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마한의 성립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지역에 걸쳐 고조선, 부여, 고구
려 등등이 건국되고 있을 때 한강 이남에도 이들과 구별되는 정치체가 성장하고
있었다. 진국( 國)과 삼한(三韓)이 그것이다.
원래 한반도 중부지역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진국( 國)이 자리하
고 있었다.d사기(史記)e
^조선전(朝鮮傳)_
에 의하면 진번(眞番)의 곁에 있던 진국
이 한(漢)나라와 직접 통교하고자 하였으나 고조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
여 고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조선상(朝鮮相) 역계경( 谿卿)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右渠)와 뜻이 맞지 않아 동쪽 진국으로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비록 단
편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고조선이 존속하고 있던 기원전 2
세기 경, 한반도의 중부 이남지역에 진국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국( 國)은 고조선의 멸망(108B.C)과 뒤이어 한(漢)나라의
군현(郡縣)이 설치되면서 더 이상 사료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진다. 그 대신 등장
하는 것이 한(韓)이다. 그런 점에서 삼한의 성립은 한나라가 군현을 설치한 이후,
다시 말해서 기원전 1세기 경 이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사실 한반도 중서부지역에는 이미 기원전 3∼2세기 경부터 발달된 청동유물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다.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이
러한 청동기들은 같은 시기 만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 그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이미 위만(衛滿)에게 왕위를 빼앗긴 고조
선의 준왕(準王)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한왕(韓王)을 칭했다고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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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또한,d삼국지(三國志)e
^동이전(東夷傳)_
에도d위략(魏略)e
을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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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록에 따르면 삼한의 성립은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초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삼한의 성립을 한라의 군현설치 이후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그런 점에서 삼한은 기원 전 3세기부터 기원 전 1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성립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삼한의 성립 시기가 이렇게 불분명한 것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삼한을 구성하였던 각각의 소국(小國)들이 시차를 두고 성립된 결과가 아
닌가 한다. 예컨대 마한을 구성한 소국들 중에는 기원전 3∼2세기 이래 이 지역
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도 있겠지만 백제국
(伯濟國)처럼 초기 철기문화를 배경으로 기원 전후한 시기에 대두하는 집단도 있
기 때문이다.
삼한 사회의 사정을 비교적 잘 전해주고 있는d삼국지(三國志)e
에 의하면 삼한
은 마한(馬韓), 진한( 韓), 변한(弁韓)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다시 마한은 54
국(國),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마한의 범위가 대
체로 오늘날의 경기, 호서, 호남지역에 해당되고, 진한은 낙동강 동쪽의 영남, 변
한은 낙동강 서쪽의 영남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대체로 오늘날의 군(郡)단위 정도
의 크기로 삼한의 소국(小國)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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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국이 일정한 크기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마한의 소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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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큰 것은 1만여 가(家)에 이르는 반면, 작은 것은 수 천 가(家)에 불과하여 모두
10여 만 호(戶)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진·변한은 큰 것은 4∼5천 가
(家), 작은 것은 6∼7백 가(家)에 불과하여 총 4∼5만 호(戶)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삼한 사회는 청동기시대 이래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이 더더욱
성행하면서 다양한 풍습들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5월에 씨뿌리기가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모두가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며,
술마시고 노는 전통이 있었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농경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농경민족에 걸맞는 생활 풍습들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농사의 풍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제천의식(祭天
儀式)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
(天神)의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天君)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듯하다. 또 각각
의 소국(小國)에는 소도(蘇塗)라고 하는 별읍(別邑)이 있어 큰 나무를 세우고, 방
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으며, 그 안으로 도망들어 온 사람은, 설령 도
적질을 한 사람일도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2. 마한시대의 서천
마한시대에 서천지역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는 관련기록이 없기 때문
에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비인(庇仁) 일대가 마한의 비미국(卑彌國)이 있었던 곳
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고,( 丙燾,d韓國古代史硏究e
, 1992, 박영
사, 264쪽.) 치리국국(致利鞠國)을 한산(韓山)에 비정한 견해도 있으며,(千寬宇,
d古朝鮮史·三韓史硏究e
, 일조각, 1993, 422쪽.) 아림국(兒林國)을 서천 일대에
비정한 견해도 제시되었다.(那珂通世,d朝鮮古史考e중의^三韓考_
(外交繹史 卷
之二)) 비록 이러한 주장은 음운학적으로 현재의 지명과 비슷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되었을 뿐이지만 마한시대에 서천지역에 소국(小國)이 자리잡고 있었
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한시대 서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남긴 유적이 최근들어 속속 조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들 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천읍 오석리(烏石里)유적에서는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를 비롯하여
토광묘, 석관묘 등이 조사된 바 있고,( 南奭,d烏石里遺蹟e
,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6.) 종천면 당정리(堂丁里)에서도 23기의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다.(국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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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문화재연구소,d堂丁里e
, 1997.) 마서면 송내리(松內里)에서는 마한시대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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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22기와 동시기에 경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작지 2개소 등이 확인되었
고,(鄭鍾兌,d舒川 松內里遺
蹟e, 충청문화재연구원,
2002.) 같은 마서면의 한성
리(漢城里)에서는 구상유구
(溝狀遺構)와 적석유구(積石
遺構)가 조사되었다.(국립부
여박물관,d舒川 漢城里e,
2000.) 시초면 봉선리(鳳仙
里)에서는 마한시대의 주거
지·토광묘·옹관묘 등이 조
사되었고,(충남역사문화원,
d舒川 鳳仙里遺蹟e
, 2005.)
<사진 8> 당정리 주구토광묘 전경

마서면 지산리(芝山里)에서

도 마한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주거지 70여 기와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 南
奭 外,d舒川 芝山里遺蹟e
, 공주대학교 박물관, 2005.) 발굴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서천 관내 곳곳에서 마한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송내리유적이다. 송내리유적에서는 마한시대의
주거지 28기, 수혈유구 9기, 경작유구 2개소 등이 조사되었는데, 경작유구는 모
두 밭이었지만 인근 저습지에 당시의 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밭농사
와 논농사를 복합적으로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적인 셈이다.
사실, 삼한은 토지가 비옥해 벼농사를 짓고 오곡을 재배하는 토착 농경사회였
으며, 양잠을 하여 견포를 직조하였다고 한다. 가옥은 수혈주거지에서 지상가옥
으로 변천하는 과도기 단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가옥형태는 서까래
가 있고 짚이나 풀, 갈대 등으로 지붕을 엮은 초가지붕 형태가 아니었나 한다. 예
를 들어 마한의 경우, 거처는 초가(草家)에 토실(土室)을 만들어 살았으며, 그 모
양이 마치 무덤과 같았는데, 문은 그 윗부분에 있었다고 한다. 온 식구가 그 속에
서 함께 살되 장유(長幼)와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송내리유적은 바로 이와같이 농경이 더 한층 성행하던 원삼국시
대를 대표하는 생활유적이 아닌가 한다. 송내리에서 발견된 밭은 이 시기 농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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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성행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며, 비록 한정된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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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탓으로 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바로 근처에 논까지
도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당연히 그 논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마한시대의 서천지역은 한층 발달된 농경을 바탕으로 굶주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벼농사의 발달은 앞선 시기보
다 더 많은 수확량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사진 9> 지산리유적의 주거지(왼쪽)와 출토유물(오른쪽)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경이 성행할 수록 잉여생산물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었던 듯하다. 농경사회의 성숙도와 비례하여 집단간의 갈등, 즉 전쟁은 더
격화되었기 때문이다.(권오영,^방어취락의 발전과 토성의 출현_
,d강좌 한국고
대사e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61∼101쪽.) 실제로 송내리유적에서도
불에 탄 주거지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주거지들은 화재가 원인이 되어 폐
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송내리유적의 불에 탄 주거지도 이 당시
폭넓게 진행되고 있었던 집단간 갈등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찬가지로, 한성리(漢城里)유적에서 발견된 구상유구(溝狀遺構)도 혹시 환호
(環濠)와 같은 방어시설이 아닐까 한다. 유적 자체가 산성의 입지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접한 곳에 한성리토성도 있다고 하는 만큼 한성리의 구상유구가
방어시설일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서천지역에서도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 이후 농경이 폭넓게 성행하면서 집단간 긴장이 고조
되는데, 도삼리유적의 환호와 목책이 그 증거다. 이러한 현상은 마한시대까지도
이어져 한성리유적의 구상유구나 송내리유적의 구상유구, 불에 탄 채 폐기된 주
거지 등은 바로 이러한 집단간 갈등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농업의 발달, 사회적 긴장고조와 분쟁의 발생, 전쟁으로의 이행등의 과정
을 거치면서 비미국(卑彌國), 아림국(兒林國), 치리국국(致利鞠國)과 같은 마한의
다 한강유역에서 건국한 백제에 병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필 : 서 정 석(공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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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들이 이 지역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결국 자기 발전을 거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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