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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천년전북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간의 장막을 거슬러 

올라 가야의 시간을 탐색합니다.

전북학연구센터는 지난해 5월 개소 이후 동학기념일 제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비

롯해 아카이브 구축과 도민강좌 등 미래전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

고 있습니다.  

이번 총서 발간은 전북학 학술연구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북 우수 논문공모 선정

작 중 자료 번역부문을 묶어 출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학 연구자 발굴을 통한 

연구 진흥은 물론, 향후 전북학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유의 장을 마

련하여 전북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고학 유물과 옛 문헌을 토대로 선사시대부터 후백제까지 해양 문물교류의 중심

지로 전북의 국제적 역동성을 소개한 군산대 곽장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서의 출발을 알린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편에서는 고대부터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자, 동부지역의 제철과 서부 해안권 소금을 상징하는 동철서염(東鐵西鹽)

이라는 국가전략과 지표 환경을 확인하고 웅혼했던 전북가야 연구의 단초를 마련합

니다. 고서를 근간으로 ‘전북가야’의 모습을 살펴 실체를 종합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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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가야사는 국정과제 포함 이후 동부지역 유적 분포 확인과 전북 국가사적으로 

장수 동촌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이 이름을 올려 가야사 연구에 새 지

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를 조망하여 전북학의 대서사를 발굴·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북학총서는 전북 역사에 대한 탐사의 기록이자 나아가 동북아라는 

거대담론을 일구는 밑거름이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연구자와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8.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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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이 소금과 철이다. 전북은 

‘염철론(鹽鐵論)’의 큰 무대였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철과 새만금

에서 소금이 생산됐는데, 종래에 전북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

에 근거를 두고 전북을 ‘동철서염(東鐵西鹽)’으로 표현하려고 한

다. 이제껏 전북은 동쪽의 산간지대와 서쪽의 평야지대로 상징되

는 ‘동고서저(東高西低)로 회자되어 왔다. 전북의 ‘동철서염’이 전

북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융성했던 마한·가야·백제·후백제가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전북의 

고대문화는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로서 전북의 자긍심이자 뿌리

이자 값진 문화유산이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교역망의 허브를 이룬 

곳이 전북지역이다. 동시에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등의 

내륙수로와 해상교통이 거미줄처럼 잘 갖춰져 있다. 전북의 ‘동철

서염’이 가장 큰 밑거름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초기철기

제1장
전북 내륙문화와 해양문화 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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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는 순민(舜民), 호는 여암

(旅庵),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신숙주(申叔舟)의 동생 신말주

(申末舟)의 11대손으로 진사 내

(淶)의 아들로 문자학(文字學)·성

운학(聲韻學)·지리학(地理學) 등 

다방면에 업적을 남겼다.

시대 철기문화가 바닷길로 처음 전북혁신도시에 전래된 뒤 후백

제까지 1000년 동안 철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당시 사통팔달했

던 교역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금과 철의 산

지는 대부분 거점지역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산맥의 흐름과 산의 위치 등을 표로 정리해 놓은 지

리책이 산경표(山經表)이다. 영조대 실학자이자 지리학자 신경

준(申景濬)1가 편찬한 전통 지리학의 지침서이다. 백두대간은 한

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

작하여 동해안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일대에서 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덕유산 백암봉을 거쳐 지리산 천왕봉

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우리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로 다시 여기에서 비롯된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은 문화권

과 생활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됐다. 

백두대간은 전북 구간에서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국경을 

형성했고, 조선시대 때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놓는 행정 경

계를 이루고 있다.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이 전북을 동부산악지대

1899년 제작된 대한전도 내 전

라북도 전도로 백두대간과 금남

정맥, 호남정맥을 중심으로 충

남 금산군이 전북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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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부 평야지대로 나눈다. 전북 동부지역은 하나의 생활권 혹

은 문화권으로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형적인 산악지대를 이

룬다. 백두대간 명산으로 알려진 영취산에서 주화산까지 서북쪽

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이 남으로 섬진강, 북으로 금강 유역으로 

구분 짓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 서쪽에 진안

고원이 위치한다.

호남평야와 새만금2으로 상징되는 전북 서부지역은 선사시대

부터 줄곧 농업문화와 해양문화가 함께 융성했다. 새만금은 군

산시 비응도에서 시작해 신시도를 지나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

지 33.9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아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만드

2  호남평야의 심장부 김제·만경

평야를 달리 ‘금만평야’라고 부르

는데, 새만금은 ‘금만’이라는 말

을 ‘만금’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

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붙여 새

로 만든 낱말이다.

3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로 불

리는 곳으로 선유도와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등 63개의 섬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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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책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만

경·김제평야와 같은 풍요로운 땅을 새롭게 일구어 내겠다는 의

지가 담겨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군산도(群山島)3를 중심으로 

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 일대를 하나로 합쳐 새만금으로 설정

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다.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

를 옛날의 고속도로라고 한다. 새만금은 만경강을 기준으로 북

쪽에 금강, 남쪽에 동진강, 서쪽에 서해로 상징되는 4개의 옛날 

고속도로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 금남호남정맥의 지맥인 신무

산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백제의 도읍 공주, 부여를 거쳐 군

기원전 194년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과 그 일행이 도착했던 것

으로 알려진 금강 하구 나리포

와 공주산, 오성산 일대 모습이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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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원전 206년 진나라 멸망 이

후 서쪽의 초나라 패왕 항우와 

한나라 왕 유방과의 5년에 걸친 

전쟁을 말한다.

5  군산에서 서북쪽으로 64㎞ 

가량 떨어진 어청도는 바닷물

이 대단히 푸르러 붙여진 이름

이다.

산에서 서해로 들어간다. 금남정맥의 밤샘과 호남정맥의 까치샘

에서 각각 발원하는 만경강, 동진강도 호남평야를 넉넉하게 적셔

주고 군산과 부안 사이에서 새만금으로 흘러든다.

새만금은 강과 바다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통팔달했던 교역

망을 잘 갖춘 해양 문물 교류의 길목이었다. 동시에 서해 중앙부

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잘 살려 여러 갈래의 바닷길이 하나

로 합쳐지는 해상교통의 허브였다. 초기철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

지 중국과 일본, 동남아, 멀리 아라비아 등과 군산도를 경유하던 

바닷길로 해양 교류가 활발했다. 금강·만경강·동진강 내륙수로와 

바닷길이 거미줄처럼 잘 갖춰져 삼국시대까지 연안항로가 발전

했고, 그 이후에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전으로 군산도를 통과

하던 횡단항로와 사단항로가 발달했다.

일본에서 농경의 신·의학의 신·학문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

이 제나라 방사 서복(徐福)이다. 그는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로초

를 구하기 위해 탐사할 때, 새만금과 제주도를 거쳐 일본에 정착

했다. 기원전 202년 중국 초한전쟁(楚漢戰爭)4때 제나라를 이끈 

전횡(田橫)이 군산 어청도(於靑島)5로 망명해 왔는데, 제나라는 

춘추 5패이자 전국 7웅의 최강국으로 ‘동염서철(東鹽西鐵)’로 비

유된다. 전횡은 초한전쟁에서 유방(劉邦)이 항우(項羽)를 물리치

고 중국을 통일하자 형제 두 명과 측근, 병사 약 500명을 거느리

고 어청도로 망명해 왔다고 한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古朝鮮) 마지막 왕 준왕(準王)이 위만에

게 나라를 빼앗긴 후 바닷길로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

았는데, 준왕이 처음 상륙한 장소가 금강 하구 나리포라고 한

다. 당시 나리포에 도착한 준왕은 익산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는

데, 이때 준왕의 딸이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산을 공주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공주산 앞쪽 산을 준왕이 딸을 데리러 왔다고 

해서 어래산(御來山)이라고 부른다. 군산시 임피면 소재지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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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위치한 용천산성은 동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 산성

으로 고조선 준왕이 쌓았다고 전한다.

제나라 전횡의 망명, 고조선 준왕의 남래로 전북에서 ‘동철

서염’의 밑바탕이 구축됐다. 전북의 철기문화가 육로가 아닌 바

닷길로 전래됐는데, 당시의 바닷길이 전북의 아이언로드(Iron-

Road)이다. 초기철기시대 때 전북혁신도시 등 만경강 유역이 한

반도 테크노밸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횡의 망명, 고조선 

준왕의 남래가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새만금 

일대 해양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보고된 약 600 개소의 패총 가운데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원

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초기철기시대 바닷길로 전북혁신도시에 처음 전파된 철기문

화가 한 세기 뒤 전북 동부지역으로 이동한다. 1989년 장수군 천

천면 남양리에서 청동유물과 철기유물이 반절씩 섞인 상태로 나

왔고, 기원전 84년에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운봉고원 내 지리

산 달궁계곡으로 피난을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가야의 영

역에서 철기문화가 맨 처음 시작된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야세력

이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하는데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진

1285년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

에 등장하는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등 육가야와 전북가야

에 속한 시군이 표시된 지도이

다.(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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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서기에 봉후(烽候[堠])

로 등장하고 달리 봉화(烽火) 혹

은 낭연(狼煙)으로도 불리는데, 

여기서는 봉수로 통일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7  달리 호석(護石)으로 부른다. 

안고원과 운봉고원을 무대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다.

흔히 가야는 42년부터 562년까지 영남 서부지역에서 호남 

동부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세력집단 또는 소국들의 총칭이다. 

금관가야(金官伽倻)와 대가야(大伽倻),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령가야(古寧伽倻), 소가야(小伽倻), 성산가야(星山伽倻)가 

대표한다. 중국 및 일본 문헌에 기문(己汶)과 반파(叛波 혹은 

伴跛) 등 20개 이상의 가야 소국이 등장한다. 낙동강과 섬진강 

사이에 위치했던 가야는 서쪽이 백제에 동쪽이 신라에 복속됐

다. 전북 동부지역에 2개 이상의 가야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

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백두대간 서쪽 유일한 가야 왕국 장수가야는 4세기 말엽 늦

은 시기 처음 등장해 가야 소국으로 융성하다가 백제에게 6세

기 초엽에 복속됐다. 금남호남정맥이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

았고, 대규모 구리 및 철산 개발, 백두대간 육십령 등 거미줄

처럼 잘 구축된 교역망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장

수 노곡리·호덕리 말무덤이 연속으로 발전하여 240여 기에 이

르는 가야 중대형 무덤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조영됐다. 

백두대간 서쪽 금강 최상류에서 100여 개소의 봉수(烽燧)6를 

남긴 장수가야는 달리 봉수왕국이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내 운봉가야는 5세기를 전후한 시

기에 등장하여 6세기 중엽 경까지 가야 소국으로 존속했다. 

백두대간이 천혜의 장성(長城) 역할을 해주었고, 백제의 선

진문물 전파의 관문이었고, 교역네트워크를 통한 철의 생산

과 유통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봉토의 가장자리

에 둘렛돌7 시설을 두르지 않았고 하나의 매장 주체부만 배치

된 단곽식과 같은 운봉가야의 지역성도 이어갔다. 운봉가야는 

180여 기의 말무덤과 가야 중대형 고총, 금동신발과 철제초

두, 계수호, 수대경 등 최고급 위세품을 남겼다.

전북 서해안 옛 환경 지도로 노

란색 실선이 본래 해안선으로 추

정되며, 해발 7m 내외까지 바닷

물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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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야사 국정 과제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홍보 전략 일

환이다.

9  백제왕이 왜왕 지(旨)에게 내

려준 쇠로 만든 칼이다. 곧은 

칼의 몸 양쪽에 나뭇가지 모양

의 칼이 각각 세 개씩 달려 있

어 모두 일곱 개의 칼날을 이루

고 있다.

10  조선 말기의 지리학자 김정

호가 대동여지도를 나뭇조각에 

새기기 위해 먼저 붓으로 그린 

전국지도이다. 우리나라의 옛 

지도 중 가장 많은 인문지리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11  김정호(1804∼1866)가 편찬

한 32권 15책의 필사본으로 전

국 지리지이자 역사지리서이다.

2017년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모든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합쳐 전북가야8라고 새로운 이름을 만

들었다.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무주군·진안군·완

주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

야문화유산을 전북가야에 담았다. 이 용어는 100대 국정 과제

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 담겨

있음을 밝혀둔다. 여기에 충남 금산군을 포함시킨 것은 1963

년까지 전북에 속했었고, 전북가야와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전북 동

부지역이다. 삼국시대 때 전북 동부지역에 큰 관심을 두었던 

백제의 왕들은 백제를 중흥으로 이끌었다. 최고의 황금기를 

이끈 근초고왕은 운봉고원을 통과하는 백두대간 치재로를 따

라 남정하여 가야 7국을 평정하고 운봉고원의 니켈철로 칠지

도(七支刀)9를 만들어 왜왕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 웅진

기 백제 도약의 기틀을 구축했던 무령왕은 가야 소국 반파국

과 3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대규모 철산 개발로 번창했던 

운봉가야를 정치적으로 복속시켰다.

삼국시대 때도 마한의 해양문화가 그대로 계승됐다. 백제

가 공주로 도읍을 옮긴 후 군산도를 경유하는 해상 실크로드

로가 다시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며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더욱 

융성했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가장 일목요

연하게 보여준 곳이 부안 죽막동이다. 서해로 약간 돌출된 변

산반도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서북쪽에 새만금이 있

다. 마한과 백제, 가야, 왜 등이 연안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죽막동에 잠시 들러 안전한 항해를 염원하며 해신에게 해양제

사를 지내던 곳이다.

동여도(東輿圖)10에 가야포(加耶浦)가 표기되어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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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가 지은 대동지지(大東地志)11부안현 산수조에도 가야

포가 다시 등장한다. 동진강을 따라 사방으로 통하는 내륙수

로가 시작되는 동진강 하구에 가야포가 있었다. 이곳은 부안 

죽막동에서 동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부안군 계화면 궁안

리·창북리 일대이다. 고창군 고창읍 봉덕리에서 중국제 청자

와 일본계 토기,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원통형토기가 출

토되어 해상 교역을 중심으로 한·중·일의 고대문화가 활발하

게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역동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 금

강 하구이다. 군산 산월리에서는 마한부터 백제까지 600여 점

의 유물이 출토됐는데, 유물은 그 종류가 풍부하고 나온 양도 

조선 철종 때 김정호가 제작한 

‘동여도’ 내 새만금 모습으로 동

진강 하구 가야포와 고군산, 계

화도 봉수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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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백제의 중앙과 지방을 비롯하여 왜계 토기까지 포함

되어 달리 ‘백제토기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수 토기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군산 산월리·여방리, 익산 입점리·웅포리 등 

새만금 일대에 지역적 기반을 둔 토착세력 집단은 백제와 교

류관계가 돈독했던 해양 세력으로 추측된다.

전북의 ‘동철서염’을 국가시스템으로 기획하고 완성시킨 백

제 무왕은 전북 동부지역 철산지에 큰 관심을 두었다. 백두대

간 아막성에서 20년 넘게 지속된 철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

어 운봉고원을 다시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익산으로 

도읍을 옮긴 뒤 익산 미륵사와 제석사, 왕궁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펼쳤다.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을 매개로 전북가야와 

백제의 문물교류가 무령왕 때 운봉고원 기문국이 백제에 처음 

복속됐고, 한 세기 뒤 무왕이 운봉고원을 다시 탈환함으로써 

백제를 전성기로 이끌었다.

새만금은 한 동안 전쟁터로 바뀌면서 많은 아픔을 지니게 

되었다.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명이 상륙한 기벌(伎

伐) 혹은 기벌포(伎伐浦)는 새만금 일대로 여겨진다. 663년 

백제부흥군이 일본의 지원군과 함께 나당연합군과 격전을 벌

였던 국제 해전인 백강 전투, 676년 신라 수군이 당나라 수군

을 물리친 최후의 격전지 기벌포도 새만금이다. 아직은 기벌

포, 백강 전투 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고견들이 적지 않

지만,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바다에서 한몸을 이루

는 새만금 일대로 짐작된다.

문성왕 13년(851) 장보고 선단의 거점 완도 청해진의 문을 

닫고 당시 최고의 바다 전문가들을 새만금 동쪽 벽골군(碧骨

郡)으로 이주시켰다.12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이것을 청해진의 

잔여세력을 통제하고, 청해진을 해체할 목적으로 해양에서 농

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선사시대부터 사통팔달했



21제1장 전북 내륙문화와 해양문화 융성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12  삼국사기에는 문성왕 13

년(851) 청해진 및 인근 주민 10

만 여 명을 벽골군으로 강제 이

주시키고 청해진을 폐진했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13  중국 오대십국 중 하나로 당

나라 절도사 전류(錢鏐)가 항주

(杭州)을 중심으로 절강성 일대

를 지배했던 나라로 중국 청자

의 본향이다.

14  남원 척문리 산성과 남원 초

촌리·척문리 고분군이 위치한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일대로 

추정된다.

15  현재 남원읍성 일대로 요천

을 따라 제방을 축조하여 조성

된 신도시로 여겨진다.

16  여기에는 ‘바르게 열고’ 혹은 

‘바르게 시작하고’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던 교역망으로 해양문화가 줄곧 융성했던 곳이 새만금이다. 

그렇다면 해양에서 농업으로의 전환이 아닌 해양에서 해양으

로의 연속성도 충분하다. 청해진 해체 이후 해양 활동의 핵심 

거점이 새만금 일대로 통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92년 견훤왕은 무진주에서 도읍을 정하였고, 장보고 선단

이 구축해 놓은 바닷길을 통해 그해 오월(吳越)13에 사신을 보

냈다. 견훤왕은 900년에 완산주로 도읍을 옮겨 나라의 이름을 

후백제로 선포한 후 다시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왕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중국 오대십국 오월은 월주요(越州窯)의 

후원을 토대로 번성했고, 월주요는 해무리굽, 벽돌가마로 상

징된다. 후백제가 오월과 반세기 동안 국제 외교의 결실로 월

주요의 청자 제작 기술이 바닷길로 후백제에 전파됐고, 진안 

도통리 벽돌가마가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장수 남양리에서 처음 시작된 철산 개발이 후백제까지 계속

된 것 같다. 백제의 남방성,14 통일신라 때 남원경15이 남원에 

설치되면서 전북 동부지역의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우리나라

의 철불이 남원 실상사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도 운봉고원 철

기문화의 탁월성을 반증한다. 견훤왕은 실상산문에 큰 관심을 

두고 왕실 차원의 후원을 아끼지 않아 실상사 조계암 편운화

상의 부도에 후백제 연호 정개(正開)16가 전해진다. 백제의 부

활을 내건 후백제 견훤왕에 의해 전북의 ‘동철서염’의 국가시

스템이 견고하게 구축됐다.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된 뒤 장수군 장계면에는 백이[해]

군(伯伊[海]郡)이 설치됐고,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벽계

군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고려 태조 23년(940) 벽계군이 갑

자기 벽계현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다. 936년 후백제의 멸망으

로 장수가야와 백제, 후백제의 국가 발전을 주도했던 철산 개

발이 급기야 중단됐고, 마침내 지방행정체계도 군(郡)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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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으로 강등됐다. 후백제의 멸망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진안

고원은 낙후된 지역을 넌지시 암시하는 무진장으로만 회자되

고 있다.

운봉고원은 신라의 모산현으로 경덕왕 16년 운봉현으로 개칭

된 뒤 함양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남원보다 함양과 밀접한 관계

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고려 태조 23년 남원부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후백제가 멸망하자 일시에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을 중

단하고 천령군(天嶺郡)17에서 남원부로 이속시킨 것이다. 이는 

태조가 운봉고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견된 230

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단 한 곳도 문헌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

1123년 송나라 휘종은 고려 예종의 영전에 제전하고 인종에

게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 국신사를 파견했다. 김부식이 국가 차

원에서 사신단 영접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개경을 출발 전주를 

거쳐 군산도를 찾았다. 서긍(徐兢)이 편찬한 선화봉사고려도

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김부식 주관으로 군산정(群山亭)에서 

열린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가 영화처럼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거란, 여진 등 북방 유목민족의 압력이 거세지자 고려와 송이 왕

래할 수 있는 육로가 막혀 불가피하게 바닷길을 이용했다. 이 과

정에서 사신단은 군산도에서 20일 가량 머물렀다.

새만금 내 군산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하나

로 합쳐지는 곳이다. 후백제가 오월과 일본, 고려가 남송 및 동

남아 왕조들과 국제교류를 왕성하게 할 때는 기항지로 큰 번

영을 누렸다. 그리하여 900년 전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왕의 

임시 거처인 숭산행궁을 중심으로 사신을 영접하던 군산정, 바

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오룡묘, 불교 사원인 자복사, 관아인 

객관 등 건물이 많았다. 옛 지도와 문헌에 의하면 군산도에 왕

릉(王陵)18이 있었다. 왕릉과 숭산행궁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

17  경남 함양군의 통일신라시

대 이름이다.

18  왕과 왕비가 잠든 무덤을 가

리킨다.

고려시대 조운로와 도자기 운송

로, 송나라 사신단이 오갔던 서

긍항로 등 여러 갈래 바닷길과 

13조창, 도요지가 표시되어 있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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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직접 관할하던 거점이었음을 확

실히 증명했다.

새만금은 한마디로 인문학의 

보물창고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91년 새만금 국

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

작한 이후 인문학과 관련

된 학계의 논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아쉽기 그지 

없다. 중국인들이 해외관

광을 할 때 중국과의 역사

성·중국 민족과의 인연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새만

금은 두 가지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

다. 군산도와 주산군도(舟山群島)19는 바

닷길로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당대 최고의 선진

문물인 철기문화, 도자문화가 새만금을 경유하던 바닷길로 전북

에 직접 전래됨으로써 전북의 위상을 최상으로 높였다.

이 글에서는 흔히 역사의 실체로까지 평가받는 유적과 유물

로 선사시대부터 후백제까지 전북의 ‘동철서염’에 담긴 전북의 

뿌리와 정신 자긍심과 자존심, 국제성과 역동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동북아 해양 문물 교류의 허브, 봉수왕

국 전북가야 다양성과 국제성, 고고학으로 밝혀낸 후백제 역동

성 등으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은 전북의 ‘동철서염’과 

관련된 유적을 대상으로 학술조사가 매우 미진한 상황에서 유적

과 유물을 문헌에 접목하여 논리적 비약이 적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19  중국 절강성 영파시 동쪽 항

주만 입구에 1390개의 섬으로 

구성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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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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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새만금 일원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가를 추정하

는 것은 상당이 어려운 일이다. 군산 내흥동 유적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일원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후기 구석

기시대로 추정된다. 군산역이 들어선 내흥동 유적에서 구석기시

대의 유물층과 유기물 퇴적층이 확인됐는데, 전북에서 가장 오

래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군산역 2층 내흥동 유적 전시

관에 발굴 성과를 주제별로 소개해 놓았다.

우리나라 중·후기 구석기시대인 신생대 4기 갱신세(更新世)

의 유기물 퇴적층이 내흥동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퇴적층의 연대가 기원전 40,000년부터 기원

전 20,000년까지로 파악됐다. 당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

는 목재편과 씨앗류를 중심으로 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류도 함

께 출토됐다. 새만금 일원에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

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당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필요

제2장
새만금,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 허브

1. 철기문화의 전래와 해양 활동 거점

1) 선사시대 때 문물교류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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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귀중한 고고학 자료도 

제공했다.

기원전 10,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신

석기시대는 토기의 발명, 

간석기(磨製石器)의 출현, 

농경과 목축 등으로 상징

된다. 신석기시대의 초기

는 본격적인 농경 단계로 

진입한 채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탈바꿈하면서 

정착생활을 도모하는 생

활유적이 처음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해안가나 하천변에 위치한다 .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을 거느린 

새만금은 굽이굽이 펼쳐진 리아시스식 해안과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서 신석기인들이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1967년 새만금 내 선유도 전월마을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편

이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진 뒤 1970년대 부안 계화도 산봉우리

에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됐다. 그러다가 1993년 군장국가공단 

내 가도·노래섬·띠섬·비응도·오식도·개야도·내초도 등의 지역에서 

대략 30개소의 신석기시대 패총이 학계에 보고됐다. 우리나라에

서 신석기시대의 패총이 가장 많이 학계에 보고되어 커다란 관

심을 모으고 있다.20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전북지역 40여 개소의 신석기시대 유

적 가운데 3/4 정도의 유적이 새만금 일대에 자리한다. 새만금의 

해양 활동이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신석기시대부터 새만금이 해양 활동의 거점이었음이 유적과 유

20  신석기시대 새만금 해양문

화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었다.

새만금 일원에서 서해안과 남해

안, 내륙지역의 신석기 문화 요

소를 거의 다 모아 빗살무늬토기 

박물관을 이루고 있다.(국립전주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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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뒷받침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90년 대 초 군장국가공단 내 발굴 

이후 한 차례의 추가 발굴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아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패총은 과거 사람

들이 굴이나 조개를 먹고 나서 껍질을 

버린 생활 쓰레기더미를 말한다. 마치 

무덤의 봉분처럼 쌓여 있다고 해서 달리 

조개무지, 조개더미, 조개무덤이라고도 

부른다. 지금부터 1만 년 전 쯤 당시 자

연환경의 변화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살면서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패총

이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6000년 무렵 처음 나타

나기 시작하여 신석기시대 내내 크고 작은 패총이 만들어졌다.

패총은 굴이나 조개껍질이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당시 

사람들이 식용으로 이용한 어류나 동물의 아주 작은 뼈까지 잘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 토기류·토제품·골각기류·석기류 등의 생

활도구를 비롯하여 인골과 무덤, 추위를 피하기 위한 화덕시설과 

주거지가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패총은 사람들이 남겼던 생

활 쓰레기장인 동시에 당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정보를 종합적으

로 간직하고 있는 고고학 최대의 보물창고이다.

1990년대 초 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 내 구제발굴에서 20여 개

소의 패총이 무더기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구역에 포함된 지역

을 한정하여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더 많은 

패총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군산 비응도 등 20여 개소의 패총 

발굴에서 유물이 다량으로 나와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이 상

당부분 복원됐다. 군산 가도·띠섬·오식도·비응도·노래섬 패총에서 

군산 비응도 패총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청동기시대 사람 인골로 

세 사람 모두 두개골이 남아있지 

않아 타살됐음을 알 수 있다.(전

북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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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풍부한 유물의 분석을 근거로 그 연대가 신석기시대 전기

에 해당하는 기원전 4000년경으로 밝혀졌다.

당시 패총 발굴에서 내륙과 해안을 함께 아우르는 다양한 토

기류와 돌화살촉·그물추·굴지구·돌도끼 등의 석기류, 복어·민어·

돌고래·상어 등의 물고기 뼈, 멧돼지·사슴과 같은 동물의 뼈도 

수습됐다. 새만금은 서해의 중앙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양문화, 금강 중·상류일대의 내륙

문화 요소가 공존하는 신석기문화의 다양성이 유물로 입증됐다. 

한마디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를 거의 다 모았다는 고고학

계의 평가를 받았다.

군산에 빗살무늬토기를 수집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당시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을 살려고 사람들이 빗살

무늬토기를 가지고 군산을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금강·만

경강·동진강 내륙수로와 서해 등 당시 4개의 교역망이 사방을 에

워싼 군산은 물류의 거점이었다. 군산지역 패총에서 나온 다양

한 빗살무늬토기는 당시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방증해 주는 물

물교환의 증거물이다.

최근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청동기시대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때부터 중국 북방문화의 영향

을 받아 간석기의 제작과 사용, 본격적 농경생활의 시작, 사회 복

합도의 상승이 한층 뚜렷해진다. 그리고 아무런 문양이 없는 무

문토기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문토기시대라고도 

불린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농사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즉, 화전농법에 의한 밭농사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

는 논농사로 바뀐 것이다.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를 ‘전쟁의 시대’ 혹은 ‘무법천지의 시

대’라고 부른다. 1993년 군산 비응도 패총에서 머리가 없는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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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대 사람 뼈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인골은 손가락과 발가락 

뼈까지도 잘 남아있었지만 세 사람 모두 두개골이 없었다.21 적

군에 의해 타살된 뒤 쓰레기장인 패총에 인골이 내던져진 것이

다. 2000년 이상 인골이 거의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된 것은 

굴이나 조개껍질에 함유된 알칼리 성분이 인골의 부식을 막아줬

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 새만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인돌과 돌널무

덤, 독무덤 등 다양한 무덤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인돌

은 하나만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수기씩 무

21  새만금 패총의 역사성과 중

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로 추가 

발굴이 추진됐으면 한다.

군산 선제리 유적 항공사진❶과 

적석목관묘에서 나온 검파형 동

기❷,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무덤의 보존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❸하고 있다.(전북문화재연

구원)

❷ ❸

❶



31제2장 새만금,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 허브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리를 이루고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정연하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의 산줄기 혹은 하천의 방향과 나란하게 장축

방향을 두었다.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군에 비

해 고인돌의 밀집도가 높지 않아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와 임피면 축산리, 김제시 백구면 석담

리에서 돌널무덤과 독무덤이 조사됐다. 돌널무덤은 풍화암반층

을 장방형으로 파내고 그 안에 판자모양 깬돌을 서로 잇대어 놓

았고, 독무덤은 비스듬히 놓인 초기 독무덤도 들어있다. 고인돌

보다 돌널무덤과 독무덤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아 새만금의 지역

성을 드러냈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도 해양 문물 교류의 관문

으로 새만금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다양한 묘제로 담아냈다.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연나라와 고조선의 무력 충

돌로 고조선 사람들이 바닷길을 따라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서 크게 변화한다.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에서 당시 적석목관묘

가 조사됐는데, 적석목관묘는 길이 219㎝, 너비 64㎝, 깊이 54㎝ 

내외이다. 무덤 내부에서 검파형동기 3점, 세형동검 8점, 동부 1

점, 동사 1점, 동착 1점, 동제관 1점 등의 청동기와 흑색마연토기 

1점, 점토대토기 1점, 그리고 환옥 131점이 출토됐다.

유물 중 검파형동기가 가장 큰 흥미를 끌었다. 1960~70년대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등 충남 일대에서만 보

고된 최고의 청동유물 걸작품이다. 검파형동기와 세형동검은 청

동기시대 최고수장인 제사장이 의례를 치를 때 사용해 무덤의 

피장자가 당시 최고의 신분이었음을 나타낸다. 군산 선제리는 

북방의 우수한 청동기 문화가 바닷길로 군산 등 새만금 일대로 

직접 전파와 함께 당시 융성했던 새만금의 발전과정을 유물로 

증명했다.

기원전 206년 진나라가 멸망한 뒤 서쪽 초나라 패왕 항우와 

한나라 왕 유방의 5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초한전쟁(楚漢戰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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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당시 전쟁 기간 동안 제나라를 이끈 사람이 전횡이

다. 그는 중국 진나라 말기의 인물로 형인 전담, 전영과 함께 진

나라에 반기를 들고 제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앞에서 이미 언급

했듯이 제나라는 춘추 오패이자 전국 칠웅 중 최강국으로 ‘동염

서철’으로 널리 회자된다.

초한전쟁에서 유방(劉邦)이 천하를 평정하자 전횡은 칭다오 

등에 숨어 살다가 자결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기원전 202년 

전횡이 바닷길을 따라 어청도로 망명해 왔다22는 이야기가 전해

진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 치동묘(淄東廟)23가 있는데, 여기

서 치동은 제나라 도읍 임치(臨淄) 동쪽이라는 뜻이다. 치동묘는 

전횡과 그를 따른 군사 500명의 의로운 죽음을 기르기 위해 백

제 옥루왕 13년 어청도 마을 뒷산에 지은 사당이라고 한다. 해

마다 음력 섣달 그믐날이면 어청도 주민들이 마을의 안위와 풍

어를 위한 제사를 모신다.

또 다른 치동묘에 얽힌 전설을 소개하면

“제나라 사람 왕담 동생으로 전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횡은 훗

날 제나라의 재상에 오른 뒤 왕까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전횡은 한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이긴 후 천하를 통일하고 초패왕 항우가 자

결하자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두 명의 형제, 측근 및 병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돛단배를 타고 서해로 탈출한지 3개월 만에 어청도에 도착

22  당시 산동반도에서 망명길

에 오른 전횡 일행이 바로 어청

도에 도착했다면 연안항로보다 

횡단항로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군산 어청도는 육지를 바

라보면서 항해하는 연안항로보

다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이다.

23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

지붕으로 자연석 담장을 둘렀

다.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치동

서원에도 또 다른 치동묘가 더 

있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 자리하

고 있는 치동묘 사당❶에 제나

라 왕 또는 황제로 평가받고 있

는 전횡 위패를 모셔 놓았으며, 

전횡 일행 모습❷이다.

❷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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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조선 준왕 일행은 연안항

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최고의 

항구시설을 갖춘 나리포에 도착

한 것 같다.

25  중국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290년 경 편찬한 역사책이다. 

후한이 멸망한 뒤 위(魏)·촉(蜀)·

오(吳)의 3국이 정립한 시기부터 

진(晉)이 통일한 시기까지의 역

사를 다루었다.

26  송나라 범엽이 지은 역사 책

으로 유수가 황제에 오른 25년

부터 후한이 망한 220년까지의 

후한의 역사를 기록했다.

했다고 한다. 전횡 일행이 어청도를 발견한 날은 바다 위에 안개가 약

간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섬 하나가 우뚝 나타나자 전횡을 비롯

한 군사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섬에 상륙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로 전횡은 이 섬의 이름을 푸른섬이라 하여 어청도라고 이름을 지었다

고 한다”라고 전해진다.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자 전횡

은 형제 두 명과 측근, 병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어청도로 망명

해 왔다고 한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도 전횡 사당이 있

는데, 외연도 당제에서 매년 음력 2월 14일에 전횡을 풍어의 신

으로 제사 지내고 있다. 외연도 동북쪽 녹도에도 전횡 사당이 있

는데, 사당 주신으로 전횡(웅)대감을 모신다. 군산시 옥구읍에서 

집성촌을 이룬 담양 전씨는 전횡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1926년 치동묘를 세우고 그를 배향하고 있다.

제나라 전횡이 망명하고 8년 뒤 또 한분의 왕이 새만금과 인

연을 맺는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바닷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았는데, 당시 준왕 일행이 처음 상륙한 곳이 나리포라고 한

다.24 금강 하구에서 가장 큰 항구로 그 부근에 공주산과 어래산

성, 도청산성, 관원산성, 용천산성 등에 준왕의 남래와 관련된 이

야기가 풍부하다.

『삼국지(三國志)』25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준이 왕이라고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도망해 온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겨 좌우궁인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나아가 한지에 거주하

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 그 이후 절멸됐으며, 지금도 한인 중에

는 아직도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

『후한서』26 동이전 한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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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본에서 농경의 신과 학문

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

이 제나라 방사 서복이다. 진시

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

하기 위해 새만금과 제주도를 

거쳐 일본에 정착했다.

“조선왕 준은 위만에게 격파되자 나머지 무리 수천인을 거느리고 바다

를 거쳐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스스로 한왕이라고 했다. 준왕 이

후 절멸됐으며, 마한인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됐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강 하구 나리포로 도착한 준왕은 익산시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고조선 준왕의 딸이 머물

렀다고 하는 산을 공주산, 준왕이 공주를 데리러 다시 왔다고 

해서 공주산 앞산을 어래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군산시 임피

면 소재지 서북쪽 용천산성은 동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으

로 고조선 준왕이 쌓은 것으로 전한다. 중국의 선진문물이 바닷

길로 새만금 일원에 직접 전래됐음을 말해준다.

진나라 서복의 불로초 탐사,27 제나라 전횡의 망명, 고조선 멸

망 이후 준왕의 남래로 당시 선진문화 및 선진문물이 바닷길로 

곧장 만경강 유역에 전파된 것 같다. 그렇다면 8년의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전횡 일행이 전북혁신도시로 준왕은 익산시 일원에 

정착했던 것 같다. 당시 전북혁신도시가 한반도 테크노밸리로 매

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만경강 유역이 새로운 초기 철기문화의 거

점 지역으로 떠오른다.

혁신도시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발전

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전주시 혁신동, 완주군 이서

면 갈산리·반교리 일원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공

사를 착수해 2016년 완공됐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많

은 발굴기관들이 발굴에 공동으로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02년 완주 갈동유적을 시작으로 2011년 황방산 북쪽 기슭 

하단부에 자리한 만성동에서 세문경, 동사 등 최고급 청동유물

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됐다. 그해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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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된 수습조사에서 세형동검⋅동사 등 청동유물과 4점의 

관옥이 더 출토됐다. 황방산과 인접된 전북혁신도시 내 구제발굴

에서 초기철기시대 널무덤이 조사된 분묘유적을 소개하면 아래

와 같다.

완주 갈동유적은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3년, 2006년 

두 차례의 구제발굴에서 초기철기시대 17기의 널무덤이 조사됐

다. 널무덤은 구릉지 남쪽 기슭에 군집을 이루거나 단독으로 분

포되어 있는데, 널무덤 안에서는 세형동검의 용범 1조를 비롯해

서 청동칼·청동거울·청동화살촉·청동창·철낫·철도끼·옥·점토대토

기·흑도장경호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세형동검의 용범을 비롯

해 다양한 청동유물이 출토되어, 전북혁신도시 일대가 청동기 

제작의 중심지였음을 유물로 입증했다.

완주 갈동유적에서 남쪽으로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원장동 

유적이 있다. 모두 5기의 초기철기시대 널무덤이 해발 40m 구릉

지 남서쪽 기슭에서 조사됐는데, 묘광28은 길이 217∼262㎝, 너

비 79∼115㎝이다. 유물은 1호에서 세형동검 5점과 세문경 2점을 

비롯해 동과⋅동부⋅동서⋅검파두식 3점⋅관옥 17점⋅환옥 3점이 

출토됐다. 그리고 2호에서 세형동검과 흑도장경호, 3호에서 동검

과 검파두식⋅흑도장경호⋅석촉, 16호에서 동검과 동사⋅흑도장경

1975년 완주군 이서면 상림리에

서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된 중

국식 동검으로 전횡 망명이 성공

했음을 유물로 보여주었다.(국립

전주박물관)

28  무덤을 만들을 위해 땅을 파 

놓은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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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나왔다. 구릉지 정상부에 입지를 둔 1호 널무덤은 만경강 

유역에서 부장 유물이 가장 풍부하게 나와 큰 관심을 끌었다.

완주 덕동에서 남서쪽으로 400m 떨어진 곳에 덕동유적이 있

다. 2002년 지표조사에서 동착 용범편이 수습되어 주목을 받았

으며, D구역에서 3기와 F구역에서 2기, G구역에서 2기 등 모두 

7기의 널무덤이 조사됐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65∼264㎝, 너비 

61∼105㎝ 내외로 유구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물은 D-1호에서 세문경편과 동검편⋅동사편을 비롯해 점토

대토기와 흑도소호⋅석촉, D-2호에서 동부와 동사편⋅동착편⋅대

부호 등이 출토됐다. D-3호와 F-1호는 토기류만 부장됐고, F-2호

에서 동과와 검파두식이 나왔다. 그리고 G-1호에서 동검⋅동부⋅
흑도장경호, G-2호에서 동검편과 조문경편이 출토됐다. 전북혁신

도시 내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 가운데 유일하게 조문경이 출토

되어 그 조성 시기가 가장 올라간다.

전북혁신도시 내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 중 가장 각광을 받았

던 곳이 신풍유적이다. 모악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자락 말단

부로 해발 35m 내외의 구릉지에 자리한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

한 유구가 함께 조사됐다.

이 유적은 가지구와 나지구로 구분되며, 가지구에서 57기, 나

지구에서 23기 모두 80기의 초기철기시대 널무덤이 확인됐다. 

널무덤은 구릉지의 남서쪽 기슭과 일치되게 장축 방향을 두었

다. 가지구는 10여 기의 널무덤이 5개의 구역에 조성되어 있는

데, 묘광의 규모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커지고 철기유물

의 양도 많아져 얼마간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조성된 것으로 밝

혀졌다.

묘광은 그 평면 형태가 장방형 혹은 장타원형으로 길이 112∼

383㎝로 매우 다양하다. 내부구조는 아무런 시설 없이 시신을 

전북혁신도시 내 유적❶에서 나

온 유물들로 잔무늬거울❷, 청

동유물❸, 토기 모음❹, 신풍 54

호 널무덤에서 나온 유물❺들로 

당시 한반도 테크노밸리였음을 

알 수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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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한 순수 널무덤의 빈도수가 높고 늦은 단계로 가면서 목관

묘의 사용이 증가한다. 특히 54호 널무덤은 길이 383㎝로 만경

강 유역에서 조사된 널무덤 중 가장 대형이며, 유물은 토기류와 

동사⋅철부⋅철도자 외에 간두령 1쌍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10여 곳에서 간두령이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 완

주 신풍 54호 널무덤은 그 출토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된 유일한 

사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간두령은 절개구와 문양을 근거

로 기하학문양이 표현된 함평 초포리나 전 논산 출토품보다 늦

고 전 덕산 출토품과 경주 죽동리 출토품의 중간단계인 기원전 1

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청동기류⋅철기류⋅유리장신구류가 더 있다. 

토기류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

며, 여기에 송국리형토기⋅발형토기⋅원통형토기⋅대부잔도 포함

되어 있다.

청동기류는 세형동검과 세문경⋅동과⋅동부⋅동사 등이 있다. 

동경은 피장자의 머리⋅가슴⋅허리⋅발치 등 다양한 곳에 부장됐

으며, 깨뜨린 뒤 피장자 머리 옆이나 피장자 상면에 흩뿌리거나 

세우거나 혹은 눕힌 상태로 출토됐다. 

철기류는 철부와 철착⋅환두소도⋅철도자⋅철촉 등이 있으며, 

유물의 종류는 주조품이 주종을 이루고 일부 단조품도 포함되

어 있다. 유리목걸이를 중심으로 환형유리 등 다양한 유리 제작

이 입증됐다. 완주 신풍유적은 기원전 3세기 후엽에서 기원전 1

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전주 중인동 5호 널무덤과 중화산동 2호 널무덤에

서 세형동검편, 중인동 하봉유적 1호 널무덤에서 동부가 출토됐

다. 황방산 북서쪽 전북혁신도시 내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에서 

17점의 청동거울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청동거울의 출토

량이 가장 많다. 이때 만경강 유역에서 조문경(粗紋鏡)이 세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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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紋鏡)으로 발전하고 전북혁신도시에서 만들어진 세문경이 전

국적으로 널리 유통된다. 전북혁신도시는 당대 테크노밸리였던 

것이다.

2200년 전 전북혁신도시는 신도시였다. 당시 전북혁신도시를 

신도시로 일군 주인공은 제나라 전횡과 고조선 준왕의 선진세력

이 가장 유력하다. 당시 서해의 바닷길과 만경강 내륙수로로 당

시의 철기문화가 전북혁신도시에 직접 유입된 것 같다. 선사시대

터키 히타이트에서 시작해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아

이언로드와 철기문화가 바닷길

로 전북혁신도시에 전래됐다.(남

원미디어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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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줄곧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새만금의 교역망으로 선진문물

이 전북지역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이다. 그리하여 전북혁신도시는 

경기도와 충청도보다 철기문화의 시작이 앞선다.

초기철기시대 만경강 유역으로 철기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 

중국 산동성 혹은 서북한 지역과의 연관성도 입증됐다. 완주 상

림리 등 만경강 유역에서 중국식 동검을 비롯한 중국제 유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29은 전횡의 망명, 고조선 준왕의 남래

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완주 상림리에서 나온 

중국식 동검30이 교역보다는 망명객이나 표류로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욱 큰 관심을 끈다.

제나라 전횡의 망명과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로 청동기시대 고

인돌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만경강 유역에서 철기문화의 보

급과 새만금 일대 해양문화의 융성으로 이어진다. 전북혁신도시

를 한반도 테크노밸리로 조성한 선진세력은 다시 완주 상운리 

일대로 중심지를 옮기고 전북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철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청동과 철기를 제작

하기 위해서는 생산유적의 개발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전북을 동쪽의 산간지대와 서쪽의 평

야지대로 나눈다. 전북 동부지역은 동광석, 철광석, 수연 등 광

물자원의 보고31이다. 전북혁신도시에 한 세기 동안 머물렀던 선

진세력은 전북 동부지역으로 이동 흔적이 발견된다. 제나라 전횡

의 망명과 고조선 준왕의 남래 때 철기문화의 전파로 새만금 일

대의 해양문화가 더욱 발전함으로써 만경강 유역에서 자연스럽

게 마한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29  평양 석암리와 재령 고산리, 

완주 상림리, 익산 신룡리, 함평 

초포리에서 중국식 도씨검이 출

토됐다. 칼날이 직선적이고 손

잡이는 칼날과 함께 주조했는

데, 중간에 마디모양의 돌기가 

있다.

30  중국에서 고대에 만들어진 

청동검으로 달리 중국식 도씨

검 혹은 동주식 동검으로도 불

린다.

31  전북 동부지역은 니켈이 함

유된 철광석과 동광석 산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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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한의 거점과 해양 활동 중심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는 기원 전후부터 300년경까지 약 3세

기 동안을 원삼국시대라고 부른다. 1970년대 고고학계는 처음으

로 원삼국시대라는 시대 구분법을 제기하였다. 즉, 삼국이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기 이전까지 삼국시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그 이전에는 삼한시대·철기시대·성읍국가시대·부족국가시대·마

한·삼국시대 전기 등으로 불리었다. 전북은 줄곧 마한 영역에 속

했기 때문에 마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마한은 청동기의 쇠퇴, 고인돌의 소멸, 철기문화의 등장과 철 

생산의 급증, 장인 집단의 출현, 농경문화의 발전, 패총의 증가와 

대형화, 전국계 토기 제작 기술의 영향으로 김해식토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전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

들어지기 시작한 목관묘와 목곽묘, 독무덤이 더욱 대형화됐고, 

여기에 지역성이 강한 널무덤과 주구토광묘, 분구묘(墳丘墓),32 

구덩식 돌덧널무덤33이 새롭게 출현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에 크고 작은 54개의 소

국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영역이 오늘날의 

경기 서해안·충남·전북·전남 등을 포괄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소국은 대체로 현재의 시·군 단위마다 하나씩 존재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새만금 일대에 지역적 기반을 둔 마한의 소국들은 해

양 세력 혹은 해상 교역을 주로 하는 정치집단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예전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구 일대가 원삼국시

대 가장 번성했던 거점지역으로 널리 통용됐다. 2000년대부터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일대도 

낙동강 하구 못지않게 해양문화가 융성한 장소로 새롭게 주목

을 받고 있다.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을 아우르는 새만금 일대에

는 해양 교류와 해양 활동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마한 소국들이 

32  봉분의 사방에 도랑을 두른 

마한의 묘제이다.

33  달리 수혈식 석곽묘라고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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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군산지역에서 첫 발굴이 이

루어진 곳으로 군산시청과 군

산제일고 사이 구릉지에 자리

했다.

35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

어로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한의 묘제는 주구묘와 주구토광묘, 분구묘, 독무덤 등이 있

다. 주구묘는 눈썹모양으로 생긴 도랑을 두른 형태로 그 매장주

체는 널무덤에서 점차 독무덤으로 변해간다. 1993년 군산 조촌

동34에서 널무덤과 독무덤이 함께 조사되어 마한 묘제의 존재를 

알렸다. 분구묘는 먼저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든 뒤 봉분을 다시 

파내어 매장 주체부가 조성됐는데, 그 평면 형태는 원형·방형·장

방형·제형 등이 있다. 분구묘의 매장 주체부는 널무덤과 독무덤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새만금 일원에 마한의 지배자 혹은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말무덤35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말무덤에서 ‘말’을 마(馬)의 

뜻으로 보거나 머리 혹은 크다는 의미로 우두머리에게 붙은 관

형사로 보아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자로 해석한다. 말하자면 말무

덤은 마한 소국의 왕무덤이다. 흔히 왕벌을 말벌, 왕사슴을 말사

슴, 왕매미를 말매미로 부르는 것과 같다. 말무덤은 그 자체만으

로도 새만금의 발전상과 함께 당시의 시대상 및 사회상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새만금은 말무덤의 왕국이다.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에 골고

루 분포되어 있는데,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 위치한 군산이 가장 

많다. 군산지역은 18개소의 분묘유적에 30여 기의 말무덤이 학계

에 보고됐다. 군산시 미룡동을 중심으로 개정면에 5개소, 임피

면·서수면·성산면·회현면에 2개소, 개정동·개사동·옥산면·옥구읍

에 1개소가 자리한다. 본래 바다와 인접된 개정면 일대에 5개소

의 말무덤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군산지역 말무덤은 바다와 인접된 구릉지 정상부에 자리를 잡

았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10기의 말무덤이 무리지어 있는 것

을 제외하면 대부분 5기 내외이다. 말무덤 부근에는 마한계 토기

편이 폭 넓게 흩어진 대규모 생활유적이 자리를 잡아 마한과의 

군산도 내 대장도에서 바라 본 

새만금 일대 일출로 내륙문화와 

해양문화가 하나로 응축되어 선

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해양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새만

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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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높였다. 군산 개사동·미룡동에서는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 말무덤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활유적이 남쪽에 패총이 서

쪽 바닷가에 위치해 서로 긴밀한 세트관계를 보였다.

군산 미룡동 말무덤이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의 분구묘로 밝

혀졌다.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에 말무덤이 위치하여 군산대학교 

채정룡 총장님이 발굴비를 지원해 준 각별한 배려로 뜻깊은 발

굴이 이루어졌다. 분구묘는 피장자의 시신을 모시는 매장 주체

부를 중심으로 사방에 도랑을 두른 무덤을 뜻한다. 무덤의 조성 

시기가 다른 여러 기의 매장 공간이 하나의 커다란 봉분 안에 다

소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다.

군산 미룡동 1호분은 봉분의 평면 형태가 남북으로 긴 사다

리모양으로 길이 27m이다. 분구(墳丘)36는 남쪽이 북쪽보다 약

간 넓으며, 봉분 내에서 9기의 널무덤과 합구식 독무덤이 조사

됐다. 유물은 흑색토기와 낙랑토기의 속성이 강한 토기류와 소

량의 철기류가 나왔다. 유구와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분구묘는 

2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전북지역에서 조사

된 많은 마한의 분구묘 중 그 시기가 가장 앞선다.

군산시 수송동 축동과 임피면 축산리 말무덤에서  분주토기

(墳周土器)37가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산강 유역

을 비롯한 금강 이남의 3~6세기 분묘유적에서 주로 출토됐고, 한

36  먼저 봉분을 축조한 경우로 

이하에서 봉분으로 통일하여 사

용하고자 한다.

37  무덤의 도랑 주변을 장식하

는 특수한 기능을 지닌 토기로 

달리 원통형토기, 토제식륜(土

製埴輪), 분구수립토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❶ ❷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군산시 미

룡동 말무덤 발굴 후 모습❶과 

말무덤, 즉 마한의 분구묘에서 

나온 토기 모음❷이다.(군산대학

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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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강 유역의 풍납토성과 동남해안의 고성 송학동 고분군, 거제 장

목고분에서도 나왔다. 분주토기는 그 형태나 기능이 일본 고분

시대의 하니와(埴輪)와 상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고대 한·일 

해양 교류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마한시대 때 월명산에서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가 섬이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산줄기 정상부에는 군산 미룡동 말무덤을 중

심으로 마한계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양쪽 기슭에 우물과 패총

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문화유적은 

그 수가 50여 개소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마한계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달리 지붕 없는 마한의 야외유적공

원을 이룬다.

2000년대 초 고고학자가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고 야요이시대 

일본을 대표하는 구주 요시노가리 못지않다고 큰 호평을 받았

다. 마한계 초대형 문화유적이 섬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말무덤 남쪽에는 운동장처럼 인위적

으로 다듬은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마한의 생활유적

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안타깝게 한 차례의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것이 베일 속에 드리워져 있다.

다행히 1982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에서 마한의 주거지가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최근까지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에서 학

계에 보고된 마한의 생활유적은 20여 개소에 달한다. 마한의 집

부안군 부안읍 역리 마한 분구묘 

발굴 후 모습❶과 군산시 임피

면 축산리 분구묘 주구에서 나

온 분주토기 모음❷이다.(전주문

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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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국 산동반도에 기반을 둔 

제나라는 동쪽 발해만의 소금생

산과 서쪽 태항산의 철산 개발

로 발전했다.

자리는 대체로 자연 생토 암반층을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파낸 

뒤 4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북벽과 서벽에 잇대어 부뚜막시

설을 두어 취사공간도 마련했다. 집자리 내부의 바닥 벽면을 따

라 도랑을 둘러 다른 지역의 집자리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새만금 일대에서 패총이 폭발적으로 급증한다. 새만금은 말

무덤 왕국이자 패총의 보고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보고된 

패총은 600여 개소에 달한다. 군산을 중심으로 새만금 일대에

는 200여 개소의 패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아무래도 제나라 

전횡과 고조선 준왕의 영향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제나라

는 ‘동염서철’38로 상징되는 해양국가였고, 준왕의 후예들이 해양 

세력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굴이나 조개껍질의 분포 범위가 100m 내

외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보고된 패총 그 규모가 가장 크다. 

군산 비안도 동쪽에 사람이 살지 않는 덕산도 있는데, 2001년 덕

산도 서남쪽 기슭에서 길이 30m, 높이 10m 내외의 패총이 발견

됐다. 지금은 패각이 대부분 유실되어 패총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깝다. 본래 바닷물이 들어왔던 산자락 말단부에 패총

우리나라 남부지방 패총 분포도

로 종래에 학계에 보고된 600

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

가 새만금에 밀집 분포되어 있

다.(한국문화유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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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에 위치해 국립전주박

물관 주관으로 발굴조사가 실

시됐다.

40  달리 기대(器臺)라고 부른다.

41  점을 치는 데 쓰던 뼈나 뼈로 

만든 도구이다.

42  척추동물의 팔뼈와 몸통을 

연결하는 한 쌍의 뼈를 의미한다.

❶ ❷ ❸

이 대부분 자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경작활동으로 대부분 심하

게 유실 내지 훼손됐다.

1996년 군산 남전패총이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졌

다.39 오성산 동북쪽 기슭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패각층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6세기까지 6개의 문화층으로 세분된다. 유

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골각기류가 출토됐다. 제2문화층에서 그

릇받침40과 소형토기 등 일본계 토사기가 나와 당시 바닷길로 일

본과 국제교류가 유물로 증명됐다. 당시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 

골각기류는 칼 손잡이와 침, 낚시 바늘, 화살촉 등이 나왔다.

이외에도 고래·강치·고라니·개·노루·말·사슴·수달·소 등의 포유

류와 어류, 패류, 파충류, 조류 등이 더 있다. 무구인 복골(卜骨)41

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종의 주술도구이다. 이것은 사

슴과 돼지의 견갑골(肩胛骨),42 소의 견갑골이나 갈비 등에 구멍

을 뚫거나 불에 달구는 방식을 이용했다. 사슴과 멧돼지 중수

골·중족골이 주된 재료로 사용됐다. 백제 사람의 인골이 가도 

패총에서 수습되어 흥미를 끌었다. 패총에서 나온 유물로 역동

적인 마한의 생활상을 잘 보여 주었다.

새만금 일대 200여 개소의 패총에서 표면에 격자문과 승석문

이 타날된 마한계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한

다. 동시에 패총의 유물과 똑같은 유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한 약 

200개소의 유물산포지도 패총 부근에 위치해 있다. 마한시대 때 

바다를 무대로 한 해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쪽 덕산

도 남쪽 기슭에 위치한 패총❶

과 선유도 전월마을 내 패총 내 

패각층 노출 상태❷·❸이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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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한의 문화유적 분포 양상만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새만금 

일대는 문화유적의 밀집도에서 낙동강 하구를 능가한다.

지금까지 새만금 일대 패총의 역사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한 

한 차례의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산 남전 패총도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로 불가피하게 발굴이 진행됐다. 패총은 달리 쓰

레기장으로 부른다. 새만금 일대에 패총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

이 많이 살았었다는 고고학적 흔적이다. 마한시대 새만금을 무

대로 해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이 패총의 분포 양상을 

통해 드러났다.

그렇다면 마한 때 새만금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본바

탕은 무엇일까? 하나는 소금 생산과 다른 하나는 소금 유통을 

통한 교역체계이다. 소금은 인간과 동물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그만큼 어떤 집단이나 국가의 발전에서 국력의 요

체가 되는 소금 산지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당

시 소금을 생산하던 제염유적은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과 함께 

생산유적의 백미로 꼽힌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생산하던 고대의 제염유적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강소

성, 절강성 일대에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생산하던 제염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새만금과 같은 서

중국 산동성 제남에 소재한 산

동박물관 전시실 내 자염 관련 

전시물로 아궁이❶와 소금물을 

끓이던 제염토기❷가 전시되어 

있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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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

는 방법이다.

44  1907년 일제에 의해 천일염 

기술이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

려졌다.

해가 없다. 선시시대부터 소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

염(煮鹽)43이 불가피했을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

해안에서 염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천년 해상왕국

으로 발전했던 탐라국도 육

지에서 소금을 수입했다.

혹시 새만금 일원에서 소

금이 생산됐다면 천일염44

이 아니었을까? 전북의 옛 

환경에 의하면 서해안에서 바닷물이 군산시 임피면 일원까지 들

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 임피면은 백제 시산군(屎山郡) 행

정치소로 시산은 바닷가의 풍요로운 곳이라는 뜻이다. 새만금 

일원은 바닷물이 빠지면 저절로 천연의 토판천일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바닷물을 끊이는데 사용된 제염토기가 발

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중국 운남성 옌징은 차마고도의 명소로 토판천일염의 전통

이 잘 남아 있다. 티벳에서 발원하여 흘러온 란찬강 부근에 소

금을 생산하는 계단식 소금밭이 일대 장관을 이룬다. 소금밭은 

나무로 바닥을 만든 뒤 물이 새지 않도록 진흙을 바르면 완성된

다. 여기에 염정에서 솟는 소금물을 부으면 바람과 햇빛이 소금

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 볼 수 없는 토판천일염이다. 

소금이 진흙 바닥에서 생산되어 상품성이 높지 않지만 마방들이 

차마고도를 누비면서 소금을 판매한다.

새만금 일원은 토판천일염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

건을 갖추었다. 앞에서 이미 패총의 분포 양상을 통해 해양 활동

의 보고였음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제염토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

중국 운남성 차와 티벳 말이 교

환되던 옛 교역로 차마고도가 통

과하던 옌징의 란창강 부근 계단

식 토판천일염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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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804년 중국 당나라에 들어

가 830년 신라로 귀국한 진감선

사(眞鑑禪師)라는 견해가 있다.

46  백제 위덕왕 24년(577) 선

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도적

들에게 소금 만드는 기술을 가

르쳐주었는데, 당시 도적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선운사에 소금

을 공양했다는 내용이다.

다. 제염토기는 소금을 생산하는데 쓰인 용기로 입구가 넓고 몸

통부의 두께가 두껍고 바닥이 뾰족한 형태를 띤다. 구덩이를 파

고 제염토기에 바닷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소금이 만

들어 진다. 우리나라 전통의 소금 굽는 자염으로 달리 화염(火

鹽)으로도 불린다.

자염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은 대부분 소금을 생산하던 

제염유적 발굴조사에서 제염토기가 다량으로 나왔다. 선사시대

부터 줄곧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굽던 자염이 유행했기 때문이

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넓은 뻘이 펼쳐진 서해가 없

다. 자염은 소금을 얻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도 뻘밭이 발달하지 않은 동해에는 염전이 없다. 그리고 천년 해

상왕국으로 발전했던 제주도의 탐라국도 육지에서 소금을 수입

했다.

중국 전통의 자염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로 추정된다. 백제 위덕왕 때 검단선사(黔丹禪師)45가 새로운 소

금 생산기술을 들여왔는데, 그것이 바로 자염이다. 우리나라에 

중국의 자염기술이 처음 전래됐음을 말해준다. 자염은 고창 선

운사 보은염46을 시작으로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까지 이어

진다. 1907년 일제에 의해 이탈리아 등 서구의 천일염 기술이 다

시 들어와 선운사 보은염부터 시작된 전통의 자염문화가 뒤로 

물러난다.

새만금은 신석기시대부터 전국의 빗살무늬토기를 거의 다 모

았다. 마한부터 백제까지 해양문화가 더욱 융성했다는 발전과정

이 200여 개소의 패총으로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시

대부터 소금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염토기는 전혀 출토

되지 않았다. 선사시대부터 검단선사의 자염기술이 들어오기 이

전까지 새만금 일원에서 토판천일염이 유행했을 것으로 추론해 

두고자 한다. 그러다가 검단선사의 자염기술 전수로 토판천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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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을 닿았고, 1300년 동안 지속된 자염의 전통방식은 일제가 

들여온 천일염으로 쇠퇴했다.

새만금은 또한 물류의 거점이다. 강과 바다를 하나로 묶는 천

혜의 교역망을 통해 새만금에서 생산된 소금이 소금 루트를 따

라 널리 유통된 것 같다. 말무덤이 마한의 정치 중심지로서 새만

금의 역사성을 알렸다면, 200여 개소의 패총이 경제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역동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백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적 통합의 규모는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교역체계의 범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마한의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가장 잘 보여준 곳이 완주 

상운리다. 마한계 최대규모의 분묘유적으로 완주 나들목 부근에 

위치한다. 새만금 해역에서 만경강 내륙수로를 이용하면 손쉽게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에서 나

온 철기류❶와 토기류❷로 마한

계 유적에서 집게와 모루, 망치 

등 단야구류가 가장 많이 출토됐

다.(전북대학교 박물관)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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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본래 항구가 있었던 곳으

로 완주 상운리 동남쪽에 위치

한다.

48  달리 단경호(短頸壺)라고 부

른다.

49  장경호(長頸壺)라고 부른다.

50  봉분 사방에 두른 도랑을 말

한다.

51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이 완주 상운리로 옮겨진 뒤 

다시 철제품으로 가공됐음을 알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완주군 용진읍 초포47와 배를 묶어 두었다는 

주정리를 통해 완주 상운리까지 배가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 내륙수로와 내륙교통로가 교차하여 줄곧 교통의 중심지

를 이루었다.

2004년부터 전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발굴이 시작됐다. 

만경강 지류인 고산천과 소양천이 합쳐지는 구릉지 정상부에 35

기의 분구묘가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모두 네 개의 지구로 나

누어 26기 분구묘의 성격이 밝혀졌다. 봉분 내에서는 점토곽·나

무널 116기, 돌널 38기, 돌덧널 9기 등 163기의 매장시설이 조사

됐다. 나지구와 라지구에서는 단독으로 조성된 목관묘 35기와 

독무덤 5기도 확인됐다.

다행히 도굴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

됐다. 토기류는 가지구에서 45점, 나지구에서 128점, 다지구에

서 4점, 라지구에서 144점 등 모두 321점이 나왔다. 한마디로 마

한토기 박물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토기의 양이 많았다. 마한계 

짧은목항아리48와 장경호4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른 

시기의 분구묘에서는 무문토기편과 두형토기편이 주구50에서 

수습됐다.

완주 상운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철기유물이 많이 나

왔다는 것이다. 봉분 내 점토곽과 목곽에서 나온 철기유물은 

500여 점에 달한다. 철기유물은 단야구류(鍛冶具類)를 중심으

로 농공구류, 마구류, 무구류, 기타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풍

부하다. 여기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철기를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단야구이다. 당시 대장간에서 무쇠를 다시 두드려 철

을 가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이다.

단야구류는 망치(鎚)와 집게(鉗), 줄, 철착(鐵鑿), 쐐기, 모루

(砧), 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야구는 기본적으로 망치와 집

게가 세트를 이루면서 줄, 철착, 쐐기, 모루 등이 더하는 조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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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단야구를 사용하는 단야 기술은 철괴(鐵塊)나 철정

(鐵鋌)을 다시 가공해 철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완주 상

운리에서 20세트의 단야구가 나왔는데,51 우리나라의 단일 유적

에서 나온 단야구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완주 상운리 생활유적에서도 철기유물이 많이 나왔다. 마한

의 주거지에서 철도끼, 철촉, 도자, 철정, 철괴형 철재, 철부 반제

품 등이 출토됐다. 마한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에서 단야구를 

중심으로 철기유물이 다량으로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완

주 상운리 유적을 남긴 마한의 세력집단은 당시 철의 가공 기술

을 소유한 최고의 전문집

단이었음을 유적과 유물

로 이해할 수 있다.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완주 상운리 서북쪽에 완

주 수계리 유적이 있다. 완

주군 봉동읍 수계리 신포·

장포 유적에서 마한의 생

활유적과 분묘유적이 함께 

조사됐다. 마한의 분구묘 

16기와 도랑 널무덤 15기, 

널무덤 191기와 토기류 

291점, 철기류 198점, 옥류 

181점  등 모두 672점의 유

물이 출토됐다. 완주 상운

리처럼 유적과 유물로 마

한의 발전상을 역동적으로 

보여줬지만 단야구는 출토

되지 않았다. 신포, 장포 

완주군 봉동읍 수계리 신포·장포 

유적에서 나온 철기류❶와 토기

류❷로 만경강 내륙수로로 당시 

교역을 담당했던 것 같다.(전주

문화유산연구원)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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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명에 담긴 의미처럼 만경강 내륙수로를 이용하여 교역이 활

발하게 펼쳐졌을 것으로 점쳐진다.

새만금은 바닷길로 선진문물이 전래되던 큰 관문이었다. 선

사시대부터 줄곧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그 명성을 유지했다. 초

기철기시대 바닷길로 철기문화가 전래되어 전북혁신도시를 당대 

최고의 테크노밸리로 조성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양문화가 

더욱 융성하여 말무덤의 왕국이자 패총의 보고로 발돋움했다. 

당시 철기문화와 해양문화가 하나로 응축되어 당시 만경강 유역

을 마한의 거점지역으로 이끌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완주 상운

리 일대로 중심지가 옮겨진 뒤 철기문화가 더욱 융성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문화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곳이 변산

반도 서쪽 끝자락 부안 죽막동52이다. 지금도 제장으로 사용되

고 있는 수성당 바로 뒤편에서 3~4세기의 짧은목항아리를 비롯

하여 5~6세기 토기류와 토제마, 철기류, 동경과 유리구슬, 왜계 

석제모조품, 중국제 자기편이 출토됐다. 그리고 8~9세기 토기병

과 짧은목항아리, 고려시대 청자병·완·청자마와 기와, 조선시대 

백자대접과 기와 등이 나왔다. 마한과 백제, 가야, 왜가 연안항

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잠시 들러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

2. 새만금 해양문화와 내륙문화 응축

52  동북아 해양 문물 교류를 보

여주는 제사유적으로 2017년 3

월 28일 국가 사적 제541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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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6세기 제사가 매우 왕성했다.

또한 한·중·일을 잇는 서해안 해로상 요충지로 먼 외지로 출항

하거나 항해에 불리한 조건으로 조난의 위험이 있을 경우 뱃길의 

안전을 위하여 신에게 안전을 기원하던 곳이다. 백제가 수도를 

공주로 옮긴 이후에는 항해자들에게 기항지이자 피항지, 제사처

로서 매력적인 곳이었다. 부안 죽막동에서 멀지 않은 고창 봉덕

리 분구묘에서 중국제 청자와 일본계 토기가 함께 출토됨으로써 

동북아의 고대문화가 해상 교역을 중심으로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선사·고대의 해양 활동의 산물인 부안 죽막동 해양제사는 당

시의 신앙을 제사유구와 출토유물을 통해 새만금 해양문화의 

역사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거의 섞여있지 않았다. 그리고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운봉고원의 기

문국과 진안고원의 장수가야와 관련된 가야토기도 출토되지 않

았다. 반면에 남해안과 접한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소가야 양식 

부안군 변산면 죽막동 제사유적

에서 나온 다양한 토기들로 연

안항로를 따라 운항하던 배들

이 들러 해양제사를 지내던 곳이

다.(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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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라왕 하지에 대해서는 김

해설, 고령설, 함안설 등이 있다.

토기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만약 가라왕 하지53가 보낸 사절단이 섬진강 하구 경남 하동

에서 출발해 연안항로를 따라 운항하다가 부안 죽막동에서 해양

제사를 드렸다면 대가야 양식 토기가 출토되어야 한다. 당시 대

가야의 발전상에 근거를 두고 대가야 왕으로 본 견해가 널리 통

용되고 있다. 부안 죽막동에서 대가야 양식 토기가 출토되지 않

는 것은 또 다른 대가야의 거점 포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동진강 하구의 가야포다.

전북 서부지역은 마한의 영역에서 백제의 영토로 편입됐는데, 

그 시기는 온조왕대라는 기록과 달리 4세기 근초고왕대로 추정

된다. 근초고왕의 남진정책에 따라 새만금 일원이 백제에 정치적

으로 편입되면서 마한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진 분구묘가 동시

에 자취를 감춘다. 이 여파로 영산강 유역의 상징적인 무덤으로 

밝혀진 대형 분구묘 단계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삼국시대 때 익산시 함열읍에 설치된 감물아현이 백제 시산

군 소속이었다. 지금과 달리 해수 유통으로 생활권 및 문화권이 

달랐던 것 같다. 그리고 백제 마서량현과 부부리현이 설치된 군

산시 옥구읍과 회현면 일대는 대부분 섬이었다. 당시 익산시 함

열읍 일대가 대부분 군산에 포함되었으므로, 익산 입점리와 웅

포리를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새만금 해양문화의 역동성을 분석

하려고 한다.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는 마한부터 백제까지 묘제의 변천 과

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대야공용터미널 

동쪽에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군산 동초교 이황세 선생님이 산책을 하던 중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 깨진 독널편을 우연히 발견하고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제보해 주었다. 2001년부터 군산문화원과 문화재청의 긴급 발

굴비를 지원 받아 세 차례의 발굴을 통해 그 존재가 세상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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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게 됐다.

당시 마한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 백제의 분묘유적이 함께 조

사됐다. 군산시 개정면과 성산면의 경계를 이룬 고봉산에서 대야

면 소재지까지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마한의 생활유적

이 위치해 있다. 마한의 생활유적에서 북쪽으로 200m 남짓 거리

를 두고 마한의 분묘유적이 있다. 마한의 생활유적이 문을 닫은 

이후 그곳에 10여 기의 구덩식 돌덧널무덤과 굴식 돌방무덤54으

로 이루어진 백제의 분묘유적이 다시 들어섰다.

마한이 근초고왕의 남진정책으로 백제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분묘유적의 위치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금강 하류지역에서 구덩

식 돌덧널무덤이 더욱 대형화되고, 5세기 중엽 경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마한부터 한성기까지의 분묘유적은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고분군에

서 나온 대부광구장경호❶, 유

개단경호❷, 횡병❸, 군산 여방

리에서 출토된 부뚜막모양 토기

❹로 최상급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국립전주박물관)

❶

❷

❸

❹

54  달리 횡혈식 석실분으로 부

른다.



58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55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

에 “소나 말을 탈 줄을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 장사지내는데 소나 

말을 사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로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 잡았다가 웅진·사비기를 거치며 남쪽  

기슭으로 바뀐다. 군산 산월리는 마한의 묘제 전통이 그대로 이

어진 백제계 분묘유적이다. 군산지역에는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

를 잡은 한성기 백제계 분묘유적의 밀집도가 높아 강한 지역성

을 자랑한다.

군산 산월리에서 3기의 구덩식 돌덧널무덤과 7기의 굴식 돌방

무덤이 발굴됐다. 굴식 돌방무덤은 자연 생토 암반층을 파내 묘

광을 마련하고, 내부에 방형 혹은 장방형 돌방을 배치한 반지하

식이다. 돌방의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산월리 2호분은 크기가 

다른 깬돌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벽석을 약간씩 안쪽으로 

좁혀 쌓은 뒤 한매의 개석으로 덮었다. 널길은 그 길이가 짧고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산월리 8호분은 가락동 4호분

과 공주 보통골 17호분과 동일하게 서벽과 남벽 사이에 비스듬

히 널길을 두었다. 유적과 유구의 성격에서 백제고분의 정형성보

다 오히려 과도기적 단계의 특징을 잘 보여 주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마한 사람들은 말과 소를 탈 줄 

몰랐지만 사람이 죽어 장례를 지낼 때 말이나 소뼈를 이용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55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산 산월리 2·3호

분에서 말이빨과 말뼈가 본래 부장된 상태로 그 존재를 드러냈

다. 군산 산월리 2호분 장방형의 돌방 바닥면 중앙부에서 말 이

빨과 약 50cm의 크기로 잘린 말뼈가 가지런히 돌방 바닥에 놓

여 있었다. 아마도 무덤 주인공의 장례를 치루면서 후손들이 정

성스럽게 무덤 안에 넣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에 말뼈를 넣은 매장풍습이 백제고분에서 나타나는 것

은 마한과 백제의 계기적 묘제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남원 유

곡리와 두락리 32호분에서도 봉분에서 말뼈가 수습됐는데, 당시 

가야 고총을 조성하는 과정에 제사를 모시고 봉분에 말뼈를 넣

었다. 마한의 토착세력집단이 백제의 굴식 돌방무덤이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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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당시 물물교환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57  달리 대부장경호라고 부른다.

운 묘제를 받아들였지만 장례 때 말뼈를 이용하는 마한의 장례 

풍습이 백제 혹은 전북가야까지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군산 산월리 발굴에서 토기류와 철기류, 구슬류 등 600점 가

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백제계 분묘유적 중 유물의 양이 가장 

많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백제의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

고 왜계 토기도 일부 포함되어, 토기류는 백제토기박물관을 방

불케 할 정도로 모든 기종이 망라되어 있다. 한마디로 역동성과 

다양성, 국제성으로 상징된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밝혀지

지 않았지만 소금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금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최상급 토기56를 가지고 새만금을 방문하

지 않았을까?

한 차례의 도굴 피해를 입지 않은 군산 산월리 2호분은 시신

을 모신 나무널이 안치된 부분을 제외하면 유물이 전면에 부장

되어 추가장이 확인됐다. 1970년대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무덤이 무너졌지만 유물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울 풍

납토성과 부안 죽막동에서 나온 횡병은 산월리 2호분에서 2점이 

함께 출토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백제계 굴식 

돌방무덤에서 횡병이 출토된 것은 군산 산월리가 처음이다.

군산 산월리 8호분에서 나온 굽 달린 목긴 항아리57는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없다. 굽다리긴목항아리는 입이 넓고 목

이 긴 항아리로 바닥에 다리가 붙어있다. 다리부분에 삼각형 투

창이 뚫려있는데, 종래에 백제 영역에서 나온 예가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기종이다. 장수 노하리 가야 고분에서 흡사한 기종이 

출토됐는데, 장수가야 철의 생산과 유통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있다. 군산 산월리 출토품은 소금의 유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 산월리에서 세발토기가 상당량 출토되어 큰 관심을 끌었

다. 세발토기는 백제토기를 대표하는 핵심 기종으로 대체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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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을 담는 생활용기이다. 군산 산월리에서 나온 15점의 세발토

기는 몸통 직경이 10∼30cm로 아주 다양하고 토기의 제작기법

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세발토기가 군산

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 그렇다면 군산에서 생산된 소금이 널리 

유통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세발토기를 거의 다 모은 것이 아

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 3세기 이후에는 철기의 생산 규모가 한층 확대

됨으로써 이전 시기보다 정교한 제련 기술과 주조 기술을 가진 

전문 장인 집단이 증가한다. 그리하여 갑작스럽게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상과 발전상을 잘 담아

냈다. 군산 산월리는 철기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출토량이 많다

는 점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군산 산월리에서 나온 철기류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이 둥근고리칼이다.

둥근고리칼은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가 달린 긴 칼을 말한다. 

마한의 상징적인 무기류의 하나로 주조기술이 발전하고 전쟁이 

잦아지면서 그 길이도 상당히 커진다. 3세기 후반 이후에는 소중

하고 요긴한 전쟁 무기이자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둥근 고리부분에 장식된 문양의 종류에 따라 용봉문·봉

황문·용문·삼엽문으로 세분된다.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온 용봉

문 둥근고리칼이 가장 대표적이다.

군산 산월리에서는 2호분과 4호분에서 각각 1점, 3호분과 6호

분에서 각각 2점 등 6점의 둥근고리칼이 굴식 돌방무덤에서 출

토됐다. 모두 둥근 고리부분에 문양이 없는 소환식이다. 백제의 

분묘유적에서 6점의 둥근고리칼이 나온 것은 금강 하류에서 군

산 산월리가 처음이다. 마한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새만금의 

해양 세력이 백제 웅진기까지 그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융성했음을 둥근고리칼로 뒷받침해 주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마한 사람들은 구슬 목걸이를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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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데 옷에 꿰매 장식하기도 하고 혹은 목에 매달기도 하고 

귀에 달기도 한다. 금·은·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마한 사람들은 금·은·비단보다 구슬류를 매우 가치가 

크고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걸이뿐 아니라 옷

에 꿰매거나 귀에 장식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널리 즐겨 자주 사

용했던 것 같다. 당시 마한 사람들의 구슬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군산 산월리 굴식 돌방무덤에서 253점의 구슬류도 출토됐다.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면 2호분에서 4점, 3호분에서 147점, 4호

분에서 8점, 5호분에서 16점, 6호분에서 41점, 7호분에서 29점, 8

호분에서 8점이 나왔다. 군산 산월리처럼 백제의 분묘유적에서 

구슬류가 다량으로 출토된 곳은 거의 없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발전과정이 마한부터 백제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됐음이 구슬을 

통해 다시 또 입증된 것이다. 동시에 당시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

상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군산 산월리는 마한에서 백제까지 발전 과정과 당시의 사회상 

및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풍부한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당시 유적이 심하게 훼손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발굴이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월리 유적과 유물이 문화

재로 지정되지 않아 행정 당국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8 마한부터 백제까지 새만금의 발전 과정과 그 역동

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발굴도 추진됐으면 한다.

군산에서 발굴조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 군산 조촌동 유적이

다. 1993년 군산 조촌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 절단면에서 백제

고분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군산시청 동쪽 매미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분묘유적으로 마한의 널무덤과 독무덤, 백

제의 구덩식 돌덧널무덤, 앞트기식59·굴식 돌방무덤 등이 조사됐

다. 마한의 널무덤과 독무덤은 산줄기 정상부에 백제 고분은 남

58  군산 근대 중심의 역사 인식

이 파생시킨 아쉬움이다.

59  달리 횡구식(橫口式)으로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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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기슭에 입지를 두었다.

백제고분은 그 평면 형태가 대체로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

분된다. 벽석은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깬돌과 판자모양 석재

까지 다양했다. 벽석의 축조방법과 돌방의 평면 형태에서 웅진기

부터 사비기까지 백제고분의 특징을 잘 담아냈다. 일제 강점기60

부터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많지 않았지만 3호분에 부장된 관

고리를 근거로 추가장이 확인됐다. 군산에서 유적과 유물로 마

한과 백제의 존재와 그 역사성을 처음으로 학계에 알렸다.

새만금 일대에서 가장 큰 분묘유적이 군산 여방리 분묘유적이

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대명산에

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남쪽에 위치한다. 당시 구덩식 돌덧

널무덤과 굴식 돌방무덤, 앞트기식 돌덧널무덤, 독무덤, 널무덤 

등 88기의 백제고분이 조사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무

분별한 도굴과 석재의 반출로 유적이 심하게 유실 내지 훼손되어 

유물이 그다지 많이 출토되지 않았다.

군산 여방리 11호분에서 나온 금으로 만든 화형장식은 최고

의 유물로 평가받는다. 공주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의 중앙

에서 왕 혹은 왕족 무덤에서만 나왔는데, 당시 새만금의 발전상

과 무덤 주인공의 권위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그 북쪽에 자리한 서천 봉선리에서도 금제(金製 ; 금으로 

만듦) 꽃모양장식과 금제 영락장식이 출토되어, 백제의 관문이자 

전략상 요충지로서 금강 하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당시 일상생활의 풍경을 담은 화덕모양 토기도 큰 관심을 끌

었다. 군산 여방리 82호분 출토품으로 부뚜막 위쪽 중앙에 구멍

을 뚫고 소 뿔 모양의 토기를 끼웠다. 우리나라에서 한 점만 출

토됐는데, 새만금 해양문화로 융성했던 당시의 풍요로움을 표현

했다. 다행히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7기호분에서도 유물의 출

토량이 많지 않아 백제의 박장 풍습도 입증됐다. 군산 여방리는 

60  1910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 36년 동

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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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조선 준왕의 도착지를 배

경으로 금강 하구에 화려하게 

꽃피운 해양문화의 결정체이다.

62  최고의 위세품으로 당시 금

강 하구의 역사적인 위상을 높

였다.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뽐낸 역사책과 같은 곳이다.

군산시 나포면과 익산시 웅포면은 분묘유적의 밀집도가 유난

히 높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 일행이 도착했던 

곳으로 알려진 나리포가 그 부근에 있다. 1986년 봄 고등학생이 

금동제 관모와 금동제 신발을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하여 국가 

사적 제347호로 지정된 익산 입점리 고분군61도 자리한다. 구덩

식 돌덧널무덤과 앞트기식 돌덧널무덤, 굴식 돌방무덤 등이 함께 

조사되어 백제 묘제의 다양성을 높인 익산 웅포리 고분군도 여

기에 속한다.

지금은 군산시와 익산시로 나뉘었지만 익산시 함열읍에 두었

던 감물아현까지 군산시 임피면에 설치된 백제 시산군에 속했었

다. 당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로서 막중한 몫을 담

당했던 금강 하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담아낸 것이 금동제 관모

와 금동신발이다.62 백제는 마한의 거점 세력을 정치적으로 복속

시키는 과정에 마한의 수장을 지배 내지 통제하기 위해 금동제 

관모와 금동신발과 같은 최고의 위세품을 보냈다.

❶

❸

❷

❹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에서 나

온 금동관❶, 금동신발❷, 중국

제 청자❸와 군산 여방리 출토 

금으로 만든 꽃모양 장식들❹이

다.(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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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

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

전했던 기문국 지배자의 무덤

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익산 입점리 1호분에서는 금제 귀걸이와 금동제 장신구류, 중

국제 청자 사이호, 마구류, 화살통장식, 유리구슬 등이 함께 출

토됐다. 따라서 백제 위세품과 토기의 확산, 중국제 도자기의 등

장은 고대국가로 성장한 백제의 진출 및 마한의 복속 과정을 유

물로 뒷받침해 준다. 새만금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

력집단은 금강의 내륙수로와 바닷길로 백제의 중앙과 돈독한 교

류관계로 발전했던 해양 세력으로 추정된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창 봉덕리에서 금동신발이 더 나왔다. 고창 

봉덕리 1호분은 태봉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 말단부에 

위치해 있다. 봉분은 그 평명형태가 동서로 긴 방대형이며, 동서 

길이 70m, 남북 폭 50m, 최대 높이 7m 내외이다. 봉분 내에서 

돌방 5기와 돌널 2기 등 모두 7기의 매장시설이 조사됐다. 금동

신발은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4호 돌방에서 은제 머리장식과 

중국제 청자 등의 위세품과 함께 출토됐다.

삼국시대 때 금동신발은 대부분 왕릉이나 백제 왕후제와 관

련하여 최고의 권력자 혹은 지방 거점세력의 수장층 무덤에서 

나왔다. 익산 입점리 1호분에서 나온 금동신발은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63 일본 구마모토현 

후나야마고분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유사하다. 당시 백제가 

영산강 유역의 마한세력과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세력, 그리고 바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백제 횡혈

식 석실분에서 나온 유리구슬❶

과 완주 상운리 분구묘에서 출토

된 다양한 구슬류❷이다.(국립전

주박물관)

❶ ❷



65제2장 새만금,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 허브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64  경덕왕 16년(757) 옥구현으

로 그 지명이 바뀌었다.

65  통일신라시대 회미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시대 옥

구현으로 편입될 때까지 독립된 

행정체계를 유지했다.

다 건너 일본까지도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금강과 만경강 하구 사이에서는 백제의 분묘유적이 거

의 조사되지 않았다. 군산시 옥구읍에는 마서량현64이 회현면에

는 부부리현65이 설치된 백제의 행정치소이다. 옥산면 당북리에

서도 깬돌로 벽석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두른 2기의 지상식 

백제고분이 조사됐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상당수 분묘유

적이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 분묘유적의 성격

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추진됐으면 한다.

백제의 전략상 요충지로 오성산을 빼 놓을 수 없다. 소정방 오

성산 전설에는

“읍지에 말하기를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이 산 아래 주둔

했는데 누런 안개가 해를 가리어 헤매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때 홀연 다섯 노인이 와서 진 앞에 이르므로 정방이 길을 물었는데 노

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나라를 치고자 하는 데 어찌 길을 가르쳐줄

쏘냐했다. 정방이 화내어 다섯 노인을 죽이고 갔다. 회군하는 날에 뉘

우치고 신령스런 사람으로 생각하여 이 산에 장사지내고 이어 오성산

이라 불렀다 한다. 산꼭대기에는 지금도 오성(五聖)의 터가 있다.”

라고 전해진다. 오성산은 동진강·만경강·금강 하구를 중심으로 

군산도와 미륵산, 황방산, 부여 부소산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새

만금 일대가 한눈에 잘 조망되어 남쪽과 북쪽 두 산봉우리를 한 

바퀴 두른 오성산 토성이 있다. 이 토성은 남북으로 긴 땅콩모양

으로 계곡부는 판축법으로 산기슭은 삭토법을 적용하여 성벽을 

쌓았다. 지표조사 때 표면에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의 유물이 상당량 수습됐다.

금강의 관문에 위치한 오성산은 달리 지붕 없는 야외박물관

이다. 고인돌과 분묘유적, 토기요지와 도요지, 패총, 수심사지, 

관성암지, 우물, 봉수 등이 공존한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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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화유적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여 새만금 해양문화를 일

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다. 오성산 일대 문화유적의 성격

을 밝히기 발굴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자

원으로 활용방안이 모색66됐으면 

한다.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위치

한 김제시도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 옛 환경 지도에 의하

면 김제시는 동쪽 일부를 제외한 삼면이 바다로 감싼 반도와 같

은 곳이다. 삼국시대 벽골군을 중심으로 수동산현(首冬山縣), 내

리아현(乃利阿縣), 무근촌현(武斤村縣) 등이 대부분 바다와 접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는 처음에 5개의 하천을 따라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한 수문이

❶

❷



67제2장 새만금,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 허브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진강 하구도 해양문화의 보고이다. 내장산 까치봉 까치샘에

서 발원하는 동진강은 줄곧 서북쪽으로 흘러 김제시 성덕면과 

부안군 계화면 사이에서 서해로 들어간다. 동진강 본류와 지류

를 따라 거미줄처럼 잘 갖춰진 내륙수로가 시작하는 부근에 가

야포가 있었다.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창북리 일대로 호남평야

의 풍부한 물산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

진강 하구에 50여 개소의 크고 작은 포구가 있었다고 한다.

본래 소금 창고가 있었던 염창산67 동쪽에 위치한 용화동 토

성을 중심으로 궁안리 토성·수문 토성·용정리 토성·구지리 토성·

반곡리 토성·염창산 토성 등이 동진반도 일대에 조밀하게 배치되

어 있다. 부안 용화동 토성 내 구릉지 정상부에 6기의 말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말무덤은 마한 해양 세력의 지배자 무덤으로 추

정되며, 백제의 흔량매현이 부안군 계화면에 설치된 역사적인 배

경도 마한의 해양 세력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가야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할 때 불순물 제거를 위

해 제련로에 넣었던 굴이나 조개껍질을 동진강 하구 가야포에서 

조달하지 않았을까? 백제 부흥군과 나당 연합군이 격렬하게 싸

움을 한 백강 전투, 신라와 당나라 수군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

룬 격전지도 가야포 부근 새만금이다. 해상왕 장보고 선단의 거

점 완도 청해진의 문을 닫고 당시 최고의 바다 전문가들도 해양

문화의 메카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새만금 일원은 내륙 

깊숙이 해수 유통으로 해양 활동이 활발하고 줄곧 해양 갈등도 

잦았던 곳이다.
66  금강 하구의 역사 문화 자

원을 하나로 묶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이 추진됐으면 

한다.

67  옛날 소금을 보관하던 창고

가 있었던 산으로 동진강 하구

의 역사성을 함축적으로 담아

낸다.

부안군 동진면 창북리 새포 용

화동마을 모습❶으로 옛 지도 

‘동여도’에 표기된 가야포가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❷이

다.(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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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신사 영접과 해상교통의 기항지

1) 김부식 국가영접과 군산도 군산정

900년 전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 새만금 내 군산도를 

방문했다. 당시 김부식이 개경을 출발해 전주를 거쳐 새만금을 

찾은 것은 송나라 사절단 영접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주관하기 

위해서였다. 1123년 송나라 휘종은 일 년 전 돌아가신 예종의 영

전에 제전하고, 고려 국왕인 인종에게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 국

신사를 파견했다. 사신단은 정사인 노윤적과 부사인 부묵경, 그

리고 뱃사람까지 1,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서긍에 의해 편찬된 외교견문록인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김

부식 주관으로 군산도 군산정에서 열린 영접행사와 섬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잘 묘사되어 있다.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송나

라 사신단 일행을 초청하여 영접행사가 개최된 군산정은 대청과 

행랑, 대문,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정은 개경 송악산 

남쪽 만월대와 예성강 하구 벽란도를 제치고 국가 차원의 영접

행사가 열린 국제 외교의 큰 무대였다.68

군산도 한 가운데 선유도(仙遊島)가 있다. 선유도는 신선이 노

닐 정도로 섬의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옛 지

도와 문헌에는 선유도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고 조선 철종 8년

(1857) 만들어진 동여도에는 군산도 서남쪽 산봉우리를 선유

봉(仙游峰)으로 표기해 놓았다. 선유도는 망주봉으로 유명한 북

섬과 고군산진터가 자리한 남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섬 사

이에 선유도해수욕장이 있다.

1967년 선유도 패총이 학계에 처음 보고된 이후 오랜 기간 동

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

되어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까지 한 차례의 발굴조사

68  중국학자 임사민 소장은 군

산도를 직접 둘러보고 군산정

을 한중 해양 교류의 으뜸으로 

꼽았다. 군산도 해양문화유산을 

잘 정비 복원한다면 14억 중국

인들이 모두 다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회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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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년 전 송나라 사신단 국신사 

일행이 20일 동안 머물렀던 선

유도❶와 당시 기와집이 빼곡했

을 것으로 추정되는 망주봉❷이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현재 패각층이 절단면에 드러난 있

지만 이해 부족으로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유도 북섬 동남

쪽에 마치 복주머니처럼 생겨 최고의 항구 조건을 갖춘 전원마

을이 있는데, 그 남쪽 산봉우리가 선유도 망주봉이다.

2009년 선유도 전월마을 김성곤씨가 군산대학교 박물관을 찾

았다. 그는 자기 소유의 밭이 망주봉 동쪽 기슭에 있는데, 해마

다 밭을 갈 때면 많은 기와편이 땅속에서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

다. 올해도 이른 봄 밭을 파는 과정에 기와조각이 많이 나와 버

리지 않고 그 일부를 채집하여 집에 보관하였다고 말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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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만든 기와인지 너무 궁금해서 깨진 기와조각을 가지고 박

물관을 찾게 됐다고 이야기가 계속됐다. 

오늘 가지고 온 모든 기와편을 박물관에 기증할 테니, 지금부

터라도 선유도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다. 당시

까지만 해도 해양문화에 관심이 많지 않아 군산도 일원에 유적

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았다. 우연

히 땅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깨진 기와편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던 선유도 주민들은 군산도 매장문화재를 세상에 알린 최

고의 고고학자들이다.69

2009년 12월 중순 경 군산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선유도를 

찾았다. 당시 선유도 전월마을 주민들이 기와편을 발견했다고 제

보해 준 망주봉 일대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큰 성과

를 거두었다. 선유도 북섬 망주봉과 전월마을 부근에 유물이 광

범위하게 흩어진 사실을 확인하여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망주

봉 남쪽 바닷가에는 유물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한마디로 노천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지금도 선유도 망주봉 동쪽 산봉우리 중앙부에 오룡묘(五龍

廟)가 있고, 그 동쪽에 비교적 넓은 구릉지와 북쪽에 양호하게 

보존된 계단식 석축을 확인했다. 망주봉 동쪽과 북쪽에 이미 밭

으로 개간된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야지대를 이룬다. 현지

69  당시 제보가 없었다면 고고

학으로 군산도를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또 군산도 사랑에 

큰 경의를 표한다.

❶ ❷

‘고려도경’에 숭산행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망주봉 남쪽

에서 수습된 상감청자국화문분

합편❶과 원나라 네 귀 달린 병

❷이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

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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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밭과 해안가에서 초기청자편과 상감청자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서로 혼재된 상태로 수습됐는데, 유물은 청

자류와 기와류가 절대량을 차지한다.

그런데 선화봉사고려도경 군산도에는

6일 정해에 아침 밀물을 타고 운항하여 진각(오전 7∼9시)에 군산도에 

이르러 정박했다. 그 산은 열두 봉우리가 잇달아 연결되어 있는데, 둥

그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이 성과 같다. 여섯 척의 고려 배가 와서 맞아 

주었는데, 무장 병을 싣고 징을 울리고 호각을 불면서 호위했다. 별도

의 작은 배에는 초록색 도포 차림의 하급 관리가 타고 있다. 그는 홀을 

바로잡고 배 안에서 읍을 했다. 통성명을 하지 않고 물러갔는데 군산

도(群山島)의 주사(종7품 관리)라고 한다. 이어 통역관인 합문통사사인 

심기가 와서 동접반 김부식과 합류했다. 지전주 오준화가 사자를 보내

와 원영장(遠迎狀)을 내놓자 정사와 부사가 예를 차려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읍만 하고 배례하지는 않았고 장의관을 보내 접촉시켰을 따름

이다. 이어 답서를 보냈다. 배가 섬으로 들어가자 해안에서 깃발을 잡

고 늘어서 있는 자들이 1백여 명이나 됐다. 동접반이 서신과 정사, 부

사 및 삼절의 조반을 보내왔다. 정사와 부사가 접반에게 이첩하여 국

왕에게 그들의 도착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알리는 서장을 보내니, 접반

이 채색 배를 보내어 정사와 부사에게 군산정(群山亭)으로 올라와 만

나주기를 청했다. 그 정자는 바닷가에 있고 뒤에는 두 봉우리가 받쳐

주고 있는데, 그 두 봉우리는 나란히 우뚝 서 있고 높은 절벽을 이루어 

수백 길이나 치솟아 있다. 문 밖에는 관가의 건물 10여 칸이 있고, 서

쪽의 가까운 작은 산 위에는 오룡묘(五龍廟)와 자복사(資福寺)가 있다. 

또 서쪽에 숭산행궁(崧山行宮)이 있고, 좌우 전후에는 민가 10여 호가 

있다. 오시 후에 정사와 부사는 송방(松舫)을 타고 해안에 이르렀고, 

삼절은 수종 인원을 이끌고 관사로 들어갔는데, 접반과 군수가 달려와 

맞이했다. 뜰에는 향로를 놓은 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궁궐을 바라보

고 배례하며 무도하고서는 공손하게 성체의 안부를 물었다. 그 일이 끝

나고서는 양쪽 층계로 나누어 대청으로 올라가 정사와 부사가 상좌에 

있으면서 차례로 만나 재배하고 끝나면 약간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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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배하고 자리로 갔고, 상중절은 대청 위에서 차례로 서서 위와 

읍을 했다. 이 나라의 습속은 다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는 읍을 한다. 도

할관이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하고 재배하고는 다음에 군수에게 앞서 한 

예와 같이 읍하고 물러나 자기 위치에 와서 앉는다. 정사와 부사는 다 

남쪽을 향하고, 접반과 군수는 동서로 마주 향하고, 하절과 뱃사람은 

문의 양쪽 곁채에 앉고, 뱃사람은 문밖에 앉는다. 시설이 극히 정제 엄

숙하고 음식은 또 풍성하고 예모는 공손 근엄하다. 바닥에는 다 자리

를 깔았는데, 대체로 그 습속이 그러한 것으로 역시 고풍에 가까운 것

이다. 술이 열 차례 돌아가는데 중절과 하절은 다만 그 횟수가 줄어들 

뿐이다. 처음 앉을 때에는 접반이 친히 따라서 바치고 사자(使者)는 다

시 그것을 따라 준다. 주연이 반쯤 진행됐을 때 사람을 보내어 술을 권

하게 하고, 삼절은 다 큰 술잔으로 바꾼다. 예가 끝나면 상·중절은 처

음의 예와 같이 걸어 나가 읍하고, 정사와 부사는 송방에 올라타고 타

고 온 큰 배로 돌아간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36 해도 3 군산도)

라고 기록되어 있다. 900년 전 송나라 사신단이 군산도에 도착

했을 때 사신단의 영접행사 광경과 그 진행 과정을 살필 수 있

다.70 아침 일찍 부안 위도를 출발한 사신단은 선유도 전월마을

로 입항했고, 여섯 척의 고려 배가 바다로 나가 사신단을 맞이했

다. 신주(神舟) 등 사절단을 태운 8척의 배가 섬으로 들어가자 

깃발을 들고 해안에 늘어서 있는 병사들이 1백 여 명이나 됐다. 

당시 사신단의 배를 댄 곳은 선유도 북섬 전월마을로 추정된다.

동접반 김부식이 서신과 함께 정사, 부사 및 삼절의 아침밥을 

보냈다. 그리고 군산도에서 만든 송방을 보내 군산정에서 거행되

는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에 참석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문헌에

는 군산정이 바닷가에 있는데, 그 뒤쪽에는 두 산봉우리가 병풍

처럼 펼쳐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두 산봉우리는 나란

히 우뚝 솟아 있고 높은 절벽에 수백 길이나 치솟았다는 점에서 

선유도 망주봉을 가리킨다.

군산도 관문 밖에는 10여 칸의 관아가 있었던 것 같다. 관문

은 배가 접안했던 항구와 관아 사이에 있었던 군산문(群山門)으

70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VR(Virtual Reality)로 제작하여 

새만금의 국제성을 홍보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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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 행정 업무를 보던 객관을 중심으로 서

쪽 작은 산 위에 오룡묘와 자복사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선유

도 북섬 전월마을과 신기마을 사이 넓은 평탄대지 중앙에 객관

과 그 북쪽에 군산문, 서쪽에 오룡묘와 자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망주봉 남쪽 기슭 평탄대지에 숭산행궁(崧山行宮)71이 

있다고 문헌에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행궁 주변에 있었던 10여 

호의 민가는 행궁의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이곳에 행궁이 자리

를 잡을 수 있던 것은 풍수지리에 기인한다. 풍수지리의 배산임

수에서 최고의 혈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망주봉의 서쪽 산봉

우리가 높고 넓어 주봉으로 판단을 하고 왕이 임시로 머물던 행

궁을 배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혹자는 선유도 망주봉이 코끼리를 닮았다고 한다. 망주봉 동

쪽 산봉우리가 머리를 닮았고 서쪽이 몸통 부분을 이루고 오룡

묘에서 동쪽으로 가늘게 뻗은 산자락이 코끼리 코에 해당한다고 

한다. 동양의 음양사상에서 코끼리는 상서로운 동물로 통한다. 

선유도 망주봉 일대 행궁과 사신단 영접, 오룡묘와 해양제사, 풍

수지리, 사찰, 송방 등을 하나로 묶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를 개

발하여 미래의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72

2013년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발굴비를 지원 받아 숭산

행궁과 군산정, 2015년 오룡묘와 객관터를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망주봉 서쪽 기슭을 제외하면 건

물지로 추정되는 계단식 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었다. 본래 숭

산행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서는 건물지의 기단석

과 적심석, 담장지가 확인됐다. 망주봉 두 산봉우리 사이 군산정

에서는 건물지의 적심석과 숯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2018년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숭산행궁 발굴이 이루

어졌지만, 행궁과 직접 관련된 기단석과 초석이 발견되지 않았

71  숭산의 의미가 남다르다. 개

경의 진산 혹은 주산이 송악산

으로 달리 숭산으로 불린다. 숭

산행궁에는 제2의 개경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72  새만금 해양문화에 대한 인

식 전환과 함께 전라북도 등 행

정 당국의 지원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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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숭산행궁처럼 최고의 건물지는 후대 사람들이 대대적인 석재

의 반출로 대부분 적심석만 남아있는 사례가 많다. 아직은 숭산

행궁과 군산정이 있었던 중심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발굴이 이

루어지지 않았지만 문헌에 등장하는 건물지의 존재 가능성만 입

증됐을 뿐이다.

또한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오룡묘는 군산도의 객관 서쪽 어느 봉우리 위에 있다. 전에는 작은 집

이었다. 그 뒤 몇 걸음 되는 곳에 두 개의 기둥으로 된 집 한 채를 새

로 지었을 뿐이다. 정면에 벽이 있어서 오신상(五神像)을 그렸는데, 뱃

사람들은 거기에 매우 엄숙하게 제사한다. 또 서남쪽 큰 숲 속에 작은 

사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숭산신(崧山神)의 별묘(別廟)라 한

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17 오룡묘)

선유도 망주봉 동쪽 산봉우리 중단부에 해양제사를 모시는 

오룡묘가 있다.73 흔히 바다에 제사를 지내던 사당은 바다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다의 조망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

다. 오룡묘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와 가깝고 바다가 한눈

에 잘 조망되어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15년 국립전

주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도 오룡묘가 그 자리를 그대

73  군산시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오룡묘의 정비 복원을 추

진했다. 그런데 문화재는 진정

성과 역사성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

❶ ❷

군산 옥도면 선유도 망주봉 동

쪽 산봉우리 전경❶과 해양 제

사를 모시던 오룡묘❷와 그 서

남쪽에 숭산신 별묘 터가 자리

하고 있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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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헌에 오룡묘 서남쪽 큰 숲 속에 숭산신을 모시는 별묘가 있

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숭산신은 개경 북쪽 송악산 숭산

신사에 모신 신을 가리킨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재난이나 질병

이 발생하면 옷을 시주하고 좋은 말을 정중하게 드리면서 숭산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당시 숭산신을 모실 정도로 군산

도의 위상이 대단했음을 말해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오룡묘 

서남쪽에 사당 터가 잘 남아있었다고 선유도 주민들이 설명해 

주었는데, 그곳이 숭산신을 모신 별묘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군산도에는 자복사가 있는데, 정전과 문과 행랑 이외에는 법당이나 집

이 없고 승려는 2~3인뿐이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17 왕성 안팎의 

여러 사찰)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오룡묘가 옮겨지지 않은 것으

로 발굴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복사는 오룡묘 

북쪽에 해당된다. 지금도 오룡묘 북쪽에는 계단식 지형이 잘 보

존되어 있는데, 본래 자복사 터로 판단된다. 자복사는 정전과 

문, 행랑으로만 구성되어 꽤 아담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당시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이 재물을 얻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기

도 도량이 아닌가 싶다.

고려시대 행정단위마다 두었던 자복사는 불교를 통해 국가의 

지배와 지역 사회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

로 알려졌다. 송나라 사신단이 마지막 제사를 모신 주산군도에

도 자복사가 있는데, 자복사는 대부분 원통보전 혹은 자비전이 

본전으로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관음보살은 자비의 마음으로 

바닷길을 지켜 준다.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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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사와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도 모두 바다를 굽어보고 있

다. 군산도 자복사의 실체와 그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학계의 관

심을 당부 드린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역동성이 담긴 청자류와 기와류가 다량으

로 나왔다. 청자류는 초기청자부터 다양한 기종의 최상급 청자

가 망라되어 있으며, 당시의 발전상을 유물로 반증해 주었다. 비

색청자의 주요 기종이자 상징적인 위세품으로 최고의 권위를 암

시해 주는 청자양각도철문원형향로(靑瓷陽刻饕餮文圓形香爐)편

도 수습됐다. 청자상감국화문합의 뚜껑은 문양 구성과 탁월한 

조형성에서 12세기 중반 군산도의 정치적인 위상을 잘 보여 주

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사신이 고려 경내로 들어오면 군산도, 자연주, 삼주에서 모두 사람을 

보내 식사를 제공한다. (중략) 음식을 10여 종인데 국수가 먼저이고 해

산물은 꽤 진기하다. 그릇은 금·은을 많이 쓰는데, 청색 도기도 섞여 

있다. 쟁반·소반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 옻칠을 했다.(선화봉사고려도

경 권33 식사 접대)

라고 기록되어 있다. 군산도에 도착한 송나라 사절단에 음식을 

제공할 때 고려청자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12세기 초

엽 늦은 시기로 부안 유천리 청자 가마에서 최고의 상감청자를 

한창 생산하던 때이다. 선유도 망주봉 일원에서 수습된 최상급 

상감청자편은 부안 유천리에서 만들어진 것과 유물의 속성이 상

통한다. 동시에 고려의 왕궁 터인 개경 만월대 발굴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못지않게 작품성과 예술성이 탁월하다.

기와편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다. 기와편은 격자문화 

수지문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벽이 두껍고 복합문이 시

문된 조선시대 기와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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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 사방에 기와집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신단이 방문했을 

무렵 군산도가 전성기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 동고산성에

서 나온 것과 흡사한 기와편도 상당수 포함되어 후백제에 의해 

군산도가 본격 개발됐을 개연성74도 충분하다. 

송나라 사신단이 중국으로 돌아갈 때도 새만금에서 20일 가

량 머물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 15일 예성항을 출

발해 7월 24일 군산문으로 들어가 군산도에서 정박하다가 8월 8

일까지 14일 동안 태풍을 만나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북풍이 

불어 밀물을 타고 큰 바다로 나가 고섬섬,75 죽도76를 지나 흑산

도77를 바라보았는데, 별안간 동남풍이 사나워지고 바람이 더욱 

맹렬해져 새만금으로 다시 돌아왔다. 

군산도에서 8월 16일까지 머물러 있다가 바람이 가라앉자 바

로 다시 군산도를 출발했다. 우리나라 최대 기항지로 알려진 흑

산도 부근에서 태풍을 만나자 다시 새만금으로 돌아올 정도로 

군산도는 모든 항만 시설이 잘 갖춰진 해상교통의 국제 항구였

다. 군산도는 환황해권 동쪽 중앙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해상교통의 기항지이자 국제 외교의 관문으로 큰 번영

을 누렸다.

900년 전 김부식 주관으로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가 열릴 정도

로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가장 융성했다. 따라서 장보고의 청해

진 해체 이후 흑산도 해상교통의 핵심 기능이 새만금으로 통합됐

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서 수습된 최상

급의 청자편과 중국제 자기편, 쌍룡문경(雙龍文鏡)과 선경문경(仙

景文鏡)이 그 개연성78을 입증한다. 우연히 어부가 선유도 바다에

서 건저 올린 쌍룡문경과 선경문경은 당대 최고의 위세품이다.

2013년 군산도 내 무녀도 널무덤에서 중국제 청동거울이 나

왔다. 무녀도는 연안항로를 이용하던 배가 군산도를 경유할 때 

대부분 거처야 하는 길목이다. 최상급 상감청자를 비롯하여 고

74  후백제는 중국 청자의 본향 

오월과 군산도를 경유하는 바닷

길로 반세기 동안 국제 외교를 

펼쳤다.

75  섬의 형국이 고슴도치를 닮

은 부안군 위도면 위도를 가리

킨다.

76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서북쪽 죽도로 추정된다.

77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와 발

굴조사를 통해 사단항로 최대의 

기항지로 비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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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후기의 청자류가 상당수 나와 고려 말까지 새만금의 해양문

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새만금 내 군산도는 한

국 고중세 국제교류의 거점이자 무역항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

다. 아울러 고려의 통치시스템과 종교·문화적 특성을 담아낸 곳

으로 밝혀지고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3 순선에 의하면 군산도에서 선박을 

건조한 것으로 보인다.

송방은 군산도의 배이다. 선수와 선미가 다 곧고 가운데에 선실 5칸이 

마련되어 있고, 위는 띠로 덮었다. 앞뒤에 작은 방 둘이 마련되어 있는

데, 평상이 놓이고 발이 드리워져 있다. 중간에 트여 있는 두 칸에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는데 가장 찬란하다. 오직 정사·부사 및 상절만이 

거기에 탄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33 송방)

고려시대 군산도에서 건조된 배를 송방이라 부른다.79 이 배

는 앞쪽과 뒤쪽이 모두 곧게 올라가고 배의 중앙에는 5칸의 선

실이 마련됐고, 지붕은 띠로 덮었다. 배의 내부에는 평상을 놓고 

발을 드리우고 비단을 깔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사신단이 군산

78  당시 최고의 위세품으로 유

물로 숭산행궁의 존재와 그 위

상을 담아냈다.

79  고려시대 송방을 건조했던 

조선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

도 군산도에서 배를 만들던 조

선소는 선유도 남섬 통계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80  송나라 사신단을 태운 배가 

정박해 있었던 전월마을 동쪽 

항구에서 망주봉 남쪽 기슭 군

산정까지의 구간이다.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바

다에서 우연히 인양되어 발견매

장문화재 신고된 고려시대 청동

거울 쌍룡문경❶과 선경문경❷

이다.(국립전주박물관)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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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도착해 환영행사가 열린 군산정으로 이동80 때 정사와 부

사, 상절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배이다. 동시에 고려시대 선박의 외

형과 그 내부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자료

이다.

그런데 새만금에 속한 십이동파도에서 청자를 가득 실고 개

경으로 가다가 침몰된 고려시대 청자운반선이 발견됐다. 2004

년 인양된 군산 십이동파도선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염

분을 제거하는 탈염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의 송방과 

함께 고려시대 선박을 복원하는 데 값진 학술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년 군산시에서 송방을 형상

화 한 건물에 군산도의 이야기를 담은 홍보관을 개관해 큰 박수

를 보낸다.

조선 숙종 8년(1682) 만들어진 동여비고(東輿備考)81에는 

왕릉이 군산도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성

종 때 간행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82에서 따

왔다. 동국(東國)의 ‘동(東)’자와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여(輿)’자

를 취했고, ‘비고(備考)’라는 명칭은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

는 데 참고가 되는 지도라는 뜻이다. 이 책에 실린 지도를 살

펴보면 군산도에 무덤을 상징하는 표시와 왕릉이 한자로 표기

되어 있다.

2) 군산도와 주산군도 해양관광 모색

81  이 책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를 인정받아 2008년 12월 22일 

보물 제1596호로 지정됐다.

82  조선 성종 12년(1481) 각 도

의 지리, 풍속, 인물 등을 자세하

게 기록한 지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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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도 왕릉은 문헌에도 등장하는데

군산도는 현의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둘레가 60리이다. 벼랑에 배

를 감출만한 곳이 있어서 모든 조운(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하는 자

는 모두 여기에서 순풍을 기다린다. 섬 가운데 마치 임금의 왕릉 같은 

큰 묘가 있었는데, 근세에 이웃 고을 수령이 그 묘를 파내어 금은기명

을 많이 얻었는데, 사람들에게 고발되어 도망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망경현 산천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의하면 16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군산도에 왕릉으로 추정되는 대형무덤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옛 지도에도 군산도 왕릉이 익산 서북쪽 마룡지 부근에 쌍

릉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 중기 17세기 말엽까

지만 해도 군산도의 중앙부에 왕릉으로 추정되는 대형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 같다. 군산도의 왕릉은 그 존재만으로도 새

만금의 위상과 역사성을 더욱 높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군산도 왕릉을 찾는 지표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 때 왕릉

조선 숙종 때 제작된 것으로 알

려진 ‘동여비고’에 군산도 왕릉이 

표기되어 있는데, 익산 쌍릉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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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굴의 피해를 입어 그 외형이 심하게 훼손됐지만, 군산도 한 

가운데 있었다는 문헌의 내용이 왕릉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군산도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섬이 선유도다. 이제까지

의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산도에서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뛰

어나 왕릉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려의 도읍인 개경을 중심으로 개풍, 판문, 장풍 및 강화도 

일대에 왕릉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당시 왕릉의 입지 선정은 매

우 신중했는데, 그 배경에는 풍수지리에 바탕을 두었다. 이를테

면 고려 왕릉은 양지 바른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두고 있는데, 왕

릉 좌우에는 산줄기가 감싸주고 우측 골짜기에 작은 계곡을 거

느린다. 아무튼 고려 왕릉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풍수지리가 절

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군산도 왕릉 후보지는 크게 두 개소로 압축됐다. 하나는 풍수

군산도는 63개의 섬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한 가운데 위치한 선

유도 남쪽 기슭에 왕릉으로 추

정되는 대형고분이 자리하고 있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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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아직까지 고려 왕릉에서 금

과 은으로 만든 유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리와 현지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선유도 망주봉에서 서북쪽으

로 1km 가량 떨어진 상봉 서쪽 기슭 하단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유도 전월마을과 남악마을 중간지점 남쪽 기슭에 도굴로 

고분의 내부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벽석은 잘 다듬은 판자모양 

석재를 이용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선유도 통계마을 뒤편 남

쪽 기슭 중단부로 본래 대형 고분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선유도 

주민들이 제보해 주었다.

아직 왕릉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인공

이 삼별초군에 가담한 고려 왕족이라는 주장이 통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려 왕족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고고학 자료는 제시

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해응은 연경재전집속집에

서 대형무덤의 주인공을 귀인(貴人)으로 추정했다. 그는 국내의 

전승과 지리, 조선과 중국의 관계, 풍속과 법제, 중국의 제왕과 

왕실 및 유민 등을 연구했던 실학자다.

조선시대 왕릉을 도굴하는 과정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83도 충

분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릉의 주인공과 그 시기를 밝히려는 

관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왕릉의 존재를 밝히는 노력

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왕릉 후보지가 두 개소

로 압축됐기 때문에 왕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이 조속히 

추진됐으면 한다.

새만금의 해양문화를 이해하는 데 봉수도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고려도경에는 “언제나 중국 사신의 배가 이르렀을 때 

밤이 되면 산마루에서 봉화 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

로 호응하여서 왕성에까지 가는데, 그 일이 흑산에서부터 시작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서긍항로가 통과했던 군산도와 

위도에는 고려시대 봉수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선유도 

상봉·대장도·방축도·연도·외연도·어청도 봉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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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는 송나라 사신단이 죽도를 출발 군산도를 향해 운

항하던 중 느닷없이 파도가 일어 예정에 없었던 하룻밤을 정박

했던 곳이다.84 이 섬 동북쪽에 도제봉 봉수와 연안항로의 주요 

길목인 부안 하왕등도에도 봉수가 있다. 이들 봉수는 송나라 사

신단 경우처럼 서긍항로를 따라 밤에 운항하던 선박의 길 안내 

및 해상의 감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지금

의 등대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싶다.

1123년 3월 14일 송나라 사절단이 휘종의 명을 받고 개봉을 

출발했다. 5월 16일 국신사 일행을 태운 신주(神舟), 객주 등 8척

의 배가 명주(明州)에서 고려로 향했다. 당시 사신단의 출발지는 

항주만 입구 용강(甬江)·봉화강(奉化江)·요강(姚江)이 서로 합류

하는 삼강구(三江口)다. 당나라 때부터 오늘날까지 천혜의 항구 

조건을 갖추어 중국의 국제무역항이다. 당나라 중기까지 월주에 

속했던 명주가 주(州)로 독립한 것은 당나라 개원 16년(738)이다.

중국 오대십국 중 오월은 중국 청자의 본향으로 월주요의 후

원을 토대로 번영했다. 오월은 후백제와 가장 역동적인 국제 외

교를 펼쳤는데, 거의 반세기 동안 군산도를 경유하는 바닷길로 

84  송나라 사신단이 하룻밤 묵

었던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

해 위도에 기념비를 세운 부안

군민들의 역사 인식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85  영파시와 주산군도 사이의 

바다가 잔잔해서 파도가 안녕하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나라 사신단 외교 견문록 ‘선

화봉사 고려도경’에 바닷길을 안

내하던 봉수의 존재를 소개했

는데, 군산 어청도 봉수 모습이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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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양국의 외교는 후술하려고 한다. 오늘날 항주가 남송 

때는 수도인 임안으로 더욱 발전했으며, 명나라 때부터 절강이

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명나라 홍무 14년(1381) 영파(寧

波)85로 그 이름이 바뀐 이후 오늘에 이른다.

중국 절강성 영파시 동문구 마두유적에서 9세기 전반부터 15

세기까지의 유물이 출토되어, 명주항의 개항 시기와 함께 대외 

무역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해상 실크로드가 가장 활기를 띤 8

세기 말부터 9세기 초까지는 세계적인 중심무역항으로 성장했

다. 당나라 후기의 명주는 중국 내륙 수운과 직접 연결됐고, 동

아시아의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동아

시아 국제 교역항이었다.

9세기 전반의 동아시아 해상 교역을 주도하던 장보고 이후에

는 장강 이북의 등주, 초주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재당신라인 네

트워크가 와해됨으로써 명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1123년 5월 15일 송나라 사신단 

국신사 일행을 태운 신주, 객주 

등 8척의 배가 출발했던 중국 절

강성 영파시 내 삼강구이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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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편됐다. 명주 북서쪽에 당나라 때부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월주요가 있어서 중국의 주요 수출 상품이었던 도자기의 

수출항으로 번영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국제무역항이였던 완도 

장도유적에서 월주요에서 생산된 도자기편이 상당량 나왔다.86

송나라는 고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수도인 개봉에 고려사

관을 두었다. 그러나 거란과 여진 등 북방 민족의 압력으로 횡단

항로가 막히게 되자 사단항로의 관문 명주에 고려사관을 다시 

만들었다. 이때부터 군산도를 경유하는 사단항로가 큰 각광을 

받았다.87 고려의 사신을 접견하던 곳은 모두 두 군데로, 하나는 

1078년 진해구 부둣가에 세운 항제정(航濟亭)과 낙빈관(樂賓館)

이며, 다른 하나는 1117년 북송 휘종 때 건립된 고려관이다.

2010년 영파시 진해구 당국에 의해 원래 자리에서 바닷가로 

500m 떨어진 곳에 항제정이 복원됐다. 1999년 영파시에서 고려

사관유지(高麗使館遺址)를 찾아 발굴88한 뒤 영파시 평교가 남

쪽에 낙빈관을 복원했다. 고려사관은 주건물과 천정, 대문으로 

구성됐는데, 주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전면 길이 24.5m

이다. 그리고 담장과 원통형의 하수도, 방형의 기둥과 주춧돌, 상

감청자편도 나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려의 사절단은 부둣가의 항제정에서 일차 영접을 받고 고려

관으로 이동하여 재차 응접을 받았다. 2006년 영파시는 LG의 후

원을 받아 전시관인 명주여고려교왕사진열실 전시관을 열어 한

중교류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전시관은 명

주와 고려교류사 전시라는 주제로 고려청과 명주청, 문화교류청, 

LG용흥청 등으로 구성됐다. 한중해양 교류사를 일목요연하게 

잘 담아냈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영파시 동쪽 항주만 입구에 1390개의 섬으로 구성된 주산군

도가 있다. 주산군도 동남쪽에 보타낙가산(普陁洛迦山)으로 불

리는 보타산(普陁山)과 낙가산(洛迦山)이 있다. 보타산89은 섬 

86  완도와 명주 사이에 국제 교

역이 이루어졌음을 유물로 보여 

주었다. 

87  문종 27년(1073) 송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은 횡단항로 대신 

절강성 명주를 경유하는 사단항

로를 이용했다.

88  당시 발굴을 통솔한 주인공

이 군산도를 방문한 뒤 새만금 

해양관광의 탁월성을 강조한 임

사민 소장이다.

89  이 섬의 크기는 남북 길이 

8.6km, 동서 폭 4.3km로 최

고봉은 해발 291.3m의 불정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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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불교 명승지로 달리 해천불국(海天佛國)으로도 불린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보타산(普陁山)은 지장보살을 모신 안휘성 구

화산(九華山), 문수보살을 모신 산서성 오대산(五臺山), 보현보살

을 모신 사천성 아미산(峨眉山)과 함께 중국 4대 불교 성지이다.

보타산은 대체로 산들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산세가 웅장하

고 물은 깊지 않지만 파도소리가 요란하다. 옛 시인들도 “산과 호

수의 으뜸은 서호에 있고, 산과 강의 명승은 계림에 있고, 산과 

139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절강성 주산군도 보타산 내 최

고의 관음도량 보제선사❶와 와

불로 유명한 낙가산❷ 모습이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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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절경은 보타에 있다”고 노래했다. 이 섬의 주요 사찰로는 

보제선사·법우선사·혜제선사를 비롯하여  자죽림경구에 불긍거

관음원과 남해관음대불90이 있다. 남해관음대불은 높이 33m, 

무게 70톤에 달하며 관음상으로는 중국에서 으뜸이다.

낙가산은 보타산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섬이다.91 전설에 

의하면, 관음보살도량이 처음에 낙가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불교 신자들은 “낙가산을 가지 않으면 보타산을 오지 않은 것과 

같다”고 믿고 있다. 보타산에서 바라 본 낙가산은 섬의 모양이 

마치 한분의 대불상이 연꽃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 섬 전체

가 와불(臥佛)92과 매우 흡사하다. 낙가산 정상부에 자리한 묘담

탑을 중심으로 서쪽에 미륵전과 동쪽에 가람전이 있으며, 동남

쪽 기슭에는 원통선원과 대비전, 대각선원, 수정궁이 있다.

그런데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4 해도 매잠조(梅岑

條)에

26일 서북풍이 심히 강해서 사자가 삼절(三節)의 인원을 거느리고 작

은 배로 상륙하여 매잠으로 들어갔다. 전부터 이르기를, 매자진이 은

거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신발 자국과 표주박 

흔적의 돌다리 위에 있다. 그곳 깊은 산기슭 속에는 소량(蕭梁)이 세운 

보타원(寶陁院)이 있고, 그 절에는 영감관음(靈感觀音)이 있다. 옛날 

신라의 상인이 오대산에 가서 그곳 관음상을 파내어 자기 나라로 싣고 

돌아가려고 바다로 나갔더니 암초를 만나 배가 달라붙고 전진하지 않

았다. 이에 도로 암초 위에다 관음상을 놓으니, 보타원의 송악(宗岳)이

라는 자가 맞아다 그 절에 봉안했다. 그 뒤부터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

이 왕래할 때 반드시 가서 복을 빌었고, 그렇게 하면 감응하지 않는 예

가 없다. 오월의 전씨(錢氏)가 그 관음상을 성 안의 개원사로 옮겼다. 

지금 매잠에서 받드는 것은 후에 만든 것이다. 숭녕(崇寧) 때의 사자가 

조정에 알려 절에 새 현판을 내리고 매년 불승의 허가를 내주어서 장

식을 더하게 했다.

90  1997년 보타산 동남쪽 바닷

가에 세웠는데, 왼손에 법륜을 

들고 오른손은 무위인을 하고 

있다.

91  보타산 사기만에서 출발하

는 정기 여객선을 이용하면 30

분 정도 소요된다.

92  불상의 머리, 목, 가슴, 배, 

발 등이 마치 인위적으로 조성

해 놓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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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아주 진한 황토물 사이로 그 

자태를 드러내 경외심을 더해 

준다.

94  보타산 입구 반달모양의 항

구로 신라초가 한눈에 잘 조망

된다.

95  그만큼 보타산은 신라 상인

의 전설과 함께 신라초 및 고려

도두 등 우리나라와의 해상 교

역이 왕성했던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초는 보타산 남쪽에 있는 조그만 암초

이다. 신라 상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 좌초한 암초를 말한다.93 당

시 해양사고를 막아주고 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어졌던 관음

신앙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해상왕장보

고기념사업회와 절강성주산시보타산관리국(浙江省舟山市普陁山

管理局)이 공동으로 보타산 남쪽 바닷가에 신라초기념비(新羅礁

紀念碑)를 세웠다.

2003년 세운 신라초기념비 후면에는

보타산은 명주의 관문이자 동남해운의 요충지이다. 신라의 청해진대

사 장보고는 당나라와의 무역을 중시하여 교역품 운송에 보타산 항로

를 많이 이용했다. 그 산 남쪽 연화양에 암초가 있어 신라초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당 함통 4년에 일본인 승려 에가쿠와 신라 상인들이 오

대산에서 관음상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던 중 배가 신라초에 좌초하자 

관음상을 조음동 인근에 모셨으며 불긍거관음으로 불리운다. 이후 이

곳을 찾는 참배객이 줄을 이었고 신라의 상인과 불교신도들도 찾게 되

어 오랜 기간 무역과 불교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세상의 큰 변화

가 있어 신라초의 원래 위치마저 알 수 없게 됐으나 오늘에야 보타산 

불교문화연구소에서 고중을 통하여 그 위치를 찾게 됐고 한국의 해상

❶ ❷

신라 상인의 배가 부딪친 것으로 

알려진 주산군도 내 신라초❶와 

2003년 주산군도 보타산에 세

운 신라초기념비❷ 모습이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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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건립비용을 지원하여 신라초와 관련된 사건과 

인물은 물론 유적지와 유물이 후손들에게 전해질수 있도록 이 비를 

세운다. 비명 명산 승적지는 세상의 보물이며 한중 우호를 글로서 빛

낸다.

라고 소개되어 있다. 고려도두는 보타산 서쪽 선박의 출입이 

많았던 사기만94에 있다. 여기서 고려도두는 도두는 길머리를 지

칭하는데, 고려도두는 고려로 향하는 길머리라는 뜻이다. 고려

의 선박은 보타산 해역으로 들어서면 고려도두가 시작되는 사기

만 입구에 선박을 정박시켰고, 고려인들은 매잠봉 아래 옛 길을 

따라 사찰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고려인과 고려의 

선박들이 보타산을 드나들었던 역사적 사실을 말해준다.95

주산군도 보타낙가산은 인도의 포탈락카산과 흡사한 지형을 

갖춘 곳이다. 인도와 중국은 서로 해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인더

스강에서 출발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여 메콩강 삼각주 해안을 

거슬러 올라와 베트남 해안을 거쳐 보타낙가산에 도달한다. 이 

❶ ❷

해마다 4500만 명의 관광객이 

주산군도를 찾는데, 주산군도 

내 보타산을 찾은 불자들❶과 

높이 33m의 남해관음대불❷이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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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를 따라 힌두교와 불교가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

서 두 종교가 합쳐진 밀교를 배경으로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백

의관음보살상이 태동됐다.96

보타낙가산에는 범음동(梵音洞)과 조음동(潮音洞)이 있는데, 

범음동은 자연 지형이 포탈락카산과 매우 흡사해 항해자들에 

의해 관음성지로 조성됐다. 인도 상인들과 승려들이 왕래하면서 

❶

❷

군산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에서 16,000여 점의 유물이 인

양됐는데, 비안도❶와 십이동

파도❷ 청자 운반선에서 출토됐

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96  중앙대학교 송화섭 교수는 

인도 포타락카에서 중국 보타낙

가산을 경유하여 변산반도와 고

군산도, 태안반도, 강화도까지 

이르는 동아시아 해상관음로(海

上觀音路)를 학계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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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년 주산군도 주산시 보

타구 심가문(沈家門)에 효녀 심

청의 일대기를 담은 심원(沈院)

이 개원됐다.

98  조선 초 옥구현 북쪽 금강 

하구에 이미 설치된 군산진과 

구별하기 위해 고군산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때부터 군산

도를 고군산도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의 학술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유감스

럽다.

자연스럽게 항해자들에게 중간기항지의 기능을 담당했고, 항해

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도량으로 활용됐다. 그리하여 보타산은 

항해안전의 수호신으로 백의관음보살이 신봉되고 있으며, 오늘

날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관음성지로 조성됐다.97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은 청자운반선의 보고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산 비안도를 비롯한 십이동파도·야미도 해저유물을 

발굴했고, 16,000여 점의 유물을 인양하였다. 비안도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빠른 바닷물이 바다 속 갯벌을 쓸어간 현상에 따

라 800년 간 청자운반선에 실린 수많은 청자들이 긴잠에서 깨어

났다. 군산 십이동파도에서는 긴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청자를 

묶은 뒤 묶음 다발 사이에 짚이나 갈대를 끼워 청자가 깨지지 않

도록 선적된 청자운반선이 자태를 드러냈다. 군산 야미도에서는 

서민들이 사용한 도자기뿐만 아니라 당시 도자기의 운송로를 알 

수 있는 값진 해저 유물도 함께 인양됐다.

새만금 내 군산도는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피난민의 집

결지와 대몽항쟁의 배후지로 큰 몫을 담당했다. 몽골에 대항하

여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도까

지 후퇴하면서 끝까지 저항할 때 들렀던 곳이다. 그러다가 명나

라의 등장과 함께 막혔던 육로가 다시 열렸고,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왜구의 극심했던 약탈로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쇠퇴기를 

맞는다.

조선 건국 이후 해양 활동을 금지하는 해금정책 및 공도정책

도 새만금 해양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당시 군산도는 해상 교

통의 거점이자 국제 외교의 관문으로서 큰 역할을 마감했고, 인

조 2년(1624) 고군산진(古群山鎭)98이 군산도에 설치됨으로써 결

국에 수군기지가 됐다. 서해안의 감시와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

된 고군산진은 서해 최대의 수군기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시대 군산도의 중심지가 선유도 북섬에서 남섬으로 옮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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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유도 남섬 진리마을 일대에 당시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

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이순신이 12일 동안 머물렀다. 1597년 이순신이 이

끄는 수군이 명량에서 10여 척의 전선으로 적 함대 133척을 맞

아 싸워 적국의 배 31척을 격파했다. 이순신은 조정에 승전 장계

를 올리고 왜적의 분탕질로 안산 본가가 불에 탄 사실과 아들 면

이 적과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한 곳이다.99

동시에 군산도, 위도의 봉수는 왜구와 해적의 감시 및 해안의 

방어를 위한 권설봉수로 그 기능이 바뀌었다. 이때 권설봉수는 

군사상 혹은 전략상 요충지에서 그 주변의 상황을 수집하기 위

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한 봉수를 말한다. 2000년대 초까지 연

대가 잘 보존되어 있었던 어청도 봉수가 한 차례의 발굴을 실시

하지 않고 정비 복원이 이루어져 애석하다. 군산도 숭산행궁을 

철통같이 지킨 봉수를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요망된다.

고려시대 때부터 청자운반선과 조세를 운반하던 조운선들만 

여전히 새만금 내 군산도를 통과하면서 해양문화의 명맥을 이어

갔다. 우리나라에서 3대 파시어장으로 유명했던 칠산어장100에 

새만금이 그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해금정책과 공도

정책으로 동북아 해양 문물 교류의 허브로써 모든 위상을 잃고 

수군기지와 유배지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선유도 망주봉은 귀

양 온 신하가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는 애틋한 이

야기가 묻어난다.

1872년 만경현에서 제작한 고군산진의 옛 지도에 당시 선유도

의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필사본 지도에는 진리마을에 객사

와 동헌, 창고 등 10여 채의 진영 건물과 해안의 선박까지 생동

감 있게 표현했다. 1932년 예기치 않은 화재로 모든 건물이 없어

졌지만 2000년 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건물 터가 잘 보존되

어 있었다. 지금은 건물터의 흔적마저 남아있지 않아 비통한 마
100  부안 위도를 중심으로 형

성된 조기잡이 어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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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금할 길이 없다. 새만금 일원에 화려하게 수놓은 해양문화

를 유적으로 만날 수 없어 늘 마음이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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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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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봉수왕국 전북가야 다양성과 국제성

1.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장수가야

2.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내 기문국

3. 섬진강 유역 가야와 백제문화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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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사이에 진안고원이 있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진안고원은 전북 무주군·진안군·

제3장
봉수왕국 전북가야 다양성과 국제성

1.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장수가야

1) 금강 최상류에 꽃피운 가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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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억 3,600만 년 전 시작되

어 7,100만 년까지 지속됐다.

102  오늘날 무진장(茂鎭長)으

로 회자되고 있지만 한없이 많

음을 의미하는 무진장(無盡藏)

으로 통한다.

103  어떻게 보면 백제와 고구

려, 신라가 국력을 쏟은 충주 등 

중원지역을 능가한다. 그 이유

는 봉수왕국 장수가야를 탄생시

켰기 때문이다.

장수 침령산성에서 바라 본 장

수군 장계분지 전경으로 봉

수왕국 반파국 정치 중심지로 

120여 기의 가야 고총과 추정 

왕궁지, 백두대간 육십령이 동

쪽 관문이다.(군산대학교 가야

문화연구소)

장수군과 충남 금산군에 걸쳐 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도 

지질 구조상으로 진안고원에 편입된다는 지질학자의 주장도 있

다. 1억 년 전 중생대의 마지막 지질 시대인 백악기101때 큰 호수

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솟아 해발 300m 내외의 산간지대를 이룬

다. 우리나라에서 낙후를 암시하는 무진장(茂鎭長)으로 널리 알

려진 진안고원은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의 보고이다.102

진안고원인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정학적 이점을 잘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가

야와 백제, 신라가 대규모 철산지이자 구리산지인 진안고원을 두

고 삼국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

적과 유물이 함께 존재한다.103 그러다가 백제가 웅진 천도 이후 

한 동안 정치적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별안간 상

실하자 신라가 이를 틈타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무주군 일

대를 신라의 영향권에 편입시켰다.

1970년 대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서 20여 점의 백

제토기와 신라토기가 반절씩 섞인 상태로 나왔다. 신라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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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18년 동촌마을을 동가

야마을로 그 이름을 바꿨다.

105  장수가야를 세상에 알린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매장문

화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

었다.

대각부에 지그재그로 투창이 뚫린 굽다리접시와 굽달린목긴항

아리, 잔 등이 있는데, 굽다리접시를 제외한 유물의 속성은 진안 

황산리 출토품과 거의 비슷하다. 2018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에서 신라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가야토기가 일부 섞

인 상태로 출토됐다.

종래에 가야의 서쪽 경계로 인식된 백두대간 서쪽에 장수가야

가 있다. 금강이 발원하는 신무산 뜬봉샘이 자리하여 수계상으

로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기문국과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산줄

기들로 가로막혀 또 다른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백두대간 서

쪽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가야 영역의 서북

쪽 경계로 백제와 줄곧 국경을 맞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가야

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

했다는 점에서 장수가야가 가야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문헌에 등장하는 20여 개 이상의 가야 소국들이 백두대간 산줄

기 동쪽에 위치한 반면, 장수가야만 유일하게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

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9년 10월 1일 90여 기의 가

야 중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리104 고분군이 국가 사적 

제552호로 지정되어 장수군민들을 기쁘게 했다.

1993년 이른 봄 장수가야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

다. 그해 장수군 문화재 현황조사 과정에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에서 한홍석105 할아버지를 만났다. 당시 군산대학교 지

표조사단은 할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고름장 이야기를 

시작했다. 혹시 돌로 쌓은 고려장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름장 이야기를 꺼냈다. 오랫

동안 종중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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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당시 할아버지의 제보

로 백두대간 서쪽 장수가야가 

1500년 긴잠에서 깨어났다.

107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

았던 백두대간 서쪽 장수가야를 

세상에 알린 으뜸 유물이다.

1993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한홍석 옹이 기증하신 

가야토기❶와 장수 노하리에서 

나온 고배형 기대❷이다.

❶ ❷

의 어려움을 토로했다.106

매년 긴 창을 손에 들고 와서 땅을 쑤시고 고름장을 파는 사

람들이 많았는데, 당시 고름장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다녀가면 

종중산이 웅덩이처럼 움푹 패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사단은 

할아버지의 제보를 듣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가야토기

편을 발견했다. 삼장마을 부근 밭둑에서 우연히 발견된 가야토

기편은 동전만한 크기로 표면에 물결무늬가 선명했다. 장수가야

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994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발굴비

를 지원받아 장수 삼고리 고분군을 대상으로 발굴에 돌입했다. 

발굴단이 삼장마을회관에서 숙식하며 고단한 발굴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발굴단의 숙소를 방문했다. 몇 년 전 할

아버지께서 종중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우연히 주운 것이라고 말

씀하시고 가야토기를 발굴단에 선뜻 기증했다.

당시 한홍석 옹이 기증해 준 가야토기107는 목긴항아리와 그

릇받침이다. 전자는 몸통부가 상당히 풍만하고 목이 짧으며, 후

자는 다리부분에 타원형 투창이 뚫려 있어 대체로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발굴단에서는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선물을 준비했지만 할아버지의 완곡한 고

사로 선물을 드리지 못했다. 장수가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빛낸 주인공으로 끝없는 경의를 표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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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500년 전 장수가야의 백

성들이 잠든 사후세계의 안식처

이자 보금자리다.

면 장수가야의 역사책을 통째로 주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가야문화유산의 분포 양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가 더욱 활발하게 펼쳤다. 2011년에는 전주문화유

산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가야 중대형 고총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포 현황도 상세하게 파악됐다. 2003년·2012년에

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장수 삼봉리 고분

군 학술발굴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2013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

128호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되며 장수가야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6년 장수읍 노하리 왕대마을 북쪽에서 4세기 후반 경 유

물이 다량으로 쏟아졌다. 가야의 구덩식 돌덧널무덤에서 마한

계, 백제계, 가야계 토기류가 출토됐는데, 가야토기는 대가야와 

소가야, 아라가야 토기가 함께 섞여있었다. 토기류는 당시 물물

교환의 증거물로 장수가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세상에 알렸다. 

일찍부터 장수가야가 다른 지역과 긴밀한 교류관계가 시작됐음

을 다양한 토기들로 일깨워주었다.

2018년 장수 삼고리가 국내외 물물교류의 집합체로 다시 태어

났다.10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한과 백제, 가야, 신라토기가 한 

장수 동촌리 고분군 전경으로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의 가

야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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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영산강 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은 둔 마한의 지배자 무덤

으로 금동신발이 출토됐다.

분묘유적에서 함께 출토되어 학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강 이남에서 만들어진 삼국시대 토기를 거의 다 모았다. 장수 삼

고리 3호분에서 나온 오색옥은 일본 혹은 인도네시아 레독옴보

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주 정촌고분109에서 나온 삼색옥이 더 있

을 뿐이다. 장수 노하리에서 처음 밝혀진 장수가야의 발전상이 

다시 또 입증된 것이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 일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가

야문화유산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가야 영역 중 가야 중

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분묘유적과 통신유적, 생산유적이 모두 병

존하는 곳은 장수군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

서 최초로 삼국시대의 봉수가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특별한 

관심을 몰입시키고 있다. 진안고원의 분묘유적과 생산유적도 다

른 지역에 비해 그 밀집도가 월등히 높다.

구덩식 돌덧널무덤은 냇돌과 깬돌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돌덧

널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모시고 유물을 부장한 다음 큰 돌

로 덮고 봉분을 씌운 구조이다. 장수가야 하위계층의 분묘유적

에서는 하단부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돌덧널의 규모가 커

지는 발전 과정을 나타냈다. 가야 고분은 등고선과 평행되게 장

축방향을 두어 풍수지리를 근거로 후대에 만들어진 고분들과 서

로 직교한다. 당시 자연에 순응하고 살았던 장수가야 사람들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가야 고총이란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인 대형무덤으로 주인

공이 수장층 혹은 지배층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봉분의 평면 

형태가 둘렛돌에 의해 원형 혹은 타원형의 무덤 구역을 갖추고 

있는 대형고분을 뜻한다. 가야 고총은 최고의 위세품을 비롯하

여 대규모 성곽과 함께 가야 소국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고고학

적 증거이다. 장수가야의 분묘유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가야 중대형 고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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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만 발견된 가야 고총들은 사방에서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를 잡았다. 왜냐하면 

산봉우리처럼 봉분을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가야 고총 주

인공의 권세와 권위를 보다 더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

문이다. 고구려·백제·신라와 전혀 다른 가야만의 장례문화가 있

었음을 말해준다. 장수가야의 고총이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백두대간 동쪽 영남지방에서 밝혀진 가야 고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서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학계에 보고됐다.110 가야 고총의 현황을 정

리하면 장계분지에는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0여 기·월강리

에서 22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 화양

리에서 1기의 가야 고총이 자리해 있다.111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팔공

산 남쪽 대성고원112에도 5기 내외의 가야 고총이 더 있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금산군과 진안군, 무주군 일원에서는 마

한의 말무덤 혹은 가야 중대형 고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10  본래는 훨씬 더 많았었다고 

현지 주민들이 증언해 주었다.

111  이를 하나로 합쳐 장수 백

화산 고분군이라는 새롭게 이름

을 지었다.

112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남쪽 

천혜의 자연분지로 전략상 요충

지를 이룬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

일하게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

전했던 봉수왕국 장수가야, 반

파국의 중심지 장수군 장수분

지이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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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장수가야의 역사를 통째로 

없앤 장본인이다.

장수 동촌리 30호분 발굴 후 모

습으로 봉분 평면형태가 동서

로 긴 장타원형이며 봉분 가장

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았

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에서만 가야 고총이 발견되는 것은 장수가야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장수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지역은 백제

에 정치적으로 일찍 복속됐음을 말해준다. 진안고원의 장수군

에서만 장수 노곡리·호덕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비로소 가야 중대형 고총으로 발전했다.

장수 백화산 일원에서 12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

의 가야 고총이 한곳에 무리지어 있는 것은 장수가야의 존속기

간을 대변한다.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 

고총이 한 분묘유적 내에 모여 있어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도 상

당히 이례적이다. 현재까지 장수군 일원에서 240 여기의 가야 중

대형 고총이 발견됨으로써 당시 철산 개발로 발전했던 장수가야

의 위상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수가야의 고총은 그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

이다. 장수 삼봉리는 일본인 도꾸라세이지(無根樹)113의 극심한 

도굴과 농경지 개간으로 40여 기의 고총 중 2기만 봉분의 흔적

이 일부 남아있었을 뿐이다. 어느 문중에서는 가야 고총을 산봉

우리로 생각하고 봉분 중단부를 파낸 뒤 그곳에 조상의 무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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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크다. 가야 고총에서 도굴과 개발로 유

적이 가장 심하게 훼손 내지 유실된 곳이 장수 삼봉리 고분군이 

아닌가 싶다.

1930년대 도꾸라세이지가 개발을 명분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유적 내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대부분 

도굴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때 대구에서 전기 사업으로 상당

한 재산을 모은 도꾸라세이지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펜

스를 설치한 뒤 가야 고총을 도굴했다고 한다.114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삼봉리 일대 토지 소유주가 도꾸라세이지로 토지대

장에 올라가 있었는데 몇 년 전 국고로 환수됐다.

마한 이래로 줄곧 백제 문화권에 속했다고 인식된 호남지방에

서 가야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장수군이 처음이다. 동시

에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

한 유일무이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단일 지역 내

에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밀집된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장수

에는 많은 가야 고총이 존재한다. 더욱이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

장수 삼고리 3호분 2호에서 나

온 토기들로 다양한 가야토기를 

중심으로 마한과 백제토기, 신

라토기, 일본계 토기가 섞여있

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114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심한 

도굴 사례로 가야 고총의 장벽

을 통째로 없애고 부장 유물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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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달리 주석곽으로 부른다.

116  다곽식(多槨式)으로도 부

른다.

어 금강 유역으로까지 가야의 영역을 넓혀 가야사의 인식 전환

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섬진강 유역에 속한 장수군 산서면·번암면에서는 가

야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06년 대한제국이 행정 구역을 

개편할 때 남원군에서 장수군으로 편입된 곳이다. 전북 동부지역

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로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산줄기 

사이에 위치한다. 일제 강점기 때 가야 소국 하기문이 있었던 곳

으로 비정됐지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발

견되지 않았다.

장수가야 분묘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장수가야만의 강한 지역

성이 드러났다.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 고총은 봉분의 평면 

형태가 대부분 장타원형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들과 봉분

이 서로 붙어있다. 다시 말해 봉분의 하단부가 서로 붙어 있는 

연접분(連接墳)으로 가야 고총의 속성이 남원 월산리, 고성 송

학동과 상통한다. 그리고 다른 고총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었으

며,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둘렛돌을 두른 흔적이 여전히 발견되

지 않았다.

가야 고총 중 그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둘렛돌을 두르지 

않은 것은 가야문화권에서 장수가야가 유일하다. 그리고 봉분을 

만든 뒤 다시 파내어 매장시설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운봉고원 

기문국에서 밝혀진 묘제와도 동일하다. 봉분의 중앙부에 으뜸덧

널115이 위치하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덧널이 배치된 여

러 덧널식116이다. 전북 동부지역은 마한의 분구묘 전통이 가야 

고총까지 그대로 이어져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장수 삼봉리 1호분 으뜸덧널에서 위신재인 둥근고리칼이 부장

된 흔적과 나무널에 사용됐던 꺾쇠가 출토되어, 가야 고총의 피

장자가 장수가야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장수군 내 가야 고총

에서 꺾쇠가 출토된 곳은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가 유일하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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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가야 고총에서 말뼈가 나온 

것은 마한 묘제의 전통이다.

욱이 운봉고원의 가야 고총 출토품보다 그 크기가 작아 또 다른 

가야 소국이 장수군 일원에 있었음을 증명했다. 수계상으로도 

진안고원은 금강 유역에 운봉고원은 남강 유역에 속한다.

2012년 장수 삼봉리 3호분에서도 봉분의 평면 형태가 장타

원형으로 다시 입증되어, 장수가야만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다시 

또 입증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야 고총의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

을 띠는 것은 장수군에서만 조사됐다. 유물은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를 중심으로 등자와 재갈, 꺾쇠 등 철기유물이 다양하게 나

왔다. 으뜸덧널의 바닥에서 환두대도가 놓였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됐지만 토기류 등 다른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도굴로 유물의 출

토량이 많지 않았다. 일본인 도꾸라세이지는 으뜸덧널의 장벽을 

대부분 들어내고 부장 유물을 꺼냈는데, 다른 고총의 도굴 양상

과 큰 차이를 보인다. 흔히 무덤을 도굴할 때는 유물이 부장된 

머리와 발쪽 부분에 화산의 분화구처럼 도굴 구덩이를 파고 뚜

껑돌을 제치고 부장 유물을 꺼낸다. 장수가야처럼 무덤의 긴 벽

을 대부분 헐고 도굴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2015년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말발굽과 말뼈가 함께 나왔

다.117 으뜸덧널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반듯하게 고르고 1m 높이

로 흙을 쌓은 뒤 다시 파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밝혀진 가야 

장수군 장수분지 내 장수 동촌

리 19호분에서 나온 말발굽❶과 

장계분지 내 장수 삼봉리 2호분

에서 나온 꺾쇠 모음❷이다.(전

주문화유산연구원)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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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화살통 꾸미개인 성시구와 

함께 가죽 혹은 목재로 만들어

진 본체가 출토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묘제의 특징으로 무덤의 축조 기법이 마한의 분구묘와 거의 흡

사하다. 유물은 으뜸덧널의 서쪽에서 굽다리접시형 그릇받침·짧

은 목항아리·뚜껑·바리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와 함께 말

발굽[蹄鐵]이 함께 출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고총에서 말발굽이 처음으로 나와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장수가야가 뛰어난 철의 주조 기술

을 가진 가야 소국이었음이 유물로 선보였다. 종래의 가야 고총 

발굴조사에서 말발굽이 출토된 것은 장수 동촌리가 처음이다. 

말발굽은 그 평면 형태가 거의 ∪자형으로 앞발이 뒷발보다 폭이 

상당히 넓다. 장수 동촌리에서 나온 것은 폭이 좁은 뒷발 말발굽

으로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상징한다.

2018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장수 동촌리 28호분을 대

상으로 학술발굴이 진행됐다. 으뜸덧널은 산자락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그 규모는 길이 540cm, 넓이 

100cm, 높이 180cm이다. 유물은 대가야와 소가야 양식의 가야

토기, 둥근고리칼, 말발걸이, 재갈, 화살통,118 은귀걸이, 금귀걸이 

등이 나왔다. 토기와 재갈로 소가야와 교류관계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음이 다시 또 증명됐다.

다른 한편으로 가야 존재를 고고학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고

총군과 인접된 곳에 규모가 큰 산성이 있어야 한다. 금남호남정

맥 자고개[尺峙] 북쪽에 장수 합미산성이 위치하고, 장계분지 서

쪽 방아다리재 남쪽에 장수 침령산성이 있다. 이들 산성은 모두 

포곡식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제까지의 발굴조사에서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어 장수가야가 처음 산성의 터를 닦고 백

제, 통일신라, 후백제 때 다시 증개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대간 서쪽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가 어떻

게 백제에 멸망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복속됐는지 아직

은 알 수 없다. 다만 장수 삼고리에서 백제토기의 핵심 기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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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세발토기·병과 장수 동촌리에서 곧은 입 짧은 목항아리

가 출토됐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6세기 초엽 전후이다. 2018년 

장수 동촌리 28호분에서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둔 백제 묘제가 

가야 고총에서 처음 확인되어 그 개연성을 높였다.119

따라서 장수가야는 6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까지 백제에 정치

적으로 정복되지 않고 가야 소국으로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과 

대규모 산성이 장수가야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했다. 다음 장에

서 설명할 전북 동부지역에서 100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가 발

견됐는데, 최근에 복원된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도 장

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120

장수가야가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

엇일까? 하나는 백제와 가야의 관문인 백두대간 월성치·육십령

의 장악과 다른 하나는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을 직접 관할했다

는 점이다.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과 장수군 장계면 명

덕리 대적골 등 1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과 장수가야와의 연관성을 밝히

기 위한 발굴이 가야사 국정 과제 일환으로 시작됐다.

백두대간 산줄기 못지않게 위풍당당한 금남호남정맥이 장수

군을 든든하게 감싸준 천혜의 자연환경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아울러 백제의 중앙과 섬진강 유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던 백제

의 간선교통로가 장수군을 경유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빼

놓을 수 없다. 한성기 때 백제의 중앙과 가야 소국들을 곧장 연

결해 주던 백두대간 치재로가 장수군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진안고원을 가로질러 백두대간 육십령을 넘는 육십

령로를 경유하여 경남 거창과 합천, 경북 고령 등 영남 내륙지역

으로 백제가 진출할 때 백제에 멸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군 

일원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장수가야의 존속 기간은 

119  본래 가야 고총이 동서로 

장축방향을 두었는데, 6세기 초

엽부터 산자락과 일치되고 남북

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20  장수군 장계분지 사방을 

병풍처럼 휘감은 산자락 정상부

에 봉화산 봉수 등 7개의 봉수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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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장수 무농리·동촌리 고분군 

내 백제 고분을 조사하면 그 진

출 시기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

된다.

122  산골짜기가 평지로 트이는 

곳에 계곡물이 실어 온 자갈이

나 모래가 부채꼴로 쌓여서 이

루어진 지형이다.

123  진안고원 일대로 백제의 

진출이 한성기부터 시작됐음을 

유적과 유물로 담아낸 곳이다.

대략 150년 가량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4세기 말엽 늦은 시기 

가야토기가 처음 가야 고분에 부장되기 시작하고 6세기 초엽 늦

은 시기 백제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121

진안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가 백제에 멸망한 이

후에는 진안고원의 철산지를 두고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각축전

을 펼쳤다. 그러므로 진안고원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

충지인 전북 무주군·진안군과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가야와 백

제, 신라의 유물과 유적이 함께 공존한다. 당시에 대규모 철산지

이자 구리산지인 진안고원을 차지하려는 삼국의 국가 전략 때문

이었다. 달리 진안고원은 무진장(無盡藏)에 가까운 지하자원의 

보물창고이다.

삼국시대 때 진안고원을 차지했던 첫 번째 주인공은 백제였

다. 4세기 후반 이후 백제는 지방 통치를 위해 교통의 분기점이

나 교차점, 전략상 요충지에 산성과 토성을 쌓았다. 그리하여 한

성기 백제의 성터는 강변, 냇가의 단구, 배후 습지, 선상지(扇狀

地)122 등에 입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켜 주는 백제계 토성들이 진안고원에 있는데, 금산 수당리 

토성과 진안 와정 토성이 가장 대표적이다.123

금산 수당리 토성은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만나는 곳이

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토성리 마을 서쪽 구릉지 정상부

2) 장수가야 진출과 방어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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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다. 이 토성은 평면 형태가 거의 원형에 가깝고 그 둘

레는 350m 내외이다.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

토기편, 기와편 등이 서로 섞인 상태로 출토됐다. 금산분지에서 

최대 교통의 중심지로 금강을 건너 무주 나제통문(羅濟通門)을 

지나 경북 김천·성주 방면으로 향하는 백두대간 덕산재로가 시

작되는 분기점이다.

진안 와정 토성은 백제의 중앙과 가야 소국을 이어주던 세 갈

래의 옛길이 합쳐지는 분기점에 위치한다. 백두대간 월성치로124·

육십령로·치재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와정(臥停)에 담긴 지명처

럼 잠시 쉬어갈 수 있었던 곳이다. 금강 변에 자리 잡은 반달모

양 백제 토성으로 한성기 진안고원으로 백제의 진출을 암시해 

준다. 광구직구호·세발토기·시루 등 백제토기가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적은 분량의 가야토기가 섞여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교통의 분기점이자 전략상 요충지가 진안 

와정 토성이다. 한마디로 진원고원 교역망의 심장부이다. 당시 진

안 와정 토성을 경유하는 당시 교역망을 통제하거나 관장하기 

위해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진안고원 내 토성들이 백제에 의해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황산마을 

전경으로 동쪽에 진안 와정토성, 

남쪽에 진안 월계리 산성이 위치

해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24  백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으로 작별했던 경남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와 그 부

근에 척수대, 백제 무왕과 선화

공주가 지나갔다는 아홉산과 그 

서쪽에 영승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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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진안 와정 토성의 주도권

이 장수가야의 진출로 백제에서 

장수가야로 바뀐다.

축성된다. 동시에 진안 와정 토성 부근 진안 황산리 고분군에서

는 5세기 말엽 이전까지 장수가야의 진출이 유구와 유물로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백제는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 한동안 한성의 상실, 

왕의 피살, 왕권의 실추, 귀족의 반란 등으로 일련의 정치적 혼란

에 빠졌다. 백제는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된 상황에서도 대내외적

인 영향력을 일시에 상실했지만, 대가야 등 가야 소국들은 오히

려 가장 융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때 금강 최상류에 위치

한 장수가야도 백제의 혼란기를 틈타 무주군과 진안군, 충남 금

산군, 섬진강·만경강 유역으로 진출을 모색한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무주군·진안군, 완주군에서 5세기 후엽을 

전후한 시기에 가야문화유산이 별안간 등장하는 것은 이곳으로 

장수가야의 진출을 암시한다. 진안고원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분기점을 장수가야가 장악함으로써 백제에 의해 줄곧 운영되던 

진안 와정 토성이 급기야 문을 닫는다.125 진안 와정 토성의 목책

열과 그 주위에서 화재에 의한 흔적이 확인됐는데, 당시 불이 난 

배경이 토성의 폐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는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무너진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왕권의 전제화를 강화한다. 다시 말해 공주로 천도한 

뒤 12년 동안 정치적인 불안을 해결하고 가야 영역으로 진출을 

시작한다. 동성왕 9년(487)에는 임나(任那)가 쌓았다고 하는 대

산성(帶山城)을 공격함으로써 금남정맥 산줄기를 넘어 진안고원 

일원으로 진출을 본격화한다. 백제의 대산성 공격은 장수가야의 

진출로 뺏긴 진안 와정 토성 일대 탈환작전이었다.

일본서기 현종기 3년(487)조에

“기생반숙(紀生磐宿)이 임나(任那)를 점거하고 고려(高麗)와 교통하였

으며, 서쪽에서 장차 삼한(三韓)의 왕노릇하려고 관부를 정비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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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본래 가야의 대산성이 백

제 고산성으로 이름이 바뀐 것

이 아닌가 싶다.

127  1992년 착공해 2001년 준

공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다목적댐이다.

스로 신성이라고 칭하였다. 임나의 좌로·나기타갑배(左魯·那奇他甲背) 

등이 계책을 써서 백제의 적막이해(適莫爾解)를 이림(爾林)에서 죽이

고[이림은 고려의 땅이다], 대산성(帶山城)을 쌓아 동도(東道)를 봉쇄하

고 군량을 나르는 나루를 끊어 (우리)군을 곤궁케 했다. 백제왕이 크게 

노하여 대산(帶山)을 공략하도록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 대산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전

북 임실설·태인설·진안설, 경북 성주설, 충북 음성 또는 괴산설, 

충남 금산설 등이 있다. 당시 가야가 쌓은 대산성의 위치를 비

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야계 문화유적의 존재와 옛길의 길목

이자 나루를 통해 강을 건널 정도로 큰 강변에 산성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성은 백제의 고산성(古山

城)126으로 문헌의 필수 조건을 고고학적으로 충족시켜 준다.

진안 와정 토성에서 남쪽으로 2.5km 남짓 떨어진 금강 변에 

진안 월계리 산성이 있다. 대산(帶山)이라는 이름처럼 금강을 따

라 띠와 같이 길이 5km로 가량 뻗은 산줄기 끝자락에 위치한

다. 그리고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용담면 월계리 성남마을

과 동쪽에 안천면 삼락리 승금마을이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

도 금강의 폭이 200m를 넘을 정도로 워낙 넓어 양쪽 마을 사람

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한다.

백두대간 월성치로·육십령로를 따라 장수가야의 중심지로 향

하는 길목이다. 그리고 진안고원에서 금남정맥 작은 싸리재를 넘

어 부여 방면으로 가려면 대부분 진안 월계리 산성을 거쳐 갔다

고 한다. 백두대간의 월성치로·육십령로를 이용하려면 진안 월계

리 산성을 대부분 경유해야 했던 것이다. 진안 월계리 산성은 진

안 와정 토성과 마찬가지로 진안고원 내 교역망의 허브였다.

2001년 진안 용담댐127 준공으로 당시의 나루터가 수몰됐지만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성남마을과 안천면 삼락리 승금마을을 이

어주던 옛 나루터가 금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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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강 본류에 안자천이 합류하던 곳으로 옛날 나루터가 있었

다고 해서 승금마을은 달리 배목 혹은 주항으로도 불린다. 옛날 

돛단배가 금강을 유유히 떠다녔기 때문에 그 경치를 성남귀범

(城南歸帆)이라 하여 용담 팔경 중 하나로 불리었다.

잘 아시다시피 봉수란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횃불로써 나라

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

신제도이다.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시행되

기 전까지 개인 정보 등은 다루지 않고 국가의 정치·군사적 전보 

기능만을 전달했다. 그리하여 가야 고총 못지않게 가야 소국의 존

재 여부를 확증해 주는 고고학적 근거이다. 문헌에 가야 소국 반

파[伴跛(叛波)]국이 기문국, 대사를 두고 513년부터 3년 동안 백제

와 전쟁을 치룰 때 봉후(수)제를 운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봉수가 어딘가에 존재하

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전북 동부지역에 10개소의 

봉화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고려와 조선시대 봉수제와 관련하여 

한 개소의 봉화산도 있어서는 안 될 무관한 지역이다. 1990년대

부터 봉화산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한 학술조사를 통해 100여 개

소의 봉수가 발견됐다. 지금은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복원됐고, 

모든 봉수로의 출발지와 종착지도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일본서기 계체기 8년 3월조에

반파(伴跛)는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에 이어

지게 하고, 봉후(烽候[堠])128와 저각(邸閣)129을 설치하여 일본(日本)

에 대비했다. 또한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

해(麻且奚)·추봉(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新

羅)를 핍박했다. 자녀를 몰아 잡아가고 촌읍을 벗겨 빼앗아가니 적의 

힘이 가해진 곳에는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

롭히고 업신여기고 베어 죽임이 너무 많아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을 정

도였다(일본서기 계체기 8년 3월조).

128  봉화를 올릴 수 있도록 쌓

은 봉루(熢壘) 혹은 보루(堡壘)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봉수의 시

원형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봉수

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129  창고시설 혹은 봉수군이 

생활하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

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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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야 소국 반파국이 대규모 축성과 봉후

(수)제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는 일본을 대비한 것으

로 언급되어 있는데,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을 근거로 일본이 

아닌 백제 또는 영산강 유역의 마한세력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문헌의 공간적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전북 동부지역에서 봉

수가 배치된 지역과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동북부 

등 섬진강 중류지역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섬진강 중류지역은 한 개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았

다. 그렇지만 전북 동부지역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고 

성벽의 축성 기법도 긴밀한 유사성을 띠었다. 아직까지 한 차례

의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벽이 판자모양 깬돌을 가지고 

편축식으로 쌓았다. 섬진강 내륙수로와 영산강 유역에서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반파국에 의해 대규모 축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헌에서 반파국과 신라가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신라의 진안고원으로 진출로 대규모 

철산지 무주군 일대가 5세기 말엽 경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일대는 신라 무산현이 설치된 곳으로 한 개

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무주군 무주읍은 백제 적

천현의 행정치소로 덕유산을 중심으로 그 부근130에 삼국시대의 

봉수와 제철유적이 공존한다.

반파국과 신라가 무주군 철산지의 관할권을 두고 치열하게 전

개된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이 문헌에 담겼다. 문헌의 내용을 유

적과 유물로 대부분 충족시켜 주는 곳이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이다. 2018년 발굴조사 때 11기의 구덩식 돌덧널무덤에서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신라토기가 일부 가야토기와 섞인 상태

로 출토됐다. 금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한 무주군 일대로 

신라의 서쪽 진출을 유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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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봉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

이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무주군·완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

군, 남원시 운봉읍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는 모두 장수

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조선시대 전국의 5대 봉수로가 목멱산
131에서 합쳐지는 것과 똑같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삼국시대 봉수의 분포 범위는 전북가야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전북 동부지역 봉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편보다 시기

가 늦은 유물이 봉수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 동

부지역 봉수에서 수습된 유물의 조합상은 봉수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비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전북 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봉수는 봉후(수)제를 운영했던 가야 

소국의 존재와 함께 전북가야의 영역을 대변해 준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 봉수 발굴에

서 그 운영 시기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밝혀졌다. 그리고 석

130  덕유산 향적봉을 중심으로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사방에 

골고루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규모와 

밀집도가 탁월하다.

131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

구 경계에 있는 남산의 옛 지명

이다.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에

서 나온 신라토기들로 5세기 말

엽 경 신라가 무주군 일대로 진

출했음을 유물로 보여주었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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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혹은 흙을 가지고 장방형으로 쌓은 봉대(烽臺)132의 속성에서

도 긴밀한 관련성을 보였다. 아마도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

적인 혼란에 빠졌을 때 백제 영역으로 진출했던 반파국이 백제

의 동향을 살피고 당시 제철유적의 방비133를 위해 봉수를 설치 

운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진안고원의 장계분지로 증명됐기 때문에 이들 봉수의 설치 주체

를 반파국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더욱이 봉수에서 수습된 유물

의 속성이 장수가야 수장층 분묘유적의 출토품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과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가야 소국 반파

국은 봉후(수)제를 운영했다. 유적과 유물로 반파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증명해 준 가야 소국은 장수가야가 유일하다.

그런데 반파국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

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이어

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원된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라와 국경

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문헌의 내용도 중요하다. 만일 삼국시

대 봉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반파국 위치 비정의 논의가 성립

되지 않는다.

종래에 반파국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함양·운봉설, 고령설, 

성주설 등이 있다. 그러나 반파국으로 비정된 지역에서는 삼국시

대 봉수가 한 개소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모든 문헌의 조건

을 충족 시켜주는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100여 개소의 봉수가 학

계에 보고됐다. 고고학 자료로 문헌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 준 

유일한 가야의 정치체가 장수가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파국

의 위치 비정 등 가야사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장수가야는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132  불을 올리던 봉홧둑을 의

미한다.

133  현재 전북 동부지역 제철

유적의 설치 주체를 밝히기 위

한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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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부지역에서 100
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
수가 학계에 보고됐는
데, 봉수의 최종 종착지
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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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장수 노하리 구덩식 돌덧

널무덤에서 금관가야와 아라가

야, 대가야, 마한계 토기가 함께 

나왔는데, 그 시기가 대체로 4

세기 후반기 늦은 단계로 편년

됐다.

135  541년 4월 1차 사비회의에

는 안라(安羅)·가라(加羅)·졸마

(卒麻)·산반해(散半奚)·다라(多

羅)·사이기(斯二岐)·자타(子他), 

544년 11월 2차 회의 때는 안

라·가라·졸마·사이기·산반해·다

라·자타·구차(久嗟) 등의 가야 소

국들이 참석했다. ｢양직공도｣의 

반파국과 상기문이 등장하지 않

는 것은 이미 백제에 멸망했음

을 말해준다.

처음 등장134해 가야의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 백제에게 

멸망했다. 금남호남정맥이 백제의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구축, 대규모 생산유적의 운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그리하여 장수 노곡리·호덕리에서 지배자 무덤으로 밝혀진 

마한의 분구묘가 계기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을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남겼다.

그런데 ｢양직공도｣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반파국이 두 차

례의 사비회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서기 흠명기 2년(541) 

4월조, 5년(544) 11월조에 사비회의에 참석한 가야의 소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135 반파국은 두 차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

았다. 기문국, 대사를 두고 3년 전쟁에서 백제에 패한 반파국은 

사비회의 이전 백제에 멸망됐음을 말해준다. 장수군 가야계 분

묘유적에서 유적과 유물로 장수가야의 멸망을 증명해 주었다.

아직까지 장수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매장시설에서 앞트기식 

및 굴식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수 동촌리 28호분에서 유

구의 장축방향을 남북으로 두어 백제 묘제의 영향력도 확인됐

다. 더욱이 장수 삼고리 등 하위계층의 분묘유적에서 세발토기·

직구호·병 등 백제토기가 느닷없이 가야 고분에 부장되기 시작

한다. 가야 소국 반파국과 백제가 적대관계였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으로 반파국의 백제 복속 시기를 웅진기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한편 백제는 장수가야의 도읍 장수군 장계분지에 백해군(伯

海郡)을 설치했는데, 통일신라 때 벽계군(壁谿郡)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 지명의 음상사를 통해서도 장수군 장계분지가 장수가야

의 도읍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백(伯)은 백(白)과 같은 말

로 도읍의 뜻이 담겨 있으며, 벽(壁)도 같은 음으로 한자 표기만 

다르다. 해(海)는 지명접미사로 성(城)을 뜻하는 말로 계(谿)도 성

(城), 즉 도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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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때 벽계(壁谿)를 장계(長溪)로 고쳤는데, 백(伯)의 훈이 

‘맏이’로써 ‘크다’는 뜻으로 보고 장(長)을 취했고, 계(谿)는 음이 

같은 계(溪)로 바뀌었다. 장계(長溪)는 한자 풀이로 ‘큰 내’가 되지

만 원래의 뜻은 ‘큰 마을’이라는 의미의 도읍을 가리킨다. 한마디

로 백해(伯海)의 음상사에는 큰 도읍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

겨있다. 지명의 음상사를 통해서도 금강 최상류 장수군 장계분지

가 장수가야의 도읍이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파(伴跛[叛波])국은 국명의 의미에서 

의문점이 적지 않다. 일본서기의 반파(伴跛)는 ‘뒤를 따라가

는 절뚝발이’라는 뜻과 ｢양직공도｣의 반파(叛波)에는 ‘반란의 

물결’이라는 악의적인 의미가 나라의 이름에 담겨있다. 당시 반

파국에 대한 백제의 경멸적이고 최고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는

데, 그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빌미는 반파국이 제공했을 것으

로 추측된다. 

다름 아닌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한 동안 정치적

금남정맥 작은 싸리재 동쪽 산

봉우리에 위치한 진안 태평 봉수

로 현지조사 때 장방형의 봉대에

서 가야토기편이 수습됐다.(군산

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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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통일신라 도선의 비보풍수

가 시작되기 이전 우리나라 고

유의 자생풍수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37  예전에 장수 삼봉리 고분

군으로 알려진 장수가야 수장층 

분묘유적으로 12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138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

장 이른 시기의 철기유물이 나

온 곳이 장수 남양리다. 가야 소

국 장수가야도 장수 남양리에서 

처음 시작된 철산 개발로 국력

을 성장시킨 뒤 봉후(수)제를 운

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9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자 

반파국과 백제, 후백제의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철산 개발이 

일시에 중단됐고, 급기야 고려 

태조 23년(940) 벽계군이 벽계

현으로 강등됐다.

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의 국난을 함께 나누지 않고 오히려 백

제의 철산지로 진출하여 장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 동부지

역에 있었던 백제의 철산지가 대부분 반파국의 수중으로 들어간

다. 그러다가 웅진기 늦은 시기 백제에 멸망된 이후에는 반파(伴

跛) 혹은 반파(叛波) 대신 본래의 국명인 백해[伯海(伊)]로 그 지

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가 하면 고고학으로도 반파국의 도읍을 추론해 볼 수 있

다. 반파국의 도읍 장계분지의 주산은 성주산(聖主山)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 동북쪽 깃대봉을 가리킨다. 이 산 남쪽 

기슭 중단부에 왕비의 태를 묻은 태봉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

해진다. 태봉 남쪽 기슭 말단부에 관아터가 있는데 장수가야의 

왕궁 터로 추정된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일대로 풍

수지리로도 최고의 혈처에 해당한다.136

백두대간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장계천이 장계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장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반파국의 추

정 왕궁 터와 남쪽에 장수 백화산 고분군137이 위치해 있다. 현

실세계의 왕궁과 사후세계의 고총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리고 반파국의 추정 왕궁 터 동남쪽 산봉우리에 장수 삼봉리 산

성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전북 동부지역에 대규모 축성과 봉후제를 운영한 장수가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멸망했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복속됐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장수 삼고리에서 병·세발토

기, 장수 동촌리에서 곧은 입 짧은 목항아리·굽다리접시가 나왔

는데, 이들 백제토기는 대체로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

년됐다. 그렇다면 장수가야는 이때까지도 백제에 멸망하지 않고 

가야 소국으로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때 가야 소국 반파국으로 비정된 장수가야와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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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가 진안고원을 두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여 삼국의 유물과 

유적이 함께 공존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대규모 철산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을 것138으로 추정

된다. 가야의 봉수왕국 반파국은 제철유적의 방비와 백제의 동

태를 살피기 위해 봉후(수)제를 운영했다. 전북 동부지역에 100

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를 남긴 장수가야는 문헌 속 진정한 반

파국이다.

그러다가 6세기 전반 늦은 시기 반파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

됐고, 백제와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139에 진안고원은 더 이상 각

광을 받지 못했다. 진안고원을 경유하여 백제, 후백제 도읍까지 

이어진 교역망이 끊기고 철산 개발이 일시에 멈췄기 때문이다. 

종래에 복원된 여덟 갈래의 봉수

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장수 삼봉

리 산성으로 그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터가 자리한다.(전주문

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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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봉수왕국으로 장수가야의 융성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진안고원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 근원은 그 중심에 장수가야

와 백제, 후백제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내 기문국

1) 운봉고원 제철유적과 철기문화 융성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운봉고원의 철광석이 서로 만나 새롭

게 등장한 것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다. 조선시대 ‘십승지지’140

이자 ‘신선의 땅’으로 널리 알려진 운봉고원은 한마디로 철광석의 

산지이다. 말하자면 백두대간 속 지붕 없는 철 박물관이다. 운봉

고원의 철광석은 니켈 함유량이 높아 철광석 중 최상급으로 평

가받는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니켈이 함유된 니켈 철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그간의 지표조사를 통해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운봉고원에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대간 노고단에서 달궁계곡을 지나 

삼봉산141까지 그 분포 범위가 30km에 달한다. 삼봉산 동쪽 경

남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촉동마을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

형왕이 체류하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빈대궐터가 있다. 지금도 

운봉고원을 대상으로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수가 더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140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때 피난을 가면 안전하다

는 열 군데의 지역을 가리킨다.

141  전북 남원시 산내면 중황

리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

리, 마천면 구양리 경계에 위치

한다.



123제3장 봉수왕국 전북가야 다양성과 국제성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2012년 지리산 달궁계곡의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처음 세상

에 알렸다. 그해 이른 봄 가뭄이 심해 달궁계곡 철광석이 진한 

황갈색의 녹물을 뿜어낸 것이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이곳의 제철유적을 세상에 알

리는데 고고학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필요로 했다. 남원시 산내

면 덕동리를 중심으로 동북쪽 외얏골, 북쪽 언양골, 남쪽 하점골

과 서남쪽 봉산골, 서쪽 심원계곡이 여기에 해당된다.

남원 덕동리 하점골 제철유적은 철광석의 채광부터 숯으로 철

을 추출하는 제련과정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다. 이제 막 문을 연 철의 야외 유적공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이곳은 대자연의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지금 당장 지리산 달궁

계곡 하점골 제철유적을 알리는 안내문만 세워도 역사 문화 관

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잠재력이 탁월하다.

기원전 84년 마한 왕이 피난을 

왔던 지리산 달궁계곡 항공사진

으로 남원 하점골 등 20여 개소 

제철유적이 밀집되어 있다.(군산

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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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고고학에서 옥은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한다.

백두대간 만복대에서 세걸산을 지나 덕두산까지 이어진 산줄

기 양쪽에도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에서 지방도를 따라 정령치 방면으로 2km 

쯤 가면 선유폭포에 도착하는데, 그 부근에 슬래그(쇠똥)가 광범

위하게 흩어져 있다. 남원 고기리 제철유적으로 쇠똥의 분포 범

위가 1.5km 내외로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 중 최대 규모를 자랑

한다.

세걸산 서북쪽 금새암골에도 제철유적이 있다. 수철리라는 지

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명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담은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혜안이 담긴 지

명으로도 제철유적의 존재를 알렸다. 세걸산 서북쪽 기슭 금샘

에서 발원하는 광천이 운봉고원을 넉넉하게 적셔주고 있는데, 여

기서 금샘은 쇠샘을 의미한다. 금샘과 금새암골, 수철리 등은 고

고학자들이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데 큰 힘이 됐다.

해마다 5월 중순 경 철쭉제로 유명한 바래봉 북쪽에 남원 화

수리 옥계동 제철유적이 있다. 바래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북쪽으로 흐르다가 옥계저수지에 잠시 머문 뒤 운봉읍 

일대를 적시고 줄곧 동쪽으로 흘러온 광천과 합류한다. 옥계저

수지에서 위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옥계동 제철유적은 사방이 

산줄기로 감싸여 천연의 자연분지를 이룬다. 고고학자들이 옥계

동 옥(玉)자에 의미142를 두고 도전 끝에 제철유적을 발견했다.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타원형으로 남

북 길이 700m, 동서 폭 500m에 달한다. 2017년 현지조사 때 철

광석을 채광하던 채석장과 파쇄장, 숯가마 등이 확인됐고, 유물

은 기벽이 비교적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송풍관편, 슬래

그 등이 수습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230여 개

소의 제철유적 중 장수 대적골·토옥동 제철유적, 무주 구천계곡·

얼음령계곡 제철유적과 함께 초대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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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마한의 왕이 피난지로 삼은 곳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뱀사골계곡 

서쪽 달궁계곡이다. 백두대간 노고단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줄곧 동쪽으로 흐르면서 달궁계곡을 이룬다.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뱀사골계곡 서쪽 달궁계곡에 마한 왕의 

달궁터가 있다. 2100년 전 달궁계곡으로 피난 온 마한 왕이 남

긴 역사적인 지명이 달궁과 왕궁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두대간의 정령치·성삼재, 팔랑치 등도 

마한의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지리산 달궁계곡 서쪽 관문 성

삼재는 성이 다른 세 사람의 장수들이 지킨 고개라는 뜻이다. 

그리고 팔랑치는 운봉읍 일원에서 달궁계곡 달궁터로 향하던 

고개를 8명의 젊은 남자들이 지켜 유래됐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한 왕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지리산 달궁계곡의 ‘궁’자는 집 

궁(宮)자를 쓴다.143

남원읍지 『용성지』 및 『여지도서』에 달궁터, 정령치 등과 관련

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황령과 정령은 둘 다 지리산 기슭 입세에 있으며, 몹시 가파르고 험하

여 소나 말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서쪽으로 남원부까지는 50

리 쯤 된다. 옛 승려 청허당의 황령기에는 “옛날 한 소제 즉위 3년에 마

한의 임금이 진한의 난을 피하여 이곳에 와서 도성을 쌓았는데, 그 때 

황·정 두 장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고 고개를 지키게 했으므로 두 

장수의 성으로 고개 이름을 삼았다. 그 도성을 유지한 것이 71년이었

다.”고 했다. 지금도 무너진 성돌과 허물어진 성벽이 남아 있으며, 그 

도성이었다는 곳을 세상에서는 달궁터라고 전한다. 두 고개 안에 있는 

골짜기가 본래는 남원 땅이었으나 지금은 운봉에 속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청허당 서산대사가 쓴 황령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기원전 84년에 마한 왕이 진한의 공격을 받아 지리
143  우리나라의 지명에서 궁자

는 대부분 활궁(弓)자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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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피난하여 도성을 쌓고 71년 간 도성을 유지했다는 것이

다. 그리고 황·정 두 장수로 하여금 성을 쌓고 고개를 지키도록 

하여 고개의 이름도 두 장수의 성을 쫓아 황령(黃嶺), 정령(鄭嶺)

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지리산 달궁계곡 서쪽 관문 백두대간 정

령치가 문헌의 정령을 가리킨다.

1987년 전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실시된 지표조사를 통

백두대간 만복대 동쪽 기슭 하단

부에 위치한 반달모양의 마한 왕 

추정 달궁 터❶로 현지 주민들

이 달리 절골❷로 부른다.(군산

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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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마한의 왕궁 터로 전해지

고 있지만 유적과 유물로는 확

인되지 않았다.

145  2019년 11월 24일 김정길 

전북산악연맹부회장, 이병채 전 

남원문화원장과 함께 현지조사

를 다녀왔다.

146  백두대간 만복대 동쪽 기

슭에서 발원해 줄곧 동쪽으로 

흐르는 계곡부를 성벽이 가로지

른다.

147  왕궁이 문을 닿은 뒤 문헌

에 등장하는 황령암이 그 위에 

다시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148  북문지로 추정되는 구간

이 무너져 토석혼축기법으로 

쌓은 성벽이 절단면에 노출되

어 있다.

해 마한의 왕과 관련된 추정 달궁터와 정 장수가 성을 쌓고 지

킨 정령의 위치가 파악됐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추정 달

궁터는 대부분 밭으로 개간된 것을 제외하면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30여 년 전 마한 왕의 전설이 깃든 

여러 유적들이 처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다.

지금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 주차장과 캠핑장을 만

들면서 추정 달궁터의 대부분을 내주고 남은 일부의 왕궁 터144

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 최근 백두대간 만복대 동쪽 기슭 중단

부 절골이 달궁터였을 주장이 발표됐다. 현지조사 때 성벽의 흔

적이 확인됐는데,145 그 평면 형태는 반달모양이다. 성벽은 대부

분 산줄기 바깥에 삭토법을 적용하여 가파르게 다듬어 마련됐는

데, 할석으로 쌓은 동쪽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146 산성 

내 중앙 상단부에 상당히 넓은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본

래 추정 왕궁 터와 절터로 추정되는 곳이다.147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최고의 명당터로 지리산 반야봉이 안산

을 이룬다. 반야봉 부근 투구봉, 망바위봉의 지명도 달궁터와 관

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토기편

과 자기편, 기와편 등의 다양한 유물이 서로 섞인 상태로 수습됐

다. 아직까지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제외하면 마한의 왕

궁 터가 학계에 보고된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 유적의 성격을 밝

히기 위한 최소한의 발굴148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리산 달궁

계곡 달궁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하다.

이제까지 달궁터를 대상으로 한 차례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고학적인 의미가 파악되지 않았다. 어느 곳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마한의 소국이었는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철기시대 한반도 테크노밸리였던 전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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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반야봉 북쪽 기슭 하

단부에 입지를 둔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에 불 먹은 철광석 더미

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신도시가 그 출발지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 최근 전주시 덕진

구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악산과 미

륵산 사이 만경강 유역이 마한의 거점으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정 장수가 쌓은 성터를 찾았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정령치149정상부에서 성

벽의 흔적이 발견됐다. 정령치 서쪽 기슭에는 돌과 흙을 가지고 

골짜기를 막은 토석혼축성과 고리봉 서쪽 기슭에는 돌을 가지고 

쌓은 석성이 잘 남아 있다. 석성의 성벽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깬돌만을 가지고 곧게 쌓았는데, 성벽의 축조 기법이 조잡하고 

거칠어 삼국시대의 석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성벽의 

축조 기법이 삼국시대의 석성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석성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정 장수가 쌓은 성벽은 달궁계곡 달궁터 

서쪽에 위치해 문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달궁터 방어에 큰 목

적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황 장수가 쌓은 황령치는 그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백두대간 정령치와 만복대 사이로 

149  남원시 운봉읍과 산내면 

지리산 달궁계곡을 이어주는 고

갯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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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문헌에 황령은 남원부까지 거리가 50리 남짓으로 소

나 말이 다닐 수 없지만 남원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넘던 고개

였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리봉 동남쪽 넓은 평탄

대지에서 밭 개간과 농사를 짓는 과정에 쇠로 만든 화살이 많이 

나왔었다”는 달궁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그 역사성이 입증

됐다. 달궁계곡에 살던 사람들이 옛길로 남원장을 갈 때 주로 넘

었던 큰 고갯길로 그 북쪽에 개령암지가 있다. 남원 개령암지 마

애불상군은 백두대간 고리봉 동남쪽 기슭 암벽에 12구의 불상

이 조각되어 있는데, 마애여래입상은 높이 4m에 달한다. 

마애불이 새겨진 절벽 세 군데에 명문이 확인됐다. 명문은 중

간에 탈락한 부분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해석은 쉽지 않지만 불

상군 제작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 천보십(天寶

十)은 후백제와 반세기 동안 돈독한 국제 외교를 했던 오월에서 

사용했던 연호로 927년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고려시대 불상군

으로 알려졌지만 운봉고원 일원이 줄곧 후백제 영역에 속했기 때

문에 후백제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150

한편 마한 왕의 달궁터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제철유적이다.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

난을 떠나기 훨씬 이전에 철기문화가 전북혁신도시에 전래되어 

철을 생산하고 있었다. 전북혁신도시는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철기문화가 전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시작이 경기

도, 충청도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커다란 각광을 받았다. 전북의 

철기문화가 육로가 아닌 바닷길로 전래됐음을 말해준다.

전북혁신도시의 선진세력이 기원전 84년 철산지를 찾아 지리

산 달궁계곡으로 이동했을 개연성151도 충분하다. 마한 왕이 지

리산 달궁계곡에서 7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철산 개발

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론해 두고자 한다. 지금도 지리산국립

150  936년 후백제가 멸망해 

엄밀히 말하면 후백제에 해당

한다.

151  전북혁신도시의 고고학 자

료와 구전으로 전하는 이동 시

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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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 매

장시설 내 복발형 투구 노출 상

태로 철의 왕국 기문국에서 직

접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전북

문화재연구원)

공원 내 달궁계곡에는 농경지가 거의 없는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본서기』 신공기 52년조의 기사가 

삼국시대의 철산지를 연구하는데 자주 인용된다.

칠지도 1구와 칠자경 1면, 각종 귀한 보물을 받쳤다. 이어 말하기를 “신

의 나라 서쪽에 강수가 있는데, 근원은 곡나철산(谷那鐵山)에서 나오

고 있습니다. 그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합니다. 마땅히 이 물을 

마시면 곧 이 산철을 채취할 수 있으므로 길이 성조에 받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문헌의 키포인트(key point)는 372년 근초고왕이 곡나철산(谷

那鐵山)에서 생산된 철을 가지고 칼, 거울 등 여러 가지 귀한 보

물을 만들어 왜의 조정에 보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

명의 음상사에 근거를 두고 곡나의 위치 비정 연구가 시작됐다. 

종래의 곡나철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황해도 곡산설·안협

설, 여주설, 충주설, 보은설 등이 있는데, 지명의 음상사에 근거

를 두고 황해도 곡산설이 큰 지지를 받았다.

2012년 섬진강 유역의 전남 곡성설이 발표된 뒤 역사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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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아직은 전남 곡성군 일

원에서 제철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곡성

군 고달면 대사리 일대는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이 한데 모이던 

곳으로 섬진강 중류지역에서 최대의 거점 포구로 추정된다. 이제

까지는 지명의 음상사에 철산지를 서로 연결시켜 그 위치를 비정

했기 때문에 문헌의 내용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그런데 백제 도읍에서 7일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고 강의 발원

지를 거느리고 있다는 두 가지의 문헌 내용도 꼭 검토되어야 한

다. 문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곳이 바로 백두

대간 동쪽 운봉고원이다. 조선시대 이몽룡이 남원으로 암행어사

출도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남원까지 걸린 시간이 7일이었다. 그

리고 이성계의 초상화를 한성에서 전주 경기전까지 이송하는데 

6일이 소요됐다. 통상 전주에서 남원까지는 하루 거리이다.

운봉고원은 또한 남강과 섬진강을 함께 거느린다. 백두대간 

봉화산과 세걸산에서 각각 발원하는 풍천과 광천은 남원시 산내

면 소재지에서 지리산 뱀사골을 지나온 만수천과 만난다. 여기

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그 폭도 넓어져 임천강으로 불리는데, 

임천강은 줄곧 남동쪽으로 흘러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 본류와 

만난다. 반면에 백두대간 만복대 북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원천

천은 운봉고원의 서남쪽을 적시고 구룡폭포를 지나 섬진강으로 

들어간다.

문헌의 두 가지의 필수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 준 곳이 운봉고

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봉고원은 니켈이 함유된 니켈 철

광석 산지이다. 철 전문가의 고견에 의하면 철에 니켈을 많이 넣

으면 스텐레스가 된다고 한다. 지금도 니켈 철을 수입하기 어려

울 정도로 최상급 철로 통한다.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옥계동에

서 운봉고원 철기문화의 등장 시기와 설치 주체를 밝히기 위해 

기획된 제철유적의 발굴에서 큰 성과를 기원해 본다.



132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152  면담조사 때 현지 주민들

이 옛날 고속도로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4세기 말엽 경 백제계 토기가 나온 곳이 운봉고

원이다. 남원 월산리·행정리 구덩식 돌덧널무덤에서 마한계 혹은 

백제계 입큰 항아리가 출토됐는데, 유물의 속성이 완주 상운리

와 천안 용원리 출토품과 상통한다. 369년 가야 7국을 정벌했던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 시기와 백제계 토기의 등장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운봉고원을 경유하던 백두대간 치재로152를 

따라 백제의 가야 정벌이 단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봉고원에서 밝혀진 철의 제작 기술도 빼 놓을 수 없다. 얼마

간 시기적인 편차가 있지만 남원 월산리 M1-A호에서 나온 금은

상감 둥근고리칼 손잡이편은 최고의 주조 기술을 뽐낸다. 최근 

대규모 철산지이자 으뜸 주조 기술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운

봉고원이 곡나철산과의 관련성도 충분하다. 철과 철광석, 슬래그

에는 인간의 DNA처럼 고유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시료의 분석

을 통한 과학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언제부터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개발됐는지, 아직은 기록이 

없고 발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기를 속단할 수 없다. 

삼국시대 때 철산 개발은 어떤 세력집단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

남원 월산리 M1-호에서 출토된 

금은 상감 둥근 고리칼 손잡이

편으로 기문국 철의 장인들 최고

의 주조기술을 자랑한다.(국립전

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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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제적 원동력의 한 요소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 

제철유적을 장악했던 가야 소국들은 대부분 중심세력으로 도약

했다.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야의 변방 혹은 지방으로만 통용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67개소와 동국여지승람에 83개소의 조

선시대 철산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소개되어 있지만,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은 어느 한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 전북 동부

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은 조선시대

의문헌에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 개발

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시 말해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처음 

시작된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이 운봉가야까지 이어졌을 개연성

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에 가야 고

총을 남긴 운봉가야에 의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보다 더 역

동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운봉고원에서 그 존재를 드

러낸 말무덤과 가야 고총은 180여 기에 달한다. 더욱이 가야 

고총은 봉분의 직경과 매장시설의 길이가 월등히 크다. 금동신

발 등 최고의 위세품을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의 최상급 토

기가 병존하는 것은 운봉고원의 철 생산과 관련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이 

운봉고원에서 나온 니켈을 함유한 최상급 철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위세품과 토기류를 운봉고

원에 보낸 것 같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가야토기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당시 철의 생산과 유통이 왕

성하게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운봉고원의 철이 널리 

유통됨으로써 운봉고원이 당시 교역망의 허브를 이룬 것이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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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토기 모음으로 최상급 가야토기

를 거의 다 모아 당시 철의 생산

과 유통을 유물로 증명했다.(국

립전주박물관)

삼국시대 때 대규모 철산 개발로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이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했다. 따라서 운봉고원의 제

철유적은 운봉가야가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역사

적 비밀이 담긴 보물창고와 같은 존재이다. 동시에 운봉가야의 

위상과 발전상이 고스란히 깃든 역사의 실체이다. 운봉고원 일대 

제철유적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과 함께 

철의 시료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밝혀진 것이 말

(몰)무덤이다. 말무덤에서 ‘말’을 마(馬)의 뜻으로 보거나 머리 혹

2)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허브 기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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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룬바 말벌을 왕벌, 말사

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사슴벌레를 왕사슴벌레로 부

르는 것과 똑같다.

154  백두대간 정령치를 넘어 

운봉고원에서 자생풍수 명당으

로 유명한 운봉읍 장교리 연동

마을 일대로 중심지를 옮겼다.

155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다.

은 크다는 의미로 우두머리에게 붙은 관형사로 보아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자로 해석한다.153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1년 동안 

국력을 키운 마한세력이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일대로 이동한

다.154 아직은 운봉고원 내 말(몰)무덤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발

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표조사 자료만을 근거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부근 구릉지 정상부에 몰무

덤이 있다. 본래 봉분의 직경이 10m 이상 되는 7기 내외의 몰무

덤이 있었는데, 오래전 농경지 개간으로 대부분 유실됐고, 현재 

3기만 봉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 아직 남원 장교

리 몰무덤을 발굴하지 않아 그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운봉

고원에서 가야세력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성된 마한의 분구묘로 

추정된다.

2007년 남원 입암리 말무덤 발굴조사에서 말무덤이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말무덤의 봉분은 명갈색과 암갈색 점토로 

쌓았는데, 유구의 남쪽이 이미 유실되어 그 평면 형태가 어떤지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도랑은 생토층을 거의 U자형으로 파

내어 마련됐는데 도랑 남동쪽이 일부 끊긴 것으로 보인다. 봉분 

내에서 조사된 3기의 매장시설 중 2기의 널무덤은 후대에 조영

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현지조사 때 반절 쯤 잘려나간 봉분의 절단면에서 부

장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봉분 내 널무덤에서 짧은목항

아리와 입큰목긴항아리가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됐고,155 그 부

근에서 철기류도 수습됐다. 모두 두 점의 토기류는 완주 상운리 

등 전북 서부지역 마한의 분구묘에서 나온 출토품과 유물의 속

성이 상통한다. 유구와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말무덤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 장교리 일대에 있었을 때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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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 유역과 교류하는데 백두대간의 여원치가 관문으로 큰 몫

을 담당했다. 섬진강 유역에서 말(몰)무덤은 남원 방산리·입암리·

도룡리, 순창 고원리, 전남 곡성 주산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30여 기의 말(몰)무덤이 섬진강 중류지역

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156 섬진강 상류 및 하류지역에서

는 말무덤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섬진강 유역에서는 말무덤이 일시에 자취를 감춘 이후 수장층

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말무덤의 분포 양상과 그 발전 과정을 근거로 섬진강 유역으로 

백제의 진출이 근초고왕 남정 때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

된다. 전북 서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섬진강 유역에서는 말무덤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기문국의 추정 왕궁지로 백두대

간 지리산 일대 자연 경관을 왕

궁의 정원으로 초대했다.(전북대

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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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이후 지배자의 분묘유적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직까지 한 기의 가야 고총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한의 말무덤을 근거로 한 동안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

읍 장교리 일대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운봉고원에 지역적

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인 이후 정치 

중심지가 운봉읍에서 아영분지 일대로 다시 옮겨진다.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곧장 이어주던 한성기 간선교통로로 밝

혀진 백두대간 치재로가 남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 일대

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한편 가야세력이 5세기 전후한 시기에 등장하면서 운봉고원

의 중심지가 운봉읍에서 아영분지 일대로 이동한다. 앞에서 이

156  남원 도룡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지 정리 사업으로 유

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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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가 숲을 이룬 산봉우리가 

기문국 지배자가 잠든 가야 고총

들로 본래 80여 기의 무덤들이 

무리지어 있었다고 한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미 언급했듯이 백두대간 치재로를 따라 백제의 가야 진출이 핵

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무렵 운봉고원의 관문도 여원치에

서 치재로 바뀐다.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와 남원시 아영면 성리 

경계에 위치한 치재는 운봉고원 서북쪽 관문이다. 백두대간 치

재는 지명의 의미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주민들이 백두대간 치재를 오갔던 옛길

이 옛날 고속도로라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에 신작로가 생기

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남 서부지역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백두

대간 치재를 넘어와서 일을 보고 다시 치재를 넘었다고 한다. 동

시에 운봉고원은 백제와 가야를 하나로 묶는 교역망의 허브로서 

당시 사통팔달했던 철의 교역망을 갖춘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렇

다면 백두대간 치재는 철의 생산과 유통이 만든 지명이 아닌가 

싶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백제 근초고왕이 왜왕에

게 하사한 칠지도의 제작 시점은 태화(泰和) 4년, 즉 369년이다. 

369년 3월 근초고왕의 남정 때 운봉고원으로 백제의 진출이 성

립된다면 곡나철산의 장악과 칠지도의 제작 및 왜로의 전래가 

대부분 충족된다. 이 무렵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에 마한의 분

구묘를 남긴 토착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고 정치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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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가야 고총 중 도굴의 피해

가 심하지 않아 부장유물의 종

류와 의미를 밝히는데 크게 기

여했다.

심지도 운봉읍 장교리에서 아영분지 일대로 이동한다.

2010년 이후 고고학계의 이목은 철산지 운봉고원으로 집중됐

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鷄首壺)가 

처음 출토됐기 때문이다. 계수호는 백제왕의 내린 최상급 위세품

(威勢品)의 하나로 이전에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천안 용정

리 등 백제 영역에서만 나왔다. 신라의 황남대총과 천마총 출토

품과 유사한 철제초두(鐵製鐎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기꽂

이, 구슬류, 갑옷과 투구, 경갑 등 가야의 위신재(威身財)도 포함

되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삼국시대 위세

품 박물관이다.157

2013년에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에서 공주 무령왕릉

에서 출토된 유물과 흡사한 수대경(獸帶鏡)과 금동신발이 나왔

다. 금동신발을 비롯한 철제초두, 수대경, 계수호는 지금까지 가

2013년 학술발굴이 추진된 남

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으로 

봉분의 가장자리에 둘렛돌을 두

르지 않고 도랑을 둘렀다.(전북

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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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중국에서도 지배자의 무

덤에서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

이다.

159  돈으로 사거나 팔거나 않

고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것을 말한다.

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출토된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중국 남

조에서 만들어진 수대경은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앞서는 것으로 

가야와 중국 남조와의 국제 외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헌 속 가야와 남제와의 국제 외교를 유물로 증명해 주었다.

그런데 계수호는 어깨 부분에 닭 머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닭

이 부리를 다물고 있다. 따라서 계수호는 일상용품이 아닌 부장

용품, 즉 명기(冥器)이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보다 오히려 운

봉고원의 가야세력이 중국 남제에서 직접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

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에서 지배자 

무덤에 부장된 계수호158가 운봉고원 내 가야 고총에서 출토됨으

로써 기문국의 국제성을 자랑했다.

고령 지산동, 합천 옥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제외하면 가야

의 위세품이 대부분 전북 동부지역 내 운봉고원에서 나왔다. 모

든 가야 고총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남원 월산리 M5

호분에서 금동신발과 청동거울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에서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운봉고원의 역동성과 함께 그 위

상을 최고로 높였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은 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 중 봉토의 직경이 7번째 크기다.

2013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에서 나온 금동신발은 

백제가 철 산지이자 문물교류의 허브로써 운봉고원을 얼마나 중

시했던가를 살필 수 있다. 한마디로 백제와 기문국은 정략적인 

관계였다. 동시에 운봉고원 철의 생산과 유통이 담긴 물물교역 

혹은 물물교환,159 즉 현물경제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이를 근

거를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

했던 운봉고원의 운봉가야를 문헌의 기문국(己汶國)으로 비정하

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가야 소국이 기문국이다. 

기문국은 우륵 12곡명 중 상·하기물(上·下奇物)로도 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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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

제 청자인 계수호❶와 남원 유곡

리와 두락리 32호분에서 중국 

남조의 수대경❷이 나왔다.(국립

전주박물관)

기 때문에 6세기 1/4분기까지도 가야 소국의 하나로 여전히 존

속한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무덤과 가야의 중대형 고

총이 무리지어 있고, 당시 최고의 위세품이 가야 고총에서 출토

됐기 때문에 가야문화를 토대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

문국이 존재했음을 유적과 유물로 뒷받침해 주었다.

1982년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그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당시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발굴이 결정

적 계기였다. 본래 백제의 대형 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의 당

초 예측과 달리 그 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대단한 관심을 끌

었다. 남원 월산리에서 가야의 구덩식 돌덧널무덤이 조사되기 이

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지역은 모두 백제 문화권에 속한 곳으로

만 인식됐다. 남원 월산리는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

야세력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장소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원 월산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모여 있었다.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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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월산리 M1-A호에서 나온 복발형 투구와 목

가리개, 비늘갑옷 등으로 철의 왕국 기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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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거의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를 잡았는

데, 아영면 청계리가 남쪽에 월

산리가 북쪽에 위치한다.

161  다름 아닌 살아있는 현재

의 세상이 죽은 후에도 그대로 

계승된다는 사상이다.

년 월산리 M1·M2·M3호분은 서로 봉토가 중복된 상태로 조사됐

는데, 고성 송학동과 장수 삼봉리에서 학계에 보고된 연접분으

로 추정된다. 안타깝게 1990년대 경지 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과

정에 M7·M8·M9호분이 모두 사라졌고, 2010년 M4·M5·M6호분이 

구제발굴을 통해 그 전모가 파악됐다. 

지금은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매장시설의 내부가 노출된 상

태로 M6호분은 타원형의 봉토가 정비 복원되어 있다. 최근에는 

남원 청계리 서쪽 반달 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서 1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더 발견됐다.160 다른 지역 가야 고총군

과 달리 산줄기 정상부가 아닌 구릉지에 위치하여 큰 관심을 끌

었고, 2018년 6월 15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됐다.

남원 월산리·청계리는 한 동안 기문국의 중심지였다. 운봉고원

의 토착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치 중심지를 

운봉읍 장교리에서 아영면 월산리·청계리 일대로 옮겼다. 백두대

간 동쪽 기슭 말단부로 자생풍수에서 명당에 해당한다. 거의 반

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 가야 고총이 분포되어 있는

데, 남원 월산리가 북쪽에 청계리가 남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전

북과 경남 도계를 이룬 연비산이 안산을 이룬다.

1500년 전 기문국의 왕과 왕비가 사망하자 그의 시신과 유물

을 부장하기 위해 돌로 매장시설을 만들었는데, 남원 월산리 M5

호분은 매장시설의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

의 가야 고총보다 그 규모가 월등히 크다. 가야 고총에서 매장시

설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의 

권위와 신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계세사상(繼世思

想)161이 널리 유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사후세계에도 현실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계속된

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가야 고총에 묻힌 주인공이 살아생전에 사용하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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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용품을 시신과 함께 무덤 안에 넣어준 것도 당시 가야 사

람들의 장례문화이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장시설의 규모,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은 당시 국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척

도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봉고원을 무대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

던 기문국의 발전상을 방증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남원 월

산리는 가야 고총군의 입지뿐만 아니라 매장시설이 반지하식으

로 마한의 분구묘와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동

부지역 가야 고총의 묘제가 마한의 분구묘에서 승계됐음을 추론

해 볼 수 있는데, 초기철기시대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마한 왕의 

피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2019년 남원 청계리 가야 고총에서 마한 묘제의 특징 다시 확

인됐다. 봉분이 서로 붙은 연접분이고 성토한 봉분을 다시 파내

어 매장시설을 마련하고 봉분 가장자리에 도랑을 둘렀는데, 봉분

의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이다. 아라가야의 수레바

퀴 장식 토기와 일본제 나무로 만든 빗, 중국제 청자편이 나와 

동북아 물물교류의 무대였음을 증명했다. 운봉고원의 마한이 가

야문화를 수용하여 가야 고총을 만들면서 마한 묘제를 따랐음

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의 봉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풍천은 아영분지

의 중심부를 종단하면서 줄곧 남쪽으로 흐르다가 인월면 인월

리 풍천교에서 광천과 만난다. 운봉고원의 아영분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아영면 월산리에서 동쪽으

로 약 1.5km 거리에 있는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에도 40

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80여 기

의 가야 고총이 무리 지어 있었다고 한다.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연비산(鳶飛山)162에서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와 다시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에 
162  솔개가 하늘을 나는 형상

을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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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대형급 고총이 그 위용을 자랑한

다. 연비산에서 서쪽으로 아영분지 중앙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가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가야의 고총은 산줄기 양쪽에 반절씩 분포되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라고 유적의 이름을 붙였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아

주 큰 가야 고총도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당시에 철의 

왕국 기문국이 국력을 힘껏 기울여 왕이 사후세계에 살아가야 

할 지하궁전을 장엄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여 기

의 가야 고총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존속했음을 말해준다. 가야 고총의 크기와 기수

는 달리 기문국의 역사책과 같은 것이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는 기문국의 마지막 중심지로 최고의 

혈처를 이룬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휘감아 마

치 기문국의 도성을 떠올리게 했고, 연비산에서 동서로 뻗은 산

자락이 왕성의 북쪽 성벽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내마을 남쪽 멀리 우뚝 솟은 지리산 서북쪽 덕두산이 안산이 

아닌가 싶다. 자생풍수에 의하면 기문국 왕성 내 왕궁 터는 성

내마을 남쪽 평탄대지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 월산리와 달리 가야의 고총이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

다. 운봉고원 내 기문국의 수장층 분묘유적이 월산리에서 유곡

리·두락리로 옮겨진 이후 대가야 등 가야 소국과 결속력이 더 강

화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잘 보이는 산줄

기 정상부에 가야 고총이 자리를 잡은 것은, 고총의 봉토를 산봉

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하여 무덤 주인공의 권위나 신분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163이 담겨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세 가지 부분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

다. 하나는 봉토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시설만 배치된 단곽식이

163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평지와 구릉지, 백제가 산봉우

리 남쪽 기슭에 왕릉을 만들 것

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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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하나는 봉토의 가장자리에 둘렛돌 시설을 두르지 않았

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시설이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이라는 점

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석 혹은 벽석 사이에 점토 바름, 벽

석의 축조방법, 바닥시설, 장축방향 등 유구의 속성164에서도 남

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서로 상통한다.

남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한 함양 백천

리·상백리, 산청 생초·중촌리, 장수 동촌리·삼봉리 가야 고총은 

봉토의 가장자리에 둘렛돌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금강 유역에 

속한 장수 삼봉리·동촌리를 제외하면, 모두 남강 중류지역에만 

위치하여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다. 따라서 운봉고원을 중심으

로 경남 함양군·산청군 일대에 서로 돈독한 교류관계에 바탕을 

둔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했던 가야 소국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165

그럴 가능성은 문헌으로도 인정된다. 신찬성씨록』에 “신국의 

동북에 상파문·중파문·하파문 등 삼파문(三巴汶)의 땅이 있는데 

사방 삼 백리 정도 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서 가장 중

심이 되는 내용은 상·중·하기문으로 구성된 기문국은 사방 삼 백

리 정도 된다는 것이다. 가야 고총에서 강한 친연성이 입증된 운

봉고원을 중심으로 한 함양군과 산청군은 사방 삼 백리 정도 된

다. 문헌의 내용이 고고학 자료로 모두 부합된다.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의 고총은 대가야 양식 토기가 주

류를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의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된다. 그러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경우만 유일

하게 봉토의 규모와 매장시설이 전혀 작아지지 않고 그 이전 시

기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진다. 가야 영역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기문국이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에 정치적

으로 복속될 때까지 그 역동적인 발전상이 그대로 지속됐다.

기문국의 가야 고총에서 처음 나온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모

164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과 

보수성이 기문국까지 지속됨으

로써 전북가야만의 강한 지역성

으로 자리매김 됐다.

165  운봉고원을 상기문, 함양

군을 중기문, 산청군을 하기문

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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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개의 작은 손잡이 사이에 

동물 문양을 새겨 놓아 수대경

이라고 부른다.

167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한

다는 의미이다.

든 철기류가 출토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

구와 볼가리개 등 대부분의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으

로 밝혀졌다. 남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 가야 고총에서

만 나온 꺾쇠는 그 크기가 월등히 크다. 기문국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련 기술뿐만 아니라 무쇠를 두드려 철제품을 

가공하던 주조 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였던 것

이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수대경

이 기문국의 발전상을 대변한다. 으뜸덧널 서쪽에서 나온 금동

신발은 피장자의 발 부근에서 금동신발편·영락·영락고리·금동못 

등이 수습됐다. 금동신발은 몸통부에 타출기법으로 능형문과 

영락이 장식되어, 공주 무령왕릉과 나주 신촌리 9호분, 익산 입

점리 1호분에서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흡사하다. 금동신발이 

나온 고분은 왕릉이나 최고의 권력자 혹은 지방 거점세력의 수

장층 무덤으로 밝혀졌다. 

으뜸덧널 동쪽에 부장된 수대경(獸帶鏡)166도 최고 위세품이

다. 수대경은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서 배면이 위로 향하도록 부

장되어 있었는데, 전면에서는 주칠흔이, 경면에서는 주칠흔·포

흔·수피흔·목질흔 등이 확인됐다. 전면에 새겨 놓은 ‘의자손(宜子

孫)’167과 같은 유물의 속성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수대경과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일본 군마현 간논야마(觀音山)와 사가현 미카

미야마시타(三上山下) 고분에서 나온 수대경과도 서로 상통한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줄곧 백제와 정략적 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15·16호분에서 나온 은제목

걸이와 은제구슬, 탄목구슬, 유리구슬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의 

친연성도 흥미롭다. 기문국의 가야 고총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많은 양의 백제계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웅진기 이른 시

기부터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기문국에 강력하게 미쳤음을 상



148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168  남북 길이 300cm, 동서 폭 

240cm, 높이 280cm이다.

169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21

호분도 매장시설의 벽면과 천정

을 회로 발랐다고 주민들이 제

보해 주었다.

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6세기 초엽 기문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가

야 고총의 내부구조가 구덩식에서 앞트기식 또는 굴식으로 바

뀐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6호분은 백제계 굴식 돌방무덤으

로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다. 돌방168은 바닥 부분이 수직에 

가깝고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개석

으로 덮은 궁륭상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판상석을 이용하여 관

대시설을 마련하고 벽면과 천정, 관대시설에는 회를 두텁게 발랐

다.169

널길은 돌방의 서벽을 그대로 연장되어 널길 서벽을 이루어 

서쪽에 두었다. 돌방에서 시작된 배수시설이 통과하고 돌방 입

구는 1매의 문비석으로 막았다. 널길의 길이가 382cm로 상당히 

긴 것은 구덩식에서 굴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양상

이다. 널길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

과 무덤의 축조 기법이 상통한다.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음을 백제계 굴식 돌방무덤 수용으로 증명했다.

남원시 운봉읍 임리에서도 백제 묘제가 확인됐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한 임리 1호

남원 봉대리 고분군 내 무덤에서 

가야·백제·신라토기가 함께 나

왔는데, 당시 운봉고원이 삼국의 

각축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호

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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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봉토 중앙에 으뜸덧널이 배치됐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

장덧널이 자리한 여러 덧널식이다. 으뜸덧널은 산줄기와 나란하

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무덤의 입구가 남쪽에 마련

된 앞트기식이다. 으뜸덧널의 내부구조가 구덩식에서 앞트기식

으로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 묘제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됐다.

문헌에서도 기문국의 복속 사실을 전한다. 일본서기 계체기

에 의하면 백제는 512년에 임나사현(任那四縣), 513년부터 515년

까지 3년 동안 기문국, 대사를 두고 가야 소국 반파국과 갈등관

계에 빠진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 소국 반파국과의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복속시켰다. 운봉고원 일대

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됨으

로써 521년 이후 기문국이 문헌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2호분에서 나온 신라의 짧은 다리 굽다

리접시가 6세기 중엽 경 운봉고원 일대가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

입됐음을 유물로 보여 주었다. 짧은 다리 굽다리접시는 몸통부

와 다리부분의 비율이 3:1 정도로 무령왕릉의 연대(523∼529)보

다 늦어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시 운봉읍 북천리 3호분은 신라계 고분으로 운봉고원 일대가 6

세지 중엽부터 7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까지 신라 영역이었음을 

반증한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 일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가운데 하나인 기문국은 4세기 후반의 늦은 시기 처

음 등장해 6세기 중엽까지 가야 소국으로 존속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마치 만리장성과 같았고, 가야와 백제의 문물교류 관

문, 대규모 철산 개발과 교역망을 통한 유통이 핵심적인 원동력

으로 작용했다. 어떻게 보면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기문

국은 진정한 철의 왕국이다.170

170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밝히기 위

한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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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80여 기의 말(몰)무덤과 가야 중대형 고총과 최고

의 위세품이 가야 고총에서 출토되며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

으로 증명해 주었다. 백제를 중심으로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

야 등 가야 소국들이 기문국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철의 왕국 기

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기문국이 백제에 

복속됨으로써 가야 고총에서 백제 묘제가 본격 수용된다.

백제는 기문국을 복속시킨 뒤 한동안 가야진출이 소강상태를 

이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령왕은 운봉고원의 대규모 철산

지를 장악171한 뒤 이를 발판으로 백제 부흥의 토대를 구축했고, 

성왕 때는 백제의 도읍을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고 신라와 힘

을 합쳐 한강 유역을 회복했다. 백제 무령왕이 철의 왕국 기문국

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킨 뒤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로 백제 부활

의 토대가 견고하게 확립됐던 것이다.

백제는 기문국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줄곧 행사하다가 

554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기문국의 주

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남원 봉대리·북천리 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 경 만들어진 신라 고분과 신라 토기의 등장이 운봉고원으

로 신라의 진출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다가 562년 

대가야를 비롯한 백두대간 동쪽 모든 가야 소국들이 신라에 멸

망되어 마침내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

성됐다.

『삼국사기』에 운봉고원이 신라의 모산현으로 등장한다.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어 전북 동부지역 철산지가 

대부분 신라 영역으로 편입된다. 신라는 운봉고원을 차지한 뒤 

정치 중심지를 남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자

리한 아영분지에서 남원시 운봉읍 일원172으로 이동한다. 그리

하여 『삼국사기』에는 무주군 무풍면에 설치된 신라 무산현과 함

170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밝히기 위

한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171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정

치적으로 복속시킨 백제는 한 

동안 가야진출이 소강상태를 

이룬다.

172  아직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남원 북천리 

고분군, 남원 신기리 토성과 성

산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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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진강 유역 가야와 백제문화의 공존

1) 전북가야의 진출과 문화상 점이지대

섬진강은 금남호남정맥의 팔공산 서북쪽 기슭 중단부에 있는 

데미샘에서 발원한다. 섬진강 유역은 전북 동부지역의 2/3 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백두대간과 낙남정맥,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

이 자연경계를 이룬다. 섬진강 유역에 속한 남원시 서부권과 진

안군 백운면·마령면·성수면, 장수군 산서면·번암면, 순창군과 임

실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찍부터 섬진강이 공급하는 풍부한 

물을 통해 농경문화가 발달했고, 그 수계를 이용하여 문화교류

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섬진강 유역은 삼국시대에 줄곧 문화상 완충지대173를 이루었

다.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았고,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

로 밝혀진 말무덤만 조사됐다. 현지 주민들이 말무덤으로 부르

는 것은,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에서 7기 내외의 말무덤,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에서 7기 내외,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에서 섬진강

을 건너 서남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

리에서 7기 내외의 몰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 경지 정리 사업 과정에서 모든 말무덤이 유

께 운봉고원의 모산현이 신라 땅으로 소개되어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두 지역 모두 대규모 철산지였다.

173  둘 또는 둘 이상의 강한 나

라나 세력 사이로 서로 맞부딪

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중립

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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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섬진강 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말무덤은 대부분 충적지나 구릉지에 입지를 두어 

가야 고총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앞에서 이미 소개한 운봉

고원 내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몰무덤과 똑 같다. 2018년 남원시 

보절면 보룡리 도촌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구릉지 정상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3기의 말무덤만 봉분이 얼마간 남아있을 뿐이다.

섬진강 유역에서 말무덤이 일시에 사라지게 만든 강력한 집단

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마한의 말무덤이 가야 고총으로 발전

하지 못하고 무슨 이유로 일시에 사라졌을까? 당시 역사적인 배

경과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는 영산강 유역의 전용 독무덤을 남긴 마한 세력, 둘째는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 소국, 셋째는 백제 근초고왕(近肖古

王)의 남정(南征)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가정은 전용 독무덤과 장고분(長鼓墳)174의 

존재가 섬진강 유역에서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희박하다. 두 번째 가정은 가야토기가 백제토기와 섞

인 상태로 출토됐지만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고고학 자료로 증

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가정은 공주로 천도 이후 백제의 

174  달리 전방후원분으로 불리

는데, 봉분의 앞쪽이 원형을 뒤

쪽이 방형을 이룬다.



153제3장 봉수왕국 전북가야 다양성과 국제성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호남

정맥 사이 섬진강 유역은 일찍부

터 농업문화가 발달했던 곳으로 

문화상 점이지대를 이루었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정치적인 불안기를 제외하면 전북 서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마한

부터 백제까지 계기적인 발전 과정이 입증되어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삼국시대 때 섬진강 유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야문화와 

백제 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섬진강 유역에서는 가야토기

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백제토기와 섞여 있거나 지역색이 

강한 가야토기도 대가야와 소가야, 아라가야 토기류가 서로 섞

여있다. 그리하여 섬진강 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의 

실체와 그 발전 과정이 유적과 유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삼국시대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이 미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임실

군 임실읍 일대에 가야 소국 상기문(上己汶)과 장수군 번암면 일

대에 하기문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

러나 전북 동부지역에서 정밀 지표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소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야 중대형 

고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72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화성마을 동남쪽 산에서 사방

공사를 실시할 때 3기의 고분이 발견됐다. 당시에 무덤이 심하

게 유실 내지 훼손되어 고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지만 일단 앞트기식 돌덧널무덤으로 추정된다. 돌덧널은 대체

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깬돌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다. 최

근까지 몇 차례 진행된 발굴에서도 가야계 구덩식 돌덧널무덤이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다.

당시에 수습된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구분되는데, 전자

는 장경호를 제외하면 백제토기가 대부분을 차치한다. 철기류는 

사곡검(蛇曲劍)과 철제대도, 철겸, 철모, 모조철부·주조철부, 마

구류, 그리고 위세품으로 알려진 살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

곡검은 그 출토량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살포는 논의 물꼬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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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당시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

적은 칠접지를 건설하면서 수몰

됐다.

176  아직도 가야 소국 상기문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가야 고총

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거나 틀 때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임실 금성리는 당시 교역망의 

허브로 당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유물로 학계에 알렸다.

2016년 임실읍 금성리 화성마을 동북쪽 쇠점골에서 제철유적

이 발견됐다.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와 관촌면 용산리 경계에 위

치한 용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들 사이에 쇠점골이 

있다.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과 함께 한 현지조사 때 칠접지 서

쪽을 휘감은 산줄기 동쪽 기슭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생긴 절단

면에 검붉은 녹물이 흘러내린 철광석과 결정 편암이 폭 넓게 편

재된 사실을 확인했다.175

2017년 임실 금성리에서 도랑을 두른 분구묘가 조사됐다. 방

형 분구묘는 구릉지 정상부와 서쪽에 80cm 높이로 성토한 뒤 

봉분 중앙에 매장시설을 배치했지만 매장시설의 구조가 상세하

게 파악되지 않았다. 도랑은 직경 1620cm, 너비 310cm, 최대 깊

이 180cm이다. 지금까지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장수군에서 학계

에 보고된 가야 중대형 고총보다 오히려 유구의 속성이 마한의 

분구묘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임실 금성리에서 나온 가야 목긴 항아리를 5세기 후반 대가

야와 기문국 사이의 교역을 했다는 증거물로 제시하고 대가야가 

당시 교역로를 통하여 기문국으로 침공해 들어간 것으로 보았

다. 그런데 토기류의 조합상은 목긴 항아리를 제외하면 짧은 목

항아리와 입큰 목긴 항아리, 굽다리접시 등은 대부분 백제토기

이다. 따라서 한 점의 가야토기를 근거로 대가야의 진출과 상기

문을 임실군으로 비정176한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2010년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에서 구덩식 돌덧널무덤이 조사

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백제 돌평현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임실 

구고리 산성에서 서남쪽 산자락 정상부에서 2기의 봉토분이 조

사됐다. 구덩식 돌덧널무덤은 그 평면 형태가 세장방형으로 가

야후기 고분의 특징을 잘 담아냈다. 유물은 가야토기와 백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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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혼재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출토됐으며, 임실 석

두리 1호분 내 3호 돌덧널에서 10여 점의 철못이 나와 상당한 관

심을 끌었다.

2013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가야 고분이 그 존재를 드

러냈다. 섬진강이 줄곧 남쪽으로 흐르면서 동쪽에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충적지에 위치한다. 당시 순창군 동계면과 적성면을 

연결하는 도로공사 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발굴에서 널무덤·독무덤·돌방무덤 각각 한기씩, 23기의 돌

덧널무덤이 조사됐다. 모두 삼국시대 무덤들로 섬진강 동쪽 평

탄한 들판에 입지를 두어 학계의 흥미를 끌었다.

순창 구미리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한 기의 가야 고분은 백

제 고분과 직교되게 동서로 장축방향을 두었다. 유물은 토기류

와 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동제 귀걸이, 가락바퀴도 포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고분군 전

경으로 본래 7기의 말무덤이 두 

줄로 무리지어 있었는데, 현재 1

기의 말무덤만 남아있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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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었다. 무덤의 주인공이 생전에 쓰던 생활용기들로 마

한계, 백제계 유물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19호분에서 나온 가야

토기편이 일부 섞여있었다. 섬진강 유역으로 전북가야의 진출

을 암시해 줬지만, 전북가야의 존속 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3호분은 타원형 도랑을 두른 굴식 돌

방무덤이다. 반지하식 돌방은 그 평면 형태가 장방형으로 길이 

50cm 내외의 널길이 동벽에 잇대어 마련됐다. 돌방 동벽에 붙은 

상태로 최대복경이 동체부 중앙부에 위치한 짧은 목항아리가 나

왔다. 유물은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됐다. 백제의 진

출이 6세기 이전에 섬진강 유역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마한 묘제

의 전통이 백제 고분까지 지속됐음을 알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서 밝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백제와 가야

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토기류 조합상은 백제토기

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며 여기에 가야토기가 일부 섞인 양

상이다. 남원 사석리와 순창 구미리에서 6세기 이전에 이미 백

제가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음을 유물로 보여 주었다. 일제 강

점기부터 대가야가 백두대간을 넘어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상기문을 임실군 임실읍 일대로 본 주장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섬진강 유역 말무덤 출토 토기들

로 단경호❶와 광구장경호❷는 

입암리에서 네 귀 달린 광구장경

호❸는 사석리에서 나왔다.(군산

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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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중국 양나라 원제(元帝) 소

역(蕭繹)이 그린 신도(臣圖)이다. 

당시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 사

절을 그림으로 그려 해설해 놓

았다.

178  백제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반파(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사라(斯羅), 지미(止

迷), 마연(麻連), 상기문(上己文), 

하침라(下眈羅) 등의 소국들이 

백제에 딸려서 지낸다.

그런데 ｢양직공도(梁職貢圖)｣177에 상기문이 백제 변방의 소국

으로 등장178하여 그 존재가 문헌으로 확인된다. 상기문은 또한 

우륵 12곡명 중 상·하기물(上·下奇物)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6

세기 1/4분기까지도 가야 소국의 하나로 존속했다. 일제 강점기

부터 줄곧 기문국이 섬진강 유역에 있었던 곳으로 보고 있지만,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40여 기의 말무덤만 발견됐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문화상으로 점이지대를 이룬 섬진강 유역

은 백제 백성의 쇄환지로 점쳐진다. 백제 무령왕은 초기에 피폐해

진 농가 경제의 회복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두 가지 경제정책을 

펼쳤다. 먼저 유식자귀농책(游食者歸農策)이다. 즉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농토를 이탈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농토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추쇄책(人口推刷策)으로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 백제인을 본래 고향으로 데려왔다.

당시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 백제의 백성을 데려오는 인구추쇄

책은 인구 파악과 함께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관(絶貫)한

지 3∼4대가 지난자들까지도 쇄환 대상에 포함시켜 대대적으로 추

진됐다. 여기서 가야 지역은 섬진강 유역의 동쪽에 인접되어 있으

면서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은 남강 유역의 

운봉고원과 금강 유역의 진안고원을 지칭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고분군 내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 발굴 후 

모습❶과 장방형의 매장시설이 

지상식❷으로 도랑을 둘렀다.(전

주문화유산연구원)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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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일대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

유적은 230여 개소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밀집도를 보인다. 지

금도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제철유적의 설치 시기와 설

치 주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도 시작됐다. 당시 가야 지역으로 도

망간 백제 백성의 쇄환지로 섬진강 유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가야토기가 일색

을 이루고 있는 가야의 구덩식 돌덧널무덤도 조사되지 않았다. 

일부 특정 지역에만 밀집된 가야의 분묘유적에서는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서로 반절씩 섞여있다. 그리고 가야토기는 대가야와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고분군 

발굴 후 모습❶과 수혈식 석곽묘

에서 출토된 토기류❷,❸는 백제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호남

문화재연구원)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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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야, 아라가야 토기가 혼재된 조합상을 보인다. 여기서 그치

지 않고 본격적인 가야토기의 등장은 백제의 인구추쇄책이 추진

된 시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섬진강 유역에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이 어떻게 백제에 편입

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종전에 6세기 초엽 경 백제가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다든

지,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까지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국이 임실

군을 비롯한 섬진강 유역에 있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다

만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섬진강 유역이 백제 

한성기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된 것만은 분명하다.

1972년 임실읍 금성리 고분군에

서 수습된 토기 모음❶과 임실

군 청웅면 석두리 주거지에서 출

토된 아라가야 토기❷이다.(전라

문화유산연구원)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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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유역은 줄곧 내륙교통망의 허브였다. 섬진강을 중심으

로 동진강과 만경강, 금강, 남강 유역의 옛길이 임실 월평리 산성

에서 교차한다. 금강 최상류 진안 와정 토성을 지나 진안고원을 

종단하는 백제의 간선교통로와 만경강 유역에서 호남정맥의 슬

치를 넘는 웅진기 간선교통로가 만난다. 백두대간의 치재를 넘어 

운봉고원을 경유하여 경남 서부지역으로 향하는 백두대간 치재

로와 호남정맥의 석거리재를 넘어 고흥반도까지 이어진 옛길, 동

진강 하구의 가야포까지 이어진 교통로가 나뉘는 분기점이다.

호남정맥 가는정이는 슬치 못지않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호남정맥의 성옥산과 묵방산 사이의 고갯마루로 호남정

맥 산줄기와 서로 직교되게 형성된 자연협곡 입구에 가는정이가 

있다. 섬진강과 동진강 양쪽 유역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호남정맥 가는정이와 팽나무정, 장성백이

를 통과하는 옛길179을 이용하면 동진강 하구 가야포까지 손쉽

게 도달할 수 있다.

1857년 고산자 김정호(金正浩)에 의해 제작된 동여도를 보

면 가야포를 찾을 수 있다. 동진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촘촘

한 그물처럼 잘 갖춰진 내륙수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동진강 하

구에 가야포가 위치한다. 1864년 김정호가 지은 지리책 대동지

지 부안현 산수조에도 “부안현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가야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옛 지도와 문헌을 근거로 동

진강 하구에 가야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포는 부안군 부안읍과 계화도 중간에 위치한 동진강 하

구로, 행정 구역상으로는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창북리 일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일한 해양 제사유적이자 서해 연안항로

의 기항지로 알려진 부안 죽막동 북쪽으로 약 20km 거리에 위

치한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동진강 하구 일대는 가야포를 

2) 내륙교통망의 허브와 동진강 가야포

 179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의 왕

래가 많았던 곳으로 호남정맥의 

자연협곡을 통과한다.



161제3장 봉수왕국 전북가야 다양성과 국제성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중심으로 덕달포·장신포·부포·사포·식포·줄포 등 크고 작은 포구

가 많았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광활 방조제와 1963년 계화지구 농업 종

합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부분 농경지로 바뀌어 지금

은 포구의 위치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동진강 하구에는 관방유

적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어 계속해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

상 요충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어떤 

고개를 넘느냐에 따라 대가야 도읍 고령에서 출발하여 가야포까

지 도달하는데 두 갈래의 루트가 있다.

하나는 백두대간 육십령을 넘어 진안고원 내 장수군을 횡단

하는 방법이다. 고령을 출발하여 가조, 거창을 거쳐 안의에 다다

르면, 남강 지류 남계천을 따라 오르다가 육십령을 넘는 경로이

다. 영호남의 관문 육십령을 넘으면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

총이 학계에 보고된 장수군에 도달한다. 금남호남정맥 자고개를 

넘으면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다.

섬진강 유역 여러 갈래 교역망이 

하나로 합쳐지는 임실 월평리 산

성과 그 서쪽 산봉우리에 임실 

봉화산 봉수가 위치한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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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하나는 고령-거창-백두대

간 육십령-진안고원 장수군-금

남호남정맥 자고개-임실 코스

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거창-함

양-운봉고원-백두대간 치재-산

서분지-임실 경로이다.

181  백제 돌평현과 통일신라 구

고현의 행정치소로 임실군 청웅

면을 가리킨다.

182  임실읍-청웅분지-임실 운

정리-호남정맥 가는정이-태인-

부안-가야포에 도달한다.

다른 하나는 백두대간 치재를 넘어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

는 방법이다. 고령에서 합천과 거창을 경유하여 함양에 이르면, 

경남과 전북 경계를 이룬 팔량치, 매치를 넘어 손쉽게 운봉고원

까지 도달한다. 운봉고원은 남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임

리에 18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과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된다. 앞장에서 이미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기문국으로 

비정된 곳이다.

위에서 복원된 두 갈래의 내륙교통로180는 임실군 성수면 월

평리 산성에서 만난다. 임실 금성리로 유명한 임실군 임실읍에서 

서쪽으로 청웅분지181와 섬진강댐 내 임실 운정리를 경유하여 호

남정맥 가는정이를 지나면, 호남평야의 동쪽 거점인 정읍시 태인

면 소재지에 다다른다. 그리고 호남평야를 지나기 때문에 마한

의 분구묘가 있는 정읍 지사리·운학리, 부안 역리·용화동을 거쳐 

가야포까지 용이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 두 갈래의 옛길182은 대가야를 비롯한 영남 내륙지역과 전

북 동부지역의 가야 소국들이 백두대간을 넘어 동진강 하구의 

가야포까지 도달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더욱이 대가야 도읍 경

북 고령과 동진강 하구 가야포가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해 거리

상으로도 최단거리이다. 그렇다면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소국들

이 동진강 하구의 거점 포구인 가야포를 이용하여 남제(南齊) 등 

중국 남조와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백두대간 육십령·치재를 넘어 가야포까지 도달하는 데 거리

상으로도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교통로의 필수 조건인 경제

성과 안정성, 신속성도 완비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해안과 서

해안의 연안항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중국의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인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호남평야의 풍부

한 물산이 한데 모이기 때문에 국제 교역항으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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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장자골 전

경으로 동진강 하구 가야포로 

갈 때 대부분 넘었던 호남정맥 

가는정이가 서쪽에 자리한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용화동에는 본래 6기 내외의 말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마한 해양 세력의 거점으로 일찍부터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 동시에 삼국시대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

봉고원의 기문국과 진안고원의 장수가야가 철을 생산하는 과정

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련로에 넣었던 굴 또는 조개껍질

이 가야포에서 공급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부안 옥여 분구묘

에서 가야토기와 판상철부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을 높였다.

호남정맥 슬치 부근에 산성 및 봉수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

다.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으로 만경강과 섬진강 

양쪽을 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슬치를 넘었다. 호남정맥 슬치 

서쪽 산봉우리에 임실 슬치리 산성과 그 동북쪽에 완주 만마관

산성, 그리고 임실 대리·방현리·성미산성 등 5개소의 산성이 있

다. 삼국시대 때 전북가야가 백제와 경계를 이루었던 곳이다.

섬진강 중류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오수천을 따라 10여 개

소의 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임실군 오수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

지 구간으로 길이 10km 정도 된다. 성수산에서 발원하는 오수천

이 줄곧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삼계석문(三溪石門)을 지나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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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고흥반도까지 이어진 옛길

과 오수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

는 두 갈래의 교통로가 교차하

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군 적성면 평남리에서 섬진강에 합류한다. 삼계석문을 중심으로 

북쪽에 임실 삼은리 산성과 서쪽에 임실 삼계리 산성, 서북쪽에 

임실 덕계리 산성,183서남쪽에 임실 홍곡리 산성이 있다.

전북 동부지역은 산성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 아마도 선사시

대부터 줄곧 대규모 철산지이자 교통 중심지를 장악하려는 삼국

의 정치적인 목적과 관련이 깊다. 제일 빨리 백제가 진출하여 영

향력을 행사했지만, 웅진 천도 이후 한동안 정치적 불안으로 영향

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때 최전성기를 맞은 장수가야가 백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산성 및 봉수를 조밀하게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제철유적의 방비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 합미산성·침령산성, 임실 성미산성, 금산 백령산성을 제

외하면 아직은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축성 시기

와 축성 주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백제 혹

은 영산강 유역의 마한세력을 의식하고 장수군 장계분지로 통하

는 내륙교통로를 따라 산성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제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산성의 축성 주

체가 장수가야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

섬진강 상류지역에서 10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가 학계에 보

고됐다. 현재까지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학계에 보고된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시작된 한 갈래의 봉수로가 섬진강 상류지

역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임실 봉화산을 경유하여 호남정맥 경

각산에서 멈춘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에서 출발해 장수군 장계

분지까지 이어진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진다. 삼국시대 교통

의 중심지로서 섬진강 유역의 역사성을 담고 있다.

2019년 순창군에서도 5개소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됐다. 임실 

봉화산 봉수에서 시작해 오수천을 따라 서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유등면 오교리 산성에서 끝난다.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 서쪽에 

현포리 말무재 봉수가 있는데, 이 봉수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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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고분군과 

성수면 도인리 유적 항공사진으

로 그 부근에 산성 및 봉수가 집

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성면 석산리 생이봉 봉수, 서남쪽에 채계산·오교리 봉수가 있다. 

다른 지역의 봉수들과 달리 장방형의 봉대 및 산성의 성벽 축조 

기법이 매우 조잡하여 급작스럽게 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0여 개소의 봉수는 옛

길이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우선 산봉우

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석재 혹은 흙으로 장방형 봉대를 

만든다. 봉대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는 발화시설이 있는데, 발화

시설은 2매의 장대형 석재를 10cm 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둘렀다.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원형 혹은 장

구형으로 바위를 파내어 발화시설을 마련했다.

섬진강 유역의 교통망을 장악했던 세력집단은 당시의 패권을 

차지한 뒤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했던 것 같다. 섬진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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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관문 슬치 부근과 오수천을 따라 산성 및 봉수가 집중적으

로 배치되어, 한동안 전북가야와 백제가 국경을 맞댄 당시의 역

사적 사실을 뒷받침했다. 임실 월평리 산성을 중심으로 사통팔

달했던 교통망이 잘 갖춰져 삼국시대 섬진강 유역은 전북가야 

문물교류의 허브였음이 입증됐다.

삼국시대 전북 동부지역을 차지하려고 국운을 걸고 가야와 

백제와,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쳤다. 가야사 국정 과

제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230여 개소

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철산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다가 6세기 전반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장수가야

가 백제에 정복됐고, 백제와 후백제의 멸망 이후184 고려, 조선시

대에는 더 이상 전북 동부지역이 주목 받지 못했다.

전북 동부지역을 경유하여 백제, 후백제 도읍을 연결해 주던 

간선교통로와 철 생산이 일시에 중단됨으로써 사통팔달했던 교

순창 채계산 봉수 원경으로 영산

강 유역에서 금강 최상류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옛길이 오

수천을 따라 통과한다.(군산대학

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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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936년 후백제 멸망부터 

오늘날까지 진안고원은 오지

(奧地)이자 낙후 지역을 암시하

는 무진장(茂鎭長)으로만 회자

되고 있다. 여기서 무진장은 전

북 진안군·장수군·무주군을 가

리킨다.

역망이 멈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

야 소국으로 전북가야의 융성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전북 동부지

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중심에 운봉고

원의 기문국과 장수가야, 백제, 후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다. 전북 동부지역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전북가야가 처음 터

를 닦고 후백제가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했을 것으로 추론해 두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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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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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고학으로 밝혀낸 후백제 역동성

1. 산경표 속 후백제의 외곽 방어체계

2. 후백제의 도읍 전주와 이성체제

3. 후백제 국제 외교와 진안 도통리



170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가 

백두대간이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을 끼고 남쪽

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일대에서 그 방향을 서남쪽으로 틀어 지

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동시에 선사시대 이래

로 줄곧 국토의 지형을 파악하고 전통 지리를 해석하는 근본을 

이루어 왔다. 백두대간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생활권 

혹은 문화권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어 독특한 지역 문화와 다

양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냈다.

삼국시대 때는 대규모 철산지로 각광을 받은 운봉고원에 지역

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을 든든하

게 만리장성185처럼 잘 지켜주었다. 전북가야가 6세기 초 백제,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중엽 경 신라에 복속된 이후에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했고, 후백제는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동

쪽 외곽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진안고원의 동쪽과 운봉고

185  백두대간 산줄기를 그대

로 이용한 뒤 고갯길 양쪽에는 

산성 및 봉수를 배치하였고, 계

곡부에는 대부분 흙으로 성벽을 

쌓아 방어선을 구축했다.

제4장
고고학으로 밝혀낸 후백제 역동성

1. 산경표 속 후백제의 외곽 방어체계

1) 백두대간 고갯길과 후백제 산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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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함양 안의현까지 60리라는 

설과 고갯마루까지 60여 굽이가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더 있다.

원의 서쪽 자연경계로 제철유적의 방비 전략도 담겨있다.

조선 태종 14년(1414) 전국을 8도로 나눌 때 삼남의 분기점이 

민주지산 서남쪽에 우뚝 솟은 삼도봉이다.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경계로 달리 날라리봉이라고도 불린다. 백

두대간의 삼도봉에서 시작되는 전북 구간에서만 월성치, 육십령, 

중재, 치재, 여원치 등 고갯길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수가 배치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다른 구간과 달리 철

의 순도가 월등히 높은 철광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백두대간 육십령은 60명 이상 무리를 이루어 고개를 넘어야 

산적과 도둑떼를 피할 수 있다186는 곳이다. 진안고원에서 생산

된 철이 유통되는 과정에 생겨난 지명이다. 백두대간 치재는 고

개의 으뜸이라는 의미로 운봉고원의 서북쪽 관문이다. 운봉고원

에서 생산된 철이 마한, 백제로 유통될 때 대부분 치채를 넘었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이 아닌가 싶다. 2017년 11월 25일 영호남의 

백두대간 아막성 항공사진으로 

가야 소국 기문국이 처음 터를 

닦고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 후

백제에 의해 증축됐다.(군산대학

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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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을 위해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비도 치재 부근에 세웠다.

얼마 전까지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가야 영역의 서쪽 경계

로 인식됐는데,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가야 소국 장수가야

가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종래에 장수가야는 금강 상류지역

의 가야세력 혹은 진안고원 장수권 가야계통 국가단계의 정치

체, 장수지역 가야로 불렀는데, 여기서는 행정 구역에 근거를 두

고 장수가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장수가야는 또한 삼국시대 

100여 개소 봉수의 최종 종착지로 밝혀져 달리 봉수왕국으로도 

불린다.

백두대간 육십령은 장수가야의 동쪽 관문으로 그 양쪽 산봉

우리에도 봉수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북쪽에는 명덕리 산성187

이 있다. 후삼국 때 후백제와 신라를 이어주던 옛길이 백두대간 

육십령을 넘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백두대간 치재는 선사시대 이

래로 줄곧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운봉고원 서북쪽 관

 

187  달리 봉화산성으로 불리는 

곳으로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고 그 위에 불을 피우던 3개

의 발화구가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 육십령과 장수 백화산 

고분군 항공사진으로 지금도 대

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가 교차한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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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백제와 가야를 잇는 한성기 간선교통로가 통과하던 큰 

고갯길이다.

신라 아막성으로 비정된 남원 성리산성은 백두대간 치재에서 

멀지 않은 복성이재 남쪽 산봉우리에 있는데, 백두대간 북쪽 골

짜기를 휘감은 포곡식으로 그 평면 형태가 약간 남북으로 긴 방

형이다. 성돌과 성돌 사이에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 토기

편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토기편, 기와편이 끼여 있다. 가야와 백

제, 신라, 후백제의 유물이 공존하는 보물창고이다. 운봉고원 기

문국이 처음 터를 닦고 백제, 신라에 의해 개축됐고, 현재의 성

벽은 후백제 때 다시 넓게 고쳐 쌓은 것으로 추측된다.

운봉고원과 섬진강 유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고남

산이다. 삼국시대 봉수가 있었던 곳으로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후백제 산성 성돌처럼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돌로 쌓

은 석축이 잘 남아 있다. 석축 안쪽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

야 토기편과 기벽이 상당히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땅속에 

박혀있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장성 개념의 방어체계를 구

축하는 과정에 다시 쌓은 것으로 짐작된다.

고남산 동쪽 산봉우리에 테뫼식 산성이 있었는데, 1980년대 

송신탑 공사로 성벽이 대부분 유실 내지 파괴됐다. 고려 말 이성

계가 금강 하구 진포로 상륙해 큰 피해를 준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고남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 달리 태조

봉 혹은 제왕봉으로도 불린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

가 백두대간 사치재를 통과한다. 달리 모래재로 불리는 곳으로 

그 남쪽 산봉우리에 남원 가산리 산성이 있다.

삼국시대 때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로 그 서쪽 관문이 백

두대간 여원치다. 운봉고원 내 황산대첩188에서 승리를 거둔 이

성계가 회군할 때 넘었던 고개로 운봉고원의 서쪽 관문이다. 백

두대간 여원치와 장치 북쪽 산봉우리에 남원 장교리 산성이 있

188  1378년 삼도 도순찰사 이

성계가 운봉고원 내 황산 아래

에서 아지발도가 이끈 왜구를 

크게 무찌른 전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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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산성은 평면 형태가 남북으로 긴 제형으로 북쪽과 남쪽 

두 개의 산봉우리를 포함하여 산성의 중앙부가 평탄한 지형을 

이룬다.

백두대간 산줄기 북쪽 기슭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지만 남

쪽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어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성벽

은 성돌을 대부분 장방형으로 잘 다듬어 지그재그방식으로 쌓

았다. 섬진강 유역이 한 눈에 잘 조망되는 곳으로 성벽과 산줄기

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 치를 두었다. 아직까지 한 차례의 발굴

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돌을 다듬는 방법이나 성벽의 축조 

기법, 성벽의 뒤채움 방법이 후백제 산성과 상통한다.

운봉고원에서 남원 초촌리·척문리 방면으로 곧장 넘던 고개가 

갓바래재[笠望峙]이다.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갓바래

재 양쪽 산봉우리에 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남원 준향리 산성은 

경사면을 따라 성벽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지만, 성돌은 방형 혹

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었다. 성벽은 견치석으로 품(品)자형과 줄 

쌓기를 하고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안쪽으로 휘어진 

홀형(笏型)을 이룬다. 

지리산 둘레길 1구간이 통과하는 구동치 양쪽 산봉우리에도 

산성 및 봉수가 배치되어 있다. 삼국시대 운봉봉수로가 시작되

는 곳으로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운봉고원 일대에서 백

두대간을 넘어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하동을 거쳐 남해안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구동치를 넘었다고 한다. 백두대간 

갓바래재와 구동치는 운봉고원 서남쪽 관문으로 현재 일부 보존

된 성벽은 그 속성이 전주 동고산성과 상통한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남원시 구간에서만 운봉고원의 서쪽 자연

경계를 이루면서 기문국(己汶國)이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었다. 한성기 백제 간선교통로를 따라 섬진강 유

역으로 일찍 진출했던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아줌으로써 철의 

189  당시의 교역은 대부분 물

물교환으로 운봉고원에서 생산

된 철을 필요로 했던 가야 소국

들이 다양한 토기를 가지고 기

문국을 방문했다. 철과 소금은 

소비자가 물품을 가지고 직접 

생산지를 방문해서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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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 기문국이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

과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백제가 백두대간을 경계로 한 동

안 국경을 마주했다.

삼국시대 때 운봉고원 기문국에서 생산된 품질이 좋은 니켈 

철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위신재를 운봉고원의 기문

국에 보냈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중국제 청자인 계수

호와 철제초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의 금동신발과 중

국 남조에서 만든 수대경은 가야 고총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

의 위세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봉고원 일대가 단순히 

대가야의 변방 혹은 지방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대가야, 소가야 등 가야 소국들도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의 

2017년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

념비를 세운 백두대간 치재 항공

사진으로 줄곧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큰 고갯길이다.(군산대학

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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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을 위해 최상급 토기류를 기문국으로 보냈다.189 한마디로 

가야토기의 모음은 ‘가야토기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지리산 달

궁계곡에서 마한 왕부터 처음 시작된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이 

기문국과 백제, 통일신라를 거쳐 후백제까지 계기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촘촘하게 배치된 관방유적은 

철산지를 지키려는 당시 국가 차원의 방어 전략이 담겨있다.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의 운봉고원에 대한 행정 구역의 개

편 과정을 통해서도 운봉고원의 위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백

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은 신라의 모산현으로 경덕왕 16년

(757) 운봉현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함양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남원보다 오히려 함양과 밀접한 관련성190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고려 태조 23년(940) 남원부와 첫 역사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운봉고원의 철 생산과 무관하지 않다.

후백제 때 운봉고원 철산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원이 각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상사 조개암지 편운화상 부도에 후백

제 연호인 정개와 백두대간 고리봉 동쪽 기슭 개령암지 마애불

상군에 오월의 천보(天寶)라는 연호가 이를 증명한다. 후백제와 

오월은 반세기 동안 가장 역동적인 국제 외교를 펼쳤다. 그렇다

면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에 의해 처음 시작된 철산 개발

이 후백제 견훤왕까지 계속된 것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후백제 멸망 4년 뒤 운봉고원을 남원부191에 이속시킨 것은, 

고려 왕조가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을 중단시키고 철산지의 통제

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후백

제 멸망 이후에는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어야 하는 일상생활의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줄곧 행정 구역상으로 전북 남원에 편

입된 역사적 배경이 됐다. 천년 이상 운봉고원이 전북과 인연을 

이어온 것은 철의 생산과 유통 때문이 아닌가 싶다.

190  수계상으로도 모두 남강 

유역에 속한다.

191  고려 태조 23년(940) 남원

경을 없애고 대신 남원부를 설

치하여 2개 군(임실, 순창)과 7

개 현(장계, 적성, 거령, 구고, 장

수, 운봉, 구례)을 관할했고, 조

선 태종 13년(1413) 남원도호부

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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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영취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은 남쪽 

섬진강과 북쪽 금강의 분수령을 이룬다. 산경표의 13개 정맥 중 

63.3km로 가장 짧은 거리이지만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백두대

간에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백두대간 영취산에

서 서쪽으로 장안산을 지나 신무산에서 그 방향을 서북쪽으로 

틀어 팔공산과 성수산, 마이산을 거쳐 주화산까지 이어진다. 진

안고원의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질러 남쪽의 금강과 북쪽의 섬진

강 유역으로 갈라놓는다.

금강 유역의 남쪽 울타리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해 왕사봉에서 

불명산과 천호산, 미륵산을 이어주는 산줄기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192도 있다. 그런가 하면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서로 겹쳐

서 뻗어가기 때문에 금남호남정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호남

정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를 

넘어 전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는 길목에 전주 동고산

성과 그 속성이 흡사한 산성들이 많다.

삼국시대 때 금남호남정맥은 장수가야를 지켜준 만리장성이

었다. 백두대간 산줄기 못지않게 그 산세가 위풍당당해 섬진강 

유역으로 일찍 진출한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다. 이로 말미암

아 금강 최상류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가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

전하는데 천혜의 방어 역할을 담당했다. 금남호남정맥을 경계로 

동쪽의 금강 유역과 서쪽의 섬진강 유역이 서로 가야문화유산의 

분포 양상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동시에 백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금남호남정맥을 따라 10여 

개소의 봉수가 장수가야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

다.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백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장수

가야가 구축했던 방어체계이다. 그러다가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

속된 이후에는 백두대간 산줄기를 경계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2) 금남호남정맥의 역할과 산성 개축

192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으로 

금만정맥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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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됨에 따라 한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후백제의 방어체

계가 다시 구축됨에 따라 그 위상이 다시 커졌다.

금남호남정맥 자고개[尺峙]는 장수군 장수분지에서 전주로 향

하는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는 고갯길로 그 북쪽에 장수 합미산

성이 있다. 이 산성은 남쪽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포곡식으로 그 

평면 형태가 동서로 약간 긴 마름모꼴로 둘레 430m이다. 산성 

내 부속시설로는 계단식 건물지와 다양한 형태의 집수정(集水

井)193과 문지 등이 확인됐다. 후백제 때 다시 증개축된 산성은 

산줄기와 성벽이 교차하는 동쪽과 서북쪽, 서남쪽에 3개소의 치

를 두었다.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부근 장수 

합미산성 남쪽 성벽으로 반파국

이 터를 닦고 백제와 통일신라, 

후백제에 의해 개축됐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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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땅에서 솟는 물을 모아두는 

큰 우물을 말한다.

194  후백제의 국력과 첨단 기술

이 하나로 응축된 건축물이다.

195  물이 흘러 들어오거가 흘러 

나가는 곳이다.

196  물 공급원에서 끌어온 물을 

모아 두는데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 고대 산성 중 으뜸 축성술을 자랑한다.194 성벽은 그 

하단부에 비교적 큰 돌을 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바닥석보다 

크기가 작은 돌로 쌓았다. 성돌은 대부분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얇게 잘 다듬었는데, 그 모양은 옥수수 낱알모양과 매우 흡사하

다. 성벽의 안쪽에 기다란 장대형 뒤채움 돌과 성돌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놓고 그 뒤쪽은 크고 작은 깬돌을 가지고 채웠다. 산

성 내부의 물이 잘 빠지도록 남쪽 성벽 중단부에 수구(水口)195

를 두었는데, 수구의 바닥돌이 성벽보다 20cm 내외로 내밀었다.

2014년부터 산성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1차 발굴에서 방형의 집수시설196 2기가 조사됐다. 1호 집

수시설은 한 변의 길이가 1.5m 내외의 방형으로 벽석이 1∼2단 

정도 남아있으며, 벽석은 다듬지 않은 깬돌로 쌓았다. 굴광과 벽

석 사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점토로 견고하게 다져서 채웠

다. 유물은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기와편, 원판형 토제

품 등이 서로 섞인 상태로 출토됐다.

2호 집수시설은 한 변의 길이가 3m 내외인 평면 형태가 방형

으로 벽석이 7단 가량 남아 있다. 집수시설은 상당히 넓게 흙을 

파낸 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점성이 강한 점토로 정교하게 다

져서 채우고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석재를 가지고 벽

면을 만들었다. 집수시설의 상단부 벽석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려 

폐기했으며, 집수시설 내부 바닥에서 개와 대부완, 기와편 등 나

말여초의 후백제 유물이 나왔다.

1차 발굴조사 때 지표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편

이 소량 수습됐다. 3차 발굴에서도 그릇받침으로 추정되는 가야

토기편이 더 나왔다. 아직은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발굴이 진행

되어 아직은 그 상한을 속단할 수 없지만 장수가야에 의해 초축

됐을 가능성도 넉넉하다. 그리고 백제 때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깬돌을 가지고 집수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평면 형태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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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다.

삼국시대 만들어진 원형 집수시설과 건물지 관련 석축 시설이 

조사됐고, 삼국시대부터 후백제에 이르는 토기편과 인각와, 와당 

등 다양한 기와편이 나왔다. 성벽의 바닥면에 암반층을 파낸 밀

림 방지턱과 성벽의 두께가 얇아 축조 기법에서 신라 산성의 특

징이 확인됐다. 후백제 때 증개축된 산성에서 신라 산성의 축조 

기법이 확인된 것은 신라의 포로들이 성을 쌓는 과정에 동원됐

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장수 합미산성 동쪽 기슭 숲속에 ‘왕바위’라고 불리는 상당히 

큰 바위가 있었다.197 이곳까지 행차한 왕이 바위에 올라 잠시 쉬

었다고 해서 ‘왕바위’라고 불린다. 어느 나라 왕이 언제, 무슨 목

적으로 왕바위까지 행차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후백제 견훤

왕이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 주민들이 후백제 견훤왕이 왕바위에 잠시 올라 쉬어갔

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설명해 주었다.

후백제 수도 전주로 향하는 길목이자 당시에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산성을 증개축된 뒤 

견훤왕이 찾았을 개연성이 높다. 장수 합미산성 남쪽 자고개는 

장수군 장수분지 일대에서 전주로 갈 때 대부분 넘어야 하는 큰 

고갯길이다. 현재까지 진안고원의 장수군 일대에서 그 존재를 드

러낸 제철유적은 70여 개소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최대 규모198

를 이룬다.

백두대간 육십령을 넘어 전주 방면으로 이어진 옛길이 통과하

는 방아다리재 남쪽에 장수 침령산성(砧嶺山城)이 있다. 금남호

남정맥 장안산에서 서북쪽으로 갈라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 경

계를 이룬 산줄기 끝자락이다. 장계분지 서쪽에 우뚝 솟은 산봉

우리로 남쪽 두 갈래의 골짜기를 아우르고 동쪽에 돌출된 산줄

기를 휘감은 포곡식이다. 산성은 그 평면 형태가 북쪽이 좁고 남

197)

198)

199)

몇 년 전 사과농장을 개간하는 과정에 왕바위가 통째로 사라져 비통스럽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후백제 이후의 어떤 유물도 집수정에서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197  몇 년 전 사과농장을 개간

하는 과정에 왕바위가 통째로 

사라져 비통스럽다.

198  우리나라 모든 시·군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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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넓은 사다리꼴로 성벽의 둘레 497m이다.

장수군 내 고대 산성 중 최대 규모로 남쪽과 북쪽, 동쪽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벽이 붕괴됐다. 성벽은 대부분 내

탁법으로 축조됐지만 북쪽 일부 구간을 협축법으로 쌓았다. 산

성의 동벽과 남벽은 세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성돌로 줄쌓기 방

식으로 북벽은 다듬지 않은 깬돌만으로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성벽의 축조방법이 그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은 여

러 차례 증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장수 침령산성 내 1호 집수정 발

굴 후 모습❶으로 계단식 집수

정❷은 입구 직경 14m로 우리

나라에서 최대 규모이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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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2015년 시굴조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정의 구조가 파악됐

다. 산성 내 산봉우리 동쪽 정상부 평탄대지에서 계단식 집수

정과 남쪽 기슭에서 2개소의 집수시설이 발견됐다. 계단식 집수

정은 그 평면 형태가 원형이며, 직경 16m로 흙을 파낸 뒤 직경 

12m, 깊이 4m로 호남지방에서 학계에 보고된 집수정 혹은 집수

시설 중 최대 규모이다.

집수정은 흙을 파낸 뒤 벽석 사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5m 두께로 점토를 충전하고 세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를 계단

식으로 쌓았다. 936년 후백제 멸망으로 산성이 폐성199되는 과정

에 상단부 벽석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려 폐기함으로써 집수정 내

부에서 다량의 석재가 나왔다. 산성 내 중앙부에 위치한 대형 건

물지도 화재로 무너져 내린 기와편이 붉게 산화된 상태로 쌓여 

있다. 후백제 멸망의 찰나가 유구와 유물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유물은 집수정 내부에서 10세기를 전후한 토기편과 초기청자

편, 기와편, 철기류, 목기류 등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원형의 수막

새는 중앙에 돌대로 자방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문양이 없는 것과 

8엽 연화문이 표현된 두 종류로 나뉘는데,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199  후백제 이후의 어떤 유물

도 집수정에서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후백제 집수정에서 나온 도르레

들로 화살촉을 비롯하여 토기류

와 초기청자, 목제유물, 기와류 

등이 다량으로 출토됐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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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하단부는 통일신라, 상단

부는 후백제 때 증축했는데, 본

래 집수시설이 연못으로 바뀌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당

나라와 670년부터 칠 년에 걸

쳐 벌인 나당전쟁(羅唐戰爭)에

서 신라가 승리를 거둔 바로 뒤 

후백제에 의해 개축될 때까지 

산성이 운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의 시기이다.

예가 없을 정도로 매우 독특한 기종이다. 당시 장수지역의 발전

상과 사회상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값진 유물들로 후백

제 박물관을 떠 올리게 한다.

산성 내 정상부 원형 집수정에서 나온 초기청자는 진안 도통

리 1호 벽돌가마에서 나온 초기청자와 유물의 속성이 대동소이

하다. 예전에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남원 실상사·만복사지, 

임실 진구사지,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 정읍 고사부리성, 장

수 합미산성 출토품과 역사적인 의미가 상통한다. 장수 침령산성

이 후백제의 멸망으로 집수정이 파괴된 것을 감안한다면 초기청

자의 시기는 후백제로 판단된다.

2019년 2호 집수정 발굴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집수정

은 그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5단의 계단식이며, 벽석은 하단부가 

다듬지 않은 깬돌로 상단부는 다듬은 돌로 쌓았다.200 바닥면은 

평탄하게 다듬고 돗자리를 전면에 깔았으며, 유물은 7세기 말

엽 토기류와 기와류, 목제 유물이 나왔다. 백제가 멸망한 뒤 당

나라가 부여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자 신라가 대응 전략을 담

아 테뫼식 산성을 포곡식으로 증축했을 것으로 점쳐진다.201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즉 금강 최상류에 위치한 장수군에 지

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반파국에 의해 

초축됐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지표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회

청색 경질토기편, 유두형 개배편 등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어, 장

수가야에 의해 초축된 뒤 7세기 말엽 통일신라에 의해 포곡식

으로 증축됐고, 오랜 기간 동안 공백기를 거쳐 나말려초(羅末麗

初)202때 후백제에 의해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개소의 산성은 서로 긴밀한 공통성을 띠

었다. 모두 가야 고총들로만 구성된 가야 고총군과 인접된 포곡

식 산성들로 현지조사 때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됐다. 성돌

을 다듬는 방법을 비롯하여 성벽의 축성 기법과 뒤채움방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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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산줄기가 교차하는 부분에 치를 둔 속성들도 서로 상통한

다. 후백제 산성이자 피난성으로 비정된 전주 동고산성과 유구의 

속성이 똑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파국이 테뫼식으로 처음 쌓고 통일신라 

때 포곡식으로 증축된 뒤 후백제가 외곽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개축된 것 같다. 백두대간 육십령이 후백제의 동쪽 관문

으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고, 초기철기시대부터 후백제까지 철

산 개발203로 후백제가 장수군 일대를 아주 중요하게 인식했음

을 알 수 있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에서 후백

제 기와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후백제의 동쪽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장수 탑동마을 석탑과 석등을 통해서도 입증

된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 모정 부근에 석탑, 

석등과 관련된 석재들이 쌓여 있다. 일명 개안사지로 전하는 탑

동마을 서북쪽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 땅속에서 나온 것들로 주

민들이 마을 입구에 쌓아두었다고 한다. 석탑의 옥개석과 옥개

받침, 석등의 옥개석에서 밝혀진 유물의 속성은 후백제 석탑으

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발산리 석등과 거

의 흡사하다.

게다가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불교적인 의미가 담긴 산 이름

이 적지 않다. 백두대간의 영취산을 중심으로 금남호남정맥의 

장안산과 팔공산, 백화산, 법화산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달리 

말하면 당시 장수군은 부처가 있는 불국토(佛國土)로 간주됐음

을 암시해 준다. 초기철기시대 장수 남양리에서 처음 시작된 대

규모 철산 개발이 장수가야, 즉 반파국을 거쳐 후백제까지 계속

되면서 당시의 사회상과 발전상을 반증해 준다.

섬진강 최상류 진안 합미산성도 후백제와의 관련이 깊다. 금

강과 섬진강 발원지로 옛 지도와 문헌에 등장하는 금남호남정

203  2015년 장수군 지표조사

에서 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됐다. 장수군 번암면에서 

무주군 적상면까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

이 조밀하게 분포된 것으로 밝

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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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금남호남정맥 성수산 남쪽 

고갯마루로 달리 미재 혹은 미

치라고도 불린다.

205  전주-호남정맥 마치-진안

군 성수면 좌포리-진안군 마령

면-금남호남정맥 신광치-침령고

개-장수군 장계면-백두대간 육십

령-함양군 안의면-거창군 거창

읍-합천-창녕-경주로 이어진다.

맥 마이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끝자락이다. 섬진강 

본류에 은천천, 세동천이 합류하는 전략상 요충지로 금남호남

정맥의 서구이재, 신광치204를 넘어 온 두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만난다.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고려군을 이끌고 넘

은 황산대첩의 진군로가 서구이재를 통과한다. 금남호남정맥 성

수산 남쪽 신광치는 호남정맥 마치(馬峙), 백두대간 육십령을 넘

는 후백제와 신라의 옛길205이 통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진안 

합미산성의 성벽은 동남쪽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너져 내렸

으며,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성돌이 일부 확인

된다. 백제 마돌현의 치소성으로 백제에 의해 처음 축성된 뒤 후

백제 때 다시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안 합미산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진안군 성수면 외궁

리·도통리 초기청자 가마터는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초기청자만

을 굽다가 별안간 가마터의 문을 닫았다. 모두 다섯 차례의 발굴

을 통해 길이 43m의 벽돌가마가 조사됐는데, 벽돌가마가 인위적

으로 파손되고 나서 그 내부에서 길이 43m의 흙가마가 더 조사

됐다. 벽돌가마가 느닷없이 흙가마로 바뀐 것이다. 2019년 9월 2

일 국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되어 진안고원 내 120여 개소 도요

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마중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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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금남호남정맥 산봉우리로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크고 

작은 깬돌을 가지고 성벽을 한 

바퀴 둘렀다.

금남정맥은 주화산에서 부소산 북쪽 백마강 선착장 옆 조룡

대까지 뻗은 산줄기이다. 일 억 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인 

백악기 때 지각 운동으로 진안고원이 솟아 생긴 산줄기이다. 금

강과 만경강 분수령으로 주화산에서 출발해 조약치와 보룡재, 

황조치, 연석산, 운장산, 대둔산에서 충남으로 접어들어 계룡산

을 거쳐 부소산까지 이어진다. 금남정맥 싸리재 부근 왕사봉에

서 불명산과 남당산, 작봉산, 성태봉, 천호산, 미륵산을 이어주는 

금만정맥을 금남정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진안고원의 서쪽 자연 경계인 금남정맥은 전북을 동쪽 산악지

대와 서쪽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 산줄기 못지않게 

상당히 험준해 싸리재와 보룡재, 조약치 등 고갯길을 중심으로 

내륙교통로가 선상으로 이어진다. 후백제의 간선교통로인 백두

대간 육십령로가 진안고원 서쪽 관문 조약치와 보룡재를 넘었다. 

2019년 금남정맥 조약치 부근에서 삼국시대 봉우재봉 봉수206가 

발견되어 일찍부터 전략상 요충지였음을 증명했다.

금남정맥 조약치와 보룡재로 나뉘는 분기점에 진안 오룡리 말

무덤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지상식의 굴식 돌방무덤

으로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오산마을 동북쪽에 위치한다. 봉분 

가장자리에 직경 11m 둘렛돌 시설이 둘러져 있으며, 벽석은 3~4

단까지 수직으로 쌓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안쪽으로 좁히

고 동벽에 잇대어 시상대가 마련됐다. 유물은 인화문이 새겨진 

유개합 뚜껑편이 돌방에서 나왔는데 7세기 말엽 이른 시기로 편

년됐다.

진안 오룡리 말무덤에서 동쪽으로 8km 가량 떨어진 노래재

[歌峙] 남쪽에 진안 환미산성이 있다. 금남정맥 조약치와 보룡재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부귀천이 진안 용담댐으로 흘러드는 부

근이다. 금강의 지류인 부귀천과 정자천 사이 산봉우리 서북쪽 

3) 금남정맥과 후백제 불교미술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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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를 가로지르는 포곡식 산성이다. 이 산성의 북쪽에 노래재

와 내륙교통로가 잘 조망되는 옥녀봉이 있는데, 이곳에 구전으

로 봉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성기 백제와 가야를 최단거리

로 이어주던 간선교통로가 진안 환미산성 동쪽을 통과했다.

당시의 경로를 복원해 보면 서울을 출발 대전, 금산을 경유하

여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로 유명한 진안고원에 도달

한다. 금남호남정맥 밀북치를 넘으면 최고의 교역망 허브를 이룬 

임실 월평리 산성에서 그 방향을 동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백두

대간 치재를 넘으면 운봉고원에서 낙동강 유역으로 접어든다. 금

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옛길이 교차

하는 곳에 진안 환미산성이 위치한다.

이 산성은 산줄기 정상부를 따라 두른 북쪽과 동쪽 성벽을 

흙과 돌로 섞어 쌓았다. 반면에 서쪽과 남쪽은 옥수수 낱알모양

으로 잘 다듬은 성돌을 가지고 쌓았는데, 성돌 모양과 축조 기법

은 앞에서 소개한 후백제 산성들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줄 쌓

기와 품자형으로 쌓은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지만 장대형 석

재로 뒤채움을 한 축성 기법도 역시 후백제 산성과 동일하다.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신라계 횡

혈식 석실분 발굴 후 모습으로 

당나라 웅진도독부 설치에 따른 

신라의 방어전략이 담겨있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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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된 지표조사 때 문

양이 시문되지 않은 무문을 중심으로 거친 선문과 격자문, 사격

자문이 시문된 기와편이 다량으로 수습됐다. 진안 용담댐 등 진

안고원 일대에서 전주로 향하는 간선교통로가 통과하던 노래재

를 방어하기 위해 후백제 때 처음 쌓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후백제 동쪽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견훤왕에 의해 

처음 축성207된 것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진안고원의 북쪽 관문인 왕사봉(王思峰)208을 중심으로 그 양

쪽에 싸리재와 작은 싸리재가 있다. 아직은 왕사봉의 의미를 예단

할 수 없지만 사비기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와 관

련이 깊을 것으로 점쳐진다. 진안고원에 속한 진안군과 무주군, 충

북, 경북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전주, 고산 등 만경강 유역으로 

가려면 대부분 싸리재를 넘었다. 진안 대불리 성재산성이 싸리재 

남쪽에 있는데, 그 속성이 후백제 산성과 거의 같다.

진안 태평 봉수209와 왕사봉 사이 고갯마루에 작은 싸리재가 

있다. 충남 논산과 부여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으로 

진출하려면 대부분 넘던 큰 고갯길로 사비기 신라와 백제 사신

들이 오갔던 사행로가 작은 싸리재를 넘었다. 금남정맥 싸리재

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산성 및 봉수가 조밀하게 배치되어, 삼국

시대부터 후백제까지 줄곧 전략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충남 금산군 방면에서 전주로 향하는 길목에 금산 백령산성이 

있다. 금남정맥 백암산 북쪽에 자리잡은 산정식 석성으로 달리 

백령성(栢嶺城)으로도 불린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와 건

천리 경계를 이룬 선치산 동쪽으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을 거쳐 

경북 상주, 문경방면으로 이어지는 전략상 요충지이다. 후백제가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금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외곽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 충남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에 경양현(景陽

縣)을 설치하고 백령산성을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207  백제 기와도 일부 포함되

어 있음을 밝혀둔다.

208  지명으로도 사신들이 오갔

음을 알 수 있다.

209  금남정맥 작은 싸리재 동

쪽 성재봉 정상부에 태평봉수가 

있다. 연대는 그 평면 형태가 장

방형으로 판자모양 깬돌을 가지

고 수직으로 쌓았으며, 연대의 

남쪽에 계단시설이 마련되어 있

다. 지표조사 때 물결무늬가 시

문된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어,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에 의해 만

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90

년대 진안군에서 현재의 모습으

로 봉수대가 정비 복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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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장수가야가 처음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장방

형의 봉수시설을 만들었다. 백

제가 봉수시설을 헐고 그곳에 

원형의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 

성격은 완주 용계산성과 연계된 

망루로 추정된다.

금산 백령성은 정상부 한가운데 방형에 가까운 목곽시설이 자

리하고 있었는데, 그 용도는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시설이다. 모두 2개소의 문지 중 남문은 전주 동고산성 동문

과 동일한 현문식이며, 산성에서 나온 유물의 조합상과 그 속성

이 다른 후백제 산성들과 흡사하다. 후백제 때 증개축된 것으로 

밝혀진 장수 합미산성 내 2개소의 집수시설도 그 평면 형태가 방

형으로 밝혀졌다.

금남정맥의 싸리재에서 북쪽으로 8.5km 거리를 두고 숯고개

[炭峴]가 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삼거리마을로 금산 

백령산성을 넘어 금산분지로 이어지는 내륙교통로의 분기점이다. 

숯고개에서 서쪽으로 3km 거리를 두고 완주 용계성이 있으며, 

완주 숯고개 서쪽 산봉우리에 탄현봉수가 있다. 숯고개 서쪽 산

봉우리 정상부에 판자모양 깬돌을 가지고 길이 7m, 높이 2m 내

외의 원형 석축과 바닥면에서 방형의 봉수시설이 조사됐다.210

완주 용계성 서쪽 용계재를 넘게 되면 완주 봉림사지를 거쳐 

후백제 수도 전주에 도달할 수 있어 견훤왕의 고향 가는 길이다. 

금남정맥의 작은싸리재에서 완주 용계성까지의 구간은 자연협곡

으로 천연의 자연요새를 이룬다. 진안고원 속 금산분지에서 금남

정맥을 넘어 후백제의 도읍 전주를 가려면 대부분 거처야 하는 

주요 길목이다. 2018년 용계재 북쪽 불명산 산봉우리에서 삼국

시대 봉수가 발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다른 한편으로 금남정맥의 싸리재를 넘으면 전주 방면으로 곧

장 나아갈 수 있다. 후백제 도읍 전주에서 진안고원의 금산분지 

일대로 연결되는 두 갈래의 옛길이 나뉘는 분기점에 완주 봉림사

지가 자리하고 있다. 금남정맥 장군봉 북쪽에서 시작해 왕사봉

과 봉수대산, 봉림산을 지나 서북쪽으로 쭉 뻗어 내린 산줄기 끝

자락으로 풍수지리에서 반월형의 명당이다. 후백제 절터는 대부

분 풍수지리의 명당에 그 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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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봉림사지에서 서남쪽으로 600m 가량 떨어진 산줄기 남쪽 

기슭에 후백제 채석장이 있다. 지금도 봉림산 산줄기 정상부에 자

연 암반에서 장방형으로 떼어낸 석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석재는 석불과 석탑, 석등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2019년 서울시

가 단종 비 정순왕후를 모신 사릉(思陵)을 조성할 때 석재를 채취

했던 채석장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완주군에

서도 후백제 채석장을 문화재로 지정 관리했으면 한다.

본래 완주 봉림사지에 있었던 석탑, 석등이 일제 강점기 군산

으로 옮겨졌다. 군산지역 농장주였던 시마따니가 자신의 집 정원

으로 석탑을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이다. 

안타깝게 석탑의 탑신부에서 한 층의 탑신이 통째로 없어지고 4

층만 남았지만 간결한 아름다움과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한다. 

그렇지만 석탑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눈을 의심할 정

도로 깨지고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다.

완주 봉림사지의 애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북대학교 박

물관 입구에 완주 봉림사지 삼존불상이 전시되어 있다. 1977년 완

후백제 견훤왕이 경북 문경 일대

로 갈 때 주로 이용했던 옛길이 

통과하던 완주 종리산성과 그 서

쪽에 완주 봉림사지가 있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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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완주 봉림사지 본존불처럼  

머리와 광배가 없고 대좌도 아

주 심하게 훼손됐다.

212  후백제가 신라와 상주, 문

경 일대 전쟁에서 승리한 뒤 백

공들의 이주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213  갑작스럽게 일어난 좋지 않

은 일을 의미한다.

214  14세기 중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태국 중부 메남강 유

역을 통치하던 왕조로 기독교의 

포교를 인정하고 불교문화를 화

려하게 꽃피웠다.

주 삼기초등학교 뒤뜰에 있었던 것을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한다. 

광배와 대좌를 갖춘 중앙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협시불

이 모셔진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제까지 

완주 봉림사지 석탑과 불상은 그 시기가 단순히 나말려초로만 알

려졌는데, 그 연대가 후백제로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본존불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균형이 잘 잡혀 통일신라 후기 석

불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왼쪽 어개를 덮은 옷자락과 가슴

에 띠 매듭이 결합된 우견편단 착의법은 독특한 형식으로 완주 동

상면 대아리211석불좌상과 대아리 음수동 석조약사불좌상이 더 

있다. 완주군 일대에서 유행한 불상 양식으로 그 원류가 안동 옥

산사지 마애불로 보고 있다. 후백제 불교미술이 경북 북부지역의 

영향212을 뚜렷하게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본존불과 협시불은 모두 머리가 없고 대좌와 광배도 

큰 상처를 입었다. 불상은 절단면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비스듬

히 깨졌는데, 모두 육중한 도구로 일시에 파손됐을 것으로 여겨

진다. 석탑은 탑신부 한 층이 없어지고 기단부와 탑신부에 훼손

된 부분이 적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절터에 방치되어 있다가 

일제 강점기 뿔뿔이 흩어졌다. 불자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믿음

의 대상인 불상과 석탑이 무슨 까닭으로 훼손됐을까?

아마도 후백제 멸망의 변고(變故)213 때 입은 깊은 상처를 고

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제2의 후백제로 불리는 태

국 아유타야214는 불교왕국으로 융성하다가 별안간 나라가 멸망

했다. 아유타야 불상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

참하게 훼손되어 참담한 모양을 하고 있다. 1991년 태국 국민들

의 각별한 아유타야 사랑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완주 

봉림사지 삼존불상을 보고 있노라면 불현 듯 아유타야 불상이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원 만복사지(萬福寺址)에도 응급환자와 똑같은 석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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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미 없어졌거나 허물어진 

건물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으

로 뜻한다.

216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

등 다음으로 크다.

217  임실군 등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던 호족세력

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18  베트남 중남부에 인도네

시아 참족이 세운 왕조로 2세

기경부터 15세기까지 존속했

으며, 힌두교를 수용하여 미션

유적을 남겼고 해상 무역으로 

번영했다.

고려 문종 때 창건된 사찰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또 다른 석탑이 있다. 남원 만복사지 오층석탑 남

쪽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 석탑은 대부분의 탑재석이 없어지고 일

부 남은 기단석과 탑재석도도 깨지고 또 깨져 참혹한 형상이다. 후

백제 멸망의 아픔과 인간의 잔악함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다만 석

탑의 양식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슨 이유로 문헌에 초대를 받지 못하고 탑재석도 그토록 심

하게 훼손됐는지 어느 누구도 그 석탑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앞

으로 우리들이 꼭 밝혀야할 역사의 비밀이자 큰 아픔이다. 고려 

문종 때 후백제 멸망으로 입었던 큰 상처를 치유할 목적으로 만

복사가 다시 재건215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절의 이름도 큰 

덕을 의미하는 만복사로 짓지 않았을까? 정유재란 때 소실됐지

만 절터 중앙부에 자리잡은 목탑지를 중심으로 3개의 탑이 폐허

로 변한 절터를 지키고 있다.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북창마을 내 진구사지에도 붕괴된 석

탑이 있다. 본래 임실 용암리 사지로 불리다가 절 이름이 새겨진 

기와가 발굴 때 출토되어 그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216로 큰 석등이 만들어질 정도로 당시 번창했던 진구사의 

최전성기를 뽐내던 석탑도 큰 피해를 입었다. 남원 만복사지의 

상처가 깊은 석탑과 거의 흡사한 양식으로 기단부과 탑신부의 

석재 일부만 남아 있다. 불상도 목이 잘리고 광배가 없어졌다.

이제까지는 임실지역에 기반을 둔 호족세력과의 관련성217이 

자주 언급됐지만 후백제 왕실의 후원도 검토됐으면 한다. 임실 

진구사지 석등과 석탑, 비로자나불, 철불, 좌대 등을 근거로 후백

제 때 크게 중창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후백제 절터는 대체로 평

지 명당에 자리를 잡았는데, 임실 진구사지처럼 풍수지리에서 최

고의 명당에 해당한다. 임실 진구사지는 섬진강이 반달모양으로 

휘감고 산자락 끝부분에 위치하여 최고의 자연경관을 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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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석등이 자리한 임실 진구사지와 

후백제 동쪽 거점 장수 개안사지, 남원 만복사지 석탑이 무너졌

다. 다행히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생산된 초기청자

가 절터에서 많이 나와 후백제 왕실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 후백제 때 창건됐거나 융성했던 사찰들이 무슨 까닭으

로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을까? 아마도 전북지

역에서 머리가 없는 불상과 무너진 석탑들은 후백제 멸망의 변

고를 전해주는 또 다른 후백제의 기록이 아닌가 싶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석탑과 불상은 그 시기를 단순히 나

말여초로만 두리뭉실하게 불렀는데 엄밀히 말하면 후백제이다. 

우리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풀어내야 할 후백제의 역사이다. 전

북지역에서 머리가 없는 불상과 붕괴된 석탑은 후백제 멸망의 아

픔을 전해주는 역사책과 같은 것이다. 천 년 해상왕국으로 번영

했던 베트남 힌두왕국 참파왕조,218 태국 불교왕국 아유타야 멸

망의 참상(慘狀)과 똑 같다. 앞으로 후백제 불교미술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과 행정 당국의 지원도 당

부 드린다.

후백제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뽐내는 완주 봉림사지 석불❶,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❷과 석

등❸, 장수 개안사지 탑재석❹

이다.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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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도성(都城)이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행정의 중심

지에 내성인 왕성과 외성인 나성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좁은 의

미로 도읍을 둘러싼 성곽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성곽과 

성내시설까지도 포함한다. 후백제 도읍 전주에는 견훤왕이 쌓은 

것으로 전하는 고토성을 중심으로 전주 동고산성·남고산성·서고

산성이 있다. 후백제 도읍을 상징하는 수많은 건물이 전주에 빼

곡히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후백제 왕궁 터를 찾는데 큰 비중을 두어 후백제 도

읍으로서 후백제 도성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실 1960년대부터 전주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

행되어 후백제 유적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제 강점기 

때 편찬된 전주부사에 실린 후백제 성터의 흔적을 찾는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후백제 도성을 복원하려고 

한다. 다행히 전주의 발자취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호남읍지219 완산지 고사조 향리기언에는 

“예로부터 전하는 전주부의 관아는 동쪽에 자리 잡고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이 있다. 그것이 언제부터 남향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중략) 남대천은 오래 전에는 오목대(梧木臺) 아래로 흘렀다. 고려 우

왕 6년(1380) 운봉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이성계가 개선 길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오목대다. 이성계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제

국 광무 4년(1900)에 비석을 건립했는데, 태조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라는 뜻의 ‘태조고황제주필유지’라는 비문은 고종 황제가 직접 쓴 친필

을 새긴 것이다. 그 물길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으니 여염(閭閻)의 집을 

한 척 정도 파면 왕왕 모두 사력(沙礫)인 까닭에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라고 생각된다”

219  1895년 전라도 각 군현에

서 작성한 읍지와 사례를 하나

로 합쳐서 편찬했다.

2. 후백제의 도읍 전주와 이성체제

1) 전주 풍수지리와 이성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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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후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는 인봉

리❶와 후백제 도성으로 알려진 

산줄기❷, 왕성 서벽으로 추정되

는 인봉리 제방❸이다.(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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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록되어 있다. 옛날 전주에 있었던 관아의 위치와 함께 전

주천 물줄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전

주부의 관아가 동쪽에 자리 잡고 서쪽을 바라봤다는 언급은 후

백제 왕궁을 찾는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 준다. 아무튼 관

아의 위치, 방향, 이동 등을 상당부분 유추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예전에는 지금의 전주와 전혀 다른 경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을 근거로 최창조는 풍수상으로 전주의 혈처를 기

린봉과 승암산 자락 아래로 보고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일대를 

최고의 혈처로 보았다. 본래 전주의 주산은 처음에 기린봉(麒麟

峰)이었는데 언제부터 건지산이 전주의 주산이 됐다는 것이다. 

전주 주산이 기린봉이라는 사실과 풍수지리 기린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시 동쪽에 우뚝 솟은 가장 높은 산으로 전주 팔

경 중 기린토월(麒麟吐月)이 제1경이다.

전주의 주산을 기린봉으로 삼으면 관아는 저절로 서쪽을 바

라보게 되고, 건지산을 주산으로 보면 남향이 된다. 견훤왕은 도

선과 돈독하게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전주의 도읍풍수

를 완성하는데 도선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신라 말기의 승

려이자 풍수설의 대가인 도선은 견훤왕이 광주에서 전주로 도읍

을 옮기기 직전 898년 죽었다. 시간상으로도 도선의 비보풍수에 

도움을 받아 전주에서 후백제 왕궁 터를 찾았을 가능성이 충족

된다.

반면에 전주의 수호신인 성황신을 배향한 성황사(城隍祠) 기

록에 근거를 두고 승암산을 전주의 주산으로 본 주장도 있다. 그

리고 중(中)=중(僧)으로 보고 고려시대 전주의 주산인 중자산(中

子山)을 승암산(僧巖山)으로, 조선시대 주산을 건지산으로 본 견

해도 있다. 그렇지만 중(中)은 풍수지리에서 방위개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중(僧)은 산 정상부 바위 형상이 마치 스님

들이 걸어가고 있는 풍광과 비슷하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과

220  조선 태종 때 최담이 관직

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세웠다고 

전하며, 본래 이름이 ‘월당루(月

塘樓)’였다고 한다.

221  고려 말 이성계가 지금의 

운봉고원 내 황산대첩에서 왜구

를 무찌르고 돌아오다가 승전을 

자축하여 연회를 베풀었던 자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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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근거나 기준이 서로 다른 산의 이름을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

시킬 수 있을까?

완산지에 등장하는 남대천이 오늘날 전주천을 가리킨다는 부

분에서 거의 입장을 같이 한다. 호남정맥 박이뫼산 북쪽 기슭에

서 발원한 전주천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한벽당(寒碧

堂)220부근에서 그 방향을 직각으로 꺾어 서쪽으로 향한다. 전

주시 완산구 교동에 소재한 한벽당은 누정으로 달리 한벽루라고 

불리우며, 예로부터 한백청연(寒碧晴讌)이라 하여 전주 8경의 하

나로 손꼽혔다.

만약 한벽당 부근에 제방을 쌓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전주

천이 오목대221 아래로 흘러 전주시청을 지나 옛 철길 부지를 따

라 금암동 구 분수대까지 흘렀을 것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자리한 경원동 일대 땅을 파면 강자갈이 나온다는 주민들의 제

전주 동고산성에서 바라 본 오목

대와 전주천 일대 모습으로 지

금과 달리 전주천이 본래 오목대 

아래로 흘렀다고 전한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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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문헌의 내용이 그 개연성을 말해준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선 곳은 전주 수목원으로 조성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큰 호수였다.

호남읍지의 내용대로 전주천 물줄기가 오목대 아래로 흘렀

다면, 그것은 후백제 도성과 관련이 깊다. 후백제 도성을 복원해 

보면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서쪽 구간이다. 도성의 서쪽 성벽은 

본래 평지 구간으로 전략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천 물줄

기를 이용했던 것 같다. 당시 전주천과 평행되게 반대산과 오목

후백제 피난성이자 산성으로 알

려진 전주 동고산성 항공사진❶

과 성벽 하단부 및 보축시설❷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전주

문화유산연구원)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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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지나 한벽당 부근까지는 지형이 완만한 평지 구간이어서 도

성의 성벽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후백제 도성의 성벽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국립전주

박물관 주관으로 이루어진 시굴조사 때 오목대에서 동북쪽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흙과 작은 깬돌을 혼용하여 판축법으

로 쌓은 성벽의 외벽 기저부였다. 전주부사에 후백제 도성의 

성벽으로 표시된 곳이다. 그리고 오목대와 발산 중간지점 산자락 

정상부에서도 후백제 문화층이 그 존재를 드러냈는데,222 유물

은 태선식 선문과 수지문이 거칠게 시문된 기와편이 수습됐다.

전주부사에서도 “일제 강점기 오목대 서쪽과 청수정 집터를 

150cm 정도 파면 강에서 형성된 자갈층이 길게 드러났다”고 한

다. 그리고 “오목대 북서쪽 끝에 있는 절벽 쪽으로는 눈에 띄게 

파인 긴 사면이 있다. 옛날 절벽 밑에 배를 대고 그 언덕길의 계

단을 올라 대 위의 당각까지 왕복하던 유적이라고 여겨진다. 지

금 그 웅덩이의 앞쪽 제방에서는 수많은 기와편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전주천이 오목대 아래로 흘렀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청이 들어선 전주역 공사 때 3~4m 깊이에서 강자

갈과 모래가 드러났고, 전주 르원호텔 북쪽 주차장 부근에 수령 

200년 이상 되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전 남쪽 일대 도로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곳

이 강바닥이었다는 증언과 2019년 경기전 내 전주부성 동벽 시

굴조사 때 100cm 내외의 깊이에서 하천의 바닥으로 추정되는 강

자갈과 모래층이 드러났다.

후백제 때 전주천은 전주시청을 지나 기린대로를 따라 북쪽으

로 금암광장까지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지움아파트에서 기린

대로 쪽으로 커다란 칼바위가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에 ‘배맨바우’

가 있었고 ‘배맨바우’ 주변을 ‘배맨자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1980

년대 기린대로가 개설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칼바위는 없어졌

222  전주 동고산성·오목대, 장

수 침령산성·합미산성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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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래 용산평 내 금암광장223은 후백제 도성의 외성으로 비정

된 산줄기 끝자락으로 그 부근에서 모래내와 노송천이 합쳐진다.

기린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모래내는 후백제 도성으로 

추정되는 내성과 외성 사이를 흐르다가 용산평과 숲정이224사이

를 지나 전주천으로 흘러든다.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에서 

기린대로 부근까지 상당히 넓게 조성된 숲정이225는 비보 풍수물

로 당시 전주의 수구막이다. 동시에 전주의 주산을 기린봉으로 

삼고 전주천이 오목대와 전주시청을 지나 숲정이와 용산평 사이

로 흘렀을 때 당시 인위적으로 조성된 비보 숲이 아닌가 싶다.

후백제 때 전주천은 전주도성의 서쪽 경계이자 지형상으로 취

약한 서쪽을 보호해 주는 해자의 역할도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아마도 원 제국의 초대 황제 쿠빌라이의 침략을 막아 낸 

중국 운남성 대리 얼하이와 그 기능이 같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

문에 한벽당 부근에 비교적 넓은 호수가 조성됐고, 기린대로 양

쪽에서 땅을 파면 강자갈이 나오고, 금암동 칼바우 끝에 ‘배맨자

리’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도성의 해자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는 구역에서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유물도 출토되

지 않았다. 그러다가 후삼국의 맹주 후백제가 멸망하자 고려는 

전주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226를 설치하고 군인을 대규모로 

주둔시켰다. 당시 후백제 역사지우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벽당 

서쪽에 제방을 쌓아 전주천 물줄기가 방향을 서쪽으로 틀었다. 

본래 배가 떠나가는 듯한 지세227를 이룬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

나로 합쳐진 것이다.

후백제 견훤왕은 평상시 왕성인 평지성에 머물러 있다가 비상

시 전주 남고산성·동고산성으로 옮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치 평

지성과 산성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의 도성체제와 똑같다.  

전주부사의 후백제 성터로 표시된 도면에는 승암산에서 오목대

223  구 분수대를 가리킨다.

224  일제 강점기 마을의 일본

식 지명인 정(町)과 숲이 결합된 

일본식 표현으로 전주의 서북쪽

을 진호(鎭護)하는 숲이기 때문

에 ‘진북숲’, ‘진북동숲’으로 불러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25  전주부사에 등장하는 건

허수로 추정된다. 건허수는 우

성아파트와 칼바우 사이에 있었

던 잡목지로 약 130여 년 전 전

라도 관찰사 이서구가 부성의 

기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성

한 것이라고 한다.

226  고려 태조 19년(936) 후백

제를 멸망시키고 후백제 도읍지 

전주에 처음 설치했다.

227  685년 완산주가 설치된 뒤 

도시화가 진행된 전라감영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물이 

흘러 행주형(行舟形) 지세를 이

루었다는 것이다.



201제4장 고고학으로 밝혀낸 후백제 역동성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228  진안 도통리 1호 벽돌가마

에서 만들어진 초기청자와 유물

의 속성이 상통한다.

229  임진왜란 때 전주부윤 이

정란이 왜군을 막기 위해 다시 

지어졌다. 숙종 때는 완주 위봉

산성에 이어서 진(鎭)이 설치됐

고, 성 내부에는 진장(鎭將)이 

머무르는 관아와 창고, 화약고 

등을 두었다. 그리고 순조 11년

(1811) 전라도 관찰사 이상황

이 증개축을 시작하여 그 이듬

해 전라도 관찰사 박윤수가 완

공했다.

230  여지도서 완산지 고적조

에 ‘고덕산성은 전주부 동남쪽 

십리 남짓으로 견훤이 쌓았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해동

지도｣ 전주부 옛 지도에도 전주 

남고산성이 견훤왕이 쌓은 성으

로 표기되어 있다.

에 이르는 산줄기와 전주 동고산성 북쪽 성벽에서 간납대까지 흘

러내린 산줄기를 따라 견훤왕의 성터가 표기되어 있다.

2017년 후백제 도성 정밀 지표조사 때 두 갈래의 산줄기에서 

삭토법 혹은 성토법으로 쌓은 성벽의 흔적이 확인됐다. 산봉우

리 사이 계곡부는 흙으로 채워 성벽을 완성시켰고, 자연 지형이 

완만한 구간은 가파르게 깎아서 성벽을 둘렀다. 이 두 갈래의 산

줄기을 따라 이어진 성벽은 전주도성이 이성체제였음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후백제 피난성의 이동에 따른 도성의 변천 과정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후백제 도성의 이성체제와 관련하여 산성이자 피난성으로 비

정된 전주 동고산성에서 나온 초기청자가 상당한 관심을 끌었

다. 전주 동고산성 북문지 출토품으로 중국제 청자로 학계에 보

고됐지만,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구운 초기청자와의 

조형적인 동일성과 동질성도 입증됐다. 전주 동고산성에서 나온 

초기청자는 바닥 접지면의 폭이 0.7cm 내외되는 중국식 해무리

굽이다.228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마터에서는 중국식 해무리굽보다 그 

시기가 앞서는 선해무리굽 초기청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선해무리굽 초기청자가 출토되지 

않았다. 만약 진안 도통리 1호 벽돌가마의 설치 주체를 후백제

로 본다면 전주 동고산성 출토품은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그렇

기 때문에 진안 도통리 선해무리굽 단계의 또 다른 후백제 피난

성이자 산성이 자리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주 동고산성 서남쪽에 전주 남고산성229이 자리해 

있다. 이 산성은 서북쪽 골짜기를 막은 포곡식으로 옛 지도와 문

헌에 후백제 견훤왕이 쌓은 성230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그렇지

만 처음 터를 닦고 산성을 쌓은 축성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

다. 이제까지의 정밀 지표조사에서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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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풍수지리란 땅의 지형지세를 살펴 그 땅의 성격과 특징

에 걸맞은 용도 결정 및 공간배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백

제 견훤왕은 도선을 지원하면서 반대급부로 풍수지리설을 배워 

그것으로 국가를 세우는데 이념적인 뒷받침으로 삼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후삼국 때 풍미했던 두 가지의 트렌드(trend)

가 있었는데, 하나가 미륵신앙이고, 다른 하나가 풍수사상이다.

전주도성은 풍수지리에 바탕을 두고 전라감영으로 상징되는 

전주시 중앙동 일대가 아니라 노송동 일대였다는 주장이 커다란 

각광을 받았다. 전주시 노송동 일대가 풍수지리로 후백제 도성

이 들어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지만 후백제 왕궁의 위치

2) 전주도성 복원과 추정 성내시설

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함께 수습되어, 이 산성의 운

영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지표조사에서 산성 내 북쪽 산봉우리 남쪽 기슭 중단부

에서 추정 행궁터와 그 앞쪽에서 대형 연못이 발견됐다. 2017년 

시굴조사에서 암반층을 파낸 뒤 잘 다듬은 장방형 석재로 벽석

을 계단식으로 쌓은 대형 연못이 형상을 드러냈다. 신문왕 5년

(685) 전국의 행정 구역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면서 전주에 

설치된 완산주의 치소성과 전주 동고산성이 축성되기 이전까지 

후백제의 산성이자 피난성으로 추론231해 두고자 한다.

231  구전에 “견훤왕이 행궁을 

남고산성 북쪽 봉우리 정 중간

에 짓고 철교를 가설하여 왕래

했다”고 한다.

232  마을 어귀에 서낭신을 모

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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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편찬된 『전주부사』에 

실린 후백제 견훤왕이 쌓은 것

으로 전하는 성벽으로 그 평면

형태가 거의 반달모양을 이룬

다.(전주시)

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왕궁 터를 확정하는데 풍수

지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후백제의 도성을 복원해 보면, 승암산 북동쪽 기린봉 정상부

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려 인봉리 동쪽 마당재를 지나 솔대백

이 부근에서 그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서낭당이232를 거쳐 여단 

터인 반대산까지 계속된다. 구전으로 후백제 때 종을 매달았던 

종루가 있었던 여단 터는 달리 종광대(鍾廣臺)라고도 불린다. 조

선시대 국가에 극심한 가뭄이나 화재와 같은 재해가 있을 때 하

늘에 제를 올리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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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서남쪽으로는 기린봉에서 승암산을 지나 전주천을 건

넌 뒤 전주 남고산성을 휘감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복원된 후백

제의 도성은 그 평면 형태가 거의 반월형에 가깝고 승암산과 기

린봉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평지를 아우르는 평산성이다. 전주

부사에 실린 견훤왕 성터를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일대를 휘감은 반월형의 산줄기를 후

백제 도성으로 비정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승암산에서 오목대에 이르는 

산줄기와 웃마당재에서 원산파크아파트를 지나 천주교 전주교구

청이 들어선 간납대까지 이어진 산줄기도 견훤왕 성터로 표시되

어 있다. 이 두 갈래의 산줄기에 표시된 성터도 전주도성 성벽들

로 후백제 도성과 이성체제의 변천 과정을 함께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주 남고산성에서 전주 동고산성으로 피난성을 옮기는 과

정에 전주도성의 성벽도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2017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반

월형의 전주도성이 복원됐다. 후백제 때 전주 주산인 기린봉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를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

들 산줄기는 비교적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천연의 

자연성벽을 이루었다. 그리고 도성의 성벽 축조방법은 산줄기가 

상당히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판축법과 성토법 대신 삭토법이 이

용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가 하면 후백제 도성의 서쪽 성벽으로 추정되는 견훤왕의 

성터도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전주도성의 서쪽 성벽은 대부분 

평지구간을 통과하기 있기 때문에 전주 동고산성 성벽처럼 잘 

다듬은 견치석으로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부성 동문에

서 동쪽으로 370m 가량 떨어진 관선교233에서 북쪽으로 병무청

오거리를 지나 진안사거리와 전주고교234를 거쳐 여단 터인 반대

산까지 이어진다.

233  전주시 풍남동과 남노송동 

경계인 전라선 철길 근처에 있

었는데,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전주부

성 동문에서 노송동으로 이어지

는 본래의 도로가 관선교를 지

났다.

234 1919년 세워진 관립 전주

고등보통학교가 그 전신으로 학

교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를 중심으

로 대부분 구릉지와 농경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때 후백제 

도성의 서쪽 성벽이 반대산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를 따라 남북으

로 이어졌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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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전주부사에는 이 구간

의 서쪽에 견훤왕 왕궁지가 있

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곳은 반대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두 갈래 산줄기 사이의 곡

간부로 그 폭이 100m 내외이다.

현지조사 때 관선교에서 전주고교까지의 구간은 대부분 주택

단지로 개발되어 성벽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전주고

교에서 반대산까지는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을 성벽으로 이

용했는데,235 이 산자락 정상부와 양쪽 기슭에는 대부분 민가가 

들어섰다. 2016년까지만 해도 반대산 남동쪽 전주동초교와 전

주고교를 지으면서 잘려나간 산자락의 절단면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전주교교 북쪽 절단면에서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

은 민가에 각이 진 석재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일

본인 오기야마 히데오가 물왕멀 일대를 둘러봤을 때 각이 진 석

『전주부사』에 실린 후백제 반달

모양 성벽을 오버랩한 사진으로 

기린봉 산자락을 제외하면 대부

분 도시화됐음을 알 수 있다.(전

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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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전주부성의 축성은 크게 4

개소 나누어 진행됐다. 후백제 

전주도성의 서쪽 성벽과 가장 

가까운 동문에서부터 북문까지

의 구간만 옛 성의 묵은 돌과 산

성의 묵은 돌을 함께 사용했다

고 한다.

237  2010년 전주역사박물관에

서 발간한 국역 전주부성 축성

록에 수록된 전주성의 내용을 

참고했다.

재와 대형 초석이 쌓여있었던 곳이다. 각이 진 석재와 대형 초석

은 전주도성의 서쪽 성벽의 존재와 함께 성돌의 반출을 암시해 

준다. 1734년 전주부성을 축성할 때 옛 성벽을 헐고 옛 성의 돌

덩이들이 매우 좋아서 옛것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문헌에서 언급한 옛 성은 고려 우왕 14년(1388) 전라감사 최

유경이 처음 쌓은 전주성으로 고려 말 왜구들이 전주성을 함락

한 뒤 불태웠다. 고려 말 혼란기 때 전주성이 축성됐음에도 불구

하고 상당수 성돌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양호했음

을 알 수 있다. 후백제가 국력을 쏟아 정교하게 다듬은 전주도성

의 성돌을 대대적으로 반출236하여 전주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선 영조 10년(1734) 축성한 전주부성의 성돌을 근거로 그 

가능성을 유추237해 볼 수 있다. 성벽은 전주부성 남쪽 성벽 모

습으로 성벽의 왼쪽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남쪽 성벽의 

치성(雉城)으로 보인다. 전주 전동성당이 1914년 완공됐으므로 

그 무렵에 촬영된 것 같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주부성의 치성 

성돌이 전주 동고산성 성돌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다.

1911년 전주부성 동벽이 마지막으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는

데, 그 이후에도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전주부성의 남쪽 

성벽은 옛 돌로 7층을 쌓고 새 돌로 4층을 쌓은 것으로 기록되

전주 동고산성에서 나온 막새기

와로 전주명 팔엽문 수막새와 전

주명 봉황문 암막새가 후백제 

기와제작기술의 우수성을 뽐낸

다.(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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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전주부성의 성벽을 헐고 

그곳에 도로를 개설한 것과 동

일하다.

어 있는데, 옛 돌로 쌓은 성벽 하단부 성돌은 방형 혹은 장방형

으로 잘 다듬은 견치석이다. 전주성 및 전주부성을 쌓을 때 전

주 동고산성 성돌이 반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전의 내

용을 치성의 성돌이 뒷받침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관선교에서 남쪽으로는 오목대를 지나 한벽당 부

근 전주천까지의 구간으로 전주와 남원을 잇는 기린대로가 이곳

을 통과한다. 1931년 개통된 전주와 남원간 전라선 철길이 도성의 

서쪽 성벽 위로 통과했다.238 오늘날 병무청오거리에서 관선교를 

지나 오목대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그리고 1981년 전주역이 전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고 나서 그곳에 기린대로가 들어섰다.

현지조사 때 1920년대 전라선 철길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성벽

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철길 속으로 파묻혔다고 한다. 1907년 시

작된 전주부성의 철거작업이 1911년 동문을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시 철길 속으로 매몰된 성벽은 전주도성의 서벽으로 

추정된다. 후백제 때 기린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전주천

과 등을 맞댄 전주도성의 서쪽 성벽은 잘 다듬은 성돌로 쌓았음

전주 기린봉에서 바라 본 전주시 

중노송동 일대 모습으로 대부분 

도시화가 진행되어 후백제 왕궁

터를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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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주부사에는

일 천 년 전 견훤 왕조가 번영했던 무렵은 물론 어쩌면 고려시대에도 

한때는 웅대한 건축물 등이 있었던 듯 앞서 말한 언덕길의 사면 등에

도 옛날의 기와 조각이 다량으로 묻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오목대 위 

동쪽 출입구를 가로질러 한 줄기 고성벽 터가 뻗어 있는데, 남쪽은 청

수정 방면으로, 북쪽은 풍남정·노송정 방면으로 이어져 있고, 다른 한 

줄기는 그것과 대략 직각으로 이발산을 향해 달리며, 산 혹은 계곡을 

뚫고 멀리 승암산 방면으로 이어져 그 산성지 외곽 왼쪽의 일부를 구

성하고 있다. 즉 지금의 철도선로는 오목대와 이발산과의 경계를 이루

는 안부를 닦은 것으로 산성지로 통하는 성벽지 중 하나를 가로지르

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인 풍남정·노송정으로 통하는 성벽지는 오목대

의 아래 부근에서는 대략 평행하게 약간 멀어지다 서로 비스듬하게 가

로지르고 있는데 그 성벽의 잔부는 여기저기 단속적으로 이어지며 관

선교천을 건너 전북공립고등여학교 동쪽의 대지(간납대)로 이어져 있

다.(국역전주부사 오목대)

라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을 통해 관선교를 중심으로 구릉지와 

평지를 통과하는 전주도성의 서쪽 성벽이 축성됐음을 알 수 있

다. 전주도성의 서쪽 성벽과 승암산에서 발산을 거쳐 오목대까지 

이어진 성벽이 오목대에서 교차하는 것으로 전주부사의 도면

전주 동고산성 일대 항공사진으

로 기린봉 서쪽에 중노송동 인

봉리 추정 왕궁터, 동쪽에 무릉

마을과 아중저수지가 위치해 있

다.(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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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전주부성에서 진안방면으

로 향하는 주요 길목으로 전주

도성의 북문지로 추정된다.

240  1937년 전주공립중학교로 

세워졌다가 1951년 전주상고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2002년 전

주 제일고교로 명칭만 바뀐 채 

지금에 이른다.

241  1919년 전주여자공립보통

학교로 개교했고, 1938년 전주

풍남공립소학교로 그 이름이 바

뀌었다.

242  전주농고의 전신인 농림학

교가 있었던 곳으로 1911년 전

주농업학교로 학교의 이름이 바

뀌었고, 1943년 현재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으로 이전됐다.

에 표시되어 있는데, 전주도성의 존재와 함께 성벽의 흔적을 알

려준다. 그리고 웃마당재에서 천주교 전주교구청이 들어선 간납

대에 이르는 또 다른 성벽의 존재도 말해준다.

위와 같은 전주도성의 서벽 복원이 성립된다면, 후백제 도성

은 당시 도성체제의 핵심인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을 그대로 

투영시켜 서북쪽에 제사유적이 배치됐다. 도성의 주요시설을 배

치하는 원칙의 하나로 왕궁을 중심으로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

(社神)과 곡식을 주관하는 직신(稷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

은 우측에 두고 왕실의 사당에 해당하는 종묘는 좌측에 배치하

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테면 후백제 전주도성의 북문지로 추정되는 서낭당이239

와 민간 신앙과 관련된 솟대가 세워진 솔대백이, 조선시대 하늘

에 제를 올리던 여단 등이 모두 왕궁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종교시설 및 민간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건물이 물왕멀 부근에만 빽빽하게 들어섰다. 이로 말미암아 후

백제 제사유적의 강한 전통성과 보수성이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

력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에 도성의 왼쪽에는 비교적 넓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웃

마당재와 아랫마당재, 전주 제일고교240와 풍남초교,241 병무청
242이 있는데, 아직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

다. 다만 전주의 풍수지리에서 가장 좋은 거주공간으로 널리 알

려진 곳으로 최고의 명당이 전주 제일고교 부근이다. 전주 제일

고교를 중심으로 한 동쪽 웃마당재와 북동쪽 아랫마당재, 그리

고 서쪽 풍남초교와 병무청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주부성 동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주시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조성되어 많은 궁금

증을 자아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

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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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전주부성 동문에서 시작된 

본래의 도로가 관선교를 건너 

병무청 부근을 지나 마당재로 

이어졌다.

때 마당재를 비롯하여 비교적 넓은 지형이 조성된 뒤 마당재 등

의 지명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물왕멀과 달리 제

사 및 민간신앙과 관련된 건물이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렇기 때문에 도선의 풍수지리에 바탕을 두고 후백제 도성의 

터를 잡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월형의 도성을 축성

한 뒤 도성의 성내시설이 배치됐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른바 좌

묘우사에 따라 사직단을 궁궐의 우측에 종묘를 좌측에 둔 것 같

다. 전주의 풍수지리에서 혈처로 흥미를 끌은 전주 제일고교와 

마당재는 왕과 왕족, 귀족의 거주공간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할 

후백제  왕궁 터의 동남쪽 구역에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왕궁 터와 전라감영 사이에 위치한 풍남초교와 

병무청 일대는 주로 행정기능을 담당했던 관아가 있었을 것243

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후백제 도성의 북쪽에는 제사유적이, 남

쪽에는 종묘를 중심으로 왕족 및 귀족의 거주공간, 관아, 군사시

설 등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면 익산 

왕궁리 유적과 동일하게 앞쪽에 왕궁과 뒤쪽에 후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끝으로 전주도성의 외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현지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전주도성의 외성은 기린봉을 중

후백제 견훤왕이 쌓은 것으로 전

하는 전주 남고산성 내부 모습으

로 중앙에 대형 건물지와 그 남

쪽에 갈대숲이 군락지를 이룬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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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후백제 왕궁 터를 찾기 위한 선학들의 연구가 많았다. 

후백제 왕궁 터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전주 동고산성설과 물왕

멀설, 전라감영설이 있다. 전주 동고산성설은 9차례의 발굴조사

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주건물지244를 비롯한 발굴 성과에 근거

를 두고 동고산성을 후백제 왕궁으로 보았다. 그리고 왕궁을 둘

러싼 왕성과 승암산에서 노송동 고토성(古土城)까지 구역에 내성

과 중성, 외성이 있다고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후백제 왕

궁이 평지가 아닌 승암산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서북쪽 골짜

기에 내성과 중성, 외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고학 자료를 문

헌에 접목시켜 그 위치를 비정함으로써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

켰다.

그런데 승암산 서북쪽 골짜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생활공간으

로 조성할 수 없는 자연 습지로 지금도 본래의 자연 지형이 잘 

3) 왕궁 터 위치 비정과 무릉 성격

244  후백제 피난성으로 밝혀졌

기 때문에 주건물지보다 행궁지

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

을까?

심으로 남쪽으로는 전주 동고산성에서 전주천을 건너 전주 남고

산성, 북쪽으로는 도당산과 매봉산을 거쳐 금암동까지 이어진 

산자락을 말한다. 만일 후백제의 도성이 왕성과 내성, 외성으로 

이루어졌다면 도성의 평면 형태는 거의 반월형에 가깝다. 후백제

의 도성체제는 왕성과 내성, 외성으로 이루어진 태봉의 3중성 구

조와 만월대를 감싼 왕성과 황성, 개경 외곽을 나성으로 두른 고

려의 도성체제와도 상통한다.



212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보존되어 있다. 혹시 후백제 관아가 골짜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만든 계단식 평탄대지와 유물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953년 조성된 전주 군경묘지와 낙수정이 들

어서 있지만 유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어떤 유물도 수습되

지 않았다.

더군다나 후백제의 상성으로 비정된 전주 동고산성의 주건물

지를 비롯한 대부분 건물지에서 겨울철 보온을 위한 구들시설이

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부뚜막시설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

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던 어떤 종류의 생활용품도 출토되지 않았

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 동고산성설은 고고학 자료로 시작해 

얼마간 관심을 끌었지만 종래의 발굴에서 제기된 몇 가지의 의

문점245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 물왕멀설은 크게 물왕멀과 전주 제일고교 부근으로 나

뉜다. 물왕멀은 전주도성 서북쪽에서 가장 높은 옛날 여단 아래 

전주동초교와 전주고교 사이의 마을을 가리킨다. 달리 무랑말, 

245  더욱이 후백제의 내성으로 

본 동고산성과 국경묘지 사이 

계곡부는 버드나무가 숲을 이룰 

정도로 늪지대를 이루고 있어 

당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상

황이다.

풍수지리에서 전주의 혈처로 알

려진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와 좌측 산봉우리가 기린봉이며, 

전주 동고산성이 우측에 위치한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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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랑물, 물왕물, 수왕촌(水王村)으로도 불린다. 예전에 마을 가

운데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맑고 맛이 좋았다고 한다. 모

두 전주 주산을 기린봉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보인다.

전주고교 북쪽 물왕멀 일대로 보는 주장은 왕궁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고토성, 물왕멀 일대에 있었다고 하는 만여 개의 석재

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일본학자 오기야마 

히데오가 물왕멀 일대에서 봤다는 각이 진 석재와 대형 초석은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전주도성의 서쪽 성벽의 성돌로 추정된

다. 다시 말해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석재는 본래 성

벽의 기단석과 성돌로 판단된다.

전주 동고산성 서쪽 성벽은 길이 100cm 내외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성돌이 두부처럼 잘 다듬어 예리한 각을 이

룬다. 더욱이 물왕멀을 중심으로 솔대백이와 서낭당이, 여단 등 

제사유적이 그 사방을 에워싸듯이 배치되어 도성으로 최소한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래의 자연 지

형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왕궁이 들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

이 협소한 곡간부로 앞 장에서 복원된 전주도성 밖이다.246

전주 제일고교 일대를 왕궁으로 보는 주장은 순수하게 풍수

지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혈처(穴處)란 집터는 안채, 도읍지는 

임금이 거주하는 궁궐, 무덤은 시신이 모시는 곳을 의미한다. 당

시 터 잡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

라 풍수지리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 주어여 한

다. 그리하여 혈처는 그 주변보다 약간 높은 방형 혹은 타원형에 

가까운 거대한 평탄대지를 이룬다.

전주 제일고교설은 전주의 주산을 기린봉으로 삼고 전주 제일

고교 부근을 혈처로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산은 

풍수적 터잡기에 있어 혈처를 정하는 일차적 기준이다. 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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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대고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맥의 끝 부분에 혈처, 즉 

도읍지의 경우 왕이 거주하는 궁궐이 정해지기 때문에 승암산과 

기린봉 가운데 하나가 주산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

용이다.

2014년 전라감영지 발굴 결과를 정리 분석한 뒤 전주 동고산

성설 및 물왕멀설에 대한 반론과 함께 전라감영설이 발표됐다. 

전라감영 발굴에서 통일신라 유구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배수시

설, 담장 기초시설 등이 확인됐고, 1926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서 수습된 쌍사자무늬의 전(磚),247 전주의 격자형 도시구획 등

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지금처럼 전주천의 물

줄기가 흘렀던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전라감영 선화당 발굴에서 후백제 왕궁의 존재를 입

증하는 고고학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통일신라 유구층에서 

‘관’자명 명문와와 ‘전□’자명 명문와만 나왔을 뿐이다. 전라감영 

발굴 성과는 전주의 격자형 도시 구획 및 왕궁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통일신라 때 전라감영지 부근이 완산주 행

정 중심지로 대부분 도시화됐음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완주 상운리에서 전주 일

대로 그 중심지가 옮겨진다. 이때부터 전주는 웅진·사비기 백제

의 배후도시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고, 통일신라 때 9주 5소경

으로 지방 행정 체계를 정비할 때 완산주가 설치됐다.248 전주에 

완산주가 설치된 뒤 전라감영지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광범위하

게 진행됐음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고고학 자료

만을 근거로 전라감영지를 후백제 왕궁으로 본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

900년 견훤왕이 전주를 후백제 도읍으로 정하기 이전에 이미 

전라감영지 부근이 도시화가 진행됐음을 말해준다. 만경강 내륙

246  몇년 전 발굴에서도 유적

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247  전주부사에는 “1926년 

무렵에 화원정의 현 도립 의원 

부근에서 발견. 고찰에 사용됐

던 바닥에 까는 기와로 신라 말 

고려 초 즉 약 천 년 이전의 것으

로 여겨진다. 길이 1척 3촌 2부, 

폭 9촌 5부, 두께 2촌 3부, 이곳 

부근에는 약 500년 전인 조선 

세종 시절에 숭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실록

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실록을 

일시 이 절에 보존했다고 한다. 

그 외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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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문헌에 전주가 처음 초대

를 받았고 당시 신도시로 첫 개

발된 것 같다.

후백제의 왕궁터가 있었다고 전

해지는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

리 일대 모습으로 대부분 도시

화기 진행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

연구소)

수로와 내륙교통로가 교차하는 전주는 백제 웅진기부터 백제의 

거점도시로 급성장했고, 신문왕 5년(685) 완산주가 설치되면서 

이윽고 전북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융성했다. 백제의 부

활을 최고의 목표로 내건 견훤왕이 200년 넘게 통일신라 완산주

의 주치로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전라감영지에 후백제의 왕

궁을 두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후백제 왕궁 터와 직접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 발견

되지 않았다. 앞 장에서 이미 복원된 반월형의 후백제 전주도성 

밖에 위치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헌의 내용 및 후백제 전주

도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본 조건도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라감영이 들어선 전주시 중앙동 일대

는 풍수지리에서 명당 혹은 혈처로 주목 받은 적이 없고 큰 물줄

기에 의해 형성된 평탄한 자연 퇴적층이다.

2013년 전주도성 정밀 지표조사 때 구전으로 후백제 왕궁 터

로 전해지는 곳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麟峰里) 일원이다. 여기서 인봉리 지명은 기린봉의 인봉

에서 비롯됐는데, 지명에 담긴 그대로 기린봉 마을, 즉 기린봉 산

자락들로 감싸 안긴 동네라는 뜻이다. 전주도성 내 지명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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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마을 이름으로 ‘리’를 사용하여 당시 인봉리가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옛 지도와 문헌에 인봉리 방죽이 있었던 곳으로 1949년 방죽

을 메워 인봉리 공설운동장이 들어선 곳이다. 1960년대 위성사

진을 보면 인봉리 일대가 산자락으로 감싸여 있으면서 그 내부

에 공설운동장과 경마장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3

년 덕진종합경기장 건설로 1969년 인봉리 공설운동장이 철거된 

뒤 전주에서 처음으로 문화촌 주택단지로 개발됐고, 지금은 전

주시 중노송동 문화촌 서쪽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들어

섰다.

2014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에서 왕궁을 두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후백

제 왕궁터로 그 평면형태가 사

다리모양으로 동쪽이 길고 서

쪽이 짧으며 성벽의 둘레 2km 

가량 된다.(군산대학교 가야문

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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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왕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의 흔적이 확인됐는데, 그 평면 형태

는 동서로 긴 사다리 모양이다. 일제 강점기 지적도와 항공사

진을 면밀히 정리 분석한 뒤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를 두른 왕

성이 거의 항아리와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성벽의 둘레가 

1.8km로 궁예 도성과 같은 규모로 본 주장이 학계에 발표되어 

각광을 받았다.

왕성의 동벽은 기린봉에서 서낭당이까지 뻗은 험준한 산자락

으로 도성의 내성 동벽과 일부 구간이 중복된다. 우성해오름아

파트를 중심으로 남쪽은 은진교회와 북쪽은 용화사까지 남북방

향으로 이어진 산줄기로 본래의 지형이 일부 남아 있다. 면담조

사 때 “1960년대 택지개발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산자락 

정상부에는 사다리처럼 양쪽에서 인위적으로 쌓아올린 성벽과 

같은 시설이 잘 남아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249

전주부사에서도 인봉리 일대 왕궁의 존재를 언급했는데

“주치는 전주부 내, 즉 시가지로 예전에는 지금의 전주공립농업학교, 

전주남공립중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서쪽을 항해 서 있었으며, 앞에는 

전주천을 뒤로는 산을 등에 지고 성읍의 중심부가 구성되어  번영의 

전주 인봉리 추정 왕궁터에서 

수습한 기와들로 대부분 산화

되어 후백제 멸망 당시 왕궁에 

대규모 화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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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치를 누렸던 것이었다. 이는 이들 방면의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대지

의 밭 곳곳에 수많은 도자기편·기와편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봐도 틀림없

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린봉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

가 마치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처럼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에 마당재가 있었다. 마당재는 예우랑 부근 사거

리로 왕궁에서 아중리 방면으로 통하는 왕성의 동문지로 짐작

된다.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산자락 정상부와 왕성의 후원으

로 추정되는 서쪽 기슭에 자기편과 기와편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왕성의 북벽은 용화사 부근에서 동벽과 45도 각도로 태고종 

전북종무원까지 서남쪽으로 이어진 산자락이다. 전주시 중노송

동 기자촌과 문화촌 경계로 대부분 주택단지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지형이 그대로 살아있다. 일제 강점기 때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왕성의 북벽으로 추정되는 산줄기 정상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처럼 평탄한 지형을 이룬다. 지금도 

산자락의 뼈대가 그대로 남아 상당히 높은 지형을 이룬다.

1960년대 전주 천부교회가 북쪽 성벽 정상부에 들어섰으며, 

왕성의 서쪽 성벽과 천부교회 사이에 성문이 있었을 것으로 점

쳐진다. 왕성의 동벽과 북벽은 기린봉에서 뻗어 내린 상당히 험

준한 자연 지형을 성벽으로 그대로 이용했다. 앞에서 설명한 도

성과 마찬가지로 삭토법이 적용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8년 

왕성 북벽 시굴조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주공 흔적이 

발견됐고, 유물은 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된 기와편이 수습됐다.

왕성의 북벽과 서로 대칭되게 남쪽 성벽이 있다. 기린봉 서쪽 

하단부 아랫 마당재에서 전주 제일고교를 지나 풍남초교 서북쪽

까지 이어진 산자락으로 그 높이가 왕궁 터보다 상당히 높다. 본

249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거주하는 김진환씨가 제보해 주

었다.



219제4장 고고학으로 밝혀낸 후백제 역동성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래의 지형이 대부분 훼손됐지만 인봉천을 따라 일부 구간이 약

간 보존되어 있다. 기린봉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인봉천은 웃

마당재와 아랫마당재를 지나 인봉리 왕궁 터를 거쳐 전주시청 

부근에서 전주 동고산성에서 흘러내린 노송천과 만난다.

전주부사의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왕성의 서벽과 남벽

이 만나는 부근에 성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아중

로와 관선4길이 만나는 삼거리이다. 전주 제일고교를 비롯하여 

대부분 주택지구로 개발되어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지만, 

왕성의 남쪽 성벽이 통과하는 제일고교 동남쪽은 성벽의 바깥보

다 상당히 높다. 왕성의 북벽과 서로 대칭되게 남쪽 성벽도 비스

듬히 45도 각도를 이룬다.

왕성의 서벽은 평지 구간을 이룬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 문화촌 사이 경계로 높이 5m 내외의 남북으로 긴 토단이 남

아 있다. 1946년 촬영된 사진에는 상당히 넓고 높은 제방의 형상

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일부 남아 있다. 최근 전주

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쪽 평탄 

대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판축법으로 쌓아올린 성벽의 바

닥부분250과 해자251로 추정되는 유구의 흔적이 서쪽에서 일부 

확인됐다.

후백제 왕성은 기린봉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와 평지를 아우

르고 있는데, 그 속성은 대체로 개성 만월대와 상통한다. 그런

데 후백제 왕궁 터에 있었던 인봉리 방죽은 그 실체가 잘 파악

되지 않았다. 인봉리 방죽이 들어선 것은 후백제 멸망 이후 후

백제의 재건과 견훤왕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전주에 두었던 

안남도호부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후백제의 저

항 의지를 꺾기 위해 전주에 군대를 주둔시켜 후백제 왕궁을 의

도적으로 파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후백제의 역사 지우기가 

진행된 것이다.

250  자연 암반 사질토를 평탄

하게 다듬고 점토와 사질토로 

얇게 쌓아올린 유구의 흔적이 

확인됐는데 동서 폭 50m 내외

이다.

251  거의 완만한 반달모양을 

이룬 유구의 내부에서 안정된 

회색 퇴적층이 드러났고, 성벽

에서 가장 깊은 바닥면까지 점

토와 사질토를 섞어 단단하게 

다졌다. 유구의 동서 폭이 14m 

내외로 양쪽에 토층이 심하게 

교란되어 석축해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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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인봉리도 그 의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

다. 후백제 때 기린과 봉황의 의미를 담은 인봉리(麟鳳里)로 불렸

는데,252 후백제의 멸망과 함께 봉황 봉(鳳)자가 산봉우리 봉(峰)

자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다. 기린은 가장 상서로운 동물이고 봉

황은 왕 혹은 황제를 가리킨다. 만일 후백제의 왕궁이 인봉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왕이 생활하던 상서로운 곳이라는 뜻이다. 후

백제 멸망으로 지명이 바뀐 것에서 그 아픔이 끝나지 않았다.

당시 왕성의 서쪽 성벽을 방죽의 제방으로 삼아 인봉천을 왕

궁 터로 끌어 들여 왕궁 터가 수장된 것이 아닌가 싶다. 2017년 

전주 동고산성 서문지 발굴에서 수장된 흔적이 확인됐다. 산성

의 서쪽 성문은 점성이 강한 점토와 깬돌을 섞어 물이 새지 않도

록 하단부를 견고하게 막았다. 반면에 상단부는 점토를 사용하

지 않고 크고 작은 깬돌로 폐쇄했다. 아무리 봐도 산성의 수장을 

위한 인위적인 폐쇄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에 사

다리 모양의 후백제 왕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치와 방향은 

구전 및 문헌의 내용처럼 좌동향서(坐東向西)이다. 892년 견훤왕

252  기린과 봉황은 서로 세트

관계를 이룬다. 후백제 때 창건

된 완주 봉림사지 동남쪽에 우

뚝 솟은 산봉우리가 기린봉으로 

대체로 봉황과 기린은 깊은 상

호관계를 이룬다.

전주 동고산성 현문식 서쪽 성문 

폐쇄 상태로 점성이 강한 점토

와 할석으로 하단부를 정교하게 

막아 산성이 수장됐음을 말해준

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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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진주에서 나라를 세운 뒤 줄곧 미륵신앙에 관심이 많았고 

본인을 스스로 미륵으로까지 일컬었다. 따라서 후백제 인봉리 

왕궁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륵신앙과 관련이 깊다. 금

산사 미륵전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수지리의 양택풍수에 의거하여 당시 전주

의 주산인 기린봉 서쪽에 반월형의 도성이 조성됐다. 그리고 후

백제 도성의 중앙에 인봉리 왕궁을 배치하고 그 방향이 서쪽을 

향하게 한 것은 당시 풍미한 미륵신앙이 투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전주 인봉리는 왕궁 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여러 후보

지 중 반달모양으로 복원된 전주도성 내에 유일하게 위치한다. 

그리고 풍수지리에서도 혈처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도읍의 필수 조건은 왕궁과 왕릉, 사찰이다. 

후백제의 도읍 전주에는 미완성의 왕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견훤왕은 등에 난 종기가 심해 황산 근처의 한 절에서 사

망했고,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후백제왕견훤릉’이 있다. 

그런데 왕릉은 왕과 왕비의 사후 지하궁전으로 판단하고 왕이 

왕위에 오른 뒤 짓기 시작한 것253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사에

서 수릉으로 유명한 진시황릉은 시작부터 완공까지 39년이 소

요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무릉마을이 있는데, 후백제 왕

릉의 존재를 무릉(武陵)이 암시해 준다. 당시 주산으로 삼은 기

린봉을 중심으로 서쪽에 양택풍수와 동쪽에 음택풍수 구역으

로 설정됐을 개연성이 높다. 기린봉 동쪽 기슭 하단부에 무릉마

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릉이 있다. 흔히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책과 같다고 한다. 무릉은 후백제 왕릉의 

존재를 지명으로 알려준다.

지표조사를 통해 추정 왕릉의 성격이 파악됐다. 무릉마을 내 

아중산장 부근에 그 평면 형태가 거의 원형을 띠는 산봉우리가 

253  일명 수릉(壽陵)으로 살아

있을 때 미리 마련해 두는 능(陵)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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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외형은 왕릉과 매우 흡사하다.254  면담조사 때 “1980

년대 토지거래로 토지주가 조상의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깊이로 땅을 파는 과정에 숯 층이 드러났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

어 숯 층에 무덤을 썼다”고 제보해 주었다. 향후 왕릉의 진위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 물리탐사만이라도 추진됐으면 한다.

왕릉으로 추정되는 산봉우리 정상부 동쪽 기슭에 민묘 구역

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잘 다듬어진 판자모양 석재가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산줄기 

정상부에도 두 세기의 대형고분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전

주 동고산성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의 가장자리이다. 

기린봉 동쪽 기슭 우아동 무릉

마을과 사진의 중앙에 추정 왕

릉❶이 자리하고 있으며, 왕릉

으로 추정되는 산봉우리 모습

❷이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

구소)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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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에서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길게 뻗어 내린 산자락의 끝 

지점이 최고의 명당으로 손꼽힌다.

전주의 주산 기린봉 동쪽 기슭에서 대규모 분묘유적이 그 실

체를 드러냈다. 왕릉으로 추정되는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그 주

변에서 적석묘와 봉분 앞에 3단의 석축이 조성된 또 다른 대형 

고분이 조사됐다. 고려 왕릉에서 가장 두르러진 특징은 능침공

간에 3단의 석축을 두었다는 점이다.255 기린봉 동쪽 기슭이 대

부분 분묘유적으로 조성될 정도로 그 면적이 상당히 넓고 인위

적으로 조성되어 후백제 국립묘지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전주 동고산성과 기린봉 사이 동쪽 기슭에서 우아동 무릉마

을 절터가 조사됐다. 후백제 추정 왕릉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추

정 왕릉의 원찰로 추측된다. 부여 능사, 수원 용주사와 흡사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후백제는 풍수지리

에 바탕을 두고 기린봉 동쪽에 음택풍수와 서쪽에 양택풍수 구

역을 설정한 뒤 동쪽 무릉마을에 왕릉과 서쪽 인봉리에 왕궁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담조사 때 인봉리 왕궁 존재 가능성이 자주 언급됐다. 지

금부터 20여 년 전 인봉리 SK주유소 기름 탱크를 묻기 위해 깊

이 3m 내외의 땅을 파는 과정에 인위적으로 잘 다듬은 기다란 

석재가 다량으로 나왔다고 한다. 위에서 사다리모양으로 복원된 

왕성의 내부로 왕궁 내 건물지 기단석으로 추정된다. 당시 석재

가 반출된 지역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인봉리 일원에서 세 

차례의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256 하나는 인봉리 경로당 내 시

굴조사에서 인위적으로 다듬은 2매의 초석이 교란된 층에서 수

습됐다. 다른 하나는 인봉리 경로당 부근 170cm 내외의 깊이에

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암반층이 드러났고, 그 위에 20cm 내외

254  아직은 지표조사 성과와 

무릉(武陵)이라는 지명만을 근

거로 후백제 미완성 왕릉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발굴이 

요망된다.

255  반면에 조선 왕릉에는 3단

의 석축 시설을 두지 않았다.

256  고고학으로 후백제의 실

체를 복원하려는 전주문화유산

연구원의 도전에 우렁찬 박수를 

보낸다.

257  후백제 멸망 순간의 참상

으로 대규모 화재가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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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강과 바다는 옛날 고속도로로 해양 문물 교류에 큰 

대동맥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강과 바다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통

팔달의 교역망을 잘 갖춘 곳이 새만금이다. 금강과 만경강, 동진

강의 내륙수로와 바닷길이 거미줄처럼 잘 구축되어 있다. 선사

시대부터 줄곧 패총의 보고이자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발전했고,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함에 따라 나리포, 신창진, 가야포 등 새

만금 거점 포구로 해상교류도 활발했다.

의 소토층257이 확인됐다. 또 다른 하나는 문화촌 중앙으로 인

봉지 퇴적층 아래에 또 다른 문화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춘구 감사의 후백제 사랑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무척 바쁜 공직 생활 중에도 늘 시간을 

내어 후백제 흔적을 찾는데 온 열정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중노

송동 일대를 직접 답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유물을 연구기관에 

기증했다. 유물은 기와의 외면에 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된 평기

와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조잡하게 시문된 수지문

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붉게 산화되어 후백제 멸망의 아픔을 유

물로 전해준다.

3. 후백제 국제 외교와 진안 도통리

1) 후백제와 오월 돈독한 국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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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강성 상림호 벽돌가마 

발굴 후 정비 모습❶과 2012년 

호남고고학회 국외답사팀이 상

림호 월요 유적을 찾은 광경❷

이다.(호남고고학회)

❶ ❷

새만금은 여러 갈래의 바닷길이 교차하는 동북아 해양 문물 

교류의 허브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어주던 해상교통로는 크

게 세 갈래가 있다. 하나는 황해북부 연안항로이고, 다른 하나

는 황해중부 횡단항로이며, 또 다른 하나는 황해남부 사단항로

이다. 선사시대부터 여러 갈래의 교역망을 잘 살려 제나라 전횡

의 망명, 고조선 준왕의 남래 때 당시의 선진문물인 철기문화가 

바닷길로 새만금을 거쳐 전북혁신도시에 직접 전래됐다.

새만금은 또한 내륙문화와 해양문화가 하나로 응축된 동북

아 해양 문물 교류의 허브였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부터는 백제의 대내외 관문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851년 장보고 선단의 거점 청해진(淸

海鎭)을 없애고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당시 최상의 바다 

전문가들 10만 여명이 동북아 해양 문물 교류의 허브로 평가받

고 있는 새만금의 심장부에 위치한 벽골군으로 강압적으로 이

주해 왔다.

당시 벽골군 내 거점 포구가 만경강 하구 신창진(新倉津)이다. 

장보고 선단의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는 해양에서 농업으로 전환

보다 새만금으로 해양 활동의 통합과 사단항로의 관할에 큰 목

적을 둔 것 같다. 신창진은 달리 장보고 선단이 구축했던 사단항

로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이다. 신라가 횡단항로를 이용하기 위해 

258  게다가 용어상으로도 새

롭게 창고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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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년 당성진, 844년 혈구진을 두었다면 사단항로의 관할을 위

해 완산주 부근 만경강 하구에 신창진의 설치258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후백제 건국 이후 장보고 후예들은 오월 등 중국과의 국제무

역에서 주도적인 몫을 담당했을 것이다. 892년 무진주에서 나라

를 세운 견훤왕은 사단항로로 오월에 사신을 보냈다. 당시 오월

에 사신을 보낸 것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국제 외교 못지않

게 청해진 해체 이후 갑작스럽게 중단된 청자의 수입과 공급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나라 늦은 시기로 

전류가 오월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907년 오월을 세운 전류는 견훤왕과 닮은 부분이 많다. 852년 

절강성 항주 부근 임안현 석경향 농민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무예

를 닦아 칼과 활을 잘 다뤘다. 887년 월주관찰사 유한굉을 무찌

른 공로를 인정받아 항주자사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다. 893년 진해군절도사로 임명되어 절강 서도의 통치권을 얻었

고, 896년 절동지역을 총괄하는 진동군절도사로 임명됐다. 902

년 월왕으로 904년 오왕으로 907년 오월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오월은 제후국으로 후백제 지원도 받았다. 당시 남오(南吳)가 

우리나라 철불 요람 운봉고원 내 

남원 실상사 모습❶과 후백제 연

호 정개가 남아있는 조개암지 내 

편운화상 부도탑❷이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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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성주 안봉사를 창건한 실상

사 제3조사로 910년 입적했다.

회하 유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는데, 오

월은 서쪽과 북쪽이 남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오월은 빈

번한 조공과 반란세력의 진압으로 중원정권과 돈독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해상 무역에 기반을 둔 대외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918년 후백제가 오월의 위급함을 알고 사신과 함께 말을 오월에 

보냄으로써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졌다.

900년 전주로 도읍을 옮긴 견훤왕은 국가의 이름을 후백제로 

세상에 널리 알리고 다시 오월에 사신을 보내 오월왕으로부터 백

제왕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백제는 후당과 

거란, 일본과도 활발하게 국제 외교를 펼쳤다. 927년 반상서(班

尙書)를 대표로 오월의 사절단이 오월왕의 서신을 가지고 후백제 

수도 전주를 방문했다. 견훤왕과 전류는 왕 대 왕으로 양국의 국

제 외교를 30여 년 이상 역동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선종 불교와의 돈독한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견훤왕

은 신라 말 최고의 선종 산문인 실상산문과 동리산문, 가지산문

을 그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 전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는 실

상산문의 편운화상259을 적극 후원했는데, 그것은 신라로부터 

사상적으로 자립하는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후백제는 당시 

널리 퍼진 선종 불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남원 실상

사 등 선종 산문이나 선승들은 국가를 유지하는 하나의 밑바탕

이 됐다.

당시 다문화를 소중하게 여긴 선종 산문과 긴밀한 관계를 지

속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도 절실했다. 중국 

청자의 중개무역을 독차지하던 장보고 선단의 무역선이 느닷없

이 끊김으로써 청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

여 중국 문물에 익숙했던 유학승들의 도움을 받아 후백제가 중

국 청자의 본향 오월과 국제 외교를 왕성하게 펼쳤다. 어떻게 보

면 중국 청자가 후백제와 오월을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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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다면 후백제 견훤왕이 그토록 큰 비중을 두었던 

오월과 반세기 동안 국제 외교의 결실로 청자 제작 기술이 후백

제에 전래됐을 필연성도 충분하다. 892년부터 후백제와 오월과

의 국제 외교가 처음으로 열린 이후 청자 제작 기술의 도입은 줄

곧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 대두됐을 것이다. 따라서 후백제와 오

월은 국가 대 국가로 거의 반세기 동안 혈맹 관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양국의 국제 외교를 지속했다.

그러나 918년 나라를 세운 고려는 그해 오월에 사신단을 한 

번만 파견했을 뿐이다.260 더욱이 오월 월주요의 장인 집단은 오

월로부터 국가 차원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월의 장인 

집단이 고려로 망명했다고 본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월주요의 도공이 후백제에 파견됐을 타당성이 더 크다. 당시 최

첨단 기술로 평가받는 청자 제작 기술이 오월에서 후백제로 전

래된 것은 양국 사이 굳게 다져진 국제 외교의 성과물이 아닌

본래 진안고원이 큰 호수였는

데, 호수 바닥에 쌓아둔 퇴적토

가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로 도

자문화를 꽃피웠던 밑거름이

다.(진안군)

260  고려와 오월은 국가 대 국

가의 국제 외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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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진안 도통리 2호 흙가마는 

그 길이가 43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가 싶다.

우리는 청자를 설명할 때 ‘고려’를 붙여 ‘고려청자’라고 부른다. 

어느 누구도 비색청자와 상감청자를 천하제일의 걸작품으로 지

목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 제

작 기술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시기와 관련해서는 9세기 전반

부터 10세기 후반까지 그 시기적인 폭이 넓다. 아마도 중국 청자

의 본향 오월과 반세기 동안 매우 활발하게 국제 외교를 펼친 후

백제의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 청자 제작 기술의 출발지가 오월의 월주요였다는 부

분에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한다. 오월국에서 망명한 장인들이 

그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청자가 등장했다는 견해와 고려가 주도

적으로 중국 청자 장인을 데려와 개경 부근에서 가마를 만들고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백제와 오월의 국제 외교는 종래의 청자 전파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절강성 월주요는 길이 40m 이상 되는 대형 벽돌가마와 

해무리굽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그늘에서 

말린 그릇에 유약을 입혀 한 번만 굽는 단벌구이가 큰 특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모두 흙가마로 그늘에서 그릇을 말린 뒤 초

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입혀 다시 재벌구이를 한다. 가마의 길이

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식 벽돌가마는 그 길이가 40m 내

외로 대형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흙가마261는 20m 내외이다.

그런가 하면 벽돌가마의 축조 기술과 청자의 제작 기술이 우

리나라의 중서부에서 남서부로 확산된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

다. 여주 중암리와 서산 오사리, 진안 도통리, 칠곡 창평리, 대구 

진인동 등은 가마의 길이가 반절로 축소됐고, 선해무리굽과 한

국식 해무리굽완을 생산하다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중선

남후설(中先南後說)’로 중서부가 남서부보다 벽돌가마가 흙가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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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경기도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황해도 봉천 

원산리 등 가장 이른 시기의 대형 벽돌가마는 길이 40m, 내벽의 

너비 200cm 내외로 측면에 출입구와 선해무리굽완이 대표적인 

후백제가 오월과 반세기 동안 국

제외교를 펼쳤는데, 당시 바닷길

이 통과하던 군산도❶와 국제 교

역항 신창진 모습❷이다.(새만금

개발청, 구양수 작)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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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지대석은 잘려나갔고, 대

석은 윗부분이 깨졌으며, 탑신

은 윗부분이 파손됐고, 옥개석

은 서로 대칭되게 양쪽이 심하

게 깨졌다. 그리고 보주는 삿갓 

부분과 기둥 부분이 일부 떨어

져 나갔다.

유물이다. 진안 도통리를 제외하면 벽돌가마가 대부분 개경 부

근에 밀집 분포되어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진안 도통리는 진안고원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기존의 초기

청자 연구에서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초기청자 가마터 중 진안 도통리는 유일하게 후백

제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기청자를 생

산했으며, 고려와 후주 국제 외교의 산물인 초기백자가 전혀 출

토되지 않았다. 아마도 진안 도통리의 설치 주체와 설치 시기를 

추론하는데 핵심적인 단초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은 처음에 초기백자를 생산하다가 느닷없이 초기청

자를 함께 구워 진안 도통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후백제 전주성으로 밝혀진 전주 동고산성은 9차례의 발굴을 

통해 그 성격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됐다. 전주 동고산성 북문지에

서 나온 해무리굽 청자는 처음에 중국제 청자로 학계에 보고됐

지만, 진안 도통리에서 생산된 초기청자와 유물의 속성이 상통

한다.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마터와 전주 동고산성 초기청자 

사이에 조형적인 유사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진안 도통리 설치 주

체가 잠정적으로 후백제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익산 미륵사지와 남원 실상사에서 초기청자가 상당량 출토되어 

다시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높였다. 운봉고원 내 실상사는 구산선

문 최초로 문을 연 실상산파의 본사로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

서 귀국한 홍척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892년 견훤왕이 무진주

에서 나라를 세운 뒤 실상산문에 큰 관심을 두어 실상사 조계암지 

내 편운화상 부도262에 후백제 연호 정개가 등장한다. 당시 후백제

가 왕실 차원에서 실상사를 적극 후원했음을 알 수 있다.

900년 전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는 견훤왕의 미륵신앙이 김

제 금산사에서 익산 미륵사로 바뀔 정도로 당시 미륵사를 매우 

중요시했다. 922년에는 익산 미륵사탑을 복구하고 백제 무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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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신앙을 부활시킴으로써 전제 군주로서 자신의 정치적 권위

를 극대화했다. 당시 후백제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남

원 실상사, 익산 미륵사지, 임실 진구사지, 완주 봉림사지, 정읍 

천곡사지에서 초기청자가 나오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정읍시 망제동 천곡사지에서 초기청자편이 나왔다. 망제봉 동

쪽 기슭 하단부로 사방이 산자락으로 감싸여 천혜의 풍수지리를 

자랑한다. 2019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발굴

에서 후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건물터가 서로 중복관계를 보

이면서 드러났다. 유물은 중국식 해무리굽 초기청자편과 대규모 

화재를 암시하는 붉은 소토층에서 붉게 산화된 기와편이 다량으

로 나와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높였다.

그런가 하면 장수 침령산성은 장수가야가 처음 터를 닦고 후

백제에 의해 다시 넓게 쌓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산

성 내 정상부에서 계단식 집수정이 발굴됐는데, 집수정은 원형으

로 직경 12m로 호남지방에서 최대 규모이다. 후백제가 멸망하자 

산성 내 생활용기를 집수정 안으로 집어 넣은 뒤 상단부 벽석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려 못 쓰게 만들었다. 진안 도통리 벽돌가마에

서 생산된 초기청자편이 집수정에서 상당량 출토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장수 합미산성 집수정에서도 초기청자편이 출토됐다. 전북 동

부지역 고대 산성 중 성벽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성벽은 

옥수수 낱알모양으로 잘 다듬은 성돌을 가지고 줄쌓기와 품자형

쌓기, 들여쌓기 방식을 적용하여 쌓아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

다. 산성 내 중앙부에서 원형과 방형 집수정이 서로 중복된 상태

로 조사됐는데, 방형 집수정이 선대의 원형 집수정을 파괴하고 

들어섰다. 후백제 방형 집수정에서 초기청자편이 수습됐다.

새만금 일원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정읍 고사부리성에서도 

녹갈색과 황갈색을 띠는 초기청자가 나왔다. 그리고 광양 마로산

263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요

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초기청

자가 중국제 청자로 학계에 보

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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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초기철기시대 철기문화와 

함께 청자 제작 기술도 새만금

을 통해 전북에 전래됐을 개연

성이 높다.

성과 옥룡사지에서도 초기청자가 더 출토됐다. 후백제 영역에 속

했던 절터와 산성에서 초기청자가 자주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종래에는 대부분 중국제 청자로 분류263했기 때문

에 앞으로 초기청자의 생산지와 유통 과정을 밝히기 위한 연구 

방법도 다시 모색됐으면 한다.

진안고원은 가마터의 보고이다. 이른바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

는 진안고원에서 맨 처음 도자문화의 문을 열었던 진안 도통리·

외궁리 초기청자는 후백제 도읍 전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

에 위치한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후백제의 절터와 산성에서 나

온 초기청자와의 친연성도 입증됐다. 중국 청자의 본향 오월과 

후백제의 반세기 동안 국제 외교를 돈독하게 펼침으로써 당시 

청자 제작 기술이 오월에서 후백제로 전래된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반세기 동안 후백제와 오월의 사신들이 

오갔던 당시의 사행로를 청자 제작 기술의 전파경로로 설정해 두

고자 한다. 후백제와 오월의 사행로는 해상실크로드 출발지 절

강성 명주를 출발해 주산군도를 거쳐 서해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흑산도, 군산도를 경유하는 사단항로를 가리킨다. 여러 갈래의 

바닷길이 서로 교차하는 군산도는 후백제가 국력을 쏟아 조성했

던 해상교통의 기항지였다.

군산도에서 다시 만경강 하구 신창진을 거쳐 만경강 내륙수로

를 이용하면 후백제의 도읍 전주까지 아주 손쉽게 도달할 수 있

다. 장보고 선단이 주로 이용했던 사단항로와 신창진을 경유하

는 만경강 내륙수로는 청자 제작 기술의 전파 루트였다. 우리나

라의 세라믹로드(Ceramic Road)이다.264 오래전 만경강 신창진

이 후백제의 국제 교역항으로 그 역사성을 학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만경강 정비 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 옛 항구의 풍경이 상당부분 유실 내지 훼손

되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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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부 산간지대에 진원고원이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과 호

남정맥, 금남정맥 사이에 자리 잡은 진안고원은 해발 300m 내외

되는 전형적인 고원지대로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린다.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과 충남 금산군에 걸쳐 있으며, 수계상으

로 금강과 섬진강을 함께 아우른다. 예로부터 높은 산 깊은 물이 

수많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마치 수십 개의 작은 분지들이 무

리를 이룬다.

금남호남정맥은 진안고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남쪽의 섬진

강과 북쪽의 금강 유역으로 갈라놓는다. 그리고 금남정맥과 호

남정맥을 백두대간에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금강

과 섬진강 발원지도 함께 거느린다. 섬진강 최상류 진안군 성수

면 도통리·외궁리 일대에서 3개소의 초기청자 가마터가 위치해 

있다.265 현재까지 진안고원 내 진안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도요

지는 그 수가 120여 개소에 달한다. 아직까지 진안군 도요지를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군은 도자문화가 눈부시게 꽃피웠던 곳으로 초기청자와 

후기청자, 분청사기, 백자, 옹기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추측하건대 1억 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 백악기 때 진안

고원이 큰 호수였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당시 호수 바닥에 쌓아 

둔 퇴적토가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고령토다. 2019년 9월 2일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가 국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됨으로써 진

안군의 도자문화가 새롭게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1938년 일본인 학자 노모리 켄(野守健)이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를 처음 세상에 알렸고, 1982년 최순우266가 다시 학계에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초기청자 가마터가 

진안 도통리다. 진안고원의 서남쪽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

2) 진안 도통리 벽돌가마와 후백제

265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초기청자 요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이룬다.

266  미술 사학자이자 미술 평

론가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

임했다.

267  본래 가마터의 의미가 담

긴 용어로 유적과 유물로 역사

적인 의미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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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전경으로 중국식 벽돌가마와 흙

가마가 조사되어, 2019년 국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됐다.(군산

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마을 해증이들에 위치한다. 진안군 성수면과 백운면 경계를 이

룬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모여 마치 배 모양

의 자연분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을 해증이들이라고 부른다.

내동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도통천은 해증이들을 관통하

면서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동쪽에서 섬진

강 본류로 합류한다. 진안군 성수면과 마령면 소재지를 연결해 

주는 49번 지방도가 해증이들 중앙부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지

금도 해증이들에는 2개소의 우물지를 중심으로 원님터, 감옥터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동시에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강

주소(剛朱所)267의 행정치소이다.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은 내동산에서 갈라진 산자락 서북쪽 

기슭 말단부에 자리한다. 본래 지형이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 계

단식으로 마을을 조성했으며, 오래전 상당한 깊이로 흙을 파내



236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는 과정에 상당수 청자 가마터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간 지형이 보존된 동쪽과 서쪽 구역에 가마터가 잘 보존되어 있

으며, 중평마을 내 동서 길이 200m 구역에 청자편과 갑발편, 깨

진 벽돌이 폭 넓게 흩어져 있었다.

면담조사 때 마을 주민들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정 부근

에 삭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당시 새마을 사업을 하면

서 평탄하게 다듬고 그 위에 집을 지었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도로공사 현장에서 삭껍질을 가져다 쓸 정도로 많았었다”며 “모

정 동쪽 권기화씨 집 부근을 파면 찰진 진흙이 나온다”고 설명해 

주었다. 민가의 신축과 마을길을 조성할 때 상당량의 갑발이 반

출 내지 매몰됐음을 알 수 있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완·발·접시·∪자형 초기청자, 갑발과 갑

발 받침의 요도구, 벽돌가마의 재료인 벽돌이 수습됐다. 초기청

자는 선해무리굽과 중국식해무리굽, 한국식해무리굽, 변형해무

리굽이 함께 존재한다.268 갑발은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발형·원통형·복발형이 섞여있어 달리 ‘갑발박물관’을 방불케 했

다. 마치 산봉우리처럼 퇴적층이 중평마을 양쪽에 복록하게 쌓

여있으며, 민가의 담장도 갑발로 쌓을 정도로 수량이 많았었다

고 한다.

그런가 하면 벽돌이 민가의 담장에 박혀있거나 갑발과 함께 

폭 넓게 흩어져 있었다. 벽돌가마의 존재를 짐작하게 할 만큼 벽

돌의 양이 넉넉했다. 지금도 해증이들 논둑에 소량의 초기청자

편과 갑발편, 외면에 돌대가 돌려진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기와편 

등의 유물이 산재되어 있다. 아직까지 해증이들에서 유구의 흔

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본래 해증이들에 설치된 강주소의 존재

를 유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벽돌가마와 흙가마로 나

뉜다. 중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형 벽돌가마만 만들었고, 

268  모든 형식의 초기청자가 

함께 나온 곳은 진안 도통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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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처음 대형 벽돌가마에서 시작해 모두 소형 흙가마로 

변화했다. 중국식 벽돌가마는 흙을 약간 파낸 뒤 바닥면을 정리

하고 가마를 터널모양으로 만든 지상식이다. 벽돌가마가 거의 비

닐하우스와 흡사하여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가마의 구

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01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첫 발굴조

사가 시작되면서 진안 도통리 가마터의 성격이 조금씩 드러났다. 

당시 중평마을 모정 부근에서 깊이 7m 내외의 퇴적층이 처음 확

인됐고, 유물은 다량의 초기청자와 요도구, 벽돌 등이 함께 나왔

다. 그리고 선해무리굽 초기청자가 벽돌과 함께 출토되어, 진안 

도통리 일대에 대형 벽돌가마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클 것으

로 각광을 받았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대학교 박물관 공동 발굴조사

에서 흙가마와 벽돌가마가 함께 조사됐다. 그리고 2016년 국립

전주박물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벽돌가마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발굴을 더 진행했다. 당시에 벽돌가마의 연소실과 소성실이 모습

을 드러냈는데, 소성실 위쪽에 민가가 자리하여 벽돌가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2017년 진안군에서 민가의 보상과 모

정 철거작업269을 적극 지원해 주어 벽돌가마의 발굴조사가 모

두 마무리됐다.

모두 네 차례의 발굴을 통해 1기의 벽돌가마와 2기의 흙가마

가 조사됐다. 1호 벽돌가마는 반자하식 단실 등요로 60㎝ 내외

의 깊이로 땅을 파내고 장방형 벽돌을 가로쌓기 방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쌓았다. 거의 터널모양으로 쌓아올린 벽체는 의도적인 

파손으로 아주 심하게 파괴됐지만 소성실 동쪽 외벽에 13단 높

이로 잘 남아있었다. 가마의 규모는 길이 43m, 내측면을 기준으

로 폭 1.8~2m 내외이며, 경사도 12° 내외이다.

처음에 벽돌가마로 설치 운영되다가 벽돌가마가 심하게 파괴

269  중평마을 주민들의 쉼터이

자 안식처로 1호 벽돌가마의 발

굴 관계로 철거됐다. 2013년 처

음 시작해 5년 동안 진행된 발굴

조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

조를 보내준 중편마을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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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학술발굴로 길이 43m 

벽돌가마와 그 안에서 흙가마가 

조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된 이후 2호 흙가마로 개축됐다. 다시 말해 벽돌가마가 파괴된 

뒤 가마 내부에 흙가마를 다시 만들어 1호 벽돌가마와 2호 흙가

마가 서로 중복관계를 이룬다. 장방형 벽돌로 쌓은 벽체는 연소

실에서 연도부까지 대부분 확인됐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남아있

지 않았다. 아무래도 벽돌가마가 자연적인 훼손보다 일시에 의도

적으로 파괴 내지 파손되는 과정에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2호 흙가마는 1호 벽돌가마 내부에 자리한다. 연소실은 그 평

면 형태가 타원형으로 소성실 경계에 크기가 다른 깬돌을 가지

고 수직으로 쌓아 불턱을 만들고 진흙을 발랐다. 소성실 벽체는 

대부분 갑발 혹은 석재를 가지고 매우 조잡하게 쌓았는데,270 석

재는 냇돌과 소형 깬돌을 가지고 가로로 쌓고 벽석 사이에 진흙

을 발라 마무리했다.271 연도부는 구조물을 시설하지 않고 지표

면을 비스듬히 다듬어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경사를 두

었다.

소성실 양쪽에서 확인된 6개소의 출입구는 서로 3~4m 내외

의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배치됐다. 모든 출입구를 지형이 낮은 

쪽에 두었는데, 가마의 번조 이후 생성된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

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1호 벽돌가마 때 처음 만들어진 출

입구는 여러 차례의 보수 과정을 거쳐 2호 흙가마 단계까지 계

속적으로 사용됐다. 2호 흙가마는 1호 벽돌가마의 벽체를 제외

하면 대부분 그대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호 벽돌가마와 2호 흙가마는 모두 터널형으로 소성실 바닥

면 폭이 연도부 쪽으로 올라 가면서 약간씩 좁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소성실 바닥면의 층위와 벽체의 보수 흔적을 근거로 2

호 흙가마는 3차례 이상 번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

마의 규모는 소성실 길이 37.7m, 폭 0.8~1m이며, 연소실은 길이 

2.3m, 폭 0.8∼1m 내외이다. 그리고 가마에 불을 지피던 연도부

는 길이 3m, 폭 1.5m이다.

270  가마의 축조 기법에서 1

호 벽돌가마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71  1호 벽돌가마와 달리 전혀 

벽돌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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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내부 바닥 곡면이 원각보

다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3  ‘도광(陶光)’ 또는 ‘대(大)’자

의 명문과 다양한 표식 등이 새

겨진 초기청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74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 

가마터에서도 참고누판이 출토

됐다.

3호 흙가마는 1호 벽돌가마와 2호 흙가마 동남쪽에 위치한

다. 연소실과 소성실, 출입시설로 구성된 가마는 길이 13.4m로 

짧고 등고선과 직교되게 장축방향을 두었다. 처음에 길이 8m로 

만들어진 소성실은 단실로 회갈색 점질토를 깔아 10m로 넓혔

다. 유물은 초기청자와 갑발이 출토됐는데, 초기청자는 대부분 

완으로 내부 바닥이 원각이다. 초기청자 완은 저경 4.2~4.7cm로 

소형이며, 접지면 폭이 0.9~1.5cm 내외로 모두 한국식 해무리굽

이다.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에서 유물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

왔다. 해무리굽완은 굽의 형태와 내부 바닥면 원각의 유무를 근

거로 두 종류로 나뉜다.272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해무리

굽이 중국식 해무리굽(중간단계 해무리굽), 한국식 해무리굽, 퇴

화 해무리굽으로 변화한다. 모든 유형의 초기청자 해무리굽이 

나왔는데, 그 시기가 가장 앞서는 선해무리굽 완이 가장 많은 양

을 차지한다. 여기에 잔과 잔탁, 병, 주자, 화형접시 등이 더 나왔

는데,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도구는 갑발, 도지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갑발은 발형, 복발형, 원통형, 뚜껑, 받침 등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으며, 갑발 외면에 명문273과 고누를 두기 위하여 말밭을 그린 

고누판274이 새겨진 갑발이 나와 커다란 흥미를 끌었다. 벽돌은 

장방형으로 대부분 심하게 깨진 상태로 수습됐다. 거의 ‘정(井)’

자형으로 벽돌을 쌓아 중앙부분이 뚫려 있는 유물은 국내에서 

출토된 예가 없어 그 용도를 확신할 수 없지만 벽돌가마의 배연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벽돌가마와 흙가마가 진안 도통리에서 

서로 중복된 상태로 조사됐다. 그리고 길이 43m의 벽돌가마 안

에 동일한 크기의 흙가마를 앉혀 세 차례 이상 불을 더 지폈지

만 끝내 성공하지 못 했다. 다름 아닌 3~5단 높이로 포개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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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발이 주저앉은 상태로 출토됐는데, 갑발 내부에는 한국식 해무

리굽 완이 들어있었다. 2호 흙가마에서 갑발에 초기청자를 넣고 

번조했지만 온도를 올리지 못해 실패한 것275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진안 도통리는 대형 벽돌가마에서 처음부터 마

지막까지 문양이 없는 초기청자만을 생산했던 유일한 곳이다. 

중국학자 이군은 유구와 유물의 속성에서 절강성 월주요와의 긴

밀한 관련성을 언급했다. 10세기를 전후한 당나라 말엽에서 오

대 초엽 월주요 상림호에서 나온 갑발의 종류와 소성기술이 거

의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벽돌가마의 구조와 규모, 소성기

술, 성형기법, 기표의 장식 등 기술 부분에서 월주요를 그대로 계

승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936년 후백제의 멸망으로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마

터가 홀연히 침체기에 빠진다. 당시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에서 

다기(茶器)와 제기(祭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후백제 핵심 소비층을 이룬 왕실과 전주로의 공급이 중단된 것

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후백제 때 진안 도

통리 해증이들에 설치된 강주소는 문헌에 초대를 받지 못하고 

그 이름만 전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

갑작스런 후백제의 멸망으로 진안 도통리에서 초기청자를 생

산하던 장인 집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강제 이주됐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 중서부 대형 벽돌가마에서 초기청

자의 출현 시기를 940년으로 비정한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진안 도통리에서 한 

차례의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 시기 및 설치 주

체를 다시 조명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슨 요인으로 벽돌가마를 파손하고 다시 흙가마를 만들었을

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벽돌가마와 흙가마의 설치 주체가 바

뀐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다. 936년 후백제의 멸망과 함께 1호 

275  흙가마는 벽돌가마에 비해 

열 효율성이 떨어져 온도를 끌

어올리지 못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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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동시에 가마의 축조 기법

도 1호 벽돌가마에서 2호 흙가

마로 변화한다.

277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에서 

서북쪽으로 350m 가량 떨어진 

골짜기로 벽돌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78  2016년 진안역사박물관 주

관으로 ‘고원에서 빚어낸 천년 푸

른 빛’ 특별전 때 처음 사용됐다.

279  견훤왕이 진안 도통리를 

오갈 때 잠시 머물러 물을 마시

던 곳이 아닌가 싶다.

벽돌가마가 일시에 처참히 파괴되고 최고의 도공들이 포로로 잡

혀가지 않았을까? 후백제 때 벽돌가마의 운영에 참여했던 현지 

사람들이 흙가마를 다시 앉히고 불을 땠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

했다. 따라서 1호 벽돌가마의 설치 주체와 설치 시기를 후백제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요지를 누가 조성했을까? 우리나라 초

기청자 요지의 설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체제가 

적용된 관요(官窯), 왕실에 자기를 공납하던 자기소(瓷器所), 호족

세력과 관련된 사요(私窯) 등이 있다. 진안 도통리는 서남해안 호

족세력과의 관련성이 제기됐지만, 그것을 증명해 주는 실마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요지

의 규모와 강주소의 설치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후백제는 청자 제작 기술을 가진 최고의 장인 집단을 관리 운

영하기 위해 강주소를 설치했지만 갑작스런 후백제의 멸망으로 

그 설치 주체가 고려로 바뀐다.276 진안 도통리에서 그 존재를 드

러낸 3기의 가마 가운데 길이 43m의 1호 벽돌가마을 후백제로 

2·3호 흙가마을 고려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내저 곡면의 

선해무리굽과 중국식 해무리굽 초기청자까지만 벽돌가마 생산품

으로 추정된다. 936년 후백제 멸망으로 벽돌가마가 의도적으로 

파손된 뒤 현지인들이 만든 흙가마는 중성골277에서 마침내 가

마터의 문을 닿았다.

그런가 하면 고려의 지방 통치제도 정비에 따른 해상 교통의 

발달로 진안 도통리 장인 집단이 고창 반암리·용계리 등 서해안 

및 남해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갑작스런 후

백제의 멸망 이후 진안고원의 초기청자를 생산하던 장인 집단이 

강제 이주 혹은 이동함에 따라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마터가 

문을 닫았다. 진안청자278의 생산과 유통이 10세기 후엽 늦은 시

기에 중단된 것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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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도통리 벽돌가마에서 구

운 초기청자로 진안역사박물관

에서 ‘고원에서 빚어낸 천년 푸

른 빛 진안청자’로 이름을 붙였

다.(국립전주박물관)

진안 도통리와 전주를 이어주던 옛길을 ‘진안청자의 길’로 이

름을 지었다. 당시의 경로를 복원해 보면 전주를 출발해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용정마을279을 지나 호남정맥 마치(馬峙)280를 넘

으면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에 당도한다. 호남정맥 마치를 넘어 

진안 도통리 방면으로 가려면 대부분 좌포리에서 섬진강을 건넜

다. 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폭이 상당히 넓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좌포리 일원에 나루가 꼭 있어야했다.281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는 해증이들 부근에 3개소의 청자 

가마 단지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초기청자 가마터 중 최대 규모

로 해증이들에 설치된 강주소와 함께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후백제가 융성할 때 멸망해 기록이 다 잿더미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기록인 유적은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진안 

280  왕이 넘던 고개로 견훤왕

이 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81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

마터와 전주를 이어주던 옛길은 

용정, 마치, 좌포리 등의 지명을 

만든 주인공은 후백제 견훤왕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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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정

송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전라

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

정된 이현배 옹기장이 운영하고 

있다. 

도통리 1호 벽돌가마는 후백제 최첨단 국가산업단지의 비밀이 

담긴 후백제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초기청자 가마터는 그 역사성과 우수성을 인정받

아 대부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진안 도통리는 네 차례의 

조사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

134호로 지정됐고, 2019년 9월 2일 국가 사적 제551호로 승격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길이 43m의 벽돌가마와 흙가마

가 서로 중복된 상태로 발굴됐기 때문에 향후 가마의 변천 과

정을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추가 발굴이 

요망된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진안고원의 고령토가 하나로 만나 일

궈낸 것이 진안고원의 도자문화이다.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부터 

후기청자, 분청사기, 백자, 손내옹기282까지 도자문화를 찬란히 

꽃피웠다. 후백제와 오월 국제 외교의 산실인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중교류의 상징이자 관

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전략도 신속히 모색됐으면 한다. 

발형·원통형·복발형 갑발이 출토

되어❶ ‘갑발박물관’을 연상시켰

으며, 흙가마에서 온도를 올리지 

못해 주저앉은 갑발들❷이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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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 도자문화의 부활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진안군의 행정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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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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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북 고대문화 복원과 미래전략

1. 새만금 해양문화에 큰 관심과 지원을

2. 백두대간 속 전북가야 첨단 과학이다

3. 후백제 부활을 위한 바람과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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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문물 교류의 대동맥으로 평

가한다. 새만금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금강, 남쪽에 동진

강, 서쪽에 서해 등 4개의 옛날 고속도로를 거느린 물류의 중심

지였다. 금남호남정맥 신무산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백제의 

고도 공주·부여를 거쳐 군산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호남정맥 까

치샘과 금남정맥 밤샘에서 각각 발원하는 동진강과 만경강도 호

남평야를 넉넉하게 적셔주고 새만금으로 들어간다. 우리나라에

서 강과 바다를 하나로 묶어주는 물류의 중심지로 선사시대부터 

줄곧 해양 문물 교류의 관문이자 허브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갇혀있지 않고 바다로 열려있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중국과 일본, 동남아, 아라비아 등과 

군산도를 경유하던 바닷길로 해양 문물 교류가 활발했다. 금강·

만경강·동진강 내륙수로와 해상교통이 잘 갖춰져 삼국시대까지

는 연안항로가 그 이후에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군산도를 

경유하는 횡단항로와 사단항로가 발달했다. 새만금은 해양문화

제5장
전북 고대문화 복원과 미래전략

1. 새만금 해양문화에 큰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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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륙문화가 하나로 응축된 곳으로 4개의 옛날 고속도로가 사

방을 에워싼 해양 문물 교류의 허브였다.

이제까지 전북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40여 개소의 신석기시

대 유적들이 대부분 새만금 일대에 모여 있다. 당시 신석기시대 

여러 지역의 토기를 거의 다 모아 ‘빗살무늬토기 박물관’을 만들

었다. 신석기시대부터 남해안·서해안의 해양문화와 금강 유역의 

내륙문화 요소가 공존함으로써 신석기문화의 다양성이 학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아마도 새만금에서 생산된 풍부한 소금과 

어패류를 교역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일구어낸 당시 물

물교환의 증거이자 현물경제의 산물로 보았다.

일본에서 농경의 신과 의학의 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

는 인물이 제나라 방사 서복이다.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

를 구하기 위한 불로초 탐사 때 새만금과 제주도를 거쳐 일본에 

정착했다. 기원전 202년 제나라 전횡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는

데, 제나라는 춘추 5패이자 전국 7웅으로 달리 ‘동염서철’로 상징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바

라 본 군산도 일원 모습으로 여

러 갈래의 바닷길이 교차하여 

일찍부터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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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자 

전횡은 두 명의 형제, 측근과 병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군산 어

청도로 망명해 왔다고 한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뛰어 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도 전횡 장군 사당이 있는데, 해

마다 음력 2월 14일 외연도 당제에서 풍어의 신으로 전횡을 제사 

지내고 있다. 외연도 동쪽 녹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으며, 

사당의 주신으로 전횡(웅)대감을 공경한다. 군산 비응도에도 전

횡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전횡이 쓰던 칼도 사당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군산의 담양 전씨는 전횡을 자신들의 조상으

로 여겨 1926년 치동묘를 건립하고 그를 배향하고 있다.

중국 산동성 치박에 소재한 제국박물관에 전횡이 기원전 202

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나라 후예들의 흔적을 중국에서 

찾을 수 없어 ‘제나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라는 책이 큰 인기를 

얻었다. 제나라 왕 또는 황제로 평가받고 있는 전횡이 전북으로 

망명해 왔기 때문이다. 전횡 이야기는 한중 해양 교류의 국제성

과 상징성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계의 고증을 통한 

‘전횡 기념관’이 건립됐으면 한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

긴 후 바닷길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았는데, 당시 준왕이 도착

한 곳이 나리포라고 한다. 금강 하구 최대 포구로 알려진 나리포

는 그 주변에 공주산과 어래산성, 도청산성에 준왕의 남래(南來)

와 관련된 이야기가 풍부하다. 고조선 준왕은 산을 넘어 익산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준왕의 딸이 머물렀던 산을 공주산

이라고 불렀고, 준왕이 딸을 데리러 왔다고 하여 공주산 앞쪽 산

을 어래산이라고 부른다.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압축

하여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나리포에 큰 관심을 가졌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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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임피면 소재지 서북쪽 용천산성은 동쪽 골짜기를 아

우르는 포곡식으로 고조선 준왕이 쌓았다고 한다. 준왕은 바닷

길로 나리포에 도착한 뒤 만경강 유역의 익산 일대에 정착한 것

으로 전해진다. 익산을 중심으로 만경강 유역에 당당히 꽃피운 

최고의 청동기 문화가 준왕의 남래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떠

올리게 한다. 앞으로 군산시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고조선 준왕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한다.

그렇다면 제나라 전횡과 고조선 준왕이 8년의 차이를 두고 새

만금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최고의 선진문물인 철기문화가 

바닷길로 만경강 유역으로 전래되어 초기철기시대 때 전북혁신

도시를 당시 한반도의 테크노밸리로 융성했다. 당시 제나라 혹

은 고조선을 출발해 바닷길로 전북혁신도시까지 이어진 철기문

화의 전파 루트를 전북의 아이언로드(Iron-Road)로 설정했다. 터

키 히타이트에서 전북혁신도시까지 철기문화가 전파되는데 1300

년이 걸렸다. 전북의 철기문화가 바닷길로 전래되어 경기도와 충

청도보다 상당히 앞선다.

그러다가 한 세기 뒤 만경강 유역의 선진세력이 장수 남양리, 

지리산 달궁계곡 등 전북 동부지역으로 대거 이동했다. 초기철

기시대부터 전북가야를 거쳐 후백제까지 천년 동안 철산 개발이 

계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가야사 국정 과제 일환으

로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를 통해 전북 동부지역에서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다. 우리나라에서 제철

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수군 장수읍에 소재한 장수가야 홍보관에 철의 이야기가 일목

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잘 아시다시피 패총이란 과거 사람들이 조개나 굴을 까먹고 

버린 쓰레기 더미를 말한다. 마치 무덤의 봉분처럼 쌓여 있다고 

해서 조개무지, 조개더미로도 불린다. 지금부터 1만 년 전 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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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의 변화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섬과 바닷가에 모여 살면

서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처음 등장한다. 익산 

미륵사지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일찍부터 새

만금은 패총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짐작된다.

패총에는 조개나 굴 껍질이 흙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때문

에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어류나 동물의 아주 작은 뼈까지도 썩

지 않도록 잘 지켜준다. 그리고 골각기류·토기류·토제품·석기류 

등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던 도구를 비롯하여 집자리와 무덤, 

추위를 피하기 위한 화덕시설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패총은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장이자 과거생활의 문화정보를 총체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는 고고학의 보물창고이다. 그리고 당시 역사책이

자 박물관이다.

새만금은 패총왕국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알려진 600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대에 무리지어 있다. 새

만금은 가장 많은 패총이 학계에 보고된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화려하게 꽃피운 해양문화를 가장 잘 담아낸 명소이다. 중국 발

해만의 소금생산으로 해양 왕국을 주도한 전횡 등 제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말무

덤과 패총의 밀집도가 가장 높

은 금강 하구 일대로 선진문물

이 바닷길로 전래된 큰 관문이었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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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망명과 고조선 준왕의 남래가 결정적인 파급력으로 작용했

을 것이다. 초기철기시대 만경강 유역이 한반도 테크노밸리로 번

창하는데 핵심적인 공헌과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철기문화의 전래와 해상교통의 발달로 패총의 

규모가 대단히 커진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패각의 분포 범위가 

100m에 달한다. 그리고 패총 부근에는 대규모 생활유적과 당시 

지배자의 무덤으로 밝혀진 말무덤으로 상징되는 분묘유적이 하

나의 세트관계를 이루면서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만금 해양문화의 발전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패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한 차례의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다. 최소

한 선유도에 아담하고 작은 패총 전시관만이라도 세웠으면 한다.

새만금은 또한 말무덤의 왕국이다. 말무덤은 ‘말’이 마(馬)의 

의미로 파악하고 ‘말’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

사로 파악하여 그 주인공을 마한의 지배자 혹은 지배층으로 보

고 있다. 흔히 말벌을 왕벌,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고추잠자리를 왕고추잠자리로 부르는 것과 똑 같다. 좀 더 자

세하게 설명하면 말무덤은 왕무덤이다. 현재까지 20여 개소의 새

만금 일대 분묘유적에서 50여 기 말무덤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군산시 미룡동을 중심으로 개정면에서 5개소, 임피면·서수면·

성산면·회현면에서 2개소, 개정동·개사동·옥구읍·옥산면에 1개

소의 말무덤이 학계에 보고됐다. 김제시 명덕동과 만경읍 장산

리, 성덕면 성덕리, 부안군 부안읍 역리와 계화면 궁안리 용화마

을에 말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불가분의 상생관계를 이루었는데, 당시의 정치를 말무덤이 

경제를 패총이 함축적으로 대변해 준다.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미룡동에 10여 기의 말무덤이 무리지

어 있다. 월명산에서 우치산까지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

로 그 남쪽에는 대규모 생활유적이, 서쪽에는 우물과 패총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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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기슭에는 패총이 있다. 모두 두 차례의 발굴에서 말무덤이 마

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분구묘는 시신을 모시는 매장 주체부

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도랑을 두른 무덤이다. 거의 사다리모양

으로 생긴 길이 27m의 봉분 내에 그 조성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의 무덤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군산 미룡동 분구묘 내 널무덤과 독무덤에서 낙랑토기의 속

성이 강한 토기류와 철기류가 나왔다. 군산 수송동 축동, 임피면 

축산리 분구묘에서도 마한의 분주토기가 그 존재를 드러내 학계

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축동(築洞) 혹은 축산리(築山里)는 그 지

명에 조산(造山)처럼 인공적으로 쌓아 만들었다는 의미가 투영

되어 있다. 말무덤의 실체가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져 새만금이 

또 다른 마한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새만금의 말무덤이 마

한의 왕무덤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존 대책이 마련됐

으면 한다.

군산 선제리 적석목관묘 유물 출

토 상태로 초기철기시대 이전부

터 바닷길로 문물교류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

다.(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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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일대 해양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나는 소금 생산과 다른 하나는 소금 루트를 통한 

유통체계이다. 소금은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다. 동시에 어떤 집단이나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국

력의 원천으로 평가받는 소금 산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

요하다. 중국 산동반도, 이라크 바스라, 미국 뉴욕 등 세계적으

로 소금의 산지는 대부분 거점지역을 이루었다.

새만금은 토판 천일염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두

루 갖추고 있으면서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으로 소금이 널리 유

통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소금을 생산하던 토판 천일염이 

패총 부근에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새만금 일대에 말무

덤을 남긴 마한의 소국들은 소금을 생산하던 해양 세력이거나 

아니면 해상 무역을 담당하던 정치집단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일원 말무덤과 패총 발굴로 마한 해양 세력의 실체를 밝혔으면 

한다. 새만금의 해양문화는 군산대학교 박물관 전시실에서 만

날 수 있다.

삼국시대 때도 마한의 해양문화와 그 역동성이 그대로 계승

됐다.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 군산도를 경유하는 해상 실

크로드로가 다시 열림으로써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더욱 융성했

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

여준 곳이 부안 죽막동이다. 마한과 백제, 가야, 왜가 연안항로

를 따라 항해하다가 죽막동에 잠시 들러 안전 항해를 기원하며 

바다를 다스리는 신에게 해양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2017년 국

가 사적 제541호로 지정되어 앞으로 유적의 정비와 함께 해양제

사 기념관이 건립됐으면 한다.

고창군 고창읍 봉덕리에서 중국제 청자와 일본계 토기, 고창

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원통형토기가 출토됨으로써 한중일의 고

대문화가 해상 교역을 중심으로 전개됐음이 유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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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와 곰소만 일원에 산재된 해양문화유산

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역사성도 탁월하다. 마한부터 백제까지

의 분묘유적은 대체로 바닷길 혹은 내륙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근에 위치한다. 전북 해양문화유산의 분포 양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조사만이라도 추진됐으면 

한다.

조선 철종 8년(1857) 제작된 동여도에 가야포가 표기되어 

있다. 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만든 

필사본 전국지도이다. 우리나라 옛 지도 중 가장 많은 인문지리

의 정보를 담고 있다. 1864년 김정호가 지은 대동지지 부안현 

산수조에도 가야포가 등장한다. 동진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그

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내륙수로가 시작되는 동진강 하구에 가야

포가 있었다. 부안군 부안읍과 계화도 중간지점으로 행정 구역

상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창북리 일대에 속한다.

호남평야를 풍요롭게 적셔주는 강이 동진강(東津江)이다. 내장

산 까치봉 까치샘에서 발원해 서북쪽으로 흘러 김제시 성덕면과 

부안군 동진면 사이에서 새만금으로 들어간다. 호남평야의 넉넉

한 물산이 한데 모이는 곳이 동진강 하구이다. 19세기 중엽까지

만 해도 동진강 하구에는 가야포를 중심으로 사포·장신포·부포·

덕달포·식포·줄포 등 포구가 많았다. 동진강 하구의 크고 작은 

포구들 거의 중앙에 가야포가 있었다. 가야포는 동진강 하구의 

거점 포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 광활방조제와 1963년 계화지구 농업 종합 개발 

사업으로 모두 농경지로 바뀌어 지금은 포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1970년대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용화동 일대 지

표조사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편이 수습됐는데, 그

곳은 옛 지도와 문헌에 가야포가 있었던 곳이다. 운봉고원의 기

문국, 진안고원의 장수가야 등 가야 소국들이 남제 등 중국 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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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제 외교 및 국제 교역을 할 때 주로 이용하던 국제 교역항

이 아닌가 싶다. 중국과 동남아 유물이 전북가야의 고총에서만 

나와 가야포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유물로 증명했다.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용화동에는 6기 내외의 말무덤과 토성

이 있었던 곳이다. 가야포까지 이어진 교통로가 통과하는 부안 

옥여 3호분 내 널무덤에서 판상철부가 출토되어 가야포의 존재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기문국과 장수가야, 즉 반파국이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련로에 넣었던 굴이

나 조개껍질을 가야포에서 조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는 가야 사람들이 드나들던 항구가 아니었을까? 당

나라 때 중국 동해안 일대에 설치됐던 신라방(新羅坊)과 같은 곳

이다.

그런가 하면 마한부터 백제까지 새만금 해양문화의 발전 과

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 군산 산월리이다. 토기류와 철

기류, 구슬류 등 600여 점이 쏟아진 유물은 백제의 분묘유적 중 

출토량이 가장 많고 그 종류도 풍부하다. 백제의 중앙과 지방

을 비롯하여 왜계 토기도 포함된 토기류는 달리 ‘백제토기 박물

관’으로 불릴 정도로 거의 모든 기종이 망라되어 있다. 삼국시대 

해양문화의 발전과정을 유적과 유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군산 산월리, 익산 입점리 등 새만금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은 백제의 중앙과 교역 및 교류관계가 왕성했던 

해양 세력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백제가 도읍을 웅진 혹은 사비

로 옮기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해양 활동을 배경으

로 번성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해양문화가 

계기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학계에서 주목하

지 않았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망된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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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익산 입점리 고분 전시관을 개관한 익산시의 문화 행정에 뜨

거운 박수를 보낸다.

새만금은 한 동안 전쟁터로 그 위상이 바뀌면서 아픔도 많았

다. 당나라 소정방 13만 군대가 상륙한 기벌 혹은 기벌포는 새만

금 일대로 여겨진다. 백제부흥군이 일본지원군과 힘을 합쳐 나

당연합군과 격전을 벌였던 국제해전인 백강 전투, 676년 신라 수

군이 당나라 수군을 물리친 최후의 격전지도 새만금이다. 아직

은 기벌포와 백강 전투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고견들이 많지

만, 금강·만경강·동진강 물줄기가 바다에서 한 몸을 이루는 새만

금 일대로 추측된다. 옛 환경으로 복원된 지도에 의하면 새만금

은 강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넓은 바다였다.

문성왕 13년(851) 장보고 선단의 거점 완도 청해진을 없애고 당

시 으뜸 바다 전문가들을 새만금 내 벽골군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에는 벽골군과 그 주변 지역이 대부분 바닷물이 드나들던 바다였

다. 이제까지는 청해진의 해체와 청해진의 잔여세력을 통제할 목

적으로 해양에서 농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새롭게 평가했다. 당시 

김제시는 지금과 달리 상당부분 해수가 드나들던 바다였다.

새만금 내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그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짐작된다. 바꾸어 말하면 

해양에서 농업으로의 전환이 아닌 해양에서 해양으로의 연속성

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청해진 해체 이후 김제를 중심으

로 새만금 일대로 해양 활동의 역할이 통합됐을 가능성도 검토

되어야 한다. 김제시 성산공원에 ‘장보고 청해진 세력 이주 기념

비’를 조속히 세웠으면 한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역사성을 밝히

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행정 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후백제는 백제의 해양문화를 계승한 해양 왕국이었다. 해상

왕 장보고 선단이 주로 이용했던 사단항로로 후백제가 중국과의 

국제 외교를 가장 역동적으로 펼쳤다. 892년 무진주에서 도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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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견훤왕은 장보고 선단이 구축해 놓은 사단항로로 그해 오

월에 사신을 보냈다. 당시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국제적인 

위상을 인증 받는 것 못지않게 완도 청해진 해체 이후 누적된 청

자 수입도 당시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됐을 것이다.

900년 완산주로 도읍을 옮겨 나라의 이름을 후백제로 선포

한 뒤 다시 오월에 사신을 보내 오월왕으로부터 백제왕의 지위

를 인정받았다. 후백제는 오월과 후당, 거란, 일본 등과 국제 외

교를 힘차게 펼쳤는데, 이것은 백제와 가야, 장보고로 이어지는 

해양 문물 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새만금을 무대로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해양 교류의 네트워크

(Network)가 후백제 때 국가시스템으로 완성됐다.

중국 오대십국 중 하나인 오월은 월주요의 후원으로 번성했

고, 중국 청자의 본향 오월의 월주요는 해무리굽과 벽돌가마로 

상징된다. 그렇다면 후백제의 견훤왕이 45년 동안 중국 청자의 

본향인 오월과 돈독한 국제 외교의 결실로 오월의 선진문물인 

만경강 유역 항공사진으로 기

원전 3세기 바닷길로 전래된 철

기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운 곳으

로 학제간 융복합 연구가 요청된

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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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주요의 청자 제작 기술이 후백제에 직접 전파됐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 애석하지만 유적과 유물로 중

국식 벽돌가마의 후백제로의 전파가 상당부분 밝혀졌다. 1100년 

최첨단 기술 집약체이자 중국식 벽돌가마를 관람할 수 있는 야

외 노출 전시관을 지었으면 한다.

후백제 도읍 전주와 인접된 진안고원은 도요지의 보고이자 도

자문화의 메카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식 벽돌가마에

서 초기청자만을 생산하다가 불현듯 가마터의 문을 닫은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는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9년 9월 2일 국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됐다. 진안군의 행정 지원과 진안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큰 결실을 맺은 것이다. 향후 진안 도통리 

요지에 중국 서안 병마용갱처럼 원형 돔을 씌워 진안 마이산의 

자연과 하나로 묶는 미래의 관광 전략이 마련됐으면 한다.

후삼국 때 군산도가 후백제에 의해 국제 항구로 본격 개발됐

을 개연성이 높다. 후백제가 오월 등 남중국과 국제외교를 지속

하는데 군산도가 기항지로 큰 몫을 담당했던 것 같다. 927년 오

월의 반상서가 전주를 방문할 때 오갔던 후백제와 오월의 사행로

가 청자 제작 기술의 전파 경로(Ceramic Road)로 설정했다. 그

리고 전주를 출발 호남정맥 마치를 넘어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에

서 섬진강을 건너면 진안 도통리까지 이어진다. 앞으로 청자 전

파 경로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운항했으면 한다.

진안 도통리에서 길이 43m의 벽돌가마와 흙가마가 중복된 상

태로 조사됐는데, 벽돌가마는 후백제에 의해 짓고 운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새만금의 해양문화와 내륙문화가 하나로 응축된 

전주는 37년 동안 후백제의 도읍이었다. 만경강 하구 신창진은 

후백제 국사 경보 스님이 30년 중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

던 곳으로 후백제의 국제 교역항이다. 신창진 부근 상소산 토성

의 긴 잠을 깨우는 학술조사와 유적 정비로 마한부터 후백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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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양문화의 역사성을 담았으면 한다.

1123년 송나라 사신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를 주관

하기 위해 김부식이 군산도를 찾았다.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왕이 잠시 머물던 숭산행궁(崧山行宮)과 사신을 맞이하던 군산

정, 바다 신에게 해양 제사를 드리던 오룡묘, 자복사, 객관 등이 

있었다. 숭산행궁에서 숭산은 개경 주산 송악산의 다른 이름이

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룡묘 부근에 숭산별묘를 두어 당시 군

산도가 제2의 개경으로 인식됐던 것 같다. 새만금의 심장부에 

위치한 군산도는 송악산 남쪽 만월대와 예성강 하구 벽란도를 

제치고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가 열린 국제 외교의 큰 무대였다.

송나라 사절단은 90일 국제 외교 일정 중 군산도에서 20일 가

량 머물렀는데, 군산도는 개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다. 중국으로 돌아갈 때 흑산도 부근에서 태풍을 만나자 군

산도에 다시 돌아올 정도로 모든 항만 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서

긍이 편찬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군산도의 경관과 영접행사 

과정이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잘 묘사되어 있다. 지금도 군산도 

한 가운데 위치한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초기청자부터 상감청

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자편, 중국제 자기편, 기와편 등이 새

만금 해양문화의 역동성과 국제성을 일깨워준다.

고려시대 최상급 청동거울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됨으로

써 새만금 해양문화의 융성함을 또 다른 유물로 담아냈다. 동시

에 동북아 해양 문물 교류의 거점이자 기항지로서 고려의 국가

적 통치시스템과 종교 문화적 특성이 담긴 곳이다. 군산대학교

와 국립전주박물관,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의 학술발굴을 통해 숭

산행궁과 군산정, 오룡묘, 객관터와 군산도 왕릉의 위치가 확인

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

는 고군산대교를 숭산대교로 그 이름을 바꾸어 새만금 랜드마크

(Land Mark)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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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문화의 역동성을 가장 솔직하게 담고 있는 것이 

매장문화재로 그 밀집도가 전북에서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최소한의 보존 

대책마저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다. 흔히 역사의 실체로

까지 평가받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그 성격

을 밝히기 위한 발굴도 추진됐으면 한다. 앞으로 새만금의 역사

책과도 같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에서 축적된 풍부한 고고학 자료

로 새만금 해양문화의 역동성을 다시 조명하기 위한 학제간 융

복합 연구가 다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새만금 내 군산도는 절강성 주산군도와의 인연 및 역사성이 

탁월하다. 한마디로 군산도와 주산군도는 바닷길로 운명적인 만

남을 이어왔다. 신라 상인의 배가 부딪친 신라초(新羅礁), 고려도

2015년 국내외 해양학자들이 

군산도❶를 방문해 군산도와 

주산군도를 이어주던 옛 바닷길

로 크루즈관광❷ 필요성을 논의

했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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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高麗道頭)로 상징되는 주산군도는 중국 4대 불교 성지로 해

마다 4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2014년 군산대학교

가 주산군도 주산시에 위치한 절강해양대학과 학생 및 국제 학

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에 우렁찬 박수를 보낸다. 그리

고 절강성 임사민 소장, 절강해양대학 왕영 교수, 절강대학교 백

승호 교수, 주산시 호목 선생님 군산도 방문에 큰 감사를 드린다.

새만금과 주산군도를 하나로 묶는 크루즈선을 새만금신항

에 띄우는 한중 해양관광과 선유도 망주봉 부근에 ‘국신사 서

긍 방문 기념비’도 세웠으면 한다. 중국의 국가 전략인 ‘일대일

로(一帶一路)’의 노선을 주산군도에서 새만금까지 연결시키는 

국가 차원의 전략도 마련됐으면 한다. 동시에 새만금을 무대로 

역동적으로 펼쳐진 한중 해양 문물 교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를 국립새만금박물관으로 초대와 한중 학술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됐으면 한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국제성과 탁월성을 중국

에 알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중앙대학교 송화섭 교수 노

고에 경의를 표한다.

2. 백두대간 속 전북가야 첨단 과학이다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는 신경준이 편찬한 산경표
이다. 한반도의 등뼈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백두대간 

산줄기는 영호남의 행정 경계를 이룬다.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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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금

남호남정맥이 전북 동부지역을 남쪽의 섬진강과 북쪽의 금강 분

수령을 이루고 있으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과 

서쪽에 진안고원이 있다. 전북 동부지역은 수계상으로 금강과 남

강, 섬진강 유역으로 나뉜다. 2018년 완주군 등 만경강 유역에서

도 산성 및 봉수 등 가야문화유산이 그 존재를 드러내 가야사 

논의에 포함시켰다.

2017년 11월 25일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무주군·진안

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 충남 금산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

든 가야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합쳐 전북가야라고 새롭게 이름

을 지었다. 전북가야는 가야사 국정 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해 학술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 담

고 있음을 밝혀둔다. 백두대간 속 전북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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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알려진 가야 중대형 고총 420여 기,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 230여 개소,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10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정감록 십승지지에 그 이름을 올린 운봉고원은 ‘신선의 땅’으

로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진안고원은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

린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 사이에 위치한 섬진강 

유역은 가야와 백제 문화가 공존하며, 만경강 유역에서도 가야계 

봉수 및 산성도 발견됐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전북 동

부지역은 지붕 없는 야외박물관으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전북

가야의 정체성과 그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기

문국은 4세기 후엽 늦은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초엽 이른 시

백두대간 정령치에서 바라 본 전북 동부 산악지대 항공

사진으로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진안고원의 반파국이 백

두대간을 무대로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군산대학교 가

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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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존속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서쪽의 자연 울타리 역할

을 해 주었고, 줄곧 백제와 가야 문물교류의 큰 관문을 이루었

다. 그리고 당시 대규모 철산 개발과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교역

망을 통한 철의 생산과 유통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

다. 운봉고원은 철의 생산부터 주조 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

의 테크노밸리였다. 남원 실상사 철불은 운봉고원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철기문화의 집합체이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마한 분구묘와 가야 중대형 고

총, 금동신발과 청동거울 등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

재를 유적과 유물로 증명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확보하기 위해 최

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철의 왕국 기문국에 보냈다. 삼

국의 위세품이 함께 공존하는 곳은 운봉고원에 기반은 둔 기문

국이 유일하다. 기문국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의 가야 진

출로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다가 554년 백제가 옥천 관산성 

2017년 11월 25일 백두대간 치

재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

비를 세운 뒤 가야사 국정과제 

성공과 전북가야 부활을 염원했

다.(호남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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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신라 영역으로 편입됐다.

운봉고원은 그 중심지가 다섯 번 이동했던 것 같다. 기원전 

84년 마한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달궁 터를 닦고 71년 동안 

국력을 키워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로 이동해 말무덤을 남겼

다. 운봉고원의 마한세력은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정

치 중심지를 운봉읍 일원에 두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엽 경 가

야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영면 월산리·청계리 일대에서 잠시 머물

다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로 중심지를 옮겼다. 남원 월산리·청

계리는 반달모양 산자락이 휘감아 자생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이

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는 기문국의 마지막 도읍이었다. 6세기 

중엽 경 신라는 행정 중심지를 운봉읍 일대로 다시 옮겼다. 

금강 최상류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4

세기 말엽 경 처음 등장해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

엽 경 백제에 멸망했다.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

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 대규모 구리 및 철

산 개발이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이바지했다. 가야 영역에서 철

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장수 남양리도 장수가야 영역에 위치한

2018년 3월 28일 국가 사적 제

542호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

와 두락리 고분군 항공사진으

로 백두대간이 도성의 역할을 

담당했다.(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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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수 노곡리·호덕리 마한의 지배층 분구묘가 계기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의 장수군

에서만 발견됐다. 장수군은 운봉고원과 함께 전북가야의 정치 

중심지였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 내 가야 고총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발

굽은 당시 철의 생산부터 금속 가공 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첨

단 기술의 집약체이다. 금강 최상류에서 가야문화를 당당히 꽃

피웠던 장수가야는 16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관련된 철의 왕

국이다. 그리고 전북가야의 영역에 106개소의 봉수를 남긴 봉

수왕국이자 1500년 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왕국이다. 동시에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상

류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유일한 가야 소국이다. 

중국 및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은 봉수왕국이다. 전북가

야를 탄생시킨 장수가야는 문헌 속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중심지가 두 번 이동한 것으로 보았다. 

첫 번째 중심지는 마무산(馬舞山) 부근으로 장수군 계남면 침곡

리 고기마을로 달리 옛터로 불리는 곳이다. 두 번째는 장수군 장

계면 삼봉리 탑동마을로 자생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을 이룬다. 

장수가야의 추정 왕궁 터로 장계분지 주산으로 알려진 성주산

(聖主山)에서 뻗어 내린 산자락이 반달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전

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0여 개소의 봉수에서 실어

온 모든 정보가 하나로 취합되는 장수 삼봉리 산성과 120여 기

의 가야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이 그 부근에 위치

해 있다.

장수군을 제외한 금강 유역은 전북가야 경제, 국방의 거점이

었다. 완주군·무주군, 충남 금산군에서 시작된 네 갈래의 봉수로

가 금강 유역을 통과한다. 봉수는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판자모양 깬돌을 가지고 장방형 봉대를 만들었다. 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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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는 발화시설이 있는데, 발화시설은 2매의 

장대형 석재를 10cm 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

형으로 둘렀다.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원형 혹은 장구형으로 바

위를 파내어 발화시설을 마련했다. 1997년 진안 태평봉수가 전

라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됐고, 2019년 11월 8일 완주 탄현 

봉수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금강 유역은 또한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현재까지 160여 개소

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는데, 무주군 무풍면 일원과 덕유

산, 운장산 일원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는 무주군은 전북 동부지역에서 제철유적

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광석을 녹여 

구리를 생산하던 제동유적이 처음 조사된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도 금강 유역에 위치한다. 진안고원에서 더 많은 제동유적이 발

2019년 10월 1일 국가 사적 제

552호로 지정된 장수 동촌리 

30호분 정비 복원된 모습으로 

봉수왕국 반파국 지배자의 무

덤이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

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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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국시대 장수가야가 봉후

(수)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국력의 원천도 금강 유역의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전북 동부지역의 2/3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섬진강 유역

이다. 이제까지 섬진강 유역에서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

성군 일대에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40여 기의 분구묘

가 보고됐지만, 가야의 고총은 그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한의 분구묘가 자취를 감춘 이후 수장층과 관련

된 어떤 유형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야 소

국의 존재가 고고학 자료로 성립되지 않는 섬진강 유역은 전북

가야와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였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과정을 담아낸 곳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전북 남원시, 임실군 일대에 가야 소국 기문

국이 있었던 곳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렇지만 섬진강 유역에서

는 가야 소국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가야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2017년 가야사 국정과제의 성공

과 전북가야의 홍보를 위해 호남

고고학회 주관으로 추진된 전북

가야 교차답사 기념사진이다.(호

남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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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가야 및 백제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장수군 

장계분지로 이어진 임실·순창봉수로가 섬진강 상류지역을 동서

로 횡단한다. 그런데 봉수의 봉대는 대부분 흙 또는 판자모양 깬

돌을 가지고 거칠고 조잡하게 쌓아 다른 지역의 봉수들과 확연

히 다르다. 섬진강 유역으로 장수가야의 일시적인 진출을 20여 

개소의 봉수가 뒷받침해 주었다. 그렇지만 장수가야의 진출 기

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2018년 삼국시대 관방유적과 통신유적, 제철유적이 발견된 만

경강 유역이다. 완주군 동북부에서 각시봉·불명산·봉수대산 봉

수 등 그 실체를 최초로 드러낸 20여 개소의 봉수는 유구의 속

성에서 강한 공통성을 보였다. 봉수는 판자모양 깬돌을 가지고 

장방형의 봉대를 마련한 뒤 돌로 내부를 채웠다. 완주 봉림산 봉

수에서 많은 토기편이 수습됐는데, 삼국시대 토기편은 기벽이 

두껍고 희미하게 승석문이 시문되어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편

년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장 정교한 봉수가 조밀하게 배치된 

곳이 완주군 동북부이다.

만경강 유역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장계분지로 향하는 내륙교

통로를 따라 20여 개소의 봉수가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

고 봉수 주변에는 봉수의 봉대와 동일하게 성벽을 쌓은 산성들

이 위치하여 봉수와의 긴밀한 관련성도 나타냈다. 완주 용복리·

고성산·종리·봉실산·성태봉·천호산성에는 산성 내에 봉수시설을 

배치했다. 아직까지 만경강 유역 봉수를 대상으로 발굴이 이루

어지지 않아 그 축성 주체를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봉수왕국 

장수가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 양

상이 장수가야의 영역과 일치한다.

완주군에서 가야와 관련된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가 있

다. 진안고원의 장계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옛길과 만경강 내륙수

로가 교차하는 완주 구억리·배매 산성, 익산 동용리에서 가야토



272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기가 나왔다. 완주군 동북부 봉수망과 그물조직처럼 잘 구축된 

만경강 유역의 교역망은 전북가야에 의해 이용됐을 개연성도 충

분하다. 완주군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완주군 동북부

에 산성 및 봉수가 촘촘하고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다. 가야 소국 

반파국과 백제의 국경이 전북 완주군과 충남 논산시 행정 경계

를 이룬 금만정맥 산줄기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완주 상운리에서는 가야의 판상철부와 단야도구가 서로 공반

된 상태로 출토됐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이 상운리에

서 다시 가공됐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신

포·장포에서는 판상철부 등 다양한 철기류가 나와 만경강 내륙수

로로 철이 널리 유통됐음을 엿볼 수 있다. 만경강 유역에는 전북

혁신도시에서 처음 시작된 철의 생산과 유통을 주도했던 토착세

력집단이 마한을 거쳐 삼국시대까지 계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

2001년 준공된 진안 용담댐 항

공사진으로 전북 동부지역 토착

세력집단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

성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군

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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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전북지역이 염철론(鹽鐵論)의 큰 무대로 융성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 전북의 ‘동철서염’이 처음으로 국가 시

스템으로 구축됐다.

가야 소국 반파국은 513년부터 515년까지 기문국, 대사를 두

고 백제와 3년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백제가 백두대간을 넘어 

기문국을 정치적으로 편입시켰다. 백두대간 서쪽 전북 동부지역

에서 106개소의 봉수와 당시 봉후(수)제를 운영한 반파국은 웅

진기 늦은 시기 백제에 정치적으로 정복됐다. 운봉고원의 기문

국이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에 편입됐고, 곧이어 봉수왕국 

장수가야, 즉 반파국이 백제에 멸망했다. 기문국과 반파국으로 

비정된 전북가야가 20여 개 이상의 가야 소국들 중 가장 빨리 

백제에 망하여 없어졌다. 그리하여 삼국유사 육가야에 초대를 

받지 못한 주된 요인이 됐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의 가치는 그 보존과 활용에 있다고 한

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은 대부분 숲을 이루고 있거나 봉분을 평탄하게 다듬어 농경지

로 경작되고 있다.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북가야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무관심

에서 기인한다. 향후 국가 사적 지정을 통한 전북가야의 정체성

과 발전 방안을 담아낸 미래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이다. 

영남지방은 28개소의 가야문화유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 관리

되고 있으며, 대가야박물관과 가야테마파크공원에서 가야를 만

날 수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재까지 운봉고원의 가야 고총에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

구류 등 대부분의 가야 유물이 나왔다. 그리고 차양이 달린 복

발형 투구 등 상당수 철기유물이 운봉고원에서 제작됐다. 6세기 

중엽 경 전북 동부지역이 신라에 편입되자 일본에서 철을 생산

하기 시작한다. 전북가야 발전을 주도한 철의 장인 집단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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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너 일본으로 갔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가야는 터

키 히타이트를 출발해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아이언로드

(Iron-Road)의 가교 및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전북가야 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아 철의 왕국 기문국과 봉수

왕국 반파국을 만날 수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다.

2018년 3월 28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호남에서 

최초로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됨으로써 100대 국정 과제에 

초대된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됐다. 그

리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도 최종 선정됐다. 2019

년 10월 1일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 제552호로 지정됐

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사적을 지정 받기 위한 전라북도와 7개 

시군의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학술조사가 요망된다. 동시에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야문화를 융성시킨 전북가야사를 올곧게 복원

하여 전북인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고취시켰으면 한다.

2019년 10월 4일 장수가야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전북가야의 

반파국과 기문국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전북가야 

역사 문화 공간이다. 전북의 7개 시군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 방

대한 가야문화유산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이제 막 홍보관으로 첫 걸음을 뗀 전북가야가 박물관과 체험

관, 테마파크로 더 성장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동시에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

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존 정비 및 활용방안도 신속히 마련됐으

면 한다. 그리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가야사 국정 

과제의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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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백제 부활을 위한 바람과 미래전략

우리들이 경주와 전주를 설명할 때마다 천년 고도라는 꾸미

는 말이 꼭 따라 붙는다. 신라의 경주는 천 년 동안 한 왕조의 

수도였다면, 전주는 천 년 전 후백제의 도읍이었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인다. 900년 견훤왕은 무진주에서 완산주로 도읍지를 옮

긴 뒤 나라의 이름을 후백제로 세상에 널리 알리고 백제의 계승

과 신라의 타도를 선언했다. 936년 고려에 멸망될 때까지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였다. 비록 45년의 짧은 역사였지만 전주 동고산

성, 장수 침령산성과 대적골 제철유적, 광양 마로산성 등 후백제

의 문화유산은 참으로 역동적이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에 유적과 유물의 속성이 

서로 상통하는 산성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모두 10여 개

소의 산성은 옥수수 낱알모양처럼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

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줄을 띄워 줄 쌓기와 품(品)자형, 성벽 하

단부 벽석의 들여쌓기, 장대석으로 성벽 뒤채움을 하였다는 점

에서 서로 강한 공통성을 보였다. 후백제 산성들로 산경표 속에 

후백제의 외곽 방어체계가 구축됐음을 알 수 있다.

산경표에 등장하는 산줄기를 천연의 자연 방어선으로 삼고 대

부분 전주로 향하는 옛길이 통과하는 길목에 산성들이 위치해 

있다. 아마도 전북 동부지역 대규모 철산지와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를 방비하기 위해 후백제 때 대부분 증개축됐다. 장수 침령

산성·합미산성 집수시설에서 초기청자 등 후백제 유물이 많이 출

토되어, 후백제 고고학이 유적과 유물로 토대를 마련하는데 상

당한 기여를 했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에 철통 같은 외곽 방어체

계를 구축했던 후백제가 홀연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후백제

가 가장 번창할 때 나라가 망해 한 줄의 역사 기록이 없고 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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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문화유산도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 다

른 후백제의 역사 기록인 유적과 유물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

에 우리들의 역사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가끔씩 후백제를 회

상할 때마다 융성한자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가르침과 교훈을 

떠 올리게 한다.

일제 강점기 때 편찬된 전주부사에 실린 견훤왕 성터를 중

심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후백제 도성을 복원했다. 후

백제 도성은 그 평면 형태가 반월형으로 기린봉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려 인봉리 마당재를 지나 솔대백이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서낭당이와 반대산을 거쳐 기린대로 동쪽까지 이어졌다. 

기린봉에서 서북쪽으로 반달모양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를 도성

의 성벽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기린봉 서남쪽으로는 승암산을 지나 전주천을 건

넌 뒤 전주 남고산성을 휘감았다. 그리고 도성의 서쪽 성벽은 반

대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줄기로 전주고교와 관선교를 지

나 다시 오목대를 거쳐 한벽당 부근 전주천까지 이어졌다. 전주

천이 오목대 아래로 흘러 용산평과 숲정이 사이로 통과하면서 

백두대간 산줄기 위풍당당한 모

습으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

하던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무

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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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의 서쪽 해자 역할을 담당했다. 후백제 도성은 개성 송악산 

남쪽에 위치한 고려의 도성과 상통하는 반달모양의 평산성(平山

城)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고 후백제 왕궁 터

를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로 새롭게 해석했다. 기

린봉에서 흘러내린 산줄기가 왕궁을 휘감았는데, 왕성은 그 평

면 형태가 동쪽이 길고 서쪽이 짧은 사다리 모양이다. 왕성은 대

체로 기린봉에서 흘러내린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서쪽 평

지 구간만 성벽을 쌓았다. 현재 서쪽 성벽의 존재여부와 그 축조 

기법을 밝히기 위한 발굴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근에서 

진행 중이다.

후백제는 기린봉을 중심으로 서쪽에 양택풍수와 동쪽에 음택

풍수를 토대로 도읍풍수를 완성했다.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는 풍수지리에서 혈처로 왕궁은 그 방향이 저절로 서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백제 왕궁은 당시 풍미한 풍수지

리설과 널리 유행한 미륵신앙이 모두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전

주시 덕진구 우아동 무릉마을 일원에 미완성의 후백제 왕릉과 

제사를 모시던 원찰(願刹), 대규모 분묘유적이 들어섰다.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는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전주 동고

산성설 등 후백제 왕궁 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반

월형의 후백제 도성 내에 해당된다. 그리고 문헌의 좌동향서(坐

東向西)와 이야기로 전해지는 모든 내용을 충족시켰다. 후백제 

견훤왕은 평상시 인봉리 왕궁에서 머물다가 유사시 전주 남고산

성·동고산성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치 평지성과 산

성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의 도성체제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갑작스런 후백제 멸망으로 왕궁 터에 인봉지가 조성됨

으로써 왕궁이 수장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후백제 왕궁 

터는 왕궁에서 방죽으로 다시 공설운동장과 주택단지로 그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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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뀌었다. 전주 동고산성·남고산성 등 후백제가 남겨놓은 문

화유산은 후백제의 역사책과 같은 것이다. 2018년 후백제 문화

유적 정밀 지표조사와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근 시

굴조사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이 추진됐으면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후백제 멸망의 비통한 마음을 피

력했다.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의 큰 비극 중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삼국의 책을 다 모아 놓은 전주의 서고가 불타버린 것을 하나로 

꼽았다. 당연히 승자가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후백제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문헌이 거의 없다. 그리하여 혹자는 후백제사

를 제2의 가야사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후백제처럼 문헌이 없었

던 가야사는 가야 사람들이 남겨 놓은 유적과 유물로 거의 복원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두대간 속 잊혀진 신비의 봉수왕국 전북가야를 선도한 운

봉고원 기문국과 반파국도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2018년 3월 

28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

됐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도 최종 선정됐다. 2019

년 10월 1일 9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

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 제552호로 지정됐다. 향후 후백제사를 

복원하기 위해 최소한 추진됐으면 하는 몇 가지의 바람들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이후 도읍의 필수 조건은 왕궁과 왕릉이다. 후백제

의 도읍지 전주에는 왕릉 혹은 미완성의 왕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견훤은 등창이 매우 심해 황산의 한 절에서 죽었고,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충청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견훤왕릉(甄萱王陵)이 있다. 흔히 왕릉은 왕의 사후 지하궁전으

로 이해하고 왕이 왕위에 오른 뒤 짓기 시작한 수릉(壽陵)이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39년 동안 시황제가 사후의 세계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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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

련로 발굴 후 모습으로 용해로

와 단야시설, 주조시설, 용범요, 

채석장, 숯가마가 조사됐다.(전

주문화유산연구원)

만든 진시황릉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무릉마을이 있는데, 무릉(武陵)은 후

백제 왕릉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무릉마을 아중산장 부

근에 그 평면 형태가 원형을 띠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외형이 

거의 왕릉과 흡사하다. 그렇다면 후백제 때 기린봉을 중심으로 

동쪽 무릉마을에 왕릉과 서쪽 인봉리에 왕궁이 자리하고 있었

을 개연성이 크다. 아직은 지표조사의 성과를 근거로 후백제 왕

릉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최

소한의 물리탐사와 시굴조사가 추진됐으면 한다.

한 왕조의 상징은 사당이다. 종묘와 종묘제례, 종묘제례악이 

조선 왕조를 늘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한다. 후백제 피난성으로 

밝혀진 전주 동고산성에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후백제 사당

을 건립했으면 한다.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에 왕

실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까지 갖추고 있어 한양의 축소판으로 

평가받는다. 후백제 역사관 건립과 후백제의 부활을 위해 후백

제 견훤대왕 숭모대제를 거행하고 있는 후백제선양회에 큰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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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한다.

후백제가 후삼국의 맹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견훤왕은 26살 때 무진주에서 나라를 세운 뒤 남원 

실상사에 큰 관심을 두어 조계암 편운화상 부도에 후백제 연호

인 정개가 유일하게 남아 있다. 실상사는 구산선문 최초로 문을 

연 실상산파의 본사로 흥덕왕 3년(828)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홍척(洪陟)에 의해 세워진 사찰이다. 홍척은 도의(道義)와 함께 

중국에 유학을 가서 선법을 배우고 귀국하여 실상사를 세워 선

종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에서 철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실상사에 후백제 왕

실 차원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후백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는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부터 처음 시작된 운봉고원의 

철산 개발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

골 제철유적 발굴에서 후백제 철산 개발 가능성을 유적과 유물

로 뒷받침해 주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230여 개

소의 제철유적의 설치 주체와 설치 시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

의 학술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2016년 전주동초등학교 주관으

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견

훤대왕 고향을 가다’는 주제로 

역사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전

주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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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와 오월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도 복원해야 한다. 

892년 견훤왕은 무진주에서 나라를 세운 뒤 45년 동안 오월과 

돈독한 국제 외교를 펼쳤다. 중국 절강성 항주에 도읍을 둔 오월

은 중국 청자의 본향으로 우리나라의 청자 제작 기술도 오월의 

월주요에서 전래됐다. 양국의 사신들이 반세기 동안 오갔던 사행

로를 중국 청자 기술의 전파 루트로 설정했다. 새만금을 경유하

던 바닷길, 즉 사단항로로 당시 최첨단의 청자 제작 기술이 후백

제로 전래된 것으로 보았다.

진안 도통리에서 중국식 벽돌가마와 한국식 흙가마가 서로 중

복된 상태로 조사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길이 43m의 벽돌가마

가 인위적으로 파괴된 뒤 그 내부에 똑같은 크기의 흙가마를 만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벽돌가마에서 내부 곡면의 선해무리굽

과 중국식 해무리굽 초기청자가 나왔다. 이것은 벽돌가마와 흙

가마의 설치 주체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다. 진안 

도통리에서 중국식 벽돌가마만 후백제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보

았다.

진안 도통리 벽돌가마에서 구운 초기청자가 어디로 유통됐는

지 그 흔적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식 벽돌

가마에서 오직 초기청자만을 생산하다가 급작스럽게 가마터의 

문을 닫았다. 아마도 수만 점 이상의 초기청자가 진안 도통리를 

떠났지만, 현재 진안 도통리 생산품으로 학계에 보고된 초기청

자가 한 점도 없다. 진안 도통리는 ‘초기청자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양질의 초기청자가 다량으로 쏟아져 2019년 9월 2일 국

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됐다.

다행히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후백제와 관련이 깊은 절

터와 산성에서 초기청자가 빈번하게 출토되어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후백제 핵심세력의 거점이었던 광양 마로산성·옥룡사

지를 비롯하여 장수 합미산성·침령산성, 정읍 고사부리성·천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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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익산 미륵사지·왕궁유적, 임실 진구사지·월평리산성, 남원 만

복사지·실상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후백제가 진안 도통리 1호 

벽돌가마를 운영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기 위한 발굴조사

가 요망된다.

921년 견훤왕은 동리산문 경보 스님이 30년 중국 유학 생활

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자 그를 영접하기 위해 만경강 하구 

신창진을 찾았다.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상소산 부근 신창진

은 후백제의 국제 교역항으로 추측된다. 군산도와 주산군도를 

잇는 바닷길, 즉 사단항로의 복원과 청자 전파 루트를 밝히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최근 만경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신창진터가 심하게 훼손되어 매우 안

타깝다.

후백제 불교미술의 예술성과 그 아픔, 상처를 잊어선 안 된

다. 완주 봉림사지 불상과 석탑, 석등이 후백제 불교미술의 우수

성과 다양성을 세상에 알렸다. 견훤왕이 고향 가는 길목에 완주 

봉림사지가 있다면, 후백제 사신들이 자주 오갔던 사행로가 통

과하던 백두대간 육십령 부근에 장수 개안사지가 있다. 후백제 

때 창건됐거나 융성했던 절터의 석탑이 무너지고 불상의 머리가 

없는데, 후백제 불교미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추진됐으면 한다.

완주 봉림사지 발굴에서 후백제와의 관련성이 고고학 자료로 

증명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이루어진 발굴에서 불 먹은 흙이 폭 넓게 노출되어 당시 대규모 

화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백제 때 창건된 황방산 서고사에

서도 무너진 석탑과 석등, 성벽이 발견됐고, 정읍 천곡리 사지에

서도 불 먹은 흙과 붉게 산화된 기와편이 나왔는데, 후백제 멸망

의 아픔을 전해주는 것으로 새롭게 이해했다.

2017년 후백제 문화유산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에서 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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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만복사지 처참하게 파괴된 

석탑❶과 임실 진구사지 붕괴된 

석탑❷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

구가 절실하게 요망된다.(군산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❶ ❷

과를 거두었다. 전주 동고산성과 무릉마을 사이 기린봉 동남쪽

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절터는 후백제 국립묘지 내 원찰(願刹)로 

추정된다. 원찰은 죽은 왕과 왕비의 화상이나 위패를 모셔 놓고 

극락왕생을 비는 법당 또는 사찰을 말한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의 능사, 융건릉의 용주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전주 우아동 절터

가 후백제 추정 원찰로 그 부근에 후백제 왕릉으로 짐작되는 무

릉이 있다.

2019년 전주시와 완주군 경계에 위치한 두리봉 서남쪽 기슭 

말단부에서 대규모 기와가마터가 발견됐는데, 전주시 우아동 용

계마을과 재전마을 사이 구릉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왜

망실 기와가마터 부근에서 토기가마터가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 

후백제 도읍 전주에 토기와 기와, 숯을 생산하고 공급하던 생산

유적이 왜망실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때 왜

구가 숨어든 왜망실은 후백제의 국가산업단지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발굴에서 기와가마

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주시와 완주군 경계를 이룬 고덕산 동

북쪽 기슭 하단부로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안적동 마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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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와 가마는 소성실의 폭이 넓고 좁은 것이 공존하고 연소

실과 소성실 경계에 수직에 가까운 불턱이 마련됐다. 기와는 외

면에 선문과 수지문이 조잡하게 시문되어 있는데, 유물의 속성

은 전주 동고산성과 인봉리 추정 왕궁 터에서 수습된 것과 흡사

하다.

후백제 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를 통해 천년의 긴 잠에

서 깨어난 후백제 문화유산이 발굴로 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났

으면 한다. 후백제의 또 다른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적과 유

물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앞으로 유적과 유물로 역사를 연구하

고 복원하는 고고학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요망된다. 후백

제 왕궁 터를 꼭 찾아 한옥마을과 연계시키는 장기적인 관광 전

략이 구축됐으면 한다.

강원도 철원군 북방 풍천원 비무장지대 벌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태봉의 도성은 왕궁 터를 감싼 왕성과 내성, 외성 등 3중

성의 구조다. 비록 철원에서 쓴 태봉의 역사가 14년으로 짧지만 

외성의 둘레가 12.3km로 남북으로 긴 사각형의 도성 안에 왕궁 

터가 있다.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고려 왕궁 터인 만월대가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숭위

전을 찾은 답사팀으로 후백제 도

읍 전주에도 견훤왕 위패를 모신 

사당을 세웠으면 한다.(후백제연

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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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본래 왕건이 태어난 집터로 알려진 곳이다. 조선시대부

터 처음 불리기 시작한 만월대는 왕성, 황성이 회경전 정전을 이

중으로 감쌌다.

현재 태봉 도성은 군사분계선이 도성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

르고 있지만, 200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도성의 축소 모형으로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황성 옛터로 알려진 

만월대는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

다. 강화도의 고려 왕궁 터와 삼별초의 항쟁 거점 진도 용장산성 

내 임시 왕궁 터도 그 전모가 파악됐다. 삼국시대 이후의 왕조 

중 유일무이하게 왕궁 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후백제다. 

천 년 전 전주가 후백제 도읍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마음 속 깊

이 기억했으면 한다.

후백제는 기록이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로지 역사 기록이 없을 

뿐이지 후백제 조상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많고 넉넉하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후백제가 가장 번성할 때 나라가 갑작스럽게 

멸망해 후백제의 유적과 유물에서 위풍당당함이 느껴진다. 가야

사가 가야고고학으로 거의 복원된 것처럼 고고학자들이 유적과 

유물로 후백제고고학을 시작했으면 한다. 2019년 8월 30일 창립

된 후백제학회의 발전과 활약상을 염원한다.

비록 후백제가 반세기라는 짧은 역사를 마무리했지만 전주에 

도읍지를 두어 천년 전주를 있게 한 역사의 뿌리가 됐다. 37년 

동안 후백제의 도읍으로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후백제의 국력을 전주에 쏟았다. 후백제가 남겨놓은 매장문

화재는 후백제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

다. 후백제사가 복원될 때까지 반드시 꼭 후백제를 머릿속에 새

겨 두었으면 한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자 관향인 전주는 엄연히 

후백제의 수도이자 도읍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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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바닷길로 전북혁신도

시에 전래된 철기문화가 한 세기 

뒤 전북 동부지역으로 전파되어 

야외박물관을 만들었다.(장수군)

2018년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가 1100만 명을 기록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제일

의 여행 후보지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한다. 미국 그랜드 캐년을 

뛰어넘는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다녀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

옥마을의 저력과 잠재력을 웅변해 준다. 삼국시대 이후의 왕조

들이 대부분 세계문화유산에 그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후백제

역사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도 조속히 추진됐으면 

한다. 후백제문화권 시군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전주시의 미래전략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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