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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야철지에서 남쪽으로 불과 10m 정도 떨어져서 풍

부한 수량의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제철로 1

기와 작업장 및 생활공간 등이 있다. 현재 제철로는 비

교적 잘 남아 있는데, 규모는 하부 직경 1m, 높이 약

90cm이다. 현재 노벽은 동∙서쪽이 잘 남아 있는 편이

고, 남∙북편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노의 주

변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제철로를 중심으로 석축에 의해 장방형의 석

축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이 공간은 규모가 길이 8m, 너비 170cm 정도이

다. 노의 축 남쪽으로는 4×5m의 평탄공간이 있는데, 유출재가 다량 산

재하고 있다. 유출재가 남쪽 축 아래에 집중적으로 퇴적되어 있다는 것은

제철로 저부의 유출구가 남쪽으로 뚫려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출재

는 잘게 파쇄된 상태로 집중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노 남쪽으로 20m 정

도 떨어져서 팔각장방형의 평탄면이 있다. 이곳은 야철장인들의 주거공간

으로 보인다. 현재 유적 현황은 윗면 너비 155cm, 밑면 너비 100cm, 높이

90cm의 노터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고 노 주변 16×13m 범위는 평탄

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석회석, 규석, 철광석들의 슬래그가 산재하고 있다.

이 야철지는 1906년 광양지방에서 봉기하 던 백낙구(白�九) 의병활

동 이후 1908년을 전후하여 광양 일원에서 활약하 던 황순모(黃珣模)∙

황병학(黃炳學) 의병부 의 근거지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1908년 8월 5일 진월면 망덕리등지의 일인 습격시 같은 의병부 에서

동하 던 김헌백(金憲伯)의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그들의 숫자가 15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의 고향이 야철지의 근접 거리에 위치한 현 비촌리 비촌

마을이기 때문이다.

제7절문화유산 보전∙보호

1. 문화유산복원∙정비

1) 복원

① 옥룡사지 복원

제8편 문 화

사진8-366 : 황죽리 야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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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사지는 통일신라말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가인 도선국사가 35년간 주석한 유서깊은 곳으로 지

정문화재 사적 제407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 되고 있

는데 1995년 정 지표조사 이후 4차례에 걸쳐 옥룡

사지에 한 발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1995�

2001). 2001�2003년 동안에는 그동안 발굴조사 결

과를 토 로 이 지역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토지매입(53,520평), 도선국사와 통진 사의 부도탑과 비를 복원과 더불

어 주차공간 조성,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 으며, 2004�2005년에는 5

차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종합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도선국사와 통진

사의 부도전을 건립계획이며, 2006�2007년 계획으로는 웅전 건립, 도

선사상 선양수련관 건립. 동백림 정비 등을 실시하여 옥룡사지 일원의 뛰어

난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코자 옥룡사지 복원을 추

진하고 있다.

② 봉양사 복원

광양읍 우산리 559-1에 위치한 사원으로 이조 선조

11년(1578년)에 당시 현감 정숙남(鄭淑南)이 세워 최

산두(崔山斗)와 박세후(朴世煦)를 모셨다. 당시 사우

위치는 향교 바로 옆이었으며 그 이후 여러차례 복건∙

중수과정을 거쳐오다, 1977년 현 위치에 복설이건(�

設移建)하 는데 2002�2004년에 걸쳐 적인 복

원∙정비사업이 이루어 졌으며 사업비는 486백만원으

로 사당(12평), 동재(5.8평), 내∙외

삼문(4.8평), 홍살문(1식)등을 건립하

다.

2) 정비

① 매천 황현선생 현창 사업

봉강면 석사리 서석마을 출신(철

종 6년∙1855년 출생)으로 한

말 순국지사이며 문장

가이고 역사비평

제5장 문화유산

사진8-367 : 옥룡사지 복원
(쌍비∙쌍탑)

사진8-368 : 봉양사 복원

사진8-369 : 매천 황현선생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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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황현선생을 기리고자 2001�2002년에 봉강면 석사리 758번지 소재

생가를 복원하 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380백만원을 들여 생가(20

평), 문간채(8.5평), 정자(1.5평)등을 복원하 다. 한편 2004년에는 광양

읍 우산공원내에 사업비 67백만원을 들여 매천 황현선생 동상을 건립하고,

그분의 절명시와 연혁 등을 동상주변에 새기었다.

② 강희열∙강희보 형제의병장 묘역정비 및 사당건립

봉강면 신룡리 신촌마을 출신으로 임진왜란시

(1592�1598)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하다 경남 진

주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직한 강희열∙강희보의

묘역정화 사업으로 1972년에 묘소를 보수하 고,

1974년에는 묘비가 건립되었으며, 그 이후 2회에

걸쳐 묘역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조경이 실시되는

등 묘역정비가 이루어졌다.

한편 묘소가 위치한 산자락인 봉강면 신룡리 500

번지 일원에 1998�2003년에 걸쳐 강희열∙강희보 형제의병장 사당이 건

립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비 536백만원을 들여 사당(12평), 동∙서재

(7평), 삼문(4평), 관리사(9평) 등이다.

③ 광양향교 보수

광양향교는 광양읍 우산리 509번지에 위치하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111호로 지정되어 성현에 한 향사와 유생의 교육 및

지방문화의 향상 등 과거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했던

문화재로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건과 보수를 시

행하여 왔다.

1976년에 담장이 신축되고, 1982년 성전, 재실,

교궁 등이 수리되었으며 1986년에는 명륜당과 서재를

보수하고, 1987년에 성전 뜰방, 명륜당 번와, 담장이

보수되었으며 1995년에 명륜당 보수, 1996년에 관리사를 보수하 으며,

1997�2002년에 걸쳐 도비 및 시비 지원을 받아 성전∙상재 및 제기고

담장을 개축∙명륜당∙덕성재 및 제기고 기단을 보수하 으며, 문묘 후원

석축, 관리사를 개축하고 환경정비사업으로 잔디식재, 조경과 콘크리트 체

제정비, 단청 등 적인 보수∙정비로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단장하 다.

2004년에는 국비 및 시비보조로 성균관 유도회 전남 광양시 지부건물을

제8편 문 화

사진8-370 : 강 희 열 ∙ 강 희 보
형제의병장 사당

사진8-371 : 성균관 유도회
전남광양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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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입구에 건립하며 광양고을 유림들의 전당으로 활용되도록 하 다.

2. 문화유산보전

1) 전통문화유산 보전

① 광양장도 전수관 건립

�위치 : 광양읍 칠성리 1009-4(광양읍 성북마을)

�면적: 부지2,370㎡(717평), 연면적1,270㎡(384평)

�사업기간 : 2001. 1 � 2004. 2

�사업비 : 2,658백만원(국비 600, 도비 150, 시비 1,908)

�규모 : 전시실(2), 세미나실, 사무실, 자료실, 작업실, 기계실 등

② 김시식지 유물 전시관

�위치 : 태인동 829-1(태인동 궁기마을)

�규모 : 건평 11평, 부지 30평

�사업기간 : 1991�1992

�사업비 : 81,200천원

�전시내용 : 재래식 김 뜨는 통 외 52종

③ 진상향토 유물관

1992. 5월 당시 진상초등학교 교감인 이태상(�太

相)선생이 사라져가는 옛 농촌 생활용구를 수집∙보존해야겠다는 집념과

노력으로 광양시로부터 200만원을 지원받고, 진상면민과 학부모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받아 2개월에 걸쳐 200여 점을 수집, 교실 2칸에 교단

과 헌 책상으로 간이 진열 를 설치하여 그해 7월에 개관식을 가졌

다. 1999년에는 상기인이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남도 교

육청으로부터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열장을 설치하고, 그

동안 지속적인 수집활동으로 2001. 10월 현재 314종 932점을 전

시하 으며, 이와는 별도로「향토유물관」책자를 발간하여 이 학교

학년별 교육과정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위치 : 진상면 섬거리 진상초등학교 내

�사업기간 : 1992. 5�2000. 10

�사업비 : 1,200만원

�규모 : 교실 2칸에 향토유물 314종 932점을 농기구 분류법에 의거 전시

제5장 문화유산

사진8-372 : 광양장도 전수관

사진8-373 : 김시식지 유물
전시관

사진8-374 : 진상 향토 유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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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사연구∙기록

1) 광양고을 향토지 발간

제8편 문 화

일련
책 자 명

발간
저 자 수 량 적 요 비고

번호 년도

1 光陽縣邑誌(全) 1798 광양현 1권 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

2 光陽邑誌 1925 (저작 겸 발행자) 2권 발행소 : 전남 광양군 향교

황승현 인쇄자 : 이동우

정가 : 5원(円)

3 曦陽文獻集 1938 (저작 겸 발행자) 4책 발행소 : (광양향교내)희양문헌집 편집소

박종범 인쇄자 : 이성준

인쇄소 : 경남인쇄소

4 읍세일람 1959 광양군 광양읍 1권 편집 : 광양읍사무소

p.135 인쇄 : 자체발간

5 내고장 전통가꾸기 1981 광양군 1권 편집 : 내고장 전통가꾸기 광양군편찬위원회

p.165 인쇄 : 전일출판국

6 光陽郡誌 1983 광양군지 1권 발간자 : 광양군수 정병섭

편찬위원회 p.982 발행처 : 광양군지편찬위원회

인쇄처 : 광주일보 출판국

7 鄕儒 誌 1986 광양향교 1권 발행소 : 광양향교

향유약지 p.270 편집겸 발행인 : 송만수

편찬위원회 인쇄처 : 호남문화사

8 마을由來誌 1988 광양군 1권 편집 : 광양마을유래지 편찬위원회

p.710 발행자 : 광양군수 정원강

인쇄처 : 광주일보 출판국

9 骨若鄕土誌 1990 골약향토지 1권 편집 : 골약향토지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유병화 p.248 발행처 : 골약향리 친목회

인쇄처 : 광주고려문화사

10 光陽郡의文化遺蹟 1993 광양군 1권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

p.420 조사단장 : 순천 학교 박물관장 조원래

인쇄처 : 정문사

11 동광양시 1994 오병무 1권 펴낸곳 : 동광양문화원

마을의 유래와 p.470 펴낸이 : 정현섭

주민생활 인쇄 : 도서출판 흥기획

12 천지개벽의 땅 1994 김정호,김경수, 1권 발행처 : 사단법인 향토문화진흥원

태인도와 금호도 곽유석,정경성 p.240 편집 : 향토지리연구소

협찬 : 동광양시

인쇄 : 향지사

책값 : 8,000원

13 光陽鄕校誌全 1995 광양향교 1권 발행인 : 전교 이병두

p.1448 인쇄처 : 호남문화사

14 동광양의 민속 1998 (편저자)오병무 1권 발행처 : 동광양문화원

p.368 발행자 : 정현섭

인쇄소 : 경남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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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양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4. 광양고을문화유산연구도서

① 광양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이 조사 보고서는 1983(7. 15�11. 30)년에 사단법인 전남지역 개발협

의회(연구자문위원회)에서 조사하 으며, 조사책임자는 지춘상(池春相:전

남 인문사회 학 교수)이었다. 조사 상으로는 광양군내에 산재되어 있

는 모든 문화유적을 상으로 삼았으며 광양군에서 처음으로 문화유적

제5장 문화유산

제 목 조사연도 조 사 기 관 비고

광양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3 전남지역 개발협의회

골약면의 문화유적 조사 1987 순천 학(최덕원교수)

동광양시 문화유적 학술조사 1989 전남 학교 박물관

송천사지 지표조사 1989 동국 학교 박물관

옥곡 원월리 지석묘 발굴조사 1990 전남 학교 박물관

백제고도문화권(광양군∙동광양시) 
1990�1991 순천 학교 박물관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지표조사

광양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92�1993 순천 학교 박물관

광양 옥룡사지 지표조사 1994 순천 학교 박물관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1996 순천 학교 박물관

문화재 지표조사

광양 공설묘지 조성지역(광양읍 죽림리) 
1996 순천 학교 박물관

문화재 지표조사

광양읍 용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1997 순천 학교 박물관

문화유적 지표조사

옥룡사지 1차 발굴조사 1997 순천 학교 박물관 탑비전지

옥룡사지 2차 발굴조사 1997�1998 순천 학교 박물관 건물지

광양시의 산성 지표조사 1998 순천 학교 박물관

옥룡사지 3차 발굴조사 1998�1999 순천 학교 박물관

광양시의 호국항쟁유적 1999 순천 학교 박물관

광양읍 용강지구 택지개발 조성지구
1999�2000 순천 학교 박물관

1차 발굴조사

광양읍 용강지구 택지개발 조성지구
2001�2001 순천 학교 박물관

2차 발굴조사

옥룡사지 4차 발굴조사 2001 순천 학교 박물관

마로산성 1차 발굴조사 2001�2002 순천 학교 박물관

광양읍 용강리 용강초등학교부지 발굴조사 2002 순천 학교 박물관

마로산성 2차 발굴조사 2002�2003 순천 학교 박물관

마로산성 3차 발굴조사 2004 순천 학교 박물관

광양시 금호동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2004 (재단법인) 남도문화재연구원

개설공사 구역 내 문화유적(패총) 시굴조사

사진8-375 : 광양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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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연구 용역의뢰하여 실시하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② 골약면의 문화유적조사

이 조사보고서는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의 지원으로 실시한 광양군

골약면 사동, 중촌, 용소, 행정, 오류, 불노, 길호 마을의 문화유적 및 민속조

사 보고서이다. 조사기간은 1987년 4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으며, 조

사 책임자는 순천 학 최덕원교수이다.

�책명 : 『骨若面의 文化遺蹟調査 - 寺洞∙中村∙�沼∙杏亭∙五柳∙

��∙吉湖-』

�편자 : 순천 학 최덕원

�발행일 : 1987년 8월 15일

�인쇄처 : 도서출판 삼화문화사(광주)

③ 동광양시 문화유적학술조사보고서

이 보고서는 동광양시(광양군에 속하 던 골약면∙태인면 전역과 옥곡

면 광 리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하여 1989년 월 1일자로 시로 승격)에 산

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제반 문화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그 성격을 밝히고 아울러 기록 보존하여 후 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 학교 박물관의 주관으로 13개분야 별로 1988년 11월 28일

부터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하 다.

조사단 구성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김희수(전남 학교 박물관장)

�동광양시의 역사 : 송정현(전남 학교 사 교수)

�동광양시의 선사유적 : 이 문(전남 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동광양시의 역사유적 : 임 진(전남 학교 인문 전임강사)

�동광양시의 불교유적 : 성춘경(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동광양시의 미술사적-도요지 : 이태호(전남 학교 사 부교수)

�동광양시의 고건축 : 임 배∙천득염(전남 학교 공 교수)

�동광양시의 노거수 : 정동오(전남 학교 농 교수)

�동광양시의 민속 : 지춘상(전남 학교 인문 교수)

�동광양시의 구비전승 : 박준규(전남 학교 인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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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76 : 골약면의 문화
유적조사

사진8-377 : 동광양시 문화
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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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시의 방언 : 서상준(전남 학교 사 부교수)

�동광양시의 지명 : 김희수(전남 학교 사 교수)

�동광양시의하포마을공동체의현존형태: 최재율(전남 학교농 교수)

�책명 : 『東光陽市 文化遺蹟學術調査報告書』

�발행일 : 1989년 8월 30일

�발행처 : 전남 학교 박물관∙동광양시

�인쇄처 : 전일실업출판국(광주)

④ 송천사지조사보고서

이 조사보고서는 옥룡면 동곡리에 있는 송천사지 지표조사 결과물이다.

송천사의 역사, 사지의 현황과 규모, 유물, 관련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 다. 

�책명 : 『松川寺址調査報告書』

�저자 : 문명 ∙박도화∙최춘욱

�발행일 : 1989년 10월 15일

�발행처 : 동국 학교 박물관

⑤ 광양군의 문화유적

이 책은 순천 학교 박물관이 광양군의 지원을 받아 광양군의 문화유적

을 조사∙정리한 보고서이다. 조사지역은 광양군 관내에 속한 1개읍(광양

읍), 6개면(다압면, 봉강면, 옥곡면, 옥룡면, 진상면, 진월면), 168리를 상

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1992년 3월 1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약

12개월이다.

조사단 구성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조원래(순천 학교 박물관장)

�연혁 : 조원래(순천 학교 박물관장)

�지리적 환경 : 이홍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고고유적 : 이 문(전남 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불교유적 : 최인선(전남 학교 박물관 연구원)

�도요지 : 강경인(전남 학교 학원 박사과정)

�유교유적 : 박광석(순천 학교 박물관 연구원)

�고건축 : 서치상(순천 학교 건축공학과교수)

�민속 : 최덕원(순천 학교 국어교육과교수)

제5장 문화유산

사진8-378 : 송천사지 조사
보고서

사진8-379 : 광양군의 문화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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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및 전적 : 김주성(전남 학교 강사)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 : 장석모(순천 학교 임학과교수)

�책명 : 『光陽郡의 文化遺蹟』

�발행일 : 1993년 2월 25일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광양군

�인쇄처 : 정문사(순천)

⑥ 광양 옥룡사지Ⅰ- 정 지표조사

이 책은 선각국사 도선이 35년간 주석하 던 옥룡사지에 한 종합 보고

서이다. 조사기간은 1994년 9월 30일부터 1995년 5월 29일까지이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옥룡사의 위치와 불교미술사적 환경

Ⅱ. 옥룡사의 연혁과 승려

Ⅲ. 지표조사

Ⅳ. 시굴조사

Ⅴ. 요약 및 종합고찰

Ⅵ. 정비와 복원을 위한 제언

(부록) 1. 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

2. 선각국사 관련 논저목록

3. 洞眞大師寶雲塔碑

4. 광양시의 폐사지와 현존사찰

�책명 : 『光陽 玉龍寺址Ⅰ- 精密地表調査 -』

�저자 : 최인선 외

�발행일 : 1995년 5월 29일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광양시

�인쇄처 : 용봉인쇄(광주)

⑦ 광양시의 산성 - 정 지표조사 보고서 -

이 책은 광양시에 남아 있는 마로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 중흥산성 등

산성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천 학교 박물관이 광양시의 지

원을 받아 실시한 정 지표조사 보고서이다. 마로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

등의 산성은 백제 후기에 축성된 석성으로 밝혀졌으며, 중흥산성은 고려

제8편 문 화

사진8-380 : 광양 옥룡사지 Ⅰ



393

시 에 축성된 토성으로 추정되었다. 조사기간은 1997년 11월 5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조원래(순천 학교 박물관장)

�책임조사위원 : 최인선(순천 학교 사학과 교수)

�조사원 : 이동희(순천 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조근우(순천 학교

박물관 연구원)

�책명 : 『光陽市의 山城 - 정 지표조사 보고서 -』

�저자 : 최인선∙이동희

�발행일 : 1998년 8월 25일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광양시

�인쇄처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서울)

⑧ 광양시의 호국항쟁유적

이 책은 광양시에 남아 있는 섬진진, 선소, 봉화 , 야철지 등 호국항쟁 유

적지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천 학교 박물관이 광양시의 지

원을 받아 실시한 정 지표조사 보고서이다. 조사기간은 1999년 3월 4일

부터 1999년 12월 27일까지이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광양시의 위치와 환경

Ⅱ. 섬진진

Ⅲ. 선소

Ⅳ. 봉수

Ⅴ. 야철지

⑨ 문화유적분포지도

이 책은 광양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유적을 조사∙정리하여 1/5,000

지도상에 표기하고 간략한 해설을 하 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 종합적인 문

화재 보존∙정비계획은 물론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자

료를 획득하고, 각종 공업단지∙택지개발∙SOS관련 국토개발사업 등 여

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사 성과는 처음으로 광양시에 구석기 유

제5장 문화유산

사진8-381 : 광양시의 산성

사진8-382 : 광양시의 호국
항쟁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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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6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지석묘가 8개군 25기가 추가로 조사되어 총

43개군 269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는 20개소가 새롭게 확인되어 총

29개소가 조사되었고, 그 밖에 요지 3개소, 불상 2구, 선사유적 3개소, 비 5

개소 등을 비롯한 52건의 유적이 더 조사되어 총 222건의 문화유적을 수

록하게 되었다. 조사기간은 1992년 2월부터 1년간이었으며 조사는 순천

학교 박물관이 맡았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류연석(순천 학교 박물관장)

�책임조사위원 : 최인선(순천 학교 사학과 교수)

�조사원 : 이동희(순천 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조근우(순천 학교 박물관 조교)

이순엽(순천 학교 박물관 연구원)

박미라(순천 학교 박물관 연구원)

김정선(순천 학교 박물관 연구원)

�책명 : 『文化遺蹟分布地圖 - 光陽市 -』

�저자 : 최인선 외

�발행일 : 2000년 12월 24일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

�인쇄처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서울)

⑩ 광양 용강리 유적 Ⅰ

이 책은 광양읍 용강리 525번지 일원(458,745㎡)의 용강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조성지구 내에 있는 문화유적 가운데 99

년에 실시하 던 관동‘가’지구의 발굴조사 결과물이다. 발굴조사 결과 백

제후기�통일신라초기의 석곽묘 30기, 청동기시 주거지 3기, 수혈유구

1기, 삼국시 주거지 3기, 조선시 민묘 3기 등의 유구가 출토되었다. 조

사기간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2000년 3월 21일까지이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류연석(순천 학교 박물관장)

�책임조사위원 : 최인선(순천 학교 사학과 교수)

�조사원 : 이동희(순천 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조근우(순천 학교 박물관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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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엽(순천 학교 박물관 연구원)

�책명 : 『광양 용강리 유적 Ⅰ - 용강리 택지개발지구 -』

�저자 : 최인선∙이동희∙이순엽

�발행일 : 2002년 12월 10일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광양용강토지구획정리조합

�인쇄처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서울)

⑪ 광양 용강리 기두 유적

이 책은 광양읍 용강리 607-1번지 일 광양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용강

초등학교 신축부지 내에 있는 문화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물이다.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24기(청동시 21기, 삼국시 3기), 구상유구 1기, 청동기시

굴립주 2기, 삼국시 석곽묘 1기, 노지 2기가 출토되었다. 조사기간은

2002년 4월 13일부터 2002년 6월 5일까지이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류연석(순천 학교 박물관장)

�책임조사위원 : 최인선(순천 학교 사학과 교수)

�조사원 : 이동희(순천 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박태홍(순천 학교 박물관 연구원)

�책명 : 『光陽 �江里 機頭 遺蹟 - 광양 용강초등학교 신축부지 -』

�저자 : 최인선∙박태홍∙송미진

�발행일 : 2003년 2월 19일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전라남도광양교육청

�인쇄처 : 도서출판 누리기획(순천)

⑫ 광양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이 책은 순천 학교 박물관이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 광양시 태인동 명

당∙장내지구 일원(면적 : 1,423,000㎡)의 국가산업단지 공사로 인하여

소멸될 위기에 있는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술적인 기록을 남기고,

파괴가 불가피한 유적에 해서는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정 지표조사이다. 

조사 분야의 내용과 연구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광양 태인동 장내와 명당 지구의 문화유적 : 최인선(순천 학교 사학

사진8-385 : 광양 용강리 기두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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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수)

�광양 태인동의 역사학적 환경과 마을사∙지명 : 이동희(순천 학교 박

물관 학예연구사)

�광양 태인동 장내∙명당 마을의 전통건축 : 남호현(순천 학교 건축공

학과 교수)

�광양 태인동 명당∙장내지구 식물상 : 김준선(순천 학교 산림자원학

과 교수)

�광양 태인동 장내∙명당지구의 민속 : 이상구(순천 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책명 : 『광양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발행일 : 2004년 1월 5일

�발행처 : 순천 학교 박물관∙광양시

�인쇄처 : 도서출판 누리기획(순천)

3) 우리고장 문화유산 관외소장 현황

(1)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 석등은 중흥산성 삼층석탑과 함께 지금의 중흥사에 있었

는데 1913년 일본인 소야(小野)씨가 일본으로 옮기려던 것을

주민들의 제지로 옥룡주재소에 보관해 오던 중 1918년 조선

총독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 갔었다.

그후 1959년에 경무 , 1960년에 덕수궁에, 1972년에 경복

궁의 중앙박물관으로 각각 옮겨졌으며, 1986년에는 중앙박물

관의 중앙청 이전에 따라 그곳의 야외정 원에 다시 옮겨 전시

되었다. 그 후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호남지방의 반출문화재

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석등을 1990년 8

월에 이전하여 1층 중앙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규모는 높이

2.5m이며, 국보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전 광양 출토 금동팔각사리기(傳 光陽 出土 �銅八角舍利器)

이 사리기는 광양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동

경국립박물관에 소장(小倉컬렉션) 되어 있다. 사리기는 사리를 저장하는

용기로 석탑이나 부도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외함과 내함으로 구분되

사진8-386 : 광양 태인동 국가
산업단지 문화유
적 지표조사 보고

사진8-387 :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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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지금은 외함만 남아 있고 그 내부에 있을 내함과 사리

등의 유물은 모두 유실되고 없는 형편이다. 

광양 출토 금동 사리기는 덮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며

합장하는 보살을 장식한 팔각형의 평면을 가진 사리용기로 매우

우수하며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다. 기 는 각 측면에 작은 공간

을 표현하고 그 면의 바탕에는 물고기 비늘문양을 채우고 화문

(花紋)을 선각(線刻)으로 조각했다.

몸체(身)는 기 보다 약간 가볍고 작은 팔각 기둥 형태로 각

측면의 바탕에 물고기비늘문양과 천부상(天部像) 한 구씩을 아

주 유려하게 선각하 다. 천부상은 암좌(巖座)에 서서 갑주를 쓰

고 장식용 검과 봉 등의 무기를 들고 있다. 화염이 있는 원형의

두광을 쓰고 있다. 덮개는 팔각형으로 지붕이 있고 지붕 부분에

팔각형의 형태로 합쳐 있으며, 능선을 만들고 능선과 능선 사이에는 물고기

비늘문양 바탕에 화문을 선각 하 다. 덮개의 정상 부분에는 연화좌에 정좌

하고 합장하는 보살상이 놓여 손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살상은 덮개와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덮개 안쪽에서 붙여 놓았다. 보살상의 머리 위에는

약 5.5cm 정도의 구멍이 있고 구멍은 상 내부를 관통해서 덮개 뒤까지 뚫

려있다. 구멍이 어떤 용도로 쓰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비슷한 8각형식의 사리기는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출토 금동팔각형

사리기(높이 7.9cm, 통일신라), 선암사 동삼층석탑 출토 은제도금팔각사

리기(높이 9.6cm, 고려말), 금강산 월출봉 출토의 이성계발원 은제도금팔

각사리기(높이 19.8cm, 1391년) 등이 있으며, 선산 도이사 세존부도에서

출토된 금동육각사리기(높이 17.0cm, 통일신라) 외면에 선각된 조각상이

광양 출토 사리기 외면 조각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전 광양 출토 팔각사리기는 높이 17.7cm이며, 통일신라시 인 8세기경

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3) 상백운암 목조삼존불감

이 목조불감은 상백운암에 원래 봉안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동국 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 높이가 28.3cm이며, 둥근 나무를 삼등분해

서 본존인 아미타불과 좌우로 관음과 지장보살을 부조한 삼존불형식의 불

감이다. 본존불은 상현좌 위에 결가부좌하 으며, 상호는 타원형에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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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88 : 전 광양 출토
금동 팔각사리기

3) 奈良國立博物館, 2001, 『佛
舍利と寶珠-釋迦を慕う
心』, pp.40�41,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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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견을 하고 있다. 좌우보살은 입상이며 지장은 손을

합장하고 있고 관음은 보관을 쓰고 있다. 좌 밑을 원

통모양으로 뚫어 복장을 안치하 는데 복장기와 후령

통(높이 5cm, 지름 2cm)이 나왔다. 복장기는 푸른 명

주바탕에 붉은 씨로 썼는데 다음과 같다. “崇禎十七

年八月日 彌陀佛願尊 像今旣畢□□□緣俱登覺岸者 願

以此功德及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大施主□□□

�主 金□□�主 □□□□□畵員英賢(贊?)”이 기문

에 의하면 1684년에 현이란 사람이 조성하 으며,

모두가 불상을 만든 공덕으로 성불도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4). 

(4) 광양읍 덕례리 회암 출토 마제석검(도면)

이 석검은 회암 마을 앞 수로공사때에 2점이 발견되었으나 1점은 유실되

고 1점만 현재 서울 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검의 형식은 유병식

이며, 전체적으로 형상만 타정(打整)하여 정연하지가 않다.(길이 33.0cm)

(5) 중마동 길호 출토 마제석기류(도면)

이 석기(石器)들은 1984년 8월 박종

현씨에 의해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현

재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석

기는 석부(石斧) 1점, 석검(石劍) 1점,

석촉(돌화살촉) 2점 등 모두 4점이며 거

의 완형에 가깝다. 정학한 출토위치는 알

수 없고, 다만 유물을 신고할 때에 길호

마을 앞 해상 150m 지점에서 수습한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길호 마을 앞 바다

에는 내도와 날개섬이란 섬이 있는데 이

곳에서 선사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된 적

이 없다.

석부는 주상석부(舟狀石斧)로 날쪽이 넓고 머리쪽이 좁은 형식이다. 전

체적으로 타격을 가하여 형태를 만든 후 다듬은 흔적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갈았다(길이 29.4cm). 석검은 잘 갈아서 만든 점판암계 유경식석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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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89 : 상백운암 목조
삼존불감

4) 文明大, 1980, 「朝鮮朝 木造
阿彌陀三尊佛龕의 한 考察」,

『考古美術』146∙147호.

사진8-390 : 덕례리 회암출토
마제석검(도면) 사진8-391 : 길호출토마제석기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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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검은 몸통 중앙에 등날이 세워져 이지 않고 편평한 편육각형을 이루

고 있다. 경부쪽이 약간 벌어지면서 경부가 달려 있고 그 양쪽에 홈이 있는

유경유구식이다(길이 21.2cm). 석촉은 2점으로 1점은 봉부와 경부가 깨져

나갔고, 다른 1점은 완형이다. 형식은 길쭉한 유경시기며 단면이 마름모꼴

이고 경부 단면은 6각형이다(길이 11.5�13.5cm)5).

(6) 광양 지역의 발굴조사 출토 중요유물

광양시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옥곡면 원월리 지석묘

를 비롯해서 옥룡사지, 마로산성, 광양읍 용강리 택지개발 조성공사 지구와

용강초등학교 신축부지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물

들이 출토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매장문화재는 그 소유가 국유이

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에 의한 발굴유물들은 모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요 매장문화재는 부분 국립광주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다. 각 발굴지역마다 많은 양의 유물들이 출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그 개요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광양 원월리 지석묘 발굴조사 출토유물

원월리 지석묘군은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134-3번지에 자리하고 있으

며, 1990년 7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남 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6기의 상석에서 5기의 석곽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석기류와 토기류가 수습되었다.

석기는 일단병식 석검과 석촉, 유구석부,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1호 지석

묘에서 출토된 석검은 검신의 봉부쪽이 거의 절반 정도 유실된 상태로 출

토되었다. 날은 양쪽 모두 아래 끝부분에서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토기는 무문토기, 공열토기, 홍도 등이 출토되었다. 3호 지석묘에서는 편

이지만 홍도편이 수습되었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고 있고 상당히 윗부분에

서부터 동체로 벌어지고 있는 기형으로서 원저에 가까운 말각평저로 추정

된다.

② 옥룡사지 1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1차 발굴조사는 옥룡사지 비서거리에 하여 1997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순천 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선각국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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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榮文, 1989, 「東光陽市의
先史遺蹟」, 『東光陽市 文化
遺蹟學術調査報告書』, 全南
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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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통진 사 경보의 부도전지가 아주 정연하게 노출되었으며, 많은 유물

들(신고유물 10건 109점)들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비편과 부도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도편은 도선과 경보의 부도가 깨지면서 수많은 편으로 흩어

져 출토되었고, 특이한 문양은 사천왕상, 용의 머리∙몸체∙발 등이다. 비

편은 통진 사의 비편으로 아주 작은 편으로 깨어진 채 출토되었고, 도선비

편은 1점도 없었다.

그리고 막새를 포함한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연화문 암막새는 막새면 중

앙에 만개한 복판의 연꽃이 있고, 좌우로 복판의 연화문이 칭으로 표현되

어 있다. 당초문 암막새는 막새면 중앙으로부터 줄기가 뻗어나와 끝부분이

나선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연화문수막새는 8엽 단판과 복판이 함께 출

토되었다. 편이지만 치미편도 수습되었다. 중심부에 굵은 돌 가 있고, 이

안쪽에 도두라지게 원형의 무늬가 있다. 바깥쪽에는 날개깃이 층단을 이루

고 있다.

③ 옥룡사지 2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2차 발굴조사는 1997년 11월 5일부터 1998년 1월 22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본격적인 옥룡사에 한 발굴조사 다. 옥룡사지의 표토층을 제거한

조사 으며, 크게 3지구로 나누어 실시하 다. 웅전 동편의 밭‘가’지구

에서는 조선시 건물지와 관련유구들이 조사되었고, ‘나’지구에서는 정

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다’지구에서는 2시기에 걸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자기류와 기와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신고유

물 20건 20점).

기와류에서는‘成化十一年 丙申’, ‘萬曆十七年 己丑’, ‘卍’. ‘松峙’銘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成化十一年 丙申’명 암막새는 막새면에 연화문과

귀목문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수막새는 연화문∙귀목문 등 다양하다. 자기

류는 귀얄분청의 접시∙ 접∙완 등이고, 백자접시도 출토되었다. 분청사

기의 굽은 부분이 죽절굽을 이루고 있고, 모래섞인 내화토받침을 하고 있

다. 백자접시는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돌아가고, 굽바닥과 내저면이 6�

7개의 모래섞인 내화토받침을 하고 있다.

④ 옥룡사지 3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3차 발굴조사는 1998년 12월 21일부터 1999년 2월 19일까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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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3개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가’지구에서는 조선시 의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고, ‘나’지구에서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석열유구가 확인

되었으며, ‘다’지구에서는 적심과 초석은 일부 확인되나 건물의 정확한 규

모를 파악하기 힘든 유구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기와류와 자기류 등이

다(신고유물 14건 14점).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기형이 복원되는 해무리굽 청자편이 수습되었으며,

용문 암막새가 완형급으로 출토되었다. 막새면에 용문이 사실적으로 묘사

되었고, 주연부에는 연주문이 양각되어 있다. 또한 오리모양의 잡상이 출토

되었는데 깃털을 표현하기 위해 음각선을 시문하 고, 머리와 꼬리부분은

탈락되었다. 특히‘다’지구에서 출토된‘雍正五年丁未…日玉龍寺…都監

潭’銘 명문와는 문헌과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옥룡사지를 출토유물로 직접

확인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⑤ 옥룡사지 4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4차 발굴조사는 2001년 8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조선시 건물지 여러 동과 통일신라말�고려초의 연못터 1개소를

확인하 다. 여기에서 많은 자기류와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연못터에서는 구연부와 동체부가 일부 결실된 사면편병이 출토되었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부의 횡단면은 말각방형이다. 경부는 급격하게 좁아

지고 있다. 

기와류는‘松川寺康熙二十一年壬戌五月日’, ‘玉龍寺’, ‘松峙’등의 명문

와와 막새류, 평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시 당초문 암막새는 당

초문이 칭으로 비슷하나 부분적으로 다른 문양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연

부 없이 연주문이 표현되어 있다. 통일신라시 연화문 수막새는 8엽복판

으로 자방부와 연판부, 주연부를 갖추고 있다. 조선시 연화문 암막새는

연화문이 행인형의 변형문이고, 드림새 형태는 5엽으로 나뉘어진 역삼각

형이다. 조선시 연화문 수막새는 8엽단판과 8엽의 세단판이 출토되고 있

다. 8엽세단판의 연화문 수막새는 연판부에 행인형의 소연판이 장식되었

고, 주연부는 양각선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연주문이 표현되어 있다.

분청사기는 접시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귀얄기법이나 덤벙기법, 인화기

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자는 잔과 접시가 출토되었다. 백자잔은

내저원각식으로 외측면은 저부에서 한번 꺾인 후 곡면을 이루며 구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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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내만시켰다. 백자접시는 내저곡면식과 내저원각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⑥ 마로산성 1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1차 발굴조사는 2001년 9월 18일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 순천 학

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건물지 7동, 수혈유구 3기, 문지

1곳, 치 2개소 등의 유구와 기와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류 등의 다양한 유

물들이 조사되었다.

유물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馬老官’銘 평기와로『三國史記』에

근거하면 광양지역은 백제시 부터 통일신라시 중반기(8세기 중엽)까

지 馬老縣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治所의 명칭이 기와에 새겨져 문헌과 유물

이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공반되고 있는 토기류는 9세기 의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馬老’라는 지명은 縣의 명칭이 馬老縣에서 晞陽縣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성에서는 드물게 3점의 銅鏡이 출토되었다. 2점은 직경 16.5×

18.5cm 크기의 원형이고, 1점은 9×9cm 크기의 방형동경이다. 원형동경

가운데 1점은‘王家造鏡’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주목되고, 방형동경인

해수포도경(海獸葡萄鏡)은 당나라의 전형적인 동경으로 거울의 뒷면에 포

도 또는 포도당초와 해수를 배치한 동경이다.

막새류는 10여 종이 출토되었다. 막새면에 시문된 문양이 이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특이하다. 자방안에 4엽의 파형문이 있고 그

위에 당초문이 돌려진 것, 연화문이 4엽만 있는 형식, 자방안을 ＋字로 구

획한 후 주문을 배치한 것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식의 막새들

이다.

⑦ 마로산성 2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2차 발굴조사는 200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1월 7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1차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건물지 4동, 문지 1

곳, 집수정 4곳, 10여기 이상의 수혈유구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출토유

물은 1차 조사에서와 동일한 양상으로‘馬老官’銘 평기와와 특이한 문양

의 막새류, 토기류, 자기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들은 체로 동체

부에 돌 가 돌려진 형호편이나 줄무늬토기편, 사각병, 편구병 등으로 주

제8편 문 화



403

로 통일신라시 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혈유구에서 확인된 사

각편병은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기형은 동체부를 4면

으로 눌러 편평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연부 결실되었으나 완형급으로 한면

을 편평하게 만든 일면편병도 2점 수습되었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철제솥이나 철제호등, 철부, 철제관, 철제보습, 용도미

상의 철기류의 완형급의 철기류가 수습되었다. Ⅱ-1건물지에서는 철제호

등 3점이 한꺼번에 출토되어 주목된다. 철제호등은 앞이 터지지 않은 주머

니형이다. 또한 농공구류 추정되는 철제따비, 철제보습 등이 완형으로 출토

되었다.

Ⅱ-1건물지 내에서는 우리나라 자기는 1점도 출토되지 않고 중국제 해

무리굽 청자∙백자편만 출토 되고 있어 주목된다. 해무리굽 청자편은 중국

의 월주요 계통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근의 광양 옥룡사지에서도 출토되

고 있다. 해무리굽 백자편은 완도 청해진유적을 제외하고는 전남지방에서

출토 예가 드물다. 이와 같은 중국제 자기류의 존재는 당시의 외적인 관

계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⑧ 마로산성 3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3차 발굴조사는 2004년 5월 12일부터 2004년 8월 24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조사결과 건물지 3동, 집수정 1곳, 우물 5개소, 수혈유구 2개소 등의

유구와 명문와∙수막새∙평기와 등의 기와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등

의 다양한 유물들이 조사되어 산성연구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조사에서는 제사유구에서 토제마 및 청동마∙철제마가 다량으로 발

견되었다. 특히 토제마(204점)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발굴조사 사상 가

장 많은 양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기존에 토제마 출토유적은 당성, 이성산

성, 포천 반월산성, 천안 위례산성, 월성 해자, 양주 모산성,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암 월출산 제사유적 등이다. 한편, 청동마는 양주 모산성, 익

산 미륵사지 등에서, 철제마는 이성산성, 거돈사지, 포천 반월산성, 부여 무

량사지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말(馬)은 神乘物이거나 험적이고 신적인

존재, 또는 의리와 충성, 그리고 남성의 상징이고, 재앙을 예시해주는 존재

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철기유물은 철제솥을 비롯한 생활유물, 철제 호등∙마탁(馬鐸) 등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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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사에서는 제사유구에서
토제마 및 청동마∙철제마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토
제마(204점)는 지금까지의 우
리나라 발굴조사 사상 가장 많
은 양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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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의 관련품, 철제촉 등의 무기류 등 산성유적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유물들이 수습되어 철제유물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⑨ 광양읍 용강지구 1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용강지구는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25번지 일원으로 토지구획 정리조합

에서 시행한 택지개발 조성공사 지구로서 저평한 구릉의 하단부에 해당한

다. 1차 발굴조사는 1999년 12월 21일부터 2000년 3월 21일까지 순천

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관동‘가’지구와 기두‘가’지구로 나누

어진다. 기두‘가’지구에서는 청동기시 지석묘 4기 및 석곽묘 34기, 청동

기시 주거지 8기, 수혈유구 3기, 삼국시 주거지 1기, 통일신라시 석

곽묘 2기 등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관동‘가’지구에서는 백제후기�통일신

라초기의 석곽묘 30기, 청동기시 주거지 3기∙수혈유구 1기, 삼국시

주거지 3기, 조선시 민묘 5기 등이 조사되었다.

관동‘가’지구 4호 주거지에서 모자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파손이 심한편으로 납석을 깎아 제작한 것으로 물고기모양을 띠고 있다. 곱

은 모옥의 등에는 원래 4개로 추정되나 현재는 3개의 자옥이 남아 있다. 이

러한 모자곡옥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예가 아주 빈약한 편이나 일본에서

는 5세기경 제사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관동‘가’지구 석곽묘에는 완형의 광구호∙ 접∙단경호∙완∙개배∙

합∙병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22호 출토 환상병은 또아리 모양의 속이 빈

그릇에 주둥이를 붙인 것이다. 이 주둥이로 액체 등을 부어 사용할 수 있게

한 듯하다. 이같은 기형은 현재 용강리 출토품을 제외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서울 구이동 유적 출토품 2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⑩ 광양읍 용강지구 2차 발굴조사 중요 출토유물

2차 발굴조사는 2000년 10월 27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1차 발굴조사와 동일하게 기두와 관동지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관

동‘나’지구에서는 청동기�삼국시 의 주거지 128기∙수혈유구 12기∙

고상가옥 4기, 백지�통일신라시 석곽묘 7기∙구상유구 1기∙조선시

민묘 48기 등이 확인되었다. 기두‘나’지구에서는 청동기시 지석묘 4기

및 석곽묘 18기, 삼국시 의 주거지 48기와 수혈유구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 의 유적에서는 마제석검, 마제석촉, 유구석부, 지석등의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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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출토되었다. 마제석검은 일단병식 유경식 석검으로 검신의 단면은 마

름모꼴이다. 마제석촉은 다수가 유경식으로 촉신부의 단면은 마름모꼴

이고, 경부의 단면은 편육각형이며, 무경식의 삼각만입석촉도 출토되었다.

또한 천하석제 환옥과 관옥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유적에서는 장란형토기

를 비롯한 적갈색연질의 타날문토기와 회청색 경질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장란형토기는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기형은 복원된다. 밑부분에서 벌어져

올라간 동체부는 상단에서 최 경을 갖은 후 내만하다 짧은 목을 형성한

다음 밖으로 벌어진 구연부를 형성하고 있다. 심발형토기도 부분이 일부

가 결실되었으나 기형은 복원되는데 바닥은 평저이고, 외면에는 격자문

이 타날되어 있다. 회청색 경질의 노형고배는 반구형의 배신에 짧게 꺽이어

벌어진 구연부와 나팔상으로 벌어진 각부를 갖고 있다. 또한 완형의 시루

가 확인되었는데 회청색 경질로 바닥은 평저이고, 중앙에 큰구멍을 뚫고 그

주위로 작은 구멍들이 한줄로 돌려져 있으며, 동중상단부에 우각형의 파수

가 부착되어 있다. 조선시 의 민묘에서는 귀얄분청의 접∙접시 및 백자

접시∙ 접이 출토되었고, 청동숫가락과 젓가락도 수습되었다.

⑪ 광양읍 용강리 기두 유적 출토유물

용강리 기두유적은 광양읍 용강리 607-1번지 일 에 있으며, 용강초등

학교 신축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 다. 발굴조사는 2002년 4월 13일부터 6

월 5일까지 순천 학교박물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주거지 24

기, 수혈유구 5기, 구상유구 1기, 청동기시 굴립주 2기, 삼국시 석곽묘

1기, 노지 2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석기류 및 토기류가 출토되었다(신고

유물 27건 30점). 석기류는 석촉, 석착, 유구석부, 석도, 망치돌, 연석, 숫돌

등이다. 석촉은 유경식과 세장한 유엽식의 석촉이 수습되었고, 숫돌은 기두

유적에서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었다. 부분이 사암제이지만 크기와 형태

는 다양하다. 석부는 유구석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일부 합인석부나 유

공석부도 출토되고 있다. 

토기류는 청동기시 의 무문토기나 삼국시 의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

및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청동기시 의 무문토기는 다수가 편

으로 수습되었고, 삼국시 의 토기는 장란형토기, 주구토기, 파수부토기,

발형기 , 투창고배, 소형토기, 개, 호 등으로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특히 2

호 수혈에서 출토된 무개식고배의 경우 각부에 화염문의 투창이 3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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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7) 광양의 각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목판본6)

① 옥룡사의 달마 사혈맥론(達磨大師血脈論)

成化九年(1473) 朝鮮國 全羅道 光陽 白雲山 玉龍寺 開板

목판본, 1책(13장) : 24.8 × 14.9cm, 四周單邊, 半郭 : 8.4 × 12.8cm

無界, 11행19자,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연세 학교소장

② 송천사의 육조 사법보단경(�祖大師法寶壇經)

康熙四十二年癸未(1703)八月日 曹溪後學中華子太憲鎭板于松川寺

목판본, 1책(72장) : 27.7 × 18.4cm, 四周單邊, 半郭 : 19 × 14.7cm

無界, 10행18자, 內向花紋魚尾, 성균관 ∙동국 학교소장

③ 백운암의 �剛般若波羅蜜經

成化十年甲午(1474) 朝鮮國 全羅道 光陽地 白雲山 白雲寺 開板

목판본, 2권2책 : 36 × 28.4cm, 四周單邊, 有界, 註雙行, 上下內向黑魚

尾, 연세 학교소장

④ 백운암의 서천불조종파전법지요(西天佛祖宗派傳法旨要)

成化十一年乙未(1475) 全羅道 光陽地 白雲山 白雲庵 重刊

목판본, 1책, 고려 ∙동국 학교소장

⑤ 만수암의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

嘉靖八年乙丑(1529) 全羅道 光陽縣地 白雲山 萬壽庵 開板

목판본, 1책 : 30.1 × 19.8cm, 四周單邊, 半郭 : 21.1 × 15.4cm

無界, 13행,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고려 학교소장

⑥ 병풍암의 육조 사법보단경(�祖大師法寶壇經)

成化十五年乙亥(1479)五月日 白雲山 屛風庵 開板

목판본, 1책(67장) : 29.3 × 17.5cm, 四周單邊, 半郭 : 29.3 × 17.5cm

無界, 註雙行, 10행17자, 內向黑魚尾, 국립중앙도서관∙성암도서관소장

제8편 문 화

6) 朴相國, 1987, 『全國寺刹所藏
木板集』, 文化財管理局.

崔仁善, 1993, 「光陽郡의 佛敎
文化遺蹟」, 『光陽郡의 文化遺
蹟』, 順天大學校博物館.



407

⑦ 병풍암의 보제존자삼종가(普濟尊者三種歌)

成化十五年乙亥(1479)四月日 白雲山 屛風庵 開板

목판본, 1책(23장) : 26 × 18.2cm, 註雙行, 8행14자, 성암도서관소장

⑧ 병풍암의 범강경로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綱經�舍那佛說菩薩心

地戒品)

康熙二十七年戊辰(1688) 夏 全羅道 光陽地 白雲山 屛風庵 開板

목판본, 1책(82장) : 28.5 × 18.8cm, 四周單邊, 半郭 : 17.2 × 16.6cm

有界, 8행17자, 內向二葉花紋魚尾, 연세 학교소장

⑨ 초천사의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록(涵虛堂得通和尙顯正錄)

嘉靖五年丙戌(1526)七月日 全羅道 光陽地 白雲山 招川寺 開板

목판본, 1책(20장) : 25.5 × 18cm, 四周單邊, 半郭 : 21.2 × 15.5cm

有界, 11행20자, 內向黑魚尾, 동국 학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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