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의 역사와 문

화 전반을 비롯한 인문·사회·자연 등 제분야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전라북도 정체

성 수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전북의 미래 가치를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서는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전북학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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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전라북도에는 많은 복합성을 가진 개성 있는 지역들이 있으며, 줄포만에 인접한 부안, 고창은 그

와 같은 개성이 두드러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변산반도는 드넓은 평야 가운데에 우뚝 솟아 오른 

산악지역으로 옛날부터 산림 자원이 풍부하여 고려시대 여몽연합군의 군함을 건조한 곳입니다. 또

한, 동진강과 줄포만의 자연 여건은 풍요로운 농업과 어로활동, 소금 굽기 등의 수산물 생산뿐만 아

니라 해양진출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해양은 교역과 교류를 통해 해외의 문화가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얼핏 줄포만과 변산반

도는 대한민국 서쪽 바닷가 가운데 하나로 단순한 ‘주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의 문

화가 제일 먼저 유입되는 통로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줄포만에 한정되

지 않고, 새만금과도 호환을 이룰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주목하여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변산반도와 줄포만 일대라는 지역의 생활기반적 특성과 해양이라는 통로에 인접하

였다는 점에 주목해 선사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을 접근·분석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선사시대의 고인돌, 부안 죽막동의 해안 제사와 국제교역, 동진강 수계권을 중심으

로 한 백제의 역사, 검단선사와 곰소만의 소금생산, 줄포만을 중심으로 한 후백제의 해양활동, 내소

사와 선운사를 중심으로 한 줄포만 일대의 불교설화와 관음신앙, 변산반도 일대의 돌짐대라는 다

양한 주제들을 해양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꿰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변산반도와 줄포만 일대가 단순한 서쪽 바닷가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

나 해양문화와 접목하여 다양한 역사와 문화로 어우러진 ‘중심’이었다는 인식으로 확장하고, 이곳

을 품고 있는 전북지역의 지역성에 대한 재발견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장구한 세월을 망라하는 연구를 엮어주신 중앙대학교 송화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북연구원장   김    선    기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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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고인돌

1. 고인돌은 바닷길 따라 올라온 남방계 문화

2. 고인돌의 발상지는 흑해 연안

3. 인도네시아 고인돌의 줄포만 주진천 도래

4. 고인돌 무덤은 음택 

5. 고인돌 무덤의 껴묻거리

6. 고인돌 사회의 벼농사와 조상숭배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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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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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지역의 고인돌은 영산강 유역의 화순 고인돌군, 강화도의 고인돌군과 함께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고인돌은 한자 표기로 지석묘(支石墓)이

며, 영어로는 돌멘(Dolmen)으로 표기한다. 지석묘는 석재로 만들어진 고인돌 무덤이라는 

명칭이다. 돌멘은 고인돌이 한반도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세계적인 거석문화의 총칭으로 

쓰여지고 있다. 거석문화(megalith culture)는 선돌과 고인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거

석문화는 고인돌 중심이며, 선사시대 선돌은 매우 희귀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고

창, 강화, 화순 지역의 고인돌은 모두 도서, 해안 지역이거나 바다에서 물길이 연결된 하천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 고인돌의 분포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인돌

문화가 바닷길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파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해안지대 또는 바다와 연결된 하천 유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한반

도 고인돌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발해만의 요하 유역, 남포만의 대동강 유역, 경기만의 

한강 유역, 줄포만의 주진천 유역, 서남해의 영산강 유역과 섬진강 유역, 영일만의 형산강 

유역, 제주도 등에 분포하고 있다. 경기만의 고인돌은 강화도 외에 임진강을 따라 연천, 포

청동기시대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고인돌Ⅰ

1.	고인돌은	바닷길	따라	올라온	남방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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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유호, 1994, 『조선원시고고학』, 백산자료원. 

천 등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전파하였으며, 남한강의 물길은 충주, 제천 등 내륙 깊숙한 곳까

지 고인돌을 전파시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닷길과 물길이 미치는 곳에 고인돌이 분포한다. 고인돌은 한반도 내

륙 산간과 동북부 지역과 북방 대륙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동북아시아에 고인돌이 

없다는 사실은 고인돌이 동남아시아 계통의 거석문화 임을 말해준다. 고인돌은 한반도 서

해안과 서남해안, 남동해안 등에 남쪽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해류인 

쿠로시오 바닷길이 곧바로 올라오는 영산강 유역과 줄포만 일대에 고인돌의 조밀도가 높

다. 물론 한반도 남동해안의 영일만 해역에도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영일만의 고인

돌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인돌은 동남아시아에서 바닷길따라 한반도 서남부 해안으로 올라온 해양

문화의 산물일 수 있다. 그렇다면 돌멘로드(Dolmen road)의 바닷길 따라 남쪽으로 내려

가보자. 동남아시아에서 고인돌의 분포권을 살펴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

국, 라오스, 베트남, 대만, 일본 규슈-오키나와, 중국 절강성 온주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고인돌의 분포는 한반도의 고인돌처럼 바닷가와 하천을 낀 구릉지대에 위치하

고 있다. 특히 적도선에 걸려있는 인도네시아에도 고인돌이 다수 분포한다.1 동아시아 고

인돌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고인돌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북상하여 한반도

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의 전파 경로는 해류 이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 규슈

와 오키나와, 중국 절강성 온주지역을 경유하여 제주도, 한반도 서남해안(영산강, 섬진강), 

줄포만, 경기만, 황해도 대동강 유역, 발해만 요녕·길림 지방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포권을 

형성하였다. 

동남아시아 고인돌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반도 고인돌 분포가 동남아시아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발해만 요녕성·길림성 지역의 고인돌을 북방식 고인돌이라  

명칭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요녕성, 길림

성 분포 고인돌도 동남아시아 고인돌이 바닷길따라 북상하여 발해만의 요동만 유역에서 

하천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고인돌은 동남아시아 고인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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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연계되어 있을 뿐 동북아시아 지역의 만주, 몽골,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에는 고인돌

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몽골, 러시아 등 알타이 산맥 일대에는 태양숭배 상징의 사슴

돌같은 선돌(menhir)이 분포하고 있지만 고인돌(Dolmen)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림1〉 지도의 고인돌무덤 분포도를 살펴보면, 한반도와 위도가 같은 서유럽 쪽의 바로보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와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서유럽의 고

인돌이 동쪽으로 이동해온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고인돌문화가 서세동점한 것은 아닐까.  

그동안 고인돌을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해 온 용어 선택도 재고되어야 한다. 

〈그림 1〉이 시사하듯이, 한반도 고인돌은 동아시아 해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한반도 

고인돌의 이동경로는 남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으로 전파하고, 말라카해협을 통

과하여 북태평양으로 확산하였으며, 적도 기류가 북태평양 해류로 전환하면서, 인도네시아

의 고인돌문화가 동아시아 해류에 편승하여 북상하면서 인도차이반도 베트남과 중국 절

강성 온주, 일본 규슈, 오키나와를 경유하여 한반도 서남부 해안에 도래해왔다. 이와같이 

동아시아 해상교통의 거점 지역을 경유하여 한반도 서남해안에 상륙하였을 가능성도 있

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북동진하는 동아시아 해류를 타고서 봄, 여름의 계절풍을 이용하

여 곧 바로 북상하여 한반도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은 한반도 서

남해안 분포 고인돌에서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보이지 

그림 1. 전세계 고인돌 분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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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조성 연대는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훨

씬 앞서 있다. 유럽에서 

고인돌 조성 시기는 기원

전 2,500년경이다. 기원

전 2,500년은 신석기시대

인데, 우리나라에서 고인

돌이 축조되는 청동기시

대는 기원전 10세기경이

다. 유럽의 고인돌은 프

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시리아, 요르단 등 해안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유럽지역 고인돌의 

공통점은 해안 지대와 하천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고인돌의 원형은 흑

해와 카스피해의 연안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3,500년경에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코카서스 지방에서 아리안족들이 고인돌을 무덤으로 축조하였다. 코카서스 지방의 고인

돌은 스페인, 프랑스 고인돌과 형태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창 고인돌의 원형이 흑해, 카스피해 연안 일대와 코카서스 지방의 지상석곽형 고인돌

않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숨바섬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2 그럼 동남아시

아에서 고인돌의 발상지를 찾아가보자.   

2.	고인돌의	발상지는	흑해	연안	

2) 송화섭, 2009, 「한국의 고인돌문화와 고창 고인돌」, 『전북전통문화론』, 글누림. 

그림 2. 흑해 코카서스 지상석곽식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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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되고 있다. 흑해 연안의 아

리안족들은 초원지대 유목민족인 흉

노족 또는 훈족의 공격을 받고 남쪽

으로 밀려서 북인도 인더스강,갠지스

강 유역으로 이주해왔다. 아리안족의 

이동을 말해주는게 고인돌이다. 흑해 

연안 코카서스 지방의 지상석곽묘 고

인돌에 혼구멍[靈穴]이 장식되어 있

는데, 이러한 지상석곽식 혼구멍 장

식 고인돌이 인도 타밀나두주 크리스항기리 고인돌군에서 발견되고 있다. 크리스항기리

(Krishnagiri) 고인돌 군에는 지상석곽묘들이 군집되어 있는데, 지상석곽묘에 영혈이 선명

하게 장식되어 있고, 환상열석(環狀列石)이 지상석곽묘를를 두른 고인돌도 발견되었다. 그

리스항기리 고인돌은 지상석곽묘와 환상열석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혈장식의 지

상석곽묘와 환상열석이 인도에 함께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고인돌이다. 환상열석은 유라시

아, 서유럽과 중앙아세아 초원지대에서 무덤 주위에 조성된 선돌문화인데, 고인돌과 선돌

의 조합형이 크리스항기리 고인돌에서 발견되었다. 초원지대에서 무덤 주위에 조성된 환상

열석이 코카서스 지방을 경유하여 인도에 들어 온 것이다. 고인돌은 정착농경민의 무덤이

라면 환상열석은 유목민들의 무덤 주

위에 빙둘러 세운 선돌이다. 코카서스 

지방의 영혈 장식 고인돌은 기본적으

로 지상석곽묘인데, 남인도에서 발견

되는 지성석곽식 고인돌에서도 혼구

멍(靈穴)이 장식되어 있다.3

아리안족의 고인돌이 인도에서 인

도식 고인돌로 변모하였고, 청동기시

대 인도인들의 묘제가 되었다. 아리안

족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다. 흑해

그림 3. 인도 타밀나두 크리스항기리 영혈 장식 고인돌

그림 4. 크리스항기리(Krishnagiri) 고인돌의 영혈과
환상열석(이헌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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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카스피해 사이에는 엘부르스산이 위치한다. 이 산을 경계로 북쪽지역은 유목민족의 생

활무대였고, 남쪽은 정착농경민들의 생활무대였다. 남쪽 코카서스 지방의 고인돌문화는 

북쪽지역의 아리안족들이 흉노족에 쫓기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리안족들이 종족대이

동이 이뤄졌고, 아리안족의 고인돌 지상석곽식 묘제가 인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남쪽 

코카서스 지역은 현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지역이다. 따라서 아리안 지역의 

혼구멍 장식 고인돌이 인도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코카서스 남쪽지역에서 생활해온 아리

안족들은 인도의 농경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아리안족의 고인돌과 인도인의 고인돌은 무덤이라는 기능에서 함께 만나고 있으며, 혼

구멍 장식에서 조상신 관념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혼구멍(port-hole)은 조상의 영혼이 자

유롭게 출입하도록 만든 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착농민들은 조상숭배의 전통이 

강하다. 인도인의 생업은 벼농사이다. 아리안족의 묘제도 오랜 세월동안 농경생활하는 인

도인들의 묘제로 변화해갔다. 카스피해에서 전파된 영혈 장식 고인돌은 인도에서 멈췄다.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영혈 장식 고인돌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인도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드라비다족의 

타밀어에는 한국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엄마, 아빠, 나, 우리, 나라, 쌀 등 언어들이 

그림 5.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성혈고인돌 그림 6. 남인도 굽칼암각화의 성혈군

3) 송화섭, 2019, 「경주 석장동 암각화의 裝飾石鏃文 圖像 분석 -조상신상과 관련하여-」, 『한국암각화연구』23, 

한국암각화학회 ; 송화섭, 2020, 「고창 고인돌 루트, 흑해에서 주진천까지」, 『전북문화살롱』23.



17Ⅰ 청동기시대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고인돌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 ‘쌀’이 타밀어

로 ‘살’이다. 인도의 벼농사 문화가 고

인돌과 함께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남인도의 거석문화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여 인도네시아 열도로 전파되

었다. 남인도 농경지대에 분포하는 고

인돌은 이웃하는 인도네시아 수마트

라섬에 영향을 미치었다. 우리나라에

서 종종 만나는 낯익은 듯한 고인돌

은 인도, 인도네시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벵골만과 인도양이 인접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는 인도풍의 거석문화가 분포하고 

있는데, 고인돌무덤[支石墓]이 대표적이다. 수마트라섬의 고인돌은 인도화된 고인돌, 즉 성

혈(性穴 : cupmark)이 장식된 바둑판식[碁盤式] 고인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인도 암각

화군에는 성혈이 등장하고 있다. 아리안족의 영혈이 성혈로 변모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도의 선돌과 인도네시아 고인돌에서 성혈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수마트라섬 파

세마고원 일대 고인돌은 바둑판식 고인돌이 주류를 이루고, 논가운데 위치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 또한 파세마고원 일대 고인돌 덮개돌의 성혈군 조각을 고창지역의 바둑판식 고인

돌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논가운데 위치하는 것도 흡사하다. 인도풍의 고인돌 성혈군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을 경유하여 한반도 남해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더나아가 

고인돌의 성혈군은 한반도 전역의 고인돌 덮개돌에서 발견되고 있다.4

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고인돌은 자와섬과 숨바섬 등 동쪽으로 전파되었다. 숨

바섬 고인돌은 수마트라섬 고인돌과 다른 전형적인 탁자식(卓子式) 고인돌과 지상석곽식

(地上石槨式) 고인돌이다. 숨바섬에는 지금도 고인돌 묘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

시아 수마트라섬 바둑판식 고인돌과 숨바섬 탁자식과 지상석곽식 고인돌이 한반도 고창 

고인돌군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고창 고인돌은 선사시대부터 고인돌과 선진농경기술이 

그림 7.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논 가운데 고인돌

4) 송화섭, 200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고인돌」, 『인문콘텐츠』4, 인문콘텐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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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줄포만으로 들어왔음을 말해준다. 

기본적으로 고인돌은 무덤이다. 생업과 묘제는 함께 이동한다. 인도문화가 말라카해협

을 통과하지 않고 바닷길로 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인도, 인도네시아 고인

돌은 우리나라 고인돌과 매우 흡사한 면이 많이 있다. 달리 말하면 생업과 묘제가 같다는 

것이다. 기후와 생활 환경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벼농사라는 생업은 같다. 일찍 김병모는 인

도네시아에서 고인돌과 벼농사와 난생신화가 북상하여 한반도에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제

기한바 있다.5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의 북방문화론에 묻히고 말았지만, 한국의 벼농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올라온 것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동아시아 고인돌은 일본

과 대만, 중국 온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바닷길 해역에 분포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고인

돌문화가 해류 이동을 통해서 한반도에 도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말라카해협을 통과한 인도의 고인돌문화는 북태평양의 해류가 환류시스템에 따라 적도 

기류가 시계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남방문화를 실어날렀다. 동남아시아에서 북태평양의 바

닷길따라 한반도 남해안으로 올라온 고인돌 문화와 도작농경이 동반하여 한반도에 들어

온 것이다. 고인돌 부장품으로 출토하는 반월형석도, 갈돌, 방수차, 어망추 등도 동남아시

아 선사시대 유물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아직도 반월형철도, 갈돌, 

방추차, 어망추 등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고인돌 무덤은 묘제라는 점에서 인간의 

생사관과 내세관, 조상숭배 등에서도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에서는 동남아시아 벼농사문화권과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한국의 고인돌 문화는 동남아시아 고인돌 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업

과 생활 양식에서도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5) 김병모, 1981, 「한국 거석문화원류에 관한 연구(Ⅰ)」, 『한국고고학보』10·11, 한국고고학회.

3.	인도네시아	고인돌의	줄포만	주진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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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인돌 분포권에서 조밀

도가 제일 높은 곳이 줄포만을 끼고 

있는 고창군 전역이다. 줄포만은 바

다에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입형(灣入形) 해안선의 구

도를 갖고 있다. 줄포만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행정구역이 공유하고 있다. 

고창군의 해리면, 심원면, 흥덕면과 

부안군의 줄포면, 보안면, 진서면, 변

산면이 줄포만을 에워싸고 있다. 고인돌도 고창군을 중심으로 영광군과 부안군에도 분포

한다. 부안군의 고인돌 빈도수는 고창군보다는 낮지만, 고창·부안 지역의 고인돌은 줄포만

과 해안지대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묘제다. 고인돌의 분포 지

대는 구릉 지형이 일반적이다. 고인돌사회는 편년상 고인돌 조성이 청동기시대에 이뤄졌다

고 할지라도 청동기문화보다는 석기와 토기, 골각기를 사용하는 석기시대의 문화적 전통

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석기문화의 전통을 가진 고인돌 집단에게 고창 지역의 구릉지대

는 생업 조건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고창 고인돌은 영광 법성포와 줄포만으로 들어왔다. 영광군과 고창군 사이 법성포에는 

고창군 공음면 석교포 일대까지 깊숙하게 바닷물이 들어왔다. 법성포에서 해리면을 끼고 

돌아들면 줄포만으로 들어온다. 고인

돌의 해안지역 분포는 바닷길따라 고

인돌 전파를 말해준다.  청동기시대에 

줄포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야산에 

둥지를 틀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줄

포만으로 들어온 고인돌 축조집단은 

부안과 고창의 구릉지대에 정착하였

다. 변산반도의 고인돌은 보안면, 주

산면, 상서면, 하서면 등에 집중 분포

그림 8. 인도네시아 숨바섬 탁자식고인돌

그림 9. 인도네시아 숨바섬 탁자식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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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줄포만에서 경수산과 소요산 사이 

주진천을 따라 올라가면 주진리(舟津

里)에 이른다. 주진리에 앞서서 주진

천과 고창천의 합수처를 만난다. 고창

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창 최대 규

모의 고인돌무덤군을 만날 수 있다. 

주진천에서 분기한 고창천이 고창읍 

죽림리 일대 고인돌공원 앞으로 흐르

고 있다. 주진리에서는 주진천이 다시 강남천으로 분기되면서 무장, 공음 방향으로 나아간

다. 주진천은 성송면 판정리까지 올라간다. 판정리 일대에도 고인돌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

처럼 법성포 방향에서 공음면 석교포 일대로 들어오고 주진천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좋

은 경작지를 찾아서 내륙으로 들어가 정착한 것이다. 

고창 지역의 고인돌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고창읍 죽림리, 상갑리 일대와 성송면, 대산

면 일대, 무장면과 해리면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왜 고인돌 축조집단은 줄포만을 통

해서 고창과 부안지역으로 들어왔을까. 

고인돌사회는 돌로 만든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만들어 생활하는 석기문화가 온전히 유

지되는 시기였다. 고인돌사회의 주민들은 석제농기구를 사용하여 생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찾아가서 정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의 성송, 대산, 

무장, 아산, 공음 등 자연환경은 완만

한 지세의 구릉지대(丘陵地帶)가 형성

되어 있다. 구릉지대 사이의 충적지에

는 실개천들이 조성되어 있다. 고창 

고인돌은 주로 구릉지대에 조성되어 

있다. 구릉 지대는 돌괭이로 땅을 파

고 볍씨를 뿌리고 돌낫과 반월형석도

그림 10. 고창 고수 논가운데 고인돌

그림 11. 완주 구이 논가운데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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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무덤은 지석묘(支石墓)라고 

쓴다. 지석묘는 무덤방, 지석, 덮개돌

(개석)의 세 부분으로 조합되어 있다. 

고인돌 문화의 차이는 무덤방이 지하

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지하석관묘

냐 지상석곽식이냐 세골장이냐 시신

장이냐 굴신장이냐 하는 장법(葬法)

의 차이만 있을뿐이다. 지석은 덮개돌

(개석)을 지탱하는 돌로서 괸돌이라 

할 수 있다. 괸돌을 풀어쓰면 고인돌

인데, 괸돌은 고인돌 무덤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덮개돌은 음택(陰宅)에서 지

붕 역할을 해준다. 고인돌 무덤은 죽은자의 집으로서 음택이다. 다만 장례와 매장 방식에 

따라 고인돌 무덤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 고인돌 무덤이 지하매장형일 경

우, 그 위에 설치되는 고인돌의 구조물, 즉 괸돌과 덮개돌은 무덤의 상징적인 건조물이다. 

기본적으로 장례 방식은 시신장이냐 세골장이냐 하는 점과 지하석관묘냐 지상석곽식이냐 

하는 기준에 따라 무덤 형태가 다르지만  고인돌무덤이 음택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6

4.	고인돌	무덤은	음택

그림 12. 인도네시아 숨바섬 지상석곽식 고인돌 

로 벼이삭을 수확하여 갈돌로 탈곡하여 토기에 밥을 지어먹는 생활 방식하기에는 매우 좋

은 자연환경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인돌무덤에서 발굴되는 석기제품이 말해준다. 돌괭이

와 돌낫, 반월형석도 등 석기제품은 구릉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 수전농지에서

는 사용할 수는 없다. 고창의 구릉지대는 밭벼[陸稻 : upland rice]가 재배된 것으로 보인

다. 요즘에도 산두벼라는 밭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밭벼는 반월형석도로 벼이삭만 

따는 방식으로 수확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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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장례 풍속에서도 시신을 넣는 목관

이나 석관은 기본적으로 4장의 판석을 사용

한다. 청동기시대 고인돌사회에서도 기본적으

로 4장의 석판을 지상에 조성하여 지상석곽

식 무덤을 만든다. 지하에 직사각형의 석관식 

무덤방도 4장의 석판을 사용한다. 탁자식 고

인돌과 바둑판식 고인돌은 기본적으로 지하

매장형 무덤 형태다. 반면에 지상석곽식은 시

신방이 지상에 있다. 우리나라 고인돌무덤의 

유형과 형태는 지상석곽식,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보편화된 

고인돌무덤은 지상석곽형 고인돌이다. 지상석곽식 고인돌은 유럽 카스피해 부근 고인돌무

덤, 인도의 고인돌, 인도네시아 고인돌과 한국의 고인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상석곽식 고인돌을 석붕(石棚)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인도의 지상

석곽식 고인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석붕은 길림성, 요녕성 일대에 분포하여 발해

연안의 요동만 해역의 고인돌군으로 묶을 수 있으며, 인도풍의 지상석곽묘가 바닷길로 올

라와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개주시 석붕산의 석붕은 석붕묘(石棚廟) 석묘자(石廟子)라고 

그림 13. 인도네시아 숨바섬 지상석곽식 고인돌 

그림 14. 중국 요녕성 개주시 석붕산 석붕묘
(장현근 사진)

그림 15. 남인도 이라라반다(Iralabanda) 
지상석곽묘와 암채화(이헌재 사진)

6) 송화섭, 2009, 「한국의 고인돌 문화와 고창 고인돌」, 『전북전통문화론』, 글누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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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사회의 유물은 주거지에서 출토하는 토기류와 고인돌 무덤에서 출토하는 석기류

로 나눈다. 토기는 주로 발형, 심발형 토기로서 취사용, 저장용의 토기들이다. 고인돌 무덤

에 봉안되는 적색마연토기도 있다. 대체로 고인돌 무덤에서는 돌로 만든 석기제품이 부장

품으로 발굴되고 있다. 고인돌 무덤의 부장품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고인돌 무덤의 대표적인 부장품은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이 있

다.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시신과 함께 무덤방에 넣어주는 의기라 

할 수 있다. 의기(儀器)는 생활 용구가 아니라 죽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엄용 용구일 

수 있다. 특히 마제석검은 무기나 생활도구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장송용 의기로 분류하

고 있다. 생전의 권위와 위엄을 사후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는 뜻에서 무덤방

5.	고인돌	무덤의	껴묻거리

그림 16. 방추차로 실뽑는 숨바섬 여인 그림 17. 마루 밑에서  실 감는 방추자 

부르고 있다. 석붕은 현재 고운사(古雲寺)의 석실로 활용되고 있는데, 석실 안에는 지장왕, 

남해관음대사, 관세음보살 세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 가운데 남해관음대사 불상은 석붕

산 석붕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석붕에 남해관음대사를 봉안하고 있다는 것은 석붕이 발해

연안의 요동만으로 들어와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남해관

음대사는 동아시아 항해보호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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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장품을 넣는 것으로 보인다. 껴묻거리는 묻힌 사람의 신체 부위에 따라 놓인 것이 조

금씩 다른데 꾸미개나 예술품은 머리쪽에서,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은 허리에서, 토기는 다

리 쪽에서 발굴된다. 껴묻거리는 대부분 토기와 마제석기이며 드물게 청동기·꾸미개·짐승

뼈 등이 발굴되고 있다. 토기는 민무늬토기이며 가끔 붉은간토기·구멍무늬토기 등이 출토

되고 있다. 

석기는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이 대표적이다. 마제석검은 한반도 고인돌 사회에서 대표적

인 껴묻거리로 출토하고 있어서 한국식 석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제석검은 실제 생활

에서 사용된 실용구가 아니라 장송용으로 마제석검을 만들어서 의기로 부장한 것이다. 이

러한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은 죽은 자가 생전에 사회적 권위나 지위를 갖고 있었기에 만들

어서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은 고인돌사회가 수평적인 평등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이 형성되는 불평등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유물이다. 고인돌에 껴

묻거리로 넣은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이 암각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석촉형·석검형 암각화

는 조상숭배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의 가장 실용적인 용구가 가락바퀴, 어망추, 반월형석도, 갈돌

이다. 가락바퀴[紡錘車]는 목화솜에서 실을 뽑는 방적구의 하나이다. 가락바퀴는 고인돌사

회에서 방직을 하여 옷을 만들어 입고 생활하였음을 말해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어망

추는 그물에 메다는 추(錘)와 같은 것으로 당시에 하천에서 물고기잡이를 하였음을 보여

주는 유물이다. 그리고 반월형석도는 벼이삭의 모가지를 따는데 사용하는 수확용 돌칼이

다. 오늘날 쇠낫은 벼이삭의 밑둥이를 자르는데 사용하지만, 반월형석도는 벼이삭을 따는 

그림 18. 숨바섬의 밭벼를 수확하는 여인 그림 19. 벼이삭 담은 망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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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다. 반월형석도는 원시 재배 농경의 고인돌 사회에서 벼이삭을 어떻게 수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농구다. 초기 재배 농경사회에서 볍씨는 직파법으로 구릉지대에 뿌려서 발육하

고 성장하는데, 잡초와 벼가 섞여서 성장하므로서 채집 가능한 벼이삭을 골라서 채집하는

데 반월형석도가 매우 용이하였을 것이다. 

반월형석도는 다량의 벼농사 생산력 단계가 아니고, 밭벼(육도)재배의 농경사회였음을 

말해준다. 고창·부안 지역의 구릉지대에서는 밭벼재배가 용이한 토질이었기에 돌도끼, 돌

자귀, 돌보습, 돌괭이 등 돌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여 밭벼 재배를 하였을 것이다. 밭벼는 

밭에서 벼를 재배하는 방식인데, 수전농과 달리 모판을 만들지 않고 밭에 볍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방식이었다. 추수기에는 반월형석도로 벼이삭의 모가지를 따는 방식으로 수확

하였을 것이다. 반움집 주거 공간에서는 볏짚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벼이삭을 수

확하는 육도(陸稻) 재배가 성행하였을 것이다. 고창·부안 지역의 고인돌 집중 분포는 이러

한 밭벼 재배의 지질 및 생활 환경이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반월형석도는 밭벼농사 곡물 채집에 사용된 것이며, 볏짚은 땔감으로 활용하지 않고 불

에 태워버리는 화전과 같은 방식이었을 것이다. 반월형석도는 볏짚을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상식 가옥의 주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벼베는 방식에서 유용하였을 것이다. 고

상식 가옥의 주민들은 온돌용 땔감이 필요가 없으므로 반월형석도를 한 손에 쥐고 벼이

삭만 따는 용도로 반월형석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반월형석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벼이

삭을 뽑아서 한 단씩 묶어서 집으로 운반하여 긴 장대에 걸어놓고 건조시키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빨래줄에 빨래를 널 듯이, 장대에 벼모가지 다발을 걸어놓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

실은 중국 항주 하모도 유적 출토 토기편에서도 벼이삭을 한 단으로 묶은 그림에서 확인

되고 있다. 선사시대에는 반월형석도를 이용하거나 벼이삭 줄기를 뽑아서 거둬들이는 추

수 방식이다. 추수 후에 건조시킨 벼이삭을 통풍이 좋은 곡간에 저장해놓고 곡물로 사용

해왔다.   

벼이삭을 곡물로 활용하는 도구는 갈돌이거나 목절구였을 것이다. 갈돌과 목절구는 일

종에 곡물을 찧거나 빻는 방아도구다. 목절구는 탈곡하는 방아라고 한다면, 갈돌은 가루

를 만드는 생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갈돌은 돌판 위에 곡물을 놓고 둥근 돌로 곡물을 찧

거나 돌판의 곡물을 밀어서 탈곡시키거나 제분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절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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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돌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 숨바섬 사람들이다. 인도네시아 숨바섬은 

지금도 고인돌 무덤을 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숨바섬 사람들의 곡물 채취 과정을 살

펴보면, 반월형석도를 사용하고, 탈곡구로 목절구와 제분 도구로 갈돌을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벼의 모가지만을 채집하여 통째로 곡간(부경과 흡사)에 넣어둔다. 

갈돌은 고인돌 무덤의 출토품이지만, 갈돌은 인도네시아 숨바섬 사람들은 지금도 생활 도

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는 남방계 생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볍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방식도 흡사하고, 농경구와 생활 도구도 매우 흡사했던 것으로 보

인다. 벼농사의 남방기원설은 볍씨의 전래로 한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벼는 열대성 식

물이란 점이며, 한옥에서도 대청과 마루는 열대지방 고상식(高床式) 가옥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마루는 남방문화라면, 온돌은 북방 한냉한 기후의 영향을 받은 움집문화에서 태

동한 것이다. 한옥의 온돌은 반지하형의 움집에서 태동한 것이라면, 대청과 마루는 고상

식 가옥의 생활 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상식 가옥은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반도에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고상식 가옥과 벼농사 생활의 전통이 신석기시대

부터 한반도에 전래해왔다. 반월형석도와 갈돌과 목절구, 방추차 등 생활 도구도 남방계의 

생활 도구라 할 수 있다.7 반월형석도와 갈돌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목절구는 돌절구로 바

뀌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7) 송화섭, 2009, 「한국의 고인돌 문화와 고창 고인돌」, 『전북전통문화론』, 글누림 참고.

그림 20. 갈돌로 곡물빻는 숨바섬 여인 그림 21. 목절구로 곡물찧는 숨바섬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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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말레이시아 수확구 반월형철도

6.	고인돌	사회의	벼농사와	조상숭배의	관행

한국의 청동기시대에 북쪽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출토하였고, 남쪽지역에서

는 세형동검과 동경이 만들어졌지만, 청동

기제품은 지배계층의 장신구, 장식구, 의

례용구로 제작되었지 농기구나 생활 용구

로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청

동기는 내구성이 없기에 농기구로 활용하

기에 적절치 못하다. 고인돌 사회의 생활

도구는 모두 석기 제품으로 만들어 졌다. 고인돌의 부장품들은 대체로 석촉, 석검, 석도, 

석착, 석부 등 간돌 형태의 석제품이 대부분이며, 제사용과 실생활용의 토기들이 출토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의 축조 시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그 기간이 길

다. 구석기시대 이래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까지 농경 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석기 제품

이었다. 석기 제품은 벼농사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려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은 노동력 

동원이 필요하였다. 고인돌 축조는 정착 생활과 노동력 동원과 벼농사가 반영되어 있다. 

정착 생활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씨족 집단을 태동시켰고, 씨족사회는 조

상숭배의 관행을 생성시켰다. 석기 제품의 농기구는 많은 노동력 동원을 유발시켰으며, 

노동력 동원은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크고 작은 고인돌 축조에도 노동력이 동

원되었을 것이다.

고인돌 사회에서 거대한 돌을 채석하고 운반하여 무덤을 만드는데, 남자 노동력의 동원

이 절대적이었다. 고인돌의 군집화는 정착 생활에 따른 혈연공동체사회의 성립을 말해주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혈연적 관계와 조상숭배의 관행과 농업생산력

의 증대를 보여준다. 고인돌 무덤은 씨족사회의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고인돌 사회는 

혈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평적인 사회 구조였으며, 혈연 관계가 조상숭배의 관행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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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켰다. 조상숭배는 정착 생

활과 공동체사회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념을 제공하였

다. 시신 처리 방식에서 시신장, 

세골장, 굴신장 등 다양한 장법

을 보여주지만, 각 씨족마다 조

상숭배 방식은 엇비슷하였을 것

이다.  

고인돌 사회에서 정착 생활

과 벼농사와 조상숭배는 사회 

운영의 원동력이었다. 씨족사회에서 조상숭배는 혈연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정신적 이념이

었으며, 장례식은 조상숭배의 실천적인  제례였기에 성대하게 거행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조상숭배는 혈연공동체의 씨족사회를 유지하는 정신적인 이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상

숭배는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인돌 사회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고인돌 사회는 정착 사회이고, 정착 사회는 혈연공동체사회다. 고인돌 사회의 벼농사는 조

상숭배와 계세의식을 강화시켜준다. 한국사회에서도 다른 명절은 모두 사라졌지만, 설과 

추석의 문화적 전승력이 강인한 것은 도작농경사회의 관행이요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발전하였고, 4차 산업과 첨단의 인공지능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을 명절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뿌리는 고인돌 사

회의 조상숭배 관행에 있다. 설날과 추석은 농업사회의 전통적 관행으로서 조상숭배기념

일이라 할 수 있다. 설은 농경 시작인 알리는 기풍제라 할 수 있으며, 추석은 벼농사를 끝

맺는 풍년제라 할 수 있다. 설과 추석의 대상은 조상이다. 고인돌 무덤과 벼농사와 조상숭

배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를 특징하는 문화적 코드라 할 수 있다. 벼농사 생활권에는 

고인돌이 분포하고, 조상숭배의 관행이 전통 풍속이었고, 매년 정례적 관행에서 명절이 태

동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남아시아 벼농사 지대인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반도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고인돌 분포권은 벼농사 재배권이며, 조상숭배권과도 겹치고 있다. 동남아

그림 23. 말레이시아 반월형철도 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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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벼농사 관행이 북상하여 한반

도에 전래해오면서 동남아시아 벼

농사 문화권의 생활 관행이 한국인

들의 생활 관행에 깊게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다.  

국내에서 벼농사의 역사는 신석

기시대 중·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경기도 김포 가현리에서 출토된 

토탄층 볍씨유적의 측정 연대가 신

석기시대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

서 신석기시대 중후반기에 처음으로 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토된 볍씨들이 단립미가 아니라 장립미라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열대 지방에서 생산되

는 장립미의 출토는 벼농사의 남방기원설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점을 고려

한다면, 신석기시대에 열대성 식물인 장립미(長粒米 : indica) 벼작물과 함께 고인돌이 한

반도에 전래해왔을 가능성도 있다. 토탄층 볍씨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1,500년 전후 시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인돌의 축조도 신석기시대 후반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 후반에 볍씨 전래와 벼농사가 시작되었지만, 벼농사가 본격화

된 것은 청동기시대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며, 고인돌의 축조가 본격화 한 것도 청동기시대

의 일이다. 고고학계에서 고인돌의 상한 연대를 기원전 8세기로 잡고 있으며, 한반도 서해

안 일대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탄화미의 측정연대도 대체로 기원전 8〜7세기이다. 이 시

기에 출토하는 볍씨는 단립미(短粒米 : japonica)들이다. 청동기시대 볍씨가 단립미였는데, 

오늘날 볍씨도 단립미 품종이다.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에서 고인돌 축조는 멈추었지만, 

도작농경문화의 관행과 전통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고인돌 문화가 동남아시아 계통이란 점은 벼작물이 열대성 식물이라는 점과 한

반도 고인돌이 동남아시아 계통이란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몽골, 러

시아에서는 지질과 강수량과 기후 여건으로 벼농사가 어려우며, 고인돌이 분포하지 않으

며, 조상숭배의 관행도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벼농사와 고인돌과 조상숭배는 한국인의 

그림 24. 논에서 모심는 인도네이사 숨바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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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 구릉지대에는 다양한 고인돌이 지역 단위로 집중 분포하고 있지만, 정작 고인돌 

조영의 토착 집단이 어디에서 살았

는지 주거유적지가 아직도 발견되

고 있지 않다. 고인돌은 무덤이기에 

반드시 주거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데, 고창·부안지역에서는 아직도 고

인돌 사회의 주거지가 발굴되지 못

하였다. 한반도 분포 고인돌의 입지

는 기본적으로 해안 유역이거나 해

안에서 하천을 따라 산 계곡의 분 그림 25. 부안 하서 구암리 기반식고인돌 

7.	고창과	부안	지역	고인돌의	형식과	계통

문화유전자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 속해있음을 말해주는 문화 코드라 할 수 있다. 

중앙아세아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은 동물들을 이끌고 초지를 따라 이동생활하는 관행이 

있다. 유목생활은 농경생활과 정반대의 생활양식이다. 농경민들의 주식은 쌀과 채소라 한

다면, 유목민들의 주식은 육류 고기와 유제품과 밀가루가 주류를 이룬다. 

초원 지대의 유목문화는 평야 지대의 농경문화와 매우 이질적이다. 한국인들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집에서 돼지, 개, 닭, 오리 등을 사육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생업은 농업이었다. 

그러나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생업이 동물들을 이끌고 초지(草地)를 찾아서 

이동 생활하는 방목 생활을 해오고 있다.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북쪽의 유목성 문화와 접

할 수 있고, 남쪽의 벼농사 문화권과 접할 수 있는 지중해적인 지형으로 되어 있다. 한국

문화의 원형질은 벼농사와 정착 생활과 조상숭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과 문

화적 계통은 동남아시아 남방계의 정착농경문화에서 비롯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생활

문화는 동남아시아 남방계 도작문화권에 문화적 근원성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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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변에 위치하는 경향이다. 그러

나 고창지역 고인돌은 구릉지대에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반식 고인돌은 평지나 산기

슭 경사면에 분포하는 경향이라면, 

탁자식 고인돌은 주변 경관을 둘러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곳

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 무덤은 

산줄기 또는 강줄기 따라 배열되거

나 하천 유역 주변의 낮은 구릉 지역에 떼지어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줄포만을 끼고 있는 고창과 부안 지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의 형태를 살펴보자. 그동안 

고인돌의 형태에 대하여 바둑판식과 탁자식으로 구분하고, 바둑판식[碁盤式]은 남방식, 탁

자식(卓子式)은 북방식이라고 하였다. 무덤의 양식으로 본다면, 기반식은 지하석관형 장법

이라면, 탁자식은 지상석곽형 장법이라 할 수 있다. 남방식이냐 북방식이냐 하는 용어보다 

고인돌의 형태와 매장방식에 따라 고인돌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석관형

은 기반식과 개석식 고인돌이 있으며, 지상석곽형 고인돌은 석곽식 고인돌과 위석식 고인

돌이 있다. 기반식과 탁자식의 유형은 고인돌을 축조하는 서로 다른 장법이다. 고인돌 형

태와 유형에 따라 제단식 고인돌 또는 묘역식 고인돌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고인돌 무덤의 유형 분류 방식에 따라 고창, 부안 지역 고인돌의 형태와 유형을 

분류해보자. 한반도의 고인돌은 포항, 경주 중심의 영일만 일대, 김해, 마산 중심의 낙동강

유역, 섬진강 유역권, 영산강 유역권, 고창·부안의 줄포만권, 강화도권, 임진강, 남한강 유

역의 경기만 유역권, 대동강 유역권, 요녕성, 길림성 일대에 주로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강원도와 동해안 일대에는 고인돌이 분포하지 않은 반면,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고

인돌의 분포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인돌의 분포권은 고인돌 문화의 해양전파 루트

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남 화순지역, 전북 고창

지역, 강화도에 분포하는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고창 지역 고인돌은 다양한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다양한 장법(葬法)이 

그림 26. 고창 성송 탁자식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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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에 고창으로 들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고창 지역 고인돌은 

탁자식, 기반식, 지상석곽식, 개석식

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탁자식

은 대체로 4개의 석주위에 판석을 

돌려놓는 방식이다. 지상석곽식은 

4개의 석판형 돌을 세워 석곽을 만

들고 시신을 그곳에 넣어두는 방식

이다. 기반식은 지하매장형으로 지

상에 큰 덮개돌을 올려놓는 장법이다. 탁자형 고인돌은 4개의 석주에 크고 작은 덮개돌을 

올려놓는 방식인데 고창지역에서 독특하게 나타난다. 지상석곽식은 먼저 2개의 석판을 세

우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려놓고, 지상석곽을 만들어 시신을 무덤방에 넣고서 막음돌

을 세워 개석식은 지석이 없이 개석을 무덤위에 엎어놓는 방식이다. 언듯 보기에는 평편한 

돌이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석식 고인돌이다.      

고창 고인돌의 지리적 특성은 구릉지대에는 탁자식과 지상석곽식이 주로 분포하고, 산 

경사면에는 기반식과 개석식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고인돌 발굴 결과, 대체로 고인

돌의 하부 구조에 잡석이 깔려 있고, 잡석으로 묘역이 설정된다. 잡석을 깔아놓은 중앙에 

무덤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판석을 세우고 덮개돌을 올려놓는 방식이다. 지상석곽식은 

무덤방이 지상에 놓이는 경우도 있

지만, 지하에 무덤방을 조성해놓고 

두 개 또는 네 개의 판석과 석주를 

세워 고인돌 무덤을 조성하는 경향

도 있다.  

또한 고창에서 고창식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고창식 고인돌은 석

주식과 지상석곽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석주식은 탁자식의 다른 이

그림 27. 고창 대산 상금리 고인돌 

그림 28. 고창 죽림리 지상석곽식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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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인데, 고창지역 탁자식 고인돌은 

모두 변형탁자식이라 할 있다. 변형

탁자식은 네 개의 석주를 세워놓고 

덮개돌로 판석을 올려놓는 방식이 

정통 탁자식이라 할 수 있는데, 고

창에서는 네 개의 석주를 세워놓고 

덮개돌은 매우 커다란 돌을 덮개돌

로 올려놓았다. 이처럼 고창지역에

서는 탁자식 고인돌에서 덮개돌의 

크기에 따라 석주의 높낮이가 다르고. 탁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덮개돌을 올려놓아 

독특한 고창 탁자식 고인돌이 등장하고 있다. 

지상석곽식 고인돌에서도 도산리 고인돌처럼 두 개의 판석을 세워놓고 얇은 덮개돌을 

올려놓는 지상석곽식 고인돌도 독특하다. 이러한 지상석곽식 고인돌은 강화도 부근리 고

인돌에서도 볼 수 있는데, 도산리 고인돌의 지석은 두 개의 판석을 세워놓고, 넓고 평평한 

돌을 덮개돌로 올려놓고 앞뒤로 막음돌을 사용하는 구조다. 또한 <그림 30>, 〈그림 31〉과 

같이 두 개의 판석을 낮게 세워 큼직한 덮개돌을 올려놓고 앞뒤에 막음돌을 사용하는 무

덤 형태도 있다. 이러한 지상석곽식 고인돌에서 독특한 고창식 고인돌을 발견할 수 있다. 

지상석곽식 고인돌은 경기만 강화

도, 임진강 유역, 대동강 유역 등지

에서 주 분포권을 보여주어 고창이 

지상석곽식 고인돌의 남한계선으로 

보인다. 또한 도산리 고인돌과 부곡

리 고인돌은 지상석곽식 임에도 불

구하고 비교적 높은 구릉 지대에 위

치하고 있으며, 성송면 계당리와 향

산리 석주식 고인돌 역시 비교적 높

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그림 29. 강화도 지상석곽식 고인돌

그림 30. 강화도 지상석곽식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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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태용,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고창식 고인돌의 특징이기도 하다. 고창 고인돌 사회가 수평적인 씨족사회였지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집단간 우열 관계가 성립되고 경제적인 부의 능

력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평등사회가 불평등사회로 전이되어 갔다. 평등사회

는 계급과 신분이 형성되기 이전의 씨족사회였다면, 불평등사회는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신분의 지위가 형성된 족장사회였을 것이다. 고창지역 고인돌은 씨족사회에서 족장사회로 

사회발전이 이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8 고창 고인돌 가운데에는 규모면에서 크고 작은 고

인돌들이 분포한다. 크기가 큰 고인돌은 노동력 동원력이 그만큼 요구되었을 것이며, 작은 

규모의 고인돌은 소규모 노동력으로 무덤 축조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분과 계급

을 가진 자는 커다란 고인돌에 묻혔을 것이며, 신분이 낮거나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고인

돌의 크기도 작았을 것이다. 개석식 고인돌 경우 가장 낮은 신분의 무덤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고인돌의 규모는 신분과 지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고창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고인돌이 분포하는 곳이 고창이다. 고창군 전역이 고인돌 야외박물관처럼 곳곳에 고인돌

군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고창 지역의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고인돌사회가 고창에서 어

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가늠하는데 매우 좋은 자료다. 고창은 한반도 고인돌 분포권에서 볼 

때, 대동강과 한강, 경기만, 강화도 일대 고인돌과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분포하는 고

그림 31. 고창 죽림리 지상석곽식 고인돌 그림 32. 고창 죽림리 기반식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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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돌이 모두 고창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마디로 고창 지역 고인돌은 고창문화의 지역

적 특성을 보여주고 고창의 문화생태계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고창의 고인돌은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고창문화의 가

늠자이기도 하다. 이미 청동기시대 풍요로운 땅의 기운이 오늘날에도 풍요로운 땅임을 상

징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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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변산반도의

해양신앙

1. 백제시대 해양신앙과 죽막동 제사유적

2. 일본 오키노시마(沖ノ島) 제사유적·유물과 죽막동 제사유적·유물 

3. 관세음응험기와 백제의 해양신앙

4. 해변굴신앙과 백제의 해양신앙 

5. 통일신라, 고려시대 죽막동 제사유적과 해양신앙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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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막동 제사유적은 변산반도의 서단 돌출지형의 암반 위에 위치하고 있다. 제사유적지

는 해안가 높은 절벽의 평탄면에 위치하는데, 바로 그곳에 해식동굴이 함께 위치한다. 이 

해식동굴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해변굴(海邊窟)이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5〜6세기경 백제

시대 해양제사유적인데, 바다에 돌출된 암벽지형의 해변굴이 해양제사의 제장을 조성되는

데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죽막동에 해변굴이 없었다면, 백제시대 해양제사유적이 태동하지

도 않했을 것이다. 해변굴이 해신의 처소라고 한다면, 제사유적지는 해양제사의 제장이었

다. 해양제사유적지에 수성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수성당 뒤쪽에서 다량의 해양제사유

물이 출토되었다. 수성당 조성 이전에는 암반 위 평탄면에서 바다를 향하여 망제(望祭) 형

태의 노천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노천제사(露天祭祀)는 백제시대 해양제사 방식이었

다. 죽막동 제사유적 출토유물 가운데 개양할머니 관련 유물은 없었다. 백제시대 죽막동 

해양제사는 바다의 영적(靈的) 존재에 대한 망제였던 것으로 보이며, 수성당의 개양할머니

는 수성당 건립과 함께 해신으로 봉안된 듯하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1992년 국립전주박물관이 부안 해안지대를 지표조사 하던 도중에 

1.	백제시대	해양신앙과	죽막동	제사유적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변산반도의 해양신앙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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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다. 곧 바로 발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발굴 조사 결과, 죽막동 제사유적은 4세기

말에서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음이 출토 유물에서 확인되었다. 죽막동에서 천

년의 해양제사유적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 다양한 해양제

사유물이 집중 출토하였다. 백제의 대외적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죽막동 해양

제사도 빈번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죽막동의 해양제사는 백제가 한성에서 공주로 천

도한 이후 동성왕과 무령왕 시기에 중국, 왜와 해상교류와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두 왕의 

재위기간은 백제가 중국, 왜와 대외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던 국운융성기였다. 특히 웅진

백제는 중국 남조국가 양나라와 문물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당시 백제 왕실 또는 

정부 주도로 죽막동에서 항해안전 기원 제사를 주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수성당 뒤쪽 평탄면인 20×15m 범위에 해당한다. 출토 유물은 암갈

색부식토층에 뒤섞인 채 20〜30㎝의 두께로 쌓여 있었으며, 포함층의 상면은 이미 교란되

어 있었다. 출토 유물은 90% 이상이 토기이고, 그 외에 금속 유물과 왜계 석제모조품, 옥

제품, 중국 육조청자 등도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수성당 뒤편의 중심부 토기군에 적층되어 

있었다. 먼저 중심부 토기군은 각종 호, 기대, 옹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고배, 개배, 

손잡이잔 등 기종이 다양하게 발굴되었다. 호, 기대, 옹은 제기로 사용된 토기였다. 출토

유물가운데 토기는 4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 백제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하였다. 

그 중에서도 5〜6세기 경 제사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속 유물은 철모, 철

검, 철촉 등의 무기류와 말안장, 말띠드리개, 철환, 동환, 철령, 동령 등의 마구류, 동경 등

그림 33. 죽막동 제사유적 발굴현장
(국립전주박물관 제공) 

그림 34. 죽막동 해양제사 노천제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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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심부 토기군의 대형 항아리에 넣어져 있었다. 많은 양의 금속 유물은 말안장, 말띠드

리개, 철모 등이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유물이다. 석제모조품은 해신에게 바치

는 공헌용으로 실물 축소형 모조품으로 유공원판, 매미형 모조품, 거울, 방울 도끼, 낫, 손

칼, 굽은옥, 판갑옷 등의 석제품이 주요 출토품이다. 석제모조품은 일본 오키노시마 제사

유적에서 출토하는 유물과 매우 흡사하다. 토제모조품은 토제마와 인형상 등이 출토되

었는데, 대체로 사지가 절단된 토제마(土製馬)였

다. 그리고 중국 육조 시기 청자편이 정형성 없

이 소량 수습되었는데, 청자의 유약을 살펴보면 

육조시대(A.D. 317〜581)에 제작된 중국제 청자

로 보인다.

죽막동 해양제사 초기 단계인 4세기말 경에

는 토기를 사용하는 노천제사였다. 5세기경부터

는 해양제사에 공헌용의 석제모조품이 등장하

고, 5세기~6세기 전반까지 항아리 중심의 대형 

토기에 공헌용의 금속 유물을 넣고 제사를 지냈

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중앙에서 사용된 통형

기대가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출토하여 웅진백제

의 관리가 죽막동에서 해양제사를 주관하였음

그림 35. 죽막동 제사유적 철기유물 출토상태
(국립전주박물관 제공) 

그림 36.  죽막동 출토 석제 모조품
(국립전주박물관 제공) 

그림 37. 죽막동 출토 긴목 항아리, 
바리모양 그릇받침(국립전주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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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9 공헌용기는 5세

기경에 호, 기대가 본격적으로 등

장하고, 6세기 이후에는 새로이 

고배, 개배, 병과 같은 각종 기종

의 공헌용기가 추가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국운융성기에 백제의 

해상 교류와 교역의 주체는 국가

와 왕권 차원에서 주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 왜의 사신선과 교역선 파견도 왕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다면 

5~6세기경 죽막동 해양제사의 주체는 왕권 주도의 국가 제사였다고 할 수 있다.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왜계 석제모조품과 남조계 청자편 출토는 두 나라의 해양제사 방

식이 죽막동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죽막

동 해양제사는 사전 체계를 갖춘 국가 제사는 아

니지만 왕권이 주도한 국가적 제사였다면, 그 대상

도 어로풍어신에 대한 해양제사가 아니라 항해보

호신(航海保護神)에 대한 제사였을 것이다. 왜냐하

면 사신선과 교역선은 풍어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

다. 일본 오키노시마 제사 유적은 노천제사형 해양  

제사라고 한다면, 중국 항주만 남단 보타낙가산 해

양 제사는 해변굴제사형 해양 제사였다고 할 수 있

다. 죽막동에는 왜계 노천제사터와 중국 남조계 해

변굴신앙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죽막동 노천제사

터에서 오키노시마 석제모조품이 출토되었으며, 죽

막동 해변굴은 주산군도 보타낙가산 조음동의 해

그림 38.  바다쪽 상공에서 바라본 죽막동 해변굴(최광배 사진)

9) 우재병, 2019, 「竹幕洞遺迹과 일본 오키노시마유적」, 『扶安 竹幕洞 遺迹의 歷史的 意味와 活用方案』, 湖南考

古學會·湖南文化財硏究院, 15쪽.

그림 39. 육지에서 본 죽막동 해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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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재병, 2018, 「竹幕洞 祭祀遺迹과 오키노시마 祭祀遺迹을 통해 본 5~6세기 百濟와 倭의 海上交流」, 『先史

와 古代』58, 韓國古代學會.

식동굴과 너무나 닮은 꼴이다. 그렇다면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 일본 오키노시마 해양제사 

형태를 유추 해석할 수 있으며,  죽막동 해변굴 신앙에서 중국 남조국가 당시의 해양제사

를 유추해볼 수 있다.  

백제시대 죽막동 수성당 터에서 망제 형태의 노천제사를 지냈듯이, 일본 오키노시마 제

사 유적에서도 노천제사용 유물이 출토하였다. 죽막동 제사 유적은 해상 항로를 조망하면

서 절벽 위 암반 위 제사터에 집중되고 있으나, 오키노시마 제사 유적은 오키노시마 남서

쪽 표고 80〜90m 높이의 암상, 암음, 반암음반, 노천 등 22곳에서 제사 유물이 발견되었

다. 이러한 해양 제사의 환경이 죽막동과 오키노시마 제사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일본 오키노시마 제사 유적에서는 4단계의 해양제사가 이뤄졌다. 1단계는 4세기 후반 5세

기경까지 암상제사(岩上祭祀)가 이뤄졌고, 2단계는 5세기 후반에서 7세기까지 암음제사(岩

陰祭祀)가 이뤄졌으며, 3단계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까지 반암음반노천제사(半岩陰

半露天祭祀)가 이뤄졌고, 4단계는 8세기에서 9세기 말경에는 큰 바위에서 떨어진 노천제사

(露天祭祀)가 이뤄졌다. 오키노시마의 제장은 전형적인 노천제사가 4세기 후반에서 9세기 

말경까지 유지되었다.10

반면에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바다에 돌출된 변산반도 서쪽 가장 끝머리 절벽위 평

탄면이 주 제장이었다. 죽막동의 제장은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성당(水聖堂) 뒤쪽 평탄

면 제장(祭場)과 해변굴(海邊窟) 제장(祭場)이다. 평탄면 제장은 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돌

2.	일본	오키노시마(沖ノ島)	제사유적·유물과	

				죽막동	제사유적·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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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지형의 절벽 위 평탄면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망제(望祭) 형태의 노천제사를 지낸 곳이

다.11 망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영적 존재에 대하여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방식이었

을 것이다. 죽막동 제사 유적의 모든 출토 유물은 절벽 위 평탄면의 제장에서 발굴 출토되

었다. 이러한 출토 유물은 노천제사 방식의 해양 제사였음을 입증한다. 일본 오키노시마

에서는 노천제사형 해양 제사 유물이 대거 발굴되었다.  

일본 오키노시마는 무나카타시(宗像市)에 속한 무인도이다. 오키노시마를 지나면 현해

탄을 건너 한반도 남해안으로 진입한다. 현해탄을 건너기 전에 오키노시마에서 항해 안전

의 기원 제사를 봉행하고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오키노시마 22개소 노천제사 유적에서 4

세기경부터 9세기경에 걸쳐 신라계, 가야계, 당삼채, 페르시아 유리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

그림 40.
日本 沖ノ島 露天祭祀 5號岩陰遺蹟

(宗像大社 寫眞)

그림 41.
日本 沖ノ島 露天祭祀 遺蹟 出土 滑石製模造品

(宗像大社 寫眞)

11) 송화섭, 2014, 「「湖南地域 先史/古代의 海洋祭祀」에 대한 토론문」, 『湖南地域 先史와 古代의 祭祀』, 제22회 

湖南考古學會 學術大會(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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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었다. 오키노시마 제사유적의 봉헌물(奉獻物)은 활석제석주(滑石製石舟), 석제마(石製

馬), 석인상(石人像), 철제무기(鐵製武器), 금동제용두상(金銅製龍頭像), 당삼채장경병편(唐

三彩長頸甁片), 금동제추형오현금(金銅製雛形五絃琴), 나라삼채소호(奈良三彩小壺), 금동

제마구(金銅製馬具), 금동제대금구(金銅製帶金具), 금동제심엽형행엽(金銅製心葉形杏葉), 

금제지륜(金製指輪), 철정(鐵鋌) 등 다양하다.12

오키노시마 해양 제사 유적에서 신라계 유물 금제지륜과 페르시아산 유리그릇편, 중국

계 유물은 당삼채장경병편과 금동제용두상 등 유물이 발굴되었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수 당대에 이르는 기간에 오키노시마를 경유하는 교역선과 사신선들이 오고갔으며, 5세기

에서 7세기 사이 신라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수당대에 중국과 왜와 신라 사이에 교역선

들이 왕래하면서 오키노시마를 중간기항지로 삼고 항해 안전 기원 제사를 봉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 오키노시마와 한국 죽막동과 중국 영파 또는 보

타낙가산 사이의 트라이형 해상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출토 석제모조품(石製模造品)과 흡사한 오키노시마의 석제모조

품은 8〜9세기 출토 유물로 분류되고 있다. 죽막동 출토 석제모조품은 검(劍)·경(鏡)·곡옥

(曲玉)과 공유원판(有孔圓板), 석검(石劍), 토제마(土製馬) 등인데 비하여, 오키노시마 석제

모조품은 활석제 주형(滑石製 舟形), 인형(人形), 마형(馬形), 도형(刀形), 구옥형(勾玉形), 원

형유공판(圓形有孔板) 등이다. 죽막동 제사유적의 석제모조품은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 사이에 출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오키노시마의 활석제모조품은 8〜

9세기경의 출토품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오키노시마와 죽막동의 출토 유물 가운데 유사품(類似品)은 유공원판, 곡옥, 석검 석제

품이다. 또한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토제마, 인형상이 출토하고 있는데, 오키노시마 제사유

적에서도 활석제 마형과 인형이 해양제사의 봉헌물로 해신에게 바쳐졌다. 오키노시마 유물

과 시기가 다르지만, 죽막동 석제모조품은 왜의 사신선들이 바다건너와서 죽막동 제사유

적에 봉헌물로 바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죽막동 석제모조품은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석제 모조품은 일본의 오키노시마와 한국의 죽막동 제사유적 이외에서는 발견된 

12) 2019,『神宿る島』, 宗像·沖ノ島と關連遺産群 世界遺産登錄記念誌, 3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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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다. 

죽막동 출토 석제모조품은 백제의 동성왕(東城王 : 479~501)과 무령왕(武寧王 : 

501~523) 재위 기간에 봉헌된 것으로 보인다. 동성왕은 부여곤지의 아들이고, 무령왕은 동

성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가 한성에서 공주로 천도한 직후 정정 불안을 

극복하고 동성왕과 무령왕대에 국가적인 융성기를 맞는다. 그런데 동성왕과 무령왕은 일

본에서 태어난 인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시 죽막동 석제모조품은 동성왕과 무령왕대에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왕실 주도의 석제모조품 일 수 있다. 무령왕의 동생이 일

본의 계체라는 점에서 백제 무령왕대와 일본의 게이타이(繼體) 왕조 시기에 해상문물교류

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 오키노시마 계통의 

석제모조품 출토는 6세기 초 일본의 게이타이 왕조에서 백제에 사신선을 파견하여 남긴 

해양제사의 징표일 수 있다. 게이타이 왕조의 사신선은 궁성이 위치하였던 히라카타(枚方)

시에서 출발하여,13 시모노세키해협(下關海峽, 關門海峽)을 통과한 후 오키노시마에 기항

하여 항해 안전 기원 제사를 지낸 뒤 백제 해역으로 들어와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 석제모

조품을 봉헌한 것으로 보인다.14 그렇다면 죽막동 출토 석제모조품은 게이타이 왕조가 웅

거하던 히라카타 지역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죽막동의 해변굴신앙을 추적하기 위하여 중국 보타낙가산으로 건너가보자. 

일본 교토 청련원(靑蓮院)이 소장하고 있는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는 중국 육조

시대 육고(陸杲) 등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음응험기는 중국에서 7세기 후반에 편

3.	관세음응험기와	백제의	해양신앙

13)

14)

권오영, 2012, 「繼體王朝의 登場을 둘러싼 考古學的 環境」, 『百濟文化』4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72쪽. 

송화섭, 2020, 「韓半島における民間信仰の歷史的展開と對外交流」,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間交流と信仰·

祭祀』(「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關聯遺産群 特別硏究事業 第2會國際檢討會,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關聯遺産

群保存活用協議會, 福岡縣中小企業振興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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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된 것인데, 11세기 후반에 당원(唐院)에서 양우(良佑)가 전사(轉寫)하였다. 13세기 일본

의 가마쿠라(鐮倉)시대에 다시 전사한 필사본 관세음응험기가 청련원에 보관중이다. 육고

의 관세음응험기에는 백제의 응험 사실과 관련하여 두 이야기가 실려있다. 하나는 530년

경 백제승 발정(發正)이 30년 만에 귀국하는 과정에서 월주계(越州界) 관음도실에서 두 구

도자의 관세음 응험을 목격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정관(貞觀) 13년(백제 무왕 40, 639)

에 익산 제석사(帝釋寺)가 벼락으로 전소되었으나 석탑의 심초석에 들어있던 불사리가 든 

수정병과 동판금강반야경을 목칠함에 넣고 다시 사찰을 지어 안치하였다는 기록이다. 제

석사지를 발굴한 결과, 관세음응험기의 사실이 입증되어져, 백제 승 발정의 관세음응험기

도 실재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이야기 가운데 백제승 발정의 관음도실 관세음응험기를 통해서 백제시대 해양신앙

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발정(發正)이 귀국길에 오르려 할 즈음에 월주계산에 관음보살이 응험하는 도실(堵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전에 도를 닦던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 각

기 산골짜기 하나씩을 차지하고 도실을 만들었다. 한 사람은 화엄경(華嚴經)을 읽고, 한 사람은 

법화경(法華經)을 읽어서 기한 내에 송경(誦經)이 끝나면 함께 산을 떠나자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화엄경을 읽던 이는 기한 내 마칠 수 있었으나, 법화경을 읽던 이는 한 권도 채 읽지 못하였다. 화

엄스님이 법화스님에게 다른 한 부 가운데 관세계품(觀世界品)만 읽으라고 권고하였다. 법화스님

이 그 권고에 따라 주야를 불문하고 정성껏 낭송하였지만 며칠이 지나도 겨우 절반가량 밖에 깨

닫지 못하였다. 이것을 안 화엄스님은 관세음의 경이 읽기 어렵다고 투덜대면서 만약 사흘 내로 

다 읽지 못하면 기한도 차고 양식도 떨어지므로 법화스님을 두고 혼자 떠나겠다고 하였다. 법화

스님은 비통함이 배로 늘어났지만 지성을 다해서 낭송하여 마침내 낭송을 끝냈다. 이튿날 아침, 

화엄스님이 다시 독촉하러 찾아와 관세음경의 어려움을 원망하면서 법화스님을 두고 산을 내려

가겠다고 하였다. 법화스님은 그제야 이미 낭송을 마쳤다고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선 

자리에서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다. 화엄스님은 과연 40권짜리 화엄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줄줄 

내리 외웠다. 그런데 법화스님이 외우기 시작하자 공중에서 꽃비가 내려 도실은 꽃송이로 가득 

찼고 향기는 온 골짜기에 퍼졌으며 서기가 온 하늘을 덮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놀란 화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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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제야 깨닫고 급히 땅에 내려서서 피가 흐르도록 머리를 조아려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한 

다음 작별을 고하였다. 법화스님이 만류하면서 ‘늘 한 늙은이가 점심때가 되면 밥을 날라오므로 

그대는 잠깐 기다려주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늙은이의 그림조차 보이지 

않았음으로 화엄스님은 그대로 떠나갔다. 그런데 법화스님이 물을 길로 갔더니 그 늙은이가 먹

을 것을 가진 채 숲 속에 숨어 있었다. 너무나 이상하여 법화스님이 ‘저의 친구가 마침 왔기에 함

께 요기를 하고자 하였는데 무슨 일로 여기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늙은이가 

‘그 사람이 나를 그토록 경시하는데 어떻게 참고 만날 수가 있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법화스님이 

이 말을 듣고서 그제야 늙은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땅에 넙죽 엎드려 지성 어린 

인사를 올렸다.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니 늙은이와 음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발정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법화스님의 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까래가 이미 다 썩어서 

담벽만 남아 있을 뿐이다.”

 관음도실 이야기는 백제 승 발정이 천

감연간(天監年間 : 502~519)에 중국 양나

라에 유학승으로 들어갔다가 30년만인 

중대통연간(中大通年間 : 529~534)에 귀

국하려고 월주계의 관음도실에 들렀다가 

법화경(法華經)과 화엄경(華嚴經)을 송경

하는 2명의 구도자들이 겪는 관세음응험

을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발정 스님의 관

음도실(觀音堵室)에 들렀다는 시대적 배경은 백제가 남조국가의 양(梁)과 문물교류가 활발

하게 전개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은 백제 무령왕대이다. 무령왕대 양과 외교관계가 전성기

였음은 무령왕릉이 말해준다. 무령왕은 자신의 왕능을 중국식 전축분으로 조성할 만큼 

중국과 외교관계와 문물교류를 매우 중시하였다. 백제는 동성왕과 무령왕대에 중국에 사

신을 빈번하게 파견하였다.

발정 스님이 귀국길에 들렀던 관음도실은 월주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월주는 현재 

절강성 항주만 남쪽 소흥(紹興)이 중심지였고, 서쪽으로 항주와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영

그림 42. 죽막동 출토 중국 육조시기 청자



49Ⅱ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변산반도의 해양신앙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파(寧波)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월주계

산은 소흥과 영파가 경계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음도실은 법화경과 화엄

경을 외우는 구도자들이 찾아와 수행하

는 도량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바닷가

에 위치한 사찰의 암자같은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관음도실에는 구도자에게 밥과 

반찬을 제공하는 할머니[老嫗]가 상주하

고 있었다. 관세음응험기 내용에서 월주계의 관음도실이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관음

도실은 항주만 영파 인근의 바닷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정이 귀국길에 들렀다면, 

백제와 중국 남조국가에서 오고간 해상항로상에 관음도실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밥과 반찬을 가져다주는 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으로 

신앙되었다는 사실을15 염두에 두고 해안지대의 관음도량을 찾아보아야 한다. 

관세음응험기의 배경지로 추정되는 곳이 보타산이다. 보타산은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

에 속한 섬으로서, 항주만 남쪽과 인연하고 주산군도의 동쪽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타

산은 보타낙가산의 관음성지로 잘 알려진 섬이다. 보타산은 관음도실의 관세음응험기와 

아주 흡사한 단고부두(短姑埠頭) 이야기가 전해온다. 월주계산과 보타산을 동일지역으로 

볼 수 있느냐가 선결 과제이기는 하지만, 보타산에서 전승하는 단고부두 이야기도 관세음

응험기이다. 월주계산의 관음도실을 추적하는 방안으로 보타산의 단고부두 이야기를 소개

하고자 한다. 

(나) “아주 오래전에 올케와 언니 두 사람이 있었다. 평시에 먹는 것, 쓰는 것을 아껴 여러 해를 

지내서 겨우겨우 얼마간의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은 염불바구니를 들고 함께 배를 타고 보타산에 

가서 향을 피우고 관음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보타산에 부두가 아직 없었다. 작은 배는 남천

문 서쪽의 한 옅은 곳에 밧줄을 맸다. 조류가 물러나자 사람들은 총망히 해안에 올랐다. 오직 올

그림 43. 보타낙가산 단고도두 유적

15) 黃有福·陳景富 저, 권오철 역, 1995, 『韓·中佛敎文化交流史』, 까치, 103쪽.



50 Ⅱ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변산반도의 해양신앙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케만 배를 끌어안고 머리를 숙인 채 배속에서 꼼짝도 안하고 있었다. 언니는 급해서 그녀에게 빨

리 가자고 재촉했다.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쭈물쭈물 언니에게 알려주었다. 월경이 와서 몸이 

깨끗하지 못하므로 불문성지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언니는 듣자마자 원망을 하며 ‘다 

큰 아가씨가 월경 오는 날짜도 잘 모른단 말인가, 지금 관음보살을 만나는 일을 다 그르쳤으니 정

말 스스로 화근을 만드네.’하고 수차례 꾸중을 한 후 혼자서 염불바구니를 들고 산에 향을 피우

러 갔다. 이 때 배의 주인은 해안에 술 마시러 올라갔고, 배안에는 올케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자

기가 향도 제대로 못 피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언니에게 한바탕 혼까지 났으므로 후회도 

되고 괴로웠다. 이때 죽림에서 한 늙은 할머니가 한손에는 지팡이를 한손에는 참대바구니를 들

고 한걸음, 한걸음 배가 정박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돌멩이 한 줌을 잡은 

다음 바다를 향해 한 알을 던졌다. ‘풍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돌멩이가 바다 속 깊이 들어가자 

금방 하나의 큰 바위로 변했다. 이렇게 하나씩 돌멩이를 던지자 옅은 해안은 반듯한 바위들이 줄

지어져서 배 옆에까지 이르러 하나의 부두가 되었다. 할머니는 해안에 도착한 후 웃으면서 아가

씨에게 말했다. ‘아가씨, 배고프죠?’ 한편 바구니를 덮은 천을 열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밥과 반

찬을 한 그릇 내놓았다. 아가씨는 할머니가 밥과 반찬을 갖고 온 것을 보고 놀랍게 물었다. ‘할머

니, 당신은 어떻게 제가 여기서 굶고 있는지 알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너의 언니가 나에게 

보낸 것이란다. 빨리 먹어라.’고 말했다. 아가씨는 마침 배고팠던 차라 사발에 담아 맛있게 먹었

다. 배불리 먹고 그제 서야 얼굴을 붉히며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그릇들

을 챙겨 바구니에 담은 후 돌아갔다. 아가씨는 졸려서 배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배의 주인이 술

을 다 마시고 돌아온 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곳에 어떻게 이런 부두가 하나 생겼지?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 그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았다. 틀림없었다. 자기의 작은 배가 

아직도 저기 있지 않은가? 이때 언니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왔다. 주인의 말을 듣

고 다들 놀라워했다. 언니는 배에 들어서서 아가씨를 깨우며 부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아가씨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언니는 한편 원망하면서 한편 바구니 

속에서 큰 떡 두 개를 꺼내면서 말하기를 ‘너도 참, 잠 밖에 몰라. 빨리 먹어’라고 했다. 아가씨는 

‘언니가 밥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나요?’고 했다. 언니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언제 

사람을 시켜 밥을 보냈겠어. 너 꿈 꾼 것 아니야?’ 아가씨는 금방 할머니가 밥을 보내온 일들을 

말했다. 배 주인은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리를 탁 치면서 말했다. ‘이 부두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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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朱封鰲, 2002, 『普陀山觀音文化勝迹探訪』, 宗敎文化出版社, 174쪽.

고, 밥을 갖다 준 사람은 틀림없이 관음보살이야.’ 사람들은 모두 아가씨를 위해 기뻐했다. 사람들

은 그녀에게 직접 관음이 나타난 것을 보고 또 보살님이 보내준 밥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언니는 

그래도 의심스러워 한달음에 절의 대웅보전에 달려가 자세히 보니 관음보살이 입은 옷의 자락이 

아직도 바닷물에 젖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가! 언니는 이제야 배 주인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

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보타산에는 선박을 댈 수 있는 부두가 생겼다. 언니가 아가씨를 혼낸 이 

한 단락의 이야기가 있으므로 후세사람들은 이 부두를 ‘단고도두’라고 불렀다.”16

보타산의 관세음응험 전설에서도 올케와 시누이가 등장하고 있으며, 보타산이 섬인 관

계로 관세음보살에게 참배하러 배를 타고 해안에 도착하고 있다. 당시 해안에는 부두가 없

었는데, 보타산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돌멩이를 바다에 던져서 처음으로 부두가 만들어진

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보타산에서도 월주계산과 같이 할머니가 참배객인 올케에게 밥

과 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구도자와 참배객의 차이일 뿐 할머니가 음식 제공으로 중

생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은 흡사하다. 그리고 월주계산과 보타산에서 주인공은 할머니이

다. 두 곳 모두 참배객과 구도자들이 밥과 반찬을 제공하던 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

으로 깨닫고 감응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월주계산 관세음응험기와 단고부두 설화의 무대는 항주만(杭州灣) 일대의 관음 도량임

을 알 수 있다. 주산군도 보타산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음성지로 알려졌다. 관세음응

험기의 관음도실은 530년경을 시대적 배

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와 양나라 

사이에 사신선과 교역선이 오고간 해양교

류사가 역사기록으로 존재하고 있다. 발정

스님의 관세음응험기는 백제시대에 양(梁)

과 해상교류를 하면서 항주만 월주계의 

관음신앙과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 신앙

이 한반도 백제의 영역으로 전파되었음을 그림 44. 보타낙가산 관음도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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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준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괴력을 부리는 할머니로 묘사되어 있다. 보타산의 할머니

는 여러 개의 돌멩이를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 속에서는 커다란 바위덩이로 변하여 부두

를 만드는 주인공이다. 

그런데 보타산에는 거구인 남해관음이 세 발자국을 건너뛰면서 1,000개의 섬을 세어본

다는 남해관음전설이 있다. 천여개의 섬을 세 발자국으로 건너뛰면서 섬의 숫자를 세었다

고 하니 얼마나 키가 큰 남해관음이었을까. 이 남해관음 전설의 남해관음상은 현재 보타

산에 조성되어있는 52m 크기의 남해관음상이라고 말한다. 보타산의 남해관음이나 할머

니 모두 괴력의 소유자임은 분명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관음도실 응험기와 단고부두 전

설에는 거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보타산에는 남해관음이 세 발자국을 건너뛰어 다녔

다는 전설이 깃든 관음도(觀音跳) 유적이 있다.

그렇다면 월주계산과 보타산의 할머니는 남해관음(南海觀音)의 화신으로 보인다. 월주

계산과 보타산의 할머니가 6세기초 백제시대에 주산군도 보타산에서 동중국해 사단항로

를 따라 바다건너 죽막동 해변굴로 건너 뛰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발정 스님이 귀국하

려던 시점인 530년경은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항해보호신에게 항해안전기원 제사가 성행

하던 시점이었다. 보타산의 남해관음이 할머니로 화신하여 한반도 서남해 죽막동으로 건

너뛰어 죽막동의 개양할머니로 출현한 것이다. 보타산에서 할머니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듯

이, 죽막동 해변굴의 개양할머니도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림 45. 보타낙가산 조음동 해변굴 그림 46. 보타낙가산 범음동 해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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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변굴신앙과	백제의	해양신앙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만약에 죽막동에 해식동굴이 없었다면, 과연 5~6세기경에 해

양제사유적이 조성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다. 해식동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변굴

을 말한다. 월주계산 관음도실과 보타산 해변에 거주하였던 할머니가 동중국해 사단항로

를 타고 백제 죽막동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해변동굴이다. 보타산 해안

에 상주하는 할머니도 해변굴에 상주하고 있으며, 죽막동 개양할머니도 해변굴이 상주하

고 있다. 죽막동 해변굴과 닮은꼴의 해변굴이 보타산 조음동에 위치한다. 조음동의 조음

은 해조음(海潮音)을 말한다. 해조

음은 바다의 조수소리라면, 그 해

조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조음동 

해변굴이다. 조음동의 해변굴에서

는 조수가 해변굴에 들어왔다가 빠

져나가는 조음을 들을 수 있다. 

죽막동의 해변굴은 보타산 조음

동의 해변굴보다 크기도 작고, 해

조음이 들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약

하다. 그러나 조수가 들어오는 해

변굴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보타산에는 해조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범음동과 조음동 2

곳의 해변굴이다. 두 곳 모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식동굴이요, 해변굴이다. 주산군도 

보타산에도 해변동굴이 있었기에 관음성지가 조성된 것이지 해변동굴이 없었다면 남해관

음의 관음성지가 조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보타산에는 신라초 이야기가 전해온

다. 신라초는 신라 상인들이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구해서 배에 실고 출항을 하였는데, 보

타산 해역에서 암초에 걸려 출항하지 못하였다는 관세음응험과 관련된 암초를 말한다. 그

렇다면 신라시대 보타산의 해양신앙이 신라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타산의 해변굴 

이야기가 신라시대 양양 낙산사 해변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7. 보타산 조음동에 조각된 潮音洞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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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변굴이 관음성지로 조성된 곳이 동해안 낙산사 홍련암이다. 『삼국유사

(三國遺事)』 권3, 「탑상(塔像)」4,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관음(觀音) 정취(情趣) 조신(調信)

에 전한다.  

(다) “옛날 의상법사(義湘法師)가 처음으로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굴

(海邊崛) 안에 산다고 듣고, 이로 인하여 낙산(洛山)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대개 서역(西域)의 보타

낙가산(寶陁洛伽山)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을 소백화(小白華)라고 하는 것은 백의보살(白衣大士)

의 진신(真身)이 머물러 있는 곳이므로 이를 빌어 이름 지은 것이다. 재계한지 7일째에 좌구(座

具)를 새벽 물위(晨水上)에 띄웠더니 용천팔부시종이 굴속으로 인도하였다. 공중을 향하여 예배

를 드리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어주므로 의상이 받아 물러났다. 동해의 용 역시 여의보주 한 

알을 바치므로 법사가 받들고 나왔다. 다시 7일을 재계하고 나서 곧 진용(真容)을 보았다. 말하기

를, ‘자리 위의 산정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지음이 마땅하리라’고 하

였다. 법사가 그 말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

고 관음상을 빚어 모시니 원만한 모습과 고운 자질은 엄연히 하늘이 낸 듯 하였다. 그 대나무는 

다시 없어졌다. 그제야 그 땅이 진신의 주처임을 알았다. 이로 인해 그 절 이름을 낙산(洛山)이라

고 하고, 법사는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났다.”

(다)는 관음보살의 상주처로서 해변굴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문무왕 11년(671) 의상

그림 48. 양양 낙산사 홍련암 그림 49. 낙산사 홍련암 해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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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湘)대사는 양양의 해변굴에 관음성지를 조성하고 있다. 의상은 당에서 돌아와 낙산사

를 창건하였는데, 관음보살의 진신이 해변굴에 산다고 하여 낙산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

다. 그렇다면 낙산에는 해변굴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의상대사가 당에서 귀국하기 이전에 

양양의 해변굴이 관음보살의 성지로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의상법사는 서역에 

보타낙가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서역의 보타낙가산이 중국 당나라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의상대사는 보타낙가산에 해변굴이 있고 그 해변굴에 관

음보살의 진신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의상대사가 7일 동안 재계한 끝에 용천팔부시종의 인도를 받아서 해변굴 속으로 들어

갔다. 법사가 공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니 관음진신이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주어서 

받았고, 동해의 용이 여의주 한 알을 바치므로서 들고 나왔다. 그리고 다시 7일을 재계한 

후에 마침내 관세음보살의 진용을 보았다. 관세음보살이 이르기를 “좌상(座上)의 산꼭대

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佛殿)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하였

다.17 이 말씀을 받들어 의상은 대나무가 솟아나 있는 곳에 낙산사(洛山寺)를 짓고 관음상

을 받들어 모셨다. 사찰의 명칭은 당의 보타낙가산 명칭을 빌어서 낙산사라고 하였다. 의

상은 당의 보타낙가산에 관음진신이 상주한다는 해변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

의 보타산에는 범음동과 조음

동에 해변굴이 위치하고 있다. 

낙산사의 해변굴은 보타산 범

음동의 해변굴과 흡사하다. 당

의 보타낙가산은 주산군도 보

타산과 낙가산이 함께 관음성

지로 조성되면서 보타낙가산이 그림 50. 소나무, 대나무가 무성한 죽막동 해변굴

17) 『삼국유사』권3, 「탑상」4,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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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칭인 생겨났다. 남인도에 포타락가산(Potalak)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과 흡사한 

관음성지가 보타산에 조성되었는데, 보타산과 낙가산이 관음성지로 조성되면서 보타낙가

산의 관음성지 명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보타산에서도 해변굴이 없었다면 관

음성지로 조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보타산 범음동의 해변굴이 관음성지로 조성되었듯

이, 낙산사의 해변굴에도 관음진신이 상주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낙산사의 해변굴에

는 홍련암이 조성되어 있다. 보타낙가산 범음동의 해변동굴에 조성된 전각과 흡사하다. 흥

련암 암자 안의 마루바닥에는 해조음(海潮音)을 관(觀)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았다. 

해조음이 해변굴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조수(潮水)소리를 말한다.

한반도에서 해변동굴이 관음성지로 조성된 곳은 동해안의 양양 낙산사 홍련암과 서해

안의 부안 죽막동 해변굴 두 곳이다. 격포 죽막동 해변동굴은 보타산 조음동(潮音洞)과 흡

사하고, 양양 낙산사 홍련암(紅蓮庵)은 보타산의 범음동과 흡사하다. 격포 죽막동과 낙산

사 홍련암의 해변동굴은 보타산의 조음동·범음동의 해변굴과 일란성쌍둥이라 할 만큼 닮

은 꼴이다. 양양 낙산사의 해변굴은 신라시대에 관음성지가 조성되었다면, 죽막동의 해변

굴도 백제시대 해양제사유적이 조성되어 있었다. 두 곳 모두 해변굴 주변에 대나무숲이 조

성되어 있는데, 죽막동은 지명이 대나무숲이 거대한 장막(帳幕)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지명

이다.  

의상법사는 대나무가 솟아나 있는 곳에 불전을 지으라고 하였듯이, 죽막동 해변굴의 주

위에 대나무숲을 이루고 소나무도 무성하다. 죽막동(竹幕洞)의 마을 지명은 ‘대나무가 숲

을 이룬 마을’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해변굴 주변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죽막동 

해변굴에는 주위에 대나무숲과 소나무숲이 무성할뿐 불전(佛殿)은 조성되지 않았다. 해변

굴 그 자체가 불전이다. 죽막동 해변굴 주위에 식재된 대나무숲이 관음죽(觀音竹)이요, 소

나무는 관음송(觀音松)이란 점이다. 죽막동 해변굴에는 관음죽과 관음송을 조성하여 천연

의 관음성지를 조성한 것이다. 죽막동의 해변굴은 관음죽과 관음송이 조성된 천연의 불전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산사에는 해변굴에 홍련암을 조성하였지만, 죽막동 해변굴은 

전혀 손질을 가하지 않는 ‘해변굴관음전(海邊窟觀音殿)’으로 조성되어 있다. 

죽막동 해변굴관음전은 개양할머니의 상주처이다. 그 옆에 수성당이 있다. 수성당은 수

성을 모신 사당이다. 수성은 물의 신성이라 할 수 있는데, 사당의 수성은 인물신을 배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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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에 당연히 개양할머니가 수성이 된다. 따라서 수성당(水聖堂)은 ‘수성(水聖)을 모

신 사당(祠堂)’이라 할 수 있지만, 해변굴관음전에도 수성이 상주하고 있다. 홍련암 마루의 

구멍은 해조음[水聲]을 관(觀)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죽막동의 해조음도 수성(水聲)이며, 

수성이 관음(觀音)이다. 죽막동의 해변굴관음전은 해조음을 눈과 귀와 마음으로 관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천연적인 관음성지라 할 수 있다. 해변굴관음전은 민간신앙의 관점에서

는 당굴(堂窟)이다. 죽막동에는 수성의 신상을 모신 수성당(水聖堂)과 관음의 진신이 상주

한다는 수성당(水聲堂), 즉 해변굴관음전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격포 죽막동과 양양 낙산사 모두 관음성지 조성은 해변굴이 직접적인 동기였다. 해변굴

이 없는 관음성지는 보타낙가산 계통이라 할 수 없다. 죽막동에 관음성지로 조성된 것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에 해양제사 유물이 집중 출토하였

고, 거의 같은 시기에 백제와 양나라 사이의 바닷길로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6세기초에 백제 승 발정스님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관음도실에 들러서 관음경과 법화

경을 외우는 두 구도자의 『관세음응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죽막동은 6세기 후반에 관

음성지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양 낙산사는 의상법사가 7세기 중반에 당에서 불교문화를 배워와서 관음성지

를 조성한 것으로 본다면, 낙산사의 해변굴홍련암과 죽막동의 해변굴관음전은 거의 비슷

한 시기에 관음성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죽막동의 관음성지는 백제시대 동성왕과 무

령왕 재위 시기에 남조불교를 수용하여 조성된 관음성지로 보인다. 백제 발정스님의 관세

음응험기 외에 전 공주 출토 백제금동관음보살상이 국보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죽막

동에서 해양제사가 가장 빈번하게 거행된 시기도 5~6세기로서 웅진백제 시기였던 점을 미

루어볼 때, 남조국가인 양과 문물교류 과정에서 보타산의 해변굴신앙이 부안 죽막동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양 낙산사와 부안 죽막동의 해변굴신앙은 해변굴에 관자재보살이 상주한다는 남인도 

포탈낙가산(Potalak)의 관음신앙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남인도의 포탈낙가산의 관자재

보살은 남해관음이다. 남인도의 남해관음신앙이 주산군도 보타낙가산을 경유하여 부안 

죽막동까지 건너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남조의 양과 백제 사이에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6세기 말 이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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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가 금강 유역의 공주에 천도한 연후에 사비백제에 이르기까지 왜와 중국 남조에 사

신선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사신선 파견은 왕권과 국가 차원에

서 항해안전기원 제사를 봉행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남조의 양과 대외교류를 활발하

게 전개하면서 죽막동에서 해양제사를 지속적으로 봉행하였지만,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

서 성왕이 전사한 후에 대외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위진남북조시대

가 589년에 막을 내리고 백제의 사신선, 교역선도 갈길을 잃었다. 위덕왕대에 대왜 교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백제와 남조국가의 원거리 항해의 주체도 사라지면서 죽막동 해양제사

도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도 7세기 이후에 출토 유물이 급격

하게 줄어들었다. 

백제시대 국가 주도의 해양 제사가 쇠퇴하고 해양 제사의 주체가 민간에 이양된 것으

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당과 해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배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건너가는 유학자, 구법승, 무역상인들이 해상 활동을 주도하였다. 당나라의 상인들이 신

라 경주에 들어올 정도로 통일신라와 당나라의 해상교류는 활발하였다. 신라인들이 바다

건너 중국 절강성과 산동성 일대 해안 지대로 진출을 하였다. 이 시점에서 장보고 선단의 

해상활동으로 민간무역이 성행하였다. 해상교통의 주체가 왕권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고, 

항해안전제사도 민간에 이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다양한 해상교

역과 민간교류를 병행 실시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승려들과 민간인들이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중국 해안 지대로 많이 건

너갔다. 그래서 산동성과 절강성 해안 지대에는 신라촌, 신라방, 신라원, 신라관 등 신라에

서 건너간 신라인끼리 촌락을 이루거나 노동력 집단의 정착촌을 형성하였다. 특히 817년

경 신라에서 흉년과 기근으로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굶주림에 지친 농민들이 유민과 초적

떼로 나서는 상황까지 나아갔고, 819년에는 신라인들이 굶주린 170여 명이 구걸을 목적으

로 배를 타고서 절강성으로 건너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신라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갔으면 

823년에 당은 신라인을 노비로 삼는 것을 금지시키고, 당에 남아있는 신라인들을 귀국시

5.	통일신라,	고려시대	죽막동	제사유적과	해양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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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했다.  

신라인들이 노비로 팔려가 

해적질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장보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신라 정부에 해적 소탕책을 제

시하였다. 그만큼 통일신라는 

중국 당나라와 문물 및 인적 

교류와 민간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서해안에 

중국 동해안으로 출항하는 포

구들이 많이 생겨났다. 통일신

라시대 당항성, 줄포만 제안포, 옥구 신창진, 영산강 회진, 영암 상대포, 완도 청해진 등 서

남해안에 주요한 대중국 항포구들이 해상교통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었다. 한반도에서 중국 

동해안으로 건너가는 해상항로는 횡단항로와 사단항로가 있다. 횡단항로는 황해도 장산

곶 근처에서 백령도를 경유하여 산동성 연태, 

위해, 석도 등으로 건너가는 바닷길이라면, 사

단항로는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과 항주만 일

대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건너오는 동중

국해 사단항로가 있다.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백제시대 이후 통일

신라,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대중국 

해상교통로였다.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병, 

완 등 공헌용기가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출토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제사방식은 노천제사

가 아닌 사묘제사의 해양제사가 도래해온 것

으로 보인다. 사묘제(祠廟祭)는 중국 당에서 

삼산오악(三山五岳)의 사전체계(祀典體系)가 

그림 51. 1970년대 죽막동 수성당 

그림 52. 중국과 한국의 횡단항로와 사단항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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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에 전래하면서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사묘문화가 통일신라에 전래하면서 성

황당같은 신당이 조성되었다. 사묘제를 반영하듯이, 죽막동 제사유적에서는 제기 유물이 

줄어들고 기와 유물이 출토하고 있다. 통일신라의 기와 유물은 8〜9세기 경에 죽막동에 사

당이 건축되었음을 말해준다. 죽막동의 사묘는 항해보해신인 개양할머니 신상을 봉안한 

수성당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죽막동 출토 기와유물이 수성당 조성을 말

해준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1123년에 북송의 국신단을 태운 사신선이 

주산군도 정해현 매잠에서 출발하여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따라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건

너왔는데, 줄포만의 죽도, 위도에 기항하였다가 군산도에 기항하여 고려 정부의 공식적인 

사신 영접 의식을 받는다. 서긍이 군산도 풍경과 관아건물, 사찰과 사묘 등을 비교적 상세

하게 기술하였는데, 군산도에 오룡묘(五龍廟)를 기술해 놓았다. 오룡묘는 수성당과 같은 해

신당이다. 통일신라와 당나라이 사이에 해상 무역과 문물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에

서 죽막동에 수성당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성당의 해양 제사는 국가가 아닌 

민간차원의 항해 안전 기원 제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시대부터 열려있던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따라 무역선과 상선들이 오고간 것

으로 보인다.  주산군도 보타산과 항주만에서 사단항로를 타고 올라오는 사신선과 무역선

들은 나주 회진, 줄포만과 격포항, 화성 당항성 등에 기항하였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서해안에 해상교통을 장악하는 주체가 없기에 기항지도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타탁가산에서 출항한 배들은 흑산도를 경유하여 줄포만에 기항하였다가 죽막동 수성당

그림 53. 군산도 오룡묘 그림 54. 오룡묘 안 용왕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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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해안전 기원제사를 봉행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줄포만과 변산반도에 

항해보호신앙과 관련하는 관음도량과 관음연기설화가 전해오고, 보타산 계통의 석주설화

가 줄포만에 깃든 점에서 당대에 보타산 계통의 개양할머니가 죽막동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개양할머니는 항해보호신의 민간신앙화를 말해준다. 보타낙가산에서 항해보호신은 백

의관음보살상이다. 그런데 백의관음보살도가 줄포만의 내소사, 선운사와 위도 내원암에 등

장하고, 해신당으로는 격포 죽막동의 수성당, 구동호의 영신당, 위도의 원당에서 백의관음

보살의 화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영신당 당할머니와 수성당의 개양할머니는 화상도(畫像

圖)가 해신당에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군산도 오룡묘와 격포 수성당, 구동호 영신당, 위도

의 원당 등은 처음부터 화상도를 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성당에는 개양할머니도가 

주신도이며, 장군도·용왕도·산신도·오방신장도 5폭의 당신도가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와같

이 사당에 주신과 여러 당신(堂神)을 사당에 함께 봉안하는 방식은 중국적인 사묘문화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동해안의 해신당에서도 주신과 여러 보조신을 모시는 경향이 있

는데, 변산반도 수성당 외에 위도 원당, 치도리 원당, 식도리 원당, 진리 원당 등에서도 중

국 동해안의 해신당과 닮은 당신도(堂神圖)를 봉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신

당의 당신도 배치 방식은 중국풍의 신상 배치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위도 대리마을과 격포 죽막동에서는 음력 정월 15일에는 먼저 당제를 지내고 이

어서 용왕밥주기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죽막동 주민들은 정월대보름 당제를 지낼 때에 죽

막동 해변굴 앞에서 어선의 선단들이 뱃머리를 반원형으로 대오를 짜고 해변굴의 개양할

머니에게 배치기굿을 거행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구동호 영신당제에서도 어선들이 

바다에 나아가 용왕제를 거행하면서 배치기를 하는데, 죽막동 개양할머니 처소인 해변굴 

앞에서도 배치기굿을 거행한 것이다. 앞에서 개양할머니는 남해관음의 화신이라고 하였

다. 죽막동 해변굴이 개양할머니의 처소라고 한다면, 수성당은 개양할머니의 사당이다. 죽

막동 해변굴신앙과 해양 제사 유적은 4세기 말 경부터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죽막동 해변굴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국내 유일의 해변굴관음전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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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한시대	동진강	유역의	지방세력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한전(韓傳)에 마한에 54소국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전에 등장하는 마한의 소국명은 대부분 현전하지 않아서 소국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불합리한 비정이 많다. 마한의 영역은 한강유역의 경

기만 일대, 안성천, 금강 유역의 충청도 일대,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전라북도 일대, 영산

강, 섬진강 유역의 전라남도 일대를  그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마한 소국 가운데 

백제국은 한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게 통설이다. 백제국의 한강 유역설은 풍납토성

과 몽촌토성이 말해준다. 기원전 18년에 한강 유역에서 온조가 백제를 건국한다. 백제국

은 한강 유역에서 성장하였으며,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고 서서히 남진하면서 마한의 영역

을 복속시켜 갔다. 

마한 소국의 실체는 불분명한 소국의 명칭보다 마한의 묘제인 분구묘의 분포를 파악하

는게 더 정확할 수 있다. 분구묘는 충남 해안·평야지대인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구릉지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분구묘들은 주구묘로 불려지기도 한다. 분구묘의 주

체는 마한시대 소국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반도 서해안에 분포하는 분구묘들은 

마한 백제시대 동진강 수계권의 수로·해상 교통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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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4〜5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분구묘는 6세기경까

지 내려간다. 전라북도에는 군산, 정읍, 부안 등지에 분구묘가 분포하고 있는데, 정읍 고부

와 영원 일대에서도 마한 분구묘와 백제 석실분이 함께 분포하고 있다. 

영원과 고부는 백제 중방성(中方城)의 위치가 비정되는 지역이다. 고부와 영원의 분구묘

는 마한시대 지방 세력의 거점 지역이었음 의미한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조성된 분

구묘들은 영원면 운학리. 지사리, 장무리, 남복리, 신천리, 창동리, 고부리, 두지리 등에서 

발견되었다. 영원과 고부는 동진강 수계권에 속한다. 동진강 유역의 분구묘들은 마한시대

에 마한 소국세력들이 농업생산력 기반 조성과 지역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말해준

다. 동진강 수계권의 마한 소국 세력들은 330년 벽골제를 축조할 때 노동력을 동원한 주체

로 보이며, 고부 눌제도 동진강 유역 고부천 일대 마한 세력이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4〜5

세기 경 동진강 유역의 마한 소국 세력들이 벽골제와 눌제를 축조하는데 노동력을 동원하

였고, 곡물 생산과 유통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진강 수계권에 위치한 마한 소국 단위의 토착 세력들은 어떠한 집단이었을

까. 영원과 고부는 두승산 아래 천태봉을 중심으로 마한의 소국 세력이 융성하였던 지역

이다. 4세기 말 경에 동진강 수계권에 마한 소국의 국읍 세력들이 웅거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일본서기(日本書紀)』권9, 신공왕후 49년조에 등장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전라

북도와 관련하는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이에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만침미다례(南蠻沈彌多禮)를 

도륙하여 백제에서 주었다. 이에 그 왕인 초고(肖古)와 왕자인 귀수(貴須)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모였다. 이때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이 자연스럽게 항복하였다. 

이리하여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荒田別),  목라근자(木羅斤資) 등이 함께 의류촌(意流村)에서 만

나 서로 보고 기뻐하며, 답례를 후하게 하여 보냈다. 오직 천능장언(千能長彦)만 백제왕과 백제국

에 이르러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서하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반석 위에 함께 앉았다. 

(가)의 내용에는 백제가 동진강 수계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마한 소국 세력

이 고사산과 벽지산 일대에 웅거하였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비록 『일본서기』일지라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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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말경 마한 소국 세력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의 신빙성은 있다. 내용인 즉, 

369년 백제 근초고왕과 왕자 귀수가 마한을 공략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한성에서 남

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왜장인 황전별과 목라근자가 영산강 유역의 침미다례를 공

략한 후에 북상하면서 올라오던 도중에 마한의 비리(比利), 벽중(辟中). 포미(布彌), 지반(支

半) 등 네 곳의 국읍이 자연스럽게 항복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왜군들이 침미다례를 정복

하고 백제에 넘겨주자, 4곳의 마한 소국의 국읍세력들이 항복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 부자와 황전별, 목라근자가 의류촌에서 만남을 기뻐하였으며, 천

웅장언과 백제 근초고왕은 벽지산과 고사산에 올라가서 굳은 맹서의식을 거행하였다. 그

렇다면 벽지산과 고사산의 위치하는 지역에 비리, 벽중, 포미, 지반의 소국들이 함께 위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신공황후 49년조 기록은 벽지산과 고사산을 탐색한 후에 

고사읍의 위치 파악으로 신빙성을 갖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고사읍(古四邑)은 비리, 벽중, 

포미, 지반 4곳의 국읍을 가리키거나 고사를 포함하는 5곳의 국읍 명칭으로 해석해왔다.18

그럼 벽지산과 고사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벽지산(辟支山)은 벽중(辟中)의 주산으

로 보인다. 벽중은 마한 54소국 가운데 벽비리국(辟卑離國)의 국읍이었고, 벽지산은 벽중

의 주산(主山)이었다. 벽비리국의 벽중은 오늘날 김제읍으로 보아야 한다. 김제읍의 성산

(城山)이 벽지산이었고, 그 벽지산의 벽중은 벽비리국의 국읍이었다. 벽중이 벽비리국의 국

읍이라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벽비리국의 비리(卑離)는 평탄하고 

넓은 뜻을 가진 벌, 벌판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벽비리국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드넓은 

벌판이 조성되어 있기에 생겨난 소국명으로 보인다. 벽골제의 초축 시기인 330년에는 백제

가 만경강수계권으로 진출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기에, 4세기 중반 김제읍에는 벽비리국의 

소국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벽비리국 세력들이 벽골제 축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고사산은 어디일까. 고사산은 백제시대 고사부리군의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

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 제36잡지 제5에는 고부군에는 본래 백제 고묘부리군(古眇

18) 정재윤, 2012, 「문헌 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 『전남지역 마한소국과 백제』, 2012년 백제학회 국

제학술대회 발표요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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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里郡)이 있었고, 『신증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고부군

조에는 고부군은 본래 백제의 고

사부리군(古沙夫里郡)이라고 하

였다. 고사산은 현재 고사부리성

이라고 불려지는 고부 구(舊) 읍

성을 지칭하는 것인지, 고부의 두

승산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

지 않다. 또한 영원과 고부 사이

에 위치하는 고사비성(금사동산

성)이 고사산일 수도 있다. 고사산은 고사부리군의 치소성이 들어서기 이전의 영원면의 

천태산이나 고부면의 두승산일 수도 있다. 

고부 두승산과 영원 천태산 부근에 분구묘가 분포하고 있다. 영원면의 주산이 천태산

이라면, 태조산은 두승산이 된다. 두승산은 본래 영주산(瀛洲山)으로 삼신산 지명 가운데 

하나다. 영주산은 고사부리군 당시부터 ‘높게 솟은 산(夫里)’으로 인식되었으며, 고사부리

군의 영주산이 고사(古沙)+부리(夫里)=고사산(古沙山)일 수 있다. 부리(夫里)는 우리말 부

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산봉우리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를 ‘멧부리’라고 부르고, 제주

도 한라산에는 ‘산굼부리’가 도처에 있다. 고사산의 두승산설은 근초고왕과 천웅장언이 

고사산에 올라 반석(盤石) 위에 앉았다는 표현 때문이다. 반석은 산위에 넓고 펀펀한 큰 

돌이 있었다는 것인데, 두승산 유선사의 종각은 매우 넓은 반석에 조성하였다고  한다. 백

제와 왜 두 나라의 맹서의식인데, 전망이 좋고 신성한 장소에서 했다면 영주산으로 알려진 

두승산 유선사 반석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초고왕과 천웅장언이 올라가서 벽지산과 고사산에 올라 맹서의식을 했다는 것은 정

치적 맹약일 수 있다. 그 맹약은 왜가 백제에게 고사읍과 마한공략지를 인수인계하는 굳

은 약속이었을 것이다. (가)에 등장하는 영산강 유역의 침미다례(沈彌多禮)와 동진강 유역

의 비리(比利), 벽중(辟中), 포미(布彌), 지반(支半) 고사읍을 인수인계하는 맹약이었을 것이

다. 고사읍(古四邑)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김제, 고부, 부

그림 55. 두승산 유선사 반석의 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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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읍에 위치한다는게 일반적인 통설이다. 벽골제가 김제에 위치하고, 눌제가 고부에 위

치하고 있다. 벽골제와 눌제는 4세기 경에 김제와 고부에 수리농경의 토목공사가 이뤄졌

고, 도작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벽골제, 눌제의 도작산업단지는 백제가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략적 요충지 같은 곳이었다. 백제는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마한 

영역을 복속시키며 수리시설과 경작지를 개간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백제가 국

가적인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진강 수계권의 벽골제, 눌제와 평야지대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동진강 수계권에서 김제 벽골제와 고부 눌제는 드넓은 구릉, 평야지대를 토대로 농업경

제력을 향상시키는데 산업적 동력이었을 것이다. 백제 중앙 정부는 동진강 수계권의 농업

경제력 기반 여건을 탐지하고 수리 제방과 축조 기술을 지원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한 소국사회가 노동력을 동원하고 백제가 제방 축조 기술을 지원하여 벽골제를 

완공하였을 것이다. 실제 벽골제 발굴 결과, 백제 한강 유역의 풍납토성에서 활용된 부엽

공법기술이 벽골제방에서 활용되었다. 이 부엽 공법 기술은 저습지에 제방을 축조하는 기

술이다. 실제 벽골제는 조수(潮水)가 들어오는 저습지에 축조되었다. 백제는 동진강 수계

권에 수리 제방 축조기술자를 파견하여 사전 탐사후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토목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동진강 수계권의 저습지를 개간하고 수리제방을 축조하여 도작산업화단지를 조성한 것

이다. 도작산업단지의 조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농작물의 수송교통로의 인프라 구축도 

그림 56. 벽골제 경장거 발굴전 모습
그림 57. 벽골제 경장거 발굴 후 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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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였을 것이다. 삼국

시대에는 육로교통보다 

수로교통과 해상교통이 

수송과 유통에 훨씬 더 

용이하였을 것이다. 김제 

벽골제는 모악산과 상두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가 원평천을 이루어 동진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중

간에 위치한다. 원평천은 

벽골제에 담수를 시킨 후에 수여거를 통해서 흐르는 물은 동진강으로 흘러내려간다. 벽골

제와 동진강구 사이의 수로교통 가운데 죽산면에 태극포(太極浦)가 위치하고 있었다. 벽골

제방은 포교리(浦橋里)에서 명금산까지 3.3km에 조성된 수평제방이다. 포교리는 우리말로 

갯다리이다. 벽골제에는 포구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진강 하구에서 포교리 사

이에는 넓은 저습지가 조성되었고, 수로를 통해서 조수가 들어왔다. 태극포와 포교리는 조

수(潮水)가 들어오는 갯가였다. 벽골제는 바닷물 침투로 갯펄이 넓게 조성된 저습지에 제방

을 쌓아 담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한 저수지이다. 벽골제는 해상 교통과 수로 교통의 여건

을 고려하였고,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성한 대규모 도작산업화단지였던 것이다. 

눌제도 마찬가지이다. 눌제(訥堤)는 부안의 우금산과 정읍의 두승산 사이 고부면 관청

리  일대와 주산면 상림리 일대 드넓은 지역에 제방을 쌓고 담수하는 수리제방이었다. 동

진강 수계권의 눌제천(현 고부천)을 따라 조수가 깊숙하게 들어왔다. 바닷물 침투와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하여 눌제를 쌓았다. 눌제천은 내장산과 방장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가 눌제에 담수되어 농업용수로 활용되었다. 현재 영원면 앵성리 노교(蘆橋) 마을에는 대

포(大浦)라는 포구가 있었다. 눌제천 하류에 위치한 대포까지 조수(潮水)가 드나들었다. 고

려 원종 13년(1272)에 삼별초가 대포에 들어와 조선(漕船) 13척을 나포하여 갔다고 하였으

니 대포 인근에 조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별초군의 조선 나포는 고려시대 기록이지

만, 일제강점기에도 대포에서 곡물을 운송하였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의 백제시대

그림 58. 원평천 멀리 상두산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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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대포에서 곡물유통을 위한 조선

(漕船)이 드나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동진강 수계권에는 백제시대

에 김제의 벽골제와 고부의 눌제가 축

조되어 있었다. 

백제가 동진강 수계권의 저습지를 

개간하고 수리제방을 축조한 것은 오

로지 국가적 경제력의 강화가 목표였

을 것이다. 백제는 마한을 복속시키면

서 인구증가에 따른 농업경제력 강화

는 필수적이었으며, 농산물 확보와 조

세 수입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었을 것

이다. 백제가 동진강 수계권에 벽골제

와 눌제를 축조하는데 기술지원을 한 

것도 농산물 확보와 국가경제력 향상

이었을 것이다. 김제 벽골제 일대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포교리와 태극포를 

통해서 물류유통이 이뤄졌고, 고부 눌제 일대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대포를 통해서 백산성 

포구에서 물류유통이 이뤄졌다. 동진강 수계권에서 생산된 곡물은 모두 백제의 도읍지였

던 한성, 공주, 부여까지 선박으로 수송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 고이왕대

에 이르기까지 벼농사의 경작지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인 제방 축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

다. 백제는 330년경 동진강 수계권에 진출하면서 벽골제와 눌제의 축조하면서 경작지 개간

과 제방 축조를 완결짓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벽골제, 눌제의 경제적 자산의 가치는 막

대한 것이었으며, 백제의 농업경제력 기반 강화를 충족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9. 동진강 수계권의 해양지리 고환경지도
(제주문화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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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골제와 눌제는 누가 쌓았을까? 벽골제와 눌제는 동진강 수계권에 이웃하고 있다. 현

재 벽골제는 수차례의 발굴 과정을 통해서 제방 축조 기법과 그 규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눌제는 아직까지 발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벽골제의 축조를 중심으로 

동진강 수계권의 수리 제방 이야기를 전개시켜 보고자 한다. 벽골제가 초축되던 330년경

에는 백제가 동진강유역의 마한세력을 복속한 시점은 아닌 듯하다. 백제는 동진강 수계권

에 위치한 마한 소국들과 외교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벽골제를 축조하여 농업생산

력을 강화하기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마한 소국 세력들은 노동력을 동원하였고, 백제는 

벽골제 축조에 토목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는 국가 간에 우수한 토목, 건축 기술자를 서로 파견하여 돕는 

관행이 있었던 듯하다. 신라가 황룡사를 건축하는데 백제의 토목기술자 아비지를 파견하

였고, 백제가 익산 미륵사를 창건할 때에도 여러 종류의 장인들을 파견하여 돕도록 지원

하고 있다.19 벽골제 개축과 관련하는 쌍룡설화에서도 신라의 토목기술자 원덕랑이 등장

하고 있다. 백제가 마한에 토목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하였을 것이다. 벽골

제 축조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도 백제는 토목기술을 지원하였

을 뿐 백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기에 역사 기록에 남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니

었을까. 그러나 백제는 벽골제를 축조하는데, 토목기술자를 파견 지원함으로써 금강 이남 

동진강 수계권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백제는 벽골제 축조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경

제력을 향상시키는 여건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벽골제의 축조 공법에는 백제의 토목기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백제는 풍납토성 판축 기술과 저습지 개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백제의 토목 기술이 벽골제를 완공시켰고, 벽골제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첫째, 벽골제 축조에 부엽 공법 기술이 적용되었다.  

2.	동진강	수계권의	벽골제와	눌제	축조

19)

20)

『삼국유사』권2, 「기이」 武王, “眞平王遣百工助之”

윤무병, 1992, 「김제 벽골제 발굴보고」, 『백제고고학연구』, 백제연구총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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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벽골제방의 성토층
(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그림 60. 벽골제방의 부엽토층
(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1975년 벽골제 발굴보고서에 벽골제 축조 공법이 백제토성의 축성 방식과 흡사하다고 

밝혔다.20 백제는 290년경 풍납토성을 증개축하고 있었으며, 풍납토성의 부엽공법 기술이 

벽골제 축조에 적용된 것이다. 부엽공법(敷葉工法)은 흙에 풀이나 갈대, 나뭇잎과 가지 등

을 섞어서 제방을 튼튼하게 쌓는 판축기술을 말한다. 최근 전북문화재연구원이 주도한 벽

골제 발굴 과정에서 부엽공법이 드러났다. 벽골제방에 저습성 식물이 압축된 것과 함께 

나뭇가지와 갈대, 저습식물 등을 깔아서 압축한 부엽공법의 판축이 발굴 과정에서 확인되

었다. 이와같은 부엽공법은 벽골제가 저습지에 쌓는 제방이기에 더욱 견고하게 쌓기 위하

여 적용된 토목 기술이었다. 벽골제의 축조 공법은 백제의 풍납토성의 판축 방식과 흡사하

다. 풍납토성의 축조는 흙으로 성벽을 쌓을 때 10㎝ 두께마다 나뭇잎, 나무껍질, 볏짚 등 

식물유기체를 얇게 깔고 뻘흙을 교대로 덮으면서 쌓는 부엽공법으로 확인되었다.21 백제는 

3세기경 풍납토성의 판축 공법과 부엽 공법의 토목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토목 기술

을 벽골제 축조에 활용한 것이다. 

둘째, 벽골제는 갯벌저습지에 쌓았다. 

벽골제는 김제시 부량면 포교리에서 명금산까지 3.3㎞의 제방을 말한다. 또한 벽골제는 

동진강 수계권에 위치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제군」 고적(古蹟)에 벽골제의 담수(湛水)

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물의 근원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모악산 남쪽에서 내려오는 두

21) 전북문화재연구원, 2014, 『벽골제Ⅰ』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벽골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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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과 모악산 북쪽에서 내

려오는 원평천이 합류하여 

벽골제로 흘러들고, 다른 

하나는 태인현 상두산에서 

용호천이 고부군의 눌제천

과 동진에서 합쳐지고 만경

현 남쪽을 경유하여 바다

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

리고 다섯 개의 도랑을 파

서 논에 물을 대었다고 했

는데, 첫째 도랑인 수여거는 만경현 남쪽에 이르고, 둘째 도랑인 장생거는 만경현 서쪽 윤

부에 이르며, 넷째 도랑 경장거와 다섯째 도랑 유통거는 둘다 인의현 서쪽으로 흘러 들어

간다. 다섯 도랑이 물을 대는 땅은 모두가 비옥하다고 하였다. 다섯 도랑의 물은 모두 만

경, 태인, 고부, 화호, 감곡, 부령 등 평야지대로 공급되었다. 

벽골제의 다섯 도랑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된 점을 보았을 때, 현재의 벽골제 제방 아래

에 농경지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벽골제의 관련 지

명에서 확인되고 있다. 포교리(浦橋里)는 벽골제의 시작점이고, 그곳에 신털미산이 있다. 

포교를 ‘갯다리’라 하였으니, 포교리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강변, 포구 마을이다. 지금도 원

평천과 두월천 합류하여 포교리를 거쳐서 동진강으로 흘러가고, 태인 상두산과 정읍 내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고부천과 합수하여 동진강으로 흘러든다. 역으로 서해에서 배

를 타고 동진강따라 올라오면 포교리에 쉽게 당도할 수 있다.22

조선후기 지방지도 김제군 지도를 살펴보면 벽골제가 동진강 하류 저습지에 축조되었

음이  확인되고 있다. 1872년 김제군지도에 “포교수류입부안동진조진삼장조퇴연륙(浦橋

水流入扶安東津潮進三丈潮退連陸)”이라는 표기가 있고, 만경현지도에 동진강, 원평천, 고

그림 62. 1872년경 벽골제의 위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조선후기 지방지도』, 김제군 지도) 

22) 송화섭, 2009, 「김제 벽골제와 수리농경」, 『전북전통문화론』, 글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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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중국, 2010, 「백제의 水利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보』4, 백제학회.

부천의 합류 하구에 “조진수심

삼장조퇴사척(潮進水深三丈潮

退四尺)”으로 표기되었다. 포

교리의 물흐름은 부안·동진강

에서 들어오는데 만조시에 3장

(6,24m), 간조 시에는 육지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벽

골제가 위치하는 동진강과 원

평천 일대는 만조 시에는 3장

(6.24m), 간조 시에는 수심이 4

척(0.83m)이다. 1872년경 벽골

제 제방 아래 포교리에 만조 시 

수심이 3장(6.24m)이고 간조 

시에는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

다. 조선 후기까지 조수의 영향

을 받아 바닷물이 벽골제 아래까지 깊숙하게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벽골제 아

래는 갯벌지대였음을 말해준다.23

최근 벽골제가 방조제냐 담수제냐 하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1872년 김제군지도와 만경

현지도에 벽골제가 위치하는 동진강 유역에 상시적으로 조수의 침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벽골제가 시작하는 포교리(浦橋里)에는 간조 시에 연륙(連陸)하는 지리 지형이었다면, 

상시적으로 벽골제 제방 아래까지 바닷물이 침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벽골제 인근 장화

리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백중사리 때 바닷물이 동진강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고, 만약에 

만조시에 비가 내리면 동진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발생하여 징을 치고 돌아다니며 주민들

을 대피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까지도 부안 동진강을 따라 

바닷물이 벽골제 아래까지 들어왔고, 동진강 유역은 넓은 저습지(갯벌지대)가 광범위하게 

그림 63. 벽골제 보축 초낭(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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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벽골제가 지반이 연약한 저습지에 제방을 쌓았다는 사실이 부

엽 공법과 초낭 발굴로 드러났다. 초낭은 벽골제를 발굴하면서 보축 제방 성토층 하부에

서 발견되었는데, 풀로 만든 주머니에 진흙을 담아서 연약한 지반을 견고하게 다지는 공법

이었다. 초낭이 제방 보축에 활용된 것은 국내 최초로 벽골제에서 발견되었다.

벽골제는 동진강 수계권에 도작농경지를 확보할 목적에서 저습지를 개간하는 대규모 토

목공사였다. 저습지 개간은 평야지대 확보와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었다. 당시에는 하천 

유역에 제방시설이 없었기에 바닷물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조수로 드나들었다. 조수는 바

닷물의 내륙 침투를 말한다. 그리고 조수가 들어오는 저습 지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갯

벌지대였다. 하천 유역의 평야지대에 농업용수를 최대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담수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저습 지대에 벽골제를 축조한 것이다. 벽골제는 바닷물의 침투를 막는 방

조제와 농업용수를 담수하는 저수지 기능의 겸용 제방으로 보아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

람』 「김제군」 고적조와 1872년 김제군 지도를 분석해보면, 벽골제가 방조제냐 아니면 저수

지냐 하는 논란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  

백제가 동진강 수계권을 그만큼 중시하고 주목하였다는 사실은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고사부리성의 운영이 말해준다. 백제는 성왕 16년(538)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위하여 5방성 체제의 지방제도를 실시한다. 5방성은 다

섯 곳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거점화하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일이다. 당연히 백제의 중

앙세력들을 파견하는 방식이었다. 오방성(五方城)은 백제의 국가적 전략지에 조성하였다. 

북방성은 충남 공주, 남방성은 전북 남원, 서방성은 충남 예산, 동방성은 충남 논산에 두었

으며, 중방성을 정읍 영원·고부에 두었다. 백제 중앙정부가 영원·고부 일대의 정치적, 경제

적, 군사적인 효율성을 확인하고 중방성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백제의 오방성은 왕도 부여

를 중심으로 지방 통치 조직을 구축하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제의 구축 방안이었다. 

3.	웅진백제시대	영원의	도작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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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백제는 

중방성을 영원·고부에 

설치하였던 것일까. 그

리고 왜 영원과 고부 

에 중방성의 치소를 

두었느냐 하는 것인

데, 두 지역은 이웃하

면서 역할 분담을 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측면에서 중

방성의 영원·고부 설을 

검토해보자. 대외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동진강 수계권의 곡창지

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생산과 관리, 원활한 물류 유통이 고려되었을 것이며, 다른 하나

는 고창, 영광, 나주 등 영산강 유역권의 마한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중방성

을 영원·고부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영원은 곡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 운용 본부

가 있었다면, 고부에는 정치적, 군사적 중방성 지휘 본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

으로 영원·고부는 백제의 수도권과 수로 교통 및 해상 교통이 매우 용이한 근접 지역이며, 

도작산업화단지의 조성이 가장 매력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방성을 김제의 벽골제 근처에 설치하지 않고 정읍의 영원·고부에 설치하

였느냐 하는 점이다. 김제의 벽골제는 자연지리적 여건상 치소성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적

절치 못하였고, 물류 유통을 위한 해상 및 수로 교통의 여건이 미흡하였으며, 군사적 방어

체제가 취약하였던 점이 중방성의 위치 선정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동진강 수계권에

서 영원·고부가 해상 교통의 접근성과 수로교통의 활용면에서 김제보다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원과 고부는 자연지리적 여건상 치소(治所)로서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영원의 중심은 은선리이며, 천태산이 은선리의 배산이라면, 고부천이 

임수가 된다. 천태산의 태조산은 두승산이다. 두승산이 영주산(瀛州山)이다. 두승산의 지

맥이 고부리 성황산까지 이어지는데, 고부리의 주산인 성황산에 백제시대 고사부리성을 

그림 64. 고사부리성 항공사진(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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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였다. 영원의 은선리 토성과 고부의 고사부리성은 금사동산성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을 보여준다. 이 금사동산성을 고사비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사동산성은 아직

까지 발굴되지 않아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군사적 기능을 하

였던 산성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영원·고부는 치소성으로써 풍수지리적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과 수로 교통의 여건이 좋아 물류 유통과 경제적으로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었

으며, 정치적, 군사적인 전략지로서도 매우 탁월한 지역이다. 두승산은 김제, 만경, 백산, 

부안, 정읍 일대를 한번에 조망할 수 있는 산세를 갖추었으며, 은선리 앞 마을인 앵성리 노

교마을에는 고부천의 대포(大浦)가 위치하고 조수(潮水)가 대포까지 드나들어 수로교통이 

용이한 지역이었다. 이처럼 영원·고부는 치소성과 수로·해상 교통의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5방성의 지방통치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

리고 5방성은 정치적, 군사적 거점지역에 설치하였다. 영원 일대에는 마한의 분구묘가 분

포하기도 하지만, 백제의 석실분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영원면 일대에는 백제 횡혈식 석실

분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영원면 천태산과 그 주변에는 장문리 고분군, 탑립리 고분군, 운

선리 고분군, 후지리 고분군, 지사리 고분군, 운학리 고분군, 산메리 고분군, 동지리 고분

군, 금계리 고분군, 무릉리 고분군 등 무려 10여 개 고분군에서 270여 기의 백제시대 횡혈

식 석실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백제의 석실분은 백제 중앙세력의 영원 진출을 의미하거나, 

마한세력의 백제화를 의미한다. 

영원 일대 백제 석실분은 사비백제

시기 고부에 중방성을 설치하기 이전

에 마한의 분구묘 조영 세력들이 백제

의 중앙세력들과 교섭하면서 받아들인 

묘제로 보인다. 천태산 아래 마한 토착

세력들은 백제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

서 석실묘를 조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

원의 거주집단이 어느 정도의 수준과 그림 65. 천태산 백제 횡혈식석실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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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유지하였는지 운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제투조과판과 금동장식금구가 말해

준다. 이러한 금속 유물은 당시 백제 수도 부여에서 영원에 파견된 지배층이 사용했거나 

영원의 토호세력 가운데 유력자층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읍 영원, 고부 일대의 횡혈

식 석실분은 백제 수도 공주, 부여의 분묘라는 점에서 사비시기 백제문화가 은선리 마한세

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었다고 본다. 영원 천태산 일대의 마한 소국 세력들은 도작산업단지

를 운영하면서 백제 중앙 세력과 빈번하게 교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태산 일대 백제의 

횡혈식 석실분은 백제의 중앙 세력이 이주해와 거주하면서 만든 무덤과 마한시대 은선리 

일대 유력자들의 무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은선리 천태산의 백제 석실분은 고사부리성에 중방성을 설치하는 배후 세력이었고, 고

사부리성을 축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집단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경제

적 기반위에 중방성이 설치 운영된 것이다. 중방성의 주체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역량

을 가진 중앙의 귀족층, 관료층들이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정

읍, 고창 지역의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군사적으로는 영산강 유역권에 속하는 고창, 영광, 

함평, 나주 등 마한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동진강 

수계권에서 생산되는 물산을 백제의 수도권으로 운송하는 물류 유통을 담당하였을 것이

다. 오방성 가운데 영원·고부에 중방성을 설치한 것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입지가 고려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瀛原)은 해상 교통과 수로 교통의 최적지였고, 고부는 정

치적, 군사적 요충지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부와 영원은 두승산의 자락에 위치하

고 있으며, 두승산은 호남 평야 지대에서 우뚝 솟아있어 조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두승

산은 삼신산인 영주산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영원·고부에서 문화사상적 중심 기능도 하

였다. 사비백제 시기에는 도교문화가 발달하였다. 부여의 도교문화가 영원에서 자리잡았

다. 영원이 그 중심이었다. 영원(瀛原)의 주산이 천태산 신선봉(天台山 神仙峰)이며, 태조산

이 영주산(瀛州山)이다. 영주산은 삼신산가운데 하나이다. 천태산은 중국 최고의 도교성

지이며, 은선리는 신선사상이 깃든 곳을 말한다. 영원면 석실분 세력들이 사비백제 중앙세

력과 교섭하면서 수도권의 도교문화를 영원에 이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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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성의 치소가 영원인지 고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영원은 두승산 천태산권의 치소

였고, 고부는 두승산 성황산권의 치소였다. 영원과 고부의 중간에 금사동산성이 위치하

고 있다. 영원의 천태산 일대에 백제 횡혈식 석실분 270여 기가 집중 분포하고 있을 뿐 산

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천태산 아래 은선리토성이 있지만 천태산에는 군사적 방어

의 산성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금사동산성을 넘어서 고부에는 성황산(133m)에 고사부

리성이 축조되어 있다. 영원 천태산에는 산성이 없는 반면에 고부 성황산에는 산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성황산의 고사부리성이 『삼국사기』지리지 고부군의 치소성으로 보아야 한다. 

고사부리성은 성황산 정상부와 서쪽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테머리산성이다. 고사부리성

이 중방성이요, 중방성은 성황산에 축조된 산성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현재로서는 금사

동산성이 발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제의 중방성은 고사부리성으로 보아야 한다.  

고사부리성의 축성 기법은 웅진기 말에서 사비기에 보편화된 성곽 축조 기법이 나타난

다. 고사부리성에서는 백제의 축성 기법과 함께 유적 내부에서 상부상항(上阝上巷) 명문의 

인장와(印章瓦)가 출토하였다. 이러한 인장와는 사비백제 시기 부여 부소산성과 익산 미륵

사, 왕궁리 유적 등 왕궁유적

에서 출토하는 인장와와 동일

한 양식이다. 고사부리성에서 

출토된 장방형 인장와에 오부

오항(五部五巷)의 글씨가 음각

으로 찍혀있는 것은 사비도성

에서 만들어 고사부리성에 공

급한 기와일 수 있다. 고사부

리성 출토 인장와는 고사부리

성을 축성하는데 중앙 정부에

서 토목기술자와 건축자재를 그림 66. 고사부리성 발굴성벽(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4.	사비백제시대	고부의	중방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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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하고 공급하였음을 말해준다. 

건축 자재는 금강 유역에서 바닷길따라 

이웃하는 동진강 유역으로 들어오는 접

근성이 가깝기에 그러한 추론이 얼마든

지 가능하다. 

물론 고사부리성 축조는 국가적 토

목공사이기에 상부상항 명의 인장와를 

현지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겠지만, 고

사부리성은 국가적인 축성 공법의 기술

과 건축 자재가 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공주의 공산성과 부여의 부소산성에서는 원형의 ‘대통(大通)’명 인장와가 출토되었는

데, 527년 중국 양의 연호인 대통이 음각된 것이다. 대통 명은 성왕이 부여로 천도한 이후 

중방성 공사가 착공되었음을 말해준다. 성왕대 초기에 고사부리성이 축성되고, 고사부리

성 아래에 행정촌의 신도시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원의 은선리토성은 경제적

인 물류유통의 중심도시였다면, 고부의 고사부리성은 정치적, 군사적인 기능의 행정도시

였던 것이다. 백제 중방성은 이성(二城) 체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부의 고사부

리성과 금사동산성은 성왕대 이후 의자왕대에 이르기까지 해양 방어 체제의 중심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웅진천도 이후에 동진강 수계권인 영원, 고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

다. 백제가 금강 유역에 도읍을 조성하면서 곡물 수급처로 영원, 김제에 도작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원의 물류 유통 중심은 영원 천태산 일대에 분포하는 횡

혈식 석실분 270여 기가 말해준다. 천태산 일대 횡혈식 석실분은 마한 세력이 백제의 중앙 

묘제를 받아들이고, 백제의 지배 계층이 영원에 진출하였음을 말해준다. 천태산 일대 횡

혈식석실고분에서 웅진 시기 이후 유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웅진백제 시기에는 영원이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었다. 영원은 자연지리적 환경과 해상 및 수로 교통의 발달, 곡물 수

급 및 물류 유통 등이 충족 요건이었으나, 군사적 기능은 취약했던 곳으로 보인다. 

백제의 중방성은 기존의 지방세력이 웅거하는 영원에 들어간게 아니라 고부 성황산에 

그림 67. 고사부리성 상부상항명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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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부리성을 축성하여 새로운 치소성을 조성한 것이다. 백제가 웅진에서 부여로 천도한 

이후 중방성의 치소를 고사부리성에 설치한 것이다. 백제의 중앙 정부는 중방성을 설치한 

후에 지방관을 공식적으로 파견하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영원은 마한 토

착세력의 중심이었기에 고부 성황산에 신도시를 조성한 것이다. 영원은 치소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경제적인 물류 유통의 여건은 좋은 곳이었지만, 사비백제 정부는 정치적, 군사적 

여건을 고려하여 고사부리성에 중방성을 설치한 것이다. 영원의 치소성은 은선리토성으로 

추정되는데, 은선리토성은 평지성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안고 있다. 

사비백제 정부는 경제적 측면보다 군사적인 전략 거점을 고려하여 고사부리성에 중방

성을 조성한 것이다. 중방성의 설치는 정치적 중심이 영원에서 고부로 이동하였음을 말해

준다. 중방성이 고사부리성에 조성되면서 영원과 고부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영원은 수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포에서 곡물 운송과 물류유통의 경제 중심의 

치소 기능을 하였다면, 고부의 고사부리성은 정치적, 군사적 중심의 치소성 기능을 하였

다. 백제 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이후 5방성을 설치하여 새로운 지방 통치 제도를 

실현하려 했다. 중방성의 비중은 백제 경제력 부흥과 영산강 유역 마한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이었다.  

백제의 동진강 수계권 개발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기에는 300년경에서 

500년경까지는 마한 세력과 공동으로 김제의 벽골제, 고부의 눌제를 축조하고, 대규모 수

리제방 시설과 저습지를 개간하여 대규모 도작산업화단지를 개발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

졌다면, 500년경에서 백제 멸망기까지는 농작물 생산과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면서, 영산

강 유역의 마한세력을 견제, 통제하는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방성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백산성이다. 백산성은 동진강 

수계권에서 최고의 수로교통 및 해상교통과 해양 방어 체제를 구축한 산성이었다. 백산성

을 사이에 두고 고부천과 동진강이 합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길에 따라 고부천과 동진강

을 통해서 물산이 집하되는 곳도 백산성이다. 백산성은 하천과 바다의 경계에 위치하여 수

로 교통과 해상 교통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으며, 백산성은 고사부리성과 주류성으로 진

입하는 해안 포구에 위치하여 군사적 해양방어성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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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상교통과	수로교통의	요충지	백산성

한편 백제시대 영원 세력

이 눌제천을 장악하고 경제적

인 물류유통의 거점지로 활용

한 곳이 백산성(사적 제409호)

이다. 백산성은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백산(47.7m)에 위치한

다. 백산성은 평지돌출형 바위

산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승산의 지맥이 백산성까지 내

려가 연결되어 있다. 고지도를 

살펴보면, 서해의 바닷물이 백

산성까지 들어와 커다란 백산

만(白山灣)이 조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간척사업

과 수로 제방을 쌓으면서 옛 모

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동진강 

수계를 살펴보면, 동진강과 고

부천이 백산성 앞에서 합수하

고, 정읍천과 동진강이 합수하

여 백산만으로 흘러내려온다. 

<그림 68>지도는 백산앞에서 

원평천, 정읍천, 동진강, 고부천

에 모두 합수하는 그림을 그렸

다. 백산성을 가운데에 두고 동

그림 68. 1899년경 백산과 삼포
(『호남읍지(湖南邑誌)』(1899년, 奎-12181), 고부군 지도)

그림 69. 1872년경 천태산의 지맥이 백산까지 이어진 모습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조선후기 지방지도』, 고부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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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 수계권과 고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백

산만에서 만난다는 것인데, 역으로 백산만에

서 바닷물의 조수가 동진강 수계권과 고부천 

방향으로 매우 깊숙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정읍 이평면 일대를 ‘배들평야’라

고 하는데, 배가 동진강따라 배들평야 일대

까지 올라갔다고 보아야 한다. 일제강점기까

지도 바닷물이 동진강따라 신태인 일대까지 

들어 갔으며, 고부천을 따라서 영원 은선리 

앞까지 조수따라 배가 들어갔던 것이다. 생

각보다 바닷물이 내륙 깊숙하게 들어갔다. 매달 음력 보름과 그믐 사리에 맞춰 바닷물이 

내륙 깊숙하게 들어오면 백산만 일대 동진강유역과 고부천 일대는 마치 바다 속에 섬과 같

은 지형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사실은 일제강점기 고부평야 일대를 찍은 <그

림 70>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산성은 해상 교통과 수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

하고 있다. 백산성이 위치한 지명은 용계리인데, 용계리에는 산내마을과 회포마을이 있다. 

회포마을은 바닷물을 따라 배가 들어왔다가 돌아나간다는 회포(回浦)에 생성된 마을이다. 

<그림 72>에는 회포를 포락(浦落)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회포의 명칭은 회포를 정점으로 

큰 항만(港灣)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고지도에는 회포 앞 해안을 삼포(三浦)로 표기하

그림 70. 바닷물이 범람한 고부평야(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제공)

그림 71. 회포마을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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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서해의 바닷물이 백

산만(白山灣)까지 깊숙하게 들

어왔으며, 회포는 물류 유통과 

수송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사실은 고지도의 

선박(船舶) 그림과 선소(船所) 

표기<그림 72>가 말해준다. 

산내 마을은 백산 안(內) 쪽 마

을이라 산내(山內)의 지명이 생

겨난 듯하다. 산내마을은 우리

말로 뫼안·메안이라고 불렀으

며, 산내마을의 북서쪽 지명은 시기라고 불렀다. 시기(市基)는 장터의 한자 표기이다. <그림 

72> 에 용계(用溪)가 등장한다. 용계는 백산이 동진강과 고부천의 수로교통을 이용하기 좋

은 곳이라는 지명이다. 현재 회포는 용계리에 속하는 마을이다. 백산장터는 옛날부터 회포 

옆에 조성된 큰 장터였고, 해상교통과 수로교통의 접경지로서 물류유통이 매우 용이한 곳

이었다. 시기마을의 장터는 백산성에서 물류유통의 중심지였음을 지리적으로 말해주고 있

다. 이러한 사실은 백산성 발굴 결과 확인되었다.

2008년~2009년까지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마한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밝혀졌

그림 72. 1872년경 백산 회포(浦落)와 선소의 위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조선후기 지방지도』, 고부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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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17기의 마한 집자리가 확인되었으며, 산 사면을 따라 3중의 환

호가 둘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토유물은 완·발·장란형토기·시루·주구토기가 출토되었

고, 자연유물로는 쌀·보리·밀·조·콩·팥 등의 탄화작물종자, 잡초종자, 동물뼈 등이 다량출토

되었다. 주거유적의 조성 시기는 집자리에서 검출된 탄화 곡물 및 목제 등의 방사선탄소연

대 측정 결과, 2세기~4세기 중반으로 편년되었다.24 마한·백제시대에는 고부 지역의 물산

이 고부천을 통해서 백산에 내려오고, 정읍, 태인 지역의 물산은 동진강, 정읍천을 따라 백

산성 아래에 집하되었으며, 김제 벽골제 일대에서 생산되는 물산도 백산장터로 집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산장터의 역사는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시대 김제 벽골제 

부근과 고부의 눌제 부근, 정읍천 일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과 가축 등 물산이 백산

성 장터에 집하(集荷)되었으며, 회포에서 선박에 선적하여 부여, 공주, 한성 등으로 수송된 

것으로 보인다.  

24)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백산성Ⅱ』 ; 최완규, 2016, 「百濟 中方文化圈內 馬韓 基層文化와 百濟」, 『백제 속의 

백제 중앙과 지방』, 정읍시·정읍문화원.

백제부흥전쟁에서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을 거점으로 나당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

렀다. 주류성은 부안 내변산 울금바위 아래 포곡식 산성으로서 험난한 요새로 방어성으

로 구축되어 있다. 백제부흥운동의 후반기는 주류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학계

의 정설이다. 백제부흥군은 초기부터 임존성과 주류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임존성은 

수도 부여의 북쪽에 위치하고, 주류성은 수도의 남쪽 변산반도 험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

도 남쪽 지역에서 백제부흥군의 총 본산은 주류성이었다. 백제부흥군은 왜에 체류 중이던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추대하고 도읍을 주류성에 두었다. 

백제부흥군의 도읍을 정하는 것에 주류성과 피성의 이견이 있었다. 주류성은 산이 높

6.	백제부흥운동과	백강구전투와	주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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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우금산성(주류성)의 성벽그림 73. 울금바위와 우금산성 

고 계곡이 깊어 방어성으로는 적합하나, 전쟁 시에 백성과 군인들의 식량 보급이 걱정되었

다. 반면에 피성은 식량 보급은 충족하나 적과 거리가 가깝고, 군사적 방어 체제의 구축이 

난망하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복신의 주도하에 백제부흥군의 도읍은 662년 12월에 주류

성에 피성(避城)으로 옮겼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다시 주류성으로 환도하였다. 피성은 『일

본서기』의 기록인데, 피성은 벽성(辟城)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벽성은 백제시대 벽골군 치

소성이다. 벽골군은 330년 벽골제(碧骨堤)가 축조된 이후에 김제의 지명이다. 김제의 지명

도 벽골제에서 파생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피성에서 주류성으로 환도한 후에 백제부흥

군 지도층 내 이견과 갈등으로 내분이 발생하였다.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부여풍이 복

신을 살해하는 등 백제부흥군 지휘부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백제부흥군들의 내분을 틈타 나당연합군의 주류성 공격 속도가 빨라졌다. 나당

연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 수륙병진의 협공 전략을 세웠다. 신라군은 문무왕이 김

유신 등 28장군을 거느리고 신라군에 총동원령을 내렸고, 유인원, 손인사가 거느린 당의 

육군도 웅진도독부에서 백강으로 진군하였다. 바다에서는 유인궤와 부여융이 거느린 당

의 수군 7,000명이 웅진강에서 배를 타고 백강으로 진군하였다. 나당연합군들은 백강구에

서 만나 주류성을 협공하기로 하였다. 백제부흥군도 백제의 육군들이 신라군과 싸우기 위

하여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왜의 수군선단 1천 여척이 백강구에 집결하여 나당연합군의 

수륙 협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육지에서는 백제군과 신라군이 싸웠고, 백강구(백산만)에서

는 왜의 수군과 당의 수군이 격렬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나당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88 Ⅲ 마한 백제시대 동진강 수계권의 수로·해상 교통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된다. 왜의 선단이 백강구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고부천과 백산만의 조수간만(潮水干滿)

의 차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여 왜의 수군 선단이 갯벌에 발 묶여 당나라의 수군에게 크게 

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강구는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백산성 발굴에서 수많은 곡물과 동

물 뼈들이 출토하였다. 백산성(白山城)은 삼국시대 동진강 수계권의 물류집하장이었다. 백

산성은 동진강 하구에 위치하면서 벽골제의 원평천과 연결되었고, 눌제의 고부천과도 연

결되었다. 따라서 벽골제와 눌제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수로 교통으로 운송해오는데 용이

하였고, 매우 적절한 장소였다. 『일본서기』에 백제부흥군이 왜의 수군을 맞이하여 나당연

그림 75. 동진강 하구 바다쪽에서 바라본 백산성(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그림 76. 내륙쪽에서 바라본 백산성 항공사진(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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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군과 전쟁을 치른 곳을 백촌(白村)

이라 하였으며, 나당연합군의 전선 

170여 척이 백촌강에 진열하여 주류

성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다. 백촌강

(白村江)은 백촌을 끼고 흐르는 강을 

말하는데, 주류성쪽으로 흐르는 고

부천이 백촌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부천은 백제시대에 백촌강이었

고, 백촌강의 하구가 백강구(白江口)

였다. 백강구는 백산성의 회포(回浦)

가 위치하는 백산만 안쪽을 가리키는 지명일 수 있다. 바다에서 주류성을 접근하는데 가

장 용이한 길목이 백촌강이었고, 백촌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부 대포까지 바닷물(조수)

이 들어갔다. 백산만에서 주류성의 진입은 고부천을 따라 올라가면 주산면 소재지에서 사

산리를 거쳐서 위금암을 바라보며, 물길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위금암산성(주류성)에 다

다른다. 위금암산성을 진입하기 전에 주산면 사산리 석성과 소산리 토성이 있는데, 두 곳

에서 백제시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25 주류성의 좌표는 위금암이다. 주류성은 위금암을 

정점에 두고 포곡식으로 축성한 산성이다. 주류성은 육로 진입은 쉽지 않다. 부안읍 서쪽

의 주상천을 따라 올라가거나, 고부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개암천을 만나 울금바위쪽으로 

진입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백제시대 주상천보다는 고부천의 수로 교통이 발달

하였기에 고부천을 통해서 주류성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천의 대포는 고려시대 삼별초군의 배가 진주해 있을 정도였으니 큰 포구였다. 서해

에서 백산만까지 고부천을 따라 올라가면 대포에 이르고, 대포에서 영원 은선리에 진입이 

용이하고 고사부리성의 진입도 가능하다. 고부 눌제를 중심으로 영주산 아래에 중방성인 

고사부리성이 들어섰고, 눌제 들녘 건너편에는 위금암에 조성된 주류성이 축성되었다. 그

렇다면 영원은 백제의 경제적 기반이었고, 고부 고사부리성과 부안 위금암 주류성은 군사

25) 전영래, 1975, 「扶安地方 古代圍郭遺蹟과 그 遺物」, 『全北遺蹟調査報告』 4, 全羅北道博物館.

그림 77. 백산성 옆으로 흐르는 고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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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충지였다. 영원과 고사부리성, 

주류성으로 진입하려면 백촌강(고부

천)따라 올라가야 가장 접근이 용이

하고 진입이 가능하다. 백제시대 당

시 백산촌(白(山)村)을 끼고 흐르는 

백촌강(白(村)江)이 고부천이며, 고부

천을 따라 조수가 내륙 깊숙한 대포

까지 드나들었다. 백촌강의 물줄기

는 백산만과 연결되어 서해바다로 흘

러들어갔다. 백산성의 마을이 백촌

이었고, 그곳에 물류유통의 장시(場市)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장시는 농산물 집하장이

었고, 백산만을 통해서 물류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백산만은 백촌강(고부천) 하구였

으며, 백강구였다. 현재 백강구에는 회포라는 지명이 백산만의 영화를 지켜내고 있다. 백

강구는 수백척의 배들이 정박할 정도로 넓었고, 백강구에서 백제 지상군, 왜의 수군과 나

당연합군이 주류성의 방어와 공격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현재 백산성은 부안군에 속했지만, 원래 고부군에 속한 백산성이었다. 백산성은 고부 

영주산의 지맥이 천태산으로 내려와 백산성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니, 지리적으로 고부

문화권과 연계되어 있다. 천태산의 산세(龍)가 백산성까지 길게 뻗어내리고 산세의 우측

에는 동진강이, 좌측에는 고부천이 흐르고, 조수도 양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1872년 고부군지도에 백산 용계리(用溪里)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깊

숙하게 내륙으로 들어왔었다. 고환경지도에서 당시 해안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백산성은 

서해 바다에서 동진강 하구 백산만으로 들어보면 정점에 돌출되어 있는 바위산이었다. 정

읍천이 동진강에 합류하여 백산성으로 흘러 내려왔고, 고부천이 백산성으로 흘러내려 왔

다. 자연스럽게 백산성은 정읍천 일대와 고부군 일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산들이 뱃길을 

통해서 백산성으로 집하되었고, 백산성 회포에서 큰 배에 선적하여 대도시로 운송하는 교

통 수단이 일제강점기까지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한·백제시대까지 올라간다. 백제가 한성에서 공주로 천도

그림 78. 백산성에서 바라본 동진강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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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사비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진강 수계권 개발을 본격화하였다. 백제가 동진강 수계

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330년에 벽골제를 완공한 이후다. 백제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

면서 가장 큰 토목 사업이 농지 개간과 제방 축조였다. 백제는 벽골제 축조 이후에 고부에 

눌제 축조에 나서고 김제·정읍·영원·고부 일대의 자연지리 환경과 해양지리적 환경을 주목

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웅진백제는 정읍·영원에 

진출하여 도작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사비백제 시대에는 고사부리성을 쌓고 중방성을 설

치하는데까지 이른다. 백제가 오방성 가운데 중방성을 고부에 설치, 운영하였다는 것에 주

목해야 한다. 그만큼 영원·고부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실익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그 중심에 백산성이 있었다. 백산성은 마한·백제시대에 눌제와 벽골제 일대에서 생산되

는 농산물의 물류 유통 센터가 조성되었던 곳이며, 백제부흥운동 당시 백제·왜 연합군과 

나당연합군이 대전투를 벌일 정도로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백제부흥군이 백강구 전투에

서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하자 백산성 중심의 동진강 수계권은 몰락을 가져왔고, 영원 은선

리 치소와 고부 고사부리성과 주류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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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 검단선사와

줄포만의 자염

1. 줄포만은 한국 자염의 발상지

2. 검단선사는 누구인가

3. 줄포만의 자연환경과 염정

4. 검단선사의 자염불사와 신격화

5. 검단선사의 자염전수는 선농일치의 수행법

6. 맺음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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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포만은	한국	자염의	발상지

오늘날 한국인이 섭취하는 소금은 천일염이다. 천일염은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햇

빛에 자연건조시켜 만드는 소금을 말한다. 그런데 줄포만에서 자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가 전해온다. 자염 전설은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에서 전해온다. 자염(煮鹽)은 염도가 높

은 함수(鹹水)를 가마에 넣고 끓여서 만든 소금을 말한다. 함수는 갯벌의 물웅덩이에 고인 

바닷물이 조수의 영향으로 염도가 높아진 짠물이라 할 수 있다. 함수는 조수(潮水)가 드

나드는 갯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갯벌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있어야 함수를 얻을 수 있

다. 자연은 천일염을 만드는 공정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자염이 천일염보다 품질이 우수한 

소금으로 알려졌다. 줄포만에서 자염 생산은 검단선사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고, 자염을 

선운사의 보은염으로 바쳤다는 전설이 내려올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염의 발상지는 줄

포만 검당포 일대다. 실제 줄포만 검당포 일대에서 자염을 생산하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지만, 고지도에도 검당포(黔堂浦) 근처에 염정(鹽井) 표기가 나타난다. 염정은 소금샘, 소

금우물이라고 풀이할 수 있고, 소금샘물이 곧 함수다.  

옛날부터 줄포만 사등마을과 검당포(黔堂浦) 일대에서는 “검단선사가 선운산의 도적들

선운사 검단선사와 줄포만의 자염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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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쳤으며, 검단선사는 도적들에게 소금굽는 기술을 전수한 후에 

소금샘을 메꾸고 선운산으로 돌아가서 마애불(磨崖佛)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전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전설에는 예부터 그 지역에서 내려온 이야기이지만, 

역사적 주인공이 등장하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 이야기가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구전(口

傳)되어온 쓰여지지 않은 역사라 할 수 있다. 검당포 주민들의 증언과 고지도 염정 표기는 

줄포만에서 검단선사와 초적떼들이 자염만드는 실제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검

단선사 전설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자염에는 역사적 요소가 깃들어 

있지 않기때문에 검단선사와 초적떼와 마애불에서 역사적 진실성을 추적할 수 밖에 없다. 

먼저 검단선사는 실존인물일까 설화상 인물일까. 지금까지 검단선사는 백제 위덕왕대 

선운사의 창건주로 알려졌다. 검단선사의 호칭은 검단이라는 승려가 선승(禪僧)임을 알 수 

있다. 검단선사가 선종(禪宗) 승려라면 백제 위덕왕대 승려로 보기가 어렵다. 백제시대는 

왕도 중심으로 교종 불교가 성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선종의 등장은 신라 하대사회에

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조성되는 9세기초이니, 검단선사가 백제 위덕왕대 인물로서 선운

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검단선사(黔丹禪師)는 9세기초 통일

신라기 선종계 승려로 보아야 한다. 검단선사를 추적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선운사와 

도솔암 산신각에 봉안된 산신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운사 산신도에는 의운화상과 검단

선사 두 명이 산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두 선승의 산신화는 허구가 아니라 실재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인 산신각의 산신도는 그 옆 벽면에 걸어놓았다. 승

려를 산신으로 숭배하고 화상도(畵像圖)를 사찰의 산신각에 봉안해놓은 곳은 선운사와 도

솔암이 유일할 것이다. 

의운화상은 통일신라시대 승려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검단선사도 동시대의 승려

로 볼 수 있다. 산신도는 의운화상과 검단선사가 선운산 도량에서 산신으로 신격화되었음

을 말해준다. 검당마을 사람들이 검단선사가 검단샘을 메꾸고 선운산으로 돌아가 마애불

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마애불은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을 가리킨다. 도솔암 마애불은 

26) 진정환, 2015, 「高敞 禪雲寺 兜率庵 磨崖佛의 編年과 造成背景」, 『東岳美術史學』17, 東岳美術史學會,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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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말 고려시대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26 도솔암 마애불이 검단선사상이라는 

이야기는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 내내 선운사에서 검단선사가 신격화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검단선사와 초적떼를 연결시키는 일만 남았다.

선운산 도적떼는 무리지어 다니는 초적(草賊)같은 집단을 말한다. 초적은 농민들이 먹

을게 없어서 무리지어 다니며 구걸하는 좀도둑을 말한다. 신라 하대 700년대 말경 전후의 

시기에 신라에서 흉년과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아사자(餓死者)들이 발생하였다. 신라하대

사회의 정정불안 요인도 있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이 발생하면서 민란이 발생하고 

신라를 떠나 떠돌면서 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27 기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무리지

어 도적떼로 몰려다니는 초적(草賊)집단이 선운산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초적들은 

선운산에 숨어서 칩거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줄포만 검당포에서 배를 얻어타고 당나라로 

건너가는게 목표였을 것이다. 

788년 신라에서 가뭄으로 흉년이 발생하여 굶주리는 자가 많았다. 817년에도 흉년으

로 굶주려서 배고파 죽는 자들이 발생하자 신라 정부에서 주·군에 곡식으로 구휼을 하였

는데, 820년에도 흉년 기근으로 굶주려 죽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신라에서 흉년으로 

기근이 자주 발생하면서 초적떼로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굶주림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신라를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통일신라기 민간무역

이 성행하면서 신라인들은 당나라를 오가는 상선에 몸을 실고서 보트피플로 중국 동해안

의 산동성, 절강성 등지로 대탈출이 이뤄졌다. 그래서 중국 동해안 곳곳에는 신라촌, 신라

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사, 신라도 등 신라인들의 거주지, 또는 신라인들을 관리하는 시

설과 기관이 생겨날 정도였다.28

그 즈음에 신라에서 중국 절강성과 산동성으로 건너가는 신라인은 다양하였다. 피난 뿐

만 아니라 무역, 유학과 구법의 행렬도 이어졌다. 그 가운데 신라인들이 바다건너 중국 절

강성과 산동성으로 노비로 팔려가는 일이 많았다. 당의 정부에서 신라인을 노비로 삼는 것

을 금지하고, 당나라에서 생활하는 노비들을 신라에 돌려보내도록 조치를 취할 정도였으

27)

28)

권덕영, 2012,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권덕영, 2012,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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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얼마나 많은 신라인들이 신라를 탈출하였는지 알 수 있다. 줄포만의 해양 환경은 항포

구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기에, 신라를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유민들이 선운산에 초적떼로 은거하면서 탈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은 아

닐까. 신라인들은 중국 동해안으로 건너가서 바닷가와 해안 지대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노

비로 팔려가는 일이 빈번하였다. 당나라에서 신라인이 노비로 팔려가는게 사회문제가 될 

정도 였다. 

830년경 줄포만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려던 초적떼들이 선운산에서 칩거

하여 생활하는 도중에 검단선사가 자염만드는 기술을 전수시킨 것으로 보인다. 검단선사

는 신라의 초적들에게 당나라에 노비로 팔려가지 않아도 굶주림과 기근을 해결하는 방안

으로 자염기술을 전수시켜 생업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줄포만에서 검단선사가 

초적떼들에게 자염기술을 가르치던 시점은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간다. 자염 생산의 주체

는 검단선사와 초적떼들이다. 줄포만은 드넓은 갯펄이 조성되어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

지 않아서 자염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해양지리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검당포 해안의 염정

에서 함수를 떠다가 자염을 생산하면서 생긴 마을이 검단리이다. 전국적으로 검단리 지명

이 많지만, 고창 검당포의 검단리는 자염을 생산하는 마을이었다. 현재 심원면 사등마을 

앞 바닷가가 그 일대였다.   

그동안 검단선사가 선운사의 창건주로 알려졌지만, 실존인물인지 상징적인 인물인지 명

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단선사가 진감선사 혜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수광(李睟光 : 

1563~1628)이 찬한 『지봉유설(芝峯類說)』 외도부(外道部) 「선문(禪門)」에 검단선사가 진감

선사 혜소라고 밝히고 있다.    

(가) 최치원은 진감선사비 서문에서 말하기를 선사의 속성은 최씨(崔氏)이다. 그 선조는 한족

2.	검단선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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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지봉유설』18 외도부 「선문」, “崔致遠眞鑒碑序曰 師俗姓崔氏 其先漢族 隋師征遼 沒於驪貊 爲全州金馬人云 

今完山之崔蓋是也 或言眞鑑與致遠同姓云 俗稱黔丹禪師卽眞鑑也 崔致遠撰其碑序曰 禪師形貌黯然 眾號黑

頭院是也 余聞諸老僧 如此”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東方聖人於此復見 禪師形貌黯然 衆不名而目爲黑頭陀 斯則探玄處黙 眞

爲漆道人後身” 

『지봉유설』은 1614년에 李睟光이 편찬한 백과사전과 같은 유서류이다. 

(漢族인)데 수(隋)나라 군대가 요동을 정벌하다가 여맥(驪貊)에서 죽었다. 전주(全州)의 금마인(金

馬人)이 되었으니, 오늘날 완산 최씨(完山 崔氏)라고 말하는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어떤 사람들

은 진감과 최치원이 같은 성씨라고 한다. 속칭 검단선사(黔丹禪師)는 곧 진감(眞鑑)이다. 최치원이 

진감비의 서문을 찬하면서 선사의 얼굴이 검으스러우니 여러사람들이 흑두타(黑頭陀(院))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노승들에게 전해들은 것이 이와 같다.29

(가)는 이수광이 『지봉유설』에 최치원이 찬한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智異山雙

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는 중국 당나라에 승도(僧徒)들이 진감선사의 얼굴이 검은색이어서 흑두타(黑頭陀)라고 불

렀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30 검단선사가 진감선사라고는 밝혀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수광

은 『지봉유설』에서 속칭 검단선사가 진감선사라는(“俗稱黔丹禪師卽眞鑑也”) 사실을 분명

하게 기록해 놓았다.31 검단선사는 선종 승려로서 실존 인물임이 분명해졌다. 검단선사는 

검은 얼굴의 모습이라서 대중 사이에서 흑두원(黑頭院)이라고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지

봉유설』의 검단선사=진감선사는 통일신라 당시부터 진감선사가 검단선사로 불려졌을 가

능성이 높다. 검단선사는 우리말로 검댕이스님, 얼굴이 검붉은(黔丹) 스님으로 불려진 것

이다. 검단선사가 진감선사 혜소(774~850)라고 분명하게 밝힌 만큼, 백제 위덕왕 24년(577)

에 검단선사의 선운사 창건설은 신뢰성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백제 위덕왕대는 선종불교 

전래 이전으로 검단선사의 창건설은 더더욱 맞지 않는다. 검단선사는 통일신라시대 선종

계 승려로서 당에 유학승으로 20년만에 귀국한 진감선사 혜소가 맞다.  

검단선사의 사찰창건설화는 선운사 외에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에 검단사(黔

丹寺)가 있다. 검단사는 신라 문성왕 9년(847 : 당(唐) 선종(宣宗) 원년, 대중(大中)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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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혜소(慧昭)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온다. 검단

사에는 법화전이 있고, 그곳에 진감선사의 영정

이 봉안되어 있다. 혜소는 신라 혜공왕대에 태

어나서 문성왕대에 걸쳐 살았던 진감선사의 법

휘이다. 진감선사 혜소에 대해서는 최치원이 찬

한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에 자세하

게 전한다. 내용인즉 정원(貞元) 20년(804) 세공

사(歲貢使)에게 뱃사람이 되기를 요청하여 서

쪽으로 가는 항해에 발을 붙였다. 자비(慈悲)의 

항로에 노를 저어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 이에 

떠나가 당의 창주(滄州)에 이르러 신감대사(神

鑒大師)를 뵙고 몸을 던져 절을 반절하였을 때 

대사가 반가운 듯, “어쩌다 이별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기쁘게 다시 만났구려”하였다. 즉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게 함에 그 자리에서 

인계(印契)를 받아, 마치 불길이 마른 쑥에 붙고 물살이 낮은 언덕으로 흐르는 듯 하였다. 

승도들이 서로 이르기를 “동방의 성인을 여기서 다시 뵙누나!”하였다. 

그런데 “선사의 얼굴이 검었던 탓에 승도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흑두타(黑頭陀)’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는 곧 현묘한 이치를 찾고 묵묵함에 처하여 정말로 칠도인(漆道人)의 

후신이라고 하겠으니 어찌 읍중에 살던 얼굴검은 사람이 능히 뭇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 

것에 비유할 뿐이겠는가?”32라는 내용이다. 최치원이 찬한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

비」에는 검단(黔丹)이 속칭으로 불려졌기에 기록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혜소가 세공사의 

배에 편승하여 중국 창주에서 신감대사를 만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후 승도들이 혜

소의 얼굴이 검은 탓에 흑두타라고 부른 것이다. 혜소의 얼굴이 검은 탓에 흑두타로 불려

그림 79. 검단사 법화전 진감국사 혜소  

32)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遂於貞元二十 詣歲貢使 求爲榜人 寓足西泛 多能鄙事 視險如夷 揮楫慈航 

超截苦海 及達彼岸 告國事曰 人各有志 請從此辭 遂行至滄洲 謁神鑑大師 投體方半 大師怡然曰 戱別匪遙 喜

再相遇 遽令소染 頓受人契 若火沾燥艾 水注卑原然 中相謂曰 東方聖人於此復見 禪師形貌黯然 衆不名而目爲

黑頭陀 斯則探玄處黙 眞爲漆道人後身 豈比夫邑中之黔 能慰衆心而巳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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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며, 동방의 성인으로서 칠도인(漆道人)에 비유되었다. 칠도인은 중국 동진의 승려인 

칠도인(漆道人) 경사린(驚四鄰)을 가리킨다.33 경사린도 얼굴의 색이 검고 못생겨서 칠도인

이라고 불려졌기에, 검은색 얼굴의 혜소를 칠도인의 후신에 비유한 것이다.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 묵호자(墨胡子)는 얼굴이 검은 서역인으로 볼 수 있지만, 혜소는 신라인으로 검은 

얼굴이었기에 흑두타로서 칠도인의 후신이라고 불려졌던 것이다.  

진감선사 혜소는 원화 5년(810)에 중국 숭산(嵩山)에 위치하는 소림사(小林寺) 유리단

(琉璃壇)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혜소는 신라승 도의(道義)를 만나 불타의 지견(知

見)을 밝혀보다가 도의가 먼저 고국에 돌아가매, 혜소는 곧 종남산(終南山)에 들어갔다. 선

사는 만길이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송실(松實)을 먹으면서 망상을 잊고 만유의 진리

를 관조하면서 3년을 지냈다. 그런 뒤에 자각봉(紫閣峰)에서 나와 사방(四方)으로 통하는 

길에 이르러, 짚신을 삼아서 널리 베풀었다. 바쁘게 또 3년을 보냈다. 이에 고행은 이미 닦

였으며 다른 지방도 또한 벌써 유람한 터였다. 비록 만유(萬有)가 공(空)임을 보았다고 하

지만 어찌 근본을 잊으리오?34 진감선사 혜소는 흥덕왕 830년 귀국하였다. 흥덕대왕은 어

필을 날려 진감선사를 맞이하였다. 상주 노악산 장백사(長栢寺)에 있다가 지리산으로 옮겨 

쌍계사(雙谿寺)를 짓고 거처하였다.35 

진감선사가 주로 화북지역에서 구법활동과 수행을 하였다. 그가 찾아간 숭산과 종남산

도 낙양, 서안. 정주의 인근지역이다. 진감선사는 흥덕왕 5년(830)은 장보고 선단의 해상활

33)

34)

35)

칠도인 경사린(漆道人 驚四鄰)은 동진(東晉) 시기 도안(道安)이라는 승려를 말한다. 도안(312-385)은 동진

시대 인물, 속성은 위(衛)씨이고 상산 부유현(常山 扶柳縣 : 지금의 하북성 기주) 사람이며 12세에 출가하였

다. 도안은 타고난 자질은 총명하나 얼굴이 검고 누추하게 생겼다 하여 처음에는 스승의 중시를 받지 못했

다. 그러나 『장자변의경(長者辯意經)』과 『성구광명경(成具光明經)』를 모두 각각 하루 만에 완벽하게 외워 스

승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동진 성제 함강 원년(335), 도현 스님은 후조(後趙)의 수도 업현에 들어가 당시 북

방 불교계 수령이었던 불도징(佛圖澄)을 만났고 교류를 통해 불도징의 높은 평가와 긍정을 받았다. 그 후 

불도징은 경전을 강론할 때 마다 도안에게 곁에서 강론 내용을 종합 복술토록 하였다. 이때에 다른 제자들

이 불복하여 경전 속 난해한 문제들을 에워싸고 도안스님에게 수없는 질문들을 던졌으나 모두 손쉽게 풀

어 주자 모두들 탄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당시 업현에서는 “칠도인 경사린(漆道人 驚四鄰)”이란 소문이 

크게 돌았다. 즉 얼굴이 검고 못생긴 도안의 견식이 세인들을 놀라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자료제공 :

중국 절강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백승호 교수)   

崔致遠, 『新羅四山碑銘』(이우성 교역, 1995, 아세아문화사), 309쪽. 

崔致遠, 1995, 앞의 책,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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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에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다.36 검단사의 법화전은 귀국전에 산

동성 적산법화원과 그 주변의 신라촌을 무대로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본 듯하다. 혜소

는 원래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로 생업을 하였던 사람이었기에, 귀국을 앞두고 산동성 밀주 

대주산에서 가까운 신라인촌인 숙성촌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숙성촌은 바닷가에 임한 신라인 마을이었다. 신라인들은 촌락을 이뤄 살면서 소금생산

에 종사하고 있었다.37 숙성촌에서 생산하는 소금은 목탄을 사용해서 불을 피워 구운 자

염(煮鹽)이었다. 밀주 대주산에서 목탄이 대량 생산되었고, 밀주 교마포는 목탄집하장이었

다. 밀주(密州) 대주산(大珠山) 교마포(驕馬浦)는 신라의 선박 수리기술자들이 풍파로 파괴

된 선박을 수리하는 곳이기도 하고, 신라인들이 목탄시장을 장악하고 목탄수송업을 하는 

중심지였다. 이곳 교마포는 서해횡단항로를 이용하는 신라인 항해 선원들의 중개항으로 

이용되었다. 숙성촌은 신라인들이 목탄을 시장에 공급하는 목탄시장이었고,38 진감선사는 

교마포 인근 숙성촌에서 잠시 머물면서 자염생산을 목격하고 생산 기술을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진감선사는 장보고 선단에 승선하여 대주산 교마포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산동성

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바닷길은 연안항로와 횡단항로가 있다. 진감선사는 산동성 밀주

에서 황해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여 경기만으로 건너왔다가 줄포만 검당포(黔堂浦)로 들

어온 듯하다. 이미 줄포만과 중국 산동성 사이에 해상교통로가 열려있었고, 그 바닷길을 

따라 진감선사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희양산문의 긍양(兢讓)이 효공왕 4

년(900)이 중국 곡산(谷山)로 건너가 구도 활동을 한 후 20여 년만인 경명왕 8년(924)에 전

주 喜安縣 浦口로 귀국하고 있다. 희안현의 포구는 제안포(濟安浦 : 현 부안군 보안면 남

포)일 가능성이 크고, 진감선사가 들어온 검당포는 현재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 앞에 위

36)

37)

38)

39)

40)

41)

조영록 외, 2004, 『장보고 선단과 해양불교』,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77쪽. 

조영록 외, 2004, 앞의 책, 71쪽.  

조영록 외, 2004, 앞의 책, 72쪽. 

송화섭, 2013,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74쪽.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 山川, “黔堂浦 在縣北三十五里”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 山川, “鹽井 在黔堂浦入海二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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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830년 진감선사와 924년 긍양선사가 줄포만으로 들어온 것은 신라말, 고려초에 

줄포만이 국제적인 해상 교통로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39

진감선사 혜소는 전주군(全州郡) 금마인(金馬人)이었다. 혜소는 30여년만에 줄포만 검당

포로 귀국한 것은 고향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줄포만에서 금마는 지근 

거리에 위치한다. 이수광이 최치원의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내용을 인용하여 밝

혔듯이, 진감선사 혜소는 훌륭한 선승이요, 신승으로 추앙받았기에 그의 행적이 미치는 곳

에는 검단, 검댕이라는 호칭이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진감선사 혜소는 중국에서도 검은 얼

굴이었기에 흑두타, 칠도인으로 불려졌는데, 830년에 귀국한 이후에도 얼굴이 검붉은 스님, 

검댕이, 검둥이 스님으로 불려졌고, 그 행적이 미치는 곳에는 검단, 검당이라는 명칭이 따라

붙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단선사가 사찰 창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곳은 고창 선운

사와 파주 검단사 두 곳이다. 그런데 줄포만에는 검단리, 검당포, 검단샘, 검단선사 등의 호

칭이 전해오지만, 파주 검단사에서는 창건주가 진감선사 혜소라고 전해올 뿐 다른 호칭은 

없다. 그러나 파주 검단사 사적기에는 검단선사가 진감선사 혜소라고 밝혔고, 이수광의 지

봉유설에서 검단선사는 진감선사 혜소라고 한번더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줄포만 검단리 

앞 검당포에서 염정을 만들어서 선운산 초적떼들에게 소금굽는 자염기술을 전수한 사람은 

진감선사 혜소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감선사는 830년 귀국 직전에 산동성 밀주 해

안 숙성촌에서 배운 자염 기술을 선운산 도적떼들에게 전수시켜 준 것이다. 

〈그림 80〉지도에는 검당포(黔堂浦)와 염정(鹽井) 지명이 보인다. 검당포는 검단리에 위

치하는 포구로서 진감선사가 탄 배가 기항한 것으로 보인다. 검단리에서 산 고개를 넘어

서 선운사로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고지도상에서 염정은 검모포 앞 바다 갯벌에 위치하

고 있다. 검당포와 염정은 파주 검단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검당포 앞 바다의 염정 조성

은 갯벌 환경과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줄포만의 검당포40와 염정41은 단

3.	줄포만의	자연환경과	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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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설상에 등장하는게 아니

라 문헌과 고지도상에 표기되

어 있다는 사실이다.

선운사사적기에는 검단선사

가 개태사에 머물려 수행을 하

였다고 하였을뿐 선운사 창건

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검단

선사가 선운사 일대 도적들을 

참회시키고 검단마을로 데리고 

가서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쳤

다는 것이다. 구운소금[煮鹽]은 불을 지펴 바닷물을 증발시켜 구워내는 방식이며, 지금도 

자염을 만드는 기술은 사등마을(검단리)에서 전해오고 있다. 검단리에서 소금굽는 기술과 

고지도상에서 염정 표기는 검단선사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운사사적기(禪雲寺事績記)」에 “그 아래 바다가운데에 검단마을이 있

다. 신승 검단이 처음으로 염정을 설치한 곳으로, 지금까지 성현의 고적이 전해오고 있다. 

이는 관음의 원통한 묘창과 32응신으로 널리 군생을 제도하는 묘덕이므로 마을이름을 검

단이라고 하였다. (其下大海中 有里名黔丹 神僧創置塩井 聖賢古蹟至于今日不洩矣 此觀音圓

通之玅唱 三十二應廣化群生之妙德 因曰里名黔丹)”라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42 염정은 

선운산 아래 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단선사가 조성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검단

리는 신승 검단에 의하여 관음원통의 묘창과 32응신으로 널리 군생의 묘덕이 깃든 마을이

다. 선운사의 관음도량은 검당포가 국제적인 해상 교통의 중간기항지 기능의 결과로 보인

다. 이러한 사실은 선운사 영산전 백의관음보살입상도 벽화와 대웅보전의 후불벽리면 백의

관음보살도가 말해준다. 통일신라 시기에 선운사는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국제적인 중간

기항지였던 것이다. 

검당포는 검단선사의 배가 기항하였던 포구라 할 수 있다. 검당포(黔堂浦)는 검단리(黔

그림 80. 1856~1861년경 검당포와 염정의 위치
(『동여도(東輿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42) 『兜率山 禪雲寺誌』, 「禪雲寺事蹟」,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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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里)에 위치하는 포구였으며, 검당포 앞 갯펄에 염

정이 위치하였다. 검단리는 현재 심원면 월산리 사

등마을이다. 검단리에서 선운사로 가는 길은 연화

리(蓮花里)를 거쳐서 마이재를 넘어야 한다. 마이재

는 경수산(445.2m)과 선운산(334.7m) 사이에 위치

하는데, 검당포에서 선운사로 향하는 지름길이요, 

검단리 사람들이 등짐하러 다니던 산길이었다. 그

렇다면 진감선사가 탄 배는 검당포에 정박하였고, 

마이재를 넘어서 선운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

다. 검당포는 검단리 앞 쌍계목에 위치하였다. 검당

리 앞 바다 가운데에 꺼먹바위에서 배가 들어오는 

물길 고랑이 있었다.43 1950년 전까지만 해도 검단

리 앞 갯벌에는 자연벌막이 20여곳이 있었는데, 해

일과 바다 침식으로 마을 자체가 없어졌다고 한다.44 검단리는 앞 바다는 바닷물에 침수되

었다가 조수가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는(潮退則沙場處) 해양지리의 환경이다. 지금도 쌍계

목까지 방파제가 조성되어 있어 옛날 검당포의 포구를 확인할 수 있다.   

검당포 앞 해안에 염정(鹽井)이 있는데,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에도 염정이 표기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 산천조에는 염정에 대하여 “물은 희고 짜서 토착

민들이 조수가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다투어 길고(桔槹)를 써서 길어다가 다려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45라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염정은 검단선사가 처음 조성한 것

으로 알려졌는데, 조선후기 고지도에도 등장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 염정을 ‘검단(黔

丹)샘’으로 부른다. 염정의 검단샘 호칭은 염정의 역사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사등마을의 김대길씨는 ‘검단샘물을 한 사발 퍼다가 구우면 소금이 한 

43)

44)

45)

제보자 : 김대길(83세,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 거주), 자료채집(2017. 9. 10.). 

고창문화원, 2003, 『고창의 마을유래』심원면편, 340쪽.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 山川, “在黔堂浦入海二里許其水白而鹹土人候潮退競用桔槹汲之煮爲塩勞漉曝

多收其利惟黔堂浦而巳”

그림 81. 1872년의 무장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조선후기 지방지도』, 무장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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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 나오고, 한 짐을 질러다 구우면 소금 한 짐이 나왔다’고 하여 검단샘의 함수가 농도짙

은 짠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김대길씨는 마을 주민들이 검단샘(鹽井)을 찾기 위하여 

바다갯벌을 모조리 뒤져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고지도상에 염정 표기가 

분명하여 허구는 아닌듯하다.

물론 고지도와 문헌의 염정은 전설상의 염정을 기록한 것이지 실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

다. 검단샘은 검단선사가 초적떼들에게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검단선사의 

이적(異蹟)으로 볼 수 있다. 선운산 초적떼들에게 소금의 제염법(製鹽法)을 가르쳐주었기

에 검단리(黔丹里)와 검단(黔丹)샘의 명칭이 생겨난 것이며, 힘센 사람들이 염정을 독점할

까봐 검단샘을 메꾸고 선운사로 돌아갔다고 전해온다. 진감국사 혜소가 당에서 구법 활동 

중 삼거리에서 짚신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하였듯이, 자염만들기도 초적들에

게 보시행으로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진감선사는 선운사에서 잠시 머물면서 도솔산 마이

재넘어 검단리에 내려와 자염의 제염법을 가르친 것이다. 마이재는 도솔산(수리봉)과 경수

산 벌봉 가운데에 위치하는 고개인데, 심원면 바닷가에서 연화리를 거쳐 선운사로 들어가

는 지름길로서 가장 부드럽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고갯길이다. 

1) 검단선사의 염정과 자염이야기

이와같이 고지도에 염정(鹽井)이 표기되어 있고, 문헌 사료에도 염정이 검당포에서 약 

840미터 거리에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조수가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길고를 길어다 

소금을 굽는다고 기술해놓고 있다. 그런데 고창군 심원면 검단리, 검당포 일대에서는 검단

선사가 자염기술을 초적떼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한양대학

교 미래문화연구소가 2009년 8월에 펴낸 『선운사 검단선사와 보은염 학술조사』 실린 선운

사 검단선사 설화 자료를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라)-① “검단선생님이 저 거기서 참당 절에 가서 저 돌에 가서 싹 백혀 있거든. 그 양반

이 어떻게 들으면 배에 가서 침침한 것을 그 안에 일본서 일본놈 둘이 해하여 갖고 싹 빼

가버렸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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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그 절이 귀경가서 보며는 천질바위라고 치면 저 벼람벽에다가 그 철사 꿰서 거기

다 집 중 하나 메이 들어서 집중 달아 매어갖고 그 이후에 ‘나는 공중에 살지 땅에 안 산 

게 세금을 안낸다.’ 세금을 안내고서 산다고 해갖고 그 선사가 벼람박에 산다고 그런 소리

를 들었는디...”47

-③ “선운사 거시기, 여기 검당선사이지, 그 분이 심원으로 와 가지고, 아니 저기 검당, 

심원까지 도둑이 많아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검당이라고 하는 디가 있다드만 사등 아 사

등마을 데려다가 거기서 소금을 굽게 만들었다고 그러거든. 거기가 요 곤 소금 죽염말이

여 곤소금 화염 그걸 구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금이 그 철따라 꼭꼭 바치고. 그 

도솔암에다가 바치고 큰절에다가 바치고 그랬다고 그래요.”48

-④ “고 부분에 뭐가 있나면 고 부분에 샘을 하나 가르쳐 준거예요. 샘을, 그게 짠물이 

나는 샘이었던 거 아니, 그 물을 길러다가 끓이기만 하면 되었어, 소금이, 그 샘이었다. 그

러더라구, 그래가지고 그 물을 길러다가 끓이기만 하면 소금이 디야. 그러다보니까 뭐 문제

가 오냐 하면은 아 힘쎈놈이 이거 대장이여, 쉽게 말해서 힘센 놈이 물을 많이 퍼가 버리

면 그 다음날 그 힘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 거 아녀. 쉽게 말해서 길러 와야 되니까. 아무

래도 물을 많이 길러갈꺼구. 힘 쎄서 그러다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말이야. 그래서 그 샘

물을 없애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인자 힘없는 사람들 먹고 살게끔 딱 그 지점을 만

들어준거야.”49     

  -⑤ “전부 선운사에서 도둑, 도둑들이 나 사는디, 도둑들이 사는디, 검단선사가 ‘네 이놈

46)

47)

48)

49)

고창군·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 2009, 「검단선사와 암각화상의 신이성」, 『선운사 검단선사와 보은염 학

술조사』, 178쪽. 

고창군·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 2009, 앞의 보고서, 「공중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검단선사」, 182쪽. 

고창군·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 2009, 앞의 보고서, 「도둑을 잡아다가 소금을 구운 검단선사와 보은

염」, 188쪽. 

고창군·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 2009, 앞의 보고서, 「소금굽기를 가르친 도솔암을 창건한 검단선사」,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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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요기서만 빌어먹고 살것이 아니라, 여기 가면 빌어먹고 살 디가 많이 있다.’ 그리고는 데

리고 와서 소금을 구었어, 소금을 구는디, 그때 세상은 막 니것 내것 은게 어디서 구름없이 

막 찾아가 소금을 저 구워서 팔아먹고 그런게, 그 역사를 우리 선생이 다 갈쳤다 그것여. 

갈쳤는지 인자 갈치고 나니께 나그네들이 빌어먹고 살만 안 혀. 살만 에는 헌게 구름없이 

떠난 것이지 저 구둥이두 미어버리고 그 구둥이 하나 있으면 서루 일흠 나갖고 근력이 신 

놈이 찾이하고 있으니께 그 구등이 미어버리고, ‘소금 너희 갈아서 여기다 너희도 파고서 

걸려서 그럭허고 벌어먹고 살아라’그 그 지금이닌까 시방 나와, 구술비로.”50

(라)-①·②·③·④·⑤는 고창군 일대에서 선운사 검단선사와 관련된 행적과 이적에 대하

여 현장 구술 조사한 내용이다. 

(라)-①은 검단선사가 선운사 도솔암 천질바위에 박혀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이 검단선사의 영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검단선사가 염

정을 메꾸고서 선운사로 돌아가서 마애불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라)-②는 검단선사가 천질바위 바람벽에 철사로 연결하여 나무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

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도솔암 마애불의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반영이다. 도솔암 마

애불에는 나무기둥 조각이 박혀 있는데, 이 나무 조각은 도솔암 마애불이 보호각 안에 있

는 석불이어서 검단선사가 바람벽에 산다고 전해졌던 것이다. 

(라)-③은 검단선사가 선운산 도적들은 사등마을에 데리고 가서 소금을 굽게 하였으며, 

그 소금을 철따라서 도솔암과 선운사에 바쳤었다는 이야기이다. 검단선사가 해적질을 하

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사등마을에서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쳐서 생업의 기반을 마련하였

다는 전설인데, 이러한 전설이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에 염정(검단샘)이야기와 부합하

여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에도 줄곧 전해온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특히 염정은 바다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생겨난 큰 웅덩이같은 샘이 있었으며, 이 샘은 줄포만이 조수가 빠지

면 백사장이 드러나는(潮退則沙場處) 지형지리적 여건상 항상 짠물이 큰 웅덩이에 고여있

었다고 보아야 한다. 줄포만의 자염생산은 조수간만의 차이에서도 조수가 빠지면 갯벌(潮

50) 고창군·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 2009, 앞의 보고서, 「소금 굽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검단선사」,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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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則沙場處) 조성이 적합하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검단선사가 사등마을에서 도

적들에게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치고 검단샘(鹽井)을 메꾸고 선운사로 돌아갔다는 전설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④는 검단선사가 사등마을에서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치고서 선운사로 돌아갈 때

에 염정을 메꾸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핵심이다. 문제는 염정의 물을 길어다가 끓이면 구

운소금(곤소금)을 만드니까, 힘쎈 사람이 먼저 와서 짠 소금물을 많이 퍼가면 힘이 약한 

사람의 차지가 돌아올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소금샘을 메꾸고 돌아간 것이다. 검단선사는 

모든 자염만드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두타행으로

서 소금샘을 메꾼 것으로 보인다. 

(라)-⑤는 소금 굽는 기술을 가르친 대상은 선운산 도적들이었고, 소금샘(염정)의 형태는 

구덩이였음을 밝히고 있다. 검단선사가 염정을 판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검단선사

가 염정을 메꾼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검당포에서 840m 거리의 갯펄에 염정

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염정 사료 외에 고산자 김정호(1804〜

1866)의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조선후기 지방지도 등에 염정이 표기되어 있다. 

(라)-①·②·③·④·⑤의 모든 검단선사 관련 전설은 허구가 아니라 검단선사와 초적떼, 

줄포만의 해양환경, 역사적 사건에 부여하여 전승해온 설화자료다. 

(라)-①은 현재 심원면 사등마을 일대 사람들은 도솔암 마애불이 검단선사상이라고 믿

고 있다. 검단선사가 사등마을에서 소금 굽는 기술을 가르친 뒤 선운사로 돌아가서 도솔

산의 천질바위에 박혔다(새겨졌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무장현 바닷가 사람들은 검단선사

를 이적을 보여준 신승(神僧)으로 신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②는 도솔암 마애불에 보호각을 설치한 내용이다. 도솔암 마애불에는 실제 보호각

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직도 보호각이 무너지면서 부러진 목재가 암벽에 박혀 

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솔암 마애불의 보호각은 마치 누각건축으로 조

성되어 미륵전(彌勒殿)같은 면모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③은 검단리에는 검당포가 있었고, 검당리 앞 갯벌에는 염정이 있었다. 검당리, 검

당포, 염정은 문헌, 고지도의 기록에 나온다. 그런데 검단선사가 검단리 검당포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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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쳤다는 전설은 염정이 말해준다. 염정은 역사기록에 등장한다. 중국

에서 자염기술을 배워온 사람은 검단선사, 즉 진감선사 혜소다. 실상 자염 기술은 갯벌이 

없는 중국 동해안에서 바닷물을 퍼서 철제가마에 넣고 불을 때어 염수를 증발시켜 구운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자염은 천일염보다 훨씬 품질이 좋고 상품성이 높은 제염법이

다. 원래 서해안 갯벌지대에서는 토판천일염이 생산되다가 줄포만에서 처음으로 자염제염

이 생산되었지만 그 맥이 끊기고 다시 타일천일염 생산방식으로 되돌아 갔다. 토판염은 갯

벌흙을 햇빛에 수차려 말려 건조시킨 후에 갯벌바닥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이라면, 타일염

은 천연의 타일을 염전 바닥에 깔아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염이다. 토판염은 갯벌 지대에

서 생산하는 전통천일염으로 선사고대 시대까지 올라간다. 신석기시대 이후 패총의 주인

공들도 조개를 캐어 소금으로 염장하여 젓갈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51

(라)-③에서 검단리 사람들이 자염을 철따라 도솔암과 선운사에 바치었다고 구술하였

다. 검단선사가 선운산 초적떼들에게 소금굽는 기술을 전수한 후에 선운사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자염생산 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것인지 사찰에서 관리한 것인

지가 애매모호하다. 통일신라시대 사원경제가 성행하였기에 선운사에서 검단리의 자염장

(煮鹽莊)을 관리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마다 자염을 선운사와 도솔암에 

바쳤다는 사실은 자염판매수익금을 도솔암과 선운사에 바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사찰에서 사원전과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동리산 대안사에서 염

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대안사광자대사비(大安寺廣慈大師碑) 비문에 등장하고 있

기 때문이다.52 그렇다면 선운산 초적떼는 자염생산 노동자로서 선운사에 소속되었으며, 

선운사에서 자염장을 관리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④는 줄포만 검당리 앞 바다에는 염정(소금구덩이)이 분명하게 존재했었다. 염정

은 검단선사가 자염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갯벌에 조성한 큰 웅덩이었다. 이 웅덩이에 조

수가 빠져 나가도 바닷물이 고여 있다가 자연건조되면서 웅덩이 물이 짜고 염도가 높아서 

51)

52)

서해안 군산도, 옥구, 부안 등지 바닷가에서 선사시대 패총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총은 골각기

더미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총은 굴과 조개를 채취하여 토판염으로 염장을 하여 젓갈을 섭취하였음

을 보여주는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다. 

김수태·조범환, 2006, 『전라도 지역의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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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증동국여지승람』, 「茂長縣,」 山川. 

이 염정의 짠물을 길어다가 소금만들기가 쉬워서 힘들이지 않고 돈벌이(利)의 수단이 되

었다.53 자염이 돈벌이 수단이 되니, 염정의 물을 다투어 길어가 끓였다(競用桔槹汲之煮)고 

하였다. 문헌기록에 염정의 함수를 다투어 길어왔다고 하는 내용으로 볼 때, 선운사에서 

자염장을 관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은염 문제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간다면 

선운사에서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 사등마을 주민들이 염정을 찾아봤으

나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1) 도솔암 마애불은 검단선사의 영상 

검단선사는 고창 도솔암 마애불과 관련성이 있다. 

(마) “경신년 춘3월에 또 바다를 따라 배를 조사할 때 

수촌(水村)·사호(沙戶)·어등(漁燈)·염시(鹽市)를 유열(遊閱)

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만경(萬頃)·임피(臨陂)·옥구(沃溝)

에 들러 며칠을 묵고 떠나 장사(長沙)로 향하였다. 길가에 

한 바위가 있고 바위에 미륵상(彌勒像)이 우뚝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위를 쪼아 만든 것이었다. 그 미륵상에서 

몇 보 떨어진 지점에 또 속이 텅 빈 큰 바위가 있었다. 그 

안을 경유하여 들어갔더니, 땅이 점차 넓어지고 위가 갑자

4.	검단선사의	자염불사와	신격화

그림 82.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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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환하게 트이며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불상이 준엄하게 빛났는데 그것이 바로 도솔사(兜率寺)

였다. 날이 저물기에 말을 채찍질해 달려서 선운사(禪雲寺)에 들어가 잤다.”54

이 내용은 이규보(李奎報)가 편찬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남행월일기(南行月日

記)」에서 발췌하였다. 경신년 춘삼월은 고려 신종 3년(1200) 봄 3월이다. 이규보는 경신년

에 만경, 임피, 옥구를 들러서 장사로 향하고 있다. 이규보는 바닷길따라 배를 조사하는 일

을 맡고 있었기에 옥구 임피에서 연안 바닷길을 따라 줄포만 장사(長沙)로 향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장사는 장사현을 가리키는데, 장사현은 백제시대 상로현 일대에 위치하였다. 이

규보가 배를 타고 장사현으로 들어왔다면 검당포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장사로 들어

와서 곧 바로 길가 옆 바위에 미륵상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보는 검당포에 배를 정

박하고 연화리(蓮花里)를 거쳐 마이재를 올라 도솔암 앞길로 향한 것이다. 이미 1,200년경 

고려 중기에 검당포에서 마이재를 거쳐서 도솔사로 향하는 고갯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길

가에 한 바위가 있고 바위에 미륵상(彌勒像)이 우뚝 서 있다”는 미륵상은 도솔암 마애불

을 가리킨다. 도솔암 마애불의 조성 시기는 10세기 중반에서 11세기 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5

이규보가 배를 타고 검당포에 당도하여 마이재를 넘어서 마애불 앞길을 통해서 선운사

로 향한 것이다. 그 길은 진감선사가 선운사를 왕래하였던 길이었다. 이미 1,200년 전에 배

를 타고 검당포에 도착하여 마이재를 넘어서 도솔암 마애불을 거쳐서 선운사에 이르는 길

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11세기 중반 도솔암 마애불의 조성은 당시 전북지역의 미륵신

앙 전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평야지대에서 거대한 마애불이 조성된 사례

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환은 11세기 중엽 현화사 중심의 태현계 법상종이 도솔암 마애불

을 조성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표계 법상종의 중심은 김제 금산사였는데, 금

산사 미륵신앙의 구도를 고창 도솔암 마애불에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산사의 방등

54)

55)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기 「南行月日記」, “庚申春三月 又沿水課船 凡水村沙戶漁燈鹽市 無不遊閱 入萬頃 臨

陂 沃溝 凡留數日而行 將指長沙。有一巖 巖有彌勒像 挺然突立 是因巖鑿出者 距其像若干步 又有巨巖枵然中虛

者 自其中入之 地漸寬敞 上忽通豁 屋宇宏麗 像設嚴煥 是兜率寺也.”

진정환, 2015, 「高敞 禪雲寺 兜率庵 磨崖佛의 編年과 造成背景」, 『東岳美術史學』17, 동악미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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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등과 미륵전이 도솔암마애불과 도솔천내원궁에 금동지장보살을 모신 구도가 기본적으

로 같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규보는 도솔암 마애불을 「남행월일기」에 남겼다.    

2) 의운화상과 검단선사가 산신도에 들어가다

선운사 산신각과 도솔암 산

신각에는 의운화상과 검단선

사가 산신도에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산신각에 

봉안된 산신도와는 다른 산신

도이다. 사찰의 산신도는 대체

로 신선과 호랑이가 앉아있는 

도상이라면, 선운사 산신각에

는 정면에 의운화상과 검단선

사의 산신도가 걸려있고, 일반적인 신선산신도는 좌측면에 걸려있다. 의운화상과 검단선사

의 산신도는 다른 산신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운산 도량의 독특한 산신도이다. 일반적

인 신선산신도는 신선노옹(神仙老翁)을 그렸지만, 선운산 산신도는 의운화상과 검단선사

를 신승(神僧), 산신(山神)으로 신격화하여 그려넣은 국내 유일의 선사산신도(禪師山神圖)

이다. 의운화상과 검단선사의 산신도는 고려시대 산신도의 도상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무

장현 지역에서 두 선사가 신승, 산신으로 숭배되고 신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 천

왕봉 성모묘(聖母廟) 벽면에 두 승려의 화상(畵像)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승려가 

지리산 산신으로 모셔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6

의운화상과 검단선사가 선운산 도량에서 산신으로 신앙된 배경과 이적은 다음과 같이 

56) 『점필재집』의 「유두류록(遊頭流錄)」에는 김종직이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천왕봉 성모묘(聖母廟)에서 성모에

게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는데, 성모묘 사당 안쪽 벽에는 두 승려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다.(최석기, 이정희 

역, 2000,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돌베개, 30쪽). 이 두 승려의 화상은 사찰의 산신도를 그려서 지리산 성

모묘에 모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3. 고창 선운사 산신각 산신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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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 해석된다. 의운화상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죽도 포구에 나아가 석주(石舟)를 맞이

하여 불보(佛寶)를 대참사(大懺寺)에 이운하는 이적을 보여주었고, 검단선사는 도적들에게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친 이적을 보여준 인물이다. 의운화상의 생몰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호탄의 우전국왕이 이끌고 온 석주를 견인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통일신라시대 인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검단선사는 진감국사 혜소라면 역시 통일신라 인

물이다. 의운화상이 750년경에 대참사(현 참당사)를 창건하고 난 후에 830년 이후 어느 시

점에 선운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선운사사적기」에는 검단선사가 개태사에서 잠시 수

행을 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을뿐 선운사 창건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 진감선사 혜소가 

선운산 도량에서 초적떼를 참회시키고 자염불사를 크게 일으키면서 선운사가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3) 검단선사가 자염불사를 일으키다

820년경 신라 하대사회에 흉년 기근 

발생으로 초적떼가 선운산에 몰려온 것

으로 보인다. 이 초적떼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모여든 산적들이나 다름없

었다. 대참사가 산적들을 참회시키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단선

사가 산적들을 데리고 검당골(검단리)

로 가서 소금 굽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

(다-③). 검단선사가 산 속의 불량배들

에게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소금을 구워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초적들에게 소금 굽는 기술

을 가르친 것이다. 검단선사가 소금굽는 기술자의 주체가 된 것은 중국에서 수행생활을 하

면서 노동을 수행법으로 터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동수행법을 실천하고자 선운산 

초적들을 참회시켜 검당포 갯벌에서 노동수행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줄포만 검

당포 일대는 염정의 염수를 길어다가 구운소금[煮鹽 : 곤소금]을 만든 자염의 발상지라 할 

그림 84. 검단리의 자염생산 벌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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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검단리(黔丹里) 또는 검당리(檢堂里)는 검당포(黔堂浦)에 위치하였고, 염정(鹽井)이 마을 

앞에 2리에 위치하였다. 검당포와 염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 산천에 등장한다. 

검당포와 염정은 조선 전기 이전에도 있었고, 1872년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조진칙수심일

장조퇴칙염장여사장처(潮進則水深一丈潮退則鹽場與沙場處)”기록에 염장(鹽場)이 표기되어 

있다. 조수가 빠졌을 때에 드러나는 염장은 염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염정에서 길고

로 함수를 길어다가 쇠가마에 끓일 정도라면, 염정의 규모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줄

포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므로 토판천일염보다 자염 생산이 더 적절하였을 것이다. 그러

한 관점에서 염정은 염장과 같은 크기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염정이 검당포 앞 바다 2리에 위치하였기에 염정과 염장은 동일한 소금샘으로 보인다. 염

정은 바닷속 갯벌에 검단선사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짠물구덩이인데, 줄포만에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에 천일염전의 염장은 적절치 못했을 것이다. 이 짠물구덩이의 염수(鹽水)를 퍼 

길러서 불을 때어 다려서[煮] 소금을 만들었던 것이다(槹汲之煮爲塩). 이러한 제염기술은 

해염직자식 제염법이라 할 수 있다. 

검단마을의 자염법은 독특한 해염직자식 생산방식인데,57 섯구덩이를 파서 나뭇잎과 짚

을 넣어서 만든 여과장치가 채워진다. 섯구덩이를 통과한 함수는 옆에 나무판자를 대서 

만든 우물에 모여진다.58 이 염도높은 물을 쇠가마[鐵盆]에 끓여서 자염을 만드는 독특한 

자염 생산 방식이다. 이 염정의 물은 희고 짜서 마을사람들이 조수(潮水)가 물러가기를 기

다렸다가 두레박으로 이 물을 길어다가 끓이는데 힘들여 볕에 말리지 않아도 그 이익을 많

이 거두었다고 한다.59 검단마을의 자염법은 염정의 물을 길어다 쇠가마를 사용해서 소금 

굽는 방식이었을 것이다.60 검단리 검당포에서 생산한 ‘검당소금’은 조금 때가 되면 소금받

57)

58)

59)

60)

유승훈, 2012,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 민속원, 72쪽. 

박종오, 2008, 「‘섯구덩이’를 이용한 자염(煮鹽)생산방식 고찰 -전북 고창군 심원면 검당마을을 대상으로-」, 

『도서문화』31, 목포대도서문화연구소, 109쪽.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 山川. 

박종오, 2008, 앞의 논문, 120쪽에는 쇠가마라고 하였다. 쇠가마에 불을 때기 위해서는 땔감이 많이 든다. 

검단마을 사람들이 자염을 만드는 땔감 연료의 소비가 많으므로 선운산 일대가 민둥산이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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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러 사람들이 몰려들어 붐볐는데, 전주, 고부, 정읍, 임실과 장성, 순창, 남원, 함양 등지까

지 팔려나갔다고 한다.61  

진감선사 혜소는 자염생산에 필요한 염정(소금샘)을 조성하고, 자염기술을 초적떼들에

게 전수한 것이다. 줄포만의 자염은 830년경 진감선사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검

당포 지역 주민들은 검단선사가 소금구덩이[鹽井]을 메꾸고 선운사에 돌아가 마애불이 되

었다고 믿고 있다. 검단선사 설화에는 검단선사의 이적이 깃들어 있고 그 이적으로 신격화

되었으며, 선운사로 돌아가 도솔암 마애불이 되었고, 산신각에 산신으로 봉안되는 동기였

을 것이다. 검단선사의 자염이야기는 역사적 진실과 신화적 기술이 얽혀있다. 검단선사는 

830년 구법승으로 당나라에서 돌아온 검단선사 혜소이며, 중국 산동성에서 소금 굽는 자

염기술을 배워서 줄포만으로 들어와, 선운산 초적떼를 참회시켜 자염생산으로 노동수행법

을 실천한  선승(禪僧)이요, 신승(神僧)이었다.  

인공적으로 자염의 제염법은 직자식과 염전식으로 구분되는데,62 검당소금으로 특정화

된 검단리 자염은 검단선사의 제염 기술지도가 있었다는 설화 분석을 하였다. 검단선사가 

실존인물이며, 830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진감선사 혜소라고 밝혀졌다. 그리고 검단선사

가 선운산 초적들에게 자염기술을 가르쳤다는 전설도 역사성을 갖게되었다. 한마디로 역

사적 실체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단선사가 창건하였다는 파주 검단사에서

는 제염 기술 지도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는 반면, 고창 심원면 사등마을 바닷가에는 검단

리, 검당포, 검단샘 등 검단선사와 자염 관련 지명과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는 역사적 진실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검단선사의	자염전수는	선농일치의	수행법	

61)

62)

박종오, 2008, 앞의 논문, 114쪽.

유승훈, 2012, 앞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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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4)

김복순, 2000, 「眞鑑禪師(774〜850)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15, 부산대학교 한국민

족문화연구소. 

김정권, 1999,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谿寺 創建-新羅下代 南宗禪 受容의 한 예-」, 『역사와 담론』

27, 호서사학회, 15쪽.

검단리의 자염제염법은 전설이 아닌 근래까지도 ‘검당소금’ 브랜드로 생산, 전수되어 왔

다. 그렇다면 진감선사 혜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자염제염법을 전수하였을까 탐색해보고자 

한다. 

혜소는 애장왕 5년(804)에 세공사의 배를 타고 중국 창주로 건너간다. 그리고 26년간 

수행생활을 마치고 흥덕왕 5년(830)에 황해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여 귀국한다. 혜소는 

처음에 창주로 들어 가서 신감선사를 만나서 문하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하북성의 숭산 소림사에 가서 구족계를 받았고, 종남산에 들어가 소나무 열매를 먹

으면서 선정과 지혜를 닦으며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혜소는 주로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구도생활에 정진하면서 노동두타행(勞動頭陀行)을 실천하였다. 그는 네거리에서 짚신을 

삼아 보시하며 왔다갔다 하기를 3년동안 두타행의 노동을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노동수행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짚신을 삼아서 보시(報施)하는 두타행(頭陀行)

을 행하듯이, 그가 귀국하여 검단리에서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친 것도 보시행(報施行)의 

실천이었다. 

혜소는 중국에서 남종선(南宗禪)을 실천하는 수행승(修行僧)이었지만 생활선(生活禪) 

수행이 돋보인다. 혜소가 3년 동안 네거리에서 짚신보시한 것은 생활선(生活禪)의 실천이었

다.63 비록 수행승이지만 노동을 중시하고 실천하는 선승이었다. 혜소는 당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장회해(百丈懷海 : 749~814)의 영향을 받았다. 진감선사는 ‘일일부작 일일불식

(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의 교화관을 가지고 노동의 실천을 매우 중

시하였다. 그는 모든 대중들이 보청법(普請法)에 따라서 노동 생산에 참여해야 하고, 대중

생활에서 규범을 어기는 자에게 벌칙을 내려야 한다는 교화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귀

국 후에 줄포만 검당포에서 자염제염법을 전수시키면서 수행승과 교화승의 면모를 보여주

었다.64 선운사의 초적떼를 참회시키고 자염 기술을 전수한 것은 교화승과 수행승으로 몸

소 실천한 것이다. 혜소가 검당포 앞 갯벌에 염정을 조성하고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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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농일치의 교화와 노동을 통해서 생

활선을 가르친 수행법이었다. 

혜소가 당에서 26년간 구법승 생활을 

마치고 830년에 왜 줄포만 검당포로 귀국

한 것일까.  

하나, 혜소는 산동성 대주산 교마포에

서 장보고선단의 무역선(상선)에 편승하

여 황해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여 경기만

으로 들어왔다가 줄포만의 검당포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65 진감선사 혜소가 경기만에 

입항하여 파주 임진강변에 기항하였다가 그곳에 검단사를 창건하였는데, 그 검단사에 목

각관음불좌상이 모셔진 법화전(法華殿)이 

있고, 그곳에 진감선사 혜소의 영정이 봉

안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검단선사가 

산동성 적산법화원에 들렀거나 법화신앙

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경기만으로 기항

하였다가 다시 줄포만 검당포로 들어온 것

으로 보인다. 혜소는 당에 구법승으로 떠

나기 전에 바닷가 어부(漁夫)가 생업이었

다. 그래서 해양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듯

하다. 진감선사 혜소가 선운도량에 들어

온 이후에 선운사는 해항가람(海港伽藍裏 

禪雲巨誰敵)의 명성을 갖데 되었던 듯하

다.66 선운사가 해항도량이었음은 선운사 

영산전과 대웅보전의 백의관음보살도가 

65)

66)

김수태·조범환, 2006, 『전라도지역의 선종산문과 장보고집단』,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50쪽. 

송화섭, 2013, 앞의 논문. 

그림 86. 파주 검단사 내 법화전 관세음보살 좌상

그림 85. 파주 검단사 법화전(法華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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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  

둘, 혜소가 전주 금마인(全州 金馬人)이었기에 귀국 직후 고향을 방문하기 앞서 잠시 도

솔산 선운도량의 개태사(開泰寺)에 잠시 주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혜소는 줄포만 검당포

에 기항하였으며, 검당포에서 연화리를 거쳐서 마이재를 넘어서 선운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혜소가 선운산에 초적떼가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들어갔는지 모르지

만, 초적떼를 참회시키고 검당포에 데리고 와서 자염불사(煮鹽佛事)를 한 것은 의도적일 수

도 있다. 

셋, 검단선사 자염제염 전설은 선운사와 검당포, 검단리 일대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

다. 검단선사가 소금굽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검단선사의 자염전설이 내려올 하등

의 이유가 없다. 검단선사는 830년 귀국 직전 산동성 밀주 대주산 교마포 일대 신라촌에

서 신라인들이 목탄으로 불을 때어 소금 굽는 일을 체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감선사

는 귀국 후에 줄포만 검당포에서 선운산 도적떼들을 교화시키고 자염 기술 전수는 노동수

행법의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염불사라고 할 수 있다.   

넷, 진감선사 혜소는 선운산 초적들에게 선농일치의 교화관으로 소금 굽는 기술을 가

르친 것이다. 진감선사 혜소의 이적은 줄포만 검당포에서 행해졌으며, 이처럼 혜소가 교화

와 수행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선운사 초적떼와 줄포만 갯벌 환경이 딱 맞아떨어진 것

이다. 초적떼가 없었다면 노동력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며, 줄포만 갯벌이 아니었다면 선농

일치 수행법을 실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진감선사 혜소가 검단선사이고, 검단선사가 선운산 초적들을 참회시켜 소금 굽는 기술

을 전수하였다는 전설은 실재 역사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아니었다면 근래까지 검당포 

검단리에서 검당소금을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역사적 사건은 자염불사였고, 자염

불사로 인하여 선운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자염불사는 구전과 현장 전승으로 이어져 

올뿐 역사 기록은 없다. 그리고 구전이지만 검단리에서 철따라 자염을 선운사에 바쳤다는 

사실은 선운사 창건 이후에 검단리 자염장(煮鹽莊)을 사원경제의 수단으로 관리, 운영하였

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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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선사의 창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국시

대에는 선종이 발달하지 않았던 탓에 검단선사 창건설은 신빙성이 없다. 검단선사 창사 관

련 전설은 고창 선운사와 파주 검단사 두 곳에서 전해온다. 파주 검단사는 847년에 진감

선사 혜소(774~850)가 창건하였다. 선운사에는 검단선사가 선운산 초적들을 참회시켜 검

당포로 데리고 와서 자염 생산 기술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1614년 이수광이 

찬한 『지봉유설』에서 검단선사는 진감선사 혜소라고 하였다. 검단선사가 진감선사라는 

사실은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이 찬한 「지리산쌍계사진감국사대공탑비문」에서 인용하였다. 

804년 당나라에 유학을 떠난 진감선사는 검은 얼굴의 용모로 다른 승도들이 흑두타(黑頭

陀)로 불렀고, 동진의 승려인 칠도인(漆道人) 경사린(驚四鄰)의 후신이라고 비유될 정도였

다. 중국에서 선승으로 흑두타, 칠도인이라고 불려졌지만, 귀국 후 검단선사는 검붉은 얼

굴 스님, 검댕이 스님으로 불려졌고, 한자표기는 검단선사(黔丹禪師)였으며, 검당포, 검단

리 등 관련 지명이 줄포만에서 쓰이고 있다.  

진감선사 혜소는 804년에 당나라에 건너가 수행생활을 하다가 26년만인 830년에 귀국

하였다. 그는 고향 전주군 금마와 가까운 줄포만 검당포로 귀국하였으며, 검당포에서 마

이재를 넘어서 선운산 도량으로 들어갔다. 진감선사 혜소는 귀국선을 타기 직전 중국 산

동성 대주산 교마포 인근 신라촌에서 신라인들의 자염생산 활동을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진감선사 혜소는 귀국후 잠시 선운산에 머물면서 초적떼를 참회시키고 검당포로 데리고 

와서 염정을 조성하고 자염제염법을 전수시킨 것이다. 

조선 후기 고지도에 검당포와 염정 기록이 등장한다. 그런데 조선전기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염정이 검당포에서 2리(840m) 떨어져 있으며, 현지인들은 조수가 물러

나기를 기다렸다가 길고(桔橰 : 두레박틀)로 함수를 길어다가 소금을 굽는다고 하였다. 이 

자염제염법을 진감국사 혜소가 전수시켰다면 줄포만의 자염 역사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올

라간다. 진감선사 혜소는 중국에서 몸소 노동을 수행으로 실천하는 선승이었다. 진감선사

는 830년경 선운산 개태사에 주석하면서 선농일치를 실천하는 교화승으로서 자염불사를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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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것이다. 자염불사를 계기로 선운사가 창건하게 되었고, 검단선사가 창건주로 알려

졌으며, 신승으로 신격화되어 선운사 산신각에 모셔진 것이다. 

그동안 줄포만 바닷가에서 검단선사 자염기술 전수 전설이 전해오고, 고지도에 검당포, 

염정 등 표기가 등장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현」 산천조, 『도솔산선운사지』에 검단

선사의 자염제염이야기만 전해올 뿐 그 실체와 실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구전

과 역사 자료를 퍼즐을 맞추듯이 조합시켜보면 진감선사 혜소가 검당포 앞 개벌에 염정을 

만들고서 선운산 초적들에게 자염기술을 전수한 것이 역사적 진실이며, 자염불사를 계기

로 선운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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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시대

해항도시 고부와 줄포만의

해상교통

1. 통일신라시대의 고부 

2. 후백제시대 견훤의 고부 경영

3. 고부의 영주성시대를 열다

4. 후백제 견훤정권의 해상교통력과 줄포만의 검모포, 사진포, 제안포

5. 고려 정부는 고부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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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신라시대의	고부

663년 8월 그토록 뜨거웠던 여름, 백제의 역사는 백강구 전투에서 끝이 났다.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구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게 대패하고 백제부흥운동의 역사도 끝이났

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였는데, 백제부흥전쟁도 나당연합군에게 대패하였다. 

백강구는 동진강 하구 백산만(白山灣)이었다. 이 곳에서 신라의 육군과 당의 해군이 백제

의 육군과 왜의 해군이 4차례에 걸쳐 격렬하게 전투를 벌인 결과, 나당연합군이 모두 승리

하고 400여 척의 전선이 불에 타면서 화염이 하늘에 치솟고, 바닷물이 시뻘게 물들 정도였

다 하니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다. 신라와 당의 연합군과 백제와 왜의 

육해 합동 군대가 총동원될 정도로 물러 설수 없는 최후의 백강구 전투가 백산만에서 벌

어진 것이다. 당시 4개 나라의 육군, 해군이 동원된 백강구전쟁은 세계전쟁사에 기록될 기

념비적인 전투였다. 

백강구전투가 백산만에서 일어난 것은 백제부흥군의 소굴이었던 주류성 때문이었다. 

주류성은 변산에 위치한 천험의 군사적인 요새였다. 주류성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

암사 뒤쪽 위금암산에 위치한다. 위금암은 산위에 용출된 바위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

후백제시대 해항도시 고부와 줄포만의 해상교통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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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주류성은 위금암 능선으로 따라 쌓여졌기에 위금산성이라고 부른다. 변산의 지리

적 특성상 위금산성의 접근은 육로는 불가능하다. 백제부흥군들은 수로교통을 이용하여 

주류성에 왕래하였을 것이다. 주류성의 접근은 백산만에서 고부천으로 따라 앵성리 대포

까지 올라가서 배를 정박한 후에 도보로 묵방산과 주산 앞길을 따라 들어가는 길이 가장 

용이하다. 물론 계화도에서 주상천을 따라서 고잔 마을이 위치한 목포까지 올라가서 주

류성으로 진입하는 길도 있지만, 주상천은 큰 배가 다닐 정도로 수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

았었다. 

백제는 왜 주류성에 최후의 진지(陣地)를 구축한 것일까. 백제는 웅진백제 시기에는 영

원에 진출하여 눌제를 축조하면서 도작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사비백제시대에는 고사

부리성을 축성하면서 중방성을 설치하였다. 중방성은 지방 통치 조직인 5방성 가운데 하

나였다. 이미 웅진·사비 백제 시기에 영원과 고부는 백제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전진기

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중방성은 군사적인 전략 거점이었기에, 주류성은 중방성 방어를 위

한 해양방어 체제를 구축할 목적에서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금암에는 복신굴이 있고, 

복신굴내 건물지 초석이 확인되고, 백제부흥전쟁과 관련하는 역사 기록을 검토해보면 백

제시대 군사방어의 산성으로 쌓은 것이 확실하다.   

주류성은 3중의 해양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1차 방어선은 백산성이었다. 백산

성은 백산만의 곶안 백산에 축조된 테머리식 산성이다. 2차 방어선은 금사동산성이다. 금

사동산성(고사비성)은 영원의 대포 옆에 위치한 포곡식의 평산성이다. 3차의 방어선이 주

그림 88. 고사부리성 “본피관(本彼官)” 명문 기와그림 87. 고사부리성 통일신라시기의 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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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위금암의 복신굴그림 89. 부안 개암사 뒤 위금암

류성이다. 사실 662년에 부여풍과 복신이 김제 피성으로 천도했던 것도 주류성은 군사적 

요새이지 치소성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류성은 산세가 험난하여 협곡이 좁아 

치소성으로 맞지 않지만, 항전지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백제 멸망 후에 백

제 유민들이 최후의 항전지로 임존성과 주류성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지리적 요

인 때문이었다. 

고사부리성에는 백제의 지방통치세력이 파견되어 있었다. 백제의 중방성이 고사부리성

과 주류성을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고부천을 사이에 두고 고부에 고사부리성을 치

소성으로 조성하고 주류성은 피난성으로 조성하여 이성(二城)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

인다. 문제는 주류성이 백제부흥군의 최후 항전지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사비백제는 고

부에 중방성을 설치하면서 정치적인 군사적 요충지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하였지만, 군

사적 방어성으로서 취약성을 갖고 있었기에 해양방어 및 피난성(避難城)의 요새로 기능을 

갖춘 주류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제도 멸망하고 백제부흥전쟁도 끝나면서 

주류성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산성으로 폐허되어 갔다. 

통일신라 정부는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지방 통치 조직을 재편한다. 삼국통일 이후 신문

왕은 685년에 9주 5소경제도를 실시한다. 백제의 땅에는 남원에 남원경을 두고, 전주에 완

산주, 광주에 무진주를 설치한다. 통일신라는 신라와 백제가 최후의 일전을 치른 고부지역

을 어떻게 관리하였을까. 고사부리성의 집수정과 성벽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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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본피관(本彼官)’명 명문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고사부리성의 ‘본피관’명 기와

는 대부분이 암키와로서 원통형 와통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 ‘본피관’명 기와는 통

일신라시대 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백제 멸망이후, 고부에 진출한 신라 장인들이 만

든 것 같다. 본피관은 신라 육부(六部)가운데 본피부(本彼部)에 소속한 관리가 고사부리성

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일신라 정부는 9주 5소경 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앙의 

관리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피관명 기와는 완산주와 무진주에서 고부

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게 아니라, 직접 중앙의 6부 가운데 본피부 관리를 고사부리성의 

지방통치자로 임명 파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다.   

『삼국유사』 「기이」제이편에 사로 6촌사회가 소개되어 있다. 알천 양산촌, 돌산 고허촌, 

무산 대수촌, 취산 진지촌, 금산 가리촌, 명활산 고야촌이 등장한다. 신라가 사로국시대에

서 신라시대로 발달하면서 사로 6촌 사회가 신라 6부 사회로 전환한다. 여기에서 취산 진

지촌이 본피부가 되었고, 촌장 지백호가 본피부 최씨(本彼部 崔氏)의 시조가 되었다. 후대 

본피부최씨가 경주최씨가 된다. 통일신라 최고의 유학자였던 고운 최치원도 본피부 출신이

었다. 본피부가 통일 이후에는 통선부로 변경된 듯하다. 6부 세력은 왕경집단이었다. 왕경

집단은 신분상 진골귀족이었고, 정치적으로 우월한 관료집단으로 예우를 받았다. 그리고 

따라서 고사부리성에서 출토된 본피관명 기와는 본피부 출신이 관료가 고부에 본피관으로 

파견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광양 마로산성 출토 마로관명 기와와 예산 봉수

산성 출토 임존관명 기와가 말해준다. 고부에 중앙 귀족인 본피관의 파견으로 고부의 정치

적 위상이 높아진 듯하다. 이러한 고부군의 정치적 위상은 고부군에 부령현, 희안현, 상질

현을 속현으로 두는데서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고부군의 치소는 고사부리성이었다. 

고사부리성의 ‘본피관’명 기와는 고부군을 완산주 또는 무진주에서 신탁 통치하는 방식

이 아니라, 신라 정부에서 본피부 출신의 중앙 귀족 및 관료를 지방 관리로 파견하여 통치

하였음을 말해준다. 통일신라 정부에서 고사부리성을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신라 정부는 백제부흥전쟁에서 신라군이 주류성을 공격하다가 대패하

고 더 이상 병력 동원을 포기하였다거나, 나당연합군과 백제, 왜 연합군이 백강구 전투에

서 치열한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었기에 고사부리성의 전략적 위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

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신라 정부는 고사부리성을 개축하여 고부군의 치소성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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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백제시대	견훤의	고부	경영

통일신라시대 고부군의 삼현가운데 상질현은 지금의 고창 흥덕을 가리키고, 희안현은 

지금의 부안 보안이다. 경덕왕 16년(757) 고부군 3현의 재편은 해상교통의 전략적 거점을 

기존의 동진강 수계권에서 줄포만으로 전환한다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백제의 

멸망과 백제부흥운동의 실패로 백산성, 주류성, 고사부리성의 전략적 기능이 상실되므로

서 삼국통일이후 동진강 수계권에서 백제의 정치적, 군사적 구심력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다. 통일신라 정부는 전략적 거점지를 동진강  수계권에서 줄포만으로 옮김으로서 기존의 

수로교통에 의존하기 보다 해상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다. 

마한 백제시대의 수로 교통의 시스템에서 통일신라시대에는 해상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

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에게 수로 교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동진강과 줄포만의 교통력

의 차이는 엄청나다. 동진강 수계권에는 고부천과 동진강을 따라 백산만까지 수로 교통이 

연결된 후에 물류를 재선적하여 해상 교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줄포만은 곧바로 해상교

통을 활용할 수 있는 항만이 조성되어 있었다. 수로 교통과 해상 교통은 전략적 가치에서 

차원이 다르다. 

신라 정부는 줄포만의 해상교통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신라는 대당 외교 활동에서 

줄포만의 해상교통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줄포만은 산동성 봉래로 향하는 황해중

부 횡단항로와 절강성 영파로 향하는 황해남부 사단항로를 이용하는데 좋은 여건의 해양

지리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당연합군 결성 당시 당나라 군대가 황해중부 횡단항로를 가로

질러오고, 웅진백제가 남조문화를 직수입한 루트에 줄포만과 변산반도가 위치한다는 사실

이 해양지리적 환경의 실익성을 보여준다. 

용하였으며, 경덕왕 16년 백제시대의 상칠현, 흔량매현, 개화현을 상질현, 희안현, 부령현으

로 개명하고 고부군의 속현으로 재배속시켰다. 세 현을 고부군에 재배속시킨 것은 신라정

부가 고사부리성을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인식하고 직접 관리 통치하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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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부군을 중심으로 줄포만의 해양지리 환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고환경지도를 살펴보면, 고부군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줄포만이 형성되

었다. 줄포만에서 내죽도를 바라보면 좌측에는 선운산과 선운사가 위치하고, 우측을 바라

본다면 변산과 내소사가 위치하고 있다. 해양지리적 여건상 고부, 흥덕, 줄포는 해상교통망

이 발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해안선으로 고부 지역과 줄포

만의 해양환경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조선후기에 제작된 고지도에는 하천과 도로망이 

고부지역의 해상교통망의 발달을 표시해놓았다. 

줄포만에는 줄포를 중심으로 흥덕에 사진포(沙津浦)가 위치하고, 보안에 제안포(濟安

浦)와 검모포(黔毛浦)가 위치하고 있다. 대동여지도를 살펴보면, 고부의 북서 방향에 부안

이 위치하고, 남서 방향에 흥덕이 위치한다. 고부군이 바다를 향해서 우(右) 부안(扶安), 좌

(左) 흥덕(興德)을 끼고 그 중심이 검모포를 향하고 있었다. 고부에서 부안이 17리, 흥덕이 

18리이니 위치와 거리도 비슷하다. 부안과 흥덕 모두 고부와 간선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었

고, 바다와 연결된 물길과 포구도 연계되어 해상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고부에서 고부

천으로 수로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고부에서 줄포만의 해상교통을 활용하는게 훨씬 효

율적이었다. 

통일신라가 고사부리성에서 물러난 후에 후백제의 견훤이 고사부리성을 접수한다.   

견훤은 광주에서 후백제 건국을 구상하면서 무진주가 아닌 완산주에 도읍할 계획을 세

웠다. 견훤은 전남지역 호족들의 

비협조로 무진주 도읍을 포기하

고 완산주 도읍을 구상하면서 고

부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견

훤 스스로가 순천만의 방수군 비

장으로 있으면서 해상교통의 효

율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견

훤은 무진주(현, 광주)에서 영산

강 수로를 확보하려고 집요하게 

금성산성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그림 91. 고사부리성 후백제시기 초기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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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도읍에 실패하였다. 견훤은 전주에 후백제를 도읍하려고 올라오던 길에 고부에 

들렀다가 전주에 입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추는 『삼국사기』 「열전」 제10 견훤전의 

“훤서순지완산주 주민영로 훤희득인심(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에서 읽어볼 

수 있다. 견훤은 서쪽을 순행하면서 완산주에 입성하는데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

하여 인심을 얻은 것 같아 기뻐했다는 것이다. 900년경 견훤이 광주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쪽지역을 순행하면서 고부의 해양지리적 여건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 견훤은 

고부의 역사지리적 위치를 분석하고 건국 직후부터 해상 교통의 전진 기지로서 줄포만을 

활용할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군의 삼현가운데 상질현(尙質縣 : 흥덕)과 희안현(喜安縣 : 보안)이 줄포만의 해안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고부군은 상질현, 희안현, 부령현을 영현으로 하고 

있었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한 것은 줄포만 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었던 것이며, 줄포만

의 흥덕, 보안 등지의 해양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 시찰에 나선 것으

로 보인다. 견훤은 줄포만의 해상교통망을 장악하기 위하여 고부를 해상 교통, 해상 교역, 

군사 활동의 거점지로 전략화한 것이다. 견훤은 고부를 후백제의 제2도시로 육성할 구상

에 착수하였다. 견훤 정권이 고부와 줄포만을 장악하기 이전에, 부안의 검모포, 제안포, 

흥덕의 사진포와 고부부안곶이 역사기록에 등장한 적이 없다. 줄포만의 해상교통력이 개

척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이지만 본격적인 활용은 후백제 견훤 정권이 들어서서 시작된 것

으로 보인다. 견훤은 대외적인 해상 교류와 국가적 교역망을 구축을 위하여 줄포만을 개

발하게 된 것이다. 

고부의 역사는 줄포만의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67

흥덕의 해양지리적 여건을 살펴보자. 대동여지도에는 고부와 흥덕 사이에 간선도로망

이 조성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흥덕현」 산천조에 사진포(沙津浦)가 등장한다. 사

진포는 장삿배(商船)가 정박하는 곳이라고 주를 달았다. 대동여지도에서 사진포는 상선들

이 드나들고 정박할 만큼 굉장히 큰 포구였다. 사진포는 현재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후포

리 일대로 추정된다. 사진포는 줄포만 검모포, 제안포와 동일한 해역에 속하였다. 줄포만

67) 홍금수, 2000, 「역사지리학에서 본 고부지역」, 『고부문화권의 재인식』, 정읍시,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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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좋은 해양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줄포만에서 사진포까지 조수

가 드나들고 넓은 하천유역이 형성되어 있다. 사진포는 장삿배 뿐만 아니라 전선(戰船), 병

선(兵船) 등도 정박하기에 매우 좋은 입지를 보여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부군」 산천조에 부

안곶이 등장한다. 부안곶(富安串)은 현재 고

창군 부안면 고잔마을, 검산리 일대를 가리

킨다. 고잔리는 ‘곶 안 마을’이안 뜻이다. 곶

은 육지가 바다를 향하여 내민 언덕빼기라고 

할 수 있다. 부안곶에는 부안향이 있다고 하

였다. 부안향은 상암리, 봉암리, 수앙리, 검산

리 일대로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동여지

도에 부안곶을 “고부부안곶(古阜富安串)”이라

고 기록해 놓았다. 흥덕현의 부안곶이지만, 

고부에서 관리하였거나 고부군의 관할에 속

했다는 이야기다. 부안곶과 부안향은 견훤이 

고부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곳

이다.

또 하나 주목할 곳은 고부의 정방향에 검

모포가 위치한다. 고부와 검모포(黔毛浦)는 

간선도로망이 연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 관방조에는 검모포영(黔毛浦

營)이 위치하고, 수군만호(水軍萬戶) 1명이 있다고 하였다. 수군만호는 검모포영이 수군들

이 주둔하였던 진영이었음을 말해준다. 수군만호가 고려시대 무관 벼슬이란 점에서 검모

포영은 고려시대 수군주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왜 줄포만의 검모포에 수군진영(水軍鎭營)

이 조성되었을까. 조선시대에 부안에는 격포진(格浦鎭)과 위도진(蝟島鎭)과 검모포진영(黔

毛浦鎭)이 있었다. 검모포진은 제 기능을 상실하여 조선 후기에 격포진에 통합된다. 검모

포 진영은 라말려초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고려 중기 이후에 군사전략지의 기능

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모포 옆에는 제안포가 있었다. 제안포는 보안면 남포

그림 92. 고환경지도의 변산반도와 줄포만
(제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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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위치하고 조세 운송과 물자 수송을 전담하는 포구였다.  

검모포는 보안면 구진마을에 위치한다. 구진(舊鎭)은 말 그대로 ‘옛날 진영’이 있었다는 

지명이다. 현재 구진마을에는 해양 방어 체제인 토성과 군함을 만들었다는 조선소 흔적이 

있고,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200여 평의 석축과 석축을 지지하는 200여 개의 나무기둥이 

조선소 자리에 있었다고 하였다.68 그 조선소 자리에서 배를 건조할 때 깔이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못탕목이 발굴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고지도에 구진마을의 검모포에는 

군선과 전선 등 정박해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검모포는 군선, 병선, 전선 등이 정박하

여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적 전략기지였으며, 조선소의 기능을 한 포구였다. 이러한 검모포

의 군사적 전략지는 후백제시대 견훤이 개발하였으며, 고려시대 내내 활용된 것 같다. 

검모포영은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 고려시대에서도 군사전략적으로 활용되었다. 몽고섭

정기에 원 세조가 일본 정벌을 계획하면서 전함과 군량, 무기를 마련하라고 고려 정부에 

책임을 떠 맡겼다. 1274년 고려는 대장군 나유를 원에 보내 전함 300척을 만들도록 하고, 

부안 변산과 나주 천관산의 재목을 준비하도록 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부안지역에서 

병선이 정박하는 곳은 검모포영(黔毛浦營)이 유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려시

대에 일본 정벌에 동원된 大船은 검모포에서 건조된 것이다. 고려 정부가 검모포진영을 수

군의 전략적 거점으로 운영, 관리하였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후백제시대부터 수군 

병참 기지로 활용된 검모포를 고려시대에도 임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924년 정진대사 긍양이 희안현 제안포로 귀국하고 있다. 긍양은 당으로 유학을 떠난지 

20여년만에 귀국하는데 줄포만의 제안포로 귀국하고 있다. 924년은 후백제가 해상교통망

을 적극적 확장하던 시점이다. 긍양의 제안포 귀국은 후백제시대 검모포와 더불어 제안포

68) 구진마을의 김병수(구진마을 노인회장)은 1972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이장을 맡았고, 새마을운동 사업

으로 마을안길을 조성하는데, 조선조 자리에 위치한 돌과 나무를 캐내어 마을안길을 쌓는데 석축으로 사

용하였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부친 김영백에게 옛날 조선소 자리가 마을 앞에 위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

고 찾아가보니, 200여 평 넓은 크기에 돌(초석)이 넓게 깔려있기에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여 돌을 모두 캐내

어 450m에 이르는 마을안길의 석축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옆에는 아름드리 육송 나무기둥(3~4m추

정) 200여 개가 땅속에 쫙 깔려 있었는데, 그 이듬해인 1973년에 모두 캐내어 줄포재제소에 가서 각기목으

로 재제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제보자 : 구진마을 노인회장 김병수, 조사일시 : 

2016. 6. 27, 조사장소 : 구진마을회관, 조사자 : 송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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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적인 교역항으로 활

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안포는 검모포 안쪽 깊

숙한 남포에 위치하였다. 

제안포가 국제적인 교역항

이었다면, 검모포진영도 후

백제시대에 병선을 건조하

고 수군이 주둔하는 수군

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림 93> 대동여지도를 살펴보면, 에는 고부에서 검모포까지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간선도로는 고부가 통일신라, 후백제시대부터 해상 활동의 요충지로 활용되었음

을 보여주는 근거다. 고부의 배후에는 사진포, 제안포, 검모포 등 전략적인 항포구가 위치

하고 있었다. 제안포와 사진포는 해상교역의 요충지였다면, 검모포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견훤 정권은 영산강 유역의 해상세력을 공격할때에 검모포의 수군선단(水軍船團)이 동원

된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의 수군 병참 기지의 위치는 순천만과 줄포만을 상정할 수 있는

데, 견훤이 전주에 도읍한 이후에는 검모포가 수군진영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전주는 해항

도시(海港都市)의 면모는 갖추었지만, 만경강 교통로보다 줄포만 교통로를 더 활용한 것으

로 보인다. 견훤이 궁예, 왕건에게 빼앗긴 영산강 유역의 금성산성을 공격하는데 만경강 교

통로보다 줄포만 검모포가 훨씬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군 병참 기지였다.  

줄포만을 국가 차원에서 활용한 나라는 후백제 밖에 없다. 신라말 고려초에 검모포에

서 병선을 건조하고 제안포가 국제적인 교역항으로 활용한 세력은 후백제 견훤정권 외에 

다른 세력은 없다. 개경의 고려 정부는 검모포와 제안포를 개발하여 운영할 명분은 없었

다. 검모포는 후백제의 수군 선단의 병참 기지였고, 제안포도 후백제 시기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다. 후백제가 조성한 줄포만의 해상교통력을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활용하였다. 

고려시대 12조창 가운데 안흥창이 줄포만에 위치하고 있었다. 안흥창이 흥덕 사진포 근

처에 있었는지 보안 제안포 근처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진포는 

장삿배(商船)들이 정박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사진포 동쪽에 읍창과 해창이 위치하여 조

그림 93. 대동여지도의 줄포만과 고부 일대 세부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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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漕運)의 중심적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면 유천리는 고려청자를 구워서 배로 

실어 날렀던 곳이기에 포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제안포로 추정되고 있다. 줄포

만에서 흥덕의 사진포와 보안의 제안포, 구진의 검모포가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으

로 보인다. 

견훤 정권은 줄포만의 해상교통망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제 교역과 물류 유통과 군사 병

참 기지를 조성하였다. 후백제 시대에 검모포에서 병선을 건조하거나 교역 및 물자수송 

등에 필요한 노동력은 부안곶의 부안향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동여지도

의 ‘고부부안곶(古阜富安串)’과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부군」 산천조의 부안곶 기록은 부안

곶이 고부 세력의 관할이었음을 말해준다. 부안곶의 부안향(富安鄕)을 관리하였던 주체는 

고부에 거점 도시를 조성한 후백제의 견훤 정권이었을 것이다. 견훤 정권은 제안포를 해상

교역과 대외교류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였으며, 검모포는 군선, 전선을 만드는 조선소와 수

군들이 주둔하는 진영을 조성하여 수군기지를 조성하였으며, 사진포에는 조운선과 상선

들이 기항하여 국내 물자를 운송하는 포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상 교통과 

교역에 필요한 인력은 부안곶의 부안향 사람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 견훤은 줄

포만의 제안포, 검모포, 사진포 등을 장악하여 만경강 교통로보다 다양한 훨씬 더 기동력

을 갖춘 해상교통망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림 94. 구진마을 검모포 진영 조선소 발굴유적(부안 21 사진)
그림 95. 검모포진에서 선박

건조 깔이목인 못탕
(부안 2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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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고부군 군명조에 고사부리(古沙夫里)·영주(瀛州)·안남(安南)이 등장

한다. 고사부리군은 백제시대의 행정 지명이고, 안남도호부는 고려 광종 2년(951)에 고려

가 고부에 설치한 행정기관이다. 그렇다면 영주는 백제 고사부리성과 안남도호부 사이에 

고부에 설치된 행정 지명이다. 태조 19년(936) 고려 정부는 영주에 관찰사를 파견하고 있

다. 그런데 936년은 후백제가 갑작스럽게 멸망한 해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가 멸망

하는 즉시 영주(瀛州 : 古阜)에 관찰사를 파견한 것은, 후백제시대에 영주가 가진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왕건은 936년에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영주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관찰사 파견은 영주가 후백제 도읍인 전주 못지않게 

비중이 큰 지방 도시였음을 말해준다. 

관찰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통치의 책임자를 말하고, 안남도호부는 변방의 반란집

단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기구였다. 고려 정부는 936년 영주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가 15

년이 지난 광종 2년(951년)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고 있다. 관찰사에서 안남도호부로 승격

은 보다 강력한 지방통치가 필요했고, 고부가 정치적으로 관리할 전략적 도시라는 점을 입

증한 것이다. 고려 정부는 안남도호부를 936년부터 940년까지 5년 동안 전주에 설치하였

고, 951년에는 영주(瀛州)에 설치하고 있다. 안남도호부의 영주 설치는 영주성 세력의 저

항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려 정부는 영주성 세력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할 정치

적 목적에서 안남도호부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호남읍지(湖南邑誌)』고부 건치연혁조에 “고려태조19년개칭영주치관찰사(高麗太祖十九年

改稱瀛洲置觀察使)”라는 기록이 있다. 문제는 영주의 명칭을 후백제가 사용하였느냐 고려

정부가 개칭하였느냐 하는 문제다. 갑작스럽게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관찰사를 파견한 것인

지, 고려정부가 관찰사를 파견할 목적에서 영주라는 지명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영주

69) 영원(瀛原)은 일제강점기에 영원(永元)으로 변경된 지명이다. 영원면에는 백제시대 중방성과 관련하는 백제

석실고분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3.	고부의	영주성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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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瀛州)는 936년 이전에 영원(瀛原)을 중

심으로 성장한 지방세력이 사용했던 지

명으로 보인다. 영주는 갑작스럽게 생

겨난 지명이 아니라, 백제시대 중방성에 

위치하는 영원의 고유지명에서 비롯된 

것 같다. 영원은 고부에 중방성이 설치

되기 이전에 천태산 아래 은선리를 중

심으로 성장한 마한세력의 거점이었다. 

백제시대 영원(瀛原)69의 지방세력이 성

장하여 영주라는 고을 명칭을 사용한 듯 하다. 영원의 치소는 천태산(天台山) 아래 은선리

토성(隱仙里土城)이 중심이었지만, 영주는 영원과 고부를 통합하여 고사부리성 중심의 영

주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70

견훤은 후백제 건국 초기 단계부터 영원·고부지역의 역사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 견훤은 백제시대에 영원과 고부를 중심으로 성장한 지방 토호 세력을 후백제 세력으

로 끌어 안았다. 이러한 전략은 견훤의 백제 역사의식의 계승이 이념적 토대였을 것이다.71 

고부는 백제시대 중방성이 설치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까지 군사적인 전략거점지역이었다. 

특히 영원·고부에는 마한 백제 시대이래 해양 세력들이 토착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곳이다. 

견훤은 영원·고부의 해양 세력과 해양지리적 교통망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고부에 영주

성을 조성한 것이다. 부여에 도읍을 둔 백제가 고부의 해양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영원

(瀛原) 근처에 중방성(中方城)을 두듯이, 후백제도 서해의 해상권 장악과 고부의 해양지리

적 입지와 전략적 지역 가치를 고려하여 중방성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고사부리성을 영주

성(瀛州城)으로 대체 활용하였다. 

후백제의 영주성(瀛州城)은 백제시대 고사부리성에 치소를 둔 중방성 세력의 확장이다. 

그림 96. 고부의 두승산(瀛州山)

70)

71)

은선리 일대에는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분 200여 기가 천태산과 신선봉 아래에 분포하고 있다. 이 석실고분 

세력들이 백제 중방성의 주인공들이었다고 본다. 사비부여시대에 부여에서 파견된 지방세력들이 중방성을 

통치하였다고 본다.  

신호철, 2014,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74, 한국고대사학회,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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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 정권의 고부 경영은 『영주지(瀛州誌)』에 “견훤이 저수지의 제방을 쌓았다(甄萱築堰)”

는 기록이 말해준다. 여기에서 저수지는 고부 관청리에 위치하는 눌제(訥堤)를 가리킨다. 

견훤은 눌제의 제방을 수축한 것인지, 처음으로 눌제를 쌓은 것은 아닐 것이다. 견훤이 미

륵사탑을 개탑하듯이, 고부군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눌제를 수축(修築)한 것으로 보

인다. 눌제의 수축은 견훤이 고부군민들에게 경제적 기반 조성과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하

여 추진하는 대규모 수리제방공사로 보였을 것이다. 후백제의 견훤은 고부군에서 눌제 수

축 공사를 주도하므로서 고부지역의 수리권(水利權)을 장악했을 것이다. 고부의 해양지리

적, 군사전략적 위상를 고려한다면, 견훤은 후백제 건국 초기에 고부군의 지방세력을 장악

할 목적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인 것이다. 후백제 시대에 고부의 군명은 영주군이었고, 

치소성은 영주성(瀛州城)이었다. 그렇다면 영주의 치소성은 고사부리성이었다. 견훤이 고

사부리성을 영주성으로 재활용한 것은 경제적 비용 절감과 상시적인 전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더 나아가 견훤의 백제 역사 의식이 백제 중방성인 고사부리성을 수

축하여 영주성으로 재활용하게 만든 것이다. 백제 중방성의 영원(瀛原)이 후백제의 영주

(瀛州)로 부활된 것이다. 

견훤의 영주성 운영은 전주에 후백제의 도읍을 정하고 의자왕의 숙분을 풀겠다는 광

주 선언을 실천하는 것이었으며, 줄포만의 해상권 장악과 대중국 해상교통망을 확보하려

는 전략도 백제의 해양활동의 전통을 계승 복원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

훤은 광주에서 자왕·칭왕 행세를 할때에 영산강 유역의 해상교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견훤의 고부군  장악은 영원·고부의 중방성 세력을 끌어안는데 필

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 방안으로 눌제의 제방을 수축하였던 것이다. 마한 백제시대

에는 천태산권의 영원(瀛原)세력과 성황산권의 고부 세력이 구분되었으나, 통일신라 과정

에서 영원과 고부세력이 통합되었고, 영주성(瀛州城)의 중심이 고부로 옮겨가면서 고사부

리성이 영주성(瀛州城)의 치소가 된 것이다.72 두 지역의 영주성 통합은 두승산이 영주산

72) 고부에는 어느 시기에 영주성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지명이 많이 등장한다. 『영주지(瀛州誌)』 외에 두승산

이 영주산(瀛州山), 고부 이씨(古阜 李氏)가 영주 이씨(瀛州 李氏)였으며, 영주 고씨(瀛州 高氏)도 있다. 영주

산 기슭에는 영주정사(瀛州精舍)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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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백제시대 줄포만의 해상교통력

견훤정권은 고부의 영주성(瀛州城)에 거점을 두고 해상권 장악에 나섰다. 견훤은 무진

주에서 자왕(自王) 시절에 영산강 유역의 해상세력의 포섭에 나섰지만, 궁예가 왕건을 영산

강 유역에 파견하여 해상세력들을 포섭하였다. 왕건은 나주 금성산성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오다린을 포섭하였고, 오다린은 마진의 궁예에게 귀부를 자청한다. 견훤은 대중국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산강 유역과 금성산성은 매우 중요한 전략거점지였지만, 끝내 

영산강 교통로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견훤은 영산강 교통로가 봉쇄당하자 차선책

으로 전주 정도를 구상하였던 것이다. 

궁예는 영산강 유역의 오다린 세력이 귀부하자 천복(天復) 3년(903)에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 금성산성을 공격하고 10여 군현을 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때부터 마진의 궁예가 나

주 영산강 유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다. 궁예의 서남해 해상권 장악은 개평(開平) 3년

(909)에 견훤이 오월국에 보낸 사신선을 광주 염해현에서 포획하여 마진으로 돌아간데에

서 알 수 있다. 견훤은 사신선의 나포에 분개한 나머지, 909년부터 914년까지 6년간 나주 

영산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륙 공격을 펼치며 수차례 진격한다. 견훤은 수군 선단

을 이끌고 영산강 유역으로 공격하고, 무주 성주 지훤은 육군을 이끌고 공격하였다.  

910년에 견훤은 몸소 보병과 기병 3천명을 이끌고 나주 금성산성을 에워싸고 10여 일이 

지나도록 포위를 풀지 않았다. 이때 궁예는 개성의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에게 한찬 관등을 

부여하고, 해군대장군으로 임명하여 나주 금성산성에 파견하여 견훤의 공격을 차단하도

4.	후백제	견훤정권의	해상교통력과	줄포만의	검모포,	

				사진포,	제안포

으로 불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견훤은 고부군을 장악하고 눌제의 수축으로 

영주성시대(瀛州城時代)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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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임무를 맡긴다. 궁예가 수군을 파견하여 후백제 군사들을 습격하자 견훤은 군사를 이

끌고 물러갔다. 견훤은 순천만에서 방수군의 해상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왕건은 개성에서 

해상세력으로 성장하였던 만큼 나주 금성산성의 전투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견훤은 영산강 유역의 탈환을 위하여 수군의 전투력 향상이 더욱 절실해졌고, 줄포만의 

검모포를 수군의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하였던 듯하다. 견훤은 영산강 유역을 공격하는데 

접근성과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지로 줄포만의 검모포를 병참기지화하였다. 검모

포에서는 수군의 공격에 필요한 군선, 병선을 건조하고 군사력을 지원하는 후방 보급 지원

의 병참 기지를 조성한 것이다. 조선후기 고지도의 검모포에는 병선, 군함 등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후백제 시대 이래 검모포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듯하다 

견훤은 검모포영에서 발진한 수군들을 이끌고 영산강 유역의 입구인 목포에서 덕진포

에 이르기까지 전함을 종횡으로 연결시키고 바다와 육지에서 육해군 합동 작전으로 전투

에 임하였다. 양측의 치열한 격전 끝에 마진의 왕건 세력들이 해전에 밀려 패퇴하여 도망

칠 정도였다. 후백제 수군의 군사력 강성은 줄포만 검모포에서 병선과 군함을 건조하고 후

방보급 지원이 원활하였던 효과였을 것이다. 만약에 후백제가 마진과 영산강 전투를 벌일 

때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였다면 기동력이 떨어졌겠지만, 줄포만과 영산강 유역은 지리적

으로 가깝고, 군선, 병선을 건조하는 조선소(造船所)가 검모포영에 있었기에 수군들의 영

산강 유역 공격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궁예 정권의 수군 군사력 증강으로 나주 영산강 유역은 철옹성 같았고, 궁예정

권이 멸망하기까지 왕건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궁예 정권이 몰락하고 왕건

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면서 외교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왔다. 왕건은 궁예처럼 영산강  

유역의 해상권 장악에 몰두 할 수가 없었다. 북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란, 여진과 북

방외교에 치중하다보니 국력이 분산되어 자연스럽게 남쪽의 해상권 장악은 느슨해질 수밖

에 없었다. 고려가 북방 외교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영산강 유역을 두고 후백제와 다투는 

것은 국력과 군사력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왕건은 영산강 유역을 포기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교적인 환경에 맞춰 견훤은 918년 오월국과 외교관계를 재개

한다. 918년부터 견훤은 서남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외교활동을 펼친다. 

견훤은 918년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말을 바치고, 오월국의 국왕 전류(錢鏐)는 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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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대부를 더해서 내려주었다. 또한 후당에도 사신은 파견하고 있다. 920년부터 후백

제의 대외 관계는 정상화된다. 921년에 진동대사 경보(洞眞大師 慶甫)가 임피현(臨陂縣) 신

창진(新倉津)으로 들어오고, 후백제 견훤 정권은 922년에 일본 대마도에 사신을 파견한다. 

그리고 924년에 정진대사 긍양이 줄포만 희안현으로 들어오고 있다. 925년에 다시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고, 927년에는 거란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927년 거란에 사신 파

견은 거란이 고려와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였고, 거란이 먼저 후백제에 사신

을 보내온 답방 방식이었다. 927년에는 오월국에서 사신을 보내와 외교적인 문서로 고려와 

후백제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왕건은 견훤의 군사력이 강성해지고 국력이 향상되자 거란과 국경 분쟁을 이유로 영산

강유역의 제해권을 포기한 것이다. 왕건은 궁예의 명령으로 해군대장군에 임명되어 영산

강 유역의 금성산성을 관리해왔지만, 고려 건국 이후 북방 유목민 계통의 여진, 거란과 국

경을 접하면서 북방 외교력이 치중할 수 밖에 없었고, 국력과 군사력의 분산과 소모을 방

지하기 위하여 영산강 유역의 해상권 장악을 포기하자 후백제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920

년경부터 후백제의 대외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해상 교통로는 줄포만과 만경강 교통로가 

동시에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921년 경보가 임피현 신창진으로 들어오

고, 924년 긍양이 줄포만 제안포로 들어오는데서 알 수 있다. 왕건은 930년경에 서남해안

의 제해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줄포만의 검모포, 사진포, 제안포

(1) 제안포

제안포는 924년 정진대사 긍양(兢讓) 스님이 귀국한 포구이다. 긍양 스님은 899년에 당

나라로 건너갔다가 선종계 승려로 수학한 후에 25년만에 희안현(제안포)로 들어와 귀국하

였다. 긍양은 신라말에 출국하였다가 후백제 시기에 귀국한 것이다. 제안포는 통일신라시

대에 국제적인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신라 경덕왕때에 고부군 속현의 명

칭이 변경되고 있다.73 제안포(濟安浦)는 후백제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생긴 지

명으로 보인다. 제안포는 보안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보안면 유천리, 진서리는 고려청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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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터가 대규모로 발굴된 지역이다. 보안면 진서리, 유천리 등지 고려시대 가마터에서 가마

청자, 분청자, 백자가마들이 밀집하고 있으며,74 이 지역의 가마터에서는 12세기경 상감청

자와 분청사기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청자들은 개경이나 사찰로 운송, 공급되었다. 제안

포는 후백제 시기에 해상 교역과 대외 교류를 전담하는 포구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시대 

유천리에서 고려청자를 실어나르면서 유포(柳浦)라는 포구명으로 바뀌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남포(南浦)라는 포구명으로 변경된 듯하다.

(2) 검모포

검모포는 병선을 조선하고, 수군이 주둔하는 진영이 있었던 곳이다. 견훤은 검모포를 

처음부터 해군 병참 기지로 조성한 것 같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검모포에 병선(兵船)이 

정박하였다는 기록에 주목해야 한다. 검모포는 줄포만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에 해상

교통의 여건도 좋다. 수군진영으로 더 적합한 것은 조선의 제재(製材)인 목재 공급이 용이

한 곳이다. 검모포 주변에 울창한 내변산 산림으로 둘러싸여 배를 만들 재목의 구입과 운

송이 용이한 곳이다. 견훤이 909년 수군 선단을 이끌고 나주 영산강 유역의 해상 세력들

73)

74)

『대동지지』에 신라 경덕왕 6년(747)에 고부군으로 개명하면서 부령(扶寧), 희안(喜安), 상질(尙質)을 영현(領

縣)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부안군·원광대박물관, 2011, 『부안의 고려청자』, 204쪽.

그림 97. 부안 유천리 도요지 가마터
(김종운 사진)

그림 98. 유천리 출토 
청자상감인물문매병

(김종운 사진)

그림 99. 유천리 출토 
청자상감모란문화병

(김종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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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백제의 수군 선단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었을까. 나주를 

공격하기에는 만경강 교통로보다 줄포만 검모포에서 출발하는게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검모포가 수군 진영과 병참 기지로 적합했던 것은 해안지리적 환경이다. 고지도에 “조수

가 물러가면 육지가 되고 조수가 들어오면 강이 되며 수심은 5척이다. (潮退成陸 潮進成江 

水深爲五尺)”로 표기되어 있다. 검모포에 조수가 들어오면 수심이 1.5m정도 된다. 변산에

서 목재를 벌목하여 군선(軍船)을 만드는 조선소가 검모포에 있었다. 고지도에 나타난 검모

포에 정박해있는  군선은 병선(兵船), 전선(戰船), 사후선(伺候船) 등이다. 병선은 전선과 함

께 전쟁에 나가가 전선을 지원하는 배라 할 수 있으며, 사후선은 적군의 동향을 정찰하고 

탐지하는 비무장 군선이다. 검모포영은 군선을 건조하고, 주둔하는 곳이었다. 최근 구진(舊

鎭) 마을에서 배를 건조할 때에 바닥에 까는 못탕목이 발굴되었다.75 후백제시대 검모포

는 군선 건조의 조선소(造船所)였고, 수군이 주둔하는 진영(鎭營)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백제 시기에 검모포는 견훤 정권의 수군 병참 기지로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었을 것

75) 김병수 구진마을 노인회장 증언(2016. 7. 27.) 

 그림 100. 1872년경의 줄포만 검모포영에 정박 중인 군선의 묘사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조선후기 지방지도』, 부안 검모포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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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원제국 섭정기에 왜를 정벌하기 위하여 원 세조 쿠빌라이가 3월에 함선 건조

를 요청하였는데, 추밀원 부사 허공이 나주도(장흥) 천관산과 전주도(부안) 변산에서 300

척의 함선을 제작할 목재를 준비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 기록에서76 검모포영이 고려시대

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된 듯하다. 

(3) 사진포

사진포(沙津浦)는 장삿배들이 정박하기 좋은 곳이었다. 사진포의 위치는 현재 흥덕면 

사포리·후포리 일대다. 사진포는 수많은 상선(商船)들이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포구였

다. 고지도와 문헌기록에 사진포 옆에 사창이 있는 것을 볼 때, 사진포 옆에는 안흥창(安

興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덕현에는 부안곶이 있는데, 부안곶(富安串)에서 사진포

로 넘어 들어가기가 매우 용이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본래 흥덕현은 통일신라 경덕왕 

6년(747) 시대에 상질현이었는데, 고부군의 영현으로 삼었다고 했다.77 부안곶은 고부부안

곶(古阜富安串)이라 하여 고부 세력이 운영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시대 안흥창

이 사진포 옆에 위치하고 있을때, 고부군이 부안곶을 관리 운영하면서 부안향(富安鄕) 노

동력이 동원하여 조세미 운송과 곡물을 배에 선적하는데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6)

77)

『고려사』27 「세가」27, 원종 3년, “辛酉遣大將軍羅裕如元上中書省書曰 : 今年正月三日伏蒙朝旨打造大船三百艘
卽行措置遣樞密院副使許珙於全州道邊山左僕射洪祿遒於羅州道天冠山備材”

『대동지지』, “新羅景德王六年改古阜郡(領縣三 扶寧,喜安,尙質)隷全州”

후백제의 왕도가 전주였다면, 고부는 전략적인 거점도시였다. 견훤은 서남해안 해상권

을 장악하고 해상 교통력과 수군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부를 해상 활동의 거점도

시로 활용하였다. 전주는 만경강 교통로의 해상교통망이 연결되는 해항도시(海港都市)였다

5.	고려	정부는	고부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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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정읍 천곡리사지 백제계 7층 석탑 그림 102. 영원 은선리 백제계 3층 석탑

면, 고부는 줄포만의 해상교통망을 장악할 수 있는 해항도시였다. 920년경부터 견훤이 서

남해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줄포만의 해상교통력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936년 후백제가 멸망한 당해년에 왕도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고 5

년 동안 운영한다. 안남도호부는 고려 왕건 정부가 후백제의 주민들을 통제하게 위하여 임

의적으로 설치한 기구인데, 후백제인들을 감시 감독하면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년 후에 안남도호부를 철수하고 전주로 환원시켰다. 

고려 정부는 951년에 고부에 다시 안남도호부를 설치한다. 왜 광종대에 고부에 안남도

호부를 설치한 것일까. 고부에는 마한 백제시대부터 성장한 해상세력이 존재하였으며, 백

제가 고사부리성에 중방성을 설치하는 등 영원과 고부에는 뿌리깊은 백제계 해양세력들

이 웅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백제계 해양세력들이 후백제 견훤 지지기반이었다. 후백

제 시대 영원·고부 중심의 영주성 세력들은 영주성 중심으로 줄포만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였으며,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고려 정

부에서는 영원·고부 지역의 백제계 지방 세력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영원·고부지역에는 백제계 지방 세력은 천곡리, 장문리, 은선리에 백제계 석탑을 남길 정

도로 강력한 지방세력이었다. 이 백제계 석탑은 건축 시기를 고려 초에서 고려 중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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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계 석탑의 주체는 후백제시대 고부에서 성장한 영주성 세력으

로 볼 수도 있다. 고려시대 초에 석불과 석탑을 조영할 정도로 영원·고부에는 막강한 후백

제의 지방세력들이 있었다. 영주성 세력의 뿌리는 마한 백제시기의 영원·고부 지방세력이었

다. 후백제시대 영주성 세력을 통제할 목적에서 고부에 안남도호부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고려는 고부에 설치한 안남도호부를 1018년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시켰다. 

그만큼 고려와 대립하였던 후백제의 해상세력들이 고부를 중심으로 저항하였던 역사

를 안남도호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 세력이 후백제 왕실에 첩자

를 들여보내 음모를 꾸며 후백제를 멸망시켰지만, 고부의 후백제 지방 세력들은 고려 광

종 때까지 고려 정부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부군에 독특하게 남아있는 

백제계 석탑과 석불이 말해주는데, 이 백제계 석탑과 석불은 후백제의 석탑과 석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78 그동안 고부 지역의 백제계 석탑의 출현 시기를 신라말·고려초라고 

하였지만, 그 시기는 영원·고부 지역에서 후백제의 영주성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고부 지역의 백제계 석탑은 후백제 석탑이라고 하

는게 더 좋을 듯하다.

78) 진정환, 2006, 「井邑地域 百濟系 佛像 考察」, 『文化史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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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만에 돌배(石舟)가

들어오다

1. 석탈해신화는 돌배설화의 근원

2. 보타산의 돌배가 줄포만으로 들어오다

3. 해남 미황사의 돌배이야기  

4. 선운산 대참사 사적기의 석주설화

5. 내소사의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

6. 관선불 마을의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  

7. 줄포만 해안표착형 석주설화의 의미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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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탈해신화는	돌배설화의	근원

『삼국유사』 「기이」 석탈해왕조에 석탈해신화가 실려있다. 다른 건국신화와 달리 하늘에

서 붉은 기운이 땅에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다. 먼 남쪽바다에서 배 한 척이 가락국의 해안

으로 표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락국의 바다 가운데 어떤 배(船)가 와서 닿았다. 그 나라의 수로왕(首露王)이 신민들과 함께 

북을 치고 맞아들여(鼓譟而迎) 머물게 하려 하니, 배(舡)가 곧장 달아나 계림 동쪽 하서지촌(下西

知村) 아진포(阿珍浦)에 이르렀다. 마침 포구 해변에 한 노파가 있어, 이름을 아진의선(阿珍義先)

이라 하니 혁거왕의 고기잡이의 어미였다.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 바다 가운데 본래 바위가 없었

는데 까치가 모여들어 우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고 배를 끌고 가서 찾아보니 까치가 배 위에 모

여들고 그 배 가운데 궤 하나가 있는데 길이가 20척, 너비가 13척이나 되었다. 그 배를 끌어다 수

림 밑에 두고, 길흉을 알지 못하여 하늘에 고하였다. 조금 있다가 궤(櫃)를 열어 보니 단정한 동남

(童男)와 아울러 칠보와 노비가 그 가운데 가득차 있었다.”

줄포만에 돌배(石舟)가 들어오다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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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탈해신화는 오로지 『삼국유사』 「기이」에 등장한다. 『삼국유사』가 고려시대 편찬되었

다는 점에서 석탈해의 신화적 배경으로 삼국시대로 잡아야 할지, 고려 중기로 잡아야 할

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배가 먼 바다에서 가락국으로 건너와 해안에 표착해왔

다. 처음에 가락국 해안으로 들어오자 수로왕이 신민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북소리 울리

면 맞이하려고 하자, 쏜살같이 달아나서 하서지촌 아진포에 표착하고 있다. 하서지촌 아진

포는 현재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하서항 일대를 가리킨다. 석탈해신화에서 돌배설화 

요소가 들어있는 문장은 크게 세 부분이다. 첫째, 배가 해안에 다가오는 해안표착형, 둘째, 

수로왕과 신민들이 배를 맞이하려고 바닷가에 나갔더니 쏜살같이 달아났다는 점, 셋째, 

배 안의 궤를 열어보니 단정한 남자와 칠보(七寶), 노비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궤안에 든 

단정한 동남이 성장하여 석탈해 왕이 된다. 

그렇다면 이 배가 어디에서 바다건너와 신라 아진포에 들어온 것일까. 배의 정체를 알려

주는게 강(舡)이다. 사전에 강은 ‘오(吳)나라 배’라고 해석하였는데, 선(船)과 같은 배를 말

하는 것으로, 오나라에서는 선을 강으로 호칭한 듯하다. 강은 오나라가 해상활동을 활발

히 전개할 때에 사용된 배라고 할 수 있다. 오나라는 위·촉·오 삼국 가운데 한 나라인데, 

오나라는 건업(建業 : 현재의 남경)에 도읍을 두고 양자강 하구와 동남해안 일대를 장악하

고 있었다. 양자강 유역에서 해상 교통의 요충지는 항주만이다. 항주만은 장강 하구에서 

소흥, 영파, 주산군도 일대를 가리킨다. 

석탈해는 용성국 사람인데, 알에서 태어났기에 멀리 다른 나라에서 왕이 되라고 배에 

실려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궤안에 동남과 함께 실려보낸 것이 칠보와 노비였다. 칠보(七

寶)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7가지의 보물을 말한다. 칠보는 7가지의 보석일 수 있지만, 불

교 문화 가운데 귀한 칠곱가지의 불보(佛寶)를 칠보라고 표현한 듯하다. 그렇다면 칠보를 

실은 배가 가락국이 아닌 신라의 하서지촌 아진포에 당도한 것은 신라 불교의 전래와 관련

성이 있는 듯하다. 석탈해신화는 삼국시대 신라에서 전승해오는 탈해설화와 통일신라시대 

남해안에서 전승되는 석주설화가 결합하여 일연이 『삼국유사』 「기이」에 실린 것으로 보인

다. 기본적으로 탈해는 알에서 태어나고 궤에 든 동남(童男)이란 점에서 볼 때 혁거세 신화

와 김알지 신화와 동일한 난생신화 계통의 탄생 설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혁거세와 김알

지에서는 돌배설화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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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시조신화와 돌배설화를 결합하여 석탈

해신화를 만들어 수록한 것이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돌배설화 요소가 담겨있는 시조

신화는 석탈해신화가 유일하다. 석탈해신화의 돌배설화 요소는 배를 맞이하는 주체가 성

인(聖人)이란 점과 배에 신성(神聖)과 칠보(七寶)가 실려있다는 점이다. 배를 맞이하는 주

체가 왕과 신민이 아니라 노파(老婆)이다. 그가 아진의선이다. 이러한 돌배설화는 삼국시

대와 통일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채집되고 있다. 성덕산 관음사 사적

기에는 중국 진(晋)의 사신이 백제에 돌배와 관음선(觀音船)을 보내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

런데 중국에서는 석주, 석선이 기념물로 전승, 보존되는 지역이 주산군도 보타산이다. 

그림 104. 주산군도 보타산 석선(石船)의 근경그림 103. 주산군도 보타산 해안의 석선(石船) 원경

한반도 서남해안에는 해안표착형 돌배설화가 채집되고 있다. 돌배는 한자로 석주(石舟), 

석선(石船)이라고 쓴다. 돌로 만든 배가 바다에 항해할 수 있을까. 물론 철로 만든 선박도 

항해하는데 돌로 만든 배가 항해 못할리도 없겠지만, 돌로 만들어진 배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해안 포구에서 전승되는 구전설화와 사찰의 사적기 등장하고 있다. 석주는 상선, 

무역선, 사신선도 아니다. 석주 안에는 불교의 보물, 즉 불경, 불상, 불구 등이 실려있다. 이

2.	보타산의	돌배가	줄포만으로	들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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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법(佛法)을 전파하는 전법선(傳法船) 임을 알 수 있다. 이 전법선은 관음보살이나 우

전국왕(于闐國王)이 항해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돌배이야기는 대체로 통일신라를 시대

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선종 불교가 전래하는 시점이다. 전법선은 선종 불교

의 전래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해남 미황사에는 돌배설화가 창건 설화와 함께 금석문에 나타난다. 미황사의 돌배

이야기는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돌배와 관련하여 승려, 시주자와 향도들의 창

사(創寺) 이야기가 보다 구체적으로 금석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줄포만에도 돌배가 들어오고 있다. 줄포만 죽도에 당도한 돌배를 대참사의 의운

화상이 맞이하여 대참사에 모시게 되고, 내소사 앞 해안가 석포리에 표착한 돌배를 혜구

두타가 맞이하여 변산의 실상사로 옮겨 봉안하고 있다. 줄포만의 해안에 당도하는 돌배에

는 불상, 불경, 불탑, 관음상 등 불교의 홍법과 창사 관련의 불교 보물들이 실려있고 우전국

왕이나 승려가 항해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돌배설화는 통일신라시대 선종 불교의 전

래와 관련하여 불교의 보물을 배에 실고와서 인연의 땅에 표착하여 배에서 내린 관음상을 

사찰에 옮겨서 불법을 전파하거나 사찰 창건에 필요한 불보(佛寶)를 전파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석주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줄포만으로 들어오는 것일까. 석주와 관련

하는 경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10여 년 전에 항주 절강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

회에서 석주설화 관련 학술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서남해안에서 채집된 석주설화의 실

상을 파악하고자 불전 역경 전문 연구기관에 석주이야기를 문의하였으나 금시초문이라는 

답변만 듣고서 미완성의 발표문을 들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먼저 부안군과 주산시의 자매

결연 추진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파를 경유하여 주산군도 보타산에 들렀다가 항주로 들어

가는 일정을 짰다. 보타산에서 보타산 불교연구소 왕연성 소장의 안내를 받아 불정산에 올

라가는 도중에 눈에 들어오는 안내표지판이 있었다. 석주기념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石

舟扁叶一(boat-like stone)”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국내에서 구전설

화로 전해오는 석주기념물의 실체를 목격하다니 그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석주사진

을 찍어서 완성된 논문으로 학술발표에 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보타산에서 기념물

로 보호받고 있는 석주는 배 형상의 자연석에 불과하였다. 보타산 불교연구소 왕연성 소장

은 보타산에서는 석주를 서양선(西洋船)이라고 부를 뿐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고 귀띔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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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양선이란 서역(西域) 또는 서양에서 왔다는 이야기이다. 서양은 서역과 동의어이다. 서

역과 중국 사이에는 이미 한대(漢代)부터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가 열려있었는데, 그 실크로

드를 통하여 다양한 문물이 들어왔다. 대표적인 서역 문물인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

어왔다. 서역불교는 인도에서 티벳(서장), 운남, 사천 등지를 경유하여 중국에 들어왔다. 중

국에서 당대에 불교가 가장 성행하였는데, 서역문물이 들어오는 실크로드의 중심에 호탄

(Hotan)이라는 작은 불교국가가 있다. 한반도 서남해안의 돌배이야기에는 호탄의 국왕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역에서 실크로드 남로를 통해서 중국 장안, 낙양으로 들어왔으

며 운하를 이용하여 항주만 보타산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보타산의 돌배이야기가 동

중국해 사단항로를 가로질러 올라와 한반도 줄포만에 들어온 것이다. 중국 항주만 보타산

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바닷길은 이미 백제시대부터 열려 있었다. 백제는 동성왕대 이후 

무령왕대에 양나라와 문물교류를 빈번히 전개하였다. 황해남부 사단항로는 양자강 하구역 

위치하는 항주만에서 가로질러 한반도에 건너오는 바닷길을 말하는데, 주산군도 보타산에

서 건너오는 바닷길은 동중국해 사단항로이다. 양자강 안에 위치하는 소주, 남경, 항주 등

지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은 황해남부 사단항로를 타고 가로질러 온다면, 강남 아래 영파, 주

산, 태주, 천주 등에서 올라오는 선박들은 보타산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고 순풍에 단 듯이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타고 가로질러 한반도 서남해로 올라온다. 보타산의 돌배는 동중국

해 사단항로를 타고 한반도 서남해로 올라와 줄포만에 해안표착한다.  

해안표착형 돌배설화는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관음상과 불보를 싣고 한반도 서

그림 106. 보타산 석주기념물그림 105. 보타산 석주 안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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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으로 항해해오는 불교 전파 및 창사연기설화라 할 수 있다. 줄포만의 돌배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해남 미황사 돌배이야기를 먼저 소개한다. 왜냐하면 돌배이야기에는 사찰 

창건의 시점과 사찰 창건의 역사적 주체가 등장한다. 해남 미황사의 창건 설화는 구비전승

이 아니라 사찰의 사적기에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진실성이 담겨진 

석주설화가 미황사 돌배이야기이다. 해남 미황사의 돌배이야기와 줄포만의 돌배이야기를 

연계하여 불교문화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미황사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8년(749)에 의조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황사의 

창건설화는 불교의 보물을 실은 돌배가 사자포구에 표착한다는 사찰 창건 연기설화이다.  

신라 경덕왕 8년(749)에 홀연히 돌배(石舟) 한 척이 땅끝마을 사자포구에 와서 닿았다. 배안에

서 천악범패(天樂梵唄)의 소리가 들려 어부가 살피고자 했으나 배는 번번이 멀어져 갔다. 의조스

님이 이를 듣고 장운 장선 두 스님, 향도 백여 명과 함께 목욕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다. 그러

자 비로소 돌배가 바닷가에 닿았는데, 그곳에는 주조한 금인(金人)이 노를 잡고 서 있었다. 배안

을 살피니 『화엄경』80권, 『법화경』7권과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40성중, 16나한, 탱화 등이 있고, 

금가락지, 검은 돌이 한 개씩 있었다. 마을사람들이 경전을 바닷가에 내려놓고 모실 장소를 의논

할 때 검은 돌이 저절로 벌어지며 그 안에서 검은 소한마리가 나타나더니 문득 커졌다. 그 날밤 

의조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금인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우전국왕으로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

며 경전과 부처님을 모실 곳을 구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르러 산 정상을 바라보니 일만불(一萬佛)

이 나타나므로 여기에 온 것이다. 소에 경을 싣고 가다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 곳에 성상을 봉

안하라”고 일렀다. 이에 소등에 경을 싣고 가는데, 소가 한번 눕더니 벌떡 일어나 다시 걸어갔다. 

그러더니 산골짜기에 이르러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소가 누운 자리에 통교사를 짓고 뒤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미황사를 지어 불상과 경전을 모셨다. 미황사의 ‘미’는 소의 아름다운 

3.	해남	미황사의	돌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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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송화섭, 2011, 「韓半島 西南海岸 石舟說話의 歷史的 考察」, 『동아시아고대학』25, 동아시아고대학회.

울음소리에서 따왔고, ‘황’은 금인의 황금빛을 따와 이름을 붙였다. 

미황사(美黃寺)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달마산(達磨山) 자락에 위치한다. 달마산 산

기슭을 배경으로 터를 잡은 미황사는 사자포구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좋은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황사의 석주설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에 창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신라시대 중국

에서 돌배가 바다 건너오고 있는 것은 선종 불교의 전래를 의미한다. 중국의 양자강유역

이나 영파 해역에서 사단항로를 타고 선종 불교의 전법선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석주를 맞이하는 주체는 범인(凡人 : 어부)이 아니라 성인(聖人)으로서, 승려 의조

화상과 향도 100여 명이 바닷가에 나아가 석주를 영접하고 있다. 향도 백여 명의 동원은 

당시 사찰창건에 향도불사(香徒佛事)가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향도는 용화

향도(龍華香徒)같은 무리로서 신라 불교를 주도적으로 부흥시킨 결사집단이었다.79

셋째, 돌배는 사자포구에 기항하면서 천악범패(天樂梵唄)를 울리고 돌배 안에는 금인

(金人)과 화엄경 법화경의 경전과 비로차나불, 문수보살, 사십성중, 십육나한, 탱화, 김환, 

흑석 등이 가득 실려 있었다. 돌배는 통일신라시대 선종 불교의 전래를 위한 전법선을 말

한다.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는 당의 혜능 계통의 남종선(南宗禪)이 전래해왔다. 

넷째, 의조스님의 선몽에 우전국왕(于闐國王)이 등장하고 있다. 달마산 아래는 일만불

을 조성한 땅이지만, 사찰을 창건할 땅을 택지하는데, 소를 이용하고 있다. 소에 불경을 실

고 가다가 드러눕는 곳에 사찰을 창건하라는 택지몽(擇地夢)이 등장한다. 택지몽은 통일

신라시대에 풍수지리와 선종 불교가 함께 성행하였음을 말해준다. 

 통일신라시대에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떠난 승려들이 많았다. 이들은 주로 황해 남부  

사단 항로를 이용하여 중국 절강성 영파, 항주 지역으로 떠났다. 유학자들이 승려가 되어 

돌아오거나, 승려들도 수행 중심의 선종불교(禪宗佛敎)를 체득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이 들이 귀국할 때에도 다양한 불교 보물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선종 불교와 비보풍수

(裨補風水)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산간 불교를 발달시켰다. 따라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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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화는 선종불교의 전래과정에서 가람(伽藍)을 택지하고, 가람을 조성하는데 향도집단

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남 달마산 아래에 미황사는 검은돌에서 검정소가 드러눕

는 곳에 가람을  조성하는 밀교(密敎)의 택지법(擇地法)이 적용되고 있다. 

택지법은 선종불교와 풍수지리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밀교의 술법(術法)를 말하며, 이

러한 택지법에 따라 통일신라시대에 사찰, 사탑들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미황사 석주설화

는 삼국시대부터 전승해 온 불교 전래의 방식이 통일신라시대까지 전승되어 왔음을 말해준

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석주가 해남 송지 달마산 아래 사자포구에 들어오고 있다. 중국 절

강성의 영파, 주산군도 보타산에서 출발한 석주가 남해안 사자포구에 표착한 것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신라상인들이 보타산에서 관음상(觀音像)을 싣고 건너오려다가 

암초(岩礁)에 걸려 뭍에 내려놓았다는 신라초 이야기가 전해온다. 배에 관음상을 실고 항

해를 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이다. 신라 교역선은 결국 암초에 걸려 관음상을 뭍에 내려놓

고 출항할 수 밖에 없었다. 그후 사람들은 그 암초를 신라초라 불렀고, 뭍에 내려놓은 관

음상은 보타산 조음동(潮音洞)  불긍거관음원(不肯居觀音院)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보타산

의 신라초 전설은 통일신라시대에 신라 상인들이 보타산에서 관음보살상을 배에 실고 신

라에 돌아오듯이, 선종 불교의 스님들이 당에서 구법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불보를 갖

고 들어온 것이 미황사 창건 연기 설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창 선운사에서 보존하고 있는 「선운사 참당사 사적기」, 「대참사 법당기」에 돌배에 관

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두 내용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왔지만 후대에 선운사 참당

사 사적기에 정리된 것이다. 참당사는 대참사인데, 현재는 참당암으로 불려지는 사찰이다.  

“당시에 돌배(石舟) 한척이 산 밖의 죽도 포구로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은은한 음악소리가 간

간이 들여왔다. 속인들이 보고자 하면 돌배가 저절로 물러간다하는 지라 의운스님이 그 소문을 

4.	선운산	대참사	사적기의	석주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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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兜率山古蹟冊』 「兜率山大懺寺故事」.

듣고 제자를 이끌고 가니 배가 저절로 해안으로 다가왔다. 이에 배에 올라보니 옥추대장경(玉軸

大藏經)과 석가모니불·가섭·아난·16나한 상이 배 가운데 나란이 앉아 계셨고, 한 금인(金人)이 오

른손에는 옥으로 만든 노[玉櫓]를 저으며 수놓은 돛을 조정하고 왼손에는 상아로 만든 주판과 금

자보인을 쥐고 있었다. 이에 육지에 내려놓았으나 편안히 모실곳을 정하지 못하였다. 그날 밤 의

운스님의 꿈에 금인이 나타나 말하였다. “나는 우전국(于闐國)의 왕인데 불상을 모실 곳을 찾아 

해동의 여러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도솔산에 대참의 기이한 기운이 하늘에 서린 것을 보고 

이곳으로 왔으니 청컨대 집을 짓고 편안히 모시도록 하시오.” 이에 스님은 절을 지었고 진흥왕이 

시주를 하였으나 대참사가 바로 그 절이요. 이 절의 모든 불상들은 그 때에 모셔온 것이다.”80

대참사의 석주설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석주설화에 대한 문헌자료와 연대를 말해주는 근거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대참사 사적기와 법당기에 진 선제(陳 宣帝) 태건연간(太建年間 : 569~582)과 당 태종

그림 108. 주산군도 보타산의 불긍거관음원
그림 107. 

주산군도 보타산의 신라초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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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 太宗) 정관 원년(貞觀 元年 : 627)이라는 창건 연대와 역사가 등장한다. 진 선제 태건연

간은 백제 위덕왕 16년에서 29년까지의 기간이다. 중국은 동진이 멸망하면서 남북조시대

가 전개된다. 백제는 남조국가와 해상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남조는 송(宋)-제(齊)-

양(梁)-진(陳)으로 왕조가 교체되었는데, 진은 남조국가의 마지막 왕조로서 582년에 수나

라에게 통일된다. 이 시기는 백제 위덕왕대에 속한다. 백제는 특히 무령왕대에 남조의 양

나라와 긴밀하게 해상교류를 전개하였다. 백제 침류왕 원년(384)에 불교가 처음으로 백제

에 전래하였고 불교를 공인받았다면, 불교 공인 이후에 끊임없이 남조에서 전법선(傳法船)

들이 사단항로를 타고 한반도 서남해 백제의 땅에 들어와 가람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석주설화는 선운산 대참사 사적기에 실린 창사연기설화이다. 돌배가 표착한 죽도

는 줄포만에 위치한다. 죽도는 대죽도와 소죽도가 있는데, 의운화상이 제자들을 데리고 

해안에 나아가서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죽도인 것으로 보인다. 죽도에 당도하는 돌배

에서 은은한 음악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미황사 돌배에서 천악범패와 같은 소리와 같은 

범음(梵音)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범패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감미로운 선율의 음악

이다. 돌배는 속인들이 맞이하러 다가가자 저절로 물러갔다가 의운화상이 제자들을 데리

고 해안에 나아가자 다가오고 있다. 범음은 당악(唐樂)으로서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온 범

패음악이 다시 중국에서 한반도로 건너올 때에도 전법선에서 들려온 범음이다. 

셋째, 석주설화에서 돌배 항해의 주체는 금인이다. “금인(金人)이 오른손에는 옥으로 만

든 노(玉櫓)를 저으며 수놓은 돛을 조정하고 왼손에는 상아로 만든 주판과 금자보인을 쥐

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금인이 의운화상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우전국(于闐國)의 왕인

데 불상을 모실 곳을 찾아 해동의 여러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도솔산에 대참의 기이

한 기운이 하늘에 서린 것을 보고 이곳으로 왔으니 청컨대 집을 짓고 편안히 모시도록 하

시오.” 도솔산 대참사를 택지하고 불보를 모시고 사찰을 창건하게 된 것이다. 미황사에 우

전국왕이 등장하듯이, 도솔산 대참사 석주설화에도 우전국왕(于闐國王)이 등장하고 있다. 

도솔산 대참사 돌배설화에 등장하는 우전국왕은 누구일까. 우전국은 지금의 중국 신장 위

구르 자치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호탄(Hotan)의 중국식 표기이다. 호탄은 인도의 

불교 문화가 서역으로 전파될 때에 중국과 중앙아시아로 분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실

크로드는 서역 북로와 서역 남로가 있다. 서역 남로는 호탄에서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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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룬산맥 북쪽으로 난 험난한 길을 말하는데, 인도 불교가 호탄에서 서역남로를 따라 티

벳 고원을 지나 중국의 낙양, 장안으로 전래하였다. 이러한 우전국(Hotan:和田)의 국왕이 

호탄불교를 한반도에 전파하기 위하여 줄포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전국왕이 한반도에 등장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신장 위구르 이슬람 상인들

이 서역의 문물을 실크로드 남로를 통해서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실어날랐고, 이러한 서

역의 보물들이 바다건너서 신라에 전해진 것은 신라 서역계 유물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일

신라는 당과 문물교류와 해상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금은 장식 보물과 그릇, 유리병

과 유리그릇, 토우와 석인상 등 통일신라 유물에서 서역문화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통일신라시대 절강성 항주만 보타산에서 사단항로를 따라 바닷길을 건너오면, 영산

강의 나진, 줄포만의 제안포, 화성 당은포 등으로 들어왔다. 

최치원의 「鄕樂雜詠」오기(五伎)가운데 월전(月顚)이 우전국에서 전래해온 것으로 알려

졌다. 월전은 영남 지방에서 전승하는 가면극과 흡사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라의 처

용무도 서역의 탈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슬람 상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서역의 문

물을 교역선을 이용하여 신라에 실어날렀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와 당나라가 문물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시기에, 서역의 호탄불교가 항주만 보타산에서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따라 줄포만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신라하대 통일신라가 줄포만

을 장악하고 있을 때 장보고 선단같은 무역선이 줄포만에 드나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안 내소사 아랫마을이 원암리이다. 내소사 주봉인 관음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원

암리 앞으로 흘러가 석포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간다. 석포는 지금 간척 사업으로 포구의 자

취는 감춘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석포에 당도하였던 돌배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석포에 사건이 일어났다. 돌배[石舟]를 탄 불상이 지금의 원암리 앞 시냇가에 머물러 있게 된 

5.	내소사의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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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냇가로 몰려가 이상한 배 모습을 보면서 얼마간을 구경하다가 한사람이 앞

으로 나가서 불상을 모시고자 하였다. 그때마다 배는 물러났다. 배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을 만치 

민첩하게 사람의 손을 피했다. 생각다 못한 마을사람들은 인근에 있었던 내소사(來蘇寺)로 달려

가서 혜구두타(惠丘頭陀) 승(僧)에게 알리기로 했다. 

마침내 혜구두타 승이 도착하여 배에 있는 불상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시겠나이까?’ 불상은 묵묵부답이었다. 

다시 혜구두타 승이 물었다.

‘소승은 내소사로 모실까 합니다만...’

여전히 불상은 부동(不動)이었다. 끔적도 아니하고 바위처럼 무겁게 앉아만 있었다.

혜구두타 승은 다시 물었다.

‘그럼 실상사(實相寺)에 모시겠습니다.’ 그때서야 그 무거운 석주가 움직였다.

혜구두타 승은 뜻에 실상사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 불상이 그 유명했던 관음상이다.”81    

석포리 관음 연기설화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내소사는 혜구두타가 백제 무왕(武王) 34년(633)에 창건한 사찰로 알려졌다. 하지

만 내소사의 창건설화는 구전으로 전해올 뿐 정확한 창사 기록은 없다. 내소사 창건주인 

혜구두타도 실존 인물인지 상징적 인물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혜구두타(惠丘頭陀)가 

내소사 포구인 석포리에서 돌배를 맞이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해남 미황사의 돌배설

화가 749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혜구두타는 백제시대보다 훨

씬 늦은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의 승려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혜구두타는 두타행 승려라 할 

수 있고, 두타는 세속의 번뇌를 버리고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이란 점에서 선종계 승려일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 무왕 시기에는 선종 불교가 도래하기 훨씬 전이니 혜구두타의 내

소사 창건설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내소사의 창건 시기는 해남 미황사와 고창 대참

사와 같이 8〜9세기경까지 내려 잡을 수 있다.  

둘째, 내소사는 본래 소래소사(小蘇來寺)와 대내소사(大래來寺)가 있었다. 소소래사가 

81) 양규태, 1997, 「石舟를 타고 온 實相寺의 觀音像」, 『변산에 가면 문화를 만난다』, 부안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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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내소사다. 소래사는 ‘소(蘇)’지역에서 온(來) 사찰(寺)이라는 풀이다. 중국 강소성이 

‘소(蘇)’ 지역이며, 상해(上海), 항주(杭州), 소주(蘇州), 남경(南京)이 강소성의 중요 도시이

다. 따라서 석포리에 들어온 돌배는 중국의 항주, 소주 지역에서 건너온 전법선(傳法船)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석포리에 들어온 돌배에는 관음상 1구가 실려 있었고, 이 관

음상은 내소사가 아닌 실상사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셋째, 내소사의 창건주인 혜구두타가 석포리 포구에 나아가 석주에 실린 관음상을 영접

하고 있다. 혜구두타가 돌배 속의 관음상을 실상사에 옮겼다. 혜구두타는 내소사 창건주

로 알려졌다. 석포리 해안에 표착한 돌배 이야기는 내소사의 창건도 돌배와 관련되었음을 

시사하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 다양한 선종불교 계통의 불법이 줄포만

에 전래하였음을 자그마한 해안마을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관선불 마을은 부안군 진서면 관선리(觀仙里)를 말한다. 관선리 주민들은 스스로 관선

불(觀仙佛)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동기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바다에서 들어와 당

도한 마을이라 하여 관선불이라고 부르고 있다. 관선리는 관음도량인 능가산 내소사가 이

웃하고 있는 작은 포구마을이다. 관선불의 관음 연기설화를 소개한다.   

“관선불 마을에 木船이 한 척이 떠내려 왔다. 목선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잘 생긴 스님 한분이 

타고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이상한 목선을 발견하고 모두 선창가에 서서 목선에 탄 스님을 주시

하고 있었다. 얼마 있다가 배에 앉아있던 스님이 하선을 하려하자 물 위에 바윗돌이 솟아났다. 스

님이 바랑을 걸머쥐고 이 바위에 좌정을 한 뒤 염불을 시작하였다. 염불이 시작되자 어디서 왔는

지 불현 듯 나타난 스님 한 분이 목탁을 치고 있었다. 물론 스님이 목탁을 치고 있던 자리에는 예

전에 없었던 넓직한 바위가 놓여있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발산되더니 애띤 여

승 한 분이 나타나 바라를 목탁에 맞추어 두들기고 있었다. 역시 바라를 치고 있는 여승의 자리

6.	관선불	마을의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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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바위가 물 위로 솟아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스님의 행사가 마치자 목선 위에 동자부처님이 

앉아 있었다. 동자부처는 스님의 안내를 받아 월명암으로 갔다.”82   

관선불 바닷가에는 실제 

3곳에 땅에서 솟았다는 목

탁바위, 바라바위, 바랑바

위가 있다. 그리고 관선불

에 처음 목선 한 척이 표착

할 때에 배를 댈만한 부두

가 없었다. 배에 앉아있던 

스님이 하선하려 하자 발

을 디딜 바위가 솟아났고, 

그 바위에 앉아서 염불을 

시작하자 홀연히 스님이 나

타나 목탁을 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에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발하더니 다시 여승

이 나타나 바라를 목탁소리에 맞추어서 치고 있었다. 관선불이야기는 목선이 해안에 닿았

지만 부두가 없어서 하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랑바위에 이어 목탁바위, 바

라바위가 땅에서 솟아나 부두가 형성되고 배가 관선불마을에 당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 명의 스님이 범패음악을 마치자 목선 안에는 동자부처가 앉아 있었다. 동자부처는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월명암으로 가고 있다. 목선이 관선불에 표착하고 영접의식을 하는 

방식은 관음선을 맞이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 관음연기설화의 특징은 해안 표착 설

화라는 점, 바다에서 바위가 솟아난다는 점, 배 안에 동자부처상이 실려서 왔다는 점이 동

일하다. 관선불 마을 해안에는 관음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바랑맨 스님이 하선하려 하자 

솟아나온 바랑바위, 목탁을 치던 목탁바위, 바라를 치던 바라바위가 실제 위치하고 있다. 

관선불 마을의 관음 연기 설화는 해안에서 배가 정박하려하자 바위가 솟아나 부두를 

그림 109. 관선리의 목탁바위

82) 양규태, 1997, 『변산에 가면 문화를 만난다』, 부안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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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그 곳에 홀연히 나타나 범음을 연주하던 승려들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해안표착형 관음 연기설화가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에서도 전승하고 

있다. 보타산의 단고도두설화에서는 해안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돌멩이를 바다에 던져 바

다 속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하게 하여 부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 부두

를 만든 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 세 명의 승려가 염불을 하고, 목탁을 치며, 바

라를 연주하였다는 점은 동자부처를 맞이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자부처상

을 맞이하는 범음연주가 끝나자 동자부처상은 여승의 안내를 받아서 월명암(月明庵)으로 

가고 있다. 동자부처를 이운한 승려는 관음세보살의 화신으로 보이며, 동자부처가 실려온 

배는 관음선(觀音船)으로 볼 수 있다.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불연(佛緣)의 땅을 찾아 해안의 포

구에 당도하는 해안표착형이란 점과 다른 하나는 불상, 불경, 불탑 등 불교 전파에 필요한 

불구(佛具)를 실고 항해해온다는 점이다. 석주의 출항지는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 보타산

이다. 해안표착형 돌배설화는 통일신라시대 해남 미황사, 고창 선운산 대참사, 부안 능가

산 내소사에서 전해오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석주항해의 주인공이 호탄(Khotan : 于闐

國, 和田) 우전국의 국왕이다. 한반도 서남해안에 분포하는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줄포만의 돌배는 주산군도 보타산에서 온 관음선(觀音船)이다.

국내에서는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석주가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에서는 기념물로 보호

받고 있다. 보타산에는 불정산에 석주기념물이 위치하고, 해안지대에 석선기념물이 위치

한다. 석주에는 불보를 실은 배와 관음상을 실은 배가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신라

상인들이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구해와 보타산에서 배에 실고 출항하다가 암초에 걸렸다

는 신라초 전설을 감안할 때, 석주는 보타산에서 바다 건너온 관음선이라 할 수 있다. 보

7.	줄포만	해안표착형	석주설화의	의미



164 Ⅵ 줄포만에 돌배(石舟)가 들어오다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타산 불교연구소 왕연성(王蓮胜) 선생이 발간한 『普陀山大辭典』에 “一叶扁石舟”가 등장하

고, 석선(石船)을 서방선(西方船)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방선은 서역에서 온 배로 해석된

다. 서역 문물, 즉 불상, 불경, 불경 등을 배에 실고 온 전법선을 석주, 석선이라고 한 것이

다. 줄포만의 돌배를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실려있다. 북송의 사

신선은 매잠에서 출항하기 앞서 심가문(沈家門)에 들렀는데, “배마다 나무를 깎아 작은배

를 만들어 불경(佛經)과 양식을 싣고 배에 탄 사람의 성명을 써서 작은배 안에 넣어 바다

에 흘려보낸다.”라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항해안전기원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작은배에 불

경과 양식을 실어서 띄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도의 돌배이야기가 말해주듯이 돌배는 

돌로 만든 배가 아니라 불경, 불상, 불상 등을 배에 실고 항해하는 전법선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석주설화는 통일신라시대 선종불교의 전래와 관련이 있다.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전승해오는 석주설화는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불법을 구하려는 많은 승려들이 도당(渡唐)하였다. 주로 산동성과 절강성

으로 건너가서 불법을 구하는 수행과 공부를 정진하였는데 대체로 당나라 혜능의 문하에

서 구법활동을 하였다. 신라의 구법승들은 혜능계 남종선을 신라에 들여오는 주인공들이

며, 통일신라사회에서 전국 각처에 9산선문을 조성하는 주체가 된다. 통일신라시대 구법

승들은 절강성의 영파에서 사단항로를 타고 가로질러 올라와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들어

오거나, 산동성의 밀주, 등주에서 황단항로를 타고 경기만으로 들어오고 있다. 구법승들의 

귀국항로가운데 하나가 줄포만으로 들어오길이 열려있었다.     

셋째, 돌배[石舟]는 선종불법을 전하는 전법선(傳法船)의 상징이다.

석주는 설화에 등장하고 있을뿐 경전과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보타산에는 

석주기념물이 있을 뿐이다. 석주설화에 등장하는 돌배는 석주(石舟), 석선(石船), 석정(石

艇) 등으로 불려지고, 배안에는 불상, 불탑, 불경, 금자보인, 상아주판 등 불교 보물이 실려

있다. 그리고 천음범패(天音梵唄)와 풍악을 울리며 불법의 인연처를 찾아서 해안에 표착하

는 특징을 보여준다. 석주는 금인(金人)이 항해의 주체인데, 금인은 석가모니불을 가리킨

다. 그런데 돌배를 이끄는 주체로 우전국왕(于闐國王)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당대에 서역

불교가 중국 낙양, 장안에 전파하였을 때, 호탄불교가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 인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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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수로왕의 비인 허황옥이 돌탑을 배에 실고 왔다는 전설을 선운산 대참사의 석주

설화에 차용해본다면, 대참사 지장전에 봉안된 두건형 석불상을 주목할 수 있다. 대참사의 

의운화상이 죽도에 나아가 돌배를 영접한 주인공이며, 의운화상의 꿈에 우전국의 국왕이 

돌배에 불상, 불경 등을 실고 줄포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참사 두건형 석불상이 돌배

에 실려서 온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두건형 석불상은 줄포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두건형 석불상은 줄포만에 위치한 대참사와 개암사 두 곳

에만 봉안되어 있다. 

두건형 석불상은 머리에 두건을 쓴 좌불상인데, 서역에서 건너온 불상으로 추정하고 있

다. 불상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육계, 나발 장식이거나 보관을 쓴 모습인데, 이 대참사의 석

조불상은 두건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두건 쓴 석인상은 경주 괘릉에 위치한 서역인

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서역의 신장 위그르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는게 일상적인 

생활이다. 이 대참사 두건 쓴 석불상이 돌배의 영향을 받아서 조각된 것은 아닐까. 대참사 

두건형 석불상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채색한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상전문가는 이 두건형 석불상이 고려말 조선초라고 제작 연대를 밝히고 있지만, 돌배

설화가 깃든 줄포만 두 곳에만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돌배와 두건형 석불

상과 상관성은 없는 것일까. 대참사 두건형 석불좌상은 예전에는 약사여래좌상이라고 알

려졌는데, 최근 석조지장보살

상으로 보물 지정을 받았다. 대

참사의 두건형 석불상을 모방

한 도솔암 도솔천내원궁의 금동

지장보살상(보물 제279호)과 선

운사 관음전에 금동지장보살상

(보물 제280호)도 보물로 지정

을 받았다. 그동안 대참사의 두

건형 석불상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넷째, 줄포만은 동중국해 사 그림 110. 고창 대참사 지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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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항로와 황해남부 사단항로에서 최고의 중간기항지이다. 

황해남부 사단항로의 출항지가 항주만이라면, 동중국해 사단항로의 출항지는 주산군

도 보타산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서긍이 주산군도 보타구 정해현 매잠에서 출발하

여 고려 수도 개경으로 항해하던 도중에 죽도에 정박하였는데, 그 죽도 포구에는 돌배가 

정박하는 석주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줄포만의 해양지리적 환경은 중간 기항지로서 최적

지이며, 능가산과 도솔산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있어 가람지로 택지가 된 것이다. 석주설

화는 부안의 내소사, 실상사, 월명암과 고창의 대참사, 선운사 등이 항해 안전의 기도도량 

임을 말해준다. 줄포만의 도솔산과 능가산은 기암괴석의 산세를 갖춰 선종 승려들이 수행

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이었기에 곳곳에 수행도량들이 조성되었다. 돌배설화가 깃든 부안 

내소사와 고창 선운사는 백제시대 말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졌으나, 두 도량 모두 선종

계 사찰로 보인다. 내소사와 대참사가 돌배설화와 관련성이 있고, 내소사와 선운사가 관

음도량이란 점에서 해상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통일신라 시대 말경에 창건된 것으로 

그림 112. 두건형석불상 두건 형태와 채색 흔적그림 111. 대참사 지장전 두건형 석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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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다섯째, 줄포만에는 돌배이야기의 변천사를 읽어볼 수 있다.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배경의 석주 설화가 17세기말 18세기에 금석문 및 필사본, 활

자본으로 기록화되었다. 수백년의 구전설화로 회자되던 석주설화가 조선후기에 문헌 설

화로 정리가 된 것이다. 고창 도솔산(兜率山) 대참사(大懺寺)도 진(晋) 선제(宣帝) 태건연간

(太建年間 : 569~582)에 처음 창건한 뒤에 원(元) 문종(文宗) 천력연간 초[天曆初 : 1328]에 

중수하고, 명(明) 세종(世宗) 가정연간(嘉靖年間 : 1522~1566)에 중수하였으며, 병자호란때 

소실로 중수한 뒤에, 건융갑술년(乾隆甲戌年 : 1754)에 중수하니 사중수(四重修)에 천여 년

의 세월이 흘렀다고 기술해놓았다. 대참사와 내소사의 석주설화는 천년동안 전승해온 창

사 관음 연기설화이다. 대참사가 진의 선제 때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석주설화의 시대적 배

경은 통일신라 시대이다. 백제와 남조와 문물 교류를 전개한 이후에 줄포만으로 수차례 불

교 문화가 전래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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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포만·변산반도	개관

줄포만(茁浦灣)은 바닷물이 육지로 굽어져 깊숙하게 들어온 지형으로 형성되었다. 줄포

만에 조수(潮水)가 들어오면 수심이 1장이 3.3m이니 사람의 키보다 훨씬 깊고, 조수가 빠

지면 넓은 염장(鹽場)과 갯벌이 드러나는(潮進則水深一丈潮退則鹽場與沙場處)83 지형이다. 

염장은 오늘날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수가 물러나면 염장

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염정(鹽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줄포만은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

의 차가 커서 토판천일염을 생산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렇다면 조수가 빠지면 생기는 

염장은 염정으로 보인다. 염정은 소금샘이며, 소금샘물을 길어서 쇠솥에서 끓여서 자염을 

만든다. 

줄포의 원래 지명은 주을래였다. 『부안김씨종중고문서(보물 제900호)』에 ‘주을래포(注乙

萊浦) : 건선면 주을래리(乾先面注乙萊里)’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후 1887년 『부안지』에

83)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 고창현지도(1872).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관음신앙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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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줄래포(茁萊浦)라

고 기록되었으며, 줄래

포를 줄여 줄포 지명

으로 사용하였다. 줄

포의 지명은 『각사등

록』 철종 12년에 부안

의 5창 중의 하나인 

줄포창(茁浦倉)이 나타

나는데, 이 줄포창은 

부안의 남창(南倉)이

었다. 고종 10년에 줄

포(乼浦)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다.84 줄포는 행정상으로 전라도 부안현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건선면 줄포리로 개편되었다. 곰소만은 웅연(熊淵)을 우리

말인 곰소로 풀어 쓴 것이다. 웅연은 퇴조육연(退潮陸連)의 섬 지명이기에 포구는 아니다. 

따라서 줄포는 역사성 있는 포구 명칭의 줄포만을 사용하는게 타당하다. 

줄포만에는 고창군의 해리면,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과 부안군의 보안면, 진서면, 변산

면의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다. 줄포만의 포구는 고창군에는 세십포, 금물여포, 고전포, 

경포, 구시포, 검당포, 선운포, 사진포, 줄포와 동호항 등이 있었고, 부안군에는 제안포, 유

포, 남포, 검모포, 왕포, 석포와 궁항, 모항 등이 있다. 줄포만에 항(港)·포구(浦口)가 많다

는 사실은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기항지로서 매우 좋은 해안지형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줄포만의 기항지 성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흥덕현」에서는 사진포(沙津浦)에 상선들

이 정박하기에 좋은 포구라고 서술해 놓은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에 유포(柳浦)는 현 남쪽 50리에 위치하고, 검모포(黔

毛浦)는 현 남쪽 51리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었다. 『문헌비고』에 제안포(濟安浦)는 현 남쪽 

50리에 있으며, 흥덕 사진포 하류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검모포가 있다고 하였다. 유포(柳

84) 고윤정, 2020, 「그땐 그랬지 줄포의 추억을 소환하다」, 『전북문화살롱』21, 26쪽.

그림 113. 변산반도와 줄포만의 지형(다음-카카오맵 위성지도 스카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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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와 제안포(濟安浦)는 동일한 포구인데, 시대를 달리하며 쓰인 지명으로 보인다. 유포는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천리 일대는 고려청자 도요지가 집

중 분포하고 있다. 후백제시대 제안포가 고려시대에 고려청자를 유천리, 진서리 가마에서 

구워내면서 유포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천리 도요지 앞 바닷가 건물지에서 청자

편이 출토된 사례를 볼 때, 유포는 유천리 일대에 위치하였고, 유포에서 고려청자를 배에 

선적하여 운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산은 능가산(楞伽山) 또는 봉래산(蓬萊山)으로 부른다. 변산의 지명은 고려시대에 처

음 등장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부안에 벌목사로 파견된 이규보는 변산(邊山)을 나라 재목

의 부고(邊山天府)라고 표현하였다. 변산은 산봉우리들이 백여 리를 빙둘러 있고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여 있다. 하늘을 가리는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과 층층의 산봉우리와 겹겹

의 산등성이가 올라가고 쓰러지고 굽고 퍼질 정도라고 표현하였으니 내변산은 나무가 얼

마나 무성하였고, 바위 골짜기가 깊숙하였는지 가히 알만하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에 궁실

과 배의 재목은 모두 여기서 얻어 갔다고 하였다. 또한 옹기종기 모여있는 변산의 산봉우

리가 바다를 굽어볼 정도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성한 산봉우리들이 바다에 돌출하여 변

산반도(邊山半島)라 하였으며, 변산을 해안산(海岸山)으로 부를 정도였다. 변산반도 끄트머

리 격포 죽막동의 해안 돌출 지형에 해식동굴이 위치하고 있다. 채석강과 적벽강 사이에 리

아시스 해안이 조성되어 항해선박들이 기항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다. 이와같이 줄포만

은 변산과 선운산 사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조수가 드나들고, 수심이 깊고, 곳곳에 포구가 

조성되어 선박들이 기항과 피항하기에 매우 좋은 해양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서해안을 오고가는 들이 줄포만에 들어와 기항한 후에 항해보호신에게 항해안전 기원제

사를 지내는데 매우 좋은 입지 여건이다. 바로 그 항해보호신이 관세음보살이다.

1) 능가산 내소사의 관음신앙

2.	해양계	사찰의	관음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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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사는 불·법·승의 구도가 잘 갖추어진 사찰이다. 대웅보전 앞 3층 석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설선당(說禪堂), 무설당(無說堂)이 마주하고, 대웅보전 맞은편에 봉래루가 위치하

고 있다. 무설당과 설선당의 구도는 통일신라시대 선종 사찰의 가람 배치를 보여준다. 능

가산 내소사의 주봉은 관음봉(433m)이다. 능가산은 내소사 도량의 불교적 상징성을 보여

주는 명칭이라면, 구체적으로 내소사 가람의 성격을 보여주는게 관음봉(觀音峯)이다. 내소

사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풍수지리 구도를 갖춘 선종 도량이라 할 수 있으며, 항해 안전  

기원의 기도도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 불우조에 신라(新羅)의 혜구두타가 소래사를 창건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구전으로 백제 무왕 34년(633)으로 알려졌지만, 문헌에는 신라 승려하고 

기록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혜구두타는 통일신라시대 선종계 승려로 추정된다. 혜구두타

는 두타행 승려로서 속세의 번뇌와 절연하고 청정도량에서 심신수행을 실천하는 선불교의 

수행 승려로 보인다. 백제 불교가 처음 전래할 당시 도성에 사찰이 조성되는 경향이라서 

해양 인근의 내소사는 백제시대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 변산반도 내 실상사, 원효방, 의상

봉, 불사의방 등은 통일신라시대 내변산에 선종 도량이 조성되었음을 말해준다. 내소사 앞 

석포리에 석주가 당도하였을 때, 혜구두타가 돌배를 맞이하러 바닷가에 나아가고 있다. 한

반도 서남해안에서 돌배 출현은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산반도

의 해양계 사찰들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내소사는 소소래사(小蘇來寺), 대소래사(大蘇來

그림 115. 내소사 후불벽리면 관음보살도 그림 114. 관음봉 아래 내소사 대웅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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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가 있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혜구두타가 소래사를 창건하였다고 기

록해 놓았다. 소래사는 ‘소(蘇) 지역에서 온(來) 절(寺)’이라는 뜻을 가진 해양계 사찰이다. 

소(蘇)는 중국 절강성, 강소성 일대의 약칭이다. 소래사는 15세기에 내소사로 바뀌고, 1633

년 청민선사가 대웅보전을 중수하였으며, 설선당과 요사는 인조 18년(1640)에 중수하였으

며, 무설당도 거의 같은 시기에 청민선사가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중창 당시 파랑새가 붓

을 입에 물고 단청하였다는 관음연기설화도 전해진다. 내소사가 해양계 사찰이란 사실은 

대웅보전의 후불벽리면관음보살벽화와 내소사 아래에 석포리(石浦里)에 석주가 당도하는 

석주설화를 통해서 항해 안전의 기도 도량임을 알 수 있다.  

(1)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後佛壁裏面 白衣觀音菩薩壁畵)

보물 제 291호 내소사 대웅보전의 후불벽리의 벽면에 커다란 백의관음보살상 벽화가 그

려져 있다. 백의관음보살상은 두광과 큰 신광을 갖고 가부좌의 자세로 해안 암반 위에 정

면을 향해서 앉아 있다. 관세음보살도는 기암절벽과 삼근자죽, 관음조,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 선재동자와 용녀, 파도 등 해양계 관세음보살도로서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 바다색

의 두광이 천정에 닿아 그려졌고 신광은 밝은 청색이 관음의 귀 부근에서부터 관음의 가

부좌한 무릎에까지 와 있다. 두광, 신광 모두 흰 윤곽선을 두르고 채색되어 있다. 백의를 

보관 위부터 씌웠으며, 바로 아래 보관에는 붉은 청색 복련 좌대에 홍의(紅衣)의 화불(化

佛)이 그려졌다. 관세음보살의 방형 안상에 콧수염이 이중팔자로 그려졌고, 턱에 연주무늬

형 수염이 그려져 있다. 이 이중팔자형의 콧수염과 연주형 턱수염은 내소사 백의관음보살

이 남성 임을 말해준다. 중국에서 관음보살이 여성화되는 당대 이전의 관음보살도의 화풍

을 보여준다. 

백의관음보살의 보좌는 바닷가에 솟아난 암반으로 밑에는 파도가 출렁이는데 물거품, 

물결 등 도식화되기 이전의 표현이다. 관음이 앉아 있는 넓은 바위는 관음의 왼 무릎 위 

신광과 백의가 만나는 곳에서 몇번 꺾인 선으로 비스듬이 올려 측화면의 검정 구획선까지 

그려서 뒤의 괴암 절벽과 거리를 두고 있다. 왼쪽 위로 험한 절벽이 있고 한 쪽 평편한 바

위 위에 정병이 놓여있고 선재동자가 서 있다. 관음보살 옆 암반에 정병이 놓여있는 것은 

고려시대 화풍이다. 선재동자는 머리에 쌍상투를 하고 청회색의 천의자락을 날리며 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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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해 반우향한 자세로 합장하고 있다.85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에는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의 왼쪽 발아래에서 두 손을 합장하는 

모습이 매우 작게 묘사되었는데, 내소사의 선재동자는 백의관음보살도 중간에 위치하여 

수월관음도의 구도와는 다르다. 또한 선재동자와 신광 사이에 보병이 있고 보병에는 세 가

지의 버들이 꽂혀있다. 선재동자 뒤로는 험준한 바위가 첩첩 쌓여있고 대나무 세 그루가 

솟아나와 위로 뻗혔으며 그중 하나가 관음세음보살을 향해 굽었다. 대나무 세 그루는 삼

근자죽(三根紫竹)이다. 굽은 대나무잎 아래 관음조(觀音鳥)가 날개를 상하로 펴고 보병에 

꽂힌 버들을 향하여 날고 있다. 이 관음조는 청민선사가 내소사를 중창할 때에 대웅보전

의 단청을 맡은 파랑새(靑鳥)였다.  

백의관음보살의 두광 좌측에 신광에서 솟은 듯한 괴암이 좌우로 솟아있다. 관음의 오

른쪽 신광 옆 괴암 사이에 관음을 향하여 반좌하여 넓은 소매가 천의를 꼬리처럼 달고 합

장을 한 용녀가 백의관음보살을 향하여 서원하는 모습이다. 이 용녀는 용왕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데, 위도 내원암의 백의관음보살도에는 용왕이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내소사는 중국의 용녀 모습을 그려 넣었다. 용왕이 용녀로 묘사된 것은 선묘(善妙)의 영

향을 받은 듯하다. 선묘는 의상대사가 배를 타고 떠나자 용으로 변하여 의상대사가 무사

히 귀환할 수 있게 호위한 용녀(龍女)였다.86 중국에서 선묘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백의관음보살과 용녀와 선재동자의 배경은 모두 바닷가의 험준한 바위를 

묘사해 놓았다. 관음보살은 바닷가 암반에 가부좌로 앉아있고, 선재동자와 용녀는 절벽의 

작은 암반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중국 절강성 보타도의 범음동을 묘사한 듯한 인상이 강

하다. 

이상의 내소사 대웅보전의 후불벽리면 관음보살도는 고려말 경에 제작된 수월관음도 계

통의 백의관음보살이며, 대웅보전의 후불벽리면 도상은 중국 보타낙가산을 중심으로 절강

성 일대 해양계 사찰의 후불벽리면 벽화로 그려진 백의관음보살도와 동일한 계통이다. 내

소사의 백의관음보살도는 관음보살의 주처인 보타낙가산에 길상초(吉祥草)를 깔고 앉아있

85)

86)

김윤인, 2006, 「고려후기 관음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조영록 외, 2004, 『장보고 선단과 해양불교』,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32쪽.



177Ⅶ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관음신앙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는 모습이다. 관음보살은 항상 남쪽의 바닷가에 자리한 보타낙가산에 상주하면서 중생을 

구도하는 보살이라 하였다. 그런 점에서 내소사의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정형화되기 이전에 주산군도 보타낙가산에서 들어온 앞선 시기의 백의관음

보살도일 수 있다. 내소사의 백의관음보살도는 방형 안상에 팔자 콧수염과 턱에 연주형 수

염은 남성상을 묘사한 것으로, 여성화되기 이전의 백의관음보살의 모습이다.

(2) 내소사 관음연기설화 

내소사에는 조선 중기 청민선사의 대웅보전의 중창과 관련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가)-① “청민선사가 내소사를 중건할 때에 목수를 불렀다. 그 목수는 3년동안 말 한 마디하지 

않고 건물에 들어갈 나무만 깎았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사미승이 장난기가 발동했다. 목수가 

깎고 있는 나무토막 중에 하나를 몰래 숨겨놓고 모른채 했다. 마침내 모든 나무를 다 깎았다고 

생각한 목수는 드디어 나무를 헤아려 보았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 것을 안 목수는 자신의 수양

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 청민선사에게 절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단다. 

이에 놀란 사미승이 그제야 감추었던 나무토막을 내어주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목수는 

이미 부정을 탄 나무로 법당을 지을 수 없다하여 남은 토막만 가지고 절을 지었다. 지금도 법당 

안에 오른쪽 윗부분 내 오출목의 한 부분이 비어있다. 그 옆에도 빈 부분이 있는데 단청의 유

무를 가지고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원래 절을 지을 때부터 없던 곳은 절을 지었으니 단청을 

해야 했다.

어느날 한 화공이 찾아와 단청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다. 100일 동안 누구도 

건물 안을 들여다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사와 목수는 교대로 그 건물 앞에서 누

구도 얼씬못하게 지켰다. 99일이 지나도록 인기척도 없고 먹을 것도 안들어가니 사미승이 궁금

하였다. 그래서 목수가 지키고 있을 때에 사미승은 주지스님이 부른다고 거짓하고 기어이 들여다 

보았다. 안에서 하얀새가 입에 붓을 물고 날개짓에서는 화려한 물감을 만들어내면서 그림을 그

리고 있었다. 이에 놀란 사미승은 자세히 보고자 문을 살짝 열었다. 그러자 삐걱하는 소리가 나고 

놀란 새는 그만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단청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대웅전 안에 좌우 한 

쌍으로 그려져야 할 그림이 좌측 창방위에 바탕면만 그려져 있고 내용은 그려져 있지 않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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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관음조(觀音鳥)라 한다. 지금도 새벽녁에 새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 새가 관음조라 한다. 목

수나 관음조는 모두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현신한 것이라 한다.”

(가)-② “이 사찰을 짓기로 한 도편수는 몇 해를 두고 목침만 깎고 있으므로 이 절의 한 스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수가 모르게 목침 한 개를 감추었다. 얼마 후에 목침을 계산하여 보고는 하

는 말이, “내가 수십 년간 건축을 업으로 하여 오는 동안 일목일침(一木一枕)인들 틀려본 적이 없

는데 오늘 계산하여 보니 목침 하나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 거룩한 법당을 지을 수가 

없다”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려고 했다. 그 때에 스님이 감추었던 목침 하나를 내놓고 사과를 하

며 그대로 일을 마쳐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한다. 목수는 그 뒤에 절을 지으면서 ‘기왕 감추었던 목

침이니 그 자리를 빼놓은들 어찌리오’하고 빼놓아서 지금도 빈자리가 그대로 남았다. 이 도편수

는 호랑이가 화현한 대호선사(大虎禪師)라 한다. 

이 법당에 단청을 하는 사람이 법당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문을 꼭닫고 다른 사람이 안을 들어

다 본 일이 있어서는 이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그러지 못하도록 단단히 부탁을 하였는데, 

이 절의 상좌 한사람이 일을 다 끝낼 무렵에 ‘이제야 괜찮겠지’하고 문틈으로 들여다 본즉 푸른 

새 한 마리가 입을 붓을 물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색칠을 하고 다니다가 그만 구멍으로 훌훌이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동쪽의 도리 하나는 바닥만 색칠을 하고 덧그림이 없다 한다. 이 

대웅보전 내부의 단청과 그림을 그린 새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화현(化現)이라 한다.”87

그림 117. 내소사 대웅보전 창방 단청 빈 곳그림 116. 내소사 대웅보전 목침 빈 자리

87) 韓國考古美術硏究所, 2000, 「美術史學誌」3, 韓國考古美術硏究所,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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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내소사 대웅보전 중창과 관련하는 관음연기설화인데, 대웅보전의 단청하는 화공

은 파랑새(靑鳥)로 변신하여 단청을 하고 있었고, 청조는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 하고 있다. 

실제 내소사 대웅보전에는 목침 하나를 채우지 못한 공간이 있고, 창방에 그림을 그려넣지 

못한 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관음연기설화와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설화상으

로는 내소사 대웅보전의 단청은 파랑새가 그렸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파랑새는 관세음

보살의 화현이라고 했다. 위의 관음연기설화에서는 파랑새가 하얀새, 파란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의관음보살도에 등장하는 파랑새로 보는게 타당하다. 파랑새는 내

소사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에 등장하는 새와 같은 관음조(觀音鳥)라 할 수 있다. 백의

관음보살도에 관음조는 입에 염주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되는 사례가 많은데, 염

주 대신에 붓을 물고 대웅보전 내부의 단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도솔산 선운사의 관음신앙

(1)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리면 벽화에는 백의관음보살좌상도가 그려져 있다. 이 백의관

음보살좌상도 양 옆에는 금강력사상(金剛力士像)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백의관음보살과 

금강력사상의 구도의 후불벽리면 벽화 도상은 매우 드물기도 하지만, 어설프게 그려져 있

다. 백의관음보살도가 봉안된 일종의 불전을 묘사한 듯하지만, 너무나 어색하다. 백의관

음보살도는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온 물기둥 연화좌 위에 백의관음보살이 앉아있는 모습

이다. 연화좌대는 연꽃과 연잎을 하나의 평면도로 그렸고, 연화좌대 위에 백의관음보살

이 두 발을 맞댄 채 결가부좌형으로 앉아있으며, 양손은 편안하게 연화좌대에 내려놓은 

모습이다. 이러한 벽화의 구도를 살펴보면, 마치 준제관음보살도(准提觀音菩薩圖)를 그린 

것처럼 보인다. 

백의관음보살좌상도 오른쪽 상단에는 양류가 꽂힌 정병이 놓여 있는데, 버들가지가 바

짝 말라있는 모습으로 앙상하다. 파랑새가 양류가 꽂힌 정병을 내려다보는 도상이다. 선운

사 대웅보전의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는 대웅보전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단청

하면서 그려진 것 같은데, 화공이 매우 서툰 솜씨로 단순하게 그려놓은 작품이다. 후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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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백의관음보살 벽화는 선운사의 가람의 성격을 말해

주고, 선운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벽화인데, 영

산전의 백의관음보살벽화와 비교하면 너무나 무성의한 

벽화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금강역사상을 백의관음보살도의 좌

우에 그렸다는 사실이다. 금강역사상은 사찰의 신장상으

로 수호신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백의관음보살도 양 옆

에 그려 넣었다는 사실은 관음전, 원통전과 같이 관세음

보살을 모신 전각과 같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대웅

보전의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는 바다에서 용출한 

물기둥 위에 핀 연화좌대 위에 앉아있다는 점에서, 선운

사가 해양계 사찰이며, 항해안전을 기원하는 관음도량임

을 말해주는 백의관음보살도라 할 수 있다. 고창 대참사

와 선운사는 통일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창건된 것으로 보

이며, 고려시대 중기 도솔암 마애불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관음도량이었던 것이다. 

(2) 영산전 백의관음보살도

고창 선운사는 줄포만 바

닷가에 위치한다. 선운사는 

통일신라, 고려시대 중기까

지는 관음도량이었으나, 도

솔암 마애불이 조성되는 11

세기 중엽 이후에는 미륵 지

장도량으로 변모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선운

사의 가람 배치에서 확인되

고 있다. 선운사의 대웅보전에는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가 그려졌고, 우측의 관음전

그림 119. 선운사 영산전의 백의관음보살도 벽화

그림 118. 선운사 대웅전 
후불벽리면관음보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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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천안천수관음보살도가 그려졌고, 좌측의 영산전 좌측 벽면 상단 항해도(航海圖)에는 

백의관음보살도가 그려져 있다. 

영산전의 항해도 벽화에는 백의관음보살이 묘사되어 있다. 이 벽화는 세 구획의 벽면

에 그림을 그려넣은 것인데, 피풍천상도(被風千商圖), 백의관세음도(白衣觀世音圖), 적멸보

궁도(寂滅寶宮圖) 세 부분의 도상이 그려져 있

다. 피풍천상도는 해상들이 항해도중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이 되고 선원이 파선의 선두

에서 백의관음보살상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

하는 도상이라면, 백의관세음도는 백의관음보

살이 바다에서 연잎을 딛고 서서 파도를 타고 

순항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적멸보궁도는 

바닷가 절벽에 위치하는 보배와 같이 귀한 궁

전을 표현한 것이다. 이 바닷가의 적멸보궁은 

주산군도 보타낙가산 남해관음의 상주처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줄포만의 검당포는 항해안전의 중간기항지

였으며, 선운사는 항해안전의 기도처였음을 

말해준다. 영산전의 백의관음보살은 연잎을 

딛고 바다를 순행하면서 바다에서 금은보화

를 캐려고 항해하는 무역상들의 항해보호신 

임을 알 수 있다. 영산전 항해도의 피풍천상도

는 풍랑으로 파선된 두 선박이 묘사되었는데, 

하나는 상투를 튼 상인 한국인의 모습으로 보

이고, 변발(辮髮)한 상인들은 송원대 중국인

으로 보인다. 영산전 백의관세음보살의 특징은 

연잎을 타고 바다 위를 순행하는 백의관세음

보살의 모습을 그렸다. 중국 보타낙가산에서

그림 120. 피풍천상도

그림 121. 피풍천상도 세부도



182 Ⅶ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관음신앙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는 관세음보살이 물고기를 타고 순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줄포만에서는 연잎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고창 선운사는 줄포만에 위치하고 있

으며, 선운사 인근 줄포만에는 선박들이 중간기항할 수 있는 검당포가 있었고, 항해자들이 

선운사에 들러서 항해안전기원 의식을 거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벽화라 할 수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서긍사신단이 중간에 죽도에 기항하고 있는데, 줄포만(茁浦灣)에 

죽도(竹島)가 위치하고 있다. 줄포만 죽도에는 돌배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돌배가 죽도를 

향하여 다가오자 마을사람들이 돌배를 맞이하려 다가가자 쏜살같이 달아났다. 죽도 주민

들의 요청으로 대참사의 의운화상이 죽도 포구에 나아가서 돌배를 맞이하는 석주설화(石

舟說話)가 전해오고 있다.88 이러한 돌배설화는 줄포만에 곳곳에서 채집되고 있는데, 이 

돌배(石舟)의 발원지가 주산군도의 보타산이다. 줄포만에서 전승해오는 해안표착설화에는 

석주와 관음선이 있다. 석주와 관음선 둘다 중국 보타산에서 바다건너오고 있는데, 관음

선은 관세음보살상을 실고온 배로 볼 수 있으며,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따라 올라오는 해상

(海商)들도 관세음보살을 신봉하였으며, 관음상을 실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보타산에서 

그림 123. 동아지중해호
실은 관세음보살상

(윤명철 사진)
그림 122. 1997년 보타산에서 출발한 동아지중해호 뗏목(윤명철 사진)

88) 송화섭·김형준, 2011, 「韓半島 西南海岸 石舟說話의 歷史的 考察」, 『동아시아고대학』25, 동아시아고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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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상인들이 배에 관음상을 실고 출발하였다가 암초에 걸려 내려놓은 데서 알 수 있듯

이,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타고 건너오는 항해자들은 관음상을 배에 실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실제 사례가 있었다. 1997년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팀이 신라 상인들이 출

발하였다는 보타산에서 동중국해 사단항로 체험을 위하여 한반도를 향하여 뗏목(동아지

중해호)을 띠웠는데, 그 때에 뗏목에 금동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고 항해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보타낙가산에서 출발한 신라상인들도 관음상을 배에 실고 출항하였기 때

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기록되어 있다.   

3) 위도 내원암의 관음신앙

내원암은 위도면 치도리에 위치하는 자그마한 암자였으나, 최근에 대웅전을 중창하였

다. 내원암의 역사는 상량문에 1873년 중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시

대 숙종 연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는 전설이 있지만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위

도 팔경 가운데 내원모종(內院暮鐘)이 등장한다. 내원암에서 해질 무렵 초저녁에 치는 범

종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멋있다는 것이다. 내원암은 위도 주민들이 자주 찾아가는 기도도

량이었고 바닷가에 위치하여 경관도 아름답다. 

내원암에는 근현대에 그려진 후불탱화로서 백의관음보살도 한 점이 불당에 봉안되어 있

다. 이 탱화는 파도 물결의 바탕에 전신광과 두광의 백의관음보살이 결가부좌의 자세로 

중앙에 앉아있고, 좌측에는 용왕이 그려졌고, 우측에는 선재동자가 그려진 백의관음보살

그림 124. 위도 내원암의 백의관음보살도 그림 125. 부안 위도 내원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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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이 탱화는 매우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용왕상이 내소사 후불벽리면 백

의관음보살도에 등장하는 용녀(龍女)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중국 관리가 여의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해 놓았다. 내원암의 백의관음보살도에서 용왕상은 중국 동해안 용왕

신앙의 영향을 받은 중국풍의 용왕상을 화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1) 수성당 개양할머니와 관음신앙

변산반도에서도 바닷가에 돌출된 지형의 암벽위에 수성당이 조성되어 있고, 수성당 옆

에는 커다란 해변굴이 위치하고 있다. 이 해변굴은 해식동굴이다. 수성당과 해변굴 주변에

는 시누대라는 해장죽(海藏竹)이 빼곡하게 무성하다. 얼마나 시누대가 무성하였으면 죽막

동(竹幕洞)이라고 했겠는가. 십여 년전 죽막동의 시누대숲은 유채꽃을 재배하여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시누대숲을 베어냈다. 시누대숲이 사라졌고 죽막동의 이미지는 찾아

볼 길이 없어졌다. 죽막동의 대숲이 무성할 때, 마을주민들은 대숲소리에 무서워서 해변굴

과 수성당에는 얼씬 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죽막동의 해변굴은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의 조음동(潮音洞)의 해변굴과 닮았다. 해변굴

은 개양할머니가 거처하는 곳이며, 수성당은 개양할머니를 해신 또는 항해 보호신으로 모

시는 사당, 신당이다. 개양할머니는 개양제의 대상이 할머니라는 뜻이다. 개양제는 중국 

주산군도 어촌 일대에서 전승하는 개양제(開洋祭)라는 해양 제사를 말하고, 할머니는 주

산군도 보타산의 대숲 속에 거처하는 할머니이다. 주산군도 보타산 일대의 해신에 대한 

제사로서 개양제와 보타산 자죽림에 거처하는 할머니[老婆]가 사단항로를 따라 죽막동으

로 건너와 개양할머니로 좌정하게 된 것이다. 죽막동의 해변굴은 조수(潮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성(水聲)의 신당(神堂)이라면, 수성당(水聖堂)은 개양할머니를 모시는 해신으로 

모시는 사묘(祠廟)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성당의 개양할머니가 백의관음보살의 화신(化

3.	해양계	신당의	관음신앙	



185Ⅶ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관음신앙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그림 127.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당신도  그림 126. 수성당의 개양할미도 

身)이다. 이미 보타산의 관음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인데, 이러

한 관음화신신앙이 주산군도 보타산에서 부안 죽막동으로 바다건너 온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런데 보타산의 관세음보살은 남해관음이라고 부른다.  

(나) “어부가 풍선(전마선)을 타고 바다로 멀리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었

는데 돌아오지 않자 어부 식구들이 당집이 있는 언덕에 나아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바다

에 안개가 끼어서 행선지를 찾을 수 없어 오도가도 못하고 노를 젓지 못하는데, 배는 고군산열도

까지 밀려가고 있었다. 수성당 할머니가 어부식구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닌까, 답

하기를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안오니까 기다린다’고 하자 당할머니는 당에 들어

가서 바다에 들어갈 옷을 갈아있고 서해바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전마선과 남편을 구해왔다. 어

부 마누라가 바다로 들어가는 당할머니를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지 않을 만큼 키가 장대하였

다고 한다.”

(나)는 죽막동에서 전승되는 개양할머니 이야기이다. 수성당의 개양할미를 당할머니로 

표현하였다. 당할머니가 고군산열도까지 밀려가 표류하는 어선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 속

으로 걸어서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발목까지도 차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크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개양할머니의 키가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를 말해준다. 실제 할머니의 키에 대하

여 마을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개양할머니 만큼 키가 큰 할머니가 제주도 한라산에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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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선문대할망이다. 선문대할망은 한라산

에 좌정하고 있는 산신이라면, 개양할미는 바다에

서 걸어 다니며 표류하거나 난파당한 어선을 돌봐

주는 당할머니이다. 어쨌든 수성당 개양할머니와 

선문대할망은 키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죽막동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양할미 당신

도는 하얀 한복을 입은 키가 우뚝하게 큰 개양할머

니가 8명의 딸을 거느리고 있고, 막내딸은 품에 안

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 127〉와 같이 수성당에는 

개양할미도, 용왕도(龍王圖), 산신도(山神圖), 장군

도(將軍圖), 오방신장도(五方神將圖) 5폭의 당신도

가 봉안되어 있다. 개양(開洋)할머니는 수성당의 주

신이다. 개양할머니가 8명의 딸을 거느리고 있는 사당이라 하여 구낭사(九娘祠)라고 부르

기도 한다. 구낭사는 도교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개양할머니는 불교적인 요소가 강

한 해신이다. 개양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처럼 개양할미가 거구라는 사실은 남해관

음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개양할머니는 백의관음보살의 화신이며, 남해관음의 화신(化

身·avatar)이다. 남해관음이 백의관음보살이다. ‘하얀옷을 입고 키가 우뚝하게 큰 할머니’

는 남해관음(南海觀音)과 백의관음보살(白衣觀音菩薩)의 조합형이라 할 수 있다.89

그렇다면 거구의 백의관음보살이 어디에서 왔을까. 변산반도에서 사단항로의 바닷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보자. 보타낙가산의 남해관음이 한반도 남해로 건너왔지만, 남해관

음이라는 명칭이 아닌 제주도 한라산의 선문대할망, 부안 수성당의 개양할머니, 지리산의 

마고할미 등 할미신으로 화신하여 등장하고 있다. 이 세 곳의 할머니신은 몸집이 거구라

그림 128. 대리 원당마누라도 

89)

90)

송화섭, 2013, 「한국과 중국의 할미해신 비교연구」, 『도서문화』4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선문대할망이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서 빨래하는 모습은 남해관음이 주산군도 섬 가운데 하나의 섬에 앉

아서 쉬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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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라산 정상에 걸터앉은 선문대할망과90 지리산의 마고할미는 산

신의 성격이 강한 반면, 부안 수성당의 개양할미는 해신의 성격이 강하다. 한라산의 선문

대할망과 지리산의 마고할미는 남해관음과 마고신앙과 할미신앙이 결합된 주산군도 보타

낙가산 계통의 남해관음이 할머니로 화신하여 출현한 것이다. 수성당의 개양할머니가 주

산군도 보타산 해안에 상주하는 할미신 계통이란 사실은 보타낙가산에서 전승하는 단고

도두설화(短姑道頭說話)가 말해준다.91 보타낙가산의 단고(短姑)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고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이 백의관음보살이요, 남해관음이다. 남해관음은 남인도 바닷가 

포탈락카산에 상주해있는 거구관세음보살이다. 거구의 남해관음이 남해로(南海路)를 경유

하여 주산군도 보타산에 건너와서 보타낙가산의 남해관음으로 좌정하였고, 다시 주산군도 

보타산의 남해관음이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타고 한반도 남해안으로 건너와서 죽막동의 개

양할머니로 좌정하게 된 것이다. 남해관음은 동아시아 남해의 항해보호신이라면, 백의관음

보살의 화신이 개양할머니이다. 남해관음과 백의관음보살의 공통점은 키가 크다는 것인데, 

이는 백의관음보살이 남해관음의 화신임을 말해준다. 

2) 위도 원당 원당마누라와 관음신앙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위도(蝟島)는 고

섬섬(苦苫苫)으로 기록되었으며, 북송의 

국신사 사신단이 위도에 기항하였다는 내

용도 실려있다. 위도에는 대리 원당, 진리 

원당, 치도리 원당이 있다. 대리 원당은 당

제봉(堂祭峰, 깔끔산) 8부 능선에 위치한

다. 당제봉에 오르면 칠산어장과 해문(海

門)의 바닷길이 한 눈에 들어온다. 원당은 그림 129. 위도 대리마을 당제봉의 원당제

91) 송화섭, 2009, 「韓·中 觀音化身說話의 比較硏究」, 『歷史民俗學』30, 한국역사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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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을 조망(眺望)하기 좋은 암반에 조

성되어 있다. 원당(願堂)에는 대리 주민들

이 섬기는 당신(堂神)의 도상들이 봉안되

어 있다. 원당의 당신도는 원당마누라도, 

본당마누라도, 산신도, 장군도, 물애기씨

도, 신령씨도, 옥지부인도, 애기씨도가 봉

안되어 있으며, 원당마누라가 주신(主神)

이다. 원당제(願堂祭)는 원당마누라에 대

한 제사인데, 원당마누라는 표현 그대로 

여성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원당

마누라도는 백의관음보살상(白衣觀音菩薩

像)으로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원당마누

라는 백의여인(白衣女人)일 수 있다.

대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 이튿날

에 당제(堂祭)를 지낸다. 당제는 오전에 

당제봉의 원당에서 원당제(願堂祭)를 지

내고, 오후에는 대리 포구에서 용왕굿

을 거행한다. 원당제는 바닷길을 관장하

는 원당마누라에 대한 제사라면, 용왕굿

은 바다 속의 어로 세계를 관장하는 풍어기원굿과 풀이굿이다. 풍어기원굿은 용왕에게 고

기잡이가 잘 이뤄지도록 기원하는 굿이라면 풀이굿은 원귀(冤鬼)들에게 맺힌 한을 풀어주

는 수륙재(水陸齋)이기도 하다. 수륙재는 바다에 나가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원귀들을 

위로하는 위령제이다. 어촌의 당제에 무당이 참여하는 이유도 당제가 수륙재의 기능을 갖

92) 송화섭, 2020, 「韓半島における民間信仰の歷史的展開と對外交流」,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間交流と信仰·

祭祀』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關聯遺産群 特別硏究事業 第2會國際檢討會,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關聯遺産

群保存活用協議會, 福岡縣中小企業振興センター, 2020. 1. 12). 

그림 130. 위도 대리마을 포구의 용왕굿

그림 131. 위도 대리마을의 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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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당은 어로도 중 해난사고로 생명을 잃은 어부들의 원혼을 위로하

고 천도(薦度)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어촌의 당제는 무당이 참여하여 항해 안

전기원제와 풍어제와 위령제(慰靈祭)가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마을굿이라 할 수 있다.92

이러한 사실은 대리의 용왕(龍王)굿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왕굿은 부녀자들이 대

리 포구에서 ‘용왕밥주기’를 시작으로 무당과 잽이(악사)와 주민이 공동으로 용왕굿을 주도

한다, 단골무당과 잽이들이 용왕굿을 시작하면, 마을주민들은 띠배와 제웅을 만든다. 용

왕굿이 끝나면  마을 주민들이 만든 7개의 제웅과93 온갖 제물을 오방기(五方旗)가 장식된 

93) 위도 대리 龍王굿의 제웅은 男子生殖器를 誇張하여 크게 제작하는 慣行이 있다. 대리 용왕굿의 제웅은 대

리에 살았던 漁父가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亡者의 英靈이 깃든 제웅으로 보인다. 

그림 133. 대리마을 띠배 안에 놓여 있는 제웅과 제물

그림 135. 모선에서 분리되어 바다에 떠 있는 띠배

그림 132. 띠배 안에 놓여있는 제웅

그림 134. 모선에 이끌려 원해로 나아가는 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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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배에 실어넣는다. 제웅은 볏짚으로 만든 인형상인데, 고기잡이에서 못돌아오는 어부를 

대신하는 형상이다. 띠배는 해안에서 자라는 띠로 만든다 하여 띠배라고 불려져 왔다. 띠

배는 바다에 띄워지고 모선(母船)에 이끌려 먼 바다로 보내는 과정이 있다. 대리마을 주민

들은 띠배보내기를 ‘액(厄)막이’라고 말하지만, 무당의 입장에서는 바다 속의 원혼을 위로

하는 위령제의 성격이 강하다. 당제와 위령제(수륙재)는 분리하여 거행되기도 하지만, 대리

마을에서는 당제를 거행하면서 바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병행하고 있다. 

위도의 당제는 항해보호신과 풍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중 구조를 보여준다. 항해보

호신에 대한 제사가 원당제라면, 풍어신에 대한 제사는 용왕굿이다. 대리의 용왕굿은 마

을무당이 주도한다. 마을 무당은 영업무(營業巫)로서 마을에 거주하는 무당으로서 마을의 

온갖 제의를 도맡아 관장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영업무를 당골이라 불렀으

며, 마을 단위로 당골판이 형성되어 생업과 무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위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용왕굿의 마지막 과정은 띠배를 바다에 띄워 액막이하는 의식으로 대리

마을의 당제가 끝난다. 실상 대리의 당제는 무속굿이 아닌 마을굿이다. 우리나라 도서·해

안의 마을굿에서 무당들이 당제에 참여하여 것도 어부들이 바다에서 활동을 하다가 풍랑

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당에는 원래 12당신도가 있었다고 전하지만, 현재는 8폭의 당신도가 봉안되어 있다. 

그 가운데 원당마누라가 주신인데, 원당마누라도는 백의관음보살이 바다에 핀 연꽃위에 

서 있는 모습의 연화화생도(蓮花化生圖)로 묘사되었다.94 백의관음보살은 바다에서 항해 

안전과 재난 구제를 담당하는 항해보호신이다. 원당마누라도는 백의관음보살 입상도가 분

명한데, 죽막동 수성당에 봉안된 개양할머니도는 백의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묘사하여 봉

안되어 있다. 원당마누라도가 바다에서 연화화생의 백의관음보살로 묘사된 것은 백의관음

보살이 항해보호신 임을 말해준다. 연화화생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는데, 바다

에서 연화화생은 심청전의 모티브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안 격포와 위도 사이에 

임수도가 있으며, 임수도 해역을 인당수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인당수에서 1993년 서해 페

리호 침몰 사건으로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94) 송화섭, 2010, 「변산반도 당신도(堂神圖) 연구」, 『동아시아고대학』23, 동아시아고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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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이 위도 깔금산 정상 부근에 위치

하는 것도 위도의 해문(海門)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의 항해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다. 대리 원당의 구조는 마치 사찰의 원

통전(圓通殿)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원당

의 출입문 안쪽 양면에 인왕상(仁王像)을 

그려넣었기 때문이다. 선운사 대웅전 후

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의 구도와 닮았

다. 인왕상은 사찰의 신장상으로서 수문

신(守門神)이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출입구 양쪽에 인왕상을 조성하거나 전각의 문에 인왕

상을 그려 넣기도 한다. 우리나라 해신당에 인왕상을 그려넣은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민

간의 해신당에 수문신상을 모시는 경우는 중국풍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동해안 곳곳에 

위치하는 해신당과 용왕당에는 수문신장(守門神將)이 장식되어 있고, 신당 안에 많은 당

신상(堂神像)으로 봉안되어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리 원당의 당신도를 봉

안된 당신도의 배치 구도를 살펴보면, 중국의 도교적, 불교적 요소가 매우 강하여 중국 해

양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도 대리 원당은  원당마누라도가 백의관음

보살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에서 중국 보타낙가산 계통의 해양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송의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위도를 고섬섬(苦苫苫)으로 기

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북송의 휘종이 고려 개경에 보낸 사신선이 동중국해 사

단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도중에 위도 치도리에 기항하여 식수를 공급받았다. 서긍사신단

이 출항한 곳은 주산군도 정해현 매잠이다. 그렇다면 위도 대리 원당의 원당마누라는 주

산군도에 분포하는 남해관음이 백의관음보살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송(麗宋) 시

기에 주산군도에서 사단항로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위도에 기항하였던 것이며, 고려시대 

위도는 국제적인 중간기항지로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서긍사신단은 항로 도중 줄

포만의 죽도, 변산반도의 위도, 군산도를 기항하므로서 줄포만과 변산반도, 군산도가 서해

안에서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136. 구동호 마을의 미역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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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신당의 당할머니와 관음신앙

고창군 해리면 최북단에는 동호항이 있다. 동호항은 본래 동백정포(冬栢亭浦)가 위치하

는 곳이었다. 현재는 구동호리로 불려지고 있지만, 원래는 동백정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동백정은 해안에 동백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시멘트

로 만든 동백정 정자만 있을 뿐 해안가 동백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동백정포는 바다에 돌

출된 반도 지형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는 삼양염전과 고창CC가 조성되어 있

지만, 예전에는 황악산에서 할뫼로 이어지는 산세와 조지산 사이까지 깊숙하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커다란 만(灣)이 형성되어 있었다. 

봄철에는 영광 앞 바다 칠산어장에서 꽃게와 대하 잡이 어선들이 동백정포에 빼곡하

게 몰려들었다. 어선들은 멀리 거제, 남해, 고흥, 보성 완도 등 남해안에서 올라왔으며, 조

기잡이하는 어선들이 연평도, 어청도에서 내려왔다. 동백정포는 커다란 어장이 형성되었

다. 봄철 출어기에서 가을철 금어기까지 칠산어장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들은 동백

정포에 기항하였다. 칠산어장이 풍성하였다면 그만큼 해난사고도 빈발하였을 것이다. 해

난사고는 어로 도중 바다에서 배가 돌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거나 조류의 불규칙한 흐름

으로 어선이 전복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였다. 동백정포에서는 고기잡이로 바다에 나갔

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이 많았다. 그래서 해리 동백정에서는 매년 2월 초하루에 

수륙재를 지냈다. 수륙재는 우리말로 넋건지굿이다. 

구동호에서는 음력 2월 1일 당제와 수

륙재를 동일시하고 있다. 당제지내는 날

에 수륙재를 병행하였다고 보는게 옳을 

듯하다. 수륙재는 무녀들이 주도하여 동

호해수욕장 소나무 숲에서 거행하였으며, 

당제는 영신당에서 지냈다. 동백정 마을 

주민들은 당할머니에게 당제지낸다고 하

였지 영신당이란 이름은 없었다. 당신이 

그만큼 영험하였기에 영신당이라 해왔다. 그림 137. 영신당 당할머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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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당집을 영신당이라고 부르고, 당신(堂神)을 당할머니로 부르고자 한다. 먼저 당할

머니의 신격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현재 영신당에는 당할머니 당신도가 걸려있다. 이 당신

도는 60여 년전에 도난당한 후에 옛 모습으로 다시 복원한 당신도라고 한다. 마을주민들

에 따르면, 옛날에는 당 안에 임경업 장군도가 있었는데, 연평도 조기잡이배들이 내려와 

임경업 장군도를 가져 갔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임경업 장군

은 서산, 태안, 어청도, 연평도 일대 어부들이 조기잡이신으로 신성시하는 해신이다.      

영신당의 당신도에는 당할머니는 흰색 저고리에 황색 치마를 입고 방석 위에 결가부좌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며, 오른손으로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왼손에도 지물을 들고 있다. 당

할머니 옆에는 선과가 담긴 그릇을 든 2명의 며느리와 1명의 딸의 도상이 그려져있다. 당할

머니와 두 며느리는 어여머리 장식을 하여 기혼녀 모습으로 묘사하였으며, 딸은 댕기머리

를 한 모습으로 그렸다. 당신들의 화폭에 담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면도 있겠지만, 며느

리와 딸이 서있는 키와 앉아있는 당할머니의 키를 균형감있게 그렸는데, 당할머니의 풍채

를 크게 돋보이게 묘사한 면도 없지 않다. 격포 죽막동의 수성당 개양할머니와 흡사할 정

도로 큰 키의 당할머니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영신당의 당신도는 영등할머니圖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영등할머니는 며느리와 딸

를 거느리고 있으며, 바닷바람을 관장하는 해신이다. 영등굿은 대체로 2월 초하루에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서 정성껏 모시는 큰 굿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2월에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바닷바람이 쎄게 불어오는 곳이다. 속신에 영등할머니는 음력 2

그림 139. 구동호 마을의 영신당제그림 138. 구동호마을의 영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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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하루에 내려왔다가 2월 보름에 올라간다고 한다. 그래서 바닷가사람들은 2월 초하루

에 바람이 불면 영등할머니가 딸이 데리고 내려온다고 믿고 있으며, 비가 내리면 영등할머

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속신이 있다. 그래서 해리 동백정 마을에서도 음력으로 

2월 1일에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당제는 당제와 용왕굿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당제는 영신당에서 마을주민 가운데 손을 

타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제사를 주관한다. 음력 2월 초하루 오전에 

영신당에 제물을 차려놓고 축문을 독축하고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약소하게 제사를 지낸

뒤, 오후에는 동백정 마을과 외죽도 사이에 위치하는 갯목까지 배를 타고 나아가서 바다

에서 용왕굿을 거행한다. 갯목은 조류가 충돌하는 곳으로 파도가 쎄어 조난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이다. 용왕굿은 갯목 부근 바다에 제물을 용왕밥으로 던져넣고 축문을 독축

한 후 어선에서 풍악대가 풍악을 울리면서 갯목을 선회하는 것으로 마친다. 

마을 주민들은 당할머니를 영등할머니라고 부르지는 않고, 당제를 영등굿이라 부르지

는 않는다. 그러나 영신당 당신도의 도상, 음력 2월 초하루의 당제, 당제와 수륙재를 병행

하였다는 것은 예전에는 동백정에서 무당들을 불러 큰 굿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

등신은 바다에서 풍랑을 관장하는 영등할머니이다. 동백정 마을에서 당할머니는 바닷길

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추어줬고 바다의 어선들은 불빛을 보고 포구로 

드나들었다. 기본적으로 당할머니는 항해보호신이다. 영신당의 당할머니는 수성당 개양할

머니와 위도 원당의 원당마누라와 동일한 계통의 항해보호신이요, 여신이다. 변산반도와 

줄포만의 항해보호신은 백의관음보살이다. 

그리고 이 백의관음보살은 중국 주산군도 보타낙가산 계통이다. 보타산의 할머니신이 

동중국해의 바닷길 따라 줄포만으로 들어와 당할머니로 좌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백정 마

을의 당할머니는 후대 영등할머니를 섬기는 어부들이 드나들면서 당할머니와 영등할머니

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등대왕이 바닷바람을 관장하는 신격을 가

졌지만, 풍랑을 잠재우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항해보호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백정의 당할머니는 항해보호신인 백의관음보살의 화신이며, 수성당 개

양할머니와 동일한 신격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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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대한 큰 키의 개양할머니는 남해관음의 화신

남해관음(南海觀音)은 남해의 관세음보살을 

가리킨다. 남해의 해역은 남인도의 해역에서 인

도차이나반도의 남해를 거쳐서 중국 강남의 남

해(남중국해)를 한반도의 남해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남인도 말라이콧타국에 포탈락가산

(Potalaka)이 있는데, 그곳은 관자재보살이 왕

래하며 머무는 곳이다. 이 포탈락가산 해변굴

의 관음성지는95 중국 주산군도에 전파되어 보

타낙가산(普陀洛迦山)의 범음동·조음동의 관음

성지를 조성하고, 다시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따

라 변산반도 죽막동으로 건너와 해변굴과 수성

당의 관음성지를 조성한 것이다. 

남해관음의 특징은 거구(巨軀)의 신체적 조

건을 갖고 있다. 남해관음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여 북태평양에 들어서면서 백의관음보

살로 화신하였으며, 남인도에서 세 발자국으로 주산군도 보타산에 건너뛰어 와서 보타낙

가산을 조성하였다. 남해관음은 우주삼계(宇宙三界)를 세 발자국으로 건너뛸 만큼 키가 

큰 소유자로 알려졌다.96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관음보살의 키가 80억 나유타 항하

사 유순이라고 밝히고 있다.97 개양할머니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키의 소유자이

95)

96)

97)

玄奘法師, 『大唐西域記』, 권덕주 옳김, 우리출판사, 308쪽.

송화섭, 2013, 「중국 저우산군도(舟山群島) 푸퉈산(普陀山)의 海神과 觀音信仰」, 『도서문화』4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김영재, 2004,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운주사, 314쪽.

그림 140.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 남해관음

4.	줄포만·변산반도	관세음보살의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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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양할머니가 바다속으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겨우 발목에 찰랑거릴 정도라고 하였으

니, 개양할머니의 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개양할머니는 남해관음의 화신하여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신앙된 것인데, 남해관음의 화폭에 묘사된 것이 수월관음도이다. 고려시

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에는 선재동자와 수월관음을 비대칭으로 묘사되어 있다. 수월

관음상이 화폭에 꽉 차있는 모습이라면, 선재동자는 화폭 구석에서 조그만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비대칭 구도는 수월관음이 거인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남해관음은 백의관

음보살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도교의 벽하원군 신앙이 깃든 수성당

벽하원군(碧霞元君)은 도교의 여신(女神)으로 태산

낭낭(泰山娘娘)으로 불려지고 있다. 벽하원군은 산동

성 태산의 산신이라 할 수 있는데, 본래 이름은 동악태

산천선녀벽하원군(東岳泰山天仙女碧霞元君)이다. 중국

의 오악가운데 동악은 태산이요, 태산의 산신은 천선녀

(天仙女)인 벽하원군이다. 천선녀는 도교에서는 신선(神

仙)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 곳곳의 산악의 명칭 가운

데 옥녀봉(玉女峰)은 천선옥녀(天仙玉女)에서 따온 것이

다. 한국문화 깊숙한 곳까지 벽하원군이 자리잡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벽하원군은 태산노모(太山老母), 태산성

모(泰山聖母), 태산내내(太山奶奶)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태산여신을 할머니(奶奶), 성모(聖母), 노모(老母)로 신앙하고 있다.

벽하원군은 임신의 다양한 과정을 돌보는 부수적인 여섯명의 여신을 수행원으로 데리

고 있다. 두 여신은 안광낭낭(眼光娘娘)과 송자낭낭(送子娘娘) 두 보조원과 6명의 수행원

98)

99)

Henri Maspero 저, 신하령·김태완 옳김, 1999, 『도교』, 까치글방, 181쪽. 

송화섭, 2019, 「서해의 바닷길과 항해보호신」, 해양수산부.

그림 141.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의 송자낭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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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데리고 있다. 벽하원군과 8명의 여신들을 구낭(九娘)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구낭을 

모신 사당을 할머니사당, 내내묘라고 부른다.98 부안 죽막동에서는 수성당을 구낭사(九娘

祠)라고 부른다. 개양할머니가 딸 여덜명을 데리고 있다는 표현도 도교의 벽하원군 신앙

에서 차용한 것이다. 수성당의 개양할머니도는 개양할머니와 8명의 여신을 그린 당신도이

며, 개양할머니도를 봉안한 사당이 수성당이요, 구낭사이다.99   

3) 송자낭낭과 칠선녀를 품은 개양할머니

송자낭낭(送子娘娘)은 도교에서는 송자낭낭, 불교에

서는 송자관음(送子觀音)이라고 부른다. 송자관음은 보

통 아이를 안고 머리에 흰 베일을 쓰고 있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송자낭낭은 아기를 점지하고 출산,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여신이다. 송자낭낭의 도상은 신생아

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그림 141>이 특징이다. 그녀는 

두 수행자를 거느리는데, 선재동자와 용왕녀이다. 두 

수행원은 백의관음보살도에 등장하는 선재동자와 용왕

녀와 동일하다. 그래서 송자낭낭을 송자관음, 백의관음

으로 부르기도 한다. 백의관음이 선재동자와 용왕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후불벽리

면 백의관음보살도에서도 확인된다.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머니는 백의관음보살의 화신이다. 개양할머니는 송자관음 및 

벽하원군과 동일한 신격을 갖고 있다.100 개양할머니는 해신이라면, 벽하원군은 산신이라

는 차이는 있다. 개양할머니는 송자낭낭처럼 막내딸을 안고 있으며, 7명의 여신과 함께 앉

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렇다면 도교의 송자낭낭과 칠선녀가 결합된 당신도로 볼 수 

100) Henri Maspero 저, 신하령·김태완 옳김, 1999, 『도교』, 까치글방, 187쪽. 

그림 142. 대리 원당 칠선녀 당신도
(물애기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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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명 여신은 칠선녀(七仙女)로 보아야 한다. 칠선녀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칠선녀를 

가리킨다. 위도 대리 원당에도 이마에 별을 단 7명의 여신<그림 142>들이 등장하고 있다. 

칠선녀는 항해보호신으로 해신당에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송자관음과 칠선녀 신앙은 도

교와 불교가 결합하여 민간신앙화하면서 죽막동 수성당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양할머니도는 조선 후기 남아선호의식과 기자신앙이 반영된 당신도라 할 수 있다.   

4) 개양할머니는 주산군도 보타산 계통

노구(老嫗)는 할머니신을 가리킨다. 죽막동의 개

양할미는 해신 계통의 할머니이다. 죽막동의 개양

할머니는 해변굴에 상주하고 있다. 바닷가에 거처

하는 할머니는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 바닷가 자죽

림에 거처하는 할머니와 동격이다. 보타산의 할머

니는 구도자와 참배객에게 밥과 반찬을 날라다 주

는 역할을 한다.101 그런데 해안에 상주하는 노구는 

석탈해신화에서도 등장한다. 그녀는 까치섬에 당도

한 강(舡)을 이끌고 와서 궤(櫃 : 나무상자)를 열어 

동남(童男)을 꺼내는 출산신, 양육신의 모습을 보여

준다. 탈해신화의 노구는 해안에 상주하는 할머니

신으로 본다면 보타산 해안에 상주하는 할머니와 

동일한 계통일 수 있다. 

보타산 자죽림에 거처하는 할머니(老嫗)가 동중

국해 바닷길 따라 변산반도 죽막동 해변굴로 들어

와 개양할머니로 좌정한 것이다. 보타산의 할머니

그림 143. 
중국의 麻姑神仙(水仙娘娘)(백승호 사진) 

101) 송화섭, 2003, 「한국과 중국의 할미해신 비교연구」, 『도서문화』4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99Ⅶ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관음신앙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102) 송화섭, 2019, 「서해의 바닷길과 항해보호신」, 해양수산부.

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개양할머니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개양할머니는 ‘바다를 

열어주는 할머니’라는 뜻이며, 중국 주산군도 일대에서 개양제의 대상이었다. 개양할머니

가 주산군도에서 변산반도까지 세발자국으로 건너뛰어 온 것이다. 개양할머니로 화신한 

관세음보살은 남해관음이다. 개양할머니가 표류하는 어선을 구하러 바다 속으로 걸어가

는데 바닷물이 겨우 발목에 찰랑거릴 정도였다 하니, 개양할머니의 키는 가히 상상하기 어

려울 정도의 큰 키라고 보아야 한다.102 

5) 마고할미는 조선후기에 태동하였다

마고할미는 마고와 할미를 조합한 신격을 갖고 있다. 마고는 기원후 147년 한효환제(漢

孝桓帝) 시기에 신선 왕방평(王方平)이 채경(蔡經)의 집에서 마고를 초청하여 처음으로 지

상에 내려온다. 마고는 중국 도교의 신선이다. 조선 전기에 유학자들은 신선 마고를 동경

하고 선호하였다. 수많은 조선시대 문집에서 곱고 아리따운 18세의 마고를 그리워하는 시

문이 등장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볼품없고 거구의 마고할미를 동경하지는 않았을 것

이다. 마고신선(麻姑神仙)은 조선후기에 마고할미로 전환된다. 불과 200년 전 마고할미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출현하였다. 조선중기까지도 마고할미는 등장하지 않았다.

명청교체기 이후 마고신선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다. 마고헌수도(麻姑獻壽圖)는 마고가 천

상의 신선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할머니로 등장시켰다. 조선 영·정조시대에 선계의 마고가 

세속의 마고로 내려오면서 장수의 상징으로 할머니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여러 

위서(僞書)에 마고할미가 신격화하여 위대한 창세신으로 등장하고, 치마폭에 성돌을 담아 

성샇기를 하는 괴력은 다양한 신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고에

게 상전벽해가 따라 붙게된 것이다. 마고할미는 중국에 없는 한국의 위대한 여신이다.  

마고할미는 힘센 거인(巨人)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고할미는 산을 옮기기

도 하고, 오름을 만들기도 하고, 똥을 싸면 골짜기가 막히고, 오줌을 싸면 홍수가 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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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만과 변산반도에는 두 유형의 백의관음보살도가 있다. 두 유형은 사찰 대웅전의 후

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와 도서, 해안마을 해신당의 백의관음보살도이다. 전자는 내소사

와 선운사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위도 대리 원당과 죽막동 수성당, 동호리 영신당이 대표

적이다. 내소사의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는 수월관음도의 구도를 갖추고 있으며, 대리 

원당의 원당마누라도는 연화화생의 백의관음보살입상도라면, 수성당 개양할머니도는 백

5.	줄포만·변산반도의	관세음보살도와	수월관음도

의 대식(大食), 대분(大糞), 대뇨(大尿)의 힘쎄고 키가 큰 거인할머니이다. 이러한 거인할머

니가 어떻게 한반도에 등장하였을까. 거인할머니는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산신으로 출현하

고 변산반도 죽막동에서는 개양할미로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키가 큰 거구의 개양할머니

는 남해관음이 할머니로 화신한 것인데, 중국 보타낙가산에서 남해관음과 할머니신이 결

합하는 과정에서 마고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란 사

실은 보타산의 단고도두설화에 등장한다.  

우리나라 모든 마고할미는 천태산(天台山)을 본향으로 한다. 천태산은 중국 절강성 태

주에 위치한다. 천태산의 마고와 보타산의 할머니가 결합하여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따라 

변산반도 죽막동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마고는 18세의 신선이지 늙은 할머니가 아

니다. 따라서 수성당의 개양할머니는 남해관음의 화신인 보타산 할머니와 천태가 마고가 

결합하여 태동한 항해보호신이라 할 수 있다.103 사실 늙은 마고할미가 천지창조와 창세의 

창조주일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마고할미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1800년대 후반이란 

점에서 마고가 천지창조의 주체라는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104 어찌보면 마고는 상상력의 

신화세계와 역사적인 실재 사이에서 뿌리 깊은 괴리(乖離)가 있다. 

103)

104)

송화섭, 2008, 「한국의 마고할미 고찰」, 『역사민속학』27, 한국역사민속학회. 

송화섭, 2019, 「서해의 바닷길과 항해보호신」, 『해신과 바다의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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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음보살좌상도의 화신 모습으

로 그려졌다. 원당마누라도와 개

양할머니도는 사찰의 백의관음보

살도가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마을신앙으로 전이한 사례로 보인

다. 대리 원당의 백의관음보살도는 

고창 선운사 영산전의 관세음보살

입상도와 매우 유사하고, 개양할

머니도는 내소사 백의관음보살 벽

화의 좌상도와 기본적으로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리 

영신당의 당할머니도는 33관음상 가운데 원광관음과 같이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앉아있는 

관음상과 닮은 꼴이다. 

내소사 대웅보전의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세속화하는 

과정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월관음도의 구도는 관세음보살이 바닷가 암반에 반가

좌상으로 앉아있으며, 뒤쪽으로는 삼근자죽의 대나무가 묘사되어 있으며, 오른쪽 옆에는 

양류 꽂힌 정병이 관세음보살 옆 암반에 놓여있고, 파랑새(청조)가 그려지고, 발 아래 구석

에는 선재동자가 관세음보살에게 간절하게 구원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내소사 백의관음보

살 벽화에는 오른편에 용녀가 묘사되었고, 왼편에는 선재동자가 묘사되었다. 이러한 화풍

은 고려 말 수월관음도상이 세속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위도 내원암 백의관음보살도

에서는 관복을 입은 남자 모습의 용왕이 여의주를 들고 백의관음보살을 호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소사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는 남송 시기 보타낙가산 관음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타낙가산의 수월관음도는 보타산 보제선사의 후불

벽리면에 그려져 있는데, 내소사의 후불벽리면 관음보살도는 보제선사의 화풍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105 

그림 144. 보타산 보제선사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  

105) 김윤인, 2006, 「고려후기 관음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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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북송이 활발한 해상교역을 전개

하였지만, 북송의 해양신앙과 함께 수월관

음도가 고려에 전해지면서 송대의 수월관음

도 보다 훨씬 화려한 수월관음도가 고려에

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수월관

음도가 바닷가 암반을 배경으로 좌정하고 

있는 모습은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의 재난구제(災難救濟)의 도상을 묘사한 것

이라면, 선재동자의 등장은 『화엄경』 「입법

계품」의 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삼

국유사』 「탑상」4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에 등장하는 관음진신상은 『법화경』 「관

세음보살보문품」에 묘사된 관음보살상인 듯 

하다. 중국 보타낙가산 후불벽리면 백의관

음보살 벽화와 부안 내소사 후불벽리면 백

의관음보살 벽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

를 보여줘 양 지역간 해상교통이 낳은 문화

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671년 의상대사가 양양 해변굴에 들어가 

친견하였다는 관음진신은 서역 보타낙가산 

계통이라 하였다. 서역의 보타낙가산은 중국 주산군도 보타낙가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고려말 보타낙가산 계통의 수월관음도는 남성적 면모를 보여준다. 수월관음

도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도상인데, 내소사 백의관음보살도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백의

관음보살의 안상 뿐만 아니라 양류꽂힌 정병이 관음보살도 옆의 바위에 그려지고 청조가 

그려지는 고려 말 화풍이 내소사의 백의관음보살도에서 묘사되어 있다. 백의관음보살 입

상도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재난구제의 도상이라 할 수 있다.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폭풍이 불어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림 145. 수월관음도

(제노바 키오소네 동양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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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나찰들의 재난에

서 벗어날 수 있으리니”하

였다. 백의관음보살 입상

도는 바다를 돌아다니며 

풍랑으로 재난에 닥친 항

해자들을 구제하는게 목

적이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 

벽화와 선운사 영산전 백

의관음보살 벽화는 삼국

시대 이후 통일신라, 고려

시대에 걸쳐 오랜 세월동

안 절강성 항주만 일대에

서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타고서 오고간 문물교류

와 해상교역의 발자취라 

할 수 있다. 불교가 흥성

할때에는 관음도량에서 항

해 안전 기원 의례가 행해

졌지만, 고려말 조선시대

에 이르러서는 관음도량에

서 행해지던 항해 안전 기

원 의례가 민속화하면서 마을 단위로 정착해갔다. 줄포만에서도 내소사와 선운사 중심의 

항해보호신앙이 격포 수성당, 구동호의 영신당, 위도 대리의 원당, 진리 원당, 치도리 원당, 

식도리 원당 등 민간신앙화되어 갔다. 따라서 사찰 대웅전의 후불벽리면 벽화에 등장하는 

그림 147.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세음보살좌상

그림 146. 고창 선운사 

영산전 관세음보살입상

그림 148. 부안 죽막동 수성당 개양할머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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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위도 대리 돌담에 둘러싸인 원당
그림 149. 위도 대리 원당

원당마누라도

백의관음보살도가 죽막동 수성당과 구동호 영신당에 등장하고, 선운사 영산전의 관세음보

살 입상도가 위도 대리 원당의 원당마누라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적

으로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신앙은 중국 절강성 보타낙가산 계통을 승계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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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의

돌짐대와 해양문화

1. 짐대바로보기

2. ‘솟대·짐대·진대’란 무엇인가

3. 부안 짐대문화의 유형과 분포

4. 왜 부안에는 돌짐대가 집중 분포하는 것일까

5. 부안읍 돌짐대는 부안 정신세계의 상징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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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짐대	바로보기

짐대는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 그동안 ‘솟대’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 마을 민속의 현장에

서 주민들은 짐대를 진대, 오릿대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학자들은 책상 위에서 ‘솟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짐대는 본래 ‘진(鎭)대’의 의미를 가진 풍수비보적 상징물이다. 진대는 

생활 현장에서 성격과 정체성이 분명한 용어라면, 솟대는 ‘솟아있는 대’라는 의미의 성격도 

불분명하고, 정체성도 없는 용어다. 그동안 한국학계에서 진대 연구는 외면하고 솟대 연구

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최근 고고학자까지 솟대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 솟대 

자체가 허상인데, 어찌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솟대가 발굴될 수 있겠는가. 고고학자들이 솟

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농경문청동기의 새문양과 진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진대문화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부안이다. 우리나라에서 돌짐대가 가장 집중 

분포하는 곳도 부안이다. 왜 돌짐대가 부안에 집중 분포하는 것일까. 부안지역 돌짐대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왜 돌짐대가 세워졌는지 파악될 것이다. 그리고 짐대와 해양문화의 

관련성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짐대는 농경문화의 상징물로 인식해왔으나 부

안지역 돌짐대는 해양문화와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지

변산반도의 돌짐대와 해양문화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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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돌짐대는 부안읍 3기, 내요리 1기, 동진면 대벌리 1기, 계화면 창북리 3기가 있으며, 전

남 영광 군남면 바닷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짐대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분포하는 세계문화유산이다. 

진대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솟대 연구로서 그 가

치가 평가절차되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도 멀어져 가고 있다. 솟대의 기원을 

찾아서 북아시아를 바라보는 것도 이제 그만 접고 짐대, 진대의 진실을 찾아나서자. 부안

은 돌짐대의 발상지이며, 돌짐대의 명문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며, 돌짐대에서 나무짐

대로 변모하는 모습도 부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시기는 17세기 말 부안 지역에 조성된 

돌짐대를 통해서 짐대문화의 본질을 규명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부안지역의 돌짐대가 

왜 해양문화의 산물이냐 하는 동기와 짐대문화의 역사성을 밝혀 볼 수도 있다. 그동안 학

계에서는 짐대의 실상을 추적하는 연구보다 솟대의 허상을 추적하는데 집착해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그릇된 솟대 연구로 인하여, 한국 진대문화 연구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 가치

와 정체성도 애매모호해졌다. 한국에는 솟대가 없다. 그동안 솟대로 짐대문화가 혼란을 겪

어왔다. 이제 짐대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변산반도의 짐대문화에는 한국 짐대문화의 원

형질이 깃들어 있다. 왜 한국인들은 삶의 터에 짐대를 세우게 된 것일까. 부안읍치권의 돌

짐대에서 짐대문화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에, 진정성있는 한국의 짐대문화가 복원되기

를 희망해본다. 

1) 솟대와 짐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솟대’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손진태이다. 손진태는 1930년대 일

찍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일본인 학자들에게 민속학을 배웠다. 손진태가 1932년에 

2.	‘솟대·짐대·진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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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손진태, 1947,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소도고(蘇塗考)」라는 글에서 솟대의 기원을 처음 제기하였다.106 다음은 그의 「소도고」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상술한 민속으로 추측할 지라도 『삼국지(三國志)』의 소위 소도(蘇塗)란 것이 명백하고 지금도 

오히려 민속상에 전승되어 있으며 또 그것은 후세에 이르러 여러 가지 변전(變展)을 보았다는 것

을 짐작할 수 있으려니와 일방으로는 『삼국지』의 소도라는 것이 지역의 명칭이 아니요 신체(神

體) 또는 제단(祭壇)으로서 건립되는 대목(大木)의 명칭일 것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신간은 

지금도 「솔대」 「솟대」등이라 하여 그 명칭까지 원형이 전수되어 있음으로써이다. 

차등(此等)의 명칭은 소도의 신성[境界標]에 인하여 또 그 소재 장소에 인하여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솔대」 「솟대」로서 이것은 마한어(馬韓語)의 소도와 가장 

유사한 까닭이다. 소도가 소자유(蘇子油)로서 무슨 물체에 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상 이것은 

명백히 입대목(立大木)의 마한어 음역일 것이다. 삼한(三韓) 당시의 명칭이 금일까지도 거의 그대

로 전승된 것이다. 그러면 소도·솟대·솔대를 과연 동원어(同源語)라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음변상

(音便上) 변와(變訛)는 허다히 있는 것이므로 소와 솔과는 동일원(同一源)의 말로 입목(立木)의 고

유 조선명은 「솔대」 또는 「솟대」에 가까운 말이었으리라고 대개 추측되는 바이다. 

만약 이것이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큰 변화를 입지 않는 말이라면 소도는 그 원명이 소대 혹

은 솟대의 음역이고 또는 이것은 용목(聳木)의 의미가 아니었던가 해석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솟대의 역사는 100여 년이 채 안된다. 손진태는 마을 주민들이 수

백년동안 써온 짐대의 역사는 외면하고, 솟대의 근원을 마한의 소도와 연결 지으면서 한

국의 짐대문화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그는 ‘솟대’라는 용어를 「소도고」 논문에서 밝혔으

니, 솟대의 역사도 「소도고」 논문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는 소도(蘇塗)·솟대·솔대를 동

원어(同源語)로 인식하였으며, 소도는 솟대의 음역(音譯)이라고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은 

소도와 솟대가 음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의 솟대와 소도가 같다는 등식은 단순히 언어의 화려한 수식에 불과할 뿐 학문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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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진태는 유학 생활 중에도 방학 때에 귀국하

여 마을현장의 민속자료를 수집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가 마을 현장 답사에서 짐대를 보

았을 것이며, 촌로를 대상으로 짐대 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솟대의 현장 

용어인 ‘짐대’를 끝내 외면하고, 솟대를 선택하였다. 그의 솟대 선택은 당시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일본인 문화인류학자들에게 배운 민속학의 이해와 연구에 대한 갈등과 고

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07

당시 손진태는 일본 유학에서 귀국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 강화

하던 시점이었다. 특히 「소도고」의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일제가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조선의 민속 생활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였다. 또한 일제 식

민사관의 논리인 일한동원론(日韓同源論)을 바탕에 깔고 민족학을 탐구하는 분위기에서 

손진태는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108 당시에 일제 식민통치자들은 한국민족의 문

화유산을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소도고의 논문을 일본 

유학생 시절에 써야 했던 손진태에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손진

태의 소도고 논문을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던 후학들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1930년대 농촌의 생활 문화 자료는 식민통치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제국주의 인류

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30년대 한국사회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미개사회로 평가절하

하였고 한국의 전통 민속문화는 전근대적인 문화유산으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미신 행

위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가 한국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식민통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도=솟대라는 등식이 성립된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다. 

당시 국내에서 신채호는 소도의 기원을 ‘수두’론에 두면서 상고시대 태양숭배의 제단이라

는 해석을 제시한 상황이었다.109 그러나 손진태는 일본 유학중 배운 인류학적인 민속학의 

관점에서 소도를 상고시대에 두지 않고 현전하는 생활 문화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 결

과 마한의 소도를 역사적 배경 및 변천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의 소도와 현존 민속의 

107)

108)

109)

송화섭, 2004, 「손진태의 민속학연구 비판」, 『한국종교사연구』12, 한국종교사학회. 

남근우, 1998, 「손진태의 민족문화론과 만선사학」, 『역사와 현실』28, 한국역사연구회. 

신채호, 1948, 『조선상고사』, 종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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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대와 동일시하고, 짐대를 솟대로 둔갑시키는 우를 범했다.  

소도는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등장하는 마한시대의 종교적 현상이다. 손진태는 A.D 

300년경 마한의 소도신앙을 현재 농촌에서 전승해오는 솟대신앙으로 전락시켰다. 그는 마

한의 종교 형태를 오늘날 마을 전승의 민간신앙까지 끌어내렸고, 역사적 변천 과정과 신간

의 형태 변화에 대한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1,700여 년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었

다. 거꾸로 현전하는 솟대의 기원을 마한시대의 소도까지 소급하여 올라간다고 하여도 각 

시대마다 솟대가 어떠한 종교적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짐대를 솟대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래서 솟대는 정체성도 없이 그냥 솟

아있는 나무라는 명칭이다. 진대·짐대가 과연 정체성도 역사성도 없는 것일까. 아니다.  

손진태는 소도와 솟대의 등식에서 막연히 음(音)의 유사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음운학

적인 해석보다는 역사과학적인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는 막연히 솟대의 음역

이 소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소도

관이 손진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1927년경에 이미 일본 역사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마한의 소도 논문을 발표해오고 있었기에 일인학자들의 영향을 받

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110 그런데 손진태의 솟대론은 해방 이후에도 기세등등하였다. 

후세의 사학도들은 손진태의 비과학적 솟대론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으며, 아직

도 솟대의 기원을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서 찾는데 몰두해오고 있다. 

그 대상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농경문청동기(農耕文靑銅器)에 등장하는 ‘나뭇가지에 

조각된 새문양’이다. 단순히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와 오늘날 짐대의 기원과 동일시 하는 

시각과 관점 외에 다른 논리나 고고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진대와 

농경문청동기와의 새문양은 상호관련성이 전혀 없다. 농경문청동기의 용도가 무엇인지도명

확하지 않을 뿐더러 농경문청동기의 새문양과 짐대의 새가 동일하다는 근거도 없다. 손진

태가 솟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마한의 소도 자료에 등장하는 “입목대현령고(立大木懸鈴

鼓)”이다. 마한 소도에는 큰 나무에 북과 방울이 걸려있다. 현전의 짐대에는 오리가 앉아있

110) 송화섭, 2003,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소도와 부도」, 『한국문화와 역사민속』, 신아출판사,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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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소도의 입대목현령고는 전혀 다른 계통의 신간이다. 짐대의 민속 현장에서는 짐대를 

‘오리짐대’라고 부를 뿐 ‘오리솟대’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민속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솟대라는 용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짐대는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지만, 솟대는 문화적 정체성이 없는 허구

다. 부안 지역의 짐대문화를 통해서 짐대의 성격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보

고자 한다.  

2) 짐대와 진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솟대는 짐대로 불러야 옳고, 짐대는 진(鎭)대로 불러야 맞다. 여기

에서는 편의상 진대보다 현장 용어인 짐대와 진대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짐대에는 쇠짐

대, 돌짐대, 나무짐대 세 유형이 있다. 재질은 쇠와 돌과 나무다. 짐대의 꼭대기에는 대체

로 오리 또는 기러기가 장식되어 있다. 짐대는 보편적으로 농어촌 마을과 향촌의 읍치, 즉 

향읍 단위에 세워지고 있다. 마을에서는 오리짐대가 보편적으로 세워졌으나, 향읍에서는 

당간(幢竿)을 짐대라고 부르고 있다. 짐대는 처음에는 향읍에 당간이 세워졌다가 점차 마

을로 내려가 짐대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향읍의 짐대는 치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마을

의 짐대는 동제의 대상으로 치제(致祭)되는 사례가 많다. 마을과 향읍에 세워지는 짐대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짐대는 향읍의 공간과 마을 입구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짐대는 진대 또는 돛대라고 불리며, 짐대가 세워지는 곳의 지명을 짐대거리, 진대

배기라 부른다.111 짐대는 대체로 행주형 지세의 향읍과 마을에 세워진다. 

셋째, 향읍의 짐대는 돌로 만든 당간인 경우가 많고, 마을의 짐대는 나무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을짐대는 곧은 소나무의 간주(竿柱) 상단에 1~3마리의 오리(또는 기러기)

111) 진대배기는 진대가 세워져 있는 곳에 대한 지명으로 볼 수 있으며, 언덕이나 고개마루에 위치하는 관계로 

‘진대백이’, 또는 진대가 압승 기능을 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진대박이’라 부를수 있으나 진대배기라는 현장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13Ⅷ 변산반도의 돌짐대와 해양문화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를 조형하여 올려 놓는다. 하나의 간주에 3마리 오리장식이 올려지는 경우는 있지만, 보편

적으로 하나의 간주에 한 마리씩 세워진다. 오릿대 간주는 1개에서 3개까지 세워지는 사

례는 있지만, 3개 이상 세워지는 곳은 없다. 

셋째, 짐대 상단에 올라 앉은 새장식[鳥裝飾]은 거의 대부분 오리이다. 우리나라 짐대

의 새장식 85%는 오리이다. 이 오리들은 모두가 물오리[鳧]이다. 그리고 나머니 10%는 기

러기(鴈)이다. 따라서 짐대 상단에 앉혀놓은 조식(鳥飾)은 95%가 부안(鳧鴈)이라 할 수 있

다.112 

넷째, 짐대는 재질이 철재와 석재와 나무로 만들어진다. 향읍에서는 주로 철재와 석재

로 만든 당간짐대가 세워지고, 마을에서는 나무짐대가 세워진다. 짐대의 재질은 굽어지지 

않은 곧게 선 재료로 간주(竿柱)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돌짐대와 쇠짐대와 나무짐대 모두 

곧게 선 장간(長竿)이 기본형이다.  

다섯째, 짐대를 돛대라고 부르는 것은, 짐대가 행주형지세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행

주형지세의 짐대는 마치 돛대를 단 배가 항진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행주(行舟)가 안정감

을 보이려면 돌로 만든 돛대[檣]를 만들어서 세워놓아야 한다. 이 돛대가 짐대, 진대다. 행

주가 안정되면 마을이 편안하다는 믿음에서, 행주형지세의 돛대를 마을에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113

여섯째, 대체로 정월대보름에 짐대를 세우고 동제를 거행한다. 짐대세우기는 정월 초하

루부터 시작해서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늦어도 이월 초하루(음력 2월 1일) 이전에 모

든 절차와 과정을 마친다. 

이상과 같이 민속 현장에 세워지는 짐대의 개념과 형상을 분석,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짐대의 어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짐대는 행주형지세(行舟形地勢)의 돛대[檣]라는 점과 지기(地氣)가 드센 마을의 기운을 

눌러주는 ‘진(鎭)대’의 기능을 한다. 진대는 진(鎭)+대의 합성어로 해석되지만, 진(鎭)대가 

짐대로 변모한 것이다. 짐대는 『새 우리말 큰사전』에 짐대는 “불가에서 사찰의 입구에 당을 

112)

113)

송화섭, 2002, 「新羅末 密敎의 擇地法과 솟대의 起源」, 『역사민속학』15, 한국역사민속학회. 

송화섭, 2010, 「장승과 짐대」, 『한국역사민속학강의』2, 한국역사민속학회 엮음, 민속원,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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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세우는 기구. 이를 세우기 위하여 2개의 당간지주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 세우는 기둥”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114 그렇다면 짐대는 사찰에서 나왔고, 당간(幢竿)의 우리말이 짐대

다. 당간이 나무, 돌, 쇠로 만들어지듯이 짐대도 나무, 돌, 쇠로 만들어진다. 사찰의 당간은 

짐대라고 불려졌고, 사찰에서 쇠짐대(鐵幢竿)는 행주형지세에 돛대로 세워졌다. 쇠짐대가 

풍수비보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행주형지세의 돛대가 진대, 짐대로 불려진 것이다.115

사찰에서 철당간은 사찰의 터를 눌러주는 진대의 기능을 한다면, 마을의 짐대도 마을

의 터를 눌러주는 진압(鎭壓) 기능의 간주(竿柱)라 할 수 있다. 짐대의 본질은 행주형지세

에 세워서 압승(壓勝) 기능하는 돛대다. 원래 짐대는 사찰의 행주형지세에 세워진 돛대 기

능의 철당간이었는데, 이러한 쇠짐대가 민간에 내려와 행주형지세의 향읍에 세워지고, 다

시 마을로 내려와 행주형지세의 마을에 세워졌다. 따라서 행주형지세의 사찰에 압승 기능

의 당간이 향읍과 마을로 내려오면서 짐대·돛대·진대 등으로 불려진 것이다. 한마디로 짐

대는 당간의 세속적 명칭이다. 

돛대는 마을과 향읍의 행주형지세에 세워 배(舟)의 중심을 잡고 안전 항해 기능의 진대

를 말한다. 돛대는 장(檣)인데 돌로 만들면 석장(石檣)이요, 나무로 만들면 목장(木檣)이

요, 쇠로 만들면 철장(鐵檣)이다. 이러한 돛대에는 처음부터 부안(鳧鴈)이 조각되어 있었

던 것은 아니다. 사찰의 철당간에 오리 또는 기러기 장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철당간

이 향읍을 거쳐서 마을로 내려오면서 진대 위에 오리, 기러기 등이 등장하여 오늘날 오리

진대가 된 것이다. 청주 중앙공원의 철당간, 안성 칠장사의 철당간, 공주 갑사 철당간 등도 

기본적으로 행주형지세에 세워진 진대다. 이러한 철당간이 후대에 향읍에서 돌짐대(석조

당간)로 세워지고 다시 마을에 나무짐대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마을짐대의 기원은 사찰의 비보풍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 그 근거는 철당간이 처음에는 사찰에 세워

졌기 때문이다. 사찰의 당간이 향읍의 비보풍수 기능으로 세워진 것을 부안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간이 짐대로 변모하였다면 부안읍의 석조당간이 돌짐대로 변모하는 실체를 보

114)

115)

신기철·신용철 펀저, 1975,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송화섭, 2012,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 짐대와 당간」, 『문화재사랑』(11월), 문화재청,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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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부안읍의 석당간이 1671년에 조성되고, 부안읍 서문안 돌짐대가 숙종 15년(1689)

에 세워졌다. 부안읍 서문안 돌짐대에는 건립 연대의 명문이 새겨져있다. 돌짐대 명문은 

부안읍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오리짐대의 역사는 1689년이 가장 오래된 역

사다. 이를 근거로 짐대의 기원은 300~400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올

라 갈 수 있는 역사 기록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어찌보면 부안은 돌짐대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부안읍 서외리 석당간은 사찰의 당간이 

향읍의 당간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석당간이 돌짐대로 변모하면

서 향읍에 짐대문화가 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부안읍 진대문화는 석장(石檣)과 

오리짐대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또한 향읍의 짐대문화가 마을에 영향을 미치어 돌짐대 문

화가 마을로 확산되고, 돌짐대와 나무짐대가 마을에 조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도 부안이

다. 그리고 부안읍 석당간에는 용이 간주를 감고 올라가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용 형상의 장식은 마을 단위로 줄다리기에서 짐대에 줄을 감는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

다. 부안읍 동문안 돌짐대에 용줄을 감아올리는 줄의 처리 방식도 서외리 용두당간의 유

풍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안에서는 조선시대 짐대문화가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다.

부안의 짐대는 돌짐대와 나무짐대 두 유형이 있다. 돌짐대는 부안읍성의 동문안, 서문

안, 남문안 3곳, 부안읍 내요리 돌모산 1곳, 부안군 동진면 대벌리 1곳, 부안군 계화면 창

북리 3곳에 돌짐대가 세워져 있다. 돌돛대는 부안읍 남문안 1곳, 돌당간은 부안읍 서외

리 1곳이 있다. 나무짐대는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1기가 세워져 있다. 부안에서 돌짐대

가 분포하는 곳의 지리적 입지를 살펴보고, 짐대의 기능을 살펴 짐대문화의 정체성을 제대

로 짚어보고자 한다. 부안읍의 돌짐대는 남문안, 서문안, 동문안에 각각 1기씩 세워져 있

었다. 이 3기가 부안읍성의 성문 안쪽에 세워져 있었다. 부안 읍성은 조선시대 성종 18년

(1487)에 11월에 석성으로 축성되었으며, 읍성의 규모는 길이 4,975자이고 높이가 7자 3치

3.	부안	짐대문화의	유형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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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성이며, 동문·서문·남문과 문루를 설치하였다.116

1) 부안읍 서외리 석당간

부안읍 서외리에는 석당간 1기가 세워져 있

다. 서외리 석당간은 기본적으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당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체로 사찰에는 

당간지주만 남아있는데, 서외리당간은 상단 부

분이 유실되었지만, 석당간과 당간지주가 원형으

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당간은 불교의

례를 거행할 때 당번을 내거는 용도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사찰에서도 풍수비보 기능의 철당간

이 세워지고, 향읍에서도 풍수비보 기능의 석당

간이 세워져 있다. 향읍의 당간은 청주읍의 철

당간, 나주읍의 석당간, 담양읍의 석당간, 부안

읍의 석당간 등이 풍수비보 기능의 당간이다. 이 

향읍의 당간은 사찰과 관계없이 고려시대에 향

읍의 비보풍수 차원에서 세운 것이다.117

부안읍의 석당간은 높이가 723cm이며, 둘레

는 205cm이다. 간주의 아래 부분(185cm)은 사각의 모서리에 말각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윗부분은 8각의 간주로 다듬어 세웠다. 간주의 이음새는 석주를 꺾어 접합시키고 철정을 

꿰뚫어서 고정시키고 다시 그 부위에 철띠를 둘러 묶어놓았다.118

서외리 석당간은 주변에 석탑 부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처음에는 사찰의 풍수비보 기

그림 151. 부안읍 서외리 석당간 

116)

117)

118)

부안군, 2004, 『부안문화유산자료집』.

엄기표, 2004,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 학연문화사. 

국립민속박물관, 1994, 『전북지방의 장승·솟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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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용도로 세워졌으나, 조선후기에 향읍의 풍수비

보 기능의 용도로 다시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현재 서외리 석당간에는 거북와 용 문양이 장식

되어 있다. 이러한 당간의 장식은 다른 곳에서는 찾

아보기 어렵다. 석당간의 간주에는 거북 세 마리가 

양각되어 있으며, 거북이가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

려오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 거북상은 남문안 

돌돛대에도 조각되어 있다. 

또한 석당간에는 용이 간주를 감아 오르는 형상

으로 양각되어 있다. 이 석당간의 용 문양은 당간과 

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부안읍의 석당간은 용

두당간으로 조성하였던 듯하다.  현재는 석당간의 상

단이 파손되어 용두당간(龍頭幢竿)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용이 간주를 감아오르면서 용두가 위로 향하는 형식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

러한 용두당간의 의미는 부안읍 동문안 돌짐대에 용

줄을 감아놓은 모습에서 그 의례적 행위를 엿볼 수 

있다. 석당간의 용문양은 부안 지역 동제에서 줄다리

기를 마친 후에 돌짐대와 목짐대에 용줄을 감아놓는 

신앙의례가 왜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 석당간에는 건립 연대와 주체에 대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석당간 전면에는 “숭정후 사십사년 신해사월 일 

입석(崇禎後 四十四年 辛亥四月 日 立石)”이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는 최철〇(崔哲〇), 최석〇(崔石〇)의 인

명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좌위(坐位)”라고 쓰여있다. 

뒷면의 좌측 지주석에는 재임(齋任) 김상철(金尙吉), 

그림 152. 석당간 거북형상

그림 153. 서외리 석당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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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준(崔世俊), 최석윤(崔錫胤), 강재지(姜戴之)가 당간의 설립자(設立者)로 새겨져 있고, 

가운데 당간석에는 명문이 있으나 파자(破字)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하다. 그리고 좌측 지

대석에는 “목간 승안밀번노 수철장명학 정판길계상 (木干 僧安密番奴 水鐵匠鳴鶴 鄭反吉戒

尙)”이라는 명문이 조각되어 있다. 명문을 보면, 향교 유생인 4명의 이름이 재임 신분으로 

등장하고, 의례주관자로는 승려 신분인 안밀번노가 등장한다. 서외리 석당간을 재건축하

는데 향교유생과 승려와 수철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 시기는 숭정후 44년을 강희 10

년(康熙十年)으로 본다면, 서외리 석당간의 재건축은 조선 현종 12년(1671)이다. 

서외리 석당간 주변에 사탑(寺塔) 부재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고려시대 서외리에는 

사찰이 있었고 그 곳에 풍수비보 기능의 석당간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외리 

석당간의 뒤쪽에는 부안 향교가 들어서 있다. 부안 향교는 폐사(廢寺)된 사찰에 재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찰이 향교로 바뀌면서 사찰의 당간이 향읍의 당간으

로 전환된 것이다. 다만 사찰의 당간이 향읍의 당간으로 재건축된 것이며, 그 시기가 1671

년이다. 이러한 추정은 부안 향교의 입지가 향교의 기본적인 구도를 벗어나 예사스럽지 않

기 때문이다.   

서외리 주민들은 석당간을 미륵(彌勒)으로 부르고 있으며, 당간지주에 천도복숭아 문양

과 승명 안밀번노가 조각되어 불교민속신앙의 면모도 읽어볼 수 있다. 1671년 서외리 석당

간을 재건축하면서 서외리 주민들과 사찰의 승려와 향교의 재임 등이 참여하였다. 석당간

을 재건축하면서 간주 몇 토막으로 나누고 각 석주끼리 구멍을 내서 쇠못을 기우고 철대

를 둘러서 당간을 만들었다. 서외리 당간은 부안읍 돌짐대를 조성하기 18년 전에 세운 풍

수비보 기능의 읍치당간이다. 서외리 주민들은 석당간을 ‘미륵’, ‘진대할아버지’ 등으로 부르

고 있다. 서외리 석당간은 부안읍성 서문 밖에 위치한다. 당시 부안읍의 행주형지세를 고

려하여 서문 밖에 돛대의 기능으로 재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안읍의 돌짐대

(1) 동문안 돌짐대 

부안읍성 동문 밖에는 돌장승이 한 쌍이 서로 마주보고 세워져 있었고, 동문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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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짐대 1기가 세워져 있다. 부안 읍성 동문에는 청원루(淸遠樓)의 문루가 있는 2층 누각형 

문루였으며, 동문 밖에는 읍성수호신으로 한쌍의 장승을 세웠고, 동문 안쪽에는 풍수비

보 기능의 돌짐대를 세운 것이다. 동문안 돌짐대는 부안읍의 3개 돌짐대가운데 가장 원형

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돌짐대는 위치를 

옮겼으나 동문안 돌짐대는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세워져 있다. 돌짐대의 크기는 높이가 352cm의 사

각석주이며, 둘레 70cm의 간주 위에 오리조각이 

놓여 있다. 

동문안 돌짐대 오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부안읍

의 주산격인 성황산이다. 오리짐대는 부안읍의 안

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세워졌다. 동문안 

마을사람들이 정월 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내면서 

줄다리기를 한 용줄을 감아놓는 풍습을 전승해오

고 있다. 최근 격년제로 당산제를 거행하고 있는

데, 주민들이 줄다리기를 한 용줄을 돌짐대에 감

는 “당산옷입히기”의례를 지내오고 있다. 부안읍 3

기의 돌짐대 가운데 용줄을 감아올리는 곳은 동

문안 돌짐대가 유일하다. 이러한 의례적 행위는 서외리 석당간의 간주에 조각된 용 형상의 

신앙 형태를 의례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서문안 돌짐대

부안읍 서문안 돌짐대는 부안읍성 서문 안쪽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도로 정비 과정

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놓았다. 원래 부안군청에서 변산 방면으로 약 300m 거리에 서문

과 문루가 있었고, 서문 안쪽에 1기의 돌짐대가 세워져 있었고, 성문 바깥에는 돌장승이 

서로 마주보고 세워져 있었다. 서문안 짐대의 크기는 높이 423cm 둘레 65cm이다. 간주 

상단에는 오리형상이 놓여 있다. 

주민들은 서문안 짐대 간주위에 놓여있는 오리 형상은 처음 조성된 것은 분실되었고, 

그림 154. 용줄이 감긴 동문안 돌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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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오리형상은 후대에 만든 것이라고 증언하

고 있다. 서문안 돌짐대에는 “강희이십팔년 기사 

이월 일립 화주 가선대부 김〇〇(康熙二十八年己巳

二月日立 化主 嘉善大夫 金〇〇)”가 건립 주체로 등

장하고 있다. 강희 28년 2월은 숙종 15년(1689) 2

월이다. 서문안 돌짐대는 1689년에 세워진 것이며, 

부안읍 돌짐대의 건립 연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혀주는 기록이다. 

화주 가선대부 김〇〇는 개인이 막대한 돈을 희

사하여 짐대를 세운 것으로 보이며, 짐대석을 만

들어 세운 석수장이 김성년(金成年)의 이름도 면문

에 나타나고 있다. 서문안 돌짐대의 명문은 우리나

라 돌짐대 명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짐

대가 어느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금석문 자료라 할 수 있다. 서

문안 돌짐대의 기대석에는 5개의 성혈이 파여있다. 서외리 주민들은 이 구멍을 오리의 ‘알

받이구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갈아파기로 판 것인지, 성혈이 파여 있는 고

인돌 덮개돌을 기대석으로 활용한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다. 주민들은 동제를 거행하면서 

풍요다산을 기원하면서 갈아파기로 만든 구멍이라고 하면서, 동제를 지낼 때에 오리알구멍

에 쌀을 담아 놓는다고 한다. 서문안의 돌짐대도 머리 방향을 부안읍의 주산인 성황산(城

隍山)을 향하고 있다.    

(3) 남문안 돌짐대

부안 읍성의 남문 안에 돌짐대 1기가 세워져 있었다. 남문 안에 위치한 돌짐대는 수년

전에 당산공원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옮겨 놓았다. 돌짐대의 크기는 높이 280cm 

그림 155. 서문안 돌짐대

119) 정승모, 1993, 「조선시대 석장의 건립과 그 사회적 배경」, 『태동고전연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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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140cm의 사각형 석주이다. 남문안 돌짐대

에는 “강희 28년 기사이월일(康熙二十八年己巳二

月日)”에 세우고, 건립주체는 “대원신 장세순, 김사

인, 조갑신(大院臣 張世洵, 金思仁, 曺甲申)”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119 강희 28년 2월은 숙종 15년

(1689) 2월이다. 남문안 돌짐대는 서문안 돌짐대를 

조성할 때 동시에 함께 세운 것으로 보인다. 서문

안과 남문안의 조성시기가 일치하므로서 부안읍

성 돌짐대는 1689년에 세운 것임이 밝혀졌다. 

<그림 156>은 남문안 돌짐대인데, 처음에는 동

문안과 서문안 돌짐대처럼 간주의 상단에 오리형

상을 만들어 올려 놓았으나 후대에 간주의 상단이 

절단 파손되었고, 오리 형상도 분실된 것으로 보인

다. 부안읍 주민들은 남문안 돌짐대 상단에 놓인 돌오리상이 분실되자 남문안 돌짐대 상

단에 오리 한 마리를 조각해 놓았다. 주민들은 파

손된 돌짐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 원래 돌짐

대 상단에 1마리의 오리 형상<그림 157>을 조각

하여 재활용한 것이다.  

후대에 조각한 오리 문양은 마치 오리가 하늘

로 비상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머리와 

부리를 하늘로 향하여 조각해 놓았다. 오리 형상

은 양각으로 부안읍의 주민들이 고을의 풍요와 안

정을 기원하는 의지와 소망을 담은 오리 조각이라 

할 수 있다. 이 남문안 돌짐대는 서문안 돌짐대, 

동문안 돌짐대와 한 세트로 세워졌음을 말해 준

다. 숙종 15년(1689)에 부안읍 주민들은 커다란 자

연재해를 겪은 후에 풍수비보 기능의 돌짐대로 읍

그림 156. 남문안 돌짐대

그림 157. 
부안읍 남문안 돌짐대 상단 오리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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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성문 안쪽 3곳에 세운 것이다. 부안 읍성의 돌짐대는 동문안·서문안·남문안 돌짐대

가 동시에 함께 세워진 것이다. 부안읍의 돌짐대는 각 돌짐대에 돌오리 1마리씩 상단에 앉

아 있는 형태로 세워져 있다. 부안 읍성의 동문안·서문안·남문안 세 곳에 동쪽·서쪽·남쪽

에 각각 한 1기씩  오리 3마리를 3개의 돌짐대 위에 앉혀 놓았다. 이처럼 읍성의 동문안·

서문안·남문안에 1기씩 돌짐대를 세운 곳은 우리나라에서 부안읍이 유일하다.    

3) 부안읍 돌돛대

부안읍 남문안에는 돌짐대와 돌돛대가 있었다. 남문안 돌짐대는 당산공원으로 옮겨졌

지만, 돌돛대는 남문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돌짐대와 돌돛대는 풍수비조적인 성격

과 기능은 흡사하다. 1689년 부안읍 주민들이 돌짐대를 조성하면서 부안읍을 행주형지세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돌돛대[石檣]를 세웠다. 돌돛대의 높이는 약 470cm이며, 밑둘레

는 138cm이다. 돌돛대의 석주가 상하 이단

으로 연결되어 있다. 돌돛대는 거북 형상의 

기대석에 세워졌고 방형의 간주는 위로 올

라갈수록 좁아지는 석주 형태를 취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돌돛대 석주는 우리나라에서 

부안읍에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다. 돌돛대

의 하단에는 10여 명의 시주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는 4마리의 거북이가 

오르내리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다.  

돌돛대의 앞면에는 남문안 돌돛대을 건립

한 주체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돌

돛대의 건립 연대와 석수의 이름이 등장하

고 있다. 돌돛대 건립의 시주자들은 김응선

(金應先), 김승일(金勝一), 김성익(金成益), 김

사흥(金思興), 김세창(金世昌), 심일원(沈一 그림 158. 남문안 돌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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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 여두월(女斗月), 오〇송(吳〇送), 김홍(金弘), 박생(朴生), 김숭(金崇), 조영〇(曺永〇) 등 

15명 정도의 시주자 이름이 석주 하단에 새겨져 있다. 시주 명단에 김씨성이 가장 많이 등

장하는데 이들은 부녕 김씨(扶寧 金氏)들로 추정된다. 부령김씨는 오늘날 부안김씨들이다. 

이 돌돛대도 1689년에 돌집대와 함께 세워진 것이며, 부안읍의 풍수비보 기능의 돌짐대와 

함께 세워졌다. 일반적으로 마을에서는 돛대를 짐대로 세우는게 일반적인데, 1689년 부안

읍의 주민들은 행주형지세에 맞는 형태로 돛대와 짐대를 분리해서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돛대와 짐대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부안읍에서 볼 수 있다. 

부안읍 돌돛대는 부안읍이 행주형지세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석장은 쇠로 만들면 철장

(鐵檣)이다. 청주 중앙공원에 세워진 철당간은 쇠돛대로서 철장이다. 나주읍에도 나무로 

세운 나무돛대(木檣)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주도 부안처럼 석당간과 목장이 한세트

로 조성되어 있었다. 현재 남문안 돌돛대는 안내판에 당산이라는 표기되어 있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석장(石墻)이다. 안내판에도 부안읍의 행주형지세를 압승하기 위해서 세운 

돌돛대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주어야 한다. 돌돛대 명문에 1689년에 시주한 부안김씨 중심

의 토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부안읍 남문안 돌돛대는 국내에서 유일한 풍수비보문화재라 할 수 있다. 1689년 2월에 

부안읍에 세워진 남문안 돌돛대와 동문안, 서문안, 남문안에 세워진 3개의 돌짐대의 구도

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석조문화재이다. 1689년 부안 읍성 안팎에 조성된 돌돛대, 돌

짐대, 돌장승은 국내 유일의 풍수비보입석으로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조선 후기

에 읍치풍수 차원에서 읍성 안에 돌돛대와 돌짐대를 세우려고 했던 부안읍민들의 정성과 

의지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부안군청과 부안읍 주민들이 300여 년전 수재 

위협에서 부안읍을 지키려는 정신과 의지를 계승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4) 부안읍 내요리 돌짐대

내요리는 동진강의 지류인 고부천변에 위치한다. 고부천은 부안읍과 백산성 사이에 드

넓은 저습지를 끼고 있다. 간척 사업 이전에는 조수(潮水)가 고부천을 따라 내륙 깊숙하게 

드나들었으니, 내요리는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에 바닷물 침투가 용이한 마을이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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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읍 내요리는 고부이씨의 집성촌이다. 마을 

앞에는 1기의 돌짐대가 세워져 있다. 내요리

는 마을풍수가 행주형지세이어서 돛대형 돌

짐대로 세웠다고 한다. 마을의 지세가 남쪽

으로 경사졌고, 마을 중심이 타원형으로 움

푹 들어간 형세는 행주형지세를 보여주는 듯

하다. 이 돌짐대는 마을 전면에 위치하고 있

는데, 높이는 250cm이고 둘레는 89cm의 사

각형 석주이며, 석주 위에는 오리조각이 1기 

놓여 있다. 짐대석과 돌오리는 시멘트로 봉

합되어 있으며, 돌짐대가 후대에 절단되었으

나 주민들이 철사로 석주를 이어서 묶어 놓

았다. 

내요리 주민들은 돌짐대를 “짐대할머니”라

고 부른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에는 돌짐대를 대상으로 동제

를 지낸다. 정성껏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 모정 공터에 모여 용줄을 만들고 줄다리기와 오

방돌기를 한 연후에 그 줄을 돌짐대에 감는 것으로 동제를 마친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앞이 저습지였으며, 예전에는 고부천으로 역류하는 

바닷물이 마을 앞에까지 들어온 적이 있고, 마을의 지세가 행주형이어서 돌짐대를 세웠다

고 전한다. 돌모산 짐대는 수재를 자주 겪은 뒤 방재 대책으로 세운 것이다. 이 돌짐대는 

부안읍 돌짐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마을에 거주하는 고부 이씨(古阜 李氏)들이 주도하

여 양재초복 차원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5) 부안군 계화면 대벌리 돌짐대

대벌리는 행안면 대벌리였으나 현재는 계화도 간척사업으로 계화면 궁안리 대벌 마을

그림 159. 내요리 돌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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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었다. 대벌리 간척사업 이전에는 갯벌

에서 염수를 걸러 불을 지펴서 화염(火鹽)을 

만들던 염소(鹽所)가 있었던 곳이다.120 화염

은 바닷물을 염도가 높게 여과하고, 그 염수

를 큰 가마솥에 넣고서 불을 때어서 굽는 소

금[煮鹽]을 말한다. 화염보다는 자염이 적절

한 표현이다. 대벌리는 갯벌에서 소금을 굽는

다는 벌막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벌리 인

근 창북리에는 염창산(鹽倉山)이 있다. 염창

산은 자염보다는 천일염 소금창고일 가능성

이 크다. 이처럼 대벌리 일대에서는 갯벌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벌리는 갯벌이 조성되어 있기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면 마을에 바닷물 침투가 종종 

발생하였다. 대벌리의 돌짐대는 바닷물 침투

로 인한 수재(水災)의 방재 대책으로 세운 듯하다. 대벌리의 돌짐대는 쌍조간이다. 이 돌짐

대 위에는 암수 한쌍의 오리가 얹혀 있다. 암수 한쌍의 오리가 돌짐대에 얹혀 있는 곳은 대

벌리가 유일하다. 쌍조돌짐대는 높이 360cm의 방형석주이고 석주의 넓이는 60cm 밑둘레

는 240cm이다. 이 돌짐대의 오리 한쌍은 서북 방향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대벌마을의 돌짐대에는 건립 주체와 연대가 명문으로 새겨 있다. “별좌 김자남 건륭십

사년 기사 정월초구일 축시 립 대동장 김덕선 서기 김석태(別座 金自南 乾隆十四年 己巳 

正月初九日 丑時 立 大洞丈 金德先 書記 金碩兌)”라는 명문이 석간주 중단에 새겨져 있다. 

대벌마을의 돌짐대는 이 마을에 거주하는 김자남이라는 사람이 돈을 마련하여 세운 것이

그림 160. 대벌리 짐대

120) 김형주, 2001, 『부안의 땅이름 연구』,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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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1 별좌는 화주와 같은 역할의 신분이다. 돌짐대의 건립 연대는 건륭 14년은 영조 25년

(1749)에 해당한다. 음력 정월 9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세우고 제사를 봉행한 것으로 본다. 

대벌리에서는 정월 초사흗날에 ‘베다리기’를 한다. 베다리기는 무병베 한필을 화주와 제

관이 양쪽에서 잡아당긴다. 이 때에 베가 결 반대로 올하나 벗어나지 않고 끊어져야 제사

를 잘 지낸 것으로 간주하고, 베다리기를 한 무명베로 쌍조돌짐대에 감아놓는다. 대벌마

을의 베다리기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줄다리기이며, 무명베로 오리한쌍을 

감싸는 것을 “당산옷입힌다”고 한다. 무명천으로 짐대옷입히는 관행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풍속이다. 

 6)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돌짐대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는 원래 3기의 돌짐대가 있었다. 창북리 돌짐대는 동쪽에 1기, 

남쪽에 1기, 서쪽에 1기가 서 있었다. 그러나 현재 동쪽 돌짐대 1기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

고, 돌짐대는 할머니당산으로 불려지고 있다. 서쪽의 지리백이에는 오리짐대의 상단이 유

실된 채 아래 석주만 세워져 있고, 남쪽의 장승백이에 위치하였던 돌짐대는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길 옆에 그대로 묻어 버렸다고 한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

르면, 창북리는 무술년(戊戌年)에122 큰 해일이 발생하여 두무들, 지리백이, 한합제 세 개의 

마을이 유실되었고, 그 곳의 주민들이 이주해와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다.123

세 마을의 유실은 해일(海溢) 침투로 인한 수재였으며, 창북리도 수재의 영향권에 있었

다. 창북리 사람들은 마을이 해안지역의 저지대에 위치하여 바닷물 침투로 겪을 재앙을 

사전에 방재할 목적에서 대응 방안으로 돌짐대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창북리 돌짐대는 부

안읍의 돌짐대 조성 방식을 따라서 동쪽, 서쪽, 남쪽에 세웠다. 창북리 돌짐대의 특징은 석

121)

122)

123)

124)

국립민속박물관, 1994, 『전북지방 장승·솟대신앙』.

무술년은 1898년과 1838년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 돌짐대를 마을의 세 곳에 세운 것은 부안의 돌짐대가 

온전하던 시기의 짐대신앙을 모방한 것으로 본다.  

창북리 주민 장기영씨 구술.

2007년 1월 15일 현지조사, 현재 장기영씨는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서 이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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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크기가 왜소하고 방형 석주를 상하 이단으로 

만들어 접합하여 세워놓은 방식이고, 오리조각은  

상당히 투박한 모습이다. 3개의 돌짐대 가운데 보

존 상태가 온전한 할머니당산(중앙당산)은 짐대의 

높이가 약 275cm이며, 방형 석주로서 넓이는 하단 

둘레는 100cm 정도이다. 서쪽 방향의 지리백이 돌

짐대는 상하 2단의 석주가운데 하단만 남아있고 

상단은 유실되었다. 

창북리 동제는 섣달 그믐날밤에 거행되는데, 주

민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 당산을 한바퀴 도는 오

방돌기를 한해도 쉬지 않고 해오고 있다. 창북리

의 돌짐대는 당산제에서 오방돌기를 할 때에 당산

굿의 대상이다. 예부터 섣달 그믐날에 동제를 지내

왔는데, 제주는 7일간 먹는 것을 삼가고, 매일 목

욕재계를 하는 엄격한 금기를 지켜야 했고, 임산부는 마을 밖으로 나가 있도록 하였다. 당

산제를 지낼 때 황토흙을 뿌리고 쌀을 백지에 싸서 상단과 하단의 이음부분에 걸어놓고 

짐대제를 지낸다. 

창북리 돌짐대 3개는 마을로 들어오는 동쪽, 서쪽, 남쪽의 길목 안쪽에 있었으며, 각각 

오리 1마리가 석간주 위에 올려놓아져 있었다. 오리의 머리 방향은 마을 주산인 수문산

을 향하고 있다. 돌짐대의 기대석에는 

성혈이 파여 있다. 이러한 성혈은 오리

알 구멍이라고 믿고 있으며, 당제지낼 

때에 쌀을 담아놓기도 한다. 창북리 장

기영(69세)씨에 따르면,124 우측 돌에는 

3~4개의 바위구멍이 있었고, 좌측돌에

는 2~3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에 심

심풀이로 갈아파면서 구멍크기도 넓어

그림 161. 창북리 돌짐대

그림 162. 창북리 돌짐대 기대석 성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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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돌짐대가 집중 분포하는 곳은 부안이 유일하다. 부안 지역 돌짐대의 분포

도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 그 속에 정답이 있다. 사실 돌짐대는 부안읍치권의 문화적 특

성이기도 하고, 부안읍의 해양지리적 여건에서 돌짐대를 세운 동기가 보인다. 부안의 돌짐

대는 1689년 이후 1749년 사이 50여 간 부안읍치권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소중

한 자료다. 왜 부안읍치권에 돌짐대가 집중 분포하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짐대문화의 발상지는 부안이다. 

부안읍성은 세조 3년(1457)에 처음 축성하였으며, 현감이 집무하는 관아만 있을 정도의 

토성(土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18년(1487)에 읍성 안이 비좁아 평산성(平山城)으로 

개축하면서 석성(石城)을 쌓았다고 한다. 따라서 부안 읍성의 초축 시기는 1487년이라 할 

수 있다.125 부안 읍성 밖 서외리에 풍수비보 기능의 석당간이 1671년에 처음 조성된다. 그 

후 1689년에 본격적으로 부안 읍성에 풍수비보 장치의 돌돛대와 돌짐대를 조성한다. 그 

4.	왜	부안에는	돌짐대가	집중	분포하는	것일까

125) 부안군, 2004, 『부안문화유산자료집』.

지고 새로운 바위구멍도 만들어 팠다고 한다.

창북리는 해일을 맞은 두무들, 지리백이, 한합제 세 마을 주민들이 이주해와 만들어진 

마을이기에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 창북리는 염창산(鹽倉山) 북쪽에 위치하는 마을이란 

지명이다. 창북리에는 천일염을 생산하여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고, 그곳의 천일염을 봄 가

을에 조운선(漕運船)에 실려서 국가에 공납(公納)되었다. 창북리 돌짐대는 더 이상 해일로 

마을이 유실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진압 기능의 돌짐대를 동, 서, 남쪽 방향에 세운 

것이다. 창북리의 돌짐대는 부안읍의 돌짐대 조성을 본떠 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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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749년에 대벌리에 돌짐대 1기가 세워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내요리에 돌짐대 1기가 세

워지고, 1838년경에 계화면 창북리에 돌짐대 3기가 세워진다. 이와 같이 부안지역 돌짐대

는 부안읍치권에 8개가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짐대에 명문이 새겨진 것은 부안읍 석당간과 돌짐대와 돌돛대, 대벌리의 

돌짐대 3곳이다. 돌짐대의 명문은 짐대의 건립 주체와 시기가 새겨져 있다. 현재까지 돌짐

대의 명문에 건립 주체와 시기가 밝진 것은 부안읍이 처음이다. 아직까지 짐대의 건립 시

기가 밝혀진 것은 부안읍 돌짐대가 유일하여, 짐대의 발상 시점을 1689년으로 설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짐대를 솟대로 부르면서 짐대의 성격과 기능, 진

대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진 바도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1689년에 부안

읍에 세워진 3기의 오리짐대가 가장 오래된 짐대의 원형성을 보여준다. 

둘째, 짐대는 어느 곳에 세워지는 것일까.         

대체로 짐대는 행주형지세의 향읍과 마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기능은 풍수비보의 기

능을 하는 진대로 세워진다. 1671년 부안읍 서외리에 석당간이 진대의 기능으로 처음 세워

졌다. 이어서 부안읍에 돌돛대와 돌짐대를 조성한 것은 부안읍이 행주형지세(行舟形地勢)

였기 때문이다. 행주형지세에 돛대와 진대가 세워진 것이다. 행주형지세의 핵심은 마을과 

향읍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안전 항해를 위하여 돛대를 세우는 것이다. 돛대를 세우되 

무거운 돌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다. 대체로 행주형지세는 배산임수의 마을과 향읍에서 양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형국을 말한다. 그런데 부안읍에는 배산임수에서 물이 흘러내

려가는 형국이 없는데, 왜 돌짐대들이 

세워지게 된 것일까.

부안읍에 돌짐대가 조성되는 17세

기 말경, 부안읍의 자연지리 환경은 마

치 바다 위의 외딴 섬과 같았다. 부안

읍을 끼고 좌측으로는 청호저수지를 

넘어 고잔리와 백석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며, 우측으로는 동진강의 지 그림 163. 상소산 봉래동천 각자(김진돈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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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 고부천을 따라 바닷물이 깊숙하게 들어갔다. 고부천의 대포까지 조수를 따라 군선

(軍船)이 올라갈 정도였다. 고잔리는 곶(串)안 마을이고, 백석리도 백석지곶(白石之串)이라 

하였으니, 바다를 향한 돌출지형 안쪽에 포구가 있었다. 바닷물의 조수(潮水)가 부안읍을 

끼고 좌측과 우측으로 돌아 들어올 경우 부안읍은 바닷물 침투로 외딴섬 같은 분위기였

을 것이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 같기에 돌돛대[石檣]를 세운 것이다. 바닷물이 

넘실거리면 부안읍은 선경(仙境)과 같이 아름다운 비경의 동천(洞天)같은 곳이 된다. 실제 

부안군청 뒤쪽 상소산 자락에 “봉래동천(蓬萊洞天)”이라는 대형 초서<그림 163>가 각자되

어 있다. 고지도에 부안읍 상소산 풍경이 묘사된 서화를 살펴보면, 상소산 넘어에 배가 그

려져 바닷물이 부안읍 북쪽까지 깊숙하게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165>. 

그러나 바다에서 돌풍과 해일이 발생하여 거친 파도가 부안읍에 공격해 들어오면 부안

읍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17〜18세기에 걸친 소빙기(小氷期)에 이상기온으로 해일이 자주 발생하여 부안읍치

권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창북리는 해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세 마

을 주민들이 이주하여 조성되었다. 조선후기 변산반도 해안지역인 부안읍치권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하여 돌돛대

와 돌짐대를 세운 것이다. 조선 후기 

소빙기 현상이 지속된 100여 년간 농

민들은 수시로 바닷물 침투의 고통 속

에서 살아가야 했다. 농촌에서는 곡식

들이 익지 않아 기근이 심하였고, 이

상 기온으로 온갖 전염병이 만연하고 

도둑이 들끓어 사람살기에 최악의 생

활 환경이 지속되었다.126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부안읍 토성의 주민들은 이

126) 이태진, 1996, 「소빙기(1500〜1750)의 천체현상적 원인 -조선왕조실록의 관련기록 분석-」, 『국사관논총』72, 

국사편찬위원회.

그림 164. 부안읍 풍수비보장치 배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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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이상향의 고을을 지키자는 의지로 부안

읍성 안팎에 돌짐대와 돌장승과 돌돛대를 조성하였다. 돌짐대와 돌돛대와 돌장승을 갖춘 

향읍은 우리나라에서 부안읍이 유일하다. 

셋째, 부안읍의 돌돛대, 돌짐대, 돌장승은 재력(財力)의 상징이다. 

짐대는 석당간, 돌짐대, 나무짐대 세 유형이 있다. 풍수비보 기능의 당간은 부안읍, 나

주읍, 담양읍 등에 세워져 있으며, 사찰의 철당간이 공주 갑사, 속리산 법주사, 안성 칠장

사에 세워져 있다. 향읍의 당간은 기본적으로 불교 민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행주형지세의 향읍에 세워진 당간문화가 마을로 내려가면서 마을의 짐대문화를 발생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부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1671년에 부안읍 서외리에 

석당간이 세워지고, 그후 18년이 지난 1689년에 부안읍성의 동문, 서문, 남문의 성문 안팎

에 돌짐대, 돌돛대, 돌장승이 세워졌다. 그후 1741년에 동진면 대벌리에 돌짐대가 세워지

고, 보안면 우반동(우동리)에 나무짐대가 세워지고 있다. 부안지역 짐대문화를 살펴보면, 

향읍의 짐대가 마을의 짐대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짐대문화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향읍의 짐대가 마을의 짐대로 내려간 

시점은 불과 300여 년전 이야기이다. 

돌짐대와 나무짐대의 차이는 무엇

일까. 돌짐대는 석재가 화강암이요. 

나무짐대의 재질은 소나무이다. 돌짐

대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반면에 

나무장승은 1년에 한 번씩 세워줘야 

한다. 돌짐대와 나무짐대의 차이는 경

제력이다. 부안읍에 세워진 화강암 석

주의 돌짐대와 돌돛대를 조형성을 살

펴보면, 1689년 당시 부안읍 주민들이 

돌짐대와 돌돛대, 돌장승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공력을 들였는지 알수있다. 17세

기 말경 삶의 터전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도 부안현의 지방 관리와 사족(士族)들

그림 165. 부안읍 상소산 봉래동천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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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안읍치권에 돌짐대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부안읍치권의 돌짐

대는 1671년에서 1741년경까지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세워졌다. 다른 지역의 짐대는 모두

가 재질이 소나무인데 비하여 부안지역 짐대는 화강암으로 만든 돌짐대가 대부분이다. 돌

짐대와 나무짐대의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다. 아무리 의지가 좋아도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

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17세기 말경 소빙기가 시작되면서 이상 기후로 흉년이 기근을 가

져오고 유민들이 발생으로 좀도둑이 횡행하고 사회전반적으로 백성들의 생활과 삶은 피폐

해져가고 있었다. 자연적인 재앙은 부안에도 닥치었다. 

부안읍치권의 돌짐대는 해일 발생으로 인한 바닷물 침투의 수재를 방재할 목적에서 세

운 풍수비보적 장치물이다. 소빙기에 이상 기후로 해일이 발생하고 종종 바닷물이 부안읍

에 침투하면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안읍 토성(土姓)과 사족 집단은 막대한 재정

경비를 모아서 부안읍성 안팎에 세워진 돌짐대·돌돛대·돌장승을 건립한 것이다. 부안읍의 

돌짐대는 부안의 경제력에 비례한다. 돌짐대와 돌장승와 돌돛대는 풍수비보의 장치물에 

불과할 지라도 삶터를 지키려는 부안읍민의 애향 실천 운동으로써 부안 읍성 안팎에 세우

고 매년 향읍의 안녕과 질서와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물로 보존 관리해 왔다. 

부안읍의 돌짐대·돌돛대·돌장승은 부안군민들의 정신 세계가 깃들어 있는 풍수비보문

화재라 할 수 있다. 부안읍치권 풍수비보장치의 발단은 1671년에 조성한 서외리 당간이다. 

5.	부안읍	돌짐대는	부안	정신세계의	상징	

이 앞장서서 짐대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모았다. 화주, 별좌 등 부안김씨 사족들이 앞장서

서 화강암의 석물을 구입하여 제작할 막대한 경비를 조달하였다. 

부안읍 돌돛대·돌짐대·돌장승은 부안 토호들의 경제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사실은 돌짐

대와 돌돛대의 명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부안읍 토성사족들의 고향지키키 실

천운동이 부안의 짐대문화를 창출시켰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한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부안의 돌짐대문화가 태동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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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외리 당간은 사찰의 당간을 중수하여 읍치의 당간으로 만든 것이다. 서외리 당간은 중

수하는 과정에서 석재를 가공하여 조합시키고 철대(鐵帶)를 둘러서 간주를 만들었다. 마

치 석당간과 철당간의 조합형으로 보인다. 사찰의 철당간은 풍수비보의 상징적인 기념물

이듯이, 부안읍 서외리 당간은 읍치 안정의 기념물로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간

의 용과 거북 조각에서 알 수 있다. 용과 거북은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물로 인식되

어 왔다. 당간에 거북과 용이 조각된 곳은 부안읍 당간이 유일하다. 용과 거북을 당간에 

조각한 것은 부안사람들이 서외리 당간을 우주적 중심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외리 당간을 중수한 부안읍치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1689년에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읍

치당간이 태평성세에 세워지는게 아니다. 그 무거운 돌을 깎고 다듬고 풍수비보 기능의 압

승당간(壓勝幢竿)으로 세운 것은 당시 부안읍이 자연 재해로부터 위협적인 상황이 지속되

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연

재해의 위협은 종종 바닷물의 침투로 거주하

고 생활하기에 불안정한 생활 환경이 지속되었

던 것이다. 해일, 바닷물 범람 등 바다에서 들

어오는 재앙 방지가 궁극적 목표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1689

년에 부안읍성(扶安邑城)에 풍수

비보장치를 강화하였던 것

이다. 부안읍성의 동문, 

남문, 서문 안팎에 돌

장승, 돌돛대, 돌짐대를 

세운 것이다. 동문밖과 

서문밖에는 돌장승을 세

웠고, 동문안과 서문안에는 

돌짐대를 세웠다. 그리고 남문안

에 돌돛대(石檣)와 돌짐대를 세워서 이상향의 
그림 166.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쇠짐대의 동·남·서 방향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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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짐대에는 오리세마리를 앉힌다. 세 마리의 오리짐대는 자기 마을이 이상향

의 공간 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 기념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리짐대의 조성 관행

이 부안읍 돌짐대의 배치 구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부안읍에서는 하나의 간주에 세 마리

의 오리를 앉혀놓은게 아니라 동·서·남 세 곳에 각각 한 마리씩 오리를 앉혀서 3개의 돌짐

대를 세워놓은 것이다. 세 개의 돌짐대 위에 세 마리의 오리는 동·서·남 3곳의 만다라(曼茶

羅) 세계를 향하고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리는 만다라의 연지(蓮池)에 서식하는 금

계류(金鷄類)의 천조(天鳥·sky-bird)이다. 만다라는 불교적인 이상향의 세계, 불교적인 우

주관을 말해준다. 부안읍의 돌짐대는 사람살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이상향의 세

계, 즉 우주적 만다라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풍수비보장치였던 것이다. 부안읍민들

은 조선 후기 상소산 기슭에 봉래동천(蓬萊洞天)의 각자를 새겼고, 서외리 당간을 재건축

하면서 미륵(彌勒)이라고 불렀다. 봉래동천은 도교적인 이상향의 세계, 즉 신선들이 살아

가는 선경(仙境)을 말하고, 미륵은 불교적인 이상향의 세계, 즉 도솔천의 미륵상생세계를 

말한다. 조선 후기 부안읍민들은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

안읍이 선경의 세계, 미륵불국정토(彌勒佛國淨土)의 세계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였

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안읍에 돌짐대·돌돛대·돌장승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따라

서 부안읍의 돌짐대·돌돛대·돌장승은 부안읍민들이 꿈꾸던 이상향의 세계가 반영된 기념

비적인 풍수비보석조물이다. 부안읍 풍수비보석조물에서 부안읍민들의 보배로운 정신세

계를 읽어볼 수 있다. 그래서 부안읍의 돌짐대, 돌돛대, 돌장승은 문화재적 가치가 무척 크

다. 부안읍의 돌짐대·돌돛대·돌장승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안군민의 자랑이다. 

짐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풍수비보장치물이다. 한국에서도 돌짐대는 

부안읍치권에만 집중해있다. 돌짐대는 부안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1689년에 처음 조

성되던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하여 국가급 문화재로 보존·관리해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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