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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안악3호분의 발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조사한 고구려 고분과 성곽 등 많은 유적은 남한 고

구려 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고고학 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한 북한에서는 압록강 유역

의 적석총과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벽화분을 위시한 고분, 대성산성과 안학궁 등 평양과 지방의 성곽과 신원 도시유적 

등을 조사하여 고구려 역사를 체계화하고 문화의 우수성을 밝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와 연구는 ‘대동강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다보니 고고학 조

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일대에 치중되었고, 그 결과는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천년 강성대국’이라는 대명제

를 실증, 확증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적인 해석은 더욱 공고해져서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원전 277년으로 소급시키고 이에 연동하여 적석총

의 등장은 기원전 3세기로, 고구려의 평양진출을 3세기대로, 평양은 4세기 이전에 부수도로서 위상을 갖추었다고 평가

한다. 최근에는 평양 일원의 성곽은 층위적으로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구려의 기원전 277년 건국이나 고조선 계승의 고고학적 근거가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군릉

과 동명왕릉의 개건에서 드러나듯이 자칫 선택적 조사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때문에 남한에서의 

고구려 고고학 연구는 북한의 발굴조사와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취신할 것인가, 또는 유적, 유물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인용할 것인가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남, 북한의 공동 조사와 학술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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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북한이 바라보는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천년 강

성 대국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고고학 조사와 유적, 유

물의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때문에 고구려 유적, 

유물의 조사, 연구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그대로 취신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점이 유적, 유물을 실

견할 수 없는 남한에서의 고구려 고고학 연구를 어렵게 

한다.

북한의 고고학 조사는 1949년부터 나진 초도와 안

악1,2,3호분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는 정권 수립 이전부터 마련된 고고학 조사와 연구를 위

한 일련의 제도가 기반이 되었다. 고고학 조사와 연구는 

1948년 조직된 ‘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의 주도 하

에 평양중앙역사박물관이 담당하였고, ‘물질문화유물조

사보존위원회’는 한국 전쟁 종전 직후, 과학원 산하의 고

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편제되었다.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는 1967년 고고학과 민속학연구소로 분리되면서, 

고고학연구소가 이후의 고고학 조사를 주도하였다. 이외

에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중앙박물관 및 신의주박물

관 등 지방 박물관도 조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고고학 조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196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고고학 연구는 유적, 유물에 대한 다양

한 주장과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을 지

나면서 유적, 유물의 조사와 해석에 있어 주체사관에 따

른 방법론이 강조되고, 이것이 유일사상과 유일체제의 확

립으로 연결됨으로써 북한의 고고학은 주체의 고고학이 

되어 버렸다.

이는 고구려 고고학 조사의 주요 성과로서 동명왕

릉 발굴로 시조릉임을 밝힌 것,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

분 등 많은 벽화 무덤의 발굴, 대성산성과 안학궁을 비롯

한 성곽과 궁전, 도시 유적 발굴, 정릉사 등의 사찰 유적

의 발굴과 압록강 일대에서의 고구려 초기 고분의 조사를 

들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석광준 20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 북한의 고고학적 인식의 차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쟁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정리함으로

써 향후 공동의 연구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유적의 조사와 연구

북한의 고고학 조사와 연구는 2009년도에 북한에

서 발간한 『조선고고학전서』의 총론에 의하면 정치 사회

적 상황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한창균 2013: 

181-214). 총론의 7단계에 따라 고구려 고고학의 조사와 

연구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1기는 해방 이후, 정전 협정이 종료된 1945년 8월에

서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으로, 고고학계의 과제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탈피하고 새로운 민족 문화 건설과 계승

에 필요한 고고학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2기는 

한국 전쟁 종료 이후 조선노동당 4차 대회가 열리기 전인 

1953년 8월에서 1961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과학적인 

유적·유물의 조사,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정리와 보존, 주

체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고고학 연구의 과제로 삼았다. 

조사는 전후 복구와 재건에 따른 각지에서의 구제 발굴의 

성격을 띠며, 제대한 군인과 중등 교육을 받은 성원으로 

조직된 전야고고공작대가 조사를 담당하였다.

이 기간 중에 롱오리산성, 토성리집자리 조사가 있

었지만, 조사는 주로 고분에 치중되었다. 특히 안악3호

분, 요동성총, 평양역전이실분, 약수리벽화분 등의 벽화

분 외에도 적석총에서 봉토분, 대형분에서 소형분에 이르

는 시공적으로 다양한 고분 자료는 고분 연구의 출발이 

되었다. 한편, 안악3호분은 규모와 일제강점기에 알려지

지 않았던 무덤의 구조, 다양하고 풍부한 벽화로 인하여 

북한 뿐 아니라 중국학계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인공에 대한 여러 견해-동수, 왕릉, 미천왕-가 제

시되었고, 이에 대한 몇 차례의 격렬한 토론회가 열렸다.

3기는 조선노동당 4차 대회가 열린 1961년 9월부터 

5차 대회가 열리기 전인 1970년 10월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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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강조되었다. 삼국시대의 사회 성격에 관한 토론을 

거쳐서 고구려를 중세 봉건제 사회로 규정한 것도 그러

한 시도의 일환이었고, 전 시기의 다양한 해석들은 주체

적 발전에 따라 정리되었다. 한자식 표현의 고고학 용어

가 바뀌기 시작하여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 용어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고분 조사는 전 시

기에 비해 줄어들고, 배천산성, 대현산성, 백마산성 등의 

함경남도, 평안도, 황해도 일대의 성곽 답사로 성곽의 현

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성산성과 안학궁 정비 복원

을 위한 대성산 일대의 유적 조사는 평양성에 대한 몇 차

례의 토론(채희국 1965: 23-27; 정찬영 1966: 13-20)을 거

쳐 평양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단행본 『고구려 평

양성』(최희림 1978)이 발간되었고, 이는 고구려 도성연구

의 출발이 되었다(양시은 2016: 46-62).

4기는 조선노동당 5차 대회가 있었던 1970년 11월

부터 1980년 9월 6차 대회 전까지의 기간으로, 유일사상 

체계의 공고, 주체사상화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역사, 문화의 복원 연구가 그 중심이 

되었다. 평양 중심의 고구려사 재구성도 이 시기부터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문화의 독자적 우수성을 

강조하다보니, 고분 조사는 벽화분에 치중되어서 덕흥리

벽화분을 포함하여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도 일원에서 다

수의 고구려 벽화분이 조사되었다. 또한 묘실벽화를 통

해서 생활의 여러 측면, 사회 등급, 천문학과 과학 기술, 

관념과 사상 등 사회 문화 전반을 복원하였다. 고구려 문

화의 우수성을 강조한 고분 연구 경향은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다. 한편, 동명왕릉을 재조사하여 벽화분임을 밝히

고, 정릉사와 함께 고구려 시조왕릉으로서 고구려 시대상

이 반영되도록 개건할 계획 하에 도상복원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6).

성곽으로는 성현리토성과 대흥산성의 조사가 있었

고, 대흥산성은 방어 체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

었다. 성곽 연구에 대한 한 주제는 역사 기록과 결부시킨 

위치 비정으로, 살수를 중국 동북지방의 소자하로 비정하

고, 수양제가 함락시키려 했던 평양성은 현재의 평양이 

아닌 환도성으로, 환도성은 지금의 중국 요동지방의 봉황

산성으로 보았고, 이러한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성곽 연구의 주요한 방법론이 되었다(손영종 1979a: 28-

32; 1979b: 22-26: 전준현1980: 34-40; 채희국 1980: 41-

46). 이외에도 숙천리, 대동군, 만포시, 송원군에서 고구

려 유적 조사가 있었지만, 유적 조사 내용은 자료실 자료

로 공개되지 않았다.

5기는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이후 

1989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조사보다는 그 동안 조사되

었던 유적, 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확산시키

는 한편, 유적, 유물의 복원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유

적 조사는 전 시기에 비해 줄어들어서 고분은 여전히 평

양과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에 치중되었고, 롱오리산성, 

장수산성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청호동과 휴암동을 연결하는 413년으로 비정되는 

고구려 다리와 고산동 우물 등은 평양도성과 관련하여 안

악궁 시기의 도성제 연구에서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안

병찬 1982: 46-48). 또한 황해도 신원군 장수산 아래 도시 

유적과 장수산성의 행궁터로 추정되는 건물터는 신원군 

일대를 고구려 부수도로 남평양으로 비정하는 근거가 되

었고, 미천왕릉으로 비정하였던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

으로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리승혁 1985: 31-36; 최창빈 

1985: 46-47). 고구려 유적은 아니지만, 1981년에서 1984

년에 걸쳐 진행된 평양 낙랑구역의 조사는 고구려의 평양 

진출을 미천왕 이전으로 상향 조정케 하였다.

한편, 쏘련 싸마르깐드 아흐라샤부 궁전 벽화 사절

도에 그려진 고구려 사절, 일본 다까마쯔 고분 연구는 고

구려의 대외적 영향을 강조하였다(박진욱 1988: 11-16; 

김종혁1985: 35-38). 특히 다까마쯔 고분 조사로 일본 내

에서 고구려 벽화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일본 11개 도시에서 고구려 문화전이 개

최되었고, 덕흥리벽화분이 일본어로 번역 발간되었다(朱

英憲 1986).

6기는 1990년부터 김일성 사망(1994년 7월8일) 그

리고 단군릉 개건 준공(1994년 10월11일) 직후까지의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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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으로 조선 민족의 긍지와 조선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역사 연구의 심화가 요구되었다. 단군릉 발

굴과 연대 비정 그리고 개건에 이르는 일련의 주장은 ‘대

동강문화’와 맞닿아 있고, 같은 선상에서 고구려의 건국 

연대를 기원전 277년으로 소급하는 등 고구려 고고학 연

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천년 강국 고구려 역사의 재구

성에 치중되었다.

장수산 일대의 유적과 각지의 성곽 조사로 평양성

을 포함하여 거의 북한 전역의 산성이 조사되어서 고구려 

방어 체계 구성의 근거가 되었다(손영종 1993: 47-51; 46-

51). 남평양으로 비정한 장수산성 아래 아양리 도시 유적

은 도시성으로 해석되었다(최승택 1991: 14-18). 한편 정

릉사는 동명왕릉과 결부되어 동명왕릉 복원의 타당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고, 동명왕릉 릉원은 시조묘와 불

교가 결합한 독특한 형식으로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

었다는 해석으로 확대되었다(전제헌 1995: 32-35; 리광희 

2000: 37-42). 이외에도 강원도 회양군 철령에서 안악3호

분의 행렬도를 연상케 하는 철과 청동으로 만든 고구려 

기마 모형은 강원도의 고구려 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리순진 1994: 2-6).

7기는 1995년 이후로, 경제난 극복과 인민 단결 도

모 등의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만년 민족의 유구

한 역사를 더욱 빛내야 한다는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서 

고고학 연구는 민족의 유구성과 역사를 종합,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의 심화에 중점을 두었다. 역사주의적 원칙이 

강조된 주체의 고고학을 표방하면서 고조선에서 고구려, 

발해, 고려로의 계승성을 증명하는 한편,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작업과 기존 유적에 대한 재평

표 1 북한의 고구려 유적 조사

총론
시기 구분

유적 조사
비고

고분 성곽 기타 유적

1945.9-1953.7 안악1,2,3, 요동성총

1953.8-1961.8

평양역전이실, 남옥리, 대청리1, 대안리1,  

선봉리1, 가장리벽화분, 화상리쌍곽무덤,  

팔청리, 약수리, 태성리일대고분, 복사리, 

무진리(동명왕릉부근), 자강도 중강군. 시중군 

롱오리산성
대성산일대 유적,

자강도 토성리유적
*전야고고공작대

1961.9-1970.10
평양, 황해도,  

압록강유역 자강도 위원군 중강군 장산동1,2,  

산북리1,2

대성산성 구룡못, 안학궁,  

대성산성(서곡산성. 배천산성,  

대현산성, 장수산성)

서흥군유적조사,  

박천군유적조사

고고학 용어 한글 표현,

*토론회: 삼국시기 사회성

격, 안악3호분주인공

1970.11-1980.9

동명왕릉일대, 수산리, 강서 삼묘리. 봉성리,  

청계리, 대성산일대(10기), 덕흥리, 덕화리1,2,  

숙천군,문덕군일대 무덤, 안악군일대무덤,  

금옥리, 우산리1,2,3, 지경동1,2, 개천군 안주군

일대 무덤, 봉성리, 자강도 초산군, 위원군,  

중산군, 승호구역, 삼석구역, 중화군, 상원군 무덤

성현리토성,

대흥산성

정릉사지

숙천리일대유적(자료실),

도영시멘트공장구 내  

유적(자료실),  

대동군 유적조사

*김일성 교시:  

동명왕릉묘 관련

1980.10-1989.12
경신리, 안학동, 로산동, 로산리큰무덤, 오국리,  

용흥리, 평원 무덤, 월정리, 운용리, 지경동1,2,  

대성산, 황해도 일대, 동암리, 독로강유역

롱오리산성,

장수산성

대동강나무다리, 

고산동우물,

청호동고구려건축지

고분 벽화  

일본 순회 전시

덕흥리벽화분보고서 

(일본어)

1990.1-1994.7 낙랑구역조사, 덕화리3, 창매리, 단군릉, 룡흥리 1994-96: 평양성 외성, 중성

고구려 건국

연대(기원전 277)

동명왕릉, 단군릉 개건

1995 이후 안학궁일대 고분조사, 호남리불당골고분, 
청암동토성, 두대동성, 문성진성,

달보산성, 장새성, 웅진고성,
금강사터 

2000

태성리3, 령천리, 금옥리, 우산리4, 청계동,  

표대, 순창리, 만포시일대, 호남리5,7,  

송죽리2,3, 동산리, 옥도리, 호남리, 고산동, 

대성동3, 민속공원, 문화리, 대성산고분(적석총), 

고방산, 성현리긴재동고분, 승리동고분

적두산성(서산성), 고방산성, 

청호동토성, 평양외성2차(2011), 

황해도일대, 강원도일대 성곽(철원 

만경산성, 거성, 노기성) 

 안악동첨성대유적,  

평양민속공원내 고구려  

기와가마터 소금생산유역

남한,  

중・일 공동 조사

* 1949-1963년 조사 고고민속 1965-1, 1964-1985년 조선고고연구1986-1,2호, 이후 조사는 개별 보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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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진행되었다.

총론에서는 1995년 이후의 고고학을 세분하지는 않

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이나 남한, 중국 연

변대와의 공동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공동 조사

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던 고산동1호분의 재조사와 송

죽리벽화분, 동산동벽화분을, 중국 연변대와는 천덕리벽

화분, 호남리18호분을 함께 조사하였다. 특히 고구려연

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과 안학궁 공동 조사, 중국 연

변대와의 고구려 성과 고분 공동 조사에는 동북아역사재

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이 있었다.

성의 조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평양 도성의 방어 체계와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관련된 

황해도, 강원도 일원의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평양성 조

사와 함께 청암리토성 이전에 고조선토성의 존재로 고구

려성의 고조선 성에 대한 계승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하였

다. 또한 적두산성(서산성), 고방산성, 강원도의 만경산

성, 거성, 노기동성 등이 조사되었다(정영진 외 2016: 63-

79; 정경일 2016: 89-105).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의 지

원으로 중국 연변대에서 북한의 평양도성, 황해도 일대와 

평안도 지역 산성 자료를 담은 단행본이 발간되기도 하였

다(동북아역사재단 2013; 2015; 2017).

Ⅲ. 연구의 주요 성과와 쟁점

고구려 유적 조사가 고분과 성곽에 치중되다보니, 

연구 또한 고분과 성곽에 집중된 경향을 띠고 있다. 이에 

고구려 고고학 연구의 주요 성과와 쟁점은 고구려의 건국 

연대, 고분과 성곽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고구려 건국 기원전 277년의 고고학적 증거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은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

었다.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고대 노예제 국가에

서 중세 봉건제 국가로의 변화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

는 1990년대 이후 고구려 건국을 기원전 277년으로 소급

시켜 고조선을 계승한 천년 강국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1977년, 1979년에 발간된 『조선통사』와 『조선전사』는 고

구려를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봉건 국가로 서술하였지

만, 고조선을 계승한 천년 강국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1991년 발간된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에서는 고

구려 건국을 기원전 277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구려의 기원전 277년 건국 입장은 『삼국사기』 고구

려 본기에 진.한 이래 고구려가 중국 동북쪽에 있었고, 『삼

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를 비교해 볼 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고구려 초기 5왕의 기록이 누락되었다

는 문자 기록을 근거로 진(秦)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부터 

고구려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손영종1990: 39-45; 1996: 

32-37; 39-42). 그리고 압록강, 독로강 유역의 집자리와 적

석총이 이를 실증한다고 보았다(석광준 2000: 2).

증거로 제시된 로남리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에서 고

구려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다. 층위적으로 중복 관계를 

갖고 있는 하층의 집자리와 상층의 적석총에서 출토된 로

남리형 토기인 갈색간그릇과 검정간그릇이 제작기법이

나 태토가 같다는 점을 들어서 서로 계승 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적의 연대는 집자리에서 출토된 명도전을 근거로 

기원전 4~3세기로 비정하였다. 또한 중국 길림성 집안 오

도령구문 적석묘를 고조선의 유민이 세운 구려국의 유적

으로 보고, 청동 유물을 근거로 오도령구문 유적의 연대

를 기원전 5~4세기로 비정하였다. 나아가 오도령구문 적

석묘에서 출토된 선형동부가 로남리 위층과 북창군 대평

리의 고구려 초기 유적 출토 철부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므

로, 압록강 유역의 적석총은 늦어도 기원전 3세기에는 축

조되었다고 보았고, 이를 기원전 277년 고구려 건국을 확

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원전 3세기 초 압록강 중류역의 주철 제작 

기술은 생산력 증대를 초래하여 구려국이 해체되고 봉건 

국가인 고구려가 등장하였으며, 고구려는 668년 멸망하

기까지 천년 강국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

사군 재요동설, 평양 낙랑군의 낙랑국설, 고조선 재평양

설과 단군릉 개건으로 연결되는 고구려 유적의 평양 중심

적 해석의 출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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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색간그릇, 검정간그릇을 포함한 로남리형 

토기는 선행의 기술과 새로운 제작기술 등 계통을 달리하

는 토기를 아우른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그 시기와 기술 

계통의 구분과 함께 출토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는 선형동부, 청동조

문경, 퇴화된 세형동검이 도끼날 철촉과 함께 공반되어서 

연구자들에 따라 그 성격과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다(강현숙 1999: 36-42). 오도령구문 적석묘의 

연대에 대해서는 기원전 3세기라는 입장도 있지만, 기원

전 2~1세기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구려 건국 기원전 277년

의 고고학적 증거로 제시된 유적·유물은 『삼국사기』 기록

의 건국 연대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여, 

연대관을 포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더

욱이 정사로 인정되는 『삼국사기』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

가 하는 문제는 남, 북한 고고학 뿐 아니라 문헌 연구와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2. 고분 연구

고구려 고분 연구의 경향은 1960년대 중반과 1990

년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는 적석총과 봉토분 또는 벽화분의 형식을 나누고 고분

의 기원과 변천을 설명하려는 문화사에 초점을 두었다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묘실벽화를 대상으로 생

활, 문화 전반에 걸친 복원에 중점을 두고 고구려 역사 문

화의 독자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주체적 해석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이 

강조되었다(강현숙 2013: 33-53). 아울러 중국의 집안왕

릉보고서 발간에 따른 왕릉비정 등의 연구도 있다(中國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2004).

1) 기원과 변천

고구려 고분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중반까지 고분 연구의 중심이었고, 고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비판이 있었다. 정백운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는 고구려 고분을 

석묘와 토묘 외에 석묘와 토묘의 과도기 형태인 석기단토

묘로 나누었다. 토묘는 묘실 벽 축조 방식이 지석묘와 유

사하며, 석묘는 지석묘 또는 적석묘에서 발전하였다고 보

았다. 무덤 구조와 천장이 다양한 것은 종족 구성과 자료

의 제약, 축조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것으로 보아 변천 

과정에 있어서는 다선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벽화분도 

대동강 유역에서 먼저 조성되고, 고구려 족속에 의해 조

영된 것과 다른 족속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정백

운 1957: 26-33: 23-40).

석실봉토분에 대한 해석도 고구려의 독창적인 묘제

로 본 채희국의 주장에(채희국 1959: 5-28), 도유호는 역

사적 계기성과 상호 관련성을 도외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석실의 천장은 서역 요소로, 서역의 영향이 고구려화됨

으로써 고구려의 특징이 되었다고 보고, 벽화분의 등장에 

서역의 영향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도유호 1959: 1-12). 

벽화분의 등장을 중국의 영향 일변도로 본 일제강점기의 

해석에 서역 요소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벽화분

에 표현된 악기 중에는 서역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

구 등으로 볼 때 당시까지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전주농 1957:41; 1971: 

26-33).

그러나 1961년 유일사상 체계 수립을 위한 조치로써 

주체적 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 강령 지침을 계기

로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주영헌은 고구려 봉토무덤의 

기원과 변천에서 돌각담무덤과 봉토분은 선후 관계를 가

지는 한편, 일정 기간 병존하였다고 설명하지만, 봉토분

에서 중국 한나라나 서역의 요소가 보이는 것을 문화 교

류의 현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묵방리식 변형고인돌에서 

기원한 봉토분은 유구하고 고유한 전통을 계승, 발전함으

로써 변화 발전하였다고 하였다(주영헌 1963: 7-18). 이후 

봉토분은 묵방리형 변형고인돌 및 돌각담무덤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해석되었고, 돌각담무덤에서 돌칸

흙무덤으로 변화는 북한 학계의 정설로 자리하게 되었다. 

무덤 구조와 묘실벽화를 기준으로 벽화분의 유형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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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천과정을 설명한 주영헌의 입장은(주영헌 1959: 26-

34; 1960:1-38; 1-31) 이후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어 1980년

대의 생활사, 과학사 복원 연구의 전제가 되었고, 손수호

의 고구려고분 연구로 이어졌다(손수호 2001).

고구려 봉토분이나 벽화분 연구에서 구조와 묘실벽

화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

한 1960년대 초반 이전의 연구는 당시로써는 탁월한 성

과이지만, 현재는 그러한 성과가 왜곡되기도 한다. 고분

의 구조는 등장 시점에서의 선후 관계를 갖지만, 동시에 

지역에 따라 병존하면서 오랜 기간 존속하는데, 지역과 

존속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구조를 편년의 기준으로 삼

아 평양 일대 고구려 고분의 연대를 상향시켰다. 가령, 고

산동20호분이나 최근 조사된 안학동이나 로산동의 사신

도벽화분의 장방형현실, 우편재연도 평면 구조를 3세기 

중엽으로 비정하는 것은 고구려의 평양 진출 시기를 3세

기 이전으로 올리려는 평양 중심적인 도식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적석총에 대한 관심은 석실봉토분이나 벽화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다. 정찬영은 1961년 연구

에서 적석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정찬영 1961: 

25-45), 1967년 글에서는 적석총 대신 돌각담무덤을 사용

하였고(정찬영 1967:10-16), 현재는 돌각담무덤이 통용되

고 있다. 그는 압록강 중하류역과 독로강 유역의 발굴 조

사에 기초하여 적석총의 축조 방식과 구조 특징, 두향과 

매장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적석총을 무기단과 

기단적석총으로 나누고, 기단적석총은 남방식 고인돌과 

유사하므로 고인돌과 상호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

리고 가장 이른 시기에 강돌로 만든 기단이 없는 돌각담

무덤은 요동반도의 돌각담무덤에서 기원했다고 봄으로

써 고구려와 고조선 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

으며, 이는 적석총에 대한 북한의 정리된 입장이 되었다. 

아울러 기원전 3세기경 압록강 유역에서 적석총이 등장

하였다는 견해는 고구려 건국 연대를 기원전 277년으로 

보는 입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주영헌은 분구와 매장부를 함께 고려하여 적석총을 

무기단적석무덤, 기단적석무덤, 곽실적석무덤, 묘실적석

무덤으로 나누고, 각 형식은 선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주영헌 1962: 61-80). 이는 분구나 혹은 매장부만

으로 적석총을 설명하는 중국학자들 보다 진전된 분류안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석총이 청동기시대의 적석묘 또는 

고인돌과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 해석은 1990년대 이후 고

구려 고조선 계승의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장백의 간구자적

석묘를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경의 고구려 초기 

무덤으로, 요동반도의 강상, 루상 적석묘에서 기원한 고

구려 적석총과 연결시킨 연구는(김성철 2007: 43-37) 적

석총이 기원전 3세기 초에 등장하였다는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기원전 277년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적석총 혹은 봉토석실분 등장 연대의 상향 조정은 

서로 연동되어서 논리의 순환 모습을 보인다. 가령, 압록

강 유역의 봉토석실분(돌칸흙무덤)은 석실적석총(돌칸돌

무덤)과 연결되므로 1세기경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기원

전 3세기 적석총의 등장 연대는 순차적으로 봉토석실분 

연대를 상향하여 결과적으로 3세기대 평양 진출의 근거

가 되었다. 이는 나아가 4세기대 이미 평양이 부수도로서 

기능했다는 점과 연결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요동반도의 적석묘나 서북한의 

지석묘와 고구려 적석총 사이의 시공적 간극은 아직 해결

되지 못하고 있고, 무덤 구조가 시간에 민감하게 변화하

지 않음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따라서 적석총의 기원 

문제나 석실 구조로 개별 무덤의 연대를 비정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2) 주인공 비정과 관련된 논의들

(1) 안악3호분과 태성리3호분

1949년 조사 당시 안악3호분은 일제강점기에 조사

되었던 벽화분과는 달리 큰 규모와 풍부한 벽화로 주목

을 받았다. 특히 전실의 서측실 입구에 있는 묵서를 묘지

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기록과 결부시켜 



113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안악3호분을 동수무덤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60

년을 즈음하여서 큰 규모, 벽화의 대규모 행렬도와 행렬

도에 표현된 성상번 깃발, 묘주 초상화의 자태와 복식의 

색조 등을 근거로 안악3호분이 왕릉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몇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왕릉이라는 전제

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미천왕으로 비정하였다. 즉, 안악

3호분은 모용황에 의해 약탈당한 미천왕을 재매장한 무

덤으로, 동수는 미천왕의 시신 귀환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북한에서 출간된 

보고문이나 논문에서는 안악3호분을 미천왕릉으로 칭

하였다(박윤원 1963: 32-48; 박황식 1965: 21-34; 전주농 

1963a: 32-48).

그러나 1980년대 황해도 신원 장수산성과 아양 도시 

유적에서 고구려 토기와 기와, 고분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남평양으로 비정하면서 안악3호분은 미천왕릉이 아

니라 고국원왕릉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고국원왕릉

설은 현재 북한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보는 입장은 새로 발

굴된 태성리3호분의 묘주 비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안

악3호분과 동구조의 벽화분인 태성리3호분을 북한에서

는 미천왕릉으로 비정하였다(그림 1). 미천왕의 시신은 

국내성에 침입하였던 모용황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되찾

아왔으나 그 후속 조처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북한에서

는 태성리3호분이 되찾아온 미천왕의 시신을 개장하거나 

이장하여 새로 조성된 왕릉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고국원왕릉 비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묵서명의 357년이라는 연대와 고국원왕의 생몰년

(331~371년)이 부합되지 않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최근 

안악3호분 연대의 근거가 된 영화 13년(357)은 동수에 관

련된 것이므로 무덤의 연대 판단 근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안악3호분을 4세기 후엽으로 비정하고, 미천왕

의 시신 반환 시 동수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

았다(김성철 2006: 17-20). 한편, 안악3호분은 고국원왕

릉의 수릉이며, 미천왕릉은 평양역전이실분에 매장하였

다가 태성리3호분에 재매장하였다고 하면서 새로이 수릉 

문제를 제기하였다(최승택 2011: 16-19).

안악3호분의 고국원왕릉을 확증하기 위해 묵서명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수릉을 제기하는 등의 연구가 

더해졌지만, 논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안악3호분으로 

비정하게 된 북한의 결정적 근거는 장수산성과 아양 도시 

유적이지만 정작 이 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

고서가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지는 못하였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한 왕호와 장

지의 관련성, 그리고 4세기 왕도였던 국내 지역의 왕릉급 

적석총에 대한 검토 등의 문제도 선결될 필요가 있다.

(2) 덕흥리벽화분

덕흥리벽화분은 묵서로 인해 주인공과 축조 연대, 

광개토왕의 영락(永樂) 연호가 실제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묵서는 전실에서 현실로 들어가

는 통로의 위 벽에 있으며, 무덤의 주인공인 진의 출신지

와 성명, 역임한 관직과 휘하의 관료 조직, 몰년과 안장

일, 그리고 후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묵서에 의하면 주인공 진은 ��郡信都都鄕�甘里 

출신이며, 位建威將軍國小大兄左將軍驤將軍遼東太守使

持莭東校尉幽州刺使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묵서를 진의 

묘지로 보는 데에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견은 없지만, 

출신지인 신도현과 자사를 역임한 유주의 위치에 대한 해

석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

A B

그림 1   A: 안악3호분, B: 태성리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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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덕흥리벽화분이 조사된 이후 북한 학계에서

는 진을 고구려 사람으로 보고 있다(손영종 1987: 13-18; 

1991: 53-39; 38-41; 박진욱 1992: 15-21; 손은철 2006: 12-

15). 진의 출신지인 ‘신도현, 도향(중)감리’는 평북 운천군 

가사리, 감광리 일대이며, 나열된 벼슬은 진의 관직을 순

서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진은 중국 망명객이 될 수 없

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한 학계에서는 진은 중국으로부터 온 망명

객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망명객이라면 유주자사는 망

명 이전의 벼슬이 되므로, 유주 일대를 고구려 영역으로 

볼 근거가 없게 된다.

진의 국적은 고구려 지방 지배 체제, 영역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논증은 물론 역사적 정황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덕흥리벽화

분의 묘주 초상화는 고국원왕릉으로 보는 안악3호분이나 

중국 전연으로 귀화한 한인 관료의 무덤으로 보는 요령성 

조양 원대자벽화분의 묘주 초상화와 거의 같은 도상이라

는 점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그림 2). 고국원왕과 소형

벼슬의 진, 그리고 전연의 벽화에 묘사된 초상화가 같다

는 점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석이 필요하다.

(3) 동명왕릉과 릉원

진파리 일대는 동명왕릉과 배후의 사신도벽화분 외

에도 봉토석실분 다수가 무리 지어 있다. 진파리10호로 

편호되었던 동명왕릉은 고려시대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

지 고구려 시조묘로 인식되었던 무덤으로 조선시대에 전

각이 배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 이는 1917년 

조선총독부의 중수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고구려 시조

묘의 재평양 입장은 고구려 고토의 상실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되어 전해져 왔을 것이다.

1958년 김일성의 고구려 수도를 옮길 때 고주몽의 

무덤도 평양으로 옮겨왔을 것이라는 교시에서 동명왕릉

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지만, 1963년의 글에 의하면 전 

동명왕릉으로 불리기도 하여서 당시만 하여도 동명왕릉

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전주농 1963b: 

171-188). 그러나 1974년 1월 동명왕릉을 확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라는 과업 지시에 따라서 김

일성종합대학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고, 조사에

서 석실 내부에 연꽃이 그려진 기단봉토임을 밝히고, 이

를 평양 천도 시 시조릉으로 개건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진파리10호분은 동명왕릉이 정식 명칭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동명왕릉의 남쪽 편의 절터에 대한 1974

년의 발굴 조사에서 ‘陵寺’, ‘定陵’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

어서 정릉사로 명명하고, 정릉사 복원을 염두에 둔 일련

의 연구가 진행되었다(한인호 1981: 29-33; 허철준 1986: 

14-18). 정릉사는 동명왕릉과 관련된 능사로서, 시조묘

와 불교가 결합한 고구려의 독특한 능원 형식으로, 능원

은 중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전제헌 

1994: 26-30; 리광희 2000: 37-42).

강성 대국 고구려의 시조릉답게 크게 개건하라는 김

일성의 교시에 따라서 1993년 5월14일 동명왕릉과 정릉

사의 보광전과 7층탑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건되었

다(그림 3). 그러나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자주적인 

존엄 높은 국가임을 과시하기 위한 동명왕릉의 개건은 

그림 2   묘주 초상화 (중국 조양원대자벽화분, 안악3호분, 덕흥리벽화분).

그림 3 (전)동명왕릉 변천 과정(1917년, 1993년 개건 이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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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고구려 고분의 세계유산 등재 시 진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동명왕릉에 대해서는 평양 천도

와 관련하여 그 성격이나 연대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야 할 문제이다.

(4) 중국 『집안 고구려 왕릉』 (2004) 연구

중국의 고구려 도성과 왕릉 및 귀족묘가 세계유산으

로 등재되면서, 『집안 고구려 왕릉』 보고서가 발간됨에 따

라서 북한에서도 집안의 적석총 구조, 주인공, 기와의 연

대와 용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리영식 2011: 5-8; 

김성철 2010: 18-21; 2012: 10-14).

구조에 대해서는 중국의 조사 보고에 새로운 주장을 

담지는 않았다. 적석총의 기와는 무덤을 보호, 관리하는 

묘상에 건축물용이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기와 연구의 관

심은 연대 비정과 그에 따른 왕릉 비정에 모아졌다(정지

향 2016: 21-23; 심수범 2010: 22-27; 김성철 2015: 32-33)

왕릉 비정 결과, 마선구2378호분은 대무신왕릉, 임

강총은 3세기 동천왕릉, 서대총은 미천왕의 수릉이자 1

차 무덤이며, 마선구2100호분은 4세기 후반으로 소수림

왕릉, 천추총은 고국양왕이 건설한 수릉으로 광개토왕이 

완공한 것으로 보았다(김성철 2015: 32-33; 김영희 2014: 

56-57). 그리고 왕릉 후보로 비정되었던 우산하540호분

은 왕릉이 아니라 귀족의 무덤으로 비정하였다(김성철 

2011: 40-43). 미천왕릉을 평양역전이실분으로 본 연구

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고, 고국원왕릉을 제외한 4세

기대 왕릉을 집안의 대형 적석총에서 구했다는 점은 평양 

중심의 고구려사 재구성(최승택 2011: 16-19)과 결이 다

르지 않다. 다만, 왕릉 비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안정적인 

편년안 그리고 귀장, 수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5) 기타 고분 연구

고분 연구로 특기할 만한 것으로 먼저, 중국과 남한

의 일부가 주장하는 고구려 적석총과 중국 요서지방의 신

석기 문화인 ‘홍산문화’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김인철 2010: 19-22). 고구려와 홍산문화의 적

석총이 구조와 매장 풍습에서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

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중국의 역

사 왜곡에 대한 남, 북한의 공조 여지를 보여준다.

또한 경신리1호분은 예전부터 황제릉 또는 한왕릉

으로 전해오던 무덤으로 장수왕릉 또는 문자왕릉으로 비

정되기도 하였다. 석실 상부에서 출토된 기와를 5세기 후

반에서 6세기 초로 연대비정하고, 왕릉이 아니라는 입장

에서 동천왕릉 또는 장수왕릉으로 본 견해를 비판하였다

(김성철 2009: 18-21). 경신리1호분이 장수왕릉이 아니라

는 입장으로 미루어 북한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장군

총을 장수왕릉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평양시와 그 주변에서 새

로 조사된 고분은 연대 비정을 거쳐 고구려 역사 문화의 

우수성 등의 해석을 하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무덤으로 

식물원지구의 궁륭상천장을 한 봉토석실분을 들 수 있다

(최응선 2012: 32-35). 대성산성과 안학궁 부근의 석실 대

부분이 평행삼각고임천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궁륭상천

장 무덤이라는 점은 이 일대 고분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구려 벽화분의 구조나 벽화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 요령성 상왕가촌벽화분을 고구려의 것으로 

비정하거나(손수호 1997: 16-20), 조양 원대자벽화무덤

이 고구려의 영향 하에 조성되었다는 주장(김성철2004: 

11-13), 구주의 장식고분에 반영된 고구려 영향(권기흥 

1995: 39-41; 1997: 32-37), 일본의 전방후원분에 미친 고

구려 전방후원분의 영향(차영남 2006: 33-34) 등의 연구

는 고구려의 대외적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지나치게 고

구려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3. 도성과 성곽 연구

1957년 롱오리 산성이 조사되었지만, 성곽에 대한 

관심은 고분에 비해 상대적 늦게 시작되었다. 성의 축조

에서 성돌의 크기, 석재, 가공 정도, 축조 방법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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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거나, 산성 내 물 보장 체계 등 성내 시설에 관

심을 갖는 등의 연구도 있지만 성곽 연구의 중심은 평양

을 중심을 한 도성제와 산성과 산성 분포를 통한 방어 체

계, 그리고 남평양과 고구려의 남방 진출에 관한 연구이

다(리광희·박준호 2013: 42-26; 박준호 2015: 11-14).

1) 도성과 도성 방어 체계

평양이 427년 천도 이전부터 부수도로서 위상을 갖

추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승호구역에서의 2세기

대까지 연대가 올라가는 고분에 근거하여 2세기대 평양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246년 관구검 침공 시 임시로 옮

긴 평양을 청암리토성으로 비정하고 부수도로서 위상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평양 도성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는 1950년대부터 있

어왔다. 1954년 평양역 동쪽의 도로유구가 조사되었고, 

1960년대는 정비 복원을 위한 대성산성과 안학궁의 조사

가 있었다. 아울러 평양성에 대한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1978년도 단행본 『평양성』이 발간되었다(최희림 1978). 

이로 미루어 평양도성은 일찍부터 리방제가 갖추어졌다

는 입장이나 이후의 안학궁과 평양성에서의 리방제가 갖

추어졌다는 연구의 근간이 이미 1970년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리화선 1989: 27-32; 한인호 1991: 29-33; 한철

준: 54-55).

이에 비해 도성에 대한 조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1996

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장안성 중성과 외성 몇몇 지점

의 성벽 조사로 성벽의 축조 방법과 층위를 설명하였다

(최종택 2019: 13-21). 도성의 방어성으로 고방산성과 청

호동토성, 청암리토성 그리고 서쪽의 적두산성(서산성)

이 조사되었고, 고방산성과 청호동토성, 청암리토성은 평

양의 남쪽 관문을 방어하는 성으로 비정하고 도성의 방어 

체계가 고구려 성의 특징이라고 보았다(정경일 2016: 89-

105).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평양 외성과 청암리토성, 

덕산토성에서 고구려층 아래에 고조선층이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성곽을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

승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청암리토성 북쪽 성벽은 고

조선에서 초축하여 고구려로 계승되었으며, 규모와 구조

가 드러나지 않았던 청호동 토성도 고지리적 연구 방법으

로 고구려에서 3차례의 개축이 있었던 평양 남쪽의 방어

성으로 설명하였다(남일룡 외 2011: 4-8; 리호 2011: 26-

26). 한편, 평양의 북쪽 은정구역의 덕산토성에서 고조선 

시기층이 확인됨으로써 덕산토성을 단군 조선 수도의 북

쪽 방위성으로 해석하고, 고구려의 평양 북쪽 방위성으로

서 고려까지 성곽에서의 지속적 계승성을 강조하였다(리

정남 2007: 32-37).

성곽도 고조선에서 고구려, 고려로 이어진다는 이러

한 해석은 고고학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또한 토층에 포함된 

특정 유물이 성벽의 축조시기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

은 아니어서, 고조선의 토성 규모가 현재의 고구려 토성

과 일치한다는 견해 등은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하기에 신

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2) 남평양 연구

재령강 상류 황해도 신원군의 장수산성과 장수산

성 외성 남문 부근의 아양리 토성과 도로로 구획된 유적

이 확인되었다. 아양리 토성은 둘레 2km이며, 도로로 구

획된 궁성으로 동서-서남 약66m, 서북-동남 약78m의 방 

시설이 확인된 지방의 중요한 도시 유적으로 평가하였다

(최창빈 1985: 46-47; 최승택 2009: 44-45; 지승철 2001). 

그리고 이 일대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와 서진 연호 영

가(永嘉, 307~312년)7년명 벽돌은 이 유적이 4세기 초의 

고구려임을 확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일대를 남평양

으로 비정하였다.

장수산성과 그 일대가 남평양이라는 입장에서 황해

도 일대 고구려성의 분포로 남평양의 위성 방어 체계, 지

방성 방위 체계를 설명하였다. 장수산성과 도시 유적, 안

악의 벽화분 등 4세기대의 유적·유물은 이미 4세기대 황

해도 일원까지 군현의 지방 제도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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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해석으로 이어졌고, 이는 1970년대까지 미천왕릉

으로 보았던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비정하는 계기

가 되었다(최승택 2015: 15-16).

그러나 영가7년명 벽돌이 평지성 내의 고구려 적색

기와 층에서 드러난 점을 볼 때(지승철 2001: 147) 4세기 

초까지는 고구려가 진출하지 않았던 근거로 볼 여지도 있

다. 게다가 영가7년명 벽돌은 도면이나 사진이 제시되지 

않았고 제시된 연화문와당은 4세기대로 비정하기 어렵다

(그림 4).

유적과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으므

로 현재로써는 장수산성과 그 주변유적과 결부된 4세기 

남평양설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은 가능하지 않다.

한편, 황해도 신원 일대가 4세기대의 남평양이지만, 

2000년 초반 이후 남한의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 그리고 

한강 유역 등지의 고구려 성, 보루 등의 조사 성과를 근

거로 아차산 일대를 6세기 중엽의 남평양으로 비정함으

로써 고구려의 남방 진출을 설명하고 있다(리철영 2008: 

15-20).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문헌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 또한 남한과 북한의 상보

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방어 체계

3세기대에 이미 평양이 부수도로서 위상을 가졌다

고 평가하고, 부수도로서 4세기대 평양은 수도와 다름없

이 국남7성과 국동6성의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

이다(최승택 2012: 14-16; 2008: 9-14).

평양의 외곽 방어성으로 황해도와 강원도를 포함

한 각지에 분포하는 산성을 고구려 지방의 방어 체계, 종

심 방어 체계, 지역 방어 체계, 수도 방어 체계를 이룬다

고 보고 있다. 황해도 지역 방어의 중심은 장수산성으

로,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조사된 무갈리성, 문성진

성, 달보산성, 장새성, 옹진고성, 강령읍성, 수양산성 등

과 함께 황해도 일대의 지방 방어 체계를 구성하며(최충

성 2012: 40-42), 황해도의 성곽은 강원도 철원일대의 만

경산성, 노기성, 거성, 이천군의 무릉시산성, 성북리산성

과 함께 4세기말에서 5세기초에 쌓은 국남7성과 국동6성

으로 비정하였다(최창빈 1990: 51-54). 평안북도의 롱오

리산성, 기룡리니성, 철옹성, 통주성, 용골산성, 걸망성, 

백마산성, 릉한산성 등은 종심 방어 체계에 속한 성이며, 

국경 연안에서 수도성에 이르는 서북 방면의 성으로 보았

고, 평안남도의 흘골산성, 청룡산성은 평양성의 동쪽 위

성으로 비정하고(동북아역사재단 2017), 함경남북도의 

가응산성, 백운산성, 거산성, 룡전리 산성도 조사하여 고

구려 방어 체계의 틀에서 설명하였다.

고구려의 방어 체계는 북한 영역 뿐 아니라 중국의 

산성들을 포함하여 고구려 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

구려의 굳건한 방어 체계를 보여주는 서북방 국경 방어

의 천리장성(최승택 2009: 16-19), 연변 지역 장성(최승

택 2010: 47-48) 그리고 대령강장성 등 고구려 장성의 분

포 특징과 축조 방식을 설명하였다(오철민 2011: 21-24; 

2012: 12-17). 이외에도 고려성으로 알려졌던 두대성은 

고구려의 방어성으로 비정하였다(차달만 외 2012: 44-46; 

최승택 2012: 14-16).

그러나 성을 통한 방어 체계는 분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각지에 분포하는 산성의 초축 시

기, 사용의 상한과 하한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필

요하다. 북한은 물론 중국도 자국 중심적인 해석을 하므

로, 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 중국, 북

한의 공동 조사도 고려할만하다.

4. 그 외 유적, 유물 연구

정릉사지, 금강사 등의 절터 외에도 최근에 조사된 

새로운 유적으로 첨성대유적을 들 수 있다. 첨성대유적

그림 4 장수산성 출토 적색연화문와당(동북아역사재단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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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양민속공원에서 발견된 건축지로 안학궁의 서문에

서 서쪽으로 250m 떨어져 있다(남일룡 2012: 67-69). 유

적의 축조에 고구려자가 사용되었고, 방사성탄소연대측

정 결과(1590±70년)를 근거로 안학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신라보다 200여 년 앞서 축조되었다고 보

았다(정영성 2011a: 19-20; 202011b: 15-17). 이러한 주장

은 평양도성의 전기 왕성이 안학궁이므로 427년에 안학

궁이 축조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안

학궁의 조사 보고 내용이 이러한 전제를 증명하지 않았

고, 특히 안학궁의 연대에 대해서는 고려시대로 보는 견

해도 있기 때문에 안학궁의 성격과 연대에 대해서는 국내 

도성이나 평양 일원의 성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함경남도 함주군 신하리의 고구려 집자리는 동해

안 일대에서 처음 알려진 고구려 집자리이다(발굴보고 

2007: 30-36; 36-42). 두 개의 문화층으로 구성되었고, 하

층 유구는 확실하지 않지만 갈색의 무문토기가 출토되었

고, 상층은 구들이 돌아가는 초석 건물지로 이 건물지를 

고구려 지방행정관청으로 해석하였다. 평양 이외 지역에

서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지

지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주저가 된다. 

또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표대유적의 39호 집자리는 

고구려 집자리로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을 직접적으로 보

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박철 2016; 23-25). 그러나 조

사 지역에서의 고구려 집자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

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한편 동해안 철령과 안변 과평리에서 기마모형이 출

토되었다. 특히 안변 과평리유적은 산꼭대기에서 20여 

장의 벽돌과 25점의 기마모형이 출토되어, 보고자는 작전 

지휘에 사용된 기물로 해석하였다(장철만 2012: 43-46). 

그러나 유구가 입지한 지형 조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제의

와 관련된 특수한 성격의 유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

기와 구조, 성격은 추후 관심을 가질만하다.

이외에도 몽골에서 조사된 성터에서 붉은색과 재색

벽돌 그리고 기와가 발견되었고, 성 인근의 2기의 봉토석

실분 중 2호분의 벽화를 고구려 유적으로 판단하고, 고

구려의 영토가 몽골까지 미쳤다는 주장을 한다(장철만 

2011: 17-18). 그러나 발굴 조사의 주체와 보고가 자세하

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된 내용만으로는 고구려의 유적 여

부는 물론, 초원 지대로 고구려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하기 어렵다.

유물은 주로 벽화에 묘사된 기물을 중심으로 연구되

었고, 실물 자료로는 토기나 시유기, 자기 등에 대한 연구

가 있지만(리광희 1990: 10-15), 북한의 자료가 주된 대상

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기와 연구는 주로 무늬를 통한 연대비정과 모골, 원

통 제작 등 제작 기법에 대한 연구로 관심이 모아졌다. 특

기할 만한 기와 연구는 기와를 통해서 락사터를 락랑토성 

동쪽에 있는 락랑동사로 보고 광개토왕이 세운 평양9사

의 하나이며, 불상은 6세기대에 안치된 것으로 해석함으

로써 장기간 존속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영일 2014: 19-

21). 이러한 해석 또한 4세기대 이미 평양 진출은 전제로 

한 것으로, 기와 무늬나 제작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민감

하지 않아서 신뢰할만한 안정적인 편년안을 위해서는 검

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고구려자는 아래팔을 기준으로 35cm를 기본 단위

로 한다고 보고, 고구려척이 첨성대 유적 뿐 아니라 고려 

대화궁 건축에도 사용되었다고 봄으로써 고려의 고구려 

계승으로 해석하였다(리인동 2001: 34-35; 박준호·박철진 

2009: 24-28). 따라서 고구려자는 건물의 복원에 이용되

기도 하지만,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

기도 한다.

그 외 금 귀걸이, 관과 관모, 마구와 무기, 토기와 자

기 등 유물에 대한 연구는 대개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이

나 고구려가 삼국에 끼친 영향 등으로 해석하였다. 그중 

관모와 관모 장식 연구는 벽화와 유물을 통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청암동 토성 출토로 전해지는 불상의 보관인 금동투조관

을 왕릉급 관으로 비정하는 것은 수정을 요하는 결론이다

(리광희 2003: 21-25).

한편, 운평리2-10호분에서 출토된 인골은 중세 조선 



119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선 민족의 단일성을 증명하

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리성철·리정남 2009: 27-29). 

고조선부터 고구려로 이어지는 조선 민족의 단혈성을 증

명하기 위한 형질학적 연구이지만 인골 자료에 대한 자연 

과학적 분석 결과는 인골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주체에서 통일 
고고학으로

북한에서는 ‘고구려는 천년 강성 대국이다’라는 대명

제 하에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

였고 이는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 역사의 유구함과 문화

의 우수성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평양 중심으로 해

석하다보니, 단군릉과 동명왕릉 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의 왜곡 또는 과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유적

과 유물의 평가에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복

고주의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현재적 가치가 부여된 결

과이다.

때문에 북한 고고학은 조사의 양적 증가, 거시적, 미

시적 관점의 연구 주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장과 반박

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질적 성장이 있었다

고 평가하기 어렵다. 남한의 고구려 고고학 연구와도 크

고 작은 간극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사 복원에서 있어 몇몇 주제는 남한과 

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안악3호분이나 덕흥

리벽화분의 명문 자료는 고구려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평양 시내 안학

궁과 대성산성, 그리고 주변의 고분은 평양 천도와 관련

하여 평양 전기 도성제와 평양 왕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낙랑구역의 고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의 

군현 세력과 고구려 중앙 세력과의 관계, 중앙과 지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일방적인 주장과 비판이라

는 생각에 서로 도외시할게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더욱이 고구려가 한반도 중북부와 중국 동북지방에 

걸친 넓은 영토를 가졌던 만큼 고구려 700여 년의 역사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있는 유적의 조사만으로는 가능하

지 않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 뿐 아니라 함경도, 강원도는 

물론 중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가 더해질 때 시공

에 걸친 입체적인 고구려사 복원이 가능하다. 이것이 고

구려 고고학 조사와 연구에서 남한과 북한 공동의 노력은 

물론 중국과의 공동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현실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정치적 이념을 떠나 남

한이 북한이 함께 조사·연구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주체의 고고학에서 통일시대의 고고학으

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2019년 9월19일에 있었던 한국고고학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최한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계의 현주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북한의 

고구려・발해 고고학 연구성과와 과제>의 고구려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북한 자료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학연구실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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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tudies of Koguryo Archaeology  
in North Korea

From 1949 to the present day, many Koguryo sites have been excavated, in North Korea. It can also be said 

that archaeological surveys and studies in North Korea have triggered Koguryo archaeological studies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the 1990s, the excavation of  Koguryo sites and archaeological research in North Korea 

has been carried out as an extension of  Daedonggang culture. Therefore, these archaeological surveys focused on 

the Pyongyang and more general northwestern areas of  North Korea, and the conclusion was that Koguryo was a 

powerful nation with a millennium-long history inherited Gojoseon.

Beginning in 1945 in North Korea, the archaeological surveys and related systems were organized, and burial 

mounds, castles, and city remains were excavated under the idea that Koguryo was a millennium-long, strong 

nation. In addition, archaeolog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validate and confirm this belief. On the notion 

that Koguryo was founded in 277 BCE, it was insisted that the age of  the tombs in Pyongyang was increased and 

Pyongyang took the position as a Vice Capital in the 4th Century. Recently an excavation of  the castle located in 

Pyongyang supports the idea that Koguryo inherited Gojoseon on a layered basis.

However, the archaeological and conceptual grounds for the founding of  Koguryo in the 3rd Century BCE or 

the succession of  Gojoseon and Koguryo were insufficient. As can be seen from the reconstruction of  the royal 

tombs of  the Dongmyung and Dangun, the archaeological surveys in North Korea were criticized for their selective 

discoveries and arbitrary interpretations. This further supports the necessity for joint excavations and acade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bstract

Hyunsook Kang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history, Dongguk University(Gyeongju)

Corresponding Author : kanghs@dongguk.ac.kr

Keywords  North Korea, Koguryo Archaeology, Ancient Tombs, Castles, Daedonggang Culture, Pyongyang

Received  2019. 12. 04 ● Revised  2020. 01. 22 ● Accepted  2020. 02. 04



125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M

UN
HW

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