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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東郡 治所 移動과 鄭晏峯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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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정안봉산성의 정안과 관계 규명을 위한 시굴조사에서 정안의
생몰시기보다 선행하는 신라시대 초축의 석성이 발견되었다. 필자는
문헌상에 나타나는 하동군 치소 이동과정과 시굴조사 결과를 분석하
여 정안봉산성의 축조배경은 물론 정안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았다.
먼저 문헌자료에 나타난 하동군의 조선시대 치소 이동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양경산 아래에 석축성을 쌓아 읍성으로 삼았으며 세
종 7년(1425년) 섬강변의 두곡으로 이설한다. 인조 10년(1632년) 괴질
이 만연하여 두곡에서 현종 2년(1661년) 횡포로 이설하고 숙종 5년

(1679년) 다시 두곡으로 환원한다. 숙종 29년(1703년) 진답면 우령으
로 이설하였다가 이듬해인 숙종 30년(1704) 두곡으로 환원하고 부로
승격된다. 영조 6년(1730년)에는 나동으로 이설하였다가 영조 21년

(1745년) 항촌으로 다시 이설한다. 고종 32년(1895년) 현에서 군으로
개편된다. 이를 정리하면 양경산하→ 두곡→ 횡포→ 두곡→ 우령→ 두
곡→ 나동→ 항촌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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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라와 고려시대 치소에 대해서는 유적과 유물을 통한 고고학
적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하동군의 경우 삼국시대에 가야, 백제, 신라 등 그 영역 구분이 어려
우나 신라통일 이전에 가야 또는 백제가 관방성 축조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하동군이나 다사군 또는 한다사군
편제가 시작되는 신문왕과 경덕왕 대에는 관방성을 겸한 치소성 축조
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인접한 악양면 고소성의 경우 시굴조사에
서 축조수법과 출토유물의 특징이 소다사 또는 악양현 치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다사군 또는 하동군의 치소와 관련된 성
곽도 군내 어느 곳에 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하동군내 성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고대 산성이 고소성, 귀성, 정안봉산성, 원동
산성, 소란산성, 두우산성, 금오산성, 이명산성 등 8개소이다. 고대산성
가운데는 치소성과 관방성이 포함되고, 축조시기 또한 신라, 고려 등
다른 특징의 것이 혼재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 정안봉산성은 신라 하동군의 군사상 거점지로서 관방을 겸한
치소성으로 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남해안과 이
격된 내륙지역이면서 당시 하동군의 중심부에 해당하고 해발 448m
고지에 바른층쌓기 축조수법을 가진 석축성이라는 것이 특징으로서
신라시대로 편년하는 우리나라 남부지역 신라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
문이다. 다만 고려시대까지 치소로서 이용된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른 지역의 경우 나말여초에 축조된 치소성 대부분이 산정에서 평지
로 이동된 단계이므로 하동군은 예외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
안이 생존한 고려시대 치소성은 우선 위치상으로 평지성이나 평산성,
아니면 무성곽의 평지에 있어야하고 석성보다는 토성이라는 점을 참
고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정안봉산성과 정안과의 관련은 고려시대 하동군 치소와 관계
없이 정안이 낙향하여 정안봉산성내에 한때 머물렀을 가능성은 긍정
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안봉산성 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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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수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고려해 본다는 의미
이다.
주제어 : 정안, 정안봉산성, 치소성, 관방성, 거점성

1. 머리말
최근 하동군내 중부지역에 위치하는 鄭晏峰산성이 口傳하기로 고려
시대 인물인 鄭晏이 축조하였다하여 하동군 당국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 수집과 함께 산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계규
명에 나서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성곽 대부분이 신라, 고려, 조선 등
축조시기에 따라 토성, 석성, 목책 등 축성 재료와 산성, 평산성, 평지
성 등 축성 위치, 읍성(치소), 관방성, 왜성 등 사용목적과 축성주관자
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1). 따라서 고려시대 인물인 정안
과 정안봉산성이 상호 유관할 경우 자연 정안봉산성이 고려시대 특징
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산성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는 신라시대에 초축되고 고려시대에 수개축 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초축이 고려시대와는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2).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안
보다 앞선 시기인 신라시대에 이미 정안봉산성이 축조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신라시대에 축조된 정안봉산성의 축조목적이나
배경이 다시 궁금하게 된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신라
시대 축조로 알려진 성곽들 대부분이 신라 신문왕과 경덕왕 사이 전국
1) 심봉근,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硏究, 학연문화사, 1995.
2) 하동군․(재)극동문화재연구원, 하동 정안산성 학술 발굴(시굴) 조사 약보
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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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군현제) 개편이나 수립이후 주군현에 해당하는 중심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당시의 치소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정
안봉산성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혹시 하동군의 중심지에
축조된 치소성은 아닌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서는 우선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하동군 치소 이동과 고고학 자료인
정안봉산성 시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안산성의 축조 시기와 배경
등을 파악한 후 고려시대 정안이라는 인물과의 관계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2. 문헌자료에 보이는 하동군치소
먼저 하동군 연혁과 치소에 관계되는 대표문헌을 열거하면 대략 다
음과 같다.
1. 三國史記 新羅本紀 儒禮尼師今조
十一年 夏 倭兵來攻長峯城 不克. 秋七月 多沙郡 進嘉禾
2. 三國史記 雜志 地理 河東郡조
本韓多沙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領縣三 省良縣 今金良部曲 嶽陽縣
本小多沙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河邑縣 本浦村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3. 高麗史 地理志 嶽陽縣조
本新羅小多沙縣 景德王改 今名 爲河東郡領縣 顯宗九年來屬
4. 世宗實錄地理志 河東縣조
本韓多沙郡 景德王改爲 河東郡 高麗因之 顯宗戊午 屬晉州任內 明宗
壬辰 始置監務 本朝太宗甲午 合南海縣 號河南縣令 乙未復析 置河東
3) 심봉근, ｢釜山地域 古代城址의 性格檢討와 課題｣, 文物硏究 제31호, 2017.

河東郡 治所 移動과 鄭晏峯山城 / 심봉근 41

監務 別號淸河.
5. 新增東國輿地勝覽 河東郡 建置沿革조
本韓多沙郡 景德王改今名 高麗顯宗 屬晉州 明宗置監務 本朝太宗朝
以南海縣來合 號河南縣置 今後復析 爲置監監務
6.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河東邑城조
太宗十七年石築于陽慶山下 周一千十八尺 高十三尺 今廢 內有井五
池一 世宗七年移于蟾江邊豆谷
7.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郡縣沿革 河東郡조
河東郡 太宗朝 合南海 爲河南縣 後析置 肅宗二十八年 以蟾江爲關阨
割晉州地嶽陽化開等四里屬之 二十九年移設于陳沓面豆谷 三十年陞
府 英祖六年移治于螺洞 二十一年移于項村 今上三十二年改爲郡
8. 韓國近代邑誌 河東郡 建治沿革조
新羅 韓多沙郡 敬(景)德王 改今名 高麗 顯宗 屬晉州 明宗 置監務 朝
鮮 太宗朝 以南海縣 來合 號河南 置縣令 後復析 爲縣監 又 置訓導
一人

仁祖壬申以後 土疾熾盛 前後邑宰不死則 病故 遂移橫浦地議

孝宗戊戌閔相國 鼎重位本道巡按御使時 縣民齊訴啓達允 顯宗辛丑縣
監李在中始移設於橫浦 南有大川每當瀮潦人不能涉焉 康熙(肅宗)丙
辰 暗行御史 權愈之來 官吏之落在舊基者 閟其往來 又歎涉川之苦 同
聲號訴 又爲啓聞蒙允 己(乙)未冬 縣監金有鼎 還設舊基 辛酉縣監 曺
挺世 以爲邑基 高凸東南受風衛中疾病連因且於官舍累石築土 每患傾
頹故 欲還橫浦枚報 巡營 其時方伯 李秀彦 狀啓蒙允 而連歲大侵民力
己掘果 未復遷焉
肅宗壬午邑民以蟾江一帶宜爲關阨之意呌閤蒙允 乃以晉州嶽陽花開陳
沓赤良四里割屬而 癸未縣監李萬禎 遂移邑于陳沓面牛嶺 甲申縣監韓
範錫 又 移于同面豆谷 而陞爲都護府 英祖庚戌府使鄭德鳴以邑基狹
窄地勢傾側因民訴報 巡營移邑于五里許 螺洞矣 乙丑府使田天祥以邑
不尊居民不成聚報 巡營移邑于拾里許項村 要不離蟾江一帶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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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韓國近代邑誌 河東郡 城池조
古縣城 在古田陽慶山 世宗丁酉累石築城 周一千十九尺 高十三尺 內
有五井一池 今殘堞矣, 姑蘇城 在岳陽神仙臺下 蓋新羅時代 模範堅築
而今殘堞尙存 城外寒山寺 …, 院洞山城 在橫川面, 金鰲山城 在金陽
面, 鄭晏峯山城 在良甫面, 城峙山城 在良甫面, 少卵山城 在古田面

이상의 자료 가운데 자료 1은 삼국사기 유례왕 11년(294년)조 기사
이다. 왜군이 침입한 장봉성은 경북 경주 입실면 모화리설4)과 경주 추
령 또는 감포설5)이 있다. 다사군에서 특이한 벼이삭이 생산되어 진상
하였다는 기사는 다사가 하동과 관계되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으나
3세기말경에 이 지역에 군현제가 시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삼국지 동이전에는 입전되지 않았으나 삼한시대 다사국으로 명칭한 것
을 군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은 아닌가 한다.6)
자료 2는 신라 한다사군을 경덕왕때(756년) 하동군으로 개명되어 늦
어도 그 이전의 신문왕대에는 한다사군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이해된
다. 그리고 영현으로 성양현, 악양현, 본촌현이 있다하고 있다.
자료 3은 고려사 지리지 악양현 기사로 현종 9년(1018년) 악양현과
함께 진주임내에 내속되었다7).
자료 4는 세종실록지리지 하동현 연혁기사로 고려 현종 9년(1018년)
에 진주임내에 내속되었다가 명종 2년(1172년)에 현으로 분리되어 감
4)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春潮社, 1934.
5) 신덕재,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한국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
화, 상고사학회, 2012.
6) 이병도선생은 한국사 고대편에서 삼한의 변진 12국 중 樂奴國을 하동군
악양 일대에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 신공기나 계체기에 多沙城 또
는 帶沙라는 하동의 고지명이 일찍부터 나타나고 위례왕조의 다사군 등의
지명을 감안하면 재검토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7) 당시 고려는 전국을 4도호부 8목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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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처음 두게 된다.8) 조선 태종 14년(1414년) 남해현과 합하여 하남
현으로 하고 현령을 두었다가 이듬해인 태종 15년(1415년)에 다시 분
리하여 감무를 두었으며 별호를 청하라고 하였다.
자료 5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하동군 건치연혁 기사인데 내용은 전기
한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와 동일하다.
자료 6은 증보문헌비고 여지고 하동읍성조인데 조선 태종 17년(1417
년)에 양경산 아래에 석축성을 쌓아 읍성으로 삼았으며 세종 7년(1425
년) 섬강변의 두곡으로 이설하였다 하고 있다. 이것이 하동군 치소 이
동의 처음 기사이다. 즉 양경산 아래에서 세종대에 두곡으로 이설하였
다는 것이다.
자료 7은 같은 문헌비고 여지고 군현연혁 하동군조이다. 태종대에
하남현이 되었다가 뒷날 분리되었다. 숙종 28년(1702년) 섬강을 관액으
로 삼았으며 악양, 화개 등 4리를 진주에서 분할하여 속하게 하였다.
숙종 29년(1703년) 진답면 두곡으로 치소를 이설하고, 숙종 30년(1704)
부로 승격되었다9) 영조 6년(1730년)에 치소를 나동으로 이설하였다가
영조 21년(1745년) 항촌으로 다시 이설하였으며 고종 32년(1895년) 현
에서 군으로 개편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숙종 29년에 두곡으로 치소를
이설하고, 영조 6년에 다시 나동으로, 영조 21년에 항촌으로 이설한 것
으로 되어있다. 숙종 29년 이전의 치소 이동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자료 8은 한국근대읍지10) 하동군 건치연혁조이다. 영남읍지 등 구지
를 모본으로 삼아 편집되어 건치연혁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 연혁
가운데 앞부분 문장은 기존의 자료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인조 10년
(1632년) 괴질이 만연하여 치소를 두곡에서 횡포로 이설하자는 논의가

효종 9년(1658년)까지 계속되다가 현종 2년(1661년) 횡포로 처음 이설
8) 전국 56현에 감무를 두었다.
9) 전국을 23도호부 331군으로 개편하였다.
10) 韓國人文科學院, 韓國近代邑誌33, 慶尙道 27, 河東郡誌, 花林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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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은 보다 구체적이어서 주목된다. 세종대 두곡에
서 현종대에 횡포로 치소를 이설하였으나 숙종 2년(1676년) 옛날 두곡
치소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마 등 우천시 횡천강을 건너기 어렵다는 등
갖은 이유로 환원운동을 벌려 숙종 5년(1679년) 다시 두곡으로 환원되
었다. 숙종 7년(1681년) 다시 읍기를 고철지역으로 선지하다가 중지되
었고. 숙종 28년 관액을 섬강변에 두고 숙종 29년(1703년) 치소를 진답
면 우령으로 삼았다11). 이듬해 숙종 30년(1704) 다시 진답면 두곡으로
이설하고 부로 승격하였다. 그 뒤 영조 6년(1730년) 나동으로 이설하고
영조 21년(1745년) 다시 항촌으로 이설하였다. 이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양경산하에서 두곡으로, 두곡에서 횡포로, 황포에서 다시두곡으로, 두
곡에서 우령으로, 우령에서 두곡으로, 두곡에서 나동으로, 나동에서 항
촌으로 각각 치소를 이설한 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신라, 고려
시대 사항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료 9는 한국근대읍지 하동군 성지조이다. 여기에는 고현성, 고소
성, 원동산성, 금오산성, 정안봉산성, 성치산성, 소란산성 등이 보인다.
그중 정안봉산성은 문헌상 처음 등장하는 기사로 그 명칭에 있어서 정
안이라는 인물보다는 정안봉이라는 장소에 관점을 두어 주목된다.

3. 고고학적으로 본 정안봉산성
정안봉산성이 위치하는 정안봉(해발 448m)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
면 성천리 산1-1번지, 횡천면 학리 산173-2번지, 양보면 장암리 일대에

11) 자료 7에서는 숙종 29년에 두곡으로 환원하였다 하고 자료 8애서는 숙종
30년에 환원하였다 하고 있다. 7은 우령으로 이설이 누락된 상태이며 내용
상으로는 8이 바른 기록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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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다. 산성은 길이 791,5m, 성내 면적 31,667㎡(9,580평), 남북
최대 길이 222,39m, 동서 최대 길이 273,11m의 테뫼식이다. 조사는
(재)극동문화재연구원에서 지난 2016년 4월1일부터 동년 5월20일까지

성내 7,955㎡ 면적을 대상으로 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보고서에 의하
면 비교적 잔존 상태가 양호한 서북쪽 체성의 경우 3차에 걸친 수개축
흔적이 확인된다고 한다.12)
그중 초축은 자연퇴적층을 기반으로 그 상부에 약황갈색토와 암갈색
토를 다져 지반을 견고하게 조성 후 석축 기단을 배치하고 그 위에 수
직하게 성석을 올려놓은 석축성이다. 바깥 면석은 약 100cm-110cm 높
이이며 석축 5단정도인데 석축 면석은 세장방형 또는 방형으로 가공한
석재를 이용하여13) 지면에 수직하게 바른층쌓기 하였고, 성벽 내부에
는 할석으로 된 적심석이 채워져 있다. 조사자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
된 국내 산성의 축조수법과 동일하고 축조시기는 통일신라시대 중-후
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1차에 걸친 수축이 인정된다고 하였다14).
2차 축성은 전기한 1차성을 적심석 중심부 상층에 토성을 구축한 형

태이다. 토성의 기단부는 점토와 기와편으로 혼축하고 외벽 가장자리
에 할석으로된 기단석열을 배치하였다. 간층을 가진 2중 기단석열의
특징을 참고하여 1차에 걸친 수축을 예상하고 고려시대 초기 축조로
파악하고 있다.
12) 하동군․(재)극동문화재연구원, 하동 정안산성 학술 발굴(시굴) 조사 보
고서 2016.
13) 면석의 형태를 세장방형 또는 방형이라고 설명하여 축조시기 파악에 어려
움이 있다. 즉 세장방형과 방형은 서로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면석의 형태 이해에는 다음 연구 성과가 참고 되고 있다. 서승완, ｢외벽축
조기법을 통해본 파주덕진산성의 변화｣, 신라성곽의 축성연구와 운영, 그
리고 가야성곽연구, 한국성곽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
2017.
14) 보고서 내용 요약과정에서 필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의미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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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축성은 2차 토성의 상부에 회황갈색 점질토를 이용하여 기저부

를 조성한 후 외벽에 30cm-50cm 크기의 할석을 쌓고 그 내측 적심부
에 흑갈색토를 채워서 토석혼축 수법으로 축조되었고 고려시대 중기나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과거 성내 지표조사15)에서 파악된 12동의 건물지 가운데 7동이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건물지 초석을 비롯하여 배
수구, 폐기와 야적소 등의 유구와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 등 관계유물
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기와편 가운데 ‘甲
午’, ‘年甲午四月三’, ‘五年甲午四月三’으로 左書한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추정컨대 五年甲午四月三은 北宋 太宗 趙匡義의 네번째
年號로 5년간 사용된 淳化와 결합되는 것이다. 淳化五年甲午四月三은

서력 994년으로 우리나라 고려 성종 13년에 해당하여 고려시대 전기에
도 수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6)
이상의 시굴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정안산성의 축조는 통일신라시대
에서 시작하여 고려시대까지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사용된 듯하
다. 그것은 체성의 축조수법이 신라시대의 바른층 쌓기와 라말여초의
기단석배치 토성축조 그리고 고려전기나 중기에 유행한 석벽토심의 토
석혼축 수법 등이 이를 검증해 주고 있다. 특히 순화5년갑오4월삼의 절
대연대를 가진 명문 기와편 출토는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어서 고고학
적 축조연대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참고한다면 초축
과 수개축한 시기가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안이라는 인물의 생몰
연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뿐만 아니라
성곽의 위치가 해발 448m의 고지에 속하고, 길이가 791.5m라는 규모
도 당시 성곽으로서는 비교적 큰 중대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
15) 하동군․(재)국동문화재연구원, 하동 정안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15.
16) 시굴조사 결과에 나타난 성내 건축물의 뱨치상태를 통해서는 시기 구분을
판단하기는 자료상 매우 어려워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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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느 개인 한사람 또는 개인을 위해 축조하였다고 추측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도면 1〕정안봉산성 원경

〔도면 2〕정안봉 산성 측량도

48 石堂論叢 70집

〔도면 3〕서북쪽 성벽 외벽

〔도면 4〕옹벽 세부 모습

〔도면 5〕‘五年甲午四月三’ 명문기와

4. 정안봉산성의 시공간적 분석
지금까지 소개한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동군 치소
이동과정과 정안봉산성 시굴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다. 여
기서는 앞에서 이미 정리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안봉산성과 정안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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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선시대 하동군 치소 이동에 대해서는 전기한 문헌자료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여 재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겠
다. 조선시대 치소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치소의 위치가 공간적으로
군내 동쪽 내륙지역에서 서쪽 섬진강변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이유가 상존하겠으나 우선 외부침입에 대비하는 관방성 성격보
다는 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감안한 행정적 고려로 이해된다. 그 과
정에서 조창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현지 산업의 농업에 이어서 어
업, 임업 등으로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좁은 횡천강유역 보다는 남해
안과 서쪽 전라도지역 접근도 용이한 넓은 섬진강변 쪽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신라, 고려 등 조선시대 이전의 치소에 관해서는 문헌정보 부족
으로 전혀 그 추정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백제, 가야, 신라 등 소속조차도 구별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서17) 여
기서는 시기적으로 삼국 통일 후 신라라는 전제하에 전개하는 것을 먼
저 밝혀둔다. 그리고 문헌보다는 유적과 유물을 중심한 고고학적 방법
으로 접근해 보도록 한다.
우선 성곽은 전쟁을 대비해서 지형적 요새지에 축조하는 관방성과
주군현과 같은 행정관청 주위에 축조하는 행정성이 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관방성과 행정성이 겸해지는 수도 있다. 특히 지방 군현이나
국경지역의 경우 초창기에는 대부분 겸했다고 생각된다. 행정성을 우
리들은 치소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읍성이나 도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소성은 최소한 중앙이나 지방
의 행정체제 즉, 국가나 주군현제의 성립이나 개편과 함께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하동군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가야나 백제 중 소속이 시
기에 따라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日本書紀 神功

17) 丁仲煥, 加羅史草,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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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5월조에는 왜가 多沙城을 백제에 하사했다 하고 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 30년 전후의 일이다.18) 또 繼體 7년 冬 11월조에는 己汶 帶沙
를 백제국에 주었다하고19), 8년 3월 帶沙에 城을 축조하였으며20), 9년
2월조에도 帶沙江에 舟軍 5백21), 23년 3월에는 백제가 加羅多沙津을

왜의 조공진으로 삼겠다 하고 있다22), 계체기는 대체로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기사들이다. 여기에 보이는 多沙城, 多沙津 또는 帶沙, 帶沙
江은 오늘날의 하동과 섬진강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4세기 후반

에서 6세기 전반까지는 하동에 신라진입이 불가능한 시기이다. 오히려
백제나 가라가 관방성 축조를 서둘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그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신라
의 하동군이나 그 이전 다사군 또는 한다사군 편제가 시작되었을 때는
관방성을 겸한 군치소성 축조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
신문왕대나 경덕왕대를 전후한 시기에 치소성 축조가 가능하였다는 점
이다. 동일문헌에 나타나는 인접한 악양 고소성의 경우 시굴조사에서
축조수법과 출토유물의 특징에서 소다사 또는 악양현 치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3). 그렇다면 한다사군 또는 하동군의 치소성
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시 군내 어느 곳에 축조되어야 마땅할 것
이다.

18) ‘增 賜多沙城 爲往還路驛’이라 하고 있다
19) ‘三月 伴跛築城於 子呑, 帶沙 而連 滿爰 置烽候邸閣以備日本’이라 하고 있
다.
20) ‘是月…故物部連 率舟師五百 直詣 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라고 하고 있
다.
21) ‘晴,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라 하고 있다.
22) 최근 가야석성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노재현, ｢가야지역 분포 성곽의
축조수법 비교연구｣, 신라성곽의 축성연구와 운영, 그리고 가야성곽연구
한국성곽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 2017.
23) 심봉근, 河東姑蘇城址試掘調査報告書, 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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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하동군의 성곽(네이버 위성지도)
1. 고소성, 2. 원동산성, 3. 정안봉산성 4. 소란산성, 5. 두우산
성, 6. 귀성, 7. 금오산성, 8. 이명산성, 9. 하동읍성

한편 최근 정안봉산성을 중심한 하동군내 성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고대산성이 고
소성, 귀성, 정안봉산성, 원동산성, 소란산성, 두우산성, 금오산성, 이명
산성 등 모두 8개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4) 이 고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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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운데는 치소성과 관방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하겠으나 발굴조
사를 거치지 않아 그 구분이 어렵다.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것은 축성재료와 축성된 장소이다. 예를 들면
신라의 경우 5세기 이전에 축조된 성곽은 재료적으로는 토축이 대부분
이고 그 이후에는 석축성이 많다. 그리고 신라 말에서 고려에 접어들면
서 석축은 다시 토축으로 바뀌어지고 조선시대에는 축조수법은 다르지
만 석축으로 다시 환원된 것이 우리나라 성곽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
리고 성곽이 위치하는 지형적인 입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산성이 많고 고려와 조선시대는 치소성
의 경우 평산성이나 평지성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은 삼국시대는 국
경지대에 주로 산성을 많이 축조하다가 삼국이 통일된 후에는 경계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북쪽 변경지대를 제외하고 산록의 계곡부나 평지
로 점차 이설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동군이 위치하는 남해안 일대는 왜
구 침입이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신라 후기까지 산성이 유지되다가 말
엽에 왜구가 소강상태를 이루면서 평지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러나 토축에서 석축으로의 왕조별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삼국
시대 토축에서 석축으로의 변화는 바른층 쌓기의 축조수법으로 보아 4
세기말 광개토왕 남하와 같은 전쟁과정에서 고구려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동군의 경우 정안봉산성이 신라시대 거점지로서 관방을 겸한 치소
성 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남해안에서
약간 이격된 내륙지역이면서 당시 하동군의 중심부에 해당한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형이 448m라는 고지에 속하고 석축성이며
바른층쌓기 축조수법이나 구조와 출토유물 등의 특징이 통일신라시대
로 편년하는 경상도지역 신라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24) 하동군․(재)국동문화재연구원, 하동 정안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15.

河東郡 治所 移動과 鄭晏峯山城 / 심봉근 53

려시대까지 치소로 이용된 것인지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고서
는 확인하기 힘들다. 경남지역 신라시대 치소성은 羅末麗初가 되면 대
부분 평지로 이동되고 있어서 하동군만 예외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
라서 정안이 생존한 고려시대 치소성은 우선 위치상으로 평지성이나
평산성, 아니면 무성곽의 평지에 있어야하고 석성보다는 토성이 유리
하다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안봉산성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낮은
구릉을 중심으로 둘레 700m정도 규모를 가진 원동산성이 나말여초 치
소성의 하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사되지 않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고현읍성의 경우도 조선시대 고성읍성이나 김해읍성이 고려시대 치
소성과 중복해서 축조된 것을 참고한다면 후보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거제시 둔덕기성25)의
경우 부산 배산성과 함께 신라시대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둔덕
기성의 곧장 바로 아래 남쪽기슭 평지의 경작지에서 동일시기에 축조
된 것으로 추측되는 대형건물지가 집중 배치된 거림리유적26)이 발견
되었다. 거제 둔덕기성의 경우 발굴조사에서 신라시대 거제군 치소성
이라고 조사자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뒷날 성 아래 거림리 평지에서
건물지 유구가 발견되어 상호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도 산성과
평지군현성 즉, 관방성, 행정성(치소)과 같은 사용목적이나 축조시기의
선후 관계가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산 연제구 배
산성27)과 수영구 망미동성지28), 함안 성산성과 괴산리유적29), 고성 거
2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巨濟廢王城文化遺蹟試掘調査報告書, 발굴조사보
고서 제7집, 2006.
同연구원, 巨濟廢王城集水池, 발굴조사보고서 제31집, 2009.
同연구원, 巨濟屯德岐城東門,建物址, 발굴조사보고서 제51집, 2011.
26) 동아대학교 박물관, 巨濟巨林里遺蹟, 고적조사보고서 제25책, 1997.
27) 부산박물관, ｢배산성지 일원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2016-2, 학술자
문회의 자료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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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산성30)과 고읍성, 창녕 화왕산성과 목마산성, 김해 분산성과 고읍성,
기장산성31)과 기장 고읍성32) 등 부산, 경남지방 신라시대 축조 석축성
과 고려시대 축조 토성조사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군의 당성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33).

〔도면 7〕배산성과 망미동성지(6번)
28) 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古邑城址 부산 망미동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시․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조사연구총서 제60집, 2007.
29) 동서문물연구원, 咸安槐山里遺蹟조사연구보고서 제47집, 2011.
30) (사)경남고고학연구소, 固城巨流山城試掘調査報告書, 2006.
31) 기장군․蔚山文化財硏究院, 機張山城 울산문화재연구원학술조사보고 제117
책, 2014.
32) 기장군․부경문물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 보고서, 기장고읍성 보
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기초조사, 2012.
33) 최희준, ｢신라 堂項城의 沿革과 善德王代 羅唐關係｣, 先史와 古代 제47
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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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동여도에 표기된 분상성과 김해고읍성

〔도면 9〕함안성산성 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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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함안 괴산리 유적 건물지

따라서 하동군도 신라후엽에는 다른 지역과 같이 현재는 위치 확인
이 어렵지만 치소의 이동은 행해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하동군 영형으로 알려진 악양현은 고소성과 귀성, 성양현은
금오산성과 이명산성, 삼국사기에 미상으로 소개된 하읍현이 동국여지
승람 등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서 곤양으로 비정하고 있으나34) 섬진
강변의 지리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소란산성과 두우산성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륙지역의 정안봉산성은 공간적으로 남해안과 섬진
강 서쪽을 조망할 수 있는 동쪽 요충지에 영현을 배치한 것으로 생각
되며 일정기간 치소성과 관방성이 겸했을 것이다. 정안봉산성과 정안
과의 관련은 고려시대 치소와 관계없이 정안이 하동으로 잠시 낙향하
여 산성내에 머물렀을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안봉산성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에 편집된 지도나 읍지 등
최근 자료에서만 확인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4) 東國輿地勝覽 昆陽郡 古跡조에 ‘河邑廢縣 本浦村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
河東郡 領縣 本朝移屬于此’ 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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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끝맺는 말
하동 정안봉산성의 정안과 관계 규명을 위한 시굴조사에서 정안의 생몰
시기보다 선행하는 신라시대 초축의 석성이 발견되었다. 필자는 이를 신
라시대 하동군 치소로 추정하고 문헌상에 나타나는 하동군 치소 이동과정
과 시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안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았다.
먼저 문헌자료에 나타난 하동군의 치소 이동은 조선 태종 17년(1417
년)에 陽慶山 아래에 석축성을 쌓아 읍성으로 삼았으며 세종 7년(1425
년) 섬강변의 豆谷으로 이설한다. 인조 10년(1632년) 괴질이 만연하여
두곡에서 현종 2년(1661년) 橫浦로 이설하고 숙종 5년(1679년) 다시 두
곡으로 환원한다. 숙종 29년(1703년) 진답면 牛嶺으로 이설하였다가 이
듬해인 숙종 30년(1704) 두곡으로 환원하고 부로 승격된다. 영조 6년
(1730년)에는 螺洞으로 이설하였다가 영조 21년(1745년) 項村으로 다

시 이설한다. 고종 32년(1895년) 현에서 군으로 개편되었다. 이를 정리
하면 양경산하→ 두곡→ 횡포→ 두곡→ 우령→ 두곡→ 나동→ 항촌으
로 이동되어 공간적으로는 해상교통 이용이 편리한 섬진강변으로 이동
한 것이 된다.

〔도면 11〕조선시대 하동군 치소 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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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라와 고려시대 치소에 대해서는 유적과 유물을 통한 고고학
적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하동군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시기에 따라 가야, 백제, 신라 등 그 영
역이 일정치 않아 자세히 구분하기 힘들며 신라통일 이전에 가야 또는
백제가 관방성을 축조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하동군이나
다사군 또는 한다사군 편제가 시작되는 신문왕과 경덕왕 대에는 관방
성을 겸한 치소성 축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인접한 악양면 고소
성의 경우 시굴조사에서 축조수법과 출토유물의 특징이 소다사 또는
악양현 치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다사군 또는 하동
군의 치소와 관련된 성곽도 군내 어느 곳에 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
각된다.
최근 정안봉산성을 중심한 하동군내 성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삼국시
대부터 고려시대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고대 성곽이 고소성,
귀성, 정안봉산성, 원동산성, 소란산성, 두우산성, 금오산성, 이명산성
등 8개소에서 확인되었다 정안봉산성은 문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명
칭이지만 그 가운데는 치소성과 관방성이 포함되고, 축조시기 또한 신
라, 고려 등 다른 특징의 것도 혼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안봉산성의 경우 신라시대 하동군의 군사상 거점지로서 관
방을 겸한 치소성으로서 처음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리적
으로 남해안과 이격된 내륙지역이면서 공간적으로 하동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발 448m라는 고지에 바른층쌓
기 축조수법을 가진 석축성은 신라시대로 편년하는 경상도지역 신라성
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시대까지 치소로서 이용된 것인
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른 지역의 경우 나말여초에 축조된 치소성 대부
분이 산정에서 평지로 이동된 단계이므로 하동군만 예외라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안이 생존한 고려시대 치소성은 우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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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평지성이나 평산성, 아니면 무성곽의 평지에 있어야하고 석성
보다는 토성이라는 점을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안봉산성
과 근접한 원동산성은 그 후보지가 될 수 있고, 고현읍성의 경우도 조
선시대 고성읍성이나 김해읍성은 고려시대 치소성과 중복해서 축조된
사실을 참고하면 후보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정안봉산성과 정안과의 관련은 고려시대 하동군 치소와는 관계
없이 정안이 낙향하여 기존의 정안봉 성내에 한때 머물렀을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용도는 자세하지 않지만 정안봉
산성 시굴조사에서 고려시대에도 수개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 의미이다.

이 논문은 2018년 1월 31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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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vement of the Local
Administration in Hadong County
and Jeongan-bong Mountain Fortress
Sim, Bong-Geun
A preliminary excavation,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Jeongan and Jeongan-bong mountain fortress,
discovered a stone fortress of the Silla dynasty that preceded
Jeongan’s lifetime. This essay goes through the construction
background of the fortress as well as its connection to Jeongan by
analyzing

the

movement

tracts

of

Hadong

County’s

local

administration in the historical records and the result of the
preliminary excavation. In addition, this essay examines local
administrations in the Silla and the Gorye dynasties with
archeological methods using relics and artifacts at the time.
In the case of Hadong County,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which
country built the fortres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fortification was a work of either the Gaya or the Baekje dynasty.
According to the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the
organization of the Handasa County(an old name for Hadong
County) started in the period of King Sinmun and King Kyungdeok
of the Silla. In addition, a preliminary excavation in Goso fortr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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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yan near Hadong County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method and excavated artifacts were related to the
local administration in Akyang.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xistenc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its fortress
somewhere around Hadong County.
According to the surface investigation into fortresses within
Hadong County, it is assumed that eight ancient mountain
fortresses were built within this area in the period between the
Three Kingdoms and the Gorye. These fortresses had mixture
characteristics of various periods and functioned as a local
administrative fortress and a fortification. Therefore, Jeongan-bong
mountain fortress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a military base
functioning as a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a fortification.
However,

there

were

two

the

characteristics

of

a

local

administrative fortress built in between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and the early Gorye dynasty. First, it was a period when most local
administrative fortresses had been moved from the mountain to the
plain or plateau. Second, they were earthen fortresses rather than
stone fortress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connection between
Jeongan-bong mountain fortress and a local administrative fortress
of Hadong County in the Gorye dynasty. Rather, judging from the
evidences of reconstructions during the Gorye dynasty, it is good
possibility that Jeongan had once used to live in the Jeongan-bong
mountain fortress after his retirement.
Of eight mountain fortresses, Jeongan-bong mountain fortress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a military base functioning as a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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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as well as a fortification. The construction date of
this fortress went back to the Silla dynasty because its construction
method

called

range

works

contained

similarities

suggest

possibilities to estimate its foundation, dating back to the Silla
dynasty.
Key Words : Jeongan, Jeongan-bong mountain fortress, local
administrative fortress, fortification, base for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