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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마한의 시작과 성장의 양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단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조치  유적으로만 일부지역이 존치되고, 이 일대에 대한 추

가 조사나 지정에 대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유적 공원 외에는 겨우 현상만 유지되고 

있다. 근래에는 마한문화권 유적 정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유적이 다시금 부각되

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추가적인 조사 및 학술적 가치의 재조명이 무엇보

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단계별로 보존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조치된 

보존지역과 연접지역을 조사하여 도 기념물로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주변에 추가로 확인된 분구묘

를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조사와 지정을 통해 사적지와 연접한 지역의 경관복원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존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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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1996년 전주-함양간 고속도

로 개설 공사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도로 노선 상에 분포

한 유물산포지에 대해 2002년부터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2006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 성과로 인해 널

리 알려진 유적이다. 이러한 조사성과를 인정받아 관계

전문가의 지도위원회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라

지구 중요지점이 보존조치 유적으로 지정되었고, 도로

의 노선도 오늘날처럼 동편에 이설된 상태로 변경되었

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

지 않아 비지정문화재로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발굴된 

지역만 겨우 현상유지 수준의 보존조치가 되어 있는 상

태이다. 도로공사의 자발적 노력으로 보존관리가 겨우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 유사사례나 조사성과에 비해 방

치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변지역의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개발 압력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보존조치에 대해 적

극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간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 및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정문화재라는 행정적 절차

를 이행함에 있어 보존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방법을 살

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시도기념물 및 사적 지정

을 위한 검토에 앞서 해당유적 조사와 보존관리가 현재 

단계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고, 고분군의 향후 조

사방향과 보존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지정에 필요한 가치평가 요소 중 

역사성과 학술성에 대한 논의보다, 이를 보존하고 지정

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과 조사방안에 대해서 좀 더 숙고

하여 그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완주 상운리 고분군 조사성과  
및 추가조사 제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의 분구묘는 이제까지 총 30

여 기가 확인되었고, 분구 내에는 163기에 이르는 매

장시설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상운리 고분군

은 3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단순분구묘에서 다장분구묘

로 변화하는 매장문화의 양상이 보이기도 한다(김승옥 

2011). 더불어 완주 상운리 고분군의 조성이 그리고 시

기에 따라 마한 분구묘의 수평확장과 수직확장을 통해 

분묘의 대형화 혹은 다장화가 이루어지는 양상도 확인

할 수 있다(李澤求 2008). 또한 상운리 고분군은 인근

에 위치한 완주 배매산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중복되는 

점이 없어 배매산성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는 5세기 

말 이전에 조성 및 폐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박영

민 2020). 유적의 최말기에는 라지구에서 백제계 석곽

묘가 확인됨에 따라 마한의 중심묘제에서 백제로 넘어

가는 과도기 단계의 분묘양상도 더불어 확인할 수 있

는 중요 유적이다(김승옥 2020).  

이 외에도 지석묘, 석개토광묘 등 선사시대 무덤

과 주거지, 수혈과 같은 생활유적이 확인되는 등 청동

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

는 거대 복합유적이라 하겠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서 그간 지구별로 확인된 유구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라지구 일대에는 주요 유구인 분구묘 외에도 30기

에 이르는 단순 목관묘도 발견되었다. 이 목관묘는 구

릉의 능선과 사면을 따라 분포하는데 1~2기가 열을 지

어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목관묘 주위로는 5기의 옹

표 1   완주 상운리 고분군 지구별 조사현황

조사구역 유구 현황

가지구
분구묘 9기,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3기, 주구 3기, 수혈

유구 12기, 조선시대 토광묘 69기

나지구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석개토광묘 1기, 옹관

묘 3기, 주거지 1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4기, 구상유구 2
기, 수혈유구 4기, 분구묘 8기, 목관묘 5기, 삼국시대 횡혈

식 석실묘 1기, 와관묘 1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15기 

다지구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11기, 분구묘 3기, 석곽묘 2기, 

기와가마터 1기 

라지구
분구묘 15기, 점토곽 및 목관과 옹관 30여 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8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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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묘가 위치하는 분포적 특징을 보인다. 특히 분구묘

와 능선 상에 열을 이루기는 하나 공간적으로 분리된 

분포 양상을 보임에 따라 시기적으로 분구묘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판단하고 있다(전북대학교박

물관 2010a·b). 

상운리 고분군은 분구묘가 중심인 유적으로 시기

적으로는 기원전 2세기 대부터 기원후 5세기 대까지 마

한의 중심묘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적이다. 특히 가지

구의 분구묘와 함께 점토대토기문화의 주거지, 송국리

형문화의 주거지 및 분묘 등이 더불어 발견되어, 상운

리 고분군을 통해 전북지역 마한의 성립과정을 보여주

고 있으며(김승옥 2016), 완주와 전주 일대의 점토대토

기문화 단계부터 이 지역이 마한 소국 중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짐에 따라 그 조영집단을 마한의 정치체

와 연관지어 보기도 한다(권오영 2015; 김승옥 2020; 최

완규 2016). 또한 주변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묘제문화

의 유입과 관계에 대한 연구(李澤求 2008; 林永珍 2015; 

박순발 2020)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운리 고분군 분구묘에서 20세트 이상의 다양한 

단야구가 출토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김승옥·이보람 

2011)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분구묘에서 발견된 철제

유물을 통해 볼 때 당시 마한의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위상을 보여준다. 특히 4세기 대 삼국시대 단야구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상운리 고분군이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시사점을 준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서 가까운 지근거리에는 비

슷한 성격의 수계리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완주 수계

리 유적은 만경강의 충적지에 위치하는데 200여 기가 

넘는 대규모의 마한·백제 분묘유적이다. 이 유적에

서 방형의 주구와 목관묘를 갖춘 분구묘 및 주구가 없

는 토광목관묘가 주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 미루어 

완주 상운리 고분군과 병행하는 시기로 추정하고 있어 

지역의 중심 묘역군을 형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가 만경강유역으로 진출한 시점은 5세기 전

반 무렵으로 추정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 완주 상운리 고분군과 수계리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마한계 분구묘에 백제유물인 광구장경호와 

단경호, 파배, 병형토기 등의 토기와 철기가 출토된 점

을 들어(박영민 2020: 42)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영향으

로 분구묘에 매장시설이 점차 석곽이나 석실로 변화하

는 양상으로 바뀌게 되어 백제의 영역화 과정을 이 유

적들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듯 완주 상운리 고분군을 통해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파생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적의 핵심 대상인 분구묘 

뿐만 아니라 관련 취락과 마한 토기, 옥, 환두도 등 철

제품 세부 연구와 함께 백제의 영역 확장과 마한의 문

화적 수용과정 등에 대한 역사적 접근도 계속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이 유적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은 학계에서 이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완주군의 의

뢰로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 일대에 대한 현황조

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를 통해서 주변 일대에 대

한 현황이 좀 더 세밀하게 소개된 바 있다. 기존에 조사

되었던 상운리 고분군 가~라지구 외에도 주변에 원상

운 고분군과 신기유물산포지, 녹동추정 고분군, 운곡리 

고분군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총 33여 기 이

상의 분구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고, 유적범위를 확

그림 1   완주 상운리 고분군 라지구 유구 배치도(전북대박물관 2010 참조 수정)

분구묘

목관

옹관

석곽

목관묘

옹관묘

석곽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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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상운리 고분

군 주변에는 각기 다른 명칭을 가진 유적들이 분포하는

데, 유적 명칭으로만 보면 별개의 유적으로 여겨질 수

도 있지만 사실 하나의 커다란 구릉지대상에서 각기 뻗

은 능선과 사면을 따라 유적이 조성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운리 고분군과 주변의 위치한 분구묘들

은 넓은 범위로 보면 같은 성격을 가진 유적이라 할 수 

있으며, 유사성격의 분구묘들이 또 다른 능선과 구릉 

상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상운리 

고분군 주변 일대에 대한 유적의 분포 가능성과 고지

형을 확인하기 위해 유적 일원에 대한 자연지리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주)라이즈프럼 2021). 상운리 고분

군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유적 주변으로 추가적인 매장문화재 유존 가

능성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상운리 고분군이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은 구릉지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구릉 말단부에는 산록완사면과 

단구성 지형이 다수 확인되거나 연이어 미고지도 형성

되어 있어 유적 주변에 취락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 주변으로는 수많은 구

하도가 확인되어 유로의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 자연제방을 가로지르는 구하도 등에서 경작유적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운리 고분군은 해당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조사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

를 대상으로 유적 성격에 맞는 발굴조사 및 심화연구를 

기획하여 유적에 접근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구릉지에 대한 분구묘 등의 

조사에 우선 집중하고 추가적인 토지매입 및 조사 여건

의 성숙에 따라 이후 고분과 연계된 취락지와 경작지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여 마한 생활사 전반에 대한 보다 

심층 있는 기획연구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운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완주지역의 경우, 

완주 신풍유적과 갈동유적 등을 필두로 하는 초기철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

다. 또 이곳은 마한의 역사와 문화가 백제의 영역 확장 

이전까지 잘 유지된 지역이며 중심 거점으로 보는 지

역이기도 하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 주변에는 완주 수

계리 유적 등 분구묘 뿐만 아니라 전주 동산동유적 등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취락이 밀집 분포하는 대규

모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이 일대가 마한의 핵심유

적이라 할 만 하다. 따라서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일련

의 역사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 중에 하나이자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한 분묘유적으로 내세울 수 있

는 중요 유적이므로, 유적 주변을 아우르는 학술조사

가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다.

Ⅲ.   상운리 고분군의 보존과  
지정 관련 정책 방안

1. 지정문화재 가치요소와 지정 경향 검토

문화재는 보존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법률로써 그 가치와 기준, 방법, 관리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규정지어 놓았다. 그 가운데 문화재로서의 가치

평가 요소로 거론되는 것은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국보, 보물)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명

승의 경우에는 예술성과 경관성을, 천연기념물은 역사

그림 2   완주 상운리 고분군 일대 고지형 분석도

물줄기

2차수

3차수

1차수

산지 및 구릉지

산륵완사면

선상지

구하도

미고지

단구

형질변경

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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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관성, 학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사적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역사성과 학술성의 

가치 평가요소를 강조하고 있다(한국전통문화학교 산

학협력단 2009: 71).

사적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역

사성과 학술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을 지정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 여기서 기념

물이라 함은 사적의 경우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

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

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항제3호). 또한 건축물의 형태

가 남아 있지 않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라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시도 기념물을 거쳐 특히 중요한 유적에 한하여 

사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간혹 발굴조사 등 성과를 바

탕으로 가지정을 통해 직접 사적으로 신청되기도 한다.  

시행령 지정기준에 따르면, 사적으로서 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판단기준이 필요함을 명시해놓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한국전통문

화학교 산학협력단 2009: 102~104).

1)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학술성 보유) 

해당 문화재는 새로운 문화를 드러내거나 중요한 

과학정보를 제공했거나 앞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야 한다. 선사 혹은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

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거나 앞으

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시대의 대표성·희소성 및 상징성

해당 문화재가 다른 문화재와 비교하여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 및 상징성이 뛰어나야 한다. 즉 중

요한 역사성과 학술성이 있어야 한다.

3) 역사적 사건성

과거의 중요한 사건, 활동, 발달 등과 깊은 연관성

을 가져야 한다. 해당 문화재는 우리 역사에서 국가적

으로 나타난 경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그 경향을 대

표하면서 필수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4) 역사적 인물성

과거에 중요했던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

야 한다. 왜 그 문화재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 국

가의 역사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유산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에 대해 가치를 확인하고 생애에서 그

들의 역할을 설명하여야 한다.

향후 완주 상운리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 검토함

에 있어 위의 법적 기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이 유적이 역사성과 학술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지정문

화재로 검토됨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을 만큼 학계에서는 

해당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최

근 이와 관련한 학술적 검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완주군·국립전주박물관 2019; 전라북도청·전북연구

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이에 따라 완주 상운리 고분

군에 대한 분구묘, 토기, 철기, 옥기 등을 통해 마한 지

배사회의 대표적인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성과 인

물성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글을 통해 모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문헌조사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많

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근래에 지정된 사적의 지정 경향과 목적을 살펴

보면, 한정된 시기의 유적이라 할지라도 특정된 지역

에서 독특한 역사적 문화양상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

는 유적지이거나 사적 지정의 보존 취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지정문화재로의 대상에 편입될 수 있음이 확인

된다. 또한 역사시대인 경우, 중앙지역이 아닌 지방인 

관계로 역사기록에서 유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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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지라도 중앙과의 관계에서 교역·교류, 지배관

계·영역확장 등에서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유구와 유

물에서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추론적인 해석과 확장

적 의미임을 감안하더라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지

정 조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시로 의성 금성면 고분군은 신라 지배방식을 알 

수 있는 고분문화의 지역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2020년

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

군은 백제의 영역 확장과 관련한 중요 석실분 유적으

로 인정받아 2018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은선

리와 도계리 고분군이 위치한 인근에는 이전에 사적으

로 지정된 정읍 고사부리성이 위치한다. 고사부리성이 

백제의 오방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고분군과 연계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중요 무덤유적이 역사적 맥락을 이루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유적이라면 비록 역사기록과 관

련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포괄적 범주 안에

서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수 있다. 

근래에는 과거에 각각 분리하여 지정했던 사적들

이 통합 지정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인접지역을 덧

붙여서 추가 지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함안 말

이산 고분군과 합천 옥전 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 함

안 말이산 고분군은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와 말산리의 

구릉에 위치하는 아라가야의 고분군으로, 1963년 도항

리 고분군과 말산리 고분군이 사적으로 각각 지정됐다

가 2011년에 통합 지정되었다. 사적 지정면적도 이전

보다 크게 늘어나 82만㎡에 달한다. 합천 옥전 고분군

은 1988년 최초 사적 지정되었다가 최근에 다라국 무

덤으로서 문화재적 가치 확산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사적 지정을 확대하였고, 현재까지 37만㎡에 달

하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확대 지정하는 고분군의 사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다. 창녕 교동 고분군과 

인접한 창녕 송현동 고분군의 경우에도 각각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2011년 다시 통합 재지정되기

도 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점에 사적 경산 임당동 고분군

과 사적 경산 조영동 고분군이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한 두 고분군을 통합 재지정하기도 하였

다. 여기에 2016년도에는 경산 부적리 고분군이 임당동

과 조영동 고분군으로 추가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미 사

적으로 지정된 고분군과 함께 경산지역 압독국 최고 지

배자들의 무덤으로 인정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부적리 고분군은 앞서 2007년에 사적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당시 역사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자체에서 부적

리 고분군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와 추가적인 발굴조사

를 토대로 동일한 성격의 고분이 밀집 분포함을 학술

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서

는 고분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적에 대

한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사적지정으

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근래에는 고창 봉덕리 고분

군을 중심으로 고창 마한고분군 사적지정 확대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하였다. 고창군은 사적으로 

지정된 1호분과 2호분 외에도 나머지 분구묘와 칠암

리 고분 등 마한 고분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사적으로 지

정됨에 있어서 관할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방안들을 적극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마한 무덤과 관련하여 근래에 지정된 사례들을 보

면 1998년 나주 복암리 고분군을 시작으로 2006년 서

산 부장리 고분군, 2011년 나주 반남 고분군, 2015년 

고창 봉덕리 고분군까지 이르고 있지만 소수에 그치

고 있다. 이들 유적은 모두 마한의 분구묘와 관련된 유

적으로 지역 거점지로서 마한의 정치체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자 백제의 지배 확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

을 제공하고 있는 유적들이다. 이 외에도 중서부지방

에는 60여 개소의 마한계 분묘유적이 조사된 바 있으

나(김승옥 2011) 더 이상의 추가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

고 있다. 현재까지 사적으로 지정된 분묘를 단순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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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비교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비록 합천 옥전 고

분군이나 서산 부장리 고분군처럼 장시간에 걸쳐 형성

된 무덤유적인 경우, 여러 시대에 걸쳐 있기도 하지만 

어느 한 시기의 대표 유적으로 간주하더라도 마한 분

묘의 지정사례는 소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적 주변 환경과 향후 검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로 검토함에 있어 유적 자체의 보

존가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도 더불어 감안해야 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지정되는 대부분의 사적은 점 단위

의 유적을 지정하기에 앞서 면 단위의 보존면적을 확

보하여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

사한 역사성을 갖춘 유적이 주변에 여러 분포한다면 

행정단위 중심의 지정보다 역사성을 감안한 지리적인 

접근성도 감안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던 통합·확

대지정 추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의 대상인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2003~2006

년 발굴조사와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 시굴조사 및 보

완조사를 거쳐 일부 유적은 보존조치 유적으로 보호되

어 있고, 바로 옆은 노선 변경된 고속도로가 고분군을 

가로지르고 있다. 발굴조사된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고속도로를 옮기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지정 보호를 위한 검토 대상지에 이를 포함시

킬 수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라지구 분구묘 등의 지

역은 톨게이트를 지나 우측의 한국도로공사 완주영업

소를 통해 둘러볼 수 있다. 

현재 보존조치 유적으로 되어 있는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2006년 지도위원회 검토 후 보존조치되었는

데 발굴조사는 1호~6호 분구묘까지 이루어졌다. 이

때 원형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4호, 6호~10호 분

구묘였으나 일부 시굴이 이루어진 4호와 6호 분구묘는 

성격 추가확인을 위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분구묘는 발굴을 거치지 않고 원형보존 조치가 취해져 

분구의 형태만을 확인하였다. 그후 라지구 일대 분구

묘는 그 위에 복토한 후 잔디를 식재하는 방식으로 정

비가 이루어졌다. 주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원삼

국시대 목관묘는 유구를 복토한 후 회양목을 식재하여 

유구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나지구에 위치한 지

석묘는 라지구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옆으로 이전 복원

한 상태이다(전북대학교박물관 2010a).

이곳에는 상운리 고분군 외에도 인근의 다른 유적 

무덤들도 이전 복원된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보존조치 

유적으로서는 한정된 공간에 이전된 유구의 효율적 배

치를 통해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로 검토해야 한

그림 3   시대별 분묘의 사적 지정수

그림 4 완주 상운리 고분군 내 이전복원된 타유적 상태



139  완주 상운리 고분군 보존관리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다고 하면 상운리 고분군과 이질적인 다른 유적의 유

구들은 다른 지점으로 다시 이전 복원해야 유적의 진

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전 복원 대

상지는 사람들의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공공부지를 대

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발굴조사된 지역 외에도 주

변에 수많은 분구묘 등의 무덤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라지구와 연접

해 있는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은 약 15,000㎡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연접된 구릉의 남편 일대에 해당된다. 대

부분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구릉 말단부는 경작 

등으로 훼손되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대한 중장기 조

사는 현재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추진되고 있

는 상태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약 8기의 분구묘가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 명확

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완주 상운리 고분군 주변 유적 분포도(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지도 참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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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를 위한 검토 대상지역은 현재 알려진 지

역보다 확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기존에 라지구로 알려

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편 구릉 외에 북편에 위치한 

신기유물산포지도 더불어 살펴봐야 한다. 이곳은 기존 

지표조사를 통해 분구묘로 추정되는 유구 1기와 회청색

경질토기 등이 산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추

가적인 시굴이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완주 운곡리 녹동 추정 고

분군이다. 이 지역은 상운리 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의 

남동사면 자락에 위치한 고분군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19기 이상의 분구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구묘 최

대 분포지역이다. 구릉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줄

지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큰 구릉지에 지형상 연

결되는 것으로 미루어 완주 상운리 고분군과 동시기의 

성격을 가진 무덤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 지역

은 대부분 사유지로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지

점은 참호와 경작 등으로 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완주IC 진입부에는 2006년 전북문화재연구원

에서 발굴이 이루어진 완주 용흥리유적이 위치하고 있

다. 발굴 성과로 미루어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백제 석

실분 및 석곽묘가 조사된 바 있어, 이 주변 일대도 마한

과 백제에 해당하는 취락 및 고분군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 일대까지 염두에 두고 역사적 가치를 검

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정 대상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유존지역은 동서방향으로는 익산-장

수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북방향으로는 17번 국도

가 지나가고 있어서 통합 지정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

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와 교차

로가 위치하는 지점에는 한 구릉으로 연결되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유사한 유적이 주변에 분포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도로 시설물이 유적을 횡단

하고 있는 관계로 경관 및 지리적 접근상의 통합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근래에 통합 확대되는 사적지 중에서 역

사성과 접근성 등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면 추가 지정

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예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20

번 국도로 나뉘어 있거나 유적 분포 상 길게 늘어진 현

황을 보이지만 통합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 인근에 사

적으로 지정된 창녕 계성 고분군도 그 중간지점에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횡단하여 지나가는 양상이나, 마찬가

지로 연접한 산 구릉과 함께 떨어져 있는 산 구릉과 통

합 지정되어 있다. 이 고분군은 낮은 구릉 상에 261기의 

무덤이 분포하여 비화가야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고분

군으로 인정받아 2019년 지정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경

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은 사적지 사이에 대규모 택

지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통합하여 지정관리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데 있어 주변의 개발로 인해 인위적으로 공간

적 구분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문화재를 지정관리함

에 있어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점이다. 근래에는 여

러 지점의 소규모 면단위의 유적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역사적 성격과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리

고 보존관리함에 있어 더 이상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면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방치하기보다 적극적 

보존행위를 지향하여 법적 테두리에 가져올 수 있는 

유적들은 가능한 끌어와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보존과 지정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안

앞서 살펴본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현황을 감

안하여,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존

그림 6 완주 녹동 추정고분군 내 추정분구묘 노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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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정 검토를 위해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고분군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분명 현재의 성

과로도 매우 높지만, 관리 가능한 유적의 범위와 유사

성격의 유적들을 하나로 묶어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점마다 다

르게 부르고 있는 유적 명칭에 대해 ‘완주 상운리 고분

군’ 등과 같이 하나의 유적명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

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여건은 유적 주변에 마

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사유지가 대부분인 지역들인 관

계로, 이 일대에 대한 대규모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

는 이상 획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

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유적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치 있는 유적의 지정보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 방법을 간략

히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기초조사 실시 

상운리 고분군의 중심권역인 라지구의 보존유적

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원상운 고분군과 주변 유적을 1

차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유

적의 분포와 밀도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존조치 유적을 중심으로 도지

정 기념물로 시급히 전환하여 지자체의 보존의지를 높

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주변 일대를 포함한 추

가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발굴조사 등 기초자료

를 토대로 연차별 중장기 조사계획도 이 과정에서 수

립되어야 한다. 

2단계 :   토지 추가 매입과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검토 및 전환 

상운리 고분군과 원상운 고분군 등 주변유적에 대

해 발굴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유적현황에 대한 범

위와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된다면, 학술적 가치

를 재검토하여 사적 등으로 지정문화재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근래 추진되고 있는 역사문화권정비법

과 관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주에 해당유적이 만

경강유역권에서도 핵심유적으로 거론될 만큼 부각되

고 있으므로, 역사성과 주변여건 등이 충분히 확보된

다면 국가에서 해당유적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지정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는 유적정비와 관련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조사결과

를 토대로 세워야 한다. 

3단계 :   사적 추가 지정을 통한 유적 범위 확대  

및 조사 범위 확대 

핵심지역에 대한 지정관리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후 상운리 고분군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확대

하여 이를 토대로 사적 추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상운리 고분군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신기유

물산포지와 녹동추정고분군 등 중요지점에 대해 시발

굴조사를 실시하여 동시기 고분군의 공간적 범위를 계

속해서 찾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유적을 발굴하

기보다 유적의 성격과 밀도를 확인할 정도의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유적 보존을 우선시 하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이처럼 발굴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

라 유적 전반에 대해 공원 등 정비구역, 원형보존구역, 

활용구역 등으로 세분하여 구역별 보존관리 방안이 담

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 일대에 대한 대규모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

는 이상은 주변에 사유지 등이 위치한 관계로 관련 사

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일

시 지정보다 점진적인 추가지정을 통해 사적의 범위 

확정과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적의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중요 유적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은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도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추

가 토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보호구역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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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한다(김철주 2021: 60). 이

러한 지역적 범주 안에서 유기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Ⅳ. 맺음말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이제까지의 조사성과와 학

술적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보면, 사적 지정을 위한 검

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만큼 많은 조사 성과와 

연구의 진전들이 있었다. 특히 상운리 고분군은 전북

지역 마한의 정점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자 당시 지배

계층의 매장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지역

을 백제가 영역화함에 있어 결정적 자료들을 제공해주

고 있음에 따라 지정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지정을 검토함에 있어 조사된 유적만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연접된 주변지역과 연계하

여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 따라 중장기 조사계

획도 필요하다. 유적 주변으로 이어지는 구릉 상에는 

수십 여 개의 분구묘가 추가적으로 잔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필수적인 요소

가 되었다. 따라서 고분군의 전체적인 분포양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발굴이 선행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

상지역의 보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록 일

부 지역은 현재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상태이지만 해당 

유적과 그 주변지역을 지정 검토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

소라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유적을 중장기적으

로 보호관리하는데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

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해 보인

다. 그러나 토지매입이나 지정에 반대하는 민원해결에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우선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존의지

를 토대로 도기념물로의 지정을 추진하여 보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련 

조사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1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개최한 <완주 상운리 고분군>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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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Policy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Ancient Tombs in Sangun-ri, Wanju 
and Their Designation as Cultural Heritage

The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showing relatively clearly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Mahan culture in 

Jeollabuk-do is the tombs in Sangun-ri, Wanju. The tombs were excavated in the early 2000s; however, little effort has since been 

made to investigate or preserve the wider area around the tombs. Thus, only the status quo has been maintained except for the 

conservation of a few relic parks. In recent years, active cultural management has become necessary to maintain the historic areas 

in the Mahan cultural region, so these tombs are once again receiving attention.

To further the preservation efforts in the area, it is important to actively discuss budget adjustments, consider additional 

investigation, and re-examine the academic value of the historic site. Practical limitations mean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conservation strategy in stages. The first step is to have the areas of cultural interest and any adjacent lands urgently 

designated as provincially protected cultural heritage. Consequently, historically important areas on private land should be 

identified and purchased. Thereafter, a preserv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to reinforce the historical value of the sites as 

nationally designated historic sit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 landscape adjacent to the historic sites, as 

well as additional investigations and designation of sites in surrounding areas. These goals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active 

interest and support of relevan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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