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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德興里 壁畵古墳은 1976년에 현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에
서 발견된 고구려 초기 고분 가운데 하나이다. 무덤 안 벽면에 56개소 600
여자의 묵서와 다양한 벽화가 남아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앞
방 북벽 상단에 쓰인

墓誌에는 무덤의 주인공의 이름과 함께 永樂 18년

(408)이라는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연호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편년
이 확실하다. 벽화는 널길과 이음길 천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그려져 있는
데, 그 대부분에 묵서가 쓰여 있어 벽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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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능하다. 따라서 덕흥리 고분벽화는 다른 벽화와의 비교 검토에서도
기준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1차 사료이다.1)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와 같은 문헌사료에서

특히 고구려사의 경우 

고구려사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당대 문자자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부각된다. 통상 고구려의 문자자료라고 하면

․

․

비문(광개토대왕릉비 중원 고구려비), 석각(평양성성벽 농오리 산성), 불

辛卯銘․永康七年銘․延嘉七年銘․建興五年銘․癸未銘․

상의 광배 명문(

甲寅銘광배), 묵서(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모두루묘) 등을 들 수 있
다. 비록 이들에 대한 연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루어졌지만, 그 중
대다수는 논쟁이 되는 일부에 집중되는 편향성이 보인다.
이는 덕흥리 벽화고분 묵서에 대한 연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는
56개소 600여자의 묵서와 다양한 벽화가 남겨져 있는 덕분에, 발견과 동시
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그 가운데에서도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鎭의 국적이었다.2) 鎭의 국적에 대해서는 크게 고구려로 보는 북한

․ ․

학계와3) 중국 망명객으로 보는 한국 일본 중국학계로 나누어진다.4) 물
1) 덕흥리 고분벽화에 관해서는 사회과학원,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 과학백과사진
출판사, 1981;
, 

(
), 1986 참조.
2)
,
, 
, 1978 12 31
;
,
4,5
,
, 1978 12 31
;
,
, 
 1978 12 8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 고구려사, 1979;
= ,
,
 11, 1979;
,
,

350, 1979;
,
의

 81, 1979; 김원룡, 
, 일지사, 1987; 허흥식, 
 고대편, 아세아문화사, 1984;
,
, 
, 1987.
3)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 력사과학, 1979 3. 1979;
박진욱, 고구려 유주에 대하여 , 력사과학, 1980 4, 1980; 주영헌, 주요 고구려
벽화무덤의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 고구려벽화고분, 1985; 손영종, 덕흥리 벽화
무덤의 주인공 국적문제에 대하여 , 력사과학 1987 1, 1987.

高寬敏 譯 德興里高句麗壁畵古墳 講談社 東京
上原和 新發見の德興里壁畵古墳 每日グラフ 年 月 日字 久保田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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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原和 德興里古墳の墓誌銘と壁畵 術新潮
金元龍 高句麗壁畵古墳 新資料 歷史學報
韓國
美術史硏究
韓國金石全文
井上秀雄 德興里古墳壁畵をみて 高句麗の故地をたずね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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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대체로 중국 망명객
으로 보는 것이 추세이다. 더불어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떠오는 화두는

鎭이

중국인이라면 과연 어느 나라 출신인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까지도 풀리지 않는

難題이기에 결코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 하지만 墓誌

이외의 묵서와 도상을 관심 깊게 살펴본다면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 없다.

鎭의 국적으로 파악하는 연구 방법은 주로 墓誌를 통한 분석
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5) 그러다보니 墓誌 이외의 묵서와 도상은 오히
지금까지

려 역광을 받게 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묘지 이외의 묵서에도 관심을 가지
게 되면서 양자를 종합하여 국적을 제시하는 견해도 나타나게 되었으나,6)
연구 방법 면에서는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

그간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막부관리도 13군태수도, 해당묵서를 통해
의 상세

鎭

國籍을 검토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행해지는 만큼 입증
과정에 집중하였음을 밝힌다.

Ⅱ장에서는 鎭의 國籍에 대한 연구들을 총정리 하는 차원에서 그간의

연구과정을 상세히 살피는 한편,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되짚어 보

劉永智 幽州刺史墓考
略 歷史硏究 康捷 朝鮮德興理壁畵墓及其有關問題
佐伯有淸 德興理高句麗壁畵古墳の墓誌 日本古代中世史
論考
古代東アジア金石文論考 吉川弘文館
佐伯有淸 高
句麗廣開土王時代の墨書銘 東アジアの古代文化
佐伯有淸 古代東
佐伯有淸 食大倉考－德興理高句
アジア金石文論考 吉川弘文館
麗壁畵古墳の墓誌に關聯して 成城大 編 日本常民文化紀要
佐伯有
淸 古代東アジア金石文論考 吉川弘文館
武田幸男 德興理壁畵
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朝鮮學報
註
樂浪․帶方地域 －
墨書銘
․
歷史學報
高句麗 樂浪 帶方
中國系 亡命人
韓國古代史硏究

4) 김원룡, 고구려벽화고분의 신자료 , 역사학보 81, 1979;
,
,
, 1983 2, 1983;
,
, 박물관
연구 1986 1, 1986;
,
,
, 1987; 
,
재수록, 1995;
,
,
 51, 1987;
,
,
재수록, 1995;
,
,
,
 13, 1987;
,
,
재수록, 1995;
,
, 
 30, 1989.
5) 2 3 4 참조.
6) 임기환, 4세기 고구려의
경영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의
검토를 중심으로 , 
 147, 1995; 여호규, 4세기
의
,
경영
과
의 정체성 인식 , 
 5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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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막부관리도를 분석하여 그 내용이 중국 남북조시대의 막
부구성과 유사하는 점을 밝혔다. Ⅳ장에서는 13군태수도의 墨書와 圖像검
았다.

토를 통해 그

虛와 實을 구분하면서, 鎭의 세부국적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보았다. 이 검토는 덕흥리 벽화고분 가운데 지극히 일면을 분석하는
것에 불과하나, 동 사안과 관련된 논란들을 해결하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諸賢의 질정을 바란다.

Ⅱ. 鎭의 國籍에 대한 그간의 論議

墓誌에는 묘주 鎭의 국적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
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국적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墓誌전체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墓誌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그간의 諸論
을 검토하면서, 鎭의 국적을 살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7)
덕흥리 벽화고분의

譯註 韓國古代金石文 Ⅰ, 德興里古墳 墨書銘을 따른다.

7) 판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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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信都縣 都鄕 □甘里’라는 鎭의 출신지는 鎭의 국적 또는

우선 ‘

출자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덕흥리 벽화고분의 성격파
악에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진의 국적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이 고분의 성격은 달리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 출신지에 대해 고구려

高麗史

내지 중국으로 비정하는 2가지 견해가 상충되고 있다. 고구려설은 

地理志3의 ‘嘉州 本高麗信都郡’이라는 기사에 입각하여 묘지에 언급된 지
역을 평안북도 雲田․博川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손영종을 필두로 하는
북한학계의 견해이다.8) 이에 반하는 중국설은 晉書 地理志(上)에 입각하
여 冀州 安平國에 信都縣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中國 河北省이라는
주장이다.9)

仕位 建威將軍 國小大兄 左將軍 龍驤將軍 遼東太守 使持節
東夷校尉 幽州刺史’은 鎭이 역임한 官名인데, 이 역시도 고구려 관명으로
인정되고 있는 ‘國小大兄’을 제외한 다른 관명에 대해서는 고구려 사여
다음으로 ‘

설,10) 중국 사여설,11) 자칭설12) 등으로 그 의견이 갈라진다. 이 가운데 고
구려 사여설은 고구려가 위와 같은 중국식 장군호와 지방관명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 논거가 약하다.13)
여기에는 모두 8개의 관명이 나타난다. 이 8개의 관명에 대해서는 전반

官位․후반부를 4官職으로 분류하기도 하고,14) 전반부를 중국식 장
8) 손영종, 덕흥리 벽화무덤의 피장자 망명인설에 대한 비판 , 력사과학 1991-1,2,
1991, 56쪽.
9) 김원룡, 고구려벽화고분의 신자료 , 159～172쪽.
10)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 1979; 임기환, 4세기 고구
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
부를 4

1995; 이인철, 덕흥리벽화고분의 묵서명을 통해 본 고구려의 유주경영 , 역사학
보 158, 1998.
11)
,
, 1983;
,
, 1986.
12)
,
, 1989; 공석구, 앞의 논문, 1990.
13) 여호규, 4세기
의
,
경영과
의 정체성 인식 , 18쪽.

劉永智 幽州刺史墓考略
康捷 朝鮮德興理壁畵墓及其有關問題
武田幸男 德興理壁畵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高句麗 樂浪 帶方
中國系 亡命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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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호 후반부를 지방관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15) 관명의 기술은 하위에

國小大兄’의

서 고위직의 순서로 파악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

․

위치이다. 이는 고구려의 관직임이 명확하므로 그 뒤에 기술된 좌장군 용

․

․

양장군 동이교위 유주자사 등을 고구려에서 역임했다고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고구려가 이러한 관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없어 현재까지도 의견
이 분분하다.
또한

鎭의 사망일자와 관련된 기록을 주목해보면, 묘지에는 진이 77세

에 죽자, 영락 18년(408) 12월에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영락 18년 12
월 25일은

鎭의 사망일자가 아니라 장례일자를 뜻한다. 당시 고구려는 3년

상을, 중국은 1년 상을 지냈다.16) 만약 진이 고구려의 풍습을 따랐다면 사
망년은 영락 16년(406)이 되며, 중국의 풍습을 따랐다면 408년이 되는 것이
다. 결국 사망년을 406년인가, 408년인가를 해결하는 것 역시 진의 국적문
제와 연계된다.

墓誌에 쓰인 ‘永樂’이라는 광개토왕대의 연호와 ‘太歲在戊申十
二月辛酉朔廿五日乙酉’와 같은 날짜에 대한 기록이다. 永樂라는 연호는
鎭이 고구려 정권과 깊은 연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
한 근거이다. 그리고 太歲在戊申十二月辛酉朔廿五日乙酉은 당시의 역법
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田中俊
明에 의해 언급된 바가 있다. 이 내용은 三正綜覽, 二十史朔閏表 등에
따라 대체로 晉의 역법을 따르고 있는데, 다만 12월의 朔은 辛酉가 아니라
한편,

武田幸男 德興理壁畵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 1989, p. 18.
高句麗의 樂浪, 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 2009,
北史 卷 列傳 82, 高麗傳, ‘屋內經三年 擇吉日而葬’; 禮記, ‘天子七日殯 七月
後葬 諸侯五日殯 五月後葬 士大夫三日殯 三月後葬.’

14)
,
15) 여호규, 4세기
18쪽.
1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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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 역법과의 불일치 현상을
토대로 고구려에 독자적인 역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으
나,17) 약간의 차이만으로 고구려의 역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무
리가 있으며, 다만 진의 묘지를 쓴 기록자의 착오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18)
마지막으로 좋은 장례일자임을 축원하면서 자손의 번영과 현세와 내세

周公相地 孔子擇日 武王選時’라는 묵서

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과 함께 ‘

가 쓰여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유교적인 맥락의 글귀인데, 그 상세한
의미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평양권 초기고분에 나타나는 벽화에 3

敎 혼재적 모티브가 그 당시 六朝 사대부들의 마인드에서 나왔던 것이라
는 연구가 있어19) 진이 중국계 망명인일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그간의 논의를 되짚어 본 결과,

鎭의 국적논란문제의 핵심은 墓誌에

쓰인 기록이 기존 문헌사료와는 다른 체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즉, 진이 고구
려인이고 기록된 지명이나 관직을 모두 인정할 경우 고구려의 통치제도가
그 당시 상당히 정비되어 있었음은 물론, 고구려가 유주로 진출했다는 사
실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은

諸論의 동향

鎭이 고구려인이라기보다 중국 망명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20) 물론 진을 중국 망명객으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쟁이 끝난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5호 16국시대로 지극히 혼란 시기였으며,

田中俊明 德興理壁畵古墳の墨書銘
門田誠一 德興里古墳築造における葬送と造營の思想的背景 高句麗古墳壁畵
と東アジア
韓國金石全文

17)
,
, 1980, 7쪽.
18) 공석구, 덕흥리벽화고분의 그 주인공과 그 성격 , 백제논총 21, 1990, 358쪽.
19)
,
, 
, 2011.
20) 묘주 진이 국적이 고구려인가 중국인가 하는 논쟁과정은 
 고대편
덕흥리벽화고분에 잘 정리되어 있어 참조된다.

8 동국사학 52집

많은 나라가 병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이 망명해왔던 국가 즉,
그의 세부국적은 어디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Ⅲ. 幕府관리도의 구성과 연원

<그림 1>은 앞방 남벽 서측에 그려진 막부관리도이다. 그 상단 중앙
에는 벽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묵서(<그림 8>)가 쓰여 있다. 이

鎭 府의 長史․司馬․參軍․典軍錄事․□

해석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 이

曺․僉史 등, 각 부서의 관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둔다’라
고 적고 있다.

<그림 1> 막부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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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에서의 막부조직의

梁書 高句麗傳

시작은 대개 

의 기록21)을 근거로 하여 광개

小

토왕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

大兄’의 관작을 받고 더욱이
‘永樂’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鎭이 과연 고구려왕이 거느린

<그림 2>
무용총 ‘幘’

<그림 3>
동암리 벽화고분 ‘幘’

<그림 4> 덕흥리
고분벽화 ‘平上幘’

<그림 5>
안악3호분 ‘平上幘’

<그림 6> 덕흥리
고분벽화 ‘介幘’

<그림 7>
안악3호분 ‘介幘’

막부조직과 같은 관료조직을 자
기 휘하에 설치할 수 있을까라
는 의문과 동시에 이에 대한 허
구성 또한 지적되어 왔다.22) 실
제로 벽화에 나타나는 몇몇 특
징들을 살펴보면, 고구려적인
요소보다는 중국적인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인물들의 복식을 면밀
히 검토하면 고구려의 전통적인
복식과는 그 계통을 달리 하는
것이 확인된다. 막부관리도에는

梁書 高句麗傳, ‘以句麗王安為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始置長史․司馬․參
軍官.’

21) 

․

－

․

22) 임기환, 4세기 고구려의 낙랑 대방지역 경영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의 묵서명
검토를 중심으로 , 34 38쪽.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것
은 막부관리도가 어느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망명인이라
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고구려와 연계를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벽화가 망명 이전의 시점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제시할 수는 없다.

～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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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락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인물들을 제외하면 총 20명 정도의 인물이 그
려져 있다. 이들은 관모의 경우

平上幘(2)․介幘(6)․巾(12) 등을 쓰고 있고,

袍(8)․저고리와 바지(10)․저고리와 치마(2) 등을 입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고 있는 幘은 幘․平上幘․介幘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幘은 집안지역의 생활풍속계 인물도가 제
의복은

～

작된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나, 평양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 6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확인되고 있다. 반면

平上幘과 介幘은 집안 일대 고분

벽화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안악3호분 벽화와 덕흥리 고분벽화가 있

․

는 평양 일대에만 그려져 있다. 따라서 막부관리도에 그려진 평상책 개책

․

은 시기적 지역적으로 고구려의 기본 책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중국의

漢, 魏․晉代에 쉽게 찾아지는 중국식 책이다.

이러한 중국적인 복식은 의복에서도 눈에 띤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
는 의복은

袍로 고구려에서 이를 착용한 인물벽화는 평상책․개책과 마찬

～

가지로 지역적으로는 평양일대, 시기적으로는 4 5세기에 국한된다. 이러
한 점은 진이 고구려에 와서 막부를 운용했다기보다는 망명 이전에 운용했
던 자신의 막부를 그렸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23)

長史․司馬․參軍․典軍錄事․□曺․僉
史 등 6개의 관직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앞부분 3개는 長史․司馬․參軍
은 중국 남북조대에 도독의 막부를 구성하는 관직이었으나,24) 나머지 典軍
한편, <그림 8>의 묵서에는

23) 또한 당시 고구려가 평양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추었는지는 명확히 알 순
없지만, 적어도 한 개인의 무덤 내용까지 일일이 감시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고구려가 평양 일대의 장례예법까지 관여했다면 이
일대에서 발견되는 무덤 형태는 물론, 내용까지도 비슷하게나마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5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평양과 집안일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4) 김한규,
의
와
의
,
의
와
,
, 1985, 130 136쪽.

南北朝時代 中國的 世界秩序 古代韓國 幕府制 韓國古代 國家
社會 一潮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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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② ①
故
銘
記
之

曺
僉
史
諸
曺
職
吏

參
軍
典
軍
錄
事

鎭

▨

府
長
史
司
▨ 馬

1
2
3
4
5
6
7

<그림 8> 막부관리도 묵서

錄事․□曺․僉史는 중국측 사료에서도 동일 관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
다면 典軍錄事․□曺․僉史라는 관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막연히
지금까지 알려지진 않았던 고구려 고유의 막부관직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조대의 막부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長史․司馬․(從事中郞)․諮議參軍, 중층부
의 諸曹參軍․功曹史․主簿․祭主(東西閣)․東西曹掾․舍人․錄事, 하층
부의 掾․屬․令史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25) 이를 鎭의 막부관리도에
나타나는 6개의 관직과 비교해보면 長史․司馬는 관직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參軍․典軍錄事는 諮議參軍․諸曹參軍․
錄事 등에서 유추해 볼 때, 그 관직의 이름만 조금 다를 뿐 존재여부에는
남북조대의 막부는 상층부의

하등 지장을 주지 않을 듯하다.

25) 김한규,
인용.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 134쪽, 각주7,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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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曺․僉史뿐이다. □曺의 경우는 앞 글자의

박락으로 관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僉史는 비슷한 관직조차 찾아지지

曹字 曺字
관직의 ‘□曺’은 ‘諸曹’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僉史’이다. ‘僉史’에서 ‘史’字는 명확
히 글자를 알 수 있지만, ‘僉’字의 경우는 재고의 여
지가 있다. <그림 9>는 ‘僉’字로 판독되는 묵서의

않는다. 우선 ‘ ’ 와 ‘ ’ 가 서로 통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의 막부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글자들을 살펴
보면

①‘

’, ‘

’, ‘

’, ‘

’

②‘

’, ‘

’

③‘

’, ‘

’

字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차례대로 ‘僉’, ‘命’, ‘令’
字의 이체자인데, <그림 9>와 형태상 매우 유사하
다고 느껴지는 글자는 아마도 ‘ ’과 ‘ ’, 그리고 ‘ ’字일 것이다. 그런데
<그림 9>
막부관리도 ‘令’

<그림 9>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왼쪽 하단부 묵흔은 묵서했던 흔적이
라기보다는 묵이 흘러내린 자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왼쪽 하단부에 묵서가 되지 않은 글자인 ‘

令

字

’ 가 <그림 9>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글자를 ‘ ’로 파악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되었던 남북조대

令史’와 그 의미가 상통한다.
기본적으로 幕府란 야전군사령관 즉 將軍의 군사적 업무를 보좌하는

의 막부 관직인 ‘

특정한 장소 혹은 장군에 부속된 기관이나 부서를 의미한다. 막부의 본 기
능은

軍法의 운용, 재정수입의 관리 및 인사업무 등 장군의 군사적 업무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막부는 장군만이 개설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직위의 관리도 막부를 보유할 수 없었다.

南北朝대에는 州刺史가 장군직을 兼領하여 軍事權을 가짐과 동
시에 使持節․持節․假節 혹은 都督諸軍事․監軍․督諸軍事 등의 加號를
가졌다고 한다. 西晉 이후 도독이 治所의 刺史를 겸령하였다는 것은 都督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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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軍職과 州刺史職을 제도적으로 겸임했음을 의미한다.26) 이는 德興里
古墳壁畵 墓誌에 남겨져 있는 ‘使持節 東夷校尉 幽州刺史’과도 깊은 연관
이

성이 추측된다. 만일 지금까지 언급된 추론이 허락된다면, 덕흥리 고분벽

鎭의 막부관직구성은 상층부의 長史․司馬․參軍, 중층부의
典軍錄事․諸曹, 하층부의 令史가 속해 있으며, 이는 당시 中國 南北朝의
화에 그려진

막부구성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Ⅳ. 13郡太守圖 분석을 통해 본 鎭의 國籍

앞방 서벽의 전면에 그려진 13군태수도에는 각 인물마다 묵서가 쓰여

郡名과 방문사유를 밝히는 것이다. <그
림 10>은 13군 태수도의 상단 북측에 있는 3행 36字의 묵서로 이 벽면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고서에서는, ‘이 13郡은 幽州에 속하고, 그
屬縣은 75개로 州의 소재지는 廣薊이다. 지금의 州所在地는 燕國이고, 洛
陽에서 2300里가 떨어져 있다. 都尉는 1명인데, 13郡을 아울러 다스린다’
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소속된

고 해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다만

都尉一部幷十三郡’에 대해서는 약간의 異論도 있다.

묵서 말미에 보이는 ‘

都尉 1인이 13군을 아울러 다스렸다’고 해석할 경우 도위에 누가 임명되

‘

었는가 하는 문제와 태수보다 지위가 낮았던 도위가 13군을 다스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지금의 유주는) 도위가 다스리는
1부와 아울러 13군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27)

古代東亞細亞幕府體制硏究 一潮閣

～

26) 김한규, 
,
, 1997, 314 322쪽.
27) 이인철, 덕흥리벽화고분의 묵서명을 통해 본 고구려의 유주경영 , 10 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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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治廣薊今治燕

③ ② ①
里
都
尉
一
部
幷
十
三
郡

治
廣
薊
今
治
燕
國
去
洛
陽
二
千
三
百

此
十
三
郡
屬
幽
州
部
縣
七
十
五
州

또한 ‘

4

國’의 묵서에 주목한 견
해도 있다. 이는 ‘州治廣
薊’, ‘今治燕國’ 각각의 시

5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6

양자 가운데

1
2
3

7
8

鎭이 유주자

사를 역임했던 때의 주치

9

를 설명한 것은 어느 것

10

인가 하는 문제인데, 만일

11

‘

12
13
14

<그림 10> 13군태
수도 전체 묵서

州治廣薊’라면 이 묵서는
‘(역임 당시) 州의 치소는
廣薊인데 지금 (작성당시)
의 치소는 燕國으로 바뀌
었다’로 해석된다고 한다.28)

今治燕國’이라면 이

반면 ‘

州
廣薊였는데, (재임 당시) 지금의 치소
는 燕國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묵서는 ‘ 의 치소는 본래(취임 이전)

․

한편, <그림 11 12>는 각 13군 태수 앞에 쓰인 묵서의 판독이다. 이

燕郡․范陽郡․漁陽郡․上谷郡․廣寧
郡․代郡․北平郡․遼西郡․昌黎郡․遼東郡․玄菟郡․樂浪郡․□□(帶
方)郡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의 유주에 속해 있었던 시기는 後
漢 때까지이며, 이후에는 대체로 幽州․平州․營州 등으로 갈라져 있다.
를 살펴보면, 유주 소속의 13군은

武田幸男 德興理壁畵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 1989, 28쪽.
高句麗의 樂浪, 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 18～

28)
,
29) 여호규, 4세기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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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시기적으로 가까운

南北朝 時代의 경우도 유주․평주․영주로

갈라져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벽화에 나타나는 유주는

鎭이 漢代의 영화를 그리

워하며 지어낸 허구였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30) 그러나 허구로 파악하

⑦ ⑥ ⑤ ④ ③ ② ①
代
郡
內
史
來
朝

<그림 11> 13군 태수도 묵서(상단)

<그림 12> 13군 태수도 묵서(하단)

30)

廣
寧
太
守
來
朝
▨ 賀
▨ 時

▨
⑧
▨
▨
▨
▨
▨
▨
▨
▨

上
谷
太
守
來
朝
賀
時

魚
陽
太
守
來
論
州
時

范
陽
內
史
來
朝
論
州
時

奮
威
將
軍
燕
郡
太
守
來
朝
時

六
郡
太
守
來
朝
時
通
事
吏

1
2
3
4
5
6
7
8
9
10

⑦ ⑥ ⑤ ④ ③ ② ①
濼
浪
太
守
來

玄
兎
太
守
來
▨ 朝

遼
東
太
守
來
朝
▨ ▨ 賀
▨ ▨ 時

昌
黎
太
守
來
論
州
時

武田幸男, 德興理壁畵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 19～20쪽.

遼 北 諸
西 平 郡
太 太 太
▨ 守 守
▨ 來 通
朝 朝 事
賀 賀 吏
時 時

1
2
3
4
5
6
7
8

16 동국사학 52집

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묵서와 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주도독의 관

․

점에서 평주 영주를 포괄한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덕흥리 고분벽화의 절대연대가 408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유주

～

의 시기는 대략 4세기 중반 5세기 초가 된다. 물론

鎭의 망명시기가 정확

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체로 전

․ ․

郡

연 전진 후연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는 모두 13 의
유주를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벽화가 사실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유주자사나 13군의 존재를 모두 허구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 난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13군태수도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

太守는 관모를 쓰고, 袍를 입어 도상적인
면에서 특별히 구분되는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燕
郡太守만이 예외적인데, 홀로 平上幘을 쓰고 있음은 물론 신발의 색까지
식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그림 13>
13郡太守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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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신발의 색이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책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중국에서의

幘은 머리카락을 눌러 冠을 안정되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신분이 귀한 관리는 관모를 쓰기 이전에 먼저 책을 썼다고 한다. 이는 관모
를 벗고 단독으로 책을 쓰는 것도 가능하였는데 그 종류는 덕흥리 고분벽

介幘과 평상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文官은 진현관을 쓸
때 반드시 안에 정수리가 뾰족한 介幘을, 武官은 정수리가 평평한 평상책
화에 보이듯

을 써야 했다고 한다.31) 물론 형태적으로 중국과 완전히 동일한 책은 아니
지만, 그 역할의 의미는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군태수가 홀로 평상책을 쓰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

奮威將軍’이라는 장군직을 가진 것으
로 특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奮威將軍’과 ‘평상책’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된다. 실제로 묵서에도 연군태수는 ‘

묵서에 분위장군이 덧붙여지고, 평상책이 그려진 것은 화가가 연군태수를
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연군태수가 단순히
허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의 인물을 대상으로 그린 것임을 암시한다.32)
이러한 점에서 13군태수도를 모두 진의 허구로 돌릴 수 없다고 본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각 태수마다 쓰인 묵서가 각각 차이를 보인다

․

는 것이다. <그림 11 12>를 참조하여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

六郡太守來朝時通事吏’, ‘諸郡太守通事吏’라고
쓰여 있어 서로 대조된다. 상단에는 ‘六郡’ 하단에는 ‘諸郡’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六郡’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六郡’과 ‘諸
상 하단 맨 앞에는 각각 ‘

陳茂同 中國歷代衣冠服飾制 百花文藝出版社

31)
, 
,
, 2005, 53쪽.
32) 분위장군의 직명에 주목해서 이 연군태수를 실제의 인물로 본 견해가 이미 제기되
어 있다(임기환, 4세기 고구려의 낙랑 대방지역 경영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의
묵서명 검토를 중심으로 , 34 35쪽). 어쩌면 분위장군 연군태수는 과 함께 망명
했던 최측근이었을 수도 있겠다.

～

․

－

․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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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의 차이는 도상적인 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상단의 ‘通事吏’가 남자인
반면, 하단의 ‘通事吏’는 여성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33) 물론 이
를 단순히 대조효과를 나타나기 위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의

六郡’과 달리 ‘諸郡’

미가 없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

은 실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六郡太守’와 ‘諸郡太守’의 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어
졌을까. 여기에 나타난 13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漢代이후 각 사서의
지리지와 十六國畺域志 등을 살펴본 결과,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다가
갈 수 있다. <그림 14․15>에서 보이듯 ‘六郡’, ‘諸郡’에 소속된 지역을
찾아가면 ‘六郡’에 해당하는 군들은 모두 만리장성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諸郡’은 대개 장성의 바깥에 위치한다. 물론 그 가운데 遼西와 北平
이 장성 안쪽에 위치하지만 ‘六郡’에 비해 그 거리가 다소 멀어 변방으로
그렇다면 ‘

취급되었을 터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도상에서만 본다면, 이 구분은 유주
와의 지역적인 거리 차이에서 비롯된 순서라 하겠다.
또한 이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아래와 같은 사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州의 구별 없이 덕흥리 고분벽화에 쓰인 13군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다.34)

① 燕國漢置, 孝昭改為廣陽郡. 統縣十, 戶二萬九千.
② 范陽國漢置涿郡. 魏文更名范陽郡. 武帝置國, 封宣帝弟子綏為王. 統縣八,
35)

戶一萬一千.

36)

德興里高句麗壁畵古墳
晉代 北魏代
志
晉書 卷 志 地理 上 幽州 燕國
晉書 卷 志 地理 上 幽州 范陽國

33) 사회과학원, 
, 14쪽.
34) 사료를 동시대가 아닌
와
의 사료를 발췌한 점에 대해서는 
에 호구수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35) 
 14,
4,
,
,
.
36) 
 14,
4,
,
,
.

十六國畺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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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前秦代 東北方地圖

<그림 15> 後燕代 東北方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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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漁陽郡秦始皇置. 真君七年併北平郡屬焉. 領縣六, 戶六千九百八十四 口二
萬九千六百七十.
④ 上谷郡秦置, 郡在谷之上頭, 故因名焉. 統縣二, 戶四千七十.
⑤ 廣寧郡故屬上谷, 太康中置郡, 都尉居. 統縣三, 戶三千九百五十.
⑥ 代郡秦置. 統縣四, 戶三千四百.
⑦ 北平郡秦置. 統縣四, 戶五千.
⑧ 遼西郡秦置. 統縣三, 戶二千八百.
⑨ 昌黎郡漢屬遼東屬國都尉, 魏置郡. 統縣二, 戶九百.
⑩ 遼東國秦立為郡. 漢光武以遼東等屬青州後, 還幽州. 統縣八, 戶五千四百.
⑪ 玄菟郡漢置. 統縣三, 戶三千二百.
⑫ 樂浪郡漢置. 統縣六, 戶三千七百.
⑬ 帶方郡公孫度置. 統縣七, 戶四千九百.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위의 사료에 따르면 앞방 서벽의 13군은

廣寧郡과 帶方郡을 제외하면,

秦․漢대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존속

모두

되었던 군들이었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관리가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철저
했음을 의미한다. 각기 시대가 다른 사료이기 때문에
의미할 것이나,

縣들의 총합계는 무

戶에 대해서는 주목할 여지가 충분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六郡은 그 지리적인 위치가 매우 가까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魏書 卷106上, 志 5, 地形志 上, 幽州.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幽州, 上谷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幽州, 廣寧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幽州, 代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幽州, 北平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幽州, 代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平州, 昌黎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平州, 遼東國.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平州, 玄菟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平州, 樂浪郡.
晉書 卷14 志 4, 地理 上, 平州, 帶方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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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호수만으로 비교해보면

戶

六郡 가운데 燕郡이 2만

9천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만 1천호의 범양군이 뒤따르고 있다. 나머

～

지 군은 사료가 다른 어양군을 제외하면, 3천 4천호 정도로 나타나고 있

諸郡’인 7개 군 가운데에서 호수가 가장 많은 군은 5천 4백戶의
遼東國(郡)이다. 나머지는 9백戶의 창려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3천～5천호
다. 또한 ‘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六郡’과 ‘諸郡’으로 나누어 그린 이유는 단순한 공
간부족 문제를 떠나, ‘六郡’과 ‘諸郡’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13군태수도를 굳이 ‘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태수들의 배치순서도 눈에 들어오는데, 아마도 이
들이 그려진 순서는 유주 내에서도 구분되는 상하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諸郡’태수의 순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왜냐하

있을 것이다. 이는 ‘

면 북평군을 시작으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郡太守 가운데 가장 한직은 대방태수일 것을 짐작케 한다.
한편, 각 태수마다 鎭을 방문한 사유에 대한 언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연군태수는 ‘來朝時’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범
양․대군․어양․창려 태수는 ‘來論州時’, 나머지 상곡․광녕․북평․요
서․요동․현도 태수는 ‘來朝賀時’라고 기재하였다.48) 이렇듯 방문목적이
각 태수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鎭의 임기가 짧아 한번씩 밖에
때문이다. 즉, 13

방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49)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
제이다.

六郡’ 내에는 太守와 內史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관련

더욱이 ‘

來論州時
來論州時

․ ․ ․
․

48) 이인철은 ‘
’라는 설명에 범양 대군 어양 창려 태수를 하나로 묶고 있
는데, 이는 약간의 수정을 요한다. 왜냐하면 범양군 대군은 내사라는 관직이 붙어
있을뿐더러 ‘
’가 아니라 ‘
’로 다르게 적고 있기 때문이다. ‘ ’
를 빼도 그 의미가 통한다할지라도 의미가 같다면 굳이 다르게 쓸 이유가 없다.
49) 이인철, 덕흥리벽화고분의 묵서명을 통해 본 고구려의 유주경영 , 12쪽.

字

來朝論州時

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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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史는 范陽과 代郡內史가 등장하는데, 양자 모두 상단 벽
화인 六郡에만 포함되어 있다. 內史는 漢나라 초기 제후국에 파견되어 민
정을 장악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魏․晉․南北朝代에 이르러 태수의 임무
하여 주목된다.

도 수행한 관직으로 파악된다.50) 즉, 내사란 실질적으로 태수의 직능을 수
행하였던 관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13군태수도 특히 그 가운데의

六郡

태수도가 허상이라면 구태여 태수와 내사로 구분하여 그렸다는 것이 의문
이 든다.

六郡내의 태수직과 내사직이 鎭과 관련된 시기에 실제로 그러했

을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13군태수도를 단순히
허상으로 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벽화고분은 개인의 사유 공간이므로
약간의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內史의 관직을 가진 범양내사는 ‘來朝論州時’라는 묵서가 적혀

있다. 대군내사는 마지막 세 글자를 박락으로 인해 알 수 없지만, 그 흔적

來朝論州時’의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범양․대군 내사만이 ‘來朝論州時’라는 묵서가 쓰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
으로 보아 범양내사와 같은 ‘

까. 13군태수도의 전체묵서에는 유주가 당시 수도인 낙양과 2300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런데 지도상에서 범양군과 대군은 유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51) 여기에 내사직의 초기역할을 감안
한다면, 이들은 중앙에서 유주자사를 견제하기 파견된 것은 아닌가 라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來朝時’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간부족
으로 인해 그 내용이 줄여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묵서는 8～9字인데 비
해, 연군태수의 경우 같은 공간에 11字의 묵서를 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다. 또한 상곡․광녕․북평․요서․요동․현도 태수는 ‘來朝賀時’를 나머
50) 黃本驥, 歷代職官表, 中華書局, 1965, (釋)20～21쪽.
51) 譯其驪主編, 中國歷史地圖集 第4, 東晋十六國․南北朝時期.
그리고 연군태수의 설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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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來論州時’라고 적혀 있다. 상곡태수를 포함한 6명

지 어양 창려 태수는 ‘

來朝賀時’라는 설명이 쓰여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대방태
수까지 포함된다면 무려 7명의 태수가 설명이 같다. ‘來朝賀時’는 ‘朝賀’라
는 용어로 보아, 변방태수이긴 하나 鎭에 대한 충성의식을 특별히 강조하
기 위해 방문했던 왔던 태수들의 대한 설명으로 파악되며, ‘來論州時’는
內史들의 설명에서 ‘朝’字가 제외된 것 외에는 그 위치적인 공통점이나 戶
數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쓰인 이유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3가지이다. 첫째, 燕郡太守는 실제
의 태수에는 ‘

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그렸기 때문에 평상책이나 신발의 색깔 등의 차이

內史’가 등장

가 크게 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태수와 다른 명칭인 ‘

六郡에만 포함되어 진이 유주자사 내에 실제의 휘하 관직
구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六郡과 諸郡에 그려진 通事
吏의 성별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通事吏가 여자로 그려져 있는
하는데, 이것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당시 관념이 남자관리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

諸郡과 六郡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들은 모두 六郡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13군태수도 가운데 상단에 그려진 六郡은 유주자사인 鎭
이 실제로 담당했던 郡을 가리키며, 諸郡은 마치 자신이 다스렸듯이 만들
하면,

어 낸 허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西晉(265～316) 이후 유주가 분할되어 간다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전연(337～370)은 幽州 6군․平州 10군, 전진
<표 1>을 살펴보면

～

․

～

․

(351 394)은 유주 6군 평주 6군, 후연(384 407)은 유주 6군 평주 5군,

營州 3군으로 나뉜다. 이들은 13군을 하나의 州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도 있지만, 郡의 수가 덕흥리 고분벽화의 13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13군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서 이를 허구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덕흥리 벽화고분의 묵서는 문헌 사료와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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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幽州

後漢

～

(B.C.25
A.D.220)

西晉

～

(265 316)

後趙

～

(319 351)

前燕

～

(337 370)

前秦

～

(351 394)

後燕

～

(384 407)

幽州의 시대별 변천과정
平州

․ ․ ․
․ ․
․ ․
․ ․ ․
범양국 ․ 연군 ․ 북평 창려군․요동군․낙랑
군․상곡군․광녕군․ 군․현도군․대방군
대군․요서군
범양군 ․ 연군 ․ 어양
군․상곡군․대군
연국 ․ 어양군 ․ 범양 창려군․요동군․낙랑
국․북평군․대군․광 군․현도군․대방군․
녕군
요서군․기양군․성주
군․당국군․영구군
연국 ․ 범양군 ․ 북평 창려군․요동군․낙랑
군․광녕군․대군
군․현도군․대방군․
요서군
연군 ․ 어양군 ․ 범양 창려군․요동군․낙랑
군․광녕군․대군․상 군․현도군․대방군

營州

탁군 광양군 대군
상곡군 어양군 우북
평군 요서군 요동
군 현도군 낙랑군
요동속국

․

요서군 북평군

․

․

북평군 요서군 당군

곡군

당대에 쓰인 1차 사료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六郡과 諸郡 구분되고 있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六郡은 燕郡․范陽郡․漁陽郡․上谷郡․廣寧
郡․代郡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앞선 세 나라의 六郡과 비교
하면 전연은 上谷郡 대신 北平郡이 포함되어 있고, 전진은 漁陽郡이 빠진
5군으로 이루어져 덕흥리 고분벽화의 六郡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후연의 유주 六郡을 살펴보면 13태수도의 六郡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연과 전진, 그리고 후연 시기에 유주가 적게는 2州 많게 3州
이러한 관점에서 13군태수도가 상 하단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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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유주의 소속된 군은 1, 2군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
하다. 이것은 그 시대에 유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묻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연의 유주

六郡이 13군태수도의

六郡과 동일하다는 점을 마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13군태수도의 諸郡은 北平郡․遼西郡․昌黎郡․遼東郡․玄菟
郡․樂浪郡․□□郡(帶方) 등의 7개군으로 구성된다. 앞선 세 나라에서 유
주 소속군을 뺀 나머지 군과의 비교를 통하면 前燕은 冀陽․成周․唐國․
營丘郡이 더 추가되어 10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前秦은 북평․창려군이 빠
진 6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後燕은 平州와 營州로 분리되어 있으나,
그 소속군은 당군을 제외하면 덕흥리 고분벽화의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즉, 평주와 영주를 구분하지 않고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諸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六郡은 실제 다스렸던 유주를 나타내며, 諸郡

은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허상으로 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鎭의 국적은 6군이 일치하고 있는 後燕으로 볼 수 있겠다.
Ⅴ. 맺음말

4세기 말 북중국의 형세는 383년

前秦의 부견이 東晋에 무너짐에 따라

급변하기 시작했다. 전연 모용황의 제 5자였던 모용수가 전진을 이탈하여
385년 후연을 건국하였다. 이후 북중국은 점차 후연의 세력권이 되었으며,
요동 역시 후연에 귀속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前秦과 後燕의 왕조교체를

틈타 40여년 만에 요동진출을 재개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내정을 정비
하여 국력의 다시 안정화시켰고, 북중국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후연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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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것이다. 그러나 후연은 적극적인 공세로 요동을 방어하였고, 이후 고
구려의 요동진출은 난항을 겪게 된다.52)

魏를 칭하며 후연을 압박
한 결과, 395년 후연은 하북의 지배권을 상실하며 수도를 龍城으로 옮겼다.
그런데 386년(고국양왕 3년) 선비족 탁발씨가

이후 후연과 고구려는 다시금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후 고구려와 후연은 400년부터 406년까지 많은 전쟁을 거듭하고 있다.53)
400년 고구려는 먼저 후연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서방진출이 좌
절된 후연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 해 2월 곧바로 모용성이 이끄는 3만
여 명의 군사가 쳐들어와 고구려의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시켰다. 고구려는

․

남부(백제) 서부(후연)에서 일어난 연이은 전쟁 속에 정비의 기간이 필요
했고, 2년의 공백을 가진다. 정비가 완료된 402년 고구려는 즉각 후연의
수도 용성의 동쪽 요충지인 숙군성을 공격하여 차지했고, 이에 고삐를 늦
추지 않고 404년 11월에 재차 후연에 대한 공세를 펼친다.
이에 후연왕 모용희는 405년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며
요동을 공격하였다. 전쟁의 성패가 후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으나 모용희
가 여유를 부리는 사이 고구려가 성을 재정비해,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간다. 다음해(406) 재차 고구려를 침략해왔지만, 3000리를 행군하여 병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2년, “二年, 夏六月, 王出兵四萬, 襲遼東,
先是, 燕王垂命帶方王佐, 鎭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將兵救之, 我軍擊敗
之, 遂陷遼東玄菟, 虜男女一萬口而還, 冬十一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
郡, 初, 幽冀流民多來投, 農以范陽龐淵爲遼東太守, 招撫之.” (2년 6월에 왕이 군사
4만 명을 내어 遼東을 습격하였다. 이 앞서 燕王 垂가 帶方王 佐로 하여금 龍城을
鎭守케 하였는데, 佐는 우리 군사가 遼東을 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司馬 郝景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케 하였다. 우리 군사는 이를 격파하여 드디어 요동과
玄菟를 함락하고 남녀 1만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11월에 燕將 慕容農이 군사를
이끌고 침범해 와 遼東․玄菟의 2郡을 回復하였다. 처음에 幽州․冀州의 流民이 많
이 항복하므로 農이 范陽의 龐淵으로써 遼東太守를 삼아 불러 위무케 하였다)
53) 三國史記에 기록된 고구려와 후연의 전쟁기사는 다음과 같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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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말이 병들고 얼어 죽은 자가 길에 넘쳤다고 전하는 기록에서 살필 수
있듯이 후연군은 이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지막까지 고
구려 목저성을 공격하였으나 그 역시 실패로 끝난다.54) 그 결과 후연은 몰

馮跋)의 반란으로 인해 멸망한다.

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결국 407년 풍발(

鎭이 고구려로 망명했던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진의 최종관직이

유주자사였음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던 시점에서 망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연 말기의 일련의 사건들이 주목될 만
하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연은 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

NO.

년도

A

399
(400)

B

401
(402)

C

403
(404)

D

404
(405)

E

405
(406)

F

406
(40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九年條
後燕
朝貢
燕王 慕容盛
聘禮
驃騎大將軍 慕容熙
新城․南蘇 城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十一年條
宿軍城
燕 平州刺史 慕容歸
城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十三年條
後燕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十四年條
後燕王 慕容熙 遼東
熙 將士
討平
皇后
入城
城中
燕王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十五年條
燕王 熙 契丹
陘北
輜重兵
輕兵
燕軍
行軍
木底城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十六年條
宮闕 增修




권18,
6
9(10)년 정월에 왕이
에 사신을 보내어
하였다. 2월에
이 우리 왕의
가 거만함을 이유로 친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습격하
였는데,
로 선봉을 삼아
의 두 을 함락하여
700여 리의 지경을 개척하고 5,000여 호를 옮겨 놓고 돌아갔다.

권18,
6
11(12)년에 왕이 군사를 보내어
을 치니 의
는
을 버리고 달아났다.

권18,
6
13(14)년 12월에 군사를 내어
을 침범하였다.

권18,
6
14(15)년 정월에
가
을 공격하였는데, 성이 장차 함락되
려 하자 는
에게 명하기를, “오르지 마라. 그 성을
한 후에 짐이
와 더불어 연을 타고
하겠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에서 방비
를 엄히 하였으므로
은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권18,
6
15(16)년 12월에
가
을 습격하여
에 이르렀는데, 거란의
무리가 많음을 꺼리어 돌아가려 하여 드디어
을 버리고
으로써
우리를 습격하였다.
은 3,000여 리를
하여 병사와 말이 피로하고
얼어죽은 자가 길에 즐비하였고, 우리의
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권18,
6
16(17)년 2월에
을
하였다.

三國史記

資治通鑑 卷114 晉記36 義熙 2년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高句麗
木底城, 不克而還. 夕陽公雲傷於矢, 且畏燕王熙之虐, 遂以疾去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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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무너져갔는데, 특히 왕인 모용희는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되는
세력들을 제거하여 신뢰를 잃었고, 무리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백성들마
저 등을 돌렸다.55) 여기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이지만 진이 고구려
로 망명했던 시점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시기일 확률이 가장 높다.

Ⅱ장에서는 그간 墓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鎭의 국적논의를 정리하면

서,

鎭을 중국인 망명객으로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

개하였다.

Ⅲ장에서는 진의 국적을 알 수 있을만한 단서들을 여럿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막부관리도의 조직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의
막부관직구성이 상층부의
층부의

長史․司馬․參軍, 중층부의 典軍錄事․□曺, 하

令史가 속해 있으며, 이들의 연원이 중국 남북조시대의 막부구성에

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덕흥리 벽화고분의 편년(408)

前燕․前秦․後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해보았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13군태수도의 燕郡․范陽
郡․漁陽郡․上谷郡․廣寧郡․代郡․北平郡․遼西郡․昌黎郡․遼東
郡․玄菟郡․樂浪郡․□□郡(帶方)이 모두 포함된 유주를 중국사서와 비
을 감안하여 진의 국적이 남북조시대

교하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3군이 모두 유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漢代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3군태수도의
6郡이 7郡과는 달리 특수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양자를 비
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6郡은 실제 존속했던 것임을 확인하였고, 그것
이 존재했던 나라가 後燕이었음을 밝혀내었다.
이상 덕흥리 벽화고분에 그려진 벽화는 鎭이 망명 이전에 後燕에서 겪
었던 경험을 최대한 되살리고, 위세를 위한 약간의 허구를 가미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鎭을 후연에서 망명해 온 중요인물로 판단

資治通鑑 卷114 晉記36 義熙 3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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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당시 지속되었던 후연과의 전쟁기록의 신빙성은 물론, 광개토왕
릉비 영락 17년 기사의 전쟁대상 문제56)를 밝힘에 있어서도 미약하게나
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원래

鎭이 후연에서 망명해 온 시점과 그 이유까지 다루어져

야만 했다. 그러나 역량부족으로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자료를 제대
로 활용하지 못한 필자의 책임이다. 차후 기회가 되는대로

鎭과 후연, 그리

고 고구려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고 싶다.

 주제어(Keyword)
德興里古墳壁畵(DeokHeung-Ri Ancient tomb Mural), 鎭(Jin), 幕府官吏圖(Makbu
Official painting), 13군태수도(13Gun Administrator painting), 後燕(Later Yan),
Goguryeo(高句麗)

(2012.4.30 투고 / 2012.5.22. 심사완료 / 2012.6.15. 게재확정)

․ ․ ․
․濱田耕策․

․

56) 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조에 대해서는 신채호 정두희 천관우 임기환 박경
철 이인철 등은
으로, 김석형 왕건군
이기동 등은
으로 파악하고 있다.

․

戰

對後燕戰

․

對百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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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德興里 壁畵古墳의 墨書와 圖像검토를 통해 본 鎭의 國籍
김 근 식

이 글의 목적은 덕흥리 고분벽화의 묵서와 도상을 살펴 그 특징을 살

鎭의 政事장면인 막부관리도와
13군태수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행하였다. 물론 鎭의
상세 國籍을 검토하여 얻어진 것은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펴보는 것에 있다. 특히 앞방벽화에 묘사된

기존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만큼 입증 과정에 더욱 집중하였다. 막부
관리도의 막부관직이 중국 남북조대의 막부 구성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

郡

․ 六郡과 諸郡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유

어낼 수 있었으며, 13 이 상 하단
를 밝혀

六郡은 실상의 郡으로 諸郡은 허상의 郡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막부관리도는 묵서의 이체자 분석 등을 통해 남북조 막부구성을 파악
하는데 주력했으며, 13군태수도는 묵서의 분석을 통해 각 군의 배치와 위
치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논지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
과 덕흥리 벽화고분 앞방벽화는

鎭이 망명 이전에 後燕에서 겪었던 경험

을 최대한 되살려, 위세를 위한 약간의 허구를 가미한 벽화를 그렸다고 판
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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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Jin s nationality by examine DeokHeung-Ri Ancient tomb
writing and paint
Kim, Keun-sik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eatures of Goguryeo’s DeokHeung-Ri Ancient

德興里古墳壁畵) by examine writing and painting. Especially focused
on political affairs of Jin(鎭) described on Makbu official painting(幕府官吏圖)
and 13Gun Administrator painting(13郡太守圖), and did detailed review on
tomb Mural(

them. Also tried to verify Jin’s nationality. The try of verifying Jin’s nationality,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recedent study, but value of this study is at
examine by another angle. Also found out Makbu public office title of Makbu
Official painting was same as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and

十三郡)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6Gun(六郡) and Jaegun

reason of 13Gun(

諸郡). It means 6Gun was real and whole Gun was illusion. With Makbu Official

(

painting tried to find out Makbu organization of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by analyzed the writing’s different character. With 13Gun administrator
painting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mention arrange and location problem of
Gun. DeokHeung-Ri Ancient tomb front room mural is describing Jin’s story, that

後燕) before he exile to Goguryeo. And mural was

he experienced in Later Yan(

fictitious to make display of his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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