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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인들은 한국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삼한, 삼국, 발해, 고려, 조

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분열되었던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비록 신라 지만 고구려는 한 때 만주 륙을 유했던, 우리 

역사상 최  도의 大國이자, 서북방에 치하면서 隋와 唐의 면 인 침략

을 격퇴했던 ‘민족의 방 제’로서 자랑스럽게 기억해 왔다.

한국인들은 한 고구려가 비록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지만 고구려는 

발해와 태  등에 의해 계승되었고, 후삼국을 통일했던 高麗는 바로 고구려를 

정통으로 계승한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같은 인식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학진 2004-003 

-A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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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성은 역사학계의 기존의 연구에 의해서 이미 상당한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1)1)

그 다면 조선시  사람들은 고구려에 해 어떻게 인식했을까?  조선시

 국인들은 조선이 과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조선시  한  지식인들의 고구려에 한 인

식을 검토한 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2)2)주로 正統論과 련된 측면에 

을 맞춰, 조선시  지식인들이 남긴 史書에 나타난 ‘고구려 인식’을 사학

사  차원에서 검토한 연구들은3)
3)있지만 ‘고구려 인식’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

아 검토한 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삼국시  이래 잠재되어 면면히 계승되어 왔던 “고구려는 

수와 당의 백만 군을 물리친 강국”이라는 인식이 조선시  한  지식인들

에게 어떻게 계승, 발 되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필자는 조선시  고구려 인

식과 련된 자료를 분류하면서 조선시  지식인들이 ‘고구려는 강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강조하는 형식과 목 이 시기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왕조 개창 직후의 15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던 17

세기 반, 그리고 淸에 한 復讐意識에 입각한 北伐論이 두되었던 숙종 , 

왕권을 강화하고 붕당 사이의 政爭을 종식시키기 해 蕩平論이 강조되었던 

조  등 각 시기별로 ‘고구려는 강국’임을 강조하는 의미는 분명 다른 것이

었다.

1) 金哲埈, ｢高麗中期의 文化意識과 史學의 성격｣; 李基白,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의

의｣; 河炫綱, 1975 ｢高麗時代의 歷史繼承意識｣(韓國의 歷史認識下 所收, 1976, 

창작과 비평사); 朴漢卨, 1977 ｢高麗 王室의 起源-高麗의 高句麗繼承理念과 련

하여-｣史叢21․22 합집; 盧泰敦, 1982 ｢三韓에 한 認識의 變遷｣韓國史硏究
38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한 인식재수록, 1998, 풀빛); 金光洙, 

1988 ｢高麗朝의 高句麗 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歷史敎育43; 朴龍雲, 2004 ｢국

호 高句麗․高麗에 한 일고찰｣北方史論叢1 (고구려연구재단); 朴龍雲, 2004 

｢고려시기 사람들의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北方史論叢2 등.

2) 정진헌, 2004 ｢朝鮮時代의 高句麗認識｣ 제10회 고구려 국제학술 회 논문집이 

에 띈다.

3) 金哲埈, 1960 ｢東史綱目―정리된 儒敎史觀｣(韓國文化史論所收, 1976 지식산업

사), 이만열, ｢17․8세기 史書와 古代史認識｣, 李佑成, ｢李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

서의 正統論의 展開｣(이상韓國의 歷史認識下 所收, 1976, 창작과 비평사); 한

우, 1989 朝鮮後期史學史硏究(일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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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필자는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조선시  지식인들의 고

구려 인식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아울러―자료가 허용되는 범 에서―같은 시

 국 지식인들의 고구려에 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시  한  지식인들의 고구려 인식에 담긴 역사  의미에 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朝鮮初期 조선 지식인의 高句麗 인식

1) '군사 강국'으로서의 고구려 인식과 선망

15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인식하고 하고 있던 고구려의 이미지는 ‘강국’이

었다. 徐居正(1420～1488)은 고구려를 요동에 雄據하고 있었던 부강한 나라로, 

慕容氏와 齊와 梁은 물론 수와 당의 백만 군을 능히 격퇴했던 ‘雄强’이라고 

보았다.4)4)

‘고구려가 수당의 백만 군을 격퇴했다’는 사실은 특히 ‘군사강국’ 고구려

를 떠올리면서 가장 먼  언 되는 내용이었다. 梁誠之(1415～1482)는 1481년

(성종 12), 고구려의 막강함의 근거로써 수에게 薩水大捷을 거두고 당 태종의 

연이은 침략을 遼左에서 격퇴했던 사실과 요좌 지역을 차지했던 것 등을 들

었다.
5)5)

고구려가 이 게 隋 煬帝나 唐 太宗의 공격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당 시

의 武人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자랑스런 과거로 인식되었다. 한 로 世祖

는 자신이 편찬했던歷代兵要의 내용을 축약하여 무인들에게 읽히려고 시도

하면서 고구려와 련된 武勇談을 숙지시키고자 시도했다.6)6)성종 에는 仁政

4) 徐居正, 四佳文集권4, ｢三國史節要序｣. “高句麗雄據遼東 國富兵强 敵慕容 拒齊梁 

抗隋唐百萬之師 天下稱其雄强 歷年又踰六百”

5) 梁誠之, 訥齋集續編 권1｢請破中國置陣開州疏｣. “或以爲 中國之於東方 漢隋唐窮

兵而不能守 遼金元接壤而不能逼 臣 益據平壤 其 廢 無足道也 高句麗據馮氏餘資 

其强莫加焉 隋煬百萬之師 大敗於薩水 唐宗六師之征 無功於遼左 漢雖得之 未幾爲

高句麗所據 唐雖平之 亦善爲新羅所有 一彼一此 三韓世守之規 如古也” 

6) 世祖實 권9 세조 3년 10월 丁未.“又曰 文宗命予撰兵要 刪煩就約 便於觀覽 精

華悉具 但簡秩猥多 不學武臣難於遍閱 故予欲極約之 使武臣輩常熟讀 如唐太宗隋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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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에서 進賢試를 치를 때 策問의 내용으로 고구려와 련된 내용이 언 되기

도 했다. 1482년(성종 13)의 경우, 책문에서 응시자들에게 고구려가 수당을 물

리쳐 천하의 강국으로 불릴 수 있었던 원인과 계책을 묻는 문제가7)출제되었다.7)

흥미로운 것은 조선 기의 지식인들이 고구려의 막강함을 거론할 때 그것

을 다양한 목 에서 선택 이고 편의 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 

우선 논자들은 고구려의 병력이 많았다는 사실을 선망하면서 그것을 근거

로―고구려 시 에 비해 병력이 하게 어든―조선의 실을 개선하라고 

구했다. 이와 련하여 1469년( 종 1)의 다음 사례를 표 인 것으로 들 

수 있겠다.

승정원에 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가 어서 옛날과 비하면 10분의 1에 불

과할 뿐이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하니, 승지 등이 답하기를, “옛날 고구려는 

단지 평안도 등의 道만이 있었을 뿐인데 高延壽와 高惠眞이 15만의 군으로 唐軍

과 맞섰고,  삼국이 鼎立하고도 한 나라의 병사가 오히려 많았는데, 지  우리나

라는 三韓 땅을 통합하고도 군사 수는 매우 습니다. 이 때문에 세조께서 號牌法

을 설치하고 軍籍을 닦음으로써 軍丁이 옛날보다 조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회암사 등의 을 창할 때 度牒을 받은 僧人들이 무려 8만이나 되어, 그때 세조

께서 도첩 지 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지 은 어  승인이 많다는 이유로 軍額

이 어지겠습니까? 그처럼 옛날과 같지 않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신들은 그 이유

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8)8)

에서 언 한 고연수와 고혜진은, 安 城이 당군에게 포 되었을 때 성을 

구원하기 해 출정했던 장수들이다. 조선시  당시 신료들의 에는 삼국 가

운데 한 나라에 불과했던 고구려가 일시에 15만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삼한 땅을 통합하고도 병력은 당시에 미치지 못하던 당시 

조선의 실과는 극히 조 으로― 단히 경이롭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양성지도 고연수와 고혜진의 를 들면서 고구려의 병력이 많았던 사실에 

帝親征不克等事 使人聞之 如昨日事 庶有益乎 時 禮曹判書洪允成起復爲知中樞院事 

令允成約之”

7) 成宗實 권147 성종 13년 10월 庚寅. 

8) 睿宗實 권5 종 1년 5월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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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을 표시했다. 그는 고려시 에도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

실을 지 한 뒤, 正兵의 수효가 얼마 되지 않는 조선의 실을 개탄했다. 양성

지는 이어 군액을 늘리기 한 방책으로서 戶口之法을 밝  군 에서 락되

는 숫자를 여야 한다고 구했다.
9)9)

고구려의 병력이 많았다는 사실을 선망했던 지식인들이 한 많이 강조했

던 것이 고구려가 守城에 능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개 梁萬春이 

安 城을 잘 지켜낸 고사를 거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55년(단종 3) 경상

감사 黃守身은, 안시성이 포 되었을 당시 고구려군이 당군의 지속 인 공격

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성안에서 木柵을 잘 활용했던 사실을 들었

다. 즉 당군의 投石 공격에 의해 성첩이 허물어질 때마다 목책을 세워 보완했

던 것에 주목했던 것이다. 황수신은 안시성의 고사를 본받아 조선의 각 성에

도 나무를 심어 유사시에 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0)
10)

고구려가 수성에 능했다는 것에 주목했던 것은 세조 에도 마찬가지 다. 

1458년(세조 4) 경상좌도 제사 李好誠은, 고구려가 수성에 뛰어나다는 사실

을 당 태종에게 알렸던 宜州刺史 鄭元瓙의 고사를 인용한 뒤 義州와 朔州를 

비롯한 요충지에 큰 성을 쌓아 변란에 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11)있었다.
11)

梁應鼎(1519～1581) 한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고구려가, 천하를 호령하

던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야말로 을 제압하는데 있어 수성의 편리함

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고구려가 장수를 선발하여 방어하는데 뛰어났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 했다. 나아가 그는 당시 조선의 변방을 제 로 

지키기 해 양만춘과 같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12)지 했다.12)

 9) 梁誠之, 訥齋集권1 ｢備邊十策｣“蓋士卒 國之爪牙也…… 且唐太宗之伐高句麗 延

壽惠眞率精兵十五萬以赴之 高麗太祖之平百濟 亦用精兵十一萬 至定宗時 聞契丹之

 抄兵三十萬 號曰光軍…… 今兵數除京中侍衛軍士外 外兵僅十餘萬 而船軍一分

也 侍衛鎭軍 守城一分也 煙戶雜色一分也 船軍則不可他使 亦不可用雜色 則或官戶 

或鄕吏 或賤隸 皆煙戶執事之人 但侍衛 鎭軍數萬騎 可調發爲兵 也 此則軍額雖存 

而正兵無多 之 可 寒心 此無他 戶口之法不明而人多漏籍”

10) 端宗實 권14 단종 3년 6월 壬寅. 

11) 世祖實 권12 세조 4년 5월 辛亥. 

12) 梁應鼎, 松川遺集권3 ｢策｣. “唐太宗以命世之雄 驅天下百萬之衆 而破高延壽惠眞

五十萬之兵於安 城之下 其勢不啻若霆震海捲 而其城主只以數百之卒 怡然不動 拜

而 之 然則城守之便於制敵也 然矣 彼彈丸之江左 區區之高麗 雖不復齒議於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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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조선 기의 고구려 찬양론자들은 고구려의 강성함을 단순히 선망

하고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당시 조선의 軍政 반을 돌아보고 개

선하는데 요한 본보기이자 거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 기의 지식인들이 

고구려의 강성함을 마냥 찬양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다. 한 로 고구려

가 수당의 침입을 격퇴할 정도로 강성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던 양성지는 

다른 한 편에서는 고구려가 군사 으로 강성함 것을 믿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먼  수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양제가 遊宴에 

탐닉했던 것과 고구려 원정을 들었거니와 고구려 한 군사  강성함을 믿다

가 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요컨  양성지는 군사  강성함을 믿고 외 으

로 모험을 강조하는 것에 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 던 것이다.13)
13)

2) 고구려 계승 의식과 自 意識에 입각한 東明王 致祭

조선시  지식인들도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

다. 1477년(성종 8) 聖節使로 북경에 다녀온 蔡壽는 성종을 復命했던 자리에

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린 바 있었다.

신이 玉河館에 있을 때 雲南 鄕貢進士 崔憲과 서로 이야기했는데 하루는 經史

를 담론하다가 최헌이 신에게 이르기를…… ‘그 의 하는 과연 어떠한 임 입니

까?’고 묻기에, 신이 답하기를, ‘우리 하께서는 聖明仁恕하시고…… 온 나라 사

람들이 떠받들기를 부모와 같이 하며, 두려워하기를 神明과 같이 하니, 참으로 성

스런 임 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의 고구려, 신라, 백제, 東沃沮, 北沃沮, 穢

貊 등을 모두 하나로 합하여 땅은 수천 리를 보유하고 甲兵이 수십만이며, 나라는 

부유하고 병정은 강하며……’고 했습니다.
14)14)

之列 而其選 備禦之方 則不可 不得也 嗚呼 以祖宗儲養之人才 豈可以不得如此

之人 而使守邊城乎”

13) 世祖實 권1 세조 1년 7월 戊寅. “集賢殿直提學梁誠之上疏曰…… 一 慮微 蓋

天下之事 莫不自微而始 以至於大故 愚闇之人 忽之以亡 奏之亡以刑戮 前漢之亡以

外戚…… 隋之亡以宴遊以伐高句麗 唐之亡以內寵楊貴妃始禍…… 高句麗之亡 以恃

强窮兵也”

14) 成宗實 권219 성종 19년 8월 乙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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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채수는 국인 최헌에게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하 다는 것, 수천 리

에 이르는 토와 수십만의 군사를 지닌 강국이라는 사실을 자신감에 찬 어

조로 강조하고 있다.

15세기의 경세가 던 양성지도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선을 ‘萬里의 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15)15)실제 당시 지식

인들은 遼東을 과거 고구려의 토로, 압록강에서 遼河 일 에 거주하는 사람

들을 아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6)16)

이 게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이자 요동 지역을 고구려의 고토로 여

기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 기에는 고구려의 시조인 東明王에 한 致祭가 

이루어졌다. 세종은 祀典 정비 차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檀君, 箕子의 廟

制를 정비하고, 삼국의 시조에게 묘를 세워 치제하는데 각별한 심을17)기울 다.17)

특기할 것은 세종이 지녔던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에 한 인식이다. 1427년

(세종 9) 許稠는 조선의 典章과 문물이 신라의 제도를 계승했다고 주장하여 

신라 시조 朴赫居世만을 제사 지내자고 주장했다. 이에 해 세종은, 삼국의 

형세는 서로 均敵하게 정립하여 막상막하 던 형세 음을 강조하고 신라 시

조만을 제사해야 한다는 허조의 주장에 반 했다.
18)18)

구보다도 고구려의 시조를 제사하는데 깊은 심과 열성을 보 던 군주

는 世祖 다. 그는 즉  직후, 국 사신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가까운 치에 

있던 동명왕 祠宇를 정비하는 데 각별한 심을 보 거니와 1469년(세조 5)에

15) 韓永愚, 1983 朝鮮前期 社 思想 硏究(知識産業社) 53쪽.

16) 燕山君日記권43 연산군 8년 4월 辛未. “領議政韓致亨左議政成俊右議政李克均

兵曹判書李克墩左參贊申浚右參贊尹孝孫吏曹判書姜龜孫議 接待唐官護 軍于義

館 雖義州官吏開端失當 然不可中止 姑令該曹措置館待之具 但遼東等地 本是高句

麗之地 故自鴨綠江至遼河所居之人 皆我國之民” 

    이 게 요동을 고구려의 故土로 여기는 인식은 조선후기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

졌다. 1598년 宣祖實 의 史臣이 “遼東은 고구려의 땅이고 東寧衛 사람들이 조

선을 가리켜 本鄕이라고 부른다”고 기술한 사실(宣祖實 권103 선조 31년 8월 

壬戌)이나, 丁若鏞이｢高句麗論｣에서 고구려가 요동을 떠나 한반도 내부의 평양으

로 遷都한 것을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언 했던 것(丁若鏞,  猶 全書詩文集 

권12 ｢高句麗論｣) 등은 모두 그 표 인 이다.

17) 世宗實 권37 세종 9년 8월 丙子.

18) 世宗實 권35 세종 9년 3월 辛丑. “吏曹判書許稠啓曰 祭  報功也 我朝典章文

物 增損新羅之制 只祀新羅始祖 何如 上曰 三國鼎峙 不相上下 不可捨此而取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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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명왕을 치제할 때 제 들이 입는 복식을 앙에서 직  제작하여 내려

보내기도 했다.19)
19)

동명왕에 한 치제와 련한 세조의 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조는 

1470년 동명왕의 사당에 행차하여 몸소 제사를 지냈거니와 당시 신료들은 세

조의 褥位를 단군의 神位와 동명왕의 신  사이에 설치했다.20)20)이것은 상당히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세조는  永崇殿에서 동명왕에게 치제하면

서 신료들에게 고구려가 막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21)21)그런데 세조는 

당시 민족의 시조로 숭앙하던 단군과 막강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 사이에 

자신의 욕 를 설치함으로써 양자 모두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 했

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 에 들어와 이 게 고구려에 한 숭배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양성지

는 1456년(세조 2) 고구려 인물들의 祀典 문제와 련하여 시조 동명왕말고도 

嬰陽王까지 제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지는 그 이유로, 양왕은 침략해 

온 수나라 군을 격퇴시킨 공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22)
22)

세조 는 명 심의 ‘朝貢-冊  체제’에 기본 으로 순응하는 한편에서 조

선 나름의 天下意識을 확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시기 다. 野人, 日本, 

馬, 松浦, 琉球 등을 아울러 四夷라 지칭하고, 圓丘에서 祭天 의식을 행하고, 

명의 할 아래 있던 建州衛의 女眞人들을 招撫, 授職하여 명과의 외교  갈

등을 일으켰던 것 등은 그 표 인 사례 다.
23)23)이처럼 명과 긴장 계를 유

발할 정도로 自 意識이 강했던 분 기에 비춰 볼 때 세조가 고구려 시조 동

명왕을 치제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양성지 

한 명과의 계에서 조선의 자존의식을 결코 굽히려 들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1456년, 명이 景泰 연간(1450～1457) 이후 조선을 ‘ 〔爾汝〕’라고 지칭

하는 문서를 보내온 것에 통분하여 그것을 시정하려고 시도했다.24)24)주목되는 

19) 世祖實 권3 세조 2년 4월 丁卯; 권15 세조 5년 3월 癸巳.

20) 世祖實 권22 세조 6년 10월 己未. 

21) 世祖實  와 같은 조. “上親祭于永崇殿 遂詣檀君 高句麗始祖 箕子殿行祭 問

承旨洪應曰 高句麗始祖誰 應 曰 高朱蒙 上曰 三國高句麗莫强焉”

22) 世祖實 권3 세조 2년 3월 丁酉. 

23) 山內弘一, 2003朝鮮からみた華夷思想(東京, 山川出版社), 17쪽, 38～40쪽.

24) 梁誠之, 訥齋集권6 ｢南原君政案｣丙子 五月條. “輪  公啓曰…… 前日大明  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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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양성지가 양왕을 치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기가 명이 모멸 인 조

선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와 일치하는 이다. 

요컨  세조와 양성지가 이 게 고구려를 숭앙하려 노력했던 것은, 당시 평온

하지 못했던 조선과 명의 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결코 양보하려 

들지 않았던 자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3. 朝鮮 初․中期 국 지식인의 高句麗 인식

1) 고구려의 强盛에 한 기억과 ‘高句麗=朝鮮’ 인식

조선시  국인들의 고구려 인식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내용은 자신들에 

비해 작은 나라인 고구려가 천하의 국인 隋唐을 상 로 맞서 싸웠던 것에 

한 놀라움, 그리고 그와 연결된 경계의식이었다. 물론 고구려가 존재하고 있

던 시기부터 국인들은 고구려를 쉽사리 상 할 수 없는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고구려는 그 성기인 5～6세기에 나름 로 독자 인 天下觀을 

갖고 있었고,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다. 당시 南朝 사람들이 “고구려는 

强盛하여 命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탄한 것, 5세기 후반의 최강국이었던 北魏

가 “고구려가 한창 강성하다”고 평가했던 것은 그를 반증한다.25)
25)

흥미로운 것은 6～7세기 당시의 고  일본 역시 고구려를 군사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야마토(大和) 정권이 

백제의 요청을 받아 병했다가 고구려에게 패한 뒤 고구려에 해 ‘강성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이후 고구려에 해 ‘공포’와 

‘증오’라는 이 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南朝의 宋과 연결을 시도한 것은 바

로 강국 고구려를 견제하기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26)한다.26) 고구려

를 군사 강국이자 ‘만만치 않은 상 ’로 보았던 국인들의 인식은 조선시 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詔本國 或稱王 或稱卿 自景泰以後 爾汝之 臣竊憤焉 願以此意 轉達禮部”

25) 노태돈, ｢ 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 ｣고구려사 연구(1999, 사계 ) 所

收, 378～379쪽. 

26) 연민수, 2004｢古代 日本의 高句麗觀 硏究｣北方史論叢2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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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崔溥(1454～1504)의 錦南先生 海 
에 나오는 내용이다. 최부는 1488년(성종 19) 제주도에 敬差官으로 견되었

다가 목포로 귀환하는 도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결국 浙江省 寧波

에 표착했다. 당시 최부 일행은 명나라 원들에게 倭寇로 오인 받아 쫓기는 

등 간난신고 끝에 귀국 길에 오를 수 있었다.27)
27)

최부는 에서 출발하여 강남 지방을 지나 북경을 거쳐 귀국했는데 귀환 

도  곳곳에서 명나라 지식인들과 필담을 나 었다. 1488년 2월 17일, 州의 

姑 驛에 이르 을 때 최부는 각각 王과 宋氏 성을 가진 두 사람의 按察御史

와 필담을 나 게 되었다. 다음은 최부가 이들과 나 었던 필담 내용의 일부

이다.

 묻기를 “그  나라에 무슨 長技가 있어서 능히 隋唐의 군 를 물리칠 수 있

었습니까?”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智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가 군사를 쓰는

데 방법이 있었으므로 병졸 된 사람들은 솔선하여 윗사람을 親愛하고 長上을 해 

죽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구려는 한편에 치우친 작은 나라로서도 오히려 천하의 

백만 군사를 두 번이나 족히 물리쳤던 것입니다. 지 은 신라, 백제, 고구려를 합

쳐서 한나라가 되었으니, 물산은 많고 땅은 크며, 재물은 하고 군사는 강성하

며, 충성스럽고 지모 있는 선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라고 했습니

다.28)
28)

의 화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최부와는 면이었던 안찰어사 두 사람

이 최부를 만나자마자 고구려가 수당의 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을 물

었던 것,  조선〔你國〕을 고구려와 동일시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이다.

15세기 후반은 물론, 조선시  내내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국인들이 조선 

사람과 만날 가능성은―강남 출신의 료가 조선에 勅使로 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使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국

인 사이의 이 불가능했던 데다 북경으로 사행하는 조선의 朝天使나 燕行

27) 高柄翊, ｢錦南 海 에 하여｣1970東亞交涉史의 硏究(서울 출 부)

28) 崔溥, 錦南先生 海 戊申 2월 17일. “又問曰 你國有何長技 能却隋唐之兵乎 臣

曰 臣猛 用兵有道 爲兵卒 率皆親上死長 故以高句麗一偏 之國 猶足以再却天

下百萬之兵 今則合新羅百濟高句麗爲一國 物衆地大 財富兵强 忠智之士 車載斗量 

不可勝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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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의 경우도 북경 이남, 특히 강남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최부 일행의 강남행은 표류라는 불가항력 이고 요행에 가까운 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우연히 만난, 더욱이 생면부지의 최부에게 

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당시 국 지식인들의 인식 속에 ‘수와 당을 

물리친 고구려의 강성함’이 단히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 게 ‘조선=고구려’로 보는 인식과 함께 당시 명나라 인사들은, 옛날부터 

고구려가 국에게 만만치 않은 존재 다는 것,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었던 

사실, 수당을 포함한 국이 고구려에게 패한 이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의

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로 1395년(태조 4), 명 태조 朱元璋은 武

定侯 郭英에게 보낸 勅書에서 조선이 옛날부터 국과 爭戰을 벌 던 사실,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여 永平 부근까지 세력을 미쳤던 사실, 고구려가 국

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臣從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때로 군사를 

일으켜 국에 맞섰다는 사실을 거론하여 비 한 바 있다. 고구려에 해 이

게 부정 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주원장은 그 후계자인 조선이―과거 고구

려가 漢이나 隋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요동에 해 

토  야심을 품고 나아가 요동에 거주하는 女眞勢力을 招撫하지나 않을까 우

려하고 있었다.29)
29)

주원장은 1393년(태조 2)에도 “조선이 요동 지역의 여진인들을 招誘하고 

있다”는 사실을 遼東都司로부터 보고 받았을 때, 계속 그럴 경우 조선에 한 

군사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박한 바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원장이 조

선에 한 공격을 운운하면서 당시 명의 군사력을 漢唐 시 과 비교하고 있

는 이다. 주원장은, 한당 시 의 군 는 騎 에는 능했지만 水軍이 약하여 

바다를 건  작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자신은 江南에

서 일어나 江淮를 복속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여 수군과 육군이 모두 강하기 

때문에―한당 시 의 군사력보다 강하고―변변치 못한 조선은 상 가 되지 

29) 明太祖實 권238 洪武 28년 4월 辛未. “朕觀高麗自古常 中國爭戰 昔漢黨時遼

東地方皆爲所有 直抵永平之境 恃遠不臣 時時弄兵 自古無狀如此 今遼東乏粮 軍士

飢困 倘不卽發沙嶺倉粮賑之 必啓高麗招諭逋 之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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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강조했다.
30)30)주원장이 조선을 박하면서 이 게 한당 시 의 군사

력과 명의 군사력을 굳이 비교한 것은, 과거 만만치 않았던 고구려와의 군사

 결 경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명나라 인사들이 수와 당의 고구려 원정과 실패에 해 언 하고 있는 사

례는 더 있다. 萬曆 반 嚴從簡은, 수 양제는 고구려 원정 때문에 나라를 멸

망하게 했고 당 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려다 모욕을 불러왔다고 제한 뒤, 

양자 모두 큰공을 탐하다가 백성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과실을 남겼다고 

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엄종간은 명의 永樂帝가 수 양제나 당 태종과는 달

리―충분한 무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조선이 보인 ‘간사함과 모만

〔詐侮〕’에 해 무력 정벌이 아니라 곡진하게 타이름으로써 처했다고 평

가했다. 그리고 그 같은 아량과 ‘好生의 덕’을 통해 조선의 복종을 이끌어 냈

다고 찬양했다.31)31)주목되는 것은 엄종간 한 조선을 고구려의 후계자로 인식

하고 있다는 이다.

‘수당을 물리친 군사 강국’으로서 고구려를 기억하고 있었던 명나라 지식인

들의 인식은 임진왜란을 맞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우선 임진왜란 

발생 이후에도 명나라 지식인들이 고구려의 강성함에 해 언 하는 것은 계

속되었다. 1593년(선조 26) 1월, 國榷의 자 談遷은 조선을 언 하면서 수

와 당이 천하의 힘을 모두 기울여 고구려를 도모했음에도 끝내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 했다.
32)32)담천이 이 같은 언 을 했던 시기는 명군이 평양 투에

서 승리를 거둔 이후 일본군을 추격하다가 碧蹄에서 패했던 무렵으로, 명군 

30) 明太祖實 권228 洪武 26년 6월 壬辰. “朕視高麗不啻一彈丸 僻處一隅 風俗殊

異 得人不足以廣衆 得地不足以廣疆 歷代所以征伐  皆其自生釁端 初非中國好土

地而欲呑倂也…… 爾之所恃  以蒼海之大 重山之險 我朝之兵亦如漢唐耳 漢唐

之兵 長于騎  短于舟楫 用兵浮海 或以爲難 朕起南服江淮之間 混一六合 攘除胡

虜 騎 舟師 水陸畢備 豈若漢唐之比哉…… 區區朝鮮 不足從具朝食 汝何足以當之”

31) (明) 嚴從簡, 殊域周咨 권1｢朝鮮｣(1993, 北京, 中華書局, 18～19쪽). “按隋煬帝

以征高麗而亡國 唐太宗以伐高麗而致侮 凡以好大喜功 不恤民命之爲累耳 我聖祖之

於李旦 忍其詐侮 或擯絶之 或切責之 諄諄然以口 代戈矛 豈其力有不足哉… 不惟

示包荒之量 實寓好生之仁 卒致內寧外  而朝鮮賓服 迄今晏然 爲我四輔 不可以觀

聖祖宏遠之略也哉” 

32) (明) 談遷, 國榷권76 萬曆 21년 1월 甲戌. “談遷曰 隋唐傾天下之力 以事高麗 始

以銳 終以怯 闕功不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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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내부에서 바야흐로 일본과의 講和 논의가 두되고 있던 시 이었다.

조선을 ‘고구려의 후 ’로 인식하고 있던 명군 지휘부와 인들은 ‘강국’ 조

선이 일본에 형편없이 려 수세에 처하게 된 왜란 무렵의 실을 단히 의

아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깊은 심을 보 다. 1593년 6

월, 선조를 만났던 명의 兵部員外郞 劉黃裳은, 조선이 고구려 때부터 강국이었

는데 조선시 에 들어와 士庶들이 농사와 독서에만 치 하여 일본의 침략을 

래했다고 진단했다.
33)33)즉 조선이 武備를 방기하고 文弱에 빠진 것이 쟁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것이다.

萬曆三大征 의 자 茅瑞徵 한 고구려가 수당을 물리칠 정도의 ‘억센 

수〔勁敵〕’ 는데 이후 그 계승자들이 華風에 빠져 문약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고 한 바 있다.34)34)葉向高 한 수당 시 의 고구려는 강성한 나라로 東夷 

가운데 으뜸이었는데 조선에 들어와 명의 文風과 가르침에〔聲敎〕에 젖어들

어 국의 충순한 藩 이 되었다고 찬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계속되면서 쇠약함이 되어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국의 도움으로 회복

했다고 인식했다.35)35)유황상, 모서징, 섭향고 등은 모두 ‘ 국에 맞설 정도의 군

사강국’이었던 고구려가 ‘쇠약함이 된 문약한’ 조선으로 계승되었다는 인

식을 갖고 있었다.

‘문약’에 빠졌기 때문에 란을 래했다고 여긴 왜란 시기 명군 지휘부는 

자연히 왜란 당시 조선을 한 ‘救國의 방안’으로서 武備를 갖출 것을 강조했

다. 명군 지휘부의 그 같은 인식은 더 나아가 조선의 정자들이 무비를 방기

한 채 국을 믿고, 詩酒에 빠져 태평을 즐기다가 荒淫한 지경에 이르 다는 

33) 宣祖實 권39 선조 26년 6월 戊子. “上幸百祥褸 接見劉員外…… 又曰 貴國自

高句麗 號稱强國 邇來士民 唯事耕田讀書 馴致此變 今天朝使貴國爲金구 貴國知否”

34) (明) 茅瑞徵, 皇明象胥 一, ｢朝鮮｣.“其後倂入高句麗 兼有新羅百濟 拓境亦侈大

已 乃以?唐師 武臣力頗抗前旌 號爲勁敵…… 何今昔强弱逕庭哉 或以向習華風 轉

趨文弱 摩厲自强……”    

35) (明) 葉向高, 蒼霞正續集｢朝鮮 ｣(明經世文編권461, 中華書局, 5,055쪽). “論

曰 隋唐之際 高麗勍矣 觀其勤萬乘 抗前旌 固東夷之雄也 明  濡沫仰流 皇風淪皮  

俎豆詩書 爲冠帶國 聲敎遠矣 彼 之而不? 此柔之而愈服 雖招 (手雋)有經 亦先

聖之遺化也 成桂初  取 守 引于今玆 藩 勿替 可 盛矣 而襲休日久 積弱形

成 日本侵據數年 賴中國力而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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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으로까지 이어졌다.
36)36) 한 조선 정자들이―조선을 배제한 채 명이 일

방 으로 추진하던―일본과의 강화 상에 반발하는 것을 억 르는 논리로도 

이용되었다. 즉 조선이 옛날의 고구려처럼 군사 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실을 직시하고, 강화론을 수용하여 시간을 벌어 自强을 도모하라고 구했

던 것이다.37)
37)

1596년(선조 29) 12월, 일본군의 재침이 임박했던 사실을 알리고 원병을 요

청하기 해 북경에 왔던 조선의 奏聞使 鄭期遠 일행에게 遼東巡撫御史 李化

龍은 명이 번번이 조선을 원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 뒤, 고구려 시 의 강

국인 조선이 자강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38)
38)

명에서 황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해 1626년(인조 4) 조선에 왔

던 明使 姜曰廣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이 있었다. 그는 압록강을 건  서울

로 오는 도  평양에 들 고, 그곳에서 薩水大捷을 회상했다. 그는 평양성을 

바라보며, 성을 기어오르기가 쉽다고 한 뒤, 수당이 고구려에게 패한 것은 성 

때문이 아니라 盧나 褥薩 등 고구려의 인들이 守城을 잘 했기 때문이라

고 평가했다. 강왈 은 한, 그런 조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게 

쩔쩔맸던 것을 회상하고 결국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고 언

했다.39)39)

임진왜란 무렵 지 않은 명나라 인들이 고구려를 거론하고 조선과 비교

하는 발언을 했던 것은 바로 ‘쇠약함이 된’ 조선에 해 무비를 증강시켜 

36) (明) 徐希震, 東征記(奎  5249). “高麗易爲高句麗 昔箕子所 地 尙廉節 知禮

義 恭 天朝 改名朝鮮 恃中國卵翼 不事蘭錡矜棘 不學風雲魚鳥 惟賦詩 酒 樂

太平 似亦荒也” 

37) 明神宗實 권264 만력 21년 9월 壬戌. 

38) 柳思瑗, 文 君控于 ｢丙申使行聞見事件｣. “巡撫遼東贊理軍務兼備倭兵部右侍郞

右僉都御史李化龍曰……爾邦 自隋唐時 固嘗 之强國 今何不競如是耶 爾宜歸告國

王 勉爲自强 以保邦國 幸甚”

39) (明) 姜曰廣, 輶軒紀事15 , 丙寅 6월 癸酉. (殷夢賀․于浩 選編, 使朝鮮 所
收, 2003, 北京圖書館出版社). “癸酉 至 安抵平壤 卽鮮西京 其地平原曠野 桑麻

相望 沃衍殷充 亦一都 也 未至城三十里 曰淸江 昔隋伐高麗 高麗用乙支文德詐迎

隋 于文述信之 還軍渡被擊 鮮人至今曰 隋兵百萬化爲魚也 夫隋唐之際 平壤屢抗前

旌矣 觀其城 亦易擧耳 豈非 盧褥薩能乎 鄭元瓙之 太宗也曰 東夷善守城 未可猝

攻 是矣 邇平秀吉之難 抑又何靡也 夫事固在人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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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을 구하는 것과 깊이 연 되어 있었던 것이다.

2) 高句麗 故土 회복 시도에 한 우려

고구려를 수당을 물리칠 정도로 강성한 나라,  조선을 그 고구려를 계승

한 나라로 여기고 있었던 국인들의 인식은 때로 엉뚱한 오해를 낳기도 했

다. 즉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많은 조선인들이 요동 지역을 고구려의 고토로 

여기고 있었거니와 명의 지식인 가운데는 조선인들이 혹시라도 ‘고토 회복’을 

시도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鄭道 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 요동에 한 토  야심을 드러낸 

바 있었다. 그 때문에 명 태조는 여러 차례 表箋 문제 등을 빌미로 조선 조정

에 정도 을 압송하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요동에 한 조선의 토  야심을 

차단하고 조선을 ‘길들이기’ 해 고압 인 태도와 함께 ‘조선 정벌’을 운운하

기도 했다.40)40) 락제가 즉 한 이후 명이 요동에 한 지배,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던 여진에 한 무에 성공하면서 조선의 ‘고토 회복’에 한 열망은 

실 으로 실 이 어려워졌지만 그것이 완 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비록 드러 내놓고 “요동을 수복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요동을 고

구려의 고토로 여기는 인식은 조선 사람들에게 면면히 이어졌다. 1598년 선조

실록의 史臣은 요동을 고구려의 옛 땅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조선을 ‘本

鄕’으로 여기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바 있다. 조승훈이 선조와 만난 자리에

서 자신이 ‘조선과는 한 집안 사람’이라고 친근감을 표시하자, 사신은 바로 

와 같은 내용을 사평으로 남겼던 것이다.41)
41)

조선인들의 의식 속에 잠재된 이 같은 태도를 간취했는지 명 한 ‘조선이 

고토를 회복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완 히 떨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  조선은 명에 사신을 보내 일본의 명 침략 가능성

을 보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요동 지역에서는 조선이 일본과 공모하여 

고구려의 고토인 요동을 탈취하려 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었다. 그 때문에 명 

40) 박원호, ｢明初 朝鮮의 遼東攻伐計劃과 表箋問題｣(明初朝鮮關係史硏究所收, 2002, 

一潮閣), 38～53쪽.

41) 宣祖實 권103 선조 31년 8월 壬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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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야 병력을 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42)42)

실제 정유재란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무렵인 1598년(선조 31) 9월, 명의 

贊畫主事 丁應泰는 요동 문제와 련하여 조선을 誣陷하는 奏本을 神宗에게 

올렸다. 정응태는 주본에서, 압록강 夾江에 있는 섬의 할권을 놓고 조선과 

요동 인민 사이에 쟁송이 벌어졌는데 遼東都司가 요동 인민의 편을 들자 조

선이 불만을 품고―조선 내에 살고 있는 倭戶들로 하여  일본군을 끌어들이

게 하여―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해 요동을 공격했다고 기술했다.
43)43)

정응태의 주장 로라면 임진왜란은, 조선이 고구려의 고토인 요동을 수복하

기 해 일본군을 끌어들여 발생한 것이 되는 셈이다. 정응태는 당시 조선에 

들어가 있던 東征 장수들의 공과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로 총사령

 격인 經略 楊鎬를 탄핵하여 명으로 소환되게 만들었다. 이 때 조선 조정이 

신종에게 양호의 유임을 요청하는 등 그를 두둔하자 불만을 품고 와 같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이 마도에 무역을 허락한 것, 申叔舟가 남

긴海東諸國記에서 일본의 연호는 크게 쓰고 명의 연호는 작게 쓴 것을 조선

이 일본과 공모한 증거라고 제시했다.44)
44)

조선은 즉시 辨誣使를 북경에 보내 ‘일본과 공모하여 요동의 고토를 회복’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응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

다.45)45)명 조정은 회의를 열어 조선이 로 충성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조선

의 변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은 종료되었다.
46)46)

42) 손종성, 1990 ｢壬辰倭亂時 明外交｣國史館論叢14, 國史編纂委員  

43) 李廷龜, 月沙集권21, ｢贊畫丁應泰奏本｣. “贊畫主事丁應泰謹奏 爲屬藩奸欺 有據

賊黨朋 己彰事 臣恭望天闕 叩謝聖恩 第未蒙兪允歸藉 而臣八月初九日發遼 十三

日渡江 沿途傳聞 楊鎬死黨及朝鮮君臣黨結楊鎬 欺抗皇上 具本保留 而朝鮮數年奸

欺的據 行次夾江中洲 臣見豆黍豊美 詢之遼人在道 曰 先年朝鮮 遼民爭訟之 都

司屢經斷案 鮮人不平 萬曆二十年遂令彼國世居倭戶 往招諸島倭奴起兵 同犯天朝 

奪取遼河以東 恢復高麗 土等語 臣聞之 不勝駭異”

44) 李廷龜, 의 책 권21｢戊戌辨誣 ｣.

45) 明神宗實 권331 萬曆 27년 2월 壬子. “若所 夾江中洲  邦義州只隔一水 

彼此人民交通貿易 恐惹事端 故嘉靖年間移咨奏聞 立碑禁約 邦不曾 遼民爭訟 

而乃云爭訟 都司不曾以此事斷案 而却說斷案 至曰招倭同犯 奪取遼河以東 恢復

土 之罔極至于是乎 所自憐  守義拒賊 矢死不變 罹此喪敗 而終以引賊反君受誣”

46) 明神宗實 권331 만력 27년 2월 戊午. “兵部集廷臣 議東事 皆 朝鮮世篤忠貞 

無背國通倭之理 乞免行査勘 仍早勅諭以安其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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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응태의 무고 사건은 명 조정 신료들 사이의 정쟁에 조선 조정이 연

루됨으로써 발생한 일종의 ‘해 닝’이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국인들 가운

데는―정응태의 경우처럼―‘고구려의 고토’인 요동에 한 조선의 야심과 조선

과 일본의 결탁 가능성에 한 의구심이 여 히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47)
47)

4. 朝鮮後期 조선 지식인의 高句麗 인식

1) 임진왜란～병자호란 시기의 고구려 인식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한 강국이었다는 인식은 16세기 이후로도 계속 이어

졌다. 임진왜란 직 인 1591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金誠一(1538～1593)은 

일본 승려 宗陳에게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명에서 편

찬된 大明一統志에서는 그 사실을 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 한 바 있

었다.48)48)나아가 그는 종진에게 고구려가 비록 당에게 망했지만 그 토는 

부분 신라에게 계승되었다고 하여 은근히 조선의 자존심을 과시하려는 태도

를 보인 바 있다.49)
49)

수와 당을 물리칠 정도로 강 한 군사력을 지녔던 고구려에 한 선망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더욱 실하게 나타났다. 군사력이 미약하여 임진왜란을 

래하고, 7년에 걸친 란을 통해 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었던 당시 지식인

들에게 ‘군사 강국’ 고구려는 선망의 상이자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다가올 

47) 조선과 일본의 결탁 가능성에 한 언 은 1623년 인조반정 발생 직후에도 나타

났다. 인조반정 발생 소식이 명에 알려진 직후 요동에서는 “仁祖와 反正勢力이 

거사를 일으키면서 일본군을 끌어들여 궁궐을 공격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

고 있었다. (李民宬, 敬亭先生續集권4, ｢在玉河館秘密狀啓｣.“葉閣 韓閣 則雨

中張傘駐立 臣等跪前 令譯官李膺等極陳我國之事 則閣 答曰 該國廢立 事體關重 

當初事不明白 不卽稟命朝廷 焚燒宮室 壞了 君 引用倭兵三千 種種可疑 又無文武

百官具呈憑信 決不可容易准 ……”   

48) 金誠一, 鶴峰集권6｢朝鮮國沿革 異｣. “三國鼎峙 曰高句麗 都平壤 卽衛滿所據之

地…… 晉永嘉末 遼東之地爲高句麗所取 而志不 某地陷入 記之不詳也”

49) 金誠一, 의 책,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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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

우선 임진왜란의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을 지키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고구려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尹根壽(1537～1616)는, 고구려가 수성 

능력이 뛰어났다고 강조한 뒤 당시 조선은 왜 그 지 못한 지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근수는 安 城主 양만춘의 업이 우리나라 사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나마 국 기록에 남은 것을 ‘천고의 

쾌거’라고 찬양한 바 있다.
50)50)곽재우(郭再祐, 1552～1617) 한 ‘안시성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수성을 수롭지 않게 

여기는 논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한 거로써 고구려의 를 들었다. 그는, 

왜란 당시 진주성 등이 함락되었던 사실 때문에 일부 식자들이 “城池는 믿을 

것이 못된다”는 주장을 펴고, 조정 한 水軍을 육성하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수성에 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을 비 했다.51)51)崔岦(1539～1612) 한 

안시성의 고사를 상기시키고, 왜란 이후 높아져 가고 있던 르하치의 에 

비하기 한 방안으로서 수성의 요성을 강조했다.52)
52)

임진왜란 당시 都體察使로서 쟁 수행을 지휘했던 柳成龍의 고구려에 

한 선망은 더욱 하다. 그는 1595년(선조 28)에 올린 啓辭에서 삼국 가운

데 하나에 불과했던 고구려가, 수당과 맞서고 있는 각 성마다 수만 명의 병력

을 보유하고, 고연수와 고혜진이 15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안시성을 구원하려 

했던 사실을 지 했다. 그러면서 조선시 에 들어와서는 병력을 많이 동원한

다고 해봤자 겨우 1만 여명에 지나지 않게 된 ‘쇠약함이 된〔積弱〕’ 실

을 통탄했다.53)53)일선에서 직  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유성룡은 무도 격

하게 다른 고구려와 조선의 실을 곱씹으면서 비상한 變通의 필요성을 강조

50) 尹根壽, 月汀先生集권5｢奉 趙僉樞存性如京序｣“世傳高勾麗時唐文皇征東 旣克

遼陽 而安 城主以孤軍抗文皇親征之師…… 至今猶  高麗長於守城 何今日之不

然也 且也安 城主獨全孤城 名聞天下 而麗史顧逸其名 文獻無徵 一至於此 中朝

說乃 梁萬春其人 因此得其姓名 豈非千古之一快乎”

51) 宣祖實 권12권 선조 33년 2월 甲午.

52) 崔岦, 簡易集권3｢ 李應敎綏祿赴都體察使幕府序｣(한국문집총간. 49책, 288쪽)

53) 柳成龍, 西厓集권8｢柳祖訒上疏回啓｣乙未 “三國之時 我國三分 高句麗獨有西北

一面 而隋唐之役 遼東白巖安 等城 皆有數萬兵 延壽惠眞以十五萬兵救安 …… 

而我國則自祖宗以來 雖出師甚盛 不過萬餘 此其積衰寢弱之勢 非一朝一夕之故也 

遇非常之變 不爲非常之擧 以爲變通救時之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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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이 게 고구려는 조선이 자강을 해 본받아야 할 

범으로 다시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

상이 별 에 나아가 周易을 강했다…… 成泳이  아뢰기를, “ 년에는 국 군

사가 이미 철수했으니, 바로 정사를 새롭게 해야 할 때인데, 그럭 럭 날짜만 보내

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  田案을 정한 다음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되, 비록 事大하

고 上供하는 일이라도 평시의 규정을 그 로 따라서는 안 되니 형식 인 末節은 

모두 제거하여 백성에게 취하는 데에 일정한 제도가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

라가 작지만 국토가 수천 리를 돌지 않고 군사들이 아주 정 롭고 강하니 참으

로 自强한다면 어  을 討滅하여 복수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복수하는 일

은 반드시 백성 사랑하는 것을 주로 하고 백성 모으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

는 것으로, 그러면 강 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에 고구려는 삼국 에 

하나 는데도 수당의 침략을 이겨냈는데, 더구나 지 이겠습니까……”라고54)하 다.
54)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군이 철수한 직후인 1601년(선조 34) 經筵 자리에서 

나왔던 성 의 와 같은 발언은 임진왜란 직후 고구려가 ‘자강의 모델’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다.

강성한 국가 고구려에 한 찬양과 선망은 仁祖 연간에도 이어졌다. 그것은 

르하치(奴兒哈赤)가 이끄는 건주여진의 세력이 격히 커지면서 조선에 

한 군사  이 증 되고 있었던 실과 깊이 연 되어 있었다. 더욱이 인

조 정권은 反正을 통해 해군 정권을 타도한 뒤 ‘親明’의 기치를 뚜렷이 내세

웠기 때문에 건주여진과의 충돌 가능성이 차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건주

여진의 침입에 비한 군사  책을 마련하는 것은 인조 정권 출범 직후 

미의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인조반정 직후인 1623년, 沈光世(1577～1624)는 르하치의 세력이 왜란 당

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이라고 지 한 뒤, 당시 인조정권의 가장 시

한 과제로 ‘軍政 變通’을 들면서 고구려를 언 했다. 그는 조선의 兩西 지방

에서 고구려가 흥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고구려의 군사의 강성함은 천

하에 알려져 성기의 수당까지도 물리쳤다고 찬양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서

54) 宣祖實 권140 선조 34년 8월 戊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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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민과 토지는 옛날과 다름이 없는데 고구려와 조선의 成敗와 利鈍의 차

이가 격한 것은 정책의 잘못과 인사의 미진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

했다.55)55)고구려 시 의 강성함을 되찾으려면 군제의 반 인 개 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1627년 丁卯胡亂이 일어나기 직  李埈(1560～1635)은, 동방의 일개 소국에 

불과한 고구려가 毌丘 , 慕容氏와 수당 등 역  국 세력의 침략을 이겨냈

던 고사를 상기시키고, 르하치의 을 이겨내기 해 고구려가 보여 주었

던 상하의 단결과 항 정신을 본받을 것과 인순고식에 빠진 실을 개선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56)
56)

심 세 등이 군제 변통과 자강을 한 책 마련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결국 1627년 정묘호란을 겪고 말았다. 기에 몰린 조선은 기야 後

金과 형제 계를 받아들여  和約을 맺고, 해마다 1만 5천 필의 목면을 비롯한 

歲幣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講和 체결 이후 ‘오랑캐’ 후 에 한 復讐論이 

제기되는 가운데 崔晛(1563～1640)은 養兵을 강조했다. 그는 삼국시  동쪽의 

한 조각 땅덩이에 불과했던 고구려가 당 태종과 수 양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양병에 성공했던 것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삼국을 합친 강역

과 인구를 지닌 조선이 ‘ 만 보면 얼이 빠지는, 군 가 없는 나라’로 락하

여 ‘ 한 때의 책은 피난과 강화’ 뿐이라고 통탄하면서 軍制를 변통해야 

한다고 구했다.
57)57)후 에게 굴욕을 당한 것을 복수하기 한 수단으로서 양

병의 요성을 인식하고, 양병을 잘 했던 모델로서 고구려를 떠올렸던 것이다.

55) 沈光世, 休翁集권4 ｢癸亥邊務疏｣. “今日奴酋不下秀吉連陸之勢 不同越海 鐵騎衝

突 異於步寇 我之軍兵器機 不及全盛 怠惰不振 猶復往日 前車之覆 後車亦可戒矣 

今時則尙可爲 追悔則有何益 臣以爲此時第一務 先變軍政 何以 之…… 試以兩西

之 句麗之立國 元在於此 士馬之强 聞於天下 隋唐之盛 皆被挫  土地人民 無異

今古 成敗利鈍 一何懸殊良由處置之失宜而人事之未盡也”

56) 李埈, 蒼石稿권5 ｢陳時務疏｣.

57) 崔晛, 訒齋集권4 ｢丁卯胡變疏｣. “嗚呼 一片東區 九種三韓之時 其兵食 豈甚夥哉 

而唐宗敗於遼陽 隋煬 於孤城  蓋以方域雖偏養兵有素故也 今也統三爲一 地非不

廣也 民非不衆也 而見賊失魄 畏之如虎 不思敎鍊之方 甘作無兵之國 臨急獻策 不

過去邠 廟 籌畫 只是講和 乘破船之上 寢燒屋之中 而悠泛度日 束手待盡 反而思

之 心寒肝裂 伏惟殿下 隨時變通 亟改膠柱之瑟 密議廊廟 速 兵農之政 則國步庶

可以扶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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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호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과 후  계는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명과의 군사  결 때문에 기에 처한 후 은 조선에 

해 세폐를 증액과 함선의 제공 등을 요구했고,58)58)조선이 그에 반발하면서 양

국 사이에는 다시 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1633년(인조 11) 무렵, 조선에서는 

후 과의 絶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1631년(인조 9) 경부터 후 과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련한 언 이 산견된다. 1631년 6월, 李元翼을 引

見했던 자리에서 인조는, 고구려 시 에는 성 하나를 지키기 해 들어가 있

던 병력이 10만이나 되고, 쌓아놓은 군량이 15만 석이나 되었다고 부러움을 

표시했다. 인조  조선도 후 의 에 비하여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비

축하려 했다. 그런데 가난한 농민들에게 곡물을 강제로 징수할 경우, 그들이 

도 으로 변신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

다. 고구려를 선망하는 인조의 태도에 해 이원익은 “고구려는 힘은 강했지

만 不義했으므로 본받을 수 없다”고 비 인 태도를 보 다.59)59)하지만 인조

는 여 히 고구려의 한 版圖와 경제  능력을 선망했거니와, 그와는 조

으로 군량조차 제 로 마련할 수 없는 조선의 실에 한 답답함을 토로

한 바 있다.60)
60)

1633년(인조 11) 후 과의 교 문제를 놓고 논의가 분분할 때에도 고구려

에 한 언 은 이어진다. 당시 李崍(1588～1649)는 조선의 교 방침을 통고

하기 한 사신으로 金大乾을 견할 즈음, 고구려의 를 들어 강경한 주

론을 주장했다. 즉 그는, 우리나라는 사방이 수천 리나 되는 국이므로 고구

려의 항쟁 경험을 살리면 능히 후 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특히 

험 한 지형을 이용하자고 주장했다.61)
61)

58) 淸太宗實 권13 天聰 7년 1월 丁未.

59) 李元翼의 이 같은 인식은 남인 吳澐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는 고구려가 

廣大하고 강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통일을 이룬 

것은 忠厚에 기반한 王道政治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 고구려보다는 신라를 높

이 평가하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韓永愚, 1989 朝鮮後期史學史硏究(일지사), 

22～36쪽.) 

60) 承政院日記33책 인조 9년 6월 18일.

61) 李崍, 柱峰先生文集권1｢金大乾北使時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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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顯宗～英祖 시기의 고구려 인식

종～ 조 에도 고구려를 군사 강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지속되었다. 

1668년( 종 9) 宋時烈은, 삼국 가운데 하나 던 고구려가 수나라의 백만 

군을 능히 물리침으로써 국가와 백성을 보 했는데 비해 이후 더 넓어진 고

려나 조선이 오랑캐에게 굴복해야 했던 원인이 무엇이냐고 탄식한 바62)있다.
62)

1673년( 종 14) 淸에서 吳三桂 등이 이른바 三藩의 亂을 일으키고, 鄭成功

의 후계자들을 심으로 南方 海上勢力의 反淸運動이 지속되었던 것을 계기

로 조선에서는 다시 北伐을 기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북벌을 주도한 

사람은 尹鑴(1617～1680) 는데 그는 삼번의 난을 계기로 조선이 鄭錦 등 反

淸勢力과 제휴하여 청을 공격할 것을 주장했다.63)63)윤휴는 조선군를 遼左로 진

군시켜 關外를 제압하면 북경과 瀋陽을 기에 빠뜨리고 청을 제압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시 수와 당이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했던 사

례, 遼와 金이 고려 정벌에 실패했던 사례를 열거한 뒤 병자호란 당시 유독 

조선만이 淸에게 굴복한 원인을 반성하자고 구했다.
64)64)그는 특히 수와 당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국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

라는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하찮은 청에게 당하고 말았던 까닭을 살피자고 거

듭 강조했다.
65)65)

숙종도 평소 국방 문제에 한 심이 많았거니와 그 한 고구려의 강성

한 군사력을 선망했고, 동시에 당시 조선의 군사  미약함에 해 문제를 제

기했다. 숙종은 특히 고구려가 수성에 능하여 수당의 백만 군을 물리쳤는데

―고구려에 비해 훨씬 넓어진데다 험 한 자연 조건도 그 로 지니고 있는―

62) 宋時烈, 宋子大全권142, ｢平壤府乙支公祠宇記｣.

63) 韓㳓劤, 1961․1962｢白湖 尹鑴 硏究｣上中下(朝鮮時代思想史硏究論 所收, 1996, 

一潮閣), 183～185쪽. 

64) 尹鑴, 白湖集권12｢經筵講說｣“我進兵遼左 制關外 則燕京瀋陽 自有薄逐之勢 

然後可以爲天下除殘之擧…… 元世祖有 曰 朝鮮萬里之邦 隋煬帝嘗以百萬之師 

伐高麗 爲乙支文德所敗而歸 唐太宗 旣定天下之後 親自東征 逕至遼東 攻安 城 

不能克而歸 遼伐高麗 爲姜邯贊所敗 金伐高麗 爲趙沖金就礪所敗 至丙子年 淸人

獨 勝於我 此前代之所未有而實我之失策也”  

65) 尹鑴, 의 책, 권27 雜著｢漫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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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병자호란 당시 下城의 치욕을 겪은 것을 통탄하곤 했다.
66)66)숙종과 고

구려에 해 화를 나 었던 崔錫鼎은, 삼국시 에는 병력이 강성하여 고구

려 한 나라의 병력만으로도 능히 수당의 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찬양했

다. 그는 이어 고려시  500년, 조선시  300년을 거치면서 文만을 숭상하고, 

武를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에는 병력이 單弱하게 되었다고 한탄한 바67)있다.67)

숙종의 고구려에 한 심은 련 사 의 정비 사업으로 이어졌다. 숙종은 

1677년(숙종 3) 평양에 있는 을지문덕의 祠宇에 사람을 보내 致祭했다.
68)68)

한 숙종은 1703년(숙종 30)에도 安州에 있는 을지문덕을 배향하는 사우에 치

제하고 을지문덕에게 淸川이란 시호를 내렸다.69)
69)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숙종  이후 고구려를 강국으로 찬양하는 논지 뿐 

아니라 고구려가 강포(强 )하여 신라보다 먼  망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자주 

에 띄는 이다. 그것은 주로 숙종  반 남인 윤휴와 許積 등이 심이 

되어 북벌을 시도했던 상황에서 그에 반 하는 정쟁 과정에서 주로 제기되었

다. 한 로 북벌에 반 했던 許穆은 고구려의 풍속이 억세고 사나웠으며 싸

움을 잘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지 하고,70)70)강 하여 700년을 유지했지만 강포

했기 때문에 결국 신라보다 먼  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71)71)南九萬(1629～

1711) 한 고구려가 요좌 일 를 부 차지한 강 국이었지만 말년에 이르러 

군신들이 失道함으로써 수당에 려 수세에 처하고 끝내는 나라가 망하여 백

성들이 江淮 지역으로 遷徙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비 했다.
72)72)단순히 

66) 肅宗實 권38 숙종 29년 12월 戊寅. “召 玉 官 講東國通鑑 至高麗安 城事 

上歎曰 高麗 一 國耳 以善守城名 能抗隋唐百萬之師 我國地方 比高麗倍之 山川

險阻 古今一也 而丙子之亂 虜兵如入無人之地, 竟有下城之辱 念及此 不覺痛心” 

67) 承政院日記439책 숙종 34년 1월 15일“錫鼎曰…… 三國鼎峙之時 兵力尙强 雖以

高句麗之兵力 能却隋唐之兵矣 上曰 隋唐百萬之衆 皆不得志於高句麗矣 錫鼎曰 麗

朝五百年 我朝三百年以來 尙文而不尙武 故兵力甚弱矣 若有邊警 爲之防 分守要

害 底處遮截 有時擊  使賊鋒摧挫 不及墻垣 則似好 而五衛之制 今不可復詳 而邊

方軍制 極甚疎虞 是可憫矣”

68) 承政院日記262책, 숙종 3년 11월 12일. 

69) 肅宗實 권45 숙종33년 2월 己丑.  

70) 許穆, 記 권48｢關西志｣. 

71) 承政院日記258책, 숙종 3년 1월 12일 “右議政許穆箚曰…… 高句麗强大之治 傳

國七百 修强暴好缺國且先亡 新羅忠厚之治……”  

72) 南九萬, 樂泉集第十, ｢進盛京地圖兼陳北關事箚｣“至於遼左 初是箕子受 之疆 而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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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가 수당을 물리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고구려 멸망의 원인

으로써 내부의 모순을 지 하고, 鑑戒의 상으로 삼으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조 에도 고구려 역사의 득실을 살피고, 그것을 교훈으로 당 의 실을 

돌아보는 논의가 나타난다. 조는 특히 즉  반에는東國通鑑등 조선의 

역사서를 경연에서 강독 교재로 활용하고 신료들과 더불어 역  정치의 득실

을 논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사에 한 논의를 통해 멸망 원인를 분석하여 

당  정치의 거울로 삼으려는 태도가 좀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조는 지방 들에게 고구려 시조의 陵墓를 제 로 리하라는 교

를 내리고
73)73)자신이 직  동명왕의 제문을 짓고 香祝을 보내는 등

74)74)능묘 

리와 치제에 각별한 심을 보이기도 했다. 

조  고구려에 한 인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물론 고구려를 

‘군사강국’으로 보는 것이었다. 나아가 당 태종이 거느린 ‘무 의 군 ’를 물리

쳤던 고구려 군사력의 원동력이 훈련을 거듭하여 정 군을 만든 데 있다고 

보고, 조선도 그를 본받아 정 병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75)나타났다.75)

조는―양병에만 무 집착하면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고

구려가 10여 만의 병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던 것, 작은 나라로서 능히 당 

태종의 군을 맞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찬양하고, 당시 조선이 수만의 병

력조차 쉽사리  갖출 수 없는 처지에 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76)76)

조는 한 고구려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故土인 關西 

지역의 인재들을 등용할 것을 강조했다. 즉 수당을 물리친 강국 고구려의 기

반이었던 서의 地靈과 人傑덕분에 임진왜란과 李 의 亂을 극복할 수 있었

原縣乃古扶餘國 高句麗始祖高朱蒙發迹之地 今之蓋平縣 乃辰韓故境 亦我三韓之一

也 曾在高句麗盛時 凡遼東一帶及女眞之居 大抵皆是 內 以此爲海東强國 及至末

季 君臣失道 地蹙於隋唐 民遷於江淮 翦焉傾覆 無復餘燼之可 ” 

73) 承政院日記891책, 조 15년 5월 23일.

74) 英祖實 권106 조 41년 12월 己酉

75) 承政院日記842책, 조 13년 2월 2일.

76) 承政院日記846책 조 13년 4월 1일. “(趙)榮國曰 兵  氣也 用之而後可振 而

我國軍兵 無試用處 故其氣漸弛也 上曰 若 養其氣 則其弊反歸於好兵之漸矣 如三

國時 則日事戰伐 而兵力甚强 至如十萬之衆 容易辦出 以高句麗之 國 尙拒唐太宗

之大軍 其時兵勢之壯 推此可知 而我國則雖數萬衆 猝難備具 豈不寒心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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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하고, 勇力이 뛰어나고 의리가 투철한 평안도 지역 인재의 등용을 

강조했던 것이다.77)
77)

특기할 것은 조의 을지문덕에 한 평가이다. 1729년( 조 5), 조는 경

연에서 신료들과 동국통감을 강독하면서 통감에 실린 고구려사에 련된 내

용에 깊은 심을 보인 바 있다.

이 역사는 단연코 알 수 없다. 煬帝는 몸이 천리 바깥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

는 장수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모두 아뢰도록 했다. 그런즉 그가 陣에 임하여 

과 면할 때 그 事機를 그르치는 것이 반드시 많았다. 이로써 그가 用兵을 제

로 하지 못하는 일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金富軾은 을지문덕을 찬양하여 隋의 

장병들이 모두 戰攻에 능한 것처럼 하고, 을지문덕이 능히 그들을 물리친 것처럼 

했으니 수가 이미 스스로 패배할 단서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 을지문덕이 요행히 

그 기회를 만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78)78)

조는 에서 보이듯이 을지문덕이 살수 첩을 거둔 것은, 그가 뛰어나서

라기보다 오히려 양제가 제 로 용병하지 못했던 실책을 잘 이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컨  조는 앞에서 많이 보았던 을지문덕을 일방 으로 찬양하

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 던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조가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의 정치를 평가하면

서 그것을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蕩平論과 연결시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다. 즉 그는, 신라는 입국의 기반을 忠과 信에 두어 향년이 유구할 수 있

었지만 고구려는 가장 포학했기 때문에 방 망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 역시 충과 신을 기 로 나라를 세웠는데 당시 사

람들 가운데는 ‘윗사람을 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지닌 자가 없다고 개탄

한다. 특히 이름난 사 부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1728년의 戊申亂과 같은 변란

이 일어났다고 지 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원인을 ‘문이 승한 폐단〔文勝之

弊〕’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결국 黨論의 폐단으로 연결된다고 

77) 承政院日記624책, 조 2년 10월 4일 “以關西 爲何等地耶 我東方仁賢之化 實

基於此 而在高句麗時 乃以三韓之一 其兵力之强 敢 隋唐抗衡 則西關之地靈人傑 

此可想矣 而至於我朝壬辰之中  甲子之再造 擧皆藉力於本道之人 則其臨亂禦侮之

勇 親上死長之義 實爲無讓於他方之人”

78) 承政院日記690책, 조 5년 윤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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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있다.
79)79)

조는―수의 고구려 원정은 명분이 없는 것이었지만―당 태종의 원정은 

연개소문의 ‘임 을 시해한 죄〔弑君之罪〕’를 토벌하려고 시도한 것이므로 정

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80)80)‘弑君之賊’을 토벌한 것은 정당하는 조의 

이야기는 결국 무신난의 주역인 李麟佐처럼 왕권에 도 한 조선의 난신 자

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  조는 ‘고구려의 포학’, ‘임

을 시해한 연개소문’ 등의 존재를 고구려 멸망의 원인으로 제기했는데, 그것은 

난신 자의 출 을 막기 해 黨派의 폐단을 없애고 蕩平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정치  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81)

5. 맺음말81)

이상에서 조선시  한  지식인들이 지녔던 고구려에 한 인식을 주로 ‘고

구려의 강성함’이라는 측면에 을 맞춰 살펴보았다. 체 인 논지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선시  지식인들이 지닌 고구려에 한 인식의 내용 가운데 우선 두드러

진 것은 그 강성함에 한 찬양과 선망이었다. 그들은 삼국 가운데 하나의 ‘조

그만 나라〔彈丸之國〕’에 불과한 고구려가 수와 당이라는 국과 군사 으로 

맞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 같은 인식은 사실 조선

79) 承政院日記692책, 조 5년 8월 26일. “上曰 新羅立國忠信 而高句麗 爲暴虐矣 

儼曰 三國中 新羅  兵力 弱 而惟其忠信 故享國長久 句麗悖慢無道 無可觀

矣 上曰 我國近周 忠信立國 非比三國 麗朝 而卽今則人無親上死長之義 非但鄕谷

無之 名士大夫 亦無之 故終至於昨年變亂 可勝歎哉 此後則無他策 只當祛黨習鎭朝

廷 朝廷正然後國家可安矣 予嘗歎文勝之弊 黨論亦出於文勝之弊也 三國則如鼎足之

峙 以其地投他國  容或有之 而入我國 規模異於麗羅 而昨年之事 不可以捐境土論 

黨論之禍 豈不痛哉” 

80) 承政院日記690책 조 5년 윤7월 29일. “上曰 此亦難以一槪 矣 煬帝 以慾動

兵 固不足  唐太宗 雖曰喜功 然亦有不然  蓋 文殺君 其義不可不討 陳恒弑君 

孔子沐浴請討 蓋弑君之賊 聲罪致討 固其宜也” 

81) 필자는 본고에서 주로 연 기와 개인 문집을 사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사료의 일

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기 해, 高句麗

를 언 한 역사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다. 유감스럽지만 다른 기회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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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기를 통하는 것이었다.
82)82)

조선의 지식인들은 고구려가 일거에 십 수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만

큼 養兵 역량이 뛰어났던 것, 양만춘과 같은 뛰어난 장수를 보유하여 성을 지

키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것, 외세의 침략을 맞아 상하가 굳은 단결을 

통해 항했던 것 등에 주목했다. 지식인들의 고구려에 한 이 같은 인식과 

선망은 개 외  팽창 의도가 표출되었던 시기, 외침으로 말미암아 국가  

기감이 높아져 가던 무렵, 원의 형세 변화에 따라 北伐 등 새로운 외정

책을 모색하던 시기에 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세조 연간, 임진왜란과 병

자호란 무렵, 숙종 를 후한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조선시  국의 지식인들도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국에 결코 만만치 않았던 ‘억센 상 〔勁敵〕’ 다는 사실

을 부정하지 않았다. 생면 부지의 최부 일행에게 명나라 안찰사들이 고구려가 

수당을 격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은 그를 웅변한다. 

조선 건국 직후 명 태조 주원장이―漢隋唐에게 도 했던 고구려의 과거 력

을 비 하고―‘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 조선의 요동에 한 토  야심을 차

단하려고 박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동 문제에 한 한, 

명은 조선을 여 히  다른 ‘고구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거니와 그것은 

‘정응태의 무고 사건’에서 입증되었다.

국의 지식인들은 한 임진왜란을 맞아―그 게 막강했던 고구려의 후

인―조선이 왜 갑자기 약해졌으며 일본의 공격에 그토록 쉽게 무 졌는지, 원

인을 찾는데 깊은 심을 보 다. 그들은 그 원인으로 조선의 ‘文弱’이라는 요

소를 지 하고, 자강을 해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구하기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고구려의 강성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

면 이었다는 이다. 한편에서는 고구려의 강성함을 찬양하고, 그것을 자부심

의 원천으로 삼았다. 나아가 고구려의 강성함을 본받아 조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軍制를 변통하고 養兵에 힘써 ‘미약해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82) 19세기 말기에 해당되는 1882년(고종 19)에도 충청도 유생 白樂寬은, 丙子修護

條規 체결 이후 높아가고 있던 일본의 침략 을 거론하면서 역시 고구려가 

隋唐의 强敵들을 격 했던 경험을 살리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

한 바 있다.(高宗實 권19 고종 19년 5월 己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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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로 연결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구려의 강성함을 일종의 반면교사로 인식하기도 했다. 

고구려가 강성함만을 믿고 수당과 쟁을 벌이다가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

었다는 것이다. 특히 북벌을 둘러싼 정치  갈등이 심화되었던 숙종 와 왕권 

강화를 해 黨論 해소가 시 했던 조  그 같은 인식이 두드러진다. 조

는 수당의 공격을 물리친 고구려의 근거지가 서 지방이라는 에 주목하고, 

그 곳의 地靈과 人傑을 높이 평가하여 평안도 출신의 등용을 정당화하는 명

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조는, 연개소문이 ‘弑君의 죄’를 질 으므로 당의 

고구려 정벌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는 이제 고구

려가 ‘강국’이라는 사실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임 에게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유교  의리를 신료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蕩平論을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요컨  조선시  한국과 국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라는 사실에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고구려는 강국’이라는 담론을 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목 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 명지 학교 사학과 부교수)

주제어 : 고구려, 强國, 隋唐의 침략 격퇴, 임진왜란, 병자호란, 文弱, 

요동 수복, 양만춘, 연개소문, 북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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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and Chinese Intellectuals' recognitions of 

Koguryo in Choson dynasty  

Han, Myung-gi * 

83)

The intellectuals in Choson dynasty regarded Koguryo as a strong nation 

and envied her -she was powerful enough to repulse the attacks of Sui and 

Tang. The intellectuals' admirations and envies of Koguryo came out mainly 

in the period that the Choson tried to get back the lost territory of 

Manchuria, period that the nation was at crisis after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Manchu's invasion in 1636.

The contemporary Chinese intellectuals also admitted that Koguryo was 

tough and strong to occupy Liaotung, and they regarded Choson Korea as 

the successor of  powerful Koguryo. In this reason, Ming China had tried to 

have Choson government give up the ambition to recover Koguryo's native 

soil of Liaotung. 

Imjinwaeran,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on Korea in 1592 was the 

turning point for Chinese intellectuals to change their recognition. They tried 

to find some reasons why the inheritor of powerful Koguryo had been 

defeated by Japanese aggressor so easily, and they concluded that Choson 

intellectuals' literary indulgence to the neglect of military arts are the main 

cause. Accordingly many Chinese commanders in chief and government officers 

in ChosonKorea during the war, induced Choson government to mak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Myongj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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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uous efforts to build up military strength, and follow the example of 

Koguryo. 

Some intellectuals in Choson Korea regarded 'powerful Koguryo' as the 

source of self-confidence, on the other hand others gave much attentions to 

the side effect of the 'powerful Koguryo'; They assumed 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fact that Koguryo went to war with Sui and Tang relying on 

her strength and went to ruin. We can find these critical attitudes especially 

in the reign of king Sukjong(肅宗) and Youngjo(英祖). King Youngjo also 

condemned Youngaesomun(淵蓋 文) for his murder of king Youngryu(營留

王) and justified Tang's trial to conquest of Koguryo in chastising the 

traitor, Youngaesomun.

In short, the Korean and Chinese intellectuals in Choson period recognized 

that Choson Korea was the successor of powerful Koguryo, and the discourses 

on the 'powerful Koguryo' were often utilized politically.

Key Words : Intellectuals' recognitions of Koguryo, lost territory of 

Manchuria,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on Korea in 

1592, Manchu's invasion in 1636, ambition to recover 

Koguryo's nativ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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