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漢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연고권 개입 명분에 대한 함의 

1)박성용,* 남창희,** 이인숙***

Ⅰ. 서 론

Ⅱ. 왕험성 위치에 관한 제가설과 문제점

Ⅲ. 사기 ｢조선열전｣에 나타난 한나라 육군 공격 루트 분석

Ⅳ. 한나라 수군의 상륙작전 고찰

Ⅴ. 결 론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전쟁에서 한나라 원정군의 공략 목표가 현 한반도 평양이었는지 여부는 역
사 논쟁을 넘어 동북공정과 북한 급변사태라는 논리구조 속에서 현  안보문제로 직결된다. 본고는 
왕험성재평양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한나라 군사작전을 합동작전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하여 왕험성 위치 비정(比定)1)의 논리적 근거를 군사학과 역사지리학의 융합적 접근법으로 도출하
려는 목적에서 출발하 다. 사기 ｢조선열전｣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작전계
획과 실행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공격 목표가 한반도 평양이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본고의 핵심 논거는 첫째, 한나라 수륙합동군의 전투서열을 분석할 때 주공 육군
에 한 조공 수군의 작전 동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육군의 원거리 기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거리 원정 치고는 소규모인 병력 자체의 비적합성은 물론이고, 왕험성을 한반도 평양으로 
본다면 중국 하북성에서 평양까지 기동 루트가 매우 길다는 점에 군수지원의 문제가 수반된다. 또
한 하북성과 평양 사이에 놓인 8개 주요 강에서 존재해야 할 방어작전 혹은 충돌 기록이 사기에 
한 건밖에 나타나지 않은 점 역시 왕험성재평양설의 심각한 모순점이다. 둘째, 현 에 해상화력지원
을 받아도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어려운 평양 동강 하구를 고 에 상륙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합동
상륙작전 교범의 상륙적합성에 배치되어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기동로가 발해라는 기
록과 겨울 혹한기를 포함한 야외 주둔 기간, 왕험성과 상륙 해안 간 거리 등 여러 모순점도 위만조
선의 수도 왕험성이 한반도 평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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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원전 109년 한(漢)의 위만조선 침공 때 한나라 수륙합동군의 공격 목표 던 왕험성

(王險城) 위치는 고조선 중심지 및 낙랑군 위치와 관련하여 한국 상고사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병합한 후 그 토에 설치한 4군(郡) 중 낙랑군이 위만조

선의 수도 왕험성 일 에 설치되었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 문헌 기록이 미미한 고조선 

중심지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고려 중기 이후 고조선의 수도 왕험성은 

오늘날 평양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17세기 이후 왕험성재요동설이 왕험성재평양설의 

립 가설로 논의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주도한 낙랑고고학에 의해 왕험성재평양

설이 더욱 고착화되어 현재 100년이 넘도록 학계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왕험성재평양설과 직결된 낙랑군재평양설은 고조선의 강역과 역사를 축소함으

로써 한국 상고사를 왜곡하고, 차후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이 북한 북부 지역을 점령할 명

분을 확보하는 역사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고

 동북아 지도에는 한나라 토가 한반도 한강 이북까지 내려온 것으로 그려져 있다. 역

사적으로 수양제와 당태종도 요동이 본시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고구려 원정의 명분으

로 삼았다. 중국 주장에 따르면 고조선은 상(商)의 제후인 기자가 세운 나라이며 기자조선

이 위만조선에 계승되고 위만조선 멸망 후 한나라 식민지가 설치되었으므로 고조선은 중

국사가 된다는 것이다. 고조선이 중국사가 되면 그 후속 왕조인 고구려는 물론 고구려 계

승을 천명한 고려까지도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

가 발발하고 중국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

기 위해 역사적 연고권을 제시할 개연성이 있다.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이 한반도 평양 

혹은 요동반도나 요서에 있었는지에 관한 인식은 북한에 한 중국의 연고권 주장을 반박

할 자료로서 긴요한 실정이다. 그만큼 왕험성 위치를 밝히는 것은 과거 한국사뿐 아니라 

미래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국사학계의 다수 의견인 낙랑

군재평양설은 최근 낙랑 유물 재해석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지리학

적으로 모순이 많음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합가설인 왕험성재요동

설과 왕험성재요서설 역시 문헌사료 해석에 기초한 역사지리학적 고증에 주로 의존하여 

아직까지 충분한 논리성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다. 

1) 비정(比定)은 고대 지명에 관한 문헌 사료 내용을 지리학적으로 검증하여 현대 지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역사
지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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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험성 위치는 논의가 분분했던 17세기부터 21세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여전히 미결 과

제로 남아 있는데, 문헌사료 해석의 자의성과 고고학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왕험성 위치 고

증을 보완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군사

학을 원용한 융합적 관점에서 왕험성 위치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양국의 전쟁은 당시 한

나라의 외팽창 정책의 일환이며, 군사작전은 전쟁수행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을 것이라

는 전제 하에 관련 문헌인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을 군사학 이론의 관점에서 정  분

석하고자 한다. 당시 한나라는 남월(南越)과 동월(東越) 정벌 직후로 군사재원이 제한되

어 있었고 흉노의 상시적 북변 위협에 처해야 했으므로 위만조선 공략에서 무리한 작전

을 강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체로 손자병법(孫子兵法) 등에서 도출되는 군사작전

의 합리성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위만조선 이전의 세계 전쟁 사례들

을 현  국제관계 이론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기원전 108년의 군사작

전 사례를 연구 상으로 삼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2) 그 결과를 토 로 왕험성 위치

에 관하여 논란의 상이 되고 있는 왕험성재평양설이 논리적으로 불충분한 학설이라는 

근거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Ⅱ. 왕험성 위치에 관한 제가설과 문제점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 위치에 관해 학계에 제기된 견해는 크게 한반도 평양설과 요동

설로 구분된다. 평양설은 고조선이 건국하여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현 평양이 수도 왕

험성이었으며 후일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朝鮮縣)이라는 견해이다. 고조선이 전국시  말 

연(燕)의 팽창으로 중심지를 요동에서 현 평양으로 옮겼다는 중심지 이동설에서도 위만조

선의 수도 왕험성을 평양으로 본다. 반면 요동설은 위만조선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의 수도 

왕험성이 요동에 있었다는 견해로, 정인보는 왕험성을 현 중국 요령성 해성, 신채호와 리지

린은 요령성 개평(개주)로 보았다. 윤내현은 왕험성을 하북성 창려 인근으로 보았다. 이 글

에서는 논지 전개의 편의상 각 설을 평양설, 요동설, 요서설로 약칭하기로 한다.3)

2) Stuart Kaufman, Richard Little, and William Wohlforth (eds), The Balance of Power in World History (NY: 
Palgrave Macmillan, 2007); Xuetong Yan and Xu Jin (eds), A Selection of Pre-Qin Theories of Interstate Relations 
(Shanghai: Fudan University Press, 2008); 삼국시대 국제관계 연구의 예는 Boxing Pan and Tae-hyung Kim, 
“Balancing or Bandwagoning: Alliance Choices of Baekje and Sill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8, 
No.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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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양설

왕험4)이 위만조선의 수도라는 사실은 사기(史記) ｢조선열전｣ “조선 왕 만(滿)이 왕

험(王險)에 도읍했다”5)라는 기록에 처음 나타난다. 중국 사서에서 평양설의 첫 구체적 논

거는 수경주(水經注)에서 찾을 수 있다. 북위(北魏) 사람 역도원(酈道元, 470-527)은 

수경주에서 조선 왕 위만의 도읍인 왕험성이 역도원이 활동할 당시 고구려 도읍이며, 

고구려 도성 남쪽을 흐르는 패수(浿水)6)가 서쪽으로 흘러 옛 한나라 낙랑군 치소인 조선

현을 지나 다시 서북쪽으로 흐른다고 했다.7) 그러나 수경주에서 인용한 수경 원문에

는 수경주와는 달리 패수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8)

이라고 했다. 역도원이 활동할 당시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이고, 장

수왕 시기 고구려와 북위의 긴 한 외교관계 덕분에 역도원은 당시 고구려 수도에 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사서에는 시 에 따라 다른 곳을 지칭하는 듯한 ‘평양’이 여러 

곳에 나오고9) 패수는 평양성 앞을 흐르는 강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서한 때 또는 4세기 초 

진(晉)나라 때 저술로 알려진 수경과 6세기 저작인 수경주에서 패수의 방향이 다른 

것은 고구려가 천도한 사실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나라 시기에 들어서는 패수 방향에 관한 언급 없이 “왕험이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이

며 고구려 수도 평양”이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는데, 괄지지(括地志)에는 “고구려 도

읍 평양성이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 즉 옛 조선 땅10)이라고 했고 사기정의(史記正

3) 명나라 때까지는 산해관 이동 지역을 오동으로 인식했으므로 윤내현의 설도 크게 보아 요동설에 포함되나 현재 
요하 현재 요하(遼河)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요서설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4) 위만조선의 수도 이름으로, 사기, 한서, 사기색은 등 중국 사서에서는 왕험성(王險城)으로, 삼국유사
‘위만조선(衛滿朝鮮)’조 등 한국 사서에는 왕검성(王儉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과 북한 학자들은 대체로 왕
검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왕험성으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5) 史記 卷115 ｢朝鮮列傳｣ 朝鮮王満者 … 都王險.

6) 위만조선과 한나라(前漢)의 경계인 패수(浿水)와 이름이 같으나 다른 패수이다.

7) 水經注 卷14 ｢浿水｣ 燕人衛滿自浿水西至朝鮮. 朝鮮, 故箕子國也. … 滿乃王之, 都王險城 … 其地今高句
麗之國治, 余訪番使, 言城在浿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即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8) 水經注 卷14 ｢浿水｣ 浿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浿縣, 東入于海.

9)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3 ｢國城｣ 高麗, 自唐以前, 蓋居平壤, 本漢武帝所置樂浪郡, 而唐高宗所建都護府
也. 以唐志考之, 平壤城乃在鴨綠水東南. 唐末, 高麗君長懲累世兵革之難, 稍徙而東. 今王城在鴨綠水之東
南千餘里, 非平壤之舊矣; 元史 卷59 ｢地理志 2｣ 東寧路, 本高句驪平壤城, 亦曰長安城. 漢滅朝鮮, 置樂浪․
玄菟郡, 此樂浪地也. 晉義熙後, 其王高璉始居平壤城. 唐征高麗, 拔平壤, 其國東徙, 在鴨綠水之東南千餘裡, 
非平壤之舊.

10) 史記三家註 卷6 ｢秦始皇本紀｣ 朝鮮 括地志云 “高驪治平壤城, 本漢樂浪郡王險城, 卽古朝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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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에도 고구려 평양성이 한 낙랑군 왕험성이며, 옛 조선 땅으로 조선 왕 만이 거했다”고 

하여 위만조선의 도읍 왕험성이 낙랑군에 있었으며 곧 고구려 평양성이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11) 이후 통전(通典)에서 “동진(東晉) 이후 고구려 수도는 평양성이며,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이라고 하여 더욱 구체화되고12)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

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조에서도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한나라 낙랑군 

땅으로 언급되었다.13) 괄지지는 당태종 연간인 642년, 사기정의는 측천무후 재위 중 

705년 이전, 통전은 801년, 구당서는 945년, 신당서는 1060년에 편찬된 책이다. 

괄지지는 고수(高隋)전쟁 이후 1차 고당(高唐)전쟁 직전, 사기정의와 통전은 고

당전쟁 이후 편찬된 책이므로 고구려 마지막 수도 평양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기에 

저술된 책이다. 그런데 고구려 평양과 한나라 낙랑군이 현 북한 평양이라는 통념을 잠시 

내려놓고 앞서 열거한 이 사서들의 고구려 관련 기사를 기록 그 로 읽어 보면 당시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 수도로 기록한 평양이 반드시 현 북한 평양을 가리킨다고 볼 근거는 명

확치 않다. 이후 평양이 옛 한나라 낙랑군 땅이며 낙랑군 조선현이자 위만조선의 수도 왕

험성이라는 중국학자들의 인식은 송 를 거쳐 명 ․ 청  학자들의 문헌 고증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중국 문헌의 왕험성재평양설이 북한 평양이 곧 고조선 왕험성이라는 설로 이어진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근거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조에는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14)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이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했다”라고 했는

데, “평양성은 지금 서경(西京)”이라는 주가 달려 있어 고조선 평양이 고려 중기 때 평양, 

즉 지금 북한 평양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5) 

조선시 에 들어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상고사에 한 관심과 역사지리 연구가 실

학의 주요한 새 연구 분야로 부상함에 따라 왕험성 위치는 치열한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서 위만조선과 전한(前漢)의 경계인 패수(浿水)

를 청천강으로, 왕험성에 인접한 열수(冽水)를 한강으로 비정하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

11) 史記三家註 卷25 ｢律書｣ ‘朝鮮’ 正義 高驪平壤城本漢樂浪郡王險城, 卽古朝鮮地, 時朝鮮王滿據之也.

12) 通典 卷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 自東晉以後, 其王所居平壤城, 即漢樂浪郡王險城.

13) 舊唐書 卷199上 ｢東夷列傳｣ ‘高麗’ 高麗者, … 其國都於平壤城, 卽漢樂浪郡之故地; 新唐書 卷220 ｢
東夷列傳｣ ‘高麗’ 平壤城, 亦謂長安城, 漢樂浪郡也 

14)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조 平壤者本仙人王儉之宅也.

15) 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今西京] 都平壤城 始稱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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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16) 안정복은 낙랑군이 조선현에 설치되었으며, 조선현은 평양부(平壤府)라고 

했다.17) 단군조선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은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 기

자조선 강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요서인 평부(永平府)에 미쳤으나 전국시  말 연(燕)

나라에 2000리를 빼앗겨 압록강 서북 지역까지 잃고 한나라가 건국한 이후에도 압록강이 

국경인 패수가 되었다고 했다. 위만의 도읍도 기자조선을 이어 평양이었으며 평양이 후에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하여 왕험이 한나라 요동군 험독(險瀆)에 있었다는 험독설을 반박

했다.18)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1909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평양 석암동 고분을 발굴한 이

후 연이어 고분과 토성들이 발굴되면서 일본 관변 학자들은 평양이 낙랑군 중심지이자 위

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이라고 결론지었다.19)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도 낙랑군 수성

현을 황해도 수안(遂安)에 비정함으로써 왕험성을 평양으로 확정하는 데 큰 몫을 했다.20) 

특히 1913년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용강(龍岡)에서 발굴했다는 점제현신사비와 낙랑 

봉니를 평양 일 가 낙랑군이라는 주장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다. 시라토리 구라키치

(白鳥庫吉)는 정약용의 설을 받아들여 패수를 압록강, 열수를 동강에 비정하고 평양이 

왕험성이라는 견해에 동조했다.21) 

광복 후 북한학계에서도 평양설과 요동설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다.22) 한국 사학계에서

는 다수 학자가 한나라 요동군을 요하 이동으로 보고, 패수를 청천강23) 또는 압록강24)으

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은 체로 평양으로 보는 학설을 

답습하고 있다. 

16) 송호정.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62권(2011), pp. 31-32. 

17) 안정복, 동사강목 제1상 ‘계유년 마한,’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8)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서울: 범우사, 2004), pp. 21-24, 435-437; 리지린, 고조선연구(서
울: 열사람, 1989), p. 22;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서울: 지식산업사, 2003), p. 208. 

19) 송재원. “낙랑군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pp. 18-19. 

20)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2(1910). 

21) 白鳥庫吉 ․ 箭內亘. “武帝始建之四郡.” 滿洲歷史地理 第1卷, 김지영 ․ 위가야 역, “武帝 始建의 4郡.” 만
주연구, 제12집, pp. 310-318, 327-331.

22) 송재원(2007), p. 20. 

23) 이병도, 韓國古代史硏究(서울: 박영사, 1992), p. 71. 

24)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제23집(199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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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동설

요동설은 조선시 부터 평양설과 립되는 학설로,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고조선

의 수도 왕험성이 요하 이동, 즉 요동에 있었다는 견해이다. 왕험성 위치는 낙랑군 위치와 

직결되는데, 조선 초 표적 역사학자인 권람은 응제시주(應製詩註)에서 낙랑과 기자

의 건국지가 평양이 아닌 압록강 이북이라고 보아 고조선 중심지를 요동으로 파악했다.25) 

요동설은 왜란과 호란을 겪은 17세기 이후 붐을 이뤄 학자들의 역사지리 연구로 이어졌

다.26) 17세기 초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峰類說)에서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와 요동에 

걸쳐 있었고 기자조선 중심지역이 요서에 있었다고 했다. 유형원도 동국여지지(東國與

地誌)에서 고구려와 고조선 중심지역을 요동으로 비정했고,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

(東國通鑑提綱)에서 진번(眞番)을 지금 요령성 요양(遼陽)에, 패수를 요하에 비정하

고 위만의 도읍 험독(險瀆)이 요동에 있다고 보았으나 낙랑군은 통설 로 평양에 비정했

다.27) 18세기에 들어와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여지고(輿地考)｣에서 

기자의 봉지가 고죽국이므로 고조선 서계도 고죽국이 위치한 요서에 미쳤다고 주장했다.28)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전한과 고조선의 국경 패수를 압록강으로 추정했는데, 

단군조선의 중심지를 요심(遼瀋)으로 보고 한사군 중심지도 중국 땅에서 찾았다.29) 

조선 후기 학자들의 견해도 왕험성 및 낙랑군 위치를 체로 평양과 요동으로 보는 시

각으로 양분되어 평양설이 정약용과 안정복 등의 견해로 이어졌다면 요동설은 이익, 박지

원, 이규경 등의 견해로 이어졌다. 20세기에 들어와 요동설은 신채호, 정인보 등에게 계승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위만조선의 도읍 왕험성이 험독현 경내에 있었다는 인식이 주요하

게 작용했다. 중국 사서에 왕험성이 전한(前漢) 요동군 험독현에 있었다는 인식은 왕험성

이 한나라 낙랑군 옛 땅 평양에 있었다는 인식보다 먼저 나타난다. 험독설은 후한 때 응소

가 “요동군 험독현이 조선 왕 만(滿)의 도읍”이라고 한 말과 동진(東晉) 때 서광이 “험독

현이 창려(昌黎)에 있다”고 한 말로 요약되며,30) 응소와 서광의 주석은 5세기 전반에 찬

25) 서영수.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서울: 일조각, 1998), p. 28. 

26) 한영우 (2003), pp. 161-201; 서영수(1998), p. 29. 

27) 조법종.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한국사론 34―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p. 7. 

28) 東國文獻備考 卷13 ｢輿地考1 歷代國界｣ ‘箕子朝鮮國’ … 唐書裵矩曰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爲朝鮮 
… 孤竹之地當爲朝鮮之有故唐書直以爲箕子封於此而其實孤竹之入於朝鮮盖在

29) 李瀷, 星湖僿說 제1권 天地門 檀箕疆域,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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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된 사기집해(史記集解)와 8세기 전반에 찬술된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인용되어 

있다. 

1920년  요동설을 부활시킨 학자는 신채호이다. 신채호는 험독설에 기초하여 조선

상고사에서 패수, 만번한, 왕험성 등 위만조선의 근거지는 해성(海城) ․ 개평(蓋平) 등지

이며,31) 도읍 왕험성은 지금 개평 동북쪽이자 한서 ｢지리지｣에서 말한 요동군 험독현

이라고 했다.32) 정인보는 기준(箕準)과 위만이 도읍한 곳이 모두 왕험성이며, 왕험성은 

한서 ｢지리지｣에 보이는 요동군 험독이라고 했다. 또 신찬(臣瓉)의 주석33)을 험독이 

낙랑 패수 동쪽에 있다고 해석하여 험독은 지금 요령성 해성(海城), 패수는 해성현 서남

쪽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어니하(淤泥河)의 옛 이름이라고 했다.34) 신채호와 정인보는 요

동이 고래로 요하 동쪽이라고 보았다.35) 

북한학자 리지린은 신채호와 정인보의 견해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리지린

의 견해는 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6) 먼저 “낙랑은 군(郡)이며 옛 조선국으로, 

요동에 있었다”37)는 이현(李賢)의 주석과 산해경(山海經) 기록에 근거하여 고조선이 

한반도가 아니라 발해 북안에 위치했음을 논증했다. 산해경 ｢해내경｣에는 조선이 동해 

안 북해 모퉁이에 있다고 했는데,38) 고  중국 사서에서 동해는 황해, 북해는 발해를 말하

며 발해는 황해의 내해이므로 고조선이 발해 북안에 있었다는 논지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 곽박(郭璞 276-324)이 방언(方言)과 후한서(後漢書) ｢군국지｣를 주석한 내용을 

토 로 위만조선 침공 때 한나라 수군이 상륙한 열구(洌口)는 열수(洌水) 하구이고 열수

는 요동에 있는 강임을 밝혀 동강이나 청천강이 될 수 없다고 했다.39) 고조선 서쪽 국경

30)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遼東郡 險瀆’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史記三家註 卷115 ｢朝鮮列傳｣ ‘王險’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索隠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31) 신채호 저, 박기봉 역, 조선상고사(서울: 비봉출판사, 2011), p. 156, 192. 

32) 신채호, 조선상고사 1(서울: 일신서적공사, 1990), p. 94. 

33) 신찬(臣瓉)은 왕험성이 낙랑군 패수(浿水) 동쪽에 있다고 했다.(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遼東郡 險瀆’ 
臣瓉曰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史記三家註 卷115 ｢朝鮮列傳｣ 索隠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浿水
之東也. 正義 臣瓚曰 王險在樂浪郡也.)

34) 정인보 지음,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上(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pp. 82-183, 275. 

35) 윤내현. “朝 ․ 燕戰爭의 전개와 국경 변화.” 고조선단군학, 제20호(2009), p. 254. 

36) 리지린(1989), pp. 11-96. 

37)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第1下｣ (六年 六月) 樂浪人王調據郡不服의 樂浪에 이현(李賢 654-684)은 “樂
浪, 郡, 故朝鮮國也, 在遼東”이라고 주석했다. 

38) 山海經 第18 ｢海內經｣ 東海之内,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 

39) 方言 卷1 ‘朝鮮洌水之間’ 郭璞注 朝鮮, 今樂浪郡是也. 洌水, 在遼東; 後漢書 第23 ｢郡國志5｣ ‘樂浪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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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는 전국시  말까지 고조선이 난하(灤河) 서안까지 세력을 미쳤으나 기원전 3

세기경 연의 침략으로 서쪽 토 2000리(혹은 1000리)를 잃었다가 전한 초 릉하 유역까

지 회복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무제 이전 고조선과 전한의 국경인 패수를 릉하(大凌

河)라고 보고 열수를 요하, 왕험성을 지나는 패수를 어니하, 왕험성을 지금 개평으로 비정

했다.40) 

요동설에서 왕험성으로 비정된 개평은 현재 구 일 인데, 구는 명말청초까지 요하 

하구 외곽의 모래섬이었다가 요하 하구의 진흙과 모래 퇴적이 증가하면서 1820~1830년

에 육지와 맞붙게 되었으며 요하 하구가 구를 지나 발해 쪽으로 이동했다41)고 한다. 

또한 10세기 이전 요동만의 고해안선(古海岸線)은 지금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릉

하 하구와 해성 인근 태자하 중류를 포함하여 요하 유역이 모두 늪지 다는 연구가 있

는데, 늪지 는 배로 접근하기 어려워 상륙작전을 펼치기 불리하므로 요동설은 좀 더 상

세한 지리 고증이 필요하다. 

3. 요서설 

요서설은 윤내현의 설로, 위만조선이 현 하북성 난하 유역에 있었으며, 왕험성은 현 하

북성 난하 하류 창려 인근이었다는 견해이다. 윤내현은 치 한 문헌 고증을 통해 위만조

선이 현 하북성 난하 유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기 ｢조선열전｣에 따르면 전국시  

연나라가 진번과 조선을 빼앗아 그 땅에 장새(障塞)를 설치했고 진나라는 이 땅을 요동군 

외곽에 부설한 요(徼) 관할로 했다. 위략에 따르면 이 땅이 연나라 장군 진개가 침략한 

2000리 땅이며 연 ․ 진과 고조선의 국경이 만번한이고,42) 한 고조 때 만번한까지 너무 멀

고 지키기 어려워 국경을 서쪽으로 옮겨 요동군 옛 요새가 있는 패수(浿水)로 했다.43) 그 

후 기원전 194년 한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해 온 위만이 조선을 차지했고 진번도 위만

에게 복속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진 요동외요에 속했던 조선과 진번 땅은 위만 이전에 다

시 고조선 토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44) 즉, 진 요동외요에 속했던 조선과 진번 땅

列口’ 郭璞注 山海經曰列, 水名. 列水在遼東.

40) 리지린(1989), pp. 88-89.

41) 류제헌, 중국 역사 지리(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pp. 92-94. 

42)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 韓’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43)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옮김, 史記 列傳 下(서울: 까치, 1995), p. 907.

44) 윤내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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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나라가 포기한 패수 이동부터 만번한까지의 땅이다. 

사기 ｢강후주발세가｣에는 기원전 194년 한 고조 때 주발(周勃)이 반란을 일으킨 노

관(盧綰)을 장성까지 추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란에 휩쓸린 군현을 평정했는데 이때 요

동군도 포함되었다.45) 즉, 한 요동군은 장성 밖이 아니라 장성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요동

군 동쪽 경계는 국경인 패수 다. 한고조 때 장성 동단은 진장성 동단을 그 로 유지했다. 

진장성 동단 기점은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이며,46) 이 갈석산은 지금 하북성 창려 난하 하

류 동안에 있다.47) 장성 동단이 있는 곳이 전한과 고조선의 국경이므로 당시 두 나라 국경

을 흐른 강, 즉 패수는 난하이며 한나라 요동군은 난하 유역이었다. 

위만조선의 도읍은 중국 사서에 왕험과 험독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험독설도 한

나라 요동군 험독설과 동진의 창려군 험독설로 나뉜다. 윤내현은 창려의 지리 연혁을 추

적하여 전한 때 요서군 교려현이 후한 때는 요동속국48) 창려현으로 이름을 바꾸었고49) 

후한 말 조위(曹魏) 때 창려군이 설치되어 동진 때에는 험독현이 창려군 경내에 합쳐졌음

을 설득력 있게 고증했다. 전한 때 요동군은 오늘날 갈석산 서쪽 난하 하류 동쪽에 있었고, 

험독은 요동군 서쪽 변경 즉 난하 하류 동안(東岸)에 위치해 교려(창려)와 인접해 있다가 

창려에 합해졌으므로 전한 때 요동군 험독과 동진 때 창려군 험독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

어진 별개 지역이거나 지명이 옮겨 간 것이 아닌 인접 지역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윤내현은 이 험독은 위만의 도읍이 아니라고 했다. 우선 요동군은 한나라 행정

구역이므로 위만이 한나라 토에 도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50) 위만은 기자의 후손인 

기준(箕準)의 도읍을 빼앗아 정권을 세웠는데, 같은 시기에 존재한 요동군 험독과 기준의 

도읍이 같은 곳일 수 없으며, 위만조선이 멸망한 뒤 그 땅에 낙랑군을 설치했으므로 위만

의 도읍은 요동군이 아니라 낙랑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찬과 안사고

45) 史記 卷57 ｢絳侯周勃世家｣ 燕王盧綰反, 勃以相国代樊噲将, 撃下薊, 得綰大将抵 ․ 丞相偃 ․ 守陘 ․ 太尉
弱 ․ 御史大夫施, 屠渾都. 破綰軍上蘭, 复撃破綰軍沮陽. 追至長城, 定上谷十二県, 右北平十六県, 遼西 ․ 遼
東二十九県, 漁陽二十二県.

46) 通典 卷第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 碣石山在漢樂浪郡遂成縣, 長城起於此山

47) 高洪章 ․ 董寶瑞. “碣石考” 歷史地理 第3輯(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pp. 225-228; 윤내현. 韓國古
代史新論(서울: 일지사, 1986), pp. 355-364. 

48) 요동속국(遼東屬國)은 후한 안제(安帝 r.106-125) 때 요서군 빈도(賔徒), 교려(交黎), 도하(徒河)와 요동군 무
려(無慮), 험독, 방(房) 등 6현을 떼어 만들었다. 

49)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遼西郡 交黎’ 應劭曰 “今昌黎”; 윤내현. 고조선연구(서울: 일지사, 1994), p. 
340.

50) 한진서, 정약용, 노태돈 등도 동일한 이유로 험독이 왕험성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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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한 “낙랑군 패수 동쪽 왕험성”이 위만조선의 도읍이라고 했다. 또한 낙랑군 왕험성

에 해서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선현조에 “조선현은 주 무왕이 기자를 봉한 땅”51)

이라고 한 응소의 주석과 진서(晉書) ｢지리지｣ 낙랑군 조선현조에 “주나라가 기자를 

봉한 땅”52)이라는 주석에 주목하여 조선현이 기자 일족이 망명하여 터전을 이룬 곳이자 

기준의 도읍이며 위만이 빼앗아 도읍한 왕험성임을 고증하고53) 왕험성이 위치한 낙랑군 

조선현은 현 난하 하류 갈석산 이동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54) 

요서설에서도 요동설과 마찬가지로 고조선 서변이 난하 유역에 이르렀고 진개의 침공으

로 2000리를 빼앗겼으나 요동설과는 달리 연나라에 잃었던 서변 토를 모두 되찾아 한나

라 초 서쪽 국경도 난하와 갈석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나라 초기부터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고조선과 전한의 국경인 패수를 난하로 보고, 요수와 왕험성 인

근의 열수도 난하 지류로 보았다. 왕험성의 위치가 난하 하류이며 따라서 낙랑군도 요서에 

설치되었다는 학설은 문헌 고증을 통한 논리적 설득력이 강하나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낙

랑군 존재를 증명해 줄 뚜렷한 문자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이다.

4. 왕험성재평양설의 논리적 문제점

고  중국의 하천 지리서인 수경에 패수는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

로 들어간다55)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왕험성재평양설에서 패수로 제시된 동강, 청

천강, 압록강은 서남쪽으로 흐르므로 논리적으로 패수가 될 수 없다. 위만은 패수를 건너 

도읍했으므로 동강패수설을 따르면 왕험성 위치는 동강 동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양은 동강 서안에 있으므로 동강패수설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56) 더욱이 

3세기에 발간된 위략에 따르면 패수 동쪽에 전국 시  연(燕)이 고조선으로부터 빼앗

았다가 전한 초에 포기한 2000리 토가 있어야 하는데, 동강 동쪽에는 이만한 규모의 

51)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朝鮮,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52) 晉書 卷14 ｢地理志 上｣ ‘平州 樂浪郡’ 朝鮮, 周封箕子地. 

53) 윤내현은 험독을 고조선 도읍 중 한 곳으로 보고 낙랑군 왕험성을 기자정권과 위만정권의 도읍으로 보았다. 
서영수도 위만조선을 고조선과 구별하여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영수.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
동.” 白山學報 제76호(2006), p. 448. 

54) 윤내현(1994), pp. 336-347. 

55) 水經注 卷14 ｢浿水｣ 浿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浿縣, 東入于海. 

56) 이와 관련된 논리적 모순은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2004), pp. 436-437에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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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없다. 한나라(전한) 외교사절로서 위만조선에 간 섭하가 국경인 패수를 건너 달려 들

어간 한나라 요동새(塞)는 패수와 가까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장수절은 사기정의에

서 이 요동새를 평주(平州) 유림관(楡林關)이라고 했다.57) 유림관은 지금 하북성 산해관 

인근이고 패수는 유림관 즉, 산해관 근처를 흐른 강이어야 하므로58) 패수는 논리적으로 

동강이 될 수 없다. 

사기 ｢조선열전｣에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합류 지점으로 기록된 열구 위치도 평양과 

맞지 않는다. 열구는 열수(洌水)가 바다와 만나는 열수 하구를 말한다. 서진 말 동진 초 사

람 곽박이 산해경과 방언, 후한서 ｢군국지｣에 남긴 주석을 보면 고조선 옛 땅, 낙

랑군과 방군, 열수, 열구는 모두 요동에 있었다.59) 이 시기 요동은 당시 요수가 어느 강

이었는가에 따라 그 위치에 한 해석이 달라지지만 고래로 중국 사서에서 한반도를 요동

에 포함시켜 말하지는 않으므로 동강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즉, 한나라 수군이 상륙

한 열구는 애초에 한반도 동강 하구에 없었다는 말이 된다. 후 로 내려올수록 중국의 

토가 동쪽으로 팽창되면서 “먼 동쪽 변경”을 의미하는 요동의 위치도 계속 동쪽으로 이

동함에 따라 낙랑군과 왕험성, 평양의 위치도 점점 더 동쪽으로 비정된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 본다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사의 식민지성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붐을 이룬 낙랑군재

평양설 연구가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답습되면서 왕험성과 낙랑군, 고조선 평양, 고구려 

평양을 현 평양에 비정하는 견해가 다수 학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사기에는 왕험성 공격부 인 한나라 수군이 해상에서 기하다 강 입구인 열구에서 

육군과 합류하라는 작전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군사작전 상 육군과 수군의 합류 지점이 

강 입구인 것은 왕험성이 바다로 통하는 강 하구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왕험

성이 평양이라면 한나라 육군은 굳이 동강 하구 남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강을 따라 

평양으로 먼 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보다는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여 평양 인근에서 

수군과 합류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위만에게 왕험성을 빼앗겼을 때 

수천 명을 데리고 곧바로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왕험성이 바다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왕험성에 설치했다고 하는 낙랑군의 위치도 왕험성 위치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중국 

57) 史記三家註 卷115 ｢朝鮮列傳｣ ‘卽渡, 馳入塞’ 正義 入平州楡林關也. 

58) 정인보 지음, 문성재 역주(2012), p. 359. 

59) 山海經 第12 ｢海內北經｣ 朝鮮, 在列陽東. 郭璞注 朝鮮, 今樂浪縣, 箕子所封也. 列亦水名也, 今在帶方. 
帶方有列口縣; 資治通鑑 卷第21 ｢漢紀13｣ 世宗孝武皇帝下之上 元封二年 ‘列口’ 班志, 列口縣屬樂浪
郡. 郭璞曰 山海經, 列水在遼東. 余謂其地當列水入海之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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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때 사료 통전에 인용된 태강지리지에 낙랑군 수성현에 진장성(秦長城) 기점

인 갈석산이 있다고 한 이후 갈석산은 패수와 함께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경계로 인식되어 

왔다. 문헌에 갈석산은 바다에 닿아 있는 산으로 많이 나타나지만,60) 왕험성재평양설에서 

낙랑군 수성현으로 비정한 황해도 수안은 내륙에 있어 바다와 아무 상관이 없다. 7세기 말 

이현은 “낙랑은 군(郡)이며 옛 조선국으로,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여 당나라 중기에도 고

조선과 낙랑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요동에 있었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61) 후 로 내

려와  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평부(永平府)는 동쪽으로 산해관까지 180리이

며 남쪽으로 160리를 가면 바닷가에 이르는데, 이 땅은 상(商)나라 때 고죽국이며 북연

(北燕)이 평주와 낙랑군을 설치했다가 북위 때 낙랑군을 북평군으로 고쳤다고 했다.62) 명

나라 때 산해관은 현 산해관이며, 고죽이 하북성 난하 유역에 있었다는 학계 다수 의견에 

따르면 북연 시기, 즉 고구려 장수왕 때 낙랑군은 평양이 아니라 현 난하 유역에 있었던 것

이다. 

송나라 사람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는 고구려가 당나라 이전부터 평양(平壤)을 근거

로 했고 평양은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이며 당나라 말기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 당시 고

려 왕성(王城)은 옛 평양이 아니라고 했다.63) 이와 같이 평양의 위치를 한반도 평양으로 

고정하여 비정하는 것은 한중 사서의 공식 기록과도 상충된다.64) 

패수가 압록강, 청천강, 동강 어느 강이든 강 동안부터 낙랑군이 설치된 평양 일 는 

전국시 부터 전한 초까지 연 ․ 조 ․ 제 지역 유민이 거 이주하여 뿌리를 내린 곳인데도 

무덤에서 주목할 만한 중국 문화 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귀장(歸葬) 및 파견

된 한족 관리들이 임기를 마치면 귀향하는 관례에 따라 파견지에 무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65) 낙랑군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시  말부터 중국 본토인들의 

60) 207년 조조(曹操)가 오환(烏丸)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갈석산에 올라 지은 ‘관창해(觀滄海)’ 첫머리에도 
“동쪽으로 갈석에 이르러 창해를 바라본다”라는 구절이 있다. ｢觀滄海｣ 東臨碣石, 以觀滄海. 水何澹澹, 山
島竦峙. 樹木叢生, 百草豐茂. 秋風蕭瑟, 洪波湧起. 日月之行, 若出其中. 星漢燦爛, 若出其裏. 幸甚至哉, 歌
以詠志. 

61)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第1下｣ (六年 六月) 樂浪人王調據郡不服의 樂浪에 이현(李賢 654-684)은 “樂
浪, 郡, 故朝鮮國也, 在遼東”이라고 주석했다. 

62) (明) 李賢 等 撰, 大明一統志 上(西安: 三秦出版社, 1990), p. 94.

6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3 ｢國城｣ 高麗, 自唐以前, 蓋居平壤, 本漢武帝所置樂浪郡, 而唐高宗所建都護
府也. 以唐志考之, 平壤城乃在鴨綠水東南. 唐末, 高麗君長懲累世兵革之難, 稍徙而東. 今王城在鴨綠水之
東南千餘里, 非平壤之舊矣. 고려도경에서는 고려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여 고구려를 ‘고려’로 
칭했다. 

64) 고구려 도읍 천도 문제는 복기대.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단군학연구 제22호(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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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이주가 지속된 지역이고, 위만도 이주한 중국인을 기반으로 정권을 세웠으므로 적

어도 위만조선 시기에는 연 ․ 진 ․ 한 문화가 이미 지배층 문화로 자리 잡았어야 한다. 즉, 

이 시기 지배층의 무덤 유적에 한문화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낙랑군재평양설의 치명

적인 결함이다.66) 

위만조선은 전한과 흉노, 삼한 사이에서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부를 축적하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토를 크게 확장했으며 수도 왕험성은 험요한 지형에 의지하여 전한이 1년 동

안 함락하지 못할 만큼 견고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왕험성은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

고 강과 해안을 낀 교통의 요지이자 큰 국제무역도시 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관변학자

들이 낙랑군 치소이자 왕험성으로 비정한 낙랑토성은 국제무역 중심지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고 전혀 험요하지 않은 평탄하게 트인 곳에 위치한데다 방어용 시설도 너무 허술하다. 또

한 위만이 패수를 건너 처음 정착한 곳은 비어 있던 옛 진나라 상하장 땅으로 위략에 따

르면 기준이 서변 땅 100리를 위만에게 봉지로 주었다고 했다. 패수를 동강으로 비정하

는 논리는 왕험성이 강에서 동쪽으로 100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록과 상충되어 사서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Ⅲ. 사기 ｢조선열전｣에 나타난 한나라 육군 공격 루트 분석

한국 사학계 다수는 일제 관변학자들의 왕험성평양설을 답습하고 있지만, 사기 ｢조
선열전｣에 기록된 한나라군의 군사작전과 전쟁경과를 작전계획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과연 현 평양이 합동군사작전 성격상 왕험성 위치로 정합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기에 기록된 전한과 위만조선의 전쟁 관련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67)

위만은 번속국(藩屬國)을 자청하여 한나라 동북 국경을 지키는 조건으로 한나라로부터 병

기와 재물을 지원받아 인근 진번과 임둔 지역 소국들을 병합함으로써 토가 사방 수천 리에 

65) 오영찬, 낙랑군 연구(서울: 사계절, 2006), p. 85.

66) 고고학적으로도 왕험성재평양설은 증거력이 빈약하다. 일본 관학자들이 평양을 낙랑군 중심지로 확정하는 
데 증거로 채택한 점제현신사비(용강석비)와 낙랑 봉니, 효문묘 동종에 관해서는 일찍이 정인보와 윤내현이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67)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옮김 (1995), pp. 907-912. 



漢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 15

이르렀다. 한문제(文帝 기원전 180-157년 재위) 초에 진무(陳武) 등이 조선은 진나라 때부터 

신하의 나라로 복속했는데 이제 험준한 지세를 믿고 병력을 정비하여 중국을 엿보고 있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치에 주력하고자 한 문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68) 위만의 손

자 우거(右渠)가 한나라에 더 이상 번신의 예를 지키지 않고 진번 주변 소국들과 한나라의 통

교를 봉쇄하자 한무제는 죄인들을 모아 조선 공격을 명령했다. 기원전 109년 가을, 누선장군

(樓船將軍) 양복(楊㒒)이 이끄는 수군 7000명이 제(齊)로부터 발해(渤海)를 건너고, 좌장군

(左將軍) 순체(荀彘)는 연(燕)과 (代)에서 모집한 육군 5만 명을 이끌고 요동에서 출격했

다.69) 위만조선군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한 방어전략을 펼쳐 항했다.70) 한나라 육군은 패수 

서쪽 상류를 지키던 위만조선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수군과 합류하기로 한 열구로 제때에 

진격하지 못했다.71) 먼저 열구에 상륙한 한나라 수군은 육군을 기다려 합류하지 않은 채 단독

으로 왕험성을 공격했다가 위만조선군에 전력이 노출되어 선제공격을 받고 산으로 패퇴했

다.72) 작전 성공이 불투명해지자 한무제는 위산(衛山)을 사자로 보내 우거를 군사적 위세로 

압박하여 강화를 유도했으나 쌍방간의 의심으로 강화는 결렬되었다. 강화 결렬 후 순체 군

는 패수 서안에서 조선군을 격파하고 곧바로 왕험성으로 진군하여 성 서북쪽을 포위했고, 군

사를 수습한 누선군도 합세하여 성 남쪽에 주둔했다. 그러나 위만조선군은 곧바로 수성전에 

돌입하여 여러 달이 지나도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았다.73) 왕험성을 포위하고도 순체와 양복

의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왕험성을 점령하지 못하자 한무제는 제남(済南)74) 태수 공손수를 

보내 전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공손수는 누선장군 양복을 체포하고 누선군 지휘권

을 좌장군 순체에게 넘겨 군사지휘권을 일원화했다.75) 순체는 즉각 조선을 공격했고, 다음해

인 기원전 108년 여름 위만조선의 신 니계 상(尼谿相) 참(參)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

68) 史記 卷25 ｢律書｣ 歷至孝文卽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 ․ 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後且擁兵阻阨, 選
蠕觀望. …征討逆黨, 以一封疆.” 

69) 史記 卷115 ｢朝鮮列傳｣ 元封二年 … 天子募罪人撃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従斉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 左將軍素侍中, 幸, 將燕代卒, 悍, 乗勝, 軍多驕. 

70) 史記 卷115 ｢朝鮮列傳｣ 右渠発兵距険. 

71) 史記 卷115 ｢朝鮮列傳｣ 左將軍撃朝鮮浿水西軍, 未能破自前. 

72) 史記 卷115 ｢朝鮮列傳｣ 樓船將軍將斉兵七千人先至王険. 右渠城守, 窺知樓船軍少, 即出城撃樓船, 樓
船軍敗散走. 將軍楊僕失其衆, 遁山中十餘日, 稍求収散卒, 複聚; 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 當待左將軍, 擅
先縦, 失亡多 …. 

73) 史記 卷115 ｢朝鮮列傳｣ 左將軍破浿水上軍, 乃前, 至城下, 囲其西北. 樓船亦往會, 居城南. 右渠遂堅守
城, 數月未能下. 

74) 한서 ｢지리지｣에 제남은 청주(靑州)에 속했고 산동반도에 위치했다. 제남태수가 파견된 것은 전쟁 지역인 
왕험성이 산동반도에서 비교적 가깝게 위치했음을 시사한다. 

75) 史記 卷115 ｢朝鮮列傳｣ 天子曰 … 今両將囲城, 又乖異, 以故久不決. 使済南太守公孫遂往(征)[正]之, 
有便宜得以従事. … 遂亦以為然, 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営計事, 即命左將軍麾下執捕樓船將軍, 並
其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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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죽이고 항복했으나 우거의 신 성이(成已)가 저항을 계속함으로써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

았다. 순체는 우거의 아들 장항(長降)과 상(相) 노인(路人)의 아들 최(最)를 사주하여 성이를 

죽이게 했다. 이로써 마침내 위만조선은 멸망하고 사군(四郡)이 설치되었다.76) 좌장군 순체

는 군사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로 기시(棄市)를 당했고, 누선장군은 열구에 이른 후에 육군 좌

장군을 기다려야 했으나 단독으로 공격한 죄를 추궁 당했다.

사기, 한서, 자치통감 등에 따르면 한나라 육군은 연(燕)과 (代)에서 모집된 

죄수 부 로, 이 연 ․  지역 군사가 ‘요동(遼東) 군사’들로 표현되었다. 는 지금 하북성 

장가구 울현 ․ 회래 일 이고 연은 지금 역수 유역과 북경 일 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당시 

한나라 국경지 인 요동은 하북성 동북단에서 멀지 않은 지역을 지칭함을 추정할 수 있는 

목이다. 군사 모집과 군  이동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군사 모집지인 연 ․  지역은 군  

출발지인 요동 내부이거나 가까워야 한다. 또한 한나라 수군이 산동성 북단 동래(東萊)77)

에서 출정한 것은 당시 요동반도가 한나라 요동군 관할이라는 사학계 다수 의견과는 달리 

요동반도가 한나라 세력권이 아니라 위만조선 혹은 또 다른 비우호적 세력의 수중에 있었

음을 알려준다. 만일 요동반도가 우호세력권이었다면 한나라 수군은 요동반도 남단인 여

순이나 련 또는 압록강 입구인 단동에서 발진했을 것이다. 수군은 매우 가변적인 해양

환경을 극복해야 하므로 최단거리를 기동 루트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 항구로 쓰이는 진황도를 수군의 발진기지로 하지 않은 것 역시 이곳이 위만조선의 세

력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나라 육군과 수군이 모두 한반도에서는 원거리인 하북성

이나 산동성 북단에서 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 육군이 원정

을 출발한 지역은 현 중국 하북성 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북경에 집결한 한나라 육군이 한반도 평양까지 행군하려면 군 가 하북성을 동

북쪽으로 가로질러 조백하, 난하를 건너고 산해관을 빠져나와 발해 북안에 면한 좁은 요

서주랑을 통과해야 한다. 이어서 릉하, 요하, 혼하, 태자하를 건너고, 천산산맥(千山山

脈)을 넘어 압록강, 청천강을 건너 동강 연안에 다다라야 한다. 실제로는 험준한 천산산

76) 史記 卷115 ｢朝鮮列傳｣ 左將軍已並両軍, 即急撃朝鮮.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
降. 王険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 複攻吏. 左將軍使右渠子長降 ․ 相路人之子最告諭其民, 誅成巳, 
以故遂定朝鮮, 為四郡. 

77) 동래(東萊)는 내주(萊州)라고도 하며, 현 봉래시 서남쪽 내주만에 위치한다. 신당서 권38 ｢지리지2｣ ‘하남
도 등주’조에 “등주(登州)는 여의(如意) 원년(692년) 내주(萊州)의 모평(牟平), 황(黃), 문등(文登) 세 현을 분
리하여 설치했으며, 신룡(神龍) 3년(707)에 황현의 이름을 봉래(蓬萊)로 바꾸고 치소를 봉래로 옮겼다”고 했
다. 동래는 등주를 설치하기 전까지 산동반도의 출항 기점이었다. 



漢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 17

맥을 넘기 어려워 평양설에서 요동군 군치로 보고 있는 현 요령성 요양을 거쳐 요동반도 

서해안을 따라 련으로 남하한 후 요동반도 동쪽 해안을 따라 한반도 신의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림 1]처럼 한나라 육군의 기동로는 매우 긴 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동래

[그림 1] 평양설에서 한나라 육군 진격로와 수군 진격로(화살표 점선)

육군 진격로는 대략 북경으로부터 요양에 도착한 후 천산산맥을 넘기 어려우므로 요양에서 요동
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여순, 대련을 지나 요동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신의주를 통
해 평양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한 경로이다. 수군 진격로는 해류 요소를 감안, 노철산항로를 
이용하여 산동반도 북단 동래에서 묘도군도를 따라 북상한 후 서북한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남
포에서 대동강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한 경로이다. (구글지도 저자 편집)

훗날 고수전쟁과 고당전쟁에 동원된 병력에 비해 상 적으로 소규모인 5만 명의 훈련 

받지 못한 군 가 이렇게 긴 종심을 돌파하여 한반도 평양까지 기동했다는 것은 쉽게 수

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수송 장비와 도로가 훨씬 잘 정비된 700년 후 수양제가 고구려

를 침략할 때에도 전투병만 100만 이상이었고 후방보급을 맡은 지원 병력을 합해 200만

이 넘게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78) 훈련도 제 로 받지 않은 겨우 5만 명 규모의 육군

이 수많은 도하작전을 거쳐 그토록 긴 종심을 돌파하려 했다면 그 수의 반은 도하장비 관

리병, 말과 식량을 수송하는 군수지원 병력이었을 것이고 실제 가용 전투력은 2만~3만 명 

남짓으로 현  편제로는 일개 사단 전후 규모 을 것이다. 당시 위만조선은 한무제가 흉

노와 동맹을 우려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신흥강국으로 중국 사서에 묘사되어 있

78) 김부식 저,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서울: 한길사, 1998),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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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만조선의 태자가 한나라에 항복하기 위해 무장한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국경인 패수를 건너려 하자 초기 전투에서 이미 많은 군사를 잃은 한나라 군

부에서 위협을 느껴 무장해제를 요구하다 협상이 결렬되는 장면이 있다.79) 이때 위만조선 

태자가 인솔한 병력 1만 명은 적어도 도성 수비 와 왕궁 경비를 포함한 위만조선 전체 병

력수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만조선의 수도가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면 한나라는 적은 병력으로 장거리 군수지원의 애로점과 반복되는 하천과 산악지

역 장애물을 극복하고 깊은 종심을 돌파하는 매우 무리한 작전을 구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사기 ｢조선열전｣에 원봉 2년인 기원전 109년 가을부터 기원전 108년 여름 

왕험성이 함락될 때까지 해를 넘기는 농성전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험성이 한

반도 평양이라면 하북성에서부터 한반도 평양까지 긴 병참선을 따라 1년 동안이나 군수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급 차단작전이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의문이며 평양의 

겨울 혹한기 환경에서 원정군이 야외에서 주둔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원정작전 

지원능력이 발전한 700년 후에도 수양제와 당태종 모두 고구려 원정 때 해를 넘겨 동계 

혹한기 주둔작전을 시행한 사례가 없는 점은 왕험성 평양 비정설의 비현실성을 보여준다. 

그보다는 북경에서 가까운 하북성 난하 인근으로 왕험성을 비정하면 보급 활동이 국경에

서 수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사기에 위만조선군이 패수 서쪽에 진을 쳐서 한나라 육군과 위만조선 육군이 

패수 상류에서 교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심이 얕은 상류에서 충돌했다는 것은 한

나라 군 가 애초에 수많은 강을 도하할 장비와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큰 강을 8개나 건너야 하는 한반도 평양이 공격 목표 다는 기존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도하장비 없이 요하나 압록강 등을 도하하지 않고 매번 상류로 

우회하려면 기동로가 수 배 이상 늘어나므로 그 길이가 북경에서 하얼빈까지 거리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 왕험성을 한반도 평양으로 비정하면 육군 기동 루트 상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왕험성이 요동의 해성이나 개평에 있었다면 [그림 2]처럼 수군(해병 )이 산동성 

북단 동래에서 배를 타고 묘도군도를 따라 요동반도에 상륙하거나 요하를 거슬러 올라

가 해성 또는 개평에 상륙한다는 것은 일견 효율적인 군사작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79)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옮김 (1995), p.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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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육군이 요하까지는 건너와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친 도하작전 능력 소

요 문제가 발생한다.

동래

[그림 2] 요동설에서 한나라 육군 진격로와 수군 진격로(화살표 점선)

수군이 산동반도 북단 동래에서 묘도군도를 따라가다 요동반도 여순에 상륙하지 않고 요동반
도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곧바로 요하 하구 영구에 상륙했다고 추정한 진격로이다. (구글지도 
저자 편집)

사기, 한서, 자치통감 등 사서에 따르면 한나라 육군이 현 중국 하북성 내로 비

정되는 “요동”을 출발하여 건넌 강은 국경인 패수 하나뿐이고, 수군은 발해를 건너 곧바

로 왕험성 인근인 열구에 상륙했다. 이는 한나라가 수군과 육군 모두 최단거리로 신속히 

이동하면서 수군의 양동 기만으로 위만조선군 주력을 수군 기동에 고착시키고 전략적 중

심을 곧바로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황만을 고려하면 한

나라 요동은 하북성 동북단과 멀지 않고 도강을 여러 번 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므로 [그

림 3]과 같은 요서설이 비교적 설득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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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그림 3] 요서설에서 한나라 육군 진격로와 수군 진격로(화살표 점선)

 

수군이 동래에서 내주만과 발해만을 거쳐 천진을 지나 현 진황도시에 상륙했다고 추정한 진격로
이다. 발해는 8월까지 남동풍이 불다가 겨울로 접어드는 10월 말 북서풍으로 바뀔 때까지 바람이 
잦아들고 발해만 연안류도 잠잠해지므로 한나라 수군이 산동반도를 출발한 가을에는 바람, 해류, 
조류의 큰 방해 없이 연안항로를 항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지도 저자 편집)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침략하기 전인 기원전 112년 반란을 일으킨 남월을 평정할 때도 

육군과 수군이 합동군사작전을 펼쳐 남월의 도읍 반우(番寓)를 공격했다.80) 이때에도 한

무제는 죄수들로 구성된 육군과 강회(江淮) 이남의 10만 수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작전에 

참여한 수군이 수만 명이었다. 죄수들로 이루어진 육군은 행로가 멀어 합류 날짜보다 늦

게 도착했고 병력 손실도 커서 남은 병력이 1000여 명뿐이었지만 수군과 합류하여 예정

로 성채를 불태우고 반우를 함락하는 데 성공했다. 남월 평정에 주 전투병력을 수군으

로 편성한 것은 강회 지역이 수운이 발달하여 군 를 배로 이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누선장군은 양복이었다. 따라서 위만조선 침략에 운용된 수륙 합동군

사작전은 이미 실전 경험을 거쳐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만조선 공격에서 주 전투병력이 육군으로 편성된 것은 지리적으로 육군 작전이 더 유리한 

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 많은 수군 사령관을 소규모 육전 (陸戰隊) 지

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위만조선 원정의 주공이 육군이고 따라서 적의 전략적 중심이 북경

에서 멀지 않은 하북성 동북단 인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80)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옮김 (1995), pp. 89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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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따르면 위만조선 왕 우거는 패수 전투 직후 태자를 보내 강화를 청했다. 한국 

학계의 다수 학설 로 패수를 청천강으로 비정한다면 적군이 청천강까지 이르도록 방어

에 유리한 난하, 능하, 요하, 압록강 등 주요 강의 방어거점들을 무주공산으로 방치했다

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반면 패수를 난하 등으로 비정하면 우거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난하 인근에 있던 위만조선의 전략적 중심이 위기에 빠지자 우거가 타협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무제는 우거가 흉노와 균형동맹(balancing)을 

맺어 한나라에 항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사기에는 한무제가 군사적 압박과 위협으로 

한나라에 편승(bandwagon)하기를 위만조선에 종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우거

정권 내부의 이반세력이 한나라에 편승하는 것으로 전쟁이 종결된 것이다.81) 동시에 한나

라와 첨예하게 치 중인 흉노가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으로 한나라 전투력이 고갈되

길 바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방을 걱정해야 하는 한무제가 한반도까지 무리한 장거

리 원정계획을 구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82) 

Ⅳ. 한나라 수군의 상륙작전 고찰

사기에는 누선장군이 열구에 도착한 뒤 작전계획 로 좌장군 순체의 육군을 기다려 

동시 공격을 해야 했으나 독단적으로 먼저 상륙하여 병력 손실을 입고 작전계획을 어긋나

게 했다고 질책 받는 내용이 나온다. “마땅히 기다림(當待)”을 어기고 “멋 로 먼저 상륙

한 것(擅先縱)”을 질책하는 명시적 문구를 보면 한나라는 육군과 수군의 합동 동시공격

을 계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왕험성재평양설이 가지는 첫 

번째 취약점으로 합동작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합동작전은 적의 주의와 병력을 분

산시키고 일방에서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적의 측면이나 후방 기습을 통해 전투력 균형을 

일거에 뒤바꾸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정군 전투서열로 미루어 보면 육군이 주공을 담

당하고 병력이 적은 수군은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거나 기습을 담당하는 상륙돌격군 개념

81) 균형동맹과 편승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Stephen　Ｍ.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No. 19 (Summer 1994). 

82) 가상적에 대한 피 흘리게 하기(bloodletting) 개념에 대한 상술 연구는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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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군은 육군이 패수를 건너 왕험성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를 

끌기 위한 양동작전(陽動作戰) 임무를 겸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나라가 계획한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동성(jointness)과 동시성(synchronization)이 중요했을 것이

다. 육군과 수군의 긴 한 협조체계와 함께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험성을 동시에 공략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나라 군사작전은 성공 가능성이 현저

히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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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나라 육군 출발지인 북경에서 평양 사이에 위치한 주요 하천

북경 동쪽으로부터 평양까지 조백하, 난하, 대릉하, 요하, 혼하,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차례로 
위치한다. 한나라 육군이 평양에 도달하려면 이 강들을 건너야 한다. 붉은 선 안에 표시한 진황도
와 영구, 평양은 각각 요서설, 요동설, 평양설에서 주장하는 왕험성 위치이자 한나라 수군 상륙지
점이다. 

그러나 평양설에 따르면 한나라 육군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북성 북서부로

부터 조백하, 난하, 릉하, 요하, 혼하, 태자하, 압록강, 청천강 등 상당수 도하작전을 감행

하고 긴 종심을 돌파하여 시간에 맞춰 해상에서 기 중인 수군과 평양에서 조우해야만 

한다. 비교적 소규모 병력인 5만 명이 적의 저항을 분쇄하거나 회피하며 신속하게 한반도 

평양까지 기동하여 수군과의 합동작전을 벌이기에는 너무도 긴 진격 루트를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경우 클라우제비츠가 설파한 전쟁안개(fog of war)나 마찰

(friction)과 같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향 받을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여 작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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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통제는 더욱 어려워진다.83) 여기에 고  통신체계의 한계까지 고려한다면 육군 기

동로가 길어질수록 육군과 수군 간에 합동성과 동시성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이

는 원정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합동작전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전술적 문제가 있다. 주공인 육군의 진공이 순조롭지 

않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군은 바다에서 일정 기간 기해야 한다. 이

는 위만조선에 발각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수비군에 해안방어를 강화할 빌미

를 제공해 조공인 수군이 기습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며 상륙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투력 손실에 상당한 차이가 나며 원정작전의 성패로 직

결된다. 제1차 세계 전 당시 국의 갈리폴리(Gallipoli) 원정 실패 원인으로 협조체제의 

결여, 장비 문제, 지휘관의 통제력 부재와 함께 터키군의 강력한 저항이 지적된 바 있다.84)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을 경우 병력의 우위나 화력지원으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 과거 

16세기 스페인의 무적함 (armada)가 국에 상륙을 계획했을 당시 스페인은 세계 최강

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륙군 규모 역시 국에 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스페인은 국 침공 계획에서 국군의 저항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만조선과 

한나라 전쟁의 경우 한나라 수군이 비교적 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적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육군과의 합동작전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상륙작전에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화력지원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어느 정도 상쇄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85) 현 전에서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고  상륙작전에서도 화력지원이 동원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의 국 원정이 그 

사례이다. 기원전 55년 줄리어스 시저가 이끄는 로마군은 국 원정을 감행하여 도버

(Dover) 근처 해안에 상륙했으나 수비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이에 응해 로마군

은 함 를 해안에 근접시켜 함선에 비치된 투석기로 해안 수비군을 공격했다.86) 한나라 

83) 클라우제비츠는 fog of war나 friction의 개념을 들어 전쟁이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통해 전쟁에 임한다 하더라도 결국 불확실성과 우연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제
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쟁의 향방은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더 좌우될 수밖에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Carl von Clauzewitz, translated by Michael Eliot Howard and Peter Paret, O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84) 이내주. “처칠, 키치너, 그리고 해밀턴의 삼중주 -1915년 영국군 갈리폴리 원정 실패 책임을 중심으로-.” 영
국연구, 제20집(2008), p. 252. 

85) US Joint Chiefs of Staff, Amphibious Operation, Joint Publication 3-02 (18 July 2014), pp. I-2, V-6-V-18, 
http://www.dtic.mil/doctrine/new_pubs/jp3_02.pdf (검색일:2014. 10. 17). 

86) Ian Speller and Christopher Tuck, Amphibious Warfare: Strategy and Tactics (Staplehurst: Spellmount, 200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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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 역시 비슷한 형태의 화력지원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뒤에 논의할 동강 하구의 환

경적 특성상 함 를 해안에 근접시키기가 힘들어 화력지원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보통 고 에는 압도적 전력 차이나 원활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우호 지

역이나 적이 장악하고 있는 거점 지역보다는 상 적으로 저항이 약한 지역이나 우호 및 

중립 지역에 상륙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기원전 415년에서 413년 사이에 진행된 시

실리(Sicily) 원정에서 아테네는 적  지역인 시라큐스(Syracus)에 직접 상륙하는 신 우

호 지역인 카타니아(Catania)에 상륙해 전열을 정비한 후 시라큐스 외각에 상륙하여 원정

을 감행했다.87) 고려 태조 왕건이 바다를 통해 후백제의 거점인 나주를 공략했을 때에도 

지역 토호세력인 장화왕후 오씨 집안의 지원을 받아 원정을 성공할 수 있었다.88) 사기에 

따르면 한나라 수군이 상륙을 완료한 시점에 우거는 성안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89) 

이 정도 거리라면 상륙지점은 매우 비우호적인 지역이었다는 뜻이고 실제 상륙군은 위만

조선군에 패하고 인근 산으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적의 중심에 수군 상륙을 진행

한 한나라 작전은 저항 문제를 보완할 비책이 있음을 의미하며 원정작전의 전반적 흐름

에서 추론하면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한 양면 공격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평양에 왕험성

이 위치해 있었다면 이러한 합동작전은 매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작전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왕험성재평양설이 가지는 취약점으로서 상륙적합성의 문제이다. 우선 상륙전 

발전사를 살펴보면 군마 수송용 선박이나 18세기 스웨덴의 군도함 (Archipelago Fleet)

와 같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상륙전에 특화된 함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90) 또한 16세기에 가서야 백병전과 상륙작전을 담당하는 해병 라는 특수목적

군이 나타났다. 특화된 기술이나 훈련은 상륙작전에 중요한 요소인데,91) 한나라가 위만조

선을 공략할 당시에는 상륙을 위한 특화 장비나 훈련이 체계적이지 않았을 것이며, 해병

라는 특수목적군이 존재하지 않고 수군이 상륙군의 역할을 겸했을 것이다. 결국 상륙지

역 선택에 많은 제약이 따라 현 보다 자연환경에 더욱 많은 향을 받았을 것이다. 

우선 상륙지점이 평양 동강 상류인지 바다와 접한 하구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87) Richard Natkiel and Antony Preston (eds.), Atlas of Maritime History (London: Bison Books, 1986), pp. 13-14.

88) 김명진. “太祖王建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 제32집(2008), pp. 277-300. 

89) 왕험성 안에 있던 우거가 “樓船軍少”라고 판단했다는 사기 기록은 수군 병력 규모 정보가 없었는데 상륙한 
한나라 병력이 의외로 적었다는 문맥이다. 

90) Brain Friend and Robert Gardiner. “Amphibious Warfare Vessels.” Robert Gardiner (ed.), The Eclipse of 
the Big Gun: The Warship 1906-45 (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92), p. 140. 

91)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bingdon: Routledge, 2009), pp.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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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함 제너럴 셔먼호도 경험한 바와 같이 강폭이 좁고 수심

이 얕아 거슬러 올라가며 함 가 공격하기 매우 불리하다.92) 사기의 앞뒤 해당 기록을 

종합해 보면 강을 길게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작전명령 로 바다에서 기다리다 바로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나라 수군은 바닷가나 강 하구에 상륙한 것으로 보

고 그 상륙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93)

동강 하구가 위치한 인근 한반도 서북 해안은 상륙작전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 서

해안은 조수간만 차가 크고 간조 때 넓은 갯벌이 형성되며 조류 유속이 빠르다. 또한 리아

스식 해안으로 해안 지형이 복잡하여 물길과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조건은 상륙 지점 선택을 어렵게 하며 상륙 시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군선이 좌

초될 위험이 크고 상륙군이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동강 하구는 조류 유

속이 2.5~4.8노트로 산동반도 해안과 발해 연안은 물론 서해 평균보다도 훨씬 빠른 지역

이어서 규모 함 가 상륙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94) [그림 5]는 발해와 황해, 동중

국해의 등조시도이며 선들이 방사상으로 모여드는 중심점은 조수간만의 차이 즉, 조차가 

없는 곳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선이 길게 연결될수록 조차가 커지는 양상을 나타

낸다. 등조시도는 산동반도 연태, 황하 하구, 진황도, 요동만 양안이 동강 하구보다 조차

가 훨씬 적고 그만큼 상륙 여건도 훨씬 좋음을 보여준다.

한나라 수군의 상륙작전은 전술적 문제로서 용병술의 금기사항인 축차투입(piecemeal 

attack)의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수군 전체가 동시에 상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봉이 해안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속군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후속군 상륙이 

늦어지거나 육군과의 합동작전이 어긋날 경우 전력 집중이 어려워지는 축차투입이 이루

어지게 되고, 수도를 방어하는 위만조선군의 규모 반격에 부딪쳐 한나라 수군은 해안에 

전투력을 축적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조수간만 시점을 잘 파악해야 하는 서해안의 특성상 

유사시 상륙철수(amphibious withdrawal)95)도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갯

벌이 광활한 동강 하구의 경우 단순히 교두보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선봉군과 축차투입

92)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서울: 사계절출판사, 2004), p. 71.

93) 한나라 누선군이 대동강 하구에 상륙했고 우거는 성안에서 상륙 직후의 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두 가지 해
석을 종합하면 왕험성이 내륙인 평양에 있었다는 주장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직면한다. 

94) 정진술, 한국해양사(서울: 경인문화사, 2009), p. 17. 

95) 일반적으로 상륙작전은 상륙공격(amphibious assault), 상륙기습(amphibious raid), 상륙철수(amphibious 
withdrawal), 상륙기만 및 시위(amphibious feints and demonstrations)라는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Till 
(2009),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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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후속군이 전멸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5] 한국 서해안과 발해 연안 등조시도96)

평양과 환경이 비슷한 인천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한나라 수군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초반 전쟁 양상을 일거에 전환시킨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을 입안할 당시 인천의 상륙적합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우

려된 점은 환경적 제약이었다. 조수간만 차가 커서 갯벌이 넓게 형성되는 문제와 함께 상

륙정(LCVP: 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이 빠른 유속에 려난다는 점, 수로가 

협소하여 기동이 어렵다는 점, 상륙에 적합한 해안이 없다는 점 등이 인천상륙의 제약요

인으로 거론되었다.97) 상륙전 장비, 해병 , 훈련 등이 충족된 현 전에서도 서해안의 환

경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0년 전 한나라 수군이 상륙이 곤란

한 해안에 상륙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향도

96) Guohong Fang, Yonggang Wang, Zexun Wei, Byung Ho Choi, Xinyi Wang,and Ji Wang. “Empirical 
cotidal charts of the Bohai, Yellow, and East China Seas from 10 years of TOPEX/Poseidon altimetry.”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109 (2004), C11006(1-13).

97) Kwang-soo An. “The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in Northeast As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ull: University of Hull, 2005), pp. 119-120; Speller and Tuck(2001),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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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嚮導官)을 동하여 환경적 제약을 감수하고 작전을 감행할 수 있겠지만, 과연 기원전 

109년이라는 고 에 동강 하구 상륙에 성공하 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당연합

수군이 금강 하구에 상륙할 때도 갯벌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다.98)

세 번째 문제점으로서 한나라 수군 자체와 육군을 위한 군수지원 문제도 상륙 지점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원정시 육군은 장거리 군수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는 문제가 있다. 나폴레옹의 원정작전처럼 현지 징발(혹은 약탈)을 통해 군수지원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한나라 원정의 경우 나폴레옹 시 와 정치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크게 다르다. 한나라 원정은 긴 종심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폴레옹의 모

스크바 원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스크바 원정은 현지 조달을 계획했다가 차질

을 빚어 원정에 실패했다. 육군 진격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군은 해상에서 상당 기간 기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수군이 해상에서 기하면서 육군과 합동작전을 계획한다는 

것은 군수지원의 원칙99)상 맞지 않는다. 해병 는 발진 후 가장 빠른 시간에 함안돌격 혹

은 상륙을 해야 하므로 육군이 먼 길을 돌아오는 시간 동안 상륙군이 바다에 떠서 기한

다는 것은 군수지원 절약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나라 육군은 수많은 강과 산을 넘을 

동안 적의 저항에 부딪쳐 행군이 지체되거나 전투력이 소모될 가능성도 컸을 것이다. 그

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륙함 가 한반도를 향해 육군과 같은 시기에 원정에 나섰다면 

매우 비상식적인 합동작전을 계획했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한나라 수군이 산동반도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평양에 상륙했다면 중국 사서의 

기술 관행상 발해를 건넜다고 하지 않고 동해(東海)를 건넜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 수군의 발진기지가 산동반도 북안 동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래는 위

치상 발해만 연안도시 혹은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잇는 묘도군도를 따라 요동반도 남부

를 공략하기에 유리한 공격발진기지이다. 한중 사서에는 당고종 때 소정방 함 가 한반도

를 향해 발진할 때는 산동반도 동쪽 끝에 있는 성산(城山)에서 출발했다고 명확히 기록되

어 있다.100) 수륙양용작전을 해야 하는 해병 는 지상작전을 위한 장비와 병력을 포함, 양

98) 三國史記 卷42 ｢列傳｣ 第2 ‘金庾信 中’ 將軍蘇定方金仁問等㳂海入依伐浦海岸泥濘䧟不可行乃布柳席以出師唐
羅合撃百濟滅之; 김부식 저, 고전연구실 옮김, 新編 三國史記 下(서울: 신서원, 2000), p.319.

99) 한국과 미국은 유사한 전쟁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원칙은 목표(Objective), 공세(Offensive), 집
중(Mass), 절약(Economy of force), 기동(Maneuver), 지휘 통일(Unity of command), 경계(Security), 기습
(Surprise), 간명(Simplicity), 사기 유지(Maintenance of Morale) 등이다. 한국의 합동작전교범은 목표, 공세, 
기동, 기습, 집중과 절약, 지휘통일, 보안, 간명 등 8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영국 등 모든 나라의 전쟁원
칙에서 절약은 공통되는 전쟁지휘 원칙이다.

100)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蘇定方引軍自城山濟海至國西德物島; 김부식 저, 고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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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식량보급을 유지하기 위해 기동로를 최단거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나라가 

한반도 평양으로 수군을 발진시키려 했다면 동래보다는 한반도에 훨씬 가까운 산동반도 

동단에서 집결하여 발진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 수군의 누선(樓船)은 배 갑판 가운데 3

층의 공격용 다락방을 높게 설계하여 마치 누각과 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다.101) 이러한 형태의 배는 강이나 연안에서의 병력수송이나 전투에 적합하고 원양항해

에는 부적합하여 도양(渡洋)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점도 상륙지점을 한반도 평양으

로 보기 어렵게 한다.

당시 앞선 원정 경험으로 노련한 한나라 군 수뇌부가 여러 군사작전상 문제점을 인식하

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 사신 섭하가 전쟁 직전에 왕험성에 다녀간 사실 역시 

작전정보 부족 문제는 없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사기 기록에 도하 소요, 상륙 환

경, 장거리 병참선 등 예기치 않은 애로 상황에 조우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상기 검토한 군사작전 문제를 기반으로 왕험성 위치를 추론해 보면 왕험성은 현

재 평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위만조선의 수도는 한나라 입장에서 소규모 병력으로 기

동성 있는 합동작전과 상륙작전을 펼치기 용이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험성은 현 

한반도 평양보다는 한나라 육군 병력 상당수의 출신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고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거리상으로나 환경적으로 적합한 하북성 북동부 해안이나 요령성 해안지 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Ⅴ. 결 론

한나라 원정군의 공략목표 던 왕험성이 현 한반도 평양이었는지 여부는 역사가들의 논

쟁에 머물지 않는다.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 수뇌부의 변고, 쿠데타, 민중 봉기, 내란 등을 포

함하는데,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을 볼 때 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량살상무기 회수를 위해 개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여 중국군도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양군구 예하 8개 사단의 

옮김, 新編 三國史記 上(서울: 신서원, 2000), p. 590; 新唐書 卷220 ｢東夷列傳｣ 第145 ‘百濟’ 顯慶五
年 … 左衛大將軍蘇定方 … 自城山濟海 

101) 史記 ｢平準書｣에는 한무제 2년(기원전 115년)에 남월과 전쟁에 대비하여 높이(약 30m)가 두드러진 누선을 건
조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누선이라는 명칭의 이유에 대한 기록은 史記三家註 卷113 ｢南越列傳｣ ‘樓船’ 集解
應劭曰 大船. 船上施樓, 故號曰樓船也. 추가 관련 연구는 孙占民. “秦汉楼船考.” 昆明学院学报32집 2호 (2010). 



漢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 29

규모, 한만 국경 주둔 중국군 병력 규모와 장비는 북한 북부에 종심 50~100km의 완충 점

령지역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한다.102) 중국군의 반복적 도하 훈련과 39기계화집단군의 

신속 응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 북부 지역에 친중 괴뢰정권 수립 가능성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103)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이미 한반도 유사시 정치군사게임(polmil 

game)에서 북한급변사태와 중국군 개입을 발생 가능한 상황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한 국가가 인접국에 개입할 때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나 고토 

회복(irredentism)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외교사에 종종 있는 일이다. 19세기 말 일본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은 삼국시  남한지역이 일본 식민지 또는 제후국이었다는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하며 한반도 병탄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제2차 세

계 전 때 지중해 연안국을 침공하면서 고  로마 역사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 

구 유고 분할 지역에 한 세르비아계의 과거 연고권 주장은 현 에도 역사적 연고권 주

장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돌연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

정했다. 나아가 자국 고지도에서 청천강 혹은 평양까지 중국 토 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요동은 원래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고구려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국을 복속시키려 할 때 종종 역사수정주의

로 인접국 침공을 합리화한 적이 있다. 중국이 스스로도 인정한 지난 2000년간의 상식을 

깨고 고구려사를 갑자기 중국사로 편입시키자 그 무모한 역사수정주의 배경이 북한급변

사태 시 개입 명분 축적과 연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국이 과연 동북공

정104)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북한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

102)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북 무너지면 통제력 행사할 것.” Bruce Bennett 박사와의 인터뷰, 2013년 10월 15일.

103) 김종대. “중국인민해방군, 북한급변사태 때 대동강 이북 점령.” 투코리아, 2011년 5월 25일. http://2korea. 
hani.co.kr/media/9875 (검색일: 2015. 3. 17); James Dobbins. “War with China.” Survival, Vol. 54, No. 4 
(2012), pp. 9-10; 박휘락.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평화연구, 제19권, 제2호
(2010), p. 414.

104)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이며, 중국사
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이 요령성 ․ 길림성 ․ 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3성
의 역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현실 문제와 미래 예측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2002년 2월 28일부터 2006년
까지 5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이다. 관련 자료는 동북아역사재단, 동북공정 바로알기: 중국의 역사 만들기 프
로젝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과 윤휘탁. “동북공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정세와 정책 2006년 
10월호 참조. 동북공정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하면서 만주와 한반도까지 연계된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모두 중국사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사의 지리적 공간을 축소하고 나아
가 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중국 연고권 주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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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본고는 왕험성재평양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에서 한나라 군

사작전계획을 합동작전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왕험성재평양설의 논리

성을 군사학을 원용한 융합적인 과점에서 재검토해 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 다. 사기 

｢조선열전｣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작전계획과 실행과정을 비판적으

로 고찰한 결과 공격 목표를 한반도 평양으로 보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105) 그 핵심적 논거는 첫째, 북경에서부터 한반도 평양까지 육군의 긴 기동로에 놓

인 8개 주요 강이라는 자연적 장애물에 비해 육군이 5만 명에 불과한 것과 도하작전과 저

항 기록이 패수에서 한 번만 있었다는 모순이다. 나아가 한나라 수륙합동군의 전투서열을 

분석할 때 주공 육군에 한 양동작전의 효과를 겸한 조공 수군이 작전적 동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육군의 원거리 기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현 에 해상화력지원을 

받아도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어려운 평양 동강 하구를 고 에 상륙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상륙적합성에 배치되어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동 공간이 발해라는 사
기의 명확한 표현, 1년에 가까운 월동 전쟁기간의 문제, 왕험성과 상륙해안 간 거리 등도 

왕험성이 한반도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 왕험성의 위치에 관한 다른 경합가설들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학과 역사지리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통설인 평양설의 여러 논리적 결함이 부

각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단순히 왕험성재평양설에 한 경합가설 즉 요동설과 요

서설의 논리적 근거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군사작전의 차원에서 한나라 공격 루

트 분석을 통하여 고조선 강역을 비정한 결과 사기 기록에 근거해서 북한 지역에 중국

의 식민지인 낙랑군이 존재했다는 학설은 그 논리성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다. 따

라서 북한 지역이 주(周)나라 입국 초 기자조선 때부터 중국의 봉지 고, 위만조선 멸망 

이후 중국 식민지의 문화적 향권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는 중국의 북한 지역 연고권 

주장은 그 근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북한급변사태 시 고토 회

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군이 압록강의 한만국경을 넘어 북한 청천강 이북에 친중정

권을 세울 경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 정당성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105) 사기 해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주장에 대해 사기 기록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있다면 그 
반론은 본 논문이 의도한 한사군재평양설의 논리적 모순은 물론이고 사기에 근거하여 한사군의 존재를 주
장해 온 기존 학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본 논문의 주장의 타당성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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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ng Wangheom Castle of Wiman Joseon from 
an Analysis of Han’s Military Operation: Implication 
on the Justification of the Chinese Intervention in 

Preemptive Rights for North Korea's Sudde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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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Sudden Change 

Keywords

With respect to the war between the Han Dynasty and Wiman Joseon,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strategic objective of Han was the today’s Pyongyang is not only a 
historical issue but also an important security problem to South Korea. Considering the 
growing distorted irredentism in the Northeast Project of Beijing in conjunction with 
Chinese intervention scenario in the event of a possibl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t 
becomes more salient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issu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harply divided theories as for the location of Wangheom Fortress, the capital 
of Wiman Joseon, adopting an inter-disciplinary look of the military science and the 
historical geograph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operational plan and maneuvers of 
Han’s army and navy described in the book of “Joseon Story (朝鮮列傳)” of “Sagi (史
記)” shows that the locating the castle to Pyongyang has numerous logical loopholes. 
First, considering the order of battle in Han’s joint force with the ground forces as a main 
wave and the naval components as an assistant, the long-distance maneuver of Han’s army 
could not be consistent with the synchronized operational principle of joint forces. Han’s 
small strength relative to the long range expedition was not even suitable. Additionally, the 
mainstream argument cannot settle the logistical problem of sustaining a very long distant 
logistics supply. Moreover, there were eight rivers between Hebei province and Pyongyang 
where battles had to happen several times, but the book described only one battle. Second, 
the practice of an amphibious operation at an estuary of the Daedong river, which is not 
appropriate areas for an amphibious operation even with modern fire support,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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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justification. Third, other points, such as description that the maneuvering route of 
Han’s navy was the Gulf of Bohai, outdoor stationing in the freezing winter, the distance 
between Wangheom Fortress and the landing point, underpin the logical flaws, implying 
that Wangheom Fortress was not located in Pyongyang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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