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ll장 선사시대의 군·포 
히문식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구석기시대 

인류가 출현하여 연모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400만 년 전이며, 이 시기부터 마 
、태-

동 지막빙하가%뇨극으로물러간약 1만년전까지를구석기시대라고한다, 따라서 인류가살아온전 

016 

체 역사의 대부분은구석기시대가포함된 선사시대이다.1) 구석기시대는 지질학적인 환경 연구, 옛 

동식물상의 연구, 인류의 진화에 따른 석기 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인류의 살림 정도등에 따라서 전 

기 · 중기 · 후기 구석기로 나건다. 

전기구석기는인류가연모를처음시용한시기부터 약 12만년전의마지막간빙기가시작되 

는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남쪽사람원숭이어llS뼈opith없1S)’ 가 연모를 만드는데, 가장 초보적 

인 수준이었던 찍개를 만들어 썼다. 그리고 100만 년 전쯤에 ‘곧선사람(Homo e:r짧us)’ 이 나타나면 

서 더욱발달되고다OJ=한종류의 연모를만둡어 쓰게 되었다. 

중기 구석기는마지막빙기의 중반까지인 약 12만년 전부터 3만 5,000년 전까지이다. 이때는 

앞시기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석기를제작히는방법에큰변화가일어난다. 주인공인 ‘슬기사 

람(Homo sapie:ns)’ 은 아주 빠른속도로 문화를 발전 · 진화시겼으며, 당시의 자연환경에 비교적 잘 

1) 하문석, 2CC6, 「선사문호h‘ r효묵전통문화론」, 북코리아 11∼·16쪽 



적응하였다. 슬기사람이 만든 연모의 종류는다~f하고 상당히 훌륭하였다. 연모의 종류는주먹도 

끼를 비롯하여 찍개, 긁개, 자르개, 톱니날석기, 흙날석기 등이 있다. 

후기 구석기는빙하가물러가는시기로, 약 3만 5,000년 전부터 1만년 전까지다. 이 시기의 주 

인공인 ‘슬기슬기사람(Homo 잃1piens sapiens)'’ 이 나타나 앞 시기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문화를 발 

달 · 전개시켰으며, 돌날 · 돌날몸돌등의 훌륭한석기를만들었다. 또한그들은사실적인 예술을 

구체적으로표현히는 심미안을 지니고 있었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어려운자연환경 속에서 살림을꾸렸는데 이들의 살림살이 모습은자연 

의 적응, 이용, 정복등을통하여 알수 있다. 이 시기의 자연환경은빙하의 영향을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흔히 빙하시대라고도 한다, 빙하의 영향)후 지구의 온도는 약m℃ 정도 내려갔고북반구 

의 3분의 1 정도는 얼음으로 덮였다. 이런 빙하의 출현은자연환경에 큰 변회를초래하여 동식물군 

의 생태계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빙하는 바닷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형 변화를 일으켰 

다. 바닷물이 얼음으로바뀌면서 바닷물의 높이는매우낮아져 지금보다 130∼160m쯤내려가물속 

이었던 지역이 육지로 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서해안은중국 대륙과 연결되고동해 

안에 커다란호수가생기는 연륙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한곳에서 붙박이 살림움을하지 않고 짐승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면서 

먹을거리를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범위 안에서 옮겨 다니는생활을하였다, 그리고그들은작은 

무리를 지어서 다녔는데, 강 옆이나동굴같은조망이 비교적 좋은곳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연모는돌을 떼어서 만든 펜석기 짐승뼈나뿔로 만든 뼈연모 · 

뿔연모, 나무로만든나무연모등이 있으며, 지금남아있는것은대부분펜석기이다. 그들은석기 

를만들기좋은돌감을미리골라쓰임새에알맞뜬형태의석기를만들었으며,이것은인류의진화 

과정과밀접한관련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멘석기는나무를자르고베는데사용되었고,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거나고기를 바르고 뼈 속의 골수를빼먹은 데도쓰였다. 

최근에 활발한조λ까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즈뜨로 많은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지표조사 

결과펜석기가수습된곳이 350여 곳이고발굴이 이루어진유적은 80여 곳이나된다. 그리고경기 

지역에서구석기유적이조사되거나발굴된곳은 80여곳으로밝혀졌다.군포지역에서발굴된구 

석기유적으로는 대야미동유적이 있어 이 지역의 역사성을 알려 주고 있다. 

대야미동유적은신갈∼반월간고속도로변영동고속도로구간)건설예정지역에대한문화재 

조사의 일환으로 1988년충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하였다.잉 유적이 위치한곳은당시 지번으로 

대야미리 산62-5번지 일대로 이곳은 해발 70m 딴팎의 얄은 구릉지대였다. 유적의 남서쪽에는 서 

끽 01융조 우종윤 윤용현, g혔, 「화성 CH야미리유적 발굴조사보고」, 면f교∼구리 신갈∼브탤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5잔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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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으로 흘러드는 반월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서 나온 석기는톰돌석기가많고 재질은 대부분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암석 구성과밀접한판련이 있는편마암계통이다. 발굴된석기의 쓰임새를 

보면 긁개, 밀개, 홈날연모등이고, 기능으로 보면 부엌-조리용으로 사냥-도살 행위보다 조리 행 

위에 주로 이용되었던 것 같다, 석기는 거의 작고 가벼운 점이 특징으로, 이른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된다. 그리고 석기의 날은시용 정도로보아조금쓰인 자취가관찰되고문회층의 두께와 연관 

시켜 볼때 이곳에서 잠깐살림을꾸렸던것_g_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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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융조 우종윤 윤용헌, 1쨌, 「호녕 대O~DI리유적 발굴조사보괴, 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에, 충북대혁파 

박물관 경기도 591쪽 

4) 01융조 우종윤 윤용현, 1顆 「화성 대0띠|리유적 발굴조사보꾀‘ r판교∼구리 신갈∼반월간고속도로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셰, 충북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6'.l1쪽, 



이 밖에도군포 지역의 주변인 화성 구문천리 · 구포리 , 매곡리 · 원리에서 땐석기가조사된 것 

을 비롯하여, 안양 귀인마을에서 찌르개 · 긁개 · 새기개 · 찍개 등이 찾아졌다. 또한 시흥시의 목 

감동 · 매화동 · 도창동 , 월꽂동에서도 펜석기가꽉인되어 주변에 많은구석기유적이 분포히는 것 

으로밝혀졌다. 5) 

2. 신석기시대 

l만년 전쯤마지막빙하가물러가고새로운후벙기가시작되면서 인류의 생활에 변화가찾아 

왔다. 이러한 변화가운데 사람들이 사냥꾼의 생활에서 농시를 지으면서 움집을 짓고 강가나바닷 

가옆에살았다는것은당시의조건을고려하면혁명에가까운현상이었다.이런변화는당시의자 

연환경과 밀접한관계가 있으며 살림을꾸리면서 사람들은 점차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빙하가물러가고전신세가시작되면서지구뜰덮고있던거대한얼음덩어리가녹아바다로 

흘러들어가자 바닷물높이가조금씩 올라가게 되었다. 이때에 서해와대한해협이 형성되어 지금 

과 같은 한반도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또한 지금부터 7 500-、

optimum) 때에는 바닷물의 높이가급속히 상승하여 현재보다 높았던 때도 있었다. 

최근후빙기 이후의 고환경에 대한관심이 많아지면서 바닷물의 높이 변화, 동식물상의 연구, 

지구과학적 연구등과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바닷물 

의 높이에 대한 변화는 일산지역의 발굴조시를통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졌다. 한강의 하류 지 

역에 자리한 일산유적은 해발 6m까지 옛 조간대 지층인 대화리층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 

데, 이것은현재의 바닷물높이보다 3∼4m쯤높았떤 시기에 해당히는것이다. 

경기 지역의 신석기시대 식생 관계는당시의 끼후와환경 변화에 대한자료를통하여 얻을수 

있는데, 이는 일산 지역의 토탄층 조사에서 비교적 자세히 연구되었다. 이곳의 토탄층 연구 결과, 

식생환경은당시의 주변 지역과큰차이는 없다. 지금부터 약 7,0CJO년 전에는오리나무, 물푸례나 

무, 참나무가많은 가운데 오리나무가주종을 이뤘다. 그리고 소나무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한 

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기후는대체로습기가많은환경이었던 것 같다. 5,000년 전에는해수면의 

상승작용으로대화리층이 퇴적된다음토탄층이 형성되던시기이다. 이 시기에는오리나무가점 

차줄어들고소나무가많아진다. 3,200년전에는소나무가적고참나무가많아지며,또한포자식 

히 한장균, 2002, 「저입장 유적과 유물」, r경기도시」 제권, 경기도사펀찬위원헥, 없∼%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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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번성한다. 풀종류에는쑥속이 많다. 2 300년 전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점차 내려가며 조금 

씩 추워진다. 이때 소나무와자작나무가늘어나며 벗과식물, 명아주속, 쑥속등이 많아진다.히 

신석기시대의움집은사람들이한곳에오랫동안터전을잡고살아야했기때문에추위나비바 

람에 견딜 수 있도록매우튼튼하게 만들어꼈다. 이 시기의 웅집은주로 바닷가나큰강의 언저리 

인 낮은습지 또는 넓은 명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가끔 언덕 비탈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집 

의 바닥변은항상건조해야하기 때문에 다점을하였다. 시홍오이도유적처럼 바닷가에 있거나용 

인농서리유적과같이낮은언덕이좋은입지조건이었다.집모양은원뿔모양이대부분이며,면적 

은 20∼30m2가 많다. 집을 만든 과정은 먼저 움을 깊게 판 디음(깊이가 150cm나 되는 것도 있음) 나 

무로 기둥을세우고 그 옆에는풀을 엮어 지봉과 벽이 되게 하였으며 집안가장자리에는 식량이나 

연모를 넣어 두는 저장구덩이가 있다. 집안의 옹도를 적당히 하고음식을 만들기 위해 집 가운데에 

불을 피우는시설을만들어 놓기도하였다. 

신석기시대의 연모는앞시기의 펜석기활그대로사용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붙박이 생활과다 

Oef한 생산활동을 하면서 기술이 좀 더 발전됨에 따라차츰 돌을 갈아서 석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만들어진간석기는펜석기보다날카로운날을얻을수있는장점이있으며,주로나무를자 

르고 다듬을 때 사용하였던 도끼를 비롯하여 화살촉,,꿀등이 만들어졌다. 

신석기시대의 특정 기운데 하나는토기의 제작이다. 토기는음식물을조리하고담아두거나곡 

식 열매를저장히는데 사용하였다. 토기는잘흙에다운모 · 석면 · 석영 등을섞어서 민-드는데, 주 

로 700 ∼8CO℃의 온도에서 구웠던 것 같다. 토기의 생김새는대부분바닥이 둥글거나뾰족하며, 점 

과션을새기거나찍은무늬가있다.이러한무늬가새겨진토기를빗살무늬토기라고하며,이들토 

동 기는신석기문화가점차발달함에따라변화하였다.처음에는토기의입술부분에띠를덧붙인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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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무늬를새기다가지역과시기에 따라빗금무늬, 점줄무늬, 물고기 등뼈무늬 등을새기게 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살림살이에는농경을 비풋하여 사냥과 채집, 물고기잡이, 짐승 기르기 등이 있 

다. 농경은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인구가늘어남에 따라먹을거리가부족하게 되자생산량을늘리 

는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석기시대의 곡식은 일산 

신도시지역에서발굴된볍씨를비롯하여황해도봉산지탑리유적의피,평양남경유적의조,그리 

고충청북도옥천 대천유적의 오콕등이 있다.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 유물(주로 빗살무늬토기)이 나온 곳은 400여 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 

분대동강· 한강유역 및주변의 섬을포함딴서해안지역, 두만강을비롯한동해안지역, 낙동강 

유역과남해안섬지역의남해안지역이다.그리고최근활발한조사가이루어지면서중부와남부 

내륙 지역에서도 신석기 관련 유적이 계속죄조고되고 있어 앞으로자료가 정리되면 그분포관계는 

6) 효묵선사문화연구소 경기도 엮음, 100'2, r일산 새도시 개발 지역 학술조사보고-자연과 옛사람의 삶」, 145'ν154쪽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η 

-한편,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변화의 양상은토기의 변천과정을통하여 알수있다. 토기를만 

들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편평밑토기와덧띠무늬토기를시용하던 전기 빗살무늬토기가주로사 

용되던중기,다앙한종류의토기가만들어지고바탕흙에변화가있던후기로구분된다. 

경기 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 유적은 70여 곳이나된다. 이 기운데 유물만출토되는산포지가 

50여 곳으로가장많다. 지금까지 군포지역은신석기시대의 유물이나유적이 발견되어 조사된곳 

이 없다. 그러나주변지역인수원 · 시흥 · 안산· 화성에서는유물이나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군 

포에도당시에신석기시대사람들이터전을잡고살림을꾸렸을기능성이높다. 군포지역과비슷 

한지세 조건을갖춘내륙에서는물줄기 근처의 얄은구릉지대에 유적이 분포하고, 바닷가 언저리 

에 위치한시흥, 안산, 화성에서는조개더미유적이 발견되었다. 내륙지역의 유적으로는용인상 

갈 · 수원꽂외 · 기흥농서리 등의 유적이 있고, 조개더미유적으로는시홍오이도를비롯하여 안 

산대부도 · 별망등의 유적이 있다. 

상갈유적은유물포함층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빗살무늬토기 조각과간돌도끼, 토제품등이 출 

토되었다. 빗살무늬토기의 밑부분을보면 뾰족밑이고, 전체 생김새는포탄모OJ'을이루는바리 모 

습이다. 토기의 바탕흙은모래가많이 섞인 찰흙이고운모가드물게 관찰된다. 만든 방법은 태쌓기 

와서리기 방법이 서로섞여 있는데 이것은토기의 크기와밀접한관련이 있을것이다. 토기의 무 

늬는눌러찍기와눌러긋기 수법이 이용되었으며, 대부분가로생선뼈무늬와빗금무늬가새겨졌고 

드물게는손톱무늬, 세로생선뼈무늬가조사된다. 이런토기의형태는중서부지역의 전형적인빗 

살무늬토기 문화이며, 남해안이나동북지역과는차이가있다. 또한토기는크기로볼때 중형 이 

하로먹을거리에사용된식기였을기늄성이높다.히 

오이도조개더미는신석기시대 서해안의 대표적인유적으로, 이곳에는안말을비롯하여 가운 

데살막, 뒷살막, 소래별, 신포통등 여러 곳에 조개더미가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뒷살막 조개더 

미는 그 범위가 50×40m로 상당히 큰 편에 속하떠, 조가비의 퇴적층도 40∼150cm로 두럽다. 2000 

년서울대학교박물관의조사결과,간이움집터 1기와둥근몰의작은화덕자리 7곳이찾아졌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와갈판, 갈돌, 돌도끼, 홈돌등이 조사되었다.잉 

현재깨 군포 지역에서는신석기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상갈유적이나오이도조개더미 

등에서살림을하던사람들은환경의변화에따라살림터를옮겼을것이고,그렇게살림터를옮겨가 

는과정에서 비슷한환경조건인부근의군포지역과도서로관련이있었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η 국사펀찬위원회 엮음, 1007, 「신석기문화」, r효묵씨 2,3'.fr'정1쪽 

8) 영지대학교박물관 외 1>ffi, r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λU 

9) 임효재 빅순발, 19'용, r오이도 매층」, 서울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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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동기시대 

청동기를이용하면서살림을꾸리던시기를일반적으로청동기시대라고한다.맨처음에는구 

리에 다른광물을섞지 않은순동을그대로두드려서 연모나치레걸이를만들다개 치츰아연이나 

주석 , 납등을섞어서 단단한청동을만드는방법을터득하였다. 

청동기시대는 청동기문화의 분포 범위와 지역의 문제, 청동기의 사용 시점, 청동기의 주조 기 

술이들어와독자적으로제작하게되는단계등에따라개념이나시기와범위가달라질수있다. ~이 

일제시대에는우리나라에 청동기시대가 없었고 석기와금속으로 만든 연모가함께 쓰였다는 금 

석병용기(金石뺨用期) 또는동석기시대뻐따i器時代, Ene。1lithic Age)의 문화단계가 있었다고 주장 

해 왔다. 그러나 연구와조사 결과, 청동기분화가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우리 선사문화의 연구에서 얻은값진 성과가운데 하나이다, 

청동기분포지역의구분은대체로청동끼의지시유물인동검(웹혀劍을중심으로하고있다.동 

검의 전체적인모습이 중국악기인비파를닮은비피형않령식)동점이 많이 출토되는고조선의 영 

역인요령지역을포함하여,중국동북지방도it우리나라전역을그범위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상한 연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견해가 있다. 청동기문화의 시작 

연대에 대하여는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와의 관계, 청동기가무기나 생산을 위한 연모로서 

‘ 획 어떠한기능을가졌는가하는문제등이밝려지지않아어려움이많으나,기원전 10세기이전으로 
. \i Af 

의 보고있다. 

동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동검을 비롯한무기와 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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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간단히 만들수있는청동손칼, 청판단추등이 언제 어떻게생산되었는가를살펴보는것 

이 중요하다. 청동기문회는크게 보아중국윤염웠의 정동기문화영향을받았다는의견과시베리아 

지역의 미누신스크(Minussinsk) · 스커트입때) 청통기문빽 북방 오르도스(Ord。하 지역 청동기가 

섞인시베리아청동기의 영향을받았다는두가지의 견해가있지만 대체로후자의 영향이 더 많았 

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청판기의 합금술과 청동기 성분을분석하면, 중국과는 다 

르게 아연이 섞여 있는점이 여러 가지를시사한다. 11) 

청동기시대의 문화와사회는삶의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복합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연모는살 

림의 쓰임새에 따라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낡이 날카로운 간석기가 널리 발달되었다. 토기는찰흙 

의 바탕흙에 굵은모래나활석을 섞어서 구운 민무늬토기가중심을 이루며, 생김새는 여러 가지가 

10) 이융조 외, 1잃4, r우리의 선사문화」 | 지식t엠사 129∼131쪽 

11) 김정배, 19경, r효택 민족문화의 기원J, 고려대학교 출핀부 1경∼1·'12쪽 



있다. 무덤은많은노동력과기술이 펼요한큰돌을가지고만들었다. 

살림살이를보면, 농경생활이 사냥이나채집보다 더 중요하였고, 집도 앞 시기의 강가나 바닷 

가보다구릉지대에 위치하면서 대규모의 지상가옥으로발전하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경작지는 

이때의 집터가거의 대부분낮은구릉지대에 있썼던 점에서 논농사보다는밭농사중심이었을것 

이다. 이것은유적에서 발굴된 볍씨와조 · 수수 · 기장등의 잡곡이 한꺼번에 출토되는사실로 알 

수있다. 

농경의직접적인자료가되는곡식은벼농사에관한것과잡곡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탄 

화된 쌀은 가장북쪽인 평양의 남경유적을 비롯하}여 여주 흔암리 · 송국리 등의 유적에서 출토되 

었으며, 진양대평리 · 부안소산리 등의 유적에서는토기에 볍씨 지국이 찍혀 있어서 이 시기의 농 

경에관한사실을알려 준다.띠 낮은구릉의 기숨에 있는여주흔암리유적 12호와 14호집터에서는 

화덕자리 옆과토기 안에서 탄화된 쌀을 비롯하여, 조 · 수수 · 보리 · 콩등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평양남경유적에서와같이 여러 종류의 잡곡이 재배되고 있었음을보여 준다. 그리고 반달 

돌칼· 갈판· 팽이 · 보습등이 발견되어, 그때의 농경 기술에 대하여 더욱자세히 알수있게 되었 

다. 대표적인반달돌칼은곡식의이삭을따는데쓰인것으로곡식의생태적인변을고려하여만든 

농기구이다. 그것은 벼나 조 · 피는 남알이 잘흩어지고, 익는 과정도불규칙하여 한꺼번에 딸수 

없으므로, 줄기를자르는낫보다는 이삭을따는찰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널리 이용되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농경에 관힌-또다른자료로농경문(農觀치 청동기(辯關융)가 있다. 이 유물에는 

따비를가지고밭의 이랑을갈고 있는사람의 모습이 아주사실적으로묘사되어 있다. 여러 유적에 

서 발견된 짐승 뼈 중에는 돼지 뼈가 가장 많은데, 범의구석[虎各]의 2문화층 집터에서는 무려 20 

마리분의 돼지 뼈가나와기축화의 정도를 이해히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초도유적에서도사냥된 

토끼 ·족제비등과함께많은돼지 뼈가나왔다. 

이 시기의 집터는대부분강언저리나계곡이 내려다보이는낮은구릉지대에 있으며, 드물게는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다.페 특히 규모가크고 비교적 많은 집들이 한곳에 모여 작은미을을 이 

루고 있다. 이러한마을은 바람을막아주는작은산을뒤에 두고 앞으로는작은내가 있어 살림에 

펼요한물을쉽게구할수있는 오늘날의자연마을과아주비슷하다.그리고가끔씩은금굴이나 

상시유적처럼 동굴이나바위그늘을이용하여 살림을꾸리기도하였다. 이 시대의 집은초기에는 

웅집이었던 것으로보이는데, 움의 깊이는 신석기시대보다 훨씬 얄고 일부에서는 반지상가옥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서산휴암리, 청원 내수리, 부여 송국리, 광주송암동, 거창대야리 등의 유적 

에서는드물게 둥근꼴의 웅집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런 둥근몰의 움집은 집안 가운데 쪽으로 긴 

12) 김정배, 1앉"· 「청동기시대의 사회와 경제 생업경저~. r효택사j 3, 국사펀찬위원회‘ 25&∼·266쪽, 

13) 윤기준, 1985,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집터에 관한 연구」‘ 머섹산학보」 32, 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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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으로 조금 판 다음 2개의 기둥을세웠으며 화덕자리는 없고 저장구덩이가 있는 것이 보편 

적이며, 이런형식을 ’송국라형 집터’라고한다, 

집터 안의 화덕자리는 강자갈로 만들거나, 흙으로 둑을쌓거나 맨땅을조금움푹 파서 만들기 

도하였다. 그러나둥근꼴의 집터에서와같이 화덕자리가없는경우도 있다. 집의 바닥은맨땅을 

그대로다지기도하고, 찰흙을깐다음불에 구워단단하게 만든것도있는데, 바닥에는짚이나풀 

을 엮어서 깔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핑양 남경유적에서는갈대를 엮어서 껄았던 흔적이 발 

견되기도 하였다. 청동기시대의 움집은 벽체-약 지붕이 나뉘어 벽체가 밖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자용마루와도리 등서까래를걸수있는천장시설이 펼요하며, 천장과벽이 높아져 집 

의 구조가복잡하게 되었다. 이러한점으로보아그때 사람들은신석기시대의 집보다집안을밝게 

하였으며,활용할수있는면적도훨씬넓게하였음을알수있다.청동기시대집의또다른특정은 

10여 채에서 100여 채 이상의 집이 모여 취략을 이루면서 점차 대규모화되어 갔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는 고인돌냥石훌]을 비롯하여 돌널무덤[石相훌], 돌깐무텀激石훌], 독 

무덤[寶植훌]이 있다.14) 

고인돌은커다란돌을가지고만든선사시대의여러유적가운데서가장두드러진성격을지니 

고있다.유적분포를보면 주변지역인중국-에서는주로요동반도에있으며,남부지역인절강성 

에서도 가끔 발견되고, 일본은규슈 지역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이들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몇만기(基)에 이르는많은고인돌이 내륙은물론제주도를비롯한여러 지역에 퍼져 있 

다. 고인돌은주로 강을 낀 낮은구릉지대나주변의 자연 지세에 알맞은골짜기 방향이나강 · 해안 

션을따라 있다. 수적으로많이 나타나는평안도 · 황해도 · 전라도의 고인돌분포지역은서해안에 

동 인접한지역이라는점에서 바다와고인돌사이의 연관성이 있을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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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은외형적인모습에 따라탁자식, H뚝판식, 개석식이 있다. 탁자식(북방식 : 전형)고인 

돌은 판판한굉돌을세워서 지표 위에 네모꼴의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올려놓은 형식 

이다. 바둑판식(남방식, 기반식 ; 변형) 고인둡은 땅 위에 놓인 3∼4개 또는 그 이상의 받침돌이 덮 

개돌을받치고있는것으로, 땅속에 있는무덤방은구덩 · 돌널 ·돌덧널등여러 가지가있다. 개 

석식 고인돌은 땅 위에 덮개돌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무 

텀방은땅속에있다. 

고인돌발굴조사결과, 제천황석리와양평리, 달성 진천동, 춘천중도등의 유적에서는사람 

뼈가 나왔다. 그리고 껴묻거리로는 민무늬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토기와간돌검 · 회잘촉 등 

의 석기, 드물게 청동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황석리유적에서처럼 사슴이나소과(科), 돼지 등의 짐 

승뼈가발견되는경우도있는데 이것은고띤돌을만들때 있었던제의際懷나묻힌사람의 영생 

띠) 히문식, 1000, 「효택 칭동기시대 묘제에 관한 연구」, r반물관기요」 6, 단국대학교박물관, 징∼47,쪽 



을바라는 내세의 믿음에 관한자료를보여 주고 있다. 

돌널무덤은무덤방의 벽 · 바닥 · 천장을각기 1장의 판석으로한상자모양의 짜임새를가리키 

지만경우에따라서는풍화암반층을판다음한벽에여러장의판석을잇대어싼것도있고,또네 

벽에 판석 · 모난돌 • 강돌을 섞어 쌓아 벽을 만든 것도 있다. 돌널무덤의 기원에 관해서는 시베리 

아 계통의 청동기문화권에서 찾아볼수 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이른 청동기시대인 안드로노 

보기 때 돌널무덤이 나타나 다음단계의 카라스크-타가르기에 널리 퍼지는데, 우리나라 청동기시 

대의돌널무덤에서 단추모양장식,동물장식유뜰이 출토되어, 이들과관련이 있다. 

군포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조사와연구는경기 남부의 다른지역과비교할때 상당 

히늦게시작되었다.그이유는이지역의도시화가근래에이루어지면서주변에대한조사가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주변지형을보면낮은구릉지대가시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청동 

기시대의유적분포밀도는다른지역보다높을것으로여겨지며 실제로최근여러유적이조사되 

었다. 여기에서는 집터 유적과무덤을중심으로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시기의집터는대야미동과당동그리고부곡동유적에서조사되었다.세유적모두택지조 

성을하는구제발굴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대야미동 집터는 대야미동 산1-95 

번지 일원에 자리하며, 한양대학교박 

물관에서 2001년 발굴하였다. 15) 이 집 

터는 해발 90∼95m의 구릉 기숨에 위 

치하고, 동서 방향으로 길다. 집터는 

크기가길이 8m, 너비 2.2m로평면생 

김새는 세장방형이고 풍화암반층을 

판 다음 편펑하게 골라서 만들었다. 

화덕자리는 2군데에서 찾아졌는데, 별 

다른시설을하지 않고맨땅을그대로 

이용하였다. 북쪽과 서쪽 벽을 따라 

도랑을판흔적이 있으며, 이것은배 

수와관련 있는시설로해석된다. 이 

집터에서 찾아진골아가리+구멍무늬 

토기와 덧띠+구멍무늬토기는 한강 이 대야미동 집터 전경에 

15) 배기동 흥주희, 20'J2, r군포시 대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시 발굴조사 보고셰, 힌앙대학교박물관 문포시 

16) 배기동 홍주희, 20'J2, r군포시 대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시 발굴조사보고씨, 힌앙대학교박물관 문포시, 않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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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청동기시대토기의전파과정이나시기를 이해하는데중요한자료이다. 

부곡동 집터는 부곡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위치하며 2005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l기의 집터 

를발굴하였다.η) 집터의 크기는 10.14× 6.04 × 0. 87m이며, 평면생김새는긴 네모꼴이었다. 집안에 

서 3기의 화덕자리와기둥구멍이 확인되었고, 불탄흙이 군데군데 있었다. 출토유물은겹입술토 

기와깊은바리, 가락바퀴 등이 찾아졌다. 

당동 집터는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인 당동 57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1히 2008년에 중 

원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2기의 청동기시대 집터가 찾아졌다, 1호 집터 

는산능선의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며, 파꾀되어 화덕자리와기퉁구멍만조사되었다, 화덕자리는 

막돌을 가지고 가장자리를돌려서 만든 위석식이다. 집안에서 슴베가 2단인 화살촉과 민무늬토기 

바닥이 출토되었다. 2호 집터는능선의 남봉쪽 기숨에 자리한다. 둥근꼴인 평면 생김새는 지름이 

2. 75m 되며, 움의 김이는 5〔lcm쯤된다. 집터의 가장자리에는 20cm 간격으로기퉁구멍이 조사되었 

다. 이 당동집터는많이 파괴된상태에서 ;죠사되었지만부독동집터와함께 이 지역의 청동기 문 

회장을 이해히는 데 중요하다. 

군포 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은고인돌과돌널무덤이 있다. 고인돌은부곡동과산본 

동의 골안 · 광정 · 문화촌에서 조사되었고 돌널무덤은부곡동에서 찾아졌다. 

부곡동고인돌이 위치한곳은부곡동 4E납-1번지이며, 1988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정 

지역의 문화재 조사때 충북대학교박물관1:1서 발굴하였다.페 이 고인돌은 덮개돌의 재질이 호상편 

마암이었으며, 평면 생김새가 거북등 모%단놀 닮았다. 크기는 210× 130 × 45cm이며, 위쪽에 구멍이 1 

부곡동고인돌낀) 

개 파여 있었고 가장자리는손질을많이 하였 

다. 발굴 결과제자리에서 옮겨진 것으로밝 

혀졌다. 

골안고인돌유적은당시 행정구역으로산 

본동 179번지에 위치하였고, 이 유적에서는 2 

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때 유적 부근에는 

산본천의 지류가 흐르고 있으며 덮개돌의 긴 

방향과 나란하였다. 무텀방은조사전에 많이 

1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r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내 군포 부곡동 유적」‘ η∼B쪽 

1에 중원문호f;i:H연구윈, 2008, r군포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19) 01융조 1008. 「시흥 부곡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 r판교∼구리 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j 충북대학교빅물관 경기도 

555∼572쪽 

20) 신천식 엄익성, 1000, 「지석묘 유젠, r산본지구 문화유적 발셜조사 보고씨, 영지대학교박물관 호~DI술관 경기도 152!∼157쪽 

낀) 01융조 19813, 「시흥 부곡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 r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경기도 

'351쪽 



파괴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없었다. 

광정 고인돌유적은 산본중학교 우측 담장 옆에 위치하였는데, 그 당시 행정구역으로 산본동 

345번지였다. 1990년 명지대학교박물관이 이 유적을발굴하였고,g 당시 해발 75m 되는수리산의 

남쪽능선에서 5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덮개뜰은모두가장자리에손질한흔적이 뚜렷하게 관 

찰되었으며, 2호 고인돌에서는 2기의 돌덧널 무덤방이 확인되었다. 유적이 자리한 지형으로 인하 

여 무덤방이 많이 파괴되었다. 

광정 고인돌군 근경(좌) 및 광정 저11호 고인돌 석곽 노출상태(우P 

문화촌고인돌유적은당시 행정구역으로산본동 1-2번지에 위치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4기의 

고인돌이 발굴되었다.% 덮개돌은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암질을 재질로 이용하였으며 가장자리에 

손질을많이 하였다. 무텀방은파괴되었지만바닥에 납작한막돌을깔아놓은 것으로확인되었다. 

부곡동 돌널무덤은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태단지 조성 지역에서 2008년 발굴되었다.잉) 얄은 야 

산의 기숨에서 조사된돌널무덤은등고선과직교하며, 크기는 220 × 85 × l&m이다, 만든방법은편 

펑한막돌을가로쌓기로 2∼3단쌓았다. 사발모양의 민무늬토기가출토되었다. 

22) 신천식 엄익성, 100'.l. 「지석묘 유적」, r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E씨, 영지대학교박물관 호임미술관 경기도 157·∼1없쪽 

23) 신천식 엄익성, 100'.l, 「지석묘 유젠, r신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세, 영지대학교박물관 호암미술관 경기도 184∼영7쪽 

영) 신천식 엄익성, 100'.l, 「지석묘 유적」, r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영지대학교박물관 호암미술관 경기도1 169∼1검쪽 

25) 줄원문화재연구원 are. r군포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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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고대사회의 군「포 
하문식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고대국가의형성 

청동기 제작에 이어서 등장한 철 생산은새로운사회체제로 변화를 이꿀게 되었다. 철을 가공 

하기 위해서는 1,CC8℃ 이상의 높은 온도와 제련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회 발전 단계와 밀접 

한관련이있다. 

한국의 철기는중국전국시대 철기의 영향을받아성립되었으며, 초기에는중국과마찬가지로 

주조쇠도끼健造鐵쏟]를 비롯한농공류가짧았다.철기의자체적인생산은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단조철기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철기 생산의 본격화 및 현지화, 제조기술의 

발전은 다른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새로운 토기의 출현 생산력의 증대 등 많은 변화가찾아왔 

다_ 1) 이 시기에는대동강유역에서 요령 지방과는완전히 다른한국식 동검, 가는줄무늬 청동거울 

細文鍵그리고 철제무기, 농구, 공구등이 만들어졌다. 대동강유역의 이런 철기문화는급속하게 

한반도 전역으로파급되었다. 

철기시대와관련된 문헌상의 자료는고조선 후기 사회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진국(辰國)과부 

여에 대한것, 위만조선(衛購a懶), 삼한, 낙랑등한사군(漢四群)에 관한것이다. 그런데 철기시대 

1) 초몽룡. 1잃7, 「칠기문화」, r효댁새 3, 국사편찬위원회, 킹~;영2쪽 



나그 이후는 정치체做湖劃의 형성기로, 문헌에 나타나는고대 소국”、國)과관계가 있다, 

한강이남에위치한군포지역을포함하여,고대국가체제로등장하는진국에대하여는현재정 

체와실체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심국이 정립되기 이전의 중 · 남부 지역 초기 고대사회에 대해서 

는 「후한서(後漢書)』 「통이전〔東更傳)」에 기록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1용韓)을 바탕으로 구 

분할수있다. 이 경우에군포지역에서 정치력을행사하였던초기국가단계의 정치체는마한으로 

여겨진다. 

엠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離솥、 東更傳)」에 따르면, 삼한은 79개의 소국이 정치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가운데 마한은 55개의 소국E료구성된 연맹체였고 그중심은목지국(팀支國) 

이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는 원%댁(쫓塞國), 보수국(후水國), 상외국漢外風, 소석색국”、石索 

國), 대석색국(大石索風, 우휴모틱국이짧木후珠風, 신분활국(닮價活風, 백제국이펌濟風, 속로불사 

국健盧不斯國), 일회국(日華國), 고탄자국(古짧휩國), 고리국(古離國), 노람국쨌藍風, 목지국(目 

支風, 자리모로국댐離후盧맴 등 15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추정하고 있다.잉 이 가운데 김포 

월꽂으로비정하는속로불사국과서울강남에지-리잡았던백제국은군포지역과지리적으로밀 

접한관련이 있다. 또한군포 지역은 이들 소국 외에 다른소국의 영향권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당동2지구 택지개발지 역에서 조사된 이 시기의 집터는 군포 지역의 초기국가 형성기 역 

사를조망히는데중요한자료가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조사된 2기의 집터는부분적으로파괴가 

되었지만,집안에서문살무늬와삿무늬토기가찾아져그시기를가늠하는데도움이된다. 

2. 백제의 건국 

기원전 1세기에북방에서 내려온온조집단이 서울지역을차지하면서새로운세력으로등장하 

게 되었다. 온조 · 비류집단을중심으로한이 세력은한강이남의 마한 50여 국을통합하면서 백 

제를건국하게되었다.이시기에온조집단이차지한한강유역은이른바‘마한국(馬韓國)동북일 

백리(東北 -百里) 땅”으로 표현된다. 

온조의 등장은군포 지역의 정치체에도 밀접딴 영향을미쳤던 것 같다, 현재까지의 자료를보 

면 이 지역이 온조세력과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분명하지 않다. 즉, 군포가처음부터 백제권의 

영향에 있었는지, 점차 백제의 정치체에 접어들었는지, 상당 기간 적대관계를유지하고 있었는지 

의 노중국, 1잃7, 「진국 마한의 형성과 한성시대의 백저u. r경7 1도 역사와 분화」, 경기도시펀찬위원회, 잉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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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동 2호 고분 출토 토기3) 

가불투명하다. 

하지만군포와그주변지역에서조사 

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백제의 영향력 

이 미친 이후에는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먼저 산본 택지개발 지 

역에서 조사된 고분가운데 2호분이 주목 

된다. 이 고분은수리산에서 동쪽으로뻗은 

능선 기숨에 위치하며, 앞트기식 돌방무덤 

으로 장방형의 구덩이 안에 축조된 구조이 

다. 유물로는 회청색 경질토기가 찾아졌는 

데, 이 토기는 몽촌토성 1호 움무텀 출토품 

과비교되며, 부곡동고분군의 성격을파악 

히는데에도시사히는점이 많다. 

또한부곡동에서는한성 백제시대의 움 

무덤 19기와독무텀 4기가발굴되었다.씨 이 

곳에서 조사된 움무덤은 경기 남부의 화성, 용인, 안성, 오산등지에서 조사된 자료와 비교할 때 무 

덤을축조한지방세력권을파협}는데 도흙이 된다. 한성 백제기의 지방세력권을 이해하고정치 

체를통합하는과정을살펴볼수 있는하나의 자료이다. 

안양 지역의 평촌 · 귀인 마을에서는 초까 백제시대의 집터가 조사되었다· 지표에서 30∼50cm 

깊이의웅을마련한다음온돌시설 부엌 저장고를갖춘백제시대의집으로삿무늬토기와흑색 

의 간토기 등이 출토되어 이 시기의 생활상월 이해히는 데 도웅이 된다. 

군포의 남쪽에 위치한모락산꼭대기에는모락산성이 있다.히 이 성은산꼭대기를감싸고 있는 

태외식으로, 성벽은산 정상부에서 남쪽으또 뻗은 가지능선과서쪽의 계곡부까지 축조되었다, 평 

변은북벽이 길고남벽이 짧은사다리꼴이따. 길이는동서 25αn, 남북 175m이다. 이 성에서 바라 

보면군포 · 수원 · 안양· 의왕· 과천 일대의 평야지대가한눈에들어오고, 충청 지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교통로와서해안에서 남양만-화성-의왕-군포로 연결되는교통로가만난다. 다시 말하 

여, 이 성은 경기 남부 지역과 서해안에서 한강유역으로 이어지는교통로의 요충지이며 결절지에 

해당한다. 

3) 김기웅 엄익성, 1roJ, 「고분군 유적」, 「산본자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영지대학교박물관 호암미술관 경기도 110쪽 

껴 중앙문호}재연구원, 20C6, r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내 군포 부콕흉 유적j 

5) 영지대학교박물관 경기도 1앉X〕, r안앙 펑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히 하문스| 백종오 김병희, 2003, 「백제 한성기 모락산성에 관한 떤구」‘ r선사와 고대」 18, 151∼157쪽 



북망대지 

북치성 

모락산성 

”1),15 

건물지6 

모락산성의 구조 및 배치끼 

이러한지리적인 조건하에서 산성의 축조목적은경기 남부지역의 평야지대를효율적으로 점 

령하고한강유역으로 연결되는주변의 교통로를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모락산 

성 주변에는 영역 확장과 대중국 항로를확보하기 위하여 하천 유역의 지류 하천로를따라교통로 

가발달하였고 이것을통제하기 위하여 주변에 많은관방유적이 축조되었다. 모락산성은 백제가 

초기에 주변의 통치체를통합하는과정에 전진기지의 역할을수행하였던 곳으로해석된다. 이어 

백제가고대국가의틀을확립한다음에는풍납토성을방어하는도성방어체제의구성체로서도성 

서남부의 교통로를통제하고 적의 침투로를 뒤에서 견제하는 지방행정과 방어의 중심지 기능을 

하였을것이다. 또한경기 남서부지역의 관방체제의 핵심을이루는거점 성이었다. 모락산성은한 

성백제시대의성곽으로초기백제국가의성장과발전과정을알수있는자료이다. 

그 당시에는 이 산성을유지 · 관리하기 위해 푸변에 많은 백제 사람이 터전을잡고 살았을 것 

이다,그리고군포지역주민들도군포천(안양천상류)주변의평야지대에서농경을하면서유사시 

에는모락산성과같은요새에서 적과싸워 이 지역을지켰을것으로추정된다. 

끼 의왕λ1-" H rttp://:잉sa.u..,,21 . 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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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구려의 남진과율목군 

369년 황해도 백천에서 있었던 치양전뚜는 백제가 경기 지역은 물론, 황해도까지 그 영토를 넓 

히는계기가되었다.그러나백제의이런우세적상황은오랫동안이어지지못하였다.백제의군사 

적 거점인수곡성을고구려에 빼앗긴 것이나평양성 공격의 실패는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상행ll서 백제는 475년 수도를한성에서 웅진으로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도 

읍을옮겼다는것은한성을포기하고한강유역의 지배권을상실하였음을의미한다. 

한성을 차지한고구려는 지금의 서울을-중심으로 한강 하류 지역 전체를 장악한 다음 남한강 

지역까지도 정복하였다. 충청북도충주에서 발견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E웹」는 5세기 말경 

고구려의 영토가 소백산 일대까지 확장되썼으며 한강유역 전체가 고구려의 행정구역으로 펀제 

되었음을보여준다.지금의서울일대를님평양(南平圍이라고불렀다는기록은당시고구려가한 

강유역을전략적요충지로인식하였음을딸수있다.고구려는남평Oef을근거지로백제와신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행사하였다. 

한강유역을 점령한고구려는오늘날왜 과천 · 군포 · 안양 · 의왕 일대에 율목군맺木剛을 설 

치하였다. 율목군이 당시 어떠한의미를지니고있었는지는확실하지 않다. 군포지역에는고구려 

통치 시기의 유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실상을 짐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구려가신 

라까지 내려가신라왕실을무력화하였다고는하지만, 경기도내에서 고구려 유적은한강이북지 

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집국사기』 「지리지」에는율목군에 대해 디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032 

율진군深퍼t페.은본래 고구려 율목군(몇木째E...;로 경덕왕이 개영하였다 지금의 과주漢州)니 영현이다 곡양현 

찮쌀題將은본시 고구려의 잉별노현(께했앵왜으효경덕옹에 개명하였£니 지금의 검주默’·M)cJ-. 공암현GU關牌은 

본래 고구려의 재차파의현댐次巴핑쩨인데 정덕옹}이 개명하여 지금도그대로한다 소성현원~±JiXl띤j은고구려의 

매소홀현월김忽댐징인데 지급의 인쥐f =’‘l·DcJ-. 

위의 기록은고구려의 율진군과그 영현에 대한사료이다. 위 사료에 나타나는과주, 검주, 공 

압, 인주는고려시대의 군현 명으로각각과천, 시흥, 김포, 인천을가리킨다. 군포지역은과전에 

서 인천을 이르는광역을통치하던 고구려 융목군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추정된다. 



4. 신라의 한강 진출과삼국통일 

한강유역에 대한지배권을상실한백제는성왕댈王)대에 이르러 사비 천도, 국호개칭, 그리 

고각종행정제도의정비를통하여왕권강화작엽을완료한다음에신라와연합하여한강유역의 

고구려군을공격하였다. 고구려는 내부 사정으로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결 

국한강유역을잃게 되었다. 이 시기에 백제는부분적으로한강을되찾을수있었다, 죽령에서부 

터 고현에 이르는동쪽의 산간지대 m개 군은신파가차지함으로써 남한강유역은신라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한강상류 지역을 차지한 2년 후인 553년(진흥왕 14)에 신라는 하류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고구 

려와의오랜전쟁으로지친백제를밀어내고한강하류지역을차지함으로써바다건너의중국을 

마주 대하고, 그들로부터 각종 기술 · 문화와군사원조까지 기대할수 있는교통요지를확보하였 

다. 낙동강을이용한교통로와한강을이용한교통로가죽령,계립령등의육상교통로를통해이 

어져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부터 한강히구까지의 교역로가 열린 것이다. 이로써 신라는고구려와 

의 전쟁에서도 매우유리한 위치를차지할수 있었다. 이 시기부터 후고구려에 지배될 때까지 군포 

지역은신라의 영토로존속하였다. 

676년(문무왕 16)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685 

년에 설치한 9주 5소경은중국 3대의 9주 9목제θL州九救없이에서 그 연원을찾을수 있다. 신라는 

삼국통일 후각국의 옛 땅을각각3분하여 옛 고꾸려 땅에는한산주(漢山州, 漢州), 수약주(首若州, 

湖州), 하서주(河西州, 演州)의 3개 주를, 옛 신라와 가야 땅에 사벌주(沙代州, 尙州), 십량주@힘良 

州, 良州), 청주(淸州, 康州)의 3개 주를, 그리고 옛 백제 땅에 웅천주願川州, 熊州), 완산주흙山州, 

全州), 무진주風珍州, 武州)의 3개 주를 두어 통체하였다. 그 가운데 한산주(경덕왕 때 한주로 개 

칭)는지금의 경기도와황해도의 대부분지역, 강원도일부, 충청북도일부, 그리고평양과충청남 

도의 일부까지도포함하는넓은지역이었다 

그당시 군포를 비롯한과천, 안양 일대는고구려시대 율목군이었던 행정 지명이 율진군(票律 
컵fl)으로 개칭되었다, 율진군은 공암현(孔嚴縣, 양천-김포), 곡양현옳체場縣, 시흥), 소성현(검柳뾰*, 

인천) 등 3개 현을 영현으로관할하였다. 군포 지떡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유적으로는 산본동고 

분군과수리사가있으며,속달동에서 발견된금똥보살입상도통일신라시대 이 지역의 역사를간 

직하고있다.산본동고분은삼국말기에서통일신라초기에축조된것으로구덩식과굴식돌덧널 

무덤이 섞여 있다. 입지는해발 60∼90m 되는구똥지대의 기숨이다. 이곳의 주변에는산본천과안 

양천이 흐르고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터가근처에 있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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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당시 산본동 1 . 2 . 3호 고분(위부터 시계 농항)81 

산본 신도시 개발 당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고분 9기 중 1∼3호원이 경 

기도박물관에 이전 복원되어 있다. 이 고분군의 위치는 당시 행설구역 

으로 산본동 샌-2번지였다 1호분은 구멍식 돌덧널무덤[뿔t式좌휴障휩 

으로, 크기는 약 240×95×9fcmOI다 2호분은 굴식 돌방무덤아흉한t\:10室 

햄으로 돌방은 약 265×270×않ian 크기이다 3호분은 1호분처럼 구덩식 

돌덧빌무덤이며, 약 깅0Xf37×80cm 크기이다 

8) 신천식‘ 1005 r산본고분군 이전복웬믿뾰고셰, 명지대학교박물관 (주)시공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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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고려시대의 급F포 
윤한택 | 경기문호}재연구원 경기학연구실장 

1. 고려시대 지역 이해의 전제 

외 여기에서다루는시간대는대략m세기부터 14세기까지이고 공간은오늘날군포시에해당하 
동 는지역이다.담길내용은그시공간을구성하는자연환경과인간집단사이의상호교류의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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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터이다. 이른바인간삶을영위하는데 펼요한생산, 권력, 풍습, 신앙등이 당시 국가의 보편적 

원리에 근거하여 이 지역에서 특수하게 전개된 양상을보여 주는 것이다. 

현대로부터 시간적 거리가멀수록구체쩍으로설명할수있는자료가불충분하여 제대로보여 

주는 데 한계가 커진다. 이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하는자료를 실상에 가깝게 읽어서 전체를그려 

내기 위해서는그 시공간의 특성을체계적으로 이해하는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첫 번째로오늘날군포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전통적인 인문지리 이해체계를꿀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이 중심이며, 여기서 갈라져 

나옹산줄기는모두 14개인데(1정간 13정맥)” 이것들은m개의 큰강인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 

통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을구획히는울타리가된다. 이를 그린 산경도(山 

쐐圖)를자세히 보면, 우리나라고대국가의 경계와중세 이후지방경계가정맥과대간으로구획되 

는강의 수역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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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려라는 시대적 특성을 기늠하는 기준 

으로 왕조국가와 그것을 이룬 가문이라는 틀을 가져 

올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왕국은 크게 신라, 고려, 조 

선으로이어졌고, 그기초에는기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문은농업생산수단인토지 영역에 의거하여 지 

역적 근거를 둔 본관{本貴)과 사회관계 속에서의 출신 

을 표현히는 혈연 계보인 세계(世系)로 구성되어 있었 

다. 고려시대의 군포에 대한논의도가문을근거보전 

개해야함은물론이다, 그러나고려시대 군포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가문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윤 발 

견하기는어렵다. 

고려시대는 일반적으로무신정권을 경계로 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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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표에 수록된 군포 지역 일대 한낭정맥 

후기로나누어진다.군포지역일대에근거를둔특정 

세력이 고려 전기 유력 가문인문벌귀족이나후기의 권문세족어디에도족보를올리고 있지 않다. 

이로 미루어 보아당시 이곳은봉건적 사령지(私領뼈 외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공전(公田)지역 

인 이른바한단鷹單)가문의 거주지였던 것 같다. 

이들한단가문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유력 가문의 존재를확인하기 위하여 전통적 

자연지리 구분에 따라군포 지역을분석해 보면 () l 지역이 한강수역에 속히는한남정맥에 위치하 

고있음을알수있다. 한남정맥은안성의 덕성산께서 김포의문수산에 걸쳐 있는데, 그중오봉잔

감투봉-수리-0--수암봉구간을중심 뼈대로 하여 동쪽으로는한강수계, 서쪽으로는 서해안권으 

로구획되어 있다. 여기서 한강수계라하면 언뭇오늘날의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을연상하지 

만, 실제 북한강을구획짓는한북정맥은 백두대간추가령에서 시작하고, 남한강의 최남단은한남 

정맥을 따라한남금북정맥이 시작하는 백두대간속리산에까지 미치므로 실제 그 범위는 경기도 

는물론, 강원도,충청북도를포함하는중부지역거의전부를지칭하는것으로볼수있다. 

후삼국기와고려 초, 한강수계의 한남정맥 책에는광주〔劇'i'I)로 대표되는왕규(王規,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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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을 비롯하여 금주빽州)의 강씨(강감챈, 이첸(~IJJI[)의 서씨(서희), 수안(守安)의 윤씨(윤정고) 

등이, 한강 건너 비교적 근접한 한북정맥 쪽에는 양주(楊州)의 한씨(한인경), 항양이‘따易)의 함씨(함 

규), 풍양遭廣의 조씨(조맹), 견주(見州)의 이씨(이흠률) 등이 있었다. 한남정맥의 서해안권에는 

각각수주(水””기 왕실의 외척 가문이었던광주워왕규세력이몰락한뒤, 고려 전기 내내 외척으 
로서 최대 문벌기문으로 성장했던 인주 이씨를 비롯하여 안산 김씨, 공암 허씨(孔嚴 許메는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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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이후까지도 일정한세력을유지하였다. 고려 후기에는당성 홍씨傳成洪民), 황려 민씨慮魔 閔

民), 행주 기씨(幸까|‘| 奇페 등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들 세력의 소장성죄(消長盛행가 군 

포지역에 정치 · 경제적 영향력을행사했을것이다. 

2. 지방제도의변화 

고려시대 군포지역의동향을직접적으포알려 주는 1차사료는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문제 

를해결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의 지리지를근거로하여 이 지역을둘러싼 

주요지역 간의 영속관계의 변화를정리해 보기로하자. 

고려의 지방제도는토지제도가그러히풋이 신분적 성격이 강하다. 거칠게 나누면, 지방제도에 

서 고려와조선은 귀족 대 관료, 정치 대 행정의 특성으로 구분할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고려 지 

〈표 1) 경덕왕대 한주k휠때)의 속군현 

속군 i「t;승」. 권역 

주치(州治, 광주) 황무(黃武, 0 1천), 거서(닫泰, 용인) 한감수계 

한앙(漢陽, 서울) 황앙(숲廣 남앙주 진접), 우왕(遇王, 고앙 행주) 한강수계 

기천(5ffJI I. 여주 여흥면) 황효(黃廳 여주), 빈앙(줬陽, 앙펑) 한강수계 

개산(介山, 죽산) 음죽(陰竹, 이전군 율면) 한강수계 

율진(쫓達,과천) 콕양짧뚫 서울 시흥), 꽁암(孔鷹, 서울 앙천), 소성(짧城 인천) 한강수계 

당윈康恩, 호}성) 차성(車城 펑택 용성), 진위(振威 펑택 진위) 서해안권 

수성(水城수원) 서해안권 

장구(障口, 안산) 서해안권 

장저|(長뚫, 인천 · 부천) 
동성(童城, 김포 하성), 낌포(金浦, 김포), 술성(成城 김포 대공), 

서해안권 
분진(分運, 김포 통진) 

해구(j‘每口, 강호” 호음(펀陰, 하점), 교동(참쩌, 교동), 수진(守鎭 앙도) 서해안권 

액성(白城 안성) 적성(츄城 안성앙성) 

내소(來蘇,앙주) 중성(重城 파주 적성), 파평(波平, 따주) 

교oK交下, 파주} 봉성(峰城 따주), 고몽(휩峰, 고앙) 

견성(뿔城포전) 사천(沙Jll , 앙주 은현), 똥음(洞陰, 영펑) 

철성뺑힐成) 동앙(↑활잦, 연천 중먼), 꽁성(功城 연천) 

토산(克山) 삭읍(湖물,삭령) 

우봉(牛峰) 임ζ!(~염江, 파주), 장단(長쁨, 파주), 임단(§햄쁨, 연천) 

승익(松폼, 개성) 여피H如罷, 개성) 

개성(開城, 개성) 덕수(1활K‘ 개성), 임진(臨達, 파주) 



방제도의 변화는각지역 가문세력의 소장성쇠의 궤적이라해도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해와자연조건을고려하면한강수계와서해안권으로나누어 살펴볼수 있는데, 먼저 

통일신라의 경덕왕때 사정을보자. 당시 한강수계에서는한주(광쥐, 한Ocf군(양주), 율진군(과주), 

기천군(천령군), 개산군(죽주)이 거점이었고, 서해안권에서는장제군(樹州), 수성군(水州), 당은군 

(당성군), 장구군(안산군), 해구군(강화헨이 거점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한강 수계인 현 군포 

지역의 산본동 · 금정동 · 당동 · 당정동 · 부곡동판율진군세력권의, 서해안권인 대야동의 대야미 

동 · 속달동 · 둔대동 · 도마교동은수성군또는장구군세력권의 영향을받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비교적 고려 초의 상황을 보여 주는 성종 시기 m도제로의 개혁을 보자. 당시 한강수 

계에는 양주절도사 · 광주절도사 · 금주단련사 · 죽주(竹州)단련샤 서해안권에는수주懶州|)단련 

사·수주(7.k州)도단련사가설치되었다.통일신라시대와후삼국기를거치면서한강수계에서는지 

방세력으로서 동일한반열에 있던한주(광주)와 함탄(양주)이 인근지역의 단련사보다한단계 

높은 절도사의 위치로 상승하는 한편, 율진군이던 과주멧+D 대신 그 영현이던 곡양현이 금주로 

부상하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회는 광주 왕규 세력의 융성 및 강감찬훌텀f.l贊, 948∼1031)으로 

상징되는금주강씨의 부장과관련이 있을듯하다. 반면서해안권에서는눈에 띄는세력의 변화는 

보이지않는다. 

현 군포시의 산본동 · 금정동 · 당동 · 당정동 · 부곡동은 이 시기에 과주에 속하였다. 과주는 

995년(성종 14) 10도제가시행될 때 관내도(關內劃에 소속되었고, 지방관은 여전히 없는상태였다. 

현 대야미통 · 속달동 · 둔대동 · 도마교통은 지리적으로는수주(水州)와 안산현에 인접하였지만, 

이들지역보다는광주목의 관할지였을가능성이 높다. 즉, 고려시대와조선시대에 광주목에 속한 

두입지(斗入地j였다고 할수 있다. 

두입지는군현 경계가북두칠성처럼 파고들어간모양이라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대체로고 

려시대에 그 기원을두고 있다. 두입지는군현의 변동 · 이속 속현의 승강으로 경계가바뀌었으나 

일부지배 지역에 대한복속관계가그대로남은경우, 한군현이 어염(煥觸과특산물이 나는특정 

지역을확보하거나조운禮遭 · 조창이觀)의 거점 마련을위한경우에 발생한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조세 · 공물 부담을군현 단위로 책임지웠던 고려 · 조선사회에서는한군현이 될 수 있는 한 

많은호구와토지를확보하거나특산물산지를직접장악히는것이필요했기때문이다. 

광주목은서해안권에 속하는 현 대야통 일대훨 서해의 어염과특산물을확보하기 위해 고려시 

대 이래 자신들의 관할에 두었던 것으로보인다. 또한고려시대를통틀어 대규모의 군현 개면이 이 

루어지지않았고조선의지방조직이고려의제도를승계한점을고려할때,대야동지역은광주의 

영역에 속했던 것으로추론된다. 광주는 940년(태조 23)에 한주에서 광주로지명이 바뀌었고, 983 

년(성종 잉 2월에 광주목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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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왕 15년에 한주縣1·H)라고 이릉을고졌다 태초23년에 지금 영칭으로고졌고, 성종2년에 처음으로전국에 12 

개의 왼찌을설치할 때에 이 주(j’lj)도그중의 하나였다 14년에 12개 주에 절도사를두연서 본주는봉둑군{泰園勳 

이라고불러 관내도에소속시켰다. 현종3년에 이를폐지하고안무새安懶폈로되었으며, 9년에 전딴11 8개 목을 

정호k께 이르러 이 주는그대로목관(救官g로 되었는바회안(推갖)이라고도불렀다 일장성(티長뼈이 있고본목 

에 소속된군이 4개, 현이 3개 있다. 1) 

다음으로 현종 대부터 고려 중기에 양팡도(楊廣훤로 분리 · 독립되던 12Ai]기까지 상황을 보 

자. 고려 초기와 비교해 가장큰 변화는 양주 금주가한강수계에서 서해안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양주의 관령 지역인 인주의 이자겸(李資議, ?∼ll26)이 ll22년(인종 즉위)에 한양공 

으로봉작된데서 온변화임에틀림없다. 또 다른변화로경덕왕때에풍양현, 행주현등2개 현을 

수평적 관령 지역으로삼던 양주가이 두현을포함하여 총 6개 현을수직적인종속지역으로거 

느리며 한강수계의 최고거점인남경(南京)으로발돋움했다는점을들수있다. 당시 남경은서해 

안권의 수주(樹M), 인주, 수주야州), 강화를-수평적으로 관리히는 위치에 있었다. 그 외에 통일신 

라 이래 고려 초기까지 양주와 대등한 위치에 있던 광주가 비록 7개 군현(천령군, 이천군, 죽주, 과 

주, 지평현, 용구현, O.}근현)을 종속 관계로 거느리긴 하지만, 그 지위가 대폭 하락한 점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회는 이른바광주 왕규 세력 몰락 이후의 사정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 

로읽힌다.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전형에 가까운 이 시기에 한강수계인 산본동 · 금정동 · 당동 · 당정동 . 

부곡동은광주목-과주세력권의 영향을받았다. 즉, 과주는군현제가정비되는 1018년(현종 9)에 

광주목에 소속되는데, 나말여초의 전환기에 영현을 거느린 군에서 광주목의 속군으로 떨어진 것 

이다. 

본래 고구려의 율목군짧木빽으로신라경덕용에 율진군傑律쩨으로고졌다 고려 초에 지금이름으로바꾸었고, 

현종9년에 땅주목에소속되었다. 후에 감무{喆親를두었다끼 

이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과주의 행정은군사(那司)의 향리들이 담당했으며 광주목사의 지 

휘와감독을받았다. 이후괴주에 감무가파견되어 광주목의 직접적인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는 

데, 감무를둔정확한시기는기록되어 있지 않다. 감무의 파견은끄06년(예종원년) 이래 인종, 명 

종 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끄06년에는 우봉(牛옳) 등 23개 현에, 끄08년에는 토산 

I) r고려사」 권56, 지리지 광주목 

2) r고려사J 권56, 지리지, 과주 



(鬼山) 등 41개 현에 감무를 대거 보냈다 이를 볼 때 과주에도 예종 때 감무가 파견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감무를파견한이유는유민을안무하여 황폐해진고을을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끄06년 

무렵, 서해도 안악(安힘 , 유주《勳|‘|)에 유민이 발생하자, 이들을불러들여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무를 보냈다. 그러다가 이듬해 윤관(尹權 ?∼1끄])의 여진 정별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자그에 필요한조세 수취를강화히-려고감무를증치하였다. 

이 시기에 대야동 일대는 여전히 광주목의 관할지였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남경유수관양 

주-지수주사몫口水州事)-안산현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을가능성도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군포지역이 OJ광도에서 경기도로편제되는고려 말과조선초의 변화를살펴 

보겠다. 현종 대에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눌 때 양광도에 속하던 과주는 1390년(공양왕 2)에 경기 

좌도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디음과 같다. 

공양왕2년에 경기를나누어 좌 ’ 우도로임H가장단 ’ 임강 · 토산 · 임진 -송럼 · 마전 • 적성 • 파명을좌도로삼 

고 개성 ‘ 강음 • 해풍 · 덕수 • 우봉무로우도로임서갔다 또문종의 구제G歸IJ)<>IJ 의하여 (문종 Z3년 정월에 양광 

도의 한양 · 사천 · 교하 · 고몽 · 풍양 · 심악 · 행주 · 해주 · 견주 · 포주 • 용성 • 김포 • 양천 • 부평 • 동성 · 

령 · 절원과서해도으1 연안 백주 · 명주 · 협주· 신은 · 우봉 · 통진 · 안주 • 몽추 · 서흥등주현을경기에소속 짧찌 
석천 • 황조 · 황어 · 부원 • 과주 · 인추 • 안산 · 금주 · 남양 • 수안과교주도의 영흥 · 토산 · 안협 · 승령 · 삭 

안 · 명주 ’ 백주 · 곡주 · 수안 · 재령 · 서흥 · 신은 · 협계를우도에 소속시켜 각기 도관잘줄척λ뼈觀察페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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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양광도의 한양 • 남양 · 인주 · 안산 • 교하 ’ 양천 • 금추 • 과주 · 포주 · 서원 · 고용과교주도의 절원 · 

영팡 이천 · 안협 • 연주 • 삭녕을좌도에 소속시키고, 양광도으l 부평 강화 · 교동 김포 · 통진과서해도의 연 

를두고수령관으로써 -보조f하게 하였다찌 

위 사료를통해 보면, 경기도를니눌때 본래의 경기 지역과 1069년(문종 23)에 그곳에 편입된 

지역을구분하여 취급하고 특히 후자의 경우를푼종의 옛 제도에 따라 처리한점을 알수 있다. 이 

렇게 처리한것은과주등이 1069년에 경기도에 편입되었다가어느때인가그것이 해체되어 다시 

OJ광도에 속하게 되고, 그 상태가 1390년의 조치 때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1069년 1월 일시 

적으로 경기도를확대하였을 때 과주도 경기도에 편입되었지만그 뒤 경기도의 영역이 원래대로 

복구되면서 곧 양광도로 돌아왔다. 그러다 1390년에 다시 경기도에 편입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좌 

도에 속하여 이곳의 장관인 도관찰출척사의 지휘와통제를받게 되었다, 

광주목은 1310년(충선왕 2)에 전국주군의 읍호를고칠 때 지주사로강등되어 8목에서 제외되었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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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목으로복귀띄었다. 광주목이 경기도에 편입된 것은 1395년(조선 태 

조따으로, 이때 경기좌도에 예속되었다. 

3. 지방 지배세력과 왕규의 난 

군포지역의 인문적 특성에 영향을주는일차적 요인으로한강수계라는자연지리에수놓아진 

역사상을 주목하는 것은자연스럽다. 한성백제의 도읍지인 위례성이 자리하고, 삼국의 전쟁 과정 

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치열한각축장이 되었던 것은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가장후진적이었던 

고대국가 신라가7세기에 삼국을 통합하면서 그중심지가한반도 동남쪽 경주로 이동하게 되고, 

압록강비깥으로발해가자리잡으면서통일신라지방행정구역인 9주 5소경중한산주,북원경,중 

원경 등그 변방으로 존재해 왔다. 

이 변방지역은 9세기 말부터 한반도의즉중심으로다시 부상하였다. 그계기는이른바골품제의 

모순이었다. 골품제 모순의 핵심 내용은특권연럽의 친족적 범위가 예전처럼 넓게 더 이상작동할 

수 없는사회구조적 한계에 도달한것이었다. 이러한문제는 일정한근거지를중심으로자신들의 

정치 · 경제적 기반을제공하던 토지를 지속적으로 개간 · 집적하여 확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 

웃 지역의 경쟁자와부딪치는 일이 일상화되고 더 이상의 확대가 어려워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말 

하자면, 신분적 토지소유제의 경쟁적 단계가-한계에 봉착한것이다. 그와중에 이른바성주나장군 

을자칭하는호족세력들이부상하게되고,그들의세력쟁탈전가운데끼인다수의농민들이유망 

(流亡)하여 도적이 되고국가세원이 고갈되는사태를낳았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특권 신분층의 기하급수적 팽창에 미치지 못하는토지의 산술급수적 증가 

에 있었다. 이는단순히 세금을낮춘다거나도망자를제자리로되돌리는것으로해결할수 있는문 

제가 아니었다. 토지소유와 연계된 특권연랩의 범위를 보다좁게 축소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신분과토지소유사이의 괴리를상호조절흰}는제도적 장치가요청되었다. 이른바적자爛子)→ 

적손爛孫) • 동모제(同母弟) • 서손뻐孫) • 여손C女孫)으로 이어지는 전정연립(田丁連立〕에 근 

거한 전시과(田架科)의 창설이 그것이다, 그 결괴는 몇몇 문벌가문이 폐쇄적 통혼권을 이루어 지배 

집단을 형성하는독점적 단계로의 이행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냥국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정의 

배후에서 작동한사회 · 경제적 요인이었다. 왕건으로 대표되는 호족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작업을수행한주체였다. 그들의 존재를 일차적으로보여 주는 것이 왕건 배우자들의 출신지인데, 



자연지리를기준으로이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유역은정주류씨(貞州柳民) 평주유씨(平州病民), 동주김씨(東 

州 金民), 신주 강씨이言州 康民), 황주 황보씨廣州 皇南民)였다. 한강 유역은 광주 왕씨(廣州 王民),

춘주왕씨(春州 王民, 박씨), 충주유씨뼈、州 劉民)였다. 금강유역은진주 임씨鎭1·M 林民), 천안 임 

씨C天安 林民), 홍주 홍씨(洪州 洪民)였다. 낙동강 유역은 의성 홍씨(義城洪民), 합주 이씨쨌1·M 李

民), 경주 김씨, 펑(쥐씨였다, 그리고 영산강 · 섬진강유역은나주오씨羅州 吳民), 승주박씨훔 

州朴民)등이었다. 

이들기운데고려건국전후군포지역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했을것으로보이는세력에는 

왕규로대표되는한강유역의광주왕씨가있다.왕규의출신지 벼슬 가계,활동등에대해서는 

r고려사』와 「흥령사정효대사보인탑비願寧좋燈曉大師寶印훔뼈」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들기록에의하면,그는광주사람으로태조를섬겨대광t大똘,향직 2품상)이되었다.태조는왕규 

의 두 딸을왕비로 맞았는데 한 명은 15비인 광주원부인이고 다른한 명은 16비인 소광주원부인 

이다. 16비가 낳은 아들은 광주원군이다. 왕규의 또 다른 딸은 혜종[왕무(王武)]의 두 번째 부인인 

후광주원부인이 되었다. 그러므로그는태조와혜종의 겹장인이었다. 왕규는 937년(태조 2이에 형 

순Gf~JI[횟과 함께 진(흡)에 가서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도 하였고, 944년(혜종 원년)에는 왕자 요(흙, 

정종), 소맴, 광종)와 더불어 정효대새折中, 826∼90이의 속제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무리가 

300여 명에 이르렀다 한다. 

왕규에대해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의기환놓대조하여%뇨근(楊뼈을본관으로하는렘혜씨 

였으며, 후에 태조로부터 사성을받아왕씨가된 인물이라는주장도 있다. 그근거로왕규와함규 

減뼈가왕건아래서봉사한동시대인물이라는것 함규가태조의공신이었으며고려의광평시 

랑(廣評待뼈이었다는기록과왕규가두왕비의아버지로서국가의재신(宰많)직을가질수있었을 

것이라는것, 같은지방출신이면서 동일한이름을가지고 있었다는점을들고 있다. 또한방증자 

료로 양근의 속현 미원장찮原훤의 속성으로함씨가 기록된 점이 왕규의 정치적 몰락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 함규의 5대손 함유일減有-, 끄06∼끄않)을 추천한 왕충(王빼의 6대조 왕만세(王萬銀 

가왕규와동시대에 활약한장군이었다는 점을들고 있다. 

그런데 Oc}근지방에는이를증명할만한고려 초기의유적이 없다. 또한함왕성減王뼈이 존재 

히는 OJ-근의자연지리를살피면,이곳은남한강히류쪽으로청미천과경안천사이에위치하여남 

한산성, 이성산성으로이어지는광주중심지와도일정한거리가있다. 

한편, 현 하남시 교산동소재 건물지에서는조성 참가자로 보이는 애선백시{哀宣伯士), 성달백 

새뼈鐘伯土)라는명문이새겨진기와가출토되었다.그중성달은명지성(命릅城,현포천)의장군 

으로확인되지만, 애선은어디에서도그출신지를 확인할수 없다. 애선은 919년(태조잉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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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년에 배현경懷玄慶, ?∼93히, 신숭겸(申뽕讓, ?∼92η, 복지겸( F智據, 생몰년 미상)과 더불어 1 

등 공신에 책봉된 홍유@共↑需 ?∼93히보다 서 열이 앞서는 대상(당시 관계 4위, 뒤의 향직 4품 생으 

로 기록되어 있고, 924년 조물성(曺物城 현 죽령 근처)전투에 장군 자격으로 왕충과 같이 구원하 

러 갔다가전사하였으니, 능히 『고려λh의 「열전」에 오를만한인물임에도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944년에 좌승이左후)에 불과했던 왕규와통일 세력집단의 상위 혈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반역전」에 오른왕규를광주인이라고출신지만밝히고 가계를밝히지 않은점도 

동일 가계 내에서의 공로와반역 사실이 교차하는 점을감안한 의도적 편집으로볼수도 있다. 

하남시 교산동 일대나 이성산성은 통일신라시대 신주(新州) 한주이劃씨), 한산주(漢山州)의 읍 

치로 비정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940년에 광주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가에는 이미 900년에 태조가궁에의 명을 받아충주, 청주, 당성, 괴양(擺圍과함께 광주를 평정 

한것으로되어 있다. 또한이 지점은강건너 맞은편에서 협수히는중랑천을따라한북정맥의 중 

요 지점인 양주, 포천을 넘어 철원 등과 연결되는교차점이어서 왕건이 통일 전쟁의 주요 파트너로 

심았던 왕규의 근거지로 적합할듯하다. 

가문으로이루어진왕국이었던고려에서 최고의 기문은왕실인왕씨 기문이었다. 따라서 각지 

역 세력을 대표하는 가문의 격은왕실과의 헬연을 비롯한제반관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고려 

성립기 군포 지역에 대한 이해를위해 한강수계의 맹주인광주왕씨를주목한것은그러한이유 

때문이다. 또한한남정맥을중심 줄기로하여 좌우에 서해안권과한강수역을끼고 있는군포지역 

을둘러싼사회세력의변동양상에대해주변거점지역세력권의소장(消휠을반영하는고려시대 

지방제도변회를근거로하여살핀것도그지연적 관계로앞의 이해를보강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하여 고려 초기 한강수계에서 광주왕씨의 융성, 중기 이행 과정에서 남경유수관양주의 부각과 

그배경인 인주이씨의 성장을추론하였다. 바로그가운데에광주왕씨의 몰락을가져 온왕규의 

난이가로놓여있었다. 

왕규의 난에 대하여 『고려사』에서는 945년(혜종 2) 정월에서 8월 사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광왕규가왕의 동생 요탤화와소얘짧를참소하였ct, 왕은그것이 무고임을알고도은혜로운대우를 더욱돈독하 

게 하였다 뮤는또그무리틀을시켜 벽에 구멍을 뚫고왕의 침실 안에들어가서 난을 일으키기를도모하였다 왕 

은옮걱서 이를피하고문Z랜}지 않았다4) 

그리고 추9월 무신@申)일에는 “왕이 중광전에서 죽으니, 재위 2년이요, 나이 34세였다. 왕은 

4) r고려,!_fJ 권Z 혀동 



기질과도량이 넓고지혜와용기가절륜하였다. 왕규가역적모의를한후부터 의심하고기피히는 

바가많아서 항상갑사{甲土)로써 스스로 호위하고 기뻐하고 성냄이 무상하였다. 여러 소인배들이 

아울러 진출하고, 장사들에게 포상함이 절도가 없었으므로, 안팎이 원망하였다.” 하고, 고려 말학 

자이자 정치가인 이제현(李齊賢 1287∼136η의 논평을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우보쩌씨가환공{桓公}을시해뼈 장차태재0t宰}를구해l를정하였는데도, 은공-01J원公)은듣지 않았을뿐만아 

니라토별해l도않더니, 마점내 위씨짧Jf:)의 호뻐l 이린l말았다 왕규가왕의 두동짱을참소한것도우보의 뜻 

이다 혜종은죄를주지 아니하고돌보며 조|;우에 거처하게 하였으니, 소매에 칼을간직승}고벽을뚫는 인간의 역모 

를연한것만도요행이라할수있다. 때는태조가세상을버린 지 몇 해 안되었는데, 규가불의하면서도무리를얻 

으니, 이미 능히 한나라의 조조와위나라의 사마의처럼 되고밀댔는가!유배시켜 죽이지 못한것은웬일인가! 아!소 

인을멀리하기가어려움이 이와같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달수있으리오15) 

이런 소략한 기록과 이제현의 평가보다조금 더 자세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를 보이는 다른 기 

록도 발견된다, 『고려사』의 왕규 전기는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하다. 

혜종2년에규가왕의 동생요와소가 다른의도를가지고 있다고참소하였다 혜종은그것이 무고임을알고도은 

혜로운대우를 더욱두터이 하였다 사천공봉습]天供奉)최지원崔知劃이 “유정(流꾀이 자맨딸댔를침범하였으 짧찢 
니 나라어l 반드시 역적이 있을것”이라고보고하였다 혜좀은규가요 • 소를모해하려는정조라고생각하고는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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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를소에게 시집보내어 그친족들을강호f시키니, 그읍모를실행하지 못하였다. 유는또광주원군을세우려고 

하여, 일찍이 밑에 용F이 갚이 잠든틈을엇보고그패거리를보내어 침실 안에몰래들어가서 대역모를실행하려고 

하였다. 혜종이 이를일F아차리고한주먹에 때려죽여서 좌우에 있는이들에게 골고나가게 하고 다시 문책하지 않 

았다. 어느 날혜종이 아파서 신덕전에 있었다 지몽이 “머잖아 변고가 있을 것이니 즉시 옮기는 게 마밍냄}다”고 

보고하였다. 혜종은몰래 중광전으로옮겼다. 규가빔써1 二L 매거리를거느리고써 벽에 구멍을뚫고들어가니 침실 

은이미 비어 있었다 규가지몽을보고, 칼을빼어 꾸짖으며, “임금이 침실을옮긴 것은반드시 너의 모책일 것”이 

라고말하였다 지몽은끝내 말하지 않고는물러났다 혜종은비록큐의 소행임을일맺지만또처벌하지 않았다이 

그런데 왕규가 지몽을꾸짖는 대목이 『고려사절요』에서는 신덕전 사건 당시가 아니라사후의 

일로 기록되어 차이를 보인다. 또 왕규와 박술희(朴述希, ?∼945)의 죽음에 대하여는 기록들 사이 

에 인과관계가다소 미심쩍은부분이 발견된다. t끄려사』 정종세가에는왕규의 죽음을 다음과 같 

히 r고려사」 권a 혀|종. 

히 r고려사J 권127, 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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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록하고있다. 

혀1종 2년 9월 무신에 여러 신하들이 왕을받들어 ξ「우1하였다 기유{己때에 왕유가반역을도모하다가주륙을 '3하 

였다η 

이 사실이 『고려사』 왕규 전기에는 다음파 같이 서술되어 있다. 

처음에 혜종의 질병이 위독해지자 정종이 규가 다른돗이 있음을 알고몰래 서경(西京)의 왕식렴CE式Jrli)과 더불 

어 변란에 대응할것을모의하였다 규가 막 변란월일으키려 하자, 식렴이 병사를물고와호위하니 규가낌변l 움 

직이지 못하였다 이에 갑꽂〈甲뽑)에 유배 보내고, 사람을 따견하여 추격하여 참수하고, 그때거리 300여 인을주 

륙하였다.에 

박술희의죽음은 『고려사』 정종세가에는나타나지 않고왕규전기에 나오는데, 그내용은다 

음과같이 서술되어 있다. 

규는 일찍이 대광 박술회를싫어하였는데, 혜종이 ;즉자정종으| 명령을 변조하여 실F해하였다에 

이 밖에도 그 당시 정황에 대하여 「고려사절요」 945년 추9월 기유일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왕규가대광 박술회를뿔H하였다 술희는성질이 한감하여 1어l에궁여l의 위λ腦퍼7} 되었다 뒤에 태조를섬겨 

여러 변군공핸功)을세우고. 태초의 유언을받F아혜종을보좌하였다 혜종이 병석에늄작 마침내 왕규와서로미 

워하게 되어 병사 1α져 명을스스로따르케 하였다 행l 다른뜻이 있을것으호의심융때 갑꽂으로유배보내었 

다 규가영령을변조하여 살해하였다씨 

이 기록을종합하면, 혜종이 죽은다음 딸 태조의 유언에 따라그를충실하게 보좌하던 박술희 

는이름없는반역죄로유배되어정종의명령을변조한왕규에게살해되고,왕규는자기외손자광 

주원군을왕으로세우려는반역죄로정종과왕식렴 세력에게살해되었다. 이 사건을계기로고려 

η r고려시J 권2 정종 

8) '.:ll려새 권1견, 왕규 

9) 「고려사」 권127, 왕규 

10) r고려사절요」 권a 혀|종의공대왕, 



초기한강수계의중심이었던광주지역의세력은 q빨되고,중기로가면서인주이씨의성장에따 

라그중심이 양주쪽으로 이통해 기는 변회를보인다. 

한편, 이렇게 혜종-정종 계승기에 급박하게 치달았던 정치 정세의 표면에 박술희와왕규의 반 

역 사실이 내세워지고 있지만, 이는그 배후에서 작용하던 정치 세력 간의 권력투쟁의 반영이었 

다는 해석들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나온 바 있다. 정종 · 광종의 충주세력과 서경 · 평주 · 신 

주 · 황주 , 명주등의 군사력을바탕으로한왕식렴, 박수경 등이 정변을 일으켜 광주 · 당진 · 진 

천 · 나주로 연결된 혜종 · 박술회 · 왕규 등의 소수 세력을물리치고 승리한사건으로 보는 견해 

등이그러하다. 

4. 수리사와최충헌 정권 

고려 후기에 들어 중요한 변화로는토지겸병(士地暴f井)에 따른광범한유망과 이를 회복하려 

는 감무의 파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남정맥의 서해안권과한강수계 

에서도무신집권기인끄70년(의종 24)대 초반에 감무파견 지역이 집중적으로나타난다. 안남도호 

부(安南都-護存) 수주(樹州) 속현 중금주 ’ 김포현 · 수안현과 지인주사속군인 당성군, 지수주사 

속현인 안산현이 그렇고, 특히 광주목 영군현 중 씨천군 · 천령CJ II寧)군 , 죽주 · 과주 · 용구(龍騙) 

현 . Ocf근현등거의 전체가그러하다. 무신집권에 돌입하던 이 시기의 피폐상을단적으로보여 주 

는예이다. 

무신정권은 정중부慣M中夫, 끄06∼끄79)가 쿠데타를 일으킨 끄70년부터 1270년(원종 끄)까지 100 

년간 지속되었지만, 전형적인 무인정치기는 최충헌(崔忠敵, 끄49∼1219)이 집권한끄96년(명종 2히부 

터 우(瑞, ?∼1249), 항(洗, ?∼125η, 의뼈, ?∼125에까지 4대 60여 년간이 었다. 최충헌은 정권을 장 

악하자 ‘봉사십조倒事껴l정’ 를올렸다. 여기서 그는승려가왕실을 배경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 

사원이재산을증식시키는것 지배층의사찰건립등을문제로들며 승려와사원이정치 ·경제적 

문제에 관여하여 일어나는 폐단을단호히 배격하고 이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산중에나있어야할훤샘)한두 명이 언제나왕궁안을돌아다니며 왕의 침실까지 드나들고 있으t..l, 펴l하가 

불교를혹신經f팅하고이런 것을관대히 용인하고있습니다 이에 그승려들은펴l하의 총행(짧幸}을방매로삼고 

지=주간청함으로써 성덕옆德을더럽히고있으며, 펴l하는 내신(內멀뚫을시켜 절간 일을걸머지고 백성에게 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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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여하여 그이식을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폐단이 적지 않으니 바라건대, 폐하는할일 없이 노는중들을물 

리쳐서 궁중에그발자취가없게 하며 곡식으로장리(長;!'ID 놓지 못하게 하섭시오. -- --- 옛날조종성대에서는반 

드시 산천(山川)의 순역Qi鳳썩을고려하여 사찰을창건함으로써 그지세뻐뺑)에 순응시걱 안치시켰는데, 후대의 장 

수나재상들과무례한숭려들이 산첸의 길흉댐l츠J)i을고려치 않고소위 원E聊팽j이랴는절을세워서 지맥빼빠을 

손성융}여 채변淡爾。1 자주발생하고있으니 바라건대, 떼승}는음양괜월場官}을시켜 검토히여 유익한것 이외는 

모두남김없이 철거시킴으로써 뒷사람활JI게뚜렷한본을보여 주십시오띠 

최충헌은왕실이나국왕과관련을맺은사원세력을정리했는데 승려와사원에 대한탄압은 

왕실, 문신귀족, 교종사원을중심으로 한세력과무신을중심으로 한새로운 권력층간의 갈등에서 

나온것이었다. 최충헌 정권의 이러한불교정책은교종세력의 강력한반발을샀고, 그로 인해 발 

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수리사를 포함한승려들의 최충헌 살해미수봉기였다. 『고려사절요』와더불 

어 『고려사』 최충헌 전기에는 1217년(고종 4)에 디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충헌부자는자기 집에군λl들을잔뜩늘어놓고계염하고있었다. 그때 거란병이 바짝접근히여 왔으으로백관(百 

官깨l게 성을수비시켰으며 성 밑의 인가들을허물쩌 버리고참호를았다 

흥왕사행王츄), 흥원사염l때츄), 경복사상합福꿈), 왕륜새王輪휴), 안양새‘Ji짧츄), 수리사《彦댐i꼼)등의 중으로서 

종균한자들이 최충헌을살해할 것을모의하였다 nH전하여 도망온 것처럼 가장하고새벽녘에 선의뭔宣꿇멤으 

로오써 급하게호통치기를 “거란병이 벌써 들어왔다”고하였다 문지기가 막고들여놓지 않았으므로중들은북 

을치고고함치연서 자물쇠를부수고들어가문지기 5∼6명을죽였다 그런데 낭쟁영때정) 김덕영(金짧‘明)。1란자 

가일찍이 음양설을가지고최충헌에게 야부하여 벼슬이 지태사국사앉n太史局챔어l 이르렀다. 그가바진새 틸H격 

은모두 옛 법을바문 것이어서 일관(日官)이나 대간(훨꿇앙들이 내심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나 최 

충헌이 두려워서 감히 말하는사람이 없었다. 또그는자주공새工횡}를일으켜서 여러 사찰을침해하였켜으로중 

들이 원한을품고 있었다. 그래서 중들은 먼저 그덴 집을절거한뒤 최증헌의 집으로호t해서 들어갔다. 겨우시가 

지에 이르러 순검군G‘檢‘휠꺼l게 쫓져 신창관짧π텅햄에 이르러 진투가 벌어졌다 최충헌은가병을파견해서 협공 

하였으으록중의 두목이 호댐어| 맞아서 쓰러지고그무리들은도망을쳐서 선의문까지 왔으나현문{빨멤이 내려 

서 나가지 못하고드디어 뿔뿔이 흩어졌다. 충헌의 군사가추격하여 300여 중들을죽이고그일당을생포해서 국 

문했더나 사건이 중군(中웰 원수정숙첨얹I당뼈양, 생몰연도 미상에게 관련되었다 이튿날충헌은성문을닫고도 

멍한중을대수색뼈 모두죽이니, 때마침 큰비기 내려서 띠가흘러 시내를이루었다. 또 남계천(南劇||) 7에서 

중 300여 명을죽이니 전후죽인 자가 거의 800여 영에 이르렀다 시체가산처럼 쌓여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한 

것이 여러 도F이었다l찌 

11) r고려새 권12'.l, 최충헌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찰은고려 전기 왕실을 

비롯하여 문벌귀족의 원찰을두었던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등교종계열의 사찰이었다. 이중수리사는 

안산김씨세력과관련된사찰이었을것으로추정된 

다. 흥왕사와왕륜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최충헌에게 

저항한 일이 있었으며, 이때에 이르러 본격적인 움직 

임을보였다. 

이렇게 승려와최충헌이 충돌한 직접적인 원인은 

최충헌 정권이 자주공역을 일으켜 여러 사찰을 침탈 

하고, 교종세력에 대해 정치 · 경제적 억압책을추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승려들도왕실의 권위를무시 

하고 마음대로 국왕을 폐위하려는 최충헌에 저항하 

였다. 즉 왕실과문신귀족의 비호를 받아왔던 교종 

사원이 새로운 권력구조를 조성하여 출현한무신정 

권에반기를든것이다. 

수리사 승려 등의 최충헌 살해미수봉기 관련 기사비 

최충헌은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승려들의 반발을정권에 대한도전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 

다. 그래서 종전과는달리 참혹한살육으로 철저히 탄압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는 선종 세력만을 

기반으로 하여 불교계를 개편하려고 하였다. 참션을 위주로 하는 선종의 단순성과 신라말에 보여 

준혁신성이문신중심의귀족정권을무너뜨리고등장한무인들에게환영받을여지가있었던것 

이다. 

12) r고려사」 권129, 최충헌 

13) r고려λ띔요」 권15, 정축 4년 춘 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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