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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발해국은 기원 698년에 건국되어 기원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229년 동안 지금의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 북부, 러시아 연해주의 광대한

지역을 경영했던 “해동성국”이다. 동경은 발해국의 5경 중의 하나이며, 발
해국의 네 번째 도성이기도 하다. 산하에는 경주, 염주, 목주, 하주 4개 주
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학계에서는 동경의 위치에 대하여서는 아직 불분
명하다. 본고는 2009년의 현지답사를 토대로 종래 연구 성과의 한계를 염
두에 두고 동경용원부로 비정되던 북한 지역의 부거석성 및 그 주변의 유
적들을 고찰하면서 부거석성설의 문제점들을 제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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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발해는 698년에 건국되어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229년
동안 지금의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 북부, 러시아 연해주의 광대한
지역을 경영했던 “해동성국”이다. 발해는 그 관할범위 안에서 중경
현덕부･상경용천부･동경용원부･남경남해부와 서경압록부의 5경을
건립하였다. 발해 5경제도의 기원･기능･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가 진행 중이지만, 5경제도가 발해의 정치･경제･군사･대외관계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동경은 발해국의 5경 중 하나이며, 발해국의 제3대 문왕 대흠무가
785년(大興 48년, 당 貞元 元年)에 상경에서 동남쪽으로 천도한 후 성왕

대화여가 794년(大興 57년)에 마지막으로 상경으로 천도할 때까지 도
읍을 정하였던, 발해의 네 번째 도성이다. 동경용원부의 관할범위는
오늘의 길림성 훈춘시와 러시아, 한반도의 북부 등 세 나라 지역이
서로 접하는 삼각지이며, 그 산하에 경주, 염주, 목주, 하주 등 4개
주가 있었다. 동경이 도성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비록 짧은 기간 이
었지만, 일본, 신라와의 교통･외교･군사적 측면이 많이 반영되었다.
발해는 동경용원부로 천도한 후 대외관계･경제 및 문화 등 여러 방
면에서 모두 새로운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교통과 도시의 건설에서
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지금 학계에서 상경과 중경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윤곽이 뚜렷하
지만, 동경의 위치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동경용원부의 위치에 대
한 설로는 팔련성설, 부거석성설, 책성설, 성장립자산성설, 종성설,
부령설, 경흥설, 남경설 등이 있다. 동경용원부에 관한 논문들로는
松井等의 ｢발해국의 강역｣(만주역사지리 1, 1913); 駒井和愛의 ｢발해의
5경 및 특산｣(劉世哲 역, 민족역총, 1984 제4기); 河上洋의 ｢발해 교통도

와 5경｣(사림

72-6, 경도대사학연구회);

본도｣(학습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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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제4기);

王俠의 ｢훈춘의 발해유적과 일

丹化沙의 ｢발해역사지리연구정황술략

｣(흑룡강문물총간,

1983 제1기);

孫玉良의 ｢발해천도천의｣(북방논총,

1983 제3기);

魏存成의 ｢발해도성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사학집간,

1983 제3기);

魏國忠의 ｢당 시기 발해 5경제도 고찰｣(박물관연구,

제3기);

1984

1985 제1기);

방학봉의 ｢발해 성진에 대하여｣(연변대학학보,

李

健才의 ｢훈춘 발해 고성 고찰｣(학습과 탐색, 1985 제6기); 張艳華의 ｢모
구외 발해 염주의 역사지위와 작용｣(동강학간,

2001 제3기);

｢발해 동경용원부 훈춘 팔련성설의 재검토｣(역사와
1991 제1기);

채태형의

고고소식･동북아,

崔順子와 孫學寶의 ｢발해 “일본도”와 훈춘지구의 개발｣(

동북사지, 2004 제11기)

등이 있다. 松井等은 동경용원부가 상경용천부

에서 동남쪽으로 바다와 가깝고, 일본으로 가는 해로의 기점이며, 신
라의 천정군과 39개역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오늘
날의 훈춘부근이라고 추정하였다.1) 鳥山喜一은 위 관점을 더 보완하
여 동경용원부가 오늘의 팔련성이라고 주장하였고,2) 1930년대 金毓
黻도 동경용원부를 훈춘의 팔련성으로 보았다.3) 王俠은 팔련성의 지
리형세･도시구조･궁전건축･출토 문물 등 면에서 상경용천부와 비슷
한 점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역사문헌･지위와 명망･도리와 고고
자료들이 서로 실증을 하고 있는데, 길림성 훈춘현의 팔련성이 바로
동경용원부이다.”라고 하였다.4) 李健才도 훈춘현 경내의 고고 조사
를 통하여, 팔련성은 발해 상경(오늘의

영안현 동경성)의

동남지역에서

제일 큰 발해 고성임이 확실하며, 상경의 남쪽에 있는 중경현덕부유
지 - 화룡 서고성자와 규모･형태･출토 문물 등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팔련성 부근의 100~200리 범위 안에 있는 4곳
의 발해고성은 동경용원부가 다스리고 있는 4개 주성의 위치 추정과
서로 부합된다. 때문에 팔련성을 동경용원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
1) 松井 等, ｢渤海國の疆域｣, 滿洲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2) 鳥山喜一,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3) 金毓黻, 東北通史 上, 社會科學戰線雜誌社, 1981.
4) 王俠, ｢琿春的渤海遺跡與日本道｣, 學習與探索, 1982년 제4기,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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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干志耿과 孫秀仁은 “용원부 고지는 응당 상술한 고성 가운데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이다. 즉 둘레의 길이가 20리인 성장립자성이다.”
라고 하였다.6) 이 관점에 대하여 李健才는 이곳의 석성은 “(요대)개주
의 석성을 가리켜서 한 말이지 동경용원부를 놓고 말한 것이 아니
다.” “발해동경용원부를 석성으로, 둘레의 길이가 20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오해이다.”라고 하였다.7) 王俠은 동경용원부 산하의 염주는
“발해가 일본으로 통하는 문호이며 중일관계사･중국해외교통사 및

발해사에서 모두 현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모구외(毛口
崴)는

중일우호역사의 발전･발해와 일본사이의 무역왕래의 번영과

문화･종교･과학기술 등 방면의 교류를 가속화 하는데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라고 하였다.8) 崔順子는 “당 시기 발해인들의 훈춘지역 개
발과 경영은 역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발해가 동경용원부를 수도로 정한 후, 훈춘･두만강
하류지역이 점차 발해왕국의 정치･경제･문화･군사의 중심으로 되었
으며, 이 지역의 성읍 건설과 경제･상업의 대 번영을 크게 촉진하였
다.”고 서술하였다.9) 하지만 채태형은 팔련성의 축성 물자와 기재･
성의 크기･지리 위치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팔련성은 바다에 잇닿아
있지 않으며 노정계산에서 역참기사와 부합되지 않다는 여러 문제점
들을 거론하면서 동경용원부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동경용원
부를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 부거석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10) 샤프쿠노브는 “발해가 염주에 대한 장시기의
5) 李健才, ｢琿春渤海古城考｣, 學習與探索, 1985년 제6기, 137쪽.
6) 干志耿･孫秀仁, 黑龍江古代民族史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267쪽.
7) 李健才, ｢琿春渤海古城考｣, 學習與探索, 1985년 제6기, 138쪽.
8) 王俠, ｢毛口崴在唐代渤海與日本友好交往中的地位和作用｣, 博物館硏究 創刊號, 1982,
42쪽.
9) 崔順子, ｢唐代渤海時期“日本道”和琿春地區的開發｣, 內蒙古文物考古, 1997년 제2기, 100
~101쪽.
10) 蔡太炯 著, 文一介 譯, ｢關於渤海東京龍原府即琿春八連城說的再探討｣, 歷史與考古信
息･東北亞, 1991년 제1기, 80~85쪽; 譯自, 력사과학, 1990년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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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略은 이곳으로 하여금 행정중심･항구로 만들었으며, 수공업중심
으로 전환하게 했다.”라고 하였다.11) 한국 학자들은 대부분 팔련성
설을 지지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학계에서는 동경용원부의 위치에
대하여 팔련성설과 부거석성설로 나뉘어 있다. 본고는 2009년의 현
지답사를 토대로 종래 연구 성과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동경용원부
로 비정되던 북한지역의 부거석성을 고찰해보려 한다.

2. 문헌사료와 동경용원부
동경용원부는 발해국의 네 번째 수도이며, 발해가 동남쪽 연해지
역에 건설한 통치중심지이기도 하다. 동경용원부의 지리 위치에 대
한 문헌사료들로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① 정원 연간(785~793년)에는 (상경을 떠나) 동남쪽의 동경으로 천도하였
다. 흠무가 죽은 후 시호를 사사로이 문왕이라고 하였다. 아들 굉림이 일
찍 죽어 족제 원의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의심이 많아 국인들에게
살해당하였다. 굉림의 아들 화여를 추대하여 왕으로 하고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였으며 연호를 중흥으로 고쳤다.12)
② 예맥의 옛 땅을 동경으로 정하였는데 용원부라고 하고 또는 책성부라고
도 하였다. 경, 염, 목, 하 4개주를 다스렸다.13)
③ 용원은 동남으로 바다에 면하였는데 일본도이다.14)
④ 당나라 지리학자 가탐의 고금군국지의 기사에 의하면 “발해국의 남해,
11) 沙弗庫諾夫 著, 宋玉彬 譯, 渤海國及其俄羅斯遠東部落,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70쪽.
12) 新唐書･渤海傳: “貞元時, 東南徙東京. 欽茂死, 私諡文王. 子宏臨早死, 族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璵爲王, 複還上京, 改年中興.”
13) 新唐書･渤海傳: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 鹽, 穆, 賀四州.”
14) 新唐書･渤海傳: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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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 부여, 책성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의 천정군으로부
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39개 역이다.”15)
⑤ 개주진국군절도는 본래 예맥의 땅인데 고구려는 경주라고 하였고 발해
는 동경용원부라고 하였으며 궁전이 있었다. 경, 염, 목, 하 4주의 일을
도독하였다. 옛 현이 6개이다. 즉 용원, 영안, 오산, 벽곡, 웅산, 백양인데
모두 폐지되었다. 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는데 둘레는 20리이다.16)
⑥ 개원현은 본래 책성의 땅이다. 고려(고구려)시기에 용원현이라고 하였는
데 발해가 계승하였으며 요나라초기에 폐지되었다.17)

발해국이 동경을 수도로 하던 시기의 주요사건들은 다음과 같다.18)
서기

중국 연대

발해 연대

관련 사실

785

당 덕종
정원 원년

대흥48년

동경용원부로 천도.
“대흥”연호를 다시 사용.

786

정원 2년

대흥49년

이원태 등 65명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일본을 방문.

790

정원6년

대흥53년

신라 원성왕이 “일길찬 백어를 북국에 사신으로 파
견하여” 힘써 발해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도모.

791

정원7년

대흥54년

대상정을 당에 파견하여 정월 축하.
대정간을 당에 파견.

792

정원8년

대흥55년

대흠무의 넷째 딸 정효공주 사망.
양길복 등 55명을 당에 파견하여 조공.

793

정원9년

대흥56년

대흠무 사망. 족제 대원의 즉위.
대원의 “국인”들에게 피살. 성왕 대화여 즉위.

위의 사료들에서 발해의 동경용원부는 예맥의 고지에 있으며 책성
15) 三國史記 卷37 雜志 第6 地理4. “渤海國南海, 鴨淥, 扶餘, 柵城四府幷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至柵城府, 凡三十九驛.”
16) 遼史 卷38 地理2 東京道 開州 鎭國軍條. “開州, 鎮國軍, 節度. 本貊地, 高麗為慶州, 渤
海為東京龍原府. 有宮殿. 都督慶, 鹽, 穆, 賀四州事. 故縣六: 曰龍原, 永安, 烏山, 壁谷, 熊
山, 白楊, 皆廢. 疊石為城, 周圍二十裏.”
17) 遼史 卷38 地理2 東京道 開州 鎭國軍條. “開遠縣, 本柵城地, 高麗為龍原縣, 渤海因之,
遼初廢.”
18)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社會科學戰線雜誌社, 1982년 翻印本.

6

한국학연구 제28집

부라고도 하는데 산하에 경･염･목･하 4개 주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는 수주로서 부와 치소가 같으며 산하에 용원･
영안･오산･벽곡･웅산･백양 등 6개현을 관할한다. 용원은 부곽현으
로써 부와 치소를 같이한다. 지리적으로 동경은 상경의 동남쪽에 자
리하고 있으며,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39개 역(1,170리)이 있으며, 동남
쪽으로 바다와 가까이 하고 있다.
신당서･발해전의 기록에 의하면 대흠무는 당 덕종 정원연간에
상경에서 동남쪽의 동경으로 천도하였다. 이것은 발해국 역사상의
세 번째 천도이다. 발해가 두 번째로 상경으로 천도한 것은 당나라에
서 “안사의 난”이 발생한 후, 안록산 세력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였다. 상경용천부로 옮겨간 후 대흠무는 당 왕조와 안록산의 전쟁에
대하여, 처음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후에는 당 왕조에 충
심을 표시하였다. 대흠무가 실시한 외교정책으로 발해는 안전을 확
보하였으며, 당 왕조의 신임을 얻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안사의 난
이후, 762년에 대흠무는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승격되었다.
이로 인해 발해와 당 왕조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으며 새로운 차원
으로 발전하였다.
안록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흠무는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758년부터 780년 사이에 발해국은 楊承慶･高南申･王新
福･壹萬福･烏須弗･史都蒙･張仙壽･高泮弼 등의 사절단을 일본에 파
견하여 연락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도 小野田守･高元度･陽侯史令
璆･高麗大山･坂振鐮束･武生鳥守･高麗殿嗣･大綱廣道 등을 발해에
파견하였다. 양국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대흠무는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양국의 통행이 편리한 지점
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발해의 국내외 형세가 안정되며, 세 번째 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
다. 발해가 동경용원부로 천도한 것은 국가 내적으로 발전하고자 하
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발해국의 서쪽에는 강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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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있었고, 북쪽에는 흑수말갈 부락들이 있었다. 동경용원부로 천
도하기 전에 발해국은 불녈부･철리･우루와 월희부를 통제하여 후방
을 든든히 하였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기후가 더욱 추웠기
때문에 발해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불리하였다. 한편 발해
의 동남쪽에는 예맥족 부락과 신라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어업과 제
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농업생산에 유리한 많은 여건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때문에 동남쪽으로 천도하는 것은 발해의 대내통
치 정비의 필요성과 대외교류가 활발해진 당시 상황과 부합되는 것
이기도 했다.
785년에 문왕 대흠무는 수도를 상경용천부에서 동경용원부로 천

도하였다. 이번 천도로 인해 발해의 정치･경제의 중심은 동해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채태형 선생이 제기한 부거석성설의 주요한 근거는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부거리에는 고구려와 발해시기의 성터가 있는
데, 그것은 팔련성과 같은 토성이 아니라 석성으로 요사 지리지의
기사와 부합한다. 또한 성내에는 여러 개의 작은 성들이 있다. 둘째,
부거리는 바다에 면하고 있으며 겨울에 얼지 않아 연중 계속 일본에
배를 띄워 보낼 수 있는 용제항과 여진항을 끼고 있다. 셋째, 부거리
내의 역참 수도 참고하여 볼 만한 점이 있다. 이 관점에 대하여 조선
학자 이태희도 동감을 표시하였다.19) 필자도 2003년에는 이 관점에
동의하였으나, 2009년의 현지답사 이후 부거석성을 동경으로 비정하
는 설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동경용원부로 비정되어 오던 부거석성과 그 주변 유적을
소개하려 한다.

19) 李泰熙 著, 文一介 譯, ｢渤海的對日交通路: “日本道”｣, 歷史與考古信息･東北亞, 1992년
제1기, 89쪽; 譯自조선 력사과학, 1990년 제4기; 李泰熙 著, 文一介 譯, ｢渤海的驛站路｣,
歷史與考古信息･東北亞, 1992년 제2기, 63쪽; 譯自조선 력사과학, 1991년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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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거석성 및 그 주변의 유적
부거리 일대에는 발해국 시기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
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 내용에 의하면 부거석성, 부거토성, 독동산
성 등 성곽 3개, 옥생동고분군, 토성고분군, 다래골고분군, 연차골고
분군, 독동고분군, 합전고분군 등 고분군 6곳, 간농봉수대, 등수무산
봉수대, 암기동봉수대, 추골2봉수대, 추골1봉수대, 온수동봉수대, 김
삼득봉수대, 바른골봉수대, 연대봉봉수대, 독동봉수대 등 봉수대 11
곳이 남아 있다.
부거리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
으로 청진시와 45km, 북쪽으로 나선시와 50km, 동쪽으로 바다와
8km 떨어져 있다. 부거리 동쪽에는 연대봉을 비롯한 여러 산봉우리

들이 해안선을 따라 솟아 있고 서쪽에는 해발 633m의 기대봉과 해발
487m의 다길령이 있으며 북쪽에는 해발 523m의 신서봉과 해발
569m인 등수무산이 있다. 이 산들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들은 부거리

의 동쪽과 서쪽, 북쪽을 에둘러 막고 있어 천연요새를 이루고 있다.
부거천이 부거리 중심을 가로질러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용제항을
거쳐 동해바다로 흘러든다. 부거리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부거천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길 하나밖에 없으며 이 길은 부거리를 거쳐
북부 내륙지대로 통하게 되어 있다.
부거석성은 부거리 소재지 마을의 평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동북
쪽은 산기슭을 가까이하고 있고, 남쪽과 서쪽은 동북쪽과 비교하면
앞이 트여 있는 편이다. 성의 평면 형태는 대체로 반원형, 방향은
190ﾟ, 성벽 둘레의 길이는 약 1,500m이다. 2009년의 조사에 의하면

성벽의 서벽, 북벽, 남벽의 서쪽 일부와 동벽의 북쪽 일부가 남아 있
었다. 서벽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약 435m이다. 제일 잘 남아
있는 부분은 4~5층으로서 1.2m의 높이가 남아 있다. 북벽, 동벽, 남
벽은 휘어들어 활모양을 하고 있다. 성은 양쪽 면에 커다란 돌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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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쌓고 그 사이에 자그마한 돌들을 채워 넣어 축조하였다. 성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안으로 경사지도록 쌓았다. 성 돌은 네모나고
평평하게 다듬었다. 성돌의 크기는 서로 다르며, 대체로 길이가
160~170cm, 두께가 14~50cm이다. 성의 기초는 대부분 땅바닥을 평

탄하게 고르고 다져서 만들었지만 일부 경사진 곳은 위쪽을 파내어
성벽돌이 놓이는 부분이 평평한 지대가 되게 하거나, 습기가 있는 곳
은 땅을 일정한 정도의 깊이로 파고 거기에 잔돌을 채워 습기가 빠지
도록 하였다. 답사에 의하면 서벽 중부에 서 성문 자리가 1곳(북쪽으로
236m)이

있다. 북한 고고대원의 소개에 의하면 남벽, 동벽, 북벽에서

도 성문지가 각각 1곳씩 발견되었다고 한다. 서문의 북벽 길이는
7.7m, 너비는 3.2m이다. 성문바닥은 커다란 돌을 깔아 만들었다. 바

닥돌은 성벽의 바깥 면과 일직선으로 맞추고 거기에서 안쪽으로
5.1m 되는 곳까지 깔려 있다. 서벽 성문에서 남쪽으로 좀 치우친 곳
(22m)과

북쪽으로 치우친 곳(15m)에서 배수구 유지를 각각 1개씩 발

견하였다. 배수구 시설은 성벽의 제일 밑에 설치하였는데 밑에 큰 판
돌을 깔고 그 좌우에 일정한 높이의 돌들로 벽을 만든 다음 그 위에
길쭉한 돌들을 덮어 놓았다. 배수구의 길이는 4.6m, 너비는 안쪽이
0.8m, 바깥쪽이 0.4m, 높이는 0.45m이다. 북한 고고대원의 소개에 의

하면 성 밖에는 둘레가 20리 되는 외성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연지리
조건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었다.
부거토성은 부거석성에서 남쪽으로 1.6km 되는 자그마한 산의 동
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부거천이 부거토성 동남 3km 되는 곳에서
용제항을 거쳐 동해로 흘러든다. 성은 흙으로 쌓았는데 평면은 타원
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서북쪽에 성문이 1곳 있다. 성의 크기는 남
북 길이가 93m, 동서 너비가 60m이다. 부거토성의 규모는 작지만 교
통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그 지리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독동산성은 부거리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독동마을
뒷산 작은 산봉우리에 있다. 성은 두 개의 작은 성으로 구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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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산릉선을 따라 쌓은 석성이고, 다른 하나는 석성의 남쪽 성벽
에 잇대어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 석성은 타원형으로서 남북 길이가
450m, 동서 너비는 175m, 둘레의 길이는 1250m이다. 토성은 불규칙

적인 장방형으로서 남북길이가 375m, 동서너비는 125m, 둘레의 길
이는 약 1000m이다. 입지조건과 규모로 볼 때 독동산성은 평원성 부
근에 산성이 있는 발해성곽 특점에 부합된다. 부거토성은 부거성의
위성, 혹은 망루로 보아진다.
부거리 일대에는 옥생동 고분군, 토성 고분군, 다래골 고분군, 연
차골 고분군, 독동고분군, 합전 고분군 등 발해시기의 고분군 6곳, 총
1000여 기의 고분이 있다. 옥생동 고분군은 부거리 소재지에서 동쪽

으로 2km 떨어진 옥생동골 안에 있는데 총 15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토성 고분군은 부거토성의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약 18만
㎡의 범위 안에 200여 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다래골 고분군은
합전 고분군에서 서북쪽으로 300m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약 6
만㎡의 범위 안에 50여 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연차골 고분군은
다래골 고분군에서 남쪽으로 300m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서 왕릉급이라고 하는 연차골1호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독동 고분군
은 부거리 일대의 고분군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자리 하고 있는데 100
여 기의 무덤이 분포되어 있다. 합전 고분군은 토성 고분군에서 서남
쪽으로 400m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약 8만㎡의 범위 안에 250
여 기의 무덤이 분포되어 있다.
봉수대는 모두 11곳인데 간농봉수대, 등수무산봉수대, 암기동봉수
대, 추골2봉수대, 추골1봉수대, 온수동봉수대, 김삼득봉수대, 바른골
봉수대, 연대봉봉수대, 독동봉수대 등이다. 그 분포범위는 남북
20km, 동서 15km이다. 연대봉 봉수대는 부거석성의 동쪽 3km 되는

해발 280m의 연대봉 산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대는 차단
홈, 기단, 화독시설로 이루어졌다. 차단 홈의 평면은 남북으로 긴 타
원형이며, 남북 직경이 약 24m, 동서 직경은 약 18m, 현재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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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는 약 3.5m, 깊이는 0.5m이다. 기단 흔적은 동북쪽 부분이 잘 남
아 있다. 기단은 길이 45~60㎝, 두께 8~15㎝ 되는 판돌들로 바깥 면
을 맞추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현재 1~2층만이 남아 있다. 화
독은 돌로 방추형 모양의 테두리를 쌓고 그 안에 흙을 채운 다음 가
마를 설치 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독 테두리 벽은 모서리를 점점 부
드럽게 하면서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쌓았다. 화독시설의 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동북모서리 부분이다. 독동 봉수대는 411고지의 봉
우리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 정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의 흙을
파 올려 봉분형태로 쌓은 다음 그 위에 동서남북의 방향선과 일치하
게 돌 기단을 쌓았다. 그 중심에는 직경 1m, 깊이 0.8m의 불가마가
있다. 불가마 안에서 숯과 질그릇 파편들이 출토되었다.

4. 부거성=동경설의 문제점
2009년 9월 필자는 중국 연변대학교 발굴팀 일원으로 북한 함경북

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일대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답사과정
에서 부거석성설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첫째, 한 나라의 수도는 정치･경제･문화･군사 및 대외 왕래의 중
심지로써, 국가 혹은 정권의 통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대의 통치자들은 수도 건설에 매우 큰 힘
을 기울여 왔는데 발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경과 상경, 팔련성은
모두 발해 경내에서도 지세가 상대적으로 평탄하고도 넓은 하천의
충적평원 혹은 산간분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건설과 확대에 적
합하였다. 주위는 뭇 산에 둘러싸여 천연 병풍을 이루고 있어 군사방
어에 유리하였으며, 토지가 비교적 비옥하고 물 자원이 풍부하며 기
후가 좋아 농업생산의 발전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동경으로 비정되
는 부거리의 자연지리 환경을 살펴보면 수도의 위치에 부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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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대봉을 비롯한 여러 산봉우리들이 부거리의
동쪽과 서쪽, 북쪽을 에둘러 막고 있으며, 부거리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부거천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길 하나밖에 없다. 부거석성의
동북쪽은 산기슭을 가까이하고 있고 남쪽과 서쪽은 비교적으로 앞쪽
이 트여있다. 성의 평면 형태는 대체로 반원형, 방향은 190ﾟ, 성벽 둘
레의 길이는 약 1500m일 뿐이다. 국내외학술계는 보통 발해국의 중
경･동경과 상경은 모두 동일한 시대, 즉 문왕 대흠무시기에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위에서
서술한 3경이 비록 모두 동일한 시기의 발해 수도들이기는 하지만,
중경현덕부가 제일 먼저 건설되었으며, 그 건설과 발전은 그 후의 상
경용천부와 동경용원부의 건설과 발전에 참고로 될 만한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성곽의 규모와 구조로 보아 경, 부의 성곽이라고 보기 어렵
다. 지금 학계에서 경, 부, 주의 소재지라고 거론되던 성들을 표로 작
성하면 다음과 같다.
발해국의 경이나 부의 치소로 확정 혹은 추정되는 성곽들은 대체
로 둘레가 2,000m 이상이다. 예하면 상경성(16,839m), 팔련성(동경용원
부, 2,894m),

성(장령부,

서고성(중경현덕부, 2,720m), 청해토성(남경남해부, 2,132m), 소밀

2,590m),

대성자고성(솔빈부,

3,750m)이다.

주급이라고 추정되

는 성들의 둘레의 길이는 대체로 1,000m 이상이다. 예하면 동단산고
성(속주, 1,050m), 대상둔고성(속주, 1,061m), 유수천성(풍주, 1,455.6m), 경영
고성(목주
1,680m),

혹은 하주, 1,200m),

남성자고성(발주,

계관고성(독주주,

2,060m),

1,690m),

용두산고성(발주,

크라스키노고성(염주,

1,380m)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경과 동경, 상경용천부의 황성･궁성은 대흠무 시
20) 李健才･陳相偉, ｢渤海的中京和朝貢道｣, 北方論叢, 1982년 제1기, 72쪽; 朱國忱･魏國忠,
渤海史稿, 黑龍江文物出版編輯室, 1984년 內部版, 60쪽; 王承禮, 中國東北的渤海國與
東北亞, 吉林文史出版社, 2000년版, 96쪽; 魏國忠･朱國忱･郝慶雲 著, 渤海國史, 中國
社會科學出版社, 2006년版, 109~110쪽; [日] 駒井和愛 著, ｢渤海的五京及其特產｣, 民族
譯叢, 1984년 제4기, 48쪽; 譯自 中國都城･渤海硏究, 1977년 일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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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건설되었는데 “모두 남북이 긴 방형으로써 종횡 비례가 아주 흡
사하며”, “모두 성 안을 대체로 3개 부분 7개 구역으로, 즉 북부에 1개
구역, 중부에 3개 구역, 남부에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다.”21)라고 주장
한다. 고고자료에 의하면 중경현덕부 외성의 둘레의 길이는 2,720.1m,
상경용천부 내성의 둘레의 길이는 2,880m, 팔련성 외성의 둘레의 길
이는 2,894m이며 모두 2중성 구조이다. 비교를 통하여 상경 궁성의
규모와 서고성･팔련성의 규모는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효동과 위존성은 “서고성의 남북 길이는 726m, 동서 너비는 628m
이며 정연한 세로로 놓인 장방형이다. 팔련성의 남북 길이는 약 740m,
동서 너비는 약 706m인데 그 총체적인 형상이 방형에 가깝다.” “현존
하고 있는 상경성 궁성유지는 남북 길이가 720m, 동서 너비는 620m
이며, 역시 정연하고 세로로 놓인 장방형이며, 규모 및 形制가 중경
서고성과 같다. 응당 설명하여야 할 것은 상경성의 궁성 성벽은 돌로
쌓은 것이지만 중경성은 흙으로 쌓아 서로 같지 않다. …… 그리고
상경성의 궁성이 이른바 남북의 길이가 720m, 동서 너비가 620m라는
수치는 두 성벽 두께의 중간치까지 계산한 것이다. 돌로 된 성벽 본신
의 두께는 5m좌우인데, 내외의 흙으로 된 성벽 두께를 더하면 10여m
에 달한다. 만약 성벽 두께를 포괄하여 계산하면, 서고성의 남북 길이
729m, 동서 너비 628m와 거의 일치한 수치를 얻어낼 수 있다.” “양자

는 또 규모가 같을 뿐만 아니라 形制도 같았으며 심지어 내부구조도
의외로 비슷한 점이 있었다. …… 무릇 서고성에 있는 주체 건축유지,
심지어는 세부구조까지도 상경성 궁성유지에서 그와 상응한 것들을
거의 모두 찾아낼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2) 그리고 팔련성
유지의 내부구조도 아주 비슷한데, 다만 규모가 좀 클 뿐이다. 때문에
현존의 상경 궁성유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흠무시기에 제일
21) 魏存成, ｢關於渤海都城的幾個問題｣, 史學集刊, 1983년 제3기, 12~13쪽.
22) 劉曉東･魏存成, ｢渤海上京城營築時序與形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六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90년版, 180~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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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획하고 건설한 수도 상경이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정원시
기에 대흠무는 수도를 동경으로 천도하였다. 이 시기는 대흠무가 상
경에서 “문치”를 실시한지 30년이나 되어 발해국의 국력이 비교적 강
하였으며, 천도를 결정한 이상 필연코 혼신의 힘을 다해 새 수도를
영조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동경에 대한 기획은 응당 당시의 상경보
다 컸을 것이며 적어도 상경과 비슷한 규모였을 것이다. 팔련성은 외
성과 내성 2중성 구조이다. 성터는 대체로 3부분 8구역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중부에 3개 구가 있고, 남부에 4개 구역이 있다. 외성 성벽의
남쪽 길이는 701m, 북쪽 길이는 712m, 동쪽 길이는 746m, 서쪽 길이
는 735m, 둘레의 길이는 2,894m이다. 성벽은 흙을 다져 쌓았다. 그중
에서 남쪽 성벽의 동쪽부분과 북쪽 성벽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
며, 남아있는 높이는 1m, 너비는 6m이다. 외성에 모두 4곳의 성문이
있는데 각기 여러 성벽의 중부에 설치되어 있다. 성벽 밖 6m되는 곳
에 호성하 유적이 있다. 내성은 중부의 중구에 위치해있는데 이 성터
의 핵심이다. 성벽은 남북 길이가 318m, 동서 너비가 218m, 둘레의
길이가 1,072m이다. 성벽은 흙으로 쌓았으며, 성벽의 너비는 6m이다.
중경현덕부의 내성과 마찬가지로 이 성의 내성도 남쪽 성벽의 중간부
분이 안으로 꺾어 들어갔다. 내성 성벽의 남･동･서쪽의 중부에 성문
이 각기 하나씩 나있는데, 그중에서 남쪽문의 너비는 25m이다. 내성
에는 모두 8곳의 건축유적이 있다. 그중에서 내성의 중축선 위에 위치
한 것이 2곳이다. 그러나 부거석성은 둘레의 길이가 1,236m 밖에 되
지 않으며 외성자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부거석성을
경, 부급의 성곽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주급 성곽에 해당된다고
본다.
셋째, 신라도는 신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이다. 신라도는 발해와 신
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이지만, 발해와 신라가 장기간 적대상
태였기 때문에, 쌍방이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관방왕래를 한 차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사료에 신라가 발해국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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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발해는 항해에 능숙하여 바다로 하여 신라에
도착하는 노선이 육로를 경유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였다. 이밖에
신라도 연선에는 수많은 역참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가능하게 군
사 목적에서일 것이다. 대인수가 “남쪽으로 신라를 평정”하였다는
것과 826년에 신라왕이 1만 명의 인부를 징집하여 “패강에 장성 300
리”를 축조하였다는 기록은 당시 신라도가 봉착한 형세를 보여준다.
부거석성은 삼면이 산에 둘러 있어 부거리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은
오직 산세와 부거천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길 밖에 없다. 부거리 내
의 독동봉수대, 독동산성, 부거토성, 부거리평원성, 연대봉봉수대, 바
른골봉수대, 김삼득봉수대, 추골1봉수대, 추골2봉수대, 암기동봉수
대, 등수무산봉수대, 간농봉수대, 온수동봉수대(부거천서쪽지류,간농촌부
근에서 합수)

등의 유적들은 남북 20km, 동서 15km 범위 안에 분포되

었다. 이 유적들은 주요하게 남북향으로 나진과 선봉 방향으로 분포
되었으며, 부거리 동쪽(해안)에는 연대봉을 비롯한 여러 산봉우리들
이 해안선을 따라 뻗어 있는데 그 위에는 봉수대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용제항이 교통요충지로서 지리적 우월성을 갖추고
있으며, 북쪽 방향(팔련성)으로의 소식 전달에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즉 부거리 내의 유적들은 용제항의 방어와 해안선 관측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넷째, 성벽 축조방식이 특수하다. 성벽은 성의 방어력을 강화하여
적의 침입을 막아 안전을 도모하는 방어시설이다. 발해는 성곽을 축
성함에 있어서 주로 흙과 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흙으로 쌓
은 성을 토성, 돌로 쌓은 성을 석성, 흙과 돌을 섞어 쌓은 성을 토석
혼축성이라고 한다. 이외에 성벽의 대부분을 흙을 쌓고 개별적인 구
간을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도 있으며, 또 성벽의 기초는 돌로 쌓고
기초 윗부분을 흙으로 쌓은 것이 있다. 고구려･발해고성지연구휘편
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발해시기의 토성은 97개, 석성은 43개,
토석혼축성은 31개다. 일부 구간을 흙 혹은 돌 혹은 흙과 돌을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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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은 것이 5개이고 축성재료를 판정하지 못한 것이 11개이다.23) 이
로부터 발해국의 성곽형태에서 토성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토석혼축성이고, 석성이 제일 적다. 서고성과 팔
련성은 모두 토성이다. 그러나 부거석성은 석축성인데 평지성에서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성벽 방어시설을 보면, 발해국의 일부
평지성들에서 각루･치･옹성･해자 등 시설들이 발견되었으나, 점차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 측 고
고일군의 말에 의하면 성벽에 각루가 있었다고 한다. 그 축성시간 판
정과 외성이 있다는 관점에 의구심이 든다.
다섯째, 발해의 역사에서 동경용원부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는 대
흠무의 통치 말기이다. 대흠무가 적극적으로 문치를 실시하고, 전면
적으로 당조의 선진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발해는 문화
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룩했으며, 사람들의 사상･관념에도 변화가 발
생했다. 발해문화를 언급하며, 불교가 발해문화에 미친 영향을 언급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교문화는 대흠무시기에 발해국의 문학･건
설･예술 방면에 깊이 침투하였으며, 해동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
소였다. 대흠무가 “효감금륜성법대왕”이란 존호를 받고, 불가의 대표
로 자처하였는데, 이것은 발해국에서 불교의 숭고한 지위를 표명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의 도성에도 불교유지가 남아있어야 한다
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발견된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상경유지 근
처에서 발견된 불교유지는 10여 곳이며, 길림성 서고성 중경현덕부
유지 근처에서 발견된 불교유지는 18곳이다. 그러나 동경유지로 비
정되는 부거석성 근처에서는 불교사원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팔련성 근처에서 9곳이 발견되었다.
여섯째, 무덤형식과 출토유물이 특이하다. 부거리 일대의 무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지상축조 형식이며, 대체로 석실봉토분, 석곽봉

23) 王禹浪･王宏北, 高句麗渤海古城址硏究匯編, 哈爾濱出版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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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분, 석관봉토분으로 분류된다. 연차골과 다래골에 축조된 무덤은
전부 지상축조형식이다. 부거리 일대의 석실봉토분은 대부분이 타원
형 혹은 원형으로 되었고 천정은 궁륭식으로 되었다.24) 이 형식은 재
래의 방형, 장방형, 삼각고임, 평행고임, 평천정형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 부거리 일대의 석실봉토분에서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거
의 없고 대부분 묘실 내에 석관을 설치하였다. 다래골과 연차골의 대
부분 석실봉토분에 한 개 혹은 두 개의 석관을 설치하였고 석관을
하나만 설치한 무덤에서도 석관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빈자리에
석관을 축조할 판석을 그대로 방치한 상황도 보인다. 이것은 다른 지
역의 고분들에서, 특히는 상경과 중경으로 비정되는 발해진과 서고성
근처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유물로 볼 때 마구가 출토되는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연차골 1지구 1, 2, 12, 15호 무덤에서 모두
재갈과 등자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를 보면 대부분 회색 혹은 흑
회색으로 된, 태질이 단단하고 구운 온도가 높은 윤제 토기다. 단지
중 어깨에 세 개의 대칭되는 손잡이를 마련한 것이 많고 말갈토기(쌍
진통형관)들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부거석성에 대한 추정
동경용원부는 책성부라고도 하는데 산하에 경･염･목･하 4개 주를
두고 있다.
경주는 수주로서 부와 치소가 같다. 지금 대부분 팔련성 혹은 온특
혁부성을 경주로 보고 있다. 온특혁부성의 평면은 장방형에 가까우
며, 동･서 성벽의 길이는 각각 710m, 남쪽 성벽의 너비는 381m, 북쪽
성벽의 너비는 468m, 둘레의 길이는 2,269m이다. 성 안에서 일찍 연

24) 延邊大學 渤海史硏究所, 富居里一帶的渤海遺跡, 香港亞洲出版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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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늬기와･각종 암키와 등 건축 재료들이 발견되었다.25) 이 성은
팔련성에서 5, 6리 밖에 자리하고 있다.
염주는 오늘의 러시아 연해주 뽀세트만 楚卡諾夫卡河(巖杵河)가 바
다로 흘러드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크라스끼노고성이다. 이 유지
의 평면은 불규칙적인 원형이며, 동･남･서쪽성벽에 3곳의 성문이 있
다. 성문마다 모두 밖으로 두드러져 나간 성벽이 있으며 본 성벽과
함께 크지 않은 정방형 옹성을 구성한다. 2개의 비교적 좁은 비스듬
히 놓인 통로가 각 성문 방어시설의 바깥 성벽과 안쪽성벽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26) 이 성의 성벽높이는 1.5~2.3m이고, 흙과 돌을 섞어
쌓았으며, 이따금 돌로 면을 막고 벽체에 흙을 채워 넣었다.27) 이 성
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연해변강주 지역에서 발견된 규모가
제일 큰 발해시기의 성터이다. 성문의 방어구조는 발해의 상경과 비
슷하다. 성 안에서 발해시기의 문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연꽃무늬기와･금청동불상･청동치레거리･생철로 된 풍령･철 가마･
철 화살촉･철 사발 등이다.28)
목주와 하주에 대하여 학술계에서는 아직까지 부동한 관점들이 존
재하고 있다. 손진기는 용정현의 선구산성이라고 주장하고29), 이건
재는 훈춘시에서 동북쪽으로 13천m 되는 살기성이라고 주장하며30),
중국역사지도집석문휘편･동북권은 그를 오늘의 조선 회녕부 동북
경내로 본다.31) 필자는 부거석성을 동경용원부 산하의 목주에 비정
25)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琿春縣文物志, 1984, 42쪽.
26) 林樹山 譯, ｢蘇聯濱海邊區的渤海文化遺存｣, 東北歷史與考古, 1982년 제1기, 242쪽; 譯
自 [러] 에.붸. 샤프크노프, 발해국 및 빈해변구의 문화유존 제4장, 소련과학원출판사,
1968.
27) [俄] 鮑日金 著, 宋玉彬 譯, ｢濱海的渤海城址｣, 歷史與考古信息･東北亞, 1993년 1~2기
合刊, 93쪽; 譯自 러시아와 태평양, 1992년 제2기.
28) [俄] 沙弗庫諾夫 著, 宋玉彬 譯, 渤海國及其俄羅斯遠東部落,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69쪽, 108~141쪽.
29) 孫進己, 東北歷史地理,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79쪽.
30) 李健才, ｢琿春渤海古城考｣, 學習與探索, 1985년 제6기, 140쪽.
31)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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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하주는 화대군 성상리토성으로 추정한다. 문헌의 기재에 의하
면 경, 염, 목, 하주32)로 되어 있다. 이 기술 순서대로면 하주는 목주
의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상리토성 서북
쪽(3km)에는 금성리벽화고분 등 고분군이 분포, 남쪽으로 3.5km 되는
곳에는 동흥리24개돌유적, 다산산성, 탑하리절터와 탑터 등 유적들
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성상리토성이 동경용원부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북한 경내에 있는 동경용원부로 비정되던 부거리석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기존의 연구와 현지답사정황에 비추어 보면 부
거석성은 발해국의 동경이 아니라 그 산하의 주급 성곽에 비정된다.
필자는 훈춘시의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의 소재지로, 부거석성은 목주
로 추정한다.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학계 여러분들의 기
탄없는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32) 遼史 卷38 地理2 東京道 開州 鎭國軍條. “開州, 鎮國軍, 節度. 本貊地, 高麗為慶州, 渤
海為東京龍原府. 有宮殿. 都督慶, 鹽, 穆, 賀四州事. 故縣六: 曰龍原, 永安, 烏山, 壁谷, 熊
山, 白楊, 皆廢. 疊石為城, 周圍二十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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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北韓地區富居石城考

(尹铉哲)

渤海國從698年建國到926年被契丹所滅､ 共經曆了229年｡ 渤海國在其強盛時
期､ 勢力範圍和國土相當大､ 大致上包括現在的中國東北､ 韓半島北部､ 俄羅斯濱
海邊疆區｡ 渤海國在200餘年的發展過程中､ 積極吸收先進文化､ 依靠渤海人的聰
明智慧和勤勞勇敢､ 繁育了發達的民族經濟和燦爛的渤海文化､ 創造了“海東盛
國”的輝煌｡ 東京既是渤海國的五京､ 又是渤海國第四個首都､ 下轄慶州､ 鹽州､
穆州､ 賀州｡ 但是､ 迄今爲止學界對東京的地理位置分歧較大｡ 本文以2009年的實
地踏爲基礎､ 廣泛借鑒前人的研究成果､ 探討北韓地區的富居裏石城及其周邊遺
址､ 提出富居裏說的問題點｡

关键词: 渤海､ 東京龍原府､ 富居裏､ 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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