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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고는 사기 가 원칙적으로 기존의 원 사료를 충실히 옮기는 데에 주안
점을 두었으며, 특히 전쟁과 반란 관련 기록은 정부 측에서 작성된 공식 보고
서류가 중심이 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조선열전도 한의 고조선을 침공해
서 멸망시킨 이후 전공을 판단하기 위한 공식 보고서가 일차 자료 을 것으
로 보고, 한의 고조선 침공 및 고조선 멸망을 한에서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살
폈다. 한은 먼저 침공의 일차적 합리화를 外臣의 의무 불이행에서 찾았다. 그
렇지만 이 외신이란 본래 특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외교적 개념은 아니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한의 입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한은 고조선 침공의 직접적 정당성을 고조선의 ‘반란’에서 구했다. 한
의 제후왕 반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조선의 遼東都  공격을 ‘반란’으
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도발했다. 봉선제사가 치러진 이후 전쟁이 시작
되었다는 점, 전쟁에 동원된 자들이 구체적인 郡國에서 징집된 자들이라는 
점, 그 대부분은 死罪를 저지른 죄인 출신이라는 점은 전쟁의 경과를 이해하
는 주요한 사항들이다. 한편 고조선의 타협 시도, 대신들의 항복 의사, 누선장
군과 좌장군의 알력 등 멸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사기 의 남월 및 동월
에 대한 기록을 참조할 때 그 구체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고조선의 멸망
과 관련해 제기된 원봉 4년설은 찬성하기 어려우며, 한대 봉후의 구체적 사례 
및 다른 기록과의 정합성으로 보건대 원봉 3년으로 보아야 한다.

주제어 : 고조선, 멸망, 사기 , 조선열 , 한 왕조

Ⅰ. 서론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논저에서 다루어졌다. 고조선 멸망
과 관련한 사료가 특별히 더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고고학 자료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눈에 띠지만, 이것 또한 왕조가 멸망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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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하게 드러내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를 작성하는 이
유는 정작 가장 중요한 문헌사료인 사기  조선열전의 전체의 구성과 
용어사용을 천착한 연구가 의외로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왕의 
고조선연구는 주로 고조선의 강역 및 국가체제, 정치세력 등에 관심을 
집중했던 반면, 조선열전의 대부분은 고조선의 멸망과정을 서술하고 있
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조선열전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조선
열전에 기록된 고조선 침공 내용이 이 전쟁을 도발하고 또 결과적으로 
승리했던 漢人에 의해 작성된 전쟁 공적 보고서류에 근거해 구성되었다
는 점이다. 조선열전에는 고조선의 전략 등 전쟁의 전말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漢이 고조선 침공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적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차자료로서
의 전쟁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기술되어
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조선열전의 의미를 추적해야, 그 사료가 갖
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편으로 
전쟁의 명분과 근거가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함과 동시
에, 또 한편으로는 출병과정 및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최종 戰功

을 엄격히 판단해야 할 필요에 의거해 정확히 기술되어야 했을 것이므
로, 이러한 입장에서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과정을 축차적으로 세밀
히 천착해 보고 싶다. 

한편 한에게 고조선 전쟁은 주변국에 대한 침공의 일환이었다. 그래
서 우선 사기  조선열전을 사기 의 다른 주변국의 열전과 함께 읽는 
방식을 취했다. 흉노열전을 비롯해 남월열전, 동월열전, 서남이열전은 
조선열전과 동일한 구도로 서술되었다. 다루고 있는 시기도 거의 같다. 

전쟁 관련 기록이므로 그 기술 형식도 유사하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흐름만을 비교할 뿐이었지만, 본고에서는 용어, 인물 그리고 
서술기법 등의 세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그동안 의외로 고조선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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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처럼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드러내 보려고 한다. 마지막에는 
최근 제시된 고조선 멸망 시점과 관련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일 것이다.

Ⅱ. 고조선 침공의 구실

1. 사기 의 반란 서술 방식

고조선의 멸망과정은 사기 의 조선열전에 가장 자세하다. 사기  
조선열전은 곧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조선열전은 다시 몇 개의 외국열전과 함께 
하나의 커다란 그룹을 구성한다. 각각의 열전은 개별적 지역의 역사를 
다루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서술 형식과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고조
선의 멸망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열전의 구성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
해야 한다면, 조선열전과 주변 열전의 구성 비교는 필수적이다.

다만 외국열전의 서술 형식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사기  전체의 서술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기 의 사료적 가치를 어떻게 평
가하느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1) 사기를 문학
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마천이 원 자료에 근거하되 자신의 
관점과 문체로 다시 저술(‘作’)했다고 보았다. 이 입장에서는 사기 에 
담긴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단어와 글자 모두에도 사마천의 관념이 담겨
져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히 사마천의 생애 특히 李陵의 禍로 말미암은 
울분이 사기  속에 어떻게 반 되었는가와 같은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사마천이 사기 를 작성하면서 참조했을 일차 자료를 적
극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때에는 이러한 입장이 크게 각광받았다. 그
렇지만 최근 출토 자료가 대거 발표되면서 적지 않은 부분이 사기 의 
내용과 중복되었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기 가 출토 자료를 매우 

 1) Michael Nylan, 1998-1999 “Sima Qian: A True Historian?”, Early China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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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참조하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자주 이용했던 故事의 내
용도 과거 그의 창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고사의 사례
도 사마천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사마천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기 의 내용은 문학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마천 개인이 창작한(‘作’) 것이 아니라, 그가 참조
한 일차 사료를 충실히 옮겨두는 데에(‘述’)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自序에서 자신은 대대로 내려온 것을 가지런
히 정리하는(‘述’) 것에 불과하지 ‘작(作)’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놓은 
바 있다.2)

사마천의 ‘述而不作’ 정신은 반란과 관련된 기록에서 가장 잘 드러난
다.3) 사기 의 전한 초기부터 무제에 이르기까지 반란 관련 서술은 놀
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확인되는데, 그 원칙은 실제적 반란이건 모의 수
준에 그쳤건 그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개하는데 할
애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吳王濞열전의 경우 오왕 비가 오왕에 봉해
지는 순간을 서술하면서 마치 이미 그 반란의 발발을 예견했던 것처럼 
시작한다.4) 그 후 반란에 이르기까지 발생했던 거의 모든 사건도 결국
은 반란을 가져오게 된 복선으로 처리된다. 즉 그 결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찾아 이를 시간적인 구성으로 
다시 맞추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은 사마천 개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반란의 죄목으로 최종 판결된 자에 대한 獄吏의 공
식적인 조사 결과를 충실히 따라야 이러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멸망 과정을 묘사한 조선열전도 고조선이 반란을 일으켰기 

 2) “余所 述故事, 齊其世傳, 非所 作.” (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pp.3299~ 
3300)

 3) 이 부분은 별도의 논고를 통해 자세히 밝힐 예정이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얼개만을 소개한다.

 4) “乃立濞於沛爲吳王, 王三郡五十三城. 已拜受印, 高帝召濞相之, 曰, 若狀有反

相. 心獨悔, 業已拜, 因拊其背, 告曰, 漢後五十年東南有亂 , 豈若邪? 然天下同

姓爲一家也, 慎無反! 濞 首曰, 不敢.” ( 史記  卷106, 吳王濞列傳, p.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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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침공한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후왕 
반란 형식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다. 즉 반란을 일으키기까지의 과정
을 기록하되 그 때까지의 세세한 죄목이나 움직임들을 적음으로써 반란
의 필연성과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요컨대 사기 의 전쟁 
및 반란 기록은 漢 왕조의 공식적인 문서에 기초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고, 본고에서 ｢漢이 구성한 고조선의 멸망｣이라고 제목을 단 의미도 사
마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漢의 공식적 보고서의 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사기  조선열 과 남월  동월열 의 비교5)

조선열전의 구성은 (1)위만조선 이전의 조선과 중국 諸왕조와의 관
계 (2)위만조선의 건국과정과 한과의 외교관계 (3)한무제의 조선침략과 
조선의 저항 (4)四郡의 설치와 군공의 처리 (5)찬자의 찬평의 5부분으로 
분류된다.6) 하지만 (1)과 (2)의 부분도 결국은 고조선 침공을 위한 정당
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1)의 부분은 ①조선왕 滿의 출신 ②전국시대 燕의 고조선 공략과 지
배 ③秦의 역 확대 ④한초 역의 조정으로 구성된다. ①에서 고조선
왕의 출신을 燕人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원래의 민족 소속은 고조
선계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고조선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사마천의 서술 방식이다. 이 점은 남월열전, 동월열전과 동일하다. 

남월열전에 남월왕의 출신을 眞定人으로 밝히고 있고, 동월열전에 민월
왕과 동해왕이 越王 句踐의 후예라고 굳이 쓴 것은 모두 이들 국가가 
혈연적으로 漢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②③④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지명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논급하지 않겠지

 5) 이하 古朝鮮, 南越, 東越과 관련된 기본적 사실은 특별한 주기가 없는 한 史

記  卷115, 朝鮮列傳․卷113, 南越列傳․卷114, 東越列傳에 의한다.
 6) 金翰奎,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測使料에 대한 再檢討｣ 釜山女大論文集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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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서술의 목적도 전국시대 이후 한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
조선 지역에 대한 역적 지배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함에 다름 아니다. 역시 남월열전에서 秦의 六國 겸병 이후 남월지역에 
桂林郡, 南海郡, 象郡의 군현을 설치하 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나, 동월
열전에서 역시 동월지역에 閩中郡을 설치했다는 점을 밝힌 것은 한의 
공격 이전에 역적 지배의 연고권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
다.

(2)의 부분에서는 먼저 ①만이 자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
본적으로 진말 한초의 혼란의 과정에서 망명해 나가 자립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원칙적으로 한에 부속되어야 할 자인데 잠시 형편상 
자립했던 것처럼 서술한다. 진번과 고조선의 만이 외에 전국시대 燕과 
齊에서 망명한 자들을 복속시켜 다스렸다는 사실을 특기한 것도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남월열전이나 동월열전에서도 趙佗 및 無諸와 搖
가 자립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진말 한초의 혼란 속에서 발
생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조타의 경우에는 南海 로서 주변지역을 공격
해서 자립했다고 되어 있고, 無諸와 搖도 鄱陽令 吳芮의 휘하에 들어갔
다가 漢을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漢과의 잠재적 연계를 갖고 
있었으며 부득이한 상황 하에서 자립하게 된 것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②漢이 이들을 인정한 상황을 소개한다. 조선열전에서는 
천하가 안정된 뒤 요동태수가 외신의 약속을 맺고 난 뒤 이를 황제가 
허락하 다고 한다. 남월열전에서는 陸賈를 보내어 정식으로 남월왕에 
임명했으며, 동월열전에서도 각각 민월왕과 동해왕으로 임명했다고 되
어 있다. 한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外臣으로서 규정되었던 것이다. 고
조선과 남월의 경우는 명백히 외신을 기록하 던 반면 동월은 한이 직
접 왕으로 임명했다는 점을 기록해 둠으로써 외신으로서의 지위를 표현
했다. 남월은 스스로 칭제하고 외신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 지만 적어도 한의 황제 앞에서는 외신으로서 칭신하게 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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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해 두었다.

이상 (1)과 (2)의 부분에서는 혈연적으로 그리고 역적으로 각 지역
에 대한 친연관계를 강조하고, 임시적인 이반 상태가 있었지만 결국 한
초에 외신으로서 칭신하 다는 구도를 드러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어 (3)고조선침략의 구체적 과정이 이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①외
신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 무제 원봉 2년(기
원전 109)에 사신 涉何를 보낸 부분이다. 그 내용은 외신으로서 ‘塞外의 
만이를 잘 보호하여 변방을 침탈하지 말 것, 만이의 군장이 천자를 입
견하고자 할 때 이를 막지 말 것’을 약속했지만, 眞番과 傍衆國이 입견
하고자 했으나 이를 막았다는 것과, 한에서 도망한 자를 점점 더 많이 
꾀어갔다는 것, 그리고 입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2)에서 성립된 
외신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②섭하의 
고조선 裨王의 살해, 고조선의 보복으로 이어지며 전쟁이 발발하게 되
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원인은 고조선 비왕의 살해이겠지만, 더 근본
적인 원인은 외신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데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남월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동
일하다. 남월왕 趙胡가 칭신하고 감히 마음대로 병사를 일으키지도 않
았으며 태자를 장안으로 숙위시키는 등의 의무를 지키려고는 했지만 끝
내 入見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남월왕 조호를 이은 嬰
齊가 즉위한 이후에 아들을 숙위시켰지만 본인은 입견하지 않았다고 적
었다. 그 아들 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內屬을 꾀해 입조를 결
정했지만, 이러한 정황에 반대한 呂嘉의 세력들에 의해 저지되었다고 
하면서, 한의 황제는 여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지만 여가
가 이들을 살해하면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동월도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외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았던 것은 동일하다. 민월왕은 외신으로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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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약속을 어겼다는 죄목을 걸어, 후
에는 稱帝를 걸어 동월왕에 대한 침공의 이유로 삼았다.

그렇다면 漢의 주변 지역의 침공은 국가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외
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삼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려면 결국 각국이 외신으로 자리 
매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열전의 (1)․(2)를 비롯한 남월과 동월열
전의 앞부분은 이를 위해 할당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전쟁 발발 직전까
지 조선열전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래 남월, 동월, 

고조선 등 주변국은 혈연적, 역적으로 한에 귀속된다는 입장을 천명
하고, 이런 원칙에 기초하여 비록 진말한초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반
한 자들이지만 한은 이들에게 외신의 지위를 인정해주었던 것인데, 주
변국이 외신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공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식의 서술이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정리되었지만, 그 핵심
은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외신 의무의 불이
행이었다.

3. 外臣 개념의 가변성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이 곧 내용의 허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
시 말해 고조선과 남월이 외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전
술한 사기 의 일반적 서술방식을 고려하면, 사마천은 적어도 (1)․(2)

에 해당하는 내용의 원자료를 직접 참조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과연 한초 한이 주변국과 약정한 외신의 개념과 조선열전에서 전쟁의 
빌미로 삼은 외신으로서의 의무가 일치하는 것일까? 즉 과연 외신이라
는 개념은 본래 한초 이래 고정불변한 것일까 그리고 외신은 이러한 약
속을 지켜야 했던 것일까라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신이라는 용어가 본래 특정한 의무가 동반된 특수한 개념인
가 여부를 살펴보자. 기왕의 연구에서는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외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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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 귀속된 이민족의 군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 한대의 외신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이를 특수한 국제질서의 한 유
형으로 이해했다. 그 용례가 전한 초기 무제기까지 한정되어 있다거나 
그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삼았다.7) 하지만 다음의 간독
을 보면 외신의 뜻을 전한 초기의 몇 가지 사례에 좁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① 使諸侯․外臣邦, 其邦徒及僞吏不來, 弗坐. 何 邦徒․僞使. ●徒․吏

偕使而弗爲私 人, 是 邦徒․僞使.8)

 ② 諸塞外蠻夷爲外臣 葆塞及不塞  外有急 軍吏謹以辨道 其不入葆及不

居塹內 吏卒相佐  輒 二千9)

①은 雲夢睡虎地 秦簡에 보이는 규정인데, 여기서는 諸侯와 外臣邦

을 구분하고 있다. 비록 外臣 대신 外臣邦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
만 동일한 개념임에는 틀림없다. 秦의 경계 바깥쪽 즉 塞外의 정치세력
을 모두 일컫고 있다. ②는 靑海省 大通縣 上孫家寨 115號 漢墓에서 출
토된 木簡이다. 이 간독이 출토된 한묘에서는 전한시기 昭帝와 宣帝시
기의 五銖錢 및 전한 말기 수장품이 발견되었던 반면 왕망시기의 동전
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대를 전한 말기의 것으로 추정한다.10) 

아울러 羌族이 활동하던 한의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반포되었던 내용으
로 판단되는데, 外臣을 塞外의 蠻夷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
신이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운 되었던 

 7) 權五重, 1992 樂浪郡硏究－中國 古代邊郡에 대한 事例的 檢討 , 一潮閣, 
pp.8~19.

 8) 睡虎地秦墓竹簡整理 組, 1978 睡虎地秦簡竹簡 , 文物出版社(이하 雲夢睡虎

地秦簡 으로 칭함), 法律答問, p.229.
 9) 國家文物局古文獻硏究室․大通上孫家寨漢簡整理 組, 1981 ｢大通上孫家寨漢

簡釋文｣ 文物 1981-2, 338簡 ; 李均明․何雙全 編, 1990 ｢靑海大通縣上孫家

寨115號漢墓木簡｣ 散見簡牘合輯 , 文物出版社, 290簡.
10) 靑海省文物 古工作隊, 1981 ｢靑海大通縣上孫家寨一一五號漢墓｣ 文物 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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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秦代 이후 적어도 전한말까지 줄곧 국가 경
계의 바깥 혹은 塞外의 만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편
이 나을 것 같다. 

문헌사료에도 여러 차례 외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함의를 지
나치게 특수한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가령 남월의 경우 建
元 6년 당시 황제만이 갖출 수 있는 장식인 黃屋左纛을 하고, 그 땅은 
동서 萬餘里에 달하며, 실제로 한의 변경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면서도 이름을 外臣이라고 했다.11) 반면 흉노는 이미 군사적으로 크
게 약화된 이후에도 외신으로 삼아 변경에서 朝請할 것을 요구한 데에 
대해 크게 격노했다고 한다.12) 더욱이 한과는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大夏와 같은 부류의 국가를 모두 招來하여 외신으로 삼겠다고 하기도 
했다.13) 한이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에게 臣이라는 호칭을 강제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유력 군장에게만 외신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친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모든 만이를 그 외신의 대
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야 위에서 인용한 간독 ①과 ②의 의미와 
통하게 된다.

이렇게 외신이 비교적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그들에게 특수
한 의무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고조
선과 남월이 외신으로서 약정되는 시점의 기록을 보자.

 ③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 史記  卷
114, 朝鮮列傳, p.2980)

11) “蒙乃上書說上曰, 南粵王黃屋左纛, 地東西萬餘里, 名爲外臣, 實一州主, 今以長

沙豫章往, 水道多絕, 難行. 竊聞夜郎所有精兵可得十萬, 浮船牂柯, 出不意, 此
制粵一奇也. 誠以漢之強, 巴蜀之饒, 通夜郎道, 爲置吏, 甚易. 上許之.” ( 漢書  
卷95, 西南夷列傳, p.3839)

12) “丞相長史任敞曰, 匈奴新破, 困, 宜可使爲外臣, 朝請於邊. 漢使任敞於單于. 單
于聞敞計, 大怒, 留之不遣.” ( 史記  卷110, 匈奴列傳, p.2911)

13) “既連烏孫, 自其西大夏之屬皆可招來而爲外臣.” ( 史記  卷123, 大宛列傳, 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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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燕丹散亂遼閒, 滿收其亡民, 厥聚海東, 以集真藩, 葆塞爲外臣. (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p.3317)

 ⑤ 遣陸賈立佗爲南粵王, 剖符通使, 使和輯百粵, 毋爲南邊害, 長沙接

境. ( 漢書  卷95, 西南夷兩粤朝鮮列傳, p.3848)

주지하듯이 ③은 고조선과의 외신 규약내용인데, 첫째 새외 만이를 
감독하고, 둘째 변경을 침범하지 않고, 셋째 만이가 천자를 알현하려고 
하면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고조선의 상황을 설명한 
④ 역시 ‘集真藩’이 ‘保塞外蠻夷’에, ‘葆塞’가 ‘無使盜邊’에 각각 대응되
는 것으로 보면, 주변만이 감독과 변경의 보호가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⑤는 남월의 사례이지만, 여기서도 ‘和輯百粵’이 ‘保塞外蠻夷’

에, ‘毋爲南邊害’가 ‘無使盜邊’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保塞外蠻夷’ ‘和輯

百粵’도 ‘無使盜邊’을 위한 전제에 불과하므로 이 구절을 두고 외신으로 
책봉된 조선과 남월이 주변 만이를 보호하는 특수한 의무를 부여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③의 셋째 내용을 보면 외신을 통한 간접적 
이민족 지배가 결코 한의 목적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새외 
만이를 외신이라고 통칭한 ②를 함께 고려하면, 이 규약은 일단은 한과 
외신 관계를 맺지 않은 만이들을 임시로 감독하되 동시에 새외의 만이
들이 한의 외신이 되는 것을 막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에게는 
변경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많은 만이들과 외신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
했지, 외신을 통해 이민족을 간접지배 하겠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내용은 새외 만이가 변경을 침범하지만 않고 
동시에 한과 군신관계라는 정치적 관계를 인정하면 외신으로 인정되었
다는 것일 뿐, 외신 자체가 특수한 국제질서를 의미하거나 외신에게 특
별한 의무가 부과되었던 것 같지 않다. 적어도 ‘保蠻夷’ ‘無使盜邊’ 외에 
외신으로서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고조선
에게 빌미삼았던 入見 조항, 한의 亡人을 유인하지 말 것과 같은 의무
라든가, 남월에게 빌미삼았던 入朝와 宿衛, 漢法의 사용과 같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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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래부터 외신에게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듯 외신이라는 개념 자체에 특정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은 시
대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요구를 부과될 수 있었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전한 초기에는 전란이 막 평정된 시기이므로 외신들에게 무
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점은 최근 湖北省 張家

山에서 출토된 呂后 2년 반포 율령에 의해 명확해졌다. 율령 조문에 따
르면 당시 漢은 내부 제후국과 대치 상황에 있었으며, 한에서 말과 황
금 그리고 각종 금속 제품이 한의 역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적극 
금지하고 있었다.14) 漢이라는 호칭을 제후국을 포함한 제국의 개념이 
아니라 제후국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은 전한초기 한과 제후
국의 대립 국면을 가장 잘 보여준다. 전한 文帝와 景帝까지도 적극적인 
제후 대책은 행해지지 않았다. 이렇듯 內臣으로 분류되는 제후들에게도 
漢이 적극적인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신에게 내신에게도 강제
하기 어려운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사실 내신인 제후국에 대한 의
무 조항도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오초칠국의 난으로 유명한 오
왕 비의 경우만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동전을 사적으로 주조한 것이 귀
책사유 중의 하나로 언급되지만15)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황제의 조칙
에 의해 동전 주조를 허용했었던 적이 있었다.16) 그러다 나중에 다시 
이를 금지하 고, 후에 금지한 상황에 맞추어 이전의 불법사실을 꿰어 
맞추었던 것이다. 남월에게 漢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시 삼았
지만, 이년율령을 보면 당시 제후국에서조차 漢法이 사용되지 못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외신에 대한 요구는 景帝시기 吳楚七國의 난을 전후로 제후국에 대

14)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 組, 2006 張家山漢墓竹簡 －二四七號墓 (釋文

修訂本), 文物出版社(이하 張家山漢簡 으로 약칭), 津關令.
15) “盜鑄錢, 煑海水爲鹽.” ( 史記  卷106, 吳王濞列傳, p.2822)
16) “至孝文時, 莢錢益多, 輕, 乃更鑄四銖錢, 其文爲半兩, 令民縱得自鑄錢, 故吳諸

侯也, 以即山鑄錢.” ( 史記  卷30, 平準書, 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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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의 우세가 본격화되면서 크게 달라졌고, 더욱이 황제권이 크게 강
화된 무제시기가 되면 내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외신의 의
무 또한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남월의 경우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난
다. 즉 고조와 여후시기에는 변경을 직접 공격한 것에 대한 책임만을 
물었다가, 문제와 경제시기에는 稱帝의 문제를 거론하 고, 무제시기에 
들어와서부터는 漢法을 사용하는 등 比內諸侯의 수준까지를 요구하
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경우에는 외신으로 약정한 이후 무제 元  2년
까지 별다른 사건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곤란하나, 고조선에게 요
구된 의무 중 한의 亡人을 유인하지 말 것과 같은 의무는 이년율령에 
제후왕과 관련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견의 의무 역시 요구되
었지만 경제 이전에는 오왕 비의 사례처럼 내지의 제후왕조차 거의 지
키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경우도 남월과 마찬가지로 
무제시기에 내신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강화된 외신에 대한 요구가 강
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한초부터 외신제의 외형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
도 불구하고, 침공의 근거를 찾기 위해 일단 외신으로서의 지위를 규정
한 뒤, 한초와는 크게 달라진 외신의 책무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구실로 삼으려 했던 논리의 구성을 찾을 수 있다.

Ⅲ. 쟁의 도발

1. ‘반란’의 조건

한은 원봉 2년(기원전 109년) 섭하의 고조선 장군 살해 사건에 이은 
고조선의 군사적 도발을 이유로 전쟁을 개시했다. 이 사건을 단지 ‘發兵

襲攻殺何’라고 기록했지만, 한에서는 이를 반란(‘反’)으로 간주했음에 틀
림없다. 이른바 신하가 병사를 일으켜 황제의 使 를 살해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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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문제의 발생은 涉何가 먼저 고조선의 비왕을 살해한 데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은 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 왕조가 ‘반란’을 
판단하는 근거는 누가 먼저 침공했는지가 아니라 신하의 신분으로서 군
사를 일으켜 황제에 거역했는지 여부일 뿐이었다.17) 한서  무제기에는 
앞뒤의 사정이 모두 생략된 채 “조선왕이 요동도위를 공격하여 살해했
다. 이에 천하의 사형수를 모집해 조선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다.18) 즉 
고조선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이 고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정리되어 
나타나게 된다.

남월과 동월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남월의 경우에는 당시 
궁정 내부가 한에 기울어져 있던 왕․왕후 측과 이에 저항하는 相 呂嘉 

및 대신들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남월의 왕과 왕후가 
한측에 속한 이상 굳이 한이 군사를 일으켜 침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했었다. 그런데 다시 한이 입장을 바꿔 강경 노선을 취했다. 韓千秋가 2

천명을 이끌고 남월 경계 안으로 침공해 들어갔고 이 때문에 呂嘉 등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遂反’) 왕과 태후 및 한의 사자를 살해했다. 고
조선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에게 중요한 것은 남월이 군사적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왕이나 사자를 살해했는지 여부 다. 군사적 침공을 받고나서라도 
부득이 군사적 대응을 했다면 그것만으로 ‘반란’으로 간주되고 말았다. 

동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월왕 餘善은 한의 樓船장군이 자신을 처
단하자고 주청하여 漢兵이 국경까지 도달해 곧 쳐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야 마침내 군사적 대응을 했지만 역시 ‘반란’을 일으켰던(‘遂反’) 것
으로 기록되었다. 한서  무제기에는 모두 남월의 반란, 동월의 반란만

17) 史記  卷115, 朝鮮列傳 太史公曰, p.2990에도 섭하가 먼저 군사행동을 한 사
실을 지적하 지만(“涉何誣功, 爲兵發首”), 반란 여부를 판단하는 한의 공식적 
입장은 상대방이 군사행동을 했는지 여부일 뿐이다. 이 점은 제후왕 반란의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8) “朝鮮王攻殺遼東都 , 乃募天下死罪擊朝鮮.” ( 漢書  卷6, 武帝紀,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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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나며, 그에 이어진 침공의 원인으로 표현될 뿐이다.

이처럼 반란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지금의 법리적 판단으로 보면 대
단히 일방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漢은 이를 매우 중시했다. 물론 나
름대로의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군사적 행동을 모의한 데에 그친 
것(‘ 反’)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反’)을 엄격히 구분하 다. 전한 
초기 이후 크고 작은 제후왕의 반란이 일어났지만, 사기 의 기록은 이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 다.19) 비록 최종 처벌은 양자 모두 
腰斬이라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졌지만,20) 특히 주변국을 침공할 경우에
는 상황이 분명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에 전쟁
을 도발한 한에게 가장 중요한 직접적 원인은 ‘반란’이어야 했고, 이를 
억지로라도 찾아야 했던 것이다.

2. ‘반란’의 시

한편 도발의 시점이 무제 원봉 2년(기원전 109년)이라는 점도 주의할 
만하다. 秦末 이후 전한 경제에 이르기까지는 내부를 통합하는데 급급
했던 한이 오초칠국의 난을 경계로 제후왕 세력을 진압하게 되자, 비로
소 주변 지역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무제 元光 2년(기원전 
133년) 馬邑의 전투부터 흉노와 전투가 시작된 이래, 원광 6년(기원전 
129년)에 衛靑이 오르도스 지역을 되찾고 그곳에 朔方郡을 두면서 우위

19) 가령 무제 사후 燕王旦의 반란과 관련되었는데 桑弘羊은 反으로 기록되고 
上官桀은 反으로 기록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二月乙卯, 搜粟都 桑弘羊爲

御史大夫, 七年坐 反誅.”․“太僕上官桀爲左 軍, 七年反, 誅.” ( 漢書  卷19
下, 百官公卿表下, p.791) 한편 이 문제는 고조선 멸망 이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우거왕의 아들인 장극이 ‘ 反’으로 죽게되
는데, 이를 실제 군사적 행동을 한 ‘反’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次稿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0) “以城邑亭障反, 降諸侯, 及守乘城亭障, 諸侯人來攻盜, 不 守而棄去之若降之, 
及 反 , 皆要斬. 其父母․妻子․同産, 無 長皆棄 . 其坐 反 , 能偏捕, 
若先告吏, 皆除坐 罪.” ( 二年律令  賊律 1-2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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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 뒤 元狩 2년(기원전 121년) 霍去病이 대대적 승
리를 거두고 이어서 혼야왕이 수만 명을 데리고 항복해 왔고, 원수 4년
(기원전 119년) 위청과 곽거병이 선우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승리한 때
를 기점으로 흉노는 북쪽으로 멀리 달아났으며 한도 더 이상 흉노를 공
격하지 않았다.

그 후 한은 남방으로 관심을 돌렸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남쪽 지방에 
대한 공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建元 3년(기원전 138년)에 閩越이 
東甌를 공격했을 때에 동구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일으켰지만 조정 내
부에도 분쟁이 있었을 뿐 아니라 황제도 직접 虎符를 내어 郡國의 병사
를 징발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건원 6년(기원전 135년) 민월이 남월을 
공격했을 때에도 한은 남월의 요청을 받고 나서야 민월을 향해 군사를 
일으켰다. 양자 모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종
료되었지만, 무엇보다 주변국의 요청에 의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점이 
그 이후와 다르다. 그 이후 司馬相如가 西南夷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
곳에 대한 경략이 있었지만, 元朔 3년(기원전 126년) 삭방군은 남겨둔 
채 서남이나 동방의 蒼海郡을 철폐했던 것도21) 북방 흉노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기 전까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침략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월 내부에서 餘善이 자립해 왕이 되는 상황
에서도 오히려 그를 동월의 또 다른 왕으로 인정해 주기까지 하 다.

남방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행동은 원정 5년(기원전 112년)부터 시작
되었다. 3월 韓千秋의 공격이 실패한 이후 가을에 10만 명의 대군을 동
원해 남월을 공격하 다. 몇 개월 뒤 원정 6년(기원전 111년) 봄에 남월
을 멸망시킨 한은 군대의 일부를 서남으로 돌려 이곳에서 만이를 평정
하고 牂牁郡을 설치하 으며 곧이어 다른 서남이의 여러 지역도 모두 

21) “元朔三年, 張歐免, 以弘爲御史大夫. 是時通西南夷, 東置滄海, 北築朔方之郡. 
弘數諫, 以爲罷敝中國以奉無用之地, 願罷之. 於是天子乃使朱買臣等難弘置朔方

之便, 發十策, 弘不得一. 弘迺謝曰, 山東鄙人，不知其便若是，願罷西南夷滄海

而 奉朔方. 上乃許之.” ( 史記  卷112, 平津侯主父列傳, 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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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해 와 군현을 설치했다. 남월 침략에 참여했던 군대의 나머지는 곧 
동월의 침략을 위해 그 경계에 머물고 있다가, 원정 6년(기원전 111년) 

가을에 동월을 침공했다. 원봉 원년(기원전 110년) 겨울에 동월도 평정
이 되자, 한 무제는 그 해 여름 태산에 올라 봉선 제사를 행하고 연호를 
원봉으로 바꾸었다. 그가 태산에 세운 각석에는 ‘四守之內, 莫不爲郡縣, 

四夷八蠻, 咸來貢職’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22) 천하가 이미 모두 복
속했다는 자신감이 봉선 제사에 드러난 것이다.

원봉 2년(기원전 109년) 봄에 시작된 고조선에 대한 정벌은 바로 이 
시점, 즉 흉노와 남월, 동월에 대한 모든 공략이 마무리되고 이를 기념
하기 위한 봉선 제사가 치러진 이후 다. 즉 기본적으로 한이 생각했던 
천하가 모두 복속되었다는 자신감이 곧바로 나머지 고조선과 서남이 지
역에 대한 침공으로 자연히 이어졌던 것이다. 그때까지 서남이 지역에
서는 滇만이 항복을 거부하 었지만 원봉 2년(기원전 109년) 가을에 한
이 巴蜀의 병사를 동원해 주변의 勞浸靡莫을 공격했고 곧이어 滇도 복
속하 다.23) 이와 동시에 고조선에 대한 침공이 이루어졌지만 유독 고
조선과의 전쟁이 의외로 길어지자 사신 衛山을 직접 보내기도 했고, 이
것이 실패하자 다시 전권 특사 公孫遂를 보냈는데 이것은 이미 천하를 
얻었다는 자신감이 흔들릴까 두려워서이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을 수 있다. 공손수가 당도하자 좌장군이 “조선이 벌써 마땅히 함락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까닭이 있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불
안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22) 漢書  卷6, 武帝紀 注引 應劭曰, p.191에는 “四守之內, 莫不爲郡縣, 四夷八蠻, 
咸來貢職”로 되어 있는 반면, 後漢書  志7 祭祀志上 注引 風俗通曰, p.3163에
는 “四海之內, 莫不爲郡縣, 四夷八蠻, 咸來貢職”로 되어 있다. 吳樹平 校釋, 
1980 風俗通義校釋 , 天津人民出版社, 卷2 泰山禪梁父는 四守로 되어 있
다. 모두 四方, 혹은 四海의 의미이다.

23) “元 二年，天子發巴蜀兵擊滅勞浸靡莫，以兵臨滇．滇王始首善，以故弗誅．

滇王離難西南夷， 國降，請置吏入朝．於是以爲益州郡，賜滇王王印，復長其

民.” ( 史記  卷116, 西南夷列傳, p.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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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쟁의 경과

1. 병사의 출신지역

한서  무제기에는 원봉 2년(기원전 109년) 봄에 요동도위 섭하를 살
해했고 이에 천하의 死罪를 지은 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24) 

그리고 난 뒤 약 3개월여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그 해 가을 이들을 데
리고 고조선을 침공했다. 비록 천하에서 모집했다고는 해도 전쟁이 벌
어질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조선
열전에는 전쟁이 발발하자 좌장군의 卒正인 多가 遼東兵을 이끌고 공격
을 했고, 누선장군이 齊兵을 거느렸으며, 또 좌장군은 燕․代卒을 거느
렸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언급된 遼東, 燕, 代, 齊를 모두 
대략적인 지역 범칭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사기 와 한서  등 역사
기록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물의 籍貫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존재했던 政區 즉 군현의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요동, 연, 대, 제라
는 명칭은 모집된 죄수 병사들의 출신지가 遼東郡, 燕國, 代郡 그리고 
齊郡라는 더 구체적인 지역이었음을 알려준다. 燕國은 무제 원삭 원년
(기원전 128년)에 燕王이 자살하면서 廣陽郡으로 바뀌었으나, 원수 6년
(기원전 117년)에 涿縣 일부를 떼어내어 涿郡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
에 燕國을 설치했다. 또 원봉 년간 중에는 燕國에서 몇 개의 현을 다시 
줄 지만, 고조선 침공을 위해 병사를 모집하는 시기에 燕國이 설치되
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한편 遼東郡은 원래 연국에 속해 있었지만 
일찍이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난 뒤 연국에서 떨어져 나와 원봉 
2년(기원전 109년)에는 漢郡으로 존치되어 있었다. 代의 경우는 소속 현
의 이동이 복잡하지만, 원봉 2년 당시에는 代國이 아닌 代郡이 설치되

24) “朝鮮王攻殺遼東都 , 乃募天下死罪擊朝鮮.” ( 漢書  卷6, 武帝紀,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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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齊의 경우도 치폐가 빈번했지만, 원봉 원년 齊王이 죽고 난 
뒤 齊國이 없어지고 그 대신 齊郡과 千乘郡이 설치되었다.25)

居延漢簡에서 확인된 戍卒들의 출신을 분류해 보면, 천하에서 소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적이 22개 郡國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사
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고르게 징집된 것이 아니라 특정 郡國과의 연관
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중국 江 省 連雲港에서 발견된 尹灣漢簡 

｢不在署 ｣의 내용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受刑  즉 죄인을 
7월 7일 敦煌으로 호송한 ‘ 徒民敦煌’, 역시 죄인에 대한 처벌인 ‘罰戍

上谷’이 8월 13일, 9월 21일, 10월 5일 각각 출발한 것은, 국가가 죄인의 
노동력을 상황에 따라 인위적으로 배분했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26) 

이런 추정에 대과가 없다면, 고조선 전쟁에 동원된 죄인들도 이런 방식
에 의해 군 단위로 징집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27)

2. 병사의 신분

고조선 침공에 참여한 병졸들은 死罪를 저지른 죄인이었다. 사형수 
동원이 이 전쟁에만 한정된 특수한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수졸들이나 
전문 군인들이 참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전쟁의 성격에 일정한 향을 
가져올 수 있다.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춘추전
국시대부터 軍功爵制가 실시되었다. 진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제도
는 계승되었다. 秦代의 규정에 의하면 “한 명의 甲首를 잡으면 爵 1급

25) 周振鶴, 1987 西漢政區地理 , 人民出版社.
26) 李成珪, 1999 ｢前漢末 地方資源의 動員과 配分－尹灣漢牘<東海郡下割長吏不

在暑名籍>의 분석－｣ 釜大史學 23.
27) 齊를 일반 지역명칭으로 보면, 山東半島까지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 될 수 있

지만 郡名으로 본다면 이곳은 바다에 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위치는 교동
반도가 아니라 渤海灣에 가까운 지역이 된다. 출병한 지점 및 전쟁의 노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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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田 1경,  9무를 사여”했다.28) 前漢시기의 규정도 진대와 마찬가지
로 참수 및 포로의 수량에 따라 작급이 결정될 뿐 아니라,29) 참수하거
나 사로잡은 자의 직급에 따라 작급이 결정되고,30) 어느 정도 이상을 
참수하거나 사로잡을 경우 단체로 작을 사여하기도 하 다.31) 작을 받
을 정도가 못되면 금전을 사여하 다. 전쟁은 아니지만 도적을 잡을 경
우에 대해서도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32)

작급에 따라 각종 혜택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병사들이 군공작과 
금전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전공을 세우려 했을 것임은 어렵지 않
게 추측할 수 있지만, 그 병사가 死罪를 지은 죄인이라면 더욱 힘을 배
가했을 것이다. 운몽수호지 진률과 장가산 출토 이년율령에는 죄인이 
군작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규정되어 있다. 진률에는 작 2급으로 隸
臣妾인 부모 1명을 속죄할 수 있고, 또 적을 참수하여 公士 작을 얻은 
자는 그 작을 반납하여 隸妾인 故妻 1명을 속죄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33) 한률에는 작 1급으로 사죄를 면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조
문을 찾아볼 수 있다.34) 국가에서도 일반 백성의 징집을 피하면서도 동

28) 商君書  境內篇.
29) “各二級, 爵無過左庶長. 斬首捕虜, 拜爵各一級. 車□□□□□斬首虜二級, 拜爵

各一級, 斬捕五級, 拜爵各二級, 斬捕八級, 拜爵各三級, 不滿數, 賜錢級千.” (｢靑
海大通縣上孫家寨115號漢墓木簡｣ 散見簡牘合輯  257簡)

30) “可擊之, 能斬捕君長有邑人 , 及比二千石以上, 賜爵各四級, 其毋邑人, 及吏皆

千石以下至六百石, 賜.” (｢靑海大通縣上孫家寨115號漢墓木簡｣ 散見簡牘合輯  
266簡)

31) “虜十二人以上, 拜爵各一級, 不滿.” (｢靑海大通縣上孫家寨115號漢墓木簡｣ 散

見簡牘合輯  260簡)
32) “能産捕群盜一人若斬二人,  爵一級. 其斬一人若爵過大夫及不當 爵 , 皆購之

如律.” ( 二年律令  捕律 148簡) ; “捕從諸侯來爲間 一人, 拜爵一級, 有購二

萬錢. 不當拜爵 , 級賜萬錢, 有行其購. 數人共捕罪人而當購賞, 欲相移 , 許
之.” ( 二年律令  捕律 150-151簡)

33) “欲歸爵二級以免親父母爲隷臣妾 一人, 及隷臣斬首爲公士, 歸公士而免故妻

隷妾一人 , 許之, 免以爲庶人. 工隷臣斬首及人爲斬首以免 , 皆令爲工. 其不

完 , 以爲隱官工. 軍爵.” ( 雲夢睡虎地秦簡  軍爵律, p.93)
34) “捕盜鑄錢及佐 死罪一人, 予爵一級. 其欲以免除罪人 , 許之. 捕一人, 免除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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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군공작을 획득하여 죄수의 신분을 벗어보려는 자들의 욕구를 충분
히 노렸을 것이다.3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좌장군의 지휘를 채 받지 않
았던 병졸이 요동병사들과 함께 선제 공격을 했다가(‘先縱’) 패했던 것
은 이러한 죄수들의 출신에서 비롯된 성급함과 연결시켜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좌장군에 속해 있는 燕과 代의 병졸들이 사납다고 한 것도 이
러한 그들의 출신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고 군률이 해
이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남월을 침공할 때에 복파장군이 죄인을 이끌
고 桂陽을 떠나 番禺로 진격했지만 거리가 멀어 약속한 일자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을 뿐 아니라 도착한 숫자도 천여 명에 불과했다고 되어 있
는데,36) 누선장군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누선장군 양복을 보내 齊에서 발해로 배를 타고 나아가게 했다. 병사
는 5만 명이었다. 좌장군 순채는 요동에서 나아가 우거를 토벌했다.(遣

樓船 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左 軍荀彘出遼東, 討右渠)”라는 기
록 중 ‘병사는 5만 명이었다(兵五萬人)’를 어느 쪽에 붙여 읽는가가 중
요한데, 中華書局 標點本은 ‘兵五萬人’ 앞쪽에서 끊어 읽음으로써 좌장
군의 군대가 5만 명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37) 뒤편에 곧바로 누선장군
이 齊兵 7천명을 이끌고 먼저 왕검성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이어지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사의 규모를 앞쪽에 기술할 경우 ‘以’․‘

’․‘率’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면,38) 차라리 ‘누선장군 

罪一人, 若城旦 、鬼薪白粲二人, 隸臣妾、收人、司空三人以爲庶人. 其當刑未

報 , 勿刑, 有復告 一人, 身毋有所 . 詗告吏, 吏捕得之, 賞如律.” ( 二年律令

 捕律 204-205簡)
35) 흉노에는 전문기병이 동원되었던 반면 서남이나 남월 전쟁에 죄인이 동원된 

것을 비교하면, 전쟁에서 기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
다.

36) “伏波 軍 罪人, 道遠, 期後, 樓船 乃有千餘人.” ( 史記  卷113, 南越列

傳, p.2976)
37) 史記  卷115, 朝鮮列傳, p.2987에는 ‘遣樓船 軍楊僕從齊浮渤海’ 뒤에 ‘;’ 표

시로 끊고 ‘兵五萬人’과 ‘左 軍荀彘出遼東’을 붙여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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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의 군대가 5만 명이었다.’로 읽는 편이 무난하다.39) 그렇다면 누선
장군과 함께 출발한 군대가 5만 명이었는데, 7천명만이 도착했다고 이
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남월 전쟁에 동원된 죄인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도중에 군대를 잃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
실 열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누선장군이 齊卒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갔으나 이미 많은 수를 잃어

버렸다. 그런데 먼저 우거와 전투를 벌여 곤욕을 치루고 병졸을 잃

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장군은 마음속으로 부끄러

워했다.(樓船 齊卒, 入海, 固已多敗亡. 其先 右渠戰, 因辱亡卒, 卒
皆恐, 心慙) ( 史記  卷115, 朝鮮列傳, p.2987)

이 기록에서 ‘其’자의 앞과 뒤는 별 개의 사건이므로, 齊卒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 많은 병사를 잃었다고(固已多敗亡) 되어 있는 것을 우거
왕과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미 4만여 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보아도 좋
은 것이다.40) 또 도착한 이후 나머지 7천명도 전쟁에 패해 산 속으로 

38) 史記  卷110, 匈奴列傳, p.2907 “其明年春, 漢復遣大 軍衛青 六 軍, 兵十

餘萬騎.”이나 p.2918 “後二歲, 復使貳師 軍 六萬騎, 步兵十萬”에서도 모두 
‘ ~, 兵~’라는 형식을 취해 앞쪽으로 붙여 읽어야 한다. 

39) 李丙燾, 1976 ｢衛氏朝鮮 亡 ｣ 韓國古代史硏究 , 博英社, p.88에서도 “누선
장군 양복으로 하여금 군사 5만명을 거느리고”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 뒤에 이
어서 “우선 齊兵 (5만명 중) 7천인을 거느리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단계
에서의 병사의 亡失을 의식하지는 않은 것 같다.

40) 史記  卷115, 朝鮮列傳, pp.2989~2990 “樓船 軍亦坐兵至洌口, 當待左 軍, 
擅先縱, 失亡多, 當誅, 贖爲庶人.”에는 이와 조금 방식으로 기술해 놓았다. 즉 
‘失亡多’의 시간을 “當待左 軍, 擅先縱” 뒤에 이어 놓음으로써 좌장군과 연합
하지 않고 마음대로 왕검성을 선공하다 병졸을 失亡한 것처럼 쓰여 있다. 그
러나 이 점은 본문에서 인용한 p.2987의 기록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 洌口에 도착하기 전에 5만 명중 4만여 명의 죄인 이탈 현상이 있
었고,(入海, 固已多敗亡) 다시 7천명으로 왕검성을 선공하다 역시 많은 병졸을 
잃었다고(因辱亡卒) 쓰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선장군의 병졸 망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면, 조선열전의 상이한 기록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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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흩어졌고 한참 후에야 겨우 불러 모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단지 숫자의 부족만이 아니라 수전 훈련이 부족한 죄수 병사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여겨진다.41)

3. 고조선의 타  시도

원봉 2년(기원전 109년) 가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좌장군 소속 요동
병사의 선공이 실패했고, 또 누선장군 역시 선공을 감행했다가 고조선
왕의 공격으로 크게 참패했을 뿐 아니라 좌장군도 패수 서쪽 군대를 공
격하 으나 승리하지 못하는 등, 초기 전황은 한군이 크게 불리하게 진
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황은 즉시 중앙에 보고되었다. 천자는 사자 
衛山을 보내어 직접 고조선왕 右渠를 설득하도록 했다. ‘兵 ’에 근거해 
설득했다는 것은 곧 군사적 권위로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런 방
식은 주변 국가에 자주 사용되었다. 무제 초기 王恢가 동월을 공격하여 
전과를 거둔 ‘兵 ’를 남월에게 알리고자 했으며42) 남월을 멸망시킨 뒤 
서남이의 滇王을 설득할 때에도 越을 격파했던 사실과 남이를 주멸했던 
‘兵 ’를 사용했다.43) 위산이 고조선왕에게 사자로 온 시점이 滇王 설득 
시점보다 더 늦은 시점이고 더욱이 봉선제사를 치룬 뒤의 자신감을 갖
고 있었던 원봉 2년 가을 이후라면, 그 설득은 역시 한이 나머지 지역
을 모두 정복했다는 兵 로 협박했다고 보는 편이 무난할 것 같다.

이러한 협박을 받은 고조선왕은 항복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항했던 원인을 좌장군과 누선장군이 자신을 속여 살해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이어서 황제가 직접 사자를 보내 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 “卽出城擊樓船, 樓船軍敗散走.” ( 史記  卷115, p.2987)
42) “建元六年, 大行王恢擊東越, 東越殺王郢以報. 恢因兵 使番陽令唐蒙風指曉南

越.” ( 史記  卷116, 西南夷列傳, pp.2993~2994)
43) “上使王然于以越破及誅南夷兵 風喻滇王入朝.” ( 史記  卷116, 西南夷列傳, 

p.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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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보여주었으니 항복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부
분은 사자 위산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었겠지
만, 고조선왕은 곧바로 이에 준하는 행동을 보 는데, 첫째는 태자가 직
접 한에 들어가 사죄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말 5천필 및 군량을 바친
다는 것이었다.

고조선의 왕 입장에서는 군사적 침공을 한 장군에게 곧바로 항복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일단 고
조선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침공한 것이라면, 한의 장군으로서
는 고조선왕을 살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을 것이며 고조선왕이 장군
에게 항복을 하더라도 나라를 지속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적었다. 남월
의 경우에도 다른 자들의 항복은 받아들 지만 일단 반란을 일으킨 주
모자인 남월왕 건덕과 相 여가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들 다. 동월의 
경우에도 반란을 일으킨 동월왕 여선을 살해하면서 침공이 마감되었다. 

이런 원칙은 한 내부 제후왕의 반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제후왕은 똑
같이 자결 혹은 살해되고 또 그 제후국도 철폐되었다. 그러나 使 가 
和議를 주재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남월 초기에 陸賈가 
使 로 파견된 이후 남월이 외면상 稱帝를 취소한 것으로 화의가 이루
어졌고, 또 무제 이후에도 莊助 등의 使 가 파견되어 화친이 지속되었
다. 물론 더 분명한 사례는 한과 흉노와의 관계에서 종종 확인된다.

그렇다고 고조선왕이 직접 입견하는 것은 역시 대단히 위험한 일이
었다. 남월의 경우에도 남월왕 胡가 조만간 천자를 입견할 것을 약속하
지만, 만약 입견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곧 나라가 망할 것

이라고 대신들이 간언하여 그만두었던 사례가 있다.44) 그 대신 태자를 

44) “天子使莊助往諭意南越王, 胡 首曰, 天子乃爲臣 兵討閩越, 死無以報德. 遣
太子嬰齊入宿衛. 助曰, 國新被寇, 使 行矣. 胡方日夜裝入見天子. 助去後, 
其大臣諫胡曰, 漢 兵誅郢, 亦行以驚動南越. 且先王昔 , 事天子期無失禮, 要
之不可以說好語入見. 入見則不得復歸, 亡國之勢也. 於是胡稱病, 竟不入見.” (
史記  卷113, 南越列傳, p.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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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위시켰다. 고조선왕도 유사한 방식을 취했다. 본인이 직접 입견하지 
않고 태자를 보냈으며, 그 사례로 말 5천필과 군량을 보냈다. 전쟁에서 
기병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던 시점에서45) 말 5천필은 상당한 규모
의 재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봉헌은 곧 그 이상의 
반대급부를 예상한 것이었다. 흉노와의 관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한은 늘 몇 배의 재물을 선물로 보내어 그들을 제어하려고 했
기 때문이며, 흉노의 혼야왕이 항복하 을 경우 數十巨萬을 사여해 준 
사례도 있었다.46)

그런데 항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만여 명이 무기
를 들고 경계를 넘는 것을 본 한측에서 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여 무장
해제를 요구했고 태자측은 이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귀
환했다. 이런 상황은 이때에만 발생했던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다. 무제 
원수 2년(기원전 121년)에 흉노의 渾邪王이 항복해 왔을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혼야왕이 항복의 뜻을 보이자, 황제는 이들이 거짓으
로 항복하고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표기장군 위청에게 이들을 직접 
맞이하라고 하 는데, 흉노측은 漢軍을 보자 대부분 항복하려하지 않으
려 했고 이에 위청이 도망가려는 자 8천명을 살해하고, 혼야왕 혼자만
을 수도로 보냈다.47) 사실 한의 장군이나 병사 입장에서 보면 항복한 
자들보다는 포로로 잡은 것이 훨씬 유리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군작제
도의 규정이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누선장군 楊僕이 남월

45) Chun-shu Chang, 2007 The Rise of the Chinese Empire, Vol.1,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pp.135~159.

46) “既至長安, 天子所以賞賜 數十巨萬. 渾邪王萬戶, 爲漯陰侯.” ( 史記  卷11,1 
匈奴列傳, p.2933)

47) “渾邪王 休屠王等 欲降漢，使人先要邊．是時大行李息 城河上，得渾邪王

使，即馳傳以聞．天子聞之，於是恐其以詐降而襲邊，乃令驃騎 軍 兵往迎

之．驃騎既渡河， 渾邪王衆相望．渾邪王裨 見漢軍而多欲不降 ，頗遁去．

驃騎乃馳入 渾邪王相見，斬其欲亡 八千人，遂獨遣渾邪王乘傳先詣行在所，

盡 其衆渡河，降 數萬，號稱十萬.” ( 史記  卷111, 匈奴列傳, 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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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그를 책망하며 지적한 
잘못 중의 하나가 항복한 자를 잡아놓고 이를 포로로 잡은 것으로 처리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48) 이것도 한군이 항복한 자들을 살해하거나 포
로로 잡았을 가능성을 엿보게 해 준다. 고조선왕의 태자 역시 이를 의
심하고 귀환했던 것이다.

Ⅴ. 고조선 내부의 붕괴

1. 大臣들의 항복 의사

일단 고조선의 타협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상, 고조선왕 우거는 강
경 노선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침공한 두 장군에게 항복할 수 없
었던 데다가 황제가 직접 보낸 사신에게 보여주었던 항복 의사도 한측
의 의심스런 행동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면, 고조선왕은 항전의 방
향을 굳혀야했다. 나중에 고조선의 相과 장군이 항복을 권유했지만 고
조선왕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고조선의 정권에 참여하 던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고조선왕
과 입장이 같지는 않았다. 한군의 강한 군사적 압박을 목전에 둔 대신
들은 고조선왕과 같이 항전을 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고조선의 경우는 아니지만, 당시 민월의 사례
가 참조할 만하다. 건원 6년(기원전 135년) 민월왕이 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의 동생인 餘善과 相 그리고 종족
들은 “한의 군대가 크고 강하다. 지금 요행히 승리하더라도 나중에 더 
많은 군대가 몰려 올 터이고 나라가 멸망할 때라야 그칠 것이다.”고 모
의했다.49) 그런데 이미 흉노를 비롯해 남월과 동월, 그리고 대부분의 서

48) “前破番禺, 捕降 以爲虜, 掘死人以爲獲, 是一過也.” ( 漢書  卷90, 酷吏傳, 
p.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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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까지 모든 지역을 복속시켜 고조선에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원봉 2년(기원전 109년)의 시점이라면, 고조선이 수십 년 전 민월 餘善

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고조선왕
의 타협이 실패했을 때만 해도 고조선왕과 함께 고조선을 사수할 의지
가 있었겠지만, 포위된 이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의 불안은 
커져갔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대신들이 주목했을 법한 것은 고조선왕과 달리 ‘반란’의 
주모자가 아닐 경우 항복하게 되면 대우가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50) 이
미 이러한 사례는 오래 전 흉노와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뒤 
남월과 동월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었다. 특히 남월과 동월
에 대한 침공이 마무리되면서 남월왕과 동월왕에 반기를 들어 한군에 
협조하거나 항복한 자는 열후로 봉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고조
선의 대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설령 고조선의 대신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漢軍측에서 충분히 이를 선전했을 것이다. 사
실 항복은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희생을 최소한 시킬 수 있는 것이
었다. 또 단순히 권세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컸다. 일
찍이 전한 문제시기 한과 흉노의 관계가 화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양쪽 
사이에는 상황에 따라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항복을 하는 경우가 많
았다.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문제 16년(기원전 164년) 6월 흉
노의 상국이 항복해 와서 그들에게 1237호와 1432호를 각각 봉해주었
고,51) 2년 뒤 양측이 화친을 체결하며 이렇게 항복한 자들을 재물로 招

49) “閩越王郢發兵距險. 其弟餘善乃 相宗族 曰, 王以擅發兵擊南越, 不請, 故天

子兵來誅, 今漢兵衆彊，今卽幸勝之，後來益多，終滅國而止.” ( 史記  卷114, 
東越列傳, p.2981)

50) “諸 以萬人若以一郡降 , 萬戶.” ( 史記  卷8, 高祖紀, p.369) ; “濟北王背德

反上, 詿誤吏民, 爲大 . 濟北吏民兵未至先自定, 及以軍地邑降 , 皆赦之, 復
官爵.” ( 史記  卷10)

51) “弓高, 以匈奴相國降, 故韓王信孼子, 侯, 千二百三十七戶. 十六年六月丙子, 莊
侯韓頹當元年.” ( 史記  卷19, 惠景間侯 年表,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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誘해서 ‘益衆廣地’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52)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경제시기부터 흉노인들이 대거 한에 항복을 하기 시작했고, 

한에서는 이들에게 적게는 400호 많게는 만호를 봉해주었다.53) 흉노만
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단을 비롯한 한의 재물을 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夜郞 주변의 여러 소읍들은 한의 繒帛을 탐해서 한에게 
항복하고 郡을 설치토록 했다.54) 재물을 매개로 항복과 복속이 이루어
지는 것은 반드시 한과 주변국 사이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남월의 경우, 

일찍이 조타는 주변에 있는 민월과 西甌와 駱에게 재물을 주어 복속시
켰으며,55) 더 멀리 있는 야랑에서 同師에 이르기까지의 지역도 마찬가
지로 재물로서 복속시켰다.56) 그러고 보면 멀리서 그 사례를 찾을 필요
도 없다. 고조선 스스로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복속
시켰기 때문이다. 즉 위만조선 초기 滿은 兵 와 재물로서 주변의 소읍
들을 침공하고 항복시켰으며, 그리하여 진번과 임둔이 모두 복속해 왔
던 것이다.57)

이렇듯 목전의 군사적 상황이 급박하고 자신들에게 재물과 봉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고조선의 대신들은 한측에 항복의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고조선왕이 이를 동의할 수 없
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들은 이 과정을 몰래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陰間

使人私約 樓船’).58) 그리고 그 항복의 대상은 좌장군이 아니라 누선장

52) “匈奴大單于遺朕書, 和親已定, 亡人不足以益衆廣地, 匈奴無入塞, 漢無出塞.” (
漢書  卷94上, 匈奴列傳, p.2903)

53) 史記  卷19, 惠景間侯 年表 및 建元以來侯 年表.
54) “蒙厚賜, 喻以 德, 約爲置吏, 使其子爲令. 夜郎旁 邑皆貪漢繒帛, 以爲漢道險, 

終不能有也, 乃且聽蒙約. 還報, 乃以爲犍爲郡.” ( 史記  卷116, 西南夷列傳, 
p.2994)

55) “佗因此以兵 邊，財物賂遺閩越․西甌․駱, 役屬焉, 東西萬餘里.” ( 史記  卷
113, 南越列傳, p.2969)

56) “南越以財物役屬夜郞, 西至同師.” ( 史記  卷116, 西南夷列傳, p.2994)
57) “滿得兵 財物侵降其旁 邑, 真番․臨屯皆來服屬.” ( 史記  卷115, 朝鮮列傳, 

p.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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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었다. 바로 얼마 전에 고조선왕의 항복 시도가 실패했던 것이 곧 
좌장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좌장군
의 군대는 패수를 건너 매우 사나운 기세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교만
해졌기 때문에 좌장군과의 타협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기 뻔했기 때문이
다. 그 때문에 나중에 개시된 좌장군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左

軍亦使人求間郤降下朝鮮, 朝鮮不肯).

2. 선장군과 좌장군의 알력

물론 누선장군과의 교섭 과정은 그다지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이다. 최전선에 배치된 장군은 전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항복한 자들
에 대한 신분 보장과 물질적 보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일정
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도 필요했다. 무제 
초기 아직 남쪽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경우 민월을 토벌하러 출
격한 大行 王恢가 민월왕이 살해되자 ‘편의’대로 전쟁을 종결시킨 경우
가 있기는 해도,59) 본격적인 남월 침공시기에는 동월의 원조를 황제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선 장군이 동월에 의존했다는 것이 죄목이 
되기도 했던 이상60) 신중한 판단을 해야 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 누선장군 양복에게는 특별한 경
험이 있었던 것이다. 고조선에 대한 침공 과정을 적은 일련의 일차 자

58) 金瑛河, 1997 ｢韓國 古代社 의 政治構造｣ 韓國史의 時代區分 , 韓國古代史

硏究 , 신서원, p.39에서는 ‘陰間’을 反間計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바
로 뒤에 이어지는 좌장군의 ‘求間’도 반간계로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반간계가 사실이었다면 전쟁 종료 후 한이 전쟁의 경과를 조사하는 과정에
서 이 부분이 크게 드러났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조선열전에는 조선이 좌장군
의 항복제의를 거부하고 ‘心附樓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설령 그런 계획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間’을 사이 혹은 틈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59) “大行王恢……乃以便宜案兵告大農軍.” ( 史記  卷114, 東越列傳, p.2981)
60) “前破番禺……超然以東越爲援, 是二過也.” ( 漢書  卷90, 酷吏傳, p.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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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훑어보았던 사마천은 마지막 太史公曰 부분에서 본문에는 적지 않
았던 부분을 간단히 언급했다. 누선장군이 남월 침공 때 번우에서 저질
렀던 실수를 반성하기 위해 행동하 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로 의심
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悔失番禺, 乃反見疑). 번우에서의 상황은 이렇
다. 당시 누선장군은 수만명이라는 우세한 병력으로 유리한 곳을 택해 
번우를 포위하고 있었던 반면, 함께 전쟁에 나섰던 伏波장군은 오는 도
중에 병사를 잃어버려 그 병력이 천여 명에 불과했다. 전쟁의 결말은 
너무 분명해 보 다. 누선장군은 화공 정책을 펴서 番禺城을 공격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에 번우성을 항복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성을 공격할 
능력도 갖지 못했던 복파장군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
는 번우성으로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고 항복한 자에게는 다시 印
綬를 주어 성으로 들여보내 또 다른 사람들의 항복을 이끌어냈다. 누선
장군이 공격을 할수록 남월인은 복파장군에게로 항복해갔고, 결국 성 
전체가 복파장군에게 항복했다.61) 결국 누선장군은 우세한 병력으로 얻
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 그 대신 전쟁 초반에 병사를 잃었
던 복파장군은 항복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기사회생하여 益 이 되기
까지 했다. 누선장군은 나중에 梁侯에 봉해지긴 했지만, 정작 그가 다
음 번 동월전쟁에 참여하기 전 황제가 그를 책망한 글에는 ‘그대가 남
월전쟁에서 이룬 공은 그저 먼저 石門과 陜을 깨뜨렸기 때문일 뿐인
데 어찌 잘난 척 하는가’라고 했다. 사실 사기 와 한서  후표에 기록
된 그의 공적은 ‘적을 물리치고(推鋒卻敵侯)’이고62) 남월열전에는 ‘견고
한 성을 무너뜨렸다(陷 )’고 되어 있지만,63) 이것도 곧 석문과 심협을 

61) “樓船居前, 至番禺. 建德․ 嘉皆城守, 樓船自擇便處, 居東南面, 伏波居西北面. 
暮, 樓船攻敗越人, 縱火燒城, 越素聞伏波名, 日暮, 不知其兵多 . 伏波乃爲

營, 遣使 招降 , 賜印, 復縱令相招. 樓船力攻燒敵, 反驅而入伏波營中. 犁旦, 
城中皆降伏波.” ( 史記  卷113, 南越列傳, p.2976)

62) “以樓船 軍擊南越, 椎鋒卻敵.” ( 史記  卷20, 建元以來侯 年表, p.1050) ;  
“以樓船 軍擊南越椎鋒卻敵.” ( 漢書  卷17, 景武昭宣元成功臣表, p.655)

63) “樓船 軍兵以陷 爲 梁侯.” ( 史記  卷113, 南越列傳, p.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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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략한 군공이지 남월성의 공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64)

누선장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고조선 침공에서 초반에 이미 4

만여 병사를 잃었고, 왕검성을 선공하려다 다시 많은 병사를 잃었다.65)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공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바로 얼마 전 자기와 함께 남월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복파장군의 상황
과 너무도 유사했다. 한대 군공 보고서에는 항상 전쟁에서 잃은 병사와 
그 대신 획득한 적군을 비교해서 전공을 결정했다. 가령 표기장군 위청
은 원수 2년 여름에 흉노와 전쟁에서 2500명의 투항자와 3만 2천의 斬
首虜 전공을 세웠던 것과 함께 자신의 군대의 3/10을 잃었다는 것이 모
두 계산된 뒤 益 되었다.66) 누선장군은 군대의 6/7 이상을 잃은 셈이었
으므로 만약 충분한 전공이 없다면 그가 귀환한 뒤 엄중한 형벌을 받아
야 할 것임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렇다고 충분한 병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면 항복을 유인하는 방식이 남아있을 뿐이다. 남월 전쟁
에서 바로 복파장군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반면 우세한 병력을 갖고 있는 좌장군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었다.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자칫 누선장군에게 모든 공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누선장군에게 함께 공격을 제의
했지만 번번히 무시당했다. 또 자신도 고조선에 항복을 제의해 보았지
만, 이미 실패한 터 다. 그는 본래 侍中이었다(左 軍素侍中). 시중은 
황제 곁에서 황제를 모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다. 무제시기에 들어
와 시중을 맡았던 자들은 嚴助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주변지역의 

64) 史記  卷113, 南越列傳에는 누선장군이 石門과 陜을 먼저 깨뜨릴 때의 상
황을 ‘因推而前, 挫越鋒’(p.2975)이라고 했다. 侯表에 ‘推鋒卻敵’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묘사 중의 ‘推’와 ‘鋒’을 떼어낸 표현이다.

65) 漢書  卷6, 武帝紀에는 결국 누선장군 양복은 ‘失亡多’의 죄에 해당되었다고 
기재하 다. “樓船 軍楊僕坐失亡多, 免爲庶民.”

66) “攻祁連山, 得酋涂王, 以衆降 二千五百人, 斬首虜三萬二百級, 獲五王, 五王母, 
單于閼氏王子五十九人, 相國 軍當戶都 六十三人, 師大率減什三, 益 去病

五千戶.” ( 史記  卷111, 衛 軍驃騎 軍列傳, p.2931)

고려대학교 | IP: 163.***.133.25 | Accessed 2016/12/22 16:06(KST)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37

침공을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주저하는 대신들을 비난하고 
황제의 주변국 침공 의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곤 했다.67) 좌장군 순채
도 동일한 이유로 좌장군에 발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황제의 ‘幸’

을 받았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황제에게 내보일 분
명한 전공이 유달리 더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앞서 고조선왕이 항복 
의사를 밝혀왔을 때에 변란을 의심해서 일을 그르친 것도 어찌 보면 그
의 이런 조급증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사마천이 참조했던 
공적 보고서에는 이 점을 주목했음에 틀림없고, 그 때문에 사마천도 이
를 열전에 옮겨 놓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함부로 공격을 할 수도 없었다. 좌장군은 고조선이 누선장
군과 몰래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들이 시간을 끌고 
항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누선장군과 고조선이 함께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 다. 그 때문에 자칫 섣불리 공격을 했
다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3. 고조선의 멸망과 그 시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자(故久不決), 무제는 濟南太守 公孫遂에
게 편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을(有便宜得以從事) 주어 조선성
으로 파견하 다. 그가 이르자, 좌장군은 공손수를 설득하는데 성공했
다. 공손수는 부절로 누선장군을 좌장군 진 으로 불렀다. 한대의 장군
은 전쟁에 출정한 이후 독립적인 군사권을 갖고 있었지만, 황제의 부절
을 갖고 도착한 경우에는 그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68) 누선장군은 좌장
군의 공격제의를 거절할 수는 있었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
었다. 결국 공손수는 그를 체포했고, 그에게 주어진 전권으로 두 군대를 
하나로 합쳤다. 군사권을 한 손에 쥔 좌장군은 이제 거리낄 것 없이 고

67) 漢書  卷64上, 嚴助傳.
68) 大庭修, 1982 ｢前漢の 軍｣ 秦漢法制史の硏究 , 創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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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누선장군과 항복 조건을 논의해 왔던 고조선의 대신들은 크
게 당황했다. 오랫동안의 타협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당장 한군
의 전면적 공격을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朝鮮相 路人과 
相 韓陰, 니계상 參, 軍 王唊이 모의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인지하고 
누선장군이 사로잡힌 이상 좌장군에게나마 항복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번 결정은 더 이상 뒤로 늦출 수 없었다. 이들 중 한음, 왕겹, 로인이 먼
저 도망하여(亡) 한에 항복하 다. 도망하는 도중에 노인은 길에서 죽었
다. 그리고 이어서 원봉 3년(기원전 108년) 여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
켜 고조선왕 우거를 살해하고 한군 진 으로 來 했다.

일반적으로는 국왕의 살해는 곧 그 국가의 멸망과 일치한다. 그런데 
고조선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왕은 살해되었지만, 국도
가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반란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다. 고조선
왕의 대신이었던 成己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그 뒤 좌장군은 고조선
왕 우거의 아들인 長 과 相 路人의 아들인 로 하여금 백성들을 설득
시키고 成己를 살해하도록 했다. 그리고 고조선의 전쟁은 막을 내렸다.

최근 조법종 교수는 고조선의 멸망과정의 마지막 단계 중 고조선왕 
우거의 살해 시점과 성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최종적으로 평정된 시점
의 차이에 주목해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이 문제는 멸망의 
시점은 물론 고조선의 성격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검토
해 두고자 한다.

조 교수가 주목한 사료는 그동안 그다지 관심을 덜 두었던 사기 와 
한서 의 공신후표 다. 한에 투항한 고조선의 相과 은 모두 나중에 
한으로부터 열후로 봉해졌는데 이들이 봉해진 시점과 이유, 그리고 장
소가 사기  建元以來侯 年表와 한서  景武昭宣元功臣侯表에 기록되
었다. 이 표는 전한시대의 열후를 봉후한 시간순서에 따라 열거해 놓았
다. 그런데 열전에 따르면 우거왕의 살해와 반란의 진압 사이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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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격차가 보이지 않지만, 이 표에는 우거왕 살해의 공적으로 봉후
된 澅淸侯 참의 봉후 시점인 원봉 3년 6월 丙辰과 성기의 반란을 진압
하는데 공적을 세워 봉후된 幾侯 長 과 溫陽侯 의 봉후 시점인 원봉 
4년 3월 사이에는 9개월가량의 간격이 있다. 그러므로 원봉 3년(기원전 
108년)에는 우거왕이 살해되어 낙랑군이 설치되었을 뿐, 왕검성은 원봉 
4년(기원전 107년)까지 함락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고 따라서 고조선의 
멸망은 원봉 4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69)

우선 필자는 공신후표의 중요성에 동감한다. 사기 의 편찬과정을 
연구한 자들은 일차 자료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 놓은 표의 사료적 
가치를 중시해 왔다. 열전의 적지 않은 부분이 먼저 작성된 표에 의거
해서 기록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일단 여기서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본기나 열전에서 간단히 언급되었던 사건들이 표의 순서를 참
조해 다시 정리하면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렇지만 조 교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표의 제작 
과정에 대해 언급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표는 열후를 봉한 일자
를 기록한 것이지, 열후가 공을 세운 일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기
본적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어야겠다. 공을 세운 일자와 이 표에 
기록된 봉후 일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기  三王世家에는 제후왕을 봉해주는 과정이 실려 있는
데,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된 실제 조칙이 그대로 실려져 있어서 그 순
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70) 전체적인 내용은 신하들이 무제의 
세 아들을 제후왕으로 봉할 것을 주청한 것이다. 원수 6년(기원전 117

년) 3월 28일(乙亥) 尙書令 光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상소문을 올렸으나 
반려되고, 그 뒤 3월 29일, 4월 1일의 상소 역시 반려되었다가 4월 6일

69) 조법종, 2006 고조선고구려사연구 , 신서원.
70) 史記  卷60, 三王世家, pp.210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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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의 상소문에 이르러서야 윤허를 받게 되었다. 그 후 4월 19일(丙

辰)에 구체적인 책봉 날짜와 봉국의 이름을 묻는 상소가 이뤄지고, 4월 
20일(丁酉)에는 의식 절차를 상소했고, 4월 26일(癸卯)일에 조서를 내려 
하달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4월 28일(乙巳)에 정식으로 제후왕을 
책봉하 다. 사기 의 제후왕표에도 4월 28일(乙巳)로 기록되었다. 3월 
28일에 상소문이 올려진 뒤 책봉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는 1개월이 흘렀
지만, 첫 번째 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한 차례 주청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간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를 상소했던 사
람들 중에 태자 및 제후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의 신하가 포함되
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관련한 충분한 사전 대책 회의가 선행
되었을 것이므로, 논의의 전체적인 시간은 더 오래 걸렸다고 보아야 한
다.

물론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봉후되는 경우도 있다. 사기  衛 軍驃

騎열전에 의하면 원수 2년(기원전 121년) 여름에 곽거병이 흉노를 크게 
격파했다. 그리하여 황제는 곽거병 외에 趙破奴, 高不識, 僕多의 공적을 
상세히 열거한 뒤 이들을 익봉하거나 봉후했는데, 후표에는 그 봉후의 
시점을 원수 2년(기원전 121년) 5월로 적고 있다. 바로 앞서 근처에서 
벌어진 봄의 전쟁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여름은 4월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기껏해야 한달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군공을 세운 시점과 봉후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봉후 관련 업무는 이미 상세히 규정된 조문
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것이다.71)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

71) 한대 율령에 군공과 관련된 賜爵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한
대 돈황에서 발견된 甘肅 敦煌 酥油土 漢簡에는 군공에 의해 봉후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擊匈奴 賞令｣ “□ 衆八千人以上 列侯邑, 二千石賜黃金五百 

; □故君長以爲君長, 皆令長其衆, 賜衆如隧長, 其斬 ; 二百戶五百騎以上賜爵

上造, 黃金五十斤, 食邑五百四十八.” (敦煌縣文化館, 1984 ｢甘肅酥油土漢代烽

燧遺趾出土的木簡｣ 漢簡硏究文集 , 甘肅省文物工作隊․甘肅省博物館 編, 甘
肅人民出版社.)

고려대학교 | IP: 163.***.133.25 | Accessed 2016/12/22 16:06(KST)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41

고 있는 전문 관리들에 의해 즉시 봉후 업무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보인다. 먼저 
원 4년(기원전 119년) 봄에 위청과 곽거병은 흉노의 선우와 대규모 전
쟁을 치렀고 그중 곽거병의 군대는 대대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열전에
는 흉노왕 및 장군들을 참획한 숫자를 일일이 열거한 뒤 그들의 봉후 
사실을 기록했다.72) 그런데 표에는 그 봉후의 시점을 원수 4년 6월로 
적어 놓았다.73) 전쟁이 봄에 일어났다면 최소한 3~4개월의 격차가 생긴 
셈이다. 열전에 전쟁과 봉후 사실 사이에 ‘軍旣還, 天子曰’이라는 부분
을 삽입해 두었는데,74) 이 문구가 곧 군공과 봉후의 시간적 차이를 설
명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경우 최종적인 군공 판단은 그 전쟁
이 일단 종료하고 귀환한 뒤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사기  위장군표기열전과 
한서  무제기에는 똑같이 원수 2년(기원전 121년) 가을에 흉노의 혼야
왕이 한에 투항했다고 적혀 있다.75) 그리고 사기  위장군표기열전에는 
이 사건을 기록한 뒤 혼야왕과 그를 따라 함께 투항해 온 자들을 열후
에 봉했다고 적었다.76) 그런데 후표는 이것과 달리 기재해 놓았다. 먼저 
사기  건원이래후자연표에는 혼야왕은 원수 2년 7월에 봉후되었고, 나
머지 함께 투항해 온 자들은 모두 이보다 1년 뒤인 원수 3년(기원전 
120년) 7월에 봉후되었다고 되어 있다.77) 한편 한서  후표에는 혼야왕
을 비롯해 모든 경우가 원수 3년(기원전 120년) 7월에 봉후되었다고 기
록했다.78) 사기 와 한서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편에 오자 

72) 史記  卷111, 衛 軍驃騎列傳, pp.2936~2937.
73) 史記  卷20, 建元以來侯 年表 pp.1043~1046.
74) 史記  卷111, 衛 軍驃騎列傳, p.2936.
75) 史記  卷111, 衛 軍驃騎列傳, p.2933 ; 漢書  卷6, 武帝紀 pp.176~177.
76) 史記  卷111, 衛 軍驃騎列傳, p.2933.
77) 史記  卷20, 建元以來侯 年表, pp.1041~1043.
78) 漢書  卷17, 景武昭宣元成功臣表, pp.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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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인정해야겠지만, 어느 경우이든 혼야왕과 함께 투항한 자들에 
대해서는 항복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이나 지난 뒤에야 봉후되었던 것
은 동일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투항 이후 속국
이 설치되었으므로 이 모든 수속이 모두 끝난 뒤 봉후 논의가 시작되었
을 가능성, 또는 혼야왕 이외의 투항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둘러싸고 
논의가 지연되었을 수도 있다.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는 남월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누선
장군 양복과 그 부하가 남월의 수도인 번우를 함락해서 봉후된 시점이 
원정 6년(기원전 111년) 3월인데 반해,79) 번우성을 빠져 나간 남월왕 建
德과 呂嘉가 잡힌 공로로 봉후된 시점은 각각 원정 6년 7월과 원봉 원
년(기원전 110년) 윤월이었다.80) 이를 두고 봉후의 시점을 붙잡은 시간
과 동일시하면, 마치 남월왕은 번우성 함락 이후 4개월만에 잡혔고 相 

여가는 1년 10개월만에 붙잡힌 셈이 된다. 그러나 한서  무제기에 따
르면 원삭 6년 봄조에 ‘황제가 汲新縣 中鄕에 도착했는데, 마침 여가의 
목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獲嘉縣으로 했다.’고 되어 있다.81) 

여가는 원삭 6년 봄에 잡혔다는 것이며 곧 번우를 함락한 이후 곧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삭 6년에 여가를 잡았으나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나 지난 원봉 원년 윤월이 돼서야 孫都를 봉후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후표와 다른 열전 및 본기의 내용이 완전히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흉노의 東胡王이 투항했던 시기를 열전에서는 경제 중6년
(기원전 144년)이라고 기록한 반면,82) 후표에서는 이를 중5년(기원전 
143년)이라고 기록했다.83) 또 본기에는 경제 중3년(기원전 147년) 봄에 

79) 史記  卷113, 南越列傳, pp.2975~2976.
80) 史記  卷20, 建元以來侯 年表, p.1051.
81) “行東, 幸緱氏, 至左邑桐 , 聞南越破, 以爲聞喜縣. 春, 至汲新中 , 得呂嘉

首, 以爲獲嘉縣.” ( 漢書  卷6, 武帝紀, p.188)
82) “孝景中六年, 盧綰孫他之, 以東胡王降, 爲亞谷侯.” ( 史記  卷93, 韓信盧綰列

傳, 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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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왕 2인이 투항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84) 후표에는 12월에 
봉후되었다고 되어 있다.85) 결국 현재로서는 군공과 봉후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었던 것인지 단정하기 힘들다. 매 상황마
다 특수한 조건이 작용했다고 보는 편이 무난할 것 같다. 다만 확실한 
것은 후표에 나온 봉후의 시점을 곧바로 군공의 시점으로 보기 힘들다
는 점이다.

고조선의 相과 의 경우 한음, 왕겹의 봉후 시점은 원봉 3년(기원전 
108년) 4월로 모두 같다. 그리고 參은 원봉 3년(기원전 108년) 6월이다. 

열전에 기록된 순서도 같다. 이들이 함께 모의를 했지만 먼저 한음과 
왕겹 그리고 노인이 함께 투항해 왔고 그 뒤에 이어서 참이 우거왕을 
살해했다고 적었던 순서와 일치한다. 노인은 오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
에 봉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열전에서 한음, 왕겹, 노인의 투항과 참의 
우거왕 살해를 구분했던 것과 후표에서 이를 2개월의 차이로 봉했던 
것, 또 전투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뒤에 군공이 결정되었던 다른 사례
와는 달리 그 때마다 봉후가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열전에서 
한음, 왕겹, 노인의 투항을 설명하고 난 뒤에야 ‘원봉 3년 여름’이라는 
시간을 명시했던 것은 이 세 사람의 투항이 여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는 점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투항했던 봄과 봉후가 
이루어진 4월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전황이 보고되고 
봉후 논의가 처리되는 시간일 것이다. 따라서 우거왕이 살해된 여름도 
니계상 참이 봉후되는 시점인 6월보다 약 1~2개월 정도 앞섰을 가능성
이 크다.

문제는 성기에 의한 반란이 언제 종료되었는가이다. 앞서의 경우를 
참조하면 반란의 종식과 봉후 시점 사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

83) 史記  卷19, 惠景間侯 年表, p.1021.
84) “中三年……春, 匈奴王二人率其徒來降, 皆 爲列侯.” ( 史記  卷11, 景帝紀, 

p.445)
85) 史記  卷19, 惠景間侯 年表, pp.1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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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전황 보고에 비슷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볼 때 역시 1~2개월 정도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기의 반란은 원봉 4년(기원전 107년) 3월보다 1~2개월 이른 시간에 
종식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각종 특수한 상황이 얼
마든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혼야왕의 사례를 보면 혼야왕과 
함께 투항한 자들에 대한 봉후가 많이 늦춰졌는데, 이런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성기의 반란을 마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우거왕의 아들 長 과 상 노인의 아들 의 경
우도 어느 정도 복잡한 사정이 개입되었을 것 같다. 가령 성기의 반란
을 종식시켜 봉후된 자는 바로 고조선왕 우거의 아들이었다. 반란의 주
모자인 아들에게 그대로 군공을 인정해서 열후로 봉해주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담당 관리 혹은 조정 회의에서 많은 논
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후표에 기록된 長 과 의 봉후 사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장극에 대해서는 ‘圍朝鮮, ’이라고 되어 있고, 최에 대해
서는 ‘路人, 漢兵至, 首先 , 道死, 其子侯’라고 되어 있다.86) 이들 두 사
람은 성기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왕검성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성 바
깥에서 성내의 民들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반란의 주모자
를 살해하는 것은 더욱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극의 
봉후 이유에 성기를 살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성을 포위했을 때에 항복했다는 식으로만 서술했다. 또한 만약 최가 아
버지인 노인과 함께 한군측에 도착했었다면, 봉후를 이렇게 늦출 이유
가 없다. 당시 진한시대 율령에는 마땅히 작을 받아야 할 자가 사여하
기 전에 죽게 될 경우 후계자에게 사여한다는 상세한 규정이 있었기 때
문에87)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경우 왕겹과 한음과 거의 동시에 봉후받아

86) 史記  卷20, 建元以來侯 年表, p.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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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원봉 4년(기원전 107년) 3월에 사
여된 것은 곧 그가 장극과 함께 왕검성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그 역시 봉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작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한동안 반란세력과 행동을 같이 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마지막에 성기를 죽이고 투항해 온 공적이 있었
기 때문에 봉후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했을 것이겠지만, 관리들의 의견이 
갈라질 경우 관례상 봉후의 시점은 오랫동안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장
극과 최가 동시에 성기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우고 항복을 했어도, 장극
의 봉후 시점과 최의 봉후 시점 사이에도 불과 며칠이지만 차이가 난다
는 점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88)

따라서 필자는 성기의 반란이 일어난 뒤 이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幾侯 長 과 涅陽侯 의 봉후 시점이 우거왕 살해 이후 9개
월가량이나 지체되었다는 점을 주목한 조법종 교수의 지적은 일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곧 성기의 반란이 9개월 이후에 종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봉 3년 여름 우거왕의 
살해 이후 반란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만, 원봉 3년 내에 반란이 종식이 되고 난 뒤 봉후와 관련된 논의가 일
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한 곧바로 원봉 4

년(기원전 107년)까지 성기의 반란이 지속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
욱이 고조선의 멸망이 이때라는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89) 또

87) “從軍當以勞論及賜, 未拜而死, 有罪法耐遷其後, 及法耐遷 , 皆不得受其爵及

賜. 其已拜, 賜未受而死及法耐遷 , 予賜.” ( 雲夢睡虎地秦簡  軍爵律, p.92)
88) 史記  卷20, 建元以來侯 年表, p.1053에는 남월의 여가를 사로잡은 孫都를 1

년 10개월만에 봉후했는데, 그 봉후 이유에 대해서 ‘본래 南越郞이었는데 漢兵

이 번우를 격파했다는 사실을 듣고 복파장군을 위해 남월상 여가를 잡은 공로
로 후에 봉해졌다’고 했다. 아마 南越郞이라는 특별한 출신과 연관되었을지도 
모르겠다.

89) 조법종 교수는 누선장군 양복에 대한 사법처리가 漢書  卷17, 景武昭宣元成

功臣表에 원봉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곧 고조선의 붕괴시
점이 원봉4년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2008.2.14 제21회 한국고대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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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 교수는 한서  지리지 기록과 사기 와 한서 의 후표 기록은 사
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반면, 조선열전에서 성기의 반란이 종
료된 후 ‘조선을 평정했고 그리고 4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나 한서  
무제기의 ‘원봉 3년에 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료의 가치를 결정하려면 좀 더 
신중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기와 열전의 다른 기록 부분에서 동
일한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것만을 문제시 삼을 수는 없다. 차라
리 이 모든 사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명 방식이 더 유효하다. 즉 앞
서 필자가 입증한 대로 성기의 반란이 반드시 원봉 4년까지 지속되었을 
필요가 없다면 고조선의 멸망은 원봉 3년으로 보는 것이 모든 자료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다.

Ⅵ. 결론

본고는 사기 가 원칙적으로 기존의 원 사료를 충실히 옮기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전쟁과 반란 관련 기록은 정부 측에서 작성된 
공식 보고서류가 중심이 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조선열전도 한의 
고조선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이후 전공을 판단하기 위한 공식 보고서가 
일차 자료 을 것으로 보고, 한의 고조선 침공 및 고조선 멸망을 한에

합동토론회 토론문). 그러나 이는 한대 사법절차가 의외로 복잡하고 상당한 시
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범죄에 대한 진술과 사실 확인을 위한 
변론 혹은 장부 검토, 법리적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판결에 
대한 재심요청이 가능하며 종종 최상급 기관의 판단을 위해 奏讞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양복의 경우에는 본래 當誅에 해당되나 여러 상황이 참작되
어 減等되었는데 그 처벌이 한서  무제기에는 ‘免爲庶人’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한서  공신표에는 ‘贖完爲城旦’이라고 달리 쓰인 것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심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복의 처벌 시점으로 고조선
의 붕괴시점을 규정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 IP: 163.***.133.25 | Accessed 2016/12/22 16:06(KST)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47

서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살폈다. 한은 먼저 고조선에 대해 혈연적, 역
적으로 친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난 뒤 고조선과 요동태수 
사이에 맺은 외신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는 침공의 일차적 합리화를 
외신의 의무 불이행에서 찾았다. 그렇지만 이 외신이란 본래 특정한 의
무가 부과되는 외교적 개념은 아니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한의 입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적어도 제후왕에 
대한 우세를 점하고 황제권이 크게 강화된 무제 이후에 요구된 의무이
다. 한은 고조선 침공의 직접적 정당성을 고조선의 ‘반란’에서 구했다. 

한의 제후왕 반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 선제공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상대방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여 ‘반란’을 일으켰는지 
여부 다. 그리하여 고조선의 遼東都  공격을 ‘반란’으로 간주하고 본
격적인 전쟁을 도발했다. 그 시점은 흉노와 남월, 동월에 대한 모든 공
략이 마무리되고 이를 기념하는 봉선제사가 치러진 이후인 원봉 2년이
었다. 봉선 이후에 침공했다는 것은 그 이전 소위 한의 천하관념과 고
조선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조선 침략과정에서 
보인 한의 집착을 이해할 수 있게도 한다. 전쟁에 동원된 한의 병사는 
구체적인 郡國에서 징집된 자들이었다. 특히 齊郡 출신의 병사를 수군
에 동원했던 것은 당시 전쟁의 해상 침투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
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死罪를 저지른 죄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누구
보다 군공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지만, 그만큼 성급하기도 했고 충
분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또 군률이 해이해 군대에서 이탈하는 
자도 많았다. 누선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본래 5만 명이었는데 거의 대
부분의 병졸을 잃었던 것도 이와 연관되었을 것이다. 이후 고조선은 타
협을 시도했으나 상호 불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다만 전황이 지
속되면서 대신들은 누선장군에게 항복 의사를 밝혔던 반면 우거왕은 지
속 항전을 주장했다. 한편 이미 많은 병졸을 잃은 누선장군은 얼마 전 
경험했던 남월 공격의 사례를 거울삼아 고조선의 항복을 받는데 주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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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좌장군은 황제에게 가시적인 공적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무력 
진압을 시도하는 등 양자의 알력이 지속되었다. 결국 누선장군의 체포, 

고조선 대신의 항복, 우거왕의 살해, 성기의 반란, 성기의 살해의 과정
을 거쳐 고조선은 원봉 3년 멸망했다.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멸망시점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원봉 4년설을 검토한 바, 공신후표의 봉후 시점과 
사건의 발생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는 점, 특히 성기 반란 종식에 공을 세운 장극과 최의 봉후와 관련해 그 
봉후 자체 및 등급과 관련해 긴 기간의 논쟁이 있었을 가능성, 공신후
표 외의 다른 기록과의 정합성 등의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본고에서 추적한 것은 완전한 의미의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전쟁을 도발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漢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
리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패자의 구체적 정황, 또 전쟁 초기 여
러 차례 한이 패배했던 부분 등은 대부분 빠져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가 이용할 수 있는 사료가 한에 의해 정리된 것인 이상,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파악했는지 그 논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
이 순서이다.

 투고일 : 2008. 2. 14      심사개시일 : 2008. 5. 28     심사완료일 :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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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抄録

从汉朝的角度来看古朝鲜的灭亡

金秉

司马迁写成《史记》时，在不修改原有史料内容的前提下利用了原有史

料。他忠实抄写原史料的内容，并在《史记》太史公自序中明确揭示自己

“不述而作”。通过关于诸侯王的反乱以及与周围国家战争的记载，很明显

地可以看到司马迁利用了汉朝公 的公文书，并不是表示了其个人的判

断。本文以这种观点为出发点，分析了《史记》朝鲜列传。首先，朝鲜列

传把周围国家的起源归属于汉朝。我们在南粤列传、东岳列传能看到同样

的情况。继而，它以外臣定位古朝鲜，因此指正古朝鲜没遵守外臣的义

务。但外臣的概念本身并不具备特殊的义务，而是随着汉朝的国势变化，

外臣的义务也会有所变动。也就是说，对古朝鲜的要求只是汉武帝以后才

始的。因此列传中列举的义务都是汉武帝时期为了 汉朝之侵攻正当

化，而编造出来的借口。不过，汉朝侵攻的直接原因是在于古朝鲜的“反

乱”。实际上，首先古朝鲜反抗了汉朝先前的侵攻，但从汉朝的角度来判断

的话，问题就在于古朝鲜是否进行了军事行动的“反乱”。另外，本人还注

意到汉朝的侵攻发生在元 元年 禅仪式以后即元 二年，汉朝的水军从

齐郡征发兵卒，这些兵卒的身份就是犯了死罪的刑徒等问题。本文通过以

上几个问题想来分析当时战争的特殊情况。本人还通过对其他列传的比

较，而来重新分析了古朝鲜的灭亡过程，其中特别注意到楼船 军的心

，从而分析战争了延长的原因。 后，本文检讨了古朝鲜灭亡的时间：

本人不能同意 近“元 四年”说，而主张“元 三年”的传统说法。

  Key Words : 古朝鮮, 滅亡, 史記 , 朝鮮列傳, 漢 王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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