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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고는 삼국사기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 제왕운기, 삼국유사 등에 기

록되어 있는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계를 검토하고, 하백녀를 매개로 

하여 그 역사  성격을 살펴보았다. 삼국유사는 왕력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 제하 다.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주몽이 해모수와 하백녀에 

연 계를 언 하고, 단군기의 기록을 시하여 단군과 서하 하백녀를 

심으로 주몽과 부루의 계보를 서술하 다.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주몽이 

해모수와 하백녀에 연 계를 언 하 으나,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

과 비서갑 하백녀를 심으로 주몽과 부루의 계보 계를 서술하 다. 이

들 계보 계에는 하백녀가 매개로 되어 있다는 이 주목되었으므로, 하

백녀와 련된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계의 역사  의미를 추구하

다. 계보 기록에 매개역을 한 동부여의 존재 시기는 3세기 말엽~5세기 

엽인 , 황해도 은율군에 비정되는 서하 하백녀와 평안북도 변군에 비

정되는 비서갑 하백녀는 출신 지역이 다른 이었다. 원래는 하백녀와 해

모수가 혼인한 것이지만, 그 후에 하백녀가 단군과도 혼인한 것으로 견강

부회한 사실에 당시의 역사  상황을 고려해 보았다. 묘청의 평양 천도운

동이 일어나면서 1131년에 평양의 지역신은 국가의 신으로의 환을 시도

하 다. 몽항쟁의식은 단군을 국조로 재인식하게 된 상황에서 하백녀를 

연결고리로 삼아 단군 심의 계보를 구성하 다.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 

부여 외에 시라･고례･남북옥 ･ 맥 한 단군의 후손으로 이해하 는데, 

이는 그와 같은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한 편린이다. 이러한 문제에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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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과 부루･주몽 사이의 계보 승에 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의 문헌 기록이 있으며, 이와 련된 석문 자료는 � 개토왕릉비� 등

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의 부모가 해모수와 하백녀라는 계보가 하고 

있다. 이를 인용하면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는 주몽이 단군의 아

들이라고 하거나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부

루･주몽의 계보 계가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들 간의 계보에는 하백

녀가 연결되어 다양한 계보를 구성하고 있어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明治維新 이후에 추진된 조선 침략과 병탄･지배의 유력한 념  지

주를 조작하기 해 일본은 상고시 부터 朝鮮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상을 만들어 갔으며, 韓國歷史像을 왜곡하기 시작하 다. 

1880년 에 이르러 일연 등의 불교 승려에 의해 단군신화를 조작하 다

고 하여 단군의 존재를 부정하 다. 본고에서 다룰 단군-부루-주몽과 

체 인 연구성과가 없었는데, 본고는 이를 추구해 본 것이다. 

【주제어】

단군기, 단군본기, 단군, 부루, 주몽, 연결고리, 하백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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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계보에 해서도 비 하 는데, 한국사서의 기록은 도외시하고 

국사서의 기록을 기 으로 삼아 그 기록에 나오는 주몽만을 인정하고 

단군-부루에 해서는 허구라고 규정하 다. 하야시 다이스 (林泰輔)

는 �동국사략�에서 단군의 아들 扶婁가 국 상고 禹의 도산 회맹에 배

알한 기록을 단순히 인용하거나1)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다카

하시 도오루(高橋亨)는 �미수기언�의 계보 기록을 참고하여 부루가 단

군의 아들이겠지만 가공의 인물이라 단정하 다.2) 이마니시 류(今西龍)

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각각 인용된 �단군기� �단군본기�의 

련 기록을 검토하여 부루와 주몽이 동일인이 아니며 하백녀에서 출생하

으므로 �삼국유사� 찬자 일연이 이모형제라고 하 다고 보았다.3) 이

와 같이 간단하게 언 한 이후 이들 계보에 한 구체 이고 론 인 

연구가 없었다.4)

본고에서는 문헌에서 하백녀와 련되는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승에 해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고 그 역사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가 다양하게 하는 사서들의 기록을 

검토해 보겠다.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

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며, 이와 함께 �제왕운기� 등의 다른 기록에

는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계가 설정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

1) 林泰輔, ｢開國ノ起源｣, �朝鮮史�, 吉川半七, 1892.

2) 白鳥庫吉, ｢檀君 ｣, �學習院輔仁 雑誌� 28, 學習院輔仁 , 1894 : �白鳥

庫吉全集� 3, 岩波書店, 1970 ; 高橋亨, ｢檀君傳說に就きて｣, �同源�, 同源

社, 1920.

3) 今西龍, ｢檀君 ｣, �靑邱說叢� 1, 1927 ; �朝鮮古史の硏究�, 國書刊行 , 

1971.

4) 논문의 부분 이기는 하지만 해당 계보를 하나의 장(Ⅲ. 부여계 건국신화에

서의 단군과 부루 주몽의 연 계)으로 설정하여 연구한 논고가 있어 좋

은 참고가 된다(김성환,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 사탐구� 13, 2013, 6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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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래 하백녀와 계되는 인물은 해모수인데, 이후의 사서에는 하백

녀와 단군이 련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련 사서를 통해 이들 계보

에 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이들 사서의 련 계보 기록을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문헌 기록

을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해모수 심의 계보와 단군 심의 계보로 

별된다. 두 가지 계통의 계보는 �단군기� 와 �단군본기�에 하는 기록

을 인용한 것으로 모두 하백녀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다는 인데, 하백

녀는 �단군기�에 서하의 하백녀라 하고 �단군본기�에 비서갑의 하백녀

라 하여 출신 지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 흥미롭다. 여기서는 서하와 비서

갑의 지명 비정을 근거로 이들 계보의 특성을 밝 내겠다. 

셋째, 하백녀와 련된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계가 지니는 역사  

의미를 추구하겠다. 부루와 연계된 계보 승에서 동부여의 존재시기를 

참조하여 그들 계보의 모순을 밝 내겠다. 이를 통해 그들 간의 계보 계

로 설정된 시기가 언제인가를 추구해 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 작업

에서는 고구려 당시의 석문 � 개토왕릉비�를 참조하여 살펴보겠다.

2. 단군과 부루･주몽 계보의 검토

먼  �삼국유사�에 의하면 왕력편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로 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계보에 해 다양한 승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련되는 �삼국사기�와 �제왕운기� 등의 기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1. 제1  동명왕 갑신년에 즉 하여 18년을 다스렸고, 성은 高氏이고, 

이름은 朱蒙이다. 혹은 鄒蒙라고도 한다. 壇君의 아들이다.5)

5) �三國遺事� 권1, 왕력. “第一東明王. 甲申立, 理十八. 姓髙, 名朱蒙. 一作鄒

蒙. 壇君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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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① �國史� ｢髙麗本記｣에 이르기를, “시조 東明聖帝의 성은 高氏요 

이름은 朱蒙이다. 처음에 北扶餘王 解夫婁가 동부여로 자리를 피하

고 나서 부루가 죽으매 金蛙가 왕 를 이었다. 이때 왕은 태백산 남

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사정을 물었더니, 그녀가 말하기

를, ‘나는 본시 河伯의 딸로서 이름은 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와 놀던  때마침 한 사나이가 있어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고 자

칭하면서 나를 유인하여 웅신산 아래 압록강변의 방 속에서 사통하

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세주 : ② �壇君記�에 이르기를 “(단)

군이 西河 河伯의 딸과 상 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夫婁라고 

하 다.”라고 하 다.] ③ 지  이 기록을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

과 계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고 하 다. ④ �壇君記�에는 “아들

을 낳으니 이름을 夫婁이다.”라고 하 으니 부루와 주몽은 異母兄弟

일 것이다].” … ⑤ 따라서 (주몽이) 高氏로 성을 삼으니[세주 : 본래

의 성은 解씨 는데 이제 천제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스스로 高로 성을 삼았다]6)

가)-3. 시조 東明聖王은 성이 高氏이고 이름은 朱蒙이다. …후에 그 재상 

아란불이 말하기를, “일 에 하늘(天)이 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

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희는 그곳을 피

하라.’ …” …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 칭하며 와서 도읍하 다. 

(東扶餘王) 解夫婁가 죽자 와가 왕 를 이었다. 이때 太白山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 는 河伯

의 딸이고 이름은 柳花입니다. 여러 동생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

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꾀어 사통하고 곧

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나라 이름을 高句麗라 하 는

6) 동권1, 기이1, 고구려조. ① “國史髙麗本記云. 始祖東明聖帝, 姓 [高]氏, 

諱朱蒙. 先是, 北扶餘王解夫婁, 旣避地于東扶餘, 及夫婁薨, 金蛙嗣位. 于

時得一女子於太伯山南優渤水, 問之云, ‘我是河伯之女, 名桞花, 諸弟岀

遊, 時有一男子, 自 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邉室中, 知[私]之, 

而徃不返.’” [세주 : ② 壇君記云 “君 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産子, 名曰夫

婁.” 今拠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 而後産朱蒙. ③ 壇君記云 産子, 名曰

夫婁, 夫婁 朱蒙異母兄弟也] … 因以高爲氏[세주 : 夲姓解也. 仐自 是天

帝子承日光而生, 故自以高爲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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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로 인하여 高를 성씨로 삼았다.7)

가)-4. 시조의 성은 高氏[세주 : 왕이 처음 탄생하자 온 나라가 그를 높 기 

때문에 성을 高라고 하 다]로 시호는 東明인데, 활을 잘 쏘았으므

로 朱蒙이라 이름하 네[세주 : 부여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 다]. 아버지는 解慕漱이고 어머니는 柳花[세주 : �本

紀�에 이르기를, “漢 神雀 3년 임술년에 天帝가 태자 解慕漱를 보내

어 부여왕의 옛 도읍에서 놀게 하 다. … 河伯의 세 딸이 우발하에 

나와 놀았는데 장녀 유화가 왕에게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다. 皇天

의 자손이자 河伯의 외손자이시다]이시라.”8)

가)-1의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주몽의 치세와 성씨 계보에 해 간

단히 소개했다. 주몽에 한 계보 승 가운데 본고와 련하여 주목되

는 부분은 말미에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이다. 가)-2에서는 �국사�

의 내용을 인용하여 출생과 고구려 건국과정을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 �단군기�의 련 승을 참고하여 단군을 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

루의 연 계를 하 다. 단군 련 기록에 주목하여 �삼국유사�･�삼

국사기�･�제왕운기�에서 련되는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  가)-2의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조에는 주몽의 계보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주몽과 련하여 세 가지의 계보 승을 하고 있다. 

가)-2의 ①에서는 �국사� ｢고려본기｣를 인용하 는데, 문제의 �국사�가 

�삼국사기�인가 아니면 �(구)삼국사�인가 논란이 된다. 

7) �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즉 조. “始祖東明聖王, 姓髙氏, 

諱朱蒙. … 後其相阿蘭弗曰, “日 天降我曰, ‘ 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

避之.’ …” … 其 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及解夫

婁薨, 金蛙嗣位. 於是時, 得女子於大白山南優㴾水. 問之曰, “我是河伯之

女, 名柳花. 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 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心山下, 

鴨渌邊室中私之, 即徃不返.” … 國號髙句麗, 因以髙爲氏.

8) �帝王韻紀� 권下, 고구려기. “麗祖姓高[세주 : 王初誕, 而擧國高之, 因以爲

姓], 諡東明, 善 故以朱蒙名[세주 : 扶餘人, 名善 爲朱蒙. 父解慕漱母柳

花[세주 : 本紀云, “漢神雀三年壬戌, 天帝遣太子解慕漱, 遊扶餘王古都. … 

河伯三女, 出遊優浡之河, 長女柳花爲王所止云云.” 皇天之孫河伯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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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의 각국 ‘本紀’를 의 사료뿐 아니라 후 의 사서에서는 

‘本記’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본

기를 ‘高句麗本紀’라고 한 과 고구려의 시조왕을 ‘東明聖王’이라 하

으나, 의 가)-2 ①에서 髙麗本記라고 한 차이와 함께 고구려의 시조왕

을 東明聖王이 아닌 ‘東明聖帝’라 하여 �삼국사기�에서 사용한 칭호와 

다르다. 東明聖帝라는 명칭은 충렬왕 13년(1287)에 편찬된 �제왕운기�

백제기에도 보이지만,9) 하는 기록상 �고려사�에 숙종 10년(1105)에 

동명성제의 사당에서 제사 지내게 하 다10)고 하는 기록에서 12세기 

에 처음 보인다. �삼국사기�에서 주몽의 난생과 그 이름의 유래를 밝힌 

다음 동부여를 탈출하는 과정을 서술하 는데, �삼국유사�도 이 내용을 

거의 그 로 옮겼다.11) 東明聖王이 아닌 東明聖帝라 하는 칭호 상의 차

이가 있으나, 주몽 련 기록이 �삼국사기�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의 

�국사� ｢고려본기｣는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9) 동권下, 百濟紀. “百濟始祖名溫祚, 東明聖帝其皇 .”

10) �高麗史� 63, 志37, 禮志5, 吉禮 祀 雜祀. “(肅宗 十年) 八月甲申, 遣使祭

東明聖帝祠, 獻衣幣.”

11)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炤]之. 因而

有孕生一卵大五升許. 王* [棄]之 犬猪皆不食. 又* 之路牛馬避之. * 之

野鳥獸覆之. 王欲剖之而不能破, *乃[遂]還其母. 母以物褁之, 置於暖處有一

*児[兒]破殼而岀, 骨表英竒. 年甫七歳, *岐嶷[嶷然]異常, 自作弓矢*[ 之, ]

百發百中. *國[扶餘]俗 善 爲朱蒙, 故以名*焉[云]. 金蛙有七子, 常 朱蒙

逰戱, *[其]技能莫及. *[其]長子帶素 於王曰, “朱蒙非人所生, 若不早圗, 恐

有後患. *[請除之]” 王不聽, 使之飬馬. 朱蒙知其駿 , *[而]減食令瘦, 駑

善飬令肥. 王自乗, 肥瘦 給蒙. *[後獵于野, 以朱蒙善 , 其矢 , 而朱蒙

殪獸甚多] 王之諸子 *[王子及]諸臣 *[又] 害*[殺]之, 蒙母*[陰]知之, 告

曰, “國人 害汝, 以汝才畧何徃不可. 冝速圖之.*[ 其遟留而受辱, 不若逺

適以有爲]” 참고로 *[]표시의 부분은 �삼국유사�와 조한 �삼국사기�의 부

분을 말한다. 부분은 [棄]와 같이 同意異字를 쓰거나, 일부에는 *[其]와 

같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 더라도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의 

련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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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의 ①에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주몽 계보와 련된 신화를 

인용하면서 주몽의 부모가 북부여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라고 하고 있다. 세주 ②의 친 부분과 같이 �단군기�의 기록을 인

용하여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부루라고 하 다. 

③에서는 ①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참고하여 주몽의 부모

가 해모수와 하백의 딸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한편, ④에서 �삼국유사�

찬자는 앞의 승을 종합하여 부루와 주몽을 이모형제라고 추정하 는

데, 이는 찬자가 해모수와 단군이 상 한 하백의 딸에 주목한 것이다. 

여기서 잠시 언 해야 할 것은 �삼국유사� 찬자가 부루와 주몽의 

연 계를 異母兄弟라고 단한 부분이다. 단군의 아들로 하는 부루와 

해모수의 아들로 하는 주몽은 모두 어머니가 하백의 딸인 에서 이

모형제라고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서로 다른 에서는 異父兄弟이다. 

한국 고 의 계보 승에 의하면 모계를 기 으로 삼아 동모형제 는 

이모형제라고 표 하는 것이 일반 이므로, 동모형제라고 해야 합당하

다. 즉 양자의 계를 이모형제라고 한 것은 �삼국유사� 찬자가 잘못 

단한 것이다.12) 

그러면서도 ⑤에서는 주몽의 원래의 성씨가 해씨 다고 한 은 고

구려 기의 왕계에 한 논란을 해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3) 본고에

서도 매우 요한 부분이다. 일 이 일본학계에서는 �삼국사기� 기기

12) 일연이 단군의 아들이 주몽과 부루라는 승을 정작 고조선조에서는  

인용하거나 언 하지 않은 것은 단군 련 승이 부정확한 것이라 단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오강원, ｢ 근 시기 단군 세계 인식의 확 과정과 맥

락｣, �진단학보� 124, 2015, 37쪽). 

13) �삼국유사� 권1, 왕력에 의하면 고구려 기의 왕 계승에서 보면 시조 동

명왕 주몽은 고씨 으나, 제2  유리왕･제3  무신왕･제4  민 왕을 해

씨라 명기하고 있으며, 민 왕과 형제 계인 제5  모본왕도 해씨라고 할 

수 있다. 가)-2 ④에서도 주몽을 본래 해씨 다가 고씨로 고친 것으로 보았

다. �삼국사기�에는 시조 주몽이 고씨라고 하고 이후 의 왕들에 해 성

씨를 명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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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허구성에 을 맞추면서 고구려 기 왕계의 역사성조차 부정하

다.14) 한국학계에서는 이 기록에 해 추구하여 주몽의 원래 성씨가 

解氏 으나, 스스로 高氏라 한 과 차이가 있어 고구려 기의 왕계에 

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15) 주몽이 원래 성씨가 해씨라고 한 것은 

가)-2 ①의 �삼국유사�에 인용한 가)-3의 �삼국사기�의 계보 기록을 근

거로 하여 그의 아버지가 해모수라는 을 통해 해씨라고 언 한 것이

다. 이 은 주몽과 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리가 해씨 다고 한 과도 

상통한다. 즉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해씨이기에 주몽도 원래 해씨

고, 그의 아들 유리도 해씨 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학계에서 고구려 

기의 왕계에 한 논란이 지속된 것은 의아한 일이다. 본고의 주제와

는 다르므로 최근의 견해로써 간단히 언 하면, 주몽과 유리는 같은 부

여계로서 지역 ･정치  연결성을 가지고 계승 계를 이루었음16)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 津田左右吉,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滿鮮地理歷史硏究報告�, 9, 1922 ;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1964, 405~417쪽 ; 池內宏, ｢高句麗王家の

上世の世系について｣, �東亞學� 3, 1940 ; �滿鮮史硏究(上世編)�, 祖國社, 

1951, 212쪽 ; 白鳥庫吉,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說に就いて｣, �白鳥庫吉

全集� 6, 岩波書店, 1970, 391쪽 ; 武田幸男, ｢高句麗王系成立の諸段階｣, �高

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291~298쪽.

15)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三國史記�와 이규보의 ｢東明王篇｣에 인용된 � 三

國史�에 따르면 유리에게 신성한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에 주목하

다. 주몽과 유리는 소속 집단도 각기 계루부와 소노부로 구별되며(김용선, 

｢고구려 유리왕고｣, �역사학보� 87, 1980, 52~56쪽), 양자가 통이 다를 뿐 

아니라(이귀숙, ｢고구려 기의 왕통 변화와 주몽 시조인식의 성립｣, �역사

교육논집� 39, 2007, 139~147쪽), 심지어 유리가 무력으로 주몽 집단을 병합

했다고 보기도 한다(이종태, ｢고구려 태조왕계의 등장과 주몽국조의식의 

성립｣, �북악사론� 2, 1990, 66~76쪽). 그러나 고구려 왕실이 종 의 승을 

바탕으로 공식 인 왕계를 정립하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자 계로 설

정된 주몽과 유리는 같은 집단에 속하 다고 여기기도 한다(여호규, �고구

려 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243쪽). 

16) 여호규, 의 책, 2014,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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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왕력에서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 한 근거는 가)-2 ②의 

�단군기�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17) ④에서 �삼국유사� 찬자

가 부루와 주몽을 이모형제라고 추정한 것은 찬자가 해모수와 단군이 

혼인한 하백의 딸에 주목한 것이고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이기에 원래

의 성씨가 해씨라고 한 에서 보더라도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 되는 결

과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가)-4의 �제왕운기� 고구려기에 의하면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주

몽의 부모가 해모수와 유화라고만 하여 �삼국유사�와 달리 단군과의 

연 계 여부에 해서는 언 하지 않았다.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을 

통해 보면,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승을 요시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단군기�의 기록을 시하여 단군을 심으

로 주몽과 부루의 계보를 서술하 던 반면에, �삼국사기�와 �제왕운기�

에서는 주몽과 단군의 계에 해 하지 않았다. 

<표> 각 사서의 단군-부루-주몽 계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및

�삼국유사� 고구려조
�삼국유사� 왕력

해모수 하백녀 단군 ?

주몽 주몽

�삼국유사� 所引 �단군기� �삼국유사� 북부여조 所引 �고기�

단군
서하 

하백녀
해모수 해모수 유화

부루 주몽 주몽

�제왕운기� 所引 �단군본기� �제왕운기� 고구려기

단군
비서갑

하백지녀
천제 해모수 ?

부루 부루

17) 오강원, 앞의 논문,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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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는 단군-부루-주몽에 한 각 사서의 계보를 정리한 것이다.18)

뒤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듯이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동일한 인

물 계보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19) 그 내용은 다르다. �제왕

운기�가 인용한 �단군본기�에는 단군이 비서갑의 하백녀와 혼인하 다

고 하고 �삼국유사�가 인용한 �단군기�에는 단군이 서하의 하백녀와 

혼인하 다고 하 다고 하여 하백녀의 출신 지역이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단군기�와 �단군본기�20) 양자는 다른 사서라 볼 수 있다.21)

여기서 주목할 은 단군을 심으로 한 계보와 해모수를 심으로 

하는 계보에 하백녀와의 혼인 계가 매개되어 있다는 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계보의 심에 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3. 단군 심의 계보와 해모수 심의 계보

앞 장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이들 기록은 계보 계를 심으로 보면 

단군을 심으로 하는 것과 해모수를 심으로 하는 것으로 별할 수 

있다.  이와 련되는 사료를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1. 먼  부여[세주 : �檀君本紀�에 이르기를, [필자 주 : 단군은] “非西

岬 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사내아이를 낳아 夫婁라고 이름을 지었

18) 심사 원으로부터 이들의 계보에 해 이해하기 쉽게 표로 작성할 것을 권

유받아 작성하 다. 그 계보에 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의 논고가 참조되었

다(김성환, 앞의 논문, 2013, 74~77쪽)

19) 이강래, �삼국사기 거론�, 민족사, 1996, 93쪽.

20) �단군본기�가 �단군고기�와 같은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서 , ｢단

군 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 학교출 부, 1994, 

53쪽)와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에서 별개의 문헌이라는 견해(김성환, �고

려시 의 단군 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59~60쪽)가 있다.

21) 양 사서에 한 구체 인 고찰은 후속 논고에서 고찰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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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되어 있다. … ]와 비류를 칭하며[세주 : �東明本紀�에 이르

기를, “비류왕 송양이 일러 말하기를, ‘나는 仙人의 후손으로 에 

걸쳐 왕 노릇을 하 으나, 지  희들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기 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라 하 다.”라고 하

으니, 즉 이 한 헤아리건  단군의 후손일 것이다], 다음으로 尸

羅와 高禮가 있었으며, 南北沃沮와 濊貊이 이어졌도다. 이와 같은 

여러 임 들은 구의 후손이겠는가? 世系로는 한 단군으로부터 

이어졌도다.22)

나)-2. �古記�에 이르기를 “�前漢書�에 宣帝 神爵 3년 임술년 4월 8일에 

天帝가 五龍車를 타고 訖升骨城23)[세주 : 大遼의 醫州24)지역에 있

다]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으로 일컬어 나라 이름을 北扶餘라 

하고 스스로 이름을 解慕漱라 칭하 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扶婁25)

라 하고 解로써 성씨를 삼았다. 그 후 왕은 上帝의 명령에 따라 동

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東明帝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

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26) 

나)-1은 �제왕운기� 사군조로서 먼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22) �帝王韻紀� 卷下, 因分此地爲四郡. 先以扶餘[세주 : 檀君本紀曰, “ 非西

岬河伯之女婚而生男, 名夫婁.”] … 沸流稱[세주 : 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

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 則此亦疑檀君之後也.], 次有尸羅 高禮, 

南北沃沮穢貊膺. 此諸君長問誰後, 世系亦自檀君承.

23) �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1, 시조 동명성왕 즉 조에는 졸본천에 나라

를 세웠다고 한다. 이 성은 고구려 최 의 도성으로 지 의 국 요녕성 환

인  유가구  동쪽 산 정상에 치한 오녀산성에 비정된다(노태돈, ｢주몽

의 출자 승과 계루부의 기원｣, �한국고 사논총� 5, 1993, 45쪽).

24) 遼의 의주는 오늘날 국 요녕성 북진  일 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정구

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53쪽).

25) �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1, 시조 동명성왕조에서는 해부루를 동부여로 

보낸 천제의 아들이 해모수이고, 해부루의 옛 도읍지에 해모수가 도읍한 것

으로 되어 있다.

26) �三國遺事� 권1, 기이1, 북부여조.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

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 [세주 : 在大遼醫州界], 乗五龍車, 立都稱王, 國號

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 移都于

東扶餘, 東眀帝継北扶餘, 而 立都于卒夲州, 爲卒夲扶餘, 即髙句麗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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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루를 낳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동명

본기�를 인용하여 비류왕 송양이 선인[왕검]의 후 일 뿐 아니라 尸羅･

高禮･南北沃沮･濊貊 한 단군의 후손으로 이해하 다.

�제왕운기�의 �단군본기�는 단군이 혼인한 여자의 아버지 하백의 출

신지를 非西岬이라 하 으나, �삼국유사�의 �단군기�(가)-2 ③)에 단군

이 혼인한 여자의 아버지 하백의 출신지를 西河라고 하 다. 자의 비

서갑은 평안북도 변으로 비정되어 하고 있으며,27) 후자의 서하는 

고려시 에 은율군의 별호 던 28)을 참고하면 황해도 은율군에 비정

된다. 이 두 지역은 단군신화와 련이 깊다.29) 황해도 은율군은 구월산

이 있고 평안북도 변군은 묘향산이 있다. 은율군의 구월산은 단군이 

수도를 평양에 정하 다가 이곳 구월산에 옮기고 1천 몇백여 년간 나라

를 다스렸다고 하고 아사달산이 있으며 산에는 단군에 련한 유 이 

곳곳에 있는데, 단군이 있었다는 장당경, 환인･환웅･단군을 모시는 삼

성사 등이 있다.30) 변군의 묘향산은 일명 태백산이라고도 하여31) 단

군신화에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 내려

왔다고 하 으며, �삼국유사� 찬자는 이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비정하

다.32) 이 두 지역은 단군과 련이 깊은 곳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서하와 비서갑으로 

언 된 이 다르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원문을 변형하

거나 심지어 조작한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는 에서 몇 자 다르다고 

2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寧邊大都護府, 山川條. “妙香山, 在府東

一百三十里[세주 : 一名太伯山].” 동 고 조. “古渭州[세주 : 在府西北四十

里].” 동 고 조. “太伯山[세주 : …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曰夫婁 …].”

28) �高麗史� 58, 地理3, 西海道 豐州.

29) 서하와 비서갑에 한 지명 비정이나 단군 승과 련된 구체 인 연구 등

은 곧이어 진행할 정이다.

30) �高麗史� 58, 地理3, 西海道 豐州 儒州

31) �高麗史� 58,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靈州 淸塞鎭. 주 25) 참조.

32) �三國遺事� 1, 紀異 1, 古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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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다른 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

는 것이 일반 이다.33) 단군의 혼인을 통해 낳는 아들이 부루인 은 같

으나, 서하와 비서갑 두 지명의 치가 다른 에서 �단군기�와 �단군

본기�는 동일한 사서가 아니라 다른 책으로 볼 수도 있다.

�제왕운기�의 �동명본기�에 언 된 비류국에 한 세주의 설명은 �삼

국사기�의 동명성왕본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비류왕 송양에 

해 선인이라 한 을 들어 그 찬자는 단군선인의 후손일 것으로 단하

고,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한 단군의 후손이라고 보았다. 특히 주

목되는 것은 高禮 즉 고구려왕의 世系가 단군과 련된다고 한 이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는 주몽이 아니라 비류국왕 송양을 선인왕검의 후손

이라 한 은 �삼국유사� 왕력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 한 과도 

다르다.34) 

여기서 비류(국)왕 송양과 련된 기록을 앞의 가)-2 ⑤에서 주몽이 

해씨라고 한 과 참조해 보면 기존의 논란을 재검토해 볼 수 있다. 松

壤의 ‘壤’이 ‘奴’ 혹은 ‘那’와 통한다고 여겨,35) 이를 특정 왕의 이름이 

33) 김정배, ｢단군기사와 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7, 163쪽 ; 최병헌, 앞의 논문, 1994, 143~144쪽 ; 이강

래, 앞의 책, 1996, 193쪽 ; 김성환, 앞의 책, 2002, 57쪽 : 리상호, ｢단군고

(檀君 )｣, �고조선에 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 사, 1963, 188~189쪽 : 

김남 ,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자와 성격｣, �한국학연구� 74, 

2020, 9쪽.

34) 비류국은 원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이 한사군의 하나인 도군이었던 을 고려해 볼 경우 만조선의 

간 지배를 받고 있었던 (김남 , ｢ 만조선의 성립과 발  과정 연구｣, 

서강 학교 박사학 논문, 2014, 138쪽 ; 이 성, ｢濊君 南閭의 동향과 滄

海郡･玄菟郡 설치｣, �백산학보� 116, 2020, 98쪽)을 상기해 볼 경우, 주몽 

등장 이 에 존재한 원고구려세력이 고조선문화의 향을 받아 비류국왕의 

世系를 단군과 연결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한다.

35) 여호규, ｢고구려 기 那部統治體制의 성립과 운 ｣, �한국사론� 27(서울

), 1992, 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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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소노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주몽이 송

양과 주도권을 다투어 승리한 일화는 주몽으로 표되는 계루부와 송양

으로 표되는 소노부 사이의 립 결과, 계루부가 승리하여 일 의 주

도권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송양의 승이 소노부에서 계로

부로의 왕실교체를 반 하고 있다는 것이다.36) 반면 그와는 달리 계루

부에서 소노부로의 왕실교체를 유리명왕 시기37) 내지 태조왕 시기38)로 

주목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모본왕의 죽음과 태조왕의 즉  사이에 

단  상이 보인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주몽을 해씨라고 한 기

록은 고주몽과 그 아들 해유리의 성씨에 한 논란도 해결할 수 있다. 

이후 어느 시기에 고구려 왕실의 성씨를 고씨로 확정하 는가 하는 과

제는 다시 남게 될 것이다.39)

나)-2는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인용된 �古記�의 내용이다. 천제가 

36) 李丙燾,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359~362쪽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 , 1999, 58쪽 ; 여호규, 앞의 책, 175~176쪽 ; 김 숙, �고구려

의 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47~48쪽.

37) 김용선, 앞의 논문, 60~62쪽 ; 김기흥, �고구려 건국사�, 창작과 비평사, 

2002, 32~34쪽.

38) 김철 , �한국고 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116쪽 ; 이종태, 앞의 논문, 

76~83쪽 ; 김종은, ｢고구려 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

사론� 3, 2003, 43~49쪽 ; 권순홍, ｢고구려 기의 도성과 개도－태조왕 의 

왕실교체를 심으로－｣, �한국고 사연구� 78, 2015, 216~220쪽.

39) 고구려의 왕이 고씨를 칭한 기록은 �魏書� 권97, 列傳57, 夷蠻 東夷 高句

驪國傳의 高璉 즉 장수왕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장수왕 13년(425)에 사

신을 보내�북] 에 조공하 다고 하 으나(동권18, 고구려본기6), 해당 연

인 북  태무제 시  2년조(�魏書� 권4, 帝紀4)에는 보이지 않는다. 남조 송

의 효무제 명 7년(463)에 고(구)려국이 견사하니 책 했다는 기록(�宋書�

권6, 본기6, 孝武帝 大明 7년 6월 무신조. “芮芮國･高麗國遣使獻方物”  

동년 7월 을해조 “征東大 軍高麗王高璉進號車騎大 軍･開府 同三司”)

에 장수왕을 高璉이라 하여 처음으로 고구려 왕실의 성씨가 고씨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고구려 왕실이 고씨를 칭한 시기는 장수왕  이 이었을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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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하여 해모수라 자칭하고 아들 부루를 해씨로 하 으며, 해부루는 

상제의 명령으로 동부여로 이동하고 동명제 즉 주몽이 북부여에서 이동

하여 졸본부여가 되어 고구려가 시작되었다고 하 다. 같은 �삼국유사�

의 고구려조와 비교하면 다른 이 많다. 

첫째, 북부여조에는 천제가 해모수라 자칭하 다고 한 반면에, 고구

려조에는 천제의 아들이 해모수라 하 다.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에 

의하면 주몽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이라 하여 고구려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고구려조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인용하 기 때문이다. �

개토왕릉비�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북부여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 는데, 이 비문과 비교해 보면 주몽의 아버지는 천제가 해모수라고 

한 북부여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상 으로 1차 사료라 

할 수 있는 � 개토왕릉비�의 문장의 고구려 시조 승이 보다 신뢰가 

되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조에 �단군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하백의 딸 사이에 夫

婁를 낳았다고 하 으나, 북부여조에는 해모수가 아들 扶婁를 낳았다고 

하나 구와 혼인하 는가를 밝히지 않았다. 이 두 기록에서 우선 에 

띄는 것은 단군의 아들 이름을 ‘夫婁’라고 표기한 반면에, 해모수의 아

들 이름을 ‘扶婁’라고 표기하여 이름의 표기가 다르다는 이다. 

일 이 신채호는 夫婁를 단군의 아들로 추정하 다.40) 부루의 아버지

가 구인가를 쟁 으로 보면, 일반 으로는 단군과 해모수를 별개의 

인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해모수를 환웅에 비정하고 주몽을 단군왕검에 

비정하는 견해41)가 있다. 이에 해 단군신화를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 다. 태백산･조선･아사달은 일반 으로 태양숭배를 반 한 것

으로 해석되고 있고, 단군도 샤만을 의미하는 ‘당 ’ 는 ‘하늘’을 의미

40) 申采浩, �朝鮮上古史�(1931) ; �丹齋申采浩全集(上)�, 丹齋 申采浩先生 紀

念事業 , 1987, 81쪽.

41) 崔南善, ｢朝鮮의 神話｣, �六 崔南善全集� 5, 매일신보사, 1939,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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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몽고어 ‘탱그리’와 련하여 ‘천군(天君)’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

’ 는 ‘탱그리’를 굳이 ‘단군’으로 음사한 것은 혹 �삼국지� 서 동

이  조에 보이는 ‘ 浪檀弓’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단

군과 궁사(弓 )의 계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단군신화의 

태양숭배도 이미 궁사와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다

면 아사달의 일명 궁홀산도 이런 각도에서 다시 음미할 필요도 있는 것

이 아닐까. 즉 자는 태양, 후자는 궁사를 각각 부각시켜, 양자가 함께 

태양신앙과 궁사의 결합을 표 한 것이다.42) 여기서 볼 때 단군과 련

되는 단군 즉 활과 활을 잘 쏘는 자를 주몽이라 부른다는 과도 일맥상

통한 면을 시사하고 있으나, 善 는 고  동북아시아에서 王 의 상

징으로 보는 것이다. 동명신화에 잘 드러나 있듯이 태양신앙과 궁사의 

결합은 보편 인 념이며 단군신화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고구려조에는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 주몽을 낳았다

고 하 으나, 북부여조에는 해모수와 주몽의 연 계에 한 언 이 

없다. 북부여조에는 동명제 즉 주몽이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세워 고구려가 시작되었다고 하 다. 의 �고기�에서 볼 때 해

모수가 부루를 낳았다고 하면서도 주몽이 해모수의 북부여를 이어 고구

려가 시작되었다고 한 것은 일면 모순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주몽도 해

모수의 아들이라는 계보 승은 � 개토왕릉비�에서 “옛 에 시조 추모

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출자는 북부여이며 천제의 아들”43)이라고 한 내

용과 일치한다. 해모수의 아들인 부루와 주몽은 북부여에서 이동하여 

각각 동부여와 고구려를 세웠다는 은 공통 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모순 이 드러난다.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에 

의하면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낳은 주몽이 동부여왕 해부루의 아들인 

42) 이성규,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신편 한국사� 1(한국사의 

개), 2002, 국사편찬 원회, 151쪽.

43) �廣開土王陵碑�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扶餘, 天帝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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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에 의해 양육된 것이라 한 은 계보 계에서 보면 �삼국유사� 북

부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부여조에서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루

라고 한 을 기 으로 삼아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와 �삼국유사�

고구려조를 비교하면, 해모수의 손자뻘인 와가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

을 거두어 길 다는 것은 世系 상의 오류가 심하여 혼란을 래하기 때

문이다.

이와 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여러 기록에 등장하는 동부

여의 역사  실체에 해서이다. � 개토왕릉비�의 문장에 의하면, “

락 20년(410) 경술년 동부여는 옛 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도 에 

배반하여 (고구려에)44)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 를 거

느리고 가서 토벌하 다”45)고 하 다. 여기서 동부여가 고구려 시조 동

명성왕의 속민이었다는 서술은 의 기록들과 조해 보면 의문이다. 

여기서 잠시 북부여와 동부여에 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동부여의 실체를 밝 보도록 하겠다. 우선 북부여와 동부여에 해 부

여와 북부여는 같은 실체로 악하면서 북부여가 방 상으로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로 부르기도 했다는 견해가 있다.46) 이와 

달리 ‘북’이라는 방  념은 부여가 기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부여와 부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7) 

동부여에 한 연구에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일반 인 견해이나 존

제한 시기를 두고 의견이 나 어져 있다. 동부여는 고구려 기부터 병

44) �廣開土王陵碑�에는 ‘高句麗’나 �中原高句麗碑�와 같이 ‘高麗’라는 자국의 

국호를 사용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45) �廣開土王陵碑� “廿年庚戌, 東夫餘 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

討.”

46) 노태돈, ｢부여국의 경역과 그 변천｣, �국사 논총� 4, 1989, 42~47쪽 ; 송기

호, ｢부여사 연구의 쟁 과 자료 해석｣, �한국고 사연구�37, 2005, 29~34쪽.

47) 이도학, ｢방 명 부여국의 성립에 한 검토｣, �백산학보� 38, 1991, 6~14쪽 ; 

송호정, ｢부여의 성립｣, �신편 한국사� 4, 1997, 151~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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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 다는 견해48), 3세기 후반 모용선비의 침공으로 부여의 일부 세력

이 북옥  인근으로 피난하면서 고구려의 용인 아래 성립되었다는 견

해,49) 그리고 북옥  지역에서 부여의 지배층이 부흥한 것을 동부여 성

립의 요한 계기로 보면서도 � 개토왕릉비�에서 동부여는 동지역

의 濊를 통칭하는 표 으로 확 되었다고 보는 견해50) 등이 있다. 동부

여의 성립에 하여 후자의 견해가 다수설의 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구려 건국신화는 원래 시조의 북부여 출자를 내세웠는데, 고구려 후

기 동부여 계통의 세력들이 고구려 앙의 유력세력으로 두하면서 동

부여 출자와 해부루, 와 등의 요소가 건국신화에 결합하 다고 보았

다.51) 다만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의 부여 기사에 한 반 인 재해석이 요구된다. 

고구려 건국신화가 북부여 출자에서 동부여 출자로 변화되었다는 주

장에 해 해부루 등의 동부여 련 요소가 이미 동명신화의 원형에서

부터 포함되어 있었다고 악하거나,52) 여러 승에 나타난 부여의 실

체가 각기 달랐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53) 한,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동부여의 신화 요소가 먼  수용되고, 북부여의 신화 요소가 더 나 에 

수용되었다고 보는54) 등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48) 이도학, ｢고구려의 부여 출원에 한 인식의 변천｣, �고구려발해연구� 27, 

2007, 130~140쪽 ; 송호정, �처음 읽는 부여사－한국 고 국가의 원류 부여

사 700년�, 사계 , 2015, 62~65쪽 ; 이승호, ｢부여 정치사 연구｣, 동국 학

교 박사학 논문, 2018, 111~119쪽.

49) 노태돈, 앞의 논문, 1989, 48쪽 ; 송기호, 앞의 논문, 2005, 33~34쪽. 

50) 공석구, ｢ 개토왕릉비의 동부여에 한 고찰｣, �한국사연구� 70, 1990, 17~ 

26쪽.

51) 노태돈, ｢주몽의 출자 승과 계루부의 기원｣, �한국고 사논총� 5 ; 1999, 

앞의 책, 1993, 27~52쪽. 

52) 임기환, ｢백제 시조 승의 형성과 변천에 한 고찰｣, �백제연구� 28, 1998, 

9쪽 ; ｢동명신화의 개와 변용｣,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8, 

164~167쪽. 

53) 윤성용,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 사연구� 39, 2005, 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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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동부여는 원래 주몽이 성장한 곳이다. 그곳

에서 탈출하여 압록강 류역의 졸본 지역으로 와서 고구려를 건국하

고, 이 당시 동부여는 고구려를 압박한 이후 무신왕 때까지 고구려와 

립하고 있었을 정도로 세력이 컸다. 이러한 을 보더라도 동부여가 

동명성왕 때부터 고구려의 속민이라 한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북부여

에서 이동한 동부여의 치는 두만강유역에 해당되는데, �삼국지� 서

동이 을 살펴보면 3세기 엽까지 이곳은 북옥 가 존재하 으므로55) 

그 이후에 동부여가 이곳에 들어서야 한다.

� 개토왕릉비�의 문장에 나오는 동부여에 한 여러 견해 가운데 

본래의 부여가 285년 선비족 모용외의 침공을 받고 옥  지역으로 피난

한 에 주목하여 그곳에 남아 있던 잔여 세력이 3세기 말엽에 세운 나

라로 보는 견해56)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동부여가 

54) 이승호, ｢ 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천제지자(天帝之子) 념 형성의 사 (史

的) 배경｣, �역사와 실� 81, 2011, 102~113쪽.

55) �삼국사기� 각국 본기의 기 부분의 외 계기사에는 련이 깊은 나라

나 경쟁국에 한 기록이 보이는데, 삼국과 이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병합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신라본기의 경우 가야가 

신라와 한동안 립 경쟁 교류하다가 내해왕 에 포상팔국 쟁을 끝으로 

이후 300년간 기록이 보이지 않고 실제로 멸망한 것은 국( 가야)이 

법흥왕 19년(532), 가야가 진흥왕 23년(562)이라 하고 있다. 백제본기의 

경우에는 마한이 온조왕 에 멸망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서� 동이

에는 3세기 말엽까지 마한이 존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본기의 경우

에는 부여가 고구려와 립 경쟁 교류하다가 태조 왕 70년(121) 이후 기록

이 보이지 않고 문자명왕 3년(494) 고구려에 투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구려가 부여의 토를 유한 것은 5세기 말엽이며, 신라의 가야제국 병

합과 백제의 마한제국 병합은 6세기 엽이다. 이는 �삼국사기�가 삼국만

으로 본기를 편성하기 한 의도에서 경쟁국을 모두 기 단계에 소멸된 

것으로 처리하고 삼국의 토 개념을 각 본기의 기부터 설정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선석열,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기록의 문제와 신라국가의 성

립｣, 부산 학교 박사학 논문, 1996, 63~66쪽).

56) 노태돈, 앞의 책, 1999, 52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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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 존재한 시기는 기원  1세기 후가 아니라, 3세기 말엽에 두

만강하류역으로 이동하여 고구려의 통제를 받고 있다가 410년 개토

왕에 의해 완 히 복속된 것이므로, 건국기사를 제외한 고구려본기의 

부여 계 기사는 본래 북부여가 상이었다고 이해하는 편이57)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단군･부루･주몽의 계보가 동부여를 매개로 하

고 있어 이들과 련된 계보의 구성은 신 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

히 왜 하백녀가 연결고리가 되어 단군･부루･주몽 계보가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에 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연결고리 하백녀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들어 주몽은 부모가 해모수와 유

화라고 하면서도 왜 �단군기�에서 단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 즉 유화와 

계하여 낳은 부루와 주몽이 형제라고 하 을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단군  해모수와 혼인한 화백의 딸은 여러 기록에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잠시 왜 ‘河伯女’와 ‘河伯之女’라는 표 에 차이가 있는가 살

펴보자. 양자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을 근거로 삼아 하백녀는 해모수

뿐만 아니라 단군과도 혼인한 존재라는 에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의 여성 신격이라고 보았다.58) 고 의 계보 기록을 일별해 보면 ‘인

명+之女’ ‘〇〇王之女’와 같이 ‘~之女’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 이지

만, ‘〇〇王女’ 는 ‘인명+女’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助

賁王之女’59)를 ‘助賁王女’60)로 ‘金運公之女’61)를 ‘一吉湌金欽運女’62)로 

57) 노태돈, 의 책, 1999, 33~44쪽.

58) 이지 ,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승문제｣, �東아시아 

古代學� 13, 2006,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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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므로, ‘河伯女’와 ‘河伯之女’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몽의 어머니 이름의 변화가 5세기의 � 개토왕릉비�와 � 서�에서 

‘河伯女(郞)’로 표기하 고 12세기의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에서 ‘河

伯之女 柳花’로 13세기 말엽의 �제왕운기�에서는 ‘柳花’로 변화되었

다.63) 이러한 을 감안해 보면, 그 이름의 표기가 차 구체화된 이후 

일반화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河伯之女 柳花’ 즉 하백의 딸 유화가 해모수와 혼

인하여 주몽을 낳았다고 한다.�삼국유사�에서도 여러 사서의 련 내용

를 인용하여 소개하 다. 먼  고구려조에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

로 하 고, 다음 �단군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서하 하백의 딸과 상

하여 부루를 낳았다고 하 다. 북부여조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해모

수와 그 아들 부루를 언 하는 한편으로, 주몽이 북부여를 이었다고 하

다. �제왕운기�에서는 여러 사서의 련 내용를 인용하여 소개하

다. 먼  �제왕운기� 고구려기에서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주석을 달아 

그 로 하면서 주몽의 부모가 해모수와 하백의 장녀 유화라고 하

고, 다음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

다고 하 다. 특히 �동명본기� 즉 �삼국사기�의 동명성왕본기를 인용하

여 송양이 선인 왕검의 후손이라 하면서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한 단군의 후손으로 이해하여 포 인 단군론을 제시하 다. 

이들 사서의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와 �제왕운기�에서는 주몽과 단

군의 계에 해 직 으로 언 하지 않았으나, �삼국유사�는 왕력에

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 하고 �단군기�를 인용하면서 주몽이 단군

59) �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 미추이사  즉 조.

60) 동권2, 흘해이사  즉 조.

61) �三國遺事� 권1, 왕력 제삼십일 신문왕조.

62)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즉 조.

63) 이지 , 의 논문, 2006,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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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 부루와 이모형제라고 하여 주몽과 단군의 계를 간 으로 

연결하려 하 다. 

이들 기록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하백녀와의 연결이다. �삼국사기�를 

제외하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그보다 앞서 편찬된 사서를 인용

하 으므로, 그 사서를 원 으로 다루어 살펴보아야 한다. 

계보가 유화와 단군으로 연결되는 기록으로는 �단군기�와 �단군본기�

가 있다. 계보가 유화와 해모수로 연결되는 기록으로는 �삼국사기�가 

표 인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이를 인용하여 다양한 계보를 

추정하 다. 다른 한편으로 �삼국유사�는 �고기�를 인용하여 해모수와 

부루･주몽 사이의 계보를 연결하 으나, 유화를 언 하지 않았다. 물론 

�삼국유사�에 언 되어 있는 �고기�는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하면서 

단군의 부모에 해 언 하 지만, 단군 이후부터의 계보에 한 언

이 없다. 그러면서도 해모수의 계보에 해서는 언 하고 있는 것이 이

채롭다. �고기�에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새롭게 요약하여 이용하고 있

는 에서 �삼국사기�보다 후 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하백의 근거지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에서 같은 책으로 볼 수 없다. 이들 사서를 �고

기�와 비교해 보면, 보다 후 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단군신화에서 인용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단군신화에서 단군 다음을 기자로 서술함으로써 단군의 

혼인과 련된 자세한 기록을 담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단군을 이은 것이 기자로 설정함으로써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낳은 부루가 북부여왕으로 되었다는 내용을 인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신 �단군기�의 내용을 �삼국사기�의 다음 부분에 인용하여 양자

를 조하 으며, 북부여조에서는 �고기�를 인용하 다. �제왕운기�는 

�단군기�가 아닌 �단군본기�의 하백녀와 단군의 혼인에 의한 부루의 

탄생을 인용하 고, 그 다음으로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 가운데 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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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송양이 단군의 후손임을 인용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단군의 후손임을 

천명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원래는 하백녀와 혼인한 것은 해모수이지만, 그

후에 하백녀가 단군과도 혼인한 것으로 견강부회한 것은 어떤 이유일

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다

음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다.

다)-1. 양부의 재신(宰臣)을 편 (便殿)에 불러서 군국의 일에 해 물었다. 

… 내시(內侍) 이 부를 보내어 서경의 임원궁에 성을 쌓고 팔성당을 

궁궐 안에 설치하 으니, 첫째는 호국백두악태백선인 … 넷째는 구

려평양선인 … 모두 화상을 그렸다.64)

다)-2. 묘청이  왕을 설득하여 임원궁에 성을 쌓고 궁 안에 팔성당 설치

하 는데, 팔성  첫째는 호국백두악태백선인 … 넷째는 구려평양

선인 … 모두 화상을 그렸다.65)

의 기록은 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경의 

임원궁에 팔성당을 설치한 것이다. 그보다 앞서 고려의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 는데, 1126년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의 궁궐이 거의 불탔고 왕

권은 실추되면서 기강이 크게 무 졌다. 더욱이 밖으로는 女眞의 金이 

흥기하고 漢族의 北宋이 크게 무 져 외정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내우외환을 타개하기 한 묘책을 궁리한 서경의 승려 묘

청은 지덕쇠왕설을 내세웠고, 칭제건원과 국정벌을 주장하여 주 를 

환기시켜 국력회복을 시도하 다. 1131년(인종 9)에 묘청은 임원궁에 축

성을 하고 팔성당을 설치하 는데, 본고와 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백

64) �高麗史節要� 권9, 仁宗 9년 8월조. “召兩府宰臣于便殿, 問軍國事. … 遣內

侍李仲孚築西京林原宮城, 置八聖 于宮中, 一曰護國白頭嶽太白仙人 … 

四曰駒麗平壤仙人 … 皆繪像.”

65) �高麗史� 권127, 列傳40, 妙淸傳. “妙淸又說王, 築林原宮城, 置八聖 于宮

中, 八聖, 一曰護國白頭嶽太白仙人, … 四曰駒麗平壤仙人, … 皆繪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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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악태백선인  평양구려선인이다. 

원래 평양구려선인은 서경신66)  평양신67) 등으로 불 는데, 백두악

태백선인과 함께 고조선과 고구려 옛 역에서의 지역신으로서 존재하

다.68) 이러한 의도는 서경 가 칭제건원과 국정벌을 주장하는 분

기 속에서 풍수지리도참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서경신 평양신을 국조신

으로의 환을 시도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 개경 는 유교  합

리성을 내세워 반 하여 난 에 착하자 1135년 묘청의 난이 일어났으

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개경 의 문신들이 정국을 독 으로 주도

하게 되었으나, 무신천 의 상황 속에서 정 부 등이 주동이 되어 1170

년 무신의 난을 일으켜 무신정권이 성립하게 되었다. 

나말여  이후 삼국의 역사계승의식이 지속되어 무신정권 성립 이후 

1202년경의 신라부흥운동, 1217년의 고구려부흥운동, 1236년의 백제부

흥운동 등이 실천 으로 일어났다. 부분의 민 항쟁이 무신정권의 무

능과 수탈에 한 항거로서 생존권투쟁이라 할 수 있다. 삼국부흥운동

이 일어난 이면에는 고려 이 인 삼국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움직임으

로서69) 당시 고려민의 역사계승의식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씨무신정권기에 몽골의 침략으로 몽항쟁이 개되면서 역사의식

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에 시  상황을 지성 으로 극

복하고자 하는 일부 지식인에 의해 새로운 역사의식의 창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고려 기부터 변 이 일어나 단군 승이 고조선 때부터 존재

한70) 건국신화로 회복되었으며,71)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단군-부

66)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원년 11월 신묘조. 

67) 동권 53, 志7, 오행1, 명종 17년 11월 경신조. 

68) 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22쪽.

69) 이정신, ｢12･13세기의 삼국부흥운동｣, �한신인문학연구� 1, 2003, 131~135

쪽.

70) 단군신화는 고조선 당시에 존재하 음은 차자표기법에서 볼 수 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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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주몽의 계보를 통해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의식

을 나타내었다. 특히 �제왕운기�는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부여를 고조

선[ 조선]의 갈래이자 다른 국가와 달리 정통성을 부여하 다.72) 이 즈

음 서경신 평양신이 국조신으로의 환을 시도하 고 몽항쟁의식에

서 단군을 국조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73) 한 ‘尸羅･高禮･南北

沃沮･濊貊’ 등 우리 역사의 범주 안에 있던 여러 나라도 아우르면서 역

사인식의 확 를 도모하게 되었다.74)

이러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12세기 엽에 �단군기�와 �단군본기�에

서 단군신화와 북부여 개국신화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단군과 같은 천

제의 아들로 되어 있는 해모수를 아들로 설정할 수 없어 부루를 아들로 

설정하게 되었다. 유화를 거명하지 않고 서하 는 비서갑 하백녀로 수

정하여 단군의 아내로 설정하 다고 하 다.75) 

을 상으로 하여 ‘王 ’이었으며 임 이 거처하는 왕성은 ‘王險城’으로 표

기하 는데, 만 등장 이 에 이미 왕검의 존재가 해지고 있었으며, 한

국에서는 불가 외에 유교사가들에 의해서도 인지되어 있었다(선석열, ｢일

인 학자들의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과 그 비 ｣, �한일 계사연구� 76, 

2022, 200~201쪽) 이는 일인 학자들이 단군의 이름을 왕검(王 )이라 쓰

고 있는 것은 평양의 옛 이름인 王險의 ‘險’자를 인편(人扁)[‘ ’]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那珂通世, ｢朝鮮古史 －朝鮮樂浪玄菟帶方 ｣, �史學雑誌�

5-4, 1894)한 것에 한 반박이었다. 

71) 김성환, ｢고려시 의 단군 승과 고조선 인식｣, �단군학연구� 8, 2000, 63~ 

89쪽.

72) 김성환, 앞의 논문, 2015, 34~35쪽.

73) 조경철, ｢근  이  한국사 속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3, 

110~111쪽.

74) 한편으로는 구태의연한 인식도 있었다. 1325년(충숙왕 12년)에 찬술된 �조

연수묘지명�의 내용 가운데 “平壤之先, 仙人王 , 至今遺民, 司空.”을 

통해 보면, 평양 조씨가 자신의 가문을 선인왕검의 후손이라 인식하고 있었

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도 유학자를 비롯한 다수의 지배층은 선인왕검

을 지역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 히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75) 오강원, 앞의 논문,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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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왕편�에 하백녀와 단군이 련된 서술이 없으므로,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삼국사기�와 �동명왕편�보다 후 에 편찬되었다.76) �삼

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이들 사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에서 먼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들 사서는 �동명왕편� 이후에서 �제왕운기�가 

편찬되기 이 의 시기로 추정되며, 하백녀를 연결고리로 하여 단군을 

심으로 부루와 주몽을 계보 상으로 연결지었다. �제왕운기�에서도 이

를 수렴하여 여러 나라 한 단군의 후손으로 확 하기에 이르 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계에 해 �삼국사기�, �고기�, 

�단군기�, �단군본기�, �제왕운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그 역사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에 해 요약하여 맺음말에 

신하고자 한다.

첫째, 먼  언 해 두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후 일인 학자들이 단

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계에 해 어떻게 이해하 는가이다. 그들은 

단군부정론을 내세우면서 이 계보에 해 국사서에 없으므로 주몽의 

존재는 인정하되 단군과 부루는 허구라고 규정하 다. 따라서 본고는 

단군-부루-주몽의 계보의 역사  의미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게 되

었다.

둘째,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를 다양하게 하는 사서들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

76) �단군기�･�단군본기�의 편찬을 고려 이 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김 수, 

｢고려조의 고구려계승의식과 고조선인식｣, �역사교육� 43, 1988, 99~100

쪽), 고려 기 이 에는 편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김성환, 앞의 논문, 201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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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군기�, �단군본기�에 보이는 련 계보를 종합 으로 서술하

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주몽이 해모수와 하백녀의 

연 계를 언 한 다음에 �단군기�의 기록을 시하여 단군과 서하 하

백녀를 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루의 계보를 서술하 으나, 주몽이 해

모수와 련하여 해씨 다고 한 에서 왕력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

라는 추정을 입증하지 못하 다.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삼국사기�

를 인용하여 주몽과 해모수･하백녀와의 연 계를 언 하 으나, �단

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서하 하백녀를 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루

의 계보 계를 서술하 다. 

셋째, 앞서 검토해 본 계보 계를 단군을 심으로 한 계보와 해모수

를 심으로 하는 계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제왕운기�에서는 고조

선 부여 외에 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 한 단군의 후손으로 이해하

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이러한 계승 계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와 

련되어 요한 것은 두 계보의 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다. �삼국

유사�와 �제왕운기�에서는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해모수 심의 계

를 구성하 으나,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하백녀를 

심으로 하여 주몽과 부루의 계보 계를 서술하 다. 이들 계보 계에

는 하백녀가 매개 되어 있다는 이 주목되었다. 

넷째, 하백녀와 련된 단군과 부루･주몽의 계보 계가 지니는 역사

 의미를 추구하 다. 우선 검토한 것은 계보 기록에 매개역을 한 동부

여의 존재 시기가 3세기 말엽에서 5세기 엽이라는 인데, 그들 계보

에 혼란을 래한 夫婁와 扶婁의 문제를 밝 내었다. 본고에서 밝히고

자 한 하백녀와 련해 보면 �단군기�에서 서하 하백녀와 �단군본기�

의 비서갑 하백녀라는 기록은 서하가 황해도 은율군에 비정되고 비서갑

이 평안북도 변군에 비정되는 에서 출신 지역이 다르므로 양 사서

는 동일한 사서가 아니다. 원래는 하백녀와 혼인한 것은 해모수이지만, 

그 후에 하백녀가 단군과도 혼인한 것으로 견강부회한 사실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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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면서 

1131년 평양구려선인은 지역신으로서의 서경신  평양신에서 국조신

으로의 환을 시도하 고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몽항쟁의식에서 단

군을 국조로 재인식하게 된 상황에서 하백녀를 연결고리로 삼아 단군 

심의 계보를 구성한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2. 07. 03 심사완료일 : 2022. 08. 17 게재확정일 : 2022.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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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ity of 

Dangun(檀君)-Buru(夫婁)-Jumong(朱蒙) Genealogy 

and Habaek-Nyeo(河伯女)

Seon, Seok-Yeol

This study analyzed the genealogy relationship among Dangun(檀君) 

and Buru(夫婁) and Jumong(朱蒙) recorded in the Dangungi(檀君紀), 

Dangunbongi(檀君本紀), Samguksagi(三國史記), Samgukyusa(三國遺事), 

Jewangungi(帝王韻紀), and examin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medium of Habaek-Nyeo. 

The Samgukyusa assumed that Jumong was the son of Dangun. After 

referring to the blood relationship between Haemosu(解慕漱) and 

Habaek-Nyeo by quoting Samguksagi, this book emphasized the records 

of Dangungi and described the genealogy of Jumong and Buru centered 

on Dangun and Habaek-Nyeo of Seoha(西河),

On the other hand, Jewangungi mentioned that Jumong's parents were 

Haemosu and Habaek-Nyeo. But it described the genealogy between 

Jumong and Buru, citing the Dangunbongi that Dangun and Habaek-Nyeo 

of Biseogap(非西岬) had married and had a Buru. Since the two 

genealogical relations were noted that Habaek-Nyeo was mediated, it 

pursue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genealogical relationship between 

Dangun and Buru and Jumong related to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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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the existence of eastern Buyeo(夫餘) who mediated the 

genealogy record was from the end of the 3rd century to the early 5th 

century,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abaek-Nyeo of Seoha who were 

irregular in Eunryul-gun(恩律郡), Hwanghae Province(黃海道) and the 

Habaek-Nyeo of Biseogap who were irregular in Yongbyon-gun(寧邊郡), 

North Pyongan Province(平安北道) was noted. Originally, it was Haemosu 

who married Habaek-Nyeo, but the fact that she was married to Dangun 

also considered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time.

As a movement to move the capital to Seogyeong(西京) by Myocheong

(妙淸) occurred, Pyongyang(平壤)'s local god attempted to convert into 

the ancestor god of the country in 1131. The ritual of resistance to 

Mongolia re-recognized Dangun as a national god, and connected with 

her to form a genealogy centered on Dangun. In addition to Gojoseon(古

朝鮮) and Buyeo, Jewangungi also understood Silla(尸羅), Goguryeo(高禮), 

North and South Okjeo(南北沃沮) and Yemak(濊貊) as descendants of 

Dangun, which is a one-sided expression of such historical consciousness. 

There was no specific research result on this problem, and this study 

pursued it.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the tradition related to this was 

more added after the Joseon(朝鮮) Dynasty.

【Key words】

Dangungi(檀君紀), Dangunbongi(檀君本紀), Dangun(檀君), Buru(夫婁), 

Jumong(朱蒙), Connection Ring, Habaek-Nyeo(河伯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