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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3세기 무렵 부여의 국세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285년 모용선비
와의 전쟁 당시 부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갑작스레
붕괴하게 된 대내외적 요인을 검토한 것이다. 먼저 본고에서는 부여에 臣屬해 있
던 읍루가 220년대에 이탈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3세기 초 이전까지 부여와 읍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
과, 당시 牧丹江 유역과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였던 읍루의 일부 세력은 부여에
臣屬한 상태에서 부여를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교역 또한 진행하였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즉 3세기 초까지 부여는 敦化 방면으로 구축된 교통로를 바탕으
로 두만강 유역 북쪽의 북옥저 일부 지역과 牧丹江 유역 및 연해주 남부 일대의
읍루 일부 세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3세기 전반 무렵 읍루가 부여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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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는 고구려의 북옥저 지방 진출과 읍루 사회의 자체적 역량 증대를 지적하
였다. 2세기 무렵부터 부여 남쪽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가며 두만강 유역 진
출에 성공한 고구려의 존재는 부여가 읍루와 북옥저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또한 3세기에 들어서면서 읍루 사회 내부에서도 정
치적 결집이 이루어지고 자체적 역량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읍루
가 부여로부터 이반하면서 3세기 전반 무렵 부여는 張廣才嶺 이동 지역과 북옥저
일대에서 누리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3세기 무렵 遼東의 정세 변화와 모용선비 세력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당시 부여의 내부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부
여의 동쪽 방면이 허물어져가던 3세기 전반 서쪽으로부터는 모용선비가 세력을
확장해가며 부여를 압박하였고, 남쪽에서는 고구려가 부여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당시 부여왕 麻余는 선왕 簡位居의 蘖子로 諸加들의 도움에 의해 왕위
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麻余의 왕권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부여의 정치적 실권이 大使 位居에 의해 장악되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大使 位居와 牛加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등 정국의 혼란
이 이어지는 한편, 왕 麻余 마저도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부여의 중앙에서는 지배층의 분열과 이탈 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는 ‘諸加가 自戰하는’ 부여의 전통적인 방어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였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여가 쇠락하게 된 결정적 배
경은 285년 벌어진 모용선비의 침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3세기 전
반부터 안팎으로부터 붕괴되어 가던 부여의 대내외적 정치 상황이 자리하고 있
었다.
 주제어
부여, 읍루, 모용선비, 고구려, 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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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3세기 중엽의 상황을 전하는 『魏略』에서 “풍요롭고, 선대 이래로 일찍
이 파괴된 적이 없다.”고 하였을 만큼 부여는 기원 후 3세기 무렵까지 별
다른 위기 없이 국세를 유지해나갔다. 하지만 3세기 후반부터 상황이 급
변하였다. 부여의 국세가 갑작스레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부여
의 쇠퇴 요인으로는 285년 모용선비의 기습적인 침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권이 일시 붕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이
해되고 있다.1)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외침’으로 북만주 일대에서 당시까
지 500여년 가까이 존속하며 발전을 구가하였던 부여의 쇠락을 모두 설
명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3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쇠퇴일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고 알
려진 부여 역사상은 정밀한 검토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285년 모용선비의 침공 이전 부여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3세기 후반
모용선비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전까지 부여의 국세 변동을 추적
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3세기 초 무렵 이미 그 징후를 보이
기 시작한 부여의 쇠락상을 읍루와 북옥저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부여의
영향력이 퇴축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3세기 무
1)	이종수, 「무덤의 변화양상을 통해 본 부여사 전개과정 고찰」, 『선사와 고대』 30,
2009, 151~152쪽 ; 「고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先史와 古
代』 33, 2010, 229~230쪽 ; 송호정,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2015, 93쪽. 특히
이종수는 부여의 역사를 성립기(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1세기), 발전기(기원전
1세기~285년), 쇠퇴기(285년~494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한 바 있는데, 여기서
285년 모용선비의 침공 이전까지를 부여의 발전기로 이해하고 있다(이종수, 「고
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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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부여의 국세가 쇠락 국면으로 접어들 당시 요동의 정세는 어떻게 전
개되었고, 당시 부여 내부의 정치 상황은 또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3세기 후반 부여는 왜 모용선비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붕괴하고 말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 부여의 국세가 한 번의 반등 없이
쇠퇴 일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여의 쇠
퇴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명되어야할 부분이 산적해있다. 만약 3
세기 후반 모용선비와의 군사적 충돌 이전 부여의 국세가 이미 쇠퇴 국
면에 접어들었던 것이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부여 역사의 후
반부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II . 挹婁의 이탈과 夫餘 동방 세력권의 붕괴

먼저 부여 쇠퇴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285년 모용선비의 침공 이전
부여의 국세와 세력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三國志』 東夷傳
夫餘條에 따르면 3세기 무렵 부여는 동이 사회에서도 가장 번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료 (가)-①
夫餘는 長城 북쪽에 있으며 玄菟에서 천 리 떨어져 있다. 남으로는 高句
驪와 동으로는 挹婁와 서로는 鮮卑와 접해 있으며 북으로는 弱水가 있다. 사
방이 2천 리 정도이며, 戶는 8만이다. 그 백성은 土着 생활을 하며, 宮室과 倉
庫 및 牢獄이 있다. 山陵과 廣澤이 많고 東夷 지역에서 가장 평탄(平敞)하다.
토지는 五穀에 적당하며 五果는 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체구가 크고(麤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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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彊勇하고 근엄 후덕(謹厚)하여 노략질(寇鈔)하지 않는다.2)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사료 (가)-②
挹婁는 夫餘 동북 천 여리에 있는데, 큰 바다에 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北沃沮와 접하며, 그 북쪽은 끝을 알 수 없다. …(중략)… 漢 이래로 夫餘에
臣屬하였는데, 부여가 그 租賦를 무겁게 물리자, 黃初 연간(220~226)에 이반
하였다. 부여에서 여러 번 토벌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무리가 비록 적으나 산
세가 험한 곳에 있으며,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활과 화살을 두려워하여,
끝내 복속시키지 못하였다.3)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사료 (가)-①에 따르면 당시 부여의 경역은 사방 2천리에 달했으며,
戶는 8만으로 그 인구수는 대략 50만에 육박했다. 당시 부여와 함께 東夷
사회에서 가장 선진 세력으로 평가되던 고구려의 인구가 3만호였음을 고
려할 때, 3세기 무렵 부여의 인구와 국가 규모는 주변 지역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또한 위의 사료에서는 3세기 무렵 부여의 영
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부여의 세
력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 있다.
먼저 부여의 북쪽에 있다는 弱水는 일반적으로 동류 송화강으로 비정
2)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
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可二千里, 戶八萬. 其民土著, 有宮室·
倉庫·牢獄.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麤大,
性彊勇謹厚, 不寇鈔.”
3)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
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中略)…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
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鄰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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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따라서 그 영역은 북쪽으로 동류 송화강 南岸 유역에 이르렀
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쪽으로는 鮮卑와 접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부여가 서쪽으로 伊通河 西岸의 農安縣-長春市 일대를
안정적으로 영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서쪽의 長岭縣-雙遼市를 잇는
지역과 서남쪽으로 四平市 일대까지 세력이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동쪽으로는 挹婁와 접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牧丹江 유
역의 읍루와 張廣才嶺을 경계로 대치하였을 것으로 본다. 남쪽으로는 고
구려와 접한다고 하므로, 吉林 合達嶺 이북 지역으로부터 輝發河 상류
일대까지 세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뒤의 도판 1 참조].4)
한편 사료 (가)-②에서 보듯 3세기 초까지 부여는 동쪽으로 挹婁를
臣屬시켰을 정도로 그 세력 범위가 확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부
여에 臣屬해 있었다는 읍루의 위치는 어디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 (나)
景初(237~239) 연간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公孫)淵을 주살하고, 또 은밀
히 군대를 바다로 띄어 樂浪郡과 帶方郡을 거두었으니, 이후 海表가 고요해
지고, 東夷가 굴복하였다. 그 후 高句麗가 배반하니, 또 한쪽의 군대를 보내
이르러 토벌하고, 극히 먼 곳까지 다 추격하니, 烏骨과 丸都를 넘고[교감: 烏
丸骨都→烏骨丸都], 沃沮를 지나 肅慎의 庭을 밟았으며, 동쪽으로 大海에 이

4)	부여의 경역과 관련하여서는 학계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기서
설정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李健才, 「扶餘的疆域和王城」, 『社會科學
戰線』 1982-4, 171쪽 ; 노태돈,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1989 ;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508~510쪽 ; 송호정, 「Ⅲ. 부여」, 『한국사』 4, 국사
편찬위원회, 1997, 167~172쪽 ;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2015, 69~76쪽). 3세
기 무렵 부여 영역에 대한 한·중 학계의 견해는 이종수, 「부여 강역 연구현황과
쟁점」, 『백산학보』 110, 2018, 39~40쪽 <표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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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 長老가 말하길, “異面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해가 떠오르는 곳 가까이
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마침내 諸國을 두루 살피고, 그 法俗과 작고 큼의
구별과 각각이 가지는 名號를 수집하였으니, 상세히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夷狄의 나라이지만, 俎豆의 모습이 남아있으니, ‘中國이 禮를 잃으면,
四夷에서 구한다.’ 함을 더욱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순차대로 찬
술하고, 그 같고 다름을 나열함으로써, 前史의 未備한 부분을 補接한다.5)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序)

위의 사료 (나)를 보면, 당시 『三國志』 東夷傳 찬자가 수집한 挹婁에
대한 정보는 高句麗 침공 당시 북옥저 지방을 지나 牧丹江 유역과 연해
주 일대에까지 진군한 王頎의 부대에 의해 확보된 것임을 알 수 있다.6)
따라서 1~2세기 무렵 挹婁가 부여에 臣屬해 있었다는 『三國志』 東夷傳
挹婁條의 기록 또한 이 일대에 거주하던 挹婁 집단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있다. 즉 『三國志』 東夷傳 挹婁條에 전하는 挹婁의 실체는 바로 오늘날
牧丹江 유역 및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挹婁 세력이었으며, 이처럼
동쪽으로 張廣才嶺을 넘어 읍루를 신속시켰을 정도의 세력을 자랑했다
면 3세기 초까지 부여는 분명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
하다.

5)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序, “景初中, 大興師旅, 誅淵, 又潛軍浮海, 收樂浪
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其後高句麗背叛, 又遣偏師致討, 窮追極遠,
逾烏丸骨都[校勘: 烏丸骨都→烏骨丸都], 過沃沮, 踐肅慎之庭, 東臨大海. 長老說
有異面之人, 近日之所出.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小大區別, 各有名號, 可得詳紀.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 故撰次其國, 列其同異, 以
接前史之所未備焉.”
6)	『三國志』 卷28, 魏書 28, 毌丘儉傳, “正始中, …(中略)… 六年, 復征之, 宮遂奔買
溝. 儉遣玄菟太守王頎追之,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慎氏南界, 刻石紀功. 刊丸都之
山, 銘不耐之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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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로 이 3세기 초를 기점으로 부여 세력권에 균열의 징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앞서의 사료 (가)-②에서처럼 黃初 연간, 즉
220년에서 226년 사이에 읍루가 부여의 세력권에서 이탈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부여와 읍루의 관계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세기 초까지 성세를 자랑했던 부여로부터 挹婁가 離叛하였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추적해가다 보면 자연 부여의 쇠퇴 요인에 대해서
도 그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부여가 읍루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의 읍루가 오늘날의 연해주와 牧丹江 일대에 거주
하며 수렵을 생업으로 삼던 주민집단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시 부여와
읍루 사이에는 張廣才嶺이라는 거대한 자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고
고학적으로도 3세기 무렵 두 지역은 張廣才嶺을 경계로 문화권이 극명하
게 나뉘고 있다. 그렇다면 부여는 어떻게 이 지역의 읍루 집단을 자신들
의 세력권 안에 신속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이를 알기 위
해서는 먼저 당시 부여와 읍루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어디였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오늘날의 敦化市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교통로
이다. 敦化는 張廣才嶺 남단의 평원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도 吉
林市 일대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중간 연결 지점이다.
즉 부여의 전기 왕성이 위치해 있던 吉林市에서 敦化까지는 비교적 평탄
한 교통로가 펼쳐져 있으며, 다시 敦化에서 북으로는 牧丹江 유역으로,
동으로는 延吉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발달해 있다. 이로 보아 부여가 읍
루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張廣才嶺을 남으로 우회하여 敦化 지역
을 중심으로 펼쳐진 교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읍루의 일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을 당시 부여는 敦化를 거
점으로 吉林↔敦化↔牧丹江 유역 및 吉林↔敦化↔延吉↔渾春↔연해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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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夫餘의 挹婁·北沃沮 방면 交通路

이어지는 교통로를 기반으로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나갔던 것으로 추
정된다. 즉 부여는 敦化 방면으로 뻗어 있는 교통로를 통해 읍루와 북옥
저 일대에 영향력을 침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7)
그렇다면 부여가 읍루를 신속시켰을 당시 양자의 관계와 교류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을까. 전하는 사료가 전무한 관계로 이를 명확히 알
방도는 없지만, 중국 문헌에 기재된 양측의 특산물을 보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사료를 보도록 하자.

7)	이상 3세기 무렵 부여의 동쪽 방면 교통로는 이승호,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東夫餘에 대한 재검토」, 『소장학자들이 본 고구려사』, 혜안, 2018,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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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다)-①
그 나라는 가축을 잘 기르며, 명마·赤玉·담비와 원숭이·아름다운 구
슬이 나는데, 구슬이 큰 것은 대추(酸棗) 만하다.8)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사료 (다)-②
(읍루에서는) 赤玉과 좋은 담비가 나는데, 지금 소위 挹婁貂가 이것이
다.9)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사료 (다)-③
(읍루에서는) 五穀과 麻布가 있으며, 赤玉과 좋은 담비가 난다.1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위의 기록을 보면, 부여와 읍루에서 나는 특산물 중에 붉은 옥(赤玉)
과 담비가 겹치고 있다. 여기서 담비는 곧 담비가죽을 말하는 것으로 기
록에 따르면 부여의 지배층(大人)은 담비가죽으로 옷을 해 입기도 했
다.11) 그런데 담비가죽은 당시 중국에서 ‘읍루 담비(挹婁貂)’라고 불렸을
만큼 읍루에서 생산된 제품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로보아 담비가죽은
부여보다는 읍루의 특산품으로 이를 부여가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중
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곧 부여는 중국과 읍루 사이에
8)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狖·美
珠, 珠大者如酸棗.”
9)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出赤玉, 好貂, 今所謂挹婁貂是也.”
1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有五穀·麻布, 出赤玉·好貂.”
11)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出國則尙繒·繡錦·罽, 大人加狐·
狸·狖·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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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계교역을 담당했다고 판단된다.
사실 연해주와 牧丹江 일대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읍
루는 부여와의 교류를 통해 비단 담비가죽과 赤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
물을 공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물자를 보급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가)-②에서 漢代 이래로 부여에 신속해 있었던 읍루는 부여가 租賦를
무겁게 물리자 이반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부여가 읍루에게 강요했던 부
세에는 담비나 赤玉 등 지역특산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곧 부여는 읍루의 대외교류 및 교역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3세기 초까지 읍루는 부락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
를 부여로부터 공급받으며 그러한 예속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라)
周 武王 시절, 그 楛矢와 石砮를 헌상하였다. 周公이 成王을 보좌하던 때
이르러, 다시 사신을 보내 入賀하였다. 이후 천여 년 동안, 비록 秦과 漢이 강
성하였지만, (그들을) 오게 하지 못하였다. 文帝가 (魏의) 승상이 되었던 魏
景元(260~263) 말에 이르러 楛矢·石砮·弓甲·貂皮 따위를 가지고 와서 바
쳤다. 魏帝는 詔를 내려 (바친 물건을) 승상부(相府)에 보내도록 하고, 그 王
褥雞에게는 錦罽와 緜帛을 하사하였다.12)
(『晉書』 卷97, 列傳 第67, 四夷 東夷 肅愼條)

위의 사료 (라)를 보면, 周代에 中原으로 조공 사절을 보냈던 숙신이

12)	『晉書』 卷97, 列傳 第67, 四夷 東夷 肅愼條, “周武王時, 獻其楛矢·石砮. 逮於周
公輔成王, 復遣使入賀. 爾後千餘年, 雖秦漢之盛, 莫之致也. 及文帝作相, 魏景元
末, 來貢楛矢·石砮·弓甲·貂皮之屬. 魏帝詔歸於相府, 賜其王褥雞錦罽·緜
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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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秦·漢 시기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조공을 오지 않았다고 전
한다. 이처럼 肅愼의 조공이 끊긴 이유는 기원전 2세기 이후로 북류 송화
강 중류 지역에서 부여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中原으로 가는 肅愼의
교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13) 肅愼의 조공이 魏 景元
(260~263) 말에 이르러서야 다시 재개되었음을 볼 때, 漢代 이래로 挹婁
가 부여의 영향력 하에 臣屬해 있던 기간 동안 부여는 挹婁가 중원왕조
와 직접 교섭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挹婁(肅
愼)는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3세기 초 이전까지 중원으로의 교통
이 부여에 의해 차단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吉林市 일대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던 부여의 세력권 내에는
유목·수렵·농경 등 여러 계통의 문화와 집단이 혼재되어 있었다.14) 부
여 왕권은 이와 같은 다양한 생산체계를 통할하고 四出道에 근간하는 유
통망(교역망)을 장악하면서 넓은 영역을 확보하고 부여만의 독특한 다문
화적 성격을 유지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吉林市 일대의 대형 성지를
제외하면 부여의 영역 내에서 주요 거점 및 성지 유적을 확인하기 어려
운 이유 또한 이러한 부여의 다문화적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생
각된다.15) 부여 왕권은 吉林市에 구축된 왕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역 내
의 유목·수렵·농경 등 서로 상이한 생산 물자의 유통망을 구축·장악
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역 내에 지배력을 관철시키는 한편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牧丹江 유역과 북옥저 일대를 아울렀던 부여의 영향력은 3세
13)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2에서는 읍
루·숙신이 漢代에 중원과 왕래가 없었던 것은 이 무렵 읍루가 부여에 복속되었
거나 그 통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14) 李鍾洙, 『夫餘文化硏究』, 吉林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4, 90쪽.
15)	강인욱,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高句
麗渤海硏究』 33, 2009,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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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黃初 연간(220~226)
에 발생한 읍루의 이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가)-②에서처럼 부
여는 이반한 읍루를 여러 차례 군사적으로 제압하려 하였지만, 결국 실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 번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읍루의 기세
는 더욱 사나워지기 시작했다.

사료 (마)-①
그 나라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잘 하므로, 이웃 나라들은 이를
걱정하였다.1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사료 (마)-②
배를 잘 타고, 노략질을 좋아하니,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는
데,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였다.17)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사료 (마)-③
北沃沮는 일명 置溝婁라고도 하는데, 南沃沮와 8백 여리 떨어져 있다. 그
풍속은 남북이 모두 같으며, 挹婁와 접해 있다. 挹婁가 배를 타고 다니며 노
략질하기를 좋아하니, 북옥저는 이를 두려워하여, 여름철에는 늘 산 바위 깊
은 동굴에서 수비하고,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 뱃길이 통하지 않으니 (산에
서) 내려와 촌락에 거주한다.18)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沃沮條)

1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其國便乘船寇盜, 鄰國患之.”
17)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便乘船, 好寇盜, 鄰國畏患, 而卒不能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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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마)-④
(서천왕) 11년(280) 겨울 10월, 肅愼이 來侵하여 邊民을 屠害하였다. 왕이
群臣에게 일러 말하길, “寡人이 眇末한 몸으로 외람되게 기업(邦基)을 이어받
았으나, 덕은 (백성을) 편케 할 수 없고, 위엄은 떨치지 못하여, 지금에 이르
러 鄰敵이 우리 강역을 어지럽히고 있다. 생각건대 謀臣과 猛將을 얻어 (적
을) 꺾고 멀리 찌르고자 너희 群公에게 물으니, 각기 奇謀異略의 재주로 장수
감이 될 만한 자를 천거하라.”라고 하였다. 群臣이 모두 말하기를, “王弟 達
賈는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으니 大將이 될 만합니다.”라 하였다. 왕은 이에
達賈를 보내 (숙신을) 치게 하였다. 達賈는 나아가 갑자기 掩擊하여 檀盧城을
함락시키고 酋長을 죽였으며, 주민 6백여 家를 扶餘 남쪽 烏川으로 옮기고,
6·7개소의 부락을 항복시켜 附庸으로 삼았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達賈를
배하여 安國君으로 삼고, 內外兵馬事를 맡게 하고 겸하여 梁貊·肅愼의 諸部
落을 통솔케 하였다.19)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西川王 11年條)

사료 (마)-⑤
(봉상왕) 元年(292) 봄 3월, 安國君 達賈를 죽였다. 왕은 賈가 諸父의 항렬
이며 큰 功業이 있어 백성의 瞻望을 받으므로 이 때문에 그를 의심하여 謀殺

18)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沃沮條,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月恆在山巖深穴中爲
守備, 冬月冰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19)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西川王 11年條, “十一年, 冬十月, 肅愼來侵, 屠
害邊民. 王謂群臣曰, 寡人以眇末之軀, 謬襲邦基, 德不能綏, 威不能震, 致此鄰
敵, 猾我疆域. 思得謀臣猛將, 以折遐衝, 咨爾群公, 各擧奇謀異略才堪將帥者. 群
臣皆曰, 王弟達賈勇而有智略, 堪爲大將. 王於是, 遣達賈往伐之. 達賈出奇掩擊,
拔檀盧城, 殺酋長, 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王大悅,
拜達賈爲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愼諸部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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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國人이 말하길 “安國君이 아니면 백성은 梁貊과 肅愼의 환난을 면하
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것을(양맥과 숙신 문제를) 장차 어디
에 맡길 것인가”라 하며 백성들이 눈물을 뿌리며 서로 조문하지 않는 자가 없
었다.20)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烽上王 元年條)

위의 사료에서 보듯 읍루는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주변
세력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동안 부여와의 교역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
았던 읍루는 부여와의 관계가 차단되자, 주변 지역을 약탈하면서 필요
물자를 조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사료 (마)-③에서 보듯 읍루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옥저 일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를 통
해 볼 때, 당시 부여는 敦化 방면 교통로를 기반으로 牧丹江과 북옥저 일
대에까지 확장하였던 그들의 영향력을 모두 상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료 (마)-④에서 보듯 읍루의 일부 집단은 북옥저 일대를 넘어
고구려 변경까지 침입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④에서는 이를
‘숙신’으로 적고 있지만, 이는 당시 부여에게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세력
을 팽창해가던 읍루系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때 고구려는 숙신의 침입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숙신의 일부 집단을 복속시켰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고구려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2세기 초 무렵 이미 고구려는
渾春 일대에 책성을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태조왕 시대부터 서서히 북
옥저 지역 일대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21) 그리고 이는 부여가 읍루
와 북옥저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큰 장애로 작용했을 것으로

20)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烽上王 元年條, “元年, 春三月 殺安國君達賈. 王
以賈在諸父之行, 有大功業, 爲百姓所瞻望, 故疑之謀殺. 國人曰, 微安國君, 民不
能免梁貊肅愼之難, 今其死矣, 其將焉託, 無不揮涕相弔. 秋九月, 地震.”
21) 이승호,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東夫餘에 대한 재검토」,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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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즉 부여가 읍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당시 북옥저 지방 진출에 박차를 가하던 고구려의 존재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읍루는 3세기 초반 무렵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점차적
으로 정치적 결집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志』 단계에서
는 “大君長은 없고, 邑落마다 각각 大人이 있다.”22)라고 하였으나, 『晉書』
에서는 “父子가 대대로 君長이 된다.”23)라고 하여 지배층에 변화가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료 (라)에서는 周代 이후로 숙신의 조
공이 끊겼다가 3세기 중엽인 魏 景元 연간(260~263)에 이르러 다시 조공
을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24) 이는 곧 그간 부여에 신속된 상태로 주체적
인 대외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읍루 세력이 다시금 중국과 독자적인 교
섭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25) 더구나 이때 傉雞란 자가 읍루의 왕
을 칭하고 있음을 볼 때, 읍루 일대의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바)
칼(刀子)과 담비가죽(貂皮)을 교환하다. 담비는 구려국(句麗國)에서 나는
데, 항상 어떤 한 생물(一物)과 굴에서 함께 산다. 혹 그것(一物)을 보면, 모
습이 사람과 유사하고, 길이는 3척으로 담비(가죽)을 잘 다루며, 칼(刀子)을
좋아한다. 그 습속에 사람이 담비가죽(貂皮)을 얻고자 하면, 칼을 동굴 입구
에 던진다. 그 생물이 밤에 동굴을 나와서 가죽을 칼 주변에 놓아두면, 기다

22)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23)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肅愼條, “父子世爲君長”
24)	실제 이는 景元 3년인 262년의 일이다. 『三國志』 卷4, 魏書4, 景元 3年 夏4月 條
및 『晉書』 卷2, 魏書4, 景元 3年 夏4月 條.
25)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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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던 사람이 가죽을 가져가고, 곧 (그 생물이) 그 칼을 취한다.26)
(『異苑』 권3, 刀子換貂皮)

위의 사료 (바)는 劉宋人 劉敬叔이 찬한 『異苑』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
데, 여기서는 당시 중국에 유통되던 담비가죽(貂皮)의 생산지를 고구려
로 적고 있다. 『異苑』은 晉·宋代의 괴이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일종의
志怪書 형식의 설화집이다.27) 따라서 (바)의 기록은 晉·宋代에 중국인
들이 담비가죽의 생산지를 고구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전하는 중국 정사에 기록된 고구려의 특산품 중에 담비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방면에서 산출되는 담비가죽은 줄곧 부여
혹은 읍루 관련 기사에서만 확인되며, 『魏書』와 『北史』 단계에 와서는 그
생산지가 勿吉로 바뀌게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담비는 고구려 자체 특
산품은 아니었고, 당시 읍루 혹은 물길 지역에서 산출되던 이른바 ‘挹婁
貂’를 고구려가 들여와 다시 중국에 수출하였던 것이다.28) 다시 말하면
읍루 지역에 대한 부여의 영향력이 배제된 이후 담비 교역의 중계자로서
의 역할을 고구려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3세기 초까지 敦化 방면 교통로를 기반으로 읍
루를 신속시키고 연해주 일부 지역과 북옥저 일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
하던 부여는 조금씩 이들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해갔음을 알 수 있었
다. 그 주된 요인은 고구려의 성장과 읍루의 이탈·자립이었다. 2세기 초
고구려가 두만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고 북옥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해

26)	『異苑』 卷3, “刀子換貂皮. 貂出句麗國, 常有一物共居穴. 或見之, 形貌類人, 長三
尺, 能製貂, 愛樂刀子. 其俗, 人欲得貂皮, 以刀投穴口. 此物夜出穴, 置皮刀邊,
須人持皮去, 乃敢取刀.”
27) 神田信夫·山根幸夫 編, 『中國史籍解題辭典』 燎原書店, 1989, 3쪽.
28) 김창석, 「高句麗 초·중기 對中 교섭과 교역」, 『신라문화』 24, 2004, 3쪽.

08이승호-동국사학64-2차 309

18. 7. 10. 오후 3:55

310

동국사학 64집(2018.6)

나가면서 부여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3세기 초에
읍루가 이반하면서 敦化 이동 지역에 대한 부여의 영향력은 완전히 붕괴
하고 만 것이다. 이는 곧 당시까지 번영을 구가하던 부여 전성기의 종막
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III . 3세기 遼東의 정세와 夫餘 쇠퇴의 내부 요인

1~2세기에 걸쳐 전성기를 누렸던 부여는 3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외적
으로 경쟁자들과 직면한다. 3세기 무렵 부여의 서쪽에서는 요동·요서
일대에서 모용선비가 급격히 세력을 팽창해나가던 중이었으며, 남쪽에
서도 세력을 확대해나가던 고구려가 오랫동안 부여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던 북옥저 일대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220
년대에는 漢代 이래로 부여에 臣屬해 있었던 읍루가 부여의 간섭으로부
터 벗어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외적 안정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던 부여의 세력권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 무렵 中原에서는 漢朝가 쇠락하고 중국이 魏·蜀·吳로 분
열하여 바야흐로 三國의 쟁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중원 왕조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대외적 안정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던 부여 또한
그러한 정세 변화에 발맞춰 2세기 말부터 요동의 강자 公孫氏 세력과의
연대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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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사)-①
夫餘는 본래 玄菟에 속했으나, 獻帝 때에(189~220) 그 왕이 遼東에 속하
기를 요구하였다고 한다.29)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夫餘國條)

사료 (사)-②
夫餘는 본래 玄菟에 속하였다. 漢末에 公孫度이 海東에서 雄張하여, 外夷
를 威服시키니, 夫餘王 尉仇台는 다시 遼東에 속하였다. 이때 句麗와 鮮卑가
강성해지자, (公孫)度은 부여가 두 오랑캐의 틈에 있으니, 宗女를 시집보냈
다.30)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위의 사료 (사)-①에서 보듯 漢 獻帝 시기에(189~220)에 이르러 부여
는 玄菟郡이 아닌 遼東郡과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당시 고
구려의 공세에 전력이 크게 약화된 玄菟郡과의 공조를 통해서는 남쪽에
서 급속하게 세력을 팽창해가던 고구려를 더 이상 견제하기 어렵다는 판
단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요동에서는 公孫度(~204)이 세력을 확장하
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여는 公孫度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료 (사)-②에서 보듯 고구려를 견제한다는 양측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지면서, 公孫度과 부여왕 尉仇台는 결혼 동맹을 통해 긴밀한

29)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夫餘國條, “夫餘本屬玄菟, 獻帝時, 其王求屬遼東
云”
30)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夫餘本屬玄菟.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鮮卑彊, 度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
宗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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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구축하였다. 공손탁이 요동태수에 부임한 시점이 189년 무렵임을
고려할 때,31) 양자의 결혼 동맹이 성립한 시점은 대략 190년대에 들어서
가 아닐까 한다. 아무튼 尉仇台 시대에 부여는 변화하는 외부 정세에 기
민하게 대응하면서 요동 일대 최대 세력인 공손씨 세력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238년 公孫氏 정권이 曹魏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붕괴하면서,
3세기 전반 요동의 정세는 급격하게 요동치게 된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
으로 요동과 요서 일대에서는 부여의 새로운 경쟁 상대로 떠오른 모용선
비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료 (아)
曾祖 莫護跋이 魏初에 諸部를 거느리고 遼西에 入居하였다. 뒤에 宣帝(司
馬懿)를 따라 公孫氏를 伐하였는데(238), 功이 있어 率義王에 拜하였다. 비로
소 棘城 북쪽에 建國하였다.32)
(『晉書』 卷108, 慕容廆載記)

모용선비는 3세기 전반 莫護跋에 의해 부족이 통합되자 곧 세력을 확
장해나갔다. 사료 (아)에서 보듯 이때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시라무렌 유
역에서 棘城 북쪽 인근으로 거점을 옮기게 된다. 棘城은 오늘날 중국 遼
寧省 錦州市 일대로 莫護跋이 이끄는 모용선비는 바로 그 북쪽의 오늘날
阜新市 일대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부여와 중원을 연
결하는 교통로가 모용선비에 의해 차단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莫護跋

31)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출판부, 2012, 45쪽.
32)	『晉書』 卷108, 載記 8, 慕容廆, “曾祖莫護跋, 魏初率其諸部入居遼西. 從宣帝伐公
孫氏有功, 拜率義王. 始建國於棘城之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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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거한 阜新은 부여가 遼源에서 西豊, 開原을 거쳐 요하를 넘어 중국
본토로 향할 때 지나는 관문과도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료 (아)에서 보듯 238년에는 부여와 동맹 관계에 있던
公孫氏 정권이 魏 司馬懿 군대의 공격에 붕괴하였다. 그리고 부여에게
있어 새롭게 떠오른 경쟁자였던 모용선비가 이때의 원정에 참여하여 공
을 세우고, 魏로부터 요서 일대에 주둔하는 것을 정식으로 승인받게 된
다. 이로써 부여는 중원과 직접 통교하는 경로를 모용선비에 의해 차단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동의 우방 세력을 잃게 되었다.
한편 242년부터는 曹魏와 고구려 간에 치열한 전쟁이 발발하였다. 당
시 세력을 확장하며 樂浪郡을 압박하던 고구려가 오늘날 압록강 하구에
위치해 있던 西安平 지역을 선제공격하면서 樂浪과 遼東 간의 연결을 차
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244년 曹魏는 幽州刺史 毌丘儉을 파견하여 고구
려를 침공하였는데, 전쟁은 244년에 시작하여 246년까지 장장 3년에 걸
쳐 전개되었다.33) 그리고 이 전쟁에는 평소 고구려의 세력 확장을 경계
하던 모용선비와 부여도 가담하게 된다.

사료 (자)-①
徒何 慕容廆, 字는 弈洛瓌로 그는 본래 昌黎 출신이다. 曾祖 莫護跋은 魏
初에 諸部落을 거느리고 遼西에 入居하였는데, 司馬宣王을 따라 公孫淵를 討
平하여, 率義王에 拜해지고 비로소 棘城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다. 祖 木延은
毌丘儉을 따라 高麗 정벌에 공을 세워 左賢王의 號를 더하였다. 父 涉歸는 功

勳으로 鮮卑單于에 進拜되었고, 遼東으로 遷邑하였다. 涉歸가 죽고 廆가 代
身하여 部落을 통솔하였는데, 遼東이 궁벽하고 멀어 徒何의 青山으로 (근거

33)	이승호, 「毌丘儉紀功碑의 해석과 高句麗·魏 전쟁의 재구성」, 『목간과 문자』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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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옮겼다.34)
(『魏書』 卷95, 列傳 83, 徒何 慕容廆傳)

사료 (자)-②
正始 연간(240~248)에 幽州刺史 毌丘儉이 句麗를 토벌하면서, 玄菟太守
王頎를 보내 夫餘에 이르렀는데, 位居는 大加를 보내 郊外에서 맞이하고, 군
량을 제공하였다.35)
(『三國志』 권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위의 사료에서 보듯 당시 모용선비의 지도자였던 木延은 직접 毌丘儉
을 따라 고구려 정벌에 참여하였고, 부여 또한 毌丘儉의 예하 부대였던
玄菟太守 王頎의 군대를 郊外에서 맞이하고, 군량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부여는 曹魏의 고구려 공격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고
구려에게 잠식당한 북옥저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였을 것
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끝내 자신들의 영역에서 魏軍을 밀어내고 방어에
성공한다. 부여의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결과였다.
이처럼 曹魏와 公孫氏 정권의 전쟁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曹魏의 전쟁
에 이르기까지 3세기 전반 요동 지역의 정세는 급격하게 요동친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무렵 극동에서는 읍루의 이탈과 함께 부여의 동쪽
세력권이 붕괴하였다. 그리고 부여가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북옥저 일대
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자 그 틈을 비집고 읍루와 고구려가 앞 다투어 진
34)	『魏書』 卷95, 列傳 83, 徒何 慕容廆傳, “徒何慕容廆, 字弈洛瓌, 其本出於昌黎. 曾
祖莫護跋, 魏初率諸部落入居遼西, 從司馬宣王討平公孫淵, 拜率義王, 始建國於
棘城之北. 祖木延, 從毋丘儉征高麗有功, 加號左賢王. 父涉歸, 以勳進拜鮮卑單
于, 遷邑遼東. 涉歸死, 廆代領部落, 以遼東僻遠, 徙於徒何之青山.”
35)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正始中, 幽州刺史毌丘儉討句麗, 遣玄
菟太守王頎詣夫餘, 位居遣大加郊迎, 供軍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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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동의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
고 부여의 동쪽이 허물어지고 있을 무렵, 부여의 내부 사정은 어떠하였
을지 궁금해진다. 이제 3세기 무렵 부여의 국내 정세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료 (차)
尉仇台가 죽고, 簡位居가 즉위하였는데, 適子가 없고, 蘖子 麻余가 있었
다. (簡)位居가 죽자, 諸加가 함께 麻余를 옹립하였다. 牛加 兄의 아들로 이름
이 位居인 자가 大使가 되었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잘 베푸니, 國人들이
그를 따랐다. 해마다 사신을 보내 京都에 이르러 貢獻하였다. 正始 연간
(240~248)에 幽州刺史 毌丘儉이 句麗를 토벌하면서, 玄菟太守 王頎를 보내
夫餘에 이르렀는데, 位居는 大加를 보내 郊外에서 맞이하고, 군량을 제공하
였다. (位居의) 季父 牛加가 두 마음(二心)을 품자, 位居는 季父 父子를 죽이
고, 재물을 적몰하였으며, 使를 파견해 적몰한 재물을 官에 보냈다. 옛 부여
의 풍속에 水旱이 고르지 못하여, 五穀이 익지 않으면,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麻余가 죽고, 그
의 아들 依慮가 6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다.3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위의 사료에서는 尉仇台로부터 簡位居 → 麻余 → 依慮로 이어지는 3
세기 무렵 부여의 왕위계승 과정이 확인된다. 尉仇台는 공손탁의 宗女를
3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尉仇台死, 簡位居立, 無適子, 有蘖子麻
余. 位居死, 諸加共立麻余. 牛加子名位居, 爲大使, 輕財善施, 國人附之. 歲歲遣
使詣京都貢獻. 正始中, 幽州刺史毌丘儉討句麗, 遣玄菟太守王頎詣夫餘, 位居遣
大加郊迎, 供軍糧. 季父牛加有二心, 位居殺季父父子, 籍沒財物, 遣使簿斂送官.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麻余死, 其子
依慮年六歲, 立以爲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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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므로 190년대에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동쪽에
서 읍루가 이탈하였던 3세기 전반 무렵은 아마도 그 다음 왕인 簡位居의
시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어 즉위한 麻余의 경우는 魏 正始 연간
(240~248)에는 왕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簡位居에서 麻余에게로
왕위가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簡位居에게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계
승에 諸加가 개입하여 蘖子 麻余를 즉위시켰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麻余가 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 부여의 왕권에 이상조짐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뜻밖의 인물이 부여 정계에서 실력자로 부상하고
있다. 사료 (차)에서는 大使 位居가 많은 재물로 국인들의 환심을 샀으
며, 해마다 魏에 사신을 보내 貢獻하였다고 한다. 또 魏의 고구려 침공
과정에서는 앞장서서 魏軍을 맞이하고 군량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당시
부여에게 있어 고구려는 이미 위협적인 세력으로 급성장한 상태였고, 때
문에 魏에 사신을 보내거나 고구려 침공에 협력하는 등의 對魏 외교 수
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과정의 전면에서 활약한 것은 왕 마여가 아닌 大使 位居였다는 점
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어쩌면 당시 부여의 정치적
실권이 왕 마여가 아닌 大使 位居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기록 또한 이러한 추정에 무게를 더해주는데, 즉 大
使 位居의 계부인 牛加가 두 마음(二心)을 품자 이를 주살한 것 또한 位
居였다는 것이다. 이때 位居는 계부를 죽인 뒤 그 재물을 적몰하였으며,
使를 파견해 적몰한 재물을 ‘官’에 보냈다고 한다. 이로 보아 당시의 사태
는 부여 정계에서 모반에 준하는 사건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牛加를 참수하고 그 가문의 재물을 몰수하여 처분하는 모든 과정은
位居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37) 이처럼 당시 부여의 최고 권
력자로 묘사되고 있는 位居는 季父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며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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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麻余가 즉위한 뒤로 지배층 간에 권력 투
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位居가 왕권을 압도하는 최고 실력자로
부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는 大使 位居의 권력 기반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기록에서는 大使 位居가 재물을 베풀어
國人의 환심을 사는 등 부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
가는 한편, 해마다 魏에 사신을 보내 貢獻하였다고 한다. 또 正始 연간에
는 고구려를 침공하던 魏軍에게 군량을 제공한 주체 역시 부여왕이 아닌
位居였다고 전한다. 즉 당시 大使 位居는 부여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魏와의 긴밀한 연결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확
대해 나가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麻余 선대의 두 왕 尉仇台와 簡位居 시대에 부여
왕실은 요동의 공손씨와 혼인을 통한 동맹 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은 부
여 왕실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할 때, 238년 魏 司馬懿 군대에 의해 公孫
氏 정권이 붕괴하는 사건은 부여 정계에도 큰 파장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부여의 강력한 경쟁 세력으로 부상하였던 모용선비
와 고구려는 魏와 公孫氏 정권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각기 魏의 전투
를 도왔다.38) 당연히 이러한 주변 정세는 公孫氏 정권을 우방으로 대우
하였던 부여 왕권에게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大使 位居가 적극적으로 親魏 노선을 취했던 배경도 이러한 부
여 왕권의 외교적 공백을 노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여 왕실과 혼
인 관계에 있던 公孫氏 정권이 魏와 고구려의 연합 공격에 무너지자 자

37)	당시 牛加의 ‘二心’ 사건의 처결 과정은 이승호, 「3세기 부여의 刑罰 운용과 王
權」, 『동국사학』 62, 2017, 20~22쪽 참조.
38)	앞의 사료 (아) 및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條, “景初二年, 太尉司
馬宣王率衆討公孫淵, 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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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부여 왕권은 초반 魏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견지하였을 것이며, 반대
로 大使 位居는 요동과 낙랑을 장악한 魏와 적극적인 연결을 도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확대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료 (차)에서 보듯 당시 왕위에 있던 麻余는 先王 簡位居의 適
子가 아니었고, 때문에 처음 즉위 시부터 諸加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오
를 수 있었던 인물이다. 이때 麻余의 즉위를 도운 세력은 ‘諸加’로 표현되
어 있지만, 아마도 부여 왕도를 중심으로 권력 기반을 형성하였던 馬
加·牛加·豬加·狗加 등 중앙의 大加 세력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 즉 麻余는 諸加, 그중에서도 六畜官의 지원 속에 왕이 된 인물로
서 그의 권력 기반 또한 그를 왕위에 추대한 六畜官을 위시로 한 ‘諸加’
세력에게 크게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大使 位居는 중앙의 大加 중 한 명인 牛加를 ‘二心’을 품었다는 구실로 살
해하였다.
그렇다면 大使 位居가 그의 계부 牛加를 주살하였던 명분, 즉 牛加가
품었다는 ‘二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해당 기사를 면밀
히 살피면, 그에 앞서 魏의 고구려 침공에 참전하였던 玄菟太守 王頎의
부대가 夫餘에 이르자 位居는 大加를 보내 郊外에서 맞이하고 그들에게
군량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季父 牛加가 모종의 ‘二
心’을 품자, 位居가 季父 父子를 죽였다고 한다. 이처럼 두 사건이 연이
어 기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연계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 즉 당시 牛加는 玄菟太守 王頎의 부대에게 군량을 제공
하는 것에 반대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玄菟太守 王頎의 부대가 부여
에 도착하자 大使 位居가 주도하여 그들에게 군량을 제공하였는데, 이때
牛加는 이러한 정책 결정에 반발하여 大使 位居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大使 位居를 중심으로 전개된 親魏 정책에 대한 반발
이었으며 牛加가 품었다는 ‘二心’도 구체적으로 魏에 대한 적대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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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魏에 대한 ‘二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추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견해가 있다. 즉 大使 位居
가 季父 牛加 父子를 죽이고 적몰한 재물 장부를 보냈다는 ‘官’이 곧 玄菟
郡이었다는 의견이다.39) 일견 일리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그러고 보
면 적몰한 재물 장부를 ‘官’에 보내는 과정에서 보이는 ‘遣使’라는 표현도
마음에 걸린다. 단순히 관청에 관리를 보내는 것을 ‘遣使’라 표현하였다
고 보기에는 어색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때 몰수된 牛加
의 재산을 玄菟郡에 보냈다면, 그 대상을 ‘官’으로 쓰기보다는 ‘郡’으로 적
었어야 보다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또한 牛加의 처단 이유가 명목상
‘두 마음(二心)’을 품은 것 때문이라면 곧 이는 역모에 해당하는 것인데,
역모에 의해 처단된 대역죄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굳이 玄菟郡에 보내야
할 이유도 딱히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몰수한 재물을 ‘官’에 보낼 때
보이는 ‘遣使’라는 표현도 ‘사자(사신)를 파견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使’
를 보낸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 한다. 당시 位居의 官階가 使者系 최고위
에 위치한 大使였고 그 아래 大使者·使者 등 官階가 포진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使’ 또한 이와 같은 官階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
지 않을까 한다.40)

39)	井上秀雄은 牛加의 二心이 玄菟太守 王頎에 대한 것이었고, 牛加의 재산을 몰
수한 기록이 보내진 ‘官’도 玄菟郡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玄菟郡은 位居
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되어주었다고 보았다(井上秀雄, 「朝鮮の初期國家 三世紀の夫餘國-」, 『日本文化硏究所硏究報告』 12, 1975, 72~73쪽 ; 「夫餘國王と
大使」, 『柴田實先生古希記念 日本文化史論叢』, 1976, 185쪽 및 188쪽). 井上秀雄
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시각은 당시 부여의 정치상황과
位居의 권력 기반을 이해하는 데에 분명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40)	이미 필자는 여기에 등장하는 ‘官’을 같은 기록에 ‘牢獄’ 등으로 나타나는 부여의
형벌 기관, 즉 모종의 부여 관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이승호, 「3세
기 부여의 刑罰 운용과 王權」, 『동국사학』 62, 2017, 22쪽 및 본 논문 Ⅴ장 1절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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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 位居는 자신의 季父 牛加와 對魏 외교 노선을 놓
고 벌인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뒤로는 부여 정계를 완전히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벌어진 무력 집권이라
볼 수 있다. 位居가 牛加를 주살한 뒤 使를 파견하여 몰수한 재산을 최종
적으로 ‘官’에 보냈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 大使 位居는 중앙 권력을 완벽
히 장악하고 정국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당연 부여 왕권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麻余의 죽음에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
다. 위의 사료를 보면, 麻余의 사망 기사 앞에 “水旱이 고르지 못하여, 五
穀이 익지 않으면,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혹
은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하여 옛 부여의 풍속을 거론하고 있다. 마
치 麻余가 죽은 원인이 水旱이 고르지 못하여 농사를 망쳤기 때문인 듯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麻余의 죽음과 관련하여 옛 부여의 풍속을
거론하였던 것은 곧 麻余가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했음을 암
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41) 특히 位居는 자신보다 상위 官階에 있던 牛
加를 주살함으로써 六畜官과 대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麻余의 경우
에는 반대로 자신을 왕위에 추대한 六畜官의 권력 기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麻余의 비정상적인 죽음의 배후에도 位居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부여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는 曹魏 측에서는 국인들의 손에 부여왕이 살해당하는 과정을 바라보
며, 부여의 옛 풍속을 떠올렸던 것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그 뒤를 이어 6
살의 어린 나이로 依慮가 즉위하였다고 하니, 부여의 왕권은 더욱 어려
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3세기 전반 부여에서는 簡位居 사후 諸加의 개입을 통해 麻

41) 이승호, 「3세기 부여의 刑罰 운용과 王權」,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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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부터 왕권의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혼인 동맹을
맺었던 公孫氏 정권이 붕괴하자 왕실의 외교적 기반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반면 大使의 官階에 있던 位居는 이틈을 타 魏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장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正始 연간에 부
여를 찾아 온 玄菟太守 王頎의 부대에게 位居가 군량을 제공하자, 牛加
를 비롯한 일부 지배층이 位居의 행보에 반발하며 부여 정계에 노정되어
왔던 정치적 갈등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세기
중엽 무렵 부여 정계에서는 位居와 국왕 麻余 그리고 아마도 麻余의 후
원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牛加 사이에 권력 투쟁이 발발하였다. 그
리고 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位居는 자신의 계부 牛加를 주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 麻余 또한 부여의 옛 풍속을 구실로 삼아 ‘水旱이 고르
지 못하여 농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살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중앙의 정치적 갈등은 자연 지배층의 분열과 이탈 현상을
불러왔을 것이다. 특히 어느 한 정치세력의 권력 독점에 따른 지배층의
동요는 부여에게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이러한 3세기 중엽
부여의 내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모용선비로 눈을 돌려 보자. 280
년대에 접어들면서 慕容涉歸가 이끄는 모용선비의 움직임은 더욱 사나
워졌다.

사료 (카)-①
처음 涉歸는 宇文鮮卑에게 원한이 있어, 廆는 장차 先君의 怨을 갚고자,
表를 올려 이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武帝가 불허하였다. 廆가 노하여,
遼西에 들어와 노략질하고, 죽이고 약탈한 바가 매우 많았다. 황제가 幽州의
諸軍을 보내어 廆를 토벌하였는데, 肥如에서 싸워 廆의 무리를 대패시켰다.
이후로 다시 昌黎를 약탈하였는데, 매해 약탈이 끊이질 않았다. 또 무리를 거
느리고 동쪽으로 부여를 정벌하였는데, 扶餘王 依慮는 자결하고, (慕容)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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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國城을 멸하였으며, 만여 인을 이끌고 돌아갔다. 東夷校尉 何龕이 督護 賈
沈을 보내 장차 依慮의 아들을 맞이하여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廆가
장수 孫丁을 보내 기병을 거느리고 이를 요격케 하니, 沈이 힘을 다해 싸워
丁을 참하고, 마침내 扶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다.42)
(『晉書』 卷108, 載記 8, 慕容廆)

사료 (카)-②
처음 鮮卑 莫護跋이 비로소 塞外로부터 遼西 棘城 북쪽에 入居하여 號를
慕容部라 하였다. 莫護跋은 木延을 낳았고, 木延이 涉歸를 낳았는데, (涉歸
때에) 遼東 북쪽으로 옮겨 살면서, 대대로 中國에 귀부하여 여러 차례 征討를
따라다니며 공을 세웠으니, 大單于에 拜하였다. (281년) 겨울 10월, 涉歸가 처
음으로 昌黎를 노략질 하였다.43)
(『資治通鑑』 卷81, 晉紀 3, 武帝 太康 2年條)

사료 (카)-③
(282년) 3월, 安北將軍 嚴詢이 慕容涉歸를 昌黎에서 패배시키니, 斬獲한
바가 만을 헤아렸다.44)
(『資治通鑑』 卷81, 晉紀 3, 武帝 太康 3年條)
42)	『晉書』 卷108, 載記 8, 慕容廆, “初涉歸有憾於宇文鮮卑, 廆將修先君之怨, 表請討
之, 武帝弗許. 廆怒, 入寇遼西, 殺略甚衆. 帝遣幽州諸軍討廆, 戰于肥如, 廆衆大
敗, 自後復掠昌黎, 每歲不絕. 又率衆東伐扶餘, 扶餘王依慮自殺, 廆夷其國城, 驅
萬餘人而歸. 東夷校尉何龕遣督護賈沈將迎立依慮之子爲王, 廆遣其將孫丁率騎邀
之, 沈力戰斬丁 遂復扶餘之國.”
43)	『資治通鑑』 晉紀3, 武帝 太康 2年條, “初, 鮮卑莫護跋始自塞外入居遼西棘城之
北, 號曰慕容部. 莫護跋生木延, 木延生涉歸, 遷于遼東之北. 世附中國, 數從征討
有功, 拜大單于. 冬, 十月, 涉歸始寇昌黎 冬十月, 涉歸始寇昌黎.”
44)	『資治通鑑』 卷81, 晉紀 3, 武帝 太康 3年條, “三月, 安北將軍嚴詢敗慕容涉歸于昌
黎, 斬獲萬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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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카)-④
(西晋) 武帝(司馬炎, 재위 265~290) 때, 자주 와서 朝貢하였는데, 太康 6
년(285)에 이르러, 慕容廆에 의해 襲破되어, 그 왕 依慮는 자결하고, 자제는
沃沮로 달아나 보전하였다.45)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條)

사료 (카)-①·②·③에서 보듯 모용선비는 西晉의 통제에서 벗어나
변경을 공격하는 등 계속적으로 西晉과 반목하였다. 사료 (카)-②에서는
慕容涉歸 시절에 遼東 북쪽으로 그 중심지를 옮겼다고 하는데, 이로써
모용선비는 부여의 지근거리에까지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용선비
가 281~282년에 걸쳐 창려군을 공격한 바로 다음 해인 太康 4년(283)에
섭귀가 사망했으므로46) 이로 미루어 볼 때, 모용부가 서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중심지를 요동으로 옮긴 시점은 창려군을 공략하던 281~282년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모용선비가 그 중심지를 요동 북쪽으로 옮겨 부여와 직접적으
로 경계를 접하게 되면서 양자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카)-①
과 ④에서 보듯이 慕容涉歸 사후 모용선비의 지도자가 된 慕容廆는 285
년에 부여를 침공하였다. 이 전쟁에서 부여는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자
결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다. 북만주 일대에서 1~2세기에 걸쳐
번영을 누렸던 부여의 국세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몰락의 과정은 상당
히 돌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여는 모용선비의 공격에 이렇다 할 대응조차 못해보고 왕성이

45)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條, “武帝時, 頻來朝貢, 至太康六年, 爲
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46)	『資治通鑑』 卷81, 晉紀 3, 武帝 太康 4年條, “是歲, 鮮卑慕容涉歸卒, 弟刪篡立,
將殺涉歸子廆, 廆亡匿於遼東徐郁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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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번에 함락 당하였다. 이로 보아 전쟁 당시 부여의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 이
르게 된 원인으로 앞서 살펴본 3세기 중반 무렵 발생한 부여 지배층의 분
열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대로 3세기 중반 무렵 부여에서는
왕권의 취약성이 노출되며 位居를 중심으로 지배층 간에 권력투쟁이 발
발하였다. 그 결과 지배층의 분열도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285년의 외침에 부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한 원인으로 작용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타)
邑落에는 豪民이 있고, 下戶라 불리는 이들은 모두 奴僕이 된다. 諸加는
四出道를 別主하는데, 큰 것은 수천 가이며 작은 것은 수백 가였다. …(중략)
… 전쟁(軍事)이 있으면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죽여서 발굽을 보
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진 것은 흉하게 여기고, 붙은 것은 길하게
여긴다. 적이 있으면, 諸加가 스스로 싸우는데, 下戶가 모두 양식을 짊어지고
(전쟁터로 가면) 그것을 먹고 마신다.47)
(『三國志』 권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사료 (타)에서 보듯이 부여의 각 지역은 諸加에 의해 別主되었는데,
당시 제가는 四出道라 불리는 주요 교통로를 관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적의 침입이 있을 시에도 諸加가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전쟁
에 나섰다고 한다. 이러한 전쟁 수행방식 또한 諸加를 중심으로 교통로
를 관할했던 부여의 지방 지배 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즉 적의 침
47)	『三國志』 권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諸加別
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中略)…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
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飮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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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있을 시 각 교통로를 관할하던 諸加가 일차적으로 공격을 방어하면
서 중앙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부여의 기본적인 방어체계였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여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지배층이
동요하고 각지의 교통로를 관할하며 외침에 대비해야 했던 諸加 집단이
분열한 결과 ‘諸加가 自戰하는’ 부여의 전통적인 방어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중앙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
란은 부여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원인이 되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3세기 후반 부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모용선비의 침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3세기 전반부터 안팎
으로부터 붕괴되어 가던 부여의 대내외적 정치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IV . 맺음말

이 글은 285년 모용선비와의 전쟁 당시 부여가 그처럼 허망하게 무너
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
명할 목적에서 3세기 무렵 부여의 국세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주목되는 사실은 漢代 이후로 부여에 臣屬해 있던 읍루가
220년대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3세기 초 이전까지 부여와 읍루의 관
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牧丹江 유역과 연해주 일
대에 거주하였던 읍루의 일부 세력이 부여에 臣屬한 상태에서 부여를 통
해 중원 왕조와 소통하고 교역 또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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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있어 부여는 외부로 향하는 창구와도 같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 군현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섭을 이어나갔던 부여
의 대외적 역량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3세기 전반 무렵 읍루가 부여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
던 요인으로는 고구려의 북옥저 지방 진출과 읍루 사회의 자체적 역량
증대를 들 수 있다. 이미 2세기 무렵부터 부여 남쪽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가며 두만강 유역 진출에 성공한 고구려의 존재는 부여가 읍루와
북옥저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고구려가
북옥저 일대를 잠식해가면서 부여는 이 일대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상실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는 읍루에 대한 부여의 영향력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3세기에 들어서면 읍루 사회
내부에서도 정치적 결집이 이루어지고 자체적 역량이 확대되어 갔다. 이
러한 배경 속에서 읍루가 부여로부터 이반하면서 3세기 전반 무렵 부여
는 張廣才嶺 이동 지역과 북옥저 일대에서 누리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3세기 무렵 遼東의 정세 변화와 모용선비 세력의 동향에 주목
하면서 당시 부여의 내부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부여의 동쪽 방면이 허물어져가던 3세기 전반 무렵은 簡位
居와 麻余가 왕위에 있던 시대이다. 특히 麻余는 선왕 簡位居의 蘖子로
諸加들의 도움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麻余의 왕권은 상
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부여의 정치적 실권이
大使 位居에 의해 장악되어 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大使 位
居와 牛加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등 정국의 혼란이 이어지는 한
편, 왕 麻余 마저도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부여의
중앙에서는 지배층의 분열과 이탈 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麻余 사후 依慮가 6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부여 내부의 정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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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좀처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는 ‘諸加가 自
戰하는’ 부여의 전통적인 방어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원인
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여가 쇠락하게 된 결정적 배경
은 3세기 후반 모용선비의 침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3세기
전반부터 안팎으로부터 붕괴되어 가던 부여의 대내외적 정치 상황이 자
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8.04.27 투고 / 2018.05.29 심사완료 / 2018.05.29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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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reakaway of Yilou(挹婁) and the Decline of Buyeo(夫餘)
in the 3rd Century

Lee, Seung-ho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Buyeo(夫餘)’s sudden collapse in

the war with Murong Xianbei(慕容鮮卑) in 285. First of all,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early 3rd century, Yilou(挹婁) broke away from
Buyeo’s sphere of influence. The reasons Yilou was able to gain independence from Buyeo were Goguryeo(高句麗)’s advance to North-

Okjeo(北沃沮) and the growing capacity of Yilou itself. Buyeo’s influ-

ence, on the other hand, was weakened in North Okjeo and it
gradually lost its influence on Yilou.

Nex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olitical changes in

Liaodung(遼東) and the movement of Murong Xianbei in the 3rd cen-

tury. Along with this, it examined the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of
Buyeo at the time. In the early 3rd century when the eastern Buyeo

was collapsing, Murong Xianbei was expanding its forces in the west-

ern Buyeo. Also, in the south of Buyeo, Goguryeo was expanding its
influence and pressed Buyeo.

Around this time, the power of King Mayeo(麻余) was weak, and

the one with actual authority was Daesa(大使) Wuigeo(位居). In the
middle of the 3rd century in Buyeo,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haotic
with the power struggle between Daesa Wuigeo and Cow-Ga(牛加).

08이승호-동국사학64-2차 328

18. 7. 10. 오후 3:55

3세기 挹婁의 이탈과 夫餘의 쇠퇴

329

During this chaos, King Mayeo died a questionably death. As a result,
the ruling class was divided in the central political system of Buyeo,

and more of the ruling class broke away. This became a reason why
Buyeo’s traditional defense system, where 'Several Ga(諸加)' themselves

participated in the war, did not function properly. The critical cause

in the collapse of Buyeo in the late 3rd century was the invasion of
Murong Xianbei in 285. Behind it, however, was the political situation
of Buyeo that collapsed on the inside and outside.
 Keyword

Buyeo(夫餘), Yilou(挹婁), Murong Xianbei(慕容鮮卑), Goguryeo(高句麗),

King Mayeo(麻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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