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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 ․ 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서기 660년 -

윤 일 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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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라는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부터 음력 7월 18일(백제 의자왕 

항복 일자)까지 나․당 연합으로 대(對) 백제 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신라 태종 무열왕과 군 수뇌부들은 대 백제전을 수행하기위하여 음력 

5월 26일 왕경(王京)을 출발하였고 각급 전투부대들은 주․군․현의 

주둔지를 출발하여 나․제 국경지역으로 향하였다. 

  삼국사기 무열왕 조(條)에 의하면 태종 무열왕과 군 수뇌부들은 왕경

을 출발하여 국경일대의 소백산맥을 넘어 남천주의 남천정(南川停)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은 남천정에서 태자 김법민에게 명하여 

덕물도로 가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이에 태자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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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민, 대장군 김유신(金庾信), 김진주(金眞珠), 김천존(金天存) 등은 

다시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서해바다로 나아가 덕물

도에 이르렀고 여기서 당나라 소정방을 맞이했다. 아울러 양군은 對 백

제전 시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하였다. 회합을 

마치고 다시 덕물도를 출발하여 바다 길과 육로 길을 이용하여 황산으

로 이동하였다. 

  삼국사기 관련기록에 의하면 태종 무열왕과 신라군 수뇌들은 왕경-

남천정-덕물도-황산 간(間)을 대략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이동하였다. 

첫 번째 이동은 태종 무열왕과 군 수뇌부들이 함께 이동하였던 왕경-

남천정을 잇는 구간이었다. 두 번째 이동은 태종 무열왕의 명을 받은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가 소정방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동하였

던 남천정-덕물도를 잇는 구간이었다. 세 번째 이동은 태자 김법민 등

이 소정방을 만나 연합작전을 협의한 이후 이동하였던 덕물도-황산을 

잇는 구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당시 신라군 수뇌부의 이동로에 대하여 

구간별로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기술하고 있다. 중간에 경유했던 주․

군․현의 지명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의

존해서 중간 경유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첫 번째 이동구간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무열왕과 신라군 수뇌부가 왕경을 출발하여 남천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는 지형과 지세, 당시 도로망을 감안할 경우, 대략 3개의 통로를 고

려하였을 것이다. 이들이 왕경에서 남천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소백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이 소백산맥을 넘을 때 사용할 수 있었

던 고개는 추풍령, 계립령1), 죽령2) 등이 있었다. 3개 고개 중에 한 개

1)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 阿達羅 尼師今 三年 夏 四月 서리가 내리고 계립령(鷄立

嶺)의 길을 열다(서기 156년 음력 4월), 계립령(鷄立嶺)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과 경북 문경시 문경읍을 이어주는 고개이다. 마목현(麻木峴), 마골점(麻骨岾) 등

으로도 불렸다.

2)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 阿達羅 尼師今 五年 春 三月 죽령을 열다(158년 음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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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로를 사용하여 남천정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추풍령을 

넘어서 남천정으로 이동하는 방안, 계립령을 넘어서 이동하는 방안, 죽

령을 넘어서 이동하는 방안 등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3개의 고개가운데 신라군 수뇌부들이 어떤 통로를 사용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들이 첫 번째 구간을 이동할 때 지났던 중

간 경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동구간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군 수뇌

부들이 출발했던 곳은 남천정이고 도착했던 곳은 덕물도였는데 이들이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시 주․군․현의 위치와 해

로, 수로, 육로를 감안했을 경우, 대략 2개의 통로를 고려했을 것이다. 

하나는 남천정〈今이천〉-술천성 포구(今이포)-漢水수로-서해해로-덕

물도〈今덕적도〉를 잇는 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천정-구성

현〈今용인〉-당항포〈今화성 서신면〉-서해해로-덕물도를 잇는 길이

었을 것이다. 이들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세 번째 이동구간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군 수뇌

부들이 출발했던 곳은 덕물도이었고 도착했던 곳은 황산이었다. 이들이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시 주․군․현의 위치와 해

로, 수로, 육로를 감안했을 경우 대략 2개의 통로를 고려했을 것이다. 

하나는 덕물도-서해해로-한수수로-술천성 포구-남천정-금물노현〈今

진천〉-삼년산성〈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황산〈今연산〉를 잇

는 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덕물도-서해해로-당항포-당성군〈今

화성시〉-금물노군-삼년산성- 고시산군-황산을 잇는 길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에 의하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성산(成山)을 출발하여 덕물도

에 도착하였고 덕물도에서 백강구를 지나 진구에 상륙했다. 당나라 소

정방 군이 언제 성산을 출발하여 언제 덕물도에 도착했으며 서해 어느 

월), 현재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높

이가 해발 689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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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경유하여 진구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전하는 바가 없다.

  上記에서 신라군 수뇌부들이 3개구간을 이동하였을 당시 고려할 수 

있었던 통로를 대략 살펴보았지만 이동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나․제 전쟁 間 이동하

였던 통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당나라 군

의 이동통로를 밝히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당시 이들이 이동하였던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만 비로소 전

략적 전개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목표와 

전략개념, 주요부대의 임무, 행군편성, 부대의 위치와 배치 등을 추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군사사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신라군의 이동경로를 구체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즉 태종 무열왕과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동시 이

용했던 『왕성-남천정 間 이동경로』, 그리고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

유신 등 군 수뇌부들이 이용했던 『남천정-덕물도 間 이동경로』, 또

한 소정방과 연합작전을 합의한 이후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용했던 

『덕물도-황산 간 이동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나라 소정

방군이 이용했던 『덕물도-기벌포-진구 間 이동경로』를 박히고자 한

다. 

  다만 필자는 태종 무열왕과 군 수뇌부들이 왕경을 출발하여 남천정

에 이르렀던 『왕경-남천정 間 이동경로』를 이미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3) 본고에서는 나머지 이동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기 660년 나․제 전쟁 당시 신라군 수뇌

부와 당나라 소정방 군이 이동하였던 구체적 이동경로를 밝히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이동경로를 바탕으로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이동시 추

구했던 전략목표와 전략개념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3) 윤일영 「신라군의 행군과 군수」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6호,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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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라군 수뇌부의 이동

1. 군사 이동의 정의

군사 이동은 전투부대가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현 위치에서 다

른 위치로 병력과 자산을 전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군사 이동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형지물과 요충지를 선점함으로써 주도권을 유지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특정 부대와 他 부대를 상호 연결시키기 위

한 것이다. 이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력의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

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적에게 아군의 주공방향을 기만시키고 적의 주

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주공이 지향하고 있는

축선에 적이 배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기(旣) 배치된 부대를 타 방향

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 이동에는 전술적 이동과 행정적 이동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술적 이동은 적과 접촉이 예상되는 시점과, 또는 접촉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 전투태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행정적 이동은 적

과 접촉이 예상되지 않는 시기와 지역에서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행정적 이동은 가용한 수송수단을 가장 능률적으로 이용하는데 주안을

두고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수송수단에 따라 고대 軍은 도보 및 기마이

동, 해로 및 수로 이동 방식을 취하였다.

2. 고대군의 부대이동

고대이거나 현대이거나 시대를 불문하고 軍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병력, 장비, 물자 등을 현재의 위치에서 새로운 장소로 전환

시켜 왔는데 이를 부대이동이라 칭하고 있다. 부대이동의 목적은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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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유리한 위치로 전환시키고 타 전투력과 상호 연결시키는 것이다.

군이 부대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사

전에 수립해야하고 예하부대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

찍 부대이동계획을 하달해야한다.

또한 軍은 고대로 부터 부대이동을 준비할 때 다양한 고려 사항들과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이동계획의 완전성과 시행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고대 및 현대 군이 보편적으로 고려해 왔던 사항들과 관련정보들

은 다음과 같다. 즉 피아상황, 부대의 임무, 지형 및 기상․기후, 각급

부대의 현재 위치 및 새로운 위치, 이용 가능한 이동로, 이동로면(移動

路面)의 상태, 최선의 이동로 판단, 이동로의 출발․경유․목적지, 이동

병력․장비․물자, 이동 및 수송수단, 병력 및 이동수단의 집결장소, 병

력․장비․물자의 탑재계획, 이동 간 통신을 위한 수단(역참설치), 이동

로 사전정찰, 행군이정표작성, 이동순서, 일일이동속도(徒步․牛馬․兵

船), 시간당 이동속도, 이동거리, 행군장경, 길이시간, 광명제원(薄明初,

薄明初, 日出 및 日沒 시각), 항해해로의 조수간만시간(潮水干滿時間),

조류의 방향과 속도, 해면풍(海面風)의 풍향풍속(風向風速) 등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對 백제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기 660년 음력 5

월 26일 왕경을 출발하였는데 이미 이전에 상기와 같은 요소들을 사전

에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대이동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하부대들에게 계획을 하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군 수뇌부가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도달한 다음에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 시 어느 길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

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았을 것이다. 즉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가용한 이동로를 비교분석하여 이들 가운데 최선의 이

동로를 선택해 놓았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이동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기존의 육상 교통로, 水路 및 海路上 교통로, 포구의 위치, 남천

정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육군 및 수군의 기지, 병력, 일일 보도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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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일일도보이동거리, 일일기마(騎馬) 이동속도, 일일기마이동거리,

병선이동속도, 일일 兵船이동거리, 이동 경로별 총 이동소요시간 등을

확인 및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책을 판단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이와 같은 이동계획을 사전에 완벽하게 수립한 이

후, 이 계획을 관련 水軍 및 육군부대에 하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해

당 수군 및 육군에게 계획된 일자(日字)와 포구(浦口)에 병선과 병력,

물자, 장비를 집결시키도록 명령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취

한 다음에 신라군 수뇌부들은 왕경에서 남천정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고대전쟁이나 현대전쟁에 있어서 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이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군은 수많은 병력과 막대한

장비 및 물자를 차질 없이 수송시켜야 하고 예상치 않는 안개와 마찰

을 극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정밀 기어(GEAR)나 치차

(齒車)가 여러 개의 톱니를 맞물리게 하여 차질 없이 회전력을 전달하

는 것과 같이 정교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만 했다. 그리고 수리적 계산

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책을 분석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과

학적인 과업수행 절차에 따라 이동을 준비했어야만 했다.

3. 신라군 수뇌부의 남천정-덕물도 間 이동

신라 태종 무열왕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

은 아래의 [A-1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양력 7월 9일) 왕경(王京)〈今경주 月城〉을 출발하여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0일) 남천정〈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에 이

르렀다. 그리고 [A-2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태자 김법민과 대

장군 김유신 등은 남천정에 도착 후, 태종 무열왕의 명에 따라 덕물도

로 가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을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양력 8월

2일)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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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太宗 武烈王 七年(660년) 여름 5

월 26일에 왕이 유신(庾信), 진주(眞珠), 천존(天存)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여 6월 18일에 남천정(南川停)에 다다랐다.

A-2 .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太宗 武烈王 七年(660년) : 정

방(定方)은 내주(萊州)에서 출발하였고 많은 배는 천리에 이어져 흐름

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 (6월) 21일에 (무열)왕이 태자 법민(法敏)

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德物島)에서 (소)정방을 맞이하

였다.

A-3. 三國史記 卷第四十二 列傳 第二 金庾信 중(中) : (무열)왕은 태

자 (김)법민(法民)와 장군 (김)유신(庾信)․(김)진주(眞珠)․(김)천존(天

存) 등에게 명하여 대선(大船) 1백 척에 군사들을 싣고 그들과 만나게

하였다.

상기 기사들에 의하면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

남천주의 남천정에 도착했고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이들

이 남천정에서 덕물도까지 이동하였던 기간은 음력 6월 18일부터 음

력 6월 21일까지였다.

이들이 남천정을 출발하여 덕물도에 이르렀다면 어떤 경로로 이동하

였을까? 이들이 이용한 경로와 관련하여 [A-3기사]는 대선 1백 척에

군사들을 싣고 이동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수뇌부가 병선이 대기

하고 있던 포구로 가서 大船 1백 척과 함께 서해 바다 길을 따라 항해

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신라군 수뇌부들이 개략적으

로 남천정-포구-서해해로-덕물도를 잇는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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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개략적인 이동로를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신라군

수뇌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경유하여 덕물도에 이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신라 수뇌부가 병선에 탑승했던 포구가 어느

곳이었는지? 병선이 항해했던 서해해로는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잇

는 해로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 이동관련 주요 고려사항

軍이 병력과 물자, 장비 등을 이동시키는 일은 고대와 현대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의 변화와 이동기술의 진보, 이동수단(도로, 운

반기기, 동력)의 발전에 따라 그 형태는 크게 달라졌지만 부대이동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업무수행 절차와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오늘

날 현대식 군이 부대이동 시 적용하고 있는 절차와 방식을 적용하면

서기 660년 음력 5월 당시 신라군이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하기 위

해 사전에 진행시킨 일의 절차와 방식을 추적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

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과 검토되었던 문제들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동하였던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덕물도 間 이동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반 관련사항을 유추할 필요가 있다.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만 했거나 검토해야만 했던 사항들

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사용했던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로를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고대 및 근․현대의 도로와 海․水路 정보를 바탕으로 서기

660년 신라 음력 6월 18일부터 21일 간에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했던 이동로를 규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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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가)~(자) 번 내용들은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동계획을 수립하

면서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들과 관련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

다. 이는 필자가 관련 역사기록(삼국사기 등)과 기존의 연구내용, 기타

사료, 관련경험 치를 참고하거나 고대․근대․현대의 관련 정보를 상호

융합하는 방식으로 유추한 것이다.

(1). 남천정-덕물도 이동시 수송수단 및 병력규모, 병력 주둔 위치, 병

선크기, 가용포구

A-4. 수송수단 및 병력 규모 :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시 100척의 大船을 이끌고 이동하였다. 다시 대선(大船) 100척에

탑승시켜 이동시켰던 병력 수는 9100명(전투병력 2602명+비전투 병력

6498명)이었다. 4)

A-5. 덕물도로 수송했던 병력의 주둔 위치 및 규모 : 신라군은 평소에

남천주에 남천정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다. 남천정은 병력 3017명을 보

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군은 술천군 골내근현에 골내근정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 골내근정(骨乃斤停)5)은 병력 3017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할 때 골내근정의 병력

일부를 大船에 탑승시켜 덕물도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A-6.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시 사용했던 병선의 크기 : 신라군 수뇌부

4) 윤일영, 신라가 대 백제전시(서기660면)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

투대형, 대전대 군사학연구 제5호, 2007년 12월 570페이지 남천정(南川停)은 오

늘날 경기도 利川市 夫鉢面 馬岩里 孝養山 土城址에 위치해 있었다. 보유 병력

은 3017명이었다.

5) http://history.yj21.net/history/main.jsp 2017.07.109 驪州市史 문화유산 관방유적

北城山城 /자연과역사 삼국시대 : 여주시(驪州市) 능서면(陵西面) 신지리(新池里)

북성산성(北城山城)을 골내근정(骨乃斤停)으로 비정하고 있다. 술천군(述川郡) 골

내근현(骨乃斤縣)에 골내근정(骨乃斤停)에 병력 3017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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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서해해로를 따라 이동시 사용할 수 있었던

병선은 신라 수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선(大船) 100척이었다. 6) (上記

A-2 기사참조). 신라 수군이 보유하고 있던 大船의 크기에 대하여 삼

국사기 등이 전하는 바는 없다. 다만 당나라가 해상이동시 운용했던 戰

船가운데 해골선(海鶻船)이 있었다. 이는 바다의 풍랑을 잘 견딜 수 있

도록 만들어 진 해양용 兵船이었다. 해골선의 길이는 10장(十丈)이었고

폭은 일장팔척(一丈八尺)이었다.7) 당(唐)나라 초창기에 사용하였던 용

문동척(龍紋銅尺)8)의 오늘날 길이는 29.71cm이다. 그러므로 해골선의

길이는 29.71m이고 폭은 5.3m이었다. 해골선의 승선병력은 총 150명이

었다. 이 가운데 병졸은 108명이었고 수선공(需船工) 42명이었다. 신라

수군이 운용했던 대선의 크기는 같은 시기에 당나라 수군이 운용했던

해골선의 크기와 비슷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라 수군이 운용했

던 대선의 크기는 해골선의 크기와 대동소이 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신라 대선의 길이는 29.71m로 가정하고 폭은 5.3m로 가정하였다.

A-7.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시 가용했던 浦口 : 신라군 수뇌부들이 남

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할 때 100여척의 병선을 인솔하여 출발할 때

병선들이 출입할 수 있는 포구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들이 당시 사

용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포구는 술천성 포구와 당항포 등 2개

였을 것이다. 술천성 포구(今이포)는 오늘날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

포리 이포나루이다. 이포나루는 고대 백제와 말갈 또는 신라와 고구려

의 군사적 접경지였으며 본래 고구려의 술천군이었다. 신라 태종무열왕

때 술천군의 治所는 오늘날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梨浦里이다. 술천성

포구는 오늘날 梨浦이다. 술천성 은 술천성 포구 서쪽고지에 위치해 있

6)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太宗 武烈王 七年(660년) 기사 참조

7) 장철우, 중국 고대 해군사, 해방군출판사 1993.10, P87

8) 박흥수, 한중도량형제도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3.20.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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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술천성은 오늘날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수부마을 태봉산

(胎峰山 : 183m)위에 있다. 술천성 포구는 술천성과 파사산성 사이에

위치해 있던 水路 이동로 上의 요충지였다. 이포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금사면 이포리와 남한강 건너편의 대신면 천서리를 연결하던 나루로서

水路 교통 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포나루는 조선시대 한강 4대 나루

중 하나로 불릴 만큼 번성하였다. 여주지역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역할

을 하였던 나루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폐현(廢

縣)인 천령현(川寧縣)에 官에서 설치한 나루인 진강도(鎭江渡)가 있었

다고 했다. 이 진강도가 곧 오늘날 이포이다. 이포(梨浦)라는 명칭은

「배개」 곧 「배가 닿는 터」라는 한자어식 명칭이었다.9)

신라 시대 당항포는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앞에 위치

해 있었다.10) 또한 당항성은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32번지의 구봉산(165m)에 위치해 있었다.11)

(2). 남천정-덕물도 이동시, 이동가용기간 ,광명제원, 일일이동가용시

간, 일일일과표

A-8.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하는데 가용했던 기간 : 태종 무열왕이 군

수뇌부들과 함께 남천정에 도착했던 일자는 서시 660년 음력 6월 18일

이었다. 태자 김법민 등이 덕물도에 도착했던 일자는 음력 6월 21일이

었다. 따라서 태자 김법민 등이 이동시 가용했던 시간은 음력 6월 18일

부터 6월 21일까지 3박 4일간이었다.(上記 A-1 기사 참조)

9) http://history.yj21.net/history/main.jsp 驪州市史 문화유산 이포나루(배나루)

술천성(述川城)은 오늘날 경기 여주군(驪州郡) 금사면(金砂面) 이포리(梨浦里)

수부마을 태봉산(胎峰山 : 183m)에 위치해 있다.

10) 본고 [Ⅱ-3-나-(5)-(다).수로 및 해로 경유지]를 참조. 신라의 당항포(唐項浦)는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華城市) 서신면(西新面) 전곡리(前谷里)에 위치해 있었다.

11) 당항성(唐項城)는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華城市) 서신면(西新面) 상안리(尙安里)

산32 즉 구봉산(九峰山)에 위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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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서기 660년 음력 6월, 7월, 8월 間 년력 및 광명제원 : 년력(年歷)

에 대해서는 [도표 1]를 참조 하였다.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 ~ 21

일 간의 일출, 일몰, 박명초, 박명종 등 에 대한 제원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의 광명제원을 참조하였다.

도표 1.  서기 660년 양력 7월, 8월의 년력표/ 

영남대학출판부 한국년력대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7.9(5.26) 7.10(5.27) 7.11(5.28) 7.12(5.29) 7.13(6.1) 7.14(6.2) 7.15(6.3)

7.16(6.4) 7.17(6.5) 7.18(6.6) 7.19(6.7) 7.20(6.8) 7.21(6.9) 7.22(6.10)

7.23(6.11) 7.24(6.12) 2.25(6.13) 7.26(6.14) 7.27(6.15) 7.28(6.16) 7.29(6.17)

7.30(6.18) 7.31(6.19) 8.1(6.20) 8.2(6.21) 8.3(6.22) 8.4(6.23) 8.5(6.24)

8.6(6.25) 8.7(6.26) 8.8(6.27) 8.996.28) 8.10(6.29) 8.11(6.30) 8.12(7.1)

8.13(7.2) 8.14(7.3) 8.15(7.4) 8.16(7.5) 8.17(7.6) 8.18(7.7) 8.19(7.8)

8.20(7.9) 8.21(7.10) 8.22(7.11) 8.23(7.12) 8.24(7.13) 8.25(7.14) 8.26(7.15)

A-10. 일일 이동가능시간(육상 도보행군가능시간/水路․海路 이동가능

시간) : 오늘날 군사학도들이 신라군의 시간당 육로 행군속도를 산출하

기 위해서는 신라 태종 무열왕과 대장군 김유신 등이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부터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까지 왕경-남천정 間을 이동하

였을 당시, 행군거리와 이동일정을 산출해야한다. 또한 신라군이 육로

이동시 일일 일과표(日課表) 및 일일 행군가용시간(一日 行軍可用時間)

을 산출해야 한다.

태종 무열왕과 신라군 수뇌부가 왕경을 출발하여 남천주까지 이동하

였던 총 행군거리는 대동여지도를 기준하여 790리(354.8km)이고 행군

기간은 22일이었다. 아울러 신라군의 일일 일과표(日課表) 및 일일 행

군가용시간(一日 行軍可用時間)은 [도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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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고대 신라 군부대의 육로이동시(陸路移動時) 

일과표(日課表 :추정)12)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양력 7월 31일)을 기준한 고대 군부대의 일과표

시간
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21 23 01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서기660년

음력 

6월19일 

일출/일몰

월출/월몰

薄明初0
4시
35분

薄明終2
0시
24분

日出時
間

05시
06 분

月沒時
間

07시 
41 분

日沒時
間

19시 
53분

月出時
間

21시 
05 분

주요일과 야간 경계 및 숙영 

장애물 해체,
숙영시설 

해체  취사 
및 식사, 

행군준비 등 
전장  정리

행 군

경계
배치, 

취사 및 
식사, 

牛馬車
정비,

牛馬휴
식

행군준
비

행 군

진지구축및
축성, 

장애물설치, 
숙영준비, 

취사및식사,  
무기및장비

정비
牛馬車정비

등

경 계
병 배
치

 야간경계 및 숙영

비고

1.일출(日出), 일몰(日沒), 박명초(薄明初), 박명종(薄明終)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양력 7월 31일) 당시, 경기도 여주지역의 천문자료(天文資料)이다.

2.월출(月出) 월몰(月沒)  2007년 음력 6월 19일 자료이다.

3.출처: 한국천문원 홈페이지(지식마당, 생활천문, 일출․일몰 시각계산)에서 확인하였다.

고대 군대는 해가 뜬 일출 이후에 병력을 기상시켜 陣營에 설치해

놓았던 각종 방벽과 장애물, 경계시설과 숙영시설을 해체하는 등 戰場

을 정리하고 동시에 행군준비를 서둘렀을 것이다. 그리고 식사를 하였

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화된 군도 기상 후 주간일정은 고대 군대와 대

등소이하다. 오늘날 전투부대는 아침에 기상하여 세면(30분), 식사(30

분)를 마치고 이동 및 행군을 준비(60분)하는데 모두 2시간 정도를 필

요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대 군부대는 주로 일상의 활동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장비가 상대적으로 덜 규격화 되어 있었기 때문

12) 필자가 천문자료와 일출 후 행동 일몰 후 행동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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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시간 정도 필요하였을 것이다.13)

또한 고대 군대는 야간에 陣營을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일

몰 시간부터 일출 시간까지 진중에 모든 불을 끄고 등화관제를 철저히

하였다. 물론 유동병력도 엄격히 통제하였을 것이다.

상기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기준하여 신라군 병사들이 일일 행군할 수 있는 가용시간은 오전 4시

간(08시∼12시)과 오후 3시간(14시∼17시)이다.

(3). 남천정-덕물도 이동시, 일일 도보 행군속도, 시간당 도보 행군속도

A-11. 일일 도보 행군속도 : 신라 태종 무열왕과 대장군 김유신 등

이 왕경으로부터 남천정까지 행군거리는 790리이었다. 이는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한 결과 행군거리는 354.8km이었고 행군기간은 22

일이었다. 그러므로 일일 행군속도는 16.12km/일(日)이었다.14)

A-12. 시간당 도보 행군속도 : 오늘날 군사학도들이 신라군이 육상에

서 시간당 도보로 이동하였던 행군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라군이

부대 행군 시 일일 일과표를 먼저 추정해야한다. 일과표 작성은 광명제

원과 이동준비시간, 취사시간 등을 고려해야한다. 필자는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도표 2 : 고대 신라군 부대 행군시 일일(一日) 일과표(추정)]

를 작성하였다. [도표 2]에 의하면 고대 신라군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7월 기간에 하루에 대략 7시간 정도 행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태종 열왕과 대장군 김유신 등이 도보부대를 이끌고 하루에 7시간(8시

-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였다면 신라군의 시간

당 행군속도는 2.3km/h(16.12km ÷ 7h )이었을 것이다.15)

13) 윤일영, 신라군의 행군과 군수, 대전대학교 군사학 연구, 제6호 2008년 12월, 도

표 2. 고대 신라 군부대의 육로이동시(陸路移動時) 일과표(日課表 :추정)

14) 윤일영, 신라군의 행군과 군수, 대전대학교 군사학 연구, 제6호 2008년 12월, Ⅱ

행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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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천정-덕물도 間 가용한 이동로 및 포구

오늘날 군사학도들이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 덕물도 간을 이동시

사용하였던 이동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가용했던 이동로를

파악해야한다.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는 우선 남천정에서 육로를 이용하여 漢水의 포구나 서해안의 포구로

이동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漢水 포구에서 병선(兵船)을 타

고 漢水수로를 이용하여 서해바다로 나가 덕물도로 이동해야 했거나

또는 서해안 포구에서 병선을 타고 서해해로를 이용하여 덕물도로 이

동해야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

용한 육로, 수로, 해로 모두를 복원해야 한다.

(1). 이동로 복원 

(가). 육로를 복원하는 방법

A-13. 육로를 복원하는 방법은 신라의 주․군․현(州․郡․縣)의 오늘

날 위치를 비정하고 이들을 상호 연결하였던 도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는 주․군․현을 상호 연결하였던

관도16)와 역참 17)을 설치하고 있었다. 신라가 유지했던 관도와 역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 신라의 관도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15) 윤일영, 신라군의 행군과 군수, 대전대학교 군사학 연구, 제6호 2008년 12월,

Ⅲ. 시간당(時間當) 행군속도(行軍速度)

16)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소지왕(炤智王) 9년(487) 3월에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

(郵驛)을 설치하고 왕은 관사(官司)에 명해 관도(官道)를 수리케 하였다.”라고 전

하고 있다.

17)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奈勿王 김제상(金堤上) : 417년(눌지왕 1)에 박제상

(朴堤上)이 일본에 인질로 잡혀 갔던 왕자 미해(美海)를 탈출 시켜 신라로 돌려

보내자 눌지왕은 백관들에게 명하여 굴헐역(屈歇驛)에서 미해를 맞이하게 하였

고 왕은 아우 보해와 더불어 남교(南郊)에서 맞이하였다고 했다. 백관들이 굴헐

역(屈歇驛)에서 맞이하게 했다는 것은 신라가 오래전부터 역참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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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국사기 지리지 등을 참고하여 서기 660년 음력 5월부터 7월까

지 신라군 수뇌부가 이동했던 지역 내 주․군․현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이들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주․

군․현을 상호 연결하였던 도로를 추적할 수 있다. 신라의 주․군․현

을 상호 연결했던 도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군․현을 연결했던

도로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였을 것이다.

(나). 수로 및 해로를 복원하는 방법

A-14. 수로 및 해로를 복원하는 방법은 신라시대 포구(漢水 포구 또는

서해안 포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漢水浦口-漢水水路-漢水河口-덕물도

間, 또는 서해안 浦口-서해해로-덕물도 間에 위치해 있던 신라 주․

군․현과 포구, 도서 등을 연결했던 육로, 수로, 해로를 추적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등의 史書들이 신라군 수뇌부가 이용했던

이동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하는 바는 없다. 다만 고산자 김정호 선

생은 대동지지(大東地志)18)에 고대 및 조선시대 선박들이 이동하였던

서해해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신라시

대 남천주에서 덕물도로 이동하였던 수로 및 해로를 추적할 수 있다.

대동지지가 전하고 있는 오늘날 행주나루부터 덕적도로 이어지는 서해

해로들은 육지와 연안에 근접해 이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 및 조

선시대 선박들이 정확한 항로유지와 항해 중에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서기 660년 음력 5월-7월 間 신라 수군도 정확한 항로유지와 항해

중 안전을 고려하여 연안 가까이에서 항해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보다

항해기술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신라 수군의 경우, 근세의

선박들보다 해안에 더욱 근접해서 항해하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신

18). daum 백화사전 홈 : 서기 1864년(조선조 고종 1)경 고산자 김정호(金正浩)가

편찬한 전국 지리지이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완성(完成)한 후 다시 시

작(始作)하여 고종(高宗) 원년(元年)(1864)에 완성(完成)하였다. 32권 15책. 필사

본. 권2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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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수군은 조선시대의 선박들처럼 최대한 육지와 연안 그리고 도서에

근접하여 덕물도로 항해하였을 것이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漢水水路를

거쳐 덕적도로 가는 서해해로는 다음과 같다.19)

A-15. 대동지지의 조선시대 한강수로 : “자경용산강(自京龍山江) 서북

행(西北行)-좌연(左沿) 양천(陽川) 김포(金浦)-우연(右沿) 고양(高陽) 교

하(交河) 지(至)

A-16. 대동지지의 조선시대 서해해로 : 우연(右沿) 고양(高陽) 교하(交

河) 지(至)-유도(留島) 남행(南行)-좌연(左沿) 통진(通津)-우연(右沿) 강

화(江華) 지(至)-손돌항(孫乭項)-좌협(左夾) 약산호도(藥山 虎島)-우협

(右夾) 덕진(德津)-초지(草芝)-황산도(黃山島)-좌협(左夾) 청라도(靑羅

島)-율도(栗島)-우협(右夾) 서천도(西川島)-경도(鯨島)-마도(馬島)-물치

도(勿淄島) 지(至)-월미도(月尾島)-우협(右夾) 자연도(紫燕島) 용유도

(龍流島) 무의도(無衣島)-좌협(左夾) 팔산도(八山島)-장자서(長者嶼)-대

부도(大阜島)-좌협(左夾) 영흥도(靈興島)-승황도(昇黃島)-이작도(伊作

島)-덕적도(德積島) 좌협(左夾)”

참고로 대동지지는 고대 서해해로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월미도(月尾島)의 동남쪽에 행관(行舘)이 있다. 대

명일통지(大明一統志)20)는 옛날 구객관(舊客舘)이 있었는데 이를 경원

19) 대동지지(大東地志)는 [권 28 정리고(程里考) 제주수로(濟州海路)]에서 조선시대

경도(京都 : 오늘날 서울) 용산강(龍山江)부터 제주도(濟州島)까지 선박(船泊)이

이동하였던 수로와 해로(海路)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 중국 명(明)나라의 지지(地誌)이다. 90권이다. 이현(李

賢) 등의 봉칙찬(奉勅撰:임금의 명을 받들어 편찬)이며, 1461년(天順 5)에 완성하

였다. 《대원일통지(大元一統志)》를 본떠서 명나라의 중국 전역과 조공국(朝貢

國)의 지리를 기술한 총지(總志)이며, 각종 지도를 게재한 다음, 풍속 ․산천 등

20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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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慶源亭)이라고 했다. 경원정(慶源亭)이 바로 이 행관(行舘)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영종포진(永宗浦鎭) 관할 下에 있는 “용유도

(龍流島)에 석축(石築)으로 쌓은 조천대(朝天臺)라고 칭(稱)하는 돈대

(墩臺)가 있다. 이 돈대는 신라가 당으로 조공하러 가는 뱃길(新羅朝唐

之路)이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월미도의 경원정과 용유도의 조천대

는 모두 대동지지에 나오는 조선시대의 서해해로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서해해로와 신라시대의 서해해로가 대부분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대동지지의 서해해로

를 기준하여 신라 수뇌부들이 덕물도로 이동 시 이용했던 서해이동로

를 복원하였다.

그림 1 : 서기 660년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덕물도 間 이동시 

고려 가능했던 이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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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 및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지도를 이용하여 서기 660년 음

력 6월 신라 군 수뇌부가 이용했던 육로와 수로 및 해로를 복원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는 시대별 관련 지리지와 각종지

도 등이다. 특히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세종지리지. 신증동

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읍지 등 을 참고하여 신라 군 수뇌부가 이 이

용하였던 육로와 수로, 해로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대동여지도, 일본

제국육군이 제작했던 1대 5만 축적지도, 구글지도 등을 이용하여 이동

로를 추적하고 구간거리를 측정하였다.

[그림 1]은 서기 660년 음력 5월-7월 당시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

덕물도 간을 이동할 때, 관련지역의 주요 州․郡․縣의 위치와 이를 상

호 연결했던 육로, 수로, 해로를 필자가 추론하여 복원한 것이다. [그

림1]의 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을 오늘날 지명과 비정하여 표

기하였다. 지명과 지명 사이의 도로는 대동여지도와 일제시대의 1대 5

만지도 등을 참고로 하였다. 물론 삼국시대의 도로와 조선 후기의 도로

망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하다고 가정하였다.

(2). 가용 이동로 및 입지조건 비교 

(가). 가용 이동로

상기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라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이동로는 2가지였을 것이

다. 하나는 오늘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해 있던 남천정에서 술

천성 포구〈今이포〉로 이동한 후에 병선을 타고 한수수로와 서해해로

를 따라 덕물도로 이동하는 길이다. 즉 남천정〈今이천시 부발읍〉-술

천성 포구-한수수로-왕봉하〈今고양시 행주나루〉-관미성〈今파주시

오두산성〉-갑비고차진〈今강화읍 갑곶리〉-덕물도 간을 연하는 이동

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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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남천정을 출발하여 구성현〈今용인시 구성면 동백동〉

과 매홀군〈今화성시 봉담읍 상리〉, 당성군〈今화성시 남양동〉, 당항

성〈今화성시 서신면 구봉산〉을 경유한 다음에 당항포〈今화성시 서

신면 전곡리〉에서 서해해로를 따라 덕물도로 이동하는 길이다. 즉 남

천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항성-당항포-덕물도 간을 연하는 이동

로이었다.

(나). 가용 이동로 및 입지조건 비교

신라군 수뇌부는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할 수 있는 가용한 2개의

이동로 가운데 어느 이동로가 단거리 이동로 인가를 분석했을 것이다.

이동거리 측면에서 「남천정-술천성 포구-덕물도」를 잇는 이동로는

그 거리가 252km 였다. 이는 육로 상으로 남천정에서 술천성 포구까지

19km를 이동한 다음에 술천성 포구에서 관미성까지 漢水水路 상으로

114km를 이동하고 다시 관미성에서 덕물도까지 서해해로 상으로

119km를 이동하여 덕물도에 이르는 길이었다.

반면 「남천정-당항포-덕물도」를 잇는 이동로는 그 거리가 156km

였다. 이는 남천정에서 당항포까지 육로 상으로 98km를 이동해서 당항

포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병선을 타고 해로 상으로 58km를 이동

하여 덕물도에 이르는 길이다.

상기의 2개 이동로를 단순히 비교하면 공간적 측면에서 「남천정-당

항포- 덕물도」를 잇는 이동로가 단거리 이동로(陸路+水路+海路) 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단거리 이동로에는 『시간적 단거리 이동로』와

『공간적 단거리 이동로』, 『시․공간적 단거리 이동로』 등이 있다.

『시간적 단거리 이동로』는 이동로(陸路+水路+海路)의 거리가 다른

이동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길지마는 이동소요시간은 오히려 짧은

이동로이다. 『공간적 단거리 이동로』는 이동로(陸路+水路+海路)의 거

리가 다른 이동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짧지마는 이동소요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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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긴 이동로이다. 『시․공간적 단거리 이동로』는 이동로(陸

路+水路+海路)의 거리가 다른 이동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짧으면

서도 이동소요시간도 짧은 이동로이다. 「남천정-당항포-덕물도」를

잇는 이동로와 「남천정-술천성-덕물도」를 잇는 이동로 가운데 어느

길이 이동소요 시간 면에서 단거리 이동로 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용 포구 및 입지조건 비교

(가). 가용 포구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사용할 수 있었던 가용 이동로는

상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개였다. 2개 가운데 전자는 남천정-

술천성-관미성-今유도-今염하수로-今황산도-今월미도-今영흥도 外里-

덕물도 間을 잇는 이동로였다. 이는 남천정-술천성의 포구(今 이포) 間

을 육상으로 이동하고, 술천성의 포구(今 이포)-관미성 間을 오늘날 한

수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관미성-今유도 間을 조강수

로(祖江水路)를 따라 이동한 다음에 今유도-今황산도 간을 今염하수로

를 따라 이동했던 길이었다. 그 후에 今황산도-今월미도-今영흥도 外

里-사승봉도-덕물도 간을 서해해로를 따라 이동했던 길이었다.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此 이동로를 사용하였을 경우, 남천정을 출발하여 덕

물도로 가기 위해서는 병선을 타고 수로와 해로로 나갈 수 있는 포구

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한편 술천성 포구(今 이포)는 남천정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이곳의 수로환경을 살펴보면 포구가 넓은 백사장과 연해

있어 병선이 정박하기에 편리하고 수심이 깊고 수량이 풍부여 병선을

출입이 용이한 곳이다. 조선조 당시에 이곳은 한강의 4대 포구 중에 하

나로써 수로교통의 요지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신라 당시에도

100여척의 병선을 수용 및 집결시키는데 제한 사항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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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은 이 술천성의 포

구〈今이포〉에 병선을 집결시키고 병력을 탑승시킨 다음, 이곳에서 출

발하여 한수수로를 거쳐 서해해로로 나가 덕물도로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자는 남천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황성-당항포-今제부도-今영

흥도 外里-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잇는 이동로였다. 이는 남천정–구

성현-매홀군-당성군-당황성 間을 육로를 따라 이동하고, 당항포-덕물

도 간을 서해해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동로였다.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

이 此 이동로를 사용했을 경우, 남천정을 출발하여 덕물도로 가기 위해

서는 우선 남천정에서 당항성까지 이동한 후에 이곳에서 병선을 타고

해로로 나갈 수 있는 포구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당항성에서 가장 가

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포구는 당항포였다.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이

이동로를 선택하였을 경우, 그들은 당항포에서 병선을 타고 서해수로를

거쳐 덕물도로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술천성의 포구(今 이포)와 당항포의 입지조건 비교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가기 위해서는 남천정에서 가

까운 술천성 포구에서 병선을 타고 서해바다로 나가든지 또는 남천정

에서 당항성으로 육로로 이동한 후에 당항포에서 병선을 타고 서해바

다로 나갈 수 있었다.

당시 술천성의 포구〈今이포〉는 漢水수운을 이용하여 남천정 또는

골내근정〈今여주시 陵西面 新池里 城址〉 등의 병력과 물자를 수송

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우선

술천성의 포구는 남천정과 육로 상으로 19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태종 무열왕과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18일 남천주

에 위치해 있던 남천정에 도착하였는데 술천성의 포구는 이곳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군 수뇌부가 19km만 이동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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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구에서 병선을 타고 서해해로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술천성의 포구

는 술천군에 속해 있던 양근현〈今陽平郡 玉泉面 玉泉里〉과 골내근현

〈今여주시 陵西面 新池里〉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병력

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데 유리하였다.

신라는 당시 남천주에 십정급(十停級) 부대였던 남천정〈병력 3017

명〉을 주둔시켜 놓고 있었고 술천군 골내근현에도 십정급 부대였던

골내근정〈병력 3017명〉을 주둔시켜 놓고 있었다. 술천성의 포구와 남

천정은 육로 상으로 19km였고 술천성 포구와 골내근정은 육로 상으로

16km였다.

반면 신라군 수뇌부가 당항포를 병력과 물자의 집결장소로 선택하였

을 경우, 한수 부근에 위치해 있던 인근 군현의 병력과 물자를 내륙 육

로를 경유하여 당항포로 이동시켜야 하는 수송상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해 있었으

므로 이곳에서 당항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육로 상으로 98km를 이동

해야만 했다. 그리고 병력도 도보행군으로 당항포까지 이동해야만 했

다. 당항포의 입지조건은 이런 점에서 술천성의 포구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4). 남천정-술천성 포구-한수수로-관미성-갑비고차진-영흥도 외리-

덕물도 간을 연하는 이동로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시 고려할 수 있었던 가용

이동로 2개 가운데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었던 이동로는 다음과 같

다.

A-17. 남천정-덕물도 간 첫 번째 고려 가능한 이동로

즉 남천정(南川停)–술천성(述川城) 포구(今梨浦)-한수수로(漢水水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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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현(楊根縣)〈今陽平邑〉 좌협(左夾)-욱리하(郁里河)〈今서울시 廣

津區 廣壯洞 廣津渡〉 좌협(左夾)-아단성(阿旦城)〈서울시 廣津區 廣

壯洞 阿且山城〉 좌협(左夾)-사성(蛇城)〈今서울시 松坡區 風納洞 風

納土城〉 우협(右夾)-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今서울시 江西區 加陽

洞 孔岩津〉 우협(右夾)-왕봉하(王逢河)〈今경기 高陽市 德陽區 幸州

外洞 행주나루〉 좌협(左夾)- 계백현(階伯縣)〈今행주(幸州) 좌협(左

夾)- 검포현(黔浦縣)〈今경기 金浦市 高村邑 銀杏亭〉 우협(右夾)-관

미성(關彌城)〈今파주 오두산성좌협〉 (左夾)-今조강(祖江)-今조강도

(朝江渡)-동자성(童子城)〈今김포 하성면(霞城面) 台山〉 우협(右夾)-

今유도(留島) 좌협(左夾)-今강령포(康寧浦) 우협(右夾)-평유압현(平唯押

縣)〈今통진(通津)〉우협-今염하수로(鹽河水路)-갑비고차진(甲比古次津)

〈今갑곶나루〉좌협(左夾)-今초지진(草芝鎭) 좌협(左夾)-今황산도(黃山

島)-자연도(紫燕島) 좌협(左夾)-매소홀현(買召忽縣)〈今제물포(濟物

浦)〉 우협(右夾)-今월미도(月尾島) 좌협(左夾)-今팔미도(八尾島)-今선

재도(仙才島) 우협(右夾)-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 좌협(左夾)-今창

도(倉島)-今피도(皮島)-今사승봉도(沙昇鳳島)우협(右夾)-今대이작도(大

伊作島) 좌협(左夾)-今소야도(蘇爺島) 좌협(左夾)-덕물도(德物島)〈今덕

적도(德積島) 진리(鎭里)〉를 잇는 이동로이다. 상기 주요 경유지에 대

한 오늘날 위치를 비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 비정은 역주삼국사기 주

석편21) 등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가). 육로 경유지

A-18. 남천주(南川州) : 오늘날 경기도 이천시(利川市) 부발읍(扶鉢邑)

이다. 본래 고구려 남천현인데 남매(南買)라고도 한다. 신라 진흥왕(眞

興王)이 이를 점령하여 군주(軍主)를 두었으며, 경덕왕(景德王)이 황무

(黃武)로 고치어 한주(漢州)의 영현(領縣)으로 만들었다.

21) 정구복 노중국, 역주삼국사기 주석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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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남천정(南川停) : 오늘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夫鉢邑) 마암리

(馬岩里) 효양산(孝養山 :187m) 토성지(土城趾 : 1500m)에 위치해 있었

다. 22) 신라는 진흥왕 29년(서기 568년)에 남천정(南川停)을 두었다.

A-20. 술천성(述川城) 23) : 본래 고구려 술천군(述川郡)에 위치했던 술

천성이다. 오늘날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金砂面) 이포리(梨浦里) 태봉산

(胎峰山 : 183m)에 위치해 있다. 성(城)의 길이는 300m이며 남천정에서

동북쪽 19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남한강이 술천성의 동쪽 외곽을 돌

아서 흐르고 있다. 술천성은 오늘날 도하지점인 이포나루와 도섭지점

탄항(灘項)을 통제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포나루와 탄항을 사이에

두고 술천성과 파사산성(婆娑山城)24)이 마주 보고 있는데 파사산성

역시 이포나루와 탄항을 동쪽에서 통제하고 있다.

22) 鄭永鎬, 新羅 南川停址의 硏究,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55∼69쪽 : 효양산성(孝養山城)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와 산촌리 경계에

위치한 효양산에 있는 토성이다. 이 산성은 효양산(해발 178m) 정상에 가까운

해발 140m 지점에 축조한 테뫼식 산성과,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봉우리까지 연결하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서 완만한 계곡을 따라 축조한 포

곡식 산성이 결합된 혼합식 산성이다. 1986년 정영호 박사 팀이 처음 이곳을 조

사하여 학계에 보고하였고 남천정 지(趾)로 추정하였다.

23) http://history.yj21.net/ 여주군사(驪州郡史) 문화유적 관방유적 술천성(述川城)

은 오늘날 경기도(京畿道) 여주군(驪州郡) 금사면(金沙面) 이포리(梨浦里) 수부

촌(水夫村) 태봉산(胎鳳山 :183m)에 위치해 있다. 내성은 토축으로 전체둘레가

약 250m다. 외성은 100m이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20120.02.08

최진현기자)

24) http://history.yj21.net/ 여주군사(驪州郡史) 문화유적 관방유적 파사산성(婆娑山

城) :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와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경계의 파사산에 있다.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의 경계에 있는 파

사산(婆娑山, 해발 230.5m)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발달한 능선을 따

라 축조된 삼국시대 이래의 석축 산성이다. 성곽의 전체 둘레는 935m이며, 현존

하는 성벽의 최대 높이는 6.25m이다. 최근의 발굴조사에 의해 삼국시대의 산성

으로 확인되었다.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163 -

그림 2. 신라시대 술천성(述川城), 今이포나루(梨浦津), 今탄항(灘項), 

파사성(婆娑城)의 위치

(나). 수로 및 해로 경유지

A-21. 이포(梨浦) : 오늘날 경기도 여주군(驪州郡) 금사면(金沙面) 이포

리(梨浦里)이다. 술천성은 한강 서안에 접하고 있다. 술천성 동남 1km

지점 한강변에 오늘날 이포(梨浦)가 위치해 있다. 이포는 오늘날 한․

미연합군이 팀스프리트 훈련25)을 할 때마다 도하 훈련장으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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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곳이다. 이곳은 수량이 풍부하고 백사장 등이 넓어 오늘날 팀 스

프리트 훈련기간에도 수많은 도하용 주정을 운용 및 배치하여 대규모

병력과 중장비를 도하시키고 있다. 고대에도 많은 병선을 접안시키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서기 22년(백제 온조왕 40년) 및 214년

(초고왕 49년)에 말갈이 백제의 술천성을 공격하였고 서기 663년(신라

무열왕 8년)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 장수 생해(生偕)와

함께 신라의 술천성을 공격하였다. 이런 역사적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술천성은 백제와 신라가 관할하고 있던 당시에도 군사적 요

충지였다. 술천성은 군사 지리적 관점에서 도하지점(오늘날 梨浦나루)

과 도섭지점(오늘날 灘項), 한강수로 등을 통제하는 곳이었다. 이와 같

이 제반기록과 입지조건을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들은 술천성의

포구였던 오늘날 이포나루를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는 포구(浦口)로

삼아 이곳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하는 이동방안을 검토하였을 것이다.

A-22. 탄항(灘項) : 오늘날 경기도 여주군(驪州郡) 금사면(金沙面) 외평

리(外坪里) 동쪽에 위치한 한강의 여울이다. 술천성 동북쪽 1km 지점

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하폭이 넓고 가운데 사주(沙洲)가 있어 물의

깊이가 비교적 낮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도섭이 가능한 곳이다.

A-23. 양근군(楊根郡) : 본래 고구려의 양근현(陽根縣)이었다. 고구려는

일명 거사참(去斯斬) 또는 항양(恒陽)이라고도 칭했다. 신라 경덕왕 때

한주(漢州) 기천군(沂川郡) 빈양현(濱陽縣)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太祖)

23년에 양근현(楊根縣)으로 고쳐서 광주(廣州)의 속현으로 삼았다. 양근

에 항양성(恒陽城)이 있다. 고려 명종이 감무를 설치하였고 공민왕이

높여서 양근군으로 삼았다. 조선의 영조가 양근현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25) http://ko.wikipedia.org/wiki/ 팀스피리트(Team Spirit)는 1976년부터 1992년을

제외한 1993년까지 이뤄진 주한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합동 군사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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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였다. 영조가 양근현의 치소(治所)를 갈산(葛山)으로 옮겼는데 구

치(舊治)는 건지산(建止山)에 있었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고읍이 북쪽

10리에 있었다고 하니 영조 때 옮기기 전의 치소는 양평군 옥천면(玉泉

面) 옥천리(玉泉里) 고읍내(古邑內)〈建止山 서남쪽〉에 있었다. 26)오늘

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陽根里)에는 진변(津邊) 나루가 있다.

A-24. 용진도(龍津渡) : 오늘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鎭中里)와 마주보고 있는 나루터이다. 용

진도(龍津渡) 위에 여울이 있는데 이 여울은 가물 때 도섭(徒涉)을 할

수 있는 요해처(要害處)이다. 그 아래에 고랑진(高浪津)이 있다. 고랑진

(高浪津)은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鳥安里) 앞에 있다.

A-25. 사성(蛇城) :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松坡區) 풍납동(風納洞)이다.

백제는 책계왕(責稽王) 13 년 (AD 298) 고구려의 침공과 노략질을 염

려하여 아차성(阿且城)〈今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성〉과 사성(蛇

城)을 수축하였다. 또한 개로왕 21 년(AD 475) 욱리하(郁里河)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강을 따라 둑을 쌓았는데 사성(蛇城) 동쪽에서 숭산(崇

山) 북쪽에까지 이르렀다. 사성은 광진나루를 통제하는 성이다. 사성을

마주보고 있는 산성으로써 광진 북쪽에 아차산성이 있다. 아차산성은

오늘날 이다.

A-26. 욱리하(郁里河) :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松坡區) 풍납동(風納洞)

앞의 한강이다. 욱리하는 삼국시대 오늘날 광진교와 풍납토성 앞의 한

강을 지칭했던 이름이다.

A-27. 재차파의현(齊次巴衣縣) : 오늘날 서울 특별시 강서구 가양동(加

陽洞) 산 1번지(塔山 31m)에 위치해 있는 공암(孔岩)이다. 즉 현재 탑

26) 정구복 노중국, 역주삼국사기 주석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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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등학교와 구암공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오늘날 공암나루(孔岩津)

터이다. 본래 백제 및 고구려의 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이다. 신라 경덕

왕이 공암(孔巖)이라 고쳐서, 율진군(栗津郡 : 오늘날 果川市) 속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 9년에 수주(樹州)에 예속시켰고, 충선왕(忠宣王) 2

년에 다시 양천현(陽川縣)으로 고쳤다.

A-28. 공암진(孔岩津) : 오늘날 서울 특별시 강서구 가양동(加陽洞) 산

1번지 탑산(塔山) 밑에 있는 한강의 중요나루이다. 북포(北浦)라고도 칭

하였다.

A-29. 개백현(皆伯縣) :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高揚市) 행주내동(幸州

內洞)이다. 본래 고구려 개백현(皆伯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우왕현(遇王

縣)으로 고쳤고 일명 왕봉현(王逢縣), 왕영현(王迎縣)이라고 칭한다. 고

려가 왕봉현을 행주(幸州)로 이름을 바꾸었다.

A-30. 왕봉하(王逢河) :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高揚市) 행주외동(幸州

外洞) 앞의 한강이다. 문무왕 13년(673) 9월조에 의하면, 나당 전쟁 중

에 당나라 수군이 신라 수군에 패하여 왕봉하(王逢河)에 많은 당나라

병사가 빠져 죽었다. 행주나루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에 있었던 나루터(행주대교)이다.

A-31. 금포현(黔浦縣) : 오늘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高村邑) 은행정

(銀杏亭) 이다. 본래 고구려 금포현(黔浦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김포현

(金浦縣)으로 고쳐서 장제군(長堤郡) 속현으로 만들었다27).

27) http://www.gimpo.go.kr/gochon/content.do?menu_cd=100662 김포시청 지명유

래 임촌면(林村面) : 검포현(黔浦 縣)시절에 고을의 현치소재(縣治所在)가 은행

정(銀杏亭) 마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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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관미성(關彌城) :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坡州市) 탄현면(炭峴面)

성동리(城東里) 659 번지에 위치한 오두산성(烏頭山城)이다. 고구려 광

개토왕은 왕 6년(AD 396년)28) 10월에 백제 관미성(關彌城)을 쳐서 함

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깎은 듯 가파르고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었으

므로, 왕은 군사를 일곱 방향으로 나누어 공격한 지 20일만에야 함락시

켰다. 백제 아신왕(阿莘王) 2년(393) 가을 8월에 왕이 진무(眞武)에게

명하여 병사 1만명을 거느리고 관미성(關彌城)을 포위하였으나, 고구려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진무는 군량 수송이 이어지지 못하

므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A-33. 조강(朝江) : 오늘날 김포반도(霞城面. 月串面)와 관산반도 (開

城市 臨漢面)의 사이에 위치한 강이다.

A-34. 동자성(童子城) : 오늘날 김포시 하성면(霞城面) 원산리(元山里)

태산(台山)에 위치한 성이다. 신라 문무왕 13년(서기673년) 당나라가 거

란 말갈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동자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한산주에

속한 동자홀현(童子忽縣)에 있던 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 통

진현(通津縣) 고적조(古蹟條)에 의하면 동성 폐현(童城廢縣)은 통진현

현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본래 고구려 동자홀현(童子忽縣)이다. 당산

현(幢山縣)이라 하기도 하고, 구사파의(仇斯波衣)라 하기도 한다. 이곳

에 동성산고성(童城山古城)이 있다. 석축이며, 둘레는 8백 7척이고, 높

이는 12척인데, 지금은 반이나 무너졌다.

A-35. 조강포(朝江浦) : 오늘날 경기 김포시 월곶면(月串面) 조강리(祖

江里)에 위치한 포구(浦口)이다.

28) 관미성은 광개토왕 비문에는 광개토왕 6년(AD 396년)에 기록되고 삼국사기 고

구려 본기에는 광개토왕 원년(AD 391)에 기록되었다. 백제 아신왕(阿莘王) 2년

(393)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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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6. 강령포(康寧浦) : 경기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북단에 위치한 포

구이다. 조강(祖江) 남쪽에 위치해 있다.

A-37. 유도(留島) : 오늘날 김포시 월관면 용강리 강령포(康寧浦)에서

500m 서북쪽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서울의 용산강(龍山江)에서 서쪽으

로 통진(通津)의 유도(留島)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백 리이다.29) 고

대 선박의 경박처(經泊處)이다.

A-38. 혈구군(穴口郡) : 오늘날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이다. 본래 고구

려 혈구군(穴口郡)이었는데, 바다 안에 있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강화읍(江華邑)이다.

A-39. 갑비고차진(甲比古次津) : 오늘날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이다. 본

래 고구려의 갑비고차진(甲比古次津)이다.

A-40. 평유압현(平唯押縣) : 오늘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月串面) 통

진리(通津里)이다. 본래 고구려 평유압현(平唯押縣)이다. 일명 평회(平

淮), 비사성(比史城), 별사파의(別史波衣)라 칭하였다. 신라 경덕왕이 분

진현(分津縣)이라 고쳐서 장제군(長堤郡) 속현으로 만들었는데, 고려에

서 통진현(通津縣)으로 고쳤다. 30)

A-41. 염하수로(鹽河水路) : 오늘날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의 염하(鹽

29) 임하필기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서해(西海)와 남해(南海)의 해로(海路)

3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 경기(京畿) 통진현(通津縣) 건치연혁 : 본래 고구려

평회(平淮) 회(淮)를 유(唯)라 한 곳도 있다. 압현(押縣) 비사성(比史城)이라 하

기도 하고, 별사파의(別史波衣)라 하기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분진(分津)이라 고

쳐서 장제군(長堤郡) 속현으로 만들었는데, 고려에서 지금 명칭으로 고치고, 그

대로 속현으로 하였다. 공양왕이 감무를 설치하였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였는

데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현감으로 고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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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이다. 강하도 월관리(月串里)부터 초지진(草芝鎭)까지 좁은 수로(水

路)로 형성되어있다.

A-42. 매소홀현(買召忽縣) : 오늘날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남구(南區)

학익동(鶴翼洞)․관교동(官校洞)이다.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현(買召忽

縣)이다. 또는 미추홀(彌趨忽)이라 한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소성(邵

城)으로 고치어 율진군(栗津郡)의 영현(領縣)을 삼았다. 고려 현종(顯

宗) 9년에 수주(樹州 : 인천시 북구)에 붙였고, 조선조 태조(太祖) 원년

에 인주(仁州)로 고쳤다. 《東國輿地勝覽》 인천부(仁川府) 산천조(山川

條) 및 학교조(學校條)에 청량산(淸凉山)이 부(府) 남쪽 7리에 있고 향

교(鄕校)가 부(府) 동쪽 1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옛 중심지는 현재의 인

천광역시(仁川廣域市) 남구(南區) 학익동(鶴翼洞)․관교동(官校洞) 일대

이다.

A-43. 자연도(紫燕島) : 오늘날 인천광역시 영종동(永宗洞)이다. 자연도

는 영종도(永宗島)의 옛 이름이다. 본래 제비가 많이 날아다녀 자연도

(紫燕島) 라고 불렀다. 백제에서 조선 중기까지 자연도로 불렸다. 조선

효종이 1653년에 북벌정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전략상 남양도호부(지

금의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수군기지를 인천도호부 소속의 자연도로

옮기면서 자연도라는 지명을 「긴 마루(永宗)」라는 뜻의 영종도로 개

명했다. 고려와 남송이 남방해로를 이용할 때 자연도를 경유지로 사용

했었다. 『고려도경』의 저자인 서긍을 포함한 송나라 사신들도 자연도

에 있는 객관인 경원정(慶源亭)에 머물렀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

志)》도, “예전에 객관(客館)이 있었는데 경원정(慶源亭)이라 칭한다.”고

하였다.31)

3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7680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170 -

A-44. 월미도(月尾島)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에 속해 있는 섬

이었다. 현재는 섬과 육지 사이가 메워졌다. 섬의 생김새가 반달의 꼬

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A-45. 팔미도(八尾島)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도동(舞依島洞)에 속에

있는 섬이다.

A-46. 선재도(仙才島)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속한 섬이

다. 고려 시대에는 소우도(小牛島), 독우도(犢牛島)라 표기했으며 조선

후기에 이를 선재도(仙才島)로 개명하였다.

A-47. 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있는 포구이다.

A-48. 창도(倉島) : 오늘날 인천광역시 옹진군(甕津郡) 영흥면(靈興面)

외리(外里)에 속해 있는 섬이다.

A-49. 피도(皮島)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 263번지에 속한

섬이다. 일명 부도(鳧島)이다.

A-50. 승봉도(昇鳳島)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에 속한 섬이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승황도(承黃島)로, 『남양읍지』에는 승

황동(昇荒洞)으로 표기되어 있고, 1910년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는

승봉리(昇鳳里)로 개칭되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다. 신(申)씨와 황(黃)

씨가 새로이 경작하며 살던 곳이라 하여 신황도(申黃島)라 불렀다고 하

며, 그 후 봉황새가 승천하는 모습이라 하여 승봉도(昇鳳島)라 하였다

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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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 사승봉도(沙昇鳳島) : 승봉도(昇鳳島) 남쪽 1㎞ 떨어져 있는 무

인도이다. 대이작도 동쪽 끝 마을인 계남마을 남동쪽 2㎞ 거리에 있다.

작은 섬이지만 간조 시에 노출되는 은빛 모래사장이 대평원을 이루고

있다. 사승봉이란 모래가 많은 승봉의 의미이다.

A-52. 소이작도(大․小伊作島) : 오늘날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

작리(伊作里)에 속한 섬이다. 고려시대 이름은 이적도(伊賊島)였다. <고

려사> 변광수전(邊光秀傳)에 고려 말 왜구들이 이 섬을 점거하고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선을 약탈하던 근거지라 하여 이적(夷賊) 또는

이적(二賊)이라 불렀다. 『남양읍지』(南陽邑誌)는 이작(伊作)으로 표기

하고 있다. 자월도 남쪽 10㎞ 거리로 산봉이 높고 험준하며 농경지가

별로 없다. 섬 주위가 대부분 암벽과 급경사로 선착장 외에는 배를 댈

만한 곳이 없는 지형이다.

A-53. 대이작도(大伊作島) : 오늘날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伊作里)에 속한 섬이다. 소이작도(小伊作島)의 서쪽에 있다. 자월도 남

쪽 10㎞ 거리에 위치하고 중앙에 해발 188m높이의 산이 동서 분수령

을 이루면서 길게 펼쳐진 섬이다.

A-54. 소야도(蘇爺島) : 오늘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진면 소야리(蘇爺

里)에 속해 있는 섬이다. 덕적도 남쪽 약 500m 갯골을 사이에 두고 서

로 마주보고 있는 섬이다. 남북의 길이는 약 10㎞에 달하는 반면 동서

의 폭은 길이에 비하여 좁다. 소야도는 대동지지에 의하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사야도(士冶島)이다. 이명 사야곶도(士也串島), 사야도(士也島)

또는 사야도(士冶島) 새곶섬 등으로 칭한다. 태종 무열왕 7년(660) 당나

라 소정방이 함대를 이끌고 이곳에 정박하였는데 소씨노인(蘇爺)이 머

물렀던 곳이라는 뜻에서 소야도라 칭한다. 소야도의 변진(邊津)은 일명

나루개, 진포(津浦)이다. 변진(邊津)은 소야도 북쪽 끝의 해안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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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와는 500여m의 갯골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나루터이다. 대동지지

에 의하면 인천에서 110 거리이다.

A-55. 덕적도(德積島) : 오늘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德積面)에

속해 있는 섬이다. 덕적도의 옛 지명은 덕물도(德勿島, 德物島), 득물도

(得物島), 인물도(仁勿島) 또는 수심도(水深島) 등으로 기록되어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고려 말 왜구에 관한 기사 중 덕적(德

積)을 덕물(德勿)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덕적이

라 쓰더라도 ‘덕물’이라 발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덕적도의 지

명을 ‘덕물도’ 또는 ‘큰물이’라 부르고 있다. 덕적도(德積島)의 진리(鎭

里)는 조선이 효종 3년(1652)에 수군진을 설치하였던 곳이다. 당시 수

군첨절제사를 진장(鎭將)으로 파견하여 서해의 방어는 물론 덕적군도

전역을 통치하였다. 이 당시의 수군진은 진리의 상동(上洞) 산기슭에

석축흔적을 남기고 있다.

(다). 세부 이동경로 및 이정(里程)

〈1〉. 남천정-술천성 포구 간 세부 육로 이동경로 및 이정

A-56. 남천주(南川州) 남천정(南川停) 주둔지-0.62km(0.00km)-마암리

(馬岩里)-km(2.61km)-갈산리(葛山里)-km(5.01km)-증포리(增浦

里 )-km(10 . 6 1km)-현방리(玄方里 )-km(16 . 2 8km)-궁리(宮

里 )-km(17 . 2 9km)-구장대(舊場岱 )-km(18 . 0 6km)-원촌 (院

村)-km(19.01km)-술천성 포구(今 梨浦)

〈2〉. 술천성 포구-덕물도 간 세부 한수수로 및 서해해로 이동경로 및

이정

A-57. 술천성(述川城) 포구(今梨浦)-5.33(00km)-今구미포(龜尾浦)-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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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8 . 1 0km) -今흑천 (黑川 ) - 5 . 3 2km( 1 3 . 4 2 km) -今진변 (津

邊)-3.36km(16.78km)-사탄(沙灘)-6.78km(23.56km)-今대청탄(大靑

灘)-2.67km(26.23km)-今검단(檢丹)-5.17km(31.40km)-今족자도(簇子

島)-2.94(34.34km)-今경안천慶安川)-5.41km(39.75km)-今창우리(倉隅

里)-5.22km(44.97km)-今덕소리(德沼里)-4km(48.97km)-今왕숙천(王宿

川)/토평리(土坪里)-6.2km(55.17km)-今광진(廣津)-3.02km(58.19km)-今

송파(松坡)-1.02km-(59.21km)-今삼전도(三田渡)-4.04km(63.25km)-今독

도(纛嶋)-3.0km(66.25km)-한강진(漢江津)-5.18km(71.43km)-今흑석(黑

石)-3.07km(74.50km)-今마포도(麻浦渡)-2.74km(77.24km)-今합정(合

井)-2.47km(79.71km)-今증산(曾山)-8.22km(87.93)-今행주도(行州

渡)-3.96km(91.89km)-今우동진(右洞津)-7.54km(99.43km)-今감안진(甘岩

津)-2.2km(101.63km)-今운양포(雲陽浦)-3.93km(105.56km)-今전류리(顚

流里)-9.05km(114.61km)-관미성(關彌城:今鰲頭山城)-7.45km(122.06km)-

今조강리(祖江里)-3.78km(125.84km)-今강령포(康寧浦)-1.2km(127.04km)

-유도(留島)-1.9km(128.94km)-今월관(月串)-4.25(133.19km)-今갑관진(甲

串津)-2.48(135.67km)-今용진(龍津)-4.4(140.07km)-今절포(折

浦)-2.22(142.29km)-今광성보진(廣城堡津)-1.76km(144.05km)-今덕진돈

대(德津墩臺)-1.48km(145.53km)-今초지진(草芝鎭)-1.8km(147.33km)-今

황산도(黃山島)-2.5km(149.83km)-今가서(駕嶼)-3.65km(153.48km)-今세

어도(細於島)-3.09km(156.57km)-今호도(虎島)-1.33km(157.90km)-今청라

도(菁蘿島)-2.27km(160.17km)-今율도(栗島)-2.27km(162.44km)-今작약도

(芍藥島)-0.88km(163.32km)-今구읍나루(舊邑)-1.84km(165.16km)-今월미

도(月尾島)-13.82km(179.08km)-今팔미도(八尾島)-4.46km(183.54km)-今

장자서(長者嶼)-4.65km(188.19km)-今변도(辨島)-영흥수도(靈興水

道)-2.29km(191.11km)-今선재도(仙才島)-6.47km(197.58km)-今영흥도(靈

興島)-외리(外里)-7.73km(205.31km)-今창서(倉嶼)-2.73km(208.04km)-今

적초(赤礁)-5.56km(213.60km)-今피도(皮島)-2.31km(215.91km)-今흑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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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今島)-3.87km(219.78km)-今사승봉도(下昇鳳島)-2.24km(222.02km)-今

소이작도(小伊作島 )-2 . 8 6km(224 . 98km)-今대이작도(大伊作

島)-8.96km(233.84km)-今덕물도진리(鎭里)/소야도(蘇耶島)의 변진(邊津)

(5). 남천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항성-당항포-덕물도 간을 연하

는 이동로

신라군 수뇌부가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었던 이동로는 다음과 같다.

즉 남천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항성-今제부도-今피도-덕물도를 잇

는 이동로이다. 상기 주요 경유지에 대한 오늘날 위치를 비정하면 다음

과 같다. 위치 비정은 역주삼국사기 주석편 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가). 육로 경유지

A-58. 남천현(南川縣) : 상기참조

A-59. 남천정(南川停) : 상기참조

A-60. 양량부곡(陽良部曲) : 오늘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陽智

面) 양지리(陽智里)이다. 본래 백제 고구려 영토였다. 고려시대 수주(水

州)의 양량(陽良) 부곡(部曲)이었다. 고려조 1362년 안양으로 이속되었

다가 조선조 태조가 주곡리(朱谷里)〈今 양지리〉로 읍을 옮겨 양산(陽

山)이라 고쳤다. 정종(定宗) 원년에 안성에서 독립하여 양지현(陽智縣)

으로 고치어 현으로 승격시켜 감무를 두었다. 태종 13년에 현의 읍내를

주곡리에서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겼으며, 또 죽주(竹州)의 고안(高安)

ㆍ대곡(大谷)ㆍ목악(木岳)ㆍ제촌(蹄村) 등 네 부곡을 분할하여 붙이고,

충청도로부터 떼어 경기도에 예속시켰다. 연산군 10년(1500년)에 페읍

하였다가 연산군 10년에 정수산(定水山) 아래 다시 개읍하고 양지(陽

智)〈今 양지리〉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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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1. 구성현(駒城縣) : 오늘날 경기도 용인시(龍仁市) 기흥구(器興區)

구성면(駒城面) 동백리(東栢里)이다. 본래 백제의 멸도(滅島)인데 고구

려가 구성현(駒城縣)으로 고치고 신라 경덕왕 16년에 거서(巨黍)로 고

쳐서 한주(漢州)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 23년에 용구현(龍

駒縣)으로 고쳤고 조선 태조 13년에 처인현(處仁縣)과 합하여 용인(龍

仁)이라 하였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보개산성(寶蓋山城 : 삼국시대)은

용인의 치소로부터 동쪽 13리에 위치(駒城面 東栢里 산78 / 石城山

471m)해 있다. 노고성(老姑城 : 삼국시대)은 용인의 치소로부터 동쪽

12리에 위치(구성면 동백리 32-2/340m고지)해 있다. 구흥천(駒興川)은

용인의 치소로부터 남쪽 10리에 위치해 있는데 보개산성 서남쪽 기슭에

서 발원한다. 보개산성, 노고성 구흥천, 중리지석묘(駒城面 中里 靑銅器)

등의 위치를 고려 시 신라 당시 구성현의 위치는 구성면 동백리이다.

A-62. 매홀군(買忽郡) :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華城市) 봉담읍(峰潭邑)

상리(上里)이다.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에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치었다.

A-63. 당성군(唐城郡) :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南陽面) 남양리

(南陽里)이다. 본래 고구려 당성군(唐城郡)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

년에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치었다. 고려 태조 23년에 예전 이름을 당

성군으로 회복하였고, 충선왕(忠宣王) 2년에 남양부(南陽府)로 이름으로

고쳤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당성군고현성(唐城郡古縣城 : 南陽面 南陽3

里)은 당성군 치소의 동쪽에 있으며 성의 주위는 3777척이다.

A-64. 당항성(党項城) :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西新面) 상안리

(尙安里) 산32 즉 구봉산(九峰山)에 위치해 있는 석성이다. 상기 당성군

의 치소에서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당성(古

唐城)이라 하고 대동지지는 당성고진성(唐城古鎭城)이라하는데 둘레가

2천 4백 15척이고 높이가 10척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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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로 및 해로 경유지

A-65. 당항포(唐項浦) : 경기도 화성시((華城市) 서신면(西新面) 전곡리

(前谷里) 앞 포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남양 도호부는 본

래 고구려 당성군(唐城郡)이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당은군(唐恩

郡)으로 고치었다. 고당성(古唐城)은 남양도호부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고성(古城)이 있는데 둘레가 2천 4백 15척이고 높이가 10척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당 나라에서 재사(才士) 여덟 사람을 보내어 와서

고려 사람을 가르쳤는데 홍(洪)이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자손이 대대로

귀히 되어 사는 곳을 당성(唐城)이라 이름하였다.”한다.」33) 고 했다.

또한 세종지리지 경기도 남양도호부 조(條)에 의하면 「당(唐) 에서

재주 있는 젊은이 8인을 보내어 고려에 가서 가르치게 하였는데, 홍

(洪)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자손이 대대로 삼한(三韓)에서 귀하게 되었으

므로, 그가 사는 곳을 당성(唐城) 이라 하였다.」고 했다.

세종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당나라가 보낸 재사 8명이 누구인

지를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각 집안에 전해져 오는 기사와 이야기

를 종합하면 당성의 8성은 기, 길, 목, 방, 봉, 위, 은, 홍씨라고 했다.34)

상기 8성의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 영류왕은

왕 22년(서기 639년)에 당나라에 덕예와 문학을 겸비한 현자(賢者) 파

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나라 태종은 8학사를 고구려에 파견했다. 즉

예락문학교사(禮樂文學敎士) 홍천하(洪天河), 은세통(殷世通), 목충(睦

种), 위령(魏齡), 방비(房丕), 기모(奇牟), 길령(吉寧), 봉수현(奉守賢) 등

8명이었다. 이들 8학사가 처음 내박(來泊)한 곳은 고구려 당성군(唐城

郡) 은수포(銀樹浦)였다. 은수포(銀樹浦)는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華城

市) 서신면(西新面) 전곡리(前谷里) 앞 포구이다. 이후 이곳을 은수포

32) http://tour.hscity.go.kr/History/historical3.jsp 화성시 문화관광 역사유적

3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34)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dangsung_2009.PDF 49쪽(2016.07.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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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樹浦), 당곶(唐串), 부포(釜浦), 당항포(唐項浦) 등으로 칭하였다. 또

한 고구려는 은수포 동남쪽 3.6km 지점에 산성을 축조하고 이를 당성

(唐城)이라 칭하였다. 당성은 신라가 당항성(唐項城)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尙安里) 산32번지 구봉산(九峰山 :

158m)에 위치해 있다. 이 석성의 길이는 1200m이다.35)

A-66. 今화량진(花梁鎭)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松山面) 지화(芝花) 2

리 산 90리 일대에 위치해 있는 와룡산(臥龍山 : 108m)의 석성이다. 고

려사 권 83 병지(兵志) 3 선군(船軍) 공민왕 33년(1395년)에 의하면 당

시 지명을 화지량(花之梁)이라 칭했다. 고려말기에 이 곳에 수군을 주

둔시켰다. 조선조에서는 화량진성(花梁鎭城)이 주변 제진을 관할하였다.

성종 대에는 화량진성을 절도사영(節度使營)으로 삼았고 인조 대에는

이곳을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御營)으로 삼았다.

A-67. 今제부도(濟扶島)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大阜洞)에 속

한 섬이다. 면적은 40.34km²로, 해안선 길이는 61km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도는 삼국시대 당시 마한에 속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는 한주에

예속되다가 고려시대에는 남양도호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1994년 12월

26일 안산 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A-68. 今흘관도(訖串島) : 舊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대부면(大阜面) 흘

관동(訖串洞) 흘관도(訖串島)이다. 오늘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

동 서남쪽 800m 무인도이다.

A-69. 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 今창도(倉島), 今피도(皮島), 今승

봉도(昇鳳島), 今소이작도(大․小伊作島), 今대이작도(大伊作島), 今소야

도(蘇爺島), 今덕적도(德積島) : 상기참조(上記參照)

35) https://ko.wikipedia.org/wiki/화성 당성(唐城)/ 社團法人 唐城史蹟保存會 당성

의 유래 참조(2017.07.21.인용)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178 -

(다) 세부 이동경로 및 이정

〈1〉.남천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항성-당항포 간 세부 육로 이동

경로 및 도정

A-70. 남천정〈今부발읍 孝養山〉-0.78km(00.00km)-今산촌리(山村里)-

2.50km(3.28km)-今가좌리(加佐里)2.88km(6.16km)-今서산리(西山

里)-3.39km(9.55km)-今표교리(標橋里)-1.75km(11.3km)-今기곡(基

谷)-4.44km(15.74km)-今오천리(午川里)-2.63km(18.37km)-今고밀장(古密

場)-4.84km(23.21km)-양량부곡(陽良部曲)〈今양지리(陽智里)〉

-0.83km(24.04km)-今등촌(藤村)-2.01km(26.05km)-今주북리(朱北

里)-0.43km(26.48km)-今박성리(朴成里)-1.37km(27.85km)-今임원리(林院

里)-2.07km(29.92km)-今가정리(柯亭里)-7.04km(36.96km)-今둔전리(屯田

里)-1.32km(38.28km)-今영문리(英門里)-1.03km(39.31km)-今삼전리(三田

里)-0.6km(39.91km)-今마성리(麻城里)-1.19km(41.10km)-今백현(栢

峴)-1.22km(42.32km)-구성현(駒城縣)〈今동백리(東栢里)〉-0.68km

(43.00km)-今어수동(御水洞)-0.97km(43.97km)-今어정포(漁汀

浦)-2.31km(46.28km)-今갈곡리(葛谷里)-2.36km(48.64km)-今신갈리(新葛

里)-1.57km(50.21km)-今석현(石峴)-2.55km(52.76km)-영통리(靈通

里)-2.31km(55.07km)-망포리(網浦里)-1.68km(56.75km)-기산리(機山

里)-1.11km(57.86km)-진안리(陣雁里)-0.88km(58.74km)-병점리(餠店

里)-1.86km(60.60km)-今안영리(安寧里)-1.99km(62.59km)-今융능(隆陵)앞

-1.66km(64.25km)-今와우리(臥牛里)-2.89km(67.14km)-매홀군(買忽郡)

〈今봉담읍(峰潭邑) 상리(上里)〉-1.67km(68.81km)-今수영리(水營里)-

1.27km(70.08km)-今천천리(泉川里)-3.1km(73.18km)-今어천리(漁川

里)-2.13km(75.31km)-今구포리(仇浦里)-3.73km(79.04km)-今우노동(牛老

洞)-1.35km(80.39km)-今염치(廉恥)-1.27km(81.66km)-今북양리(北陽

里)-2.61km(84.27km)-당성군(唐城郡)〈今화성시남양동(南陽洞)〉

-7.36km(91.63km)-今사강리(沙江里)-3.23km(94.86km)-당항성(唐項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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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면 구봉산〉-1.83km(96.69km)-今전곡리(前谷里)-1.78km(98.47km)

-당항포(唐項浦)〈今전곡리(前谷里)앞 포구〉

〈2〉. 당항포-덕물도 간 세부 서해해로 이동경로 및 도정

A-71.당항포(唐項浦)〈今전곡리 앞 포구〉-1.64km(00.00km)-今화량진

(花梁 )-今제부도(濟扶島 )-8 . 1 6km(15 . 44km)-今흘관도(訖串

島)-6.96km(22.40km)-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7.73(30.13km)-今창

서(倉嶼)-2.73km(32.86km)-今적초(赤礁)-5.56km(38.42km)-今피도(皮

島)-2.31km(40.73km)-今흑금도(黑今島)-3.87km(44.60km)-今사승봉도

(沙昇鳳島)-2.24km(46.84km)-今소이작도(小伊作島)-2.86km(49.70km)-

今대이작도(大伊作島)-8.96km(58.66km)-덕물도〈今덕적도 진리(鎭里)〉

그림 3. 서기 660년 신라군 수뇌부 및 수군 漢水 및 서해 이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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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천정-덕물도 間 『 신라군 수뇌부 사용 이동로』 식별

본문(本文) 〈Ⅲ-2〉에서는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덕물도 間을 이

동하면서 실제 사용했던 이동로를 식별하고자 한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하여 태종 무열왕으로부터 당나라 소정방

군을 영접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들은 남천정에서 즉시 출발하여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가용 이동로

는 2개였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남천정에서 덕물도 間의 가용했던 2개

이동로를 각각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의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

출하고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덕물도 間 이동

시 실재 사용했던 이동로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용했던 2개 이동로 가운데 먼저 남천정-술천성 포구-덕

물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출하고 이어서 남천정-당항포-덕

물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을 산출하고자한다. 아울러 가용했던 2개 이

동로가운데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동로가 어느

것이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식별하고자 한다.

(1). 남천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항성-당항포-덕물도 간 이동소

요 및 도정(道程) 산출

본문(本文)은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가기 위해 남천

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항성-당항포-덕물도 間의 이동로를 선택

했을 경우 차(此) 이동로의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출한 것이다.

태종 무렬왕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하였다. 이 곳

에서 그는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에게 덕물도로 가서 당나라

소정방을 맞이하고 나․당 연합작전을 협의하라는 명을 내렸다.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가기 위해서는 가용했던 2가지 이동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본 항은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당항포

-덕물도 간의 이동로를 선택했을 경우 此 이동로의 이동소요 및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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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한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 및 병선 100척이 남천정-당항포-덕물도 間을 이동하

기 위해서는 2단계로 구간이동을 하였을 것이다. 첫 번째는 남천정-당

항포 間을 육로를 아용하여 이동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당항포-덕물

도 間을 서해해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을 것이다.

(가). 남천정-당항포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 산출

〈1〉. 신라군 수뇌부의 남천정 출발시간, 기마이동(騎馬移動) 및 속도,

일일 기마이동거리

〈가〉.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19일 오전 08시에 남천정을 출발(가

정)

태종 무열왕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

신, 김진주, 김천존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에 남천정에 다다랐다. 여기서 태종 무열왕의 명을 받은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오전 8시 남천정을 출발하여 당항포를 향하였다. 당황포에서 덕물도로

가서 당나라 소정방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나〉.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 수행요원 만을 대동하고 기마행군(騎馬

行軍)으로 이동

한편 신라군 수뇌부는 남천정을 출발하면서 도보로 이동하는 대신에

기마이동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음력 6월 21일(삼국사기에

의하면 태자 김법민 등은 당나라 소정방을 음력 6월 21일에 만났다)까

지 덕물도에 도착하려면 일정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도보이동(일일 행

군속도는 16.12km/日이다.)보다는 기마이동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대규모 경호부대나 도보부대들을 대동하지 않아 일행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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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적은 수의 말로서 기마이동을 할 수 있었

을 것이다.

〈다〉. 신라군 수뇌부의 騎馬 이동 시 기마이동 및 속도, 일일 騎馬이

동거리

신라군 수뇌부가 말 1필을 이끌고 기마이동을 할 경우, 시간당

4.0km/h 속도로 일일 16km 이동이 가능하였고 개인당 말을 2필 내지

3필을 이끌고 기마이동 할 경우에는 말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일일

32km까지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사가 말을 기마용(騎馬用)으로 이용하여 말(馬)을

타고 이동할 경우, 평지의 양호한 도로에서 시간당 8km/h∼16km/h 속

도로 이동할 수 있다. 산악지역에서는 시간당 5km/h ∼ 8km/h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36)

병사가 말을 타마용(馱馬用)으로 이용하여 말에 보급품을 싣고 이동

할 경우, 80kg의 보급품(補給品)을 싣고 평지의 양호한 도로에서 시간

당 4.0km/h 속도로 일일 16km를 이동할 수 있다. 60kg의 보급품을 싣

고 불량한 도로에서 시간당 2.5km/h 속도로 일일 12km를 이동할 수

있다.37) 기마용 말이나 타마용 말이나 전투 시 지속적인 일일 행군거

리는 불량한 도로에서 12km이고 평지에서 16km이다. 이 이상 일일행

36) 육군본부 ,[타마부대 운용], 1974. P22 타마부대의 행군대형 및 속도 : “승마기

동조 운용시 승마기동조의 행군속도는 시간당 평지에서 평균 8km ∼ 16km ,

산악에서 평균 5km ∼ 8km 이다.”

37) 육군 편성.기술및군수제원(1990. 7 .30 p704) [짐을 운반하는 동물의 능력] 우마

(牛馬) 수송부대가 소(牛)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경우 ① 65kg를 싣고 양

호한 도로에서 시간당(時間當) 3.0km를 행군할 수 있고 일일(一日) 16km를 행

군할 수 있다. ② 50kg을 싣고 불량한 도로에서 시간당 2.5km를 행군 할수 있고

일일 12km를 행군할 수 있다. 말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경우 ④ 80kg을 싣고 양

호한 도로에서 시간당 4.0km를, 행군 할 수 있고 일일 16km를 행군할수 있다,

⑤ 60kg을 싣고 불량한 도로에서 시간당 2.5km를 행군 할 수 있고 일일 12km

를 행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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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강행할 경우, 말은 지속적으로 행군할 수 없다.

또한 말의 이동속도는 통상 보법으로 평보(平步) 속보(速步) 구보(驅

步)등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평보의 속도는 일분(一分)에 110m/分

을 표준으로 한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한 시간에 6.6km/h 이다38) 속보

의 속도는 일분에 220m/分을 표준으로 한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한 시

간에 13.2km/h 이다. 구보의 속도는 일분에 340m/分을 표준으로 한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한 시간에 20.4km/h 이다. 구보시 말(馬)은 몸을 크

게 비약시켜 운동하므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빨리 지친다. 구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말(馬)은 심한 발한(發汗)으로 많은 수분을 배출하

게 되고 혈액의 농축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능장애를 초래하거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군마(軍馬)는 구보를 칠분(七分)이상 초과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39)

본고에서는 말의 행군능력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말은 80kg(체

중+무기+개인보급품)의 기수(騎手)를 싣고 평지의 양호한 도로에서 시

간당 4.0km/h 속도로 일일 16km를 행군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

한 기수가 개인당 말을 2필 내지 3필씩 데리고 이동할 경우 일일

32km를 행군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로 신라군의 일일도보 행

군속도는 16.12km/일(日)이었다.

〈2〉. 신라군 수뇌부, 남천정-今가정리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19일(양력 7

월 31일) 오전 08시에 남천정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나〉.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다. 신라군 도보

38) 강민수 .[제주 조랑말의 활용, 승마와 승마요법]. 제주대학 출판부. 2000. pp

52- 55 " 평보 속도는 1분에 약 110m 를 표준으로 한다. 속보 속도는 1분에 약

220m 를 표준으로 한다. 구보 속도는 1분에 약 340m를 표준으로 한다.

39) 육군본부 [타마부대(馱馬部隊) 운용],1974. p 38 "구보(驅步)시 어떤 경우에도 7

분을 초과(超過)하지 않아야 한다.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184 -

부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

였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다.

〈다〉.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

뇌부는 남천정을 출발하여 남천정(今馬岩里 孝養山)-0.78km(00.00km)-

今산촌리(山村里)-2.50km(3.28km)-今가좌리(加佐里)-2.88km(6.16km)-

今서산리(西山里)-3.39km(9.55km)-今표교리(標橋里)-1.75km(11.3km)-

今기곡(基谷)-4.44km(15.74km)-今오천리(午川里)-2.63km(18.37km)-今

고밀장(古密場)-4.84km(23.21km)-今양지리(陽智里)-0.83km(24.04km)-

今등촌(藤村)-2.01km(26.05km)-今주북리(朱北里)-0.43km(26.48km)-今

박성리(朴成里)-1.37km(27.85km)-今임원리(林院里)-2.07km(29.92km)-

今가정리(柯亭里)를 잇는 길을 따라 29.92km를 이동한 다음에 今가정

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라〉. 신라군 수뇌부는 남천정에서 今가정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

간 28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

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음력 6월 19일 14시부터 17시 28

분까지 행군하여 今가정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19일(양력 7월 31일) 야간에 今가정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29.92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7

시간 28분(7.48시간)

〈3〉. 신라군 수뇌부, 今가정리-今융능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20일(양력 8

월 01일) 오전 08시에 가정리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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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다. 신라군 도

보부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

하였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다.

〈다〉.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

뇌부는 가정리를 출발하여 今가정리(柯亭里)-7.04km(00.00km)-今둔전리

(屯田里)-1.32km(8.36km)-今영문리(英門里)-1.03km(9.39km)-今삼전리

(三田里)-0.6km(9.99km)-今마성리(麻城里)-1.19km(11.18km)-今백현(栢

峴)-1.22km(12.4km)-구성군(駒城縣)〈今龍仁市 驅城邑 東栢里〉-0.68km

(13.08km)-今어수동(御水洞)-0.97km(14.05km)-今어정포(漁汀

浦)-2.31km(16.36km)-今갈곡리(葛谷里)-2.36km(18.72km)-今신갈리(新葛

里)-1.57km(20.29km)-今석현(石峴)-2.55km(22.84km)-今영통리(靈通

里)-2.31km(25.15km)-今망포리(網浦里)-1.68km(26.83km)-今기산리(機山

里)-1.11km(27.96km)-今진안리(陣雁里)-0.88km(28.82km)-今병점리(餠店

里)-1.86km(30.68km)-今안영리(安寧里)-1.99km(32.67km)-今융능(隆陵)

앞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라〉. 신라군 수뇌부는 今가정리에서 今융능까지 행군한 시간은 8시

간 9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

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음력 6월 20일 14시부터 18시 9분

까지 행군하여 今융능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0일(양력 8월 01일) 야간에 今융능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2.67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8

시간 9분(8.16시간)

〈4〉. 신라군 수뇌부, 今융능-당항포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21일(양력 8

월 02일) 오전 08시에 今융능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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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다. 신라군 도보

부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

였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다.

〈다〉.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

뇌부는 今융능을 출발하여 今융능(隆陵)앞-1.66km(00.00km)-今와우리

(臥牛里)-2.89km(4.55km)-매홀군(買忽郡)〈今봉담읍(峰潭邑)〉

-1.67km(6.22km)-今수영리(水營里)-1.27km(7.49km)-今천천리(泉川

里)-3.1km(10.59km)-今어천리(漁川里)-2.13km(12.72km)-今구포리(仇浦

里)-3.73km(16.45km)-今우노동(牛老洞)-1.35km(17.80km)-今염치(廉

恥)-1.27km(19.07km)-今북양리(北陽里)-2.61km(21.68km)-당성군(唐城

郡)〈今화성시남양동(南陽洞)〉-7.36km(29.04km)-今사강리(沙江

里)-3.23km(32.27km)-당항성(唐項城)〈今華城市西新面尙安里 九峰山〉

-1.83km(34.10km)-今전곡리(前谷里)-1.78km(35.88km)-당항포(唐項浦)

〈今華城市 西新面 前谷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라〉. 신라군 수뇌부는 今융능에서 당항포까지 행군한 시간은 8시간

9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음력 6월 20일 14시부터 18시 9분까

지 행군하여 당항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1일(양력 8월 02일) 야간에 당항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2.67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8

시간 9분(8.16시간)

(나). 당항포-덕물도 間 서해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 산출

〈1〉. 고대 선박의 항해속도(航海速度)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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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선박의 항해속도는 △ 조류(潮流)의 유향(流向)과 유속(流速)이

선박에 미친 속도,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 △ 해면풍의 풍향(風

向) 및 풍속(風速)이 선박에 미친 속도 등을 합한 것이다. 조류(潮流)의

유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29.9% 이다. 노(櫓)에 의한 선박

의 평균속도는 3.52km/h이다. 해면풍의 풍속(風速)이 선박(船舶)의 속

도(速度)에 미치는 영향은 32.3% 이다.40)

〈2〉. 신라 수군의 선단장경(船團長徑)

신라군 수뇌부를 탑승시킨 신라 수군이 병선 100척을 일렬종대로 세

워 단종진(單縱陣)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단종진의 선단장경은 14736m

이었을 것이다. 또한 항해 시 병선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병선

100척을 삼열종대로 세워 삼오종진(三伍縱陣)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삼

오종진의 선단장경은 4912m(14736m ÷ 3)이었을 것이다.

「Ⅲ-1-가-(8) 신라 兵船의 크기」에서 신라 大船의 추정된 전장(全

長) 길이는 29.71m이고 폭의 길이는 5.3m이었다. 고대의 수군과 오늘

날 해군은 항해 시 兵船 全長의 4배 ~ 5배 거리를 이격시켜 이동시키

고 있다. 이는 2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병선과 병선이 상호 충

분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항해 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었다. 다른 하나는 병선과 병선이 상호 충분한 거리(兵船 全長 4-5배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180도 변침하여 방향을 전환한 상태에서도 전투

대형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해군의

고속정의 길이는 37m인데 이러한 고속정들은 항해 시 고속정과 고속

정과의 전후 간격을 182m(200야드) 정도 이격시키고 있다. 전후간격

182m는 고속정 길이 37m의 4.9배 길이이다. 오늘날 해군이 함정과 함

정 사이의 이격 거리를 함정 전장의 4-5배 벌리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이다.

40) 윤일영, 고대선박의 항해속도연구,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7호/고대선박의 항

해속도 산출,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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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수군의 항해 시 병선의 간격을 신라 大船 全長의 4배로 가정하

였다. 이럴 경우 신라 수군 대선 100척의 선단의 장경은 다음과 같다.

대선 100척의 길이는 2971m이다. 즉 100척 × 대선 1척의 길이 29.71m

= 2971m이다. 대선과 대선의 전후 간격은 118.84m이다. 즉 29.71m × 4

배 =118.84m이다. 대선 100척의 전체 간격의 길이는 14736 m이다. 100

척의 간격은 99개이다. 즉 118.84m × 99개 간격 = 11765.16m이다. 이

를 모두 합하면 이다. 대선 100척의 길이 2971m + 전체 간격길이

11765m = 14736m이다. 이 계산을 통하여 신라 대선 100척의 선단장경

의 길이는 14736m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수군은 이 처럼 14.736km 길게 늘어진 선단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4.736km 장경을 그대로 유지한 체 단종진(單縱陣)으로 이동하기보다

는 삼오종진(三伍縱陣) 또는 오오종진(五伍縱陣) 등을 형성하여 가급적

선당장경을 짧게 하여 항해를 했을 것이다. 신라 수군도 항해 시 효율

적인 통제를 위해 선단장경을 짧게 조정하여 항해하였을 것이다. 여기

서 신라수군이 삼오종진(三伍縱陣)으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선

단장경은 4912m(14736m ÷ 3 = 4912m)이다.

〈3〉. 今당항포-今제부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 산출

〈가〉. 今당항포-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군 병선에 적용

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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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今당항포-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음력 6월 22일(양력 8월 03일) 오전 8시에 今당항포에

서 출발할 당시 今당항포에서 바다로 나가는 출구(37°11′22″N,

126°39′02″E)의 조류는 유향이 52도이고 유속은 8cm/s(0.288km/h)이

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0.086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288km/h(8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086km/h

그런데 今당항포 앞에서 今제부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12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46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086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083 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086km/h × COS 14°(0.970)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083 km/h

〈다〉. 今당항포-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당항포-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당항포-今제부도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당항포-今제부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

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

면풍속〉에는 今당항포-今제부도에서 발생하는 해면풍에 대한 풍향, 풍

속 측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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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

〈라〉. 今당항포-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당항포-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오전 8시 今당

항포를 출발할 때 신라 병선의 항해속도는 3.437 km/h이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083 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km/h) =

3.437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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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今당항포-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당항포 앞에서 今제부도 앞까지 거

리는 7.28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3.437km/h이다. 항해소요시간은 2시간 6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당

항포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오

전 8시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今제부도 북쪽을 통과한 시간은 서기 660

년 음력 6월 22일 10시 6분이었다.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11시 31분이

었다. 후미는 今제부도 앞에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1시간 25분만큼

늦게 통과하였다.

☞ 당항포〈今전곡리〉-1.64km(00.00km)-今화량진-5.64km(7.28km)-今

제부도

☞ 거리 7.28km÷ 항해속도 3.437 km/h = 항해소요시간 2시간 6분(2.11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3.437 km/h = 길이시간 1시간 25분

(1.42 시간)

☞ 당항포 출발시간 오전 8시 00분 + 항해소요시간 2시간 6분 = 제부

도 북쪽 통과시간 10시 6분, 선두통과시간 10시 6분 + 선단장경 길이시

간 1시간 25분 = 제부도 북쪽 후미 통과시간 11시 31분

〈4〉. 今제부도-今흘관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산출

〈가〉. 今제부도-今흘관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군 병선에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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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제부도-今흘관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음력 6월 22일(양력 8월 03일) 오전 10시

6분에 今제부도 북쪽지점을 통과할 당시 이 지점(37°10′55″N, 126°3

7′18″E)의 조류는 유향이 267도이고 유속은 35cm/s(1.26km/h)이었

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0.376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1.26km/h(35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376km/h

그런데 今제부도 북쪽에서 今흘관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283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67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376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360 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376km/h × COS 16°(0.960)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0.360 km/h

〈다〉. 今제부도-今흘관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제부도-今흘관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제부도-今흘관도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제부도-今흘관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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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

풍속〉에는 今제부도-今흘관도에서 발생하는 해면풍에 대한 풍향, 풍속

측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 今제부도-今흘관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제부도-今흘관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오전 10시 6분

今제부도 북쪽을 통과할 때 신라 병선의 항해속도는 3.88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360 km/h )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km/h) =

3.88 km/h

〈마〉. 今제부도-今흘관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航海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제부도 북쪽에서 今흘관도 남쪽까

지 거리는 8.16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

는 3.88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2시간 6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제부도 북쪽을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오전 10

시 6분이었다. 따라서 今흘관도 남쪽을 통과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12시 12분이었다. 후미통과시간은 13시 27분이었다.

☞ 今제부도-8.16km-今흘관도

☞ 거리 8.16km÷ 항해속도 3.88 km/h = 항해소요시간 2시간 6분(2.1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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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3.88 km/h = 길이시간 1시간 15분

(1.26 시간)

☞ 今제부도 통과시간 오전 10시 06분 + 항해소요시간 2시간 6분 = 今

흘관도 통과시간 오전 12시 12분, 선두통과시간 12시 12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1시간 15분 = 후미 통과시간 13시 27분

〈5〉.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산출

〈가〉.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

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군 병선에 적용

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음력 6월 22일(양력 8월 03일) 오전 12시 12분에 今흘

관도 남쪽지점을 통과할 당시 이 지점(37°11′40″N, 126°31′43″E)의

조류는 유향이 185도이고 유속은 38cm/s(1.

368km/h)이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

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0.409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1.368km/h(38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409km/h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195 -

그런데 今흘관도 남쪽에서 今영흥도 외리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297

도이었고 조류의 유향은 185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

도(- 0.409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152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0.409km/h × COS

68°(0.374)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152 km/h

〈다〉. 今흘관도-今 영흥도 外里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흘관도-今영흥

도 외리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흘

관도-今영흥도 외리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는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에서 발생하는

해면풍에 대한 풍향, 풍속 측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

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오전 12시

12분 흘관도 남쪽을 통과할 때 신라 병선의 항해속도는 3.368 km/h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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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152 km/h )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km/h) =

3.368 km/h

〈마〉. 今흘관도-今영흥도 외리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航海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흘관도 남쪽에서 今영흥도 외리 앞

까지 거리는 6.96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

도는 3.368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2시간 3분이었다. 신라군 수뇌

부가 今흘관도에서 병선을 타고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오전 12시 12분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今영흥도 외리 남쪽에 도착

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오후 14시 15분이었다. 후미 도착

시간은 오후 15시 42분이었다.

☞ 今흘관도-6.96km-今영흥도 외리

☞ 거리 6.96km÷ 항해속도 3.368 km/h = 항해소요시간 2시간 3분(2.06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3.368 km/h = 길이시간 1시간 27분

(1.45 시간)

☞ 今흘관도 통과시간 오전 12시 12분 + 항해소요시간 2시간 3분 = 今

영흥도 외리 도착시간 오후 14시 15분, 선두도착시간 오후 14시 15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1시간 27분 = 후미 도착시간 오후 15시 42분

신라군 수뇌부는 今영흥도 외리에 도착한 다음에 영흥도 外里에서

「今영흥도 외리-7.73(00.00km)-今창서-2.73km(10.46km)-今적초-5.56km

(16.02km)-今피도-2.31km(18.33km)-今흑금도」를 연하는 해로를 따라

今흑금도까지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를 판단했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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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今영흥도 외리에 도착한 시점(오후 15시 42분)으로부터 일몰시간(19

시 34분)까지는 3시간 52분이 남아있었는데 3시간 52분 동안에 병선

100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今흑금도까지 도착해야만 했다. 今영흥도 외

리와 今흑금도 사이에 위치해 있던 도중에 今창서(倉嶼), 今적초(赤礁),

今피도(皮島) 등은 작은 도서였거나 또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병선을 이

곳에 정박시키거나 병사를 숙영시킬 수 없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만약 今영흥도 외리에서 今흑금도까지 항해를 계속

할 경우, 신라 수군 선두는 오후 20시 18분에 今흑금도에 도착할 수 있

었고 수군 후미는 오후 21시 35분에 今흑금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흑

금도의 서기 660년 음력 6월 22일 해지는 일몰시각은 19시 34분이었고

항해 박명종 시각은 20시 38분이었다.

신라 수뇌부와 신라 수군 100척이 今영흥도 외리에서 항해를 계속할

경우, 이처럼 일몰시간(19시 34분) 전에 今흑금도에 도착할 수 없었다.

항해를 계속할 경우 신라 수군 100척은 항해 도중에 일몰시간을 맞이

할 수 있었다. 일몰시간 이후 항해를 할 경우 병선 100척은 바다 한 가

운데서 길을 잃고 해난 사고에 직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군 수뇌

부와 신라 수군은 음력 6월 22일 今영흥도 외리에서 항해를 멈추고 병

선 100척을 정박시킨 다음에 병사들을 숙영시켰을 것이다.

〈6〉.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산출

〈가〉.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

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군 병선에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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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

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음력 6월 23일(양력 8월 04일) 오전 08시 00분에 今영

흥도 외리를 출발할 당시 이 지점(37°12′58″N, 126°27′38″E)의 조

류는 유향이 266도이고 유속은51cm/s(1.836km

/h)이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

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0.548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1.836km/h(51cm/s) ×

조류의 영향 0.299 = 0.548km/h

그런데 今영흥도 외리 앞에서 今피도로 향하는 병선의 항해방향은

23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66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

도(0.548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472 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548km/h × COS 36°(0.809)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0.472km/h

〈다〉.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

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영흥도 외리-今피

도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영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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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리-今피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는 今영흥도 외리-今피도에서 발생하는 해면풍

에 대한 풍향, 풍속 측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해면풍을 적용

하지 않기로 했다.

〈라〉.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오전 8시

00분 今영흥도 외리를 출발할 때 신라 병선의 항해속도는 3.992km/h이

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472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km/h) =

3.992 km/h

〈마〉. 今영흥도 외리-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航海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영흥도 외리 앞에서 今피도 앞까지

거리는 16.02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3.992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4시간 01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 및

신라 수군은 今영흥도 외리에서 병선을 타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3

일 오전 08시 00분에 출발하였다. 따라서 선두가 今피도 앞을 통과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12시 01분이었다. 후미가 今피도 앞

을 통과한 시간은 13시 14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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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영흥도 외리-7.73(00.00km)-今창서-2.73km(10.46km)-今적초-5.56

km(16.02km)-今피도

☞ 거리 16.02km ÷ 항해속도 3.992km/h = 항해소요시간 4시간 1분

(4.013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3.992km/h = 길이시간 1시간 13분

(1.23 시간)

☞ 今영흥도 外里 통과시간 오전 8시 00분 + 항해소요시간 4시간 1분

= 선두 今피도 통과시간 오후 12시 01분, 선두통과시간 오전 12시 01

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1시간 13분 = 후미 통과시간 13시 14분

〈7〉. 今피도-今사승봉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군 병선에 적

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나〉.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음력 6월 23일(양력 8월 04일) 오전 12시 01분에 今피

도를 통과할 당시 이 지점(37°08′54″N, 126°20′32″E)의 조류는 유

향이 220도이고 유속은 160cm/s(5.76km/h)이다. 조류의 영향은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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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1.722

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5.76km/h(160cm/s) ×

조류의 영향 0.299 = 1.722km/h

그런데 今피도 앞에서 今사승봉도로 향하는 병선의 항해방향은 276

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20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1.722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990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1.722km/h × COS 56°(0.559)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0.990km/h

〈다〉.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피도-今사승봉도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피도-今사승봉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

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

풍속〉에는 今피도-今사승봉도에서 발생하는 해면풍에 대한 풍향, 풍속

측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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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오전 12시 01분

今피도 서쪽을 통과할 때 신라 병선의 항해속도는 4.51 km/h이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990km/h )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km/h) =

4.51km/h

〈마〉.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航海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피도 앞에서 今사승봉도 앞까지 거

리는 6.18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4.51km/h이엇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22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피도 서쪽에서 병선을 타고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오전 12시 01분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今사승봉도 북쪽을 통과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13시 23분이었다. 후미가 통과한 시

간은 오후 14시 27분이었다.

☞ 今피도-2.31km(00.00km)-今흑금도-3.87km(6.18km)-今사승봉도

☞ 거리 6.18km÷ 항해속도 4.51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22분(1.37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4.51km/h = 길이시간 1시간 4분(1.08

시간)

☞ 今피도 통과시간 오전 12시 01분 + 항해소요시간 1시간 22분 = 今

사승봉도 선두 도착시간 오후 13시 23분, 선두 도착시간 13시 23분 +

길이시간 1시간 4분 = 후미 도착시간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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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산출

〈가〉.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군 병선에 적

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나〉.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

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음력 6월 23일(양력 8월 04일) 오후 13시 23분에 今사

승봉도를 통과할 당시 이 지점(37°09′14″N, 126°16′33″E)의 조류는

유향이 219도이고 유속은 17cm/s(0.612km/

h)이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

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0.182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612km/h(17cm/s) ×

조류의 영향 0.299 = 0.182km/h

그런데 今사승봉도 북쪽에서 今덕물도로 향하는 병선의 항해방향은

30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19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0.182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028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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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82km/h × COS 581(0.156)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0.028km/h

〈다〉.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

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사승봉도-今덕물도

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사승봉도-

今덕물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

월 해면풍속〉에는 今사승봉도-今덕물도에서 발생하는 해면풍에 대한

풍향, 풍속 측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

로 했다.

〈라〉.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

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오후 13시 23

분 今사승봉도 북쪽을 통과할 때 신라 병선의 항해속도는 3.548 km/h

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028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km/h) =

3.548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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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航海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사승봉도 앞에서 덕물도(今덕적도

鎭里) 앞까지 거리는 14.06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

하였던 속도는 3.548km/h이다. 항해소요시간은 3시간 57분이었다. 신라

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의 선두가 今사승봉도 북쪽을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오후 13시 23분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덕물

도(今덕적도 鎭里)〈37°13′36″N, 126°09′24″E〉에 도착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양력 8월 04일) 오후 17시 20분이었다. 병선

의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8시 42분이었다.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덕물도(今덕적도 鎭里)의 일몰시각은 오후 19시 36분이었고 항해

박명종 시각은 오후 20시 39분이었다.

☞ 今사승봉도-2.24km(00.00km)-今소이작도-2.86km(5.1km)-今대이작도

-8.96km(14.06km)-덕물도(今덕적도 鎭里)

☞ 거리 14.06km÷ 항해속도 3.548km/h = 항해소요시간 3시간 57분(3.96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3.548km/h = 길이시간 1시간 22분

(1.38시간)

☞ 今사승봉도 통과시간 오후 13시 23분 + 항해소요시간 3시간 57분 =

선두 덕물도(今덕적도 鎭里) 도착시간 오후 17시 20분, 선두 도착시간

17시 20분 + 길이시간 1시간 22분 = 후미 도착시간 18시 42분

(2). 남천정-술천성 포구-왕봉하-관미성-갑비고차진-덕물도 간 이동

소요시간  및 도정산출

본문(本文)은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가기 위해 남천

정-술천성 포구-왕봉하-관미성-갑비고차진-덕물도 間의 이동로를 선

택했을 경우 차(此) 이동로의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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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 수뇌부 및 병선 100척이 남천정-술천성 포구-덕물도 間을 이

동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구간이동을 하였을 것이다. 첫 번째는 남천정

-술천성 포구 間을 육로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술천성 포구

-관미성 間을 한수수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을 것이다. 세 번째는 관미

성-덕물도 間을 서해해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을 것이다.

(가). 남천정-술천성 포구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군 수뇌부들과 호종부대였던 시위부(侍衛府)

180명, 경호부대였던 사자금당(獅子衿幢) 3000명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0일) 남천정에 도착하였다.41) 남천주(북위

37°16′30″ 동경 126°27′42″)에는 십정급(十停級) 부대였던 남천정

(南川停 : 병력 3017명)이 주둔해 있었다. 남천주에 도착 후 무열왕은

태자 김법민에게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로 가서 당나라 소정

방 군을 맞이하도록 명령하였다.

명을 받은 태자 김법민은 병선 100척을 인솔하여 덕물도로 이동해야

만 했다.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가 선택한 이동로가 남천정-술

천성 포구(今 이포)-한수수로-관미성-서해해로-갑비고차진-今월미도-

今선재도-今영흥도 外里-덕물도 간을 잇는 육로․수로․해로였다면

우선 병선을 타기위해 남천현에서 술천성 포구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신라 수군은 술천성 포구(今이포)에서 신라군 수뇌부의 도착을 기다리

고 있었을 것이다.

남천주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시점(음력 6월

18일)에서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이 남천정

에서 덕물도로 이동하는데 가용한 시간은 음력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뿐이었다. 만약 신라군 수뇌부가 음력 6월 18일을 남천주 남천

41) 윤일영, 신라군 대(對) 백제전시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5호 [12 사자금당의 편제], [22 시위부의 편제]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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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숙영하였을 경우 음력 6월 19일 08시에 남천정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음력 6월 19일 오전 8시 도보로 남천정을 출발하였을 경우 6월

19일 오후 17시경42) 술천성 포구(今梨浦나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이

럴 경우 신라군 수뇌부는 불가피하게 음력 6월 20일 08시에 이포나루

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음력 6월 20일부터 21

일까지 1박 2일 간에 술천성 포구에서 덕물도까지 해․수로 233km를

병선으로 이동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1박 2일 만에 해․수로 233km

를 이동하여 덕물도에 도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수로 이동(남천현→술천성 포구-관미성-갑비고차진-

덕물도 이동)에 가용한 시간이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18일 남천현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행군

을 하여 음력 6월 18일 오후 늦게 까지 술천성 포구(今이포)에 도착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익일 음력 6월 19일 오전 8시에 술천성 포구(今이

포)를 출발했을 것이다.

남천주 남천정에서 술천성 포구(浦口)〈今경기 驪州郡 金沙面 梨浦

里〉까지 육상거리는 19.01km이었다. 신라군의 일일도보 행군거리는

16.12km/일(日)이었다.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주 남천정

에서 술천성 포구까지 경호부대 또는 도보부대들과 함께 도보행군으로

이동하였다면 남천주 남천정에서 술천성 포구까지 거리(19.01km)는 하

루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였다.

태종무열왕은 호종부대 및 경호부대와 함께 남천주 남천정에 잔류했

고 태자 김법민과 신라군 수뇌부들은 전속된 호종 및 경호부대가 없었

으므로 소수의 수행요원들만 데리고 남천주 남천정에서 술천성 포구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태자 김법민 등이 음력 6월 18일 남천현에서 머물

지 않고 19.01km를 행군하여 오후 늦게까지 술천성 포구(今이포)에 도

착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말(馬)을 타고 이동하였을 것이다.

42) [도표 2. 고대 신라 군부대의 육로이동시(陸路移動時) 일과표(日課表 :추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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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의 육로이동시 일일 일과표(日課表)를 참고[도표 2]할 경우 태

자 김법민과 신라군 수뇌부들은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0일) 오후 17

시경 남천현 남천정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이들이 음력 6월 18일 17시

이후 말(馬)을 타고 남천현의 남천정을 출발하였다면 이포나루에 언제

도착하였는지를 계산해 보자. 여기서는 말(馬)의 시간당 이동속도를

4km/h, 일일이동시간을 8시간, 일일이동거리를 32km로 하여 이동소요

시간을 산출하였다.

☞ 남천현 남천정-술천성 포구(今이포) 間 거리(19.01km)÷말(馬)의 이

동속도(4km/h) = 이동소요시간 4시간 46분(4.77시간)

☞ 남천현 남천정 출발시간(17시) =이동소요시간(4시간 46분) = 술천성

포구 도착시간 21시 46분

상기와 같이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들이 승마상태에서 음력

6월 18일 17시에 남천현을 출발하여 평보속도(4km/h - 6.6km/h)로 이

동하였다면 남천주 남천정-술천성 포구(今 梨浦) 간 거리 19.01km를 4

시간 46분 정도 행군하여 술천성 이포나루(북위 37°23′21″ 동경

126°32′09″)에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0일) 21시 46분에 도착하였

을 것이다.

술천성 포구의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 일몰시간은 19시 42분이고

박명종(薄明終) 시간은 20시 24분이다. 이들은 박명종 시간이 조금 지

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술천성 포구-관미성 間 漢水水路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

력 6월 19일 08시에 술천성 포구(今 이포)에서 수군 大船 100척을 거느

리고 출발하여 한수수로를 따라 관미성 앞까지 이동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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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라 수군이 한수수로를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

균속도 산출

오늘날 軍事史家들이 신라 大船이 한강수로를 이동시 노에 의한 선

박의 평균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라 대선이 漢水수로를 이동하였

던 정확한 항해일지를 보아야한다. 그리고 항해일지에서 관련 역사자료

및 정보를 식별하여 이를 근거로 평균속도를 산출해야한다. 그러나 신

라 수군의 한수수로를 항해하였던 신라시대의 항해일지는 현재 전해지

는 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면 신라시대의 다른 항해일지를 참고하여 노

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신라군 수뇌부가 탑승

했던 병선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입당구법승(入唐求

法僧) 원인(圓仁)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항해

기록을 분석했다. 이 기록은 원인이 서기 847년 음력 9월 2일 당나라

산동반도 동쪽 끝 지점에 위치해 있던 적산(赤山)을 출발하여 음력 9월

3일 신라 땅 서안(西岸)을 거쳐 음력 9월 4일 신라 웅주(熊州) 서쪽바

다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정확한 속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다소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다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하면서 고려도경을 분

석했다. 서긍은 서기 1123년 음력 5월 24일(丙子)에 정해현(定海縣)〈今

中國 浙江省 寧波市 鎭海區〉 초보산(招寶山) 포구를 출발하여 음력 6

월 12일 예성항(禮城港)〈今京畿道 開豊郡 南面 碧瀾渡〉에 도착하기까

지의 항해기록을 고려도경에 남겼다. 서긍은 비교적 정확한 항해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활용하여 필자는 △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 △ 조류(潮流)의 유향(流向)과 유속(流速)이 선박의 속도에

미쳤던 영향(29.9%), △ 해면풍(海面風)의 풍향(風向)과 풍속(風速)이

고대선박의 속도(速度)에 미쳤던 영향(32.3%) 등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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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긍의 항해기록에서 산출한 △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

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신라 수군의 노에 의한 평균속도로 사용

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류의 영향(29.9%)과 해면풍의 영향(32.3%)도 신

라 수군에 적용하고자 한다.

신라 수군이 서해를 항해하였던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과 과 송

나라 서긍이 서해를 항해하였던 1123년 음력 6월 12일은 시간적으로

463년이라는 기나긴 간격이 있다. 그리고 신라 수군의 대선과 송나라

서긍의 선박은 크기와 형태도 상이하고 조수간만 및 해면풍의 상태 역

시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선박의 기본적 형태와 항해기술은 시대

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수간만과

해면풍도 또한 같은 방향과 동일한 속도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년 같

은 시기에 같은 형대로 일정한 범주 내의 크기로 반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긍 시대의 노(櫓)에 의한 선박의 항해속도

와 조류 및 해면풍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신라 수군에 적용하는 데

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신라 수군이 한수수로를 이동시 유속이 신라 병선(兵船)에 영향

을 미친 속도 산출

이러한 가정 하에 신라 大船이 한강수로를 이동시 한강의 유속이 신

라 대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강

의 유속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한강의 유속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 본 결과, 건설부가 한강의 유량과 유속, 수심 등을 공식으로 측정

하여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최초로 수록한 시기는 1962년부터이었다. 이

시기는 정부가 한강의 수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한강이 비교적 옛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가 한강의 유속

을 측정한 것이다. 서기 1962년, 1963, 1964, 1966, 1968년 자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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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1966년, 1968년 음력 5월, 6월, 7월의 유속자료(여주, 광진나루,

한강인도교)을 발췌하였다.43) 이를 분석한 결과 음력 5월, 6월, 7월의

최저(最低) 한강유속은 0.820 m/s 이다. 최고(最高) 한강 유속은 3.563

m/s 이다.

상고하건데 최저 유속은 갈수기 때 유속이고 최고 유속은 강우가

적당히 내린 이후의 유속일 것이다. 신라군 수뇌들이 한강수로를 이동

하였던 시기는 서기 660년 양력 7월 31일(음력 6월 19일)이다. 그러므

로 최고 유속(3.563m /s)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서기 660년 양력 7

월 31일(음력 6월 19일) 신라 태자 김법민 등이 대선 100척을 거느리고

한강수로를 따라 이동하였을 당시 한강의 유속(流速)으로 가정하였다.

시기적으로 서기 660년대와 서기 1960대는 130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음력 6월의 기상의 일반적 특성은 대동소이하다고 가정하였다. 신라 태

자 김법민 등은 병선 100척 거느리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양력

7월 31일) 술천성 포구(今이포)를 출발하여 사성(蛇城), 아단성(阿旦城)

앞 욱리하(郁里河), 개백현(皆伯縣) 앞 왕봉하(今 행주나루)를 경유하여

관미성(今오두산성) 앞까지 순류(順流)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였

다.

▷ 한강의 평균유속은 12826.8m/h(3.563m/sec × 60초 × 60분 )이었다.

▷ 유속(流速)이 兵船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29.9 %이었다.

▷ 한강의 평균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는 3.83km/h(12826.8m/h ×

0.299 = 3835.2132m/s) 이었다.

43) 이는 건설교통부가 한강유속(漢江流速)을 측정하여 한국 수문조사연보(水門調

査年譜 : 서기 1964년, 1966년, 1968년,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에 수록하

였던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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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라 수군이 漢水수로를 이동시 수면풍(水面風)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漢水水路를 이동할 때 水面風의 풍향 및 풍속이 선박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강의 수면

풍의 속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한강의 수면풍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양력 7월의 월평균 풍속은 [도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다. 다만 신라 태자 김법민 등은 순풍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였

다. 그리고 양력 7월의 풍속을 적용하였다.

 도표 3. 기상청 통계, 양평 및 서울지역 6월, 7월, 8월의 월평균 

풍속44)

구 분 양력 6월 양력 7월 양력 8월

양 평 1.1 m/ s 1.0 m/s 1.0 m/s 

서 울 2.3 m/s(8.28km/h) 2.3 m/s (8.28km/h) 2.1 m/s(7.56km/h) 

비고 서기 1971년 - 2000년 間 월평균 풍속, 단위는 km/h 이다.

▷ 서울지역의 한강의 7월 평균풍속은 8.28km/ h이었다.

☞ 2.3 m/s ☓ 60초 ☓ 60분 = 8280m/h

▷ 풍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 %이었다.

▷ 한강의 평균풍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2.67km/h이었다.

☞ 8.28km/h☓ 0.323 = 2.67444km/h) 이었다.

44). 기상청 홈페이지, 날씨정보, 관측자료, 기후자료, 평년값자료, 1971년-2000년 월

평균자료, 양평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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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라 수군이 한수수로를 이동시 술천성 포구-관미성 間 이동속

도 산출

신라 대선이 한강수로를 통과할 때 이동속도는 △ 노(櫓)에 의한 兵

船의 속도, △ 한강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한강의 수면

풍(水面風)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를 합한 값이다.

▷ 노(櫓)에 의한 병선의 속도는 3.52 km/h이다.

▷ 한강의 유속이 신라 兵船에 영향을 미친 속도는 3.83km/h이다.

▷ 한강의 수면풍(水面風) 풍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는

2.67km/h이다.

▷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大船 100척을 이끌고 술천성 포구부터 관

미성 앞까지 한수수로를 순류와 순풍을 타고 내려갔던 이동속도는

10.02km/h이다.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3.52 km/h)+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3.83

km/h)+수면풍 풍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2.67km/h) = 술천성 포구-관

미성 間 병선의 이동속도(10.02km/h)

〈5〉. 신라 수군이 한수수로를 이동시 술천성 포구-관미성 間 이동소

요 및 도정(道程) 산출

신라 태자 김법민 등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병선 100척을 이

끌고 술천성 포구(今이포)/(북위 37°23′21″ 동경 126°32′09″)를 출

발하여 관미성 앞 까지 한수수로를 이동할 때 수로이동도정(水路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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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程)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삼오종진(三伍縱陣)으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신라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

년 음력 6월 19일 (양력 7월 31일) 08시 00분에 술천성(述川城) 포구

(今이포)를 출발하였던 것으로 가정하였다.

▷ 신라수군 100척이 삼오종진으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선단장

경은 4912m이었다.(A-9. 신라 수군의 선단장경 참조)

▷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산출 식은 [선단장경(船團長徑) ÷ 이동속도(移

動速度)]이다. 삼오종진의 선단장경은 4912m이고 이동속도는 10.02

km/h이다. 그러므로 선당장경의 시간길이는 29분이었다.

☞ 선단장경 4.912 ÷ 이동속도 10.02km/h = 시간길이 0.49 → 0.49 × 60

분= 29.4분

신라군 수뇌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술천성 포구를 음력 6월 19일

08시에 출발하여 일몰시간 19시 40분까지 한강수로를 따라 이동하였다

면 11시간 40분 정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신라 수군의 한수수로 이동속도가 10.02km/h이므로 11시간 40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16.90km이었다. 술천성에서 관미성〈今

파주 오두산성〉 앞까지 거리가 114.6km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관미성 앞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포나루부터 관미성까지 거

리(114.6km)를 이동속도(10.02km/h)로 나누면 이동시간은 11시간 25분

(11.43시간)이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관미성 앞에 도착한 시간은 이포

나루 출발시간인 08시에 이동시간(11시간 25분)을 더하면 19시 25분이

다.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선단장경의 길이시간 29분을 선두 도착시간

에 더하면 19시 54분이다. 따라서 신라군 수뇌부들은 대선 100척을 이

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양력 7월 31일) 19시 25분부터 19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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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까지 관미성 앞까지 이동을 완료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 관미성

(37°46′17″N 126°40′24″E) 일대에서 정박하였을 것이다. 서기 660

년 음력 6월 19일(양력 7월 31일) 관미성 일대의 일몰시간은 19시 42분

이며 항해박병종(航海薄明終) 시간은 20시 47분이다.

(다). 관미성-덕물도 間 西海海路 이동소요 및 도정산출

〈1〉. 관미성-今월관나루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관미성(북위 37°46′17″ 동

경 126°40′24″) 앞을 음력 6월 20일 08시에 출발(가정)하여 유도(留

島)를 경유하여 今월관나루(북위 37°46′03″ 동경 126°30′58″) 앞까

지 이동하였다. 관미성 지역의 항해박명초(航海薄明初)는 04시 35분이

고 일출시간은 05시 38분이다. [도표 2. 고대 신라 군부대의 육로이동

시(陸路移動時) 일과표]를 참고할 경우 신라 수군은 일출시간(50시 38

분) 이후인 06시에 기상하여 취사 및 식사, 항해준비 등을 마치고 08시

경에 관미성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신라 수군이 관미성을 출발하여 월관나루까지 이동한 기간의 항해속

도는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 Ⓑ 조류(潮流)의 유속(流速)에 의

한 선박의 속도,, Ⓒ 풍력의 풍향(風向) 및 풍속(風速)에 의한 선박의

속도 등을 합한 것이다. 조류(潮流)의 속도(速度)가 병선의 속도에 미치

는 영향은 29.9% 이다. 풍력(風力)의 풍향(風向)과 풍속(風速)이 선박

(船舶)의 속도(速度)에 미치는 영향은 32.3% 이다.

〈가〉.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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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08

시 관미성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 및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이

와 관련된 자료를 국립해양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

립해양원은 19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류 값을 제공하고 있다.

조류(潮流)는 태양과 달 등에 의한 기조력(起潮力, tide-generating

forces) 때문에 생기는 수평흐름이다. 조류는 해류와 달리 일정한 방향

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방향과 속도가 변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변한다. 조류가 거의 정지한

상태를 게류(憩流), 조류가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전류(轉流)라고 한다.

전류는 약 6시간 12분마다 하루에 4회 발생하는데, 장소에 따라서는 2

회만 발생하기도 한다.45) 특정 지역에서 조류는 일정한 범위의 유향과

유속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력 월일을 기준할 경우 조류의 값은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필자는 2015년 음력 6월 20일 조류의 유향과 유속을 서기 660

년 음력 6월 20일 조류의 유향과 유속으로 가정하였다.

신라 수군이 음력 6월 20일 08시 관미성 앞(북위 37°46′37″ 동경

126°39′36″)에서 출발 하였을 때 조류의 유향(流向)은 154° 유속(流

速)은 69cm/s(2.484km/h)이었다.46) 신라 수군은 관미성 앞에서 今유도

(留島)까지 조류의 방향(154°)과 정반대의 역방향(334°)으로 이동하였

다. 따라서 조류가 신라 수군에 영향을 미친 속도는 - 0.742 km/h 이

45) http://www.khoa.go.kr 2016.06.17.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교싱, 해양조사, 조류

46) http://www.khoa.go.kr 2016.06.17.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예보, 해수유동정

보, 조류, 조류수치도 2014 정보(A) 예측시간설정(2015년 음력 6월 20일 08시 위

치 관미성 앞(북위 37°46′37″ 동경 12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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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 2.484km/h × 0.299 = - 0.742

km/h

〈다〉.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미성-今월관나루 구간의

평균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가 편

찬한 발해․황해․동해 해양도집47)〈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

풍속〉에 의하면 관미성-今월관나루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

면풍에 대한 측정치는 없다. 그래서 관미성-今월관나루 간 해면풍은 한

강 수로이동시 적용하였던 서울지역 7월~8월의 월평균 풍속을 적용하

였다. [도표 3 참조] 풍향은 신라 태자 김법민 등이 순풍을 타고 이동

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 한강의 평균풍속은 8.28 km/ h이다.

☞ 2.3 m/s ☓ 60초 ☓ 60분 = 8.28 km/h

▷ 풍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 %이다.

▷ 한강의 평균풍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2.674 km/h이다.

☞ 8.28km/h☓ 0.323 = 2.674 km/h 이다.
47) 中國 海洋圖集編委會, 발해 황해 동해 海洋圖集, 北京 해양출판사. 1993년 10월.

海面風圖 양력 8월(음력6월) : 이는 중국이 서해지역을 북위 1도, 동결 1도를 하

나의 구간으로 구획하고 이 지역의 해면풍을 1963년부터 1982년까지(미국이

1963년~ 1967년 측정치 포함) 측정하였는데 이를 통계화하여 해면풍도로 작성한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천만의 해면풍 측정수는 292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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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대선 100척

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8시 관미성을 출발 시 항해속도

는 5.452 km/h이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0.742 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2.674

km/h) = 5.452 km/h

〈라〉. 관미성-今월관나루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관미성 앞에서 今월관나루 앞까지 거리는

14.33km이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5.452 km/h이

다. 항해소요시간은 2시간 37분이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관미성 앞을

출발하였던 시간은 08시이다. 따라서 선두가 今월관나루 앞에 도착한

시각은 10시간 37분이다.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11시 31분이다. 후미는

今월관나루 앞에 선단장경의 길이시간 54분만큼 늦게 도착하였을 것

이다.

☞ 거리 14.33km ÷ 이동속도 5.452 km/h = 이동소요시간 2시간 37분

(2.62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5.452 km/h = 길이시간 54분(0.900

시간)

☞ 관미성 출발시간 08시 + 이동소요시간 2시간 37분 = 선두의 월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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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도착시간 10시 37분, 선두도착시간 10시 37분 + 선단장경 길이 시

간 54분 = 후미 도착시간 11시 31분

〈2〉.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今월관나루(북위 37°46′03″

동경 126°30′58″) 앞을 음력 6월 20일 10시 37분에 통과하여 갑비고

차진(甲比古次津)과 今염하수로(鹽河水路)를 경유하여 今광성보(廣城堡)

앞까지 이동하였을 것이다. 今월관나루 지역의 일출시간은 05시 11분이

며 일몰시간은 19시 58분이다. 항해박명초(航海薄明初)는 04시 01분 항

해박명종(航海薄明終)은 21시 08분이다.

〈가〉.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나〉.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

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0시 37분 今월관나루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

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0일 10시 37분 今월

관나루 앞(북위 37°46′03″ 동경 126°30′58″)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138° 유속은26cm/s(0.936km/h)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0일 조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220 -

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今갑관(甲串)나루

유향은 228° 유속은 32cm/s, 今광성보(廣城堡) 유향은 178° 유속은

151cm/s, 今황산도 유향은 178° 유속은 132cm/s이었다. 今염하수로 상

의 유속은 26~151cm/s이었다. 평균유속은 88.5cm/s이었다. 여기서는 평

균유속(88.5cm/s =3.186km/h)을 적용하였다. 염하수로에 위치해 있는

주요지점의 유향이 상이한 것은 今염하수로의 만곡(彎曲) 때문에 나타

난 현상이다. 신라 수군의 병선과 조류는 염하수로의 만곡된 협곡을 따

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신라 수군은 순류를 타고 항해했다

고 볼 수 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

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0.952 km/h이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치는 속도 : 조류의 유속 3.186km/h × 조류

의 영향 0.299 = 0.952 km/h

〈다〉.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

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

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월관나루에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월관나루-今광성

보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

(海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인천 근

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①번」에 해당하는 「B급(2~5m/s)

→ 7회 측정치」, 「C급(6~10m/s) → 8회 측정치」가 있다. 그런데 이

해면풍은 풍향이 360도이고 풍속이 5m/s(18km/h), 또는 10m/s(36km/h)

이었다. 신라 수군이 풍속 5m/s(18km/h)의 해면풍이나 풍속 10m/s

(36km/h)의 해면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경우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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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수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今월관나루-今광성보 간을

항해하였다면 당시 今월관나루-今광성보 간에는 360도 방향의 해면풍

이 없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今월관나루-今

광성보 간에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

〈라〉.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 + △ 해면풍

이 병선에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0시 37분 월관나루를 통

과하였을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4.472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0.952 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0 km/h) =

4.472 km/h

〈마〉. 今월관나루-今광성보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월관나루 앞에서 今광성보 앞까지 거리는

13.35km이었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4.472 km/h

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2시간 58분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월관

나루 앞을 통과하였던 시간은 10시 37분시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今광

성보 앞에 도착한 시각은 13시 35분이었다.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14시

40분이었다. 후미는 今황산도 앞에 선단장경의 길이시간 1시간 5분 만

큼 늦게 도착하였다.

☞ 거리 13.35km ÷ 항해속도 4.472 km/h = 이동소요시간 2시간 58분

(2.9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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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4.472 km/h = 길이시간 1시간 5분

(1.098 시간)

☞ 今월관나루 출발시간 10시 37분+ 이동소요시간 2시간 58분 = 선두

의 今광성보 통과시간 13시 35분, 선두도착시간 13시 35분 + 선단장경

시간길이 1시간 5분 = 후미 도착시간 14시 40분

〈3〉. 今광성보-今황산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3

시간 35분 今광성보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0일 13시 35분 今광성

보 앞(북위 37°39′31″ 동경 126°31′58″)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

은 184° 유속은 17cm/s(0.612km/h)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0일 조류

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 수군은

180도 방향으로 항해하였고 조류의 방향은 184도이었다. 따라서 신라

수군은 今광성보에서 今황산도까지 순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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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

도는 0.182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612km/h × 조류의

영향 0.299 = 0.182 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광성보에서 今황산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18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184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0.182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181 km/h이었

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82 km/h × COS 4°(0.997)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0.181 km/h

〈다〉.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광성보에서 발

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광성보-今황산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

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①번」에 해당하는 「B급(2~5m/s) →

7회 측정치」, 「C급(6~10m/s) → 8회 측정치」가 있다. 그런데 이 해

면풍은 풍향이 360도이고 풍속이 5m/s(18km/h)이거나 또는 풍속이

10m/s(36km/h)이었다. 신라 수군이 풍속 5m/s(18km/h)의 해면풍이나

풍속10m/s(36km/h)의 해면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경우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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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수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今광성보-今황산도 간을 항

해하였다면 당시 今광성보-今황산도 간에는 360도 방향의 해면풍이 없

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今광성보-今황산도

간에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

〈라〉.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대선 100척

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0시 35분 今광성보를 통과하였

을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3.701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0.181 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0 km/h) =

3.701 km/h

〈마〉. 今광성보-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광성보 앞에서 今황산도 앞까지 거리는

5.04km이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3.701 km/h이

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21분이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광성보 앞

을 통과하였던 시간은 13시 35이다. 따라서 선두가 今황산도 앞에 통과

한 시각은 14시 56분이다.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16시 1분이다. 후미는

今황산도 앞에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1시간 5분만큼 늦게 도착하였다.

☞ 거리 5.04km ÷ 항해속도 3.701 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21분

(1.3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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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4.472 km/h = 길이시간 1시간 5분

(1.098 시간)

☞ 今광성보 통과시간 13시 35분 + 항해소요시간 1시간 21분 = 선두의

今황산도 도착시간 14시 56분, 선두도착시간 14시 56분 + 선단장경 길

이시간 1시간 5분 = 후미 도착시간 16시 1분

〈4〉. 今황산도-今세어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4

시간 56분 今황산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0일 14시 56분 今황산

도 앞(북위 37°36′44″ 동경 126°32′42″)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

은 323° 유속은 25cm/s(0.900km/h)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0일 조류

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신라 수군은 今황산

도에서 今세어도까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역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

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의 유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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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0.269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900km/h × 조류의

영향 0.299 = -0.269 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황산도에서 今세어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154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323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269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263 km/h

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0.269 km/h × COS

11°(0.981)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263 km/h

〈다〉.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광성보에서 발

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황산도-今세어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

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①번」에 해당하는 「B급(2~5m/s) →

7회 측정치」, 「C급(6~10m/s) → 8회 측정치」가 있다. 그런데 이 해

면풍은 풍향이 360도이고 풍속이 5m/s(18km/h)이거나 또는 풍속이

10m/s(36km/h)이다. 신라 수군이 풍속 5m/s(18km/h)의 해면풍이나 풍

속 10m/s(36km/h)의 해면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경우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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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수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今황산도-今세어도 간을 항

해하였다면 당시 今황산도-今세어도 간에는 360도 방향의 해면풍이 없

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今황산도-今세어도

간에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

〈라〉.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4시 56분 今황

산도를 통과하였을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3.257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0.263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0 km/h) =

3.257 km/h

〈마〉. 今황산도-今세어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황산도 앞에서 今세어도 앞까지 거리는

6.15km이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3.257 km/h이

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52분이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황산도 앞

을 통과하였던 시간은 14시 56이다. 따라서 선두가 今세어도 앞에 통과

한 시간은 16시 48분이다.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18시 18분이다. 후미

는 세어도 앞에 선단장경의 길이시간 1시간 30분 만큼 늦게 도착하였

다.

☞ 거리 6.15km ÷ 항해속도 3.257 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52분

(1.8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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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3.257 km/h = 길이시간 1시간 30분

(1.508 시간)

☞ 今황산도 출발시간 14시간 56분 + 항해소요시간 1시간 52분 = 선두

의 今세어도 도착시간 16시 48분, 선두도착시간 16시 48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1시간 30분 = 후미 세어도 도착시간 18시 18분

〈5〉. 今세어도-今월미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6

시 48분 今세어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0일 16시 48분 今세어

도 앞(북위 37°34′16″ 동경 126°34′14″)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

은 340° 유속은 75cm/s(2.7km/h)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0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 수군은 今세

어도에서 今월미도까지 170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역류를 타고 항해

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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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 0.807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2.7km/h × 조류의 영

향 0.299 = - 0.807 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세어도에서 今월미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17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340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0.807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794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 0.807 km/h km/h ×

COS 10°(0.984)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794 km/h

〈다〉.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세어도-今월미

도에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세어도-今

월미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의 풍속은 중국 해양도

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④번」에 해당하는 「B급(2~5m/s)→ 4회 측정치」와 「C급

(6~10m/s)→ 19회 측정치」가 있다.

이 가운데 10m/s(36km/h)의 풍속을 적용하였다. 풍향이 180도이므로

신라 수군은 今세어도와 今월미도 간을 지날 때 순풍을 타고 今월미도

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었다. 해면풍(10m/s=36km/h)이 신라 수군의 병선에 미친 속도

는 11.628km/h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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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풍의 평균풍속 3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 11.628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세어도에서 今월미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170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180도이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

을 미친 속도(11.628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1.441 km/h

이다.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11.628km/h × COS

10°(0.984) = 항해방향환산 값 풍속 11.441 km/h

〈라〉.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6시간 48분 今

세어도를 통과하였을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14.167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0.794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11.441

km/h) = 14.167 km/h

〈마〉. 今세어도-今월미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세어도 앞에서 今월미도 앞까지 거리는

11.68km이었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14.16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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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49분이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세어도 앞을

출발하였던 시간은 16시 48분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今월미도 앞에 통

과한 시각은 17시 37분이었다.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17시 57분이었다.

후미는 今월미도 앞에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20분만큼 늦게 도착하였다.

☞ 거리 11.68km ÷ 항해속도 14.167 km/h = 항해소요시간 49분(0.82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14.167 km/h = 길이시간 20분(0.34

시간)

☞ 今세어도 출발시간 16시간 48분 + 항해소요시간 49분 = 선두의 今

월미도 통과시간 17시간 37분, 선두통과시간 17시간 37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20분 = 후미 今월미도 도착시간 17시 57분

〈6〉. 今월미도-今선재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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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7분 今월미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0일 17시간 37분 今월

미도 앞(북위 37°34′11″ 동경126°34′40″)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

향은 11° 유속은 28cm/s(1.008km/h)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0일 조류

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수군은 今

월미도에서 今선재도까지 194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역류를 타고 항

해했을 것이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 0.301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1.008km/h(28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301 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월미도에서 今선재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194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11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

친 속도(1.636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300 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0.301 km/h × COS 3°(0.998) =

항해방향 환산 값 유속 - 0.300 km/h

〈다〉.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월미도에 발생

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월미도-今선재도 일

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의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

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④

번」에 해당하는 「B급(2~5m/s)→ 4회 측정치」와 「C급(6~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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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측정치」가 있다. 이 가운데 10m/s(36km/h) 풍속을 적용하였다.

풍향이 180도이므로 신라 수군은 今월미도와 今선재도 간을 지날 때

순풍을 타고 今선재도 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

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었다. 해면풍(10m/s=36km/h)이 신라 수군

의 병선에 미친 속도는 11.628km/h 이었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3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 11.628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월미도에서 今선재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194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180도이었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11.628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1.279

km/h이었다.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11.628km/h × COS 14°

(0.970) = 항해방향 환산 값 풍속 11.279 km/h

〈다〉.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양력 8월1일) 17

시 37분 월미도를 통과하였을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14.499 km/h

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0.300 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11.279

km/h) = 14.499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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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今월미도-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월미도 앞에서 今선재도 앞까지 거리는

25.95km이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14.499 km/h

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46분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월미

도 앞을 통과하였던 시간은 17시 37분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今선재도

앞에 도착한 시각은 19시 23분이었다.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19시 42분

이었다. 후미는 今선재도 앞에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19분 만큼 늦게 도

착하였다. 今선재도(북위 37°15′29″ 동경 126°30′31″)의 음력 6월

20일(양력 8월 1일) 일몰시간은 19시 38분이고 항해박명종 시간은 20시

41분이었다. 신라수군은 음력 6월 20일 19시 38분 今선재도에서 일몰을

맞아 이곳에서 묘박(錨泊)하였을 것이다.

☞ 거리 25.95km ÷ 항해속도 14.499 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46분

(1.78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14.499 km/h = 길이시간 19분(0.33

시간)

☞ 월미도 통과시간 17시 37 + 항해소요시간 1시간 46분 = 선두의 선

재도 도착시간 19시간 23분, 선두도착시간 19시 23분 + 선단장경 길이

시간 19분 = 후미 선재도 도착시간 19시 42분

〈7〉. 今선재도-今피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

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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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나〉.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은 음력 660년 6월21일 08시에 今선재도를 출발하여 今피

도를 향하였다. 신라 수군이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향

과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오전 08시 今선재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

向)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1일

08시 今선재도(북위 37°15′02″ 동경 126°30′16″) 앞을 지날 때 조

류의 유향은 199° 유속은 157cm/s이었다.(2015년음력 6월 21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수군은 今선

재도에서 今피도까지 230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199도 유향의 조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1.689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5.652km/h(157cm/s)

× 조류의 영향 0.299 = 1.689 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선재도에서 今피도로 향하는 항해

방향은 23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199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1.689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655 km/h이었

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1.689 km/h × COS 11°(0.98)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1.655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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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

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선재도-今피도에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선재도-今피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의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

(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④번」에 해당하는 「B급(2~5m/s)→ 4회 측정치」와 「C급

(6~10m/s)→ 19회 측정치」가 있다.

이 가운데 10m/s(36km/h)의 풍속을 적용하였다. 풍향이 180도이므로

신라 수군은 今선재도와 今피도 간을 지날 때 측풍을 타고 今피도 쪽

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었다. 해면풍(10m/s=36km/h)이 신라 수군의 병선에 미친 속도

는 11.628km/h 이었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3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 11.628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선재도에서 今피도로 향하는 항해

방향은 230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180도이었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

을 미친 속도(11.628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7.465 km/h

이었다.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11.628km/h × COS

10°(0.642) = 항해방향 환산 값 풍속 7.465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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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

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

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오전 8시 今선재도

를 출발하였을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12.64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1.655 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7.465 km/h)

= 12.64 km/h

〈마〉. 今선재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선재도 앞에서 今피도 앞까지 거리는

22.49km이었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12.64 km/h

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46분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선재

도 앞을 출발하였던 시간은 음력 6월 21일 오전 8시 00분이었다. 따라

서 선두가 今피도 앞을 통과한 시각은 09시 46분이었다.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11시 8분이었다. 후미는 今피도 앞을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22분

만큼 늦게 통과하였다.

☞ 거리 22.49km ÷ 항해속도 12.64 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46분

(0.38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12.64 km/h = 길이시간 22분(0.33 시

간)

☞ 今선재도 출발시간 08시 + 항해소요시간 1시간 46분 = 선두의 今피

도 통과시간 9시 46분, 선두도착시간 09시 46분 + 선단장경 시간길이

22분 = 후미 今피도 통과시간 11시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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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今피도-今사승봉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라〉.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9시

46분 今피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을 확인해

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1일 9시 46분 今피도 앞(북위

37°08′51″ 동경 126°20′55″)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227° 유

속은 180cm/s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1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

월 21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수군은 今피도에서 今사승봉도

까지 275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227도 유향의 조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의 유속이 신라 수군에 미

친 속도는 1.939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6.48km/h(180cm/s) ×

조류의 영향 0.299 = 1.939 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피도에서 今사승봉도로 향하는 항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239 -

해방향은 275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27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1.939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462 km/h이었

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1.939 km/h × COS 48°

(0.754)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1.462 km/h

〈다〉.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피도에 발생하였

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피도-今사승봉도 일대에

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

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⑤번」에

해당하는 「B급(5m/s)」이었다. 신라 수군의 항해방향은 275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이 225도이므로 신라 수군은 今피도를 통과할 때 사풍

(斜風)을 타고 今사승봉도 쪽으로 항해하였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었다. 해면풍(5m/s=18km/h)이 신라 수군에 미

친 속도는 5.814km/h 이었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18km/h(5m/s)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5.814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피도에서 今사승봉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275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225도이었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5.814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3.732 km/h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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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5.814km/h × COS

50°(0.642)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유속 3.732 km/h

〈라〉.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오전 9시 46분

今피도를 통과하였을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8.714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1.462 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3.732

km/h) = 8.714 km/h

〈마〉. 今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피도 앞에서 今사승봉도 앞까지 거리는

6.18km이었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8.714 km/h

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42분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피도 앞을

지났던 시간은 오전 9시 46분이었다. 따라서 선두가 今사승봉도 앞에

통과한 시각은 10시 28분이었다.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11시 7분이었

다. 후미는 今하승봉도 앞에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33분만큼 늦게 도착

하였다.

☞ 거리 6.18km ÷ 항해속도 8.714 km/h = 항해소요시간 42분(0.709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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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8.714 km/h = 길이시간 33분(0.56 시

간)

☞ 피도 출발시간 9시 46분 + 항해소요시간 42분 = 선두의 사승봉도

도착시간 10시 28분, 선두도착시간 10시 28분 + 선단장경 시간길이 33

분 = 후미 선재도 도착시간 11시 7분

〈9〉.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今사승봉도-今덕물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나〉. 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10

시 33분 今사승봉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과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1일 10시 28분 사승봉도 앞(북위

37°09′09″ 동경 126°16′37″)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256° 유

속은 101cm/s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1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

월 21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수군은 今사승봉도에서 덕물도

까지 297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256도 유향의 조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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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미친 속도는 1.087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3.636km/h(101cm/s)

× 조류의 영향 0.299 = 1.087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사승봉도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297도이었고 조류의 유향은 256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

을 미치는 속도(1.087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085 km/h

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1.087km/h × COS

41°(0.999)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1.085 km/h

〈다〉. 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

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피도에 발생하

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사승봉도-덕물도 일대

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

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⑤번」에

해당하는 「B급(5m/s)」이었다. 신라 수군의 항해방향은 297도이고 해

면풍의 풍향이 225도이므로 신라 수군은 今사승봉도를 지날 때 사풍

(斜風)을 타고 덕물도 쪽으로 항해하였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

치는 영향은 32.3%이었다. 해면풍(5m/s)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5.814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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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풍의 평균풍속 18km/h(5m/s)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5.814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사승봉도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29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225도이었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치는 속도(5.814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796

km/h이었다.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5.814km/h × COS

72°(0.309)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유속 1.796 km/h

〈라〉. 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대선 100척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10시 28분 今사

승봉도를 지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6.401 km/h이다.

☞ 노(櫓)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1.085 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1.796 km/h)

= 6.401 km/h

〈마〉. 今사승봉도-덕물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航海道程) 산출

신라 수군이 항해하였던 今사승봉도 앞에서 덕물도(今덕적도 鎭里)

앞까지 거리는 14.06 km이었다. 신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

도는 6.401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2시간 11분이었다. 신라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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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부와 병선 100척의 선두가 今사승봉도 앞을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10시 28분이었다. 따라서 병선 100척의 선두가 덕

물도(今덕적도 鎭里) 앞에 도착한 시각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12

시 39분이었다.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13시 25분이었다. 후미는 덕물도

(今덕적도 鎭里) 앞에 선단장경의 시간길이 46분 만큼 늦게 도착하였

다. 덕물도 진리(37°13′36″N, 126°09′24″E)의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일몰시간은 19시 38분이었다.

도표 4. 남천정-술천성 포구-今선재도-덕물도 간 도정(道程)

구분 일자 출발, 도착 경유지

D일 6월 18일 출발 남천정 출발 17시

도착 술천성 포구 21시 46분

D+1일 6월 19일 출발 술천성 포구 출발 8시

도착 관미성 도착 19시 54분

경유 今양평 今沙灘 今덕소리 今黑石津 今왕봉하 今감암진

D+2일 6월 20일 출발 관미성 출발 8시

도착 선재도 도착 19시 38분

경유 今월관 今광성보 今황산도 今세어도 今월미도 今선재도

D+3일 6월 21일 출발 선재도 출발 8시

도착 덕물도 도착 12시 39분

경유 今영흥도 外里 今창도 今피도 今사승봉도

☞ 거리 14.06 km ÷ 항해속도 6.401 km/h = 항해소요시간 2시간 11

분(2.19 시간)

☞ 선단장경 4.912km ÷ 이동속도 6.401 km/h = 길이시간 46분(0.767

시간)

☞ 今사승봉도 통과시간 10시 28분 + 항해소요시간 2시간 11분 =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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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물도(今덕적도 鎭里) 도착시간 12시 39분, 선두도착시간 12시 39

분 + 선단장경 시간길이 46분 = 후미의 덕물도(今덕적도 鎭里) 도착시

간 13시 25분

(3). 남천정-덕물도 間 『 신라군 수뇌부 사용 이동로』 식별

상기 〈Ⅱ-다-(1), Ⅱ-다-(2)〉 문항은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 100척을 이끌고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하

는데 있어서 가용했던 2개의 이동로를 각각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의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출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가용 이동로 2개

가운데 신라군 수뇌부들이 실제 사용하였던 이동로를 식별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7년 조에 의하면 태종무열왕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0일) 남천정에 이르러 신라군 수뇌부에

게 병선 100척을 이끌고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가서 당나라 대장군 소

정방을 만나도록 명령하였다. 명을 받은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가용 이동로는 2개였다. 하나는

남천정-당항포-덕물도 間을 잇는 이동로였고 다른 하나는 남천정-술천

성 포구(今 이포)-덕물도 間 잇는 이동로였다.

전자의 경우는, 남천정에서 구성현, 매홀군, 당성군, 당항성을 경유하

여 당항포에 이르기까지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항포에서

今화량진, 今제부도, 今흘관도, 今영흥도 외리, 今피도, 今사승봉도를 경

유하여 今덕적도 진리까지는 서해해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남천정에서 술천성 포구(今이포)까지는 육로로 연결

되어 있었고 술천성 포구에서 관미성(今 오두산성)까지는 한수수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관미성에서 今월관나루까지는 今조강수로(朝

江水路)로 연결되어 있었다. 今월관나루에서 남쪽으로 今갑곶나루를 지

나 今 황산도까지는 오늘날 今강화도와 今김포반도 사이의 今염하수로

로 연결되어 있었다. 今황산도부터 今월미도, 今팔미도, 今선재도, 今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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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도 외리, 今피도, 今사승봉도를 경유하여 今덕적도 鎭里에 이르기 까

지는 서해해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본문에서는 2개의 가용 이동로가운데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이

실제 사용했던 이동로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신라군의 일일

도보 및 기마행군속도와 항해속도를 적용하여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이 가용 이동로 2개를 사용했을 경우, 각각의 이동소요와 도정을

상기 내용〈Ⅱ-다-(1), Ⅱ-다-(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증적

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이 전자인 남천정-당항포-덕물

도 間을 잇는 이동로(156km)를 사용하였을 경우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의 선두는 덕물도(今덕적도 鎭里)에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오

후 17시 20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후미는 음력 6월 23일 오후 18시 42

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반면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이 후자인 남천정-술천성 포구-덕

물도 間을 잇는 이동로(252km)를 사용하였을 경우 신라군 수뇌부와 병

선 100척의 선두는 덕물도(今 덕적도 鎭里)에 서기 660년 음력 6월 21

일 오후 12시 39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후미는 음력 6월 21일 오후 13

시 25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7년 條는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

척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덕물도(今 덕적도 鎭里)에 도착하였다

고 했다.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移動路는 두 개의

이동로 가운데 남천정-술천성 포구-덕물도 間을 잇는 이동로(252km)

뿐이었다.

따라서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양

력 7월 30일)부터 음력 6월 21일(양력 8월 2일) 間 남천정에서 덕물도

(今 덕적도 鎭里)로 가기위해 사용했던 이동로는 남천정-술천성 포구-

덕물도 間을 잇는 이동로(252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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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라군 수뇌부의 덕물도-황산 間 이동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7년 條에 의하면 태자 김법민, 대장

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여 당나라 소정방을 만났다. 아래 [B-1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소정방은 태자에게 “나는 7월 10일 백제 남쪽에 도착하여, 대왕의 군

사와 만나 의자의 도성을 격파하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소정

방은 (태자) 김법민을 (덕물도에서)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게

하였다” 이에 태자 김법민은 덕물도에서 돌아와 소정방의 군세가 매우

성대하다는 것을 무열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무열왕은 태자와 대장군

김유신, 장군 김품일, 김흠춘 등으로 하여금 정병 5만을 거느리고 가서

응원하게 했다. 대왕(김춘추)은 장수와 병사를 거느리고 다른 길을 이

용하여 금돌성에 이르렀다. 그리고 태자 김법민 및 대장군 김유신 등은

행재소에서 무열왕과 헤어져 다른 길를 이용하여 음력 7월 9일 황산

(黃山)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이미 백제 장군 계백(伯)이 군사를 거느

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에 삼영(三營)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기(下記) 기사(A-72, A-73, A-74, A-75)에 의하면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은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한

후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만나 나․당 양군의 연합작전에 대하여 논

의 하였고 그 결과 나․당 양군이 음력 7월 10일 백제 남쪽 진구(津口)

에서 만나 의자의 도성을 격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당나라군은 바닷길을 이용하여 백제 남쪽진구(津口)로 이동하고 신라군

은 육지 길로 이동하여 백제 남쪽 진구(津口)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은 덕물도

를 출발하여 무열왕이 대기하고 임시 행재소(?)로 이동한 다음에 무열

왕을 만나 소정방의 군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보고했다. 무열왕은 태자

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임시 행재소(?)를 출발하여 다른 길로 다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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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였던 금돌성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태자와 대장군 김유신, 장군

김품일, 김흠춘 등은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임시 행재소(?)를 출발한 다

음에 탄현을 거쳐 음력 7월 9일 황산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는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

부가 덕물도에서 나․당 연합작전계획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덕물도를

출발하여 황산을 거쳐 진구(津口)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들이 이동하였던 「덕물도-황산-진구」 間 이동로는 덕물도를

출발하여 무열왕이 기다리고 있던 임시 행재소(?)에 도착하여 나․당

연합작전협의 결과를 보고였고 이 후에 임시 행재소(?)에서 출발하여

탄현과 황산을 경유하여 진구에 이르는 즉 「덕물도-임시 행재소(?)-

탄현-황산-진구」를 잇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덕물도-임시 행재소(?)-탄현-황산-진구」 간의 이동로는

너무 개략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동했던 이

동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

르기까지 군사이동에 관련된 정보와 이론, 실제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덕물도-임시 행재소(?)-탄현-황산-진구」를 잇는 구체적 이동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A-72 .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太宗 武烈王 七年(660년) :

소정방이 (태자) 김법민에게 “나는 7월 10일 백제 남쪽에 도착하여, 대

왕의 군사와 만나 의자의 도성을 격파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민은

“우리 대왕께서는 지금 대군이 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만일 대장군

의 도착 소식을 들으신다면, 틀림없이 잠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라도

달려오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정방은 기뻐하며 법민을 (덕물도

에서)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게 하였다. 법민이 돌아와 정방의

군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말했다. 왕은 기쁨을 금치 못하고, 태자와 대

장군 유신, 장군 품일, 흠춘[춘을 순이라고도 한다.] 등으로 하여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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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5만을 거느리고 가서 응원하게 하였다. 왕은 금돌성에 머물렀다. 가

을 7월 9일에 유신 등이 황산(黃山) 벌판으로 진군하니, 백제 장군 계

백(伯)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세 군데에 진

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A-73. 三國史記 卷第四十二 列傳 第二 金庾信 중(中) : 태자가 장군 소

정방 을 만나니 (소)정방이 태자에게 “나는 바닷길로 가고 태자는 육

지 길로 가서 (음력)7월 10일 백제의 왕도(王都)인 사비(泗沘)의 성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였다. 태자가 와서 대왕에게 고하니 [대왕은] 장수

와 병사를 거느리고 행군하여 사라(沙羅)〈沙伐亭을 沙羅亭으로 誤記,

여기서는 사벌정이 있던 今突城〉48)의 정(亭)에 이르렀다.

A-73. 三國遺事 卷 第一 王曆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 : 당군으로

하여금 백강(白江 : 伎伐浦)을 따라 내려오게 하되 배를 벌리지(方舟)

못하게 할 것이며(莫若使唐兵入白江), 신라의 군사로 하여금 탄현(炭峴)

을 올라서 좁은 길을 따라 말을 나란히 하고 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런 때에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치게 되면 삼태기(籠) 속에 든 닭이며

그물(罹網)에 든 고기와 같을 것입니다.”라 하니, 왕이 “그렇도다.” 하였

다. 그런데 당나라와 신라의 병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

이 전해졌다.

A-74. 三國遺事 卷 第一 王曆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 : 신라군이

진군하여 당군과 합세해 진구(津口)에 이르러 강가(瀕江)에 군사를 주

둔시켰다.(進軍合兵薄津口瀕江屯兵)

48) 사라정(沙羅停)은 사벌정(沙伐停)을 오기(誤記)한 것이다. 사라정(沙羅停)은 신라가 통일

후에 백제 땅 웅주(熊州)에 설치하였던 향토방위조직이었다. 사벌정은 상주(上州)에 위치

했던 상주정의 별칭이었다. 삼국사기 찬술자가 사벌정을 사라정으로 오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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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관련 주요 고려사항

(1). 羅․唐 연합군의 최종목표, 상호연결지점 및 일자

신라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여 당나라 소정방과 만나 연합작전회의를 열고 나․당

연합군의 최종목표와 상호연결지점 및 일자를 협의하였다. 그 결과

나․당 양군의 수뇌들은 음력 7월 10일 백제 남쪽에서 양군이 만나(百

濟南, 與大王兵會) 의자의 도성(義慈 都城)[A-73 참조]을 격파하기로

하였다.49)

즉 최종목표를「의자의 도성」으로 하고 나․당 양군의 상호연결지

점을 백제 남쪽으로 하였다. 여기서 백제의 도성은 사비성(泗沘城)을

뜻하는데 오늘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이다. 백제의 남쪽은 진구(津

口)50)[A-75 참조]를 의미하는데 이는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江景邑)이다.51) 상호연결 일자는 음력 7월 10일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는 당나라 소정방과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한 이

후 덕물도를 출발하여 복귀한 첫 번째 이동로는 덕물도[A-72 참조]를

출발하여 태종 무열왕이 신라군 수뇌부를 기다라고 있던 임시 행재소

까지의 경로였다. 그리고 신라군 수뇌부들은 태종무열왕과 임시행재소

에서 헤어진 이후 이동하였던 두 번째 이동로는 임시행재소를 출발하

여 탄현(炭峴)[A-74 참조], 황산, 진구[A-75 참조]를 경유하여 사비성

49)『삼국사기』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렬왕 7년 6월 21일：王遣太子 法敏 領

兵舩 一百艘迎 定方 於 德物島 定方 謂 法敏 曰吾欲以七月十日至百濟南與大王兵

會屠破 義慈 都城

50) 삼국유사』권 제1 기이 제1 太宗春秋公 “進軍合兵薄 津口 瀕江屯兵”

51) 필자 주(註) : 진구(津口)는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江景邑)이다. 삼국

유사는 당나라군이 진구에 상륙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당나라 소정방의 대군이

함대를 접안시켜 상륙할 수 있는 공간은 지형적으로 길고 넓은 강변(오늘날 금

강)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은 금강(錦江)과 논산천(論山川)

이 만나는 합류점 일대의 강변 및 벌판이다. 즉 강경읍 강변 및 벌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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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경로였다.

(2). 신라군 중간집결지 선정

이에 앞서 신라 태종 무열왕과 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면서 대(對) 백제 전에 투입하기로 한 20개52)의 전

투부대들을 나․제 국경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즉 신라군 수뇌

부들은 각급 전투부대들로 하여금 주․군․현의 기존 주둔지에서 나․

제 국경지역의 새로운 중간집결지로 위치를 전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신

라군 수뇌부들이 전투부대들을 중간집결지에 사전 배치시키고자 한 것

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즉 나․당 양군이 연합작전회의에서

최종목표와 상호연결지점 및 일자를 결정하면 이후 신라군 수뇌부들은

덕물도를 출발하여 무열왕이 대기하고 있던 임시 행재소로 돌아와서

나․당 연합작전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군 수뇌부

는 나․당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신라군의 이동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하고 전투부대들에게 이동명령을 하달하였을 것이다. 이 때 중간집결지

에 대기하고 있던 전투부대들이 이동명령을 받자마자 나․당 양군의

연결지점을 향해 즉시 진군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한편 신라군 수뇌부는 왕경을 출발하기 이전에 나․당 연합군이 공

동으로 지향해야할 최종목표와 羅․唐 양군이 상호연결하기에 유리하

다고 판단되는 지점 등을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하였을 것이다. 또한 연

결지점과 및 최종 목표와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던 국경

선 부근의 군사적 요충지를 중간집결지를 선정해 놓았을 것이다. 그리

고 예하 전투부대들에게 지정된 중간집결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전투부대에게 중간집결지에 대기하면서 출동명령을 기

다리도록 하였을 것이다.

52) 윤일영, 황산벌 전투의 신라군 전투서열 연구(대백제전에 투입한 전투부대 수

및 명칭), 국방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79호,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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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고(詳考)해 보면, 신라군 수뇌부는 왕경을 출발하기 오래 전

에 이미 충분한 나․당 연합작전에 대한 연구를 거쳐 예상되는 상호연

결지점과 최종목표를 가정하고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중간집결지를 선

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서시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면서

각급 전투부대들에게 중간집결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덕물도에서 나․당 양군의 수뇌부가 연합작전회

의에서 최종목표와 상호연결지점 및 일자를 최종 결정하고 덕물도에서

돌아와서 최종 출동명령을 하달하기 전까지 예하부대들에게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도록 명령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신라군 수뇌부가 각급전투

부대들을 집결시킨 중간집결지의 위치를 연구 한 바 있다. 중간집결지

가운데 하나는 삼년산성(三年山城)〈今충북 報恩郡 報恩邑 漁岩里 烏頂

山〉이고 다른 하나는 금돌성(金突城)〈今경북 尙州市 牟東面 壽峯里

白華山 古城〉이었다.53)

(3). 신라군 중간집결지 배치

신라군 수뇌부가 음력 7월 9일 황산전투에 투입했던 전투부대들은 8

개 부대였다. 수뇌부들은 이 부대들을 주․군․현 주둔지에서 중간집결

지였던 삼년산성과 금돌성으로 전환하여 배치시켜 놓고서 연합작전계

획에 따른 행군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중간집결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

을 것이다. 당시 신라 군 수뇌부들은 이들 8개 전투부대들을 주둔지에

서 중간집결지로 위치를 전환시키면서 심사숙고하였을 것이다. 부대의

위치전환과 부대이동 자체가 전략과 전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착오나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향후 예상되는 전술적 상황과 부대

들의 임무 및 부대구성 주둔지와 중간집결지 간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어느 중간집결지에 어느 부대를 배치시킬 것인가를 검토

53) 윤일영, 신라군의 행군과 군수[Ⅱ행군속도],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6호 2008

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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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부대구성이라 함은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

대 등이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2개 내지 3개 부대를

하나의 제대로 묶어서 구분한 것이다. 고대군의 부대구성에 대한 사례

를 들면 고대의 군은 여러 개의 각종 예하부대들을 좌군, 중군, 우군으

로 구분하여 하나의 제대로 묶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부대구성과 같은

것이다. 고대군은 전투부대를 중간집결지 별로 나누어 배치시키거나 전

투장에 진지 별로 나누어 배치시킬 경우 전투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대를 구성하였는데 신라군 수뇌부들도 신라군을 중간집결

지에 배치하면서 부대를 다시 구성하였을 것이다.

도표 5. 황산벌 전투시 신라군의 좌군, 중군, 우군 편성54)

구분

장군직위 4인 

부대(지휘관 :

衿色)

장군직위 3인 

부대(지휘관 :

衿色)

장군직위 2 

부대(지휘관 : 

衿色)

장군직위 없는 

부대(지휘관 

: 衿色)

좌군

(左軍)

上州停(김품일 : 

靑赤) 上州

誓幢(文品 : 

綠紫) 王京

중군

(中軍)

大幢(김유신 :

紫白) 王京

下州停(義服:

白紫) 大耶州

南川停( : 黃), 

四設幢( : 無衿) 

우군

(右軍)

貴幢(김흠순 :

靑赤) 上州

 郎幢(義光 :

紫綠) 王京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황산벌 전투 시 신라군의 부대구성에 대한 연

구를 한 바 있는데 [도표 5]와 같다. 당시 신라 수뇌부는 중군에 대당 ,

하주정, 남천정, 사설당을 소속시켰고 좌군에 상주정, 서당을, 우군에

귀당 낭당을 소속시켰다.

54) 윤일영, [황산벌전투의 신라군 전투서열 연구], 군사(제79호), 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 2011.6.15., p 199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254 -

신라군 수뇌부는 중간집결지에 전투부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을

것이다. 3군 가운데 중군에 해당하는 대당과 하주정, 남천정 사설당을

삼년산성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김유신은 신라군의 최고 사령관인 동시

에 대당의 부대 지휘관이었다. 대장군 김유신이 덕물도에서 나․당 연

합작전회의를 마치고 귀로에 오르면 중간집결지에서 대당과 합류하여

대당의 지휘관으로서 이를 인솔하여 황산으로 행군해야 했었다. 중간집

결지인 삼년산성과 금돌성 가운데 삼년산성이 김유신의 귀로(歸路) 가

까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대당의 지휘관인 김유신과 대당이 조기에 합

류할 수 있도록 신라군 수뇌부는 대당을 삼년산성에 배치시켰을 것이

다. 그리고 신라는 남천주에 있던 남천정을 남천현에서 거리상으로 가

까운 삼년산성에 배치시켰을 것이다. 또한 압독주(押督州)에 있던 하주

정을 삼년산성에 배치시켰을 것이다.

하주정은 660년 당시 압독주(押督州)〈今경북 慶山市 押梁面 押梁里

獐山城〉에 주둔해 있던 부대였다. 하주정은 오늘날 경산 압량을 출발

하여 今대구(大邱) 달성동-今하빈(河賓)-인동(仁同)-今비산진(緋山津)에

서 낙동강을 도하(渡河)한 다음 今개령-今금산-今추풍(秋風)-今황간(黃

間)-今청산을 거쳐 삼년산성에 이르러 중군과 합류하였을 것이다.

사설당은 상주(尙州 : 오늘날 경북 상주)에 주둔(추정)해 있던 부대

였다. 사설당은 노당(弩幢), 운제당(雲梯幢), 충당(衝幢), 석투당(石投幢)

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로서 신라군에 하나밖에 없는 첨단기능부대였다.

기능상 좌․중․우군 전체를 일반 지원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을 것

이다. 그래서 사설당은 최고지휘관이 직접관할하고 있던 중군에 소속시

켰을 것이다. 당시 중군에 예속된 부대들이 김유신과 합류하기 위하여

삼년산성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 사설당도 삼년산성에서 대기하고 있

었을 것이다. 대장군 김유신은 신라군 최고사령관이었고 중군의 지휘관

이었으며 동시에 대당의 부대지휘관으로써 대당을 직접 인솔하여 삼년

산성에서 황산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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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라군 수뇌부는 3군 가운데 좌군(上州停, 誓幢)과 우군(貴幢,

郎幢)을 중간집결지였던 금돌성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좌군 가운데 상

주정은 오늘날 상주에 주둔해 있었고 서당은 오늘날 경주에 주둔해 있

었으므로 거리상 가까운 금돌성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또한 우군 가운

데 귀당은 오늘날 상주에 주둔해 있었고 낭당은 오늘날 경주에 주둔해

있었으므로 거리상 가까운 금돌성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김품

일, 김흠순이 좌군과 우군을 각각 인솔하여 금돌성에서 황산으로 향하

였을 것이다.

(나). 태종 무열왕 및 태자 김법민 등 회동․보고장소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7년 條에 의하면 태자 김법민 등은

덕물도에서 돌아와 무열왕에게 소정방 군의 군세와 나․당 연합작전협

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후 무열왕은 태자 등 군 수뇌

부들에게 정병 5만을 거느리고 가서 소정방 군을 응원하도록 하였

다.[A-72기사 참조] 여기서 소정방 군을 응원하라는 뜻은 백제 남쪽의

진구(津口)〈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江景邑)〉로 이동하여 당나라 소

정방 군과 합류하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 자신은 군 수뇌부

와 헤어져 다른 길을 이용하여 병사(경호부대)를 거느리고 금돌성으로

이동하였다. [A-73기사 참조]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태종 무열왕이 태자 등 군 수뇌부와 회동하여

보고를 받은 임시 행재소(?)는 무열왕이 금돌성을 향하여 출발한 곳이

면서 태자 등 군 수뇌부들이 진구를 향해 출발했던 곳이었다. 다시 말

하면 보고 장소였던 임시 행재소는 금돌성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금돌성과 진구로 가는 갈림길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러한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삼년산성뿐이었다.

삼년산성은 당시 삼년산군(三年山郡)〈今報恩〉-고시산군(古尸山郡)

〈今沃川〉-진내군(進乃郡)〈今錦山〉-탄현(炭峴)〈今完州郡 雲洲面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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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里〉-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今連山〉-가지내현(加知奈縣)〈今論

山〉을 거쳐 진구(津口)〈今江景〉를 잇는 길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굴현(屈縣)〈今靑山〉-소라현(召羅縣)〈今黃間〉 을 거쳐 금돌성(今突

城)〈今 尙州市 牟東面 白華山 古城〉으로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삼년산성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신라군의 중간집결지로

서 대당과 남천정, 사설당 등 중군이 대기하고 있던 곳이기도 했다. 군

사 지리적 입지와 중간집결지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할 경우 태종 무열

왕이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로부터 나․당 연합작전협의 결과

를 보고 받은 임시 행재소는 다름 아닌 삼년산성이었을 것이다.

나. 덕물도-황산 間 가용 이동로 및 포구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황산 간을

이동시 사용하였던 이동로를 밝히기 위해서는 덕물도에서 황산에 이

를 수 있었던 가용 이동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신라 수뇌부가 덕

물도에서 황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 방안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

방안은 덕물도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한 다음에 서해해로를 항해하여

남양만(南陽灣) 연안의 포구〈당항포〉에 상륙한 후에 육로를 따라 탄

현과 황산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덕물도-당항포-탄현-황산 간 이동

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방안은 덕물도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

한 다음에 서해해로를 항해하여 漢水 하구(河口)〈관미성〉로 이동 후

에 다시 漢水를 거슬러 올라가서 漢水 변의 포구〈술천성 포구〉에 상

륙한 다음에 남천정에서 황산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덕물도-관미성

-술천성 포구-남천정-탄현-황산 間 이동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첫째 방안을 선택 시 신라군 수뇌부는 일단 남양만 연안의 포구(당

항성)에 상륙한 다음에는 병선(兵船)에서 내려 육로를 따라 태종 무열

왕이 기다리고 있던 삼년산성으로 이동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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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삼년산성에서 황산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즉 덕물도-당항포-삼년

산성-탄현-황산 간 이동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방안 선택 시 신라군 수뇌부는 漢水 변 포구에 상륙한 다음에

병선에서 내려 육로를 따라 태종 무열왕이 기다리고 있던 삼년산성으

로 이동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황산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즉 덕물도-관미성-술천성 포구-남천정-삼년산성-탄현-황산 間 이동로

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군 수뇌부는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는 동안 해

로 및 수로, 그리고 육로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덕물도-황산 간 이동로를 규명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시 가용했던 해로 및 수로, 육로 모두를 복

원할 필요가 있다.

(1). 이동로 복원

서해해로 및 수로를 복원하는 방법은 상기의 「Ⅱ-3-나-(1). 이동

로 복원」과 같다. 이를테면 서해해로를 복원하는 방법은 덕물도와 남

양만(南陽灣)의 포구(당항포)을 잇는 이동로 중간에 위치해 있던 주요

도서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서해해로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덕물도와 漢水 하구(河口)의 관미성을 잇는 이동로 중간에 위치

해 있던 주요 도서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서해해로를 추적하는 방식이

다.

水路를 복원하는 방식은 한수하구에 위치해 있던 관미성과 漢水 중

류에 위치해 있던 술천성 포구(今梨浦)을 잇는 이동로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주요 주․군․현과 나루(津)를 연결하고 있었던 한수수로를 추

적하는 방식이 이다.

육로를 복원하는 방법은 남양만의 포구(당항포)와 삼년산성 중간에

위치해 있던 주요 주․군․현(州郡縣)을 연결하고 있던 이동로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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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또한 술천성 포구(今梨浦)와 삼년산성 중간에 위치해 있

었던 주요 주․군․현(州郡縣)을 연결하고 있던 이동로를 추적하는 것

이다. 그리고 삼년산성과 탄현 및 황산 중간에 위치 해 있었던 주․

군․현(州郡縣)을 연결하고 있었던 이동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2). 가용 이동로 및 입지조건 비교

(가). 가용 이동로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나․당 연합작전회의(음력 6월 21일 -

6월 23)를 마치고 6월 24일 덕물도를 출발하였다.(추정) 당시 군 수뇌

부들이 덕물도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덕물도에서 삼년산성 또는 황산으

로 이동시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었던 가용한 이동로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할 때 이미 사용했던 이동로

를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이동로를 대상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황산까

지 갈 수 있는 이동로를 식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당시 해로와 수로,

주군현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경우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는데

가용했던 대표적인 이동로는 2개였다.

즉 하나는 덕물도-관미성-술천성포구-탄현-황산을 연하는 이동로이

었다. 이는 덕물도에서 관미성까지는 서해해로를 이용하고 관미성에서

술천성 포구까지는 한수수로를 이용하는 이동로였다.此 이동로를 따라

덕물도에서 한수하구에 위치해 있던 관미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안항

해를 하였을 것이다. 연안항해 항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

했던 대동지지가 전하고 있는 연안항로였을 것이다. 대동지지의 연안항

로와 연안의 도서(島嶼), 연안의 오늘날 수로(水路), 조수간만 시 물골

등을 참고할 경우, 덕물도에서 관미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덕물도, 今사

승봉도, 今피도, 今영흥도外里, 今선재도, 今팔미도, 今월미도, 今황산도,

갑비고차진〈今갑곶나루〉, 今월관나루, 관미성 間을 경유해야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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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기 660년 신라 군 수뇌부가 덕물도-사비성 間 이동시 고려 가능했던  이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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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수하구에 있던 관미성에서 술천성 포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시 한수수로 상의 州․郡․縣과 포구를 경유했을 것이다. 즉 관미성

〈今烏頭山城〉에서 출발하여 왕봉하〈今행주나루〉, 제차파의현〈今공

암나루〉, 今여의도 및 마포, 사성(蛇城)〈今風納土城〉 우협(右挾), 아

단성(阿旦城)〈今阿且山城〉 좌협(左挾), 今광나루, 今경안천 입구, 양근

현(楊根縣)〈今양평군 옥천면〉을 경유하여 술천성 포구에 이르렀을 것

이다. 그리고 술천성 포구에서 황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로를 따라 남

천정-삼년산성-탄현을 경유하여 황산에 이르렀을 것이다. 다만 술천성

포구에서 삼년산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술천성 포구와 삼년산성 간

에 위치해 있었던 남천주의 남천정, 개차산군, 금물노현, 상당현, 낭성

(琅城)과 같은 州․郡․縣을 반드시 경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삼년산성

에서 황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년산성과 황산 사이에 위치해 있던 아

동호현, 고시산군, 구천(狗川)〈今沃川郡 郡西面 聖王死節地〉, 진내군,

今백령성, 탄현, 今용계산성, 今모촌산성과 같은 州․郡․縣과 관방시설

을 경유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탄현-황산을 연하는 이동로이

었다. 이는 덕물도에서 당항포까지는 서해해로를 이용하고 당항포에서

황산까지는 육로를 이용하는 이동로였다. 此 이동로를 따라 덕물도에서

남양만에 위치해 있던 당항포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안항해를 하였을

것이다. 연안항해 항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했던 대동지

지가 전하고 있는 연안항로였을 것이다. 대동지지의 연안항로와 연안의

도서(島嶼), 연안의 오늘날 수로(水路), 조수간만 시 물골 등을 참고할

경우, 덕물도에서 당항에 이르기 위해서는 덕물도, 今사승봉도, 今피도,

今영흥도 外里, 今흘관도, 今제부도, 今화량진, 당항포 간을 경유해야했

을 것이다. 그리고 당항포에서 황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로를 따라 당

항포-삼년산성-탄현을 경유하여 황산에 이르렀을 것이다. 다만 당항포

에서 삼년산성으로 이동하기위해서는 당항포와 삼년산성 간에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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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당항성, 당성군, 매홀군, 부산현, 나혜홀, 금물노현, 상당현, 낭성

(琅城) 간을 경유해야했을 것이다. 그리고 삼년산성에서 황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년산성과 황산 사이에 위치해 있던 아동호현, 고시산군, 구

천(狗川)〈今沃川郡 郡西面 聖王死節地〉, 진내군, 今백령성, 탄현, 今용

계산성, 今모촌산성과 같은 州․郡․縣과 관방시설을 경유했을 것이다.

(나). 가용 이동로의 입지조건 비교

신라군 수뇌부는 덕물도에서 삼년산성(무열왕 임시 행재소)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가용한 2개의 이동로 가운데 어느 이동로가 시간적 단거리

이동로 인가를 분석했을 것이다. 이동거리 측면에서 「덕물도-당항포-

삼년산성」을 잇는 이동로는 이동거리가 234km 이었다. 이는 서해해로

상으로 덕물도-당항포 間 58km를 병선으로 항해한 다음에 당항포-당

항성-당성군-매홀군-부산현-사복홀-나혜홀-금물내현-상당현-상당산성

-낭성-삼년산성 間 176km를 이동하여 삼년산성에 이르는 길이었다.

반면 「덕물도-술천성 포구-삼년산성」을 잇는 이동로는 그 거리가

376km였다. 서해해로 및 한수수로 상으로 덕물도-술천성 포구(今이포)

間 233km를 병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술천성 포구-남천정-개차산군-금

물내현-상당현-상당산성-낭성-삼년산성 間 143km를 이동하여 삼년산

성에 이르는 길이었다.

상기의 2개 이동로를 단순히 비교하면 공간적 측면에서 「덕물도-당

항포-삼년산성」을 잇는 이동로가 단거리 이동로(海路+陸路) 임에 틀

림없다. 그런데 단거리 이동로에는 『시간적 단거리 이동로』와 『공간

적 단거리 이동로』, 『시․공간적 단거리 이동로』 등이 있다. 『시간

적 단거리 이동로』는 이동로(陸路+水路+海路)의 거리가 다른 이동로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길지마는 이동소요시간은 오히려 짧은 이동

로이다. 『공간적 단거리 이동로』는 이동로(陸路+水路+海路)의 거리가

다른 이동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짧지마는 이동소요시간은 오히려

더 긴 이동로이다. 『시․공간적 단거리 이동로』는 이동로(陸路+水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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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路)의 거리가 다른 이동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짧으면서도 이동

소요시간도 짧은 이동로이다.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을 잇는 이동

로와 「덕물도-술천성-삼년산성」을 잇는 이동로 가운데 어느 길이 이

동소요 시간 면에서 단거리 이동로이었는지를 실증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군 수뇌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덕물도-당항성-황산 間의 이동

로가 덕물도에서 삼년산성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바다 길을 항해하는

이정이 덕물도-술천성 포구-황산 간의 이동로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전

체적으로 이동해야할 이정도 상대적으로 짧았음으로 덕물도-당항포-삼

년산성 간의 이동로가 사용하는데 있어 유리하였을 것이다. 또한 신라

군 수뇌부가 덕물도-황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백제군에게 신라군의 주

공이 지향하는 축선을 기만하고자했다면 나․제국경선 부근 지역을 지

나면서 기만행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덕

물도-당항성-황산 간의 이동로가 덕물도-술천성 포구-황산 간의 이동

로보다 유리하였을 것이다.

(3). 가용 포구 및 입지조건 비교

(가). 가용 포구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이동로는 상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는 덕물도-今사승

봉도-今영흥도 外里-今월미도-갑비고차진-今월관나루-관미성-왕봉하-

한수수로-술천성 포구(今 이포)-남천정-개차산군-금물내현-상당현-낭

성-삼년산성-아동호현-고시산군-구천-진내군-今백령성-今용계산성-今

모촌산성-탄현-황산을 잇는 이동로였다. 둘째는 덕물도--今사승봉도-

今영흥도 外里-今흘관도-今제부도-당항포-당항성-당성군-매홀군-부산

현-사복홀-나혜홀-금물내현-삼년산성-탄현-황산을 잇는 이동로였다.

전자는 덕물도에서 서해해로와 한수수로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에

술천성 포구에서 상륙하여 육로를 이용하여 삼년산성을 거쳐 황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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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경로였고 후자는 덕물도에서 서해해로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에 당항포에서 상륙하여 육로를 이용하여 삼년산성을 거쳐 황산에 이

르는 경로였다.

이들 2개의 가용 이동로는 각각 술천성 포구와 당항포를 이용하는

이동로였다. 즉 이는 신라군 수뇌부가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동할 때

고려했던 2개의 가용 이동로 상에 위치해 있던 포구와 같은 것이었다.

(나). 술천성의 포구(今이포)와 당항포의 입지조건 비교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가용포구는 술천성 포구(今이포)와 당항포 2개였다. 술천성 포

구는 덕물도로부터 2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당항포는 덕물

도로부터 5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덕물도에서 당항포까지의 거

리가 덕물도에서 술천성까지의 거리보다 근거리였다. 따라서 당항포는

덕물도에서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항해시 해로 이동거리가 짧

다는 점이 유리하였다.

또한 덕물도-58km-당항포-176km-삼년산성 간 거리는 234km이었다.

반면 덕물도-233km-술천성 포구-143km-삼년산성 간 거리는 376km이

었다. 즉 덕물도에서 삼년산성까지 거리는 당항포를 이용하였을 경우

234km이었고 술천성 포구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376km이었다. 당항포

를 이용하였을 경우, 거리상으로 142km 더 짧다. 상기 거리를 비교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할 경우 당항포를 이

용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는 유리하였다.

(4). 「덕물도-갑비고차진-술천성 포구-남전정-금물노군-삼년산성-황

산 간」 간을 연하는 이동로

덕물도-황산 간 이동시 고려할 수 있었던 가용 이동로 2개 가운데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었던 이동로 다음과 같다. 즉 덕물도(德物島) 및 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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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德積島)-우협(右夾) 今 소야도(蘇爺島)-우협(右夾) 今 대이작도

(大伊作島)-좌협(左夾) 今 사승봉도(沙昇鳳島) 좌협(左夾)-今 피도(皮

島)-今창도(倉島)-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 좌협(左夾)-今선재도(仙

才島) 우협(右夾)-今팔미도(八尾島)-今월미도(月尾島) 우협(右夾)- 매소

홀현(買召忽縣)〈今 제물포(濟物浦)〉 우협(右夾)-今자연도(紫燕島) 좌협

(左夾)-今황산도(黃山島) 좌협(左夾)-今초지진(草芝鎭) 좌협(左夾)-갑관

(甲串)〈今갑곶나루〉-今염하수로(鹽河水路)-평유압현(平唯押縣)〈今 통

진(通津)〉우협(右夾)-今강령포(康寧浦) 우협(右夾)-今유도(留島)-今조강

(祖江)-동자성(童子城)-우협(右夾) 관미성(關彌城)〈今 오두산성〉 좌협

(左夾)-검포현(黔浦縣)〈今김포(金浦)〉우협(右夾)-계백현(階伯縣)〈今행

주(幸州)〉 좌협(左夾)-왕봉하(王逢河)-今행주나루 좌협(左夾)-제차파의

현(齊次巴衣縣)〈今공암진(孔岩津)〉 우협(右夾)--사성(蛇城)〈今 풍납

토성(風納土城)〉-욱리하(郁里河)-今광나루 좌협(左夾)-아단성(阿旦城)

좌협(左夾)-양근현(楊根縣)〈今 陽平〉 좌협(左夾)-한수수로(漢水水路)-

술천성(述川城) 포구(今 梨浦)-남천정(南川停)-개차산군(皆次山郡)-금물

노군(今勿奴郡)-상당산성(上堂山城)-삼년산성(三年山城)-고시산군(古尸山

郡)-진내군(進乃郡)-황산(黃山)를 잇는 이동로이었다. 상기 주요 경유지

에 대한 오늘날 위치를 비정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지리지, 신증동국여

지승람, 대동지지, 역주삼국사기 주석편55) 등의 위치비정을 인용하였다.

(가). 수로 및 해로 경유지

〈1〉. 해로 경유지

덕적도(德積島), 소야도(蘇爺島), 대이작도(大伊作島), 소이작도(大․小

伊作島), 사승봉도(沙昇鳳島), 승봉도(昇鳳島),피도(皮島),창도(倉島), 선

재도(仙才島), 팔미도(八尾島), 월미도(月尾島), 자연도(紫燕島), 매소홀현

55) 정구복 노중국, 역주삼국사기 주석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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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召忽縣), 염하수로(鹽河水路), 평유압현(平唯押縣), 갑비고차진(甲比古

次津), 혈구군(穴口郡), 유도(留島), 강령포(康寧浦), 조강포(祖江浦), 동

자성(童子城), 조강(祖江) : 상기 「Ⅱ-3-나-(4)-(나) 수로 및 해로 경유

지」를 참조하시오.

〈2〉. 수로 경유지

관미성(關彌城), 금포현(黔浦縣), 왕봉하(王逢河), 개백현(皆伯縣), 재

차파의현(齊次巴衣縣), 욱리하(郁里河), 사성(蛇城), 今용진도(龍津渡),

양근군(楊根郡), 今 탄항(灘項), 술천성 포구(今 梨浦) : 상기 「Ⅱ-3-

나-(4)-(나) 수로 및 해로 경유지」를 참조하시오.

(나). 육로 경유지

A-76. 술천성(述川城) : 상기 「A-20」을 참조하시오.

A-77. 남천정(南川停) : 상기 「A-19」을 참조하시오.

A-78. 개차산군(皆次山郡) : 오늘날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竹山面) 죽

산리(竹山里)이다.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인데, 신라에서 개

산군(介山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년에 죽주(竹州)로 고치었다. 조선조

태종 13년에 죽산현으로 고쳤다.

A-79. 금물노군(今勿奴郡) : 오늘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鎭川邑)

벽암리(碧岩里)이다. 본래 고구려의 금물노군(今勿奴郡)이다. 또는 만노

군(萬弩郡)이라고도 한다. 신라가 흑양군(黑壤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진주(鎭州)로 고쳤다. 조선조 태종(太宗) 13년 진천현감(鎭川縣監)으로

고쳤다. 별호는 상산(常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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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0. 상당현(上黨縣) : 오늘날 충청북도 청주시 산성동 산 28-1에 위

치한 상당산성(上堂山城)이다. 본래 백제(百濟)의 상당현(上黨縣) 낭비

성(娘臂城)이다. 일명 낭자곡(娘子谷)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신문왕(神

文王) 5년에 처음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景德王) 때에

서원경(西原京)으로 승격시켰고, 고려 태조 23년에 청주목으로 고쳤다.

조선조에서는 그대로 따랐다.

A-81. 낭성산성(琅城山城) : 오늘날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미원면

(米院面) 성대리(城臺里)의 터말마을의 뒤에 솟은 해발 346m의 산정(山

頂)과 남사면에 걸쳐 석축(石築)의 내성(內城)과 토축(土築)의 외성(外

城)을 이룬 테뫼식 산성이다.

이 산성은 위치상으로 청주-미원-보은(報恩) 통로의 요충지인 동시

에 미원에서 북쪽으로 구라 산성(謳羅山城)을 넘는 고로(古路)와 북서

쪽으로 상당산성(上黨山城), 동쪽으로는 청천․괴산(靑川․槐山)으로 통

하는 교통로의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 성 내에서 고신라(古新羅)의 적

색토기편(赤色土器片)과 백제계(百濟系)의 회백색 연질토기가 많이 출

토되고 있다. 이 낭성산성은 신라의 진흥왕 12년(서기 551)에 왕이 변

방을 순수(巡狩)하다가 우륵(于勒)을 불러 가야금을 연주하게 하였다는

낭성(娘城)과 동음(同音)이다.56)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기봉 고서전문원은 상단현의 치소가 미

원면 성대리 일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사 지(誌)와 세종실록 지리

지는 청주목에 대해 “본래 백제의 상당현(上黨縣)으로 신라 신문왕 5년

에 처음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 때에 서원경(西原京)으

로 승격시켰고, 고려 태조 2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조선 중종 때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청주의 백제시대

56) http://www.histopia.net/zbxe/paekche/9481 백제문화유적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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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과 관련, 이 같은 지명 외에 “일명 낭비성(娘臂城)이라고도 하고

혹은 낭자곡(娘子谷)이라고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낭비성과 낭자곡은

이로 인해 지금도 청주의 이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낭비성'의 축약된 표현이 지금의 낭성(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이라는데

별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지명인 낭성산성은 낭

성면이 아닌, 인접해 있는 미원면 성대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같은 정

황을 들어 △ 백제시대 상당현의 통치城은 낭성산성이었고 △ 그 주변

의 「관터」에는 현의 관청이 위치했으며 △ 따라서 지금의 미원면 남

쪽 일대가 청주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치소(治所)가 존재했던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원면에 위치하던 청주 최초의 치소가 지금의 청주시내

일원으로 옮겨진 것과 관련해서는 신라 삼국통일에 따른 서원소경(西

原小京) 설치를 꼽았다. 그는 "현(상당현)의 통치지역은 좁았지만 서원

경(서원소경)은 그보다 3~4배는 넓었을 것"이라며 "통일신라는 그 과정

에서 치소를 지금의 미원면에서 청주시내 일원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통치城을 쌓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의 새로운 청주 통치성으로

우암산 토성을 지목했다. 삼국사기에는 청주지역이 서원소경이 된 4년

뒤인 698년(신문왕 9)에 '서원경성을 새로 쌓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

다. 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통치城은 고려시대 언제인가 산에서 평지

로 이전한다"며 "청주 성안길 일원에 존재하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

던 청주읍성은 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57)

A-82. 삼년산군(三年山郡) : 오늘날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이다 치소

는 보은읍 어암리 산 1-1번지 오항산(烏項山 : 325m)에 위치한 삼년산

성이다. 본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삼년군

(三年郡)으로 고쳤고, 고려 때에 보령군(保齡郡)으로 고치었다가, 소리가

57)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60 충북일보 2015.

02.24 「청주 역사의 첫 치소(治所), 미원면 일대일까?」 국립중앙도서관의 이기

봉 고서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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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여 보령(報令)으로 되었다. 조선조 태종(太宗) 16년 병신에 보령현

(保寧縣)의 음과 서로 같음을 피하여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고쳤다.

A-83. 아동호현(阿冬號縣) : 오늘날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안내면

(安內面) 현리(縣里) 창촌(倉村)이다. 본래 신라 지증왕 6년(505)에 아

동호현(阿冬號縣)이라 칭하다가 경덕왕 6년(757)에 안정현(安貞縣)이라

고치고 관성군(管城郡)에 부속시켰다. 그리고 고려 현종 9년 (1018)에

안읍현(安邑縣)이라 하여 경산부(京山府)에 부속시켰다가 조선 태종 13

년(1413)에 안읍현의 읍내에 있다 하여 안내면(安內面)이라 고치고 옥

천군에 소속시켰다.

A-84. 고시산군(古尸山郡) : 오늘날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沃川邑)

죽향리(竹鄕里)이다. 본래 신라의 고시산군(古尸山郡)인데, 경덕왕(景德

王)이 관성군(管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顯宗) 9년에 경산부(京山

府)〈今 경북 성주군〉 임내에 붙이었다가, 인종(仁宗) 21년에 비로소

현령(縣令)을 두었다. 충선왕(忠宣王) 5년 계축에 지옥주사(知沃州事)로

승격시키고 경산부의 관할 하에 있던 이산(利山)․안읍(安邑)․양산(陽

山) 등 3현(縣)을 갈라서 이에 붙였다. 조선조 태종(太宗) 13년에 관성

군(管城郡)을 옥천군으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3이니, 이산(利山)은 본

래 신라의 소리산현(所利山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관성군(管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 안읍(安邑)은 본래 신라

의 아동호현(阿冬號縣)인데, 경덕왕이 안정(安貞)으로 고쳐서 관성군의

영현을 삼았다가, 고려 때에 안읍현(安邑縣)으로 고치었다.

A-85. 진내군(進乃郡) : 오늘날 충청남도 금산군(錦山郡) 금산읍(錦山

邑) 이다. 치소는 중도리(中島里) 금산읍성(錦山邑城)이다. 백제가 또는

웅주 시대에 진내을군(進乃乙郡)이라 부르다가 소부리 시대에 진내군

(進乃郡)이라 칭하였다.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진례군(進禮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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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하였다. 고려 성종 2년(983년)에 금계(錦溪)라 바꾸어 전라도에 속

하게 하였다. 고려 충렬왕 31년(1305년)에 금주(錦州)로 승격시켰다. 조

선조 태종 13년(1413년)에는 금주군(錦州郡)을 금산군(錦山郡)으로 바꾸

었다. 고종 33년(1896년)에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소속이었던 금산군

과 진산군을 전라북도로 편입시켰다. 일제시대 1914년 군면 폐합으로

진산군을 금산군으로 폐합시켰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에서 충청남도로 편입시켰다.

A-86. 백령성(栢嶺城)58) : 오늘날 충청남도 금산군(錦山郡) 남이면(南

二面) 역평리(驛坪里) 산 16번지에 있는 백제시대 석성이다. 백령성은

남이면(南二面) 건천리(乾川里)와 역평리(驛坪里)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치산(城峙山 해발 759m) 동쪽에의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금산군 제

원면(濟原面)과 추부면(秋富面)을 지나 충북 영동과 옥천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형태는 산 정상 부분을 둘러쌓은 두른

테뫼식이며, 성의 둘레는 207m이다. 성벽의 동쪽, 남쪽, 북쪽은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서벽은 비교적 잘 남아있다. 성벽의 너비는 4m이다. 유

물로는 백제시대 각종 명문와를 포함한 목곽창고, 배수 및 온돌 시설,

철제 도끼, 목제 그릇, 목제품에 먹글씨, 다량의 기와편과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A-87. 탄현(炭峴)/탄현성(炭峴城) : 오늘날 전북 완주군(完州郡) 운주면

(雲洲面) 삼거리(三巨里)와 서평리(西坪里) 사이의 탄치(炭峙) 고개이다.

탄현성은 탄치 동쪽 500m지점에 위치해 있다.

A-88. 용계산성(龍溪山城) : 오늘날 전북 완주군 운주면(雲洲面) 금당

리(金塘里) 원리(院里) 642번지에 위치해 있다. 산성의 둘레는 493m이

다. 성은 서쪽 골짜기를 따라 ㄷ자형으로 축성한 포곡식(包谷式)인데

58) https://ko.wikipedia.org/wiki/ 금산 백령성(검색일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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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절벽을 이루고 있는 동벽은 능선을 따라 외벽만 쌓고, 다른 지

역은 내외를 쌓은 협축(夾築)으로서 남벽의 성벽높이는 내벽 2.2m, 외

벽 4m, 폭 4.3m 내외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고산고적조

(高山古蹟條)와 『문헌비고(文獻備考)』 고산조(高山條)에는 둘레 1,014

척으로서 백제시대에 쌓은 것이라 했다. 성의 내부에는 건물터가 자리

하고 있는데 돗자리무늬가 찍힌 백제시대 기와 및 토기편들이 있다.59)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의하면 용계성(龍鷄城)에서 탄현(炭峴)까지

10리이다. 연산(連山)까지 30리이다. 용계성은 백제의 둔술처(屯戌處)이

다.60)

A-89. 모촌리(茅村里) 산성 : 오늘날 충남(忠南) 논산시(論山市) 양촌면

(陽村面) 모촌리(茅村里) 2구 토성산(土城山 : 169m)에 위치해 있다. 토

축(土築)둘레 500m이다. 이 산성은 토성으 로 성벽은 무너져서 거의

형태를 알 수 없지만 토성 안쪽이 폭 2m정도로 약간 평편하고 외부가

약간 경사진 성벽을 이루면서 산 중간지대를 둘러쌓은 테뫼형의 토성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백제 토기편 2점이 습득되어 백제시대 산성으

로 추정하고 있다.

A-90. 황산원(黃山原) :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시(論山市) 연산면(連山

面) 황산리(黃山里)이다. 본래 백제의 황등야산군이었다. 신라 경덕왕

(景德王)이 이름을 황산군으로 고쳤고 고려는 다시 연산현(連山縣)으로

바꾸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 券 제 26, 齊明天皇 六年)는「신라왕 春秋

智는 병마를 거느리고 怒受利山에 결진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황등야

산을 노수리산(怒受利山)으로 발음했다. 지명의 변화를 정리하면 황등

59) https://ko.wikipedia.org/wiki/완주 용계산성(검색일 2016.08.28)

60) 동국여지지 제 3권 P292 고산(高山(의 고적(古蹟) : 龍溪城 在龍溪川上 東距 炭

峴 十里 西北距 連山縣 三十里 有古城 石築 周一千十四尺 今 頹相 傳 三國時 百

濟 屯戌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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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黃等也山) → 노수리산(怒受利山) → 황산(黃山) → 연산(連山) 순

이다. 백제 사람들은 황등야산을 노수리산이라고 칭하였는데 노수리산

이라는 지명이 뜻하는 의미는 고려의 연산과 같은 뜻이었다. 연(連)은

한자전(漢字典)에서 [잇닿다, 늘어져 이어지다, 연속하다, 연하여 계속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연산은「잇닿은 산」또는 「늘어져 이

어진 산,「(連)하여 진 산(山)을 의미한다. 즉 황등야산, 노수리산, 황산

은「(連)이어 진 산(山)」이란 뜻이었다. 백제 사람들은 황산을 노수리

산이라고 칭하였는데 여기서 노수리는 노수르하다(노랗다)의 뜻보다는

느러지다(連이어 지다)의 뜻이다. 즉 黃을 連의 뜻으로 사용하였다.61)

A-91. 진구(津口) :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시(論山市) 강경읍(江景邑)이

다.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 “進軍合兵薄 津口 瀕江屯

兵” : 삼국유사(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에 의하면 “신

라군이 진군하여 (당군과)합세해 진구(津口)에 이르러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進軍合兵薄 津口 瀕江屯兵)”고 전하고 있다. 상기 기사(記

事)에 의하면 진구(津口)는 강가(瀕江)에 위치한 곳이다. 삼국유사(三國

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에 의하면 당시 소정방이 인솔해

왔던 병력은 122711명이며 전선은 1900척이다. 진구가 소정방 군이 상

륙하고 신라군이 합세한 곳이라면 4가지 조건을 구비했을 것이다. 첫째

진구(津口)는 금강변(錦江邊)에 위치해야 한다. 둘째 진구는 대규모 병

선을 접안시킬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전선 1900척

을 접안시킬 수 있을 만큼 강변에 물이 항상 풍부하게 흐르고 강변(江

61) 도수희, 「잃어버린 고대 한국어 백제어를 찾아서」 신동아 2003.09) 신라 경덕

왕이 黃等也山에서 等也 두 자를 줄여 누르모이(黃山)가 됐다. ‘누르’는 곧 ‘느르

(連)’와 동음이어다. 그리하여 고려 초기에 ‘느르모이(黃山)’는 ‘連山’으로 다시 한

역되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황산벌 싸움터’를 중심으로 한 지

역에 ‘누르기재’(黃嶺), 누르기(마을), 누락골(於谷里 또는 於羅洞), 누르미(마을),

황산리(新良里 동쪽) 등의 지명이 파생되었다./ 필자는 도수희 교수의 황산지명

연구 내용을 인용하여 「윤일영, 황산벌전투,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9호 2011

년 12월」에 동 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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邊)의 길이도 길어야 한다. 세째 진구(津口)는 소정방 군이 대규모 지

상군부대를 상륙 및 전개시키고 군사물자와 기재들을 양륙시킬 수 있

을 만큼 충분히 넓은 평지와 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넷째 진구는 사비

성과 거리는 대략 60리 이어야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소정방은 보병

과 기병을 데리고 곧바로 도성으로 쳐들어가 일사(一舎 : 30리)쯤 되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였다. 소정방이 하루 행군(30리)을 해서 도성으

로부터 일사(30리)쯤 되는 곳에 머물렀으므로 진구와 도성(都城 : 사비

성)의 사이 거리는 60리였다. 당(唐)나라가 초기에 사용했던 일척(一尺)

의 길이(20.107cm 또는 20.158cm )를 고려하면 30리는 오늘날 10.8km

이다. 고대군의 일일행군거리는 일사(一舍)이며 일사의 거리는 30리

(10.8km)이다. 따라서 60리는 오늘날 거리로 21.6km이다. 강경읍(江景

邑)은 금강 변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 병선을 접안시키고 대규모 병

력을 전개시킬 수 있으며 만큼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강경

읍에서 부여 사비성 외곽까지 대략 21km 이다. 이러한 조건을 부합하

고 있는 곳은 강경읍(江景邑)뿐이다. 따라서 진구(津口)는 오늘날 강경

읍이다.62)

A-92. 소부리(所夫里) : 오늘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夫餘邑) 사비

성(泗泌城)이다. 본래는 백제의 소부리군(所夫里郡)이었는데, 538년(성

왕 16)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 즉 소부리로 옮기고 남부여(南扶餘)라

고 하였다. 서기 660년(의자왕 2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어

서기 666년(문무왕 6)에 주(州)를 폐지하고 군(郡)으로 고쳤다. 서기

671년에 사비주(泗沘州) 또는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였으며, 이듬

해에는 총관(摠管)을 두었다. 서기 686년(신문왕 6)에 다시 군으로 고

쳤다.

62) 윤일영, 황산벌전투,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9호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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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이동경로 및 이정(里程)

〈1〉. 덕물도-今영흥도-今갑관진-관미성-술천성 포구 間 세부 이동경

로 및 도정

A-93. 덕물도〈今 德積島 鎭里〉-8.96km(00.00km)-今대이작도(大伊作

島)-2.86km(11.82km)-今소이작도(小伊作島)-2.24km(14.06km)-今사승봉

도(沙昇鳳島)-3.87km(17.93km)-今흑금도(黑今島)-2.31km(20.24km)-今피

도(皮島)-5.56km(25.80km)-今적초(赤礁)-2.73km(28.53km)-今창서(倉

嶼)-7.73km(36.26km)-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6.47km(42.73km)-今

선재도(仙才島)-2.99km(45.72km)-영흥수도(靈興水道)-今변도(辨

島)-4.65km(50.37km)-今장자서(長者嶼)-4.46km(54.83km)-今팔미도(八尾

島)-13.82km(68.65km)-今월미도(月尾島)-1.84km(70.49km)-今구읍나루

(舊邑)-0.88km(71.37km)-今작약도(芍藥島)-2.27km(73.64km)-今율도(栗

島)-2.27km(75.91km)-今청라도(菁蘿島)-1.33km(77.24km)-今호도(虎

島)-3.09km(80.33km)-今세어도(細於島)-3.65km(83.98km)-今가서(駕

嶼)-2.5km(86.48km)-今황산도(黃山島)-1.8km(88.28km)-今초지진(草芝

鎭)-1.48km(89.76km)-今덕진돈대(德津墩臺)-1.76km(91.52km)-今광성보

진(廣城堡津)-2.22(93.74km)-今절포(折浦)-4.4(98.14km)-今용진(龍

津)-2.48(100.62km)-今갑관진(甲串津)-4.25(104.87km)-今월관(月

串)-1.9km(106.77km)-유도(留島)-1.2km(107.97km)-今강령포(康寧

浦)-3.78km(111.75km)-今조강리(祖江里)-7.45km(119.20km)-관미성(關彌

城)〈今烏頭山城〉-9.05km(128.25km)-今전류리(顚流里)-3.93km

(132.18km)-今운양포(雲陽浦)-2.2km(134.38km)-今감안진(甘岩

津)-7.54km(141.92km)-今우동진(右洞津)-3.96km(145.88km)-皆伯縣/今행

주도(行州渡)-8.22km(154.10km)-今증산(曾山)-2.47km(156.57km)-今합정

(合井)-2.74km(159.31km)-今마포도(麻浦渡)-3.07km(162.38km)-今흑석(黑

石)-5.18km(167.56km)-한강진(漢江津)-3.0km(170.56km)-今독도(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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嶋)-4.04km(174.60km)-今삼전도(三田渡)-1.02km(175.62km)-今송파(松

坡)-3.02km(178.64km)-今광진(廣津)-6.2km(184.84km)-今왕숙천(王宿川)

〈토평리(土坪里)〉-4km(188.84km)-今덕소리(德沼里)-5.22km

(194.06km)-今창우리(倉隅里)-5.41km(199.47km)-今경안천(慶安

川)-2.94(202.41km)-今족자도(簇子島)-5.17km(207.58km)-今검단(檢

丹)-2.67km(210.25km)-今대청탄(大靑灘)-0.14/10.14(220.30km)-양근현

(浦)-楊根縣)/今 양평 진변(津邊)-5.32km(225.62km)-今흑천(黑川)-2.77km

(228.39km)-今구미포(龜尾浦)-5.33(233.72km)-술천성(述川城)포구〈今 이

포(梨浦)〉

〈2〉. 술천성 포구-삼년산성-황산 간 세부 이동경로 및 도정

A-94. 술천성(述川城)/이포(梨浦)-0.95km(00.00km)-원촌(院村)-0.77km

(1.72km)-구장대(舊場岱)-0.47km(2.19km)-궁리(宮里)-6.21km(8.4km)-현

방리(玄方里)-5.60km(14.00km)-증포리(增浦里)-2.4km(14.40km)-갈산리

(葛山里)-1.99km(18.39km)-마암리(馬岩里)-0.62km(19.01km)-남천정(南川

停)-0.77km(19.78km)-산촌리-2.50km(22.28km)-가좌리(加佐

里)-1.58km(23.86km)-고담리(高潭里)-2.58km(26.44km)-단월리(丹月

里)-2.93km(29.37km)-신갈리(新葛里)-2.59km(31.96km)-어룡리(魚龍

里)-3.12km(35.08km)-사실치(沙室峙)-4.32km(39.4km)-방초리(芳草

里)-1.11km(40.51km)-한평리(寒坪里)-1.84km(42.35km)-대평원(大坪

院)-1.78km(44.13km)-皆次山郡/죽산(竹山)-1.81km(45.94km)-상신리(上新

里)-1.14km(47.08km)-장계리(長溪里)-3.71km(50.79km)-삼거리(三巨

里)-2.76km(53.55km)-개좌리(介座里)-2.55km(56.10km)-광혜원(廣惠

院)-0.88km(56.98km)-재궁리(才宮里)-5.42km(62.40km)-필현리(筆峴

里)-0.87km(63.27km)구암리(九岩里)-3.32km(66.59km)-중산리(中山

里)-2.09km(68.68km)-묵동(墨洞)-2.24km(70.92km)-단평(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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坪)-2.06km(72.98km)-금물내현(今鎭川)-4.31km(77.29km)-여상리(如上

里)-3.84km(81.13km)-역리(驛里)-3.31km(84.44km)-왕산리(王山

里)-3.2km(87.64km)-도하리(道下里)-1.83km(89.47km)-송평(松

坪)-5.94km(95.41km)-오근장(梧根場)-3.50km(98.91km)-율현(栗

峴)-4.87km(103.78km)-상당산성(上堂山城)-3.07km(106.85km)-현암리(玄

岩里)-0.94km(107.79km)-소암리(蘇岩里)-2.45km(110.24km)-태상리(胎上

里)-2.18km(112.42km)-거지치(居芝峙)-2.16km(114.58km)-이목리(梨木

里)-1.13km(115.71km)-호동(浩洞)-1.94km(117.65km)-관기(官

基)-2.30km(119.95km)-낭성(琅城)-3.30km(123.25km)-대전(垈

田)-1.35km(124.60km)-봉황리(鳳凰里)-3.34km(127.94km)-중치리(中峙

里)-1.11km(129.05km)-길양리(吉陽里)-4.82km(133.87km)-구치리(九峙

里)-3.36km(137.23km)-대암리(大岩里)-1.32km(138.55km)-학림리(鶴林

里)-2.77km(141.32km)-감동(甘洞)-2.19km(143.51km)-삼년산성(三年山

城)-4.15km(147.66km)-금굴리(金屈里)-3.19km(150.85km)-송죽리(松竹

里)-4.96km(155.81km)-원남리(院南里)-3.58km(159.39km)-오덕리(五德

里)-2.60km(161.99km)-정방리(正芳里)〈一名 化仁〉-1.93km(163.92km)-

창촌(倉村)〈阿冬號縣〉-0.38km(164.30km)-걸포리(傑浦里)-0.83

km(165.13km)-인포리(仁浦里)〈一名 化仁津〉-2.10km(167.23km) -금강

도하점-2.04km(169.27km)-욱계리(郁溪里)-3.97km(173.24km)-고냉리(高

冷里)-1.36km(174.60km)-교동(校洞)-0.76km(175.36km)-옥천(沃

川)-0.98km(176.34km)-삼거리(三巨里)-2.31km(178.65km)-월전리(月田

里)-2.51km(181.16km)-이평이(泥坪里)-2.51km(183.67km)-동평리(東坪

里)-1.21km(184.88km)-마전리(馬田里)-0.94km(185.82km)-상보리(上洑

里)-2.61km(188.43km)-상지리(上地里)-0.95km(38km)-성당리(聖堂

里)-1.73km(191.11km)-신탑리(新塔里)-1.68km(192.79km)-신평(新

坪)-1.49km(194.28km)-서대리(西臺里)-1.80km(196.08km)-조정리(鳥亭

里)-1.64km(197.72km)-동편리(東片里)-1.12km(198.84km)-두두리(杜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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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1.19km(200.03km)-천을리(天乙里)-2.09km(202.12km)-구상리(九相

里)-1.80km(203.92km)-구덕리(九德里)-1.20km(205.12km)-제원리(濟原

里)-0.78km(205.90km)-명암리(鳴岩里)-2.08km(207.98km)-사담(沙

潭)-1.34km(209.32km)-영처(寧處)-1.67km(210.99km)-금산(錦

山)-1.5km(212.49km)-하어리(下魚里)-1.6km(214.09km)-와정리(臥亭

里)-3.89km(217.98km)-간운리(看雲里)-2.56km(220.54km)-내일양리(內日

陽里)-1.54km(222.08km)-외일양리(外日陽里)-2.16km(224.24km)-건천리

(乾川里)-2.97km(227.21km)-신복리(新伏里)-1.46km(228.67km)-서평리(西

坪里)-0.86km(229.53km)-탄치(炭峙)-1.13km(230.66km)-삼거리(三巨

里)-1.75km(232.41km)-궁동(弓洞)-1.92km(234.33km)-원리(院里)/龍溪山

城-1.02km(235.35km)-금당리(金塘里)-2.44km(237.79km)-장선리(長善

里)-0.85km(238.64km)-덕동(德洞))-1.01km(239.65km)-월촌(越

村)-1.77km(241.42km)-완창동(完昌洞)-0.26km241.68(km)-현동(玄

洞)-1.83km(243.51km)-신기리(新基里)-2.61km(246.12km)-인천리(仁川

里)-3.15km(249.27km)-모촌리(茅村里)-1.94km(251.21km)-신흥리(新興

里)-0.04km(251.25km)-거사리(居士里)-1.75km(253.00km)-반곡리(盤谷

里)-1.48km(254.48km)-황산리(黃山里)

(5). 덕물도-今영흥도-당항포-금물노군-삼년산성-황산 간을 연하는 

이동로 

A-95. 덕물도-황산 간 이동시 고려할 수 있었던 가용 이동로 2개 가운

데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었던 이동로는 다음과 같다. 즉 덕물도(德物

島)〈今德積島 鎭里〉-今소야도(蘇爺島) 좌협(左夾)-今대이작도(大伊作

島) 좌협(左夾)-今사승봉도(沙昇鳳島) 좌협(左夾)-今피도(皮島) 좌협(左

夾)-今창도(倉島) 좌협(左夾)-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 좌협(左夾)-

今흘관도(訖串島) 좌협(左夾)-今제부도(濟扶島) 우협(右夾)-今화량진(花

梁鎭) 좌협(左夾)-당항포(唐項浦)〈今華城市 西新面 前谷里〉-당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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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項城)〈今華城市 西新面 尙安里 九峰山〉-당성군(唐城郡)〈今華城市

南陽面 南陽里〉-매홀군(買忽郡)〈今華城市 峰潭邑 上里)〉-부산현(釜

山縣)〈今平澤市 振威面 鳳南里〉-사복홀(沙伏忽)〈今安城市 陽城面 東

恒里〉-나혜홀(奈兮忽)〈今安城市 安城邑 鳳山洞〉-금물노군(今勿內

郡)-상당현(上黨縣)-낭성(琅城)〈今淸原郡 米院面 城臺里〉-삼년산군

(三年山郡)-아동호현(阿冬號縣)〈今沃川郡 安內面 縣里 倉村〉-고시산

군(古尸山郡)〈今沃川郡 竹鄕里〉-진내군(進乃郡)〈今錦山郡 錦山邑 中

島里 錦山邑城〉-今백령성(栢嶺城)〈今錦山郡 南二面 乾川里/驛坪里 城

峙山〉-탄현(炭峴)〈今完州郡 雲洲面 三巨里 炭峙〉-今용계산성(龍溪山

城)〈今完州郡 雲洲面 金塘里 院里〉-今모촌리(茅村里)〈今論山市 陽村

面 茅村里 土城山〉-황산(黃山)〈今論山市 連山面 黃山里〉-진구(津口)

〈今論山市 江景邑〉-소부리(所夫里)〈今夫餘邑 所夫里城〉를 잇는 이

동로이다. 상기 주요 경유지에 대한 오늘날 위치를 비정하면 다음과 같

다. 세종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역주삼국사기 주석편63)

등의 위치비정을 인용하였다.

(가). 수로 및 해로 경유지

덕물도(德物島), 今 소야도(蘇爺島), 今 대이작도(大伊作島), 今 사승

봉도(沙昇鳳島), 今 피도(皮島), 今 창도(倉島), 今 영흥도(靈興島) 외리

(外里), 今 흘관도(訖串島), 今 제부도(濟扶島), 今 화량진(花梁鎭), 당항

포(唐項浦) : 「Ⅱ-3-나. 남천정-술천성 포구-덕물도 간 가용한 이동로

및 포구」를 참조하시오.

(나). 육로경유지

A-96. 당항성(唐項城) : 「Ⅱ-3-나. 남천정-술천성 포구-덕물도 간 가

용한 이동로 및 포구」를 참조하시오.

63) 정구복 노중국, 역주삼국사기 주석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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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7. 당성군(唐城郡) :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南陽面) 남양리

(南陽里)이다. 본래 고구려 당성군(唐城郡)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

년에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치었다. 당성군이 거느렸던 영현(領縣)은 2

개(차성현, 진위현)였다. 차성현은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상홀현(上忽

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차성현(車城縣)으로 고쳤다. 고려

때 이를 다시 용성현(龍城縣)으로 고쳤다. 용성현은 오늘날 경기도(京

畿道) 평택시(平澤市) 안중면(安仲面) 용성리(龍城里)이다.

A-98. 매홀군(買忽郡) : 「Ⅱ-3-나. 남천정-술천성 포구-덕물도 간 가

용한 이동로 및 포구」를 참조하시오.

A-99. 부산현(釜山縣) : 오늘날 경기도 평택시(平澤市) 진위면(振威面)

봉남리(鳳南里)이다. 본래 고구려(高句麗) 부산현(釜山縣)이었는데 경덕

왕(景德王)이 이름을 진위현(振威縣)으로 고쳤다.

A-100. 사복홀(沙伏忽) : 오늘날 경기도 안성시(安城市) 양성면(陽城面)

동항리(東恒里)이다. 본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이며 일명 사기을(沙

己乙)이라고도 했다. 신라 경덕왕 때 적성(赤城)으로 고쳐 백성군(白城

郡 : 지금의 安城郡)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 태조가 양성(陽城)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때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명종(明宗)

5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조 태종(太宗) 때 현감(縣監)을

두고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하였다. 사복홀의 뜻은 사(沙)가 ‘새’의

뜻이고, 복(伏)이 ‘밝’의 뜻이 되어 새밝골 또는 새밝성이 된다.

A-101. 나혜홀(奈兮忽) : 오늘날 경기도(京畿道) 안성시 안성읍(安城邑)

봉산동(鳳山洞)이다. 본래 고구려(高句麗) 나혜홀(奈兮忽)이었는데 경덕

왕(景德王)이 이름을 백성군(白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때에 안성군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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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2. 금물노군(今勿奴郡), 상당현(上黨縣), 삼년산군(三年山郡), 아동

호현(阿冬號縣), 고시산군(古尸山郡), 진내군(進乃郡), 백령성(栢嶺城),

탄현(炭峴)/탄현성(炭峴城), 용계산성(龍溪山城), 모촌리(茅村里) 산성,

황산(黃山), 진구(津口) : 「Ⅱ-3-나-(5)-(가). 육로 경유지」를 참조하

시오.

(다). 세부 이동경로 및 이정(里程)

〈1〉. 덕물도-당항포 間 세부이동경로 및 도정

A-103. 덕물도/今德積島 鎭里-8.96km(00.00km)-今대이작도(大伊作

島)-2.86km(11.84km)-今소이작도(小伊作島)-2.24km(14.08km)-今하승봉

도(下昇鳳島)-3.87km(17.93km)-今흑금도(黑今島)-2.31km(20.24km)-今

피도(皮島)-5.56km(25.80km)-今적초(赤礁)-2.73km(28.53km)-今창서(倉

嶼)-7.73(36.26km)-今 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6.96km(43.22km)-흘관

도(訖串島)-8.16km(51.38km)-제부도(濟扶島)-5.64km(57.02km)-화량진

(花梁鎭)-1.64km(58.66km)-당항포〈今華城市 西新面 前谷里〉-1.83km

(60.49km)-당항성(唐項城)(今華城市 西新面 尙安里 九峰山)

〈2〉. 당항포-삼년산성-황산 간 세부이동경로 및 도정

A-104 .당항성(唐項城)-3 . 23km(00. 00km)-今사강리(沙江里)-

7.36km(10.59km)-당성군(唐城郡)/今남양(南陽)-2.61km(13.20km)-今북양

리(北陽里)-1.27km(14.47km)-今염치(廉恥)-1.35km(15.82km)-今우노동(牛

老洞)-3.73km(19.55km)-今구포리(仇浦里)-2.13km(21.68km)-今어천리(漁

川里)-3.1km(24.78km)-今천천리(泉川里)-1.27km(26.05km)-今수영리(水

營里 ) - 1 . 6 7 km( 2 7 . 7 2 km) -매홀군(買忽郡 ) /今봉담읍(峰潭

邑)-2.89km(30.61km)-今와우리(臥牛里)-1.66km(32.27km)-今융능(隆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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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1.99km(34.26km)-今안영리(安寧里)-1.86km(36.12km)-今병점리(餠店

里)-1.22km(37.34km)-今평촌(坪村)-2.72km(40.06km)-今죽미령(竹美

嶺)-4.36km(44.42km)-今오산(烏山)-5.10km(49.52km)-부산현(釜山縣)/今

진위(振威)-4.21km(53.73km)-今산하리(山下)-3.58km(57.31km)-今성은리

(聖恩里 ) - 3 . 5 8 km ( 6 0 . 8 9 km ) -사복홀 (沙伏忽 ) /今양성(陽

城)-1.38km(62.27km)-今명당리(明堂里)-2.05km(64.32km)-今소사리(素砂

里)-1.92km(66.24km)-今하모산리(下茅山里)-4.5km(70.74km)-나혜홀(奈

兮忽)/今안성(安城)-1.19km(71.93km)-今현수리(玄水里)-2.19km

(74.12km)-今내우리(內隅里)-1.30km(75.42km)-今마둔리(馬屯里)

-0.87km(76.29km)-今원죽리(元竹里)-2.09km(78.38km)-今석하리(石下

里)-2.61km(80.99km)-今상중리(上中里)-1.82km(82.81km)-今이치(梨

峙)-3.78km(86.59km)-今하백리(下白里)-2.46km(89.05km)-今유곡리(楡谷

里)-1.27km(90.32km)-今용진(龍津)-2.69km(93.01km)-今석현리(石峴

里)-2.28km(95.29km)-今두건리(斗建里)-0.75km(96.04km)-今하일송리(下

一松里)-2.02km(98.06km)-今행정리(杏亭里)-0.94km(99.00km)-금물노군

(今勿奴郡 ) /今벽암리(碧岩里 )-0 . 8 5km(99 . 8 5km)-今진전(鎭

川)-4.31km(104.16km)-今여상리(如上里)-3.84km(108.00km)-今역리(驛

里)-3.31km(111.31km)-今왕산리(王山里)-3.2km(114.51km)-今도하리(道

下里)-1.83km(116.34km)-今송평(松坪)-0.5km(116.84km)-오근장(梧根

場)-5.44km(122.28km)-今오동리(梧東里)-1.93km(124.21km)-발산리(鉢山

里)-1.57km(125.78km)-今율현(栗峴)-2.21km(127.99km)-율양동(栗陽

洞)-2 . 6 6km(130 . 6 5km)-상당현(上黨縣) /今상당산성(上堂山

城)-3.07km(133.72km)-今현암리(玄岩里)-0.94km(134.66km)-今소암리(蘇

岩里)-1.39km(136.05km)-今태상리(胎上里)-2.18km(138.23km)-今거지치

(居芝峙)-2.16km(140.39km)-今이목리(梨木里)-1.13km(141.52km)-今호동

(浩洞)-1.94km(143.46km)-今관기(官基)-2.30km(145.76km)-今낭성(琅

城)-3.30km(149.06km)-今대전(垈田)-1.35km(150.41km)-今봉황리(鳳凰

里)-3.34km(153.75km)-今중치리(中峙里)-2.64km(156.39km)-今대산리(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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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里)-1.18km(157.57km)-今모정(毛亭)-3.67km(161.24km)-今원평리(院坪

里)-1.88km(163.12km)-今탁주리(濯州里)-2.74km(165.86km)-今구치리(九

峙里)-3.36km(169.22km)-今대암리(大岩里)-1.32km(170.54km)-今확림리

(鶴林里)-2.77km(173.31km)-今감동(甘洞)-2.19km(175.50km)-삼년산군(三

年山郡)/今삼년산성(三年山城)-4.15km(179.65km)-금굴리(金屈

里)-3.19km(182.84km)-송죽리(松竹里)-4.96km(187.80km)-원남리(院南

里)-3.58km(191.38km)-오덕리(五德里)-2.60km(193.98km)-정방리(正芳

里)-1.93km(195.91km)-창촌(倉村)-0.38km(196.29km)-걸포리(傑浦

里)-0.83km(197.12km)-인포리(仁浦里)-2.10km(199.22km)-금강도하점

-2.04km(201.26km)-욱계리(郁溪里)-3.97km(205.23km)-고냉리(高冷

里)-1.36km(206.59km)-교동(校洞)-0.76km(207.35km)-옥천(沃

川)-0.98km(208.33km)-삼거리(三巨里)-2.31km(210.64km)-월전리(月田

里)-2.51km(213.15km)-이평이(泥坪里)-2.51km(215.66km)-동평리(東坪

里)-1.21km216.87(km)-마전리(馬田里)-0.94km(217.81km)-상보리(上洑

里)-2.61km(220.42km)-상지리(上地里)-0.95km(221.37km)-성당리(聖堂

里)-1.73km(223.10km)-신탑리(新塔里)-1.68km(224.78km)-신평(新

坪)-1.49km(226.27km)-서대리(西臺里)-1.80km(228.07km)-조정리(鳥亭

里)-1.64km(229.71km)-동편리(東片里)-1.12km(230.83km)-두두리(杜斗

里)-1.19km(232.02km)-천을리(天乙里)-2.09km(234.11km)-구상리(九相

里)-1.80km(235.91km)-구덕리(九德里)-1.20km(237.11km)-제원리(濟原

里)-0.78km(237.89km)-명암리(鳴岩里)-2.08km(239.97km)-사담(沙

潭)-1.34km(241.31km)-영처(寧處)-1.67km(242.98km)-금산(錦

山)-1.5km(244.48km)-하어리(下魚里)-1.6km(246.08km)-와정리(臥亭

里)-3.89km(249.97km)-간운리(看雲里)-2.56km(252.53km)-내일양리(內日

陽里)-1.54km(254.07km)-외일양리(外日陽里)-2.16km(256.23km)-건천리

(乾川里)-2.97km(259.20km)-신복리(新伏里)-1.46km(260.66km)-서평리(西

坪里)-0.86km(261.52km)-탄치(炭峙)-1.13km(262.65km)-삼거리(三巨

里)-1.75km(264.40km)-궁동(弓洞)-1.92km(266.32km)-원리(院里)/龍溪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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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1.02km(267.34km)-금당리(金塘里)-2.44km(269.78km)-장선리(長善

里)-0.85km(270.63km)-덕동(德洞))-1.01km(271.64km)-월촌(越

村)-1.77km(273.41km)-완창동(完昌洞)-0.26km(273.67km)-현동(玄

洞)-1.83km(275.50km)-신기리(新基里)-2.61km(278.11km)-인천리(仁川

里)-3.15km(281.26km)-모촌리(茅村里)-1.94km(283.20km)-신흥리(新興

里)-0.04km(283.24km)-거사리(居士里)-1.75km(284.99km)-반곡리(盤谷

里)-1.48km(286.47km)-황산리(黃山里)

다. 덕물도-황간 間 『신라군 수뇌부 사용 이동로』 식별

본문(本文) 〈Ⅱ-4〉에서는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시 실제 사용했던 이동로를 식별하

고자 한다. 즉 신라군 수뇌부들은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나․당 연합

작전계획을 협의한 다음에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기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2개 이동로를 각각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의 이동소요 및 도

정(道程)을 산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신라군 수뇌

부가 덕물도-황산 間 이동시 실제 사용했던 이동로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용했던 2개 이동로 가운데 먼저 덕물도-술천성 포구-황

산 間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출하고 이어서 덕물도-당항포-황산

間 이동소요 및 도정을 산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용했던 2개 이동로

가운데 음력 7월 9일 황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동로가 어느 것이었

는지를 식별하고자 한다.

(1). 덕물도-술천성 포구-삼년산성-황산 간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 산출

본문(本文)은 신라군 수뇌부가 나․당연합작전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

면서 덕물도-술천성 포구-황산 간의 이동로를 선택했을 경우 덕물도-

술천성 포구 間의 이동소요 및 도정을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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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물도-술천성 포구 間 이동로는 덕물도로 부터 관미성까지는 서해

해로를 따라 이동하고 관미성부터 술천성 포구까지는 한수수로를 거슬

러 이동하는 이동로이었다. 따라서 서해해로와 한수수로로 나누어 이동

소요 및 도정을 산출하고자 한다.

(가). 덕물도-관미성-술천성 포구(今이포) 間 해로 및 수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1〉. 신라군 수뇌부의 덕물도 출발시간, 병선 100여척 인솔 여부

〈가〉. 신라군 수뇌부, 음력 6월 24일 오전 08시 덕물도 출발(가정)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6

월 21일 덕물도(今덕적도 진리)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신라군 수뇌부는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A-72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太宗 武烈

王 七年(660년) 」에 의하면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1

일 덕물도에 도착하여 나당연합작전의 목표(義慈의 都城)와 나․당 양

군의 연결지점(백제의 남쪽 : 津口/今 논산시 江景邑)을 합의했다. 그리

고 소방방은 태자 김법민 등 신라군 수뇌부를 덕물도에서 돌려보냈다

고 했다. 그런데 상기 기사는 소정방이 태자 김법민을 돌려보낸 일자

즉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를 출발한 일자에 대하여 전하는 바가 없다.

기타 삼국유사 및 중국 측 사료에서도 덕물도 출발일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를 출발한 일자를 추정

하기로 하였다.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를 출발한 일자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수뇌부가 덕물도에 머물렀던 기간을 유추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 도착한 다음에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만나 행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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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 군수뇌부는 태종무열왕의 명에

따라 음력 6월 21일 12시 39분(추정 산출) 덕물도에 도착했다. 신라군

수뇌부는 도착 첫째 날이었던 음력 6월 21일에는 100척의 대 선단을

양륙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100여척의 대선들이 덕물도

와 今소야도 사이의 今鎭里 앞 수로에 진입하여 병력과 물자를 하역시

키는 것은 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

나라 수군이 1900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를 건너와서 덕물도와 소야

도에 도착했지만 1900척의 병선을 정박시킬 만한 공간이 부족했을 것

이다. 덕적도의 해변길이는 2000m이었고 소야도의 해변길이는 1400m

이었다. 당나라 병선이었던 해골선(海鶻船)의 길이는 29.7m이고 폭은

5.3m이었다. 해골선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m폭이 필요했을 것

이다. 당나라 수군이 덕적도와 및 소야도에 정박시킬 수 있는 해골선의

수는 340척 정도였을 것이다.〈해변길이 3400m÷10m/척 = 340 척〉 나

머지는 여러 섬과 연륙된 아산만 등지로 보냈겠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신라 수군 100척이 덕물도에 진입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

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들은 덕물도 해안 변에 도

착한 다음에 많은 시간을 병선 내에서 기다렸다가 덕물도에 상륙하였

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은 다음 날이었던 음력

6월 22일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을 맞이하는 행사를 하였을 것이다.64)

이를 테면 나․당 양군의 수뇌부는 나․당 양군의 사열 및 군사 외교

적 행사를 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신라군 수뇌부는 당나라 소

정방에게 고구려군의 일반적 정세와 백제군의 구체적 군사상황에 대하

여 설명하고 백제지역의 지도 등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즉 백제군의 병

력 수(육군병력, 수군병력), 부대 수(육군부대, 수군부대), 백제군의 배

치(육군배치, 수군배치), 전투서열, 전투태세, 가용한 접근로 분석(덕물

64)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 夏六月 二十一日, 王遣

太子法敏, 領兵舩校勘 一百艘 迎定方於德物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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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今아산만-今당진만-今가로리만-今안흥만-백강구-기벌포-津口-義慈

의 都城)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째 날이었던 음력 6월 23일에는 나․당 양군의 수뇌부는

양군의 전투력과 부대전개계획을 상호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당 양군의 공동 전략목

표와 상호 연결지점, 예비계획, 물자조달 및 통신체계, 전략목표(사비성

점령) 달성 후 사비성 이외 나머지 백제 영토에 대한 평정 및 안정화

작전 등을 협의 및 합의하였을 것이다. 즉 신라군 수뇌부는 태종무열왕

의 전략지침을 전달하고 신라군이 백제와의 전쟁을 위해 투입한 병력

수(육군병력, 수군병력), 병선 수, 부대 수(수군부대, 육군부대), 신라군

의 당시 배치(육군배치, 수군배치), 전투서열, 전투태세, 향후 부대전개

계획 등을 설명했을 것이다. 아울러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도 당나라 고

종(高宗)의 전략지침을 전달하고 백제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성산

으로부터 덕물도까지 바다를 건너 왔던 원정군의 병력 수(수군병력, 육

군병력), 병선 수, 부대 수(수군부대, 육군부대), 당나라군의 당시 배치

(덕물도 등), 수군이동로 및 병참로, 전투서열, 전투태세, 향후 부대전개

계획 등을 설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양군의 전투력과 향후 부대전개계

획을 바탕으로 나․당 양군의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목표 점령

후에 기타지역에 대한 평정작전과 백제 왕국의 처리에 대하여 협의 및

합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세째 날이었던 음력 6월 24일 신라군 수뇌부는 덕물도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서기 660년 6

월 24일(양력 8월 5일) 오전 8시에 출발하였던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신라군 수뇌부, 소수 병선만 대동, 병선 100여척 대부분 덕물도

잔류(가정)

또한 신라군 수뇌부는 덕물도를 출발할 때 소수의 병선만을 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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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병선 100척의 대부분을 덕물도에 남겨 두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신

라 수군이 서해바다 길에 익숙하고 백제 수군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

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를 출발하여 백제의 도성이었던 사비성까지 진

출하기위해서는 백제의 관할 하에 있던 도서(島嶼)와 연안의 포구(浦

口)를 공격 및 점령하여 이 곳에 중간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개구리 뛰기 식 와도전술(蛙跳戰術)

〈Island Hopping〉65)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구간 전진을 하면서 백

제 서해 연안의 도서와 포구를 차례로 점령해 나가야 했을 것이다. 이

런 전술로 덕물도로부터 오늘날 금강하구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금강

수로를 따라 백제 도성 남쪽에 도달하여 신라군와 연결한 다음에, 이어

서 사비성으로 진격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당나라 수군의 병선 1900척66)을 이끌고

덕물도에서 백제의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날 今아산만-今당진

만-今가로림만-今안흥만-今천수만-今비인만-백강구(白江口)-기벌

포(伎伐浦)〈今서천군 장항읍(長項邑)〉-今오성산성(五聖山城)〈今

군산시 성산면〉-진구(津口)〈今논산시 강경읍( 江景邑)〉 등을 잇는

65) 아일랜드 호핑(Island Hopping)이란 섬과 섬을 잇는 짧은 전진을 반복하며 대

양(大洋)을 건너는 일을 의미한다. 스페인인이 카리브 해의 섬들을 속속 발견하

면서 서인도 제도와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항해도 아일랜드 호핑에 의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그아나하니 섬(산 살바도르 섬)에 도달했고, 이어

쿠바, 이스파 뇰라 섬, 도미니카 섬과 섬에서 섬으로 옮기며 항해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미군이 취한 전술이다. 이를 아일랜드 호핑

(Island Hopping) 또는 리프후롯핑(Leapfrogging)이라 칭하고 즉 개구리 뛰기

식 전술(와도전술)로 불리며, 일본에서는 징검다리 작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

다. 이는 라바울 등의 요새화된 침공이 어려운 일본군의 거점을 피하면서 비교

적 일본군의 전력이 얇고, 또한 일본 본토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

(사이판 등)에 연합군의 전력을 집중하고 함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66) 三國遺事 卷 第一 제1 기이(紀異第一)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향기(鄕記)에

이르기를 군사는 12만 2천 7백 11이고 배는 1천 9백 척이라고 되어 있으나 당사

(唐史)에는 상세하게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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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로 및 수로를 따라 이동했어야했다. 이 과정에서 바다 길에 밝고

백제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소통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제

수군의 기지 및 활동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던 신라 수군의 지원

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신라군 수뇌부들은 병

선 100척의 대부분을 덕물도에 잔류시켰을 것이다.

〈2〉. 신라군 수뇌부, 덕물도-관미성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덕물도-今사승봉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

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군 병선에 적용

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⓶.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음력 6월 24일 오전 8시에 덕물도에서 출발할 당시

덕물도 동단(東端)인 오늘날 진리(鎭里) 앞(37°13′20″ 126°09′25″)

조류는 유향이 314°이고 유속은 25cm/s(0.9km/h)이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0.2691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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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9km/h(25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2691km/h

그런데 덕물도 今진리(鎭里) 앞에서 今사승봉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12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314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2691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261 km/h이었

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2691km/h × COS 14°

(0.970)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261 km/h

⓷.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덕물도-今사승봉도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덕물도-今사승봉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

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⑤번」에 해당하는 「B급(5m/s)」이

다. 신라 수군이 풍속 5m/s(18km/h)의 해면풍을 측풍으로 맞이할 경우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신라 수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덕물도-今사승봉도 간을 항

해하였다면 당시 덕물도-今사승봉도 간에는 225도 방향의 해면풍이 없

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덕물도-今사승봉도

간에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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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오전 8시 덕물

도를 출발할 때 신라 병선의 항해속도는 3.259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261 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km/h) =

3.259km/h

⓹.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던 덕물도 앞에서 今사승봉도 앞까지 거리

는 14.06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3.259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4시간 18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오전 8시이었다. 따라서 今사승봉도 앞에 도착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

력 6월 24일 12시 18분이었다.

☞ 거리 14.06km÷ 항해속도 3.259 km/h = 항해소요시간 4시간 18분

(4.314 시간)

☞ 덕물도 출발시간 오전 8시 00분 + 항해소요시간 4시간 18분 = 今사

승봉도 도착시간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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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今사승봉도-今피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

였다.

☞ 노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⓶.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2시 18분 今사

승봉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과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

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4일 12시 18분 今사승봉도 앞(북위 37°09′0

9″ 동경 126°16′37″)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230° 유속은

115cm/s이다.(2015년 음력 6월 23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군 수뇌부가 今사승봉도에서 今피도까지

95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230도 유향의 조류를 거슬러 항해했다. 조류

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 1.237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치는 속도 : 조류의 유속 4.14km/h(115cm/s)

× 조류의 영향 0.299 = - 1.23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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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사승봉도에서 今피도로 향하는 항해방향

은 95도이었고 조류의 유향은 230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

는 속도(-1.237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874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1.237km/h × COS

45°(0.707)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0.874km/h

⓷.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사승봉도-今피도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사승봉도-今피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

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⑤번」에 해당하는 「B급(5m/s)」이

다. 신라 수군이 풍속 5m/s(18km/h)의 해면풍을 측풍으로 맞이할 경우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신라 수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今사승봉도-今피도 간을 항

해하였다면 당시 今사승봉도-今피도 간에는 225도 방향의 해면풍이

없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今사승봉도-今피

도 간에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⓸.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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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2시 18분 今사

승봉도를 출발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2.646 km/h이었다.

☞ 노에 의한 신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수군에 미

친 속도(-0.874km/h) + 해면풍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 (0km/h) =

2.646 km/h

⓹. 今사승봉도-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사승봉도 앞에서 今피도 앞까지 거리

는 6.18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2.646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2시간 19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사

승봉도를 지났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2시 18분이었다.

따라서 今피도 앞에 도착한 시각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4시 37

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고 덕물도를 출발하였으므로

선두와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동일하다.

☞ 거리 6.18km ÷ 항해속도 2.646 km/h = 항해소요시간 2시간 19분

(2.33 시간)

☞ 今사승봉도 출발시간 12시 18분 + 항해소요시간 2시간 19분 = 今피

도 도착시간 오후 14시 37분

〈다〉. 今피도-今 영흥도 외리(外里)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피도-今 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
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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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⓶. 今피도-今 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피도-今 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4시 37분 今피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

과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4일 14시 37

분 今피도 앞(북위 37°09′17″ 동경 126°21′12″) 앞을 지날 때 조류

의 유향은 212° 유속은 70cm/s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4일 조류를 서

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군 수뇌부가 今

피도에서 今 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까지 50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212도 유향의 조류를 거슬러서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0.753km/h

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치는 속도 : 조류의 유속 2.52km/h(70cm/s)

× 조류의 영향 0.299 = -0.753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피도에서 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5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12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0.753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716 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753km/h × COS 18°

(0.951)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716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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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피도-今영

흥도 외리(外里)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

다.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④번」

에 해당하는 「B급(2~5m/s)→ 4회 측정치」와 「C급(6~10m/s)→ 19회

측정치」가 있다.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피도-今영흥도 외리

(外里) 間을 이동하면서 180 방향의 「④번」 해면풍을 맞이할 경우 항

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라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今피도-今영

흥도 외리(外里) 간을 항해하였다면 당시 今피도-今영흥도외리(外里)

간에는 180도 방향의 해면풍이 없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런 가정 하에 今피도-今 영흥도 외리(外里)간에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⓸.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4

시 37분 今피도를 통과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2.804 km/h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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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716 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km/h) =

2.804km/h

⓹.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피도 앞에서 今영흥도 외리(外里)

앞까지 거리는 16.02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2.804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5시간 42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피도를 지났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4시 37

분이었다. 따라서 今영흥도 외리(外里) 앞에 도착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오후 20시 19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

고 덕물도를 출발하였으므로 선두와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동일하다.

음력 6월 24일 今영흥도 외리(外里)(북위 37°13′11 동경 126°27′4

0″)의 일몰 시간은 19시 35분이었고 해상박명종(海上薄明終) 시간은

20시 38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음력 6월 24일 밤에 今영흥도 외리(外

里) 부근에서 묘박(錨泊)하였을 것이다.

☞ 거리 16.02km ÷ 항해속도 2.804 km/h = 항해소요시간 5시간 42분

(5.713시간)

☞ 今피도 통과시간 14시 37분 + 항해소요시간 5시간 42분 = 今영흥

도 외리(外里) 도착시간 오후 20시 19분

〈라〉.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
속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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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

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⓶. 今영흥도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

력 6월 25일 오전 8시 00분 今영흥도 외리(外里) 앞에 흐르고 있던 조

류의 유향과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5

일 오전 8시 00분 今영흥도 외리(外里) 앞(북위 37°13′11 동경 126°2

7′40″) 앞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49° 유속은 37cm/s이다.(2015년

음력 6월 25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군 수뇌부가 今영흥도 외리(外里)에서 今선재도까지 49도 방

향으로 항해하면서 49도 유향의 조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0.397km/h 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치는 속도 : 조류의 유속 1.33km/h(37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397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영흥도 외리(外里)에서 今선재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49도이었고 조류의 유향은 49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

을 미치는 속도(- 0.397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397

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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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 0.397km/h × COS 0°(1)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397km/h

⓷.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

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영흥도 외

리(外里)-今선재도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今선재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

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④번」에 해당하는 「B급(2~5m/s)→ 4회 측정치」와 「C급

(6~10m/s)→ 19회 측정치」가 있다.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영

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하면서 180 방향의 「④번」 해면

풍을 맞이할 경우 항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라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今영흥도 외

리(外里)-今선재도 간을 항해하였다면 당시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

재도 간에는 180도 방향의 해면풍이 없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

다. 이런 가정 하에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간에는 해면풍을 적

용하지 않기로 했다.

⓸.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

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

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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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5

일 오전 8시 00분 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를 출발할 때 신라 수군

의 항해속도는 3.917 km/h 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397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km/h) =

3.917 km/h

⓹. 今영흥도 외리(外里)-今선재도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
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영흥도 외리(外里) 앞에서 今선재도

앞까지 거리는 6.47km이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

도는 3.917 km/h이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39분이었다. 신라군 수뇌

부가 今영흥도 외리(外里)에서 출발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08시 00분이었다. 따라서 今선재도 앞을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오전 09시 39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

을 이끌고 이동하였으므로 선두와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동일하다. 음

력 6월 25일 今선재도(북위 37°15′02″ 동경 126°30′16″)의 일몰 시

간은 19시 33분이었고 해상박명종(海上薄明終) 시간은 20시 37분이었

다.

☞ 거리 6.47km ÷ 항해속도 3.917 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39분

(1.651시간)

☞ 今영흥도 외리(外里) 통과시간 08시 00분 + 항해소요시간 1시간 39

분 = 今선재도 도착시간 오전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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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今선재도-今장자서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

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⓶.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

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5

일(양력 8월 5일) 오전 09시 39분 今선재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과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

월 25일 오전 9시 39분 今선재도 앞(북위 37°15′02″ 동경126°30′1

6″)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201° 유속은 120cm/s이었다.(2015년 음

력 6월 25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

한 신라군 수뇌부가 今선재도에서 今장자서까지 347도 방향으로 항해

하면서 201도 유향의 조류를 거슬러서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1.291km/h 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치는 속도 : 조류의 유속 4.32km/h(120cm/s)

× 조류의 영향 0.299 = - 1.291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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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선재도에서 今장자서로 향하는 항해방향

은 347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01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

는 속도(- 1.291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1.070km/h이었

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 1.291km/h × COS

34°(0.829)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1.070km/h

⓷.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선재도-今장자서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선재도-今장자서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 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

洋圖集編委會)가 편찬한 발해 황해 동해 해양도집〈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④번」에 해당하는 「B급(2~5m/s)→

4회 측정치」와 「C급(6~10m/s)→ 19회 측정치」가 있다. 신라군 수뇌

부가 병선을 타고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하면서 180 방향의

「④번」 해면풍을 맞이할 경우 항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라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今선재도-今

장자서 간을 항해하였다면 당시 今선재도-今장자서 간에는 180도 방향

의 해면풍이 없었어야 항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今선

재도-今장자서 간에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67)

67) 今선재도-今장자서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의 풍향은 180도이다.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해면풍의 풍속은 「④번」에 해당하는 「C급(6~10m/s)」

이다. 즉 풍속은 10m/s(36km/h)이다. 풍향이 180도이므로 신라 수군은 선재도를

지날 때 역풍을 타고 장자서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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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오전 9시 39

분 선재도를 출발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2.45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1.070km/h )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km/h)

= 2.45 km/h

⓹.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선재도 앞에서 今장자서 앞까지 거

리는 7.64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2.45 km/h이다. 항해소요시간은 3시간 7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

선재도를 앞을 지났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오전 09시 39

분이었다. 따라서 今장자서 앞을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오전 12시 46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고 이동하

였으므로 선두와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동일하다.

치는 영향은 32.3%이다. 해면풍(10m/s=36km/h)이 신라 수군의 병선에 미친 속

도는 -11.628km/h 이고 이를 항해방향으로 전환시킨 속도는 - 11.279km/h 이

다.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는 3.52 km/h이고 조류가 병선에 미친 속도는 -

1.280km/h이다. 이에 따라 항해속도는 -9.039km/h이다. 항해속도가 -9.039km/h

일 경우 今선재도에서 今장자서로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라 수뇌

부들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今선재도-今장자서 間을 항해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고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선재

도-今장자서 間을 항해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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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7.64km ÷ 항해속도 2.45 km/h = 항해소요시간 3시간 7분

(3.118시간)

☞ 今선재도 통과시간 09시 39분 + 항해소요시간 3시간 7분 = 今장자

서 통과시간 12시 46분

〈바〉. 今장자서-今팔미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

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⓶.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

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5

일(양력 8월 6일) 오전 12시 46분 今장자서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流向)과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

월 25일 오전 12시 46분 今장자서 앞(북위 37°19′45″ 동경126°28′2

9″)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223° 유속은 66cm/s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4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군 수뇌부가 今장자서에서 今팔미도까지 43도 방향으로 항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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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23도 유향의 조류를 거슬러서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

다. 이에 따라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0.710km/h 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치는 속도 : 조류의 유속 2.376km/h(66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710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장자서에서 今팔미도로 향하는 항해방향

은 43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223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710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 0.710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 0.710km/h × COS 0°(1)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710km/h

⓷.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장자서에서 발

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장자서-今팔미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보자. 중국 해양도집

편위회(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

하면 해면풍의 풍속은 「④번」에 해당하는 「C급(6~10m/s)」이었다.

즉 풍속은 10m/s(36km/h)이었다. 풍향이 180도이므로 신라군 수뇌부는

장자서에서 팔미도로 항해하면서 역풍을 타고 이동한 것이었다. 여기서

해면풍을 적용하면 선박은 해면풍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고 신라군 수뇌부가 今장자서-今팔미도

간을 항해를 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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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오전 9시 39

분 今장자서를 출발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2.81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710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km/h) =

2.81 km/h

⓹. 今장자서-今팔미도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장자서 앞에서 今팔미도 앞까지 거

리는 4.46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2.81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34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장자서 앞을 지났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12시 46분이

었다. 따라서 今팔미도 앞을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

일 14시 20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고 이동하였으므

로 선두와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동일하다.

☞ 거리 4.46km ÷ 항해속도 2.81 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34분

(1.34시간)

☞ 今장자서 통과시간 12시 46분 + 항해소요시간 1시간 34분 = 今팔미

도 도착시간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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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今팔미도-今율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

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⓶.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양력 8월 6일) 오후 14시 20분 今팔미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

향과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5일 오후

14시 20분 今팔미도 앞(북위 37°21′30″ 동경126°30′40″)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230° 유속은 31cm/s이었다. 그리고 15시 20분 팔미도

앞 조류의 유향은 46° 유속은 25cm/s이었다. 또한 16시 20분 팔미도

앞 조류의 유향은 46° 유속은 67cm/s이었다.(2015년 음력 6월 25일 조

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군 수뇌

부가 今팔미도에서 今율도까지 23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230도와 46

도 유향의 조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14시 20분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

0.333km/h이다. 그리고 조류는 6시간 15분 만에 방향을 바꾸는데 15시

20분 방향이 바뀐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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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km/h이었다. 아울러 16시 20분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0.721km/h 이었다. 신라의 수뇌부가 탑승한 병선은 14시

20분부터 15시 20분까지 역류를 거슬러 今율도로 항해를 하였겠지만

15시 20분부터 이후 6시간 동안은 순류를 타고 今율도를 항해를 하였

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수뇌부가 탑승한 병선에 조류가 미친 속도는

중간 값인 15시 20분의 조류가 미친 속도(0.269km/h)를 적용하였다.

☞ 14시 20분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1.116km/

h(31cm/s) × 조류의 영향 0.299 = - 0.333km/h

☞ 15시 20분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900km/

h(25cm/s) × 조류의 영향 0.299 = 0.269km/h

☞ 16시 20분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2.412km/h

(67cm/s) × 조류의 영향 0.299 = 0.721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팔미도에서 今율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23도이었고 조류의 유향은 46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0.269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247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269km/h × COS 23°

(0.920)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0.247km/h

⓷.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팔미도에서 발생하

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팔미도-今율도 일대에

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보자. 중국 해양도집편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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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해면풍의 풍속은 「④번」에 해당하는 「C급(6~10m/s)」이었다. 즉 풍

속은 10m/s(36km/h)이다. 풍향이 180도이므로 신라군 수뇌부는 今팔미

도에서 今율도로 항해하면서 역풍을 타고 이동한 것이다. 여기서

10m/s(36km/h) 급 해면풍의 풍속을 적용하면 선박은 해면풍 때문에

앞으로 전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고 신

라군 수뇌부가 今팔미도-今율도 간을 항해를 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⓸.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

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오후 14시 20

분 今팔미도를 출발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3.767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247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km/h) =

3.767 km/h

⓹. 今팔미도-今율도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팔미도 앞에서 今율도 앞까지 거리

는 18.81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3.767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4시간 59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팔미도 앞을 지났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오후 14시 20

분이었다. 따라서 今율도에 도착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5일

(양력 8월 6일) 19시 19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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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였으므로 선두와 후미가 도착한 시간은 동일하다. 今율도(북위

37°30′51″ 동경126°36′12″)의 음력 6월 25일 일몰시간은 19시 33분

이었다. 해상박명시간은 20시 37분이었다. 신라수군은 음력 6월 25일

19시 33분 今율도에서 일몰을 맞아 이곳에서 묘박(錨泊)하였을 것이다.

☞ 거리 18.81km ÷ 항해속도 3.767 km/h = 항해소요시간 4시간 59분

(4.99시간)

☞ 今팔미도 통과시간 14시 20분 + 항해소요시간 4시간 59분 = 今율도

도착시간 19시 19분

〈아〉. 今율도-今황산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

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⓶.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양력 8월 7일) 오전 08시 00분 今율도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

(流向)과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 00분 今율도 앞(북위 37°30′51″ 동경126°36′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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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359° 유속은 126cm/s이었다. (2015년 음력 6월

25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

군 수뇌부가 今율도에서 今황산도까지 340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359

도 유향의 조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08시 00분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1.356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4.536km/h(126cm/s)

× 조류의 영향 0.299 = 1.356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율도에서 今황산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34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359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1.356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281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1.356km/h × COS 19°

(0.945)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1.281km/h

⓷.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율도에서 발생하였

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율도-今황산도 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보자.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

洋圖集編委會)〈그림 4.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해면

풍의 풍속은 「①번」에 해당하는 「C급(6~10m/s)」이었다. 즉 풍속은

10m/s(36km/h)이었다. 풍향이 360도이므로 신라군 수뇌부는 今율도에

서 今황산도로 항해하면서 순풍을 타고 이동한 것이다. 해면풍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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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었다. 해면풍(10m/s=36km/h)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11.628km/h 이었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3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11.628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율도에서 今황산도로 향하는 항해

방향은 340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360도이었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

을 미치는 속도(11.628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0.918

km/h이었다.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11.628km/h × COS

20°(0.939)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유속 10.918 km/h

⓸.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

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 00

분 今율도를 출발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15.719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1.281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10.918

km/h) = 15.719 km/h

⓹. 今율도-今황산도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율도 앞에서 今황산도 앞까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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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84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15.719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49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율

도 앞을 출발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 00분이

었다. 따라서 今황산도에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양력 8월 7일) 08시 49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고

이동하였으므로 선두와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동일하다.

☞ 거리 12.84km ÷ 항해속도 15.719 km/h = 항해소요시간 49분(0.816

시간)

☞ 今율도 통과시간 08시 00분 + 항해소요시간 49분 = 今황산도 통과

시간 08시 49분

〈자〉. 今황산도-今월관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

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⓶.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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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 8월 6일) 오전 08시 49분 今황산도(북위 37°36′44″ 동경

126°32′42″)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과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 49분 今황산도 앞(북위

37°30′51″ 동경126°36′12″)을 지날 때 조류의 유향은 348° 유속은

28cm/s이었다. (2015년 음력 6월 26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6

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군 수뇌부가 今황산도에서 今월관까

지 350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348도 유향의 조류를 타고 항해했다. 조

류의 영향은 29.9% 이었다. 이에 따라 08시 49분 조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0.301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1.008km/h(28cm/s) ×

조류의 영향 0.299 = 0.301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황산도에서 今월관으로 향하는 항해방향

은 350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348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

는 속도(0.301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300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301km/h × COS 2°

(0.999)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0.300km/h

⓷.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해면풍(海面風)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황산도에서 발생하

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황산도-今월관 일대에

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보자. 중국 해양도집편위회

(海洋圖集編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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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풍의 풍속은 「①번」에 해당하는 「C급(6~10m/s)」이었다. 즉 풍

속은 10m/s(36km/h)이다. 풍향이 360도이므로 신라군 수뇌부는 今황산

도에서 今월관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순풍을 타고 이동한 것이다. 해면

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다. 해면풍(10m/s=36km/h)

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11.628km/h 이었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3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 11.628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와 수군이 今황산도에서 今월관으로 향하는 항

해방향은 350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360도이었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치는 속도(11.628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11.441

km/h이었다.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11.628km/h × COS 10°

(0.984)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유속 11.441 km/h

⓸.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

뇌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 49

분 今황산도를 통과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15.719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300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11.441

km/h) = 15.261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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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今황산도-今월관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황산도 앞에서 今월관 앞까지 거리

는 18.39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15.261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1시간 12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

가 今황산도 앞을 지났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

49분이었다. 따라서 今월관에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6

일 10시 01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고 이동하였으므

로 선두와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동일하다.

☞ 거리 18.39km ÷ 항해속도 15.261 km/h = 항해소요시간 1시간 12분

(1.205시간)

☞ 今황산도 통과시간 08시 49분 + 항해소요시간 1시간 12분 = 今월

관 통과시간 10시 01분

〈차〉. 今월관-관미성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월관-관미성 間을 이동시 노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신라 병선에 적용하였

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⓶. 今월관-관미성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
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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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 수뇌부가 今월관-관미성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양

력 8월 7일) 오전 10시 01분 今월관 앞에 흐르고 있던 조류의 유향과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원에 의하면 음력 6월 26일 오전 10시

01분 今월관 앞(북위 37°46′03″ 동경 126°30′58″)을 지날 때 조류

의 유향은 118° 유속은 91cm/s이었다. (2015년 음력 6월 26일 조류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조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신라군 수뇌부가

今월관에서 관미성까지 89도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118도 유향의 조류

를 타고 항해했다. 조류의 영향은 29.9% 이다. 이에 따라 10시 01분 조

류(潮流)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0.979km/h이었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3.276km/h(91cm/s) ×

조류의 영향 0.299 = 0.979km/h

그런데 신라군 수뇌부가 今월관에서 관미성으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89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118도이었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

도(0.979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855km/h이다.

☞ 조류가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0.979km/h × COS

29°(0.874) = 항해방향 환산 값 조류의 유속 0.855km/h

⓷. 今월관-今관미성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신라 수군이 今월관-今관미성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今월관에서 발생하였던 해면

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今월관-관미성 일대에서 음력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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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을 확인해 보자. 중국 해양도집편위회(海洋圖集編

委會)〈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에는 今월관-관미성에서

발생하는 해면풍에 대한 풍향, 풍속 측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해면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⓸. 今월관-今관미성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월관-관미성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

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

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 수뇌

부가 소수의 병선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오전 10시 01분

今월관을 통과할 때 신라 수군의 항해속도는 4.375 km/h이었다.

☞ 노(櫓)에 의한 신라 병선의 속도(3.52 km/h) + 조류가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0.855km/h) + 해면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 (00.00

km/h) = 4.375 km/h

⓹. 今월관-今관미성 間을 이동시 항해이정(移動里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항해하였다면 今월관 앞에서 관미성 앞까지 거리는

14.33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4.375

km/h이었다. 항해소요시간은 3시간 16분이다. 신라군 수뇌부가 今월관

앞을 지났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오전 10시 01분이었다.

따라서 관미성을 통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13시 17

분이었다. 신라 수뇌부는 병선 수척을 이끌고 이동하였으므로 선두와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동일하다.

☞ 거리 14.33km ÷ 항해속도 4.375 km/h = 항해소요시간 3시간 16분

(3.27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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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관 통과시간 10시 01분 + 항해소요시간 3시간 16분 = 관미성 통

과시간 13시 17분

〈2〉. 관미성-술천성 포구(今이포)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상기 계산에 의하면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4일 오전 08시 덕물

도 鎭里를 출발하여 음력 6월 24일 20시 19분 今영흥도 외리(外里)에

도착하였고 익일 음력 6월 25일 오전 08시 今영흥도 외리(外里)를 출발

하여 음력 6월 25일 19시 19분 今율도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 今율도를 출발하여 今황산도-今염하수로-今월관을 거

쳐 음력 6월 26일 13시 17분 관미성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덕물도에서 관미성까지 해로를 따라 이동하였다. 이곳 관미성

은 한수(漢水) 하구에 위치해 있는데 한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곳으로

한수의 유속과 조류의 유속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관미성

부터 술천성 포구까지 이동 간에 신라군 병선은 한수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漢水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한편 한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신라군 병선의 이동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한수의 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를 먼저 산출해야 한다. 관미성-술천성 포구 間 한수

수로 이동은 역류를 타고 이동해야 했음으로 평균이동속도가 저속이었

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 군 수뇌부들이 만약 此 이동로(관미성→술천

성)를 선택하였을 경우 여러 날을 걸쳐 한수수로를 거슬러서 이동했을

것이다. 관미성-술천성 포구 間 소요시간 산출은 다음 절차에 의해 산

출하고자 한다. ① 관미성→술천성 間 평균이동속도 산출, ② 관미성-

今감안진(甘岩津) 간 이동, ③ 今감안진(甘岩津)-今흑석진(黑石津) 간

이동, ④ 今흑석진(黑石津)-今덕소리(德沼里) 간 이동, ⑤ 今덕소리-今

사탄(沙灘) 間 이동, ⑥ 今사탄-술천성 포구(今 이포) 間 이동 등 소요

시간 및 도착시간을 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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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미성-술천성 포구 間 이동속도 산출

⓵. 신라 수뇌부가 한수수로를 거슬러서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
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⓶. 신라 수뇌부가 관미성-술천성 포구(今이포) 間 한수수로를 이동시

유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 한강의 평균유속은 -12826.8m/ h(3.563m/sec ☓ 60초 ☓ 60분 )이

었다.

▷ 유속(流速)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29.9 %이었다.

▷ 한강의 평균유속이 선박에 미치는 속도는 -3.83km/h( -12826.8m/h

☓ 0.299 = 3835.2132 m/s) 이었다.

⓷. 신라 수뇌부가 한수수로를 거슬러서 이동시 수면풍(水面風)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필자가 한강의 수면풍 자료를 살펴 본 결과, [도표 3]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양력 7월의 월평균 풍속은 8.28km/h이었다. 신라 수군이

한수를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지

않고서는 이동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순풍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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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평균풍속은 8.28km/ h이었다.

☞ 2.3 m/s ☓ 60초 ☓ 60분 = 8280m/h

▷ 풍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 %이었다.

▷ 한강의 평균풍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2.67km/h이었다.

☞ 8.28km/h☓ 0.323 = 2.67444km/h) 이다.

⓸. 신라 수뇌부가 한수수로를 거슬러서 이동시 관미성-술천성 間 이

동속도 산출

신라 수뇌부가 한수수로를 거슬러서 이동할 때 이동속도는 △ 노(櫓)

에 의한 병선의 속도, △ 한강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

도, △ 한강의 수면풍(水面風)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값이다.

▷ 노(櫓)에 의한 병선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 한강의 유속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는 -3.83km/h이었다.

▷ 한강의 수면풍(水面風)이 신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는

2.67km/h 이었다.

▷ 따라서 신라 군 수뇌부가 관미성에서 술천성 포구 앞까지 漢水水

路를 이동할 수 있는 평균이동속도는 2.36km/h이었다.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3.52 km/h)+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

(-3.83km/h)+수면풍이 병선에 미친 속도(2.67km/h) = 관미성-술천성

間 이동속도(2.36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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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신라 수군이 한수수로를 이동시 관미성-술천성 間 이동이정(移動里
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서기 660년 음력 6월 26일 13시 17분 관미성 앞을

경유하여 술천성 포구(今 梨浦)를 향하여 이동할 당시 수로이동이정(水

路移動里程)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군 수뇌부가 귀로 시에는 소

수의 병선만을 이끌고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선당장경이 매

우 짧아서 시간길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관미성- 今감암진(甘岩津)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 수뇌부가 관미성 앞을 음력 6월 26일 13시 17분 통과하였다면

일몰시간 19시 31분을 고려 할 경우 7시간 21분을 추가로 더 이동을

하여 16.8km(漢水水路 평균이동속도 2.36km/h × 7시간 10분 =

16.89km)를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미성에서 동남쪽

16.8km지점에 묘박하기에 적당한 포구가 없었으므로 수뇌부들은 6시간

25분을 이동하여 15.18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던 今감암진에 묘박하였

을 것이다. 수뇌부들은 19시 42분경 今감암진에 도착하여 음력 6월 26

일 이곳에서 묘박하였을 것이다. 今감안진의 일몰시간은 19시 31분이고

박명종(薄明終) 시간은 20시 34분이었다.

〈다〉. 今감암진(甘岩津)-今흑석진(黑石津)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감안진 앞을 음력 6월 27일 오전 08시에 출발하

여 今흑석진을 향하여 이동하였다면 今흑석진(동경 37°30′52″ 북위

126°57′38″)의 일몰 시간(19시 31분)과 박명종 시간(20시 34분)을 고

려할 경우 신라 수군은 19시 31분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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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부터 19시 31분까지 11시간 31분 정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기 660년 음력 6월 27 신라 수군의 한수수로 이동속도가 2.36km/h

이므로 11시간 31분(11.5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7.16km

(2.36km/h×11.51h)이었다.

今감암진에서 今흑석진 앞까지 거리는 28.00km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흑석진 앞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今감암진부터 今흑

석진까지 거리(28.00km)를 이동속도( 2.36km/h)로 나누면 이동시간은

11시간 51분(11.86시간)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今흑석진 앞에 도착

한 시간은 今감암진 출발시간인 음력 6월 27일 오전 8시에 이동시간

(11시간 51분)을 더하면 19시 51분이었다. 신라군의 수뇌부는 병선 수

척만을 인솔하여 복귀 중이었으므로 선두와 후미는 거의 동시에 今흑

석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수군은 今흑석진의 서기 660년 음력 6

월 27일 일몰시간(19시 31분) 이후까지 이동하여 해상박병종 시간(20시

34분) 직전까지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곳 음력 6월 27일 今흑석진에서

묘박하였을 것이다.

〈라〉. 今흑석진(黑石津)-今덕소리(德沼里)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흑석진 앞을 음력 6월 28일 오전 08시에 출발하

여 今덕소리(德沼里)를 향하여 이동하였다면 今덕소리(동경 37°35′0

9″ 북위 126°12′31″)의 일몰 시간(19시 30분)과 박명종(薄明終) 시

간(20시 33분)을 고려할 경우 신라 수군은 19시 30분까지 이동할 수 있

었다. 그러면 오전 08시부터 1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정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기 660년 음력 6월 28일 신라 병선의 한수수로 이

동속도가 2.36km/h 이었으므로 11시간 30분(11.50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7.14km(2.36km/h×11.50h)이었다.

今흑석진에서 今덕소리(德沼里) 앞까지 거리는 26.46km이었다. 신라

병선이 今덕소리 앞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今흑석진부터 今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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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까지 거리(26.46km)를 이동속도(2.36km/h)로 나누면 이동시간은 11

시간 12분(11.21시간)이었다. 신라 병선이 今덕소리 앞에 도착한 시간은

今흑석진 출발시간인 음력 6월 28일 오전 8시에 이동시간(11시간 12분)

을 더하면 19시 12분이었다. 신라군의 수뇌부는 병선 수척만을 인솔하

여 복귀 중이었으므로 선두와 후미는 거의 동시에 今덕소리에 도착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 今덕소리에서 음력 6월 28일 묘박하였을 것

이다.

〈마〉. 今덕소리-今사탄(沙灘)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덕소리 앞을 음력 6월 29일 오전 08시에 출발하

여 今사탄(沙灘)을 향하여 이동하였다면 今사탄(동경 37°30′22″ 북위

126°26′52″)의 일몰 시간(19시 29분)과 박명종(薄明終) 시간(20시 32

분)을 고려할 경우 신라 수군은 19시 29분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

면 오전 08시부터 19시 29분까지 11시간 29분 정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기 660년 음력 6월 29일 신라 수군의 한수수로 이동속도가

2.36km/h이었으므로 11시간 29분(11.48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

리는 27.09km(2.36km/h×11.48h)이었다.

今덕소리에서 今사탄 앞까지 거리는 29.09km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

두가 今사탄 앞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今덕소리부터 今사탄까

지 거리(27.09km)를 이동속도(2.36km/h)로 나누면 이동소요시간은 11

시간 28분(11.47시간)이었다. 신라 병선이 今사탄 앞에 도착한 시간은

今덕소리 출발시간인 음력 6월 29일 오전 8시에 이동시간(11시간 28분)

을 더하면 19시 28분이었다. 신라군의 수뇌부는 병선 수척만을 인솔하

여 복귀 중이었으므로 선두와 후미는 거의 동시에 今사탄에 도착하였

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 今사탄에서 음력 6월 29일 묘박하였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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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今사탄-술천성 포구(今梨浦)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今사탄 앞을 음력 6월 30일 오전 08시에 출발하여

술천성 포구(今이포)를 향하여 이동하였다면 今이포(동경 37°23′21″

북위 126°32′09″)의 음력 6월 30일 일몰 시간(19시 28분)과 박명종

(薄明終) 시간(20시 30분)을 고려할 경우 신라 수군은 19시 28분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오전 08시부터 19시 29분까지 11시간 28분

정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기 660년 음력 6월 30일 신라 수군의

한강수로 이동속도가 2.36km/h이었으므로 11시간 28분(11.46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7.04km(2.36km/h×11.46h)이었다.

今사탄에서 술천성 포구(今이포) 앞까지 거리는 16.78km이다. 신라군

병선이 술천성 포구(今이포) 앞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今사탄

부터 술천성 포구(今이포)까지 거리(16.78km)를 이동속도(2.36km/h)로

나누면 이동시간은 7시간 6분(7.11시간)이었다. 신라 수군의 선두가 술

천성〈今이포〉 앞에 도착한 시간은 今사탄 출발시간인 음력 6월 30일

오전 8시에 이동시간(7시간 6분)을 더하면 15시 6분이었다. 신라군 수

뇌부는 음력 6월 30일 15시 6분에 술천성 포구(今이포)에 도착하였다,

신라군의 수뇌부는 병선 수척만을 인솔하여 복귀 중이었으므로 선두와

후미는 거의 동시에 술천성 포구(今이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30일(양력 8월 10일) 술천성 포구(今이포)에서 숙영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15시 6분부터 일몰시간(19시 28분)까지 병력과

하물을 하선시키고 익일부터 시작하는 육로행군(술천성-삼년산성)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나). 술천성 포구-삼년산성-황산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본문은 신라군 수뇌부가 나․당연합작전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면서

고려할 수 있었던 2가지 이동로 가운데 덕물도-술천성 포구-삼년산성

간의 이동로를 선택했을 경우 술천성-삼년산성 간의 이동소요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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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는 것이다.

〈1〉. 신라군 수뇌부의 술천성 포구 출발시간, 기마이동(騎馬移動) 및

속도, 일일 일일이동능력

〈가〉.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7월 1일 오전 08시에 술천성 포구(今이

포)를 출발(가정)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8시 덕물도를 출발하여

음력 6월 26일 13시 17분 관미성 앞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한수

수로를 거슬러서 관미성-今감안진(甘岩津)-今흑석진(黑石津)-今덕소리

(德沼里)-今사탄(沙灘)을 경유하여 음력 6월 30일 15시 6분에 술천성

포구(今이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술천성 포구(今이포)에서 음

력 6월 30일 숙영하고 익일인 음력 7월 1일 오전 08시에 술천성 포구

(今이포)를 출발하여 삼년산성을 향하였을 것이다.

〈나〉.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 수행요원 만을 대동하고 기마행군으로

이동

한편 신라군 수뇌부는 술천성을 출발하면서 도보로 이동하는 대신에

기마이동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음력 7월 10일까지 나․당

양군이 상호연결하기로 했던 진구(津口)〈今 江景)〉까지 도착하려면

일정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도보이동 보다는 기마이동이 유리하였을 것

이다. 또한 이들은 경호부대나 도보부대들을 대동하지 않아 일행이 소

수(小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적은 수의 말로서 기마이동을 할 수 있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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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라군 수뇌부의 騎馬 이동 시 기마이동 및 속도, 일일이동거

리

신라군 수뇌부가 기마이동 시 시간당 4.0km/h 속도로 일일 16km 이

동이 가능하였고 개인당 말을 2필 내지 3필을 이끌고 이동할 경우에는

말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일일 32km까지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술천성 포구-삼년산성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술천성 포구(今이포)-삼년산성 間 육로이동 소요시간 산출은 ① 술

천성-今어룡리 間 육로 이동 시 이동속도 산출, ②. 신라군 수뇌부가

今어룡리-今구암리 間 육로 이동 시 소요시간 산출, ③. 신라군 수뇌부

가 今구암리-今오근장 間 육로 이동 시 소요시간 산출, ④. 신라군 수

뇌부가 今오근장-今중치리 間 육로 이동 시 소요시간 산출, ⑤. 신라군

수뇌부가 今중치리-삼년산성 間 육로 이동 시 소요시간 산출 등을 순

으로 정리하였다.

〈가〉. 술천성-今어룡리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7월 1일(양력 8월 12
일) 오전 08시에 술천성 포구(今이포)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
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행군, 12시-14시 휴식, 14시-18시 행군)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는
술천성 포구(今이포)를 출발하여 술천성(述川城) 포구-0.95km(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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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원촌(院村)-0.77km(1.72km)-今구장대(舊場岱)-0.47km(2.19km)-今궁리

(宮里)-6.21km(8.4km)-今현방리(玄方里)-5.60km(14.00km)-今증포리(增浦

里)-2.4km(16.40km)-今갈산리(葛山里)-1.99km(18.39km)-今마암리(馬岩

里)-0.62km(19.01km)-남천정(南川停)-0.77km(19.78km)-今산촌리

-2.50km(22.28km)-今가좌리(加佐里)-1.58km(23.86km)-今고담리(高潭

里)-2.58km(26.44km)-今단월리(丹月里)-2.93km(29.37km)-今신갈리(新葛

里)-2.59km(31.96km)-今어룡리(魚龍里)를 잇는 길을 따라 31.96km를 이

동한 다음에 今어룡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술천성 포구에서 今어룡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
간 59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

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음력 7월 1일 14시부터 17시 59

분까지 행군하여 今어룡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7월 1일 야간에 今어룡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1.96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7

시간 59분(7.99시간)

〈나〉. 今어룡리-今구암리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7월 02일(양력 8월 13
일) 오전 08시에 今어룡리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도보부
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

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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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

는 今어룡리를 출발하여 今어룡리(魚龍里)-3.12km(00.00km)-今사실치

(沙室峙)-4.32km(7.44km)-今방초리(芳草里)-1.11km(8.55km)-今한평리

(寒坪里)-1.84km(10.39km)-今대평원(大坪院)-1.78km(12.17km)-皆次山郡

/今죽산(竹山)-1.81km(13.98km)-今상신리(上新里)-1.14km(15.12km)-今

장계리(長溪里)-3.71km(18.83km)-今삼거리(三巨里)-2.76km(21.59km)-今

개좌리(介座里)-2.55km(24.14km)-今광혜원(廣惠院)-0.88km(25.02km)-今

재궁리(才宮里)-5.42km(30.44km)-今필현리(筆峴里)-0.87km(31.31km)-今

구암리(九岩里)를 잇는 길을 따라 31.31km를 이동한 다음에 今구암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어룡리에서 今구암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간

49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음력 7월 02일 14시부터 17시 49분까

지 행군하여 今구암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7월

02일(양력 8월 12일) 야간에 今구암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1.96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7

시간 49분(7.82시간)

〈다〉. 今구암리-今오근장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7월 03일(양력 8월 13
일) 오전 08시에 今구암리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도보부
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

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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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는
今구암리를 출발하여 今구암리(九岩里)-3.32km(00.00km)-今중산리(中山

里)-2.09km(5.41km)-今묵동(墨洞)-2.24km(7 .65km)-今단평(丹

坪)-2.06km(9.71km)-금물노군(今勿奴郡)/今진천(鎭川)-4.31km(14.02km)-

今여상리(如上里)-3.84km(17.86km)-今역리(驛里)-3.31km(21.17km)-今왕

산리(王山里)-3.2km(24.37km)-今도하리(道下里)-1.83km(26.20km)-今송

평(松坪)-5.94km(32.14km)-今오근장(梧根場)를 잇는 길을 따라 32.14km

를 이동한 다음에 今오근장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구암리에서 今오근장까지 행군한 시간은 8시간

01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음력 7월 3일 14시부터 19시 1분까지

행군하여 今오근장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7월 03

일(양력 8월 14일) 야간에 今오근장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2.14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8

시간 01분(8.03시간)

〈라〉. 今오근장-今중치리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7월 04일(양력 8월 15
일) 오전 08시에 今오근장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도보부
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

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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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
는 今오근장을 출발하여 今오근장(梧根場)-3.50km(00.00km)-今율현(栗

峴)-4.87km(8.37km)-상당산성(上堂山城)-3.07km(11.44km)-今현암리(玄

岩里)-0.94km(12.38km)-今소암리(蘇岩里)-2.45km(14.83km)-今태상리

(胎上里)-2.18km(17.01km)-今거지치(居芝峙)-2.16km(19.17km)-今이목

리(梨木里)-1.13km(20.30km)-今호동(浩洞)-1.94km(22.24km)-今관기(官

基)-2.30km(24.54km)-낭성(琅城)-3.30km(27 .84km)-今대전(垈

田)-1.35km(29.19km)-今봉황리(鳳凰里)-3.34km(32.53km)-今중치리(中

峙里)를 잇는 길을 따라 32.53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중치리에 도착하

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오근장에서 今중치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8시간

07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음력 7월 4일 14시부터 18시 7분까지

행군하여 今중치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7월 04

일(양력 8월 15일) 야간에 今중치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2.5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8

시간 07분(8.13시간)

〈마〉. 今중치리-삼년산성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7월 05일(양력 8월 16
일) 오전 08시에 今중치리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도보부
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

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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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신라군 수뇌부는 중치리를 출발하여 무열왕이 머물러 있는 삼년산성
을 향하여 今중치리(中峙里)-1.11km(00.00km)-今길양리(吉陽里)-4.82km

(5.93km)-今구치리(九峙里)-3. 36km(9.29km)-今대암리(大岩

里)-1.32km(10.61km)-今학림리(鶴林里)-2.77km(13.38km)-今감동(甘

洞)-2.19km(15.57km)-삼년산성(三年山城)을 잇는 길을 따라 15.57km를

이동한 다음에 삼년산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중치리에서 삼년산성까지 행군한 시간은 3시간

53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 53분까지 행군하여

삼년산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7월 05일(양력 8

월 16일) 삼년산성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57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3

시간 53분(3.89시간)

〈2〉. 삼년산성-황산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대장군 김유신, 삼년산성 나․당 연합작전계획 보고 및 출정준

비(7월 05일-7월 06일)

태자 김법민은 대장군 김유신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음력 7월 05일

(양력 8월 16일) 오전 11시 53분에 삼년산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

리고 음력 7월 05일 오후에 태종 무열왕을 만나 덕물도에서 나․당 양

군이 협의한 연합작전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을 직접 보고하였을 것이

다.

태자 김법민이 이포에서 음력 6월 30일 삼년산성으로 파말마를 보내

이미 서면으로 보고한 상태였지만 다시금 직접 대면보고를 하였을 것

이다. 그리고 음력 7월 6일에는 신라군 전투부대들이 대 백제전쟁을 수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331 -

행하기위해 현재 배치상태와 출동상태를 보고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유신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추가적인 작전지침을 하달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대장군 김유신은 익일 음력 7월 6일(양력 8월 17일) 군 수뇌

부들과 신라군의 작전계획을 다시 재점검하고 신라군의 전반적 이동상

황과 병력, 물자, 장비, 수송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직할부대였던 대당의 이동준비태세를 점검하였을 것이다.

〈나〉.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삼년산성-今창촌 間 육로 이동

소요 및 도정 산출

그리고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07일

(양력 8월 18일) 08시에 삼년산성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대당병력은

4763명을 이었다. 병졸 개인당 간격을 2m로 하여 일렬종대로 행군했을

경우 행군장경은 9526m이었을 것이다. 이열종대로 행군했을 경우 행군

장경은 4763m이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삼
년산성을 출발하여 삼년산성(三年山城)-1.79km(00.00km)-今죽전리(竹

田里)-2.43km(4.22km)-今발산리(鉢山里)-1.60km(5.82km)-今초계리(苕

溪里)-2.16km(7.98km)-今무서리(畝西里)-0.73km(8.71km)-今중리(中

里)-2.34km(11.05km)-今문치(文峙)-2.35km(13.4km)-今동대리(東大

里)-1.81km(15.21km)-今정방리(正芳里)-0.76km(15.97km)-今창촌(倉村)

을 잇는 길을 따라 15.97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창촌에 도착하였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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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이 15.97km를 도보로 행군하였던 시

간은 6시간 56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56

분까지 행군하여 今창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

(16시 56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00분에 今창촌에 도착하였을 것

이다. 창촌(북위 36도 23분 38초, 동경 127도 39분 37초)지역의 음력 7

월 07일 일몰시간은 19시 18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6분이었다.

대당은 음력 7월 07일(양력 8월 18일) 今창촌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97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56분(6.94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다〉.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창촌-今삼거리 間 육로 이동

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08일(양력 8월

19일) 08시에 今창촌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
당은 今창촌을 출발하여 今창촌(倉村)-1.41km(00.00km)-今걸포리(傑浦

里)-0.79km(2.20km)-今인포리(仁浦里)-2.10km(4.30km)-今금강도하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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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km(7.40km)-今욱계리(郁溪里)-3.97km(11.37km)-今고냉리(高冷

里)-2.07km(13.44km)-今옥천(沃川)-1.98km(15.42km)-今삼거리(三巨里)

를 잇는 도로를 따라 15.42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금강 도하 시에는 여울을

이용하여 도하하였을 것이다. 수심이 깊은 강을 도하할 경우 대당의 도

하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여울을 택하여 짧은 시간에 도하하였을 것

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창촌에서 今삼거리 까지 행군한 시간은
6시간 42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

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42분까

지 행군하여 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42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8시 46분에 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삼거리(북위 36도 18분 33초, 127도 33분 35초) 지역의 음력 7월 08일

일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분이었다. 대당은

음력 7월 08일(양력 8월 19일) 삼거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42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42분(6.70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라〉.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삼거리-今서대리 間 육로 이

동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09일(양력 8월

20일) 08시에 今삼거리를 출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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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삼거리를 출발하여 今삼거리(三巨里)-2.98km(km)-今이평니(泥坪里)-

2.51km (5.49km)-今동평리(東坪里)-1.21km(6.7km)-今마전리(馬田里)-

0.94km(7.64km)-今상보리(上洑里)-2.61km(10.25km)-今상지리(上地

里)-0.95km(11.20km)-今성당리(聖堂里)-1.73km(12.93km)-今신탑리(新

塔里)-1.68km(14.61km)-今신평(新坪)-1.49km(16.10km)-今서대리(西臺

里)을 잇는 길을 따라 16.10km를 이동한다음에 今서대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삼거리에서 今서대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분까지 행군

하여 今서대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7시 00분)

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4분에 今서대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서

대리(북위 36도 13분 04초, 127도 31분 01초) 지역의 음력 7월 09일 일

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분이었다. 대당은 음

력 7월 09일(양력 8월 20일) 今서대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6.10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7시간 분(7.00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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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서대리-今사담 間 육로 이동

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양력 8월

21일) 08시에 今서대리를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서대리를 출발하여 今서대리(西臺里)-2.77km(00.00km)-今조정리(鳥亭

里)-1.64km(4.41km)-今동편리(東片里)-1.12km(5.53km)-今두두리(杜斗

里)-1.19km(6.72km)-今천을리(天乙里)-2.09km(8.81km)-今구상리(九相

里)-1.80km(10.61km)-今구덕리(九德里)-2.18km(11.89km)-今제원리(濟

原里)-0.78km(13.57km)-今명암리(鳴岩里)-2.08km(15.65km)-今사담(沙

潭)을 잇는 길을 따라 15.65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사담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서대리에서 今사담까지 행군한 시간은 6
시간 48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

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48분까지

행군하여 今사담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48

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8시 52분에 今사담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

사담(북위 36도 06분 01초, 동경 127도 31분 08초) 지역의 음력 7월 10

일 일몰시간은 19시 19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6분이었다.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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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력 7월 10일(양력 8월 21일) 今사담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65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48분(6.80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바〉.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사담-今석선 間 육로 이동소

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1일(양력 8월

22일) 08시에 今사담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사
담을 출발하여 今사담(沙潭)-1.34km(00.00km)-今영처(寧處)-1.67km(3.01

km)-今금산(錦山)-1.5km(4.51km)-今하어리(下魚里)-1.6km(6.11km)-今와

정리(臥亭里)-1.51km(7.62km)-今원효암(元曉庵)-2.27km(9.89km)-今음수

동(陰水洞)-1.85km(11.74km)-今중금리(中金里)-1.06km(12.80km)-今신대

(新垈)-0.78km(13.58km)-今하금리(下金里)-1.29km(14.87km)-今대양리(大

陽里)-0.94km(15.81km)-今중역평(中驛坪)-0.87km(16.68km)-今석선(石仙)

을 잇는 길을 따라 16.68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석선에 도착하였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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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사담에서 今석선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
간 15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15분까지 행

군하여 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7시 15분)

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19분에 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석선(북위

36도 02분 32초, 북위 127도 24분 53초) 지역의 7월 11일 일몰시간은

19시 19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6분이었다. 대당은 7월 11일(양

력 8월 22일) 今석선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6.68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7시간 15분(7.25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사〉.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석선- 今궁동 間 육로 이동소

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2일(양력 8월

23일) 08시에 今 석선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석
선를 출발하여 今석선(石仙)-0.52km(00.00km)-今역평리(驛坪里)-1.63km

(2.15km)-今백령치(栢嶺峙)-1. 66km(3.81km)-今상암삼(上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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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1.0km(4.81km)-今하암삼(下岩三)-1.47km(6.28km)-今지암(砥

岩)-1.46km(7.74km)-今건천리(乾川里)-2.97km(10.71km)-今신복리(新伏

里)-1.46km(12.17km)-今서평리(西坪里)-0.86km(13.03km)-今탄현(炭

峴)-1.13km(14.16km)-今삼거리(三巨里)-1.75km(15.91km)-今궁동(弓洞)을

잇는 길을 따라 15.91km를 이동한 다음에 今궁동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석선에서 今궁동까지 행군한 시간은 6시
간 54분이었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

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54분까지 행군하여

今궁동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54분)보다 2

시간 4분 후인 18시 58분에 今궁동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궁동(북위

36도 03분 42초, 동경 127도 19분 28초) 지역의 7월 12일 일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분이었다. 대당은 7월 12일(양

력 8월 23일) 今궁동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91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54분(6.91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아〉.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궁동-今모촌리 間 육로 이동

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3일(양력 8월

24일) 08시에 今궁동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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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궁동을 출발하여 今궁동(弓洞)-1.92km(00.00km)-今원리(院里)/龍溪山城

-1.02km(2.94km)-今금당리(金塘里)-2.44km(5.38km)-今장선리(長善

里)-0.85km(6.23km)-今덕동(德洞))-1.01km(7.24km)-今월촌(越

村)-1.77km(9.01km)-今완창동(完昌洞)-0.26km(9.27km)-今현동(玄

洞)-1.83km(11.1km)-今신기리(新基里)-2.61km(13.71km)-今인천리(仁川

里)-3.15km(16.86km)-今모촌리(茅村里)를 잇는 길을 따라 16.86km를

이동한 다음에 今모촌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궁동에서 今모촌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
시간 19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

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19분까지

행군하여 今모촌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7시

19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23분에 今모촌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모촌리(북위 36도 19분 17초, 동경 126도 12분 53초) 지역의 7월 13

일 일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분이었다. 대당

은 7월 13일(양력 8월 24일) 今모촌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6.86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7시간 19분(7.33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자〉.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모촌리-今황산 間 육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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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4일(양력 8월

25일) 08시에 今모촌리를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모
촌리을 출발하여 모촌리(茅村里)-1.24km(00.00km)-고리곡(古里谷)-1.06

km(2 . 3km)-죽내리(竹內里)-1 . 1 1km(3 . 41km)-차곡리(磋谷

里)-1.27km(4.68km)-반곡 2리(盤谷里)-1.16km(5.84km)-황산리(黃山里)를

잇는 길을 따라 5.84km를 이동한 다음에 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모촌리에서 황산까지 행군한 시간은 2시
간 31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에 출발하여 10시 31분

까지 행군하여 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0시

31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2시 35분에 今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황산(북위 36도 11분 31초, 동경 127도 13분 52초) 지역의 음력 7월

14일(양력 8월 25일) 일몰시간은 19시 15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2분이었다.

☞ 일일이동거리 5.84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2

시간 31분(2.53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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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덕물도-술천성 포구-삼년산성-황산 간 도정(道程)

구분 D D+1 D+2 D+3 D+4 D+5 D+6 D+7 D+9 D+10

음력 6.24 6.25 6.26 6.27 6.28 6.29 6.30 7.01 7.02 7.03

양력 8.5 8.6 8.7 8.8 8.9 8.10 8.11 8.12 8.13 8.14

출발今 덕물도 영흥도 율도 감안진 흑석진 덕소리 사탄 이포 어룡리 구암리

도착今 영흥도 율도 감안진 흑석진 덕소리 사탄 이포 어룡리 구암리 오근장

구분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D+19 D+20

음력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양력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출발今 오근장 중치리
삼년
산성

삼년
산성

창촌 삼거리 서대리 사담 석선 궁동

도착今 중치리
삼년
산성

대기 창촌 삼거리 서대리 사담 석선 궁동 모촌리

구분 D+21

음력 7.14

양력 8.25

출발今 모촌리

도착今 황산벌

(2).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황산 간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 산출.

(가). 덕물도-(해로)-당항포-(육로)-당항성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1〉. 덕물도-당항포 간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덕물도-당항포 間 해로 이동소요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 노

(櫓)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도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

도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해야한다. 이 가운데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림 4. 인천

근해 음력 6월 해면풍속]의 해면풍속 측정치를 사용하였는데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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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덕물도-당항포 間의 해면풍속에 대한 측정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덕물도-당항포 구간의 항해속도를 산출하면서 해면풍속를 적용

하지 않고 노(櫓)에 의한 영향과 조류에 의한 양향만을 적용하여 항해

속도를 산출한 결과 덕물도-당항포 間 평균항해 속도는 3.151km/h이었

다.

한편 신라군 수뇌부와 신라 수군 병선 100척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술천성-관미성-今월관나루-今광성보-今황산도

-今세어도-今월미도-今선재도-今피도-今사승봉도-今덕물도 구간을 항

해하였는데 이 당시 서해바다의 조류와 해면풍의 영향을 받고 항해했

던 구간은 관미성-今월관나루-今광성보-今황산도-今세어도-今월미도-

今선재도-今피도-今사승봉도-덕물도 구간이었다. 이 구간의 당시 신라

군 수뇌부들이 평균항해 속도는 8.60km/h이었다. 관미성-덕물도 구간

의 평균항해 속도(8.60km/h)와 덕물도-당항포 구간의 항해속도(3.151

km/h)를 비교하면 두 구간의 항해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그 차이는 해면풍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었다.

신라의 수군의 병선이 관미성-덕물도 구간을 항해 시 해면풍의 영향

을 받았다면 덕물도-당항포 구간을 항해 시에도 해면풍의 영향을 받았

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덕물도-당항포 구간의 해면풍속 측정

치가 없어 해면풍의 영향을 고려한 항해속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차

선의 방법은 관미성-덕물도 구간의 평균항해 속도를 적용하여 덕물도-

당항포 구간의 항해속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관미성-덕물도 구

간의 평균항해 속도를 적용하여 덕물도-당항포 구간의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가〉. 덕물도-今사승봉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관미성-덕물도 間을 이동시 평균 항해속도는 8.60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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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 수뇌부와 신라 수군 병선 100척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부터 6월 21일까지 술천성-관미성-今월관나루-今광성보-今황산도-今

세어도-今월미도-今선재도-今피도-今사승봉도-덕물도 구간을 항해하

였는데 당시 관미성-덕물도 간 항해도정은 다음과 같다. 신라군 수뇌부

들은 병선 100척을 인솔하여 선두가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 08시

관미성을 출발하여 선두가 음력 6월 2일 19시 23분 선재도에 도착하였

다. 선두가 음력 6월 21일 08시 선재도를 출발하여 선두가 음력 6월 2

일 10시 28분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신라군 수뇌부가 관미성으로부터

덕물도까지 바다 길 119.23km를 13시간 51분(13.85시간) 항해하였다.

이 구간의 평균항해속도는 8.60km/h이었다.

⓶. 덕물도-今사승봉도 間 거리는 14.06km이었다

⓷. 신라 수뇌부가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소요시간 산출

이동거리 14.06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소요시간 1시간 37

분(1.63 시간)

⓸.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今사승봉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했던 시간은 서기 660

년 음력 6월 24일 오전 08시이었다. 따라서 今사승봉도 앞에 도착한 시

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09시 37분이었다.

☞ 덕물도 출발 08시 + 이동소요시간 1시간 37분 = 今사승봉도 도착시

간 9시 37분이었다.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344 -

〈나〉. 今사승봉도- 今피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사승봉도- 今피도 間을 이동시 평균 항해속도는 8.60km/h이었다.

⓶. 今사승봉도- 今피도 間 거리는 6.18km이었다.

⓷. 신라 수뇌부가 今사승봉도- 今피도 間을 이동시 소요시간 산출

이동거리 6.18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소요시간 43분(0.718

시간)

⓸. 신라군 수뇌부가 今사승봉도- 今피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사승봉도를 경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오전 09시 37분이었다. 따라서 今피도 앞에 도착

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0시 20분이었다.

☞ 今사승봉도 경과 09시 37분 + 이동소요시간 43분 = 今피도 도착시

간 10시 20분이었다.

〈다〉.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평균 항해속도는 8.60

km/h이었다.

⓶.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 거리는 16.02k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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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신라 수뇌부가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소요시간
산출

이동거리 16.02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소요시간 1시간 51

분(1.86 시간)

⓸. 신라군 수뇌부가 今피도-今영흥도 외리(外里) 間을 이동시 항해도
정(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피도를 경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오전 10시 20분이었다. 따라서 今영흥도 외리(外里) 앞

에 도착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2시 21분이었다.

☞ 今피도 경과 10시 20분 + 이동소요시간 1시간 51분 = 今영흥도 외

리(外里) 도착시간 12시 21분이었다.

〈라〉. 今영흥도 외리(外里)-今흘관도(訖串島)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외리(外里)-今흘관도(訖串島) 間을 이동시 평균 항해속도는 8.60

km/h이었다.

⓶. 외리(外里)-今흘관도(訖串島) 間 거리는 6.96km이었다.

⓷. 신라 수뇌부가 외리(外里)-今흘관도(訖串島) 間을 이동시 소요시

간 산출

이동거리 6.96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소요시간 48분(0.8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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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신라군 수뇌부가 외리(外里)-今흘관도(訖串島) 間을 이동시 항해도
정(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영흥도 외리(外里)를 경과했던 시간

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오전 12시 21분이었다. 따라서 今흘관도

(訖串島) 앞에 도착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3시 9분이었

다.

☞ 今외리 경과 12시 21분 + 이동소요시간 48분 = 今흘관도(訖串島)

도착시간 13시 09분이었다.

〈마〉. 今흘관도-今제부도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흘관도-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평균 항해속도는 8.60km/h이었다.

⓶. 今흘관도-今제부도 間 거리는 8.16km이었다.

⓷. 신라 수뇌부가 今흘관도-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소요시간 산출

이동거리 8.16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소요시간 56분(0.94

시간)

⓸. 신라군 수뇌부가 今흘관도-今제부도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道程)

산출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흘관도를 경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

년 음력 6월 24일 오전 13시 09분이었다. 따라서 今제부도 앞에 도착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4시 0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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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흘관도 경과 13시 09분 + 이동소요시간 56시간 = 今제부도 도착

시간 14시 05분이었다.

〈바〉. 今제부도-당항포 間 해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今제부도-당항포 間을 이동시 평균 항해속도는 8.60km/h이었다.

⓶. 今제부도-당항포 間 거리는 7.28km이었다.

⓷. 신라 수뇌부가 今제부도-당항포 間을 이동시 소요시간 산출

이동거리 7.28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소요시간 50분(0.84

시간)

⓸. 신라군 수뇌부가 今제부도-당항포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道程) 산

출

신라군 수뇌부가 병선을 타고 今제부도를 경과했던 시간은 서기 660

년 음력 6월 24일 오전 14시 20분이었다. 따라서 당항포 앞에 도착한

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15시 13분이었다.

☞ 今제부도 경과 14시 05분 + 이동소요시간 50분 = 당항포 도착시간

14시 55분이었다.

〈2〉. 당항포-당항성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신라군 수뇌부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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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 수뇌부는 당항포 상륙 후에 당항성으로 이동하면서 소수의

수행요원들과 함께 말을 타고 이동하였을 것이다.

〈나〉. 당항포-당항성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기마 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시간당 기마행
군속도는 4km/h이었다.

⓶. 당항포-당항성(唐項城) 間 의 거리는 3.61km이었다. 당항포-1.78

km-今전곡리(前谷里) -1.83km-당항성을 잇는 거리이었다. 신라군 수뇌

부는 前谷里 앞 포구를 출발하여 1.78km을 이동하여 前谷里에 도착하

고 다시 1.83km를 이동 후에 당항성(唐項城)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신라군 수뇌부가 당항포에서 당항성까지 이동한 시간은 54분이었

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4일 14시 55분에 당항포에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당항성 도착시간은 15시 49분이었다.

태자 김법민과 신라군 수뇌부는 당황성에 도착하자마자 무열왕에게

당나라 소정방과 협의한 연합작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할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곧 바로 역참을 이용하여 무열왕에게 치계(馳啓)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명일(음력 6월 25일) 당항성에서 출발하여 삼년산성으

로 가기위한 행군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행군준비를 마치고 수뇌부들은

당황성에서 음력 6월 24일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이동거리 3.61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h = 행군시간 54분(0.9

시간)

☞ 당항포 도착시간 14시 55분 + 이동소요시간 54분 = 당항성 도착시

간 15시 49분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349 -

(나). 당항성-삼년산성-황산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1〉. 신라군 수뇌부의 당항성 출발, 기마이동 및 속도, 일일 기마이동

거리

〈가〉.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5일 오전 08시에 당항성 출발(가

정)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3일 8시 덕물도를 출발하여

음력 6월 23일 20시 19분 갑죽도에 도착하였고 음력 6월 24일 14시 33

분 당항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당항포에 상륙 후에 말을 타고

이동하여 음력 6월 24일 15시 27분 당항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

고 당항성에서 음력 6월 24일 야간에 숙영하고 익일인 음력 6월 25일

오전 08시에 당항성을 출발하여 삼년산성을 향하였을 것이다.

〈나〉. 신라군 수뇌부는 당항성-삼년산성 間을 소수 수행요원 만을 대

동하고 기마행군으로 이동

한편 신라군 수뇌부는 당항성을 출발하면서 도보로 이동하는 대신에

기마이동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나․당 양군이 상호연결하기로

했던 진구(津口)〈今江景〉까지 이동하려면 당항성-179.59km-삼년산성

-118.38km-황산-25.10km-진구(今 江景)을 잇는 길을 따라 323km를

이동해야 했다. 음력 7월 10일까지 진구에 도착하려면 일정이 매우 촉

박하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당항성-삼년산성 간을 도보이동 보다는 기

마이동을 하여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은 당항성-삼년산성 간을 이동시 경호부대나 도보부대들을 대동하지

않아, 일행이 소수(小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적은 수의 말로서 기마

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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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라군 수뇌부가 당항성-삼년산성 間 騎馬 이동 시 기마이동

및 속도, 일일 기마이동거리

신라군 수뇌부가 말의 지속 이동능력을 고려 시 시간당 4.0km/h 속

도로 일일 16km 이동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만 개인당 말을 2필 내

지 3필을 이끌고 이동할 경우에는 말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일일 32km

까지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당항성-삼년산성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당항성-今융능(隆陵) 앞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25일 오전 08시에
당항성/(今 華城市 西新面 尙安里 九峰山)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
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다

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
는 당항성을 출발하여 당항성(唐項城)-3.23km(00.00km)-今사강리(沙江

里)-7.36km(10.59km)-唐城郡〈今남양(南陽)〉-2.61km(13.20km)-今북양

리(北陽里)-1.27km(14.47km)-今염치(廉恥)-1.35km(15.82km)-今우노동

(牛老洞)-3.73km(19.55km)-今구포리(仇浦里)-2.13km(21.68km)-今어천

리(漁川里)-3.1km(24.78km)-今천천리(泉川里)-1.27km(26.05km)-今수영

리(水營里)-1.67km(27.72km)-매홀군(買忽郡)〈今봉담읍(峰潭邑)〉

-2.89km(30.61km)-今와우리(臥牛里)-1.66km(32.27km)-今융능(隆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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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잇는 길을 따라 32.27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융능 앞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당항성에서 今융능 앞까지 이동한 시간은 8시간 3
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

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8시 3분까지 행군하여 今융

능 앞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5일 야간에 今

융능 앞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2.27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8

시간 3분(8.06시간)

〈나〉. 今융능 앞-今소사리 間 육로 이동소요 및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26일 오전 08시에
今융능 앞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다. 신라군 수뇌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

는 今융능 앞을 출발하여 今융능(隆陵) 앞-1.99km(00.00km)-今안영리

(安寧里)-1.86km(3.85km)-今병점리(餠店里)-1.22km(5.07km)-今평촌(坪

村)-2.72km(7.79km)-今죽미령(竹美嶺)-4.36km(12.15km)-今오산(烏

山)-5.10km(17.25km)-부산현(釜山縣)〈今진위(振威〉-4.21km(21.46km)-

今산하리(山下)-3.58km(25.04km)-今성은리(聖恩里)-3.58km(28.62km)-사

복홀(沙伏忽)〈今양성(陽城)〉-1.38km(30.00km)-今명당리(明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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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2.05km(32.05km)-今소사리(素砂里)를 잇는 길을 따라 32.05km를 이

동한 다음에 今소사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융능 앞에서 今소사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8시간
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

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8시 까지 행군하여 今소사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6일 야간에 今소사리에

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2.05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8

시간 (8.01시간)

〈다〉. 今소사리-今하일송리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27일 오전 08시에
今소사리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다. 신라군 수뇌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

는 今소사리를 출발하여 今소사리(素砂里)-1.92km(00.00km)-今하모산리

(下茅山里)-4 . 5km(6 . 42km)-나혜홀(奈兮忽)〈今안성(安城)〉

-1.19km(7.61km)-今현수리(玄水里)-2.19km(9.8km)-今내우리(內隅

里)-1.30km(11.10km)-今마둔리(馬屯里)-0.87km(11.97km)-今원죽리(元竹

里)-2.09km(14.06km)-今석하리(石下里)-2.61km(16.67km)-今상중리(上中

里)-1.82km(18.49km)-今이치(梨峙)-3.78km(22.27km)-今하백리(下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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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2.46km(24.73km)-今유곡리(楡谷里)-1.27km(26.00km)-今용진(龍

津)-2.69km(28.69km)-今석현리(石峴里)-2.28km(30.97km)-今두건리(斗建

里)-0.75km(31.72km)-今하일송리(下一松里)를 잇는 길을 따라 31.72km

를 이동한 다음에 今하일송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소사리에서 今하일송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

간 55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

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55분까지 행군하여

今하일송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7일 야간

에 今하일송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1.72 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7

시간 55분(7.93시간)

〈라〉. 今하일송리-今율양동 間 육로 이동소요 및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28일 오전 08시에
今하일송리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다. 신라군 수뇌부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다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

는 今하일송리를 출발하여 今하일송리(下一松里)-2.02km(00.00km)-今행

정리(杏亭里)-0.94km(2.96km)-今벽암리(碧岩里)-0.85km(3.81km)-금물노

현(今勿奴郡)〈今진전(鎭川)〉-4.31km(8.12km)-今여상리(如上

里)-3.84km(11.96km)-今역리(驛里)-3.31km(15.27km)-今왕산리(王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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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3.2km(18.47km)-今도하리(道下里)-1.83km(20.30km)-今송평(松

坪)-0.5km(20.80km)-오근장(梧根場)-5.44km(26.24km)-今오동리(梧東

里)-1.93km(28.17km)-발산리(鉢山里)-1.57km(29.74km)-今율현(栗

峴)-2.21km(31.95km)-今율양동(栗陽洞)를 잇는 길을 따라 31.95km를 이

동한 다음에 今율양동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하일송리에서 今율양동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

간 58분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

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58분까지 행군하여

今율양동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8일 야간에

今율양동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31.95 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7

시간 58분(7.98시간)

〈마〉. 今율양동-今모정 間 육로 이동 소요 및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29일 오전 08시에
今율양동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
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다

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는
今율양동을 출발하여 今율양동(栗陽洞)-2.66km(00.00km)-상당현(上黨縣)

〈今상당산성(上堂山城 )〉-3 . 0 7km(5 . 7 3km)-今현암리(玄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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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0.94km(6.67km)-今소암리(蘇岩里)-1.39km(8.06km)-今태상리(胎上

里)-2.18km(10.24km)-今거지치(居芝峙)-2.16km(12.40km)-今이목리(梨木

里)-1.13km(13.53km)-今호동(浩洞)-1.94km(15.47km)-今관기(官

基)-2.30km(17.77km)-今낭성(琅城)〈今청원군 미원면〉-3.30km(21.70km

)-今대전(垈田)-1.35km(22.42km)-今봉황리(鳳凰里)-3.34km(25.76km)-今

중치리(中峙里)-2.64km(28.40km)-今대산리(大山里)-1.18km(29.58km)-今

모정(毛亭)을 잇는 길을 따라 29.58km를 이동한 다음에 今모정에 도착하

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율양동에서 今모정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간 23
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23분까지 행군하여 今

모정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29일 야간에 今

모정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29.58 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7

시간 23분(7.39시간)

〈바〉. 今모정-삼년산성 間 육로 이동소요 및 산출

⓵. 신라군 수뇌부는 소수의 수행원 이끌고 음력 6월 30일(양력 8월 11
일) 오전 08시에 모정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⓶.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는 32km이었다. 신라군 수뇌부
가 하루에 8시간(8시-12시, 14시-18시)을 행군하여 32km를 이동하였다

면 시간당 기마행군속도는 4km/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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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신라군 수뇌부의 일일 기마행군거리를 고려할 경우 신라군 수뇌부
는 今모정을 출발하여 今모정(毛亭)-3.67km(00.00km)-今원평리(院坪

里)-1.88km(5.55km)-今탁주리(濯州里)-2.74km(8.29km)-今구치리(九峙

里)-3.36km(11.65km)-今대암리(大岩里)-1.32km(12.97km)-今확림리(鶴

林里)-2.77km(15.74km)-今감동(甘洞)-2.19km(17.93km)-삼년산군(三年

山郡)/삼년산성(三年山城)잇는 길을따라 17.93km를 이동한 다음에 삼년

산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⓸. 신라군 수뇌부는 今모정에서 삼년산성까지 행군한 시간은 4시간 28
분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는 오전 8시부터 12시 28분까지 행군하여 삼년

산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30일 야간에 삼

년산성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7.93 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4km /h = 행군시간 4

시간 28분(4.48시간)

〈3〉. 삼년산성-황산 間 육로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가〉.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삼년산성-今창촌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태자 김법민은 대장군 김유신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서기 660년 음력

6월 30일(양력 8월 11일) 12시 28분에 삼년산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6월 30일 오후에 무열왕을 만나 덕물도에서 나․당 양군이 협

의한 연합작전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을 직접 보고하였을 것이다. 태자

김법민이 당항성에서 삼년산성으로 파말마를 보내 이미 서면으로 보고

한 상태였지만 다시금 직접 대면보고를 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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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 등은 음력 6월 21일 12시 39분 덕물도에 도착하여 나․당 연합작

전계획을 협의 한 다음에 음력 6월 23일 오전 8시분 덕물도를 출발하

였다.

대장군 김유신은 익일 음력 7월 1일(양력 8월 12일) 군 수뇌부들과

신라군의 작전계획을 다시 재점검하고 신라군의 전반적 이동상황과 병

력, 물자, 장비, 수송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본인의 직할부대였던 대당의 이동준비태세를 점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음력 7월 2일(양력 8월 13일)

삼년산성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대당의 병력 수는 4763명을 이었다. 병

졸 개인당 간격을 2m로 하여 일렬종대로 행군했을 경우 행군장경은

9526m이었을 것이다. 이열종대로 행군했을 경우 행군장경은 4763m이

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삼
년산성을 출발하여 삼년산성(三年山城)-1.79km(00.00km)-今죽전리(竹

田里)-2.43km(4.22km)-今발산리(鉢山里)-1.60km(5.82km)-今초계리(苕

溪里)-2.16km(7.98km)-今무서리(畝西里)-0.73km(8.71km)-今중리(中

里)-2.34km(11.05km)-今문치(文峙)-2.35km(13.4km)-今동대리(東大

里)-1.81km(15.21km)-今정방리(正芳里)-0.76km(15.97km)-今창촌(倉村)/

아동호현(阿冬號縣)을 잇는 길을 따라 15.97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창

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이 15.97km를 도보로 행군하였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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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6시간 56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56

분까지 행군하여 今창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

(16시 56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00분에 今창촌에 도착하였을 것

이다. 창촌(북위 36도 23분 38초, 동경 127도 39분 37초)지역의 음력 7

월 2일 일몰시간은 19시 18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6분이었다.

대당은 음력 7월 2일(양력 8월 13일) 今창촌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97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56분(6.94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나〉.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今창촌-今삼거리 間 이동소요 도

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3일(양력 8월

14일) 08시에 今창촌/아동호현(阿冬號縣)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

당은 今창촌을 출발하여 아동호현(阿冬號縣)〈今창촌(倉村)〉-1.41km

(00.00km)-今걸포리(傑浦里)-0.79km(2.20km)-今인포리(仁浦

里)-2.10km(4.30km)-今금강도하지점-3.10km(7.40km)-今욱계리(郁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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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3.97km(11.37km)-今고냉리(高冷里)-2.07km(13.44km)-고시산군(古尸

山郡)〈今옥천(沃川)〉-1.98km(15.42km)-今삼거리(三巨里)를 잇는 도로

를 따라 15.42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대장

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금강 도하 시에는 여울을 이용하여 도하

하였을 것이다. 수심이 깊은 강을 도하할 경우 대당의 도하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여울을 택하여 짧은 시간에 도하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창촌에서 今삼거리 까지 행군한 시간은
6시간 42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

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42분까

지 행군하여 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42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8시 46분에 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삼거리(북위 36도 18분 33초, 127도 33분 35초) 지역의 음력 7월 3일

일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분이었다. 대당은

음력 7월 3일(양력 8월 14일) 삼거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42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42분(6.70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다〉.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삼거리-今서대리 間 이동소요

및 도정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4일(양력 8월

15일) 08시에 今 삼거리를 출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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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삼거리를 출발하여 今삼거리(三巨里)-1.1km(km)-구천(狗川)〈月田里 :

聖王死節地〉-1.88km(2.98km)-今이평니(泥坪里)-2.51km(5.49km)-今동

평리(東坪里)-1.21km(6.7km)-今마전리(馬田里)-0.94km(7.64km)-今상보

리(上洑里)-2.61km(10.25km)-今상지리(上地里)-0.95km(11.20km)-今성당

리(聖堂里)-1.73km(12.93km)-今신탑리(新塔里)-1.68km(14.61km)-今신평

(新坪)-1.49km(16.10km)-今서대리(西臺里)을 잇는 길을 따라 16.10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서대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삼거리에서 今서대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분까지 행군

하여 今서대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7시 00분)

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4분에 今서대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서

대리(북위 36도 13분 04초, 127도 31분 01초) 지역의 음력 7월 4일(양

력 8월 15일) 일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분이

었다. 대당은 음력 7월 4일 今서대리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6.10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7시간 00분(7.00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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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서대리-今사담 間 이동소요

및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5일(양력 8월

16일) 08시에 今서대리를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서대리를 출발하여 今서대리(西臺里)-2.77km(00.00km)-今조정리(鳥亭

里)-1.64km(4.41km)-今동편리(東片里)-1.12km(5.53km)-今두두리(杜斗

里)-1.19km(6.72km)-今천을리(天乙里)-2.09km(8.81km)-今구상리(九相

里)-1.80km(10.61km)-今구덕리(九德里)-2.18km(11.89km)-今제원리(濟

原里)-0.78km(13.57km)-今명암리(鳴岩里)-2.08km(15.65km)-今사담(沙

潭)을 잇는 길을 따라 15.65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사담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서대리에서 今사담까지 행군한 시간은 6
시간 48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

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48분까지

행군하여 今사담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48

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8시 52분에 今사담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

사담(북위 36도 06분 01초, 동경 127도 31분 08초) 지역의 7월 5일(양

력 8월 16일) 일몰시간은 19시 19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6분이

었다. 대당은 음력 7월 5일 今사담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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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동거리 15.65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48분(6.80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마〉.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今사담-今석선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6일(양력 8월

17일) 08시에 今사담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사담을 출발하여 今사담(沙潭)-1.34km(00.00km)-今영처(寧處)-1.67km

(3.01km)-진내군(進乃郡)〈今금산(錦山)〉-1.5km(4.51km)-今하어리(下

魚里)-1.6km(6.11km)-今와정리(臥亭里)-1.51km(7.62km)-今원효암(元曉

庵)-2.27km(9.89km)-今음수동(陰水洞)-1.85km(11.74km)-今중금리(中金

里)-1.06km(12.80km)-今신대(新垈)-0.78km(13.58km)-今하금리(下金

里)-1.29km(14.87km)-今대양리(大陽里)-0.94km(15.81km)-今중역평(中驛

坪)-0.87km(16.68km)-今석선(石仙)을 잇는 길을 따라 16.68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석선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사담에서 今석선까지 행군한 시간은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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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5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15분까지 행

군하여 삼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7시 15분)

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19분에 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석선(북위

36도 02분 32초, 북위 127도 24분 53초) 지역의 7월 6일(양력 8월 17

일) 일몰시간은 19시 19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6분이었다. 대

당은 음력 7월 6일 今석선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6.68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7시간 15분(7.25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바〉.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今석선-今궁동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7일(양력 8월

18일) 08시에 今 석선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석
선를 출발하여 今석선(石仙)-0.52km(00.00km)-今역평리(驛坪里)-1.63km

(2.15km)-今백령치(栢嶺峙)-1. 66km(3.81km)-今상암삼(上岩

三)-1.0km(4.81km)-今하암삼(下岩三)-1.47km(6.28km)-今지암(砥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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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m(7.74km)-今건천리(乾川里)-2.97km(10.71km)-今신복리(新伏

里)-1.46km(12.17km)-今서평리(西坪里)-0.86km(13.03km)-탄현(炭峴)〈今

完州郡 雲洲面 三巨里〉-1.13km(14.16km)-今삼거리(三巨里)-1.75km(15.

91km)-今궁동(弓洞)을 잇는 길을 따라 15.91km를 이동한 다음에 今궁동

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석선에서 今궁동까지 행군한 시간은 6시
간 54분이었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

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54분까지 행군하여

今궁동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54분)보다 2

시간 4분 후인 18시 58분에 今궁동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궁동(북위

36도 03분 42초, 동경 127도 19분 28초) 지역의 7월 7일(양력 8월 18

일) 일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분이었다. 대

당은 7월 7일(양력 8월 18일) 今궁동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91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54분(6.91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사〉.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이 今궁동-今모촌리 間 이동 시 소

요시간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8일(양력 8월

19일) 08시에 今궁동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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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
궁동을 출발하여 今궁동(弓洞)-1.92km(00.00km)-今원리(院里)/龍溪山城

-1.02km(2.94km)-今금당리(金塘里)-2.44km(5.38km)-今장선리(長善

里)-0.85km(6.23km)-今덕동(德洞))-1.01km(7.24km)-今월촌(越

村)-1.77km(9.01km)-今완창동(完昌洞)-0.26km(9.27km)-今현동(玄

洞)-1.83km(11.1km)-今신기리(新基里)-2.61km(13.71km)-今인천리(仁川

里)-3.15km(16.86km)-今모촌리(茅村里)를 잇는 길을 따라 16.86km를

이동한 다음에 今모촌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궁동에서 今모촌리까지 행군한 시간은 7
시간 19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

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7시 19분까지

행군하여 今모촌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7시

19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9시 23분에 今모촌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모촌리(북위 36도 19분 17초, 동경 126도 12분 53초) 지역의 7월 8일

(양력 8월 19일) 일몰시간은 19시 17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5

분이었다. 대당은 7월 8일(양력 8월 19일) 今모촌리에서 숙영하였을 것

이다.

☞ 일일이동거리 16.86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7시간 19분(7.33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간 4분(2.0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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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今모촌리-今황산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08시에 今모촌리를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모
촌리을 출발하여 모촌리(茅村里)-1.24km(00.00km)-고리곡(古里谷)-1.06

km(2 . 3km)-죽내리(竹內里)-1 . 1 1km(3 . 41km)-차곡리(磋谷

里)-1.27km(4.68km)-반곡 2리(盤谷里)-1.16km(5.84km)-황산리(黃山里)를

잇는 길을 따라 5.84km를 이동한 다음에 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모촌리에서 황산까지 행군한 시간은 2시
간 31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에 출발하여 10시 31분

까지 행군하여 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0시

31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2시 35분에 今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今황산(북위 36도 11분 31초, 동경 127도 13분 52초) 지역의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일몰시간은 19시 15분이었다. 박명종 시간은 19시

42분이었다.

☞ 일일이동거리 5.84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2

시간 31분(2.53시간)

☞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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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4분(2.07 시간)

⓸.신라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백제

계백 군과 황산원에서 전투를 하고 전장전리를 한 다음에 황산원 일대

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자〉.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황산원-가지나현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신라군 좌군, 중군, 우군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양력 8월 21일) 08시에 황산원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좌․중․우
군과 함께 황산원을 출발하여 황산원(黃山原)-0.88km(00km)-시목동(柿

木洞)-1.75km(2.63km)-연산(連山)-k2.19m(4.82km)-고양리(高陽

里)-2 . 02km(6 .84km)-구산(九山)-0 . 62km(7 . 46km)-부령(鳧

嶺)-km(11.30km)-마구평리(馬九坪里)-4.3km(15.60km)-가지나현(加知奈

縣)〈今충남 論山市 大橋洞〉를 잇는 길을 따라 15.60km를 이동한 다

음에 가지나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황산원에서 가지나현〈今논산시 대
교동〉까지 행군한 시간은 6시간 46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

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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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14시부터 16시 46분까지 행군하여 가지나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46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8시 50분에 가

지나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대당은 7월 10일(양력 8월 21일) 가지나

현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60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46분(6.78시간)

☞ 대당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간 4분(2.07 시간)

〈차〉.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가지나현-진구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신라군 좌군, 중군, 우군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1일(양력 8월 22일) 08시에 가지나현을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좌․중․우
군과 함께 황산원을 출발하여 가지나현(加知奈縣)-2.16km(00km)-황화

산성(皇華山城)〈둘레 840m〉-7.01km(9.17km)-진구(津口)를 잇는 길을

따라 9.17km를 이동한 다음에 가지나현(加知奈縣)에 도착하였을 것이

다.

⓷.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가지나현〈今논산시 대교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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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津口)〈今강경읍〉까지 행군한 시간은 3시간 58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두는 오전 8시에 출발하여 11시 58분에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1시 58분)보다 2시간 4분 후인 14시 02

분에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대당은 7월 11일(양력 8월 21일) 진구

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9.17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3

시간 58분(3.98시간)

☞ 대당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간 4분(2.07 시간)

〈카〉.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진구-今상정리(上正里) 間 이동소

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신라군 좌군, 중군, 우군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12일(양력 8월 22일) 08시에 가지나현을 출발했을 것이다. 삼국사

기는 음력 7월 12일에 당(唐)나라와 신라의 군사들이 의자(義慈)의 도

성(都城)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부리(所夫里)으로 나갔다.68)고했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68)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秋七月十二日 음력 6월

12일에 당(唐)나라와 신라의 군사들이 의자(義慈)의 도성(都城)을 에워싸기 위하

여 소부리(所夫里)으로 나갔다. [소(蘇)]정방(定方)이 꺼리는 바가 있어서 전진하

지 않았으므로 [김(金)]유신(庾信)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네

길로 나란히 진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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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좌․중․우
군과 함께 진구를 출발하여 진구(津口)-5.48km(00km)-포전리(浦田

里)-3.78km(9.26km)-진악산현(珍惡山縣)-3.52km(12.78km)-증산리(甑山

里)-0.96km(13.74km)-하화리(下禾里)-1.29km(15.03km)-상정리(上正

里)-1.93km(16.96km)-산막리(山幕里)-0.6km(17.56km)-능산리(陵山

里)-1.23km(18.79km)-오산리(烏山里)-0.8km(19.59km)-부여나성

-1.51km(21.1km)-진목리(眞木里) 삼거리-1.24km(22.34km)-부여 관북리

(官北里)를 잇는 길을 따라 15.03km를 이동한 다음에 今상정리(上正

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⓷.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진구(津口)〈今강경읍〉에서 今상

정리(上正里)까지 행군한 시간은 6시간 31분이었을 것이다. 대당의 선

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군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식사 및 휴

식한 다음에 14시부터 16시 31분까지 행군하여 今상정리(上正里)에 도

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6시 31분)보다 2시간 4분 후

인 18시 35분에 今상정리(上正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대당은 7월 12

일(양력 8월 22일) 今상정리(上正里)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 일일이동거리 15.0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6시간 31분(6.53시간)

☞ 대당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간 4분(2.07 시간)

〈타〉. 대장군 김유신과 대당(大幢), 今상정리(上正里)-부여 관북리(官

北里)/소부리성 間 이동소요 및 도정 산출

대장군 김유신은 신라군 좌군, 중군, 우군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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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양력 8월 24일) 08시에 今상정리(上正里) 출발했을 것이다.

⓵.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신라군 도보부대
가 하루에 7시간(8시-12시, 14시-17시)을 행군하여 16.12km를 이동하

였다면 신라군의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이었을 것이다

⓶. 신라군의 일일행군속도를 고려할 경우 김유신이 인솔한 좌․중․우
군과 함께 今상정리를 출발하여 상정리(上正里)-1.93km(00km)-산막리

(山幕里)-0.6km(2.53km)-능산리(陵山里)-1.23km(3.76km)-오산리(烏山

里)-0.8km(4.56km)-부여나성-1.51km(6.07km)-진목리(眞木里) 삼거리-

1.24km(7.31km)-부여 관북리(官北里)/소부리성를 잇는 길을 따라 7.31

km를 이동한 다음에 사비성에 입성하여 오늘날 관북리 소부리성을 점

령하였을 것이다,

⓷. 대장군 김유신이 인솔한 대당은 今상정리(上正里)에서 부여 관북리
(官北里)/소부리성까지 행군한 시간은 3시간 10분이었을 것이다. 대당

의 선두는 오전 8시에 출발하여 11시 10분에 부여 관북리(官北里)/소부

리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후미는 선두도착 시간(11시 10분)보다 2시

간 4분 후인 13시 14분에 부여 관북리(官北里)/소부리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대당은 7월 13일(양력 8월 24일) 소부리성에서 숙영하였을 것

이다.

☞ 일일이동거리 7.31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행군시간 3

시간 10분(3.17시간)

☞ 대당 행군장경 4.763km ÷ 시간당 행군속도는 2.3km /h = 시간길이

2시간 4분(2.0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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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황산 간 도정(道程) 

구분 D D+1 D+2 D+3 D+4 D+5 D+6 D+7 D+9

음력 6.24 6.25 6.26 6.27 6.28 6.29 6.30 7.01 7.02

양력 8.5 8.6 8.7 8.8 8.9 8.10 8.11 8.12 8.13

출발 덕물도 당항성 今융능
今소

사리

今하

일송

今율

양동
今모정

삼년

산성

삼년

산성

도착 당항성 今융능
今소

사리

今하

일송

今율

양동
今모정

삼년

산성
대기

아동

호현

경유 당항포 당성군 부산현 나혜홀
금물

노군
상당현 낭성

매홀군 사복홀

구분 D+10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음력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양력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출발
阿冬

號縣

今삼

거리

今서

대리
今사담 今석선 今궁동

今모

촌리
黃山原

가지

나현

도착
今삼

거리

今서대

리
今사담 今석선 今궁동

今모

촌리
黃山原

가지

나현
진구

경유
古尸

山郡
狗川 進乃郡

今백

령성

용계

산성

황산

전투

탄현
모촌

산성

구분 D+19 D+20 D+21 D+22 D+23 D+24 D+25

음력 7.12 7.13 7.14 7.15 7.16 7.17 7.18

양력 8.23 8.24 8.25 8.26 8.27 8.28 8.29

출발 진구 상정리

도착 상정리
소부

리성

비고 왕자 융 의자왕

항복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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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물도-황간 間 『 신라군 수뇌부 사용 이동로』 식별

상기 앞 항(項)〈Ⅱ-4-다-(1), Ⅱ-4-다-(2)〉에서는 태자 김법민, 대

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는데 있

어서 가용했던 2개의 이동로를 각각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의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출하였다. 본 항〈Ⅱ-4-다-(3)〉에서는 가용 이동로

2개 가운데 실제 사용하였던 이동로를 식별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7년 조에 의하면 「신라 태자 김법

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은 무열왕의 명에 따라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이

동하여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을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양력 8월 2

일)에 만났다. 소정방이 법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음력) 7월 10일에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의자(義慈)의 도성(都城)

을 깨뜨리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정방은 법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兵馬)를 징발케 하였다. 태자 김법민 등은 덕물도로부터

돌아와서 소정방의 군대 형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말하자 왕(태종무열

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 태자와 대장군 김유신, 장군 김품일

(金品日)과 김흠춘(金欽春)등에게 명하여 정예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그것(당나라 군)에 부응하도록 하고, 왕(태종무열왕)은 금돌성(今突城)

으로 가서 머물렀다. 대장군 김유신 등은 음력 7월 9일 황산에 이르렀

다.」고 했다.

상기 기사에 의하면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덕

물도에 도착하여 나․당 연합작전계획 등을 합의한 다음에 덕물도를

출발하여 태종무열왕이 기다리고 있던 임시 행재소로 돌아왔다. 태자

김법민 등이 덕물도를 출발했던 일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에 도착한 다음에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만나 행하

였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한 결과〈Ⅱ-4-다-(1)-(가)-〈1〉-〈가〉〉,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양력 8월 5일) 오전 8시에

덕물도를 출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374 -

신라군 수뇌부는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기위해 사용할 수 있

었던 가용 이동로는 2개였다. 하나는 덕물도-술천성 포구-삼년산성-황

산 間을 잇는 이동로였고 다른 하나는 덕물도-당항성-삼년산성-황산

間 잇는 이동로였다.

전자의 경우는, 今덕적도 진리부터 今사승봉도, 今피도, 今영흥도 외

리, 今선재도, 今팔미도, 今월미도를 경유하여 今황산도에 이르기 까지

는 서해해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今 황산도에서 今갑곶나루를 지나 今

월관나루까지는 오늘날 今강화도와 今김포반도 사이의 今염하수로로 연

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今월관나루에서 관미성까지는 今조강수로(朝江

水路)로 연결되어 있었다. 관미성에서 술천성 포구(今 梨浦)까지는 한수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술천성 포구에서 남천정, 개차산군, 금물노현,

상당산성, 삼년산성, 아동호현, 고시산군, 진잉을군, 今백령성, 탄현, 今

용계성을 경유하여 황산에 이르기 까지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今덕적도 진리에서 今사승봉도, 今피도, 今영흥도 외

리, 今흘관도, 今제부도, 今화량진을 경유하여 당항포까지는 서해해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항포에서 당항성, 당성군, 매홀군, 부산현,

사복홀, 나혜홀, 금물노현, 상당산성, 삼년산성, 아동호현, 고시산군, 진

잉을군, 今백령성, 탄현, 今용계성을 경유하여 황산에 이르기 까지는 육

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2개의 가용 이동로가운데 신라군 수뇌부가 실제 사용했던 이동로를

식별하기위하여 신라군의 일일 도보행군속도와 항해속도를 적용하여

신라군 수뇌부가 가용 이동로 2개를 사용했을 경우 각각의 이동소요시

간과 도정(道程)을 상기 내용〈Ⅱ-4-다-(1), Ⅱ-4-다-(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증적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술천성 포구-삼년산성-황산 間을

잇는 이동로(488km)를 사용하였을 경우,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13일 오전 10시 31분에 황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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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라군 수뇌부가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황산 間을 잇는 이동

로(346km)를 사용하였을 경우,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은 서

기 660년 음력 7월 9일 오전 10시 31분에 황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7년 조에 의하면 대장군 김유신 등

이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황산에 도착하였다고 했는데 음력 7월 9

일 황산에 도착할 수 있는 이동로는 두 개의 이동로 가운데 덕물도-당

항포-삼년산성-황산 間을 잇는 이동로뿐이었다.

따라서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서기 660

년 음력 6월 24일(약력 8월 5일)부터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間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동로는 덕물도-당항포

-삼년산성-황산 間을 잇는 이동로(346km)였다.

5. 신라군 수뇌부 이동 목적과 구체적 도정(道程)

가. 이동 목적

신라 태종 무열왕과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부

터 음력 7월 9일까지 3단계에 걸쳐 육로와 해․수로를 이용하여 왕경-

남천정-덕물도-황산 間을 이동하였다. 신라군 수뇌부가 왕경으로부터

남천정-덕물도-황산 간을 이동하였던 목적은 3가지였다.

하나는 당나라 소정방 군을 덕물도에서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른 하나는 덕물도에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제군 수뇌부들에게 나․제

양군의 주공방향을 기만시키고 백제군의 주의(注意)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백제군의 군사대비 태세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 태종 무열왕과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을 수

행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먼 거리를 이동하였다. 대략 3단계에 걸쳐

이동하였는데 제1단계는 왕경-남천정 간 이동이었다. 제2단계는 남천정

-덕물도 간 이동이었다. 제 3단계는 덕물도 황산원 간에 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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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왕경-남천정 間 구체적 도정

태종 무열왕은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今경주 월성〉을 출발하

여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과 함께 음력 6월 18일 남천정〈今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효양산〉에 도착하였다.

왕경-남천정 間 제1단계 이동은 태종무열왕이 신라군 수뇌부들과 함

께 행군하였던 이동이었다. 태종무열왕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왕

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이르렀다. 태종무열왕이 왕경에

서 남천정으로 이동하였던 목적은 3가지였다.

첫째는 외교적 측면에서 당나라 소정방 군이 덕물도에 도착한 것을

환영하기위한 것이었다. 태종무열왕은 신라의 왕으로서 왕경을 출발하

여 남천정까지 멀리 이동하면서까지 마중을 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었다. 친정(親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당 연합군의 사기를 올

리고 결의를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둘째는 군사적으로 對 백제 전쟁기간, 고구려의 羅․麗 국경 침공 가

능성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서기 660년 백제 침공 작전을 개시

하기 전에 羅․麗 국경지역이었던 한산주, 우수주, 하서주를 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천주의 핵심지역이었던 남천정을 방문하여 국경지역

을 지키고 있던 한산정〈今경기 河南市 春宮洞〉, 우수정(牛首停)〈今

강원 春川市 牛頭洞〉, 하서정(河西停)〈今강원 江陵市 玉泉洞 예국고

성(濊國古城)〉, 사천당(四千幢)〈今경기 南楊州市 진접읍(榛接邑)〉,

골내근정(骨乃斤停)〈今경기 여주시 여주읍(驪州邑)〉, 벌력천정(伐力川

停)〈今강원 홍천군 홍천읍(洪川邑)〉 등과 같은 야전부대들에게 경계

심을 고취시키고 야전부대의 對 고구려 대비태세를 확인하고자 한 것

이었다.

셋째는 전략적으로 태종무열왕이 백제군의 대비태세를 교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우선 태종무열왕은 군 수뇌부들을 데리고 왕경에서 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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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이동하여 신라군 임시 통수부를 남천정에 설치하였는데 이는

신라군의 군사 重心을 왕경에서 남천주로 이동시킨 것처럼 연출하기위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제 의자왕과 군 수뇌부들에게 신라군 

주공이 마치 남천주로 부터 웅진성 방향으로 진격할 것 같은 움직

임을 보여 줌으로써 웅진성 방면에 많은 백제 병력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백제군의 전략배비를 교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왕경-남천정 間 이동의 구체적 이동로 및 도정(道程)은 다음과 같다.

구간 거리는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의 이정(里程)이다.

A-105. 왕경-남천정 間 도정(道程) : 왕경(王京)〈今경북 경주시 인왕

동 月城〉-80리-절야화군(切也火郡)〈今경북 영천시 임고면 임고리〉

-90리-달구화현(達句火縣)〈今대구시 달성동〉-40리-다사지현(多斯只

縣)〈今경북 칠곡군 하빈면 현내리〉-50-사동화현(斯同火縣)〈今경북

구미시 인의동〉-7리-舊비산진(緋山津)〈今경북 구미시 비산동〉-43리

-감문소국(甘文小國)〈今김천시 개령면 동부리〉-30리-동잠현(桐岑縣)

〈今경북 김천시 신음동〉-30리-今추풍령(秋豊嶺)〈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10리-소라현(召羅縣)〈今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

성리〉-15리-금돌성(今突城)〈今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 古

城〉-55리-굴현(屈縣)〈今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50리-삼년산성

(三年山城)〈今충북 보은군 보은읍 오정산 古城〉-80리-상당현(上黨縣)

〈今충북 청주시 우암동〉-40리-금물노군(今勿奴郡)〈今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60리-개차산군(皆次山郡)〈今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

산리〉-今사실치(沙室峙)〈今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살터고개〉

-30리-남천정(南川停)〈今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孝養山 187

m 城址)을 잇는 축선이었다.

신라 태종 무열왕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庾信), 진주(眞珠),

천존(天存) 등이 왕경으로부터 남천정까지 354km를 22일간 이동하였

다. 따라서 신라군의 평균 일일행군속도는 16.12km/일(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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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천정-덕물도 間 구체적 도정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의 2단계 이동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 남천정을 출발하여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0일) 남천정에서 머물지 않고 이동을 계속하

여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0일) 21시 46분 술천성 포구(今이포)에 도

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익일 음력 6월 19일 오전 8시에 병선 100척을

이끌고 술천성 포구(今이포)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漢水수로 및 오늘날

강화도 염하수로를 거쳐 660년 음력 6월 21일 13시 25분에 덕물도(今

덕적도 鎭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의 이동경로는 다음

과 같다.

A-106. 남천정-덕물도 間 도정(道程) : 남천정(南川停)-今마암리(馬岩

里)-今갈산리(葛山里)-今증포리(增浦里)-今현방리(玄方里)-今궁리(宮里)-

今구장대(舊場岱)-今원촌(院村)-술천성 포구(今梨浦)-今구미포(龜尾浦)-

今흑천(黑川)-今진변(津邊)-今사탄(沙灘)-今대청탄(大靑灘)-今검단(檢

丹)-今족자도(簇子島)-今경안천慶安川)-今창우리(倉隅里)-今덕소리(德沼

里)-今왕숙천(王宿川)/今토평리(土坪里)-今광진(廣津)-今송파(松坡)-今삼

전도(三田渡)-今독도(纛嶋)-今한강진(漢江津)-今흑석(黑石))-今마포도(麻

浦渡)-今합정(合井)-今증산(曾山)-今행주도(行州渡)-今우동진(右洞津)-今

감안진(甘岩津)-今운양포(雲陽浦)-今전류리(顚流里)-관미성(關彌城 : 今

鰲頭山城)-今조강리(祖江里)-今강령포(康寧浦)-今월관(月串)-今갑관진(甲

串津)-今용진(龍津)-今절포(折浦)-今광성보진(廣城堡津)-今덕진돈대(德津

墩臺)-今초지진(草芝鎭)-今황산도(黃山島)-今가서(駕嶼)--今세어도(細於

島)-今호도(虎島)-今청라도(菁蘿島)-今율도(栗島)-今작약도(芍藥島)-今구

읍나루(舊邑)-今월미도(月尾島)-今팔미도(八尾島)-今장자서(長者嶼)-今변

도(辨島)-今영흥수도(靈興水道)-今선재도(仙才島)-今영흥도(靈興島) 외리

(外里)-今창서(倉嶼)-今적초(赤礁)-今피도(皮島)-今흑금도(黑今島)-今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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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봉도(下昇鳳島)-今소이작도(小伊作島)-今대이작도(大伊作島)-덕물도(德

物島)/今덕적도 진리(鎭里)를 잇는 경로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남천정에서 덕물도까지 252km를 이동하였다. 신

라군 수뇌부들과 함께 이동했던 신라 수군은 술천성 포구-관미성 間

한수수로와 관미성-덕물도 間 서해연안 항해 시 평균 7.45 km/h 속도

로 이동했다. 이들은 일일 평균 8시간을 항해했으며 일일 평균 59.6km

를 이동하였다. 이를 기준할 경우 신라 수군은 평균 59.6km 마다 포구

나 인근 도서에서 묘박하였을 것이다.

라. 덕물도-황산원 間 구체적 도정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의 3단계 이동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덕물도를 출발하여 당황포(음력6.24), 금물노

현(음력6.28), 상당현(음력6.29), 삼년산성(음력6.30-7.2), 아동호현(음력

7.2), 고시산군(음력7.3), 진내군음력(7.6), 용계산성․모촌산성(음력7.8)

등을 거쳐 음력 7월 9일 황산원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은 덕물도에서 나․당 연합작전

회의(음력 6월 21일-6월23)를 마치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 오전

8시에 덕물도에서 병선을 타고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음력 6월 24

일 15시 13분에 당항포에 도착하였을 것이고 당항성 도착시간은 음력

6월 24일 16시 07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익일 음력 6월 25 오전 08시

에 당항성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한편 신라군 수뇌부는 당항성을 출발

하면서 기마이동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30일(양력 8월 11일) 12시 28분에 삼년산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

고 6월 30일 오후에 무열왕을 만나 덕물도에서 나․당 양군이 협의한

연합작전계획에 대한 합의 내용을 직접 보고하였을 것이다.

대장군 김유신은 익일 음력 7월 1일(양력 8월 12일) 삼년산성에서 군

수뇌부들과 신라군의 작전계획을 다시 재점검하고 신라군의 전반적 이

동상황과 병력, 물자, 장비, 수송에 관한 일체의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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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을 이끌고 음력 7월 2일(양력 8월

13일) 삼년산성을 출발하여 음력 7월 8일 19시 23분에 今모촌리에 도

착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일 08

시에 今모촌리를 출발하여 선두는 10시 31분에 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

고 후미는 12시 35분에 今황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는

덕물도-당항포-당항성-당성군-매홀군-부산현-사복홀-나혜홀-금물노군-

상당현-삼년산성-황산 間 이동로 346km를 음력 6월 23일부터 7월 9일

까지 이동하였다. 신라군 수뇌부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A-107. 덕물도-황산원 間 도정(道程) : 당항성(唐項城)-今사강리(沙江

里)-당성군(唐城郡)/今남양(南陽)-今북양리(北陽里)-今염치(廉恥)-今우노

동(牛老洞)-今구포리(仇浦里)-今어천리(漁川里)-今천천리(泉川里)-今수영

리(水營里)-매홀군(買忽郡)/今봉담읍(峰潭邑)-今와우리(臥牛里)-今융능

(隆陵) 앞-今안영리(安寧里)-今병점리(餠店里)-今평촌(坪村)-今죽미령(竹

美嶺)-今오산(烏山)-부산현(釜山縣)/今진위(振威)-今산하리(山下)-今성은

리(聖恩里)-사복홀(沙伏忽)/今양성(陽城)-今명당리(明堂里)-今소사리(素

砂里)-今하모산리(下茅山里)-나혜홀(奈兮忽)/今안성(安城)-今현수리(玄水

里)-今내우리(內隅里)-今마둔리(馬屯里)-今원죽리(元竹里)-今석하리(石下

里)-今상중리(上中里)-今이치(梨峙)-今하백리(下白里)-今유곡리(楡谷里)-

今용진(龍津)-今석현리(石峴里)-今두건리(斗建里)-今하일송리(下一松里)-

今행정리(杏亭里)-금물노군(今勿奴郡)/今벽암리(碧岩里)-今진전(鎭川)-今

여상리(如上里)-今역리(驛里)-今왕산리(王山里)-今도하리(道下里)-今송평

(松坪)-오근장(梧根場)-今오동리(梧東里)-발산리(鉢山里)-1今율현(栗峴)-

율양동(栗陽洞)-상당현(上黨縣)/今상당산성(上堂山城)-今현암리(玄岩里)-

今소암리(蘇岩里)-今태상리(胎上里)-今거지치(居芝峙)-今이목리(梨木里)-

今호동(浩洞)-今관기(官基)-今낭성(琅城)-今대전(垈田)-今봉황리(鳳凰

里)-今중치리(中峙里)-今대산리(大山里)-今모정(毛亭)-今원평리(院坪里)-

今탁주리(濯州里)-今구치리(九峙里)-今대암리(大岩里)-今확림리(鶴林里)-

今감동(甘洞)-삼년산군(三年山郡)/今삼년산성(三年山城)-금굴리(金屈里)-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381 -

송죽리(松竹里)-원남리(院南里)-오덕리(五德里)-정방리(正芳里)-아동호현

(阿冬號縣)/창촌(倉村)-걸포리(傑浦里)-인포리(仁浦里)-금강도하점-욱계

리(郁溪里)-고냉리(高冷里)-교동(校洞)-고시산군(古尸山郡)/옥천(沃川)-

삼거리(三巨里)-구천(狗川)/월전리(月田里)-이평이(泥坪里)-동평리(東坪

里)-마전리(馬田里)-상보리(上洑里)-상지리(上地里)-성당리(聖堂里)-신탑

리(新塔里)-신평(新坪)-서대리(西臺里)-조정리(鳥亭里)-동편리(東片里)-

두두리(杜斗里)-천을리(天乙里)-구상리(九相里)-구덕리(九德里)-제원리

(濟原里)-명암리(鳴岩里)-사담(沙潭)-영처(寧處)-진내군(進乃郡)/금산(錦

山)-하어리(下魚里)-와정리(臥亭里)-간운리(看雲里)-내일양리(內日陽里)-

외일양리(外日陽里)-건천리(乾川里)-신복리(新伏里)-서평리(西坪里)-탄현

(炭峴)/탄치(炭峙)-삼거리(三巨里)-궁동(弓洞)-今용계산성(龍溪山城)/원리

(院里)-금당리(金塘里)-장선리(長善里)-덕동(德洞))-월촌(越村)-완창동(完

昌洞)-현동(玄洞)-신기리(新基里)-인천리(仁川里)-모촌리(茅村里)-신흥리

(新興里)-거사리(居士里)-반곡리(盤谷里)-황산원(黃山原)/황산리(黃山里)

를 잇는 경로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덕물도에서 황산원까지 348km를 이동하였다. 이

들은 덕물도에서 당항포까지 서해수로를 따라 58km를 이동하였다. 덕

물도-당항포 간 평균항해속도는 8.60km/h이었다. 그리고 당항포에서 금

물노군까지 100km, 당항포에서 삼년산성까지 178km, 당항포에서 나․

제 국경지역이었던 진내군까지 246km, 당항포에서 탄현까지 265km, 당

항포에서 황산원까지 290km를 이동하였다. 이들 군 수뇌부들은 당항포

에서 삼년산성까지 기마로 이동하였는데 일일 8시간 32km를 이동하였

다. 이들은 개인당 말을 2필 내지 3필을 이끌고 말을 갈아타는 방식으

로 일일 32km를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장군 김유신등은 삼년산

성에서 황산원까지는 전투부대들을 이끌고 행군하였다.

마. 황산원-진구 間 구체적 도정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의 4단계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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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 황산원을 출발하여 음력 7월 11일 진구〈今

논산시 강경읍 江景浦〉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

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황산원에서 백

제 계백장군이 거느리고 있던 5000명의 병력과 오후 늦게까지 전투를

했고 결국 승리했다. 신라 대장군 김유신은 황산원에 병력 34658명에

이르는 8개 전투부대〈대당, 상주정, 하주정, 귀당, 서당, 낭당, 남천정,

사설당〉를 집결시켰다. 전투 후 이곳에서 전장정리를 하고 음력 7월 9

일 밤을 숙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이었던 음력 7월 10일 황산벌을 출발하였다. 대장군 김

유신과 전투부대들은 15.6km를 행군하여 가지내현(加知奈縣)〈今충남

論山市 大橋洞〉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음력 7월10일 숙영하였을 것이

다. 신라군 34658명이 행군 시 개인 간격 2m와 2열 종대를 유지할 경

우 부대 행군장경은 34.658km이었을 것이다. 신라군의 육상 일일행군

속도는 16.12km/日이었다. 선두병사가 출발한 이후에 후미 병사는 2일

이 지나야 겨우 출발할 수 있는 행군장경이었다. 이와 같은 행군장경을

고려할 경우 대장군 김유신이 음력 7월 10일 가시내현에 도착시켰던

부대는 대당 1개뿐이었을 것이다.

대장군 김유신은 대당과 함께 음력 7월 11일 오전 8시 가시내현을

출발하여 7km를 이동한 다음, 진구(津口)〈今 강경읍〉에 14시 02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당 양군은 비로소 상호 연결

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황산원-진구 間 구체적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A-108. 황산원-진구 間 도정(道程) : 황산원(黃山原)-0.88km(00km)-시

목동(柿木洞)-1.75km(2.63km)-연산(連山)-k2.19m(4.82km)-고양리(高陽

里)-2 . 02km(6 . 84km)-구산(九山)-0 . 62km(7 . 46km)-부령(鳧

嶺)-km(11.30km)-마구평리(馬九坪里)-4.3km(15.60km)-가지나현(加知奈

縣)〈今충남 論山市 大橋洞〉-2.16km(17.76km)-황화산성(皇華山城)〈둘

레 840m〉-7.01km(24.77km)-진구(津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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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진구- 사비성 間 구체적 도정 

대장군 김유신과 신라 전투부대의 5단계 이동은 서기 660년 음력 7

월 12일 진구를 출발하여 음력 7월 13일 사비성 성내로 들어가서 사비

성을 점령하였던 여정이었다.

음력 7월 12일 신라 대장군 김유신은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백제

의 도성(都城)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부리(所夫里) 벌판으로 나갔다. 소

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서 전진하지 않았으므로 김유신이 그를 달래

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네 길(四道)로 나란히 진격하였다. 백제

의 왕자가 또 상좌평(上佐平)을 시켜서 제사에 쓸 가축과 많은 음식을

보냈으나 소정방이 거절하였고, 의자왕의 여러 아들들이 몸소 좌평(佐

平) 여섯 명과 함께 앞에 나와 죄를 빌었으나 그것도 물리쳤다.69) 나․

당 연합군의 지휘부는 음력 7월 12일 진구로부터 30리쯤 되는 곳에 멈

추었다. 이때 백제군은 성중에 모든 병사를 동원하여 이곳에서 막았으

니 패하여 죽은 자가 10000명에 이르렀다. 진구로부터 30리 쯤 되는 곳

은 오늘날 증산리 벌판이었다.

음력 7월 13일 의자왕이 좌우의 측근을 데리고 밤을 타서 도망하여

웅진성(熊津城)에 몸을 보전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융(隆)이 대좌평(大

佐平) 천복(千福) 등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였다.70) 이로서 나․당 연합

군은 양군의 최종목표였던 사비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나․당

양군은 음력 7월 13일 11시 10분경 사비성 내로 진입하여 오늘날 관북

리 소부리성을 점령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진구-사비성 間 구체적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69)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秋七月十二日

70)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秋七月十三日 : 十三日,

義慈率左右夜遁走, 保熊津城, 義慈子隆與大佐平千福等出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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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황산-진구-사비성 간 도정(道程)

구분 D D+1 D+2 D+3 D+4 D+5 D+6 D+7 D+9

음력 6.24 6.25 6.26 6.27 6.28 6.29 6.30 7.01 7.02

양력 8.5 8.6 8.7 8.8 8.9 8.10 8.11 8.12 8.13

출발 덕물도 당항성 今융능 今소사리 今하일송 今율양동 今모정 삼년산성 삼년산성

도착 당항성 今융능 今소사리 今하일송 今율양동 今모정 삼년산성 대기 아동호현

경유 당항포 당성군 부산현 나혜홀 금물노군 상당현

매홀군 사복홀 낭성

구분 D+10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음력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양력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출발 阿冬號縣 今삼거리 今서대리 今사담 今석선 今궁동 今모촌리 黃山原 가지나현

도착 今삼거리 今서대리 今사담 今석선 今궁동 今모촌리 黃山原 가지나현 진구

경유 古尸山郡 狗川 進乃郡 今백령성 용계산성 황산전투

탄현 모촌산성

구분 D+19 D+20 D+21 D+22 D+23 D+24 D+25

음력 7.12 7.13 7.14 7.15 7.16 7.17 7.18

양력 8.23 8.24 8.25 8.26 8.27 8.28 8.29

출발 진구 상정리

도착 상정리 소부리성

미고 왕자 융 의자왕

항복 항복

A-109. 진구- 사비성 間 도정(道程) : 진구(津口)-5.48km(00km)-포전리

(浦田里)-3.78km(9.26km)-진악산현(珍惡山縣)-3.52km(12.78km)-증산리

(甑山里)-0.96km(13.74km)-하화리(下禾里)-1.29km(15.03km)-상정리(上正

里)-1.93km(16.96km)-산막리(山幕里)-0.6km(17.56km)-능산리(陵山

里)-1.23km(18.79km)-오산리(烏山里)-0.8km(19.59km)-부여나성

-1.51km(21.1km)-진목리(眞木里) 삼거리-1.24km(22.34km)-부여 관북리

(官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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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7월 13일 신라군 수뇌부의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황산원-진구-사비성 間 이동시 도정(道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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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의 배비

1. 신라 전투부대의 이동과 백제군의 대응

가. 군사 접근로 정의, 판단, 용전사례 

(1). 군사 접근로의 정의

군사접근로(軍事接近路)란 공자가 목적달성(敵 격멸, 중요지형지물

점령, 유리한 상황조성, 敵 기만 및 注意 전환, 적 자원탈취 등)을 위하

여 병력과 자산을 목표에 도달시킬 수 있는 이동공간(移動空間)을 뜻한

다. 즉 공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경선으로부터 敵國의 수도까지 혹

은 접촉선으로부터 중요지형지물까지 부대를 도달시키거나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공격축선 및 경로(經路)를 뜻한다.

또는 방자가 목적달성(攻勢 移轉, 적 격멸, 중요지형지물 확보, 시간

획득, 병력 절약 등)을 위하여 예상되는 敵의 접근로 上의 중요지형지

물에 병력과 자산을 배치하여 적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좌절시

키는 방어공간을 의미한다. 즉 방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경선으로부

터 我國의 수도 間 혹은 접촉선으로부터 주방어지역(主防禦地域) 間의

중요지형지물에 병력과 자산을 배치하여 적의 부대이동 및 전투력 투

사를 분쇄시킬 수 있는 방어축선 및 경로를 의미한다.

(2). 고대군의 군사접근로 분석 및 판단

손자(孫子)는 지형편(地形篇) 제십(第十)에서 “험(險)하고 좁(阨)으며

멀고 가까움을 계산(計)하는 것이 상장이 용병하는 길(道)이다(計險阨

遠近 上將之道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싸우면(用戰) 이

기고 이것을 모르고 싸우면(用戰) 반드시 패한다(知此而用戰者必勝 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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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此而用戰者必敗).”라고 하였다. 이를 해설하면 「접근로의 지형(地形)

이 험하고 좁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평탄하고 넓어서 사용

하기가 용이한지를 분석하고 또한 원거리 접근로인지 근거리 접근로인

지를 평가하는 것이 상장(上將 : 최고 사령관)이 용병하는 길(道)이

다.」라고 말한 것이다.

(3). 고대군의 접근로 판단 및 용전(用戰) 사례

이와 관련한 고대군의 용전(用戰) 실례를 살펴보자. 삼국사기는 고구

려 고국원왕(故國原王) 12년(서기 342) 10월에 연(燕)나라 왕 모용황(慕

容皝)이 고구려를 침공 시 上將으로서 접근로를 판단하고 이를 적용하

여 용전하였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모용황은 건위장군(建威將軍) 모용한(慕容翰)에게 먼저 고구려를

빼앗고 후에 우문(宇文)씨를 멸망시키고 그 후에 중원을 차지하자고 청

하였다. 고구려 (환도성으로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었는데 북도(北道)

는 평탄하고 넓고 남도(南道)는 험(險)하고 좁(阨)았으므로 燕나라의 많

은 사람들이 북도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모용한이 말하였다. “적은 상식으로 헤아려 반드시 대군이 북도

로 올 것이라 여겨서, 당연히 북쪽을 중히 여기고 남쪽은 소홀히 할 것

입니다. 왕께서는 마땅히 정예군을 거느리고 남도로 가 그들을 쳐서,

그들이 뜻하지 않을 곳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용황이 그 말을 따랐다. 11월에 모용황이 스스로 날랜 군사 4만을

거느리고 남도(南道)로 나와서, 모용한과 모용패(慕容覇)를 선봉으로 삼

고, 따로 장사(長史) 왕우(王) 등을 보내 군사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북도(北道)로 나와서 침략해 왔다. 고국원왕은 아우 무(武)를 보내 정예

군 5만 명을 거느리고 북도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군사들을 거느리

고 남도(南道)를 막았다. 모용한 등이 남도로 먼저 와서 싸우고 또한

모용황이 남도로 대군을 이끌고 뒤이어 오니 우리(고구려) 군대가 크게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388 -

패하였다. 연나라 좌장사(左長史) 한수(韓壽)가 우리(고구려) 장수 아불

화도가(阿佛和度加)의 머리를 베니 연나라 여러 군사들이 승기를 타고

마침내 환도로 쳐들어 왔다. 고국원왕은 말 한 필을 몰고 도망가 단웅

곡(斷熊谷)으로 도망갔다.」71)

이 기사는 연(燕)나라 모용한(慕容翰)은 고구려를 공략하기 전에 군

사목표(軍事目標)를 고구려 환도성(丸都城) 점령에 두고 환도성에 이르

는 두 개의 접근로를 분석 및 평가하고 최선의 접근로를 남도(南道)로

판단하였다. 접근로 판단 과정에서 연(燕)나라의 대부분 군사 지도자들

은 평탄하고 넓은 북쪽 접근로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용한(慕容翰)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공기무비(攻其無備 :

적이 배비하지 않은 곳을 치고) 출기불의(出其不意 : 적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병법을 적용하여 험액(險阨)한 남쪽 접근로에

주공부대 4만 명을 활당하고 평탄하고 넓은 북쪽 접근로에 조공부대 1

만 5천 명을 배치하여 작전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고구려가

패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군은 전쟁 전에 목표설정, 접근로 분석 및 판단, 최

선의 접근로와 보조 접근로의 선정, 부대 및 자산의 활당, 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경우 서

기 660년 신라와 백제군도 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접근로를 분석 및 판

단하고 부대를 투입 및 배치하였을 것이다.

나. 군사이동, 접근로, 군사배비, 전투장소

(1). 이동, 접근로, 군사배비 상호관계

접근로는 전투부대를 새로운 위치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이동공간을

뜻한다. 즉 이는 일정한 규모의 부대를 목표 및 중요지형지물 등에 비

71) 삼국사기는 고구려 본기 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6. 고국원왕(故國原王)

12년(서기 342) 10월 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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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용이하게 도달시킬 수 있는 축선 및 통로, 진로(進路)를 의미한다.

攻者가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어떤 목표를 점령하기로 했다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일정 규모의 부대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접근로에

투입해야한다. 그리고 이 부대로 하여금 접근로를 따라 전진한 다음에

목표지역에 도달하여 임무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공자가 접

근로에 부대를 투입하는 것을 부대투입이라 한다.

防者는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攻者가 국경선으로부터 방자의 수도에 이를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로 또는 공자가 접촉선으로부터 방자가 점령하고 있는 중요지형지물에

이를 수 있는 전술적 접근로를 식별해야한다. 그리고 이어서 적의 전진

을 분쇄하거나 지연(遲延) 또는 차장(遮障)하기 위하여 전투부대를 접

근로에 배치해야한다. 이 때 방자는 적의 공격 위협이 큰 순위별로 접

근로를 식별하고 가장 위협이 큰 순위에 따라 차등 있게 전투부대를

배치한다.

이와 같이 방자가 전투부대를 배치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

러 방어 접근로 상의 전방, 중간, 후방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요지물을

각각 횡적으로 연결하여 일련의 방어지대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즉

국경선 또는 접촉선 상의 전방 횡적 방어지대에 적정규모의 전투부대

를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전투부대를 수도 및 중요지형지물 부근의 후

방 횡적 방어지대에 유사한 규모의 전투부대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다중배치(多重配置)라고 한다.

둘째는 전투부대를 횡적 방어지대에 배치하지 않고 주요접근로를 선

택하여 此 축선 상의 전방에서 후방까지 종적으로 종심 깊게 전투부대

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종심배치(縱深配置)라고 한다. 셋째는

여러 개의 접근로 가운데 보다 덜 중요한 접근로에는 병력을 적게 배

치하거나 병력을 절약하고 중요한 접근로에 만 전투부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즉 이 방법은 가장 위험한 접근로에 전투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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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즉 다중배치, 종심배치 기동배치를

혼용하는 것이다. 이를 중점배치(重占配置)라고 한다. 넷째는 전투부대

의 중점배치 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통제하기 위

하여 시간적, 공간적 공간에 기동예비대를 배치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기동배치(機動配置)라고 한다.

여기서 攻者가 접근로에 전투부대를 배치하는 것을 부대투입이라 하

고 방자가 접근로에 전투부대를 배치하는 것을 부대배치라고 한다. 또

한 공자의 부대투입과 방자의 부대배치를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군사배비(軍事配備)라고 한다. 접근로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攻者의 경우, 일정규모의 전투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

분한지, 중요지형지물과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은폐와 엄폐의 정도, 기

상의 유·불리점,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다. 방자는 적의 위협정도

를 추가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2). 羅·濟 양군의 전투기록 및 장소를 바탕으로 당시 사용했던 군사접

근로 복원

삼국사기는 신라 진흥왕 대(代 : 서기 540-576)부터 무열왕 대(代 :

서기 540- 661)까지 121년 동안 신라와 백제가 전투를 벌렸던 전투장

소를 [도표 9-도표 14]과 같이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는 전투장소는 다름 아닌 공자(攻者)가 최종목

표에 향해 전진하고 있던 접근로 상에 위치해 있던 방자의 거점이었다.

아울러 방자(防者)가 공자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련의 방어축선 상

에 방자가 설치해 놓은 방어시설 들이었다. 이를 테면 이러한 전투장소

와 주요거점, 방어시설들은 공자(攻者) 및 방자(防者)가 목표설정, 접

근로 분석 및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접근로 상에 적정의 부대

를 투입 또는 배치하였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아 교전장소와 주요거점과 방어시설 들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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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신라 진흥왕 代 羅·濟 전투기록 및 장소

구
분

전투
장소

삼국사기 전투기록
당시 

행정구역
현재 

행정구역
관련근거

①
독산성

(獨山城)

1.성왕 26년(548) 봄 정월에 고

구려가 한강 북쪽(漢北)의 독산

성(獨山城)을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주진(朱珍)이 독산성에서 

고구려 군을 격파하였다. 

웅천주(雄川

州 ) 임존성

(任存城)은 

오산현(烏山

縣)이다.

충남 예산군

(禮山郡) 예

산읍 (禮山

邑)이다.

 獨山은 孤山과 

동일,支尋州 “馬

津縣本孤山”大東

地志禮山條“本百

濟孤山 一云烏

山 唐改爲馬津”

국사편찬위 삼

국사기 註譯72)

②

고구려 

도살성(

道薩城)

1.진흥왕(眞興王) 11년(550) 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 도살성

(道薩城)을 빼앗았다. 3월에 고

구려가 백제의 금현성(金峴城)

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

의 군사가 피로한 틈을 이를 

쳐 두 성을 빼앗았다.

2. 성왕(聖王)28년(550) 봄 정월

에 왕은 장군 달기(達己)를 보

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

구려 도살성(道薩城)을 공격하

여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 군

사가 금현성(金峴城)을 포위하

였다

한산주(漢山

州). 금물노

군 (今勿奴

郡) 도서현

(道西縣)이

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草坪

面) 영구리

(永久里) 두

타산성(頭陁

山城)이다.

대동지지 진천 : 

도서성(道西城) 

청안면 두타산

성(頭陁山城)

③

백제의 

금현성(

金峴城)

한산주(漢山

州)금물노군

(今勿奴郡)

이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

리 금치(金

峙) 북동쪽

에 위치해 

있는도당산

성 (都堂山

城 ) : 둘 레

824m)이다

閔德植, 〈高句

麗 道西縣城

考〉, 《史學硏

究》 36, 1983)

하면 나·제 양국이 부대를 이동 및 투입시켰거나 전투력을 투사시켰던

접근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전진을 저지시키기 위해 부대

를 배치시켜 놓았던 축선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신라와 백제가 121년

(서기 540년-서기 661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주요접근로

를 규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기 660년 음력 5월부터 음력 7월까

지 백제군의 접근로 판단, 방어축선별 부대배치 상황, 나·당 연합군의

접근로 판단, 공격축선별 부대투입상황 등을 밝힐 수 있다.

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

(1). 신라 진흥왕(眞興王 : 서기 540-576) 代 羅·濟 전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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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낭성

(娘城)

진흥왕(眞興王) 12년(551) 봄 정

월에 연호를 개국(開國)으로 바

꾸었다. 3월에 왕이 순행(巡行)

하다가 낭성(娘城)에 이르러, 

우륵(于勒)과 그의 제자 이문

(尼文)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특별히 불렀다. 

웅천주(熊川

州). 상당현

(上黨縣)

충북 청원군 

창성면(琅城

面)낭(娘城) 

혹은 충북 

충주

新增東國輿地勝

覽 淸州牧 : 본

래 백제의 上黨

縣이었다.충주설

도 있다.

본래 백제의 

상당현(上黨

縣)

삼국사기 권 제

37 지리 백제 웅

천주 

⑤ 10개 군

진흥왕(眞興王) 12년(551)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

에 침입케 하였는데, 이긴 기세

를 타고 10개 군을 빼앗았다.

⑥
신주

(新州)

진흥왕(眞興王) 14년(553) 가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武力)을 군주로 삼았

다.

현재의 경기

도 하남시와 

광주군

⑦
관산성

(管山城)

진흥왕(眞興王) 15년(554)  백제 

왕 명농(明襱)〈성왕〉이 가량

(加良)과 함께 관산성(管山城)

을 공격해 왔다. . 

신주(新州) 군주 김무력이 군사

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함에, 三

年山郡의 고간(高干) 도도(都

刀)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

였다. 이에 좌평(佐平) 네 명과 

군사 2만 9천6백 명을 목베었

다.

상주(上州) 

고시산군(古

尸山郡)이었

다.

현재의 충북 

옥천군(沃川

郡) 郡北面

環坪里 뒷산

인 환산(環

山)

鄭永鎬, 〈百濟

古利山城考〉, 

삼국사기 권제34 

(잡지 제3)  지

리/신라/상주/관

성군   

⑧

삼년

산군

(三年

山郡)

충북 보은읍

⑨

구천

(狗川)

성왕 32년(서기 554) 가을 7월

에 왕은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

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

르렀다. 신라의 복병(伏兵)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난

병(亂兵)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

었다. 

상주(上州) 

고시산군(古

尸山郡)이었

다.

충남 옥천군 

군서면 월전

리(月田里)

함산성

(函山城)

일본서기 흠명천황(欽明天皇) 

15년(서기554) 12월 9일사로(斯

盧)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

은 동방의 지휘관 物部莫奇武

連을 보내 그 지방의 군사를 

지휘시켜 함산성(函山城)을 치

게 보냈습니다.

현재의 충북 

옥천군 郡北

面 環坪里

뒷산인 環山

에 있는 환

산성 즉 관

산성 (管山

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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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모

라(久陀

牟羅)

여창(餘昌)이 신라에 들어가 구

타모라(久陀牟羅)에 요새를 쌓

았다.

옥천읍 삼양

리 西山城이

다.

필자주73)

 웅천성

(熊川城)

고구려 양원왕(陽原王)10년 겨

울에 백제 웅천성(熊川城)을 공

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충남 공주를 

熊津 또는 

熊川이라고 

하였다.

이 기사는 연대

를  誤記한 것

이다.

 완산주

(完山州)

진흥왕 16년(555) 봄 정월에 비

사벌(比斯伐)에 완산주(完山州)

를 설치하였다. 

신라 良州

火王郡이다.

현재의 경남 

창녕지방이

다.

삼국사기권34 잡

지 지리 良州

火王郡條 참조.


비열홀

주(比列

忽州)

진흥왕 17년(556) 가을 7월에 비

열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하고 사

찬 성종(成宗)을 군주로 삼았다.

고구려 비열

홀군(比列忽

郡)이다.

함경남도 안

변군 안변면

이다.



감문주

(甘文州)
진흥왕(眞興王)18년(557) 국원

(國原)을 小京으로 삼았다. 사

벌주(沙伐州)를 폐하고 감문주

(甘文州)를 설치하여 사찬 기종

(起宗)을 군주로 삼았으며, 新

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

州)를 설치하였다.

신라(新羅), 

상주(上州) 

개령군(開寧

郡) 

경북 김천시 

개령면이다.

삼국사기권34 잡

지 지리(1) 신라 

尙州 開寧郡

沙伐州
신라(新羅), 

상주(上州)

경상북도(慶

尙北道) 尙

州市

삼국사기 권34 

지리(1) 尙州

북한산

주(北漢

山州)

신라 북한산

주 (北漢山

州)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국사기권제35 

신라漢州 漢陽

郡

 가야

(伽倻)

진흥왕 23년(562) 9월에 가야

(伽倻)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이사부에 명하여 토벌케 

하였다.

신라 대가야

군 (大加耶

郡)이다.

현재의 경북 

고령군 고령

읍이다.

 삼국사기 권제

34 신라 강주(康

州)고령군

 대야주

(大耶州)

진흥왕 26년(565) 9월에 완산주

를 폐하고 大耶州를 설치하였

다. 大良州 혹은 大梁州라고도 

하였다.

신라 대야주

(大耶州)

경남합천군

(陜川郡) 합

천읍 (陜川

邑)

삼국사기 권제34 

신라 강주(康州) 

강양군(江陽郡)  

 남천주

(南川州)

진흥왕 29년(568) 겨울 10월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

川州)를 설치하였다. 

신라(新羅) 

남천주(南川

州)

경기도 이천

시(利川市) 

扶鉢邑 馬岩

里 효양산

삼국사기 권제35 

지리 신라 漢州

남천현(南川縣)

 달홀주

(達忽州)

또 비열홀주를 폐하고 달홀주

(達忽州)를 설치하였다.

신라 달홀주

(達忽州)

江原道 高城

郡 舊邑里

삼국사기권제35  

지리신라 溟州

72) 《삼국사기》 권37 잡지 지리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獨山은 孤山과

같은 뜻의 지명으로서 현재의 충남 禮山郡 禮山邑에 비정된다. 《삼국사기》 권

37 잡지 地理4의 都督府一十三縣條의 支尋州의 屬縣중에 “馬津縣本孤山”이라 한

기사와 金正浩, 《大東地志》 권5 禮山條에도 “本百濟孤山 一云烏山 唐改爲馬

津”이라 한 기사 및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禮山縣條에 “禮山本百濟烏山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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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改爲任城”이라 한 기사 참조). 한편 《日本書紀》 권19 欽明紀 9年條에 “馬津

城之役(正月辛丑 高麗卒衆圍馬津城)”이라 하여 고구려 군대가 마진성을 포위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 흠명 9년은 백제 성왕 26년(548)에 해당되는데 이 마진성

이 獨山城=禮山에 비정된다고 하면 ‘馬津城役’은 성왕 26년에 고구려가 독산성을

공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3)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 성왕(聖王)은 물부막기무운(物部莫奇武連)으로하여금

함산성(函山城)을 치게 하였고 백재 태자 여창(餘昌)으로 하여금 구타모라(久陀

牟羅)에 요새를 쌓도록 하였다. 백제 성왕은 태자 여창을 격려하러가다가 구천

(狗川)에서 사마노(飼馬奴) 고도(苦都)에게 잡혀 죽었다. 물부막기무운(物部莫奇

武連)가 공격한 함산성(函山城)은 관산성(管山城)이다. 관산성(管山城)은 오늘날

충북 옥천군(沃川郡) 군북면(郡北面) 환평리(環坪里) 뒷산인 환산(環山)에 위치

해 있는 환산성(環山城)이다. 신라는 진흥왕 당시에 오늘날 옥천을 고시산군(古

尸山郡)이라고 불렀다. 일본서기가 전하는 구타모라((久陀牟羅)는 고시산(古尸山)

를 의미한다. 환산(環山 :고리산)과 고시산(古尸山),구타모라((久陀牟羅)는 모두

같은 지명인 관산(管山)을 뜻한다. 일본서기는 여창(餘昌)이 구타모라(久陀牟羅)

에 요새를 쌓았다고 전하고 있는데 구타모라(久陀牟羅) 요새가 환산성(環山城 :

고리산)이라면 여창(餘昌)이 신라군으로부터 환산성(環山城 :고리산)을 탈취하여

성을 다시 쌓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여창이 환산성(環山城)을 빼앗았다는 기록

이 없으며 환산성(環山城)을 공격한 지휘관은 물부막기무운(物部莫奇武連)이었

다. 따라서 일본서기가 전하는 [구타모라(久陀牟羅)에 요새를 쌓았다.]는 뜻은 여

창이 환산성(環山城)을 빼앗아 이 성을 개축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신라군의 공

격에 대비하여 구타모라군(久陀牟羅郡) 즉 고시산군(古尸山郡)의 요충지에 새로

운 성(城)을 쌓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창이 쌓은 구타모라(久陀牟羅)에 요새는

환산성(環山城)과 다른 성이었다. 구타모라(久陀牟羅) 요새는 성왕이 신라군에게

매복을 당했던 구천(狗川)과 가까운 곳이었을 것이다. 구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구천과 하나의 외길로 연결되어 있는 성이 세 개 있다. 오늘날 월전리산성,

서산성 삼양리 토성 등이다. 월전리산성(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성둘레 500m) 은

구천으로부터 0.5km 동남쪽의 재건산(303m)위에 있다. 서산성(西山城 : 옥천읍

산양리 성둘레 743m )은 구천으로부터 북동쪽에 1km 위치해 있으며 구천과 서

산성은 외길로 연결되어 있어 성왕이 서산성으로 가기위해서는 구천을 경유하는

길 이외는 다른 길을 사용할 수 없다. 서산성으로부터 1km 동쪽에 삼양리토성

이 있다. 삼양리 토성(옥천읍 삼양리 성둘레 800m)은 구천(狗川)으로부터 북동

쪽 2km에 위치해 있다. 이성은 신라 토기들이 발굴되고있는 신라성이다. 삼양리

토성 역시 구천과 외길로 연결되어 있어 성왕이 삼양리 토성으로 가기위해서는

구천을 경유하는 길 이외는 다른 길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타모라(久陀牟

羅) 요새는 월전리산성, 서산성과 삼양리토성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한편 환

산성(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성둘레 고지 581m)은 구천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성왕이 야밤에 말을 타고 581m 고지에 있는 여창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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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신라 진지왕 代 羅·濟 전투기록 및 장소

구
분

전투
장소

삼국사기 전투기록
당시 

행정구역
현재 

행정구역
관련근거

 일선군

(一善郡)

진지왕(眞智王) 2년(577) 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방에 침

입하였다. 이찬 세종(世宗)에게 

일선군(一善郡) 북쪽에서 쳐서 

깨뜨리고 3천7백여 명을 목베

었다. 내리서성(內利西城)을 쌓

았다.

신라 일선군

(一善郡)

경북 구미시 

(龜尾市) 선

산읍 (善山

邑)

삼국사기 권제

34  지리 신라

上州 嵩善郡


내리서

성(內利

西城)

신라 古尸山

郡 내리서성

(內利西城)

충청북도 옥

천군 伊院面

이원리 토성

(추정)

필자 주(註)74)

 웅현성

(熊峴城)

진지왕(眞智王) 4년(579) 봄 2월

에 백제가 웅현성(熊峴城)과 송

술성(松述城)을 쌓아 산산성(蒜

山城), 마지현성(麻知峴城), 내

리서성의 길을 막았다. 가을 7

월 17일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진지(眞智)라 하고 영경사(永敬

寺) 북쪽에 장사지냈다.

백제  우술

군(雨述郡) 

웅현성(熊峴

城)

현재의 대전

광역시 大德

區 계족산성 

(추정)

李丙燾, 國譯 三

國史記,1977, 91

쪽

 산산성

(蒜山城)

신라 고시산

군 (古尸山

郡) 산산성

(蒜山城)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

리 環山城추

정

필자 주(註) 75)


마지현

성(麻知

峴城)

신라 고시산

군 (古尸山

郡) 마지현

성 (麻知峴

城)

마지현을 마

달령(馬達嶺

: 충북 옥천

군 군북면 

증약리)동쪽 

입구에 있는 

西山城으로 

추정

필자 주(註)76)

(2). 신라 진지왕(眞智王 : 서기 576-579) 代  羅·濟 전투장소

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군이 구타모라(久陀牟羅) 요새를 포위하였으므로

여창이 구타모라(久陀牟羅) 요새를 탈출하면서 활잘쏘는 축자국조(筑紫國造)에게

신라 기병을 물리치도록하고 사이길로 제장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고 하였다.

일본서기가 전하는 여창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기사를 고려할 경우 구타

모라(久陀牟羅) 요새는 신라의 기병이 접근할 수 있는 성이었다. 즉 고산지대에

있던 성이 아니라 평지성이거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던 성이었다. 따라서

월전리 산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은 서산성과 삼

양리 토성 등이다.

그런데 삼양리 토성은 신라성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반조건

을 충족시키는 성은 서산성(西山城)뿐이다. 따라서 구타모라(久陀牟羅) 요새는

서산성(西山城)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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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서

성(內利

西城)

신라 고시산

군 내리서성

(內利西城)

충북 옥천군 

伊院面 이원

리 토성(추

정)

 

 송술성

(松述城)

백제 우술군

(雨述郡) 송

술성 (松述

城)

 대전 대덕

구(구회덕)

으로 추정

필자 주(註)77)

74) 내리서성(內利西城)은 신라 진지왕 2년(577)에 백제가 신라의 서북 변경을 침입

하자, 신라가 이찬 세종을 보내어 일선(一善) 북쪽 지역에서 백제의 군사를 격파

하고 쌓은 성이다. 진지왕(眞智王) 2년(서기 577)기사와 진지왕 4년(서기 579) 봄

2월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내리서성(內利西城)은 오늘날 충청북도 옥

천군 이원면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상주(上州) 고시산군(古尸山

郡) 이산현(利山縣 : 오늘날 옥천군 이원면)은 본래 소리산현(所利山縣)이었다.

내리서성(內利西城)은 소리산현(所利山縣) 지역내에 위치해 있던 성(城)으로 추

정된다.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21번지 성재산에 이원리 토성이 있다. 이원

리 토성은 삼국시대 성으로써 성 둘레 644m 규모의 토축성으로서 내리서성(內

利西城)일 가능성이 있다.

75) 산산성(蒜山城) : 삼국사기 권35 잡지 지리(2) 朔州 井泉郡條에 의하면, 산산현

(蒜山縣)은 원래 고구려의 買尸達縣으로 경덕왕 때 산산현으로 개명하였다 하고,

《高麗史》 권58 지리지에는 문무왕 21년에 신라가 이를 점령했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함경남도 원산시이다. 산산현과 산산성이 함경남도 원산시에 위치했을

경우 그 위치는 진지왕(眞智王) 4년(579) 봄 2월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진지

왕(眞智王) 4년(579) 봄 2월 기사는 백제가 웅현성(熊峴城)과 송술성(松述城) 을

쌓아 산산성(蒜山城)의 길을 막았다고 했다. 웅현성은 대전시 대덕구 일대로 추

정되고 있다. 이 기사는 산산성에서 대전시 대덕구의 웅현성으로 가는 길을 막

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산산성은 웅현성의 동쪽까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내

리서성(內利西城 : 옥천군 이원면 성재산 토성) 마지현성(麻知峴城 : 옥천군 군

북면 서정리 산서성)의 위치를 고려할 경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환산성

(環山城)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환산성(環山城)과 산산성(蒜山城)은 같

은 성일 가능성이 있다.

76) 마지현성(麻知峴城) : 내리서성(內利西城) 산산성(蒜山城) 진지왕(眞智王) 4년

(579) 봄 2월 기사 등을 고려할 경우 마지현(麻知峴)은 오늘날 충북 옥천군 군북

면 증약리에 위치해 있는 마달령(馬達嶺)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현(麻知峴)을

마달령으로 추정할 경우 마지현성(麻知峴城)을 마달령(馬達嶺 : 증약리) 동쪽 입

구에 위치해 있는 서산성(西山城)으로 추정할 수 있다.

77) 송술성(松述城) : 삼국사기 권제36 (잡지 제5) 지리 신라 웅주(熊州) 비풍군(比

豊郡) 조(條)에 의하면 비풍군(比豊郡) 본래 백제 우술군(雨述郡)이었는데, 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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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신라 진평왕 代 羅·濟 전투기록 및 장소

구
분

전투

장소
삼국사기 전투기록

당시 

행정구역

현재행

정구역
관련근거

 아막성 

(阿莫城)

진평왕(眞平王) 24년(602) 가을 

8월에 백제가 아막성(阿莫城)을 

공격해 왔다. 왕이 장수와 사

졸로 하여금 맞서 싸우게 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신라 강주

(康州) 천령

현(天嶺郡) 

운봉현(雲峯

縣:現 母山

縣 또는 阿

莫城)이다.

현재의 전북 

남원시 운봉

읍 운봉면

(雲峯面) 동

쪽의 할미성

으로 추정된

다.

삼국사기 권제

34  지리 신라 

강주 천령군(天

嶺郡)모산현(母

山縣)/(阿莫城)

 북한

산성

진평왕(眞平王) 25년(603) 가을 

8월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에 침

입하였으므로 왕이 몸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막았

다. 

신라 한주 

북한산군(北

漢山郡)

서울 종로구 

평창동,구기

동, 부암동 

지역으로 비

정된다.

삼국사기 권제

35 (잡지 제4)  

지리 신라 한주 

한양군(漢陽郡)

 남천현 

(南川縣)

진평왕(眞平王) 26년(604) 가을 

7월에 남천주를 폐하고 북한산

주를 다시 설치하였다. 

신라 한주군

(漢州)

남천현(南川

縣)

현재 경기도 

이천시 부발

읍 마암리

삼국사기 권제

35 (잡지 제4)  

지리 신라 한주

(漢州) 남천현

(南川縣)

 각산성(

角山城)

백제 무왕(武王) 6년(605) 봄 2

월에 각산성(角山城)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신라가 동쪽 변경

을 쳤다. 

백제 고사부

리군(古沙夫

里郡)

현재의 전북 

井邑郡 內藏

面 葛峴으로 

추정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 

1983, 382쪽)


우명산

성(牛鳴

山城)

고구려 영양왕(嬰陽王) 19년

(608) 봄 2월에 장수에게 명하

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습격하

여 8천 명을 사로잡았다. 여름 

4월에 신라 우명산성(牛鳴山城)

을 함락시켰다. 

신라 삭정군 

우명산성

현재의 함경

남도 안변군 

안변면 동쪽

으로 추정된

다.

新增東國輿地勝

覽 安邊都護府

『鐵垣戌-在府

東派川社海口

有小石城 世稱

戌城 在江原道

縕谷縣境』이라 

하였는데,牛鳴과

鐵垣은모두쇠울

이다.

(3). 신라 진평왕(眞平王 : 서기 579-632) 代  羅·濟 전투장소

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회덕군(懷德郡)이다. 백제 우술성(雨述城)은

오늘날 대전광역시 대덕구(舊 회덕)에 위치해 있었다. 송술성(松述城)은 웅현성

(熊峴城)부근의 성이었다. 그리고 웅현성(熊峴城)과 송술성(松述城)은 모두 대전

광역시 대덕구(舊 회덕)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송술성(松述城) 우술성(雨述城)

은 같은 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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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잠성 

(假岑城)

진평왕(眞平王) 33년(611)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가잠성(假

岑城)을 포위하여 100일이나 지

속되었다. 현령(縣令) 찬덕(讚

德)이 굳게 지켰으나 힘이 다

하여 죽고 성은 함락되었다. 

신라 한주

(漢州) 개산

면(介山面)

경기도 안성

군 죽산면

金泰植, 〈百濟

의 加耶地域 關

係史〉, 《백제

의 중앙과 지

방》, 충남대학

교백제연구소, 

1997. 77쪽

 모산성 

(母山城)

1.진평왕(眞平王) 38년(616) 겨

울 10월에 백제가 모산성을 공

격해 왔다. 

2.무왕(武王) 17년(616) 겨울 10

월에 달솔(達率) 백기(奇)에게 

명령하여 군사 8천 명을 거느

리고 신라의 모산성(母山城)을 

공격하게 하였다. 

강주(康州) 

속함군(速含

郡) 운봉현

(雲峰縣) 모

산성(母山城

: 또는 아막

성阿莫城으

로칭한다)

현재의 전북 

남원시 운봉

면(雲峰面)

삼국사기 권34 

잡지 地理1 강

주(康州) 천령군

조(天嶺郡條)에

는 『雲峰縣 本

母山縣(或云阿

英城 或云阿莫

城) 景德王改名

今因之』

 가잠성 

(假岑城)

무왕 (武王) 19년(618)에 신라 

장군 변품(邊品) 등이 가잠성

(假岑城)을 공격해 와서 이를 

회복하였는데 해론(奚論)이 전

사하였다. 

신라 한주

(漢州) 개산

면(介山面)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늑노현 

(勒弩縣)
78)

진평왕(眞平王) 45년(623)  백제

가 늑노현(勒弩縣)을 습격하였

다. 

신라 한주

(漢州) 잉근

내군(仍斤內

郡)

충북 槐山郡

槐山邑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 

384쪽).

 속함성 

(速含城)

진평왕(眞平王) 46년(624)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와서 우리

의 속함성(速含城), 앵잠성(櫻

岑城), 기잠성(岐暫城), 봉잠성

(烽岑城), 기현성(旗縣城), 혈책

성(穴柵城) 등 여섯 성을 에워

쌌다. 이에 세 성은 함락되거

나 혹은 항복하였다. 급찬 눌

최(訥催)는 봉잠성, 앵잠성, 기

현성의 세 성 군사와 합하여 

굳게 지켰으나 이기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강주(康州)  

속함군(速含

郡)

경남 咸陽郡

함양읍

삼국사기 권34 

잡지 지리1 康

州 天嶺郡條에 

『天嶺郡 本速

含郡 景德王改

名 今咸陽郡』

 앵잠성 

(櫻岑城)

康州 速含

郡

현재의 경남 

咸陽郡 水東

面 上栢里

上栢里 일대(속

칭 앵구밭)에 

비정된다.

全榮來, 〈百濟

南方境域의 變

遷〉, 《千寬宇

先生還曆紀念韓

國史學論叢》, 

1985,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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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잠성 

(暫城)

신라 康州

江陽郡 三岐

縣

경남 陜川郡

大幷面

 봉잠성 

(烽岑城)

 기현성 

(旗縣城)

 혈책성 

(穴柵城)

 웅진 

(熊津)

백제 무왕 28년(627) 가을 7월

에 왕은 장군 사걸(沙乞)에게 

명령하여 신라의 서쪽 변경의 

두 성을 함락하고 남녀 300여 

명을 사로잡았다. 왕은 신라가 

빼앗은 땅을 회복하려고 크게 

군대를 일으켜 웅진(熊津)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백제 웅주 충남 공주시
대동지지 권 5 

충청도 공주

 가잠성 

(假岑城)

진평왕(眞平王) 50년(628) 봄 2

월에 백제가 가잠성을 에워쌌

으므로 왕이 군사를 내어 쳐서 

깨뜨렸다. 

신라 한주

(漢州) 개산

면(介山面)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낭비성 

(娘臂城)

진평왕(眞平王) 51년(629) 가을 

8월에 왕이 대장군 용춘(龍春)

과 서현(舒玄), 부장군 유신(庾

信)을 보내 고구려 낭비성(娘臂

城)을 침공하였다. 

한주 내소군

( 來 蘇 郡 )  
중성현(重城
縣) 또는 칠

중현 (七重
縣)이라 칭

한다. 

경기도 파주

시 적성면 

중성산 칠중

성(七重城)

대동지지 경기

도 33읍 적성 

백제 難隱別 고

구려 낭비성(娘

臂城) 신라 칠

중성(七重城)

78) 삼국사기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Sam/SamInfo.htm) : 삼국사

기 권제35 (잡지 제4) 지리 신라 한주 괴양군/잉근내군(仍斤內郡) 신라 한주(漢

州) 괴양군(槐壤郡 : 괴산군 괴산읍)의 고구려 때 지명이다. 삼국사기 권4 신라

본기 진평왕 45년조와 권27 백제본기 무왕 24년조에는 백제가 신라의 勒弩縣(늑

노현)을 침공하였다고 나오고, 삼국사기 권37 지리지 미상지명 조에는 伒弩城(근

노성)이라고 나온다. 늑노현(勒弩縣)은 `노현(弩縣’의 잘못으로서 잉근내군(仍斤

內郡)의 이칭(異稱)이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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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신라 선덕왕 代 羅·濟 전투기록 및 장소

구
분

전투

장소
삼국사기 전투기록

당시 

행정구역

현재

행정구역
관련근거

 서곡성

(西谷城)

백제 무왕(武王) 34년(633)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신라의 서

곡성(西谷城)을 공격하여 13일 

만에 함락시켰다.

신라 강주

(康州)대가

야군(大伽倻

郡) 

경북 합천군 

개진면 일대

로 비정되고 

있다.

全榮來, 〈百濟

南方境域의 變

遷〉, 《千寬宇

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155쪽

 옥문지

(玉門池)
무왕(武王) 37년(三十七年) 여

름 5월에 장군 우소(于召)에게 

명령하여 신라의 독산성(獨山

城)을 습격하였다. 우소가 옥문

곡(玉門谷)에 이르러 날이 저물

자 안장을 풀고 사졸들을 쉬게 

하였다. 신라 장군 알천(閼川)

이 군사를 거느리고 옥문곡(玉

門谷)을 엄습해 와서 이를 쳐

서 무찔렀다. 

신라 강주

(康州)

대량주군(大

良州郡) 독

산성 (獨山

城)

경남 합천군 

합천읍 79)

金泰植, 〈百濟

의 加耶地域 關

係史 : 交涉과 

征服〉, 《百濟

의 中央과 地

方》, 충남대 백

제연구소, 1997, 

75∼82쪽

 독산성

(獨山城)

 칠중성

선덕왕(善德王) 7년(638)  가을 

9월에 누런 꽃이 비처럼 내렸

다.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공하였다. 

한주 내소군

( 來 蘇 郡 )  

칠중현(七重

縣) 

경기도 파주

시 적성면 

중성산 칠중

성(七重城)

대동지지 적성 

백제는 難隱別

을 고구려는娘

臂城이라하고 

신라는 七重城

이라고 하였다.

 당항성

(黨項城)

1.선덕왕(善德王) 11년(642) 봄 

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에 

백제 왕 의자(義慈)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나라 서쪽 40여 

성을 쳐서 빼앗았다.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

성(黨項城)을 빼앗아 당나라와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였으므

로 왕이 사신을 보내 당 태종

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이 달

에 백제 장군 윤충(允忠)이 군

사를 이끌고 대야성(大耶城)을 

1.신라(신라)

한주(한주) 

당은군(唐恩

郡)

2.본래 고구

려 당성군

(唐城郡) 

    

    

경기도 화성

군 남양면 

상안리 구봉

산(161m)

1. 삼국사기 권

제35지리 신라 

한주 당은군(唐

恩郡)

2.新增東國輿地

勝覽 권9 南陽

都護府 古跡條

에 『古唐城 在

府西二十里 有

古城 周二千四

百十五尺 高十

尺』

(4). 신라 선덕왕(善德王 : 서기 632- 647) 代 羅·濟 전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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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성

(大耶城)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도독 

이찬 품석(品釋)과 사지(舍知) 

죽죽(竹竹)· 용석(龍石) 등이 

죽었다.

.

신라 강주

(康州) 대량

주군(大良州

郡 : 량良을 

야耶라고도 

썼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삼국사기 권제

34 (잡지 제3)  

지리(地理) 신라 

강주(康州) 강양

군 (江陽郡) 

 압량주

(押梁州)

선덕왕(善德王) 11년(642) 유신

을 압량주(押梁州) 군주로 삼았

다

신라 압량주

(押梁州)

경북 경산시

(慶山市) 압

량면 (押梁

面) 조영리

(造永里), 부

적리 (夫迪

里)

삼국사기 권제

34 (잡지 제3)  

지리/신라/양주/

장산군(獐山郡)

 加兮城

1. 의자왕(義慈王) 4년(644)  가

을 9월에 신라 장군 유신(庾信)

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와

서 일곱 성을 빼앗았다. 

2. 삼국사기 권41 열전 金庾信

傳(上)에는, 김유신이 백제의 

加兮城·省熱城·同火城 등 7城

을 쳐서 크게 이기고, 이로 인

하여 加兮之津을 열었다고 한

다.

강주 대가야

군 (大加耶

郡)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삼국사기 권34

 省熱城·

신라  대량

주군(大良州

郡) 신이현

(辛爾縣)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

리(추정)

삼국사기 권34 

잡지 지리1의 

江陽郡 宜桑縣

의 古名인 辛爾

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同火城

일선주(一善

州) 이동혜

현(同兮縣)/

사동화(斯同

火)

경북 구미시 

인의동 

삼국사기 권34 

잡지 지리1의 

星山郡 壽同縣

의 古名이 斯同

火이다.

 加兮之津

신라 강주

(康州) 대가

야군(大加耶

郡) 가시혜

현 (加尸兮

縣)

경북 高靈郡

牛谷面 桃津

洞일대

가혜진(加兮津)

은 《新增東國

輿地勝覽》 권

29 高靈縣 開山

江 加勿倉津인 

듯하다.

◯53
매리포성

(買利浦

城)

김유신 열전 상 을사년(선덕왕 

14년 : 645)  백제의 대군이 와

서 우리 매리포성(買利浦城)을 

공격한다는 봉인(封人)의 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다시 

유신을 상주(上州)장군으로 임

명하여 이를 막게 하니 유신은 

명령을 받자마자 말에 올라 처

자를 만나지 않고, 백제 군대를 

반격하여 쫓아냈는데 2천 명을 

목베었다.

강주(康州)  

아나가야군

(阿那加耶

郡) 

경남 함안군

(咸安郡) 칠

서면 (漆西

面) 용성리

(龍城里) 추

정

金泰植, 〈百濟

의 加耶地域 關

係史:交涉과 征

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百濟

硏究所, 1997,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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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3. 신라 진덕왕 代 羅·濟 전투기록 및 장소

구
분

전투

장소
삼국사기 전투기록

당시 

행정구역

현재

행정구역
관련근거

 무산성

(茂山城) 진덕왕(眞德王) 원년(647)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무산성(茂

山城), 감물성(甘勿城), 동잠성

(桐岑城)의 세 성을 에워쌌으므

로, 왕이 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 고전(苦戰)하여 

기운이 다 빠졌는데, 유신의 부

하 비령자(丕寧子)와 그의 아들 

거진(擧眞)이 적진에 들어가 급

히 공격하다가 죽으니, 무리들

이 모두 분발하여 쳐서 3천여 

명을 목베었다. 

신라 상주

(上州) 감문

군(甘文郡)

무산현(茂山

縣)

전북 무주군 

무풍면(茂豊

面)

삼국사기 권제

34 (잡지 제3)  

지리 신라 상주

(上州) 감문군

(甘文郡)무산현

(茂山縣)

 감물성

(甘勿城)

신라 상주

(上州) 감문

군(甘文郡)

금산현(金山

縣)

경북 김천시

(金泉市) 어

모면 (禦侮

面) 

삼국사기 권제

34 (잡지 제3)  

지리 신라 상주

(上州) 감문군

(甘文郡) 금물현

(今勿縣)

 동잠성

(桐岑城)

신라 상주

(上州) 감문

군(甘文郡) 

금산현(金山

縣)

경북 김천시

(金泉市)

삼국사기 권제

34 (잡지 제3)  

지리 신라 상주

(上州) 감문군

(甘文郡)금산현

(金山縣)

 요거성

(腰車城)

진덕왕(眞德王) 2년(648)  3월에 

백제 장군 의직(義直)이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성(腰車

城) 등 10여 성을 함락하였다. 

경남 합천 

부근80)

(5). 신라 진덕왕(眞德王 : 서기 647- 654) 代  羅·濟 전투장소

79) 옥문지 / 독산성 : 7세기 전반에 신라와 백제간의 전투가 잦던 곳으로서 본서

권27 백제본기 무왕 37년(636) 5월조, 같은 책 권28 의자왕 8년(648) 4월조 및

삼국사기 권 41 열전 金庾信傳(上)에 그 지명이 보이는데 모두 전쟁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독산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백제 장군 于召가 獨山城을 치

기 위해 옥문곡에 와서 매복해 있었다 하고, 신라 장군 김유신이 大梁城(현재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밖에서부터 백제군을 유인하여 옥문곡에 복병을 두었다가

크게 격파했다고 하므로 그 위치는 경남 합천의 어느 지점으로 보인다. 구체적

으로는 현재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金泰植,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 交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7, 75∼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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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성

(大梁城)

삼국사기 권제41 (열전 제1)  

김유신(648) : 김유신은 군사를 

선발 이끌고 대량성(大梁城)에 

이르니 백제가 맞서 대항하였

다. 거짓 패배하여 이기지 못

하는 척하여 옥문곡(玉門谷)까

지 후퇴하니 백제측에서 가볍

게 보아 대군을 이끌고 왔으므

로 복병이 그 앞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경북 합천군 

합천읍 

1.삼국사기 권

제34 (잡지 제3)  

지리 신라 강주

(康州) 강양군

(江陽郡)

 옥문곡

(玉門谷)

경북 합천군 

가양면(伽倻

面) 구원리

(舊源里) 지

역 

金泰植, 앞의 논

문 〈百濟의 加

耶地域 關係

史〉, 79쪽


악성

(嶽城) 등 

12성

1. 삼국사기 권제41 (열전 제1)  

김유신 54세(648) : 승리의 기

세를 타고 백제의 영토에 들어

가 악성(嶽城) 등 12성을 공격

하여 함락시키고 2만여 명을 

목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다. 


진례

(進禮) 등 

9 성

2. 삼국사기 권제41 (열전 제1)  

김유신 54세(648) : 다시 적의 

영토에 들어가 진례(進禮) 등 

아홉 성을 무찔러 9천여 명을 

목베고 600명을 포로로 잡았다.

백제 전주 

진례군(進禮

郡)

전북 금산군

(錦山郡) 금

산읍

삼국사기 권제

36 (잡지 제5)  

지리 신라 전주

(全州) 진례군

(進禮郡)


석토성

(石吐城) 

등 일곱 

성

1.진덕왕(眞德王) 3년(649)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殷相)이 

석토성(石吐城) 등 7성을 공격

하여 함락시켰다.

신라 한주 

금물노군(今

勿奴郡)

충북 진천군 

문안산성(文

案山城) 추

정

閔德植, 〈高句

麗 道西縣城

考〉, 《史學硏

究》 36, 1983).

 도살성

(道薩城)

2.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며 10여

일 동안 싸웠으나 해결나지 않

았으므로 도살성(道薩城) 아래 

나아가 주둔하였다. 

신라 한주

(漢州)금물

노군(今勿奴

郡)

충북 진천군 

초평면 두타

산고성

김정호 대동지

지는 진천 두타

산 고성을 도서

성이다라고 하

였다.

80) 요거성(腰車城) 등 10여 성 : 진덕왕(眞德王) 2년(648) 3월 기사에 보이는 요거

성(腰車城)의 위치는 분명치 않다, 다만 그 서기 648년 다음달인 4월에 백제군이

현재의 경남 합천 일대에 위치해 있던 옥문곡(玉門谷)으로 진군하였다고 한 점

에서 요거성(腰車城) 등 10여 성의 위치도 합천부근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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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4. 신라 무열왕 代 羅·濟 전투기록 및 장소

구
분

전투

장소
삼국사기 전투기록

당시 

행정구역

현재

행정구역
관련근거

 33성을 

탈취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2년(서

기 655) 봄 정월에 고구려가 백

제· 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연

합하여 우리의 북쪽 변경을 침

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다.

◯64

양산

(陽山)

삼국사기 권제47 (열전 제7) 김

흠운 (신라군은) 무열왕 2년(서

기 655) 백제 땅 양산(陽山) 아

래에 군영을 설치하여 조천성

(助川城)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신라 상주 

길동군(吉同

郡) 조비천

현 (助比川

縣)

충북 永同郡

陽山面 川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의 충북 永同郡

陽山面 柯谷里

(面所)의 飛鳳山

城으로 보는 견

해와 그에 인접

한 陽山面 元塘

里 大王山의 大

陽山城으로 보

는 견해가 있다. 

조천성

(助川城)

삼국사기 권제47 (열전 제7)  

취도 태종대왕 때 백제가 조천

성(助川城)에 쳐들어 오자 ...   

... 취도는 병부에 나아가 삼천

당(三千幢)에 속하기를 청하여 

드디어 군대를 따라 전선에 나

갔다. 

신라 상주 

길동군(吉同

郡) 조비천

현 (助比川

縣)

조천성(助川

城)과

도비천성(刀

比川城 ) 은 

같은 성이

다.

도비천성

(刀比川

城)

삼국사기 권제42 (열전 제2)  

김유신/61세(655) 영휘 6년 을

묘(655) 가을 9월에 유신이 백

제 땅에 들어가 도비천성(刀比

川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65
마천성

(馬川城)

의자왕(義慈王)  15년(서기 655)  

가을 7월에 마천성(馬川城 : 옥

천 마성산/ 대동지지)을 고치고 

수리하였다.

신라 상주

(上州)고시

산군(古尸山

郡)

충북 옥천군 

군서면(郡西

面) 금산리

(金山里) 마

성산 (馬城

山)

 대동지지 권6 

충천도 21읍 옥

천(沃川) 성지

(城池) 전고(典

故) 조(條)

 독산성

(獨山城)

1.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6년

(659) 여름 4월에 백제가 자주 

변경을 침범하므로 왕이 장차 

이를 치려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요청하였다. 

2. 의자왕(義慈王)  19년(659) 

여름 4월에 태자궁의 암탉이 

참새와 교미했다. 장수를 보내 

신라의 독산성(獨山城)과 동잠

성(桐岑城)의 두 성을 쳤다.

慶北 성주군

(星州郡) 독

용산성(禿用

山城)

대동지지 금산

(金山) [沿革] 本

新羅桐岑 [城池] 

俗門山古城 禦

侮古縣之鎭城 /

高城山古城81)
 동잠성

(桐岑城)

상주 개령군

(開寧郡) 금

산현 (金山

縣)

경북 김천시 

고성산 고성

(6). 신라 무열왕(武烈王 : 서기 654 -661) 代 羅·濟 전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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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王都)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7년
(660) 여름 5월 26일에 왕이 유

신(庾信), 진주(眞珠), 천존(天
存)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

고 서울을 출발하여 6월 18일
에 남천정(南川停)에 다다랐다. 
정방(定方)은 내주(萊州)에서 

출발하여 많은 배가 천리에 이

어져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

려왔다. 21일에 왕이 태자 법민

(法敏)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

느리고 덕물도(德物島)에서 정

방을 맞이하였다.

서라벌(徐羅

伐)
경북 경주시 대동지지 경주

 남천정

(南川停)

한주 남천현

(南川縣)

경기 이천시 

부발읍(扶鉢

邑)

대동지지 이천

 덕물도

(德物島)

한주 미추홀

(彌鄒忽) 덕

물도 (德物

島)

인천시 옹진

군甕津郡 덕

적면德積面) 

鎭里

대동지지 인천

 금돌성

(今突城)

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 태자와 대장군 유신, 장군 

품일(品日)과 흠춘(欽春)춘(春)

을 혹은 순(純)으로도 썼다. 등

에게 명하여 정예군사 5만 명

을 거느리고 그것에 부응하도

록 하고, 왕은 금돌성(今突城)

에 가서 머물렀다.

가을 7월 9일에 유신 등이 황

산(黃山) 벌판으로 진군하니, 

상주(上州) 

답달비군(達

匕郡) 도량

현(刀良縣)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화

산고성(白華

山古城)

鄭永鎬, 〈金庾

信의 百濟攻擊

路 硏究〉, 《史

學志》 6, 1972 

 황산

(黃山) 

백제 웅주 

황등야산군

(黃等也山

郡)

충남 논산군 

연산면(連山

面) 황산리

(黃山里)

삼국사기권제36

지리 신라 웅주 

黃山郡 本百濟

黃等也山郡 景

德王改名 今連

山縣

 기벌포

(伎伐浦)

이 날 정방(定方)은 부총관 김

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伎伐浦)

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를 만나 

맞아 싸워 크게 깨뜨렸다.

웅주(熊州) 

서림군(西林

郡) 기벌포

(伎伐浦)

충남 서천군
舒川郡 장항
읍長項邑 長
岩洞에 있던 
포구

대동지지  군 5 

충청도 33읍 서

천(舒川)82)


나·당군

(羅唐軍)

이 

만났던 

곳

1.(서기 660년 음력 7월 12일)

유신 등이 당나라 군대의 진영

에 이르자

2.(서기 660년 음력 7월) 12일

에 당나라와 신라군이 의자왕

의 도성을 에워싸고자 하여 소

부리(所夫里) 벌판으로 나아가

는데, 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 

전진하지 않았으므로 유신이 

그를 달래어 두 나라 군사가 

용감하게 네 길로 나란히 진격

하였다.

백제 소부리

군 (所夫里

郡) 진악산

현 (珍惡山

縣)

충남 논산시 

강경읍

《三國遺事》

권1 紀異篇 태

종춘추공조一舍

(30里)《冊府元

龜》(권986)에는 

도성에서 20餘

里

 소부리

(所夫里) 

백제 소부리

(所夫里) 

충남 부여시

(扶餘)

대동지지 부여

(扶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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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성
(熊津城)

(서기 660년 음력 7월) 13일에 
의자왕이 좌우 측근을 데리고 
밤을 타서 도망하여 웅진성(熊
津城)에 몸을 보전하고, 의자왕
의 아들 융(隆)은 대좌평 천복
(千福) 등과 함께 나와 항복하
였다.

백제 웅주
(熊州)

충남 공주시 
공산성(公山
城)

삼국사기 권제
36 (잡지 제5)  
지리 신라 웅주
(熊州) 本百濟舊
都 神文王改爲
熊川州 置都督
景德王十六年
改名熊州 今公
州

웅진방령
(熊津方
領)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에 
의자왕이 태자와 웅진방령(熊津
方領)의 군사 등을 거느리고 웅
진성으로부터 와서 항복하였다

백제 웅주
(熊州)

충남 공주시 
공산성(公山
城)

  남잠성
(南岑城) 

1. (서기 660년 음력 7월)백제
의 나머지 적병은 남잠성(南岑
城) 과 정현성(貞峴城) 등의 성
을 차지하고 버텼다. 또 좌평 
정무(正武)가 무리를 모아 두시
원악(豆尸原嶽)에 진을 치고서 
당과 신라인을 노략질하였다. 

2. (서기 660년 음력 7월) 26일
에 임존(任存)의 큰 목책을 공
격했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
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

 정현성
(貞峴城)

백제 웅주 
황등야산군
(黃等也山
郡) 진현현
(眞峴縣) 또
는 정현성
(貞縣城)

대전광역시 
서구(西區) 
舊 대덕군기
성면 (杞城
面) 흑석동
(黑石洞) 밀
암산고성(密
岩山古城)

대동지지 진잠
(鎭岑) 密岩山古
城 眞峴城/貞峴
城


두시원악
(豆尸原
嶽)

전주  진잉
을군(進仍乙
郡) 두시이
현 (豆尸伊
縣)

전북 무주군 
부남면

삼국사기 권36 
잡지 지리(3) 全
州 進禮郡條에 
『伊城縣 本百
濟豆尸伊縣 景
德王改名 今富
利縣』이라 하
였고, 《新增東
國輿地勝覽》
권33 錦山郡 古
跡條에는 『富
利廢縣이 郡의 
동남쪽 60리에 
있다』고 한다.

 임존
(任存)

백제 웅주 
임존성(任存
城)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봉
수산 (鳳首
山)

삼국사기 권36 
잡지 지리(3) 熊
州條에 『任城
郡 本百濟任存
城 景德王改名
今大興郡』이라 
하였다. 옛 大
興縣의 鎭山인 
鳳首山 꼭대기
에 현재도 임존
성의 터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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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성

(泗泌城)

(서기 660년 음력) 9월 3일에 

낭장(郞將)(230) 유인원(劉仁願)
이 군사 1만 명으로써 사비성

(泗?城)에 남아 지켰는데, 왕자 

인태가 사찬 일원(日原), 급찬 

길나(吉那)와 함께 군사 7천 명

으로써 그를 보좌하였다. 정방

은 백제 왕 및 왕족· 신료 93
명과 백성 1만 2천 명을 데리

고 사비에서 배에 타고 당나라

로 돌아갔다.

백제 사비성

(泗泌城) /

소부리(所夫

里) 

충남 부여군

(扶餘郡) 부

여읍 (扶餘

邑)

대동지지 부여

(扶餘)


삼년산성

(三年山

城)

당나라 황제가 좌위중랑장(左

衛中郞將) 왕문도(王文度)를 보

내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삼

았다.(서기 660년 음력 9월)  

28일에 [왕문도가] 삼년산성(三

年山城)에 이르러 조서를 전달

하였다.

상주(上州) 

삼년산군(三

年山郡)

충북 보은군

(報恩郡) 보

은읍 대야리

(大也里) 오

정산 고성

 

 이례성

(尒禮城)

1. (서기 660년 음력)10월 9일

에 왕이 태자와 여러 군사들을 

이끌고 이례성(爾禮城)을 쳤다. 

2. (서기 660년 음력10월) 18일

에 그 성을 빼앗아 관리를 두

어 지키게 하니, 백제의 20여 

성이 두려움에 떨고 모두 항복

하였다. 

3. (서기 660년 음력10월) 30일

에 사비의 남쪽 산마루에 있던 

군대의 목책을 공격하여 1천5

백 명을 목베었다.

백제 황등야

산군(黃等也

山郡)

충남 논산시 

연산면 두솔

산(兜率山) 

고성

대동지지는 연
산 조(條)에서  
兜率山에 尒禮
城의 遺址가 남
아 있다고 했다.

 백제의 

20여 성



사비 (泗
泌)의 남
쪽 산마
루에 있
던 군대
의 목책

백제 사비성

(泗泌城)

 칠중성

(七重城)

1.(서기 660년 음력) 11월 1일
에 고구려가 칠중성(七重城)을 
침공하여 군주 필부(匹夫)가 전
사하였다.  

2. (서기 660년 음력) 11월 5일
에 왕이 계탄(鸂灘)을 건너 왕
흥사 잠성(王興寺岑城)을 공격
하여 

3. (서기 660년 음력 11월) 7일
에 이겨 700명을 목을 베었다.

한주 칠중현

(七重縣)

경기 파주시 

적성면 중성

산(重城山) 

고성

삼국사기 권제
35 (잡지 제4)  
지리 신라한주
(한주)내소군(來
蘇郡) 중성현(重
城縣) 

 계탄

(鸂灘)

백제 사비성

(泗泌城) 계

탄(鸂灘)

부여(扶餘)  

「北二十里

고성진(古省

津)이 계탄

(鸂灘)이었

을 것이다.

대동지지(大東
地志)는 권 5 
부여(扶餘) 산수
(山水) 조(條)에
서 「北二十里
고성진(古省津) 
상류에 석탄(石
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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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흥사 

잠성

(王興寺

岑城)

백제 사비성

(泗泌城) 왕

흥사 잠성

(王興寺岑

城)

충남 부여읍 

규암면 신리

(新里) 울성

산성(蔚城山

城)

왕흥사와 울성

산성은 같은 지

역에 위치해 있

어 당시 왕흥사 

잠성으로 칭하

였을 것이다.83)


두량윤성

(豆良尹

城)

(서기 661년) 음력 3월 5일에 

도중에 이르러 (신라 장군) 품

일이 휘하의 군사를 나누어 먼

저 가서 두량윤성(豆良尹城)[윤

(尹)을] 또는 이(伊)로도 썼다. 

남쪽에서 군영 만들 땅을 살펴

보게 하였다. 백제인이 진영이 

정돈되지 않았음을 바라보고 

갑자기 나와 생각지도 않게 치

니 우리 군사는 놀라서 흩어져 

달아났다.

백제 웅천주

(熊川州).소

부리군(所夫

里郡). 열기

현(悅己縣)

충남 청양군

(靑陽郡) 정

산군 (定山

面) 

윤성의 위치에 

대하여 (1) 定山

으로 보는 견해 

(2) 儒城산성 방

면으로 보는 견

해 (3) 鎭岑 부

근으로 보는 견

해 등이 있다. 
84)


고사비성

(古沙比

城)

(서기 661년 음력 3월 ) 12일에 

(신라) 대군이 고사비성(古沙比

城)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두

량윤성(豆良尹城)으로 나아가 

공격하였다. 그러나 한 달 엿

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고 여

름 4월 19일에 군사를 돌이켰

다. 대당(大幢)과 서당(誓幢)이 

먼저 가고 하주(下州)의 군사는 

맨 뒤에 가게 되었는데, 빈골양

(賓骨壤)에 이르러 백제군을 만

나 싸워 패하여 물러났다. 죽

은 사람은 비록 적었으나 병기

와 짐수레를 잃어버린 것이 매

우 많았다. 

백제의 고

(古) 사비성

(泗泌城)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

산성


두량윤성

(豆良尹

城)

백제 웅천주

(熊川州).소

부리군(所夫

里郡). 열기

현(悅己縣)

충남 청양군

(靑陽郡) 정

산면 (定山

面) 백곡리

(白谷里)

대동지지 정산 

계봉산하(鷄鳳

山下) 백곡리(白

谷里)85)

 빈골양

(賓骨壤)

백제 대산군

(大山郡) 빈

골양 (賓骨

壤)

전북 정읍시 

정우면(淨雨

面)

삼국사기 권제

36 (잡지 제5)  

지리2 신라 전

주 大山郡 斌

城縣 本百濟賓

屈縣 景德王改

名 今仁義縣 86)

 각산

(角山)

(서기 661년 음력 4월 ) 상주

(上州)와 낭당(郞幢)은 각산(角

山)에서 적을 만났으나 진격하

여 이기고 드디어 백제의 진지

에 들어가 2천 명을 목베었다. 

왕은 군대가 패하였음을 듣고 

크게 놀라 장군 금순(金純)· 

백제 완산주

(完山州) 고

사부리군(古

沙夫里郡)

전북 정읍군

(井邑郡) 내

장면 (內藏

面) 갈현(葛

峴)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 

1983, 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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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혜진

(加尸兮

津)

진흠(眞欽)· 천존· 죽지를 보

내 군사를 증원하여 구원케 하

였으나, 가시혜진(加尸兮津)에 

이르러 군대가 물러나 가소천

(加召川)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

고 이에 돌아왔다. 왕이 여러 

장수들이 싸움에서 패하였으므

로 벌을 논하였는데, 각기 차등

있게 하였다.

신라 강주

(康州) 대가

야군(大加耶

郡) 가시혜

현 (加尸兮

縣)

경상북도 고

령군 우곡면

(牛谷面) 도

진리 (桃津

里) 나루

《大東地志》

권9 高靈 古邑

條에, 新復은 고

령 남쪽 30리에 

있고 加尸城이

라고도 한다. 
87)

 가소천

(加召川)

강주(康州) 

거열군(居烈

郡) 가소현

(加召縣)

경남 거창군 

가조면(加祚

面)의 가천

(加川)

대동지지는 

거창 金貴山

城을 加召城

이라고 했

다.

삼국사기 권 34 

잡지 지리(1) 康

州 居昌郡條에 

『咸陰縣本加召

縣 景德王改名

今 復故』

 술천성 

(述川城)

(서기 661년 음력) 5월 9일 ⟨
또는 11일이라고도 하였다.⟩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 장군 생해(生偕)와 함께 

군사를 합하여 술천성(述川城)

을 공격해 왔다.

한주(漢州) 

술천군(述川

郡)

경기도(京畿

道) 여주군

(驪州郡) 흥

천면 (興川

面) 이포

대동지지 권 4 

여주(驪州) 고읍 

천녕(川寧) 本百

濟 述川城

 북한산성

 (뇌음신은) 이기지 못하자 북

한산성으로 옮겨가 공격하는데, 

포차(抛車)를 벌여놓고 돌을 날

리니 그것에 맞는 성가퀴나 건

물은 그대로 부서졌다. 성주(城

主) 대사 동타천(冬陁川)이 사

람을 시켜 마름쇠를 성 밖으로 

던져 깔아서 사람이나 말이 다

닐 수 없게 하고, 또 안양사(安

養寺)의 창고를 헐어 그 목재

를 실어다가 성의 무너진 곳마

다 즉시 망루를 만들고 밧줄을 

그물같이 얽어 마소가죽과 솜

옷을 걸치고 그 안에 노포(弩

砲)를 설치하여 막았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

동 산1-1외 

서울 은평

구,성북구,강 

(543,795㎡) 

백제 개로왕 5

년(서기 132)에 

세웠다.

 압독주 

(押督州)
(서기 661년 음력) 5월 압독주

(押督州)를 대야(大耶)에 옮기

고 아찬 종정(宗貞)을 도독으로 

삼았다.

신라 압독주

(押督州)
경북 경산시 

 대야주 

(大耶州)

신라 대야주

(大耶州)

경남 합천시 

합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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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삼국사기는 신라 진덕왕 원년에 百濟가 “來攻桐岑甘勿”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대동지지는 금산(金山) 조에서 “俗門山古城 禦侮古縣之鎭城” 이라하였다. 상기

(上記)에서 속문산고성은 어모현의 진성(鎭城)으로서 감물성(甘勿城)이었다. 그렇

다면 고성산 고성(高城山古城)은 동잠성(桐岑城)이었을 것이다.

82) 대동지지 권 5 충청도 33읍 서천(舒川) : “本百濟 舌林郡 新羅置舌利停 景德王

26年 改西林郡, 龍堂津 南二十五里 古稱長岩津”

삼국사기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Sam/SamInfo.htm) : 설림군

(舌林郡)은 신라 웅주(熊州) 서림군(西林郡 : 서천군 서천읍)의 백제 때 지명이

다. 다른 기록에는 남양군(南陽郡)이라고도 나온다.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

왕 3년(663) 11월조에 신라가 백제부흥군의 근거지인 두릉윤성9豆陵尹城)·주류성

(周留城) 등을 항복시키고 설리정(舌利停)에 이르러 論功行賞하였다는 기사가 있

다. 여기서 설리정(舌利停)은 곧 설림군(舌林郡)을 가리키는 것이다. 細注에 의하

면 이를 혹은 후리정(后利停)으로도 쓴다고 하였다.

83) 왕흥사지(王興寺址)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窺巖面) 신리(新里)에 위치해 있

다. 울성산성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울성산성은 규암면 신리에 위치해 있

으며 둘레는 350m이다.

84) 삼국사기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Sam/SamInfo.htm) : 열기현

(悅己縣).<또는 두릉윤성(豆陵尹城) 또는 두곶성(豆串城) 또는 윤성(尹城)이라고

도 하였다.> 두릉윤성(豆陵尹城)은 백제 열기현(悅己縣 : 청양군 정산면)의 다른

호칭이다. 윤성(尹城)또한 백제 열기현(悅己縣 : 청양군 정산면)의 다른 호칭이

다. 윤성의 위치에 대하여 (1) 定山으로 보는 견해(津田左右吉, 〈百濟戰役地理

考〉, 《朝鮮歷史地理》 1집, 1913; 今西龍, 《百濟史硏究》, 1934; 盧道陽, 〈百

濟周留城考〉,《明知大論文集》 12집, 1979∼1980), (2) 儒城산성 방면으로 보는

견해(池內宏, 《滿鮮地理歷史報告書》 14집, 1934; 池憲英, 〈豆良尹城에 대하

여〉, 《百濟硏究》 3집, 1972), (3) 鎭岑 부근으로 보는 견해(李丙燾, 《國譯 三

國史記》, 1976) 등이 있다.

85) 대동지지 권 5충청도 정산(定山) “尹城時 故址 在 鷄鳳山下 白谷里,” “鷄鳳山

古城 卽 古邑城 周一千二百尺”

86) 삼국사기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Sam/SamInfo.htm) ; 인의현

(仁義縣)은 신라 전주(全州) 대산군(大山郡) 무성군(斌城縣 : 정읍시 정우면)의

고려시대 지명이다. 무성현(斌城縣)을 고려가 인의현(仁義縣)으로 이름을 고쳐

고부군(古阜郡)의 속현(屬縣)으로 삼았다. 조선 태종이 태산(泰山)과 합하여 태인

현(泰仁縣 : 정읍시 태인면)에 넣었다. 인의폐현(仁義廢縣)은 그 서쪽 10리에 있

었다. 이수(里數)로 따져 보고 《大東輿地圖》와 비교해 볼 경우, 옛 인의현(仁

義縣)은 현재의 정읍시 정우면(淨雨面) 면소(面所)인 수금리(水金里) 일대에 해

당한다.

87) 삼국사기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Sam/SamInfo.htm) ; 가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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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兩軍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그림 7. 서기 660년 주·군·현 경계, 접근로, 백제군 배치

현(加尸兮縣)은 신라 강주(康州) 고령군(高靈郡) 신복현(新復縣 : 고령군 우곡면)

의 옛 지명이다. 삼국사기 권5 무열왕 8년(661) 4월 19일조에 가시혜진(加尸兮津

0의 이름이 나오고,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金庾信傳) 상(上)에도 가혜성(加兮

城) 및 가혜진(加兮津)이 나온다, 모두 신라의 進軍路와 관련되는 기사이므로,

그 곳이 군사적 要路임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 권19 흠명(欽明) 5년(544) 3

월조에도 신라가 가야의 하산(荷山)을 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온다. 하산(荷山)

은 곧 고령군(高靈郡) 우곡면(牛谷面) 포동리(浦洞里) 소재의 나즈막한 산이었던

‘하미’에 비정된다. 가시혜진(加尸兮津) 또는 가혜진(加兮津)은 이 곳을 가리키는

듯하다. 삼국사기 권21 보장왕(寶臧王) 4년 5월조의 가시성(加尸城) 및 권 37 有

名未詳地分의 가시성(加尸城)과는 다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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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존성, 탕정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

치

(가). 임존성, 탕정군 間 나·제 양군의 군사접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에 의하면

신라의 탕정군(湯井郡)과 백제의 임존성이 상호 접하고 있던 국경일대

에서 나·제 양군이 상기 [도표 9,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⓵, ◯46
번 기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

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경략지역(經略地域)은 당성군, 탕정군, 임존성을

잇는 축선이었다. 이 축선의 북쪽 끝 지점에는 신라의 당항성이 자리하

고 있었고 남쪽 끝 지점에는 백제의 사비성이 위치해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연결하면 이 축선은 당항포-당항성-당성군-매홀군-부산현-아

술현-탕정군-굴지현-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현-사비성을 잇는 일련의

회랑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A-110. 당항포-당항성-매홀군-부산현-사산현-아술현-탕정군-굴지현-

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현-사비성 간 접근로 :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

물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당항포(唐項浦)〈今경기 華城市 西

新面 前谷里 浦口〉-당항성(唐項城)〈今경기 華城市 南陽面 尙安里 九

峰山(161m)〉-今사강리(沙江里)-今석교리(石橋里)-당성군(唐城郡)〈今

경기 華城市 南陽面 南陽里)〉-今북양리(北陽里)-今염치(廉恥)-今구포

리(仇浦里)-今천천리(泉川里)-今수영리(水營里)-매홀군(買忽郡)〈今경기

화성시(華城市) 봉담읍(峰潭邑) 상리(上里)〉-今와우리(臥牛里)-今융능

(隆陵) 앞-今안영리(安寧里)-今병점리(餠店里)-今죽미령(竹美嶺)-今오

산(烏山)-부산현(釜山縣)〈今경기 平澤市 振威面 鳳南里〉-今칠원(七

原)-今평택(平澤)-今소사리(素砂里)-今성환(成歡)-사산현(蛇山縣)〈今경

기 천안시(天安市) 직산읍(稷山邑) 군서리(郡西里)〉《평택-今군문리(軍

門里)-今둔포(屯浦)-今창룡리(蒼龍里)-今백석포(白石浦)-아술현(牙述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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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충남 牙山市(舊 溫陽市) 靈仁面 牙山里〉-염치리(鹽峙里)-곡교리

(曲橋里)-탕정군》-今삼거리(三巨里)-今부사리(富士里)-今천안(天安)-

곡교천(曲橋川)-今온천리(溫泉里)-탕정군(湯井郡)〈今충남 牙山市(舊

溫陽市) 邑內洞〉-今가무(歌舞)-今부거산리(富巨山里)-굴지현(屈旨縣)

〈今충남 牙山市 新昌面 邑內里〉-今봉산리(鳳山里)-今갈치(葛峙)-今신

예원리(新禮院里)-今암하리(岩下里)-오산현(烏山縣)〈今충남 禮山郡 禮

山邑 禮山里〉-今죽림리(竹林里)-今무한천(無限川)-임존성(任存城)〈今

충남 禮山郡 大興面 上中里 산8 鳳首山〉-今갈산리(葛山里)-今광치리

(光峙里)-今화암리(花岩里)-今신촌리(新村里)-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

〈今충남 靑陽郡 靑陽邑 邑內里〉-今신역리(新驛里)-今나팔치(羅叭峙)-

今나령리(羅嶺里)-今홍산리(洪山里)-今은산천(恩山川)-今은산리(恩山

里)-今규암리(窺岩里)-今금강(錦江)〈渡河〉-사비성(泗泌城)〈今충남

夫餘郡 夫餘邑 扶蘇山城〉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 축선은

오늘날 화성시 남양과 평택일대의 평야지대와 아산, 온양, 신창 예산,

청양 등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었던 군사접근로였다.

(나). 임존성, 탕정군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고구려가 양원왕 4년(서기 548년) 백제의 탕정군을 거쳐

독산성(獨山城)〈今충남 예산군 예산읍〉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회랑

으로 사용하였던 군사접근로였었다. 그리고 백제가 의자왕 2년(서기

642년) 신라에게 빼앗긴 당항성을 수복하기 위해 사비성-임존성-탕정

군을 연하는 길을 따라서 당성군의 당항성과 당항포 방향으로 공세를

펼쳤던 군사접근로였었다.

백제는 당항성과 당항포를 수복하기위하여 사비성-고량부리현-오산

현-굴지현-탕정군-사산군-부산현-매홀군-당성군 방향으로 북상하여

당항성과 당항포를 점령하였다. 백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삼년산성〈今

報恩〉-상당현〈今淸州〉-금물노군〈今鎭川〉-나혜홀〈今安城〉-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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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沙伏忽)〈今陽城〉-부산현〈今振威〉-매홀군〈今峰潭邑〉-당성군

〈今華城市 南陽洞〉-당항성〈今華城市 西新面 尙安里 九峰山〉-당항

포〈今華城市 西新面 前谷里〉 間을 연결하는 신라의 삼년산성-당항성

間 교통로를 차단하고 나아가 신라와 당나라의 해상교역로를 차단하고

자 하였다.

이 축선을 따라 행해진 백제의 공세는 신라가 당성군을 경영하고

나·당 교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협적이었다. 이와 같이 이 축선

은 신라에게 위협적이었지만 상황이 변화될 경우 이 축선은 백제에게

도 위협적일 수가 있었다. 만약 신라가 이 축선을 따라 남쪽으로 공세

를 취할 경우 이 축선은 백제에게도 위협적일 수도 을 있었다.

예를 들어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나·제 전쟁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덕물도에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연합작전회의를 협의

하였다. 그 후 신라군 수뇌부는 덕물도를 출발(음력 6월 24일 출발 추

정)하여 당항포(음력 6월 24일 도착 추정)-당항성(음력 6월 25일 도착

추정, 25일 출발 추정)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당성군(음력 6월 25일 경

유 추정)-매홀군(음력 6월 25일 경유 추정)-부산현(음력 6월 26일 경유

추정)-사복홀(음력 6월 26일 경유 추정)-나혜홀(음력 6월 27일 경유 추

정)-금물노군(음력 6월 28일 경유 추정)-상당현(음력 6월 29일 경유 추

정)-今낭성(琅城)(음력 6월 29일 경유 추정)을 경유하여 삼년산군/삼년

산성(음력 6월 30일 도착-음력 7월 2일 출발 추정)에 도착하였다.

신라군 수뇌부가 이와 같이 당항성에서 삼년산성으로 이동하는 기간

에 백제가 서기 642년 신라의 당항성을 공략할 당시에 백제군이 사용

하였던 접근로를 일부 사용하고 있었다. 만약 신라군 수뇌부가 당항성

에서 삼년산성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비성을 향해 진격하고자 했다면

당항포-당항성-당성군-매홀군-부산현-아술현-탕정군-굴지현-오산현-

임존성-고량부리현-사비성을 잇는 이 축선을 매우 유용한 군사접근로

로 고려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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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대장군 김유신 등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5월 25일 당항성

을 출발하여 음력 6월 30일 삼년산성에 도달하였는데 당시 백제 의자

왕과 좌평 의직(義直), 달솔 상영(常永) 등은 신라군 수뇌부는 이러한

신라군 수뇌부의 움직임(당항성→삼년산성)을 예의 주시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신라군이 당항성-당성군-매홀군-부산현(釜山縣)-아술현-

탕정군-굴지현-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현-사비성 방향으로 공세를 취

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남천주 관할 內

에 위치하고 있던 남천주(南川州)〈今경기 利川市 夫鉢邑〉, 당성군(唐

城郡)〈今경기 華城市 南陽〉, 나혜홀(奈兮忽)〈今경기 安城郡 安城邑

安城洞〉, 사복홀(沙伏忽)〈今경기 安城)郡 陽城面 東恒里〉, 사산현(蛇

山縣)〈今충남 天安市 稷山面 郡西里〉, 개차산군(皆次山郡)〈今경기

安城郡 竹山面 竹山里〉, 금물노군(今勿奴郡)〈今충북 鎭川郡 鎭川邑〉,

술천군(述川郡)〈今경기 驪州郡 興川面 卜大里〉 지역의 신라군이 이러

한 접근로를 사용하여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백제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축선 상에 백제

군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음

력 7월 18일)한 다음에 백제의 남은 군사들이 임존성에 웅거하여 저항

하였으므로 신라군이 음력 7월 26일 임존성의 큰 목책을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고 했다.

백제의 남은 군사들이 웅거해 있던 임존성은 당항성-당성군-매홀군-

부산현(釜山縣)-아술현-탕정군-굴지현-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현-사비

성을 연결하는 접근로 상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신라군이 이 접근로

를 이용하여 사비성에 이르고자 할 경우 이 임존성은 가장 중요했던

요충지였다. 따라서 남천주 관할 내의 신라군에게 임존성을 점령당하면

사비성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군은 남천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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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신라군이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임존성에 부대 및 병력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서기 660년 음력 7월 26일 임존성에서 저항했던 백제의 남은 군사들은

신라가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하

여 사전에 배치시켰던 부대들이었을 것이다.

(2). 금물노군·대목악군, 상당현·일모산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

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금물노군·대목악군, 상당현·일모산군 間 나·제 양군의 사용 군사접

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에 의하면

신라의 금물노군(今勿弩郡), 상당현(上黨縣)과 백제의 대목악군(大木岳

郡), 일모산군(一牟山郡)이 상호 접하고 있던 국경일대에서 나·제 양국

이 상기 [도표 9-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⓶ ◯3 ◯10 ◯30 ◯39 ◯40 ◯61
◯76 ◯83 번 기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

투를 벌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경략지역(經略地域)은 금물노군, 상당현,

잉근내군(仍斤內郡), 개차산군(皆次山郡), 대목악군, 일모산군, 웅주(熊

州)를 잇는 축선이었다. 이 축선의 북쪽 끝 지점에는 신라의 남천현이

자리하고 있었고 남쪽 끝 지점에는 백제의 사비성이 위치해 있었다. 양

쪽 끝 지점을 연결하면 이 축선은 남천현-개차산군-금물노군·잉근내군

-상당현·대목악군·일모산군-웅주/소부리군-사비성을 잇는 일련의 회랑

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A-111. 남천현-개차산군-상당현-두잉지현-웅주-사비성 간 접근로 :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물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천현(南川縣 :

今 경기 利川市 扶鉢邑)-今 복하천(福河川)-今 사실치(沙室峙)-개차산

군(皆次山郡 : 今 경기 安城市 竹山面)-今 백곡천(柏谷川)-상당현(上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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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 : 충북 淸州市 上堂山城)-今 미호천(美湖川)-두잉지현(豆仍只縣 : 今

충남 燕岐郡 燕岐面 燕岐里)-今 금강(錦江)-웅주(雄州 : 今 충남 公州

市 山城洞 公山城)-사비성(泗泌城 : 今 충남 夫餘郡 夫餘邑 扶蘇山城)

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는 하천을 따라 발달된 비옥한 평

야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었던 군사접근

로였다.

A-112. 남천현-개차산군-상당현-두잉지현-두릉윤성-열이현-왕흥사 잠

성-남잠성-사비성 간 접근로 :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물과 결부시켜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남천현(南川縣 : 今 경기 利川市 扶鉢邑 馬岩里)-今

복하천(福河川)-今 사실치(沙室峙)-개차산군(皆次山郡 : 今 경기 安城

市 竹山面 竹山里)-今 백곡천(柏谷川)-상당현(上黨縣 : 충북 淸州市 牛

岩洞)-今미호천(美湖川)-두잉지현(豆仍只縣 : 今 충남 燕岐郡 燕岐面

燕岐里)-今금흥동(錦興洞)-今해포(蟹脯)-今용봉리(龍鳳里)-두량윤성(豆

良尹城)〈今충남 靑陽郡 定山面 白谷里 鷄鳳山城 둘레 540m〉-열이현

(悅已縣)〈今충남 靑陽郡 定山面 西亭里〉/-今미당리(美堂里)-왕흥사

잠성(王興寺 岑城 350m)〈今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울성산성〉-今부

산성(浮山城)〈今충남 夫餘郡 窺岩面 津邊里/높이96m 둘레 450m)-사

비성(泗泌城 : 今 충남 夫餘郡 夫餘邑 扶蘇山城)을 잇는 공격 및 방어

축선이었다. 이는 하천을 따라 발달된 비옥한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있

으며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었던 군사접근로였다.

(나). 금물노군·대목악군, 상당현·일모산군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백제가 주로 신라의 남천주88)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금

88) 정국복, 노중국, 역주삼국사기4 주석편(하) : 삼국사기 권 제40 주석편(하) 560

페이지 「100 진평왕 26년에 한산정을 두었다.」 “ 진흥왕 29년에 설치된 남천

주는 북한산주(진평왕 26년 : 604년) → 신주(진평왕 33년 611년) → 한산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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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노군, 잉근내군, 개차산군, 남천주, 술천군, 당성군, 매홀군, 율목군(栗

木郡), 주부토군(主夫吐郡), 한산군(漢山郡) 등〉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적 회랑으로 사용하였던 군사접근로였었다. 백제는 신라에게 빼앗긴 남

천주 지역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 사비성과 웅주에서 남천주 방향으

로 공세를 펼쳤다. 당시 백제는 사비성-웅주-두잉지현-상당현-금물노

현-개차산군-남천주 방향으로 북상하여 술천군 술천성 포구(今 梨浦)

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백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두잉지현-상당현-금물노현-개차산군-남천주-술천군 술천성

포구 간을 연결하는 회랑지대의 이서지역(以西地域)을 신라로부터 분리

및 고립시켜 이를 다시 수복하고자 했다.

이 축선을 따라 행해진 백제의 공세는 신라가 한수유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협적이었다. 이와 반대로 이 축선은 백제에게도 위협

적일 수가 있었다. 신라가 백제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여 이 축선을

따라 남쪽으로 공세를 취할 경우 이 축선은 백제에게도 큰 위협을 가

할 수 있는 군사접근로였다. 신라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라도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접근로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던 사비성을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신라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부터

음력 7월 18일 간에 나·당 연합에 의해 백제를 정벌할 당시 남천주-개

차산군-금물노현-상당현-두잉지현-웅주를 거쳐 사비성으로 진출하고자

했었다면 이 축선을 매우 유용한 군사접근로로 사용을 고려하였을 것

이다.

신라 무열왕,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주의 남천정에 도달하였는데 당시

백제 의자왕과 좌평 의직(義直), 달솔 상영(常永) 등은 신라군 수뇌부의

움직임(왕경→남천정)을 예의 주시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신라군

평왕 41년 : 619년) → 남천주(문무왕 원년 : 661년) → 한산주(문무왕 4년 : 664

년)로 그 변화를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서기 660년에는 남천주(南川州)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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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천주-개차산군-금물노현-상당현-두잉지현-웅주-사비성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남천

주 관할 內에 위치하고 있던 신라군이 이러한 접근로를 사용하여 공격

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백제

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축선 상에 백제군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 등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 태

자(太子)와 대장 이식(禰植) 그리고 웅진방령(熊津方領)의 군사 등을 거

느리고 웅진성으로부터 와서 항복하였다. 이 웅진방령의 백제 군사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지켰던 웅진성은 남천주-개차산군-금물노현-상당현

-두잉지현-웅주-사비성을 연결하는 접근로 상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

다. 남천주의 신라군이 이 접근로를 이용하여 사비성에 이르고자 할 경

우 이 웅진성은 최후의 관문에 해당하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남천주 지

역에서 출진했던 신라군에게 웅진성을 점령당하면 사비성의 존립이 위

태로워 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군은 남천주의 신라군이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웅진성에 부대

및 병력을 배비하였을 것이다. 백제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항복할 당시

웅진성에서 함께 항복했던 백제의 군사들은 신라가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배치시킨 부대

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신라 태종무열왕,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

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주의 남천정(南川停)

에 도달하였는데 당시 백제 의자왕과 좌평 의직, 달솔 상영 등은 신라

군 수뇌부의 움직임(왕경→남천정)을 예의 주시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신라군이 남천주-개차산군-금물노현-상당현-두잉지현-열이현/두

릉윤성-사비성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

졌을 것이다. 그리고 남천주 관할 內에 위치하고 있던 신라군이 이러한

접근로를 사용하여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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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가능성에 대하여 백제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축선 상에 백제군

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국사기 등에 의하면 신라대군이 서기 661년 음력 3월 12일에 고사

비성(古沙比城)〈舊 사비성〉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두량윤성(豆良尹

城)으로 나아가 공격하였다. 그러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

고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돌이켰다고 했다. 당시 두릉윤성에서 저항

했던 백제 군사들은 신라가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이 사전에 배치시킨 부대들이

었을 것이다.

(3). 고시산군·우술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고시산군·우술군 間 나·제 양군의 군사접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에 의하면

신라의 고시산군과 백제의 우술군이 상호 접하고 있었던 국경일대에서

나·제 양국은 상기 [도표 9-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 ◯20 ◯21

◯22 ◯23 ◯24 번 기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경략지역은 고시산군, 우술군을 잇는

축선이었다. 이 축선의 북동쪽 끝에는 삼년산군이 자리하고 있었고 서

쪽 끝에는 사비성이 위치해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상호연결하면 이

축선은 삼년산군-고시산군-우술군-황등야산군-사비성을 잇는 일련의

회랑을 형성하고 있었다.

A-113. 삼년산성-고시산군-우술군-황등야산군-사비성 간 접근로 :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물과 결부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삼년산성(三年山城 : 今충북 報恩郡 報恩邑 漁岩里 산 1번

지)-아동호현(阿冬號縣)〈今충북 沃川郡 安內面 縣里 倉村〉-今인포리

(仁浦里)-今금강(錦江)〈渡河〉-고시산군(古尸山郡)〈今충북 沃川郡 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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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邑 竹鄕里〉-今마도령(馬道嶺)-우술군(雨述郡)〈今대전광역시 大德區

懷德驛 邑內洞〉-今갑천(甲川)-今구성동산성(九城洞山城)〈대전광역시

儒城區 九城洞 20번지〉-노사지현(奴斯只縣)〈今 대전광역시 儒城區

溫泉洞〉-진현현(眞峴縣)〈今대전광역시 儒城區 校村洞/今鎭岑〉-진현

성(眞峴城)〈今黑石洞山城 : 今대전광역시 西區 鳳谷洞 山26-1〉-황등

야산군(黃等也山郡)〈今충남 論山市 連山面 連山里〉-今연산천(連山

川)-가지나현(加知奈縣〈今論山市 大橋洞)〉-今논산천(論山川)-진구(津

口)〈今論山市 江景邑)〉-진악산현(珍惡山縣)〈今충남 夫餘郡 石城面

縣內里〉-사비성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는 오늘날 보은 분

지와 옥천 분지, 회덕 분지, 진잠 분지 등과 같은 교통의 요지들로 연

결되어 있던 군사접근로였다.

(나). 고시산군·우술군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백제가 신라의 고시산군 지역을 공략하거나 신라가 백제

의 우술군(雨述郡)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회랑으로 사용하였던 군사접

근로였었다. 백제는 신라에게 빼앗긴 고시산군과 삼년산군 지역을 수복

하기 위해 우술군에서 고시산군 방향으로 공세를 펼쳤다.

반면 신라가 이 접근로를 따라 백제를 침공할 경우 이 접근로의 서

쪽 끝 지역에 위치해 있던 백제의 사비성을 위협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신라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부터 음력 7월 18일 간에 나·당

연합에 의해 백제를 정벌할 당시 삼년산성-아동호현-今인포리-今금강

〈渡河〉-고시산군-今마도령-우술군-今갑천-今구성동산성-노사지현-

진현현-진현성-황등야산군-今연산천-가지나현-今논산천-진구-진악산

현을 거쳐 사비성으로 진출하고자 했었다면 이 축선을 매우 유용한 군

사접근로로 고려하였을 것이다.

신라 무열왕,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

일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주의 남천정에 도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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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도중에서 삼년산성을 경유하였다. 삼년산성은 羅·濟국경선 일대에

위치해 있던 군사시설가운데 신라의 가장 큰 重鎭이었다. 당시 백제 의

자왕과 좌평 의직, 달솔 상영 등은 신라군 수뇌부가 삼년산성을 경유하

는 것을 보고 그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신라

군이 삼년산성-아동호현-今인포리-今금강〈渡河〉-고시산군-今마도령

-우술군-今갑천-今구성동산성-노사지현-진현현-진현성-황등야산군-今

연산천-가지나현-今논산천-진구-진악산현-사비성을 잇는 방향으로 공

세를 취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군

이 삼년산성을부터 이러한 접근로를 이용하여 사비성을 목표로 공격해

올 가능성에 대하여 백제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축선 상에 백제군

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條에 의하면 서기 660년 음력 7

월 백제의 나머지 적병들이 정현성〈一名 眞峴城〉 등을 차지하고 버

텼다고 했다. 정현성은 속칭 밀암산성(密岩山城)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오늘날 흑석동산성(黑石洞山城)〈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26-1번

지〉에 비정된다. 백제군의 나머지 잔존병력이 차지하고 있던 정현성은

삼년산성-아동호현-今인포리-今금강〈渡河〉-고시산군-今마도령-우술

군-今갑천-今구성동산성-노사지현-진현현-진현성-今갑천-황등야산군-

今연산천-가지나현-今논산천-진구-갑천 邊을 따라 황등야산군으로 진

입해 들어가는 요충지이었다. 신라군이 진현성을 점령할 경우 왕등야산

군을 경유하여 사비성으로 통하는 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사비성 방위를 위하여 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백제군은 신

라군이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

여 사전에 진현성에 부대 및 병력을 배비하였을 것이다. 서시 660년 음

력 7월 진현성에서 신라군에 저항했던 백제의 군사들은 신라가 이 접

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백제 의자

왕 등이 개전 前에 이미 배치시킨 부대들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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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시산군·황등야산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

대배치

(가). 고시산군·황등야산군 間 羅·濟 양군의 사용 군사접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에 의하면

신라의 고시산군과 백제의 황등야산군이 상호 접하고 있었던 국경일대

에서 나·제 양국은 상기 [도표 9-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 , ◯8 ,

◯9 번 기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경략지역은 고시산군과 황등야산군을 잇는 축

선이었다. 이 축선의 북동쪽 끝에는 삼년산군이 자리하고 있었고 서쪽

끝에는 사비성이 위치해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상호연결하면 이 축선

은 삼년산군-고시산군-진동현-황등야산군-사비성을 잇는 일련의 회랑

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물과 결부시켜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14. 삼년산군-고시산군-진동현-이례성-황등야산군-가지나현-사비

성 간 접근로

즉 삼년산성(三年山城 : 今충북 報恩郡 報恩邑 漁岩里 산 1번지)-아동

호현(阿冬號縣)〈今충북 沃川郡 安內面 縣里 倉村〉-今인포리(仁浦里)-

今금강(錦江)〈渡河〉-고시산군(古尸山郡)〈今충북 沃川郡 沃川邑 竹鄕

里〉-구천(狗川)〈今충북 沃川郡 郡西面 月田里 9-3 번지 聖王死節地〉

-今소옥천(小沃川)-今馬田里〈今충남 錦山郡 秋富面〉-今진동현(珍洞

縣)〈今충남 錦山郡 珍山面 邑內里〉-今벌곡천(伐谷川)-이례성(尒禮

城)89)-今황령치(黃嶺峙)〈今충남 論山市 連山面 莘岩里〉-황등야산군

89) 김정호 大東地志 卷五 忠淸道 三十三邑 連山 城池 尒禮城 在兜率山 有遺址 俗

傳號 伊里城 新羅武烈王七年 王滅 百濟班師率 太子及諸軍 攻尒禮城取之 김정호

선생은 대동지지에서 이례성이 두솔산에 그 유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대동여지

도 상에 표시된 두솔산은 오늘날 1대 5만 축척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오늘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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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等也山郡 : 今충남 論山市 連山面 連山里)-今연산천(連山川)-가지나

현(加知奈縣) 〈今충남 論山市 大橋洞〉-今논산천(論山川)-진구(津口)

〈今충남 論山市 江景邑〉-진악산현(珍惡山縣)〈今충남 夫餘郡 石城面

縣內里〉-사비성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는 오늘날 보은 분

지와 옥천 분지, 진산 분지와 같은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던 군

사접근로였다.

(나). 고시산군·황등야산군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백제가 성왕 당시 신라의 고시산군과 삼년산군 지역을 공

략하기 위한 회랑으로 사용하였던 군사접근로였었다. 삼국사기는 권 제

26 백제본기 제4 성왕 조(條)에서 “성왕 32년(서기 554) 가을 7월에 왕

(聖王)은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보기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

천90)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伏兵)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난병

(亂兵)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諡號)를 성(聖)이라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구천은 오늘날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

전리에 있는 구전벼루이다.91) 즉 구전벼루는 성왕의 사절지(死節地)이

다. 이 당시 성왕은 백제가 신라에게 빼앗긴 고시산군과 삼년산군 지역

을 수복하고 신라의 중요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황등야산군과 진동

현지역에서 고시산군 방향으로 공세를 펼쳤다.

즉 백제는 이 접근로의 북쪽 끝 지점이었던 삼년산성을 점령함으로

써 고시산군과 삼년산군 지역을 되찾고자 했다. 또한 백제는 신라의 중

산시(論山市) 벌곡면(伐谷面) 대덕리(大德里) 응봉(鷹峰 : 344m)에 해당된다. 그

러나 오늘날 응봉산에 이례성의 유지가 남아 있다는 연구가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다.

90) 구천(狗川) : 삼국사기 권 37 잡지 지리 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현

재의 충남 옥천군(沃川郡) 군서면(郡西面) 월전리(月田里) 이다. 삼국사기는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5년조에는 옥천을 管山城’으로, 권43 열전 김유신전 하에는

‘古利山’으로,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조에는 ‘函山’으로 나온다.

91) 조강환. 「역사의 고전장」 삼조사. 1978. 2. 28. p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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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교통로였던 「감문소국(甘文小國)〈今김천시 개령면 東部里〉-동잠

현(桐岑縣)〈今경북 김천시 校洞〉-今추풍령(秋豊嶺)〈今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소라현(召羅縣)〈今충북 永同郡 黃間面 南城里〉

-금돌성(今突城)〈今경북 尙州市 牟東面 壽峰里 白樺山〉-굴현(屈縣)

〈今충북 沃川郡 靑城面 山桂里〉-삼년산성(三年山城)〈今충북 報恩郡

報恩邑 漁岩里 烏頂山〉-상당현(上黨縣)〈今충북 淸州市 牛岩洞〉-금

물노군(今勿奴郡)〈今충북 鎭川郡 鎭川邑 碧岩里〉」을 잇는 교통로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 교통로는 오늘날 추풍령을 사이에 두고 있던 상주

(上州) 관할 하의 諸군현들과 남천주(南川州) 관할 하의 諸군현들을 상

호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백제는 이 교통로를 끊어

소백산맥 이북에 있던 신라 남천주 관할 하의 諸군현들을 고립시키고

자 하였다.

반면 신라가 이 접근로를 따라 백제를 공략할 경우 이 접근로의 서

쪽 끝 지역에 위치해 있던 백제의 사비성을 위협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신라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부터 음력 7월 18일 간에 나·당

연합에 의해 백제를 정벌할 당시 삼년산성-아동호현-고시산군-구천-진

동현-이례성(尒禮城)-황등야산군-가지나현-진구-진악산현을 거쳐 사비

성으로 진출하고자 했었다면 이 축선을 매우 유용한 군사접근로로 고

려하였을 것이다.

신라 무열왕,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주 남천정에 도달하였는데 이동과

정에서 삼년산성을 경유하였다. 그리고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이 덕물도에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연합작전을 협의(음력 6월 21

일~23일)한 다음에 덕물도를 출발하여 당항포를 경유하여 다시 서기

660년 음력 6월 30일(양력 8월 11일) 삼년산성에 도착하였다. 삼년산성

은 서기 660년 羅·濟 전쟁 당시 신라군의 중간 집결지로서 부대의 이

동과 집결이 빈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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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백제 의자왕과 좌평 의직, 달솔 상영 등은 신라군 수뇌부의 삼

년산성 경유와 부대들의 이동을 보고 그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였을 것

이다. 이들은 혹시 신라군이 삼년산성-아동호현-고시산군-구천-진동현

-이례성(尒禮城)-황등야산군-가지나현-진구-진악산현-사비성을 잇는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

리고 신라군이 삼년산성으로부터 이러한 접근로를 사용하여 공격해 올

가능성에 대하여 백제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축선 상에 백제군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條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은 서기

660년 음력 10월 9일에 “태자와 여러 군사들을 이끌고 이례성을 쳤고

음력 10월 18일에 그 성을 빼앗아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니, 백제의 20

여 성이 두려움에 떨고 모두 항복하였다.”고 했다. 대동지지와 대동여

지도에 의하면 이례성(尒禮城)은 오늘날 충남 논산시 벌곡면(伐谷面)

대덕리(大德里) 응봉산(鷹峰山)에 해당한다.92) 신라군의 공격을 받았던

이례성은 삼년산성-아동호현-고시산군-구천-진동현-今방현(方峴)-이례

성-황등야산군-가지나현-진구-진악산현-사비성을 연결하는 접근로 상

에 위치해 있었다. 이 이례성은 황등야산군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관문

이었다. 신라군이 이례성을 점령하면 왕등야산군을 경유하여 사비성으

로 통하는 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사비성 방위를 위하여 이

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백제군은 신라군이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례성에 부

대 및 병력을 배비하였을 것이다. 신라 무열왕이 음력 10월 9일에 이례

92) 김정호 大東地志 卷五 忠淸道 三十三邑 連山 城池 尒禮城 在兜率山 有遺址 俗

傳號 伊里城 新羅武烈王七年 王滅 百濟班師率 太子及諸軍 攻尒禮城取之 김정호

선생은 대동지지에서 이례성이 두솔산에 그 유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대동여지

도 상에 표시된 두솔산은 오늘날 1대 5만 축척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오늘날 논

산시(論山市) 벌곡면(伐谷面) 대덕리(大德里) 응봉(鷹峰 : 344m)에 해당된다. 그

러나 오늘날 응봉산에 이례성의 유지가 남아 있다는 연구가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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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공격할 당시 이례성에서 저항했던 백제의 군사들은 신라가 이 접

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펴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백제 의지

왕이 개전 前에 배치시킨 부대들이었을 것이다.

(5). 고시산군·진내군·황등야산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

제군 부대배치

(가). 고시산군·진내군·황등야산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 에 의하면

신라의 고시산군과 백제의 진내군·황등야산군이 상호 접하고 있었던

국경일대에서 나·제 양국은 상기 [도표 9-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7 , ◯8 , ◯9 , ◯60 , ◯64 , ◯72 번 기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경략지역은 고시산군-진

내군-황등야산군을 잇는 축선이었다. 이 축선의 북동쪽 끝에는 삼년산

군이 자리하고 있었고 서쪽 끝에는 사비성이 위치해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상호연결하면 이 축선은 삼년산군-고시산군-진내군-황등야산군

-사비성을 잇는 일련의 회랑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

물과 결부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15. 삼년산군-고시산군-진내군-탄현-황산원-황등야산군-가지나현-

진구-진악산현-사비성

간 접근로 : 즉 삼년산성(三年山城)〈今충북 報恩郡 報恩邑 漁岩里 산

1번지〉-아동호현(阿冬號縣)〈今충북 沃川郡 安內面 縣里 倉村〉-今인

포리(仁浦里)-今금강(錦江)〈渡河〉-고시산군(古尸山郡)〈今충북 沃川

郡 沃川邑 竹鄕里〉-구천(狗川)〈今충북 沃川郡 郡西面 月田里 9-3 번

지 聖王死節地〉-今소옥천(小沃川)-今馬田里〈今충남 錦山郡 秋富面〉

-신평리(新坪里)〈今충남 錦山郡 秋富面〉-今민치(珉峙)〈今충남 錦山

郡 郡北面〉-천을리(天乙里)〈今충남 錦山郡 郡北面〉-제원리(濟原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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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충남 錦山郡 濟原面〉-今금천(錦川)-진내군(進乃郡)〈今충남 錦山

郡 錦山邑 中島里 錦山邑城〉-今수이치(首伊峙)〈今충남 錦山郡 錦山

邑 陰水洞〉-今하금리(下金里)〈今충남 錦山郡 南二面 下金里〉-今백

령성(栢嶺城)〈今忠南 錦山郡 南二面 驛坪里〉-今서평리(西坪里)〈今전

북 完州郡 雲洲面〉-탄현(炭峴)/탄현성(炭峴城)〈今 전북 完州郡 雲洲

面 三巨里〉-今장선천(長善川)-今용계산성(龍溪山城)〈今전북 完州郡

雲洲面 金塘里 642번〉-今모촌리산성(茅村里山城)〈今충남 論山市 陽

村面 茅村里〉-황산원(黃山原)〈今충남 論山市 連山面 黃山里〉-황등

야산군(黃等也山郡)〈今충남 論山市 連山面 連山里〉-今연산천(連山

川)-가지나현(加知奈縣)〈今충남 論山市 大橋洞〉-今논산천(論山川)-진

구(津口)〈今충남 論山市 江景邑〉-진악산현(珍惡山縣)〈今충남 夫餘郡

石城面 縣內里〉-사비성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는 오늘날

보은 분지와 옥천 분지, 소옥천, 금산 분지, 금천, 백령치, 탄치, 용계산

성, 장선천, 황산원 논산천 같은 분지(盆地)와 하천,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던 군사접근로였다.

(나). 고시산군·진내군·황등야산군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의 일부(馬田里-狗川-古尸山郡 間 축선)는 백제가 성왕 당시

신라의 고시산군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회랑으로 사용하였던 군사접근

로였었다. 그러나 마전리-신평리-민치(珉峙)-천을리-제원리-제원리-금

천(錦川)-진내군-수이치(首伊峙)-하금리-백령성-서평리-탄현(炭峴)/탄

현성-장선천(長善川)-용계산성-모촌리산성-황산원-황등야산군-연산천

(連山川)-가지나현-논산천(論山川)-진구-진악산현-사비성을 잇는 구간

은 서기 660년 나·제전쟁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진내군으로부터 황등야산군에 이르는 구간은 험한 고개와 깊은 계곡

으로 이어져 있어 소위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도 만

명을 당(一夫單槍萬人莫當)할 수 있을 정도의 요해처(要害處)였다. 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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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어를 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지만 공자가 통과하기에는 어려운 험

로였다. 더욱이 이 접근로 상의 요충지에는 백제가 백령성, 탄현성, 용

계산성 등을 설치해 놓고 있어서 백제가 이곳 둔술처(屯術處)에 병력배

치를 했을 경우 신라군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

만 신라군이 이곳 험지를 지나 황등야산군으로 나아갈 경우 황등야산

군으로부터 사비성까지는 대부분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지형상 백제군

이 방어하기에 불리하고 공자에 유리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 조에 의하면 「의자왕이 나당연합군

의 침공소식을 듣고 고마미지현(古馬彌知縣)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

던 좌평 흥수(興首)에게 사람을 보내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으니 어떻

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흥수는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로서,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도 만 명을 당(一夫單槍萬人莫

當)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용감한 군사를 선발하여 그곳을 지키

게 하여, 신라 군사로 하여금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해질 때를 기다린 후에 분발하

여 갑자기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흥

수가 언급했던 탄현이 바로 이 축선상의 탄현이었다. 그러나 좌평 의

직, 달솔 상영 등은 이를 믿지 않고 말했다. “흥수는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말을 따

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신라 군사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오게 하여 소

로(小路)를 따라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합시다. 이때에 군사를 풀어

공격하게 하면 마치 닭장에 든 닭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의자왕은 이 말을 따랐다.」93)고 했다. 백제는 일부당

관만부막개(一夫當關萬夫莫開)〈한 병사가 관문을 지키면 만명의 병사

가 공격해도 관문을 열지 못한다.〉의 천험함을 믿고 이 축선 상에 병

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93) 三國史記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二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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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길동군·진내군·황등야산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제

군 부대배치

(가). 길동군·진내군·황등야산군 間 羅·濟 양군 사용의 군사접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에 의하면

신라의 길동군과 백제의 진내군·황등야산군이 상호 접하고 있었던 국

경일대에서 나·제 양국은 상기 [도표 9-1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0 , ◯64 , ◯72 번 기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경략지역은 길동군-진내군-황등야산군

을 잇는 축선이다. 이 축선의 북동쪽 끝에는 상주가 자리하고 있었고

서쪽 끝에는 사비성이 위치해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상호연결하면 이

축선은 상주-길동군-진내군-황등야산군-사비성을 잇는 일련의 회랑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물과 결부시켜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16. 상주-금돌성-소라현-길동군-조비천현-조천성-진내군-탄현-황

산원-황등야산군-가지나

현-진구-진악산현-사비성 간 접근로 : 즉 상주(上州)〈今경북 상주시(尙

州市) 屛城洞 屛城山城〉-今신촌리(新村里)〈今경북 尙州市 內西面〉-今

율현치(栗峴峙)〈今경북 尙州市 內西面 西院里〉-今우산천(愚山川)-답달

비군(答達匕郡)〈今경북 尙州市 化西面 新鳳里 化寧場〉-今석천(石川)-

今이소리(以所里)〈今경북 尙州市 化東面 〉-도량현(刀良縣)〈今경북 尙

州市 牟東面 龍湖里 倉里〉-今수봉리(壽峰里)〈今경북 尙州市 牟東面〉-

금돌성(今突城)〈今경북 尙州市 牟東面 壽峰里 산 98번지 白華山 古城〉

-今오도치(吾道峙)-소라현(召羅縣)〈今충북 永洞郡 黃澗面 南城里〉-길

동군(吉同郡)〈今충북 永同郡 永同邑 稽山里〉-今갈현(葛峴)-今원동(院

洞)〈今충북 永同郡 陽江面 鍮店里 院洞〉-조비천현(助比川縣)〈今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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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洞郡 陽山面 柯谷里〉-조천성(助川城 : 一名 刀比川城)〈今충북 永洞

郡 陽山面 柯谷里 飛鳳山城〉-今천내리(川內里)〈今충북 永洞郡 陽山面

川內里〉-今금강(錦江)〈渡河〉-今제원리(濟原里)〈今충남 錦山郡 濟原

面〉-今금천(錦川)-진내군(進乃郡)〈今충남 錦山郡 錦山邑 中島里 錦山

邑城〉-今수이치(首伊峙)〈今충남 錦山郡 錦山邑 陰水洞〉-今하금리(下

金里)〈今충남 錦山郡 南二面 下金里〉-今백령성(栢嶺城)〈今忠南 錦山

郡 南二面 驛坪里〉-今서평리(西坪里)〈今전북 完州郡 雲洲面〉-탄현(炭

峴)/탄현성(炭峴城)〈今 전북 完州郡 雲洲面 三巨里〉-今장선천(長善川)-

今용계산성(龍溪山城)〈今전북 完州郡 雲洲面 金塘里 642번〉-今모촌리

산성(茅村里山城)〈今충남 論山市 陽村面 茅村里〉-황산원(黃山原)〈今

충남 論山市 連山面 黃山里〉-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今충남 論山市

連山面 連山里〉-今연산천(連山川)-가지나현(加知奈縣)〈今충남 論山市

大橋洞〉-今논산천(論山川)-진구(津口)〈今충남 論山市 江景邑〉-진악산

현(珍惡山縣)〈今충남 夫餘郡 石城面 縣內里〉-사비성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는 오늘날 상주, 우산천, 화령장, 석천, 금돌성, 오도

치, 황간, 영동, 양산, 조천성, 금강, 금산, 금천, 백령치, 탄치, 탄현산성,

용계산성, 장선천, 황산원, 논산천, 논산, 강경 등의 분지(盆地)와 하천,

고개, 평원,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던 군사접근로였다.

(나). 길동군·진내군·황등야산군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신라가 태종무열왕 당시 백제의 조천성(助川城)〈一名 도

비천성(刀比川城)〉을 공략하기 위한 회랑으로 사용하였던 군사접근로

였었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무열왕 2년(서기 655) 신라군 낭당

대감(郎幢大監) 김흠운(金歆運)이 백제 땅 양산(陽山) 아래에 군영을 설

치하여 조천성을 공격하다가 죽었다. 아울러 무열왕 2년(서기 655) 취

도(驟徒)도 백제가 조천성(助川城)을 공격해 들어오자 삼천당(三千幢)에

속하여 싸우다가 죽었다. 또한 무열왕 2년(서기 655년) 9월에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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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이 백제에 들어가 도비천성(刀比川城)〈一名 助川城〉을 공격하

여 이를 함락시켰다.」고 했다.

결국 김유신이 조천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이 성은 신라에 속하게 되

었고 신라는 길동군에서 조천성〈助比川縣에 위치〉을 경유하여 금강

서쪽의 진내군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로서 신라는 삼년산군-고시산

군-진내군을 잇는 축선과 상주-답달비군-도량현-금돌성-소라현-길동

군-조비천현/조천성-금강(錦江)-진내군을 잇는 축선을 진내군에서 상

호 연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라는 양개축선을 이용하여 병력과

부대를 분진시킨 다음에 진내군에서 양 축선상의 병력과 부대를 집결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백제는 서기 660년 나·제 전쟁 시 이 축선 상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7). 진내군·감문소국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진내군·감문소국 間 羅·濟 양군의 사용 군사접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에 의하면

신라의 감문소국과 백제의 진내군이 상호 접하고 있었던 국경일대에서

나·제 양국은 상기 [도표 9-1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 ,
, , ◯60 , 번 기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경략지역은 감문소국-일선군을 잇

는 축선이었다. 이 축선의 북동쪽 끝에는 일선군이 자리하고 있었고 서

쪽 끝에는 사비성이 위치해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상호연결하면 이

축선은 일선군-감문소국-진내군-황등야산군-사비성을 잇는 일련의 회

랑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을 중요지형지물과 결부시켜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17. 일선군-감문소국-동잠현-무산현-두시원악-진내군-탄현-황등야

산군-사비성 間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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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동혜현(同兮縣)〈今경북구미시(龜尾市) 해평면(海平面) 해평리

(海平里)〉-일선군(一善郡)〈今경북 구미시(龜尾市) 선산읍(善山邑)〉-

감문소국(甘文小國)〈今경북 김천시(金泉市) 개령면(開寧面) 동부리(東

部里) 동부연당(東部蓮塘)〉-동잠현(桐岑縣)〈今 경북 김천시(金泉市)

교동(校洞)〉-今하원리(下院里)〈김천시 구성면(龜城面)〉-지품천현(知

品川縣)〈今경북 김천시(金泉市) 지례면(知禮面) 校里〉-今감천(甘川)-

今관기리(館基里)〈今경북 金泉市 大德面 館基里〉-今주치령(走峙嶺)-

무산현(茂山縣)〈今전북 무주군(茂朱郡) 무풍면(茂豊面) 현내리(縣內里)

무풍장(茂豊場)〉/무산성(茂山城)-今남대천(南大川)-설천(雪川)〈今전북

茂朱郡 雪天面 所川里〉-적천현(赤川縣)〈今전북 무주군(茂朱郡) 무주

읍(茂朱邑) 읍내리(邑內里)〉-今금강(錦江)〈渡河〉-두시원악(豆尸原嶽)

〈今전북 무주군 富南面 大柳里〉-평당리(平堂里)〈今전북 무주군 富南

面〉-今고노치(古老峙)-今마장리(馬壯里)〈今충남 錦山郡 南一面〉-今

봉황천(鳳凰川)-今진내군(進乃郡)〈今충남 錦山郡 錦山邑 中島里 錦山邑

城〉-今금천(錦川)-今수이치(首伊峙)〈今충남 錦山郡 錦山邑 陰水洞〉-

今하금리(下金里)〈今충남 錦山郡 南二面 下金里〉-今백령성(栢嶺城)

〈今忠南 錦山郡 南二面 驛坪里〉-今서평리(西坪里)〈今전북 完州郡 雲

洲面〉-탄현(炭峴)/탄현성(炭峴城)〈今전북 完州郡 雲洲面 三巨里〉-今

장선천(長善川)-今용계산성(龍溪山城)〈今전북 完州郡 雲洲面 金塘里

642번〉-今모촌리산성(茅村里山城)〈今충남 論山市 陽村面 茅村里〉-황

산원(黃山原)〈今충남 論山市 連山面 黃山里〉-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

〈今충남 論山市 連山面 連山里〉-今연산천(連山川)-가지나현(加知奈縣)

〈今충남 論山市 大橋洞〉-今논산천(論山川)-진구(津口)〈今충남 論山市

江景邑〉-진악산현(珍惡山縣)〈今충남 夫餘郡 石城面 縣內里〉-사비성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는 오늘날 구미, 선산, 개령, 김천, 지례,

감천, 무풍, 남대천, 설천, 무주, 금강, 금산, 금천, 백령치, 탄치, 탄현산

성, 용계산성, 장선천, 황산원, 논산천, 논산, 강경 등의 분지(盆地)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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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고개, 평원,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던 군사접근로였다.

(나). 진내군·감문소국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백제가 신라의 일선군(一善郡) 북쪽의 군·현들을 공략하는

데 주로 사용했던 접근로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백제가 위

덕왕(威德王) 24년(서기 577년) 음력 10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서부 변

경의 주·군·현을 공격하였는데 신라 이찬 세종(世宗)이 일선군(一善郡)

북쪽에서 백제군을 쳐서 깨뜨리고 3천7백여 명을 목베었다.」고 했다.

또한 「백제는 의자왕 7년(서기 647년) 음력 10월에 군사를 보내 신

라의 무산성, 감물성(甘勿城), 동잠성(桐岑城)의 세 성을 에워쌌으나 신

라 진지왕(眞智王)이 김유신으로 하여금 보기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열전에서 「김유신은 서기 648년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 진례(進禮)〈일명 進乃郡〉 등 아홉 성을 무찔러 9천여 명을 목

베고 6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백제는 이 축선을 따라 여러 번 신라 서부 변경을 공략하

여 서기 577년 일선군까지 진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라를 크게 위협

했지만 신라는 이찬 세종(世宗)을 보내 백제군을 격퇴시킴으로서 위기

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어서 백제는 의지왕 7년(서기 647)에도 이

축선을 따라 동잠성(今金泉)을 점령함으로써 신라의 추풍령 통로〈동잠

성-今추풍령-삼년산성(今보은)〉를 차단하는데 일단 성공하였다. 곧 연

이어 백제군은 동잠성(今김천)에서 상주(上州)〈今尙州〉를 목표로 동

북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감물성〈今어모면(禦侮面)〉까지 점령하여 군

의 기세를 높였다. 이 때 신라는 김유신을 보내 백제군의 기세를 누르

고 이를 격퇴시켰다. 김유신은 백제군을 국경선으로 물리고 서기 648년

에는 이 축선상의 서쪽에 위치해 있던 진내군(進乃郡)〈今충남 錦山郡

錦山邑〉의 진례성〈今충남 錦山郡 錦山邑 中島里 錦山邑城〉을 빼앗

았다. 이로써 신라 김유신 군은 감물성〈今어모면(禦侮面)〉에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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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내군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진내군은 본래 백제의 영토였는

데 이때 비로소 신라가 이를 점령하였다.

이 축선은 이동혜현-일선군-감문소국-동잠현-今하원리(下院里)-지품

천현-今감천(甘川)-今관기리(館基里)-今주치령(走峙嶺)-무산현/무산성

(茂山城)-今남대천(南大川)-今설천(雪川)-적천현-今금강(錦江)〈渡河〉

-두시원악(豆尸原嶽)-今평당리(平堂里)-今고노치(古老峙)-今마장리(馬

壯里)-今봉황천(鳳凰川)-진내군-今금천(錦川)-今수이치(首伊峙)-今하금

리(下金里)-今백령성(栢嶺城)-今서평리(西坪里)-탄현(炭峴)/탄현성(炭峴

城)-今장선천(長善川)-今용계산성(龍溪山城)-今모촌리산성(茅村里山

城)-황산원(黃山原)-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今연산천(連山川)-가지나

현-今논산천(論山川)-진구-진악산현(珍惡山縣)-사비성을 잇는 길이었

는데 김유신 군이 진내군까지 진출함으로써 사비성은 진내군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척 간에 놓이게 되었다.

이 축선가운데 진내군-今백령성-탄현/탄현성-今용계산성-今모촌리산

성-황산원 間의 거리는 43km였다. 이 구간은 산세가 험하고 계곡이 깊

으며 길이 매우 좁은데다 종심이 43km정도로 두터워서 신라군이 이처

럼 천험한 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당시로서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 구간

이 매우 험했기 때문에 백제군 수뇌부는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

을 가지고도 만 명을 당(一夫單槍萬人莫當)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 반면에 이 구간을 벗어나면 황산원부터 사비성까지는 길이

평탄하여 백제군이 배비할 만 한 요해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백제군 수뇌부가 이 구간의 험함을 믿고 이 축선에

병력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축선을 방치할 경우 신라군은 이틈을 이

용하여 은밀하게 이 길을 통과하고자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모험을 시

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군이 백제군의 저항

을 받지 않고 이 구간을 통과할 경우 신라군은 사비성을 곧 바로 공

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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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왕 조에 의하면 「서기 660년 음력 7월

백제의 좌평 정무(正武)가 무리를 모아 두시원악(豆尸原嶽)에 진을 치

고서 당과 신라인을 노략질하였다.」고 했다.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두시원악(豆尸原嶽)은 오늘날 전북 무주군 부남면(富南面) 대유

리(大柳里)에 해당한다. 두시원악(豆尸原嶽)은 동잠현-지품천현-무산현

-적천현-두시원악-진잉을군을 연결하는 접근로 상에 위치해 있었던 주

요 군사요충지 가운데 하나였다. 두시원악(豆尸原嶽)은 오늘날 금강 좌

안(左岸)에 위치해 있는데 적천현(今 무주읍)에서 진내군(今금산)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경유해야하는 나루터이자 관문이었다. 이처럼 두시

원악(豆尸原嶽)은 적천현(今 무주읍)에서 진내군으로 이동하는 접근로

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매우 긴요한 곳이었다.

백제 좌평 정무가 거느렸던 부대는 백제 의자왕이 음력 7월 18일

나·제 연합군에게 항복한 뒤에 국권회복을 위해 이곳에 갑작스럽게 모

인 부대가 아니라 개전 초부터 이곳에 위치해 있었던 부대였을 것이다.

백제가 신라의 군사침공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신라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開戰 前에

두시원악에 배치시켰던 부대들이었을 것이다.

(8). 고룡군·속함군 間 羅·濟 양군 사용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고룡군·속함군 間 羅·濟 양군의 사용 군사접근로

「Ⅲ-1-다.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전투장소」에 의하면

신라의 속함군과 백제의 고룡군이 상호 접하고 있었던 국경일대에서

나·제 양국은 상기 [도표 9-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 ,
, , , , , , , , , , , , , ,  번 등의 기

사와 같은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다. 군사 활동 및 전투를 벌였던

장소를 종합하면 고룡군-속함군을 잇는 축선이었다. 이 축선의 북동쪽

끝에는 달구화현이 자리하고 있었고 북서쪽 끝에는 고사부리군이 위치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437 -

해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상호연결하면 이 축선은 달구화현(達句火

縣)-일리군(一利郡)-대가야군(大伽倻郡)-거열군(居烈郡)-속함군(速含

郡)-고룡군(古龍郡)-도실군(道實郡)-대시산군(大尸山郡)-고사부리군(古

沙夫里郡)을 잇는 일련의 회랑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을 중요지형

지물과 결부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18. 달구화현-일리군-대가야군-거열군-속함군-고룡군-도실군-대시

산군-고사부리군 간 접근로

즉 달구화현(達句火縣)〈今경북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94-1 달성

공원〉-설화현(舌火縣)〈今경북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今낙동강-일리

군(一利郡)〈今경북 高靈郡 星山面 於谷里〉-대가야군(大伽倻郡)〈今경

남 高靈郡 高靈邑 快賓里〉-적화현(赤火縣)〈今경남 협천군(陜川郡) 야

로면(冶爐面) 구정리〉-가소현(加召縣)〈今경남 居昌郡 加祚面 馬上

里〉-거열군(居烈郡)〈今경남 居昌郡 居昌邑 上琳里〉-마리현(馬利縣)

〈今 경남 함양군(咸陽郡) 안의면(安義面) 당본리(堂本里)〉-今마안산성

(馬鞍山城)〈今경남 咸陽郡 지곡면 창평리, 산3번지〉-속함군(速含郡)

〈今경남 咸陽郡 咸陽邑 白川里〉-(八良峙)/今팔량산성(八良山城)〈今

전북 남원시(南原市) 동면(東面) 산성리(山城里)〉-今인월리(引月里)

〈今전북 남원시(南原市) 인월면(引月面) 인월면(引月面)〉-今황산(荒

山)-모산현(母山縣)〈今전북 남원시(南原市) 운봉읍(雲峰邑) 서천리(西

川里)〉-아막성(阿莫城)/일명 母山城〈今전북 남원시 운봉읍(雲峰邑) 장

교리(長橋里)〉今서곡리(書谷里)〈今전북 남원시(南原市) 이백면(二白

面)〉-고룡군(古龍郡)〈今전북 남원시(南原市) 동충동(東忠洞) 464-1번

지 남원읍성〉-정송리(貞松里)〈今전북 남원시 주생면(周生面) 정송리

(貞松里)〉-今비홍치(飛鴻峙)-역평현(礫坪縣)〈今전북 순창군(淳昌郡)

적성면(赤城面) 고원리(古院里)〉-도실군(道實郡)〈今 전북 淳昌郡 淳昌

邑 淳化里〉-今금성산성(金城山城)〈今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

89 삼국시대〉-율지현(栗支縣)〈今전북 潭陽郡 金城面 石峴里〉-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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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군(秋子兮郡)〈今전북 潭陽郡 潭陽邑 潭州里〉-구사진혜현(丘斯珍兮

縣)〈今전남 長城郡 珍原面 善積里〉-고시이현(古尸伊縣)〈今전남 長

城郡 北一面 新興里〉-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今전남 高敞郡 高敞

邑 校村里〉-상칠현(上柒註縣)〈今전북 高敞郡 興德面 東沙里〉-고사

부리군(古沙夫里郡)〈今전북 井邑市 古阜面 古阜里)〉/古沙阜里城〈今전

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 1-1〉을 잇는 공격 및 방어축선이었다. 이

는 오늘날 대구 고령, 거창, 함양, 팔량치, 남원, 순창, 담양, 장성, 고창,

정읍과 같은 교통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던 군사접근로였다.

(나). 고룡군·속함군 間의 군사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백제가 신라의 거타주(居陁州) 관할지역 내 군·현들을 공

략하는데 주로 사용했던 접근로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이 축

선을 이용하여 무왕 3년(서기 602년)부터 37년(서기 636년)까지 모산성

(母山城)〈今전북 雲峰面〉, 속함성(速含城)〈今경남 咸陽邑〉, 앵잠성

(櫻岑城)〈今경남 水東面〉, 기잠성(岐暫城)〈今경남 大幷面〉, 서곡성

(西谷城)〈今경북 加祚面〉, 독산성(獨山城)〈今경북 伽泉面〉 옥문곡

(玉門谷)〈今경남 陜川邑〉 등을 공략했다.

또한 백제는 이 축선을 이용하여 의자왕 2년(서기 642년)부터 4년(서

기 644년)까지 대야성(大耶城), 가혜성(加兮城), 성열성(省熱城), 동화성

(同火城), 가혜지진(加兮之津), 옥문곡(玉門谷) 등을 공략했다. 반면 신

라는 이 축선을 따라 김유신 군을 보내 서기 644년에 가혜성(加兮城),

성열성(省熱城), 동화성(同火城), 가혜지진(加兮之津)을 되찾고 서기 648

년에 대야성(大耶城), 옥문곡(玉門谷)을 다시 점령하였다.

이후 신라는 羅·濟전쟁 당시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 백제 의자왕

으로 부터 항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던

백제 군사들이 나·제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던 사비성을 공격하자 신라

무열왕은 군대를 보내 백제군의 근거지였던 두량윤성을 공격했다.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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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서기 661년 음력 3월 5일부터 음력 4월 18일까지 두륜윤성을 공

격하였지만 평정작전에 실패하고 4월 19일부터 철수 길에 올랐다. 신라

군이 철수 시 택한 통로는 오늘날 정산(定山)-부여(夫餘)-석성(石城)-

여산(礪山)-익산(益山)-김제(金提)-고부(古阜)-정읍(井邑)-각산(角山)-

순창(淳昌)-남원(南原)-운봉(雲峰)-함양(咸陽)-안의(安義)-거창(居昌)-

합천(陜川)-고령(高靈)을 잇는 갈령로(葛嶺路)이었다.

신라군이 두량윤성-사비성-갈령(葛嶺)-왕경(王京)으로 귀로 도중에

사용했던 축선은 백제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의 거타주(居陁州) 관할지

역 내 군·현들을 공략하였을 때 주로 사용했던 접근로였다. 신라군이

서기 661년 음력 4월 19일 두량윤성에서 철수하면서 이 축선을 따라

귀로에 오른 이유는 철수 기간에 이 축선 상에 남아있던 백제의 잔여

군사들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군은 이 축선 상의 빈골양(賓骨

壤)〈今전북 井邑市 淨雨面 楚江里〉, 각산(角山)〈今전북 井邑市 內藏

洞 葛峴〉, 가소천(加召川)〈今경남 居昌郡 加祚面 加川〉, 가시혜진(加

尸兮津)〈今경북 高靈郡 牛谷面 桃津里〉 등을 경유하여 철수했다.

신라군이 귀로 도중에 빈골양(賓骨壤)〈一名 빈굴현(賓屈縣)〉과 각

산에서 조우전을 벌렸던 백제의 잔여 군사들은 고사부리군 內 고사성

(古沙城)에 남아 있었던 백제 군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고사부리군

지역에 웅거해 있다가 빈골양으로 출동하여 동진강을 넘어 남하하고

있던 신라군을 요격하였을 것이다.

빈골양은 오늘날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초강

리 서측에는 오늘날 동진강과 정읍천(井邑川)이 흐르고 있다. 백제의

남은 군사들은 빈골양 지역에서 동진강을 장애물로 삼아 신라군을 요

격하고 동시에 고사성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했을 것이다.

각산(角山)은 빈골양(賓骨壤)〈一名 빈굴현(賓屈縣)〉에서 도실군(道

實郡)〈今전북 순창군(淳昌郡) 순창읍(淳昌邑)〉으로 이동할 때 길목에

위치해 있던 갈령(葛嶺) 고개였다. 갈령은 오늘날 내장산 신선봉(7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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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3.5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대동여지도는 이

고개를 갈령(葛嶺)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5만 지형도는 갈령을

추령(秋嶺)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한반도 5만 지형도를 제작

하면서 갈령의 갈(葛 : 칡)을 가을(秋)로 잘못 알고 갈(葛)을 가을(秋)

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오늘날 5만 지형도에서는 갈령을 추령으로 와

음(訛音)하고 있다. 갈령은 오늘날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에

위치해 있다. 백제의 남은 군사들은 천험한 갈령 고개에서 복병하고 있

다가 퇴각하던 신라군을 기습했다.

서기 661년 음력 4월 당시 빈골양과 각산에 출몰했던 백제 군사들은

백제 의자왕 등 군 수뇌부가 나·제 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배치하였

던 병력과 부대들이었을 것이다. 백제 군 수뇌부들은 신라군이 나·제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고사부리군〈今전북 井邑市 古阜面 古阜里) 점

령을 목표로 이 축선에 부대를 투입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신라

군이 오늘날 운봉과 남원 사이에 위치해 있는 팔량치를 넘어 운봉(雲

峰)-남원(南原)-순창(淳昌)-정읍(井邑)-고부(古阜) 등을 잇는 길을 따라

서진하여 고사부리군을 점령하면 무진주(武珍州)〈今전라남도〉 이남이

고립될 수 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백제 수뇌부는 이 지역의 병

력과 물자를 사비성으로 동원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백제군 수뇌부는

나·제 전쟁에 대비하여 고사부리군 일대에 병력과 부대를 사전에 배치

하였을 것이다.

2. 唐軍의 이동과 백제군의 대응

가. 당나라 소정방 軍의 城山-德物島 間 이동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나라의 고종은 좌호위대장군 형국공 소정방

(左虎衛大將軍 荊國公 蘇定方)을 신구도행책총관(神丘道行策摠管)으로

삼아 좌위장군 유백영(左衛將軍 劉伯英)과 좌호위장군 풍사귀(左虎衛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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馮士貴 : 일명 풍사홰馮士翽), 좌효위장군 방효공(左驍衛將軍 龐孝公)

등을 거느리고 13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정벌케 했다. 향기(鄕記)에

이르기를 군사는 12만 2천 7백 11인 배는 1천 9백 척이라고 되어 있다.

신라왕 김춘추를 우이도행군총관(嵎夷道行軍摠管)으로 삼아 신라의 군

사를 지휘하여 당군과 합세하게 하였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군사

를 이끌고 성산(城山)〈今중국 營成市 成山鎭〉에서 출발하여 서해 바

다를 건너 신라국의 서쪽 덕물도(德勿島)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자치통감은 권 200 현경 5년 조(條)에서 성산(成山)으로 기록하고 있

는데 이는 오늘날 중국 산동성 영성시(榮成市) 성산진(成山鎮)의 동쪽

포구이다. 당나라 측천무후 당시 성산(成山)은 당나라 래주(萊州)의 관

할 하에 있었다.

(1).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서해 항해술

고대 수군은 나침반을 이용할 수 없었고 해도(海圖)도 경우에 따라서

는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해자가 항해정보와 경험을 바

탕으로 병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로상의 기상, 해면풍, 해류, 조류 등

과 같은 자연 현상을 극복하면서 침로(針路)를 유지해야 했다. 고대 수

군은 항해 도중에 태풍이나 거센 파도 등에 의하여 해난사고를 당할

수 있었고 항해 도중에 침로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멀지

않은 연안94)을 따라 항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항해자가 육안으로 육

지 및 도서를 관측하면서 항해하는 것을 연안항해라고 칭했다. 연안항

해는 기본적으로 가시거리(可視距離)와 혹은 시인거리(視認距離)95) 내

94) http://www.coast.kr/coastKnowledge/coastCommonSense.do 해양수산부 연안

의 개념 : 연안해역은 만조 수위 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를 뜻

한다. 연안육역은 무인도 혹은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500m～1,000m를 뜻

한다.

95) 시인거리는 D(해리) = 2.078(√H +√h ), D 지리적 광달거리, 2.078은 상수, H

＝ 목표물의 수면상 높이, h ＝ 관측자의 眼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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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해하는 항해술이었다. 항해자가 육안으로 물체를 알아볼 수 있

는 가시거리는 대략 4km 정도이다.

고대 병선은 연안항해 시 주로 주간에 항해하였다. 항해자는 육안으

로 주변의 도서나 육지의 중요지형지물을 살피면서 날이 밝은 주간에

안전하게 항해하다가 일몰에 이르면 주변의 항구에 입항하여 묘박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간에 항해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

를 예방하였다.

다만 고대 수군은 연안을 벗어나 먼 바다 또는 대양(大洋)에 이르면

정방향(正方向) 항해술에 의존하였다. 이를테면 고대 수군이 육지나 도

서로부터 멀어져서 시인거리를 벗어나면 병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준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수군은 키를 조정하여 목

표 방향으로 침로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고대 수군들은 대양에서

항해를 할 경우, 정방향(正方向) 항해술을 사용하였다. 고대의 수군들은

정방향 항해를 할 경우, 주간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에는 달

(月)이나 북극성을 기준하여 동, 서, 남, 북 정방향(正方向)을 식별하였

다. 그러나 이런 달과 북극성 등과 같은 기준점들을 잘 관측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키잡이가 북북서․북북동․남남서․남남동 등과 같은 사

선 방향으로 침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태

양과 달 북극성 등을 기준하여 사선방향이 아닌 정방향을 유지하는 것

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대 항해자들은 대양에

서 항해할 경우 정방향 항해술을 사용하였다.96)

참고로 당나라 소정방 수군이 성산에서 덕물도를 향하여 항해하였던

96) 김주식, 정진술, 장보고시대, p126～127, p 131 해군사관학교, 2001년 「항해 나

침반을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서양문헌은 1190년에 나타나지만 동양문헌은 그보

다 1세기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중국 송나라의 주욱(朱彧)이 1111년에서 1117

년 사이의 어느 해에 쓴 것으로 판단되는 평주가담(萍州可談) 에는 “선원들이

밤에는 별을 보고 키를 잡는다. 천기가 나쁠 때는 남쪽을 가리키는 지남침을 본

다”라는 내용이 있다. 1088년에 심괄(沈括)이 지은 몽계필담(夢溪筆談) 에도 이

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런 자료들로 보건대 항해나침반은 분명히 동양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현재까지 알려진 그 시기는 1100년을 전후한 무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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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91도였다. 즉 정동 방향이었다. 따라서 소정방 수군은 성산을

출발하여 정방향 항해술로 서해를 횡단하였을 것이다.

(2). 당나라 소정방 軍의 편성 및 선단 구성

  우선 唐나라 소정방 軍 의 편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唐나라

원정군은 좌무위(左武衛)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대총관으로 하고,

그 예하에 좌효위장군(左驍衛) 낭장 유백영, 좌효위(左驍衛) 낭장

방효태, 우무위(右武衛) 낭장 풍사귀(일명 풍사홰)를 두었다.97) 즉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자신이 직접 지휘했던 좌무위 소속의 직할

부대와 예하에 좌효위 2개 부대 및 좌위위 1개 부대를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에 의하면 소정방 軍의 총병력은

122,771명이었고 병선은 1,900척이었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전

체병력 122,771명을 병선 1,900척에 태워서 성산에서 같은 날 동시

에 출발시킬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병선 1900척의 선단장경이 너

무 길어서 썰물시간에 모든 병선을 동시에 출발시킬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지휘통제에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투 병력을 4

개 위(衛) 중심으로 나누어 4개 전투부대로 구분하고 병선을 4개

선단으로 나누어 일일 1개 위(衛)와 1개 선단씩을 성산에서 출발시

켰을 것이다.

당나라군 수뇌부들은 조수간만이 6시간 12분 간격으로 반복적으

로 발생하므로 1개 선단의 선단장경 및 길이 시간과 썰물 시간을

고려하여 병력과 선단을 성산에서 출발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성산

출발시간(반드시 주간 출발), 항해소요시간, 해면풍 발생시간, 해면

풍 방향, 덕물도 도착시간(반드시 주간 도착) 등을 면밀히 계산하여

각 선단을 성산에서 출발시켰을 것이다.

97) 冊府元龜卷第八十四 帝王部•赦宥第三 顯慶五年三月以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神

丘道行軍大總管率左驍衛將軍劉伯英 右武衛將軍馮士翽 左驍衛將軍龐孝泰等並發新

羅之衆以討百濟百濟恃高麗之援屢侵新羅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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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거느리고 있던 4개위(四個衛)의 전

투병력 규모는 다음과 같다.[도표 29] 대장군 소정방은 직속 하의

좌무위 전투병력 10000명, 낭장 유백영 휘하의 좌효위 전투병력

10000명, 방효태 휘하의 좌효위 전투병력 10000명, 낭장 풍사귀 휘

하의 우무위 전투병력 5058명을 두고 있었다. 대장군 소정방은 이

러한 각위(各衛)의 전투병력이 각각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군의 전체 병선 1900척과 수군 비전투 병력 87653명을 나누어 이

에 소속시켰을 것이다.

소정방은 자신의 직할 부대에 좌무위 전투병력 10000명과 수군

비전투병력 23316명. 병선 516척을 소속시키고, 낭장 유백영 지휘

하에 좌효위 전투병력 10000명과 수군 비전투병력 23316명. 병선

516척을 소속시켰을 것이다. 낭장 방효태 지휘 하에 좌효위 전투병

력 10000명과 수군 비전투병력 23316명. 병선 516척을 소속시켰을

것이다. 낭장 풍사귀 휘하의 우무위 전투병력 5058명. 수군 비전투

병력 22763명, 병선 352척을 소속시켰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당나라의 성산-신라의 덕물도 間 서해바

다를 渡海하기위해 예하부대를 위해 4개위(衛)와 4개 선단으로 구

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병력 및 병선규모가 상대적으로 단출하였

던 낭장 풍사귀 휘하의 우무위 병력과 병선을 제1선단으로 구성하

여 이를 선발대로 삼아 성산에서 출발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낭장

방효태 위하의 좌효위 병력과 병선을 제2선단으로 하고 유백영 위

하의 좌효위 병력과 병선을 제3선단으로, 소정방 직할의 좌무위 병

력과 병선을 제4선단으로 하여 이들을 성산에서 차례로 출발시켰을

것이다. 

(3).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선장장경 및 길이시간

  중국 당(唐)나라 사용하였던 전선(戰船)의 종류는 몽충(朦冲), 누선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445 -

(樓船), 두현(斗艦), 주가(走舸), 해골(海鶻)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해골선

(海鶻船)은 바다의 풍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든 해양용(海洋用) 병

선이었다. 해골선은 길이가 10장(丈)이고 폭(幅)이 일장팔척(一丈八尺)

이었다.98) 당나라가 초창기에 사용했던 용문동척(龍紋銅尺)99)의 길이가

29.71cm이었다. 그러므로 당나라 해골선의 길이는 29.71m이고 폭은

5.3m이다. 승선병력은 총150명 (병졸 108명 需船工 42명)이었다.

고대 수군은 이동시 상황에 따라 일오종열진(一伍縱列陣) 또는

삼오종열진(三伍縱列陣)으로 항해하였다. 이와 같이 수군이 열진을

결성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병선 간의 거리는 통상 전술선회거

리와 같았다.100) 오늘날 해군의 전술선회거리는 병선 길이의 5배에

해당한다.101) 고대의 전술선회거리도 마찬가지였다. 바다에서 병선

98) 장철우, [중국고대해군사], 해방군 출판사, 1993.10. p 87

99) 박흥수 [한·중도량형제도사],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1999.3.20. p 350

100) 전술선회경은 병선이 일정한 타각과 속력으로 변침을 시작하여 완료하는 지

점까지 함정의 궤적을 기준으로 설정한 거리 및 항적을 뜻한다.

▲

▼

전술회전경 역침로 180◦(R)

종거

횡거 * 종거(從巨)는 타각 지시 점
부터 시작되므로 타효전 거리

도 포함된다.▶

전술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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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술대형을 갖춘 상태에서 항진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선회 도중에 병선들끼리 접촉

또는 충돌할 수도 있고 선회 후에 전술대형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

우도 발생할 수도 있었다. 병선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병선과 병선 간의 이격거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다.

병선과 병선 간의 적정 이격거리는 병선 길이의 5배 길이이다. 따

라서 소정방의 수군에게 이를 적용하여 항해간 병선간의 거리를 산

출할 수 있다. 다만 병선의 길이는 항해하고 있는 병선가운데 가장

길이가 긴 병선을 기준해야 한다. 

(가). 소정방, 유백영, 방효태, 선단의 장경 및 선단장경 길이시간

소정방 직할 선단의 장경 및 선단장경 길이시간 :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은 직할 부대로서 좌무위 전투병력 10000명과 수군 비전투병

력 23316명. 병선 516척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대장군 소정방

직할 선단(병선 516척)의 장경과 길이시간은 다음과 같다.

516척의 선단장경 : 당나라 해골선(海鶻船)의 길이는 29.71m이었다.

병선 간의 이격 거리는 병선길이의 5배에 해당하는 148.5m이었다.102)

당나라 수군이 삼오종열진(三伍縱列陣)으로 항해하였다면 일렬을 형

성하고 있었던 병선 수는 172척(516척 ÷ 3 = 172척)이었다. 병선

間의 거리가 148.5m이므로 1개 선단의 장경길이는 30.50km

〈(29.71m/1척 × 172척 = 5110m) + (148.5m × 171개 간격 = 25393)〉

이었다.

선단장경 길이시간 : 선단장경이 30.50km이고 평균항해속도가

8.60km/h이므로 선단장경 길이시간은 3시간 32분(3.54시간 = 선단

장경 30.50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이었다.

101) 해양과학교실 선박의 조종성능 선회성능 시험결과(www,kord.re.kr)

102) 「Ⅲ-2-가-(3).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선장장경」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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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라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0일-음력 6월 21일 間 서해(관

미성-덕물도 間)를 항해할 당시의 평균항해속도(8.60km/h)를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기벌포 간 이동시 평균항해속도로 적용하였다.

유백영, 방효태 선단의 장경 및 선단장경 길이시간 : 유백영, 방효태

선단(병선 516척)의 장경및 길이시간은 대장군 소정방 직할 선단(병

선 516척)의 장경 및 길이시간과 동일하다.

(나). 풍사귀 선단의 장경 및 선단장경 길이시간

352척의 선단장경 : 풍사귀가 통제하였던 병선은 352척이었다. 352

척의 선단장경은 다음과 같다. 당나라 해골선(海鶻船)의 길이가 29.71m

이고 병선 간의 이격 거리는 병선길이의 5배에 해당하는 148.5m이다.

당나라 수군이 삼오종열진(三伍縱列陣)으로 항해하였다면 일렬을 형

성하고 있었던 병선 수는 118척(352척 ÷ 3 = 117.3척)이었다. 선박

간의 거리가 148.5m이므로 1개 선단의 장경길이는 20.879km

〈(29.71m/1척 × 118척=3505m) + (148.5m × 117개 간격=17374)〉이었

다.

선단장경 길이시간 : 선단장경이 20.879km이고 평균항해속도가

8.60km/h이므로 선단장경의 길이시간은 2시간 25분(2.42시간 = 선

단장경 20.879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이었다.

(4). 당나라 소정방 軍의 해로도정(海路道程)

소정방의 선단이 서해해로를 횡단 시에 미치는 요소는 조류와 해면

풍, 인력이었다. 구간 이동간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을 산출하면 다음

과 같다.

고대선박의 항해속도는 △ 조류(潮流)의 유향(流向)과 유속(流速)이

선박에 미친 속도,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 △ 해면풍의 풍향(風

向) 및 풍속(風速)이 선박에 미친 속도 등을 합한 것이다. 조류(潮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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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29.9% 이다. 노(櫓)에 의한 선박

의 평균속도는 3.52km/h이다. 해면풍의 풍속(風速)이 선박(船舶)의 속

도(速度)에 미치는 영향은 32.3% 이다.103)

해면풍의 풍속(風速)에 의한 선박(船舶)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면풍을 먼저 알아야 한다. [도표 15]는 중국 발해 · 황해 · 동해 · 해

양도집104)에서 인용한 해면풍의 풍속이다. 이는 위도 1도(거리

109.95km), 경도 1도(거리 88.74km)를 1개 구간으로 획정하고 해당 구

간 내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90도 방향)과 풍속을 측정한 값이

다.

당나라 소정방 수군이 이동했던 성산(成山) 포구에서 덕물도까지 거

리는 319km였으며 항해 방향은 91.70 도(度)였다.

도표 15 : 唐나라 소정방 수군의 성산-덕물도 間 구역별 풍속

구분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제5구역

구역 間 거리 36.80km 88.74km 88.74km 88.74km 16.71km

풍속 측정회수 1440회 67회 27회 9회 23회

풍향 90도 90도 90도 90도 90도

풍속(m/s) 2-5m/s 2-5m/s 2-5m/s 6-10m/s 2-5m/s

평균 값 3.5m/s 3.5m/s 3.5m/s 8m/s 3.5m/s

풍속(km/s) 12.6km/h 12.6km/h 12.6km/h 28.8km/h 12.6km/h

103) 윤일영, 고대선박의 항해속도연구,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7호/고대선박의

항해속도 산출, 2009년 12월

104) 陳國珍(편집위원회), 중국 발해·황해·동해·해양도집, 중국 해양출판사, 1992년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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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나라 낭장 풍사귀 예하 제1선단의 해로도정

그림 8. 서시 660년 당나라 수군의 항해로 및 구간 거리

(가). 제1선단 1구역 항해도정

첫째 풍사귀의 제1선단이 성산(成山)에서 덕물도까지 이동하였을 때

제1구역의 항해 도정(道程)은 다음과 같다. 풍사귀의 제1선단은 성산에

서 썰물과 해면풍을 이용하여 출발하였을 것이다.

〈1〉. 제1구역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2〉. 제1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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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1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성산 앞에 흐르고 있던 조

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성산 부근 연안의 썰물

방향은 북동쪽(↗) 방향이며, 썰물 평균속도는 2.8km/h이다.105)

☞ 조류가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2.8km/h × 조류의

영향 0.299 = 0.8372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

향은 91도이고 조류의 유향은 45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

도(0.8372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591 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8372 km/h × COS

45°(0.707)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0.591 km/h

〈3〉. 제1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1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제1구역에서 발생하였

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제1구역 일대에서 음력 6월

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의 측정치 [도표 15]에 의

하면 12.6km/h이다. 당나라 수군의 항해방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이 90도이므로 당나라 수군은 제1구역을 통과할 때 순풍을 타고

덕물도 쪽으로 항해하였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다. 해면풍(12.6km/h)이 신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4.069km/h

105) 우리나라 서해연안의 조류속도(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세

계측지계 WGS-84, F-W853, 어업용 해도 참조)에 의하면 음력 6월 성산 부근

연안의 썰물방향은 북동쪽(↗) 방향이며, 썰물속도는 1.5kts(≒2.8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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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12.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 4.069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

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90도이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4.069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4.064 km/h 이

다.

☞ 해면풍이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4.069 km/h × COS

1.7°(0.999)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풍속 4.064 km/h

〈4〉. 제1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1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수군

의 제1선단이 634척을 이끌고 제1구역을 통과하였을 때 항해속도는

8.175km/h이다.

☞ 노(櫓)에 의한 당나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당나라 수

군에 미친 속도(0.591 km/h) + 해면풍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4.064 km/h) = 8.175 km/h

〈5〉. 제1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항해하였던 제1구역의 거리는 36.80km이

다. 당나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8.175 km/h이다.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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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 선두는 D일 17시

성산을 출발했고 후미는 D일 19시 33분 성산을 출발하였다. 제1선단

의 선두가 제1구역 동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일 21시 30분이었다.

후미가 통과한 시간은 D+1일 00시 03분이었다.

☞ 거리 36.80 km ÷ 항해속도 8.175 km/h = 항해소요시간 4시간 30분

(4.5 시간)

☞ 선단장경 20.87km ÷ 항해속도 8.175 km/h = 길이시간 2시간 33분

(2.55 시간)

☞ 성산에서 출발했던 일시를 D일 H시(썰물시간)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H시(썰물시간)를 D일 17시로 가정하자. 여기서 H시(썰물시간)를 D일

17시로 가정하자. 제1선단의 선두가 성산에서 출발하였던 시간을

1700시로 가정한 이유는 제1선단의 선두가 17시에 출발해야만 후미

가 일몰전(19시 33분)에 성산을 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두가

덕물도에 조조(早朝)에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선두 제1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 선두 성산 출발 D일 17시 + 항해

소요시간 4시간 30분 = D일 21시 30분

당나라 수군이 17시 이후부터 야간에 항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

야에도 북극성을 보면서 정동항해를 할 수 있었고 서해 큰 바다에

는 암초 및 도서 등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후미 제1구역 동측선 통과 시간 : 선두 제1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D

일 21시 30분 + 선단장경 시간길이 2시간 33분 = D+1일 00시 03분

(나). 제1선단 2구역 항해도정

둘째 풍사귀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까지 이동하였을 때 제2구

역의 항해 도정은 다음과 같다. 풍사귀의 제1선단이 제2구역에서 노

(櫓)와 해면풍을 이용하여 항해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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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구역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2〉. 제2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2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2구역에 흐르고 있던 조

류의 유향(流向) 유속(流速)을 확인해야 한다. 풍사귀의 水軍은 성산을

출발한 이후 해류와 해면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해항해를 하였을 것

이다. 성산의 연안에서 덕물도까지의 해류는 일반적으로 북향(↑)해류

이다. 양력 7～8월(음력 6월) 해류의 평균속도는 0.37km/h이다.106)

☞ 조류가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37km/h × 조류의

영향 0.299 = 0.110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91도이

고 조류의 유향은 360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10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077 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10 km/h × COS 45°

(0.707)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077 km/h

106) 우리나라 서해연안의 조류속도(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세

계측지계 WGS-84, F-W853, 어업용 해도 참조)에 의하면 음력 6월 산둥반도

성산각에서 덕물도까지 해류의 평균 속도는 썰물 0.2kts이하(≒0.37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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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이 제2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제2구역에서 발생하였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제2구역일대에서 음력 6월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의 측정치 [도표 15]에 의하면

12.6km/h이다. 당나라 수군의 항해방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이

90도이므로 당나라 수군은 제2구역을 통과할 때 순풍(順風)을 타고 덕

물도 쪽으로 항해하였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다. 해면풍(12.6km/h)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4.069km/h

이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12.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 4.069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

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90도이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4.069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4.064 km/h이다.

☞ 해면풍이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4.069km/h × COS

1.7° (0.999)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풍속 4.064 km/h

〈4〉. 제2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 의 제1선단이 제2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수군

의 제1선단이 634척을 이끌고 제2구역을 통과하였을 때 항해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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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km/h이다.

☞ 노(櫓)에 의한 당나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당나라 수

군에 미친 속도( - 0.077 km/h) + 해면풍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4.064 km/h) = 7.507 km/h

〈5〉. 제2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항해하였던 제2구역의 거리는 88.74km이

다. 당나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7.507 km/h이다. 항해

소요시간은 11시간 49분이다. 당나라 수군의 선두가 제2구역 동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1일 09시 19분이었다. 후미가 제2구역 동측선을 통

과했던 시간은 D+1일 12시 16분이었다.

☞ 거리 88.74km ÷ 항해속도 7.507 km/h = 항해소요시간 11시간 49분

(11.82 시간)

☞ 선단장경 20.87km ÷ 항해속도 7.507km/h = 선단장경 길이시간 2

시간 47분(2.78시간)

☞ 선두 제2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 선두 제1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D

일 21시 30분 + 선두 제2구역 항해소요시간 11시간 49분 = D+1일 09

시 19분

☞ 후미 제2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 선두 제2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D+1일 09시 19분 +선단장경 시간길이 2시간 47분 = D+1일 12시 16분

(다). 제1선단 3구역 항해도정

셋째 풍사귀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까지 이동하였을 때 제3구

역의 항해 도정은 다음과 같다. 풍사귀의 제1선단은 제3구역에서 노

(櫓)와 해면풍을 이용하여 항해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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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구역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2〉. 제3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3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3구역에 흐르고 있던 조

류의 유향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풍사귀의 제1선단은 성산을 출발한

후 해류와 해면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해항해를 하였을 것이다. 성산

의 연안에서 덕물도까지의 해류는 일반적으로 북향(↑)해류이다. 양력

7～8월(음력 6월) 해류평균 속도는 00.37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37km/h × 조류의

영향 0.299 = 0.110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91도이

고 조류의 유향은 360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10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077 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10 km/h × COS 45°

(0.707)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077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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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3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제3구역에서 발생하였

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제3구역 일대에서 음력 6월

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의 측정치 [도표 15]에 의

하면 12.6km/h이다. 당나라 수군의 항해방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

향이 90도이므로 당나라 수군은 제3구역을 통과할 때 순풍(順風)을 타

고 덕물도 쪽으로 항해하였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다. 해면풍(12.6km/h)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4.069

km/h 이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12.6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친

속도는 4.069 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

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90도이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4.069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4.064 km/h이다.

☞ 해면풍이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4.069 km/h × COS

1.7°(0.999)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풍속 4.064 km/h

〈4〉. 제3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3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풍사

귀의 제1선단이 352척을 이끌고 제3구역을 통과하였을 때 항해속도는

7.507 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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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櫓)에 의한 당나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당나라 수

군에 미친 속도(- 0.077 km/h) + 해면풍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4.064 km/h) = 7.507 km/h

〈5〉. 제3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당나라 풍사귀의 제1선단이 항해하였던 제3구역의 거리는 88.74km이

다. 당나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7.507 km/h이다. 항해

소요시간은 11시간 49분이다.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의 선두가 제3구역

동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1일 21시 08분이었다. 후미가 제2구역 동

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1일 23시 55분이었다.

☞ 거리 88.74 km ÷ 항해속도 7.507 km/h = 항해소요시간 11시간 49

분(11.82 시간)

☞ 선단장경 20.87 km ÷ 항해속도 7.507 km/h = 선단장경 길이시간 2

시간 42분(2.78시간)

☞ 선두 제3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 선두 제2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D+1일 09시 19분 + 선두 제3구역 항해소요시간 11시간 49분 = D+1일

21시 08분

☞ 후미 제3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 선두 제3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D+1일 21시 08분 +선단장경 시간길이 2시간 47분 = D+1일 23시 55분

(라). 제1선단 4구역 항해도정

넷째 풍사귀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까지 이동하였을 때 제4구

역의 항해 도정(道程)은 다음과 같다. 풍사귀의 수군은 제4구역에서 노

(櫓)와 해면풍을 이용하여 항해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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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구역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

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음력 6월 12

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2〉. 제4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4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4구역에 흐르고 있던 조

류의 유향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풍사귀의 제1선단은 성산을 출발한

후 해류와 풍향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해항해를 하였을 것이다. 성산의

연안에서 덕물도까지의 해류는 일반적으로 북향(↑)해류이다. 양력 7～

8월(음력 6월) 해류 평균속도는 0.37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37km/h × 조류의

영향 0.299 = 0.110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91도이

고 조류의 유향은 360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0.110km

/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077 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10 km/h × COS 45°

(0.707)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077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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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4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제4구역에서 발생하였

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제4구역 일대에서 음력 6월

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의 측정치 [도표 15]에 의

하면 28.8 km/h이다. 당나라 수군의 항해방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이 90도이므로 당나라 수군은 제4구역을 통과할 때 순풍(順風)을

타고 덕물도 쪽으로 항해하였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

은 32.3%이다. 해면풍(28.8km/h)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9.302

km/h 이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28.8 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

친 속도는 9.302 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향

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90도이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

친 속도(9.302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9.292 km/h이다.

☞ 해면풍이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9.302 km/h × COS

1.7°(0.999)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풍속 9.292 km/h

〈4〉. 제4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4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수군

의 제1선단이 352척을 이끌고 제4구역을 통과하였을 때 항해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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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9 km/h이다.

☞ 노(櫓)에 의한 당나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당나라 수

군에 미친 속도( - 0.077 km/h) + 해면풍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9.292 km/h) = 12.889 km/h

〈5〉. 제4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항해하였던 제4구역의 거리는 88.74 km이

다. 당나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12.889 km/h이다. 항

해소요시간은 11시간 49분이다.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의 선두가 제4구

역 동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2일 04시 00분이었다. 후미가 제3구역

동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2일 05시 37분이었다.

☞ 거리 88.74km ÷ 항해속도 12.889 km/h = 항해소요시간 6시간 52분

(6.88 시간)

☞ 선단장경 20.87kmkm ÷ 항해속도 12.889 km/h = 선단장경 길이시

간 1시간 37분(1.62 시간)

☞ 선두 제4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 선두 제3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D+1일 21시 08분 + 선두 제4구역 항해소요시간 6시간 52분 = D+2일

04시 00분

☞ 후미 제4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 선두 제4구역 동측선 통과시간

D+2일 04시 00분 +선단장경 시간길이 1시간 37분 = D+2일 05시 37분

(마). 제1선단 5구역 항해도정

다섯째 풍사귀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까지 이동하였을 때 제5

구역의 항해 도정은 다음과 같다. 풍사귀의 제1선단은 제5구역에서 노

(櫓)와 해면풍을 이용하여 항해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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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구역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兵船)의 평균속도 산출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월

12일)시 노(櫓)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다.

〈2〉. 제5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5구역 間을 이동시 조류의 유속이 병선

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5구역에 흐르고 있던 조

류의 유향 유속을 확인해야 한다. 풍사귀의 제1선단은 성산을 출발한

후 해류와 풍향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해항해를 하였을 것이다. 성산의

연안에서 덕물도까지의 해류는 일반적으로 북향(↑)해류이다. 양력 7～

8월(음력 6월) 해류 평균속도는 0.37 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 조류의 유속 0.37 km/h × 조류

의 영향 0.299 = 0.110 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향은 91도이

고 조류의 유향은 360도이다. 조류가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0.110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0.077 km/h이다.

☞ 조류가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0.110 km/h × COS

45°(0.707) = 항해방향환산 값 조류의 유속 - 0.077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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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5구역 間을 이동시 해면풍이 병선에 영

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력 6월 제5구역에서 발생하였

던 해면풍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야 한다. 제5구역 일대에서 음력 6월

에 발생하는 해면풍속은 중국 해양도집편위회의 측정치 [도표 15]는

12.6 km/h이다. 당나라 수군의 항해방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이

90도이므로 당나라 수군은 제5구역을 통과할 때 순풍(順風)을 타고 덕

물도 쪽으로 항해하였다. 해면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이다. 해면풍(12.6 km/h)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는 4.069

km/h 이다.

☞ 해면풍의 평균풍속 12.6 km/h × 해면풍의 영향 0.323 = 병선에 미

친 속도는 4.069 km/h

그런데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성산에서 덕물도로 향하는 항해방

향은 91.7도이고 해면풍의 풍향은 90도이다.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4.069 km/h)를 항해방향의 값으로 환산하면 4.064 km/h이다.

☞ 해면풍이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4.069 km/h × COS

1.7°(0.999) = 항해방향환산 값 해면풍의 풍속 4.064 km/h

〈4〉. 제5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제5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속도는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 + △ 조류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 △

해면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수군

의 제1선단이 352척을 이끌고 제5구역을 통과하였을 때 항해속도는

7.507 km/h이다.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464 -

☞ 노(櫓)에 의한 당나라 수군의 속도(3.52 km/h) + 조류가 당나라 수

군에 미친 속도( - 0.077 km/h) + 해면풍이 당나라 수군에 미친 속도

(4.064 km/h) = 7.507 km/h

〈5〉. 제5구역 間을 이동시 항해도정(移動道程) 산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이 항해하였던 제5구역의 거리는 16.71 km이

다. 당나라 수군이 이 구간을 항해하였던 속도는 7.507 km/h이다. 항해

소요시간은 2시간 13분이다.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의 선두가 제5구역

동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2일 06시 13분이었다. 후미가 제2구역 동

측선을 통과했던 시간은 D+2일 09시 00분이었다.

☞ 거리 16.71km ÷ 항해속도 7.507 km/h = 항해소요시간 2시간 13분

(2.22 시간)

☞ 선단장경 20.879km ÷ 항해속도 7.507 km/h = 선단장경 길이시간

2시간 47분(2.78 시간)

☞ 선두 제5구역 동측선(덕물도) 도착시간 : 선두 제4구역 동측선 통과

시간 D+2일 04시 00분 + 선두 제5구역 항해소요시간 2시간 13분 =

D+2일 06시 13분

☞ 후미 제5구역 동측선(덕물도) 도착시간 : 선두 제5구역 동측선 통과

시간 D+2일 06시 13분 + 선단장경 시간길이 2시간 47분 = D+2일 09시

00분

(7).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서해 항해 시 제1선단, 제2선단, 제3선단, 제4

선단의 항해도정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낭장 풍사귀의 제1선단(병선 352척, 전

투병력 5058명, 비전투병력 22763명)을 D일 17시(가정) 성산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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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키고 이어서 낭장 방효태의 제2선단(병선 516척, 전투병력

10000명, 비전투병력 23316명)을 D+1일 17시(가정) 성산에서 출발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낭장 유백영의 제3선단(병선 516척, 전투병

력 10000명, 비전투병력 23316명)을 D+2일 17시(가정) 성산에서 출

발시켰을 것이다. 이어서 대장군 소정방 직할의 제4선단(병선 516

척, 전투병력 10000명, 비전투병력 23316명)을 D+3일 17시(가정) 성

산에서 출발시켰을 것이다. 각선의 해로이동 이정은 다음과 같다.

낭장 풍사귀의 제1선단 선두는 D일 17시 성산을 출발했고 후미

는 D일 19시 33분 성산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제1선단 선두는 D+2

일 06시 13분 덕물도에 도착했고 후미는 D+2일 09시 00분 덕물도

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낭장 방효태 제2선단 선두는 D+1일 17시 성산을 출발했고 후미

는 D+1일 20시 32분 성산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제2선단 선두는

D+3일 06시 13분 덕물도에 도착했고 후미는 D+3일 09시 45분 덕물

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도표 16.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서해 渡海시 제1선단, 제2선단, 

제3선단, 제4선단의 항해도정

구분

성산 출발 덕물도 도착

선단 선두 선단  후미 선단 선두 선단 후미

제1선단 D일 17시 D일 19시 33분 D+2일 06시 13분 D+2일 09시 00분

제2선단 D+1일 17시 D+1일 20시 32분 D+3일 06시 13분 D+3일 09시 45분

제3선단 D+2일 17시 D+2일 20시 32분 D+4일 06시 13분 D+4일 09시 45분

제4선단 D+3일 17시 D+3일 20시 32분 D+5일 06시 13분 D+5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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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장 유백영 제3선단 선두는 D+2일 17시 성산을 출발했고 후미

는 D+2일 20시 32분 성산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제3선단 선두는

D+4일 06시 13분 덕물도에 도착했고 후미는 D+4일 09시 45분 덕물

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낭장 소정방 직할 제4선단 선두는 D+3일 17시 성산을 출발했고

후미는 D+3일 20시 32분 성산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제4선단 선두

는 D+5일 06시 13분 덕물도에 도착했고 후미는 D+5일 09시 45분

덕물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8). 당나라 제1선단, 제2선단, 제3선단, 제4선단의 성산 출발 및 덕물

도 도착 일자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당나라 래주(萊州) 성산(城山)을 출발할 때

신라 태종 무열왕이 당나라에 파견했던 신라 대감 문천(文泉)을 대동하

였다. 그리고 덕물도에 이르러 문천을 남천정으로 보내 덕물도에 당나

라군이 도착하였음을 무열왕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태종 무열왕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하였을 때 신라 사람 문천(文泉)이 먼저 남천정에 와 있었다. 문천

이 태종 무열왕보다 하루 일찍 음력 6월 17일 남천정에 도착해 있었다

고 가정해 보자. 이를 기준하여 문천이 소정방과 함께 덕물도에 도착한

일자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문천이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병선을

타고 덕물도-今대이작도-今선재도-今월미도-今황산도-今강화도 염

하수로-今한강하구-今관미성(한강 하구)-今행주나루-今광진나루-今

덕소-今진변(양평)-今구미포-술청성 포구(今이포) 間을 이동하는데

8일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문천이 병선을 타고 서해와 한수(漢

水)의 해·수로를 이동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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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한강 하구에서 술천성 포구까지 상류로 거슬러 이동하는데 많

은 이동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문천이 술천성 포구에 오

후 늦게 도착하여 하루를 포구에 머물렀다가 다음날 포구를 출발하

여 남천정까지 이동해야 했음으로 술천성 포구에서 남천정까지 1일

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문천은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8일 만에

남천정에 도착하였다. 문천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17일 남천정에

도착했었다면 문천이 덕물도를 출발했던 날자는 음력 6월 9일이었

을 것이다. 문천은 덕물도에서 당나라 수군의 제1선단, 제2선단, 제

3선단, 제4선단이 모두 도착 완료한 다음에 덕물도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문천이 음력 6월 9일 덕물도에서 출발하였다면 당나라 수

군의 제4선단은 하루 전이었던 음력 6월 8일 덕물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제4선단의 덕물도 도착일을 기준할 경우 제1선단, 제2선단,

제3선단, 제4선단의 성산 출발일과 덕물도 도착일은 다음과 같다.

도표 16.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서해 항해시 제1선단, 제2선단, 

제3선단, 제4선단의 항해도정

(서기 660년 음력 6월 3일~음력 6월 8일))

구분

성산 출발 덕물도 도착

선단 선두 선단  후미 선단 선두 선단 후미

제1선단 3일 17시 3일 19시 33분 5일 06시 13분 5일 09시 00분

제2선단 4일 17시 4일 20시 32분 6일 06시 13분 6일 09시 45분

제3선단 5일 17시 5일 20시 32분 7일 06시 13분 7일 09시 45분

제4선단 6일 17시 6일 20시 32분 8일 06시 13분 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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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장 풍사귀의 제1선단 선두는 서기 660년 음력 6월 3일 오후

17시(추정) 성산을 출발했을 것이고 후미는 음력 6월 3일 오후 21

시 34분(추정) 성산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제1선단 선두는 음력 6월

5일 오전 06시 13분 덕물도에 도착했을 것이고 후미는 음력 6월 5

일 오전 09시 00분 덕물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낭장 방효태의 제2선단 선두는 음력 6월 4일 오후 17시 성산을

출발했을 것이고 후미는 음력 6월 4일 오후 20시 32분 성산을 출발

하였을 것이다. 제2선단 선두는 음력 6월 6일 오전 06시 13분 덕물

도에 도착했을 것이고 후미는 음력 6월 6일 오전 09시 45분 덕물도

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낭장 유백영의 제3선단 선두는 음력 6월 5일 오후 17시 성산을

출발했을 것이고 후미는 음력 6월 5일 오후 20시 32분 성산을 출발

하였을 것이다. 제3선단 선두는 음력 6월 7일 오전 06시 13분 덕물

도에 도착했고 후미는 음력 6월 7일 오전 09시 45분 덕물도에 도착

하였을 것이다.

대장 소정방의 직할 제4선단 선두는 음력 6월 6일 오후 17시 성

산을 출발했을 것이고 후미는 음력 6월 6일 오후 20시 32분 성산을

출발하였을 것이다. 제4선단 선두는 음력 6월 8일 오전 06시 13분

덕물도에 도착했고 후미는 음력 6월 8일 오전 09시 45분 덕물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당나라 수군 1개 선단이 성산을 출발하여 덕물도에 도착할 때까

지 항해하는데 소요시간은 30시간 13분(1일 6시간 13분)이었다. 1개

선단의 항해 평균속도는 10.55km/h(항해거리 319km ÷ 항해시간

30.21h)이었다. 그리고 낭장 풍사귀의 제1선단의 선두가 음력 6월 3

일 오후 17시(추정) 성산을 출발한 이후에 소정방의 제4선단의 후

미가 음력 6월 8일 오전 09시 45분 덕물도에 도착하였을 때까지 총

이동 소요시간은 4일 16시간 45분 (112시간 4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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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나라 소정방 軍의 德物島-白江口-津口 間 이동

(1).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서해 항해술 : [Ⅲ-2-가-(1)] 내용 참조

(2). 당나라 소정방 軍의 편성 및 선단 구성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당나라 수군을 4개 선단으로 나누어 서

기 660년 음역 6월 4일부터 음력 6월 8일까지 당나라 성산을 출발

하여 덕물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곳에서 음력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라군 수뇌부와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한 다음에 음

력 6월 24일부터 작전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

은 對 백제 나·당 연합작전을 전개하면서 기존의 4개위(四個衛)와 4

개 선단 구조로 구성된 전투서열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다. [도

표 29참조]

(3). 당나라 소정방 軍의 선장장경 및 길이시간 

(가). 소정방, 유백영, 방효태 선단의 장경 및 선단장경 길이시간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백강구 기벌포 간을 이동시 전

술적 임무를 고려하여 수군 선단을 소정방, 유백영, 방효태, 풍사귀 등

4개 선단으로 나누어 이동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우무위 낭장 풍사귀가

지휘하였던 선단에게는 아산만과 당진만을 석권하고 서해해로에 병력

을 배치하여 해상병참로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 선단(소정방,

유백영, 방효태)은 기벌포로 부터 사비성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백강하구와 사비성을 점령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각위별(各衛別) 병력

과 병선수 그리고 지역별 전투병력 보유규모는 [도표 27]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다.

▷ 516척의 선단장경은 30.50k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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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방, 유백영, 방효태 선단이 통제하였던 병선은 516척이었다. 516

척의 선단장경은 다음과 같다. 당나라 해골선(海鶻船)의 길이가 29.71m

이고 병선 간의 이격 거리는 병선길이의 5배에 해당하는 148.5m이었다.

당나라 수군이 삼오종열진(三伍縱列陣)으로 항해하였다면 일렬을 형성

하고 있었던 병선 수는 172척(516척 ÷ 3 = 172척)이었다. 선박간의 거

리가 148.5m이므로 1개 선단의 장경길이는 30.50km〈(29.71m/1척 ×

172척=5110m) + (148.5m × 171개 간격=25393)〉이었다.

▷ 선단장경 길이시간은 3시간 32분이었다.

☞ 선단장경 30.50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3시간 32분(3.54시

간)

☞ 신라군이 서해를 항해할 당시의 평균항해속도(8.60km/h)를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기벌포 간 이동시 적용하였다.

(나). 풍사귀 선단의 장경 및 선단장경 길이시간

▷ 352척의 선단장경은 20.879km이었다.

풍사귀가 통제하였던 병선은 352척이었다. 352척의 선단장경은 다음

과 같다. 당나라 해골선(海鶻船)의 길이가 29.71m이고 병선 간의 이격

거리는 병선길이의 5배에 해당하는 148.5m이다. 당나라 수군이 삼오종

열진(三伍縱列陣)으로 항해하였다면 일렬을 형성하고 있었던 병선 수는

118척(352척 ÷ 3 = 117.3척)이었다. 선박간의 거리가 148.5m이므로 1개

선단의 장경길이는 20.879km〈(29.71m/1척 × 118척=3505m) + (148.5m

× 117개 간격=17374)〉이었다.

▷ 선단장경 길이시간은 2시간 2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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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단장경 20.879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2시간 25분(2.42시

간)

☞ 신라군이 서해를 항해할 당시의 평균항해속도(8.60km/h)를 당나라

풍사귀 선단이 덕물도-今당진만, 今아산만 간 이동시 적용하였다.

(4). 당나라 소정방 軍의 해로도정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7년 조에 의하면 신라 태자 김법민

등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을

만나 나·제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하였는데 이때 소정방이 태자 김법민

에게 말하기를 “나는 7월 10일에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태종 무

열왕)의 군대와 만나서 의자(義慈)의 도성(都城)〈사비성〉을 깨뜨리고

자 한다.”라고 하였다.

소정방이 말했던 바에 의하면 나·제 양국이 합의했던 연합작전의 개

념은 3가지 내용을 함의하고 있었다. 첫째 신라군은 나·제 국경선에서

陸路로 이동하여 사비성으로 진격한다. 둘째 唐軍은 덕물도에서 海路로

이동하여 사비성으로 진격한다. 셋째 나·제 양군은 백제의 남쪽에 이르

러 만난다.

참고로 나·제 양군은 양국의 병력 및 부대들을 「백제의 남쪽」에서

상호연결하기로 하였다. 이는 나·제 양군이 병력과 부대를 이곳 「백제

의 남쪽」에서 상호 연결시켜 병력의 집중을 달성하고 병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세를 달성한 가운데 백제의 사비성

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표한 것이었다. 삼국사기는 상호연결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백제의 남쪽」

이라고만 전하고 있다. 반면 삼국유사는 구체적으로 상호연결지점이 진

구(津口)〈今충남 論山市 江景邑〉라고 전하고 있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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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수군을 이끌고 덕물

도를 출발하여 서해해로를 따라 今당진만, 今아산만, 今가로림만 등을

거쳐 백강구 기벌포에 이르렀고 백강구에서 다시 백강을 거슬러 이동

하여 진구에 상륙하였다. 즉 덕물도-서해해로-백강구(白江口)〈今 錦江

河口〉-진구(津口)를 잇는 海·水路를 따라 이동하였다. 그런데 당나라

군이 당시 이동하였던 해·수로에 대하여 구체적 경로를 전하고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당나라 소정방군이 덕물도-서해해로-백강구(白江口)〈今 錦江

河口〉-진구(津口)를 잇는 海·水路를 따라 이동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오늘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이다. 첫째는 서기 660년 당시 항해

술을 고려할 경우 당나라 소정방의 水軍은 연안 항해술을 이용하여 백

제의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연안항해는 연안 주변의 島嶼나 육지의 중요지형지물을 기준점으로 삼

아 이동하는 항해술이었다. 당나라 수군은 도서 및 육지로부터 가시거

리(4km) 내에서 주간(晝間)에 안전하게 항해하였다가 일몰 전에 주변

의 항구에 입항하여 묘박(錨泊)을 하였을 것이다. 수군이 해안으로부터

가시거리 내에서 이동하였던 이유는 중요지형지물을 기준점으로 하여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고 해난사고 시 도서 나 육지로 피난하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야간에는 중요 지형지물을 식별할 수 없

어 항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야간 항해시 연안에 도서와 암초가 산

재해 있어 해난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는 당나라 소정방의 수군이 덕물도-백강구 間을 항해 시 이용했

던 연안항로는 조선시대의 항로와 대동소이 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도 나·제 전쟁 시대처럼 대부분 연안 항해술을 사용하여 京城 麻浦-강

화도-영종도-영흥도-덕물도-안흥진-금강구-재주도 間을 항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호의 대동지지는 덕물도-백강구 間 항

107) 三國遺事 卷 第一 제1 기이(紀異第一)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進軍合兵薄

津口瀕江屯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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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하고 있다.

「대동지지 덕적도-錦江口 間 서해항로(대동지지 券 二十八 里程考 濟

州航路) : A-119 영흥도(靈興島), 승황도(昇黃島), 이작도(伊作島), 덕적

도(德積島) [左夾] 우도(又島)〈今 訖串島 추정〉, 종도(種島)〈今 濟扶島

추정〉, 대도(大島)〈今 桃李島 추정〉, 입피도(立彼島) [右夾] 선접도(仙

接島)〈今 黑島 추정〉, 문갑도(文甲島), 배알도(拜謁島)〈今 仙甲島 추

정〉, 울도(鬱島), [左夾] 대소난지도(大小蘭芝島), 평신진(平薪鎭) [右夾]

십이방신(十二防身), 대방도(大防島), 여방도(呂防島) [左夾] 창포(倉浦),

황금도(黃金島), 만대서(萬垈嶼), [右夾] 가오리도(加五里島), 화사도(花似

島) [左夾] 독진포(禿津浦), 개지초(이지초), 소근포진(所斤浦鎭), [右夾]

흑도(黑島) 가의도(賈誼島), 관장서(冠丈嶼) [右夾] 갈항도(葛項島) 안흥

진(安興鎭), 마도(麻島) [右夾] 정족서(鼎足嶼) 거문서(巨文嶼), 은서(隱

嶼) [左夾] 죽도(竹島), 경도(鏡島), 경초(鏡草),[右夾] 삼도(三島) 파조도

(巴助島) 압희도(狎喜島) [左夾] 안면관항(安眠串項) 개초(介草), 오도(烏

島) [右夾] 신식도(신식도), 불모도(不毛島), 장고도(長鼓島) [左夾] 사랑

서(沙浪嶼), 원산도(元山島)[右夾] 고도도(古道島) 삽시도(揷是島) [左夾]

납도(納島) 효자문도(孝子門島), 희서(喜嶼) 다사서(多沙嶼) 석대포(石臺

捕), 죽도(竹島)〈今 黃竹島 추정〉 [右夾] 여도(如島) 사도(沙島)〈今 花

似島 추정〉, 종다서(從多嶼) 용도(龍島) 연도(煙島) 외안도(外安島) [左

夾] 월약도(月若島), 마량진(馬梁鎭) 죽도(竹島) 발근서(發斤嶼)〈今 明暗

추정〉, 비응도(飛鷹島) [右夾]」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 5만지도(조선총독부 大正 八年 著作)를 참고

로 하여 덕물도-금강구 間 연안항로를 다음과 같이 유추하였다.

A-120 덕물도/今 德積島 鎭里-8.96km(00.00km)-今대이작도(大伊作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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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km(11.84km)-今소이작도(小伊作島)-2.24km(14.08km)-今하승봉도(下

昇鳳島)-3.85km(17.93km)-今흑금도(黑今島)-2.31km(20.24km)-今피도(皮

島)-5.50km(25.74km)-今풍도(豊島)-5.08km(30.82km)-今육도(六

島)-1.3km(32.12km)-今중육도(中六島)-km(33.14km)-今미육도(尾六

島)-km(36.36km)-今대난지도(大蘭芝島)-km(37.94km)-今소난지도(小蘭

芝島)-km(39.66km)-今소오도(小烏島)-km(41.42km)-今비경도(飛警

島)-km(45.46km)-今흑어도(黑魚島)-km(51.01km)-今황금산(黃金

山)-km(55.88km)-今평신진(平薪鎭)《今가로림만(加露林灣) : 今평신진

(平薪鎭)-km(7.81km)-今우도(牛島)-km(10.51km)-今파지도(波只島)/波

只島營-km(15.99km)-今율도(栗島)-km(20.99km)-今호리(虎里)/今波只島

營-km(21.88km)-今도내리(島內里)》-km(61.28km)-今황금도(黃金

島)-km(72.50km)-今민어포(民魚浦)-km(76.49km)-今분점도(盆店

島)-km(79.61km)-今정곡두(頂谷頭)-km(88.14km)-今소근진성(所斤鎭

城)-km(90.49km)-今의항리(蟻項里)/-km(101.82km)-今만리포(萬里

浦)-km(104.31km)-今모항리(茅項里)/서근포(西斤浦)-km(110.44km)-파

도리(波濤里)-km(113.76km)-今관수각(官首角)-km(120.02km)-今마도(馬

島)/今관장서(冠丈嶼)/今안흥진(安興鎭)-km(122.22km)-今장서(長

嶼)-km(123.56km)-今황서(黃嶼)-km(129.24km)-今도황리(도황

리)-km(132.08km)-今용신리(龍新里)-km(134.99km)-今주벌리(楱伐

里)-km(140 .79km)-今덕암(德岩)-km(145 . 14km)-今잠리(潛

里)-km(152.68km)-今안마도(鞍馬島)-km(154.79km)-今백사장(白沙場)/

今안면도 굴포(掘浦)-km(159.94km)-今도려(道閭))-km(164.24km)-今응

봉도(鷹峰)-km(167.24km)-今둔두리(屯頭里)-km(170.46km)-今병술포(兵

戌浦)-km(172.13km)-今비전두(菲田頭)-km(177.39km)-今항포(項

浦)-km(181.21km)-今외장고도(外長古島)-km(183.12km)-今고대도(古代

島)-km(185.79km)-今원산도(元山島)-km(188.12km)-今증도(甑

島)-km(190.12km)-今안면관항(安眠串項)/今요아량(要兒梁)/今영항(嶺

項)-km(191 . 26km)-今추도(抽島)-km(191 . 95km)-今육도(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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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km(193 . 92km)-今황도(黃島)-km(194 . 43km)-今흑도(黑

島)-km(197.66km)-今호변동(湖邊洞)-km(199.72km)-今오천항(鰲川

港)-km(202.86km)-今진관지리(津串之里)-km(207.54km)-今고만량(高巒

粱)/하송도(下松島)/今효자도(孝子島)-km(215.11km)-今왕희산(王喜

山)-km(219.38km)-今대천리(大川里)km(222.85km)-今왕희산(王喜

山)-km(228.03km)-今군인리(軍人里)-km(234.03km)-今관암(冠

岩)-km(236.01km)-今죽도(竹島)-km(239.74km)-今석대도(石臺

島)-km(242.93km)-今황죽도(黃竹島)-km(244.58km)-今동달산(東達山)/

今웅천만(熊川灣) 입구-km(249.45km)-今춘장대(椿長臺)/今도둔리(都屯

里)-km(252.38km)-今광암(廣岩)-km(255.49km)-今마량리(馬梁里)/오력

도(五曆島)-km(257.39km)-今동백정압(冬栢亭鴨)-km(260.13km)-今공암

(孔岩)-km(264.62km)-今모도(茅島)-km(269.09km)-今장포리(長浦里)/장

포리성(長浦里城)-km(272.55km)-今다사리(多沙里)/今장구만(長久灣)《今

長浦里城-3.31km-今관리(冠里)-6.96km-今花山峙-10.44km-今舒川》

-km(276.39km)-今아항도(牙項島)-km(285.72km)-今전망산(前望

山)-km(287.34km)-今장암진성(長巖鎭城)〈今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둘레

660m〉-km(289.80km)-今용당(龍塘)-km(291.90km)-今군산항〈今군산시

장미동〉-km(293.28km)-今위포(蝟浦)-km(296.23km)-今오성산성(五聖山

城)〈今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28번지, 높이 227m, 둘레 436m〉-km

(298.77km)-今월포(月浦)-km(301.08km)-今서포(西浦)-km(305.91km)-今

나포리(羅浦里)-km(309.01km)-今웅포리(熊浦里)-km(310.01km)-今판포

(板浦)-km(314.61km)-검성리(檢城里)-km(316.84km)-今입포리(笠浦

里)-km(319.68km)-今칠산리(七山里)-km(322.77km)-今사동리(寺洞

里)-km(326.61km)-今운주포(雲主浦)-km(328.78km)-今황산진(黃山

津)-km(329.76km)-今량정(凉亭)-km(331.18km)-今강경포(江景浦)/진구

(津口)-km(331.59km)-今논산천(論山川) 입구-km(335.49km)-今석성천(석

성천)입구-km(338.58km)-今사랑리(沙浪里)-km(343.32km)-今증산성(甑

山城)-km(346.67km)-今장암리(長岩里)-km(348.35km)-今외리산성(外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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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城)-km(350.98km)-今부산성(浮山城)-km(352.22km)-今고성진(古省津)

A-120-1 덕물도-今벌당진포리-벌수지현 간 이동로 : 덕물도/今 德積島

鎭里-8.96km(00.00km)-今대이작도(大伊作島)-2.86km(11.84km)-今소이작

도(小伊作島)-2.24km(14.08km)-今하승봉도(下昇鳳島)-3.87km(17.93km)-

今흑금도(黑今島)-2.31km(20.24km)-今피도(皮島)-5.50km(25.74km)-今풍

도(豊島)-5.08km(30.82km)-今육도(六島)-1.3km(32.12km)-今중육도(中六

島)-1.02km(33.32km)-今미육도(尾六島)-3.40km(36.72km)-今대난지도(大

蘭芝島)-km(17.70km)-今소난지도(小蘭芝島)-km(19.42km)-今소오도(小

烏島)-9.31km(28.73km)-당진포리(唐津浦里)-육로-6.83km(35.56km)-今고

개정리(高蓋井里)-4.60km(40.16km)-진관(眞館)-5.06km(45.22km)-벌수지

현(伐首只縣)〈今당진시〉

A-120-2 덕물도-今벌당진포리-벌수지현 간 이동로 : 덕물도/今 德積島

鎭里-8.96km(00.00km)-今대이작도(大伊作島)-2.86km(11.84km)-今소이작

도(小伊作島)-2.24km(14.08km)-今하승봉도(下昇鳳島)-3.87km(17.93km)-

今흑금도(黑今島)-2.31km(20.24km)-今피도(皮島)-5.50km(25.74km)-今풍

도(豊島)-5.08km(30.82km)-今육도(六島)-1.3km(32.12km)-今중육도(中六

島)-1.02km(33.32km)-今미육도(尾六島)-3.40km(36.72km)-석문각(石門

角)-4.90km(41.62km)-국화서(菊花嶼)-2.74km(44.36km)-장고항리(長告項

里)-3.18km(47.54km)-웅포(熊浦)-8.76km(56.32km)-성구미리(城九尾

里)-5.39km(61.71km)-내도(內島)-4.25km(65.96km)-가리저(加里渚)〈今당

진군 송악면 부곡리 漢津〉

세째는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백강구 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덕

물도-백강구 간에 여러 개의 중간 수군기지를 설치하거나 또는 확

보하였을 것이다. 당나라 수군이 하루에 항해할 수 있는 바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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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하였을 것이므로 덕물도에서 백강구까지 먼 바다 길을 이동

하는 데는 여러 날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마다 항

해를 마치고 묘박할 수 있는 수군기지를 설치하거나 백제 수군이

이미 설치해 놓은 기지를 점령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

을 것이다. 중간 수군기지 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당나라 수군

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었던 해상 이동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수군이 태자 김법민 등을 병선에 태우고 술

천성 포구를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추정) 출발하여 漢水 하구

에 위치해 있던 관미성〈今경기 파주군 교하면 烏頭山城〉 앞을 지

나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는데 이 당시 이들은 관미성-

덕물도 間 서해해 이동로 119.23km를 13시간 51분간 항해하였다.

신라 수군은 서해안의 육지와 도서에 근접하여 연안을 따라 항해하

였는데 일일 대략 8시간을 항해하였을 것이다. 이 8시간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19일, 20일, 21일 일출시각, 해상박명초시각(海上薄

明初時刻), 일몰시각, 해상박명종시각(海上薄明終時刻) 등을 감안할

경우 신라 수군이 일일 최대로 항해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었다.

신라 수군이 관미성-덕물도 間 이동시 항해속도는 8.60km/h〈이

동거리 119.23km÷이동시간13.85h〉이었다.108) 또한 신라병선이 일

일 평균 항해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8시간이었고 평균항해속도가

8.60km/h이었으므로 일일 최대 항해할 수 있는 가능거리는 68.8km

이었다.

당나라 수군의 본진이었던 덕물도 鎭里에서 백강구 기벌포〈今장

암진성〉까지 바다 거리는 287km이었다. 그리고 백강구 남안(南岸)

〈今군산시 오성산성 서단(西端)〉까지는 296km이었다. 당나라 수

군이 신라군 수뇌부와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음력 6월 21일

-23일) 한 이후, 6월 24일 신라군 수뇌부를 떠나보내고 음력 6월 27

108) 본고 Ⅱ-4-다-(2)-(가)-〈1〉-〈가〉-⓵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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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해상 수군작전을 개시하였을 것이다.(도표 18-1. 참조) 삼국

사기에 의하면 당나라 수군은 음력 7월 9일 백강구에 도착하여 백

강구 남안(南岸)〈今군산시 오성산성 서단(西端)〉에 상륙했다. 당

나라 방효태의 제2선단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27일 今당진만 입구

〈今비경도〉에서 출발하였다면 당나라 수군은 13일 동안 작전을

전개하여 음력 7월 9일 오늘날 군산시 오성산성 서단(西端)에 도달

하였던 것이다. 今비경도에서 오늘날 군산시 오성산성까지 254km를

16일 간 이동하였으므로 당나라 수군의 일일평균 해상작전 이동거

리는 19.6km/日이었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도표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

군을 4개 선단으로 구분하여 풍사귀 제1선단, 방효태 제2선단, 유백

영 제3선단, 소정방 제4선단, 순으로 출진시켰을 것이다. 소정방은

풍사귀 제1선단, 방효태 제2선단, 유백영 제3선단을 일단 성산에서

덕물도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곧 바로 덕물도에서 今

당진만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와

그 인근 도서해안에 1900척에 이르는 병선을 모두 집결시킬 수 있

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나라 수

군이 對 백제작전을 전개하기위해서는 반드시 今당진만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지리 전략적으로도 今당진만을 석권하

고 여기에 수군의 임시집결지를 설치하는 것이 양공 및 양동 작전

에 유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소정방은 122711명의 병력과 1900

척의 이르는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현지에서 식량, 식

수, 자재 및 물자를 획득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는 육속되어 있던

항구 또는 항만을 확보해야만 했는데 今당진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던 최적지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나라 수군은 今

당진만에 임시 집결지를 설치하여 對 백제 작전을 준비하고 물자를

획득하며 선박을 수리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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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음력 6

월 21일-음력 6월 23일)한 이후에 방효태 선단에게 今당진만 入口

〈今비경도〉에서 백강구〈기벌포, 今오성산성〉까지 해상 이동로

를 개척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나라 수군이 와도전

술(蛙跳戰術)이나 우회전술을 사용하여 今아산만-今당진만-今가로

림만-今안흥만-今천수만-今결성만-今오천만-今보령만-今웅천만-今

비인만-今장구만-今백강구를 잇는 해상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중간기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풍사귀 선단의 일부에게 방효태 선단이 전진로를 개척하

면서 점령 및 확보한 중간기지〈今가로림만 평신진, 今안흥만 안흥

진, 今천수만 오천항, 今비인만 마량진 등〉를 인수하여 서해 해상

병참로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방효태 제2선단이 今당진만 입구〈今비경도〉에서 백강구〈기벌

포, 今오성산성〉까지 해상 이동로를 개척하는 동안 풍사귀의 선단,

유백영의 선단은 今당진만에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소정방의 직

할 선단은 덕물도에서 나·당 연합작전협의(6월 21일-6월 23일)를

마치고 그 이후에 덕물도에서 今당진만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

처럼 당나라 수군의 주력은 방효태 선단이 서해 이동로를 개척할

때까지 今당진만에 대기하면서 양공 및 양동작전으로 주공방향을

기만하다가 방효태 선단이 今당진만에서 백강구까지 서해이동로를

개척완료 할 경우, 백강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전진하여 백강구를

돌파하고 진구(津口)〈今강경포〉로 진출한 다음에 신라군과 연결

작전으로 달성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사비성을

기습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방효태 선단에게 今비인만을 지나 오늘

날 군산시 오성산성 서단(西端)에 상륙하여 이곳(今군상항 강변)에

배치되어있던 백제군 3000명을 제거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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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방은 수군 주력을 이끌고 방효태 선단이 이동로를 개척 및 완

료했던 시점에 맞추어 今당진만을 출발하여 방효태 선단의 뒤를 후

속하다가 백강구를 돌파하고 이어서 곧바로 진구를 향해 항진하도

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일부로 진구에 상륙하여 신라 김유신

군과 상호 연결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가). 풍사귀 예하 제1선단의 덕물도-今당진포성-벌수지현 간 항해

도정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낭장 풍사귀 지휘 하에 있던 병력

〈22763명 = 전투병력 5058명 + 비전투병력 17705명〉 과 병선 352

척을 성산(출발 음력 6월 3일 17시)에서 덕물도(도착 음력 6월 5일

09시)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어서 덕물도에서 今당진만과 가리저(加

里渚)〈今충남 당진군 송악면 富谷里(部曲里) 漢津)〉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도표 29 참조]

낭장 풍사귀 제1선단의 절반(전투병력 1558명, 병선 108척)은 음

력 6월 6일 08시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선두는 今당진포성에 음력 6

월 6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고 후미는 음력 6월 6일 14시 54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今당진포성에 상륙하여 음력 6월 6일

이곳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낭장 풍사귀가 지휘하였던 전투병력

1558명은 음력 6월 7일 08시 今당진포성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이동

하여 음력 6월 7일 15시 9분에 벌수지현〈今당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신라 수군이 관미성-덕물도 間 이동시 항해속도는 8.60km/h〈이

동거리 119.23km÷이동시간13.85h〉이었다.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

今당진만 간 연안 이동시 항해속도는 신라 수군의 연안 항해속도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덕물도에서 今당진포성까지 거리는

49.03km이었다. 352척의 선단장경은 20.879k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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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사귀 선단의 今당진포성 도착 일시

☞ 이동소요시간 : 거리 49.03km ÷ 항해속도 8.60km/h = 5시간 42

분(5.70)

☞ 선단장경 길이시간 : 선단장경 20.879km ÷ 항해속도 8.60km/h

= 2시간 25분(2.42)

선단장경 길이시간은 2시간 25분이었다. 풍사귀 선단(353척) 가운

데 절반은 今당진포성으로 항진했고 절반은 가리저 포구로 항진했

었을 것이다. 따라서 今당진포성으로 항진하였던 선단 절반의 장경

길이시간은 1시간 12분이었다.

☞ 今당진포성 선두도착 = 덕물도 출발시간 음력 6월 6일 08시+이

동소요 5시간 42분 = 음력 6월 6일 13시 42분,

☞ 今당진포성 후미도착 = 선두도착 6월 6일 13시 42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1시간 12분 = 14시 54분

▷ 풍사귀 제1선단의 벌수지현 도착 일시

☞ 今당진포성-벌수지현 간 육로 상 거리는 16.49km이다.

☞ 이동소요 시간 : 거리 16.49km ÷ 행군속도 2.3km/h = 7시간 9

분(7.16시간)

☞ 벌수지현 선두 도착시간 : 今당진포성 출발시간 음력 6월 7일

08시+7시간 9분= 음력 6월 7일 15시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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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사귀 예하 제1선단의 덕물도-가리저 간 항해도정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낭장 풍사귀 지휘 하에 있던 병력

〈22763명 = 전투병력 5058명 + 비전투병력 17705명〉 일부(1500

명)를 가리저에 투입하였을 것이다.[도표 29 참조] 풍사귀 선단의

음력 6월 6일 08시에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선두는 가리저에 음력 6

월 06일 15시 40분에 도착하였을 것이고 후미는 16시 52분에 도착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리저에 상륙하여 음력 6월 6일 이곳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신라 수군이 관미성-덕물도 間 이동시 항해속도는 8.60km/h〈이

동거리 119.23km÷이동시간13.85h〉이었다.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

今당진만 間 연안 이동시 항해속도는 신라 수군의 연안 항해속도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덕물도-가리저 간 해로상 거리는

65.96km이었다. 352척의 선단장경은 20.879km이었다. 선단장경 길

이 시간은 2시간 25분이었다. 절반의 선단장경 길이 시간은 1시간

12분이었다.

☞ 이동소요시간 : 거리 65.96km ÷ 항해속도 8.60km/h = 7시간

40분(7.67일)

☞ 가리저 선두도착 = 덕물도 출발시간 음력 6월 6일 08시 + 이동

소요 7시간 40분 = 음력 6월 6일 15시 40분

☞ 가리저 후미도착 = 선두도착 6월 6일 15시 40분 + 선단장경 길

이시간 1시간 12분 = 16시 52분

(다). 방효태 예하 제2선단의 덕물도-今당진포성-今비경도-今아항도

간 항해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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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효태 제2선단의 덕물도-今당진포성 도착 일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낭장 방효태 지휘 하에 있던 병력

〈33316명= 전투병력 10000명 + 비전투병력 23316명〉과 병선 516

척을 성산(출발 음력 6월 4일 17시)에서 덕물도(도착 음력 6월 6일

09시 45분)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어서 덕물도에서 今당진만으로 이

동시켰을 것이다. [도표 29 참조] 낭장 방효태 제2선단은 음력 6월

7일 08시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선두는 今당진포성에 음력 6월 7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고 후미는 음력 6월 7일 17시 14분에 도착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음력 6월 24일까지 今당진만에서

집결해 있었을 것이다.

신라 수군이 관미성-덕물도 間 이동시 항해속도는 8.60km/h〈이

동거리 119.23km÷이동시간13.85h〉이었다.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

今당진만 간 연안 이동시 항해속도는 신라 수군의 연안 항해속도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덕물도에서 今당진포성까지 거리는

49.03km이다. 516척의 선단장경은 30.50km이었다.

☞ 덕물도- 今당진포성 간 해로상 거리는 49.03km이다.

☞ 이동소요시간 : 거리 49.03km ÷ 항해속도 8.60km/h = 5시간 42

분(5.70)

☞ 선단장경 길이시간 : 선단장경 30.50km ÷ 항해속도 8.60km/h =

3시간 32분(3.54)

☞ 今당진포성 선두도착 = 덕물도 출발시간 음력 6월 7일 08시+이

동소요 5시간 42분 = 음력 6월 7일 13시 42분,

☞ 今당진포성 후미도착 = 선두도착 6월 7일 13시 42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3시간 32분 =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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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효태 예하 제2선단의 今당진만 입구(今비경도)-今아항도 간

이동로 개척도정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를 마치고 음

력 6월 24일 신라군 수뇌부를 덕물도에서 출발시켰을 것이다. 그리

고 자신이 직접통제하고 있던 제4선단을 음력 6월 25일 덕물도에서

今당진만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이어서 음력 6월 26일 今당진만

에서 방효태의 제2선단에게 이동로 개척을 위한 작전을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동안 방효태의 제2선단은 음력 6월 7일 덕물도에서 今당진만으

로 이동하여 나·당 연합작전계획(음력 6월 21일-음력 6월 23일)을

협의할 때까지 今당진만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음력

6월 26일 소정방이 내렸던 서해 해상이동로를 개척하라는 명을 받

고 음력 6월 27일 今당진만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서해 해상 이

동로 개척 임무는 당나라 수군이 今당진만/今아산만-今가로림만-今

안흥만-今천수만-今결성만-今오천만-今보령만-今웅천만-今비인만-

今장구만-今백강구를 잇는 해상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이동로를

개척하고 중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효태의 제2선단은 음력 6월 27일 今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는 今비경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今당진만에서 서남쪽으

로 출발하였을 것이다. 다음 [도표 18]은 방효태 선단이 今비경도-

今오성산성 방향으로 이동로를 개척하면서 전진하였던 항해 도정을

산출한 것이다. 당나라 방효태 제2선단은 음력 6월 27일 今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는 今비경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출동한 다음에 음

력 7월 9일 今오성산에 도착하였다.109) 방효태 제2선단은 음력 6월

27일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음력 7월 9일 백강구의 今오성산에 도달

하였는데 13일 동안 254.81km(今비경도-今오성산 間 거리)를 이동

109)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 秋 七月 九日 소정방

이 기벌포에 도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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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셈이었다. 방표태 제2선단의 일일평균 해상작전 이동거리는

19.6km/日(254.81km÷13日)이었다. [도표 18]는 방효태 선단이 일일

평균 해상작전 이동거리를 기준하여 今비경도-今오성산 간 이동로

개척 시 항해도정을 산출한 것이다.

도표 18. 방효태 예하 제2선단의 今비경도-今오성산 간 이동로 

개척 항해도정

구분 출발 도착 구간 거리 비고

음력 6월 27일 今비경도 今황금도 19.86km 今가로림만, 평신진

음력 6월 28일 今황금도 今황촌리 20.33km

음력 6월 29일 今황촌리 今만리포 20.21km

음력 6월 30일 今만리포 今마도 18.20km

음력 7월 01일 今마도 今덕암 20.77km 今안흥만 

음력 7월 02일 今덕암 今도려 19.15km

음력 7월 03일 今도려 今황포 17.45km

음력 7월 04일 今황포 今오천항 22.33km 今안면도, 今천수만

음력 7월 05일 今오청항 今왕희산 15.59km

음력 7월 06일 今왕희산 죽도 20.05km

음력 7월 07일 今죽도 今마량진 19.48km 今보령만, 今웅천만

음력 7월 08일 今마량진 今아항도 20.90km 今비인만, 今장구만

음력 7월 09일 今아항도 今오성산 西端 19.84km 백강구, 今군산시

(라). 유백영 예하 제3선단의 덕물도-今당진포성-今비경도-今아항도-今

오성산성 간 항해도정

〈1〉. 덕물도-今당진포성 間 항해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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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낭장 유백영 지휘 하에 있던 병력

〈33316명= 전투병력 10000명 + 비전투병력 23316명〉과 병선 516

척을 성산(출발 음력 6월 5일 17시)에서 덕물도(도착 음력 6월 7일

09시 45분)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어서 덕물도에서 今당진만으로 이

동시켰을 것이다. [도표 29 참조]

낭장 유백영의 제3선단은 음력 6월 8일 08시 덕물도에서 출발하

여 선두는 今당진포성에 음력 6월 8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고 후

미는 음력 6월 8일 17시 14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서 음력 7월 4일까지 今당진만에서 집결해 있었을 것이다.

신라 수군이 관미성-덕물도 間 이동시 항해속도는 8.60km/h〈이

동거리 119.23km÷이동시간13.85h〉이었다. 당나라 수군이 덕물도-

今당진만 간 연안 이동시 항해속도는 신라 수군의 연안 항해속도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덕물도에서 今당진포성까지 거리는

49.03km이다. 516척의 선단장경은 30.50km이었다.

☞ 이동소요시간 : 거리 49.03km ÷ 항해속도 8.60km/h = 5시간 42

분(5.70)

☞ 선단장경 길이시간 : 선단장경 30.50km ÷ 항해속도 8.60km/h =

3시간 32분(3.54)

☞ 今당진포성 선두도착 = 덕물도 출발시간 음력 6월 8일 08시+이

동소요 5시간 42분 = 음력 6월 8일 13시 42분,

☞ 今당진포성 후미도착 = 선두도착 6월 8일 13시 42분 + 선단장경

길이시간 3시간 32분 =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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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今비경도-今아항도 間 항해도정

유백영 예하 제3선단은 서기 660년 6월 8일 今당진포성에 도착한

다음에 今당진만 내 임시 집결지에서 전투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방효태의 제2선단이 今비경도-백강구-今오성산성까지 이동

로를 개척하는 기간에 今당진만에서 대기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

방효태 제2선단이 今장구만의 今아항도까지 진출하였던 시점에 맞

추어 今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는 今비경도를 출발기점으로 하여

출동하였을 것이다. 유백영의 제3선단은 방효태의 제2선단이 이동

로 선상에 위협을 모두 제거해 놓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8.60km/h

〈이동거리 119.23km÷이동시간13.85h〉 속도(신라병선이 서해 항해

시 동일 항해속도)로 항진 하였을 것이다.110) 또한 8.60km/h 항해속

도로 일일 8시간을 항해하여 하루에 68.8km를 항해하였을 것이

다.111)

상기와 같은 항해속도와 일일 항해 가능 거리(68.8km)를 기준할

경우, 유백영의 제3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5일 08시에 당진만

입구의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음력 7월 5일 今파도리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6일 08시에 今

파도리를 출발하여 음력 7월 6일 今항포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

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7일 08시에 今항포를 출발하

여 음력 7월 7일 今웅천만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

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8일 08시에 今웅천만를 출발하여 음력 7

월 8일 今장구만 今아항도에 도착(오전)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장구만에서 음력 7월 8일 묘박하였을 것이다.

110) 본고 Ⅱ-4-다-(2)-(가)-〈1〉-〈가〉-⓵를 참조하시오.
111) 신라병선이 일일 평균 항해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8시간이었고 평균항해속도

가 8.60km/h이었으므로 일일 최대 항해할 수 있는 가능거리는 68.8km이었다. 당

나라 수군도 하루에 동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488 -

〈3〉. 今아항도-今오성산성 間 항해도정

유백영 예하 제3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오전 8시에 今

아항도를 출발하여 白江口 南岸의 오늘날 오성산성 서단(西端)을

향하여 항진하였을 것이다. 이를 후속하여 방효태 선단이 今아항도

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항해 시 평균 항해속도(8.60km/h)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유백영 선단의 선두는 백강구 북안의 기벌포를

우회하여 백강구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오성산성 서단(西端)을

지나 진구로 향하였을 것이다. 유백영 선단의 선두는 음력 7월 9일

10시 18분 今오성산 西端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유백영 선단의 후

미는 음력 7월 9일 11시 32분 어항도를 출발하여 13시 50분 今오성

산 西端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今아항도-今오성산성 서단까지 거리는 19.84km이다. 소정방, 방

효태, 유백영 등 선단(516척)의 선단장경은 30.50km이었다. 선단장

경 길이시간은 3시간 32분이었다. 유백영 선단의 선두는 음력 7월

9일 08시 今어항도를 출발하여 10시 18분 今오성산 서단에 통과하

였을 것이다.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9일 11시 32분〈선단 길이시

간 3시간 32분 만큼 늦게 출발〉에 今어항도를 출발하여 13시 50분

에 今오성산 서단에 통과하였을 것이다. 今아항도-今오성산성 西端

間 항해하는데 소요 시간은 2시간 18분이었다.

☞ 거리 19.84km ÷ 평균 항해속도 8.60km/h = 2시간 18분 (2.30시

간)

(마). 방효태 예하 제2선단의 今아항도-今오성산성 간 항해도정

방효태 예하 제2선단은 유백영 선단 후미 출발시간〈11시 32분〉

보다 1시간 늦은(선단의 혼선방지 및 안전을 위한 간격유지)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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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12시 32분에 아항도를 출발하여 14시 50분〈출발시간 11시

32분+이동시간 2시간 18분〉 오늘날 오성산 서단(西端)을 도착하여

기습적으로 상륙하였을 것이다. 방효태 선단의 후미는 오후 16시 4

분에 아항도를 출발하여 18시 22분에 오늘날 오성산 서단에 도착하

였을 것이다. 음력 7월 9일 군산의 일몰시각은 19시 17분이었고 해

상박명종 시각은 20시 16분이었다.

(바). 유백영 예하 제3선단의 今오성산성-진구 間 白江水路 이동소

요 및 도정

당나라 낭장 유백영은 병선 516척 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10시 18분(선두)부터 13시 50분(후미)까지 今오

성산성 서단(西端)을 통과하였고 이어서 백강수로(白江水路)를 따라

진구〈今강경〉까지 이동하였을 것이다. 유백영 제3선단의 今오성

산성-진구 間 도정은 다음과 같다.

〈1〉. 今오성산성-진구 間을 이동시 노(櫓)에 의한 병선의 평균속

도

송나라 서긍(徐兢)이 고려를 방문(1123년 음력 5월 24일~ 음력 6

월 12일)시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도 3.52 km/h를 당나라 병선에

적용하였다.

☞ 노(櫓)에 의한 선박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송나라 서긍의 항해기록에서 산출한 △ 노에 의한 선박의 평균속

도 3.52 km/h를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당나라 수군이 해로 이동

시 노에 의한 평균속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류의 영향

(29.9%)과 해면풍의 영향(32.3%)도 당나라 수군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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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백영의 제3선단이 백강수로를 이동시 유속이 당나라 병선

(兵船)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병선이 백강수로를 이동시 백강의 유속이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백강의 유속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오늘날 금강의 유속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

펴 본 결과, 건설부가 금강의 유량과 유속, 수심 등을 공식으로 측

정하여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최초로 수록한 시기는 1962년부터이

었다. 이 시기는 정부가 금강의 수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금강이 비교적 옛 형태를 유지한 상태

에서 정부가 금강의 유속을 측정한 것이다. 유속을 측정하였던 지

역은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금강변이었다. 서기 1962년, 1963, 1966,

1967, 1968, 1977, 1980, 1981, 1988, 2000, 2001년 자료 가운데 양력

8월에 측정하였던 년도와 유속은 다음과 같다.

즉△1966.8.19.(0.394m/s),△19678.8(0.324m/s), △1968.8.20.(0.394m/s),

△ 1977.8.5.(0.463m/s), △1980.8.14.(0.152m/s), △1988.8.12.(0.254

m/s) 등이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양력 8월중 최저(最低) 今금강유

속은 0.152 m/s 이었다. 최고(最高) 今금강 유속은 0.394m /s 이었

다.

상고하건데 당나라 수군들이 今금강수로를 항진하였던 시기는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이었다. 서기 660년 당시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유속은 서기 1960년 대 보다 하폭이

넓었으므로 느렸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 유속(0.152m /s)〈0.547km/h〉을 적용하기로 하

였다. 시기적으로 서기 660년대와 서기 1960대는 1300년의 시간

차가 있지만 음력 7월에 나타났던 기상의 일반적 특성은 대동소이

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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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금강의 평균유속은 0.547m/h(0.152m /sm/sec × 6 0초 × 60

분 )이었다.

▷ 유속(流速)이 兵船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29.9 %이었다.

▷ 今 금강의 평균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는 0.163km/h(0.547m/h

× 0.299 = 0.1635km/h) 이었다.

〈3〉. 유밲영의 제3선단이 白江수로를 이동시 수면풍(水面風)이 당

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 산출

당나라 수군이 白江水路를 이동할 때 水面風의 풍향 및 풍속이

선박에 영향을 미친 속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

날 금강의 수면풍의 속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今금강의

수면풍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음력 7월(양력 8월)의 월평균 풍속은

[도표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다만 당나라 수군이 순풍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군산 지역의 양력 8월의

풍속을 적용하였다. 1969년,1969년 1979년 풍속 측정치가운데 중간

치였던 1979년 측정치를 적용하였다.

도표 19. 기상청통계 서산 및 군사지역 양력 8월 月 평균 풍속112) 

구분 1968년 8월 1969년 8월 20일 1970년 8월 20일

군산 3.5m/s(12.60km/h) 3.5m/s(12.60km/h) 4.3m/s(15.48km/h)

서산 1.3m/s(4.68km/h) 1.3m/s(4.68km/h) 2.2m/s(7.92km/h)

비고 서기 1971년 - 2000년 間 월평균 풍속, 단위는 km/h이다.

112). 기상청 홈페이지, 국내기후자료(과거자료) 요소별자료 1968년-1970년 월평균

풍속, 서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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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의 今금강의 양력 8월 평균풍속은 12.60km/h이었다.

☞ 3.5 m/s ☓ 60초 ☓ 60분 = 12.60km/h

▷ 풍속이 선박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32.3 %이었다.

▷ 백강〈今금강〉의 평균풍속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는

4.069km/h이었다.

☞ 12.60km/h☓ 0.323 = 4.069km/h 이었다.

〈4〉. 유밲영의 제3선단이 白江水路를 이동시 今오성산성-진구 間

이동속도 산출

당나라 유백영 제3선단은 백강구 兩岸의 백제군〈北岸 기벌포 백

제군 3000명, 南岸 今군산항 강변 백제군3000명〉 사이의 백강수로

를 돌파하여 白江 수로를 거슬러 진구를 향하였을 것이다. 유백영

제3선단을 후속하고 있던 방효태 제2선단 역시 백강구를 돌파한

다음에 今오성산성 西端에 기습 상륙하여 유백영 제3선단의 전진을

지원하면서 후속부대들이 진구로 전진할 수 있는 중간기지를 설치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유백영 제3선단의 병선이 白江수로를 통과할 때 이동속도는 △

노(櫓)에 의한 兵船의 속도, △ 백강의 유속이 당나라 병선에 미친

속도, △ 今금강의 수면풍(水面風)이 신라 병선에 미친 속도를 합한

값이었을 것이다.

▷ 노(櫓)에 의한 병선의 속도는 3.52 km/h이었다.

http://www.kma.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stn=129&yy=1969&obs=06&x

=21&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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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강의 유속이 당나라 兵船에 영향을 미친 속도는 0.163km/h이

었다.

▷ 군산 지역의 수면풍(水面風) 풍속이 당나라 병선에 영향을 미친

속도는 4.069km/h이었다.

▷ 따라서 당나라 낭장 유백영이 516척을 이끌고 今오성산성 서단

(西端)부터 진구〈今강경〉까지 순풍을 타고 항진했던 이동속도는

7.426km/h이다.

☞ 노에 의한 병선의 속도(3.52 km/h)+유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

(0.163km/h)+수면풍 풍속이 병선에 미친 속도(4.069km/h) = 술천성

포구-관미성 間 병선의 이동속도(7.426km/h)

〈5〉. 유백영의 제3선단이 백강수로를 이동시 今오성산성-진구 間

이동소요 및 도정(道程) 산출

당나라 낭장 유백영이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병선 516척을 이

끌고 今오성산성을 통과하여 진구〈今강경〉까지 백강수로를 이동

할 때 수로이동도정(水路移動道程)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당나라

수군 516척이 삼오종진으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516척의 선

단장경은 30.50km이었고 선단장경 길이시간은 3시간 32분이었다.

유백영의 제3선단의 선두는 음력 7월 9일 10시 18분 今오성산 서

단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유백영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9일 11시

32분 어항도를 출발하여 13시 50분 今오성산 서단을 통과하였을 것

이다.

유백영 제3선단이 백강수로를 이동하였던 이동속도는 7.426km/h

이었고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서 진구까지 거리는 34.95km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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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소요시간은 4시간 42(4.7시간)분이었다. 유백영 제3선단의

선두는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15시 00분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9일 18시 32분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9일 강경의 일몰시각은 19시 16분이었고 해상박

명종(航海薄明終) 시각은 20시 15분이었다.

(사). 방효태 제2선단의 今오성산성-진구 間 白江水路 이동소요 및

도정

방효태 제2선단〈전투병력 10000명, 비전투병력 23316명, 병선

516척〉은 음력 7월 9일 오후 14시 50분(선두)부터 18시 22분(후

미)까지 今오성산 서단에 상륙하였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긴

급하게 이곳 今군산항 邊에 병력 3000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방효태 군의 전투병역 10000명은 백

제군 3000명을 이곳에서 패주시켰다.

방효태는 음력 7월 10일 전투병력 10000명 가운데 3000명을 이곳

에 잔류시키고 7000명을 진구로 전환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나·당

연합군이 최종목표였던 사비성 공략에 최대한 양군의 병력을 집중

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방효태가 이곳에서 진구로 전환시키고

자 했던 전투력은 병력 23322명(전투병력 7000명+ 비전투병력

16322명)과 병선 362척이었을 것이다. 이곳에 잔류시키고자 했던 전

투력은 병력 9994명(전투병력 3000명+ 비전투병력 6994명)과 병선

154척이었을 것이다. 상기 〈7〉-〈라〉 항에서 백강 수로를 이동

했던 속도는 7.426km/h이다. 今오성산성 서단(西端)부터 진구〈今강

경〉까지 순풍을 타고 항진했다고 가정하였다.

362척의 선단장경은 다음과 같다. 당나라 해골선(海鶻船)의 길이

가 29.71m이고 병선 간의 이격 거리는 병선길이의 5배에 해당하는

148.5m이다. 당나라 수군이 삼오종열진(三伍縱列陣)으로 항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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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렬을 형성하고 있었던 병선 수는 121척(3626척 ÷ 3 = 121척)

이었다. 선박간의 거리가 148.5m이므로 1개 선단의 장경길이는 21.

414km〈(29.71m/1척 × 121척=3594m) + (148.5m × 120개 간격=17

820)〉이었다. 선단장경 길이시간은 2시간 52분이었다. 선단장경 길

이시간은 2시간 52분이었다.

☞ 선단장경 21.414km ÷ 항해속도 7.426km/h = 2시간 52분(2.88시

간)

☞ 선단장경 21.414km ÷ 항해속도 7.426km/h = 2시간 52분(2.88시

간)

방효태 선단(362척)이 백강수로를 이동하였던 이동속도는 7.426

km/h이었고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서 진구까지 거리는 34.95km

이었다. 이동소요시간은 4시간 42(4.7시간)분이었다. 방효태 선단

(362척)의 선두는 음력 7월 10일(양력 8월 21일) 오전 8시에 今오성

산성 서단(西端)에서 출발하여 12시 42분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

다.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10일 오전 10시 52분 今오성산성 서단

(西端)에서 출발하여 15시 34분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

월 10일 강경의 일몰시각은 19시 16분이었고 해상박명종(航海薄明

終) 시각은 20시 15분이었다. 음력 7월 9일 강경의 일몰시각은 19시

16분이었고 해상박명종(航海薄明終) 시각은 20시 15분이었다.

(아). 소정방 예하 제4선단의 덕물도-今비경도-今당진포성-今아항

도-今오성산성 간 항해도정

〈1〉. 덕물도-今당진포성 間 항해도정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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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치고 음력 6월 24일 신라군 수뇌부를 덕물도에서 출발시킨 다

음에 자신이 직접통제하고 있던 제4선단을 음력 6월 25일 덕물도에

서 今당진만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소정방의 제4선단은 음력 6월

25일 08시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선두는 今당진포성에 음력 6월 25

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고 후미는 음력 6월 25일 17시 14분에 도

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음력 7월 5일까지 今당진만에

서 집결해 있었을 것이다.

〈2〉. 今비경도-今아항도 間 항해도정

소정방 예하 제4선단은 서기 660년 6월 25일 今당진포성에 도착한

다음에 今당진만 내 임시 집결지에서 전투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방효태의 제2선단이 今비경도-백강구-今오성산성까지 이동

로를 개척하는 기간에 今당진만에서 대기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

방효태 제2선단이 今장구만-今아항도까지 진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今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는 今비경도를 출발기점으로 하여 출동

하였을 것이다. 소정방의 제4선단은 방효태의 제2선단이 이동로 선

상에 위협을 모두 제거해 놓았던 해로를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8

.60km/h〈이동거리 119.23km÷이동시간13.85h〉 속도(신라병선이 서

해 항해시 동일 항해속도)로 항해 하였을 것이다.113) 또한 8.60km/h

항해속도로 일일 8시간을 항해하여 하루에 68.8km를 항해하였을 것

이다.114)

상기와 같은 항해속도와 일일 항해 가능 거리를 기준할 경우, 소

정방의 제4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6일 08시에 당진만 입구의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음력 7월 6일 今파도리에 도착(선두 18시, 후

113) 본고 Ⅱ-4-다-(2)-(가)-〈1〉-〈가〉-⓵를 참조하시오.
114) 신라병선이 일일 평균 항해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8시간이었고 평균항해속도

가 8.60km/h이었으므로 일일 최대 항해할 수 있는 가능거리는 68.8km이었다. 당

나라 수군도 하루에 동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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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7일 08시에 今파도리를

출발하여 음력 7월 7일 今항포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8일 08시에 今항포를 출발하여 음력

7월 8일 今웅천만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9일 08시에 今웅천만를 출발하여 음력 7월 9일

今장구만의 今아항도에 도착(오전)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장구

만에서 음력 7월 9일 묘박하였을 것이다.

〈3〉. 今아항도-今오성산성 間 항해도정

소정방의 제4선단이 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 오전 08시에 今아

항도를 출발할 경우 10시 18분에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방효태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10일 오전 10시 52분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이다. 백강구

에서 양개 선단이 10시 18분부터 10시 52분까지 조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좁은 백강하구에서 양개 선단은 항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정방 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 오전 9시에 今

아항도를 출발하여 오전 11시 18분〈출발시간 09시 00분+이동시간

2시간 18분〉에 오늘날 오성산 서단(西端)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선

단의 후미는 음력 7월 10일 12시 32분 今어항도를 출발하여 14시

50분 今오성산 西端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4〉. 今오성산성-진구 間 白江水路 이동소요 및 도정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병선 516척을 이끌고 今오성산성 서단

(西端)부터 진구〈今강경〉까지 순풍을 타고 항진했던 이동속도는

7.426km/h이었다. 그리고 516척의 선단장경은 30.50km이었고 선단

장경 길이시간은 3시간 32분이었다. 소정방 선단이 백강수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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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9-1. 당나라 수군 선단들의 성산-덕물도-今당진만-백강구-

진구 間 항해도정(서기 660년 음력 6월 3일-음력 7월 10일)

구분
풍사귀 선단 방효태 선단 유백영 선단 소정방 선단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6월 03일 성산

6월 04일 성산

6월 05일 덕불도 성산

6월 06일 덕물도 당진포 덕물도 성산

가리저

6월 07일 덕물도 당진포 덕물도

6월 08일 덕물도 당진포 덕물도

6월 09일 文泉, 덕물도 출발, 덕물도-今월미도-今관미성-漢水水路-술천성 포구-남천정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문천(文泉), 남천정 도착

6월 18일 신라 태종무열왕,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남천정 도착

6월 19일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문천 등 술천성 포구 출발 

6월 20일 태자 김법민 등 병선 100척, 술천성포구-今관미성-今월미도-덕물도 이동

6월 21일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문천 등 덕물도 도착

6월 22일 나·당 양군 수뇌부, 덕물도에서 연합작전계획 협의

동하였던 이동속도는 7.426km/h이었고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서

진구까지 거리는 34.95km이었다. 이동소요시간은 4시간 42(4.7시간)

분이었다.[상기 Ⅲ-2-나-(4)-〈7〉내용 참조]

소정방 예하 제4선단의 선두는 음력 7월 10일(양력 8월 21일) 오

전 11시 18분 오늘날 오성산 서단(西端)을 통과하여 16시 00분에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선단의 후미는 14시 50분 今오성산 西

端을 통과하여 19시 32분에 진구(津口)〈今강경읍〉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10일 강경읍의 일몰시각은 19시 16분이었고 해상

박명종(航海薄明終) 시각은 20시 1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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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나·당 양군 수뇌부, 덕물도에서 연합작전계획 협의

6월 24일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문천 등 덕물도에서 출발

6월 25일 덕물도 당진포

6월 26일

6월 27일 비경도 황금도

6월 28일 황금도 황존리

6월 29일 황존리 만리포

6월 30일 만리포 마도

7월 01일 마도 덕암

7월 02일 덕암 도려

7월 03일 도려 황포

7월 04일 황포 오천항

7월 05일 오천항 왕희산 비경도 파도리

7월 06일 왕희산 죽도 파도리 황포 비경도 파도리

7월 07일 죽도 마량진 황포 웅천만 파도리 황포

7월 08일 마량진 아항도 웅천만 아항도 황포 아항도

7월 09일 아항도 오성산 아항도 진구 웅천만 아항도

7월 10일 오성산 진구 아항도 진구

다.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濟·唐 전투장소

(1).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삼국사기의 濟·唐 전투기록 및 장소 

도표 20.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濟·唐 전투기록 및 장소

구
분

전투

장소
삼국사기 전투기록

당시 

행정구역

현재 

행정구역
관련근거

①
기벌포

(伎伐浦)

이 날(음력 7월 9일)에 소정방은 

부총관(副摠管) 김인문 등과 함

께 기벌포(伎伐浦)에 도착하여 

백제의 군사를 만나 맞아 싸워서 

크게 깨뜨렸다. 

웅천주(雄川

州) 설림군(舌

林郡)기벌포

(伎伐浦)이었

다.

충남  서천

군 장항읍 

장암리 이

다.

삼국사기 新

羅本紀 第五

太宗 武烈王

七年 陰曆

七月 九日

②
진구

(津口)

신라군이 진군하여 당군과 합세

해 진구(津口)에 이르러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완산주(完山

州) 덕근군(德

近郡)가지헤현

(加知奈縣) 진

구(津口)

충남 논산

시 강경읍 

이다.

삼국사기 卷

第一 제1 紀

異第一 태

종춘추공(太

宗春秋公)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500 -

(2).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대동지지의 濟·唐 전투기록 및 장소 

도표 21.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濟·唐 전투기록 및 장소

③
당진

(唐津)

百濟 義慈王 20년 唐將 蘇定方

駐軍 德物島泊 唐津 下陸

웅천주(雄川

州)혜군(槥郡) 

벌수지현(伐首

只縣)

충남 당진

시 당진동 

이다.

대동지지 券

五 忠淸道

三十三邑 당

진(唐津)

④
가리저

(加里渚)

百濟時 置倉於石頭東 卽 加里渚

積栗爲 水軍之資 後唐兵 渡海因

亂 倉廢, 新羅 平 百濟 復置倉

웅천주(雄川

州)혜군(槥郡)

충남 당진

시(唐津市) 

석성면 대

진(大津)

대동지지 券

五 忠淸道

三十三邑 면

천(沔川)

라.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唐군의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

배비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3일부터 음력 6월 8일

까지 서해 바다를 건너와서 나·당 연합으로 서기 660년 음력 6월 27일

부터 7월 13일까지 백제에 대한 원정작전을 전개하였다. 나·제 양군의

군 수뇌부들은 덕물도에서 연합작전을 협의했고 그 결과 당나라 소정

방은 수륙군을 인솔하여 오늘날 충청남도 서해안을 따라 덕물도에서

사비성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당나라 소정방이 서해해로 이동을 선택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 백제의 지상군을 우회할 수 있고 △ 해·

수로를 따라 사비성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 상대적으로 백제군

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전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정방 군이

서해로 이동하는 것이 이처럼 군사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겠지

만 전장 환경 측면에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소정방 군이 연안을 따라 산재해 있는 도서와 백제의 포구시설을 점령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심하게 굴곡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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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낮은 항만(港灣)과 광대하게 펼쳐진 갯벌을 극복하면서 대규모

군사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백제의 서해안은 크고 작은 도서와 바다로 돌출한 곶(串)과 물굽이

만(灣)이 산재해 있었을 뿐아니라 해안선이 복잡하고 굴곡이 오늘날 보

다 심하였다.

특히 당나라 수군이 경유하는 서해 연안에는 아산만, 당진만, 가로림

만, 안흥만, 천수만, 결성만, 오천만, 보령만, 웅천만, 비인만, 장구만 등

이 복잡하게 산재해 있었다. 해안은 조수의 영향을 받아 해빈(海濱)과

갯벌, 모래사장 모래 언덕 또는 사취(砂嘴) 등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었

다.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6시간 12분 단위로 반복했고 이 때 조수간만

의 차이는 심했다. 서해의 평균수심은 44m로 비교적 낮았다. 이런 해

안의 형태와 조석현상은 당나라 수군의 해상이동과 작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나라 수군은 목표지역에 상륙을 할 때나 항만을 출발할

때마다 밀물 때와 썰물 때에 맞추어 병선을 진입시켜야 했다. 그리고

당나라 수군은 물 굽이 만(灣)을 지날 때는 灣의 출입구에 위치해 있는

중요 수군기지 하나 만을 점령하고 만(灣) 안에 위치해 있는 다른 포구

나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다음 기지를 향해 전진할 수 없었

다. 당나라 수군은 이처럼 灣 內에 있는 여러 백제의 포구와 수군기지

를 제거하지 않으면 백제 수군으로부터 당나라 수군의 해상병참로를

위협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灣 내에 산재해 있는 중요한 포구와 기지

및 시설 등을 석권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당나라 수군은 따라서

해안선이 완만한 지역을 평정할 때보다 물굽이가 육지 속으로 깊이 들

어가 있는 灣을 평정할 때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을 것이다.

백제군은 당나라 수군이 서해 연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상

륙을 거부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오늘날 충청남도 해안에 산재

해 있던 수많은 포구와 해방시설(海防施設)을 이용하여 차단 및 거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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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전개하고 당나라 수군의 전투력을 소모시키면서 이동 및 전진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나라 수군은 백제의 모든

포구와 시설들을 제거하는 데는 많은 병력과 자산 그리고 노력과 시간

을 기울려야 함으로 꼭 필요한 중요 포구와 기지를 선택적으로 제거하

거나 백제군이 설치해 놓은 강도 높은 거점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진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전사가(戰史家)들은 이런 선택적 공략과

우회적 전진방식을 개구리 뛰기(Leap frog), 혹은 섬 건너뛰기(Island

Hopping), 징검다리 뛰기, 와도전술(蛙跳戰術), 우회전술 이라 칭하고

있다.

더욱이 당나라 소정방은 짧은 기간(음력 6월 27일-음력 7월 10일)

내에 덕물도에서 진구까지 331km 거리를 연안으로 전진해야했기 때문

에 도서와 포구, 기지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또한 당

시 신라 수군은 서해연안 항해 시 평균항해속도 8.60 km/h 속도로 이

동했다. 일일 항해 가능시간은 8시간이었으며 일일 항해 가능 거리는

68.8km이었다. 이를 기준할 경우 당나라 수군은 4시간 또는 8시간 항

해한 후에 정박할 수 있는 중간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즉 평균 34km-68km마다 묘박할 수 있는 포구나 임시 집결 및 보급기

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백제군은 당나라 수군이 백제의 서해 연안을 따라 남진하고 있는 상

황 하에서 이들의 전진을 차단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이다. 하나는 백제 수군으로 하여금 당나라 수군이 해상으로 전진하

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제 육군으로 하여금 육상상륙

을 거부하거니 내륙으로 전진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백제군 수

뇌부들은 이를 위해 당시 서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백제의 諸 군현들

로 하여금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당나라 수군이 해당 군현지역에 상

륙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구리 뛰기

식 전진을 차단하고 나아가 군현지역의 내륙으로 전진하는 것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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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반면 당나라 수군은 서해 연안을 이동하면서 백제의 주요 포구 및

백제군 기지를 점령하고 이 곳에 당 수군의 중간 기지를 설치하면서

그 때마다 당나라군이 이 곳 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내륙으로 진출하거

나 해당지역과 사비성을 연결하고 있던 중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지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한편 백제군 수뇌부들도 당나라군이 특정 중간 기지를 점령할 때마

다 그 곳으로부터 내륙으로 진출하여 사비성 쪽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

닌가하는 의구심을 지녔을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백제군 수뇌부들은 당나라군이 해당 중간기지로부터

사비성 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통로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가능

성 있는 접근로 상에 중진(重鎭)을 설치하고 이 중진 외곽에 전초기지

를 설치하여 종심 깊은 방어지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1). 今당진만·구군 間 唐軍의 주요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今당진만·구군(構郡) 間 唐軍의 주요접근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나·제 양군 수뇌부들과 함께 연

합작전회의(음력 6월 21일 -23일)를 마치고 이어서 양군의 합의했던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덕물도에서 백강구의 기벌포를 향하여 병선을 전

개시켰을 것이다. 소정방 군이 이동하고자 했던 바다 길은 백제 서해안

을 연하여 발달되어 있던 연안해로였다. 「Ⅲ-2-나. 당나라 소정방 軍

의 德物島-白江口-津口 間 이동」에 의하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병선을 이끌고 덕물도에서 일단 동남쪽으로 하승봉도와 풍도, 대·소난

지도를 경유하여 오늘날 당진만 입구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당

진만은 서산 시 대산반도(大山半島)와 당진군 대호반도(大湖半島)와 석

문반도(石門半島) 사이에 큰 만곡을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 당진만은

백제 웅진주 관할 하에 있던 구군(構郡)〈일명 혜군(槥郡)〉 지역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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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해 있었다. 해수가 깊숙이 구군지역으로 들어와서 불규칙한 해안선을

이루고 있었고 썰물 때에는 물 꼴과 수로(水路) 이 외에는 대부분의

간석지는 갯벌을 들어내고 있다.

濟·唐 양군이 당진만(唐津灣)과 구군이 상호 접하고 있는 연안일대에

서 전개했던 군사활동은 「Ⅲ-2-다.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濟·唐 전투장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⓷ 번 기사와 같다. ⓷ 
번 기사에 의하면 당나라 수군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초 서해바다를

건너서 덕물도에 도착하였고 이곳에 머물면서 당진만으로 내려와 이곳

에 하륙(下陸)했다고 했다. 당군이 오늘날 당진(唐津)〈백제 벌수지현

(伐首只縣)〉에 하륙했다는 것은 백제 시대 벌수지현(伐首只縣)을 공략

하여 이곳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간 기지를 설치하였음을 뜻하는 것

이다. 당진은 당나라로 가는 백제의 사신과 교역을 하였던 사람들이 선

박을 타고 출발하였던 백제의 중요 기지였으며 백제 수군이 중시(重視)

했던 해상 활동의 중심지였다. 당나라 수군은 이러한 당진을 우선적으

로 공략하여 점령함으로써 이곳에 있던 백제 수군세력을 제거하고 막

대한 물자를 탈취하는 한편 동쪽으로는 今아산만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今가로림만(加露林灣)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다 길을 열고

자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군이 今당진만과 구군 일대의 배비를 소

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이곳 今당진만에서 사비성으로 향

할 수 있는 접근로를 따라 곧 바로 사비성 방향으로 공격하고자 하였

을 것이다.

당진만과 구군을 연하는 지역의 남쪽에는 마시산군(馬尸山郡)과 임존

성이 위치해 있고 임존성 남쪽 끝에 소부리군이 자리하고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연결하면 이 축선은 당진만-구군-마시산군-임존성-소부리군

을 잇는 일련의 회랑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을 중요 지형지물

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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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1. 今풍도(豊島)-今육도(六島)-今중육도(中六島)-今미육도(尾六島)-

今대난지도(大蘭芝島)-今소난지도(小蘭芝島)-今대오도(大烏島)-今초락서

(草落嶼)-今당진만 입구-今당진포(唐津浦)-今대산반도(大山半島)-今고개

정리(高蓋井里)-今진관(眞館)-今역천(驛川)-今당진(唐津)/벌수지현(伐首

只縣)/今아후산성(衙後山城)〈今충남 당진군(唐津郡) 당진읍(唐津邑) 읍

내리(邑內里)〉-녹운치(綠雲峙)-구군(構郡)〈今충남 당진군(唐津郡) 면

천면(沔川面) 성산리(城山里)〉-금물현(今勿縣)〈今충남 예산군(禮山郡)

고덕면(古德面) 대천리(大川里)〉-마시산군(馬尸山郡)〈今충남 예산군(禮

山郡) 덕산면(德山面) 읍내리(邑內里)〉)-오산현(烏山縣)〈今충남 예산군

(禮山郡) 예산읍(禮山邑) 예산리(禮山里)〉-今무한천(無限川)-임존성(任

存城)〈今충남 예산군(禮山郡) 대흥면(大興面) 동서리(東西里)〉-今광시

리(光時里)〈충남 禮山郡 光時面 光時里〉-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今

충남 청양군(靑陽郡) 청양읍(靑陽邑) 읍내리(邑內里)〉-今 금정리(金井

里)-今발온치(發溫峙)-今나팔치(羅叭峙)〈충남 夫餘郡 恩山面 羅嶺里〉-

今은산리(恩山里)〈충남 夫餘郡 恩山面 恩山里〉-今恩山川-부산성(浮山

城)〈今충남 夫餘郡 窺岩面 津邊里/높이96m 둘레 450m)〉-고성진(古省

津)〈今부여읍 구교리 古省津 구두래 나루〉-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이었다.

(나). 今당진만·구군 間의 주요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이 축선은 당나라 풍사귀 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6일(추정) 백제

의 今당진만으로 진입하여 벌수지현〈今당진〉을 공격(음력 6월 7일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당군의 활동과 관련이 있던 접근로였다. 이 축선

은 당시 당나라군이 今당진만-벌수지현-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

-임존성-고량부리현-今부산성을 경유하여 사비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로였다.

당나라군이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공격하고자 할 경우 백제에게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506 -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축선을 사용할 경우 해로를 따

라 먼 길을 우회하여 사비성으로 가기보다는 단거리 접근로를 이용하

여 사비성을 공략할 수 있었다.

당나라군이 당진만에서 벌수지현으로 진입하였을 때 백제 의자왕과

좌평 의직(義直), 달솔 상영(常永) 등은 당나라군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

의 주시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당나라군이 당진만-벌수지연-구군

-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현-今부산성을 경유하여 사

비성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

다. 그리고 당나라군이 이러한 접근로를 사용하여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축선 상에 백제군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이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임존(任存)

의 큰 목책을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地勢)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고 했다. 의자왕이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 항복한 이후, 백제의 남은 군사들이 저항하고 있

었던 임존성은 今당진만-벌수지연-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임존

성-고량부리현-今부산성-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상의 중간지점에 위치

해 있었다. 임존성은 성 둘레가 2,450m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산성

이었다. 모든 성은 성벽 위 여장(女墻)에 살받이터를 설치해 놓는데 이

를 타(垜)라고 칭하였다. 임존성에 설치되었던 일타(一垜)115)의 길이를

4m로 가정했을 경우 임존성은 여장에 612개의 타(垜)를 설치해 놓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로 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성전술(守成戰

術)에 의하면 수성군(守城軍)은 일타에 병력 이오(二伍)〈一伍는 5명이

고 二伍는 10명이다.〉를 배치시켰다. 이오의 병력을 배치하여 전투 시

115) 성벽 위에 나지막하게 설치되는 담장을 여장(女墻)이라고 칭한다. 여장에는 凸

자형의 구조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는 데 타구와 타구 사이를 일타(一

垜)라고 칭한다. 통상 일타에는 3개의 총안이 뚫려있다. 먼 곳으로 총을 쏠 수

있는 가운데 구멍을 원총안(遠銃眼)이라고 하고 좌우에 경사지게 뚫린 것을 근

총안(近銃眼)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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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오의 병력이 교대로 전투를 지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임존성은 612개

의 타(垜)를 지니고 있었음으로 守城에 최소한도 6120명 규모의 병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6120명은 여장의 타(垜)에 배치되어 오로지 전

투를 주 임무로 하는 병력 규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守城軍들은

이러한 전투 병력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인

력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었다. 전투병력 이외에도 전투지원 및 전투근

무지원 인력을 필요로 했음으로 守城에 요구되었던 병력은 이보다 훨

씬 많았을 것이다. 임존성은 다른 성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교통의 요

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주변에 여러 전초기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고 주변 전초기지에 병력을 배치시켰을 것이다. 임존성은 주변 전

초기지 병력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삼국

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이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임존(任存)의 큰

목책을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地勢)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고 했는데 이는 신라군이 임존성

주변의 전초 기지였던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

는 것이다.

임존성은 당나라군이 오늘날 당진만으로 진입하여 이 접근로를 이용

하여 사비성에 이르고자 할 경우 접근로 상에 위치한 관방시설 가운데

당나라군의 전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점이었으며 최후의

관문에 해당하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나라군에게 임존

성을 점령당하면 사비성이 곧바로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

군 수뇌부는 당나라군이 당진만과 벌수지현을 경유하여 이 축선을 따

라 사비성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곳에 부

대 및 병력을 배비하였을 것이다.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임존성에

서 저항했던 백제의 남은 군사들은 당나라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

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배치시킨 병력들이

었을 것이다.

상기 기사 ⓷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나라군이 벌수지현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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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것은 아산만과 가로림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다 길을 열고 벌

수지현 內에 위해 있던 백제의 수군기지를 제거하며 이곳에 백제군이

비축해 놓은 군수물자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전술적 측면에서는 당나라군이 自軍의 주공방향을 기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나라군이 벌수지현을 공격한 것은 마치 벌수지

현을 경유하여 사비성을 공략할 것처럼 기세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

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백제군 수뇌부가 이곳 접근로 상에 병력과 부

대를 배치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제군의 수뇌부

는 당나라군의 기만적 양공(陽攻)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존성에 결과적

으로 많은 병력을 배치시켰다.

전략적 측면에서 백제군 수뇌부들이 임존성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사비성 동쪽과 남쪽 방면의 수비를 강화하기보다 사비성 북쪽 방면의

수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였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좌평 흥수는 백강구의 기벌포와 탄현 방향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사비성 북쪽과 서쪽

방면보다는 동쪽과 남쪽 방면의 수비 즉 기벌포와 탄현 방면의 수비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백제의

대신들은 흥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백제의 대신들은 “흥수는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

게 하여 강의 흐름에 따라 배를 나란히 가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오게 하여 소로(小路)를 따라 말을 나란히 몰 수 없

게 합시다. 이때에 군사를 풀어 공격하게 하면 마치 닭장에 든 닭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의자왕은

이 말을 따랐다. 대신들은 羅·唐 군이 만약 백강구 기벌포와 탄현으로

들어 올 경우라도 그곳이 매우 천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병력

을 배치하여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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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今아산만·구군 間 唐 軍의 주요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今아산만·구군(構郡) 間 唐軍의 주요접근로

당나라 풍사귀의 제1서단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6일(추정) 덕물도에

서 今당진만으로 내려와 今당진포성에 상륙하였고 음력 6월 7일(추정)

백제의 벌수지현을 공략하고 이곳에 중간 기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당진만을 석권함과 동시에 아산만으로 들어갔다. 당시 아산만에

는 백제의 군량 창고가 있었다. 당나라군은 아산만 內 백제군의 군량을

탈취하고 아산만 일대의 백제 수군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이다. 당

나라 수군이 오늘날 당진만에서 나와 서남쪽의 今가로림만을 거쳐 서

남쪽으로 진출한 다음에 백강구 기벌포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당진만 동측 배후에 위치해 있던 今아산만을 군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아산만은 지리적으로 백제의 구군과 접하고 있었다. 濟·唐 양

군이 오늘날 아산만(牙山灣)과 구군(構郡)이 상호 접하고 있던 연안일

대에서 전개했던 군사활동은 「Ⅲ-2-다.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濟·唐 전투장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⓸ 번 기사와 같다.
⓸ 번 기사에 의하면 「백제는 서기 660년 전쟁 당시 구군이 관할하
고 있던 석두성(石頭城) 동쪽에 창고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즉 석두성

동쪽 마을이었던 백제의 가리저(加里渚)〈고려시대 加里渚 部曲〉 창고

에 곡식을 쌓아두고 수군의 식량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唐

顯慶 연간에 唐兵이 바다를 건너오자 난리로 인하여 창고가 폐지되었

다가, 신라가 이 지역을 다시 평정하자 다시 창고를 석두성 옛 자리에

설치하고, 또 客館을 구군(構郡)〈一名 槥郡〉의 동쪽에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이 곳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으니 백성들이 이를 숙관(稤館)이라

불렀다. 신라 때는 당나라 선박을 타고 왔던 당나라 使臣과 商貨들도

대부분이 이 숙관을 통하여 출입하였다. 신라인으로 入朝하는 일로 갔

116)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의자왕(義慈王) 二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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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돌아오는 자들도 모두 이 곳을 이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후 가

리저를 大津〈今충남 唐津郡 松嶽面 富谷里(部曲里) 漢津〉이라 불렀

다.117)」고 했다.

오늘날 아산만과 구군을 연하는 지역의 남쪽에는 마시산군(馬尸山郡)

과 임존성이 위치해 있고 임존성 남쪽 끝에 소부리군이 자리하고 있었

다. 양쪽 끝 지점을 연결하면 이 축선은 今아산만-가리저-구군-마시산

군-임존성-소부리군을 잇는 일련의 통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

을 중요 지형지물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접근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22. 今당진만-今당진포(唐津浦)-今대오도(大烏島)-今석문각(石門角)-

今국화서(菊花嶼)-今웅포리(熊浦里)-今성구미리(城九尾里)-今내도(內島)-

가리저부곡(加里渚)〈今충남 唐津郡 松嶽面 富谷里(部曲里) 漢津〉-今

석교리(石橋里)-今후곡리(後谷里)-今기지시리(機池市里)-今삽교리(揷橋

里)-今옥호리(玉湖里)-한량리(閑良里)-구군(構郡)〈今충남 당진군(唐津

郡) 면천면(沔川面) 성산리(城山里)〉-今장기(長機)-今마치(馬峙)-今마교

리(馬橋里)-금물현(今勿縣)〈今충남 예산군(禮山郡) 고덕면(古德面) 대천

리(大川里)〉-今송정리(松亭里)-今하평리(下平里)-마시산군(馬尸山郡)

〈今충남 예산군(禮山郡) 덕산면(德山面) 읍내리(邑內里)〉-今역리(驛

里)-今삼교리(揷橋里)-今효림리(孝林里)-今원평리(元坪里)-今주교리(舟橋

里)-오산현(烏山縣)〈今충남 예산군(禮山郡) 예산읍(禮山邑) 예산리(禮山

里)〉-今탄부동(炭釜洞)-今무한천(無限川)-今노동리(蘆洞里)-今후사리(後

寺里)-今도접리(道接里)-임존성(任存城)〈今충남 예산군(禮山郡) 대흥면

(大興面) 동서리(東西里)〉-今갈산리(葛山里)-今광시리(光時里)〈충남 禮

山郡 光時面 光時里〉-今화암리(花岩里)-今녹평리(綠平里)-今저치리(苧

峙里)-今아리(阿里)-今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今충남 청양군(靑陽郡)

117) 增補文獻備考》권33, 輿地考, 關防 9, 海防 3, 忠淸道 沔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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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靑陽邑) 읍내리(邑內里)〉-今신역리(新驛里)-今금정리(金井里)-今

발온치(發溫峙)-今나팔치(羅叭峙)〈충남 夫餘郡 恩山面 羅嶺里〉-今조령

리(鳥嶺里)-今은산리(恩山里)〈충남 夫餘郡 恩山面 恩山里〉-今恩山川-

今부산성(浮山城)〈今충남 夫餘郡 窺岩面 津邊里/높이96m 둘레 450m)〉

-今고성진(古省津)〈今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古省津 구두래 나루〉

-今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이었다. 이 접근로는 今당진만-구군-마시산군-

임존성-소부리군을 잇는 접근로와 대부분 동일하다.

(나). 今아산만·구군 間의 주요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당나라군이 서기 660년 음력 6월 백제의 아산만으로 진입하여 가리

저(加里渚)〈今충남 唐津郡 松嶽面 富谷里(部曲里) 漢津〉을 공격하였

는데 이 축선은 이러한 당군의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접근로였다. 당시

당나라군은 今아산만-가리저-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임존성-고

량부리현-今부산성을 잇는 이 축선을 따라 언제든지 사비성으로 진입

할 수 있었다.

당나라군이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공격하고자 할 경우 백제에게

커다란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 당나라군이 아산만에서 가리저를 공격

하였을 때 백제 의자왕과 좌평 의직(義直), 달솔 상영(常永) 등은 당나

라군이 아산만에 진입하였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당나라군이 今아산만-가리저-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

현-임존성-고량부리현-今부산성을 경유하여 사비성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당나라군이

가리저에 상륙하여 이 접근로를 따라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축선 상에

백제군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이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임존(任存)

의 큰 목책을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地勢)가 험하여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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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고 했다. 의자왕이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 항복한 이후, 백제의 남은 군사들이 저항하고 있

었던 임존성은 今아산만-가리저-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임존성

-고량부리현-今부산성-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상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당나라군에게 임존성을 점령당하면 사비성이 곧바로 위태로

워 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군 수뇌부는 당나라군이 今아산만과 가리

저를 경유하여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곳에 부대 및 병력을 배비하였을 것이다. 서기 660

년 음력 8월 26일 임존성에서 저항했던 백제의 남은 군사들은 당나라

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배치시킨 병력들이었을 것이다.

(3). 今가로림만·기군(其郡) 間 唐軍의 주요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今가로림만·기군 間 唐軍의 주요접근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今당진만과 벌수지현, 今아산만, 가리저를

점령한 다음에 방향을 정 반대로 바꾸어 今비경도 서쪽의 今흑어도-今

황금산 쪽으로 이동하여 今가로림만 만구(灣口)에 위치해 있던 今독곶

리(獨串里)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今독곶리는 조선 수군이 今가로림만

(加露林灣) 수비하기 위해 舊 평신진(平薪鎭)〈今충남 서산시(瑞山市)

대산읍(大山邑) 독곶리(獨串里) 朝鮮水軍基地〉을 설치하였던 곳이었

다. 舊평신진은 今가로림만 입구에서 灣 內外로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

하는데 유용했던 기지였다. 조선시대 수군기지였던 舊평신진을 거쳐 灣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今우도(牛島)-今파지도(波只島)〈舊 수군기지〉

-今율도(栗島)-今호리(虎里)-今솔삼저수지-今어은동(漁隱洞)-今진장리

(榛墻里)-今굴포골(掘浦골)에 이를 수 있었다. 이곳 가로림만은 백제의

기군(其郡)〈今瑞山市〉과 접하고 있었다. 오늘날 굴포골에 상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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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 10km를 이동하면 기군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리고 今굴포골에

서 동쪽으로 7km를 이동하면 성대혜현(省大兮懸)〈今泰安邑〉에 이를

수 있었다.

한편 今굴포골에서 今고성리를 거쳐 남쪽으로 3km를 이동하면 今인

평저수지에 이를 수 있었다. 今인평저수지는 舊 인평천이었으며 今인평

천은 今적돌강(積乭江)을 거쳐서 今천수만에 이를 수 있다. 이곳 今굴

포는 고려 인종 12년(서기1134년), 의종 8년(1154년), 공양왕 3년(서기

1391년) 그리고 조선 태종 13년(서기1413년)에 17리 거리(17리 가운데

10여리를 굴토 완료)를 굴토하여 인공운하를 설치하려 했던 곳이었다.

오늘날 今안흥진 앞 바닷길은 격랑이 심하고 바위가 산재해 있어 해난

사고가 잦았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은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좁은 회랑(폭 17리 정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운하를 뚫어서 선박들

을 우회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신평진을 거쳐 灣 안쪽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

면 今우도(牛島)-今분점도(盆店島)-今응도(鷹島)-今제도(齊島)-今도원리

(桃源里)에 이를 수 있었다. 今도원리에서 동쪽으로 1km 이동하면 부성

산성(富城山城)〈今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둘레 529m)〉에 이를 수

있었다. 오늘날 부성산성이 지육현(知六縣)〈今충남 瑞山市 地谷面〉의

치소였을 것이다. 지육현에서 남쪽으로 12km를 이동하면 기군에 이를

수 있었다.

가로림만의 제반 해로 및 해방(海防) 시설, 제군현을 연결하고 있던

이동로를 고려하여 하여 당나라군이 今독곶리 舊신평진을 점령하였을

경우, 가로림만을 수군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굴포를 거

쳐 육상으로 기군과 성대혜현, 지육현을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한 굴포를 거쳐 육상으로 3km정도 남쪽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천수만

북안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濟·唐 양군이 今가로림만과 기군이 상접하고 있는 연안 일대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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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했던 군사활동은 삼국사기 등 기록에 전하는 바가 없다. 다만 今가로

림만은 백제의 기군, 성대혜현, 지육현을 灣內에 깊숙이 감추고 있었는

데 당나라 수군이 가로림만 內 포구들과 백제수군 기지들을 그대로 방

치하거나 우회할 경우 백제의 기군에 근거지 두고 있던 백제 수군들로

부터 당나라 수군은 해상병참선을 위협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수군은 덕물도-今당진만-今가로림만-今천수만-기벌포

로 이동하면서 가로림만을 석권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나라 수군의 후방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今가로림만(加露

林灣)에서 今천수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다 길을 열수 있었을 것이

다. 그리고 백제군이 가로림만과 기군 일대의 배비를 소홀히 할 경우

이 곳에서 사비성을 향하여 곧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로림만과 기군이 상접하고 있던 지역의 동남쪽에는 오늘날 해미읍

성과 마시산군〈今禮山郡 德山面〉, 오산현〈今禮山邑〉 임존성이 위치

해 있고 임존성 남쪽 끝에 사비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양쪽 끝 지점을

연결하면 이 축선은 今가로림만-기군-마시산군-임존성-소부리군을 잇

는 일련의 회랑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축선을 중요 지형지물과 결

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23. 今풍도(豊島)-今대난지도(大蘭芝島)-今소난지도(小蘭芝島)-今

대오도(大烏島)-今흑어도(黑魚島)-今황금산(黃金山)-今독관리(獨串里)-

舊신평진(平薪鎭)-今우도(牛島)-今파지도(波只島營)〈舊수군기지〉-今율

도(栗島)-今호리(虎里)-今솔삼저수지-今어은동(漁隱洞)-今진장리(榛墻

里)-今굴포골(掘浦골)-기군(其郡)〈今瑞山市 瑞山邑 邑內里〉-今해미읍

성-今대치(大峙)-마시산군(馬尸山郡)〈今禮山郡 德山面 邑內里〉-오산

현(烏山縣)〈今禮山郡 禮山邑 禮山里〉-今무한천(無限川)-임존성(任存

城)〈今禮山郡 大興面 上中里 산8 鳳首山〉-今광시리(光時里)〈今禮山

郡 光時面 光時里〉-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今靑陽郡 靑陽邑 邑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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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今금정리(金井里)-今발온치(發溫峙)-今나팔치(羅叭峙)〈今夫餘郡

恩山面 羅嶺里〉-今은산리(恩山里)〈今夫餘郡 恩山面 恩山里〉-今恩山

川-今부산성(浮山城)〈今夫餘郡 窺岩面 津邊里/높이96m 둘레 450m〉-

今고성진(古省津)〈今 부여군(扶餘郡) 부여읍( 扶餘邑) 구교리(舊校

里) 고성진(古省津) 구두래 나루〉-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이었다.

(나). 今가로림만·기군 間의 주요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당나라군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백제의 가로림만으로 진입하여 舊

신평진-今파지도-今굴포골-기군-今해미읍성-마시산군-오산현-今무한

천-임존성-今광시리-고량부리현-今금정리-今발온치-今은산리-今恩山

川-今부산성-今고성진-사비성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으로 진입

할 수 있었다.

당나라군이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공격하고자 할 경우 백제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었다. 당나라군이 가로림만으로 진입하

였을 때 백제 의자왕과 좌평 의직(義直), 달솔 상영(常永) 등은 당나라

군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당나라군이 今

가로림만-舊신평진-今굴포골-기군-마시산군-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

현-今발온치-今은산리-今부산성-今고성진-사비성 방향으로 공세를 취

하려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당나라군이 今

굴포골에 상륙하여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방향으로 접근해 올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

록 이 축선 상에 백제군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이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임존(任存)

을 공격하였다.」고 했다. 의자왕이 서기 660년 은ㅁ력 7월 18일 항복

한 이후, 백제의 남은 군사들이 저항하고 있던 임존성은 今굴포골-기군

-今해미읍성-마시산군-오산현-今무한천-임존성-今광시리-고량부리현-

今금정리-今발온치-今은산리-今恩山川-今부산성-今고성진-사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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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접근로 상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당나라군에게 임존성을 점령당하면 사비성이 곧바로 위태로

워 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군 수뇌부는 당나라군이 今가로림만과 今

굴포를 경유하여 이 축선을 따라 사비성을 목표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

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곳에 부대 및 병력을 배비하였을 것이다.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임존성에서 저항했던 백제의 남은 군사들은 당나

라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하

여 사전에 배치시킨 병력들이었을 것이다.

(4). 기벌포·설림군·시산군 間 唐 軍의 주요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

(가). 기벌포·설림군·시산군 間 唐軍의 주요접근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오늘날 가로림만을 석권한 다음에 안흥만,

천수만, 결성만, 오천만, 보령만, 웅천만, 비인만, 장구만을 지나 백강구

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백강구(白江口)는 오늘날 금강구(錦江口)이다.

백강구는 백강의 물이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河口를 뜻하고 있

다. 백제 당시에는 웅진〈今公州〉 앞의 강을 웅진강이라 하였고 사비

성 앞강을 백강, 그리고 기벌포 앞을 백강구라 칭하였다. 이 강물은 웅

진의 우협(右夾)을 끼고 돌아서 백제의 사비성에 이르고 다시 진구(津

口)〈今江景邑〉의 우협을 끼고 서남진하여 백강구의 기벌포(伎伐浦)

〈今충남 舒川郡 長項邑 長岩洞 長巖鎭城〉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물

길은 백강 기벌포로부터 진구-사비성-웅진성과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

음으로 백강구는 바다에서 사비성으로 들어가는 水路 상의 관문이었다.

백강구는 대규모의 선박이 동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하

폭이 넓은 편이었다. 오늘날 장항항 남안의 전망산(前望山)과 군산 북

안의 점방산(店方山) 사이의 하폭 길이는 2.8km 거리이다. 이 넓은 하

구 사이를 바다의 조수가 넘나들고 금강의 물이 바다로 흐르고 있다.

오늘날 금강구에서는 썰물 때, 바다물이 빠져 나가는데 이런 썰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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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망산에서 서쪽 입우도(立牛島)까지 8km 정도의 길고 넓은 갯

벌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갯벌사이로 흐르는 바다 물은 수심이 깊은 물골을 따라 여전

히 폭 1km 정도의 수로를 형성하고 있어 선박들은 이 물길을 따라 금

강 하구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오늘날 이 물길은 간조 때에도 장항

의 전망산(前望山)과 군산의 점방산(占方山), 그리고 장항항(長項港)

〈今충남 舒川郡) 長項邑 新昌里〉, 군산항(群山港)〈今전북 群山市 장

미동(藏米洞)〉 앞까지 이어져 수로를 형성하고 있다. 백제 당시에도

오늘날 처럼 백강구의 西岸과 東岸의 일부 포구에는 썰물 때에도 바다

물이 환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 또는 당나라의 병선과 선박들은

밀물과 썰물에 관계없이 백강구의 포구에 출입할 수 있었고 항시 접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소정방과 김인문 등은 바

다를 따라 기벌포에 들어왔으나 해안의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자

버드나무로 엮은 자리를 펴 군사들을 나아가게 하였다.」고 했다.118)

이는 당나라 수군이 썰물 때 백강구에 도착했지만 밀물을 기다리지 않

고 갯벌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기벌포에 상륙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서기 660년에도 오늘날

처럼 병선과 선박들이 썰물 때에도 수로를 이용하여 백강구의 남안과

북안에 접안할 수 있었다.

고대 선박들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江口를 통하여 내륙으로 들어

가고자 할 경우 우선 江口에서 멀지 않은 부근 島嶼에 도달한 다음에

밀물 때를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즉 沿岸 여건상 썰물 때에 선박이 江

口에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서에서 밀물 때를 기다렸다가 바닷

물이 들어오면 강구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만약 수군이 인근 도서에서

대기했다가 강구를 거쳐 곧바로 내륙으로 들어 가려할 경우 6시간 12

118) 삼국유사 卷第四十二 列傳 第二 김유신(金庾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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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마다 바뀌는 조간만 시간을 맞추어야 함으로 하루에 한번정도 그 기

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방자가 江口에 수군을 배치해 놓았다면 공자

는 강구의 적을 제거하고 여기에 중간기지를 설치해야만 지속적으로

강구내로 병력을 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벌포처럼 썰물 때도 병선

이 포구에 접안을 할 수 있을 경우 내륙으로 진입하는 것은 상대적으

로 제한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江口의 포구를 공자가 점령했을

경우 공자는 썰물과 관계없이 강구에서 병력을 내륙으로 수월하게 이

동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백강구의 北岸에는 설림군(舌林郡)〈今 舒川郡 舒川邑〉이 위치해 있

었고 南岸에는 마서량현(馬西良縣)〈今 群山市 沃溝邑〉이 위치해 있었

다. 濟·唐 양군이 백강구와 설림군, 마서량현에서 전개했던 군사활동은

「Ⅲ-2-다.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濟·唐 전투장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⓵번 ⓶번 기사와 같다.
백강구에서 동북쪽으로 수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백강과 여러 개의

군현들이 상접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北

岸의 경우 설림군, 마산현(馬山縣)〈今舒川郡 韓山面〉, 가림군(加林郡)

〈今扶餘郡 林川面〉 등이 백강과 상접해 있었다. 그리고 南岸의 경우

마서량현〈今 群山市 沃溝邑〉, 시산군(屎山郡)〈今群山市 臨陂面〉,

감물아현(甘勿阿縣)〈今益山市 咸羅面〉, 가지내현(加知奈縣)〈今論山

市〉 등이 백강과 상접해 있었다. 백강에서 사비성까지의 수로는 북안

과 남안에 위치해 있던 군현들이 관할하고 있던 포구들을 경유하는 물

길로 이어지는 축선이었다. 이 축선을 중요 지형지물과 결부시켜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22. 백강구(白江口)-今전망산(前望山)-舊장암진성(長巖鎭城)〈今舒

川郡 長項邑 長岩里〉-今위포(蝟浦)-今직천(直川)-今옥포(玉浦)-今나포

리(羅浦里)-今웅포리(熊浦里)-今검성리(檢城里)-今입포리(笠浦里)-今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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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七山里)-今운주포(雲主浦)-今황산진(黃山津)-今량정(凉亭)-今주교

(舟橋)-今논산천(論山川)-今진구(津口)〈今강경(江景)〉-今고성진(古省

津)-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이었다.

(나). 기벌포·설림군·시산군 間의 주요접근로 上, 백제군 부대배치

당나라 병선들이 서해 바다로부터 백강을 거슬러서 사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강구를 경유해야 했다. 백강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병선도 진구 또는 사비성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강구

는 피아 모두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당나라 수군이 백강구를 지나 江口로 부터 수로를 따라 백강을

44km 거슬러 올라가면 진구(津口)〈今論山市 江景邑〉에 이를 수 있었

다. 한편 나·당 양군의 수뇌부들은 음력 7월 10일 진구에서 상호부대들

을 연결시키기로 덕물도에서 이미 합의했었다. 당나라 수군이 백강구를

지나 진구에서 신라군과 만날 경우, 나·당 양군은 우세한 병력을 사비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다.

반면 백제군이 백강구에서 당나라군이 백강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

하지 못하면 나·당 군이 진구에서 상호연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나아가 나·당 양군이 절대 우세한 병력으로 사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 사실상 백제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나라군이 백강구를 점령하였을 경우, 곧바로 수로를 따라

진구로 갈 수 있었고 진구에서 지체없이 사비성을 위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백제군 수뇌부들은 당나라가 수군들이 만약 백강구 기벌포

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백강구에 백제군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날(음력 7월 9일)에 소정방은 부총관(副摠

管)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伎伐浦)에 도착하여 백제의 군사를 만나

맞아 싸워서 크게 깨뜨렸다.」고 했다. 당시 기벌포를 지키고 있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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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군사들은 당나라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 쪽으로 공세를 펼

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이 사전에 배치시킨 병력들이었

을 것이다.

3. 羅·唐 연합군의 전개와 백제군의 전략배비

가. 나·당 연합군의 전개

(1). 신라군의 전개

(가). 신라군,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시 보유부대

신라군의 부대이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경신년 對 백제

전쟁 時, 신라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투부대의 명칭과 이들 부대들이

평시에 주둔해 있었던 주둔지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부대

들이 주둔지를 떠나 경유했던 경로 또는 중간집결지와 이들 부대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를 밝혀야 한다.

필자는 신라군이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時, 보유하고 있던 부대에

대하여 [도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연구를 해 놓은 바가 있다. 신

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時, 육정급(六停級) 부대 7개를 보유하

고 있었다. 육정급 부대는 대당, 상주정,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하주

정, 귀당 등 이었다.

그리고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서당과 낭당 등 구서당급(九誓幢

級) 부대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은 구서당

급 9개 부대 가운데 삼국통일 이전에 서당, 낭당을 창설하였고 삼국통

일 이후에 나머지 7개 부대를 창설하였다.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사천당과 급당 등 사천당급 부

대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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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2. 서기 660년 신라군 보유부대 및 병력 수, 주둔지119)

구분 부대명칭 병력 수 관할지 치소(治所) 및 주둔지

1 대당(大幢) 4763 명 王京 今경북 慶州 南山洞 金鰲山

2 상주정(上州停) 3753 명 上州 今경북 상주시(尙州市) 屛城洞

六停級 3 한산정(漢山停) 4555 명 南川州 今경기 河南市 春宮洞

(23713명) 4 우수정(牛首停)120) 3547 명 牛首州 今강원 春川市 牛頭洞

5 하서정(河西停) 3547 명 河西州 今강원 江陵市 玉泉洞 濊國古城

6 하주정(下州停) 3548 명 押督州 今경북 경산시 押梁面 押梁里121)

7 귀당(貴幢) 3753 명 上州 今今경북 尙州市 牟東面 今突城

九서당급 8 서당(誓幢) 5762 명 王京 今경북 경주(慶州) 西岳洞

(11324명) 9 낭당(郎幢) 5562 명 王京 今경북 경주(慶州) 普門洞

四千幢급 10 급당(急幢) 4325 명 南川州 今충북 鎭川郡 鎭川邑 都堂山城

(8650명) 11 사천당(四千幢) 4325 명 南川州 今경기 南楊州市 榛接邑 內閣里

12 음리화정(音里火停) 3017 명 上州 今경북 尙州市 靑里面 靑下里

13 삼량화정(參良火停) 3017 명 押督州 今경북 達城郡 玄風面 釜里

十停級 14 소삼정(召參停) 3017 명 押督州 今경남 咸安郡 郡北面 院北里

(21119명) 15 남천정(南川停) 3017 명 南川州 今경기 利川市 夫鉢邑 馬岩里

16 골내근정(骨乃斤停) 3017 명 述川郡 今경기 驪州市 陵西面 新池里

17 벌력천정(伐力川停) 3017 명 朔州 今강원 洪川郡 洪川邑 希望里

18 이화혜정(伊火兮停) 3017 명 河西州 今경북 靑松郡 安德面 明堂里

三千幢급 19 백관당(百官幢) 3000 명 全國 30개 郡縣지역에 100명씩 배치

 (6000명) 20 사자금당(獅子衿幢) 3000 명 王京 今경북 경주(慶州) 仁王洞 月城

弓尺幢급 21 한산주궁척당(弓尺幢) 1500 명 南川州 今경기 河南市 春宮洞

(3000명) 22 하서주궁척당(弓尺幢) 1500 명 南川州 今경기 河南市 春宮洞

軍師幢급 23 군사당(軍師幢) 1003 명 王京 今경북 慶州市 仁王洞 月城

24 노당(弩幢) 15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市 屛城洞

四設幢급 25 운제당(雲梯幢)  6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市 屛城洞

26 충당(衝幢) 12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市 屛城洞

27 석투당(石投幢) 12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市 屛城洞

28 경여갑당(京餘甲幢) 1500 명 王京 王京부근 15곳에 100명씩 배치

29 소경여갑당(小京餘幢) 1600 명 中原京 今충북 충주시 可金面 塔坪里

餘甲幢급 30 여갑당(餘甲幢) 1500 명 全國 15개 郡縣지역에 100명씩 배치

31 외여갑당(外餘甲幢) 5200 명 全國 30개 郡縣지역에 100명씩 배치

法幢급 32 법당(法幢) 1500 명 全國 15개 郡縣지역에 100명씩 배치

33 외법당(外法幢) 5100 명 全國 51개 郡縣지역에 100명씩 배치

罽衿幢급 34 계금당(罽衿幢)  611 명 南川州 今今경기 河南市 春宮洞

호종부대 35 시위부(侍衛府)  180 명 王京 今경북 慶州 仁王洞 月城

수군부대 36 수군(水軍) 9100 명 南川州 述川城 浦口에서 德物島로 이동

합계 36개 부대
109353

명
全國 6개 州 189개 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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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기 660년 신라 및 백제군의 평시 부대배치

119) 윤일영, [신라 對 백제 전 時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사천당
편제 병력수」대전대학교 「군사학 연구」, 2007.12. 594페이지

120)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 선덕왕 6년(서기637년)에 우수주(牛首州)를 설치하였다. 태종무
열왕 2년(서기655년) 10월에 우수주에서 흰사슴을 바쳤다. 이에 따라 신라는 660년 우수주

에 우수정 두고 있었다. 우수주의 치소는 오늘날 춘천시 우두동(牛頭洞)이다. 우수동에 우

두산(牛頭山 :133m)이 있고 신라시대 우두사가의 유지가 있다.

121) 진흥왕 16년(555년)에 比斯伐(今창녕)에 설치하였다. 565년 치소를 대야(今합천)으로 이전했다. 선덕
왕 11년(선기 642년) 경산 압량면으로 이전했다. 서기 661년 대야(今합천)로 다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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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은 진평왕 13년(서기 591년)에 사천당(四千幢)을 설치하였

고122) 진평왕 27년(서기 605년)에 급당(急幢)을 창설하였다.123) 사천당

은 4325명의 편제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124) 사천당의 평시 주둔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榛接邑) 내각리(內閣里)이었다. 사천당의 주둔

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군은 경덕왕 16년에 한산주(漢山州)의

예하 주군현(州郡縣)의 명칭을 일부 바꾸었는데 남천현(南川縣)을 황무

현(黃武縣)으로, 골내근현(骨乃斤縣)을 황효현(黃驍縣) 또는 황려현(黃

驪縣)으로, 금물노군(今勿奴郡)을 흑양군(黑壤郡) 또는 황양군(黃壤郡)

으로, 골의노현(骨衣奴縣)을 황양현(荒壤縣)으로 고쳤다. 황무현에는 금

색(衿色)이 황색(黃色)이었던 남천정을 두었고 황효현에는 금색이 황색

(黃色)이었던 골내근정을 두었다. 황양군(黃壤郡)에는 금색이 황록(黃

綠)이었던 급당(急幢)을 두었고(추정), 황양현(荒壤縣)에는 금색이 황흑

(黃黑)이었던 사천당(四千幢)을 두었다.(추정) 신라는 주군현의 명칭을

개명하는 과정에서 금물노군의 황양군(黃壤郡)과 골의노현의 황양군(荒

壤縣)의 縣名에 黃과 荒을 冠하여 칭하였다.

참고로 신라가 황양군(黃壤郡)과 황양군(荒壤縣)에 배치하였던 부대

들(급당, 사천당)의 금색은 모두 황색이었다. 신라군은 당시 부대의 금

색을 기준하여 縣名을 작명하였던 관례에 따라 이 2곳의 縣名에도 黃

을 冠하여 지명을 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2 곳

의 지명이 모두 동일한 황양군((黃壤郡)이 되어 행정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라는 縣名에 黃과 荒을 冠하여 황양군

(黃壤郡)과 황양군(荒壤縣)으로 개칭하였을 것이다. 황양군(荒壤縣)의

荒은 黃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황양군(荒壤縣)의 縣名은 衿色이 황색이

었던 부대의 명칭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122) 삼국사기 卷 第四十 雜志 第九 무관(武官) 四千幢. 眞平王十三年置. 衿色黃黒

123) 삼국사기 卷 第四十 雜志 第九 무관(武官) 急幢. 眞平王二十七年置. 衿色黃綠.

124) 윤일영, [신라 對 백제 전 時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사천당 편제 병력수」대전대학교 「군사학 연구」, 2007.12. 58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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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은 금색이 황색이었던 모든 부대를 한산주에 배치하고 있었다.

서기 660년 당시 한산주에 배치시켰던 황색 부대는 한산정〈黃靑〉, 남

천정〈黃〉, 골내근정〈黃〉, 급당〈黃綠〉, 사천당〈黃黑〉 등 5개 부

대였다. 그리고 한산주 內 금색(衿色)을 冠하여 縣名으로 사용하고 있

던 縣은 황무현(黃武縣), 황효현(黃驍縣), 황양군(黃壤郡), 황양현(荒壤

縣) 등 4개였다. 한산주에는 한산정〈黃靑〉이, 황무현(黃武縣)〈今경기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에는 남천정이, 황효현(黃驍縣)〈今경기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城址〉에는 골내근정〈黃〉이, 황양군(黃壤郡)〈今충북

진천군 진천읍〉에는 급당이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황양현(荒

壤縣)〈今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는 당연히 사천당이 자리

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십정급(十停級) 부대 7개를 보

유하고 있었다. 신라는 삼구 통일이후 십정급부대 10개를 보유하고 있

었는데 7개를 통일 이전에 창설했고 3개를 통일 이후 에 창설했었다.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신라가 보유했었던 7개 10정급 부대들의 명

칭은 다음과 같다. 즉 음리화정, 삼량화정, 소삼정, 남천정, 골내근정,

벌력천정, 이화혜정 등이었다. 십정급부대 가운데 나머지 고량부리정

(古良夫里停), 거사물정(居斯勿停),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등 3개 부대

는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창설하였던 부대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신라군은 군사당(軍師幢)을 진평왕 26년(서기 604년)에

만들었다.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을 수행할 당시 보유하였다. 신라군은

군사당 1개를 왕경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를 삼천당과 함께 왕궁을

경비하도록 하였다. 신라군은 백관당(百官幢), 사설당(四設幢)이었던 노

당(弩幢), 운제당(雲梯幢), 충당(衝幢), 석투당(石投幢) 등을 법흥왕 대에

설치하였는데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을 수행할 당시에도 백관당과 사

설당을 보유하였을 것이다.

신라군은 한산주궁당(漢山州弓幢)을 진평왕 13년(서기 591년)에 설치

하였고 하서주궁당(河西州弓幢)을 진덕왕 6년(서기 652년)에 설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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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궁술전문부대(弓術專門部隊)였

던 한산주궁당(漢山州弓幢)와 하서주궁당(河西州弓幢)을 보유하였을 것

이다.

아울러 신라는 향토방위부대로서 경여갑당(京餘甲幢), 소여갑당(小餘

甲幢), 여갑당(餘甲幢), 외여갑당(外餘甲幢), 법당(法堂), 외법당(外法堂)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는 계금당(罽衿幢)을 무열왕 1년(서

기 654년)에 창설125)하였다. 따라서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쟁

時, 계금당을 보유하였다. 또한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쟁 時,

왕의 숙위(宿衛)와 호종(扈從)을 주 임무로 하였던 시위부(侍衛府)와 왕

궁 경비를 주 임무로 하였던 사자금당(獅子衿幢)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나·제 전쟁 時 100척의 병선을 서해에 투입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전시 대규모 수

군(水軍)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라는 [도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을 수행할

당시 전국 6개 州 189개 縣에 총 36개의 부대와 109353명의 병력을 보

유하였다.126) 참고로 신라는 통일 이전에 상주(上州)에 30개현, 양주(良

州)에 34개현, 대야주(大耶州)에 27개현, 한산주에 46개현, 우수주에 27

개현, 하서주에 25개현 등 189개현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신라군,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시 투입부대

신라군의 부대이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時,

투입하였던 전투부대의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필자는 신라군이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전쟁에 투입하였던 부대에 대하여 [도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연구를 해 놓은 바가 있다. 신라군이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전장에 투입하였던 부대는 20개 부대였다.

125) 삼국사기 권 제40 잡지 제9 직관하 무관 범군호 罽衿幢 太宗王 元年置 衿色罽

126) 상게서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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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이 서기 660년 나·제 전쟁 당시 보유했던 전투부대 가운데 제

병과 협동구조로 편성을 유지한 가운데 장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부대는 육정급 부대와 구서당급 부대, 사천당급 부대였다.

도표 23. 서기 660년 신라군 투입부대 및 병력 수, 주둔지127)

 구분 부대명칭 병력 수 관할지 치소 및 주둔지

1 大幢 4763 명 王京 今경북 慶州 南山洞 金鰲山 南山新城

六停급 2 上州停 3753 명 上州 今경북 尙州 屛城洞 屛城山城

3 下州停 3548 명 大耶州 今慶北 慶山 押梁面 押梁里 獐山城

4 貴幢 3753 명 上州 刀良縣 今경북 尙州 牟東面 壽峯里 今突城

九誓幢급 5 誓幢 5762 명 王京 今경북 慶州 西岳洞 西兄山城

6 郎幢 5562 명 王京 今경북 慶州 普門洞 明活山城

四千幢급 7 急幢 4325 명 南川州 今勿奴郡 今충북 鎭川郡 鎭川邑 都堂山城

8 音里火停 3017 명 上州 音里火縣 今경북 尙州 靑里面 靑下里

9 參良火停 3017 명 押督州 三良火縣 今대구 達城郡 玄風面 釜里

10停급 10 召參停 3017 명 押督州 召參縣 今慶南 咸安郡 郡北面 院北里128)

11 南川停 3017 명 南川州 今경기 利川市 夫鉢邑 馬岩里

12 伊火兮停 3017 명 河西州 伊火兮縣 今경북 靑松郡 安德面 明堂里

계금당급 13 罽衿幢  611 명 南川州 漢山郡 今경기 河南市 春宮洞

14 弩幢 15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 屛城洞 屛城山城

四設幢급 15 雲梯幢  6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 屛城洞 屛城山城

16 衝幢 12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 屛城洞 屛城山城

17 石投幢 1200 명 上州 今경북 尙州 屛城洞 屛城山城

시위부대 18 侍衛府  180 명 王京 今경북 慶州 仁王洞 月城(1841m)

경호부대 19 獅子衿幢 3000 명 王京 今경북 慶州 仁王洞 月城(1841m)

수군부대 20 水軍 9100 명 西海 今경기 仁川市 甕津郡 德積面 鎭里

합계 20개 부대 63942명

127) 윤일영, [신라 對 백제 전 時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사천당 편제 병력수」대전대학교 「군사학 연구」, 2007.12. 596페이지

128) 소삼정(召參停)은 대야주(大耶州)에 위치해 있었다. 즉 오늘날 경남 함안군(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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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대들은 제병과 부대를 편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3548명에서

5762명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편제하고 있었다. 신라는 이러한 육정급

부대 4개와 구서당급 부대 2개, 사천당급 부대 1개를 對 백제 전쟁에

투입하였다. 육정급 투입 부대는 대당, 상주정, 하주정, 귀당 등이었으

며 구서당급 투입 부대는 서당, 낭당 등이었고 사천당급 투입 부대는

급당이었다. 그리고 신라군은 서기 660년 당시 십정급 부대를 남천주에

2개(남천정, 골내근정), 상주에 1개(음리화정), 압독주에 2개(삼량화정,

소삼정), 삭주에 1개(벌력천정), 하서주에 1개(이화혜정)을 두고 있었다.

신라는 남천주 관할 지역이었던 남천주〈치소 오늘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안리 효양산〉에 남천정을 배치하였고 남천주 술천군〈치소

오늘날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골내근현〈치소 오늘날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에 골내근정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2개 부대 가

운데 남천정을 對 백제 전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상주(1개), 압독주(2

개), 삭주(1개), 하서주(1개)의 십정급 부대들도 對 백제 전에 투입하였

을 것이다.

신라군은 서기 660년 음력 5월부터 음력 11월까지 對 백제 전을 수

행하면서 나·제 국경지역에 집결하고 있었던 부대들로 하여금 국경지

대로부터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 한편 나·려 국

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부대들로 하여금 고구려의 국경 위협에 대

비하도록 하였다. 신라군은 대 백제 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고구려가 나·려 국경지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남천주와 우수주에 주둔해 있던 부대들을 나·제

국경지역으로 전환시켜 대 백제 전에 투입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內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천당급 부대 1개(급당)

과 십정급 부대 1개(남천정), 그리고 계금당 등을 나·제 전선으로 전환

시켰다. 신라가 나·려 국경의 방어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

安郡) 군북면(郡北面) 원북리(院北里) 방어산고성(防禦山古城)에 주둔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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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부 부대들을 나·제 국경 쪽으로 전환시킨 것은 신라군이 백제

군에 비하여 병력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처럼 신라군

이 나·려 국경지역에 주둔해 있던 일부 부대들을 나·제 국경지역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던 후방 지역 내

대부분의 부대들을 대 백제 전에 투입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한편 신라군은 십정급 부대를 상주에 1개, 입독주에 2개, 하서주에 1

개를 두고 있었다. 즉 상주의 영현이었던 음리화현〈치소 오늘날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에 음리화정을 배치해 놓고 있었고 압독주(押

督州)129) 관할 지역 內 비지화군(比自火郡)〈치소 오늘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영현이었던 삼량화현〈치소 오늘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

풍면 부리〉에 삼량화정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압독주(押督州)

관할지역 內 함안군〈치소 오늘날 경남 함안군 가야읍〉 영현이었던

소삼현〈치소 오늘날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화리〉에 소삼정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 하서주〈치소 오늘날 강원도 강릉시 옥청동 예국고성(濊國

古城)〉의 영현이었던 이화혜현〈치소 오늘날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

리〉에 이화혜정 등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 이들 4개의 십정급 부대들

은 羅·麗 국경으로부터 200km 내지 250km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신

라군은 이들 음리화정, 삼량화정, 소삼정, 이화혜정 등을 대 백제 전에

투입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군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신

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7개의 십정급 부대가운데 골내근정,

129) https://ko.wikipedia.org/wiki/ 청주(菁州) : 신라는 가야를 정복한 뒤인 서기

565년 창녕에 있던 하주정(下州停)을 옛 다라국(多羅國)이 있던 대야성(大耶城)

으로 옮겨 대야주(大耶州)라 칭했다. 서기 642년 선덕여왕 11년에 백제가 대야성

을 함몰시키자 주치소를 압독국(押督國)〈今경북 慶山市 押梁面 押梁里〉위치로

옮겼다. 그리고 오늘날 경산시 압량면에 압독주(押督州)를 설치하였다. 신라는

661년 태종 무열왕 8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압독주 치소를 다시 대야주(大耶

州)〈今경남 陜川郡 陜川邑 陜川里 梅峰山〉로 이전했다. 그리고 이듬해(서기

662년)에 오늘날 진주시에 거타주(居陀州)를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대야주에서

거타주가 분할되었다. 신라는 서기 685년 신문왕 5년에 거타주를 청주(菁州)로

개명하였다. 대야주는청주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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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력천정 등 2개 부대를 현지에 잔류시켜 놓고 나머지 남천정, 음리화

정, 삼량화정, 소삼정, 이화혜정 등 5개 부대를 對 백제 전에 투입하였

을 것이다.

또한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남천주 내에 한산정과 남천정, 골내근정, 계금당, 급당, 사천당 등

6개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산정과 골내근정, 사천당 등 3개 부대를 현지에 잔류시켜 놓고 급당,

남천정, 계금당, 등 3개 부대를 對 백제 전에 투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 時 우주수에 우수정을

배치하고 삭주에 벌력천정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우수주와 삭주는

고구려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우수정과 벌력천정을

현지에 잔류시켜 놓았었다.

한편 삼국사기는 신라군이 對 백제 전을 마치고 왕경으로 돌아와서

서기 660년 음력 11월 22일 논공행상을 하였던 기록을 전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군이 남천주 한산군 지역에 있었던 계금당(罽衿幢)

을 백제 전에 투입하였다.130)

그리고 신라는 특수 기술병과부대였던 사설당(四設幢)을 모두 대 백

제 전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사설당(四設幢)은 공성용(攻城用) 기술과

우수한 장비를 갖춘 최정예부대였으므로 신라군은 이들을 전시(戰時)마

다 전장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실제 이들 부대의 지원 없이는 일반 보

병부대 만으로는 적의 성(城)을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이 왕경-금돌성-남천정-금돌성-사비성으로 이동하는 동안

에 왕을 호종하는 시위부와 사자금당도 함께 동행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신라는 서기 660년 보유하고 있었던 부대들 가운데 경여갑당,

130)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5 무열왕 7년(서기 660년) : (음력 11월) 二十二日 王來

自百濟論功 以衿卒宣服爲級 軍師豆迭爲高干28) 戰死儒史知·未知活·寶弘伊·屑儒等

四人 許職有差 百濟人員 量才任用 佐平忠常·常永 達率自簡 授位一吉 充職摠管

恩率武守 授位大奈麻 充職大監 恩率仁守 授位大奈麻 充職弟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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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경여갑당, 여갑당, 외여갑당, 법당, 외여갑당 등을 對 백제 전에 투입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군은 향토방위 조직이었던 경여갑당, 소경여

갑당, 여갑당, 외여갑당, 법당, 외여갑당 등을 군현지역에 머물러 있도

록 하였을 것이다. 신라군은 이들을 향토방위 조직131)으로 운영하고 있

었으므로 對 백제 전에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향토방위 조직들

은 중앙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지방 향토 방위군으로써 나·제 전

쟁기간에 州·郡·縣 지역에서 생업을 하면서 물자를 동원하거나 수송하

는 일을 지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병력손실을 보충하는 후비대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군이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에 투입하였던 부대 수는

[도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개 부대였으며 투입 병력 수는

63942명이었을 것이다. 즉 신라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부터 음력

11월 22일까지 羅·濟戰爭 間에 전장에 투입하였던 부대는 대당, 상주정,

하주정, 귀당, 서당, 낭당, 급당132), 음리화정, 삼량화정 소삼정, 남천정,

이화혜정, 계금당, 노당, 운제당, 충당, 투석당, 시위부, 사자금당, 수군

등 20개 부대이었다. 비전투부대였던 호종 및 시위를 담당하고 있던 시

위부 180명과 경호를 맡고 있던 사자금당 3000명을 제외하면 신라군이

131) [ (7)- ① 외법당(外法幢)의 편제와 병력수 ]를 참고하시오

132) 필자는 신라가 서기 660년 나·제 전쟁 기간(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음력

11월 22일)에 전장에 투입하였던 부대 수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여 왔었다. 첫

번째는 이에 대한 연구를 대전대 군사학연구 제5호 2007년 12월[신라가 대백제

전 시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에 발표했다. 필자는 이 논

문에서 신라가 나·제 전쟁 당시 전장에 급당(急幢)을 포합하여 20개 부대를 투

입하였던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런데 이것을 [도표 34(596페이지)]화 하는 과

정에서 급당 대신 군사당을 투입부대로 오기(誤記)하였다. 이를 바로 잡는다. 신

라가 서기 660년 나·제 전쟁 당시 전장에 투입하였던 20개 부대는 대당, 상주정,

하주정, 귀당, 서당, 낭당, 급당(急幢), 음리화정, 삼량화정 소삼정, 남천정, 이화

혜정, 계금당, 노당, 운제당, 충당, 투석당, 시위부, 사자금당, 수군 등이었다. 필

자는 2011년 6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79호에 [황산벌 전투의 신라군

전투서열연구]에서도 이 앞 논문의 [도표 34]를 인용하면서 급당을 군사당으로

오기하였다. 이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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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 투입했던 전투부대 수는 18개이었으며 병력수는 60762명이었다.

또한 수군 9100명을 제외하면 신라군이 지상전에 투입했던 육군의 전

투부대는 17개 이었으며 병력 수는 51662명이었다.

(다). 신라군의 투입부대 전개

〈1〉. 신라군 투입부대 주둔지

신라군의 전투부대 이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對 백제전

쟁 時, 투입되었던 부대들이 주둔지로부터 나·제 국경지역으로 이동한

정황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투입되었던 전투

부대들이 평시에 주둔해 있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라군 수뇌

부들은 서기 660년 대 백제 전 초기에 전투부대들을 주둔지에서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던 중간집결지로 이동시키고 이어서 국경지대에서 백

제 사비성을 목표로 이동시켰다.

고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자가 전투부대들을 주둔지에서

국경지역의 중간집결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최초 전략적 군사배비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방자의 방어태세를 효율적으로 무너트리기 위한

전략적 공세대형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도 백제의 방

어태세를 효율적으로 붕괴시키고 사비성으로 신속히 진격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공세대형을 검토하였을 것이다.

검토 과정에서 신라군 수뇌부는 부대를 국경지역에 집결시키는 데 있

어서 전장 外 집결을 시도하여 국경일대에서 병력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백제군을 국경선에서 초기에 섬멸할 것이지 또는 전장 內 집결을 시도

하여 사비성 부근에서 전투력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백제군을 사비성 부

근에서 섬멸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방침을 세운 다음에 방침에 부합할 수 있는 공세대형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설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공세대형에 따라 각급전투부대들

을 지역별로 할당하고 해당 중간집결지로 해당부대들을 이동시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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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으로 부대들을 전개시켰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들이 공세대형으

로 전투부대 전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전투부대의

평시 주둔 위치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나·제 국경지역으로

부대들을 이동시켜 전략적 공세대형을 취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신라군 수뇌부들이 나·제 전쟁 시 부대를 전개시켰던

과정과 그들이 취했던 공세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부대

들의 평시 주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도표 23]은 서기 660년 신라

군이 나·제 전쟁을 시작할 당시 신라군이 전장에 투입하였던 20개 부

대의 평시 주둔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2〉. 신라군 국경지역 투입부대 배치 및 전개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적으로 투입부대를 주둔지에서 국경지역을 전개시켰을 것이다. 이는 신

라군 수뇌부들이 국경지역에 투입부대들을 전개시켜 전략적 공세대형

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투입부대를 전개시키기 전에 나·제

국경지역에서 사비성으로 이어지는 가용한 접근로를 먼저 식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용한 접근로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

입부대를 접근로별로 할당하였을 것이다.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時

고려하였던 가용접근로는 신라와 백제가 121년(서기 540년-서기 661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접근로였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前記 [Ⅲ-1-라. 서기 540년-서기 661년 間 羅·濟 兩軍 사용 군사접

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치]에서 당시 백제와 신라가 군사적으로 사용

하였던 접근로를 상세히 밝혔다. 이에 의하면 나제 국경에서 사비성으

로 이어지는 가용 군사접근로는 [도표 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

개 접근로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

용한 접근로 상에 투입부대들을 전개시켜 전략적 공세대형을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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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접근로 별로 중간집결지를 선택하여 접근로별로 할당한 부대

들을 집결시켰을 것이다. 필자는 [도표 25]에 신라군이 각 지역 및 방

면별로 사비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접근로와 접근로 상의 중간

집결지, 그리고 신라군이 접근로 별로 할당했던 부대명칭 및 병력 수,

부대의 평시 주둔지를 열거하였다.

도표 24. 나·제 국경-사비성 間 가용 접근로

1 임존성, 탕정군  間 군사접근로 [A-110 참조]

당항포-당항성-당성군-매홀군-부산현-사산현-아술현-탕정군-굴지현-오산현-임존

성-고량부리현-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군사접근로

2 금물노군·대목악군, 상당현·일모산군 間 군사접근로[A-111 참조]

남천현-개차산군-금물노군-상당현-두잉지현-웅주-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

근로

3 금물노군·대목악군, 상당현·일모산군 間 군사접근로[A-112 참조]

남천현-개차산군-그물노군-상당현-두잉지현-열이현/두릉윤성-사비성 間을 연결

하고 있던 접근로

4 고시산군·우술군 間 군사접근로[A-113 참조] 

삼년산성-고시산군--우술군-황등야산군-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

5 고시산군·황등야산군 間 군사접근로[A-114 참조] 

삼년산군-고시산군-진동현-이례성-황등야산군-가지나현-진구-진악산현-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

6 고시산군·진내군·황등야산군  군사접근로 [A-115 참조]

삼년산군-고시산군-진내군-탄현-황산원-황등야산군-가지나현-진구-진악산현-사비

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

7 길동군·진내군·황등야산군 間 羅·濟 양군의 군사접근[A-116 참조] 

상주-금돌성-소라현-길동군-조비천현-조천성-진내군-탄현-황산원-황등야산군-가

지나현-진구-진악산현-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

8 진내군·감문군 間 군사접근로[A-117 참조]

일선군-감문군-동잠현-무산현-두시원악-진내군-탄현-황등야산군-사비성 間을 연

결하고 있던 접근로

9 고룡군·속함군 間 군사접근로[A-118 참조]

달구화현-일리군-대가야군-거열군-속함군-고룡군-도실군-대시산군-고사부리군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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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5. 신라군 方面별 투입부대, 병력수, 주둔지, 중간집결지, 이동로

구 분 투입부대 및 병력수 투입부대 주둔지 중간집결지

금물노군 방면 今진천 방면 금물노군

急幢 4325명 今勿奴郡〈今鎭川郡 鎭川邑 都堂山城〉

罽衿幢 611명 漢山郡〈今경기 河南市 春宮洞〉

이동로 今勿奴郡〈今진천군 진천읍〉-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

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공산성〉-사비성

삼년산군 방면 今보은 방면 삼년산성

중군(中軍) 大幢 4763명 王京〈今慶州 南山洞 金鰲山 南山新城〉

下州停 3548명 押督州〈今慶山 押梁面 押梁里 獐山城〉

南川停 3017명 南川州〈今利川市 夫鉢邑 馬岩里 孝養山〉

四設幢 4500명 上州〈今尙州 屛城洞 屛城山城〉

이동로 三年山郡〈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진내군〈今금산읍〉-탄현

〈今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읍〉

도량현 方面 今상주 모동면 방면 금돌성

좌군(左軍) 上州停 3753명 上州〈今尙州 屛城洞 屛城山城〉

誓幢 5762명 王京〈今慶州 西岳洞 西兄山城〉

우군(右軍) 貴幢 3753명 刀良縣〈今尙州 牟東面 壽峯里 今突城〉

郎幢 5562명 王京〈今慶州 普門洞 明活山城〉

이동로 今突城-今수봉리-今오도치-소라현〈今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길동군〈今영동군 영동읍〉-今원동〈今영동군 양강면〉-조비천현

〈今영동군 양산면 가곡리〉-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읍〉

지품천현 방면 今김천 지례면 방면 지품천현

音里火停 3017명 音里火縣〈今尙州 靑里面 靑下里〉

伊火兮停 3017명 伊火兮縣〈今靑松郡 安德面 明堂里〉

이동로 知品川縣〈今김천시 지례면 교리〉-今주치령(走峙嶺)〈今김천시 대덕 

면 덕산리〉-무산현〈今무주군 무풍면〉-적천현〈今무주읍〉-두시원악

〈今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완주군 

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今논산군 연산면〉-사비성

대가야군 방면 今고령읍 방면 대가야군

參良火停 3017명 三良火縣〈今達城郡 玄風面 玄風洞〉

召參停 3017명 召參縣〈今咸安郡 郡北面 院北里〉

이동로 大加耶郡〈今고령읍〉-거열군〈今거창읍〉-속함군〈今함양읍〉-고룡

군〈今남원시〉-도실군〈今순창읍〉-고사부리군〈今정읍 고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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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물노군 방면 : 신라군 수뇌부는 금물노군 지역과 방면에 급당 4325

명과 계금당 611명을 할당하고 이들 부대들을 此 축선 상의 중간집결

지였던 금물노군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금물노군〈今진천군 진천읍〉-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공산성〉

-사비성〈今부여읍〉 간을 잇는 축선이었다.

삼년산군 방면 : 신라군 수뇌부는 삼년산군 지역과 방면에 대당 4763

명, 하주정 3548명, 남천정 3017명, 사설당 4500명을 할당하고 이들 부

대들을 此 축선 상의 중간집결지였던 삼년산군에 집결시켰다. 此 방면

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삼년산군〈今보은〉-고시산

군〈今옥천〉-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

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읍〉 간을 잇는 축선이었다.

도량현 방면 : 신라군 수뇌부는 도량현 지역과 방면에 상주정 3753명,

서당 5762 명, 귀당 3753명, 낭당 5562명을 할당하고 이들 부대들을 此

축선 상의 중간집결지였던 도량현 금돌성에 집결시켰다. 此 방면에서 사

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금돌성-今수봉리-今오도치-소라현

〈今영동군 황간면 남성리〉-길동군〈今영동군 영동읍〉-今원동〈今영

동군 양강면〉-조비천현〈今영동군 양산면 가곡리〉-진내군〈今금산

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

읍〉 간을 잇는 축선이었다.

〈가〉. 금물노군 방면 지대(支隊)의 집결 및 이동

신라군 수뇌부들이 금물노군〈今진천읍〉 방면에 투입한 신라군의

부대는 금물노군에 주둔해있던 급당과 한산군〈今하남시 춘궁동〉에

주둔해 있던 계금당이었을 것이다. 금물노군은 백제의 대목악군〈今천

안시 목천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나·제 국경 상의 신라군 전초기

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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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급당과 계금당 등 2개 부대를 금물노

군으로 이동시켜 이 곳에 이 부대들을 집결시켰을 것이다. 계금당의 경

우는 한산군〈今하남시 춘궁동 이성산성〉-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개차산군〈今안성시 죽산면 죽산리〉-금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 碧岩里〉을 잇는 길을 따라 금물노군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

고 이들 2개 부대들은 금물노군〈今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상당현

〈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

시 산성동 공산성〉 間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을 향하였을 것이

다.

금물노군은 3가지 갈래의 길이 모이는 곳이었다. 즉 당항포-당성군-

부산현-나혜홀-금물노군으로 이어지는 길과 남천정-개차산군-금물노군

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삼년산군-상당현-금물노군으로 이어지는 길

이 교차하는 교통 상의 요지였다.

태종 무열왕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무열왕은 이동 중에 이 곳 금물노군

을 경유했었다.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이 덕물도에서 삼년산성으

로 이동할 때 도 이곳을 경유했었다. 이는 금물노군이 지니고 있던 교

통상의 유용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군사 지리적으로도 금물노군은 금물노군〈今진천군 진천읍 벽

암리〉-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

-웅주〈今공주시 산성동 공산성〉-사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 상에 위치

해 있었으며 또한 금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상당현〈今청

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두량윤성〈今청양군

정산면 백곡리(白谷里) 계봉산성(鷄鳳山城)〉-왕흥사잠성〈今충남 부

여군(扶餘郡) 규암면(窺岩面) 신리(新里) 울성산성(蔚城山城)〉-사비

성 間을 잇는 접근로 상에도 위치해 있었다.

한편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경신년 對 백제전쟁을 준비하면

서 주공부대를 삼년산군〈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진내군〈今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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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황산원〈今황산리〉-황등야산군〈今연산

면〉-가지나현〈今논산시 대교동〉-진구〈今강경포〉-사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에 투입하여 진구에서 당나라군과 연결한 후에 우세한 나·당 연

합병력으로 사비성을 직접 공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신라군이 의도한

바대로 주공이 신속히 진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제군이 해당 접근

로 상에 병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방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1방책은 백제군이 신

라군 주공이 지향하고자 하는 접근로 상에 병력을 전혀 배비시키지 않

도록 하는 것이었다. 1방책을 위해서는 신라군이 특정 접근로를 사용하

여 사비성으로 진격할 것처럼 연출하여 백제 수뇌부가 이를 믿도록 기

만해야 했다. 2방책은 백제군이 다른 곳에 배치해두었던 병력을 신라군

주공이 지향하고자 하는 접근로 상으로 전환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신라군 수뇌부가 1방책(기만)과 2방책(전환방지)을 적용하는데 있어

서 금물노군-상당현-웅진성-사비성을 잇는 접근로를 가장 적합하였던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此 접근로〈금물노군-웅진성-사

비성〉는 신라 주공이 지향하고자 하는 접근로〈삼년산성-탄현-사비

성〉로부터 가장 멀리 이격되어 있었고 방향 상으로도 此 접근로는 사

비성 동북방에 위치해 있었던 반면 주공이 지향하고자 했던 접근로는

동남방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백제군 수뇌부가 뒤늦게 신라군 주공

이 지향하는 접근로를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此 접근로 상에 배치해 놓

은 백제군 부대 및 병력을 신라군 주공이 지향하고 잇던 접근로로 전

환시키기에는 거리상으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적으로 적시

에 대처할 수 없었다. 방향 상으로는 두 접근로는 상반되어 있어 此 접

근로 상에 배치시켜 놓은 백제군 부대 및 병력을 전환시킬 경우 백제

군의 전략배비 上의 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신라군 수뇌부는 此 접근로〈금물노군-웅진성-사비성〉가 지니고 있

던 군사 지리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 접근로 상에 급당과 계금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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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여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마치 此 접근로가 신라군 주공이 지향

하는 접근로 인 것처럼 연출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를 기만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백제의 舊 수도였으며 북방성이었던 웅진성의 병

력(6650명)을 고착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이 웅진성 병력을 타 지

역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백제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당시 나·제 국경지역에서 사비성

으로 이어지는 9개 접근로 가운데 此 접근로〈금물노군-웅진성-사비

성〉 상에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병력배치 상황을 고려

할 경우 금물노군 방면 지대(支隊)〈급당, 계금당〉의 기만행동은 성공

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삼년산군 방면 中軍의 집결 및 이동

신라군 수뇌부들이 삼년산군〈今보은읍〉 방면에 투입한 신라군의

부대는 대당〈今경주 주둔〉, 하주정〈今경산 압량면 주둔〉, 남천정

〈今이찬시 부발읍 주둔〉, 사설당〈今상주 병성산성 주둔〉이었을 것

이다. 삼년산군은 백제의 일모산군〈今청원군 문의면 주둔〉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나·제 국경 상의 요지였으며 삼년산성이라는 신라군 重鎭

이 위치해 있던 지역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대당, 하주정, 남천정, 사설당 등 4개

부대를 삼년산군으로 이동시켜 이 곳에 이 부대들을 집결시켰을 것이

다.

대당〈今경주 주둔〉의 경우는 왕경〈今경주〉-임고군〈今영천〉-압

량소국〈今경산리 압량면 압량리〉-달구화현〈今대구시 달성동〉-다사

지현〈今칠곡군 하빈면〉-사동화현〈今구미시 인의동〉-今비산진〈今

구미시 비산동〉-감문소국〈今김천시 개령면〉-동잠현〈今김천시 교

동〉-今추풍령〈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소라현〈今영동군 황간

면〉-금돌성〈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굴현〈今옥천군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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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산규리〉을 경유하여 삼년산성〈今보은군 보은읍 오정산〉에 도착

하였을 것이다.

하주정〈今경산 압량면〉의 경우는 압량소국〈今경산리 압량면 압량

리〉-달구화현〈今대구시 달성동〉-다사지현〈今칠곡군 하빈면〉-사동

화현〈今구미시 인의동〉-今비산진〈今구미시 비산동〉-감문소국〈今

김천시 개령면〉-동잠현〈今김천시 교동〉-今추풍령〈今영동군 추풍령

면 추풍령리〉-소라현〈今영동군 황간면〉-금돌성〈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굴현〈今옥천군 청성면 산규리〉을 경유하여 삼년산

성〈今보은군 보은읍 오정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남천정〈今이찬시 부발읍〉의 경우는 남천정〈今이천시 부발읍〉-今

사실치(沙室峙)-개차산군〈今안성시 죽산면〉-금물노군〈今진천읍〉-

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을 경유하여 삼년산성〈今보은군 보은읍 오

정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사설당〈今상주 병성산성〉의 경우는 상주〈今〉-今서문동〈今상주

시〉-今관기리〈今상주시 내서면 신촌리〉-今율원리〈今상주시 내서

면〉-답달비군〈今상주시 화서면 봉정리 화령장〉-今관기리〈今보은군

마로면〉-今매화리〈今보은군 탄부면〉을 경유하여 삼년산성〈今보은

군 보은읍 오정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당, 하주정, 남천정, 사설당 등 4개 부대들은 삼년산군〈今

보은〉-고시산군〈今옥천〉-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

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 間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을 향하

였을 것이다.

이들 4개 부대들은 신라군 주공부대의 일부로서 중군에 해당하는 부

대들이었다. 대장군 김유신은 신라군 최고사령관이었으며 주공부대의

지휘관이면서 중군 및 대당의 지휘관이었다. 대장군 김유신은 도량현

방면의 좌군과 우군이 금돌성에서 출발하여 진내군〈今금산읍〉에 이

르자 이곳에서 합류하였다. 그리고 탄현을 넘어 황산원에서 백제 계백

군(5000명)을 격멸하고 진구에 이르러 당나라군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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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7월 13일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신라군 주공 부대들은 진내군〈今

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 間을 이동

할 때 백제군의 저항을 일체 받지 않았다.

〈다〉. 도량현 방면 左軍·右軍의 집결 및 이동

신라군 수뇌부들이 도량현〈今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방면에 투입

한 신라군의 부대는 상주정〈今상주시 병성동 屛城山城 주둔〉, 서당

〈今慶州市 西岳洞 西兄山城 주둔〉, 귀당〈今尙州市 牟東面 壽峯里 今突

城 주둔〉, 낭당〈今慶州市 普門洞 明活山城〉이었을 것이다. 도량현은

삼년산군 동쪽에 인접해 있던 답달비군(答達匕郡)〈今경북 尙州市 化

西面 新鳳里 化寧場〉의 영현이었다. 그리고 도량현에는 태종무열왕의

행재소이며 중간 집결지였던 금돌성(今突城)〈今상주시 모도면 수봉리

白華山 古城〉이 위치해 있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상주정, 서당, 귀당, 낭당 등 4개 부

대를 도량현 금돌성으로 이동시켜 이 곳에 이 부대들을 집결시켰을 것

이다. 상주정(上州停)의 경우는 상주〈今 상주시 병성동 屛城山城 주

둔〉-今서문동〈今상주시〉-今관기리〈今상주시 내서면 신촌리〉-今갈

방리-今유정리〈今상주시 내서면〉-今대표리-今소정리〈今상주시 모동

면〉-도량현〈今상주시 모동면 신천리〉-금돌성〈今상주시 모동면 수

봉리 백화산 古城〉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서당(誓幢)의 경우는 왕경 주둔지 〈今경주시 西岳洞 西兄山城〉-임고

군〈今영천군 임고군 임고리〉-압량소국〈今경산리 압량면 압량리〉-달

구화현〈今대구시 달성동〉-다사지현〈今칠곡군 하빈면 縣內里〉-사동

화현〈今구미시 인의동〉-今비산진〈今구미시 비산동〉-감문소국〈今김

천시 개령면 東部里〉-동잠현〈今김천시 교동〉-今추풍령〈영동군 추풍

령면 추풍령리〉-소라현〈今영동군 황간면 南城里〉을 경유하여 금돌성

〈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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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당(郎幢)의 경우는 왕경 주둔지〈今慶州市 普門洞 明活山城〉-임고

군〈今영천〉-압량소국〈今경산리 압량면 압량리〉-달구화현〈今대구

시 달성동〉-다사지현〈今칠곡군 하빈면 縣內里〉-사동화현〈今구미시

인의동〉-今비산진〈今구미시 비산동〉-감문소국〈今김천시 개령면 東

部里〉-동잠현〈今김천시 교동〉-今추풍령〈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

리〉-소라현〈今영동군 황간면 南城里〉을 경유하여 금돌성〈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 古城〉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상주정, 서당, 귀당, 낭당 등 4개 부대들은 금돌성〈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 古城〉-今수봉리(壽峰里)-오도치(吾道峙)-소라현

(召羅縣)〈今영동군 황간면 남성리〉-길동군(吉同郡)〈今永同郡 永同

邑 계산리(稽山里)〉-今원동(院洞)〈今영동군 양강면〉-조비천현(助比

川縣)〈今영동군 양산면 가곡리(柯谷里)〉-진내군〈今금산읍 중도리〉

-탄현〈今전북 完州郡 雲洲面 三巨里〉-황산원(黃山原)〈今논산시 연

산면 황산리〉-황등야산군〈今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진구〈今논산시

강경읍 강경포〉 間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을 향하였을 것이다.

이들 4개 부대들은 신라군 주공부대의 일부로서 좌군과 우군에 해당

하는 부대들이었다. 左軍 지휘관은 상주정의 지휘관이었던 김품일이었

고 右軍 지휘관은 귀당의 지휘관이었던 김흠순이었다. 좌군과 우군은

금돌성에서 출발하여 진내군〈今금산읍 중도리〉에 이르러 대장군 김

유신이 이끌고 이동했던 中軍과 이곳에서 합류하였을 것이다.

〈라〉. 지품천현 방면 지대(支隊)의 집결 및 이동

신라군 수뇌부들이 지품천현〈今김천시 지례면 校里〉 방면에 투입

했던 신라군의 부대는 지품천현으로부터 가까웠던 음리화현〈今경북 

尙州市 靑理面 靑下里〉에 주둔해 있던 음리화정133)과 하서주 이화혜

133) 삼국사기 卷第三十四 雜志 第三 지리(地理)一 신라(新羅) 상주 : 상주(尙州) 거

느리는 영현(領縣)이 셋이다. 청효현(靑驍縣)은 본래 음리화현(音里火縣)인데 경

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청리현(靑理縣)이다. 다인현(多仁縣)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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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今청송군 안덕면 명당리〉134)에 주둔해 있던 이화혜정이었을 것이

다. 지품천현은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무산현〈今무주군 무풍면 현내

리〉과 인접해 있던 나·제 국경 상의 신라군 전초기지였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십정급 부대 음리화정과 이화혜정 등

2개 부대를 나·제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던 지품천현으로 이동시켜 이

곳에 이 부대들을 집결시켰을 것이다. 이 2 개 부대들은 주둔지를 출발

하여 음리화현/이화혜현-감문소국〈今김천시 개령면 東部里〉-동잠현

〈今김천시 교동〉을 경유하여 중간집결지였던 지품천현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2개 부대들은 지품천현〈今김천시 지례면 校里〉-今주

치령(走峙嶺)〈今김천시 대덕면 덕산리〉-무산현〈今무주군 무풍면 현

내리〉-적천현〈今무주군 무주읍 邑內里〉-두시원악〈今전북 무주군

富南面 大柳里〉-진내군〈今금산읍 中島里)〉-탄현〈今완주군 운주면

삼거리〉-황산원〈今논산리 연산면 황산리〉-황등야산군〈今논산군 연

산면 연산리〉-진구〈今논산시 강경읍〉-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을 향하였을 것이다.

지품천현 방면 부대의 이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기 660년 지품천

현 부근의 나·제 국경을 먼저 확인해야한다. 그래야만 지품천현 방면

부대의 중간집결지와 이동시 출발지점을 규명할 수 있다. 서기 660년

지품천현은 신라의 上州 관할 하에 있던 감문소국의 4개 영현가운데 1

개현이었다. 감문소국은 오늘날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東部里) 동

부연당(東部蓮塘)에 치소를 두고 있었다. 서기 660년 당시 감문소국은

래 달이현(達巳縣)인데 경덕왕(景德王)註 037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화창현(化昌縣)은 본래 지내미지현(知乃彌知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

름을 고쳤다.

134) 삼국사기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지리(地理)四 고구려(高句麗) 하슬라주(何瑟羅

州)의 주·군·현·성 : 何瑟羅州 一云河西良, 一云河西 조람군(助攬郡) 청이현(靑已

縣), 굴화현(屈火縣), 이화혜현(伊火兮縣)〈今경북 청송군(靑松郡) 안덕면(安德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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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물현(今勿縣)〈今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금산현(金山縣)〈今김천시

신음동〉, 지품천현(知品川縣)〈今김천시 지례면 교리〉, 무산현(茂山

縣)〈今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등 4개 현을 영현으로 삼고 있었다.135)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백제가 의자왕 19년(서기 659년) 음력 4월에 장

수를 보내 신라의 독산성136)〈今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독용산성〉과

동잠성〈今경북 김천시 고성산 고성〉의 두 성을 쳤다.137)고 했다. 성

패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하여 신라본기는 백제가 자주 변경을

침범하였다고 했다.138) 신라 측 기사도 침범했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 양측기사는 백제가 이 두성을 쳤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간 것

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백제가 동잠성과 독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산성〈今茂朱郡 茂豐面 縣內里〉을 점령한 다음에 오늘날 소백산맥

의 험준한 준령인 주치령(走峙嶺)을 넘어야 했다. 그런 연후에 이어서

지품천현〈今김천시 지례면 교리〉을 거쳐 동잠성과 독산성으로 접근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서기 647년 10월 백제 장군 의직이 보병

과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무산성〈今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아래에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감물〈今김천시 어모면 중왕리〉과 동

잠〈今경북 김천시 고성산 고성〉 두 성을 공격하였으나 신라 장군 김

135) 卷第三十四 雜志 第三 지리(地理) 신라(新羅) 開寧郡, 古甘文小國也. 文武王元

年, 置甘文郡. 領縣四. 今勿縣, 金山縣, 知品川縣, 茂山縣,

136)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백제사사료 역주집 한국편1, 2008년 4월 4일 226페

이지 : 독산성(獨山城)은 삼국사기 권37 잡지 지리 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의 신

라측 지명으로 나온다. 이 獨山城은 신라·백제 사이의 전투지역으로서 桐岑城과

같이 병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경북 星州郡 禿用山城으로 비정할 수

있다. 독용산성(禿用山城)은 오늘날 慶北 성주군(星州郡) 가천면(伽泉面) 금봉리

(金鳳里)에 위치해 있다. 둘레가 7.7km이다.

137) 삼국사기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의자왕(義慈王) 十九年夏四月 : (서기 659

년 음력 4월) 장수를 보내 신라의 독산(獨山)과 동잠(桐岑) 두 성을 침공하였다.

138) 삼국사기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六年夏四月 (659년

음력 4월) 6년 여름 4월에 백제(百濟)가 자주 변경을 침범하므로 왕이 장차 이

를 치려고 당(唐)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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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이 백제군을 크게 격파하니 백제 장군 의직이 단신으로 돌아왔

다.139)는 기사를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백제군이 무산성에서 동잠성

에 이르는 당시의 접근로를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전

개념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백제가 의자왕 19년(서기 659년)에 동

잠성과 독산성을 공격할 때도 서기 647년 10월 백제 장군 의직이 동잠

성을 공격했을 당시의 작전방식을 따랐을 것이다. 즉 백제군은 서기

659년 침공작전 당시에도 동일한 길을 따라 부대를 이동시켰을 것이다.

즉 서기 647년 10월에 백제 장군 의직이 했던 것처럼, 우선 무산성을

점령하였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별동부대를 보내 주치령을 넘었고 이

어서 지품천현을 점령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품천현을 거점으로 삼아

동잠성과 독산성을 공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백제군은 별동부

대를 2개 제대로 나누어 하나는 동잠성을 공격하고 다른 하나는 독산

성을 공격하였을 것이다. 다만 별동부대들은 전력이 부족하여 동잠성과

독산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백제군 별동대는 신라 영토

內로 너무나 깊숙이 진입해 있었고 또한 병참선을 너무 신장시켰기 때

문에 오랜 기간 적지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

백산맥 동쪽의 동잠성과 독산성 점령을 포기하고 회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백산맥의 주치령을 다시 반대편 쪽으로 넘어 무산성으로 물

러나서 이곳을 확보하는 선에서 작전을 마무리하였을 것이다. 이런 정

황 때문에 백제군은 소백산맥의 천험한 주치령을 경계삼아 소백산맥

이동의 지품천현과 동잠성, 독산성 점령을 포기하고 무산성 까지만 백

제의 영토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군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對 백제전쟁을 개시할 때까지 무산성

〈今무주군 무풍면 현내리〉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139) 삼국사기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의자왕(義慈王) 七年冬十月 : 7년 겨울

10월 장군 의직(義直)이 보병과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무산성(茂山城)

아래에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감물(甘勿)과 동잠(桐岑)두 성을 공격하였다. 신

라 장군 유신이 직접 군사들을 격려하며 결사적으로 싸워서 아군을 크게 격파하

니 의직이 단신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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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군의 지품천현 방면 부대는 서기 660년 대 백제전쟁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감문소국 영현이었던 무산현을 회복하여 이 방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백산맥의 주치령을 넘어 무

산현을 점령하고 이 지역의 위협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을 것이다.

또한 신라군의 지품천현 방면 부대는 무산현을 점령하여 이 지역의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조공부대(助攻部隊)로서 역할도 해야 했다. 즉

도량현 방면에서 황산원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던 신라군 주공부대들의

좌익을 엄호해야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품천현 방면 부대는 지

품천현〈今김천시 지례면 교리〉에서 지품천현-今관기(館基)〈今김천

시 대덕면 관기리〉를 경유하여 주치령(走峙嶺)을 넘어 무산현〈今무주

군 무풍면 현내리〉-적천현〈今무주읍(茂朱邑) 읍내리(邑內里)〉을

거쳐 두시이현〈今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을 점령함으로써 신라군 주

공부대들의 좌익을 엄호하고자 했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대 백제전쟁을 시작하면서 지품천현

일대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과 도량현-황산 간 접근로로 진출하고자

했던 주공부대의 좌익을 엄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과업을 수

행할 수 있는 부대들을 지품천현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

군은 먼저 음리화현에 있던 음리화정과 이화혜현의 이화혜정을 지품천

현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음리화정은 음리화현〈今상주시 청리면 청하

리〉에서 지품천현으로 이동하였을 것이고 이화혜정은 이화혜현〈今청

송군 안덕면 명당리〉에서 지품천현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군 수뇌부들은 음리화정과 이화혜정을 지품천현〈今김천

시 지례면 교리〉에서 今주치령(走峙嶺)〈今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으

로 진출시킨 다음에 다시 무산현〈今무주군 무풍면 현내리〉-적천현

〈今무주읍 읍내리〉-두시원악〈今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을 거쳐 탄

현〈今완주군 운주면 삼거리〉-황산원〈今논산시 연산면 황산리〉- 황

등야산군〈今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방향으로 나가도록하였을 것이다.

다만 삼국사기 무열왕 7년 條에 의하면 서기 660년 음력 7월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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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평 정무(正武)가 무리를 모아 두시원악에 진을 치고서 당과 신라인을

노략질하였다고 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음리화정과 이화혜정이 此 축

선을 따라 전진했지만 서기 660년 7월까지 두시원악의 백제 군사를 제

거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군 음리화정과 이화혜정

은 이 접근로를 따라 전진하였으나 두시원악까지는 진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 대가야군 방면 지대(支隊)의 집결 및 이동

신라군 수뇌부들이 대가야군〈今경남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快賓

里)〉140) 방면에 투입한 신라군의 지대는 대가야군과 가까웠던 삼량화

현141)〈今달성군 현풍면 부리(釜里)〉에 주둔해 있던 삼량화정과 소삼

현〈今함안군 군북면 원북리〉142)에 주둔해 있던 소삼정이었을 것이다.

대가야군은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대량성(大梁城 : 일명 大耶城)〈경북

140) 삼국사기 卷第三十四 雜志 第三 지리(地理)신라(新羅) 고령군 : 고령군(高靈郡)

은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 에서 도설지왕(道設

智王) 모두 16대 520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眞興王)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하였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둘이다. 야로현(冶

爐縣)은 본래 적화현(赤火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

로 따른다. 신복현(新復縣)은 본래 가시혜현(加尸兮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

름을 고쳤다.

141) 삼국사기 卷第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一 新羅 화왕군(火王郡)은 본래 비자화

군(比自火郡)인데 진흥왕(眞興王)16년(555)에 주를 두고 하주(下州)로 이름하였

다. 영현은 하나이다. 현효현(玄驍縣)은 본래 추량화현(推良火縣)인데 경덕왕(景

德王)이 이름을 현효현이라 고쳤다. 지금은 현풍현(玄豊縣)이다. 추량화현을 삼

양화현(三良火縣)라고도 이른다. 삼량화현은 오늘날 경북 달성군(達城郡) 현풍면

(玄風面) 부리(釜里)이다.

142) 삼국사기 卷第三十四 雜志 第三 지리(地理)一 신라(新羅) : 함안군(咸安郡)은

법흥왕(法興王)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시량국(阿尸良國)을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이다. 영현은 둘이다. 현무현(玄武縣)은 본래 소삼현(召彡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소삼부곡(召彡部曲)이다. 의령현(宜寧

縣)은 본래 장함현(獐含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소삼현(召參縣)은 오늘날 함안군(咸安郡) 군북면(郡北面) 원북리(院北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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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매봉산〉과 인접해 있던 나·제 국경 상의 신라

군 전초기지였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십정급 부대 삼량화정과 소삼정 등 2

개 부대를 나·제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던 대가야군으로 이동시켜 이곳

에 이 부대들을 집결시켰을 것이다. 이 2 개 부대들은 주둔지를 출발하

여 대가야군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삼량화정은 삼량화현-今낙동강-

가혜지진〈今고령군 개진면 개포리〉을 거쳐 대가야군〈今고령읍 쾌빈

리〉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소삼정은 소삼현〈今함안군 군북면 원북

리 쾌빈리〉-아라가야(阿羅伽倻)〈今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

지 함안성산산성(咸安城山山城)〉-今남지-서화현〈今창녕군 영산면〉-

비자화군(比自火郡)〈今창녕군 창녕읍 교리〉-삼량화현〈今달성군 현

풍면 부리〉-今낙동강-가혜지진〈今고령군 개진면 개포리〉을 거쳐 대

가야군〈今고령읍 쾌빈리〉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2개

부대들은 대가야군〈今고령읍 쾌빈리〉-거열군〈今거창읍〉-속함군

〈今함양읍〉-고룡군〈今남원시〉-도실군〈今순창읍〉을 잇는 접근로

를 따라 고사부리군〈今정읍 고부면〉을 향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648년 3월에 백제 장군 의직이 요거성〈今

합천부근〉 등 10여성을 함락시켰다.143) 이에 김유신이 대량성〈今합천

읍 합천리 매봉산〉으로 출동하여 백제군을 맞이하여 싸우다가 옥문곡

〈경북 합천군 가양면 구원리 지역〉으로 후퇴하여 복병으로 백제군을

물리쳤다고 했다.144)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신라는 서기 661년 음

143) 3월에 백제의 장군 의직(義直)이 서쪽의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腰車) 등 10여

성을 함락하였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압독주(押督州)의 도독(都督)인 김유신에

게 명하여 이를 도모하게 하였다. 김유신은 이에 사졸(士卒)을 타이르고 격려하

여 거느리고 나아갔다. 의직이 이에 대항하자 김유신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협격(挾擊)하였다. 백제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났는데, 김유신은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

144)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의자왕(義慈王) 八年夏四月 : 여름 4월에 백제군이

옥문곡으로 진군하니, 신라 장군 김유신이 이들과 두 번 전투하여 크게 이겼다.

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김유신(金庾信) 상 : 드디어 압량주의 군사들을 선발하여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548 -

력 5월 압독주를 대야에 옮기고 아찬 종정을 도독으로 삼았다.145) 서기

661년 이 기사를 보면 신라는 서기 660년 대 백제전쟁을 시작할 때 까

지 요거성 등 10여성을 모두 탈환하지 못 한 상태였다.

따라서 신라군은 對 백제전쟁을 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의

백제 세력을 제거하여 후방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했다. 대량성〈今합천

읍 합천리 매봉산〉은 오늘날 대구와 거리상으로 그리 멀리 않았기 때

문에 신라에게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군으로서는 對 백제전

쟁 기간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량성을 평정하는 것이 불

가피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군 수뇌부들은 대량성 가까운 곳에 위

치해 있던 삼량화정과 소삼정을 대량성 북쪽가까이 위치해 있던 대가

야군〈今경남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집결시켜 이 곳을 중간집결지

삼아 대량성〈今합천읍 합천리 매봉산〉 지역을 평정하고자 하였을 것

이다.

이에 삼량화정은 삼량화현〈今달성군 현풍면 부리〉에서 대가야군

〈今경남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으로 이동하였고 소삼정은 소삼현

〈今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서 대가야군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

후 삼량화정과 소삼정은 대가야군을 중간집결지로 삼아 대량성 부근의

백제세력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속함군〈今함양읍〉 지

역까지 진출하여 오늘날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였을 것이

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소백산맥 서쪽 지역에 있던 백제의 중방성이었

던 고사성(古沙城)과 남방성이었던 구지하성(久知下城)에 주둔해 있던

단련시켜 적에게 나아가게 하여 대량성(大梁城)〈경북 합천군 합천읍 대야성〉밖에

이르렀는데, 백제가 오히려 [미리] 막고 있었다. 이기지 못하여 도망치는 체하면

서 옥문곡(玉門谷)〈경북 합천군 가양면(伽倻面) 구원리(舊源里) 지역 〉까지 이르니

백제가 그들을 가볍게 여겨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왔다. 복병이 그 앞뒤에서

일어나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물리쳤는데,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고 죽이거나

사로잡은 이가 1천 명에 달하였다.

145)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八年 : 압독주(押督州)를 대

야(大耶)로 옮기고, 이찬(伊湌) 종정(宗貞)을 도독(都督)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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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군을 견제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즉 고사성(古沙城)〈今전북 井邑

市 古阜面 古阜里〉과 구지하성(久知下城)〈今장성군 장성읍(長城邑)

유탕리(流湯里) 이척산성(利尺山城)〉에 있던 병력들이 사비성을 증원

하기 위해 북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착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삼량화정과 소삼정은 대가야군〈今고령읍〉

-거열군〈今거창읍〉-속함군〈今함양읍〉-고룡군〈今남원시〉-도실군

〈今순창읍〉-고사부리군〈今정읍 고부면〉 축선으로 이동하였을 것이

다. 이 두부대가 어디까지 진출하였다는 이동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서기 661년 음력 4월 19일에 신라 대

군이 두량윤성을 출발하여 빈골양에 이르렀을 때 백제군을 만나 싸웠

으나 패하여 물러났다고 했다. 그리고 상주정과 낭당이 각산에서 백제

군사를 만나 2천 명을 목 베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중방성이었던 고사부리성〈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과

남방성이었던 구지하성〈今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이척산성〉에 주둔해

있던 백제군사가 서기 661년 4월 빈골양〈今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

리〉과 각산(角山)〈今전북 정읍군(井邑郡) 내장면(內藏面) 갈현(葛

峴)〉으로 이동하여 신라군과 전투를 벌렸던 것을 기록한 것이었을 것

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고사부리성과 구지하성의 백제군이 서기 660

년 7월 18일 의자왕이 항복한 이후에도 나·당 연합군에게 굴복하지 않

은 체 해당지역에 그대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이 기사가 시사하고 있는 바를 고려할 경우, 서기 660년 이 축선

상으로 진출하였던 삼량화정과 소삼정은 고사부리성과 구지하성의 백

제 군사를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고사부리군까지 진출하지 못하였을 것

이다.

다만 소백산맥의 중요관문이었던 오늘날 소백산맥 상의 팔량치를 넘

어 고룡군〈今남원시〉-도실군〈今순창읍〉까지 진출하였을 것이다. 도

실군은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도실군은 서남쪽으로는 백제의 남방성

이었던 구하지성〈今장성읍〉이 위치해 있던 구사진혜현〈今장성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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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면 진원리〉과 연결되어 있었고 서북쪽으로는 백제의 중방성이었던

고사부리성〈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 1-1번지 성황산성〉이 위치

해 있던 고사부리군〈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과 연결되어 있었다. 신

라의 소삼정(편제병력 3017명)과 삼량화정(편제병력 3017명)은 분기점

이었던 도실군까지 진출 후에 구하지성(병력 : 5000명)과 고사부리성

(병력 : 5000명)에 주둔하고 있던 백제군사를 상대적으로 열세한 병력

을 가지고 공격하기보다는 견제하기로 하고 도실군에서 백제군의 움직

임을 관망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제반 정황을 고려했을 경우, 소삼정과

삼량화정은 서기 660년 대 백제전쟁 당시 대가야군〈今고령읍 쾌빈

리〉을 출발하여 도실군까지 진출하였을 것이다. 대가야군으로부터 고

사부리군까지의 접근로는 다음과 같다.

즉 대가야군(大伽倻郡)〈今고령읍 쾌빈리〉-적화현(赤火縣)〈今합천

군 야로면 구정리〉-가소현(加召縣)〈今거창군 가조면 마상리〉-거열

군(居烈郡)〈今거창읍 상림리〉-마리현(馬利縣)〈今함양군 안의면 당

본리〉-今마안산성(馬鞍山城)〈今함양군 지곡면 창평리〉-속함군(速含

郡)〈今함양읍 백천리〉-今팔량치(八良峙)-今황산(荒山)-모산현(母山

縣)〈今남원시 운봉읍 서천리〉-아막성(阿莫城)/일명 母山城〈今남원시

운봉읍 장교리〉-고룡군(古龍郡)〈今남원시 동충동〉-今비홍치(飛鴻

峙)-역평현(礫坪縣)〈今전북 순창군(淳昌郡) 적성면(赤城面) 고원리(古

院里)〉-도실군(道實郡)〈今 전북 淳昌郡 淳昌邑 淳化里〉-今금성산

성(金城山城)〈今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율지현(栗支縣)〈今담양군

금성면 석현리〉-추자혜군(秋子兮郡)〈今전북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今장성군 진원면 진원리〉-고시이현(古尸伊

縣)〈今장성군 북일면 신흥리〉-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今고창군 고

창읍 교촌리〉-상칠현(上柒縣)〈今고창군 흥덕면 동사리〉-고사부리군

(古沙夫里郡)〈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고사부리성(古沙阜里城)을

잇는 접근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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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나라군의 전개

(가). 당나라군,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시 보유부대

당나라는 초기에 전국에 총 630여개 내지 960개의 절충부(折衝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1개 절충부는 1000명을 편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에 16개의 위(衛)를 설치하고 위(衛)가 40개 내지 60개 절

충부를 관할하였다. 위(衛)에는 상장군 1명, 대장군 1명, 장군(郎將) 2명

(左郎將, 右郎將), 절충도위(折衝都尉) 40명 내지 60명을 두었다. 당나라

가 전국에 설치했던 16위(衛)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표 26. 당나라 16위구성과 병력 규모146)

구분 상장군 대장군 장군(郎將) 절충도위 병력수

1 좌위(左衛) 1 1 2 40-60 4萬-6萬

2 우위(右衛) 1 1 2 40-60 4萬-6萬

3 좌효위(左驍衛) 1 1 2 40-60 4萬-6萬

4 우효위(右驍衛) 1 1 2 40-60 4萬-6萬

5 좌무위(左武衛) 1 1 2 40-60 4萬-6萬

6 우무위(右武衛) 1 1 2 40-60 4萬-6萬

7 좌위위(左威衛) 1 1 2 40-60 4萬-6萬

8 우위위(右威衛) 1 1 2 40-60 4萬-6萬

9 좌영군위(左領軍衛) 1 1 2 40-60 4萬-6萬

10 우영군위(右領軍衛) 1 1 2 40-60 4萬-6萬

11 좌금오위(左金吾衛) 1 1 2 40-60 4萬-6萬

12 우금오위(右金吾衛) 1 1 2 40-60 4萬-6萬

13 좌감문위(左監門衛) 1 1 2 40-60 4萬-6萬

14 우감문위(右監門衛) 1 1 2 40-60 4萬-6萬

15 좌천우위(左千牛衛) 1 1 2 40-60 4萬-6萬

16 우천우위(右千牛衛) 1 1 2 40-60 4萬-6萬

합계 16 16 32 640-960 64萬-96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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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군은 [도표 26] 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6개 위

(衛)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각 위(衛)는 4만명 내지 6만명을 지휘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편제상으로 64만명 내지 96만명을 유지하고 있었

다.

당나라는 16개 위에 분속되어 있던 절충부(折衝府)를 소속 병력 수에

따라 상부(上府), 중부(中府), 하부(下府) 등 3개부로 구분하였다. 상부

를 1200명, 중부를 1000명, 하부를 800명으로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각각 200명씩 감소편성하고 있었다. 절충부 예하에 5개 단(團)을 두었

고 각 단에 200명을 편성하였다. 단(團) 예하에 2개 여(旅)를 두었고 각

여에 100명을 편성하였다. 여(旅) 예하에 2개 대(隊)를 두었고 각 대에

50명을 편성하였다. 대(隊) 예하에 5개 화(火)를 두었고 각 화에 10명을

편성하였다.

모든 절충부(折衝府)에는 지휘관이었던 절충도위(折衝都尉) 1명을 두

고 그 아래 좌우과의도위(左右果毅都尉) 각 1명씩을 두어서 절충도위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장사(長史), 병조(兵曹), 별장(別將), 각 1명

을 두었다. 절충도위 밑에는 단(團)을 지휘하는 교위(校尉) 5명을 두었

다. 그리고 교위 밑에는 여(旅)를 지휘하는 여수(旅帥) 2명을 두었다.

여(旅) 밑에는 대(隊)를 지휘하는 대정(隊正) 2명을 두었고 대(隊) 밑에

는 화(火)를 지휘하는 화장(火長) 5명을 두었다.

병졸은 활 1개, 화살 30개, 횡도(橫刀) 1개, 호록(胡祿), 여석(礪石) 등

의 장비와 맥반(麥飯) 9두(九斗), 미(米) 2두를 모두 자비로 마련하여

평시 지정된 무기고에 보관하였다.

10명 단위의 화(火)가 공유했던 장비는 오포막(烏布幕), 철마우(鐵馬

盂), 포조(布槽), 삽(揷), 곽(欔), 착(鑿), 대(碓), 광(筐), 겸(鉗), 거(鋸)

각 1개와 갑상(甲狀), 겹(鎌) 각 2개씩 이었다. 50명 단위의 대(隊)가 공

146) 16위 명칭과 지휘관 편성 1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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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했던 장비는 화찬(火鑽), 흉마승(兇馬繩) 각 1개와 수기(首騎), 족반

(足絆) 3개씩이었다. 각 화(火)는 군마 6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마필을

이용하여 공유장비를 수송하였다.

당나라는 구성 및 편제상으로 640-960개 절충부를 설치하여 평시 64

萬-96萬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60만여명의 부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나라가 외정을 할 경우에는 30만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었

다. 60여만명 가운데 수도를 경비하고 있던 위사(衛士)와 국경지역 수

비를 담당하고 있던 방인(防人) 30여만명을 제외해야 했기 때문이었

다.147)

(나). 당나라군,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시 투입부대

당나라는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 당시 병선 1900척과 병력 12만

2711명을 투입하였다.148) 당나라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병선을 운용하는데 종사하였던 비전투병력이었다. 전투 병력 수는 상대

적으로 적었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병선 1900에 싣고 왔던 탑승병

력은 대부분은 도졸(櫂卒, 노꾼), 축로(舳艫, 키잡이), 조타장(操舵長),

취사병, 의무병 등이었다.

월절서(越絶書)에 의하면 고대 중국 오(吳)나라는 대형 군선(軍船)에

총 91명을 탑승시켰는데 이 가운데 전투 병력은 26명이었다. 전투원의

구성 비율은 28.6%이었다. 조선의 숙종 때 수군은 군선(軍船)에 총 164

명을 탑승시켰는데 이 가운데 전투 병력은 25.6% 수준이었다.

중국 오나라 수군과 조선 수군은 누대에 걸친 수군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거의 같은 승무원의 탑승 구조를 유지하였다. 고대 수군은 인력을

병선의 동력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조선시대까지 거의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민족전란사 8권 고구려 對 隋 對 唐戰爭史 1991년

142-144 페이지

148) 삼국유사, 卷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 : 郷記云軍十二万二千七百十一人舡一

千九百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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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나라와 조선 수군의 탑승 구조를 기준할 경우 당

나라 수군의 전투요원 비율은 25.6% 내지 28.6% 수준이었을 것이다.

도표 27. 오나라 병선 탑승 병력 구성149)

구분 총계 전사 지원 노꾼 축로

승무원 91명 26명 12명 50명 3

비율 100% 28.6% 13.2% 58.2%

당나라 수군에 오나라 전투병력 구성비율 28.6%를 적용해 보자. 서

해 바다를 건너 왔던 당나라군의 총병력 수는 12만 2711명이었다.

28.6%를 적용하면 전투병력 수는 35058명 이었을 것이다. 비전투병력

수는 87653명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신라는 서기 660년 경신년 對 백제전쟁 시 지상전에 전투부

대 17개와 병력 51662명(신라군 투입부대 20개 부대, 63942명 가운데

비전투부대 시위부 180명, 사자금당 3000명, 수군 9100명 제외)을 투입

하였다.(도표 23 참조) 신라가 투입했던 지상 전투 병력과 당나라가 투

입했던 전투 병력을 합하면 나·당 연합군의 전체 전투 병력 수는

86720명(신라군 전투병력 51662명 + 당나라 전투병력 35058명)에 이르

렀다.

(다). 당나라군의 투입부대 병력 구조

신당서와 구당서, 책부원귀 등에 의하면 당나라 조정은 좌무위대장군

(左武衛大將軍) 소정방(蘇定方)을 신구도행군대총관(神丘道行軍大總管)

149) 윤일영, 신라가 대 백제전시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대전대학교 군사학연구 제5호 2007년 12월 588페이지 [표 31. 오나라 대익선의

승무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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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고 좌효위장군(左驍衛將軍) 유백영(劉伯英)을 곤이도총관(昆夷道

總管)으로하였다. 우무위 장군(右武衛將軍) 풍사귀(馮士貴). 좌효위장군

(左驍衛將軍) 방효태(龐孝泰) 등과 함께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150)

그런데 당나라 조정은 원정군을 단일부대로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에서 차출하여 원정군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백제 원정에 참

여했던 당나라군 수뇌부들은 소속이 각각 달랐다. [도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소정방은 좌무위 소속 대장군이었고 유백영과 방효태는 좌효위

소속 낭장이었다. 그리고 풍사귀는 우무위 소속 낭장이었다. 이와 같이

소속이 다른 위(衛)에서 차출된 장군들이었다. 예하 병력도 각위에서

차출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나라군은 각위에서 어느 정도 병력을

차출하였을까?

도표 28 : 당나라군 16위 구성과 지휘부 편성 및 병력 구조

구분 상장군 대장군 장군(郎將) 절충도위 병력수

1 좌위(左衛) 1 1 2 40-60 4萬-6萬

2 우위(右衛) 1 1 2 40-60 4萬-6萬

3 좌효위(左驍衛) 1 1 2 유백영 40-60 4萬-6萬

  방효태

4 우효위(右驍衛) 1 1 2 40-60 4萬-6萬

5 좌무위(左武衛) 1 1 소정방 2 40-60 4萬-6萬

6 우무위(右武衛) 1 1 2 40-60 4萬-6萬

7 우무위(右武衛) 1 1 2 풍사귀 40-60 4萬-6萬

150) 冊府元龜 卷第九百八十六 外臣部·征討第五 唐高宗 顯定 四年十一月以邢國公蘇

定方爲神丘道總管 劉伯英爲 昆夷道 總管以伐 百濟. 顯定 五年三月以左武衛大將

軍蘇定方爲神丘道行軍大總管率左驍衛將軍劉伯英 右武衛將軍馮士翽 左驍衛將軍龐

孝泰等並發新羅之衆以討百濟百濟恃高麗之援屢侵新羅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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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필자는 당나라군의 전투병력을 35058명 수준으로 추산하였

다. 당나라 조정이 4명의 장군들에게 소속된 각 위(衛)에서 9000명씩

차출하도록 하였다면 좌효위에서 2명 장군(유백영, 방효태)이 18000명

을, 좌무위에서 1명 장군(소정방)이 9000명을, 우무위에서 1명 장군(풍

사귀)이 9000명을 차출하여 원정군의 전투병력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신라 본기 태종무열왕 7년 음력 9월 3일 기사에서

유백영의 예하병력이 10000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유백영의 병력이

10000명이었다면 같은 좌효위에 소속되어 있던 낭장 방효태 도 동급

장군으로서 10000을 거느렸을 것이다. 그리고 소정방은 주장이었으므로

좌무위에서 본인에게 직속되어 있던 10000명(유백영, 방효태 수준의 병

력)을 거느리고 출정하였을 것이다. 당나라군의 전투병력 수가 35058명

(추산)이었다면 낭장 유백영의 10000명, 낭장 방효태의 10000명, 대장군

소정방 10000명을 제하면 5058명이 남는데 이는 우무위 소속의 풍사귀

에 속했던 병력이었을 것이다.

한편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서기 660년 음력 9월 3일 백제왕과 신

료 93명, 백성 12000을 데리고 사비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돌아갔는

데 떠나면서 유인원(劉仁願)〈삼국유사는 劉仁遠이 劉伯英이라고 했

다.〉으로 하여금 남아서 군사 10000 명을 데리고 사비성을 진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신라 태종무열왕은 왕자 김인태(金仁泰)가 사찬(沙湌) 김

일원(金日原)과 급찬(級湌) 길나(吉那)와 함께 군사 7천 명으로써 당군

을 돕도록 하였다.151) 참고로 삼국유사는 소정방이 데리고 철수했던 포

로 수에 대하여 의장왕과 태자 융, 왕자 태, 대신, 장사 등 88명 그리고

151) 삼국사기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秋九月三日 :

9월 3일에 낭장(郎將)유인원(劉仁願)이 군사 1만 명으로 사비성(泗沘城)에 남아

서 지켰는데, 왕자 인태(仁泰)가 사찬(沙湌) 일원(日原)과 급찬(級湌) 길나(吉那)

와 함께 군사 7천 명으로써 그를 보좌하였다. 소정방(蘇定方)은 백제의 왕 및 왕

족과 신료 93명과 백성 1만 2천 명을 데리고 사비(泗沘)에서 배를 타고 당(唐)나

라로 돌아갔다.



羅·唐 군의 이동과 백제군 배비 

- 557 -

백성 12807명이었다고 전하고 있다.152)

삼국유사에 의하면 소정방이 포로로 데리고 철수했던 인력 수는 모

두 합해서 12895명이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나라 소정방은 포로

12895명을 병선에 탑승시켜 당나라로 철수하였다. 이는 유백영의 잔류

병력 10000명이 탑승했던 공간에 포로를 대신 싣고 돌아간 것이었다.

그런데 병선에 탑승시켰던 백제의 포로 수가 유백영과 함께 사비성에

잔류해 있던 10000명의 당군 병력 수보다 2895명이 더 많다. 병선에 공

간적 여유가 있어 2895명을 더 탑승시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 병

선은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고 함선의 이동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규정된 탑승인력 이외에 추가 인력을 탑승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철수 시 최소한의 전리품을 수송했을 터인데

이를 고려하면 더욱 공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정방이

병선에 탑승시켰던 인원수(12895)와 사비성에 잔류시켰던 병력수가 동

일했을 것이다. 소정방이 유백영의 잔류병력 10000명보다 2895명을 더

탑승시켰다면 유백영의 병력 10000명 이외에 2895명 추가로 잔류시켰

을 것이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소정방은 철수하면서 유백영에게 군

사 10000 명을 데리고 사비성을 진수(鎭守)하도록 하였는데 사비성은

오늘날 그 유지의 둘레가 대략 8km이다. 둘레가 8km 규모의 나성을

진수하기 위해서는 유백영은 최소한 전투병력 20000명을 필요로 하였

을 것이다. 유백영이 보유하고 있던 병력이 10000 명이었으므로 10000

이 추가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 태종무열왕은 왕자 김인태(金

仁泰)에게 7000명의 병력을 주어 유백영의 사비성 鎭守를 돕도록 하였

다. 유백영의 10000과 유인태의 7000명을 합하여도 3000명이 부족하였

을 것이다. 소장방은 유백영에게 직속되어 있던 10000명 이외에 다른

152) 卷 第一 제1 기이(紀異第一)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 소정방은 왕 의자와

태자 융, 왕자 태, 왕자 연(演) 및 대신 장사 88명과 백성 1만 2천 8백 7인을 당

의 수도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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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衛) 소속의 3개 절충부 병력에 해당하였던 3000명을 추가로 잔류시

켰을 것이다. 이 3000명은 소정방이 병선에 추가로 탑승시켰던 포로

2895명의 인원수와 같은 것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낭장 유인원(劉

仁願)〈유백영〉이 군사 1만 명으로 사비성을 지켰다고 한 것은 유백

영이 직접 관할하고 있던 병력수 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나라 출정군의 병력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당나라 출정군 전투병력을 35058명으로 추산하였

다. 이 가운데 대장군 소정방이 거느렸던 병력이 좌무위 소속 10000명

이었고 낭장 유백영이 거느렸던 병력이 좌효위 소속 10000명이었다. 그

리고 낭장 방효태가 거느렸던 병력이 좌효위 소속 10000명이었고 낭장

풍사귀가 거느렸던 병력이 좌위위 소속 5058명이었다.

(라). 당나라군의 투입부대 전개

〈1〉. 당나라군 투입부대 주둔지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예하 수군을 3개 선단으로 나누어 제1선단

을 서기 660년 음력 6월 4일부터 성산에서 출발시키고 음력 6월 8일

덕물도에 제3선단을 도착시켰다. 그리고 소정방은 병선 1900척과 병력

12만 2711명을 오늘날 덕적도 진리(鎭里 : 海邊폭 600m)·서포(西浦 : 海

邊폭 900m)·우포(友浦 : 海邊폭 500m), 소야도(蘇爺島) 진변(津邊 : 海邊

폭 300m)·소야리(蘇爺里 : 해변폭 500m), 소이작도(小伊作島 : 海邊폭

1400m), 대이작도(大伊作島 : 海邊폭 2600m), 승봉도(昇鳳島: 海邊폭

4700m), 지도(池島 : 海邊폭 1000m), 문갑도(文甲島 :海 邊폭 1000m), 선

갑도(仙甲島 : 海邊폭 1000m), 굴압도(屈鴨島 : 海邊폭 1000m), 울도(蔚

島 : 海邊폭 1000m) 일대에 상륙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당나라 수군이 오늘날 덕적도, 소야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 등에 병선을 정박시킬 수 있었던 해변의 길이는 16500m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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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당나라 수군의 운용하였던 해골선(海鶻船)의 길이는 29.7m이고

폭은 5.3m이었다.153) 당나라 수군이 해골선 1척을 접안시키는데 안전

을 위해 15m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오늘날 덕적도 부근의 모든 도서

의 해안 길이를 모두 합해도 16500m 정도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해

안선으로는 대략 1100척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군

전체 1900척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덕적도 일대의

일부 도서는 해안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 병선이 접안할 수 없는 곳이

많아 비록 해안길이가 16500에 달하였다하더라도 병선을 접안시킬 수

있는 접안능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나라 수군이 오늘날 덕적도 부근의 모든 섬에 1900척을 광

범하게 배치시켰다 해도 해상거리 5km 내지 30km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 배치시킨 병선을 적절히 지휘를 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수군

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없는 전술상의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도서에 정박해 있는 동안 병사들에게 食水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수군은 食水를 공급받을 수 있고 海波를 막을 수 있

으며 수군을 집중시켜 일사불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정박지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덕물도 섬 이외에 連陸되어 있는 今당진

만 등과 같은 곳에 수군기지를 확보해야만 했을 것이다. [도표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병선 352척 내지 516척 규모로 1개 선단을 구성

하여 덕적도 일대에 1개 선단, 今당진만에 3개 선단을 배치하였을 것이

다. 참고로 임진왜란 때 명나랄 제독 진린 함대가 이순신 함대와 합류

하기위하여 남하하는 도중에 오늘날 당진만에 이르러 병선 500척을 정

박시켰다. 이런 사례를 고려할 경우 당나라 수군은 덕물도에서 今당진

만으로 이동하여 양호한 정박지였던 이곳에 3개 선단을 집결시켰을 것

이다. 그리고 이곳 今당진만에서 今가로림만-今안흥만-今천수만-今결

153) 장철우, 중국고대 해군사, 해방군 출판사 1993.1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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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今오천만-今보령만-今웅천만-今비인만-今장구만-今백강구를 잇

는 해상로를 따라 와도전술(蛙跳戰術)이나 우회전술을 사용하여 백강

구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1〉. 당나라군의 서해 해안 중간기지 투입병력 배치 및 전개

[도표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나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쟁 時, 백제의 벌수지현〈今당진읍〉과 가리저〈今당진군 송악면 부

곡리 한진(漢津)〉를 공격하였다. 백제군 수뇌부가 당나라 수군의 공격

에 대비하여 [도표 30]에서 볼 수 있듯이 벌수지현과 가리저에 각각

10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당나라군이 벌수지

현에 상륙하여 백제군을 공격한 이유는 만과 가로림만으로 항진할 수

있는 바다 길을 열고 벌수지현 內에 위치해 있던 백제의 수군기지를

제거하며 이 곳에 백제군이 비축해 놓은 군수물자를 탈취하기위한 것

이었다. 이와 더불어 전술적 측면에서는 당나라군이 自軍의 주공방향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표 29. 당나라 투입병력 전개, 배치, 진출, 잔류, 철수

29-1. 각위별 병력 및 병선 보유규모

구 분 소정방 유백영 방효태 풍사귀 총계

병력 전투병력 10000명 10000명 10000명  5058명  35058명

비전투병력 23316명 23316명 23316명 17705명  87653명

합계 33316명 33316명 33316명 22763명 122711명

병선 衛別 兵船 수 516척 516척 516척 352척   19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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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지역별 전투병력 배치 보유규모

구 분
소정방 유백영 방효태 풍사귀 총계

10000명 10000명 10000명 5058명 35058명

今당진만 벌수지현

전투1558명

전투

3058명

비전투

10705명

총병력

13763명

비전투5454

총병력7012

병선108척

今아산만 가리저

전투1500명

비전투5251

총병력2250

병선104척

今가로림

만
今평신진

 전투500명

전투

2000명

비전투

7000명

총병력 

9000명

비전투1750

총병력2250

병선35척

今안흥만 今안흥진 上記동일 

今천수만 今오천항 上記동일

今비인만 今馬梁鎭 上記동일

백강구 今군산항

전투3000명 전3000

비전투6995 비6995

총병력9995 총9995

병선155척 155척

진구 今강경읍

전10000명 전10000명 전투7000명 전27000 

비전투23316 비전투23316 비전투16321 비62953

총33316 총333316 총23321 총89953

516척 516척 361척 1393척

당군 撤軍 時 전투10000 전투3000명 전13000

사비성 병력 잔류 비전투23316 비전투6995 비30311

총병력333316 총병력9995 총43311

 병선 잔류 516척 155척 671척

당군 撤軍時 전10000명 전7000명 5058명 전22058

성산 철수 비전투23316 비전투16321 비전투17705 비57342

총 33316 총23321 총22763 총79400

516척 361척 352척 1229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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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리저를 공격한 것은 백제 구군(構郡)의 관할 하에 있던 가

리저(加里渚) 창고에 백제 수군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당나라군은 오늘날 당진만과 아산만을 석권하였는데 이로

써 당나라 수군은 서해안을 따라 와도전술(蛙跳戰術)이나 우회전술을

사용하여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나라군은 벌수지현과 가리저에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였을까? 백제군 수뇌부가 벌수지현과 가리저에 각각 1000명을

배치하였다면 당군은 각각의 1000명을 공격하기 위하여 최소한 3배에

달하는 3000명을 투입하였을 것이다. 3000명으로서 각각의 1000명을 제

압하고 이곳으로부터 오늘날 예산읍과 대흥면 임존성 또는 정산면을

경유하여 사비성으로 진격할 듯한 태세를 연출하면서 양공작전을 전개

하였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당나라 수군이 나·당 연합작전 계획대로 백강구〈今금강

하구〉를 경유하여 진구〈今강경읍〉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산만과

당진만의 교두보를 기지삼아 가로림만, 안흥만, 천수만, 결성만, 오천만,

보령만, 웅천만, 비인만, 장구만 등을 경유하여 백강 하구로 항진해야만

했다.

특히 아산만, 당진만, 가로림만, 안흥만, 천수만, 백강구 등은 그 만곡

부가 크고 만(灣)의 내해가 넓으며 수군이 항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요충지를 만의 입구에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요충지는 당

나라 수군이 우회전술을 사용하여 도약 뛰기 방식으로 전진할 경우 중

간기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으므로 반듯이 확보해야만 했다. 또한 백

제의 소규모 수군이나 육군이 접근을 이를 거부할 경우 당나라 수군은

해로병참선을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灣) 내의 위협세력을 제거

할 필요가 있었다. 당나라 수군이 가로림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 수군의 기지였던 舊 평신진을 확보해야만 했을 것이다. 또한 항해

하기가 어렵고 해난사고가 빈번하였던 안흥만 입구에서 안전한 항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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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해서는 今안흥진(安興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천수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今오천항(鰲川港)을 반드시 확보

해야했을 것이다. 또한 천수만에서 백강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今비인

만의 今마량진을 반드시 경유해야 했음으로 이 곳에 중간지지를 설치

해야만 했을 것이다. 아울러 당나라 수군이 백강구〈今금강 하구〉를

경유하여 진구〈今강경읍〉로 항진하기 위해서는 백강구의 기벌포〈今

장항항〉와 南岸〈今군상항〉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을 것이다. 가로

림만의 평신진, 안흥만의 안흥진, 천수만의 오천항, 비인만에 마량진 등

4개소에 [도표 29-1]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 500명 규모의 전투병력

을 배치해야만 도합 2000명의 전투병력으로 부근해역의 해상병참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도표 29-1]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가

백강구 양안〈今장항항, 今군상항〉에 각각 3000명씩을 배치하였었는데

당나라 수군이 이를 백제군으로부터 탈취하여 점령한 다음에 백강구

南岸〈今군상항〉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0명을 배치해

야만 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당나라 소정방은 수군과 지상군 전투병력을 덕물도에

서 출발시켜 오늘날 당진만 벌수지현과 아산만 가리저까지 3000명을

이동시켜 이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부 전투병력을

서남진시켜 가러림만과 안흥만, 천수만, 비인만 일대에 도합 2000명을

배치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음력 7월 9일 백강구 전투 후에 백강구 南

岸〈今군상항〉에 3000명 규모를 배치시켰을 것이다. 당나라군이 오늘

날 당진만과 아산만 지역 내 벌수지현과 가리저에 3058명을, 가로림만,

안흥만, 천수만, 비인만 일대에 2000명을, 백강구에 3000명을 배치시켰

다면 당나라군의 전체 전투병력 35058명 가운데 27000명 만을 진구와

사비성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아마도 풍사귀가 지휘했던 우무위 소속의

5058명 가운데 3058명을 벌수지현과 가리저에 투입하고 나머지 2000명

을 가로리만, 안흥만, 천수만, 비인만 등으로 이동시켜 이 일대의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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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참선을 유지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방효태의 병력 10000명 가운

데 3000명을 백강구 남안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소정

방은 자신에 속해 있던 10000명과 낭장 유백영에 속해 있던 10000명,

낭장 방효태에 속해 있던 7000명 등 27000명을 데리고 진구에 상륙하

여 사비성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서기 660년 음력 9월 3일 철수 시 사비성에

유백영의 병력 10000명과 방효태의 병력 3000명을 합하여 13000을 잔

류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2058명을 데리고 철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비성에 잔류시켰던 13000명 대신 백제인 포로 12895명을 병

선에 탑승시켜 당나라로 철수하였을 것이다.

〈3〉. 당나라군 연안기지-사비성 間 가용 접근로 및 이동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투입부대를 덕물도에서 今당진만과 今아산만 등 백제해안

지역으로 전개시켰을 것이다. 이는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今당진만과

今아산만 등 해안지역에 전투부대들과 수군선단들을 전개시켜 전략적

공세대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전투부대를 전개시키기 전에

백제 해안지역에서 사비성으로 이어지는 가용한 접근로를 먼저 식별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용한 접근로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

고 투입부대를 접근로별로 할당하였을 것이다. 서기 660년 對 백제戰

時 고려하였던 가용접근로는 신라와 백제가 121년(서기 540년-서기

661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접근로였을 것이다. 이에 대하

여 前記 [Ⅲ-2-라. 서기 660년 음력 6월-7월 間 唐군의 군사접근로 

및 백제군 부대배비]에서 당시 당나라군과 백제군이 군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었던 가용 접근로를 상세히 밝혔다. 이에 의하면 덕물도와 배

제의 해안에서 사비성으로 이어지는 중요 군사접근로는 [도표 3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개 접근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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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0. 당나라군의 중간기지-사비성 間 가용 접근로

1 今당진만·벌수지현·사비성  間 군사접근로 [A-119 참조]

今당진만-벌수지현-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현-今부산성-

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군사접근로

2 今아산만·가리저·사비성 間 군사접근로[A-120참조]

今아산만-가리저-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임존성-고량부리현-今부산성-

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군사접근로

3 今가로림만·기군·사비성 間 군사접근로[A-121참조]

가로림만입구-舊신평진-今파지도-今굴포골-기군-今해미읍성-마시산군-오산현-

今무한천-임존성-今광시리-고량부리현-今금정리-今발온치-今은산리-今恩山川-

今부산성-今고성진-사비성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

4 기벌포·설림군·시산군·서비성 間 군사접근로[A-122참조] 

즉백강구(白江口)-기벌포〈舊장암진성(長巖鎭城)〉--今옥포-今나포리-今웅포리-今

입포리-今운주포-今황산진-今논산천)-今진구(津口)〈今강경〉-今고성진-사비성 間

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

〈가〉. 今당진만·벌수지현 방면 지대(支隊)의 전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今당진만·벌수지현 방면에 투입한 당나라군

의 부대는 당군 낭장 풍사귀(馮士貴)〈右武衛 소속 郎將〉 예하의 1558

명(추정)이었을 것이다. 벌수지현〈今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은 백제의

구군〈今당진군 면천면 성산리〉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던 今당진만을

지키고 있던 백제의 전초기지였다.

당나라군 소정방 서기 660년 음력 6월 6일(추정) 1558명〈1개 절충부

(折衝府)+5개 여(旅)+1개 대(隊)〉을 今당진만으로 이동시켜 벌수지현

을 음력 6월 7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한 다음에 이 부대들을 이 곳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대들은 음력 6월 6일 가리저(加里渚)

를 점령한 다른 당군 부대(1500명)와 구군(構郡)에서 합류한 다음에 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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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만-벌수지현〈今당진군 당진읍 읍내리〉-구군〈今당진시 면천군

성산리〉-금물현〈今예산군 고덕면 대천리〉-마시산군〈今예산군 덕산

면 읍내리〉-오산현〈今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예산군 대흥면 상

중리 鳳首山〉-고량부리현〈今청양군 청양읍 읍내리〉-今부산성〈今부

여군 규암면 진변리〉-사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을 향하

였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此 접근로〈今당진만-벌수지현-임존성-고양

부리현-사비성〉가 지니고 있던 군사 지리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 접

근로 상에 3058명〈벌수지현에 1558명과 가리저에 1500명〉을 배치하

여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마치 此 접근로가 당군 주공이 지향하는 접

근로 인 것처럼 연출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를 기만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백제의 五方城 가운데 西方城이었던 임존성의 병력(6210

명)을 고착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이 임존성 병력을 타 지역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이 음력 7월 18일 항복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백제의 남은 군사들이 임존성에서

저항하고 있었다.154) 이는 벌수지현 및 가리저의 당군 3058명이 임존성

의 백제군을 성공적으로 고착 및 견제하였으며 백제군 수뇌부들을 성

공적으로 기만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今아산만·가리저 방면 지대(支隊)의 전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今아산만·가리저 방면에 투입한 당나라군의

부대는 당군 낭장 풍사귀(馮士貴)〈右武衛 소속 郎將〉 예하의 1500명

(추정)이었을 것이다. 가리저〈今당진군 소악면 富谷里(部曲里) 漢津)〉

154)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秋八月二十六日 660년

음력 08월 26일에 임존(任存)의 큰 목책을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地勢)

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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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제의 구군〈今당진군 면천면 성산리〉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今아산만을 접하고 있던 백제 해안 상의 전초기지였다.

당나라군 소정방 서기 660년 음력 6월 6일 1500명〈1개 절충부(折衝

府)+5개 여(旅)〉을 今아산만으로 이동시켜 벌수지현을 공격하여 이를

탈취한 다음에 이 부대들을 이 곳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

대들은 벌수지현을 점령한 다른 당군 부대(1558명)와 구군(構郡)에서

합류한 다음에 今아산만-가리저〈今당진군 송악면 富谷里(部曲里) 漢

津)〉-구군〈今당진시 면천군 성산리〉-금물현〈今예산군 고덕면 대천

리〉-마시산군〈今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오산현〈今예산읍 예산리〉

-임존성〈今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鳳首山〉-고량부리현〈今청양군 청

양읍 읍내리〉-今부산성〈今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사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을 향하였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此 접근로〈今아산만-가리저-임존성-고양부

리현-사비성〉가 지니고 있던 군사 지리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 접근

로 상에 3058명〈벌수지현에 1558명과 가리저에 1500명〉을 배치하여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마치 此 접근로가 당군 주공이 지향하는 접근로

인 것처럼 연출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를 기만하도록 하였을 것이

다. 또한 백제의 五方城 가운데 西方城이었던 임존성의 병력(6210명)을

고착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이 임존성 병력을 타 지역으로 전환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이 음력 7월 18일 항복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서기 660년 음력 8월 26일 백제의 남은 군사들이 임존성에서

저항하고 있었다.155) 이는 벌수지현 및 가리저의 당군 3058명이 임존성

의 백제군을 성공적으로 고착 및 견제하였으며 백제군 수뇌부들을 성

공적으로 기만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155)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秋八月二十六日 660년

음력 08월 26일에 임존(任存)의 큰 목책을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많고 지세(地勢)

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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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今가로림만·舊평신진 방면 지대(支隊)의 전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今가로림만 방면에 투입한 당나라군의 부대

는 당군 낭장 풍사귀(馮士貴)〈左威右武衛소속 郎將〉 예하의 500명(추

정)이었을 것이다. 가로림만(加露林灣)은 종심길이가 25km이고 폭 넓이

가 2~3km이다. 동쪽 대안반도(大山半島)와 서쪽 이원반도(梨園半島)의

지협부(地峽部)를 끼고 남쪽 천수만(淺水灣)의 반대쪽에 만입해 있다.

태안군 이원면(梨園面)·원북면(遠北面)·태안읍, 서산시 팔봉면(八峰面)·

지곡면(地谷面)·대산면(大山面)으로 둘러싸여 있다.156)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今가로림만 만구(灣口)에 위치해 있던 今독

관리(獨串里)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今독관리는 조선 수군이 今가로림

만(加露林灣) 수비하기 위해 舊조선시대 평신진(平薪鎭)〈水軍基地〉을

설치하였던 곳이었다. 舊 평신진은 今가로림만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백제의 서북쪽 해안 상의 전초기지였을 것이다. 今가로림만은 백제의

기군(其郡)〈今瑞山市〉과 접하고 있었다. 今가로림만과 기군이 상접하

고 있던 지역의 동남쪽에는 오늘날 해미읍성과 마시산군〈今禮山郡 德

山面〉, 오산현〈今禮山邑〉 임존성이 위치해 있었고 임존성 남쪽 끝에

사비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今가로림만 남쪽에 오늘날 굴포(掘浦)〈今서산시 팔봉면 진접리〉는

태안군 굴포(掘浦)〈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와 3km 거리를 두고 천수

만과 이격하고 있었다. 今가로림만은 이 굴포를 기점으로 하여 기군(基

郡)〈今서산시 읍내리〉-今해미읍성-今대치(大峙)-마시산군(馬尸山郡)

〈今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오산현〈今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예

산군 대흥면 상중리 鳳首山〉-고량부리현〈今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今부산성〈今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사비성을 잇는 접근로와 연결되

어 있었다. 당나라군은 이 축선을 따라 병력을 사비성으로 투사할 수

15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4509&cid=40942&categoryId=37404

네이버 지식백과 가로림만 [加露林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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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백제군 수뇌부는 이와 같은 당나라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주

시하였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는 이 축선을 따라 당나라군이 접근할

경우 임존성에서 차단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당나라군 소정방 서기 660년 음력 6월 중순 500명〈5개 여(旅)〉을

今가로림만으로 이동시켜 舊 평신진을 공격하여 이를 탈취한 다음에

이 5개 여(旅)〈500명〉의 부대들을 이곳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今가로리만을 석권하여 가로림만 內 백제 수군 위협을 제거하였을 것

이다. 또한 今안흥진〈500명〉, 今오천항〈500명〉, 今마량진〈500명〉

을 점령한 다른 당군 부대들과 연계하여 부근해역의 해상병참선을 유

지함과 동시에 당나라 수군이 서해안을 따라 와도전술(蛙跳戰術)이나

우회전술을 사용하여 전진할 수 있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라〉. 백강구·기벌포 방면 지대(支隊)의 전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白江口·기벌포(伎伐浦) 방면에 투입한 당나

라군의 부대는 당군 낭장 방효태〈左驍衛 소속 郎將〉 예하의 3000명

(추정)이었을 것이다. 기벌포〈今충남 舒川郡 長項邑 長岩洞 長巖鎭

城〉는 백제의 백강구〈今금강 하구〉에 위치해 있던 백제 해안 상의

중진(重鎭)이었다.

당군 낭장 방효태는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백강구로 진입하여 백

강구 남쪽의 오늘날 오성산성 서단(西端)에 상륙하여 今군산항〈今군산

시 장미동〉 강변을 지키고 있던 백제군 3000명을 격퇴시켰다. 그리고

이 곳에 당군 전투병력 3000명〈3개 절충부(折衝府)〉을 배치시켰을 것

이다.

당군 낭장 방효태의 제2선단은 오늘날 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던

금비경도를 출발(음력 6월 27일)하여 가로림만을 석권한 다음에 안흥

만, 청수만, 결성만, 오천만, 보령만, 웅천만, 비인만, 장구만을 지나 음

력 7월 9일 백강구 남쪽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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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구는 백강구 양안〈기벌포=今장항항, 今군산항〉-진구-사비성-

웅진성과 백강의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바다에서 사비성으로 들

어가는 水路 상의 관문이었다. 이 축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백강구(白江口) 양안〈기벌포=今장항항, 今군산항〉-백강구

北岸의 今전망산(前望山)-기벌포〈舊장암진성(長巖鎭城)〉-今위포(蝟

浦)-今직천(直川)-今옥포(玉浦)-今나포리(羅浦里)-今웅포리(熊浦里)-今

검성리(檢城里)-今입포리(笠浦里)-今칠산리(七山里)-今운주포(雲主浦)-

今황산진(黃山津)-今량정(凉亭)-今주교(舟橋)-今논산천(論山川)-今진구

(津口)〈今강경(江景)〉-今고성진(古省津)-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이었

다.

당나라 수군은 백강구 남쪽의 오늘날 군사항〈今群山市 藏米洞〉을

백제로부터 빼앗아 이곳에 중간 기지를 설치하고 이곳을 중간지지로

삼아 백강 수로를 따라 진구로 항진하였을 것이다.

나. 백제군의 전략배비

(1). 백제군의 총 군사력 규모

백제가 서기 660년 경신년(庚申年) 당시 전장에 투입했던 병력의 규

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구당서(舊唐書)는 동이열전(東夷列傳) 백

제 條에서 “백제의 兵은 6만이 있다. 方은 10군을 통할한다.(有六萬 方

統十郡)”고 했다. 구당서 기록은 당나라가 백제와 경신년 전쟁을 치렀

기 때문에 정확한 병력 수 일 것이다. 나·당 연합군이 서기 660년 대

백제 전에 투입했던 전투병력 수는 86720명이었다. 이 비하여 백제가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 수가 6만 명 수준이었다면 방자의 병력으로서

6만 명은 결코 적은 병력이 아니었다. 손자는 모공편에서 아군이 적의

열배가 되면 포위하고, 아군이 다섯 배이면 공격하고, 아군이 2배이면

병력을 분리하여 공격한다고 했다. 전투병력 86720명 규모의 나·당 군

이 6만 명 규모의 백제군을 일방적으로 포위 및 공격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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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대적 우세를 달성한 것은 아니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군에 비

하여 1.44 배 우세고 백제군은 나·당 연합군에 비하여 70%의 수준의

병력으로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에 임하였다.

백제군은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이들이 국경을 넘어 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병력을 적절

히 배치시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었을 것이다. 백제군이 이와 같은 군

사대비를 갖추기 위하여 6만의 병력을 어떻게 배비시켰는지에 대해서

는 전하는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군 수뇌부가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군사대

비 차원에서 배비시켰던 백제의 부대들과 나·당 연합군이 여러 곳에서

접전을 벌렸는데 이러한 전투장소가 백제군 수뇌부들이 군사배비차원

에서 병력과 부대들을 사전에 배치시켜 놓았던 장소였으므로 이런 전

투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백제군의 군사배비를 추적할 수 있을 것

이다. 서기 660년 나·당 양군과 백제군이 벌렸던 전투 장소에 의거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당시 군사배비차원에서 백

제군 병력 및 부대를 배치한 곳은 [도표 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다. 이를 바탕으로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당시 백제의 군사배비를 살

펴보고자 한다.

신라는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시 지상전에 전투부대 17개와 병력

51662명을 투입하였다. 당나라는 병선 1900척과 병력 12만 2711명을 투

입하였다.157)

당나라군은 1900척에 이르는 대규모 선단과 병력을 對 백제 전에 투

입했지만 대부분이 병선 內에 종사하였던 비전투병력이었다. 전투 병력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병선 1900에 싣고 왔

던 탑승병력은 대부분 도졸(櫂卒 : 노꾼), 축로(舳艫, : 키잡이), 조타장

(操舵長), 취사병, 의무병 등이었다.

157) 삼국유사, 卷 第一 紀異第一 太宗春秋公 : 郷記云軍十二万二千七百十一人舡一

千九百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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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절서(越絶書)에 의하면 고대 중국 오(吳)나라는 군선(軍船)에 총 91

명을 탑승시켰는데 이 가운데 전투 병력은 26명(28.6%)이었고 지원 병

력은 12명(13.2%), 노꾼 및 축로 54명(58.2%)이었다. 158) 전투원의 구

성 비율은 28.6%이었다. 조선의 숙종대 수군은 군선에 총 164명을 탑

승시켰는데 이 가운데 노졸(櫓卒) 100명(61%), 화포장(火砲匠) 10명

(6.1%), 포수(砲手) 24명(14.6%), 사부(射夫) 18명(11%), 사공 및 기타

12명(7.3%) 등이었다.159) 전투 병력은 25.6% 수준이었다.

중국 오나라 수군과 조선 수군은 누대에 걸친 시대적 격세에도 불구

하고 거의 같은 탑승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고대 및 근대 수군의

경우, 인력을 병선의 동력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나라와 조선 수군의 탑승 구조를 기준할 경우 당

나라 수군의 전투요원 비율은 25.6% 내지 28.6% 수준이었을 것이다.

당나라 수군에 오나라 수군의 전투병력 구성비율 28.6%를 적용해 보

자. 서해 바다를 건너 왔던 당나라군의 총병력 수는 12만 2711명이었

다. 28.6%를 적용하면 전투병력 수는 35058명 이었을 것이다. 비전투병

력 수는 87653명이었을 것이다. 신라가 투입했던 지상 전투 병력과 당

나라가 투입했던 전투 병력을 합하면 나·당 연합군의 전체 전투 병력

수는 86720명(신라군 전투병력 51662명 + 당나라 전투병력 35058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2). 백제군의 전방위 전략배비

서기 660년 경신년 나·당연합군은 대 백제전쟁을 전개하였다. 신라군

은 신라의 남천주와 상주, 양주 등 지역으로부터 나·제 국경지역으로

전개하였는데 신라군 수뇌부는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

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이르렀고 예하 전투부대들은 음력 5월

26일부터 음력 6월 중순까지 평시 주둔지를 출발하여 나·제 국경지역

158) 장철우, 중국고대 해군사, 해방군 출판사,1993.10. p8

159) 김재근, 한국의 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7.30. P 134 군선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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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집결에 도착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나라군은 성산에서 서해바다를 건너 덕물도로 전개하

였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당나라 수군을 4개 선단으로 나누어 차

례로 이동시켰는데 당군 낭장 풍사귀의 제1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6

월 3일 성산을 출발하여 음력 6월 5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당군 낭

장 방효태의 제2선단은 음력 6월 4일 성산을 출발하여 음력 6월 6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당군 낭장 유백영의 제3선단은 음력 6월 5일 성

산을 출발하여 음력 6월 7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당군 대장군 소정방

의 제4선단은 음력 6월 6일 성산을 출발하여 음력 6월 8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도표 19-1참조)

백제 의지왕은 신라 태종 무열왕이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이르렀고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13만 명을

거느리고 음력 6월 8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의자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군신들을 모아 공격과 수비 중에 어느 것

이 마땅한지를 물었다. 좌평 의직(義直)은 바다를 건너와 피곤해 있는

당나라군과 먼저 결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솔 상영은 신라군과

먼저 결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자왕은 주저하면서 어느 말을 따

라야 할지를 몰랐다.

이때 죄를 지어 고마미지현(古馬彌知縣)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좌평 흥수(興首)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에에 흥수는 당군 및 신라군

과 결전을 하지 말고 수비를 하되 당군이 기벌포(伎伐浦)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이 탄현(炭縣)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의 물

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해질 때를 기다린 후에 분발하여

갑자기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들은 흥수의 주장에 반대했다. 오히려 흥수의 주장과 정 반대 되

는 군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즉 「차라리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

강으로 들어오게 하여 강의 흐름에 따라 배를 나란히 가지 못하게 하

고, 신라 군사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오게 하여 소로(小路)를 따라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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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몰 수 없게 합시다. 이때에 군사를 풀어 공격하게 하면 마치 닭

장에 든 닭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의자

왕은 이 말을 따랐다.

그런데 신라군과 당나라군은 흥수가 예측한 대로 탄현과 기벌포로

들어왔다. 이에 의자왕은 신라군과 당군이 이미 탄현과 기벌포를 지났

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회의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장군 계백을 시켜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계백은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죽었다. 그리고 의자왕은 군사를 모아 백강의 어귀를 막고 강가에 주둔

시켰다. 소정방이 강 왼쪽 언덕으로 나와 산 위에 진을 치니 그들과 싸

워서 아군이 크게 패하였다.

상기 내용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 음력 7월 9일 황산원

전투와 기벌포 전투 직전에 백제군 수뇌부들이 나·당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배비 방안을 논의한 것이었다. 이 기사 내용을 종

합하면 백제군 수뇌부들이 논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당 연합군의 주공 방향에 대한 백제군 수뇌부들의 판단과

흥수(興首)의 판단이 상이했다. 흥수는 신라군의 주공방향은 탄현이며

당군의 주공방향은 기벌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탄현과 기벌포에 군사

를 배치하여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진입하는 것을 이 곳에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흥수의 주공방향 판단과 그

에 따른 군사배비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만약

신라군와 당군의 주공이 탄현과 기벌포로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

도 진입을 허용한 상태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둘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흥수가 주장했던 신라군의 주공방향 판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으로 그에 따른 군사배비도 달랐다. 즉 흥수가 신

라군의 주공방향으로 주장했던 탄현과 기벌포에 부대를 배치하지 않았

다. 백제 수뇌부들 신라군이 탄현을 넘어오고 당군이 백강구로 들어오

기 직전까지 이곳에 부대를 배치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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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 서기 660년 나·당 연합군 침공 대비, 백제군의 접근로별 

전략배비

1
벌수지현〈今당진〉1000명-가리저〈今한진〉1000명-임존성〈今대

흥〉6120명-남잠성〈今부산성〉1120명-사비성 間 접근로
9420명 唐軍 대비

2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금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상당

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두량

윤성〈今청양군 정산면〉1350명-왕흥사잠성〈今울성산성〉870명-

사비성 間 접근로 

2220명 신라군 대비

3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금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상당

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

〈今공주시 공산성〉6650명-사비성 間 접근로 

6650명 신라군 대비

4

삼년산성〈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今마도령-우술군〈今회

덕〉-노사지현〈今유성〉-진현성〈今黑石洞山城〉1120명-황등야산

군〈今연산면〉-사비성 間 접근로 

1120명 신라군 대비

5

일선군〈今선산〉-동잠현〈今김천〉-今주치령-적천현〈今무주

읍〉-두시원악〈今부남면〉1000명-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

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사비성 間 접근로 

1000명 신라군 대비

6

삼년산군〈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진동현〈今진산면〉-이

례성〈今논산시 벌곡면 대덕리〉1000명-황등야산군〈今연산면 〉-

가지나현〈今논산시 대교동〉-사비성 間 접근로 

1000명 신라군 대비

7

달구화현〈今대구〉-일리군〈今고령〉-대가야군〈今고령읍 쾌빈

리〉-거열군〈今거창읍〉-속함군〈今합양읍〉-고룡군〈今남원시 

〉-도실군〈今순창읍〉-각산〈今정읍시 내장동 葛峴〉-고사부리

군〈今정읍시 고부면〉5000명 間 접근로

5000명 신라군 대비

8
신라군이 노령산맥을 넘어 백제의 무진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하여 구지하성(久知下城)에 병력 5000명 배치
5000명 신라군 대비

9

백강구-今전망산-기벌포〈舊장암진성〉양안(兩岸) 6000명-今위포-

今직천-今옥포-今나포리-今웅포리-今검성리-今입포리-今칠산리-今

운주포-今황산진-今량정-今주교-今논산천-今진구〈今강경포(江景

浦)〉-今고성진-사비성 間 접근로

6000명 唐軍 대비

10
전략 예비대, 득안성〈今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매화산성〉에 

5000명 배치
5000명 羅·唐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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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기 660년 나 ·당 군의 진로 및 백제군의 전략배비

이처럼 백제군 수뇌부와 흥수의 주장은 달랐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

사기는 흥수의 주장만을 전하고 있다. 반면 백제군 수뇌부들의 주장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당시 백제군 수뇌부들은 흥수의 주장과는 다른 군

사적 판단에 따라 방어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라 부대를 중요한 축선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나·당 연합군의 주공방향을 어느 축선으

로 판단하였을까? 백제군 수뇌부들이 당시 가장 많은 부대을 배치하였

던 축선이 그들이 가장 중요시 하였던 축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

군 수뇌부들이 가장 중요시 했던 축선이 그들이 판단했던 나·당 군의

주공이 지향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제1번 접근로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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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나당 연

합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크게 10개 축선을 중심으로 부대를 배치시켰

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축선별로 병력을 배치시켰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군 군수뇌부들은 벌수지현〈今당진〉1000명/가리저〈今한

진〉1000명-구군〈今면천〉-금물현〈今고덕〉-임존성〈今대흥〉6120명

-고사부리현〈今청양〉-남잠성〈今부산성〉1120명-사비성〈今부여읍〉

을 잇는 접근로에 9240명을 배치하였다.

둘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개차산군〈今안

성시 죽산면〉-금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상당현〈今청주시 우암

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두량윤성〈今청양군 정산면〉

1350명-열이현〈今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왕흥사잠성〈今울성산성〉

870명-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2220명을 배치하였다.

세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개차산군〈今안

성시 죽산면〉-금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상당현〈今청주시 우암

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산성동 공산

성〉6650명-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6650명을 배치하였다.

네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삼년산성〈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今

마도령-우술군〈今회덕〉-노사지현〈今유성〉-진현현〈今진잠〉-진현

성〈今黑石洞山城〉1120명-황등야산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

읍〉을 잇는 접근로에 1120명을 배치하였다.

다섯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일선군〈今선산〉-감문군〈今개령〉-동잠

현〈今김천〉-지품천현〈今지례〉-今주치령-무산현〈今무풍〉-적천현

〈今무주읍〉-두시원악〈今부남면〉1000명-진내군〈今금산읍〉-탄현

〈今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읍〉을 잇

는 접근로에 1000명을 배치하였다.

여섯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삼년산군〈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군

옥천읍 죽향리〉-진동현〈今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이례성〈今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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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곡면 대덕리〉1000명-황등야산군〈今논산시 연산면 연산리〉-가지나

현〈今논산시 대교동〉-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1000명을

배치하였다.

일곱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달구화현〈今대구시 달성동〉-일리군〈今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대가야군〈今고령읍 쾌빈리〉-거열군〈今거창

읍 상림리〉-속함군〈今합양읍 백천리〉-고룡군〈今남원시 동충동〉-

도실군〈今순창읍 순화리〉-각산〈今정읍시 내장동 葛峴〉-고사부리군

〈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을 잇는 접근로 상에 신라군의 접근을 차

단하기 위하여 백제 중방성이었던 고사부리성〈今정읍시 고부면〉에

병력 5000명(추정)을 배치하였다.

여덟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신라군이 노령산맥을 넘어 백제의 무진주

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지하성(久知下城)에 병력 5000명

(추정)을 배치하였다.

아홉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백강구-今전망산-기벌포〈舊장암진성〉양

안(兩岸) 6000명-今위포-今직천-今옥포-今나포리-今웅포리-今검성리-

今입포리-今칠산리-今운주포-今황산진-今량정-今주교-今논산천-今진

구〈今강경포(江景浦)〉-今고성진-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

에 6000명을 배치하였다.

열번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5000명의 계백 부대를 전략예비대로 삼아

득안성〈今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매화산성〉에 배치해 놓았다. 이부대

로 하여금 백강 동쪽의 덕근군, 진내군, 황등야산군, 진내군, 시산군, 벽

골군, 금마저군 일대를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백강을 거슬

러 올라와서 백강 동안에 상륙하여 사비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나라

군과 사비성 동쪽에서 사비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라군을 저지하도

록 하였다.

상기 [도표 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백제군 수뇌부들은 10개

접근로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시킨 접근로는 벌수지현〈今당

진〉1000명-가리저〈今한진〉1000명-임존성〈今대흥〉6120명-남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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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부산성〉1120명-사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 이었다. 此 접근로에

9420명을 배치하였다. 이 접근로 상에 백제군 수뇌부가 가장 많은 병력

을 배치시켰다는 것은 당나라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으로 진격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었다는 것이다. 즉 백제군 수뇌부들은

此 접근로를 당나라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기장 높은 제1번 접근로로

판단하고 이곳에 많은 병력과 부대를 할당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자 하였다.

백제군 수뇌부가 제2번 접근로로 판단한 축선은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금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

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공산성〉6650명-사

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이었다. 즉 백제군 수뇌부들은 此 접근로를 신라

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기장 높은 제2번 접근로로 판단하고 웅천성에

많은 병력과 부대를 할당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백제군 수뇌부가 제3번 접근로로 판단한 축선은 백강구-今전망산-기

벌포〈舊장암진성〉양안(兩岸) 6000명-今위포-今직천-今옥포-今나포리

-今웅포리-今검성리-今입포리-今칠산리-今운주포-今황산진-今량정-今

논산천-今진구〈今강경포(江景浦)〉-今고성진-사비성을 잇는 접근로이

었다. 백제군 수뇌부는 당나라군이 此 접근로를 이용하여 사비성으로

진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당나라군이 백강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이 일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백강구 양안에 병력을 배치시켰다.

한편 백제군 수뇌부는 신라군 주공부대가 지향하고 있던 삼년산군

〈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진내군〈今금산〉-탄현〈今완주군 운

주면 삼거리〉-황산원〈今연산면 황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가

지나현〈今논산시 대교동〉-진구〈今강경읍〉-진악산현〈今부여시 석

성면〉-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 상에는 부대를 배치하지 않

았다. 다만 신라군이 탄현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득안성에 배치해

놓은 계백의 부대 5000명을 황산원으로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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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초기에 조치하였던 군사

배비를 보면 신라군보다는 당군의 전진을 저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당나라군을 먼저 격파하고 신라군을 나중에 격파하고자 하였다. 즉 今

당진만·今만으로부터 임존성-사비성을 잇는 축선상에서 당나라군을 격

파하고자하였다.

당시 백제군 수뇌부들이 부대를 배치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금

강 북쪽지역이었던 벌수지현〈今당진〉에 1000명, 가리저〈今한진〉에

1000명, 임존성〈今대흥〉에 6120명, 두량윤성〈今청양군 정산면〉에

1350명, 왕흥사잠성〈今울성산성〉에 870명, 남잠성에 1120명 등 11460

명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비성 서남쪽 백강구에 6000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사비성

에 20000명을 배치하였다. 사비성 북동쪽 웅주〈今공주시 공산성〉에

6650명을 배치하였다. 서비성 서남쪽 지역이었던 진현성〈今黑石洞山

城〉에 1120명, 두시원악〈今부남면〉에 1000명, 이례성〈今논산시 벌

곡면 대덕리〉에 1000명, 득안성에 5000명 등 8120명을 배치하였다. 또

한 남방성에 해당했던 구지하성(久知下城)에도 5000명을 배치하였고 중

방성에 해당하였던 고사부리성에 5000명을 배치하였다. 상기 내용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서기660년 나·당 연합군의 침공

에 대비하여 사비성 북쪽 방어에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배치하였다.

상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서기 660년 경신년에 백제군 수뇌부는

벌수지현, 가리저, 득안성, 백강구 양안, 사비성, 웅진성, 남잠성, 정현

성, 두시원악, 임존성, 이례성, 왕흥사 잠성, 두량윤성, 고사부리성, 구지

하성 등 15개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15개 지역에 배치하였던 백제

군의 총병력 수는 대략 62230명이었다.

다음 [도표 32]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백제군이 지역별로 부대를 배

치하였던 군사배비지역과 병력규모 등을 망라한 전략적 군사배비현황

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군의 지역별 군사배비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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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2 : 서기 660년 백제군의 전략적 군사배비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 11월 5일

배비지역 병력규모 전투장소 전투일시 비고

1.벌수지현 1000명 伐首只縣 6월 6일 大東地志 蘇定方 德物島泊 唐津 下陸

백제 大城 군사배비 규모 고려 시, 추정

2.가리저 1000명 加里渚 6월 文獻備考 加里渚 積栗 唐兵 渡海因亂

백제 大城 군사배비 규모 고려 시, 추정

3.得安城 5000명 황산원 7월 9일 삼국사기 黃山之原, 百濟衆 大敗

황산원 투입병력 5천명

4.白江口 兩岸 3千+3千 백강구 7월 9일 자치통감 百濟死者數千人 餘皆潰走

死者數千 고려시 兩岸 각각 3千투입

5.사비성 2萬명 사비성 7월12일 삼국유사 定方 直趨都城 敗死者万餘.

羅城둘레 8km, 守城 所要 최소 병력

6.웅진성 6650명 熊津城 7월18일 삼국사기 義慈 方領軍等, 自熊津城来降

둘레 2.66km, 守城 所要 최소 병력

7.남잠성 1120명 南岑城 7월 삼국사기 百濟餘賊, 據南岑

둘레 450m, 守城 所要 최소 병력

8.진현성 1120명 진현성 7월 삼국사기 百濟餘賊, 據貞峴城(眞峴城)

둘레 450m, 守城 所要 최소 병력

9.두시원악 1000명 두시원악 7월 삼국사기 佐平正武 聚衆屯 豆尸原嶽

백제 小城 군사배비 규모 고려 시, 추정

10.임존성 6120명 임존성 8월26일 삼국사기 攻任存大柵, 兵多地嶮, 不能克

둘레 2450m, 守城 所要 최소 병력

11,이례성 1000명 이례성 10월9일 삼국사기 王率太子及諸軍攻尒禮城

백제 小城 군사배비 규모 고려 시, 추정

12.王興寺岑城 870명 王興岑城 11월5일 삼국사기 攻王興寺岑城,  斬首七百人

둘레 350m, 守城 所要 최소 병력

서기 661년 음력 3월 5일 - 6월(태종무열왕 薨)

배비지역 병력규모 전투장소 전투일시 비고

13.두량윤성 1350명 두량윤성 3월 5일 삼국사기 豆良尹城南 百濟人 猝出急擊

둘레 540m, 守城 所要 최소 병력

14.고사부리성 5000명 빈골양 4월 삼국사기 賓骨壤遇百濟軍, 相鬪敗退

  (빈골양) 백제 大城 군사배비 규모 고려 시, 추정

15.久知下城 5000명 각산 4월 삼국사기 角山, 而進擊克之, 斬獲二千級

  (각산) 백제 大城 군사배비 규모 고려 시, 추정

15개 군사배비 62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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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제군의 지역별 전략배비(도표 32 참조)

(가). 득안성 투입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백제군 수뇌부들은 신라군이 탄현을 통과하자 계백이 지휘하고 있던

병력 5000명을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황산원(黃山原)에 투입하였다.

황산원은 오늘날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산리이다. 당시 신라군 수뇌부

들은 계백의 군을 오늘날 논산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다가 전혀 예상

하지 못하였던 탄현방향에서 신라군이 나타나자 이를 저지하고자 급히

논산지역(?)에서 황산원으로 이동시켰다. 그렇다면 백제군 수뇌부들이

계백의 부대를 최초에 배치시켜 놓았던 지역은 논산지역 內 어느 곳이

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지방행정체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

제는 지방을 5방(五方)으로 나누고 방위에 따라 동방에 득안성(得安城)

〈치소 今충남 논산시 양지리 매화산성(梅花山城)〉, 서방에 도선성(刀

先城, 혹은 力光城)〈치소 今충남 예산시 대흥면 상중리 임존성(任存

城)〉, 남방에 구지하성(久知下城 혹은 卞城)〈치소 今전남 장성군 진

원면 진원리 구진성(丘珍城)160)〉, 북방에 웅진성(熊津城)〈치소 今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산성(公山城)〉, 중방에 고사성(古沙城)〈치소 今전북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두승산성(斗升山城)161)〉을 설치하고 이 곳 방령

16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052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 구지하성(久知下城)은 신라 때의 이름인 갑성(岬城), 고려 때 이후의

이름인 장성(長城)이 뜻하듯이 험준한 노령산맥과 긴 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며,

장성읍내에 구진성(丘珍城) 터가 남아 있다.

161) 역주삼국사기 3. 주석편(상) 고사부리성(古沙阜里城): 古沙夫里城은 삼국사기

권 36 잡지 지리3에 古沙夫里郡으로, 권 5 신라본기 무열왕 8년조에는 古沙比城

권 28 백제본기 20년 조에는 古泗로, 周書 권 49열전 백제 조에는 중방 古沙城

으로 나온다.

https://ko.wikipedia.org/wiki/ 정음 고사부리성 : 현재의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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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7 내지 10여개 郡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5방성에

각각 지방군 병력 1000명 내지 적게는 700-800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한편 계백의 부대는 오늘날 논산 지역에서 황산원으로 출동하였는데

오늘날 논산이 백제시대 동방성에 해당하는 득안성이 관할하는 지역이

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체제를 고려할 경우 계백의 부대는 득안성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계백의 부대를 평

시 주둔해 있던 득안성에 그대로 배치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계백의 부

대는 5000명이었는데 이는 병력 규모면에서 신라의 중앙군이었던 구서

당(誓幢 5762명) 급에 해당하였던 전투부대였다. 백제는 오방성에 지방

군 병력 1000명 내지 적게는 700-800명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계백군은

5000명 수준의 대부대였고 지방은 이러한 대부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

었음으로 계백군은 중앙군이었을 것이다. 계백군은 서기 660년 음력 7

월 9일 황산원 전투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득안성에 위치해 있었을 것

이다. 환언하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계백군을 평시 주둔지였던 득안성에

그대로 배치하였을 것이다.

득안성은 당시 덕근군(德近郡)〈今충남 논산시 가야곡면(可也谷面)〉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접해 있던 예하 군현들을 관할하고 있었다. 백

제군 수뇌부들은 계백의 부대가 덕근군 內 주둔해 있었으므로 계백의

부대로 하여금 덕근군과 인접해 있던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今충남

논산군 연산면〉, 진내군(進乃郡)〈今충남 금산군 금산읍〉, 시산군(屎

山郡)〈今전북 군산시 임피면〉, 벽골군(碧骨郡)〈今전북 김제시〉, 금

마저군(金馬渚郡)〈今전북 익산시 금마면〉 등의 방위를 맡도록 의도하

였을 것이다. 즉 전략예비대로서 사비성 동쪽과 동남쪽에서 사비성으로

부리 산 1-1 번지에 있다. 둘레 1050m이다. 정읍 고사부리성은 성황산(해발

132m) 정상부 두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성으로 백제시대에 초축(初築)되어 통일

신라 때 개축되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영조 41년(1765) 읍치(邑治)가

이전되기까지 계속적으로 활용되었던 성곽이다.백제시대 “상부상항(上部上巷인)”

라는 인각와(印刻瓦), 기마병(騎馬兵)의 선각와편(線刻瓦片), 통일신라시대의 “本

彼官” 명문와 등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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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 오는 나·당 양군의 전진을 저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를 테

면 계백 부대를 전략예비대로 삼아 득안성에 배치해 놓고 백강 동쪽의

덕근군, 진내군, 황등야산군, 진내군, 시산군, 벽골군, 금마저군 일대를

수비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백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백강 동안

에 상륙하여 사비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나라군과 사비성 동쪽에서

사비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라군을 저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득안

성의 치소가 오늘날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매화산성(둘레 1550m)162)일

경우 계백의 부대 주둔지는 매화산성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백제군

수뇌들은 계백의 부대를 전략 예비대로 삼아 최초 득안성에 배치하였

다가 황산원으로 긴급히 이동시켰을 것이다.

계백의 부대를 신라군의 구서당급 부대로 비교하는 이유는 계백의

부대가 단일부대로서 병력 규모가 5000명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서기

660년 당시 신라군 부대가운데 병력 5000명 수준의 부대는 단일부대의

규모로서 가장 큰 부대에 속하였다. 신라의 경우 5000명 규모의 부대는

구서당급(九誓幢級) 부대에 해당했다. 신라군의 부대 편제나 백제군의

부대 편제는 대등소이 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사단급 편제와 규모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다. 제병협동 구조와 병력규모면에서도 그

러하다. 그리고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백제군의 전투부대와 신라군의 전투부대의 규모와 편

제도 대동소이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제군이 군사배비차원에서 중

요지역에 배치했던 병력을 당시 신라군의 편제부대와 비교해서 추정하

는 것도 백제군의 군사배비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국

사기는 나·제 전쟁 時, 신라군의 편제를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 이런 편

제는 수나라군 편제와 당나라군 편제와 대동소이하였다. 아마도 고구려

군과 백제군의 편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

리는 백제군의 전투부대를 신라군의 부대와 비교해서 편제된 전술 제

162) 소진광 박철희 충남의 정체성 연구, 논산시 소재 산성현황, 2010.09, 9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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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인식함으로서 백제군 전투부대의 병력수준과 부대구조, 부대의 능

력과 역할을 당시의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다.

(나). 백강구 兩岸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 條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은 당나라

군이 백강구(白江口)를 향해 전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 웅진어귀(白江口 伎伐浦)를 막고 강가에 주둔시켰다고 했다. 이

기사는 당나라군이 백강구로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의자왕이 이곳에

병력을 사전에 배치시켜 놓았던 것이 아니라 황급하게 병력을 모아 백

강구 양안에 배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병력을 백강구에 배치하

여 당 수군의 진입을 차단하도록 하였고 일부병력을 백강구 양안에 배

치하여 적의 상륙을 거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를 테면 이들 부대들

은 백제군 수뇌부가 당나라군의 주력이 기벌포〈今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리〉로 접근해 올 것을 미리 판단하고 군사배비 차원에서 이곳 기

벌포에 사전에 배치하였던 부대들이 아니었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당나

라 수군이 백강구를 향하여 서해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부대를 배치하였다.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중앙군을

기벌포까지 파견하기보다는 가림군(加林郡)〈今충남 부여군 임천면〉과

설림군(舌林郡)〈今충남 서천군 서천읍〉 등 해당지역에서 지방군 병력

을 모아 기벌포에 배치시켰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경우 서기

660년 對 백제전 時, 166개현에 향토방위를 담당했던 100명 단위의 법

당을 배치하고 있었다. 백제도 신라와 같이 자체방위를 위한 향토방위

부대들을 군현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 수뇌

부들은 기벌포에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과 부대를 배치시켰을까?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征討 현경 5년(서기 660) 8월 條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당나라군이 백강구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자 백강구 좌우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저지진지를 설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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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백강 오른쪽의 기벌포 강변과 백강 왼쪽의 강변〈오늘날 군산

포)에 진을 쳤다고 했다. 백제 시대의 기벌포 강변은 오늘날 장항항 강

변〈今 장항읍 신창리 강변〉에 해당하는 곳이다. 바로 이 곳 강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당나라 병선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강변에

병력을 배치하여 당나라군이 기벌포 강변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 했다.

또한 백제군 수뇌부들은 기벌포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져 있었던

백강의 남쪽 강변에도 병력을 배치하였다. 백강 북쪽 하구에 오늘날 전

망산(前望山 : 56m)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 남쪽 강건너 4km 지점에

낮은 고지가 3개 있다. 오늘날 점방산(店方山 : 135m), 장계산(長溪山 :

108m), 명월산(明月山 : 108m) 등이다. 그리고 명월산 동쪽 1km 지점

에 오늘날 군산항〈군산시 장미동〉이 있다. 이 곳 군산항은 해수와 오

늘날 금강 물길이 항상 왕래하면서 강변에 닿고 있다. 백제 시대에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때문에 백제군 수뇌부들은 오늘날 군산항〈군산

시 장미동〉에 병력을 배치하여 당나라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두 지점〈今장항항 邊, 今군산항 邊〉에 백

제군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음으로 두 지점에 상륙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2곳을 지나서 백강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백강의 남안

(南岸)에 위치해 있던 오늘날 오성산(五聖山 : 227m) 서쪽 강변에 상륙

하였을 것이다. 이 곳에는 백제군 병력이 없었을 것이다. 당나라군은

백강 오른쪽의 기벌포 강변과 백강 왼쪽의 강변〈오늘날 군산 北岸)을

지키고 있던 백제군을 지나서 그 배후 지역에 상륙을 한 셈이었다. 그

리고 당나라군은 오성산 서쪽 강변에 상륙한 다음에 오성산을 등지고

진을 쳤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후속해서 오성산 서쪽 강변

에 방효태 군 10000여명을 상륙시키고 이들은 다시 집결하여 군산항

강변에 있던 백제군과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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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군이 강변에 있던 백제군을 물리쳤을 것이다. 이로써 당나라군은 백

강 남쪽에서 자유롭게 상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상륙 및

정박 또는 사비성을 향해 출동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

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나라군은 백강 북안의 기벌포에 진을

치고 있던 백제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곧바로 백강을 거슬러서 진구

(津口)〈今 충남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로 항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舊唐書, 新唐書 등에 의하면 기벌포 전투결과 백제군은 수천명의 사

상자를 내고 패주하였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오늘날 군산항 강변일대

에서 백제군 수천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궤주했다고 했다. 죽은 자가 수

천명이고 나머지가 궤주했다면 백제군의 투입병력은 최소한도 3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신라군의 편제부대 관점에서 본다면 백제가 오늘날

군산항 강변에 투입했던 부대는 신라군의 십정급 부대였을 것이다. 신

라의 십정급 부대는 3017명을 편성하고 있었다. 백제군 수뇌부는 백강

의 오른쪽에 있던 기벌포 강변에도 동일 규모의 부대를 배치하였을 것

이다. 이런 정황을 유추해 보면 백제군 수뇌부는 기벌포 전투 시 白江

口 양안에 각각 30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시켰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기벌포에 병력 3000명을 긴급히 배치시킨 의도는

백강구-今전망산-기벌포〈舊장암진성〉-今위포-今직천-今옥포-今나포

리-今웅포리-今검성리-今입포리-今칠산리-今운주포-今황산진-今량정-

今주교-今논산천-今진구〈今강경포(江景浦)〉-今고성진-사비성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당군이 진고 또는 사비성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차

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탄현을 넘어 탄현-황산원-가지나현-진

구-서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던 신라군과 당군이 진구에서 연결하

는 것을 막고자한 것이었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방효태 예하부대의 10000명 가운데 3000명

만을 今군산항에 배치시키고 나머지 7000명을 진구로 전환시켜 사비성

공격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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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비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오늘날 부여에는 백제 나성(羅城)의 유지가 남아 있는데 둘레가 대략

8km 정도이다.163) 성벽 여장의 살받이터인 일타(一垜)의 길이를 4m로

가정하였을 경우 백제 나성은 2000여개의 살받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

었을 것이다. 고대 守城 전술은 일타에 이오(二伍)의 병력, 즉 10명을

배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기준할 경우, 백제군 수뇌부들

은 백제의 수도 나성의 守城을 위하여 최소한 20000명을 필요로 하였

을 것이다. 20000명은 순수한 전투병력 수를 뜻한다. 전투지원 및 전투

근무지원 병력을 포함하지 않은 병력수이다. 농성군(籠城軍)은 守城 전

투 시에 전투 병력보다 통상 2배 내지 3배의 주민들을 성 안에 수용하

였는데 이들에게 전투지원과 근무지원 임무를 부여하였다. 백제군 수뇌

부가 사비성에 20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면 이는 신라의 구서당

급 부대 3개와 십정급 부대 1개 규모에 해당하는 병력이었다. 신라군의

구서당급 부대였던 낭당의 경우 5562명을 편제하고 있었고 십정급 부

대는 3017명을 편제하고 있었다. 백제군 수뇌부가 전체 총병력 6만명

가운데 2만명 규모를 사비성에 배치시킨 의도는 나·당 연합군의 직접

적 공격을 받을 경우, 장기적 농성을 할 수 있는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

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장기농성을 하는 동안에 사비성 주변의 주군

현과 완산주와 무주지방의 군사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 및 증원함

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사비성은 백제의 수도로서 이곳에서의 성패는 국가 존망과 결부될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군 수뇌부는 나·당 군이 사비성으로 접근하여

수도를 직접 공격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나·제 국경에서 사비성에 이를 수 있는 접근로와 아산만, 당진만, 가로

163) 문화재청 문화재 검색 부여나성(夫餘羅城)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번

지, 둘레 8km 삼국시대 성이다.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 문화재청 2016.11.0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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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만 그리고 서해 해안으로부터 사비성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접근로에

대하여 적의 접근을 경계하면서 중요한 접근로에 적절한 군사배비 책

을 강구해야했다.

특히 신라의 태종무열왕과 군 수뇌부들이 왕경-삼년산성-상당현-금

물노군-남천정-술천성 포구-덕물도-당항포-당항성-부산현-금물노군-

상당현-삼년산성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는데 백제군 수뇌부들은 이러한

신라군 수뇌부들의 움직임에 주시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들이 당

성군, 개차산군, 금물노군, 상당현 일대의 나·제 국경에 근접하여 이동

을 하다가 갑작이 사비성 방향으로 부대를 투입하여 공세를 취할 가능

성에 대비해야 했다. 백제군 수뇌부는 신라군이 이 방면에서 사비성으

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가운데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2개의 접근로

에 중점적으로 배비하였다.

하나는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개차산군〈今안성시 죽산면〉-금

물노군〈今 진천군 진천읍〉-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

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산성동 공산성〉-사비성〈今부

여읍〉 間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이었다. 백제 수뇌부들은 이 접근로

로 신라군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웅진성에 병력을 배치

하였다.

다른 하나는 남천현-개차산군-금물노군-상당현-두잉지현-두량윤성

〈今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계봉산성〉-열이현〈今청양군 정산면 서정

리〉-今부산성〈今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둘레 450m〉-사비성 間

을 연결하고 있던 접근로이었다. 이 접근로 상에는 두량윤성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한편 당나라군은 덕물도에서 今당진만과 今만으로 남하하여 벌수지

현〈今당진군 당진읍〉과 가리저(加里渚)〈今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漢

津〉를 공격하였는데 이러한 당군의 공격은 벌수지현과 가리저에서 사

비성을 향해 곧바로 취해질 수 있었다. 벌수지현과 가리저에서 사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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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는 2개가 있었다. 하나는 今당진만-구군〈今당진

군 면천면 성산리〉-마시산군〈今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임존성〈今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봉수산〉-사비성〈今부여읍〉 間을 잇는 접근로

였고 다른 하나는 今만-가리저-구군-마시산군-임존성-사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였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이 두 개의 접근로를 동시에 통제

할 수 있는 임존성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신라군이 우술군〈今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을 경유하여 사비성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하여 정현성〈今 충남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 고무래봉〉에 병력을

배치하였고 황등야산군〈今논산시 연산면 황산리〉을 경유하여 사비성

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례성〈今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응봉

(鷹峰)〉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은 사비성

을 중심으로 웅진성, 두량윤성, 임존성, 득안성, 이례성, 정현성에 외곽

방어기지를 설치하였다.

참고로 백제군은 사비성에 병력 2만명을 배치하고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나 음력 7월 12일 사비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하였다. 그 결과 백제 병력 10000명이 죽었다.164)

음력 7월 13일 백제 태자 융이 사비성에서 항복하였는데 이때 나머지

병력 10000도 항복했다. 소정방은 음력 9월 3일 의자왕 및 왕족과 신료

93명, 백성 1만 2천 명을 데리고 사비성에서 배를 타고 당(唐)나라로

돌아갔다.165) 소정방이 데리고 간 12000명 가운데 10000명은 항복한 백

제병력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비성에 배치되었던 백제 병력

20000명가운제 10000명은 죽고 살아남은 10000명은 포로가 되어 당으

로 끌려갔다. 당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당나라로 철수하면서 사비

164) 삼국사기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의자왕(義慈王) :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

을 거느리고 곧장 도성 30리 밖까지 와서 멈추었다. 우리 군사들이 모두 나가서

싸웠으나 다시 패배하여, 사망자가 1만여 명에 달하였다.

165) 삼국사기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 秋 九月 三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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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키기 위하여 당나라 낭장 유백영(一名 유인원)의 병력 10000을

남기고 신라 왕자 김인태의 병력 7000명을 잔류시켜 양군이 힘을 합쳐

사비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守城軍은 최소

한 병력 20000을 필요로 하였음으로 소정방은 유백영의 10000명 이외

에 방효태의 병력 3000명을 추가로 남겼을 것이다.

(라). 소부리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백제 나성과 연결되어 있는 소부리성〈今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

리〉은 둘레가 2200m 이었다.166) 일타(一垜)의 길이를 4m로 가정하였

을 경우 백제 나성은 550여개의 살받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었을 것이

다. 고대 守城 전술은 일타에 이오(二伍)의 병력, 즉 10명을 배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기준할 경우, 백제 소부리성은 수성을 위

하여 5500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사비성에

55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면 이는 신라의 구성당급(낭당 5562명) 1

개 부대에 해당하는 병력이었다. 소부리성의 투입병력은 사비성 나성의

병력에 포함된 병력이었다.

(마). 웅진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 등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 태

자〈扶餘孝〉와 웅진방령(熊津方領)〈대장(大將) 이식(禰植)〉의 군사

등을 거느리고 웅진성(熊津城)으로부터 와서 항복하였다고 했다. 웅진

성은 오늘날 공주 시에 있는 공산성이다. 공산성의 오늘날 둘레는

2660m이다.167) 백제 웅진성과 오늘날 공산성의 규모는 비슷할 것이다.

166) 부소산성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충청남도 성목록 2016.11.04.

검색. 둘레 2200m이다.

167) 공주 공산성 https://ko.wikipedia.org/wiki/ 공산성 : 백제의 대표적인 고대 성

곽으로 백제의 문주왕 원년(475) 한강유역의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후 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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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一垜)의 길이를 4m로 가정하였을 경우, 웅진성은 665개의 살받이

터를 설치해 놓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 수성 전술은 일타에 이오(二伍)

의 병력, 즉 10명을 배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기준할 경

우, 웅진성은 수성을 위하여 6650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

라의 구서당급 부대 1개와 군사당급 부대 1개 규모에 해당하는 병력이

었다. 군사당급 부대는 1003명을 편제하고 있었다.

웅진성은 백제의 5방 가운데 북방성에 해당하는 성이었다. 주변의 여

러 군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이 일대의 수비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

에 북방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진이었다. 백제군 수뇌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웅진성에 6650명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백제는 웅진성을 신라의 한산주(漢山州)를 공략할 때 책원지로 사용

해 왔었다. 백제가 신라의 한산주를 공략하였을 때 사용하였던 진격축

선은 웅진성〈今공주시 산성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상

당현〈今청주 우암동〉-금물노현〈今진천읍〉-개찬산군〈今안성시 죽산

면〉-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을 잇는 접근로였다. 이 접근로

는 상황에 따라서는 신라가 백제를 공략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접근

로였다.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당시 신라는 이 접근로 상의 금물노현

〈今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급당(急幢)〈4325 명〉과 계금당(罽衿幢)

〈611 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다. 그리고 태종무열왕은 이 접근로를

따라 남천정까지 북상했다가 다시 같은 길로 남천정(병력 3017명)을 이

끌고 상당현까지 남진하였다가 삼년산성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는 당항포〈今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서 금물노현과 상당현을 거쳐 삼년산성으로 이동하였다. 이

러한 일련의 신라군 배치와 태종 무열왕의 이동 그리고 신라군 수뇌부

의 이동은 백제군 수뇌부에게 신라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남진하는 것

처럼 보여졌을 것이다. 실제 신라는 급당과 계금당을 금물노현에 배치

왕·동성왕·무령왕을 거쳐 성왕 16년(538)에 부여로 옮길 때까지 웅진시대의 도성

이었다. 성곽의 길이는 2,66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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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접근로를 따라 조공부대로써 양공작전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백

제군 수뇌부는 금물노군의 급당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이 접근로 상에

군사배비를 사전에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제군

수뇌부는 이 축선 상의 가장 핵심적 요충지였던 웅진성에 군사배비 차

원에서 6650명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웅진성에 부대

를 배치시킨 의도는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개차산군〈今

안성시 일죽면〉-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

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공산성〉-사비성〈今부여읍〉 간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었다.

(바). 남잠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남잠성은 사비성 남령(南嶺)〈今부여읍 금성산성〉과 근접해 있었다

는 점과 오늘날 금강 서안의 제성(諸城)의 유지(遺趾)와 접근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오늘날 부산성(浮山城)이 남잠성(南岑城)으로

비정된다. 부산성은 오늘날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에 위치해 있다.

높이는 96m이고 둘레는 450m이다.168) 성의 둘레를 기준할 경우. 이성

은 守成에 최소한 1120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군의 군사

당급 부대에 해당하는 병력(1003명)이었다.

참고로 삼국사기 660년 음력 8월 기사는 백제의 여적(餘賊)이 남잠성

(南岑城)을 차지하고 버텼다고 했고 서기 660년 9월 23일 기사는 백제

의 여적(餘賊)이 사비성에 남령을 점령했다고 했다.169) 그리고 서기

168) 남잠성은 사비성 남령(南嶺)과 근접해 있다는 점과 오늘날 금강 서안의 제성

(諸城)의 유지(遺趾), 접근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부산성으로 추정된다.

부산성(浮山城)은 오늘날 충남 夫餘郡 窺岩面 津邊里에 위치해 있다. 높이는

96m이고 둘레는 450m이다.

169)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秋九月二十三日 : 23일

에 백제의 남은 적병이 사비성(泗沘城)에 들어와서 항복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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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년 10월 30일 기사는 신라 무열왕이 남쪽의 남령(南嶺)에 있던 백제

의 군대를 공격하여 1천 5백 명의 목을 베었다고 했다. 상시 3개의 기

사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기사들이었다. 음력 8월 남장성을 점령하고

있던 백제의 여적(餘賊)이 음력 9월 23일 사비성에 남령을 점령했고 이

곳에서 음력 10월 30일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1천 5백명이 죽었다. 사

비성 남령의 백제 여적이 남잠성에서 출동하였던 병력이라면 남잠성은

1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이었을 것이다.

남잠성의 명칭이 사비성 남쪽에 위치했던 잠성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었다면 남잠성은 사비성 남쪽지역 즉 백강〈今 금강〉 남쪽 지역

에 위치해 있었던 잠성일 것이다. 백강 남쪽 지역은 오늘날 부여군 장

암면 지역이다. 오늘날 장암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은 3개이다. 즉

이목치산성〈今장암면 원문리 周城山, 표고 171m, 둘레 200m, 守城所

要병력 500명〉, 북고리 증산성〈今장암면 북고리 산 1번지, 표고100m

둘레 200m 守城所要병력 500명〉, 시랭이산성〈今장암면 하황리, 성벽

불명〉170) 등이다. 그런데 상기 3개성은 모두 소규모성이다. 3개성은

성벽의 길이를 기준할 경우 각각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장성은 사비성 남령에 출동했던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성

이었다면 상기 3개의 성은 남잠성일 가능성이 적다.

한편 남잠성의 명칭이 왕흥사 잠성 남쪽에 위치했던 잠성이라는 뜻

으로 쓰인 것이었다면 남잠성은 왕흥사 남쪽의 위치해 있던 성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왕흥사 잠성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성은 왕흥사 잠성으로

부터 서남쪽 2km 지점에 있는 今부산성(浮山城)〈今충남 부여군 규암

면 진변리 둘레 450m〉이다. 이성은 守成에 최소한 1120명을 필요로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남아서 지키던 [유(劉)]인원(仁願)이 당(唐)나라와 신

라 사람들을 내어 이를 쳐서 쫓았다. 적병이 물러가서 사비[성]의 남쪽 산마루에

올라 네댓 군데에 목책을 세우고 진을 치고 모여서 틈을 엿보아가며 성읍을 노

략질하였는데, 백제 사람들 중에서 배반하여 이에 부응한 것이 20여 성이나 되

었다.

170) https://ko.wikipedia.org/wiki/ 백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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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이었을 것이다. 이 성은 남잠성에서 남령까지 출동했던 1500명

규모를 수용하는데 제약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성은 동쪽으로

백강을 접하고 있고 서쪽, 남쪽, 북쪽으로 벌판을 접하고 있어서 전형

적인 잠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부산성이 백제의 잠성

이었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남잠성에 부대를 배치시킨 의도는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개차산군〈今안성시 죽산면〉-상당

현〈今청주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두량윤성〈今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계봉산성〉-열이현〈今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왕흥사 잠성-남잠성〈今규암면 진변리 부산성〉-사비성을 잇는 접근로

를 따라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당진만〈今당진포〉-벌수지현(伐首只縣)〈今당진〉-구군〈今면천

면 성산리〉-마시산군〈今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대흥면 봉수산〉

-고랑부리현〈今청양읍〉-남잠성〈今규암면 진변리 부산성〉-사비성

〈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당군이 사비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 정현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대동지지에 의하면 정현성은 밀암산(密岩山) 고성에 해당하는 성이었

다. 정현성은 일명 진현성(眞峴城)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충남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와 용촌리에 사이에 위치해 있는 흑석리(黑

石里) 고무래봉 산성이다.171) 구당서 동이전(東夷列傳福信)에 의하면

용삭 2년(서기 662년 / 新羅 文武王 2) 7월에 唐將 유인궤가 신라의 군

사를 이끌고 진현성을 점거하여 8백명의 머리를 베어 마침내 新羅의

군량운송로를 텄다고 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진현성은 군량수송에 중

171) 대동지지에 의하면 眞峴城 /貞峴城은 密岩山 南 十五里 石峯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충남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와 용촌리에 위치해 있는 黑石里 산성이다.

둘래는 4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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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였던 통로 상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현성의 둘래는

450m이었다. 성의 둘레를 기준할 경우. 진현성은 守城에 최소한 1120

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군의 군사당급 1개 부대에 해당

하는 병력이었다. 신라의 군사당급 부대였던 군사당은 편제병력 1003명

을 보유하고 있었다.

백제군 수뇌부가 진현성에 병력을 배치시킨 의도는 삼년산성〈今보

은〉-고시산군〈今옥천〉-今마도령-우술군〈今회덕〉-노사지현〈今유

성〉-진현현〈今진잠〉-진현성〈今黑石洞山城〉-황등야산군〈今연산

면〉-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것이었다.

(아). 두시원악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 권36 잡지 지리(3) 全州 진례군(進禮郡) 조(條)에 『伊城縣

本百濟豆尸伊縣 景德王改名 今富利縣』이라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금산군(錦山郡) 고적조(古跡條_에는 『富利 廢縣이 진례군의 동남

쪽 60리에 있다』고 했다. 이는 오늘날 전북 무주군 부남면(富南面) 대

유리(大柳里)이다.172)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660년 음력 8월 초에 백

제의 좌평 정무(正武)가 무리를 모아 두시원악(豆尸原嶽)에 진을 치고

서 당과 신라인을 노략질하였다고 했다. 정무가 거느렸던 병력 수에 대

하여 전하는 바는 없다. 다만 백제 군 수뇌부들은 사비성을 주위 외곽

지대에 전투부대를 배치하여 신라군이 수도 사비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백제군 수뇌부들은 오방

성173)에 해당하였던 중진성(重鎭城)에는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

172) 두시원악(豆尸原嶽)은 오늘날 전북 무주군 부남면(富南面) 대유리(大柳里)이다.

대동지지와대동여지도 일제시대 5만지도를 참고하여 비정하였다.

173) 오방성(五方城)는 백제의 지방 행정청이었다. 백제 오방성(五方城)이은 고사성

(古沙城)·득안성(得安城)·구지하성(久知下城)·도선성(刀先城)·웅진성(熊津城)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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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소성(小城)에는 10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면 오

방성 가운데 북방성(北方城)에 해당하였던 웅진성에는 6650명을 배치하

였고 서방성(西方城)에 해당하였던 임존성에는 6120명을 배치하였다 또

한 동방성(東方城)에 해당하였던 득안성(得安城)〈今충남 논산시 연무

읍〉에는 5000명(계백군)명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소성(小城)에 해당하

였던 남잠성에 1120명(추정)을 배치하였고 진현성에 1120명(추정)을 배

치하였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당시 조치했던 군사배치 행태

를 고려할 경우 두시원악에 배치했던 병력규모는 1000명 수준이었을

것이다. 두시원악은 일명 두시이현(豆尸伊縣)인데 이는 진내군(進乃郡)

의 영현이었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신라군이 오늘날 무주를 경유하여

금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강 서안에 위치해 있던 두시원악에서 차단

하고자 했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가 두시원악에 병력을 배치시킨 의

도는 일선군〈今선산〉-감문군〈今개령〉-동잠현〈今김천〉-지품천현

〈今지례〉-今주치령-무산현〈今무풍〉-적천현〈今무주읍〉-두시원악

〈今부남면〉-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

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임존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무열왕은 서기 660년 08월 26일 임존의 목책을

공격하였는데 군사가 많고 지세(地勢)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

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고 했다. 임존성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봉수산에 위치해 있다. 이 성은 둘레 길이가 2450m이었다.174)

성벽의 일타(一垜)의 길이를 4m로 가정할 경우 임존성은 성벽에 612개

타를 설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군은 일타에 2오(二伍 : 10명)를 배

174)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 문화 컨텐츠 닷컴. 임존

성은 오늘날 충남 禮山郡 大興面 上中里 산8 鳳首山에 위치해 있다. 둘레는

24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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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켰음으로 임존성은 성을 수비하는 데 최소한 6120명을 필요로 하

였을 것이다. 흑치상치 열전에 의하면 흑치상치가 임존산에 불러 모은

무리가 3만에 이르렀다고 했다.175) 당시 임존성은 3만 명을 수용하였다

고 했는데 3만 명에는 주민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임존성을 수비

하는데 6120 명을 필요로 하였음으로 나머지 23880명은 주변에서 동원

하였던 주민들이었을 것이다. 임존성의 경우 농성 인력가운데 전투 병

력의 비율은 20%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나라가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했을 때 당나라군은

요동성에서 고구려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정예병사 10000명과 남녀 4

만명을 붙잡았다.176) 고했다. 고구려 군이 요동성에 병력 2만 명과 주

민 4만명을 수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

기까지 냉병기 시대의 軍은 守城 작전 시 주민들이 전투병력 이외에

전투지원 및 근무지원을 맡고 있었다. 고대군은 수성 작전 시 이처럼

병력과 주민의 힘을 합쳐서 총력전으로 대응하였다. 요동성의 경우 농

성 인력가운데 전투 소요병력의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훅치상치는 임존성의 둘레가 2450m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3만 명

을 수용하여 단기적으로 농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흑치상치는 백제

가 항복한 이후에 임존성에 들어가서 저항하였는데 이 곳 임존성에서

저항했던 대부분의 병력들은 백제가 나·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배치시켜 놓았던 병력이었을 것이다. 흑치상치가 사비성에서 도망 나온

175) 삼국사기 卷第四十四 列傳 第四 흑치상지(黑齒常之) 소정방(蘇定方)이 백제(百

濟)를 평정하니, 흑치상지는 휘하의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였는데, 소정방은 늙은

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였다. 흑치상지는 이를 두려워하여 주위의

추장(酋長) 10여 인과 함께 달아났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모아 임존산(任存山)

에 의거하여 스스로 굳게 지켰다. 열흘이 되지 않아 [도망쳐] 돌아온 자가 3만이

되었다. 소정방은 병사를 이끌고 흑치상지를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니 마침

내 200여 성을 회복하였다.

176) 자치통감 21 권 198 당기 13 태종 정관 19년(서기 645년) 음력 5 월 17일 고

구려 요동성을 공격하여 그곳에서 승리하여 죽인 사람이 1만 명이고 정예 군사

1만 명과 남자와 여자 4만 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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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새로 조직하였던 병력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명망 있었던 지도자

라고 해도 나라가 망하여 혼란한 시기에 주민을 설득하여 인력과 물자

를 징발하고 무기와 장비를 제작하면서 짧은 기일에 군대를 조직한다

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임존성에서 저항했던 병력

은 백제군이 나·제 전쟁 기간에 전력 적으로 이곳에 배치해 두었던 병

력이었을 것이다. 임존성 수비에 필요했던 6120명은 이는 신라의 구서

당급 1개 부대와 계금당급 1개 부대에 해당하는 병력이었다. 신라의 구

서당급 부대였던 낭당은 편제병력 5562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라의

계금당은 편제병력 611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임존성에 부대를 배치시킨 의도는 당진만〈今당

진포〉-벌수지현(伐首只縣)〈今당진〉-구군〈今면천면 성산리〉-마시

산군〈今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대흥면 봉수산〉-고랑부리현〈今

청양읍〉-남잠성〈今규암면 진변리 부산성〉-사비성〈今부여읍〉을 잇

는 접근로를 따라 당군이 사비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었다.

(차). 사비 남령(南嶺)의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660년 음력 8월초 백제의 여적(餘賊)이 남잠

성(南岑城)을 차지하고 버텼다고 했다.177) 그리고 서기 660년 9월 23일

에 백제의 여적이 사비성에 들어와서 항복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

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남아서 지키던 유인원이 당(唐)나라와 신라 사

람들을 내어 이를 쳐서 쫓았다. 적병이 물러가서 사비성의 남령에 올라

네댓 군데에 목책을 세우고 진을 치고 모여서 틈을 엿보아가며 성읍을

노략질하였는데, 백제 사람들 중에서 배반하여 이에 부응한 것이 20여

성이나 되었다고 했다.178) 또한 서기 660년 10월 30일에 사비 남쪽의

177)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 음력 8월 : 백제의 여

적9餘敵) 남잠성(南岑城)을 차지하고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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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령에 있던 군대를 공격하여 1천 5백 명의 목을 베었다고 했다.179)

백제의 여적이 사비성 안에 들어왔다가 사비성 남령에 목책을 세웠

다고 했으므로 남령은 사비성 羅城 內에 위치해 있던 지명이었을 것이

다. 이는 다름 아닌 오늘날 부소산 동남쪽 1.4.km에 위치해 있는 금성

산성(金城山城)이다. 사비성 남령 즉 오늘날 금성산성을 점령했던 백제

의 여적은 서기 660년 8월 남잠성을 차지하고 있던 백제의 여적이었을

것이다. 남잠성에 있던 백제의 여적이 백강을 건너 지척 간에 위치해

있던 남령까지 진출하여 이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백제의 남은 군사들

이 남령에 침입해 들어왔던 의도는 당나라군이 점령하고 있던 舊 사

비성을 교란시키고 사비성 내 백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카). 이례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대동지지는 권오(卷五) 충청도 33읍(三十三邑) 연산(連山) 조(條)에서

도솔산(兜率山)에 이례성(尒禮城)의 유지(遺址)가 남아 있다고 했다. 대

동여지도와 일제시대 5만 지도를 참고하면 두솔산은 오늘날 충남 논산

시(論山市) 벌곡면(伐谷面) 대덕리(大德里) 응봉(鷹峰 : 344m)으로 추정

된다.180)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660년 음력 10월 9일 무열왕이 태자

와 여러 군사를 이끌고 이례성을 쳤는데 음력 10월 18일에 이례성을

빼앗았다고 했다. 이례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백제의 병력규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상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 군 수뇌부들은 사비성

주위 외곽지대에 있던 진현성, 남잠성 등 소성에 1120명 정도 규모의

178)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 秋九月 二十三日

179)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 冬十月 三十日

180) 이례성(尒禮城) : 대동지지는 연산 조(條)에서 兜率山에 尒禮城의 遺址가 남

아 있다고 했다. 대동여지도와 일제시대 5만 지도를 참고하면 두솔산은 오늘날

충남 논산시(論山市) 벌곡면(伐谷面) 대덕리(大德里) 응봉(鷹峰 : 344m)으로 추

정된다. 이 곳에 백제 성의 유지가 보고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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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배치하였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당시 조치했던 군사

배치 행태를 고려할 경우 이례성에 배치했던 병력규모는 1000명 수준

이었을 것이다.

이례성은 백제시대 황등야산군에 위치해 있었던 성이었다. 그리고 삼

년산군〈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군 옥천읍 죽향리〉-진동현〈今금

산군 진산면 읍내리〉-이례성〈今논산시 벌곡면 대덕리〉-황등야산군

〈今논산시 연산면 연산리〉-가지나현〈今논산시 대교동〉-사비성〈今

부여읍〉을 잇는 접근로 상에 위치해 있었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신라

군이 오늘날 옥천-진산-이례성-연산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이례성에서 차단하고자 병력을 이 곳에 배치했을 것

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이례성에 병력을 배치시켰던 의도는 차 축선

으로 신라군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다.

(타). 왕흥사 잠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무열왕은 서시 660년 11월 5일 계탄(雞灘)을 건너

서 왕흥사잠성(王興寺岑城)을 공격하였는데, 7일에 이겨서 7백 명의 목

을 베었다고 했다.181) 왕흥사 잠성은 오늘날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에 위치해 있는 울성산성(蔚城山城)이다. 왕흥사 잠성의 둘레는 350

m이다.182) 성벽 여장의 살받이터인 일타(一垜)의 길이를 4m로 가정하

였을 경우 왕흥사 잠성은 87개의 살받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었을 것이

다. 고대 守城 전술은 일타에 이오(二伍)의 병력, 즉 10명을 배치시키는

181)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七年冬十一月五日 : 660년

11월 05일(음)에 왕이 계탄(雞灘)을 건너서 왕흥사잠성(王興寺岑城)을 공격하였

는데, 7일에 이겨서 7백 명의 목을 베었다.

18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사자료 역주집, 한국편1. 2008.04.02. 306페이지 :

王興寺 岑城은 오늘날 부여군 규암면 신리의 울성산성이다. 왕흥사지 배후 울성

산 정상에 축조된 소규모의 테뫼식 산성이다. 토축으로 쌓은 이산성의 둘레는

약 3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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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기준할 경우, 왕흥사 잠성은 守城을 위하

여 최소한 870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왕흥사 잠성에 병력을 배치시킨 의도는 남천현

〈今이천시 부발읍〉-개차산군〈今안성시 죽산〉-상당현〈今청주시 우

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두릉윤성〈今청양군 정산면

계봉산〉-열이현〈今청양군 정산면〉-왕흥사 잠성〈今부여군 규암면

신리〉-남잠성〈今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었다.

(파). 두량윤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태종무열왕 8년(서기 661년) 2월에 백제의

남은 적병들이 사비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이찬 품일을 대당장군으로

삼고, 잡찬 문왕, 대아찬 양도, 아찬 충상 등으로 그를 보좌케 하였으

며, 잡찬 문충을 상주장군으로 삼고, 아찬 진왕으로 그를 보좌케 하였

다. 아찬 의복을 하주장군으로, 무훌과 욱천을 남천대감으로, 문품을 서

당장군으로, 의광을 낭당장군으로 삼아 구원하게 하였다.183) 서기 661

년 3월 5일에 도중에 이르러서 품일이 휘하의 군사를 나누어 먼저 가

서 두량윤성(豆良尹城) 남쪽에서 군영을 만들 땅을 살펴보게 하였다.

백제의 사람들이 진영이 정돈되지 않았음을 보고 갑자기 나와서 생각

지도 않게 쳤는데, 우리 군사는 놀라서 흩어져 달아났다.184) 12일에 대

183)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 八年春二月八年, 春二月,

百濟殘賊來攻泗沘城. 王命伊湌品日爲大幢將軍, 迊湌文王·大阿湌良圖·阿湌忠常等

副之, 迊湌文忠爲上州將軍, 阿湌眞王副之, 阿湌義服爲下州將軍, 武欻·旭川等爲南

川大監, 文品爲誓幢將軍, 義光爲郞幢將軍, 往救之

184)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八年春三月五日 : 三月五日,

至中路, 品日分麾下軍, 先行, 往豆良尹 一作伊.城南, 相營地. 百濟人望陣不整, 猝

出急擊不意, 我軍驚駭潰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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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大軍)이 고사비성(古沙比城)의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두량윤성(豆良

尹城)으로 나아가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돌이켰다.185)

상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군이 서기661년 3월 5일 두량윤성

남쪽에서 백제 사람들에게 패배했다.186) 두량윤성은 오늘날 충남 청양

군 정산면 백곡리에 있는 계봉산성187)이다. 성의 둘레는 540m이다. 두

량이성(豆良伊城)은 일명 두릉윤성(豆陵尹城), 두곶성(豆串城), 윤성(尹

城)이라고도 칭하였다. 성벽의 일타(一垜)의 길이를 4m로 가정할 경우

두량윤성은 성벽에 135개 타를 설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군은 일타

에 2오(二伍 : 10명)를 배치시켰음으로 임존성은 성을 수비하는 데 최

소한 1350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두량윤성 守城에 필요했던 1350

명은 신라의 계금당급 2개 부대에 해당하는 병력이었다. 신라의 계금당

은 편제병력 611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두량윤성에 병력을 배치시킨 의도는 남천현〈今

이천시 부발읍〉-개차산군〈今안성시 죽산면 주산리〉-상당현〈今청주

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今금흥동(錦興洞)-今

해포(蟹脯)-두량윤성〈今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계봉산성〉-열이현〈今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왕흥사 잠성〈今부여군 규암면 신리 울성산

성〉-남잠성〈今부여군 규암면 지변리 부산성 둘레 450m〉-사비성

185)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八年 春三月十二日 : 十二

日, 大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 一朔有六日, 不克. 夏四月十九日, 班師

186)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八年 春三月 五日 : 서기

661년 3월 5일에 도중에 이르러서 품일(品日)이 휘하의 군사를 나누어 먼저 가

서 두량윤성(豆良尹城) 남쪽에서 군영(軍營)을 만들 땅을 살펴보게 하였다. 백제

의 사람들이 진영이 정돈되지 않았음을 보고 갑자기 나와서 생각지도 않게 쳤는

데, 우리 군사는 놀라서 흩어져 달아났다. 12일에 대군(大軍)이 고사비성(古沙比

城)의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두량윤성(豆良尹城)으로 나아가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187) 계봉산성(鷄鳳山城)은 오늘날 충남 청양군(靑陽郡) 정산면(定山面) 백곡리(白

谷里) 계봉산(鷄鳳山)에 있다. 성의 둘래는 54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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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는 것

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통감은 「당나라 고종은 조서를 내려서 신라에

출병하게하자 신라왕 김춘추는 조서를 받들고 그의 장수인 김흠〈양도

를 김흠으로 誤記하였다.〉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유인궤를 구원

하게 하였는데 고사(古泗)〈古泗는 古沙比城을 뜻한다. 즉 백제 도성

사비성을 지칭한 것이었다.〉에 이르자 복신이 맞아 싸워 그를 패배시

켰다.」고 했다. 김흠〈양도를 김흠으로 誤記하였다.〉은 갈령도(葛嶺

道)로 숨어서 신라로 돌아갔고 다시 감히 나오지 못했다.188)」고 했다.

자치통감은 신라군을 패배시킨 백제 장군이 복신이라 했다. 이와 관

련하여 삼국사기는 음력 3월 12일에 신라 대군(大軍)이 고사비성(古沙

比城)의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두량윤성(豆良尹城)으로 나아가 공격하

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였가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돌이켰다고 했다. 따라서 두량윤성에서 양도가 지휘했던 신라군을 패배

시켰던 백제 장군은 복신이었다.

신당서 유인궤 열전에 의하면 「당나라 왕문도가 죽으니 백제의 옛

장수 복신과 승려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그를 왕으로 삼

고 군병을 이끌어 사비성에 있던 유인원을 포위하였다. 당날 고종은 조

칙으로 유인궤를 검교대방주 자사로 삼아 왕문도의 무리를 통솔케 하

고 아울러 신라군을 출동시켜 구원토록 하였다. 유인궤는 군병을 거느

림에 엄격하게 정돈하고 계속 싸워 백제 적진을 함락시키니 가는 곳마

다 막힘이 없었다. 복신 등이 인원의 포위를 풀고 임존성으로 물러나

지켰다.」고 했다.

신당서의 유인궤 열전은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가서 죽었다. 백제의

승려 도침과 옛 장수 복신이 무리를 거느리고 주류성에 의거하여 반란

188) 사마광, 자치통감 당기 16 고종용삭 원년(661년) : 仁軌衆少與仁願合軍休息士

卒上詔新羅出兵新羅王春秋奉 召遣其將金欽將兵救仁軌等至古泗福信激擊敗之欽自

葛嶺道遁還新羅不敢復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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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고 왜국에 사신을 보내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세

웠다. 백제의 서부와 북부가 모두 뜻을 바꾸어 성에서 그들에게 호응하

였다. 이때에 낭장 유인원은 백제부성〈古 사비성〉의 군진에 머물러

있었는데 도침 등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포위하였다. 대방주 자사 유인

궤가 왕문도를 대신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신라군을 출동시켜

합군하여 유인원을 구하고 계속해서 싸우며 전진하니 가는 곳마다 모

두 항복하였다. 도침 등이 웅진강 어귀에 두 개의 목책을 세워 관군에

저항하자 인궤는 신라군과 함께 사방에서 그들을 협공하였다 적의 무

리들이 후퇴하여 달아나 목책 안으로 들어가는데 물에 막히고 다리는

좁아 물에 빠지거나 전사한 사람이 1만 여명이나 되었다. 도침 등은 바

로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임존성으로 물러나 지켰다. 신라군은 군량이

다하여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때는 용삭 원년 3월이었다.」고 했

다.

구당서와 신당서, 자치통감 등의 기사를 종합하면 백제의 옛 장수 복

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들은 백제의 옛 수도 사비성을 포위하였는데

당시 당나라 유인원이 舊 사비성을 수비하고 있었다. 당나라 대방주 자

사 유인궤 군과 신라군이 출동하여 구 사비성의 유인원 군을 구원하였

다. 유인궤 군이 구 사비성으로 진격하는 도중에 백강 기벌포〈웅진강

어귀〉에서 백제군의 목책을 깨뜨리니 복신과 도침은 舊 사비성의 포

위를 풀고 도침은 임존성으로 물러났고 북신은 두량윤성으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당나라 유인궤 군은 舊 사비성으로 들어가서 유원군과 합세

하였고 양도가 인솔했던 신라군은 舊 사비성 밖에 주둔하였다. 이어서

양도가 인솔했던 신라군이 舊 사비성 밖에서 출동하여 두량윤성을 공

격했으나 백제 옛 장군 복신 군에게 패하였고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

기지 못하였고 식량이 떨어졌던 신라군은 갈령도를 따라 퇴각하였다.

이 기사가 뜻하는 바는 주류성의 백제 군사는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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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년 경신년 전쟁 초기에 군사배비차원에서 최초 배치시켰던 군사가

아니고 서기 661년 백제의 복신과 도침이 함께 부흥운동을 시작 하면

서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를 이곳으로 집결시켰던 군사들이었음

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후 복신과 도침은 사비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

태에서 당나라 유인궤의 군이 기벌포〈웅진강 어귀〉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였는데 기벌포〈웅진강 어귀〉 저지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舊

사비성의 포위를 풀면서 복신과 도침은 각각 본래의 근거지였던 임존

성과 두량윤성으로 돌아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신의 부대는 최초 두

량윤성에 주둔해 있다가 주류성으로 이동하였고 舊 사비성 포위작전에

참전했다가 구 사비성에서 두량윤성으로 다시 이동해 왔을 것이다. 따

라서 두량윤성은 백제 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최기에

군사배비 차원에서 병력을 배치하였던 요충지였다.

(하). 고사부리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은 서기 661년 여름 4월 19일에 두량윤성

에서 군사를 돌이켰는데, 대당(大幢)과 서당(誓幢)이 먼저 가고 하주정

(下州停)의 군사는 맨 뒤에 가게 되었다. 빈골양(賓骨壤)에 이르러 백제

의 군사를 만나 서로 싸웠지만 패하여 물러났다. 죽은 사람은 비록 적

었으나 병기(兵器)와 짐수레를 잃어버린 것이 매우 많았다. 빈골양은

백제 완산주〈今전주〉 대시산군〈今정읍시 칠보면〉 영현이었던 빈굴

현(賓屈縣)이었다. 빈골양은 오늘날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189)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날 東進江과 井邑川으로 둘러싸인 곳이었

다. 빈골양 전투는 백제 군사가 동진강 남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동진강

을 도하하여 남하하고 있던 신라군을 요격했던 전투였을 것이다.

서기 661년 음력 4월 빈골양 전투 시 신라군 병력은 대당〈편제병력

189)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 한국국사편찬위원회 한국데이

터베이스 삼국사기 빈골양 주(註) 빈골양은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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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명〉, 서당〈편제병력 5762명〉, 하주정〈편제병력 3447명〉을 합

쳐 13972명이었다. 백제군 병력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전하는 바가 없

다. 다만 빈골양 전투 시 참전했던 백제의 군사는 백제 오방성 가운데

중방성이었던 고사성에 주둔해있던 백제의 군사였을 것이다.

빈골양으로부터 서남쪽 9km 지점에 백제의 오방성 가운데 중방성에

해당하였던 고사성(古沙城)이 위치해 있었다. 고사성은 일명 백제의 고

사부리성이었다. 백제는 온조왕 36년(서기 18년)에 고사부리성190)을 쌓

았는데 이성은 오늘날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성황산(132m)에 위

치해 있는 현재 고부구읍성에 해당하는 성이었다. 이 성은 둘레가

1052m이었다.191) 성의 둘레를 기준할 경우 2630 명을 守城 시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고사부리성은 백제시대 고사부리군의 군치이면서 중방

성의 치소였을 것이다.

한편 고사부리성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두승산(443m)에

두승산성이 위치해 있다. 두승산성은 오늘날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에

위치해 있는 백제시대의 성으로서 둘레가 5052m이다. 성의 둘레를 기

준할 경우 12600명을 守城 시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두승산성은 백제

계 토기가 발견되고 있어 백제 때 성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제는 두

승산에 성을 설치하면서 둘레 5052m 수준의 큰 성을 설치했던 것이

아니라 小城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 고려가 영주(瀛州) 시대에

이르러 백제가 두승산에 축조했던 작은 小城을 大城으로 증축하였을

것이다.192)

190)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시조 온조왕(溫祚王) 三十六年秋八月 : 八月, 修葺

圎山·錦峴二城, 築古沙夫里城.
191)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89.12.20. p447 고부구읍성(古

阜舊邑城) : 소재지 전북 정읍시(井邑市) 고부변(古阜面) 고부리(古阜里), 둘레

1052m

192)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89.12.20. p450 두승산성(斗升

山城) : 소재지 전북 정읍시(井邑市) 고부면(古阜面) 입석리(立石里), 성의 둘레

50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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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제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시 오방성에 해당

하였던 큰 大城에는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였고 小城에는 1000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였는데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당시

大城에 배치하였던 군사배비 행태를 고려할 경우 고사부리성에 배치했

던 병력규모는 5000명 수준이었을 것이다.

백제 중방성이었던 고사부리성은 주변의 10개군을 관할하고 있었는

데 동북쪽으로 9km 떨어진 빈골양은 군사적으로 중방성의 지휘 하에

있던 대시산군의 영현이었다.193) 따라서 빈골양 전투 시 신라군과 싸웠

던 백제의 군사들은 고사부리성에 주둔해 있던 백제 중앙군 소속이었

던 병력들을 고사부리성의 방령(方領)이 빈골양으로 출동시켰던 병력들

이었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경신전 전쟁 초기에 백제 중방성이었

던 고사부리성에 병력 5000명(추정)을 배치시킨 의도는 달구화현〈今대

구시 달성동〉-일리군〈今고령군 성산면 어곡리〉-대가야군〈今고령읍

쾌빈리〉-거열군〈今거창읍 상림리〉-속함군〈今합양읍 백천리〉-고룡

군〈今남원시 동충동〉-도실군〈今순창읍 순화리〉-각산〈今정읍시 내

장동 葛峴〉-고사부리군〈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을 잇는 접근로를

따라 신라군이 고사부리군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고사부리성에 5000명 병력을 배치하고 이들로 하

여금 나·제 국경선-고룡군-도실군-고사부리군으로 이어지는 축선을 방

어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만약 신라군이 소백산맥을 넘어 나·제 국경

에서 고룡군과 도실군을 거쳐 고사부리군까지 진출할 경우 고룡군〈今

남원시〉-도실군〈今순창군 순창읍〉-고사부리군〈今정읍시 고부면〉

193)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지리(地理)四 백제(百濟) 완산주의 군∙현 : 대시산군

(大尸山郡)〈今전라북도 정읍시(井邑市) 칠보면(七寶面)〉은 정촌현(井村縣)〈今

전라북도 정읍시(井邑市)〉, 빈굴현(賓屈縣)〈今전라북도 정읍시(井邑市) 정우면

(淨雨面)〉, 야서이현(也西伊縣)〈今김제시(金提市) 금산면(金山面)〉을 속현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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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잇는 축선 이남에 위치해 있던 20여개 郡들이 백제 북부지역과 분

리될 수 있었다. 백제 남부지역이 북부지역 즉 사비성과 웅천주, 완산

주의 제 군현들로부터 분리되었을 경우 사비성 등 북부지역은 남부지

역으로부터 병력과 물자를 지원받지 못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

워 질 수 있었다.

(갸). 구지하성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은 서기 661년 여름 4월 19일에 두량윤성

에서 군사를 돌이켰는데, 상주정(上州停)와 낭당(郎幢)은 각산(角山)에

서 적을 만났으나 진격하여 이기고, 드디어 백제의 진지에 들어가서 2

천 명의 목을 베었다.194)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통감은 「당나라

고종은 조서를 내려서 신라에 출병하게하자 신라왕 김춘추는 조서를

받들고 그의 장수인 김흠〈양도를 김흠으로 誤記하였다.〉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유인궤를 구원하게 하였는데 고사(古泗)〈古泗는 古沙

比城을 뜻한다. 즉 백제 도성 사비성을 지칭한 것이었다.〉에 이르자

복신이 맞아 싸워 그를 패배시켰다. 김흠〈양도를 김흠으로 誤記하였

다.〉은 갈령도(葛嶺道)로 숨어서 신라로 돌아갔고 다시 감히 나오지

못했다.195)」고 했다. 양도가 인솔했던 신라군은 서기 661년 음력 4월

19일 두량윤성을 출발하여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들이 이동

했던 통로는 두량윤성〈今청양군 정산면〉-사비성〈今부여읍〉-가지나

현〈今논산시〉-소력지현〈今익산시〉-벽골군〈今김제시〉-빈골현〈今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각산-율지현〈今담양군 금성면 석현리〉-도실

군〈今순창읍 순창읍 순화리〉-고룡군〈今남원시 동충동〉-속함군〈今

194)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八年 夏四月 十九日 : 夏四

月十九日, 班師, 上州·郞幢遇賊於角山, 而進擊克之, 遂入百濟屯堡, 斬獲二千級.

195) 사마광, 자치통감 당기 16 고종용삭 원년(661년) : 仁軌衆少與仁願合軍休息士

卒上詔新羅出兵新羅王春秋奉 召遣其將金欽將兵救仁軌等至古泗福信激擊敗之欽自

葛嶺道遁還新羅不敢復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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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거열군〈今거창읍〉-가소천〈今거창군 가조면 加川〉-가소현

〈今거창군 가조면〉-가시혜진(加尸兮津)〈今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등을 잇는 통로였다.

여기서 벽골군〈今김제시〉-빈골현〈今정읍시 정우면 초강리〉-각산

-율지현〈今담양군 금성면 석현리〉-도실군〈今순창읍 순창읍 순화

리〉 등을 잇는 통로를 자치통감은 갈령로(葛嶺路)라 하였다. 신라군은

빈골양〈今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에서 노령산맥의 고개였던 갈

령을 넘어 율지현〈今전북 담양군 금성군 석현리〉-도실군〈今전북 순

창군 순창읍 순화리〉-고룡군〈今전북 남원시 동충동〉으로 이동하였

는데 이들은 당시 빈골양에서 율지현과 도실군으로 이동위해서는 반듯

이 갈령을 넘어야 했었다.

삼국사기는 신라군이 빈골양에서 백제군사와 싸운 다음에 각산에서

다시 백제군과 조우전을 벌렸다고 했다. 신라군이 빈골양〈今전북 정읍

시 정우면 초강리〉에서 노령산맥을 넘어 율지현〈今전북 담양군 금성

군 석현리〉으로 이동하다가 각산에서 백제군사와 조우전을 벌렸다고

했음으로 이 당시 이동로는 빈골양-갈령〈今갈치=추령〉-율지현을 잇

는 길이었다. 오늘날 정우면 초강리〈백제 빈골양〉에서 노령산맥을 넘

어 담양군 금성군 석현리〈백제 율지현〉로 이동하기위해서는 초강리-

갈치 또는 추령〈백제 갈령〉-석현리를 잇는 길을 이용해야한다. 오늘

날 이 길에 있는 갈치가 백제시대 갈령이고 갈령이 각산일 것이다.

이처럼 삼국사기 기사에 나오는 각산은 자치통감 기사의 갈령에 해

당하는 곳이었다. 백제 시대 갈령은 대동여지도 상에 갈치(葛峙)이며

일제시대 5만 지도(대정 7년 조선총독부 저작) 상의 추령(秋嶺)〈가을

秋=갈葛〉이다. 갈령은 오늘날 전북 정읍시 내장동에 위치해 있는 갈치

이다.196) 갈치를 추령이라고도 칭하고 있다.197) 신라군이 빈골양〈일명

196)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시대 각산(角山)은 자치통간에 나오는 갈령(葛嶺)이며

이는 대동지지의 갈치(葛峙)이다. 또한 이는 일정시대 조선총독부가 대정 67년에

저작했던 축척 1대 5만 지도에 나오는 추령(秋嶺)이다. 각산 또는 갈령, 갈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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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굴현〉에서 율지현〈今전북 담양군 금성군〉과 도실군〈今전북 순창

읍〉으로 이동할 때 경유하였던 고개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각산전투에 참전했던 신라군사는 상주정(上州停)

〈편제병력 : 3753명〉과 낭당(郎幢)〈편제병력 : 5562명〉이었다. 합하

면 9315명이었다. 백제군 병력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전하는 바가 없

다. 다만 각산전투 시 참전했던 백제의 군사는 백제 오방성 가운데 남

방성이었던 구지하성에 주둔해 있던 백제의 군사였을 것이다.

한편 백제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당시 군사배비 時, 남방성에 해

당했던 구지하성(久知下城 혹은 卞城)에도 5000명 수준의 병력을 배치

하였을 것이다. 각산 전투 시 참전했던 백제 군사는 구지하성에서 출동

했던 병력이었을 것이다. 구지하성에서 각산〈백제 각산 도는 갈령, 오

늘날 갈치 또는 추령〉까지 직선거리는 24km이었다. 참고로 구지하성

에서 노령까지 직선거리는 24km이었으며 노령에서 각산까지 직선거리

는 12km이었다.

구지하성은 백제시대 구사진혜현에 위치해 있던 성이었다. 구사진혜

현의 치소는 오늘날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에 있었다. 신증동국여

지승람 제36권 전라도 진원현 고적 조에 진원현 불태산 동쪽 기슭에

구진성이 있다고 했는데 구진성은 오늘날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에 있

는 진원산성이다. 진원산성은 표고 60m 둘레 120m의 평지성인데 백제

시대 구사진혜현의 현성(縣城)이었을 것이다.198)

령은 오늘날 전북 정읍군(井邑郡) 내장면(內藏面) 갈현(葛峴)에 위치해 있다. 오

늘날 정읍에서 추령을 지나 담양으로 이동하는 길은 다음과 같다. 정읍(井邑)-

부금(負琴)-부전리(夫田里)내장리(內藏里)추령(秋嶺)-동산리(東山里)-비거리(碑巨

里)-갈원(葛院)-하령치(荷嶺峙)-월계리(月溪里)-담양(潭陽)

197)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 1983, 382쪽 현재의 전북 井邑郡 內藏面 葛峴으로 추정하
고 있다.

198)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89.12.20. p673 진원산성(珍原

山城) : 소재지 전남 장성군(長城郡) 진원면(珍原面) 진원리(珍原里) 산 98번지,

명칭 구진성(丘珍城), 둘레 120m 높이 60m, 백제 토성 진원산성은 백제 때 구사

진혜현(丘斯珍兮縣)이었는데 신라시대 진원현(珍原縣)으로 고쳐 갑성군(岬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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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진혜현〈今진원산성〉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2km 지점에 이척

산성이 위치해 있다. 이척산성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

234번지의 불태산 정상(602m)에 있다. 둘레는 1400m이다.199) 이척산성

이 구사진혜현의 진성(鎭城)이었을 것이다. 성 둘레를 고려 시 이척산

성은 守城 시 최소한 3500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이척산성

이 구지하성의 진성이었다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경신년 전

쟁 시 최초 이 성에 5000명을 배치시켰을 것이다.

또한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시 구지하성(久知

下城)에 병력 5000명(추정) 수준을 배치시킨 의도는 신라군이 노령산맥

을 넘어 백제의 무진주200)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냐). 벌수지현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대동지지에 의하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서기 660년 덕물도를 거

쳐 당진에 하륙했다고 했다.201) 고했다. 당진은 본래 백제의 벌수지현

이었는데 신라가 경덕왕 16년에 당진으로 바꾸었다. 벌수지현은 백제의

에 속하였다. 백제 오방성가운데 남방성(南方城)이었던 구지하성(久知下城)은 오

늘날 진원산성(珍原山城)이다. 이 진원산성은 성의 크기로 고려할 경우 구사진혜

현(丘斯珍兮縣)의 현성이면서 구하지성의 치소에 해당하는 성이었을 것이다. 구

하지성(久知下城)의 진성(鎭城)은 오늘날 진원산성 북쪽 2km 지점에 있는 오늘

날 이척산성(利尺山城)이었을 것이다.

199)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89.12.20. p670 이척산성(利陟

山城) : 소재 전남 장성군(長城郡) 장성읍(長城邑) 유탕리(流湯里) 산 234번지 불

태산(佛台山), 길이 1400m,

200)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g 국사편찬위 한국데이터 베이스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지리(地理)四 백제(百濟) 武珍州 : 무진주(武珍州)의 치소

는 오늘날 광주광역시(光州廣域市) 동구(東區) 일대이다. 무진주는 그 아래 14

개 군을 관할하고 있엇다. 분차군(分嵯郡), 복홀군(伏忽郡), 월나군(月奈郡), 무시

이군(武尸伊郡), 감평군(欿平郡), 욕내군(欲乃郡), 이릉부리군(尒陵夫里郡), 아차산

군(阿次山郡), 파부리군(波夫里郡), 발라군(發羅郡), 도무군(道武郡), 물아혜군(勿

阿兮郡), 인진도군(因珍島郡), 나이군(奈已郡)

201) 大東地志 券五 忠淸道 三十三邑 唐津 典故 : 百濟 義慈王 20년 唐將 蘇定方 駐軍
德物島泊 唐津 下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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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주 혜군이 관할하고 있었던 영현이었다.202) 벌수지현의 치소는 오

늘날 충남 당진시 당진읍 읍내리이었다. 오늘날 당진읍 읍내리 당진군

청 뒤 야산에 백제시대에 축조되었던 오늘날 아후산성(衙後山城)이 있

다.203) 둘레는 미상이다. 당나라군이 벌수지현에 상륙할 당시 백제군

군사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상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

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당시 조치했던 군사배치 행태를 고려할 경

우 벌수지현에 배치했던 병력규모는 1000명 수준이었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가 벌수지현과 임존성에 병력을 배치시킨 의도는 今당

진만-今당진포-벌수지현/今아후산성〈今당진읍 읍내리〉-구군〈今당진

군 면천면 성산리〉-금물현〈今예산군 고덕면 대천리〉-마시산군〈今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오산현〈今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임존성

〈今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봉수산〉-고량부리현〈今청양군 청양읍 읍

내리〉-今부산성〈今부여군 규암면 진변리〉-고성진을 경유하여 사비

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것이었다.

(댜). 가리저 투입 병력 규모 및 배비 의도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백제는 가리저에 곡식을 쌓아두고 수군의 식

량으로 삼았다는데 唐 顯慶 연간에 唐兵이 바다를 건너오자 난리로 인

하여 창고가 폐지되었다고 했다. 가리저는 오늘날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이다. 한진이라고도 칭한다.204) 당나라군이 가리저를 공격하였을

202) 삼국사기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지리(地理)三 신라(新羅) 혜성군(槥城郡) : 혜

군(槥郡)은 3개의 현을 거느리고 있었다. 벌수지현(伐首只縣)은 오늘날 충청남도

(忠淸南道) 당진군(唐津郡) 당진읍(唐津邑)이다. 여촌현(餘村縣)은 오늘날 충청남

도(忠淸南道) 서산시(瑞山市) 운산면(雲山面) 여미리(餘美里)이다. 사평현(沙平縣)

은 오늘날 충청남도(忠淸南道) 당진군(唐津郡) 신평면(新平面)이다.

203) webmaster@ijdnews.co.kr 2015년 01월 16일 (금) 당진신문 : 아후산성(衙後

山城)은 당진읍 읍내리 당진군청 뒤 야산, 구 경찰서 뒷산, 북문 밖까지 연결된

백제시대 성이다. 1979. 3. 31 충남대 윤무병 박물관장을 초청하여 현장을 고증

하고 확인하였다.

204) 增補文獻備考》권33, 輿地考, 關防 9, 海防 3, 忠淸道 沔川 : 가리저(加里渚) 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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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백제군의 군사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상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

와 같이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당시 조치했던 군사배치 행태

를 고려할 경우 가리저에 배치했던 병력규모는 1000명 수준이었을 것

이다.

백제군 수뇌부가 벌수지현과 임존성에 병력을 배치시킨 의도는 今만

-가리저〈今당진군 송악면〉-구군〈今당진군 면천면 성산리〉-금물현

〈今예산군 고덕면 대천리〉-마시산군〈今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오

산현〈今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봉

수산〉-고량부리현〈今청양군 청양읍 읍내리〉-今부산성〈今부여군 규

암면 진변리〉-고성진을 경유하여 사비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나·당 군 이동의 전략적 의미

가. 군사전략의 운영 형태와 사용방식

본문에서는 필자가 羅唐 양군의 이동이 뜻하는 군사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군사전략이란 군사력을 투입하여 전략목표를 달성하

는 기술이다. 오늘날 전쟁사가(戰爭史家)들은 군사전략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직접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전략

이다. 직접전략은 전략수행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의 형태이다. 간접전략은 보유하

고 있는 군사력을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의 형태이다.

또한 오늘날 전쟁사가들은 직접전략의 운영 형태에 따라 직접전략을

직접접근과 간접접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

濟時 置倉於石頭東 卽 加里渚 積栗爲 水軍之資 後唐兵 渡海因亂 倉廢, 新羅 平

百濟 復置倉 / 가리저는 오늘날 충남 당진군(唐津郡) 송악면(松嶽面) 부곡리(富

谷里 : 部曲里)이다. 한진(漢津) 또는 대진(大津)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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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습적 방식과 점진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접근은 전략 수행의 주체가 군사력을 敵의 전면에 집중적으로

투사하여 단기간 내 적을 무력화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이다. 이럴

경우 전략수행의 주체는 전장에서 정면공격이나 돌파와 같은 기동형태

를 취한다.

간접접근은 전략의 수행주체가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에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투사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결정적 성과를 획득함으로써 목

적을 달성하는 형태이다. 이럴 경우 전략수행의 주체는 전장에서 포위

나 우회와 같은 기동형태를 취한다.

기습적 방식은 군사력의 사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쟁선포나

사전 통보 없이 군사력을 갑자기 사용하는 방식이다. 점진적 방식은 명

분을 축척하고 우세한 군사력을 동원 및 이동, 전개시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치·외교·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이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205)

나. 나·당 연합군의 군사전략 수행 형태와 방식  

羅·唐 양국은 양국이 보유하고 있던 강력한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

용하여 양국의 공동목표였던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의자왕으로부터 항

복을 받아냈다. 이는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의지를 관철했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羅·唐 양국이 선택한 전략의 형태는 직접전략이었

다.

그리고 백제군이 배비하지 않았거나 취약성을 들어내었던 곳에 군사

력을 집중적으로 투사하여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고 정면을 피하고

기만을 통하여 배후로 우회하여 목표에 접근했다. 이런 점에서 羅·唐

양국이 운영했던 전략의 형태는 간접접근전략이었다.

205) 온창일. 전략론. 집문단. [전략의 형태] 2007.2.26. p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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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쟁선포나 사전 통보 없이 군사력을 갑자기 동원하여 백제를

침공하였다. 이런 점에서 羅·唐 양국이 군사력을 사용한 방식은 기습적

방식이었다.

다. 나·당 연합군의 이동과 전략의 수행 

신라 태종무열왕이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병력을 이끌고 왕경을

출발하면서 백제 원정〈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음력 11월 22일〉

길에 올랐다. 그리고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5일

(추정) 제1선단을 성산에서 출발시킨 다음에 재2선단, 제3선단을 차례

로 출발시켜 최종적으로 제3선단을 음력 6월 8일(추정) 덕물도에 도착

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라 태종무열왕은 남천정에 위치하게 되었고

소정방은 덕물도에 위치하게 되었다. 나·제 양군의 수뇌부들이 모두 백

제의 북쪽으로 이동하여 위치하자 백제는 혹시 나·당 양군이 백제의

북쪽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부터 사비성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을 것이다.

나·당 양군은 이처럼 군 수뇌부의 최초 이동과 전투부대의 위치 전

환 및 배치를 통하여 자군의 의도를 감추는 한편 백제군 수뇌부의 판

단과 전략배비를 교란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은 나·당 양군이 수뇌부 및

부대를 이동시키면서 연출하고자 했던 전략적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라군 수뇌부들은 對 백제전쟁에 투입할 부대들을 중간집결

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금물노군의 급당과 한산주의 계금당을 금물

노군으로 집결시킨 다음에 이 부대들이 주공으로써 금물노군-상당현-

웅진성-사비성으로 공격할 듯이 연출함으로써 백제군 수뇌부들이 웅

진성의 부대들을 타 곳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고착시켰다.

둘째, 신라 태종무열왕은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

뇌부를 남천정에서 덕물도로 보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당나라군을

맞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당나라군을 환영하는데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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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면적으로는 백제군 수뇌부로 하여금 나·당 양군의 공세 방향을

오늘날 당진만과 아산만 방향에서 사비성으로 향하는 축선일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실제로 백제 수뇌부는 오늘날 당진만

에서 임존성을 경유하여 사비성으로 접근하는 축선 상에 가장 많은 병

력을 배치하였다.

세째 신라군 수뇌부는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회동하여 나·당 연합

작전계획을 협의 하면서 양군의 주력을 사비성 남쪽의 진구〈今강경

읍〉에서 연결시켜 사비성을 기습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뜻하는 전략

적 의미는 적 영토 안에서 나·당 양군이 전장 內 집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구(津口)〈今 강경〉에서 전장내 집결을 실현하여

사비성 부근에서 결정적 병력 우위를 점유한 다음에 사비성 주변의 백

제군들이 사비성을 증원하기 전에 사비성을 공략하여 단 1회의 결전을

통해 속전속결로 승패를 결정짓겠다는 것이었다.

넷째 당나라 수군이 오늘날 당진만을 통하여 벌수지현〈今 당진〉

을 공격하고 아산만의 가리저를 공격하였는데 이러한 양공작전을 결행

했던 전략적 결의는 나·당 양군의 주공(主攻) 방향을 철저하게 기만하

고자 한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나·당 양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축

선 상에 백제군의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나·당 양군

이 주공을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백제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다른 방향의 접근로가 주공 방향인 것처럼 가장하여 백제가 나·

당 군의 주공방향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주공방

향에 기 배치했던 병력이 있었다면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도록 유

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이는 신라군 주력이 삼년산성으로부터 사비

성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려고 했던 「삼년산성-아동호현-고시산군-진

내군-今백령성-탄현-今용계성-황산-진구-사비성」 間 이동로를 백제

군 수뇌부가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

키고자 한 것이었다,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618 -

이와 관련하여 나·당 양군의 수뇌부들은 덕물도에서 만나 연합작전

계획을 협의한 결과 공동목표를 사비성〈今충남 부여〉으로 설정하고

연결지점을 진구(津口)〈今충남 논산시 강경읍〉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신라군의 주공이 지향할 축선〈삼년산성(今보은읍)-고시산군(今옥천

읍)-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 炭峙)-황산원(今논산시 연

산면 황산리)-진구(今강경읍)〉과 당나라군의 주공이 지향할 축선〈덕

물도-今당진만-今가로림만-今안흥만-백강구-진구〉을 결정하였다. 그

리고 나·당 양군 수뇌부들은 전투부대들을 이러한 축선으로 이동시켜

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 진구에서 양군의 주공부대들을 연결시키기

로 하였다. 나·당 양군 수뇌부들은 양군의 주공부대들을 음력 7월 10일

까지 연결지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나·당 양군의 주공이 지향하는

축선 상에 백제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이르기에 앞서 중간집결

지〈삼년산성, 금돌성〉로부터 나·당 양군의 연결지점이었던 진구와 최

종목표이었던 사비성에 이를 수 있는 가용했던 접근로를 분석하고 최

선의 접근로를 식별하였을 것이다. 나·당 양군의 수뇌부들 입장에서 본

다면 최선의 접근로는 나·당 군이 전진함에 있어서 백제군의 저항이

적은 접근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를 테면 이는 백제군의 배비가 적

은 접근로이거나 배비가 전혀 없는 접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로를 오늘날 전략가들은 최소저항선(最小抵抗線 : Minimum

Resistance Line)206)이라 칭하고 있다. 나·당 양군의 수뇌부들이 최소

저항선을 택하고자 했던 이유는 주공부대(主攻部隊)들을 백제군의 저

항이 적은 접근로 에 투입시켜 야만 이들 부대들이 전투력의 손실 없

이 신속히 이동하여 연결지점〈진구(津口)〉에서 전투력 집중을 달성할

206) 최소저항선(最小抵抗線) :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의 공기무비(攻其無備) 추기

불의(出其不意)〈대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 뜻하지 않는 곳을 친다.〉를 리

델하트( Liddell Hart)가 간접접근전략에 적용한 용어이다. 즉 방자(防者) 입장에

서 공자(攻者)가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방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접근

로 또는 축선, 이동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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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 아니라 우세한 전투력으로 최종목표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신라군 수뇌부들은 덕물도에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연합

작전계획을 합의한 다음에 덕물도에서 今영흥도 外里-今대부도-今제부

도-당항포〈今화성시 서신면 전곡리〉-당항성〈今서신면 상안리〉-매

홀군〈今봉담읍〉-부산현〈今평택시 진위면〉-사복홀〈今안성시 양성

면〉-나혜현〈今안성읍〉-금물노군〈今진천읍〉-상당현〈今청주시 우

암동〉을 경유하여 행재소였던 삼년산군〈今보은읍 漁岩里 烏頂山〉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나·제 국경지역 부근을 이동하면서 마치 부산현

〈今평택시 진위면 鳳南里〉에서 아술현〈今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오산현〈今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예산군 대흥면 鳳首山〉을 거쳐

사비성으로 진격할 듯한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신라군 수뇌부들은 실제로 부산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삼년산성〈今보은읍 漁岩里 烏頂山〉-아동호현〈今沃川郡 安內面 縣

里 倉村〉-고시산군〈今沃川邑 竹鄕里〉-진내군〈今錦山邑 中島里〉

-今백령성〈錦山郡 南二面 驛坪里〉-탄현〈今완주군 운주면 삼거리〉

-今용계성〈今전북 完州郡 雲洲面 金塘里 院里〉-황산원〈今논산시

연산면 황산리〉-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今충남 論山市 連山面 連

山里〉-가지나현(加知奈縣)〈今충남 論山市 大橋洞〉-진구〈今강경

읍〉-사비성〈今부여읍〉 間 이동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마치 부산현

〈今平澤市 振威面 鳳南里〉에서 멀지 않은 아술현〈今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이나 오산현〈今예산읍〉을 경유하여 사비성을 공격하려는 듯

한 모습을 가장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군 수뇌부가 이동이라는 수단

을 이용하여 자군(自軍) 기도를 은폐하고 백제군의 오판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라군이 지향하고 있는 주공방향에 배치된 백제

군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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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태종무열왕과 대장군 김유신 등이 군수뇌부 이동을 활용

한 무력시위는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전쟁이

란 기만하는 것이다.(兵者, 詭道也).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멀리 가는 것

처럼 보이게 하고〈근이시지지원(近而示之遠)〉 멀리 가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원이시지원(遠而示之近)〉”는 기만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라군 주력이 지향하고 있는 이동로에

백제군의 배비가 없도록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이기도 하였다. 이는 소

위 “대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공기무비(攻其無備)〉, 뜻하지 않는

곳을 친다.〈출기불의(出其不意)〉”는 공자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궤도였다.

한편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수군 주력은 실제로 덕물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비성을 공격하기위해서 덕적도-今당진만-今가로림만-今

안흥만-今천수만-기벌포(伎伐浦)〈今서천군 장항읍〉-今금강-진구〈今

강경읍〉-사비성 등을 잇는 이동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마치 덕물도

에서 가까이 있는 당진(唐津)을 경유하여 사비성을 공격하려는 듯한 모

습을 백제군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즉 덕물도-벌수지현(〈今당진읍)-임

존성〈今예산군 대흥면 봉수산〉-사비성〈今부여읍〉을 연하는 접근로

를 따라 사비성으로 진격하는 듯한 형세를 가장하고 있었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 20년 당장(唐將) 소정방

이 덕물도에 정박해 있으면서 벌수지현〈今당진〉으로 내려와 상륙하

였다고 했다.207) 당군이 처음으로 백제 수군을 공격한 것이다. 당시 벌

수지현〈今당진〉은 백제가 당나라로 가는 바닷길의 출발점이었으며

가장 크고 번성해 있던 포구였고 중요한 수군 기지였었다. 참고로 임

진왜란 당시에도 선조 30년 명나라 수군 도독(水軍都督) 진린(陳璘)이

수군 500척과 병력 5000명을 이끌고 서해바다를 건너와 今당진에 머물

207) 대동지지(大東地志) 권오(卷五) 충청도 33읍(三十三邑) 당진(唐津) 전고(典故)

: 百濟 義慈王 三十年의 唐將蘇定方 駐軍 德物島 泊 唐津 下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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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었다.208) 오늘날 당진포 진성(唐津浦陣城)〈今당진시 고대면 당진포

리〉은 조선시대 수군기지로서 벌수지현〈今당진〉으로 들어가는 입구

에 위치해 있는데 소정방 수군도 이곳을 경유하여 벌수지현〈今당진〉

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대장군 소정방은 당나라 수군 주력의 이동로

를 기만하기 위하여 벌수지현〈今당진〉을 공격한 것이었다.

상대를 기만하기 위해 쓰는 전술에는 양공(陽攻)과 양동(陽動)이 있

다. 양공은 공자가 주공방향을 기만하기 위해 주공지역 이외 지역에 실

시하는 제한된 공격을 뜻한다. 양공의 목적은 △ 공자의 기도를 은폐하

고 △ 방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오판을 유도하고 △ 공자가 의

도를 가장한 지역으로 방자의 행동을 유인하는 것이다. △ 또한 공자가

지향하고 있는 주공방향에 기 배치된 방자의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 유리한 작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양동은 공자가 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결정적인 작전을 기도하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무력시위, 부대이동 등 군사행동을 뜻한다. 양

동은 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선 후방에서 실

시하는 군사행동이다. 양동의 목적은 양공의 목적과 동일하다. 기만전

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태종 무열왕이 왕경-금돌성-삼녀산성-남천정 間

을 이동했던 것은 수뇌부 이동을 이용한 양동(陽動)이었으며 당나라 소

정방이 백제의 벌수지현〈今 唐津〉을 공격한 것은 수군의 제한된 공

격을 이용한 양공(陽攻)이었다.

여기서 신라군의 전략적 기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하여 전통적인

기만방법을 소개하고자한다. 기만행위에는 작위(作爲)〈敵이 어떤 상황

을 사실처럼 오판하도록 의식적으로 취하는 행위〉, 조작(造作)〈敵이

어떤 사실과 물체를 진짜로 확신도록 가짜를 꾸면서 만드는 행위〉, 왜

곡(歪曲)〈敵이 어떤 주장이나 가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이해 또는

해석하도록 현혹하는 행위〉, 변조(變造)〈敵이 기존의 현상과 내용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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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인식하도록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위장

〈敵으로부터 실체와 위치를 감추기 위하여 형태와 형색을 변형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기만목표는 행위자가 기대하고 있는 적의 행위 및 행태이다. 행위는

어떤 목적 하에 취하는 군사행동이다. 행태(行態)는 군사행동의 양상이

다. 즉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도록 敵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취하기를 바라는 어떤 행위이다. 또는 敵이 특정한 시간과 장

소에서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행태이다.

기만작전이란 아군의 작전의도 능력 배치, 등을 적에게 오판하도록

유도하여 적을 아군의 의도대로 유인하거나 적의 의도를 사전에 포기

하도록 하는 계획적인 활동이다. 기만방법에는 양공, 양동 계략, 허식

등이 있다. 양공(陽攻)은 我軍이 敵을 기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한

된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이다. 敵의 관심을 주공지역에서 다른 지역으

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조공작전이다. 양동(陽攻)은

我軍이 敵을 기만할 목적으로 我軍이 결정적 작전을 기도하지 않은 지

역에서 실시하는 무력시위이다. 양공처럼 공세를 취하지만 敵과 접촉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계략(計略)은 我軍이 敵을 기만하기 위하여 허위첩보를 적에게 고의

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허식(虛飾)은 敵의 시각과 관측을 기만하기

위하여 모의(模擬) 및 가장(假裝)을 연출하고 모의장비 및 시설, 위장된

형체, 가상부대의 출현이나 실제와 다른 형태의 부대 같은 것으로 묘사

하는 것이다.

Ⅵ. 맺음말

신라 대장군 김유신 등 군 수뇌부들은 당나라와 연합으로 서기 660

년 음력 7월 13일 백제의 수도 사비성〈今부여읍〉에 이르러 왕자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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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사비성에 이르기 전에 신라군 수뇌부들은

음력 5월 26일 왕경〈今경주시 월성〉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

정〈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효양산〉에 도착, 음력 6월 21일 덕물도

〈今덕적도〉, 음력 6월 24일 덕물도를 출발, 음력 6월 24일 당항포

〈今경기 華城市 西新面 前谷里〉에 도착, 음력 6월 25일 당항성〈今

경기 華城市 西新面 尙安里 九峰山〉에 도착, 음력 6월 28일 금물노현

〈今鎭川郡 鎭川邑 碧岩里〉에 도착, 음력 6월 29일 상당현〈今청주

시 상당구 牛岩洞 〉에 도착, 음력 6월 30일 삼년산성〈今보은읍 어암

리 오정산〉에 도착, 음력 7월 2일 삼년산성을 출발, 음력 7월 3일 고

시산군〈今옥천읍 죽향리〉에 도착, 음력 7월 4일 구천〈今沃川郡 郡

西面 月田里 聖王死節地〉에 도착, 음력 7월 6일 진내군〈今錦山郡 

錦山邑 中島里〉에 도착, 음력 7월 7일 탄현〈今완주군 운주면 삼거

리〉에 도착, 음력 7월 9일 황산원〈今논산시 연산면 황산리〉에 도착,

음력 7월 10일 가지나현〈今충남 論山市 大橋洞〉에 도착, 7월 11일

진구〈今강경읍 江景浦〉에 도착하였고 이 곳들을 거쳐 음력 7월 13일

사비성을 점령했다.

신라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군 수뇌부들은 음력 5월 26일

부터 음력 7월 13일까지 47일 간을 왕경-남천정-술천성 포구-관미성

〈今파주시 탄현면 성동리〉-今선재도-덕물도-당항포〈今화성이 서신

면 전곡리〉-삼년산성-고시산군〈今옥천읍〉-진내군〈今금산읍〉-탄현

-황산원-진구-사비성〈今부여읍〉간을 이동하였는데 거리상으로 왕경

에서 사비성까지 총 1000km를 이동하였다. 신라 대장군 김유신 등은

1000km를 이동하면서 황산원에서 음력 7월 9일 계백군 5000명을 격멸

하고 음력 7월 12일 사비성 남쪽 30리 지점에서 나·당 연합으로 백제군

10000명을 격파한 다음에 곧바로 사비성으로 들어가 음력 7월 13일 이

를 점령하였다.

대장군 김유신이 나·제 국경이었던 진내군〈今금산읍〉에 이르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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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거쳐 사비성까지 백제 영내를 이동했던 거리는 87km에 지나지

않았다. 나·제 국경 밖 후방에서 이동했던 거리는 923km였다. 대장군

김유신은 왕경을 출발한지 40일 지나서 음력 7월 6일 진내군〈今금산

읍〉에 도착하여 비로소 백제의 영토에 들어섰다.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들이 전쟁 상황 하에서 이처럼 오래 동안

장거리를 후방지역에서 이동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가 그동안 어느

곳을 경유하여 어느 길로 어디를 왜 다녀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신라군 수뇌부들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서기 660

년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으로 백제를 침공하였던 전쟁의 전개과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서기 660년 경신년에 있었던 전쟁 기간에 신라군과 당나

라군의 이동과 나·당 연합군에 대응하여 백제가 취했던 군사배비에 대

하여 군사사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신라군 수뇌부의 이동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대 백제전쟁을 수

행하는 기간에 왕경(음력 5월 26일)-남천정(음력 6월 18일)-덕물도(음

력 6월 21일)-황산원(음력 7월 9일)-진구(음력 7월 11일)-사비성(음력

7월 13일) 간을 이동하였다. 태종무열왕은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

왕경을 출발하여 음력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하였고 태종 무열왕의

명을 받은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은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을

영접하기 위하여 남천정을 출발하여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였

다. 그리고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은 소정방을 만난 다음에 덕물

도를 출발하여 음력 7월 9일 황산원에 도착하였다. 또한 음력 7월 11일

진구(津口)에 도착한 후에 음력 7월 13일 사비성에 이르러 백제 왕자

융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삼국사기는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동 간에

왕경, 남천정, 덕물도, 황산원, 진구, 사비성 등을 경유하였다고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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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구체적인 경로를 전하지 않고 있다. 신라군 수뇌부들이 이동했

던 경로는 대략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태종 무열왕이 군 수뇌부를 거느리고 이동했던 왕경-남천

정 間 구간이었다. 제2단계는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이 태종

무열왕의 명을 받고 이동하였던 남천정-덕물도 간 구간이었다. 제3단계

는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이 덕물도에서 임시 행재소(삼년산

성)로 돌아온 다음에 황산으로 이동했던 덕물도-황산 간 구간이었다.

필자는 신라의 주·군·현(州·郡·縣)의 오늘날 위치를 비정하고 이들을

상호 연결하고 있었던 도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당시 육로 상 이동로

를 복원하였다. 또한 신라시대 포구(漢水 포구 또는 서해안 포구)의 위

치를 확인하고 신라 주·군·현과 포구, 도서 등을 연결했던 육로, 수로,

해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당시 해·수로 상 이동로를 복원하였다.

△ 왕경-남천정 間 이동로 : 태종 무열왕이 군 수뇌부를 거느리고

이동했던 왕경-남천정 間 이동로에 대해서는 필자가 선행연구를 한 바

있어 여기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왕경-남천정 간 구체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왕경(王京)〈今경주 인왕동 月城〉-임고군(臨皐郡)〈今영천군 임

고면 임고리〉-달구화현(達句火縣)〈今대구시 달성동〉-다사지현(多斯

只縣)〈今경북 칠곡군 하빈면 현내리〉-사동화현(斯同火縣)〈今구미시

인의동〉-비산진(緋山津)〈今구미시 비산동〉-감문소국(甘文小國)〈今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동잠현(桐岑縣)〈今김천시 교동〉-추풍령(秋豊

嶺)〈今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소라현(召羅縣)〈今尙州 영동군 황

간면 남성리〉-금돌성(今突城)〈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굴

현(屈縣)〈今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삼년산성(三年山城)〈今보은군 보

은읍 어암리 오정산〉-상당현(上黨縣)〈今청주시 우암동〉-금물노군(今

勿奴郡)〈今진천읍 백암리〉-개차산군(皆次山郡)〈今안성시 죽산면 죽

산리〉-今사실치(沙室峙)-남천정(南川停)〈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孝

養山〉을 잇는 이동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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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로 :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등

군 수뇌부들은 병선 100척과 함께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을 영접하고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기 660년 음력 6월 18일 남

천정을 출발하여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당시 신라군 수

뇌부들이 사용을 고려할 수 있었던 이동로는 2개였다. 하나는 남천정-

술천성 포구-왕봉하-관미성-갑비고차진-영흥도-덕물도 間 이동로였다.

다른 하나는 남천정-구성현-매홀군-당성군-당항성-당항포-영흥도-덕

물도 間 이동로였다. 가용했던 2개 이동로 가운데 음력 6월 21일 덕물

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동로가 신라군 수뇌부가 실재 사용했던 이동

로였을 것이다. 신라군의 일일 도보 및 기마행군속도와 항해속도를 고

려하여, 필자는 신라군 수뇌부와 병선 100척이 가용 이동로 2개를 각각

사용했을 경우, 각각 이동로의 이동 소요시간과 도정을 실증적으로 산

출하였는데 그 결과 음력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移動路

는 두 개의 이동로 가운데 남천정(南川停)〈今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술천성(述川城) 포구(今여주군 금사면 梨浦)-한수수로(漢水水路)-제

차파의현(齊次巴衣縣)〈今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孔岩〉-왕봉하(王逢河)

〈今경기 고양시 행주내동 행주나루〉-관미성(關彌城)〈今파주시 탄현

면 성동리 오두산성〉-今염하수로(鹽河水路)-갑비고차진(甲比古次津)

〈今인천시 강화읍 갑곶리〉-今황산도(黃山島)-今월미도(月尾島)-今팔

미도(八尾島)-今선재도(仙才島)-今영흥도(靈興島) 외리(外里)-今창도(倉

島)-今피도(皮島)-今사승봉도(沙昇鳳島)-今대이작도(大伊作島)-今소야

도(蘇爺島)-덕물도(德物島)〈今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德積島 鎭里〉 間

을 잇는 이동로(252km) 뿐이었다. 남천정-덕물도 간 이동로 세부이동

로는 본문 「Ⅱ-3-나-(4)-(다)-〈1〉-〈2〉/A-57」에서 볼 수 있다.

△ 덕물도-황산 간 구간 이동로 : 신라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

신 등 군 수뇌부들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한 다음에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기위해 사용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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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동로는 2개였다. 하나는 덕물도-술천성 포구-황산 間 이동로이었

고 다른 하나는 덕물도-당항포-황산 間 이동로이었다. 가용했던 2개

이동로가운데 음력 7월 9일 황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동로가 신라군

수뇌부가 실재 사용했던 이동로였다. 2개의 가용 이동로가운데 신라군

수뇌부가 실제 사용했던 이동로를 식별하기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필자는 신라군의 일일 도보행군속도와 항해속

도를 고려하여 신라군 수뇌부가 가용 이동로 2개를 각각 사용했을 경

우 각각의 이동로의 이동소요시간과 도정(道程)을 실증적으로 산출하였

다. 그 결과 덕물도-당항포-삼년산성-황산 間을 잇는 이동로(346km)를

사용하였을 경우, 태자 김법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 오전 10시 31분에 황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태자 김법

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 신라군 수뇌부가 서기 660년 음력 6월 24일(약

력 8월 5일)부터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間 덕물도에서 황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동로는 덕물도(德物島)〈今덕적도 진리〉-

今대이작도(大伊作島)-今피도(皮島)-今영흥도(靈興島) 외리-今제부도

(濟扶島)-당항포(唐項浦)〈今화성시 서신면 前谷里〉-당항성(唐項城)

〈今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九峰山〉-당성군(唐城郡)〈今화성시 남양리

〉-매홀군(買忽郡)〈今화성시 매봉읍 상리〉-금물노군(今勿內郡)〈

今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상당현(上黨縣)〈今청주시 우암동〉-삼년산

군(三年山郡)〈今보은읍 어암리 오정산〉-고시산군(古尸山郡)〈今옥천

군 옥천읍 죽향리〉-진내군(進乃郡)〈今충남 금산군 금산

읍 중도리〉-今백령성(栢嶺城)-탄현(炭峴)〈今완주군 운주면 삼거리 炭

峙〉-今용계산성(龍溪山城)-모촌리산성(茅村里山城)〈今논산

시 양촌면 모촌리 土城山〉-황산원(黃山原)〈今충남 논산리 연산면 황

산리〉-황등야산군〈今논산시 연산면 연산리〉-가지나현(加知奈縣)

〈今論山市 大橋洞〉-진구(津口)〈今논산시 강경읍 강경포〉-사비성

(泗泌城)〈今부여읍〉 間을 잇는 이동로(346km)였다. 덕물도-당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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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산성-황산 間 세부이동로는「Ⅱ-3-나-(5)-(다)-〈1〉-〈2〉

/A-103/A-104」에서 볼 수 있다.

2. 신라군 전투부대의 이동

신라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용

한 접근로 상에 부대를 전개시켜 전략적 공세대형을 취하였을 것이다.

신라군 수뇌부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각 지역 및 방면별 접근로(각 지

역-사비성 間)와 접근로 상에 설치하였던 중간 집결지, 그리고 對 백제

전에 투입하였던 부대명칭 및 병력 수, 부대의 평시 주둔지는 다음과

같다.

△ 금물노군(今勿奴郡) 방면 : 신라군 수뇌부는 금물노군 지역과 방

면에 급당 4325명과 계금당 611명을 활당하였을 것이고 이들 부대들을

此 축선 상의 중간집결지였던 금물노군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此 방면

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금물노군〈今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

리〉-웅주〈今공주시 금성동 공산성〉-사비성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는 此 접근로〈금물노군-웅진성-사비성〉가 지니고 있었

던 군사 지리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 접근로 상에 급당과 계금당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마치 此 접근로가 신

라군 주공이 지향하는 접근로 인 것처럼 허장성세(虛張聲勢)를 연출하

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를 기만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백제의 舊

수도였으며 北方城이었던 웅진성의 병력(백제 병력 6650명)을 고착시키

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들이 웅진성 병력을 타 지역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신라군 수뇌

부들은 급당과 계금당을 신라군 주공부대(삼년산군 방면 + 도량현 방

면)의 우측에 배치하여 우익(右翼) 조공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

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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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기 660년 나·당군의 공세배치 및 백제군의 배비

△ 삼년산군(三年山郡) 방면 : 신라군 수뇌부들은 삼년산군 지역과

방면에 대당(大幢) 4763명, 하주정(下州停) 3548명, 남천정(南川停) 3017

명, 사설당(四設幢) 4500명을 할당하였을 것이고 이들 부대들을 此 축

선 상의 중간집결지였던 삼년산군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삼년산군〈今보은〉-고시산군

〈今옥천〉-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황산원〈今

논산리 연산면 황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 연산리〉-사비성〈今부

여읍〉 간을 잇는 축선이었다. 이들 4개 부대들은 신라군 주공부대의

일부로서 中軍에 해당하였던 부대들이었다. 대장군 김유신은 신라군 최

고사령관이었으며 주공부대의 지휘관이면서 중군 및 대당의 지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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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대장군 김유신은 도량현 방면의 좌군과 우군이 금돌성에서 출발

하여 진내군〈今금산읍〉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합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탄현을 넘어 황산원에서 음력 7월 9일 백제 계백군(5000명)을

격멸하고 음력 7월 11일 진구에 이르러 당나라군과 연결작전을 완료하

고 합류하였다. 그리고 음력 7월 13일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신라군 주

공 부대들은 진내군〈今금산읍〉-탄현〈今운주면 삼거리〉-今모촌리산

성〈今논산시 양촌면 茅村里 土城山〉 間을 이동할 때 백제군의 저항

을 일체 받지 않았다. 이어서 황산원에서 계백군과 일전을 벌려 승리했

다.

△도량현(刀良縣) 방면 : 신라군 수뇌부들은 도량현 지역과 방면에

상주정(上州停) 3753명, 서당(誓幢) 5762 명, 귀당(貴幢) 3753명, 낭당

(郎幢) 5562명을 할당하였을 것이고 이들 부대들을 此 축선 상의 중간

집결지였던 도량현 금돌성(今突城)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금돌성(今突城)〈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今수봉리-今오도치(吾道峙)〈今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吾道峙〉-소라현(召羅縣)〈今영동군 황간면 남성리〉-길동군(吉同郡)

〈今영동군 영동읍 계산리(稽山里)〉-今원동〈今영동군 양강면 원동〉

-조비천현(助比川縣)〈今영동군 양산면 가곡리〉-진내군(進乃郡)〈今금

산읍 중도리〉-탄현(炭峴)〈今운주면 삼거리〉-황산원(黃山原)〈今연산

면 황산리〉-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今연산면 연산리〉-사비성(泗泌

城)〈今부여읍〉 간을 잇는 축선이었다. 이들 4개 부대들은 신라군 주

공부대의 일부로서 좌군과 우군에 해당하였던 부대들이었다. 좌군의 지

휘관은 상주정의 지휘관이었던 김품일이었고 우군의 지휘관은 귀당의

지휘관이었던 김흠순이었다. 좌군과 우군은 금돌성에서 출발하여 진내

군〈今금산읍〉에 이르러 대장군 김유신이 이끌고 이동했던 중군과 이

곳에서 합류하였을 것이다.

△ 지품천현(知品川縣) 방면 : 신라군 수뇌부들은 지품천현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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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 음리화정(音里火停) 3017명, 이화혜정(伊火兮停) 3017명을 할당

하였을 것이고 이들 부대들을 此 축선 상의 중간집결지였던 지품천현

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

는 지품천현(知品川縣)〈今김천시 지례면 교리〉-今주치령(走峙嶺)〈今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무산현(茂山縣)〈今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적천현(赤川縣)〈今무주읍 읍내리〉-두시원악(豆尸原嶽)〈今무주군 부

남면 대유리〉-진내군(進乃郡)〈今금산읍 중도리〉-탄현(炭峴)〈今완주

군 운주면 삼거리〉-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今논산군 연산면 연산

리〉-사비성(泗泌城)〈今부여읍〉 간을 잇는 축선이었다. 신라군 수뇌

부들은 음리화정과 이화혜정을 지품천현〈今김천시 지례면〉에서 今주

치령(走峙嶺)〈今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으로 진출시킨 다음에 다시 무

산현〈今무풍면 현내리〉-적천현〈今무주읍〉-두시원악〈今부남면 대

유리〉을 거쳐 탄현〈今운주면 삼거리〉 및 황등야산군〈今연산면 연

산리〉 방향으로 나가도록하였을 것이다.

다만 삼국사기 무열왕 7년 條에 의하면 서기 660년 음력 7월 백제

좌평 정무(正武)가 무리를 모아 두시원악에 진을 치고서 당과 신라인을

노략질하였다고 했다고 했다. 이 기사는 此 축선을 따라 진출했던 음

리화정과 이화혜정이 서기 660년 7월까지 두시원악의 백제 군사를 제

거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군 음리화정과 이화혜정

은 이 접근로를 따라 전진하였으나 두시원악까지는 진출하지 못하였고

적천현〈今무주읍〉까지 진출해 있었을 것이다.

△ 대가야군(大加耶郡) 방면 : 신라군 수뇌부는 대가야군 지역과 방

면에 삼량화정(三良火停) 3017명, 소삼정(召參停) 3017명을 할당하였을

것이고 이들 부대들을 此 축선 상의 중간집결지였던 대가야군〈今경남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집결시켰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고사부리군

(古沙夫里郡)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대가야군(大加耶郡)〈今고

령읍 쾌빈리〉-거열군(居烈郡)〈今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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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速含郡)〈今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고룡군(古龍郡)〈今전북

남원 동충동〉-도실군(道實郡)〈今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고사

부리군(古沙夫里郡)〈今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間을 잇는 축선이

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서기 661년 음력 4월 19일에 신라군이

두량윤성(豆良尹城)〈今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계봉산성〉을 출발

하여 빈골양(賓骨壤)〈今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에 이르렀을 때

백제군을 만나 싸웠으나 패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상주정(上州停)과 낭

당(郎幢)이 각산(角山)〈今전북 정읍군 내장면 갈현(葛峴)〉에서 백제

군사를 만나 2천 명을 목 베었다고 했다.

이 기사는 中方城이었던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성황산(132m) 둘레 1,050m〉과 南方城이었던 구지하성(久知下

城)〈今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불태산(730m), 이척산성(利陟山城) 둘레

1400m〉에 주둔해 있던 백제군사가 서기 661년 4월 빈골양〈今정우면

초강리〉과 각산〈今내장면 갈현〉으로 이동하여 신라군과 전투를 벌

렸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고사부리성과 구지하성

의 백제군이 서기 660년 7월 18일 의자왕이 항복한 이후에도 나·당 연

합군에게 굴복하지 않은 체 해당지역에 그대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사가 시사하고 있는 바를 고려할 경우,

서기 660년 음력 7월 此 축선 상으로 진출하였던 삼량화정과 소삼정은

고사부리성과 구지하성의 백제 군사를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고사부리

군까지 진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신라군은 고사부리성과 구하지성

〈今장성읍〉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이었던 도실군〈今순창읍 순화리〉

까지 진출하였을 것이다.

3. 당나라군의 이동

당나라군은 서기 660년 對 백제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성

산(成山)으로부터 백제 진구(津口)까지 2단계에 걸쳐 이동했다.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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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오늘날 산동반도에 위치해 있던 당나라 하남도(河南道) 래주(萊

州) 창양현(昌陽縣) 성산(成山)〈今中國 山東省 營成市 成山鎭〉에서

신라 덕물도까지의 이동이었다. 2단계 이동은 덕물도를 출발하여 今당

진만-今가로림만-今천수만-今비인만-今장구만-백강구를 지나 今금강

수로를 경유하여 진구(津口)〈今강경읍〉에 이르는 이동이었다. 당시

당나라군 대장군 소정방은 병력 122711명과 병선 1900척을 4개 선단으

로 나누어 성산-덕물도-진구를 잇는 海水路를 따라 이동하였다.

가. 당나라군의 선단별 이동

좌위위(左威衛) 낭장(郎將) 풍사귀(馮士貴)의 제1선단 이동 : 제1선단

은 낭장 풍사귀 지휘 하에 총병력 22763명〈좌위위 전투병력 5058명.

水軍 비전투병력 22763명〉 병선 352척을 주축으로 성산(출발 음력 6

월 3일 17시)에서 덕물도(도착 음력 6월 5일 09시)로 이동하였을 것이

다. 이어서 덕물도에서 今당진만 今당진포성(唐津浦城)과 가리저(加里

渚)〈今충남 당진군 송악면 富谷里(部曲里) 漢津)〉로 이동하였을 것이

다.

낭장 풍사귀 제1선단의 절반(전투병력 1558명, 水軍 비전투병력 5454

명, 총병력 7012명, 병선 108척)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6일 08시 덕물

도에서 출발하여 선두는 今당진포성〈今唐津市 高大面 唐津浦〉에 음

력 6월 6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을 것이고 후미는 14시 54분에 도착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今당진포성에 상륙하여 음력 6월 6일 이곳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낭장 풍사귀가 지휘하였던 전투병력 1558명은 음력

6월 7일 08시 今당진포성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음력 6월 7일

15시 9분에 벌수지현(伐首只縣)〈今당진읍 읍내리〉에 도착하여 이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도표 29 참조] 이후 당나라 성산으로 철수할 때까

지 이곳에 잔류하여 양공 작전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낭장 풍사귀 제1선단의 절반(전투병력 1550명, 비전투병력 5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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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병력 6751명, 병선 104척)은 음력 6월 6일 08시에 덕물도에서 출발하

여 선두는 가리저(加里渚)에 음력 6월 06일 15시 40분에 도착하였을 것

이고 후미는 16시 52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리저에 상륙하

여 이를 점령하고 음력 6월 6일 이곳에서 숙영하였을 것이다. 이후 당

나라 성산(成山)으로 철수할 때까지 이곳에 잔류하여 양공 작전을 전개

하였을 것이다.

좌효위(左驍衛) 낭장 방효태(方孝泰)의 제2선단 이동 : 제2선단은 낭

장 방효태(方孝泰) 지휘 하에 총병력 33316명〈좌효위 전투병력 10000

명, 水軍 비전투병력 23316명〉과 병선 516척을 주축으로 성산(출발 음

력 6월 4일 17시)에서 덕물도(도착 음력 6월 6일 09시 45분)로 이동하

였다. 그리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7일 08시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선두

는 今당진포성에 음력 6월 7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고 후미는 음력 6

월 7일 17시 14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음력 6월 26

일까지 今당진만에서 집결해 있었을 것이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협의를 마치고 음력

6월 24일 신라군 수뇌부를 덕물도에서 출발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

이 직접통제하고 있던 제4선단을 음력 6월 25일 덕물도에서 今당진만

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이어서 음력 6월 26일 今당진만에서 방효태의

제2선단에게 이동로 개척을 위한 작전을 지시하였을 것이다.

이에 방효태의 제2선단은 음력 6월 26일 소정방의 서해 해상이동로

개척 명을 받고 음력 6월 27일 今당진만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서해

해상이동로 개척 임무는 당나라 수군이 今당진만-今가로림만-今안흥만

-今천수만-今결성만-今오천만-今보령만-今웅천만-今비인만-今장구만-

今백강구를 잇는 바다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로 上의 위협

을 제거하고 水軍 선단이 정박하고 수리하며 물자를 획득할 수 있는

중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효태의 제2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27일 今당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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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위치해 있는 今비경도(飛擎島)를 출발점으로 삼아, 今당진만에

서 서남쪽으로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음력 7월 9일 백강구 남안에

위치해 있던 今오성산성(五聖山城)〈今群山市 성산면(聖山面) 여방리

(余方里)〉 서단(西端)에 선두는 오후 14시 50분에, 후미는 18시 22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긴급하게 이곳 今군산항〈今군

산시 장미동〉 江邊에 병력 3000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방효태 군의 전투병역 10000명은 백제군 3000명

을 이곳 今군산항에서 패주시켰다.

방효태는 음력 7월 10일 전투병력 10000명 가운데 3000명을 이곳 今

군산항에 잔류시키고 7000명을 진구〈今강경읍〉로 전환시켰을 것이다.

나·당 연합군이 최종목표였던 사비성 공략에 최대한 양군의 병력을 집

중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방효태가 이곳 今군산항에서 진구〈今강

경읍〉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전투력은 병력 23321명(전투병력 7000명+

비전투병력 16321명)과 병선 361척이었을 것이다. 이곳 今군산항에 잔

류시키고자 했던 전투력은 병력 9995명(전투병력 3000명+ 비전투병력

6995명)과 병선 155척이었을 것이다.

방효태 예하 제2선단의 일부(361척)의 선두는 음력 7월 10일(양력 8

월 21일) 오전 8시에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서 출발하여 12시 42분

진구〈今강경읍〉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10일

오전 10시 52분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서 출발하여 15시 34분 진구

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좌효위(左驍衛) 낭장 유백영(劉伯英)의 제3선단 이동 : 제3선단은 낭

장 유백영(劉伯英) 지휘 하에 총병력 33316명〈좌효위 전투병력 10000

명, 水軍 비전투병력 23316명〉과 병선 516척을 주축으로 성산(출발 음

력 6월 5일 17시)에서 덕물도(도착 음력 6월 7일 09시 45분)로 이동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음력 6월 8일 08시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선두는

오늘날 당진만 內 今당진포성에 음력 6월 8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고

후미는 음력 6월 8일 17시 14분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방효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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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단이 今비경도-今가로림만-今천수만-今비인만-今장구만-백강구-

今오성산성까지 이동로를 개척하는 기간에 今당진만 內에서 집결해 있

었을 것이다. 즉 음력 7월 4일까지 이곳 今당진만 內에서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 방효태 제2선단이 今장구만의 今아항도(牙項島)까지 이동로

를 개척했던 시점에 맞추어 今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는 今비경도를

출발기점으로 하여 출동하였을 것이다. 유백영의 제3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5일 08시에 당진만 입구의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음력 7월 5

일 今파도리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

력 7월 6일 08시에 今파도리를 출발하여 음력 7월 6일 今항포에 도착

(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7일 08시에

今항포를 출발하여 음력 7월 7일 今웅천만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

시 32분)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8일 08시에 今웅천만를 출발하여 음

력 7월 8일 今장구만의 今아항도에 도착(오전)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

리고 장구만에서 음력 7월 8일 묘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백영 제3선단의 선두는 음력 7월 9일 08시 今어항도를 출

발하여 백강구를 지나서 10시 18분 今오성산성 서단(西端) 앞을 통과하

였을 것이다.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9일 11시 32분에 今어항도를 출

발하여 13시 50분에 今오성산성〈今群山市 성산면(聖山面) 여방리(余方

里)〉 서단 앞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제3선단의 선두는 음력 7

월 9일(양력 8월 20일) 15시 00분 진구(津口)〈今강경읍〉에 도착하였

을 것이다.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9일 18시 32분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좌무위(左武衛) 대장군 소정방(蘇定方)의 제4선단 이동 : 제4선단은

대장군 소정방의 지휘 하에 총병력 33316명〈좌효위 전투병력 10000명,

水軍 비전투병력 23316명〉과 병선 516척을 주축으로 성산(출발 음력

6월 6일 17시)에서 덕물도(도착 음력 6월 8일 09시 45분)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나·당 연합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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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협의를 마치고 음력 6월 24일 신라군 수뇌부를 덕물도에서 출발

시킨 다음에 자신이 직접통제하고 있던 제4선단을 음력 6월 25일 덕물

도에서 今당진만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소정방의 제4선단은 음력 6월

25일 08시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선두는 今당진포성에 음력 6월 25일

13시 42분에 도착하였고 후미는 음력 6월 25일 17시 14분에 도착하였

을 것이다.

소정방 예하 제4선단은 서기 660년 6월 25일 今당진포성에 도착한

다음에 음력 7월 5일까지今당진만 內 임시 집결지에서 전투준비를 하

였을 것이다. 즉 방효태의 제2선단이 今비경도-백강구-今오성산성까지

이동로를 개척하는 기간에 今당진만에서 대기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

방효태 제2선단이 今장구만-今아항도까지 진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今

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는 今비경도를 출발기점으로 하여 출동하였을

것이다.

소정방의 제4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6일 08시에 당진만 입구의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음력 7월 6일 今파도리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7일 08시에 今파도리를 출발

하여 음력 7월 7일 今항포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

였을 것이다. 음력 7월 8일 08시에 今항포를 출발하여 음력 7월 8일 今

웅천만에 도착(선두 18시, 후미 19시 32분)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

월 9일 08시에 今웅천만를 출발하여 음력 7월 9일 今장구만의 今아항

도에 도착(오전)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장구만에서 음력 7월 9일

묘박하였을 것이다.

한편 소정방의 제4선단이 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 오전 08시에 今

아항도를 출발할 경우 10시 18분에 今오성산성 서단(西端)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방효태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10일 오전 10시 52분 今오성산

성 서단(西端)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이다. 백강구에서 양개

선단이 10시 18분부터 10시 52분까지 조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좁은 백강하구에서 양개 선단은 항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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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정방 선단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10일 오전 9시에 今아항

도를 출발하여 오전 11시 18분〈출발시간 09시 00분+이동시간 2시간

18분〉에 오늘날 오성산성〈今群山市 성산면(聖山面) 여방리(余方里)〉

서단(西端)을 통과한 다음에 16시 00분에 진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선단의 후미는 음력 7월 10일 12시 32분 今어항도를 출발하여 14시 50

분 今오성산 西端을 통과한 다음에 19시 32분에 진구(津口)〈今강경

읍〉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음력 7월 10일 今강경읍의 일몰시각은 19시

16분이었고 해상박명종(航海薄明終) 시각은 20시 15분이었다.

나. 당나라군의 주요 방면별 이동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풍사귀의 제1선단, 방효태의 제2선단, 유백

영의 제3선단을 성산에서 덕물도로 이동시킨 후 이어서 今당진만과 今

아산만에 전개시켰을 것이다. 특히 풍사귀의 제1선단의 일부는 음력 6

월 6일 今당진포성에 상륙하여 음력 6월 7일 벌수지현(伐首只縣)〈今당

진읍 읍내리〉에 도착하여 이를 기습적으로 점령하였을 것이다. 또한

풍사귀의 또 다른 일부는 음력 6월 6일 가리저(加里渚)〈今충남 당진군

송악면 富谷里(部曲里) 漢津)〉에 도착하여 이를 기습적으로 점령하였

을 것이다. 방효태의 제2선단은 음력 6월 7일 今당진만에 전개하였을

것이고 방효태의 제3선단은 음력 6월 7일 今당진만에 전개하였을 것이

다.

그리고 대장군 소정방은 나·당 연합작전계획을 덕물도에서 협의(음력

6월 21일-6월 23일)한 이후 신라군 수뇌부를 음력 6월 24일 덕물도에

서 출발시키고 자신이 직접 관할하고 있던 제4선단을 이끌고 음력 6월

25일 덕물도에서 今당진만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음력 6월 26

일 今당진만에서 방효태의 제2선단에게 이동로 개척을 위한 작전을 지

시하였을 것이다.

이에 방효태의 제2선단은 음력 6월 26일 소정방의 서해 해상이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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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명을 받고 음력 6월 27일 今당진만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리

고 제2선단은 今당진만-今가로림만-今안흥만-今천수만-今결성만-今오

천만-今보령만-今웅천만-今비인만-今장구만(長久灣)-今백강구(白江口)

를 잇는 바다 길을 따라 이동로 上의 위협을 제거하고 水軍 선단이

정박하고 수리하며 물자를 획득할 수 있는 중간기지를 확보하였을 것

이다. 이후 방효태의 제2선단이 오늘날 장구만의 今아항도에 진출하였

던 시점에 맞추어 유백영의 제3선단과 소정방의 제4선단은 今당진만

입구에 위치해 있던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今아항도-백강구-今오성산-

진구를 향하여 출동하였을 것이다. 유백영의 제3선단은 음력 7월 5일

08시에 당진만 입구의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아항도(음력 7월 8일)-백

강구의 今오성산 앞(음력 7월 9일)-진구(음력 7월 9일)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소정방의 제4선단은 음력 7월 6일 08시에 당진만 입구의 今비

경도를 출발하여 아항도(음력 7월 9일)-백강구의 今오성산 앞(음력 7월

10일)-진구(음력 7월 10일)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6일부터 對 백

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투입부대를 덕물도에서 오늘날

당진만과 아산만에 전개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음력 6월 27일부터 일부

부대를 서해 이동로개척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오늘날 장구만까

지 이동로가 개척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3선단(음력 7월 5일 今비

경도 출발)과 제4선단(음력 7월 6일 今비경도 출발)을 오늘날 당진만에

서 출발시켜 서해해로를 따라 백강구를 경유한 다음에 진구에 기습적

으로 상륙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음력 6월 6일부터 음력 7월 5일까지

당나라군 주력이었던 풍사귀의 제1선단(총병력 22763명 병선 352척),

유백영의 제3선단(총병력 33316명, 병선 516척), 소정방의 제4선단(총병

력33316명, 병선 516척)이 今당진만에 집결(총병력 89395명, 병선 1384

척) 해 있는 것을 보고 今당진만으로부터 사비성에 이르는 축선〈今당

진만-今당진포성-벌수지현-구군-금물현-마시산군-오산현-임존성-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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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현-今부산성-사비성〉이 당나라군의 주공이 지향하고자 하는 축선

으로 판단하고 이 축선에 대하여 배비를 강화하였다. 반면 당나라 방효

태의 제2선단이 음력 6월 27일 今비경도를 출발하여 음력 7월 5일 오

천항에 이르기까지 서해해로를 따라서 이동로를 개척하면서 완만한 속

도로 우회하고 있었는데 백제군 수뇌부들은 제2선단의 이동을 당나라

수군의 기만적 양동작전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에 소홀하였다. 이러

한 판단에 따라 백제군 수뇌부들은 백강구에 위치해 있던 기벌포에 병

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당나라군의 주력부대였던 유백영의 제

3선단(총병력 33316명, 병선 516척)과 소정방의 제4선단(총병력33316명,

병선 516척)이 음력 7월 5일부터 今당진만 입구에 있던 今비경도를 출

발하여 서해해로를 따라 이동을 개시하자 급하게 백강구의 양안(兩岸)

〈기벌포=今장항 장암, 今군산항〉에 각각 병력 3000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음력 6월 6일부터 백제 해안지역에

제1선단, 제2선단, 제3선단, 제4선단을 전개시켜 전략적 공세대형을 취

하기 시작하였다. 당나라군이 백제 해안지역에서 사비성으로 이어지는

가용한 접근로 및 방면별로 할당했던 부대규모 및 병력 수 그리고 이

동은 다음과 같다.

今당진만·벌수지현 방면 :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今당진만·벌수지

현 방면에 투입하였던 당나라군의 전투병력은 唐軍 낭장 풍사귀(馮士

貴)〈左威衛 소속 郎將〉 예하의 전투병력 5058명 가운데 1558명(추정)

이었을 것이다. 벌수지현〈今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은 백제의 구군

〈今당진군 면천면 성산리〉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던 영현이었으며 今

당진만 內에 위치해 있던 백제의 전초기지였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

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今당진만-今당진포성-벌수지현(伐首只縣)

〈今당진군 당진읍 읍내리〉-구군(構郡)〈今당진시 면천군 성산리〉-

금물현(今勿縣)〈今예산군 고덕면 대천리〉-마시산군(馬尸山郡)〈今예

산군 덕산면 읍내리〉-오산현(烏山縣)〈今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임

존성(任存城)〈今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鳳首山〉-고량부리현(古良夫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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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今청양군 청양읍 읍내리〉-今부산성(浮山城)〈今부여군 규암면 진

변리〉-사비성〈今부여읍〉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는 此 접근로가 지니고 있던 군사 지리적 유용성을 고

려하여 이 접근로 상에 절충부 1개, 5개 여(旅), 2개 대(隊) 등 1558명

을 배치하여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마치 此 접근로가 신라군 주공이

지향하는 접근로 인 것처럼 공세적 행동을 연출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

뇌부를 기만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백제의 西方城이었던 임존성의

병력(6120명)을 고착시켜 백제군 수뇌부들이 임존성 병력을 타 지역으

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처

럼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此 방면 전투병력 1558명(풍사귀 예하 병

력)을 당나라군 좌측에 배치하여 좌익 조공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도

록 하였을 것이다.

今아산만·가리저 방면 :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今아산만·가리저

방면에 투입하였던 당나라군의 전투병력은 당군 낭장 풍사귀(馮士貴)

〈左威衛 소속 郎將〉 예하의 전투병력 5058명 가운데 1500명(추정)이

었을 것이다. 가리저〈今당진군 송악면 富谷里(部曲里) 漢津)〉는 백제

의 구군〈今당진군 면천면 성산리〉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영현이었

으며 今아산만 해변을 접하고 있던 백제 해안 상의 전초기지였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今아산만-가리저

〈今당진군 소악면 富谷里(部曲里) 漢津)〉-구군〈今면천군 성산리〉-

금물현〈今고덕면 대천리〉-마시산군〈今덕산면 읍내리〉-오산현〈今

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대흥면 상중리 鳳首山〉-고량부리현〈今청

양군 청양읍 읍내리〉-今부산성〈今규암면 진변리〉-사비성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此 접근로〈今아산만-가리저-임존성-고양부

리현-사비성〉가 지니고 있던 군사 지리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 접근

로 상에 1500명〈벌수지현에 1558명과 가리저에 1500명〉을 배치하여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마치 此 접근로가 당군 주공이 지향하는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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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처럼 공세적 행동을 연출하도록 하여 백제군 수뇌부를 기만하도

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백제의 五方城 가운데 西方城이었던 임존성의

병력(6210명)을 고착시켜 백제군 수뇌부들이 임존성 병력을 타 지역으

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今가로림만·舊평신진 방면 : 당나라 방효태의 제2선단은 서해이동로

를 개척하면서 今가로림만 입구에 위치해 있던 舊평신진을 점령한 이

후에 舊평신진을 낭장 풍사귀 휘하의 전투병력 500명에게 인계하고 계

속 서해 이동로 개척을 위하여 남진하였을 것이다. 舊평신진을 경계하

기 위하여 이를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병력은 당군 낭장 풍사귀(馮士貴)

〈左威衛 소속 郎將〉 예하의 전투병력 5058명 가운데 500명이었을 것

이다. 그리고 전투병력 500명은 水軍 비전투 1750명과 병선 35척을 동

반하였을 것이다. 즉 舊평신진을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력은 총병력

2250명 병선 35척이었을 것이다.

이들 2250명과 병선 35척은 今가로림만 만구(灣口)에 위치해 있던 舊

조선시대 평신진(平薪鎭)〈水軍基地〉을 점령하였을 것이다. 舊조선시

대 평신진은 今가로림만 동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백제 기군(基

郡)〈今서산시〉의 북쪽 해안 상의 전초기지였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今가로림만-굴포(掘浦)〈今서산

시 팔봉면 진접리〉-기군(基郡)〈今서산시 읍내리〉-今해미읍성-今대

치(大峙)-마시산군(馬尸山郡)〈今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오산현〈今예

산읍 예산리〉-임존성〈今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鳳首山〉-고량부리현

〈今청양군 청양읍 읍내리〉-今부산성〈今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사

비성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此 전투병력 500명〈5개 여(旅)〉은 今가

로리만을 석권하여 가로림만 內 백제 수군 위협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今안흥만·舊안흥진방면 : 당나라 방효태의 제2선단은 서해이동로를

개척하면서 今안흥만 입구에 위치해 있던 舊안흥진을 점령한 이후에

舊안흥진을 낭장 풍사귀 휘하의 전투병력 500명에게 인계하고 계속 서

해 이동로 개척을 위하여 남진하였을 것이다. 舊안흥진을 경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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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병력은 당군 낭장 풍사귀(馮士貴)〈左

威衛 소속 郎將〉 예하의 전투병력 5058명 가운데 500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투병력 500명은 水軍 비전투 1750명과 병선 35척을 동반하였

을 것이다. 즉 舊안흥진을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력은 모두 합하여 총병

력 2250명 병선 35척이었을 것이다.

이들 2250명과 병선 35척은 今안흥만 만구(灣口)에 위치해 있던 舊조

선시대 안흥진(安興鎭)〈水軍基地〉을 점령하였을 것이다. 舊조선시대

안흥진은 今안흥만 서쪽 입구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백제 기군(基郡)

〈今서산시〉의 서남쪽 해안 상의 전초기지였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今안흥진-기군(基郡)〈今서산시

읍내리〉-今해미읍성-今대치(大峙)-마시산군(馬尸山郡)〈今예산군 덕산

면 읍내리〉-오산현〈今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예산군 대흥면 상

중리 鳳首山〉-고량부리현〈今청양군 청양읍 읍내리〉-今부산성〈今부

여군 규암면 진변리〉-사비성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此 전투병력 500

명〈5개 여(旅)〉은 今안흥만을 석권하여 안흥만 內 백제 수군 위협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今천수만·今오천항 방면 : 당나라 방효태의 제2선단은 서해이동로를

개척하면서 今천수만 동쪽에 위치해 있던 舊오천항을 점령한 이후에

舊오천항을 낭장 풍사귀 휘하의 전투병력 500명에게 인계하고 계속 서

해 이동로 개척을 위하여 남진하였을 것이다. 舊오천항을 경계하기 위

하여 이를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병력은 당군 낭장 풍사귀(馮士貴)〈左

威衛 소속 郎將〉 예하의 전투병력 5058명 가운데 500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투병력 500명은 水軍 비전투 1750명과 병선 35척을 동반하였

을 것이다. 즉 舊오천항을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력은 모두 합하여 총병

력 2250명 병선 35척이었을 것이다.

이들 2250명과 병선 35척은 今천수만 동쪽에 위치해 있던 舊조선시

대 오천항(鰲川港)〈水軍基地〉을 점령하였을 것이다. 舊조선시대 오천

항은 今천수만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백제 결기군(結己郡)〈今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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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 결성면(結城面)〉의 서쪽 해안 상의 전초기지였을 것이다. 此 방

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今오천항-신촌현(新村縣)

〈今보령시 주포면(周浦面) 주포리(周浦里 : 일명 보령리)〉-今서원리

(書院里)-今산수정(山水亭)-今구수치(九水峙)-고량부리현〈今청양군 청

양읍 읍내리〉-今부산성〈今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사비성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此 전투병력 500명〈5개 여(旅)〉은 今천수만을 석권하여

천수만 內 백제 수군 위협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今비인만·마량진 방면 : 당나라 방효태의 제2선단은 서해이동로를 개

척하면서 今비인만(庇仁灣) 서북쪽에 위치해 있던 舊마량진(馬梁鎭)을

점령한 이후에 舊마량진을 낭장 풍사귀 휘하의 전투병력 500명에게 인

계하고 계속 서해 이동로 개척을 위하여 남진하였을 것이다. 舊마량진

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를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병력은 당군 낭장 풍사

귀(馮士貴)〈左威衛 소속 郎將〉 예하의 전투병력 5058명 가운데 500명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투병력 500명은 水軍 비전투 1750명과 병선

35척을 동반하였을 것이다. 즉 舊마량진을 후속 점령하였던 전투력은

모두 합하여 총병력 2250명 병선 35척이었을 것이다.

이들 2250명과 병선 35척은 今비인만 서북쪽에 위치해 있던 舊조선

시대 마량진(馬梁鎭)〈水軍基地〉을 점령하였을 것이다. 舊조선시대 마

량진은 今비인만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백제 설림군(舌林郡)

〈今서천군(舒川郡) 서천읍(舒川邑)〉의 서북쪽 해안 상의 전초기지였

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접근로는 今마량진

-비중현(比衆縣)〈今서천군(舒川郡) 비인면(庇仁面) 성내리〉-今신검리

(新儉里)-今석양리(石陽里)-대산현(大山縣)〈今 부여군(扶餘郡) 홍산면

(鴻山面) 북촌리(北村里)〉-논치(論峙)-今부산성〈今부여군 규암면 진

변리〉-사비성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此 전투병력 500명〈5개 여(

旅)〉은 今비인만을 석권하여 비인만 內 백제 수군 위협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백강구·기벌포·今오성산·今군산항 방면 : 백제군 수뇌부들은 백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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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안 기벌포〈今충남 舒川郡 長項邑 長岩洞 長巖鎭城〉와 백강구 남안

今군상항에 각각 3000명을 배치하였다. 당나라 방효태의 제2선단은 서

해이동로를 개척하면서 음력 7월 9일 백강구 남안의 今오성산성 서단

(西端)에 상륙하여 今군산항을 지키고 있던 백제군 3000명을 제거하였

다. 그리고 음력 7월 10일 이 곳 今군산항에 전투병력 3000명을 남겨두

고 전투병력 7000명을 今오성산 서단에서 진구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此 방면에서 사비성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는 백강구 양안〈기벌포=今장

항항, 今군산항〉-진구-사비성을 연결하였던 水路였다. 백강구의 기벌

포와 今군산항은 서해바다에서 사비성으로 들어가는 水路 상의 관문이

었다. 이 축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백강구(白江口)

양안-백강구 北岸의 今전망산(前望山)-기벌포(伎伐浦)〈舊장암진성(長

巖鎭城)〉-今군산항-今오성산성-今위포(蝟浦)-今직천(直川)-今옥포(玉

浦)-今나포리(羅浦里)-今웅포리(熊浦里)-今검성리(檢城里)-今입포리(笠

浦里)-今칠산리(七山里)-今운주포(雲主浦)-今황산진(黃山津)-今량정(凉

亭)-今주교(舟橋)-今논산천(論山川)-今진구(津口)〈今강경(江景)〉-今고

성진(古省津)-사비성 間을 잇는 축선이었다.

4. 백제군의 군사배비

백제군의 총 군사력 규모 : 삼국사기는 백제가 서기 660년 경신년

(庚申年) 당시 전장에 투입했던 병력의 규모에 대한 기록을 전하지 않

고 있다. 다만 구당서(舊唐書)는 동이열전(東夷列傳) 백제 條에서 “백제

의 兵은 6만이다. 方은 10군을 통할한다.(有六萬 方統十郡)”고 했다. 구

당서 기록은 당나라가 백제와 경신년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정확할

것이다.

참고로 나·당 연합군이 서기 660년 對 백제 전쟁에 투입했던 전투병

력 수는 86720명이었다. 이 비하여 백제가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 수가

6만 명 수준이었다면 방자의 병력으로서 6만 명은 결코 적은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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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손자는 모공편에서 아군이 적의 열배가 되면 포위하고, 아군

이 다섯 배이면 공격하고, 아군이 2배이면 병력을 분리하여 공격한다고

했다. 86720명 규모의 나·당 군이 6만 명 규모의 백제군을 일방적으로

포위 및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 우세를 달성한 것은 아니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군에 비하여 1.44 배 우세고 백제군은 나·당 연합

군에 비하여 70%의 수준의 병력으로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에 임하

였다.

백제군의 전략적 군사배비 : 백제군 수뇌부들은 서기 660년 나·당 연

합군이 사비성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여 10개 축선을 중심으로 부대를

배치시켰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축선별로 병력을 배치시켰던 현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벌수지현〈今당진〉1000명/가리저〈今한

진〉1000명-구군〈今면천〉-금물현〈今고덕〉-임존성〈今대흥〉6120명

-고사부리현〈今청양〉-남잠성〈今부산성〉1120명-사비성〈今부여읍〉

을 잇는 접근로에 9240명을 배치하였다.

둘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개차산군〈今안

성시 죽산면〉-금물노군〈今진천읍 벽암리〉-상당현〈今청주시 우암

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두량윤성〈今청양군 정산면〉

1350명-열이현〈今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왕흥사잠성〈今부여군 규암

면 신리 울성산성〉870명-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2220명

을 배치하였다.

세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개차산군〈今안

성시 죽산면〉-금물노군〈今진천읍 벽암리〉-상당현〈今청주시 우암

동〉-두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금성동 공산

성〉6650명-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6650명을 배치하였다.

네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삼년산성〈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今

마도령-우술군〈今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舊회덕역〉-노사지현〈今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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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성구 온천동〉-진현현〈今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진잠〉-진현성

〈今충남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 고무래봉 黑石洞山城〉1120명-황등야

산군〈今연산면〉-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1120명을 배치

하였다.

다섯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일선군〈今구미시 선산읍 완전리〉-감문

소국〈今김천시 개령면 동부리〉-동잠현〈今김천시 교동〉-지품천현

〈今김천시 지례면 교리〉-今주치령-무산현〈今무주군 무풍면 현내

리〉-적천현〈今무주군 무주읍 읍내리〉-두시원악〈今무주군 부남면

대유리〉1000명-진내군〈今금산읍 중도리〉-탄현〈今운주면 삼거리〉-

황산원〈今연산면 황산리〉-황등야산군〈今연산면 연산리〉-사비성

〈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1000명을 배치하였다.

여섯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삼년산군〈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군

옥천읍 죽향리〉-진동현〈今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이례성〈今논산시

벌곡면 대덕리〉1000명-황령〈今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황령고개〉-

황등야산군〈今논산시 연산면 연산리〉-가지나현〈今논산시 대교동〉-

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1000명을 배치하였다.

일곱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달구화현〈今대구시 달성동〉-일리군〈今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대가야군〈今고령읍 쾌빈리〉-거열군〈今거창

읍 상림리〉-속함군〈今합양읍 백천리〉-고룡군〈今남원시 동충동〉-

도실군〈今순창읍 순화리〉-각산〈今정읍시 내장동 葛嶺〉-고사부리군

〈今정읍시 고부면 고부리〉을 잇는 접근로 상에 신라군의 접근을 차

단하기 위하여 백제 중방성이었던 고사부리성〈今정읍시 고부면 고부

리 성황산(132m) 둘레 1,050m〉에 병력 5000명(추정)을 배치하였다.

여덟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신라군이 노령산맥을 넘어 백제의 무진주

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지하성(久知下城)〈今장성군 장성

읍 유탕리 불태산(730m), 이척산성(利陟山城) 둘레 1400m〉에 병력

5000명(추정)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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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백강구-今전망산-기벌포〈舊장암진성〉

3000명-今군산항〈今군산시 장미동〉3000명-今위포-今직천-今옥포-今

나포리-今웅포리-今검성리-今입포리-今칠산리-今운주포-今황산진-今

량정-今주교-今논산천-今진구〈今강경포(江景浦)〉-今고성진-사비성

〈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에 6000명을 배치하였다.

열번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득안성〈今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매화산

성〉에 5000명(계백 지휘)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략예비대로 삼

았다. 此 부대로 하여금 백강 동쪽의 덕근군, 진내군, 황등야산군, 시산

군, 벽골군, 금마저군 일대를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백강구

로부터 상류 쪽으로 진출하여 진구에 상륙한 다음에 사비성 쪽으로 접

근하고자 하는 당나라군과 사비성 동쪽에서 사비성으로 접근하고자 하

는 신라군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열한번째 백제군 수뇌부들은 20000명을 사비성에 배치해 놓았다. 이

는 사비성 결전에 대비하고 장기농성에 대비한 것이었다.

백제군 수뇌부들은 10개 접근로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시킨

접근로는 벌수지현〈今당진〉1000명-가리저〈今한진〉1000명-임존성

〈今대흥〉6120명-남잠성〈今부산성〉1120명-사비성 間을 잇는 접근로

이었다. 此 접근로에 9420명을 배치하였다. 이 접근로 상에 백제군 수

뇌부가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것은 당나라군이 이 접근로를

따라 사비성으로 진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었다는 것이다.

즉 백제군 수뇌부들은 此 접근로를 당나라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기장

높은 제1번 접근로로 판단하고 이 곳에 많은 병력과 부대를 할당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백제군 수뇌부가 제2번 접근로로 판단한 축선은 남천현〈今이천시

부발읍〉-금물노군〈今진천읍 벽암리〉-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두

잉지현〈今연기군 남면 연기리〉-웅주〈今공주시 금성동 공산성〉6650

명-사비성〈今부여읍〉 間을 잇는 접근로이었다. 즉 백제군 수뇌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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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 접근로를 신라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기장 높은 제2번 접근로로 판

단하고 웅천성에 많은 병력과 부대를 할당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자 하였다.

백제군 수뇌부가 제3번 접근로로 판단한 축선은 백강구-今전망산-기

벌포〈舊장암진성〉3000명-今군산항〈今군산시 장미동〉3000명--今위

포-今직천-今옥포-今나포리-今웅포리-今검성리-今입포리-今칠산리-今

운주포-今황산진-今량정-今논산천-今진구〈今강경포(江景浦)〉-今고성

진-사비성을 잇는 접근로이었다. 백제군 수뇌부는 당나라군이 此 접근

로를 이용하여 사비성으로 진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당

나라군이 백강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이 일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백강구 양안에 병력을 배치시켰다.

한편 백제군 수뇌부는 신라군 주공부대가 지향하고 있던 삼년산군

〈今보은〉-고시산군〈今옥천〉-진내군〈今금산읍 중도리〉-탄현〈今

완주군 운주면 삼거리〉-황산원〈今연산면 황산리〉-황등야산군〈今연

산면〉-가지나현〈今논산시 대교동〉-진구〈今강경읍〉-진악산현〈今

부여시 석성면〉-사비성〈今부여읍〉을 잇는 접근로 상에는 부대를 배

치하지 않았다. 다만 신라군이 탄현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득안성

〈今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매화산성(梅花山城)〉에 배치해 놓은 계백의

부대 5000명을 황산원으로 출동시켰다.

백제군 수뇌부들이 서기 660년 경신년 전쟁 초기에 조치하였던 군사

배비를 보면 신라군보다는 당나라군의 전진을 저지하는데 노력을 기울

였다. 당나라군을 먼저 격파하고 신라군을 나중에 격파하고자 하였다.

즉 今당진만·今아산만으로부터 임존성-사비성을 잇는 축선 상에서 당

나라군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당시 백제군 수뇌부들이 부대를 배치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벌

수지현〈今당진〉에 1000명, 가리저〈今한진〉에 1000명, 임존성〈今대

흥〉에 6120명, 두량윤성〈今청양군 정산면〉에 1350명, 왕흥사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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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울성산성〉에 870명, 남잠성에 1120명 등 오늘날 금강 북쪽지역에

11460명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비성 서남쪽 백강구에 6000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사비성

에 20000명을 배치하였다. 사비성 북동쪽 웅주(熊州)〈今공주시 금성동

공산성〉에 6650명을 배치하였다. 서비성 동북쪽 지역이었던 진현성(眞

峴城)〈今대전시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 黑石洞山城〉에 1120명, 두시원

악(豆尸原嶽)〈今무주군 富南面 大柳里〉에 1000명, 이례성(尒禮城)〈今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에 1000명, 득안성(得安城)〈今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매화산성〉에 5000명 등 8120명을 배치하였다. 또한 남방성에

해당했던 구지하성(久知下城)〈今장성군 장성읍 유탕리(流湯里) 이척산

성(利尺山城)〉에도 5000명을 배치하였고 중방성에 해당하였던 고사부

리성(古沙阜里城)〈今전북 井邑市 古阜面 古阜里)에 5000명을 배치하였

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백제군 수뇌부들은 서기660년

나·당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사비성 북쪽 방어에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배치하였다.

상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서기 660년 경신년에 백제군 수뇌부는

벌수지현, 가리저, 득안성, 백강구 양안, 사비성, 웅진성, 남잠성, 정현

성, 두시원악, 임존성, 이례성, 왕흥사 잠성, 두량윤성, 고사부리성, 구지

하성 등 15개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15개 지역에 배치하였던 백제

군의 총병력 수는 대략 62230명이었다.

5. 나·당 군 이동의 전략적 의미

나·당 연합군의 군사전략 수행 형태와 방식 : 羅·唐 양국은 양국이

보유하고 있던 강력한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양국의 공동목표

였던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의자왕으로부터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

항복을 받아냈다. 이는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攻者의 의지를

관철하였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羅·唐 양군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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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의 형태는 직접전략이었다.

그리고 백제군이 배비하지 않았거나 취약성을 들어내었던 곳에 군사

력을 집중적으로 투사하여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고 정면을 피하고

기만을 통하여 배후로 우회하여 목표에 접근했다. 이런 점에서 羅·唐

양군이 펼쳤던 전략의 형태는 간접접근전략이었다.

또한 전쟁선포나 사전 통보 없이 군사력을 갑자기 동원하여 백제를

침공하였다. 이런 점에서 羅·唐 양군이 군사력을 사용했던 방식은 기습

적 방식이었다.

신라군 수뇌부들은 덕물도에서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과 연합작전계

획을 합의한 다음에 덕물도에서-당항포〈今화성시 서신면 전곡리〉-당

항성〈今서신면 상안리〉-매홀군〈今봉담읍 상리〉-부산현〈今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사복홀〈今안성시 양성면 동항리〉-나혜현〈今안성읍

안성동〉-금물노군〈今진천읍 벽암리〉-상당현〈今청주시 우암동〉을

경유하여 행재소였던 삼년산군〈今보은읍 어암리〉에 이르렀다. 수뇌부

들은 이처럼 나·제 국경지역 부근을 이동하면서 마치 부산현〈今진위

면 봉남리〉에서 아술현〈今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오산현〈今예산읍

예산리〉-임존성〈今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봉수산〉을 거쳐 사비성으

로 진격할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나·당 연합군의 군사전략 수행 실태 : 신라군 수뇌부들은 덕물도를

출발한 다음에 당항포에 상륙했다. 그리고 당항포-당항성-당은군-매

홀군-부산현-사복홀-아혜현-금물노군-상당현-삼년산성을 잇는 길을

따라 삼년산성으로 향하였다. 당시 신라군 수뇌부들은 당항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삼년산성〈今보은읍 어암리〉-아동호현〈今옥천군 안내면

현리 창촌〉-고시산군〈今옥천읍 죽향리〉-진내군(今금산읍 중도리)-

今백령성〈今금산군 남이면 역평리〉-탄현〈今완주군 운주면 삼거리〉

-今용계성〈今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완리〉-황산원〈今논산시 연산면

황산리〉-진구〈今강경읍〉-사비성〈今부여읍〉 間 이동로를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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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나·제 국경 인근지역을 지나면서 마치 부산현〈今평택시 진

위면 봉남리〉에서 멀지 않은 아술현〈今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이나

오산현〈今예산읍 예산리〉을 경유하여 사비성을 공격하려는 듯한 모

습을 가장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군 수뇌부가 이동이라는 수단을 이

용하여 자군(自軍) 기도를 은폐하고 백제군의 오판을 유도하고자 한 것

이었다. 그리고 백제군 수뇌부들이 다른 곳의 부대들을 신라군이 지향

하고 있는 주공방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

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태종무열왕과 대장군 김유신 등이 군수뇌부 이동을 이용

하였던 무력시위는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전쟁이란 기만하는 것이다.(兵者, 詭道也).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근이시지지원(近而示之遠)〉 멀리 가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원이시지원(遠而示之近)〉”는

기만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라군 주력이 지향하고 있는

이동로에 백제군의 배비가 없도록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이기도 하였다.

이는 소위 “대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공기무비(攻其無備)〉, 뜻하

지 않는 곳을 친다.〈출기불의(出其不意)〉”는 攻者의 기도를 실질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궤도였다.

한편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의 수군 주력은 실제로 덕물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비성을 공격하기위해서 덕적도-今당진만-今가로림만-今

안흥만-今천수만-今비인만-기벌포(伎伐浦)〈今서천군 장항읍〉-今군산

항-今금강-진구〈今강경읍〉-사비성 등을 잇는 이동로를 지향하고 있

었지만 마치 덕물도에서 동남쪽 가까이 위치해 있던 벌수지현〈今당진

읍(唐津邑) 읍내리〉과 가리저〈今당진군 송악면 富谷里(部曲里) 漢

津)〉을 경유하여 사비성을 공격하려는 듯한 모습을 백제군에서 보여

주고 있었다. 즉 덕물도-벌수지현〈今당진읍 읍내리〉-임존성〈今예산

군 대흥면 봉수산〉-사비성〈今부여읍〉을 연하는 접근로를 따라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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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진격하는 듯한 형세를 가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은 풍사귀 휘하의 일부병력 13763명

(전투병력 3058명, 비전투병력 10705명, 병선 212척)을 벌수지현과 가리

저에 투입하여 이를 공격 및 점령하였고 동시에 유백영 제3선단(총병

력 33316명, 병선 516척), 소정방 직할 제4선단(총병력 33316명, 병선

516척)을 음력 6월 6일부터 음력 7월 5일까지 今당진만에 임시로 집결

시켜 놓음으로써 백제군 수뇌부의 관심을 此 방면으로 유도하였다. 즉

풍사귀 제1선단의 일부병력으로 양공작전을 펼쳤고 유백영 제3선단, 소

정방의 제4선단으로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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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of the Silla-the Tang army and Baekje 

military deployment

Yoon, Il-Young*

1. Movement of the leaders of the Silla army

The leaders of the Silla army traveled from Gyeongju(경주) to Icheon

(이천), Deokjeokdo(덕적도) Island, and Hwangsanwon(황산원) during 

the period of the Against Baekje(백제) War that began in 660. 

Movement route between Gyeongju and Icheon : Gyeongju(경주)–

Daegu(대구)–Gumi(구미)–Gimcheon(김천)–Chupungryeong(추풍

령)-Geumdol Fortress(금돌성)–Boeun(보은)–Jincheon(진천)–Juksan(죽

산)-Bubal-eup(부발읍)

Movement route between Bubal-eup and Deokjeokdo Island : 

Bubal-eup(부발읍)–Ipo(이포) Ferry–Haengju(행주) Ferry–Palmido (팔

미도) Island–Seonjaedo(선재도) Island–Yeongheungdo(영흥도) Island

–Pido(피도) Island–Soyado(소야도) Island–Deokjeokdo(덕적도) Island

Movement route between Deokjeokdo Island and Hwangsan: 

Deokjeokdo(덕적도) Island–Danghangpo(당항포)–Jincheon(진천)–Boeun 

(보은)–Okcheon(옥천)–Geumsan(금산)–Tanhyeon(탄현)–Hwangsan

(황산)–Ganggyeong(강경)-Buyeo(부여)

2. Movement of the combat units of the Silla army

Jincheon area : 4,325 persons of the Geupdang unit(急幢) and 611 

persons of the Kaegeumdang unit(罽衿幢) were deployed. These units 

* Professor, Dept. of Military Studies, Daeje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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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d from Jincheon to Cheongju, Yeongi, and Gongju, and 

contained Ungjin Fortress(熊津城) (6,650 Baekje troops). 

Boeun area : 4,763 persons of the Daedang(大唐) unit, 3,548 persons 

of the Hajujeong unit(下州停), 3,017 persons of the Namcheonjeong 

unit(南川停), and 4,500 persons of the Saseoldang unit(四設幢)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Boeun(보은) to Okcheon(옥천), 

Geumsan(금산), Tanhyeon,(탄현) and Hwangsan(황산).  

Geumdol Fortress area : 3,753 persons of the Sangjujeong unit(上州

停), 5,762 persons of the Seodang unit(誓幢), 3,753 persons of the 

Guidang unit(貴幢), and 5,562 persons of the Nangdang uni(郎幢)t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Geumdol Fortress to 

Hwanggan(황간), Yeongdong(영동), Geumsan(금산), Tanhyeon(탄현), 

and Hwangsan(황산). 

Jirye area: 3,017 persons of the Eumrihwajeong unit(音里火停) and 

3,017 persons of the Ehwahyejeong unit(伊火兮停)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Jirye(지례) to Juchiryeong(走峙嶺), Mupung

(무풍), Muju-eup(무주읍), and Bunam-myeon(부남면) in Muju-gun.

Goryeong area: 3,017 persons of the Samryanghwajeong unit(三良火

停) and 3,017 persons of the Sosamjeong unit(召參停)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Goryeong(고령) to Geochang(거창), 

Hamyang(함양), Namwon(남원), Sunchang(순창), and Jeongeup(정읍).

3. Movement of the Tang army

Dangjin area(당진 방면) : 1,000 persons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Dangjin(당진) to Myeoncheon(면천), Yesan(예산), and 

Imjon Fortress(임존성).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 658 -

Garijeo area(가리저 방면) : 1,000 persons were deployed in the 

Garijeo(加里渚) 〈Bugok-ri(부곡리), Songak-myeon(송악면), Dangjin-gun 

(당진군)〉area. These units moved from Garijeo(가리저) to 

Myeoncheon(면천), Yesan(예산), and Imjon Fortress(임존성).

Geumganggu area(금강구 방면) : 000 persons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Geumganggu(금강구) to Ganggyeong(강경) and Sabi 

Fortress(사비성).

4. Baekje military deployment

Total troops of the Baekje army : There were 60 thousand Baekje 

troops according to the Old Book of Tang(舊唐書).

Troop deployment by the Baekje army: 62,230 persons were deployed 

in 15 regions: 1,000 in Dangjin(당진), 1,000 in Garijeo(가리저), 6,120 

in Imjon Fortress(임존성), 1,120 in Namjam Fortress(남잠성), 1,350 in 

Dooryangyun Fortress(두량윤성), 870 in Wangheungsajam Fortress(왕흥

사잠성), 6,650 in Ungjin Fortress(웅진성), 1,120 in Jinhyeon Fortress(진

현성), 1,000 in Dooshiwonak(두시원악), 1,000 in Irye Fortress(이례성), 

5,000 in Gosaburi Fortress(고사부리성), 5,000 in Gujiha Fortress(구지하

성), 3,000 plus 3,000 in Gibeolpo and Yangan(기벌포 양안), 5,000 in 

Deukan Fortress(득안성), and 20,000 in Sabi Fortress(사비성).  

  Key Words : 김유신, 소정방, 백강 기벌포, 탄현, 황산벌, 신라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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