為高麗遺民

初安置所在。因為從南單德墓誌記載來看,總章元年後唐王朝把部分高麗貴族豪酋作為

降戶集中安置於遼東地區。換言之,這十四個州 初即作為降戶州用以安置高麗降戶｡

實際上,《舊唐書․地理志》在羅列安東都護府所轄諸高麗降戶羈縻州時, 也已經明確講

到“初置領羈縻州十四, 戶一千五百八十二。去京師四千六百二十五里, 至東都三千八百

二十里。……凡此十四州, 並無城池。是高麗降戶散此諸軍鎮, 以其酋渠為都督、刺史

羈縻之”。可以看到,在安東都護府設置初期, 十四個高麗降戶州也隨之出現在遼東了｡ 至

於出現 “州四十二,後所存州止十四” 的現象, 只是唐王朝在高麗故地控制勢力發展情況

的反映, 與高麗降戶州的 初設置情況不能混淆。與南單德墓誌所載高麗降戶分居遼東

及職官除授情況相印證的是, 其他史料中也存在一些關於唐王朝在遼東安置高麗貴族豪

酋的記載。如高麗人《唐右武衛將軍高欽德墓誌》及《安東副都護高遠望墓誌》記載,

高欽德曾祖高瑗曾任建安州都督,9)9)建安州與磨米州同屬遼東高麗降戶十四州之一, 治

所在今蓋州東北青石關堡高麗城山城。值得注意的是, 高氏家族中高懷、高千、高欽德

等世襲建安州都督之職。根據上文所引《舊唐書․高麗傳》“擢其酋渠有功者授都督、

刺史及縣令” 的安東都護府羈縻州職官任命原則, 以及《新唐書》卷四三下《地理志》

所載羈縻州中 “其部落列置州縣, 其大者為都督府, 以其首領為都督、刺史, 皆得世

襲”。可以推測出, 高瑗與南狄俱為高麗貴族豪酋, 同樣在總章元年後被唐王朝配居遼

8) 姜維公, 1990 ｢兩唐書及資治通鑒關於安東都護府記載的不同｣, �古籍整理研究學刊� 2, 20�21

；程妮娜, 2005 ｢唐代安東都護府研究｣, �社 科學輯刊� 6, 127�132 ；趙智斌, 2014 ｢安

東都護府初建時行政建置考略�兼論高句麗末期政區與安東都護府行政建置的關係｣, �東北史地� 1,

71�81 。

9) ｢唐右武衛將軍高府君墓誌銘｣, 周绍良, 1992 �唐代墓志汇编�, 上海古籍出版社, 1416 ；｢唐

故安東副都護高府君墓誌銘｣, 吳鋼, 2005 �全唐文補遺� 8, 三秦出版社,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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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之外, 唐王朝屢次命令高藏、高德武、泉男生等高麗王室貴族經略遼東移民等情況,

也都說明了唐王朝在遼東郡縣散居著眾多高麗貴族豪酋等移民。

後,墓誌文還透露了遼東高麗降戶安置方式：郡縣散居與城傍子弟。

關於遼東地區高麗降戶配居方式, 墓誌提到 “子弟郡縣散居”, 即散居於遼東磨米

州、建安州等郡縣。採取子弟郡縣散居的安置方式, 自然是唐王朝出於安全的考慮, 此

後高藏在遼東的 謀叛亂也印證了唐王朝的擔心。其實, 這種子弟散居的安置高麗移民

方式由來已久。東晉成帝咸康八年(342年), 慕容皝南北兩路討伐高麗, “發釗父乙弗利

墓。載其屍,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毀丸都城而還”｡10)10)慕容皝

將這些高麗移民集中安置於都城附近, 時間既久, 給國家安全帶來不安定因素, 所以記

室參軍封裕諫議 “今戶垂十萬, 狹湊都城, 恐方將為國家深害, 宜分其兄弟宗屬, 徙于西

境諸城, 撫之以恩, 檢之以法, 使不得散在居人, 知國之虛實”,11)11)主張打破移民兄弟宗

屬關係, 把移民散居西境諸城。這與唐王朝安置高麗移民 “子弟郡縣散居” 如出一轍｡

至於移民後高麗人的組織形式, 墓誌文中的 “子弟” 可與傳世文獻記 高麗降戶時出

現的 “城傍子弟” 相契合, 透露出南單德家族等貴族豪酋應該以城傍形式配居於遼東地

區。關於唐代城傍, 學術界多有研究, 結論不一｡12)12)以筆者所見,城傍含義至少可以從兩

個角度進行解析：就地域來說, 城傍可以指唐王朝設立於軍鎮城旁用以安置諸蕃降戶的

區域；以身份而言, 城傍又與“城傍子弟”、“城傍少年”, “大家子弟”、“旁側土軍” 等詞

彙一樣, 代指兵農合一的藩籍民兵。在唐朝初期, 將歸附諸蕃安置於軍州城附近, 是唐

王朝治理邊疆少數民族的傳統政策, 即所謂 “唐置羁縻诸州, 皆傍塞外, 或寓名于夷

落”｡13)13)《冊府元龜》 卷九九二《外臣部․備御門》開元九年四月詔： “諸道軍城, 例管

夷落｡” 也明確地說明了城傍與軍城的關係。查閱傳世文獻所見高麗降戶安置方式, 也

10) 司馬光, 1956 �資治通鑒� 卷97, 中華書局, 3051 。

11) 房玄齡, 1974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中華書局, 2824 。

12) 日野開三郎, 1980 ｢唐代藩鎮的統治體制｣, �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220-225、238-241 ；

方積六, 1985 ｢關於唐代團結兵的探討｣, �文史� 25, 中華書局, 100-108 ；張澤咸, 1986 �唐五

代賦役史�, 中華書局, 432 ；李錦繡, 1997 ｢大唐帝國與城傍｣, �唐代的歷史與社 �, 武漢

大學出版社, 198�235 ; 王義康, 2002 ｢唐代城傍辨析｣, �中國邊疆史地研究� 1, 38�43 。

13)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43, ｢地理志七下｣, 中華書局,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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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城傍聚居為多見。如《新唐書》卷一一一《王晙傳》載開元三年(715年) 唐廷討論突

厥降戶安置問題, 時隴右群牧使、原州都督王晙曾講到 “高麗舊俘置沙漠之西, 城傍編

夷居青、徐之右”。是唐王朝在安置高麗降戶時, 曾將部分高麗降戶聚居於青州、徐州之西

諸城傍。在營州地區, 唐王朝也設置有安置高麗降戶的城傍。武則天萬歲通天元年(696年)

“營州之亂”, 高麗末代王高藏之子遼東都督高德武曾率領 “營州士人及城傍子弟”, 阻擊

營州契丹叛軍, “破 賊孫萬斬十有餘陣, 並生獲夷賊一千人”｡14)14)與此對應的是,唐司

空、霍國公王思禮即是 “營州城傍高麗人” 出身｡15)15)與上述高麗降戶安置方式相一致的

是, 在遼東地區也存在一定數量的高麗城傍｡《舊唐書》卷一九九上《高麗傳》載儀鳳二

年(677年), 高宗封高藏為遼東都督、朝鮮郡王, 命其經略遼東, 但高藏到遼東後企圖謀

反, 被唐朝召還放邛州, “並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

“貧弱者”,《新唐書》卷二二《高麗傳》作“弱窶者”｡《資治通鑒》卷二○二“唐紀․高

宗儀鳳二年” 作 “貧者”。按,《爾雅․釋言》言：“窶, 貧也｡” 窶、貧同義。諸史籍明

確記載了唐王朝在放逐高藏後, 決定以貧弱者留在安東城傍。引申其義,是部分高麗貴

族豪酋原來也居於安東城傍, 只是後來被遷入河南、隴右諸州之地。至於遷徙到河南､隴右

諸州的高麗大家豪族, 亦見史籍所載。如《全唐文》卷二五三《命呂休璟等北伐制》載

“防御群牧大使臨洮軍使甄亶領當軍、莫門、積石等軍馬, 募及秦､蘭、渭、城等州大家

子弟總二萬騎”。這個 “大家子弟” 與《大唐六典》卷五《兵部郎中》所言 “秦、成､

岷、渭、河、蘭六州有高麗、羌兵” 相對應, 也與南單德墓誌中的“子弟” 相一致, 都是

指聚居城傍的高麗降戶子弟。此外,《集神州三寶感通 》卷上載有 “高麗遼東城傍塔”,

亦為遼東設置高麗城傍之證。這些遼東高麗城傍的大量存在, 說明了遷居而來的南單德

家族等貴族豪酋降戶應該配居於這些城傍之中｡

此外, 從南單德墓誌記載： “隳拔城邑”��“斬首獲俘”��“分隸潦東”��“郡縣散居”��

“配住安東” 來看, 包括南單德家族在內的高麗降戶配居遼東應該在安東都護府設置初

期完成。上文稱引《舊唐書․地理志》關於安東都護府所轄高麗降戶羈縻州時, 出現的

“初置領羈縻州十四” 等文字內容, 可以證明高麗降戶州的安置在安東都護府設置初期

14) 陳子昂, ｢為建安王與遼東書｣, 董誥, 1983 �全唐文� 卷214, 中華書局, 2160 。

15)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10, ｢王思禮傳｣, 中華書局, 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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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經完成。為此判斷提供佐證的是,《三國史記》卷三十七《地理志》所載總章二年

(669年) 二月的李勣奏狀和高宗敕旨： “高麗諸城勘置都督府及州郡者, 宜共男生商量,

准擬奏聞, 件狀如前敕依奏, 其州郡應 隸屬, 宜委遼東道安撫使兼右相劉仁軌, 遂便穩

分割, 仍總隸安東都護府｡” 從這份史料可以看出, 總章元年李勣在平滅高麗後曾上奏唐

廷商議高麗故地設置州府郡縣事宜, 高宗在回復的敕旨中提出四點原則：一是設置州縣

事與泉男生商議, 二是所設置州縣需存在隸屬關係, 三是州縣設置事宜委任劉仁軌主持,

四是所設州縣總隸安東都護府。從《舊唐書》卷一九九上《高麗傳》所載 “乃分其地置

都督府九、州四十二、縣一百, 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 云云, 這些原則在隨後的州縣

設置中得到貫徹實施。至於具體的完成時間, 應該在高宗總章三年左右。據 《舊唐書》 

卷五《高宗本紀》載: “(總章)三年春正月丁丑,右相、樂成男劉仁軌致仕。辛卯,列遼東

地為州縣。“唐王朝開始列遼東地為州縣, 說明該地區州縣改革已經完成。此外,《泉男

生墓誌》 載泉男生在儀鳳二年, “奉敕存撫遼東,改置州縣”｡16)16)既謂“改置州縣”, 也可以

佐證其時遼東已經完成州縣設置。相應地,南單德家族等高麗降戶也在這一時間段內被

配居至安東。

3. 歸州與射生

遠離故土, 遷居配所, 安於命運, 終客死異 , 飛灰湮滅於歷史長河中, 不留一點痕

跡, 這或許是多數內遷高麗人的人生軌跡。就南單德家族而言, 配居安東後, 如果其子

弟能世襲磨米州都督之職, 也將是一個不錯的選擇和結果。但根據墓誌記載, 南于並未

继承其父南狄磨米州都督, 而是改任歸州刺史。作為連鎖反應之一, 南單德也在少年時

期選擇為內供奉射生。錯綜複雜的政治環境下, 每個人都在努力地改善著自己的處境, 內

遷的高麗人更是如此, 不斷地進行自我調整以獲得世人更多的認同。

16) ｢大唐故特進行右衛大將軍兼檢校右羽林軍仗內供奉上柱國卞國公贈並州大都督泉君墓誌銘並序｣, 周

绍良, 1992 �唐代墓志汇编�, 上海古籍出版社,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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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文已言, 依唐制, 諸藩歸附遷徙所置羈縻州之都督、刺史, 皆得世襲。换言之, 南于

及南单德都可以继任南狄任磨米州都督之職位。但事實上, 南于卻被唐王朝派遣到距離

磨米州兩千公里之外的歸州任刺史。刺史, 本為漢武帝所置全國十三部之督查地方職官,

魏晉於要州置都督兼領刺史, 至隋唐時期, 刺史成為州之行政長官。稽查傳世文獻及碑

誌所載, 總章元年後高麗人除授刺史之職無多, 可作集中考證。目前已見高支于易州刺

史､17)17)李洧徐州刺史､18)18)高拱毅左領軍衛將軍兼刺史､19)19)泉男生並州刺史､20)20)高足酉幽

州刺史21)
21)等, 其中李洧徐州刺史為李正己私署, 泉男生、高足酉刺史為卒後贈官, 三者

可以忽略不計。高支于任易州刺史, 見載於《高提昔墓誌》“祖支于, 唐易州刺史、長岑

縣開國伯、上柱國”。易州,隋開皇元年(581年) 改南營州置, 後置易縣為州治, 唐轄境

當今河北內長城以南, 安新、滿城以北, 南拒馬河以西。關於高支于易州刺史除授原因

所在,《高提昔墓誌》解釋為 “貞觀年中, 天臨問罪, 祖 (高支于) 乃歸誠款塞,率旅賓

庭”。是高支于系貞觀年間唐太宗征伐高麗戰爭中投誠入唐。此記載可印證於《舊唐

書》一九九上《高麗傳》: “(貞觀十九年六月) 延壽、惠真率十五萬六千八百人請降,

……太宗簡傉薩以下酋長三千五百人, 授以戎秩, 遷之內地｡” 進一步可知高支于入唐

後, 被安置於河北易州地區。根據墓誌所言 “率旅賓庭” 云云, 易州應該聚集相當數量

的高麗移民, 故高支于才能成為易州地方長官。至於高拱毅之任刺史, 也與高麗移民歸

附有關。開元三年(715年), “(默啜) 婿高麗莫離支高文簡, 與�跌都督思太, 吐谷渾大

酋慕容道奴, 郁射施大酋鶻屈頡斤、苾悉頡力、高麗大酋高拱毅, 合萬餘帳相踵款邊,

詔內之河南。……引拜文簡左衛大將軍、遼西郡王,……拱毅左領軍衛將軍兼刺史､平城

郡公, 將軍皆員外置, 賜各有差”｡22)22)高文簡、高拱毅率領歸附者應為總章元年後 亡至

17) ｢大唐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泉府君故夫人高氏墓誌｣, 王連龍, 2013 �新見隋唐墓誌集釋�, 遼

海出版社, 73 。

18)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148, ｢李洧傳｣, 中華書局, 4779 。

19)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215, ｢突厥傳｣, 中華書局, 6048 。

20) ｢大唐故特進行右衛大將軍兼檢校右羽林軍仗內供奉上柱國卞國公贈並州大都督泉君墓誌銘並序｣, 周

绍良, 1992 �唐代墓志汇编�, 上海古籍出版社, 667 。

21)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並序｣, 周紹良、趙超, 2002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

版社,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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突厥的高麗民眾, 其數目雖然不詳, 但根據高文簡、高拱毅所除授官職勛爵來看, “合萬

餘帳” 中高麗人應占相當之比例。這些內遷高麗人被唐王朝安置於河南地區, 在此情況

下, 高拱毅被授予左領軍衛將軍兼刺史、平城郡公。

回顧一下南于之歸州刺史, 除授時間在其父任磨米州都督之後, 地點在歸州。歸州,

屬山南東道｡《舊唐書》卷三九《地理志》載：隋巴東郡之秭歸縣, 武德二年(619年), 割

夔州之秭歸、巴東二縣, 分置歸州。天寶元年(742年), 改為巴東郡。乾元元年(758年),

復為歸州, 仍治秭歸縣。根據上文所言高支于、高拱毅刺史除授情況, 南于之任歸州刺

史也應與高麗移民安置有關。查閱唐史所載, 唐王朝在總章元年後對高麗遺民進行了三

次大規模遷徙。第一次移民發生在高麗滅亡後馬上進行｡《三國史記》卷六《新羅本

紀․文武王》載：總章元年(668年) “九月二十一日, 與大軍合圍平壤, 高句麗王先遣泉

男産等詣英公請降。於是英公以王寶臧、王子福男、德男、大臣等二十餘萬口廻唐”。

這次移民主要遷往洛陽、西安等地區。第三次移民發生在儀鳳二年(677年)。上文已有

言及, 時高宗封慾以高藏經略遼東遺民, 然返回遼東的高藏卻與靺鞨勾結謀反, 被唐朝

召還放邛州, “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23)23)此次移民

中, 唐王朝把隨高藏返回遼東的高麗人重新遷於河南、隴右地區。這裡需要著重說明的

是, 總章二年(669年) 的第二次移民: “五月庚子, 移高麗戶二萬八千二百, 車一千八十

乘, 牛三千二百頭, 馬二千九百匹, 駝六十頭, 將入內地, 萊、營二州般次發遣, 量配于

江、淮以南及山南、並、涼以西諸州空閒處安置”24)24)只 “留其貧弱者, 使守安東”｡25)25)這次

移民發生在唐王朝重新劃分高麗, 安置遺民之後, 因為高麗人多有離叛,故唐不得不再次

進行人口遷徙。在移民方向上, 這次移民主要遷往江、淮以南及山南、並、涼以西諸州

空閒處。與南于任歸州刺史相印證的是, 歸州正好位於此次移民範圍中的南山道｡這種

情況說明唐王朝在高麗移民政策上保持着高度的連續性, 即繼續以其酋渠為官吏對移民

進行羈縻管理,而地方豪族出身的南于也隨着移民來到歸州, 并被任命為歸州刺史｡目前

22)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215, ｢突厥傳｣, 中華書局, 6048 。

23)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99, ｢高麗傳｣, 中華書局, 5328 。

24) 劉煦等, 1975 �舊唐書� 卷5, ｢高宗紀｣, 中華書局, 92 。

25) 司馬光, 1956 �資治通鑒� 卷201, 中華書局, 6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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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移民地研究中, 遼寧、河南、陝西、甘肅等移民多有史籍記載, 江淮地區移民遺跡

發現無多, 墓誌關於歸州移民的記載具有很高的史料價值及指導意義。

與歸州相關的是南單德出生地及仕途問題, 墓誌言南單德 “生居平壤”, “累在邊鄙”｡

按,墓誌載南單德卒於大曆十一年(776年), 享年七十八歲, 以卒年 推, 其當生於武周聖

歷二年(699年), 距唐王朝滅亡高麗已經過去三十年, 其家族已經配居遼東, 是南單德不

可能生於平壤。按照南于歸州刺史任職情況來看, 南單德應該生於歸州。墓誌所謂 “生

居平壤” 只是溢美虛言, “累在邊鄙” 方為真實情況。南單德以南于遠任歸州, 可承襲父

輩官爵, 繼而成為地方官吏。但歸州地處偏荒, 山高林密, 終唐一代, 為罪人配流之地｡

縱使南單德承襲歸州刺史之官爵, 常年居於歸州之地, 前途發展終究有限。在這種情況

下, 南單德做出了第一個人生抉擇, 进入唐王朝政治中心长安,選為內供奉射生。即墓誌

所言 “開元初, 上知素有藝能, 兼閑武略, 留內供奉射生”。

關於射生,學界有所討論,26)26)但詳於唐代中後期射生事跡梳理,於其源流則論述不多｡

顧名思義,射生即射獵服務生｡《舊唐書》卷一○六《王毛仲傳》載: “太宗貞觀中, 擇官

戶蕃口中少年驍勇者百人, 每出遊獵, 令持弓矢于御馬前射生, 令騎豹文韉, 著盡獸文

衫, 謂之 ‘百騎’。至則天時, 漸加其人, 謂之 ‘千騎’, 分隸左右羽林營。孝和謂之 ‘萬

騎’, 亦置使以領之。“是射生之設置本源於涉獵所需, 日後方漸歸侍衛禁軍之列。唐高

宗上元三年(676年), 薛元超曾上 《諫蕃官仗內射生疏》, 屢諫強化射生之侍衛功能, 即

是其證。時太子射獵, 稍怠政事, 薛元超亦諫曰：“戶奴多反 餘族, 或夷狄遺醜, 使凶

謀竊發, 將何以御哉？”27)27)此 “戶奴” 亦指輔助太子田獵的射生而言。參讀上舉史料,

可以發現 初射生多來源於 “官戶蕃口”。按,《唐律疏議》卷三 《名例》： “官戶者,

亦謂前代以來, 配隸相生, 或有今朝配沒, 州縣無貫, 唯屬本司｡” 官戶即指犯罪者沒身

於官, 戶籍隸屬於官府的罪隸。其中一免為蕃戶, 再免為雜戶, 三免為良人。即《大唐

六典》卷六《尚書刑部都官》所謂 “諸律令格式有言官戶者, 是番戶之總稱”。因此, 唐

初戰爭俘獲的戰俘、亡國內遷的少數民族, 以其身為官戶, 又驍勇善騎射, 故能成為早

26) 賀中, 2010 ｢唐代射生軍小考｣, �清華大學學報� 1, 157�159 ；黃樓, 2014 ｢唐代射生軍考｣,

�史林� 1, 61�67 。

27)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98, ｢薛收附薛元超傳｣, 中華書局, 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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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射生來源之一。如高麗官奴王毛仲、人奴李守德等, 早年都曾為唐玄宗射生。至景龍

元年(707年) 十月, 中宗停戶奴為萬騎, 先天二年(713年), 玄宗詔定 “羽林飛騎, 並於

衛士中簡補”,28)28)也說明包括射生在內的禁軍中, 出身官戶者應該佔據了一定的比重。雖

然有詔令禁止官戶參加禁軍, 但作為一種傳統, 少數民族裔仍然為射生重要人選。除了

上舉高麗人王毛仲,《高定方墓志铭》載誌主高麗人高定方曾 “兼知射生使”｡29)29)高定方

於開元二十二年(734年) 去世,享年五十一, 其當生於武后光宅元年(684年)。推測高定

方擔任射生使至少在玄宗朝, 甚至更前。此外, 還有范陽城旁奚人李寶臣､30)30)百濟人诺

思计31)
31)等都曾擔任射生及相關職官。南單德身為少數民族裔, 又 “素有藝能, 兼閑武

略”, 都是其成為射生的歷史因素。

此外, 南單德選為射生也與唐王朝對羈縻州府的重視有關係。如前文曾言《大唐六典》 

卷五《兵部郎中》載秦、成、岷、渭、河、蘭六州有高麗、羌兵。當時唐廷規定“諸州

城傍子弟, 亦常令教習, 每年秋集本軍, 春則放散”。并設置專門官員進行例行檢查,如高

麗移民高玄在永昌元年(689年) “奉敕差令諸州簡高麗兵士”｡32)32)南單德如墓誌描述 “素

有藝能, 兼閑武略”, 理所應當 受到唐廷的重視。實際上, 內遷高麗人中驍勇善武, 被

任以重用者多有先例。如唐滅高麗戰爭中投誠的高文協即授以右衛高陵府長上折衝都尉､33)33)

高足酉､34)34)高質､35)35)高慈36)
36)等都除授授左武衛翊衛府中郎將, 擔當京城守衛重任。在

28) 王溥, 1955 �唐 要� 卷72, ｢京城諸軍｣, 中華書局, 1292 。

29) ｢大唐故云麾将军可右威卫将军员外置同正员上柱国右羽林将军上下兼知射生使监河东河西道兵马使内

供奉高君墓志铭｣, 吳鋼, 1997 �全唐文補遺� 4, 三秦出版社, 26 。

30)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42, ｢李寶臣傳｣, 中華書局, 3865 。

31) 董延壽、趙振華, 2007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誌探索｣, �東北史地� 2, 2�12 ｡

32) ｢大周故冠軍大將軍左豹韜衛翊府中郎將高府君墓誌銘｣, 周紹良、趙超, 2002 �唐代墓誌彙編

續集�, 上海古籍出版社, 317 。

33) ｢大唐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泉府君故夫人高氏墓誌｣, 王連龍, 2013 �新見隋唐墓誌集釋�, 遼

海出版社, 73 。

34)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並序｣, 周紹良、趙超, 2002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

版社, 348 。

35) ｢大周故鎮軍大將軍行左金吾衛大將軍贈幽州都督上柱國柳城郡開國公高公墓誌銘｣, 吳鋼, 2005 �全

唐文補遺� 8, 三秦出版社, 47 。

36) ｢大周故壯武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左玉鈐衛將軍高公墓誌｣, 周绍良, 1992 �唐代墓志汇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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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種傳統及環境背景下, 南單德自然可以 為容易地選擇做內供奉射生, 出入禁中, 侍

衛皇帝身邊。

當然, 在南單德選為射生的事情上, 身為都督、刺史的南狄及南于也應該發揮了積極

的作用。根據墓誌記載, 南單德留為內供奉射生已經在開元初, 其時射生已脫離涉獵服

務生階段,進入北衙羽林禁軍系統。據唐史所載, 北衙羽林禁軍取兵原以 “戶等” 為標

準, 玄武門屯營飛騎兵 “取戶二等以上, 長六尺闊壯者, 試弓馬四次上, 翹關舉五, 負米

五斛行三十步者”｡37)37)“戶二等”, 即對應要求二品職官, 南單德祖南狄、父南于的都督刺

史顯然達不到這個級別, 也就是說南單德還沒有資格進入禁軍。但情況在高宗時期發生

改變, 高宗龍朔二年(662年), 羽林軍創建後, “始取府兵越騎、步射置左右羽林軍”｡38)38)

府兵來源廣泛, 戶等繁雜, 南狄、南于的羈縻州府也在征取之列, 南單德始有機 充當

禁軍。如上言奚人李寶臣即被節度使安祿山選為射生官。天寶中, 隨祿山入朝, 玄宗留

為射生子弟｡《劉昇朝墓誌》也記載誌主劉昇朝 “選為射生”,39)39)及《李永定墓誌》亦謂

誌主李永定 “奏事玉階, 恩敕便留內供奉射生”,40)40)均與墓誌所載南單德 “留內供奉射

生” 相一致。這也是南單德能成為射生的一個現實原因。

4. 幽州與擢升

志存高遠的南單德, 選為射生, 漸受恩寵,期待有朝一日飛黃騰達, 然而一场不期而遇

的战争再次改变了他的命运。墓志记载 “兩蕃亂離, 詔付夔祖汾陰公駈使, 頻立功郊,

授折衝果毅, 次至中郎將軍”。從南單德仕途履歷來看, 參加平定奚、契丹之兩蕃叛亂的

戰爭是其人生的一個重要轉折點。從此南單德離開長安, 回歸配居之地, 後又參加叛軍,

上海古籍出版社, 995 。

37)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50, ｢兵志｣, 1331 。

38)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50, ｢兵志｣, 1331 。 

39) 周紹良、趙超, 2002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761 。

40) 周紹良、趙超, 2002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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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歷安史之亂。墓誌在記載南單德參加平亂時, 講到其在 “汾陰公” 麾下效力, 并因戰

功得以擢升。宏觀地看, 入唐高麗人在遷居唐王朝內地初期, 為集中地保持了聚族而

居的生存方式, 但是隨著逐漸融入中華民族大家庭中, 也與其他民族產生更多的交流活

動, 這其中有友情也有恩情。就南單德的入唐經歷而言, “汾陰公” 扮演著一個非常重要

的角色, 正是在他的帶領下, 南單德走向了另外一條人生道路。

墓誌並未記載此 “汾陰公” 為何人,查閱傳世文獻及出土碑誌材料, 約有以下諸位

“汾陰公”：其一, 汾陰獻公薛收｡《新唐書》卷七三下《宰相世系表》: “(薛)收字伯褒,

秦王府十八學士、汾陰獻公｡” 薛收事跡見載兩《唐書》本傳,初以從平劉黑闥, 封汾陰

縣男, 後卒於武德七年(624年), 貞觀七年, 贈定州刺史。永徽六年(655年), 又贈太常

卿, 陪葬昭陵。子元超襲爵, 亦有稱汾陰公, 見《全唐文》卷一九六 《中書令汾陰公薛

振行狀》, 然查本傳及《大唐故中書令、兼檢校太子左庶子、戶部尚書、汾陽男、贈光

祿大夫、使持節都督秦、成、武、渭四州諸軍事、秦州刺史薛(元超)公墓誌銘》,41)41)未

見汾陰公之封。其二,汾陰開國公薛儆。薛儆見於唐史所載, 其墓誌近亦出土｡42)42)據墓誌

所載, 薛儆尚唐睿宗女荆山县主, 及睿宗即位, 縣主封鄎國長公主, 儆拜駙馬都尉, 加汾

陰公之爵。薛儆晚年曾除授岐、澤、鄧、 諸州刺史,及虢、鄧、汾等別駕, 但未見有抗

擊兩蕃之記載, 且壯年早卒於開元八年(720)。其三, 汾陰縣公薛願。按,《唐 要》卷

七十九 “謚法上” 云: “簡,……贈秦州都督汾陰縣公薛願｡” 薛願於《舊唐書》有傳, 河

東汾陰人。父絛, 禮部郎中。兄崇一, 尚惠宣太子女宜君縣主。女弟為廢太子瑛妃。願

坐宮廢貶官。及祿山之亂, 復出為潁川太守, 固城力戰, 至德元年(756年) 十一月, 城守

竭盡被執, 為安祿山凍殺於洛水之濱, 不見載於平息契丹、奚叛亂, 秦州都督、汾陰縣

公亦當為獎掖忠義之贈官爵。

此外, 還有學者主張南單德墓誌文中 “汾陰公”即指薛訥｡43)43)薛訥, 於兩《唐書》有

41) 吳鋼, 1994 �全唐文補遺� 1, 三秦出版社, 69 。

42) 山西省考古研究所, 2000 �唐代薛儆墓發掘報告�, 科學出版社, 67 ; 吳鋼, 2000 �全唐文補

遺� 7, 三秦出版社, 37 。

43) 樓正豪, 2015 ｢新见唐高句丽遗民南单德墓志铭考释｣, �西部考古� 8, 185-193 ；王菁、王

其禕, 2015 ｢平壤城南氏：入唐高句麗移民新史料��西安碑林新藏唐大曆十一年南單德墓誌｣,

�北方文物� 1, 8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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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史載薛訥於萬歲通天二年(697年) 以中郎將之職取海路東入, 參加平定 “營州之

亂”,44)44)可稱之為平定契丹叛亂, 然其時南單德並未出生。又,景雲元年(710年) 十二月,

奚、霫犯塞, 時任幽州都督的薛訥曾起兵追擊,未有勝績, 其年南單德僅十二歲。至先天

元年(712年) 三月, 唐廷以孫佺為幽州大都督, 徙訥為並州長史｡《資治通鑒》卷第二百

一十《唐紀》“先天元年” 條謂 “幽州大都督薛訥鎮幽州二十餘年, 吏民安之, 未嘗舉兵

出塞,虜亦不敢犯”｡ 南單德即使參與其中, 也鮮有機 屢立戰功。至開元二年(714年)

夏, 訥與杜賓客、崔宣道等率眾二萬討伐契丹等, 輕於接戰, 所率盡為契丹等所覆, 訥脫

身走免, 官爵等並從除削。唐兵死者什八九, 其時十六歲的南單德更不可能 “頻立功郊,

授折衝果毅, 次至中郎將軍”。至於後來薛訥與王晙等打破土蕃軍於長城堡, 以功拜左羽

林軍大將軍, 復封平陽郡公, 又與墓誌無關。後訥尋以年老, 特聽致仕,開元八年(720年)

卒。此時南單德方二十歲。此外, 墓誌謂 “汾陰公”, 今見史籍載薛訥有 “平陽郡公” 及

“河東郡公”45)45)之封, 亦未見 “汾陰公”, 故墓誌所謂 “汾陰公” 非指薛訥。

排除以上幾位 “汾陰公”, 墓誌之 “汾陰公” 當另有其人。根據墓誌提供的線索, 墓

誌撰文者薛夔稱 “平陽公(薛仁貴)” 為曾祖, 稱 “汾陰公” 為祖, 是此 “汾陰公” 應為

薛仁貴之子。查諸唐史, 薛仁貴有子五人, 依次為薛訥、薛慎惑、薛楚卿、薛楚珍和薛

楚玉。其中, 薛訥已經排除 “汾陰公” 可能, 其餘四子中, 以薛楚玉 為值得注意：《舊

唐書》卷九十二《薛訥傳》載: “訥弟楚玉, 開元中, 為幽州大都督府長史, 以不稱職見

代而卒｡”46)46)又,《舊唐書》卷一百二十四《薛嵩傳》云: “父楚玉, 為范陽、平盧節度使｡”47)47)

從這兩則史料來看, 薛楚玉曾任幽州大都督府長史, 後兼幽州(范陽)(天寶元年, 幽州節

度使更名為范陽節度使)、平盧節度使。開元十三年(725年), 唐王朝以幽州都督府為大

都督府。依唐制, 凡大都督府, 置大都督一人, 親王為之, 多遙領, 其任亦多為贈官, 長

史居府以總其事, 秩從三品。至於幽州節度使, 原本兼本軍州經略大使, 並節度河北諸

軍大使,高麗人高欽德即於開元十四年(726) “自寧遠將軍, 制兼幽州副節度、知平盧軍

44) 陳子昂, ｢為建安王與遼東書｣, 董誥, 1983 �全唐文� 卷214, 中華書局, 2160 。

45) 王溥, 1955 �唐 要� 卷80, ｢朝臣複諡｣, 中華書局, 1484

46) 劉煦等, 1975 �舊唐書� 卷92, ｢薛訥傳｣, 中華書局, 2985 。

47)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24, ｢薛嵩傳｣, 中華書局, 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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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48)48)至開元二十年(734年), 幽州節度使又兼河北採訪處置使, 增領衛、相、洺､

貝、冀、魏､深、趙、恒、定、刑、德、博、棣、營、鄭十六州及安東都護府。平盧節

度使, 升自據平盧軍使, 而平盧軍原為幽州節度諸北大軍使轄屬, 開元七年(719) 唐始

設平盧節度使,治營州(今遼寧朝陽), “經略河北支度、管內諸蕃及營田等使, 兼領安東

都護及營、遼､燕三州”｡49)49)後平盧軍節度使權限日益增大, 并取代營州都督成為東北地

區 高行政長官。由此可見,薛楚玉兼任幽州(范陽)、平盧節度使, 主要職責為維繫奚及

契丹兩蕃邊疆地區安全。這期間, 薛楚玉帶領唐軍與契丹、奚多有交戰。如《全唐文》

卷三五二《為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載薛楚玉曾連勝三十餘陣, 多有勝績。此外,

與 “汾陰公”爵位有關的是, 薛楚玉亦封有勛爵。按,《新唐書》卷七三下《宰相世系

表》載: “楚玉字瑤, 左羽林將軍、汾陰縣伯”。汾陰伯,與誌文 “汾陰公” 同屬勛爵系

列, 只有伯、公之別。從上文論證的情況來看, 左羽林將軍之職及汾陰縣伯之爵均為薛

楚玉任幽州、平盧節度使之前除授, 及其升遷後, 以功晉封郡公, 也在情理之中。所以,

從薛楚玉任幽州、營州職官時間、抗擊兩蕃事跡, 以及獲封勛爵等角度來看, 墓誌所言

“汾陰公” 當指薛楚玉。

在確定 “汾陰公” 為薛楚玉之後, 繼而可以推斷出南單德參加的平叛 “兩蕃亂離” 應

該指開元十八年(730年) 契丹貴族可突于叛亂。據兩《唐書》之《契丹傳》及《資治通

鑒》卷二一三《唐紀․玄宗十八年》所載, 時任松漠都督府牙官靜析軍副使的可突于入

朝貢方物, 為中書侍郎李元宏所慢待, 心生怨恨, 遂於開元十八年(730年) 殺松漠府都

督李邵固, 率部落並脅奚眾降於突厥, 唐廷數次出兵剿滅, 至二十二年(734年) 才為張

守珪所敗, 前後長達四年之久。其時正值薛楚玉任幽州節度使, 主導平叛兩蕃的戰爭｡

根據上文引《全唐文》卷三五二《為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所載, 薛楚玉曾指揮

唐軍打破契丹三十一陣, 獲牲畜三十餘萬口匹頭, 斬敵將三萬餘級。此外,《露布》中還

詳細地羅列了參加平亂的兵種, 在中央府兵、地方軍之外, 中央禁軍占相當大的比例：

右羽林軍大將軍烏知義、兵馬使內給事薊思賢、副使內寺伯李安達、中郎內供奉李先

壽、宣慰內供奉奚官局令王尚客等所率領的都應該是中央禁軍。上文已言, 南單德在開

48) ｢唐右武衛將軍高府君墓誌銘並序｣, 吳鋼, 1994 �全唐文補遺�1, 三秦出版社, 192 。

49)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66, ｢方鎮表｣,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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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初選為射生, 其時射生已經成為中央禁軍的射生軍, 隸屬於羽林禁軍。禁軍參加對外

征戰, 古有先例。如貞觀十九年(645年) 唐太宗征高麗, 時檢校北門左屯營的右軍大將

軍阿史那社爾即領屯衛飛騎及長上宿衛之兵參加戰鬥, 并屢建奇功｡50)50)《全唐文》 卷二

二五《為河內郡王武懿宗平冀州賊契丹等露布》載神功元年(697年) 武懿宗大破契丹之

役, 也有北衙禁軍參加。據此可以推斷, 身為射生的南單德隨中央禁軍參加了平叛兩蕃

的戰爭。墓誌文用“詔付” 二字,亦可為佐證。

對比前文推算南單德生年, 其參加平叛可突于叛亂時, 正值三十二歲。南單德以而立

之年, 出入疆場, 建立戰功, 正是大顯身手的好時機。南單德也因功授折衝果毅,次至中

郎將軍。折衝果毅, 折衝府統軍折衝都尉之別將, 以府之上、中、下,秩從從五品下、正

六品上、從六品下不等。中郎將軍, 即中郎將, 唐代府兵有內外府之別, 內府為中郎府,

親府一、勳府二、翊府二, 凡五府, 每府置中郎將一人, 正四品下, 掌領校尉、旅帥、親

衛、勳衛之屬宿衛者, 而總其府事｡51)51)南單德能從戰爭中全身而 , 并因功擢升, 可謂

功德圓滿。稽查唐史, 高麗人參加抗擊兩蕃戰爭多有先例。目前史誌所載 早抗擊契丹､

奚的高麗藩將可追溯到高足酉。高足酉系唐征伐高麗中投誠的高麗將領, 據其墓誌記載

“大周天授元年(690年), 拜公為鎮軍大將軍, 行左豹韜衛大將軍,……卷彼二蕃, 如湯沃

雪”｡52)52)可知, 高足酉對兩蕃做戰多有勝績。萬歲通天元年(696年) 五月, 遼西契丹李進

忠、孫萬榮起兵叛亂, 史稱 “營州之亂”。其時高麗投誠將領高質被任命為瀘河道討擊

大使、左玉鈐衛大將軍、左羽林軍上下協助武攸宜討伐契丹, 其子壯武將軍、行左豹韜

衛翊府郎將高慈也從軍而行, 父子 後以城破被俘, 萬歲通天二年五月, 終於磨米城

南。事見載於 《高質墓誌》53)
53)及 《高慈墓誌》｡54)54)墓誌還特別提到 “高麗婦女三人,固

50)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09, ｢阿史那社爾傳｣, 中華書局, 3289 。

51)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49, ｢百官志｣, 1281 。

52)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並序｣, 周紹良、趙超, 2002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

版社, 348 。

53) ｢大周故鎮軍大將軍行左金吾衛大將軍贈幽州都督上柱國柳城郡開國公高公墓誌銘｣, 吳鋼, 2005

�全唐文補遺� 8, 三秦出版社, 47 。

54) ｢大周故壯武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左玉鈐衛將軍高公墓誌｣, 周绍良, 1992 �唐代墓志汇编�,

上海古籍出版社,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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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城隍, 與賊苦戰”, 可證內遷高麗城傍民眾也參加了戰爭。與此同時, 營州契丹叛軍也

遭到高麗末代王高藏之子遼東都督高德武的阻擊, 高德武率領 “營州士人及城傍子弟”,

“破 賊孫萬斬十有餘陣, 並生獲夷賊一千人”｡55)55)可以看到在唐王朝東北邊疆地區抗擊

契丹、奚兩蕃的戰爭中, 多見高麗藩將建功立業。究其原因, 一方面緣於高麗人驍勇善

戰, 另一方面也與高麗移民、契丹、奚等同處營、幽之地, 便於唐王朝指揮平亂有很大

關係。

南單德因汾陰公薛楚玉的提拔而得到擢升, 并快速進入仕途發展軌跡中。若追根溯源,

二人關係還不止於此。上文已講,《新唐書․宰相世系表》載薛楚玉以左羽林將軍之職

掌管禁軍, 時間在其任幽州、平盧節度使之前, 也即開元二十年(732年) 之前, 這與南

單德留為內供奉射生的時間段正好重合。這種情況說明, 南單德身為射生的時候就曾在

薛楚玉麾下效力, 這無疑為其日後的升遷帶來了極大的便利。如果進一步探討二人的關

係, 還 發現：薛楚玉的父親薛仁貴在總章元年率領唐軍滅亡南單德的國家, 而後薛仁

貴以右威衛大將軍檢校安東都護, 總兵二萬人以鎮撫安東, 南單德的祖父南狄所任磨米

州都督正是治於薛仁貴屬下。及南單德選為射生及參加平反兩蕃叛亂, 又是在薛仁貴子

薛楚玉麾下效力。細觀墓誌之行文, 辭藻婉轉,結構精緻, 又出自薛楚玉之孫中大夫行秘

書省著作佐郎薛夔之手。可謂時光轉換, 未改南、薛幾番義理；物是人非, 不變薛、南

數世人情。

5. 洛陽與封王

戰爭對於軍人來說, 意味著危險, 也帶來了機遇。南單德能在戰爭中全身而 , 并因

功獲得升遷, 從一名普通的禁軍射生, 逐漸擢升為四品中郎將, 前途可謂一片光明。恰

逢此時, 中外聞名的 “安史之亂” 爆發了。這場持續八年之久的戰爭, 不但使唐朝由盛

而衰, 而且也再次改變了南單德的命運。根據墓誌記載, 南單德在 “安史之亂” 中, 追

55) 陳子昂, ｢為建安王與遼東書｣, 董誥, 1983 �全唐文� 卷214, 中華書局,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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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安祿山, 參加了叛軍。以目前所見傳世文獻記載, 雖然有大量少數民族出現在 “安史

之亂” 叛軍中, 但還沒有證據顯示內遷高麗人參加叛亂。墓誌關於南單德參加叛軍的記

載, 可以使學界從新審視 “安史之亂” 時期幽州、營州地區高麗人的動向及態度, 從而

具有 高的史料價值。

關於南單德參加安史叛軍, 以其非為榮光之事, 墓誌對此載述多有簡略, 只言南單德

“旋以祿山背恩, 俶擾華夏, 公在麾管, 常懷本朝”。“旋”, 旋即之義, 顯然是在強調南單

德平兩蕃之亂, 除授折衝果毅, 再升遷中郎將軍, 直到參加叛軍的連續性。這個細節揭

示出, 南單德在參加平叛戰爭後, 並未返回長安, 而是選擇留在幽州發展。墓誌接下來

言南單德 “公在麾管, 常懷本朝”, 更是印證了這個判斷。“麾”,《史記․魏其武安侯列

傳》“至吳將麾下”, 張守節正義: “麾, 謂大將之旗｡” 至於南單德在哪位大將麾下效力,

墓誌並未直言。前文已經證明, 南單德原本在幽州(范陽)、平盧節度使薛楚玉統領之下,

即墓誌所謂 “汾陰公駈使”。考之唐史所載, 張守珪在開元二十一年(733年) 任幽州長

史、兼御史中丞、營州都督、河北節度副大使,56)56)接任薛楚玉。值得注意的是, 張守珪

的接任者正是 “安史之亂” 的主角安祿山。安祿山先於開元二十八年(740年) 除授平盧

兵馬使、營州都督、平盧軍使, 次在天寶元年(742年) 升至平盧為節度, 兼柳城太守,

押兩蕃、渤海、黑水四府經略使。天寶三年, 安祿山代裴寬為范陽節度, 河北採訪、平

盧軍等使如故,57)57)全面掌控東北地區行政事務。由此可見, 墓誌所言南單德 “在麾管”,

即言在安祿山麾下效力。從墓誌文的措辭來看, 義在為南單德參加叛軍開脫罪名, 脅從

叛軍, 身不由己之義明顯。為尊者諱、為死者諱, 這也是墓誌文常見的寫法。

在墓誌所言南單德脅從參加叛軍的官方說法之外, 仔細分析南單德的處境, 應該還有

其他原因。其一, 南單德參加叛軍是一種從眾行為。上文已言, 遼東為南單德家族配居

所在, 但隨著安東都護府內遷, 營州地區聚居了大量的內遷高麗民眾。在安祿山掌控營

州、范陽軍政大權之後, 聚集在營州的東北諸蕃降胡都納入到安祿山統治之下。加之,安

祿山善於籠絡人心, 凡降蕃夷皆接以恩, 時人謂祿山、思明為 “二聖”｡58)58)所以 “自燕以

56)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03, ｢張守珪傳｣, 中華書局, 3194 。

57) 劉煦等, 1975 �舊唐書� 卷200, ｢安祿山傳｣, 中華書局, 5368 。

58)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127, ｢張嘉貞附張弘靖傳｣, 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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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十七州, 皆東北諸蕃降胡散處幽州、營州界內, 以州名羈糜之, 無所役屬, 安祿山之

亂, 一切驅之為寇, 遂擾中原”｡59)59)南單德隨營州城傍高麗人參加叛軍也在情理之中。相

信隨著新史料的發掘, 有關參加 “安史之亂” 的高麗人的信息將 逐漸呈現。其二, 南

單德參加叛軍也是出於前途的考慮。安祿山自天寶十四年(755年) 十一月自范陽起兵反

唐, 距離南單德參加平叛兩蕃因功除授折衝果毅已經二十三年, 年已五十七歲的南單德

在二十三年間只升遷到四品中郎將, 而且此中郎將之授也為安祿山所助力, 可見其仕途

之曲折。當改變命運的戰爭再次發生時, 南單德義無反顧地選擇了參加叛軍。實際上不

只是南單德, 前文提及的幽州、營州行政長官薛楚玉之子薛嵩, 張守珪之子張獻誠等都

出於功利之目的參加了安史叛軍。

南單德雖然參加了叛軍, 但關鍵時刻迷途知返, 歸降唐廷,從而開啟人生新的一 。墓

誌記載 “復遇燕郊妖氛, 再犯河洛, 元首奔竄, 公獨領眾歸降”。明確指出南單德歸降唐

廷在安史叛軍 “再犯河洛” 之時。考察安史之亂過程,可知所謂 “再犯河洛” 是指乾元

二年(759年) 史思明繼安祿山之後再次攻陷洛陽。乾元元年(758年) 十月, 郭子儀領九

節度圍安慶緒於鄴城, 久攻不下。次年三月史思明自范陽救援安慶緒, 與郭子儀戰於安

陽河北。因大風突起, 兩軍大驚, 官軍潰而南, 史軍潰而北, 郭子儀以朔方軍斷河陽橋保

東京｡《資治通鑒》卷第二二一《唐紀》“肅宗乾元二年” 條記載當時的形勢: “東京士

民驚駭, 散奔山谷, 留守崔圓、河南尹 震等官吏南奔襄、鄧, 諸節度各潰歸本鎮”, 與

墓誌所謂 “元首奔竄” 正好吻合。換言之, 南單德也就是在這個時間領眾歸降唐廷｡關

於南單德歸降的原因, 墓誌只概言 “常懷本朝”。結合當時戰爭形勢來看, 南單德歸降應

該是 勢而行。在安慶緒被困鄴城之前, 隨著軍事上的節節敗 , 叛軍即多有歸 事件

發生, 如青、齊節度能元皓、德州刺史王暕、貝州刺史宇文寬等先後歸 唐廷。加之,

史思明在救援鄴城後, 殺安慶緒,並有其眾, 使南單德失去了靠山。隨著戰爭形勢向有利

於唐軍方向發展, 南單德選擇歸 唐廷顯然是明智之舉。此外, 唐軍中高麗將領的存在

也是南單德歸 的一個重要因素。如在 “安史之亂” 早期, 高麗人高仙芝曾以副統帥之

職領兵討 , 只是後來兵敗潼關,為宦官誣陷, 被朝廷斬殺。又有戶部尚書、霍國公王思

59) 劉煦等, 1975 �舊唐書� 卷39, ｢地理志｣, 中華書局,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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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曾率領關內及潞府行營步卒三萬、馬軍八千參與圍困安慶緒於鄴城, 當時南單德即在

鄴城內。據《舊唐書》本傳所載, 王思禮為 “營州城傍高麗人”, 與南單德家族同屬安東

都護,皆為城傍子弟。此外, 唐軍中高麗人李正己也參加了平亂戰爭, 戰後也獲封饒陽郡

王。這些唐軍中的高麗將領與南單德多有交集, 對其歸 唐廷應該有所影響。

南單德以歸降之功, 獲封饒陽郡王, 開府儀同三司、左金吾衛大將軍, 食邑三千戶｡

根據《通典》卷第三十一《職官》所載唐代爵制: “皇兄弟、皇子為王, 皆封國之親王｡

……太子男封郡王, 其庶姓卿士功業特盛者, 亦封郡王｡” 在已見唐代史料所載內遷高麗

人中, 只見儀鳳中唐高宗授高麗王高藏開府儀同三司、遼東都督, 封朝鮮王, 及垂拱二

年(686年) 封高藏孫寶元為朝鮮郡王｡60)60)其後, 大曆年間高麗人李正己封為饒陽郡王｡61)61)

比 而言, 無論是高麗末代王高藏, 還是地方割據軍閥李正己, 南單德的資歷､ 地位及

名望顯然低得多。但南單德能封王也有其合理之處。首先, 封王與當時戰爭形勢有關｡ 上

文已言, 雖然當時郭子儀率九節度使圍困安慶緒於鄴城, 但終為史思明所敗, 保洛

陽。史思明殺安慶緒後繼續西進,雙方對峙, 勢均力敵。這個時候南單德率眾歸降, 不僅

影響雙方力量對比, 也在氣勢上給安史叛軍以重擊。其次, 封王與當時民族矛盾有關。

眾所周知, 安祿山自范陽起兵, 其所轄幽州、營州歷為東北邊疆奚、契丹、突厥、高麗

等少數民族羈縻州所在, 民族矛盾激烈, 這也是眾多少數民族參加安史叛軍的一個重要

原因。在這個時候, 唐廷給歸降高麗人南單德封王, 其安撫意義重大, 從而可以達到分

化瓦解叛軍之目的。 後, 封王與戰時特殊政策有關。依唐初之制, “非李氏不王”,62)62)但

是這種定制在戰爭時期有所改變。即以 “安史之亂” 為例, 乾元元年(758年),史思明部

將烏承玼奔李光弼, 表為冠軍將軍, 封昌化郡王,為石嶺軍使｡63)63)此外, 薛楚玉之子薛嵩,

初參加安史叛軍, 為史思明守相州, 廣德元年(763年) 歸 唐廷, 大曆初封高平郡王｡64)64)

這些人都與南單德一樣歸降自叛軍, 因戰時特殊獎勵政策, 封以王爵。其他如開府儀同

60)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99, ｢高麗傳｣, 中華書局, 5328 。

61)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24, ｢李正己傳｣, 中華書局, 3535 。

62)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87, ｢ 安恒傳｣, 中華書局, 4880 。

63)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163, ｢李光弼傳附烏承玼傳｣, 4596�4597 。

64)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111, ｢薛仁貴傳附薛嵩傳｣, 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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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司, 為文散官之 高階, 從一品, 高麗將領中高仙芝､65)65)王思禮66)
66)等都曾授予此官｡

左金吾衛大將軍, 南衙衛軍,秩正三品, “掌宮中及京城晝夜巡警之法, 以執御非違, 凡翊

府及同軌等五十府皆屬之”｡67)67)南單德原為四品中郎將, 此授正三品左金吾衛大將軍也

在擢升之列。

6. 結 語

墓誌 後記載南單德以大曆十一年(776年) 三月二十七日卒于長安永寧里私苐, 享年

七十八歲。回顧南單德的一生, 從一名高麗亡國貴族子弟, 逐漸成長為唐王朝郡王, 人

生跌宕起伏, 充滿戲劇性, 終結局圓滿。雖然時光不能倒流, 但不妨以大曆十一年

(776年) 為起點, 用倒敘的方式去重新梳理一下南單德的傳奇人生。在其豐富的人生經

歷中, 去尋找眾多入唐高麗人的身影, 考察總章元年後高麗人的生存狀態。

假設時間回到一百零八年前, 即公元668年, 那一年南單德還沒有出生。如果不曾發

生唐滅高麗戰爭, 南單德家族 和其他高麗人一樣,生活在自己的國家里, 沒有遠離故土,

也沒有配居他 。假設時間回到七十八年前, 即公元699年, 那一年南單德一歲。如果沒

有大規模戰爭移民, 南單德 和家人生活在一起,繼承祖、父官爵, 成為磨米州都督或歸

州刺史, 沒有骨肉分離, 也沒有長安射生。假設時間回到四十六年前, 即公元730年, 那

一年南單德三十二歲。如果沒有平叛奚、契丹的戰爭, 南單德 在長安禁軍服役, 出入

禁中, 侍衛皇帝, 有朝一日飛黃騰達, 不 參加叛軍, 也不 叛變唐廷。假設時間回到二

十一年前, 即公元755年, 那一年南單德五十七歲。如果沒有 “安史之亂” 的戰爭, 南單

德 在幽州之地, 沒有背叛, 也沒有歸降, 當然也沒有封王。但是歲月不 轉, 人生也

沒有如果, 南單德伴隨戰爭成長, 不能簡單地說戰爭改變了他的命運, 還是他利用戰爭

改變了命運, 因為戰爭給他提供了機遇, 也帶來了危險。但可以確信的是, 在每一次人

65)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04, ｢高仙芝傳｣, 中華書局, 3206 。

66)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10, ｢王思禮傳｣, 中華書局, 3312 。

67) 劉煦等, 1975 �舊唐書� 卷44, ｢職官志｣, 中華書局,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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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抉擇面前, 南單德都做出了 有利於自己的選擇, 從而成為人生贏家。

從平壤到安東, 從安東到歸州, 從歸州到長安, 從長安到幽州, 從幽州到洛陽, 地點不

斷在改變。從貴族子弟到亡國移民, 從移民到射生, 從射生到折衝果毅, 從折衝果毅到

中郎將, 從中郎將到叛軍將領, 從叛軍將領到饒陽郡王, 職位不斷在改變。這是南單德

的生活軌跡, 這也是所有內遷高麗人的生活軌跡。位置的改變, 職位的改變, 改變,以及

準備著改變, 真實地展現了總章元年後高麗人的生存狀態。

논문투고일(2016. 9. 30), 심사일(2016. 11. 23), 게재확정일(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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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

大唐故饒陽郡王南公墓誌銘並序

中大夫行秘書省著作佐郎薛夔撰

夫人之在生, 皆有定分。至於修短, 互各等差。況行年八旬, 足比上壽。故饒陽郡王

諱單德, 字單德, 昔魯大夫蒯之後, 容之裔也。公生居平壤, 長隸潦東。自隨室已來, 其

國屢阻王命, 累歲征伐。曆至于唐, 太宗惣戎, 親幸問罪, 軍師太震, 瓦石俱焚。時夔曾

祖行軍大惣管平陽公, 擐甲先駈, 隳拔城邑, 生擒其王莫麗支, 斬首獲俘, 不可勝計。因

此分隸潦東, 子弟郡縣散居。公之家, 子弟首也, 配仼安東。祖狄, 皇磨米州都督。父

于, 皇歸州刺史。昆弟四人, 單德元子也。累在邊鄙, 忠勤日聞。開元初, 上知素有藝

能, 兼閑武略, 留內供奉射生。後屬兩蕃亂離, 詔付夔祖汾陰公駈使, 頻立功郊, 授折衝

果毅, 次至中郎將軍。旋以祿山背恩, 俶擾華夏, 公在麾管, 常懷本朝。復遇燕郊妖氛,

再犯河洛, 元首奔竄, 公獨領眾歸降。上念勳高, 特錫茅土, 封饒陽郡王, 開府儀同三

司、左金吾衛大將軍, 食邑三千戶。每思報主, 願竭懇誠。於戲! 上天不假永壽, 以大

曆十一年三月廿七日寢疾, 薨于永寧里私苐, 春秋七十有八。夫人蘭陵蕭氏。嗣子珎貢,

正議大夫試太常卿兼 州 事參軍。夫人□女, 長未初笄, 居公之喪, 哀毀過禮, 悶擗初

咽, 絕漿七朝, 耳目所聞, 吁而灑泣。上佳忠義, 賜之束帛, 並給鹵部, 葬加殊等。恩深

霈澤, 存歿光榮。以其年四月廿八日葬于萬年縣崇義 胡村白鹿之西原, 禮也。其詞曰:

懿乎純礭, 立操堅貞。少習流矢, 攻戰成名。其一

□心上荅, 靜難邊陲。未□丹懇, 二豎交馳。其二

□□孤墳, □對原野。魂散□□, 千年永謝。其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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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r and Destiny: a case study on the Gaoli people’s life state

after the first year of the Zong Zhang (668 years)

� from Nan Shan de’s epitaph in the Tang Dynasty

Wang Lianlong

The Tang Dynasty wiped out Gaoli Dynasty in the first year of the Zong Zhang (總章

元年). and Gaoli people began to live a different life. It is a very important academic 

problem to study the existence of Gaoli after war.Nan Shan de’s epitaph that newly found 

in Xi’an recorded the immigration status of Gaoli people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Tang Dynasty. and supplemented the historical records of immigration issues. This epitaph 

also recorded Nan Shan de’s growth experience in the Tang Dynasty. Nan Shan de 

joined the rebel army in “Anshi Turmoil”, surrender to the Tang Dynasty at Luo yang, so 

that he was honored with Rao Yang princes.These records gived scholars a chance to 

reflect on past research about the Gaoli immigration. so this epitaph has a high historical 

value to explore the life state of Gaoli people after national subjugation. It is a  new 

retrieval method which is based on case study to researh social phenomena. I hope this 

method is helpful to the research of related problems.

Key words : War; destiny, life state, Nan Shan de’s epitaph, c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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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번역>

쟁과 운명: 唐 總章 원년(668년) 이후

고려인 생존 상황의 사례 고찰*

� 새로 발견된 고려인 南單德 묘지를 심으로 �

68)

王 連 龍**

번역: 장보운***

1.머리말

2. 安東에 유배되어 거주하다

3. 歸州를 떠나 射生이 되다.

4.幽州에서 공을 세워 승진되다

5. 洛陽에서 귀순하여 王에 해지다

6. 맺음말

부록: 大唐故饒陽郡王南公墓誌銘並序

中大夫行秘書省著作佐郎薛夔撰

夫人之在生，皆有定分。至於修短，互各等差。況行年八旬，足比上壽。故饒陽郡王諱單德，字單

德，昔魯大夫蒯之後，容之裔也。公生居平壤，長隸潦東。自隨室已來，其國屢阻王命，累歲征伐。

曆至于唐，太宗惣戎，親幸問罪，軍師太震，瓦石俱焚。時夔曾祖行軍大惣管平陽公，擐甲先駈，隳

拔城邑，生擒其王莫麗支，斬首獲俘，不可勝計。因此分隸潦東，子弟郡縣散居。公之家，子弟首

也，配仼安東。祖狄，皇磨米州都督。父于，皇歸州刺史。昆弟四人，單德元子也。累在邊鄙，忠勤

日聞。開元初，上知素有藝能，兼閑武略，留內供奉射生。後屬兩蕃亂離，詔付夔祖汾陰公駈使，頻

立功郊，授折衝果毅，次至中郎將軍。旋以祿山背恩，俶擾華夏，公在麾管，常懷本朝。復遇燕郊妖

氛，再犯河洛，元首奔竄，公獨領眾歸降。上念勳高，特錫茅土，封饒陽郡王，開府儀同三司、左金

吾衛大將軍, 食邑三千戶。每思報主, 願竭懇誠。於戲! 上天不假永壽，以大曆十一年三月廿七日寢

*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재단(KFAS)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中國 吉林大學 教授.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국 魯東 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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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薨于永寧里私苐，春秋七十有八。夫人蘭陵蕭氏。嗣子珎貢，正議大夫試太常卿兼 州 事參

軍。夫人□女，長未初笄，居公之喪，哀毀過禮，悶擗初咽，絕漿七朝，耳目所聞，吁而灑泣。上佳

忠義，賜之束帛，並給鹵部，葬加殊等。恩深霈澤，存歿光榮。以其年四月廿八日葬于萬年縣崇義

胡村白鹿之西原，禮也。其詞曰:

懿乎純礭，立操堅貞。少習流矢，攻戰成名。其一

□心上荅，靜難邊陲。未□丹懇，二豎交馳。其二

□□孤墳，□對原野。魂散□□，千年永謝。其三

1. 머리말

高麗는1)
1) 국 동북 지역에 세워진 소수민족 정권으로 수립 당시부터 국 원

왕조정권과 종번 계를 유지하며 책 을 받아 원왕조 조공체제의 요한 구성

원이 되었다. 唐 高宗 總章원년(668년)에 唐 조정에서 高麗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

서 행정구역을 새로 개편해 州․縣을 설치하여 安東都護府의 할 하에 뒀다.

쟁은 고려 정권을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고려인의 운명도 바꿨다. 總章 원년 이후

망국한 고려인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주변 지역으로 도망가거

나 고국에 남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이 唐의 내륙지역으로 이주당하여 나 에

화민족에 융합되어 들어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南單德이 바로 이런 망국 고려

인 의 표 인 인물로 그 묘지는 국 西安市 灞橋區 紅旗 에서 출토되었는데

재 西安 碑林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2)2)묘지에 따르면 고려가 멸망된 후 南單

德 가족은 唐 조정에 의해 安東(安東都護府)에 배치되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 開

1) 존하는 국측 사서 �隋書�와 �舊唐書�, �新唐書�, 그리고 �資治通鑑� 등에서 모두 습

으로 삼국시 고구려를 高麗라고 부른다. 南單德 묘지가 국 西安 근처에서 출토되었

으며 한 본 연구에서 唐代를 연구 상 시기로 설정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 高麗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2) 赵力光, 2014 �西安碑林博物馆新藏墓志续编�, 陕西师范大学出版社, 380-382면; 樓正豪,

2015 ｢新见唐高句丽遗民南单德墓志铭考释｣, �西部考古� 8, 185-193면; 王菁․王其禕, 2015

｢平壤城南氏 : 入唐高句麗移民新史料-西安碑林新藏唐大曆十一年南單德墓誌｣, �北方文物�

1, 80-85면.



․ 戰爭與命運: 總章元年(668年) 後高麗人生存狀態的個案考察 385

元 기에 南單德이 內供奉射生으로 선발되었고 薛楚玉을 따라 奚族과 거란의 반

란 진압에 나섰으며 그 공으로 折衝果毅과 中郞將軍에 제수되었다. 天寶 말기에는

安祿山의 반란군에 가담하 다가 나 에 군 를 이끌고 투항하여 귀순하 으며 饒

陽郡王에 해졌다. 그는 大曆11년(776년)에 長安에서 78세의 일기로 사망하 다.

南單德의 한평생을 돌이켜 보면 운명이 기구하여 망국민 출신이었지만 마침내는

高官顯爵까지 지냈으며 란만장한 인생 역정에 수많은 고려인의 모습이 담겨 있

어 매우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南單德 묘지에 한

검토를 심으로 삼아 總章원년 후 고려인의 생존 상황을 고찰하고자 하며 아울러

하나의 시도로서 개별 사례연구를 사회 상 연구에 목시켜 련 학술 연구

에 방법론 으로 조 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安東에 유배되어 거주하다

고려인에게 總章원년의 평양 쟁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쟁 이후

고려인들은 망국민이 되어 이주하거나 도망하여 고향을 떠나 객지에 배치되어 살

게 되었다. 南單德 묘지문은 이에 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때 夔의 曾祖父인 行軍大摠管 平陽公이 갑옷을 입고 앞장서서 말을 몰고 나

아가 성읍을 깨뜨려 빼앗았고, 그 왕과 막리지를 생포하 으며, 참수하고 포로로

잡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遼東에 나 어 속시켰으며, 子弟들은 郡縣

에 흩어져 살게 하 다. 公의 가문은 子弟 에서 으뜸이니 安東에 배치되어 살게

되었다. 祖父인 狄은 皇朝의 磨米州 都督이었다. 父親인 于는 皇朝의 歸州 刺史

다 (時夔曾祖行軍大惣管平陽公，擐甲先駈，隳拔城邑，生擒其王莫麗支，斬首獲俘，

不可勝計. 分隸潦東, 子弟郡縣散居. 公之家, 子弟首也, 配住安東. 祖狄, 皇磨米州都

督. 父于, 皇歸州刺史).”

한편 南單德 묘지문 다른 묘지의 내용들과 다른 이 있는데, 總章원년에 唐

軍이 평양성을 격 하고 포로로 수많은 고려 王公貴族을 잡았다는 기록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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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唐 조정에서 일부 고려인을 遼東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子弟들이 郡縣에 흩어

져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언 되었다는 이다. 그 南單德 일가는 호족의 우두

머리로 역시 安东에 배치되어 살게 되었으며 일부 가족들이 지방의 고 료에 임

명되었다. 쟁 후 遼東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과 련된 연구는 사료의 부족 등

으로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南單德 묘지가 기존의 래문헌

출토 묘지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료들을 간의 연 계를 보충해주

고 總章원년 후 遼東지역 고려인의 생존상황을 밝히는 데 높은 사료 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南單德 묘지문은 總章원년 후 遼東으로 이주한 고려인의 신분을 밝혔는데

子弟와 戶(항복한 民戶)이 그것이다.

子弟는 일찍이 고서에서 등장하 다. 컨 �周禮․地官․師氏�에서 이르길,

“師氏( 국 周代의 직명, 교육자)는 나라의 법에 맞지 않은 일이 있는지를

악하고 장하며, 나라의 子弟들을 교육한다. 무릇 나라의 벼슬이 없는 子弟들은

모두 배운다(師氏，掌國中失之事以教國子弟，凡國之貴遊子弟學焉).”고 하 다. 이

에 해 鄭玄이 주해하기를, “나라의 子弟란 公卿大夫(높은 벼슬아치)의 子弟나

동생을 말한다(國之子弟, 公卿大夫之子弟)”라 하 다. 한 �史記� 권109 ｢李將軍

列傳｣에 나온 “良家子”와 련해서，如淳이 이르길, “醫生, 무당, 장사치, 기술공이

아닌 것이다(非醫․巫․商․賈․百工也)”라고 하 다. 이로 인해 子弟는 그 본래

의 뜻이 公族(왕이나 公 따 의 신분이 높은 사람의 동족)의 자제를 가리키며 일

반 의미에서의 친족에 한 흔한 호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唐 시기 子弟

의 이런 본래의 뜻은 여 히 사용되고 있었다. 컨 �舊唐書� 권189 상 ｢儒學｣

에서 기록하길, 貞觀연간 唐 太宗이 국학과 태학을 요시하며 學舍를 증축하고

生員의 수를 늘렸는데 “고려 백제․신라․高昌․吐蕃 등 여러 나라 酋長들도

子弟를 보내 와서 國學에 입학하기를 청하 다”고 하 다. �三國史記�에서도 고려

왕이 子弟를 唐에 보내 宿衛(궁궐 경비를 해 궁궐 내에서 숙직하는 일) 공부

를 하 다는 내용을 반복 으로 기록하 다. 술한 이들 子弟는 모두 왕실이나

귀족 가문 출신의 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南單德 묘지에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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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弟도 귀족 子弟로 해석할 수 있다. 술한 시들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해석은

誌文 자체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南單德 묘지에서 “子弟의 으뜸”으로서 南單德 가

족 南狄이 安東에 배치되어 거주한 후 磨米州 都督에 제수되었다고 하 다. 磨

米州는 安東都護府에 속된 14개의 고려 戶州(항복한 民戶를 다스리는 州) 의

하나로 재 국 遼寧省 本溪市 下堡山城에 있다.3)3)“그 酋長들 功이 있는 자

를 선발하여 都督과 刺史, 縣令으로 임명하고 국인과 더불어 백성을 리하는

데 참여하도록 했다”는 �舊唐書․高麗傳�에 기록된 安東都護府 羈靡州 職官의 임

명 원칙을 상기하면 南狄과 南于는 모두 고려의 酋渠(酋長)이자 명문거족 출신이

며 부락의 우두머리 신분으로 지방 료에 임명되었음을 추론해 낼 수 있다. 南單

德 일가는 “子弟의 으뜸”이니 고려의 豪酋(세력 있는 酋長)이나 귀족에 속하므로

그 집안의 子弟는 자연히 귀족 가문의 子弟들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은 단지 南單德 일가의 쟁 이 의 신분을 추소한 것에 불과하다.

쟁에 패하여 나라가 망한 역사 실 앞에서는 이들 고려인이 모두 망국민이었

고, 南單德 일가도 외가 아니었다. 唐軍이 “참수하고 포로로 잡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斬首獲俘, 不可勝計)”는 묘지의 기록과 고려가 멸망하게 된 역사

사실을 상기하면 南單德 일가가 비록 과거에는 豪酋 집안이었으나 總章원년 이

후 그들의 신분도 安東에 유배되어 사는 고려 戶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南單

德 일가가 安東에 “유배(배치)되어 살게 되었다(配住)”는 묘지의 기록이 이러한

단을 뒷받침한다. 주지하다시피 配이란 자는 흔히 형벌에 쓰인다. 컨 �唐

律疏議�권3 ｢名例｣“流犯應配”조에 의하면 “流刑의 죄를 지르며 유배에 처해져

야 하는 모든 者는 형량이 三流(流配刑의 세 가지 등 ) 어떤 것이든 모두 1년

간 勞役을 행하도록 한다(諸犯流應配者，三流俱役一年)”고 하 고, 唐 시기 유배

된 죄인은 흔히 配所에서 복역을 하 기 때문에 流刑은 配流(유배)라고도 한다. �篇

海類編․食貨類․酉部�에 실려있는 이른바 “配는 流刑에 속한다(配，流刑隸也.)”

는 기록도 이에 한 시로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唐 시기의 문헌에서 고려

3)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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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서술할 때 흔히 配,4)4)分配,5)5)量配,6)6)配所7)
7)등 형벌 어휘를 사용하는

을 상기하면 南單德 일가도 고려 戶 신분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南單德 묘지문은 唐 조정이 고려 戶를 安置한 곳이 遼東의 14개

의 戶州 음을 밝히고 있다.

쟁 후 唐 조정에서 추진하는 고려 戶에 한 배치와 련해서는 래문헌

가운데 �舊唐書� 권199 상 ｢高麗傳｣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 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는 지난날에 5部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城이 176개, 가구 수가 69만 7천 戶

있었다. 이에 그 땅을 나 어 9개의 都督府와 42개의 州, 1백개의 縣으로 설치했고

安東都護府를 두어 총 하도록 했다. 그 酋長들 功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都督이나 刺史, 縣令으로 임명하고 국인과 더불어 백성을 리하는 데 참여하도

록 했다 (高麗國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六, 戶六十九萬七千. 乃分其地置都督府九․

州四十二․縣一百，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 擢其酋渠有功者授都督․刺史及縣令, 與

華人參理百姓).”

하지만 이는 단지 개 인 서술이며 구체 인 실시 순서와 내용에 한 언

이 없었다. 이에 비해 �新唐書� 권43 하 ｢地理志｣에서는 安東都護府에 소속된 “14

개의 고려 戶州(高麗降戶州十四)”에 해 자세히 기록하 고 �舊唐書� 권39 ｢地

理志｣에서도 安東都護府 할 하에 있던 南 州 등 열 개 州와 新城州 都督府 등

네 개의 府를 열거하면서 설명했다. 그런데 新․舊 �唐書․地理志�의 기록이 섬세

하고 치 하지만 州縣의 개수에 있어서 �舊唐書․高麗傳�과 비교하면 “42개의 州

(州四十二)”이냐 “14개의 州(州十四)”이냐의 차이가 난다. 이에 해 �新唐書․地

理志�에서 “(唐) 高宗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都督府 9개와 州 42개를 설치하 으나

나 에 남은 州는 14개밖에 안 되었다(高宗滅高麗，置都督府九，州四十二，後所存

4) 杜佑, 1988 �通典� 卷186，｢邊防｣, 中華書局，5019면。

5) 劉煦等，1975 �舊唐書� 卷66，｢房玄齡傳｣, 中華書局, 2065면。

6) 劉煦等，1975 �舊唐書� 卷5，｢高宗紀｣, 中華書局, 92면。

7) 劉煦等，1975 �舊唐書� 卷93，｢王晙傳｣, 中華書局, 29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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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止十四)”고 설명하 다. 재 학계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상당히 보편 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8)8)시간 측면에서 보면 �新唐書․地理志�에서의 설명이 무난해 보

인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고려 유민들의 반란과 신라의 침범․약탈로 인해

唐 조정에서 咸亨원년(670년)에 安東都護府의 治所를 평양에서 遼東 지역으로 옮

겼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옮겼지만 神龍원년(705년) 에는 安東都護府의 治

所가 체로 遼東 지역에 있었다. 治所의 이러한 移轉 과정에서 唐 조정이 고려의

동쪽과 남쪽 옛 땅에 한 통제를 상실한 후에도 遼東 지역에 해 실효 지배를

유지하 음을 보여알 수 있다. 新․舊 �唐書․地理志�에 실려 있는 14개의 고려

戶州가 모두 遼東 지역에 있었다는 기록도 이러한 유효 지배에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新唐書․地理志�에 기록된 이른바 “42개의 州를 설치하 으나 나

에 남은 州는 14개밖에 안 되었다(州四十二, 後所存州止十四)”는 설도 여기서 유

래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新唐書․地理志�의 설명으로 인해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고

려 유민이 기에 배치된 곳이 곧 14개의 戶州 다는 사실이다. 南單德 묘지의

기록을 보면 總章원년 이후 唐 조정에서 일부 세력 있는 고려 호족을 戶로 遼東

지역에 집 배치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이 14개의 州가 기에 곧

戶州로 고려에서 투항하여 귀순한 부락민을 배치하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

다. 실제로 �舊唐書․地理志�에서 安東都護府에 소속된 고려 戶 羈靡州를 열거

하 을 때도 “처음에 羈靡州 14개를 두어 다스렸는데 가구 수는 1,582이었다. 京師

와는 4,625리 떨어져 있고 東都까지 3,820리이다. ( 략) 이 14개의 州는 모두 城

池가 없었다. 고려에서 항복하여 귀순한 사람들이 이곳 여러 軍陣에 흩어져 사는

것이므로 그들의 酋渠를 都督이나 刺史로 삼아 그들을 다스리게 하 다(初置領羈

縻州十四, 戶一千五百八十二。去京師四千六百二十五里, 至東都三千八百二十里｡……

8) 姜維公，1990 ｢兩唐書及資治通鑑關於安東都護府記載的不同｣，�古籍整理研究學刊� 2，20-

21면；程妮娜，2005 ｢唐代安東都護府研究｣，�社 科學輯刊� 6，127-132면；趙智斌，2014

｢安東都護府初建時行政建置考略: 兼論高句麗末期政區與安東都護府行政建置的關係｣，�東

北史地� 1，7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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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此十四州，並無城池。是高麗降戶散此諸軍鎮，以其酋渠為都督、刺史羈縻之)”라고

분명하게 언 하 다. 이로 인해 安東都護府가 설치되면서 기에 14개의 고려

戶州도 遼東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개의 州를 설치하 으나 나 에 남은

州는 14개밖에 안 되었다”는 일이 생긴 것은 다만 고려 옛 땅에 한 唐의 통제

황에 한 설명이며, 고려 戶州의 최 설치 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唐에

서 세력 있는 고려 호족이나 귀족을 遼東에 배치한 것과 련해서 기타 사료에서

도 기록된 바가 있는데, 이는 南單德 묘지에 기록된 로 고려 戶들이 遼東에 흩

어져 살았던 , 그리고 직을 제수 받는 상황과 서로 상통한다. 컨 고려인

�唐 右武衛將軍 高欽德 墓誌� �安東副都護 高遠望 墓誌�에 의하면 高欽德의

증조부인 高瑗이 建安州 都督을 역임한 바 있다는데9)
9)建安州는 磨米州와 같이 遼

東 14개의 고려 降戶州에 소속되며 그 治所는 재 국 蓋州市 동북쪽에 있는 青

石關堡 高麗城山城에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高氏 일가 高懷와 高千, 高欽德

등은 建安州 都督의 직을 세습하 다는 이다. 앞에서도 인용하 지만 �舊唐書․

高麗傳�에 기록된 “그 酋長들 功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都督이나 刺史, 縣令으

로 임명하 다”는 安東都護府 羈縻州 職官의 임명 원칙, 그리고 �新唐書�권43 하

｢地理志｣에 실린 羈縻州 련 내용 “그 부락들에서 州․縣을 설치하 는데, 큰

곳을 都督府로, 그 우두머리를 都督이나 刺史로 삼아 모두 세습하도록 하 다 (其

部落列置州縣，其大者為都督府，以其首領為都督․刺史，皆得世襲)”는 기록으로 미

루어 보면, 高瑗과 南狄은 모두 고려의 豪酋이나 귀족이며 總章원년 이후 모두 唐

에 의해 遼東에 배치되어 거주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唐 조정에서 여러

차례 高藏과 高德武, 泉男生 등 고려 왕실이나 귀족으로 하여 遼東 이주민을 다

스리도록 하는 도 당나라 때에 遼東 郡縣에 수많은 세력 있는 고려 호족이나 귀

족들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南單德 묘지는 遼東에서 고려 降戶를 배치하는 방식이 郡縣에 흩어

져 살게 하는 것과 城傍子弟 음을 간 으로 밝히고 있다.

9) ｢唐右武衛將軍高府君墓誌銘｣，周绍良, 1992 �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 1416면; ｢唐

故安東副都護高府君墓誌銘｣，吳鋼，2005 �全唐文補遺� 8，三秦出版社，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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遼東지역 고려 降戶에 한 배치 방식과 련해서 南單德의 묘지에 “子弟들은

郡縣에 흩어져 살게 하 다(子弟郡縣散居)”는 언 이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遼

東 磨米州나 建安州 등 郡縣에 분산 배치하 다는 말이다. 子弟들을 郡縣에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안보, 국방 문제에 한 唐 조정의 염려에서 비롯된 조치

이며, 그 후 高藏이 遼東에서 반란을 꾀하는 것도 唐 조정의 이러한 우려를 입증

하 다. 실제로 분산 배치 방식을 채택하여 고려 이주민을 安置하는 것은 그 역사

가 오래되었다. 東晉 成帝 咸康 8년(342년)，慕容皝이 남북 兩路로 나뉘어 고려를

토벌하 는데, “釗의 아버지인 乙弗利의 무덤을 서 그 시신을 싣고, 궐 창고에

있는 여러 의 보물을 탈취하고,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고 궁궐을 불태우고, 丸

都城을 헐어버리고 돌아갔다(發釗父乙弗利墓。載其屍，收其府庫累世之寶，虜男女

五萬餘口，燒其宮室，毀丸都城而還).”10)10)사로잡은 이들 고려 이주민을 慕容皝이

도성 근처에 집 배치하 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안보에 잠재 인 이

되었다. 그러므로 記室參軍인 封裕가 “이제 (高麗 등으로부터 옮겨진) 가구 수가

거의 10만 戶에 육박하는데, 이들이 좁은 都城에 몰려 있어 장차 나라에 큰 피해

가 될까 두렵습니다. 마땅히 그 형제와 宗屬을 나 어 서쪽 변경의 여러 城으

로 옮겨 은혜로써 어루만지고 법으로써 단속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 (원래의)

거주민들 사이에 흩어져 살며 나라의 허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今戶垂十萬,

狹湊都城, 恐方將爲國家深害, 宜分其兄弟宗屬, 徙于西境諸城, 撫之以恩, 檢之以法,

使不得散在居人, 知國之虛實)”라고 진언하여,11)11)이주민의 형제, 종족 계를 타

해서 서쪽 변경의 여러 도시에 이주민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는 “子弟들은 郡縣에 흩어져 살게 하 다(子弟郡縣散居)”는 唐의 고려 이주민 배

치 방식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이주 후 고려인의 조직형태와 련해서, 南單德 묘지에 나온 子弟란 서술은

래문헌에서 고려 戶를 기록할 때 나온 城傍子弟란 표 과 들어맞아 南單德 일가

를 비롯하여 세력 있는 호족이나 귀족들이 城傍방식으로 遼東지역에 배치되어 거

10) 司馬光, 1956 �資治通鑑� 卷97, 中華書局, 3051면。

11) 房玄齡, 1974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中華書局, 28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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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 음을 간 으로 보여 다고 생각한다. 唐 시기 城傍에 해서 학계에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 졌으나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 다.12)12)필자의 管見으로

는 城傍은 어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역 측면에서 보면 城傍은 唐 조정에서 여러 蕃(이민족)의 戶를 安

置하고자 軍鎭 성곽 에 설치하는 지역일 수 있고, 신분 측면에서 城傍子弟

나 城傍少年, 大家子弟, 旁側土軍 등의 어휘와 마찬가지로 兵農一致의 이민족 출신

농민군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귀순한 여러 이민족을 軍鎭 근처에 安置하는

것이 唐代 기 唐 조정이 변경지역 소수민족을 다스리는 통 방책이었다. 이

는 이른바 “唐에서 여러 羁縻州를 설치하 는데 모두 변경 지역 근처에 뒀거나 夷

落(오랑캐)의 이름을 기탁하 다(唐置羈縻諸州 皆傍塞外 或寓名於夷落)”는 것이

다.13)13)�冊府元龜� 권992 ｢外臣部․備御門｣開元9년(721년) 4월 詔書에 실려 있는

“각 道의 軍城은 으 夷落을 할한다”라는 내용도 城傍과 軍城의 계를 분명하

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한 래문헌에 기록된 고려 戶에 한 배치 방식을 살

펴보면 城傍에 모여 사는 것이 일반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컨 �新唐書� 권111

｢王晙傳｣의 기록에 의하면 開元3년(715년)에 唐에서 돌궐의 戶에 한 安置 문

제를 두고 토론하 는데 당시 隴右 群牧使 겸 原州 都督 王晙의 발언 에 “고려

의 옛 포로는 사막의 서쪽에 뒀으며 城傍의 編夷(편제된 이민족)는 靑․徐의 오른

쪽에 뒀다(高麗舊俘置沙漠之西, 城傍編夷居靑․徐之右)”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

는 곧 唐에서 고려 戶를 安置할 때 일부 고려 戶를 靑州와 徐州의 서쪽 여러

城傍에 모여 살도록 했다는 뜻이다.

營州지역에서도 唐 조정이 고려 戶를 安置하는 城傍을 설치하 다. 武則天 萬

歲通天 원년(696년) 營州의 亂 당시에, 고려 마지막 왕 高藏의 아들이자 遼東都督

12) 日野開三郎，1980 ｢唐代藩鎮的統治體制｣, �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220-225, 238-

241면；方積六，1985 ｢關於唐代團結兵的探討」，�文史� 25，中華書局，100-108면；張澤

咸，1986 �唐五代賦役史�，中華書局，432면；李錦繡，1997 ｢大唐帝國與城傍｣，�唐代的

歷史與社 �，武漢大學出版社，198-235면；王義康，2002 ｢唐代城傍辨析｣，�中國邊疆史

地研究� 1，38-43면。

13)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43，｢地理志七下｣，中華書局，1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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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高德武는 “營州의 士人(선비) 城傍子弟”를 거느리고 營州 거란 반란군의 공

격을 막으며, “역 孫萬斬을 맞이하여 십여 진 을 격 하고 오랑캐 1,000명을 사

로잡았다(破 賊孫萬斬十有餘陣, 並生獲夷賊一千人).”14)14)이와 더불어 唐의 司空 겸

霍國公 王思禮 한 “營州의 城傍 고려인”출신이었다.15)15)

술한 고려 戶에 한 배치 방식과 부합하는 것은 遼東지역에도 상당한 양

의 고려 城傍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舊唐書� 권199 상 ｢高麗傳｣에 의하면 儀鳳

2년(677년)에 唐 高宗이 高藏을 遼東都督으로 제수하고 朝鮮郡王에 하여, 그로

하여 고구려 유민을 鎭撫하는 일을 담당 하 으나 高藏이 遼東에 도착한 후

반란을 도모하다가 唐에 소환되어 邛州로 추방되었으며, 唐 조정에서 “ 한 이에

련된 자들을 나 어 河南과 隴右 등 여러 州로 흩어 보냈고 貧弱者는 安東(安東

도호부) 城傍에 머물게 하 다(並分徙其人，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

東城傍)”고 한다. ‘貧弱者’는 �新唐書� 권22 ｢高麗傳｣에서 弱窶者라고 혔으며, �資

治通鑒� 권202 ‘唐紀․高宗儀鳳二年’조에서는 貧者라고 혔다. �爾雅․釋言�에 따

르면 “窶는 貧이다. (窶, 貧也)”고 하 는데 窭란 자는 贫이란 자와 뜻이 같다

는 말이다. 이처럼 여러 사서에서 高藏을 추방한 후 唐 조정이 빈약자를 安東 城

傍에 머무르게 하 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한다면 일부 세

력 있는 고려의 호족이나 귀족들이 원래 한 安東 城傍에 거주하 었는데 다만

나 에 河南과 隴右 등 여러 州로 옮겨졌다는 뜻이다.

河南과 隴右 등 여러 州에 옮겨진 고려의 명문거족들은 한 사서에 기록된 바

있다. 컨 �全唐文� 권253 ｢命呂休璟等北伐制｣에서 기록하길, “防御群牧大使 臨

洮軍使 甄亶이 當軍․莫門․積石 등의 軍馬을 이끌고, 秦․蘭․渭․城 등 州의 大

家子弟 총 二萬 騎를 모았다(防御群牧大使臨洮軍使甄亶領當軍․莫門․積石等軍馬,

募及秦․蘭․渭․城等州大家子弟總二萬騎)”고 하 다. 여기서의 “大家子弟”는 �大

唐六典� 권5 ｢兵部郎中｣에 나온 “秦․成․岷․渭․河․蘭의 六州에 高麗와 羌의

병사가 있었다(秦․成․岷․渭․河․蘭六州有高麗․羌兵)”는 기록과 부합한다.

14) 陳子昂, 1983, ｢為建安王與遼東書｣1983 �全唐文� 卷214(董誥 편), 中華書局，2160면。

15)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10，｢王思禮傳｣, 中華書局, 3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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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南單德 묘지에 나온 “子弟”와도 부합한다. 모두 城傍에 모여 사는 고려 戶의

子弟들을 가리킨다. 이외에도 �集神州三寶感通 �권 上에 실린 “고려 遼東城 곁에

있는 탑(高麗遼東城傍塔)”라는 기록도 遼東지역에 高麗 城傍이 설치되었음을 말해

다. 이처럼 遼東지역에 高麗 城傍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南單德

일가를 비롯하여 이주해 온 호족이나 귀족들이 이들 城傍에 배치되어 거주하 을

것으로 단된다.

이외에 “성읍을 깨뜨려 빼앗았다(隳拔城邑) - 참수하고 포로로 잡았다(斬首獲

俘) - 遼東에 나 어 속시켰다(分隸潦東) - 郡縣에 흩어져 살게 하 다(郡縣散

居) - 安東에 배치되어 살게 되었다(配住安東)”는 南單德 묘지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南單德 일가를 포함하여 고려 戶들이 遼東에 배치되어 살게 되는 것이 安

東都護府 설치 기 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도 인용하 지만 �舊唐書․地理

志�에서 安東都護府 할 하에 있던 고려 降戶羈縻州를 기록할 때 나온 “처음에

羈靡州 14개를 두어 다스렸는데(初置領羈縻州十四)”라는 구 은 고려 降戶州의 배

치가 安東都護府 설치 기에 이미 끝났음을 보여 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三國史記� 권37 ｢地理志｣에 실려 있는, 總章 2년(669년) 2월 李勣이 올

리는 상소문과 당 高宗이 내린 勅旨(칙명)를 들 수 있는데 그 구체 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唐 高宗이 칙명을 내리길) ‘고려의 모든 城에 都督府 州, 郡을 설치하는

건은, 마땅히 男生과 함께 토의해야 한다. 卿(李勣) 의 상소문을 인 한다. 비답

내용은 지난 번 비답과 같다. 그 州郡은 모름지기 ( 국에) 속시켜야 하므로 遼

東道 安撫使 兼 右相 劉仁軌에게 임하라’고 하 다. 그래서 곧 그 지역을 당히

분할하여 모두 安東도호부에 속시켰다(高麗諸城勘置都督府及州郡者，宜共男生商

量，准擬奏聞，件狀如前敕依奏，其州郡應 隸屬，宜委遼東道安撫使兼右相劉仁軌,

遂便穩分割，仍總隸安東都護府).”

이 자료를 통해 總章원년 李勣이 고려를 평정한 후 고려 옛 땅에 州府郡縣을

설치하는 것과 련해서 唐 조정에 상소를 올려 토의한 바 있었는데 唐 高宗이 이

에 회답하여 내리는 칙명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내세웠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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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州縣을 설치하는 건은 泉男生(淵男生)과 상의할 것, 둘째, 설치하는 州縣

은 속 계가 있어야 할 것, 셋째, 州縣을 설치하는 건은 劉仁軌에게 주 을

임할 것, 넷째 설치하게 되는 州縣은 安東都護府에 속 시킬 것이 그것이었다.

�舊唐書� 권199 상 ｢高麗傳｣에 실린 이른바 “이에 그 땅을 나 어 9개의 都督

府와 42개의 州, 1백개의 縣으로 설치했고 安東都護府를 두어 총 하도록 했다

(乃分其地置都督府九、州四十二、縣一百，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러한 원칙들이 그 후의 州縣 설치 과정에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그리고 구체 인 실행 완료 시기는 唐 高宗 總章3년 후이었을 것으로

단된다. �舊唐書� 권5 ｢高宗本紀｣에 “(總章) 3년 정월 丁丑日, 右相․樂成男 劉

仁軌는 致仕하 다. 辛卯日，遼東의 땅을 州와 縣으로 표시하 다((總章）三年春

正月丁丑, 右相․樂成男劉仁軌致仕. 辛卯, 列遼東地為州縣)”라는 기록이 있는데, 唐

이 遼東 지역을 州縣으로 표시하기 시작하 다는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해당

지역에서 州縣 개 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泉男生墓誌�에 의하면

泉男生이 儀鳳2년에 “勅을 받들어 遼東을 按撫하여 州縣을 改置하 다(奉敕存撫遼

東，改置州縣)”고 하는데16)
16)“州縣을 改置하 다”는 서술로 보면 당시 遼東지역에

서 州縣의 설치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南單德 일가를

비롯하여 고려 戶들도 이 기간 동안 安東에 배치되어 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3. 歸州를 떠나 射生이 되다.

고향을 멀리 떠나 配所에 이주하여 운명에 안주하다가 타향에서 객사하여 아무

런 흔 도 없이 역사 속에 묻 잊 지는 것이 아마 내륙지역으로 이주당한 고려

16) 周绍良，1992 ｢大唐故特進行右衛大將軍兼檢校右羽林軍仗內供奉上柱國卞國公贈並州大都督

泉君墓誌銘並序｣, �唐代墓志汇编�, 海古籍出版社，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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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의 인생궤 이었을 것이다. 南單德 일가로 말하면 安東에 배치되어 살게

된 후 가문의 子弟들이 磨米州 都督의 직을 세습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선택

이자 결과 을 것이다. 하지만 묘지의 기록에 의하면 南于가 그 아버지인 南狄의

뒤를 따라 磨米州 都督의 직을 맡지 않았고 歸州 刺史로 임하 다고 한다. 그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南單德도 소년 시 에 內供奉射生의 길을 선택하 다. 복잡다

단한 정국에서 자신이 처한 처지를 개선하기 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

을 것이고 내륙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기 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자기 도 과 노력을 하 던 것으로 보

인다.

술한 바와 같이 唐의 제도에 따르면 諸蕃이 귀순 후 이주하여 설치하게 된

羈縻州의 都督이나 刺史 직은 모두 세습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 南于

나 南單德이 모두 南狄의 뒤를 이어 磨米州 都督의 직을 맡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실제의 상황은 南于가 唐 조정에 의해 磨米州에서 2,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歸州에 견되어 刺史의 직을 맡았던 것이다.

刺史는 원래 漢 武帝가 국에서 설치하는 13部(州)의 지방 감찰 이었는데 魏

晉 때에는 要州에 都督을 둬 刺史를 겸임하도록 하 고 隋唐 시기에 이르러 刺史

는 州의 행정기 장이 되었다. 래문헌과 묘지의 기록을 보면，總章원년 이후

고려인이 刺史의 직에 제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재까지 나

온 기록으로는 易州 刺史 高支于,17)17)徐州 刺史 李洧,18)18)左領軍衛將軍 兼 刺史 高拱

毅,19)19)並州 刺史 泉男生,20)20)幽州 刺史 高足酉21)등이21)있었던 것으로 밝 졌다. 그

17) 王連龍, 2013 ｢大唐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泉府君故夫人高氏墓誌｣, �新見隋唐墓誌集釋�，遼

海出版社, 73면。

18)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148，｢李洧傳｣, 中華書局，4779면。

19)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215，｢突厥傳｣, 中華書局，6048면。

20) 周绍良, 1992 ｢大唐故特進行右衛大將軍兼檢校右羽林軍仗內供奉上柱國卞國公贈並州大都督

泉君墓誌銘並序｣，�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667면。

21) 周紹良、趙超, 2002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並序｣, �唐代墓誌彙編續集�，上海古籍出

版社,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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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洧의 徐州 刺史 직은 李正己가 사사로이 임명한 것(私署)이고，泉男生과 高

足酉의 刺史 직은 死後에 追贈한 벼슬(贈官)이므로, 이 세 명은 무시하여도 된다

고 생각된다.

高支于가 易州 刺史의 직을 맡는 기록은 �高提昔 墓誌�에 보이는데 “조부인 支

于가 唐 易州刺史, 長岑縣 開國伯, 上柱國을 지냈다(祖支于，唐易州刺史、長岑縣開

國伯、上柱國)”는 것이 그것이다. 易州는 隋 開皇 원년(581년)에 南營州를 개편하

여 설치된 것으로 그 후에 易縣을 州의 치소(州治)로 삼았다. 당나라 때 그 할

구역은 지 의 河北省 內長城 남쪽, 安新․滿城 북쪽, 南拒馬河 서쪽이었다. 高支

于가 易州 刺史에 제수되는 원인과 련해서 �高提昔 墓誌�에서 “당 태종 貞觀

年間 황제께서 친히 문죄하시더니 祖父(高支于)가 문을 두드려 사람들을 거느리

고 귀순하 다(貞觀年中，天臨問罪，祖乃歸誠款塞，率旅賓庭)”라고 설명한 바 있

는데, 이를 통해 高支于가 貞觀 연간 唐 太宗이 고려를 정벌할 때 唐에 귀순한 것

이었음을 알 수 있다. �舊唐書� 199 상 ｢高麗傳｣에 실려 있는 “(貞觀19년 6월) 延

壽와 惠眞이 15만 6천 8백 명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해왔다. ( 략) 太宗은 傉薩

이하 酋長 3천 5백 명을 가려내어 軍職을 주어서 內地로 옮겼다(貞觀十九年六月）

延壽․惠眞率十五萬六千八百人請降 ( 략) 太宗簡傉薩以下酋長三千 五百人 授以戎

秩 遷之內地)”라는 기록이 이러한 단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高提昔 묘지

기록 등으로 미루어보면 高支于가 唐에 들어간 후배치된 지역이 河北省 易州 지역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高提昔 묘지에서 언 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투항하

다(率旅賓庭)”는 기록을 보면 당시 易州에 상당한 수의 고려 이주민이 몰려 있

었을 것으로 단된다. 高支于가 易州 지역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高拱毅가 刺史에 제수되는 것도 고려 이주민의 귀순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음 기록에서 잘 보인다. 開元3년(715년), “(默啜의)

사 인 고려 莫離支인 高文簡은 �跌都督 思太, 吐谷渾 大酋 慕容道奴，郁射施 大

酋 鶻屈頡斤, 苾悉頡力, 고려 大酋 高拱毅 등과 더불어 모두 만여 帳(戶)이 이어서

來附하자 황제가 河南으로 들어오게 하 다. ( 략) (高)文簡을 左衛大將軍․遼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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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王으로, ( 략) (高)拱毅를 左領軍衛將軍 겸 刺史․平城郡公으로 하고 장군을

모두 員外置(정원 외에 두는 직)로 삼았으며, 상을 차등 있게 주었다.”22)22)高文簡

과 高拱毅이 거느리는 귀순자들은 總章 원년 이후 突厥로 도망 간 고려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숫자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高文簡과 高拱毅이 제수된

직과 작 로 보면 술한 “만여 帳(戶)” 가운데 고려인이 상당히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내륙지역으로 이주한 이들 고려인은 唐

조정에 의해 河南 지역으로 배치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高拱毅이 左領軍衛將軍

겸 刺史․平城郡公에 제수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南于가 歸州 刺史에 제수되는 정황을 돌이켜 보면 제수 시간이 그의 아버지가

磨米州 都督을 맡은 후이며 장소는 歸州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歸州는 山南東道

에 속하 다. �舊唐書� 권39 ｢地理志｣의 기록에 의하면, (歸州는 곧) 수나라 때 巴

東郡의 秭歸縣이며, 武德 2년(619년)에 조정에서 夔州의 秭歸, 巴東 두 개 縣을 떼

어 歸州에 나 어 속하게 하 으며, 天寶 원년(742년)에 巴東郡으로 개칭하 고

乾元 원년(758년)에 다시 歸州로 복원하 으며 여 히 秭歸縣을 다스렸다고 한다.

술한 高支于와 高拱毅이 刺史에 제수되는 정황을 참작하면 南于가 歸州 刺史에

제수되는 것도 고려 이주민과 련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唐史의 기록에 따르면 總章 원년 이후 唐 조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고려유민을

규모로 이주시켰다는데 첫 번째 이주는 고려 멸망 직후 바로 추진되었다. �三國

史記� 권6 ｢新羅本紀․文武王｣에 의하면 總章 원년(668년) “9월 21일, 당나라 군

와 합하여 평양을 포 하 다. 고구려 왕은 먼 泉男産 등을 보내 英公을 만나

항복을 청하 다. 이에 공은 寶臧王과 왕자 福男, 德男 그리고 신 등 20여 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번 이주는 주로 洛陽이나 西安 등 지

역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주는 儀鳳2년(677년)에 실시되었다. 술하

지만 당시 唐 高宗이 高藏을 책 하여 그로 하여 遼東 유민을 다스리도록 하려

고 하 으나 遼東에 돌아가게 된 高藏은 靺鞨과 결탁하여 반란을 꾀하다가 唐 조

22)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215, ｢突厥傳｣，中華書局，60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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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소환되어 邛州로 추방되었으며, “ 한 이에 련된 자들을 나 어 河南

과 隴右 등 여러 州로 흩어 보냈으며 貧弱者는 安東 城傍에 머물게 하 다.”23)23)이

번 이주에서는 唐 조정에서 高藏을 따라 遼東에 귀환한 고려인을 河南과 隴右 지

역으로 다시 이주시켰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總章2년(669년)에 실시되는 두 번째 이주이다.

“5월 庚子일에 고려의 유민 2만8,200戶와 수 1,080 , 소 3,200마리, 말 2,900필,

낙타 60 마리를 內地로 옮기려고 萊州와 營州에서 차례 로 출발시켰다. 長江과

淮河 남쪽, 山南과 幷州ㆍ凉州 서쪽 여러 주의 빈 땅에 각각 헤아려 배치하여 안

치하 다 (五月庚子, 移高麗戶二萬八千二百, 車一千八十乘, 牛三千三百頭, 馬二千九

百匹, 駝六十頭, 將入內地, 萊․營二州般次發遣, 量配於江․淮以南及山南․幷․涼以

西諸州空閑處安置).”24)24)다만 “빈약자들을 남게 하여 安東을 수호하도록 하 다(留

其貧弱者，使守安東).”25)25)이 이주는 唐 조정에서 고려의 행정구역을 새로 개편하

고 유민을 안치한 후에 진행된 것으로 고려 유민들이 도망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

으므로 唐에서 이주를 다시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주 지역은 이 번에 주

로 長江과 淮河의 남쪽, 山南과 幷州ㆍ凉州 서쪽 여러 주의 빈 땅이었다.

南于가 歸州 刺史에 제수되는 것과 서로 부합하는 것은 歸州가 바로 이번 이주

범 의 南山道에 속하 다는 이다. 이러한 사실은 唐 조정에서 고려유민 이

주 문제에 높은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 다시 말해, 지속 으

로 고려 유민의 수령을 료로 삼음으로써 羈縻 통치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방 호족 출신인 南于 한 이주민을 따라 歸州에 오게 되며 아울러 歸州 刺史에

제수되었던 것이다. 재 고려유민 이주 지역과 련된 연구 에서 遼寧이나 河

南, 陝西, 甘肅 등으로의 이주민에 한 내용은 사서에서 많이 기록되었는데 長江

과 淮河 지역에서의 이주민 유 은 발견된 바가 많지 않았으므로 南單德 묘지에서

기록된 歸州로의 이주민 련 내용은 높은 사료 가치와 선도 의의를 지니고

23) 劉煦等，1975 �舊唐書� 卷199，｢高麗傳｣, 中華書局，5328면。

24) 劉煦等, 1975 �舊唐書� 卷5，｢高宗紀｣, 中華書局, 92면。

25) 司馬光, 1956 �資治通鑑� 卷201, 中華書局，6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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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겠다.

歸州와 련이 되는 것은 南單德의 출생지 직생활이었다. 묘지에서는 南單

德이 “평양에서 나고 살았으며(生居平壤)” “ 로 변경에 복무하 다(累在邊鄙)”

고 했다. 묘지에서 南單德이 大曆11년(776년)에 향년 78세를 일기로 사망하 다고

하 으니 이것을 감안해서 역산해 보면 南單德이 武周 聖歷2년(699년)에 태어났음

을 알 수 있다. 그 때라면 唐에서 고려를 멸망시킨 지 30년이 지난 후라 그의 가

족들이 이미 遼東에 배치되어 살게 되었기 때문에 南單德이 평양에서 태어났을 리

없다고 생각된다. 南于가 歸州 刺史를 역임하는 정황으로 비추어 보면 南單德이

歸州에서 태어난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묘지에서 언 한 이른바 “평양에서 나

고 살았다(生居平壤)”는 내용은 단지 과분하게 칭찬하는 말일 뿐이며, “ 로 변

경에 복무하 다(累在邊鄙)”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실정이었을 것이다. 南單德이

南于가 멀리 歸州까지 가서 직을 역임하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의 직을 물려받

아 지방 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歸州가 깊은 산속 외진 곳에 있으며 唐 시

기 내내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 기 때문에 南單德이 歸州 刺史의 직을 물

려받는다 하더라도 歸州에 계속 살면 앞날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南單德이 인생에서의 첫 선택을 하 는데 즉 唐의 정치 심지인

长安에 가 內供奉射生으로 뽑 살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묘지가 언 한

“開元 기에 황제가 (單德이) 평소에 기술과 재능이 있고, 한 무 와 지략이

뛰어남을 알고, 내공 사생 으로 머무르게 하 다(開元初，上知素有藝能，兼閑武

略，留內供奉射生)”는 내용이었다.

射生과 련해서 학계에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26)26)唐代 후기 射生의 생애와

행 업 에 한 정리에 집 하고 있으며 그 기원과 발 에 한 언 이 미

미하다. 射生이란 자 그 로 곧 사냥 시 을 드는 남자를 가리킨다. �舊唐書�

권106 ｢王毛仲傳｣에서 기록하길, “唐 太宗 貞觀 年間 官戶( 청에 소속되어 있는

천민)과 蕃口( 노비) 들 가운데서 100명의 용맹스러운 소년을 선발하여 遊獵(놀

26) 賀中，2010 ｢唐代射生軍小考｣，�清華大學學報� 1，157-159면; 黃樓，2014 ｢唐代射生軍考｣，

�史林� 1，6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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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아 하는 사냥) 나갈 때마다 그들로 하여 활과 화살을 가지고 황제의 곁을

따라다니며 짐승을 사냥하게 하 으며 한 그들에게 언치(안장 에 까는 깔개)

에 표범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말을 타게 하고 짐승무늬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게

하 다. 이를 ｢百騎｣라고 하 다. 則天 시기에 이르러 차 그 사람 수를 늘려 ｢千

騎｣라고 하 으며 左右 羽林營에 나 어 속되게 하 다. 孝和皇帝 시기에는 이

를 ｢萬騎｣라고 하며 아울러 벼슬을 설치하여 장하도록 하 다.”고 한다. 이로 인

해 射生이 원래 사냥의 필요에 의해 게 되는 것이며 나 에 비로소 차 근 병이

나 군 반열에 들게 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唐 高宗 上元3년(676년), 薛元

超이 �諫 蕃官 仗內 射生 疏�를 올려 射生의 호 병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자고

여러 번 간언하 던 사실은 이러한 단을 뒷받침한다. 당시 황태자가 사냥으로

인해 정무를 좀 게을리하게 되자, 薛元超이 간언하기를, “戶奴( 노)는 부분

이 반역자의 유족이거나 오랑캐의 조잡하고 용렬한 유족인데 만약 몰래 凶謀를 꾸

민다면 장차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戶奴多反 餘族，或夷狄遺醜，使凶謀

竊發，將何以御哉？)”라고27)
27)하 다. 여기서의 戶奴 한 황태자의 시 을 들어

사냥을 돕는 射生을 가리킨다. 와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射生이 부분이 官戶

나 蕃口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서를 살펴보건 �唐律疏議� 권3 ｢名例｣에 따르면 “官戶이란 前代 이래로 유

배자의 所生이거나 지 조정에서 유배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 籍이 州縣에 없

으며 本司에만 있다(官戶者，亦謂前代以來，配隸相生，或有今朝配沒，州縣無貫，

唯屬本司)”고 한다. 이로 인해 官戶는 청에 몸을 당 잡 호 이 청에 속

되는 죄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사면을 한 번 받은 자가 蕃戶가 되고, 두 번 받

은 자가 雜戶가 되며, 세 번 받은 자가 良人이 되었다. 이에 해 �大唐六典� 권6

｢尙書刑部都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도 있다. “모든 律․令․格․式 에서

나오는 官戶란 말은 蕃戶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諸律令格式 有言官戶者 是番

戶之總稱).”

27)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98, ｢薛收附薛元超傳｣, 中華書局，38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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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 기에 쟁의 포로나 망국 후 내륙지역으로 이주 당한 소수민족이 신분

이 官戶이고 용맹스럽고 기마와 활쏘기에 뛰어나기 때문에 기 射生의 공 원

의 하나가 되었다. 컨 노 던 고려 출신의 王毛仲, 人奴 던 李守德 등은 모

두 일찍이 唐 玄宗의 射生이었다. 景龍 원년（707년）10월에 이르러 唐 中宗이 戶

奴를 萬騎로 선발하는 제도를 없애고 지하 으며, 先天 2년(713년)에 唐 玄宗이

“羽林飛騎 한 호 병(衛士)가운데서 선발하여 보충한다(羽林飛騎, 並於衛士中簡

補)”고28)
28)詔書를 내려 정한 바도 있다. 이를 통해 射生을 비롯하여 군 가운데

官戶 출신자가 일정한 비 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官戶가 군이 되

는 것을 한다는 칙명도 있었지만 하나의 습으로 소수민족 출신 子弟들은 여

히 射生의 요한 후보 다. 술한 고려 출신 王毛仲 이외에는 ｢高定方墓誌銘｣의

기록에 의하면 묘주인 고려 출신의 高定方도 “射生軍의 軍使(군 의 상벌을 장

하는 벼슬)를 겸직(兼知射生使)”한 바 있다고 한다.29)29)開元22년(734년)에 51세를

일기로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高定方이 武則天 光宅 원년(684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高定方이 射生軍의 軍使를 역임하는 것은 어도 唐 玄

宗 시기, 더 나아가서는 그 이 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는 范陽城旁 奚人

李寶臣,30)30)백제 사람 诺思计31)등31) 한 射生 그와 련된 직을 역임한 바 있

다. 南單德이 射生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수민족 출신이며 “평소에 기술과 재

능이 있고, 한 무 와 지략이 뛰어나다(素有藝能, 兼閑武略)”는 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南單德이 射生으로 선발되는 것은 唐 조정에서 羈縻州ㆍ府를

요시한 것과도 한 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컨 술한 바와 같이 �唐六典�

권5 ｢兵部郞中｣에 따르면, 秦․成․岷․渭․河․蘭의 六州에 高麗와 羌의 병사가

28) 王溥, 1955 �唐 要� 卷72, ｢京城諸軍｣, 中華書局, 1292면。

29) 吳鋼，1997 ｢大唐故云麾将军可右威卫将军员外置同正员上柱国右羽林将军上下兼知射生使监

河东河西道兵马使内供奉高君墓志铭｣，�全唐文補遺� 4，三秦出版社, 26면。

30) 劉煦等，1975 �舊唐書� 卷142，｢李寶臣傳｣，中華書局, 3865면。 

31) 董延壽、趙振華，2007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誌探索｣，�東北史地� 2,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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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唐 조정에서 “諸州의 城傍子弟 한 정기 으로 敎習시키

고 매년 가을에 本軍에 소집하여 이 되면 돌려보내(諸州城傍子弟，亦常令教習,

每年秋集本軍，春則放散)”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따로 원을 둬 정기

으로 검하도록 하 다. 컨 고려 출신 이주민인 高玄은 永昌원년(689년)에

“칙서를 받들고 각 州로 하여 고려 병사를 검열하도록 하 다(奉敕差令諸州簡高

麗兵士).”32)32)南單德이 묘지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평소에 기술과 재능이 있고,

한 무 와 지략이 뛰어났다(素有藝能，兼閑武略)”면, 唐 조정의 주목과 심을 받

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내륙지역으로 이주 당

한 고려인들 에 용맹스럽고 무 가 뛰어나 唐 조정에 용된 자가 많았다. 컨

唐이 고려를 평정하는 쟁에서 귀순한 高文協은 右衛 高陵府 長上 折衝都尉

에,33)33)高足酉,34)34)高質,35)35)高慈36)등은36)모두 左武衛 翊衛府 中郞將에 제수되어 경성

을 지키는 임을 맡았다. 이러한 통과 상황에서 內供奉射生이 되어 궁궐에 드

나들며 황제의 곁을 지키는 것이 南單德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南單德이 射生으로 선발된 일에는 都督을 역임하는 南狄과 자사를 역임하는

南于 한 극 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묘지의 기록에 의하면 南單德이 內供奉射生으로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 開元

기 다고 하는데 그때면 射生은 이미 사냥 시 을 드는 단계에서 벗어나 北衙 羽

林 禁軍(황제의 직속 근 부 )에 편입되었다. 唐史의 기록에 의하면 北衙羽林禁

軍은 병사를 모집할 때 원래 戶等(戶의 등 )을 표 으로 삼았는데 玄武門에 주둔

32) 周紹良、趙超，2002 ｢大周故冠軍大將軍左豹韜衛翊府中郎將高府君墓誌銘｣，�唐代墓誌彙編

續集�, 上海古籍出版社，317면。

33) 王連龍, 2013 ｢大唐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泉府君故夫人高氏墓誌｣，�新見隋唐墓誌集釋�, 遼

海出版社, 73면。

34) 周紹良、趙超，2002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並序｣,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

版社, 348면。

35) 吳鋼, 2005 ｢大周故鎮軍大將軍行左金吾衛大將軍贈幽州都督上柱國柳城郡開國公高公墓誌銘｣,

�全唐文補遺� 8，三秦出版社，47면。

36) 周绍良，1992 ｢大周故壯武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左玉鈐衛將軍高公墓誌｣, �唐代墓志汇编�,

上海古籍出版社，9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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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飛騎軍의 선발 기 이 “출신이 戶가 2등 (戶二等) 이상, 키가 6척이 되고 건

장한 자로 활 쏘고 말달리는 시험에서 4번 상격을 받고 翹關(성문의 빗장을 들어

올리는 것)를 5번 하고 5斛을 짊어지고 20步를 가는 자를 선발한다. (取戶二等

以上, 長六尺闊壯者, 試弓馬四次上, 翹關舉五, 負米五斛行三十步者)”로 되어 있었

다.37)37)戶가 2등 (戶二等)이라면 품이 2품인 직에 해당하는데 南單德의 조부

인 南狄이 역임하는 都督이나 아버지인 南于가 역임하는 刺史는 이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 다. 다시 말해 南單德이 군에 선발되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唐 高宗 시기에 이르러 상황이 변하 다. 唐 高宗 龍朔2년(662년)

에 羽林軍이 창설된 후 “府兵(折衝府의 병사) 가운데 越騎(기병) 步射를 선발

하여 左右羽林軍에 두기 시작하 다.”38)38)府兵이라면 출신의 범 가 넓으며 戶의

등 이 다양하 다. 南狄과 南于이 있던 羈縻州府도 징집 상에 포함되었고, 南單

德에게 이제야 군에 선발되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었다. 射生의 선발범 의

변화와 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컨 술한 奚人인 李寶臣도 節

度使 安祿山에 의해 射生官으로 선발되며, 天寶 연간 安祿山을 따라 조정에 들어

가 唐 玄宗에 의해 射生子弟로 선발된 바 있으며, �劉昇朝墓誌�에서도 묘주인 劉

昇朝가 “射生에 선발되었다(選為射生)”고 하 다.39)39)그외에 �李永定墓誌�에서도

묘주인 李永定이 “御前에 公事를 上奏하더니 천자의 恩勅으로 內供奉射生으로 남

게 되었다. (奏事玉階，恩敕便留內供奉射生)”고 기록하 다.40)40)이는 모두 南單德

묘지에서 기록된 “內供奉射生으로 머무르게 되었다(留內供奉射生)”는 내용과 부합

한다. 南單德이 射生에 선발되는 것에 이러한 사회 실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7)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50，｢兵志｣，1331면。

38)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50, ｢兵志｣，1331면。 

39) 周紹良、趙超，2002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761면。

40) 周紹良、趙超，2002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6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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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幽州에서 공을 세워 승진되다

원 한 포부를 품었던 南單德은 射生에 선발되어 황제의 총애를 차 받기에

이르러 언젠가 크게 출세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뜻밖의 쟁은 다시 그의 운

명을 바꾸었다. 南單德 묘지의 기록에 의하면 “兩蕃이 난리를 일으키자 詔勅을 내

려 夔의 조부 汾陰公을 따르게 하여 보내니 자주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折衝

果毅에 제수되었고 다음에는 中郞將에 이르 다(兩蕃亂離，詔付夔祖汾陰公駈使，

頻立功郊，授折衝果毅，次至中郎將軍)”고 한다. 南單德의 직 경력으로 보면 거

란과 奚族이 일으킨 兩蕃의 난의 평정에 나서는 것이 南單德의 인생의 요한

환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南單德이 長安을 떠나 에 있었던 配居地에 되

돌아가 살다가 나 에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고 安史의 난을 겪게 된 것이었다.

묘지에서는 南單德이 난의 평정에 참가하 을 때 그가 汾陰公 휘하에서 충성을 다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시 으로 보면 唐의 내륙지역으로 이주 당한 고

려인들은 이주 기에는 聚族而居(씨족끼리 모여 살다)라는 생활 방식을 체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화민족에 차 융합되어 들어감에

따라 기타 민족과 많은 교류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베

풀기도 하며 서로 간에 깊은 우정이 생겼을 것이다. 唐으로의 南單德의 이주 과정

에서 汾陰公은 매우 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의 인솔을 받아

南單德이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묘지에서는 이 汾陰公이 구인지 기록되지 않았다. 기존 래문헌과 출토된 묘

지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汾陰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의 첫 번째

로 汾陰獻公 薛收를 들 수 있다. �新唐書� 권73하 ｢宰相世系表｣에 의하면, “(薛)

收, 자는 伯褒, 秦王府 十八學士․汾陰獻公이었다”고 한다. 薛收의 생애와 업 은

新․舊 兩 �唐書� 本傳에 기록되는데, 처음에 劉黑闥의 난을 평정함으로 汾陰縣男

에 해졌고, 그 후 武德7년(624년)에 사망하 으며 貞觀7년에 定州 刺史에 추증

되었고, 永徽6년(655년)에 太常卿에 추증되며, 昭陵에 陪葬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들인 元超가 작을 세습하 고, 汾陰公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全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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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196 ｢中書令汾陰公薛振行狀｣에서 보인다. 하지만 本傳이나 �大唐故中書令

兼檢校太子左庶子․戶部尚書․汾陽男 贈光祿大夫 使持節都督秦․成․武․渭四州諸

軍事 秦州刺史薛（元超）公墓誌銘�41)을41)살펴보면 이들 부자는 汾陰公에 해졌다

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두 번째로 汾陰開國公 薛儆을 들 수 있다. 薛儆에 한

기록은 唐史에서 보이는데 그의 묘지 한 최근 출토되었다.42)42)묘지의 기록에 의

하면 薛儆은 唐 睿宗의 딸인 荊山縣主에게 장가들었는데 睿宗이 즉 한 후 縣主는

鄎國長公主에 해졌고, 儆은 駙馬都尉에 임명되었으며, 加爵하여 汾陰公에 해졌

다고 한다. 薛儆은 말년에 岐․澤․鄧․ 등 여러 州의 刺史, 그리고 虢․鄧․汾

등 州의 別駕에 제수되었지만, 兩蕃의 난을 진압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아울

러 開元8년(720) 한창 나이에 일찍 사망하 다. 세 번째로 汾陰縣公 薛願을 들 수

있다. 사서를 살펴보건 �唐 要� 권79 ‘謚法上’에 “(諡號)簡은 ( 략) 秦州都督

汾陰縣公 薛願에게 내린다(簡，……贈秦州都督汾陰縣公薛願｡)”라는 기록이 있다.

薛願은 �舊唐書�에 기가 실려 있는데 河東 汾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薛

願의 아버지인 (薛)絛는 禮部 郎中을 역임하 고, 형인 崇一는 惠宣太子의 딸인

宜君縣主에게 장가들었으며 이동생(女弟)은 廢太子 瑛의 비 다. (薛)願은 태자

비의 폐 로 인해 연 로 처벌받아 좌천되었으며, 후에 安祿山의 난 때 다시 潁川

太守로 나갔고, 城을 튼튼히 하여 힘을 다하여 싸웠다. 至德 원년(756년) 11월, 城

의 방어가 다하여 붙잡 安祿山에 의해 洛水에서 얼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 거란

과 奚族의 반란 평정과 련되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秦州 都督과 汾陰縣公의

직도 충성과 의에 한 장려로 추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南單德 묘지문에 나온 汾陰公이 薛訥이라는 주장도 있다.43)43)薛訥은 新․

舊兩 �唐書�에 기가 실려 있다. 사서에 따르면 薛訥가 萬歲通天2년(697년)에 中

41) 吳鋼，1994 �全唐文補遺� 1, 三秦出版社，69면。

42) 山西省考古研究所，2000 �唐代薛儆墓發掘報告�，科學出版社，67면；吳鋼，1994 �全唐文

補遺� 7, 三秦出版社，37면。

43) 樓正豪，2015 ｢新见唐高句丽遗民南单德墓志铭考释｣，�西部考古� 8，185면-193면；王菁、

王其禕, 2015 ｢平壤城南氏: 入唐高句麗移民新史料-西安碑林新藏唐大曆十一年南單德墓誌｣,

�北方文物� 1，80면-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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郎將의 직책으로 海路로 동쪽을 경유해서 들어가 營州의 난의 평정에 참가하 다

고 한다.44)44)이를 거란의 난을 평정하는 것으로 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그때 南單

德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한, 景雲원년(710년) 12월에 奚와 霫이 변방을 침

범하는데 당시 幽州 都督을 역임하는 薛訥는 군사를 일으켜 추격하 지만 싸움에

서 이기지는 못하 으며, 그 해에는 南單德이 겨우 12살밖에 안 되었다. 先天원년

(712년) 3월에 이르러서는, 唐 조정에서 孫佺을 幽州 大都督으로 삼고 訥를 좌천

시켜 並州 長史로 삼았다. �資治通鑒� 권210 ｢唐紀｣‘先天元年’조에 따르면 “幽州

大都督 薛訥가 幽州에 20여 년 동안 주둔하 는데 아 들과 백성들은 모두 평안하

다. (薛訥가) 군사를 일으켜 변경에 나간 이 없으며 오랑캐들도 두려워하여

감히 침범하지 못하 다(幽州大都督薛訥鎭幽州二十餘年，吏民安之，未嘗舉兵出

塞，虜亦不敢犯)”고 한다. 南單德이 설사 그 가운데에 참여하 다 하더라도 쟁

에서 공을 세울 기회가 그다지 없었을 것이다. 開元2년(714년) 여름, 薛訥는 杜賓

客, 崔宣道 등과 함께 2만 명을 거느리고 거란 등을 정벌하 는데 경솔하게

을 벌 다가 거느린 사람이 모두 거란 등에 멸망되어, 薛訥는 탈출하여 목숨은 건

졌지만, 직과 작 등은 모두 삭탈되었다. 唐의 병사는 죽은 사람 수가 십 팔구

나 되었는데 그 때 16살인 南單德에게는 “자주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折衝果

毅에 제수되었고 다음에는 中郞將에 이르 다(頻立功郊，授折衝果毅，次至中郎將

軍)”는 기회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 후에 薛訥가 王晙 등과 더불어 長城堡에

서 土蕃의 軍을 격 하고, 그 공으로 左羽林軍 大將軍에 임명되고, 다시 平陽郡公

에 해졌지만 이는 (南單德) 묘지와 무 하다. 그 후 薛訥는 조 뒤에 늙었다고

하여 특별히 致仕(사직)하게 되었고, 開元8년(720년)에 사망하 다. 그 때는 南單

德은 20살밖에 안 되었다. 이외에는 묘지에서 汾陰公이라고 하는데 사서에 薛訥가

平陽郡公 河東郡公에 해진 바가 기록되어 있지만,45)45)汾陰公에 해졌다는 기

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南單德) 묘지에서 말하는 汾陰公은 薛訥가 아니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4) 陳子昂, 1983, ｢為建安王與遼東書｣, �全唐文� 卷214(董誥 편), 中華書局，2160면。 

45) 王溥, 1955 �唐 要� 卷80, ｢朝臣複諡｣, 中華書局，1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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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가리키는 汾陰公은 술한 汾陰公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으로

단된다. (南單德) 묘지에서는 묘지의 집필자인 薛夔가 平陽公（薛仁貴)을 증조부

로 부르고, 汾陰公을 조부로 부르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汾陰公은 薛仁貴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唐史의 기록을 살펴보면 薛仁貴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

는데 차례 로 薛訥, 薛慎惑, 薛楚卿, 薛楚珍과 薛楚玉이었다. 그 , 薛訥는 汾陰

公 을 가능성에서 배제되었고 나머지 4명의 아들 薛楚玉은 가장 여겨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舊唐書� 권92 ｢薛訥傳｣에 의하면 “(薛)訥의 아우인 楚玉이 開

元 연간 幽州 大都督府 長史를 지냈는데 직무를 감내하지 못함으로 교체된 뒤 卒

하 다(訥弟楚玉，開元中, 為幽州大都督府長史, 以不稱職見代而卒)”고 한다.46)46) ,

�舊唐書� 권124 ｢薛嵩傳｣에는 “부친 楚玉은 范陽․平盧 節度使를 역임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47)47)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 薛楚玉이 幽州 大都督府 長史를 역임하

으며, 그 후에 幽州（范陽)(天寶원년에 幽州節度使는 范陽節度使로 개칭)․平盧

節度使를 겸직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薛楚玉이 역임한 幽州 大都督府 長史 幽州 (范陽)․平盧 節度使는

어떤 직 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開元13년(725년)에 唐 조정에서 幽州 都

督府를 大都督府로 삼았다. 唐의 제도에 의하면, 모든 大都督府는 大都督을 한 명

두는데, 親王이 맡도록 하나 멀리서 管領하는 경우가 많고 한 그 직임이 贈官인

경우도 많으며, 長史가 府에 거주하여 그 업무를 총 하도록 하고 종3품의 품이

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幽州 節度使는 원래 本軍州 經略大使를 겸직하고, 아울러

河北 諸軍大使를 지휘하고 통제하 다. 컨 고려인 高欽德은 바로 開元 14년

(726년)에 “寧遠將軍의 직책으로 품이 더 높은 幽州副節度使․平盧軍事使를 겸

직(自寧遠將軍 制兼幽州副節度 知平盧軍事)”48)하 으며,48)開元 20년(734년)에

河北 採訪處置使를 겸직, 추가로 衛․相․洺․貝․冀․魏․深․趙․恆․定․邢․

德․博․棣․營․鄭 16주 安東都護府를 리하게 되었다. 平盧節度使는 平盧軍

46) 劉煦等, 1975 �舊唐書� 卷92，｢薛訥傳｣, 中華書局，2985면。

47)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24，｢薛嵩傳｣, 中華書局，3525면。

48) 吳鋼, 1994 ｢唐右武衛將軍高府君墓誌銘並序｣, �全唐文補遺� 1，三秦出版社，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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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에서 승격된 것인데 平盧軍는 원래 幽州節度諸北大軍使 할 하에 있었으며 開

元7년(719년)에 唐 조정에서 비로소 平盧節度使를 처음 설치하고 營州( 遼寧 朝

陽)를 다스리게 하 다. 한 “河北支度使와 할 구역 내의 여러 蕃使 營田使

등을 經略(경륜하여 다스림)하고 아울러 安東都護 營州․遼州․燕州 3주를 겸

해서 할하도록 하 다(經略河北支度 管內諸蕃及營田等使 兼領安東都護 及 營 遼

燕 三州).”49)49)그 후 平盧軍 節度使의 권한이 갈수록 커졌으며 營州 都督을 체하

여 東北 지역 최고 행정 기 의 장이 되었다.

이를 통해 薛楚玉이 幽州(范陽)․平盧 節度使를 겸직하는 것은 그 주요 책무가

奚族과 거란이란 兩蕃의 변경지역의 안보 유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겸직하는

기간 동안 薛楚玉이 唐軍을 거느리고 거란 奚族과 여러 차례 을 벌 다.

컨 �全唐文� 권352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에 의하면 薛楚玉이 당의

군 를 이끌고 을 30여 차례 격 하 고, 많은 승 을 거뒀다고 한다. 이것을 제

외하고도 汾陰公이란 작 와 련해서 薛楚玉 한 勳爵을 수여 받은 바가 있었다

는 이 주목을 요한다. 사서를 살펴보건 �新唐書� 권73하 ｢宰相世系表｣에 “楚

玉, 자는 瑤, 左羽林將軍․汾陰縣伯이었다(楚玉字瑤，左羽林將軍、汾陰縣伯)”라는

기록이 있다. 汾陰伯이라면 묘지에서 말한 汾陰公과 같은 勛爵 반열에 있었으며

伯이냐 公이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앞에서 논증한 여러 상황으로 보면 左羽

林將軍의 직이나 汾陰縣伯의 작 는 모두 薛楚玉이 幽州․平盧 節度使에 임명되기

에 제수된 것이며, 나 에 천하게 된 후 그 공으로 郡公에 해지는 것이 여

러모로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로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薛楚玉이 幽州나 營州의

직을 맡은 시간과 兩蕃을 평정하는 이력, 勛爵을 수여 받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면 묘지에서 언 한 汾陰公은 薛楚玉이었을 것으로 단된다.

汾陰公이 곧 薛楚玉이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계속 미루어보면 南單德이 평정

에 참가하게 된 兩蕃의 난리는 開元18년(730년)에 거란의 귀족 可突于가 일으킨

반란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新․舊 兩 �唐書�의 ｢契丹傳｣ �자치통감� 권213

49)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66, ｢方鎮表｣, 18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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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玄宗十八年｣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松漠都督府 牙官 靜析軍 副使를 역

임하고 있는 可突于가 토산품을 바치러 조정에 들어갔는데 中書侍郎 李元紘에게

푸 을 받아 원망과 울분을 품게 되어, 드디어 개원18년(730년)에 松漠府 都督

李邵固를 죽이고 부락을 거느리고 아울러 奚의 무리를 해 돌궐에 항복하 으

며, 唐 朝廷에서 여러 번 군사를 보내 토벌하 지만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개

원22년(734년)에 張守珪에게 패배를 당하 다고 한다. 그때는 마침 薛楚玉이 幽州

節度使를 역임하며 兩蕃을 평정하는 쟁을 이끌었던 때 다. 앞에서도 인용하

지만 �全唐文� 권352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의 기록에 의하면 薛楚玉이

唐軍을 이끌고 거란을 31차례 격 하 고, 각종 가축을 30여 만 마리 노획하 으

며, 장을 3만여 명 참수하 다고 한다. 이외에 ｢露布｣에서 난의 평정에 참가하는

兵種에 해서도 자세히 기록하 는데 앙군의 府兵 지방군을 제외하고 앙

군의 군 한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右羽林

軍 大將軍인 烏知義, 兵馬使 內給事인 薊思賢，副使 內寺伯인 李安達, 中郞 內供奉

인 李先壽, 그리고 宣慰 內供奉 奚官局 令인 王尚客 등이 거느리는 군 는 모

두 앙군의 군이었을 것이다. 술했듯이 南單德이 開元 기에 射生으로 선

발되었는데 그 때는 射生이 이미 앙 군의 射生軍으로 편성되었고, 羽林 禁

軍에 속되어 있었다. 군이 외 정벌에 나서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다. 컨

貞觀19년(645년) 唐 太宗이 고려를 정벌하 을 당시, 檢校 北門 左屯營의 右軍

大將軍 阿史那社爾가 屯衛 飛騎 長上 宿衛의 병사를 거느리고 투에 참가하

으며, 여러 번 奇功을 세운 바가 있다.50)50)�全唐文� 권225 ｢爲河內郡王武懿宗平

冀州賊契丹等露布｣의 기록에 따르면 神功원년(697년) 武懿宗이 거란을 하는

투에서도 北衙禁軍이 참가하 다고 한다. 이로 인해 射生인 南單德이 앙군의

군을 따라 兩蕃을 평정하는 쟁에 참가하 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南單德

묘지문에서 사용하는 詔付이라는 표 도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앞 내용을 종합해서 南單德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 南單德이 可突于의 반란 진

50)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09, ｢阿史那社爾傳｣, 中華書局, 3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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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에 나섰을 때 마침 서른두 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른 두 살이면 而立의 나이

라 쟁터에 나가 功을 세우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에 가장 당한 나이 다. 南

單德이 한 그 공으로 折衝果毅에 제수되었고 다음에는 中郞將에 이르 다. 折衝

果毅는 折衝府의 수장인 折衝都尉 바로 아래의 무 으로 충부의 상․ ․하 등

에 따라 종5품하․정6품 상․종6품하의 품이었다. 中郞將軍은 곧 中郞將이며,

唐 시기의 府兵는 內府와 外府로 구분되는데 內府는 中郞府로, 親府 하나, 勳府

둘, 翊府 둘, 모두 다섯 개의 府가 있으며, 府마다 中郞將을 한 명 둬, 정4품하의

품이며 校尉, 旅帥, 親衛, 勳衛 소속 宿衛하는 자를 통솔하고 해당 府의 업무를

총 하도록 되어 있다.51)51)南單德이 쟁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았고, 공으로 승진

되었으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唐史의 기록을 살펴보

면 고려인들이 兩蕃을 평정하는 쟁에 참가하는 선례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재 역사 련 서 이나 일지에서 거란과 奚族을 진압하는 고려 출신 藩將(이

민족 출신의 장수)과 련된 최 의 기록은 高足酉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高

足酉는 唐이 고려를 정벌하는 쟁에서 귀순한 고려 장수이며, 그의 묘지 기록에

의하면 “大周 天授원년(690년) 公을 鎭軍大將軍 行 左豹韜衛大將軍에 임명하고

( 략) 그 兩-蕃을 끓인 물로 을 녹이듯이 휩쓸었다(大周天授元年 拜公爲鎭軍大

將軍行左豹韜衛大將軍 ( 략) 卷彼二蕃 如湯沃雪)”고 한다.52)52)이로 인해 高足酉가

兩-蕃과의 쟁에서 많은 승 을 거뒀음을 알 수 있다. 萬歲通天 元年(696년) 5월

遼西지역 거란의 李盡忠과 孫萬榮이 營州의 亂이라고 불리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고려에서 귀순한 장수 高質은 瀘河道討擊大使․左玉鈐衛大將軍․左羽林軍上

下에 임명되어 武攸宜를 보필하여 거란을 토벌하 으며, 그의 아들 壯武將軍․行

左豹韜衛翊府 郎將인 高慈 한 군 를 따라 출정하 지만 나 에 이들 父子는 城

이 격 됨으로 포로로 붙잡 萬歲通天2년 5월 磨米城 남쪽에 사망하 는데, 이는

�高質墓誌�53)53) �高慈墓誌�54)에54)기록되어 있다. 묘지에서 한 특별히 “고려의

51) 歐陽修、宋祁等, 1975 �新唐書� 卷49, ｢百官志｣，1281면。

52) 周紹良、趙超, 2002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並序｣,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

版社,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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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3인이 성과 해자를 굳게 지키며 과 힘겹게 싸웠다(高麗婦女三人，固守城

隍, 與賊苦戰)”라고 언 하 는데, 이는 내지로 이주한 고려 城傍의 민 들도 쟁

에 참가하 음을 말해 다. 이와 더불어 營州의 거란 반란군은 한 고려 마지막

왕 高藏의 아들인 遼東都督 高德武에 의해 공격이 지당했으며 高德武가 “營州의

士人(선비) 城傍子弟”를 거느리고 “역 孫萬斬을 맞이하여 십여 진 을 격

하고 오랑캐 1,000명을 사로잡았다(破 賊孫萬斬十有餘陣，並生獲夷賊一千人)”.55)55)

이처럼 唐이 東北 변경 지역에서 거란과 奚族 兩 蕃을 평정하는 쟁에서 많은 고

려 출신 藩將들이 공을 세우는 것은 그 이유를 따져보면 한 편으로 고려인들이 용

맹스럽고 싸움에 능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고려 이주민과 거란, 奚族 등

이 모두 營州나 幽州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唐 조정이 난의 평정을 지휘하는 데

유리했던 것과도 큰 연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南單德이 汾陰公 薛楚玉의 발탁으로 승진하 으며 벼슬길에 빨리 나아가게

되었다. 그 연원을 살펴보면 둘의 계가 이것이 부가 아니었음도 알 수 있다.

술했듯이 �新唐書․宰相世系表�에 의하면 薛楚玉이 左羽林將軍의 직책으로

군을 장하 던 것은 그가 幽州․平盧 節度使를 역임하기 이며 다시 말해 開

元20년(732년) 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南單德이 內供奉射生으로 머무르던 시간과

마침 겹친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南單德이 射生으로 있었을 때 薛楚玉의 휘하

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는 훗날 그의 승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둘의 계를 계속 탐구하다 보면 薛楚玉의 父親 薛仁貴가

總章원년에 唐軍을 거느리고 南單德의 조국을 멸망시켰으며, 그 후 薛仁貴가 右威

衛大將軍 檢校安東都護의 직책으로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安東을 무마하면서 통

치하 을 때 南單德의 祖父인 南狄이 역임하는 磨米州 都督은 바로 薛仁貴 할

53) ｢大周故鎮軍大將軍行左金吾衛大將軍贈幽州都督上柱國柳城郡開國公高公墓誌銘｣, 吳鋼, 2005

�全唐文補遺� 8, 三秦出版社, 47면。

54) ｢大周故壯武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左玉鈐衛將軍高公墓誌｣，周绍良，1992 �唐代墓志汇编�,

上海古籍出版社, 995면。

55) 陳子昂, ｢為建安王與遼東書｣，董誥，1983 �全唐文� 卷214, 中華書局，2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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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있었고 그 후에 南單德이 射生으로 선발되고 兩 蕃의 반란 평정에 참가하

을 때는 薛仁貴의 아들인 薛楚玉의 휘하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묘지

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 표 이 완곡하고 구조가 정교하며, 薛楚玉의 손자인 中

大夫 行 秘書省 著作佐郎 薛夔의 손에서 집필되었다. 이는 한마디로 개 하면 세

월이 흘러도 南씨 가문과 薛씨 가문 간의 친분이 변하지 않으며, 강산이 변해도

薛씨 가문과 南씨 가문 간의 인연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5. 洛陽에서 귀순하여 王에 해지다

쟁은 군인에게 있어서 험이자 기회이다. 南單德이 쟁에서 멀쩡하게 살아

남았으며 공으로 한갓 군 射生에서 품이 4품인 中朗將까지 차 승진하

게 되었으니 앞날이 창창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세계 으로 유명

한 安史의 난이 발발하 다. 8년이란 긴 시간에 걸친 이 쟁은 당나라가 성기

에서 차 쇠퇴의 길을 걷게 하 을 뿐만 아니라 南單德의 운명도 다시 바꾸었다.

묘지문의 기록에 의하면 南單德은 ‘安史의 난’ 때 安祿山을 추종해서 반란군에 가

담하 다. 기존의 래문헌에 따르면 ‘安史의 난’ 때 많은 소수민족들이 반란군에

가담하 지만 내지로 이주한 고려인이 반란에 가담하 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았

다. 南單德이 반란군에 가담하 다는 묘지문의 기록은 학계에서 ‘安史의 난’ 시기

幽州와 營州 지역 고려인의 동향과 태도를 재고하게 하며 높은 사료 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南單德이 安史 반란군에 가담한 것은 스러운 일이 아니므로 묘지문에서는

이에 해 간략하게 “곧 이어 祿山이 은혜를 배반하여 국(華夏)을 어지럽혔다.

(당시) 公은 麾管에 있으면서도 항상 本朝(唐)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旋以祿

山背恩，俶擾華夏，公在麾管，常懷本朝)”라고만 었다. “旋”이란 곧 “즉시(旋即)”

의 뜻이다. 이는 南單德이 兩蕃의 난을 평정하여 折衝果毅에 제수되고, 다시 中郞

將軍으로 승진하 다가 반란군에 가담한 사실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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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사소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 南單德이 반란 평정 쟁에 참가한 후

장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幽州에 남아 앞날을 도모하는 것을 선택하 음을

알 수 있다. 묘지문은 이어서 “公은 麾管에 있으면서도 항상 本朝(唐)를 향한 마

음을 품고 있었다(公在麾管, 常懷本朝)”라고 하 는데 이는 이러한 단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본다. 麾와 련해서 �史記․魏其武安侯列傳�에 “至吳將麾下(오나라

장군의 깃발 아래에 이르 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해 張守節이 주해하길,

“麾는 大將의 깃발을 말한다(麾，謂大將之旗)”라고 하 다. 南單德이 어느 장군

휘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지에 해 묘지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묘지에서 언 한

이른바 “汾陰公을 따르게 하 다(汾陰公駈使)”는 구 에서 보여 바와 같이 南單

德이 원래 幽州(范陽)․平盧節度使 薛楚玉의 통솔 하에 있었음은 앞에서 이미 논

증된 바 있다. 唐史의 기록에 따르면 張守珪가 薛楚玉의 후임으로 開元21년(733

년)에 幽州長史 겸 御史中丞, 營州都督, 河北節度副大使를 역임하 다고 한다.56)56)

주목해야 할 것은 張守珪의 후임자가 바로 ‘安史의 난’의 주인공인 安祿山이었던

이다. 安祿山은 開元28년(740년)에 平盧兵馬使, 營州都督, 平盧軍使에 제수되었

고 그 후 天寶원년(742년)에 平盧에서 節度가 설치됨에 따라 平盧節度使로 승진하

으며 柳城太守, 押兩番․渤海․黑水四府經略使를 겸직하 다. 天寶3년에 安祿山

은 裴寬을 신하여 范陽節度使가 되었고，河北採訪使, 平盧軍使 등을 여 히 맡

으면서57)
57)동북 지역의 반 인 행정 업무를 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묘지에

서 언 한 南單德이 ‘麾管에 있었다(在麾管)’는 말은 곧 安祿山의 휘하에서 활동하

음을 뜻하며, 지문의 어휘 사용을 보면 이는 南單德이 반란군에 가담한 죄명에

서 벗어나게 하려고 南單德이 자신의 의사와 상 없이 마지못해 반란군에 가담하

다는 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항렬이나 지 가 높은

자, 그리고 죽은 자의 기를 피하는 것이 한 지문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이다.

묘지에서 언 한 것처럼 南單德이 반란군에 가담한 것은 마지못한 것이었다는

변 해석을 제외하고도, 南單德이 처한 처지를 자세히 분석하면 다른 원인

56)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03, ｢張守珪傳｣, 中華書局, 3194면。

57) 劉煦等, 1975 �舊唐書� 卷200, ｢安祿山傳｣, 中華書局, 5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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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南單德이 반란군에 가담한 것은 군 심리에 의

한 행동이라는 을 들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遼東은 南單德 일가가 유배되

어 살게 되는 곳이었지만, 安東都護府이 내지로 옮겨짐에 따라 내지로 이주 당한

수많은 고려인들이 營州 지역에 몰려 살게 되었다. 營州와 范陽의 군사권과 행정

권을 安祿山이 모두 거머쥐게 됨에 따라 營州에 몰려 사는 東北지역의 여러 이민

족 출신 귀순자들이 安祿山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安祿

山이 인심을 포섭하는 데에 능하며 항복한 이민족을 모두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安祿山과 史思明을 ‘二聖’이라 하 다.58)58)그러므로 “燕州로부터 이하

17개의 州는 모두 동북지역의 여러 이민족 출신 귀순자들이 幽州와 營州의 경내에

흩어져 사는 곳으로 州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어두고 간 으로 통제하 으며, 役

屬(의무 으로 소속됨)이 없었다. 安祿山의 난 때 이들은 모두 도 으로 몰아붙이

게 되어 원을 어지럽혔다(自燕以下十七州, 皆東北諸蕃降胡散處幽州․營州界內,

以州名羈糜之, 無所役屬, 安祿山之亂, 一切驅之爲寇, 遂擾中原)”59)59)南單德이 營州

城傍의 고려인들을 따라 반란군에 가담한 것은 여러모로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가 새로 발굴되면 安史의 난에 가담했던 고려인과

련된 내용도 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南單德이 반란군

에 가담한 것은 자기 앞날에 한 고민과 고심에서 비롯된 바도 있다고 생각한다.

安祿山이 天寶14년(755년) 11월부터 范陽에서 군사를 일으켜 唐에 항하 을

에 南單德이 兩蕃의 난의 평정에 나서 그 공으로 折衝果毅에 제수된 지 이미 23년

의 세월이 지났다. 23년 동안 南單德은 나이가 57세에 이르 음에도 불구하고

직은 단지 四品의 中朗將까지만 승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승진도 安祿山의 도움

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의 벼슬길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말이다. 운명을 바

꿀 쟁이 한 번 발발하니 그는 주 없이 단호하게 반란군에 가담하는 것을

택하 던 것이다. 실제로 南單德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 한 幽州과 營州에서 행정

기 의 장을 역임하는 薛楚玉의 아들 薛嵩, 그리고 張守珪의 아들 張獻誠 등은 모

58)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127, ｢張嘉貞附張弘靖傳｣, 4448면。

59) 劉煦等，1975 �舊唐書� 卷39, ｢地理志｣, 中華書局，1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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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리심에 安史반란군에 가담하 다.

南單德은 비록 반란군에 가담하 지만, 결정 인 순간에 미망에서 깨어나 唐 조

정에 귀순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게 되었다. 묘지에서 “다시 燕의 땅

이 불길한 기운에 휩싸이고 낙양(河洛)을 재차 범하 을 때, 元首는 달아나 숨었

으나, 公은 홀로 무리를 이끌고 (唐에) 귀항하 다. (復遇燕郊妖氛, 再犯河洛, 元首

奔竄, 公獨領衆歸降.)”는 내용은 南單德이 唐 조정에 귀순한 시간이 安史반란군이

“낙양을 재차 범하 을 때(再犯河洛)”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安史의 난의 개과

정을 살펴보면 소 “낙양을 재차 범하 을 때”라는 것은 乾元2년(759년) 史思明

이 安祿山의 뒤를 이어 洛陽을 재차 함락시켰을 때임을 알 수 있다. 乾元원년(758

년) 10월, 郭子儀는 아홉 節度使를 거느리고 鄴城에서 安慶緖를 포 하 으나 계

속 공격했는데도 함락시키지 못했다. 다음 해 3월 史思明이 范陽에서 安慶緖를 구

원하러 달려왔는데, 郭子儀과 安陽河의 북쪽에서 을 벌 다. 갑자기 세차게 불

게 되는 바람으로 양군은 크게 놀랐으며 군은 남쪽으로 패퇴하고 史思明의 군

는 북쪽으로 패퇴하 다. 郭子儀는 朔方軍을 시켜 河陽橋를 끊어 東京를 지켰다.

당시의 상황에 하여 �자치통감� 권221 ｢唐紀｣“肅宗乾元二年”조에서 다음과 같

이 기록한 바 있다. “東京(낙양)의 士民들이 몹시 놀라 산골짜기로 흩어져 달아났

고 留守 崔圓,河南尹 震 등 리들은 남쪽의 襄․鄧으로 도망갔으며，각 節度使

들도 각기 本鎮으로 흩어져 돌아갔다(東京士民驚駭，散奔山谷，留守崔圓․河南尹

震等官吏南奔襄․鄧，諸節度各潰歸本鎮).” 이는 묘지에서 말한 “元首는 달아나

숨었다(元首奔竄)”는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南單德은 바로 이 때 사람들을

거느리고 唐 조정에 투항하 던 것이다. 南單德의 투항 원인에 해서, 묘지문은

간략하게 “항상 本朝(唐)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常懷本朝)”고만 었는데 당

시 쟁의 진행상황으로 보면 南單德이 투항하는 것은 정세에 따른 선택이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安慶緖이 鄴城에서 포 되기 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패 으로 인

하여 반란군에서 唐 조정에 투항하여 귀순한 일이 자주 생겼다. 컨 青州․齊

州 節度史 能元皓, 德州 刺史 王暕, 貝州 刺史 宇文寬 등은 잇따라 투항하여 귀순

하 다. 뿐만 아니라 史思明이 鄴城의 포 를 구원한 후 安慶緖를 죽여 그 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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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탄하 는데 이로 인해 南單德은 후원자를 잃게 되었다. 쟁의 상황이 唐 조정

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 때에 南單德이 唐 조정에 귀순을 택한 것은 명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 외에 당나라 군 에 고려 출신 장수들이 있었던

것도 南單德을 귀순하게 만드는 요소 의 하나 을 것이다. 컨 安史의 난

기에 고려인 高仙芝가 副統帥의 직책으로 병사를 거느리고 역 토벌에 나선 이

있었다. 다만 후에 潼關에서 패하고, 환 에게 모함당해 唐 조정에 의해 참수당했

다. 戶部尚書․霍國公 王思禮가 關內 潞府行營 보병 3만 명, 기마병 8천 명

을 거느리고 安慶緖를 鄴城에 포 하는 작 에 동참하 는데, 당시 南單德이 바로

鄴城 안에 있었다. �舊唐書� 본 의 기록에 따르면 王思禮는 “營州城傍 고려인(營

州城傍高麗人)”으로 南單德 일가와 같이 安東都護府에 속하며 모두 城傍子弟 출신

이었다고 한다. 이외에 唐軍 고려인 李正己도 난의 평정에 참가하 고, 쟁 후

그도 饒陽郡王에 해졌다. 唐軍에서의 이들 고려장수들과 南單德이 겹치는 부분

이 많은데 南單德이 唐 조정에 귀순한 것에 이것도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을 것으

로 생각된다.

南單德은 귀순한 공을 인정받아 饒陽郡王, 開府儀同三司, 左金吾衛大將軍에

해지고 식읍 3천호를 받았다. �通典� 권31 ｢職官｣에 실린 唐代의 작 제도에 의하

면 “황제의 형제과 아들은 왕이 되며 모두 나라의 親王에 한다. ( 략) 태자의

아들은 郡王에 하고 庶姓(종친이 아닌 일반 성씨)의 公卿과 사 부들 功業이

남달리 성 한 자 한 郡王에 한다(皇兄弟․皇子爲王，皆封國之親王. ……太子

男封郡王，其庶姓卿士功業特盛者，亦封郡王)”고 한다. 기존 唐 시기 자료에서는 내

지로 이주한 고려인들 가운데 儀鳳 연간에 唐 高宗이 고려의 왕 高藏에게 開府儀

同三司, 遼東都督, 朝鮮郡王을 제수하고, 垂拱2년(686년)에 高藏 왕의 손자인 寶元

을 朝鮮郡王으로 하 으며,60)60)그 후 大曆연간 고려인 李正己은 饒陽郡王에 해

졌다는 기록만61)
61)보인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高藏이나 지방 할거 軍閥인 李正己

와 비교하면, 南單德의 경력이나 지 명성이 훨씬 낮은 것은 분명하나 왕으로

60)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99, ｢高麗傳｣, 中華書局, 5328면。

61) 劉煦等, 1975 �舊唐書� 卷124, ｢李正己傳｣, 中華書局, 35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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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일부 합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선 당시

쟁의 황과 련된다. 술한 바와 같이 당시 郭子儀가 아홉 節度使를 거느리

고 鄴城에서 安慶緖를 겹겹이 포 하 지만 나 에 史思明에게 패하여 洛陽을 지

키려고 퇴각하 으며, 史思明이 安慶緖를 죽인 후 서쪽으로 계속 진군하 는데 양

측이 군사 으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南單德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투

항하는 것이 양측의 군사력 비에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安史반란군의 사기

에도 큰 타격을 줬다. 그 다음으로 南單德이 왕으로 해지는 것이 당시의 민족

갈등과도 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安祿山이 范陽에서 군 를 일으켰는데 그의

할 하에 있던 幽州와 營州는 로부터 국 동북 변경지역 奚族과 거란, 돌궐,

고려 등 소수민족의 羈縻州 소재지로서 민족 갈등이 심하 다. 이러한 민족갈등이

여러 소수민족이 安史반란군에 가담하는 데에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 다. 이 때

唐 조정에서 귀순한 고려인 南單德을 왕으로 하는 것이 민심을 다독이고 반란군

을 와해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南單德을 왕으로

한 것은 戰時 특별 정책과 련된다. 唐代 기의 제도에 의하면 “李氏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한다(非李氏不王)”고 되어 있었으나62)
62)그 후 쟁 시기에 이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를 들어 安史의 난을 보면 乾元 원년(758년)에 史思明의 부하

장수 烏承玼가 李光弼에게 몸을 의탁하더니 李光弼에 의해 冠軍將軍으로 황제에게

추천되며 제수되었고 昌化郡王에 해졌으며 石嶺軍使가 되었다.63)63)이외에는 薛楚

玉의 아들 薛嵩이 기에 安史반란군에 가담하여 史思明을 해 相州를 지켰으나

廣德 원년(763년)에 唐 조정에 귀순하여 大曆 기에 高平郡王에 해졌다.64)64)이

들 모두 南單德처럼 반란군에서 나와 귀순하게 된 사례로 戰時의 특별 장려정책으

로 왕의 작 에 해졌다. 기타 직들, 컨 開府儀同三司가 文散官 에서 최

고 품계인 종1품인데 고려 장수 高仙芝65)와65)王思禮66)등은66)모두 이 직을 제수 받은

62) 劉煦等，1975 �舊唐書� 卷187, ｢ 安恒傳｣, 中華書局, 4880면。

63)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163, ｢李光弼傳附烏承玼傳｣, 4596-4597면。

64) 歐陽修、宋祁等，1975 �新唐書� 卷111, ｢薛仁貴傳附薛嵩傳｣, 4144면。

65) 劉煦等，1975 �舊唐書� 卷104，｢高仙芝傳｣, 中華書局, 3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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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다. 左金吾衛大將軍과 南衙衛軍이 정3품의 품으로 “궁 경성에서의

주야 순찰과 경비, 검열 임무를 수행하며, 불법 행 를 단속하는 직이므로 翊府

同軌 등 50 府는 모두 그의 할 하에 있다(掌宮中及京城晝夜巡警之法，以執御非

違，凡翊府及同軌等五十府皆屬之)”는데67)
67)4품의 中郎將이었던 南單德이 이번에 정

3품의 左金吾衛大將軍에 제수되었으니 이 한 빠른 승진이라 하겠다.

6. 맺음말

묘지문의 마지막 부분은 南單德은 大歷11년(776년) 3월 27일에 향년 78세의 나

이로 長安 永寧里의 사 에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南單德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 한 고려 망국귀족의 자제에서 당나라의 郡王으로 성장하기까지 란만장하고

기구하여 극 이었으나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지만 南單德

의 란만장한 삶에 唐 내지로 이주한 수많은 고려인들의 모습이 투 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大歷11년(776년)을 기 으로 설정하여 래시백 기법으로 南單德의

설 인 일생을 정리해 으로써 總章원년 후 고려인의 생존 상태를 고찰해 보는

것도 나름 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08년 , 즉 기원668년에 南單德은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 당이 고려를 멸망

시키는 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南單德은 기타 고려인들과 같이 자기 나라에

살며, 고향을 떠나지도 않고 객지로 배치되어 살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78년

, 즉 기원699년에 南單德은 한살배기 아기 다. 쟁으로 인한 규모 이민이 없

었더라면 南單德은 가족들과 같이 살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직을 물려받아 磨

米州 都督 아니면 歸州 刺史가 되었을 터이고, 가족과의 이별도 長安에서의 射生

생활 도 없었을 것이다. 46년 , 즉 기원730년 南單德은 12살이었다. 奚族과 거란

66) 劉煦等，1975 �舊唐書� 卷110，｢王思禮傳｣, 中華書局, 3312면。

67) 劉煦等，1975 �舊唐書� 卷44，｢職官志｣，中華書局, 19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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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정하는 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長安 禁軍에서 복무를 하고 황궁을

드나들며 황제의 시 을 들어 언젠가는 크게 출세하 을 것이고, 반란군에 가담한

일도, 唐 조정을 배반한 일도 없었을 것이다. 21년 , 즉 기원755년에 南單德은

57세 다. 安史의 난이 없었으면 그는 幽州에 살았을 것이고, 배반도 귀순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물론 왕에 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거꾸로 돌

릴 수 없고 인생에도 만약은 없다. 南單德은 쟁을 겪으면서 성장하 으나 쟁

이 그의 운명을 바꿨다거나 그가 쟁을 통해 운명을 바꾸었다고 쉽게 결론을 내

릴 수 없을 것이다. 쟁은 그에게 기회이자 기 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선택

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 고, 그 기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平壤에서 安東까지, 安東에서 歸州까지, 歸州에서 長安까지, 長安에서 幽州까지,

幽州에서 洛陽까지, 장소는 계속 바 었다. 귀족 자제에서 망국 이주민까지, 이주

민에서 射生까지, 射生에서 折衝果毅까지, 折衝果毅에서 中郞將까지, 中郞將에서

반란군 장수까지, 반란군 장수에서 饒陽郡王까지, 직책 한 계속 바 었다. 이는

南單德의 삶의 흔 이며 내륙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의 삶의 흔 이기도 하다. 장

소가 바 었고, 직책이 바 었다. 이처럼 변화하거나 변화를 비하면서 각자의 운

명과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總章원년 후 고려인의 사실 이고 진실 인 모습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