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September 2021, pp.204~227.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3.204

주제어  중원역사문화권, 중원, 역사문화권, 중원경, 활용 방안

투고일자  2021. 06. 30. ● 심사일자  2021. 07. 14. ● 게재확정일자  2021. 08. 03.

본 논문은 중원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그 시공간적인 범위를 개관해봄으로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

한 특별법’에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중원은 지리적으로는 충주를 중심으로 계립령과 죽령,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

을 통해 남북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 지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대 국가가 태동하는 마한 시

기부터 서쪽으로는 미호천 유역인 청주와 진천 일대, 동쪽으로는 충주 일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후 

백제와 고구려·신라가 중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국 문화의 교섭과 융합으로 중원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신라는 중원경을 중심으로 청주에는 서원경, 원주에는 북원경을 설치하는 등 중원 지역

을 계속 중요시 하였다. 

우리는 그간 고구려·백제·신라의 고대 국가 중심의 사관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중원 지역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간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원의 문화유산 생생 정보 공개 서비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중원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의 활성화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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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

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이

를 발굴·복원하여 역사성을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

비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권

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만이 포함되어 있다(제2조). 

그렇지만 해당 법안에는 그간 우리나라의 5대 문화

권으로 인정받아온 ‘중원역사문화권’이 누락되어 있어 근

래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 등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1 사실 중원역사문화권의 가치와 의의는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 중원문화권에 대한 그간의 국가적 정비 사업2 외에도 

중원 문화유적의 조사와 연구 및 보존 관리를 위해 2007

년 건립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중원의 문화유산을 전

시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국립청

주박물관(1987년 개관), 그리고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한

창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충주박물관 등을 통해서

도 충분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

성이 모호하다는 세간의 지적도 있는 만큼 본고에서는 

‘중원(中原)’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그 시공간

적인 범위를 개관해봄으로써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타

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법 내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

해보도록 하겠다. 

Ⅱ. 중원 역사문화의 형성  

1. 중원의 시간적 범위

1) 中原京, ‘中原’이라는 이름의 시작

‘중원(中原)’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三國史記』 地理

志와 『高麗史』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중원경(中

原京)은 본래 고구려 국원성(國原城)이었는데, 신라 진흥

왕이 여기에 (국원)소경을 설치하였으며, 문무왕 때 둘레 

2,592보의 성을 쌓았고 경덕왕이 이를 중원경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고려 태조 23년(940)에는 충주로 개칭하였다.3 

해당 기사는 중원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첫째로 중원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경덕

왕(742~765년) 때이며, 둘째로 중원경은 지금의 충주 일

대이고,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로서 중원은 고구

려로부터 유래한 ‘국원(國原)’이라는 이름을 고쳐 불렀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원이라는 이름의 시작을 과연 8세

기 중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는 중원경이 설치되기까지의 과정과 신라인들의 인식, 그

리고 그에 앞서 이 지역을 중요시하였던 고구려와 함께 

가장 먼저 영역화하였던 마한과 백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덕왕은 왜 충주에 중원경을 설치하였던 것

일까? 중원은 말 그대로 ‘국토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중원

경은 신라가 국토의 중심에 설치한 경으로서 5소경 중 가

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1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원역사문화권의 설정과 활용’ 정책토론회(3월 16일 개최)와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 정립과 미래 비전 설정’ 학술대회(4월 30일 개최) 등

이 개최되었고, 도종환·이종배 국회의원이 중원역사문화권을 해당 법안에 포함시키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31일과 3

월 23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2 중원문화권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리 현황은 이순자(2021)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3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 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高麗史』 志

10 地理1, 忠州牧. 忠州牧本高句麗國原城【一云未乙省, 一云薍長城】, 新羅取之, 眞興王, 置小京, 景德王, 改爲中原京. 太祖二十三年, 又改爲忠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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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洪性和 2019). 

신라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교통의 

요충지에 왕경의 분신, 즉 작은 서울로서 소경을 설치하

였다. 소경은 지증왕 15년(514)에 설치된 아시촌소경(阿

尸村小京)을 시작으로, 진흥왕 18년(557)에 국원소경(國

原小京), 선덕여왕 8년(639)에 북소경(北小京, 현 강릉)을 

두었다. 이 가운데 통일기까지 존속한 소경은 국원소경

(중원소경)뿐이다(全德在 2002).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문무왕 18년(678)에 

북원소경(北原小京, 현 원주)을, 20년(680)에는 금관소경

(金冠小京, 현 김해)을, 신문왕 5년(685)에는 서원소경(西

原小京, 현 청주)과 남원소경(南原小京, 현 남원)을 설치

함으로써 5소경제를 완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문

헌에는 중원소경의 설치 기록이 빠져 있는데, 이와 관련

하여 주목되는 것은 7세기 후반 신문왕대에 활약한 강수

(强首)가 ‘중원경’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열전에는 

강수가 본래 임나가야(任那加良) 사람이었다 하므로, 어

느 시기엔가 중원 지역에 사민(徙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원경이라는 명칭은 최소한 7세기 후반

에는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문무

왕 13년(673)에 국원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

면, 중원경 역시 다른 소경들과 마찬가지로 문무왕 18년

(678)∼신문왕 5년(685)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들로 보면 다른 소경들과는 달리 중원경

만큼은 고구려의 국원성 자리에 설치한 국원소경에서 그 

이름을 바꾼 데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소경은 중

원경을 중심으로 사방의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에서 신라가 중원을 이름 그대로 통일된 국토의 중심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2) 中原 以前 

그렇다면 신라는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중원

을 국토의 중심으로 생각하였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중

원의 전신인 ‘국원’에 대한 기록이 『三國史記』에 유독 많이 

보인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은 18년(557)에 고구려

의 국원성을 그대로 국원소경으로 개편하고,4 다음 해에는 

귀족 자제와  6부 호민(豪民) 등 신라 왕경의 주요 세력을 

이곳으로 사민하였다.5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 대한 지방 

지배 강화와 함께 북진의 주요 거점으로 삼기 위해 신라가 

이 지역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국원

소경을 설치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로는 충주 

가금면에 위치한 누암리 고분군(사적 453호)을 들 수 있

다. 270여기의 신라 고분이 7개 구역에 나누어 수십 기씩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데, 봉분 직경이 10m가 넘는 

대형분도 30기가 넘는다(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

한편 국원(國原)은 고구려에서 중요한 벌판을 뜻하

는데, 당시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다음가는 나라의 중

심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金顯

吉 2014). 신라 또한 고구려의 평원군을 개칭한 북원소경

과는 달리 국원소경은 고구려의 국원성 명칭을 그대로 두

고 행정구역의 격만 높였다는 점에서 국원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국원을 이후 중원으로 바꾼 것도 단어만 다를 

뿐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언제 왜 이곳을 ‘국원성’으로 지

칭하게 된 것일까? 1979년 충주 가금면 용원리 입석마을

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구려비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유일

한 고구려 비로, 바로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국보 205호)는 고구려

의 충주 지역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그 건립 시기에 대해

서는 4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0).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의 영락(永樂) 6년

(396)조 기사에 근거하여 당시 고구려가 충주 지역을 

4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8年. 以國原爲小京.

5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十九年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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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로부터 공취(攻取)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도학 

1988). 그런데 충주에서 남한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원주 

법천리 백제 고분군이 5세기 전·중반까지 조영된 것을 감

안하면(成正鏞 2001), 충주 지역도 5세기 이른 시기에 고

구려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광개토왕

이 영락 10년(400)에 보기(步騎) 5만명을 거느리고 신라

의 수도에 침입한 왜적을 궤멸6시킬 때 이용하였던 길은 

평양→평강→춘천→원주→제천→단양→죽령→영주→

안동→의성→경주로 이어지는 소위 죽령로(竹嶺路)7였을 

것으로 생각된다(梁起錫 2002). 

한편 신라가 청하면에서 강릉까지의 동해안 지역을 

차지하자 고구려 장수왕이 449년 5월 군사를 이끌고 충

주 지역에 행차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으며, 이에 신라 눌

지왕(新羅 寐錦)이 충주 지역에 직접 나아가 사죄하며 앞

으로도 계속 고구려 왕에게 충성하겠노라 서약하였고, 그 

해 12월 23일경 고구려 태자 공(共)과 신라 매금(눌지왕)

이 간벌성(于伐城)에서 만나 다시금 두 나라의 우의를 다

지는 회맹의례(會盟儀禮)를 치렀던 점으로 볼 때 충주 고

구려비의 건립 시점을 450년 전반기로 보기도 한다(전덕

재 2019). 어쨌든 이 비는 고구려 장수왕이 신라 매금의 

고구려에 대한 충성 서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나아

가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

립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국원성’ 역시 고구려비가 세워

졌을 무렵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원성과 충

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경영하기 

위해 얼마나 이 지역을 중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이전의 중원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충주 지역을 영유하였던 고대 국가는 백제로, 탄금대토성

과 장미산성, 탑평리 유적 등은 백제가 이 지역을 경영하

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이다. 이와 함께 무

엇보다 제련로 30여기가 조사된 중부 지역 최대의 고대 

제철 산업단지인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은 충주 지역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은 얼핏 보면 너무나도 원시

적이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 생산은 1,200℃ 이상

의 높은 온도를 수십 시간 통제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

이다. 또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 반응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손에 넣을 수 있다(성정용 2019). 

고대 한반도에서 철기의 본격적 제작과 사용은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三國

志』 魏書 東夷傳과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시

기에는 획기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각종 사회적 

갈등과 집단 사이의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여러 정

치체 간의 경쟁과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삼국시대에 발달한 수리관개 체계를 들 수 있지

만, 철기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생산 도구였다. 특히 

철제 농경 도구는 심경(深耕)과 함께 경작 면적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식량 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던 바, 삼국시대에 

발달한 철 생산과 철기 제작 기술은 바로 고대 국가가 성

장하고 통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성정용 2019). 충주 지역의 발달된 제련로와 이

에 따른 막대한 철 생산은 바로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

하여 4∼5세기 무렵 삼국과 쟁패를 벌일 수 있는 가장 기

초적인 토대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국원성이 옛 완장성

(薍長城)이었다는 기록8으로 볼 때 백제가 이곳을 완장성

6 廣開土王陵碑.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7 죽령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위치한 높이 689m의 고개로서 죽령재 혹은 대재라고 불린다. 죽령은 기본적으로 소백산맥을 사이에 

둔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지만, 한반도 중동부 지역과 예천-안동-청송-의성-군위-영천을 거쳐 신라 왕경인 경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교통

로를 죽령로라 할 수 있다.

8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3年(673) 九月 築國原城 古薍長城.



20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백제 이전 시기에도 충주 지역에는 중요한 정

치체가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헌에는 

전해지는 바가 없는데, 3세기 무렵 ‘한(韓)’ 지역의 상황이 

기록된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보기 어렵다. 『三國志』의 경우 워낙 짧은 기록에 불과하

기도 하지만, 주로 해안과 가까운 곳이 기록되면서 충청 

내륙 지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원 지역은 문화적으로 크게 동(충주·제천 일대)과 

서(청주·진천 일대)로 양분되며, 고분군의 분포 및 밀집

도 등으로 볼 때 이들 지역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

당히 큰 규모의 마한 ‘소국(小國)’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成正鏞 2013).

이처럼 중원, 특히 충주 지역이 한반도 전체에서 차

지하는 지리적 중요성은 일찍이 정인지(鄭麟趾, 1396∼

1478)가 “충주는 남방의 인후(咽喉)를 질러 막은 곳에 자

리 잡아 지역이 넓고 호구가 많다”9고 하였으며, 홍귀달

(洪貴達, 1438∼1504)은 “중원은 남북의 요충이다. 서울로

부터 남방으로 가는 사람이 물에 뜨고 육지로 달리어 중

원에 모여 길이 갈라져서 두 고개(조령과 죽령)를 넘어 목

적지에 도달하고, 남방으로부터 북쪽으로 오는 자도 또한 

각각 두 고개를 경유하여 중원에 모여서 다시 물과 육지

를 경유하여 서울에 도달한다”10고 평하였던 것에서 잘 드

러난다. 즉 충주 지역은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대

동맥으로, 죽령로와 계립령로11는 바로 이 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적 교통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원과 관련된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중원은 ‘마한의 소국→백제 완장성(?)→고구려 국원성→ 

신라 국원소경→(중원소경)→중원경’으로 단계적으로 명

칭이 바뀌면서 그 주체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처음 제기하였던 것과 같이 중원이라는 이름의 역사는 

신라 때로 한정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 

만약 고대 국가와 같은 정치체의 시종(始終)을 얘기

하는 것이라면 이름과 그 연대가 정합성을 가져야 할 것

이나, 중원은 단일한 정치체의 명칭이 아니라 신라 때 지

방을 편제한 이름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중원이 차지하는 의미를 평가절하 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중원은 고구려가 남방 경략을 위한 핵심으

로 인식하고 사용하였던 ‘국원’이라는 이름을 신라가 국토

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도록 개칭하였던 것

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마한과 백제 때는 어떠하였을

까? 마한은 물론 백제와 관련된 기록도 거의 남아 있지 않

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전략적 요충지로

서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칠금동 제철 유적으로 대변되는 

철과 농업 생산력 등을 감안하면 백제가 고구려보다 이 

지역을 더 중시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남한강 서

안의 충적지에 자리 잡은 충주 탑평리 유적(취락)-칠금동 

제철 유적(생산)과 그 배후의 탄금대토성-장미산성(방어) 

등과 같은 핵심 유적들은 백제 때 이 지역의 중요성을 선

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3∼4세기대 대규모 토광

묘가 조영된 충주 금릉동과 문성리 고분군은 백제에 앞선 

현지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지역에 존재하

였을 마한의 ‘국(國)’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중원의 역사는 그 지리적 입지와 생산력 등을 배경으로 

마한 때 자리 잡은 소국을 기반으로 백제-고구려-신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고대 역사의 항쟁과 통

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忠州牧 樓亭 慶迎樓.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忠州牧 樓亭 淸燕堂.

11 鷄立嶺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와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鷄立峴 또는 麻木峴, 麻骨站, 지릅·지름·기름재, 유티(油峙), 경티(經

峙)로도 불린다. 고구려 온달(溫達)이 신라로부터 되찾아야 할 옛 영토를 말하면서 이 고개를 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백제와 신라 사이, 곧 한반도 

중부 지역과 경주를 잇는 교통로상의 요지에 해당한다. 신라는 이 길을 통해 남한강 상류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계립령로는 전술한 죽령로처럼 계립령을 

포함하는 교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주-문경-상주-선산-왜관-대구-영천-경주를 이어주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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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을 한 지역에서 시간적 궤적을 따라 이처럼 적

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은 중원 지역밖에 없다고 하겠다.   

즉 중원이라는 명칭은 신라가 이 지역을 경주 왕경

을 제외한 국토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비록 마한에서 백제-고구려를 거치

며 정치체와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원’이라는 이름

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

원 이전의 이 지역은 중원의 전사(前史)로서 그 역사적 의

미가 그대로 이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중원의 공간적 범위

그렇다면 이러한 중원의 공간적 범위는 중원경이 설

치되었던 충주 일대로 한정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 중원

문화권의 범위는 대개 충북을 중심으로 하되, 강원과 경북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는 지리적으로 충주 일대가 남한강을 통해 북으로는 원주

를 거쳐 한강 하류역까지 바로 이어지고, 남으로는 전술

한 계립령로와 죽령로를 통해 영남 지역으로 바로 이어지

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三國

史記』 新羅本紀에는 아달라이사금 3년(156)에 계립령을, 

5년(158)에는 죽령을 개척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물론 

해당 고갯길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것인데, 해당 

기사는 영남과 한반도 중북부 정치체 간에 연결되는 공식 

교통로가 개척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 때 중원은 북쪽에는 북

원소경이, 서쪽에는 서원경이 설치되어 있었다. 남쪽은 

소백산맥, 동쪽은 태백산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원 지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볼 때 동(충주·제천 일

대), 서(청주·진천 일대), 북(원주 일대)쪽 권역으로 구분

이 가능하다(그림 1). 

1) 중원의 西

사실 중원의 동과 서는 남북과 달리 지리적으로 큰 

장애 없이 연결된다. 중원의 서쪽에 해당하는 미호천 유

역은 북쪽으로는 진천에서부터 남쪽으로 청원-청주를 거

쳐 연기군 남면에서 금강 유역으로 유입되는데, 이 일대

의 충적 평야에는 대규모의 원삼국~백제 유적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우선 미호천 상류의 진천 지역에서는 양이부장동옹

과 파수부장경호 등과 같은 영남 지역의 와질토기가 출토

되는 송두리 토광묘군과 충주 칠금동과 버금가는 대규모

의 제철 유구들이 확인된 송두리 제철 유적과 석장리 유

적, 주구토광묘가 조사된 신월리 유적, 대규모 토기 생산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진천 산수리 백제 토기 가마 유

적(사적 325호) 등 2세기부터 5세기 무렵까지 마한에서 

백제 한성기로 이어지는 문화 양상이 잘 드러난다. 특히 

진천 송두리 제철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20)에서는 

3~4세기 무렵 형성된 주거지 248기, 수혈 유구 248기, 건

물지 29동, 집수시설 8기 등의 취락과 함께 토기 가마 16

기와 제철로 56기 등이 조사되어 청주 무심천 서쪽 일대 

못지않은 대규모 생산 거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호천 중하류에는 미호천 북안에 청주 송대리(韓國

文化財保護財團 1999, 2000a)와 주성리 고분군(韓國文化

財保護財團 2000b), 서안에 오송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남안에는 역시 2세기 무렵부터 대규모 취락과 고분

이 조영된 송절동 유적(車勇杰 외 1994a, 1994b, 1995; 충

북대학교 박물관 외 2018;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9)

과 봉명동 고분군(忠北大學校 博物館 2005b), 신봉동 고

분군(忠北大學校 博物館 11983, 1990, 1995, 1996, 2002, 

2005a;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4)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중원 지역의 지역권과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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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 중원 서쪽의 핵심 지역으로, 남북으로 흐르

는 무심천이 청주 분지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는데, 마한

과 백제 때는 무심천 서쪽에 송절동과 봉명동·신봉동을 

중심으로 주거와 무덤을 포함한 대규모 취락군이 조영

되었다. 특히 근래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인해 송

절동 일대에서는 마한에서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무

덤(토광묘와 옹관묘) 681기, 4∼5세기를 전후한 주거지

와 수혈·지상건물지 등 생활 유구 973기 및 대형 제련로

를 포함한 제철 유구 26기 등이 확인되었다(표 1). 그리고 

봉명동에서는 4세기 무렵의 토광묘 240기와 옹관묘 2기 

등 242기의 고분이, 인접한 신봉동 고분군(사적 319호)에

서도 370여기가 넘는 토광묘와 석곽묘(3기), 석실묘(4기) 

등이 조사된 바 있다. 무심천 서안의 나지막한 구릉을 배

경으로 약 400년에 걸쳐 조영된 이들 무덤 1,300여기는 

마한·백제 지역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마한과 백

제 때 철과 농경 생산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 정치체

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신라가 청주 지역을 점유한 이후인 7세기에

는 무심천 서쪽에서 더 이상 취락이나 고분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며, 무심천 동쪽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윤여

헌 2020). 다만 이 지역은 후대의 도시 개발로 인해 제한

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는데, 청주 북문로 휴티스(Hutis)아

파트 조성 사업 부지에서 확인된 남북 약 70m 길이의 석

렬 유구와 청주 북문로2가 114-11에서 조사된 남북 방향 

길이 약 31m, 폭 1.1~1.2m 가량의 석렬 유구가 대표적이

다(그림 2). 무심천 서쪽의 마한과 백제 취락은 자생적으

로 형성된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무심천 동쪽의 신라 유

적들은 반듯한 도로를 기본으로 한 계획적인 도시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청주읍성이 자리한 이곳은 신라

부터 이어진 고대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보고인 셈이다. 

이 밖에도 무심천 동북쪽 평지에 자리한 정북동토성은 신

라의 중심지 이동과 관련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되

며, 용암동 등의 주변 지역에서는 이 시기 고분들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표 1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내 송절동 유적의 시대별 유구 현황(1단계 부지 : 충북대학교 박물관 외 2018, 확장 부지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9)

구분

신석기 청동기

초

기

철

기

원삼국∼백제

통

일

신

라

고

려
조선

기

타
계

수

혈

주

혈

군

주

거

지 

석

관

묘

토

광

묘

수

혈

주

거

지

토

광

묘

적

석

토

광

묘

옹

관

묘

제

철

로

폐

기

장

주

거

지

수

혈

유

구

주

혈

군

지

상

식

건

물

지

구

상

유

구

소

성

및

노

지

석

곽

묘

석

곽

묘

건

물

지

주

거

지

기

와

가

마

소

성

유

구

토

광

묘

수

혈

우

물

Ⅰ

단

계

부

지

Ⅰ 　 　 　 　 　 37 3 3 51 42 26 12 　 　 　 13 5 1 5 193

Ⅱ 　 　 8 　 　 14 1　 231 12 　 　 　 　 　 1 4 51 　 　 141 10 　 16 473

Ⅲ 1 1 8 1 49 4 20 2 6 69 23 6 184

Ⅳ 　 　 1 　 1 　 　 　 　 　 　 　 　 　 　 1　 2 10 　 10 4 21 　 1 50

Ⅴ 　 　 7 1 　 30 1 38 2　 　 　 　 　 　 　 2 1 　 　 　 　 161 　 　 3 243

Ⅵ 　 　 　 　 　 　 　 　 　 　 　 　 　 　 　 　 1　 　 　 　 1　 5 8 　 5 15

Ⅶ 21 31 15 9 463 175 9 7 33 36 763

확

장

부

지

Ⅰ 9 4 4 17

Ⅱ 308 4 8 23 78 1 30 1 5 4 462

소계 1 1 45 1 1 75 3 663 4 14 26 12 537 304 40 37 50 5 2 4 10 81 2 17 397 67 1 72 2,472

계 2 122 3 1,692 2 4 647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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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원의 東

남한강 상류역은 중원의 동쪽에 해당하는데, 충주와 

그보다 동쪽인 제천 일대는 조금 다른 문화적 양상을 보

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충주 시내의 금릉동과 서쪽의 노은면 문성리 

일대에서는 3세기 무렵 형성된 대규모의 토광묘가 발견

되었다. 금릉동에는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토광묘 149

기와 옹관묘 1기가 등고선과 평행하게 밀집 조영되었다. 

문성리 역시 주구토광묘를 포함한 70기의 토광묘가 확인

되었다. 충주 일대의 이들 토광묘는 무덤과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미호천 유역권을 포함한 중원 서쪽 지역

의 분묘 형식 및 출토 유물과 지역적 특징을 구분하기 어

려울 정도로 대단히 흡사하다. 이들 지역은 토광묘 문화

를 공유하며 합장묘가 성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장묘

는 크게 동혈(同穴), 병혈(竝穴), 이혈(異穴) 합장으로 구

분이 가능한데, 동혈 합장은 동혈동곽(同穴同槨) 합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병혈 합장은 매장주체부 2개가 연접

하여 조영된 것이다. 중원 지역에서는 순수한 동혈 합장

은 그 예가 적은 반면, 중원의 동쪽 지역에서는 병혈 합장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원의 서쪽인 미호천 유역권에

서는 이혈과 병혈 합장이 모두 확인된다. 이러한 중원 지

역의 합장묘는 2~3세기 무렵 낙랑 문화의 파급과 떼어 생

각하기 어려울 듯하다(成正鏞 2013). 

한편 충주 금릉동 78-1호묘와 청주 봉명동 C-31호묘

에서는 제작 기술이 동일한 철제 표비(鑣轡)가 각각 1점

씩 출토되었다. 이들은 함의 경우 1조선의 철봉을 S자형

으로 구부려 양쪽의 환을 만든 다음 끝부분을 각기 함 본

체에 단접하였으며, 인수는 2조선의 삽자루형으로 크기

도 매우 작을 뿐더러 한쪽 끝(先端)의 폭을 넓게 만들어 

구멍을 뚫고 철봉을 굽혀 전체 형태를 대강 만든 후 철봉

의 반대쪽 끝부분을 구멍에 관통시켜 리벳으로 고정하였

다. 이러한 형태의 재갈은 백제는 물론 그간 다량의 마구

가 출토된 영남 지역12에서도 그간 출토된 적이 없는 독특

한 것이다(成正鏞·權度希·諌早直人 2009). 다만 중국 동

북 지역의 吉林 楡樹 老河深 유적을 필두로 고구려와 낙

랑(평양 석암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멀리는 新疆自治

區의 交河古城과 몽골의 흉노 호드긴 톨고이 1호분과 노

용 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 대단히 광역적인 분

포를 보인다. 늦어도 3세기 무렵 영남 지역과 계통을 달

리하는 북방 계통의 마구 문화가 중원의 동과 서에 공히 

이입되어 있었던 셈이다.

충주 일대의 중원 동쪽과 진천-청주 일대의 중원 서

쪽은 토광묘 위주에 주구토광묘가 일부 혼재하고 있으며 

합장묘가 성행하고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가 세트를 이

루어 부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백제 마구로 정형화

되기 이전의 초기 마구류와 함께 마형대구도 공통적으로 

출토된다. 부장 철기로는 환두대도와 철모·철촉 등의 무

기류와 철부·철겸·철착·철도자 등의 농공구류, 마구류(재

갈), 양단환두봉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상은 4주식 주거
그림 2   청주 무심천 동쪽의 서원경 추정 지역 도로·당장 등의 구획 유구 양상 

(윤여헌 2020)

12 영남 지역 원삼국시대 재갈의 함(銜)은 거의 대부분 한 가닥의 철선을 S자형으로 겹쳐 세 가닥을 한꺼번에 돌려 꼬는 세 줄 꼬기 기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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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함께 한계(韓系) 문화 양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실상 

음상사(音相似)에 기초하여 경기·충남·전북·전남 일원에

만 마한 54개국의 위치를 처음 비정한 천관우(1979)의 주

장과는 달리 청주와 충주 일대도 마한 문화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충주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한강 

상류의 제천 일대에는 토광묘 문화와는 전혀 양상을 달리

하는 소위 적석분구묘 문화가 확인된다. 제천 도화리와 

양평리 등에서 조사된 적석묘는 남한강변의 자연 사구를 

이용하여 그 위에 일정한 두께로 강돌을 쌓아 조성하였

다. 충주와 제천 지역의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문

화적 양상이 전혀 다른 점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三

國志』에는 한예(韓濊)가 강성하여 한(漢)의 군현(낙랑)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많은 백성들이 한(韓)으로 유입

되었다13고 하고, 광개토왕릉비에 수묘인(守墓人)으로 차

출된 집단으로 한예가 동시에 거론되는 점을 보면 당시 

마한에는 한예가 쉽게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고고학적 문화로 판단해보건데 한강 

이남의 토광묘 문화는 한(韓)의 문화 양상을, 한강 북쪽의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남한강 상류 등지에서 발견되는 

적석묘 계통은 예계(濊系)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두 문화의 접경지에서는 혼재하는 양상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런데 한과 예가 마한으로 통칭되는 것을 보면 제

천 지역의 적석묘 역시 마한 문화의 가장 동연(東緣)에 속

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대 국가 형성기에 중원

의 서쪽(미호천 유역)과 중원의 동쪽 충주 일대에는 토광

묘를 기본으로 하는 집단이, 충주 동쪽의 제천 지역에는 

적석묘 조영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큰 틀에서는 마

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한 제국의 위치 및 규모 등

13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그림 3 청주 지역의 고대 유적 분포 양상과 중심지 이동(윤여헌 2020: 도 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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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천안과 아산 일대를 

마한의 중심국이었던 목지국으로 보았다. 그런데 미호천 

중류역의 최신 조사 성과로 보면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 

등에서 천안·아산 지역과 필적하고 있어 이곳에 목지국 

또는 이에 버금갈 정도의 마한 소국이 있었으며, 충주 일

대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마한 소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成正鏞 2013). 

충주 일대와 미호천 유역의 마한 문화 사이에 보이

는 긴밀한 유사성으로 볼 때 중원의 동과 서는 마한 단계

에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백제가 

충청도 일대를 영역화한 이후에도 이러한 공간적 연계성

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충주 일대에서 백제 고분

군이 아직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진천 석장리·송두리 제

철 유적과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 사이의 시기적·구조적 

유사성(李芝恩 2020)은 백제 한성기 때 무엇보다 철 생산

을 매개로 중원의 동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탑평리 칠층석탑이 위치하여 중원경 자리로 기

대를 모았던 충주 탑평리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백

제와 고구려·신라 주거지가 모두 발견되었으나, 중원경

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건물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

마도 서원경과 같이 신라 때 중심지가 이동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후술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읍성 일대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황인호 2013)(그림 4).

3) 중원의 北

원주는 고구려의 평원군(平原郡)으로 추정되는 곳

이자 신라 북원경이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중원경과 상호 

밀접히 연관된 중원의 북쪽 권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원주 시내는 제천과 육로로 연결되며, 원주 서쪽의 부

론면 지역은 남한강을 통해 충주와 한강 하류역을 이어주

는 수운 교통의 요충지이다. 금동신발과 중국 동진(東晋) 

시기 청자가 출토된 부론면의 법천리 고분군은 4세기 중

반∼5세기 무렵 조영된 백제 유적으로, 당시 백제가 이 지

역을 대단히 중요시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14 

한편 원주에서는 북원경의 치소로 비정할 만한 유적

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중원의 서쪽(서원

경)이나 동쪽(중원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통일기에 들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현재 원주 도심 일대가 다시금 주목되며, 앞으로 원주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Ⅲ. 중원, 그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마

한의 소국→백제 완장성(?)→고구려 국원성→신라 국원

소경→(중원소경)→중원경’으로 단계적으로 명칭과 함께 

그 주체도 바뀌었지만, 시간적으로는 신라에서부터 멀리 

마한·백제까지도 그 계기성이 확인된다. 한편 공간적으

로 중원은 엄밀하게는 중원경이 설치되었던 충주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소위 ‘중원문화권’은 중원

그림 4  중원소경 도시 구획 복원안(황인호 2013: 그림 10)

14 법천리 고분군에서는 원삼국시기의 토광묘와 백제 석곽·석실뿐만 아니라 신라 고분도 발견되어 원삼국시대 말부터 백제-신라로 이어지며 누대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金元龍 1973; 宋義政·尹炯元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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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원의 서쪽 청주에는 서원경이, 그리고 북쪽 

원주에는 북원경이 설치되었던 바, 신라에 국한하여 본다

면 이들 3소경 지역은 행정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이었음

은 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소경은 신라 지방 지배의 거점

이자 각 권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므로, 이들 3소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기보다는 각 소경을 독립적으로 바라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정적 구

분이 곧 이들 지역 사이에 공간적·문화적 연계성까지도 

차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신라가 서원과 북원을 설치한 것은 중원을 전

제로 한 것임이 용어상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그리고 지

리적으로도 이들 3소경은 공간적으로 격절되어 있는 남

원이나 금관(김해)소경과는 달리 상호 지근거리에 위치

하고 있다. 또 전술한 것처럼 3소경을 포함하는 중원 지

역은 정치적·역사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마한 단계부터 

지리적 연결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동질성이 관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동질성은 이어지는 

백제는 물론이고 소경이 설치된 신라 단계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신라가 지역의 중심으

로 인식하였던 중원경(충주 권역), 그리고 중원경과 동일

한 문화적 양상을 띠고 있었던 인근의 서원경(청주 권역)

과 북원경(원주 권역)을 모두 포함한 지역을 ‘중원역사문

화권’으로 설정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이러

한 중원문화권의 역사적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고대 한반도의 南北과 東西를 이어주는 中原

중원의 역사와 문화는 특정 지역의 정치체가 여러 

통합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고대 국가로 성장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국가 단

계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들 국가는 주변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하였고, 또 주변 집단들과 어떠한 상쟁의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 문헌에는 이들 고대 국가가 벌였

던 상호 다양한 외교전과 함께 수많은 무력 충돌의 양상

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 

외에도 조세·역역 등을 담당하는 지방 사회의 존재가 대

단히 중요한데, 중원 지역은 바로 ‘우리 역사 속의 다양한 

모습들이 한 곳에 응축되어 이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역

사 시험지와 같은 무대’라 할 수 있다. 

  중원, 특히 충주와 단양 일대의 동쪽 지역은 전술

한 바와 같이 고구려가 이곳을 통해 영남 지역으로 접근

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던 한편, 신라 또한 소백산맥의 

계립령로와 죽령로를 넘어 한강 유역을 장악한 것이 통일

의 원동력이 되었던 바, 중원 지역은 ‘한반도의 남북을 이

어주는 지리적인 전략적 요충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음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다. 

2. 중원, 마한 최대 小國이 자리 잡은 곳?

마한 제국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천안·아산 일대를 목지국으로 보고 있다(표 2).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래 미호천 중류역의 무덤 규모

나 부장품 등의 고고학적 양상은 천안과 아산 지역을 넘

어서므로, 미호천 중류역에는 목지국에 필적할 정도의 소

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5 그 소국의 중심지[國邑]는 

무덤의 규모로 보아 미호천 북안의 청원 지역보다는 남안

의 청주 지역(송절동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

고 남쪽에 있는 청주 산남동 유적군은 송절동 축조 집단

보다는 하위에 있는 또 다른 읍락의 존재를 시사한다. 

한편 중원 동쪽의 충주 일대에도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적 양상으로 볼 때 소국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충

15 박중균(2015)도 미호천 유역 마한 소국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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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다. 이처럼 중원의 동쪽과 서쪽 지역에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에 기록된 마한의 54개국 가운데 최소 

1개국을 비정할 수 있을 듯하며, 청주 송절동에서 조사

된 취락과 고분의 규모로 본다면 마한에서도 가장 큰 소

국 가운데 하나가 자리하였다고 보아도 그리 이상하지 않

다. 혹시 마한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목지국이 청주 일대

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3. 중원, 마한과 백제의 농경 및 철 생산의 최고 거점

앞에서 마한의 정치체[小國]가 중원의 동쪽과 서쪽에 

각기 위치하며 동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

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대 국가의 성장에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 생산도 어느 지역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수공업 생산을 통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

어 있었음이 확인된다(그림 5). 삼국시대의 농경 생산 방

표 2 호서 지역 마한 국명 비정 (박중균 2015: 주 42 일부 수정)

구분 천안 일대 대전 일대 공주 일대 부여 일대 서천 일대 보령 일대 예산 일대 홍성·청양 태안 일대

이병도 新雲新 兒林29

천관우 內卑離31 監奚卑離25 古浦26
致利國27(한산) / 

兒林29

武田幸男 目支14 古浦26

노중국 目支14 監奚卑離25

박순발 目支14 內卑離31 不彌國37(新豊) 兒林29 素謂乾國16 支侵國22(대흥) 駟盧國30 臣蘇塗國42

그림 5 중원 지역의 3~4세기 제철 유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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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생산량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으나, 중원 서쪽의 미호천 일대와 중원 동쪽 

남한강 일대의 넓은 저평지들은 당시의 농경 생산에 대단

히 유리한 입지임에는 분명하다. 마한과 백제 단계부터 중

원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철은 무기보다 오히려 농업 

생산에 적극 활용되어 증가하는 인구와 전쟁 등을 감당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성정용 2019). 즉 중원 지역은 ‘남북

으로는 전략적 교통의 연결망을 수행하면서, 동서로는 제

철과 농경 생산에 최적화된 지역으로서 백제·고구려·신라

의 국가 성장에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양상이 확인되는 

중원 지역은 우리가 은연 중 갖고 있는 고대 국가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주변 지역의 역사가 현재의 우리가 

있기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과 역할을 하

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자, 나아가 역사를 현

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역사관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4. 3小京, 한국 고대 도시 연구의 중심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연적으

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취락이 형성되고, 그러한 취락

들이 성장하여 도시로 발달하기도 한다. 일개 취락에서 

시작되어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일정한 규모에 다다르는 

성장 도시(Organic City)가 있는 반면에 특정 주도 세력의 

관장 하에 일시에 건설되는 계획 도시(Planned City)도 있

다(김범철 2018). 

청주 무심천 서안의 송절동 일대와 진천 분지, 충주 

탑평리 일대의 마한·백제 취락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촌락들을 매개로 성장한 것으로, 도시로 부를 만한 요소

들을 갖추고 있는지 향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

라는 서원경을 청주에 설치하면서 기존의 취락들을 폐기

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무심천 동쪽에서 확

인되고 있는 통일신라시기의 석축 유구와 도로, 건물지 

등은 바로 그러한 신도시의 건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신라가 기존의 취락 대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배경

으로는 기존 현지 세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약화시키는 한

편 국가의 면모를 일신할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윤여헌 2020).

서원경의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차용걸(2001)은 서원

경이 청주읍성을 포함하여 6×6개의 정방형으로 구획되었

고, 각 방의 규모는 132~174m로 복원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황인호(2014)는 1918년 청주 지형도에 기반하여 고

구려척(1尺=35.6cm)을 기준으로 440척(156.2m) 규모로 

한 방의 크기를 추정하고, 서원소경의 도시 구획이 최소 3

×11방(坊)에서 최대 5×12방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도 윤여헌(2020)은 읍성 일대에서 최근 조

사된 신라∼조선시대 유구를 검토하여 한 방의 크기를 약 

160m로 추정하고, 동서로 최소 3개의 방이 자리하고 남북

으로 8개 이상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6). 

중원경의 경우 山田隆文(2008)은 충주 시내에 남아 

있는 고대 시가지 구획 흔적을 통해 최소 6×6방 규모의 

도시 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황인호

(2014)는 1929년 지형도에서 남북 방향의 토지구획선을 

확인하고, 소경의 남북 중축선으로 추정되는 X0가 북쪽의 

충주읍성 중앙부와 남문을 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 6 서원경 도시 구획 복원안

A C

B

차용걸 (2001)

황인호 (2014) 윤여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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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구획 흔적들을 토대로 고구려척의 5척 1보

를 기준으로, 1방의 규모는 동서 길이 450척(약 160m)에 

남북 너비 350척(약 124m)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서원경과 중원경은 장방형의 도시 구획을 기

본으로 하고 있는데, 무열왕 5년(658) 설치된 하서주(河

西州), 문무왕 13년(673) 설치된 수약주(首若州), 신문왕 

6년(686) 설치된 무진주(武珍州) 등도 이러한 장방형 구

조로 도시가 계획된 것으로 본다. 반면 금관소경은 9×9

방, 남원소경은 동서 11방에 남북 10방 규모이면서 1방의 

크기가 440×440척(약 156.2m)의 방형 구획으로 복원되

고 있어 신문왕 4년(685) 설치된 청주(菁州)와 완산주(完

山州), 신문왕 7년(687) 설치된 사벌주 등이 이러한 방형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황인호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 지방 도시의 구조

는 크게 장방형(서원경과 중원경)과 방형(금관경과 남원

경) 구획의 두 계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중원경과 서원경, 그리고 아직 그 실체가 전혀 알려져 있

지 않은 북원경은 신라 도시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 대단

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의 도심지 

개발은 그나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고대 도시의 모습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규모 개발에도 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역시 서원경과 북

원경, 중원경이 어우러져 있는 중원문화를 지키고 복원하

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Ⅳ.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 방안 
 

앞에서는 중원의 시공간적인 범위와 함께 중원이 갖

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중원역사

문화권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서해로 나가는 한강 본

류와 연결되는 중요한 물길 교통로와 경상북도와 충청북

도, 그리고 경기도를 잇는 주요 내륙 교통로가 있는 중원 

지역에 형성된 역사문화권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원의 지리적 범위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하며, 여기에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충주

와 청주, 원주를 핵심권역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은 고

대 국가 형성기인 마한에서부터 백제, 고구려, 신라를 거

치면서 형성된 통섭의 문화로 규정해볼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역사문화권

의 생성 및 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

성을 형성하는 문화유산 등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

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발

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에 본 장에서는 중원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해봄으로써 

향후 정책 시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물론 

중원역사문화권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

화재청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에서 전체 역사문화권을 함께 놓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봐

야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원역사문화권만을 대

상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1. 문화유산 생생 정보 서비스의 구축 및 제공

근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사

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파력

이 강한 코로나19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비롯한 여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사업 또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대면·비

접촉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중원역사문화권의 다

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청과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중원의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제공 현황16을 살펴본 결과 문화유산에 대한 

16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 내 문화유산 검색 서비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등, 충청북도의 ‘충북나드리’, ‘충청북도문화재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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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이었으나, 대

상이 등록문화재에 한정되어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였으

나, 정보의 내용이 소략하고 사진도 한 장만 제시되어 있

어 제대로 된 소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문화재청

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의 내용

이나 수준, 제공 방식이 각기 달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유산 관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서도 중원문화권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 연구와 유적 

조사, 중원 문화유산 포럼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원의 역사문화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

기 어려웠다. 

중원역사문화권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

체의 일부 문화유산까지도 대상 권역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유산 통합 네트워

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원

역사문화권의 역사나 문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

를 위한 자료가 쉽고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와 연구뿐만 아니라 정비 복원과 홍보 등을 통해 관광자

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시

민들이 중원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휴대폰 애플리케이

션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원의 문

화유산 생생 정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중원역

사문화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다른 역사문화권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사업 목표

①   중원역사문화권 문화유산 정보 플랫폼 구축   

(홈페이지용, 모바일용)

②   중원역사문화권 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③   지역 소재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화

④   중원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주관 관학연(민관학)의 

상생 협력 모델 구축

2) 사업 내용

①   중원역사문화권 문화유산 정보 통합 및 관리 플랫폼 

구축

a.   중원역사문화권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행정 

관리 시스템 구축

b. 중원역사문화권역의 문화유산 정보 통합 DB 구축

c.   문화재청 구축 예정인 지능형 문화유산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②   지역 문화유산의 생생 정보 데이터(사진, 항공 사진, 

3D 데이터, 도면 등) 수집

a.   여러 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기존 자료 확보 

(충청북도문화재대관 자료 등) 

b.   연차별·계절별 사진 촬영 또는 공모전을 통한 자료 

확보

c. 문화유산의 성격별 효과적 자료 수집

③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안내 및 설명 자료 보완

a.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기존 설명 자료의 점검 

및 보완

b. 일반 공개용의 쉬운 설명 글 작성

④ 대국민 공개용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용, 모바일용)

a.   위치 기반, 지도, 다양한 검색어 및 조건을 통한 검색 

가능한 서비스 구축

b.   항공 사진, 3D 자료, 동영상 등 온라인상으로 문화 

유산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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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 및 음성 안내 제공

-   ‘쉽게 풀어 쓰는 문화재 안내판’ 사업17처럼 전문

가의 검토를 받은 쉬운 설명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음성 안내 제공

-   주요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전문가(또는 유명인)

가 안내하며 해설하는 동영상 제공

2. 역사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중원역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면서 고구려·백제·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발전한 독특한 문화 양상이 확인된다. 이로 인

해 중원 지역에는 삼국의 개별 정체성이 담긴 문화유산뿐

만 아니라 삼국의 문화가 교섭하고 융합하는 혼합문화적

인 특성을 지닌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

사적 배경 하에 형성된 문화유산 외에도 중원 지역에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전해져오고 있다. 

따라서 중원역사문화권 내 역사·문화·자연환경·지

리·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하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중원

역사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 

하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는 현재 문화재청과 충

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라는 테

마로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경험을 토대로 중원

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을 위한, 그리고 지

역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

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의 활

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문화재청의 미래 정책 비전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1) 사업 목표

① 중원역사문화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 

②   중원역사문화권 관련 시민 강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③ 중원역사문화권 관련 대중서 및 홍보물 발간 

④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사업 내용

① 시민 강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a.   중원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의 

시민 강좌 개설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공립 박물관, 지방자치

단체, 지역 소재 대학이나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시민 강좌 프로

그램 개설

b. 시·군별 순회 강의

-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시·군별로 순회 강좌 프

로그램 운영

17 문화재청의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개선 사례집』 참조.

18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홈페이지 참조. http://cbre.inno-brain.co.kr

그림 7 충청북도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 사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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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강좌 수는 인구 및 지역 상황에 맞게끔 조정 

및 답사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점검 및 반영 필수    

②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

a. 중원역사문화권 발굴조사 현장 공개

-   주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현장 설명회 의무화

b. 문화유산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개발 및 활성화

-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체험 학습 도구

와 학습지 개발 

c. 지역민 대상 각종 문화유산 활용 사업 개발 및 운영

-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생생 

문화재 사업’과 ‘문화재 야행’ 등 지역 문화재 활

용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   지역별 중원역사문화권 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

화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d. 문화유산 동행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 소외 지역 및 소외 또는 취약 계층, 문화유

산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다룬 대중서 및 홍보

자료 발간

3.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각 역사문화권을 전담하

는 연구재단을 지역에 두어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

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래 개발 위주의 정책과 지역의 쇠퇴 등으로 인해 

지역 문화유산 자원의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로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지역 특화 관광 콘텐

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삼국이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와 함께 교섭과 융합의 문화가 남아 있는 중원역사문

화권의 특징을 부각한 각종 문화와 관광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 상인, 전문가 등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맞

는,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여러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광 트렌드 및 수요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역량의 강화 및 

내·외부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이순자 

외 2020).

이 밖에도 문화재청이 근래 문화유산을 한국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승화하여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이 되도

록 하는 『문화유산 미래 정책 비전 : 새로운 20년을 준비

하다』(2019)를 발간한 바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중원역사문화권에서 먼저 세부 정책을 마련하

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업 목표

①   중원역사문화권 관련 역사·문화·관광 연계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②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2) 사업 내용

①   중원의 역사·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a.   역사·문화·관광을 연계한 관광 루트 개발 및 정비

-   삼국의 치열했던 전투와 관련한 역사 관광 루트 

개발 

-   중원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루트 

개발

b.   문화유산을 포함한 둘레길, 자전거길, 드라이브 코스 

등 개발 및 정비     

-   문화유산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지역 문화유산과 맛집이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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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제작 및 온라인 배포 등19)

-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머무를 수 있는 깨끗하고 

멋스러운 숙박시설과의 연계

c. 지역 축제와의 연계

-   지역 문화유산 홍보 및 체험 부스 마련 등 지역 

축제와의 연계 노력 필요

-   중원의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지역 축제로의 방

향 전환 노력 필요20

d. 지역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

-   지자체, 주민, 상인, 전문가 등이 계획 수립의 주

체가 되어 지속 가능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필요 

-   중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 패턴 분석 및 적용 

필요21  

②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정책 개발(정부 공모 사

업 선정을 위한 지원) 및 참여

a.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

시 선정 노력 필요 

-   중원 지역에서는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건 청주시가 선정되었음 

-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해 도시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

도록 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과 문화적 일자

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자율형의 5가지 문화도시 

유형 중 역사전통 중심형의 문화도시 선정 지원 노

력 필요(문화유산을 활용한 정책 개발 등의 자료

와 노력 제공)  

b.   문화재청의 ‘Keritage-Route(한국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 사업’ 대비

-   문화유산을 한국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주제별로 문화유산을 연결

하는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를 개발하고 관광자

원화(20개)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미래 정책에 

대비

-   발굴된 Keritage Route는 관광 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수용 태세 개선 등 

정부의 관광 프로젝트와의 연계가 가능함

c.   문화재청 시행 예정인 ‘핵심 유적’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

-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문화유산 5개 

내외를 선정하여 3~5년간 유적별로 100억~300

19 참고할 만한 대표 사례로는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후루룩 국수 로드’ 지도를 들 수 있는데, 해당 지도에는 연천 일대의 주요 문화유산과 함께 대

표 국수 맛집이 함께 소개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그림 8). 

20 최근의 지역 축제는 개최 비용의 대부분을 관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축제가 비슷비슷한 이벤트성으로 흐르고 있어 낭비성 축제 예산 남발이라는 비난

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충청북도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도 유사하며, 문화관광축제 선정에도 최하권을 맴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 고유의 역사문

화에 기반을 둔 축제의 독창성, 차별성 발굴 및 접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연정 2018). 

21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관광 홍보 홈페이지인 ‘충북나드리’의 방문객 로그 데이터(2016년 7월~2017년 6월)를 분석한 결과, 방문자의 주요 관심 메뉴는 관광명

소>관광뉴스>음식>숙박>추천여행코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포털 사이트의 검색 키워드 데이터(2016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일반 대중이 가볼 만한 

곳, 맛집, 펜션 정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충북연구원 2017). 

그림 8 전곡선사박물관이 제작한 연천 국수 맛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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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의 보수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문화재

청의 정책에 대비

d.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추

진 조직 육성 공모 사업’ 등 참여

-   충북 영동군의 ‘활력 넘치는 농촌관광 매력의 재

발견’ 당선 사례(2021년)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 현

안을 해결하고, 주민 주도 관광 콘텐츠 발굴과 

지역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 제안 필요 

- ‘  ‘지역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 두레 사

업(우리 지역 관광 대장 육성 프로젝트)’ 등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필요 

③ 중원역사문화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a. 방송 및 언론 대상 중원역사문화권 홍보 자료 배포 

-   중원의 역사, 문화, 문화유산 및 각종 활동 자료, 

관광 루트 등의 적극적 홍보  

b.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을 통한 대국민 홍보 자료 

배포  

c. 지역 축제에 홍보 부스 마련을 통한 홍보 

d.   중원역사문화권 내 문화유산에 대한 유튜브용 홍보 

영상 자료 제작

  4.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

  중원역사문화권의 연구재단은 중원의 역사와 문화

에 대한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시민과 학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중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담

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학술 잡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중원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원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많이 쌓여야만 중

원역사문화권 설정에 대한 의구심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

질 것이기 때문이다.

       

1) 사업 목표

①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 

2) 사업 내용

①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②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연구

a. 중원의 역사문화 개설서 발간

b. 중원역사문화권 관련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외에도 매년 중원역사문화권 내 주요 

발굴조사 성과 보고회 개최 필요

c. 중원역사문화권 관련 학술 잡지 지원 또는 발간

-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승격을 위한 노력 필요

③   중원역사문화권 내 각종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협력 체결 

- 중복 사업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협력 필요

 Ⅴ. 맺음말

국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중원은 지리적으

로는 충주를 중심으로 계립령과 죽령,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남북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 지역으

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미 고대 국

가가 태동하는 마한 시기부터 서쪽으로는 미호천 유역인 

청주와 진천 일대, 동쪽으로는 충주 일원이 서로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

었다. 이후 백제·고구려·신라가 중원 지역을 차지하기 위

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그 가운데 삼국 문화의 교섭과 

융합으로 중원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신라는 중

원경을 중심으로 청주에는 서원경, 원주에는 북원경을 설

치하는 등 중원 지역을 계속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원 지역은 고대 국가가 서로의 생존을 위

해 소통하고 교류하며 한편으론 끊임없이 부딪치던 곳으

로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문화들이 용광로처럼 융합

되고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간 교류의 중심적 역할

을 하였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의 현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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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역사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그간 고구려·

백제·신라와 같은 고대 국가 중심의 사관에 매몰되어 있

다 보니 그 온전한 가치를 간과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

로 이처럼 중원 지역의 엄청난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어

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후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이 포함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중원의 문화유산 생생 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중원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휴

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중원역사문

화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원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

한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중원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활성화 역시 꾸준히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원 지역의 여러 기관 간

의 협력망 구축과 지속적인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중원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연

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된다면 지역민의 만족도와 삶

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원역사

문화권을 찾는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누리고 즐기면서 해

당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본 논문은 충청북도가 2021년 4월 30일에 주최한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 정립과 미래 비전 설정’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중원역사문화의 성격과 그 의미」(성정용)와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시행과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양시은)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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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d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Jungwon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by 

reviewing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me Jungwon and its temporal and spatial range. We also explored 

ways to utilize the Jungwon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Historical and 

Cultural Areas.

Jungwon, which means the center of  the country, has strategic value as a key area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north and south through the Geripryeong and Jukryeong. It also includes Chungju, which connects 

the Namhan and Bukhan Rivers . From the Mahan period, the areas of  Cheongju and Jincheon, the Miho Stream 

basin to the west, and Chungju to the east we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Afterwards, Baekje, Koguryo, and 

Silla engaged in a fierce battle to occupy the Jungwon area. Jungwon culture was born through the negotiation and 

fusion of  the cultures of  the three kingdoms. In particular, Silla continued to value the Jungwon area, demonstrated 

by the installation of  Seowongyeong in Cheongju and Bukwongyeong in Wonju, centering on the Jungwongyeong.

Since we have a historical view with a focus on ancient kingdoms, we have overlooked the full value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Jungwon. W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Jungwon area and think about how to utilize it. 

Therefore, we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there be more public information services on the cultural heritage of  

Jungwon, the historical heritage experience, and the education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Jungwon's history, culture, and tourism contents, as well as the various academic research papers should 

be used to reveal the identity of  the Jungwon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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