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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통일신라 시대의 서천
신라시대의 서천의 행정구역 체계는 백제시대의 것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백
제시대 서천은 설림(舌林), 한산은 마산(馬山), 비인은 비중(比衆)현이었는데, 이
같은 3개 군현의 체제는 통일에 의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동없이 그대로
연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림군(舌林郡)이었던 서천의 이름이 경덕왕 때
서림군(西林郡)으로, 비중현(比衆縣)이 비인현(庇仁縣)으로 고쳐졌다. 한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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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백제시대 이름 그대로 마산(馬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서천의 경우
백제 때 지명이 설림군이었지만,‘남양(南陽)’
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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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 이들 서천군의 지역은 공주·부여·익산 등 왕도와는 가까운 거리인
데다 금강이라는 교통권에 의하여 함께 묶여져 있어서 왕도의 외곽으로서 그 기
능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근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서천군 지역 일대에서 조
사 발굴된 백제시대의 유적들이 이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서천지역의 중
요성은 660년 부여의 함락 이후 더욱 고조되었고, 그것이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
역할로 이어지게 되었다.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 거점인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
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여 함락이후 금강 하구에 위치한 서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다.
부여함락 이후 서천지역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역시
백제 부흥운동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부흥운동의 말기 663년에 야기되었
던 백강구 전쟁, 그리고 구 백제지역에 대한 당나라의 지배권 장악 의도에 반발
한 신라와의 최후 대결 현장이 된 676년 기벌포 전투 등은 7세기 후반 서천지역
이 동아시아 세계사의 초점이 되었던 점을 입증하는 사건들이다.
676년 서천의 금강 하구에서 벌어진 나당간의 기벌포 해전은 한국의 고대사에

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의 하나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여
세를 몰아 한반도에서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려 했던 당의 의도를 결정적으로 좌
절시킨 마지막 전쟁이 이 기벌포 해전이기 때문이다. 기벌포 해전은 676년 11월
의 사건이다.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는 중국의 당과 대소 18회의 전투를
벌여 모두 승리하고 당군 6천여 명을 사살하고 다량의 말을 노획할 정도로 그들
의 야욕을 용납하지 않았다.
나당간의 최대 전투는 675년 9월 천성(泉城)과 매초성(買肖城)에서의 싸움이
다. 당나라 장군 설인귀(薛仁貴)의 공격을 신라의 문훈(文訓) 등이 천성에서 맞아
싸워 적 1천 4백명을 베고 병선 40여 척을 빼앗았고, 철수하는 당군을 공격하여
다시 말 1천 필을 얻는 대승을 거두었다. 다시 9월 29일 매초성에 주둔하고 있는
이근행의 당군 20만 대군을 신라군이 공격하여 축출하게 된다. 이 때 적을 대패
시키고 말 3만여 필을 노획하는 결정적 전과를 올린 것이다. 이러한 중부지역에
서의 일련의 전투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려 했던 당의 야욕은 상당부분 좌초
하게 된다. 나당간의 최후전쟁이라 할 수 있는 기벌포에서의 해전은 이듬해 676
년 11월의 일이다. 기벌포 전투는 신라군은 사찬 시득이 군대를 거느리고 당의 설
인귀 군에 대항하였는데, 처음에는 신라군이 패하였으나 이를 두 차례의 싸움으
로 역전시키고 당군 4천명의 목을 베었다. 이에 의하여 사실상 당군은 그들의 군
나당군의 사실상 최후의 결전에 해당하는 기벌포 해전의 현장 위치에 대해서
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벌포를 금강입구(津田左右吉, 池內
宏, 노도양)와 서천군 장항(이병도, 심정보)으로 보는 견해 이외에 전북의 동진강
하구나 동진강 일대 등으로 보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당간의 최후
전투현장 기벌포가 금강 하구,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항 일대라는 사실은 이곳이
소부리주(부여) 관내였다는 점, 그리고 기벌포의 다른 이름이‘장암(長巖)’
이라는
『삼국유사』
의 기록을 참고할 때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기벌포는 660년 소
정방의 당군이 부여를 향하여 진군할 때의 상륙지점이기도 하다. 당시 당군은 진
흙탕에 발이 빠져 걸을 수가 없어서 버들자리를 펴 군사를 구출하는 등 애를 먹
었다고 한다, 이 진흙탕이 바로 금강하구 장항 해안 일대에 질펀히 펼쳐진 갯벌
이었을 것이다. 심정보 교수는 이 기벌포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장항읍 장암동으
로 지목하면서‘기벌포’
라는 명칭도‘갯벌포’
의 의미일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서천지역은 660년 백제를 멸망시킨 당군의 진입로였으며, 사비 도성 함락 이
후 백제 부흥운동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부흥운동 말기 663년 당-신라, 왜-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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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야욕을 접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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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세력의 대회전이 전개된 현장이었다. 그리고 676년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분쇄한 신라군의 최후 승전 현장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서천의 금강하구 일대는
백제멸망 내지 부흥운동기에 그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천이 부여 도성의 관문에 해당한다는 지리적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동시에 백제시대 서천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입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백제 멸망 이후 백제 왕도의 몰락과 함께 서천은 서서히 중심성에서 주
변부로서 멀어지게 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서천군 지역이 갖는 정치적 경제
적 중요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점에서 특히 서천지역
은 신라통일에 의하여 지역 비중이 크게 후퇴하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벌포전쟁 이후 통일기에 서천지역에서 비중 있는 사건 혹은 문화가 거의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이같은 통일신라기의 서천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서천은
신라의 통일에 의한 가장 큰 피해지역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서천군에서 통일신라기의 유적이나 유물은 극히 드물다. 2003~2004년 충청
문화재연구원의 서천-공주 고속도로 화양면 추동리 발굴조사에서 신라시대 횡구
식 석곽분이 확인된 바 있다. 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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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할석으로 벽을 조성하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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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잔돌로 깔았는데 석곽의 규모는
245×78cm이고 남은 높이는 55cm
이었다. 무덤의 북측 바닥에서 병과
완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G지구
에서는 통일신라 건물지 1기, 주거
지 2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아
궁이 시설과‘ㄱ’
자 형태의 구들 시
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진 1> 화양면 추동리 통일신라 석곽분 출토유물

2. 신라 말 고려 초, 지방세력의 대두와 서천
약간의 명칭 변경 이외에 기본적으로 서천군의 3군현(서천·한산·비인)은 백
제의 것이 신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이 고려로 계승되었다. 지방제도의 체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신라 말 고려 초의 변환기의 서천지역이 비교적 동

요가 적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통일신라 말,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성행
하고 각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이탈되어 나갈 때, 서천지역 역시 상당한 사회적
동요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후삼국기에 있어서 서천지역은 사건의
중심 공간에 있지 않았다. 구분하자면 후백제권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으나, 당
시 고려(태봉)와 후백제의 주력 지점은 충남에서 공주-천안의 지점이었기 때문
에 그 중심축에서 서천은 벗어나 있었다. 대체로 공주는 후백제의 북단 요지에
해당하였고, 반면 고려는 천안이라는 새로운 도시(행정구역)를 건설하면서 이를
후백제에 대응하는 전진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고려는 천
안을 교두보로 하여 그 세력을 내포권 일대, 즉 충남 서부지역으로 투입하였다.
고려가 충남의 서부지역에 공을 들인 것은 충남의 지배권 장악을 위한 노련하고
현실적 전략이었다. 후백제에 대한 전면 공격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외곽에 대한
장악을 통하여 후백제의 거점을 압박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신라 말 고려 초의 전환기에 서천이 구심점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기 상
당한 정도의 호족세력이 등장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한산의 경우이다.
한산 이씨가 우리 역사에서 현저히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부각된 것은 고려 말,
며, 이 같은 명망있는 학자군이 배출되어 중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정치적 기반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조는 숙종조의 호장(戶長) 이윤경(
允卿)이라 하는데, 아마도 이윤경의 선
대는 신라 말의 혼돈기에 자신의 토착
기반을 토대로 한산지역에서 정치적 영
향력을 과시하였던 인물일 것이다.
한산지역의 호족 세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는 지현리 석탑이다. 한
산면사무소와 한산 이씨 시조 호장 이
윤경의 무덤 부근에 위치한 이 탑은 현
재 높이 2미터 남짓으로 작은 규모의
<사진 2> 한산 이씨 시조 호장 이윤경의 묘
(한산면사무소 부근)

석탑이다. 이 탑의 1층 옥신석에는‘순
화(淳化) 2년’
, 즉 고려 성종 10년(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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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대의 일이다. 이 때 이곡·이색 부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관료지식인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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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긴 8행 66자의 조탑(造塔) 기문이 남겨져 있다. 이 탑의 건립은 나라를 위하여
만든 것 (爲國發願造塔)이라 하며, 이 탑의 건립에 관계한 지역의 여러 인물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이다. 991년이라 하면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이 거의 파견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지방에 대한 지배가 사실상 지역의 호족적 세력에 의하여 장악
되어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탑의 건립은 바로 한산의 호족세력이 그 조탑(造塔)
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탑에 새겨진 글자들은 새김이 좋지 않아 글자의 판독이
어려운 것이 많지만 명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淳化二年歲次辛卯二月日/ 爲國 發願造塔記/ 時戶長 見鄕長 見眞長/ 信元長 潤別長昕久長/
深

立/ 仕凉己 體奉僧 新見紀/ 全禮紀 解結淸 丁□妃/ 岳達 妃 卽 成派□□妃

위의 판독문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뜻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앞으
로의 명확한 판독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고려 초 서천(한산)의 지방
사회에 대한 극히 중요한 자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절이 고려시대 어떤 절이
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리적 위치로 볼 때도 한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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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시대 서천의 행정 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천·한산·비인의 3개현은 고려시대에도 대체로
그 체계를 계승하였는데, 서천은 고려시대에 서림군(西林郡)으로서, 1018년(현종
9)에 가림현(부여 임천)에 소속 되었고 그후 감무관(監務官)을 파견하였다. 1413
년(충숙왕 원년)에 이 지역 출신 이언충( 彦忠)이 나라에 공로가 있었고, 이 때문
에 충선왕 때 서천은 서주(西州) 지사군(知事郡)으로 승격하였다. 서주가 서천으
로 이름이 다시 바뀌는 것은 1413년(태종 13)의 일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서천
은 대체로 서림(西林) 혹은 서주(西州)라는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것
은 서천이‘서쪽에 있는 고을’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
에 의하면 서천의 읍성은 석축으로 둘레 3,525척, 높이 10척이고
성안에 못 2, 샘 5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축성 시기는 조선 세종대이고, 왜
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이다. 원래 서천(서림 혹은 서주)의 읍치는
군 남쪽 6리 지점의 영취산( 鷲山) 혹은 부근 봉남리산성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영취산은 현재‘남산’
으로 불리는 산인데, 산정에 둘레 1,545척 크기의 성이
있었으며, 우물이 1개소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천의 읍치는 영취산 부근으로부
터 세종때에 서천읍의 현재 위치로 읍성을 짓고 옮겨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천에서는 치소 이외에 장항읍에 소재한 해안의 장암진(長巖鎭)이 전략적 거
점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장암진은 금강 하구의 관문과 같은 지점이어서,
아마 백제 이래로 그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 하구
일대를‘진포’
라 칭하는 것도 장암진의‘진(鎭)’
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조의 평장사 두영철(杜英哲)이 장암진에 유배되어 어느 한 노인과 절친하게 되었
다. 두영철이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게 되자 노인은 구차하게 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두영철이 뒤에 벼슬이 평장사에 이르렀으나 죄로 다시 좌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인이 노래를 불러 그를 기롱하였는데 이것이 악부( 府)에‘장
암곡’
이라 전한다. 이제현이 시를 지어 그 뜻을 풀어 말하기를,“구속된 참새, 네
가 무엇을 하랴. 그물에 걸린 주둥이 누른 어린 새끼. 눈구멍을 애당초 어느 곳에
팔았던고, 가련하다. 그물에 걸려든 새끼의 어리석음이여.”하였다.
장암진은 조선시대‘서천포영’
으로 그 이름이 바뀐다. 현재 남아있는 장암진의
석성은 기록에 의하면 1514년(중종 9)에 축성된 것으로 길이는 1,311척, 높이는 9
척이라 하였다. 서천 읍치의 치소와 장암진은 서로 하나의 축으로 연관을 가지면
서천 내의 특수행정구역으로서는 군의
동쪽 21리 지점의 문조향(文照鄕)과 군 북
쪽 14리 지점의 임술소(林述所) 등이 기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 성격이나 내용은
잘 알기 어렵다. 또한 군남 24리, 금강변의
웅진명소(熊津溟所)는 관에서 수신제를 지
내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제
사가 이어져 용당진사( 堂津祠)라 하였다.
한산은 백제시대 마산현이었는데, 고려
시대에 한산으로 고쳤다. 12세기 명종 때
에 감무를 설치하고 홍산과 겸임케 하였으
며, 그 후에 한주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조의 한산읍성은 16세기 전반인 조선 중종
<사진 3> 남산성 출토‘서림군’글자가 있는 기와 (탁본)

대에 축조된 것으로『동국여지지』
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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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정, 군사, 혹은 운수 등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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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거니와, 고려시대의 치소는 건지산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건지산성에
대해서는『동국여지승람』
에서“토성으로 둘레가 3,061척이다. 성안에 7개의 우
물과 한 개의 연못이 있으며, 군창이 있었는데, 지금은 퇴폐되었다”
고 하였다.
1999년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에 의하면, 고려 조선기에 걸치는 와류
와 자기류가 성안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는 고려조의 와류와 청자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추측하면 고려, 특히 여말의 왜구 침입기에 한산의
치소는 건지산성 안에 설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49년(충정왕 원년) 한산 객관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곡의 가정집에 실
려 있다. 주지하다시피 객사란 동헌에 버금하는 지방 관아의 주요시설이다. 특히
국왕의 초상을 모신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이곡의 글에 의하면
1349년 한산의 객관 남쪽의 연결 건물이 무너졌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이를
수리하고자 하였을 때, 이때 한산의 수령으로 있던 박모가 훼손이 이미 심한 청
사까지의 개축을 제안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주변에 목재의 생산이 없는 등 난점
을 이야기 하였으나 군수는“묵은 집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힘을 쓰지
않을 것”
이라는 판단으로 아예 낡은 건물을 헐어버렸다. 처음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군수는 이들을 설득하며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이어 몇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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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수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관아와 창고, 서적고 등 여러 건물이 차례로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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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군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한편 한산은, 고려 말의 명유 이곡·이색 선생 부자를 배출한 한산 이씨의 본거
로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군남 15리 지점의 안보향(安
保鄕), 군북 13리 안곡소(

谷所)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성격은 잘 알 수 없다.@

비인은 1018년(현종 9)에 가림현으로 속하게 하고, 고려 후기에 감무를 파견하
였다.『동국여지승람』
에 의하면 비인은 3,505척 길이의 석축 읍성 이외에 2개처
의 고읍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하나는 치소의 동쪽 26리 지점에 있는 둘
레 537척의 토성이고, 다른 하나는 읍치 서쪽 2리 지점의 828척 길이의 토성이
그것이다. 이들 읍성 내에는 각 1개소의 우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초
의 비인읍성 이전의 비인 고성으로 되어 있는 이들 성이 고려 혹은 고려 이전 비
인의 치소 혹은 거점성이었다는 설명인 것이다.
지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비인현 치소 서쪽에는 성북리산성 1개소가 있을 뿐
이어서 이것이 읍치 서쪽 2리 지점의 두 번 째 고읍성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 비인면에는 선도리산성, 성내리 불당곡의 산성(덕명동 산성), 성내
리 관적곡의 산성, 성내리 월명산의 산성, 장포리 산성 등 여러 채의 산성이 분포

되어 있다. 선도리와 장포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산성은 대체로 비인현 치소
의 동쪽 월명산에 나란히 위치하여 이들 중의 하나가@『동국여지승람』
에서 치소
동쪽 26리 지점이라 언급한 첫 번째의 고읍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불당곡산성(덕명동산성)은 둘레가 1,300미터에 북벽 490미터는 아직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월명산의 북사면에 석축으로 축조한 관적곡 산성은 둘레
1,500미터의 규모이다. 월명산 정상부에 테뫼식으로 축성한 월명산성은 석축으
로 둘레 250미터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산성은 대체로 상호 연관을 가진 구조로
비인현의 피란성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인현의 고읍성에 해당하는 성북리산성은 토석혼축의 퇴뫼식으로 서해바다
가 바로 보이는 표고 180미터 높이의 산 정상에 축조되어 있다. 산정에는 건물지
로 추정되는 평탄대지가 있으며 남문지로 추정되는 성문터의 흔적도 남아 있다.
성내에서는 삼국기의 토기편과 고려기의 기와편이 산재해 있으며 주변 칠지리에
서 백제고분군이 조사된 바도 있다. 이로써 판단하면 백제 이후 성북리 산성이
중심 치소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월명산성의‘고읍성’
은 아마도 항구적
인 치소였다기 보다는 고려 말 이후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여 피란과 방호를 고려
한 임시적 치소였다고 생각된다. 이승소의 시에“한 조각 높은 성이 바닷가를 굽
어보고 있는데, 푸른 하늘은 물과 같고, 물은 하늘 같구나”
하였는데(
d동국여지승
비인읍성은 원래 조선 초 청화역(靑化驛)이 있던 자리인데, 1430년(세종 12)
읍성 신축에 의하여 새로운 치소가 되었다. 특수 행정구역으로 옥전향(沃田鄕)이
관내에 있었다.

4. 고려시대 백제식 탑과 불교문화
고려시대 서천 비인면에 백제식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서천의 지역적 특
성에 상응하는 사례이다. 원래 백제는 미륵사 혹은 정림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산과 부여에 석탑을 건립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신라의 석탑이 정형화하면
서 전국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백제식 석탑이 하나의 지방양
식으로 구 백제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부여 장하리 3층석탑·무량
사 5층석탑·공주 계룡산 남매탑을 들 수 있고, 전북의 경우는 익산 왕궁리 5층석
탑·정읍 은선리 3충석탑·김제 귀신사 3층석탑·옥구 죽산리 3층석탑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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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e
), 여기에서의‘한 조각 높은 성’
이 아마 월명산에 자리한 석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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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비인면 성북리에 소재한 석탑은 이러한 백제양식의 탑 가운데서도 특히
정림사탑을 흡사하게 닮은 대표적 고려탑으로 유명하다. 공주 계룡산 청량사지
의 5층탑과 유사한 이 탑의 제작 시기는 아마도 고려초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탑의 구조를 좀더 검토하면, 기단은 1층으로 탑신에 비하여 매우 작고 낮게 조
성하여 백제탑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둥과 면석을 각각 별개의 돌로
조립한 1층 탑신의 모양은 정림사탑을 빼어닮았으며, 납작하게 조립한 옥개석의
모양도 그렇다. 4층의 옥개석이 없어지고 5층이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으나 원래
5층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탑의 공식 명칭은‘비인 5층석탑’
(보물
224호)으로 되어 있다. 현재 높이는 6.2m로서, 작은 탑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 양
식과 어울려 상승하는 듯한 운동감이 있다. 이 탑의 명칭에 대해서는 서천의 사
학자 유승광이‘서천 성북리 5층석탑’
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 명명의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의견이다. 그런
데 좀더 복잡한 문제는 층수에 대한 이견이다. 홍재선·천득염 등은 이 탑이 5층
이 아니라 원래부터 3층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북리 석탑을 5층이 아닌 3층이라고 보는 천득염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옥개석의 체감비가 극히 크다는 점, 둘째 옥개석의 풍경 구멍이 1~3층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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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맨 위층에는 없다는 점, 셋째 맨 윗층 위에 노반석이나 상륜부를 얹을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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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는 점, 넷째 층과 4층 탑신의 폭이 거의 60cm 크기로 차이가 없다는 점,
다섯째 3층 옥개석 위 쪽의 석재들이 3층까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
다. 즉 3층 위의 약간의 부재들은 원래 이 석탑의 것이 아니고 후대의 변화이거나
타 부재를 첨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흥미 있는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는 이 성북리 석탑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탑에
매우 흡사한 구도를 가진 탑이라는 점이다. 정림사 5층탑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
이 탑의 초점인데 5층이 아닌 3층탑으로 설계해야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
이다. 석탑 부재가 분명한 3층 위 쪽 부재들의 출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
제이다. 앞으로의 정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비인 5층탑은 고려시대 초 백제양식을 계승한 대표적인 탑으로 어떤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정림사탑을 그대로 모방하여 탑을 건립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한
일이다. 서천은 부여와는 금강으로 연결되는 인접지역이고 백제 도성의 외곽지
이기도 하였다. 한산의 건지산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 거점이었던 주류성으
로 추정되기도 하는 만큼 서천지역은 백제민으로서의 지역의식이 강렬한 지역이
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라는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자 기다렸

다는 듯이 백제의 옛 지역에는 정림사
를 본 딴 석탑들이 제작되었는데 비인
5층탑은 그 대표적인 수작이다. 백제
부흥에의 끈질긴 지역의식이 고려 초
아름다운 정림사탑의 재현으로 표현되
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석탑 건립의
주인공은 서천지역에 토착한 유력한
호족세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특별히 정림사를 방불하는 절을 건립
하여 이 지역의 종교적 구심점을 형성
하고 이를 자신의 지배력과 연결시켰
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5층탑을 방
불하는 아름다운 탑을 세운 이 절의 이
름은 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사자
들은@ 편의상‘성북리 사지’
라는 이름
을 붙였다. 절터에서는 고려조의 기와
편들이 산재하여 있지만, 사역 주변에
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비인 5층탑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 막연히 고려 초기로 정리되어 왔다. 그것은 고려왕조 성립 이후 바로 백제
탑의 복원이 유행하였다는 일반론에 기초한 것이다. 비인 5층탑을 세운 이 절이
명백히 부여 정림사의 재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절의 건립 시기는 정림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생각이다. 부여 정림사는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소
실된 후 1028년(현종 19)에 다시 재건되었다. 이 사실은‘태평 8년’
이라는 연호
가 찍힌 기와조각들이 절터에서 나옴으로써 확인되었다. 비인 5층탑의 절은 필시
정림사 재건 이후, 이를 모델로 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로써 생각하면 비인 5층탑
과 절은 대략 11세기 전반, 현종대 무렵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다. 이 시기는 거란과의 전쟁으로 국가의 안위에 대한 염려와 호국의식이 전국
각지에서 매우 높았던 시기이며, 이에 따라 공들인 불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당진 안국사의 석탑과 석불도 이 시기의 건립이었거니와, 국가
적 위난에 불교적 호국의식이 높아질 때, 특별히 정림사의 재건을 모델로 백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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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
<사진 4> 부여 정림사의 백제탑 형식을 계승한 비인 5층탑

81

지역의식을 표현한 것이 비인 5층탑이라는 것이다. 이점에 비인 5층탑은 서천지
역이 갖는 백제유민 의식을 반영한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에는 비인현의 치소에서 북쪽으로 2리 지점에‘탑원(塔院)’
이
라는 역원이 종천원(鍾川院)·독두등원(禿豆等院)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 탑
원은 필시 비인 5층탑 부근이었을 것이다. 지금 21번 국도가 비인석탑의 부근을
지나는 것으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절은 이미 오래 전에 폐사되고 탑 인근,
아마도 그 절터에 역원이 건립되어 있던 15세기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다. 이로써
생각하면 비인 5층탑을 건립한 절은 11세기 초에 건립되어 아마도 고려 말 쯤에
는 폐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말 14세기에 왜구의 침입이 심각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 절은 왜구의 침입이 폐사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 서천의 불교문화 중심을 비인 5층탑이 소재한 절이었다고 생각되지
만, 그 밖에도 많은 절 이름이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15세기의 사정을 전하는
『동국여지승람』
에 의하여 이름이 전하는 절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산>
일광사(日光寺) 취봉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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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사(崇井寺) 기린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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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사(孤石寺) 월명산에 있다.
회 사(回 寺) 건지산 북쪽에 있다.
영모암(永慕庵) 건지산 북쪽에 있는데, 이색의 화상이 있다.

<비인>
훈일사(訓逸寺)/보현사(普賢寺)/현풍사(玄風寺)/성불사(成佛寺)@모두 월명산에 있다.

<서천>
지원사(祗園寺)@ 영취산에 있다.
대둔사(大屯寺)/ 망덕사(望德寺)/ 천방사(千方寺)@ 모두 천방산에 있다.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고려시대 서천의 불교문화 유산의 하나로서 서천 동
조보살좌상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불상은 전통적인 불상의 착의법인
천의(天衣)를 걸치고, 이른바 윤왕좌( 王坐)의 앉은 자세를 취한 보살상이다.
‘윤왕좌’
는 왼쪽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 구부리고 앉아 우측 다리를 세운 다음 우

측 팔을 가볍게 걸치고 왼쪽 팔이 왼쪽 무릎 뒤쪽을 집고 있는 자세이다. 이같은
자세의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
견되는 양식인데 송대에 수월관음의 신
앙과 연결되어 송대 불상조각의 한 유형
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조각 수법이 다소
둔하고 보존상태도 좋지 않지만, 송대 불
교미술과 고려의 교류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흥미있는 것이다. 아쉬
운 것은 이 불상의 소재를 현재 알 수 없
다는 점이다. 이 불상은 서천군 서남면
출토라 하였는데, 실제 출토지나 현재의
소장처를 잘 알 수 없다. 서남면은 현재
의 서천읍 일부를 포함하여 그 남쪽의 마
서면과 장항읍에 걸치는 지역이다. 고려
시대 불교미술의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더 이상의 사
<사진 5> 서천 출토 동조보살좌상

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은 중세에서 근세사회로 한국의 역사를 전환시키는 중요
한 계기를 조성하였다. 성리학의 고려 수용은 14세기 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특히 공민왕대의 개혁정치 시도와 성균관의 재건 등은 여말 성리학 발전의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이들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을 단순히 학문의 차원에서가 아닌,
당시 고려사회가 처한 제반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한산 출신 이곡(1294~1351)·이색(1328~1396) 부자는 성리학의 수용기에 극
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가정 이색( 穡)의 경
우, 삼봉 정도전(1342~1398)과 함께 여말 초기 고려 성리학의 쌍벽을 이룬 인물
이다. 이곡·이색 부자는 당시의 신학문인 성리학에 일찍 정진하였고, 특히 원에
들어가 당대의 유학자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학문적 토대를 충실히 구축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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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리학의 발흥과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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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조로의 역사 전환에 기초를 닦은 당대 최고의 국제적 지식인이었다.
1294년(충렬왕 20) 한산에서 태어난 가정 이곡은 자가 중부(仲父), 처음 이름
은 예백(藝伯)으로 한산 이씨의 시조인 호장공 윤경(允卿)의 6대손이다. 아버지는
찬성사를 지낸 자성(自成)으로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즐기고 행동거지가 남달랐
다 한다. 그러나 일찍 아버지를 여윈 후 지성으로 모친을 모셨다. 도평의사사의
서리로 공직을 시작하였으며 원 간섭기의 충숙왕 4년 과거의 예비시험이라 할 거
자과(擧子科)에 처음 합격한 후, 3년 뒤(충숙 7)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후 원과
고려를 넘나들며 과거와 관직을 두 나라에서 모두 받았으며, 당시의 신학문이라
할 성리학을 통하여 원의 학자들과 교유함으로써 국제적 안목과 사상적 인식의
폭을 넓혔다. 이후 고려 성리학의 진흥은 이곡의 학문적 활동에 크게 도움을 받
았다고 할 수 있다.『고려사』열전에서는 이곡에 대하여 사람됨이 단정하고 강직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곡의 학문적 기반은 아
들 이색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이에 의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석학으로서, 개
혁가로서 그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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允卿 ─ 仁幹

忠進

@@@@@@@@@@@

孝進 ─ 昌世 ─ 自成

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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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

@@@@@@@@@@@@@@@@@@@@@@@@@@@@@@@@@@

穀(稼亭) ─ 穡(牧隱)─

種德

@@@@@@@@@@@@@@@@@@@@@@@@@@@@@@@@@@@@@@@@@@@@@@@@@@@@@@@@@@

種學

@@@@@@@@@@@@@@@@@@@@@@@@@@@@@@@@@@@@@@@@@@@@@@@@@@@@@@@@@@@

種善

@@@@@@@@@@@@@@@@@@@@@@@@@@@@@@@@@@@
@@@@@@@@@@@@@@@@@@@@@@@@@@@@@@@@@@@@
1328년(충숙왕 15) 출생한 목은(牧隱) 이색( 穡)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
여 글을 읽으면 바로 암송하였다고 한다. 8세 때 한산의 숭정산(崇井山)에 들어가
학업에 정진하고 14세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이름을 날렸다. 19세에 혼인하고 이
듬해 원에 체류중인 부 이곡을 만나러 원에 갔다가 21세에 국자감 생원으로 뽑혀
3년을 재학하였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급거 귀국한 이색은 상중에 있으면서도 당
시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와 왜곡된 현실에 대해 의분을 느끼고 구체적인 전제의
개혁·국방 강화책·교육의 진흥·불교억제책 등 제반 개혁시책을 상소하였다.
1352년 다시 서장관으로 원에 파견되었고 원의 회시(會試)에 1등 합격, 전시
(殿試)에 2등으로 합격하는 등 명성을 크게 떨쳤다. 1356년 귀국하여 이부시랑,

이듬해 간의대부가 되었으며 1361년 홍건적이 침입하자 국왕을 호종하여 1등공
신이 되었다. 이후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많은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해박한 식
견과 학문적 능력으로 소임을 다하였다. 특히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되어 학문
의 진흥에 크게 힘썼으며. 그의 노력으로 성균관을 통하여 신진기예의 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이후 성리학 국가 성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죽
음으로 그의 개혁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우왕대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일
파에 의하여 고려왕조의 운명이 위기에 봉착하자 이들의 정치적 책략에 맞서 대
응하였다. 이후 귀양과 은둔으로 고려왕조와 그 운명을 같이하였고 조선왕조가 세
워진지 얼마 안되는 1395년(태조 5)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집권에 의하여 정치적 수구세력으로 몰려 어려움에 처한 이색은 결코 시
세를 추구하지 않고 신왕조 개창에 반대하는 자신의 초지를 그대로 일관하였다.
차라리 오늘 버림을 받을지언정
다음에 어리석다는 비웃음을 받지 않으리라
내 한몸의 기운이 다 하더라도
명예와 지절을 끝까지 지키리라 (목은 선생 연보 53, 자탄시)

성리학적 이념으로 새로운 고려의 부흥을 꿈꾸었던 이색의 노력은 좌절하였지
상도 선산의 길재는 정치와 절연하고 향리에서 오직 성리학 전수에 몰두하여 그
로부터 영남의 성리학이 대성하였고, 결국 이들에 의하여 조선의 성리학적 문화
가 꽃피워졌던 것이다. 이성계의 집권으로 정치적 희망이 좌절된 길재가 고향으
로 돌아가던 도중 귀양중인 이색을 만났다. 이색은 후배되는 길재에게 다음과 같
은 시를 지어주었다.
벼슬은 뜬구름이니 서두르지 말게나
저기 저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게나

이곡과 이색 부자의 문명(文名)은 당 시대를 풍미하였고, 이들의 출신지인 한
산도 그들의 이름과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동국의 문장을 집대성하였으니
가정(稼亭)의 그 부자가 모든 문인에 으뜸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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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은 제자와 후생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조선 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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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의 품은 정기 지금도 옛날과 같으리니
묻노니 어느 사람 그 이름을 이을꼬
(고려 말 金自粹의 시)

산은 웅진강 끼고 첩첩 병장 이루어
마침내 이씨 일문 그 영기(英氣)타고 태어 났다.
저 멀리 원나라에서 부자가 과거한 후
온 천하가 이 고을을 알게 되었네 (趙啓生의 시)

목은(牧隱) 선생 높은 명성 이 고을에서 비롯하여
청년에 북경 유학하여 과거에 올랐네
대대로 잠영(簪纓)인데 시서(詩書)가 있고
역사에 비치는 사업은 상세하다 ( 承召의 시)

이곡과 이색 부자는 향리 한산에 대한 애착
과 자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
86

다. 이곡은 1350년 한산의 객사 중수에 즈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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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은『객사 중수기』
의 기문 가운데서“내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 백성의 화복(禍福)이
실로 수령에게 달려 있음을 알았고, 우리 고을

<사진 6> 1668년(현종 7)에 건립한 목은
이색의 신도비 탁본

에서 더욱 그리함을 보았다.”하였고, 이색이
『한산 8영』
이라는 시를 남긴 것이 그 예이다. 이곡의 묘는 기산면 광암리에 있
으며, 이색의 묘는 기산면 영모리의 문헌서원 부근에 하륜이 찬한 신도비와 함
께 있다. 문헌서원은 1594년 효정사(孝靖祠)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으며 1611
년 문헌(文獻)이라는 이름으로 사액 되었다. 서원의 영당에는 이색 선생의 화상
이 지금도 전하는데(보물 1215호) 이 영정 사본은 1755년에 후손 이수옥과 화공
변상벽이 모사한 것이다. 화상에는 원래 권근이 지은 이색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천품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타고났고, 성학(聖學)의 정치(精微)한 것을 궁구(窮究)하였네. 흉
금이 맑고 빛나도다. 실천은 극히 독실하였고, 문장을 묘하게 발휘하였다. 증점(曾點)의 광
(狂)은 아니면서도‘읊으며 돌아가리라’
는 흥취가 있으며, 유하혜(柳下惠)의 화(和) 같으면서

도 불공(不恭)하다는 기롱은 없었다. 학자들은 태산북두(泰山 斗)와 같이 우러러 보았고, 국
가에서는 어른처럼 믿고 의지하였다. 대신에 임명되어서도 그 현달하지 않을 때의 지조를 변
하지 않았고, 큰 환란을 당하여서도, 위엄에 겁내지 아니하였다. 붉은 마음이 더욱 정성되고
본래의 절조 옮기지 않았다 함은 참으로 공이 스스로 자신을 이른 말이다. 그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구름연기 부슬부슬 내린다. 구양수(歐陽修)와 한유(韓愈)를 뒤따라 나란히 몰고 가지
런히 달렸다.

@
목은 이색의 영정(보물 1215-3호)은 예산군 삽교읍 이리, 목은영당에도 보관
되고 있다. 이 초상은 82.5×142.5cm 크기로, 고려 말 우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것을 1654년(효종 5) 화공 김명국 등이 모사한 것이다. 이후 목은의 셋째 아들 양
경공 종선(種善)에 의하여 세전(世傳) 되어 오늘에 이른다.

6. 왜구의 침입
14세기 고려 말은 쓰시마, 혹은 큐슈 연안에 근거를 둔 왜구들이 대규모로 고
려를 침입하여 큰 고통을 가져다준 시기이다. 이때 왜구는 남해 혹은 서해 연안
상상 이상으로 광범하고 심각하였다. 기록상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은 도합 471건
의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침입은 영·호남과 함께 충청지방이 특히 심하였다. 그
리하여 충남의 경우만 53건이 기록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왜구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서천·한산·결성·안흥·태안·서산·홍성·아산·온양·천안·목천·
공주·연산·금산 등 전도에 걸치는데, 특히 서천의 경우는 왜구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이는 금강의 하구라는 서천의 입지 여건 때문인데, 그만큼 왜구로 인한
지역적 피해도 적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후기 왜구의 침입은 1223년(고종 10)부터 기록에 등장하지만, 왜구 침입
이 본격화 된 것은 1350년(충정왕 2)부터의 일이었다. 서천지역에 대한 왜구 침
입의 첫 기록은 1352년의 일이다. 1352년(공민왕 원년)“왜구가 장암진을 쳤다”
는 기록이 그것이다. 여말 금강 하구·서해안의 군사거점의 하나였던 장암진은
현재 장항읍 장암리에 성터가 남아 있거니와, 이 장암진으로 인하여 서천은 일찍
부터 왜구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서천 지역에 대한 왜구 침
입 기록을『고려사』
에서 뽑아 그 대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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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고려가 입은 피해는

우왕 2년(1376) 9월

전북의 고부·태인으로부터 북상한 왜구가 임피·진포를 거쳐 금
강 북쪽의 한산으로 침입하였다.

우왕 2년 6월

왜구가 임천에 침입하였다. 이들은 금강을 거슬러, 부여·석성·공
주 등지로 나아갔다.

우왕 3년(1377)

함열현으로 부터의 왜구가 부여·정산·홍산 등지를 침구하였다

우왕 6년(1380)

7월 서천에 침입한 왜구가 금강을 거술러 부여·정산 등 내륙으로
나갔고, 8월에 공주·임천·진포 등지에 출몰하였다.

우왕 8년(1382)

2월 왜구가 임천에 침구하고 부여 석성 등지를 침구하였다.

이에 의하면 서천지역에 왜구가 주로 침입한 것은 1376년부터 수 년 간의 기간
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금강을 따라 왜구가 내륙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일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면, 1352년 왜구의 장암진 침구에 의하여 장암진
은 사실상 왜구 방어의 기능을 크게 상실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즉 왜구는 1352년
장암진의 제압을 통하여 이후 금강하구를 수시로 출입하였던 것이다. 왜구의 출
입처가 되었던 서천지역의 피해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왕 6년의 경우,
『고려사절요』
에서는“왜적의 배 5백 척이 진포 어귀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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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며, 드디어 언덕에 올라 각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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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서 마음대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었다”
고 기술하고 있
다. 14세기 이후 왜구의 창궐로 금강 일대에 대한 저들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그
출입구에 해당하는 서천 지역의 피해가 매우 컸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7. 진포대첩과 나세 장군
고려 말 우왕 6년(1389) 8월의 진포대첩은 해도원수 심덕부·상원수 나세·부
원수 최무선 등이 지휘하는 고려 수군 1백 척이 5백 척 규모의 왜구의 대선단을
섬멸한 것으로 홍산대첩·황산대첩 등과 함께 왜구에 대한 가장 결정적 진압전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진포대첩의 경우 특히 최무선이 화약무기를 발명하여
이를 처음으로 전투 현장에 투입하여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군사사
적@ 의의가 크다. 조선시대에 들어가 화포의 발달이 괄목할 만 하였으며, 임진왜
란에서도 이 화포의 위력이 왜군을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화
약무기가 현장에 투입된 진포 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세 등이 지휘한 당시 전투의 경과를『고려사』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세는) 심덕부, 최무선 등과 함께 병선 1백 척을 거느리고 왜적을 추포(追捕) 하였다. 이
때 왜선 5백 척이 진포 어구에 들어와서 배를 매여두고 일부 병력으로 수비하면서 상륙하여
분산되어 각 지역에 들어가 마음대로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다. 시체는 산과 들을 덮었고 곡
식을 배로 운반하는데 땅에 흩어진 쌀이 한 자 두께가 되었다.

진포는 금강 하구에 해당하는데, 금강 하구 일대에서 왜구가 노략질로 사방을 휩
쓸었던 사정을 전하는 것이다. 이때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고, 창고들은 탈취되
어 무참하게 노략질을 당했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위력을 발휘한 것이
최무선이 발명한 화약무기이다.“나세 등이 진포로 가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사
용하여 적선을 불태웠다.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덮었고 배를 지키던 적병은 거의
타죽었으며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도 적지 않았다.”
고 기록되어 있다.
화약무기가 고려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270년대이다. 이때 고려에 대한 지배
권을 확보하게 된 몽고군은 최후의 반몽세력 삼별초의 진압을 위하여 진도와 제주
도에서 화약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당시의 화약무기는 오늘의 수류
탄과 같이 투척식이었는데, 그후 1356년(공민왕 5)에는 총통을 사용하여 화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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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14세기 중반에는 유통식 화기가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세기 왜구의 침입이 창궐하자 고려는 화약무기의 필요성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이
를 위해 명으로부터 화약무기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명은 공민왕 23년 5
월 염초 50만 근, 유황 10만 근 등 화약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할애 받았다.
화약무기 제조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이처럼 높아진 가운데 정작 화약무기의 제
조에 성공한 것은 최무선의 개인적 노력의 공이 컸다. 최무선은 중국인 이원( 元)
에게서 화약무기의 중요 재료인 염초의 제조 기술을 파악하게 되었다. 화약무기의
제조에 성공하게 되자 고려정부는 화약무기의 생산을 위하여 1377년(우왕 3) 화통
도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군사기술에 있어서 획기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
하였으며 왜구의 격퇴에 있어서도 큰 힘을 보태게 되었다. 화통도감의 설치에 의
해 각종 화약무기가 개발되었으며 이름해인 우왕 4년에는 화약무기 발사 전문부
대인 화통방사군이 편성되고 군선에 화포를 설치함으로써 왜구 격퇴에 위력을 발
휘하게 된 것이다. 우왕 6년의 진포싸움은 화약무기의 본격 투입에 의하여 신무기
의 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전사에 기록될만 한 전투였다. 이에 의하여 왜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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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아직 화약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는 못하였다. 14

한 고려의 토벌전은 크게 힘을 받게 되었다. 전투에서 탈출한 적 330명은 옥주(충
북 옥천)로 달아나 적과 합세하여 이산( 山), 영동현을 불태웠다.
최무선의 화약무기, 화포가 투입된 진포싸움의 현장은 금강의 하구이다. 진포
의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 서천설과 전북 군산설이 대립하여왔다. 1999년 군산시
에서는 금강하구의 군산쪽에 진포대첩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그런데 진포(鎭浦)
의 위치에 대하여『동국여지승람』
(서천군 산천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포는 서천군의 남쪽 26리에 있으며 해포(海浦)이다. 임천의 고다진에서 서천포에 이르는
포구들을 통틀어‘진포’
라 하고, 그 사이 여러 진(鎭)과 포(浦)는 진포의 나루터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밖에 같은『동국여지승람』
에서는“길산포 : 본군의
동쪽 13리 지점에 있다. 수원(水源)이 저령(猪嶺)에서 나와 진포로 들어간다”
라
하였고, 혹은“오포(

浦)는 군 동쪽 11리 지점에 있다. 그 근원이 월명산에서 나

와 진포로 들어간다”
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진포가 금강의 하구 중에서도 특
별히 서천 쪽임을 말하는 것이다. 금강 하구 일대를 특별히‘진포’
라 한 것은‘장
암진’
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90

한편 진포의 군산설은『세종실록지리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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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옥구현 북쪽 진포에 있다”
거나,『태조
실록』
(4년 4월)에서“왜구 3백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이르렀다”
는 등의 기록을 들고 있다.
특히『태조실록』
의 기록에서 지칭한‘전라도
진포’
는 1380년 나세·최무선의 진포대첩에
대한 설명이어서 진포가 전라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기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영
교수는 당시 왜구가 전라도 진포에 들어왔다
는 것만으로 전투의 현장이 바로 전라도였다
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실록 기록의 1
년 전인 태조 3년에‘양광도’
의 도명이‘충청
도’
로 바뀜으로써 충청도 도명이 익숙하지 않
았으리라는 점, 조선조에 들어와 전라도(전주
부)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 등의 이유로 구태여
‘전라도 진포’
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 대동여지도에 표시된‘진포’
의 위치

<사진 7> 장암진에서 바라본 금강 하구

<사진 8> 장암진 성벽

피아 도합 600척의 선단이 접전한 진포대첩의 현장 위치에 대해서『고려사』
혹은『고려사절요』에서는‘진포구(鎭浦口)’
, 즉‘진포의 어구’
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전투의 현장이 바다에 연접한 강의 하구였음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서천(장항)과 군산 앞의 바다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군산포영은 아직 설
치되기도 이전이었고, 반면 서천 쪽은 아포·용당진·서천포영 등의 거점을 가지
고 있었다. 서천 쪽의 입지조건이 좋았다는 것인데, 이같은 이유로 당시 진포 어
구는 서천(장항)에 가까웠다는 것이 이영 교수의 주장이다.
은 고려가 왜구에 대비하여 금강유역에 구축한 첫 번째 성곽이었다.‘장암’
에 대한
기록은 왜구 침입과 관련하여 1352년(공민왕 원년)에 처음 보인다. 당시 고려군은
금강 하구에 출현한 왜구와 싸워 적선 1척을 나포하였다. 이후 1263년(공민왕 12)
3월 정부는 판밀직사사 이순을 양광도도순문사에 임명, 장암을 지키게 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에서는 장암진에의 석축 축조가 조선 건국 초기인 1514년(정덕 갑
술년)이라 하고 있다.“정덕 갑술년에 비로소 돌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1,311척
이며 높이는 9척”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아마도 그 이전에는 토축의 산성이 구축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장암진은 백제시대에 지벌포(기벌포)로 불리던 곳으로, 백
제의 충신 성충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경우 수군을 기벌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는 그 기벌포이다. 백제·고구려 멸망 이후 676년 신라와 당이 대
결한 기벌포 전투 현장이기도 하다. 나세·최무선의 진포 대첩 현장도 바로 그 앞
바다였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발굴조사에 의하여 성안에서는 고려시대의 토기
편과 청자편이 조선조의 것과 함께 확인됨으로써 고려조의 사용을 입증하고 있다.
장암진이 있는 장항 일대의 지형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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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포영은 고려시대 장암진, 또는 장암수(長巖戍)라고 불리던 곳이다. 장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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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의 동북부는 연이은 작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서남은 금강에 면해 있으며, 시가지를 휘
감아 평탄한 지대가 굉장히 넓게 펼쳐진다. 이와 인접하여 논이 수백 정보에 이른다. 나아가
수 천 정보의 기름진 평야를 가까이 두고 있어서 어떤 대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 한편 항만은 수심 6~10미터로, 3천 톤에서 4천 톤급 선박이 정박하기에 충분하고 특히
매년 강바닥을 씻어내려 깊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군산항이@ 토사가 퇴적되어 얕아
지는 경향이라고 일컬어지는 데 비하여 장항항은 항구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게
다가 겨울철의 경우에는 서북풍을 위에서 받아 항구 내에서는 파도를 막는 이점이 있어 장항
항구는 천혜의 좋은 항구로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阿部 薰, 1937,d뻗어가는 장항e
)

현재 장항읍의 대부분 지역은 고려 말 당시 진포구의 바다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일대가 바로 왜선 5백 여 척이 정박하는 거점이 되었다는 것이 이영 교수의 의
견이다. 특히 구 장항제련소의 바위산인 전망산과 장암진성이 구축된 후망산의
지형적 조건은 금강을 통하여 침입하려는 왜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거점이었으리
라는 것이다.
진포대첩의 지휘관이었던 나세 장군은 본래 원나라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한
나부(羅富)의 5세손으로, 공민왕 때 홍건적을 격퇴한 공으로 2등공신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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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판도판서(版圖判書), 판개성부사 등을 지내고 벼슬이 문하평리에까지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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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왜구가 창궐하자 여러차례에 걸쳐 왜구를 격퇴하는 공을 세웠는데, 특히
진포대첩 때에는 우왕으로부터 금 50량을 상으로 받기도 하였고 연안군(延安君)
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우왕 년간에 왜적이 강화에 쳐들어왔을 때 그는 왕에게
상소하여 왜구 격퇴를 자원하였는데, 당시 상소에서 그는

저는 문장을 잘해서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사대부의 집에 태어나서 호강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함으로써 만분의 일이라
도 나라의 은혜를 갚고자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원의 변을 토하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궁마(宮馬) 2필을 선물로 내
리고 강화도에 투입시켰다. 그의 충절과 보국의 정신이 얼마나 치열하였는가를
잘 말해준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진포대첩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나세 장군
의 제단과 그 후손(나주 나씨 연안군파)의 집성촌이 장암진(장항)에 인접한 서천
군 마서면에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영 교수가 들은 나상우씨의 증언에 의
하면, 어려서 나세 장군의 자·손·증손의 묘가 마서면 어리(於里) 일대에 있다

고 전해 듣고 친척 어른들과 여러 차례 탐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 1958년
마서면 옥산리에 나세 장군과 그 후손의 제단을 조성하게 되었다 한다. 서천 마
서면의 후손은 나세 장군의 아들 3인 중 차남 판한림원사 나궤(1349~1411)의 후
손들이다. 이들은 원래 공주 반포면 승방동에서 살다가 조선 초에 서천군 마서면
으로 옮겨, 이후 지역의 유력한 토성(土姓)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8. 고려시대 서천의 생활 자료
고려시대 서천의 역사적 상황은 그 자료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단편적 파악에
서 벗어나기 어렵다. 근년 고속도로의 건설 등으로 발굴조사에 의한 고고학적 자
료가 소량이기는 하지만 출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고려의 집터와 무덤, 그리
고 당시 생활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포함한 것이어서 중세 서천의 역사를 이해하
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부분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자료의 일부를 현장 설명회 자료를 통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마산면 지산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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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 고려시대 집터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는데, 수혈주거지 4기와 석축 건
물지 1기이다. 모두 남향이며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장축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규모는 280~550cm
에 이르기까지 일정하지 않으
며, 발굴 조사시 상감청자 팔각
접시와 토기편, 벼루편 등이 확
인되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고
려시대 석곽묘 1기와 고려, 조
선시대의 토광묘 25기가 확인
되었다. 고려 석곽묘 1기는 자
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
으며 바닥은 별도의 시설이 없
고 묘실의 동측에서 청자병과
<사진 9> 지산리의 고려시대 집터와 유물

접시가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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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주대 박물관 조사하였으며 고대 주거지 유적과 함께 고려 주거지 발

<표 1> 마산면 지산리 고려시대 주거지
번호

규모

장축

주-1

352×162(?)×44

N-43˚-W

주-2

280(?)×208(?)×56

N-30˚-W

주-3

496×284(?)×57

N-45˚-W

주-4

411×283(?)×70

N-100˚-W

주-5

550×348(?)×75

N-140˚-W

유물

비고

청자접시 1

벼루편

2) 화양면 추동리유적
화양면 추동리 유적은 2003년과 2004년에 충청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조사
되었다. 고분은 횡구식 석곽분과 토광목관묘 등이며, 출토 유물은 자기류와 청동
기류인데, 자기류는 모두 청자이고 석곽묘에서 출토된 것은 편병 계통의 청자병
과 접시이다. 토광묘 출토의 청자는 매병 기형의 청자병과 연꽃무늬가 놓여진 청
자 대접·접시·잔이 함께 출토되었다. 청동유물은 청동제 숟가락과 동곳이 출
토되었다. 한편 토광묘인 F-6호 묘에서는 물고기 두 마리가 새겨진 청동거울이
묵서(墨書)가 있는 한지에 싸여 발견되었다. 초서체의 묵서는 훼손이 심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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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의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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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추동리 유적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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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추동리에서 나온 청동거울
제3장 신라·고려시대

<사진 12> 추동리에서 발견된 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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