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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자임영진교수가본

馬韓

<2> 삼국지 동이전의마한제국

삼국지에나열된마한제국의명칭.

고고학자료로본광주 전남14개국 추정위치.

◇문헌에기재되어있는마한제국의명칭

기원전3세기초발해만지역고조선인의디아스

포라로인해아산만지역에서가장먼저성립되었

던마한사회는점차주변지역으로확장되어나갔

다. 3세기 후엽에 작성된 삼국지에는 50여국이

있었다고하면서 목지국, 백제국등 55국이기록

되어있고, 5세기중엽에쓰인 후한서에는 54국

이기록되어있어학계에서는 후한서 기록이정

확한것으로본다.

마한54국의위치에대한학계의관심은매우크

지만적지않은견해차이를보여주고있다. 문헌

에기재된한자국명들이지금의어느지명에해당

하는지가 관건인데 한자 발음의 유사성만으로는

정확한위치를가려내기어렵기때문이다.대국과

소국사이의규모와구조차이에대한기록도남아

있지만각국의위치를파악하는데는별도움이되

지않는다.

고고학적으로도 54국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아니다. 마한전체지역에대해균등한

조사가이루어졌다면손쉽게 54개지역을선별할

수있을것이지만균등한조사가이루어지기는현

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따라서남아있는기록

을바탕으로 54국의평균적인규모나성격을분명

하게규정하고그에합치되는고고학적증거가확

인된지역들을선정해나가야한다.그에앞서경

기충청전라지역에걸쳐있는54국을권역별로나

누어파악한다면훨씬쉽게접근할수있다.

◇권역별마한제국의분포

마한 54국은 3세기와5세기에기록된것이므로

권역별분포를파악하기위해서는당시의고고학

자료를이용해야할것이다.그러나현재까지조사

된당시자료가매우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이

후의 자료까지 활용해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마한 54국들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에대한직접

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백제 지방 조직의

변화를통해간접적으로유추해볼수있다.

마한을토대로성장하였던백제의지방조직은

521년에 22개 담로였다가[중국 양직공도 기록]

660년멸망시에는 37군으로변해있었지만[삼국

사기기록]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대해서는

알수없다. 이문제에있어서는백제37군이신라

에병합된다음웅주13군(충청권),전주10군(전

북권), 무주 13군(전남권)으로 개편되었던 사실

을주목할필요가있다.웅주와전주를합하면 23

군인데이는 22개담로와 상통한다. 당시의인구

밀도와고고학자료를감안하면전남권은 22담로

에포함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전남권의마지

막 마한 제국은 530년경에 백제에 편입됨으로써

기존 22개담로에새로운15개단위지역이합해져

서37군으로편성되었다고판단된다(백제편입시

기문제에대해서는별도로다룰예정임).

이는 3세기대54국이개별권역에큰변화없이

지속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을말해주며,충청

권에12국,전북권에10국,전남권에15국정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54국 가운데 나머지 17국은

경기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는 475년 고구려가 백

제로부터빼앗은다음 16개행정구역을두었던사

실과도맞아떨어진다.

◇광주전남지역마한제국의분포

지면관계상가장늦은시기까지남아있었던전

남권 15국의분포에대해서만 살펴보자. 이 지역

에는 고고학적으로 전북 고창지역이 포함되므로

광주 전남지역에는 14국이있었다고할수있다.

이 지역에서조사된고분가운데목관묘, 옹관묘,

영산강식석실묘는마한제국이남긴것인데서부

지역에 9개, 남해안지역에 5개 지역이 중심지를

이루고있다. 이14개지역은6세기중엽부터백제

식석실묘의중심지에도해당하기때문에계속해

서단위지역을이루고발전했다고할수있다. 마

을유적에있어서도 14개지역은지역별중심지에

해당한다. 이외에도보성강유역, 장성지역, 신안

지역 등지도 주목되는데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의

전북권병합에따라그지역마한세력일부가이

주해온지역도있다.

◇청동기대사회와의관계

마한 54개국의위치에대해서는지석묘사회와

관련이없다고보는견해도있지만공간적으로동

일한지역에서시간적으로선후관계를가지는양

자사이에전혀관계가없을수는없다.농경을기

반으로발전하였던지석묘사회는새로운마한문

화를수용하는과정에서기후악화로인해정체되

거나와해되기도하였지만3세기경부터온난한환

경속에서새롭게발전하기시작하였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김포에서부터 바다와 대하

천을따라여수 광양에이르기까지분포하였으며

물길을이용한교류가중요했던것으로판단된다.

미호천을낀청주송절동에서는 王자를가진청

동방울이출토되어國을표방하고있었음을알수

있다.하지만고고학적으로비정되는각지역들이

문헌기록속의어떤명칭을가지고있었는지에대

해서는 앞으로 고고학, 문헌학 뿐만 아니라 언어

학,지명학등여러분야가함께밝혀나가야할것

이다.

/전남대문화인류고고학과교수

마한54국은바다와강을따라연결되었다

삼국지 마한제국위치에대한대표적견해

소국명 이병도(1976) 천관우(1989)

원양국(爰襄國) 경기수원음덕면 경기파주연천방면

모수국(牟水國) 경기수원 경기양주

상외국(桑外國) 경기수원장안 우정면 경기파주연천?

소석삭국(小石索國) 경기서해지역의섬 경기강화교동

대석삭국(大石索國) 소석삭국인접지역 경기강화

우휴모무국( ) 경기부천(부평)군 강원춘천

신분고국( ) 경기양성 경기가평방면

백제국(伯濟國) 경기광주 서울강남

속로부사국(速盧不斯國) 경기통진 경기김포대관월관

일화국(日華國) 미상 경기양평지평?

고탄자국(古誕者國) 미상 경기양평지평?

고리국(古離國) 경기양주풍양면 경기여주

노람국(怒藍國) 경기이천음죽면 경기이천율면

월지국(月支國) 충남직산 성환 평택 경기인천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경기이천 충남서산지곡

소위건국(素謂乾國) 미상 충남보령

고원국(古爰國) 미상 충남당진?

막로국(莫盧國) 미상(중복?) 충남예산덕산

(막로비리국)비리국(卑離國) 전북옥구회면

점리비국(占離卑國) 전북고부 충남홍성결성

신흔국( ) 충남구진잠현 충남온양방면

지침국(支侵國) 충남예산일부 충남예산대흥

구노국(狗盧國) 충남청양? 충남청양

비미국(卑彌國) 충남서천일부 충남서천비인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충남홍성 충남공주

고포국(古蒲國) 미상 충남부여

치리국국(致利鞠國) 충남서산지곡면 충남서천한산

염로국( ) 미상 전북익산함열

아림국(兒林國) 충남서천 충남서천

사로국(駟盧國) 충남홍성장곡면 충남논산은진

내비리국(內卑離國) 미상 충남대덕유성

감해국(感奚國) 전북함열 전북익산

만로국(萬盧國) 충남보령일부 전북옥구

벽비리국( ) 전북김제?전남보성? 전북김제

구사오단국(臼斯烏旦國) 전남장성진원면 전북김제금구

일리국(一離國) 미상 전북부안태인?

부미국(不彌國) 전남나주 전북부안태인?

지반국(支半國) 미상 전북부안태인?

구소국(狗素國) 위명(僞名) ? 전북정읍고부

첩로국(捷盧國) 미상 전북정읍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전북고창 전북고창

신소도국(臣蘇塗國) 충남태안(서산) 전북고창흥덕

막로국(莫盧國) 중복(미상) 전남영광

고랍국(古臘國) 전북남원 전남장성

임소반국(臨素半國) 전북옥구 전남광산나주?

신운신국(臣雲新國) 충남천안 전남광산나주?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전북여산 전남화순능주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전북정읍 전남진도군내면

일리국(一離國) 미상 전남영암

구해국(狗奚國) 전남강진 전남해남마산면

부운국(不雲國) 충남공주서부지역 전남보성복내면

부사분사국( ) 전북전주 전남승주낙안

원지국(爰池國) 미상 전남여수

건마국(乾馬國) 전북익산 전남장흥

초리국(楚離國) 미상 전남고흥남양

나주반남고분군(사적제513호) 전경. 광주전남마한소국가운데중심이되는소국이있었던것으로추정되는지역이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중국 삼국지 후한서에국명기재

경기17 충청12 전북11 전남14국추정

바다와강을낀해양교류요충지분포

이병도박사는한자음의유사성을감안하였고, 천

관우 선생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비정하면서

막로국과비리국을묶어막로비리국으로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