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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전북연구원 전

북학연구센터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전북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한 기획주

제로 학술연구지원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군산개항전사』가 번역 부분에 선

정되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

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일제의 식민통치기에 

편찬된 지방사는 일본인이 제작하고, 그들의 관점이 투영되었다고 해서 관련 번역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군산개항전사』는 비록 일본인에 의해 서술된 군산의 모습이지만, 오

히려 군산이 얼마나 경제적·군사적으로 중요하고, 일제가 왜 이 지역에 주목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뿐만 아니라 1899년 군산 개항 

이전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이번 번역서를 시작으로 전북학연구센터는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연구기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번역·역주서를 계속 발간해 나갈 것입니다. 꼼꼼한 역주 작

업을 통해 일제의 왜곡된 역사 시각을 찾고, 전북 지역은 물론 한국의 근현대사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는 밑바탕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 과정 중에 오자

를 찾아내고 상세한 각주를 달아주신 한양대 최혜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 12. 28.

전북연구원장  김  선  기

군산개항전사
群山開港前史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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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책은 『군산개항전사(群山開港前史)』를 완역한 것이다.

  2. 일본을 지칭하는 ‘내지’, ‘아국’, ‘본방’, ‘우리나라’ 등은 모두 ‘일본’으로 표기하였다. 

 특히 ‘천황’이란 표현은 역사적인 용어로서 사용하였다.

  3. ‘이조’는 조선으로 ‘지나’는 중국으로 표기하였다.

  4. ‘메이지’, ‘다이쇼’, ‘쇼와’ 등 당시의 일본연호는 서력으로 표기하였다.

  5. 번역을 하면서 한글로 옮기기 힘든 단어들은 문장 이해를 위해 번역어를 쓰고

 [    ] 안에 원문을 넣어 표기하였다.

  6. 원문에서 한문 자료를 인용한 것은 전부 한글로 번역하였다.

  7. 원문에서 한문 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경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다.

  8.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곳에 각주를 넣었다.

  9. 원문의 내용을 원전사료와 비교하여 다른 부분은 고친 내용을 본문에 쓰고 각주에 

 표시하였다.

10. 원문에는 해제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었다.

11.  원문에는 인명이나 인물의 생몰연대가 없으나 일본식 인명표기와 함께 생몰연대를 

 넣어서 보충하였다.

12.  외래어 표기는 현행 한글어문규정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랐다. 

 단, 중국인의 인명은 저작 당시의 표기를 고려해 한자독음으로 통일하였다.

13. 수록된 사진 중에 원문에 없는 사진과 표지 사진은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이

 제공한 것이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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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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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원의 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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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윤 관사 뒷산의 축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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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역사연혁을 기술한 저서는 종래 두 세 가지가 있지만 어느 책이나 개항 이후

에 관한 것뿐이고 개항 이전에 속한 내용은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일부 단편적으로만 있

을 뿐, 계통적이고 조직적으로 기술 편찬한 것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옛일을 잘 아는 노인의 말에 의하면 군산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는다고 한다. 그

렇지만 완전한 문헌이나 구비(口碑) 가운데 근거할 만한 것이 없고 지난 일이 아득하여 

발자취를 더듬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사와무라(澤村)1부윤시대 즉 1927년 가을, 군산중학교 교원[敎諭] 다케나가 

야스오(竹中康雄)씨가 이전부터 교편을 잡는 사이에 개항 이전의 역사연혁을 연구하고 

서

1)

2)

사와무라 아라지로(澤村荒次郞, 1875.7.17-1931): 4대 부윤. 『경성명감』에 의하면 사와무라는 교토시 출신으로 1896

년 교토시 서기로 근무하다 문관보통시험에 합격하여 교토부 속이 되었다. 1910년에 조선총독부 철도서기, 조선총독

부 지방과에 근무하였고 1917년 지방과 제2과에 근무하고 1919년 2월 조선총독부 사무관에 전임되었다. 이후 1921

년 2월 12일 경성부청으로 전임하여 사무관과 이사관 등을 지내고, 1925년 1월 28일에 군산부윤이 되었다. 1931년 

4월 1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사와무라는 자치제 확립의 숨은 공로자로 평가되고 있다. 사와무라는 군산부윤을 그

만둔 뒤에 당시 야지마(矢島) 내무국 지방과장의 추천으로 내무국 촉탁이 되었다. 지방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에 몰두하였으나 지방제 실시를 앞두고 1931년 1월에 신경쇠약증이 발병하여 사망했다.

마에다 젠지(前田善次)는 1920년 강원도 道警部로 관료생활을 시작하면서 1921년부터 1923년까지 평안북도 警視

를 지낸다. 이후 제주도로 가서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제주도 경찰서의 경시와 제주도 島司를 겸직하였다. 1929년

에 군산부의 5대 부윤으로 부임하였고, 1931년 청진부의 부윤으로 가기까지 군산에서 근무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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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와무라 아라지로(澤村荒次郞, 1875.7.17-1931): 4대 부윤. 『경성명감』에 의하면 사와무라는 교토시 출신으로 1896

년 교토시 서기로 근무하다 문관보통시험에 합격하여 교토부 속이 되었다. 1910년에 조선총독부 철도서기, 조선총독

부 지방과에 근무하였고 1917년 지방과 제2과에 근무하고 1919년 2월 조선총독부 사무관에 전임되었다. 이후 1921

년 2월 12일 경성부청으로 전임하여 사무관과 이사관 등을 지내고, 1925년 1월 28일에 군산부윤이 되었다. 1931년 

4월 1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사와무라는 자치제 확립의 숨은 공로자로 평가되고 있다. 사와무라는 군산부윤을 그

만둔 뒤에 당시 야지마(矢島) 내무국 지방과장의 추천으로 내무국 촉탁이 되었다. 지방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에 몰두하였으나 지방제 실시를 앞두고 1931년 1월에 신경쇠약증이 발병하여 사망했다.

마에다 젠지(前田善次)는 1920년 강원도 道警部로 관료생활을 시작하면서 1921년부터 1923년까지 평안북도 警視

를 지낸다. 이후 제주도로 가서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제주도 경찰서의 경시와 제주도 島司를 겸직하였다. 1929년

에 군산부의 5대 부윤으로 부임하였고, 1931년 청진부의 부윤으로 가기까지 군산에서 근무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 참조)

조사하였다.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 드디어 원고를 탈고하여 군산부에 제공하였다. 사

와무라 부윤은 뜨겁게 다케나가씨의 호의를 감사하고 인쇄하여 일반 유지에게 나누어

주고 군산의 보물이 되는 책으로 길이 후세에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후 후임 마에다(前田)2부윤을 거쳐 내가 그 계획을 계승하고 책을 출판하여 일반

에게 배포하였다. 이것은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 나는 사와무라, 마에다 두 전 부윤에

게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이 책은 군산의 먼 옛날을 알고 또한 장래의 발전

을 더듬는데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1935년 2월   

군산부윤 사토 노리시게(佐藤德重)3

3) 사토 노리시게는 1884년 오이타(大分)현에서 태어났다. 1910년 조선으로 건너와서 이듬해 4월 조선총독부 군서기에 

임명되었다. 이후 도서기, 평안남도 재무부에 근무하였다. 1919년 퇴직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사원이 되었다. 

1921년 3월 퇴사하여 조선총독부 道屬에 임명되어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면서 10월에 세무과장이 되었다. 1923년에

는 평안남도 평양부 내무과장, 1926년 대구부 내무과장을 지냈다. 1929년 8월 군수에 임명되어 경상남도 통영군에 

근무하고 1931년 4월에 군산부윤에 임명되었다. 재단법인 군산교육회 회장, 군산어업조합 조합장, 군산체육협회 회

장을 지냈다.(조선신문사편, 1922, 『조선인사흥신록』, 196쪽: 阿部薰편, 1935, 『조선공로자명감』, 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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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군산에 온 지 올해로 이미 10년이 넘었다. 군산, 아니 조선에 온 것은 그 이전까

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고 하나의 기이한 인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도 좋다. 거

기에다 잠시 다녀간다고 생각했던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군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착마저 느끼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군산의 개항은 내가 태어난 해와 같은데다, 내하항(內河港)으로서의 

군산이 내가 공부한 그리운 강남의 땅 상하이(上海)와 비슷한 것이 있어서, 한층 나그

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공원의 산에 올라 장대한 

경치를 바라보고, 탁류 도도한 금강의 흐름을 내려다보면, 제2의 고향인 상하이를 회

상하기에 충분하였다. 하물며 학창을 나온 뒤 최초로 나를 키워준 곳도 군산이라는 것

을 생각해보면, 한층 더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도 엷어지고 애착심이 가슴에 착착 다

가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군산도 10년 간 크게 변화했다. 장래 오히려 대단히 많은 변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의 발전이 얼마나 눈부실 만한 것인가는 옛일을 잘 아는 노인들로부터 개항 당시

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도 없이, 장차 가져올 숫자 통계를 더듬을 것도 없이 10년 사이

에 이루어진 세상의 변천으로부터 고찰해도 동일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항 후의 군산에 대해서는 많은 인사들이 열심히 조사한 덕분에 거의 완벽

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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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 대군산을 만들어준 군산의 역사는 전

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갈대와 물억새 속에 묻혀, 다만 예로부터 말

로 전해 내려와 남겨져 있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날 

천강(泉岡)의 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변변치 못한 재주를 돌아보지 않고 분명

하게 앞 사람이 가지 않은 경지인 군산의 연혁에 대해 연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아

무튼 전문 외의 연구이고, 교편의 여가를 틈탄 것이므로 혹은 너무나 마음대로 처리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일본이 사랑

하는 향토 대군산의 탄생을 이 소책자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축하할 수 있다면 내가 

바라던 이상의 기쁨이다. 

1935년 1월

                                                 다케나가 야스오(竹中康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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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한마디 말하고 싶다. 나는 처음 천강고지(泉岡高地)의 

축성 연구가 유일한 목적이었지만 점차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추천도 있었던 

군산안내기를 쓸 생각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소책자 정도로 검토했던 것이지만, 점점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최초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드디어 군산개항전사가 되었다.

2. 그러나 군산개항전사로 주제를 정하는 데는 무엇인가 마음에 주저하는 것이 있었

다. 왜냐하면 군산은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헌 및 고

기록이 부족하여 연구상의 재료가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연구도 완전히 암중모색이라는 상태로 계속하게 되었다. 더욱이 월 1, 2회 경

성에 출장을 가서 겨우 문헌을 펴고 읽은데 불과한 것이었고, 두 세 자료를 얻는 것도 

매우 곤란을 느꼈다.

3. 이 책에 기재하는 부분에서 혹은 오류가 있고 혹은 너무 마음대로 처리한 점이 있

겠지만, 이 점은 또 장래 연구를 기다려 개정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여

러분의 가르침을 바라며 앞으로 완벽을 기해 나가려고 한다.

예언(例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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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책을 집필하면서 고 사와무라(澤村) 부윤, 후지이(藤井) 현 대전중학교장, 오

노(大野) 전 서무주임, 기타 여러분에게 직접 간접의 가르침과 원조를 받았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주신 사토(佐藤) 부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1935년 1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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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총도(八道總圖)>(『동국여지승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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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부근의 고적지도

     <비고> 이 그림은 군산부근의 고적 및 금강 물길의 변천을 표시한 것이다. 거기에 금강 삼각주

에서 지형의 변천도 첨가해두었다. 즉 이 지방은 고대 각자 독립한 여러 섬이었는데, 일부 지각의 

융기 작용으로 점차 접속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최근 제방 기타의 인공적 작용에 의해 지금은 거의 

그 형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변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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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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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의 군산 각국거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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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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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쌀의 군산’이란 마치 군산을 표현하는 명제이기도 하고 표어이기도 한 것처럼, 

최근 각 방면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말이지만 이 말만큼 군산인이 향토에 대해 가진 최

대의 자랑을 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말로 나타낸 것은 없다. 왜냐하면 군산은 쌀로 대

표되고 쌀을 떠나 군산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군산은 참으로 쌀로 육성되어 오

늘의 훌륭함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쌀의 군산’이란 어느 때부터 부르는 호

칭일까. 나는 그 유래에 대해서 대강 고찰해보고 싶다.

혹자는 이 호칭의 유래를 1913년 3월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4총

독이 군산에 온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4)

5)

야마구치(山口)현 출신. 프랑스 유학 후 육군사관학교장에 취임하고 청일전쟁 때에는 병참의 최고책임자인 운수통신장

관을 지내고, 교육총감(1898), 참모차장(1900)을 지냈다. 육상이 되어 러일전쟁에 공을 세우고 한국통감과 초대 조선총

독을 겸직하였다. 1916년 조선총독을 사임하고 내각총리대신이 되었으나 쌀 소동이 일어난 1918년에 사임하였다.

전국시대의 제 104대 천황. 재위기간은 1500-1526년. 그의 치세는 아시카가 쇼군 시대의 왕실 권위가 최저점을 기록

하였다. 선황의 재위 때부터 난이 일어나 전국이 피폐되어 왕실재정이 궁핍하게 되었다. 재정의 궁핍은 고카시와바라 

천황이 즉위할 때에 더욱 악화되었다. 즉위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즉위식은 거행되지 않았다. 1521년 즉위 후 22년

이 지나서야 겨우 즉위식을 올렸다. 

서언  쌀의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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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과연 ‘쌀의 군산’이란 호칭이 생긴 것은 총독이 군산에 온 데서 우연히 확립

된 것인가 하는 점은 일단 지당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쌀로 인해 오늘의 훌륭함을 갖

추게 된 군산이 최근에 ‘쌀의 군산’이 된 것은 아니다.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것은 옛날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의미에서 ‘쌀의 군산’

이란 역사적으로 의식되고 있었던 것이 최근 어느 우연성을 가지고 표어화 된 것이고, 

이미 일찍부터 일반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온당한 해석이라고 믿는다.

생각해 보면 군산이 ‘쌀의 군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멀리 조선 중종(일본 고카시

와바라[後柏原, 1464-1526]천황5시대로 지금부터 약4백 년 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일은 군산의 역사를 자세하게 말할 예정이지만 아무튼 당시의 옥구(沃溝)현 일원의 

쌀은 육로를 통해, 혹은 수로를 통해, 군산창6(혹은 聖成倉)에 반입되어 경사(京師)까

지 배로 운송[回漕]되었다. 내려가 효종 3년(1652, 황기 2312년)에 대동공미법(大同貢

6)

7)

조선시대 조창(漕倉)의 하나이다. 조창은 국가가 징수한 곡물을 모아 보관하고 이를 다시 경창(京倉)으로 운반하기 위

해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했던 창고이다. 조창의 기능은 세곡의 수납ㆍ보관ㆍ운송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에 

설치한 조창은 9개소로, 그중 4개소가 해안에, 5개소가 강변에 위치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당초 덕성창과 영산창에

서 인근 각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여 조운했으며, 세조 때에는 영광에 법성창을 더 설치했다. 그리고 용안에 있는 덕성

창을 함열의 피포로 옮겼는데, 이는 토사가 퇴적되어 물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포 역시 포구로 적합하지 않

아 1478년 다시 용안으로 옮기고 이름을 득성창이라 했다. 17세기 중엽 함열에 성당창을 설치했다. 이들 9개의 조창

은 무난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전라도에는 자주 침몰사고가 일어나 16세기 초 나주의 영산창이 폐쇄되고, 득성창에 

대신하여 옥구에 군산창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영산창은 수세구역이 법성창 관할로, 법성창의 수세구역 일부는 군

산창의 관할로 변경되었다. 군산창은 군산시 경암동에 있었다. 1512년(중종 7) 영산창을 혁파하면서 용안의 덕성창

을 옮겨 설치했다. 덕성창 소관지역과 법성포창 소관 일부지역의 세곡저장과 수송을 맡았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숙종 34)에 완성되었다. 조선 정부의 재

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

에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군포부담 등이 겹쳐서 농민

층의 유망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의 부담이 늘면

서 징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법

은 1608년 우선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1623년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에는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대동법 아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家

戶)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 당 쌀 12두(斗)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나 쌀의 생산이 부족한 고을을 위해 포(布)나 전(錢)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선혜청(宣惠廳)이 신설되었다. 대동법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었다.(최완기, 1990, 「대동법실시의 영향」, 『국사관논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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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전라도 지역에 대동법을 시행하고 난 후 호남에서 올라오는 대동세의 출납 의무를 맡아 보던 선혜청의 부속 관청. 전

라도는 삼남 중에서도 토지결수가 가장 많고 충청도와 함께 연해 조창을 통해 세곡을 수송하는 조운 체계가 정비되어 

중앙정부의 세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현물 공납을 토지세로 전환시킨 대동법을 시행할 때에도 정부 관료들 사

이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도민들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전라도는 1658년(효종 9) 호남 연해읍

에 대동법을 먼저 시행하다가, 1662년(현종 3) 가을에 이르러 내륙 산읍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대동세의 출납을 관장

하는 호남청도 1658년에 처음 설치하였고, 1662년에 증설하였다. 

조선후기에 각 지방관청에서 백성의 잡역과 관아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米法)7이 시행되기에 이르러 종래의 군산창은 호남청8의 관할 아래 대동고(大同庫)9로 

변혁되어 군산이 개항된 해까지 시행된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은 쌀과 군산 관계의 개략이지만 요컨대 쌀과 군산이란 먼 옛날부

터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일본인 이주 후의 노력으로 비로소 ‘쌀의 군산’이 

된 것이 아니다. 한편 그 호칭이 최근에 잠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은 이러

한 사정에서도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개항 후 일본인의 이주가 점차 증

가하면서 선각자의 헌신적 노력으로 쌀의 군산의 진가는 점점 드러나게 되었다. 드디

군산항 부두의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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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늘과 같이 알려진 내용과 실제 내용이 똑같게 위대한 발전의 자취를 보이고 있다. 

요즘 일본에 이출되는 수량은 충분히 2백 만석을 돌파하는 성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요컨대 군산의 쌀인지 쌀의 군산인지, 쌀에서 태어나 쌀로 생장한 군산이 장래 어느 

지점까지 발전해 갈 것인가, 나는 크게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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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강 하구 길의 변천

3. 금강과 일본과의 관계

4. 금강과 왜구

5. 군산 개항의 동기

群
山
開
港
前
史



30 群山開港前史

원래 금강은 옛날부터 웅진강(熊津江) 또는 진강(鎭江)이라 불려 그 근원을 전라북

도의 동쪽인 장수군(長水郡) 장수면(長水面)의 산지에서 발원하여(『증보문헌비고』), 

최초 서쪽을 향하고, 다음 북행하여 충청북도로 나가고 북에서 오는 보청천(報靑川)10

과 만나 충청남도에 들어가 갑천(甲川), 미호천(美湖川), 논산천(論山川) 등을 아울러 

1. 금강의 경제적 가치

10)

11)

원문은 보오천(報吾川)으로 되어 있으나 금강 지류인 보청천(報靑川)의 오자이다.

1905년 호남선 부설이 본격화된다. 전라북도에서는 호남선 노선을 놓고 대농장주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진다. 동산

농장 소유주 이와사키(岩崎)는 김제에서 삼례 통과를, 군산의 대농장주 오쿠라(大倉)는 지경(대야)통과를 고집하였

다. 결국 양자가 주장하는 중간 지점인 솜리(益山)을 연결 지점으로 결정하였고, 호남선은 1910년 1월 1일 착공되어 

1914년 1월 22일 개통된다. 군산에서 출발하여 개정, 지경, 임피, 오산, 익산에 이르는 군산선(23.1㎞)도 군산, 옥구 

지역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미야자키(宮崎) 농장을 비롯해 옥구군 개정면의 구마모토(熊本) 농장, 발산의 시마타니

(島谷) 농장, 임피ㆍ서수의 가와사키(川崎) 농장 등 대단위 일본인 농장 7개소를 꿰뚫고 1912년 3월 6일 완공된다. 

일제는 호남선 지선으로 개통된 군산선으로 이 지역 쌀의 반출량이 수십, 수백 배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인구 증가와 

역세권 확장, 철도를 통한 일본 자본과 물자의 조선 내륙 시장 잠식, 여객과 화물 수송 확대로 인한 강경시장과 조선 

객주들의 몰락, 쌀 수탈과 만주 침략의 전진 기지 병행 등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제1장
군산의 중요한 배경인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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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쌀과 어선의 상황

군산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길 백이리나 되는 조선 6대 강의 하나이다.

유역을 이루는 금강평야는 차령, 노령 양 산맥의 골짜기를 이루는 조선 제일의 대평야

였다. 그 사이 청주, 대전, 공주, 강경, 군산 등의 도읍을 모아 한반도의 보고를 여기에서 

포장한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물며 군산은 1899년 이전은 바닷가에 가까운 

가난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개항 이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호남철로의 개통11부터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드디어 옛날부터 줄곧 3대 시장의 하나로서 전북, 충북의 물자

를 집산하여 삼남지방 첫 번째 국내 상업의 패자였던 강경(江景)의 번영을 빼앗았다. 호

남지방 최대의 도회가 된 것에 견주어도 군산이 금강을 따라 수륙 교통의 요충이었다는 

것이 그 중대한 원인이었고, 금강에 힘입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

이기 때문이다.

원래 하천과 인문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이 있다. 중국 문명이 황하(黃河) 강 

근처에 꽃피고, 이집트 나일(Nile) 강 유역에 위대한 문화의 자취를 남겼다. 갠지스

(Ganges) 강이 인도불교의 연총(淵叢: 여러 사람이나 물건이 모여드는 곳을 비유적으

로 이른 말)을 이루고 티그리스(Tigris) 유프라테스(Euphrates) 양 강가에서 오늘날 서

양문명의 싹이 튼 것에 생각이 미치더라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금강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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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산항은 1899년 5월 개항하였다. 이곳은 개항 이전 조운의 중심지로서 군산창을 중심으로 한 부근 7개 읍의 미곡집산

지였다. 그리고 군산포영을 중심으로 한 군사ㆍ통신 기지였으며 조선 3대 시장의 하나였던 강경과 연결된 하항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한국 정부가 군산항 개항을 서두르게 된 것은 군산 앞 바다의 밀어획선 감시와, 강경시장과 교역

을 하고 있었던 밀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제는 자국에서의 쌀 수요 증대로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

을 반출하기 위해 개항을 요구하였다. 개항 후의 수출품은 다른 개항장에서 볼 수 없었던 미곡이 약 90%를 차지하였다. 

군산항의 수출입액의 약 90% 이상이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이었다. 이는 수출 무역이라기보다는 일제가 호남의 질 좋은 

쌀을 수탈해간 것이며 군산항은 일제가 호남지방의 미곡을 수탈해가기 위한 적출항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문화사상에 중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옛날의 한 가난한 마을이었던 군산

이 개항된 지 불과 35년이 되지 않아 오늘의 융성을 가져온 것도 분명히 군산이 천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니 결코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처럼 금강의 경제적 중심이 강경으로부터 군산에 옮겨졌다는 것만으로 내하항(內

河港: 내륙 하천의 항구)으로서의 군산의 가치를 다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시 언급

하기로 하고, 나는 먼저 금강의 경제적 가치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즉 금강

은 전북, 충남에 걸쳐 기름진 들판이 천리를 관통하여 흐르고, 관개(灌漑)와 배편이 닿

지 않는 곳이 없다. 작은 배는 하구에서 30리 까지 통하고 군산, 강경 간 9리 사이는 수

심 3심 내지 4심으로 강의 폭이 7백칸 좁아도 4백칸이 있다. 작은 기선이 서로 왕래할 

뿐 아니라, 군산항만으로도 6천 톤 내외의 기선을 정박한 기록도 있다. 항구를 축조하

여 완성된 지금 2, 3천 톤급은 물론 4천 4, 5백 톤까지도 충분히 강을 거슬러 머물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금강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살필 수 있다. 동시에 군산의 

오늘이 있게 한 중대한 실마리라는 것도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금강의 경제적 가치는 배편이 매우 많은 데에 힘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조석 간만의 차가 최대 26자(尺) 내외에 미치고 특

히 썰물 시에는 조류가 급격하여 정박한 작은 배가 가끔 닻이 뽑힐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점 중의 결점이라 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전문가가 

조류를 이용해서 수력전기의 동력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있으므로 만약 

그럴 시기가 도래한다면 장래 한층 금강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군산

항12이 축항공사가 완성되어 조선은 물론 동양에서도 훌륭한 내하항이 된 것은 실은 이

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금강의 경제적 가치를 아는 재료로서 참고하기 위해 금강유역의 조사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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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금강유역 조사

지맥천수(支脈川數) 유역(流域)면적 간천(幹川) 지파천(支派川) 본천(本川) 지맥천

유역 연장  뱃길의 연장    

10 641방리 102리     63리 33리 -

합  165리 합 33리

2. 금강 하구 길의 변천

금강하류의 삼각주를 지리적으로 관찰할 때, 실로 흥미진진한 문제에 봉착한다. 그

것은 공원의 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렇지만, 군산 즉 이 옥구부근은 옛날 하

나의 섬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공원산맥과 강 건너편 언덕의 서천(舒川)

은 옛날에 이어진 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과연 이런 추리가 맞는다면 

다음 문제는 금강이 어떻게 바다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는가. 바꾸어 말하면 금강 하구

의 길은 어떠한 변천의 자취를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금강은 문헌에

서도 서쪽 서천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그 물길은 현재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강의 물길 변천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도 없지만, 나는 조선의 사람들 사이

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을 토대로 나의 고증을 더하여 추론을 진행시켜 보고 싶다.

옛날 노인의 말을 종합하면 금강은 원래 만경강(萬頃江)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군

산부근에서는 공원산맥과 건너편 언덕의 땅은 이어져 있었고, 금강은 오늘과 같이 군

산에서 바다로 흘러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된다.

이 전설의 진위는 잠시 두고 나는 먼저 이 문제를 풀기위해 금강은 어떠한 물길을 따

라 만경에 흘러갔는가를 지리적으로 검토하여, 앞의 제언(提言)을 다루어 볼 예정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단 문헌에 나타난 금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헌비고』 「산천고」 금강조(錦江條)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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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江源出長水之水分峙, 西流至龍巖左過長水南川爲松灘北流至呑田左過鎭安之南

川爲伊浦右過安城之九淵洞川, 經銘峙左過照林川程子川又西流爲達溪至龍潭縣之

東左過朱子川右過顔子川經富利古縣東折而至茂朱之西爲召爾津右過赤川經漆巖

之阻北洄爲廣石江至虎溪之阨左過濟源川爲虎灘右過陽南川, 東流爲高唐江右過永

同之東川, 松川爲深川津西流爲赤登津右過龍川北爲車灘化仁之津西至于沃川之北

左過西華川北流經周岸鄕爲末訖灘右過沙灘, 西流爲荊角黔丹新灘之津左過甲川爲

德津西北流至龍塘北與東津江會爲羅里津左過豆磨之川, 爲互灘經孝浦至雙樹之陰

爲箭灘右過日新川, 西南流爲熊13津右過銅川左過利仁川爲半灘石灘經皐蘭之陰右

過大王之浦, 金剛之川東南流爲白馬江經浮山右過銀山之川九良之浦, 經場巖爲古

多津至石城縣南左過水湯川至佛巖爲浪清津右過市浦川經江景至黃山左過篤子川, 

西折爲菁浦又西流經聖倉右過林川之南川左過良橋川爲南塘津, 右過上之浦爲西鎭

浦, 右過吉山川, 爲茅浦左過沃溝前川爲龍塘津, 西至舒川浦入于海.

금강(錦江)

근원은 장수(長水)의 수분치(水分峙)〔장수(長水)의 산천편(山川編)에는 수분현천(水分

峴川)은 있으나, 치(峙)는 없다.〕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용암(龍巖)에 이르러 왼쪽으

로 장수(長水)의 남천(南川)을 지나 송탄(松灘)이 되며, 북쪽으로 흘러 탄전(呑田)에 이

르러 왼쪽으로 진안(鎭安)의 남천(南山)을 지나서 이포(伊浦)가 되고, 오른쪽으로 안성

(安城)의 구연동천(九淵洞川)〔안성(安城)과 구연동천(九淵洞川)은 모두 있는 곳이 미

상(未詳)이다.〕을 지나 명치(銘峙)를 경유하여 왼쪽으로 조림천(照林川)ㆍ정자천(程

子川)을 지난다. 또 서쪽으로 흘러 달계(達溪)가 되고, 용담현(龍潭縣)의 동쪽에 이르

러 왼쪽으로 주자천(朱子川)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안자천(顔子川)을 지나 부리 고현

(富利古縣)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꺾여서 무주(茂朱)의 서쪽에 이르러 소이진(召爾津)

이 되며, 오른쪽으로 적천(赤川)을 지나 칠암(漆巖)과 험조처[阻]를 경유하여 북쪽으

로 굽이쳐서 광석강(廣石江)이 되고, 호계(虎溪)의 좁은 길목[阨]에 이르러 왼쪽으로 

제원천(濟源川)을 지나 호탄(虎灘)이 되고, 오른편으로 양남천(陽南川)〔근원은 천마산

13) 원문에는 態로 되어 있으나 熊의 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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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磨山)에서 나온다.〕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고당강(高唐江)이 되고, 오른쪽으로 영동

(永同)의 동천(東川)〔근원은 천마산(天磨山)에서 나온다.〕ㆍ송천(松川)을 지나 심천진

(深川津)이 되며, 서쪽으로 흘러 적등진(赤登津)이 되고, 오른쪽으로 용천(龍川)을 지

나 북쪽으로 차탄(車灘)ㆍ화인(化仁)의 나루[津]가 되며, 서쪽으로 옥천(沃川)의 북쪽

에 이르러 왼쪽으로 서화천(西華川)을 지나고, 북쪽으로 흘러 주안향(周岸鄕)을 경유

하여 말흘탄(末訖灘)이 되고, 오른쪽으로 사탄(沙灘)〔근원은 회인(懷仁)의 피반산(皮

盤山)과 구룡산(九龍山)에서 나온다.〕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형각(荊角)ㆍ검단(黔丹)

ㆍ신탄(新灘)의 나루[津]가 되고, 왼쪽으로 갑천(甲川)을 지나 덕진(德津)이 되고, 서북

쪽으로 흘러 용당(龍塘)에 이르러 북쪽으로 동진강(東津江)과 함께 모이어 나리진(羅

里津)이 된다. 왼쪽으로 두마천(豆磨川)〔진잠(鎭岑)의 산천편(山川編)과 아랫 면(面)에

는 모두 두마천(豆磨川)이라고 하였다.〕을 지나 와탄(瓦灘)이 되고, 효포(孝浦)를 경유

하여 쌍수(雙樹)의 응달에 이르러 전탄(箭灘)이 되며, 오른쪽으로 일신천(日新川)〔근

원은 공주(公州)의 쌍령(雙嶺)에서 나온다.〕을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웅진(熊津)이 되

고, 오른쪽으로 동천(銅川)을 지나고, 왼쪽으로 이인천(利仁川)을 지나 반탄(半灘)ㆍ석

탄(石灘)이 된다. 고란(皐蘭)의 응달을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대왕포(大王浦)〔근원은 

부여(扶餘)의 오산(烏山)에서 나온다.〕ㆍ금강천(金剛川)을 지나 동남쪽으로 흘러 백

마강(白馬江)이 되고, 부산(浮山)을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은산천(銀山川)과 구량포(九

良浦)〔임천(林川)의 산천편(山川編)에는 구랑포(九郞浦)라고 하였다.〕를 지나 장암(場

巖)을 경유하여 고다진(古多津)이 되고, 석성현(石城縣)의 남쪽에 이르러 왼쪽으로 수

탕천(水湯川)을 지나 불암(佛巖)에 이르러 낭청진(浪淸津)이 된다. 오른쪽으로 시포천

(市浦川)을 지나 강경(江景)을 경유하여 황산(黃山)에 이르러 왼쪽으로 독자천(篤子

川)〔근원은 여산(礪山)의 호산(壺山)에서 나온다.〕을 지나 서쪽으로 꺾이어 청포(菁浦)

가 된다. 또 서쪽으로 흘러 성창(聖倉)을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임천(林川)의 남천(南

川)을 지나고, 왼쪽으로 양교천(良橋川)을 지나 남당진(南塘津)〔임천(林川)의 산천편(山

川編)에서는 남당진(南堂津)이라고 하였다.〕이 되며, 오른쪽으로 상지포(上之浦)를 지

나 서진포(西鎭浦)〔한산(韓山)ㆍ임피(臨陂) 두 고을의 산천편(山川編)에서는 모두 진포

(鎭浦)라고 하였다.〕가 되고, 오른쪽으로 길산천(吉山川)〔근원은 서천(舒川)의 저치(猪

峙)에서 나온다.〕을 지나 모포(茅浦)가 되며, 왼쪽으로 옥구(沃溝)의 전천(前川)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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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진(龍塘津)〔옥구(沃溝)의 산천편(山川編)에서는 용당진(龍塘津)이라고 하였고, 서

천(舒川)의 산천편에는 용당진(龍堂津)이라고 하였다.〕이 되고, 서쪽으로 서천포에 이

르러 바다에 들어간다.14

앞에서 서술한 것은 금강 물길의 개설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이것을 그 유역의 도읍

에서 금강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鎭川 錦江西流入達川

진천, 금강이 서쪽으로 흘러 달천에 들어간다.

茂朱 錦江邑稱召爾津. 在十四里, 自龍潭經府境西入永同界 

무주, 금강은 고을에서 소이진이라 일컫는다. 14리에 있다. 용담에서 부(府)의 경계

를 거쳐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영동의 경계이다.

錦山 錦江輿地勝覽作召爾津在東南四十里, 自龍潭經郡境東北入沃川

금산, 금강은 『여지승람』에는 소이진이라고 하였다. 동남쪽 40리에 있다. 용담에서 

군(郡)의 지경을 거쳐서 동북쪽으로 옥천에 들어간다.

永同 錦江邑稱高塘江而上高唐江, 在西二十五里, 自錦山經縣境入沃川

영동, 금강은 고을에서 고당강(高塘江)이라 일컫는데, 상편에서는 고당강(高唐江)이라  

하였다. 서쪽 25리에 있다. 금산으로부터 현(縣)의 경계를 경유하여 옥천으로 들어간다.

沃川 錦江在南五十二里, 自錦山經郡境入懷仁

옥천, 금강은 남쪽 52리에 있다. 금산으로부터 군의 경계를 거쳐서 회인으로 들어간다.

懷仁 錦江在南十九里, 自沃川經縣境入文義

회인, 금강은 남쪽 19리에 있다. 옥천으로부터 현의 경계를 경유하여 문의로 들어간다.

文義 錦江在南二十里, 自沃川懷仁經縣境入公州

문의, 금강은 남쪽 20리에 있다. 옥천ㆍ회인으로부터 현의 경계를 경유하여 공주에 들어간다. 

淸州 錦江在南七十里, 周岸古縣

청주, 금강은 남쪽 70리 주안 고현에 있다. 

14) 세종기념사업회, 1995, 『국역증보문헌비고』 제20권 여지고 8 산천 2,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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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원문에는 누락되었으나 『증보문헌비고』 제21권 여지고9 산천3 충청도에는 錦江이 있다.

원문에는 용안(龍安)으로 되어 있으나 『증보문헌비고』 제22권 여지고10 산천4 전라도에는 함열(咸悅)로 되어 있다.

원문에는 及浦이나  『증보문헌비고』 제22권 여지고 10 산천4 전라도에는 피포(皮浦)로 되어 있다.

懷德 錦江在北三十里, 自懷仁經縣境入公州

회덕, 금강은 북쪽 30리에 있다. 회인으로부터 현의 경계를 경유하여 공주로 들어간다.

公州 錦江在北一里, 自燕岐經州境入定山

공주, 금강은 북쪽 1리에 있다. 연기로부터 주(州)의 경계를 경유하여 정산으로 들어간다.

石城 錦江在西十里, 自扶餘經縣境入恩津

석성, 금강은 서쪽 10리에 있다. 부여로부터 현의 경계를 경유하여 은진으로 들어간다.

恩津 錦江在西二十六里, 自石城經縣境入礪山

은진, 금강은 서쪽 26리에 있다. 석성으로부터 현의 경계를 경유하여 여산으로 들어간다.

礪山 錦江俗稱羅巖浦在西二十里, 自恩津經府入境入龍安

여산, 금강은 속칭 나암포라고 한다. 서쪽 20리에 있다. 은진에서부터 부(府)의 지경

을 경유하여 용안에 들어간다.

扶餘 錦江15一名泗沘河又白馬江, 在西五里, 自定山經縣境石城

부여, 금강은 일명 사비하라 하고, 또는 백마강이라 한다. 서쪽 5리에 있다. 

정산으로부터 현의 경계를 경유하여 석성으로 들어간다.

咸悅16錦江輿地勝覽作皮浦17在西北十里, 自此七邑俗號鎭浦, 自龍安經縣北入臨陂

함열, 금강은 『여지승람』에는 피포라고 하였다. 서북쪽 10리에 있는데, 속칭 이곳에서 

부터 7고을을 진포라고 한다. 용안에서부터 현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임피에 들어간다. 

林川 錦江在北二十里, 自扶餘經郡境入韓山

임천, 금강은 북쪽 20리에 있다. 부여로부터 군의 경계를 경유하여 한산으로 들어간다.

韓山 錦江在南十四里, 自林川經郡境入舒川

한산, 금강은 남쪽 14리에 있다. 임천으로부터 군의 경계를 경유하여 서천으로 들어간다.

臨陂 錦江經其西(중략)其下民以舟楫爲生, 在北十八里

임피, 금강이 그 서쪽을 경유한다.(중략) 그 아래에 백성들은 뱃일(舟楫)을 생업으로 

삼는다. 북쪽 18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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舒川 錦江在南二十五里, 自韓山經郡境入沃溝

서천, 금강은 남쪽 25리에 있다. 한산으로부터 군의 경계를 경유하여 옥구로 들어간다.

沃溝 錦江又名鎭浦在北十六里, 自舒川經縣境西流入海

옥구, 금강 또는 진포라고 이름한다. 북쪽 16리에 있다. 서천에서부터 현의 경계를 

경유 하여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간다.

이러한 것에서 보더라도 금강 하구 길은 현재의 지도에 견주어보면 다소 변천은 있

다고 해도, 놀랄 정도의 변혁 자취는 엿볼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금강 삼각주의 형세에 대해서 지도에서 볼 때 거기에 조선 사람들에

게 전해지는 금강 남하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의 

결론으로 하구 길의 변천 자취를 약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은 금강이 군산부 바깥의 구암리(龜岩里) 부근에서 경장리(京場里)로 나와 현재

의 익옥(益沃)수리조합18의 배수구를 흘러 오성산(五聖山) 부근의 용문포(龍門浦)에 이르

러 만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설이다. 여기에는 많은 증거를 예로 들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이 부근이 남북으로 종단하는 하나로 이어진 저지대라는 것은 지도에서도 분명하지

만 이것은 실지를 답사해도 점점 의혹을 더하는 것이 있다. 특히 건너편 언덕 만경의 

고지에 올라 이 부근을 조망해도 또한 가까이는 옥산면의 금성산(錦城山)에 올라 내려

다보더라도 확실히 이 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 사실을 절실하게 생각한다.

이하 나는 여러 방면으로부터 고증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경장시장부터 서술하기로 한다.

본래 경장시장은 4백 년 이전에 개창한 것으로 옥구군 대부분은 물론 논산, 서천 방

면 외, 강경, 전주, 태인, 만경, 임피, 함열, 한산 등의 각 지방에 걸쳐 거래하고 이 부근

18) 1920년 전라북도 군산 및 익산 지역의 수리 관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임익 남부 수리조합과 임옥 수리조합을 합

병하여 설립한 수리조합. 익옥수리조합은 조합 설립 및 조합 규약의 인가를 받자 곧 대아 저수지 시공을 위한 공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만경강 지류인 전주군 운암산 중턱 대아리에 댐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고 삼례의 비비정 부근에 

만경강 취입구를 개축하여 물을 조절하였다. 또한 금강과 만경강 하류의 불이흥업(不二興業) 소유 개펄에도 용수를 

공급하였다. 홍수 방지와 대규모 관개수 공급, 그리고 간척 사업을 결합한 방대한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수리조합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수지 공사는 1920년에 시작하여 1923년에 완공되었지만 1928년이 

되어서야 물을 방류하였다.(임혜영, 「익옥수리조합」,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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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물게 보는 큰 시장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서술하는 대로이다. 지금 하나 기이한 

느낌을 받는 것은 지금부터 30수년 정도 전까지는 서천방면으로 나루터[渡船場]까지 

설치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물론 35, 6년 전이라고 하면 군산개항 이전으로 군산은 완

전히 문자그대로의 한 가난한 마을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미 4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장리에서 서천방면으로의 교통으로 도선(渡船)이 있었던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그

렇지만 경장의 지리적 위치와 그 부근을 흘러 금강으로 들어가는 무명천(無名川)을 고

찰할 때, 한 가닥의 의심이 생긴다. 왜냐하면 당시 경장리는 위의 사실에서 본다면 수

륙교통의 요충에 있었고, 만경, 강경, 서천방면과 배를 운행하기 매우 용이한 것이 있

었다. 더 나아가서는 무명천도 어느 정도 교통의 편리를 도운 것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

이다. 이것은 금강이 경장리 부근을 따라 남하했다고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그리고 둔율리(屯栗里) 부근을 달리는 고지의 산록에 조치(棗峙)라고 부르는 한 줄

기의 비탈길이 있다. 이 언덕을 왜 조치(치는 언덕이란 뜻)라고 하게 되었을까, 나는 조

선 사람으로부터 들은 전설을 가지고 유래를 살펴보고 싶다. 

옛날 한 척의 민선(民船)이 대추열매를 가득 싣고 내려가던 중에 불행히 폭풍우를 

만나 드디어 침몰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의 조치이고 현재는 논 가운데에 있어

금강 하구 길의 변천도

18) 1920년 전라북도 군산 및 익산 지역의 수리 관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임익 남부 수리조합과 임옥 수리조합을 합

병하여 설립한 수리조합. 익옥수리조합은 조합 설립 및 조합 규약의 인가를 받자 곧 대아 저수지 시공을 위한 공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만경강 지류인 전주군 운암산 중턱 대아리에 댐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고 삼례의 비비정 부근에 

만경강 취입구를 개축하여 물을 조절하였다. 또한 금강과 만경강 하류의 불이흥업(不二興業) 소유 개펄에도 용수를 

공급하였다. 홍수 방지와 대규모 관개수 공급, 그리고 간척 사업을 결합한 방대한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수리조합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수지 공사는 1920년에 시작하여 1923년에 완공되었지만 1928년이 

되어서야 물을 방류하였다.(임혜영, 「익옥수리조합」,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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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전히 거짓말처럼 된 이야기지만 후대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언제랄 것이 없이 대

추언덕[棗坂]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금강 남하설의 두 번째 이유이다.

다음에 지금 이 부근의 지명을 보면 북쪽의 개정면(開井面)에는 금성산이 있고, 남

으로 옥산면에는 금성리 등의 명칭이 있는 것을 보면, 금강이 남하해서 그것이 이 방면

을 씻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금강과 연고가 있는 명칭을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

방의 회현면(澮縣面)은 옛날부터 연강(連江)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사실에서 생각해도 

분명히 금강과 만경강이 오래 전에 합류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유력한 지명이라고 

하는 점이 세 번째 이유이다.

또한 현재의 익옥수리조합 관개지 부근에 속칭 캔논이라 불리고 있는 곳이 있다. 캔

논이란 문자에 맞추어보면 항답(港畓) 혹은 포답(浦畓)으로, 종전 바닷물이 침식한 땅

이 변해서 논이 된 것을 의미한다.

나는 또 백석리(白石里) 부근의 노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부터 5, 60

년 전까지는 지금의 논에 접근한 하얀 돌(백석이란 이름은 여기서부터 기원했다)에 굴 

껍질이나 맛조개 껍질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이 부근을 실지 답사한 자는 정면으로 향한 구릉 아래 부분의 경사가 똑같

이 가파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남선지방 구릉의 

특유성에 비해 기괴한 현상이지만 나는 이것은 옛날 강바닥이었을 때 물살 때문에 씻

겨나가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방면의 지질을 검사하는데 대부분은 진흙의 침적으로 이루어진 충

적토였다. 따라서 토지가 비옥하여 곡물이 풍성한 것이 마치 이집트의 나일 강 및 중국

의 황하와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황하는 다음에 서술하는 군산도와 같이 옛날 섬이었

던 산둥성(山東省) 지역이 완전히 대륙에 접속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작게 해서 군

산도가 강바닥의 매몰로 인해 그 자취에 풍요로운 지역을 남겼다고 보는 것도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하물며 그 부근이 한반도 굴지의 쌀 산지라는 것은 근처의 지명에 

옥구(미면[米面] 신풍리), 옥산면(옥[玉]은 옥[沃]과 통한다), 서수면(瑞穂[서수는 싱싱

한 벼이삭을 말함]面)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선 추측할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도 금강 남하설은 이제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한편 이것을 다음에 

서술하는 백강 만경설에 견주어 보더라도 부근의 축성지에서도 확실히 이 설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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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이어서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는 공원산맥과 건너편 기슭 서천과

의 관계이다. 이것은 앞에 서술한대로 땅이 이어진 것이었고, 현재의 금강 물길은 이 

지점을 절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서 나는 용당(龍塘)의 전설

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생략하지만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용당진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기슭에 있는 것이다. 지금 『문헌비고』에 근거해 보면 옥구

의 항목에는 “용당진 북쪽 20리에 있다”고 되어있고, 서천의 항목에는 “용당진 남쪽으

로 25리, 즉 금강진에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아마 이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

고, 같은 금강진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러므로 양지는 이전에 접속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 금강 하구 길의 침식으로 그 중부(中部)가 다시 끊어지게 되어 양

쪽 기슭에 이름을 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용의 소행이

라 하여, 용당[龍塘] 또는 용당[龍堂]이라 불러 부회하고 있다)

다음에 부근의 지세를 보면, 공원산맥이 강을 바라보고 서있을 뿐 아니라 같은 건너

편 언덕도 구릉을 남기고 강에 접하여 중간에 거대한 암초가 있는 것에서 보더라도 반

드시 양쪽 기슭은 옛날에 접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근의 지각이 함몰되고 금강 하

구 길의 침식작용과 함께 바닷물의 작용을 받아 드디어 양단되었다. 부근의 지질이 연

약한 것은 운반되어 버리고 단단한 것은 지반이 깎이고 닳게 되어 오늘의 지세를 형성

한 것이다. 한편 남하한 하구 길도 서쪽으로 흘러 거기서 낮은 옥구평야를 남기게 된 

것이다.(앞의 그림 참조)

이것에 관해서는 내가 서천방면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보다 3백 년 전에 군산이

란 육지와 연속되어 있었다고 하고, 장래 또 육지와 이어질 전조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

다. 대개 이것은 전라도의 강 가장자리가 점차 퇴적하여 융기하고 있는 것을 표명한 것

으로 그 시대에 관해서는 신뢰할만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군산과 서로 나란히 금강 방

비의 임무를 맡았다고 평가하는 건너편 서천포의 진성(鎭城)조차 중종 9년(1514)으로 

지금부터 420년 전의 석축일 뿐이다. 그 부근의 지질로 보더라도 동지는 금강하류의 

침식, 퇴적 작용과 해저 육지의 융기 작용으로 출현한 삼각주라는 것에 견주어도 그렇

게 빨리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장암의 축성에 대하여」 참조)

또 하나 여기에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앞에 거론한 공원 시작부터 군산 외항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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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함몰이다. 이것은 문헌이나 구비에도 명시된 것은 아니다. 이미 장암이 토지의 

융기로 인해 생성된 것이라고 하는 이상, 일단 그 부근의 지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즉 시험삼아 공원 입구부터 장암에 걸친 수심을 보면 가장 깊은 곳은 30자 이상에 달

한다. 평균이라고 해도 20자를 넘어, 군산항 부근에서도 가장 좋은 투묘지(投錨地: 닻을 

내려 정박하는 곳)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공원비가 우뚝 절단된 것 같은 형태를 보이

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부근이 함락한 증거를 나타낸다. 조선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용 때문에 양단되었다고 하는 전설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다음으로 나는 군산도설(群山島說)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한다. 금강이 남하해서 

만경강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때, 그 물살은 이전의 금강진(용당진) 부근에서 보가 막혀

서 일부는 유출하고 일부는 길산천(吉山川)에 의해 서천방면으로 유출한 것(이 고증은 

생략함)이라고 하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관찰한다면 금강 삼각주상 굉장한 군산도가 현출한 것으로 군산이 원래 섬이었

다고 하는 설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군산도라고 하는 명칭이 고서에 여기저기 보이는 곳

이 있고, 그것이 고대 고군산도에 부여된 것에서도 점점 이 추론을 맞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덧붙여 이야기하면 고군산도는 옛날 대륙과 땅이 이어져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위의 글에 근거하여 금강의 물이 일부 남쪽 만경으로 흘러간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

가 없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 시대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문헌

에 견주어 볼 방법이 없고 겨우 구비전설에 의지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하나도 

신빙할 만한 것이 없다. 들은 바를 종합하면 대략 지금부터 1200년 전이라는 사람도 있

다. 1200년 전이라고 하면 신라 성덕왕 시대로 백촌강의 전투와 약 60여 년 떨어진 것

이다. 다음에 서술하는 백강 만경강설에서 보고 또 앞에 든 장암의 생성에서 일단 들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매우 신뢰하기에 부족하다.(부록, 장암의 지리고 

참조)

요컨대 어느 것이라도 이 문제는 아직도 많은 연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금강 

남하설에 따라 군산도설은 움직일 수 없는 정설이라고 믿는다.(군산부근 고적지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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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강과 일본과의 관계

백제는 개로왕(蓋鹵王, 제21대) 때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때문에 국도 한성을 함락

당하고 패사한 뒤, 문주왕(文周王)은 일본의 원조로 국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겨 겨우 

멸망을 면할 수 있었다. 웅진이란 현재의 공주이지만 과연 당시 일본부(日本府)19세력

이 이 지방에까지 미치고 있었는가 아닌가는 의문이다. 그후 백제는 일본 조정에 청하

여 4현을 하사받고20 점차 세력을 회복하여, 부여의 지리(地利)를 보고 궁궐을 조성하

여 이곳으로 이전한 것은 성명왕(聖明王)21 16년22으로 지금부터 약 1300여 년 전의 옛

날이다. 당시 부여의 도성계획 및 궁궐 조영이 얼마나 대규모였는가는 백제의 전성기

에 호수 15만 2천 2백호(『東史補遺』)23에 이렇게 실린 것도 그다지 믿기 어렵다. 이하

도 그렇다)라고 보면, 망할 때조차 75만호(『新唐書』)24에 달한 것을 볼 것도 없이 부여

19)

20)

21)

22)

23)

24)

‘일본부’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말하는데, 고대 일본의 야마토(大和) 정권이 일본부라는 통치 기관을 설치하여 

한반도의 가야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 설이 있다. 이는 광개토대왕 비문의 ‘왜가 신묘년(391년) 이래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은 『일본서기』의 ‘진구(神功)황후가 369년 한반

도를 정벌하고,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했다가 562년 신라에 멸망당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임나는 대가야 지방

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경북 고령 지방이다. 이러한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이 고령 지방에 있던 대가야를 정벌하고, 거

기에 총독부와 같은 식민지 지배 기구를 설치하여 다스렸다는 것이다. 그 기간은 대체로 369년에서 562년까지라 한

다. 그러나 ‘임나’는 한국 측 사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일본 측 사료 『일본서기』 등에 많이 등장한다. 

이 책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조작된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 역사에서 ‘왜’를 ‘일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

이 670년 이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 여기서 다케나가 야스오(竹中康雄)

는 일본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부가 공주 지역에까지 진출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19, 제29세 흠명천황(欽明天皇) “옛날 繼體천황 6년에, 백제가 사자를 보내, 임나의 上哆利, 下哆
利, 婆陀, 牟羅의 네 현을 달라고 주청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전용신 역, 2002,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백제의 제 26대 성왕(聖王)으로 523-554년까지 재위하였다. 이름은 명농(明濃)이고 무녕왕의 아들이다. 『양서(梁

書)』 백제전에는 이름을 명(明)이라 했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명왕 또는 성명왕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문에는 56년으로 되어 있으나 16년이다. 성명왕 16년(538)에 단행된 사비천도는 고구려의 남침과 같은 외부적 요

인이 아니라 왕권강화를 위해 단행된 것이다. 웅진에서 사비(부여)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개칭하

여 부여족의 전통을 강조하였다.

조선시대 문신 조정(趙挺, 1551-?)이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하였다. 4권 2책의 목

판본이다. 권1은 단군조선에서 삼국시대, 권2는 통일신라 문무왕 때부터 경순왕 때까지, 권3은 고려의 역사, 권4는 

고려명신전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기피했던 신화ㆍ전설들을 중시한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주자의 강

목법에 따라 엄격한 포폄을 위주로 하던 17세기 초 사서 편찬 분위기와도 매우 다른 사서이다. 사론도 거의 싣지 않

았다. 삼국기의 말미에는 삼국시대의 영역과 호구수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명분과 의리 준수를 국가 성쇠의 기준으

로 삼았던 주자학자들의 인식과 차이가 난다.(한영우, 1985, 「17세기 초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한국사학』6)

중국 당의 건국(618)부터 멸망(907)까지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이다. 225권으로 송대 구양수(歐陽修)ㆍ송기(宋祁) 등이 편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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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백제 제31대 의자왕의 사촌 동생으로 660년 도침(道琛)과 주류성(周留城:현재의 韓山)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전개한 

귀족이다. 복신과 도침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왕자 부여 풍을 왕으로 추대하는 한편, 일본에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사비성까지 포위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유인궤를 파견하면서 백제부흥군의 전세가 불리해졌다. 복신은 백제 유

민들의 호응으로 나당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신라군이 금강 상류를 통해 내려 보내는 군량 수송로를 차단해 연합군

을 곤궁에 빠지게도 했다. 그러나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부여 풍을 제거하고 실권을 잡으려 하였다. 이를 눈치 챈 부

여 풍이 먼저 복신을 공격하여 백제 부흥운동은 좌절되었다.

당나라의 무장으로 645년 고구려 원정에 종군하고 660년에 소정방이 이끄는 원정에 참전해 백제를 평정한 뒤, 663

년에 백강구에서 백제 잔당군의 지원을 위해 출병한 왜국의 군대와 싸우고 이들을 물리쳤다.

를 방문한 사람이 동등하게 느끼는 점이었고, 상상 이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굉장하고 

화려했다. 

그렇다면 백제의 금강 경영은 오래전 시대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남으로 

천도한 뒤의 백제가 일본 조정의 옹호를 이용해서 전후 5회의 위급을 호소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서 생각하더라도 금강과 일본과는 예로부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

었던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백제가 당시 금강을 내려와 일본과 통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백제는 처음 웅진(공주)에 도읍하고 나중에 부여로 옮

긴 것이다. 일부러 금강을 내려와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는 남하하여 남원에 나가서 섬

진강을 내려가는 것이 일본으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백제가 일본

에 가라국의 서남부를 하사받기를 청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후 백제는 의자왕 대, 신라 및 당의 연합군 때문에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무왕(武

王, 600-641 재위)의 종자 복신(福信)25이 나와 백제부흥의 반기를 들고 일본에게 구원

을 요청하자 수군 170 소(艘: 배를 세는 단위) 5천 여 명을 보냈다. 당의 수군과 백강구

에서 네 차례 격전을 벌였으나 일본군이 이기지 못하고 다수의 선함이 불타고 대장은 

전사하게 되어 백제부흥의 거병은 드디어 실패로 끝났다.

백강을 금강이라고 한 것은 종래의 정설이다. 또 형편에 맞춘 해석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단지 백강을 백마강으로 여긴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요즘은 학자의 고증으로 백강은 

금강이 아니라 오히려 남방의 만경강 혹은 동진강이라고 하는 두 설이 유력하게 되고 있다. 

종래 백마강이라는 것은 부여의 금강에 면한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었다. 당나라 장

수 유인원(劉仁願)26이 백제를 쳐서 이 강에서 대치하게 되자, 풍우가 갑자기 일어나 

강을 넘을 수가 없었다. 즉 백마를 먹이로 하여 용을 잡았다고 하는 전설에서 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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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30)

31)

백제시대의 성. 일명 두율성(豆率城)ㆍ주류성(州柔城)이라고도 한다.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다. 나당연합군은 웅

진을 출발하여 백강에서 만나 수륙군이 함께 주류성을 공격하여 백강구전투가 치러졌다. 이 전투에서 일본의 수군 2

만이 패배하고 풍왕(豐王)은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며 주류성이 함락되었다. 주류성에서 일부 백제부흥군이 저항하였

으나 평정되어 4년간에 걸친 백제의 부흥운동은 막을 내렸다.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으나 통설적

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으로 본다. 

당나라의 무장으로 663년 수군을 이끌고 백강에서 싸워 왜국의 백제구원군을 격파하고 대방자사(帶方刺史)가 된다. 

665년 신라, 백제, 탐라, 왜국의 사자를 데리고 귀국했다. 

『구당서』 권 83 열전 제 33 「소정방열전」

기벌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백강은 지금의 금강이고, 금강의 하구가 기벌포라고 알려

져 있다. 신라는 648년에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었다. 신라와 당나라 군대는 660년에 기벌포에서 연합해 백제의 사비

성을 함락시켜 백제를 멸망시켰고, 다시 668년에는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평양 근처에서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

다. 당나라는 676년 금강 하구 기벌포에 설인귀(薛仁貴)가 지휘하는 당 함대를 침입시켜 신라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기

벌포를 장악하면 서해를 남북으로 양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신라는 기벌포 전투에서 설인귀군

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22 차례의 전투를 거쳐 승리하였다.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신라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얻게 되었다.(이상훈, 2008,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90)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사주가 있는데 고사주는 원래 고사부리(古沙夫里)로 평왜현(平倭縣) 고사부촌(古沙夫村), 대

산현(帶山縣), 벽성현(辟城縣), 좌찬현(佐贊縣), 순모현(淳牟縣) 등 5현을 관할했다고 한다. 따라서 원문에 있는 고사

주(古四州)는 고사주(古沙州)의 오자로 보인다.

로 금강 전반을 백마강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금강이 웅진강이라 불린 것은 『삼국사기』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백

강과는 동일시하지 않은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백강은 앞에서 말한 만경

강설 및 동진강설에 기울고 웅진강 즉 금강이 아니라고 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이유

는 『삼국사기』의 주류성(周留城)27포위 조에 “유인궤(劉仁軌, 602-685)28등이 수군 및 

곡물 수송선[粮船]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한군(漢軍)을 만났다”고 하는 

명문이 있을 뿐이다. 『구당서』 열전29에도 “定方自城山至熊津江口, 賊屯兵據江, 定方升

東岸(정방이 성산에서 웅진강 입구에 도착하니 적은 강에 의지하여 군사를 주둔하였다. 

정방이 동쪽 해안으로 나아갔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당의 수군은 웅진강을 피해서 

동쪽 해안으로 상륙했던 것도 살필 수 있다. 또한 웅진강이 바다로 흐르는 곳이라는 것

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백강이 금강 정도의 큰 강이 아니었던 것은 『동국통감』, 『삼국사기』에도 “당병

으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가게 하면”이라고 있으므로 백강은 작은 강이었던 것 같다. 이

러한 것을 보면 백강은 금강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되었지만 과연 그렇다면 백강이란 

어떤 강에 해당할까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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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경강이라고 하는 논자와 동진강이라고 하는 논자의 두 파로 나뉘고 있지만, 나는 

앞에서 말한 금강 남하설을 따라 백강 만경강설에 동의한다. 

동진강설의 요점을 들어보니 『삼국사기』에 “백강 혹은 기벌포(伎伐浦)30라고 한다.”

고 하는 데 논거한 것이다. 즉 부안군의 옛 이름 개화(皆火) 또는 동진강 입구의 계화

도(界火島)와 그 칭호 ‘기벌(伎伐)’에 가장 가까워서 이 설을 만든 것이다. 한편 백강 만

경강설에 의하면 당의 수군이 주류성을 향해 가서 동성을 공격하는데 가장 편리한 해

안이나 하변(河邊: 강줄기와 땅이 잇닿은 곳)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만경강 부근에 가

야 했다. 또 만경강의 하구에 ‘고사리(古沙里)’(古沙浦)란 지명이 있다. 당이 백제를 멸

망시킨 때에 지금의 고부(古阜)에 고사주(古沙州)31를 두고, 그 관하에 평왜현(平倭縣)

을 두었다. 이 평왜는 당군이 일본군을 격파한 기념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평왜현의 옛 이름은 고사부촌(古沙夫村)이라고 하므로 이것은 지금의 고사

리(고사포)일 것이다. 이 추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만경강이 고대의 백강이라는 것

을 뒷받침한다.

위는 백강고(白江考)에 대한 두 설의 개요이다. 나는 금강 하구 길의 변천에서 혹은 

일본의 수군 파견의 목적이 백제부흥군의 구제와 부여 재흥에 있었다고 보면 결국 금

32) 1922년에 피차별 부락의 자주해방을 목표로 창립된 단체. 정식명칭은 젠고쿠스이헤이샤(全國水平社)라고 한다. 사이코

우 만키치(西光万吉, 1895-1970), 사카모토 세이이치로(阪本清一郞, 1892-1987) 등이 중심이 되어 나라(奈良), 미에(三

重), 오사카(大阪) 등에 있는 피차별 부락의 청년그룹이 호소하여 교토(京都)에서 열린 창립대회에 전국에서 2000명 정

도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자주적 해방, 직업과 경제의 자유 요구, 인간성의 각성 등 3개조 강령과 선언을 

채택하고 1910년 이래 정부가 수행한 은혜적인 부락개선, 융화정책을 배격했다. 조직은 중앙에 전국수평사 연맹본부를 

두고, 부현수평사, 부락수평사가 설치되었다. 창립대회 이후, 운동은 전국에 퍼져 부락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는 힘

이 되었다. 1926년에는 공산주의 영향 아래에서 좌파가 부락해방을 무산자 계급의 해방에 직접으로 종속시켜야 한다고 

하거나, 1931년에는 수평사라는 신분조직은 부락 노농대중의 계급적 자각을 방해한다고 하여 수평사를 해소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운동은 일시 쇠퇴하였다. 이후 신분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한 부락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 다시 조직이 발

전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정부의 압박아래서 1940년 8월 16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운동은 자연 소멸되

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부락해방 전국위원회로 다시 재건되어 1955년에 부락해방동맹으로 개칭했다.(『브리태니커국

제대백과사전』 , 「소항목사전」 , 2014 참조)

한편 1923년 한국 백정의 신분 운동을 표방하여 경남 진주에서는 형평사가 결성되어 신분 차별 철폐와 인권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배경과 목적이 비슷한 수평사와 형평사는 출발부터 상호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수평사의 제안으로 

연대를 형성하여 1928년 정식으로 대표자를 파견하고 공동 투쟁을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일제의 전쟁준비와 식민지 지배체제 강화, 해소론의 제기와 활동방향 전환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

웠다. 특히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며 전시체제를 구축하여 두 단체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침체되어 조직조

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김중섭, 2009, 「한국 형평사와 일본 수평사의 인권 증진 협력 활동 연구」, 『사회와 역사』 84권)

27)

28)

29)

30)

31)

백제시대의 성. 일명 두율성(豆率城)ㆍ주류성(州柔城)이라고도 한다.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다. 나당연합군은 웅진을 출

발하여 백강에서 만나 수륙군이 함께 주류성을 공격하여 백강구전투가 치러졌다. 이 전투에서 일본의 수군 2만이 패배하

고 풍왕(豐王)은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며 주류성이 함락되었다. 주류성에서 일부 백제부흥군이 저항하였으나 평정되어 4년

간에 걸친 백제의 부흥운동은 막을 내렸다.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으나 통설적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

산으로 본다. 

당나라의 무장으로 663년 수군을 이끌고 백강에서 싸워 왜국의 백제구원군을 격파하고 대방자사(帶方刺史)가 된다. 665

년 신라, 백제, 탐라, 왜국의 사자를 데리고 귀국했다. 

 『구당서』 권 83 열전 제 33 「소정방열전」

기벌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백강은 지금의 금강이고, 금강의 하구가 기벌포라고 알려져 

있다. 신라는 648년에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었다. 신라와 당나라 군대는 660년에 기벌포에서 연합해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켜 백제를 멸망시켰고, 다시 668년에는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평양 근처에서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당나

라는 676년 금강 하구 기벌포에 설인귀(薛仁貴)가 지휘하는 당 함대를 침입시켜 신라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기벌포를 장악

하면 서해를 남북으로 양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신라는 기벌포 전투에서 설인귀군과 싸웠으나 패

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22 차례의 전투를 거쳐 승리하였다.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신라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얻게 되었다.(이상훈, 2008,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90)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사주가 있는데 고사주는 원래 고사부리(古沙夫里)로 평왜현(平倭縣) 고사부촌(古沙夫村), 대산현

(帶山縣), 벽성현(辟城縣), 좌찬현(佐贊縣), 순모현(淳牟縣) 등 5현을 관할했다고 한다. 따라서 원문에 있는 고사주(古四州)

는 고사주(古沙州)의 오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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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있었던 것이 되므로 백강 만경강설을 선택하는 것이고, 동진

강설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하물며 백강 입구는 당시 만경강으로 흐르는 웅진강 입구

와는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백강은 금강 즉 웅진강이 아니고 오히려 만경강이라는 것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강의 가치가 결코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과 당나라의 수군이 백강 입구에서 싸우고 웅진강 입구에서 싸

우지 않았다고 해서 웅진강 즉 금강의 역사적 가치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않

기 때문이다. 하물며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웅진강과 연결되어 역사적ㆍ민족적으로

도 일본과 떨어질 수 없는 많은 증거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일본과 백제와의 우의적 관계는 오늘의 일본과 만주국 이상이었다. 일본과 

부여와의 교통도 빈번했다고 하는 점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당시 금강을 오

르내린 일본선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전후 2회 파견된 수군도 백제 구원이 목적이

었던 것에서도 금강에 거슬러 올라가는게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두 차례 모두 실패해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따라서 백제부흥의 원정군과 같이 병사 5

천으로 이루어진 주사(舟師: 바다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군대)였기 때문에 패망으로부터 많

은 사상자는 냈어도 아직 나머지는 생존하여 토착민이 되었다. 이들은 허무하게 형세를 바

꿀 희망을 품은 채 귀향의 바램조차 끊기고 습속이 다른 외국에 잔류한 자가 많았던 것은 부

정할 수 없다. 그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부여에서 약 1리 정도 아래쪽에 백제시대의 

일본인 3천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는 전설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부근에 사는 소위 백

정계급(水平社32)의 습관 풍속이 토착민의 그것과 다르고 오히려 일본인 식이라고 말해지

고 있는 것에서 보더라도 앞의 추리를 한층 유력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백제 멸망이 너무 참담한 것이고 철저했기 때문에 백제의 부여경영

사 나아가서는 금강경영사 상에 명확한 사실을 남기지 않았던 것에도 의한다. 그렇지

만 그것이 직접 간접으로 대일본과의 모든 교섭을 없애버리는 동기가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애석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금강이 예로부터 일본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점은 이러

한 것에 미루어 보아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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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대한 해협의 남쪽과 일본 규슈 북서쪽 사이에 있는 바다.

조선시대 왜인에 대한 회유책으로 1407년에 웅천의 제포(薺浦, 일명 乃而浦)와 동래의 부산포(富山浦)를 개항하고, 

1426년에 울산의 염포(鹽浦)를 개항하였다. 삼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은 1506년 중종이 법규에 따라 왜인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자 1510년에 대마도의 왜인들과 연합하여 삼포왜란을 일으켜 약탈과 학살을 저질렀다. 이후 삼포의 왜

관은 폐쇄되었으나 1512년 임신조약을 체결한 후 제포만 다시 개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왜인이 계속 침범하자 

조선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여 약 30년간 교역이 두절되었다. 

4. 금강과 왜구

이렇게 백제의 멸망은 일본의 반도경영 상에 중요한 차질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일

본과 조선 간의 정의적(情誼的) 관계는 전부 없어지게 되었다. 금강 언덕에서 일본인의 

그림자를 없애게 한 것이지만 그 후 다시 현해탄(玄海灘)33의 파도를 넘어 여기 호남 

땅에 당당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왜구였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삼포(三浦)34를 중심으로 경상 전라의 각 항구는 왜구 독단의 

활동무대였다. 어떤 자는 섬진강을 거슬러 남원(南原), 운봉(雲峰)으로 나가고 혹자는 

전라 연안을 따라 금강에 들어가서 부여, 공주를 침략하였다. 또는 옥구 부근을 근거로 

전라 각지를 휩쓴 것은 고려사 혹은 조선의 역사에 여기저기 보이는 바이다. 특히 숙종

시대는 이 부근에서 습격이 심해져서 고군산열도(古群山列島)는 이 때문에 저들의 손

에 약탈당한 곳이다.35 드디어 진영(鎭營)36을 군산으로 옮겨야 될 지경에 빠지게 되었

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군산에도 이 방면의 방비를 한층 긴요하게 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금강은 물자가 풍부한 전북평야를 관통하여 흐르고 삼남(충청도, 전

라도, 경상도의 총칭)의 보고로도 일컬은 지방이다. 그러므로 왜구가 함부로 날뛰게 한 

원인을 만든 것은 나중에 서술하는 군산부근의 봉수(烽燧)37분포망을 보더라도 분명히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래 조선에서는 왜구를 가지고 강도 살인을 목적으로 한 불온하고 반항적인 사람

[不逞漢]의 집단처럼 보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사적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직역하여 

수입한 것이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조선사에 쓴 것처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일본인이 역시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은 매우 유

감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왜구를 한층 적절하게 알기 쉽게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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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

37)

38)

『전라우도 군산진 지도』의 고적조에는 “군산진은 처음 군산도에 있었다. 왜구들이 본진을 피해 돌아서 연안으로 침입하

므로 1710 년(숙종 36)에 이 진을 연안으로 옮기고 군산진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만경현 소속(현재 옥도면 선유도

리)에 있던 군산진을 1710년에 영화동과 해망동 부근에 있던 진포(鎭浦)로 이전하면서 ‘군산’이란 지명까지 옮겨 왔다

고 한다. 『대동지지』 옥구의 진보조에도 “군산포진은 북쪽으로 20 리이며 진포 가에 있다. 만경에 군산진이 있었는데, 전

에 해적의 침략을 당해 이곳으로 옮기고 수군만호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과거 군산진이 있던 곳은 고군산(古群

山)이라 지칭하게 되었다.(김현주, 「지방 행정체제 개편」,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조선시대 지방의 주둔군으로 각 병영(兵營)ㆍ수영(水營) 아래 두었다.

봉(烽:횃불)과 수(燧:연기)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 군사적인 목적에서 설치된 봉수제가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기록상에 나타난 시기는 고려시대 중기(12, 13세기)이다. 고려 의종 때 봉수의 격식이 규정되었고, 야화

(夜火)와 주연(昼烟)으로 구분하였으며, 적과 접근하고 있는 변경지역과 해안지방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거화수(炬

火數)를 정하였다. 고려시대 봉수제는 원나라의 침입과 그 지배를 받게 되면서 무너지고 그 뒤 원나라의 지배세력이 후

퇴할 무렵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다시 편성, 강화되어 갔다. 봉수제는 조선시대의 세종 때에 고려의 제도를 바탕

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크게 참고하여 거화거수 등을 새로 정하고 제도( 諸道) 연변(沿邊)의 각 연대(烟臺)를 새로이 축

조하고 나아가 봉수선로(烽燧線路)를 획정하였다. 그러나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 웅천이 함락되어도 봉군은 거화

하지 못하였고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어도 거화하지 않아 봉수는 허구화하게 되었다. 이에 임진왜란 와중에는 대비

책으로 파발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파발은 봉수보다는 전달속도가 늦으나 문서로써 전달되기 때문에 보안유지는 물론 

적의 상황과 아군의 피해상황 등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파발제가 군사목적 이외에 사용되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봉수제는 점차 복구되었다.(김창수, 1976, 「교통, 통신, 봉수」, 『한국사론』 4 참조)

저자는 이 설에 대해 왜구가 강도 살인을 한 해적이 아니라, 국제 밀무역을 목적으로 한 상인단체라고 주장한다. 왜구

가 강도단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쌀을 노획물로 빼앗은 것에서 보더라도 불령한의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당시 중국, 조선의 쇄국 금상(禁商: 교역을 금지함)에서 일어난 일본의 필연적 경제

현상의 발로였다. 결코 도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고 밀무역을 목적으로 한 집

단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중국의 역사에서는 왜구를 일본의 해적 또는 무뢰한 군도(群盜)라고 하

여 과장된 문장으로 그 피해를 열거하고 있다. 조선의 역사가가 중국의 해석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도 서술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왜인의 도적이 중국에서는 

강남에서, 조선에서는 삼포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분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한층 ‘왜구=

해적설’38이 널리 퍼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내가 여기에서 왜구를 강도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이

유는 일본의 당시 국민경제로부터 나온 결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명(당시의 중

국)은 원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것이지만 전대부터의 대일외교의 감정에서 일본

에 대해 쇄국령을 공표하였다. 명의 제후국[藩國]인 조선이 덩달아 남의 흉내를 내듯이 

일본에 대해서 쇄국 금상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쇄국 금상은 일본의 경제

상 국민생활상에 아주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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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

무로마치(室町)말기부터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에 걸쳐서 중국과 조선의 연안을 약탈한 일본의 해적선. 후

세 왜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구가 「하치만다이보사츠(八幡大菩薩)」의 깃발을 내걸었던 것에 호칭의 기원이 있다

고 한다. 에도(江戶)시대에는 밀무역선의 칭호가 됨.

전라도 옥구현에 위치한 수군 진영으로 지금의 군산시 장미동 일원에 해당한다. 군산은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수운의 요충지이다. 원래 만경(萬頃)에 소속되었던 고군산도에 있었는데 해적의 침입이 빈번하자 1701년(숙

종 27)에 이곳으로 옮겼다. 다시 1710년(숙종 36)에는 만호진(萬戶鎭)에서 첨사진(僉使鎭)으로 승격시켜 조운의 관

리를 겸하게 하였다.(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일으킨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든다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

라게 함)의 임진왜란[文祿의 役]이야말로 분명히 일본 경제상의 국난을 타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개책이었고, 결코 명분이 없는 전쟁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의미에

서 히데요시가 선택한 전쟁이 왜구의 가장 큰 것이라고 간주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창궐한 왜구라고 해도 국내에 뜻을 두지 않는 무리가 

모여 국제적 밀무역을 기도하고, 이에 따라 거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당시의 사

정에서 살펴보더라도 감히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중국, 조

선이 쇄국 금상주의였다고 보면,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도 그 목적을 수행한 것

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밀무역선이야말로 왜구라는 이름을 쓰게 된 유

일한 이유였고, 감히 강도단을 태운 하치만선(八幡船)39이 아니고 살인단을 태운 호우

라이선(蓬萊船)도 아니었다. 이것은 왜구 비강도 살인설의 개요이다.

이렇게 금강과 일본과의 관계는 백제의 멸망부터 일시 단절된 형태였지만 다시 왜구

의 이름에서 결합되어 행인가 불행인가 조선의 여러 대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렇게 조

선은 병합에 따라 종언을 고하게 된 것이다. 왜구를 한반도에서 쓸어버리고 나라를 이

룬 조선이 다시 왜인의 손으로 그로부터 백년의 화평을 확립하게 된 것은 부득이한 인

연이었다. 동시에 군산진40이 옛 왜구가 습격해 온 것 때문에 고군산에서 군산으로 옮

겨져, 직접ㆍ간접으로 오늘날의 군산이 있게 한 근본이 되는 원인을 이루고 있다는 생

각에 깊은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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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산 개항의 동기

나는 마지막으로 군산 개항의 원인에 대하여 일단 서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의 대외적 방책이 쇄국 금상을 가지고 조선을 일관한 국시

(國是)였다고 보면 왜구와 같은 밀무역선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대외관계가 날로 복잡하게 되면서 종래 옛날 방식의 쇄국주의를 받드는 것이 

불가능하여 드디어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분명하게 개국 점진주의를 채택해야 되는 사

정이 되었다. 영종도(永宗島)사건41이 종결되면서 조선 개국의 기초를 열고 이후 조약을 가

지고 부산(1876년 개항), 원산(1880년), 인천(1883년), 목포(1897년), 마산(1898년) 등 순차 

개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산은 서해안의 외진 곳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에 잊혀져 

있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선택이 늦어져 극히 최근까지 왜구의 밀무역선 왕래가 끊이지 않

았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중국의 무역선인 정크(戎克 junk)42까지 빈번하게 출입하

여 가끔 일을 꾸미게 된 것은 한층 이 방면을 단속할 필요를 통감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금강 일대의 상권개척을 위한 목적에서도 반드시 군산 개항을 단행해야 하는 입장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당시 강경(江景)43은 밀무역선의 중심지이고 중국의 정크선은 조류의 관계 

41)

42)

43)

운양호사건이라고도 한다. 조선은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기회

를 엿보던 중 1875년 운양호와 제2 정묘호를 부산에 입항시키고 무력적 시위를 단행하였다. 운양호가 9월 20일 강

화도 초지진으로 침입하자 강화해협을 방어하던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이에 운양호는 초지

진과 영종진에 포격을 가하며 상륙작전을 펼치자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에 패했다.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ㆍ약탈

을 자행한 뒤 물러났다. 이후 일본은 이를 빌미로 운양호 사건에 대한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 부근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결국 일본은 1876년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 식민지화의 첫발

을 내딛게 되었다.

중국식 범선을 말한다. 중국은 송나라에서 원나라까지 정크선을 이용한 해상실크로드 장악으로 부를 축적한 해양강

국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주원장(朱元璋)은 1371년 연안 주민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이후 중국은 

청나라를 거치면서 내륙중심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강경은 조선 말기까지 금강연안 일대의 문호였고 원산ㆍ마산과 함께 대표적인 어물(魚物)의 집산지였다. 강경시장은 

조선시대에는 평양ㆍ대구와 함께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큰 시장이었다. 강경은 금강하류에 발달한 하항(河港)도시

로서 내륙교통이 불편했던 때에는 물자가 유통되는 요충이었다. 군산항 개항 초기인 1890년대에는 강경과 군산과의 

지리적 관계는 서울과 인천에 비길 만큼 밀접하였다. 그러나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청주와 공주지방이 강경상

권에서 벗어났고, 내륙교통이 발달하면서 금강 수운이 쇠퇴하여 상권은 줄어들었다. 1912년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어

류집산지로서의 기능도 잃었으며,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자 강경시장의 상권은 더욱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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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가 인천항로보다도 오히려 군산항로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저들의 행동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는 비인(庇仁: 서천의 서부지역) 관내에 무역선의 근거지를 두고 있을 뿐 아

니라 배 위에 조잡한 화포를 갖추고 화약까지 탑재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분명하다. 이 정

크선의 대상(隊商: 상인집단)은 소금, 좁쌀, 목면류의 밀매를 강행하고, 귀항 길에는 군산에

서 원양어업과 같은 밀어(密漁: 허가 없이 어업을 함)를 행하여 어획물을 소금에 절여서 본

국에 수입할 정도였다. 군산의 어장개척도 중국인이 선수를 쳐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 말해

도 좋다. 그렇다면 강경시장만이 아니라 이 부근의 시장에는 인천해관 경유의 상품과 밀무

역품도 함께 이루어져 후자가 우세를 점하게 되었기 때문에 점점 군산 개항의 필요가 인정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군산은 개항시장이 되어 내외무역이 공인됨과 동시에 인천세

관의 관할에 속하는 군산해관44이 설치된 것은 광무 3년 즉 1899년 5월 1일이다. 그렇지만 

여러 해 동안 남아있는 나쁜 습관인 밀무역은 용이하게 자취를 끊지 못하여 원래의 부청

군산 잔교(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청사 낙성기념)

44) 1899년 5월 1일 인천해관 산하 군산해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49년 7월 8일 군산세관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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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廳) 고지, 즉 북정(北亭) 언덕에 파수대[見張臺]를 두고 감시를 맡겼지만 한밤중을 틈타

서 금강을 거슬러 항해하는 자가 이어져 거의 손을 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5월 1일은 군산 개항의 기념일이었고, 군산에 있는 일본인이 각 방면을 통해 축

하하는 것은 일본인이 사랑하는 향토의 탄생을 영원히 기념하려는 마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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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역사에서 본 군산

1. 군산창

2. 호남청

3. 천강축성지고(泉岡築城趾考)

4. 장암 축성과 부근의 지리고

5. 봉화대 터에 대하여

6. 천방사(千房寺)의 유래와 공원의 석탑

7. 경장시장(京場市場)과 경포시장(京浦市場) 부, 군산시장과의 관계

8. 군산의 명칭에 대한 일고찰

9. 군산 부근 고적지도의 해설

群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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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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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처음에는 ‘천강고지(泉岡高地) 축성고’라는 논문을 쓸 예정으로 준비한 것이다. 

군산창, 호남청, 축성지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미 제목과 같이 군산의 역사를 아는

데 다소라도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믿어 세 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

았다. 물론 각자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양해를 바라고 싶다.

본래 군산은 옥구현의 북 22리45에 있고, 조선시대 수군의 근거지였다. 생각해 보면 옥

구현은 원래 백제의 마서량현(馬西良縣)이었고, 신라에 이르러 옥구라고 고쳐서 임피46군

45)

46)

47)

48)

49)

조선의 이정 10리는 일본의 1리에 상당함.

원문에는 임파(臨波)로 되어 있으나 임피(臨陂)의 오자로 보인다.

고려시대 989년(성종 8)에 동과 북에 두어 군권을 전담하던 정3품의 무관.

조선시대 종 3품 지방 무관직. 약칭은 첨사이다. 병마첨절제사와 수군첨절제사가 있었다. 먼저 육군을 맡았던 병마

첨절제사는 군사특수지역인 양계에서 경관직 겸직으로 부임하여 군사문제만 전임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그 지역

의 목사나 도호부사가 겸임했다. 수군을 맡은 수군첨절제사는 주요한 포구에 설치된 거진에서 인군의 제진을 이루

는 수군만호를 관장했다.

각 포에 설치된 수군 제진의 장이다. 고려말 수군을 재건할 때 각 도별로 도만호 관하에 만호ㆍ천호 등을 두면서 비

롯되었다. 조선 태종 때 3품 이상을 만호로 칭했다가, 1443년(세종 25)에 3, 4품을 모두 만호로 통일하여 각도에 둔 

제진을 관장하게 했다. 그뒤 종4품으로 고정되었다.

제2장
역사에서 본 군산



57제2장 역사에서 본 군산群山開港前史

에 속하게 했다. 조선 태조 6년(1397)에 이르러 진(鎭)을 두고, 병마사(兵馬使)47로써 현사

(縣事)를 겸하게 했지만 세종 5년(1423) 병마사를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48로 하고 후

에 현감(縣監)으로 개칭하였다. 당시의 군산포영에는 수군만호(水軍萬戶)49 1인이 있었던 

것은 『여지승람』에도 명기하고 있지만 그 시대는 아마도 고려조였다고 생각된다. 군산포영 

수군의 군비 및 그 배치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보면

군   산 : 전함 1 병함 1 사후선(伺候船)50 2

고군산 : 전함 1 병함 1 사후선 2

라고 있어, 군산과 고군산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한 『호남진지(湖南鎭誌)』51에도

群山鎭初在古群山. 康熙四十年(숙종 27년)爲奴賊所竊發移設于此.

군산진은 처음 고군산에 있었다. 강희 40년(1701)에 노적의 절도 때문에 이곳에 이설하였다.

라고 하므로 한층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군산포영은 후대에 이르러 군산진이 된 것이지만 어느 것이라도 수군이 

옛 군산에 배치된 이유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 문제의 해결이 본 논문의 열쇠이고 군산

의 역사를 조사한 위에서도 가장 중대한 요점이다.

50)

51)

조선시대 전투함이나 무장선에 부속되어 정찰 및 탐망에 활용한 비무장 소형 군선.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속대

전』에 군선은 전선(戰船) 117척, 구선(龜船) 14척, 방선(防船) 76척, 병선(兵船) 161척, 사후선 318척, 기타 90척이

다. 조선 후기 군선의 편제는 대중소의 각종 군선을 혼합하여 각도 수영(水營) 산하 읍진(邑鎭)에 배치하였는데,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고, 필요한 경우 방선 1척을 첨가하였다. 사후선은 비무장 소형정이었다.(김재근, 1982, 

『조선왕조군선연구』, 일조각, 1982) 

1895년 의정부에서 전라도의 각 진에서 편찬한 진지(鎭誌)와 사례를 합편한 지리지. 3책 필사본으로 편자는 각 진의 

진장인 첨사(僉使)ㆍ만호(萬戶, 종4품 무관직) 등이다. 제2책에 고군산진, 회령포진, 목포진, 법성진, 군산진, 가리포진, 

다경포진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각 진의 위치ㆍ설치연혁ㆍ방리ㆍ인구ㆍ토지ㆍ각종시설ㆍ군병과 군기ㆍ재정구조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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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살펴보면 군산에는 예로부터 군산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마 군산은 금강의 하

구에 임하여 자연의 천험(天險: 지형이 천연적으로 험하게 이루어짐)을 장악하고, 수륙교

통의 요충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배후에는 조선 전체에서 첫째라는 자랑할 만한 전북평야

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을 『여지승람』에서 보면 군산창은 군산포에 있고 구 

용안현(龍安縣: 현재의 익산군 용안면 부근)에 있던 것을 이곳에 옮기고 득성창(得成倉)이

라 했다고 한다. 또 『문헌촬요(文獻撮要)』에 의하면

三南置倉於濱海之地, 收諸邑稅, 以船漕運, 全羅道聖堂倉在咸悅世宗時設置. 自正宗時

縣監監捧領納, 群山倉, 在沃溝(中略) 云云,

삼남의 바다에 면해 있는 땅에 창고를 설치하여, 여러 고을의 세를 거두었다. 배로 조운하

기 위해, 전라도 성당창52은 함열에 있는데 세종 때 설치하였다. 정종 때 현감이 감봉하여 

거두었다. 군산창은 옥구에 있다.(중략) 운운.

생각해 보면 군산창은 본현 일원 및 그 부근의 관전세(官田稅)를 여기에 분납하여 경사

(京師)에 조운하는 상당히 중대한 창고였다는 점을 미루어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군산창의 유래를 비교하여 확인하면 용안현의 득성창53(得成倉, 또는 [德城倉, 德成

倉]이라고도 한다)은 금두포(金頭浦)에 있었다. 물길이 막힌 것 때문에 세종 무신(戊申, 1428)

52) 성당창은 조선시대에 전라도 함열, 즉 현재의 익산 지역과 전라도 동부 지역의 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성당창의 최초 설치시기는 17세기 중반이나 후반에 해당한다. 『만기요람』에는 성당창에 12척의 

조운선이 소속되어 있다고 기록하였다. 함열, 고산, 진산, 익산, 금산, 용담, 남원 등 전라도 8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

였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1872년 지방지도』 의 함열현 지도에 의하면 성당창에 3채의 창고와 1채의 사창(社倉)이 

표시되어 있다. 창고와 사창은 모두 세곡을 보관하던 건물이다. 18세기에 편찬된 지리서인 『여지도서』에는 성당창이 

함열 관아 북쪽 20리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당창이 있던 성당포구는 금강의 지류인 중신천을 사이

에 두고 1248년부터 1512년 사이에 득성창이 있었던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와 마주보는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 지리

적 입지의 관점에서 보면 성당창은 득성창의 후신으로 볼 수 있다. 성당창 소속의 조운선은 원래 800석의 세곡을 싣

고 경창으로 운송을 담당하였으나, 1790년(정조 14)부터는 1000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세기 이후 조

세의 금납화가 일반화되면서 세곡 운송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이 되면 조운과 조창은 사실상 

폐지되며 성당창 역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김중규, 2006, 『금강 하구의 나루터ㆍ포구와 군산ㆍ강경지역 근대 상업

의 변용』, 선인, 참조).

1. 군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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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

1390년(공양왕 2)부터 1428년(세종 10), 그리고 1487년(성종 18)부터 1512년(중종 7)까지 존재했던 조창(漕倉)이다. 

전라도 전주와 그 주변 지역의 세곡을 모아 한성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금강 수계의 조창

으로는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지역의 금강 하구에 위치했던 진성창(鎭城倉)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 왜구의 침

략으로 인하여 폐쇄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진성창보다 약간 상류 지역에 축조한 것이 득성창이다. 1428년(세종 10) 

용안 진포의 득성창은 함열의 피포로 이동하고 덕성창으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1487년(성종 18) 함열 피포의 덕성창

은 용안의 금두포로 이전하고 명칭도 다시 득성창으로 환원되었다. 1512년(중종 7) 용안의 득성창은 폐쇄되고 옥구 군

산포에 새로 지어진 군산창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정요근, 2014, 「고려~조선전기 조창의 분포와 입지」, 『한국사학

보』 57 참조)

법성창은 법성포창이라고 하며, 조선 전기 전국 9개 조창 가운데 하나이다. 법성창의 최초 설치시기는 15세기 

중ㆍ후반으로 추정한다. 영광, 흥덕, 옥과, 부안, 함평, 진원, 담양, 무장, 장성, 정읍, 곡성, 창평, 고부, 순창, 고창 등 

15곳의 전세를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512년(중종 7) 나주 영산창이 폐지되면서 

영산창에서 수납하던 나주, 순천 등의 세곡도 추가로 수납하여 전라도 중부와 남부 지역의 세곡까지 모두 법성창을 

거쳐서 경창으로 운송하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법성창에 배치된 조운선은 39척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법성창의 수세 구역은 영광과 광주, 담양 등 12개 고을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에는 법성창 소속 조운선도 21척까지 줄어들었다. 19세기 말 조운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성포 역시 그 기능을 상실하

였다.(변남주, 2014,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도서문화』44)

에 함열현으로 옮기고, 나중에 성종 정미(丁未, 1487)에 이르러 또 용안현의 피포로 옮기고, 

뒤에 피포에서 군산으로 이관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 그 시대를 조사하는데 『문헌비고』에 

근거하면

群山浦(중략)有倉漕舊屬龍安縣名得成倉. 中宗朝移于此.

군산포(중략) 조창이 있다. 그 전에 용안현에 소속했었는데, 이름을 득성창이라 하였다. 

중종 때에 이곳으로 옮기었다.

라고 있으므로 그것은 중종 시대로 지금부터 대략 4백 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관전세는 함열현은 물론 전주, 임실, 남원, 임피, 김제, 장수, 금구, 운봉, 익산, 만경, 여

산, 금산, 진산, 태인, 용안, 옥구, 진안, 고산, 무주 등의 지방에서 수납한 것이라는 것은 용안현

의 득성창 조(條)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그 후 군산에 옮기고 나서도 같이 각지로부터 회송

시켰다.

그러나 당시 남선지방에 산재한 창고에 대해서 『문헌비고』에 기록된 곳을 보면

성당창(聖堂倉)-함열, 조선(漕船) 11척을 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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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창(群山倉)-옥구, 조선 19척을 부속시킨다.

법성창54(法聖倉)-영광

공진창55(貢津倉)-아산

마산창56(馬山倉)-창원(左倉, 녹봉을 담당하였던 관청)

가산창57(駕山倉)-진주(右倉, 국용을 담당하였던 관청)

삼랑창58(三浪倉)-밀양

양호창59(兩湖倉, 호조가 맡아 다스림)

영남창(嶺南倉, 선혜청이 맡아 다스림)

라고 되어 있어, 성당창과 군산창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에서 보면, 군산이 한쪽에 치우

쳐 있기 때문에 함열, 옥구의 두 군데에 분관시켰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대개 당시 지방에서 경사로 공미회조(貢米回漕: 공미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 즉 조

운은 국가재정상 중요한 업무임과 동시에 매우 곤란한 큰 임무였고, 국가의 경비는 물론 

지방 공사의 흉년과 풍년[豐歉]에도 관계한 것이 컸다. 이러한 것은 화폐가 없었던 당시

55)

56)

57)

58)

59)

60)

공진창은 충청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하였던 조창. 처음에는 창사(倉舍)가 없이 연안포구에 세곡을 노적하다가, 

1523년(중종 18) 비로소 80칸의 창사를 마련하고 공진창이라 하였다. 목천, 연기, 천안, 온양, 전의, 청주 등의 세곡을 수

납, 보관하였다가 경창에 조운하였는데, 아산만에서 남양ㆍ인천을 지나 강화수로를 거쳐 한강을 역류하는 뱃길로 운송

하였다. 세곡 운송을 위해 조운선 15척을 보유하였고 720인의 조군이 배속되어 있었다. 17세기 말 이래로 그 기능이 약

화되었고 19세기 조창 자체가 혁파되었다.(최완기, 1983, 「17세기 세곡임운활동의 일면」, 『명지사론』 창간호)  

마산창은 조선 후기 경상도 남부 지역에 설치된 3조창 중 하나이다. 3조창은 창원 마산창, 진주 가산창, 밀양 삼랑창을 

말한다. 이 중 마산창은 좌조창(左漕倉), 가산창은 우조창(右漕倉), 삼랑창은 후조창(後漕倉)이라 하였다. 3조창은 수송

하는 세곡이 대부분 대동미에 속하였기 때문에, 선혜청(宣惠廳)이 관리하였다. 마산창에는 조운선 20척이 편성되었으

며, 창원, 함안, 칠원, 진해, 거제, 웅천, 의령 동북면, 고성 동남면 등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

을 맡았다. 마산창의 세곡은 창원부사가 감봉(監捧)하고 구산첨사가 영납(領納)하였는데, 감봉하는 사람을 도차원(都差

員)이라 하고, 영납하는 사람을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이라 하였다.(문광균, 2014, 「17~8세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와 삼조창의 설치」, 『대동문화연구』 86)

가산창은 경상도 남부 지역에 설치된 3조창 중 하나이다. 조선 정부는 경상도 남부 지역의 세곡 운송을 위해 1760년에 

가산창과 마산창을 설치하였고, 1765년에 추가로 삼랑창을 설치하였다. 가산창에는 조운선 20척이 편성되었으며, 진주, 

곤양, 하동, 단성, 남해, 사천, 고성 서북면, 의령 서남면 등지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삼랑창은 경상도 남부 지역에 설치된 3조창 중 하나이다. 삼랑창은 낙동강 하류 구간에 위치하였다. 삼랑창에는 조운

선 15척이 편성되었으며, 밀양, 현풍, 창녕, 영산, 김해, 양산 등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

았다. 삼랑창의 세곡은 밀양부사가 감봉하고 제포만호가 영납하였다.

호서와 호남, 즉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조창.

각 고을에서 조세로 거두어들인 미곡이나 포백을 배를 이용하여 경사까지 운반하던 일. 

54)

55)

법성창은 법성포창이라고 하며, 조선 전기 전국 9개 조창 가운데 하나이다. 법성창의 최초 설치시기는 15세기 중ㆍ후반으

로 추정한다. 영광, 흥덕, 옥과, 부안, 함평, 진원, 담양, 무장, 장성, 정읍, 곡성, 창평, 고부, 순창, 고창 등 15곳의 전세를 수

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512년(중종 7) 나주 영산창이 폐지되면서 영산창에서 수납하던 나

주, 순천 등의 세곡도 추가로 수납하여 전라도 중부와 남부 지역의 세곡까지 모두 법성창을 거쳐서 경창으로 운송하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법성창에 배치된 조운선은 39척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법성

창의 수세 구역은 영광과 광주, 담양 등 12개 고을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법성창 소속 조운선도 21척까지 

줄어들었다. 19세기 말 조운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성포 역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변남주, 2014,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

군진의 변화」, 『도서문화』44)

공진창은 충청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하였던 조창. 처음에는 창사(倉舍)가 없이 연안포구에 세곡을 노적하다가, 

1523년(중종 18) 비로소 80칸의 창사를 마련하고 공진창이라 하였다. 목천, 연기, 천안, 온양, 전의, 청주 등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경창에 조운하였는데, 아산만에서 남양ㆍ인천을 지나 강화수로를 거쳐 한강을 역류하는 뱃길로 운송하였다. 

세곡 운송을 위해 조운선 15척을 보유하였고 720인의 조군이 배속되어 있었다. 17세기 말 이래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고 19

세기 조창 자체가 혁파되었다.(최완기, 1983, 「17세기 세곡임운활동의 일면」, 『명지사론』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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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

57)

58)

59)

60)

공진창은 충청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하였던 조창. 처음에는 창사(倉舍)가 없이 연안포구에 세곡을 노적하다가, 

1523년(중종 18) 비로소 80칸의 창사를 마련하고 공진창이라 하였다. 목천, 연기, 천안, 온양, 전의, 청주 등의 세곡을 수

납, 보관하였다가 경창에 조운하였는데, 아산만에서 남양ㆍ인천을 지나 강화수로를 거쳐 한강을 역류하는 뱃길로 운송

하였다. 세곡 운송을 위해 조운선 15척을 보유하였고 720인의 조군이 배속되어 있었다. 17세기 말 이래로 그 기능이 약

화되었고 19세기 조창 자체가 혁파되었다.(최완기, 1983, 「17세기 세곡임운활동의 일면」, 『명지사론』 창간호)  

마산창은 조선 후기 경상도 남부 지역에 설치된 3조창 중 하나이다. 3조창은 창원 마산창, 진주 가산창, 밀양 삼랑창을 

말한다. 이 중 마산창은 좌조창(左漕倉), 가산창은 우조창(右漕倉), 삼랑창은 후조창(後漕倉)이라 하였다. 3조창은 수송

하는 세곡이 대부분 대동미에 속하였기 때문에, 선혜청(宣惠廳)이 관리하였다. 마산창에는 조운선 20척이 편성되었으

며, 창원, 함안, 칠원, 진해, 거제, 웅천, 의령 동북면, 고성 동남면 등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

을 맡았다. 마산창의 세곡은 창원부사가 감봉(監捧)하고 구산첨사가 영납(領納)하였는데, 감봉하는 사람을 도차원(都差

員)이라 하고, 영납하는 사람을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이라 하였다.(문광균, 2014, 「17~8세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와 삼조창의 설치」, 『대동문화연구』 86)

가산창은 경상도 남부 지역에 설치된 3조창 중 하나이다. 조선 정부는 경상도 남부 지역의 세곡 운송을 위해 1760년에 

가산창과 마산창을 설치하였고, 1765년에 추가로 삼랑창을 설치하였다. 가산창에는 조운선 20척이 편성되었으며, 진주, 

곤양, 하동, 단성, 남해, 사천, 고성 서북면, 의령 서남면 등지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삼랑창은 경상도 남부 지역에 설치된 3조창 중 하나이다. 삼랑창은 낙동강 하류 구간에 위치하였다. 삼랑창에는 조운

선 15척이 편성되었으며, 밀양, 현풍, 창녕, 영산, 김해, 양산 등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

았다. 삼랑창의 세곡은 밀양부사가 감봉하고 제포만호가 영납하였다.

호서와 호남, 즉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조창.

각 고을에서 조세로 거두어들인 미곡이나 포백을 배를 이용하여 경사까지 운반하던 일. 

에는 조세로 바치는 곡식[稅穀]의 중앙으로의 수송은 국가의 명맥에 관한 중대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고려조가 망한 것도 왜구 때문에 삼남이 약탈되어 10년 가까이나 연안

의 각읍이 엄숙하여 사람 그림자 없는 소위 여우와 삵괭이의 소굴이 되어 국가의 명맥인 

조운이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 남방으로부터 선박으

로 운송하는 것은 전라도에서 가장 먼 경사에 도달하는 데는 반드시 해로로 한다는 상황

에 있었을 뿐 아니라 조전(漕轉)60시기도 3월 15일 이전에 발선해서 4월 초 10일 내에 상

납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왜구의 난이 일어나게 되자 수조(收租)의 장소로 해변은 위

험이 많고 그 때문에 산 위에 있는 여러 성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민의 납

조(納租)는 우마의 힘을 빌려 험한 곳을 오르고 건너 운송하게 되었다. 동시에   

歷三冬而甫訖. 及春將漕. 又輸干海. 道途遼遠. 數宿而達. 不事其農. 迨夏及已. 冬則

凍餒. 春則飢羸. 人畜物故. 絡繹于道. 又其斗耗. 隨量隨減. 則必加租以補. 甚至様貸而

取盈. 爲民之病莫此甚矣.

겨울철 석달을 지나 겨우 마치면 봄이 되어 장차 배로 나르는데 또 바다로 수송한

다. 길이 멀어서 여러 날이 걸려 도달한다. 농사를 짓지 못해 여름에 까지 미치면, 겨울

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봄에는 굶주리고 여위어서 사람과 가축이 사망하여 길에 

끊이지 않는다. 곡식 양이 감소하면 반드시 세금을 더 내서 보충하게 했고 심지어 돈을 

빌려서 채우게 했다. 백성의 병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라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의 피폐 역시 극심한 것을 여기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관찰사 노공숭61(盧公崇)은 취임 이래 열심히 민생의 복리에 뜻을 

61)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문신 노숭(1337-1414)을 말함. 본관은 광주, 자는 중보(中甫), 호는 

상촌(桑村)이다. 아버지는 감찰지평 노준경(盧俊卿), 어머니는 비순위 별장(備巡衛別將) 이천로(李天路)의 딸이다. 노

숭은 1365년(공민왕 14)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정언(正言), 지신사(知申事), 대사헌(大司憲), 지밀직(知密直) 등 요직

을 역임하였다. 1389년(공양왕 원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용안(지금의 익산)과 영산(지금의 나주시)에 각각 득성

창과 영산창을 세우고 성을 쌓아 조운을 편리하게 하고 왜구 피해를 막았다. 또한 조세를 3년 동안 면제시켜주도록 

조정에 건의하였으며, 의창(義倉, 고려 때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에 가난한 백성에게 대여하던 기관)이 없는 주군

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조선 개국 후 개성유후(開城留後)를 거쳐 경기좌도도관찰사(京畿左道都觀察使)가 되었

고, 1400년(정종 2)에는 삼사좌사지의정부사(三司左使知議政府事)로 발탁되었으나 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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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여기에 특히 조전(漕轉)의 뛰어난 계획을 세워 백성에게 이롭게 하려고 했다. 이

렇게 바다의 지리(地利)를 관찰해서 진포(鎭浦: 충남 서천군 남쪽에 있었던 海浦)의 용

안, 목포의 영산(榮山)의 양지가 바다를 앞에 둔 구릉을 등지고 지형이 아주 좋은 곳이

므로, 공은 사람들에게 이 양지에 성을 쌓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세를 거두면 나르

는 백성이 한 번에 마칠 수 있고, 바다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때는 배를 성 아래에 정박

하고 탑재하게 하여, 적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지킨다면 깊이 들어가 도적질하는 것은 

없겠다고 생각하였다. 각 소관 여러 주의 백성을 징발하여 일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여 공사가 끝났다. 지금 공사의 개황을 보면 

旣厚以高, 旣堅以削, 繚以睥睨, 固以開宏望之翼翼, 臨之屹屹.

이미 두텁고도 높으며 튼튼하고도 깎은 듯한데 여장(女墻: 성벽위의 시설)을 두르고 

성문을 굳게 하니, 바라보매 엄숙하고 다가가매 우뚝하게 높다.

또한 『문헌비고』 여지고 성곽조 하에

龍安邑城 石築 周四千二百四十尺 高七尺 內有池一 泉十一.

용안 읍성의 석축은 둘레가 4천 240 자이고 높이 7자이며, 그 안에 연못이 1, 샘이 11개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성호(城壕)는 당시의 축성으로서는 상당히 견고한 것이었다.

위는 용안 축성의 유래이다. 뒤에 용안에서 군산으로 이관되기에 이르러 군산창 부

근에서도 축성하여 왜구의 난에 대비하려고 했다고 보더라도 온당한 견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지리적 관계에서도 옛날부터 왜구의 습래가 가장 많았

다. 그 때문에 명종(明宗)조에는 전라도에서 재앙을 입은 지방의 조세를 제외시킨 기

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왜구의 습래를 통보하는 봉대(烽臺)와 같은 것도 도 전체에 2백 

여 개소 설치된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2) 조선시대, 비변사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1617(광해군 9)년부터 1892(고종 29)년까지의 기록이 

273책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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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나의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다음에 추정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문헌에 근

거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든 『문헌비고』 의 군산포 조에

群山浦(중략)有倉漕(중략)中宗朝移于此, 有城見城郭.

군산포(중략) 조창이 있었는데 중종조에 여기에 이전하였다. 성이 있고 성곽이 있다.

고 되어 있고, 또한  

群山浦鎭城在北二十里備局謄錄有廢城.

군산포 진성은 북쪽 20리에 있는데, 『비국등록』62에는 “폐성이 있다”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군산에는 군산창이 설치되었을 때, 즉 중종시대부터 축성이 설치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축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여기에 관해서 건너편 언덕 서천군 장암(長岩)에 있는 석축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위 1,311자, 높이 9자(모두 조선척)의 작은 성이지만 군

산부근에서 드물게 보는 체제가 갖추어진 석축으로 그 지리적 위치상 군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암이란 서천포의 진성63(鎭城: 주로 수군들이 전투를 위해 해안 벽

에 쌓는 성곽)으로 서천포영의 관방이 있고, 수군만호 1인이 설치된 곳이다. 지금 관방

을 둔 연대에 대해 문헌을 대조해 보면

 舒川浦鎭城在南二十六里(邑城의 南里는 鮮里). 中宗九年石築周一千三百十一尺 高九尺 

서천포 진성은 읍성의 남쪽 26리에 있다(읍성의 남리는 조선리). 중종 9년 석축으로 

둘레가 1,311자이며 높이 9자이다.

63) 서천포 진성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산1-1번지의 장암 진성으로 해발 90.1미터의 후망산 남서쪽 끝에 있

으며 산성이라기보다는 평지성에 가깝다. 성벽의 둘레는 640미터이고 동서 190미터 남북 100미터로 역사다리 형태

로, 남쪽 벽과 북쪽 벽에 각각 1개씩 문터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장암 진성으로 부르고 조선시대에 서천포 읍성, 서천

포 진성이라고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1514년(중종 9)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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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종 9년(1514) 즉 정덕(正德) 갑술(甲戌)로 지금부터 약 4백 12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 이것을 군산의 역사에서 검증한다면 이 시대는 대략 군산창이 용안현의 피포에

서 군산으로 옮긴 시대와 서로 전후하는 것이므로 서천포영 즉 장암의 축성이 설치된 

목적도 하나는 읍성의 수비에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요한 점은 지리적 관계상 

군산과 더불어 군산창의 지위에 있었던 것도 짐작할 수 있다. 하물며 당시 이 부근은 

도서(島嶼: 크고 작은 섬)를 이루고 전망산(前望山)에 의해 풍파를 넘는 절호의 투묘지

(投錨地)였다는 것을 보더라도 금강 방비의 가장 추요의 위치를 차지한 것에서도 스스

로 수긍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당시의 군산포영의 축성을 가지고 장

암의 축성 양식에서 찾아보아도 감히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2. 호남청

이렇게 조선 17대 효종 3년(서기 1652년 약 282년 전)에 대동공미법이 제정되어 당시의 

우상 김육(金堉, 1580-1658)64의 주청에 따라 군산에는 호남청이라 불리는 관청이 설치되

었고, 전라도의 공미를 관리시킨 적이 있다. 지금 이것을 『효종왕실록』의 군산기에 보면

群山湖南廳所在, 蒞海嵎山 丘岡連亘, 貢米之倉稟聯擔, 在於其麓 群倉之勝地, 湖南第一也.

64)

65)

66)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ㆍ회정당(晦靜堂). 한성부윤, 도승지, 우의정, 영의정 

등을 지냈다. 효종 때에 대동법을 실시하게 하였고 실학자 유형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김육은 1638년 충청도 관

찰사에 임명되자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고자 했다. 또 나아가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러나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지주 들의 반대가 완강하였다. 그러나 결국 1651년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관철시켰다. 그

리고 1657년에는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자는 상소를 올려 전라도 지역에도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동법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후 대동법은 함경도(1666), 경상도(1677), 황해도(1708)

에서 실시되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백성의 부담은 줄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재정 수

입은 늘었다. 저서에 『구황촬요(救荒撮要)』, 『잠곡필담(潛谷筆談)』 등이 있다.(이성무, 제1부 행정의 달인이 되다, 김육, 

2010, 「대동법으로 백성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다」 『재상열전』, 청아출판사)

임진왜란 발생 이후 군사확보책으로 천인에게도 군역을 부과함으로써 생겨난 양인(良人)과 천인의 혼성 부대.

원문에는 245명으로 되어 있음.



65제2장 역사에서 본 군산群山開港前史

군산의 호남청이 있는 곳은 바다에 임하고 산모퉁이에 있으며 언덕이 펼쳐져 있었다. 공미

의 창고가 이어서 산기슭에 있으니 군창의 승지로 호남 제일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명문이 없고, 겨우 조선인 노인의 말에 근거하여 대

강을 아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지난 날 경성의 규장각(학무과 분실=지금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에서 우연히 군산진의 고지도를 손에 넣고 그 진상을 파악하게 되

었다. 

주 : 廟堂筵稟 陞設邊地

묘당(의정부)에서 연품(임금 앞에서 사연을 아룀)하여 변방 땅에 승설하였다.  

戰船一隻, 兵船一隻, 伺候船二隻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能櫓軍65二百四十名66

능로군 240명

전라우도 군산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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漕船十九隻漕軍三百四名兼砲手

조선 19척 조군 겸 포수 304명

稅棒 一萬九千石

세봉 19,000석

瞭望防守, 筽篒島67, 草島, 飛鷹島68

요망(적의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하여 바라봄)과 방수는 오식도와 초도(內草島를 말함)

와 비응도에 있었다.

隘口入耳島加乃島

요충지는 입이도와 가내도이고

本鎭以沃溝地方 社倉, 寺刹, 場市, 無.

본진은 옥구 지방으로 사창, 사찰, 장시가 없다.

이 <전라우도 군산진 지도>는 조선인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색칠을 한 매우 훌

륭한 지도를 보고 베낀 것이다. 그 설명에서도 연대가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요

한 축성조차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미 서술한 것처럼 군산에 

호남청이 설치된 것이 효종 3년(1652)이므로 대체로 그 이후의 약도라는 것은 말할 필

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고지도의 습관으로 너무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기에 건물의 위

치 설정에 대해서 이 고지도를 읽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만, 나는 일단 이들에 대해서 고

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중에 게재하는 축성지도(제1회)에서도 대체로 그 위치의 추정을 기록해 두

고 있으므로, 개략은 이해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사(衞舍), 내위(內衛), 군기처(軍器

處)는 대개 호남청의 관청이었다. 본래 부청이 있던 고지 즉 북정(北亭) 언덕에 있던 것

67)

68)

원문에는 茣食으로 되어 있으나 오식(筽篒)의 오자로 보인다.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었던 섬. 조선시대 전라도의 공

미를 경사로 실어 나르는 배들이 쉬어가던 곳이었는데, 선단이 침몰하여 선원의 시체가 가득하고 까마귀 떼가 앉아 

있었다 하여 오시도(烏屍島)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때 이를 오식도로 바꾸었다. 1919년 이래 오식도에서 내초도를 

지나 비응도까지 연결되어 전부 매립되었다.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던 섬. 북동쪽에 오식도(筽篒島), 동쪽에는 내초도(內草島)와 군산항이 있다. 지명은 섬의 북쪽

에 있는 구릉지 모양이 나는 매와 같이 생겨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군

장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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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0)

71)

향리들의 집무처는 공식적으로 인리청(人吏廳), 또는 이청이라고 했다. 

고려와 조선시대 조선(漕舩)에 승선하여 조운활동에 종사하던 선원. 사공(沙工, 선장에 해당함), 격군(格軍, 고려시

대에는 稍工 또는 水手), 조군, 수부(水夫, 강에서 수운 활동을 한 조졸) 등의 구별이 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조졸(漕

卒)이라 하였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양인(良人)에 속하였으나 세습적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신량역천(身良役

賤)이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세곡의 조운뿐만 아니라 파선(破船)의 개조, 소금의 제조, 선척의 간수 등이었다. 『경

국대전』에 따르면 각 조창의 조졸 총수가 5960명이며, 해운의 각 조선에는 사공 1명, 격군 15명, 수운의 각 조선에는 

사공 1명, 격군 32명이 배속되었다.(김용곤, 1983, 「조선전기 조군:조운과 관련하여」, 『명지사론』 1) 

지방 관아와 감영의 육방(六房) 관속들 중에서 병방(兵房) 소속 장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이들 신분은 중인이며 직

무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다. 지금의 서빈정(西濱町) 일대에 위치하는 세고(稅庫: 세미를 보관하는 곳)는 부청

고지의 서쪽에 접근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축성선(築城線)으로부터 추정

하는 것은 제1도에 나타난 대로이다. 그리고 사공청(沙工廳, 선장의 역소), 이청69(吏

廳), 복청(復廳, 漕軍70, 能槽軍의 주둔소), 장청71(將廳)은 지금의 우편국 소재지 즉 부

청고지와 천강고지와의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호남청 및 부속 각청은 본래 부청고지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밀접했던 것이

라고 추정한다. 나는 이하 『군산개항사』에 게재된 곳을 인용해서 참고로 제공한다.

조선인 노인의 말에 의하면 곳집[倉廩]은 다만 지금의 세관 수입고의 뒤편에 해당하는 

산중턱의 평지(현재는 깍아서 고르게 해서 형적이 없다)에서 우편국 관사의 부지와 서빈

(西濱) 일부에 걸쳐서 여러 동을 이어서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세관 관사지의 

산 위에는 호남청의 관청이 있다. 군산부청의 소재지 부근 일대의 산지에는 공미를 취급하

는 관리의 주택이 산재하여 지금의 세관 사무소 및 창고부지 일대의 평지는 당시의 공미두

량장(貢米斗量場: 공미를 되나 말로 측량하는 곳)으로 쓰인 옛 자취가 남아 있었다. 운운. 

위에서 살펴본 것은 호남청시대의 세고(또는 어느 책에 大同庫라고 이름 붙여졌다) 

및 관청[役所, 또는 도청이라고도 한다]의 위치에 대한 고찰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건물은 몇 동이 있었는지, 위의 지도를 보면 세고가 5칸, 기타의 부속건물이 5칸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옥구읍지』에서 보면 “세대동고(稅大同庫) 12칸, 도청 3

칸이 군산진에 있다”고 되어 있어, 양자의 수에 다소 다름이 있지만 나는 당시 군산의 

평면적 묘사인 지도에 믿음을 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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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강축성지고(泉岡築城趾考)

앞에서 살펴본 것은 군산창 및 호남청에 관한 군산의 역사적 해설이다. 나는 이어서 본

론인 부윤 관사 뒤편 즉 천강고지의 축성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군산에 군산창이 옮겨졌을 때 왜구의 난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되었

다는 사실은 이전 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생각하면 효종조에 호남청

이 설치되어 방비를 위해서도 축성이 필요했다. 바꾸어 말한다면 군산에는 오래전 군산창이 

설치되었을 당시부터 어떤 방어법이 강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뒤에 효종시대에 조선의 

재정상 중대한 의의를 갖는 호남청에 대해서 한층 유력한 군사적 시설이 있었던 것은 위에

서 보더라도 저절로 수긍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산진이 군산도 즉 고군산에서 

옮겨진 것이 강희(康熙) 40년(1701, 숙종 27)으로 원인은 분명히 노적(奴賊) 때문에 강도나 절

도가 생기게 된 것이었다는 점은 『호남진지(湖南鎭誌)』에서도 명기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문

헌에도 “적이 호남의 군산ㆍ추자도(楸子島)를 침범함”이라고 되어있고, 금강 및 부근은 조선 5

백년을 통해 가장 창궐이 심한 곳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반대로 현존하는 축성에 대해서 그 지리적 및 군사적 입장에서 관찰해보기로 하

자. 지금 약도를 사용하여 축성의 취지 및 구조를 나타내고 아울러 호남청 시대의 추정도

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것을 보면 축성의 구조가 너무나 전문적일 뿐 아니라 또 너무 인공적이고, 일부

는 구멍을 파서 넓히고 일부는 재건된 것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마치 엄호물(掩護物: 

적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가려서 보호해 주는 물건)인 원 부청고지를 중심으로 그리는 원

둘레를 이루어 군사학상의 소위 반영구 축성(제3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잡초

가 무성하고 새로 이식된 수목이 사이에 섞여서 얼핏 그것과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실지로 답사하면 분명히 축성지라는 것을 추측하여 단정할 수 있다(제4도 참조)

또한 부근의 지형에서 살펴보면 이 축성은 분명히 뒤쪽의 원 부청고지를 방비하기 위해

서였다는 것은 군사적 지식이 없어도 짐작할 수 있다.(제2도 참조) 왜냐하면 부청고지(34

미터) 천강(36미터) 본원사고지(38미터)는 아마도 옛날 하나로 이어진 산이 계속되어 공원

산맥과의 사이에 서빈(西濱)의 개펄이 있다. 동부 즉 현재의 본정(本町) 전주통(全州通) 부

근도 갈대밭이었던 것은 옛날 사정을 아는 노인이 말한 것에 견주어볼 필요도 없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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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제1

도 참조) 따라서 원 부청고지는 

당시 더할 수 없이 좋은 천험의 

요해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는 위의 견해로부

터 이미 인용한 호남청 및 창고

가 원 부청고지에 위치하고 있

었다고 하는 정설에서 현존하는 

축성은 당시의 방어축성이었다

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축성의 목적이 앞

에 말한 것처럼 왜구의 내습을 

막는데 있었다는 점에서 보더라

도 혹은 군산 및 고군산에는 방

어함대인 수군이 근거한 관계에

서 살펴보더라도 가장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물며 군산의 서남부에 위

치하는 봉화령(烽火嶺)은 강을 

바라보는 최고봉이었고 산 위에

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봉화대(烽火臺) 터가 지금 여전히 뚜렷이 존재하는 것을 보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논단을 한층 유력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비에 

대해서 왜구가 선택할 진로는 물론 해로로 하는 것은 곤란하여 반드시 멀리 만경을 건너 

옥구를 거쳐 육로로 지금의 불이(不二) 간척지로 나와 한 길은 원 부청고지의 창고를 향

해 전진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에 축성의 절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논해 보면 현재의 축성지는 역사에서 보더라도 그 지리적 견해로 보더라도 원 

부청고지에 있던 군산창 및 후대의 호남청 방비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주요한 목적이 왜

구의 난을 대비하는데 있었던 것은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현존의 축성에 대해 

제1도

제2도

제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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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의 말을 견주어 보더라도 축성과 엄호

물(즉 고지의 창고)과의 거리는 약 2백 미터가 되

면 축성은 아직 화포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것

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시대의 추정도 축성변천사

에서 보면 약 2백 50년 전후의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나는 이러한 추정에서 현재의 축성을 가지고 

대동공미법이 제정되어 군산에 호남청이 설치된 

것이 효종 3년이었다고 본다. 지금부터 약 282년

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축성은 호남청이 설치된 것

과 동시에 종전 군산창이 설치된 때 축성된 것이

므로 신식 축성법을 사용하여 개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단정한다. 아무튼 나는 역사가 부족한 

군산에 조선의 재정사에서 보더라도 한일관계사에서 보더라도 중대한 열쇠를 가진 군산축

성이 지금까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고 겨우 조선 사람들의 구비에만 남아있는 것에 오히

려 기이한 감을 느낀다. 동시에 고의로 그런 것인가 우연히 그런 것인가 축성지를 이미 오

랫동안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덧붙이는 말

축성에 대해서 혹은 옛 노인으로부터 1904년, 1905년경 오기노(荻野) 참모본부 소속 중위(현

재는 중장 퇴역)가 군산에 와서 이것은 훨씬 옛날 것이라고 말하고 주의를 주고 갔다고 하는 말

을 들었다. 또 어떤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72(小西行長, 1555-1600) 시대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도 들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채택하기 부족한 사실과 다른 잘못된 말이다. 

제4도

72)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던 일본의 장군. 고니시 부대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로 결정했을 때 

선봉으로 조선에 상륙했다. 처음에는 계속 승전하였으나 결국 조선의 동맹국이던 명나라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597년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을 침략하여 고니시 부대는 처음에 승리하였으나 조선과 중국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히데요시가 죽자 그는 귀국하여 후계자 결정을 둘러싼 내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1600년 세키

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게 통치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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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암 축성과 부근의 지리고

이 글은 앞에 예로 든 증거와 중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단독으로 게재하기로 했

다. 너그러운 이해를 청한다. 

군산공원에 올라 건너편 언덕 서천방면을 전망하는 분은 조금 하류의 보통 흑등대라고 

부르는 곳 부근을 조사하여 거대한 은행나무 한그루를 발견한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 전기의 후기) 그 부근은 현재는 장암이라 불리고 있지만, 옛날은 장암진(長岩

鎭) 혹은 서천포라고 불리고 예로부터 군산과 서로 나란히 금강을 방비 경영하는 열쇠를 

쥔 관방(關防: 국경의 방비)의 소재지였다. 현재도 은행나무를 둘러싼 석축의 성곽이야말

로 지난 옛날을 말하는 

유일한 실마리라고 말해도 좋다. 지금 문헌을 가지고 장암의 역사를 검토하면

舒川浦營在郡南二十六里海浦也. 水軍萬戶一人.

서천포영은 서천군의 남쪽 26리에 있는 해포이다. 수군만호 1인.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옛날은 금강 하구에 위치하는 섬이었고, 수군의 근거지였다는 것

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수군의 만호 1인을 둔 것은 고려시대로 이전 백제시대에는 통방

사(統防使)가 이것을 통솔하였다. 조선에 이르러 첨사(僉使)가 되고, 관방아문(關防衙門)이 

된 것이다. 부근의 조선 노인이 삼한의 고진(古鎭)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서 있는 토지였다. 

다음에 그 축성에 대해서 보면

舒川浦鎭城正德甲戌(中宗九年)始築石城周一千三百十一尺高九尺.

서천포 진성은 정덕 갑술(중종 9년)에 처음 축성을 하였다. 둘레 1천 3백 11자이고 높이 9자이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약 4백 20년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군산창

이 용안의 피포에서 군산으로 옮긴 시대와 대략 맞아 떨어지므로 설치된 목적도 금강 경

영 나아가서는 군산창 방비를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 축성을 가지고 군산창 시대

의 군산의 축성을 견주어 보더라도 감히 큰 잘못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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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성에 관해서는 따로 특기할 것은 없지만, 다만 이 부근은 드물게 보는 석축의 성곽

으로 현재까지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또 군산의 축성과 같이 산꼭대기 부

근은 이중 보루가 되어 있는 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장암 축성의 개설이지만 나는 오히려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근의 지리를 밝혀보려고 한다.

이미 명칭을 장암(長巖) 또는 장암(長岩)이라 부르고 있는 만큼 이 부근이 큰 암석의 

집성이라는 것은 아직 이곳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긍하는 바라고 생

각한다. 그만큼 이 일대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더구나 그것

이-전망산(前望山)이나 후망산(後望山)이라도-일대 수성암이 노출된 것이라고 하면 그 지

세상 위치상 매우 흥미 있는 문제를 전개한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먼저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나의 결론부터 들어보자. 

생각해 보면 이 부근은 금강하류의 침식, 퇴적의 양 작용과 부근 해저육지의 융기로부

터 나타난 삼각주였고, 극히 최근까지는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왜 나는 이렇게 단언하는

가. 먼저 장암 부근의 약도를 들어 나의 고증을 진행시키고 싶다.

이미 말한 것처럼 장암은 금강의 하구를 앞에 두고 금강 하구 길의 변천 후 꾸준한 침식 운반, 

퇴적의 작용과 해저육지의 변동에서 생긴 융기작용으로 나타난 삼각주라는 것은 지층이 노출된 것

에서도 분명하다. 또한 구릉의 산꼭대기에 산재하는 수성암의 단층에서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면 삼각지의 낮고 평평해야 할 이 부근이 어떻게 구릉을 만들게 되었을까는 큰 의

문이다. 아마도 지각함몰의 변동에서 횡압력에 의해 지층의 압상 즉 경사를 만들게 되었

고, 섬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이루어지고 퇴적작용 때문에 점차 

서천 방면과 연관되기에 이르렀고, 최근 간척사업으로 완전하게 서천군과 끊이지 않고 계

속되었다.

이전 글은 장암부근이 생성된 원인이지만 나는 이에 따라 먼저 말한 금강 하구 길의 변

천 시대를 추정하는 매우 좋은 참고를 발견하였다. 이미 장암이 금강의 서쪽으로 내려온 

뒤의 소산이었다고 보면 금강 남하는 장암 생성 이전의 사실로 장암의 역사로 거슬러 올

라가는 것으로 대략 금강 남하의 연대를 추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장암의 역사가 조선, 고려, 백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허락

된다면 따라서 금강남하설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백강 만경강설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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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람들의 구비에 전해진 1200년 전 설(신라 성덕왕)을 채택해도 큰 잘못이 없다고 믿을 

수 있다(금강 하구 길의 변천 참조)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류이고 장암이 이렇게 

새롭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부근의 토질을 지질학상에서 고찰해 보면 군산부근 일

대가 태고층 임에도 불구하고 장암만은 멀리 내려가 중세층이라는 것에서도 앞에서 말한 

추론을 유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믿는다.

나는 지난날 장암을 방문하여 마을에서 가장 박식한 서도(書道) 선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필담을 하여 얻은 바가 많았다. 그 중에 그가 자신있게 가르쳐준 장암팔경은 다음과 같다.

門防鼓角 문방의 북과 피리소리

開川望月 개천에서 바라보는 달

隱積暮73鐘 은적의 저녁 종소리

서천군 장암부근 지도

73) 원문에는 墓로 되어 있으나 暮의 오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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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浦歸帆 먼 포구에서 돌아오는 돛단배

孤島綠竹 외로운 섬의 푸른 대나무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西山落照 서산의 지는 해

蟾岩祚雨 섬암(두꺼비바위)에 내리는 비

그리고 그는 한시를 두 셋 보여주었다. 그 중 가장 나의 마음을 얻은 것을 하나 들어보자.

石立靑山聳幾尋  푸른 산에 서 있는 돌 몇 길이나 솟았는데,

隕星爲璧層層勢  운성이 벽 이루어 층층마다 기세 있네.

奇客不自老光隠  기이한 객은 스스로 늙은 빛을 숨기지 않고, 

壞土成峰磊磊心  무너진 흙은 봉우리 이뤘으니 구애받지 않을 마음일세.

이것을 나는 시로서의 가치보다는 부근의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서 들었다. 그때  시에

서 알게 된 것이지만, 다음에 참고하기 위해 악부(樂府) 장암곡74(長巖曲)의 유래와 은행 

전설을 말하고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

조선이 아직 고려라고 불렸던 옛날 옛날의 일. 당시 국정에 참여해서 권세를 견줄 

자가 없이 나는 새조차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의 세력을 가졌던 평장사(平章事) 두영

철(杜英哲)75이란 사람이 일찍이 이 섬에 유배된 적이 있었다. 그는 꽃과 같은 도회에

서 멀리 쓸쓸한 변두리 땅에 사는 것이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다. 전

날 누리던 영화의 꿈을 답답한 머릿속에서 짜서 만들어내어 많은 밤을 자고 깨는 것도 

74)

75)

고려시대의 가요. 원문은 전하지 않고 노래 이름과 유래만 『고려사』 제71권 「악지(樂志)」에 전하며,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小樂府)』에 이 노래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원문에는 사영철(社英哲)로 되어 있으나 두영철(杜英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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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집으로부터 편지조차 오지 않는 먼 곳에서는 바람 소리에도 

그리운 처자의 모습을 생각하고 쓸쓸한 모습이 동반되었다.

며칠인가 지났다. 사람의 모습조차 진귀한 섬에 단 한 사람 풍월을 친구삼아 야인처

럼 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그는 어느 날 노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얼마나 기뻤을 것

인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기분으로 이야기를 욕심내며 듣는 그였다. 그다음에 그는 

언제나 언제나 노인을 상대로 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치고 세상은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올 즈음 그는 생각지도 못한 도시로부터의 소식을 받고 마음

을 설레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의 소환장이었다. 지금은 서둘러 도시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부터 친구인 노인과 헤어지는 것은 기쁨 가운데서도 마음을 쓸쓸하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은 매우 기뻐해주면서

“사람은 경박하게 진퇴한다면 어떤 곳에 재난이 있을까 알 수 없다. 조심하시도록” 

이라고 말하고 정중하게 타일러 주었다.

 그런데 그는 드디어 도시에 가서 왕을 모시고 또 원래대로의 평장사의 지위에 나가

서 국정의 중요한 정무를 관장하게 되었지만, 인간 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처럼 또 죄

에 빠져 다시 고통을 당하는 몸이 되었다.

 앞의 노인은 그를 가엽게 여겼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그의 행동을 꾸짖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 노래야말로 악부 장암곡이지만 이제현(李齊賢, 1287-

1367)76이란 사람이 노래의 의미를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拘拘有崔爾爰爲   붙잡힌 참새야 너는 어이 하다가

觸着77網羅78黃口兒   어린 아이의 그물에 걸렸느냐? 

76)

77)

78)

79)

이제현은 고려의 문신이자 학자로 당대의 명문장가이다. 1314년 백이정(白頤正)의 문하에서 정주학을 공부했고, 같은 해 

원나라에 있던 충선왕이 만권당을 세워 그를 불러들이자 연경에 가서 원나라 학자와 함께 고전을 연구했다. 정주학의 기

초를 세운 학자로, 원나라와 동등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문신이기도 하다. 『익재난고(益齋亂藁)』의 『소악부(小樂

府)』에 고려의 민간가요를 7언 절구로 번역한 1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고려가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원문의 著는 着의 오자로 보인다.

원문의 網은 網羅의 오자로 보인다.

원문의 光은 孔의 오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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眼孔79元來在何許   보라는 눈은 뒀다가 어디에 쓰고

可憐觸網雀兒癡.   가련하도다. 그물에 걸린 어리석은 참새여.

은행의 전설

군산공원에 올라 건너편 언덕 장항리 부근을 멀리 바라보면 전망산 후망산의 중간 평지

에 아주 큰 고목이 있는 데에 생각이 미칠 것입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저 정도 보이

므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어느 정도 큰 나무일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가서 보면 어

른이라도 4명 가량이 잡을 정도의 크기로 부근에서는 볼 수가 없는 커다란 은행입니다.

나는 처음에 이 나무를 금강 연안을 왕래하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뱃사공들이 항로

의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연한 기회에 잠깐 그

것은 귀신 정령이 머문 신목(神木)이라고 하여 부근은 물론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

을 받고 있는 조선에서 소위 당산목(堂山木: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 주

는 나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 고목은 은행나무이지만 다른 곳에도 한그루 있어, 남목 여목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의 나이를 들어보면 토착민들은 삼한시대의 것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존경하고 사모한 나머지 오산된 추정이었고 아무리 어

림잡아 봐도 350-6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나무가 신목으로서 토착민의 신앙 대상이 되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나

는 먼저 고목에 관계된 전설부터 말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곳에 살지 않는 스님이 이 부근에 나타나 목의 갈증을 풀기 위해 우물

가에 가까이 가서 물을 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조용했던 우

물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며 움직이는 것을 보던 스님이 질질 끌려들어가는 것처럼 물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바닥으로부터 아우성치는 염불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무렵에는 우물은 본래와 같은 조용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여 이것은 우물 신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메

우고 정성스럽게 스님을 장사지냈습니다. 다음에 불가사의한 일은 불가사의한 일을 잉

태하는 것으로, 잠시 지나자 원래 우물이 있었던 주변으로부터 한그루의 은행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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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자 순식간에 성장하여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불

가사의하게 생각하여 점쟁이에게 들어보니 그것은 스님의 주머니 속에 은행 열매가 있

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한밤중에 작은 아이가 벌거숭이로 신발을 신고 나무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나와 어느덧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신념이 마을 사람들의 존경 대상이 되어 신앙이 되었고 드디어 신목

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병자라도 나오면 병자의 밥그릇을 나

무 부근에 버리면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나무를 베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나무가 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가 병에 걸려 아이가 우물이나 바다

에 떨어져 죽는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가 평소보다 잎사귀가 많이 번성하면 풍년이고, 반만 번성하면 흉년이라고 

하여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것이 가능하여 마을에서는 중요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목에는 정령(精靈)80이 있다고 하는 사상은 있습니다. 아무튼 한그루

의 나무로 병의 치유를 기원하는 것이 되고 벌채라도 하면 재앙이 바로 오는 것이라고 

하여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아는 재료로서도 사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교수입 후

의 사상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먼저 재미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5. 봉화대 터에 대해서

본래 조선에서 봉수는 고려조 의종 3년(1149)에 시작된 것이다. 아마도 당시의 서북면병

마사(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曹晋若)이 임금에게 올린 글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인정받아 전

국적으로 설치되었다. 그 목적은 옛날 통신기관이 불완전한 시대에 유일한 조직적 통보기관

이었고 주로 군사상 또는 비상경비에 있었다. 평상시 밤에는 불로 낮에는 연기로 신호하되, 

80) 애니미즘(Animism)이라고 한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는 영혼과 같은 영적, 생명적인 것이 두루 퍼져 있으며, 삼라만

상의 여러 가지 현상은 그것의 작용이라고 믿는 원시 신앙. 즉 무생물계에도 정령 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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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급함을 요할 때에는 2, 3, 4회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매 봉수소(烽

燧所)에는 방정(防丁) 2인, 백정(白丁)20인81을 두고 각 평전(平田) 1 결(結)을 지급하는 규정

이었다.

조선에서 『경국대전』에서는 봉화를 평상시에는 1거(炬: 횃불), 적이 침입했을 때는 2거, 

경계에 접근하면 3거, 경계를 넘으면 4거, 접전할 때는 5거를 올린다. 매일 접전이 되면 장

작을 쌓아서 이리 똥[狼糞]을 사용하고(봉화를 ‘狼烟’이라고 쓰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밤

이 되면 횃불을 들고 낮이 되면 나무를 태운다. 경성에서는 남소(南所)82 부장(部將)83으로

부터 병조에 보고하고 다시 병조로부터 왕궁에 상주한다. 지방에서는 봉장(烽將)으로부터 

이것을 주진(主鎭)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선의 봉수는 고려조의 봉수를 습용한 것

이었고, 그 연원은 중국의 제도를 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는 참고를 위해 조선 

전도에 산재한 봉수의 수를 문헌에서 들어본다.

(1) 경기도 각지    42 봉수

(2) 충청도 각지    33 봉수

(3) 경상도 각지   134 봉수

(4) 전라도 각지    63 봉수

(5) 황해도 각지    24 봉수

(6) 강원도 각지    26 봉수

(7) 함경도 각지   226 봉수

(8) 평안도 각지   127 봉수

     이상  합계   675 봉수

81)

82)

83)

84)

85)

원문에는 방정 220인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고려사』권81 지 권35 병1 병제에 의하면 “방정 2인, 백정 20인”이다. 西

北面兵馬使曹晋若奏, “定烽式, 平時, 夜火晝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白丁二十人, 各例給平田一結.”

조선시대 오위(五衞)의 위장(衛將)이 숙위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 창덕궁과 창경문의 담장에는 동소(東所), 서

소(西所), 남소(南所), 북소(北所)로 이루어진 사소(四所)가 있었다. 오위의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은 사소에 거점을 

두고 궁궐 내부를 경비하였으며, 시각을 나누어 궁궐 내부를 순찰하였다. 

원문의 부장(部長)은 부장(部將)의 오자로 보인다.

동계(東界)와 더불어 양계(兩界)를 이루었으며, 서북면ㆍ서북로ㆍ서북계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평안도 지방에 해당한

다. 행정구역으로서의 북계는 조선 초기까지 존속되다가 1413년(태종 13)에 평안도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원문에는 선종(宣宗)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宣祖)의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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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보면 경상도, 전라도의 200봉수는 분명히 일본에 대한 경비였고, 평안도의 127

봉수는 중국에 대해서이다. 함경도의 226봉수는 옥저, 말갈과 북계(北界)84의 오랑캐에 대

한 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리적 관계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에서 왜구의 침략은 고려조에 시작되어 조선에 걸쳐 여러 대 끊어지는 일이 

없이 남선 각지에 매우 심하게 창궐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였다. 연해 입구의 군이 서로 

호응해서 일어나 마음대로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지방은 완전히 사람 그림자

가 끊어졌다고 까지 전해지고 있다. 내려가서 선조(宣祖)85때 히데요시가 시도한 경천동지

의 대원정인 분로쿠(文祿)의 역은 절실하게 조선으로 하여금 군사상 통보기관의 필요를 깨

닫게 하였다. 앞에 제시한 것처럼 조선 전도를 통해 가장 조직적으로 봉수망을 설치하기

에 이른 것이다.(금강과 왜구 참조)

위는 대략적인 조선의 봉수사이지만 나는 다음에 본론인 군산부 밖에 있는 봉화령, 

군산 부근 봉수 분포도

81)

82)

83)

84)

85)

원문에는 방정 220인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고려사』권81 지 권35 병1 병제에 의하면 “방정 2인, 백정 20인”이다. 西

北面兵馬使曹晋若奏, “定烽式, 平時, 夜火晝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白丁二十人, 各例給平田一結.”

조선시대 오위(五衞)의 위장(衛將)이 숙위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 창덕궁과 창경문의 담장에는 동소(東所), 서

소(西所), 남소(南所), 북소(北所)로 이루어진 사소(四所)가 있었다. 오위의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은 사소에 거점을 

두고 궁궐 내부를 경비하였으며, 시각을 나누어 궁궐 내부를 순찰하였다. 

원문의 부장(部長)은 부장(部將)의 오자로 보인다.

동계(東界)와 더불어 양계(兩界)를 이루었으며, 서북면ㆍ서북로ㆍ서북계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평안도 지방에 해당한

다. 행정구역으로서의 북계는 조선 초기까지 존속되다가 1413년(태종 13)에 평안도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원문에는 선종(宣宗)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宣祖)의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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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봉화대 터에 대한 고증을 진행하고 싶다.

생각해 보면 봉화대라는 것은 그 글자가 나타내는 것처럼, 옛날 봉수의 하나라는 것은 

현존하는 산 위의 유적을 보더라도 의심없는 사실이다. 불가사의한 것은 봉화대에 관해

서는 어떠한 문헌에도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이름이 이미 내

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봉화대 터가 이렇게 수긍하는 만큼 충분한 소질을 갖는 것이므

로, 이에 관해서는 일단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순서로서 군산부근에 흩어져 

있는 봉수의 분포에 대해 문헌에 따라 분명한 것을 약도를 가지고 표시하기로 한다.

『여지승람』에서 살펴보면 옥구현의 봉수에 관해서는 “사자암(獅子岩) 봉수(현 서

쪽 11리)는 남쪽으로 만경현의 길곶(吉串)과 호응하고, 서쪽으로 화산(花山)과 호응

한다. 화산 봉수(현 서쪽 25리)는 동쪽으로 사자암과 호응하고, 북쪽으로 점방산(占方

山)과 호응한다. 점방산 봉수(현 서쪽 20리)는 동쪽으로 임피현 오성산(五聖山)과, 남

쪽으로 화산, 북쪽으로 충청과 호응한다.”86

라고 되어 있다. 당시의 옥구현 내에는 3봉수(약도 참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봉수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러나 『호남읍지』의 옥구조를 보면 봉화 4처

가 있다고 되어 있어, 사자암, 화산, 점방산 및 도진(刀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도진

산은 현 북쪽 20리에 있다고 하고, 같은 현 북쪽 22리의 군산과는 대략 근접한 지방이

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해되지만, 과연 도진산이 봉화대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

지 않다. 그러나 같은 책에 삽입된 간략 지도를 보면 군산진의 서남에 위치하는 최고봉

을 가지고 봉수라고 하고, 천방산(天方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군산진

지도』 참조) 천방산 이야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봉화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봐서 미루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도에 근거해 보면 봉화대는 실제로 139미터가 있

고, 부근의 군봉(群峰) 중에 한층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설이 있다. 그것은 천방산을 가지고 저수지와 반대 측에 위치

8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 권34 전라도 옥구현 【烽燧】 獅子巖烽燧. 南應萬頃縣吉串. 西應花山. 花山烽燧. 東應獅子巖. 

北應占方山. 占方山烽燧. 東應臨陂縣五聖山. 南應花山. 北應忠淸道舒川郡雲銀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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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림산(雪淋山)이라고 하는 조선 옛 노인의 설이다. 즉 천방산은 옛날의 소위 기

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산 위에 거화(炬火)를 피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 비를 청하는 

장소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설림산은 예로부터 천방산이라고 불려 천방(千房)과 천방

(天方)이 같은 발음이라는 데서 혼동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진산이란 무엇인가. 이미 서술한 것처럼 도진산은 옥구의 북쪽 20리에 있

다. 같은 22리에 위치하는 군산과는 불과 2리의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도진산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봉화대인 것이다. 아마도 도진이란 글자 뜻에서 보면 해변에 임

한 절벽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지금의 저수지를 건너 여기에 두 개의 봉화령이 존재하는 것이 

되지만 이것은 잘못이고, 먼저 든 군산진 지도에서도 전자와 후자는 의미를 달리한다. 

전자는 기우봉(祈雨峰)으로 사용된 것이고 후자는 군사적 입장에서의 봉화대였다고 추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해 보면 봉화대는 금강을 따라 우뚝 선 고산이었고, 옥구, 군

산 부근에서 최고봉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月明山이라고 해도 104미터, 앞에 서술한 

설림산은 100미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해의 조망은 물론, 수군의 목표로서도 절호

의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군산에서는 군산창 즉 후대의 호남청이 설치되어 군사상 재

정상으로 중대한 사명을 띤 것이다. 이 점에 생각이 미치거나 혹은 왜구내습이 심해지고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군산 부근에 좋은 곳을 선택하

여 통신기관으로서의 봉수가 설치된 것은 지리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의 봉화대가 그 임무를 맡은 것은 앞에 서술한 군산축성과 서로 나란히 가장 

중요한 군사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산 위의 설비이다. 현재 약간의 석루(石壘)가 남아

있는데 지나지 않지만, 당시 산 위에 고루(高樓)가 세워지고 있던 것은 위에 열거한 군

산진의 지도를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 다시 산 위에서 나온 기와 파편에 기

이한 눈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경찰의 화재 감시탑[火見臺]과 

같고, 봉화대를 중심으로 한 부근 봉수망을 연락하기 위해서 방정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러한 것에 미루어 보더라도 봉화대야말로 옛날 군사상 빠뜨릴 수 없는 봉대(烽臺)

의 유적이고, 군산의 역사를 장식하는 중대한 고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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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방사(千房寺)의 유래와 공원의 석탑

군산부 밖의 물길 저수지는 봉화령과 설림산과의 계곡에 끼인 낮은 땅을 교묘하게 이용

한 것이지만 지금부터 십 수 년 전까지는 겨우 논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부근이 상수도의 저수지로만 알려져 지난 옛날의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것이 거의 잊혀졌기 때문에 군산의 역사를 말하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여기에 기록해 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봉화령의 건너편 산은 현재의 지도를 보면 설림산(雪淋山)으로 되

어 있지만, 이 산은 옛날부터 천방산(千房山)이라고 불리고 있다. 어째서 천방산이라고 불

리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른바 천방사의 유래이다.

옛 신라의 장수 김유신(金庾信, 595-673)87이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병사를 당에게 요청

한 때이다. 당나라 사신 소정방(蘇定方, 592-667)88은 선졸(船卒) 13만89을 이끌고 와서 산 

아래 머물렀지만, 연기와 안개가 자욱이 껴서 천지가 어두워져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령에게 만약 날씨가 맑게 개어서 군사들을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정말

로 천개의 사찰을 지어 부처에게 바칠 것이라고 기도하였다. 기도한 효험이 나타났는지 바

로 그날 천지가 완전히 밝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청명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소정방은 산에 

올라 두루 살펴보았지만 산세가 매우 좁아서 천개의 사찰은 고사하고 백개의 사찰도 세우

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개의 돌을 배치하여 절 형태로 만들고 절을 하

나 세워서 이것을 천방이라고 부른 것이다. 후에 천방은 선림(禪林)이라고 개칭했지만 고려

의 숙종은 근신(近臣: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신하)을 보내서 중수하고 불상을 안치시켜 다

87)

88)

89)

본관은 김해,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12대손이다. 김유신은 신라군 5만을 이끌고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군대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정벌했다. 663년에는 백제 유민과 왜가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격파

했고, 이듬해에 사비성에서 봉기한 백제 유민을 교란시켰다. 668년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김유신은 신

라군의 총사령관격인 대총관에 임명되었다. 고구려 정벌 이후 김유신은 당나라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며 한강 이북

의 고구려 땅을 되찾았다. 그리고 673년에 세상을 떠났다. 

당나라의 장군. 이름은 열(烈), 정방은 자(字)이다. 본관은 기주무읍현(冀州武邑縣, 지금의 하북성[河北省])이다. 660

년에 나당 연합군의 대총관으로서 13만 당군을 거느리고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하고 의자왕과 태자 융(隆)을 사로잡

았다. 661년에는 요동도행군대총관(遼東道行軍大摠管)으로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철군하였다.

원문의 12만은 13만의 오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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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천방으로 부르게 한 것이다. 

이 내용은 천방사의 유래이

고, 그것 때문에 천방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뒤쪽에 

있는 설림산 은적사(隱寂寺)90

에 놀러가서 사수(寺守)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 산 위

에 온돌이 천장 이상이나 있었

기 때문에 천방산이라고 말하

고 있었다. 그것은 위의 전설에

서도 그렇지만 실지로 이 산을 

답사한 사람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여지승람』에서 보면 이밖에 천방산에는 길상사(吉祥寺)도 

있었던 것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은적사와 선종암(善宗菴)뿐이다. 은적사는 신라 진평왕 

38년(616)에 창건된 것이고 지금부터 1200여 년 전의 것(여기에는 다소의 의심이 있다)이었

다. 그것은 산등성이의 설림산에 세워진 것이므로 천방사의 유적으로서는 단지 선종암만

이 있고 이것도 저수지 개설과 함께 폐사가 되었다. 당(堂) 및 불상, 유물은 은적사에 옮겨

진 것이다. 바로 지금 동사의 동측에 있는 칠성각(七星閣)91이다. 이렇게 선종암 앞의 석탑

은 멀리 공원의 한쪽에 옮겨져 돌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는 이들 사암(寺庵)

설림산과 천방산

90)

9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金山寺)의 말사이다. 진평왕 35년(613)에 원광법사(圓光法師)가 창건하였

다는 설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소정방의 창건설이 전한다. 그러나 이 두 설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원광이 

창건했다는 설은 당시 이 땅이 백제 영토였기 때문이고, 소정방의 창건설 역시 전란 중에 이국땅에 절을 세워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 창건 후 952년(광종 3)에는 정진국사(靜眞國師)가 중창하였고, 1373(공민왕 22)에 나옹화상(懶翁

和尙)이 중창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작지붕인 대웅전과 극락전ㆍ칠성각ㆍ진영각ㆍ산신

각ㆍ시왕전ㆍ종각 등이 있다.(권상로 편, 1979, 『한국사찰전사』, 동국대학교출판부)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전각 중의 하나로 한국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

다. 초기 및 중기의 사찰에서는 칠성각을 볼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차츰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 대

부분의 사찰에 건립되어 있다. 칠성은 수명신의 구실과 함께 가람수호신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중앙일보사 편, 1983, 

『한국의 미』 13, 중앙일보사)



84 群山開港前史

의 위치에 대해 참고를 위해 약도(앞 쪽)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

즉 저수지의 위, 지금의 설림산 계곡의 중간 허리에 봄에는 벚꽃, 가을은 붉은 잎으로, 

비단을 짜듯 울창하게 번성한 나무, 그것이 천방사 터이다. 지금은 정자 앞의 개오동나무

가 겨우 옛날을 쓸쓸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바람에 온갖 고

생을 하여 지금에 이른지 1천년, 선종암의 폐탑(廢塔)은 공원의 한 구석에 방치되어 보는 

사람도 없고 일본과 조선의 역사를 장식하는 유서 깊은 한반도의 고적도 이렇게 잊혀져 

인멸되어 가는 것이 어쩌면 쓸쓸한 일이 아닌가.

군산에서 조선 재래의 시장으로는 현재 영정(榮町)의 군산시장만 있지만, 『문헌비고』 시

적고(市糴考) 향시(鄕市)의 항목을 보면 “옥구읍내 3, 경포 5, 지경 1”이라고 되어 있어, 이 

부근의 시장으로 3개의 시를 들고 있다. 그 중 경포는 지금의 군산부 바깥의 경포리 시장

을 지칭한 것이므로 동시(同市)도 이 부근의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설치된 연대는 상세하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군산시장이 군산

의 개항과 거의 동시에 개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포시장의 번영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이전 오랜 역사를 가진 경장시장의 성쇠에도 직접, 간접으로 중대한 관계를 

가지므로 여기에서 함께 말해보기로 한다.

지금 참고를 위해 약도를 사용하여 이들 3개 시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숫자는 시장 변천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지만 이로써 보면 경장리는 전주 간선도로

를 따라 또한 무명천을 앞두고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해된다.

더구나 배후에 팔마산(八馬山)을 등지고 마치 군산의 현관 입구를 이룬 것은 당시  부근에 

천하대장군92(張將)이 2, 30기나 나란히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현재도 동서 합

해서 15개가 있고, 상부에 西方逐鬼白帝大將軍, 또한 東方逐鬼靑帝大將軍의 문자가 보인다)

원래 조선에서 시장의 연원은 매우 오래된 것이 있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7. 경장시장(京場市場)과 경포시장(京浦市場)
    부, 군산시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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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장승 중 남자 모양을 한 것이다. 장승은 신목(神

木), 장생(長生), 후(堠), 장생우(長栍偶), 장선주(長先柱), 장선(長仙)이라고도 부른다. 장승의 기원은 고대의 남근숭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사찰의 토지 경계 표시에서 나온 것이라는 장생고표지설(長生庫標識說), 솟대ㆍ서낭당에서 유래된 것

이라는 고유민속 기원설이 있다. 또한 퉁구스 기원설, 남방 벼농사 기원설, 환태평양 기원설 등과 같은 비교민속 기원설이 

있다. 장승은 그 형태나 크기에서도 다양하고 몸체에 새기거나 이름도 다양하다. 천하대장군ㆍ지하대장군류, 상원주장군

(上元周將軍)ㆍ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과 같은 도교적 장군류, 동방청제장군(東方靑帝將軍)ㆍ서방백제장군(西方白帝將軍)

ㆍ북방흑제장군(北方黑帝將軍)ㆍ남방적제장군(南方赤帝將軍) 등의 방위신장류(方位神將類) 등의 명문이 있다. 장승은 단

순한 경계표나 이정표의 구실과 함께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또는 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

는 대상으로 신앙적인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천진기, 1997, 「장승ㆍ솟대의 역사」, 『한국민속사논총』, 지식산업사)

新羅炤智王十二年, 初開京師(당시의 

국도 경주)市肆, 以通四方之貨.

신라 소지왕 12년(490년), 처음 경

사(경주)에 시사를 개창하여 이로써 

사방의 화물을 통하게 하였다.

라고 있으므로 이미 삼한시대에 기원

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마 이것

은 시장에 관한 조선사적에 보인 최

초의 것으로 내려와 조선에 이르러서

는 정종(定宗) 원년(1399년)에 처음 

시전을 경사에 두고, 지방에서는 향

시가 설치된 것이지만, 그 개시일은 1

ㆍ6일, 2ㆍ7일, 3ㆍ8일, 4ㆍ9일, 5ㆍ10일

에 열고, 통상 1개월 6회의 개시를 

정한 것이다. 나는 이하 군산부근의 

시장을 서술하면서 먼저 역사적으로 유명한 경장시장의 개략을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서

술한 것처럼 경장시장은 옥구군 경장리에 있었던(현재는 개시하지 않음) 것으로 호수도 4, 

50호도 없는 작은 읍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장은 대개 4백 년 전의 창설에 관계되어 지금

부터 30년 전까지는 서천방면에 나루터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 동리 부근에서 경포

리를 지나 금강에 통하는 무명천도 그 당시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운의 편리를 도왔던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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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구역도 매우 넓고, 옥구군 대부분은 물론 군산, 서천 방면 

외에 강경, 전주, 태인 등의 지방과 거래하였다. 특히 미곡과 같이 군산의 개항 후까지 계

속 이루어져 장날에는 군산에서 물건을 사러 가서, 마치 군산의 전신이었다고 칭해도 결

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마다 자못 성황을 이루었지만 군산의 개항, 

강기슭의 축제(築堤: 둑을 쌓음) 및 군산시장의 개설로 인해 점차 쇠퇴의 길을 더듬어 가

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의 거래 상태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다. 융희 3년 9월(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1909년) 당시의 한국정부 탁지부 사세국93(司稅局)의 조사에 따라 그 개요를 보면, 

개시일은 10일로 정해진 것이었다. 화물의 집산구역은 위에 열거한 것처럼 임피, 만경, 전

주, 서천, 함열, 한산, 강경 등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집산하였다. 그 주요한 거래품은 

쌀, 대두, 녹두(菉豆), 목화(면), 진임(眞荏: 참깨), 백목(무명), 마포(麻布: 삼베), 금건(金巾: 

옥양목), 광목(廣木: 평직으로 제직된 표백되지 않은 면직물), 곡자(曲子: 누룩), 남초(南

草: 담배), 백염(白鹽: 하얀 소금), 감곽(甘霍: 미역), 건화어(乾花魚) 등이다. 특히 특산 백

염은 봄 가을 미면(米面)과 정면(定面)에서 약 2만 4천원을 생산하고 주로 전북 서부에 수

출하였다.

그 후 조선의 전체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전 임시토지조사

국에서 1913년부터 1917년에 걸쳐 시행한 조사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개시일은 10일로 

작은 달은 29일로 정하고 매상고는 7,236원에서 10,380원을 오르내린다. 상인수가 많을 때

는 80명, 적어도 30명을 내려가지 않고, 구매자가 많을 때는 7백 명을 넘기고 적을 때라도 

2백 명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할 정도이다. 이 부근에서 으뜸이라 일컬어진 전성기는 얼마

나 번화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하물며 거래고도 앞에 말한 것의 수십 배나 있었다고 말

해지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나는 『문헌비고』에 기재된 경포시장에 대해 말할 순서이지만 동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다만 그 명칭이 실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보면 동

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알아챌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장시장과 지위가 뒤바뀐 

93) 대한제국기, 탁지부에서 조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탁지부에는 소속 기관으로 사세국ㆍ사계국(司計局)ㆍ출납국ㆍ회

계국ㆍ서무국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과 사계국은 1등국,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과 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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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포시장은 융희 3년(1909)의 조사에서도 1913년의 통계에서도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1922년 12월말의 통계에서 보더라도 전북의 시장 수 64개소에 대해서 군산부 내의 

4개소가 되는데 반해서, 옥구군 아래에는 임피와 경장의 2개소를 들 수 있는 정도이다. 그

러므로 문헌에 있는 경포시장은 오히려 경장시장의 오식이고 경포시장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1922년도의 조사를 가지고 보면 경장시장은 전혀 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번화했던 동시도 새롭게 개시된 군산시장에 이름과 실

상이 모두 번영을 옮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최근 10년간은 교통의 진보, 산업의 발달, 물가의 등귀 등 지방경제상 가

장 현저한 변천이 있었던 시대이므로 양자의 흥망 소장에서 보더라도 실로 흥미로운 사

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군산시장(원 경포시, 나중 藏財洞에서 현재의 榮町으로 옮긴 공설시장)은 

면적 2,954평을 가지고, 아연과 나무로 지붕을 이어 단층집을 만들어 제1구에서 제5구로 

나누고 개시일은 350일로 정하고 있다. 지금 참고를 위해 1년의 거래고를 보면 농산 40,902

원, 수산 66,900원, 직물 5,900원, 축류 53,706원 기타 90,350원으로 합계 257,758원의 많은 

액수의 수확이다. 현재는 조선 전체에서 특별히 손꼽을 정도의 신식시장이 되었다.

조선의 국내 상업의 대부분은 원시적 경제생활에서 보는 바의 물물교환시대의 유물인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은 물론, 여러 가지의 물자는 시장 소재지의 

주위 2, 3리 내지 4, 5리의 좁은 범위 내에서, 지방적으로 교환매매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

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이야말로 조선에서 거의 유일한 상업기관이었다. 일반의 상거래 상

에 부여해온 효과와 편리는 자못 큰 것이어서 조선인의 생활상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

고 각 시장과도 정례의 장날과 같이 인근 마을에서 매매자가 운집하여 성황을 이루는 것

은 상상 밖이다.

요컨대 나는 조선의 재래시장이 일본인의 생활과 교섭이 없어서 거의 간과되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조선 국내 상업의 근간을 차지하고 저들 경제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조선시

장의 해설을 시도해 보았다. 군산부 밖의 경장리에 멀리 4백 년 전부터 한반도에도 자랑할 

만한 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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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군산이란 지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문헌이나 구비에서도 그 유래를 남겨둔 것이 없

다. 그러나 왕왕 군산이란 군창(群倉)에서 변화했다고 하는 설이 유력한 것으로 일반에게 

인정받고 있는 오늘이므로 일단 군산이란 공식적인 이름에 관한 고찰도 그렇게 헛수고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생각해 보면 군산은 군창(群倉) 혹은 군창(群昌)에서 왔다고 하는 설의 한 이유로서 두 

가지의 자음이 유사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군창(群倉)에서 군산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한

다. 본래 군산을 군창(群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속칭이었고, 마치 경성을 부르는데 

서울이라고 하고, 경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은 조선 사람들도 역시 증명하는 

바이고, 일종의 저속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대개 군창(群倉)이란 옛날 군산에 군산창(群山

倉)이 설치되어 있었던 데서 근거한 것이고, 군산창이 약칭되어 군창이 되었다. 왜냐하면 문

헌에 보면 군산창이라고 있는 것도 군창(群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산이란 

군산창에서 온 것이고 군창(群倉)도 같이 군산창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군산을 

바로 군창(群倉)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허황한 이론이라고 믿는다. 왜

냐하면 지금 만약 하나를 양보하여 군산이 군창(群倉)에서 변화한 것이라고 해도 군산에 군

산창이 설치되기 이전은 어떠한 칭호를 썼는지가 문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용안의 피포에서 군산으로 군산창이 이관된 것은 중종 시대이다. 

군산은 아마 당시부터 관전세를 수납하는 장소로서 혹은 공미를 방어하는 군비라고 하

는 충분한 땅의 유리를 얻은 지역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불과 45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군산이 당시 점점 천하에 인정받기에 이르러 

군산창이 설치되고 드디어 군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그다지 조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군산은 그 이전 옛날부터 이미 군산창을 두었고,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

다고 믿는다. 동시에 군산은 역사상은 물론 그렇게 새로운 지방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짐

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중학교 뒤편의 조선인 택지에서 고대의 석검 한 개와 

상당히 연대를 경과한 고려요 항아리가 발굴되고 있고, 정거장의 뒤편의 산에서도 고려요

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특히 앞의 발굴품은 전 농학교장이었던 아마쿠사(天草)씨

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씨가 군산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발굴한 것이라고 하였다. 나도 직

8. 군산의 명칭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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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본 적이 있지만 아무튼 군산 부근에서 석기시대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나중

에 서술하는 돌맨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지만)을 보더라도 아무리 봐도 군산이 새로 개척

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군창설(群倉說)을 선택하기에 부족한 것도 이점 때문이다.

과연 그렇다면 군산의 호칭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단 나의 고증을 서

술하기 전에 군산도 즉 고군산의 명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옛날의 군산도가 현재의 고군산이었다고 보면 군산이란 호칭은 군산도에서 유래하기 때문

에 군산도를 고군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보는 것도 우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

마도 문헌을 조사해 보면 군산도란 이름은 일찍부터 여기저기 보이는 바이지만 군산(포 또

는 진)이라는 이름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군산’이란 비교

적 새로운 칭호라고 말할 수 있다. 하물며 이미 든 것처럼 군산진은 처음 고군산에 있었던 

것이지만 노적(奴賊) 때문에 도둑질 당한 곳이 되었고, 숙종 27년(1701, 강희 40년)에 군산

으로 옮기게 된(『호남진지』 참조)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산도의 명칭에 관해서는 『문헌비고』 33권의 여지고에 

鎭傍有蝸步等諸島, 列峙隔港相附, 故名群山島.

진94의 곁에는 와보도(蝸步島) 등 여러 섬이 있어, 줄지어 우뚝 솟아 항구를 사이에 두

고 서로 붙은 까닭에, 이름을 군산도라 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문헌비고』에 소개한 『일통지(一統志)95』에도

群山島十二峰連終如城.

군산도에 12 봉우리가 성처럼 서로 잇대어 있다.

94)

95)

『증보문헌비고』 제33권 여지고 21 관방 9 전라도 만경(萬頃)에 수록되어 있다. 원문에는 “서쪽에 있으며, 둘레가 80리

이다. 인조 2년(1624)에 별장(別將)의 진(鎭)을 설치하였다가, 숙종 3년(1677)에 승격하여 첨사(僉使)의 진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앞에 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말함. 명나라 때 이현(李賢) 등이 영종(英宗)의 명을 받아 편찬한 지리책으로, 1461년에 

간행되었으며 총 90권 60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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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므로, 군산도의 명칭은 역시 그 부근의 지형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 외에 다름 아

니다. 그렇다면 군산도가 고군산도가 되고 군산진이 군산도에서 옮겨진 것이라고 해도 ‘군

산’ 이란 호칭이 바로 군산도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시 독단이다. 왜냐하면 군산

진이 군산도에서 옮겨진 것은 위에 말한 대로 숙종 27년이므로 지금부터 약 232년 전인데 

반해 호남청이 군산에 설치된 것이 효종 3년(1652)으로 지금부터 282년 전이다. 득성창이 

용안현에서 군산에 이관되어 군산창이라고 불린 것이 중종시대 즉 지금부터 430년 전후라

는 것에서 보아도 스스로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군산의 호칭이 군산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양자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후대 군산도

를 가지고 고군산도라고 개칭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군산’이란 어디에 근거할까.

원래 나는 군산을 지리적으로 관찰할 때 언제나 그렇지만 흥미있는 문제에 봉착한다. 

물론 지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므로 혹은 이하의 추론이나 고찰이 잘못된 사상에 입각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점은 비판을 바라며 논의를 진행시켜 가기로 한다.

나의 추론을 진행시키기 전에 먼저 군산부근에서 금강물길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반복을 피해(그 항목 참조) 결론적으로 군산

은 이른바 ‘군산’에 기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해설을 시도해보고 싶다.

생각해 보면 군산은 전라도 해안의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북쪽은 금강을 건너서 충청남

도에 남쪽은 만경강을 건너서 만경군을 마주보고 동은 함열 및 익산군에 접하고 서 및 남

서는 밖으로 바다에 면하여 약간 반도형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해망산맥이 강에 임하여 

북행하고, 한편 옥구부근에서 둔율리를 향해 북으로 달리는 일파와 평행하여 군산부근에

서 만나 얽히고 설켜서 오늘의 지세를 형성하고 있다.(지도 참조) 해망산맥의 일 지맥은 현

재로는 절단되어 각각 고립하고 지금의 본원사(本願寺) 고지, 천강 고지, 전 부청 고지가 

되고, 서남방에 우뚝 솟아 있는 월명산은 동으로 달려 금강사(錦江寺) 고지, 송창동(松昌

洞) 고지, 소학교 고지가 되었다. 나아가 장재동(藏財洞) 고지를 이루고 있다. 역전 고지는 

동부에 위치하는 독립 고지이다.

이렇게 보면 군산은 조선 전체에서 제일의 평야라고도 말할 만한 전북평야의 북쪽 모퉁

이에 있다. 부근 산맥이 얽히고 설켜서 산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군산이라고 부르

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일반 상식적 해석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이름은 실체의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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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은 동양의 옛날부터의 명언이고, 조선은 특히 이름을 존중한 나라라는 것은 각 방

면에 나타난 명칭으로 살필 수 있다. 하물며 군산의 글자 뜻에서 보면 군(群)이란 ‘무라가

루(むらがる: 群がる라고 써서 군집하다, 떼를 지어 모인다는 뜻)’라고 새기고 양(羊)이 군집

하는 상황을 그린 상형문자이다. 군산이란 무라가루산(=群山)을 의미하는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그 일반을 살펴 알 수가 있다.

과연 군산이 ‘군산(群山: 산이 많다)’이란 뜻에서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의문

은 위에서 열거한 고지에 명칭이 없이 겨우 군산을 둘러싼 여러 산 가운데에 월명산만이 

이름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

고 싶다.

살펴보면 현재의 서빈정(西濱町), 본정(本町), 대화정(大和町), 신흥동(新興洞) 및 영정(榮

町)의 대부분은 옛날 저여지(沮洳地: 토지가 낮아서 배수가 나쁜 토지), 혹은 갈대밭이었

던 것은 노인의 말을 견주어 볼 것도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당시 거주지가 아니었던 것

이다. 그렇다면 군산부근의 거주지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의 조선부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저들의 거주 장소에 대해서는 리명(里名) 또는 동명(洞名)만 있으면 충분하다. 고지명(高地

名) 혹은 산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산항과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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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관찰하면 조선 사람들이 최근 평지에 적고 고지에 많이 거주하는 것도 쉬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가 없는 일본인의 대부분은 산지에 올라 군산 시가

를 내려다보고 눈을 돌려 조선부락을 우러를 때 일본인과 조선인의 부락이 멀리 떨어진 

것을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논단하는 경향이 많다. 현재의 일본인 거주지는 대부

분 최근의 매립지로 옛날의 거주지는 고지 또는 그 부근에 한정된 사실에서 보더라도 얼

마나 그 언설에 어리석은 이론이 심한 것인지를 살필 수 있다.

요컨대 군산의 호칭은 ‘군산’에 유래하는 것으로 군창(群倉)에서 변화한 것도 아니고, 혹

은 군산도에서 기원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위의 글에 근거하여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고군산도 후기(古群山島後記)

群山島在全羅道萬頃海中, 周八十里, 仁祖二年設別將鎭肅宗陞爲僉使鎭, 傍有蝸步等諸

島, 列峙隔港相附故名群山島, 而全身爲石山, 群峰障後, 左右環海, 中爲泌港, 可藏船舶, 

而前漁梁, 每春夏魚採時各邑商船雲擁霧簇, 販賣於海上, 居民以此致富, 競治室屋衣食, 

其豪侈甚於陸民, 高麗時宋使東來者至此歇息, 舊有客館, 曰群山亭又有五龍廟.(고려시

대부터 공식으로 용왕을 제사지낸 것으로 자세한 것은 용당 참조) 

군산도는 전라도 만경해 가운데 있으며 둘레가 80리 이다. 인조 2년(1624) 별장의 진을 

설치하였다가, 숙종 때 승격하여 첨사의 진이 되었다. 곁에 와보도 등 여러 섬이 줄지어 우

뚝 솟아 항구를 사이하여 서로 붙은 까닭에, 이름을 군산도라 하였다. 전체가 돌산으로 

96)

97)

98)

군산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123년(인종 원년)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긍(徐兢)의 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

奉使高麗圖經)』에서 보인다. 이것을 통해 송나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이동항로를 알 수 있으며, 군산도라는 별도

의 항목을 통해 군산도의 모습, 군산도에서의 사신 영접과정, 사신 영접에 사용된 송방(松肪)이라는 채색 배, 사신 

영접장소인 군산정(정자) 외에 오룡묘, 자복사(資福寺), 숭산행궁(崧山行宮, 객관) 등을 소개하였다. 군산정은 『신증

동국여지승람』, 『해동역사』,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서 모두 객관(客館)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종수, 2010, 

「군산도와 고군산진의 역사」, 『전북사학』 3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있는 신당으로 만주봉(望主峰) 기슭에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고려시대 이후 기도처로 알려진 곳이다. 선유도 연안을 항해하던 뱃사람들이 해로의 안전을 기원하고 풍어를 빌었다.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성리학자. 자는 계온(季溫), 호는 점필재(佔畢齋). 1459년(세조 5)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

가 벼슬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재지사림의 주도로 성리학적 정치질서를 확립하려했던 사림파의 사조(師祖)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조의 즉위를 비판하여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무오사화를 불러일으켰다. 저서에 『점

필재집(佔畢齋集)』, 『청구풍아(靑丘風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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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무리지은 봉우리가 좌우로 바다를 둘러싸고 섬 안에는 후미진 곳이 있어서 배

를 감출 수 있다. (고군산도)의 앞바다에는 어량(어장)이 있는데 매년 봄과 여름의 고기잡

는 계절이 되면 각 읍의 상선이 구름이나 안개처럼 모여들어서 해상에서 판매한다. 주민은 

이로써 부유해져 집과 의복을 다투어 다듬는데, 그 호사함이 육지 백성보다 심하다. 고려 

때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오는 자들이 이곳에 이르러 쉬었으므로 옛날에 객관이 있었는

데 군산정96이라 하였다. 또 오룡묘97가 있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98

千仞峯頭樓觀奇  천길 산봉우리에 기이한 누관 있어

強扶衰憊更憑危  억지로 쇠약한 몸 이끌고 높은 곳에 의지했네.

鎔金日落群山島  금을 녹여 낸 듯한 해는 군산도에 떨어지고

塔素煙横碧骨搭99 흰 베 걸친 듯한 연기는 벽골탑에 비꼈어라.

身在半空遊目遠  몸이 공중에 있으니 눈 가는 곳이 멀고,

詩捜萬像放盃遅  시는 일만 형상 찾노라니 술잔 놓기 더디구나. 

楞伽自昔稱天府  능가산은 예로부터 천부(天府: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로 불렸는데, 

今對孱顔100豈所期  오늘날 험준한 산 대할 줄 어찌 기약했으랴.

  99)

100)

원문에는 碧骨陂로 되어 있으나 碧骨搭의 오자로 보인다.

원문에는 孱顧로 되어 있으나 孱顔의 오자로 보인다.

9. 군산 부근 고적지도의 해설

1) 설림산 봉수(雪淋山 烽燧, 설림사 소유의 산림)

설림산 위에 있다. 석축의 봉대가 남아있을 뿐 점방산(占方山) 봉수라고 칭한다. 

부근에 천방산, 천방사, 길상사 등이 있어도 현존하는 것은 은적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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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2)

103)

104)

105)

106)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광월산의 남쪽 봉우리를 정점으로 동쪽과 서쪽에 날개처럼 흘러내린 구릉의 정상부에 축조되

어 있는 평산성이다. 『1872년 지방도』를 살펴보면 옥구읍성의 내부에는 객사를 비롯하여, 내아, 동헌, 향청, 창고, 향

교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향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훼손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다.(군산대학교박물관 

외, 1985, 『옥구지방의 문화 유적』, 군산대학교 박물관ㆍ전라북도 옥구군)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내류 마을 동쪽에 위치한 금성산의 정상부를 두른 테뫼식 산성이다. 박지산성은 만경강의 북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의 옥구읍성, 대산산성(垈山山城), 그리고 동남쪽의 회미현 성터 등과 함께 옥구지방으로 

상륙하는 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책)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에 있는 산성. 대산산성(垈山山城)이라고도 불린다. 이 산성은 만경강의 북안에 자리하고 있으

며, 옥구 지방으로 들어오는 남쪽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되었다. 토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백제 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위와 같은 책)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병산(領兵山)으로 되어 있다. 사자암 봉수대가 오곡리 영병산에 있으며 직경이 10칸인 원형 

토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영병산은 옥구읍에 있는 금성산지에 해당된다.(김주환, 2009, 『기후 지형학』, 동국대 출판부)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내성산 마을 뒤의 성산에 있는 토성이다. 토성에서는 북쪽의 금강 하구와 남쪽의 만경강 하구

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성산토성은 서해에서 금강이나 만경강을 따라 침입하는 적을 꺾기 위한 전초기지였을 것

이다.(『옥구지방의 문화 유적』 참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 권34 전라도 옥구현에는 자천대가 ‘紫遷臺’로 되어있다. 그리고 “在西海岸, 地勢平衍, 泉石

可愛, 世傳, 崔致遠所遊處”라고 하여 최치원이 놀던 곳이라고 적고 있다. 자천대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세상의 인심이 어수선 하자,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원래 옥구군 선연리 동산에 있었으나, 

1934년 군용 비행장 안으로 편입되자 이를 옥구면 상평(上坪)마을 옥구향교로 옮기고 경현재(景賢齋)라 하였다가 

1967년에 다시 건립하였다.

2) 옥구읍성(沃溝邑城)101

석축 둘레 2,058자(尺), 높이 8자

(신증여지승람) 가정(嘉靖) 갑신(甲申, 지금부터 약 413년 전) 개축. 둘레 3,490자, 높이 

12자.

3) 박지산성지(朴只山城趾)102

박지산성지는 금성산 위에 있다. 토성으로 주위 약 15정(町) 있다. 전부 붕괴되었다.

4) 수산리(壽山里) 오곡리(五谷里) 토성103

양등(陽登) 부락의 북방산 위에 있다. 토성으로 주위 약 3정, 거의 퇴락하여 겨우 흔적

을 남길 뿐이다.

5) 사자암(獅子岩) 봉수

구읍면(舊邑面) 어은리(魚隱里) 오곡리(五谷里), 연병산(連兵山)104의 정상에 있다.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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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칸의 원형을 이루는 토축의 봉대가 있다.

6) 성산토성(城山土城)105

남동(南洞) 부락의 동남방 산 위에 있다. 토성으로 주위 약 3정, 거의 퇴폐하여 겨우 그 

흔적을 남긴 것이 있다.

7) 자천대(紫泉臺)106

在西海岸, 地勢平衍, 泉石可愛, 世傳, 崔致遠(孤雲)讀書處.

서해안에 있는데, 지세가 펀펀하고 샘과 돌이 가히 즐길만하다. 

세상에 최치원(고운)이 독서한 곳이라고 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의 졸고를 하나 인용하여 참고로 제공하고 싶다.

 *****

불이간척지(不二干拓地)107의 사무소가 있는 성산 1리에서 1리만큼 서남방에 작은 소나

무 숲의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 옛날부터 조선의 사람들 사이에 자천대(紫泉臺) 또는 자천

대(自天臺)라고 불린 고지가 있다. 여기는 신라시대 굴지의 학자로 문묘108에 형사(亨祠)되

고 있던 고운 최치원 선생이 독서한 장소라고 알려진 곳이다. 

지금부터 1천 4, 5백 년 전의 일, 신라의 최고운 선생이 중국에 유학해서 수재의 이름을 마

107)

108)

불이흥업주식회사는 1904년 조선에 들어와 1919년 옥구군에 농장을 설립하고 간척 사업을 벌였다. 이들이 간척 사업을 

한 곳은 옥구군 해변에서 당시 섬이었던 무의인도(無衣人島)까지 6㎞와 알산도(卵山島)에서 어은리까지 8㎞ 등 총 14㎞ 

구간이었다. 이 지역은 썰물 때는 갯벌이 벌판처럼 펼쳐져 방조제만 쌓으면 농토로 바꿀 수 있는 간척의 최적지였다. 불이

흥업주식회사는 1920년부터 3년에 걸쳐 간척 사업을 벌였다.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자(子思子)ㆍ맹자(孟子)를 배향하고 공문 10철(孔門十哲) 및 송조 6현(宋朝六賢)과 우리나라의 

신라ㆍ고려ㆍ조선의 명현(名賢) 18현을 종사해 태학생(太學生)들의 사표로 삼았다. 조선조에서는 공자를 정위로 하여 4성과 

공문10철, 송조6현을 대성전의 좌우에 배열, 배향하고 동무(東廡)에 중국 명현 47위와 우리나라 명현 9위를 종사하고, 서무

(西廡) 역시 중국 명현 47위와 우리나라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유현(儒賢)은 모두 18위인데, 신라의 최치원이 

1020년에 종사되었다. 1022년 설총(薛聰)이 종사되었으며, 1319년 안유(安裕)가 종사된 뒤 고려의 정몽주(鄭夢周) 이하 15

위는 조선조의 태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의 사이에 종사되었다.(윤혁동, 1995, 「문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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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껏 펼치고 돌아오고 나서 잠시 뒤 옥구의 태수(太守: 지방관)로서 이 지역에 부임하였다. 

선생은 중국에서 선술(仙術)을 배우고 온 분으로 조선에서는 선인(仙人)이라 불리는 사

람이지만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돌아온 선술의 비밀문서[秘書]를 자천대의 석롱(石籠)에 보

관해 두고 때때로 놀기도 하고 독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이외는 일체 꺼내지 않

았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누구나 여기에 손을 대면 바다에서 폭풍우가 일어났다고 합니

다. 그러므로 누구 한사람 이것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가뭄

으로 밭이 마르고 싹이 죽어 비를 불러야만 했던 때에는 불가사의한 효험을 기대하고 마

을 사람들이 총 출동하여 큰 그물을 붙여서 움직일 때 기원한 것처럼 효험이 있었다고 합

니다.

그러므로 이 옥구부근은 어떠한 가뭄에도 언제나 물은 풍부하여 벼가 열매를 잘 맺었

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최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죽 행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기특한 석롱을 구경삼아 온 사람이 많아지게 되

었습니다. 매우 궁벽한 시골이지만 이것 때문에 지방의 비용지출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 마

을 사람들은 합의한 다음에 지금부터 백년 정도 전에 정자를 부수고 석롱을 파묻었다고 

합니다.

******

이 내용은 자천대에 전해오는 전설의 전부이고, 문헌에서도 고서에서도 기재된 것이다. 

나는 아직 최선생과 옥구와의 관계는 조사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 하나 선생

에 대해 전해지는 기괴한 전설이 있다.

그것은 비응도(飛鷹島)나 고군산도 등이 육지에 연결되었던 아주 먼 옛날의 일, 최선생

은 지금의 고군산의 동굴에 살고 있던 고돈(古豚)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는 언젠가 조선인의 노인에게 이 설화를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나로서

는 그런가 아닌가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조선의 사람들이 동지(同志)에 대한 욕설에 최

성(崔姓)은 돼지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민

족설화의 한 자료로서 흥미롭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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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상당히 빗나갔지만 이러한 것에 미루어 보아서도 최선생과 옥구가 무엇인가 

연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천대가 있는 부근에 백사(白砂) 청송(靑松)의 땅, 원천

(遠淺)의 바닷가에서 간조 때 개펄에서의 조개잡이에 좋다. 일찍이 해수욕의 계획이 있었

던 것도 들었지만 아무래도 시(市)와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지 상태였다고 생각하

고 있다.

대(臺)는 장암에서 파내고 있는 암질과 같은 것이고 종전에는 이 부근까지 파도가 올라

왔던 것 같다. 심하게 침식되어 석롱과 같은 동굴이 있어 그 정면에 넓은 상과 같은 대석이 

남아 있다. 과연 전설에서도 어울리는 장소이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들 석괴를 부수려

고 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고 돌에 무리하게 새겨 넣고 있는데 다행히 그다지 원형을 손상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들으니 최근 이 부근의 유림이 최선생의 고지에 다시 정자를 세

우고 시부(詩賦)의 모임을 개최한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자천대는 역사가 부족한 군산에

서는 둘도 없는 귀중한 토지이다.

8) 화산(花山) 봉수109

화산 위에 있다. 주위 약 7칸의 원형을 이룬 석축의 봉대를 남기고 전부 붕괴되었다.

9) 회미 폐현(澮尾廢縣)110

 현 동쪽 15리에 일명 연강이라고 한다. 본래 백제의 부부리현(夫夫里縣), 신라 때 지

109)

110)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화산 정상부에 있는 봉수. 화산 봉수대는 순천에서 공주ㆍ천안을 거쳐 서울 목멱산으로 연결되

는 제5거 봉화로의 연변봉수에 해당하며, 동쪽의 사자암 봉수와 북쪽의 점방산 봉수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화산 봉수대에서 남쪽으로 부안 계화도 봉수가 있는데, 만경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화산 봉수대와 마주하고 있다. 금

강과 서해안을 통해 침입했던 왜구의 방어를 위해 설치되었던 시설이다.(군산대학교 박물관, 2010, 「전북 서해안 지역 

봉수의 분포 양상과 그 의미」, 군산대학교)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군산시 회현면에 설치한 행정구역이다. 회미현은 임피군 관할 하에 있던 현으로 백제식 명칭

은 부부리현이며 통일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회미현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시대에 임피현의 속현으로 있다가 조

선 태종 3년(1403)에 옥구현에 분속되면서 폐현이 되었다. 부부리는 대촌(大村)을 뜻한다. 또한 연강(連江)이라고 부

른 것은 회미현 일대의 평야가 인근의 만경강과 닿아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김종수, 「회미현」, 『디지털군산

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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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이름으로 고쳐 임피현에 속하게 했다. 고려 때 이것을 따르고 조선 태종 3년 옥구

현에 분속하였다.

10) 고적

거사포(居沙浦) : 미제리(米堤里)에 있다.

문창현(文昌縣)111 : 신라읍기, 내초도(內草島)112에 있다.

마서량현(馬西良縣) : 백제읍기, 오식도(筽篒島)113에 있다.

회미현(澮尾縣) : 고려읍기, 장제면(長梯面) 구개리(九改里)에 있다.

11) 고분

미면(米面) 미도리(米島里) 방축리(防築里, 방축도 국유림)

고분 약 30개 집단. 이 가운데 약간 완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5개로 기타는 

거의 퇴락하고 흙을 쌓은 것이 무너졌다. 흔히 고려장(高麗葬: 고분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칭한다.

12) 고인돌

미제지(米堤池, 미면의 저수지)114부근에 3개의 고인돌이 있다. 이것들은 개바위(犬

岩), 아기바위(児岩), 중바위(僧岩)라고 하고 세상에서도 기괴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미면의 저수지에 얽힌 전설

또한 미면에 저수지가 없었을 때 오목한 땅의 가운데에 집 한 채의 부자 농가가 있었

111)

112)

113)

114)

군산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대대적인 행정개편에 따라 임피군, 옥구현, 회미현으로 지명이 개정되었다. 이후 다

시 고려시대에 옥구는 옥산으로 회미는 연강으로 임피는 취성현으로 변경되었고, 옥구현 옆에 문창현이 새로이 설치

되어 네 개의 현이 존재했다. 

옥구군에 속하는 고군산열도의 하나.

원문에는 기식도(箕篒島)라고 되어 있으나 오식도(筽篒島)의 오자로 보인다.

미제는 군산시 미륭동에 있는 제방이자 저수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 권34 옥구현 산천에 기록되어 있으며 

“옥구현의 서북쪽 10리에 위치해 있는데, 둘레가 1만 910척”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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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 주인은 어쩌면 강한 욕심을 가진 도에 어긋난 사람으로 가까운 이웃에 가난

하고 어려운 집이 있어도 모른 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얻으러 온 스님에

게도 단지 구걸하러 온 걸식자에게도 지금껏 한 푼의 돈을 준일도 없고 욕설을 퍼부은 

뒤에 분뇨까지 끼얹고 쫓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의 일, 하늘에서 내렸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볼품없는 스님 한 사람이 어디선

가 와서, 입구의 앞에 서서 보시(普施: 널리 은혜를 베푸는 것)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또 잠시 욕설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돌아갈 낌새가 안보였기 때문

에 도리어 화를 내면서 예상대로 내민 두루주머니에 분뇨를 넣어서 주어버렸습니다. 

스님은 방법이 없어 울면서 발을 돌려 돌아서 가버렸습니다만 그 집의 부인은 주인

과 달리 참으로 마음씨가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폭거를 보면서 뒤에 서서 

몰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모습이야말로 볼품없는 점이 있어도, 용모에 범

하기 어려운 생김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생을 믿는 신심에서 지금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주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울면서 돌아간 스님을 뒤따라 가서 벼 한 됫박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소승은 천사입니다만, 당신의 남편이 욕심이 많고 도리에 어긋나

게 말하는데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들어 신으로부터 그것을 조사하라고 보내셔서 

온 것입니다.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리의 어긋남에 대해 신은 오늘 안에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남편과 달리 자비심이 깊기 때문에 살

펴줄 것입니다. 소승의 뒤를 따라 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평소의 무도한 행동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행동의 

하나하나를 생각하여 슬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일단 돌아와

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사정을 전했습니다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

들만 등에 업은 채 스님의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당신은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마을을 떠나기까지 뒤를 돌아본다

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00 群山開港前史

라고 스님은 굳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내입니다. 평소 오래 살아 정이든 

내 집, 매일 정해진 것처럼 새벽 시간을 고해 주는 닭, 날마다 일하던 안쪽의 밭을 생각

해보더라도 지금 한번 집을 뒤돌아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등에서 무심하게 

장난치고 있는 아이도 뒤에서 따라오는 애견의 즐거운 거동을 생각해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생각에 가득차면서도 점점 자기 집이 멀어지게 되었습

니다만 발은 스스로 언덕 쪽으로 언덕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마지막으

로 봐두려고 그녀는 스님이 부탁한 말을 잊어버리고 드디어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

러자 어찌된 일인지 오래 살아 정이든 집 주변은 전체가 큰 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 아

니겠습니까. 그녀는 울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

시 뒤를 돌아보려고 하자 놀랍게도 발은 돌처럼 무겁게 되어 드디어 아이를 업은 채로 

그녀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님도 강아지도 하나같이 돌이 되어버렸다고 합

니다.

현재의 미면의 저수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저수지의 바닥에는 금

절구와 은방망이가 잠겨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아기바위, 중바위, 개바위의 유래는 위와 같다. 그리고 아기바위는 어미바위(母岩)에 엎어

져서 언덕의 중허리에 있다. 개바위는 길옆에 중바위는 멀리 뒤의 저수지 가까운 곳에 가로

놓여있다. 

생각해 보면 이들 고인돌 즉 돌맨이 이와 같은 전설과 연결된 것은 그것들이 선주(先

住)민족의 분묘라고 하는 잠재의식에서 드디어 신비화 되어 귀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

각된다. 현재도 아기바위 위에는 공물(供物)을 올리고 제사하는 형적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아이가 없는 사람의 행동이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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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마사(清正)와 군산

군산의 금비라산(金比羅山)115에 오르는 잔도(棧道: 벼랑 같은 곳에 선반을 

매듯이 하여 만든 길)의 입구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1562-1611)116가 원정

길에 지팡이를 멈추게 한 비석이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기요마사가 변방의 땅

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충남 서천에 같은 전

설을 가진 비석을 본 적이 있으므로 그 부근을 제법 찾아보았지만 그럴듯한 것

은 아무 것도 없었다. 아마도 이른바 왜구의 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옛날 강한 무장은 누구라도 기요마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15)

116)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에 있는 어청도(於靑島)를 금비라(金比羅)섬이라고 한다. 이 섬에 있는 산이 금비라산이다. 어청도

는 1914년 옥구군에 편입되었고, 1986년 군산시로 편입되었다. 어청도는 서해 항로의 요충지로 1885년경부터 일본인 잠

수부들이 기항하였으며, 1908년에는 40여호, 170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인들은 어

청도를 자신들이 신봉하는 바다의 신이자 해상 정복의 신인 용을 뜻하는 금비라섬, 또는 곤피라섬이라고 불렀다.(군산시, 

2006, 『군산 도서지』, 군산시) 

오와리노쿠니(尾張国) 나카무라(中村, 지금의 아이치)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태어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도와 일본 전국의 통일에 기여한 무장이다. 1592년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선봉에 서서 싸웠다.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자 일본으로 돌아와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의 섭정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

스가 다이묘(大名)들에게 대항해 지위를 확보하는데 협조했다. 여러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구마모토(熊本)의 세습영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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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역사연혁은 이전 글을 보면 조금 이해되었겠지만 나는 다음에 군산개항 당시

의 상황을 말하여 이것을 오늘과 비교하는 재료로 제공하고 싶다.

본래 군산의 개항은 광무(光武) 3년 즉 1899년 5월 1일이므로 올해(1935년을 말함)

로 35년, 인간으로 말하면 마침내 막 장년의 시기이다. 나는 군산개항 당시의 사정을 

군산의 노인으로부터 듣고 현재의 모습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그것에 대해 무한한 흥

미를 느꼈다.

시험삼아 개략을 알기 위해 먼저 개항 당시의 일본인과 수출입액을 최근의 숫자와 

대비하여 참고로 제공한다.

 <표2>   군산의 일본인 수와 수출입액

호수 인구  수이출액 수이입액

1899년 5월초     20 77 - -

1899년 말 65 248        8,198       388

1933년 12월   8,433   35,999   37,594,918 13,804,713

제3장
개항 당시의 군산
= 군산의 옛날과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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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살펴보면 개항 당초부터 얼마나 군산이 진보 발전의 경로를 더듬었는가는 군산

에 살면서 변천의 자취를 보지 않고 위의 숫자로 회상해도 점점 변화가 심한 것에 놀랄 수

밖에 없다. 나는 또한 『부의 군산(富之群山)』117에 실린 개항 당시의 군산을 인용하여 옛날

을 회고하는 실마리라도 찾아보려고 한다.

“개항 이전의 군산은 금강에 면해 있는 한 가난하고 쓸쓸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 지

금의 거류지 근처에 겨우 한인 가옥이 띄엄띄엄 산재한 외, 대체로 늪과 연못이 멋대로 갈

대와 쑥대나무 여뀌와 개구리밥이 번성하고 오리, 기러기, 물오리, 해오라기가 놀고 깃들이

는 강물의 얕고 깊은 곳, 뗏목과 작은 배가 가로놓여 있을 뿐이다. 또한 무슨 볼만한 곳이 

있는가. 다만 적막하고 황막한 광경이 가득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쓸쓸하고 

적막한 가운데도 과연 동남에 전주라는 큰 도회를 앞두고 전주에 왕래하는 관리, 상인 또

는 여행자가 갈대밭 가운데 작은 길을 하나 통행하고 있다. 항구라고 한다면 항구, 금강의 

흐름을 그대로 천연에 맡긴 것뿐으로 몇 백 톤, 몇 천 톤의 선박이 쉽게 입항하는 것은 생

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당시의 한인부락에는 일본인이 한사람도 없었다. 이전부터 전주에는 일본인도 왕성하게 

가고, 강경에는 1895년경부터 차츰 일본인이 들어가도, 바닷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외에는 

군산에 들리지 않고 인천변에서 강경으로 육로를 걷는 자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전주 평

야의 쌀 산지를 앞에 두고, 출곡기에 나오는 쌀이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호리히사선(堀久

船)이 입항하는데, 지금의 부두 부근, 암석이 쌓여있는 곳에 닻을 내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117)

118)

미와 다다시(三輪規), 마쓰오카 다쿠마(松岡塚麿)가 함께 1907년에 편찬한 군산에 대한 책으로 군산신보사에서 발

행하였다. 일본인이 편찬한 군산을 다룬 가장 오래된 책이다. 군산의 지세, 군산 주변의 강, 연혁, 개항 당시와 책 간행 

당시의 비교, 민회조직, 군산의 사회적 변천, 군산 지역의 역사, 군산과 전쟁, 동학과 군산 등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사청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통감부와 함께 설치되었던 지방통치 기관이다. 일본은 1905년 12월에 일본칙령 

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였고, 주한 일본공사관이 1906년 1월 31일자로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

일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사청은 원래 일본영사관 또는 분관이 설치되었던 한성,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

포, 마산 등 7개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06년 1월 19일에 군산, 평양, 성진 등 3곳이 추가된 총 10개소 설

치가 공포되었다. 이어서 대구(1906.8.17), 신의주(11.17), 청진(1907.12.10)이 추가되어 총 13개 이사청이 설치되었다. 

이사청이 설치된 도시들은 개항장ㆍ개시장 등 일본인 거류지가 있던 곳이었다. 1910년 이후에는 지방제도의 개편으

로 일본인 거주 지역이 ‘부(府)’로 지정되면서 이사청의 업무는 부청으로 이관되었다. 소속직원은 주임관인 이사관과 

부이사관, 판임관인 속ㆍ경부ㆍ통역생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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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한인부락은 지금의 우편국 근처에서 이사청118(理事廳, 북정 언덕 위에 있었다. 

건물은 현재 도서관이 되었다)의 아래쪽에 있는 도로를 서쪽으로 인접장(籾摺場: 벼를 매

통에 갈아서 매조미쌀을 만드는 곳) 부근에 늘어서 있다. 경찰서 주변(우편국의 앞 우물 

주변)에서 곧게 전주통에 걸쳐 한인의 가옥 10수 호, 도로를 끼고 양측에 늘어서고, 가운

데에 주막도 있다. 또 이사청 뒤편 세관부지처에는 당시 한인의 도매상[問屋]이 있어 미곡 

거래에 종사했다고 한다.

조선정(3條道 부근에서 세관창고 한쪽 면)이라 불리는 끝은 그 때 2, 3의 가옥이 있는 

것 외에 아무런 볼품도 없다. 외국인의 선두는 이미 두 사람의 미국선교사가 들어오고, 경

찰서 근처에서 포교에 종사하고 있었다. 개항 후 일본인이 속속 들어오면서 동시에 토지 

경매가 시작되었다. 일본인들이 점차 토지를 매점했기 때문에 저들은 개항 후 1년 남짓에 

거류지를 떠나 지금의 궁리(宮里, 궁머리)의 포상(浦上)에 이전하게 되었다.

일본인으로 군산에 거주하기 위해 맨 먼저 와서 첫 번째의 이름을 차지한 것은 호리히

사(堀久)의 사토 도요지로(佐藤豊次郞)란 사람이다. 그는 세관지 앞 해안의 바위 끄트머리

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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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냥갑 방식의 작은 집을 짓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인천의 호리히사선(堀久船)을 가지

고 미곡 수송에 종사하였다. 

개항 당시의 생활을 말하면 1899년 5월 개항과 동시에 동쪽 서쪽의 사방에서 도망치는 

사람이랑 무일푼이랑 돈을 가진 사람이랑 꿍꿍이속이 있는 사람, 목적 없는 사람이 들어

와서 6, 7월경에 드디어 수 십 인을 헤아리게 되었다. 당시 아직 토지 경매는 시작되지 않

고 거류지구가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라도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에서 판잣집[바라크]

을 건축할 수 있는 만큼의 허가가 있었다.

먼저 최초로 온 사람들은 지금의 전주통의 금강을 따라서 비교적 많이 왔다. 집이라는 

것도 이름뿐이고 비가 오면 비오는 집에서 우산을 쓰는 모습이었다. 또 한사리[大潮] 때에

는 2조통에 있는 제일은행 주변까지 침수되어 일본인의 판잣집을 띄워 수중의 정자[四阿

屋]라고도 부를 만한 기이한 모습을 연출한다고 하면 개항 당시의 광경을 짐작하고도 남음

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개항 당시에는 현재의 우편국 부근이 중심이었다는 것

은 앞에서 말한 군산의 역사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후 시가의 매립이 이루

어짐과 동시에 점차 동쪽으로 옮겨, 호남철도의 개통 이전까지는 군산세관을 둘러싼 구역

이 가장 중요시되어 온 것은 주변 일대의 지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

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와 일을 비교해 보더라도 개항 이래 시간적으로는 

불과 30 수년이지만 공간적으로는 큰 격차이고, 오늘날에는 당시의 모습조차 더듬는 것이 

불가능한 변화이고 혁신이다.

세상에 뽕밭이 변해서 짙푸른 바다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참으로 군산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황폐하고 쓸쓸하며, 갈대와 억새가 무성하여, 발을 댈 여지가 없었던 황

폐지였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대도시가 된 것에서부터 회고해 보더라도 문자 그대로 격세

의 감을 깊게 한다. 하물며 군산에서 창업한 노인에게는 한층 감개가 깊을 것이다.

그들이 당시를 추상해서 꿈과 같이 말하는 이야기는 마치 지난 먼 옛날이야기와 비슷

한 것이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문장 가운데의 괄호 안은 내가 주를 넣은 것이지만 나는 또한 여기서 설명

해 둘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개항 당시 거류지의 경계에 대해서 이다. 이 책에 삽입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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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산은 개항과 동시에 재류하는 여러 외국

인의 거주구역을 한정해서 각국 거류지119로 불렀다. 그 지역은 대체로 공원의 돌출된 끝

에서 산의 선을 따라 해망(海望)굴120위로 나와 거기서부터 천산정(淺山町)의 뒷산부터 전

기회사의 옆길을 내려와서 통구정(樋口町, 현재 히구치[樋口]121씨가 거주하는 앞 길)에서 

구부러진다. 명치정(明治町)을 일직선으로 달리고 현재 스탠다드 석유창고에 이르는 선과 

해안선으로 둘러쌓인 일대의 지역으로 총면적 약 57만 2천 평방미터이다.(지도 참조) 그 

안에서 여러 차례의 경매를 통해 관민의 소유로 돌아간 면적은 15만 7,541 평방미터로 일

본인 소유 12만 8,978 평방미터에 대해서 중국인의 소유면적은 2만 8,563 평방미터에 지나

지 않았다. 이 구역 설정을 맡은 것은 당시의 해관장(海關長) 네덜란드인 모씨와 먼저 사망

한 우메모토(梅本)씨였다. 그 때의 경계선은 군산거류지규칙에서 보면

지소(地所) 경계선은 ‘군산각국조계’라는 문자를 조각한 경계선 석표로 나타내고 우석

표(右石標)는 경계선의 양쪽 끝에서 만조점(滿潮點)에 각 1개를 두고 다른 것은 경계선의 

각도를 이루는 지점을 향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해망굴에서 공원의 산 끝까지 올라간 산

해망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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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20)

121)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부산ㆍ원산ㆍ인천항이 개항되었다. 개항된 각 항구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거류할 거류지가 설

립되었다. 거류지에는 특정 국가에만 개방하는 전관 거류지와 조약을 맺은 나라 모두에게 개방하는 각국 거류지가 

있었다. 군산에 설정된 각국 거류지에는 일본인과 청국인이 자리 잡았고, 협약을 맺은 조계 장정의 내용에 따라 군산 

각국 거류지에 거주했던 일본인과 청국인은 조계지 내의 토지를 경매에 의해 임대한 뒤에 차지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였다. 기본적인 도로ㆍ주택ㆍ교량ㆍ학교ㆍ병원 같은 시설이 들어섰다. 동시에 외국인들은 거류지

회를 조직하여 조계지를 운영하였다. 군산에서는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1899년 12월 군산 일본민회가 설립되었고, 

청국인은 특별한 거류지회를 설립하지 않았다. 이후 1906년 민단법이 시행되면서 민회는 거류민단으로 개칭되었고, 

거류민단의 성립으로 거류지는 법인이 되고 동시에 일본의 시정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군산에서

는 거류지회의 활동으로 군산 이사청, 군산세관, 병원, 경찰서, 학교, 후지모토 합자회사 군산출장소, 군산 창고주식

회사, 해운주식회사 등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거류지회는 군산 지역의 민족경제 발전을 억누르고 수탈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었다.(정원기, 「각국 거류지회」 ,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이성호, 「식민지 근

대 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군산시의 사례」, 『쌀ㆍ삶ㆍ문명 연구』 창간호, 2008)

일본은 곡창지대였던 호남평야의 쌀을 반출하기 위해 1926년 군산 내항과 군산 시내를 연결하기 위해 군산시의 월

명산 자락 북쪽 끝에 자리한 해망령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었다. 

樋口虎三(1878-?) 오사카 출신, 1899년 한국에 건너와서, 군산전기,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전무, 천안전등(天安電燈) 

사장, 남선(南鮮)합동전기 상무, 군산상공회의소 2대 회장, 서선(西鮮)합동전기 감사역(監査役)을 역임하였다.

로의 곁에 있는 작은 석표이다. 나의 계산으로는 우석표는 모두 9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

지만 우메모토씨가 살아있을 때 찾아서 바로잡을 때에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 중 현재 남

아 있는 것은 공원의 2기와 천산정의 뒷산의 1기 모두 합쳐서 3기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일찍이 ‘군산 각국 조계의 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감상을 서술

한 적이 있으므로 참고로 게재해 보자.

 “공원에 놀러온 사람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먼 바다 쪽(앞바다 쪽)의 웅대한 경치에 

넋을 잃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만, 30년 전 조선이 아직 한국이라는 이른바 외국

이었을 때의 유적이다. 이 경계비에 주목한 사람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원

을 무심코 걸을 때 언제라도 군산 개항 당시의 일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발전과 대비해 보

고 군산 개척을 위해 모든 노력과 공헌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개항 당시의 군산도 1년이 하루같이 옛 모습에서 멀어진 지나간 날을 추상하는 실

마리도 엷어지고 있을 때 다만 하나 30년 전 갈대의 군산을 이야기하는 이 기석(基石)의 

존재를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것일까. 그렇게 개항 당시의 도래자가 군산 발전사상에 많

은 족적을 남기고 점차 떠나가고 있을 때, 다만 나의 사랑하는 기석만은 바람과 비를 맞으

며, 이끼가 생겨도 영원히 흐르는 금강의 물과 함께 군산의 역사를 영구히 말해주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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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에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산에 대동공미법이 시행

되어 호남청을 설치한 것은 이미 서술했지만 공미법은 태황제 28년 전(1891) 전환국(典圜
局)122의 개설까지 이루어졌다. 그후 화폐제도가 확립되어 종래의 공미제도 즉 전세(田稅)

는 없어지고 점차 금납제도로 바뀐 것은 군산개항 그해였다.

“당시 한인도 무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수요 공급의 관계상 물가는 매우 싸서 쌀 1되 5, 

6전 계란 10개 6, 7전이라는 상태로 생활이 손쉬워서 단순한 방식이었다.” 

더구나 당시 아직 은행이 설치되지 않고, 겨우 인천, 목포로부터 이동은행이 있는데 

그치고 금융상 나아가서는 상거래 상에서 얼마나 불편했을까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뒤 제일은행123지점이 개설되기에 이른 것은 겨우 1902년의 연말이었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군산이 개항되고 부터라고 하여 군산이 당시 삼남의 경제적 중심이었다

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 강경(江景)은 종래 수륙교통의 

요충에 임하고 금강유역의 부를 거의 모두 흡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삼남지방은 물

론 반도의 삼대시장의 하나로서 손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천근처로부터 강경에 왕래하는 사람은 왕성하게 있어도 군산을 목적으로 왕래한 

122)

123)

조선 말기 화폐를 발행하던 관청. 탁지아문 또는 탁지부에 속하여 화폐주조를 맡아 보았다. 1885년 전환국 건물을 선

혜청 별창 자리에 신축했는데 이것이 경성전환국이다. 1892년 전환국을 인천으로 옮겼다가, 1900년 다시 용산의 군

자감 창고로 옮겼다. 1891년 은본위제를 표방하는 ‘신식화폐조례’가 반포되면서 이에 필요한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1892년 인천전환국이 설립되었다. 1894년 일본과 동일한 은본위제를 표방한 ‘신식화폐발행장정’이 선포되면서 백동

화가 발행되었다. 1904년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카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전환국에서 백동화를 발행한 것이 

화폐제도를 문란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구실로 백동화의 주조를 정지하고 전환국을 폐지하였다.(원유한, 1968, 

「전환국고(典圜局攷)」, 『역사학보』 37) 

1873년 일본 국립은행조례에 따라 일본에서 제일국립은행이 설립되었다. 일본 최초의 은행으로 1878년 부산에 지점

을 낸 것을 시작으로 원산ㆍ인천ㆍ서울 등에 지점을 내었다. 1902년 대한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권을 

발행ㆍ유통하였다. 러일전쟁 중에 맺어진 제1차 한일협약으로 1905년부터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역할은 조선총독부 설치 후 1911년 조선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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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오사카상선회사는 1884년 본사를 오사카에 두고 나가사키 등 6개 지점을 개설하고, 1890년에는 부산에 지점을 설

치하였다. 1890년 7월부터 오사카와 부산 사이에 기선 1척을 정기 운항시켰으며, 1893년에는 오사카 인천 항로를 

개설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와 함께 일본 해운계의 양대 축을 형성하였다. 1900년에는 군산

에 지점인 군산취급점(群山取扱店)이 설치되었다. 

사람은 호리히사(堀久)의 우두머리[番頭]나 또는 미곡상인 정도이다. 실은 당시의 군

산은 아직 세상에 그 진가는 말할 것도 없고 위치나 지형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고 한다. 그러므로 군산의 개항 이전은 겨우 미곡의 산출지로서 인정받는데 지나지 않

았다. 따라서 개항이전 군산에 왕래하는 사람은 특종의 시찰 외에는 대부분은 미곡매

출의 상인이었다. 그렇다면 군산창 및 호남청이 설치된 것도 역시 쌀의 군산이었기 때

문이고, 또한 군산 개항의 직접 동기도 쌀의 군산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다. 최근 

군산이 쌀을 가지고 알려져 쌀의 군산이라고 말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당시의 교통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위의 인용을 보면 대략 미루어 살필 수 있는 

것이지만 한층 당시의 사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 각지와의 교통은 매우 불편해서 일본에서 인천으로 항해하는 오사카상선회

사(大阪商船會社)124 기선이 2주일에 1일 정도로 기항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교통기관

이었다. 기타 연안 각지와의 선박왕래 또한 드물었다. 다만 조선 돛단배[帆船]의 연안 

항행도 대부분 일본인이 이용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 조선인의 교통에 다소의 편리를 

주는데 지나지 않았다. (중략) 선박 교통의 불편이 이와 같이 되는 것처럼 개항 후 7개

월 즉 1899년 11월에 목포우편국인 군산국은 개시되었어도 당시는 현금과 같이 각지 

사이와 일본문 전신의 교통은 불가능했다. 경인지방과 겨우 불완전한 언문전보를 교환

하는 일이 있어도 조선인의 태평한 성질은 도저히 전보와 같이 촌각을 다투는 문명적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어느 전보와 같이 발신 후 3일 만에 수신인에게 도착

하는 등 그 태평천만한 일은 놀랄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상인은 어떠한 지급을 요

하는 상거래도 하나하나 엽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당시 아직 철도 부설도 없고(1912년 3월 군산선 개통) 겨우 육지 수송은 모

122)

123)

조선 말기 화폐를 발행하던 관청. 탁지아문 또는 탁지부에 속하여 화폐주조를 맡아 보았다. 1885년 전환국 건물을 선

혜청 별창 자리에 신축했는데 이것이 경성전환국이다. 1892년 전환국을 인천으로 옮겼다가, 1900년 다시 용산의 군

자감 창고로 옮겼다. 1891년 은본위제를 표방하는 ‘신식화폐조례’가 반포되면서 이에 필요한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1892년 인천전환국이 설립되었다. 1894년 일본과 동일한 은본위제를 표방한 ‘신식화폐발행장정’이 선포되면서 백동

화가 발행되었다. 1904년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카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전환국에서 백동화를 발행한 것이 

화폐제도를 문란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구실로 백동화의 주조를 정지하고 전환국을 폐지하였다.(원유한, 1968, 

「전환국고(典圜局攷)」, 『역사학보』 37) 

1873년 일본 국립은행조례에 따라 일본에서 제일국립은행이 설립되었다. 일본 최초의 은행으로 1878년 부산에 지점

을 낸 것을 시작으로 원산ㆍ인천ㆍ서울 등에 지점을 내었다. 1902년 대한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권을 

발행ㆍ유통하였다. 러일전쟁 중에 맺어진 제1차 한일협약으로 1905년부터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역할은 조선총독부 설치 후 1911년 조선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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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군(郡)이 차도(車道)를 의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해상 교통이 유일

한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는 거류 일본인 등이 본국에서 기선이 입항하는 것을 더할 나위없는 위로로 

삼았다. 당시 이미 취항한 오사카상선회사의 목포환(木浦丸)이 입항할 때는 재류민이 

부두에 나와서 멀리 바라보고, 출항 후는 다음번의 입항 일을 손꼽는 것이 각 집안의 

좋은 화제가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은 군산 개항 바로 그해의 상황이지만 세월이 가고 만물이 변하여, 

군산도 이미 35년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인간도 30에 뜻을 세운다.125  군산의 장래도 

바야흐로 지금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개항당시 쌀의 이출액이 겨우 1만 4천석에 지나

지 않았지만 올해는 족히 2백여 만석을 돌파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50년 후의 군산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고 변화해 갈 것인가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서 기대하는 바

이다.

125) “三十而立” 서른 살에 학문이나 견식이 일가를 이루어 도덕상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이르는 말로 『논어』 위정편(爲政

篇)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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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거류지시대의 군산

2. 북정(北亭) 언덕을 그리워하다

群
山
開
港
前
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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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위에 서술한 글로 나의 군산개항전사는 일단 완료한다. 하지만 역시 나는 다음에 개항 

후의 연혁을 아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거류지시대의 군산을 생각하고 북정(北亭) 언덕을 추

억하며 결론에 대신하고 싶다.

1. 거류지시대의 군산

내가 여기에 거류지시대라고 하는 것은 군산이 개항되어 일본과 한국이 합병에 이르는 

약 12년간을 가리킨다.

원래 군산은 한국 광무 3년 즉 1899년 5월 1일로 비로소 개항시장이 되고 각국 거류지

로서 내외무역을 공인받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옥구감리서(沃溝監理署)126 및 

인천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군산해관을 두었다. 일본제국 정부도 역시 목포영사 분관을 부

청이 있었던 산-지금은 끊어져 흔적도 없지만-즉 북정 언덕 위에 설치하여 같은 달 2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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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행정사무를 개시하였다.  

그렇지만 개항 당시는 아직 거류지역의 설정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결정된 것은 1899

년 10월 10일 당시의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916)127과의 절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 작성된 ‘군산거류지규칙’128이란 것을 보면 구역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

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했으므로 생략한다. 같은 해 12월 29일에 군산각국거류지회란 것

이 재단법인으로 각국영사 한국 지관(地官) 및 지주 대표자에 의해 조직되었다. 거류지의 

주요한 부분으로 거류지 일반의 행정사무 즉 공공 위생, 풍기 취체, 토지 매매 기타 제반

의 시설 경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제1대 회장은 당시의 영사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1850~?)129씨였다.(淺山町의 이름은 씨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그러나 당시 거류민은 불과 

65호, 인구 249명이었으므로 그 내용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1901년 일본제국 재류민이 점점 증가하기에 이르러 같은 해 2월 19일 일

본민회130란 자치기관이 설치되었다. 2월 22일에는 13명의 의원을 선거하고 3월 1일에는 치

바 다네노리(千葉胤矩)씨를 이사심득(理事心得: 이사 대행)에 임용하고 부과징수 방법을 

의논하여 거류지 제1호지에 민회사무소를 두었다. 그 땅은 현재의 유치원 부지로 당시의 

건물은 그대로 여학교의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은 새로 꾸민 다니모토 의원(谷本

126)

127)

128)

129)

130)

1899년 5월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군산 조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외교와 통상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옥구항 감리의 임무와 권한은 개항장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와의 교섭과 항구 내 일체 사무의 관장, 즉 외

교 통상 사무 및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행정면에서는 관찰사와 동등한 지위로 상대하고 각 군

수와 개항장 경무서의 총 책임자인 경무관에게 훈령, 지령을 내리며, 통상 교섭 사무에 관한한 부윤에 대해서도 훈령과 

지령을 내릴 수 있었다. 감리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다. 1899년 감리서 설치 초기에는 부윤이 감리를 겸임하였다. 조성

협, 안길수(안덕용으로 개명), 박승봉이 차례로 부윤과 감리를 겸임하였다. 1903년부터 부윤과 감리가 분리되면서 이후 

감리로 이겸래, 정항조, 김교헌, 이무영 등이 임명되었다.(구희진, 「옥구감리서」,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

grandculture.net.)

1905년에 외부대신이 되어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지탄

받았다. 이해 의정대신이 되어 내각을 이끌었다. 1907년 이완용내각이 들어서자 내부대신을 역임했으며, 1909년 이완

용이 저격당하자 임시내각 총리서리를 지냈다. 1910년에는 내부대신으로 한일합병조약에 서명했다.

1899년 6월 2일에 조인된 규칙으로, 총 18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거류지 구역, 토지의 종류, 거류지구의 경계

와 면적, 지구의 매각, (토지) 구매금의 지불, 토지 원가와 매각대가의 분배, 지조(地租)의 비율, 지조 태납(怠納)에 대한 

처분, 지조의 분배, 한국가옥의 철거, 관유지구(官有地區), 지권 교부절차, 강제개량, 거류지회의 조직, 거류지회(법인), 

거류지회의 직권 및 직무, 지권양식, 규칙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가사키 출신, 일본공사관에 재직하면서 통역관으로 갑신정변,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연루되었다.

군산거류민단의 모체가 되는 군산 일본민회가 조직되었다. 일본인들은 일본민회를 통해 자치행정과 사법, 세무, 선거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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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院)131이 되었다. 

이렇게 1905년 포츠머스조약132체결 뒤 한반도에서 일본의 종주권이 세계에 공인되면

서 같은 해 12월 20일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다음해 2월 일본 영사관 분관이 폐지되어 군

131)

132)

133)

1934년 군산에는 耶蘇病院(개정면), 群山病院, 中島醫院, 谷本醫院, 池田醫院, 高橋醫院, 鎌田醫院, 檀野眼科醫院, 

長岡醫院(이상 일본인 원장), 安東醫院, 世昌醫院, 東華醫院(이상 한국인 원장) 등의 사설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많은 병원이 시내 중심가인 明治町, 昭和通에 몰려 있어 일본인을 상대로 하였다. 이 당시 개업 일반의사는 전라북도

에 74명이 있었는데 군산에만 12명이 있었고, 치과의사는 전라북도에 39명이 있었는데 군산에는 10명이 있어서 다

른 지역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군산은 개항한 후 일본인들이 주거지를 확장하면서 각종 근대적인 위생

시설이 도입되었다.(공은숙, 2000, 4.11, 「[전북인 100년의 삶] 의료, 위생 그리고 생활」, 『전북일보』) 

러일전쟁 이후 1905년 9월에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은 1904년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

권을 두고 경쟁하던 러시아를 침략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두 나라

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

정받았다. 이 조약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며 러시아의 여러 이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내정 전반을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군산 이사청에는 이사관, 부이사관, 경부(警部), 통역생 등이 있었다. 이사관은 종래 영사에게 귀속하였던 일이나, 긴

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할 시에는 통감의 승인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주둔 사령관에게 이첩하여 출병

을 요청할 수 있었다. 조약에 기인한 의무 이행상 긴급을 요할 때에도 조선의 지방 관헌에게 이첩하고 집행한 후 통

감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하였다. 군산 이사청은 1910년 일제 강점 이후에 군산부로 변경되었다.(구희진, 「군산 이사

청」,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군산 이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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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사청133이 설치된 것이다. 이것이 원래의 부청(府廳)이고, 그 건물은 지금 부립도서관

이 된 사실은 모두 아는 바이다. 제1대 이사관은 나가키 에이사쿠(永木榮作)씨였다.

지금 1906년 1월의 통감부령에 보면 군산이사청은 전라도 북부 일대의 지역 즉 만경, 부

안, 고부, 정읍, 순창, 구례, 남원 및 충청남도 남부 일대의 지역 즉, 보령, 남포, 홍산, 정산, 

공주 등을 관할하였다. 그리고 공주와 전주에 지청을 두고 각각 관내의 사무를 분담시켰

다. 이와 동시에 같은 해 7월 통감부령에 따라 거류민단법이 시행되어 종래의 일본민회는 

군산거류민단134이 되고 민역소(民役所)는 민단역소(民團役所)라고 개칭되어, 위생, 경찰, 

교통 제반의 시설은 물론 교육 기타의 행정사업을 점점 확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10월 8일 의원의 개선(改選)과 함께 민장이 선임되었는데 최근 사망한 사카가미

(坂上貞信) 씨다. 이어서 1905년 3월 법률로 공포된 거류민단법을 보면

거류민단은 법인으로 관의 감독을 받아 법령 또는 조약의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 및 법

령조약 또는 관례에 따라 이것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

이라고 되어 있다.

당시 민단의 지역은 1906년 7월 통감부훈령에 의하면 군산 각국거류지 일원 및 그 경계

선에서 10리 이내의 지역(금강 북쪽 해안의 땅을 제외함)

이라고 되어 있다.

민단의 대표자는 민장(민회시대는 이사라고 불렸다), 조역(助役), 회계역(會計役) 각 1명

131)

132)

133)

1934년 군산에는 耶蘇病院(개정면), 群山病院, 中島醫院, 谷本醫院, 池田醫院, 高橋醫院, 鎌田醫院, 檀野眼科醫院, 

長岡醫院(이상 일본인 원장), 安東醫院, 世昌醫院, 東華醫院(이상 한국인 원장) 등의 사설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많은 병원이 시내 중심가인 明治町, 昭和通에 몰려 있어 일본인을 상대로 하였다. 이 당시 개업 일반의사는 전라북도

에 74명이 있었는데 군산에만 12명이 있었고, 치과의사는 전라북도에 39명이 있었는데 군산에는 10명이 있어서 다

른 지역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군산은 개항한 후 일본인들이 주거지를 확장하면서 각종 근대적인 위생

시설이 도입되었다.(공은숙, 2000, 4.11, 「[전북인 100년의 삶] 의료, 위생 그리고 생활」, 『전북일보』) 

러일전쟁 이후 1905년 9월에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은 1904년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

권을 두고 경쟁하던 러시아를 침략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두 나라

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

정받았다. 이 조약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며 러시아의 여러 이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내정 전반을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군산 이사청에는 이사관, 부이사관, 경부(警部), 통역생 등이 있었다. 이사관은 종래 영사에게 귀속하였던 일이나, 긴

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할 시에는 통감의 승인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주둔 사령관에게 이첩하여 출병

을 요청할 수 있었다. 조약에 기인한 의무 이행상 긴급을 요할 때에도 조선의 지방 관헌에게 이첩하고 집행한 후 통

감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하였다. 군산 이사청은 1910년 일제 강점 이후에 군산부로 변경되었다.(구희진, 「군산 이사

청」,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134) 일본 제국의회에서 거류민단법이 성립되어 군산거류민단이 설립되었다. 군산거류민단은 일본 내의 시정촌과 같은 

자치권과 함께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거류민에게 납세를 강제하여, 그를 바탕으로 관청 건물, 상

업회의소, 학교, 병원 같은 공공 시설물을 건설하였다. 이후 군산거류민단에서는 거류민 자치 책임을 부여 받고 제반 

행정사무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03년에 1254명이던 일본인 인구가 1910년에는 975호 364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늘어난 인구에 대응하여 행정 기관인 거류민역소와 의결 기관인 거류민회를 두고 자치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군산거류민단에서는 개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유곽 설립활동, 군산항 축항건의 활동, 호남철도 유치 청원활동 등

을 전개하였다.(정원기, 「군산 거류민단」,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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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직되고, 임기는 각 3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종래의 한국 감리서(監理署)135는 같은 해 10월 한국정부의 관제개혁과 동시에 

옥구부로 개칭된 것이다.

그후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이 되어 10월 1일에 실시된 관제개혁의 결과 통감부가 폐

지되고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군산이사청은 폐지되고 전라북도 관할 아래에 군산부가 설치

된 것이다.

당시의 군산부 관내 면적은 6방리이고 면수 8(북면, 박면, 풍장면, 동면, 서면, 정면, 미

면) 동수 171, 면적은 대개 거류지 17만 3,030평, 거류지 외 경지 및 택지 1,044만 6,250평, 

총면적 1,061만 9,245평이었다.

거류지는 평소 논밭, 갈대밭 등 비습지(卑濕地)의 매립으로 이루어지고, 기성지(旣成地)

는 도폭 8미터, 10미터, 12미터 등 장소에 따라 동일하지 않았지만, 구획은 자못 정연하게 

보였다. 더구나 도로의 신설 수리, 개골창[溝渠]의 개착 준설 등은 각국 거류지회의 경영에 

따라 착착 진행하였다. 또한 각 개인도 매축공사 및 가옥창고를 신축한 것이 해가 갈수록 

진척하여 시가의 체재가 자못 구관을 새롭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899년(광무3년) 5월 1일 개항

한국정부는 여기에 옥구감리서 및 인천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군산해관을 열다.

일본제국 정부는 목포영사 분관 설치.

11월 목포우편국 군산출장소 개설.

12월 군산 각국거류지회가 조직되다.

군산소학교 창설.

1901년 3월 일본민회 설치.

135) 조선 말기 개항장ㆍ개시장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1897년 삼화의 진남포, 무안의 목포, 1899년 

옥구의 군산포, 창원의 마산포, 성진ㆍ평양, 1904년 용천ㆍ의주 등에 설치 운영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

로 폐지되었는데, 1906년 10월 공포된 폐지령에는 사무를 해당 지역의 부윤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평양처럼 부윤

을 두지 않은 곳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관찰사 아래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감부의 이사청이 각 지역에 

개설되고 이사관이 주재함으로써 감리서를 대신하여 외교 통상관계의 행정을 전담하였다.(이현종, 1975, 『한국개항

장연구』,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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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2월 일본영사관 폐지, 군산이사청 설치, 전주, 공주에 그 지청을 설치.

7월 통감부령에 따라 거류민단법 시행.

일본민회를 군산거류민단으로 개칭.

10월 한국정부 관제개혁의 결과 종래의 감리서 폐지, 동시에 옥구부 설치.

1907년 4월 군산보통학교를 열다.

8월 군산상업회의소 설립.

12월 군산이사청 경찰서를 군산경찰서로 개칭.

1910년 10월 이후 종래 이사청 사법 및 감옥 사무 폐지와 동시에 군산구재판소 설치. 

7월 광주지방재판소 지소가 설치되고 동시에 광주감옥 군산분감 설치.

8월 29일 한일병합.

10월 1일 군산이사청 폐지, 군산부청 설치.

12월 미곡상조합 성립.

1912년 3월 호남선 군산선 개통(이하 생략).

군산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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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원과 벚꽃

군산공원139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1905년이고 이전은 묘지가 군데군데 가

로놓여 있는 쓸쓸한 언덕이었다. 개항 당시는 토성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지

금은 흔적도 없다. 옛 군산의 지도에는 주변 일대를 금비라산(金比羅山)이라고 

했다. 지금의 벚꽃은 당시의 거류민이 인두(人頭, 사람의 머릿수) 당 한그루씩 

3 자(尺) 정도의 묘목을 심었다고 들었다. 

호서, 호남의 칭호

김제군의 벽골제(碧骨堤)136와 고부군의 눌제(訥堤)137, 익산군의 황등제(黃

登堤)138는 삼호(三湖)라고 통칭한다. 이것을 충청, 호남의 호서, 호남이라고 

부른다.

『문헌비고』

136)

137)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저수지. 『삼국사기』 신라본기 흘해왕 21년조에  기록이 보이며, 백제 

11대 비류왕 27년(330)에 축조되었다. 그뒤 790년(원성왕 6)에 증축하였고, 고려시대 현종과 인종 21년(1143)에 수축

하였다. 조선시대 1415년(태종 15)에 다시 축조하였으나 폐단이 많아 폐지하였다.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와 부안군 줄포면 신흥리 사이에 축조되었던 고부천(古阜川)의 저수시설. 1873년(고

종 10)에 폐지되었으나 당시 제방의 길이는 1.5㎞, 둘레는 16㎞였다. 눌제의 기원에 대해 『정읍시사』에는 삼국시대

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종실록』에 동ㆍ중ㆍ서에 3개의 큰 수문이 있었다고 한다. 1419년(세종 1) 고부군수의 건의

와 전라감사의 계청으로 민정(民丁) 1만 1,580인을 두 달 동안 동원하여 수축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대

홍수로 벽골제와 함께 제방이 무너져 논 600여 결(結)이 유실, 매몰되어 눌제를 폐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한다. 

『증보동국여지승람』에 1530년(중종 25) 눌제가 폐쇄되어 논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 무렵 폐쇄되었다가 조선 중

기에 다시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873년에 두 번째 폐쇄하였다.( 「눌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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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39)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송산 북쪽 기슭에서 황등역 동쪽의 황등산 남쪽 끝을 연결하는 길이 약 1300미터의 흙으로 

쌓은 제방. 황등제의 축조연대는 미상이나 그 규모는 『동국문헌비고』에 “길이 900보, 둘레 25리”라는 기록이 있다. 

증축하기 전의 제방길이는 1100미터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황등제는 이곳으로부터 4㎞ 남쪽에 있는 옥야현

에서 관리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 제방은 벽골제ㆍ눌제와 같이 조선시대 이전에 폐제된 뒤에는 보수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후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증축하여 재활용해 오다가 1935년 완주군 운천면에 경천저수지가 신설되

면서 불용시설이 되었다.(「황등제」, 위의 책과 같음)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과 해망동, 금동 일원에 걸쳐 조성된 공원으로 월명공원이라고 불린다. 금강 하구를 바라보

며, 장계산과 월명산이 감싸고 있는 산기슭에 조성되어 있다. 「전라우도 군산진 지도」를 보면 이 인근에 군산창과 군

산진이 자리하고 있어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대사산(大師山)과 수시탑이 있는 산에 공원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개

항 이후부터이다. 1915년 지도를 보면 공원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곳이 바로 각국공원이다. 각국공원이라 불리

다가 각국 조계 지역이 1914년에 폐지된 후 군산공원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1933년에 신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일제강점기 군산공원은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이 되면 소풍을 나온 일본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

었다고 한다.(이규홍, 「군산시민-안식처-월명공원」,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2. 북정(北亭) 언덕을 그리워하다

내가 군산의 역사를 그리워 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구 부청이 있던 

북정 언덕이다. 지금은 몽땅 부서져 언덕이 있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

한 광장이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 언덕이야말로 군산 개항의 발상지로 조선 말기에는 호

남청이라는 관청이 있었고 내려와 개항 당시에는 일본인 보호를 맡은 관청이 있어서 부

근에는 일본인의 가옥이 띄엄띄엄 줄지어 있었다. 이른바 이 언덕의 산기슭으로부터 군

산 발전이 시작된 것이지만, 애석한 것은 지금은 몽땅 부서져 옛날을 그리워할 실마리가 

아무리 해도 없다. 내가 이 언덕을 그리워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언덕 위에 서있던 고

목이지만 그것은 언덕이 부서졌기 때문에 먼저 나무채로 팔려나가 버렸다. 이 고목이야

말로 군산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슬픈 생각이 든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1928년 11월 3일에 ‘북정 언덕의 고목에 붙인다’고 하여 다음과 같

이 쓰고 있다.

***

북정 언덕이라고 말해도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옛 부청의 산이라

고 말하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덕 위에 선 단 한그루의 고목이 지금도 베어 쓰러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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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군산으로부터 그리운 모습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세월과 함께 변해 간다고 해도 너

무 허전한 결별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두 서너 줄을 써서 군산의 옛 벗인 큰 나무에게 한

마디 나의 말을 보내고 싶다.

***

나는 자네가 언제부터 성장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네가 이 유서 깊

은 언덕 위에 선 뒤로 언제나 변함없이 금강의 흐름을 내려다보고 매해 변해가는 군산의 

거리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 놀란 눈을 부릅떴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산에 군산창이 설치되었을 때는 자네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군산

창이 없어지고 호남청 건물 가운데 막혔을 때에는 이제 자네도 제법 자랐을 것이다. 조

금 눈 아래에는 군산진의 병함이랑 공미를 경사로 운송하는 배랑 정박하고 있었다. 오르

락내리락 하는 배의 선장들이 자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얼마간 기뻐서 노를 젓는 피

곤한 팔을 감싸고 몇 번이나 자네를 올려다 보았을 것이다. 그즈음부터 자네는 사람들에

게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 바다가 사나워져 앞바다로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큰바

람도 자신 혼자서 받아들이고 바다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처를 주었다. 군산진이 군산포

로 불리게 되어 작은 거룻배[伝馬船]140가 증기선으로 바뀌었을 때도 역시 자네는 몸으

로 군산항을 지켜준 것이었다.

그로부터 점차 세상이 열리게 되면서 동쪽의 나라 사람들도 도래하게 되어 자네의 주위

에 있던 낡은 건물이나 창고는 차츰 부서지고 대신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밝은 집들이 세

워졌다. 일본영사관과 경찰, 주택이 그것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즈음은 아

직 자네의 친구도 부근에 꽤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하여 특별히 외

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쪽의 나라 사람은 오는 배에 따라 자네의 주위를 향하여 왔다. 마을은 점차 갈대밭

이 매립되어 깊숙이 안으로 늘어날 때 자네는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

140) 화물을 운송하는 거룻배. 갑판이 없는 나무로 만든 작은 배로 폭이 넓고 선미는 납작하다. 보통 노로 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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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느 정도 놀랐을 것인가.

자네가 있는 장소가 영사관에서 이사청이 되고 부청이 된 순서로 이름이 바뀌어 갈 

때마다 자네의 친구는 베어져서 오직 혼자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나이 들어

가는 몸이 얼마나 쓸쓸한 것이었을까 충분히 안다. 그러나 자네는 동쪽의 나라 사람들

의 발상지라고 말해지는 북정 언덕에서 어느 때나 변함없는 동쪽 나라 사람들의 사랑 아

래에 살고 있었던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네의 생애는 행복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올 운명의 날이 다가온 것을 자네를 위해 슬퍼한다. 머지

않아 자네가 살던 토지와 함께 영원히 군산으로부터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

네의 혼이 군산의 옛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영원히 군산의 역사에 남겨질 것이라

는 사실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친구여, 나는 이만큼에서 그치고 자네의 간단한 기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

고 자네를 추억하는 실마리로 삼고 싶다. 

------- 팔아넘긴[拂下] 소식이 나온 날 -------

141) 이 두 장의 사진은 원문에 누락되었다.

개항 당시의 사진

필자가 “여러분에게 부탁함” 이라고 하여 『군산일보』에 군산의 문헌이 있

으면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광고했을 때 진귀한 개항 당시의 사진 2장이 도착

하였다. 하나는 군산의 선구자라고도 말할 만한 고 우메모토(梅本)씨로부터, 

다른 것은 야마구치(山口)의 시골로부터 하수모토(蓮元)씨가 보내주신 것이

다. 양쪽 모두 부청에서 복사한 뒤에 보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필자는 전자는 

1900년의 것이고 후자는 1902년에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얻기 

힘든 귀중한 사진이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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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덕은 군산 발상지라는 이유 외에 지금 군산항을 가치매기는 매우 유력한 산이

기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산의 옛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의 세관 바로 앞은 

깊이 12심(尋: 수심 등을 재는 길이의 단위)이나 있어서 바람을 피하기에 매우 좋은 정박

소이고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없는 선착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 부근에는 훌륭한 축

항공사가 시행되어 옛날의 그림자조차 없지만 지금과 옛날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감개무량함이 있을 것이다.

병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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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이왕직(李王職)142에 소장된 병풍에 그려진 전라, 경상, 충청 삼도수군의 함

대운동 중에서 군산의 병선만을 베낀 것이다. 그림은 이마무라 도모(今村鞆)143씨가 그

린 것이다. 

142)

14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대한제국 황족의 의전 및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 대한제국 시기에 황실 업무를 담

당하던 궁내부를 형식적으로 계승하였다. 1910년 12월 30일에 창설되어 1946년 1월 31일 폐지되었다.

일본에서 경찰감옥학교와 호세이(法政)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및 대만총독부의 순사로 근무한 경찰 관료이다. 1908

년 통감부 순사로 내한하고 충북ㆍ강원도의 경찰부장, 경성남부경찰서장, 평양경찰서장, 제주도사 겸 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그후 원산부윤, 이왕직 사무관ㆍ서무과장을 거친 뒤 1925년 퇴직하지만 이후 조선 민속 연구자로 본격적으

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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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근의 전설, 전횡(田横)의 자손

군산의 시가로부터 중학교 앞을 지나 4, 5정(町)을 가면 이번에 새롭게 신축한 면사무소 

앞으로 나온다. 나는 지금까지 자주 이 주변을 왕래하여 근처에 오래된 나무가 많은 것과 

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에 끊임없이 주의하고 있었다. 우연히 그것은 내가 3년 

전에 발표한 어청도(於靑島)144의 전설 중의 전횡(田横)145의 자손이고, 이 땅이야말로 저들

의 유서 있는 발상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전횡이라고 말해도 그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

르므로 대강 전횡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부터 서술해 보기로 한다.

옛날 중국의 제(齊)나라 왕 담(儋)146의 동생에게 전횡이란 자가 있었다. 제나라의 

144)

145)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에 있는 섬. 군산에서 북서쪽으로 72㎞ 지점에 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서쪽에 위

치하는 섬이다. 주변 바닷물이 거울과 같이 맑아서 어청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전횡은 진(秦)나라 말기의 인물이고 제(齊)나라의 왕 전광(田廣)의 숙부이다. 항우에 의해 상제왕(上齊王)에 봉해지고 

제나라의 북쪽을 다스렸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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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이 되어 나중에 자립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나 한(漢)나라의 고조(高祖)147가 적 

항우(項羽)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자 세상에 몸을 받아줄 곳이 없어 드디어 무리 

5백 명을 이끌고 어청도에 도망을 온 것이다. 고조는 이것을 듣고 그가 난을 일으킬 것

을 우려하여 사람을 보내서 전횡의 죄를 용서한다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를 불러들

였다. 전횡은 어쩔 수 없이 종자 두 사람을 데리고 수도 낙양(洛陽)에 간 것이지만, 도

중에 자살해 버렸다.

현재 어청도의 해변 가까이에 세워진 색다른 건물이야말로 전횡을 제사하는 치동묘

(淄東廟)148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대략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후 전횡의 자손은 

한반도에 머물렀다고 하므로 저들이야말로 조선 전씨의 시조라고 할만하다. 과연 이의

현(李宜顯)149의 조선성씨록150을 보더라도 전씨 성이 드문 성[僻姓]에 들어가 있는 것

도 이 부분의 소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리라.

그 후 전씨의 후손은 전혀 분명하지 않지만 멀리 내려와 고려말기에 새롭게 창건된 

조선에 벼슬하지 않고 지방에 도망한 전 왕조의 충신 72명151 가운데 성을 전(田)이라

고 칭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당시 삼은(三隱)152의 큰형으로 천하에 이름을 알

린 전야은(田壄隠)153이었다. 야은에게는 뇌은(耒隱)154경은(耕隱) 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다. 이 사람은 그다지 법령[政令]이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땅을 구해서 전남의 담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원문은 첨(檐)이라고 되어 있으나 담(儋)의 오자이다.

한(漢)고조 유방(劉邦)은 초(楚)나라 항우와 연합하여 진(秦)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와 4년에 걸친 전쟁 끝에 천하의 패

권을 장악하고 한나라를 열었다.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를 혼합한 군국제를 정착시켰다.

어청도에 사는 사람들이 제나라 왕을 지낸 전횡이 죽은 후 그를 기리기 위해 백제시대 때 건립한 사당. 

원문에는 李宣顯으로 되어있으나 李宜顯의 오자이다. 

이 책은 『도곡총설(陶谷叢說)』을 말한다. 조선 영조 때 이의현이 썼으며 한국의 성씨를 298姓으로 분류하였다.(이수

건,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킨 고려의 충신 두문동(杜門洞) 72현을 말한다.

고려 말의 문신 야은 전녹생(田祿生), 뇌은 전귀생(田貴生), 경은 전조생(田祖生) 형제를 말함. 

전녹생(田祿生, 1318-1375)을 말함. 본관은 담양, 자는 맹경(孟耕), 호는 야은. 충혜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제주사

록(濟州司祿)이 되었고, 서울로 와서 전교시교감이 되었으며, 원나라의 정동성(征東 省) 향시(鄕試)에 급제하였다. 

1347년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교감으로 있으면서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탈하는 지방 세력이나 중앙의 권문세가를 

처벌했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남행하는 왕을 호종하여 2등공신이 되었다. 1375년 탄핵사건에 연루되어 

귀양 가던 도중에 죽었다.

원문에는 내은(來隱)이라고 되어 있으나 뇌은(耒隱)의 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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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潭陽)에 거처를 정한 것이다. 부근에 담양 출신의 전씨가 많은 것은 이러한 까닭인 

것이다.

나는 지난 1일 미면의 면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야은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면장 자신의 22대조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후 평화로워야 할 전씨의 신변에도 임진(壬辰)의 난 때문에 안주의 땅이라

고 할 만한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방랑하게 되는 사정에 몰렸다. 그들이 떠돌아

다니다가 자리를 잡은 곳은 중학교 앞 지금의 면사무소가 있는 부근이라고 한다. 그는 

면장의 11대조 전언룡(田彦龍)155이란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곳을 낙토(樂土)라고 정

하고 부근에 이주하였다. 부근에 있는 늙은 나무는 당시 심은 것이었고, 신풍리(新豊

里)로부터 구읍면(舊邑面)에 걸쳐 일대에 산재하는 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자손

이라고 한다.

유랑을 거듭하며 겨우 지금의 신풍리에 안주지를 발견한 전씨 일족은 점차로 퍼져

서 조상이 심은 숲을 일족의 공유재산으로 하여, 따로 부근에 제각(祭閣: 무덤 근처에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을 세우고 선조의 제사도 계속하고 있었다. 물론 시조라고 할 

만한 전횡을 제사하는 어청도의 치동묘에서 제사를 지냈다.

나는 면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옛날 기록이나 조선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족

보장(族譜帳)도 열람하였다. 과연 가족주의로 단단해진 조선의 사회라고 새삼스럽게 크

155)

156)

전언룡(1555-1622)은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자감 판관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수문장으로 일

본군과 싸워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그의 가계는 담양 전씨 시

조 전득시(田得時)의 12세손이고, 야은 전록생의 10세손이며, 담양 전씨 옥구입향조 전윤평(田允平)의 현손이다. 

증조부는 통덕랑을 지낸 전극종(田克種)이고, 조부는 통훈대부 통예원 인의를 지낸 전자부(田自富)이며, 아버지는 

어모장군 행 용양위 상호군을 지낸 전필규(田畢奎)이다.(김두헌, 「전언룡」,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

grandculture.net.)  

고려후기 문신 전녹생과 그 형제 전귀생, 전조생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0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이 책은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1890년 후손 전우(田愚)가 합간해서 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홍직필(洪直弼)ㆍ김낙현(金洛鉉)의 삼

은합고서(三隱合稿序)와 이의현(李宜顯)ㆍ박필주(朴弼周)의 야은선생일고서(埜隱先生逸稿序), 송치규(宋穉圭)의 경

은선생실기서(耕隱先生實記序)가 있고 권말에 전병순(田秉淳)의 발문이 있다. 권1ㆍ2는 전녹생의 「문명공여은선생

일고(文明公埜隱先生逸稿)」로 시 10수, 비답(批答) 1편, 계사(啓辭) 1편, 소 2편, 부록으로 본전화상찬(本傳畫像贊) 3

편, 호종록(扈從錄), 응제록(應製錄), 유사, 역관약제가시문(歷官略諸家詩文), 가장(家狀)이 실려 있다. 권3은 전귀생

의 「뇌은선생실기(耒隱先生實記)」로 시 2수와 부록에 제서기술(諸書記述)ㆍ가장 등이 있고, 권4는 전조생의 「경은선

생실기(耕隱先生實記)」로 시 5수, 경학문(警學文), 부록으로 진찬(眞贊)ㆍ여사절략(麗史節略)ㆍ행장ㆍ연보 등이 수

록되어 있다.(권영대, 1995, 「삼은합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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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면장의 이야기에서는 지금부터 320년 전의 신풍리 전씨의 

조상까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그다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조사할 방법이라도 없

을까 상담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주문이다. 그러나 면장의 중시조(中始祖)라

고 할 만한 전야은 까지는 어느 정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여 앞에 든 전횡을 시조로 

하는 이유를 찾을 때, 나에게 보여준 것이 『삼은합고(三隱合稿)』156라고 하는 옛 조선본 

이었다.

나는 이 책을 보고 가던 중에 삼은의 중형이라 할 뇌은(耒隱)157 문혜공(文惠公, 전

귀생)의 실기를 읽고 공의 시로써 기록된 다음 두 구절을 우연히 맞닥뜨렸다.158

背皇失義159伊誰凶  황제를 저버리고 의리를 먼저 함을 어느 사람이 흉하다 하리

百歲杜門幾子吾  백세동안 문 닫은 것은 거의 그대와 나이로세.

終有破凶隠何功160 마침내 파흉(破凶: 나라를 깨부수고 그 몸을 살신성인 함)이 있

어도 숨은들 무슨 공이 있으랴만

出北之西遠洋島  북으로 나와 서해바다 원양도로나 들어가세.

라고 하고 또한

共出北門碧瀾渡   함께 북문을 나와 벽란을 건넜으니,

損益三友君與吾161지조를 지킨 이는 그대와 나뿐일세.

鵠嶺山下迷歸路   곡령산 아래에서 돌아갈 길 헤매다가,

西指首陽問横島   서쪽으로 수양산 가리키며 횡도를 물어보네.

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 앞의 원양도(遠洋島)라고 하고, 횡도(横島)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청도

157)

158)

159)

160)

161)

원문에는 내은(來隱)이라고 되어 있으나 뇌은(耒隱)이다. 

『삼은합고』 巻之三 文惠公耒隱先生實記

「自杜門洞逃入絶島與蔡多義朴典書同渡碧瀾津和詩相贈」에 나온다.

원문에는 史義라고 되어 있으나 失義의 오자이다.

원문에는 ‘(欠字)終有極×隱何功’라고 되어 있으나 ‘終有破凶隠何功’의 오자이다.

원문에는 ‘吾與吾(欠字)’라고 되어 있으나 ‘君與吾’의 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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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 것이다. 뇌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부러 바다를 건너 이 섬에 도망쳐 온 것이다.

면장이 전씨의 원조를 전횡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

은 앞에 든 시를 판서(板書)해서 사당인 치동묘에 내걸었던 것을 『삼은합고』에서도 “어

찌 선생이 일찍이 이 섬에 들어가니, 거주민이 뜻을 사모하고 그 시를 사랑해서 판(板)

을 사당에 내걸었는가”라 말하는 것을 보아 분명할 것이다.  아무튼 전뇌은(田耒隱)162

이 밀직제학(密直提學)163의 요직을 버리고 일부러 멀리 육지에서 떨어진 외로운 섬이

라고 할 어청도에서 죽을 장소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고려의 신하로서 신 조정에 벼슬

하지 않는다고 하는 충성이 솟구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는 자신의 조상

신을 모셔 놓은 집[神堂]이 있는 장소로서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앞에 든 『삼은합고』

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씨 성의 가문은 상당히 오랜 것이 된다. 조선 이전의 세보(世譜: 

계보를 모아 엮은 책)가 없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이지만 아무튼 어떤 사회적으

로 보호도 받지 못했던 전씨 성이 2천여 년 간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적

인 사실이다. 또 조선의 가족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지탱되고 있는 가를 반증하는 것

이 아닐까 생각한다.   

2. 군산 근교의 사적

이 제목은 지난 5월 13일 공회당에서 개최된 군산을 소개하는 방송의 날에 한 취미 강

연이다. 같은 날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약 30분 동안 마이크를 통해서 시도한 

방송 강연의 내용이지만 본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

여 중복도 돌아보지 않고 여기에 게재하였다.

162)

163)

원문에는 은전(隱田)이라고 되어 있으나 전뇌은(田耒隱)의 오자이다.

원문에는 직제학(直提學)이라고 되어 있으나 밀직제학(密直提學)이다. 뇌은은 벼슬이 삼사좌윤(三司左尹), 정3품 밀

직제학이었다.



133부록群山開港前史

지금부터 군산 부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처음에 양해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취미로 부근의 향토사를 조금 조사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군산이라는 토지는 비교적 새로운 마을이

므로 옛날부터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서는 특별하게 다루어 

이야기를 할 재료는 거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군산 근교의 사적이란 제

목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군산 부근과 일본과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원래 이른바 삼한시대 백제 땅에 있으면서 도읍이었던 부여는 군산에서 금강을 

조금 거슬러 올라간 곳에 군산에서 당일치기가 가능한 정도에 있습니다.

옛 백제란 사이가 나쁜 신라국과 중국의 당이 동맹하여 일본의 보호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던 백제를 멸망시켜 버린 것은 모두 국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

니다. 그것은 일본의 사이메이(齊明, 594-661)164 천황 6년(660) 7월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은 12만의 수군을 조선에 파견한 것입니다. 해군이 처음 조선에 온 곳이 다행히 

군산부 밖의 수원지가 있는 곳을 내려가 금강의 냇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

설입니다. 선택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으로서는 가장 귀중한 전설이

므로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소정방(蘇定方)을 총사령으로 한 당의 해군이 금강 즉 당시의 웅진강에 도착한 날은 매

우 안개가 깊어서 어디에 배를 대면 좋을지 완전히 방향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군사를 전진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천개의 절을 세워서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겠

다고 말하자 불가사의하게도 영험이 나타나 안개는 걷히고 해가 밝아져 배를 나가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정방은 감사하기 위해 약속한 대로 천개의 절을 세우려고 산에 올라 

주변을 조사한 곳이 천개의 사찰은커녕 10개의 사찰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작은 

산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천개의 돌을 배치하여 불사(佛寺)를 본떠서 하나의 사찰을 세우

고 이것을 천방사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방사의 유래입니다. 천방이란 천개의 

온돌이란 의미로 큰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은 수원지의 뒷산으로 옛날부터 천방산이라

164) 일본의 제35대 천황으로 전임 조메이(舒明) 천황의 아내이다. 천황을 2번 지냈는데, 그래서 동일 인물임에도 시호가 

달라 첫 재위기간에는 고교쿠(皇極), 두 번째 재위기간에는 사이메이(齊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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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형도에는 설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찰은 많은 

변천을 거친 뒤 군산에 수원지가 만들어지자 동시에 폐사가 되어 불당의 하나인 선종암

(善宗庵)165 앞에 세워져 있던 5층 석탑만이 옮겨져 군산공원에 외롭게 서있습니다.

다음 이 이야기와 나란히 말해야 하는 것은 백강(白江) 즉 백촌강(白村江)의 싸움입니다. 

이 해전은 일본 해군과 당의 해군이 싸운 말하자면 일본 해전사상 대서특필할 만할 사건입

니다. 백제가 망해서 남은 무리가 백제부흥의 깃발을 올렸을 때 일본이 결연히 부흥의 의군

을 원조하여 당군과 싸운 대해전입니다. 즉 아주 오랜 세월 끊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항

상 서번(西蕃)이라 칭하고 춘추로 조공하겠다고 일본에게 맹세를 한 백제의 위급 존망에 즈

음하여 일본이 국운을 걸기까지 백제의 재흥을 도모하여 일어난 일대 의전(義戰)이었던 것

입니다.

이 정신은 조선에 대한 일본정신의 발로로 다만 한 작은 나라인 백제 구원만이 아니라 한

반도 민족이 결딴나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대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즉 덴지(天智, 668-

672)166 천황의 영리하고 뛰어난 식견에서 나온 큰 사업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부터의 일본 야마토(大和) 조정의 변함없는 전통적 대(對)조선정책의 결과였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 이 건곤일척(乾坤一擲: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의 대해전은 일본

군이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일본이 백제와 오랫동안의 신의를 생각하여 장시간 많은 국비

와 인력을 쓰고 원조한 백제부흥사업도 좌절을 가져와 당시의 생명선이라고 할 한반도에

서 일본의 권익은 이것 때문에 전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백강 즉 백촌강입니다. 옛날 역사책에서 보면 백강을 금강으로 

165)

166)

군산시 소룡동 설림산에 있었던 사찰. 신라 고승 자장(慈藏)이 수도를 한 곳으로 그의 속명 선종(善宗)을 따서 선종암

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장이 활동할 당시 이곳은 백제의 영토였기 때문에 신라 승려가 절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사찰의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본래는 5

층 석탑)이 있으며 조선 후기에 편찬된 『호남읍지』에 선종암이 실려 있다. 1924년 천방산과 설림산의 골짜기를 막

아 수원지를 조성하였는데 이때 절 전체가 수몰되었다. 이 절에 있었던 3층 석탑은 군산시 소룡동 은적사에 옮겨졌

다.(황인규, 2016, 「선종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본의 제38대 천황으로 아버지는 조메이(舒明) 천황, 어머니는 사이메이(齊明) 천황이다. 661년 백제부흥운동을 지

원하던 사이메이가 죽자 국정을 이어받아 부흥운동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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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68)

일본의 제32대 긴메이(欽明) 천황의 아들로 재위기간은 587-592년이다.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의 전횡에 분개해 

이를 타도하려다 거꾸로 암살당했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소산(扶蘇山)에 있는 절. 백제 말기 창건한 것으로 절 앞에는 백마강이 흐르고, 절 뒤 돌 틈에 고

란초(皐蘭草)가 있다. 이곳에는 둘레 2.2㎞에 이르는 부소산성(扶蘇山城)이 있고, 성내에는 영월대지(迎月臺址), 영

일루(迎日樓), 군창지(軍倉址), 낙화암(落花巖), 고란사, 삼충사(三忠祠) 등 많은 사적지와 문화재가 있다. 낙화암은 

부소산 북쪽의 절벽으로서,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는 고사로 유명

하다. 낙화암 아래 백마강에 임하여 고란사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백강과 백마강을 같은 곳으로 본 이른바 잘못된 생각이고, 요즘

은 학자의 고증으로 백강은 금강이 아니고 군산 남방의 만경강이나 동진강일 것이라고 하

는 설이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따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고증은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금강은 잊혀진 시대에 강줄기의 변천을 가져와서 다

만 지금과 같이 군산의 북쪽을 흐르고 있음과 동시에 일부는 군산의 동쪽을 따라 남쪽으

로 흘러 만경강에 흘러들어가고 있던 형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드

리는 이유가 있지만 시간의 형편상 모두 생략합니다. 군산에서 2리 정도 떨어져 있는 회현

면은 하나는 예로부터 연강(連江)-즉 이어지는 강-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금강과 

만경강이 그 옛날 합류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지명이고 백강의 고증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에 근거하여 일본과 백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매우 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일본과 만주국과의 관계 이상이었고, 이미 그 당시부터 양

국의 교통이 대단히 빈번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백제가 아직 번성하지 않았던 무렵 일본으로부터 멀리 바다를 건너 유학생으로 처음 불

교를 연구하기 위해 도읍 부여에 도래한 아직 젊은 여성 3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슌(崇

峻)167천황 원년(587)의 일로 지금부터 1,346년이나 전의 일입니다. 그녀들은 이름을 시마메

(島女), 도요메(豊女), 이시메(石女)라고 부릅니다. 시마메는 겨우 막 15세가 되었다고 하여 

그당시에 일본 소녀의 기상을 잘 대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들은 부여에서 유명한 고란

사(皐蘭寺)168라는 절에서 3년이나 부처의 도를 공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조

금 하류에 일본인이 30여인이나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전설지도 있으므로 당시의 부여 

마을에는 가는 곳마다 일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백제부흥의 의군에 참가한 일

본 사람들로 전쟁에서는 지고 허무하게 형세가 일변하기 바라는 희망을 품은 채 나라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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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 가망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멀리 고향이 아닌 곳에 머문 자가 많았던 것은 이 금강

유역에 구비나 전설에 일본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락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에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근의 시골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북의 외딴 시골에까지 멀게 1700

년이나 옛날부터 일본 왕실의 존엄한 위광이 미쳤다고 하는 사실과 이것들을 마음속으

로 떠올려봅니다. 조선의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피 가운데에는 저희와 같은 피가 흐르

고 있다고 생각할 때 현재의 언어 풍속이야말로 멀리 서로 피와 살을 나눈 진정한 형제였

고, 오늘날 한일 병합에 이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먼 옛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연

으로 맺어져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의 군산 부근의 역사를 개관하면 완전히 외교관계를 떠나 왜구가 횡행하던 

시대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는 옛날부터 삼남의 보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 전라도는 옛날부터 쌀의 산지로서 고려 조선을 통해 조선의 달러박스(돈줄)입니다. 조선

에서는 일본도 같습니다만 화폐가 없었던 시대에는 쌀과 베가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된 적

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백 년 전 조선의 중종 때에 부근 일원의 세금인 쌀이나 베를 

일시 넣는 창고 즉 군산창이 상류의 용안으로부터 군산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부터 

보더라도 군산은 이미 경제상 혹은 교통상 항구로서 또한 쌀의 군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

히 인정받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 군산창의 역할은 모인 쌀이나 베를 정해진 

시기에 배에 싣고 경성으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지로부터 전송되는 일을 조

선에서는 조운이라고 불러서 국가재정상의 중요한 업무이고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중앙정

부의 명맥에 관한 사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세입과 세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관리의 녹봉도 완전하게 지불할 수 없으므로 

혹은 어디까지나 반란의 원인이 되어 국가의 기초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고를 보호하는 군비가 필요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군산에는 이 당시부

169) 1397년 군산도(群山島)의 진(鎭)을 군산으로 옮기고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1423년(세종 5)에는 옥구현의 북쪽 22리

에 군산포영을 설치하였으며 수군만호가 주둔하였다. 병마사를 첨절제사로 바꾸었다가 다시 현감으로 교체하였다. 

이 지방은 조선시대에는 서해안 방어의 요지로 성들이 축성되었으며, 고려 말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중단되었던 조

운이 재개됨에 따라 다시 전라도 조운의 중심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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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274년(충렬왕 즉위)과 1281년(충렬왕 7) 두 차례에 걸쳐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일본정벌에 나섰으나 폭풍우

를 만나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원구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 여원

연합군(麗元聯合軍)이라 부른다.  

터 군산포영169이라고 하는 해군이 놓여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노리고 

온 것이 왜구입니다.

본래 왜구라고 말하면 곧 해적선의 일을 생각해 냅니다. 그러나 나는 왜구란 일종의 밀

무역 상인의 단체로 강도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불령한(不逞漢)의 단체가 아니었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의 국민경제의 일을 생각해보더라도 또한 왜구가 목

표로 한 장소를 보더라도 노획물이 주로 쌀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에서는 중국이나 조선과 무역해서 쌀이나 목면류를 구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

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원구(元寇)170의 난 후 일본을 원망하여 일본에 대해서 쇄국

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책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중국을 따라서 쇄국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은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생활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한 것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입

니다. 규슈(九州), 시고쿠(四國)의 용감한 사람들은 멀리 새도 드나들지 않는 현해를 넘어

서 중국이나 조선의 연안에 무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럴싸하게 성공해서 돌아가면 큰 벌이

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뜻을 얻지 못한 무사까지 가세하여 점차 왜

구가 늘어난 것이므로 상대편에서는 한층 단속을 엄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노리

고 온 사람들이므로 차마 맥없이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항하면 허리의 

주홍색 칼집에 손이 닿아 강도 행위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만을 보면 강도단처럼 보입니다만 목적에서 보면 밀무역에 있

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조선의 이 부근에는 쌀이 많이 생산되고 목면도 가능하고 그 위에 

이것들을 보관할 창고까지 가는 곳에 있으므로 한층 눈독을 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꽤 여

러 차례 침범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비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근

에서 특히 현저한 것은 옛날의 통신기관으로서의 봉화대 즉 노로시 대[狼煙臺]가 군산을 

중심으로 14, 5개소나 있고, 군산포영이라는 해군을 둔 위에 금강 양쪽 기슭에 축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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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이 부근의 수비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 중 봉화대는 꽤 정돈된 것이었습니다. 해

군 쪽은 거의 무력하게 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이것

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달리 흥미도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후 조선 광해군 때 즉 도쿠가와(德川)시대의 초기에 대동공미법이라고 하는 세금징수

법이 만들어지고 뒤에 효종 3년(1652)이 되어 군산에 호남청이라는 관청이 설치되었습니

다. 대동이란 모든 세금징수를 쌀로 대신하는 법으로, 먼저 말한 군산창을 그대로 처리 관

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청은 원래 군산부청이 있었던 북정 언덕의 위에 세워

져 군산개항 전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북정 언덕은 군산 발상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입

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군산에는 포영이 설치되어 호남청의 기타 방비를 맡게 했습니다. 그로

부터 앞서 군산의 앞바다 부근에 있는 고군산이라고 하는 섬에는 군산진이 설치되었고 같

은 이 부근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호남진지』에서 보면 군산진은 조선의 숙종 27

년(1701) 왜구 때문에 전멸된 뒤에 군산진을 군산에 옮겼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로 말씀드립니다. 

그 후 군산의 창고는 계속하여 이름만은 관청의 창고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은 옛날부터 가렴주구(苛斂誅求: 여러 명목의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백성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의 나라였으며 후세 일반에 관리가 지켜야 

할 규율이 문란했기 때문에 지방은 극도로 피폐하고 창고와 같은 것도 실은 지방에서 신

분이 높은 관리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군산은 토지가 외진 곳에 있어서 이름도 없는 어촌이 되어버린 관계상, 그후에

는 거의 이야기할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 전후부터 조금씩 일본인이 오게 되었

고, 교통이 열리게 되고부터는 군산은 근대적 항구로서의 가치가 다시 인정받게 되었고 드

디어 1899년 5월 1일 개항장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만 35주년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점차 

일본인 이주자의 수도 증가해서 쌀의 군산으로서 천하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령이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171) 원문에는 大田才次라고 되어 있으나 大田才次郞의 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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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조선의 지리적 특징, 기후, 산업, 인구, 종교, 풍속에 대해 엮은 지리지로 박문관(博文館)에서 발행되었다. 제1편에서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 지세, 지질, 기후, 산악, 하천, 도로, 교량 등과 같은 지리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였다. 인구, 산업, 정치체제, 군사, 

학제, 종교 등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각 도별로 지리, 산업, 풍속 등의 특징을 수록하였다. 

오타는 이 책이 간행된 다음해에 『대만지리지(台湾地理志)』도 간행하였다. 이밖에도 『사기열전강의(史記列傳講義)』(1892-

93), 『장자강의(莊子講義)』(1892), 『당시선삼체시강의(唐詩選三体詩講義)』(1893), 『신찬역사자전(新撰歷史字典)』(1894), 『일본

아동유희집(日本兒童遊戱集)』(1901), 『신찬한문문답(新撰漢文問答)』(1902), 『고금명가척독문(古今名家尺牘文)』(1908), 『중학

명시상해(中學名詩詳解)』(1911), 『수험참고한문자수서(受驗參考漢文自修書)』(1913) 등이 있다. 조선, 대만 등의 역사, 문화, 

지리에 정통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중국 고전은 물론 중학용 문학참고서까지 펴낸 한학자이자 문필가로 추정된다.

용등(龍登)의 전설

공원과 북정 언덕 사이에 낀 서빈(西濱)은 개항 당시까지는 일대의 논이었고, 그 가운데

에 10평 정도의 넓이였을까, 물이 세차게 흘러 언제라도 마르는 일이 없는 샘이 있다. 별 것

이 아닌 샘에는 옛날부터 용이 살고 있어서 구름을 부르고 바람을 불러서 하늘에 올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노인 사이에서는 이 부근이 용등이라고 불리고 있어 공원의 돌출된 끝이 

잘린 것처럼 되어있는 것도 용의 소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점이 아닐까.

 

***

『신찬조선지리지』와 군산

1894년 발행, 오타 사이지로(大田才次郞)171씨가 저술한 『新撰朝鮮地理志』
172에 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군산진은 옥구현에 속하는 인가(人家) 145호가 있고 산에 근거하고 강에 임

하여 마을을 이룬다. 바닷물이 밀려 나가서 해면이 낮아질 때는 산록 암초가 드

러나 강의 흐름이 화살 같아 배를 대기에 편리하지 않다. 진(鎭) 뒤에 쌀 창고 3

동이 있어 이것을 군창이라고 부른다. 매년 봄 여름 사이에 금구, 태인, 임실, 장

수, 진안, 옥구의 공미 및 전주의 포량미(炮粮米)를 모아서 경성에 운수한다. 대

략 1만 2천석이라고 한다. 운송선 여러 척을 창고 아래에 묶어둔다. 매우 큰 것

은 1척이 750석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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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남선에 대하여

호남선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대전 목포 사이의 본선에 군산선을 더한 176리 5분의 

철도를 말합니다. 평소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호남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

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강 서술해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처음 철도 부설의 논의가 일어난 것은 아마 1894년경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아무튼 당시 조선에서는 정치적으로 국제적 외교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고 있던 때

였고, 대내적으로도 종래의 악정으로부터 민력이 극도로 피폐하고 있던 때이므로 자국의 

힘을 가지고 철도건설의 일이라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즈음 중국의 철도이권 획득에 부심하고 있던 열국의 야망도 중국에 줄

을 치는 것이 일단락되자 드디어 조선의 철도부설권 획득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국이 주시하는 표적이 되고 있던 조선도 동양의 발칸이라고 불리게 되

었습니다. 일, 영, 미, 불, 독, 러의 제국이 한반도에서 세력의 각축으로부터 어두운 그림자

가 드리운 것은 이 때입니다.  

서론이 길게 되었습니다. 호남철도가 처음에 착목된 것은 1896년으로 프랑스인 그릴루

(Grille)173가 정부에 대해서 부설권을 요구한 것에서 발단됩니다. 당시는 경성 목포 간을 

관통하려고 한 것으로 이것을 경목선(京木線)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물론 영, 러 기타의 나라로부터 왕성하게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던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

권옹호의 정신에서 본선의 부설은 정부의 관설로 할 것을 1898년 6월에 결정하였습니다.

173) 프랑스 휘브릴사(Fives Lile)의 대표 그릴루를 말함. 휘브릴사는 1865년에 성립된 이래 100여년 간 프랑스 국내외

에서 건축ㆍ금속ㆍ기계설비ㆍ기관차ㆍ전차 등을 생산해왔다. 19세기 말 이 회사는 중국에서 비무림공사(費務林公

司)란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휘브릴사는 1896년 4월 한국정부에 서울-의주 간 경의철도 부설권을 요구하여 같은 

해 7월 3일 특허를 받아냈다. 6월 5일 광서(廣西)지방의 용주(龍州)-진남포(鎭南浦) 간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하였다. 

이어 9월 경원철도와 함께 최초로 서울-목포 간 경목철도 부설권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유역의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경목선을 요구한 것은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부

설권 획득경쟁을 더욱 가열시켰다. 1898년 6월 농상공부는 호남지방의 철도를 자체적으로 건설하자는 제안을 제

출했고,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프랑스, 영국 및 일본에 통보된다. 같은 해 9월 일본에 경부철도 부설을 허가하는 

경부철도합동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경목철도 부설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된다. 일본정부는 경부철도를 아예 호남

지방을 경유시키려고 했으나 건설비 문제로 포기했다.(정재정, 2018, 『철도와 근대 서울』,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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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공사에 매달린 것은 그 때부터가 아니고 훨씬 내려가 1910년 5월로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된 뒤의 일입니다. 통감부는 제 27의회의 협찬에 따라 1910년 이후 5개년 계

속사업으로 같은 해 5월 대전부터 측량을 시작해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해 

3월 목포방면부터 측량을 개시해서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양 방면에서 공사의 속성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완성을 본 것은 1914년 1월 11일로 궤도의 연장 198리 3분 터널 9개, 

정거장 27개소를 헤아려 호남지방의 이원(利源)을 개발하는 중요한 선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대강 저의 이야기도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서문에서 군산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군산선에 대해서 일단 서술하는 순서로 구성해왔습니다.

군산선이란 말할 것도 없이 이리(지금의 익산) 군산간 10리 3분의 철도입니다. 이것

은 1911년 6월에 기공되어 다음해 3월 6일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지선 부설에 대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호남선 실지측량이 있

고 잠시 뒤 군산 사람들은 본 철도가 장래 군산의 번영에 큰 영향을 가진 중대 문제라

군산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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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산의 개항과 목포

군산이 개항된 것은 1899년 5월 1일로 지금부터 꼭 35년의 과거가 된 것은 일반인들에

게도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군산개항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은 목

포항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면 목포는 이로부터 앞서 고종 31년175 즉 1894년 일한합동잠정조약(日韓合同

暫定條約)176 중에 포함된 하나뿐인 지정항이었다. 그 개항은 당시의 경성 주차대리공사 곤

도 마스키(近藤眞鋤, 1839-1892)177씨로부터 재삼재사 한정(韓廷)에 목포개항을 종용한 것

에서 시작된다. 당시 마침 청일전쟁으로부터 삼국간섭178에 이르러 국제정국의 곡절에 관

174)

175)

176)

177)

178)

군산ㆍ목포에 거주하는 일본인 거류민들이 기성번영회, 목포번영회, 상업회의소, 전남농회 등의 단체로 조직하였

다. 전국 각지 거류민단과 합세하여 일본에 의한 호남철도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에 의한 호남

철도 건설은 좌절되고, 일본에 의한 호남철도 건설이 결정되었다.(김민영ㆍ김양규, 2005,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

과 사회경제적 변용-군산선과 장항선』, 선인) 

원문에는 이태왕 35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태왕은 순종 재위 때에 태상왕(太上王)인 고종을 이르던 말이다. 이태왕 

35년이 아니라 1894년은 이태왕 31년이다.

‘조일잠정합동조관(朝日暫定合同條款)’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기화로 8000여 명의 

대군을 한반도에 출동시키고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어서 청나라에 선전포고하였다. 8월 20일 경복궁에서

의 일본군 철수를 조건으로 조선에 요구한 것이 7개조의 ‘조일잠정합동조관’이다. 즉 경부ㆍ경인간 철도 부설권 및 

전신선 설치ㆍ관리권, 목포항 개항 등을 요구한 것이다.

1870년에 외무성에 들어가 2년 뒤에 외무1등서기관이 되었다. 1877년 외무권소서기관이 되어 부산관리청에 부임

한다. 1879년 부산영사보가 되고 다음해 부산항재류영사 겸 판사가 되었다. 1882년 경성재근 서기관 겸 판사보로 

경성공사관에 근무한다. 1888년에 조선대리공사가 되었다.

청일전쟁 뒤에 1895년에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에 관하여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간섭하여 일본이 차지한 

랴오둥(遼東) 반도를 청에게 돌려주게 한 사건.

는 것에서 호남철도기성회174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운동비는 일반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징수해서 1910년 통감부 철도국이 부설방침을 결정하고부터 왕성하게 운

동을 개시하여 군산항을 중요 역으로 호남본선의 중간 역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접속 역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 긴급 문제가 되어 

결국 지금과 같이 이리로 결말이 나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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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급속 실현을 보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총세무사 영국인 브라운179씨의 호의적 

알선 등이 있어서 건양(建陽) 2년 즉 1897년 7월 4일에 이르러 칙령을 가지고 개항을 허가

받아 진남포와 같이 같은 해 10월 1일에 드디어 개항하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일본인은 속속 이주를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개항과 동시

에 무안군은 무안부가 되고 세관이 설치되어 일본영사관이 설립되었다. 관리서가 거류지

구역 경계를 정하고 지역을 공매(公賣) 붙이게 되고서부터 상당한 활기를 드러냈다. 연해

의 저택지(沮澤地)는 매축(埋築: 강이나 바다를 메워 뭍으로 만드는 일)되어 가옥이 속속 

세워져 바로 호수 2백여 인구 1천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전날의 조용한 사촌(沙村)은 변하

여 일대 개항장[商埠地]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목포항의 가치는 (1) 경제 산업에 관한 고유의 위치를 점하는 것, (2) 교통

운수가 편리한 것, (3) 기후 풍토가 양호한 것 등의 세 가지 점이 손꼽힌다. 이것을 요컨대 

목포항에 내외 상민들이 중점을 둔 것은 전라남북도 및 충청남도의 화물을 여기에 집합해

서 아울러 이들 지방에서 외국품을 수입하는 문호로 충당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목포

개항 당시의 활기는 실로 훌륭하다 하여도 좋다.

그런데 여기에 뜻하지 않게 목포의 상민에 대해 호되게 꾸지람이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광무 2년 1898년 군산포의 개항 발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군산의 개항은 필연적으로 

목포 상권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 목포 건설의 기세는 한바탕 꿈으로 변하지 않는다 해도 심한 타격

을 받은 것이다. 군산은 다음 1899년 5월 1일 개항되고 또 새로운 군산에서도 일본인 이주

자가 매해 증가해 온 것이다.

이렇게 두 개항장은 황해에 면한 한반도의 두 자매항으로서 개방된 것이지만 각각  그 배

179) 총세무사는 개항기에 해관(海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던 총책임자. 역대 총세무사는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穆麟德, 1882. 4.~1895. 9), 스트리플링(Alfred B. Stripling, 薛必林, 1885. 9~1885. 10. 총

세무사 대리), 메릴(Henry F. Merill, 墨賢理, 1885. 10~1889. 11), 쉐니케(J. F. Schoenike, 史納機, 1889. 11~1892. 

9. 총세무사 대리), 모건(F. A. Morgan, 馬根, 1892. 9~1893. 8, 총세무사 대리), 브라운(J. McLeavy Brown, 柏卓安, 

1893. 8~1905. 11) 등이다. 해관이 처음 창설되었을 때는 서양인이 운영했지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소속되어 

지휘를 받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메릴이 파견되었을 때에는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에 예속시켰다. 그 후 갑오개혁을 

계기로 조선 해관이 청국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일본의 해관 장악을 막기 위해 1895년 당시 총세무

사였던 브라운에게 해관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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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달리한다. 오늘에 이르러 하나는 목면의 목포로 다른 하나는 쌀의 군산으로서 각각 

독자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여 현재는 규모나 기타에서 완전히 우열이 없을 정도의 진보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목포가 군산보다도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대로 분

명하다.

나는 두 개항장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성쇠를 비교하면 재미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른 기회에 할 예정이다.

5. 군산 팔경

180)

181)

182)

183)

군산에서는 1902년 전라북도 최초로 주간지 『군산신보(群山新報)』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1926년에 6면으로 『군

산일보(群山日報)』라는 일간지로 바뀌어 계속 발간되다가 1941년 『전북시보(全北時報)』에 통합되었다. 1935년 당

시 군산에는 『조선신문』 지사, 『부산일보』 지사, 『경성일보』 지국, 『일간대륙』 지국 등 총 18개의 국내ㆍ외 신문 지

사ㆍ지국이 있었다. 그중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어 신문은 13개, 조선인이 경영하는 조선어 신문은 5개였다.

미와 다다시(三輪規)를 말함. 

『부의 군산(富之群山)』(260쪽)을 인용한 원문에는 靄로 되어 있으나 『군산시사』(1995,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37쪽)

에 의하면 霞의 오자로 보인다.

『부의 군산(富之群山)』(260쪽)을 인용한 원문에는 夕으로 되어 있으나 『군산시사』(1995,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37

쪽)에 의하면 落의 오자로 보인다.

군산팔경에 대해 최초로 소개된 것은 아마 고 『군산일보』180 사장 소도우(素堂高洲)181

씨 일 것이다. 씨는 저서 『부의 군산(富之群山)』에 행문 미려한 장구를 그러모아 군산팔경

을 다음과 같이 골라 맞아도 팔경, 맞지 않아도 팔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착안이 굉장

한 것은 풍류자가 아니라도 방문하는 자는 그렇군 이라고 수긍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느

낄 것이다. 즉, 

씨의 팔경이란 다음과 같다.

1) 죽성춘하(竹城春霞182) : 현재의 죽성동 대나무 숲에서 길을 걸으면 자욱한 봄 안개

가  아름다운 풍경  

2) 궁포귀범(弓浦歸帆) : 서포에서 구암산(궁멀산) 모퉁이를 돌아오는 돛단배의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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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풍경 

3) 용당야우(龍塘夜雨) : 용당(현재의 장항) 쪽 금강에서 뱅어(백어) 잡이 하는 배들의 

불빛이 영롱한 밤에 부슬비가 내리는 정경

4) 장암낙조(長岩落183照) : 서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항 제련소 돌산 너머로 지는 

석양의 장관  

5) 흑기조어(黑磯釣魚) : 공원에 올라 금강에서 고기를 낚는 정경 

6) 해망추월(海望秋月) : 해망령에 올라 우거진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가을 달빛이 영롱

한 풍경

7) 서포낙안(西浦落雁) : 오성산 기슭과 서포의 갈대밭으로 내려앉는 기러기떼  

8) 봉산모설(烽山暮雪) : 점방산 봉수대 불꽃과 설림산에 눈이 쌓인 아름다운 풍경

여기에는 각각 그 장소에 대해 해설이 필요할 것이지만, 다만 씨의 명문 중에서 그 위치

만 내걸면

(1) 죽성은 시 동쪽의 죽성리의 고개 부근을 말하고, (2) 궁포는 군산에서 20정 정도의 

동쪽 금강을 따라 올라간 소송산(小松山), 즉 구암리 부근을 가리키는 것이고, (3) 용당은 

건너편 언덕, (4) 장암은 공원산의 건너편 언덕, (5) 흑기는 공원 침류정(枕流亭)의 바로 아

래 암석이 누워있는 주변이고, (6) 해망은 공원산 일대, (7) 서포는 구암리의 건너편 지방, 

(8) 봉산은 봉화령을 말한 것이다.

다만 소도우씨의 팔경은 1908년 전에 선정된 것이지만 착안이 장하고 또한 큰 것은 지

금도 여전히 그 가치에 변혁을 인정하는 자는 없다. 매우 칭찬할 만한 것인데 나는 이번 

기회에 전 군중(群中)의 배속장교 기코시(木越)중좌가 우연한 기회에 선택한 이른바 최근

의 군산팔경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소개하고 싶다.

1) 오성산(五聖山)의 욱광(旭光) : 오성산에서 보는 솟아오르는 아침 햇빛

2) 고군산열도(古群山列島)의 석조(夕照) : 고군산열도의 저녁 때 지는 석양   

3) 금강귀범(錦江歸帆) : 금강의 돛단배의 아름다운 풍경

4) 금강사(錦江寺)의 만종(晩鐘) : 금강사의 저녁 종  

5) 월명산정(月明山頂)의 명월(明月) : 월명산 꼭대기의 밝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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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암리(龜岩里)의 낙안(落雁) : 구암리의 기러기떼

7) 군중(群中)의 모설(暮雪) : 군중에 눈이 쌓인 아름다운 풍경  

8) 수원지(水源池)의 청엽천(靑葉川) : 봉화대 산상에서 내려다 본 수원지의 푸른 잎

첫 번째 오성산이란 군산의 아득한 동쪽 임피의 오성산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여기에 주를 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수원지 청엽의 개울이다. 이것은 

이미 눈치를 챈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봉화대의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귀나무가 골짜기와 

만나는 낮은 땅으로 흐르는 것처럼 무성한 모습이 마치 에스 자형을 이루고 있는 절경을 지

칭한 것이다. 

위의 글에서 단지 두 사람의 팔경관을 소개한 것이지만 아직 이외에도 팔경을 선정한 

풍류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신 팔경을 확립해서 군산명물의 

하나로 준비한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147해제 일제강점기 지방사 편찬과 『群山開港前史』群山開港前史

해제
일제강점기 지방사 편찬과 『群山開港前史』

1.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사업

2. 『군산개항전사』는 어떤 책인가

群
山
開
港
前
史



148 群山開港前史

1.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사업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1914년부터 부제(府制)를 시행하였다. 

부제 시행을 전후하여 지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지방사(지)가 편찬되었다. 각 지

방에 관한 자료집을 출판한 목적은 조선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결하고 본국의 식량부족과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며, 일본인의 조선이주와 부원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즉 총

독부는 강점 이후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고 조선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조선사정을 조사하

고 보고서 등을 간행하였다. 민간에서도 이 방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방사(지)를 편찬

했는데 총독부는 이를 조선인의 동화와 식민통치의 선전에 이용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면서 동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의 하나는 첫째, 총독부의 

취조국과 학무국, 지방국, 중추원 등에서 식민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184 둘째, 조선에 

184)

185)

박현수, 1980,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사회ㆍ문화조사활동｣, 한국문화인류학 12, 한국문화인류학회; 박현수, 

1998, ｢일제의 식민지 조사기구와 조사자｣, 정신문화연구 21-3,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혜주, 2011,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 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해제> 
일제강점기 지방사 편찬과 『群山開港前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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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민단이나 언론계의 일본인 등을 통해 각 지방사(지)를 편찬하였다.185 재조일본

인들이 편찬한 지방사는 도사(道史), 부사(府史), 발달사, 발전사, 향토사라는 이름으로 간

행되었다.186 지방지는 발전지, 연혁지, 향토지, 산업지187그리고 요람, 안내, 부세일반(府勢

一般), 사정, 대관(大觀)188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재조일본인들의 지방사 편찬활동은 크게 관찬과 사찬으로 나눌 수 있다. 관찬에 속하

는 것은 도(부)청에서 주관한 도사 편찬이나 부사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사찬

에는 1914년 부제 실시로 거류민단이 폐지되자 거류민단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류민단사가 있다. 그리고 각 교육회에서 편찬한 향토사가 있고, 언론사가 중심

이 되어 편찬한 발전사가 있다. 

이 가운데 도청이나 부가 편찬한 도(부)사 편찬사업은189 관찬의 성격을 가지며 식민통

186)

187)

지방사는 다음과 같다. 和田孝志, 『新義州史』(1911): 平井斌夫ㆍ九貫政二, 『馬山と鎭海灣』(1911): 경성거류민단역

소, 『京城發達史』(1912): 富村六郞, 『忠南論山發展史』(1913): 尾西要太郞, 『鮮南發展史』(1913): 평양민단역소, 『平壤

發展史』(1914):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1914): 대구부, 『大邱民團史』(1914):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釜山史』

(1915): 高尾新右衛門, 『元山發展史』(1916): 篠田治策,『文祿役と平壤』(1919): 保高正記, 『群山開港史』(1925): 廣瀨

憲二, 『歷史の平壤』(1925): 永井勝三, 『北鮮間島史』(1926): 前田力, 『鎭南浦府史』(1926): 경성부공립보통학교, 『(鄕

土資料)京城五百年』(1926): 宇津木初三郞, 『全羅北道發展史』(1928): 片岡議, 『麗水發展史』(1928): 岩本善文ㆍ久保

田卓治, 『北鮮の開拓』(1928): 木村晴光, 『慶南略史』(1929): 荻森茂, 『京城と仁川』(1929): 목포부, 『木浦府史』(1930): 

진주군교육회, 『晋州槪史』(1931): 石本惠吉, 『豆滿江流域史』(1931): 河井朝雄, 『大邱物語』(1931): 安齋霞堂, 『忠淸

南道發展史』(1932): 경성공립소학교, 『京城の地理歷史』(1932): 長野末喜, 『京城の面影』(1932): 李英, 『忠州發展史』

(1933): 인천부, 『仁川府史』(1933): 大森頑石, 『鮮滿發達史』(1933): 片岡議, 『南鐵沿線史』(1933): 宇津木初三郞, 『金

堤發展史』(1934): 경성부, 『京城府史』(1934): 함경북도, 『咸北小史』(1935): 군산부, 『群山開港前史』(1935): 군산부, 

『群山府史』(1936): 岡田貢, 『京城の沿革』(1936): 岡田貢, 『京城史話』(1936): 부산부, 『釜山府史原稿』(1937): 조선연

구사, 『新興之北鮮史』(1937): 稻葉岩吉, 『平安北道史』(1938): 阿部薰, 『北鮮開拓史』(1938): 岡田貢, 『京城の沿革と史

蹟』(1941): 전주부, 『全州府史』(1943): 대구부, 『大邱府史』(1943)

강점 이후 간행된 지방지는 다음과 같다. 足立栗園, 『朝鮮新地誌』(1910): 吉田英三郞, 『朝鮮誌』(1911): 木村靜雄, 

『慶州誌』(1912): 山田市太郞, 『北朝鮮地』(1913): 原田彦熊, 『朝鮮開拓誌』(1913): 목포지편찬회, 『木浦誌』(1914): 酒

井俊三郞, 『鳥致院發展誌』(1915): 釋尾春芿, 『最新朝鮮地誌』(1916): 金谷雅城, 『忠州發展誌』(1916): 藤戶計太, 『最新

朝鮮地理』(1916): 田中麗水, 『大田發展誌』(1917): 逵無門, 『金泉發展誌』(1918): 藤戶計太, 『朝鮮地理誌』(1918): 총독

부, 『朝鮮地誌資料』(1919): 奧田悌, 『慶州誌』(1920): 田中市之助, 『忠南産業誌』(1921): 남해교육회, 『南海郡鄕土誌』

(1923): 天野行武, 『忠北産業誌』(1923): 大熊彌三郞, 『淸州沿革誌』(1923): 日高友四郞, 『新編朝鮮地誌』(1924): 菊池

謙讓, 『朝鮮諸國記』(1925): 取訪史郞, 『馬山港誌』(1926): 古莊仁太郞, 『平壤誌』(1927): 평양상업회의소,『平壤全誌』

(1927): 함경도청, 『咸鏡南道誌』(1930): 奧士居天, 『忠州觀察誌』(1931): 逵捨藏, 『慶北沿線發展誌』(1931): 인천교육

회, 『仁川鄕土誌』(1932): 加納安正, 『金泉全誌』(1932): 평양교육회, 『平安北道鄕土誌』(1933): 공주공립보통학교교

우회, 『忠南鄕土誌』(1935): 豊川善曄, 『朝鮮鄕土地理』(1935): 田中市之助, 『浦項誌』(1935): 재령군교육회, 『載寧郡鄕

土誌』(1936): 황해도교육회, 『黃海道鄕土誌』(1937): 평양부, 『平壤大誌』(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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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선정을 소개하고 각 지방의 부원개발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부사를 

편찬한 것은 진남포, 목포, 인천, 경성, 전주, 대구, 군산이고, 부산의 경우 정식으로 간행되

지 못하고 필사본만 전한다. 부사 편찬은 민단 폐지 후 부제가 시행되면서 각부의 부사 편

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총독부와 각 부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추

진되었다. 1910년대 이후 지방사 편찬의 경험 등이 축적되고 총독부의 촉탁 오카다 미쓰

구(岡田貢), 가토(加藤灌覺), 가메다(龜田正)나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小田省吾), 스

에마쓰 야스가즈(末松保和) 조선총독부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등 전문가의 

참여로 수준 높은 지방사로 간행되었다. 각 부사의 편찬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鎭南浦府史』는 조선매일신문사에 근무하는 마에다(前田力)가 1925년 만몽여행을 다

녀오다 친구인 야마다(山田市太郞)190의 집에서 부사 편찬을 위촉받았다. 진남포 개항 30

주년을 기념하여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의 진남포’ 항목에서는 진남포부의 정치와 행

정, 경제계의 각종 현황,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지역유지들에 해당하는 공로자와 성공자 

등을 기술하였다.191② 『木浦府史』는 학교의 훈도를 지낸 간조(神藏昌平)가 1928년부터 2년 

동안 집필하였다. 부윤 도비시키 슈이치(飛鋪秀一)를 위원장으로, 고문에 다카네(高根信

188)

189)

요람, 사정, 안내 등은 다음과 같다. 大崎峰登, 『鴨綠江』(1910): 대구신문사, 『慶北要覽』(1910): 진남포신보사, 『鎭

南浦案內記』(1910): 三輪如鐵, 『朝鮮大邱一般』(1911): 小林六三郞, 『韓國大田一般』(1912): 福崎毅一, 『京仁通覽』

(1912): 三浦好吉, 『鮮南要覽』(1912): 野村喜一郞, 『北鮮視察錄』(1912): 三輪如鐵, 『大邱一般』(1912): 森田福太郞, 

『釜山要覽』(1912): 草間芳男, 『黃海道要覽』(1913): 전라북도, 『全羅北道要覽』(1913-1921): 원산상업회의소, 『元山

案內』(1914): 평양명승구적보존회, 『平壤之現在及將來』(1915): 北村友一郞, 『光州地方事情』(1916): 군산부, 『群山

府勢要覽』(1917):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 『間島事情』(1918): 평양상업회의소, 『平壤府事情要覽』(1919): 대구

상업회의소, 『最近大邱要覽』(1920): 경기도편, 『京畿道事情要覽』(1922): 함경남도, 『朝鮮咸鏡南道事情』(1922): 草

間芳男, 『黃海道要覽』(1923): 평양부, 『平壤府事情要覽』(1923): 평안북도, 『平北紹介』(1924): 경기도, 『京畿道要覽』

(1924,25): 柳川勉, 『黃海道之現狀』(1925): 大曲重義, 『釜山大觀』(1925): 목포부, 『木浦大觀』(1926): 伊藤光三郞, 『群

山案內』(1926): 황해도, 『黃海道要覽』(1927): 牛丸潤亮, 『最近間島事情』(1927): 익산군편, 『益山郡事情』(1928): 坂

上富藏, 『江景事情』(1928): 함경북도, 『咸北要覽』(1928): 평안남도, 『平安南道要覽』(1928): 군산부, 『群山府勢槪要』

(1933): 川島喜彙 편, 『新釜山大觀』(1934): 충청북도, 『忠淸北道要覽』(1934): 제주도, 『濟州道道勢要覽』(1936): 矢野

千城, 『新版大京城案內』(1936): 조선신문사대관편집부, 『大京城府大觀』(1936): 竹林修三, 『北鮮及北滿事情』(1936): 

경상남도, 『道事業槪況』(1938): 진남포상공회의소, 『鎭南浦港案內』(1938): 勝田伊助, 『晋州大觀』(1940) 

美座流石, 『平安北道史』, 序, 1938, 1~2쪽. 

“요즈음 황국 내외의 수사사업이 번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국운 융창, 문화진전에 의한바 경축할 만한 것이다. 대개 

수사는 일단이 아니고 중앙의 사가 있고, 지방의 사가 있다.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 완벽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하 황국은 이전에 없었던 일에 직면하여, 시정 백반, 모름지기 갱시 쇄신을 더하고, 이것을 기왕 문헌에 견주어 

취사안배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본래부터 분명한 것이다. 도사편찬의 사업, 여기에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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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91)

야마다는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기로 『北朝鮮誌』(상ㆍ하)를 편찬하였다.  

이 책의 서문을 쓴 原田鐵策은 “재래의 안내기, 府勢一般과 전혀 다르게 자료가 풍부하고 기사가 간결하며, 관찰이 

투철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禮), 위원에 야마노(山野灌三)를 위촉하였다. 이 책의 간행은 첫째, ‘반도의 보고’인 목포가 

“물자 탄토(呑吐)의 요항(要港)이고, 문화 유주(流注)의 관문으로 책임이 중대하다”는 인식

에서, 둘째, 시국이 사상ㆍ경제공황에 직면하여 타개의 비책이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니다. 새

로운 시대의 추이를 서술하여 자손에게 보여주는 것은 긴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루어

졌다. 정치, 사사(寺社)종교, 교육문예, 산업경제 및 지지로 나누어 권말에 연표와 여담을 

붙였다.  

③ 『仁川府史』는 인천개항(1883)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1931년 인천공립심상고등소

학교장을 지낸 나카지마(中島訂治郞)와 고다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郞)가 편찬에 종사했으

나, 나카지마의 타계로 이어서 고다니 마스지로, 다나카 후쿠이치(田中福一), 이와사키 지

로(岩崎二郞,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수)가 1년 반에 걸쳐 완성하였다. 인천부윤 마쓰시마

(松島淸)는 부사 저술의 의의를 “인천은 대경성의 관문으로 일본근세사상 일청ㆍ일러전쟁에

서, 그리고 도시자체의 발전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적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고 말한다. 내용은 총설, 정치외교, 행정, 인천의 생성발전, 재정, 항만, 교통운

수, 무역, 산업, 통화금융, 교육, 신사종교, 사회 등이다.

④ 『京城府史』는 1926년 부협의회에서 부사편찬이 논의되어, 6월에 편찬촉탁으로 가타

야마(片山伊七郞)가 임명되었으나 사임을 하게 되어, 다음해 4월에 오카다 미쓰구, 안규응

(安奎應)을 촉탁으로 여기에 고원 2명을 배치하였다. 같은 해 7월 경성제대교수 오다 쇼고, 

중추원촉탁 윤희구(尹喜求)를 고문으로 총독부 촉탁 가토(加藤灌覺)를 편찬위원으로 임명

하여 자료수집 감정을 위촉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1928년 경성사정에 정통한 야마구치 

타헤에(山口太兵衛), 소가(曾我勉), 예종석(芮宗錫)을 위원으로 보강하였다. 내용은 경성의 

연혁개요, 통감정치와 병합 후 부제실시에 이르는 개요, 한성부의 연혁, 일본인의 내주와 

발전상황 등이다. 

⑤ 『全州府史』는 1936년부터 7년간 4대 부윤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총독부 도서관장 

하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의 감수아래 공립소학교장을 지낸 가메다(龜田正)가 전주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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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홍수와 중일전쟁의 발발로 중지되었다. 1938년 다시 공립보통

학교장을 역임한 나미마쓰(並松茂)가 촉탁으로 보강되면서 가메다는 경성에 가서 편찬자

료 수집을 맡았다. 이후 1940년 감수자가 총독부 도서관의 오구라 치카오(小倉親雄)로 바

뀌면서 1943년에야 완결되었다. <例言>에서 눈에 띠는 것은 기사ㆍ사진ㆍ지도 가운데 ‘시국 

탓’에 어쩔 수 없이 삭제된 것이 적지 않다고 밝힌 점이다. 

⑥ 『大邱府史』는 1935년부터 8년간 5대 부윤을 거쳐서 간행되었다. 총독부 수사관 이나

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지휘로 문학사 주키치(重吉) 촉탁을 조수로 사료수집에 착수하였

다. 이어 경북공립고등여학교장 시라가 쥬키치(白神壽吉), 경성제국대학교수 후지다 료사

쿠(藤田亮策)의 주선으로 같은 대학 스에마쓰 야스가즈 교수를 주임으로 편찬을 개시하였

다. 시국 사정으로 1943년에야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대구부윤 우에노 히코하치(上野彦

八)는 대구가 일본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일본서기』 진구(神功)왕후 섭정 49년기에 보

이는 ‘탁국(啄國)’이라고 보았다. 당시 이미 대구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어느 시대에나 

대구가 남선의 웅도(雄都)로 중요시되고, 정치도시 혹은 경제도시, 군사도시로 발전되어 왔

다고 주장한다. 내용은 조선시대 전후의 대구, 부제 실시 전후의 대구, 부 재정의 추이, 대

구신사, 군사, 사법, 경찰, 교육, 산업, 상수도, 위생시설, 사회사업, 언론기관의 발달에 대해

서 수록되어 있다. 

⑦ 『群山府史』는 군산부가 군산개항(1899) 3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였다. 

‘경제도시’ 군산의 진보 발전의 자취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다. 편자 아키야마(秋山忠三

郞)192는 『군산안내』(千葉胤矩), 『군산개항사』(保高正記ㆍ村松祐之), 『富之群山』(三輪規)을 참

고하여 저술했다고 한다. 또한 편찬 방침은 개항 이래의 부정(府政), 항세(港勢)의 변천추이

를 계통적 조직적으로 기술하고, 우선 군산의 획기적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제도 개정 

후의 부정을 상세하게 서술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부청에서 위촉하여 편찬된 서적은 『京城の沿革』(1936), 『京城の沿革と史蹟』

(1941)과 『群山開港前史』(1935)가 있다. 전자는 경성부 촉탁인 오카다 미쓰구가 후자는 군

산중학교 교원[敎諭] 다케나가 야스오(竹中康雄)가 편찬한 것이다. 『군산개항전사』에 대해

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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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개항전사』는 어떤 책인가

『군산개항전사』는 군산부에서 1927년 군산중학교 교원[敎諭] 다케나가 야스오에게 위

촉하여 1935년에 간행한 지방사이다. 재조일본인들이 식민통치를 위해 지방사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사정을 조사한 결과물이며, 나아가 식민통치의 결과로 지역사회가 발달했음

을 보여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옮긴이가 이 자료에 주목한 것은 첫째, 전북지방이 1900년대부터 일본에게 ‘조선의 보고

(寶庫)’로 소개되고 있으며, 군산은 1899년 개항 이후 전라도를 대표하는 항구로 일제의 식

민지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책은 향토사의 일종으로 도 교

육회나 일본인 교원들이 교육용으로 상고시대부터 한일 양국의 교섭과 관련이 깊었던 지

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이다.193 셋째, 군산 개항 이전의 역사에 관한 문헌이 거의 

없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기 때문이다.

저자 다케나가 야스오는 이 책의 서문에서 군산이 개항한 해와 같은 1899년에 태어나

서 군산과 비슷한 항구인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이 군산에 처

음 오게 된 계기로 보이며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에 의하면 1924년 군산공립

중학교에 교원촉탁으로 처음 부임하였다. 이후 약력을 보면 1925년 군산공립중학교 교원, 

1926년부터 1935년까지 군산중학교 교원을 지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대전중학교 교

원, 1940년부터 1942년까지 공주중학교 교원, 1943년 대동(大東)고등여학교 교원과 대전중

학교 교원을 겸해서 지내고 1944년 4월 11일자로 그만두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군산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일 때 군산지역의 군사시설과 축성연구를 

목적으로 답사를 하면서 군산안내기 저술로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그는 “일본과 조선은 피

와 살을 나눈 ‘형제’이며 병합에 이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 역사적 인연을 탐구하면서 군산의 배경이 되는 금강의 역사와 역사에서 

보는 군산의 모습, 개항 당시의 군산 등을 서술하였다. 저자는 개항 후 일본인의 이주가 증

192)

193)

『群山消防組發達誌』(1927), 『宮崎佳太郞翁傳』(1938)을 저술하였다.

평안남도교육회에서 간행한 『文祿役と平壤』(1919), 『歷史の平壤』(1925)이 있다. 경성에 관한 것은『京城五百年』

(1926), 『京城の地理歷史』(1932), 『京城史話』(1936)가 있다. 경상도 지방을 다룬 『慶南略史』(1929), 『晋州槪史』

(1931), 『大邱讀本』(193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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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쌀의 군산’의 진가가 발휘되었다고 주장한다. 『군산개항전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 군산이 삼국시대 이래 일본과 어떠한 역사적 관련이 있으며, 둘째 

군산이 군사적ㆍ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셋째 개항전후 군산의 옛 고적의 

자취들을 확인하는 데 있다.

식민통치시기 호남평야는 주요 쌀 생산지로 일본인들이 토지를 매집하는 주 대상이 되

었다. 그 가운데서도 군산은 일본 세력의 확장거점이 되었다. 1899년 군산이 개항되면서 

많은 일본인 이주자가 군산 일대로 몰려들었다. 군산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항구로 일제의 

식민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일제는 물자 수탈 특히 쌀 유출의 근거지로 삼

고자 했다.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북 유일의 상업도시 군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자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내용은 「머리말」에서 쌀의 군산을, 「제1장 군산의 중요한 배경인 금강」에서 금강

의 경제적 가치, 금강 하구 길의 변천, 금강과 일본의 관계, 금강과 왜구, 군산의 개항 동기

를 서술하였다. 「제2장 역사에서 본 군산」에서 군산창, 호남청, 천강축성고지, 장암 축성, 

봉화대, 천방사, 경장시장, 경포시장, 군산시장, 군산의 명칭 등을 서술하였다. 「제3장 개항 

당시의 군산」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결론」에서는 개항이후 거류지시대의 군산을 정리하

고, 「부록」에서 전횡(田横)의 자손과 군산부근의 사적(백촌강 전투, 왜구, 群山鎭), 호남선, 

군산개항과 목포, 군산 8경을 다루었다. 각 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말」에서는 군산이 ‘쌀의 군산’이란 호칭을 얻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그 유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저자 다케나가는 데라우치 총독이 군산을 방문한 1913년 뒤부터

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며 군산창이 설치된 조선 중종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았다.

「제1장 군산의 중요한 배경인 금강」에서는 첫째, 금강의 경제적 가치에서 조선 6대 강의 

하나인 금강이 한 가난한 마을에 지나지 않은 군산을 호남지방 최대의 도회로 만든 과정

을 살펴보았다. 군산이 조선 3대 시장의 하나였던 강경시장의 번영을 빼앗고 발전하게 된 

것도 군산이 금강을 따라 수륙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 중대한 원인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즉 금강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이었는데 군산이 그 천혜적 혜택을 입었다

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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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강 하구 길의 변천에서는 군산 즉 옥구 부근이 옛날에 하나의 섬이었다는 의문

(群山島說)과 공원산맥과 건너편 언덕에 있는 서천은 옛날 일련의 땅이 계속된 것이었다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금강 남하설을 주장하여 금강은 원래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군산부근에서 공원산맥 및 서천과 땅이 연속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금강과 일본의 관계에서는 백강에 주목하여 백강을 금강이라고 한 것은 종래의 

정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즈음 학자의 고증으로 백강은 금강이 아니라 만경강 혹

은 동진강이라는 두 설이 유력하게 나온다고 말한다. 다케나가는 이에 대해 자신은 백강

은 금강이 아니라 만경강이고 동진강설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백제

와 일본과의 관계는 웅진강과 연결되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

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금강과 왜구에서는 숙종시대 왜구의 습격으로 고군산열도가 심하게 약탈당하고 

진영을 군산지역으로 옮기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다케나가는 왜구를 조선에서 ‘강

도 살인을 목적으로 한 불령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왜구는 도적을 

목적으로 한 집단이 아니라 ‘밀무역을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는 주장이다. 도요토미 히데

요시가 일으킨 분로쿠의 역(임진왜란)도 왜구가 일으킨 가장 큰 전쟁이라는 인식을 표명

하였다. 

다섯째, 군산개항의 동기에서는 쇄국주의를 고수하던 조선이 결국 왜구와 같은 밀무역

선이 끊어지지 않자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국주의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

의 밀무역선인 정크가 빈번하게 출입하자 이 방면을 단속할 필요를 느꼈고, 동시에 금강일

대의 상권을 개척할 목적에서 반드시 군산을 개항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

였다.

 「제2장 역사에서 본 군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군산지역을 조사하여 고증하였다. 

① 군산창이 설치된 것은 군산이 금강의 하구에 있으면서 수륙교통의 요충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전북평야가 있기 때문이다. 군산창은 부근의 관전세(官田稅)를 거두어 

경사에 조운하는 상당히 중요한 창고였다. ② 호남청이 군산에 설치된 것은 효종 3년(1652)

이다. 호남청의 관청은 위사(衞舍), 내위(內衛), 군기처(軍器處) 등이 있었고 본래 부청이 있

던 고지, 즉 북정 언덕에 있던 것이다. 지금의 서빈정 일대에 위치하는 세고(稅庫)는 부청

고지의 서쪽에 있었다. 그리고 부속관청인 사공청(沙工廳), 이청(吏廳), 복청(復廳), 장청(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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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은 지금의 우편국 소재지인 부청고지(府廳高地)와 천강고지(泉岡高地) 사이에 있었다. 

③ 천강축성고지는 군산에 군산창이 옮겨졌을 때 왜구의 난을 대비하고, 효종 때 호남청

이 설치되자 방비를 위해서 축성된 것이다. ④ 장암 축성은 장암진 혹은 서천포로 불리던 

금강을 방비하는 관방의 소재지에 축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고 산

꼭대기 부근은 이중 보루로 되어 있다. 장암은 금강의 하구를 앞에 두고 꾸준히 침식 운

반, 퇴적 작용과 해저 육지의 변동에서 생긴 삼각주이다. ⑤ 군산부 밖에 있는 봉수대를 

고증하였다. 『호남읍지』에 보면 옥구에는 사자암, 화산, 점방산, 도진 등의 4처에 봉수가 있

다고 기록되어 있다. 봉화대는 금강을 따라 우뚝 선 고산이었고 옥구, 군산 부근에서 최고

봉이었다. 군산에 군산창 즉 후대의 호남청이 설치되어 군사상으로나 재정상으로 중대한 

사명을 띤 것이다. 그리고 왜구습래가 심해지고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봉수대

가 설치되었다. ⑥ 천방사(千房寺)의 유래는 전설상으로 소정방이 당의 해군을 이끌고 금

강 즉 당시의 웅진강에 도착한 날 방향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부처에게 천개의 절을 

세우겠다고 공양을 드린 뒤 날씨가 개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10개의 사

찰도 세우기 어려운 작은 산이어서 천개의 돌을 배치하여 천방사를 지었다고 한다. 다케나

가는 지형도를 통해 지금은 천방사가 설림사(雪淋寺)로 되어 있고 군산에 수원지가 만들

어지면서 폐사되고 불당 앞에 서있던 5층 석탑만이 군산공원에 서있다고 고증하였다. ⑦ 

경장시장은 옥구군 경장리에 있었던 것으로 옥구군 대부분은 물론 군산, 서천 방면 외에 

강경, 전주, 태인 등의 지방과 거래한 시장이다. 그러나 군산시장의 개설이후 점차 쇠퇴되었

다. 다케나가는 경포시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헌에 보이지 않으므로 경장시장의 오자이

고, 경포시장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군산부 밖의 경장리에 

조선의 자랑할 만한 재래시장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⑧ 군산의 명칭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군창(群倉)에서 변화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본

말을 전도한 망론”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군산은 조선 전체에서 제일의 평야라고 부를 

만한 전북평야의 북쪽에 있고, 부근 산맥이 얽히고 산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군산

(群山)’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⑨ 군산 부근의 고적에 대한 해설에서는 설림산 

봉수, 옥구읍성, 박지산성지, 수산리ㆍ오곡리 토성, 사자암 봉수, 성산토성, 자천대, 화산 봉

수, 회미 폐현, 고적, 고분, 고인돌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3장 개항 당시의 군산」에 대해서는 개항 당시의 군산은 현재의 우편국 부근이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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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예를 들면 백제를 ‘보호국’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이가 나쁜 신라국과 중국의 당이 동맹하여 일본의 보

호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던 백제를 멸망시켜 버린 것은 모두 국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번역문 133쪽, 원문 93쪽)

었다고 밝힌다. 그후 시가지의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동쪽으로 옮겨지고, 호남철도의 

개통이전까지는 군산세관을 둘러싼 지역이 중심이었다고 한다. 군산의 각국거류지, 경제 

상황, 교통 상황 등을 통해 군산 개항 전후의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결론」에서는 ‘거류지시대의 군산’을 통해 군산이 개항된 이후 12 년간의 군산 역사를 정

리하였다. 군산에 군산해관, 목포영사 분관을 두어 행정사무를 개시하고 군산거류지를 설

정하였으며, 군산이사청의 설치와 폐지과정 그리고 군산부 설치에 이르는 역사를 개괄하

였다. 또한 ‘북정(北亭) 언덕을 그리워하다’에서는 군산의 발상지인 북정언덕을 그리워하는 

재조일본인 다케나가 야스오의 기억을 기록하여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군산

개항 이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이 갖는 자료적 가치는 군산관련 고문헌을 저본으로 저자가 10여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구비전설(은행 전설, 미면저수지 전설, 어청도 전설 등)을 채록하고 군산의 개항 

이전의 역사적 연혁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점이다. 그리고 저자가 직접 조사하고 실측하여 

그린 지도 16장과 사진 3장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개항 이전의 군산에 관한 체계적인 역사

저술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편찬한 것은 군산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에서 저자가 새롭게 제기하는 여러 제언들을 기존의 일반

적 정설과 비교하여 고찰하면 식민통치시기 일제의 지방사 편찬사업에 대한 이해와 군산

의 역사 연구에 유익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옛 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오자

가 많이 보이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하여 각주에서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또한 일본인의 관점에서 조선의 역사를 왜곡한 사실이 이 책에서도 몇 군데 그대로 드

러나고 있다는 점이다.194 식민사관의 하나인 일선동조론의 논리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사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강제병합을 합리화하고 있다.195 그리고 조선왕조는 물론 그 이전 

시대부터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인해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과 식민통치로 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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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다.196 이렇게 재조일본인들을 통

해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

분이다. 

나아가 군산이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 도시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사 

연구라는 관점에서 군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197 군산의 과거를 제대

로 보아야만 현재의 군산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의 군산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

196)

197)

“특히 전북의 외딴 시골에까지 멀게 1700년이나 옛날부터 일본 왕실의 존엄한 위광이 미쳤다고 하는 사실과 이것들

을 마음속으로 떠올려봅니다. 조선의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피 가운데에는 저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

할 때 현재의 언어 풍속이야말로 멀리 서로 피와 살을 나눈 진정한 형제였고, 오늘날 한일 병합에 이르게 된 것도 우

연이 아니고 먼 옛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연으로 맺어져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번역문 136쪽,  원문 97쪽)

“조선은 옛날부터 가렴주구(苛斂誅求)의 나라였으며 후세 일반에 관리가 지켜야 할 규율이 문란했기 때문에 지방은 

극도로 피폐하고 창고와 같은 것도 실은 지방에서 신분이 높은 관리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군산은 토지가 외진 곳에 있어서 이름도 없는 어촌이 되어버린 관계상, 그 후에는 거의 이야기할 것도 없

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 전후부터 조금씩 일본인이 오게 되었고, 교통이 열리게 되고부터는 군산은 근대적 항구로

서의 가치가 다시 인정받게 되었고 드디어 1899년 5월 1일 개항장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만 35주년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점차 일본인 이주자의 수도 증가해서 쌀의 군산으로서 천하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번역문 138쪽, 원문 

100쪽)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참고가 된다. 김종수 외, 2009, 『해륙의 도시 군산의 과거와 미래』, 선인출판사: 김중규, 

2009, 『군산역사이야기』, 안과 밖: 김종수 외, 2012, 『새만금도시 군산의 역사와 삶』, 선인출판사: 군산대학교, 2013, 

『새만금지역 역사문화 자원조사 연구–군산 김제 부안의 봉수대와 산성을 중심으로-』: 전북개발연구소, 2016, 『삼국

통일 백강전투 재조명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2019, 『군산학의 지형』, 신

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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