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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현재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석검 봉부편

과 경질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경질토기편들은 모

두 작은 편으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원삼국

시 의 것으로 판단된다.

(10) 옥룡면 산남리 산본 유물산포지Ⅰ(玉龍面 山南里

山本 遺物散布地Ⅰ)

산본 유물산포지Ⅰ은 산본마을 북쪽 구릉 남사면

의 민가 옆 밭에 위치한다. 이곳은 산본마을에서 남정마을로 넘어가는, 즉

산본 지석묘군Ⅰ로 가는 고갯길 동쪽의 밭에 토기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수

습된 유물은 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인데 모두 작은 편으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제3절 관방유적

1. 성(城)

1) 마로산성(馬老山城)

이 산성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와 용강리, 죽림리 등 3개리의 경계

를 이루고 있는 해발 208.9m의 마로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용강리 와룡

마을에서 산성에 오르려면 마을 뒤편에 나있는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올

라가면 산성에 이를 수 있다. 산성은 마로산의 정상부와 능선에 걸쳐 형성

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광양만과 순천 왜성이, 북서쪽으로는 광양읍이, 남

동쪽으로는 광양-진주간 남해고속도로가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남서쪽

약 6.7㎞ 지점에는 백제시 석성으로 조사된 순천 검단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총 길이가 550m 정도인 마로산성은 면적이 약 18,945㎡이다. 남-북방

향에서 서쪽으로 약 30�정도 치우친 말각장방형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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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233 : 남정유물 산포지

집필 : 순천 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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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과 북쪽 모서리가 높고 성의 중심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

는 전형적인 마안봉(馬鞍峰)형태의 지형이다. 마안봉은 말안장과 같이 양

쪽이 높고 가운데가 잘룩하게 낮게된 지형으로 고종 4년(1867) 신관호가

쓴 민보집설(民堡輯設)에 의하면 고로봉( 峰), 사봉(蒜峰), 사모봉(紗

帽峰)과 함께 산성 축조에 유리한 지형으로 보고 있다. 성벽은 자연석에 가

까운 할석을 이용하여 내외벽을 쌓은 협축식으로 축조하 고, 면이 고

른 쪽을 수평으로 맞추어 쌓아 올렸으며 돌 사이의 빈 공간은 잔돌을 끼워

넣었다. 성벽의 석재는 장방형, 부정형의 자연 할석과 판석 등을 이용하여

쌓았다. 산성의 너비는 약 5.5m이며, 남아 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1.6~3m

정도 이다.1)

이 산성에 하여 1998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축이 백제시

후기에 이루어졌으며, 통일신라시 까지 꾸준히 활용되어왔다는 점이 밝

혀져 그 다음 해인 1999년 8월 5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173호로 지정되

었다. 그 후에 마로산성의 성격을 보다 더 자세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1차

발굴조사를 2001년 9월 18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 실시하 으며, 제2

차 발굴조사를 200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1월 7일까지 실시하 다. 

1차 발굴조사에서 성벽뿐만 아니라 건물지 7동, 수혈유구 4기, 문지 1곳,

치 2개소 등의 많은 유구와 기와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등의 다양한

유물들이 조사되었다. 기와에는 명문와로‘馬老官’‘甲’‘官年末’‘年天’

‘□官’등이 있고, 15여 종의 수막새가 출토되었다. 막새는 5엽 복판양식의

연화문, 4엽 변형화문, 원문, 4엽 연화문, 연화문과 파문, 당초문과 파문 등

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문양이 많아 아주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명문와 가운데‘馬老’명의 기와는 아주 중요하다. 삼

국사기에 의하면 광양지역은 백제시 부터 통일신라시 중반기(8세기

중엽)까지 마로현(馬老縣)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명문와가 발견되어

마로산성이 백제시 부터 통일신라시 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치소 다

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토기는 줄무늬병, 덧무늬병, 고배, 개배, 호, 방추차, 기타 토기편 등이며,

철기는 물미, 도끼, 낫, 칼, 화살촉, 화로, 못, 용도미상의 철기류 등 이다. 그

리고 특이하게도 동경(銅鏡)이 3점 출토되었는데 직경 18.5㎝의 원형 동

경 표면에‘왕가조경(王家造鏡)’이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고, 직경 9㎝

크기의 방형 동경은 중앙에 개구리모양의 경뉴룰 중심으로 네방향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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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崔仁善 �東熙. 『光陽市의
山城』. 순천 학교박물관.
1998. 16-41쪽.

삼국사기에 의하면 광양지역
은 백제시 부터 통일신라시

중반기(8세기 중엽)까지 마
로현(馬老縣)이 설치되어 있었
다. 이러한 명문와가 발견되어
마로산성이 백제시 부터 통
일신라시 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치소 다는 점이 증명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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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이가 표현되어 있는 해수포도경이었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4동, 문지 1

곳, 집수정 4곳, 10여기 이상의 수혈유구 등

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유물은 토기류∙기

와류∙철기류∙자기류 등이다. 토기는 부

분 통일신라시 의 것으로 동체부에 돌 가

돌려진 형호편, 줄무늬토기편, 사각병, 편

구병 등이다. 사각병은 수혈유구 내에서 출

토되었는데, 이러한 병은 광양 옥룡사지, 

암 구림리 토기 요지, 이천 설봉산성, 미륵사

지, 아찬산성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기와는 역시 백제와 통일신라

시 의 것이 부분이었으며, 자기류는 우리나라의 것은 1점도 없으며 중

국제 해무리굽 청자와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중국제 청자와 백자는

완도 청해진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인근의 광양 옥룡사지에서도 중국제 해

무리굽 청자가 출토되어 외교류 현상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철

기류는 철제솥, 철제호등, 철부, 철제화로, 철제관, 철제보습, 용도미상의 철

기류 등이 있는데 철제호등은 미륵사지 출토품과 동일한 것으로 주목된다. 

광양시에 있는 마로산성이나 불암산성과 같은 형식의 백제시 산성이

전남동부지역에 15개 정도 알려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기

존의 백제 산성들과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첫째, 산성의 입지조건은 낮은 산이라도 사방을 훤히 살펴 볼 수 있는 입

지에 산성을 축성(마로산성, 검단산성, 남양리산성)한 경우와 배후에 더 높

은 봉우리가 있으나 중간의 낮은 봉우리에 산성을 축성(불암산성, 성암산

성, 난봉산성, 고락산성, 척산산성, 독치성)한 경우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이 산성들은 모두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므로 자연히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계곡방향으로 성벽이 내려와 있다. 산정

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라 할지라도 한쪽은 산 정

상부쪽에 성벽이 있고 그 반 편은 산의 중복까지 성벽이 내려와 있는 입

지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백제산성의 한 특징으로 지

적되고 있다.

그리고 마로산성, 검단단성, 고락산성, 척산산성, 성암산성, 난봉산성,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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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234 : 마로산성(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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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 등 인근에 백제 후기에 속한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고분들

은 6세기 중반 이후의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분이어서 산성과 접한 관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지역의 산성들은 해발 100~255m 사이의 낮은 산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성의 규모도 264~550m 정도로 소규모인 점이 특징이다. 반면

에 이 지역에 있는 통일신라시 이후에 축성된 산성(여수 호랑산성, 순천

오성산성과 운알령성)은 해발 400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의 산성이 이와 같이 규모가 작은 이유를 함인호는“백제는 그 지리

적 위치로 하여 륙의 침략세력과 맞서 싸우는 큰 전쟁을 겪지 않고 장성

한 나라 다. 다만 주변 소국(小國)들을 정복하거나 그 침입을 막는 것이면

충분하 었다. 그러므로 백제의 성은 고구려에서처럼 큰 적과 맞서 장기

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를 가진 성곽으로 발전하지 못하 던

것이다.”2)라고 하여 외적인 투쟁사에서 그 연유를 찾고 있다.

셋째, 산성의 축성재료가 모두 석재이며, 산성의 형식이 테뫼식 가운데서

도 산복식을 이루고 있다. 백제 산성들은 토성도 많으나 섬진강 서안에 분

포되어 있는 산성들은 토성들보다 석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국경지 의

방어시설에 심혈을 기울 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산성의 축성기법이 일반적으로 백제 석성들은 편축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지역의 산성들은 예외없이 협축식(夾築式 : 내외벽을 모두 돌로

쌓은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다. 그리고 체성의

내외벽 너비가 거의 500cm 정도로 일정하다. 체성은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거의 수직으로 쌓고 있으며, 위아래의 성돌 크기가 비슷하여 체성의

견고성이 문제가 되어 외벽의 하단에 점토나 석비레로 다짐하 다. 고구려

나 신라에서처럼 별도의 기단보축시설을 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다섯째, 산성의 이용시기가 거의 백제 후기에 국한하고 있어 아주 짧다는

점이다. 검단산성과 고락산성의 발굴조사 결과 이 산성들에서 백제시기에

해당하는 유물들만 한정해서 출토될 뿐 다른 시기의 유물이 일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되자 곧 산성의 생명이 다하 다는 점

을 웅변해 주고 있으며, 비록 전남 동부지역이 백제의 최변방 지역이었지만

백제 중앙정부에서 볼 때 아주 중요시되었던 국경지 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광양의 마로산성에서만 예외적으로 통일신라 유물들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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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산성, 검단단성, 고락산성,
척산산성, 성암산성, 난봉산성,
독치성 등 인근에 백제 후기에
속한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고분들은 6세기 중반 이후
의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분이어
서 산성과 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함인호. 「백제의 성곽에 하
여」. 『조선고고연구』1990년
제4호. 1990. 사회과학원 고
고학연구소, 29쪽.



283

토되고 있다. 아마도 이 산성은 마로현(馬老縣)의 치소(治所) 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일신라시 까지 산성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삼국시 산성에서 문지의 위치는 계곡 주변을 택하여 계곡의 방

향과 약간 비켜선 방향에 성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능선 주변을 택하되 역

시 능선의 정상부에서 약간 비켜선 경사면에 성문을 만드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산성들에서 문지가 확인된 산성

은 마로산성, 불암산성, 검단산성, 고락산성, 독치성 등인데 역시 이러한 위

치에 문지가 위치하고 있어 백제 중앙지역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문지를 이루고 있는 체성의 평면 형태가 문지의 외벽선이 호를 그

린 반면 내벽선은 직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로산성의 남문

지에서만 내외벽의 모서리 부분이 호를 이루고 있다.

일곱째, 산성의 수원확보 문제이다. 백제 산성들은 산정의 일부분을 둘러

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들이므로 수원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 는데 마

로산성, 검단산성, 고락산성 등의 발굴조사 결과 우물과 집수정 유구가 발

견되었다. 우물과 집수정은 토광을 파고 그 내부에 우물벽을 돌이나 나무

로 축조하 는데 토광과 우물벽 사이에 점질이 강한 점토를 1m 이상 꽉 채

워 넣어 한번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빠지지 않게 아주 치 한 계

획하에 만들었다. 수원확보에 그만큼 노력을 기울 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지표조사에서는 이러한 유구들을 확인할 수 없는 한

계점이 있다. 

여덟째, 이 지역의 산성 유적에서는 암키와의 내면에 승문(繩文)이 있는

기와들이 아주 많이 출토 되고 있다. 다른 유적에서는 이 평기와가 아주 희

귀하게 출토된 반면에 이 지역의 산성들에서는 예외 없이 많이 출토되어

지역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3). 

2) 중흥산성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에 자리잡고 있는 고려시 산성으로, 1999년 12

월 30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었다. 이 산성은『호남읍지

(湖南邑誌)』(1895년), 『광양군지(光陽郡誌)』(1925년)에“현의 북쪽 15

리에 위치한 성으로 둘레는 800척이며, 성내에 계곡이 1개 있으며, 계곡 위

에 큰 탑이 1개 있으나 폐쇠되고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외의 기타 지

지류에도“현의 북쪽 15리에 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문헌으로 중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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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광양의 마로산성에
서만 예외적으로 통일신라 유
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아마도
이 산성은 마로현(馬老縣)의
치소(治所) 기 때문에 계속해
서 통일신라시 까지 산성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崔仁善.「全南 東部地域의
百濟山城 硏究」.『文化史學』
제18호. 한국문화사학회.
2002. 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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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중흥산성은 산 전체가 천연적인 요

새를 이루고 있으며, 능선을 따라 흙으

로 쌓아 만들어진 토성이다. 광양시에

서 조사된 산성 가운데 유일한 토성이

며,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다. 산성의

둘레가 약4km이며, 성내면적은

488,823㎡이다.

이 산성은 해발 278.2m~406.4m의

6개 산봉우리를 아우르면서 포곡형으로 이루어진 산성인데, 동쪽부분은

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외성 안쪽에 약 240m에 이르는 내성을 흙으로 쌓

고 있는 내외 2중성이다. 산성은 전체적으로 동-서가 장축인 장방형의 형

태를 하고 있다. 산성의 서북쪽이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고, 남동쪽이 낮은

편이다.

중흥산성은 기록에 그 둘레가 800척이라 하여 산성의 둘레가 약 2.4km

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산성의 둘레는 약 4km로 조사되었

다. 토성의 너비는 9~13.5m이다. 높이는 일정하지 않은데 조사된 북벽의

성벽단면을 보면 3m 전후이고 자연지형을 최 한 이용하고 있다. 

토성의 흔적은 중흥사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남

아 있다. 입구 부분은 사찰의 건립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성내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성의 북동쪽 부분에는 나무가 우거져 성벽

의 윤곽이 희미하다.

중흥산성은 흙을 단순히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자연지세를 잘 이용하여

흙을 다져서 쌓은 판축법의 토성이다. 성의 내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급경사를 이루는 외벽은 자연지세를 최 한 이용

하여 축조하 는데 외벽하단에 토사 방지를 위한 석축시설이 몇 단씩 확인

되고 있다. 

성의 서쪽부분을 가로지르는 도로(�道)가 개설되면서 서남쪽과 서북쪽

의 2개소에서 성벽이 완전히 절개되었다. 이 절개부를 통하여 성벽의 축조

방법을 알 수 있었고, 다수의 와편이 수습되었다.

절개된 성벽 가운데 토층조사를 한 곳은 서북쪽이다. 임도를 개설하면서

만들어진 절개면은 직각으로 잘리지 않아 토층 단면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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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235 : 중흥산성(남문터)

중흥산성은 흙을 단순히 쌓아 올
린 것이 아니고, 자연지세를 잘
이용하여 흙을 다져서 쌓은 판축
법의 토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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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토층이 20cm 두께이고 그 아래 80~90cm 정도 두께의 적황색 점토

층 + 명갈색 점토층이 있다. 판축층은 이 층에서부터 일부 보이기 시작하

여 아래로 흑갈색 점토층, 적갈색 점토층, 흑갈색 점토층, 황갈색 점토층,

흑갈색 점토층, 명갈색 점토층, 흑갈색 점토층 순으로 중복되며 견고하게

축조되고 그 아래는 명갈색 점토층이 석비레층 위에 퇴적되어 있었다. 체성

외벽하단에는 판축부에서 약 1m 떨어져서 3단의 석축을 하고 있다. 토층

상에서 보면 판축부와 외벽의 석축사이에는 암갈색 점토층이 충전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석축은 길이 40-50cm, 높이 20cm, 너비 30-40cm

정도의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 는데, 현재 높이는 60cm 정도이다. 석축부

하단에는 판석형의 기단석이 1단 놓 는데, 상부 석축부보다 15cm 정도

내어 쌓은 형태이다. 외벽의 석축부부터 성벽의 너비를 계산해보면 약 9m

이다. 

이 산성에서 수습된 기와류는 부분 성의 서북쪽에서 임도를 개설하면

서 절개된 성벽 단면에서 수습한 것이다. 중흥산성의 기와는 등문양에 따라

크게 선문(線文), 격자문(格子文), 수지문(樹枝文), 무문(無文), 복합문(複

合文) 등으로 나누어 진다. 그 가운데 수지문과 복합문이 부분을 이루고

있다. 내면에는 모두 포흔이 관찰되는데, 일부 포흔 위로 빗질과 물손질 흔

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 분할방법은 편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

들지만 개 내면에서 1/2~1/3 정도 칼질한 후 부러뜨렸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기와는 체로 고려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그동안 중흥산성은 통일신라시 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

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기와류 뿐인데 모두 고려시 에 해당된 것

들 뿐이다. 뿐만 아니라 산성의 축조기법도 외벽의 하단부에 보축의 석축시

설이 있고, 고루지는 않지만 판축기법으로 토성을 축한 점으로 보아 중흥산

성은 고려시 에 축성하 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축성된 이후 성곽의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다가 조선전기에 폐성된 것으로 보인다.

1530년(중종 25)에 펴낸『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에‘중

흥산 고성(中興山 古城)’이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임진왜란 때의 중흥산성은 인근지역의 승병과 의병 집결지이자 물

자공급지로서, 왜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으로 전하고 있다. 당시 중

흥산성의 승병과 의병들은 마로산성의 의병과 연합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마로산성-중흥산성-광양읍성-왜교성을 직선으로 이어보면 길쭉한 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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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진왜란 때의 중흥산성
은 인근지역의 승병과 의병 집
결지이자 물자공급지로서, 왜
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
으로 전하고 있다. 당시 중흥
산성의 승병과 의병들은 마로
산성의 의병과 연합작전을 펼
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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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꼴이 그려지는데 임진왜란 당시 광양읍성의 회복과 군사작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군, 의병 그리고 승병이 연 하여 왜교성에 주둔한 소서행장

부 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 을 것이다. 구전으로는, 임진왜란 때 승병과

의병의 훈련장으로 쓰 는데 천연적인 요새로 이루어져서 왜병들이 산성

안에 병력이 있는 줄을 몰랐으나 어느날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에 쌀

씻은 물이 허옇게 내려오는 것을 왜병 정이 탐지하여 아군을 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전해지고 있다.4)

3) 불암산성

불암산성은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 30

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었다. 진상면에서 수어댐으로 가

는 국도를 타고 2㎞ 정도 가면 길 좌측으로 진상면 섬거리(蟾居里)로 들어

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수어댐이 나오고 이 댐의 동쪽에

섬거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섬거마을 뒤쪽에 솟아 있는 표고 231.5m의 산

정상부에 일정 공간을 둘러 싼 테뫼식 산성이 불암산성이다. 산성이 위치한

곳은‘불암산(佛岩山)’이라 부르는 산의 서남 지맥에 해당된다. 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섬거마을에서 마을 뒤로 난 등산로를 따라 10분 정도 오르면

산성의 서쪽에 이른다. 또 다른 길은 수어댐 관리사무소에서 소로를 이용해

30여 분 정도 오르면 산성의 남쪽으로 이른다.

불암산성은 동‐서쪽이 장축인 사다리꼴 형태의 석성이다. 산성은 산 정

상부를 중심으로 8부능선을 에워싸면서 축성하 는데 동쪽이 높고 서쪽으

로 내려올수록 낮아진다. 산성이 축조되어 있는 산 자체는 그다지 높은 산

은 아니지만 자연지형을 최 한으로 이용해 축조하 다. 

성벽은 부분 무너져 있고 주변은 거의 잡목으로 덮여 있으며, 무너진

성벽의 너비는 약 18m에 이른다. 자연 지형을 최 한 이용하여 축성하

기 때문에 성벽의 부분이 무너진 지금도 성벽 밖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성벽 전체의 둘레는 500m정도이다. 체성의 최 높이는 334㎝이며, 성벽

의 너비는 530~600㎝이다. 그리고 성내 면적은 17,955㎡이다. 

성의 북서쪽의 일부구간은 주민들이 산을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농로

를 만들면서 약 50m정도가 훼손되었다. 성의 북동쪽에는 문지가 있으며

성벽의 부분은 훼손되었고 일부 구간에서 성벽의 축조상태를 살필 수 있

다. 성의 북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성벽의 잔존 상태가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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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성은 동‐서쪽이 장축인
사다리꼴 형태의 석성이다. 산성
은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8부능
선을 에워싸면서 축성하 는데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내려올수
록 낮아진다. 산성이 축조되어
있는 산 자체는 그다지 높은 산
은 아니지만 자연지형을 최 한
으로 이용해 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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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은 성벽이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으며 칡넝쿨과 잡목들로 우거져 있어

축조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성의 서쪽 성벽은 다른 곳과 같이 훼손되

었고, 감나무 등의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다. 

불암산성은 테뫼식 석성으로서 협축식으로

축조되었다. 테뫼식 산성이란 입지상으로 볼 때

산의 중복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산

정부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싼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산정식 산성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산성

의 일반적인 형태가 산봉우리에 마치 테를 두른

것처럼 보여 테뫼성 혹은 시루성이라고 부르며

일본인들은 발권식(鉢券式) 산성이라 칭하기

도 한다.

협축식은 성벽의 안팎을 돌로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하며, 내탁식은 외벽만

을 성돌로 쌓고 안쪽은 흙이나 잡석같은 것으로 뒤채움하는 방식이다. 편축

법 역시 한쪽만을 성돌로 쌓아 올린다는 점에서는 내탁식과 같으나, 내탁이

뒤채움하는 흙을 성안에서 파서 뒤채움하는 관계로 성내에 자연히 내호가

생기게 되는 반면에 편축식은 내고외저의 지형에서 외벽만을 쌓아 올리고

안쪽은 성내의 높은 지형을 삭토하여 뒤채움하는 관계로 성내에 내호가 아

닌 회랑도가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협축부분의 성벽하부는 석비레층이나 암반 위까지 파서 기초를 자연적

으로 튼튼하게 한 후에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곧바로 벽을 쌓아 올렸다.

벽석은 20~80cm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면이 고른 쪽을 수평으로 맞추

어 쌓아 올렸고 정연하지 않은 면은 그 사이 사이에 잔돌로 쐐기를 박았다.

성돌로 이용된 할석은 부정형의 자연할석도 있고 판석과 같은 모양도 있으

며 약간 손질하여 다듬은 듯한 석재도 있다. 성돌의 크기는 상하 석재에 차

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체성의 외벽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에서 2~3단의

벽석 높이까지 다짐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경사면 지역을 수평 쌓기 방식

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성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

각된다. 즉 경사면 지역을 경사면과 평행하게 성벽을 쌓는다면 결국 경사면

아래쪽으로 모든 성돌의 하중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사면 아래쪽의

성돌은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붕괴되고 말 것

이다. 따라서 이렇게 성벽의 하중이 아래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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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을 수평 쌓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벽의 하중을 골고

루 분산시켜 성벽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불암산성에서 수습된 기와는 마로산성과 달리 백제시 의 것으로 한정

되는데, 문양의 형태나 기와의 분할방법은 마로산성의 백제기와와 동일하

다. 불암산성에서도 백제기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골흔의 평기와들

이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모골흔이 있는 평기와는 모두 암키와이다. 이외

에 인각와 1점이 수습되어 주목된다. 이 인각와는 배면에 이중의 원이 표현

되고, 그 내부에‘십(十)’자가 양각되었다. 이와 같은 인각와는 백제시 의

기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불암산성에서 수습된 토기편은 회청색의 경질 토기편으로 삿자리문, 격

자문, 복합문, 무문, 평행타날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그 중 평행타날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격자문 가운데에는 기와 외면에 시문된 것과 동

일한 것이 있어 같은 고판에 의해 토기와 기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형상으로는 평저 직구호, 외반구연호, 원저 단경호, 옹 등이어서 백제

계통의 토기로 보인다. 

석환은 불암산성에서 10여 점 수습되었다. 이 석환들은 타원형의 천석

(川石)으로서 인근의 하천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원형, 부정형 등이다. 크기에 따라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형은 소수이고

중∙소형이 많다. 형은 길이가 30cm 내외이고, 중형은 20cm, 소형은

10cm 정도의 크기이다. 석환의 용도는 성 가까이 접근한 적을 물리칠 때

사용된 무기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축성기법과 출토유물로 보아 불암산성은 백제시 후기에 축

조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백제가 멸망하면서 그 기능이 다하 던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불암산성은『호남읍지(湖南邑誌)』(1895년), 『광양군지(光陽郡

誌)』(1925년)에“현의 동쪽 50리에 위치한 성으로 둘레는 500척이며, 성

내에 우물이 1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외의 기타 지지류에도“현의

북쪽 50리에 있으며, 지금은 폐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구

전에는 삼한시 에 쌓여진 성이라고 하며, 임진왜란과 구한말 의병활동에

도 활용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지표조

사 결과 백제시기의 유물들만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발굴조사

가 진행되어야만이 더 자세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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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崔仁善 �東熙. 앞의 책.
1998. 4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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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암산성

봉암산성의 초축에 관하여서는 삼국시 부터

산성이 있었다는 설과 임진왜란 시기에 쌓았다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임진왜란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수습할 수 없었고, 다만 회청색

경질토기편을 1점 수습하 는데, 명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테뫼식이라는 산성의 형식과 축조 기

법으로 보아 삼국시 (백제)에 초축되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규모가 작아 보루성으로

추정된다. 

봉암산성은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해발 170m 고지에 자리잡고 있다. 지

도상에는‘봉임산성(鳳任山城)’으로 표기되어 있는 산성이다. 이 산성은

동쪽으로는 섬진강 건너 하동군 금성면 일 가 보이며 서쪽으로는 진월면

일 가 훤히 바라다 보인다. 산성의 남서쪽으로 섬진강변이 연하고 있어 강

건너 하동쪽의 산성과 더불어 지형적으로 중요한 요새임을 알 수 있으며,

산성의 북서쪽방향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불암산성이 위치한다. 산성

은 진월면 아동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30여 분 정도 올라가

면 성의 남쪽부분에 이르게 되며, 성의 서북쪽으로 난 등산로를 이용해 성

에 이를 수도 있다.

봉암산성은 동서축으로 긴 타원형을 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의 일정한 공

간을 둘러싸고 있는 산정식 산성이다. 산정식 산성의 일반적인 형태가 산

정상부에 테를 두른 것처럼 성을 쌓아 테뫼성 혹은 시루성이라고도 한다.

산성의 총길이는 약 100m로서 소형이며, 면적은 1,422㎡이다. 그리고

성의 너비는 약 520cm이다. 현재 잔존한 내벽의 높이가 약 150cm, 외벽의

높이가 약 90cm로 외벽보다 내벽이 잘 남아 있다. 내벽의 경우 남쪽 일부

분이 허물어졌지만 비교적 잘 남아 9단의 석축이 확인된다. 현재 성안에는

건물지나 문지 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봉암산성은 다른 산성에 비해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는 성 내부에 위

치한 민묘의 관리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묘는 정남향으로

1기 있으며, 민묘 상석에는 명문이 있다. 봉암산성은 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9부 능선에 해당하는 정상부를 따라 석축한 테뫼식 산성이면서 또한

성벽의 안팎을 모두 돌로 축성한 내외협축식 산성이다. 성 외벽은 성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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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鳳任山城)’으로 표기되어
있는 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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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데, 현재 6단 정도가 남아 있어 축조상태를 알

수 있고 높이는 약 90cm이다. 외벽의 축조방법은 15×40cm정도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쌓기를 하 다. 내벽은 현재 9단이 남아 있으며, 높이

는 약 150cm이다. 내벽 역시 할석으로 외벽과 같이 수평쌓기 방식으로 축

조되었다. 내외벽 모두 정연하지 않은 면은 그 사이사이에 잔돌로 쐐기를

박았다. 성돌로 이용된 할석은 부정형의 자연할석도 있고 판석과 같은 모양

도 있으며 약간 손질하여 다듬은 듯한 석재도 있다.6)

2. 봉수

1) 건 산(구봉화산) 봉수

건 산 봉수(件臺山 烽燧)에 관한 기록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

輿地勝覽)』이나『여지도서(輿地圖書)』를 비롯한 조선시 지지류에“건

산 봉수는 현의 동쪽 18리에 있으며 남쪽으로 순천부 진례산에 응하고 서

쪽으로 순천부 성황당산(城隍堂山)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다. 광양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지명은 2곳이 있는데 하나는 구 동광양시와

광양읍의 경계지점인 구봉화산(舊烽火山)이고, 다른 하나는 구봉화산 서

쪽에 위치하고 있는 봉화산이다. 이들 지명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서는

봉수 가 처음에 구봉화산에 있다가 후에 봉화산으로 옮겼다고 하여‘구봉

화산’, ‘신봉화산’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봉화산에는 봉수 와 관련한

유구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구봉화산 정상부에만 봉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은 광양만 일 가 바로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봉화를 이용하여 광

양만의 상황을 순천과 여수를 비롯한 주변에 바로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구봉화산 봉수가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산

봉수로 판단된다. 

이 봉수 는 골약동과 광양읍의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해발 472.7m의 구

봉화산(舊烽火山) 정상에 있다. 이 산에 오르는 길은 크게 3갈래 길이 있

다. 즉 황금동 황곡마을에서 오르는 길과 황길동 통사마을에서 오르는 길,

황곡마을에서 배나무재를 거쳐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있는데 3갈래 길 모

두 경사가 급하고 거리가 멀어 오르기가 쉽지 않다. 3길 가운데 황금동 황

곡마을에서 오르는 길이 등산로가 나 있어 오르기에 쉬운 편이다. 

구봉화산의 정상부에 오르면 서쪽 1.6㎞ 지점에 봉화산(신봉화산)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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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8㎞ 지점에 순천 검단산성과 왜성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광양

제철소가 자리잡은 광양만이 한 눈에 들어온다. 북동쪽 13.4㎞ 지점에는

마로산성이 보이고, 북서쪽으로는 광양읍이 바로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광

양만의 상황을 잘 조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변지역에 전할 수 있는 중요

한 위치에 해당한다.

구봉화산은 4면이 비교적 가파른 편이나

정상은 체로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30~70㎝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아 올

린 봉수 는 현재 높이 120㎝, 남-북 800

㎝, 동-서 700㎝ 크기로 남아 있는데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그런데 이 석축단도

골약 동민들이‘구봉산’이라는 안내석을

세우면서 흩어져 있던 할석들을 이용하여

다시 쌓은 것으로 원래의 봉수 구조는 그

기저부만 있을 뿐 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다만 할석들이 남-북 15.2m, 동-서 15.5m 정도의 범위까지 일정하게 흩

어져 있어 원래는 상당히 높게 쌓아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봉

수의 남쪽에‘학생김해허공만용지묘-일구구칠년 사월 오일 립(學生金海

許公萬鎔之墓-一九九七年 四月 五日 �)’이라는 명문의 비가 세워진 민

묘 1기가 있다. 그리고『호남봉 장졸총록(湖南烽臺將卒總錄)』에 의하면

‘건 산 봉수 의 규모는 별장(別將) 13인, 군 21명, 보인(保人) 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삭(每朔)마다 윤번으로 근무하 다’고 기록하여 봉수군

주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남아 있는 건 산 봉수의 기록으로 보아 이 봉수 의 주된 기능은 돌산도

의 봉수와 진례산 봉수에서 전달된 적변(賊變)의 상황과 광양 지역의 위급

한 상황을 바로 순천도호부에 알려주는 것이었다. 조선초기 한때 진주목

(晋州牧)으로도 이 지방의 상황을 전하기도 하 으나 조선후기에는 이러

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2거의 간봉역할은 없어지고 제5거의 간봉역

할만 담당하 던 것으로 보인다.7)

2) 봉화산 봉수

이 봉수 가 있는 산을 현지 주민들은‘신봉화산’이라 부르고 있으며, 유

제5장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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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崔仁善. 『光陽市의 護國抗
爭遺蹟』. 순천 학교박물관
광양시. 1999. 59-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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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광양읍 초남리 봉화산의 정상에 위치

하고 있다. 

봉화산의 정상부(해발 397.7m)에 오르면

동쪽으로 배나무재 너머의 해발 472.7m의

구봉화산이 보이고, 서쪽으로 세풍간척지와

멀리 순천 검단산성이 보이고 있다. 남쪽으

로 광양만이 넓게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 남

해고속도로가 보이고 있다. 

봉화산으로 오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 길

이 있다. 하나는 사곡리 점동마을에서 황금

동쪽으로 계곡을 따라 작은 소로가 있는데,

이 소로를 따라 오르다가 봉화산으로 연결되는 경사가 심한 방화도로가 나

오고 이를 따라 약 40분 정도 가면 봉화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하

나는 황금동 황금저수지에서 봉화산으로 오르는 길로 이 길은 거리가 멀기

는 하지만 점동마을에서 오르는 길에 비하면 매우 완만하다. 

봉화산의 정상부에는 14.3×13m 크기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 있으며

서쪽으로 약 4m가량 석축처럼 보이는 단이 남아 있다. 이 단은 35~70×

35~55㎝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 는데 현재 2~3단 정도 남아 있고, 높이

는 80㎝이다. 북쪽은 70~120×35~40㎝ 크기의 자연 암반들이 마치 석축

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주위에는 자연 암반들이 흩어져 있을 뿐, 유물은 수

습할 수 없었다. 

이처럼 주민들에 의해‘신봉화산’으로 불리는 봉화산에는 봉수 로 추정

할 만한 유구나 유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문헌에

도 봉화산 봉수 에 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88년에 간행

된『마을유래지』에 주민들의 전언을 언급하면서 구봉화산 봉수 가 고려

중기에 축조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조선중기 이후에 지금의 봉화산으로 옮

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헌 근거도 없으므로 이곳에 봉수 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봉화산보다 약간 낮고, 순천도호부의

성황당산 봉수에 보다 가깝게 위치해 있으므로 조선후기에 간이식으로 이

곳에서 봉수를 하 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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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鎭)∙보(保)

1) 섬진진지(蟾津鎭址)9)

(1) 섬진진의 설치

섬진진(蟾津鎭)은 섬진강 하구의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섬진 마을에 위

치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설치되어 삼도수군통제 으로부터 직접적인 관

할을 받던 소규모의 수군진(水軍鎭) 이었다.

섬진은 본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 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

신은 섬진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켜 왜적의 내침에 비하 고, 전라감사 이

정암은 종3품의 첨절제사를 섬진에 주둔시킴으로써 진관체제하의 거진으

로 정식 편입하고자 건의하여 조정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기도 하 다. 실

제 설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 지만, 이로써 요해처로서의 섬진 지역이 지

니는 의의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 섬진 지역에 설

진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선조 36년(1603) 이래의 일이었다.

섬진에는 진의 개설에 앞서 이미 모군(募軍)과 더불어 도청(都廳, 倉)이

설치되어 있었다. 18세기말에 쓰인『光陽邑誌』에 따르면, 당시 섬진진에는

창고를 관리하기 위한 한 채의 아사(衙舍) 외에는 창고 건물만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선조 36년에 조정에서는 섬진에다 도청창

을 세운 다음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인 자원병으로 구성된

모군을 두었었는데, 그 규모가 커져가자 숙종 31년(1705)에 마침내 진으

로 승격시켜 진관체제하의 제진에 정식으로 편입시키기에 이르 던 것이다.

(2) 섬진진의 조직과 운

섬진진은 조선후기 내내 삼도수군통제 의 유일한 직할진이었다. 조선후

기에는 통제사가 경상우수사를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통제

사는 경상우수사로서 가덕진관(加德鎭管)이나 미조항진관(彌助項鎭管)과

같은 경상우도에 속해 있던 여러 수군진들을 직접 관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 전라좌수사 휘하에 있던 전라도의 광양 지역에 수군 진보를 설치하고

서, 어떠한 진관에도 속하지 않도록 한 가운데 그것을 통제사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었음이 분명해 보인

다. 이 당시 섬진진이 여타의 수군 진보와는 구별되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

는 가운데, 삼도수군통제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던 군진이었

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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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진은 여러 진 가운데서도 소모진(召募鎭)에 속하는 수군 진보이었

다. 소모진이란, 해상 방어체제의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재정 형편상 유방군

(留防軍)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기 어려웠던 지역에, 인근의 지역민들을

모군으로 소집하여 수비하도록 시키었던 특수한 군진이었다. 섬진진을 지

휘 통제하도록 파견된 것은 권관(權管)이 아니라 별장(別將)이었다. 6품

내지는 종8품의 품계를 지닌 별장으로 하여금, 섬진진을 총괄하도록 책임

을 맡기었던 것이다. 또한 섬진진에는 이 별장의 통솔 아래 입번(入番)하는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다. 3�8월의 바람이 잦아드는 시기에는 40명씩, 그

리고 9�2월의 바람이 높아지던 시기에는 20명씩, 3개월 동안 입번한 다음

교체하 다.

섬진진은 군사적인 측면에서와 함께, 더욱이 재정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군 진보 다. 처음 진을 개설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도청(都廳, 倉)이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이미 그와 같은

측면이 드러나고 있거니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져

갔던 것이다. 섬진진에는 공해(公 )인 서해관(誓海館) 외에, 병량창(兵糧

倉)을 비롯하여 진창(鎭倉), 총창(銃倉), 군기고(軍器庫), 육물고(�物庫),

화약고(火藥庫) 등 여러 창고 건물이 늘어서 있었다. 섬진진에 소재하던 관

아 건물의 부분이 창고사(倉庫舍)로서, 그와 같은 건물의 배치마저 진이

차지하고 있던 경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을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섬진진에서는 우선 전라 감 과 삼도수군통제 으로부터 위임받은 환곡

을 관리하여야만 하 다. 통 (統營)의 경우 17세기 초 이래 관내의 여러

군현에 다수의 창고를 개설하여 재정의 원할한 운 을 도모하 다고 하는

데, 그 가운데서도 섬진창은 무안 고하도의 당곶창(唐串倉)과 더불어 아주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통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통제 관할하

의 외창(外倉) 10곳 가운데, 당곶창과 섬진창만은 경상우도를 벗어나 전라

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한편 통 의 외창이 자리한 군현의 양민들에게는,

환폐(還幣)와 민역(民役)의 가중이라고 하는 매우 무거운 부담이 지워졌

다. 통 의 외창 중 가장 원거리에 있던 당곶창과 섬진창에서도 그것은 매

한가지 다. 당곶창의 경우 인근 군현인 나주와 무안 및 암에서의 환폐

침학이 너무 가혹하여, 18세기 들어 그 이설 또는 혁파가 자주 논의되다가

19세기에 가서 마침내 혁파되었다. 반면에 섬진창은 당곶창과 달리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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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1895) 통제 이 폐 될 때까지 존속하 다. 호남 지역에서의 무곡

(貿穀)과 통 수용물(需用物)의 원할한 수납을 위하여 개설한 섬진진 및

그 창고가 지녔던 중요성을 암시하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통 의 외창

들이 개 6�10칸 규모의 창고 건물을 지녔었던 데 비해, 19세기 중반의

섬진창은 그 창고사가 무려 20칸에 달하 다고 한다. 이 또한 통 관하에

있던 여타의 군진이나 속읍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섬진진과 그 창고의 독특

한 위상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닌가 한다.

환곡 외에도 섬진진에서는 장세(場稅)나 해세(海稅)와 같은 막 한 세입

원을 갖고 있었다. 진의 설치 이래 섬진진에서는 두치장(豆恥場)을 개설하

여 직접 장세를 거두었다. 지리산권을 포함한 호남과 남 일원의 각종 물

산이 섬진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활발히 거래되는 중심지이었기 때문에, 섬

진진에서 거두어들이는 장세의 액수는 적지 않은 것이었다. 섬진창의 별칭

이 두치도청창(豆恥都廳倉)이었다는 사실에서, 섬진진의 운 과 관련하

여 두치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하 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한편 섬

진진에서는 어 선세(漁 船稅)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해세의 징수액도 만만

치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섬진강을 내왕하는 각종 선박으로

부터 징수하는 선박세는, 장세와 더불어 섬진진의 주요한 세입원을 구성하

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피었던 거와 같은 재정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섬진진의 역할

은, 삼도수군통제 의 재정 운 상 빼놓을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임진왜란 당시 입증되었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

으려니와,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섬진진은 못지않게 비중있는 역할

을 수행하던 수군진이었던 셈이다.

(3) 섬진진의 폐쇄

섬진진이 폐쇄된 것은 고종 32년(1895) 갑오개혁 때의 일이었다. 당시

각 군문을 폐합하여 군무아문의 소속으로 일원화하면서 삼도수군통제 이

폐 되기에 이르 고, 그에 따라 그 속진이었던 섬진진도 함께 폐쇄되는 운

명을 맞이하 던 것이다. 이후 섬진진이 소재하던 지역은 다시 광양군의 관

할 아래 들어가게 되었으며, 현재 광양시 다압면에 그 터가 남아있다.

(4) 섬진진의 의의

섬진진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적으로 요충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임진왜

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그곳에 군사를 매복 주둔시켰던 것만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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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조 36년(1603)에 도청(都廳, 倉)을 개설하여 모

군으로 하여금 주둔케 하다가, 마침내 숙종 31년

(1705)에 별장진(別將鎭)을 설치함으로써 정식으

로 진 체제하의 제진(諸鎭)으로 편입시켜 통제사

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도록 하기에 이르 다.

그런데 섬진진을 설치하고자 한 것은 그같은 군

사적인 목적 때문에서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경제

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느낌이 더욱 강하 다. 섬진진은

해방(海防)이라는 그 본래의 임무에 더하여, 통제 의 재정적인 기반을 튼

튼히 하는 데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통 으로부터 위임받은 환

곡을 관리하 고, 두치장을 개설하여 장세를 거둬들 으며, 나아가 섬진강

을 왕래하는 선박으로부터 선박세를 징수하는 등, 삼도수군통제 의 재정

운용상 빼놓아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

통제 에서 굳이 전라도 광양 땅에 있던 섬진진을 직접 관할하고자 하 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득을 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섬진진의 별장에 한 통제사의 포폄(褒貶)의 중

에는 환곡의 수납이나 장세의 징수와 관련되는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고 한다. 또한 통제사의 권한이라 할 섬진진 별장의 임명을 두고 전라감사

나 광양현감의 월권행위가 나타나는 등, 섬진진 운 도 주도권들 둘러싸고

때때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 다고 한다.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섬진

진이 지니는 비중이 컸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자, 앞서 언급하 던 바 통제

이 구태여 섬진진을 전관(專管)의 속진(屬鎭)으로 거느리고자 애를 썼

던 속셈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는 목이 아닐 수가 없다 할 것이다.

(5) 섬진진지의 현황

섬진진에 세워진 건물의 규모는『광양읍지(光陽邑誌)』, 『희양지(曦陽

誌)』를 통해 알 수 있다. 『광양읍지』에는 아사와 서해관 등 공해 2동이 있

고, 진의 동쪽에 병량창 진창 통창(兵糧倉 鎭倉 統倉)이 있으며, 진의 북쪽

에는 군기고 육물고 화약고(軍器庫 陸物庫 火藥庫)가 있어 총 6동의 창고

가 기록되어 있다.

『희양지』에는“서해관(誓海館)이란 집무청 및 창고 6채와 아사(衙舍) 등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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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채의 집이 있었고, 병선으로는 방선(防船) 2척, 사조선(伺條船) 2척이 있

었다. 또한 당시의 주둔군은 359명이었으며, 진 주변에는 민가 88호가 있

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과 함께 1872년에 제작된『전라도지도(군∙현∙진)』광양현

섬진진의 고지도에서도 건물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지도에는 아사

(衙舍)와 내아(內衙), 군기 장청 작청 진창 사령청 성황당(軍器∙將廳∙作

廳∙鎭倉∙使令廳∙城隍堂) 등 총 8동의 건물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섬진진에는 서해관, 옥터, 군량터, 진둔지 등의 이름과 선황당터, 당

산 등 옛 이름이 남아 있다. 이를 위의 사료의 내용과 종합하여 그 위치를

비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사와 내아

주민들은‘별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희양지』에는‘서해관(誓海館)’이

라 명기되어 있는데, 『전라도지도』와 비교할때 아사와 내아에 해당되는 곳

으로 판단된다. 이곳은 마을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해당하며 이곳을 중심

으로 동서남북에 건물이 들어서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리는 현재 도사리 121번지 박덕균씨의 집터로 변해 있다. 박씨는 그

의 할아버지가 이곳 수군으로 있다가 1895년 진이 없어지면서 통 사람

들이 아사 건물을 뜯어갈 때 서까래 등을 모아 지금의 집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 아사의 주춧돌로 사용되었던 4매의 석재가 현재 박덕균씨 의 주

춧돌로 사용되고 있다. 

② 진창과 작청

주민들은‘군량터’라 부르고 있는데, 군사물품이나 식량을 두는 곳으로

박덕균씨 즉 아사와 내아의 아래쪽인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민가가 들어서 있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③ 군기

주민들은‘무기창고’라 부르고 있는 곳이다. 박덕균씨 집의 남서쪽에 위

치하고 있어, 『전라도지도』의 군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생각된다. 무기를

만들거나 보관하던 곳으로서 후에 밭으로 경작되었으나 현재는 박덕균씨

의 진입로로 포장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④ 장청

박덕균씨 의 서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마을에서는‘장정터’로 부르고

있다. 군이 주둔했던 터로 지금은 밤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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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20×15m 정도이다.

⑤ 성황당

박덕균씨 의 뒤쪽에 해당하는 곳이다. 북쪽으로 낮은 동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마을에서는‘선화당터’로 부르고 있는데, 나라에서 회의가 있으면

공을 들이는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밤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주위에는 바

위들이 있다. 『전라도지도』에서는 아사와 내아의 북쪽 낮은 산을 성황당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때 이곳이‘성황당’으로 판단된다. 현재

면적은 31×14.6cm이다.

⑥ 선돌바위

섬진 강가에 여러 바위들과 함게 당시 배를 묶었던 바위가 좌우에 깊게

홈이 파여진 상태로 남아 있다. 바위의 둘레는 570cm이다. 조선시 말까

지도 1백 24명이 승선한 병선이 정박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선돌바위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량이 줄고 퇴적이 심해 겨우 2�3

톤급 나룻배도 장 질로 겨우 건너다닐 수 있게 변하 다. 

2) 기타(비읍지 내천현성지 중군현성지)

(1) 비읍지(飛邑址)

진상면 비평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왔으나 전혀 흔적이 없다. 따라서

비읍의 규모나 내용 등도 알 수 없다.10)

(2) 내천현성지(奈川縣城址)

옥룡면 내천마을에 있었다 하나 고증할 길이 없다. 삼한시 의 현성이 있

었다고 한다. 옥룡면이 옛 광양의 중심지 다는 끊임없는 구전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이곳이 백운산의 한재를 넘어 구례와

남원으로 연결되고 동으로 하동과 연결되기 쉬운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군 가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1)

(3) 중군현성지(中軍縣城址)

골약면 중군리에 있다. 삼한시 의 현성으로 전해져 오는데 주로 해안선

의 경비를 위해 설치되었던 듯 하다. 성터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

나 현재는 찾을 수 없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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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光陽郡誌編纂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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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壇)

1) 사직단(社稷壇)

사직단은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지내는 제단이다. 사직제는 지

신과 곡신에게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이다. 옛날에 왕이 될 때에는 반드시

사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어 국가와 존망을 같이 하 는데, 곧 백성은 땅

이 없으면 설 수 없고,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옛날부터 왕이 나라

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모두 사직단을 만들어 백성을 위하는 제

사를 지냈던 것이다. 따라서 사직은 흔히 국가나 조정을 일컫기도 한다. 조

선시 에는 사직제를 종묘의 제사와 같이 중요시하여 서울에서는 궁성안

서쪽에 사직단을 설치하여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각 군읍에

도 사직단을 구축하여 각 고을의 수령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축문의 내

용에는 개‘사직신의 덕택으로 우순풍조하여 오곡이 풍등하고 제반 재액

을 제어하여, 국태민안하도록 토지신명이 보살펴 달라’는 기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각 고을에 사직단이 있었던 흔적이 많다. 그것은 지

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령, 사직골, 사직거리, 사직동 등의 지명이 그

것이다. 일제시 에는 국가의 모독과 문화의 말살 및 왜곡 차원에서 사직단

이 있는 곳을 공원화시키기도 하 는데 그 표적인 예가 광주의 사직공원

이다. 광양의 사직단은 봉강면 석사리 명암 마을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

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13)

2) 여제단(   祭壇)

여제에 관한 기록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종 (太宗代)에

나타난다. 그 기록에 의하면, 여제는 제사를 받아먹지 못한 귀신에게 제사

를 지내 줌으로써 여귀의 한을 풀어주고, 민간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행한 의례라 하 고, 여제의 단위로는 경중(京中)과 외방(外方)

의 각 행정 단위로 나누었으며, 현을 최하위 단위로 하 다. 여제는 봄에는

청명, 가을에는 7월 15일, 겨울에는 10월 1일에 치제되었고, 여제단은 각

성의 북쪽에 두었으며, 제물은 경중에서는 양 세 마리, 돼지 세 마리, 쌀 45

말을 쓰고, 외방에서는 경중에 비해 3분의 1을 감하고, 현에서는 다시 그

반으로 줄 다. 제물 중에서 양은 노루나 사슴으로 신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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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陽郡誌』.1983. 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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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祭官)은 경중이나 개성은 당상관을 파견하 고,

각 외방은 그 수령이 치제케 했다. 후에 이러한 여제

가 민간신앙화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도군 진도

읍 교동리에서는 일년에 두 번 여제를 지냈는데, 정월

에 사람들이 귀신을 몰아서 여제단에 가두고 제사를

지낸 뒤 문을 잠가 두었다가, 농사를 짓고 나서 시월

에 귀신을 풀어준다. 여제단은 귀신을 잡아 가두는 감

옥이라고도 한다. 

여제단은 한마디로 한해의 액운과 질병을 막기위해 여신( 神)을 제사하

는 곳으로, 광양 경우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하며 그 표적인 것이 우산리 내

우 마을과 인서리에 있었다.14)

3) 성황당(城隍堂)

고려 문종 9년에 성황신사를 설치하고 춘추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보인

이래로 고려시 부터 왕실에서는 명산 천이나 성황신에 작호를 수여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전라도에서는 지리산, 금성산, 무등산은 호국백(護國伯)

의 작호를 받았고, 이는 부분 신의 호국적 기능에 한 보답으로서 취해

졌다. 고려 중기 이래로 각 고을의 성황제는 무당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따

라서 당시의 성황신앙은 무속이나 산신신앙과 융합된 형태로 유지되어 왔

는데, 조선 태조 에 이르러서는 신흥사 부들의 사전(祀典) 개편과 음사

론을 이유로 국가에서 이를 직접 통제하기도 하 다. 이에 따라 사전에 등

재된 성황제는 해당 지역의 수령이 왕을 리하여 지낼 정도로 성황신은

단순한 신앙의 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운명의 성쇠를 반 하는 상징물

로까지 인식되었다. 세종 때 성황은 풍운뢰우에 붙여 산천과 함께 국가의

공식적인 치제의 상이 되었고, 또 그 의식에 따른 제반 사항의 절차가 정

비되었다. 조선 중기에는 각 도마다 성황사가 건립되면서 지방 사회에 점차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각 도마다 성황사가 적게는 20여 개에서 많게는 60

여 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전라도에는 58개의 성황제가 법제와는 달

리, 춘추마다 정기적으로 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황당은 광양의 경우 각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으며,

표적인 것은 광양읍 목성리 성황당이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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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241 : 사직단 옛터

14) 전라남도∙전남 호남문
화연소. 위의 책. 630쪽.
광양군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891쪽.

15) 전라남도 전남 호남문화
연소. 위의책. 509쪽. 광양
군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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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해(公�) 성곽건물지

1) 광양읍성지

광양읍성의 초축연 는 확실하지 않으나, 1415년(태종 15)에 전라도 관

찰사 박습(朴習)의 계문(啓文)에“장흥∙고흥∙광양 3읍의 땅은 모두 바

닷가에 있어 왜구가 배를 는 곳인데 전일에 설치한 성이 모두 좁고 나무

를 세어 진흙을 발랐으므로 세월이 오래되니 기울고 무너짐이 심하고 혹은

샘과 우물이 없습니다…”16)라는 기사로 보아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조선조 태종 13년(1413)에 광양현을 설치한 이전부터 성이 쌓아졌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시는 목책성이었다. 이후 세종 12년(1430)에“전라 충청 경상

삼도의 각 고을의 성을 예전터에 그 로 수축할 곳과 새로 쌓을 성을 마련

하라”17)는 기사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에 석축성으로 쌓아졌을 것으로 추

정되지만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그후 1451(문종 원년) 8월 하삼도체

찰사 정분(鄭芬)의 순찰결과보고에 광양읍성은 그 로 완성시킬「잉구(仍

舊)」의 상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이때 광양읍성의 규모는

둘레 1,812尺, 높이 7尺 6寸, 여장고 3척, 적 9개중 미축이 7, 문 3, 옹성

은 없으며, 여장 374尺, 해자 둘레 1995尺으로 적 7개와 옹성을 제외한

부분의 성곽시설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광양읍성의 규모와 부속시설을 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신증동국여지승람』이후 약간씩 城의 규모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교적 변화없이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

운데『호남읍지』에 보이는 高 40尺은 잘못 표기한 듯하다. 성의 부속건물

은 성의 규모에 비해 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치첩(雉堞)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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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文宗實錄』卷 9, 元年 辛
未條.

17) 『世宗實錄』卷四十八. 十
二年 庚戊條.

지지명(地志名) 연도
규 모 부속시설

備 考
길이 높이 옹성 치성 치첩 성문 井 池

세종실록지리지 1454 362步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974尺 13尺 5 1

동국여지지 1656 974尺 有 5 2

여지도서 1759 974尺 13尺 3 483 3 壕池:長995,廣15,深8尺

동지지 1864 985步 5 4 2 5

호남읍지 1871 985尺 14尺 3 4 518 壕池:長995,廣15,深8尺

호남읍지 1895 985尺 40尺 3 4 518 壕池:長995,廣15,深8尺

증보문헌비고 1908 974尺 13尺 483 3 5 2

희양지 1925 985尺 14尺 3 4 518 壕池:長995,廣15,深8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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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壕池)가 기록에 나타나는 1700년 중반경에 적인 성곽의 보수와

축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한편『희양지』의

기록으로 보아 1925년 이전까지는 성의 유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

며, 부분 1920년 후반을 전후해서 훼철된 듯하다.

현재의 유적현황은 성벽과 성문은 모두 유실되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없

다. 성문의 위치는 합동정류소가 있는 사거리에 남문이 있었고 여기에 망호

루가 있었으나 1927년 화재로 소실 되었다. 동문은 현 우체국 부근, 서문은

경찰서 서편에 있었다. 북문은 풍수설에 의해 건립하지 않고 7개의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18)

2) 광양 세풍리 해창 유적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해창마을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

에 세금으로 거둔 곡물을 저장하던 창고터라고 전하고 있다. 지금은 초석

일부만 노출되어 있을 뿐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19)

3) 기타

① 등막등(燈幕嶝)

광양읍 인동리 지금의 광양역사에서 남쪽으로

200m 지점에 있었다. 고려시 이후 이곳에 등막 등

이 설치되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지금의 등 와 같은

것이었다. 그때의 바다는 등막등이 있있던 곳까지 깊

숙이 침투하여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개머리보

칠성리 서산 밑으로 흐르는 서천에 구축된 보. 고려

말기부터 설치된 것이라 전한다. 여기에서 약2㎞ 떨

어진 688정보의 정자평의 농업용수로 이용되어 왔다. 백운저수지가 생긴

후 콘크리트화 되었다.

③ 조련장

서초등학교 남쪽 500m 지점에 있었던 군사훈련장. 지금은 모습을 찾을

길 없다. 그러나 그곳의 논(약 1,500평)을 지금도‘조련배미’라고 불러 당

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④ 암서와(岩棲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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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朴光碩, 1993, 「光陽郡의 儒
敎文化遺蹟」, 『光陽郡의 文
化遺蹟』, 順天大學校博物館,
pp.198�199.

19) 順天大學校博物館,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 -光陽
市』, p.137.

사진8-242 : 해창옛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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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강면 구서리 비봉산 중턱 해발 500m 지점에 있는 자연암굴이다. 높이

10m, 폭 15m 정도의 암괴가 절벽을 이룬 밑에 자연히 생긴 것이다. 암굴의

넓이는 약 10평이며 안에는 샘이 있다. 이곳은 1849년경 솔성재 박정일

(率性齋 朴禎一)이 수학한 곳이다. 그는 당시 이 고장의 존경받는 선비 던

것으로 보인다. 한때 그의 6 손 박기홍(朴己洪)이 암굴안에 자그마한 거

소를 마련하고 해마다 4월 15일에 제향하 다고 한다.

⑤ 용기(�旗, 덕석기)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에 보존되어 있었던 권농기로 일명‘덕석기’라고

도 한다. 조 40년(1764), 이 고을 현감 윤익(尹謚)의 지휘 감독으로 만들

어진 것으로 가로 3m, 세로 1.8m, 중국산 당목이다. 이 기의 흰 바탕에는

연한 하늘색 구름이 깔렸고 구름 위에는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희롱하는

황룡과 청룡이 5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 기는 농악 의 선두에서는 권농

기의 역할을 했고 농악 의 접전이 벌어지면 향도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승전을 알리는 기치가 되기도 하 다. 다른 지방에서는 농악 의 앞에「農

者天下之大本」이라 쓴 기를 세웠지만 이 고장에서는 권농기가 서고 그

뒤를 한쌍의 기(令旗)가 따랐다.20)

⑥ 객사(客舍) : 희양관(曦陽館)으로 불리웠다. 공용여행자의 숙식을 위

한 접객소로 인조 1년(1623)에 현감 박문명(朴文明)이 건립. 1911년부터

광양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다가 후에 광양읍사무소로 사용되었다. 1951

년 1월 14일 빨치산의 방화로 불에 타고 그 자리에 다시 읍사무소 건물이

세워졌다. 1981년 읍사무소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진 후 철거되었다.

⑦ 아사(衙舍) : 현 사무 종사자들의 거처. 1910년부터 광양경찰서로 사

용되기 시작하 는데 현재는 그 터가 시민 주차장이 되고 있다.

⑧ 동헌(東軒) : 일명 봉양각(鳳陽閣)으로 불리웠다. 현감의 행정집무소.

1918년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광양등기소로 사용되었다. 1970년경

등기소의 신축으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현재는 상설시장 주차

장으로 변했다.

⑨ 작청(作廳) : 육방(�房)이 집무하는 곳. 1913년에 훼철되고 그곳에

군청이 세워졌다. 현 읍사무소임.

⑩ 훈도청(訓導廳) : 현 읍사무소 우측 앞에 있었다. 지금의 교육구청의

구실을 하 던 곳으로 1910년 이곳에 우편소가 개설되었다가 후에 헐리고

지금의 광양읍 청사 부지로 편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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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光陽郡誌編纂委員會,
1983, 『光陽郡誌』, p.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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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장방청(長房廳) : 육방의 합의장소. 현 시장관사 동편에 있었는데

1915년 광양 금융조합 청사로이용되었다. 지금은 옛 자리에 민가가 들어

섰다.

⑫ 라장청(羅將廳) : 군인 장교의 집무소. 현 시장관사

⑬ 형방청(刑房廳) : 행형(行刑)하던 곳.

⑭ 통인청(通引廳) : 현감의 비서실. 등기소의 서쪽에 붙어 있었다.

⑮ 향청(鄕廳) : 수령에 자문역할을 하는 지방 자치기구. 수령보좌, 풍속

교정, 향리의 규찰, 정령의 민간전달의 임무를 행하 다. 지금의 공보관과

제일약국을 잇는 골목의 남쪽편에 있었다. 1907년 9월 현재의 광양서초등

학교 전신인 사립 희양학교가 이곳에서 개교하 으며 그 후 이곳은 한때

접객업소인 부용관으로도 사용되었다.

� 현사(縣司) : 戶長의 집무소. 현 읍사무소의 서쪽에 붙어 있었다.

� 관노청(官奴廳) : 관노들의 거처. 지금의 시장관사 동북편에 있었는데

1911년 훼철됨.21)

제4절 불교유적과유물

1. 사지(寺址)

① 옥룡사지 일원(玉龍寺址 一圓)

㉮ 소재지 :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302 외(외산마을)

㉯ 시기 : 통일신라~조선

㉰ 연혁 및 현황

백운산(해발 1218m)의 한 지맥인 백계산(해발

253m)의 남쪽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역 주변에

동백나무가 가득 차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전체 면

적 182,645㎡이며 사적 제407호(1998. 8. 3)로 지

정∙보호되고 있다.

이 절은 통일신라시 에 중수(重修)되어 선승이자

풍수지리설의 가로 알려진 선각국사(先覺國師) 도

21) 光陽郡誌編纂委員會, 1983,
『光陽郡誌』, p.894.

사진8-243 : 옥룡사지 일원

집필 : 순천 학교 박물관 책임연구원 최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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