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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 관련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 매혹적으로 펼쳐지는 그림이나 화면에
는 늘상 長城이 등장한다. 마치 커다란 용이 대지를 휘감아 도는 것 같은 그 풍
경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의 상징이며, 수천 수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1) 특히 인간의 힘으로 그토
록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 냈다는 경외감은 그 건축물에 형용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바치게 하였다. 그 결과 장성에 쏟아졌던 수많은 수식 중에는 과장된
내용도 있었으며,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도 있었다. 달에서도 보이는

※ 투고일: 2011년 11월 28일, 심사일: 2012년 2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2년 2월 27일
1) Julia Lovell은 장성이라는 장대한 물질적 실재는 그 강력한 상징과 결합하여 서구
인들의 상상 속에서 중국의 전모를 규정하는 상징으로 변모하였다고 하였다. 그러
나 그것이 비단 서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Julia Lovel 지음·김병
화 옮김, 2007, 『장성, 중국사를 말하다-문명과 야만으로 본 중국사 3천 년』, 웅진
지식하우스,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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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인공구조물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장성축조에 사용된
벽돌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둘러싸고도 남는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성의 신화를
만들고, 장성을 관광 상품으로 포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장성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고단했던 중국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상징으로 작용하였다. 장
성은 인간이 이루어 낸 가장 위대한 건축물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중국 민족의
위대한 힘의 증거물이었다.2) 또한 그것은 ‘중국적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는 길
에서 중국 인민을 추동하는 영감이었다.3) 그러나 이러한 자긍심과는 달리 초
기 중국의 장성연구에는 그리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4) 오히려 초기 장성에 대
한 연구는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滿洲史라는 연구 분야를 만들어낸 일본 학계는 그 연구의 일환으로 일찍부
터 遼東地域에 위치한 고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장성에 대한
專論은 아니라 해도 만주사 연구자들의 연구 속에는 燕이나 秦長城에 관한 언
급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王險城의 위치와 관
련하여 진장성 동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5) 이후 일본 학계의 본격적인
장성연구는 하시모토 마스키치[橋本增吉]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齊長城을
비롯하여 戰國時期 장성에 대한 연혁을 문헌기록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 정리

2) 羅哲文, 1994, 「長城散論」, 『長城百科全書』, 長春: 吉林人民, 1쪽
3) 羅哲文, 1994, 위의 글, 2쪽
4) 1930년 王國良의 『中國長城沿革攷』가 나온 후로도 장성에 대한 별다른 연구를 찾
아보기 힘들다. 1979년 李文信의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下」, 『社會科學輯刊』
1979-1·2가 발표되고 張維華의 『中國長城建置考 上篇』(北京: 中華書局)이 출간
될 때까지 장성 연구로 이야기할 만한 것으로는 1941년에 출간된 壽鵬飛의 『歷代長
城考』가 있다. 이 책은 구해 보지 못했으나 『長城百科全書』의 소개에 따르면 시대
적으로는 周代長城, 秦長城, 漢長城, 北魏·北齊 및 隋長城, 唐·宋 및 元長城,
女眞·金長城, 明·淸長城을 다루고 있고, 지역적으로 遼東長城을 특화하였으며
장성의 동·서단에 대해 한 절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동단과 관련하여서는 樂浪郡
遂城縣을 진장성의 동단으로 추정하여 王國良의 주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5) 稻葉岩吉, 1910,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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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6) 사카모토 야스시[塚本靖], 무라다 지로[村田治郞] 등을 통해 후속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 사카모토 야스시의 연구는 ① 장성 건축은 秦始皇時期가 아닌 전국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② 진시황의 장성은 이전 존재하였던 장성들을 수리 보
수한 것으로 그 공사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대공사가 아니었고, ③ 현재 우
리가 보고 있는 장성선은 六朝末~唐初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④ 진시황의 장
성 走向은 지금의 장성선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7) 무라다 지로는 연
과 통일 진장성 동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8) 이후 일본 학계의 장성연구
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대신 장성을 소개하는 단행본의 출간이 활발하였
다. 일본 학계의 장성연구는 漢簡의 등장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데, 특히
居延과 敦煌地域에서 출토된 한간은 漢長城의 주향과 구조를 규명하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
한편 중국 학계의 연구는 197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데, 國家文物事業管
理局이 內蒙古 呼和浩特에서 長城保護硏究工作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 계기
가 되었다. 좌담회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행해졌던 지역별·개인별 고고학
발굴성과를 종합하며, 그동안 문헌연구에 머물러 있던 장성연구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9) 이로써 이전 주로 문헌에 근거한 전국시기 열국의 장
성 연혁을 정리하는 것에 국한되었던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의 결합이라
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헌의 기록들이 고고자료를 통해 증
명되었고, 그 결과 古長城의 위치와 주향들이 속속 확인되었다.
그러나 장성 서쪽지역과는 달리 장성 동쪽지역의 경우 문헌의 기록도 복잡

6) 橋本增吉, 1926, 「支那古代の長城に就いて(一)」, 『史學』 5-2; 橋本增吉, 1926,
「支那古代の長城に就 いて(二)」, 『史學』 5-4; 橋本增吉, 1926, 「支那古代の長城
に就いて(三)」, 『史學』 6-1
7) 塚本靖, 1933, 「萬里の長城に就いて」, 『建築學報』 昭和8-7, 1025쪽
8) 村田治郞, 1943, 「燕の北長城」, 『建築學會論文集』 29; 村田治郞, 1943, 「秦·漢
の北長城東端」, 『建築學會論文集』 30
9) 羅哲文·董耀會, 1995, 「長城學的幾個基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硏討會論文
集』, 長春: 吉林人民,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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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아 있는 유적도 불완전하여 위치나 주향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複線으로 축조되어 하나의 선 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燕秦長城의 경우
연구자마다 주향의 차이를 노정하였다. 더욱이 장성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다
시 障塞가 축조되어 한반도 북부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기록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연진장성의 주향과 동단을 쉽게 단정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주향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기록의 복잡함과 장성유적의 불완
전성 때문만은 아닌 듯싶다. 그것은 1990년대 들어 변화된 長城觀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990년대 들어 장성은 더 이상 벽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장
성이 선이 아닌 점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그동안 장성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장새 역시도 장성으로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점점이 건설되었던 수
많은 烽燧가 장성의 일부로 파악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성선은 복잡해져만
갔다. 또 하나의 변화는 장성선이 국경선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
서 장성의 서단과는 달리 장성의 동단은 특별히 동쪽으로 연장될 정치적 필
요 앞에 서게 되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의 주향은 다소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공통적으로 동으로, 동으로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비선이 아닌 적지에
건설된 거점도, 일시적인 전진기지도 모두 중국의 영역을 규정하는 근거로
이해되었고, 장성과는 무관하게 건설된 군사시설물까지도 장성의 구성요소
로 파악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요동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 또는 시박
물관 차원으로 진행된 현장조사가 장성선 확정의 가장 믿음직한 근거로 작용
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국 학계의 장성 인식의 내용과 그 인식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에 따라 준비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성 연장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학계의 연구가 처음부터 장성의 동단을 요
동에서 찾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연구는 장성의 동단을 遼
西에서 찾았다. 그러나 점차 장성선은 동으로 연장되었고, 그 동으로 연장된
장성의 주향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뒤따랐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
제가 발생하였으며, 요동으로 연장된 장선성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확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장성 연장의 과정을 추적하여 연장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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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작업 속에서 장성
연장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Ⅱ. 長城의 기원과 축조, 그리고 목적

흔히 長城이라 하면 우리는 秦始皇이 修築한 ‘萬里長城’을 떠올린다. 그러나
문헌은 진시황 이전 戰國時期 각국에 분포되어 있던 장성에 대한 기록들을 전
하고 있어, 장성의 최초 축조자가 진시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
인지는 몰라도 장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우선 진시황 이전 존재했던 장성에
주목하였다. 장성과 관련한 초기 연구자 중 한 사람인 하시모토 마스키치[橋本
增吉]는 세 편의 연작 논문에서 초기 장성의 유래와 전국시기 각국의 장성축조
상황들을 문헌의 분석을 통해 소상하게 밝혔다(橋本增吉, 1926(一)·1926
(二)·1926(三)). 그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는 일찍부터 개인 주택의 주변이나
도시 촌락의 주변에 토담 또는 胸壁과 같은 엄호물을 축조하는 풍습이 발달하
였다.10) 이후 그 담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국가 전 영역에 대한 방어물이 되었
는데, 그는 그렇게 확대된 방어물 중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장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아오키 도미타로[靑木富太郞] 역시 중국 가옥의 독특한 □字型의 폐쇄적

인 구조와 부지 전체를 토담으로 둘러쌓는 건축방식이 발전하여 지배자가 거
주하는 集落을 성벽으로 둘러싸게 되었고, 그것이 더욱 확대되어 옆으로 연장
된 결과 외적의 침입을 막는 장성이 되었다고 하였다(靑木富太郞, 1972). 한편

10) 문헌을 살펴보면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詩經』에 城은 물론이거니와 담장
을 의미하는 墉, 牆, 垣 등의 표현이 등장하여 집이나 도시 주위에 엄호물을 설치
하였던 당시 풍습을 말해주고 있다. 차례로 「周南·兎罝」, “公侯干城”; 「小南·行
露」, “何以穿我墉”; 「鄘風·牆有茨」, “牆有茨”; 「衛風·氓」, “乘彼垝垣”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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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華夏子는 고대 중국의 토담은 씨족사회로 진입한 이후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씨족사회가 시작되면서 간단한 가옥이 축조되기 시작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야수의 침입이나 기타 씨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주공간
을 둘러싼 토담이 축조되었다고 하였다(華夏子, 1988). 기타무라 다카시[米村
多加史] 역시 부족 간 전투가 격화되는 신석기 후기에는 두꺼운 벽을 쌓아 집
락을 보호하는 성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米村多加史, 2000). 사카쿠라 아츠
히데[阪倉篤秀]에 따르면 기원전 3000~2600년경의 屈家嶺文化 단계와 기원
전 2000년경의 龍山文化 시기 중국인들은 이미 자신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다(阪倉篤秀, 2004).
장성 축조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史記』 「趙世家」의 “成侯 6년(前369)
에 中山國이 장성을 축조하였다”11)란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해 “조나라가 제나
라를 침략하여 장성에 이르렀다”는 「六國年表」의 기사와 「田敬仲完世家」의
“조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장성을 돌려주었다”12)는 기사는 최소한 기원전
368년에는 제나라에 장성이 축조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하시
모토 마스키치는 『左傳』 「襄公 18年」의 魯나라를 비롯한 諸侯國의 공격을 齊
侯가 平陰에 축조한 防의 門에서 막았다는 기사를 근거로 당시 列國 중 제나
라가 가장 먼저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橋本增吉, 1926(一)). 요컨대
하시모토는 ‘防(제방, 둑)’을 장성의 원조 격으로 본 것이다. 이 경우 장성축조
의 연대는 기원전 555년까지 소급된다. 그렇다면 하시모토 마스키치가 방, 즉
둑을 장성으로 해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오키 도미타로에 따르면 제나라의 경우 山東半島 방면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으로는 濟水의 흐름을 방어선으로 이용하고, 남으로는 泰山을 이용하
였다. 그런데 제수가 범람이 심했던 까닭에 제나라는 제수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을 쌓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제방이 적의 침입이 발생할 경우 방어물

11) 『史記』 卷43, 「趙世家」, “(成侯) 六年(前369), 中山築長城.”
12) 차례대로 『史記』 卷15, 「六國年表」, “(趙)侵齊，至長城”; 『史記』 卷46, 「田敬仲
完世家」, “趙人歸我長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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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최초 제나라의 ‘방’이라는 것은 군사적 목
적의 건축물은 아니었으나, 위급 시에 군사적 방어물로 사용되기 시작하며 점
차 적의 침략을 막는 구조물의 대명사인 장성으로 인식된 것이다(靑木富太郞,
1972).13)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초의 장성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견고하게 축
조되어 있는 벽의 연속이기보다는 자연물이나 그로부터 다소 변형된 장애물로
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전국시기 각국 장성의 축조연대에 대한 정보는 중국 측 초기연구로부터 제
공받을 수 있다. 王國良은 제나라 장성을 비롯하여 楚, 魏, 燕, 秦, 조, 중산국
의 장성 축조연대를 문헌사료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王國良, 1930). 대략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왕국량이 분석한 전국시기 장성의 축조연대와 위치

국가

축조연대

현위치

문헌 근거

『管子』, 『泰山記』,
『括地志』, 『水經注』,
春秋 말~戰國 초
山東 平陰縣 → 泰山 북쪽 → 黃河
『史記』, 『山東通志』,
齊 하한: 宣公 48년(前
北岸 → 瑯邪臺
『省區全誌山東省誌』,
408)
『通鑑綱目』
河 南 魯山 縣 → 葉 縣 → 泌陽 縣
『左傳』, 『荊州記』,
전국 중기
(장성 一段)
『史記』, 『漢書』, 『括
楚 하한: 懷王 30년(前
內鄕縣 동북 → 湖北 竹山縣(장성
地志』
299)
一段)
서장성
㉠惠王 12년(前358陝西 華縣 → 北洛水 따라 북상 『竹書紀年』, 『史記』,
魏 『竹書紀年』)
→ 鄜縣 → 綏德 → 米脂 → 固陽 『括地志』
㉡혜왕 19년(前351『史記』)

13) 이와 관련하여 『讀史方輿紀要』에서는 防을 곧 長城으로 보았다. 『讀史方輿紀要』
卷33, 「山東四」, “京相璠曰, 防卽長城. 平陰南有故長城, 東至海, 西至濟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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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성14)
㉠혜왕 3년(前367)
㉡혜왕 18년(前352)
㉢혜왕 30년(前340)

『竹書紀年』, 『水經
河南 原武縣 서북 → 陽武縣 → 開 注』, 『後漢書』, 『史
記』, 『日知錄』, 『京
封 동쪽 → 密縣 경계
東考古錄』

북장성
孝王(前257~前255) 河北 懷來縣 → 遼寧 遼陽縣 경계 『史記』
말년
燕

易縣 서남 古闕門城 → 古漸離城
서쪽 → 定 興 縣 → 范 陽 縣 → 任
남장성
丘 縣 → 阿 陵 縣 → 文 安 縣 (장성 『水經注』, 『戰國策』,
昭王(前311~前279)
『史記』
一段)
시기
徐水縣 → 武遂縣 → 新城縣(장성
一段)
남장성
肅侯 17년(前333)

河南 臨漳縣 → 河北 磁縣 및 河 『史記』, 『日知錄』,
南 臨漳縣 일대
『通典』

趙 북장성
河北 蔚縣 → 山西 朔縣 → 陰山 『史記』, 『漢書』, 『歷
武靈王 26년(前300)
서쪽 → 綏遠 右翼後旗
代地理志韻編』
~27년
中山 趙成侯 6년(前369)

河北 山西 경계

『史記』, 『漢書』

甘肅 岷縣 → 狄道 → 固原 → 隆
秦昭王 원년(前306)~
德 → 環縣 → 陝西 경계 → 綏德 『史記』, 『通典』, 『方
秦 宣太后 사망시(前265)
→ 山西 河北 경계 경유 → 山海 輿紀要』, 『山海經』
秦始皇 26년(前221)
關 → 遼寧 遼陽 → 平壤

이상과 같은 왕국량의 연구는 이후 장성 연구자들에게 기본 자료로 이용되
었다. 그러나 그가 추정한 장성 축조시기와 장성노선의 일부는 이후 연구자들
의 추정과 다소 차이가 난다. 우선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李文信은 왕국량과는
다르게 가장 빨리 축조된 장성을 위의 장성으로 보았다. 그는 위혜왕 19년15)에

14) 쓰루마 가즈유키는 魏의 남장성을 韓의 장성으로 파악하였다. 鶴間和幸, 1997,
「秦長城建設とその歷史的背景」, 『學習院史學』 35, 49쪽 <表1 戰國長城の記事>
를 참조.
15) 魏惠王 19년은 기원전 351년이나 李文信은 글에서 위혜왕 19년을 기원전 352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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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고, 위의 장성이 전국 열국의 장성 중 가장 먼저 축
조된 장성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진장성과 조북장성에 대해서는 『사기』의 기
사를 근거로 義渠를 멸망시킨 소왕 36년(기원전 271)과 무령왕 27년(기원전
299) 장성이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북장성은 소왕 13년인 기원
전 299년으로 주장하였다(李文信, 1979-1).16)
이문신의 연구 이후 연북장성과 관련한 중국 학계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
소왕시기로 통일된 듯하다. 華夏子는 연나라 장수 秦開의 손자였던 秦舞陽이
荊軻와 함께 秦王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사기』 「刺客列傳」의 기사를 근거로
연장성 축조시기를 소왕시기로 추정하며, 전국시기 열국 장성 중 가장 늦게 축
조되었다고 보았다(華夏子, 1988). 王育民 역시 『사기』 「匈奴列傳」에서 연장
성의 축조기사가 무령왕시기 조의 장성축조 기사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근거
로, 연장성이 소왕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며 연장성의 축조연대를 가장 늦은
것으로 파악하였다(王育民, 1988). 이에 대해 馮永謙은 연장성의 축조연대를
동일하게 소왕시기로 추정하기는 하였지만, 가장 늦은 축조연대를 갖는 것으
로 이문신과 같이 진장성을 꼽았다(馮永謙, 1992). 최근 白音査干은 연장성의
축조연대에 대해 연남장성은 소왕 이전에 시작하여 소왕시기에 완성하였으며,
연북장성의 경우 소왕 즉위 후에 축조하기 시작했다는 견해를 제출하기도 하
였다(白音査干, 1999).
다음으로는 장성노선에 대한 문제다. 현재 중국 학계의 장성노선 연구는
주로 조, 연, 진장성 특히 그중에서도 통일 진장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유는 이
세 장성이 중국의 북방 경계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세 장성이 중국과
북방 이적의 경계로 파악되기에 장성노선을 확인하는 것은 고대 중국의 강역
을 확인하는 작업과 다름없어 많은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다. 장성노선과 고대

로 표기하였다.
16) 연북장성 축조연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는 관계로 王國良은 연의 장수 秦開의
나이를 추정하여 孝王(前257~前255) 말년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문신은
昭王 13년(前299)이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趙나라가 장성을 축조한 후에 연나라
장수 진개가 東胡를 격파하였다”는 기사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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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왕국량이 추정한 진장성노선

중국의 강역범주와 관련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은 왕국량의 장성
노선을 확인해보자. 왕국량은 진장성의 통일 전과 통일 후의 노선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그가 제시한 노선은 陝西를 넘어 山西 河北 경계를 경유하여 山
海關, 遼寧 遼陽, 한반도 서북부 平壤에 이르는 것으로 진의 통일 이전에는 불
가능한 노선이다.
전국시기 진장성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진의 장성은 두 갈래로 하나는 塹
洛長城 17)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秦簡公 7년(前408)18) 魏의 공격을 막기 위해
洛水의 서쪽에 쌓은 동장성이며,19) 다른 하나는 왕국량이 언급하고 있는 소왕

17) 『史記』 卷5, 「秦本紀」, “塹洛, 城重泉”이라는 기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18) 秦의 塹洛長城에 대해 中國長城學會와 白音査干은 모두 그 축조시기를 簡公 7년,
즉 기원전 408년으로 보고 있으나 華夏子는 간공 6년인 기원전 409년으로 주장하
였다. 차례로 中國長城學會, 1994, 앞의 책, 71쪽; 白音査干, 1999, 「戰國時期
燕·趙·秦長城新論」,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117-5, 53쪽; 華夏子, 1988,
『明長城考實』, 北京: 檔案, 15쪽
19) 한편 사카쿠라 아츠히데는 塹洛長城을 장성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는 참락장
성의 경우 황하가 굴절해서 동으로 향하는 직전에 河岸이나 황하로 흘러들어가는
洛水의 西岸에 인력을 가해 낙차가 생기도록 깎아 내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
성수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阪倉篤秀, 2004, 『長
城の中國史 -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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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축조된 서북장성이다. 각 장성에 대한 주향을 살펴보면 우선 참락장성
의 경우 史念海가 『水經注』를 근거로 밝힌 ‘陝西省 華陰縣 내 華山 아래 小張
村에서 시작하여 華陰廟 동북을 경유한 후 沙渠河를 건너고, 渭水를 넘어 洛
水의 서쪽을 따라 북상한 후 大荔縣과 蒲城縣을 경유하여 북으로 白水縣 경

내의 黃龍山 남쪽 산기슭에 이르는’ 노선(史念海, 1981)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中國長城學會, 1994; 彭曦, 1996; 白音査干, 1999).
한편 서북장성의 노선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 있다. 현재 甘肅省 岷縣,

즉 臨洮를 서쪽 기점으로 하여20) 洮河를 따라 북상하여 진대 狄道였던 지금의
임조에 이르고, 임조를 감싸듯이 돌아 동남쪽 渭源縣 경내로 들어간다. 그곳
에서 동북으로 향하여 葫蘆河를 건너고 六盤山을 넘어 固原을 경유한 후 크게

彎曲하여 環縣에 이르고, 환현의 북쪽을 경유하여 섬서성 吳旗縣에 이른다.
오기현에서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大理河와 淮寧河 사이의 분수
령을 따라 綏德縣을 지나 다시 북상하여 上郡의 治所였던 膚施에 이른다.21)
또 다른 하나는 계속 북쪽으로 향하여 靖邊縣을 경유하여 橫山을 지나고 楡林

을 지나 동북으로 神木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북으로 향하여 托鋴托의 남쪽
황하까지 연결된다(王育民 1988; 彭曦, 1990; 中國長城學會, 1994; 阪倉篤
秀, 2004).
따라서 왕국량은 서쪽 전반부의 경우는 전국시기 진장성의 노선을 따르고
있지만, 이후 장성이 수덕현을 지나 산서 하북 경계를 경유하여 산해관에 이르
고, 다시 요령 요양에서 평양 일단까지 이르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전국시기
진의 서북장성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로써 왕국량이 추정한 노선은 통일
진의 장성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20) 진장성의 서단과 관련하여 陳守忠은 당시 臨洮는 지금의 岷縣이 아닌 당시 狄道
였던 지금의 臨洮라고 주장하였으며, 范學勇은 지금의 卓尼縣의 羊巴城이라고 보
았다. 陳守忠, 1984, 「甘肅境內秦長城遺迹調査及考證」, 『歷史敎學問題』 84-2,
15쪽; 范學勇, 2003, 「秦長城西端起點臨洮地望與洮州邊墻考」, 『西北民族學院
學報(哲社版)』 03-1, 44쪽
21) 쓰루마 가즈유키는 이 노선을 장성선이 아닌 秦의 直道로 이해하였다. 鶴間和幸,
1997, 앞의 글, 70쪽 <圖: 秦長城關連地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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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념해가 추정한 참락장성의 주향

<그림 3> 사카쿠라 아츠히데가 추정한 서북장성의 주향
* 아래의 장성선이 진의 서북장성, 위는 통일 후 축조한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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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통일 진의 장성이 전국시기 진장성은 물론이고 연과 조나라의 장성을
연결하고 보수하였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며, 둘째는 장성의 동단과 관련하여
장성이 한반도 평양에까지 이르렀다고 본 것이 그것이다.
진이 隴西·北地·上郡을 갖고, 장성을 쌓아 匈奴를 막았다. 또 조나
라 무령왕은 풍속을 바꾸어 胡服을 입고 말 타며 활 쏘는 것을 익혀 북
으로 林胡·樓煩을 격파하였다. 장성을 쌓음에 代와 陰山山脈의 기슭
에서 高闕에 이르기까지 요새를 만들었다. 그리고 雲中·鴈門·代郡

을 설치하였다.……연나라 역시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造陽에서 襄平
에 이르렀다. 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을 설치하여 흉노를
막았다.……후에 진이 6국을 멸망시키고 시황제는 蒙恬으로 하여금
10만의 무리를 이끌고 흉노를 공격하게 하여 河南 땅을 모두 손에 넣
었다. 황하를 이용하여 요새를 만들고, 황하를 따라 44개의 縣에 성을
쌓아 適戍를 이주시켜 충당하게 하였다. 또한 直道를 통하게 하여 九
原에서 雲陽에 이르렀는데, 산의 험준함으로 변경을 삼고 골짜기로 참

호를 삼았으며 수선할 수 있는 것을 손보아 臨洮에서 요동까지 萬여
리에 이르렀다.22)

위의 기사는 『사기』 「흉노열전」의 일부로 통일 진의 장성이 전국 진장성은
물론이고 흉노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던 조와 연의 장성을 연결한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장성의 실제 주향이 임조에서 요동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견이 존재하지만,23) 대부분의 연구는 통일 진의 장성이 전국시기 삼국의 장성
22) 『史記』 卷110, 「匈奴列傳」, “秦有隴西·北地·上郡，築長城以拒胡．而趙武靈
王亦變俗胡服，習騎射，北破林胡·樓煩．築長城，自代 並 陰山下，至高闕爲
塞．而置雲中·鴈門·代郡……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
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後秦滅六國，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北擊
胡，悉收河南地．因河爲塞，築四十四縣城臨河，徙適戍以充之．而通直道，自
九原至雲陽，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
23) 쓰루마 가즈유키는 ‘臨洮에서 遼東에 이르는 만 리의 장성’이라는 司馬遷의 설명
과는 달리 그 실상에는 불명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장
성의 주향은 『史記』의 기사로부터 억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鶴間和幸, 1997,
앞의 글,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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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간으로 증축되었음에 의견을 같이한다.24) 특히 일련의 고고 발굴결과는
통일 진장성이 기본적으로 연북장성, 조북장성, 진장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졌
음을 증명하고 있다(項春松, 1981; 鄭紹宗, 1981; 蓋山林·陸思賢, 1981; 史
念海, 1981).
다음은 장성의 동단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다. 왕국량은 진장성이 ‘임조에서
요동까지’라는 『사기』의 기사와 “진시황이 태자 扶蘇와 몽염으로 하여금 장성
을 축조하게 하였는데, 임조에서 碣石에 이르렀다”는 『수경주』의 기사를 이용
하여25) 진장성의 동단은 요동과 갈석 두 곳 중 하나라고 하였다. 그중 갈석에
대해서는 “갈석산은 漢의 樂浪郡 遂城縣에 있고, 장성은 이 산에서 시작한
다”26)는 『通典』의 기사를 근거로, 한반도 서북부인 평양 남쪽에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양이 요동군에 속해 있었다는 것과 요동군이 진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결합하여 장성이 갈석에 이르렀다는 표현과 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王國良, 1930).27)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마쓰이 히토시[松井等]는 갈석산이 낙랑군 수성현에
있으며, 진장성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晉太康三年地記』에 실려
있음에 주목하였다.28) 그에 따르면 진장성의 동단을 한반도 서북부로 추정하
는 설은 晉代 등장하고, 이후 唐代에 이르러 진장성의 동단을 요동으로 추정
하는 설과 한반도 서북부로 추정하는 설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전자를 주장한

24) 대표적으로 李殿福은 ‘燕北長城이 곧 秦長城의 東端’이라는 표제 하에 통일 진장
성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王育民 역시 통일 진장성에 대한 서술을 ‘秦長城
의 東端은 燕長城의 기초 위에 계속 연장한 것’이라는 표제 하에 진행하였다. 李殿
福, 1982,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82-1, 61쪽; 王育民, 1988,
『中國歷史地理槪論 下』, 北京: 人民敎育, 431쪽
25) 『史記』 卷88, 「蒙恬列傳」, “起臨洮，至遼東”; 『水經注』 卷3, 「河水三」, “始皇令
太子扶蘇與蒙恬築長城, 起自臨洮, 至于碣石.”
26) 『通典』 卷186, 「東夷下」, “碣石山在漢樂浪郡遂城縣, 長城起於此山.”
27) 이러한 王國良의 견해가 중국 학계의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 顧頡剛과
史念海이 계승하였다. 두 사람은 중국 강역에 관한 저술 중 진장성의 주향을 왕국
량이 추정한 주향과 동일하게 서술하였다. 顧頡剛· 史念海, 1999, 『中國疆域沿
革史』, 北京: 商務印書館, 68~69쪽
28) 『晉太康三年地記』, 「平州 樂浪郡」, “遂成縣, 有碣石山, 長城所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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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이로는 『史記正義』의 張守節이 있으며,29) 후자를 주장한 대표적인
이로는 『통전』의 杜佑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쯔이의 설명에 따르면 수성
현이라는 지명이 『漢書』 「地理志」에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수성을 압록강 동안 昌城 부근으로 추정하는 설도 있으
나30) 그 또한 근거가 없다. 그는 진장성 동단의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기는 어
렵지만, 진장성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또한 진장성이 조장성과
연장성을 이용하여 축조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동단은 요양 서북부였
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松井等, 1909).
여기서 낙랑군 수성현을 갈석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 측 연구를 소
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최근 송호정은 중국 측에서 발표한 산해관 동쪽
약 15km 요령성 綏中縣에서 秦·漢代 갈석과 관계된 유적에 관한 발굴 보고
를 근거로,31) 요령성 수중현의 유적이 시황제나 漢武帝가 방문한 갈석일 가능
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갈석이 요서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갈석이 낙랑 수성현에 있다는 기록이 晉代에 등
장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진대 낙랑군이 멸망한 후 그것이 요서 및 하북지
역으로 僑置되었다는 점이 문제의 실마리라고 여겼다. 즉 그는 원래 갈석이 요
서에 있었는데, 낙랑군이 요서에 교치되면서 갈석은 낙랑군에 있다는 설이 만
들어졌다고 추정한 것이다(송호정, 2003).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기』 「朝鮮列傳」의 기사와 『三國
志·魏書』에서 인용한 『魏略』의 기사를 근거로 진장성의 동단을 한반도 서북
부까지 연장하고 있다.

29) 『史記正義』, 「蒙恬列傳」, “遼東郡在遼水東，始皇築長城東至遼水，西南至海.”
30) 鄭若鏞, 『大韓疆域考』, 「四郡考」, “遂成者, 遂城也. 今義州昌城之北, 或其遺
也.”
31)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1986, 「遼寧綏中縣“姜女墳”秦漢建築遺址發掘簡報」,
『文物』 86-8; 王德柱, 1992, 「與“碣石宮”上官的幾個問題」, 『遼海文物學刊』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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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음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眞番과 朝鮮을 침략하여 복속시

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鄣塞를 쌓았다. 진이 연을 멸망시키고, 遼東 外
徼에 속하게 하였다. 한이 건국한 후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렵다 하여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보수하였는데, 浿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

고 연에 속하게 하였다. 연왕 盧綰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衛滿이 망명하였는데 무리 천여 인을 모아 북상투를 틀고 蠻夷의 옷을
입고 동으로 도망하여 변경을 나가 패수를 건너 진의 옛 空地인 上下
鄣에 거주하였다.32)

② 연이 이에 장수 秦開를 보내 그 서방을 공격하여 땅 2천여 리를 취
하고, 滿番汗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점차로 약해졌다. 진이
천하를 병합한 후 몽염을 보내 장성을 쌓게 하였는데, 요동에 이르렀
다.33)

우선 ①의 『사기』 기사에 따른다면 연북장성을 기초로 축조된 진장성은 양
평에 이른 후, 다시 장새로 패수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②의 기사는 연과 조선
이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여, 연의 세력이 만번한까지 이르렀음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문제는 패수와 만번한이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 김한규는 패수
를 압록강, 만번한을 千山山脈 부근으로 이해하였다(김한규, 2004). 그러나
중국 측 연구자 중에는 패수와 만번한을 모두 淸川江으로 이해하여 장새가 압
록강을 넘어 한반도 서북부 지역까지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다(譚其

驤, 1991). 또한 勞幹은 패수를 大同江으로 이해하여 진장성이 대동강 연안까
지 축조되었다고 보았다(勞幹, 1976). 이에 대해 王恢는 패수를 대동강으로 보

는 것은 한대 이후 이름이 바뀐 것에서 발생한 오류라 하며, 패수는 압록강이
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역시 “처음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眞番과 朝鮮

32) 『史記』 卷105, 「朝鮮列傳」, “自始前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浿水爲界, 屬燕. 燕王
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魋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浿水, 居秦故
空地上下鄣.”
33) 『三國志·魏書』 卷30, 「東夷 韓」,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
滿番汗爲界，朝鮮遂弱．及秦并天下，使蒙恬築長城，到遼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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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담기양(1991)이 추정한 연장성의 주향과 사카쿠라 아츠히데(2004)가
추정한 통일 진장성의 주향
* 담기양의 연장성 주향의 경우 부신까지는 장성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부신 이후
로는 다른 표시가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장새선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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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鄣塞를 쌓았다”는 기사를 근거로 진
장성의 동단을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장하였다(王恢, 1976). 그런데 이러한 견
해는 장새를 장성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새를 어
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장성 축조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겠다.
장성축조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의견을 같이한다. 바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그것이다. 특히 연북장성, 조북장성, 진장성
은 중원 제후국에 대한 방어물이 아닌 북방 夷狄에 대한 방어물로 인식되었
다.34) 그러나 이에 대해 아오키 도미타로는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전국시기 북방에 축조된 이들 장성들이 명대 장성보다 상당히 북쪽으로 치우
쳐 올라가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장성선을 북방 유목민의 거주지역
과 남방 농경민의 거주지대의 경계로 인식하는 일반론에 근거할 경우 연·조
의 장성이 지나치게 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농경기술에 따른다면 두
나라 장성선 아래 지역은 농경보다 유목에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한다(靑木富
太郞, 1972).
그렇다면 연과 조의 북방지구 장성이 북쪽에 치우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
까? 오언 래티모어(Owen Lattimore)에 따르면 이것은 두 나라의 국가성격에
서 유래한다. 그는 조와 연이 동일하게 농경성과 유목성이 혼재된 혼합국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국가적으로 농경민도 존재할 뿐 아니라 유목민도
존재하는 국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국가에게는 유목생활을 위한 국가
영역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두 나라의 장성선은 농경한계선보다 상
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Lattimore 著·後藤富男 編譯, 1940). 이
러한 설명에 따른다면 두 나라의 북방장성은 단순히 유목민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라는 소극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목민의 토지

34) 그것은 『史記』 「匈奴列傳」의 다음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秦有隴西·北地·上
郡，築長城以拒胡”; “而趙武靈王亦變俗胡服，習騎射，北破林胡·樓煩．築長
城”;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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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뻗어나가고자 했던 적극적인 영역확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35)
비슷한 견해가 최근 서구학자에게서도 제출되었다. 줄리아 로벨(Julia
Lovell)은 장성의 건설목적이 ‘이적의 방어’ 또는 ‘야만족들에게 대항’하기 위함
이었다고 보기엔, 북방성벽들이 농경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본격적인
초원과 무척 가까이 있다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오히려 그는 어떤 경우에는 외
몽고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성벽의 위치를 통해, 그것이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외국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
다. 즉, 그는 북방장성은 유목민들을 그들 영토에서 몰아내고 이 지역 전체 주
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군사적 거점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장성의 용도가 항상 방어적인 것만은 아니고, 팽창주의적 식
민주의의 거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Julia Lovell 지음·김병
화 옮김, 2007).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로벨이 사용하는 거점이라는 표현이다. 장성
이 방어용의 연속된 긴 담장으로 해석되는 한 장성을 거점이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의 거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가능
한 것일까? 로벨은 장성에 부여된 최초의 위대한 신화이자 오해는 그것이 하
나로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장성은 애초에 연속으
로 축조된 방어선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방어상의 이점이 있는
산악지역에 군데군데 초소를 세우거나 짧은 구간의 성벽을 쌓아 고갯길을 막
는 방법을 통해 구축되었다. 평지의 경우에는 인공구조물, 즉 墩臺나 望樓, 哨
所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경사진 부분이 있다면 흙과 돌
을 이용하여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아지도록 조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어떤 것
들은 담장 내부에 대규모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35) 이와 관련하여 白音査干은 장성을 중원 농경세력의 북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
았으며, 가네코 유스케 또한 장성은 획득한 생산지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하여 두 사람 모두 장성을 영역확장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白音査干, 1999, 앞의 글, 54쪽; 兼子雄輔, 2006, 「萬里の長城 古代萬里の長城の建築意義について」, 『國際文化硏究紀要』 16,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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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Julia Lovell·김병화, 2007). 요컨대 로벨은 장성을 연속된 벽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성을 연속된 벽(즉, 墻)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亭鄣 등이라 불리는 요새

를 주체로 한 점의 연속으로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는
사카쿠라 아츠히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카쿠라는 명대 들어서야 비로소 장
성은 연속된 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명대 成化 20년
(1484), 당시 戶部尙書였던 余子俊이 변경 방어의 새로운 방법으로 ‘끊어지지
않게 높은 벽을 연결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중요 지점에 망루를 설치’할 것을 건
의한 것으로부터36) 중국의 장성은 연속된 벽이 된다(阪倉篤秀, 2000). 그렇다
면 명대 이전 장성은 점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사카쿠라가 초기 장
성을 점의 연속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변경의 방어선이란 본래 최소한
의 노력으로 구축되어 침입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막는 역할을 담당했다. 즉 최
소한의 노력으로 요새 등의 높은 망루를 축조하고 병사를 주둔시켜 감시하며,
만일 사건이 발생하면 봉화를 올려 근처 또는 후방의 부대에 알려 대처하게 한
다면 방어선으로써의 기능은 충분히 달성된다. 담장 없이 요새만으로도 방어
선의 기능은 충분히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투입하여 벽을 세우기도 했지만 반드시 벽이 방어선의 근본 구성요
소로 이해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阪倉篤秀, 2004). 따라서 그의 주장에 따르
면 변경에 요새를 만들고 그 요새를 점으로 연결한 것이 장성의 초기 모습이
된다.
실제로 사료 안에는 장성이라는 용어 외에 ① 장벽을 의미하는 邊垣, 邊
37)

墻 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지만 이 용어들은 모두 명대 사료에 등장한다. 대신

36) 『明史』 卷178, 「余子俊傳」, “子俊上疏言: 「三邊惟延慶地平易, 利馳突. 寇屢入
犯, 獲邊人爲導, 徑入河套屯牧. 自是寇顧居內, 我反屯外, 急宜於沿邊築牆置堡.
況今舊界石所在, 多高山陡厓. 依山形, 隨地勢, 或剷削, 或壘築, 或挑塹, 綿引相
接, 以成邊牆, 於計爲便.」”
37) 차례대로 『明史』 卷212, 「戚繼光列傳」, “薊鎭邊垣，延袤二千里，一瑕則百堅皆
瑕”; 『明史』 卷91, 「兵三 邊防」, “乃請修築宣·大邊牆千餘里，烽堠三百六十三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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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기록에는 ② 방어용 토담, 흉벽과 같은 외부에 대한 엄호물 또는 장애물
의 역할을 담당한 塹·長塹·方城 38)이라는 용어, ③ 성채나 요새를 의미하는

塞·塞垣·塞圍, 長城塞·長城障塞·長城亭鄣 39) 등의 용어가 자주 출현한
다. 이것은 고대의 장성이 벽의 연속이 아니라 점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Ⅲ. 長城의 구조

長城 축조의 기본 공법은 版築法으로 알려져 있다. 판축이라는 것은 양측에
나무로 된 판을 병풍처럼 세우고 그 안에 흙을 쌓은 후 돌망치 등을 이용해서
다져 넣는 방법이다. 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북방의 경우 황토가 널
리 분포하는 지역이라 대부분 황토를 이용하여 벽을 쌓았다. 황토는 수분을 흡
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수분을 잘 배출하지도 않고, 지하의 수분을 지표로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어 건조한 지역에서도 매우 강한 점성을 갖는다. 따라서
황토를 다져 만든 벽(版築墻 또는 夯土墻)은 상당한 내구성을 지니게 된다(靑

木富太郞, 1972). 한편, 황토를 구할 수 없던 서북지역에서는 장성의 내구성을
위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楊柳나 芦 등을 흙에 섞어 강도를 높였던 것으로

38) 차례대로 『史記』 卷15, 「六國年表」, “塹洛. 城重泉”; 『北齊書』 卷4, 「文宣帝紀」,
“冬十月丁酉，帝至平州，遂從西道趣長塹”; 『漢書』 卷28上, 「地理志上」, “楚葉
公邑．有長城，號曰方城.”
39) 차례대로 『史記』 卷110, 「匈奴列傳」, “於是漢遂取河南地，築朔方，復繕故秦時
蒙恬所爲塞，因河爲固”; 『後漢書』 卷90, 「鮮卑列傳」, “天設山河，秦築長城，漢
起塞垣，所以別內外，異殊俗也”; 『魏書』 卷4下, 「世祖紀」, “丙戌，發司·幽·
定·冀四州十萬人築畿上塞圍，起上谷，西至于河，廣袤皆千里”; 『晉書』 卷42,
「唐彬傳」, “復秦長城塞，自溫城洎于碣石”; 『通典』 卷178, 「州郡八 古冀州」, “東
北到長城障塞一百十里”; 『史記』 卷88, 「蒙恬列傳」, “吾適北邊，自直道歸，行
觀蒙恬所爲秦築長城亭障，塹山堙谷，通直道，固輕百姓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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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羅哲文, 1982). 그러나 장성 축조에 판축법만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전투력의 강화나 영속성이 요구되던 곳에서는 특별히 塼이라는 벽돌이 사용되
기도 하였으며, 水流 대책이 필요한 곳에서는 석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40) 즉
지형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형에 따른 축조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자. 다음은 遼河 상류지역인
昭烏達盟地域의 燕北長城을 조사했던 項春松이 보고한 내용이다. 보고에 따
르면 350km 장성을 축조한 방법은 모두 세 종류다. 첫째는 石築. 전체 길이의
약 50％에 해당하는 부분이 돌로 축조되었는데, 아래쪽이 넓고 위로 올라가면
서 좁아지는 형태를 띤다. 아래쪽 폭은 일반적으로 1~3m 정도이고 가장 넓은
곳도 4m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내외 양측에 비교적 큰 자연석을 이용
하고, 중간부분에 자갈이나 깨진 돌들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土築이다. 전체 장성의 약 40%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주로 토질이 좋은 지역이
나 지세가 평탄한 곳, 돌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 사용하였다. 유실되어 정확
한 높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나 대략 5~6m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지형에
따라 두 종류가 모두 사용된 부분도 있었는데, 주로 산에 축조할 경우 산비탈
에는 토축법을 사용하고, 산구릉에는 석축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마
지막은 자연 지세를 이용한 것으로 산의 峻嶺을 이용하거나 하천을 이용해 축
조하는 것이다(項春松, 1981).41)
장성을 구성하는 것이 벽만이 아님은 이미 살펴보았다. 고대 문헌에는 성

채나 요새를 의미하는 塞·塞垣·塞圍, 長城塞·長城障塞·長城亭鄣이라는
표현이 주로 장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축조한 소성채를 의미하는 亭이나 障이 장성과 결합되어 등장하는 長城亭鄣
40) 대표적으로 洛河의 오른쪽 연안을 따라 축조된 戰國時期 秦의 塹洛長城은 기본적
으로는 版築法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이지만 하천을 따라 축조된 터라 내구성을 위
해 중간 중간에 殘磚과 斷瓦 등이 사용되었다. 史念海, 1985, 「洛河右岸戰國時期
秦長城遺迹的探索」, 『文物』 85-11, 32쪽
41) 이것은 고대 장성을 쌓을 때 기본 방식이 되었었던 것으로 『史記』에는 ‘用制險塞’
또는 ‘因河爲塞’로 표현되었다. 차례대로 『史記』 卷88, 「蒙恬列傳」, 2565쪽; 『史
記』 卷110, 「匈奴列傳」, 28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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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도 『史記』에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장은 城障 또는 堠城(=候城)
으로 불리는 파수대를 겸한 방어용의 요새로 수비를 위해 병사가 주재하는 장
소이며,42) 정은 그 소형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장성을 이루
고 있는 구조물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방어선의 최말단을 구성하고 있는 망
루였다. 이것은 당시 용어로는 ‘燧’라고 불리는 것으로 최근 발견된 목간에서는
‘隧’, ‘隊’, ‘烽燧’44)라는 용어로 등장하는데, 기록에는 ‘烽臺’, ‘烽堠’, ‘煙墩’45)으

로도 등장한다.

수의 대체적인 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모미야마 아키라[籾山明]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대체로 1~3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46) 이들 수는

라고

불리는 망루와 塢라고 불리는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는 보통 판축법을

이용하여 쌓지만 때로는 ‘墼’이라는 햇볕에 말린 煉瓦를 이용하여 쌓기도 하였

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갈대나 나무의 그루터기 등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외부 벽 역시 말똥이나 풀을 섞은 백갈색의 흙으로 도장하
였다. 초의 외형은 방형으로, 그 넓이는 망루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략 가로
세로 7.8~8m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47) 망루의 높이는 위치한 입지조건에 따

42) 『漢書』 卷6, 「武帝紀」 顔師古 注, “漢制: 每塞要處, 別築爲城, 置人鎭守, 謂之候
城, 此卽障也.”
43) 勞幹은 烽臺를 漢代에는 燧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亭이라고 불렀다 하
여, 수와 정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勞幹, 1976, 「釋漢代之亭障與烽燧」,
『勞幹學術論文集 甲編』, 臺北: 藝文印書觀, 699쪽
44) 『後漢書』에 따르면 烽은 야간의, 燧는 주간의 봉수이나, 司馬貞의 『史記索隱』에
서는 봉을 주간의, 수를 야간의 봉수로 설명하였다. 『後漢書』 卷2, 「光武帝紀下」,
“晝則燔燧, 夜乃擧烽”; 『史記索隱』 卷117 , 「司馬相如傳」, “烽主晝, 燧主夜.”
45) 차례대로 『通典』 卷152, 「兵五」, “烽臺，於高山四顧險絶處置之，無山亦於孤逈
平地置”; 『明史』 卷91, 「兵三 邊防」, “自宣府迤西迄山西, 緣邊皆峻垣深濠·烽
堠相接”; 『明史』 卷91, 「兵三 邊防」, “各處煙墩, 務增築高厚, 上貯五月粮及柴
薪·葯弩, 墩旁開井.”
46) 모미야마 아키라는 1~3km 간격으로 燧가 설치된 것으로 본 반면 彭曦는 2~3k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본문에서는 모미야마의 분석을 따랐다. 籾山明,
1999, 『漢帝國の邊境社會』, 東京: 中央公論新社, 46쪽; 彭曦, 1991, 「戰國秦長
城考察與硏究述略」, 『寶鷄師院學報(哲社版)』 38, 105쪽
47) 敦煌 玉門關 烽燧의 망루는 매 변의 길이가 7.8m였고, 額濟納河의 第四燧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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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의 침입을 발견하거나 각종 신호를 보내기 좋게 각기 달랐을 것으로 생각
된다. 수의 주변은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말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虎
落’이라 불리는 이것은 漢簡에서는 ‘强落’으로 등장한다.48) 이 호락 가운데에는

화살을 쏠 수 있는 Ⅱ형의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轉射’라고 한다(籾山明,
1999). 수는 몇 개씩 그룹을 지어 部로 불리는데, 이들 부는 봉급지불이나 식
량지급, 변경방비 운영과 관리에 중요한 단위가 된다. 수(또는 수의 그룹인 부)

는 상급의 候官에 속하게 된다(米田賢次郞, 1953).49) 후관에는 丞, 鄣尉, 士
史(士吏, 令史), 候史, 候長이 배치되어 있어 후관의 운영을 담당하였다(勞幹,
1976).

후관의 건물은 수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높은 망루의 형태를
띠고 있는 초와 군대가 주둔하는 오로 구분된다. 후관의 초는 수의 그것과는
달리 규모가 좀 더 커서 額濟納河 지역의 甲渠候官의 경우 기저부의 넓이는
23.3m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이 갑거후관을 좀 더 살펴보자. 갑거
후관의 초는 그 내부의 공간이 분할되어 몇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 수의
초와는 구조가 다르다. 대략 벽의 두께는 4~4.5m 정도이고, 햇볕에 말린 煉
瓦를 쌓아 축조해 내구성을 강화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남벽의 내측으로는
초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 있고, 그 계단 앞에는 羊頭石이 준비되어 있다.51) 초

48)
49)

50)

51)

7.8×8m였다. 羅哲文, 1964, 「臨洮 秦長城·敦煌玉門關·酒泉嘉 峪 關勘査簡
記」, 『文物』 64-6, 50쪽; 籾山明, 1999, 위의 책, 51쪽
初師賓, 1984, 「漢邊塞守御器備考略」, 『漢簡硏究論集』, 蘭州: 甘肅人民, 197쪽
이와는 달리 후지에다 아키라와 도미야 이타루는 燧 -候-候官이라는 관계를 설정
하였다. 藤枝晃, 1955, 「釋「見署用穀」ほか-『長城まもり』訂誤」, 『東洋史硏究』
14-1·2, 152쪽; 冨谷至, 1990, 「漢代邊境の關所 -玉門關の所在をめぐって」,
『東洋史硏究』 48-4, 2쪽. 이와 관련하여 요네다 겐지로는 呑遠候와 呑遠燧라는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候와 燧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米田
賢次郞, 1953, 「漢代の邊境組織」, 『東洋史硏究』 12-3, 55쪽
참고로 玉門關 烽燧 유지의 경우는 기저부가 2.4×2.6m였다. 嘉峪關市文物保管
所, 1984, 「玉門花海漢代烽燧遺址出土的簡牘」, 『漢簡硏究文集』, 蘭州: 甘肅人
民, 15쪽
羊頭石은 적들에게 던지는 돌로 雷石, 壘石, 藺石으로 사료상에 등장하나 漢簡에
서는 양두석으로 나타난다. 初師賓에 따르면 크고 작은 것이 마치 양머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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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쪽으로 접한 오는, 크기가 동서 45.5×남북 47.5m로 비교적 넓은 공간이
었음을 알 수 있다. 塢壁의 동쪽으로는 입구가 나 있고, 그 입구 밖으로는 L자
형의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벽 주위에는 수와 마찬가지로 호락이 설치되어
있다. 벽 위에는 轉射가 설치되어 있었다. 오의 내부에는 토벽으로 분할한 작
은 방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중앙은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다. 각 방의
용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리의 방, 文書室, 주방, 가축우리 등으로 사용되
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후관은 군사조직상 都尉府에 소속되는데,

都尉와 丞·尉·司馬·千人·五百·掾·曹史·卒史·書佐 등으로 구성된
도위부는 다시 郡太守府에 소속되어 당시 지방 행정조직 체계인 郡縣制와 동

일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籾山明, 1999).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갑거후관이 관할하는 하부 조직에 甲

渠塞가 있다는 점이다. 居延漢簡에는 갑거새 이외에도 卅井塞, 殄北塞가 등

장한다(甘肅省文物工作隊, 1984).52) 이들은 각각 卅井候官, 殄北候官에 속하
여 모두 居延都尉府의 관할 하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 새란 수와 마찬가지로
변경을 방비하는 성분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문헌에 등장하는 塞·塞垣·
長城塞가 아닐까 한다. 이 중 진북새의 경우 簡牘 안에서 匈奴의 침입과 관련
하여 등장하여,53) 모미야마 아키라는 새를 특별히 흉노에 대한 방위시설로 파
악하였다. 요컨대 1~3km 간격으로 설치된 방어선, 즉 수만으로는 흉노의 침
입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새를 설치한 것으로 보았는데, ‘塞墻’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54) 근거로 그는 이것을 봉수선에 벽이 부설되어 있는 형태로 추

정하였다(籾山明, 1999).

거연한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장성의 구성요소는 關이다. 이것은 주로 도

를 띠었기 때문에 양두석이라 한다. 初師賓, 1984, 앞의 글, 179쪽
52) 甘肅省文物工作隊의 발굴 보고에 따르면 額濟納河의 동남부가 甲渠塞이고, 그
북쪽이 殄北塞, 동부와 남부가 卅井塞다. 甘肅省文物工作隊, 1984, 「額濟納河下
流漢代烽燧遺址調査報告」, 『漢簡硏究文集』, 蘭州: 甘肅人民, 63쪽의 <圖1 額濟
納河下流漢代亭鄣分布圖>를 참조.
53) 『居延新簡』, 「破城子房屋」, <E.P.F16:1簡>, “匈人奴晝入殄北塞.”
54) 肅省文物工作隊, 1984, 앞의 글,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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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축조되었는데, 거연한간에는 肩水金關과 居延縣索關이
라는 관소의 이름과 그곳을 출입했던 이들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55) 관의 건
물은 關城, 오, 봉화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성이라는 것은 전체
를 둘러싼 성벽을 의미한다. 견수금관을 예로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측 벽에는 관문이 나 있고, 문의 양쪽에는 樓櫓(즉 망루)가 서
로 마주보며 건축되어 있었다. 관문 망루 基底部는 좌우 각각 4.5m, 5m고 서
로의 망루를 이어주는 도로의 폭은 5m다. 관문 망루 위에는 목조의 門樓가 있
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문을 들어가면 서남쪽으로 오가 있고, 오 내부
서남쪽으로 봉화대 하나가 축조되어 있었다. 오벽의 규모는 북쪽은 36.5m고,
동쪽은 남아 있는 것이 24m다. 동남쪽 귀퉁이에 입구가 있고, 벽의 안팎으로
는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다. 봉화대는 13×12.5m로 큰 망루와 작은 오로 구성
되어 있다(甘肅居延考古隊, 1978).

한편 彭曦는 甘肅省 臨洮縣에서 시작되어 托克縣까지 1,800km에 이르는

진의 서북장성 주향을 따라가며 진장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장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은 城墩으로 매 km마다 3~4개로 전 노선
에 걸쳐 최소한 6,500개가 있었다. 여기서는 대량의 瓦礫과 雷石이 발견되어
이를 통해 애초에 성돈 상부에는 파수병을 위한 주거용 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봉수다. 봉수는 장성 내측에 장성과 1~2km 이내 범위에 설치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봉수 사이의 거리는 2~3km 정도였던 것으로 보
고되었다. 봉수는 전 노선에 걸쳐 최소한 1,000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주로 지대가 높은 지역에 거대한 원추형으로 축조되었다고 한다. 이
곳에는 봉수를 담당하는 戍卒이 배치되었는데, 대략 5인 정도였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다음은 장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역시 장성 내측에 설치되었

55) 『居延漢簡 甲乙編』, “永始五年閏月己巳朔丙子北鄕嗇夫忠敢言之義成里崔自當
自言爲家私市居延謹案自當毋官 獄徵事當得取傳謁移肩水金關居延縣索關敢言
之 閏月丙子觻得丞彭移肩水金關居延縣索關書到如律令 掾晏令史建”(015.019);
“始元七年閏月甲辰居延與金關爲出入六寸符券齒百從第一至千左居 官右移金關
符合以從事 ●第八”(0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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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장새는 이 노선에만 200여 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초기에는 담장
이 없이 축조되었다가 차츰 담장이 있는 형태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
략 3~5km 단위로 축조되었으며, 작은 것은 3,000~5,000m2 정도고 큰 것은
5,000~10,000m2 가량 되었다고 한다. 특히 큰 장새는 그 면적이 10만m2에
이르는 것도 있어, 상당한 수의 병사들이 주둔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彭
曦, 1991).

項春松은 장성의 구조를 臺, 鄣, 城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대는 원형의 비

교적 작은 보초대로 높은 지대에 건축되어 있다고 한다. 주로 장성선이나 장성
선의 남측에 건설되어 있었다고 한다. 장은 대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주로 장
성선 남측에 건설된 방형의 토성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성은 비교적 규모가
큰 토성 혹은 거주지로 역시 장성선 남측에 건설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성내에
는 일반적으로 건축유지가 있어 당시 군대의 주둔지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
다(項春松, 1981). 이것은 河北省 圍場縣에 분포되어 있는 燕秦長城을 조사한
布尼阿林의 보고와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포니아림은 가장 규모가 작은 봉
화대-방형의 소형 장-비교적 규모
가 큰 성의 형태로 장성의 군사 시설
물이 축조되어 있었다고 하였다(布尼
阿林, 1981).
이상과 같이 장성의 구성요소에

<그림 5> 모미야마 아키라가 추정한 수·후관·관성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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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중국 고대 장성의 경우 연속되어 있는 벽이 아
니라 방어선을 따라 구축된 수, 장, 후관, 새, 또는 관, 성과 같은 점의 연속이
고, 방어의 필요에 따라 벽이 부설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헌에 등
장하는 장새 역시도 장성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장성의 동단을
연장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장성의 끝은 어디였
을까?

Ⅳ. 長城의 東端

長城의 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 것은 그것이 곧 국경선을 의미한
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徐秉琨과 孫守道 主編의 『東北文化』에는
燕秦 장성선과 국경선을 일치시킨 지도가 게재되어 있다. 지도 상의 연진장성
은 사료에 따라서 浿水를 지나 滿番汗까지 연장되었고, 만번한은 平壤 위 淸
川江으로 추정되어 결국 국경선 역시 한반도 북부까지 연장되게 된다(徐秉
琨·孫守道, 1996).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언제부터 형성된 것일까?
장성선의 문제를 중국 국경선의 문제와 연동시킨 최초의 연구는 아마도

1956년 佟柱臣의 연구가 아닐까 한다. 물론 장성이 곧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장성을 통해 강역의 범주를 확정지으려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
다. 그러나 그는 고고자료를 이용하여 漢代 동북지역에 설치되었던 遼東郡,
遼西郡, 右北平의 강역을 추적하는 작업 중, ‘세 군의 외연을 둘러싸고 있는
燕·秦·漢長城’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장성선이 세 군의 경계가 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된 글에서 『史記』 「朝鮮列傳」의 “처음 연의 전
성기 때부터, 일찍이 眞番과 朝鮮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鄣

塞를 쌓았다. 진이 연을 멸망시키고, 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다. 한이 건국한
후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렵다 하여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보수하였는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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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병곤·손수도가 추정한 장성선과 국경선
* 상단의 짙은 선이 연진장성선이자 국경선이다.

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았다”는 기사를 이용하여 연·진·한의 장성선이
현 북한과의 접경지대까지 이어져 있었음을 주장하였다(佟柱臣, 1956).

장선선과 국경선을 일치시켜 파악하려는 중국 학계의 시도는 곧 장성의 동
단과 서단이 어디인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고대 요
동지역의 실지배 문제와 한반도와의 국경문제와 맞물려 동단의 규명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성의 서단을 확인하려는 작업
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것은 비교적 서부지역에 장성이 많이 남아 있고, 문
헌 또한 동단과는 달리 명확하게 그 노선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단연구에 한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장성의 동단과 관련하여 우선 살펴볼 것은 燕北長城이다. ‘拒胡’하기 위해
쌓았다는 연북장성은 ‘造陽에서 襄平까지’로 그 위치가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데,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위치에 차이가 있다. 조양은 지금의 河北省 懷來(劉
金柱, 1985), 하북성 張家口 동북(羅哲文, 1982), 上谷의 북쪽 경계 즉 지금의

하북성 宣化의 북쪽 獨石口에서 내몽고 正蘭旗 灤河 일대(李文信, 1979-1;
李殿福, 1982; 馮永謙, 1986; 王育民, 1988; 閻忠, 1995), 장가구와 선화 일대

(王恢, 1976)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양평에 대해서는 그 주향에 대한 견
해 차이에도 불구하고56) 대체로 遼寧省 遼陽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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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학계의 가장 유력한 연북장성의 노선은 북쪽 독석구에서 내몽고
정란기 난하 일대 → 圍場 → 赤峰 → 建平 → 敖漢旗 → 北票 → 阜新 → 彰
武 → 法庫 → 開原 → 新賓 → 寬甸 → 鴨綠江( → 靑川江 → 龍崗)이라는 노
선이다. 이 노선은 1970년대부터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연북장성의 동단은 요동 양평 즉 요양으로 추정되었고, 그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본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1970년대 중·후반
부터 새로운 주향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76년 王恢가 독석구 → 위
장 → 적봉 → 오한기 → 부신 → 개원 → 鳳城 → 압록강 → 安州 → 大同江
→ 平壤이라는 주향을 주장하였고,57) 뒤이어 1979년 李文信이 독석구 난하 일
대 → 위장 → 적봉 → 오한기 → 奈曼 → 庫倫 → 부신 → 창무 → 법고 → 개
원 → 신빈 → 관전 → 압록강이라는 주향을 주장하였다.58) 그리고 1982년에
李殿福은 여기에 더해 압록강을 넘어 수성현 즉, 평안남도 용강까지 이르는 주
향을 주장하였다.59)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사기』, 『魏略』 등 문헌 기
록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고자료에 따른 검증이 필요한 상태였다.60)
그렇다면 고고자료들은 장성 주향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 지금
까지 고고발굴에 따라 확인된 장성의 유적은 문헌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56) 劉金柱는 燕北長城의 주향을 造陽(현 河北省 懷來縣) → 灤河 → 遼河 → 襄平
(현 遼寧省)에 이르는 천여 리로 파악하였고, 羅哲文은 하북성 張家口 동북 → 內
蒙古 多倫과 하북성 獨石口 경계 → 하북성 圍場縣·요령성 朝陽 → 醫巫閭山 →
요하 → 요양의 2천 4백여 리로 추정하였다. 이외 陸思賢은 연북장성이 난하를 건
너 하북성 위장현을 거쳐 내몽고 昭烏達盟 남부를 지나 요령성으로 들어간 후 요
하평원 북부를 돌아 요양 이동 양평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차례대로 劉金柱,
1985, 『萬里長城』,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羅哲文, 1982, 『長城』, 北京: 文
物; 陸思賢, 1986, 『長城話古』, 呼和浩特: 內蒙古人民
57) 王灰, 1976, 『中國歷史地理 上冊-歷代疆域形勢』, 臺北: 學生書局, 173쪽
58)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 150쪽
59) 李殿福, 1982, 앞의 글, 62쪽
60) 특히 李文信이 주장한 주향은 蕭景全의 논평대로 중국 학계에서 유행하던 관점으
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학자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고고 자료의
부족으로 주향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특히 開原, 淸原, 新賓 지역의
유적은 근거로써 사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蕭景全, 2000, 「遼東地區
燕秦漢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硏究」, 『北方文物』 63,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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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는 달리 비교적 분명하게 장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요서로,61) 장성
의 동단을 평안남도 용강으로 비정한 이전복 역시도 유적에 따른 장성의 위치
는 나만과 고륜, 즉 요서에서 찾고 있으며, 고륜 이후의 주향에 대해서는 장
성의 유지가 아니라 평안남도에서 발견된 연나라의 刀幣, 철기공구 및 秦戈
등의 유물을 근거로 들었다(李殿福, 1982).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장성의 동
단을 찾는 연구는 문헌의 기록에 따르거나, 고고자료를 이용한다 해도 1940년
대, 1950년대 초기 발굴보고에 근거하여 지역적으로 요서를 벗어나지 못하
였다.62)
이러한 문헌학에 기초한 장성연구에 본격적으로 고고자료가 이용되기 시
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 1979년 중국 國家文物事業管理局 주재로 內蒙
古自治區 呼和浩特에서 長城保護硏究工作 좌담회가 개최되면서, 전국 각지
에서 장성 전문가와 文物考古工作隊들이 장성유지를 조사하여 최신의 고고학
성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2년 후 『中國長城遺迹調査報告集』이란 이름으로
출간되는데, 여기에는 전국시기 장성부터 명장성에 관한 총 14편의 논문이 실
렸다.63) 그중에서 項春松의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査報告」는 연진장성과
61) 佟柱臣은 吉林 이동에서는 漢代 및 한대 이전의 고고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하
였으며, 延吉 小營子에서 출토된 骨制儉이나 長身鏃, 청동기 등은 중원문화의 영
향을 받은 증명은 될 수 있지만 한문화가 그 땅에 도달한 것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고 하였다. 佟柱臣, 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古學報』
56-1, 39쪽
62) 1941년과 1943년 장성유적을 조사하였던 李文信 역시 赤峰 英金河와 建平 黑水鎭
동서쪽에서 고장성 유지를 발견하였을 뿐이다.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
考 下」, 『社會科學輯刊』 79-2, 130쪽
63) 14편의 글은 다음과 같다. 그중 史念海의 「鄂爾多斯高原東部戰國時期秦長城遺
迹探索記」까지가 燕·秦·漢長城에 관한 글이다.
項春松, 「昭烏達盟秦長城遺址調査報告」; 蓋山林·陸思賢, 「陰山南麓的趙長
城」; 蓋山林·陸思賢, 「潮格旗朝魯庫倫漢代石城及其附近的長城」; 鄭紹宗, 「河
北省戰國·秦·漢時期古長城和城障遺址」; 布尼阿林, 「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
調査報告」; 寧夏自治區博物館, 「固原縣文物工作站, 寧夏境內戰國秦漢長城遺
迹」; 史念海, 「黃河中流戰國及秦時諸長城遺迹的探索」; 史念海, 「鄂爾多斯高原
東部戰國時期秦長城遺迹探索記」; 賈洲杰, 「金代的長城」; 龐志國, 「金東北路臨
潢路吉林省段界壕邊堡調査」; 羅哲文, 「山海關關城的布局與建築勘查記」; 山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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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고고학 성과를 총괄한 글 중 하나로, 이 연구는 이후 연진장성의 주향
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1965년 7월부터 10월, 그리고 1975년 8월부터 9월에 걸친 두 차례의
고고조사에서 遼河 상류 昭烏達盟地域에서 장성선 세 개를 발견하였는데, 이
후 그것들은 각각 赤北長城, 赤南長城, 老虎山長城으로 불리게 된다. 그중 여
기서는 동으로 주향이 나 있는 적북장성과 적남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적봉
시 북쪽을 지난다 하여 이름 붙여진 적북장성은 통일 후 진장성으로 추정되었
는데, 적봉시 북부를 지나 英金河 北岸을 따라 축조되었다. 방향은 대체로 동

서 횡단으로 그 주향은 다음과 같다. 衣家營子 → 五里岔村 → 水泉村 → 孫
家營子 → 楊家營子 → 夏家店村 → 八家老爺廟村 뒤 摩天嶺 → 石佛山 →
山水坡 → 安慶溝公社. 안경구공사 경내로 들어간 이후 장성의 주향은 불분명
한 상태다. 명확하게 장성의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는 오리차촌에서 산수
파까지로 약 30km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5년 조사를 통해 이것에서 연결되
는 장성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장성선은 오하기 白斯朗營子에서 老牛槽溝
大隊를 거쳐 白塔大隊, 車羅城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항춘송은 두 장성이 연
결된다면 그 동단은 나만기 혹은 고륜기 남부 일대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았다.
다음은 적남장성에 대해 살펴보자. 적북장성에 비해 그 주향이 비교적 뚜

렷하게 확인되는 적남장성은 적봉시 남쪽에서 동서로 뻗어 있는데, 대체로 적
북장성과 평행으로 축조되었다. 대략적인 장성의 분포지역은 喀喇沁旗, 적봉
현 남쪽 경계, 건평현 북쪽 경계, 오한기 중부 등이다. 좀 더 자세한 주향은 다
음과 같다. 객라심기 婁子店公社 → 山前公社 → 적봉현 미려하공사 → (老哈
河를 건너 건평현 내로 진입) 건평현 外貿場 → 老官地公社 → 熱水公社 →
燒鍋營子公社 → 二十家子公社 → (오한기로 진입) 오한기 新惠鎭公社 → 新
地公社 → 倒格郞豊收公社 → 克力代公社 → 貝子府公社 → 王家營子公社.
省文物工作委員會古建隊, 「山西省境內長城簡記」; 嘉峪關市文物管理所, 「嘉峪
關及其附近的長城」; 高鳳山, 「一块珍貴的“長城工牌”」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적남장성의 서단은 객라심기 姜家灣子村의 河套 즉 오르도스지역 부근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河北省 위장현 경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
단은 오한기 왕가영자와 寶國吐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75년 조
사 당시 비교적 큰 전국~진한시기 토성이 발견되었다. 왕가영자와 보국토 일
대의 남부는 북표현과 경계지역으로, 이 일대에서는 장성의 정확한 주향을 발
견하지는 못했지만 북표현 南山에서 장성의 유적을 발견함에 따라 왕가영자와
보국토 일대를 빠져나온 장성은 북표현 경내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項春松, 1981).
살펴본 바와 같이 항춘송의 장성 동단에 대한 보고는 적북장성에 대해서는
나만과 오한기에 그치고, 비교적 주향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적남장성의 경우
도 북표에 그치고 있어 고고자료를 통해 요동 지역의 장성노선을 증명하는 것
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북표 이후의 장성노선, 즉 요동의 장성선은 이전
복이 실토한 대로 傍證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하겠다. 이것은 1990년대 들어
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1994년 장성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
도 모두 연장성의 동단을 북표와 부신 경계에서 찾고 있다.
陳可畏의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연북장성과 관련하여 서쪽 기점인 조양을
현재 하북성 康保縣과 내몽고 太僕寺旗 일대에서 찾았다. 그러나 연북장성의
경우 문헌기록과는 달리 複線으로 축조되었고, 진장성과도 근접하여 명확한
주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며, 연북장성의 다음 지점을 내몽고 興和縣
북부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로부터 장성은 동쪽으로 향하여 張北縣 남쪽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남쪽으로 꺾여 장가구시 북쪽으로 나간 뒤 다시 동쪽으로 방
향을 틀어 宣化縣과 적봉현 경계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이후 장성은 적봉현의
西邊을 따라 동북쪽으로 진행하여 위장현 북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을 연장성의 남쪽지선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적남
장성으로 불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그에 따르면 연북장성의 또 다른 지선이 있는데 이 선은 隆化縣 서북
三道營에서 난하 동남부를 따라 내려가다 융화현 남쪽에 이른다. 여기서 동북
쪽으로 방향을 틀어 七老圖山을 넘어 내몽고 적봉시 坤都河를 돌아 동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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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다. 이 장성은 오한기 서남쪽에서 그치는데, 이후 장성의 정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오한기 동북쪽에서 나만기와 고륜기를 지
나 창무현에서 그치는 또 다른 장성선은 연장성이 아닌 통일 진장성이다(陳可
畏, 1995). 즉 진가외의 연구에 따른다면 연장성은 요서는커녕 요령성 안으로
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되며, 오직 진장성만이 요령성 안으로 들어가 요하를
넘지 못한 채 요서에 그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대회에서 발표된 趙化成의 연구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조화성은
지금까지 하북성 북부, 내몽고 소오달맹, 요령성 서부지역에서 진행된 장성 발
굴조사를 기초로 이 지역에 3개의 동서주향의 고대 장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북단에 진장성이 위치하고 있고, 최남단에는 한장성이 위치하
고 가운데 연북장성이 위치한다. 그가 추정한 연북장성의 주향은 내몽고 소오
달맹 객라심기 강가만자촌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진행하여 적봉시 남부를 지나
노합하를 건너 건평현 북부로 들어가고 다시 오한기 중부까지 연장되어 북표
현 최북단을 경유하여 부신현으로 들어간다(趙化成, 1995). 즉, 조화성 역시
연북장성의 동단을 북표현 이상으로 연장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1982년 문헌자료만을 이용하여 연장성의 주향을 조양~양평으로 주

장하였던 甌燕 역시 그동안 축적된 고고자료를 이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연장

성의 주향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장성은 하북성 장가구 지구의 독석구
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沽原, 위장, 객라심기, 적봉시 남부, 건평현 북부, 오한
기, 북표를 경유하여 부신에 이른다. 그 역시도 북표 이후의 주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甌燕, 1995).64) 따라서 일단 1994년까지 고고자료를 근거

로 한 대부분 중국 학계의 연구는 연진장성의 동단을 요서지역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입장도 존재하는데, 1986년에 발표된 馮永謙과 何溥

64) 甌燕에 따르면 이 沿線에는 烽燧와 城障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甌燕,
1995, 「我國長城的考古發現與硏究」 『長城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 長春: 吉林
人民, 255쪽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그림 7> 1994년까지 주장된 중국 학계의 연진장성 주향 65)

瀯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연진장성의 내선의 경우 부신이, 외선은
북표가 동단이라 추정하였다. 여기까지는 소개한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그러나 풍영겸과 하부영은 외선장성이 부신으로 들어간 후 유적은 분명
하지 않지만 최근에 행해진 고고조사에 따라 요북과 요동지역에 일련의 연나
라 유적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통해 장성의 주향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근거로써 鐵嶺城 남쪽 50리 떨어진 新臺子鎭에서
발견된 유지를 연·진·한시기의 성지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장성의 주향을
동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장성이 淸原, 신빈, 桓仁을 지나 관전에 도달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환인 雅河鄕 望江樓에서 출토된 전국시대

65) 송호정, 2003, 앞의 책, 305쪽의 <중국 학계의 연·진 장성 유적 분포도>를 인용
하였는데, 이 그림은 1994년 『長城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에 실린 甌燕의 「我國
長城的考古發現與硏究」라는 글의 <圖二 遼寧境內古長城走向示意圖(據『遼寧古
長城』復制)>를 재인용한 것이다. 구연의 그림은 그 자신의 설명처럼 馮永謙과 何
溥瀯의 『요령고장성』을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부신 이후의 장성 주향은 다른 모양
으로 표시되어 추정의 상태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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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기구와 철도끼 등의 유물과 관전 雙山子·太平哨·下露河 등의 향에서
발견된 明刀錢과 농기구 등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성이 이후 동남으로 연
장되어 압록강까지 연결된다고 보았다(馮永謙·何溥瀯, 1986).
이러한 풍영겸과 하부영의 장성 주향을 고고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구체적
으로 확인한 연구가 閻忠의 연구다. 그는 연북장성의 주향이 남북 두 갈래 즉
내선장성과 외선장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풍영겸의 설을 계승하였다.66) 우선
그가 주장하는 외선장성에서 약 50km 남으로 떨어진 내선장성의 주향을 살펴
보자. 그는 연장성의 서단인 조양을 하북성 독석구와 난하 일대로 추정하고,
장성이 독석구 북쪽 난하의 남쪽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豊寧縣 북쪽을 지나 위
장현으로 진입한 후 위장현을 돌아 적봉시 남부를 거친다고 보았다. 적봉시 남
부를 거친 장성은 노합하를 건너 건평현 북부와 오한기 남부 사이를 지나 요령
성으로 들어간다. 이후 요령성으로 들어간 장성은 북표현으로 들어간다. 이 주
향은 항춘송의 발굴 보고에 근거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항춘송의 주향
은 북표에서 그친다.67) 그것은 북표까지만 장성이 명확하게 그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신의 북쪽을 지나 요하를
건너 요양시 老城北쪽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閻忠, 1995).
그런데 염충 자신도 인정하듯이 부신 경내로 들어간 장성의 주향은 불분명
하여, 이후의 주향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갖는다. 다만 그는 이렇게 불
분명한 주향이 압록강을 건너 大寧江에 이르면 다시 확인된다고 보았는데, 근
거는 1980년대 북한에서 진행된 발굴조사다. 1984년 조선사회과학원 고고연

66) 馮永謙은 고고발굴의 성과를 종합하여 燕北長城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음을 밝
히며 북쪽의 것을 外線長城, 남쪽의 것을 內線長城이라 하였다. 또한 외선장성의
경우 赤峰市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赤北長城이라 하였고, 내선장성은 적봉
시 남쪽을 통과한다고 하여 赤南長城이라 하였다. 馮永謙·何溥瀯, 1986, 『遼寧
古長城』(沈陽: 遼寧人民), 14쪽. 그러나 처음 적북(남)장성이란 용어를 사용한 項
春松은 적남장성이 연북장성이라고 보았고, 적북장성은 진통일 후 건설된 진장성
이라고 보았다. 項春松, 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査報告」, 『中國長城遺
迹調査報告集』, 北京: 文物, 18쪽
67) 項春松, 1981, 위의 글,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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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와 역사연구소, 문화보존연구소가 대령강과 그 지류인 昌城江 東岸에서
고대 장성유지를 발견하였다. 이 장성은 평안북도 박천군 중남리에서 시작하
여 같은 군 원남리를 지나 영변군 고성리를 경유하여 태천군 용흥리 → 학당리
→ 덕화리 → 풍립리 → 양지리(이상 태천군) → 동창군 학복리 → 학승리 →
봉용리 → 학성리 → 신안리(이상 동창군)로 이어지는 300여 리(약 12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8) 대령강을 자연 해자로 삼아 길게 뻗
은 이 장성은 주로 돌과 흙을 섞어 쌓아 만든 것으로 문헌에서는 그 기록을 찾
을 수 없는데, 출토된 瓦片과 陶片들의 무늬나 질을 통해 그리고 축조방식을
통해 高麗 千里長城으로 추정되었다.69)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이것을 연북장성의 동단으로 파악한다. 그 근거로
는 앞에서 언급한 사료의 내용들과 대령강 유지에서 발견된 古瓦片과 古瓷器
片들을 제시하고 있다. 염충은 발견된 와편과 자기편들의 색채가 회청색·연
홍색·적색·흑회색을 띠고 있었으며 문양은 赤木葉紋·布面紋·波浪紋·直
線紋 등이었는데, 이것들 모두 전국시기 연나라 유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령강에서 발견된 장성유지를 연의 장성유지로 파악할 수 있
다는 것이다(閻忠, 1995).70) 그러나 동주신의 주장처럼 해당 지역에서 연나라

68) 손영종, 1987, 「대령강반의 옛장성에 대하여」, 『력사연구』 122, 24~25쪽
69) 손영종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대령강장성을 高麗 千里長城의 일부로 보았다.
첫째, 이곳에서 발굴된 瓦片과 陶片들이 高麗時代 축조된 다른 장성들에서 발굴
된 와편과 도편들과 무늬와 질에서 동일하다는 점. 둘째, 축조 방식에 있어 길고 납
작한 돌을 사용하고, 성벽 앞면에 쌓은 돌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성벽 밑에 큰 돌을
사용한 점. 셋째, 장성 근처에 읍성과 읍성을 연결한 요소마다 진성이나 보성을 쌓
은 것.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을 고려시기 천리장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파
악하였다. 孫永鍾, 1987, 「대령강장성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87-2, 44~45쪽
70) 馮永謙 역시 大寧江 유역에서 발견된 장성유지를 燕北長城의 유지라고 추정하였
는데, 그는 그것의 주향이 추정되고 있는 연북장성의 주향과 일치하고, 무엇보다
그 축성방법과 구조가 연북장성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풍영겸의 주
장에 더해 鄭君雷는 사료의 분석을 통해 그것이 燕長城의 동단, 즉 邊界라고 주장
하며 대령강장성 외측은 연에게 점유되었던 연의 羈縻地域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劉子敏은 대령강장성이 『史記』 「朝鮮列傳」에 등장하는 衛滿이 넘었던 塞라고 해
석하고, 대령강장성이 바로 사료에 등장하는 ‘遼東古塞’라고 해석하였다. 馮永謙,
1991, 「東北古代長城考辨」, 『東北亞歷史與文化』, 沈陽: 遼沈書社, 26쪽; 鄭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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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이 발견된다는 것이 그 지역에 연나라 문화가 전파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
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연의 세력이 도달한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신 경내로 들어간 장성의 이후 주향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은 孫杰의 연구다. 그는 1980년 부신의 장성을 조사한 결과와 1986~1987년
창무의 장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선장성의 주향을 추정하고 있다. 그
에 따르면 부신현 二色大隊村 서북 4km 지점 牤牛河 동안 황토 沙丘地域에

서 북표시로부터 뱀처럼 이어진, 지역민들이 ‘土龍’으로 부르는 土道를 발견하
였다. 그는 이것을 연북장성의 일부로 추정하였는데, 이것은 이후 岳叉溝와
胡頭溝 사이를 지나 四家子南山을 경유하여 鷄冠山 남쪽 기슭으로 연결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주향이 불분명하였기에 그는 더 이상 토도를 통해
주향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손걸은 부신시에 산재되어 있는
臺, 障, 城堡 등의 장성 시설물의 분포를 가지고 주향을 추정한다. 발견된 城
址는 下新丘南山城址, 사가자남산성지, 靴子山城址, 雙井子城址, 高家屯城
址, 關才山城址, 西二龍山城址, 後窩堡城址, 代海西馬圈子城址, 南沙利城
址, 沙金小南梁城址, 沙金城址, 後査臺城址, 代海四合城址, 小四家城址 등
인데, 이들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창무현 경내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한다(孫
杰, 1997). 그러나 이곳 유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戰國時期의 筒瓦, 板瓦, 獸面
瓦當, 陶鼎, 豆, 壺, 罐 등으로 명확히 장성의 유지임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성지와 관련하여 방어선의 최말단을 구성하던 봉수의 흔
적과 관련한 보고가 없어 발견된 성지들이 장성의 봉수 유지들인지 아니면 그
상위의 부설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은 창무현 경내로 들어갔다는 장성의 주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는 창무현 경내에 들어간 장성의 주향을 四堡子鄕에서 興隆溝와 吳家店·壕
外屯·石門子를 경유하여 동남쪽으로 방향을 꺾어 滿堂紅鄕으로 들어갔다 十

雷, 1997,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 97-1, 70쪽; 劉子敏, 1996, 「戰
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96-5,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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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子·沙家를 경유하여 杏山·王家·于家·侯家·後孔家·鄢家·小山屯·
小王家·西王家·東王家屯을 지나 계속 동남으로 연장되고, 五家子·任家·
壕外屯을 지나 계속 남으로 연장되어 小關家·小楊家店을 지나 창무현 경내
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았다(孫杰, 1997). 그러나 그가 이 주향에 대한 증거
로 제시한 것이 지역 주민이 이 토도를 ‘토룡’ 또는 ‘石龍’, ‘邊墻’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주변에서 明刀錢이 발견된 것뿐이어서 이를 결정적인 장성의 근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요컨대 장성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인 장성의 시설물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그는 이와 같은 주향을 갖는 내선장성이 외선장성과 부신의 동북 끝
에서 만나 하나의 선으로 창무현으로 들어간 후 新民 → 법고 → 개원 → 鐵嶺
을 지나 요하를 넘은 후 동쪽으로 청원과 신빈을 지나 압록강을 넘어 갈석산에
이른다고 보아 연북장성의 동단을 한반도 서북부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내선
장성과 외선장성이 약 50km 떨어져 있다는 기존 연구와는71) 다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Ⅴ. 線에서 點으로, 長城 인식의 변화

遼東의 長城線이 장성 유적이 아니라 출토된 瓦片이나 陶片 등을 통해 방증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꾸준히 장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향에 대한 견해가 제출
되는 것은 아마도 장성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산물일 것이다. 장성에 관한 초
기연구는 장성을 연속된 벽으로 이해하였고, 장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문
헌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이것은 1994년 국제대회에서 발표된 陳可畏
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燕長城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이 그 동단을

71) 項春松, 1981,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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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부지역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문헌상 장성의 동단은 襄平縣으로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문헌기록에 어디에도 朝
鮮과 眞番 경내에 장성을 축조했다는 기사가 없음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문헌
에는 그저 塞와 障을 축조했다는 기사가 나올 뿐이다(陳可畏, 1994). 즉, 1994
년 국제학회에서 진가외가 천명한 입장은 장성과 장새를 분리하고, 장새의 경
우 장성과는 별도의 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장 말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장성을 연속된 벽이 아니라 요새
나 초소와 같은 거점의 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생겨났다.
彭曦는 같은 국제학회에서 장성 개념의 범주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
성은 벽인 城(墻), 烽(燧), 障(塞)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
은 모두 불가결한 장성의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그는 현재 국내외 학자들이 장
성을 긴 담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장성연구의 장애로 작용
한다고 하였다(彭曦, 1995).72) 그리고 이 입장은 閻忠의 지지를 받게 된다.73)
따라서 이제 장성과 관련하여 담은 물론이거니와 전진 기지의 성격을 갖는 요
새가 설치된 모든 곳을 장성의 주향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리
고 나날이 발전하는 고고학 발굴기술에 따라 장성의 주향은 더욱 복잡해져, 쉽
사리 단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 들어
각 지역에서 개별적인 고고발굴이 진행되면서 더욱 격화된다. 그러나 장성의
주향연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유독 요동지역에서만 복잡성을 띠고 있는 것은
장성이 국경으로 인식되어 영역확정과 깊은 관련을 갖기 때문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장성의 주향은 끊임없이 동쪽을 향하게 되었다. 물론 길어지는 주
향에 대한 자체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蕭景全은 李文信에서

72) 彭曦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제는 이미 1988년 발표된 「從文化區系關係看長城的
歷史」, 『慶陽師專學報』 88-1에서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글은 구해 보지
못하였다.
73) 閻忠은 障塞, 塞가 모두 장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았다. 閻忠, 1995, 「燕北長
城考」, 『社會科學戰線』 95-2,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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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奈曼 庫倫 이후의 阜新 → 彰武 → 法庫 → 開原 → 新賓 → 寬甸 →
압록강이라는 주향은74) 고고 자료의 결핍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
등장한 창무 → 법고 → 遼河 → 吉林 → 琿春이라는 張博泉의 주장이나,75) 鐵

嶺 → 撫順 大伙房水庫 이동 → 渾河·蘇子河 → 太子河 → 관전 → 압록강
이라는 劉子敏의 주장76) 모두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 염충이 창무현으로 들어간 장성의 연장으로 길림성 梨樹縣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77) 추측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이수현 二
龍湖에서 발견된 戰國時期 古城址에 대해서는 연나라 장성선 밖의 屯戍遺迹
이라고 분석하여, 발굴되는 둔수 유지나 고성지가 모두 연장성선으로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다(蕭景全, 2000). 이것은 고고자료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이용하려는 일련의 연구태도에 대한 자기반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경전 역시 장성의 동단이 요서에 그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는
다. 그는 염충의 부분적인 오류를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북표에서 나온 장성이
부신을 통과한다는 점에서는 염충의 견해에 동의한다. 더하여 그는 염충의 뒤
를 이어 장성을 창무로 연장한 孫杰의 연구를 지지한다. 즉 손걸의 주장을 확
인하고 인정하는 소경전의 연구는 장성선을 창무현까지 확정하고, 이후 연구
가 장성을 창무현에서 더 확장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고고학 발
전에 따른 결과인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장성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 고고자료가 연구에 사용된 이래 1940·1950년대 이문신과 佟柱
臣이 요서까지 장성의 주향을 확정한 후, 1980년대에 들어 項春松이 나만과
오한기, 북표까지 장성선을 확정하였다.78)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염충은 북표

74) 李文信 이후 이 노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李殿福과 馮永謙, 何溥瀯이
있다.
75)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長春: 吉林大學, 47~48쪽
76) 劉子敏, 1996, 앞의 글, 134~135쪽
77) 閻忠, 1995, 앞의 글, 185쪽
78) 1987년에 발표된 李慶發과 張克擧의 글에 실린 <圖一 遼西秦·燕·漢秦長城>에
서 역시 燕秦長城의 주향은 北票市에서 끝나고 있다. 심지어 같은 해 발표된 甌燕
의 글에선 연북장성의 동단이 敖漢旗에 그치고 있다. 李慶發·張克擧, 1987, 「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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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신까지 주향을 연장하였고, 손걸은 창무현까지 연장한다. 이제 2000년
소경전이 주장하는 창무현을 빠져 나온 장성을 따라가 보자.
손걸은 창무현을 빠져나온 장성이 동쪽으로 꺾어지나 그 구체적인 향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경전은 그 장성이 창무현과
新民의 경계를 따라 동으로 진행한 후 법고현 葉茂臺鎭으로 진입하고 다시 동
쪽으로 나아가 지금의 철령지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주향은
다음과 같다. 철령시 鎭西堡·龍首山 → 新臺子鎭 邱臺子·懿路 → 沈陽市
경내 → 新城子區와 東陵區 동부 矮丘 → 渾河 北岸 → 東陵區 上伯官 → 撫
順市 順城區 李石寨鎭 → 劉爾屯·四方臺·大南鄕 東臺 → 동릉구 深井子鎭
鄂家溝 → 撫順縣 拉古鄕 → 심양시 蘇家屯 白淸鄕 和順·關臺溝 일대 → 무
순현 海浪鄕 → 本溪市 → 본계시 溪湖區 後湖公園 → 明山區 高臺子鎭 威
寧 → 명산구 牛心臺鎭 大濃湖 → 본계 滿族自治縣 小市 張家堡 → 소시 謝

家崴子 水洞 → 山城子鎭 朴家堡 → 碱廠鎭 → 무순시 신빈 만족자치현 남부

변경 → 桓仁 만족자치현 → 木盂子鎭 四道河子鄕 三道河子村 → 縣城 → 雅
河鄕 回龍山 → 관전 만족 자치현 → 步達遠 → 太平哨 → 紅石砬子 → 永甸 →
長甸을 지나 압록강에 이른다.
다음은 이러한 주향을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로 제시한 유적들이다. 이 유
적들은 차례대로 장성의 주향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선 소경전은 戰

國·漢代遺址로 확인된 법고현 엽무대진 石樁子村 馬鞍山 유지를 장성의 주
향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철령시 진서보 용수산 일대에서 발견된 전국
시기 兵器와 刀幣 등의 유물을 통해 주향을 확정한 후, 철령시 신대자진 구대
촌에서 발견된 대형 성지를 전국·한대 성지로 규정하여 주향을 연장한다. 심
양지구에서는 전국시기 묘와 연나라 화폐, 한대 봉수대, 도폐 등이 발굴되었다
고 하는데, 이것들은 철령과 무순지역 일대에서 발견된 것들과 동일한 질을 가
진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근거로 심양과 무순 사이에 연진장성의 주향을 추정
寧西部漢代長城調査報告」, 『文物』 87-2, 3쪽: 甌燕, 1987, 「我國早期的長城」,
『文物』 87-2,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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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81년 무순현 原劉山鄕 劉山堡村의 西臺山 봉수대에서
발견된 도편과 그릇들 역시 이곳이 연진장성의 주향임을 증명한다고 하였고,
동대산과 서대산 경계에서 발견된 돈대 또한 그것의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무
엇보다도 소경전은 납고향에서 발견된 유지들을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납고
향의 趙家堡子 동남 500m 산상, 납고향 동북 1,500m 산상, 東徐家 동북
500m 산상, 大甸子村 500m 산상, 房身村 서쪽으로 멀지 않은 산상, 松崗村
소학교 뒷산과 陵山溝와 淺溝村 사이, 那家街와 張家街村 산상에서 각기 돈
대가 발견되어 이곳이 연진장성의 주향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본
계지역에서도 근래 많은 전국시기와 진한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다고 하
였으며, 환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진한시대의 유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압록강 우안 丹東地域과 관전 만족자치현에서도 다량의 전국시기 도폐와 철
제 농구가 발견되었다고 하였다(蕭景全, 2000).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1980년대 李殿福이 인정한 것과 같이 방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주로 동북에서 散見되는 연나라 明刀
錢과 전국시기 철제 농구가 증거물이 되었으며, 부서지거나 희미한 돈대의 유
지가 근거가 되었다. 요컨대 장성을 연결된 벽이 아닌 점의 연결로 이해하면
서, 동북 특히 요동지역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돈대나 전국시기 유물 출토지가
하나의 선으로 파악된 것이다. 특히 장성 주향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돈
대의 경우는 개인적 발굴이나 시박물관 차원의 것들도 상당수 있어, 발굴경위
와 그 내용이 아직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근거로
삼고 있는 이들 현장조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성은 꾸준히 압록강까지 연장되었고, 이
러한 연구보고는 다음 연구자들에게 근거로 작용하여 또 다른 후속연구를 추
동하였다.
소경전의 후속연구로 살펴볼 것은 2007년에 발표된 許志國의 연구다. 허
지국 역시 소경전과 동일하게 창무 이후 장성선을 확정하려는 노력을 진행한
다. 그는 일단 창무 이서까지의 장선선은 확정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경전의
뒤를 이어 손걸이 비정한 창무까지의 주향을 인정하고 확정한 것이다.79)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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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무 이동의 장성선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현재 발견된 고고자료를 통
해 장성선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부신을 통과한 장성이 창무
→ 법고 → 철령 → 開原을 경과하여 요하를 넘은 후 동쪽으로 향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요하를 넘은 장성선은 다시 굴절하여 동남쪽으로 진행하여 신빈을
지나 관전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남쪽을 향하여 압록강을 건너 조선 경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許志國, 2007).
이 주향은 앞서 소경전이 고고자료의 부족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주향이다. 즉 소경전은 창무를 나온 장성이 법고를 지나 방향을 동남쪽으로 틀
어 철령으로 들어간 후 아래로 방향을 잡아 무순시를 거쳐 본계를 지나 다시
약간 동북쪽으로 돌아 신빈 만족자치현의 남부를 지나 환인 만족자치현을 지
난다고 보았으나, 허지국은 법고를 나온 장성이 그대로 동쪽으로 진행하여 철
령, 개원을 지난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두 연구에는 철령으로 들어간 장성이
무순을 지나는가 아닌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80) 그러므로 창무 이전의 주향
과 창무 이후 장성이 법고로 들어간다는 점을 주장한 점에서 허지국의 연구는
소경전 연구의 후속 연구라고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연구자의 주향은 거
의 차이점이 없다. 허지국이 창무를 나와 법고를 지난 장성이 철령을 지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론하는 고고 자료들 역시 소경전이 거론했던 법고현
엽무대진 석장자촌 마안산 유지, 철령의 신대자진 구대 유지, 철령시 진서보
용수산 등이다. 그리고 나머지 철령에서 달라지는 주향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
연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 진행한 현지조사의 결과들을 나열한
다.81) 그 결과 허지국 역시 철령에서 개원이라는 한정된 지역 안에 존재하는

79) 許志國 단계에 이르면 孫杰의 彰武路線이 단지 지지받는 정도가 아니라 장성선으
로 확정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 학자들이 遼西 이후 장성선을 확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시박물관 또는 개인의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된 장성선
은 다음 연구자에 의해 지지되고, 그러한 지지는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해 확정의 단
계를 밟는다.
80) 허지국 역시 이후 글에서는 개원을 나온 장성이 무순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실
제로 두 사람의 연구의 차이는 없는 셈이다.
81) 許志國, 2010, 「遼北燕秦漢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硏究」, 『遼寧考古文集』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장성의 실체를 세세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필자로서는 두 연구자의 주향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럼에도 두 연구자의 주향을 간단히 비교한 것은 이것이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나는 중국 학계의 장성연구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무순
시박물관 소속의 한 연구자가 장성의 주향을 무순시로 추정하고, 철령시박물
관 소속 연구자가 장성의 주향을 철령에서 개원으로 이끌었다. 기록의 복잡함
과 장성 유지의 불완전성, 그리고 점을 이용한 장성의 연장, 장성선을 국경선
으로 파악하는 태도, 여기에 장성의 흔적을 찾는 현장조사가 개별적으로 진행
되며 장성은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Ⅵ. 맺음말

이상과 같이 장성과 관련한 일본과 중국 측 연구를 개괄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정리과정에서 들었던 몇 가지 단상을 맺음
말로 갈음하고자 한다.
초기 장성연구가 滿洲史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서 주도하였다면, 중국
측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비로소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무래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던 고고발굴의 영향과 1979년 國家文物事業局
주재로 개최된 長城保護硏究工作 좌담회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2. 허지국은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주장한 주향을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 발견의 성
과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 증거들은 철령에서 개원에 이르는 지역
에 한정되어 있어, 개원 이후의 주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허지국 본인도 인정하듯이 개원 이동에서는 장성의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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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고발굴의 경우 특히 居延地域에서 발굴된 漢簡은 서북지역 장성의 풍경
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대 고고발굴의 성과는 각 성
마다 산재된 장성의 주향을 복원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戰國時期
각 제후국이 쌓았던 장성의 주향이 확인된 것은 장성연구를 더 이상 문헌에 의
존한 연구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듯 각 성마다 존재하는 장성선
의 복원은 전체 장성선을 확인하는 다음 단계의 연구를 촉진하였다. 한편 장성
선의 복원과정에서 등장한 또 다른 문제는 장성의 끝이 어딘가 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장성이 축조되었던 해당 시기 중국의 영역 범주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었는데, 장성선과 국경선을 일치시킨 것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흥미롭게도 장성의 마지막 지점을 확정하려는 연구와 관련하여 일본 측 연
구가 주로 장성의 서단이라고 할 수 있는 河西地域 연구에 집중된 것과는 달
리 중국의 장성연구는 동단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서단과는 달리 동단이 국경
확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고학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1970~1980년대의 연구들은 장성의 동단을 遼西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90년대 들어 변화한다. 이것은 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촉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장성은 벽의 연속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문헌에 등
장하는 장성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은 장성이 벽, 즉 선이 아닌 점들의 집

합체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고고발굴을 통해 벽이 없는 烽燧와 亭鄣이 발견됨

으로 인해 이제까지 장성에서 배제되어 있던 障塞가 장성으로 이해되기 시작
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성의 풍경은 변경에 쌓여진 긴 벽 즉 邊墻(이것은 결국
明代 이후 장성의 풍경으로 규정된다)이 아닌 봉수대나 정·장, 關城 등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장성선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고, 이것은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후 장성선은 그 주향을 아주 복잡하게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맞물리며 장성선을 좀 더 동
쪽으로 연장하게 하였다. 1980년대 奈曼과 敖漢旗, 北票까지 연장되었던 장성
선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阜新, 彰武를 지나 鐵嶺, 沈陽, 撫順을 거쳐 本溪
로 들어간 뒤 桓仁을 거쳐 寬甸을 지나 압록강에 다다른다.82) 그러나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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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앞선 연구 성과 정리에서 확인되듯이 최근의 연구는
봉수 또는 정, 장 등이 장성의 구성성분이 됨에 따라 전국시기 또는 한대 유물
이 발견된 모든 유지를 장성선과 일치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요동지역에서 발
견된 모든 전국시기 또는 한대 유물 출토지를 동쪽으로 향하는 하나의 선 위에
서 파악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은 장성을 벽의 연결이 아닌 점의 연결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전국시기나 진한
대 유물 발견지를 곧 장성의 수비를 위한 병졸의 주둔지로 일괄할 수 있는지,
혹 돈대가 발견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장성선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는 흩어져 있는 점을 하나의 선 상에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의
문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장성선이 연구자들에 따라 제각기
확정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검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학계의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1979년 좌담회의 결
과가 1981년 『中國長城遺迹調査報告集』으로 나왔고, 1994년의 장성국제회의
의 결과가 1995년 『長城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으로 나온 이래 중국 학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전무하다. 중국 학자 스스로
도 인정하듯이 각 성마다, 연구자들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 발표되는 장성의 주향을 어떻게 받
아들여야 할지가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다.83)
한편 장성의 주향과 관련하여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

82) www.xinhuanet.com의 2004년 6월 22일자 ‘中國世界遺産: 萬裏長城 中華大地
上的一條巨龍’이라는 표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1992년 고고학자들이 장성의 동단
을 압록강변 遼寧省 丹東 虎山 南측이라고 실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을 근
거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2000년
이후 중국 학계에서 연진장성의 동단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
고 있다. 대신 압록강설이 조율된 입장으로 천명되는 느낌이 든다.
83) 許志國은 遼東 경내에서 燕秦長城의 위치와 주향을 확인하기 위한 고고 발굴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지조사의 부족과 기타 원인으로 최종 확인이 안 된 상태라
고 고백하였다. 許志國, 2007, 「遼北境內燕秦漢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硏
究」, 『博物館硏究』 98,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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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장성을 선이 아닌 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장
새를 장성으로 본다면 그것을 국경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점유보다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초대나 혹
은 적의 영토에 건설된 거점의 의미가 강하다면 그것을 곧바로 영토의 경계선
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은지도 궁금하다. 모순된 기록, 불완전한 발굴 자료, 의
도적 해석들은 장성학이 넘어야 할 산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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