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譯註>

舊唐書 권133, 李晟傳 譯註
－[附] 아들 李愿ㆍ李愬ㆍ李聽 등 및 생질 王佖 列傳－
42)

정 병 준*

[해설]
당조는 300년가량 존속하면서 長安이 반란 세력이나 이민족에게 점령
당해 왕조 존망의 위기에 빠졌던 적이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安史의
亂 때이고, 두 번째는 안사의 난 직후에 吐蕃이 장안을 일시 점령했을 때

이며, 세 번째는 德宗 시기에 ‘반역 번진’들이 반기를 든 이른바 四王二帝
의 난이 일어나 장안이 점령당했을 때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에서
사태 수습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郭子儀지만, 세 번째 사건에서 가
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李晟이었다. 이에 이성 및 그 아들들 열전에는
당조가 사왕이제의 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그 후 번진들의 동향이 생
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역주]
이성은 字가 良器이고 隴右 臨洮1) 사람이다. 조부 [李]思恭과 부친 [李]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1) 舊唐書 권40, 地理志3, 隴右道, 洮州 조, 1636쪽; 新唐書 권40, 지리지4, 농우
도, 洮州ㆍ臨洮郡 조, 10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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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은 대대로 농우에 살면서 裨將이 되었다. 이성은 태어난 지 몇 년 뒤

부친이 죽었는데[孤] 모친을 섬기는 것이 효성스럽고 공손하였으며, 성격
이 굳세고 맹렬하였으며[雄烈] 재주가 있었고 騎射에 능[善]하였다. 18세에
군대에 종사하였는데, 신장이 6척이었고 용감함이 남달랐다. 그때 河西節
度使 王忠嗣2)가 吐蕃을 공격하였는데, [토번의] 날랜 장수가 성에 올라 항

전하였기 때문에 자못 사졸들이 부상을 입었다. 왕충사가 군중에서 활을
잘 쏘는 자를 모집하여 쏘게 하였는데, 이성이 활을 당겨 한 발을 쏘아
쓰러뜨리자 三軍(즉 절도사의 군대)이 모두 크게 환호하였다. 왕충사가 후
하게 상을 내리고 그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하길 “이는 1만 인을 대적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안사의 난 이후] 鳳翔3)節度使 高昇4)이 평소
그 명성을 듣고 불러 列將으로 삼았다. 일찍이 疊州5)의 叛羌을 高當川에
서 치고 또 宕州6) 連狂羌을 罕山에서 공격하여 모두 깨뜨렸으며 左羽林大
將軍同正으로 승진하였다. [代宗] 廣德 연간(763∼764) 초에 봉상절도사
孫志直7)이 이성을 임명[署]하여 遊兵을 총괄하게 하였는데, [이성이] 党項
羌 高玉8) 등을 격파하고 그 공으로 特進ㆍ試光祿卿ㆍ轉試太常卿에 제수
2) 吴廷燮, 唐方鎭年表 3, 河西 조에 의하면 왕충사가 하서절도사를 지낸 시기는
玄宗 天寶 5載(746) 정월부터 그 이듬해 10월까지이다(中華書局, 1980, 1222쪽).
하서절도사 왕충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병준, ｢‘營州城傍高麗人’ 王思禮｣, 고구
려연구 19, 2005, 264∼268쪽 참조.
3) 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鳳翔府 조, 1402쪽; 신당서 권37, 지리지1, 관내
도, 鳳翔府ㆍ扶風郡 조, 966쪽.
4) 吴廷燮, 唐方鎭年表 1, 鳳翔 조에 의하면 李昇이 봉상절도사를 지낸 시기는 肅宗
上元 2년(761)부터 代宗 廣德 원년(763)까지이다(2쪽).
5) 구당서 권40, 지리지3, 농우도, 첩주 조, 1638쪽; 신당서 권40, 지리지4, 농우
도, 疊州ㆍ合川郡 조, 1044쪽.
6) 구당서 권40, 지리지3, 농우도, 탕주 조, 1638쪽; 신당서 권40, 지리지4, 농우
도, 宕州ㆍ懷道郡 조, 1044쪽.
7) 손지직은 이승의 후임으로 대종 광덕 원년(763)부터 2년(764)까지 봉상절도사를
지냈다(吴廷燮, 唐方鎭年表 1, 2쪽).
8) 구당서 권122, 張獻誠傳, “寶應元年冬, 東都平, 史朝義逃歸汴州, 獻誠不納, 舉州
及所統兵歸國, 詔拜汴州刺史ㆍ充汴州節度使. 踰年來朝, 代宗寵賜甚厚. 三遷檢校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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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대종] 大曆 연간 초에 李抱玉이 鳳翔을 다스리면서[鎭]9) 이성을 右軍
都將10)에 임명하였다. [대력] 4년(769) 토번이 靈州를 포위하였을 때 이포

옥이 이성에게 병사 5천을 거느리고 토번을 치게 하자 이성이 따르지 않고
말하길 “병사[衆]로 [치기에는 숫자가] 부족하고 모략을 쓸 경우에는 너무
많다”고 하고 병사 1천 인을 거느리고 大震關을 빠르게 나가 臨洮에 이르
러 定秦堡를 빼앗아[屠] 그 쌓아둔 것[積聚]을 불태우고 堡帥 慕容谷鍾을
사로잡아 돌아오니, 토번이 영주의 포위를 풀고 갔다. 開府儀同三司11)에
배수되었다. 얼마 안 되어 左金吾衛大將軍 및 涇原ㆍ四鎭ㆍ北庭都知兵馬
使를 겸하고12) 아울러 遊兵을 총괄하였다. 얼마 안 되어 [涇原]節度使 馬
璘13)이 토번과 鹽倉14)에서 싸워 군대가 패하였는데, 이성이 부하 병사를
部尚書ㆍ兼梁州刺史ㆍ充山南西道觀察使. 廣德二年十月, 擒南山賊帥高玉以獻”(3497
쪽); 구당서 권132, 李抱玉傳, “代宗即位, 擢爲澤潞節度使ㆍ潞州大都督府長史ㆍ
兼御史大夫, 加領陳ㆍ鄭二州, 遷兵部尚書.…… 廣德元年冬, 吐蕃寇京師, 乘輿幸陝,
諸軍潰卒及村閭亡命相聚爲盜, 京城南面子午等五谷羣盜頗害居人. 朝廷遣薛景仙領
兵爲五谷使招討, 連月不捷, 乃詔抱玉兼鳳翔節度使討之. 抱玉探知賊帥行止之處,
先分屯諸谷, 乃設奇潛使輕銳數百南自洋州入攻之. 賊帥高玉方與諸偷會, 遽爲銳卒
數十人掩擒之, 因大搜獲偷黨, 悉斬之, 餘黨不討自潰, 旬日內五谷平”(3646쪽). 다

음 각주에서 말하듯이 이포옥은 손지직의 후임이다.
9) 이포옥은 손지직에 뒤이어 대종 광덕 2년부터 대종 大曆 5년(770)까지, 또 대력
6년부터(771) 대력 12년(777)까지 봉상절도사를 지냈다(吴廷燮, 唐方鎭年表 1
冊, 3쪽).
10) 都將은 都知兵馬使를 가리키며 都頭라고도 불렀다. 渡邊孝, ｢唐五代の都將に關す
る覺書｣(上),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 史學 38, 1992, 3～4쪽; 張國剛, ｢唐代
藩鎭軍將職級考略｣, 唐代政治制度硏究論集, 文津出版社, 1994, 163쪽 참조.
11) 文散官 종1품이다.
12) 신당서 권154, 이성전, “遷開府儀同三司, 以右金吾衛大將軍爲涇原ㆍ四鎭ㆍ北庭
兵馬使”(4863쪽).
13) 마린이 경원절도사를 지낸 것은 대종 대력 3년(768)부터 대력 11년(776)까지이다
(吴廷燮, 唐方鎭年表 1, 경원 조, 56∼57쪽).
14) 구당서 권128, 段秀實傳, “[大曆]八年, 吐蕃來寇, 戰于鹽倉, 我軍不利. 璘爲寇戎
所隔, 逮暮未還, 敗將潰兵爭道而入. 時都將焦令諶與諸將四五輩狼狽而至, 秀實召
讓之曰, ‘兵法, 失將, 麾下當斬. 公等忘其死而欲安其家耶!’, 令諶等恐懼, 下拜數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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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느리고 옆을 쳐서[橫擊] 마린을 빼내어 亂兵 가운데에서 나왔으며 그 공
으로 合川郡王에 봉해졌다. 마린은 이성의 威名을 꺼려하며 또 禮로 대우
하지 않고서 京師에 입조하게 하였는데, 대종이 宿衛하여 머물게 하고 右
神策15)都將으로 삼았다. [대력 14년(779) 5월] 德宗이 즉위하였고 [10월]

토번이 劍南을 침략하였는데, 그때 [西川]節度使 崔寧이 경사에 입조하였
으므로 三川이 떨며 두려워하였다.16) 이에 이성에게 조서를 내려 神策兵
을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고 太子賓客을 제수하였다. 이성이 이에 漏天을
넘어가 飛越ㆍ郭淸ㆍ肅寧 세 城17)을 함락시키고 大渡河를 끊고서18) 오랑
캐[虜] 머리 1천여 급을 얻으니 오랑캐가 물러갔다. [이성은] 成都에서 수개
월을 머문 후 돌아왔다.
[덕종] 建中 2년(781) 魏博의 田悅이 反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洺州의]
臨洺19)과 邢州20)를 포위하자, 조서를 내려 이성을 神策先鋒都知兵馬使에

임명하여 河東節度使 馬燧, 昭義節度使 李抱眞21)과 함께 병사를 합해 임
秀實乃悉驅城中士卒未出戰者, 使驍將統之, 東依古原, 列奇兵示賊將戰, 且以收合
敗亡. 蕃眾望之, 不敢逼. 及夜, 璘方獲歸”(3585쪽).
15) 雍錄 권8, 宮北禁軍營圖, 神策軍 조, “哥舒翰破吐蕃磨環川, 卽其地置神策軍. [安]
祿山反, 神策故地淪沒, 其軍人有寓屯陝州者, 號神策軍, 後遂統於觀軍容使. 自此
迭以中官領之, 分左ㆍ右廂. 大曆中, 凡兵屯京兆ㆍ鳳翔七縣者, 皆隷神策”(中華書
局, 175쪽).
16) 崔寧은 10여 년 동안 西川節度使로 있으면서 방자하게 행동하고 賦稅를 상공하지

17)

18)
19)
20)
21)

않았다. 덕종이 즉위한 해 9월에 뜻밖에 입조를 하였는데, 다음 달 토번이 남조와
함께 서천을 공격해 온 것이다(정병준, ｢德宗의 藩鎭改革 政策과 平盧節度使 李正
己｣, 중국사연구 81, 2012, 135쪽).
신당서 권42, 지리지6, 劍南道, 黎州ㆍ洪源郡 조, “有洪源軍. 有定蕃ㆍ飛越ㆍ和
孤三鎮兵. 又有武侯ㆍ廓清ㆍ銅山ㆍ肅寧ㆍ大定ㆍ要衝ㆍ潘倉ㆍ三碉ㆍ杖義ㆍ瑠璃ㆍ
和孤十一城”(1084쪽).
신당서 권133, 이성전, “德宗始立, 吐蕃寇劍南, 方崔寧未還, 蜀土大震, 詔晟將神
策兵救之. 踰漏天, 拔飛越等三城, 絕大渡, 斬虜千級, 虜遁去. 建中二年,……”(4864쪽).
河北道 洺州의 屬縣이다. 구당서 권39, 지리지2, 洺州 조, 1497쪽.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邢州 조, 1499쪽; 신당서 권39, 지리지3, 하북
도, 邢州ㆍ鉅鹿郡 조, 1013쪽.
구당서 권132, 李抱眞傳, 3648쪽; 신당서 권138, 이포진전, 4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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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구원하게 하였다. 곧이어 더하여 어사중승을 겸하게 하였다. 하동ㆍ
소의 군대가 楊朝光을 임명 남쪽에서 공격하고 이성이 하동의 騎將 李自
良 및 李奉國과 함께 전열을 雙岡22)에서 치자 전열의 군대가 물러났고 마

침내 양조광을 참살하였다. 임명에서 싸웠는데, 諸軍이 모두 퇴각하였다.
이성이 병사를 이끌고 洺水23)를 건너며 얼음을 타고 건너가 전열의 군대
를 옆으로 공격하자, 황제 군대[王師]가 다시 세력을 떨쳐 전열을 쳐서 크
게 깨뜨렸다. [건중] 3년(782) 정월 또 諸道 군대가 전열의 군대를 [相州]
洹水24)에서 쳐서 패배시키고 마침내 나아가 魏州를 공격하였는데,25) 공으

로 檢校左散騎常侍와 實封26)100戶가 더해졌다. 얼마 안 되어 魏府(즉 위
박절도)司馬27)를 겸하였다. 그때 朱滔와 王武俊이 군대를 연합하여 深ㆍ
趙에 머물고 있었는데, [2월]28) 조정의 賞功이 박한 것에 분노하였다. 전열

이 가히 이간할 수 있음을 알고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자 [4월]29) 주도
와 왕무준이 이에 응해 마침내 병사를 보내 康日知를 趙州에서 포위하였
다. 이포진은 병사 2천 인을 나누어 邢州를 지키자 마수가 크게 노하여
22) 구당서 권134, 馬燧傳, “[田]悅自攻臨洺, 遣大將楊朝光將兵萬人, 於臨洺南雙岡
東西列二柵以禦燧. 燧乃率李抱真ㆍ李晟進軍, 營於二柵之中.…… 燧乃令大將李自
良ㆍ李奉國將騎兵合神策軍於雙岡禦之,……”(3692쪽).
23) 洺水는 洺州 속현의 명칭이기도 하다.
24) 相州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9, 지리지2, 상주 조, 1491∼1492쪽.
25)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건중 3년 윤정월 조, “馬燧ㆍ李抱眞ㆍ李芃(봉)破田悅
兵於洹水, 進攻魏州”(331쪽).
26) 지위만을 나타내는 虛封이 아닌 것을 말한다. 礪波護, ｢隋の貌閱と唐初の食實封｣,
唐代政治社會史硏究, 同朋舍, 1986 참조.
27) 嚴耕望, ｢唐代方鎭使府僚佐考｣, 唐史硏究叢稿, 龍門書店, 1969, 182∼187쪽(行
軍司馬) 등 참조.
28) 자치통감 권227, 건중 3년 2월 조, 7319쪽.
29) 자치통감 권227, 건중 3년 4월 조, “上以魏州未下, 王武俊復叛, 力未能制滔, 壬
戌, 賜滔爵通義郡王, 冀以安之. 滔反謀益其, 分兵營於趙州以逼康日知, 以深州授
王巨源, 武俊以其子士眞爲恆ㆍ冀ㆍ深三州留後, 將兵圍趙州”(7322쪽); 같은 年月
조, “及王武俊逼趙州, [李]抱眞分麾下二千人戍邢州, [馬]燧大怒曰,…… [李]晟說燧
曰,……”(7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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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성이 마수에게 말하길 “처음에 조서를
받들어 進討할 때 세 [藩]帥가 일제히 나아갔다. 李 尙書(즉 이포진)는 형
주가 조주와 연접하므로 병사를 나누어 지키면서 진실로 아직 해를 끼친
것이 없고, 그 정예 병졸과 날랜 장수가 모두 여기에 있다. 公께서 급히
군대를 돌린다면 나라의 일[王事]은 어찌될 것인가?”라고 하였다. 마수가
노여움을 풀고 이성에게 사죄하였다. 마수는 이에 스스로 이포진의 보루로
가서 그와 서로 환대하길[交歡] 예전과 같이 하였다.
왕무준이 趙州를 공격하자 [7월]30) 이성이 [덕종에게] 狀을 올려 [자신
이] 조주의 포위를 풀고 이어 병사를 이끌고 定州로 달려가 [義武軍節度使]
張孝忠31)과 합세하여 范陽을 도모하고자 청하였다. 덕종이 장하다고 여겨

[壯] 이성에게 어사대부를 더해주고 禁軍 將軍인 莫仁擢ㆍ趙光銑ㆍ杜季泚
를 모두 그에게 예속시켰다. 이성이 魏州에서 군대를 빼어 북쪽으로 이동
하여 빨리 조주로 달려가자 왕무준이 그 소식을 듣고 포위를 풀고 갔다.
이성이 3일 동안 조주에 머문 뒤 장효충 군대와 합쳐 북으로 恆州32)를 공
략하였고 주도의 장수 鄭景濟를 [瀛州] 淸苑33)에서 포위하여 물길을 잘라
30) 자치통감 권227, 건중 3년 7월 조, “李納求救於[朱]滔等,…… 以淮寧節度使李希烈
兼平廬淄靑兗鄆登萊濟州節度使, 討李納,…… 神策行營招討使李晟請以所將兵北解
趙州之圍, 與張孝忠分勢圖范陽, 上許之. 晟自魏州引兵北趨趙州, 王士真解圍去.
晟留趙州三日, 與孝忠合兵北略恆州”(7333∼7334쪽).
31) 자치통감 권227, 건중 3년 2월 조, “以張孝忠爲易ㆍ定ㆍ滄三州節度使”(7319쪽)
및 同 5월 조, “置義武軍節度於定州, 以易ㆍ定ㆍ滄三州隸之. [胡三省 注; 以命張孝
忠]”(7330쪽).
32) 구당서 권39, 지리지3, 하북도, 鎮州ㆍ常山郡 조, “大都督府. 本恆州恆山郡, 治石
邑, 義寧元年析隋高陽郡置. 武德四年徙治真定. 天寶元年更郡名, 十五載曰平山,
尋復為恆山. 元和十五年避穆宗名更”(1014쪽); 신당서 권66, 方鎭表3, 成德, 寶
應 원년(762) 조, “[十一月]置成德軍節度使, 領恆ㆍ定ㆍ易ㆍ趙ㆍ深五州, 治恆
州”(1840쪽).
33) 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瀛州 조, “天寶元年, 改爲河間郡. 乾元元年, 復爲
瀛州. 舊領縣十, 河間ㆍ高陽ㆍ樂壽ㆍ博野ㆍ清苑ㆍ鄚ㆍ任丘ㆍ文安ㆍ平舒ㆍ束城.
景雲二年, 分鄚ㆍ文安ㆍ任丘ㆍ清苑置鄚州. 大曆後, 割博野ㆍ樂壽隸深州”(1513쪽);
同, 深州, 博野[縣] 조, “[武德]九年, 復立蠡州, 領博野ㆍ清苑二縣. 貞觀元年, 廢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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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으로 흘려보냈다. 전열과 왕무준이 모두 이(즉 정경제)를 구하기 위해
병사를 보내 白樓에서 싸웠다. 賊이 [장효충의] 義武軍을 침범하였으므로
조금 퇴각하자 이성이 步騎를 이끌고 격파하였는데, 이성이 탄 말에 연이
어 流矢가 꽂혔다. 달을 넘겨 성 안이 더욱 급박해지자 주도와 왕무준이
크게 두려워서 魏博의 군대를 모두 이끌고 와서 다시 이성 군대를 포위하
였다. 이성이 안으로는 정경제를 포위하고 밖으로는 주도 등에게 맞서 싸
워 하루에도 수차례 접전한 것이 [건중 4년] 정월에서부터 5월34)에 이르렀
다. 마침 이성이 병이 심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軍吏가 함께 모
의하여 말수레에 태워 定州로 돌아갔는데, 적이 감히 핍박하지 못하였다.
[11월]35) 이성의 병이 호전되자 다시 군대를 전진시키려 하였는데, (10
월) 마침 京城에서 변고가 일어나(즉 涇原軍이 장안을 점령하고 朱泚를
옹립함) 덕종이 [京兆府] 奉天36)에 있으면서37) 이성에게 조서를 내려 구하
러 달려오게[赴難] 하였다. 이성이 조서를 받들며 눈물을 흘리고 그날 바로
[황제가 있는] 關輔38)로 달려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의무군이 주도와 왕무
州, 博野ㆍ清苑屬瀛州. 永泰中, 屬深州”(1506쪽); 신당서 권39, 지리지3, 하북도,
深州ㆍ饒陽郡 조, “[武德]九年復以博野ㆍ淸苑置[蠡州].…… 永泰中以博野來屬. 元
和十年復隷瀛州, 後又來屬”(1016쪽).
34) 자치통감 권228, 건중 4년(783) 5월 조, “李晟謀取涿ㆍ莫二州, 以絶幽ㆍ魏往來
之路, 與張孝忠之子升雲圍朱滔所署易州刺史鄭景濟於淸苑, 累月不下. 滔以其司武
尙書馬寔爲留守, 將步騎萬餘守魏營, 自將步騎萬五千救淸苑. 李晟軍大敗, 退保易
州. 滔還軍瀛州, 張升雲奔滿城. 會晟病甚, 引軍還保定州”(7344∼7345쪽).
35) 자치통감 권229, 건중 4년 11월 조, “神策ㆍ河北行營節度使李晟疾愈, 聞上幸奉
天, 帥衆將奔命,…… 晟引兵出飛狐道, 晝夜兼行, 至代州. 丁丑, 加[李]晟神策行營節
度使.…… 李晟行且收兵, 亦自蒲津濟軍於東渭橋, 其始有卒四千, 晟善於撫御, 與士
卒同甘苦, 人樂從之, [호삼성 주; 晟, 成正翻. 樂, 音洛] 旬月間至萬餘人”(7371∼

7372쪽).
36) 경조부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경조부 조, 1395∼1398쪽.
37) 구당서 권12, 덕종본기하, 건중 4년 10월 조, “戊申, 至奉天”(337쪽); 자치통감
권228, 건중 4년 10월 조, 7351∼7355쪽.
38) 關輔는 關中과 三輔 지역을 가리킨다. 삼보는 漢書 권5, 景帝本紀, 中元 6년
5월 조에 보이는 ‘三輔’에 대한 應劭의 주에 “京兆尹ㆍ左馮翊ㆍ右扶風共治長安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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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이에 있으면서 이성에게 의지하며 輕重으로 삼았기에 이성이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나 이성의 군대를 저지하려고 획책하였다. 이
성이 將吏에게 말하길 “천자가 바깥으로 파천[播越]하였는데, 人臣은 마땅
히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바칠 뿐이다. 張 義武께서 내가 가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데, 나는 마땅히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로 삼고 좋은 말을
보내 그 마음이 허락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아들 [李]憑을 남겨 혼인하게
하였다. 장효충의 신임을 받는 의무군의 大將이 이성을 알현하자 이성이
玉帶를 풀어 주며 말하길 “내가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 원컨대 이별로 여기

길 바란다”고 하며 赴難의 뜻을 말하자, 옥대를 받은 자가 과연 이성을 덕
스럽게 여기고 이에 장효충에게 이성을 저지하지 말도록 간언하였다. 이성
이 군대를 이끌고 [蔚州] 飛狐39)를 넘어 代州40)(울주와 대주는 모두 河東
道 북부)에 이르렀을 때 조서가 내려와 이성에게 檢校工部尙書ㆍ神策行營
節度使ㆍ實封200호를 더해 주었다. 이성의 군대는 군령이 엄숙하여 지나

는 곳에서 땔나무 하나[樵採]도 범하는 일이 없었다. 河中41)으로부터 蒲
津42)을 경유하여 渭北(즉 위수 북쪽)에 주둔하며 東渭橋43)를 가로막아[壁]

(장안의) [朱]泚를 핍박하였다. 당시(건중 4년 9월)44) 劉德信은 子弟軍을
中, 是爲三輔”라고 하고, 顔師古 주에서는 “時未有京兆ㆍ馮翊ㆍ扶風之名”이라 한
다(모두 中華書局, 149쪽).
39) 蔚州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東道, 울주 조, 1483∼1484쪽.
40) 구당서 권39, 河東道, 代州 조, 1483쪽; 신당서 권39, 지리지3, 代州ㆍ鴈門郡

조, 1006쪽.
41) 구당서 권8, 玄宗本紀上, 개원 9년 정월 조, “改蒲州爲河中府, 置中都”(181쪽);
同書 권10, 肅宗本紀, 건원 3년(760) 3월 조, “以蒲州爲河中府, 其州縣官吏所置,
同京兆ㆍ河南二府”(258쪽); 同書 권39, 지리지2, 河東道, 河中府 조, 1469∼1470
쪽; 신당서 권39, 지리지3, 하동도, 河中府ㆍ河東郡 조, “本蒲州”(999쪽).
42) 신당서 권39, 하동도, 하중부ㆍ하동군 조, “河東[縣]…… 有蒲津關, 一名蒲坂”(1000쪽).
43) 雍錄 권6, 東渭橋 조, “在萬年縣北五十里覇水合渭之地. 奉天之亂, 劉德信入援,
以東渭橋有轉輸積粟, 進屯此橋.……”(126쪽).
44) 신당서 권7, 덕종본기, 건중 4년 9월 조, “神策軍行營兵馬使劉德信及李希烈戰于
扈澗, 敗績”(189쪽); 자치통감 권228, 건중 4년 9월 조, “神策將劉德信ㆍ宣武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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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느리고 [汝州] 襄城45)을 구원하다가 扈澗에서 패한 뒤46) 황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먼저 [京兆府] 渭南47)에 당도
해 있다가 이성의 군대와 합세하였다. 하지만 군대가 통일되지 않아 이성
이 능히 제어할 수 없었는데, 유덕신이 이성의 군대로 들어온 틈을 이용하
여 그 죄를 물어 참하였다. 이어 이성이 몇 騎만을 이끌고 유덕신 군대로
달려 들어가 그 무리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니 감히 움직이는 자가 없었다.
유덕신의 군대를 병합하니 군세가 더욱 떨쳤다.
그때 朔方節度使 李懷光 또한 河北으로부터 赴難하여 [京兆府] 咸陽48)
에 주둔하고 있었는데,49) [덕종 興元 원년(784) 2월]50) 이성이 홀로 한 방
면을 담당하여 자신(즉 이회광)의 공을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에 주
청하여 이성의 병사와 합치길 요청하였다. 이에 이성에게 조서를 내려 군
대를 옮겨 이회광 군대와 합하게 하였다. 이성은 조서를 받들어 군대를
唐漢臣與淮寧將李克誠戰, 敗於滬澗.……”(7350∼7351쪽).
45) 襄城은 汝州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8, 지리지1, 河南道, 汝州 조, “隋襄城郡.……
貞觀元年, 伊州爲汝州”(1430∼1431쪽); 신당서 권38, 汝州ㆍ臨汝郡 조, 984쪽.
46) 劉德信의 출병과 패배를 비롯한 당시 襄城을 둘러싼 전황의 전개는 덕종 시기 번진
의 반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정병준, ｢舊唐書ㆍ
新唐書 李忠臣, 李希烈 열전 譯註｣, 동국사학 권54, 2013, 473∼476쪽 및 488∼
489쪽; 雍錄 권5, ｢德宗幸奉天入出漢中｣, 99∼100쪽 등 참조.
47) 京兆府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8, 지리지1, 경조부 조, 1395∼1396쪽.
48) 경조부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8, 경조부 조, 1397쪽.
49) 자치통감 권229, 건중 4년 11월 조, “詔懷光直引軍屯便橋, 與李建徽ㆍ李晟及神
策兵馬使楊惠元刻期共取長安. 懷光自以數千里竭誠赴難, 破朱泚, 解重圍, 而咫尺
不得見天子, 意殊怏怏, 曰, ‘吾今已爲姦臣所排, 事可知矣!’ 遂引兵去, 至魯店, [胡三
省 주; 魯店, 在奉天東南, 咸陽陳濤斜西北]留二日乃行”(7377∼7378쪽).
50) 자치통감 권230, 흥원 원년 2월 조, “李懷光旣脅朝廷逐盧杞等, 內不自安, 遂有異
志. 又惡李晟獨當一面, 恐其成功, 奏請與晟合軍, 詔許之. 晟與懷光會于咸陽西陳
濤斜, 築壘未畢, 泚衆眾大至. 晟謂懷光曰, ‘賊若固守宮苑, [호삼성 주; 宮苑, 謂宮城
及苑城也] 或曠日持久, 未易攻取, 今去其巢穴, 敢出求戰, 此天以賊賜明公, 不可失
也!’ 懷光曰,…… 晟不得已乃就壁. 晟每與懷光同出軍, 懷光軍士多掠人牛馬, 晟軍秋
豪不犯. 懷光軍士惡其異已, 分所獲與之, 晟軍終不敢受. 懷光屯咸陽累月, 逗留不
進”(7401∼7402쪽). 이에 앞선 같은 해 정월 초 덕종은 李希烈, 田悅, 王武俊, 李納
을 사면하고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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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咸陽] 陳濤斜51)에 이르러 군대 보루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賊의
병사가 갑자기 이르렀다. 이에 이성이 出陣하며 이회광에게 말하길 “賊이
宮苑을 견고하게 지키므로 공격해도 필시 함락시킬 수 없는데, 지금 그

소굴을 벗어나 감히 싸우러 나온 것은 하늘이 적을 들어 공에게 하사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회광은 이성이 공을 세우는 것을 우려하여
말하길 “나의 군대는 막 도착하여 말에게 먹이를 주지 못했고[未秣] 병사는
밥을 먹지 못했는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는가? 날카로움을 쌓고 위엄을 길
러 때를 기다려서 도모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성이 그 뜻을 알
아채고 군대를 거두어 보루로 들어갔는데, 때는 흥원 원년(784) 정월(?)52)
이었다. 매번 교전할 때에는 반드시 스스로를 다르게 하여 비단 갖옷[錦裘]
과 자수 모자[繡帽]를 착용하고 앞으로 갔으며 친히 스스로 지휘하였다.
이회광이 바라보고서 미워하여 이성에게 말하길 “장수는 마땅히 자중해야
하거늘 어찌 스스로 표식을 드러내어 적을 유인하는가!”라고 하자, 이성이
“나 이성은 오랫동안 涇原에 있었는데, 軍士들이 자못 두려워하고 복종하
였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나를 알아보게 하여 그 마음을 빼앗아
[분전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회광은 더욱 기분이 상하여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지연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이성이 사람을 통해
이회광에게 말하길 “寇賊이 京邑을 훔쳐 점거하여 천자가 근교[近甸]에 나
가 있고 병권과 조정의 계략은 公에게 의지하고 있다. 공께서 마땅히 군대
를 점검하여 신속히 나아간다면 나 이성은 부하들을 이끌고 엄명을 받들어
공을 위해 선봉이 되겠으며 비록 죽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
51) 雍錄 권7, 陳濤斜 조, “…… 按陳濤斜, 在咸陽也, 李晟自東渭橋移軍西上, 與李懷
光會于咸陽陳濤斜者是也”(157쪽).
52) 앞의 앞 각주에서 인용한 자치통감 권230, 흥원 원년 조에서는 같은 해 2월로
편년되어 있는데,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흥원
원년 2월 조, “是日, 李晟自咸陽移兵東渭橋, 避懷光也. 晟以懷光反狀已明, 請上幸
蜀”(340∼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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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회광이 더욱 거부하였다. 이성의 병사는 삭방군 북쪽에 주둔하였는
데, 이성과 이회광이 함께 城 아래에 이를 때마다 이회광의 군대가 갑자기
소와 말을 노획하여 몰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였으나, 이성
의 군대는 범하는 것이 없었다. 이회광 군대는 그들이 홀로 착한 것을 미
워하여 노획한 것을 나누어 주었으나 이성의 군대는 감히 받지 않았다.
[같은 2월]53) 시간이 얼마 흐른 뒤 이회광이 장차 이성의 군대를 방해
하려 하였으나 계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신책군은 舊例에 따라 지급받
는 것[給賜]이 諸軍보다 후하였는데, 이회광이 奏하여 “賊寇가 아직 평정되
지 않았으므로 軍中의 給賜는 모두 마땅히 균일해야 한다. 지금 신책군이
홀로 후하게 받으니 諸軍이 모두 이에 대해 말들을 하는데, 신이 저지할
수 없을 정도이다. 폐하께서 조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회광
의 계략은 이를 통해 이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군대를 삭감하게 하
여 어지럽히고 파괴시키는 데 있었다. 덕종이 이를 우려하여 諸軍[의 給賜]
를 신책과 같게 하려고 하였지만, 財賦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이에 [덕종이] 翰林學士 陸贄를 이회광에게 보내 宣諭하게 하고
아울러 이회광과 이성에게 마땅한 바를 상의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육지와
이성이 함께 이회광 군영에서 만나자 이회광이 말하길 “軍士에 대한 지급
[稟賜]을 다르게 하면서 어찌 싸우게 하는가?”라고 말하였으나, 육지는 말
이 없이 자주 이성을 돌아보았다. 이성이 말하길 “공은 元帥가 되어 호령
을 내리고 거두는 것을 오로지 할 수 있다. 이성은 마땅히 하나의 軍을
거느리고 오직 공이 지휘하는 대로 목숨을 바쳐 따를 뿐이다. 衣食을 늘리
고 줄이는 것도 마땅히 공이 처리하시오”라고 하였다. 이회광이 묵묵히 있
53) 자치통감 권230, 흥원 원년 2월 조, “懷光欲緩戰期, 且激怒諸軍, 奏言, ‘諸軍糧賜
薄, 神策獨厚. 厚薄不均, 難以進戰’, 上以財用方窘, 若糧賜皆比神策, 則無以給之,
不然, 又逆懷光意, 恐諸軍觖望, 乃遺陸贄詣懷光營宣慰, 因召李晟參議其事. 懷光
意欲晟自乞減損, 使失士心, 沮敗其力, 乃曰, ‘將士戰鬭同而糧賜異, 何以使之協力!’
贄未有言, 數顧晟. 晟曰,…… 懷光默然, 又不欲自減之, 遂止”(7402∼7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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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이성을 힐난하지 않았고 또 신책군을 침탈[侵刻]하여 자기들에게
발급[發]하려고 하지 않아 이에 그만두었다.
[같은 2월] 이회광이 함양에 주둔하며 보루를 굳게 한[堅壁] 지 80여 일
이 지났으나 군대를 출진시키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덕종이 우려하여 자주
中使(즉 환관)를 보내 수복할 기일을 재촉하였다. 하지만 이회광은 병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시 휴식을 청원하여 기회[便]를 살피고 그러면서 몰
래 朱泚와 연계[交通]하였는데, 그 형적이 점점 드러났다. 이성은 병탄될
것을 우려하여 몰래 疏를 올려 군대를 東渭橋로 옮겨 賊의 세력을 분산시
키길 청하였으나, 황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다.54) 이성은 이회광의
反狀이 이미 명백해졌으므로 조만간에 마땅히 대비해야 하고 蜀ㆍ漢과 연

결되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裨將 趙光銑을 洋州刺史, 唐良臣
을 利州刺史, 이성의 사위[子壻] 張彧(욱)을 劍州刺史로 삼아 각각 병사 5
백을 거느리고 미연에 방비하게 하길 청하였다. 황제가 처음으로 받아들였
으나 아직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번이 군대를 내어
주체를 주살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였고, 황제가 친히 六師를 총괄하고 함
양으로 옮겨가 諸軍의 進討를 독촉하려고 하였다. 이회광은 그 소식을 듣
고 크게 놀라면서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탈취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반란
획책을 더욱 서둘렀다. 당시 鄜坊節度使 李建徽와 神策將 楊惠元 및 이성
이 모두 이회광과 군영을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이성은 사태의 다급함을
인지하고 마침 中使가 이성의 군영을 지나자 이성이 명령을 내리길 “조서
의 명에 따라 渭橋로 옮겨 주둔한다”라고 하고 군대를 거두어[結陳] 출발하
여 위교에 이르렀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과연 이회광이 이건휘와 양혜원을
겁탈하여 그 병사를 병합하였는데, 이건휘는 달아나 목숨을 건졌으나 양혜
54) 자치통감 권230, 흥원 원년 2월 조, 7402쪽. 다만, 쪽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본문의 “이회광이 함양에 주둔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문장의 내용이 자치
통감에서는 본문 바로 앞 문단의 앞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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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이회광에게 살해되었다.55)
[같은 2월] 그날 황제는 [山南西道] 梁州56)로 갔다.57) 당시 변고가 창졸
간에 발생하여 백관으로 호종하는 자가 10의 2∼3에 불과하였고, 駱谷58)
의 도로가 험하고 물자[儲供]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호종하는 관원의 식사
가 결핍되었다. 황제가 탄식하여 “일찍이 이성의 말을 들었다면 三蜀은 가
히 앉아서 이르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성의 大將 張少弘이 행재
소로부터 구두 조서를 전해 이성을 尙書左僕射ㆍ同中書門下平章事에 제
수하고 병사의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였다. 이성이 절하고 곡하며 명을 받
들어 말하길 “장안은 宗廟가 있는 곳으로 천하의 근본이다. 만약 모두가
호종의 말고삐[羈勒]를 잡는다면 누가 경사를 수복하겠는가?”라고 하고 해
자[城隍]를 준설하고 무기를 수선하여 [경사] 수복을 준비하였다. 이성은
외로운 군대[孤軍]로 홀로 강한 도적을 상대하므로 두 賊에게 병탄될까 우
려하여 언사를 낮추고 재물을 후하게 바치며 거짓으로 이회광에게 정성을
다하여 곁으로 받들어 숭상함을 나타내면서 속으로 그에 대비하였다. 그런
때에 건초ㆍ곡물[芻粟]이 모이지 않자, [이성은] 檢校戶部郞中 張彧을 임시
京兆少尹으로 명하여 官吏를 뽑아 渭北의 畿縣에서 세금을 거두게[賦] 하

였다. 열흘이 지나지 않아 건초와 식량이 모두 충족되자 이성이 三軍을
크게 벌여 놓고[陣] 명하여 말하길 “국가가 다난하고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데, 때마침 황제께서 서쪽으로 행행하시니 關中에 주인이 없다. 나는 대대

55) 자치통감 권230, 흥원 원년 2월 조, 7403∼7409쪽.
56) 구당서 권39, 지리지2, 산남도, 山南西道, 梁州興元府, “天寶元年, 改爲漢中郡,
仍爲都督府. 乾元元年, 復爲梁州. 興元元年六月, 昇爲興元府”(1528쪽); 신당서
권40, 지리지4, 興元府ㆍ漢中郡 조, 1034쪽.
57) 자치통감 권230, 흥원 원년 2월 조, 7408쪽.
58) 신당서 권37, 지리지1, 關內道, 鳳翔府ㆍ扶風郡 조, “本岐州,…… 盩厔[縣],……
有駱谷關, 武德七年置”(967쪽); 雍錄 권6, 駱谷關 조, “在盩厔縣西南一百二十里
有路可通梁州, 漢世名爲駱谷道.…… 武德四年, 高祖於此立關, 通梁州, 名駱谷關,
西抵興元府 [原注; 卽梁州]一百二十里.……”(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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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의 은택을 입었으니 위태로움을 보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신하로서의 본분이다. 하물며 이런 때에 있어서 흉악한 우두머리를 誅滅
하여 부귀를 취하지 못한다면 호걸이 아니다. 渭橋는 큰 하천을 가로질러
賊의 머리와 꼬리를 끊고 있으니 나는 公 등과 힘을 합해 勤王하고 이로운

때를 택해 나아가 大業을 부흥[興復]시키고 불세출의 공을 세우려 하는데,
능히 나를 따르겠는가?”라고 하였다. 3軍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공께서 명하는 대로 따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성 역시 흐느끼며 눈물
을 흘렸다.
朱泚가 경성을 훔쳐 점거하고 이회광이 반역을 도모할 때, 하북[河朔]

에서 세 번진이 僭僞하고 李納이 하남을 노렸으며[虎視]59) [李]希烈은 汴ㆍ
鄭으로 세력을 뻗쳤다.60) 이성은 내부에 재화가 없고 밖에서 지원하는 것

도 없어 외로운 군대로 강력한 적[劇賊]에 항거하였으나 날카로운 기세가
쇠하지 않았고 다만 충의로 인심을 감동시켰는데, 영웅호걸이 모여들었다.
즉 戴休顔이 奉天의 무리를 이끌고, 韓遊瓌가 邠寧의 군대를 다스리고, 駱
元光이 華州의 병사로 潼關을 지키고, 尙可孤가 신책의 군사로 [山南西道
巴州] 七盤61)에 주둔하면서 모두 이성의 절도를 받들었기 때문에 이성의

군대가 크게 떨치게 되었다. 이회광은 대휴안과 한유괴가 이성을 따르자
더욱 두려워하였다. 또 이성이 이회광에게 서신을 보내 禍福을 설명하면
서 賊을 격파하고 황제를 맞이하여 이전의 과오를 덮으라고 하였다. 이회
광이 끝내 깨닫지 못하자 군대의 무리가 점점 이산하고 군량 또한 다하려
하였는데, 노략질을 해도 얻는 것이 없었고 이성의 습격을 받을까 두려워
59) 구당서 권124 및 신당서 권213, 李納傳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정병준, ｢舊唐書ㆍ新唐書 李忠臣, 李希烈 열전 譯註｣에 “(이희열
이) 장차 이납과 함께 난을 일으키려고 하였다”(470쪽)라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
60) 정병준, ｢舊唐書ㆍ新唐書 李忠臣, 李希烈 열전 譯註｣, 470쪽과 477쪽 및 해당
각주 참조.
61) 파주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9, 지리지2, 山南道, 山南西道, 巴州 조, 1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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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흥원 원년(784)] 3월 이회광이 [경조부의] 三原과 富平62)에서 동
쪽으로 봉천으로 가면서 이르는 곳마다 불태우고 노략질을 행하였고, 또
馮翊63)에서 河中64)으로 들어가 점거하였다. 이회광의 장수 孟涉과 段威
勇은 본래 神策將이었는데, 이회광이 신하의 도리를 버리자 부평에 이른

뒤 군중에서 대열을 맞추어[結陣] 밖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났으나 이
회광이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 맹섭과 단위용은 수천 인을 이끌고 이성에
게 귀순하였는데, [이성이 자신의] 병사들을 벌여 놓고[陳] 맹섭 등의 降卒
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주하여 맹섭에게 檢校工部尙書, 단위
용에게 兼御史大夫를 제수하였다.
덕종이 山南으로 가면서 駱谷으로 들어간 뒤 渾瑊65)에게 말하길 “渭橋
는 賊의 腹 안에 있고 兵勢가 외부와 떨어져 있는데, 이성이 가히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자 혼감이 대답하길 “이성은 義를 지키고 의지
가 굳건하여 일에 임해서는 어김이 없다. 신의 생각으로는 적을 격파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니 황제가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같은 달 혼감의
步將 上官望이 지름길로 조서를 가슴에 품고 가서 이성에게 檢校右僕射ㆍ
兼河中尹ㆍ河中晉絳慈隰節度使를 더해주며 실봉 300호를 늘려주고[益],

또 京畿ㆍ渭北ㆍ鄜坊丹延節度招討使를 겸하게 하였다. 이성이 조서를 받
들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황제는 西川으로 행행하고자 하였는데, 이성이
表를 올려 “청컨대 梁漢에 駐蹕하길 원하는데, 곧 억조창생의 마음과 연결

하고 도적을 주살하는 세력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만약 작은 것을 추구하
여 큰 것을 버려 岷峨에 수도를 둔다면 인심이 실망하고 武士와 謀臣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흥원 원년] 4월 조서를 내려 이성
62) 三原과 富平은 모두 경조부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8, 지리지1, 경조부 조, 1396∼
1397쪽.
63) 同州의 별칭이다. 신당서 권37, 지리지1, 關內道, 同州ㆍ馮翊郡 조, 965쪽.
64) 河東道의 河中府로 蒲州의 별칭이다.
65) 구당서 권134, 渾瑊傳, 3707쪽; 신당서 권155, 혼감전, 48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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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京畿ㆍ渭北ㆍ鄜坊ㆍ商華兵馬副元帥를 더해주었다. 그때 京兆府 司
錄[參軍事]66) 李敬仲이 경성으로부터 왔고, 諫議大夫 鄭雲逵가 奉天에서

이르자, 이성이 경조소윤 장욱을 [節度]副使, 이경중을 節度判官으로 삼아
함께 군사 책략[軍畵]를 주관하게 하였다. 또 이회광의 舊將 唐良臣에게
동관을 지키게 하며 河中節度를 제수하고, 대휴안에게 봉천을 지키게 하며
부방절도사를 제수하도록 청하였는데, 황제가 모두 따랐다. 渭橋에는 이전
에 粟 10여 만 斛이 있었는데, 度支가 먼저 이회광 군대에게 공급하여 거
의 바닥이 났는데, 이성이 또 상주하여 “近畿는 비록 병란에 휘말렸으나
그래도 부세[賦]를 거둘 수 있다. 혹 寇賊이 아직 망하지 않아 군대가 오랫
동안 주둔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경작[耕桑]하지 않고 비축한 것이 없으면
작은 것을 방비하여 승리를 거두는[防微制勝] 계책이 아니다”라고 하자 황
제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성이 경기 지역[畿甸]에서 부세[征賦]를 거두니
관리와 백성들이 즐겁게 바쳤으며 지키는 것이 더욱 견고해져 군대에 식량
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
神策軍 家族은 대부분 주체에게 함몰되었고 이성의 가족[家] 역시 100

인이 賊의 수중에 있었다. 좌우에서 혹 가족에 대해 언급하자 이성이 눈물
을 흘리며 말하길 “황제께서 어디에 계신데 감히 가족을 구휼하겠는가!”라
고 하였다. 주체가 또 이성의 하급 부하[小吏]인 王無忌의 사위[壻]를 이성
의 군중으로 보내 말하길 “공의 가족은 별고 없고 성 안에서 서신으로 소
식을 전한다”라고 하자 즉시 명하여 참하였다. 그때 전운 물자[轉輸]가 이
르지 않아 더운 여름임에도 군사들이 털 갖옷[裘褐]을 입는 경우도 있고
이성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하였으나 매번 大義로 군사들의 마음을 격분시
키니 마지막까지 離反하는 자가 없었다. 마침 將吏 몇 명이 賊中에서 도망
66) 唐六典 권30, 三府都護州縣官吏, 741쪽. 한편 都督府의 判司는 某曹參軍事라고
하고, 州의 판사는 司某參軍事라고 하였다. 夏炎 저, 이규호 역, ｢唐代 都督府와
州의 關係에 대한 試論｣, 동국사학 57, 2014, 687∼6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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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와서 주체의 병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어 가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군사들의 마음이 더욱 분발하였다. 이보다 앞서 賊의 장수 姚
令言과 거짓 어사중승 崔宣이 모두 첩자를 보내 우리 군사를 엿보다가 순

라 기병에게 잡혀 이성에게 끌려왔는데, 이성이 포박을 풀고 밥을 먹인 후
돌려보내며 말하길 “너는 최선에게 보고하고 賊을 위해 잘 지키도록 하라.
사람들이 힘써 노력하여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고 적에게 불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흥원 원년] 5월 3일 이성이 군대를 이끌고 通化門67)에 이르러 무력을
과시하고 돌아왔는데, 賊이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이성이 이른 새벽에 부
하 장수[蔣佐]를 모아 진군의 방향을 모의하였는데, 장수들이 말하길 “먼저
外城을 점령하여 시가지[市里]를 차지한 연후에 북쪽으로 궁궐을 평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으나, 이성은 “만약 먼저 시내[坊市]를 접수하는 경우
에는 거리[巷陌]가 좁고 그 사이에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적이 복병을
배치하여 격투를 벌이게 되면 백성이 소란스럽게 흩어질 것이므로 좋은
계략이 아니다. 또 적의 주력 군대[重兵堅甲]가 모두 금원[苑]68) 안에 있으
므로 금원에서부터 그 심장부를 공격하면 그들이 도주하려고 해도 겨를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궁궐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시장은 교역을
멈추지 않아도 될 것이니 곧 상책이다”라고 하자 장수들이 “좋다”고 하였
다. 이에 바로 渾瑊, 駱元光, 尙可孤에게 서신을 보내 기일에 맞추어 성
아래로 진군하게 하였다.
67) 雍錄 권7, 通化門 조, “唐都城外郭東面三門, 在最北者爲通化門. 德宗嘗御此門新
迎御書章敬寺額. 裴度赴蔡州, 憲宗送度于此. 李晟自東渭橋移壁光泰門, 以薄都城.
[原注; 光泰門在通化門北小城之東門] 門東七里, 有長樂坡, 下臨滻水,……”(156쪽).
지도로는 (淸)徐松, 唐兩京城坊考, 中華書局, 본문 앞에 첨부된 ｢西京外郭城圖｣;
愛宕元 譯注, 唐兩京城坊攷, 平凡社, 1994, 맨 뒤쪽의 ｢長安外郭城圖｣; 장언원
저, 조송식 역, 역대명화기 상, 시공사, 2008, 233쪽의 ｢장안외곽성도｣ 등 참조.
68) 그 범위는 妹尾達彦 저, 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
지, 2006, 127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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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5월) 25일 밤 이성은 東渭橋에서 군대를 光泰門69) 밖의 米倉
村으로 이동시켜 京城을 압박하였다. 이성이 높은 곳에 임해 지휘하며 해

자와 울타리를 설치하여 賊軍에 대비하였다. 순식간에 적의 무리가 대거
이르러 적의 날랜 장수 張庭芝와 李希倩이 울타리를 압박하며 싸우길 청
하자 이성이 장수들에게 말하길 “나는 적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는
데,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왔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고
吳詵ㆍ康英俊ㆍ史萬頃ㆍ孟涉 등에게 명하여 병사를 풀어 공격하게 하였

다. 그때 華州의 군영이 북쪽에 있으면서 병사가 적었는데, 적이 힘을 모
아 공격하였다. 이에 이성이 李演ㆍ孟華에게 정예 병사를 이끌고 가서 구
원하게 하였다. 中軍이 북을 치며 시끄럽게 하고 이연이 힘을 다해 싸워
대파하여 승세를 타고 광태문으로 들어가 다시 싸워 패배시키자 시체가
땅을 덮었다. 그 나머지 무리는 달아나 白華70)로 들어갔는데, 밤에 통곡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26일) 장차 다시 군대를 출전시키려 하자 장수들이 西軍이 오
기를 기다려 좌우에서 협공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성이 말하길 “賊이 이미
패배[傷敗]하였으므로 모름지기 승세를 타고 박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들이 대비하기를 기다린다면 어찌 우리 군대[王師]에 유리하겠는가! 서군
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시기를 놓칠까 우려된다”라고 하였다. 28일 이성이
장수 낙원광ㆍ상가고, 병마사 오선ㆍ王佖, 都虞候 邢君牙71)ㆍ이연ㆍ사만
69) 앞의 通化門에 대한 각주 참조.
70)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건중 4년 10월 조, “亂兵旣剽京城, 屯於白華, 乃於晉昌
里迎朱泚爲帥, 稱太尉, 居含元殿”(337쪽); 구당서 권200하, 朱泚傳, “姚令言乃率
百餘騎迎泚於晉昌里第, 泚乘馬擁從北向, 燭炬星羅, 觀者萬計, 入居含元殿. 明日,
移處白華殿, 但稱太尉.…… 八日, 源休ㆍ姚令言ㆍ李忠臣ㆍ張光晟等八人導泚自白
華入宣政殿, 僭即僞位, 自稱大秦皇帝”(5387∼5386쪽); 자치통감 권228, 건중 4
년 10월 조, “朱泚自白華殿入宣政殿, [호삼성 주; 東內含元殿之北爲宣政殿] 自稱大
秦皇帝”(7360쪽).
71) 당시의 형군아에 관해서는 정병준, ｢舊唐書ㆍ新唐書 邢君牙, 劉全諒 列傳 譯
註｣, 역사와 담론 67, 2013, 367∼368쪽 및 3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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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신책 군장[將] 맹섭ㆍ강영준, 華州 군장 郭審金ㆍ權文成, 商州 군장 彭
元俊 등을 대거 집합시켜 호령하여 군사들에게 서약한 후 광태문 밖에 병

사들을 벌여 놓았다[陳]. 그리고 왕필ㆍ이연에게 기병을 이끌고, 사만경에
게 보병을 거느리고 금원 담장[苑牆]의 神麚(가)村에 이르게 하였다. 이성
이 전날 밤에 사람을 시켜 금원 담장 2백여 步를 열어놓게 하였는데, 이때
에 이르러 적이 이미 나무를 세워 울타리로 삼았으며 적이 목책에 의지하
여 항거하였다. 이성이 軍士들을 질책하여 말하길 “어찌 적을 이 지경으로
풀어놓았는가? 마땅히 먼저 公 등을 참할 것이다”라고 하니 사만경이 두려
워서 먼저 올라가 목책을 뽑고서 들어가고 왕필의 기병이 이어서 나아가자
적이 달아나 궤산하였고, 적장 段誠諫을 사로잡고 대군이 길을 나누어 함
께 들어가며 북을 치고 시끄럽게 하여 우레처럼 울리게 하였다. 요령언ㆍ
장정지ㆍ이희천이 여전히 官軍을 함께 막았는데, 이성이 決勝軍使 唐良臣,
병마사 趙光詵ㆍ楊萬榮ㆍ孟日華 등의 步騎에게 일제히 나아가게 하자 적
군이 陳을 이루었으나 누차 패하였다. 10여 合을 싸워서 승세를 타고 몰아
붙여 白華에 이르렀다. 홀연히 적의 기병 1천여가 관군의 배후로 나왔는
데, 이성이 휘하의 백여 기병을 이끌고 달려가면서 좌우 사람이 “相公이
왔다!”고 하자 적이 듣고 놀라 궤산하였다. 관군이 따라가며 참수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주체ㆍ요령언ㆍ장정지는 아직도 병사[衆] 1만
인이 있었으나 다투어 도주하였다. 이성이 田子奇를 보내 추격하게 하자
그 나머지 흉악한 무리들이 서로 來降하였다.
이 날(28일) 이성 군대가 경성으로 들어가 병사를 통솔하여 含元殿72)
앞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諸軍에 영을 내려 “이성은 진실로 군사에 서툴지
만[不武] 위로 황제의 지략[睿算]에 기대고 아래로 군사들의 마음에 의지하
72) 渡辺信一郞 저, 문정희 등 역, 천공의 옥좌 –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
원, 2002, 75쪽의 평면도; 妹尾達彦,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125쪽
및 198쪽의 평면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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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행히도 원흉을 섬멸하고 궁궐[宮禁]을 깨끗하게 한 것은 모두 三軍의
힘 탓이다. 장안의 사인ㆍ서인[士庶]이 오랫동안 적의 수중[賊庭]에 함몰되
었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놀라게 한다면 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구한 뜻이
아니다. 이성과 公 등은 각각 가족[家室]이 있고 수년 동안 이별하였으나
지금 공을 이루었으니 서로 만나는 것이 늦지는 않다. 5일 안에는 가족에
게 서신을 보내지 못하게 명하며 이를 어기면 참수하겠다”라고 하고 京兆
尹 李齊運, 攝長安令 陳元衆, 攝萬年令 韋上伋(급)을 보내 백성들에게 상

황을 알리니 거주민이 안도하며 추호도 범하는 자가 없었다.
상가고의 군인 가운데 멋대로 적의 말을 취한 자가 있었고, 또 이성의
大將 高明曜가 적의 기녀 한 명을 노획하고 司馬伷가 적의 말 두 필을 취

하였는데, 이성이 모두 즉시 참수하자 감히 거역하는 자가 없었다. 士庶가
감격하며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모두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먼 구
역[坊]의 거주민 역시 하루 밤을 지나 바야흐로 상황을 알게 되었다. 29일
맹섭에게 명하여 白華에 주둔하게 하고, 상가고를 望仙門, 낙원광을 章敬
寺73)에 주둔시키고 이성 자신은 安國寺74)에 주둔하였다. 이 날 적장 이희

천 등 8인을 참수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6월 4일 이성이 賊을 격파하였다는 露布75)가 梁州에 이르니 황제가
그것을 보고 감격하여 울었고 군신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축수하여 만세
라고 부르고 상주하여 “이성은 경건하게 황제의 계책을 받들어 흉악한 적
73) 자치통감 권231, 흥원 원년 5월 조, “晟使京西兵馬使孟涉屯白華門, 尚可孤屯望
仙門, [호삼성 주; 唐大明宮南面五門, 其中曰丹鳳門, 丹鳳之東爲望仙門, 又東爲延
政門, 丹鳳之西爲建福門, 又西爲與安門也] 駱元光屯章敬寺, 晟以牙前三千人屯安
國寺, [호삼성 주; 程大昌曰, 章敬寺, 在東城之外, 安國寺, 在大明宮東南] 以鎭京城,
斬泚黨李希倩ㆍ敬釭ㆍ彭偃等八人於市”(7436쪽). 이때 장경사는 通化門 밖에 있는
절로 보인다. 구당서 권16, 穆宗本紀, 장경 원년 6월 조, “太和長公主發赴迴紇,
以半仗御通化門臨送, 臣班於章敬寺前”(490쪽); 同 12월 조, “李光顏赴鎭, 百僚餞
於章敬寺. 上御通化門臨送, 賜玉帶名馬”(493쪽).
74) 雍錄 권10, ｢國寺ㆍ興唐觀ㆍ興唐寺｣, “安國寺在朱雀東第四街之長樂坊”(226쪽).
75) 中村裕一, 唐代官文書硏究, 中文, 1991, 103∼126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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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탕하였다. 예부터 공훈을 세워 도성을 수복한 자는 왕왕 있었지만,
종묘를 놀라게 하지 않고 시장의 교역을 정지시키지 않으며 장안 사람들이
깃발과 북소리를 알지 못하고 평소처럼 안도한 것은 三代 이래 아직 없었
다”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길 “하늘이 이성을 낳은 것은 사직과 만인을 위
함이지 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백관이 절하며 축하하고 물러
났다. 이 날 이성은 거짓 재상 李忠臣, 張光晟, 蔣鎭, 喬琳, 洪經綸, 崔宣
등을 참수하였고, 또 신하의 절개를 지켜 적에게 굴하지 않은 程鎭之, 劉
迺(내), 蔣沇(연), 趙曄, 薛岌 등을 表로 올렸다.

이성이 이전에 渭橋에 주둔하였을 때 화성[熒惑]이 목성을 침범하여[守
歲] 오랫동안 머문 후 바야흐로 물러갔는데, 어떤 빈객[賓介]이 권하여 말

하길 “지금 화성이 이미 물러갔으니 皇家에 유리하다. 속히 군대를 동원하
는 것이 좋다”라고 하자 이성이 말하길 “천자가 밖에 머무니 신하는 단지
죽음으로 절개를 지킬 뿐이다. 하늘이 내린 징조는 현묘하고 깊은데 내가
어찌 天道를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속료[參佐]들에게 말하
길 “일전에 士大夫가 이성에게 출병을 권하였을 때 감히 거절하지 못하여
임시로 군대를 동원하였으나 가히 알리지 못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5대
행성[五緯]의 변화는 무상하므로 이성은 [그것이] 다시 와서 목성을 침범하
면 우리 군대가 싸우지 않고도 스스로 궤산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니
속료들이 탄복하며 모두 “우리가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을 司徒ㆍ兼中書令ㆍ實封1천호에 배수하였다.
이성은 전체 사안을 다스리며[綜理] 百司를 갖추고 대장 오선에게 병사 3
천을 거느리고 [鳳翔府] 寶雞76)에 이르러 도로를 청소하게 하고 이성은 또
봉상에서 황제를 영접하여 호송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7월
13일 덕종이 興元(즉 梁州)으로부터 이르렀는데, 渾瑊ㆍ韓遊瓌ㆍ戴休顔이
76) 鳳翔府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鳳翔府 조, 1403쪽; 신당서
권37, 지리지1, 관내도, 鳳翔府ㆍ扶風郡 조, 9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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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를 이끌고 扈從하였고, 이성은 낙원광ㆍ상가고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받들어 영접하였다. 그때 元從 금군 및 山南ㆍ隴州ㆍ鳳翔의 무리가 步騎
무릇 10여 만으로 깃발이 수십 리에 걸쳤는데, 온 성의 士庶가 길가에서
환호하였다. 이성이 군복을 입고 [渭水] 三橋77)에서 알현하자 황제가 말을
머물게 하여 위로하였다. 이성이 다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처음으로
원흉이 섬멸되고 종묘가 다시 청정해지고 궁궐이 모두 엄숙해진 것을 축하
하여 손뼉을 치며 춤추고[抃舞]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꿇어앉아 말하길 “신
이 외람되게 황제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도78) 일찍 요망한 역적을 주살하
지 못해 어가가 다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 모퉁이에 주둔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서야 적을 섬멸하였는데, 모두 신이 용렬하고 나약하여 맡
은 임무를 다하지 못한 때문이니 감히 죽기를 청한다”라고 하며 길 왼쪽에
엎드렸다. 황제가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給事中 齊映에게 황제의
뜻을 선포하게 하고 좌우에게 명하여 이성을 말 앞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
였다. 같은 달(7월)79) 궁전으로 나아가[御殿] 大赦를 내리고 이성의 부친
인 欽에게 太子太保를 추증하고 모친 王氏에게 代國夫人을 추증하였으며
永崇里의 집과 涇陽의 상급 전지[田], 延平門의 林園, 女樂 8인을 하사하였

다. 집으로 입주하는 날 경조부에서 장막과 술 및 음식을 제공하고 敎坊80)
의 樂具와 악대[鼓吹]로 인도하게 하였으며 재상[宰臣]과 節將이 환송하였
으므로 경사 사람들이 이를 영예로운 볼거리로 여겼다. 황제가 이성의 공
훈을 생각하여 紀功碑의 글을 짓고 황태자에게 서사[書]하게 하여 돌에 새
77) 雍錄 권6, 三渭橋 조, 124쪽 참조.
78) 앞에서 보았듯이 이성은 대종 대력 연간에 右神策都將에 임명되고 덕종 건중 2년
(781)에 神策先鋒都知兵馬使가 되고, 건중 4년에 神策行營節度使가 되었다.
79)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흥원 원년 7월 조, “御丹鳳樓, 大赦天下. 嗣李晟永崇里
第, 女樂八人.……”(345쪽); 신당서 권7, 덕종본기, 흥원 원년 7월 조, “辛卯, 大
赦”(191쪽).
80) 太常寺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歌舞奏樂을 관장한 기관이었다. 齋藤茂 譯注, 敎坊
記ㆍ北里志, 平凡社,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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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東渭橋에 세우고 天地와 함께 悠久하도록 하며 또 태자로 하여금 비문
[碑詞]을 서사하게 하여 이성에게 하사하였다.
이성은 涇州81)가 변경에 치우쳐 자주 군대 수장[戎帥]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요란의 단서가 되었다고 여기고 書를 올려 명을 받들지
않는 자를 징계하고 아울러 농경을 갖추어 곡식을 축적하여 西蕃을 물리
치기를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 이성을 鳳翔尹ㆍ鳳翔隴右節度使를 겸하게
하고 또 隴右涇原節度ㆍ兼管內諸軍及四鎭ㆍ北庭行營兵馬副元帥에 충임
하며 西平郡王으로 바꾸어 봉하였다. 이전에 황제가 奉天에 있을 때 鳳翔
에서 군란이 있어나 그 수장 張鎰을 살해하고 小將 李楚琳을 옹립하였
다.82) 이때에 이르러 이초림이 조정에 있었는데, 이성이 이초림을 데리고
함께 봉상으로 가서 주살하게 하길 청하였으나 황제가 처음 경사를 수복하
여 바야흐로 반역 세력[反側]을 안정시키고 있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8월 이성이 봉상에 이르러 장일을 살해한 죄를 다스려 王斌 등 10여 인을
참수하였다. 이전에 주체가 난을 일으켰을 때 涇州 역시 그 수장 馮河淸을
살해하고 別將 田希鑒을 옹립하였는데, 바야흐로 때마침 [황제가] 파천하
였기 때문에 토벌할 겨를이 없어 涇[原]의 수장에 제수하였다. 이때에 이르
러 이성이 상주하여 “근자에 일어난 중원의 병란은 모두 涇州에서 말미암
았고 또 그 땅이 西戎에 접하여 쉽게 反覆한다. 전희감의 흉악한 무리는
將校가 교만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만약 징계하여 개혁하지 않으면 끝내

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이성이 봉상에 이르러 변경
을 순찰한다는 명목으로 涇州에 이르니 전희감이 영접하여 알현하였는데,
81) 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涇州(上) 조, “天寶元年, 復爲安定郡, 乾元元年,
復爲涇州”(1404쪽); 신당서 권37, 지리지1, 涇州ㆍ保定郡 조, “本安定郡, 至德元
載更名.…… 保定[縣], 本安定, 至德元載更名, 廣德元年沒吐蕃, 大曆三年復置.……
良原[縣], 興元二年沒吐蕃, 貞元四年復置”(968쪽).
82)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건중 4년 10월 조, “上以奉天隘, 欲幸鳳翔, 壬子, 鳳翔
軍亂, 殺節度使張鎰, 乃止”(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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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잡아 주살하고 아울러 풍하청을 살해한 石奇 등 30여 인을
주살한 후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경주는 반역의 발원지
이므로 이성이 아니면 능히 다스릴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성이 번진으로
돌아와 표를 올려 右龍武將軍 李觀을 경원절도사로 삼으니 吐蕃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성은 항상 “河ㆍ隴이 함락된 것83)이 어찌 토번이 무력으
로 탈취한 탓이겠는가! 모두 장수가 탐욕스럽고 난폭하여 부족들[種落]이
배반하고 사람들이 경작할 수 없어 구르고 굴러 동쪽으로 천사한 때문으로
스스로 버렸을 뿐이다. 또 토지에 실ㆍ솜[絲絮]이 나지 않고 사람들이 군역
[征役]으로 고통받으니 唐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 온전하겠는가!”라고 하
고 家財를 털어 투항자에게 상으로 주고 오는 자를 품어주었다. 투항한
오랑캐 浪息曩에 대해서는 이성이 상주하여 왕으로 봉했는데, 蕃의 사신이
이르면 매번 이성이 반드시 낭식랑을 좌석에 두고 錦袍ㆍ金帶를 입게 하
여 각별한 은총을 보였다. 蕃人이 모두 낭식랑을 지목하여 영예롭게 여기
며 선망하였다.
蕃의 재상 尙結贊은 자못 속이는 모략[詐謀]이 많았는데, 더욱이 이성

을 미워하여 서로 의논하여 말하길 “당의 명장은 이성과 마수, 혼감 뿐이
다. 세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우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
고 이간책을 행하여 즉 사신을 보내 마수에게 화평[和]을 청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결맹[盟]을 청하고 또 결맹을 이용하여 혼감을 사로잡아 마수
를 배신하려[賣] 하였다. [덕종] 貞元 2년(786) 9월 吐蕃이 상결찬의 계책에
따라 대거 군대를 일으켜 隴州84)로 진입하여 봉상에 이르렀으나 노략질을
하지 않고 또 말하길 “우리를 불러놓고 어찌 고기와 술로 대접하지 않는

83) 정병준, ｢德宗의 藩鎭改革 政策과 平盧節度使 李正己｣, 중국사연구 81, 2012,
133쪽 참조.
84) 구당서 권38, 關內道, 隴州(上) 조, 1405쪽; 신당서 권37, 隴州ㆍ汧陽郡 조,
“義寧二年, 析扶風郡之汧(견)原ㆍ汧陽ㆍ南由, 安定郡之華亭置”(9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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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하고 천천히 물러갔으며 이로써 이성을 이간하려 하였다. 이번
싸움에서 이성은 먼저 衙將 王佖에게 명하여 정예병 3천을 뽑아 [농주] 汧
陽에 매복하게 하고 경계하여 말하길 “蕃의 군대가 성 아래를 지나가면

그 首尾를 공격하지 말라. 수미가 설령 패했다고 해도 中軍의 전력이 온전
하여 만약 세력을 합쳐 너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그 폐해를 입게 될 것이
다. 단지 그 前軍이 완전히 지나가고 五方旗와 武豹衣가 보이면 그것이
중군이니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돌격하면 가히 큰 공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왕필이 이성의 말대로 따르니 과연 [상]결찬과 조우하였고 출
병하여 떨쳐 공격하자 적이 모두 무너졌다. 왕필의 군대에는 상결찬을 아
는 자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 상결찬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 [정원 2년] 10
월 이성이 군대를 내어 토번의 摧沙堡85)를 습격하여 함락시키고 그 堡使
扈屈律悉蒙 등을 참하자, 이로부터 상결찬이 자주 사신을 보내 화평을 청

하였다. 12월 이성이 경사에 조회하여 상주하여 말하길 “戎狄은 믿음이 없
으므로 [화평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재상 韓滉86)이 또 이성
의 건의를 지지하며 군량을 조달해 이성에게 공급하고 명령을 내려 장차
공격하게 하길 청하였다. 황제가 바야흐로 전쟁을 싫어하였고 장수들이 일
85) 구당서 권118, 元載傳, “節度寄理於涇州. 大曆八年, 蕃戎入邠寧之後, 朝議以為
三輔已西, 無襟帶之固, 而涇州散地, 不足爲守. 載嘗爲西州刺史, 知河西ㆍ隴右之要
害, 指畫於上前曰, ‘今國家西境極于潘源, 吐蕃防戍在摧沙堡, 而原州界其間. 原州
當西塞之口, 接隴山之固, 草肥水甘, 舊壘存焉. 吐蕃比毀其垣墉, 棄之不居. 其西則
監牧故地, 皆有長濠巨塹, 重複深固.……’…… 檢校左僕射田神功沮之曰,……”(3411∼
3412쪽); 신당서 권145, 원재전, “初, 四鎮北庭行營節度使寄治涇州, 大曆八
年,……”(4712쪽). 원재의 上言과 전신공의 반대는 모두 대력 8년 10월의 일이다
(자치통감 권224, 해당 연월 조, 7224쪽).
86) 구당서 권129, 韓滉傳, “其年(정원 2년)十二月,…… 時兩河罷兵, 中土寧乂, 滉上
言, ‘吐蕃盜有河湟, 爲日已久. 大曆已前, 中國多難, 所以肆其侵軼. 臣聞其近歲已
來, 兵衆寖弱, 西迫大食之強, 北病迴紇之衆, 東有南詔之防, 計其分鎮之外, 戰兵在
河ㆍ隴五六萬而已. 國家第令三數良將, 長驅十萬衆, 於涼ㆍ鄯ㆍ洮ㆍ渭並修堅城,
各置二萬人, 足當守禦之要. 臣請以當道所貯蓄財賦爲饋運之資, 以充三年之費. 然
後營田積粟, 且耕且戰, 收復河ㆍ隴二十餘州, 可翹足而待也’, 上甚納其言”(36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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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공을 얻으려 할까 의심하였다. 마침 (정원 3년 2월)87) 한황이
卒하고 張延賞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성과 틈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자주

황제 앞에서 이성을 이간하며 오랫동안 군대를 관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장연상이 劉玄佐88)ㆍ李抱眞을 기용하여 서북 변경의 일을 맡기
고 공을 세우게 하여 이성에게 압력을 가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덕종이 마
침내 장연상의 말을 받아들여 이성의 병권을 파하였다.89) [정원] 3년(787)
3월 이성을 太尉ㆍ中書令ㆍ奉朝請90)에 冊拜하였을 뿐이다. 그 해 윤5월
혼감이 상결찬과 平涼에서 동맹을 맺다가 과연 蕃兵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혼감은 單馬로 겨우 모면하였고 將吏가 모두 함몰되었다.91) 6월 河東節度
使 마수를 파직시키고 司徒로 삼았는데, 모두 상결찬의 모략이 들어맞은

것이다.92)
이성이 병권을 잃은 후에는 조알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과 왕래하는
것이 드물었다. 通王府 長史 丁瓊 또한 장연상에게 배척되어 원망의 마음
을 품고 있었는데, 이에 이성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기를 청하여 말하길 “태
위의 功業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병권을 빼앗겼다. 옛날부터 공이 높으
면서 보전한 자가 없다. 국가에 갑자기 변고가 생기면 제가 좌우에서 모시
길 원한다.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 두는데, 어찌 빨리 도모하지

87)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 2월 조, 7481쪽; 구당서 권129, 한황전, 3603쪽.
88) 정병준, ｢舊唐書ㆍ新唐書 劉玄佐傳 譯註｣, 역사와교육 16, 2013, 288∼289
쪽, 297쪽.
89) 구당서 권129, 장연상전, “…… 於是始用邢君牙焉”(3609쪽); 신당서 권127, 장
연상전, 4445∼4446쪽.
90) 奉朝請이란 “朝請을 받든다”는 뜻으로 조회에 참석할 자격을 말한다. 藤井律之,
魏晉南朝の遷官制度,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22∼23쪽, 55쪽, 116쪽 등 참조.
91) 구당서 권134, 혼감전, 3709쪽에 자세하다. 또 구당서 외국전 역주 하, 동북아
역사재단, 2011의 ｢토번전 역주｣, 433∼434쪽 등 참조.
92) 구당서 권134, 마수전, “是歲閏五月十五日, 侍中渾瑊與蕃相尙結贊盟于平涼, 爲
蕃軍所劫, 狼狽僅免, 陷將吏六十餘員, 由燧之謬謀也, 坐是奪兵權. 六月, 以燧守司
徒, 兼侍中ㆍ北平王如故, 仍賜妓樂, 奉朝請而已”(3700∼37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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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가”라고 하자, 이성이 화를 내며 말하길 “너는 어찌 상스럽지 못한 말
을 하는가!”라고 하고 즉시 잡아다가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정원] 4년(788)
3월 조서를 내려 이성에게 五廟93)를 세우게 하고 이성의 고조 芝를 隴州
刺史, 증조 嵩를 澤州刺史, 조부 思恭를 幽州大都督으로 추증하였다.

[정원] 5년(789) 9월 이성이 시중 마수와 함께 延英殿에서 알현하니 황
제가 그 공훈을 가상하게 여겨 조서를 내려 말하길

예전에 나의 선조들은 천지의 기운을 타고 수 말의 혼란을 일소하고 근원을
이어받아 등극하여 만인의 부모가 되었다. 그때 또한 용맹한 무사와 충성스러
운 신하가 있어 좌우에서 경영하여 다스리고 나라 건설에 참여하여 도왔다.
文德을 밝히고 武功을 떨쳤으며 해로운 것에 위엄을 보이고 혼란스러운 지역

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上帝의 바른 명을 받아 사방에 건네주었다. 宇宙가 깨
끗해지고 日月이 곧게 운행하였으며 王業이 성취되고 온 세상이 평온해졌다.
이에 그들의 용모를 화상으로 그려 전각(즉 凌煙閣)94)에 배열하여 공적을 드
러내고 훌륭함을 표창함으로써 한편으로 아침ㆍ저녁으로 잊지 않고 다른 한편
으로 영원히 후손들에게 드리워 군신의 의리[義]가 두텁고 막중하게 하였다.
貞元 기사년 가을 9월 내가 西宮으로 행차하여 큰 전각이 높게 솟은 것을 굽어

보니 老臣의 남겨진 像이 있는데, 장엄하며 숙연하였다. 온화하고 삼가는 모
습에 구름과 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떠올랐고 대업의 어려움이 느껴졌다.
예전을 보고 지금을 생각하면 법도를 아는 것이 먼 데 있지 않다. 또 공업과
시운은 동시에 일어나고 재능은 시대에 따라 생성되는데, 진실로 그 재능을
구비하고 그 시운을 만나 군주를 존경하고 백성을 비호하는 이가 어느 시대건
없겠는가? 中宗 시기에는 桓彦範 등이 보좌의 공적을 드러냈고, 玄宗 시기에
는 劉幽求 등이 도와 받드는 공훈을 세웠으며, 肅宗 시기에는 郭子儀가 요사
스러운 기운을 쓸어냈고 지금은 이성 등이 짐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였다.
93) 당대의 家廟에 관해서는 甘懷眞, 唐代家廟禮制硏究, 臺灣商務印書館, 1991; 章
群, 唐代祠祭論稿, 學海出版社, 1996, 37∼48쪽 등 참조.
94) 능연각은 일종의 공신각이라 할 수 있다. 정병준, ｢平盧節度使 侯希逸－安東都護
府의 軍將에서 平盧淄靑節度使로｣, 중국사연구 39, 62∼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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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힘써 노력하고 근면하였기 때문에 종묘ㆍ사직을 다시 회복하였다. 앞선
열사들과 함께 거론해도 손색이 없는데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훌륭함을 드러내겠는가! 하물며 공덕을 기념한 것은 文祖(즉 태종)의 행위인데,
내가 어찌 감히 게을리 하겠는가! 담당 관사는 마땅히 연대의 선후를 서술하고
옛 신하에 뒤이어 그 도상을 그리고, 또 황태자로 하여금 짐의 이 명을 서사하
여 벽에 적어두게 한다. 아름다운 공적이 선양되어 후대에 비쳐지고, 後來者
로 하여금 맑은 용모를 숭상ㆍ예경하고 元勳이 불휴함을 알게 하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 또 호아태자에게 명하여 그 문장을 서사하게 하여 이성에게
하사하니 이성은 집문 왼편의 돌에 새겨놓았다.
이전에 이성이 봉상에 있을 때 빈객에게 말하길 “魏徵은 능히 直言極
諫하여 태종을 堯ㆍ舜 위에 올려놓았는데, 진실로 충성된 신하이며 내가

경모하는 분이다”라고 하자, 行軍司馬 李叔度가 대답하길 “이는 사대부[搢
紳] 儒者의 일이지 勳德(즉 무장)이 펼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성이

용모를 가다듬고 말하길

행군은 실언하였다. 傳에 “나라에 道가 있으면 말을 높게 하고 행동을 높게
한다[危言危行]”95)라고 한다. 지금은 성군의 시대이며 나는 다행히 將相의 지
위에 올랐는데, 마음에 불가한 것이 있는데도 참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잘못
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겠는가! 是非는
군주가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이숙도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그러므로 이성이 재상에
올라 매번 황제의 고문에 임할 때면 반드시 극언하여 스스로를 돌보지 않
았고 大臣의 절개를 다하였다. 성품이 침묵하여 일찍이 친한 이에게도 기

95) 論語注疏(十三經注疏整理本), 北京大學出版社, 2000, “邦有道, 危言危行, 邦無
道, 危行言孫”(207쪽).

舊唐書 권133, 李晟傳 譯註 301

밀을 누설한 적이 없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明察하였고 군인을 다스
릴 때면 반드시 누가 수고했고 누가 그 일을 능히 했다고 말하며 비록 비
천한 군졸의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그 성명을 기록해 두었다. 특히 부하들
이 붕당을 만들어 결탁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
을 미워하는 것은 천성에서 나왔다. 일찍이 은혜를 입으면 후하게 보답하
였다. 이전에 潭元澄이 嵐州刺史가 되어 일찍이 이성에게 은혜를 베풀었
는데, 후에 죄에 저촉되어 岳州로 폄적되었다[貶].96) 근래에 이성이 귀하게
된 후 上疏하여 신명하자 조서를 내려 담원징을 寧州刺史로 추증하였다.
담원징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성이 어루만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근면
하였다. 그 모두가 학업을 성취하여 벼슬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이
성을) 의롭다고 여겼다. 가족을 다스리는 것은 엄하다고 칭해졌고 아들들
과 조카는 새벽과 저녁이 아니면 알현할 수 없었고 공무에 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으며, 王氏 생질[甥]을 대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하였다.
일찍이 어느 정월에 崔氏 소생의 딸이 친정으로 와 아직 계단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성이 물리치며 말하길 “너는 가족(즉 시집)이 있고 하물며 시
어머니가 집안에 계시는 바 며느리로서 마땅히 술과 감주[酒醴]를 올리고
손님을 초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려보
냈다. 그가 예의를 갖추고 가르침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정
원 9년(793) 8월 薨하니 나이가 67세였다. 황제가 애도[震悼]하여 눈물을
흘리고 5일 간 조회를 그만두었으며 백관에게 명하여 집으로 가서 조문하
게 하고 경조윤 李充에게 명하여 喪事를 監護하게 하였으며, 국가[官]에서
장례 도구를 지급하고 등급을 높여 부의를 보냈다. 시신에 옷을 입히고
입관[大斂]할 때 황제가 친히 제문을 지어 영구 앞에 보냈다.
96) 郁賢皓, 唐刺史考全編 4, 安徽大學出版社, 2000의 岳州 항에는 담원징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貶을 폄적이라 번역하였다. 이하에서의 貶은
좌천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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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宮闈令 第五守進을 보내 故太尉ㆍ中書令ㆍ西平郡王ㆍ贈太師의 영
령에 뜻을 알린다. 하늘이 나의 나라에 복을 내려 재주있는 준걸을 낳고 음양
의 정기를 내려주었는데, 기실 산악의 降靈이었다. 환난을 널리 구제하고 王
室을 지켰으며 요사한 기운을 소탕하여 上京을 수복하였다. 충성심이 사람과

귀신을 감동시켰고 공업이 사직에 드리웠으며, 시대를 바로잡고 난리를 평정
한 것이 실로 元勳에 의지한 바이다. 재상이 된 후에는 中外를 능히 화합시키
고 제왕의 道를 모획하며 힘을 합쳐 제왕의 대업을 도왔다. 항상 훌륭한 말로
과실을 바로잡고 심정이 친하며 진중하고 의리[義]가 벌어진 틈이 없었다. 바
야흐로 국가와 함께 휴식하며 영구히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기약하였다. 근자
에 도리어 질병에 걸려 비록 10일 동안이나 매일 낫기를 기원하고 다시 서로
만나 나의 통치를 보필하여 마침내 和平을 이루길 바랐다. 약과 음식으로도
효험이 없고 마침내 薨逝하여 나의 인재를 상실하고 나의 보정 대신을 손실시
켜 하늘이 사람을 남기지 않으니 통석하기가 그지없다. 오호라 큰 집이 바야
흐로 지어지려 하는데 갑자기 동량을 잃고 큰 강을 아직 다 건너지 못했는데
배와 노가 없어졌다. 군신의 의리는 추모하고 슬퍼하니 더욱 깊어지고 남겨진
문장[遺章]을 쫓아 읽어보니 감격스러운 마음이 배가된다. 卿 가문의 후손은
짐이 반드시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물며 [아들 李]愿 등 형제는 경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으니 짐의 뜻을 어찌 평생 잊겠는가? 경이 말하지 않았다
고 해도 짐은 또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근래에 경이 살아 있을 때는 도리어
짐의 깊은 심정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경과 짐이 영원이 이별하게 되어서라도
바야흐로 짐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오.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
고 말을 하니 눈물이 떨어지누나. 이에 직접 몇 행을 적어 소회를 남김없이
적는다. 종이를 마주하여 마음을 드러냄에 말을 가식할 수 없으며 魂이 인지
하여 마땅히 짐의 마음을 알아 줄 것이다.

또 太尉로 冊贈하며 시호를 忠武라고 지었다. 이성이 훙거한 후 鹽州97)에

97) 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鹽州(下) 조, “[代宗]永泰元年十一月, 升爲都督府.
元和八年, 隷夏州”(1417쪽); 신당서 권37, 지리지1, 鹽州ㆍ五原郡 조, “下都督
府.…… 貞元三年沒吐蕃, 九年復城之”(9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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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쌓고 鹽池를 회복하였는데, 황제가 宰臣들에게 새 소금을 하사하면서
이성을 생각하며 슬퍼하였고 이에 소금을 영전[靈座]에 보냈다. 당시 환관을
이성의 집으로 보내 아들들을 위무하였는데, 가르침과 훈계가 잘 체현되어
있었으며 [李]愿 등이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황제가 얼굴에 기쁜
기색을 드러냈고 시종 보살펴주면서 이성을 대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
[憲宗] 元和 4년(809) 조서를 내려 “대저 능히 사직을 안정시키고 인민
을 구제하여 불휴의 이름을 남기고 가히 영구한 업적을 드리운 자는 반드
시 특별한 총애로 보답하고 가까운 은혜로 대우하며 국가와 더불어 무궁한
것이 이 시대의 전범이다. 그러므로 奉天定難功臣ㆍ太尉ㆍ兼中書令ㆍ上
柱國ㆍ西平郡王ㆍ食實封1,500호ㆍ贈太師 이성은 근래의 英賢으로 천성이
忠義하고 시대를 구하는 큰 지략을 펼치고 무공을 이룰 뛰어난 재주를 품

고 언제나 정성을 다해 큰 덕에 합치되고 일찍이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실로 이겨 평정하는 공을 세웠다. 흉악한 자가 이미 섬멸되고 궁궐과
종묘가 다시 회복되어 그 공훈을 살핀 뒤 마땅히 보상하고 존숭하였다.
영구히 국가 평온을 말하고 항상 국가 영광의 공력을 생각하며 이전 선열
을 더욱 숭상하고 후대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종친으로 화합하여 厚
意를 주고자 한다. 그 집안을 마땅히 황실의 호적[屬籍]에 編附하고 이성은

덕종의 廟廷에 배향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성은 1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侗ㆍ伷ㆍ偕는 祿을 받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다. 이어서 愿ㆍ聰ㆍ總ㆍ愻ㆍ憑ㆍ恕ㆍ憲ㆍ愬ㆍ懿ㆍ聽ㆍ惎ㆍ慇
인데, 이 중 聰ㆍ總은 官[職]이 낮은 때 죽었다. 愿ㆍ愬ㆍ聽이 가장 알려졌다.

[李]愿은 어려서부터 겸손하고 근신하여 과실이 적었다. 이성이 큰 공
적을 세웠으나 아들들은 관직이 없었는데, 재상이 상주하여 아뢰자 덕종이
그날 바로 이원을 불러 銀靑光祿大夫ㆍ太子賓客ㆍ上柱國에 배수하였다.
舊制에 勳이 상주국에 이르면 門戟을 하사하였으므로 즉시 영을 내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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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하사하였는데, 이에 부친과 나란히 棨戟을 문에 늘어놓았다. [덕종
정원] 9년(793) 부친의 복상을 하였다. [정원] 12년(796) 복상을 마치자 덕
종이 이원 등을 延英[殿]으로 불러 오랫동안 가엾게 여기며 말하길 “짐이
궁중에 있으면서 항상 卿 등을 생각하며 공덕을 추념하여 하루도 잊은 적
이 없다. 또 경 등이 복상할 때 禮에 맞게 하였다고 듣고 짐이 심히 가상하
게 여겼다”라고 하고 각각에게 옷 1벌과 絹 3천 필을 하사하였다. 이원이
이전에 태자빈객을 제수받은 것에 의하면 형제가 같은 날 관직에 배수된
자가 9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左衛大將軍이 되었다[轉].
[憲宗] 원화 원년(806) 8월 檢校禮部尙書ㆍ兼夏州刺史ㆍ夏綏銀宥等州
節度使가 되었는데, 威令이 간명하고 엄숙하였으며 어루만지고 품어주는

법을 잘 알았다. 어떤 문객이 말 한 필을 잃어버리자 狀으로 이원에게 알
렸는데, 이원은 그 狀을 길옆에 붙여두고[牓] 현상금을 걸었다. 3일이 지나
지 않아 잃어버린 말이 그 방 아래에 매여 있었고 아울러 서신 한 통[緘]이
놓여 있었는데 말하길 “말 한 마리가 나의 말 무리 안으로 왔는데, 이를
제때 고하지 못하였으니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 감히 좋은 말 한 필로 속
죄하고자 하며 아울러 잃어버린 그 말과 함께 길옆에 둔다”라고 하였다.
이원이 문객에게 말을 주고 그 좋은 말은 놓아주었다. 경내가 숙연한 것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 [원화 6년 10월]98) 徐州刺史ㆍ武寧軍節度使로 옮겼
다. 번진에 이르렀는데, 靑ㆍ鄆(즉 平盧節度使 李師道)이 조정에 공손하지
않았으므로 명을 받들어 토벌에 나서 성을 빼앗고 읍을 점령하여 첩서[捷
奏]를 자주 올렸다.99) 얼마 안 되어 질병에 걸려 [원화 13년(818) 7월]100)

98) 吳廷燮, 唐方鎭年表 1, 感化(武寧), 312쪽.
99)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2,
2003, 193쪽, 202쪽(각주 44), 223∼224쪽; 정병준, ｢武寧節度使 王智興과 小將
張保皐｣, 중국고중세사연구 17, 2007, 276쪽, 281∼283쪽; 정병준, ｢李師道 藩
鎭의 滅亡과 郭昈｣, 중국학보 52, 2005, 253∼256쪽 등.
100) 吳廷燮, 唐方鎭年表 1, 感化(武寧),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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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생 [李]愬가 대신하여 徐의 번수가 되었고, [이원은 조정으로] 들어가
형부상서가 되었다. 질병이 낫자 檢校尙書右僕射ㆍ兼鳳翔尹ㆍ鳳翔隴右節
度使가 되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자못 다스림에 태만하고 이전의 의지가

없어져 음악과 여색[聲色] 이외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
[穆宗] 長慶 2년(822) 2월101) 檢校司空ㆍ兼汴州刺史ㆍ宣武軍節度使가
되었다. 이에 앞서 張弘靖102)이 汴의 번수가 되어 후한 상으로 병사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원이 이르렀을 때 창고[帑藏]가 이미 고갈되었으나
이원은 마음껏 사치를 누리고 가족[門內] 수백 인이 관아의 공급에 의지하
였으며 軍政을 보살피지 않고 상으로 내리는 것이 장홍정 시절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도리어 威刑으로 아랫사람을 다루었다. 또 처의 동생 竇緩이
親兵을 거느렸는데, 두완 역시 교만하고 오만하며 부정한 재화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무리의 마음에 원망이 쌓였다. 이 해(822) 7월 4일 밤 牙將 李臣
則ㆍ薛志忠ㆍ秦鄰 등 3인이 숙직하다가 두완의 장막 안[帳中]으로 돌입하

여 그 머리를 베어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원은 변고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좌우의 몇 명과 더불어 머리를 푼 채 달아나 子城의 북쪽 누각에 올라가
줄을 늘어뜨려 성벽을 내려가 하수도[水竇]를 통해 탈출하였다. 동틀 무렵
까지 수십 리를 걸어가다가 당나귀를 모는 들사람[野人]을 만나자 당나귀
를 뺏어 타고 鄭州103)에 이를 수 있었다. 이원의 처 竇氏는 난병들의 손에
죽고 아들 세 명은 은닉하여 살아났으며 노복과 첩들은 군사들의 노획물이

101) 吳廷燮, 唐方鎭年表 1, 宣武, 198쪽에서는 이원이 선무군절도사에 임명된 시점
을 장경 원년(821) 3월로 보면서 그 근거로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장경 원년
3월 조, “以鳳翔節度使李愿檢校司空ㆍ汴州刺史ㆍ充宣武軍節度使”(487쪽)라고 하
는 것을 들고 있다.
102) 吳廷燮, 唐方鎭年表 1, 宣武, 197∼198쪽에 의하면 장홍정은 韓弘의 후임으로
헌종 원화 14년(819) 8월부터 목종 장경 원년 3월까지 선무절도사를 지냈다.
103) 당시 鄭州는 義成軍節度使 관하였다(吳廷燮, 唐方鎭年表 1, 義成, 224∼225
쪽). 또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장경 2년 2월 조, “癸酉, 以鄜坊節度使韓充爲義
成軍節度使, 以代王承元, 以承元爲鄜坊節度使”(494∼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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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성 안을 3일 동안 크게 약탈하고 그 아장 李㝏를 留後로 세우고
조정에 정식 임명[旄鉞]을 청하였지만 [같은 달 조정은 韓充을 선무군절도
사로 임명하였는데]104) 한 달 남짓이 지나 이윽고 [선무 내부에서 이개를]
주살하였다.105) 이원은 죄에 저촉되어 隨州刺史로 좌천[貶]되었다. 조정에
서 이성의 훈공을 생각하여 마침내 죄를 주지 않았고 조정으로 들어가 左
金吾衛大將軍에 임명되었다. [敬宗] 장경 4년(824) 6월 다시 檢校司空ㆍ兼
河中尹ㆍ充河中晉絳慈隰節度使가 되었다.106) 하중에서의 정치 역시 岐ㆍ
梁(즉 봉상ㆍ변주107))에서와 같았다. 게다가 이원은 권신ㆍ근신과 결탁하

기 위해 뇌물을 후하게 주어 부세 수입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軍府가
영락[蕭然]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 그렇지 않았
다면 蒲의 사람들이 필시 변고를 일으켰을 것이다. [경종] 寶應(曆?)108) 원
년(825) 6월 죽었으며 司徒에 추증되었다.
104)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장경 2년 7월 조, “汴州軍亂, 逐節度使李愿, 立牙將李㝏
爲留後.…… 出白居易爲杭州刺史.…… 貶李愿爲隨州刺史. 以鄭滑節度使韓充爲汴
州刺史ㆍ宣武軍節度使ㆍ汴宋亳潁觀察等使, 鄭滑如故, 以宣武軍節度押衙李㝏爲
右金吾衛將軍.…… 以前義武軍節度使陳楚爲東都留守ㆍ判尙書省事ㆍ東畿汝防禦
使. 本朝故事, 東都留守罕用武臣, 今用楚, 以李㝏擾汴宋故也”(498쪽). 이개의 난
과 평정에 대해서는 정병준,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중국사
연구 33, 2004, 89∼90쪽 등 참조.
105)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장경 2년 8월 조, “詔陳許李光顔將兵收汴州.…… 癸酉,
韓充奏今月六月發軍入汴州界, 營于千塔. 丙子, 汴州監軍姚文壽與兵馬使李質同
謀斬李㝏及其黨薛志忠ㆍ秦鄰等. 丁丑, 韓忠入汴州.…… 以兗海沂密節度使曹華爲
滑州刺史ㆍ充義成軍節度ㆍ鄭滑潁等州觀察等使.…… 潁州隷鄭滑觀察使”(499쪽).
106) 吳廷燮, 唐方鎭年表 1, 河中, 454쪽.
107) 梁에 관해서는 자치통감 권187, 高祖 武德 2년 10월 조의 胡三省 주, “汴州,
古大梁地, 戰國時爲魏都, 漢爲陳留郡, 東魏爲梁州, 後周改汴州, 以城臨汴水, 因
以爲名”(5869쪽); 같은 책 권229, 건중 4년 12월 조, “[朱]滔使其虎牙將軍王郅說
[田]悅曰, ‘…… 與滔渡河共取大梁’ [호삼성 주; 大梁, 汴州, 宣武節度治所]”(7386
쪽); 같은 책 권229, 興元 원년 정월 조, “[李]希烈遂卽皇帝位,…… 以汴州爲大梁
府”(7393쪽); 같은 책 권244, 文宗 太和 7년 8월 조, “(杜牧)又作戰論, 以爲,……
大梁ㆍ彭城ㆍ東平…… [호삼성 주; 大梁, 宣武軍, 彭城, 武寧軍, 東平, 天平
軍]”(7889쪽) 등 참조.
108) 寶應은 代宗 초기의 연호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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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愬는 부친의 蔭으로 起家하여 太常寺의 協律郞(정8품상)에 제수되
었다가 衛尉少卿(종4품상)으로 승진[遷]하였다. 이소는 일찍이 생모를 잃
어 晉國夫人 王氏에 의해 양육되었다. 왕씨가 죽자 이성은 정실이 아니라
는 이유로 [이소에게] 시마 상복을 입게 하였는데, 곡하는 것이 不忍하게
하였으므로 이성이 감동하여 縗 상복을 입게 허락하였다. 練 복상을 마쳤
을 때 부친이 죽자 이소는 동생[仲弟]인 憲과 묘 옆에 여막을 짓고 거처하
려 하였으나 덕종이 불허하고 조서를 내려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집에
서 하루 밤을 지낸 후 걸어서 다시 묘소로 가자 황제가 마음을 겪을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3년 상을 마치도록 허락하였다. 복상이 마치자 右庶子
(정4품상)에 제수되었다가 小府監(종3품)ㆍ左庶子(정4품상)가 되었다[轉].
지방으로 나가 坊ㆍ晉 두 주 자사를 역임하였는데, 다스림이 훌륭하여 金
紫光祿大夫가 더해졌다. 다시 庶子가 되었다가 승진[累遷]하여 太子詹事

(정3품)ㆍ宮苑閑廐使가 되었다.
이소는 모략이 있고 騎射에 뛰어났다. 元和 11년(816) [憲宗이] 병사를
동원하여 蔡州(즉 淮西 彰義)의 吳元濟를 토벌하였다.109) 7월 唐鄧節度使
高霞寓가 싸워 패하자110) 또 袁滋를 번수로 삼았는데,111) 원자 역시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소가 표를 올려 군대에서 공을 세우고 싶다고 하였다.
재상 李逢吉 역시 이소의 재주가 가히 기용할 만하다고 여겼고 [12월] 마침
내 檢校左散騎常侍ㆍ兼鄧州刺史ㆍ御史大夫ㆍ充隨唐鄧節度使에 임명하였

109) 구당서 권15, 憲宗本紀下, 원화 9년 9월 조, “淮西節度使吳少陽卒, 其子元濟匿
喪, 自總兵炳, 乃焚劫舞陽等四縣”(450쪽); 同 10월 조, “制,…… 宜以山南東道節度
使嚴綬兼充申光蔡等州招撫使”(451쪽).
110)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1년 6월 조, “高霞寓敗于鐵城, 退保新興柵,
是日人情悚駭, 宰相奏對, 多請罷兵”(456쪽); 同, 7월 조, “貶隨唐節度使高霞寓為
歸州刺史. 以河南尹鄭權爲襄州刺史ㆍ充山南東道節度使, 以荊南節度使袁滋爲唐
州刺史ㆍ彰義軍節度使ㆍ申光唐蔡隨鄧州觀察使, 權以唐州爲理所”(상동).
111)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7월 조, “以荊南節度使袁滋爲彰義節度ㆍ申光蔡唐
隨鄧觀察使, 以唐州爲理所”(7724쪽).

308 동국사학 58집

다.112) 병사들은 패한 나머지 사기가 꺾여 있었는데, 이소가 그 정황을 파
악하여 이에 軍陣을 엄숙하게 정돈하지 않고 대오를 가지런하게 하지도
않았다. 혹자가 군대를 정숙하게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소가 말하길
“賊은 袁 尙書가 관대하고 손쉽게 하였기에 바야흐로 편안해 하였는데, 내
가 그것을 바꾸어 대비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三軍(즉 번진 군대)
을 속여 말하길 “천자는 이소가 부드러우면서 치욕을 잘 견딤을 알기 때문
에 너희들을 지휘하여 어루만지게 한 것이다. 싸움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
고 하자 군사들이 이를 믿고 즐거워하였다.113) 이소는 또 그 배우와 악사
를 해산시키고 宴樂을 열지 않았으며 사졸이 상처를 입으면 친히 어루만
져 주었다. 적은 앞서 고하우와 원자를 패배시켰고 또 이소의 명성과 지위
가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고 여겨 방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소는 침착하고 용감하며 지략에 뛰어났고 정성을 다해 병사를 대우
하였기 때문에 능히 낮고 약한 세력으로 賊이 예측하지 못한 허점을 찔렀
다. 반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을 가히 운용할 만하다고 여기고 [원화 12년
2월] 蔡를 습격하고자 도모하여 表를 올려 군대를 더해주길[濟師] 청하였
다. 조서를 내려 河中ㆍ鄜坊의 기병 2천 인을 보태주었고 이로 인해 장비
를 완전히 갖추고 안으로 군사 작전을 계획하였다. 일찍이 賊將 丁士良을
사로잡아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말의 기운이 꺾이지 않았으므로
이소가 남다르게 여겨 포박을 풀어주고 捉生將으로 삼았다. 정사량이 이
에 감복하여 말하길 “적장 吳秀琳이 병사 수 천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를
바로 깨뜨리지 못하는 것은 陳光洽의 모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사량
은 능히 진광흡을 사로잡아 오수림을 항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자 이소가

112)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12월 조, “以太子詹事李愬爲唐ㆍ隨ㆍ鄧節度使”(7728쪽).
113)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정월 조, “李愬至唐州, 軍中承喪敗之餘, 士卒皆憚
戰. 愬知之, 有出迓者, 愬謂之曰, ‘天子知愬柔懦, 能忍恥, 故使來拊循爾曹. 至於
戰攻進取, 非吾事也’, 衆信而安之”(7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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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는데, 과연 진광흡을 사로잡았다.114) 12월(원화 12년 3월?) 오수림이
文成(城?)柵의 병사 3천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115) 이소가 바로 新興
柵116)으로 옮기고[徙之] 마침내 오수림의 병사에게 [蔡州] 吳房縣을 공격하

게 하여 그 外城을 점령하였다. 앞서(원화 12년 9월) 오방을 공격하려고
할 때 軍吏가 말하길 “往亡日117)이므로 피하길 청한다”라고 하였으나, 이
소가 말하길 “적은 왕망일이므로 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여길 것이니, 가히
공격할 만하다”라고 하고 싸워 이기고 돌아왔다. 적이 날랜 기병 5백으로
이소를 추격하였는데, 이소가 말에서 내려 胡床에 앉아 병사들에게 힘을
모아 싸우게 하여 적장 孫忠憲을 사살하자, 적이 물러갔다. 혹자가 이소에
게 오방을 [완전히] 함락시키길 권하였으나 이소가 말하길 “[오방을] 취하면
[적이] 세력을 합쳐 그 소굴을 공고히 할 것이니 그대로 두어 그 힘을 분산
시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118)
앞서 오수림이 항복하였을 때 이소가 홀로 말을 타고 柵 아래에 이르
러 그와 이야기하고 친히 그 포박을 풀어주고 衙將에 임명하였다. [원화
12년 5월] 오수림은 은혜에 감복하여 힘을 다해 보답할 것을 기약하며 이

114)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2월 조, “李愬謀襲蔡州, 表請益兵, 詔以昭義ㆍ河中ㆍ
鄜坊步騎二千給之. 丁酉, 愬遣十將馬少良將十餘騎巡邏, 遇吳元濟捉生虞候丁士
良, 與戰, 擒之.…… 戊申, 士良擒[陳]光洽以歸”(7730∼7731쪽).
115) 원문은 원화 11년(816) 12월을 말한다고 보이지만, 자치통감에서는 원화 12년
3월 조, 7732쪽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자치통감에는 文成이 文城으로
적혀 있다.
116)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6월 조의 호삼성 주, “新興柵, 在吳房縣西南, 文城
東北”(7723쪽); 同, 12월 조의 호삼성 주, “新興柵, 當在唐州東北界”(7728쪽).
117) 陰陽家에서 말하는 凶日로 舊曆에 매월 있으며 금기사항들이 있다.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817) 9월 조, “李愬將攻吳房 [胡三省 注; 吳房,…… 屬蔡州, 平蔡
後, 改爲遂平縣], 諸將曰, ‘今日往亡 [호삼성 주; 陰陽家之說, 八月以白露後十八日
爲往亡, 九月以寒露後第二十七日爲往亡]’, 愬曰, ‘吾兵少, 不足戰, 宜出其不意.……’,
遂往, 克其外城, 斬首千餘級”(7739쪽).
118)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817) 9월 조, “…… 或勸愬乘勝攻其子城, 可拔也.
愬曰, ‘非吾計也’, 引兵還營”(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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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게 말하길 “만약 적을 격파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李祐를 얻어야 하며
나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우란 자는 적의 기병 장수로
담력과 지략이 있었는데, 興橋柵을 지키면서 항상 官軍을 업신여기고 쉽게
생각하여 오고가면서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소는 그 군장 史用誠을 불
러 말하길 “지금 이우는 무리를 이끌고 張柴[村]에서 보리를 거두고 있는
데, 네가 3백 기병을 옆 숲속에 매복시키고 또 그 앞에서 깃발을 흔들게
하며 장차 보리를 불태울 것처럼 하라. 이우는 평소 우리 군대를 경시하므
로 필시 가볍게 여기고 뒤쫓아 올 것이니 경무장 기병으로 사로잡도록 하
라”고 하였다. 사용성 등이 그 계책대로 하였는데, 과연 이우를 사로잡아
돌아왔다. 관군은 항상 이우에게 고전하였으므로 모두가 죽이길 청하였으
나 이소는 듣지 않고 포박을 풀어주고 빈객으로 예우하였다. 이소가 틈을
보아 항상 이우와 李忠義를 불러 사람을 물리친 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떨 때는 심야에 이르렀다. 이충의 역시 항복한 장수로 본명은 [李]憲인
데, 이소가 이르게 하였다. 군중에서 이소에게 간언하는 자가 많았지만,
이소는 더욱 이우를 총애하였다. 비로소 결사대 3천 인을 모집하여 突將으
로 삼고 이소가 직접 교습하였다. 이소가 장차 오원제를 습격하려고 하였
는데, 마침 비가 내려 5월부터 7월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아 도랑과 밭두둑
이 무너지고 넘쳐나 군대를 출전시킬 수 없었다. 軍吏가 모두 이우를 죽이
지 않은 때문이라고 말하며 서한을 매일 보내고 또 사로잡은 적의 첩자
역시 그런 말을 한다고 하였다. 이소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어 이우를
붙잡고 울면서 말하길 “어찌 하늘의 뜻이 적을 평정하지 않으려 하여 한사
람을 사람들의 입에서 뺏도록 [그대로] 두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이소는
諸軍이 앞서 헐뜯는 말을 황제에게 올리면 이우를 구할 수 없다고 우려하

여 형구에 채워 경사로 압송하면서 먼저 표를 올려 석방을 청하고 또 말하
길 “필히 이우를 죽인다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하였다. 이우가 경사에
이르자 조서를 내려 석방하여 이소에게 돌려보내니 이에 散兵馬使1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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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패도를 차고 순찰하며 군막[帳]을 드나들게 하였는데, 의심하고 비방
하는 자가 없어졌다. 또 六院兵馬使로 바꾸어 임명하였다. 옛 軍令에서는
적의 첩자를 거둔 자는 그 가족을 도살하였는데, 이소가 그 군령을 없애고
그들을 후하게 대하도록 하자 첩자들이 도리어 정황을 이소에게 알려 이소
가 적의 허실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다.120)
陳許節度使 李光顔은 용맹이 諸軍을 덮었는데, 적이 정예 병사를 모두

거두어 이광안에게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이소는 적이 대비하지 않은 틈
을 타고 (원화 12년) 10월 蔡州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 달 10일 判官
鄭澥를 보내 裴度에게 작전 기일을 알렸다.121) 10일 밤 이우에게 突將 3천

을 주어 선봉으로 삼고 이충의를 副로 삼았으며, 이소 자신은 中軍 3천을
이끌고, 또 田進誠에게 後軍 3천을 이끌고 군대의 뒤쪽을 맡게 하여 함께
행군하였다. 이에 앞서 文成柵을 나왔을 때 군사들이 향하는 곳을 물으니
이소가 말하길 “동쪽으로 60리를 가서 멈춘다”라고 하였다. 적 경내에 이
르니 張柴砦122)라는 곳이었다. 그 戍卒을 모두 죽이고 군사들에게 조금
쉬게 하고 말장구와 甲冑를 수선한 후 칼날을 꺼내고 활을 겨누게 하며

119) ‘散’이 붙은 직명은 휘하에 군대를 거느리지 않은 散員 내지는 散號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217∼218
쪽 참조), 여기서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20)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5월 조, “[吳]秀琳曰, ‘公欲取蔡, 非李祐不可, 秀琳無
能爲也’. 祐者, 淮西騎將, 有勇略, 守興橋柵, [호삼성 주; 興橋柵, 在張柴村東] 常
陵暴官軍. 庚辰, 祐率士卒刈麥於張柴村, [호삼성 주; 張柴村, 在文城柵東六十里]
愬召廂虞候史用誠, 戒之曰,…… 用誠如言而往, 生擒祐以歸.…… 時愬欲襲蔡, 而更
密其謀, 獨召祐及李忠義屏人語,…… 時唐ㆍ隨牙隊三千人, 號六院兵馬, 皆山南東
道之精銳也. 愬又以祐爲六院兵馬使.…… 舊軍令, 舍賊諜者屠其家. [호삼성 주; 舍
者, 停藏之於家也] 愬除其令, 使厚待之, 諜反以情告愬, 愬益知賊中虛實.…… 乃募
敢死士三千人, 號曰突將, 朝夕自教習之, 使常爲行備, 欲以襲蔡. 會久雨, 所在積
水, 未果”(7734∼7736쪽).
121)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0월 조, “[李愬]遣掌書記鄭澥至郾城, 密白裴度.……”
(7740쪽).
122)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0월 조, 7740쪽에는 ‘張柴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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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깃발을 세우고 나갔다[出]. 이 날 하늘이 어둡고 비눈이 왔으며 큰 바람
이 불어 깃발을 찢었고 말이 두려워서 뛰지를 못하였으며, 병사들은 추위
에 시달려 창을 품고서 쓰러지는 자가 길에 이어졌다. 그 하천과 못의 교
량ㆍ도로가 험난하고 張柴 동쪽은 군사들이 일찍이 그 땅을 밟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처음에 張柴에 이르렀을 때 諸將이 그치길 청하였는데, 이소가 말하길 “채
주로 들어가 오원제를 잡는다”라고 하자 諸將이 놀라 실색하였다. 監軍使
가 곡하며 말하길 “과연 이우의 계략에 떨어졌다!”라고 하였는데, 이소가
듣지 않고 진군하도록 재촉하자 모두가 반드시 생환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
였다. 하지만 모두 이소의 명령을 따랐으며 감히 살기 위해 획책하는 자가
없었다. 이소는 도중에 5백 인을 나누어 洄曲의 도로 교량을 자르게 하였
는데,123) 그 날 밤에 동사한 자가 열에 두세 명이었다. 또 5백 인을 나누어
郞山 도로를 자르게 하였다. 張柴로부터 70리를 행군하여 懸瓠城에 이르

자 한밤중이었는데, 눈이 더욱 많이 내렸다. 가까운 성에 鵝鴨池가 있었는
데, 이소가 명을 내려 [鵝鴨이] 놀라도록 치게 하여 소리가 뒤섞이게 하였
다. 적은 오방과 낭상의 견고함을 믿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아무도 알아채
지 못하였다. 이우와 이충의가 벽에 구덩이를 만들어 먼저 올라가고 용감
하고 날랜 자가 뒤를 따라가 수문 병사를 모두 죽이고 그 문으로 올라가
딱딱이를 쳐서 시간을 알리는 자만 살려두었다. 새벽 무렵 눈이 또한 그쳤
는데, 이소가 성안으로 들어가 오원제의 外宅에 머물렀다. 蔡의 관리가 오
원제에게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라고 하자 오원제가 “이는 洄曲의 子弟가
돌아와 방한복을 구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는데, 순식간에 이소 군
대가 將士들에게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며 “常侍(즉 이소)가 말씀을 전한
다”고 하자 이에 오원제가 “어떻게 상시가 이곳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라
123)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0월 조, “留義成軍五百人鎭之, 以斷洄曲及諸道橋
梁, 復夜引兵出門”(7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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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고 마침내 달려가 좌우 사람을 이끌고 子城에 올라 저항하였다. 전진
성이 병사를 이끌고 포위해 공격하였다. 이소는 오원제가 아직 董重質이
와서 구원하길 바라고 있다고 계산하여 동중질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안심
시키며 어루만져주고 그 집안 사람에게 서신을 가지고 가서 동중질을 부르
게 하였다. 동중질이 單騎로 달려와 이소에게 귀순하면서 白衣를 입고 진
흙탕에 머리를 숙였는데, 이소가 客禮로 대우하였다. 전진성이 자성의 남
문을 불태우자 오원제가 성 위에서 죄를 청하였다. 전신성이 사다리를 걸
쳐 내려오게 하여 [갑술일 이소가] 경사로 압송[檻送]하였다. 그 申ㆍ光 2주
및 諸鎭 병사가 아직 2만여 인이었는데, 차례로 내항하였다.124)
오원제가 사로잡힌 뒤 이소는 한 명도 살육하지 않았고 오원제에게 억
류되어 帳下와 주방ㆍ마굿간에 일하던 자를 모두 원래 직책에 복귀시켜
주며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격구장[鞠場]에 병사를 주둔시켜 놓고 裴度
를 기다렸다. 다음날 배도가 이르자 이소는 활집과 화살통[櫜鞬]을 갖추고
서 배도의 말 앞에서 기다렸다. 배도가 피하려 하자 이소가 말하길 “이 지
역은 상하 등급의 직분을 모른 지 오래되었다. 청컨대 공께서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배도가 재상의 禮로 이소의 영접을 받으니 무리가 모
두 공경하며 지켜보았다. 다음날 이소의 군대는 문성책으로 돌아갔다.125)
11월 조서를 내려 이소를 檢校尙書左僕射ㆍ兼襄州刺史ㆍ山南東道節度ㆍ
襄鄧隨唐復郢均房等州觀察等使ㆍ上柱國에 임명하고 涼國公ㆍ食邑3천호

ㆍ食實封5백호에 봉하고 아들 1명을 5품 正員에 임명하였다.
헌종이 隴右 故地를 회복하려는 뜻이 있어 원화 13년(818) 5월 이소를
鳳翔隴右節度使에 임명하고 또 조서를 내려 궁궐을 경유하여 부임하게 하

였다. 이소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때 마침 李師道가 다시 叛하자 [같은
124)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0월 조, “[李]愬以檻車送[吳]元濟詣京師.……”(7742쪽).
125)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0월 조, “自元濟就擒, 愬不戮一人,…… 己卯, 淮西行
營奏獲吳元濟. 光祿少卿楊元卿言於上曰,…… 李愬還軍文城,……”(77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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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7월]126) 조서를 내려 田弘正ㆍ義成ㆍ宣武 등의 軍에게 토벌하게 하고
또 이소를 옮겨 徐州刺史ㆍ武寧軍節度使로 삼아 그 형인 [李]愿을 대신하
게 하였다. 형제가 岐와 徐 두 번진을 교환한 것이며, 또한 10일 사이에
부친과 형의 직임을 맡은 것이다. 이소는 徐 지방에 이르러 병사를 다스리
는데 방략이 있었다. 그때 蔡의 장수 동중질이 春州司戶로 좌천[貶]되었는
데, 이소가 표를 올려 동중질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내려 군대에서 부리길
[驅使] 청하자 즉시 조서를 내려 불러 무령군으로 보냈고 이소는 이에 牙將
으로 서임하였다. [12월] 이소는 賊(즉 이사도의 군대)을 [兗州] 金鄕127)에
서 깨뜨리고 무릇 11번을 싸워 적장 50인을 사로잡고 포로 또는 참수한
것이 1만을 헤아렸다.128)
[원화 14년(819) 2월] 淄靑이 평정되자 장차 燕과 趙를 평정하려 하여
[將有事]129) [穆宗] 원화 15년(820) 9월 이소를 檢校左僕射ㆍ同中書門下平
章事ㆍ潞州大都督府長史ㆍ昭義節度使에 임명하고 興寧里 집을 하사하였

다. 10월 [成德 번진의] 王承宗이 죽자 魏博의 田弘正이 鎭州로 부임하였
다. 이소가 노주에 부임하였는데, 4월 魏州大都督府長史ㆍ魏博節度使로
옮겨졌다[遷]. 長慶 원년(821) 幽ㆍ鎭에서 다시 난이 일어나자,130) [8월] 이
소가 소식을 듣고 흰옷[素服]을 입고 三軍에 명하여 말하길 “魏 사람들이
부유하고 인구가 많으며 능히 황제의 덕화를 알게 된 것은 田公(즉 성덕에
서 피살된 전홍정) 때문이다. 천자께서 그가 인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을 알고 鎭ㆍ冀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田公이 魏를 나가 군대를 어루만
126)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197쪽 참조.
127) 兗州의 속현이다. 그 전 10월에는 연주 魚臺縣에서 평로군 3천여 명을 격파하였
다(상동, 198쪽).
128) 많은 연구자들이 이때 장보고가 무녕군의 아장으로 참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동, 190쪽, 202쪽, 222쪽 등).
129) 헌종은 원화 15년 정월 환관에게 피살되고 穆宗이 즉위하였다.
130) 자치통감 권242, 장경 원년 7월 조, “及魏兵去, 壬戌夜, [王]庭湊結牙兵譟於府
署, 殺[田]弘正及僚佐……”(77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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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지 7년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鎭 사람들이 不道하여 감히 그를 해친
것은 魏에 사람이 없다고 여긴 때문일 것이다. 만약 父兄과 子弟로서 田公
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니 무리가 모두
통곡하였다. 또 옥대와 보검을 牛元翼131)에게 주고 사람을 보내 말하길
“나의 선친은 항상 이 검으로 큰 공훈을 세웠고 나 또한 이 검으로 蔡의
도적을 평정하였다. 지금 鎭 사람들이 叛逆하였는데, 공이 이것으로 베도
록 하라”라고 하니 우원익이 명을 받들며 감격해하고 이에 검과 옥대로
군중에 영을 내리며 보답하여 말하길 “원컨대 무리를 이끌고 사력을 다하
겠다”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이소가] 전략을 세웠는데[制置] 마침 질병에
걸려 군대를 다스릴 수 없자 사람들이 기율을 어겼고 마침내 공을 세울
수 없었다. 조정이 田布로 대신하게 하고132) [이소를] 太子少保에 임명하
여 東都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 해(821) 10월 洛陽에서 졸하니 나이 49세
였다. 목종이 애도하면서 등급을 더해 부의를 보내고 太尉로 추증하였다.
이전에 이성이 경성을 수복하였을 때 시장이 교역을 그만두지 않았는
데, 이소가 淮蔡를 평정하였을 때도 그 미덕을 이었다. 부자가 이어서 큰
공훈을 세웠으며 비록 맏이와 아래 동생[昆仲]이 다함께 병권을 가졌다고
해도 공업은 이소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까운 시기에 견줄만한 이가 없었
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는 일정한 법도가 있었고 검소하며 예의를 어기지
않았다. 형제들이 부친의 공훈과 은총에 의지하여 거의 모두가 노복과 말,
저택을 서로 자랑하였는데, 다만 이소는 여섯 번 大鎭에 임명되었으나 거
처가 선친의 舊宅 한곳이었다. 만년에 인재 선발에 소홀하여 적임자를 벽
소[辟請]하지 못해 관리들이 간사하고 軍政이 정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판이 점점 낮아졌으니 애석하다.
131) 자치통감 권242, 장경 원년 8월 조, “深州刺史牛元翼, 成德良將也, 塑使以寶劍ㆍ
玉帶遺之”(7797쪽).
132) 자치통감 권242, 장경 원년 8월 조, 7797∼7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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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聽은 7세에 문음[蔭]으로 太常寺 協律郞에 제수되어 항상 관청에 들
어갔으나 하급 관리들[吏胥]이 그를 어리게 보고 공경하지 않았다. 이청이
그들을 채찍질하게 하여 피가 났으며 부친 이성이 남다르게 보았다. 후에
[원화 4년(809) 10월]133) 吐突承璀를 따라 [成德 번진의] 王承宗을 토벌할
때 神策行營兵馬使가 되었다. 그때 昭義의 盧從史는 두 마음을 품어 적을
토벌할 마음이 없자, 토돌승최가 [원화 5년 3월] 이청의 계책을 사용하여
노종사를 사로잡아 황제에게 바쳤다.134) 左驍衛將軍ㆍ兼御史中丞에 임명
되었다[轉]. [원화 9년]135) 安州刺史로 전출되어 [원화 10년 2월] 鄂岳觀察
使 柳公綽을 따라 오원제를 토벌하였는데,136) 軍中의 움직임은 모두 이청

의 모략에 따랐고 군대 명성이 크게 떨쳤다. 元和 연간137)에 李師道를 토
벌할 때 이청은 楚州刺史가 되어 淮南의 군대를 통솔하였다. 鄆人(즉 平盧
번진)은 평소 淮의 군대를 쉽게 여겼는데, 이성이 몰래 훈련시키고 그 허
를 찔러 [원화 14년(819) 정월 평로의] 海州로 달려가 험한 요충지에 의거
하여 沭陽[縣]의 병사를 격파하고 [2월] 胊山[縣]의 戍를 항복시키자 懷仁ㆍ
東海 두 城(즉 縣城)이 이를 바라보고 항복을 청하였고 山東138)이 평정되
133)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10월 조, “制削奪承宗官爵, 以左神策中尉吐突承璀爲
左ㆍ右神策ㆍ河中ㆍ河陽ㆍ浙西ㆍ宣歙等道行營兵馬使ㆍ招討處置等使”(7666∼
7667쪽).
134) 구당서 권14, 憲宗本紀上, 원화 5년 4월 조, “鎮州行營招討使吐突承璀執昭義節
度使盧從史, 載從史送京師”(430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3월 조, 7674쪽;
구당서 권132, 노종사전, 3653쪽;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 4661쪽.
135) 郁賢皓, 唐刺史考全編 3, 淮南道, 安州(安陸郡) 조, 1833쪽에 의하면 이청은
원화 9년부터 12년까지 안주자사를 지냈다.
136)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2월 조, “詔鄂岳觀察使柳公綽以兵五千授安州剌史
李聽, 使討吳元濟, 公綽曰, ‘朝廷以吾書生不知兵邪!’ 即奏請自行, 許之. 公綽至安
州, 李聽屬櫜鞬迎之.……”(7708쪽).
137) 이사도 토벌전은 원화 13(818) 7월에서 원화 14년(819) 2월 사이에 행해졌다.
앞의 이소전 참조.
138) 당대의 산동은 대체로 太行山 이동의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켰다. 자치통감 권
217, 현종 천보 14재 12월 조의 호삼성 주, “合天下言之, 則河南ㆍ河北通謂之山
東, 函關以西爲山西”(6945쪽); 같은 책 권256, 僖宗 光啓 원년(885), 2월 조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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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39) 원화 14년 5월 공으로 檢校左散騎常侍ㆍ夏州刺史ㆍ夏綏銀宥節
度使에 제수되었다. [穆宗 원화] 15년 6월 靈州大都督府長史ㆍ靈鹽節度使

로 옮겼다[改]. 경내에 光祿渠가 있었으나 폐쇄된 지 오래되었는데, 屯田을
일구어 전운[轉輸]을 대신하게 하고자 하여 이청이 다시 옛 도랑을 열어
밭 천여 頃을 관개하였는데, 지금(즉 五代 後晉)까지 도움이 된다. 곧 검교
공부상서가 더해졌다.
이전에 이청이 羽林將軍이 되었을 때 名馬가 있었는데, 목종이 동궁에
있으면서 近侍를 시켜 이청에게 말하여 바치게 하였으나 이청은 그 직책
이 [황제의] 親軍을 총괄하는 자리여서 감히 따를 수 없었다. 목종이 즉위
한 초 [長慶 원년(821) 7월] 幽ㆍ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不廷],140) 太原이
두 鎭과 경계를 접한 상황에서 바야흐로 번수의 교체를 논의하였고 宰臣
이 임명할 사람을 올렸으나[進擬] 황제가 모두 윤허하지 않고 재신에게 말
하길 “이청이 우림장군으로 있으면서 짐에게 말을 주지 않았는데, 필시 적
임자이다”라고 하고 長慶 2년 2월 檢校兵部尙書ㆍ太原尹ㆍ北京留守ㆍ河
東節度使에 제수하여 裴度를 대신하였다. [敬宗 장경] 4년(824) 7월 滑州
刺史ㆍ義成軍節度使로 전임되었다. [文宗] 大和 2년(828) [橫海 번진의] 李
同捷을 토벌하였는데,141) 그때 魏博行營將 兀志沼가 몰래 滄ㆍ鎭과 결탁

하여 멋대로 군대를 돌려 그 번수 史憲誠을 공격하였다. 이청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자, 그 반란 군사를 대파하였다. 올지소는
鎭州로 달아났으나 王庭湊에게 살해되었고, 이청은 마침내 개선하여 공으

로 涼國公에 봉해지고 아들 한 명에게 5품관이 제수되었다. 왕정주가 다시
삼성 주, “此山東, 謂恆山以東”(8321쪽).
139) 당시 이청의 활약에 관해서는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
로｣, 200∼201쪽 등 참조.
140) 정병준,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77∼78쪽.
141) 이동첩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大和 원년 7월이고, 다음 달부터 토벌전이 전개되었
다. 정병준,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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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명을 위반하였는데, 이청에게 조서를 내려 전군을 이끌고 貝州에
주둔하게 하였다. 그러자 魏州를 경유하였는데, 사헌성이 이청의 습격을
받을까 우려하여 평상복 속에 갑옷을 입고[衷甲]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탐
후하는 관리가 몰래 이청에게 아뢰자 병사들에게 명하여 칼날을 칼집에
넣고 활을 거두어 야외에서 휴식하게 하니, 魏人이 마침내 안심하였다. 후
에 [大和 3년 6월] 사헌성이 입조하려고 하면서 그 창고를 비우자 魏人들이
원망하여 사헌성을 살해하였고 衙軍이 그 大將 何進滔를 옹립하였다.142)
이청에게 조서를 내려 위박절도사를 兼領하고143) 병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건너하게 하였으나 魏人이 이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에 올라 거부하며
지켰으므로 이에 [魏州] 館陶144)에 병사를 주둔시켰다. [7월] 魏의 병사가
급습하였는데, 이청이 대비하지 않아 그 군대가 대패하여 대오를 복구하지
못하고 주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병사를 잃은 것이 반을 넘었고
짐수레와 병장기를 모두 버렸다.145) 어사중승 溫造와 전중시어사 崔蠡(려)
가 탄핵하여 말하길

신이 듣건대 상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천하에 보일 수 없고 是非가 한가지
로 관통되면 大中을 세울 수 없다. 삼가 보건대 의성군절도사 이청은 지난번
에 그 선친의 자력[承藉]에 힘입어 군대를 통솔하고 사헌성을 대신하여 큰 번
진을 맡게 되었다. 2만의 용맹한 군대를 총괄하고 그 지위가 은총과 영예를
다하며 두 번진의 지휘권을 겸임하였으나 마음으로 진충보국하지 않았다. 하
물며 폐하께서 신령한 계책을 주고 하늘의 권위를 빌려주며 魏에 들어가는
기일을 미리 정해주었지만, 이청은 부절을 가지고 상태를 관망하며 군대를 안
무하며 기일을 늦추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머뭇거리며 軍政을 어지
142) 자치통감 권244, 太和 3년 6월 조, 7865쪽.
143) 자치통감 권244, 태화 3년 6월 조에는 같은 달 사헌성이 살해되기 전에 “以史憲
誠爲兼侍中ㆍ河中節度使, 以李聽兼魏博節度使”(7864쪽)라고 한다.
144) 魏州의 속현이다. 구당서 권39, 지리지2, 魏州 조, 1494쪽.
145) 자치통감 권244, 태화 3년 7월 조, 78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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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혔다. 마침내 사헌성이 도륙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하고 난병이 간악한 행
동을 마음껏 자행하며 거의 얻게 된 6郡을 상실하고 이미 복멸 상태의 소굴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貝州를 방기하여 지키지 못해 태우고 약탈하여 남은 것이
없으며 [館陶縣] 淺口146)를 바라보며 빠르게 달아났고 길에서 낭패하였다. 스
스로 구차하게 모면하려 하여 치욕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조정의 법도
를 버리는 것을 마치 아이 놀이와 같게 하였다. 魏州의 난은 전적으로 이청의
실책에 의한 것이니 그 은혜를 저버린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다. 엎드려
생각건대 封常淸은 河南에서 기율을 어겨 關門에서 참수되었고 高霞寓는 唐
鄧에서 패배하여 먼 변경으로 좌천되었으며147) 渾鎬는 易定을 節制하며 싸우

려고 하였으나 전력이 지탱하지 못하였고, 袁滋는 西川에서 머뭇거리다 나아
가려고 하였으나 흉악한 우두머리가 여전히 건재하였다.148) 혹자는 친히 화살
과 돌을 감당하였고 혹자는 친히 어려움을 겪었으며 세력이 賊의 예봉에 부러
졌으나 조정의 법도를 펼치며 일찍이 국법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황제의 위세
를 떨쳤다. 지금 이청의 죄상을 듣건대 중외가 분노하며 한탄하는데, 봉상청
등에 견주어도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만약 폐하가 관용을 베풀어 극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신 등은 국가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천하의 인심이 차가워
질까 두렵다. 엎드려 청하건대 법에 부쳐 처단하시오.

라고 하였으나 황제는 죄를 묻지 않고 병권을 파하고 太子少師로 삼았다.
이청은 자못 權幸에게 뇌물을 주어 구원을 요청하였고 얼마 안 되어
다시 檢校司徒이면서 邠寧節度使로 기용되었다. 邠州의 관청은 전하는 이
야기에 의하면 수리하면 좋지 못하다고 하여 많이 부서져 있었는데, 이청
이 말하길 “번수가 흉한 문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어찌 무당[巫祝]의 말에
146) 자치통감 권244, 태화 3년 7월 조의 호삼성 주, “九域志, 魏州館陶縣有淺口
鎭”(7865쪽).
147) 앞 李愬傳의 원화 11년 7월 조 및 각주 참조.
148)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永貞 원년(805) 10월 조, “以宰臣劍南安撫使袁滋檢
校吏部尚書ㆍ同中書門下平章事ㆍ成都尹ㆍ劍南西川節度觀察等使, 以西川行軍司
馬劉闢爲給事中.…… 貶劍南西川節度使袁滋為吉州刺史, 以其慰撫三川逗留不進
故也”(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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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되어 관아를 부서진 채로 두겠는가!”라고 하고 수리하게 하였으나 끝
내 변고가 없었다. [文宗] 大和 6년(832) 武寧軍節度使로 옮겼다. 그때 이
청의 부하였던 자가 徐州 장수로 있었는데, 이청이 부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청이 먼저 아끼는 관리를 보내 徐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였는데,
그 부하였던 자에게 살해되었다. 이청은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병을 핑계
로 완고하게 사직하였고 이에 태자태보에 임명되었다. 7년 鳳翔으로 나가
번수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영예롭다고 여겼다. 9년 陳許節度가 되었으나
번진에 이르기 전에 다시 太子太保分司에 제수되었다. [문종] 開成 원년
(836) 河中尹ㆍ河中晉慈隰節度使가 되었다. 4년(839) 질병을 이유로 교체
를 원하자 태자태보에 제수되었다. 이 해 10월에 졸하였는데, 그때 나이
61세였고 사도로 추증되었다.
이청은 열 번 번진을 다스렸는데, 부임하지 못한 것이 세 번진이었다.
관직에 있으면서 가혹하고 세밀하며 영합하고 뇌물 주는 것을 좋아하여
부세 갹출을 재촉하고 극도로 사치를 누렸다. 관위가 1품에 이르렀고 안방
에서 세상을 떴지만, 西平(즉 이성)의 음덕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
렀겠는가!

[李]憲은 이성의 다섯 번째 아들이다. 이성은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헌과 이소가 가장 인자하고 효성스러웠다. 장성하자 儒術을 좋아하여
예법을 수양하고 太原府參軍ㆍ醴泉縣尉로 起家하였다. 于頔이 襄陽을 다
스릴 때[鎭] 벽소하여 從事로 삼았다. 그때 吳少誠이 淮西를 점거하여 오로
지 우적의 위세를 꺼려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헌의 모책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憲宗] 元和 8년(813) 田弘正이 魏博을 들어 조정의 명에
따르면서 이헌을 從事로 벽소하며 衛州刺史로 삼았다[授]. 또 絳州로 옮겼
는데[遷], 이르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고 칭찬하였다. 조정으로 들어가 宗正
[寺]少卿(종4품상)이 되었다가 光祿卿(종3품)으로 승진[遷]하였다. 穆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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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하여 太和公主를 迴鶻로 시집보낼 때 金吾大將軍 胡証을 送公主使에
충임하고 이헌을 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돌아와 入蕃道里記를 바쳤으며
檢校左散騎常侍(門下省 종3품)ㆍ兼太府卿(종3품)에 제수되었다[遷]. 또 전

출되어 洪州刺史ㆍ江西觀察使가 되었다. [文宗] 大和 2년(828) 嶺南節度使
로 옮겼다[轉]. 이헌은 비록 공훈을 세운 문벌 가문이었지만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모두 관리로서의 능력으로 발탁되었고 그가 맡았던 관직은
모두 치적의 소문이 돌았다. 성격이 본래 명석하고 관대하며 특히 律學
에 정통하여 자주 冤獄을 공평하게 처결하였는데, 무죄로 구제된 자가 수
백 인이었다. 재능으로 관직을 얻었고 관직 생활에서 실패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士君子가 칭찬하였다. 대화 3년 8월에 졸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56
세였다.

[李]憑은 승진하여 諸衛大將軍을 역임하였고 [李]恕는 太子洗馬가 되었
는데, 모두 문음으로 관직에 제수되었으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少卿과 監
에 이르렀다. [李]惎는 승진하여 右龍武大將軍에 이르렀으나 주색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껏 호사를 누리면서 채무가 수천∼만에 이르렀다. 그
아들은 迴鶻錢 1만여 貫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회골에게 기소 당하였는데,
문종이 노하여 이기를 定州司法參軍으로 좌천[貶]시켰다.

王佖은 이성의 생질[甥]이다. 이성이 河西와 河北으로 출전하면서부터

왕필은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었다. 朱泚가 난을 일으켜 이성이 賊을
光泰門에서 공격할 때 적의 예봉이 아직 예리했는데, 왕필이 병마사 李演

과 함께 금원의 담을 넘어 혈전을 벌여 적의 앞 예봉을 패배시키자 諸軍이
바야흐로 기세를 떨치기 시작하였고 이 공으로 神策의 군장[將]이 되었다.
吐蕃이 涇原을 노략질할 때 왕필이 병졸을 매복시켜 尙結贊을 공격해 거

의 사로잡을 뻔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번이 그를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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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필을 대하는 은총이 이원ㆍ이소와 다르지 않았고 지급한 것은 두 사
람보다 많았다. 이성이 장연상의 모략으로 병권을 잃었을 때 왕필을 將帥
로 기용하지 않았으며, [왕필은] 조정으로 들어가 左衛上將軍이 되었다.
[헌종] 원화 연간에 이원과 이소 형제가 方鎭에 있을 때 왕필은 檢校工部尙
書ㆍ靈州大都督府長史ㆍ朔方靈鹽節度使[가 되었다].149) 이에 앞서 토번이
烏蘭橋를 황하 옆 공지[河壖]에 만들려고 하였는데, [唐軍이] 먼저 목재를

저장하고 삭방절도사가 매번 사람을 보내 몰래 목재를 실어 날라 황하 물
결에 흘려보내니 [토번이] 끝내 교량을 만들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蕃
人이 왕필이 탐욕스럽고 지모가 없음을 알고 먼저 후하게 뇌물을 준 연후

에 힘을 모아 다리를 만들고 月城을 만들어 지켰다[圍守]. 이로부터 삭방은
적을 막느라 쉬는 날이 없었고 변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恨이 되었다.
[穆宗] 長慶 3년(823) 4월 졸하였다.

史臣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西平(즉 이성)은 그릇이 훌륭하고 자질

이 뛰어나 사람들이 바라보며 두려워하였고 몸을 바쳐 군주를 섬기면서
장수의 기풍이 크고 높았으며, 義를 보면 용감하고 명령을 받으면 의심하
지 않았고 충성으로 군주를 섬기며 변화에 대응하는 데 뛰어났으니 참으로
한 시대의 賢將이다. 恆山의 싸움을 보고서 신속하게 두 장수[帥]의 불안감
을 풀어주고 涇 군대의 반란 때에는 곡하고 奉天의 위기를 구하러 달려갔
으니 충성스럽고 의롭다고 하지 않겠는가! 白華에서의 進軍에 대응하고
平涼에서의 속임을 알았고 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저지하고서 渭橋의

군대를 옮겼으니 가히 변화에 대응할 줄 안다고 할 만하다. 옥대를 풀어주
어 [張]孝忠과 마음을 맺고 [張]延賞의 원한을 청혼으로 풀었으며 질투와
증오로 [李]楚琳을 참살하길 청하였고 반란을 징벌하여 [田]希鑒을 주살하
149) 吳廷燮, 唐方鎭年表 1, 朔方, 144∼145쪽에 의하면 왕필은 원화 4년(809) 6월부
터 원화 8년 9월까지 朔方靈鹽節度使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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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가히 결단력이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덕종 황제는 결단력
이 부족하고 군주의 도량이 없어 공신으로 하여금 모함의 말에 빠지게 하
고 간사한 사람이 조정의 권력을 잡았는데, 丁瓊의 말이 참으로 크게 탄식
할 만하다. 비록 渭橋의 비석을 세우고 [凌]煙閣에 도상을 그려 넣게 하였
다고 해도 또한 어떤 마음이라 하겠는가! 선행을 쌓아 좋은 일을 남겼으니
즉 아들들이 재능을 지녔고 원화 연간에 적을 평정한 공훈에서는 이청과
이소가 그 반을 차지하였다. 부자 형제가 모두 시종 功名을 얻었는데, 道
家에서 꺼리는 이야기로 李氏가 선행으로 이겼다[以善勝]는 것이다.
贊하여 말하건대 굳세고 용맹한 太師는 천성이 의롭고 용감하였다. 화

란을 만나 힘써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다. 이소는 章武 황제를 섬겨 蔡
(즉 회서)를 주살하고 齊(즉 평로)를 평정하였다. 능연각에 도상이 그려진
것은 父子가 마땅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