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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는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동안의 고구려 관방체계 연구는 이러한 

성곽의 배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개별적인 조사 보고나 자료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이러한 자료 접근의 한계를 감안하여 고구려 성곽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기초로 국

내성 시기에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에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고구려 성곽를 정리해보고 GIS를 이용하여 고구

려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를 재구성·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주요 교통로는 기존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중

기의 주요 교통로는 소자하-부이강-신개하-집안 일대로 여겨지며, 이는 이곳을 중심으로 거점성과 함께 다수의 성곽

이 축조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에서 고구려의 거점성은 총 7개소가 확인되며, 거점성과 주변 성곽의 연계는 1차 

방어선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2차와 3차 방어선으로 갈수록 좀 더 느슨하면서 넓은 범위를 방어한다. 

셋째, 주요 교통로의 방어체계를 살펴보면 1차 방어선의 거점성은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으로, 대체로 

반경 20㎞-20㎞-20㎞ 내외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2차와 3차 방어선은 반경 40㎞-40㎞로 방어선이 구축된다. 이후 마

지막 방어성 도성은 3차 방어 거점성인 오녀산성과 반경 60㎞-60㎞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데, 도성 부근에 규모

가 있는 성곽을 축조하지 않고 관애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점성 간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면 거점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가 1차적으로 형성되고 이들은 다시 

가장 근접한 거점성과 연계된 방어체계를 구성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군을 방어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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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구려는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평지 토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고

대 중원 왕조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군사 방어를 

위해 구축된 대부분의 성은 도성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양시은 

2016: 8; 임기환 1998: 47). 그동안 고구려 관방체계 연구는 

이러한 성의 배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성의 

방어 체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부

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양시은 2016: 11~18). 대체로 성

곽의 입지 및 규모와 축성 재료 등을 토대로 도성의 방어체

계를 크게 국가 성립기~3세기, 4세기(혹은 3세기 말)~5세

기(혹은 평양 천도 이전), 6세기(혹은 평양 천도 이후)로 나

누어서 관방체계를 연구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여호

규 1998, 2007, 2008; 양시은 2013a, 2013b, 2014, 2016; 이경

미 2012, 2017; 임기환 1998, 2012; 정원철 2017; 栗谷 1983). 

이밖에 국내성의 방어체계를 관애로 살펴본 연구(여호규 

2008; 田中俊明 1999)와 고구려의 남북 교통로에 대한 위

치 비정 문제를 검토한 연구(공석구 2007; 기경량 2016; 여

호규 1995; 임기환 1998; 정원철 2011; 佟达 1993; 魏存成 

1999; 张正岩·王平鲁 1994; 田中俊明 1999) 등이 있다.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개별적인 조사 보고나 자

료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공석구 1998: 143). 이것은 지리적·정치적

인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고구려 유적에 쉽게 접근하거나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고구려 성곽에 대

한 새로운 조사연구 자료의 소개나 접근성이 향상되기 전

까지는 관련 연구의 진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료 접근의 한계를 감안하여 

고구려 성곽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GIS를 이

용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 성과를 기초로 국내성 시기에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에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고구려 성곽을 정리해

보고, GIS를 이용하여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를 

재구성·재검토해보기로 하겠다. 

Ⅱ.   고구려 국내성 시기  
관방체계 검토

졸본과 국내 도읍기를 현재의 고고자료만으로 구분

하기는 쉽지 않으며(양시은 2014: 68), 환인에서 집안으

로의 천도 시기 또한 유리왕대 천도설(김현숙 2017; 박순

발 2012), 태조왕대 천도설(여호규 2005, 2014, 2019), 신

대왕대 천도설(임기환 2015), 산상왕대 천도설(기경량 

2019)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천도 시기를 파악하기

표 1 중국 소재 성곽(정원철 2017: 46~54 일부 수정) (단위: 개소)

고구려 산성 
보고자료

중국 보고 
연도

비고
요령성 길림성

고구려연구회 114 90 1999 성곽(평지성 및 산성)

양시은 102 52 2013a 성곽(평지성 및 산성)

정원철 123 47 2010 성곽(평지성 및 산성)

東潮·田中俊明 56 51 1995 산성

王綿厚 56 44 2002 산성

王禹浪·王宏北 90 80 1994 성곽(평지성 및 산성)

魏存成 68 31 2002 산성

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冊
· 40 1993 성곽(평지성 및 산성)

中國文物地圖集-

遼寧分冊
102 · 2009 성곽(평지성 및 산성)

1 중국에서도 고구려의 관방체계나 교통로를 연구한 논문(佟达 1993; 栗谷 1983; 魏存成 1999; 张正岩·王平鲁 1994) 등이 있지만, 대체로 고구려 산성에 대

한 규모, 입지 등을 토대로 산성 유형 분류와 시기별 산성의 특징을 검토하는 논문(董峰 1995; 柳岚 2000; 辛占山 1994; 李殿福 1998; 李龙彬 2008; 王绵厚, 

1994; 温秀荣·张波 1996; 魏存成 2011; 陈大为 1995), 혹은 개별 산성에 대한 내부 구조 및 축조 시기 등과 관련한 논문(佟达 1994; 刘岚·邵春华 1991; 刘子

敏 2008; 李甸甫 1988; 李健才 1995; 徐坤·聂勇·张迪 2012; 温秀荣 2002, 赵俊杰 2008, 赵俊杰 2012; 周向永 2011; 陈大为 1992) 등이 주를 이룬다(상기의 

논문 등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9년에 발간한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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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움이 있다.2 

또한 현재의 고고자료만으로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를 오녀산성에서 국내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

축 성벽 아래의 한대(漢代) 토성이, 2000년대 이후의 발굴

조사 등을 통해 국내성 성벽 축조를 위해 조성된 성토층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양시은 2013a: 55~56), 최근에는 

국내성의 축조 연대에 대해 3세기 중엽으로 보는 의견(권

순홍 2019: 10; 여호규 2012: 70), 4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 

의견(양시은 2014: 73)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성 시기는 집안을 중

심으로 하는 도성의 방어체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시기

를 말한다. 다만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 연구의 편의성

을 위하여, 집안에서 도성이라고 여길 수 있는 도성을 국

내성으로 특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압록강 중상류에서부

터 요하 중류까지 확인되고 있는 고구려 성곽의 관방체계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3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 및 그 

지류 연안에는 총 82개소 정도의 고구려 성곽이 현재까지 

확인되었다. 다만 <표 2>와 같이 연구자별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곽이 고구려 성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

단이 다르고,4 성곽의 축조 시기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내

용을 토대로 성의 축조 방식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잠

정적으로 구분된 것에 불과하여(임기환 1998: 48) 성곽의 

초축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는 여전히 명

확히 찾기 어렵다(정원철 2011: 35). 또한 정원철이 언급

한 바와 같이 고구려 초기 산성의 특징이 반드시 초기의 

특징으로 볼 수 없고, 특히 도읍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전형

적인 고구려 성곽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시점을 3세기 

말 이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정원철 2017: 426~427), 

여기에서는 전·중기 성곽을 구분하지 않고 앞서 말한 국

내성 시기에 성곽이 어떠한 방어체계를 형성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5 다만 여기에서도 중기와 

후기 산성의 구분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요

하 일대의 산성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여호규(1999)는 요하 중상류 일대를 4세기 중반 정

도에 장악하였다고 추정하고, 성자산산성과 최진보산성

은 요하 상류 일대의 다른 고구려 산성과 달리 입지 조건

과 축성법 등에 있어서 압록강 중류 일대의 초기 산성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요하 상류 일대의 다른 고구려 

산성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경미(2017) 또한 그의 박사논문에서 이 일

대의 성곽을 중기로 파악하였으며, 李龍彬(2008)도 철령 

지역에 있는 고구려 산성을 고찰하면서 최진보산성, 마가

채산성, 용담사산성, 팔과수고성자산성 등을 고구려 중기 

혹은 후기에 치우친 중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석대자산

성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석대자산성이 고이산성의 축조 

시기보다 그리 늦지 않은 시점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

기되었다(遼寧省文物考古硏究所 등 2012: 370). 그러나 

2 다만 『三國史記』 卷第十三 「髙句麗本紀」 第四 산상왕조의 환도성 축조 기록이나 <毌丘儉紀功碑> 등을 통해 볼 때 최소한 3세기 중반 이전에 집안으로의 천도는 

명확하다고 여겨진다(기경량 2019: 104; 여호규 2005: 40; 양시은 2013a: 75). 

3 초기 도성 유적으로 알려진 오녀산성은 최근 연구 결과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군사 거점성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양시은 2020), 환인 또한 짧은 기간 

도성으로 기능했으므로 집안이나 평양처럼 왕도로서의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기는 어려웠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어(김현숙 2017: 129) 여기에서는 초기 도

읍지, 즉 환인 일대의 성곽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4 지금까지 이 일대의 고구려 산성으로 보고된 유적은 <표 2>와 같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 2>에 소개된 산성을 모든 연구자가 고구려 산성이라고 

파악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정원철(2017: 60~61)은 아화락촌산성, 나가보산성, 두도립자촌산성, 삼도보동산성 등에서 전형적인 고구려 유물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앞의 성들이 산성이라기보다는 평지성 또는 구릉성에 더 가까우며, 성벽의 구조도 전형적이지 않아서 고구려 산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肖景全·鄭辰(2007: 56~57)은 남장당산성, 성자구산성, 황강자산성, 고각산산성, 두도립자산성, 나가보산성, 아화락촌산성, 삼도보동산성 

등에서 아직까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그 성곽의 위치 선정, 성벽 결구 등이 모두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구려 산성으로 지정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굴조사 및 심화 연구 등을 통해 고구려 방어체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면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5 이 경우에도 산성의 초축 시점과 폐기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성곽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263  GIS를 활용한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 검토 -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를 중심으로 -

양시은(2013a: 276)은 요하 일대에 대해 고구려의 도읍이 

집안에서 평양으로 바뀌면서 고구려의 방어체계에 큰 변

화가 발생하였고, 이때 요하 평원지대가 천산산맥과 만나

는 지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군사 요충지(거점)에 고려성

산성, 영성자산성, 탑산산성, 석대자산성, 최진보산성과 

같은 중대형 산성이 구축되었으며 그 주변에 중소형의 산

성이 추가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산성은 내부 공간이 

넓고, 내부에서는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지방 지배를 위

한 행정 관청이 중심지마다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

였다. 周向永·趙俊偉·李亞氷(1996: 39, 42) 또한 開原 지

역의 마가채산성, 고성자산성, 용담사사성을 고찰하면서 

앞의 3개 성은 최진보산성과 서풍 성자산산성의 위성이

면서 고구려 후기의 방어전선을 구축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백종오(2017: 40)는 석대자산성에서 출토된 유물

을 살펴보면서 이곳에서 출토된 화살촉은 고구려의 후기, 

찰갑은 대략 6세기대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요하 일대 성곽에 대한 시기 비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존에 중기

로 보고된 성곽을 모두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요하 

중류역의 성곽들이 중기의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일대의 산성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

다. 다만 이러한 요하 유역의 성곽들이 342년, 즉 고구려

와 연나라의 전쟁 시점에 축조된 것은 아니며, 축조되더

라도 단계적으로 축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구려 관방시설 분포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6

6 산성에 대한 분류는 산성, 평지성, 보루, 관애로 나누었으며, 산성은 다시 산성(산정식)과 산성(포곡식)으로 구분하였다(양시은 2013a: 152~153). 또한 둘레가 

500m 이하인 산성은 보루로 분류하였다.

그림 1 고구려 국내성 시기 성곽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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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안분지에는 장천고성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경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곽인지 불분명하고 고구려의 마을 유적으로도 파악되고 있으므로(이경미 

2012: 107)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8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国家文物局主编 1993)과 中國文物地圖集-遼寧分冊(国家文物局主编 2009)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9 陳大爲(1995: 62)는 논문에서 성곽 규모를 500m 정도로 표기하였고, 정원철은 산성의 유형을 포곡식으로 보고(정원철 2010: 307)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루보다는 산성(포곡식)으로 판단하였다.

표 2 고구려 성곽(여호규 1998a, 1999; 양시은 2016; 이경미 2017; 정원철 2010 일부 수정)

연번 성곽
구분

유형 둘레(m) 비고
여호규(1) 정원철(2) 양시은(3) 이경미(4) 중국국가문물국(5)

1 國內城 국내성 ○ ○ ○ ○ ○ 평지성 2,686 거점성

2 山城子山城 환도산성 ○ ○ ○ ○ ○ 산성(포곡식) 6,947 거점성

3 關馬墻關隘 관마장관애 ○ ○ ○ ○ ○ 관애 -

4 望坡嶺關隘 망파령관애 ○ ○ ○ ○ ○ 관애 750
5 石湖關隘 석호관애 ○ ○ ○ ○ ○ 관애 291
6 灣溝老邊墻關隘 만구로변장관애 ○ ○ ○ ○ ○ 관애 170
7 大川哨所 대천초소 ○ ○ ○ ○ ○ 보루(산정식) 153
8 七個頂子關隘 칠개정자관애 ○ ○ ○ ○ ○ 관애 75
9 二道溝門關隘 이도구문관애 ○ ○ ○ ○ ○ 관애 250

10 五女山城 오녀산성 ○ ○ ○ ○ ○ 산성(산정식) 4,754 거점성

11 下古城子城 하고성자성 ○ ○ ○ ○ ○ 평지성 939
12 愁虛山城 수허산성 ○ 산성(포곡식) 약 5009

13 東古城 동고성 ○ ○ ○ ○ ○ 평지성 -

14 馬鞍山城 마안산성 ○ ○ ○ ○ ○ 산성(산정식) 1,460
15 喇哈城址 나합성지 ○ ○ ○ ○ 평지성 -

16 建設山城 건설산성 ○ ○ ○ ○ ○ 보루(산정식) 340
17 黑溝山城 흑구산성 ○ ○ ○ ○ ○ 산성(산정식) 1,493
18 四道溝山城 사도구산성 ○ ○ 기타(미상) -

19 霸王朝山城 패왕조산성 ○ ○ ○ ○ ○ 산성(포곡식) 1,260
20 轉水湖山城 전수호산성 ○ ○ ○ ○ ○ 산성(산정식) 1,355
21 北溝關隘 북구관애 ○ ○ ○ ○ ○ 관애 259
22 城墻砬子山城 성장립자산성 ○ ○ ○ ○ ○ 산성(산정식) -

23 瓦房溝山城 와방구산성 ○ ○ ○ ○ ○ 산성(포곡식) -

24 孤脚山山城 고각산산성 ○ ○ 기타(미상) -

25 南台古城 남태고성 ○ ○ ○ ○ 평지성 172
26 太平溝門古城 태평구문고성 ○ ○ ○ ○ 평지성 188
27 依木樹古城 의목수고성 ○ ○ ○ 평지성 -

28 小倒木溝山城 소도목구산성 ○ ○ ○ ○ ○ 보루(산정식) -

29 赤柏松古城 적백송고성 ○ ○ 평지성 996
30 自安山城 자안산성 ○ ○ ○ ○ ○ 산성(포곡식) 2,773
31 費阿拉城(舊老城) 비아랍성(구로성) ○ ○ ○ 산성(포곡식) 5,660 거점성

32 溫家窑西山城 온가요서산성 ○ ○ ○ 산성(포곡식) 715/760
33 永陵鎭古城 영릉진고성 ○ ○ ○ 평지성 약 1,820
34 羅家堡子城 나가보자성 ○ ○ 보루 약 160
35 三道堡東山城 삼도보동산성 ○ ○ 기타(미상) -

36 頭道砬子山城 두도립자산성 ○ ○ 보루 약 150
37 阿伙洛村山城 아화락촌산성 ○ ○ 보루  146m
38 白旗堡古城 백기보고성 ○ 평지성 약 460
39 古儉地山城 고검지산성 ○ ○ ○ ○ ○ 산성(포곡식) 1466
40 河西村古城 하서촌고성 ○ ○ ○ 평지성 300?/1,000? 

41 西大山山城 서대산산성 ○ 보루(산정식) 약 200
42 黃崗山城 황강산성 ○ ○ ○ 보루(산정식) 210
43 杉松山城 삼송산성 ○ ○ ○ ○ ○ 산성(산정식) 940
44 小山城山城 소산성산성 ○ 보루(산정식) 약 260
45 太子城 태자성 ○ ○ ○ ○ ○ 평지성 1,4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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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교통로

고구려 중기의 교통로는 대체로 남도와 북도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헌기록이 『삼

국사기(三國史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서(晉書)』, 

『위서(魏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문헌

기록과 고고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남도와 북도의 교통로

연번 성곽
구분

유형 둘레(m) 비고
여호규(1) 정원철(2) 양시은(3) 이경미(4) 중국국가문물국(5)

46 鐵背山城 철배산성 ○ ○ ○ 산성(포곡식) 4,613 거점성

47 得勝堡山城 득승보산성 ○ ○ 산성(산정식) 약 1,000
48 西山山城 서산산성 ○ ○ ○ 보루 150*100
49 烈士山山城 열사산산성 ○ ○ 보루(산정식) 130
50 五龍山城 오룡산성 ○ ○ ○ ○ ○ 산성(포곡식) 2,107
51 高爾山城 고이산성 ○ ○ ○ ○ ○ 산성(포곡식) 약 4000 거점성

52 勞動公園古城 노동공원고성 ○ ○ ○ 평지성 872
53 城子溝山城 성자구산성 ○ ○ ○ 산성(포곡식)  1,200
54 東州古城 동주고성 ○ 평지성 2,200

55 馬和寺山城 마화사산성 ○ ○ ○ 산성(포곡식)
2,000?

/2,600?

56 南章黨山城 남장당산성 ○ ○ ○ 기타(미상) -

57 石臺子山城 석대자산성 ○ ○ ○ ○ ○ 산성(포곡식)  1,384
58 董樓子山城 동루자산성10 기타(미상) 160
59 營盤山城 영반산성11 기타(미상) 잔존 길이 420
60 催陣堡山城 최진보산성 ○ ○ ○ ○ ○ 산성(포곡식) 5,032 거점성

61 營盤關隘 영반장지 ○ ○ ○ 기타(차단벽)
잔존 길이 

1,500 

62 靑龍山山城 장루자산성 ○ ○ ○ ○ ○ 산성(포곡식) 2,213/4000
63 下裕山城 하유산성 ○ ○ ○ 보루(산정식) 약 300㎡ 

64 嶺西山城 영서산성 ○ ○ ○ 보루(산정식)  약 300㎡ 

65 後營盤山城 후영반산성 ○ ○ ○ 보루(산정식) 100*50
66 靑山山城 청산산성 ○ ○ ○ 보루(산정식) 한 변 20
67 馬家寨山城 마가채산성 ○ ○ ○ ○ ○ 산성(포곡식) 1,488
68 龍灣山城 용만산성 ○ 보루  80*210
69 城子山山城(西豐) 성자산산성(西豐) ○ ○ ○ ○ 산성(포곡식) 4,393 거점성

70 古城子山城 고성자산성 ○ ○ ○ ○ 산성(포곡식) 약 1,100
71 張家堡山城 장가보산성 ○ ○ 산성(포곡식) 2,000
72 金星山山城 금성산산성 ○ ○ 보루(산정식) 200
73 周家屯城址 주가둔성지 ○ ○ ○ 평지성 150*120 

74 張家溝山山城 장가구산산성 ○ 보루(산정식) 약 250
75 龍潭寺山城 용담사산성 ○ ○ ○ ○ ○ 산성(포곡식) 1,450
76 缸窯山城 항요산성 ○ ○ ○ 보루(산정식) 70*40 

77 雙砬山城, 쌍립산성 ○ ○ ○ ○ ○ 보루(산정식) 약 500
78 玉振城子山山城 옥진성자산산성 ○ ○ 보루(산정식) 212
79 龍首山城 용수산성 ○ ○ ○ ○ ○ 산성(포곡식) 1,006/1,200
80 工農山城 공농산성 ○ ○ ○ ○ 산성(포곡식) 1,431
81 七一城址(遼源) 칠일성지(遼源) ○ ○ ○ ○ ○ 산성(포곡식) 726
82 南山子山城 남산자산성 ○ ○ 산성(산정식)  1,000

10 趙曉剛(2013: 19)은 동루자산성이 요·금시대의 산성으로 보고되었으나 이후 심양시문물고고연구소 李曉鍾 연구원의 증언에 따라 산성이 고구려 후기에 속한다

고 보고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초축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11 趙曉剛(2013: 19)은 영반산성을 심양시 2009년 전국 제3차 문물조사 중 새롭게 발견된 고구려 후기 산성이라고 보고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 지역의 고구

려 성곽에 대한 초축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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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견이 제

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헌사적으로 이러한 남도와 

북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지리학적으로 고구

려에 어떠한 교통로가 주로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살

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파악된 성곽을 토대로 커널밀도추정법

(Kernel Density Estimation)12을 이용하면 <그림 2>와 

같이 분포밀도가 높은 구간은 3곳으로 확인된다. 이곳은 

오녀산성 일대, 비아랍성 일대, 고이산성13 일대이며, 이 3

개의 산성을 중심으로 많은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원철(2011: 2~3)은 고구려 산성이 일반적으로 교

통로에서 멀지 않은 인근에 주로 축조되는 경향성을 보이

고 있어 당시 고구려의 교통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기경량(2016: 249) 또한 북도는 당시 전연과 고

구려 양측이 모두 당연시할 정도로 전연군의 출병지에서 

고구려의 중심부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경로

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많은 산성이 축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라는 의미이며, 또한 전략상 주요 

교통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북도는 “平闊”하

고, 남도는 “險狹”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虜以常情料之, 

必謂大軍從北道, 當重北而輕南14(상식적으로 헤아려 반

드시 대군이 북도로 올 것이라 생각하여, 당연히 북쪽을 

중요시하고 남쪽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

아서도 대체적으로 고구려의 중요 길목은 북도로 볼 수 

있으며, 남도는 많은 왕래가 없는 지역으로 산세가 험한 

그림 2 성곽 분포밀도 분석도

유형

분포밀도

평지성

≤7.406215
≤14.81243
≤22.218645
≤29.62486
≤37.031075
≤44.437289
≤51.843504
≤59.249719
≤66.655934
≤74.062149

관애

보루

기타

산성(포곡식)

산성(산정식)

그림 3 소자하와 태자하 유역 지형도

유형

고구려성곽

평지성

관애

보루

기타

산성(포곡식)

산성(산정식)

12 커널밀도추정법은 유한한 데이터 표본을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공간상의 점 분포 패턴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 고이산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卷第十三 「髙句麗本紀」 第六 故國原王代의 “五年, 春正月, 築國北新城”을 통해 335년에 축조되었다는 의견(임기환 

1998: 91)이 있으며, 여호규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4세기 초에는 신성이 축조되었다고 보고 있다(여호규 1999: 166). 이에 양시은은 342년에 전연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신성에 대한 기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 신성이 335년에 축조되었다고 할지라도 고구려 서쪽 변

경의 중심 성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양시은 2013a: 236~237).

14 將擊高句麗. 高句麗有二道, 其北道平闊, 南道險狹, 衆欲從北道. 翰曰: 「虜以常情料之, 必謂大軍從北道, 當重北而輕南. 王宜帥銳兵從南道擊之, 出其不意, 丸都不足

取也. 其腹心已潰, 四支無能爲也.」 皝從之. 十一月, 皝自將勁兵四萬出南道, 以慕容翰·慕容霸爲前鋒, 別遣長史王寓等將兵萬五千出北道以伐高句麗. 高句麗王釗果

遣弟武帥精兵五萬拒北道, 自帥羸兵以備南道. 慕容翰等先至, 與釗合戰, 皝以大衆繼之. 左常侍鮮于亮曰: 「臣以俘虜蒙王國士之恩, 不可以不報, 今日, 臣死日也.」獨

與數騎先犯高句麗陳, 所嚮摧陷. 高句麗陳動, 大衆因而乘之, 高句麗兵大敗. 左長史韓壽斬高句麗將阿佛和度加, 諸軍乘勝追之, 遂入丸都. 釗單騎走, 輕車將軍慕輿

埿追獲其母周氏及妻而還. 會王寓等戰於北道, 皆敗沒, 由是皝不復窮追. 遣使招釗, 釗不出. 皝將還, 韓壽曰: 「高句麗之地, 不可戍守. 今其主亡民散, 潛伏山谷, 大軍

旣去, 必復鳩聚, 收其餘燼, 猶足爲患. 請載其父尸·囚其生母而歸, 俟其束身自歸, 然後返之, 撫以恩信, 策之上也.」 皝從之. 發釗父乙弗利墓,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

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毁丸都城而還(『資治通鑑』卷九十七 「晉記」九十 顯宗成皇帝下咸康八年(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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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볼 수 있다.15 <그림 3>은 이러한 현상을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철배산성과 오룡산성 등이 축조된 소자하 유역 쪽은 강

을 따라서 비교적 낮은 산지 및 평지가 펼쳐져 있고, 태자

하 유역 쪽은 강을 따라서 비교적 험준한 산이 위치하면

서 그 사이가 매우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볼 때 소자하 유역이 평탄하면서16 많

은 산성이 축조가 되었고, 태자하 유역 쪽은 산성에 대한 

분포밀도가 낮으면서 산세가 험한 것을 알 수 있다.17 따

라서 지리학적으로 살펴볼 때 남도를 대체로 태자강 유역

으로, 북도를 소자하 유역으로 검토한 의견(기경량 2016: 

256~261; 임기환 1998: 487; 정원철 2017: 439; 田中俊明 

1999: 222)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경우도 남도

와 북도의 경로가 소자하-부이강-신개하-집안 경로(정원

철 2017: 439; 田中俊明 1999: 222)인지, 아니면 소자하-

육도하-신개하-집안 경로(기경량 2016: 261)인지에 대해

서는 앞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지금까지 고구려 

성곽이라고 보고된 성곽이 모두 고구려의 성곽이라는 가

정 하에 고구려 국내성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교통로는 소자하 일대로 여겨진다. 

2. 거점성과 주변 성곽의 연계 관계

고구려의 거점성을 산성의 역사성, 포곡식산성 여

부, 산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 결

과를 검토하면 대체로 국내성, 환도산성, 오녀산성, 비아

랍성, 오룡산성, 철배산성, 고이산성, 최진보산성, 석대자

산성, 성자산산성, 자안산성, 태자성을 거점성으로 파악

한 것을 알 수 있다.18 다만 석대자산성은 산성의 동남쪽

으로 무순 고이산성과 직선거리로 19㎞ 정도, 동북쪽으로

는 철령 최진보산성과 34.5㎞ 정도 떨어져 있고 그 규모 

역시 작기 때문에 고이산성과 최진보산성의 호위성으로

도 여겨지고 있다(여호규 1999: 235; 遼寧省文物考古硏究

所 등 1998: 11). 오룡산성 또한 남소성 등으로 비정되기

도 하지만(정원철 2017: 435 표 재인용), 여호규와 기경량

은 『한원(翰苑)』 고려조에 남소성이 ‘신성 북쪽 70리 山上’

에 위치한다는 기록 등을 검토해볼 때 지리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산성은 철배산성이고(여호규 1995: 10; 기경량 

2016: 262), 임기환(1999: 93) 또한 남소성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나 고이산성과의 관계로 볼 때 철배산성이 남소

15 태자하 유역보다 소자하 유역 쪽에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는 산성들이 다수 축조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임기환(1998: 78)과 정원철(2017: 438) 등에 의해 언

급된 바 있다. 

16 소자하 유역 일대를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협곡으로 보고, 남도를 소자하 협곡을 거쳐 국내성에 이르는 교통로로 본 의견도 있다(여호규 1995: 11).

17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도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호규가 언급한 북도 루트(혼하-일통하·삼통하-용강산맥-혼강상류-위사하(청하)-노령산맥-집안/여호규 

1995: 15)는 임기환이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남소성이나 신성의 길목을 차단당하게 되면 퇴로까지 끊기게 되고, 거리상 크게 우회하는 길을 전연이 국내성을 

침략하면서 굳이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임기환 2012: 487) 여호규가 언급한 북도 길은 고구려와 부여로 이어지는 루트로 여겨진다(정원철 

2017: 438).

18 임기환은 치소성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성곽 둘레, 산성(포곡식) 여부, 성안 평탄지의 넓이, 경사면의 계단상 대지로 활용 가능성 등 입거주민들의 거주 편의성

과 규모, 평지에서의 접근성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지 답사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

으며, 현재 중국 측 조사 자료에서도 이러한 면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성곽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임기환 2015: 130~132) 필자 또한 성의 규

모를 기준으로 거점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림 4 성곽 둘레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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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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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오룡산성도 거

점성에서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자안산성은 지리적 위치나 규모로 보아 단순한 군사

시설이라기보다는 지방 지배의 거점성으로 여겨지며(여

호규 1998: 204~205), 특히 중기 이후에 활발히 이용되었

을 것이라고 추정된다(양시은 2013a: 270). 태자성 또한 

북태자하 연안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성 

내부에 거주용 공간이 넓다는 점에서 군사 방어성과 함께 

지방 지배를 위한 거점성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였다고 

추정된다(여호규 1999a: 257). 다만 자안산성과 태자성은 

고구려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보다는 그 외곽 쪽에 위치하

고 성곽의 규모 또한 기타 다른 거점성보다는 작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거점성에서 제외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점성의 

규모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그림 4)와도 

대체로 일치하는데, 산성의 둘레 약 4,000m 이상인 성곽

에서 거점성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검토해볼 때 국내성(환도산성 포함), 오녀산

성, 비아랍성, 철배산성, 고이산성, 최진보산성, 성자산산

성이 거점성임을 알 수 있으며(그림 5),19 이를 토대로 국

내성-거점성에 대한 GIS의 최단경로 분석(Least Cost 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국내성에서 고이산성과 최진보산

성까지의 최단경로를 지형 경사도를 적용하여 분석해보

면 <그림 6>과 같이 국내성에서 고이산성과 최진보산성

까지의 최단경로상에 비아랍성, 철배산성이 위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 교통로, 즉 소자하-부이강-신

개하-집안과 일치하는데, 이는 고구려가 거점성을 축조

할 당시 거리 단축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곳을 선정

하여 주요 지점에 거점성을 축조한 사실을 알려준다. 즉 

고구려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성곽을 축조한 사실

을 보여준다. 다만 오녀산성은 주요 거점로에서 살짝 벗

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초기 도

성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

재까지의 내용 등을 볼 때 대체로 고구려의 초기 도성이

었다고 추정된다(양시은 2020: 134). 따라서 초기 도성 주

변, 더구나 둘레가 약 5,000m에 가까운 산성이 중심 교

통로상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

을 수 있다. 다만 양시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오녀산성  

제4기 문화층의 대형 초석 건물지에서도 기와가 전혀 발

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오녀산성은 고구려 중기 이후 

그림 5 고구려 성곽 분포도(거점성)

유형

거점성

평지성

관애

보루

기타

산성(포곡식)

산성(산정식)

그림 6  국내성에서 고이산성까지 최단거리 분석도

유형

거점성

평지성

관애

보루

기타

산성(포곡식)

산성(산정식)

19 이경미는 혼하~요하 중·상류 고구려 성곽을 살펴보면서 비아랍성, 고이산성, 철배산성, 최진보산성, 성자산산성이 교통로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면서 지방 

통치의 치소성으로 기능하였다고 보았다(이경미 20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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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성보다는 방어용 산성으로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양시은 2020: 151). 따라서 오녀산성이 졸본 도읍기의 도

성이었다는 특수성, 군사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천혜의 요

새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녀산성을 그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는 중요 교통로를 약간 벗어난 위

치라도 충분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거점성과 거점성의 거리를 최단경로 분석

을 이용하여 검토해보면 <표 3>과 같다. 거점성이 서로 

연계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을 때 대체로 1-8

루트가 상호보완적인 방어체계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여

겨진다(그림 7). 

즉 거리상으로는 기마로 6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

는 곳에 거점성이 위치하면서 서로 연계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거점성은 최진보산성에서 국내성

으로 진입할수록 점차 거리가 약간씩 멀어지는데, 이는  

1차 방어선이 좀 더 조밀하고 도성으로 갈수록 좀 더 느

슨한 방어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내성을 포함한 7개의 거점성과 주변 성곽

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입지-배분 모델(Location-

Allocation Analysis)20에 최대커버함수를 이용하여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 9>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각 거점성의 관할구역 내의 성곽뿐만 아니

라 최대 반경 70km 권역 내외의 성곽과의 연계 관계를 추

정해볼 수 있으며, <그림 9,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오녀산성이 주변 성곽과 가장 많은 연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21  

다만 <표 2>에서 제기된 성곽을 모든 연구자가 고

구려 성곽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로 3명 

이상이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한 경우 주변 성곽과의 연계 

관계는 최진보산성 7개소, 고이산성 5개소, 철배산성 2개

소, 비아랍성 6개소, 성자산산성 7개소, 오녀산성 15개소, 

국내성 8개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명 이상 연구자가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한 경우에도 최진보산성 2개소, 고

이산성 1개소, 철배산성 1개소, 비아랍성 3개소, 성자산

산성 6개소, 오녀산성 14개소, 국내성 8개소이고, 마지막

표 3 거점성 간의 거리 (최단거리 분석)

연번 거점성 거점성
거리 도보

(h)
기마
(h)㎞ 里

1 고이산성 최진보산성 36 92 18.8 2.2

2 고이산성 철배산성 37 94 19.2 2.3

3 철배산성 최진보산성 58 148 30.2 3.6

4 비아랍성 철배산성 63 160 32.7 3.9

5 오녀산성 비아랍성 70 178 36.3 4.3

6 국내성 오녀산성 87 222 45.3 5.4

7 최진보산성 성자산산성 87 222 45.3 5.4

8 철배산성 성자산산성 95 242 49.4 5.9

9 비아랍성 성자산산성 110 280 57.1 6.8

10 오녀산성 성자산산성 171 435 88.8 10.6

11 국내성 성자산산성 232 591 120.6 14.4

그림 7 거점성 간의 거리 분석도

최단경로

20 입지-배분 모델(Location-Allocation Analysis)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공간적 효율성과 평등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와 배분을 결정하는 네트워크 분

석 방법이다. 

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점성 주변의 성곽들 중에는 고구려 산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향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얼마든지 변

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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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심성으로부터 주변 성곽 직선거리 ⓛ

연번 성곽
중심성으로부터 직선거리 도보거리

(h)
기마
(h)

성곽 여부22 성곽 유형
㎞ 里

최진보산성 

방어체계

1 영반장지 0.2 0.5 0.1 0.0 3, 4, 5 기타(차단벽)

2 장루자산성 7.0 17.8 3.6 0.4 1, 2, 3, 4, 5 산성(포곡식)

3 하유산성 11.4 29.0 5.9 0.7 3, 4, 5 산성(보루)

4 영서산성 12.0 30.6 6.2 0.7 3, 4, 5 보루(산정식)

5 후영반산성 15.6 39.7 8.1 1.0 3, 4, 5 보루(산정식)

6 청산산성 19.9 50.7 10.3 1.2 3, 4, 5 보루(산정식)

7 마가채산성 21.4 54.5 11.1 1.3 1, 2, 3, 4, 5 산성(포곡식)

8 용만산성 34.6 88.1 18.0 2.1 4 보루

평균 15.3 38.9 7.9 0.9

고이산성 

방어체계

1 노동공원고성 3.9 9.9 2.0 0.2 1, 2, 4 평지성

2 성자구산성 12.9 32.8 6.7 0.8 1, 2, 4 산성(포곡식)

3 동주고성 14.9 37.9 7.7 0.9 4 평지성

4 마화사산성 17.1 43.5 8.9 1.1 1, 2, 4 산성(포곡식)

5 남장당산성 19.0 48.3 9.9 1.2 1, 2, 4 기타(미상)

6 석대자산성 21.1 53.7 11.0 1.3 1, 2, 3, 4, 5 산성(포곡식)

7 동루자산성 22.4 57.0 11.6 1.4 기타(미상)

8 영반산성 23.0 58.6 12.0 1.4 기타(미상)

평균 16.79 42.71 8.7 1.0

철배산성 

방어체계

1 득승보산성 20.5 52.2 10.7 1.3 2, 4 산성(산정식)

2 서산산성 20.5 52.2 10.7 1.3 1, 2, 4 보루

3 열사산산성 23.1 58.8 12.0 1.4 2, 4 보루(산정식)

4 오룡산성 23.8 60.6 12.4 1.5 1, 2, 3, 4, 5 산성(포곡식)

평균 21.98 56.0 11.4 1.4

비아랍성 

방어체계

1 온가요서산성 5.5 14 2.9 0.3 1, 2, 4 산성(포곡식)

2 영릉진고성 6.1 15.5 3.2 0.4 1, 2, 4 평지성

3 나가보자성 10.2 26.0 5.3 0.6 1, 4 보루

4 삼도보동산성 9.6 24.4 5.0 0.6 1, 4 기타(미상)

5 두도립자산성 12.6 32.0 6.5 0.8 1, 4 보루

6 아화락촌산성 13.9 35.4 7.2 0.9 1, 4 보루

7 백기보고성 24.7 62.9 12.8 1.5 4 평지성

8 고검지산성 24.6 62.6 12.8 1.5 1, 2, 3, 4, 5 산성(포곡식)

9 하서촌고성 27.9 71.0 14.5 1.7 1, 2, 4 평지성

10 서대산산성 36.8 93.7 19.1 2.3 2 보루(산정식)

11 황강산성 39.7 101.1 20.6 2.5 2, 3, 5 보루(산정식)

12 삼송산성 44.5 113.3 23.1 2.8 1, 2, 3, 4, 5 산성(산정식)

13 소산성산성 45.6 116.1 23.7 2.8 2 보루(산정식)

14 태자성 49.5 126.0 25.7 3.1 1, 2, 3, 4, 5 평지성

평균 25.1 37.30 13.0 1.6

22 <표 2>의 내용을 보다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별로 고구려 성곽이라고 파악한 내용을 숫자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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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심성으로부터 주변 성곽 직선거리 ②

연번 성곽
중심성으로부터 직선거리 도보거리

(h)
기마
(h)

성곽 여부 성곽 유형
㎞ 里

성자산산성 

방어체계

1 고성자산성 14.1 35.9 7.3 0.9 2, 3, 4, 5 산성(포곡식)

2 장가보산성 16.8 42.8 8.7 1.0 2, 4 산성(포곡식)

3 금성산산성 18.2 46.3 9.4 1.1 2, 4 보루(산정식)

4 주가둔성지 30.2 76.9 15.7 1.9 3, 4, 5 평지성

5 장가구산산성 40.0 101.9 20.8 2.5 2 보루(산정식)

6 용담사산성 47.5 120.9 24.7 2.9 1, 2, 3, 4, 5 산성(포곡식)

7 항요산성 47.7 121.5 24.8 3.0 3, 4, 5 보루(산정식)

8 쌍립산성 49.2 125.2 25.6 3.1 1, 2, 3, 4, 5 보루(산정식)

9 옥진성자산산성 57.0 145.1 29.6 3.5 2, 4 보루(산정식)

10 용수산성 58.0 147.7 30.1 3.6 1, 2, 3, 4, 5 산성(포곡식)

12 공농산성 59.1 150.5 30.7 3.7 1, 2, 3, 4 산성(포곡식)

11 칠일성지 60.3 153.5 31.3 3.7 1, 2, 3, 4, 5 산성(포곡식)

13 남산자산성 70.8 180.3 36.8 4.4 2, 4 산성(산정식)

평균 43.8 72.95 22.7 1.78

오녀산성

 방어체계

1 하고성자성 9.5 24.1 4.9 0.6 1, 2, 3, 4, 5 평지성

2 수허산성 12.6 32.1 6.6 0.8 2 산성(포곡식)

3 동고성 13.5 34.4 7.0 0.8 1, 2, 3, 4, 5 평지성

4 마안산성 20.5 52.2 10.7 1.3 1, 2, 3, 4, 5 산성(산정식)

5 나합성지 21.1 53.7 11.0 1.3 1, 2, 3, 4 평지성

6 건설산성 22.2 56.5 11.5 1.4 1, 2, 3, 4, 5 보루(산정식)

7 흑구산성 25.9 65.9 13.4 1.6 1, 2, 3, 4, 5 산성(산정식)

8 사도구산성 27.3 69.5 14.2 1.7 1, 4 기타(미상)

9 패왕조산성 30.9 78.7 16.1 1.9 1, 2, 3, 4, 5 산성(포곡식)

10 전수호산성 31.3 79.7 16.3 1.9 1, 2, 3, 4, 5 산성(산정식)

11 북구관애 31.6 80.5 16.4 2.0 1, 2, 3, 4, 5 관애

12 성장립자산성 31.8 81.0 16.5 2.0 1, 2, 3, 4, 5 산성(산정식)

13 와방구산성 37.4 95.2 19.4 2.3 1, 2, 3, 4, 5 산성(포곡식)

14 고각산산성 38.1 97.0 19.8 2.4 1, 4 기타(미상)

15 남태고성 40.9 104.1 21.2 2.5 1, 2, 4, 5 평지성

16 태평구문고성 42.7 108.7 22.2 2.7 1, 2, 4, 5 평지성

17 의목수고성 44.3 112.8 23.0 2.8 1, 2, 4 평지성

18 소도목구산성 45.7 116.4 23.8 2.8 1, 2, 3, 4, 5 보루(산정식)

19 적백송고성 46.4 118.1 24.1 2.9 1, 4 평지성

20 자안산성 70.6 179.8 36.7 4.4 1, 2, 3, 4, 5 산성(포곡식)

평균 32.2 88.72 16.7 2.0

국내성 

방어체계

1 환도산성 3.7 9.4 1.9 0.2 1, 2, 3, 4, 5 산성(포곡식)

2 관마장관애 32.3 82.2 16.8 2.0 1, 2, 3, 4, 5 관애

3 망파령관애 33.5 85.3 17.4 2.1 1, 2, 3, 4, 5 관애

4 석호관애 39.1 99.6 20.3 2.4 1, 2, 3, 4, 5 관애

5 만구로변장관애 39.3 100.1 20.4 2.4 1, 2, 3, 4, 5 관애

6 대천초소 40.4 102.9 21.0 2.5 1, 2, 3, 4, 5 보루(산정식)

7 칠개정자관애 46.9 119.4 24.4 2.9 1, 2, 3, 4, 5 관애

8 이도구문관애 62.8 159.9 32.6 3.9 1, 2, 3, 4, 5 관애

평균 37.3 90.61 19.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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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든 연구자가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한 경우에도 최

진보산성 2개소, 고이산성 1개소, 철배산성 1개소, 비아

랍성 3개소, 성자산산성 4개소, 오녀산성 12개소, 국내성 

8개소로 오녀산성의 연계 성곽이 가장 많았다. 

거점성과 주변 성곽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면 각 

거점성 중에서 1차 방어선인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

산성은 연계 성곽과 대체로 도보거리로 한나절이면 도착

할 수 있는 10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기마로는 약 1시간

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후 2차 방어

선과 3차 방어선은 연계 성곽과 좀 더 느슨하게 연결되

어 있는데, 비아랍성은 도보로 13시간, 기마로는 약 1.6시

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성곽이 위치하고, 오녀산

성은 이보다는 좀 더 느슨하여 도보로 16시간, 기마로는 

그림 8 연구자에 따른 연계 성곽 계수

<표 2>의 모든 연구자가 고구려 성곽으로 본 경우의 연계 성곽

성곽(1명 이상)
25

20

15

10

5

0

8
6

4

14
13

20

8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 성자산산성비아랍성 오녀산성 국내성

<표 2>의 연구자 중 3명만 고구려 성곽으로 본 경우의 연계 성곽

성곽(3명)

25

20

15

10

5

0

7

5

2

7
8

16

8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 성자산산성비아랍성 오녀산성 국내성

<표 2>의 연구자 중 4명만 고구려 성곽으로 본 경우의 연계 성곽

성곽(4명)

25

20

15

10

5

0

2
1 1

3

6

15

8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 성자산산성비아랍성 오녀산성 국내성

<표 2>의 연구자 중 5명 모두 고구려 성곽으로 본 경우의 연계 성곽

성곽(5명)

25

20

15

10

5

0

2
1 1

3

12

8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 성자산산성비아랍성 오녀산성 국내성

3

그림 9 거점성 연계 성곽 추정 ⓛ

유형

거점성

평지성

관애

보루

기타

산성(포곡식)

산성(산정식)

그림 10 거점성 연계 성곽 추정 ②

유형

거점성

평지성

관애

보루

기타

산성(포곡식)

산성(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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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까지 연계 성곽이 위치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국내성은 현재의 성곽시설로 

볼 때는 대체로 도보로 약 19시간, 기마로 2.3시간 거리에 

최후 방어선인 관애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방어선의 거점성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도성으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것과 같이, 

각 중심성에서 주변의 성곽 또한 1차 방어선, 즉 최진보

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이 주변 성곽과 좀 더 긴밀한 체

계를 갖추는 반면, 2차와 3차 방어선으로 갈수록 거점성

이 방어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좀 더 느슨한 방어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인 관애

를 살펴보면 이도구문관애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내성

으로부터 40km 반경 거리 내외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

이 확인된다. 이는 국내성까지의 접근거리를 염두에 두

고 관방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애는 앞

서 연구된 바와 같이 고구려 영역에 있어 특히 집안 일대

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왕도의 방

어체계는 이와 같은 관애를 직접 차단벽으로 한 상호보완

된 연계체계인 것이다(田中峻明 1999: 210, 218).23 그리

고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나는 성자산산성은 가장 느슨한 

방어체계를 형성하는데 도보거리로 거의 23시간, 그리고 

기마로는 3시간 정도 걸리는 남산자산성까지 담당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변 성곽과의 연계 또한 평균 20시간이 넘

어서 다른 거점성들에 비해 좀 더 느슨한 방어체계를 형

성한 것을 알 수 있다.24 

3. 거점성과 방어체계

주요 교통로상의 거점성 간 방어권역을 추정하기 위

해 국내성을 포함한 거점성 7개소에 대해 지형 경사도를 

비용으로 하여 비용-거리 분석(Cost-Dista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10>과 같이 대체로 주요 

교통로상 거점성의 1차 방어선은 반경 20㎞-20㎞-20㎞, 

2·3차 방어선은 반경 40㎞-40㎞, 4차 방어선은 반경 60㎞

-60㎞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요 교통로상의 1차 방어 거점성은 국내성 시기 

최전방 방어를 담당했던 산성들로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이 있으며, 이 거점성들은 대체적으로 반경 20㎞

-20㎞-20㎞(약 51里/도보 약 10시간/기마 약 1.2시간)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산성들이 

고구려 요하·혼하 유역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외곽 방어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다른 거점성보다는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25 즉 보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한나절 정도면 도

착할 수 있는 거리에 1차 방어선을 2·3차 방어선보다 보

다 조밀하게 구축한 것이다.

주요 교통로의 2·3차 방어 거점성은 비아랍성과 오

녀산성으로 철배산성-비아랍성, 비아랍성-오녀산성은 반

경 40km-40㎞(약 101里/도보 약 21시간/기마 약 2.4시간)

의 방어선을 구축한다.26 또한 1차 방어선이 삼각형의 형태

(그림 11)로 반경 20㎞-20㎞-20㎞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

로 반경 40㎞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비아랍성과도 반경 

40㎞-40㎞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3 관애 가운데 칠개정자관애와 만구노변장관애는 압록강 수로강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로를 차단하는 기능보다는 대체로 수로를 이용한 물류 운송과 관계된다

는 의견도 있다(이경미 2012: 112~113; 余昊圭 2008: 136~137).

24 고구려의 모든 성곽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므로 다른 지역의 거점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일대의 거점성과 주변 성곽의 연계 관계는 변경될 수 있다.

25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난 성자산산성과 최진보산성의 방어선 구축은 대체로 반경 60㎞-60㎞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녀산성(3차 방어선), 국내

성(4차 방어선)과 같은 방어 영역으로, 대체로 고구려는 거점성을 중심으로 반경 20㎞, 40㎞, 60㎞의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26 『漢律』에는 “郵行有程”이라 하여 당일 발송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步遞 방식에 의한 문서 전달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 즉 漢簡에서 步遞의 소요시간으로 95里를 

8時 3分(현재 시간으로는 약 17시간 30분), 80里를 9時(현재 시간으로는 18시간)로 표시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구간별 지리 상황에 따라 현재

의 1시간에 4.5里~5.3里(평균 4.9里) 정도의 구간을 걸어서 18시간 동안 문서를 전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騎馬의 경우 1일 400里~414里를 달린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말이 속력을 내서 달려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간시간, 즉 10시간 정도 달릴 수 있다고 보았을 때 1시간에 41里 정도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조

법종 2011: 4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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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과 같이 1차 방어선이 좀 더 촘촘한 형태로 방

어선(반경 20㎞-20㎞-20㎞)을 구축하면서 전체적인 방어선

은 2차와 3차 방어선과 같이 반경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4차 방어선은 국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3차 방어의 거점성인 오녀산성과 반경 60㎞-60㎞의 방어체

계를 대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성의 

방어선은 관애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대

체로 반경 60㎞ 내외의 중요 지점에 관애가 축조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전방의 1차 방어 영역은 반경 20

㎞-20㎞-20㎞이지만, 그 형태가 <그림 12>와 같이 전체

적인 방어 범위는 반경 40㎞인 것을 상정할 수 있으며, 2

차와 3차 방어 영역은 반경 40㎞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마지막의 국내성 방어체계는 국내성을 기준으로 반경 60

㎞ 지점에 관애를 설치하여 국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거점성 간의 관

방체계의 방어 구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성을 포

함한 7개의 거점성에 대하여 입지-배분 모델(Location-

Allocation Analysis)에 공유최대화함수를 이용하여 분석

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13, 14>와 같이 거점

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가장 근접한 거점성과 연계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거점성 간 방어선 모식도

거점성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40km

3차 방어선 4차 방어선

그림 12 거점성 간의 방어 추정 권역

유형

거점성

평지성

관애

보루

기타

산성(포곡식)

산성(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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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점성 주변의 성곽 방어는 하나의 거점성만이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거점성과 연계하여 방어체계

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특히 1차 방어선을 구축한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 등에서 매우 복잡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고구려 방어의 최전선으로서 다른 방어

선보다 매우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거점성들은 별도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

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산성 방어체계를 형성한 것이며, 

고구려는 이러한 관방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침입하

는 적군을 방어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Ⅳ. 맺음말

이상 국내성 시기의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가 부족하고 현지 접근도 어렵기 때문

에 지금까지 고구려 성곽의 기수도 연구자마다 다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유적을 현지조사하거나 유물을 실견하기도 현재

의 상황에서는 요원하기 때문에 고구려 성곽 연구는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구려의 관방체계가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축적해나가

는 것이 연구자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지금까지 고구려 성곽이라고 보고된 성곽이 다른 

시기의 성곽일 수 있고, 혹은 고구려 성곽이라고 할지라

도 발굴조사 등을 거쳐서 성곽의 초축 시기나 폐기 시점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두

고자 한다. 

이번 GIS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첫째,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주요 교통

로는 기존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즉 주요 교통로는 소자하-부이강-신개하-집안 일대

로 여겨지며, 이는 이곳을 중심으로 거점성과 함께 다수

의 성곽이 축조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지형적으

로 볼 때도 문헌기록상에 나타나는 “北道平闊”과 가장 근

접한 지역이다. 다만 이는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가장 주

요한 교통로라는 것만 언급한 것이며 342년 전쟁 경로와

는 다를 수 있다. 

둘째,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에서 고구려의 거점

성은 총 7개소가 확인되며, 거점성과 주변 성곽의 연계는 

1차 방어선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2차와 3차 

방어선으로 갈수록 좀 더 느슨하면서 넓은 범위를 담당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장 느슨한 연결 관계는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난 성자산산성이다. 

셋째, 주요 교통로의 방어체계를 살펴보면 1차 방어

그림 13 전역적 차원의 관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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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애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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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산정식)

그림 14 전역적 차원의 관방체계 및 밀도분석도 중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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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거점성은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으로, 대

체로 반경 20㎞-20㎞-20㎞ 내외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

는데, 이는 가장 최전방의 방어선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조밀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

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소자하-부이강 유역까지 반경 

40㎞-40㎞의 2차와 3차 방어선을 구축한다. 특이한 점은 

1차 방어선이 삼각형의 형태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이 반경 40㎞-40㎞의 방어체계

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후 마지막 방어성인 도성은 3차 

방어 거점성인 오녀산성과 반경 60㎞-60㎞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데, 도성 부근에 규모가 있는 성곽을 축조

하지 않고 관애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점성 간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면 거점

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가 1차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

은 다시 가장 근접한 거점성과 연계된 방어체계를 구성하

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군을 방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거점성들은 별도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

에 서로 유기적으로 산성 방어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상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현

재까지 고구려 성곽이 특정되지 않았고 성곽의 운영 시기

가 정확하지 않으며 성곽의 유형이나 특징 등에서도 연구

자별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이를 증명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본 논문은 2020년 10월 13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상고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방의 재인식 : 우리 고대문화 연구에서의 함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GIS를 

이용한 고구려 국내성 시기 관방체계 검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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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guryeo kingdom established a unique defense system centered on a series of  mountain fortresses. 

However, modern-day studies on its defense system have tended to focus on how they were positioned and generally 

consist of  little more than individual surveys or introductions to the relevant materials, leaving much to be desired. 

This study attempts to extend the scope of  studies about fortresses dating back to the Goguryeo period,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ations of  the available materials. As such, this study reviews the defense system of  Goguryeo during 

the Gungnaeseong Period (i.e., the period when Gungnaeseong was the capital of  Goguryeo) using the GIS system, 

with the focus on fortresses that are thought to have been built in the area extending from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Amnok River to the mid-stream region of  the Liohe River, based on the aforementioned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roads built during the Gungnaeseong Period were as stated in the foregoing studies to some 

extent. Researchers believed that during the middle period of  the dynasty, a major road ran along the Suzihe, Fuer 

and Xinkai rivers before finally reaching Jian. The study found that fortified walls and fortress strongholds were built 

along this road.

Second, there were seven fortresses betwee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Amnokgang River and the mid-

stream region of  the Liaohe River. A primary defense line was closely established between the strongholds and the 

nearby walls, with secondary and tertiary defense lines established more loosely and encompassing a much wider area. 

Third, regarding the defense system along the major roads, the Choejinbosanseong, Goisanseong and 

Cheolbaesanseong fortresses served as strongholds along the 60-kilometer-long primary defense line, with 

80-kilometer-long secondary and tertiary defense lines set up behind it. The final 120-kilometer-long defense line of  

the capital was established along with the Onyeosanseong Fortress, while a stumbling block was set up close to the 

capital as a defense system, rather than building a fortified wall. 

To summarize, a primary defense system was established centered on a series of  fortresses, with each stronghold 

maintaining a closely-knit defense system in connection with other nearby strongholds to repel inv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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