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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660년 7월 당고종은 13만명의 병력과 여기에 상응하는 물자를 투여하
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하지만 661년 7월 그 이상의 병력과 전비를 고구려
에 투여했지만 실패했다. 자치통감 卷200, 고종 용삭 2년(662) 7월 조를
보면 唐高宗이 백제 熊津城에 주둔한 仁願ㆍ仁軌에게 내린 勅書가 있다.
初로 시작되는 칙서는 662년 7월 이전 사실을 전한다.

初(앞서)에 (유)인원과 (유)인궤 등은 웅진성에 주둔하였는데 황상이 그들

에게 敕書를 내렸다. 평양의 군사들이 돌아와 한 개의 성만으로 홀로 굳게 할
수 없으니 의당 발을 빼서 신라로 가야할 것이오. 김법민(문무왕)이 경에게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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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필자) 남아서 진수하기를 빌거든 의당 또한 그곳(신라-필자)에 머물
러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즉시 의당 바다에 배를
띄어서 돌아와야 할 것이오. 장사들도 서쪽으로 돌아가고자 갈구했다.1)

여기서 “평양에서 군대가 돌아와(平壤軍回)”라고 한다. 662년 2월 蘇定
方의 평양성 撤軍을 의미하며, 황제의 칙서는 그 직후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개의 성만으로 홀로 굳게 할 수 없으니 의당 발을 빼서
(一城不可獨固 宜拔就)”라고 하고 있다. 고립된 백제 웅진의 성은 위험하
니 그곳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 당태종에 이어 아들도 고구려에 패배했다. 그리고 당고종은 한
반도에서 전면 철수를 의미할 수도 있는 칙서를 백제주둔 당군에 내렸다.
동방정책을 모두 포기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터였다.
본고는 이 시점에 어떠한 배경에서 철병칙서가 내려졌는지 밝히는데 목적
이 있다.
노중국은 여기에 대해 “당군으로 하여금 신라에 가서 기대거나 아니면
회군하라는 것은 백제 옛 땅의 포기를 의미한다. 당의 이러한 조치는 고구
려정벌의 패배가 전략을 바꾸어야 할 만큼 당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을 시사
하며 동시에 백제부흥군의 저항도 그 만큼 강하였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
도 하다”라고 했다.2)
백제부흥군은 신라의 평양보급을 크게 지체시켰고, 그것은 당군의 전
력을 약화시켰다. 왜의 원조를 받는 부흥군의 저항으로 신라의 평양성 보
급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한 것은 확실하며, 662년 1월 늦은 출발로
신라군은 혹한 속에서 더욱 거세진 고구려군의 저항과 마주쳐야 했다.3)
1) 資治通鑑 卷200, 高宗 龍朔 2年 7月條, “初, 仁願ㆍ仁軌等屯熊津城, 上與之勅書,
以平壤軍回, 一城不可獨固, 宜拔就新羅. 若金法敏借卿留鎮, 宜且停彼, 若其不須,
即宜泛海還也. 將士鹹欲西歸.”
2)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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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제 철병 칙서의 원인이 평양성 패전과 백제부흥군의 저항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시각을 한반도에 고정해서는 해명이 어렵다. 원인은 더
멀고,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선상에서 당조정이 당면
한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필자는 먼저 661년 9월 소정방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던 평양으로 향하
던 유목민 기병군단이 어떻게 갑자기 초원으로 철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
고, 당시 고구려가 초원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검토해 보았다. 다음
으로 유목기병의 철수가 야기한 평양성 전투의 결과에 살펴보고 당 조정의
鐵勒叛亂 진압의 難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당 내정의 변화

와 泰山封禪儀禮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음미해 보았다.

Ⅱ. 당의 평양성 포위와 고구려의 초원 공작

661년 봄 정월 당고종은 하북ㆍ하남ㆍ회남 67주에서 4만 4천의 병력을
모집하고, 부여도행군총관 蕭嗣業이 회흘(回紇) 등 여러 부의 군사를 거느
리고 평양으로 진군하게 했다. 4월에 任雅相을 패강도 행군총관으로, 계필
하력을 요동도 행군총관으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諸蕃ㆍ
三十五軍4)이 바다와 육지로 길을 나누어 고구려를 공략했다.

7월에 소정방이 패강(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마읍산을 점령
3) 서영교, ｢倭의 百濟 원조와 蘇定方의 평양성 撤軍｣, 大邱史學 117, 2014. 11쪽.
4)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6年(661) 정월 조와 新唐書 卷3, 高宗 6년 龍朔
4월 庚辰 조를 보면 계필하력을 요동도행군총관, 소정방을 평양도행군대총관, 임
아상을 패강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총 35도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정벌하게
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新唐書 卷110, 계필하력전에 보이는 “率諸蕃三十五
軍進討”라고 하는 표현은 제번과 35道의 군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철륵출신
계필하력이 통솔한 부대는 ‘諸蕃’ 즉 유목민 기병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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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평양성을 포위했다.5) 이어 9월에 계필하력이 압록강을 돌파했다.

龍朔 初, 遼東道行軍大總管에 複拜하고 諸蕃三十五軍을 이끌고 나아가 (고

구려를) 討했다. 帝가 스스로 군대를 따라가고자 했다. 鴨綠水에 이르자, 蓋蘇
文의 아들 男生이 이끄는 精兵 數萬이 막아서 군대가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하

였다. 강이 결빙되어 합쳐지자 何力이 兵을 이끌고 건너, 적이 놀라 무너졌다.
三萬級을 참하자, 나머지는 항복을 했다. 男生은 겨우 단신으로 도주했다. 그

러나 군대를 철수하라는 황제의 조서가 있어 철수했다(有詔斑師). 그때 鐵勒
九姓이 叛했다, 詔를 내려 何力를 安撫大使로 삼았다.6)

계필하력의 유목기병은 평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갑자기 철수명령이
떨어졌다. 철륵 9성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7)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치통감 卷200, 고종 용삭(661) 원년 10월 조를 보자.

回紇의 추장 婆閏이 죽고 조카인 比粟毒이 그 무리를 이끌고 同羅(몽골 울

란바트로의 북쪽)ㆍ僕固(몽골 동부)와 더불어 변경을 침공하니, 좌무위대장군
정인태에게 조서를 내려 철륵도행군총관으로 삼고, 燕然(내몽골 오이라트) 도
호 유심례와 좌무위장군 설인귀를 부장으로 삼고, 홍려경 蕭嗣業을 선악도행
군총관으로 삼고, 우둔위장군 손인사를 부장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8)
5) 新唐書 卷220, 高麗傳.
6) 新唐書 卷110, 계필하력전, “龍朔初, 複拜遼東道行軍大總管, 率諸蕃三十五軍進
討, 帝欲自率師繼之. 次鴨綠水, 蓋蘇文遣男生以精兵數萬拒險, 眾莫敢濟. 會冰合,
何力引兵噪而濟, 賊驚, 遂潰. 斬首三萬級, 餘眾降, 男生脫身走. 有詔斑師. 時鐵勒
九姓叛, 詔何力爲安撫大使.”
7) 舊唐書 卷109, 계필하력전, “其年, 九姓叛, 以何力為鐵勒道安撫大使.” 서영교 ｢고
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안시성전투와 설연타｣, 군사 49, 2003;
나당전쟁사연구－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2006, 62쪽. 金榮官, ｢百濟
復興運動의 盛勢와 唐軍의 對應｣, 韓國古代史硏究 35, 2004; 百濟復興運動硏
究 학연문화사 2005, 151～152쪽.
8) 資治通鑑 卷200, 高宗 龍朔 원년 10월 조, “回紇酋長婆閏卒, 侄比粟毒代領其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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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우호적이었던 回紇의 족장 波閏이 죽고 조카 比粟毒이 그 뒤를
이었다. 그는 同羅와 僕固 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漠北의 중심
세력인 회흘이 주도한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행군총관들이 임명되었다.
소사업은 661년 정월 부여도 행군총관으로 회흘 등 諸部兵을 이끌고
고구려 전선에 파견되었다가9) 661년 10월 회흘이 본거지에서 주도한 철륵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선악도행군총관에 임명되었다. 그렇다면 그가 回紇
등 철륵 諸部兵을 동원하여 회흘이 주도한 반란을 진압해야 했을까. 어떻
든 철륵반란 진압의 難關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長岑道行軍總管 阿史那忠(611～675)은 소사업과 함께 철륵의 반란에

진압 명령을 받은 장군 가운데 하나였다.10) 新唐書 卷3, 高宗本紀 3 龍
朔 원년(661) 10월 조를 보자.

鄭仁泰를 鐵勒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蕭嗣業을 仙崿道行軍大總管삼고,
左驍衛大將軍 阿史那忠을 長岑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서 鐵勒을 伐하게 했다.

與同羅ㆍ仆固犯邊, 詔左武衛大將軍鄭仁泰爲鐵勒道行軍大總管, 燕然都護劉審禮ㆍ
左武衛將軍薛仁貴爲副, 鴻臚卿蕭嗣業爲仙萼道行軍總管, 右屯衛將軍孫仁師爲副,
將兵討之.”
9)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6년(661) 정월 조, “正月, 乙卯, 募河南北ㆍ淮南六十
七州兵, 得四萬四千餘人, 詣平壤ㆍ鏤方行營. 戊午, 以鴻臚卿蕭嗣業爲夫餘道行軍總
管, 帥回紇等諸部兵詣平壤”; 資治通鑑 卷200, 高宗 龍朔 원년(661) 4월 조, “夏,
四月, 丁卯, 上幸合璧宮. 庚辰, 以任雅相爲浿江道行軍總管, 契苾何力爲遼東道行
軍總管, 蘇定方爲平壤道行軍總管, 與蕭嗣業及諸胡兵凡三十五軍, 水陸分道並進.”
10) 阿史那忠은 蘇尼失(阿史那蘇)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 일찍이 당에 들어왔다.
貞観初年에 左屯衛将軍에 抜擢되었고, 宗室의 딸을 妻로 맞아들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薛国公의 爵位를 물려받았다. 637년 長州都督을 検校하였고, 639년 阿史
那思摩가 突厥可汗에 세워지자 阿史那忠은 左賢王이 되었다. 永徽年間에 左武衛
大将軍에서, 右驍衛大将軍으로 전임되었다. 新唐書 卷123, “諸夷蕃將 阿史那忠
者, 字義節, 蘇尼失子也. 資清謹. 以功擢左屯衛將軍, 尚宗室女定襄縣主, 始詔姓獨
著史. 居父喪, 哀慕過人. 會立阿史那思摩爲突厥可汗, 以忠爲左賢王. 及出塞, 不
樂, 見使者必泣, 請入侍, 許焉. 封薛國公, 擢右驍衛大將軍. 宿衛四十八年, 無纖隙,
人比之金日磾卒, 贈鎮軍大將軍, 諡曰貞, 陪葬昭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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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岑道’는 612년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제2군이었다.11) 최근
에 알려진｢낙랑목간｣에서도 帶方縣 인근에 長岑縣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
면 장잠도행군대총관인 아사나충이 철륵을 벌했다(伐鐵勒)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시기 동돌궐계 번장인 아사나충의 행적을 전하는｢阿史那忠
碑｣와 ｢阿史那忠墓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문｣을 보자.

현경 5년(660) 長岑道행군총관에 임명되었다. 辰韓이 움직여 소요를 일으
키니 종군하여 흉악한 적을 제거하고, 거란이 毒을 뿜어내니, 戈를 돌려 亂을
평정하니. 元菟의 유혼을 제거하고 黃龍의 □를 엎었다.12)

아사나충이 장잠도행군총관에 임명된 것은 660년 12월이었다.13) 소요
를 일으킨 辰韓은 고구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尉遲敬德墓誌｣에
서 고구려 정벌에 관한 내용 가운데 丸都와 浿水, 玄菟, 白狼이라는 지명
이 등장하고 辰韓이란 표기가 보이고 있다. 여기서 辰韓이란 표기는 고구
려를 지칭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14)
또한 661년 정월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했던 당고종이 李勣과 아사나충

11) 冊府元龜 卷117, 제왕부·친정2를 보면 “第一軍可鏤方道, 第二軍可長岑道, 第三
軍可海冥道, 第四軍可蓋馬道, 第五軍可建安道, 第六軍可南蘇道, 第七軍可遼東道,
第八軍可菟道第, 九軍可扶餘道, 第十軍可朝鮮道, 第十一軍可沃沮道, 第十二軍可
樂浪道右,…… 凡此衆軍先奉廟略絡繹引途,摠集平壤”라고 하고 있다.
12) ｢阿史那忠碑｣, 全唐文新編 20, “顯慶五年, 詔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辰韓
俶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廻戈拯亂. 剿元(玄)菟之遊魂, 覆黄龍之□.”
13)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5년(660) 12월 조, “十二月,…… 壬午, 以左驍衛大將
軍契苾何力爲浿江道行軍大總管, 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遼東道行軍大總管, 左驍
衛將軍劉伯英爲平壤道行軍大總管, 蒲州刺史程名振爲鏤方道總管, 將兵分道擊高
麗. 青州刺史劉仁軌坐督海運覆船, 以白衣從軍自效.”
14) ｢尉遲敬德墓誌｣, 全唐文新編 20, “屬辰韓負險, 獨阻聲敎, 憑丸都而擧斧, 恃浿水
而含沙. 太宗爰命六軍, 親紆萬乘, 觀兵玄菟, 問罪白狼”;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
기 기피현상－隋唐 墓誌銘 國名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2012,
232쪽 註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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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에게 詔를 내려 雒城門에서 모의하게 하고 一戎大定樂을 관람하게 했

다.15) 아사나충은 661년에 고구려에 종군했던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아
사나충은 契丹이 당에 반란을 일으키니 戈를 돌려 이를 평정했다고 하고
있다. 거란지역에서 元兎의 유혼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이 원토는 역시 고
구려를 의미하는 玄免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구려가 거란의 반란을 선
동했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阿史那忠墓誌에도 고구려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거란 반란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① 公을 使로 삼고 長岑道행군총관을 담당하게 하였다. ② 대군이 길게 나
아가고 천자의 위엄이 멀리 미치자 三山이 그로 인해 요동치고 九種이 그 때
문에 놀랐다. ③ 거란이 白猿의 동쪽과 黃龍에 있어서 가까이 卉服을 침범하
고 멀리 鳥夷와 결탁하였다. ④ 공이 군대를 거느리고 주멸하고 시기에 따라
殄滅시켜서 오랑캐를 사로잡은 것이 萬을 헤아렸으며 三軍이 공정하게 비단

을 받게 하였다. 그대로 羽林軍을 검교하였다.”16)

위의 기록 ①에서 아사나충이 장잠도행군총관이 임명되었고, ②에서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갔는데 九種이 놀랐다고 한다. 여기서 구종은 앞에
서 언급한 ｢비문｣에 辰韓과 대칭하는 표현으로 고구려로 보인다. 그것은
東夷九種을 의미하는 것으로 史記 卷47, 孔子世家 注引 史記集解에서

“九夷, 東方夷九種也, 百蠻, 夷狄之百種”라고 하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으
며,17)｢趙靜安墓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18) ③에서 “거란이 白猿의 동
15) 冊府元龜 卷569, 掌禮部·作樂5, “龍朔元年(661) 正月 丙申朔, 帝欲伐遼, 詔李
勣ㆍ李義府ㆍ任雅相ㆍ許敬宗ㆍ許圉師ㆍ張延師ㆍ蘇定方ㆍ阿史那忠ㆍ于闐王 伏
闇, 上官儀等, 謀於雒城門, 觀屯營新教之舞名之曰, 一戎大定樂時欲親征遼以象用
武之勢.”
16) ｢阿史那忠墓誌｣, 唐代墓誌彙編 上卷(周紹良 編), 上海古籍出版社, 1992, “以公
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元戎長驅, 天威遐暢, 三山因之而波蕩, 九種以之而震
惊. 契丹在白猿之東, 居黄龍之右, 近侵卉服, 外結鳥夷. 公回師誅翦, 應机殄滅, 虜
獲萬計, 三軍無私, 蒙賞縑帛, 仍于羽林軍檢校.”

334 동국사학 57집

쪽과 黃龍(조양)에 있어서 가까이 회복(卉服)을 침범하고 밖으로 鳥夷와
결탁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윤용구는 鳥夷를 고구려의 이칭으로 본 바 있
다.19) 이는 ｢唐故隋湭城府鷹揚趙君(曹諒)及琅耶郡君安氏墓誌幷序｣(全唐
文新編 20)에 “値隋世道消, 鳥夷憑甸, 龍旂爰擧, 問罪三韓”라고 한 데서

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661년 거란의 반란은 고구려와 연결된 것이 확실하
다. 주지하다시피 거란에 대한 고구려의 연고는 깊었다. 고구려는 5세기
이래로 거란의 일부를 세력 아래 두고 있었고, 최후까지 그러했다.
요서와 시라무렌지역은 고구려와 당의 상습적인 분쟁지역이었다. 영휘
연간(650～655)에 당의 장군 辛文陵이 고구려군을 제압하기 위해 요하 상
류 토호진수에 이르렀다가 역습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중랑장 薛仁貴가
이를 구출했다고 한다. 고구려가 거란지역으로 진출하자 당이 반격에 나면
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 655년 장군 安固가 고구려군과 말갈군을 이끌
고 거란지역을 공격하니 거란 추장으로 松漠都督이었던 窟哥가 반격을 하
여 현지에 있던 신성에서 안고의 군대를 격파했다고 한다.20)
현경 5년(660) 5월 定襄都督 阿史德樞賓, 左武侯將軍 延陀梯眞, 居延
州都督 李合珠를 모두 冷岍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고 尙書右丞 崔餘慶에

게 이 3부를 통할하게 하였다. 이들은 해를 항복시키고 다시 거란을 공격
하여 송막도독 耶律阿卜固를 사로잡는다. 이 전투에서는 營州 소속인 설
인귀도 참여하였다. 이는 영주도독부도 같이 움직였음을 암시한다. 동돌궐
의 아사덕부와 薛延陀, 白霫 别部가 동원되었는데, 특히 아사덕추빈이 정
17) 최진열, 앞의 논문, 230쪽 및 235쪽.
18) ｢趙靜安墓誌｣, 全唐文補遺 第8輯, “貞觀十八年, 從太宗文皇帝門罪東夷. 麾戈一
擧, 三韓粉魄於黃龍 機弭纔張, 九種碎身於玄免.”
19) 윤용구, ｢고대 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 역사와 현실 55, 2005, 94쪽. 윤용구는
앞의 논문에서 당태종이 ‘637년’ 고구려를 침공할 때 아사나충이 함께 종군했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다른 논문에서도 보인다(尹龍九,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遠
征－裴矩의‘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5, 2005, 58쪽).
20)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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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독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정양도독부, 거연주도독부, 영주도독부의 병
력이 동원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661년의 경우 거란의 반란은
철륵의 반란과 연결되어 있었다.21)
661년 7월 당군이 평양을 포위하자 고구려가 거란 제부족을 선동했을
가능성은 높다. 아사나충이 장잠도행군총관으로 철륵 토벌에 종군했다고
하는 新唐書(권3, 고종본기 龍朔 원년(661) 10월 조)의 기록은 이와 관
련하여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아사나충의 ｢비문｣ㆍ｢묘지｣를 보면 고구려
에 왔던 그가 군대를 돌려 거란 반란진압에 종군한 것이 확실하지만 新唐
書에서 그가 철륵반란 진압에 동원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조정은 거란의 반란을 동시기에 일어난 철륵의 반란의 일부로 보았을
수도 있다. 고구려의 초원공작은 유목민 기병의 철군을 이끌어내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Ⅲ. 평양성 撤軍과 鐵勒문제 봉합

661년 10월 철륵도행군대총관 鄭仁泰는 부장 劉審禮와 좌무위장군 설
인귀와 함께 병력을 이끌고 농우도 방면에서 외몽골의 서쪽 방면으로 진격
하였다.22)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662) 3월 조에서는 “철륵 9성
21) 李孝宰,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 東洋史學硏究 125, 2013, 201～
204쪽. 이효재에 의하면 “영휘 3년(652) 황하 이남에 祁連州를 설치하고 설연타를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資治通鑑 卷199 영휘 3년 6월 조, 6278쪽). 거연주는
백습 별부에 두었던 기미주이다(新唐書 33하, 地理志7하). 측천무후 집권 초반
인물인 阿史那感德의 부인은 阿史德氏로 鎭軍大將軍 行右武衛大將軍 兼定襄都督
五州諸軍事 右羽林軍上下 五原郡開國公의 딸이다(阿史那感德墓誌銘). 여기서
아사덕씨 아버지인 정양도독이 당시 다섯 기미주의 군대를 관할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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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 10여 만을 합쳐서 막았다. 설인귀
가 세 발의 화살을 쏘아서 세 명을 죽이자 나머지가 모두 말에서 내려서
항복을 청하였다. 磧北을 건너서 그 나머지 무리를 공격하여 葉護 형제
3인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병사들이 노래하기를 장군이 세 발의 화살로
天山(鬱督軍山)을 평정했네”라고 하고 있다.

한편 回紇 등 諸部兵의 철수는 평양부근에 잔류한 소정방이 이끄는 당
군에게 치명적이었다. 이후 고구려는 평양성전투에 대부분의 전력을 집중
할 수 있게 되었고, 소정방은 유목민 기병이 철군한 상태에서 고구려와 맞
서야 했다.23) 노태돈은 “소정방군은 우익이 사라져 고립된 상황”이라고 지
적한 바 있다.24) 신라의 보급도 왜의 지원을 받은 백제부흥군의 방해로
지체되고 있었다.25) 661년 12월 평양의 전황을 전하는 일본서기 기록을
보자.

高麗가 말했다. 유독 12月에 高麗國은 추위가 심해 浿도 얼어붙습니다. 그

래서 (해자가 얼어-필자) 唐軍 雲車와 衝輣으로 북과 징을 시끄럽게 치고 공
격해왔습니다. 高麗의 士率은 용감하고 웅장해서 唐의 二壘를 빼앗고, 오직
二塞만 남아서 밤에 계책을 논의하였습니다. 唐兵이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

니다.26)

고구려군이 당의 2개 보루를 점령했고, 남은 당의 2개 塞도 함락위기
에 있었던 것 같다. 밤에 병사들이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22) 앞의 주와 같음.
23) 서영교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안시성전투와 설연타｣, 군사
49, 2003; 나당전쟁사연구－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2006, 62쪽.
24)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164쪽.
25) 서영교, ｢倭의 百濟 원조와 蘇定方의 평양성 撤軍｣, 大邱史學 117, 2014. 11.
26)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卽位前紀齊明天皇 7年(661) 12月 조, “十二月. 高麗言.
惟十二月. 於高麗國寒極浿凍. 故唐軍雲車衝輣. 鼓鉦吼然. 高麗士率膽勇雄壯. 故
更取唐二壘. 唯有二塞. 亦備夜取之計. 唐兵抱膝而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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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군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말해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색은 더욱 짙어
져 갔다.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2월 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월) 갑술(14일)에 패강도 대총관 任雅相이 군대에서 죽었다.…… 무인(18
일)에 좌교위장군이며 백주 자사인 옥저도총관 방효태가 고려와 蛇水에서 싸
우다가 군사가 패하니 그의 아들 13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소정방은 평양을
포위하고 오래되어도 떨어뜨리지 못하였고 마침 큰 눈이 내리자 포위를 풀고
돌아왔다.27)

662년 2월 6일 김유신의 보급부대가 평양에 도착한 즈음 힘겨운 싸움
을 하고 있던 소정방은 한계에 부딪쳐 있었다. 14일 병부상서로 宰相급인
패강도대총관 임아상이 군에서 죽었고, 18일 옥저도총관 방효태가 사수 싸
움에서 패배하여 전사했다. 거기다가 大雪까지 닥쳤다. 소정방은 당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전세가 불리해져 당군이 회복할 수 없는 시점에 평양
에 도착했던 김유신의 신라 보급대도 평양에서 철수했다.28)
동시기 철륵의 반란을 진압하던 당군도 많은 병력을 잃었다. 장군 楊
志가 철륵을 추격하다가 패배했다.29) 또한 資治通鑑 卷200, 高宗 龍朔

2년 3월 조를 보면 결정적인 작전실패를 전하는 기록이 있다.

정인태는 경무장한 기병 1만 4천을 거느리고 배나 빠른 속도로 그들에게로
27)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2월 조, “浿江道大總管任雅相薨於軍.…… 戊寅,
左驍衛將軍白州刺史沃沮道總管龐孝泰, 與高麗戰於蛇水之上, 軍敗, 與其子十三人
皆戰死. 蘇定方圍平壤久不下, 會大雪, 解圍而還.”
28) 三國史記 卷6, 文武王 2년 조, “二年春正月,…… 王命庾信與仁問ㆍ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ㆍ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2월)六日, 至楊隩, 庾信
遣阿湌良圖ㆍ大監仁仙等致軍粮, 贈定方以銀五千七百ㆍ分細布三十匹ㆍ頭髮三十
兩ㆍ牛黃十九兩. 定方得軍粮, 便罷還.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川.”
29)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3월 조, “將軍楊志追之, 爲虜所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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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드디어 대사막을 넘어 선악하(仙咢河)에 도착하였지만 오랑캐는 보이지
않았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돌아왔다. 마침 큰 눈을 만나서 士卒들은 주리고
얼어서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말을 잡아서 이를 먹었고, 말이 다하자 사람이
서로 잡아먹다가 요새로 들어올 때쯤에는 남은 병사가 겨우 800명이었다.30)

정인태는 철륵을 추격하다가 휘하의 1만 4천 병력을 거의 모두 상실하
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사헌대부 楊德裔는 해골이 들을 덮게 만들고
갑옷을 버려서 도적들의 물자가 되게 했다고 정인태 등을 탄핵했다. 이미
항복한 철륵 사람들을 주살하여 오랑캐들이 흩어지게 하였고, 물자와 양식
을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추격하다가 이러한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고, 무
엇보다 이 싸움이 조정이 개창한 이후로 오늘과 같이 처참한 패배를 맞이
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31) 계필하력이 철륵으로 향했다.

우효위대장군 契苾何力을 鐵勒道安撫使로 삼고, 좌위장군 姜恪을 副로 하
고, 나머지 (철륵)무리들을 편안하게 조치하게 하였다. 何力은 精騎 5백을 가
려 뽑아, 말을 달려 九姓 부락으로 들어가니, 오랑캐들이 크게 놀라자 何力이
말하였다. “國家는 너희들이 모두 협박을 받아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
죄를 용서하며 죄는 추장에게 있으니 그들을 잡으면 그칠 것이다.” 其部落에
크게 기뻐하여 함께 其葉護와 設ㆍ特勒 등 2백 여를 잡아 何力에게 주니 何力
이 그 죄를 헤아려 참수하니 九姓이 마침내 안정되었다.32)
30)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3월 조, “仁泰將輕騎萬四千, 倍道赴之, 遂逾大
磧, 至仙萼河, 不見虜, 糧盡而還. 值大雪, 士卒饑凍, 棄捐甲兵, 殺馬食之, 馬盡, 人
自相食, 比入塞, 餘兵才八百人. 軍還, 司憲大夫楊德裔劾奏 仁泰等誅殺已降, 使虜
逃散, 不撫士卒, 不計資糧, 遂使骸骨蔽野, 棄甲資寇. 自聖朝開創以來, 未有如今日
之喪敗者. 仁貴於所監臨, 貪淫自恣, 雖矜所得, 不補所喪. 並請付法司推科.”
31)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3월 조, “軍還, 司憲大夫楊德裔劾奏 仁泰等誅殺
已降, 使虜逃散, 不撫士卒, 不計資糧, 遂使骸骨蔽野, 棄甲資寇. 自聖朝開創以來,
未有如今日之喪敗者. 仁貴於所監臨, 貪淫自恣, 雖矜所得, 不補所喪. 並請付法司
推科.”
32)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3월 조, “以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鐵勒道安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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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륵 문제는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외교적 수단에 의해 봉합되었
다. 662년 3월 계필하력이 철륵 제부와 화친을 맺고 반란을 일으킨 葉護,
設, 特勒 등 200여 인을 처단하는 수준에서 종결되었다. 용삭 3년(663)에
燕然都護府를 회흘로 옮기고 瀚海都護府로 개명한다. 당은 이 지역의 안

정을 원했으며, 회흘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랐다. 철륵 반란의 주
동자인 回紇의 比粟毒을 당이 체포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후 그의
거취를 알 수 없으나 당이 그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비속독의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 족장을 하고 당의로부터 도독의 칭호를 받는다.33)

Ⅳ. 泰山 封禪 詔書

당은 철륵 반란진압에 실패하고 사태를 봉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철
륵반란은 평양성 전투에 투입할 전력을 분산시켰고, 평양전투를 패배로 이
어지게 했다. 백제 웅진성에 주둔한 유인원과 유인궤 등에게 철수를 권유
하는 당고종의 칙서는 이러한 대외적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당고종의 의지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년 전
당조정내의 정치변화가 있었다. 659년 황제의 외삼촌인 長孫無忌가 제거
되고 則天武后가 등장했다.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4년(659) 4월조
使, 左衛將軍薑恪副之, 以安輯其餘眾. 何力簡精騎五百, 馳入九姓中, 虜大驚, 何力
乃謂曰 國家知汝皆脅從, 赦汝之罪, 罪在酋長, 得之則已. 其部落大喜, 共執其葉護
及設ㆍ特勒等二百餘人以授何力, 何力數其罪而斬之, 九姓遂定.”
33) 李孝宰,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 東洋史學硏究 125, 2013, 201～
204쪽. 舊唐書 卷195, 迴紇傳을 보면 比粟毒의 아들 獨解支, 독해지의 아들 伏帝
匐, 복제복의 아들 承宗과 伏帝難이 이어 추장이 되어 모두 도독의 칭호를 박고
蕃州를 통제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동북아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0 舊
唐書 外國傳 譯註 上 2011, 240～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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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자.

武皇后(측천무후)는 태위인 趙公 장손무기가 무거운 하사품을 받았으나 자

기를 돕지 않자 그를 깊이 원망하였다. 왕황후를 폐출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
자 연공인 于志寧은 중립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무황후는 또한 기뻐하지
않았다. 許敬宗은 누차 이해를 가지고 장손무기에게 유세하였으나 장손무기
는 매번 면대하여 이를 끊어버리니 허경종도 역시 원망하였다. 무황후가 이미
세워지고 나자 장손무기는 내심 스스로 편안하지가 않았는데, 황후는 허경종
으로 하여금 그 틈을 엿보다가 그를 모함하게 하였다.34)

659년 4월 22일 許敬宗의 모함을 받은 장손무기의 유배가 결정되었
고,35) 7월 27일 허경종은 四川(黔州)에 사람을 보내 장손무기를 협박하여
스스로 목을 매게 했다.36) 두 치세에 걸쳐 강력한 권력을 누린 宰相, 장손
황후의 동생 무기의 죽음은 측천무후에게 대항하려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662년 2월 소정방이 평양에서 철수 했고, 같은 해 3월 철륵반란을 진압
하러간 당군 1만 3천 8백이 전사하는 등 당고종의 외정이 실패했을 즈음
측천무후는 조정을 어느 정도 장악한 상태였다. 그해 7월 이전에 백제철병
칙서가 내려졌고, 이어 태산 봉선 조서가 내렸다.
34)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4년 4월, “武后以太尉趙公長孫無忌受重賜而不助己,
深怨之. 及議廢王后, 燕公於志寧中立不言, 武后亦不悅. 許敬宗屢以利害說無忌,
無忌每面折之, 敬宗亦怨. 武后既立, 無忌內不自安, 后令敬宗伺其隙而陷之.”
35)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4년 4월, “戊辰, 下詔削無忌太尉及封邑, 以爲揚州都
督, 於黔州安置, 准一品供給. 祥, 無忌之從父兄子也, 前此自工部尙書出爲荊州長
史, 故敬宗以此誣之. 敬宗又奏, 無忌謀逆, 由褚遂良ㆍ柳奭ㆍ韓瑗構扇而成, 奭仍
潛通宮掖, 謀行鴆毒, 於志寧亦黨附無忌. 於是詔追削遂良官爵, 除奭ㆍ瑗名, 免志
寧官. 遣使發道次兵援送無忌詣黔州. 無忌子秘書監駙馬都尉沖等皆除名, 流嶺表.”
36)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4년 7월 조, “壬寅, 命李勣ㆍ許敬宗ㆍ辛茂將與任雅
相ㆍ盧承慶更共覆按無忌事. 許敬宗又遣中書舍人袁公瑜等詣黔州, 再鞫無忌反狀,
至則逼無忌令自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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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朔二年662년 10월) 癸醜, 詔以四年正月有事於泰山, 仍以來年二月幸東
都.37)

662년 10월 당고종은 용삭 4년(664) 정월에 태산에서 봉선의례를 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용삭 3년(663) 정월에 동도 낙양으로 행차할 것이라는
조서를 공식적으로 내렸다. 낙양행차는 봉선준비를 위한 전 단계였다. 659
년 6월부터 측천무후의 사람인 허경종이 태산봉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
던 터였다.

허경종이 봉선의 의식을 논의하다가 己巳에 주문을 올려서 말하였다. 바라
건데 고조와 태종은 모두 호천상제에 배향하시고 太穆ㆍ文德 두 皇后는 모두
皇地祇에 배향하십시오. 이에 따랐다.38)

허경종은 구체적인 의례의 구도을 언급하고 있다. 측천무후는 누구보
다 봉선에 관심이 많았다. 舊唐書 卷23 儀禮3 조의 기록을 보자.

高宗이 즉위하자 公卿들이 여러 차례 封禪을 청했고, 則天이 皇后가 된 이

후에는 또한 이를 은밀하게 이끌었다.39)

당고종 즉위부터 공경들이 수차례 걸쳐 봉선 시행을 청해 왔었고, 측천
무후가 왕후가 된 이후에는 봉선의례를 은밀히 촉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봉선의식은 황제가 지상세계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했음을 하늘에 고하
는 제천의식이다. 황제의 직위를 천신께 장엄하게 연계시키고 또 자신이

37)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10월 조.
38) 資治通鑑 卷200, 高宗 顯慶 4년 8월 조, “許敬宗議封禪儀, 己巳, 奏請以高祖ㆍ太
宗俱配昊天上帝, 太穆ㆍ文德二皇后俱配皇地祇. 從之.”
39) 舊唐書 卷23, 의례3, “高宗卽位 公卿數請封禪 則天旣立爲皇后又密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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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한 태평성세를 지상에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정치적 상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사의례이다. 이를 통해 황제의 권위가 신성화되고 정통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당시 막후실력자였던 측천무후는 황제가 주제하는 이 신성한 의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의 정통성 결여라는 자괴감
을 彌補하고 불안한 정치적 지위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40)
당조의 미래보다 내부의 권력 장악에 관심이 있었던 측천무후는 백제에서
전쟁을 중지시키는 칙서를 내리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
다. 봉선의 장소인 산동의 태산은 한반도와 가까웠고, 한반도에서 전쟁 상
황은 봉선의례 거행의 장애였다. 662년 12월, 2달 전 반포된 용삭 4년 정
월에 예정된 태산봉선의례는 중지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구려와 백제
에서 전쟁으로 河北지방 사람들이 피폐했다는 것이다.41) 하지만 보다 정
확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향후 벌어질 전쟁 때문인 듯하다. 662년 7월 유인
궤의 요구로 당조정은 백제에 7천 명의 증원군을 보냈고, 파병은 더한 파
병을 요구했다. 이듬해 왜군 2만 5천이 한반도에 상륙하자 당조정은 대규
모 선단을 파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662년 12월 봉선의례 연기 발표
로 이어졌던 것 같다. 663년 8월 한반도에서 당은 신라와 함께 왜ㆍ백제연
합군을 白江에서 물리쳤다. 전쟁은 봉선의례 거행을 중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렇지만 거행이나 중지의 결정은 당 조정내부의 권력문제이
기도 했다. 664년 7월 고종은 666년 정월에 태산에서 봉선을 시행하겠다
는 칙문을 재차 발표했다.42) 자치통감 卷201, 인덕 원년(644) 10월 조에
初로 시작되는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기록이 있다.
40) Howard j. Wechsler, Offering of Jade and Silk:Ritual and Symbol in the
Legitimation of the T’ang Dynasty, Yale Univ Press, 1985.
41) 資治通鑑 卷201, 高宗 龍朔 2년 12월 조.
42) 資治通鑑 卷201, 인덕 원년(664) 7월 조, “七月, 丁未朔, 詔以三年正月有事於
岱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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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무후는 몸을 굽혀서 치욕을 참았고 황상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였으
니, 그러므로 황상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물리치고 그를 세웠는데, 뜻을 얻
게 되자 위엄을 가지고 복 주는 일을 오로지 하니, 황상이 하고 싶은 것이 있
어서 움직이면 황후에게 통제를 당했다. 황상이 그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43)

측천무후는 당고종을 통제하고 있었고, 황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의지에 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 659년 장손무기가 제거된 이후 측천무후는
당 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장악해 가고 있었다. 첫 봉선 조서가 내려진 662
년에는 황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황후에게 통제를 당하던 것을 분하게 여기던 황제는 664년 10월부터
친위 쿠테타를 모의하게 된다.

道士 郭行真이란 사람이 있어, 禁中에 출입하여 厭勝之術을 시행하니, 宦
者인 王伏勝이 이를 들추어냈다. 황상이 大怒하여 비밀리에 西召侍郎ㆍ同東
西台 3品인 上官儀를 불러내서 이를 논하였다. 상관의는 이로 인하여 말하였

다. 皇后는 방자하여 海內에서 더불어 할 수 없으니 청하건 데 폐위하소서.
황상 역시 그러하다고 여기고, 즉각 명하여 詔書의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左
右 사람들이 급히 황후에게 알리니 황후가 급하게 황제에게 호소하였다. 조서

의 초안은 황상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황상은 부끄럽고 위축됨을 참지 못하고
황후를 처음과 같이 대우하였고, 오히려 황후가 원망하고 노여워할까 걱정하
고 이어서 그녀에게 거짓으로 말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모두 상관의가 나를 가르친 것이오.44)

43) 資治通鑑 卷201, 인덕 원년(664) 12월 조, “初, 武后能屈身忍辱, 奉順上意, 故上
排群議而立之,及得志, 專作威福, 上欲有所爲, 動爲后所制, 上不勝其忿.”
44) 資治通鑑 卷201, 인덕 원년(664) 10월 조, “有道士郭行真, 出入禁中, 嘗爲厭勝之
術, 宦者王伏勝發之. 上大怒, 密召西召侍郎ㆍ同東西台三品上官儀議之. 儀因言：
‘皇后專恣, 海內所不與, 請廢之.’ 上意亦以爲然, 即命儀草詔. 左右奔告於后, 后遽
詣上自訴. 詔草猶在上所, 上羞縮不忍, 複待之如初 猶恐后怨怒, 因紿之曰 我初無
此心, 皆上官儀教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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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종은 상관의에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황후를 폐하는 조서의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모의는 금방 측천무후의 귀에 들어갔다. 무
후가 직접 황제를 만나 호소하자 의지가 약한 황제는 금방 돌아섰고, 수치
심에 더욱 위축되었다. 후환을 염려하여 황후에게 자신과 모의한 상관의에
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제 당 조정에서 황제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664년 12월 상관의와 그의 아들은 처형되었고, 그의
집안은 적몰되었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도 연좌되어 무사하지 못했고, 상
관의가 모셨던 옛날 태자 李忠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45)
664년의 사건으로 측천무후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로부터 황
상이 일을 보면 매번 황후는 발을 늘어뜨리고 뒤에 앉아 정치 가운데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함께 보고 받았다”고 한다.46) 664년 결정된 봉선의례는
662년의 경우처럼 결코 번복되지 않았다. 664년 10월 연개소문이 죽고47)
이듬해 그 아들 사이에 內戰이 일어나, 위기에 몰린 男生이 원병을 청했지
만 당 조정은 이를 끝내 묵과 했다.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동생 男建이
형 男生을 단기간에 절멸시키고 고구려의 내전이 종식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백제에 주둔해 있던 유인궤가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도 백제주둔 당군과 신라군을 이끌고 북진할 생각을 하지 못했
다.48) 665년 8월 칙사 유인원ㆍ웅진도독 부여륭ㆍ문무왕이 웅진 취리산에
45) 資治通鑑 卷201, 인덕 원년(664) 12월 조, “儀下獄, 與其子庭芝ㆍ王伏勝皆死,
籍沒其家. 戊子, 賜忠死於流所.”
46) 資治通鑑 卷201, 인덕 원년(664) 12월 조, “自是上每視事, 則后垂簾於後, 政無大
小皆與聞之.”
47) 日本書紀 卷27, 천지천황 3년(664) 10월 조, “是月. 高麗大臣盖金終於其國. 遣言
於兒等曰. 汝等兄弟. 和如魚水. 勿爭爵位. 若不如是. 必爲隣咲.”
48) 다만 신라는 665년 겨울부터 일선주와 거열주 두 백성들을 동원하여 군수품을 하
서주(강릉)에 운반하게 했다(三國史記 卷6, 문무왕 5년 겨울 조. 6년 12월 조).
이는 다음해 淵淨土가 신라에 원산지방의 12성을 들어 항복해 왔을 때(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50쪽) 신라군을 북진시킬 수 있는 軍需的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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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맺은 맹약의 맹세문을 작성한 유인궤는 신라ㆍ백제ㆍ왜ㆍ탐라 등 4국의
사신을 이끌고 태산의 봉선에 참석하기 위해 당나라로 향했다.49) 고구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666년 정월에 乾封封禪은 실행되었다.50)
후한 광무제 이후 610년 만에 실시된 황제의 봉선의례였다. 여기서 측
천무후는 의례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乾封(666) 정월 봉선의례의 특
징은 신선술을 추구하던 秦漢봉선의 개인적ㆍ신비주의적인 특징에서 탈피
하여 보다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의례로 전환되었다는 데 있다.51) 당제국
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돌궐, 호탄, 페르
시아, 昆侖, 烏萇, 고구려, 백제, 왜, 신라 등 각국에서 온 추장들과 사신들
이 참여하였다. 측천무후가 당의 권력자로 등극한 것이 세계에 알려졌다.
봉선의례 거행에는 평화가 요구되었고, 고종의 백제철병칙서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

Ⅴ. 맺음말

660년 7월 백제를 멸망시킨 당고종은 이어 고구려 정벌군을 발진시켰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9) 三國史記 卷6, 문무왕 5년 8월 조.
50) 665년 남생은 大兄 冉有를 당 조정에 보냈지만 당은 이를 묵과했다. 봉선이 완전히
끝나고 666년 5월 남생의 아들 헌성이 당 조정에 도착한 이후에야 당은 고구려내전
에 개입했다. ｢泉男生墓誌銘｣, “仍遣大兄弗德等奉表入朝陳其事迹屬有離叛德遂稽
留公乃反旆遼東移軍｣海北馳心丹鳳之闕飭躬玄菟之城更遣大兄冉有重申誠効曠林
積怨先尋閼伯之戈洪池近遊豈貪虞叔之劍｣皇帝照彼靑丘亮其丹懇覽建產之罪發雷
霆之威丸山未銘得來表其先覺梁水無孼仲謀憂其必亡 乾封元年公又遣｣子獻誠入朝
帝有嘉焉遙拜公特進太大兄如故平壤道行軍大摠管兼使持節按撫大使領本蕃兵共
大摠管契｣苾何力等相知經略.”
51) 김상범, ｢唐 前期 封禪儀禮의 展開와 그 意義｣, 역사문화연구 17, 2002,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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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61년 4월에 회흘 등 여러 유목민기병군단과 35군이 水陸으로 길을
나누어 고구려를 공략했다.
7월에 소정방이 패강(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마읍산을 점령
한 후 8월에 평양성을 포위했던 것 같다. 이어 9월에 결빙된 압록강을 돌
파한 계필하력의 유목기병군단은 평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회흘이 본거지에서 철륵의 반란을 주동했다.
당에 우호적이었던 회흘의 족장 파윤이 죽고 그 조카 비속독이 계승하
자 복골, 동라 등을 선동했던 것이다. 661년 10월 고구려에 회흘 등 철륵
제부병을 이끌고 왔던 소사업은 철륵반란을 진압하기 초원으로 향했다. 그
와 함께 고구려에 왔던 長岑道行軍總管 아사나충(611～675)도 그러했다.
그런데 아사나충은 거란이 당에 반란을 일으키니 戈를 돌려 이를 평정했다
고 한다.
당군이 평양을 향해 진군해 오자 고구려가 거란 제부족을 조정하여 반
란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고구려의 거란반란 선동은 철륵의 반란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당의 침공에 힘으로만 저항하지 않았다. 대외
공작을 통해 당과의 전쟁을 고구려에 유리하게 이끌었다.52)
당에 이끌려 고구려전선에 종군한 회흘 등 유목민 기병들은 자신의 본
거지에서 새로운 칸의 반란 진압에 동원되었을까. 그것은 철륵반란 진압의
難關이었을 것이다. 661년 말 천산에서 전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한 자들에 대한 잔인한 살육이었고, 큰 반발을 불러 정인태는 결국 참
패했다. 철륵을 추격하다가 휘하의 1만 3200명의 병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사헌대부 楊德裔는 해골이 들을 덮게 만들고 갑옷을 버려서 도적들의 물
자가 되게 했다고 정인태를 탄핵했다. 그는 조정이 개창한 이후로 이 전쟁
52) 또한 이 시기 고구려는 倭와 連和하여 백제부흥군을 원조하게 했고, 백제인들은
신라의 평양보급에 차질을 주었다. 서영교, ｢倭의 百濟 원조와 蘇定方의 평양성
撤軍｣, 大邱史學 117,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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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처참한 패배를 맞이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유목민 기병이 철수한 이후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소정
방은 한계에 부딪쳐 있었다. 662년 2월 14일 병부상서로 패강도대총관 임
아상이 군에서 죽었고, 大雪까지 내렸다. 소정방은 부하들과 함께 평양성
의 포위를 풀고 당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철륵 문제는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봉합되었다. 같은 해(662) 3월 글
필하력을 철륵도안무사로 삼아 철륵 제부와 화친을 맺고 반란을 일으킨
엽호, 설, 특륵 등 200여 인을 처단하는 수준에서 종결되었다. 당은 회흘과
화평한 관계를 원했다. 비속독의 자손이 계속 족장이 되어 당조정이 내린
도독의 칭호를 이어받는다.
662년 백제 웅진성에 주둔한 유인궤 등에게 철수를 권유하는 당고종의
칙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당고종의 의지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년 전 당조정내의 정치변화가
있었다. 장손무기가 제거되고 측천무후가 등장했다. 659년 6월부터 측천
무후 측의 사람인 허경종이 태산봉선에 대한 말을 꺼냈다. 그것은 측천무
후가 왕후가 된 후 이를 은밀히 촉구했기 때문이었다.
662년 초 당이 고구려와 철륵에게 패배했다. 연이은 패전 상황은 측천
무후가 태산 봉선 거행을 밀어붙이는 기회를 주었다. 662년 10월 봉선의례
발표가 있었다. 당시 막후실력자인 측천무후는 황제가 주제하는 이 신성한
의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불안한 정치적 지위를 안정화시키
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조의 미래보다 내부의 권력 장악에 관심이
있었던 측천무후는 백제에서 전쟁을 중지시키고 봉선의례를 거행하려 했
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당 조정내부의 권력문제이기도 했다. 662년 12월,
2달 전 반포된 용삭 4년(664) 정월의 태산봉선의례는 중지되었다. 하지만
664년 7월 고종은 666년 정월에 태산에서 봉선을 시행하겠다는 칙문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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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발표했다. 資治通鑑 卷201, 인덕 원년(664) 10월 조에 이전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을 보면 측천무후가 당고종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를 분하게
여기고 있었던 황제는 그해 12월 친위 쿠테타를 모의하지만 불발로 거친다.
664년 결정된 봉선의례는 662년의 경우처럼 결코 번복되지 않았다.
664년 10월 연개소문이 죽고 이듬해 그 아들 사이에 內戰이 일어났다. 665
년 위기에 몰린 장남 男生이 원병을 청했지만 당 조정은 이를 끝내 묵과
했다. 고구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봉선은 평화를 요구했다.
666년 정월에 봉선은 실행되었고, 측천무후가 당의 권력자로 등극한 것이
세계에 알려졌다.

(2014.11.28 투고 / 2014.12.11 심사완료 / 2014.12.14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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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唐高宗 百濟撤兵 勅書의 背景
徐 榮 敎

661년 7월에 소정방이 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마읍산을 점
령한 후 8월에 평양성을 포위했다. 이어 9월에 결빙된 압록강을 돌파한
계필하력의 유목기병군단은 평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하력에게 철수명령
이 떨어졌다. 고구려가 거란 제부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회
흘이 본거지에서 철륵의 반란을 주동했다.
그해 말 당군은 철륵을 추격하다가 휘하의 1만 3200명의 병력을 상실
했고, 662년 2월 고립된 소정방도 평양성에서 수만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철군했다. 662년 백제 웅진성에 주둔한 유인궤 등에게 철수를 권유하는
당고종의 칙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당고종의 의지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59년 장손무기가 제거
되고 측천무후가 등장했다. 그녀는 조정 내에서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시키
기 위해 태산 봉선의례를 촉구했다. 662년 초 당이 고구려와 철륵에게 패
배했고, 연이은 패전 상황은 측천무후가 태산 봉선을 밀어붙이는 기회를
주었다. 662년 10월 봉선의례 발표가 있었다.

 주제어
唐高宗, 則天武后, 阿史那忠, 封禪詔書, 平壤城, 百濟撤兵勅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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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aund of the Imperial message which withdraw troops
in Baekje.
Seo Young-kyo

In 660 Tang destroyed Baekje. The next year, Tang invaded
Koguryeo. General Su Dingfang besieged the capital of the Koguryo.
The nomadic horsemen broke the Yalu River. Because the nomads
of Mongolia, they revolted in the Tang Dynasty. Turkic prince
Asahna-chung阿史那忠(611～675) was committed to fighting insurgency.
Koguryeo had instigated the rebellion of the nomads. Its aftermath had
been extended to all nomads. Su Dingfang was isolated in Pyongyang.
He was defeated and withdrew of the following yea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Tang emperor sent a Bull to recommend the
withdrawal troop from Baekje. There was also the influence of the
Empress Wu behind the scenes at the time

 Keyword
Kao-tsung, The Empress Wu, A-shih-na chung, A Royal edict of Feng-shan
sacrifices, Pyeongyang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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