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2. 서부 연안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치

3. 부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치

4. 동부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치

5. 청천강 주변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

치

6. 맺음말: 태조- 종  북방 개척의 

추이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1)

高麗史 地理志 北界 州鎭 연혁의 분석과 補正

윤 경 진*

 

록: 이 논문은 高麗史 地理志의 연  기사를 토 로 兵志 城堡조와 

鎭戍조 기사를 비하면서 태조- 종  고려의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과정

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해 北界 지역을 서부 연안 지역, 부 지역, 동부 

지역, 청천강 주변 지역 등 4개의 권역으로 나 어 각 주진의 연 을 분석 

補正하고, 그 결과를 토 로 북방 개척 과정을 시간  측면에서 종합 으로 

조망하 다. 
고려 기의 북방 개척은 몇 차례 시간  단층이 존재하고 있었다. 1단계

(태조 1~10)는 서경에 인 한 동서 방면의 개척이 이루어졌으나 태조 5년부

터 10년까지 서경 在城 축조로 북방 개척과 축성은 일시 단되었다. 2단계

(태조 11~19년)는 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로서 태조 11년 서경

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간선로가 확보되고, 이를 토 로 서부 연안 지역과 

부 지역의 개척이 진행되었다. 3단계(태조 20~26)는 주로 동부 내륙 방면으

로 축성이 진행되었다. 
4단계(혜종~ 종 )는 청천강을 넘어 축성이 진행되었으나 종  후반

까지 한동안 단되었다. 5단계( 종  후반)는 북방 개척이 재개되어 내륙 

방면에 주진이 설치되어 나갔으며, 한편으로 령강을 건  서북 방면으로 

개척을 도모하 다. 
하지만 경종 즉  후 성종 13년 거란과 1차 쟁을 벌일 때까지 북방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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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되었다. 성종 에는 博州와 泰州, 雲州를 연결하는 선이 고려의 변경

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추가 진출한 嘉州와 松城은 거란과의 

쟁 때 역 분쟁의 실질 인 상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핵심어: 高麗史 地理志, 高麗史 兵志 城堡條․鎭戍條, 北方開拓, 北
界, 州鎭

1. 머리말

高麗는 태조 즉  부터 북방 개척을 극 으로 추진하 다. 북방 개척은 高

句麗를 계승한 고려의 정체성과 련하여 故土 회복이라는 당 성을 가지고 있었

다. 여기에 변방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군사  필요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후

백제와 통일 쟁을 벌이는 와 에도 북방 개척은 지속 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북방 개척은 城을 쌓고 州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되었는데, 이것은 군사  

거 의 확보인 동시에 지방행정단 의 수립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지 까지 고려 기의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에 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성과

가 축 되었으나, 北進政策을 통한 토 확장이라는 에서 그 추이를 정리한 

것이 부분이다.1) 근래에는 契丹  金과의 외교 계라는 에서 새롭게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동 6주가 개척되는 성종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2) 이러한 연구 동향은 북방 개척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북

방 개척이 고려 지방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兩界의 편성 과정이기도 하다는 에

서 그에 상응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고려의 북방 개척을 州鎭으로 구성되는 양계의 행정체계가 수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이를 효과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해 고려할 

 1) 李基白, 1980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 軍史 창간호; 姜性文, 1983 ｢高麗初期의 北界開拓

에 한 硏究｣, 白山學報 27; 方東仁, 1985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硏究 
2(1997 韓國의 國境劃定硏究 一潮閣).

 2) 李貞信, 2003 ｢江東6州와 尹瓘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외정책｣, 軍史 48; 김순자, 2006 
｢10~11세기 高麗와 遼의 토 정책 ; 압록강선 확보 문제 심으로｣, 北方史論叢 11; 김우

택, 2009 ｢11세기 契丹 역 분쟁과 高麗의 응책｣, 韓國史論(서울  국사학과) 55; 허
인욱, 2008 ｢고려 성종  거란의 1차 침입과 경계 설정｣, 全北史學 33; 허인욱, 2010 ｢高麗 

德宗․靖宗代 契丹과의 鴨綠江 城橋․城堡問題｣, 歷史學硏究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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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첫째, 北界와 東界를 나 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양계로 통칭되기는 

하지만, 북계와 동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양계는 부분 

신개척지로서 州鎭이 편성되어 각기 외 이 설치 운 되었지만, 동계의 남부는 

신라 이래의 역으로서 남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主縣-屬縣體系가 용되었다. 

한 고려 기의 북방 개척은 북계 지역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심

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동계도 그 나름 로의 지역  성격과 역사성을 가

진다. 따라서 양계에 한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이러한 차이에 유념하여 각각

에 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방 개척 내지 주진 편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시기  차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태조- 종 는 지속 인 축성을 통한 토 확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종  이후는 거란과의 외교라는 문제가 개재된 상태에서 

토의 추가  확보보다는 이미 확보된 역을 정비하여 국경을 확립하는 의미가 

강하 다. 따라서 두 시기를 나 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려 지방제도 연구에서 늘 지 되는 문제이지만, 자료에 한 비  검

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려사 지리지는 고려 지방제도 연구의 기본 자료이지

만 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양계 주진의 연 은 남도 주 에 비해 

훨씬 소략하고 락이나 오류도 많다. 그런 만큼 자료 활용에 앞서 극 인 보정

이 요구된다.3)

여기서 兵志 城堡조 기사의 활용이 고려될 수 있다. 양계 주진의 부분은 신개

척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언제 처음 축성이 이루어지고 주진이 설치되었는지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4) 그러나 고려사 지리지에는 이에 한 정확한 기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城堡조는 축성 기사를 모아 놓은 것이어서 부분의 내용이 

 3) 고려사 지리지 북계 주진의 연 에 해서는 개 으로 검토된 바가 있으나 그에 한 

세 한 검증에는 이르지 못하 다(孔錫龜, 1996 ｢≪高麗史≫ 地理志 北界條 沿革記事의 檢

討｣, 白山學報 46).

 4) 尹武炳은 北界 地理의 종합  고찰을 통해 州鎭 설치 연 에 해 검토한 바 있다(尹武炳, 
1953 ｢高麗北界地理 ｣, 歷史學報 4․5). 이 논고는 北界 州鎭 각각을 분석 으로 고찰했

다는 에서 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궁극 으로 옛 성지를 탐구하는 것을 지향한 연구로

서 주로 성곽 유 과 문헌 자료의 계성을 추 하고 치를 비정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이에 해 高麗史 地理志를 비롯한 문헌 자료에 한 비  검토를 수반하지 못하 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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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주진에 한 것이다. 따라서 주진 설치 시 을 추 하는 데 원용될 수 있다.

다만 성보조 기사는 年紀와 명칭에서 지 않은 혼동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그

로 채용할 수는 없다. 한 지역의 축성 기사가 시 을 달리하여 여러 개 나오기

도 하고, 반 로 한 지역이 같은 시 에 명칭을 달리하여 나오기도 한다. 지리지 

연 과 서로 어 나는 경우도 있고, 축성 시 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례도 보인

다. 나아가 자의 일부가 결락되거나 오독이 발생한 것으로 단되는 경우도 있

다.5)

이러한 이유로 성보조 기사는 양계 주진의 성립을 이해하는 데 사실상 거의 이

용되지 못하 다. 그러나 지리지 연 만으로 주진의 성립을 논하기 어려운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성보조 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부분 

추정에 의존해야 하는 에서 기본 인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제한 으로라도 

두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 補正함으로써 좀더 합리 인 이해를 확보

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고려의 북방 개척이 北進의 방향성을 띤다는 기본 인 속성과 더불어 

축성 내지 주진 설치의 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통상 축성을 통한 북방 개척

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역에서 가까운 곳에 거

을 확보한 후 특정 방향으로 축성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먼  깊

이 진출하여 거 을 확보한 후 그 사이에 추가로 축성하여 역으로 확보하는 것

이다. 자가 장기 이고 지속 인 토 개척 과정을 반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국제 정세 등과 련하여 특정 지 에 우선 으로 도달해야 할 때, 혹은 더 이상 

진출이 어려워졌을 때 국경을 확고히 하기 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태조 의 경우 통일 쟁을 병행하 고 蕃賊의 이 컸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의 형식을 띠었다고 단되며, 계속 북진이 이루어지고 있던 종 까지도 

 5) 城堡조 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城의 규모를 함께 정리한 것으로서 일  자료

로부터 채용되어 분산 편집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단편 으로 축성 지역을 시

별로 나열한 것으로서 여러 자료에서 수집 정리한 것이다. 자는 일정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읍호는 후 의 특정 시 을 기 으로 한 반면, 축성 시기는 장기간에 걸쳐 분

포하고 있어 그 로 수용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는 연기와 명칭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고 있으며 혼선과 오류가 다수 내포되어 있어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오류

와 련하여 성보조의 자료  성격에 해서는 따로 살펴볼 것이며, 여기서는 각 州鎭의 성

립 시기를 가늠하는 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할 것이다. 이 때 축성 규모를 병기한 기사는 

‘성보 (1)’로, 단순히 축성 지역만 나열한 기사는 ‘성보 (2)’로 구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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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크게 달라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당시 주진 치의 

遠近과 축성 시 의 先後는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질 것이므로 이를 통해 주진의 

설치 시 을 가늠할 수 있다.6) 여기에는 응당 인 한 주진의 상 인 이해가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와 같은 시각에서 우선 태조- 종  북계 방면의 개척과 州鎭 설치 과

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 고려사 지리지  성보조 기사에 

한 비  분석과 보정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고려 지방제도에 

한 연구인 동시에 고려사 지리지에 한 문헌 비 의 성격을 공유한다. 

본문에서는 논지 개와 이해의 편의를 해 축성 시기와 지리  치 등을 고

려하여 서부 연안 지역, 부 지역, 동부 지역, 그리고 청천강 주변 지역7)으로 나

어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각 장에서는 해당 권역에 속하는 주진에 해 

고려사 지리지의 연 과 성보조  鎭戍조8)의 련 기사를 제시하고, 이를 비

교 분석하여 주진 설치 시 과 명칭 등에 한 새로운 해석을 도모할 것이다.

2. 서부 연안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치

(1) 龍岡縣: [禮山鎭]9)

연 本 高麗 黃龍城 <一云軍岳> 後改今名 爲縣令官

성보 (1) 태조 2년 城龍岡縣一千八百七間 門六 水口一

성보 (2) 태조 21년 城龍岡 平原

 6) 후자의 방식은 성종  거란과의 상을 통해 국경으로 설정된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외교 

통로를 확보해야 했던 강동 6주 개척과 종  국경이 사실상 확정된 뒤 국경 지역에 집

으로 이루어진 주진 설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後稿에서 다룰 정이다. 

 7) 여기서 청천강 주변 지역은 安北府에서 청천강을 건  개척이 진행된 지역과 連州에서 북쪽

으로 개척이 진행된 지역을 말한다. 청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북부에서 연주를 지나 북

쪽으로 꺾여 올라가는데, 청천강 주변 지역은 강의 東西 양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8) 鎭戍조는 성보조와 더불어 州鎭의 설치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며, 특히 鎭頭 임명 기사

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기사 부분이 태조  개척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북방 개척의 체 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9) 북계 州 는 縣에 해 이  시기 鎭의 명칭을 병기할 때 연 을 통해 직  확인되지 않아 

추론한 경우에는 [  ]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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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岡縣은 서경의 서남부, 동강과 서해 사이에 치한다. 연 에서 설치 시

은 나와 있지 않으며, 성보조에는 태조 2년과 21년 두 개의 축성 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高麗史節要에는 태조 2년에 용강 에 축성한 기사가 있다.10) 이 해에는 

평양의 축성도 시작되었는데, 용강 의 치를 감안할 때 같은 시기에 축성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태조 2년에는 烏山城을 禮山縣으로 고치고 流民 600여 호를 安集한 조

치도 있었다. 이 산 은 태조 17년 태조가 詔書를 반포한 禮山鎭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개 天安府 할의 禮山縣에 비정하고 있다. 실제 산  연 에도 이 

기사가 들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설치 시기, 당시의 황, 유민 안집의 의미 등을 감안

하여 용강 에 새롭게 비정한 바 있다.11)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용강 의 

읍호로 烏山이 보이는 데 주목한 것이다. 烏山은 조선 기 鎭山으로 설정된 烏山

(烏石山)과 연 되는 것인데, 이는 인근 咸從縣의 이  읍호인 牙善城이 진산인 

牙善山과 연결되는 데서도 유추된다. 

(2) 咸從縣: [咸從鎭]

연 本 高麗 牙善城 後改今名 爲縣令官

성보 (1) 태조 3년 城咸從縣二百三十六間 門四 水口三 城頭四 遮城二

咸從縣은 용강  북부에 치하고 있다. 연 에서 설치 과정은 분명하지 않으

나 성보 (1)에는 태조 3년에 축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사 요에도 태조 3

년 9월에 함종 에 축성한 기사가 있다.12) 牙善城이라는 명칭은 조선 기 鎭山으

로 설정된 牙善山과 연결된다.

한편 고려사 세가에는 태조 5년에 牙善城의 民居를 親定했다는 내용이 보인

10) 高麗史節要 권1, 태조 2년 “是歲 城龍岡縣”

11) 윤경진, 2010① ｢고려 태조  鎭 설치에 한 재검토: 禮山鎭․神光鎭을 심으로｣, 韓國史

學報 40. 이 논고에서는 천안부 속 인 산 의 태조 2년 연 은 용강 의 것을 오인하여 

삽입된 것으로 악하 다. 한 용강  연 에 삽입된 軍岳을 西京畿  江西縣 역에 포

함된 鄕의 하나로 보았으며, 나아가 강서  연 에 열거된 甲岳의 誤讀일 가능성도 제기하

다.

12) 高麗史節要 권1, 태조 3년 9월 “築咸從安北二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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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이를 통해 태조 3년에 아선성이 축성되었고 이어 태조 5년에 民居를 정했다

고 이해할 수 있다. 

태조 5년의 조치는 당시 진행된 西京 徙民과 연 되어 있다. 이 해에 사민을 통

해 서경을 채웠고, 한편으로 서경에 행차하여 官府員吏를 새로 두고 在城을 쌓기 

시작하 다. 시기  선후 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상 태조가 서경에 행

차한 후 연이어 아선성에 가서 민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곧 서경 사민 과정에

서 함종  지역에도 사민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거처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한편 함종 도 설치 당시에는 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명칭은 확인되지 

않으나 咸從 자체가 당  鎭의 명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후술할 通海縣

의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3) 永淸縣: [安水鎭]

연 古 定水縣 後爲龍岡屬縣 後置縣令 

성보 (1) 종 10년 復城永淸縣六百七十一間 門四 水口一 城頭四 遮城二

성보 (2) 태조 12년 ① 城安定鎭 又城永淸 安水 德等鎭

태조 21년 ② 城永淸縣 

永淸縣은 함종  북쪽에 있으며, 설치 과정은 분명하지 않다.14) 성보 (2)에는 태

조 12년과 21년 등 두 개의 축성 기사가 확인된다. 한편 성보 (1)에는 종 10년에 

축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해의 간지는 乙未로서 태조 17년의 간지와 일치하는

데, 이를 통해 청 의 설치 시 을 태조 17년으로 볼 여지도 있다.15)

청 의 축성 시 과 련하여 옛 定水縣이었다는 연 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청 은 신설 군 이기 때문에 청 이 되기 에 이미 縣이었던 연 을 상

13) 高麗史 권1, 태조 5년 “親定牙善城民居”

14) 연 에서 “後爲龍岡屬縣”은 잘못 들어간 것으로서 이어지는 고종 43년 安仁鎭 의 겸임 기

사 뒤에 들어가야 한다(尹京鎭, 2010②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 入保와 出陸 僑寓｣, 震
檀學報 109).

15) 성보조 기사의 원 자료는 개 그 시 이 간지로만 되어 있고 자료 상태도 부실하여 王紀로 

고쳐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성보조 기사의 자료  성

격에 해서는 따로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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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다. 후술하듯이 북계 주진의 ‘本’ 읍호는 鎭으로 설치되었을 때의 명칭

이거나 ‘成廟所定’ 별호를 채용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定水도 실제는 鎭의 명

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성보 (2)의 태조 12년 기사를 보면, 이 시기에 청

 외에 安定鎭과 安水鎭, 通德鎭 등에 축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  역시 축성 

당시 鎭이었으며 定水가 당시 명칭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이 같은 해 축성된 安水鎭이다. 안수진은 朝陽鎭(連州) 연

에 들어가 있으나 후술하듯이 조양진과 안수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안

수진의 설치 시 이 청 과 같다는 , 바다에 인 한 청 과 安水라는 명칭

이 부합하는 , 그리고 ‘安’과 ‘定의 자가 비슷하여 오독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는  등을 감안할 때, 안수진을 청 에 비정할 수 있다. 

성보조에서 청 과 안수진이 하나의 축성 기사에 열거된 것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축성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결과이다. 후술할 博州의 사례에서 그러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高麗史節要에는 定宗 2년 德昌鎭 축성과 더불어 西京王城 

 鐵甕, 慱陵, 三陟, 通德 등의 성을 쌓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德昌鎭과 

博陵은 모두 박주를 가리킨다. 이는 각 사례가 별개의 자료에서 채록되면서 복

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성보 (2)에는 博陵이 빠져 있는데, 이는 성보 (1)에서 定宗 

2년의 博州 축성을 따로 기재하 기 때문이다. 永淸縣과 安水鎭 역시 별개의 자료

에서 동일 시 에 다른 명칭으로 악되어 함께 열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通海縣: 通海鎭

연 太祖十七年 築城 

진수 태조 17년 遣大相廉相 城通海鎭 以元甫才萱 爲鎭頭

성보 (1) 태조 17년 城通海縣五百十三間 門五 水口一 城頭四

通海縣은 청  서북쪽 해안에 치하고 있다. 연 에서 태조 17년에 축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수조와 성보조에서 모두 태조 17년 기사가 보인다. 특히 

진수조는 축성 주체와 鎭頭 임명이 구체 인 시 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그 실체

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태조 17년 通海鎭이 설치되었다가 뒤에 縣으로 

환되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경 서부 연안의 4개 은 鎭 신 縣으로 설정된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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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이지만, 설치 시 이나 치 등으로 볼 때 龍岡․咸從과 永淸․通海는 다

소 차이가 있다. 용강과 함종은 태조 2년에서 3년 사이에 축성된 것으로서 평양 

복구에 연동된 것이다. 이에 해 청 과 통해 은 북계 주진 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용강  등과 비하여 10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

이로 보아 용강과 함종은 이  시기부터 이미 지역 기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禮山鎭을 설치하면서 유민을 안집한 것이나 牙善城에 民居를 정한 것 등은 

그러한 지역 여건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해 청과 통해는 당  여타 주진과 

같은 맥락에서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으로 환된 것은 서경과 연결되

는 해안 지역에 치하여 용강  등과 같은 지역성을 가지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들이 언제 縣으로 환되었는지는 단하기 어렵지만, 咸從縣의 경우 성종 9

년 기사에 그 용례가 보이고,16) 성종 14년 개편에는 浿西道에 4 이 소속되어 있

다. 따라서 성종 9년 이 에 으로 환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우선 태조 23년의 州府郡縣 읍호 개정 때 함께 개정되었을 가능성을 생

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개편은 고유 명칭 부분을 개정하는 데 주 내용이 있었

다. 반면 鎭에서 縣으로 환하는 것은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官號를 고치는 

것이었다. 당시 북계의 鎭에는 鎭頭가 견되어 있었던 데 해 縣에 설치되는 외

은 縣令이었다. 따라서 태조 23년의 읍호 개정 때 북계 주진의 호 개정까지 

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면 이 조치는 성종 2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성종 2년의 지

방제도 개편은 12목 설치를 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사 지리지 연

을 보면 이 해에 북계에 설치된 鎭의 일부가 州로 바 고 외 의 직함도 防禦使

로 체되고 있다. 여기서 성종 2년에 북계 운 체계에 한 개편이 있었고, 그 

내용이 일부 鎭을 州로 환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부 연안의 鎭을 縣으

로 개편하고 령을 두는 것도 개편의 성격에서 이와 상통한다. 이에 서부 연안 

4鎭의 縣 환 시 은 성종 2년으로 잡을 수 있다.

16) 高麗史 권3, 성종 9년 10월 甲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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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치

(1) 安北府

연
本 高句麗 彭原郡 太祖十四年 置安北府 成宗二年 稱寧州安北大都護府 顯宗九

年 稱安北大都護府

진수 태조 11년 2월
遣大相廉卿能康等 城安北府 以元尹朴權 爲鎭頭 領開定軍七百

人 戍之

성보 (1) 태조 13년 城安北府九百一十間 門十二 城頭二十 水口七 遮城五

安北府는 청천강 바로 남쪽에 치하고 있다. 본래 고구려의 彭原郡이었다고 

하 으나 이 명칭은 국 郡名에 보이는 것으로서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한다.17) 

말미에 ‘성묘소정’ 별호가 ‘安陵’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서해도 소속 安州의 별

호가 잘못해서 복해 들어간 것이다.18)

연 상 안북부는 태조 14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수조에는 태조 

11년에 축성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성보조에는 태조 13년 축성 기사가 있어 서

로 어 난다. 이  지리지와 성보 (1)은 1년의 오차가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진수조의 기사는 鎭頭 임명이 수반되고 있어 안북부가 처음에 鎭으로 설치되었

음을 보여 다. 따라서 안북부는 태조 11년 鎭으로 출발했다가 성종 14년에 비로

소 安北府로 승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9) 다만 해당 鎭의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태조 14년에 鎭을 府로 개정하는 것은 북방 개척의 진 에 따른 것으로서 국

에 평양에 설치되었던 大都護府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다만 평양은 태조 

17) 양계 주진의 ‘本’ 읍호나 異稱으로서 국 郡名에 보이는 것은 공통 으로 ‘成廟所定’ 別號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묘소정’ 별호의 성격에 해서는 尹京鎭, 2002 ｢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한 연구: 고려 기 군 제의 구성과 련하여｣, 역사와 실 
45, 참조.

18) 尹京鎭, 2002 ｢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한 연구: 고려 기 군 제의 구성과 련하여｣, 
역사와 실 45.

19) 윤경진, 2007 ｢고려 태조  都護府 설치의 추이와 운 ｣, 軍史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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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경에 西京으로 환되었으며,20) 이에 따라 도호부는 인 한 成州로 이동한 

것으로 악되는데, 이에 해서는 成州 연 에서 다시 언 하기로 한다.

(2) 肅州: 通德鎭 

연 本 高麗 平原郡 太祖十一年 移築鎭國城 改名通德鎭 成宗二年 稱今名 爲防禦使

진수 태조 11년 是歲 王巡北界 移築鎭國城 改名通德鎭 以元尹忠仁 爲鎭頭

성보 (1) 태조 22년 城肅州一千二百二十五間 門十 水口一 城頭七十 

성보 (2) 태조 8년 ① 王巡北界 移築鎭國城

태조 18년 ② 城伊勿及肅州

태조 21년 ③ 城龍岡 平原

定宗 2년 ④ 城德昌鎭 又築西京王城 及鐵甕 三陟 通德等城

靖宗 5년 ⑤ 城肅州

肅州는 서경과 안북부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숙주는 본래 平原郡이었다고 되

어 있으나 이는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한다. 연 에서 태조 11년에 鎭國城을 移

築하여 通德鎭이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진수조의 기록과 합치한다. 그런

데 성보 (2)에는 이에 앞서 태조 8년에 北界를 순행하면서 진국성을 移築한 것으

로 되어 있다. 

여기서 태조 8년은 성보조 기사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된다. 진수조

의 진국성 이축 기사는 태조 11년 4월 “城運州玉山 置戍軍”이라는 기사에 이어 

“是歲”로 표시하며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성보조에서 運州 玉山의 축성은 태조 

8년 기사의 하나로 나열되어 있다. 한 성보조에는 두 기사 사이에 “命庾黔弼 城

湯井郡”이라는 기사가 들어 있는데, 이 역시 庾黔弼 열 에는 태조 11년의 일로 

되어 있다. 

결국 성보조의 운주 옥산 축성과 탕정군 축성은 모두 태조 11년의 일이며, 진국

성 이축 기사 한 태조 11년의 일로 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진수조나 

열  등에서 의 기사들을 채용하여 성보조에 넣는 과정에서 연기를 락하여 

20) 西京의 용례는 태조 4년 기사에 처음 보이지만, 徙民과 官府 설치 등 서경에 수반되는 조치

는 태조 5년에 이루어졌다. 고려 태조  서경 경 과 련된 문제는 별고에서 다룰 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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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다. 성보조 태조 8년 기사의 첫 항목은 “城成州”이며, 이어 의 세 

기사가 이어지고 다음에 태조 12년의 기사가 나온다. 이 때 의 세 기사는 항목 

서두에 “(太祖)十一年’이라는 연기를 넣어야 했으나 이를 락함으로써 선행 기사

인 태조 8년 기사에 포함되는 것처럼 정리된 것이다. 이 게 보면 통덕진 설치는 

태조 11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덕진과 안북부는 같은 해에 축성된 것인데, 이는 서경 복구 후 북쪽으

로 진행된 축성 에서 가장 빠른 사례이다. 곧 고려는 태조 11년에 통덕진을 설

치하고 청천강까지 진출하여 안북부를 축성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서경에서 청천

강에 이르는 북방 개척의 심 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해 鎭國城의 첫 축성 시 과 지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명칭

을 유지하고 있고, 후술하듯이 鶻巖大城의 이축 사례를 고려할 때 그 지역은 새로 

축성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21) 그리고 평양 복구 후 통덕진 

설치로 북방 개척이 본격화되었음을 감안하면, 진국성 설치는 통덕진 설치보다 

평양 복구 쪽에 가까운 시 이 될 것이다. 그 다면 함종 과 골암 성이 축조되

는 태조 3년 정도로 잡아볼 수 있다. 

이 게 보면 당시 고려는 평양 복구에 수반하여 주변 지역에 城을 배치하여 

도호부인 평양과 유기 인 구조를 수립하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서부에는 

술한 烏山城(龍岡縣)과 牙善城(咸從縣), 동부에는 鶻巖城, 북부에는 鎭國城이 

설치됨으로써 이들이 평양을 둘러싸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숙주는 이외에도 태조 18년, 21년, 22년, 定宗 2년, 靖宗 5년 등 여러 차례

에 걸친 축성 기사가 있으나 재로서는 그 내용이나 오류의 원인 등에 해 해석

을 내리기 어렵다.

(3) 慈州: [安定鎭] 

연 本 高麗 文城郡 太祖二十二年 改爲大安州 成宗二年 改今名 爲防禦使

성보 (2) 태조 22년 城大安州

慈州는 서경의 북쪽, 肅州와 殷州 사이에 치하고 있다. 文城은 자주의 ‘성묘소

21) 이 때 본래의 진국성으로 비정해 볼 수 있는 곳이 新增東國輿地勝覽 肅川都護府 고 조에 

보이는 虎田城이다. 호 성은 府의 동쪽 20리에 있으며, 土築으로 둘 가 9,710척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규모나 치 등으로 볼 때 본래의 진국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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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별호에 해당한다.

자주의 연 에서 문제되는 것은 태조 22년에 大安州로 개정되었다는 부분이다. 

이 기사는 성보 (2)와 시   내용이 일치한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연

을 그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설치 당시의 명칭에 의문이 생긴다. 곧 이 시 에 州가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태조  북계 방면에는 鎭이 설치되었을 뿐, 연 상 州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가 없다. 여타 州의 경우도 부분 鎭의 연 이 있거나 鎭

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주 한 처음에 鎭으로 설치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 州 명칭이 ‘大安’이라는 두 자로 되어 있는 도 외 이다. 당시에 두 

자로 된 명칭을 가진 州의 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서해도 지역에 安州가 있

으므로 이와 구분하기 해 大安州라 하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먼  鎭으로 

설치된 뒤 州로 환할 때 자주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이며, 그 사이에 

안주로 되는 연 을 추가로 상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大安’은 본래 한 자인데 오독이나 혼동에 의해 두 자로 분리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곧 ‘大安’은 ‘慈’를 오독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

한 추정을 넘기 어렵지만, 大安州를 그 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읍호

인 慈州의 오독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다음에 축성 시 도 문제가 된다. 술한 바와 같이 태조 11년에 숙주와 안북부

의 축성이 이루어져 서경-안북부의 간선로가 확보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서 방

면을 아우르며 북방 개척이 진행되었다. 태조 12년에 永淸縣(安水鎭)과 자주 북쪽

의 殷州( 德鎭)가 축성되었고, 태조 13년에는 은주 북쪽의 連州가 축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은주의 서남쪽에 있는 자주도 비슷한 시 에 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주의 축성은 태조 22년보다 이른 시기가 되어야 한다. 간지의 오독을 

상정해 보면 태조 22년(己亥)을 태조 12년(己丑)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 추정이기

는 하지만 자주의 치와 주변 지역의 축성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태조 22년을 그

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합리 인 측면을 가진다.

이처럼 자주가 태조 12년경에 鎭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때 그 실체로 단되는 

것이 바로 安定鎭이다. 진수조에는 태조 12년 3월에 大相 廉相을 보내 安定鎭을 

축성하고 元尹 彦守 로 하여  鎭戍토록 한 기사가 보이며, 성보조에도 태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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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축성 기사가 있다. 하지만 安定鎭은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연 을 단할 수 없다. 하지만 鎭頭 임명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북계의 진

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통상 안정진은 동일한 명칭을 가진 安定站(安定驛)에 비정되고 있다. 이곳은 조

선 기에 和縣의 치소가 옮겨오면서 安縣이 되는 곳으로서 순안 은 서경과 

숙주와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안정참은 곧 안정역으로서 해당 용례는 종 때부

터 보인다.22) 이에 안정역이 바로 안정진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안정진이 

폐지되면서 해당 시설을 역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게 보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치가 평양에 인 해 있다

는 이다. 순안 은 안정참에 치소를 두었는데, 평양부 경계까지 거리가 10리에 

불과하 다. 그리고 북쪽으로 숙천부까지 37리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 에 진을 

설치했다고 보는 것은 다른 주진의 분포로 볼 때 무리가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진국성(숙주)이 국 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최 방도 아닌 평양과 숙주 사이

에 다시 진을 설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고려 기에 설치된 주진이 폐지되는 사례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성보조 

등에는 지리지 연 에서 악되지 않는 주진의 사례가 몇 개 보이지만, 이들 한 

다른 주진의 연 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

북계 방어주는 개 鎭에서 출발하 지만 그러한 연 이 직  제시된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연  에 ‘本’ 읍호로, 혹은 異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개 鎭

이 아니라 郡이나 縣으로 언 되어 있다. 이들은 성보조 등의 기사와 비하여 방

어주에 선행한 鎭의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연 에 나타나지 않는 진

들도 바로 폐지를 상정하기보다 다른 주진의 연 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

어야 할 것이다. 

안정진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慈州이다. 서경

에서 숙주를 거쳐 안북부로 가는 길을 축으로 하여 그보다 동쪽 방면에서 개척을 

진행한다고 할 때 자주와 은주, 연주로 이어지는 진출로가 설정된다. 곧 자주는 

서경-안북부 선이 일차로 개척된 뒤 동쪽으로 연주 방면으로 올라가는 진출로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자주가 태조 12년에 축성되는 안정진이라고 보면 이러한 개

척 과정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다. 

22) 高麗史 권94, 列傳7 智蔡文 “邏卒報敵兵來屯安定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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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殷州: 德鎭

연 本 高麗 德郡 一名同昌郡 成宗二年 稱殷州防禦使 

진수 태조 12년 9월
遣大相式廉 城安水鎭 以元尹昕平 爲鎭頭 又城 德鎭 以元

尹阿次城 爲鎭頭

성보 (1) 태조 23년 築殷州城七百三十九間 門八 水口四 城頭二 遮城四 

성보 (2) 태조 12년 城安定鎭 又城永淸 安水 德等鎭 

殷州는 慈州의 동쪽, 成州의 북쪽, 連州(朝陽鎭) 남쪽에 치하고 있다. ‘本’ 읍

호로 되어 있는 德郡은 德鎭의 연 을 통해 설정된 것인데, 실제 성보조 등에

서 흥덕진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一名’으로 기재된 同昌郡은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한다.

진수조에 따르면 흥덕진은 태조 12년에 설치되었으며 鎭頭가 임명되었다. 성보 

(2)에도 태조 12년 축성 사실이 언 되어 있다. 한 이 내용은 열 에도 보인다. 

太祖가 平壤이 荒廢하 으므로 徙民하여 채우고, 式廉에게 명하여 가서 진수하도

록 하 다. 한 安水鎭과 德鎭 등에 성을 쌓는 데 공이 있었다.23)

에서 安水鎭과 德鎭의 건설이 평양 복구에 이어지는 북방 개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조 11년 청천강에 이르는 간선로가 개척된 후 뒤 

이듬해부터 서경의 서부와 동부 방면에서 각각 축성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성보 (1)에는 축성 시 이 태조 23년으로 되어 있으나 진수조를 통해 그 

실체를 단할 수 있고 평양에 견된 王式廉의 활동과 연 된다는 에서 흥덕

진의 설치는 태조 1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高麗史 권92, 列傳5 王式廉 “太祖 以平壤荒廢 徙民實之 命式廉往鎭之 又城安水 德等鎭 

有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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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連州(朝陽鎭): [ 德鎭]

연 太祖十三年 城馬山 號安水鎭 顯宗九年 改連州防禦使 <連一作漣> 後更今名 爲鎭

진수 태조 12년 9월 ① 遣大相式廉 城安水鎭 以元尹昕平 爲鎭頭

태조 13년 8월 ② 遣大相廉相 城馬山 以正朝昕幸 爲鎭頭

성보 (1) 태조 13년 城朝陽鎭 八百二十一間 門四 水口一 城頭 遮城各二 

성보 (2) 태조 13년 ① 城馬山 號安水鎭

태조 13년 ② 築靑州羅城 連州城

連州는 안북부의 동쪽에 치한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표제 읍호가 朝陽鎭으

로 되어 있으나 종 9년 당시의 호는 連州防禦使 다. 연주는 趙位寵의 난 당

시 반란 세력에 극 조한 표 인 城으로,24) 반란 진압 후 그 책임을 물어 

호를 강등한 것으로 이해된다.25)

연 상 연주는 태조 13년에 馬山에 축성하면서 安水鎭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나

온다. 그러나 련 자료를 분석할 때 안수진을 연주에 비정하기 어렵다. 

우선 진수조 ①에 따르면 태조 12년에 안수진이 건설되었다. 王式廉 열 에는 

그가 평양에 진수함과 아울러 안수진과 흥덕진(은주)에 축성한 것으로 나온다. 흥

덕진 설치 역시 연 에 태조 12년의 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진수조 ②에 따르면 馬山에 성을 쌓은 것은 태조 13년의 일이다. 마산 

축성 기사와 안수진 축성 기사는 그 시 이 다르고 축성 주체나 진두도 다르다. 

따라서 마산과 안수진은 서로 다른 지역이며, 이를 하나의 사실로 정리한 고려사 

지리지 기사는 오류라고 보아야 한다.26)

한편 성보조의 것은 읍호를 달리하고 있으나 모두 태조 13년으로 되어 있어 같

은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성보 (1)의 ①에는 연주의 축성이 

태조 13년의 일로 되어 있으나 성보 (2)의 ①은 진수조에 보이는 馬山 축성과 安

24) 고려사 열  등의 련 기사에는 漣州로 나온다. 

25) 連州의 朝陽鎭 강등 시 과 배경에 해서는 윤경진, 2010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외 록

(外官祿) 규정의 기  시 과 성립 배경｣, 역사와 실 78 참조.

26) 윤무병은 태조 12년 馬山 축성을 시작하여 13년 공역을 마치고 安水鎭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해하 으나(윤무병, 1953 앞의 논문) 공역 시작 때와 완공 때 다른 鎭頭가 임명되었고 보

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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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鎭 설치를 하나로 합쳐놓고 있다. 지리지 연 은 바로 이것을 채용한 것이거나 

같은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그 다면 안수진은 태조 12년 축성으로 설치되며, 태조 13년에 馬山에 쌓은 성

이 連州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안수진이 연주로 되고 마산은 별개의 

지 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성보 (1)과 (2)에서 모두 연주의 축성이 태조 1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안수진과 연주를 별개로 보는 것이 할 것이다. 이 때 안수진은 

술한 로 永淸縣에 비정된다.27) 

한편 연주가 태조 13년 마산 축성을 통해 설치되었다고 할 때 다른 사례에 비추

어 당시에는 鎭이었을 것이다. 연주는 뒤에 防禦使로 개정되면서 채용된 명칭이

다. 이와 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청천강 남부 지역  부  동부에 설치된 鎭

이 부분 ‘德’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 剛德鎭(成州), 通德鎭(肅

州), 德鎭(殷州), 長德鎭(德州) 등이 있고, 樹德鎭도 보인다. 이에 비추어 자료에 

보이는 진 에서 ‘德’의 명칭을 가진 것으로 연 이 악되지 않는 사례를 연주

에 비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德이다. 성보 (2)에는 종 17년에 德에 축성한 

기사가 있는데, 명칭 구성으로 보아 德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종 17

년에 비로소 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시 에 설치된 鎭은 개 장성 인근 

지역이며, 별개의 진이라면 응당 지리지에 표제 읍호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덕진은 국 에 설치된 鎭으로서 州의 연 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면 종 17년(丙寅)은 간지의 오독이나 비정 오류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태조 13년(庚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馬山 축성과 連州 설치가 

이루어진 시 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연주는 태조 13년에 순덕진으로 출발하

다고 이해할 수 있다. 

27) 安水鎭은 덕종 2년 長城 축조 기사에도 보인다. 그러나 장성은 連州 지역을 지나지 않거니와 

태조 12년에 장성 지역까지 개척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착오로 보아야 한

다. 장성 지역의 주진에 해서는 후속 논고에서 다룰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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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부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치

(1) 成州: 剛德鎭 

연 本 沸流王 松讓之故都 太祖十四年 置剛德鎭 顯宗九年 改今名 爲防禦使

진수 태조 14년 以元尹平奐 爲剛德鎭鎭頭

성보 (1) 태조 8년 城成州六百九十一間 門七 水口五 城頭七 遮城一 堞垣八十七間

成州는 서경의 동쪽에 치하고 있다. 연 의 태조 14년 기사는 진수조와 일치

한다. 다만 진수조는 鎭頭를 임명한 기록이고 연 은 鎭의 설치로 정리된 이 다

르다. 물론 鎭의 설치에 따라 진두가 임명되므로 양자를 동일한 사실로 해석할 수

도 있다. 하지만 剛德鎭의 진두 임명 기사는 축성 사실이 언 되지 않은 에서 

다른 진수조 기사와 차이가 있는 만큼, 달리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상 성주가 서경의 동쪽에 바로 인 해 있다는 을 감안할 때 태조 14년에 

비로소 鎭이 설치되었다는 연 은 의문이 생긴다. 술한 바와 같이 숙주와 안북

부가 태조 11년에 설치되었고, 그 동쪽의 여러 진들도 개 태조 12~13년에 축성

되고 있다. 따라서 강덕진이 이보다 늦게 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성보 (1)에는 성주가 태조 8년에 축성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태조 11년의 

숙주 설치보다 앞선 것으로서 성주의 실제 설치 시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

보조에서 태조 3년 咸從縣 축성 후 태조 11년 肅州 축성까지 주진 설치된 것으로 

나오는 사례는 성주가 유일하다. 이 시기에 축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西京 

在城의 건설과 련되어 있다. 서경 재성은 태조 5년에 시작되어 6년만인 태조 10

년에 마무리되었다.28) 고려는 서경의 城役에 주력하면서 북방 개척과 축성을 일

시 단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성주가 태조 8년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다면 이보다 이른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텐데, 서경 서부에 인 한 용강

과 함종 이 태조 2~3년에 축성된 에 비추어 동쪽에 인 한 성주 역시 비슷

한 시기에 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高麗史 권82, 兵2 城堡 태조 5년 “始築西京在城〈在  方 畎也〉凡六年而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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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덕진 진두의 임명이 안북부 승격과 같은 시 에 이루어졌다는 이 주

목된다.29) 술한 바와 같이 안북부는 태조 11년에 鎭으로 설치되었다가 태조 14

년에 안북부로 승격되었다. 당시 안북부는 도호부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평양에 

설치되었던 大都護府의 후신이었다. 평양이 태조 4~5년경에 서경으로 환된 뒤 

태조 14년까지 다른 지역에 안북부의 존재가 상정된다. 강덕진이 이 에 이미 축

성된 지역임에도 태조 14년에 비로소 鎭이 된 것이라면, 바로 이곳이 해당 기간에 

안북부 다고 추론할 수 있다. 곧 성주는 도호부에서 진으로 개편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실제 고려사 요에는 태조 3년 9월에 咸從과 安北 두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있다.30) 함종 의 축성은 지리지와 성보조 등에서 확인되지만, 태조 3년 안북의 

축성은 다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안북이 련 자료에서 다른 명칭으

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안북은 당시에 축성된 어느 지역에 

비정된다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성주로 단된다. 

성주와 기 안북부의 연 성을 보여주는 매개가 바로 鶻巖大城이다. 골암성은 

본래 尹瑄이 웅거하던 곳으로서 그는 태조 즉  에 고려에 내투하 다. 그리고 

태조 3년 이곳에 새롭게 축성이 이루어졌다.

北界 鶻巖城이 자주 北狄의 침입을 받으므로 庾黔弼에게 명하여 開定軍 3천을 이

끌고 鶻巖에 이르러 東山에 大城 하나를 지어 살게 하 다. 이로부터 北方이 편안해

졌다.31)

의 기록은 태조 3년의 것으로서 庾黔弼 열 에서는 鶻巖鎭으로 나온다. 이로 

보아 尹瑄의 내투 후 鎭이 설치되었다가 이 때에 확  개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開定軍 3천 명이 투입되었고 大城을 쌓았으며 북방이 편찬해지는 효과

를 얻었다. 이러한 양상은 도호부의 면모를 반 하고 있다. 

이 게 볼 때 고려사 요에 보이는 태조 3년 安北의 축성은 바로 골암 성의 

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평양이 서경으로 수립되는 것이 태

조 4~5년의 일이므로 골암 성이 안북부로 설정되는 것도 이 때의 일로 보아야 

29) 高麗史節要 권1, 태조 14년 “是歲 置安北府及剛德鎭 以元尹平喚爲鎭頭”

30) 高麗史節要 권1, 태조 3년 9월 “築咸從安北二城”

31) 高麗史 권82, 兵2 鎭戍 태조 3년 3월 “ 以北界鶻巖城 數爲北狄所侵 命庾黔弼 率開定軍三千 

至鶻巖 於東山 築一大城以居 由是 北方晏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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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결국 태조 3년에 새로 大城으로 축성된 골암진이 평양의 서경 환에 맞추어 

안북부가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태조 14년에 안북부가 청천강 남안으

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안북부는 다시 鎭으로 환되었을 것인데, 이곳이 같은 해 

축성 기사 없이 진두 임명만 나타나는 강덕진으로 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과 련하여 성주에 소재한 紇骨山城이 주목된다. 新增東國輿地勝

覽에 따르면 紇骨山城은 치소의 서북쪽 2리에 인 한 흘골산에 소재하며, 松讓

이 쌓은 것이라는 승과 함께 고려 태조 때 돌로 고쳐 쌓았다는 내용이 보인다. 

한 이곳은 1천 명의 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이

었다. 이러한 양상은 흘골산성을 골암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32) 

한 성주의 고 으로서 동명왕 3년 7월 궁궐이 조성되었다는 鶻嶺이 언 되고 있

는데, 이 한 골암 성과 연계되어 생성된 승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성주의 기 연 은 골암진에서 출발하여 태조 3년 大城을 移築하

고, 태조 4~5년 경 안북부로 되었다가 태조 14년에 강덕진이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州: [靜戎鎭] 

연 本 高麗 靜戎郡 成宗二年 稱 州防禦使 

성보 (1) 태조 20년 城 州六百十間 門五 水口九 城頭十五 遮城六

州는 殷州 동쪽, 成州 북쪽에 치하고 있다.33) 본래 靜戎郡이었던 것으로 나

오는데, 종 12년 기록에도 靜戎郡民의 용례가 보인다.34) 그러나 당시 북계의 편

성이나 ‘靜戎’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 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정융진은 

련 용례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악하기 어렵다.

축성 시 은 성보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태조 20년 정도로 잡을 수 있다. 다만 

32) 윤무병도 成州를 紇骨山城에 비정하 다(윤무병, 1953 앞의 논문).

33)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州의 古邑城은 殷山縣(殷州)에 넘어가 있었다. 따라서 당  

州가 殷州의 서쪽에 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古邑城은 고려 기의 

순주가 있던 곳이 아니라 몽항쟁기에 海島에 入保하 다가 出陸한 후 僑寓하던 곳으로 보

는 것이 합리 이다(尹京鎭, 2010② 앞의 논문).

34) 高麗史 권53, 志7 五行1 水 종 12년 12월 甲辰 “靜戎郡民 元効妻 一産三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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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에서는 靜戎郡을 ‘본’ 읍호로 넣었기 때문에 태조 20년 축성 연 이 따로 들

어가지 않은 것이다. 주변 지역보다 축성 시 이 다소 늦다는 에서 좀더 이른 

시기에 축성되었을 가능성도 상정되지만, 달리 비정할 근거나 단서를 찾을 수 없

다. 지리 으로 慈州 등보다 외곽에 치한 만큼 태조 20년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3) 德州: 長德鎭

연 本 高麗 遼原郡 一名 長德鎭 穆宗四年 稱德州防禦使

성보 (1) 목종 3년 ① 城德州七百八十四間 門五 水口九 城頭二十四 遮城三

문종 21년 ② 城德州六百四十二間 門四

성보 (2) 목종 6년 ① 修德州 嘉州 化 光化四城

종 원년 ② 城德州

德州는 連州의 동쪽, 州의 북쪽에 있다. ‘본’ 읍호인 遼原은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하며, ‘一名’으로 되어 있는 長德鎭이 본래 명칭으로서 덕주도 설치 당시 鎭

이었음을 알 수 있다.

德州는 동계에도 있어 혼동의 여지를 안고 있다. 동계의 덕주는 宣德鎭에서 개

편된 것인데, 성보조에는 양자가 섞여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35) 성보 (1)에 덕주 

축성은 목종 3년과 문종 21년 두 가지가 있다. 이  북계의 덕주(장덕진)는 연

상 방어사 설치가 목종 4년으로 되어 있어 1년의 오차를 감안하면 성보 (1)의 ①

에 조응한다.36)

그런데 장덕진은 그 명칭이나 인  지역의 개척을 감안할 때 목종 3년에 비로

소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연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목종 3년을 

거로 1주갑 올리면 태조 23년이 된다. 덕주 남쪽에 있는 순주가 태조 20년에 축성

된 것을 감안할 때 장덕진의 축성을 태조 23년으로 비정할 수 있다. 

35) 高麗史 地理志와 兵志 州縣軍조에도 두 德州가 모두 나온다. 반면 食貨志 外官祿 규정에

서 동계의 덕주는 宣德鎭으로 나온다.

36) 성보 (1)의 ②는 동계의 덕주(선덕진)로 보인다. 동계의 덕주는 연 상 문종 9년에 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종 21년과 12년 오차가 있어 간지 오독에 따른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계 州鎭의 분석을 수행할 後稿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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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樹德鎭

연 成宗二年 築城

성보 (1) 성종 2년 城樹德鎭二百三十五間 門四 水口一 城頭 遮城各九

성보 (2) 靖宗 9년 城寧朔 樹德二鎭 

樹德鎭은 成州 동쪽에 있으며, 조선 기에 陽岩鎭과 통합하여 陽德縣이 설치

되었다. 수덕진은 성종 2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성보 (1)의 기사

와 일치한다. 이에 이어 靖宗 9년에 축성한 기사도 보이는데, 성종 2년과 정종 9년

은 간지(癸未)가 일치하여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시 에 비정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수덕진이 성종 2년에 비로소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덕진과 양

암진을 합쳐 설치한 陽德縣의 치소는 옛 양암진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新增東國

輿地勝覽에 따르면 수덕진은 치소의 서쪽 70리에 있었고, 양덕 (양암진)에서 成

川都護府(成州)까지의 거리는 128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덕진은 양암진보다 성

주에 가까웠던 것이며, 따라서 양암진보다 먼  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

다. 특히 수덕진 읍호에 ‘德’이 들어가고 있어 通德鎭(肅州)이나 德鎭(殷州) 등

과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때 축성 시기로 되어 있는 성종 2년을 1주갑 소 하면 태조 6년이 된다. 성주

가 태조 3년에 축성되었다고 보면 수덕진이 태조 6년에 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

다. 하지만 술한 바와 같이 태조 5년부터 10년까지 서경 재성의 축조가 진행되

면서 북방 개척과 축성은 일시 단된 것으로 악되는 과 ‘德’의 명칭을 사용

하는 다른 진의 설치 시 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술한 순주가 태조 20년, 후술할 양암진이 태조 21년에 축성되었으므로 수덕

진은 그 치상 이보다 앞선 시 에 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간지 오

독을 감안하여 태조 16년(癸巳)이나 18년(乙未) 정도로 잡아볼 수 있다. 이  순

주  양암진의 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면 태조 18년 정도로 보는 것이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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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陽岩鎭 

연 太祖二十一年 築城

성보 (1) 태조 21년 城陽嵒鎭二百五十二間 門三 水口 城頭 遮城各二

陽岩鎭은 成州 동쪽에 치하고 있다. 태조 21년에 설치된 연 은 성보 (1)과 

일치한다. 련 자료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나 치상 태조 21년의 설치를 인정

할 수 있다. 

(6) 孟州: [鐵瓮鎭]

연 本 高麗 鐵瓮縣 顯宗十年 稱猛州防禦使

성보 (1) 성종 14년 城猛州六百五十五間 門五 水口四 城頭十九 遮城二

성보 (2) 定宗 2년 城德昌鎭 又築西京王城 及鐵甕 三陟 通德等城

孟州는 德州와 州 동쪽에 있으며 東界와 경한 지역이다. 성보 (1)에는 축성 

시 이 성종 14년으로 되어 있으나 성보 (2)에는 定宗 2년으로 되어 있다. 순주의 

축성이 태조 20년, 덕주의 축성이 태조 23년으로 각각 단된다는 과 맹주가 동

계로 넘어가는 치에 있다는 을 고려할 때, 맹주의 설치 시 을 定宗 2년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 경우 정종 2년의 간지는 丁未, 성종 14년의 간지는 乙未로

서 간지의 오독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 축성 당시의 명칭은 분명하지 않다. ‘본’ 읍호에서 鐵瓮縣이라 한 것은 이

곳이 본래 鐵瓮城으로 불 던 데 근거한다. 국방과 련된 공통  표 을 사용하

는 여타 鎭과는 차이가 있으나 인근 지역에 陽岩鎭의 가 있는 만큼 맹주의 이  

명칭을 鐵瓮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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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천강 주변 지역의 개척과 州鎭 설치

(1) 博州: 德昌鎭

연 本 高麗 博陵郡 <一云古德昌> 成宗十四年 稱博州防禦使

성보 (1) 定宗 2년 城博州一千一間 水口一 門九 城頭十六 遮城九

성보 (2) 定宗 2년 城德昌鎭

博州는 청천강 북쪽 연안에 있으며 安北府와 마주보고 있다. 서쪽으로는 덕천

강( 령강)을 사이에 두고 嘉州와 인 하며, 동쪽에 渭州가 치한다. 

연 에서 ‘본’ 읍호인 博陵은 ‘성묘소정’ 별호에도 나오고 있다. 박주와 雲州의 

‘본’ 읍호는 ‘성묘소정’ 별호와 일치하여 다른 일부 주진의 ‘본’ 읍호를 ‘성묘소정’ 

별호로 악할 수 있는 거가 된다.

박주는 성종 14년 防禦使를 칭한 기사 이 에 정확한 설치 연 이 보이지 않는

다. 그런데 주기로 언 된 德昌은 성보 (2)에 보이는 德昌鎭에 비정된다. 덕창진은 

定宗 2년에 설치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성보 (1)에 기재된 박주의 설치 시 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박주가 定宗 2년에 덕창진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따르면 박주는 고려가 청천강을 건  처음 축성한 곳이 된다. 

한편 세가 기록에 보이는 懷昌鎭은 德昌鎭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된다.

女眞이 탐욕하고 거짓이 많아 지난 겨울에 재차 木契를 보내왔는데 契丹兵이 장차 

그 경계에 이를 것이라 하 다. 本國이 그래도 그 虛僞를 의심하여 곧바로 구원하지 

않았는데 거란이 과연 이르러 殺掠함이 매우 많았다. 餘族이 도망하여 本國의 懷昌, 

化, 光化의 경계에 들어오니 거란병이 따라와 잡았다.37)

의 기사는 성종 4년 宋이 거란을 공격하기에 앞서 고려에 사신 韓國華를 보

냈을 때 성종이 말한 내용이다. 당시 여진은 거란의 공격으로 일부 무리가 고려의 

懷昌, 化, 光化 지역으로 들어왔고 거란병도 따라 들어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 세 지역은 모두 鎭의 명칭으로 악된다.

이  化鎭은 雲州이며, 光化鎭은 후술하듯이 泰州에 해당한다. 이에 해 懷

37) 高麗史 권3, 성종 4년 5월 “女眞貪而多詐 前冬 再馳木契 契丹兵 至其境 本國猶疑虛僞 

未卽救援 契丹果至 殺掠甚衆 餘族遁  入于本國懷昌 化 光化之境 契丹兵追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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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鎭은 지리지에 나타나지 않아 그 치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여진과 

거란병이 들어온 것에서 드러나듯이 성종 4년 당시 고려의 최 방이었다. 이러한 

여건과 당시까지 개척된 지역 명칭의 연 성을 아울러 고려할 때, 懷昌鎭은 德昌

鎭, 곧 박주에 비정할 수 있다. ‘懷’와 ‘德’은 자가 유사하여 문서 등에 기재했을 

때 오독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둘  어느 것이 본래 명칭인지 단정하

기 어렵지만, 후술할 덕성진의 에 비추어 德昌이 본래 명칭이고 懷昌은 오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2) 渭州: 德成鎭 

연 本 樂陵郡 <一云古德城> 高麗 改今名 爲防禦使 文宗四年 築城

성보 (1) 문종 4년 ① 修渭州城六百七十五間 

문종 28년 ② 修元 鎭․龍州․渭州城 共一千九百三十餘間

성보 (2) 定宗 2년 ① 城德成鎭

종 18년 ② 城樂陵郡

渭州는 조선 기에 寧邊大都護府에 통합되었다. 撫州는 海島에 入保하 다가 

원종 2년 출륙했을 때 渭州古城에 거주하면서 嘉州에 속되었는데, 당시 가주의 

동쪽에 박주가 있으므로 주는 박주와 무주 사이에 치하고 있었다고 단할 

수 있다.38) 

연 에서 ‘본’ 읍호인 樂陵郡은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한다. 주가 방어사로 

개정된 시 은 알 수 없고 문종 4년에 축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축성보다 방어

사 설치가 선행할 수는 없다. 일단 주변의 주진이 연 상 개 성종 14년에 방어

사를 칭하고 있으므로 주가 방어사로 되는 시 도 성종 14년으로 악할 수 있

다.

한편 방어사 설치 이 에는 주 역시 鎭이었을 것인데, 주기에 보이는 德城이 

진의 명칭으로 단된다. 성보 (2)에는 定宗 2년에 축성된 德成鎭이 보이는데, 이

는 德城鎭과 동일 지명으로 볼 수 있다. 德昌鎭(博州)과 비교할 때 德成이 본래 

명칭이고 德城은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38) 2003년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 인한 東輿圖에서 이러한 渭州의 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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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와 주의 축성은 고려가 청천강을 넘어 개척을 진행한 결과로서, 여기에

는 거란의 침공에 비하는 의미도 있었다. 고려사 요에 따르면 정종 2년 에 

朴守文을 보내 德昌鎭을 축성  한 데 이어 가을에는 朴守卿을 보내 德成鎭을 쌓

게 하 다.39) 그런데 정종 2년 당시 고려는 賓貢進士로 後晉으로 가다 거란에 포

로가 되어 그곳에서 직을 지내던 崔光胤의 서신을 통해 거란의 침공 을 인

지하고 이에 비하여 光軍을 설치하 다.40) 곧 당시 고려는 거란 침공에 비하

여 군을 설치하는 한편, 청천강을 건  최 방 지역에 축성을 진행하여 방어의 

거 을 마련하 던 것이다.

(3) 撫州: [□靜鎭] 

연 本 高麗 雲南郡 <一云古靑城> 成宗十四年 稱撫州防禦使

성보 (1) 종 2년 城撫州六百三間 門五 水口二 城頭八 遮城三

성보 (2) 태조 4년 城雲南縣

撫州는 조선에서 延州와 합쳐 寧邊大都護府가 되는 곳으로서 청천강 상류의 동

쪽에 치한다. 변의 읍치는 본래 무주 藥山城이며, 세조 때 옛 延州를 분할하

여 변 북쪽의 雲山郡(雲州)에 소속시켰다. 따라서 무주가 변의 남쪽, 연주가 

북쪽에 해당한다. 

연 에서 ‘본’ 읍호인 雲南郡은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한다. 무주 역시 성종 14

년에 撫州防禦使를 칭하 으므로 이 에는 鎭이었을 것이다. 주기에 보이는 靑城

이 진의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칭이 德昌이나 德成 등 인  진의 명칭과 

차이가 있다. 물론 陽岩이나 鐵瓮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으나 당시 북계의 

진 에서 고유명 부분에 ‘城’을 쓰는 를 찾을 수 없다. 뒤에 寧德鎭이 避諱를 

해 寧德城으로 개명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鎭과 城은 통용될 수 있었고, 덕성

진도 실제로는 덕성진의 이표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성을 곧바로 진

의 명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靑’은 ‘靜’의 우변이 결락되어 발생한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兵志 驛站

조에서 安身驛 소재지로 靑邊이 보이는데, 청변은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

39) 高麗史節要 권2 “春遣大匡朴守文 城德昌鎭 ( 략) 秋遣大匡朴守卿 城德成鎭”

40) 高麗史節要 권2 “置光軍司 先是 崔彦撝子光胤以賓貢進士遊學入晉 爲契丹所虜 以才見用 

受官爵 奉使龜城 知契丹 侵我 爲書以報 於是命有司 選軍三十萬 號光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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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역참조에 열거된 일부 역명이나 군 명 에는 오독의 결과로 단되는 

가 종종 보이는데,41) 청변의 경우 해당 역도 편성을 때 靜邊의 오기로 보아야 한

다. 마찬가지로 성보조에 보이는 長靑鎭(昌州)도 長靜鎭의 오기로 악된다. 

따라서 靑城의 ‘靑’도 ‘靜’으로 고쳐 이해할 수 있다. 한 ‘城’은 德城鎭의 에

서 ‘成’으로 고쳐 이해할 수 있으나 ‘靜成’은 靜邊이나 靜戎에 비추어 진의 명칭으

로 어색하고, 특히 靜戎과 자가 유사하다는 이 걸린다. 그 다면 ‘城’은 郡이

나 縣과 같은 일반 명칭으로 보고, 長靜의 경우처럼 ‘靜’ 앞에 한 자가 결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한편 성보 (1)에는 종 2년에 무주를 축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남쪽의 덕주가 

태조 23년에, 서쪽의 주와 박주가 定宗 2년에 각각 축성된 것으로 악되므로 

무주의 축성을 종 2년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그런데 성보 (2)에는 태조 4년에 雲南縣에 축성했다는 기사가 있다. 태조 4년 

당시 고려는 청천강 지역까지 진출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사는 시 을 달리 악

해야 한다. 태조 4년이 辛巳, 종 2년이 辛亥라는 을 감안하면 간지의 오독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延州: 安朔鎭

연
本 高麗 密雲郡 <一云安朔郡> 光宗二十一年 更今名 爲知州 成宗十四年 爲

防禦使

성보⑴ 의종 4년 城延州 門十 水口五 城頭十九 遮城八

성보⑵ 종 3년 ① 城安朔鎭

종 21년 ② 城安朔鎭

延州는 조선에서 撫州와 합쳐져 寧邊大都護府가 되는 곳으로서 후 에 古延州 

지역이 雲山郡(雲州)에 귀속되는 데서 변의 북부 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에서 ‘본’ 읍호인 密雲郡은 역시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한다. 종 21년에 

“更今名 爲知州”라 하 고 이어 성종 14년에 방어사를 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41) 를 들어 延州 소속 問平驛은 列傳에는 開平으로 나오며, 昌州 소속 玉關驛은 新增東國輿

地勝覽에는 玉開로 나온다. 한 玉溪驛의 소재지인 章州는 漳州(獐州)의 좌변이 결락된 것

이거나 同音에 따른 異表記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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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 은 재고해야 한다. 북계의 鎭은 성종 2년부터 州로 환되기 시작하므로 

그 이 에 州를 두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知州 한 종 9년 개편에서 비로소 

채용되는 직제이기 때문이다. 박주와 마찬가지로 연주 역시 鎭이었다가 성종 에 

延州防禦使로 개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의 읍호는 주기에 보이는 安朔으로 단된다. 주기에는 郡으로 되어 있으

나 명칭상 鎭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성보 (2)에는 종 21년에 安朔鎭에 성을 쌓은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연 의 “更今名 爲知州”의 시 과 일치한다. 

그런데 성보 (2)에는 그에 앞서 종 3년에 안삭진에 축성한 기사도 있다. 박주

와 주가 定宗 2년, 무주가 종 2년에 각각 축성되었다고 보면, 연주의 축성 역

시 그와 가까운 종 3년으로 볼 수 있다.42) 하지만 종 21년에 설치되었을 가능

성도 상존한다. 泰州의 연 에도 서술 형태는 다르나 같은 내용을 담은 종 21년 

연 이 보이기 때문이다. 곧 이 해에 두 곳에 함께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연주의 축성이 무주의 축성과 연계된다면 그 시 은 종 3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태주나 운주와 연계된다면 종 21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古延州가 雲

州 소속으로 개편되는 것을 감안할 때 무주보다는 운주 방면과 연계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연주의 축성 기 은 종 3년보다는 종 21년으로 보는 것이 

할 것으로 본다. 실제 성보 (1)의 축성 시 으로 나오는 의종 4년의 간지가 

종 21년과 같은 간지(庚午)라는 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5) 泰州: 光化鎭․[蓬山郡]

연 本 高麗 光化縣 <一云寧朔 一云連朔> 光宗二十一年 稱泰州防禦使

성보 (1) 종 20년 城泰州八百八十五間 門六 水口一 城頭三十七 遮城四 

성보 (2) 종 20년 ① 城寧朔鎭

목종 6년 ② 修德州 嘉州 化 光化四城

泰州는 雲州의 서쪽에 치한다. 연   ‘본’ 읍호인 光化縣은 실제로는 鎭의 

명칭으로 악된다. 술한 성종 4년 기록에서 光化라는 명칭이 보이는 데서 당시 

42) 종 3년이 壬子, 종 21년이 庚午로서 간지의 오독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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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주가 光化鎭이었음을 알 수 있다.43) 따라서 종 21년에 泰州防禦使를 칭했다

는 것은 오류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축성을 통해 진이 설치되는 시 으로 해석해

야 하는데 이는 연주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성보 (1)에는 축성 시 이 종 20

년으로 되어 있어 지리지 연 과 1년의 오차를 보이는데, 같은 사실로 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리지 연 에 하여 종 21년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이 게 보

면 연주와 태주는 같은 시 에 설치된 셈이다.

한편 성보 (2)에는 같은 해 寧朔鎭의 축성 기사가 보이며, 태주 연 에 寧朔, 

는 連朔이라는 異稱이 주기되어 있어 양자의 연 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태

주가 光化鎭이면서 동시에 寧朔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寧朔鎭은 지리지 

표제 읍호로도 나오는데, 이 삭진은 長城이 지나는 곳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

다.44) 따라서 어떤 이유에선가 삭진이 태주 연 에 잘못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永淸縣에 비정되는 安水鎭 연 이 連州 연 에 들어간 것과 유사한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수 주진의 연 에서 ‘본’ 읍호에 ‘성묘소정’ 별호가 들어간 것과 달리 

태주는 진의 명칭이 들어갔다. 그리고 ‘성묘소정’ 별호, 는 그에 해당하는 명칭

이 연 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주진의 경우처럼 태주 한 해당 별호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태주의 ‘성묘소정’ 별호로 추정되는 것이 바로 蓬山郡이다. 산군은 거란의 1

차 침공 때 遜寧이 고려의 선 군을 격 한 곳이다. 하지만 이외에 용례가 나타

나지 않아 그 치를 악할 수 없다. 

그런데 蓬山은 국 郡名에도 보여 어느 州의 ‘성묘소정’ 별호일 가능성이 높

다. 당시 산군은 고려의 최 방 지역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곳은 

성종 4년 기록에 보이는 懷昌(博州), 化(雲州), 光化(泰州)와 새로 개척한 嘉州 

정도이다. 그런데 박주와 운주, 가주는 모두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하는 명칭이 

있다. 따라서 산군은 태주에 비정할 수밖에 없다. 거란군이 내륙 지역으로 진입

했다면 성종 4년의 상황처럼 태주 방면으로 오게 된다는 도 이러한 추정을 뒷

받침한다.

43) 필자는 앞서 光化를 ‘성묘소정’ 별호로 추정하 으나(윤경진, 2002 앞의 논문), 光化의 용례

나 기사에 함께 언 된 化와 비할 때 鎭의 명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4)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寧朔鎭은 義州 동쪽 120리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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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雲州: 化鎭 

연 本 高麗 雲中郡 <一云古達化鎭> 光宗時 爲 化鎭 成宗十四年 稱雲州防禦使

성보 (2) 종 원년 ① 城長靑鎭 化鎭 

종 19년 ② 城 化鎭 

종 23년 ③ 城雲州 

목종 6년 ④ 修德州 嘉州 化 光化四城

雲州는 泰州의 동쪽, 延州의 북쪽에 치하고 있다. 연   ‘본’ 읍호인 雲中郡

은 연  말미에 기록된 ‘성묘소정’ 별호와 일치한다.

연 에 따르면 운주는 종 때 化鎭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해 성보조에는 

종 원년과 19년, 23년, 목종 6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축성 기사가 보인다. 이  

어느 것이 실체 화진의 설치 시 인지는 단하기 어렵다. 각 시 에 해 간지

의 오독 상황도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다. 

다만 운주는 장성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성종 까지 내륙 방면의 최북단이었다. 

따라서 연주나 태주 등보다 축성 시기가 늦었을 것이다. 이 때 태주와 연주의 축

성을 종 21년으로 본다면, 운주의 축성은 종 23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한편 연  주기에 보이는 達化鎭은 化鎭의 오독이 아닐까 한다. 당시 鎭의 명

칭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독이 아니라면 連州와 安水鎭처럼 다른 지역

의 연 이 잘못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해당 시 에 주변 지역에서 鎭의 

설치 연 을 상정할 만한 곳이 없다. 따라서 단정은 어렵지만 화진의 오독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듯하다.

(7) 嘉州: □德鎭

연 本 高麗 信都郡 <一云古德縣> 光宗十一年 城濕忽 陞爲嘉州 成宗十四年 稱防禦使

성보 (1) 종 24년 ① 城嘉州一千五百十九間

의종 3년 ② 復城嘉州 門五 水口一 城頭二十六

성보 (2) 종 11년 ① 城濕忽及松城

종 24년 ② 城長平 博平二鎭 及高州 又修信都

목종 6년 ③ 修德州 嘉州 化 光化四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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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州는 박주의 서쪽에 치하며, 두 州 사이에는 령강(박천강)이 자리하고 있

다. 곧 가주 진출은 청천강을 넘은 데 이어 다시 령강을 건  재의 평안북도 

서부 연안 지역으로 개척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연 에서 ‘본’ 읍호인 信都는 ‘성묘소정’ 별호에 해당한다. 연 상 가주는 종 

11년에 축성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성보 (2)의 ①과 일치한다.45) 그런데 성보 

(1)에는 종 24년에 축성한 기사가 보이며, 성보 (2)에는 같은 해 “又修信都”라는 

내용이 보인다. 종 11년 축성 후 종 24년에 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

나, 실제 종 24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련하여 거란과 1차 쟁 당시 徐熙가 거란의 침공 의도와 련하여 언

한 내용이 주목된다.

契丹 東京으로부터 우리 安北府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의 땅은 모두 生女眞이 차지

하고 있었는데 光宗이 취하여 嘉州․松城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지  契丹이 쳐들

어 온 것은 그 뜻이 북쪽 두 성을 차지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46)

에서 서희는 가주와 송성이 당  生女眞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종이 취하

다고 말하면서 거란의 의도가 이 두 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가주 지역

이 가장 늦게 개척된 지역임을 의미한다.

청천강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축성의 추이를 보면, 定宗 때 博州와 渭州에 축성

한 데 이어 종 에 撫州에 축성하 고, 그 쪽에 있는 延州와 泰州는 종 21

년, 雲州는 종 23년에 축성이 이루어졌다. 곧 종 즉  후 북방 개척이 일시 

단되었다가 후반에 이르러 재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척 방향이나 주변 주

진의 설치 시  등을 고려할 때 종 11년에 嘉州를 설치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

다. 

한편 종 이후 성종 14년 강동 6주 개척까지 북방 개척은 다시 단되었다. 이 

시기에 최 방은 성종 4년 기록에 보이듯이 운주․태주 지역이었다. 가주의 개척

이 종 11년의 일이라면, 거란과의 계에서 문제될 곳은 오히려 그보다 늦게 개

45) 성보 (1)의 ②는 “復城”으로 표 되어 있으나 축성 내용이 門과 水口, 城頭로서 체 間數만 

기록한 ①과 구분된다. 이것은 두 기사가 당  하나 으나 자료상의 문제로 둘로 나뉘어 기

록된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의종 3년은 간지가 己巳로서 종 20년에 조응하고 있어 종 

24년과 차이를 보인다.

46)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自契丹東京 至我安北府數百里之地 皆爲生女眞所據 光宗取之 築

嘉州松城等城 今契丹之來 其志不過取北二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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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된 운주․태주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희가 가주 지역을 말한 것은 가주가 

당시 가장 늦게 개척된 곳으로서 거란이 이에 해 인지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고려와 여진의 경계가 되고 있던 령강을 건  개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가주 개척은 종 11년이 아니라 종 24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가주 역시 축성 당시에는 州가 아니라 鎭이었을 것이나 명칭은 분명치 않

다. 연 에 ‘一云古德縣’이라는 주기가 있는데, 鎭의 명칭에 縣을 사용했을 가능

성은 거의 없고, ‘古’ 역시 진의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면 이는 鎭을 縣

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德’ 앞에 한 자가 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술한 撫州(□靜鎭)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다.

(8) 安戎鎭: [松城] 

연 光宗二十五年 築城

성보 (1) 인종 15년 復城安戎鎭三百四十九間 門四 水口一 城頭 遮城各一

성보 (2) 종 24년 ① 城安戎鎭 

덕종 2년 ② 城安戎鎭 杆城縣 又城靜州鎭 

安戎鎭은 永淸縣 연 에는 安仁鎭으로 나온다. 분명치 않으나 ‘戎’과 ‘仁’의 

자가 유사하여 발생한 異表記일 가능성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안

융진은 安州(安北府) 서쪽 바닷가에 인 한 곳에 있었는데, 이는 원래 치가 아

니라 몽항쟁기에 僑寓하던 곳이다.47) 

거란과의 1차 쟁 때 遜寧은 산군에 이어 안융진을 공격한 바 있다. 안융

진이 안주 서쪽에 있었다고 볼 경우, 거란군은 고려 주력부 가 주둔하고 있던 安

北府를 경유하지 않고 청천강 하류를 건  공격해 온 셈이 된다. 그러나 청천강 

하구는 령강과 만나기 때문에 강폭이 넓어 도강이 어렵거니와 기병 주의 거

란군이 강을 건  직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안융진은 청천강 북쪽, 더 구체 으로는 령강 서쪽에 있어야 한다. 그

리고 거란군의 직  공격 상이 되었으므로 성종  최 방에 해당한다. 곧 안융

47) 윤경진, 2010②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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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산군(태주)과 가주 사이에 치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松城이다. 송성은 종 때 가주와 함께 개

척한 곳으로서 성보조에는 종 11년에 축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서

술한 바와 같이 가주의 축성은 종 24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송성의 축성도 

종 24년 즈음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는 안융진의 축성 시 과 부합한다. 결국 

안융진은 그 치와 축성 시  등을 통해 종이 가주와 함께 개척한 송성에 비정

할 수 있다.

6. 맺음말: 태조- 종  북방 개척의 추이

이상에서는 高麗史 地理志의 연  기사를 토 로 兵志 城堡조와 鎭戍조 기사

를 비하면서 태조- 종  고려의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문에서는 서부 연안 지역, 부 지역, 동부 지역, 청천강 주변 지역 등 4개의 권역

으로 나 어 각 주진의 연 을 분석 보정하 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를 토 로 북

방 개척 과정을 시간  측면에서 종합 으로 조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자 한다. 

고려는 태조 즉  후 시작된 평양 복구를 출발로 북방 개척을 추진하 다. 여기

에는 몇 차례 시간  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통해 북방 개척의 추이를 단계

으로 조망할 수 있다. 

우선 고려가 청천강에 이르는 태조 11년을 기 으로 그 이  시기를 첫 단계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는 서경에 인 한 동서 방면의 개척이 이루어졌다. 태조 2년

에 서부 연안의 烏山城(禮山鎭․龍岡縣)이 축성되었고, 이듬해 그 인근의 牙善城

(咸從縣)과 동부의 鶻巖大城이 축성되었고, 肅州의 신인 鎭國城도 이 시기에 건

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大都護府인 평양을 심으로 주변에 여러 성을 유기

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  골암 성은 평양이 西京으로 개편되면서 安北府로 

환되었으며 成州에 비정된다. 태조 5년부터 10년까지 서경의 在城이 축조되면

서 북방 개척과 축성은 일시 단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태조 11년부터 태조 19년의 후삼국 통일까지로서 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태조 11년에는 서경 북부에서 鎭國城을 移築하면서 

通德鎭(肅州)이 설치된 데 이어 청천강 남안에 安北府가 축성됨으로써 서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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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강에 이르는 간선로가 확보되었다. 안북부는 처음에 鎭으로 출발하 다가 태

조 14년에 안북부로 승격하 으며, 기존의 안북부는 剛德鎭(成州)으로 개편되었

다. 

태조 12년에는 서부의 安水鎭(永淸縣)과 부의 安定鎭(慈州), 德鎭(殷州)이, 

태조 13년에는 德鎭(連州)이 각각 축성되었다. 이  안수진은 지리지에는 朝陽

鎭(連州) 연 에 들어 있으나 청 으로 고쳐 비정한 것이며, 안정진과 순덕진은 

지리지 연 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축성 시 과 명칭, 치 등을 고려하여 다른 州 

연 의 일부로 악한 것이다. 태조 17년에는 서부의 通海鎭이, 태조 18년경에는 

동부의 樹德鎭이 각각 축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통일 후부터 태조 말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동부 내륙 

방면으로 축성이 진행되었다. 태조 20년 靜戎鎭( 州), 태조 21년 陽岩鎭, 태조 23

년 長德鎭(德州)에 각각 축성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 단계는 혜종 부터 종 까지이다. 이 시기에 비로소 청천강을 넘어 

축성이 진행되었다. 정종 2년 德昌鎭(博州)과 德成鎭(渭州)이 축성되었고, 같은 해 

동부 내륙 지역인 鐵瓮鎭(孟州)도 축성되었다. 이 추세는 종 에도 지속되어 

종 2년에 □靜鎭(撫州)이 축성되었으나 이후 20년 가까이 축성이 단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종  후반 북방 개척이 다시 극 으로 개되는 시기이

다. 종 21년 安朔鎭(延州)과 光化鎭(泰州)이, 종 23년 化鎭(雲州)이 각각 축

성되어 내륙 방면으로 개척이 진행되었다. 이를 발 으로 종은 령강을 건  

서북 방면으로 개척을 도모하 는데, 종 24년 □德鎭(嘉州)과 安戎鎭(松城)이 

축성되었다. 

하지만 경종 즉  후 동왕 13년 거란과 1차 쟁을 벌일 때까지 북방 개척은 

다시 단되었다. 성종 에는 博州와 泰州, 雲州를 연결하는 선이 고려의 변경으

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추가 진출한 嘉州와 松城은 거란과의 쟁 때 

역 분쟁의 실질 인 상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이어 1차 쟁의 결과로 강동 6주

가 개척되면서 고려의 북방 개척이 재개되었는데, 이에 해서는 후속 논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논문투고일(2010. 10. 25),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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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태조- 종  北界 州鎭의 분포와 개척 과정

  * 연도는 첫 축성 시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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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ansion to the North during the reigns of Kings Taejo, Hyejong, 
Jeongjong and Gwangjo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Jujin (州鎭)” Units:
Analysis of the History of the Jujin units recorded in the “Buk‘gye (北界: 

Northern Regions)” Entry of the <Geography Section (地理志)> inside the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高麗史), and a Suggestion for Revision

 Yoon, Kyeong Jin

In this article, how the Goryeo government expanded its influence to the North 

during the reigns of four kings in its early days (Kings Taejo, Hyejong, Jeongjong and 

Gwangjong), and how the Jujin (州鎭) units were established in the process, are 

examined based upon records inside the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高麗史)’s 

Geography Section (地理志) which documented the overall history of all those Jujin 

units, and also records from the Seongbo-jo (城堡條: Castles and Fortresses) and 

Jinsu-jo (鎭戍條: Defense and Patrol) entries inside the Military Section (兵志). For 

the job, the Northern Region (北界) is examined through four quadrants, the Western 

Coastline, the Middle Region, the Eastern Region, and the Cheongcheon-gang river 

area. Individual history of each of the Jujin units are analyzed and revised here, and 

based upon such new accounts the history of the overall Northern pioneering is also 

newly documented in a chronological fashion.

The first period of the Northern Expansion that continu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was from the first year of Taejo’s reign through the 10th, when 

the East and West of the Seo’gyeong capital was claimed. The second period was from 

Taejo’s 11th year to his 19th, when a main trunk line leading from the Seo’gyeong 

capital to the Cheongcheon-gang river was secured and reclamation of the Western 

Coastline area and the Middle Region was commenced. The third period wa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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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s 20th year through his 26th, when fortresses were constructed towards the inner 

areas of the Eastern region. The fourth period continued throughout the reigns of 

Hyejong, Jeongjong and Gwangjong, as fortresses began to be built beyond the 

Cheongcheon-gang river line. And the final and fifth period was the ending days of 

King Gwangjong’s reign, when reclamation in both directions continued, one headed 

deeper into the inland and the other headed toward the Northwest region.

Keywords: the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高麗史)’s Geography Section (地理

志), the Seongbo-jo (城堡條: Castles and Fortresses) and Jinsu-jo (鎭戍條: Defense 

and Patrol), Expansion to the North, Buk’gye (北界: Northern Regions), Jujin (州鎭)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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