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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영암 정원명(貞元銘) 석비(石碑)는 전남지역 소재 금석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견 직후부터 매향비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더욱 주목되었다. 하지만 貞元 2년(786)이라는 절대 연대

가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금석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석비를 주제로 한 단독 논고는 많지 않다. 

필자는 이 석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3D 스캔 자료, 1995년 탁본 자료,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탁본

을 기초로 하여 4행 42자의 명문을 다시 판독하였다. 검토 결과 이 석비는 매향비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문

헌인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 매향(埋香) 입석(立石)이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이 석비가 매향비임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려 말~조선 초의 현존 매향비에 자주 산견되는 ‘埋’ 혹은 ‘埋香’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呑藏’

과 ‘合香十束’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매향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埋’의 의미를 ‘呑藏’으로 대신 표현하였

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방증 자료는 남북국시대 금석문인 888년 건립의 진감선사 대공탑비이다. 여기에는 ‘海岸植

香’이라는 표현이 있어 ‘埋’자를 쓰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원명 석비에 ‘埋’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 하여 매향비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정원명 석비가 매향비라는 방증 자료는 도갑사 어귀에 있는 국장생(國長生) 주변 금표석(禁標石)의 명문에도 있

다. 금표석의 명문은 조선 후기 중흥의 군주였던 정조의 능, 즉 건릉(健陵)에 사용되는 향탄(香炭)을 월출산 도갑사 주

변에서 마련하였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금표석에 새겨진 ‘香炭’은 당연히 향(香)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도갑사가 있는 월출산 주변 지역이 香과 관련되어 오래된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석비에 보이는 명문, 조선 

후기 『東國名山記』의 기록, 금표석의 명문 등, 이 모든 것이 정원명 석비가 매향비임을 알려주고 있다.

실물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매향비가 고려 말 1371년과 조선 초 1410년 두 개의 연대를 보이고 있는 영암 

입암리 매향비임을 고려할 때, 786년 건립의 정원명 석비는 조선 후기 문헌과 그 문헌을 증명하는 실물로서, 우리나

라 最古 매향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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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영암 정원명(貞元

銘) 석비(石碑)1는 전남지역 소재 금석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진 1).2 이는 문화재청 국가문화

유산포털에서도 마찬가지다.3 貞元 2년(786)이라는 절대 

연대가 확인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금석문임에도 불구

하고, 이 석비를 주제로 한 단독 논고는 많지 않다.4 특히 

이 석비의 성격에 대해 매향과 관련되었다는 견해가 발

견 직후부터 제기되었다.5 정원명 석비가 매향과 관련된 

것이 맞다면,6 최고(最古)의 매향비가 문헌 기록만 전하

는 1002년 신안 팔금도 매향비와 탁본만 전해지는 1309

년의 고성 삼일포 매향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석비의 

역사성은 매우 주목되며7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자는 최근 정원명 석비에 대한 3D 스캔 자료를 얻

을 수 있었고,8 예전 탁본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다.9 이에 

위 자료를 바탕으로 석비의 명문을 재검토하면서, 이 석

비가 매향비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무리한 추측이 있을 

수 있으나, 석비에 대한 재평가의 과정으로 여기고 싶다.

1 이 석비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8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영암 정원명 석비’이다. 하지만 석비에는 ‘貞元二年’이라고 기록되어,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정 명칭대로 ‘영암 정원명 석비’라고 부르고자 한다.

2 성춘경, 1988, 「月出山의 佛敎美術」, 『月出山-바위 文化 調査』, 全羅南道·光州民學會; 全羅南道, 1998, 『文化財圖錄(文化財資料篇)』, p.300; 이계표, 2000, 「靈

巖 貞元銘 石碑 校勘」, 『불교문화연구』 7, 南道佛敎文化硏究會, p.17.

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우리지역문화재 ‘영암 정원명 석비’ 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비문의 일부 내용으로 보아 불교와 관계된 것으로 짐작되는 비이다. 자연석을 약간 다듬은 기둥 모양으로 앞면에만 글자를 새

겼는데 많이 닳아 있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렵다. 비문에 의하면 비의 건립 연대는 통일신라 원성왕 2년(786)이다.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글을 새긴 비 중에

서 가장 오래된 비로, 마을에서 골목길을 정리하다 발견되어 지금은 최정호씨 집에 옮겨 놓았다”. 

4 정원명 석비의 단독 논고는 아니나 이 석비에 대한 첫 명문 판독은 성춘경에 의해 이루어졌다.(成春慶, 1988, 위의 논문) 그 후 김창호의 첫 단독 논고가 나왔고

(김창호, 2003, 「貞元二年銘猪坪靈巖鳩林里碑의 검토」, 『梨花史學硏究』 30), 단독 논고는 아니지만 이 석비를 언급한 것으로는 윤선태, 2005, 「新羅 中代末~下

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新羅文化』 26; 형광석, 2009, 「매향비를 통해서 본 고대의 상대포, 동아시아의 고대 포구와 상대포」, 영암군·사)왕인박사현

창협회; 형광석, 2010, 「영암의 매향비와 주요 포구를 통해서 본 고대의 상대포에 관한 연구」, 『韓國島嶼硏究』 22-3 등이 있고, 교감은 이계표, 2000, 위의 논문 

등이 있다.

5 光州日報, 1988, 3월 21일자 ‘8世紀 佛敎史 연구 결정적 자료’(申港樂 기자); 윤선태, 2001, 김창호의 「貞元二年銘猪坪靈巖鳩林里碑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p.1; 윤선태, 2005, 위의 논문; 형광석, 2009, 위의 논문; 형광석, 2010, 위의 논문.

6 최근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광역시 학술 단체인 남도불교문화연구회에서 기증한 탁본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개최하였는데, 매향비도 포함되었다. 특별전 도록

에서는 영암 정원명 석비에 대해 “호남 매향비의 기원과 관련하여 영암 정원명 석비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香藏’, ‘合香十束’ 등의 용어가 판독되어 매향비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어서, 이 견해를 따른다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매향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국립광주박물관·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20,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 p.295).

7 고성 삼일포 매향비는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의 남쪽 호반에 있었으나, 비석은 없어지고 비문의 탁본만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이해준, 1988, 위의 논문, p.133).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最古의 매향비로는 『世宗實錄』에 기록된 統和 20년, 즉 1002년 신안 팔흠도(팔금도)에 있었다고 전하는 비석이다. 이 비석에는 “統和 20

년에 중과 속인의 향도 300여인이 沈水香을 만드는 일로 衝見 正南方 百步 지점에 있었는데, 그 기간은 백년까지다”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전한다.  

『世宗實錄』 15卷, 세종 4년 2월 29일 丙辰.  

太上王遣成均直講權克和 掘沈香于羅州 八歆島 先是 克和倅羅州時 因察鹽盆到八歆島 見短碣在草莽間 其銘略曰 統和二十年 道俗香徒三百餘人 爲沈水香事 在衝

見正南百步 限百年 克和寫其文以進 故遣之 竟不得而還.

8 필자는 개인 SNS를 통해 정성혁(충북대 겸임교수) 선생님과 상호 소통하던 중 2020년 초 정 선생님께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를 업무차 방문하여 직접 인사

를 나누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영암 정원명 석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3D 스캔 가능 유무를 문의하였고 흔쾌히 동의해주셨다. 그 후 선생님과 동

행하여 3D 스캔 작업을 하였고, 며칠 후 그 자료를 받아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 자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정성혁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다. 여기에서는 3D 스캔 자료와 1995년 탁본 자료,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탁본을 병행하여 살펴보겠다.

9 정원명 석비 탁본은 최근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된 탁본 자료와 1995년 5월에 탁본한 사진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국립광주박물관 탁본은 유물 열람을 통해서 

실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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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香木’이라는 용어는 고성 삼일포 매향비에서 확인된다.

11 李海濬, 1988, 「전남지방 발견의 埋香資料와 그 성격」, 『全南文化財』 창간호, p.127.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참조.

13 李海濬, 1983,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論叢』, p.377.

14 고성 삼일포 매황비와 사천 매향비에서는 ‘以待 龍華會主 彌勒下生之□’, ‘以待慈氏下生 龍華三□’와 같이 명확히 ‘미륵하생’과 ‘자씨하생’이라고 하여 미륵하생

신앙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해미 매향비와 영암 엄길리 암각매향명에서는 각각 ‘彌勒當來初會各 □□香’과 ‘龍華初會供養’이라고 하여 미륵불의 하생 시 행

해지는 龍華會에 대한 공양을 표방하고 있다. 이해준 역시 해미 매향비의 경우 용화회의 잔영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해준, 1983, 위의 논문, p.377; 鄭炅日, 

1993, 『麗末鮮初의 埋香碑 硏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p.43).

사진 1   영암 정원명 석비(영암 상대포역사공원, 필자 촬영) 사진 2   1995년 탁본 사진(1995. 5. 12 촬영)

Ⅱ. 석비(石碑)의 현황과 기존 명문 판독

맿매향(埋香)이란 말 그대로 향(香)을 묻는 것을 말

한다. 즉 향목(香木)을10 땅에 묻는 것으로, 이를 매개로 

미륵불의 용화세계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불교신앙의 

한 형태이다.11 향목을 묻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져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 침향(沈香)이라고 하며, 그 향을 불

교에서는 으뜸가는 향으로 삼는다 한다.12 매향 후 이를 

기념하며 세운 비가 바로 매향비이다. 이러한 매향 의식

은 미륵신앙, 그 중에서도 미륵하생신앙과 연결된다.13 이

는 고성 삼일포 매향비나 사천 매향비, 해미 매향비, 영암 

엄길리 암각매향명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14 정

원명 석비가 이러한 매향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암 정원명 석비에 대한 발견 경위는 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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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서구림리 해안의 ‘비석거리’라는 곳에 있었는데, 마을 

골목길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한다.15 또는 구

림리 사람들은 비의 존재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비가 잘 넘어져 1965년경 최정호씨가 본인 집 정원인 서

구림리 485번지로 옮겼다고도 하였다.16 또 다른 발견 경

위로는 당시 영암군 문화공보실의 박정웅(朴正雄)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도 한다.17 그리고 형광석의 논고에

서는 최철호(1930年生) 선생의 구술을 자세히 전재하고 

있다.18 즉 이 석비는 1930년대 농로를 조성할 때 방천매

기용의 돌둑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고, 1946년에는 천(川)

을 건널 때 필요한 징검다리로 활용되었으며, 1967년경 

서구림리 755-1번지 도로를 확장하면서 비로소 명문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이 석비에 대한 것을 인지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울력하는 데 도움을 준 최영수씨 

집에 세워놓았다고 하였다. 석비가 있었다는 구림리 해

안 쪽 ‘비석거리’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오래 전부

터 비석이 있다 하여 ‘비석거리’란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9 ‘비석거리’에 매향비가 있었던 사례로는 

신안 암태도 매향비가 있다.20

영암 정원명 석비는 직사각형의 자연석을 다듬어 한

쪽 면에만 음각 명문을 새긴 석주형(石柱形)으로, 상단 너

비가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은 형태이다. 명문이 없는 

나머지 세 면은 인공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없고, 자연석

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울퉁불퉁하다. 석비의 규모

는 전체 높이 128cm, 너비 28cm, 두께 27cm라고 하였으

나,21 상대포역사공원 내 보호각으로 옮겨진 현재는 석재

를 이용하여 축조한 110(가로)×72(세로)×12(높이)cm의 

비좌 중앙에 세워져 있고, 노출된 잔존 높이는 132cm이

다. 명문이 있는 면의 최대 너비는 27cm이고, 하단은 약

간 좁은 21cm, 좌측(향좌) 너비는 최대 30cm, 우측(향우) 

너비는 27cm이고, 뒷면은 20~32cm이다. 명문은 세로 쓰

기 하였고, 전체 4행 42자로 구성되었다. 글자 크기는 균

일하지 않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이 2행

의 ‘十’자로 2cm, 가장 큰 것은 1행 첫 번째 글자인 ‘貞’자

로 5cm 정도이다. 현재 이 석비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

준이다. 오랜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석비의 표면 박락이 

심하여 육안으로 명문 식별이 힘들 정도이다.22

정원명 석비의 명문은 일부 글자를 제외하고 여러 

선학(先學)들에 의해 대부분 밝혀졌지만, 일부 글자에 대

해서 이견이 있다. 필자는 현재 비의 표면 박락이 매우 심

하고 글자 상태가 불량하여 탁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

각하였고, 이에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느꼈

다. 이러한 과정 중 우연한 기회에 3D 스캔닝 작업을 하

게 되었고, 아울러 1995년 탁본 자료도 확인하였다. 여기

서는 기왕의 판독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 석비의 탁본

과 3D 스캔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판독한 내용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정원명 석비에 대한 첫 명문 판독은 성춘경에 의해 

이루어졌다.23 그는 월출산의 불교 미술을 개관하면서 이 

석비를 언급하였는데, 명문 판독은 다음과 같다.

15 이계표, 2000, 앞의 논문, p.17; 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79.

16 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79.

17 성춘경, 1988, 앞의 논문, p.187.

18 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4.

19 이는 마을 주민의 전언에서도 확인된다.

20 이해준, 1988, 앞의 논문, p.138. 이 매향비 또한 비석거리의 서쪽 해발 85m 야산의 동쪽 기슭에 있었다고 한다.

21 全羅南道, 1990, 『全南金石文』, p.205; 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79. 한편 황수영 선생님은 높이 128cm, 폭 28cm, 두께 27cm라고 하였고(황수영 편, 

1996,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3, p.304), 영암 상대포역사공원 내 안내판에는 전체 높이 126cm, 폭 27cm라고 표기되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22 현재 이 석비의 상태를 고려하면 가능한 빨리 보존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성춘경, 1988, 앞의 논문,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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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行香藏內不忘

2행 立處有州夫梵歲□ 合香十束

3행 入□五人名力知 焉生 右

4행 仁開

이후 전라남도에서 지역 소재 금석문을 종합적으

로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 중 정원명 석비는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24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 祀 呑茂□不□

2행 立處有州夫梵□□含禾□十古十

3행 入□五人名力知 焉生 右

4행 仁閉

한국고대금석문 자료집(이하 황수영으로 약칭한다)

에서 판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25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行香藏內不忘

2행 立処有卅夫梵歲□合香十束

3행 入□五人名力知焉生右

4행 仁開

정원명 석비를 校勘한 이계표는 다음과 같이 판독 

하였다.26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祀呑茂□不□

2행 入27處有州夫梵□□含禾十古十

3행 入□五人名力知 焉生 右

4행 人28閉

김창호는 정원명 석비에 대한 단독 논고를 처음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29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猪坪外谷藏內不乇也

2행 立靈有卅夫髡山 侍巾合□十束

3행 入 平人名力知焉生右 

4행 仁閂

윤선태는 이 석비를 언급하며, 아래와 같이 판독 

하였다.30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外呑藏內不忘

2행 立□有卅夫□山乙卯□ 合香十束

3행 入乙卯□人名 力知 焉生 右

4행 仁開

이 외에도 형광석의 판독이 있다. 그는 영암군 주요 포

구와 진, 그리고 매향비의 상관 관계를 고찰한 논고에서 우측

과 같이 판독하였는데, 1998년에 발행된 전라남도(全羅南道)

의 『文化財圖錄』(文化財資料篇)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31 

24 전라남도, 1990, 앞의 책, p.205.

25 황수영 편, 1996,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3, p.304.

26 이계표, 2000, 앞의 논문, pp.17~18.

27 ‘立’의 誤記인 듯하다.

28 ‘仁’의 誤記로 보인다.

29 김창호는 2001년 6월 「貞元二年銘猪坪靈巖鳩林里碑의 검토」라는 제하의 논문을 61회 한국고대사학회에서 발표하였고, 그 후 2003년 동일한 제목으로 『梨花

史學硏究』 30집에 게재하였다(김창호, 2003, 앞의 논문).

30 윤선태, 2005, 앞의 논문, pp.113~135.

31 전라남도, 1998, 앞의 책, p.300; 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6; 형광석, 2010, 앞의 논문, pp.28~29, 표2 참조. 그는 2행 다섯 번째 글자를 빠트린 듯, 11자

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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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行香藏內不忘

2행 立處有州(夫)梵歲□ 合香十束

3행 入□五人名力知 焉生 右

4행 仁開

위에서 살펴본 명문 판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

다. 모두 4행으로 보았으나, 글자 수는 42~45자로 차이가 

있다.32

Ⅲ. 명문(銘文) 검토

앞 장에서는 기왕에 제기된 정원명 석비 명문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정원명 석비의 탁본과 3D 

스캔 자료를 기초로 기존 판독 내용과 대조하면서, 필자

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33

먼저 1행이다. 1행은 18자로 구성되었다(표 2).34 첫 

번째 글자는 ‘貞’자로 판독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탁

본이나 3D 스캔 자료를 보면, 하단 ‘貝’자의 획이 약간 어

색하고, 상단 획이 불분명하다(표 2, 그림 1). 탁본과 3D 

스캔 자료를 비교해보면, 탁본에서는 상단 획이 붙어 있

는 것처럼 보이지만, 3D 스캔에서는 가장 위쪽에 있는 역

‘ㄱ’형이 그 아래 획과 살짝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그림 

1). 발견 경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양하게 이용된 석비

를 고려하였을 때 상단 획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상단 획만 제외하면 ‘貞’자로 판독된다.

두 번째 글자는 ‘元’자로 판독된다. 다만 위에 있는 

32 성춘경과 황수영은 42자로, 전라남도 금석문 보고서는 44자, 이계표는 43자, 그리고 김창호와 윤선태는 45자로 보았다.

33 이하 사진 캡션의 경우 3D 스캔, 1995년 탁본과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탁본 자료를 각각 ‘3D’, ‘95탁’, ‘광탁’으로 줄여서 사용하고자 한다.

34 김창호는 1행 마지막 글자는 ‘乇也’로 판독하여 19자로 보았다.

35 ‘立’의 誤記가 아닌가 한다.

표 1 정원명 석비 명문 비교

1. 성춘경 2. 전남금석문 3. 황수영편 4. 이계표 5. 김창호 6. 윤선태

④ ③ ② ① ④ ③ ② ① ④ ③ ② ① ④ ③ ② ① ④ ③ ② ① ④ ③ ② ①

1 仁 入 立 貞 仁 入 立 貞 仁 入 立 貞 人 入 入35 貞 仁 入 立 貞 仁 入 立 貞

2 開 □ 處 元 閉 □ 處 元 開 □ 処 元 閉 □ 處 元 閂 靈 元 開 乙 □ 元

3 五 有 二 五 有 二 五 有 二 五 有 二 平 有 二 卯 有 二

4 人 州 年 人 州 年 人 卅 年 人 州 年 人 卅 年 □ 卅 年

5 名 夫 丙 名 夫 丙 名 夫 丙 名 夫 丙 名 夫 丙 人 夫 丙

6 力 梵 寅 力 梵 寅 力 梵 寅 力 梵 寅 力 髡 寅 名 □ 寅

7 知 歲 五 知 □ 五 知 歲 五 知 □ 五 知 山 五 山 五

8 □ 月 □ 月 □ 月 □ 月 焉 月 力 乙 月

9 焉 十 焉 十 焉 十 焉 十 生 侍 十 知 卯 十

10 生 合 日 生 含 日 生 合 日 生 含 日 右 巾 日 □ 日

11 香 偖 禾 偖 香 偖 禾 偖 猪 焉 偖

12 右 十 坪 右 □ 坪 右 十 坪 右 十 坪 合 坪 生 合 坪

13 束 行 十 祀 束 行 古 祀 □ 外 香 外

14 香 古 呑 香 十 呑 十 谷 右 十 呑

15 藏 十 茂 藏 茂 束 藏 束 藏

16 內 □ 內 □ 內 內

17 不 不 不 不 不 不

18 忘 □ 忘 □ 乇 忘

19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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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8, 『新羅 金石文 拓本展-돌에 새겨진 신라인의 삶』, p.23. 영천 청제비는 양면비인데, 한쪽에는 丙辰年, 즉 536년의 기록이고, 다른 쪽

은 貞元十四年, 즉 798년의 기록이다.

37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김창호, 윤선태 등 모두 ‘貞元二年’으로 판독하였다.

38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김창호, 윤선태 등 모두 ‘丙寅’으로 판독하였다.

표 2 정원명 석비 1행 (광탁)

① 貞 ② 元 ③ 二 ④ 年 ⑤ 丙 ⑥ 寅

⑦ 五 ⑧ 月 ⑨ 十 ⑩ 日 ⑪ 偖 (95탁) ⑫ 坪 (95탁)

⑬ 行 (95탁) ⑭ 呑 (95탁) ⑮ 藏 ⑯ 內 ⑰ 不 ⑱ 忘 (95탁)

‘貞’자와 너무 붙어 있어 하단 획과 ‘元’자 상단 획이 나란

히 있지만 ‘元’자로 판독하는 데 무리는 없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는 ‘貞元’이 되는데, 남북국시대 중국의 연호

이다. 중국 당나라 德宗 재위 시기인 785~805년에 사용

되었다. ‘貞元’銘과 비교되는 금석문이 보물 제517호로 지

정된 영천 청제비이다. 이 비석은 貞元 14년(798)에 조성

된 것으로 정원명 석비와는 불과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

는다. 정원명 석비의 ‘元’자와 영천 청제비의 ‘元’자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2).36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는 ‘二年’이다(표 2). 비교적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위 두 글자와 함께 ‘貞元二年’이 

되는데, 이는 기왕의 연구에서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37 정원 2년은 통일신라 원성왕 2년, 즉 786년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丙寅’으로 판독된다 

(표 2).38 ‘丙’자는 단순하게 중앙의 종방향 획만 있어 어색

하지만, 연호 다음에 간지가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十干 중 자형상 ‘丙’자로 판독된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글

자는 12地支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60간지 중 ‘丙’으로 시

작되는 것은 ‘丙寅’, ‘丙子’, ‘丙申’, ‘丙午’, ‘丙辰’ 등 5개밖에 

없다. 이 중 여섯 번째 글자 상단의 자형상 가장 적합한 

것은 ‘宀’로 생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丙寅’이라 할 수 그림 1 1행 ‘貞’자(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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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연호 다음에 오는 간지는 ‘丙寅’으로 볼 수 

있고, 여섯 번째 글자는 ‘寅’자로 판독된다. 정원 2년, 즉 

786년은 정확히 ‘丙寅’年에 해당된다.

일곱~열 번째 글자는 기왕의 연구에서 이미 밝혔듯

이 ‘五月十日’이다.39 ‘五’, ‘月’, ‘十’, ‘日’자 모두 비교적 선명

한 편이다. 연호와 간지가 나온 후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

되어서 이 석비와 관련된 연대임이 분명하다.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 글자는 지명으로 추정되는

데, ‘偖坪’으로 판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성과 중 ‘猪坪’

으로 판독한 견해가 있다.40 그는 ‘猪坪’을 신라에서 국가

에 바치는 調에 관계되는 두건을 생산하는 곳의 특수 지

역명으로 보았다. 하지만 탁본(표 2)에서와 같이 좌측 획

이 ‘亻’변이 확실하다. 따라서 열한 번째 글자는 ‘偖’자로 

볼 수 있다.41

열두 번째 글자는 어색하긴 하나, 좌측변은 ‘土’자로 

추정된다. 우측의 획이 마치 ‘三’자처럼 횡방향의 세 획에 

세로로 그은 획이 보이고 있어 기존 판독인 ‘坪’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 글자는 ‘偖

坪’이 되어, 지명으로 추정된다. 

남북국시대 금석문에 보이는 지명 중 ‘坪’자로 끝나

는 지명의 사례는 담양 개선사지석등(보물 제111호, 1963

년 1월 21일 지정)에서 확인된다. 이 석등은 조성 연대와 

그 주체가 화사석의 화창 사이 좌우측면에 기록되어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명문은 두 가지로 나

뉘는데, 하나는 868년 조성 연대와 주체를 알 수 있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龍紀 3년(891)의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보면, “石保坪 일대의 논을 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42 여

기서 보이는 ‘石保坪’도 지명이다.43 조선 후기 행정구역을 

알 수 있는 『호구총수(戶口總數)』 光州편 東面의 첫 번째 

마을이 石保里이다.44 석보리가 남북국시대(통일신라기)

에는 石保坪이었던 것이다.45

열세 번째 글자는 ‘行’으로 판독하고자 한다. 이 글자

39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김창호, 윤선태 등 모두 ‘五月十日’로 판독하였다.

40 김창호, 2000, 앞의 논문, p.82. 이에 반해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윤선태는 ‘偖坪’으로 판독하였다.

41 형광석은 1행을 “정원 이년 병인년(서기 786년) 오월 십일에 벌판 네거리의 안쪽에 향을 묻었으나 잊지 마시오”라고 해석하였다. 아마도 ‘偖平’을 벌판 네거리라

고 이해한 듯하다(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7; 형광석, 2010, 앞의 논문, p.29).

42 황호균, 2000, 「開仙洞 石燈 銘文考」, 『불교문화연구』 7, 南道佛敎文化硏究會, p.125. ‘石保坪’이 나오는 龍紀 3년(891)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龍紀三年 辛亥十月日 僧入雲 京租一百碩 烏乎比所里 公書俊休二人 常買其分 石保坪大□ 渚沓四結 <五畦 東令行土 北同土 南池宅土 西川> 奧沓十結 <八畦 東

令行土 西北同土 南池宅土>.

43 김정호는 현재 광주 충효동의 통일신라 때 지명을 ‘石保坪’으로 이해하고 있다(金井昊 編著, 『光州洞沿革誌』, 韓國鄕土文化振興院, p.183). 한편 황호균은 石保坪

을 『東國輿地勝覽』 第三十五卷 全羅道 光山縣 土産條 기록에 현 동쪽 石保里가 도자기 생산처로 기록되어 있어(磁器 出縣東石保里), 석보리에 위치한 들로 여겨

진다고 하였다(황호균, 2000, 위의 논문, p.129). 석보리의 위치에 대해서 필자는 현 광주광역시 충효동 담안과 평촌마을 일대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위 『東

國輿地勝覽』 광산현 토산조에 석보리에서 자기를 생산한다는 기록 때문이다. 광주 충효동 평촌마을 남동쪽 버성골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광주 충효동 도요지와 

관련된 ‘버성골 도요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청사기가 다량 확인되었다. 그리고 평촌마을 서쪽에 담안마을이 있는데, 이 담안마을 서쪽 일대는 대체로 

넓은 평지에 가깝다. 이를 종합해보면 담안과 평촌마을 주변이 石保坪으로 추정된다.

44 『戶口總數』 第六冊 光州 東面.  

石保里 梨村 本村 城村 唐村 平村 西林村 新村.

45 석보리가 속한 東面에는 梨村, 本村, 城村, 唐村, 平村, 西林村, 新村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이촌, 당촌, 평촌은 현재도 충효동에 속해 있다. 그리고 石保坪 바로 앞에 ‘常買其

分’이라 하여 ‘샀다’는 의미의 동사(買)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한다. 즉 목적어가 지명인 ‘石保坪’이고, 목적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石保坪’ 

뒤에 오는 ‘渚沓四結’과 ‘奧沓十結’이 된다. 결국 ‘石保坪大□’의 ‘渚沓四結’과 ‘奧沓十結’을 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로 보아 ‘偖坪’은 통일신라기 지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貞元’명 비교(左: 貞元銘 石碑(광탁), 右: 永川 菁堤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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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이견이 있다.46 <표 2, 3>를 보면, 좌측 ‘彳’변 위에 

점이 찍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3D 스캔을 보면, 연

결된 획이 아니다(표 3 右). 상단의 점처럼 보이는 것은 석

비 표면의 훼손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측 획의 경우 상단에 

종방향의 두껍게 보이는 획이 있고, 횡방향의 가로 획이 있

어 마치 ‘┴’로 보이기도 한다. 그 아래 종방향의 획을 합하

면, ‘十’자처럼 보여 ‘彳’변에 ‘十’자가 합쳐진 글자처럼 보이

지만, 역시 ‘行’자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결국 자형을 고려

하면, 이 글자를 ‘祀’나 ‘外’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열네 번째 글자와 그 앞 ‘行’자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

이 있다(사진 2). 열네 번째 글자는 그동안 ‘香’, ‘呑’, ‘谷’으

로 판독되었다.47 2행 열 번째 글자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이나,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표 4). 2행 열 번째 글자

는 ‘香’자로 보이는데, 이를 보면 상단의 ‘禾’자가 명확하게 

보인다. 하지만 1행의 열네 번째 글자 중 상단 획은 ‘禾’자

가 아니다. ‘禾’자의 획 중 중앙 종방향 ‘丨’획이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香’자가 아니고 ‘呑’자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呑’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열다섯 번째 글자는 ‘藏’자로 추정된다(표 2).48  

<표 2>를 보면 상단 획은 ‘艹’가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그 하단에 ‘大’자와 유사한 획이 확인되어 얼핏 보면 ‘茂’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앞 글자가 ‘呑’자이기 때문에 ‘茂’자

가 되면 해석이 어색해진다. 하지만 ‘藏’자라고 하면, ‘呑

藏’이 되어 ‘감추어 숨기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茂’자보

다 ‘藏’자가 되어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는 ‘藏’자로 보고자 한다.

열여섯 번째 글자는 ‘內’자로 판독된다(표 2, 그림 3).  

<표 2>의 ‘內’자를 보면 전체적인 모양이 ‘冂’형은 확실하

고, 내부 획도 ‘入’형으로 보인다(그림 3).49 그 앞 글자인 

‘藏’자의 하단 획이 ‘內’자 바로 위까지 내려와 있으나 자형

상 ‘內’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열일곱 번째 글자는 ‘不’자로 판독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2). 기왕의 견해 모두 ‘不’로 판독하였다.50 어색하게 

보이는 획이 있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의 표면 훼손

으로 추정된다.

그림 3 1행 ‘貞’자(3D)

46 성춘경, 황수영은 ‘行’으로, 전남금석문, 이계표는 ‘祀’로, 김창호, 윤선태는 ‘外’로 판독하였다.

47 성춘경, 황수영은 ‘香’으로, 전남금석문, 이계표, 윤선태는 ‘呑’으로, 김창호는 ‘谷’으로 판독하였다.

48 전남금석문과 이계표는 ‘茂’로, 성춘경, 황수영, 김창호, 윤선태는 ‘藏’로 판독하였다.

49 전남금석문, 이계표는 미상으로, 성춘경, 황수영, 김창호, 윤선태 모두 ‘內’로 판독하였다. 

50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김창호, 윤선태 모두 ‘不’로 판독하였다.

표 3 1행 ‘行’자

광탁 3D

표 4 1행 ‘呑’자와 2행 ‘香’자 비교

1행 呑 (左: 광탁, 右: 3D) 2행 香 (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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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 마지막 글자는 ‘忘’자로 판독하고자 한다.51  

<표 2>를 보면 상단의 ‘亡’자는 명확하게 보인다. 하단 ‘心’

의 경우 일부 획은 명확하지 않지만 탁본과 석비를 실견한 

결과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 ’이 확인되어 ‘心’자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해석상으로도 앞 글자와 함께 ‘잊지 않

는다’는 의미에서 ‘不忘’이라 읽어야 더 어울린다.

정원명 석비 1행은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行呑藏內不忘

1행의 경우 “貞元 2年(786, 丙寅年) 5月 10日에 偖坪

에 가서 (향을) 안에 감추어 숨겼다. 잊지 마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偖坪’은 감추어 숨긴[呑藏] 장소라고 추

정된다.

2행은 12자로 구성되었다(표 5). 전체 4행 중 판독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된다.52 첫 번째 글자는 ‘立’자로 보이

는데,53 육안으로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두 번째 글자는 ‘處’자로 추정된다.54 미상(□) 혹은 

‘処’ 혹은 ‘靈’자로 본 견해가 있으나, 유사한 자형이 아니

다(표 5). 좌측 획이 없다는 점에서 ‘處’자가 아닐 수도 있

으나, 좌측 획이 보이지 않는 ‘處’자도 五體字類에 보인다

(표 6). 이를 보면 정원명 석비 ‘處’자와 유사한 자형을 보

이고 있다. 2행 두 번째 글자는 ‘處’자로 추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 글자는 기왕에 ‘有’자로 판독되었다.55 하지

만 <표 5>를 자세히 보면 ‘奇’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글자 중앙부가 명확하게 ‘有’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有’자로 보는 이유는 4행 상단에서 

향우측 아래쪽 방향으로 크랙이 있는데, 이것과 연결되어 

갈라진 틈으로 인해 상단 획이 ‘大’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奇’자가 되려면 ‘大’ 바로 밑에 종방향 획(一)

51 성춘경, 황수영, 윤선태는 ‘忘’으로, 전남금석문과 이계표는 미상(□)으로, 김창호는 그 위쪽 글자까지 포함하여 ‘不乇也’로 판독하여, 지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84).

52 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83.

53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김창호, 윤선태 모두 ‘立’으로 판독하였다. 다만 이계표의 경우 ‘入’으로 판독하였으나(이계표, 2000, 앞의 논문, p.18), 立의 오기인 

듯하다.

54 성춘경, 전남금석문, 이계표는 ‘處’로 판독하였고, 황수영은 ‘処’로, 김창호는 ‘靈’으로, 윤선태는 미상(□)으로 판독하였다. 특히 김창호는 ‘靈’으로 판독하고 이 글자

의 의미를 경덕왕 17년(758)에 月那郡에서 靈岩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며, 바뀐 지명인 靈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83). 

하지만 ‘靈’ 한 글자만으로 靈岩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한다.

55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김창호, 윤선태 모두 ‘有’로 판독하였다.

표 5 정원명 석비 2행 (광탁)

① 立 ② 處 ③ 有 ④ 州 ⑤ 夫 ⑥ 梵 

⑦ ⑧ 미상 ⑨ 合 ⑩ 香 ⑪ 十 ⑫ 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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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여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아래쪽 

글자는 앞 획이 짧고 뒤가 긴 ‘月’자에 가깝다. 따라서 필

자는 기왕의 견해대로 ‘有’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네 번째 글자는 기왕에 ‘州’ 혹은 ‘卅’자로 판독되었다.56 

이 글자는 ‘州’를 간략하게 ‘卅’으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자형만으로는 ‘州’인지 ‘卅’인지 판독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명문의 전체 해석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卅’자보다는 ‘州’자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2행 마지막 부분에 수량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서, 또 다른 數를 의미하는 글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매끄

럽지 못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윤

선태의 견해처럼 “(비를) 세운 (곳) 삼십(군데) 있다”라고 

하게 되면,57 향 10속을 합하여 30군데에 묻었다는 것인지, 

(비를) 삼십 곳에 세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卅’

자가 아닌 ‘州’자로 판독하게 되면, 앞의 글자들과 함께 보

면 ‘有州+◯◯◯(뒤 글자)’가 되어 “주(州)에 ◯◯◯이 있다” 

혹은 “주(州)의 ◯◯◯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 훨씬 자연

스럽다. 따라서 필자는 ‘卅’이 아닌 ‘州’자로 보고자 한다.58

다섯 번째 글자는 기왕의 연구에서 모두 ‘夫’자로 판

독하였다.59 이 글자는 ‘夫’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

되지만, 자세히 보면 ‘失’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夫’의 획 

중 좌측 상단에 사선향의 획이 육안으로 확인된다(표 5, 

그림 4). <그림 4>에서도 좌측 위에 사선향 획이 보이나, 

자세히 보면 인위적인 획의 흔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 비

면이 긁혔거나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 번째 글자는 ‘梵’자로 추정된다. ‘髡’자 혹은 미상

으로 판독한 견해가 있다.60 이 글자 하단은 자형상 ‘凡’으

로 보인다. 가운데 중앙의 획이 불분명하나, 석비를 현장

56 성춘경, 전남금석문, 이계표는 ‘州’로, 황수영, 김창호, 윤선태는 ‘卅’으로 판독하였다.

57 윤선태, 2005, 앞의 논문, p.132.

58 필자는 처음에 ‘州’자로 판독하면서 마을로 해석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州는 통일신라시대 지방통치단위 중 가장 상위 단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수

용하여 ‘州’자로 판독하되, 위와 같이 해석을 수정하였다.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59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김창호, 윤선태 모두 ‘夫’로 판독하였다.

60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는 ‘梵’으로, 김창호는 ‘髡’으로, 윤선태는 미상(□)으로 판독하였다. 형광석은 2행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글자를 ‘梵歲’로 판독

하면서, 이는 “청청한 세계라고도 하고, 色界十八天의 모든 하늘을 뜻하기도 한다. 또 梵歲는 음욕을 여윈 梵天이 있는 세계이다. 범천은 깨끗하고 맑은 하늘인 

初禪天으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33천 중 아래로 일곱 번째 하늘이다”라고 하였다(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p.157~158; 형광석, 2010, 앞의 논문, p.30).

그림 4 2행 ‘夫’자(95탁)

표 6 2행 ‘處’자

95탁 광탁 3D 五體字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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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견한 결과 살짝 찍힌 점이 관찰된다. 이 하단의 획

은 비교적 잘 보여 이 글자가 들어간 한자 중 자형상 유사

한 것은 ‘梵’자가 있는데,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다. 기

왕의 견해를 수용하여 ‘梵’자로 보고자 한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글자는 두 글자로 본 견해, 미

상으로 본 견해, 각각의 글자를 두 글자씩으로 본 견해가 

있다.61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글자를 두 글자씩으로 본 

이유는 글자의 자형상 길이가 길어 그렇게 판독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섯 번째 글자인 ‘梵’자도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글자와 유사한 길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

곱 번째 글자의 경우 상단은 ‘山’자로 보이는데, 너무 작고 

그 밑에 바로 글자가 이어지고 있어 두 글자로 보기보다

는 한 글자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 번째 글

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글자로 추정된다. 상단 획은 ‘山’

자이고, 그 하단은 ‘萊’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 ’로 판독하

고자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의 경우는 미상으로 남기고자 

한다. 여섯 번째~여덟 번째 글자는 ‘梵 □’로, 앞에 ‘處’자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명이라고 생각된다.

아홉 번째 글자는 여덟 번째 글자와 약간의 공간으

로 분리되어 있다(사진 2). 2행의 아래쪽 부분에 해당되

는 아홉 번째 글자는 ‘合’자로 판독된다. ‘含’자로 보는 견

해가 있으나,62 ‘含’자로 보기엔 ‘人’ 아래 ‘一’과 ‘口’ 사이 중

간 획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合’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열 번째 글자는 ‘香’자로 판독된다. 1행 열네 번

째 글자인 ‘呑’자과 동일하게 보이나 약간 다르다. 하단은 

‘日’이어야 하는데, 윤선태의 견해대로 다른 글자 중 생략된 

획의 글자가 있고, 자형상 ‘香’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63 

1행의 ‘呑’자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상단의 획이 ‘呑’자의 

상단 자형과 분명하게 다른 ‘禾’자이다(표 4). 따라서 ‘香’자

로 판독하고자 한다.64 

열한 번째 글자는 ‘十’자로 판독된다.65 1행 아홉 번째 

글자인 ‘十’자와 동일한 형태이다. 문제는 2행의 마지막 글

자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대다수가 ‘束’자로 보았으나, 

‘十古十’으로 판독한 견해도 있다.66 다른 글자보다 조금 길

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 글자로 판독할 정도

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 앞에 ‘香’자와 ‘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글자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束’자

로 판독하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2행 立處有州夫梵 □ 合香十束

“주(州)에 무릇 梵 □이 있는데, (그) 곳(處)에 (비

를) 세웠다. 香 10束을 합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 ‘立處’

와 ‘香’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향과의 관련성을 언급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행은 비를 세운 구체적인 장소

와 향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67

다음 3행이다. 3행은 10자로 구성되었다(표 7). 첫 

61 성춘경, 황수영은 ‘歲□(미상)’으로, 전남금석문과 이계표는 미상의 두 글자로(□□), 김창호와 윤선태는 각각 두 글자씩으로 보아, ‘山 侍巾’, ‘山乙卯□’로 판독하였다.

62 성춘경, 황수영, 김창호, 윤선태는 ‘合’으로, 전남금석문과 이계표는 ‘含’으로 판독하였다.

63 윤선태, 2005, 앞의 논문, p.132.

64 성춘경, 황수영, 윤선태는 ‘香’으로, 전남금석문, 이계표는 ‘禾’로, 김창호는 미상(□)으로 판독하였다.

65 모든 연구자와 자료에서 ‘十’으로 판독하였다.

66 성춘경, 황수영, 김창호, 윤선태는 ‘束’으로, 전남금석문과 이계표는 ‘十古十’으로 판독하였다.

67 윤선태는 1행은 비를 세운 일시, 매향한 지명, 이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2행은 매향한 더욱 구체적인 지점과 매향한 수량이라고 하였다(윤선태, 2005, 앞의 논

문, p.132). 그러나 필자는 1행이 呑藏, 즉 매향한 장소이고, 2행은 석비를 세운 장소라고 생각된다. 한편 형광석은 2행을 “(비석이) 서 있는 곳은 모래사장이고, 청청

한 세상의 여러 집이 향 열 다발을 모았다오”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모래사장이 어떤 글자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7; 형광석, 

2010,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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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글자는 ‘入’자로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68 두 번째 글

자는 4행 상단에서부터 1행 방향으로 크랙이 이어져 어

떤 글자인지 판독하기 힘드나,69 필자는 ‘苑’자로 판독하고

자 한다.70 상단 획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형

상 아래 획이 ‘苑’자 하단 획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첫 번째 글자가 ‘入’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글자가 나와야 한다. 3D 스캔 자료에서도 상단 

획 ‘艹’와 하단 획 사이에 별다른 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자형상 유사한 ‘苑’으로 추정하고자 한다.71

세 번째 글자는 ‘三’자로 판독된다.72 정면에서 보면 

‘五’자로도 보인다. ‘五’자가 맞다면 종방향 획을 아래까지 

길게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1행 일곱 번째 글

자인 ‘五’자는 종방향 획이 길게 내려오지 않는다(표 8). 

3D 스캔 자료를 보면 종방향 획이 불분명하게 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로 획 사이에 또 다른 가로 획이 희미하

게 보이며, 하단의 세 번째 가로 획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

는 꺾인 획도 확인된다. 또한 이 글자가 ‘五’자라면 3D 스

캔(표 8ⓑ)에서도 1행에서의 ‘五’자 탁본이나 3D 스캔 자

료(표 8ⓒ, 8ⓓ)와 같이 두 번째 가로 획에서 ‘ㄱ’처럼 꺾이

는 획이 보여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 석비가 징검다

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획들은 훼손되어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다음에 나오는 人名이 

5명이 아니어, ‘五’자로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68 모든 연구자와 자료에서 ‘入’으로 판독하였다.

69 김창호는 ‘外’로, 윤선태는 ‘乙卯’로 보았다. 그 외 다른 연구자는 미상(□)으로 판독하였다.

70 처음 논문 작성 시 필자는 미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 글자를 ‘節’자로 추정한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상단 획이 ‘竹’자로 보기에는 상이하다고 생각하

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節’자보다는 자형상 ‘苑’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수정하고자 한다.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71 뒤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苑’자로 본 이유는 석비를 조성한 곳이 마을의 자연 경계를 이루는 구릉 정상부라고 추정하고 있어서 그곳을 당시 사람들이 ‘苑’, 즉 

작은 동산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苑’자의 의미에 울타리를 쳐서 짐승·나무를 키우는 곳, 큰 집의 정원에 만들어놓은 작은 산이나 숲, 나무가 무

성한 곳 외에도 ‘막히다’라는 의미도 있다(民衆書林, 1983, 『漢韓大字典』, p.1046). 석비를 세웠던 원위치가 구릉 정상부가 맞다면, 자연 구릉으로 마을을 경계 

지우는 곳을 ‘苑’으로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72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는 ‘五’로, 김창호는 ‘平’으로, 윤선태는 미상(□)으로 판독하였다.

그림 5 3행 ‘苑’자(3D)

표 7   정원명 석비 3행(광탁)

① 入 ② 苑 ③ 三 ④ 人 ⑤ 名

⑥ 力 ⑦ 知 ⑧ 焉 ⑨ 生 ⑩ 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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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三’자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는 ‘人名’으로 판독된다. ‘人

名’은 모든 연구자나 자료에서 동일하게 판독된 것 중 하

나이다. 여섯 번째~열 번째 글자는 ‘力知 烏生 右’자로 판

독하였는데,73 첫 번째와 세 번째 인명인 ‘力知’와 ‘右’는 비

교적 명확하게 보인다. 다만 두 번째 인명의 경우 기존의 

판독처럼 ‘焉’자인지 불확실한 편이다. <표 9>를 보면, 

상단의 자형이 ‘焉’자의 상단 획인 ‘正’으로 보기엔 너무 단

순하다. 그런데 『五體字類』와 『書道字典』에서 석비와 유

사한 자형의 글자가 확인된다. 석비가 훼손된 것으로 추

정하더라도 매우 유사한 자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烏’

자도 마찬가지로 자형상 유사하다. 필자는 ‘焉’자보다는 

‘烏’자로 보고자 한다.74

3행의 내용은 매향을 주도하여 비석을 조성한 인물

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과 해석은 다

음과 같다.

3행 入苑三人名力知 烏生 右 

“동산에 (비석을 세우기 위해) 들어간 3인의 이름은 

力知 烏生 右이다.”

4행은 두 글자인데(표 10), 기존에는 ‘仁開’, ‘仁閉’, 

‘仁閂’으로 판독하였다.75 4행이 두 글자이긴 하나, 그 옆면

이 깨져 있어 글자도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첫 번째 글자 ‘仁’자는 좌측에 ‘亻’변이 

73 성춘경, 전남금석문, 황수영, 이계표, 김창호, 윤선태 모두 ‘力知 焉生 右’로 판독하였다. 형광석은 ‘五人’으로 판독하여 力知, 焉生, 右를 한 글자씩 끊어 읽어 力, 

知, 焉, 生, 右로 이해하였다(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7; 형광석, 2010, 「영암의 매향비와 주요 포구를 통해서 본 고대의 상대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

구』 22, p.29). 하지만 力知, 焉生, 右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씩 띄어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74 필자가 처음 이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烏’자로 판독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기존 판독처럼 ‘焉’자로 추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고의 여지를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75 성춘경, 황수영, 윤선태는 ‘開’로, 전남금석문, 이계표는 ‘閉’로, 김창호는 ‘閂’으로 판독하였다.

표 8 ‘三’자와 ‘五’자 비교

ⓐ 3행 ‘三’ (광탁) ⓑ 3행 ‘三’ (3D) ⓒ 1행 ‘五’ (광탁) ⓓ 1행 ‘五’ (3D)

표 9   3행 ‘烏’자 비교

광탁 95탁 3D 書道字典, ‘烏’ 五體字類, ‘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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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확인되고, 우측 획의 경우 횡방향 획이 위아래 

두 개 있어 자형상 ‘二’로 보여 ‘仁’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글자는 자형상 ‘門’자와 관련된다. 하지만 그 

내부 획이 불분명하여, 기왕에 판독되었던 ‘開’인지 ‘閉’인

지 ‘閂’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긴 가로 획이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閂’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

만 중앙부 긴 가로 획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어 자형상 ‘閉’

자라고 하기는 힘들 듯하다. 그리고 석비를 실견한 결과 

중앙부 획의 형태가 ‘十’형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閉’자보다는 ‘開’자가 더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어 ‘開’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閉’자로 볼 경우 해

석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76  

3행을 보면 글자를 새길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행을 바꾸었다는 점에서77 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4행은 ‘仁開’로 판독되어 “(세상이) 어질 때 열어라”

고 해석할 수 있다.78

필자가 판독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行呑藏內不忘

2행 立處有州夫梵 □ 合香十束

3행 入苑三人名力知 烏生 右

4행 仁開

이를 해석해보면

1행   貞元 2年(786, 丙寅年) 5月 10日에 偖坪이라

는 곳에 가서 (향을) 안에 감추어 숨겼다. 잊지  

마라.

2행   주(州)에 무릇 梵 □가 있는데, (그) 곳(處)에 

(비를) 세웠다. 향 十束을 합하였다.

3행   동산에 (비를 세우기 위해) 들어간 3인의 이름은 

力知 烏生 右이다.

4행 (세상이) 어질 때 열어라.

이상으로 정원명 석비 4행 42자의 명문을 판독하였

다. 1행의 연호와 간지명은 매향한 후 석비를 건립한 연

대로 생각할 수 있고, 呑藏, 즉 매향한 지명이 기록되었

다. 2행에서는 ‘立處’와 ‘香’자가 확인되어, 이 석비가 매향

비임을 짐작케 하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비

석을 세운 지명과 함께 향의 수량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

된다. 즉 1행에서의 지명은 매향한 장소를, 2행은 석비를 

건립한 곳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3행에서는 석비 건

립의 주체인 3명의 人名이, 마지막 4행에서는 당부의 말

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석비가 매향비임을 보여주는 자

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76 김창호는 ‘仁閂’으로 판독하면서, 3행에 있는 力知, 焉生, 右와 함께 人名으로 보았다(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83).

77 윤선태, 2005, 앞의 논문, p.132; 土居邦彦(도이 쿠니히코)도 사천 매향비의 명문을 釋文하면서 “충분히 글자를 새길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을 바

꾼 것은 본문이 끝났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다(土居邦彦, 2003, 「埋香碑文의 基礎檢討」,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1호, p.85).

78 윤선태는 “좋은 때에 열어라”(윤선태, 2001, 제61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토론문)라고 해석하였다가 2005년에는 “잘 매장했음”이라고 하였다(윤선태, 

2005, 앞의 논문, p.132). 형광석은 “어진 세상이 열리노라”라고 해석하고, 윤선태와 유사하게 “매향을 잘 마무리하였다는 의미이다”라고 언급하였다(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7; 형광석, 2010, 앞의 논문, p.25). 

표 10   정원명 석비 4행 (광탁)

① 仁 ② 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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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석비(石碑)의 역사성과 원위치 추정

앞 장에서는 4행 42자의 석비 명문을 판독하였다. 이 

중 1행에서 ‘呑藏’이, 2행에서 ‘香十束’이 확인되었다. 특히 

2행의 ‘香’자는 매향비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79 이로 인해 

발견 직후 이 석비를 처음 소개한 성춘경은 명문을 고려하

여 불교와의 관련성과 매향비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80 이

후 한국고대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김창호의 「貞元二年銘

猪坪靈巖鳩林里碑의 검토」에 대한 토론을 맡은 윤선태는 

김창호의 ‘猪坪[두건 생산의 특수한 지역명]’, 즉 공물 관련 

비석이라는 견해81와 달리 매향비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후 윤선태는 그의 논고에서 이 석비를 ‘靈巖新羅埋香碑’

라고 지칭하며 매향비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지역 연구자

들도 매향비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게 되었다.82

그렇다면 과연 이 석비는 매향비인가? 이에 대한 필

자의 답은 긍정적이다. 즉 정원명 석비는 매향비라고 생

각된다. 이 석비를 매향(埋香)과 관련시켜 기술한 조선 

후기 문헌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을 지낸 성해응

(成海應, 1760~1839)이 쓴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가 

그것이다. 성춘경은 그의 글 말미에 『東國名山記』의 기록

을 소개하였다.83 이후 연구에서는 이 문헌을 주목하지 않

았지만, 필자는 정원명 석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그림 6).

『東國名山記』는 그 書名처럼 우리나라의 명산(名山)

을 기록한 것으로, 호남지역의 경우 금골산(金骨山), 덕유

산(德裕山), 서석산(瑞石山), 금쇄동(金銷洞), 월출산(月

出山), 천관산(天冠山), 달마산(達摩山), 지리산(智異山), 

변산(邊山)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중 月出山 내용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鳩林과 西湖 右浦 모두 某年某月 埋

香했다고 刻해진 立石이 있는데, 그 年月 글자가 漫滅되

어 볼 수 없다”고 하였다.84

성춘경은 이 기록을 제시하면서 “혹시 이 기록이 정

그림 6   성해응의 『東國名山記』 중 정원명 석비 관련 부분(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한국학자료센터, 필자 수정)

79 윤선태도 2001년 김창호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에서 2행에서 보이는 ‘合香十束’과 1행의 ‘不忘’을 관련시켜 고려 후기에 많은 예가 확인되는 ‘埋香碑’와 같은 성격

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고 하였다(윤선태, 2001, 앞의 토론문, p.1).

80 성춘경, 1988, 앞의 논문, p.188. 성춘경은 그의 논문에서 매향비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1988년 3월 21일자 광주일보 인터뷰에서는 “만일 이 석비가 埋

香碑로 밝혀질 경우 全南 불교사를 1세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의 불교문화적 배경과 道詵國師 및 月出山 불교유적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귀

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81 김창호, 2003, 앞의 논문, p.84. 김창호는 “貞元二年丙寅(원성왕 2년, 786년) 5月 10日에 猪坪 바깥 谷藏 내의 不乇也에 (비를) 세웠다. 靈(岩)에 있는 30명의 

夫가 곤산 侍巾은 모두 □十束이다. 入平人의 이름은 力知, 焉生, 右, 仁閂이다”로 해석하였다.

82 주 5) 참조.

83 성춘경, 1988, 앞의 논문, p.188. 성춘경의 논문이 게재된 『月出山-바위 文化 調査』에는 월출산 詩·記文 자료가 부록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성해응의 『東國名山

記』가 소개되었다(金井昊, 1988, 「月出山 詩·記文 자료」, 『月出山-바위 文化 調査』, 全羅南道·光州民學會, pp.364~395).

84 『東國名山記』 月出山條(한국학자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鳩林西湖右浦皆立石刻某年某月埋香其年月字漫滅不可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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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 석비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주목되고 있다”고 하였

지만,85 필자는 이 기록이 정원명 석비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 석비가 있는 곳이 『東國

名山記』에 나오는 ‘구림(鳩林)’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될 뿐 아니라, ‘其年月字漫滅不可見’, 즉 年月의 

글자가 漫滅86하여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정원명 석

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림 다음에 ‘西湖右浦皆立石’이라는 기록이 

눈에 띈다. 서호우포 다음에 ‘皆’를 덧붙인 이유는 그 앞부

분에 있는 지명이 ‘鳩林’과 ‘西湖右浦’ 두 곳이라는 뜻이다. 

서호우포에도 입석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두 개

의 입석이 모두 “某年某月 埋香했다고 刻한 입석”이라는 

것이다. 구림에 있는 입석은 정원명 석비가 확실하다. 그

렇다면 西湖右浦에 있는 입석은 무엇일까? 이 西湖右浦

의 매향 입석은 서호마을 서쪽이자 엄길마을 북쪽인 철암

산 중복에 있는 엄길리 암각매향명(보물 제1309호, 2001. 

4. 17)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철암산 정상으로 

가는 중간 즈음에 거대한 암반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데, 오른쪽 암반 안쪽에 매향 기록이 있다. 비록 비석의 

형태는 아니나 매향 행위를 기록한 매향 관련 유적이다. 

성해응은 구림의 정원명 석비와 엄길리 철암산에 있는 암

각매향명 두 개 모두를 “某年某月 埋香했다는 것을 刻한 

立石”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문헌에서 “埋香을 刻한 입석”이라 기술하였으나, 정

원명 석비에서 ‘埋’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존하는 

매향비에는 ‘향을 묻었다’라는 의미로 ‘香木一千五百條 埋

(하략)’, ‘埋香’, ‘香埋置’, ‘巳地埋置’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87

필자는 묻었다는 의미의 ‘埋’자를 정원명 석비의 경

우 1행에 보이는 ‘呑藏’으로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呑’

자도 ‘싸서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고, ‘藏’자 또한 ‘속에 넣

어두다’ ‘저장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88 ‘埋’자를 대신

할 수 있다. 그리고 2행에서 비로소 ‘香十束’이라는 명문

이 확인된다. 향을 묻었다는 ‘埋香’명이 직접적으로 확인

되지 않으나, 석비에서 ‘香’의 수량이 나오고, 특정 지명과 

‘감추어 넣어두었다[呑藏]’라는 의미의 명문이 확인된다

는 점에서 매향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 하동 쌍계사 진감선

사 대공탑비문에 나온다. 이 비에 “해안에 향을 심었는데, 

오래되면 더욱 향내가 난다”라는 기록이 있다.89 여기서 

보이는 ‘植香’을 ‘진감선사가 埋香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90 위 기록은 진감선사가 입적한 후의 내용이기 때

문에 그가 직접 매향했다고 하기보다는 埋香한 후 오래되

면 그 향이 더 진하듯 진감선사도 입적하였으나 그 후 진

감선사에 대한 흠모와 존경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888년에 건립

된 이 비문에 나오는 ‘植香’이다. 이는 진감선사에 대한 흠

모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埋香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埋香’이라 표현하

지 않고 ‘植香’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埋’자를 쓰지 않아

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증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85 성춘경, 1988, 앞의 논문, p.188.

86  漫滅은 종이가 피거나 때가 묻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李相殷 監修, 1983,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p.745).

87 이해준, 1988, 앞의 논문, pp.132~144; 정경일, 1993, 앞의 논문, pp.92~94; 吳允熙, 1999, 앞의 논문, pp.658~668; 이준곤, 2009, 「한국 매향비의 내용 

분석」, 『불교문화연구』 11, pp.307~309; 국립광주박물관·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20, 앞의 책, pp.282~295 참조.

88 이상은 감수, 1983, 위의 책, pp.233, 1080.

89 오윤희, 1999, 앞의 논문, p.671.  

...海岸植香久而弥芳...(『朝鮮金石總覽』, 1969, 景仁文化社, p.71).

90 오윤희는 진감선사 비문의 이 기록을 진감선사가 매향을 했다는 근거로 삼아, “진감선사가 중국에 갔을 때 植香의 풍속을 배워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였다(오윤

희, 1999, 앞의 논문, p.671). 이는 선사가 열반에 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진감선사가 매향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통일신라 당대 금석문 자료로 

그 표현 자체는 주목하고 싶다. 즉 ‘海岸에 향을 심는다’는 행위 자체가 매향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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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정원명 석비 1행의 ‘呑藏’도 ‘埋’자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東國名山記』에는 정원명 석비뿐 아니라 월출산에 

있는 용암사지 석탑과 도갑사 입구에 있는 국장생, 그 주

변의 황장생까지 기록하고 있다. 즉 정원명 석비 기록 앞

부분에 용암사에 ‘九層浮屠’가, 도갑사 아래에 ‘國長生’

이, 그 아래인 皇山에 ‘皇長生’이 있다고 한 것이다.91 실

제로 월출산 구정봉 아래에 용암사터가 있고, 거기에 3

층석탑이 있으며(사진 3), 도갑사 입구 도로변에 ‘國長生’

과, 그곳 서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학림마을회관에서 남동

쪽 350여m 떨어진 밭 주변에 ‘皇長生’이 현재도 남아 있

다(사진 4).92 이로 보아 『東國名山記』 기록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93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도갑사 입구 국장생

에서 남쪽으로 20여m 떨어져 있는 도로변 단애면에 있는 

암석의 명문이다. 이 암석에는 健陵, 즉 正祖(1752~1800, 

재위 1776~1800)의 능에서 사용되는 香炭 제작과 관련하

여 “네 개의 표석 안쪽 출입을 금한다”는 명문이 남아 있

다.94 이 禁標石은 정원명 석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결

정적인 방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香炭은 향불

을 피우는 데 쓰이는 숯 혹은 숯을 태워 숯처럼 된 향료를 

의미하는데,95 이 또한 香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

문이다. 禁標石 명문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월출산과 도

갑사 주변이 香과 관련되어 역사성이 깊고 중요한 지역이

91 『東國名山記』 月出山條(한국학자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龍巖寺寺有九層浮圖(하략)...  

 ...道岬下立石刻國長生其下皇山又立石刻皇長生(하략)...  

현재 월출산 구정봉 아래 용암사터가 있으나, 거기에 있는 석탑은 3층석탑이다. 九層浮屠는 이 석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만 층수가 다르게 기록되었는데, 이

는 층수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나, 현재의 상태가 도괴되었던 것을 1966년 복원한 것이라는 사실(최인선, 「月出山의 佛敎文化-佛像과 石塔을 중심으로-」, 『靈巖 

月出山 祭祀遺蹟』(木浦大學校博物館 學術叢書 第39冊), p.211)을 고려한다면, 혹시 당시에도 도괴되었던 상태에서 석탑 층수를 9층으로 파악하지 않았을까 생

각해볼 수도 있다. 여하간 층수는 차이가 있으나 석탑이 있다고 기록한 점에서 『東國名山記』의 신뢰성에 대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92 현재 도갑사 입구 도로변인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114-4번지에는 國長生이, 국장생 위치에서 서쪽 직선거리로 1km 떨어진 학림마을회관 동쪽인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9-32번지에는 皇長生이 위치하고 있다(李鐘哲·吳美順·宣英蘭, 1986, 「靈岩地方의 民俗資料」, 『靈巖의 文化遺蹟』, 國立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靈

岩郡, pp.337~339; 姜炫求, 1991, 「道岬寺의 國長生 銘文」, 『南佛會報』 창간호, 南道佛敎文化硏究會, pp.51~58; 강현구, 2001, 「道岬寺 國長生」, 『불교문화연구』 8, 

南道佛敎文化硏究會, pp.51~58).

93 성해응의 『東國名山記』는 그가 『硏經齋全集』 「山水記」 上·下를 짓고 우리나라 산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체계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위 기록을 첨삭하고 더욱 완

벽한 체제를 갖추어 재편한 것이다. 18~19세기 조선의 학문적 분위기에 따라 역사와 지리에 대한 고증학적 학문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의 산천과 국토를 철저히 

고증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산수기」는 대부분 경물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역사 사실과 일화의 기술에서도 산수에 얽힌 설화나 관련 역사적 사실, 

고적 등을 간결하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楊在星, 2009, 『硏經齋 成海應의 山水記 硏究-「東國名山記」를 중심으로-』, 嶺南大學校 大學院 碩士

學位論文, pp.85~87).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 35卷 全羅道 靈巖郡 佛宇條에 道岬寺 관련 기록에 “도갑사는 月出山에 있다. 道詵스님이 일찍이 주석한 곳이다. 

碑가 있는데 글자가 이지러져 가히 읽을 수 없다. 사찰 아래 어귀에 두 개의 立石이 있다. 그 하나는 國長生 세 글자가 새겨졌고, 다른 하나는 皇長生 세 글자가 새

겨졌다(在月出山道詵所嘗住也有碑字缺不可讀寺下洞口有二立石其一刻國長生三字其一刻皇長生三字)”라고 하여, 이지러진 비석이 어떤 것인지도 주목된다.

94 健陵香炭奉安所四標內禁護之地(李鐘哲·吳美順·宣英蘭, 1986, 「靈岩地方의 民俗資料」, 『靈巖의 文化遺蹟』, 國立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靈岩郡, p.338).

95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8, 『漢韓大辭典』 15, 檀國大學校出版部, p.389.

사진 3 월출산 용암사지 3층석탑(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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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96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원명 석비는 여러 가지 점에

서 매향비라고 할 수 있다. 비에 남아 있는 ‘呑藏’, ‘立處’, 

‘合香十束’ 등의 명문은 1차 자료로서, 이 석비의 성격을 

밝히는 중요 단서임에 틀림없다. 조선 후기 『東國名山記』

의 기록은 정원명 석비가 매향비임을 알려주는 방증 자료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도갑사 입구 금표석은 그 지역

의 향과 관련된 오랜 역사성을 나타내주는 자료이다. 이

들 자료들은 정원명 석비가 매향비임을 말해주는 역사적 

흔적인 것이다.

문헌상으로 전하는 매향비 중 최고(最古)의 예는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확인된다. 세종 4년(1422) 기

록에 統和 20년, 즉 1002년 신안 팔흠도(팔금도)에 있었

다고 전하는 비석이다.97 그 다음은 역시 탁본으로만 전

하는 고성 삼일포 매향비로, 至大 2년(1309)에 江陵道存

撫使 金天晧 등 9개지방의 수령들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실물로 현존하는 매향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말인 

1371년과 조선 초 1410년 두 개의 연대를 가지고 있는 영

암 입암리 매향비이다.98 

그에 비해 영암 정원명 석비는 貞元 2年, 786년 丙寅 

5月 10日에 조성된 것으로, 남북국시대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현존 매향비 중 最古의 비라는 점이다.99 가장 오

래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클 뿐 아니라 이른바 埋香 

의식 행위를 남북국시대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의 매향비는 고려 말~조선 초에 주로 확인되

었고, 건립 배경은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 말미암은 불안

정한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세구복적인 것

이었다.100 그러나 정원명 석비에는 건립 배경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다. 필자도 이 석비의 건립 배경에 대해 현

재로서는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견해가 없다. 이 점이 아

쉽지만101 매향비는 분명하다. 특히 조선 후기 문헌을 통

96 강현구는 그의 논문에서 이 금표석을 “1090년에 건립하여 건릉 축조 당시까지 도갑사 주변에 남아 있던 국장생을 비롯한 네 개의 표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이해하였다(강현구, 2001, 앞의 논문, p54).

97 주 7) 참조.

98 국립광주박물관·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20, 앞의 책, pp.282~295.

99 윤선태는 2001년 제61회 한국고대사학회 김창호의 「貞元二年銘猪坪靈巖鳩林里碑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에서, 고려 후기 많은 예가 확인되는 埋香碑와 같은 성격

의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비가 현존 최고의 매향비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윤선태, 2001, 앞의 토론문, p.2; 윤선태, 2005, 앞의 논문, p.132).

100 이해준, 1983, 앞의 논문, p.377.

101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埋香과 관련이 있을 것이지만, 석비에 기록된 人名을 보면, 대단한 지방의 유력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埋香을 하고 이에 대한 기록만 남겼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한편 土居邦彥(도이 쿠니히코)는 그동안의 매향비에 대한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향 행위

가 촌락의 연중행사가 아니고 사회불안을 극복하려는 내용이나 공동체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내용도 없으며, 비문에 나오는 미륵신앙이 민중들의 신앙을 반영

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매향 활동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활동이 아니고, 매향 활동 연구는 어떤 사람의 발원(자발적인 의지)으로 시작

하여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土居邦彥(도이 쿠니히코), 2003, 앞의 논문, pp.79~83).

사진 4   A: 도갑사 입구 삼거리 국장생, B: 동구림리 황장생, C: 금표석, (필자 촬영)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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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현재까지 문헌과 실물로 알려진 매향비는 신안 팔금도 매향비, 고성 삼일포 매향비, 정주 매향비, 사천 매향비, 사천 삼천포 암각매향명, 해미 매향비, 당진 안국

사지 암각매향명, 예산 효교리 매향비, 영광 입암리 매향비, 신안 암태도 매향비, 신안 고란리 매향비, 영암 엄길리 암각매향명, 영암 채지리 매향비, 해남 맹진리 

암각매향명, 장흥 덕암리 암각매향명 등 15개이다(국립광주박물관·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20, 앞의 책, p.295). 정동락은 18개의 매향비 현황을 소개하였다(정

동락, 2013, 「‘務安 南村 埋香碑’의 판독과 해석」, 『藏書閣』 29, pp.250~251 표 2 참조).

103 이해준, 1983, 위의 논문, p.377.

104 오윤희는 홍성 용오리[어사리] 매향비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는 인천 이흥렬씨가 소장하고 있다가(吳允熙, 1999, 「內浦地方의 埋香碑」, 『史學硏究』 58·59, p.663) 그의 아들

이 다시 인천으로 이사 갈 때 가지고 가서 아파트 문 앞에 세워 놓았다고 한다. 현재는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 중이라 한다(土居邦彥(도이 쿠니히코), 2003, 앞의 논문, p.98).

105 정경일, 1993, 앞의 논문, pp.92~94.

106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5卷 全羅道 靈巖郡 山川 月出山 ...(중략) 海商百口昔超海 山上神光遙望之...(하략)  

『高峯集』 第1卷 登九井峯四望. 蒼蒼 月出山. 海岸寔高峙(하략).

107 문안식, 2003, 「왕인의 渡倭와 상대포의 해양교류사적 위상」, 『韓國古代史硏究』 31, p.151에서 재인용. 변남주에 의하면 상대포는 서구림리 상대마을의 군서천

과 바다 갯고랑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다고 하였다(변남주, 2010, 『前近代 榮山江 流域 浦口의 歷史地理的 考察』,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6). 그 좌

표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N 34° 41′ 31.4″, E 126° 37′ 29.9″.

108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論 全羅道.  

...(중략)羅州西南爲靈巖郡郡處於月出山下月出山極意淸秀爲火星朝天南則爲月南村西則爲鳩林村並新羅時名村也地處西南海交角之上新羅朝唐皆於此郡海上發船

乘一日海至黑山島自黑山乘一日海至紅衣島又乘一日海至可佳島艮風三日乃至台州寧波府定海縣苟風順則一日可至南宋之通高麗也亦自定海縣海上發船七日可至

麗境登陸卽此地也唐時新羅人浮海入唐如通津要渡而舟航絡繹崔致遠金可紀崔承祐附商船入唐中唐制科

해서 실증되는 실물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15기 정도 알려진 매향비는102 모두 

해안가 혹은 해안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왕

의 연구에서 매향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해수(海

水)와 산곡수(山谷水)가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103 실제

로 현존 매향비에서 ‘○○浦’라는 명문이 확인되고 있다. 

고성 삼일포 매향비의 ‘埋□各浦’, ‘押戌縣 鶴浦口’, 영암 

엄길리 암각매향명의 ‘走乙罓□浦’, 해남 맹진리 매향비의 

‘座具浦’, 해미 매향비의 ‘吉述浦’,104 당진 안국사지 매향비

의 ‘天口浦’ 등이다.105 매향비가 이렇게 포(浦) 혹은 이와 

가까운 장소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원명 석비의 위치

도 주목된다. 왜냐하면 정원명 석비의 발견 장소가 서구

림리의 ‘비석거리’라고 하였지만, 그 인근에 고대 해상 교

역의 루트 중 하나였던 상대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석비

가 현재 상대포역사공원으로 이전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역

사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공원 내 조그

마한 호수에 불과하지만 고려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

도 월출산에서 내려다보면, 바닷물이 출렁이는 풍광이었

을 것이다. 실제로 고려 명종대 김극기와 조선시대 기대

승이 지은 시(詩)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월출산의 풍광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김극기는 <월출산(月出山)>이라는 시에서 “옛날 

海商 백 명이 바다를 넘어갈 때, 산 위의 神光을 아득히 

바라보았다”라고 하였고, 기대승은 월출산 구정봉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며 “푸르고 푸른 월출산, 바닷가에 높이 솟

았네”라고 하였다.106 김극기는 바닷가에서 우뚝 솟은 월

출산의 神光을 보았음을 묘사하였고, 기대승은 월출산 구

정봉에서 서쪽 바닷가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매향비의 

최적지가 海水와 山谷水가 만나는 지점이라 하였는데, 그

렇다면 정원명 석비의 원위치도 海水와 山谷水가 만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단 海水는 상대포로 생각된다. 상대포는 예부터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출발하였다는 설화의 장소로 전해

지고 있다.107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도 “月南村 서

쪽 鳩林村은 신라 때 이름 있는 마을로 서해와 남해가 만

나고 신라에서 唐으로 조공 갈 때 모두 이 고을 바닷가에

서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였다.108 월출산 남쪽에 월남사

지가 있는 월남촌이 있고, 그 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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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암군 1872년 지방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필자 수정)

그림 8  1911년 발행 영암 지형도상의 구림마을(1/50000, 국토지리정보원,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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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있으며,109 이 고을 바닷가는 상대포 주변을 의미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대포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

작된 학파농장 조성의 간척사업과 1972~1981년 시행된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영산강 하

구언 준공으로 말미암아 호수처럼 변하였다.110 하지만 

후대이긴 하나, 영암군의 1872년 지방지도에는 구림마

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있고(그림 7), 1911년 발행의 

1/50000 지형도도 마찬가지이다(그림 8). 실제로 일제강

점기 초기까지 서구림리 서쪽의 몽해리 아천포까지 젓배

들이 왕래하였다고 하니,111 그 동편인 구림마을도 사정은 

동일하였을 것이다(그림 9).

해수가 상대포라면 山谷水는 군서천으로 추정된다. 

군서천은 월출산의 지맥인 주지봉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죽정마을을 지나 서호정마을과 남송정마을 사이를 관통

하며 상대포에 이른다. 월출산의 지맥인 주지봉과 도갑

산 사이 계곡에서 발원하기 때문에112 山谷水로 충분히 생

각할 수 있다. 군서천이 최종적으로 상대포에 이르는 점

에서 군서천과 상대포 합류 지점의 주변 어딘가가 정원명 

109 구림마을은 서구림리와 동구림리의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된 마을을 칭하는 것으로, 구림권은 도갑리와 더불어 지남들(양장리, 모정리, 동호리 사이에 있는 들)

의 평야를 둘러싸고 발달한 마을들을 포함한다고 한다(조세인, 2009, 『영암 구림의 ‘상대포’와 해양신앙-6세기 말~10세기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2).

110 金京洙 編著, 1995, 『영산강 삼백오십리』, 향지사, p.339; 문안식, 2003, 앞의 논문, p.160; 조세인, 2009, 위의 논문, p.14.

111 金京洙, 2001, 『榮山江 流域의 景觀變化』, 全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p.99. 1911년 영암 지형도에도 구림 남서쪽에 鵝川이 표기되어 있고, 역시 바닷물

이 연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2 김경수는 군서천이 영암 군서면 도갑리 주지봉(해발 491m) 남동쪽 계곡 혹은 도갑리 39번지쯤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다(김경수, 1995, 위의 책, pp.176, 199). 

군서천은 도갑사에 이르러 동쪽에서 나온 지아낭골 물과 함께 도갑저수지에 담긴 후 북서류하다 구림 국장생이 있는 수박등 아래에서 두 갈래가 된다. 그 중 서

쪽으로 향한 내가 구림동네를 감돌아 흐르고 학산천과 만나는 곳까지 8km쯤 되며, 죽정마을 앞을 돌아 북쪽으로 내린 물은 구림교 밑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간

죽정과 회사정을 굽이 돌아 상대포를 지나 학산천과 합류된다(김경수, 1995, 위의 책, p.176).

그림 9 1918년 발행 영암군 지도(1/50000, 국토지리정보원,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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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비의 원위치라 할 수 있다.113

그렇다면 정원명 석비에 매향한 장소로 기록된 ‘偖

坪’은 어디이고, 석비가 세워졌던 원위치는 어디일까? 현

재 서구림리에 남아 있는 지명 중 서호정 서쪽에 있는 들

을 장사평(長沙坪)이라고 하는데,114 일제강점기 자료인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栗亭里前’이라고 나

온다(그림 10).115 여기서 栗亭里는 新興마을과 동일한 지

명이다.116 따라서 장사평은 신흥마을 서편이라고 해도 무

리는 없다. 그리고 장사평이 긴 모래가 있는 평평한 곳으

로 해석되고, 고지도나 일제강점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

럼 바닷물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모래톱이 형성되었을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장사평 또한 신빙성이 높은 지명

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偖坪’은 현재의 장사평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매향한 장소는 바다와 현 군서천이 

만나는 지점, 즉 현재로 말하면 서호정마을에서 신흥마을 

사이의 서편 어디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1). 이

곳이 바로 매향한 장소인 ‘偖坪’이 아닐까 한다.

그럼 정원명 석비가 세워진 곳은 어디일까? 앞장에

서 석비는 ‘서구림리의 비석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였

는데, 이곳은 서구림리 755-1번지(畓) 앞 도로상이었다고 

하였다(사진 5).117 현재 755-1번지는 없지만 755-4번지가 

상대포역사공원에서 북서쪽으로 110여m 떨어진 백암동

마을 입구에 해당된다(그림 11). 필자가 만난 마을 주민

은 <사진 5>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비석거리’라고 하였

는데, 755-4번지와는 불과 100여m 정도의 거리이다. 따

라서 755-4번지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 주변 전체를 ‘비

석거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

에 석비가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정원명 석비의 건립 장소는 마을 

주민들이 ‘비석거리’로 부르는 곳인 비닐하우스의 북쪽 구

릉 정상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11년과 1918년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면 당시 구림 앞, 

즉 지금의 서호정마을과 신흥마을 서쪽은 바닷물이 유입

되고 있어서, 석비는 당연히 마을 쪽에 있어야 된다. 그

리고 주변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석비가 있어야 비

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 정원명 석비의 반대편(서쪽)에 위치하는 엄

길리 암각매향명도 철암산 7부 능선에 있다. 이러한 조

건을 ‘비석거리’ 주변에서 찾으면, <사진 5>의 비닐하우

스 북쪽 구릉 정상부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그 구릉 일대는 북서-남동향의 지형으로 고개마

그림 10 『朝鮮地誌資料』에 보이는 長沙坪(국립중앙도서관, 필자 수정)

113 성해응의 『東國名山記』에 정원명 석비와 같이 소개된 엄길리 암각매향명 또한 은적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영암만 海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이해준, 

1988, 앞의 논문, p.135).

114 한글학회, 1983, 『한글지명총람』 15 (전남 Ⅲ), p.186.

115 윤여정, 2009, 『대한민국 행정지명』 제1권 전남·광주편, 향지사, p.554.

116 한글학회, 1983, 위의 책, p.186.

117 앞 장에서 석비는 ‘서구림리의 비석거리’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곳은 서구림리 755-1번지(畓) 앞 도로상이었다고 한다(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4, 도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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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현 정원명 석비 위치와 그 주변 지도(네이버지도, 필자 수정)

사진 5   정원명 석비 최초 발견 지점이라 전해지는 비석거리(빨간색 점선, 마을 주민 전언), (형광석, 2009, 앞의 논문, p.154, 사진1의 2020년 8월 현재 모습, 필자 촬영)

루임과 동시에 모정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이 고개가 당시의 구림마을과 다른 마을

을 가르는 자연 경계가 된다는 의미이다. 현재도 그 구릉 

일대에는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 민묘가 많이 조성되어 있

다. 자연 지리적으로 마을과 마을을 경계 지우는 구릉 정

상부이자 고개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면 어디에서나 한눈

에 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

원명 석비는 이 구릉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

다(그림 11). 『東國名山記』에 정원명 석비는 구림에 있다

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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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필자의 추정이다. 786년에 조

성된 석비의 원위치를 1200여년이 지난 지금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정원명 석비의 건립 위치

라고 추정한 곳도 ‘비석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 포괄적

인 범위에서는 석비가 발견된 ‘비석거리’에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상으로 정원명 석비가 매향비임을 밝히고, 매향한 

장소와 건립 위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정원명 석비

는 조선 후기 문헌 기록을 실증해주는 현존 最古의 매향

비였음을 알 수 있었다.

Ⅳ. 맺음말

영암에는 매향(埋香)과 관련된 유적이 여럿 확인되

고 있다. 1404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엄길리 암각

매향명이118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동쪽 직선 거리로 약 

3km 떨어진 서구림리에도 매향비로 알려진 석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정원명(貞元銘) 석비(石碑)이다. 이 석비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비에 새겨진 명문에 대

한 해석이 난해하기도 하였고, 명문에 대한 이견도 많았

다. 하지만 정원 2년(786년)이라는 조성 연대가 확실하고 

전남지역 최고(最古)의 금석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碑이기도 하였다. 

이 석비는 발견 직후부터 매향과의 관련성이 언급

되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진한 편이었다. 따라

서 필자는 이 석비가 매향비인지 명문을 재검토하였다. 

3D 스캔, 1995년 탁본 자료,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탁본

을 토대로 재검토한 결과, 4행 42자를 다음과 같이 판독

하였다. 

1행 貞元二年丙寅五月十日偖坪行呑藏內不忘

2행 立處有州夫梵 □ 合香十束

3행 入苑三人名力知 烏生 右

4행 仁開

1행   貞元 2年(786, 丙寅年) 5月 10日에 偖坪이라는 

곳에 가서 (향을) 안에 감추어 숨겼다. 잊지 마라.

2행   주(州)에 무릇 ‘梵 □’이 있는데 (그) 곳(處)에 

(비를) 세웠다. 十束의 香을 합하였다.

3행   동산에 (비석을 세우기 위해) 들어간 3인의 이름

은 力知 烏生 右이다.

4행 (세상이) 어질 때 열어라.

명문 판독에 있어서는 1행의 경우 ‘猪坪’을 ‘偖坪’으

로, ‘香’ 혹은 ‘谷’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3D 스캔을 통해 ‘呑’

자로, 2행에서는 이견이 많았던 여섯 번째~여덟 번째 글

자를 ‘梵 □’로 판독하였다. 3행에서는 그동안 미상으로 

보았던 두 번째 글자를 ‘苑’자로 추정하였고, 석비의 조성 

주체를 5명으로 이해하였으나, 3행의 세 번째 글자를 ‘三’

자로 판독하여 3명으로 보았다. 3명의 이름 중 ‘焉生’을 

‘烏生’으로 판독하였다.

정원명 석비의 명문 판독 결과, 향을 묻었던 장소, 

향의 수량이 기록된 매향비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

선 후기 문헌인 『東國名山記』에 “매향 立石이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이 석비가 매향비임을 분명

히 밝히고 있다. 고려 말~조선 초에 유행한 매향비에서 

자주 산견되는 ‘埋’ 혹은 ‘埋香’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呑

藏’이 이를 대신하여 ‘埋’자의 의미를 대신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대한 방증 자료는 남북국시대 금석문인 888년 

건립의 진감선사 대공탑비이다. 여기에는 ‘海岸植香’이라

118 국립광주박물관·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20, 앞의 책, pp.284~285. 엄길리 암각매향명은 조성 연대를 석가 열반 후 2349년 갑신년 8월 13일이라고 하였다. 

佛滅紀元에 대해서는 남방불교에서 전해온 기원전 544년설, 北方佛紀인 기원전 949년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같이 북방설을 따라 석가모

니 생몰 연대를 周 昭王 24년 甲寅(기원전 1027)에 태어나 周 穆王 53년 壬申(기원전 949)에 입멸한 것으로 본다(강삼혜, 2014, 「염거화상탑지와 탑에 대한 고

찰」, 『선림원종·염거화상탑지』, 국립춘천박물관, p.152). 한편 이해준은 1344년으로 추정하였다(이해준, 1988, 앞의 논문,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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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이 있어 ‘埋’자를 쓰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원명 석비에 ‘埋’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향비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정원명 석비가 매향비라는 방증 자료는 도갑사 어귀

에 있는 國長生 주변 禁標石의 명문에도 있다. 금표석의 

명문은 조선 후기 중흥의 군주였던 정조의 능, 즉 건릉(健

陵)에 사용되는 香炭을 월출산 도갑사 주변에서 마련하

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금표석에 새겨진 ‘香炭’은 

당연히 香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도갑사가 있는 

월출산 주변 지역이 香과 관련되어 오랜 역사성을 보여주

고 있다. 석비에 보이는 명문, 조선 후기 『東國名山記』의 

기록, 금표석의 명문 등, 이 모든 것이 정원명 석비가 매

향비임을 알려주는 역사적 흔적이다.

매향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세종 4년(1422) 기

록상으로만 전하는 1002년 신안 팔흠도(팔금도) 비이고, 

현존(現存)하는 것으로는 고려 말 1371년과 조선 초 1410

년 두 개의 연대를 보이는 영암 입암리 매향비이다. 이를 

고려할 때, 786년 조성된 정원명 석비는 조선 후기 문헌

과 그 문헌을 증명하는 실물로서 우리나라 최고(最古) 매

향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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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am’s ‘Jeongwon (貞元)’ stone monument, designated as the Jeollanam-do Cultural Heritage, is considered 

to be the oldest of  the epigraphs in Jeollanam-do. Immediately after the discovery, the possibility of  it being a 

Maehyangbi of  Memorial Inscriptions was mentioned and attracted attention. However, there is an absolute age of  

the ‘Jeongwon (貞元) of  2 years’ (786), so despite it is a relatively early epigraph (金石文), there are not many papers 

on the theme related to this stone monument. 

I believe that this stone monument is a Maehyangbi (埋香碑). While reviewing and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existing research, I decoded the text from the 42nd character of  the 4th line. As a result of  the review, that was 

conducted, it was confirmed that this stone monument is truly a Maehyangbi (埋香碑). In particular, it was recorded 

in the literature of  the late Joseon Dongguk-myungsanggi (東國名山記) that the letters of  the Maehyangbi (埋香碑) 

are not recognizable. However, it is clearly stated that this stone monument is a Maehyangbi (埋香碑). Although there 

is no common expression for ‘bury (埋)’ or ‘incense burial (埋香)’ in the traditional Maehyangbi (埋香碑), which were 

popular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it can be seen that it is a Maehyangbi (埋香碑) from the words “hide 

(呑藏)” and “10 bundles of  fragrant incense (合香十束)” that are engraved on the stone monument with the name 

‘Jeongwon.’ In other words, it is thought that it meant ‘hide (呑藏)’ instead of  ‘bury (埋)’. Circumstantial evidence for 

the monument of  Jingamseonsa (眞鑑禪師), built in 888, contains the an epigraph from the Unified Silla Era. There 

is a phrase on it that says ‘Plant incense on the shore (海岸植香)’ on the monument of  Jingamseonsa (眞鑑禪師), and 

it conveys its meaning without using the character ‘bury (埋)’. As a result of  the absence of  the character ‘bury (埋)’ 

on the stone monument with the name ‘Jeongwon’, it is not considered as a Maehyangbi (埋香碑). 

However, there is evidence that the stone monument with the name ‘Jeongwon (貞元)’ is in fact a Maehyangbi 

(埋香碑) and it is also in the Geumpyoseok (禁標石; Forbidden Stone) around Gukjangsaeng (國長生) and at the 

entrance of  Dogapsa Temple (道甲寺). The letters written on the gold sign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charcoal 

used to burn incense (香炭) at the royal tombs of  King Jeongjo (正祖) was produced around at Dogapsa Temple (道

甲寺) in Wolchulsan (月出山). Since the charcoal used to burn incense (香炭) is naturally related to incense (香), it has 

been shown that the area around Wolchulsan, where Dogapsa Temple is located, has a long history related to in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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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 The letters visible on the stone monument, the record of  Dongguk-myungsanggi (東國名山記)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letters on the Geompyoseok (禁標石; Forbidden Stone), all show that the stone monument with the 

name ‘Jeongwon (貞元)’ is a Maehyangbi (埋香碑).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arliest Maehyangbi (埋香碑) in existence is the Maehyangbi (埋香碑) in Yeongam (靈

巖) Ippam-ri (笠巖里), which has two dates from 1371 at the end of  Goryeo and 1410 at the beginning of  Joseon, the 

stone monument with the name ‘Jeongwon’ which was set up in 786, would be the oldest Maehyangbi (埋香碑) that 

we know of. In addition, there is a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Maehyangbi (埋香碑) is proven in the record of  

Dongguk-myungsanggi (東國名山記), a document from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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