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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1절 삼국시대

1. 백제의 진천 지역 진출과 지배 양상

1) 백제의 진천 지역 진출

진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남북교통로와 동서교통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

한, 금강의 최대 지류인 미호천이 진천의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그 유역에 넓고 비옥

한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예로부터 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이름이 높다. 이런

이유로 진천 지역에서는 선사시대 이래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하여 많은 유적들이 분포

하고 있으며, 특히 삼국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각국이 진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

였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 진천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한 국가는 백제이

다. 삼한 시기 진천 지역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마한의 50여 개 국國 중 하나의

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 이 진천 지역을 무대로 성립되어 성장하였던 마한의 국은

한강 유역의 백제가 점차 주변 소국小國을 통합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백제에

통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는 서기 63년(다루왕 36)에 지금의 청주

로 비정되는 낭자곡성娘子谷城에 진출하여 신라와 화의를 요청하였으며,2) 바로 그 직후인

다루왕 37·39·43·48·49년에는 백제와 신라가 보은으로 비정되는 와산성蛙山城에서 치열한 공

방전을 벌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는 백제가 청주 지역을 확보한 이후 고대 교통

로인 화령로와 추풍령로를 따라 진출하면서 신라 세력과 전투를 벌인 사실로 이해되고 있다.3)

2장

1) 정인보는 삼한 시기 진천 지역에 있었던 국을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마한 54개 국 중 ‘만노국(萬盧國)’으로 비정한
바 있지만,(정인보(1946),『조선사연구』상, 서울신문사 출판국) 정확히 알 수 없다.

2) 『삼국사기』권23 백제본기 1 다루왕 36년 10월.
3) 양기석(2005), 「한성백제의 청주지역 지배」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청주 신봉동유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

연구원.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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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제의 청주 지역 진출 시기를 다루왕 때로 볼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다루왕 때의 청주 지역 진출 기사는 『삼국사기』 온조왕 대의 영역 확장 기사를 고

이왕 대 이후인 3세기 중엽 이후의 사실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백제가 금강 유역에 진출하는 3세기 중반 이후에서 김제 벽골제가 축조되는 4세

기 전반 비류왕 대(304-343)의 어느 시기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4) 따라서 백

제가 3세기 중반 이후에서 4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에 청주 지역에 진출하였다는 문헌사학

의 연구성과를 고려하고,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진천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조사 성과를 통

해 보면 백제가 진천 지역에 진출한 시기는 백제의 청주 지역 진출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

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로 판단된다. 

2) 고고학 자료로 본 백제의 진천 지역 경영

백제의 진천 지역 진출과 지배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문헌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

도 축적되었다. 진천 지역에서 조사된 한성백제 유적은 성곽유적, 생산유적, 생활유적, 분

묘유적5)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유적들 중에서도 백제의 진천 지역 진출

과 지배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백제에 의해 전략적으로 축조되고 경영되었

던 성곽이나 철·토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던 생산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진천 지역에서 조사된 백제 한성기의 성곽유적과 생산유적으로는 대모산성, 석장리·구

산리·송두리 철 생산유적, 삼용리·산수리 토기 생산유적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유적을

통해서 백제의 진천 지역 진출과 지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제 한성기 성곽유적

성곽은 막대한 노동력과 고도의 토목기술이 집약되어 완성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대체

로 국가의 성립이나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특정 정치세력의 진출과 영역화 여부를 파악하

는 고고학적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진천 지역에서의 백제 성곽의 축조는 백제의

진천 지역 진출과 영역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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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기석(2005),  「한성백제의 청주지역 지배」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청주 신봉동유적을 중심으로』, pp.227-228.
5) 진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백제 한성기 고분이 정식으로 보고된 예는 없으나 삼덕리에서 조사된 횡혈식석실분이 백

제 한성기 돌방무덤의 구조와 유사하여 백제고분으로 추정되고 있고(중앙문화재연구원(2005),『진천 삼덕리 고분』),
대모산성과 인접하여 있는 성석리의 낮은 구릉에서 백제 흑색마연직구호가 수습되어 백제 고분군이 분포할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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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한성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진천 지역의 대표적인 성곽유적은 진천 분지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진천읍 성석리 산 1-5번지에 위치한 대모산성6)이 있다. 이 성은 진천

평야가 잇닿은 낮은 구릉 지대에 축조된 토성으로 내성內城, 외성外城, 자성子城의 독특한 3

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성의 둘레는 내성이 827m, 외성이 660m이며, 내성과 외성의 공

유 성벽을 제외한 전체 둘레는 1,250m이다.7)

성벽의 축조양상은 1996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 조사 당시 외

성의 남벽 동반부 쪽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성벽이 잘린 부분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 전형적

인 판축版築 공법에 의해 축조된 토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벽의 내벽 쪽에서 할석과

잡석으로 이루어진 보강석축부가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토성의 내벽 벽면을 돌로 보강하

여 마감한 석축시설은 한성백제의 왕성인 하남 위례성慰禮城으로 비정되고 있는 풍납토성

의 성벽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어 상호 관련성이 주목된다. 

지표 조사 당시 수습된 유물의 양상은 호壺, 옹甕 등의 타날문토기편들이 주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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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그림 1> 대모산성 전경(1), 지형도(2), 외성 남벽 단면토층(3), 내성 출토 토기류(4) 
(차용걸·노병식, 1996의 발굴보고서에서 수정 전재)

6) 이 산성은 본래 순수한 우리말인 ‘할미성’으로 불리었는데,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이를 한자화하여 대모산성으로 기
록하였다. 1990년 12월 14일에 이 산성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충청북도 기념물 제83호로 지정 고시되었다.(차
용걸·노병식(1996),『진천 대모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7) 이 둘레는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2,670척을 포백척(1척=46.8㎝)으로 환산한 1,249m와 거의 일치한다(차용걸·노
병식(1996), 앞의 책,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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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외에 중심시기가 2세기대로 편년되는 유개대부호有蓋臺附壺의 뚜껑편 1점이 있다.

타날문토기편들의 문양을 살펴보면 백제토기의 문양요소인 횡선부가평행선문橫線附加平行線

文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격자문과 평행선문, 그리고 삼한 시기에 유행한 평행

선문+횡침선 문양이 확인된다. 이러한 타날문토기편들의 양상은 대모산성에서 북동쪽으

로 3-4㎞ 정도 떨어진 삼용리와 산수리 백제 토기가마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시기

는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8) 또한, 뚜껑편을 비롯하여

일부 평행선문에 횡침선을 돌린 토기편들은 기원후 2-3세기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대모산성의 북쪽에 인접하여 위치한 2세기 중·후엽의 목관묘와 목곽묘가 조사된

송두리 유적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9) 이상의 대모산성에서 수습된 토기류의 양상을 통

해 보면, 대모산성이 축조된 지역은 성이 축조되기 이전인 삼한 시기부터 중심 지역으로 대

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4세기대에 백제가 이곳에 토성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모산성의 성격은 주변 유적의 분포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즉, 대모산

성의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청동기시대 고인돌과 백제 저장유구가 확인된 성석리의 유적들

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삼한 시기 무덤, 백제의 대규모 철 생산시설(제련로, 정련·

단야로)과 주거지, 저장유구, 토기가마 등이 조사된 송두리 유적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

으며, 그 외곽으로는 북쪽으로 3-4㎞의 거리에 삼용리와 산수리 백제 토기가마 유적, 동

북쪽으로 4-5㎞의 거리에 석장리와 구산리 백제 철 생산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적

의 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세기 대의 송두리 목관묘와 목곽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심시기가 4세기대로 대모산성의 축조 및 경영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로 판단되어 대모

산성과의 일정한 관련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상을 통해 보면 대모산성 일대는 청동기시대부터 진천 지역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백제가 진천 지역에 진출한 이후에는 대모산성을 축조하여 이

를 진천 지역 지배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모산성은 485년(신라 소지왕 6) 백제군과 함께 모산성母山城 아래에서 고구려군

을 대파하였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10) 바로 그 모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

고,11) 성 안에서 백제토기 이외에 소량이기는 하나 고구려토기와 신라토기편이 일부 확인

8) 1996년 지표 조사를 담당한 조사단도 대모산성에서 수습된 토기편들을 인접한 송두리·성석리유적, 청주 송절동·신
봉동고분군 등과 비교하여 3세기 중엽-5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다.(차용걸·노병식(1996), 앞의 책) 

9) 송두리유적은 토기류와 청동기의 출토 유물 상이 영남지역과의 교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발굴 조사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10) 秋七月高句麗侵北邊我軍與百濟合擊於母山城下大破之(『삼국사기』 권3 소지마립간 6).
11) 민덕식(1990), 「신라 대모산성의 분석적 연구」 『한국사연구』29 ; 양기석(200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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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이후에도 삼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는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진천 지역의 백제 산성으로는 장군봉산성이 있다. 이 성은 진천군 백곡면 명암

리와 이월면 노원1리·송림리와 경계를 이루는 해발 481m의 봉우리를 감싼 퇴뫼식 토축산

성이다. 성의 지형은 장군봉이라 불리는 최고봉에서 남쪽으로 낮아져 말안장 모양의 안부

鞍部를 이룬 다음 다시 높아진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 마안형馬鞍形을 이루고 있다. 성벽은 가

장 잘 남아 있는 북단의 경우 외측의 높이가 6-7m 정도에 달하며, 성벽 외측에 외환도 모

양의 평탄지 돌아가고 그 외연으로 낮게 토담처럼 되어 있는데, 두타산성의 서측부분과 흡

사하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320m 내외이며, 성 외 평탄부의 둘레는 120m 정도이다.

성벽이 파괴된 곳에서는 회청색 경질의 백제 원저단경호 파편이 다수 산포되어 있다.12)

(2) 백제 한성기 제철유적

진천 지역은 백제 한성기의 철 생산 유적들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가장 많이 확인된 지

역이다. 철은 초기국가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백제 역

시 철산지의 확보 및 철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은 국가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

이다. 따라서 진천 지역이 백제 한성기의 중요한 철 생산지의 하나였다는 것은 진천 지역

이 백제 중앙에 의해 전략적으로 경영되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진천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철유적은 석장리 유적, 구산리 유

적, 송두리 유적 등이 있다.

석장리 유적은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립

청주박물관에 의해 4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백제 한성기의 지상식 대형

상형로大形箱形爐와 반지하식 원형로圓形爐 등 제련로製鍊爐 수십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

해 백제의 철 생산 기술과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13) 석장리 유적의 제련로와 주변

취사 시설 등에서는 많은 양의 타날문단경호와 백제 한성기 중앙양식의 토기인 고배高杯·개

배蓋杯, 그리고 신라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날문단경호들

은 이 유적에서 서쪽으로 2-3㎞ 떨어져 위치한 백제 한성기 토기생산유적인 삼용리·산수

리 토기 가마 유적의 토기들과 기종 구성 및 기형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석장리 백제 제철 유적의 중심 조업 시기는 삼용리·산수리 토기 가마 유적의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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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북대학교 박물관·진천군(2001), 『문화유적분포지도 –진천군』.
13) 석장리유적은 2002년 4월에 지방기념물 124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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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한 4세기 대로 파악되고 있다.14)

한편, 2007-2009년도에는 석장리 철 생산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덕

산읍 구산리 산 11번지 일원의 공장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도 백제 원형제철로 3기 및

관련 폐기장이 조사되었다.15) 이 구산리 철 생산 유적은 석장리 유적과 같은 구릉으로 연

결되어 있어 서로 다른 철 생산유적이 아니라 하나의 철 생산 단지로 보인다. 따라서 덕산

읍 석장리와 구산리 유적 일원에는 대단위의 백제 한성기 제철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한성백제 토성으로 알려진 진천 대모산성의 북쪽에 해당하는 진천 송두산업

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송두리 유적에서는 마한-백제시기의 원

삼국시대의 주거지 248기, 건물지 29기, 수혈유구 480기, 집수시설集水施設 8기, 주혈군 13

기, 구상유구 68기, 토기가마 16기, 노爐 56기, 폐기장 6기, 토광묘 1기 등 900여 기의 대

규모 유구가 확인되었다.16) 이 유적은 철을 생산하는 노시설뿐만 아니라 철 생산 집단의

취락과 저장구덩이로 판단되는 수혈유구, 토기를 생산하는 가마, 집수시설 등이 일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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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종환(1997), 「충북지방 삼한·삼국토기의 변천-유적의 편년적 상대서열을 제시하며-」, 『고고학지』8, 한국고고미
술연구소. ; 이영훈 외(2004), 『진천 석장리 철생산유적』, 국립청주박물관·포항산업과학연구원, p.231. ; 성정용
(2006),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양상」 『한국고고학보』60.

15)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2010), 『진천 구산리 제철유적』. 
16) 중앙문화재연구원·송두산업단지개발, (2020),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진천 송두리유적 Ⅰ-Ⅴ』, p.450.

<그림 2> 진천 석장리 유적 제철로(1.A-4호, 2.B-23호), 송풍관(3·4), A-4호 노 출토유물(5) 
(이영훈 외, 2004의 발굴보고서에서 편집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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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범위를 달리하여 복합되어 있는 백제의 제철산업단지의 구조와 경관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7)

송두리 유적 내에서의 철 생산 노의 입지와 분포양상은 주로 구릉의 말단에서 충적평야

로 이어지는 지점인 주로 구하도舊河道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의 구

조는 직경 110-140㎝ 내외의 배재부排滓部가 부가된 제련로製鍊爐와 직경 30-80㎝ 내외의

단야로鍛冶爐로 구분되는데,18) 제련로는 주로 4지점과 7지점을 중심으로, 단야로는 1-3지

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송두리 유적의 철 생산시설의 조업 시기는 노시설 및 주변에서의 출토유물이 거의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철 생산집단의 거주지로 추정되고 있는 구릉 위쪽에 분포하는

취락 내 주거지들의 주거유형이 마한 사회에 백제의 영향이 미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4주+벽주식壁柱式이 일반적이란 점,19) 출토 유물의 주를 이루고 있는 토기류의

경우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호천 유역에서 4

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집선문이 타날된 발과 횡선부가평행선

문이 타날된 호·옹이 출토되고 있다.20) 이를 통해, 취락의 시기는 대체로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며, 그 중심시기는 4세기대로 판단된다.21)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면,

송두리 유적의 철 생산 조업의 중심시기는 석장리 유적과 큰 차이가 없는 4세기 대로 추정

된다.

(3) 백제 한성기 토기생산유적

지금까지 호서 지역에서 확인된 마한-백제 한성기의 토기를 생산하는 가마유적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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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정용(2018), 「진천 송두리 백제 제철유적 조사 성과에 대한 토론 요지」 『최근 백제사 연구의 제문제』, 제31회 백제
학회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18) 철생산 공정은 크게 제련과 단야공정으로 구분된다. 제련은 철광석 등의 원료를 제련로에서 녹여 철을 빼내 철괴를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단야는 1차 생산물인 철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2차 생산물인 철소재(강괴)를 생산하는
정련단야와 정련단야에서 생산된 철소재를 반복 단련하여 철기를 생산하는 단련단야로 구분된다.(최영민(2017),『고
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제철기술 연구』, 진인진)

19) 김승옥(2007), 「금강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연구」 『한국고고학보』65 ; 박중균(2012), 「원삼국기 금
강유역의 주거와 취락유형-호서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63.

20) 박순발은 백제의 영역변천과 관련하여 승문(평행선문)계 심발형토기가 격자문계 심발형토기를 대체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천안·청주 등 중서부지역의 남부지역에는 4세기 중엽경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박순발
(2001), 「深鉢形土器考」 『호서고고학』4·5) 또한, 박중균은 한성백제의 미호천유역 진출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
의 하나로 승문(평행선문)계 발과 횡선부가평행선문 호·옹의 출현을 들었으며, 그 출현 시점을 4세기 중엽 혹은 후
엽으로 보았다(박중균(2015), 「미호천유역의 마한에서 백제로의 전환과 재지세력의 존재양태」 『호서고고학』33). 

21) 보고자는 송두리유적 주거지들의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는 진천 삼용리·산수리 1-3단계와 대응된다고
보았으며, 중심시기를 3세기대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삼용리·산수리 토기요지군 대한 편년관이 당초의 3세기 전반
-4세기 후반에서 현재는 대체로 3세기 후반-5세기 초로 보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주거지들의 중심시기는 3세기가
아니라 4세기대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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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내의 주거지 사이에 1-2기가 소규모로 분포하는 경우와 취락과 별개로 6-10기 이상

의 토기가마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체로 취락 내에서 수

요되는 토기를 자급하기 위해 취락 내에서 생산·공급하는 형태이다. 반면, 후자는 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집단이 토기를 대량으로 제작·생산하여 보다 광역적으로 공급·유통

하는 토기생산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토기 생산과 이에 대한 광역적 유통

은 국가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대체로 토기가마의 경우 취락 내에 소규모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진천 지역에서 토기를 전문적 생산하는 한성백제의 대규모 토기가마유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지금까지 진천 지역에서 조사된 토기 생산유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진천 삼

용리·산수리 유적과 최근에 조사된 송두리 유적이 있다. 

진천 삼용리 유적과 산수리 유적은 이월면 삼용리 141-3번지와 덕산읍 산수리 195-1번

지 일원에 위치한 유적으로 1986년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 조사 및 발

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발굴 조사는 1986년부터 1991년도까지 6년에 걸쳐 이

루어졌으며, 그 결과 한성백제시기의 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였던 대규모 토기가마유

적이 조사되었다.

삼용리 유적에서는 총 11기, 산수리 유적에서는 총 8기의 한성백제 토기가마가 발굴조

사 되었다. 가마의 구조는 오름식가마[登窯]이며, 규모는 길이가 3m 내외의 소형부터 8m

에 이르는 대형까지 크기는 다양하다. 가마에서 생산된 토기 기종은 호壺·옹甕·발鉢·완盌·장

란형토기·동이·시루·반盤 등의 일상용기와 고배高杯·개배蓋杯·병 등의 한성백제 중앙양식토

기, 송풍관, 아궁이테 등 다양하다.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에서 생산된 토기들은 인근의

석장리 제철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1988년도에 조사된 삼용리 토기가마에서 생

산된 송풍관은 석장리 및 주변 철 생산 시설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2) 이뿐만 아

니라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에서 생산된 토기들은 오창 송대리·주성리 고분군, 청주 송

절동·봉명동·신봉동 고분군, 천안 용원리 고분군 등 오창·청주·천안 등 주변 지역에서 확

인되고 있고, 더욱이 한강수계를 따라 원주 법천리 고분군, 서울 풍납토성과 석촌동 고분군

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광역적 유통망을 통해 유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3)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유적의 조업 시기는 보고자의 경우 5단계 3기로 구분하고 1기(1

단계)는 3세기 전반-3세기 중반, 2기(2·3단계)는 3세기 중후반, 3기(4·5단계)는 3세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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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종환은 송풍관이 일상용기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석장리 제철유적과 삼용리·산수리요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서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신종환(1997), 앞의 책).

23) 류기정(2006), 「진천계 토기의 유통분석」『진천 삼용리·산수리 토기 요지군』,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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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4세기 중반경으로 파악

하였다.24) 이에 반해 신종

환은 4세기대로,25) 성정용

은 3세기 후반-4세기 후반
26), 김진영은 3세기 후반-

5세기 초27)로 파악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보면 대체로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유

적의 중심시기는 4세기대로

보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

며, 하한은 5세기 전반까지

운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삼용리·산수리 토

기가마유적은 4-5세기 전

반 한성백제의 토기 생산

및 유통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유적으로 그 중요

성이 인정되어 산수리 요지

군은 1988년에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325호로, 삼용

리 요지군은 1991년에 사적

제344호로 지정되어 보존

하고 있다.

진천 송두리 유적에서는

16기의 토기가마가 확인되

었는데, 이 중 10기가 5-4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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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진천 산수리 87-7호 토기가마(1·2) 및 출토유물(3-7)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의 발굴보고서에서 전재)

24) 류기정(2006), 「분기와 연대 분석」 『진천 삼용리·산수리 토기 요지군』,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5) 신종환(1997), 앞의 책, p.45.
26) 성정용(2006), 앞의 책, pp.132-135.
27) 김진영(2015), 『진천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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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일부 가마는 몇 차례의 개·보수를 하여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송두리 유적 5-4지점은 토기 생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단지였을 것으로 파악되었

다. 토기가마의 중심 조업 시기에 대해 보고자는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군의 2·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한은 4세기 중반까지로 보았다.28)

이상을 통해 보면, 백제 한성기인 3세기 후반-5세기 전반 진천 지역은 백제가 진출하면

서 철과 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백제의 중요한 생산기지로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즉, 당시 진천 지역은 점토와 철광석, 목탄29) 등을 원할히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

추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백제의 통제하에 석장리·구산리·송두리·산수리·삼용리 일

대에 대규모 토기 및 철 생산기지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0) 그리고 그 중심에 대모

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고구려의 남하와 진천 지역 진출

1) 고구려의 진천 지역 진출과 신라·백제와의 대치 양상

삼국 중 백제에 이어 진천 지역에 진출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고구려 영유기의 진천 지

역은 금물노군今勿奴郡이라는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1)

고구려가 진천 지역에 진출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5세기 중엽32) 혹은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남하한 5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33)으로 판단된다. 『삼국사기』 지리

지를 보면, 고구려는 당시 청주의 북쪽과 동북 방면인 진천[今勿奴郡], 음성[仍忽縣]34),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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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앙문화재연구원·송두산업단지개발(2020),『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진천 송두리유적Ⅴ』, pp.522-526.
29) 철과 토기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목탄을 생산하는 4-5세기대 목탄요는 진천 사양리(2기), 산수리(2기),

내촌리 당골(2기), 금곡리(1기), 신척리(5기) 등지에서 조사되었으며, 진천 지역에서는 지금도 숯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 

30) 신종환(1997), 앞의 책, p.47. 
31) 黑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삼국사기』권35 지리2).
32) 전덕재는 고구려가 충주지역에 진출하여 중원고구려비를 건립한 시점을 5세기 중반으로 보고 이 시점에는 고구려가

진천 지역에 진출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전덕재(2016), 「신라의 북진과 서북 경계의 변화」『한국사연구』173, p.93)
33) 고구려의 증평지역 진출을 475년 백제 왕도 한성 공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양기석(2012), 「삼국의 증평지역 진

출과 이성산성」『중원문화연구』18·19, p.15)면 증평의 북서부에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진천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진
출 시기도 475년 고구려가 백제 왕도 한성을 함락한 후 남하한 5세기 후반경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가 백제 한성
을 함락한 5세기 후반(475) 이후 남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는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경기·충
청지역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세종 남성골 성책유적, 대전 월평동유적, 안성 도기동 성
책유적 등이 있다.

34) 陰城縣 本高句麗仍忽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권35 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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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仍斤內郡]35), 증평 도안[道西縣]36) 지역에 진출하였으며, 소백산맥을 넘어 보은[三年

山郡], 미원, 청천[薩買縣]지역에 진출하여 있던 신라와 대치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삼국사기』에는 5세기 후반-6세기 중엽의 시기에 이들 지역을 무대로 고구려와 신라·

백제 양국 간에 일어났던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ㄱ)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침입하여 우리 군사(신라군)가 백제와 함께 모

산성母山城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깨트렸다.(484년, 소지마립간 6)

ㄴ) 가을 7월에 장군 실죽實竹 등이 고구려와 살수薩水의 들판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

고 물러나서 견아성犬牙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고구려군이 그곳을 포위하였다. 백제

왕 모대牟大가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니 포위를 풀었다.(494년, 소지마립간 16)  

ㄷ) 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

성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의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 이찬伊湌 이사부異斯

夫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이를 쳐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군사 1천 명을 머물

러 두어 지키게 하였다.(550년, 진흥왕 11) 

위의 기사와 관련한 지명을 살펴보면 ㄱ)의 모산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천의 대

모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37) 그리고 ㄴ)에서 살수의 들판은 신라 때의 살매현으로 청주

시 미원면38) 이나 괴산군 청천면39) 또는 미호천 중상류의 청주시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40)

등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견아성에 대해서는 당시의 교통로를 감안하여 보은 일대로 보는

견해41)가 있다. 다음으로 ㄷ)의 도살성은 고구려의 도서현道西縣으로 현재의 증평군 도안면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2) 그리고 금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백제 대록군大麓郡

의 영현領縣인 금지현金池縣과 연결하여 세종시 전의면 일대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나,43) 최

35) 槐壤郡 本高句麗仍斤內郡 景德王改名 今槐州.(『삼국사기』 권35 지리2).
36) 都西縣 本高句麗道西縣 景德王改名 今道安縣.(『삼국사기』 권35 지리2).
37) 최근에는 모산성을 문경의 대모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강민식(2013),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

치선」 『군사』 87, pp. 221-224 ; 윤성호(2017),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3).

38) 양기석(2001),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서원소경연구』, 서경, p.34.
39) 전덕재(2016), 앞의 책, p.95.
40) 강민식(2013), 위의 책, p.228. 
41) 양기석(2001), 위의 책, p.34.
42) 민덕식(1983), 「고구려 도서현성고」 『사학연구』36, p.9 ; 서영일(1999),『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p.85 ;

양기석(2001), 앞의 책, p.34 ; 김영관(2008), 「고대 청주지역의 역사적 동향」 『백산학보』82, p.50 ; 전덕재(2016),
앞의 책, p.97 ; 윤성호(2017), 앞의 책, p.87.  

43) 양기석(2012), 앞의 책, p.24 ; 전덕재(2016), 앞의 책,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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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진천 대모산성 일대로 보는 견해44)가 있어 흥미롭다. 

이상을 통해 보면 5세기 후반경 고구려는 진천, 증평, 괴산, 세종시 전의면·부강면 일대

에 진출하여 6세기 중반경까지 신라·백제 양국과 밀고 밀리는 대치상태를 이어갔던 것으

로 보인다.   

2) 진천 지역의 고구려 관련 고고학 자료

진천군에서 발견된 고구려와 관련된 고고학

적 자료는 진천군 만승면 회죽리에 출토된 것

으로 전해지는 금동귀걸이[金銅太鐶耳飾] 1점,

그리고 진천읍 성석리의 대모산성 내부와 그 북

쪽에 인접한 송두리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계) 토기 등이 있다. 비록 아직까지 뚜렷한 고

구려 유구가 조사된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

만, 이들 고구려(계) 유물은 역사기록과 더불어

고구려가 5세기 중엽 혹은 후반 경 진천 지역에

진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물질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진천 지역에서 출

토된 고구려(계) 유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천 회죽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고구려 금동귀걸이는 1963년 국립중앙박

물관에서 진천에 사는 최종선 씨에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형태를 보면, 주환主環

은 금동판을 말아 만든 속이 빈 굵은고리太鐶로 여기에 작은 둥근고리 12개를 구체球體 모

양으로 붙여 만든 중간식(샛장식)을 연결하였으며, 수하식(끝장식)은 크고 작은 심엽형心葉

形 장식 각 하나씩을 매달았다.45) 이 회죽리 출토 금동귀걸이는 양식상 평안남도 대동군

출토품, 집안 마선구역 수집품 등 평양과 집안의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과 유사한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46) 그 시기는 6세기 전반 이후로 편년되고 있다.47)

44) 윤성호(2017), 앞의 책, pp.90-91.
45) 박영복·김성명(1990), 「중부지역 발견 고구려계 귀걸이」 『昌山金正基博士 회갑기념논총』, pp.584-598.
46) 이한상(2013), 「耳飾으로 본 고대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의 교류」 『백제문화』49, p.191.
47) 이한상(2005), 「고구려의 장신구」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려대학교 박물관·서울특별시, p.195. 한편, 김영

관은 이 회죽리 출토 금동귀걸이에 대해 475년 고구려의 남진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로서는 부적합하고, 6세기
전반 어느 시기에 고구려 세력이 남하했다가 남긴 유물로 보았다.(김영관(2006),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선사와 고대』 25, p.664).

<그림 4> 회죽리 출토 금동귀걸이 
(박영복·김성명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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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모산성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 1점은 내성의 중간지역 북측 농로 옆에서 수

습한 것으로 동체부가 결실되었지만 구연부와 저부가 남아있어 기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48) 표면이 흑색을 띠며 마연된 전형적인 고구려토기 옹으로 그 시기는 구연부 형

태가 구연단을 밖으로 말듯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6세기 전반경으로 판단된다.49) 이러

한 고구려토기는 대모산성의 바로 북쪽 성 밖에 위치한 송두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송

두리 유적은 진천에서 진천 IC로 통하는 도로의 확장·포장 공사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백제 주거지와 고상 건물지로 추정되는 기둥구덩

이들, 나무로 짠 우물 등 백제 한성기의 유구들이 조사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유적의 동쪽

부 유물산포지에서 장동호, 호, 동이 각 1점씩의 고구려토기들이 일괄 수습되었다.50 송두

리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들은 기형과 제작기법, 구연부 형태 등에서 세종 남성골

고구려 성책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들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5세기 후반경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위의 진천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유물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이후의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 고고학 자료로서 진천 지역이 고구려

의 금물노군今勿奴郡이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자료51)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다고 생각한다. 

3. 신라의 진천 지역 진출과 지배 양상

1) 신라의 북진과 진천 지역 진출

『삼국사기』 지리조에서 진천 지역은 본래 고구려에 속하였다가 신라에 속하면서 흑양군

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기록52)되어 있다.

신라가 진천 지역에 진출한 시점은 신라가 증평 지역에 진출한 550년 전후의 시기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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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차용걸·노병식(1996), 앞의 책, p.84.
49) 대모산성 출토 고구려토기 옹의 구연부 형태는 최종택의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 호·옹의 구연부 형태 D형에 가깝다.

이러한 구연부 형태는 5세기 후반 경으로 편년되는 세종 남성골 고구려 성책유적과 대전 월평동유적에서는 한 점
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연천호로고루, 아차산 4보루 등의 한강 이북 고구려 보루유적에
서 출토되고 있다.(최종택(2006),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연구」『선사와 고대』24, pp.290-291.

50)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5),『진천-진천I·C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송두리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pp.168-
172.

51) 김영관(2006), 앞의 책, p.664.
52) 『삼국사기』권35 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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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53) 신라는 5세기 후반에 경북 북부지역에서 고구려세력을 몰아낸 후54) 죽령로와

계립령로, 그리고 화령과 추풍령로의 세 방면으로 북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55) 신라

의 북진루트 중에서 죽령로와 계립령로는 고구려와 6세기 중엽까지 한동안 대치상태를 이

어갔던 반면 화령과 추풍령로를 통한 북진은 계속 추진되어 금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였으

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470년(자비마립간 13)에 보은 삼년산성

三年山城을 축조하여 지배거점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6) 

이처럼 신라는 470년에 보은 삼년산성을 축조하여 북진의 전진기지를 확보한 후에 크게

두 방면의 루트를 통해 북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대백제對百濟 방면의 루트로서

5세기 후반 보은(삼년산성)→수리티[蘆嶺]→회인(매곡산성)→먹티[墨嶺]→문의(양성산성

과 미천리 고분군)에 진출하여 금강 상류의 서안 지역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는 대고구려

對高句麗 방면 루트로 보은 삼년산성→보은 내북면 창리(주성산성)→미원면 성대리(낭성산

성)→북일면 초정리(구라산성) 지역으로 진출하여 고구려와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57) 이

러한 북진 과정에서 신라는 앞서 사료 ㄷ)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50년(진흥왕 11) 증평에

위치한 도살성과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금현성을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빼앗고 이를 통

하여 북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58) 신라의 진

천 지역 진출 경로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위에서 살펴본 신라의 북진

루트 중 대고구려방면 루트인 보은 삼년산성에서 미원-북일-북이-증평을 거쳐 진천 지

역에 진출하였다고 보는 것이다.59) 다른 하나는 역시 앞서 살펴본 신라의 대백제 방면 루

트인 보은 삼년산성에서 회인-문의를 거쳐 청주 지역에 진출한 후 미호천의 지류인 성암

천을 따라 북진하여 잣고개를 넘어 진천에 진출한 것으로 본 견해이다.60) 신라의 진천 지

역 진출 경로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보은에서 미원-북일-북이

-증평-진천으로 이어지는 신라 산성의 분포양상을 통해 볼 때 전자인 증평 지역을 거쳐

진천 지역에 진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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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라가 550년 직전(양기석(2001), 앞의 책, p.63) 혹은 550년(전덕재(2016), 앞의 책, p.97)에 청주지역 진출하였
으며, 550년을 전후로 증평지역에 진출하였다는 것(양기석(2012), 앞의 책, p.22)을 고려하면, 이와 거의 같은 시
기에 신라가 진천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54) 전덕재(2016), 앞의 책, p.89.
55) 양기석(2012), 앞의 책, p.22.
56) 양기석(2012), 앞의 책, p.22.
57) 양기석(2012), 앞의 책, p.23.
58) 신라는 이 여세를 몰아 551년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하고 각기 상류와 하류지역을 차지하였으

며, 553년에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을 급습하여 빼앗은 다음 한강 상류의 10군과 하류지역의 6군을 합하여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전덕재(2016), 앞의 책, p.21).

59) 서영일(1999),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pp.88-98 ; 양기석(2001), 앞의 책, p.35. 
60) 윤성호(2017), 앞의 책,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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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진천 지역 진출을 보여주는 자료는 문헌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舒玄이 만노군萬弩郡 태수가 되어 만명萬明과 함께 만

노군으로 갔고 김유신이 진평왕 건복建福 12년인 수문제隋文帝 개황開皇 15년(595)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만노군은 지금의 진주鎭州이고 처음 유신의 태를 고

산에 묻었으므로 지금까지 태령산이라 한다고 주석을 덧붙여 놓았다.61) 지금도 진천의 태

령산 정상에는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藏胎는 기록과 관련된 석축유구가 남아 있으며, 김유신

의 탄생지 및 태실胎室을 국가 사적 제414호로 지정(1999.6.11.)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2) 고고학 자료로 본 신라의 진천 지역 지배 양상

진천 지역에 진출한 신라는 진천 지역을 북진의 교두보로서 중요시 여겼던 것으로 보인

다. 이는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설치한 신주의 군주로 임명된 김무력金武力의

아들 서현을 진천의 만노군 태수太守로 임명한 것을 통해서도 신라가 진천 지역을 중요하

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62) 신라 진출 이후에 축조되거나 조영된 산성과 수

많은 고분군, 신라 관련 지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 거점산성의 축조와 신라의 진천 지역 지배

진천 지역에서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산성은 도당산성都堂山城과 두타산성이 있

다. 진천 도당산성63)은 진천읍 벽암리 산 36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라의 석축산성으로 잣

고개를 통하여 진천에서 오창, 청주로 통하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성벽은

남북방향으로 위치한 해발 201.6m와 195.8m의 두 개의 봉우리와 여기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을 따라 축조하였으며, 동쪽의 계곡은 계곡 상단을 가로질러 축조하였다. 이

러한 산성은 정약용의 우리나라 산성 분류안에 따르면 ‘사몽봉형紗帽峰形’ 산성에 속하며, 청

주 부모산성, 북이면 낭비성, 북일면 구라산성, 충주 남산성 등 신라의 북진과정에서 축조

된 산성들은 모두 이러한 유형의 산성들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벽의 축조기법 역

시 성 안팎의 벽을 모두 축조한 내외협축內外夾築 기법으로 축조하여 전형적인 신라 석축성

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성벽의 둘레는 성 외벽의 추정 통과선을 기준으로 하면 8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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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
62) 윤성호(2017), 앞의 책, p.92.
63) 도당산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전기의 지리지인『신증동국여지승람』 진천 고적(古跡)조의 기록으로 이를 보면

‘도당산성은 현(縣)의 서쪽 3리에 있다. 석축으로 둘레가 1,836척이며, 성안에 우물 2개가 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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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1,836척을 포백척布帛尺으로 환산한 둘레와 거의 일

치한다.64) 대체로 신라는 5세기 후반 이후 북진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의 거점에 거

점성을 축조하여 지배와 북진의 기지로 삼았으며, 이때 축조된 거점성들은 대부분 사모봉

형의 유형에 둘레가 1㎞ 내외의 규모를 가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

면 도당산성은 만노군의 치소성이자 진천 지역의 군사적 거점인 거점성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선조문線條文이나 승문繩文이 타날된 신라 기와류, 동이·호·

옹·완 등의 신라 토기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물의 양상은 이 석축산성의 축조

및 경영주체가 신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략적인 축조 시점은 반원점문半圓點文이 시

문된 토기 뚜껑편그림 5의 6번 유물이나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원점문圓點文이 시문된 토기

편(그림 5의 7번 유물)65)을 통해 볼 때, 신라가 진천 지역에 진출한 6세기 중엽 이후의 어

느 시점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목되는 부분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라 기

와 및 토기편들 외에 1-2점에 불과하지만 한성백제의 것으로 볼 수 있는 횡선부가평행선

문이 타날된 토기편과 기와편(그림 5의 3번 유물), 그리고 고구려토기 뚜껑편으로 볼 수

있는 보주형꼭지가 달린 뚜껑편(그림 5의 4번 유물)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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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차용걸·조순흠·백영종(2005), 『진천 都堂山城-지표·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p.31.
65) 삼각집선문+원점문은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신라 후기 양식 토기의 문양으로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진출하

여 축조한 거점성인 청주 부모산성, 북이 낭비성 등에서 출토되었다.

<그림 5> 진천 도당산성 지형도(1), 성벽(2), 출토유물(3-7)
(차용걸·조순흠·백영종, 2005의 보고서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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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석축산성 축조 이전에 백제나 고구려가 산성과 같은 방어시설을 축조하여 사용하

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의 조사가 기대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두타산성은 진천군 초평면과 증평군 도안면 경계의 해발 598.3m의 봉우리와

그 동남쪽의 해발 596.4m의 봉우리, 그리고 북쪽의 계곡 상단을 두른 석축산성이다. 성

의 둘레는 1,200m로 삼국시대 성으로는 큰 규모에 속하며, 성 내에는 넓은 평지가 형성되

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산 위가 평탄하고 오목한 곳이 있어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우물과 샘이 있다”66)라고 하였다. 성내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의 기와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67) 삼국시대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없

으나, 보은 삼년산성-미원 낭성산성-미원과 북일 경계의 구라산성-북이 낭비성·노고성

-증평과 진천 경계의 두타산성-진천 도당산성으로 이어지는 신라 북진 루트상의 일렬로

연결되는 산성 가운데 하나임을 통해 볼 때68) 고구려와의 대치 국면에서 신라 북진의 군

사적 거점성으로 판단된다. 

(2) 진천 지역 신라고분의 양상과 성격

진천 지역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신라고분이 거의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

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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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동지지』권6 진천 山水.
67) 충북대학교박물관·진천군(2001),『문화유적분포지도-진천군-』, p.224. 
68) 양기석(2001), 앞의 책, p.35; 강민식(2013), 앞의 책, p.229.

유적명 묘제 출토유물

원덕리
(교성리)유적

석실분 1기, 
석곽묘 24기

유개고배(有蓋高杯), 대부장경호(臺附長頸壺), 

완(盌), 단경호(短頸壺), 대부완(臺附盌), 대부호(臺附壺), 

대부병(臺附倂), 병, 뚜껑, 낫(鐵鎌), 손칼(刀子), 과판(銙板) 등 

송두리유적 석곽묘 3기 병, 부가구연대부장경호(附加口緣臺附長頸壺), 고배, 완 등

사곡리유적 석곽묘 1기 병, 완

산수리유적 석곽묘 1기 완

죽현리유적 석곽묘 1기 단경호, 완

내촌리 당골유적 석곽묘 8기 고배,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병

금곡리 모치울유적 석곽묘 5기 완, 고배

구산리유적 석곽묘 2기
유개고배, 고배,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臺附直口壺), 완, 뚜껑

교성리 남산골유적 석곽묘 2기
유개고배, 고배,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유개대부완, 
완, 뚜껑, 대부장경호

<표 1> 진천 지역 신라 고분유적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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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지역의 대규모 신라고분유적은 원덕리(교성리)유적이 있다. 이 유적은 진천군 진천

읍 원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5기의 신라고분이 발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69)

신라고분은 돌덧널무덤[石槨墓]가 24기, 돌방무덤[石室墳]이 1기로 돌덧널무덤 위주로 조

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덤의 구조도 시신을 위에서 안치하는 수혈식竪穴式이 아

니라 시신을 무덤의 앞에 트인 입구를 통해서 안치하는 횡구식橫口式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 유물은 토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유개고배有蓋高杯, 대부장경호臺

附長頸壺, 완盌, 단경호短頸壺, 대부완臺附盌, 대부호臺附壺, 대부병臺附倂, 병甁, 뚜껑[蓋] 등으로

이중 고배와 뚜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원덕리(교

성리)유적의 무덤의 조성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진천 지역에서는 앞 <표 1>의 송두리유적, 사곡리유적, 내촌리 당골유적, 구산리

유적 등 신라 고분유적이 확인되고 있는데, 확인된 묘제는 역시 원덕리(교성리)유적과 같

은 돌덧덜무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물은 단각고배短脚高杯와 부가구연대부장경호附加口

緣臺附長頸壺 등이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단각고배와 부가구연장경호는 대체로 중원 지

역의 신라고분 편년에 따르면 최병현의 신라 후기 Ⅰ단계70)와 산본효문山本孝文의 Ⅱ단계
71)에 해당하며, 그 시기는 6세기 후반-7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보면, 진천 지역의 신라고분은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시기에 해당하며,

무덤양식[墓制]은 돌덧널무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진천 지역에서 조영된 신라고분의 무덤양식이 돌덧널무덤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양상은

신라가 북진과정에서 영역화한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했던 것으

로 보인다. 5세기 후반 이후 신라의 북진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된 지역에 조영된 신라고분

군의 무덤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풍령로와 화령로, 죽령로를 통해 5세기 후반경

혹은 6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진출한 것으로 보이는 영동(지봉리고분군·유전리고분군)·옥

천(금구리고분군), 문의(미천리고분군), 단양(하방리고분군) 등에 조영된 신라고분은 모두

장폭비가 세장한 돌덧널무덤(횡구식석곽묘)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진천 지역의 신라고분과 같은 돌덧널무덤이 조영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라가 6세기 중엽경 진출하여 557년(진흥왕 18) 소경小京을 설치하고,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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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 유적은 행정구역상 원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발굴보고서에는 교성리유적으로 보고되었다.(권학수 외(2002),
「진천 교성리 발굴조사 보고서」 『오창-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시굴·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
교 중원문화연구소) 이 글에서는 원덕리(교성리)유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70) 최병현(2009), 「중원의 신라고분」 『중원문화권 고분의 전개양상과 성격』, 국립중원문화연구소.
71) 山本孝文(2001), 「고분자료로 본 신라세력의 호서지방 진출」 『호서고고학』4·5.
72)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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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듬해인 558년(진흥왕 19) 봄 2월에 귀족 자제와 6부의 부유한 백성을 옮겨 채운73) 충

주 지역의 경우는 누암리고분군, 하구암리고분군 등 대규모 고분군이 조영되었으며, 고분

군 내에 조영된 무덤양식도 돌덧널무덤 보다 위계가 높은 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이 중심

을 이루고 있는 양상74)을 보이고 있어 같은 시기 진출하여 조영된 진천 지역의 신라고분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소경이 설치된 중심 지역은 위계가 높은 돌방무덤을 중

심으로 돌덧널무덤이 함께 조영되고, 진천 지역을 비롯한 영동·옥천·문의·단양 지역 등 신

라 북진의 군사적 거점 지역들은 돌덧널무덤이 주묘제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75)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신라는 고구려에 이어 6세기 중엽 경에 진천 지역에 진출하

였으며, 신주의 군주 김무력의 아들 서현을 진천의 만노군 태수로 임명할 정도로 신라 북

진의 군사적 거점지역으로서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진천 지역의 지배와 북진의 군

사적 거점으로서 신라가 축조하고 경영한 도당산성과 두타산성, 그리고 진천 지역에 분포

하는 원덕리(교성리)고분군을 포함한 다수의 신라고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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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19년.
74) 누암리고분군의 경우 발굴조사된 고분을 보면 돌방무덤이 25기, 돌덧널무덤이 8기로 돌방무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구암리고분군의 경우 돌방무덤이 38기, 돌덧널무덤이 31기로 돌방무덤이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75) 박중균(2011), 「中原 고분유적의 검토」 『선사와 고대』34, pp.166-167.

<그림 6> 진천 교성리 Ⅰ-16호 석곽묘 및 출토유물
(권학수 외 2002, 보고서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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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통일신라시대

1.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의 역사지리적 성격

1) 통일신라시대의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76)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늘어난 인구를 다스리기 위하여 중앙의 정치기구를 확대 개편

하고, 지방의 행정구역도 재편성하였다. 삼국통일 이전에는 전국을 5주로 나누어 지배하

였으나 삼국통일 이후에는 확대된 영토에 걸맞게 9주州로 지방제도를 재편성했다. 

통일신라의 9주州는 먼저 686년(신문왕 6)에 사비주泗沘州·발라주發羅州 대신에 웅천주熊川

州·무진주武珍州를 설치하였는데, 웅천주는 진천과 가까운 공주에 그 치소를 두었다. 신문

왕 7년에는 일선주를 파하고 사벌주沙伐州를 둠으로써 사벌주·삽량주·청주·한산주·수략주·

하서주·웅천주·완산주·무진주의 9개 주가 모두 정비되었다. 이 가운데 진천 지역은 경기

도 하남에 치소를 둔 한산주漢山州에 소속되었다. 

신문왕 대에 완성된 9주 밑에는 120개의 군郡과 305개의 현縣이 있었다. 통일신라의 군

郡은 대개 3개 내지 4개의 현縣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에 일반적으로 군의 영역이 현의 영

역보다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군郡 아래에 두어진 현縣은 이미 중고기 진평왕 대에 설치되

기 시작한 듯하다. 주로 한강 하류 역의 새로 개척한 영역에 두어 피폐해진 생산 기반을 확

충하고 병력 동원을 원활히 하려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했다. 문무왕 대(661-681)부터는

전후 복구 사업의 성격을 띠며 확대 실시되었고, 점차 민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영

현領縣을 가진 군은 그 직속 촌村으로 이루어진 구역과 영현이 차지하는 구역을 포괄하는

형태였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는 전국에 걸쳐 주州·군郡·현縣제를 실시했으나, 특수한 행정구역도

혼재해 있었다. 토지 면적이나 호구 수가 현을 설치하기에 부족한 경우는 그 지역을 향鄕

과 부곡部曲으로 삼았다. 향과 부곡에 사는 주민들은 일반 민에 비해 낮은 신분이었고, 무

거운 수취 부담을 졌다. 

한편,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지방 통치의 거점 지역에 소경小京을 설치했다. 소경은 모두

5개 설치되었는데, 소경에는 왕경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했으며 왕경의 행정구역과 같은

도시 구획이 설정되어 있었다. 5소경 가운데 진천 지역의 동북쪽인 충주에는 중원경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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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김창석(2016), 「통일신라의 개막과 전개」, 『한국고대사』1, 푸른역사, pp.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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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고 남쪽인 청주에는 서원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진천 지역은 이 두 소경 바로 외곽

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소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치가 진천 지역의 행정과 일반

민의 생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소경小京 밑에는 일반적으로 촌村이라 불리는 작은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 촌은 자연촌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촌이 합쳐서 이루어진 행정적인 구역으로 짐작된다. 이 행정 촌에는

그 지방에 토착하는 유력자를 촌주村主로 삼아 지키게 하였는데, 이 촌주들은 중앙에서 파

견된 현령의 통제를 받았으나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취의 실무를 담당한 토착 세

력이었다.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 촌락 사회의 모습은 소경의 모습과는 달랐겠지만 대체적인 상

황은 소경 지역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진천과 가까운 서원경(청주) 지역의 사

회 상황을 파악한 촌락문서의 존재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촌락문서』에는 여러 개의 취락군으로 구성된 촌락들이 지방 통치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지방의 유력자인 촌주村主가 몇 개의 촌락을 관하에 두고 지방행정, 조세 수취, 노동력 징

발 등을 담당했고 이들은 다시 서열화되어 현이나 군 단위로 편성되었다. 촌주가 지역사

회의 행정과 조세 수취를 담당하는 상황은 진천 지역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 통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개의 군단을 지방의

요충지에 배치했다. 9주에는 각기 비금당緋衿幢·만보당萬步幢·사자금당師子衿幢·오주서五州誓

등의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77) 10정停은 기병 부대로 보이는데 원래의 신라 지역, 고

구려 고지, 백제 고지에 골고루 배치했다. 이처럼 통일기에 마련된 군사 집단의 배치가 진

천 지역에도 있었는지는 현재의 자료로 알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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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李文基(1990),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硏究」, 『國史館論叢』20, 國史編纂委員會, pp.11-13; 朴泰祐(1987), 「統一新羅
時代의 地方都市에 對한 硏究」, 『百濟硏究』18, p.63.

9주 5소경 10정 삼국 시기 
해당 지역의
영유 국가

명칭
(경덕왕대)

치소 명칭 위치 명칭 위치

沙伐州(尙州) 상주 음리화정 상주

신라歃良州(良州) 양산 금관경 김해 삼량화정 달성

菁州(康州) 진주 소삼정 함안

熊川州(熊州) 공주 서원경 청주 고량부리정 청양
백제

完山州(全州) 전주 남원경 남원 거사물정 임실

<표 2> 통일신라시대의 지방 행정 제도와 지방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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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신라시대 한산주漢山州78) 설치와 진천 지역 관할

진천 지역은 동쪽으로는 노령산맥의 산지를 등지고 있으며, 서쪽으로 파랑상波浪狀의 구

릉지가 연이어져 있는 준평원에 곡창지대인 미호평야가 펼쳐져 있고, 무심천無心川이 군의

동남쪽을 흘러 청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록도시山麓都市라고 할 수 있다.79)

또한 진천 지역은 청주 지역과 함께 신라 5통通의 하나인 ‘북요통北徭通’상에 위치하며, 경

주에서 경산, 성주, 선산, 상주, 보은, 수리티와 피반령을 넘어 청주에 이른다. 여기서 북

쪽으로 진천, 죽산, 안성을 거쳐 한강 하류 지역에 통하고, 북동쪽으로는 증평, 도안을 거

쳐 중원소경인 충주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이다. 그리고 진천 지역은 공주(웅주)와 대중국

외교의 통로인 남양(당항성)에 이르는 구백제 가도상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80)

충청북도 진천 지역은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로부터 신라가 영유권을 확보한 이후 소

백산맥 이남 지역을 주 무대로 생활하던 신라의 북진 기지가 되었는데, 삼국통일 이후에

는 한산주漢山州의 최남단 지역으로서 백제의 고토에 설치한 웅천주熊川州와 경계를 이루었

다.81)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이 소속되어 있던 한산주漢山州는 신라 9주州의 하나로서, 현재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송파구 일대가 그 범위에 해당되었다. 이

곳은 원래 백제의 하남위례성 수도권역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475년의 백제 수도 함락에

따라 고구려가 이곳에 한산군漢山郡을 설치하였다. 

그 후 551년에 백제 성왕이 이 지역을 회복하였으나, 553년(진흥왕 14)에 신라가 이를

78) 『三國史記』권 제35 雜志 제4.
79) 양기석(2001), 「신라 5소경의 설치와 서원소경」, 『新羅 西原小京 硏究』, 서경문화사, pp.91-92.
80) 井上秀雄(1974), 「新羅王畿の構成」,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p.403.
81) 藤田亮策(1953), 「新羅九州五小京攷」, 『朝鮮學報』5.

9주 5소경 10정 삼국 시기 
해당 지역의
영유 국가

명칭
(경덕왕대)

치소 명칭 위치 명칭 위치

武珍州(武州) 전남 광주 미다부리정 나주

漢山州(漢州) 하남 중원경 충주
남천정 이천

고구려
골내근정 여주

首若州(朔州) 춘천 북원경 원주 벌력천정 홍천

河西州(溟州) 강릉 이화혜정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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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빼앗아 신주新州(하남시)를 설치하였다. 557년(진흥왕 18)에 신주를 폐지하고 한산주

로 개칭하였으며, 568년(진흥왕 29)에 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南川州(이천시)를 설치하

였다. 

604년(진평왕 26)에 다시 남천주를 폐지하고 다시 한산주(하남시)를 설치하였다. 675년

(문무왕 15) 매소성買肖城(양주군 대모산성) 및 칠중성七重城(파주시 적성면) 전투에서 신라

가 당군을 물리친 후, 676년(문무왕 16) 나당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한산주의 북쪽 경계는

대략 토산군兔山郡(금천군 토산면)·부평군富平郡(철원근 금화읍) 선에 머물러 있었으나, 차츰

그 북한계선이 올라갔다. 즉 694년(효소왕 3)에 송악성松岳城(개성시)과 우잠성牛岑城(금천

군 우봉면)을 쌓았고, 703년(성덕왕 12)에 개성(개풍 서면 개성리)을 쌓았다.

735년(성덕왕 34)에 당 현종이 신라에게 패강浿江(대동강) 이남의 땅을 주었다고 한 후,

748년(경덕왕 7)에 대곡군大谷郡(평산군 평산면) 등 14군현을 설치하고, 757년(경덕왕 16)

에 이름을 한주漢州로 고치고, 1주, 1소경, 27군, 46현을 영속領屬케 하였다. 762년(경덕왕

21)에 오곡성五谷城(서흥군 서흥면), 휴암성鵂巖城(봉산군 동선면 선령리), 한성성漢城城(신천

군 문무면 고현리), 장새성獐塞城(수안군 수안면), 지성성池城城(해주시), 덕곡성德谷城(곡산군

곡산면)의 6성을 쌓고 태수太守를 두었다. 

헌덕왕이 취성군取城郡(황주군 황주읍)과 토산현土山縣(중화군 상원면) 등 3현을 설치하고

826년(현덕왕 18)에 패강장성浿江長城을 쌓음으로써 한주漢州의 경계가 완성되었다. 

이상의 한산주에서는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 진천 지역에 흑양군黑壤郡(영

현領縣으로 도서현과 음성현이 있었음)을 설치하여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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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명 
삼 국사기 고려사

조선
시대

대동지지

본명
경덕왕시 

개명
본명 초기 개명 본명(지방) 충청도조

진천

(고구려)
금물노군

일운 금물내군
일운 만노

흑양군 
일운 황양군 

<고구려 한주>

(고구려)
금물노군 

일운 만노군
일운 수지
일운 신지

진주
<속 청주>

진천

(신라)금물노
일작금물내
혹운 수지
혹운 신지
후개 만노

본 백제
후 고구려

도안
(청안)

(고구려)
도서현 

일운 도함

도서현 
<령 흑양>

(고구려)
도서현

도안현
<속 청주>

청안
(신라)도서 
일운 도함

본 백제 
후 고구려청당현 

일명 청연
<속 청주>

음성
(고구려) 
잉홀현

음성현
<령 흑양>

(고구려)
잉홀현

음성
<속 충주>

음성 (백제)잉홀

<표 3> 통일신라시대의 진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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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해

당
남경남해부
(함흥)

평양

황 해

동 해

한주

교하

봉산

명주

양주

휘성

삭주

철성

상주

삼량화정

웅주

무주

전주

당항성 남천정

강주

벌력천정

이화혜정

미다부리정

거사물정

골내근정

고량부리정 음리회정

소삼정

⊙

⊙

⊙

⊙

⊙

⊙

◦

◦

◦

◦

◦

한산주
(한주) 수약주

(삭주)

하서주
(명주)

청주
(강주) 삼량주(양주)

서원경(청주)

(충주)중원경

북원경
(원주)

남원경
(남원)

금관정
(김해)

금성

사벌주
(상주)완산주

(전주)

웅천주
(웅주)

무진주
(무주)

탐라

신 라

수도

소경

주치소

정

⊙

◦

<그림 7> 통일신라시대의 지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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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속군 영현 본명 고려시대 개명

상주

영동군

(신라) 길동군 영동군(속 상주)

양산현 (신라) 조비천현 양산군(속 경산)

황간현 (신라) 소라현 황간현(속 경산)

관성군

(신라) 고시산현 관성현(속 경산)

이산현 (신라) 소리산현 리산현(속 경산)

현진현 (신라) 아동호현 안읍현(속 경산)

삼년군

(신라) 삼년산군 보(보)령군(속 상주)

기산현 (신라) 굴현 청산현(속 상주)

청천현 (신라) 살매현 청산현(속 충주)

한주

중원경 (고구려) 국원성 충주

괴양군 (고구려) 잉근내부 괴주(속 충주)

흑양군

(고구려) 금물노군 진주(속 청주)

도서현 (고구려) 도서현 도안(속 청주)

음성현 (고구려) 잉물현 음성(속 충주)

개산군
(고구려) 개차산군 죽주(속 충주)

음죽현 (고구려) 노음죽현 음죽(속 충주) 일부음성

삭주 내제군

(고구려) 내토군 식(제)주(속 원주)

청풍현 (고구려) 사열이현 청풍현(속 충주)

적산현 (고구려) 적산현 단산현(속 원주)

웅주

서원경 (백제) 서원 청주

연산군

(백제) 일모산군 문의현(속 청주)

연기현 (백제) 두잉지현 연기현(속 청주)

매곡현 (백제) 말곡현 회인현(속 청주)

명주 내성군

(백제) 내생군 영월군(속 원주)

자춘현 (백제) 을아단현 영춘현(속 원주)

백조현 (백제) 욱조현 평창현(속 원주)

주천현 (백제) 주연현 주천현(속 원주)

<표 4> 경덕왕때 개편된 충북지역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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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의 역사 변천

1)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삼국시대 말기인 6세기 중반경에 신라가 소백산맥 서쪽 지방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무렵 진천 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된다. 진천 지역이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고

난 후, 진천은 보은에서 청주로 통하는 신라의 중요한 군사로軍事路 역할을 하였다.82)

진천은 삼국통일 전쟁이

한창인 6세기 중반 이후 천

안의 백제 세력을 견제하고,

신라의 대對중국 교통로인

당항성과 한강 유역을 방어

하는 전초기지로 한강 하류

와 청주, 보은 지역을 연결

하는 교통로 상의 거점지역

으로 주목되었다.83)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진천 지역은 군사적 요

충지로서의 기능이 삼국시

대보다는 약화되었던 것 같

다. 이는 청주에 서원경西原

京 및 충주에 중원경中原京이

설치되어 지방행정의 중심

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7세기 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진천 지역은 9

주州 가운데 한주漢州에 속하

였으며, 그 명칭도 고구려 <그림 8> 통일신라시대 행정구역과 진천

82) 정영호(1972), 「金庾信의 百濟攻擊路 硏究」, 『史學志』6집.
83) 서영일(1999), 『신라육상교통로연구』, 학연문화사, pp. 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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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금물노군今勿奴郡에서 흑양군黑壤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84) 삼국통일 후 685(신문

왕 5)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구분하였을 때, 진천 지역은 흑양군黑壤郡 또는 황양군黃壤郡이

라 칭하였고, 한산주漢山州 또는 한주漢州에 속하게 하였다. 그리고, 진천 흑양군에는 영현領

縣을 두 개 두었는데, 본래 고구려의 도서현道西縣85)이었던 도서현都西縣(지금의 淸安)과 음성현

陰城縣86)이 그것이다.

이후, 757년(경덕왕 16)에는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는데, 오늘의 충청북도 지역은 5개

주의 일부와 중원경·서원경의 2개 소경과 9개의 군에 13개 현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이

때 진천군의 영현인 도서현都西縣은 도안현道安縣으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잉홀현仍忽縣도 현

재의 이름인 음성현陰城縣으로 고치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흑양군黑壤郡이 관할하는 지역은 지금의 진천군鎭川郡, 음성군陰城郡,

괴산군 도안면道安面, 증평읍增平邑 일원이었다. 그 후 흑양군은 또 황양군黃壤郡이라 개칭하

였다.

2) 진천군의 영현領縣, 도서현都西縣과 음성현陰城縣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에 설치된 흑양군黑壤郡에는 도서현都西縣(지금의 청안)과 음성현

陰城縣이라는 두 개의 영현領縣이 있었다. 이 두 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

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다행히도 두 현의 치소治所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성城

이 잘 남아 있어 그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도안현道安縣은 본래 고구려의 도서현道西縣이었던 것이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도서현

都西縣으로 개칭되었고, 1405년(조선 태종 5)에는 고려 초에 분리되었던 청당현靑塘縣과 다

시 합쳐져 청안현淸安縣이 되었다. 

도서현都西縣의 치소성은 도서성道西城 또는 도개都蓋 또는 도살성道薩城이라고도 하였으며,

학계의 조사 결과 현재 증평과 가까운 도안면 화성리의 니성산성尼聖山城과 두타산성頭陀山城

일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87)

이성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도안면 노암리 지역은 금강의 북

84) 『三國史記』 권35 志4 地理2 新羅 黑壤郡
『高麗史』 권56 志10 地比1 淸州牧 鎭州 “新羅景德王 改爲黑壤郡”

85) 신라 한주 흑양군 도서현(都西縣)의 고구려 때 지명. 
86) 신라 한주 흑양군의 령현(領縣)으로서, 현재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고려가 충주목의 속현으로 삼았으며, 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이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선조가 청안군(淸安郡, 괴산군 청안면)에 소속시켰고,
광해군이 복구하여 현(縣)으로 삼았다. 고종이 군(郡)으로 고쳤다.

87) 민덕식(1983), 「고구려 도서현성고」, 『사학연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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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지류인 미호천을 따라 넓게 펼쳐진 미호평야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인접한 두

타산을 넘어 진천으로 통하는 고갯길과 북쪽의 백마산과 동쪽의 보광산을 끼고 음성과 충

주, 괴산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가 잘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여 삼국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였다. 

도서현의 치소로 추정되는 이성산성은 해발 259.1m의 이성산 정상부에 북성을, 그 남

쪽으로 약 400m 떨어진 봉우리에 남성을 독립적으로 축조한 토축 산성이다.88) 각기 내성

과 외성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성의 경우에는 외성에 2개의 자성子城이 딸려

있다. 남성은 둘레가 1,411m로 북성(429m)에 비해 규모가 크고, 성문, 치성雉城, 적대敵臺,

망대望臺, 수구 등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성主城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자연 지형을 이용한 내탁과 협축 방식을 병행하여 쌓았고, 토루土壘의

취약한 부분은 일부 석축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두 개의 성곽이 있음을 의미하는 이성산二城山은 예로부터 이성산耳城山, 尼聖山 또는 유성

산杻城山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조선 전기에는 유성산杻城山으로 불렸음을 『신증

88)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2008), 『중원의 산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p.152.

<그림 9> 이성산성 남문지 발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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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승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성산이 청안현淸安縣의 서쪽 20리에 있

다는 내용은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대동지지』 등 이후 문헌에 그대로 전재되었다. 그

중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유성산에 도안고성道安古城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도안고성道安古城에 대해서 우선 고려시대 도안현道安縣의 치소治所(또는 관련 산성)가 지금

의 이성산성 또는 주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

기 진흥왕 11년 기사에 보이는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도서현성都西縣城 즉, 지금의 이성산

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이성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942년에 발

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에서 확인할 수 있다.89)

다음으로 흑양군黑壤郡에 딸린 또 하나의 영현領縣인 음성현陰城縣의 치소는 수정산성水精山

城으로 확인되었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위치하는 수정산성은 음성에서 동쪽의

충주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의 중요 길목에 있는 수정산水晶山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90)

수정산은 음성의 진산鎭山인 북쪽의 가엽산迦葉山과 남쪽의 가막산 사이에 자리하여 음성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 

수정산성에서는 충주 방면의 동쪽 통로 외에도, 북서쪽의 일죽·장호원 방면, 남쪽의 청

주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한눈에 들어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한 음성천陰城川이 산성의 남쪽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달천達川에 합류한다. 

산 정상부를 둘러싸는 퇴뫼식의 석축산성은 그 둘레가 약 577m로 규모가 작은 편에 속

한다.91) 성벽으로 따라 도는 내환도內環道와 3-4개소에 걸쳐 성문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산성의 세 모서리와 동벽부에 치성雉城의 역할을 하도록 성벽을 길게 돌출시킨 것이 특징

이다. 성벽은 주로 경사면 일부를 ‘ㄴ’자형으로 파거나 자연 암반을 이용한 내탁법內托法으로

축조하였으며, 잔존 상태가 좋은 서벽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6-7m 높이로 잘 남아 있다. 

서문지에서 수습된 기와 가운데는 ‘수水’자가 새겨진 암키와 파편 1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명문 기와는 대체로 산성의 남쪽에 있는 ‘평곡리 절터’로도 불리는 수정사지水精寺址와 관

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절터는 865년(신라 경문왕 5)에 해당하는 ‘함통육년咸通六年’이 새겨진 기와도 확인되었는

데,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사찰과 배후에 있는 수정산성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조선 전기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음성현의 산천조山川條, 고적조古跡條에서 이미

89)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朝鮮寶物古跡照査資料』忠淸北道 槐山郡 31 城址.
9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2008), 앞의 책, p.122.
91) 성의 둘레 1,271척은 조선시대의 성벽 측량에 주로 사용된 포백척(布帛尺)을 적용하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594m

가 되어 실제 계측값인 577m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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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가 된 고산성으로 수정산성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며, 현의 동쪽 3리에 위치한 수정산

위에 있는 둘레 1,271척, 높이 10척 규모의 석축성이라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각종 지리지나 읍지류 등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록들이 남아 있다. 17

세기에 편찬된 『호서승람湖西勝覽』에 ‘수정산성水精山城’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이긍익

이 지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도 이를 따랐다. 1864년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

地志』에는 음성의 별호였던 ‘설성雪城’으로 기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세기 전반에 완성한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와 1871년에 편찬된 『호서읍지湖西邑誌』

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잘못 인용하여 산성의 둘레를 1,272척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호서

읍지』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수정산水精山 토성土城’이라 표기했는데, 이는 산성의 북쪽과

동쪽 구간의 석축이 무너지고 위에 토사가 덮인 양상을 토축 성벽으로 오인한 데에서 비롯

된 것으로 추정된다. 

1872년의 지방도인 「음성현지도陰城縣地圖」에는 음성현의 치소의 동쪽 산 정상에 성곽을

표현한 그림을 그려 넣고, 현재의 산 이름과 같이 ‘수정산水晶山’이라 표기하고 주기를 달아

놓았다. 

수정산성에는 고려 고종 때의 장군 박서朴犀가 음성백陰城伯으로 있을 때, 지방 수비를 위

해 수정산에 석성을 쌓았다는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박서는 서북면 병마사로 재

임할 때 귀주로 쳐들어온 살리타이의 몽고군을 격퇴한 장군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한

편 하노리의 오정산 정상에 위치한 ‘할애비성’이라 불리는 하노리토성下老里土城과 관련하

여, 음성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수정산성을 ‘할미성’이라 불리기도 한다. 

3) 진천 흑양군과 충주 중원경·청주 서원경

통일신라시대에는 주·군·현이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 크기는 거의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군·현의 명칭은 정치적·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92)

통일신라시대 각 지방의 촌락을 직접 통치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는 주의 직할지와 주의

영현·소경·군의 직할지·군의 영현이 있었다.93)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명령 전달 및 수

취 계통은 주에서 군과 현으로, 또 군에서 현으로 이어졌던 것임이 밝혀졌다. 진천 지역의

92) 木村誠(1976), 「新羅郡縣制の確立過程と村主制」, 『朝鮮史硏究論文集』13, p.5.
93) 이종욱(1980), 「신라장적을 통해 본 통일신라의 촌락지배체제」, 『역사학보』8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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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양군 역시 기본적으로 한산주 도독都督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았고, 다시 군에서는 도서

현과 음성현으로 전달함으로 유기적으로 중앙 왕실과 연계되었다. 

다만, 관련 기록이 없어 흑양군과 한산주, 신라 왕실 간에 상호 어떠한 형태로 연결이 되

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과 실상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조금 남아 있는

서원경 및 중원경의 소경 관련 자료를 통해 진천군의 상황을 추론해볼까 한다.

통일신라 시대 진천군의 경우, 가까운 동쪽에는 같은 한산주 영역 안에 중원소경이 설치

되어 있었고, 남쪽 미호천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에 서원소경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의 진천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원경이나 서원경 사람들과 관계를 맺

고 생활하였을 것이다. 

아래 자료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왕실과 소경, 주와 관련된 자료이다.

ㄱ) 완산주에서 가화嘉禾를 바쳤다.94)

ㄴ) 서원경에서 흰 꿩을 바쳤다.95)

ㄷ) 왕은 서원경에 행차하였는데, 지나는 곳마다 주·현의 죄수를 사면하였다.

… 4월에 왕은 서원경으로부터 왕경으로 돌아왔다.96)

위 사료 ㄱ)과 ㄴ)는 완산주와 서원경에서 진귀한 서물瑞物을 국왕에게 진상하였던 기록

들이다. 799년(소성왕 원)에 냉정현령冷井縣令 염철廉哲이 흰 사슴을 바친 기록이 있는 것으

로 보아97) 현에서도 서물을 진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통일신라 시대에 관한 기사에서는 거의 주州 단위에서 의례적인 서

물을 진상하고 있었다. 또한 현령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현에서의 서물 진

상은 상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신라시

대 국가의 명령 전달과 수취 체계는 군현이 속해 있는 주와 소경을 단위로 각각 행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료 ㄷ)에서 혜공왕이 4개월 가까이 서원경(청주)에 머무르면서 가야 음악을 연주케 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왕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경에도 행궁이 마

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시기인 고려시대에 왕이 3경을 일정 기간 순행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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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三國史記』新羅本紀 孝昭王 6年 秋 7月
95) 『三國史記』新羅本紀 憲德王 2年 7月
96) 『三國史記』新羅本紀 惠恭王 6年 正月
97) 『三國史記』新羅本紀 昭聖王 元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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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관련하여 볼 때 소경이 왕경의 분신으로서의 기능을 했음을 말해준다. 

비록 후대의 사실이지만, 고려의 3경이 별도의 행정체계를 가진 중앙의 직속 관계였다

는 점을 통일신라의 소경과도 관련시킬 수 있다. 즉 동래현의 경우 중앙-경상도(도)-동경

(주목)-울주(영현)-동래현(속현)의 4층 구조로 되어 있으나, 경주인 동경東京이 주목主牧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례가 참고된다.98)

그러나 신라의 소경은 고려 시기처럼 영현을 거느리지 않았으며, 바로 여러 촌락을 지배

하던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소경의 치소에 일정한 방리坊里 구획을 질서정연하게 설정

하였으나, 기록상 왕경 이외에는 방리명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그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또 고려 시대 개경의 행정조직을 축쇄한 서경의 분사제도分司制度 같은 것이 채

용되지 못한 점은 신라가 소경을 경영하는 데 미숙성을 보여준다.99)

이러한 소경의 운영과 주민에 대한 관리의 상황은 한산주의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었던

진천군의 경우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라 왕실과 소경과의 관계가 한산주 도

독과 흑양군, 도서현 및 음성현의 통속 관계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김유신 가문과 진천 지역

진천 지역은 삼국통일의 영웅 김유신의 출생 지역이다. 진천에는 김유신의 영정을 모시

고 제향祭享하는 길상사吉祥祠가 있는데, 이는 김유신 탄생지에서 떨어진 벽암리 도당산 아

래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진천 지역의 역사를 정리할 때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흥

무대왕 김유신과 그 가문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 

김유신은 가야 왕족 출신이다. 증조부 김구해金仇亥는 금관가야의 왕이었으나, 532년 나

라가 멸망하자 신라에 투항하였다. 또 그의 할아버지 김무력과 아버지 김서현은 무장으로

서 공을 세우고 결혼을 통해 점차 전통적인 신라 귀족에 못지않은 정치적 세력을 높여가고

있었다. 나중에 김유신 자신도 동생을 김춘추에게 시집보낸다든가 자신의 조카딸이자 무

열왕의 딸인 지소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등 결혼 관계를 통해 신라의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김유신의 가문은 신라 사회에서 진골이란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신新’ 김씨

라 하여 신라의 전통 귀족과는 구별되었다. 따라서 망국의 왕족 김유신 가문이 신라 사회

98) 배종도(1989), 「신라 하대의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고찰」, 『학림』11, pp.39-40.
99) 양기석(2001), 앞의 논문, 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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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김유신 가문이 인정받는 길

은 전쟁에서 무공을 쌓는 길밖에 없었다. 

김유신의 조부 무력武力은 서기 518년, 가락국의 마지막 왕인 양왕讓王의 둘째 아들로 태

어났다. 양왕의 아들 세종世宗, 무력武力, 무득武得 3형제는 경주에서 활약하였는데, 특히 무

력은 진흥왕眞興王 때 명장 이사부異斯夫를 도와 북방 경략에 참여하였다. 이후 백제 성왕이

서기 551년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옥천 지방에서 한강 유역에 이르

는 6개 군을 탈환하였다. 이때 신라는 곤경에 처한 고구려와 동맹하여 백제가 탈환한 6개

군을 모두 빼앗아 이곳에 신주新州(현 경기도 하남시)를 설치하였으며, 무력은 이때 싸운

공로로 신주 도독이 되었다. 이후 무력은 신주 군주軍主로 554년 백제 성왕이 이끄는 군대

와의 관산성(충북 옥천)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키는 눈부신 전공을 세웠다. 

무력武力의 한강 유역 쟁취와 관산성 전투의 승리는 신라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무

력 역시 신흥 무장武將으로서의 발판을 확보하게 되어 신라 사회의 최고의 인물로 부상되

었다. 무력이 신주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받았던 군주직軍主職은 당시 신라 제1급 인

물이 받던 최고위 지방 관직으로, 당시 무력과 아들 서현, 손자 유신 등 3대가 군주직軍主職

을 역임하였다.100)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金舒玄은 신라 26대 진평왕眞平王 때의 장군으로 가락국 시조인 수

로왕首露王의 12세손이고, 명장 김무력의 아들이다. 김서현은 진평왕 25년인 서기 584년에

출생하여 진흥왕眞興王의 질녀姪女인 만명과 중매를 거치지 않고 결혼하였다. 서현은 만노

군萬弩郡(충북 진천)의 태수로 임명되어 만명과 함께 살았다. 

서현은 신라 왕족 여성인 만명과 서로 사랑해서 결국 중매도 서지 않고 선을 넘었는데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서현이 만노군(현 충북 진천군) 태수로 임명되고 나서 만명의 아

버지 숙흘종이 둘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만명을 별채에 감금했다. 그러나 만명은 별채에서

탈출하여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다.101) 감금에서 탈출한 만명

은 만노군萬弩郡의 태수로 부임하는 서현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595년 김유신이 출생한 듯

하다.

당시에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과 만명의 결합은 굉장한 물의를 빚을 수밖에 없었다. 김

서현의 골품이 진골이긴 했으나, 이는 김서현의 할아버지인 금관국의 구형왕이 자진해서

신라에 항복하고 받은 골품으로 본래 신라인들의 진골보다는 그 신분이 높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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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신형식(1983), 「金庾信 家門의 成立과 活動」, 『梨花史學硏究』13·14합집, 이화사학연구소.
101) 『三國史記』列傳 金庾信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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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각된다. 반면 만명의 부친인 숙흘종은 진흥왕의 친동생으로 왕실 직계인 성골이었다.

숙흘종의 딸도 역시 성골 집안의 사람으로 당시 신라 사회에서 왕비가 될 수도 있는 최고

위 신분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서현과 만명처럼 신분의 차이가

나는 가문끼리 결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현이 관리로서 전공을 세우고 나중에 혼인 허

락을 받아 김유신을 진천 땅에 와서 낳음으로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가문과 인물이

진천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102) 

지금의 진천 길상산吉祥山은 고려 때 태령산胎靈山으로 불렸고, 김유신의 태를 안치했다 하

여 신라 이래로 김유신사金庾信祠를 세워, 봄·가을로 국가에서 향香을 내려 제사하게 했음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서현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터가 지금의 진천읍 상계리 계량 마을에 있는 ‘담안밭’

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 김유신 생가터에는 그가 태어난 태실 한 동과 팔각정 비석이 있으

며, 위쪽에 소년 김유신이 말을 달리고 활쏘기 연습을 했다는 치마대馳馬臺와 연보정蓮寶井

102) 서의식(2003), 「김유신」, 『한국사인물열전』1권, 돌베개, pp.75-99.

<그림 10> 진천 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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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우물이 있다. 그리고 이 계량마을 부근에 길상산吉祥山이 있는데, 서현 부부는 32세

(서기 595) 때 낳은 유신의 태를 이곳에 묻어 이산을 ‘태령산’이라고도 한다.103)

서현은 66세 때인 629년 사돈인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龍春과 함께 대장군이 되어 고구려

의 낭비성娘臂城(지금의 충북 청주)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 5천여 명을 참살

하고 1천여 명을 생포하여 고구려 정벌의 기초를 다졌으며, 김용춘 집안과의 결속을 강화

하였다. 김유신도 이 전투에 참가하여 성을 함락시키는 큰 전과를 올렸다. 현재 진천 지역

에는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 장군이 고구려로부터 낭비성을 되찾을 때 놓았다는 문백면

구산동리의 농다리[籠橋]가 다른 설화와 함께 얽혀 전하여 내려온다.

낭비성 전투 이후 김서현은 대량주(지금의 양산)도독, 삽량주총관을 역임하였으며,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유신庾信, 차남은 흠순欽純, 장녀는 보희寶姬, 차녀는 문희文姬였다.

이후 문희는 김춘추에게 출가하여 무열왕비武烈王妃가 되어 문무대왕文武大王을 낳았으며, 신

라 신 김씨 가문의 기초를 닦았다. 이처럼 김유신 가문은 신라에서 군공으로 크게 부상하

던 신흥 무장 가문이었던 셈이다.

김유신은 백제(서기 660)와 고구려(서기 668)를 차례로 멸하여 삼국을 통일한 후, 당시

신라의 품계品階에도 없는 벼슬인 태대각간太大角干의 직위를 받고 서기 673년 78세의 일기

로 타계하였다. 

김유신은 595년 진천에서 출생하였고, 아버지 김서현이 만노군 태수로 재임하는 동안은

진천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서현이 합천군인 대량주의 도독, 지금의 양산

시인 양주 총관직 등 지방직을 몇 차례 역임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따라가서 함께 생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록에 15세에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龍華香徒라 불리던 자신의 낭

도郎徒를 이끌었던 기록을 보면 15세 이후에는 경주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통일 전쟁이 한창이던 667년, 신라와 당이 고구려 원정에 착수하자 김유신은 73세

의 나이로 다시 원정길에 올랐다. 그러나 평양성 부근까지 진출한 당군이 철수했다는 소

식에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듬해 6월, 다시 고구려 원정군이 편성되었을 때 그는 대당大幢

대총관이 되어 정벌을 총지휘하는 자리에 올랐다. 그렇지만 그는 이 원정에 나설 수 없었

다. 고령인데다 신경통을 앓고 있으니 서울에 머물러 있으라는 국왕의 특명 때문이었다.

9월 21일 나당 연합군은 마침내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 보장왕의 항복을 받았다. 김유

신은 비록 출전하지는 않았으나, 그간의 공로로 태대각간太大角干이란 이례적 관등을 제수

받고, 식읍 500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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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조익현(2000), 「진천지역의 김유신 사적에 대한 재검토」, 『고문화』 5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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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이 임종에 이르자 문무왕文武王은 친히 문병하는 자리에서 “과인에게 경이 있음은

고기에게 물이 있음과 같다. 만일 피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직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김유신의 죽음은 조카 문무왕에게 그만큼 절

박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김유신은 사후 성인聖人으로까지 추앙되었다. 『삼국유사』에는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가

전하고 있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동해 감은사 앞바다에 행차하여 신비한 피리를 얻

었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문무왕과 김유신은 각각 ‘용’과 ‘천신天神’으로 신라를 지키는

두 성인으로 묘사되었다. 김유신은 죽어서도 무열왕가와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

이다. 무열왕가가 단절되고 약 50년이 지난 뒤, 흥덕왕(826-836)은 그를 흥무대왕興武大王

으로 추봉하였다. 그는 원 신라인이 아닌 멸망한 금관가야의 후예로서 ‘대왕大王’이란 칭호

를 얻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되었다.104)

5)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 농민의 생활

통일신라 시기 진천 지역 사회와 일반 민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기록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 다만 통일신라 시대 진천 지역과 가까운 서원경西原京(지금의 충

북 청주)과 그 주변 촌락의 생활을 기록한 문서 일부가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되어 촌락에

사는 농민의 실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게 되었다. 

신라 「촌락문서村落文書」의 작성 연대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695

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05) 이 촌락문서는 4개 촌에 관련된 문서인데, 그중의 하나

는 서원경(청주) 관하의 어느 촌의 것이며, 다른 셋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원경 부근의

어느 현 관하의 촌들일 것이다. 

신라 촌락문서에 기록된 4개 촌 가운데 모촌某村(D촌)은 서원경 직속촌이고, D촌의 문서

와 붙어있는 모촌某村(C촌)의 문서는 웅천주 영현의 직속촌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촌과 별

도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해점촌沙害漸村(A촌)과 살하지촌薩下知村(B촌)은 웅천주의 영

현 혹은 웅천주 관내 어떤 군郡에 속한 촌이었겠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더 추적을 해보아

야 한다. 

촌락문서를 처음으로 소개한 노무라野村忠夫는 ‘사해점촌沙害漸村’과 ‘살하지촌薩下知村’의 음

104) 申瀅植(1983), 「金庾信家門의 成立과 活動」, 『李花史學硏究』13.14 합집; 서의식(2003), 「김유신」, 『 한국사 인물열
전』 1, 돌베개.

105) 윤선태(2002), 「신라의 문서행정과 목간:牒式文書를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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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이 『일본서기』흠명欽明 15년기에 보이는 ‘좌지촌佐知村[サチノスキリ]’와 비슷하다고 보아

당현當縣을 삼년산군三年山郡 살매현薩買縣으로 비정하고, D촌은 서원경(충북 청주)에 속한

촌으로 추정한 바 있다.106) 그리고 이후에 무전행남武田幸男이 A·B·C촌을 웅주熊州의 영현領

縣인 이산현尼山縣 혹은 청음현淸音縣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107)

촌락문서의 4개 촌은 모두 『삼국사기』지리지 웅주熊州의 주州-소경小京-군郡에 속한 촌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었다. 먼저, C촌은 웅주의 영현인 니산현尼山縣의 관할 하에 있는 촌이

고, D촌은 서원경 직속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만, A,B

촌에 대한 위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삼국사기』지리지의 기록 순서를 통해 서원경 다

음으로 기록된 대록군大麓郡의 영현이었던 순치현馴雉縣(천안시 풍세면 일대)에 속한 촌으로

보는 주장108)과 웅주의 영현인 청음현淸音縣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촌락문서에 기재된 촌村은 대체로 지금의 진천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촌락과 관련된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천 지역의 통일신

라시대 일반 민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들 4개 촌이 통일신

라시대의 촌락 일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를 확언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또한 크게 어긋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109)

통일신라시대 모든 지방의 주된 생산 활동은 농업이었다. 당시 진천 지역의 농민들도 농

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다. 따라서 통일기 진천 지역 농민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먼저 당시의 농업 상황과 국가의 농민 파악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하천 변이나 선상지扇狀地에 있는 관개가 용이하고 기름진 일부 농토를 제외한 다수

의 밭과 논은 상경연작常耕連作을 하지 못하고 1년 경작하고 1-2년 묵혀두었다가 다시 경작

하는 휴한休閑 농법이 행해졌다. 이를 경작하는 농민을 조사하여 호구 숫자, 연령별 분포,

변동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이밖에 촌락의 가축, 뽕나무, 잣나무, 추자나무 등등의 숫자

도 파악되었다. 

당시 신라 촌락민은 연령에 따라 몇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미 삼국시대에도 연령 등급

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를 이어 통일신라에서는 촌락민을 나이에 따라 노공老公, 노모老母,

제공除公, 제모除母, 정丁, 여女, 조助, 조여자助女子, 추追, 추녀자追女子, 소小, 소여자小女子 등으

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연령 등급별로 파악된 노비의 숫자도 병기하였다. 호구 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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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野村忠夫(1953), 「正倉院より發見された新羅の民政文書」, 『史學雜誌』62-4, pp.58-68.
107) 武田幸男(1976), 「新羅の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おめぐって-」, 『朝鮮學報』81.
108) 이인철(2009), 「신라장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고·중세 사회경제사 연구』, 백산, pp.53-61.
109) 이우태(2001),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촌락의 위치와 성격」, 『신라서원소경연구』, 서경출판사, pp.2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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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새로 행하였고, 3년간의 변동 상황을 표기하였다. 아울러 식년式年이 되기 전에 생

긴 변동 사항은 추기追記하여 수정하였다. 

토지의 면적은 결부법結負法에 의거해 파악하였다. 결부법에서 1결結은 100부負, 1부는 10

속束, 1속은 10파把로 파악된다. 부負·속束·파把라는 단위는 그 뜻이 한 ‘짐 묶음 다발’이니,

원래 이만큼 수확량을 내는 토지의 넓이를 가리켰다. 그런데 실제 그 면적은 토지의 비척

肥瘠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통일신라에서는 이러한 결부법이 농지뿐 아니라 산성이나

사찰 등의 경내 면적, 대지垈地, 밤나무 숲 등의 면적을 산출할 때도 사용되었다.110)

각 촌락에 있던 경작지는 그 성격에 따라 촌주위답村主位畓, 관모전답官謀田畓, 내시령답內

視令畓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으로 분류되었고, 촌주위답은 연수유답烟受有畓의 범주에 속하

였다. 용도에 따라 마전麻田이 따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들 촌락에 있는 전체 농토의 면적

중 일반 백성들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연수유전답이 96%를 차지한다. 미호 평야 일대의 경

작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 진천 지역의 농민들 역시 국가로부터 연수유전답을 부여

받아 경작을 하였을 것이다. 그 외에 촌락문서에 따르면 소와 말, 뽕나무, 추자나무, 잣나

무 등도 재배하여 전체 촌락의 부원富源을 이루고 있었다. 

촌락문서를 보면, 개개 가호마다 연수유답이라는 토지를 부여받은 일반 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촌락의 실질적 책임자인 촌주村主의 책임과 관리 하에 생활해 나갔음을 알 수 있

다. 고대 시기에 각 지역의 촌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성과가 있다. 대개의 경우 촌주가 반

드시 자신의 촌에 대해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인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았고,

즉 촌주는 여럿이 공동으로 군과 현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 지휘하였던 것으로 본

다.111) 각 지역의 실질적 실무를 담당하였던 촌주는 지역 세력의 대표자임에 틀림없으나

자신이 소속한 촌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보던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촌주는 상

급 행정단위인 군郡이나 현縣 또는 향鄕에 소속된 것이지 자신이 관할하는 촌이 있었던 것

이 아니었다고 한다.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연수유답烟受有畓은 곧 통일기 신라 왕조가 농민에게 토지를 나

누어주었음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722년(성덕왕 21)에는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

다고 전한다.112) 이런 점을 근거로 신라에서도 균전제均田制가 시행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매호 당 평균 전답의 면적이 촌村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 정丁당

평균 면적 또한 촌락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호구와는 달리 전답의 면적은 증감이 기

110) 노태돈(2014), 『한국고대사』, 경세원, pp.220-222. 
111) 이우태(2001), 앞의 논문, p.244.
112) 『三國史記』 권제8 新羅本紀 제8 聖德王 21년조 “二十一年 秋八月 始給百姓丁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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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은 곧 호구 변동에 따른 토지의 분급과 회수가 행해지지 않았

음을 나타낸다. 

연수유답은 농민이 경작해오던 기존 소유 농토를 국가에서 인정한 것으로, 농민이 (국가

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밭과 논이라는 명칭이 지닌 의미도 그러하다. 백성에게 정전

을 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그런 의미이거나, 혹 새로 확보하거나 국가 소유의 일부 토지를

분급한 예외적인 조처일 수 있다. 전면적인 토지 분급을 시행하였다고는 보지 않는다.113)

이러한 상황은 통일신라시대 진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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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노태돈(2014), 앞의 책, pp.222-225. 

<그림 11> 신라 촌락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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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후삼국시대

1. 신라 하대下代의 진천 지역

통일신라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 크게 번영하여 신라 중대의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무열왕계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780년(혜공왕 16) 이찬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자 김양상과 김경신이 주도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혜공왕이 피살되

었고, 김양상이 뒤를 이어 선덕왕宣德王으로 즉위했다. 선덕왕은 모계로는 무열왕과 연결이

되지만 그 직계 자손은 아니고 내물왕의 9세손으로 알려진 김효방의 아들이었다. 이로써

중대 왕실을 이룬 김춘추 직계의 왕통이 단절되었다. 『삼국사기』는 이 사실을 들어서 선덕

왕 이후부터 신라 멸망까지를 신라 ‘하대下代’라고 불러 중대中代와 구분했다.

하대下代 왕실은 중대 왕실처럼 강력한 집권력을 갖지 못했다. 사병私兵을 거느린 귀족 간

의 합의와 세력 균형 하에서 정권이 유지되는 귀족 연립 정권 체제가 성립했다. 이러한 권

력 구조는 상대적으로 붕괴 가능성이 높아 왕위 쟁탈전과 반란이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

는 취약한 체제였다. 결국, 권력을 놓고 치열한 분쟁이 잇달았으나 어느 한 귀족이 결정적

으로 승리해 절대 우위를 누리지도 못했다. 이러한 신라 하대에 들어 진천 지역은 다시 한

번 그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114)

진천 지역은 6세기 중반 이후 천안 지역의 백제 세력을 견제하고, 신라의 대중국 교통로

인 당항성과 한강 유역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이자 한강 하류와 청주, 보은 지역을 연결하

는 교통로 상의 거점지역으로 주목되었다.115)

통일신라시대에는 진천 지역이 신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관도官道로 활용되었다. 반

면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진천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그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 같

다. 이는 청주에 서원경西原京 및 충주에 중원경中原京이 설치되어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삼국 시대에 와서는 진천 부근이 다시 군사적으로나 교통상의 요

충지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 후삼국 시대가 되면 기존의 9주 5소경 제도가 제대

로 작동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호족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진천 부

근은 다시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시되었다. 

후삼국 초기에 진천은 죽주竹州(지금의 경기도 안성) 호족인 기훤箕萱의 세력권에 있다가

114) 이문기(2015),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115) 서영일(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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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년대 초기에는 궁예弓裔의 세력 하에 놓이게 된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운 후 진천 지

역은 충주, 청주, 괴산 지역과 더불어 궁예의 지배하에 들어가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직후에는 청주를 비롯한 지방 호족 세력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자 진천鎭川 지역이 군사적

거점지역으로 중요시되었다.116) 이때 진천鎭川 임씨林氏를 비롯하여 당시 호족 세력들이 중

앙귀족으로 진출하였다. 

신라 하대에 진천 지역의 유력 씨족인 진천 임씨의 경우 태조와의 혼인을 통해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117) 신라 하대부터 고려 시기의 진천 호족인 진천 임씨林氏 가운데 임명필林

名弼과 임희林曦는 왕실과 혼인을 맺은 외척으로 고위 고관을 역임하였다. 이후 진천 임씨

는 무인집권기 고려의 최고 실력자 자리에 오르기도 한다.

한편, 고려 왕건이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호족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부심했던 지역이

충북 지역에서는 충주와 진천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보은報恩을 중심으로 한 후백

제의 세력과 괴산, 청원, 문의 일대에서 대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는 충주, 진천 지역

의 호족 세력을 배후 지원 세력으로 포섭하였던 것이다.

고려와 후백제의 결전은 괴산 청천淸川(당시 살수薩水로 표기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천은 당시 고려의 남쪽 경계로 보은에서 충주 또는 진천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고려와 후백제 모두에게 요충지가 되는 곳이다. 즉, 청주 일대(차령 이남)에는 친후백제적

인 호족豪族들이 일찍부터 궁예나 왕건 같은 고구려계 세력에 반감을 가졌고, 충주나 진천

지역의 호족은 친고구려적이었기 때문에 차령車嶺을 경계로 고려와 후백제의 전선이 형성

되었던 것이다.118)

고려 초에는 왕건의 측근 세력인 마군장군馬軍將軍 홍유洪儒와 유금필庾黔弼 등을 보내 병사

1500여 명을 거느리고 진천에 머물러 청주 호족의 반란에 대비하게 하였다.119)

고려와 후백제 간의 접경지역은 청주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청주

의 북쪽에 자리한 진천은 고려의 남방 전초기지로서 왕건의 세력권 하에 놓여 있었다. 이

때 진천은 강주降州로 칭해지다가 후에 진주鎭州로 개명되었고,120) 성종대成宗代에 상산常山

이란 별호를 정하였다고 한다.121)

한편 고려와 후백제 간의 접경지역은 청주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고려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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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高麗史』世家 太祖 1년 8월
117) 『高麗史』列傳1 王妃 “肅穆夫人史失其姓氏鎭州人大匡名必之女生元寜太子”
118) 정영호·조익현(1999), 『진천 김유신 장군 史蹟 학술조사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p.25.
119) 『高麗史』1卷, 世家 1, 太祖 元年, 7月條.

  『高麗史』92卷, 列傳 5, 王順式附·堅金傅傳.
120) 『高麗史』권56 志10 地理1 淸州牧 鎭州.
121)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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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쟁탈전은 주로 충북 일대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 무렵 진천 지역은 강주降州라 한

후 다시 진주鎭州라 개칭되었는데, 일찍이 고려 태조에 내항하여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었

던 진천의 호족 세력들의 힘으로 왕건이 청주의 반란 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기에, 진천 지

역을 강주降州로 칭하였다가 진주鎭州로 개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진천 지역의 호족 세

력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려 초기 중앙귀족으로의 진출이 비교적 수월하였다.

조선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보면, 진천 지역은 보은報恩에서 청산靑山을

거쳐 남양만과 이천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진천 지역

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군사·교통의 요충 지역에 해당되어 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

에 놓여 있었다. 

2.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진천임씨鎭川林氏 세력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호족 세력들을 회유하였는데 당시 전략

적 요충지로서 그의 주요 관심 대상은 중부지방에서는 충주, 청주, 그리고 진천 등이었다.

따라서 태조가 그의 세력권 내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한 호족 세력은 충주 유씨와 더불어 왕

건의 10번째 비와 혜종의 비가 된 진천 지역의 임씨 세력이었다.122)

청주의 경우, 궁예에 의해 1,000여 명이 사민徙民될 정도로 반정부적이었다. 그러므로 고

려를 건국한 왕건은 수차례의 순행과 축성, 그에게 협조적인 청주 호족을 우대함으로써 민

심을 회유하고자 하였다.123)

진천은 후삼국 때 왕건이 청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금필庾黔弼을 보내 주둔케 한 지역이

며, 성종 대에는 자사刺史를 설치하는 등 고려왕조에서 전략적으로 중시한 지역이었다.124)

진천은 토성土姓의 수도 10개나 되었는데[韓·林·宋·沈·庾·彌·高·梁·河·張], 그 가운데 임씨

林氏는 두 번째로 실려 있을 정도로 진천 지역의 주요 토착 세력이었다. 

진천 임씨는 평택 임씨의 분파라고 하나 언제 평택에서 이주했는지, 이것이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에 보면 신라 말 고려 태조 때의 호족으로 임희林曦와 임명필林明弼이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열전 혜종후비惠宗后妃조에는 임희林曦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혜종惠宗 의화왕후義和王后 임씨는 진주鎭州 사람으로 대광 임희林曦의 딸이다. 태조 4년 12

122) 이정신(2015), 「고려시대 임씨 세력의 연원과 분포」, 『신라사학보』34, p.145.
123) 김갑동(1985), 「고려 건국기의 청주호족과 왕건」, 『한국사연구』48.
124) 이수건(1984),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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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高麗史』卷88 列傳 惠宗后妃.
126) 이정신(2015), 앞의 논문, pp.149-150.
127)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
128) 이정신(2015), 위의 논문, p.151.

월에 혜종을 왕위 계승자로 책봉하고 후后를 비妃로 삼았다. 그는 흥화군興化君과 경화궁부

인慶和宮夫人, 정헌貞憲 공주를 낳았다.125)

임희는 신라말 진천 지역에 자리 잡았던 호족으로 일찍이 왕건에게 귀부하여 파진찬波珍

飡이 되었다. 이어서 그는 왕건의 즉위와 더불어 병부령에 임명되었고, 관계官階는 종1품의

대광大匡에 이르렀다. 태조는 맏아들 무武를 후계자로 삼을 때 외가의 세력이 미약한 것을

염려하여 921년(태조 4)에 당시 병부령이었던 임희의 딸을 무武의 비로 맞아들이게 하였던

것이다.126)

한편, 태조가 즉위한 지 6일 만에 행한 인사이동에서 순군부령徇軍部令에 임명된 인물이

임명필林明弼이다. 고려 초에 같은 이름을 다른 한자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임명필

林明弼은 곧 숙목부인의 아버지 명필名必과 동일인이라고 생각된다. 

고려 초의 군사 기구로는 순군부와 함께 병부가 존재하였다. 순군부와 병부 가운데 후자

가 국왕의 명을 이행하는 관부라면, 순군부는 당시 정치세력의 중심이었던 호족 군사협의

체의 통수부였다. 태조는 호족과 대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천 호족의 딸을 그의 10

비妃로 맞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왕건은 임희와 임명필을 정략결혼을 통해 자기 세력권

안에 편입시킴으로서 진천 지역 호족들이 갖고 있던 군사력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임명필의 딸인 숙목 부인은 원녕태자元寧太子를 낳았는데, 일명 진주낭군鎭州郎君이라고도

한다. 당시, 광종의 아들인 경종이 즉위하면서 광종을 도와 호족 세력을 압박했던 인물들

이 대거 숙청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녕태자가 살해되었다. 이것은 숙목 부인이 아버지 임

명필과 더불어 광종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중에 최승로는 상소문에서 광

종을 도와 개혁 정책을 지지했던 세력을 비재非材, 후생後生, 남북용인南北庸人127)으로 표현

하면서, 대개 군소 호족과 젊은 사람, 백제와 발해계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임명필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 이로 보아 대호족 내부에서도 광종의 지지 세력이 있었으리라 판단

된다.

이처럼 진천 임씨 세력은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에 지방의 유력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이

들 진천 임씨 세력은 진천 지역의 삼국시대 산성인 대모산성大母山城을 대대적으로 개축하

여 자신 세력들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한다.128)

진천 대모산성은 금강의 북쪽 상류에 해당하는 진천 분지의 낮은 구릉지에 조성된 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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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築 평산성平山城이다. 백곡천과 미호천美湖川이 대모산성을 사이에 두고 흐르다가 성곽의

동남쪽 인근에서 합류한 뒤 남쪽의 청주로 흘러든다. 따라서 대모산성은 금강의 북쪽 수

계를 따라 청주와 진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로의 길목을 통제하기에 유리한 입지 조

건을 갖추고 있다.129)

‘할미성’이라고도 불리는 대모산성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484년(소지마립간 6)에 백

제와 협력하여 남침한 고구려 군을 격퇴한 모산성母山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대모산성의

대모大母는 우리말의 ‘할머니, 할미, 할멈’의 한자식 표현으로, 본래 ‘할미성’이라 부르던 것

을 한자화하여 대모성大母城 또는 대모산성大母山城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고

대 농경사회의 모신母神 숭배와 산악숭배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난 양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데, 나당전쟁 시 매소성買肖城으로 비정되는 양주 대모산성이나 순천 대모산성 등 전국의

곳곳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모산성의 축성과 관련하여 할머니들이 머리에 돌을 이어 날라 쌓았다는 노고설화老姑

說話130)가 있으며, 폐허로 남아 있던 대모산성이 통일신라 말에 진천 일대를 지배하던 호족

129)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2008), 『중원의 산성』, pp.122-152.
130) 우리말로 ‘큰 할머니’를 가리키는 ‘노고(老姑)’는 각 지역에 주요한 건축물이나 제단 같은 곳에 설화 형태로 남아 ‘지

역 민중들의 어머니’로서 전해 내려왔다. 포천 일동면 수업리에는 지석묘가 있는데, 이 지석묘를 세우는 과정에서
마귀할머니(老姑)가 머리와 두 손으로 돌을 옮겨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老姑壇)은 ‘큰 할머니 신
위를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봉우리’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노고(老姑)는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민중
들의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때 박혁거세가 이 노고(老姑)를 자신의 어머
니인 선도성모(仙桃聖母)라 하여 지리산 산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냈다고 한다.

<그림 12> 진천 대모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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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희林曦에 의해 개축되어 사유화되었다는 내용도 전해오고 있다.131)

또한 진천에는 철 생산이 활발하였는데, 그 예로 충북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에서 3-4세

기 백제 제철유적132)이 있다. 이 석장리유적은 제련로, 용해로, 단야鍛冶 공방까지 관련된

일련의 철기 생산 공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종합 제철유적이다. 삼국시대 이후의 제철

유적이 나오지 않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려 태조와 혜종의 비妃가 된 진천 임

씨 세력이 진천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던 제철 산업을 장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133)

3. 신라 하대下代 진천 지역의 마애불磨崖佛 신앙

1) 진천군 마애불상磨崖佛像의 조성 배경

진천 지역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군사·교통의 요충지였다. 전술했듯이 진

천 지역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대중국 교통로인 당항성과 한강 유역을 방어하는 전초

기지로 한강 하류와 청주, 보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의 거점지역으로 주목되었다. 

신라는 선덕왕 대에 들어 패강진浿江鎭을 설치하면서 서북 변경 지역으로 개척 사업을 추

진하였다. 이는 당으로부터 패강浿江(지금의 예성강 혹은 대동강) 이남에 대한 영유권을 인

정받아 영토를 경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발해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방 통치체제의 강화는 패강진에 이어 828년(흥덕왕 3)에 청해진淸海鎭 설치로

이어진다. 이는 서해의 해상권 장악과 더불어 호남지역에 잔존하는 김헌창 일파의 반항 세

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34)

흥덕왕은 청해진을 설치한 이듬해 당성진唐城津(지금의 경기도 화성시)도 설치(829)하고

있다. 당성진 지역은 신라가 6세기 중엽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한 이후 서북방의 요충지였

다. 따라서 당성진의 설치는 신라가 남양만 일대를 중심으로 신라 서북지역에 대한 통제

력과 서해의 제공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해진과 더불어 서남해

안에서 중국 해적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한 대당 항로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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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이정신(2015), 「고려시대 임씨 세력의 연원과 분포」, 『신라사학보』34, p.151.
132) 국립청주박물관·포항산업과학연구원(2004), 『진천석장리철생산유적』, 국립청주박물관·포항산업과학연구원.
133) 이정신(2015), 앞의 논문, p.151.
134) 金東洙(1982), 「신라 헌덕 흥덕왕대의 개혁정치」, 『한국사연구』39, 한국사연구회,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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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이러한 신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라 하대에 들어서면 정치적인 혼란과 왕권쟁

탈전 등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중국 해적선이 서해상을 점령하고, 신라의 대

당 항로를 위협하여 무역선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신라의 근해에서 주민을 납치하

여 노예로 매매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군진軍鎭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경주와 군진 간에 삼국시대 이래 이용되

었던 기존의 교통로를 정비하여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35)

특히, 패강진과 당성진으로 통하는 교통로는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대당 교

통로와 대對백제 공격로로 활용되었던 추풍령로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풍령로

는 신라가 한강 하류 유역을 탈취한 후 신주新州 군주 김무력金武力과 삼년산군三年山郡 고간

도도高干都刀의 병력이 옥천의 관산성 전투에 동원될 때 이용되었다.136) 신라가 대백제 공

격에 있어 왕이 경주를 출발하여 남천정南川停(지금의 이천)에서 당군을 맞이하고 백제 정

벌군이 출발하였을 때 주로 추풍령로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137)

이상에서 신라가 6-7세기 대對 백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작전로 및 대당 교통로

로 이용한 것은 경북 선산에서 상주⇔보은⇔청주⇔진천⇔당항성(남양만) 또는 남천정(이

천)으로 연결되는 추풍령로였다. 추풍령로는 경주에서 남양만에 이르는 교통로 중에서 단

양과 충주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거리도 짧고 평지에 해당하므로, 일찍부터 활용도가 높

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38)

추풍령로에서 진천 지역은 당성진과 패강진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대개 대당 교통로는 진천에서 협탄령을 넘어 직산으로 연결되어, 직산⇔평택⇔

안중⇔남양만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대로 당성진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진

천에서 한강 유역으로 가는 교통로는 진천⇔이천⇔하남⇔양주로 연결되어, 종국에는 패강

진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39)

또한, 후삼국 시대 청주 일대는 왕건王建과 견훤甄萱이 서로 마주 보고 있던 양쪽의 전초

기지이자 완충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 호족 세력들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140) 전술했듯이 고려 초에는 왕건의 측

135) 朴聖相(2006), 앞의 논문, pp.114.
136)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조.
137) 『삼국사기』권5, 신라본기5, 무열왕 7년조.
138) 서영일(1999), 앞의 책, pp.79-140.
139) 朴聖相(2001), 「鎭川 太和四年銘磨崖彌勒佛立像 小考」, 『文化史學』16, 韓國文化史學會.
140) 申虎澈(1993), 「甄萱政權의 地方支配와 豪族聯合政策, 『後百濟 甄萱政權硏究』, 一潮閣, pp.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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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세력인 홍유洪儒와 유금필庾黔弼 등이 진천에 머물며 청주 호족의 반란에 대비하였는데,

이처럼 진천 지역은 수도인 개경에서 한강 유역을 지나 청주⇔보은을 거쳐 남부지방으로

연결되는 군사 교통의 요충지였다. 

진천 지역이 고대 교통의 요지였음을 반영하듯, 신라 하대에 진천 지역에는 많은 마애불

이 조성된다. 고대에 마애불상의 조성은 기본적으로 미륵신앙의 유행이 그 배경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개 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조성되는 것은 그 교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진천 지역에서 신라 하대에 마애불상이 많이

조성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진천 지역에 조성된 신라 하대 마애불의 특징

신라 하대부터 고려 시대 초기에 조성된 석조물은 대체로 지방 호족들의 성장과 신흥국

가의 권위를 대변하는 조형물로 파악되고 있다.141) 뿐만 아니라 마애불상의 조성은 지방

호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유행한 현세적인 미륵신앙

이 마애불상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142)

삼국시대 이래 유행하던 미륵신앙은 신라 하대에 이르러 정토신앙과 함께 성행하게 된

다. 미래의 미륵이 출현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미륵신앙은 주로 하층

민의 희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신라 하대와 같이 호족이 중심이 되어 지방 세력

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더욱 성행하게 된다. 진천군에 조성되어 있는 신라 하

대-고려 초기의 마애불상들 역시, 대체로 당시 유행하였던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하대에 진천 지역에 조성된 마애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4개이다. 진천 지역

마애불상의 조성 수법은 각각이 조금씩 다른데, 진천 산수리 마애불상과 진천 사곡리 마

애불은 고부조로 조성되어 있으며, 진천 태화사년명 마애불입상은 암벽을 깊게 파서 불상

을 조각하였다. 진천 노원리 마애불입상은 저부조로 산각으로 표현하였는데 대체로 대형

의 마애불상임이 주목된다. 특히, 고려 시대 초반에 조성되는 석불들이 대체로 대형인 것

과 같은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태화사년 경술삼월일太和四年 庚戌三月日’이라는 명문이 보여 ‘태화사년명 마애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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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김길웅(1994), 『高麗의 巨石佛』, 法仁文化社, pp.78-79.
142) 朴聖相(2006), 「忠北 鎭川郡의 磨崖佛像에 關한 考察」, 『文化史學』2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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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불상은 진천에서 증평 쪽으로 넘어가는 속칭 ‘부처당고개’ 또는 ‘부창이고개’라 불

리는 고개의 북측 암벽에 조각되어 있다. 이곳에 ‘금정사金井寺’라는 절이 있었다는 속전이

있으나 확실한 문헌 근거는 없다. 남향으로 된 수직의 암벽의 낮은 선각으로 불상을 조각

하고 불상 좌우측의 나머지 면에 음각의 조상명造像銘을 새겼는데 남벽의 크기와 너비가 노

두 3m 정도로 작으며 암질이 좋지 않고 오랜 세월의 풍화로 암벽 면이 많이 파손되고 마

애불은 인위적인 손상을 입어 불상의 조각이 뚜렷하지 않다.143)

이 마애불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불상의 좌우 측 상단에 음각으로 새긴 명문이다. 명

문은 해서체로 쓴 것으로 보이며, 암면의 탈락이 심하여 전문이 판독되지는 않으나 우측

상단에 “미륵불彌勒佛”이라는 명문과 좌측 상단의 “태화사년 경술삼월일太和四年 庚戌三月日”이

라는 명문이 보여 이 존상이 미륵불로서 830년(신라 흥덕왕 5)에 조성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불상의 크기는 전체높이 170cm이고, 조성된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불상은 비록 파

손이 심하지만 진천 지역의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곡리 마애불은 거

대한 규모에 비하여 조각 기법이

뒤떨어지는 작품으로서 비만하여

진 얼굴과 탄력성을 잃은 체구 등

으로 보아 조성 시기는 9세기로

추정된다.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

입상은 어깨까지 늘어진 큰 귀가

특징이며, 상호相好의 표현이 세련

되었으나 약간 이완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또한 특징적인 광배

모양과 함께 도식적圖式的인 옷 주

름의 표현 등에서 형식화가 진행

되는 고려 불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143) 박성상(2001), 앞의 논문.

<그림 13> 태화4년명 마애여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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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불상은 비만해진 얼굴과 탄력성을 잃은 체구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 말기인 9

세기경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되며, 신라 말의 마애불 양식을 계승하여 고려 시대에 성

행한 거군巨群의 마애불상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마애불상은 진천 지역 불상 중 조각 수

법이 가장 우수한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144)

진천 사곡리 마애불은 속칭 장수굴이라 불리는 석굴 옆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 석굴은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장수굴’에서 공부하고 심신을 닦았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사

곡리 마애불의 신앙적인 측면은 김유신을 통하여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

유신이 이끄는 화랑을 용화향도龍華香徒라 하고145), 경주의 월선군 우징동 속칭 상인암에 조

성되어 있는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이 일찍이 김유신의 수도처인 중악의 석굴암146)과

마애 명문을 통하여 미륵을 주존으로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곡리 마애불

은 김유신과의 전설 등을 볼 때 미륵불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

다.147)

다음으로, 노원리 마애불입상은 머리 위에 톱니 문양을 새겨 놓았는데 톱니 문양 양쪽에

서 위쪽으로 표현된 선으로 보아 보개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노원리 마애

불 입상은 고려 초반에 조성된 대형의 석불이 보개를 쓰고 있으며 미륵불로 지칭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미륵불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원리 마애불입상은 주형에 가까운 커다란 암벽 면을 이용하여 거의 선각에 가깝게 낮

은 부조로 표현되었는데, 신체의 각부를 표현한 음각선이 뚜렷하다. 머리는 소발인 듯 아

무런 장식이 없고 육계는 표현되지 않았다. 광배는 주형광배를 표현하고 그 안에 두광과

신광을 조식하였다. 두광 상면에는 톱니문양을 새겨 놓았는데 톱니문양 양쪽에서 위쪽으

로 연결되는 선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 거석 불상에서 나타나는 보개를 표현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노원리 마애불은 고려 초반에 조성된 대형의 석불이 보개

를 쓰고 있으며, 미륵불로 지칭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미륵불상으로 조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148)

끝으로, 산수리 마애불좌상은 광배까지 하나의 돌로 조성한 거상이다. 머리는 소발이고

육계가 크게 표현되어 마치 관모를 쓰고 있는 것 같다. 광배는 외형이 주형을 이루었고 신

광과 두광의 표현은 없으며 머리 위에 삼구의 화불化佛을 배치하였다. 중앙의 화불은 연줄

2
부
역
사

248

144) 韓國敎員大學校博物館(1999), 『鎭川 金庾信將軍史蹟 學術調査 報告書』, pp.61-62 
145) 『三國史記』卷41, 列傳1, 金庾信 上.
146) 『東國輿地勝覽』慶州 山川, 斷石山條.
147) 朴聖相(2006), 앞의 논문, p.116.
148) 朴聖相(2006), 앞의 논문,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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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노원리 마애여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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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에 배치해놓은 것 같으나, 마멸이 심하여 세부를 파악할 수 없다. 무릎 이하는 조각

하지 않았으나 형태로 볼 때 좌상임을 알 수 있다.149)

이상의 진천군 마애불상은 신라 하대부터 고려 시대에 걸쳐 유행한 미륵신앙을 바탕으

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김헌창의 난과 진천 지역

신라 하대 지방에서는 신흥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889년(진성여왕 3)에 가혹한 수취

에 저항해 일어난 농민 반란과 사벌주(경북 상주)에서 봉기한 원종 애노의 난으로 전국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897년(진성여왕 10)에는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赤袴賊이 봉기해

지금의 전라도 지역을 횡행했다. 지방 세력의 움직임은 이렇게 지방에서 대규모의 소요가

일어난 이후부터 확인된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 785년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한 김주원이 명주(강

릉) 지역으로 물러나 대대로 거주하면서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 김주원

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후 낙향해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세력을 키워 그 지역의 실력

자로서 활약한 선구적 예를 보여준다.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은 웅천주(지금의 충남 공주) 도독으로 있다가, 822년(헌덕왕 14)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의 반란은 무열왕계인 김주원 일파와 방계 김씨 왕족인

김경신 일파 사이의 충돌이었던 만큼, 전국을 휩쓰는 일대의 내란으로 전개되었다. 반란

세력은 순식간에 무진주(지금의 광주)·완산주(지금의 전주)·청주菁州(지금의 진주)·사벌주

(지금의 상주) 등 4개주를 장악하고, 국원경(지금의 충주)·서원경(지금의 청주)·금관경(지

금의 김해)의 사신仕臣(소경의 장관)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복속시켰다. 이처럼 광범위

한 지역이 삽시간에 장악된 것은 이들 각 지역에서 반란에 내응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

었다. 

당시 청주에서는 도독 향영向榮이 추화군推火郡으로 비상 탈출을 하였는데, 이같이 반란

세력이 장악한 지역은 신라 9개 주 가운데 4개 주에 이르고, 충청도·전라도의 거의 전 지

역과 경상도의 서부와 남부에 해당하여 수도를 포위하고 있었다. 당연히 진천鎭川 지역도

김헌창 반란 세력의 통제 하에 있었고, 반란군의 주요 거점지역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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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朴聖相(2006), 앞의 논문,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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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창 난에는 당시 그의 일족인 김범청이 가담했던 듯하다. 그는 김헌창과 같이 무열왕

계에 속했는데, 그 선조인 김인문(무열왕의 아들)이 받은 토지가 웅주 지역에 있어 이들이

결집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되었다. 또 범청의 아들인 낭혜화상이 지금의 충남 보령에 선

종 사찰인 성주사聖住寺를 개창한 것도 이러한 지역 연고가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고, 김

인문, 김주원 가문의 전통이 있어서 가능했다.

난 발발 후 조정에서는 토벌군을 편성하였다. 이에 김헌창은 전략상의 요지에 병력을 배

치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진천 지역에 구체적으로 반란군이 주둔한 기록은 없

지만, 진천과 가까운 보은 삼년산성三年山城에 반란군의 주력 부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년산성 방면의 반란군이 도동현道冬峴(지금의 영천)에서 장웅의 부대에게 격파되

고, 이어 연합군에게 삼년산성을 함락당한 뒤 속리산에 배치된 병력까지도 섬멸당함으로

써, 3년여 간 충청·전라도의 전 지역을 장악하였던 김헌창의 난은 종결되었다.

김헌창은 아버지가 왕위를 잇지 못한 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김헌창의 난을 당

시 빈발하던 왕위 계승전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왕경이 아니라 웅천 지방에서

발발한 대규모 반란이었고 관련 지역의 전통적 세력이 그 지지 기반의 일부를 이뤘으며, 이

후에 지방 봉기가 잇달아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김주원과 김헌창은 지방 세력의 선구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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