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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산국(萇山國) 설화>에 나타난 

<장산국신화> 변과정과 건국신화  성격    

1)

 권 도 경 *

1. 문제설정의 방향

2. 장산국의 역사  실존성과 <장산국설화>를 통해 본 <장산국신화>의 향유배경

3. <장산국설화>에 나타난 <장산국신화> 형성과정과 건국신화  성격

4. 나오는 말

1. 문제설정의 방향

한국 건국신화에 한 일반화 된 상식 차원에서 보자면 부산은 건국신화가 부

재한 지역이다. <고구려신화>의 도시 평양, <백제신화>의 도시 서울․공주․부

여, <신라신화>의 도시 경주, <가야신화>의 도시 김해․고령․함안․고성․성

주․진주 등과 비교하자면, 이처럼 건국신화가 부재한 부산의 지역성이 더욱 명

확하게 드러난다. 건국신화의 공간  배경이 해당 건국집단의 통치권이 미치는 

역지역권의 심지라는 보편 인 사실에 근거할 때, 건국신화의 부재는 부산 

로컬리티의 기원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오늘날의 부산은 한민

국 제2의 도시이자 경상권 제1의 도시이지만, 메가폴리스로서의 부산이 지닌 

심성은 근  산업화 시기 이 으로는 소 될 수 없는 지역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다. 

* 우석 학교 교양 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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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삼국시  이 으로 가면 양상이 조  달라진다. 행 부산의 지리  

경계 내부에 심  거 을 둔 건국신화의 존재가능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바

로 재 부산 역시 해운 구 재송동 장산(萇山) 일 에 해져 오는 <장산국

(萇山國) 설화>1)이다.1) 행 <장산국설화>는 고선옥(高仙玉)이라는 여성 건국조

가 장산 일 에 장산국을 건국하기까지의 건국기(建國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장산국설화>가 <장산국신화>로 인정받기 해서는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장산국의 역사  실존성은 물론 텍스트 자체의 역사성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먼

, 장산국의 역사  실존성은 고  한국사 정사(正史)인 �삼국사기(三國史記)�2)2)

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같은 시기에 찬술된 �삼국유사(三國遺

事)�3)는3)물론 조선조 국가 편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4)․� 동지지(大東地志)�5)에서도4)장산국의5)역사  실존성에 한 기술 내

1)  <장산국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집은 �기장군지�(2001 기장군지편찬원회), �부산

의 당제�(2005 부산역시사편찬원회), �천년의 향기, 해운 이야기�(2011 해운구 청) 등이

다. 채록일시․채록자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재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이 에서 본 

고가 분석 상으로 삼은 각편은 �부산의 당제�수록본이다. �부산의 당제�에는 <장산국설

화>가 부산 역시 해운 구 재송2동의 당제유래설화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장산

국의 역사  실존성  <장산국설화>의 <장산국신화>로의 통시  변과정을 규명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단했다. 일반 으로 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설화 자료를 연구 상으

로 삼는데 있어서 지자체단체의 채록 자료 선택이 문제가 된 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산국설화>라고 해서 외가 될 수는 없다. 비록 <장산국설화>의 구술자와 채록자

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설화를 기재하고 있는 �부산의 당제� 편집 

 출  주체는 KCI 등재지 �항도부산�의 편집  출  주체이기도 한 만큼 학술 인 타

당성은 사 에 확보되어 있다고 본다.  

2)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甑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

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卷34, 雜誌3, 地理1, 梁州 東萊郡條; “居

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 爲干 時 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隣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幷呑之志 每年一度 集群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戱  時人稱爲

馬叔 兩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不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不意 以滅二國”, �三國遺事�

卷44, 列傳 第4.

3)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三十一主神文王代 永淳二年癸未(本文云元年 誤) 宰相忠元公 萇山

國(卽東萊縣 亦名萊山國) 溫井沐浴 還城次 到屈井驛桐旨野駐歇.”, �三國遺事� 卷3, 塔像

篇, 靈鷲寺條.

4) “古萇山國或云萊山國 新羅取之 置本居柒山郡 景德王改今名 高麗顯宗屬蔚州 (中略) 屬縣 

東平縣在縣南十里 本新羅大甑縣 景德王改今名 爲東萊郡領縣 高麗顯宗屬梁州 本朝太宗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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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삼국사기�6)와6) 동소이하다. 상기 사료들의 기술내용을 요약하자면 장산

국은 1세기경 신라 제4 왕인 탈해이사 (脫解尼師今)에 의해 령되어 거칠산

군(居漆山郡)으로 편재되었다가 8세기경 신라 제35 왕인 경덕왕(景德王) 때에 

동래군(東萊郡)으로 개편되었던 원삼국시  국가로 내산국(萊山國)7)으로도7)불

렸다고 한다. 장산국은 행 부산시 법정 행정동인 동래구 일 에 비정되는 지

역에 실존했던 원삼국시  국가 다는 것이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정립되기 이 의 원삼국시 는 기원  1세기부

터 기원후 3세기까지의 삼한(三韓) 시 를 일컫는 것으로, 각각 12개의 소국 연

맹체로 구성된 진한(辰韓)․변한( 韓)과 54개의 소국 연맹체로 구성된 마한(馬

韓)이 삼한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후 1세기부터 차 신라․

백제․가야의 역국가로 발 해간 경주의 사로국(斯盧國), 서울의 백제국(百濟

國), 김해의 구야국(狗倻國)이 삼한의 표 인 소국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 

年復來屬後復屬梁州 世宗朝復來屬 (中略) 郡名 萇山國 萊山國 居漆山郡 蓬萊縣 蓬山”, �新

增東國輿地勝覽� 卷23, 慶尙道 東萊縣 建置沿革條.

5) “本居漆山國一云萇山國古址在府東十里 (中略) 明宗二年陞都護府以本縣爲倭人往來初程”, 

�大東地志� 卷7 慶尙道 東萊 沿革.

6)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甑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

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卷34, 雜誌3, 地理1, 梁州 東萊郡條; “居

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 爲干 時 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隣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幷呑之志 每年一度 集群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戱  時人稱爲

馬叔 兩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不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不意 以滅二國”, �三國遺事�

卷44, 列傳 第4.

7) 지 까지 장산국은 행 부산 역시 동래구의 신으로서 내산국(萊山國)․거칠산국(居

漆山國)․독로국(瀆盧國)과 동일이칭(同一異稱) 국가로 규정되어 왔다. 다음의 선행연구

들이 이에 해당한다. 천 우, 1976 ｢진변 한제국(辰  韓諸國)의 치 시론(位置試論)｣ �백

산학보(白山學報)� 20;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1989 �부산시사� 1,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1991 �부산시사� 4,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허만성, 

1991 ｢가야 기 신라 계(伽倻初期 新羅關係)에서 본 경역(境域)에 한 고찰( 察)｣ 

�부산사학(釜山史學)� 28; 동래구지편찬 원회, 1995 �동래구지�, 동래구지편찬 원회; 

부산 역시 해운 구, 1996 �해운  민속�, 부산 역시 해운 구; 백승충, 2002 ｢삼한 시

 부산 지역의 정치 집단과 그 성격: 변진 독로국을 심으로｣ �항도 부산� 18; 선석열, 

2002 <가야 시  부산의 외 교류｣ �항도 부산� 18;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부산

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김병섭, 2008 �장산의 역사와 설�, 도서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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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는 무수한 성읍국가들이 존재해있었던 바, 부산과 지리 으로 가까

운 경남 지역권에는 창원의 탁순국(卓淳國),8)8)마산의 골포국(骨浦國),9)9)김천의 

주조마국(走漕馬國),10)10)사천의 사물국(史勿國), 함안의 칠포국(柒浦國),11)11)고성

의 고자국(古自國)12)12)등이 편재해 있었다. 장산국은 원삼국시  삼한의 여러 소

국들과 더불어 부산 지역에 실재했던 성읍국가 을 가능성이 있다. <장산국설

화>는 장산국이 이처럼 원삼국시  행 부산시 동래구 일 에 성읍국가로 성립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는 텍스트다. 비록 원형 그 로가 아니더라도 <장산

국신화>  기억이 담겨 있는 텍스트가 된다.     

여기서 고 ․ 세의 국찬(國撰) 정사․지리지의 기술 내용 로 장산국이 원

삼국시  부산 지역의 성읍국가로 확증되려면 고고학  근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만 한다. 재로서는 장산국의 역사  실존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유 ․유물이 

확증된 바는 없다. 다만, 고고학 으로 획기 인 유 ․우물 발굴들이 향유층에 

의해 허구 으로 창작된 설로만 알려져 왔던 이야기들을 따라 이루어졌던 사

례들이 많았음을 상기한다면, 장산국의 유 ․유물 한 언제가 되었든 <장산국

설화>가 하는 허구  기억을 따라 발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장산국이 원삼국시  부산 지역의 실존국가 다면, 장산국의 성읍국가

 성립기에 형성되었을 <장산국신화>는 장산국 건국주체의 건국 정당성과 통치

권 합리화를 해 실제의 건국기를 허구 으로 확장시킨 건국신화로 존재했을 

것이다. 장산국은 경주를 거 으로 한 신라가 삼국시  경상도권의 지역  심

성을 획득하기 이  시기인 원삼국시 에 부산에 존재했던 성읍국가로, <장산국

신화>는 건국집단의 통치 정당성은 물론 부산이 삼국시  이 에 지니고 있었던 

지역  자기 심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텍스트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장산국신화>는 비록 건국수도를 오늘날의 지역에 명확히 매칭 할 수는 없지만 

 8) 남정란, 2003 ｢喙己呑國, 南加羅國, 卓淳國의 滅亡｣, 한국교원 학교 석사학 논문; 김

미, 2005 ｢卓淳國의 성립과 외 계의 추이｣ �역사와 경계� 57.

 9) 남재우, 2008 ｢칠포국의 성립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61.

10) 안흥좌, 2016 ｢ 辰走漕馬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 38.

11) 태경희, 2007 ｢3세기 加耶交易體系의 變化와 浦上八國戰爭｣, 한국교원 학교 석사학 논문.

12) 조신규, 2014 ｢삼국시  고성지역 분구묘 연구｣, 창원 학교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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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최 의 건국신화가 되는 <단군신화>와 삼국의 건국신화 사이에 존재했던 

원삼국시  부산의 지역신화 던 것이 된다. 이 에서 <장산국설화>는 <장산국

신화>에 내재해 있었을 부산 지역민의 지역  자기 심성과 자부심의 편린에 가

장 가까운 텍스트이자, 해당의 허구  기억에 한 승을 통해 지역  자기

심성과 자부심을 재까지도 지속하고자 하는 부산 지역민의 의식  지향을 담

고 있는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장산국설화>의 출 이 고 ․ 세의 국찬 정사․지리지가 아니

라 근  이후에 발간된 군지(郡誌)․향토지(鄕土志)라는데 있다. 근  이후에 

이루어진 민속  채록의 결과물이지 장산국의 성립 시 에 존재했던 역사  실

체로서의 <장산국신화>에 등가물로 확히 비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장산국설화>는 장산국의 성읍국가  성립 이  시기의 기억을 담고 있는 텍스

트일 수도 있고, 장산국의 성읍국가  성립 이후 시기의 기억을 담고 있는 텍스

트일 수도 있다. 자에 따르자면  <장산국설화>는 행 부산 지역의 한 마

을 단 의 정치세력이 성읍국가 단 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을신

의 국가신화(國家神化)와 련된 텍스트일 수 있으며, 후자에 따르자면 이미 형

성된 성읍국가가 해체되어 다시 마을 단 의 정치세력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 신화(開村神話)와 련된 텍스트 일 수 있다. 혹은  <장산국

설화>는 자와 후자의 각 단계와 련된 기억이 여러 시 를 거치는 동안 추가

되어온 재  종합물일 수 있다. 

이 에서  <장산국설화>가 장산국이 마을 단 에서 성읍국가 단 로의 

성립 시 에 기록된 사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성읍국가 단 에서 다

시 더 큰 단 의 국가 단 에 속된 마을 단 로 해체된 시 에 기록된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구 으로 하다가  군지․향토지에 채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주목될 필요가 있다.  <장산국설화>는 장산국의 성읍국

가  성립  해체 과정에서 산생된 다기한 신화  기억들이 매 시 를 거치면

서 구 으로서만 상기․재생되는 과정에서 축 된 것을 에 와서 비로소 기

록한 종합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산국설화>에 장산국의 성립 과정과 

장산 주변 일  마을의 개  과정이 모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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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국설화>의 개방  축 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장산국설화>는 장

산 주변 일  마을의 개 시조(開村始祖)에 한 신화  기억으로 텍스트 기술 

내용이 마무리 되어 있지만, 개  시조가 원래는 고 ․ 세 사서에 역사  실

존성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장산국의 개국시조(開國始祖) 던 신화  기억을 

통시 으로 첩한 기반 에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실, 정사 사료에 기

술되어 있는 건국신화들의 부분이 이  시 에 존재했던 독자 인 다기한 신

격들을 부계(父系)․모계(母系)․조계(祖系)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

시  신화 축   종합의 결과물이다. 이때, 많은 경우 특정 건국신격에 한 

한 편의 텍스트로 편집되어 들어온 다기한  신격들의 독자 인 신화는 텍스

트 그 자체 인 역사  실존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정 건국신격에 

한 신성 념의 성립 이  단계에 존재했을  신격들의 독자 인 신화 텍스

트는 해당 건국신격에 한 신화 텍스트에 편재되어 축 되어 있는 신화  기억

의 변 과정을 추 할 때만이 재구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특정 건국신격에 

한 신성 념의 변과정은 해당 신격에 하여 매 역사  시기마다 통시 으

로 존재한 다기한 이본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론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건국신격에 하여 역사  단계마다 변형되며 존재했던 다기한 신화 이본들이 

물리 인 텍스트는 상실하고 그에 한 신화  기억만이 매 시기 구  단계에서 

개방 으로 덧붙여지는 축 의 과정을 거친 끝에 한 편의 인 기록물로 종

합되었다면, 이 한 편의 인 기록물은 해당의 특정 건국신격에 한 신화

 변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 건국신격에 

하여 매 시기마다 존재했던 신화  기억의 변이 과정이 여러 편의 신화  이본 

텍스트로 각편화 되지 않고 한 편의 텍스트 속에 추가 으로 축 되어 있거나, 

혹은 기왕에 여러 편의 이본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승과정에서 축 인 기

억으로 종합된 양상이 보인다면 한 편의 텍스트로부터 해당 건국신격에 한 신

화  변과정을 추출하는 것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장산국설화>의 역사  배경을 실증 으로 따져보기 

해 장산국의 역사  실존성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건국신화는 

역사와의 실증 인 상 성 속에서 성립된 장르인 만큼  <장산국설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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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장산국의 역사  실존성 확인은 필수 인 기반이 

된다. 본 고는 이를 바탕으로  <장산국설화>로 재편되기  단계의 <장산국

신화>가 지니고 있었을 건국신화  성격을 신화  변과정 고찰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재까지 <장산국설화>에 한 선행연구는 단 한 번도 제출된 

이 없었던 바, 본 고는 <장산국설화>에 한 최 의 연구라는 의의도 지니게 될 

것이다.

2. 장산국의 역사  실존성과 <장산국설화>를 통해 본 

<장산국신화>의 향유배경

<장산국설화>에 편재되어 있는 <장산국신화>의 기억을 추출하기 해서는 장

산국이라는 국가의 역사  실존성 검토가 선제 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장산

국의 실존성은 일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언 된 이래 조선조의 �신

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 동지지(大東地志)�에 이르기까지 실제 

역사  사 으로 흔들림 없이 기술되어 왔다. <장산국설화>의 건국신화  성격

을 규명함에 있어서 그 제  기반이 되는 장산국 자체의 역사  실존성 자체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산국의 실존성은 단일하지 않다. 장산국은 내산국(萊山國)․거칠산

국(居漆山國)․독로국(瀆盧國) 등 사서에서 다기하게 기술되어 있는 원삼국시  

여러 성읍국가들과 동일국가 혹은 동일권역으로 사서에 기술되어 있거나 혹은 

선행연구사에서 동일국가로 추정되고 있다. 내산국과 거칠산국은 각각 �삼국유

사�와 �삼국사기�에서 동일국가로 기술되어 있는 국가명으로 규정13)되어13)왔고, 

13) 천 우, 1976 ｢진변 한제국(辰  韓諸國)의 치 시론(位置試論)｣ �백산학보(白山學報)�

20;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1989 �부산시사� 1,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부산직할시

사편찬 원회, 1991 �부산시사�4,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허만성, 1995 ｢가야 기 신

라 계(伽倻初期 新羅關係)에서 본 경역(境域)에 한 고찰( 察)｣ �부산사학(釜山史

學)� 28; 동래구지편찬 원회, 1995 �동래구지�, 동래구지편찬 원회; 부산 역시 해운

구, 1996 �해운  민속�, 부산 역시 해운 구; 백승충, 2002 ｢삼한 시  부산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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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로국은 국 고 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지(魏志) 동이 (東夷傳)의 기술 

내용을 근거로 장산국과 동일국가로 추정14)되어 왔다.14) 

이처럼 기존 로 장산국이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과 동일이칭(同一異

稱) 국가가 되려면 이들의 거 지 한 단일해야 할 것인데, 장산국․내산국․

거칠산국․독로국과 련되어 있는 실제의 산악 자연지물과 유  인문지물은 단

일하지 않다. 장산국이라는 국가명에서 단 으로 확인되듯이 장산국의 산악지리

 거 은 장산이 되어야 할 것인데, 행 부산 역시 해운 구에 치해 있는 

동남권의 진산으로 부산 역시 해운 구 좌동(左洞)․ 동(中洞)․우동(右洞) 

유 과 해운 구 반여동(盤如洞) 반여동 고분군을 좌우 산기슭에 끼고 있는 반

면,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 치소의 이동 경로마다 조성되었다고 하는 복천동

고분군․연산동고분군15)과15)동래구에서 가장 연원이 오래된 유 인 낙민동․수안

동 패총은 부산 역시 동남권의  다른 표 인 진산인 윤산(輪山)이 서남쪽

으로 흘러내리면서 형성한 도심 구릉형 산악인 마안산(馬鞍山)․배산(盃山)․황

령산(荒嶺山) 산기슭과 분지에 치해 있다. 윤산은 장산과 나란히 행 부산

역시 동남권을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내달리는 진산이면서도 재송동과 반여동

을 끼고 그만큼의 지리  간극을 두고 있으며, 장산에 비해 윤산이 상 으로 

재송동과 반여동의 지리  지경만큼 서쪽으로 나아간 지 에 치해 있다. 장산 

자락을 심으로 한 부산 역시의 법정행정동은 장산 우측의 좌동․우동․재송

과 장산 좌측의 반여동․재송동으로, 윤산과 윤산 산맥권의 마안산․배산․황령

산 자락의 복천동․연산동․낙민동․수안동 일 와는 원삼국시  소국 형성  

발  기반이 구분되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 까지 장산국과 

동일 거 의 원삼국시  소국으로 언 되어온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이 행 

부산 역시 동래구 낙민동( 民洞)․수안동(壽安洞) 소재 동래패총(東萊貝塚), 

정치 집단과 그 성격: 변진 독로국을 심으로｣ �항도 부산� 18; 선석열, 2002 ｢가야 시

 부산의 외 교류｣ �항도 부산� 18;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부산의 당제�, 부

산 역시사편찬 원회; 김병섭, 2008 �장산의 역사와 설�, 도서출  국제.

14) 백승충, 2002 ｢삼한 시  부산 지역의 정치 집단과 그 성격: 변진 독로국을 심으로｣ �항

도 부산�18.

15)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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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복천동(福泉洞) 소재 복천동고분군, 연제구 연산동(蓮山洞) 소재 연산동

고분군 등을 거 으로 한 것16)이16)확실하다면, 행 부산 역시 해운 구 좌동

(左洞)․ 동(中洞)․우동(右洞) 유 과 해운 구 반여동(盤如洞) 고분군을 거

지로 하여 장산을 끼고 있는 장산국은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과 별개의 소

국일 가능성이 크다. 

장산국과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의 거 지가 상호 다르다면, 장산국의 독

자  존재성을 확실히 하기 해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 간의 역사  차별성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독로국은 탁류인 독(瀆)의 나라 혹은 독(瀆)의 

하천이라는 뜻으로 수 강의 탁류가 범람하는 동래 일 를 구독(溝瀆)의 나라 

혹은 구독(溝瀆)의 하천이라는 의미로 음독하면 ‘동내’가 되고 이것이 다시 미칭

으로 변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동래(東萊)’라는 설17)이17)가장 주류를 이룬

다. ‘독(瀆)’과 ‘로(盧)’를 훈차하면 제철제련의 물(水)과 불(火)이 되므로 삼한

시  제철유물이 거 확인되는 행 동래 일 에 독로국이 비정된다는 18)
18)

도 존재한다.

상기 기존 제설에서 놓치고 있는 은 독(瀆) 즉, 물과 련된 수신 념이다. 

애  장산국이 장산을 심으로 한 산신신앙(山神信仰)과 한 연 이 있었던 

것처럼, 독로국은 수신신앙(水神信仰)과의 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래 독

(瀆)은 국가에서 신성제의를 올리던 큰 하천이나 나루를 지칭하는 단어19)로19)통

일신라시 에 4독이 설정되었던 바, 동독(東瀆)은 일군 흥해면 곡강강(曲江

川), 남독(南瀆)은 지 의 양산군 황산강인 황산하(黃山河), 서독(西瀆) 지 의 

공주 강인 웅천하(熊川河), 북독은 지 의 한강인 한산하(漢山下)20)에20)비정된

16) 의 논문.

17) 정 환, 2000 �가야사 연구�, 혜안; 백승충, 2002 ｢삼한 시  부산 지역의 정치 집단과 그 

성격: 변진 독로국을 심으로｣ �항도 부산� 18; 유우창, 2007 ｢고  부산 지역사 연구 

황과 과제｣ �항도 부산� 23.

18) 의 논문 참조.

19) 한국고 용어사  편찬 원회, 2001 �한국고 용어사 �, 세종 왕기념사업회.

20) 채미하, 1994 ｢신라 명산 천제사의 사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최 식, 

1994 ｢신라 사․ 사․소사의 제장연구｣ �역사민속학� 4;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

사와 왕권�, 혜안; 채미하, 2008 ｢신라의 사해와 사독｣ �역사민속학� 26; 박승범, 2015  



52·한국문화 86

다. 이 에서 남독인 황산강은 낙동강의 옛이름으로, 황산강 수계의 최남단에 

바로 정약용이 독로국의 옛비정지로 지목했었던 거제도가 치21)해21)있기에는 지

리 으로 거리가 멀게 된다. 

반면, 낙동강 수계 에 행 부산 역시역권에 포함되는 부분은 북구 화명

동․북구 덕천동․강서구 2동․사상구 삼락동․사상구 엄궁동․사하구 하단

동 등이다. 낙동강이 끄트머리에 치한 사하구 하단동에서 을숙도를 거쳐 남해

로 흘러들어가기까지 이 낙동강변 수로는 기다란 독로(瀆路)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독의 나라인 독로로 불릴 만하다. 북구 화명동과 북구 덕천동에서 발견

된 고분군은 4세기 가야계의 것22)이라22)�삼국지(三國志)� 지(魏志) 동이 (東

夷傳)이 하는 바,23)23)변진( 辰) 12소국 에 속하되 왜( 倭) 교류의 한반

도 창구 역할을 했었던 독로국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거 지가 된다. 실제로 

화명동 고분군은 서쪽으로 500미터 지 에 낙동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는 넓은 충 평야가 발달24)해24)있어 소국 단 의 취락지 발달에 합하며 고분군 

좌우에는 해발 50미터 높이의 구릉이 자리하고 있어서 방어지물 구축에도 유리

하다. 게다가 낙동강을 건 면 바로 변진 12국의 총 국인 변진구야국( 辰狗倻

國)의 거  김해평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변진 12국의 외 개무역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독로국의 거 지로 최 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화명

동 고분군 지역 인근에는 조개무지․바 집터 유 과 함께 돌무지무덤도 발견25)
25)

된 율리패총이 치하고 있기 때문에 4세기 가야계 소국의 오래된 기원까지 소

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게 되면 독로국은 김해평야와 낙동강을 사

이에 두고 행 부산 역시 북구 낙동강 수로 주변 충 평야에 자리했던 4세기 

｢신라 사독의 치와 그 제장의 성격｣ �신라사학보� 33.

21) 丁若鏞, �我邦疆域 � 卷2, < 辰別 >.

2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고고학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정학․정징원, 1979 �부

산화명동고분군�, 부산 학교박물 .

23) “ 辰> 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 辰韓同. 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

戶西. 其瀆盧國 倭接界.”, �三國志� ｢魏書｣ 卷30, <烏桓鮮卑東夷傳>.

24) 김정학․정징원, 1979 �부산화명동고분군�, 부산 학교박물 .

25) 김정학․정징원, 1980 � 곡동율리패총(金谷洞栗里貝塚)�, 부산 학교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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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 가야계 소국이 되기 때문에, 부산 역시 해운 구 좌동․ 동․우동 유

과 해운 구 반여동 고분군을 심으로 발 했던 장산국과 동일한 국가가 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내산국이다. 내산국은 “장산국이 곧 동래 (東萊縣)인데 내산국이라

고도 한다.”26)는26)�삼국유사� 기록과 “동래 은 옛날의 장산국 혹은27)내산국”27)이

라고도 한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 내용 때문에 지 껏 장산국과 동일시

되어 왔다. 새롭게 주목해야 할 지 은 �삼국유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공

히 내산국을 통일신라시 의 동래 에 비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래 이란 

지명은 원래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설치되었던 동래군(東萊郡)이었던 것이 고

려 건국이후의 행정구역 재편28)
28)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동래군에서 동래 으

로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 계 재배치로만 끝난 것이 아니어서 읍치가 행 

수 강 일 에서 행 동래읍성 일 로 바 는 치소이동29)까지29)포함한 것이었

다. 고려 건국이후의 동래 은 행 수 강 주변이 아니라 행 동래읍성 주변

이었던 것이 되는데, 이 게 되면 장산국과 내산국은 동일국가명이 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장산국의 거 지인 반여동․재송동은 수 강의 동안변(東岸邊)으

로, 동래구 복천동․안락동․명륜동․칠산동․명장동에 걸쳐있는 동래읍성과 동

일한 정치행정의 거 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수 강의 서안변(西岸邊)은 행 동래구 연산동의 배산(盃山)에서 황령

산(荒嶺山)으로 이어지는 산 기의 동쪽편에 치한 평지 지역으로 배산․황령

산 일 의 연산동 고분군을 끼고 있다. 연산동 고분군은 8세기까지30)축조30)된 것

26) “萇山國, 卽東萊縣, 亦名萊山國.”, �三國遺事� 卷3, <塔像篇>, 靈鷲寺條.

27) “古萇山國, 或云萊山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3, 慶尙道, 東萊縣條.

28)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1989 �부산시사� 1,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이원균, 2000 �부

산의 역사�, 늘함께.

29)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1991 �부산시사� 4,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동래구지편찬

원회, 1995 �동래구지�, 동래구지편찬 원회; 김 철, 2018 ｢고려시  동래 의 치소(治

所)와 치소성｣ �한국 세고고학� 3.

30) 김두철, 2014 ｢신라․가야의 경계로서 경주와 부산｣ � 남고고학� 70; 김 민, 2015 ｢연

산동고분의 특질과 의미｣ �항도부산� 31; 김두철, 2016 ｢高塚古墳時代의 蓮山洞古墳群｣ 

�고고 장� 19; 김두철, 2017 ｢연산동고분군과 고  부산｣ �항도부산� 34; 유우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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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757년 경덕왕조에 설치된 수  일  동래군 치소지에 완 히 응

될 수 있게 된다. 10세기 고려 건국과 함께 이루어진 동래  설치와 함께 기존 

동래군의 연산동 치소지가 북진하여 동래읍성 일 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이는 

수 강 서안변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 강 동안변의 정치행정 권역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동래읍성이 치한 복천동․안락동․명륜동․칠산동․명장동은 2세기부

터 7세기까지 축조31)
31)된 복천동 고분군이 자리해 있는 곳이다. 10세기 고려 건

국과 함께 7세기 이 에 수 강 서안권의 치소 던 복천동 고분군 일 가 다시 

수 강 서안권역의 심지로 떠오름에 따라, 8세기 통일신라의 경덕왕조에 수

강 서안권역의 치소로서 부상했던 연산동 고분군 일 는 수 강 서안권역의 

심지에서 려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세기 이 까지 복천동 고분군 일 를 

심으로 하던 치소가 8세기 이후 연산동 고분군 일 로 이동했다가 다시 10세

기 이후 복천동 고분군 일 로 고정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떤 경우이든 수 강 

서안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여동․재송동 고분군에서 좌동․ 동․우동 

벨트로 이어지는 수 강 동안 권역과의 역사  기원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수 강 동안권과 수 강 서안권은 각각 장산국과 내산국의 역사  존망

사에 기원을 지역 것으로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부분은 거칠산국이다. 거칠산국은 8세기 통일신라 경덕왕조에 단

행된 거칠산군의 동래군 재편 이  단계인 신라의 거칠산군 설치 시 의 치소가 

치해 있던 원삼국시  소국으로 보인다. 신라의 거칠산군(居漆山郡) 설치는 1

｢가야사 속의 ‘연산동고분군’｣ �항도부산� 34; 심 철, 2017 ｢ 남지역(嶺南地域) 고총고

분(高塚古墳)의 지역성(地域性)과 연산동(蓮山洞) 고총고분｣ �항도부산� 34; 선석열, 

2017 ｢6세기 후 신라의 지방통치와 연산동고분군｣ �항도부산� 34.

31) 부산 학교박물 , 1990 ｢東萊福泉洞 古墳群 第3次 調査槪報｣ � 남고고학� 7; 최병 , 

1993 ｢신라고분 편년의 제문제: 경주․월성로․복천동․ 성동고분의 상 편년을 심

으로｣ �한국고고학보� 30; 김 환, 2003 ｢부산지역 가야설의 검토｣ � 남고고학�

33; 井上主稅, 2005 ｢倭系遺物을 통해 본 가야 세력의 動向｣ �한국고고학보� 57; 박

천수, 2008 ｢近畿地域 出土 三國時代 土器를 통해 본 韓․日關係｣ �한국고 사연구� 49; 

박천수, 2010 ｢新羅 加耶古墳의 曆年代｣ �한국상고사학보� 69; 김태식, 2010 ｢新羅와 前

期 加耶의 關係史｣ �한국고 사연구� 57; 김두철, 2011 ｢加耶․新羅古墳의 年代觀｣ �고

고 장� 9;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嶺南 古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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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탈해왕(脫解王)의 거칠산국 정복32)과32)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1세기 탈해왕조에 설치된 거칠산군의 치소는 8세기 경덕왕조에 재편된 동래근의 

치소와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세기 고려조에 이루어진 동래  재편 때 

치소가 동래군 때의 수 강 일 에서 동래읍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미루어, 8세

기 경덕왕조에 이루어진 동래군 재편 때도 원래의 거칠산군 치소를 수 강 일

로 바꿨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세기 동래군의 수 강 일  치소 설치 

이 , 1세기 이후부터 7세기까지 거칠산군의 치소로 존재할 수 있었던 지역은 2

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분군이 축조되어 있는 복천동 일 밖에는 없다. 실제로 

복천동 고분군이 치해 있는 마안산은 옛이름이 칠산(漆山)33)이고,33)이 칠산은 

복천동이 걸쳐 있는 동래읍성의 뒷산으로 행 동래구의 주산이다. 복천동과 함

께 복산동(福山洞)을 이루며 동래구의 심지를 구성하고 있는 칠산동(漆山洞)

에는 3세기부터 5세기까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칠산동 고분군이 치해 있는

데, 칠산동 고분군은 가야의 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3~5세기 

형동기(巴形銅器)가 출토34)되기도34)했다. 1세기 이후부터 7세기까지의 거칠산

군 시 의 치소를 복천동 고분군과 칠산동 고분군이 치한 동래읍성 일 에 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세기 탈해왕의 거칠산군 치소 설치가 복천동․칠산동 일 에 이루어진 것은 

거칠산군의 신인 거칠산국이 복천동․칠산동을 거 으로 하던 원삼국시  소

국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8세기~9세기 동래 은 통일

신라왕조의 본격 인 안돈과 함께 치소지를 기존의 옛거칠산군 거 인 복천동․

칠산동에서 새로운 곳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선택된 거칠산국과 별개 소국 기

원의 거 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수 강 서안변의 표 인 심권역이 옛 거

칠산국 거 지인 복천동․칠산동 일 와 내산국의 거 지인 연산동 일 밖에는 

32)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境, 頗爲國

患, 居道爲邊官, 潛懷幷呑之志, 每年一度, 集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戱 , 時

人稱爲馬技, 兩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三國史記� 卷44, 烈傳 4, <居道傳>.

33) 국토지리정보원, 2011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34) 경성 학교 박물 , 2000 �김해 성동고분군� (I), �경성 학교박물  연구총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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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8세기 통일신라왕조의 동래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택된 치소는 

기존의 옛거칠산국 거 지인 복천동․칠산동이 아닌 옛내산국의 거 지인 연산

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탈해왕조에 설치된 행 동래구 일  행정구역명이 거칠

산군이었던 것은 옛거칠산국의 거 인 복천동․칠산동을 그 로 치소로 계승했

기 때문이며, 경덕왕조에 개편된 동래구 일  행정구역명이 동래 이었던 것은 

옛내산국의 거 인 연산동 일 를 치소로 계승했기 때문에 내산국에서 이름을 

딴 동래 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역시 어떤 경우이든 복천동․칠산동을 거

으로 했던 거칠산국은 좌동․ 동․우동에서 반여동․재송동에 이르는 벨트를 

거 으로 했던 장산국과는 차별화 되는 기원을 가진 원삼국시  국가가 된다고 

규정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장산국이 형행 부산 역시의 지리  범주 내에서도 각각 별개의 소단

 지리  거 을 심으로 발 한 원삼국시  소국이라면, 내산국․거칠산국․

독로국의 지리  거 인 마안산․거칠산․배산 일 과 지리 으로 분리되어 있

는 장산 기슭의 재송동에서 하는 <장산설화>는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의 

일명 <내산국신화>․<거칠산국신화>․<독로국신화>와 다른 별개로 존재했던 <장

산국신화>의 설화화 된 텍스트일 수 있다. 통 으로 장산국과 동명이칭의 국

가로 인식되어온 국가는 많지만 설화화 된 건국신화의 흔 은 장산국과 련된 

것 뿐이라는 사실은 장산국의 거 지인 부산 역시 해운 구 일 와 내산국․거

칠산국․독로국의 거 지인 부산 역시 동래구 일  에서 신라의 패권지로 편

입되기 이 의 원삼국 시기에 각각 <가야신화>와 <신라신화>를 성립시켰던 가야

국․사로국와 동일층 에서 건국신화를 발 시켰던 것은 장산국이 치해 있었

던 부산 역시 해운 구 일 가 된다는 것을 말해 다. 거꾸로 말한다면 <장산

국신화>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장산국설화>의 존재는 부산 역시 해운 구 일

의 장산국이 비록 원삼국시  가야국과 사로국 사이에 끼여 있던 약소국이었다 

하더라도, 어도 가야국․사로국이 지녔던 원삼국시  성읍국가의 독자성을 부

산 역시 해운 구 일 의 장산국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 원삼국시  

독자  성읍국가로서의 정체성은 같은 부산 역시역권 소속이었더라도 건국신화

가 없었던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은 지니지 못했던 것으로서, 부산 역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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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원삼국시 에 지니고 있었던 지역  상에 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

로 <장산국설화>로 설화화 되기 의 <장산국신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산국․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 에서 가장 국가  연원이 오래 

된 것은 구석기 시 부터 주거지가 되었던 장산국으로 보인다. 독로국의 주된 

거 지인 화명동은 그 시원이 신석기 시  이상으로 거슬러 오르지 못하고, 내

산국․거칠산국의 경우는 이들 소국들의 거 으로 비정되어온 동래구 일 가 가

장 오래 된 낙민동․수안동 소재 동래패총조차도 기원후 1세기경인 철기시 를 

넘어 소 되지 못하기 때문35)이다.35)1세기부터 3세기 기 삼국시  유 인 낙민

동․수안동 패총을 제외하고 동래구 소재 내산국․거칠산국 거  유 으로 추정

되고 있는 유 은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과 연제구 연산동 고분군인데, 자의 

복천동 고분군의 경우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축조된 것36)이고,36)후자의 연산동 고

분군의 경우 5세기부터 8세기까지 축조된 것37)이다.37)반면, 장산국의 거 이 치

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장산 기슭의 좌동․우동․ 동 유 지와 반여동 고분

군  좌동․우동․ 동 유 지의 축조 연 는 기원  2만년에서 1만 5,000년 

35) 김원룡, 1973 ｢철기문화｣ �한국사� 1, 국사편찬 원회; 국립 앙박물 , 1998 �동래낙민

동패총�, 국립 앙박물 ; 부산시립박물 , 1998 �부산의 삼한시  유 과 유물� Ⅰ․Ⅱ, 

부산시립박물 복천분 ; 앙문화재연구원, 2004 �동래 낙민동 패총�, 앙문화재연구

원; 조태섭, 2013 ｢동래 낙민동 유물로 본 철기시  연모의 제작방법｣ �고고학� 2.

36) 부산 학교박물 , 1990 ｢東萊福泉洞 古墳群 第3次 調査槪報｣ � 남고고학� 7; 최병 , 

1993 ｢신라고분 편년의 제문제: 경주․월성로․복천동․ 성동고분의 상 편년을 심

으로｣ �한국고고학보� 30; 김 환, 2003 ｢부산지역 가야설의 검토｣ � 남고고학�

33; 井上主稅, 2005 ｢倭系遺物을 통해 본 가야 세력의 動向｣ �한국고고학보� 57; 박

천수, 2008 ｢近畿地域 出土 三國時代 土器를 통해 본 韓․日關係｣ �한국고 사연구� 49; 

박천수, 2010 ｢新羅 加耶古墳의 曆年代｣ �한국상고사학보� 69; 김태식, 2010 ｢新羅와 前

期 加耶의 關係史｣ �한국고 사연구� 57; 김두철, 2011 ｢加耶․新羅古墳의 年代觀｣ �고

고 장� 9;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嶺南 古學� 70.

37) 김두철, 2014 ｢신라․가야의 경계로서 경주와 부산｣ � 남고고학� 70; 김 민, 2015 ｢연

산동고분의 특질과 의미｣ �항도부산� 31; 김두철, 2016 ｢高塚古墳時代의 蓮山洞古墳群｣ 

�고고 장� 19; 김두철, 2017 ｢연산동고분군과 고  부산｣ �항도부산� 34; 유우창, 2017 

｢가야사 속의 ‘연산동고분군’｣ �항도부산� 34; 심 철, 2017 ｢ 남지역(嶺南地域) 고총고

분(高塚古墳)의 지역성(地域性)과 연산동(蓮山洞) 고총고분｣ �항도부산� 34; 선석열, 

2017 ｢6세기 후 신라의 지방통치와 연산동고분군｣ �항도부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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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까지 소 38)된다.38)장산을 심으로 한 장산국 쪽이 내산국․거칠산국․독로

국 쪽보다 연원이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비록 내산

국․거칠산국․독로국 간의 미시 인 동이(同異) 계는 추가 인 유  발굴  

분석에 의해 달리 규정될 수 있을 지라도, 부산 역시 해운 구 장산을 거 으

로 한 장산국과 부산 역시 윤산․마안산․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은 국가단

의 차별 인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  성장한 소국들로 자가 후자에 비해 

먼  성립되어 발 한 원삼국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산국의 지리  기반인 장산은 정산(金井山)에 이어 부산 역시에서 두 번

째로 높은 진산이자 해운  일 에서 가장 높은 주산이다. 해당 지역민의 숭앙

을 받아온 주산으로, 별칭은 상산(上山)39)이다.39)상산이라는 이름은 해운  일

에서 가장 높은 산이어서 붙은 것으로 보이며, 순우리말로 웃뫼라고도 불렸다. 

이 장산에 치해 있었던 원삼국시  성읍국가가 바로 장산국인데, 장산의 별

칭인 상산의 이름을 따서 우시산국(于尸山國)으로도 불렸다.40)40)시(尸)를 음차한 

“ㅅ”을 바로 앞 자인 “우”에 연음시키면 “웃산” 즉 “웃뫼”인 “상산”이 되어 장

산의 이칭인 상산과 같은 단어가 된다. 장산국의 별칭인 우시산국이 행 부산

역시동래구 일 의 표 인 원삼국시  소국으로 알려져있는 거칠산국과 함

께 부산권의 성읍국가 다는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44 열 (列傳) 

제4의 <거도 (居道傳)>에 시되어 있다. 

38) 부산 역시립박물 , 1997 �부산의 선사 유 과 유물�, 부산 역시립박물 ; 부산 역시

립박물 , 2001 �좌동․ 동 구석기 유 �, 부산 역시립박물 ; 연세 학교 출 부, 

2002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 연세 학교 출 부; 장용 , 2007 �한국 후기 구석기의 

제작 기법과 편년 연구�, 부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복천박물 , 2008 �해운  좌

동 유 -B․C지구�, 복천박물 .

39)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1989 �부산시사� 1, 부산직할시사편찬 원회; 부산 역시사편

찬 원회, 1997 �부산 지명 총람� 3,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8 �부산의 자연 마을 3: 해운 구․기장군(Ⅰ)�,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국토지리

정보원, 2011 �한국 지명 유래집: 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40) 각주 39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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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거도(居道)는 성이 해지지 않고 어느 곳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탈해 

이사 (脫解尼師今) 때 벼슬을 하여 간(干)이 되었는데, 이때 ㉮우시산국(于尸山

國)과 ㉯거칠산국(居柒山國)이 이웃 경계에 끼어있어서 자못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거도가 변경 리로서 그 나라들을 병합하려는 뜻을 은근히 품고 매년 한 

차례씩 장토(張吐) 들에 말떼를 모아 놓고 병사들을 시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즐

기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마숙(馬叔)’이라고 불 다. 두 나라 사람들은 익

히 본 일이라서 신라의 일상 인 행사라고 여기고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에 거도가 병마를 출동시켜 불의에 그들을 공격하여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41)41)

일반 으로 상기 [자료1]의 기사는 기원후 1세기경 신라의 탈해이사 이 거도

(居道)란 인물을 등용하여 오늘날의 경상북도 덕군 해면 혹은 울산 역시 

울주군 웅 면에 비정되는 지역을 령한 기사로 규정42)되어42)왔다. 경상북도 

덕군 해면이 고구려 때에 우시군(于尸郡)이었고, 울산 역시 울주군 웅 면의 

옛지명이 우불산(于佛山) 아래에 있다 하여 우화 (于火縣)이었다는 지명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자료1]-㉮의 우시산국이 행 울산 역시 지역권이었다는 것

이다. 이사부(異斯夫)가 기원후 6세기 에 거도의 마숙(馬叔) 법을 모방하여 

가야국을 령하고 연이어 지증왕 13년에 모형사자 법으로 오늘날의 울릉도인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하 다는 �삼국사기� 권제44 열  제4의 <이사부 > 기사

를 들어 상기 [자료1]의 기원후 1세기 우시산국 령 기사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기는 하나, 우시산국이 행 울산 역시역권이라는 사실은 확고히43)유지43)되고 

41) “居道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隣境, 頗爲國

患, 居道爲邊官, 潛懷幷呑之志, 每年一度, 集群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戱 , 

時人稱爲馬叔, 兩國人習見之, 以爲新羅常事, 不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不意, 以滅二國”, 

�三國史記� 卷44, 列傳 第四, <居道>.

42) 김철 , 1962 ｢신라상고세계(新羅上古世系)와 그 기년(紀年)｣ �역사학보(歷史學報)� 1

7․18; 천 우, 1976 ｢삼한(三韓)의 국가형성(國家形成) 상(上)｣ �한국학보(韓國學報)� 2, 

일지사; 최병운, 1982 ｢서기(西紀) 2세기경(世紀 ) 신라(新羅)의 역확 (領域擴大)｣ 

� 북사학(全北史學)� 6; 최충기, 2011 ｢于尸山國의 형성과 변천｣ �新羅史學報� 23.

43) 선행연구사에서 략 으로 합의되고 있는 울산 역시역권 우시산국에 한 신라의 

령 시기는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이다. 이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김태식, 2010 ｢新羅와 前期 加耶의 關係史｣ �韓國古代史硏究� 57; 백승옥, 2011 ｢고  울

산의 역사 지리  성격과 朴堤上｣ �한일 계사연구� 38; 김창석, 2015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 �도서문화� 45; 최수형, 2015 ｢울산 약사동 북동유  삼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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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6세기 의 이사부가 1세기 거도의 마숙 법을 모방하여 가야국을 

령했다는 <이사부 >의 기사44)
44)때문에 [자료1]의 신빙성 자체가 부정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안가에서 군사로 하여  말달리기 풍습을 시연하게 

하여 국의 경계심을 푼 뒤에 해당 풍습을 시연하는 척하다가 상 국을 령했

다는 거도의 마숙 법을 6세기 뒤의 이사부가 가야국 정벌에 활용하는 것은 얼

마든지 가능하다. 1세기에 병합했던 지역과의 령 계가 느슨해 졌다면 다시 6

세기 후에 인근 지역권 체를 정복하면서 재 령하는 일은 사료상에서 다반사

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빙성이 의심되어야 할 부분은 애 에 상기 [자료1]-㉮의 우시산국이 

정말로 행 울산 역시역권에 치하고 있었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우시산국이 울산 역시역권으로 비정되게 되면 행 부산 역시역권인 거칠

산국과의 상호 거리가 경상남북단으로 무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료1]의 

기술 내용처럼 우시산국이 거칠산국과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어서 1세기의 거도

가 한꺼번에 령할 수 있었다면, 우시산국은 울산 역시역권이 아니라 행 부

산 역시역권에 치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된다. 상산국, 즉 웃뫼국으로도 불

렸던 장산국이 [자료1]-①의 우시산국이라면 거칠산국과 같은 부산 역시권에 

치하기 때문에 1세기 탈해왕조에 거도가 거칠산국과 함께 우시산국을 정복하

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게다가 장산의 해발 550미터 지 에에는 연원이 오래된 축석(築石) 우물을 

심으로 넓고 편평한 습지가 펼쳐져 있어서 원삼국시  고산 부족국가의 발원지

의 가능성이 제기45)된45)바 있다. 경주 나정(蘿井)처럼 고  우물은 신성 제의구

고분군의 변천과 성격｣ �신라문화� 46.  

44) “異斯夫(或云苔宗)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 , 以馬戱, 誤

加耶(或云加羅)國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瑟羅州軍主, 幷于山國, 其國人愚悍, 難以

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舡,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不服, 則放此猛獸, 

踏殺之, 其人恐懼則 , 眞 王在位十一年, 太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

金峴城, 王乘兩國兵疲, 命異斯夫, 出兵擊之,取二城, 增築留甲士戍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

峴城, 不克而還, 異斯夫追擊之大勝”. �三國史記� 卷44, 列傳 第四, <異斯夫>.

45) �국제신문� 2015.12.18 김화 , ｢550m 고지서 우물 발견, 장산국 흔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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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존재했는데, 장산 우물은 부산 역시의 3  구 우물 권역이 된다. 장산

이 경사를 이루면서 내려오다가 분지형을 이루는 해발 47미터 지 에는 해운

 동의 구석기 유 지가 분포46)해46)있는데, 각각 300미터 간극과 구릉 하나를 

넘어선 해발 47미터 지 에는 좌동47)과47)우동48)의48)구석기 유 지가 산포해 있다. 

특히 좌동의 구석기 유 은 6세기 삼국시  고분군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신라

의 령 이후 좌동 유 지가 좌동․우동․ 동 일 의 소단  행정구역 치소로 

재편되었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산 자락의 동 분지에서 서북 방면으로 수 강을 끼고 장산을 약 7킬로미

터 정도 둘러가면, 해운 구 반여동 주거지와 고분군이 나오는데, 반여동 주거지

는 동․좌동․우동의 구석기 주거지 보다 뒤인 청동기시  소산이며, 반여동 

고분군은 좌동의 6세기 고분군 보다 이른 시기인 5세기 후반기부터 6세기 반

기까지 축조된 것이다. 부산 역시역이 신라 지배하에 들기 이  시기에는 해운

구 지역민의 주거지가 해운 구 동․좌동․우동에서 수 강을 끼고 장산을 

둘러 서북진하여 반여동 일 로 이동했다가, 신라 지배하에 소단  행정구역으

로 재편된 이후에는 치소가 다시 해운 구 반여동에서 수 강을 끼고 장산을 둘

러 동․좌동․우동 일 로 동남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산국설화>로 설화화 되기 의 <장산국신화>는 신라 령 이 의 소

산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 시기는 동․좌동․우동에서 부산 역시역 해

운 권 지역민이 반여동으로 수 강변을 따라 장산을 둘러 서북진 했던 사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최 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가 청동기문화의 산물이라는 

을 고려해 본다면 <장산국신화>의 배태 지 은 청동기 주거지 유 이 존해 

있는 반여동 인근이 될 터이다. 실제로 해운 구 동․좌동․우동에서 수 강

46) 부산 역시립박물 , 2001 �좌동․ 동 구석기 유 �, 부산 역시립박물 ; 연세 학교 

출 부, 2002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 연세 학교 출 부; 장용 , 2007 �한국 후기 

구석기의 제작 기법과 편년 연구�, 부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47) 부산 역시립박물 , 2001 �좌동․ 동 구석기 유 �, 부산 역시립박물 ; 연세 학교 

출 부, 2002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 연세 학교 출 부; 장용 , 2007 �한국 후기 

구석기의 제작 기법과 편년 연구�, 부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7. 

48) 부산 역시립박물 , 1997 �부산의 선사 유 과 유물�, 부산 역시립박물 ; 연세 학교 

출 부, 2002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 연세 학교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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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따라 장산을 서북쪽으로 둘러 반여동으로 가는 길목에는 재송동이 치해 

있는데, 동․좌동․우동에서 서북 방면 약5킬로미터 지 이 되는 재송2동에는 

 <장산국설화>의 주인공 고선옥이 재송2동 당신( 神)으로 좌정한 <고씨할

매신>49)이49)당신화( 神話)로 승되고 있다. 바로  <장산국설화>와 동일한 

내용이다. 

장산 자락의 여러 지역 에서도 특히 재송동에 <장산국신화>가 당신화 형태

로 유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일 가 해운  지역의 표 인 평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송동은 북쪽과 동남쪽으로는 각각 우동과 반여동과 하고 동쪽과 서

쪽으로는 장산과 수 강에 한 해운  서부의 평지다. 반송동․좌동․우동에서 

장산을 끼고 수 강을 따라 서북진 하던 해운 구의 구석기인들이 청동기시 에 

이르러 군장국가를 성립시키기에 가장 당한 지역으로 재송동이 선택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송동은 � 동지지�에서 장산국의 옛터가 동래부의 동쪽 

10리 치해 있다고 기술50)했던50)지 과 일치하는 바, 행 재송동의 치는 

존 동래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약4킬로미터, 즉 약10리에 해당하는 지 에 응

된다. 

 <장산국설화>는 원래 구석기 시 에서 청동기 이  시기에 장산의 고당

(高 ) 여산신(女山神) 신화 던 것이 신석기시 에서 청동기시 로의 환시기

에 재송동 소재 마을신화로서의 <고씨할매신>으로 일차 환된 뒤, 청동기시

로 어들면서 재송동 소재 마을을 거 으로 하여 성읍국가로 성립된 장산국의 

건국신화로 재편되었다가 다시 당신화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신화  

기억이 축 된 종합  결과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 도 장산에는 고당여신(高

女神)에 한 산신제를 올리는 고모당(高母 )이 존재한다. 산신에 한 신앙

념이 주변 마을의 마을 당신에 한 신앙 념으로 변․확산되는 양상은 민

속신앙 체계에서 일반 으로 확인되는 상51)이다. 51)

반여동이 <장산국신화>의 배태지인 장산국의 거 으로 선택되지 않은 이유도 

49)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50) “萇山國古址在府東十里”, �大東地志� 卷7, 慶尙道 東萊 沿革.

51) 서 , 1991 �한국고  신 념의 사회  의미�, 서울  박사학 논문, 66-79면.



부산 <장산국(萇山國) 설화>에 나타난 <장산국신화> 전변과정과 건국신화적 성격·63

이러한 해운 구의 지리  분포와 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여동은 소반

( 盤) 모양의 지형에서 지명이 유래한 바, 평지인 재송동과 달리 장산 자락에 

상 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으로 동과 같은 구릉지다. 동이 장산 동

쪽 자락의 구릉지라면 반여동은 장산 서쪽 기슭의 구릉지라고 할 수 있다. 청동

기시  이후의 성읍국가 수도로는 합지 않은 것이다. 반면, 앙집권  행정국

가의 소단  행정구역으로 재편된 이후에는 반여동의 지리  요성이 재송동 

보다 상 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해운 구 일 의 북방 산악 요충지로서 

군사 ․행정  거 으로 재평가 될 수 있는 바, 신라 지배기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반기에 가서 반여동에 고분군이 거 축조된 사실과 연 시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3. <장산국설화>에 나타난 <장산국신화> 형성과정과 

건국신화  성격

먼 ,  <장산국설화>의 서사구조부터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논의의 

편의를 해 하는 <장산국설화> 텍스트의 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2] ① ㉮아득한 옛날, 고씨들이 장산 기슭 장자벌에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고선옥(高仙玉)이라는 처녀가 홀어머니와 함께 토막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그치자 먼 하늘에서 선인이 롱한 무지개

를 타고 마을로 내려왔다. 선인은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향기에 이끌려 고선옥

의 토막집을 찾았다. 선인이 냉수를 청하자 고선옥은 얼굴을 돌려 그를 외면하며 

물을 떠 주었고, 선인은 물그릇을 거울삼아 외면한 처녀의 얼굴에 비추어 보았다. 

선인은 선녀보다 아름답고 옥처럼 빛나는 고선옥의 모습에 매혹되었다. 이들은 곧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인하 고 ㉰세월이 흘러 이들 사이에 난 아들 열 

명과 딸 열 명이 장성하여 모두 스무 곳의 마을에 흩어져 살았다. 이들은 마다 

안씨, 정씨, 박씨, 이씨, 김씨, 최씨로 창성하여 그 마을을 다스렸다. ㉱선인은 마

을에 토성을 쌓아 그 씨족들을 다스리는 족장이 되었지만 ㉲회혼 때가 되자 옥

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등천하 다. 그 때부터 고선옥은 고씨족을 다스리는 

고씨 할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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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고씨 할매는 아들, 딸들을 순산하 던 제왕반에 제단을 차려놓고 날마다 옥

황상제께 선인의 하강을 간 히 빌었으며, 외가리 에 가서 불공도 드렸다. 산정

에 있는 큰 바 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선인의 하강을 기다리던 고씨 할매는 

어느 날 그 바  에서 선인을 기다리다 지쳐 숨을 거두었다. 스무 곳 마을에 있

던 아들과 딸들은 고씨 할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 씨족들을 이끌

고 와서, 바 를 다듬어 상여를 만들고(상여바 ) 정상에 큰 묘를 만들어 안장하

다. 아직도 해운 에는 제왕반 바 , 상여 바 , 염감할매 바 와 고씨 할매 묘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고씨 할매를 고을의 질병으로부

터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모시면서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지 도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사당을 세우고 매년 정월 보름날에 고당 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다. 

  ③㉮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망있는 부부를 택하여 제 으

로 삼으며, 제 은 궂은일을 보지 않고 제수를 흥정 없이 값 로 치러 마련한다. 

제 은 당일에 냉수욕을 한 뒤, 마을에 살고 있는 각 성씨 이름을 송하면서 국

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고 재앙과 질병이 없도록 시주종이를 불살라 빌며 제

사를 치르게 된다. ㉯  다른 풍습으로, 마을 사람들은 들에서 식사를 할 때 반드

시 첫 숟가락에 밥을 떠서 '고씨례'라고 고씨 할매에게 를 올렸다. 그래야만 식

후에 탈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아들이 없는 부인이 제왕반에 가서 촛불 켜고 

기도한 후 외가리 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옥동자를 낳고, 감할매 바 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부부의 정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해져 내려오고 있다.52)52) 

[자료2]의  <장산국설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2]-①

은 고선옥이 장산국의 시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사화 한 단락으로, <장산국

건국신화>의 성립과정을 보여 다. 신석기시 에서 청동기시 로의 환기에 

동․ 동․좌동에서 수 강을 따라 장산을 둘러 서북진 한 뒤 재송동 일 에 정

착한 고씨족이 주변의 여러 다른 씨족들을 병합한 부족국가를 성립시킴에 따라 

고씨족의 우두머리인 고선옥이 건국조가 되었다는 건국기가 된다. [자료2]-①-

㉮에는 고선옥 고씨족의 기원지가 장산 기슭임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윤산에

서 배산․마안산․거칠산으로 이어지는 산기슭과 분지 일 에 치해 있는 동래

구 낙민동․수안동․복천동․연산동 거 의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이 거칠산

52) 기장군지편찬 원회, 2001 �기장군지�, 기장군지편찬 원회;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해운 구청, 2011 �천년의 향기, 해운  

이야기�, 해운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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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장산국신화>의 지역  기반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자료2]-①-㉯에서 고

선옥과 선인의 혼인 매개체로 등장하는 우물은 실제로 장산의 해발 550미터 지

에서 발견된 고정(古井)을 서사 내부로 수용한 결과일 수 있다.   

[자료2]-①-㉯는 고선옥 고씨족의 부족국가 환이 선인(仙人)의 이주집단과 

연합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 [자료2]-①-㉮에서 고선옥은 원래 장산 

기슭에 치한 고씨족 마을 거주민이었다고 했으니, 고씨족은 선주(先住) 정착 

집단이 된다. [자료2]-①-㉮에서 고선옥의 주거지를 토막집으로 설정해 놓은 것

은 고선옥의 고씨족 집단이 지신(地神) 계열임을 상징한다. 인간세상의 동굴에

서 생활하던 <단군신화>의 웅녀(熊女)나 지상의 웅심연(熊心淵)에서 세거(世

居)하던 <주몽신화>의 유화(柳花)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되며, 고선옥의 세거지

(世居所)인 토막집은 웅녀의 동굴이나 유화의 웅심연에 응된다. 고선옥은 건

국신화에서 건국시조를 배태시키는 형 인 지모신(地母神)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 로 [자료2]-①-㉯에서 선인은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장산 기슭의 고씨

족 선주마을에 내려왔다고 했으니, 선인의 씨족은 후래(後來) 이주 집단이 된다. 

[자료2]-①-㉯에서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부터 장산 기슭으로 내려온 선인 씨족 

집단은 천신(天神) 계열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선인은 천상의 환국(桓國)에

서 비․바람․구름을 거느리고 인간세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단군신화>의 

환웅(桓雄)이나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하늘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온 <주몽신

화>의 해모수(解慕漱)에 비의되는 인물이 되며, 선인이 인간세상으로 하강하기 

해 타고 내려온 무지개는 환웅의 비․바람․구름이나 해모수의 오룡거에 응

된다. [자료2]-①-㉯의 선인은 건국신화에서 건국시조를 탄생시키는 천부신(天

父神)의 형 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2]-①-㉯에서 이루어지는 고선옥과 선인의 혼인은 건국신화의 

형 인 천부지모(天父地母)의 신성혼(神性婚)이 된다. 고선옥과 선인의 천부지

모로서의 만남과 결합이 [자료2]-①-㉯에서처럼 우물물 수수(授受)를 매개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설정은 <고려신화>나 <조선신화>에서도 확인된

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나주(羅州)를 지나던 길에 우물가에 있던 나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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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가문 출신의 오씨(吳氏)를 보고 반해 물을 청했더니 버들잎을 바가지에 띄워

주기로 이를 계기로 혼인하여 고려 제2 왕인 혜종(惠宗)을 낳았다는 혜종의 왕

권신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고려신화>를 구성하는 혜종의 왕권신화는 <조

선신화>로 차용되어,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개경(開京)을 지나던 길에 우

물가에서 만난 개경 호족 가문 출신의 강씨(姜氏)에게 물을 청했더니 버들잎을 

띄운 물바가지를 건내주기로 혼인하여 신덕왕후(神德王后)로 삼았다는 <이성계

신화>로 변형되어 있다. 여기서 우물은 건국신화 지모신의 세거지인 지상거 을 

상징하는 동시에 건국시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상징하는 바, <주몽신

화>의 유화가 세거하던 웅심연이 축소된 형태이거나 혹은 <박 거세신화>에서 

알 을 탄생시킨 신라 나정의 변태(轉變態)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2]-①-㉰는 고선옥과 선인의 신성혼 결과로 이루어진 씨족시조(氏族始

祖)의 탄생을 보여 다. [자료2]-①-㉰에서 고선옥과 선인의 자식들이 고씨족 

마을 주변에 흩어져 살면서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의 

마을을 창성시켰다고 했으니, 고선옥과 선인의 2세들은 안씨쪽․정씨족․박씨

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의 씨족시조가 됨과 동시에 안씨쪽․정씨족․박씨

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 마을의 개 시조(開村始祖)가 된다. 

여기서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은 모계의 경우 고선

옥의 고씨 지신족으로 동일하나 부계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경우다. 이는 

[자료2]-①-㉯에서 장산 기슭으로 이주한 뒤 선주 고씨 집단과 연합했던 선인 

이주 집단이 단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비근한 로 <신라신화>를 보

면 천신계의 부계 이주 집단은 박 거세 박씨족, 석탈해 석씨족, 김알지 김씨족

으로 다기하다.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는 이들 다기한 천신계열 부계 

이주 집단들이 선인 집단으로 병합되어 있는 이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신

라신화>의 경우는 다기한 천신계열 부계 씨족 집단들이 시차를 두고 경주로 이

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에서는 이들 후래 천

신계열 부계 집단들이 선인 집단으로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의 시차가 서사

화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박 거세신화>와 비교하자면 박 거세의 천강(天降)을 맞이했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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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부계(類似父系)가 알천(鬪川) 양산 (山村) 장 알평( 平), 돌산(突

山) 고허 (高墟村) 장 소벌도리( 伐都利), 무산(茂山) 수산(大樹山) 장 

구례마(俱禮馬), 자산(觜山) 진지 (珍支村) 장 지백호(智伯虎), 산(金山) 

가리 (加利村) 장 지타(祉陀), 명활산(明活山) 고야 (高耶村) 장(村長) 호

진(虎珍)의 6개 씨족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비근한 가 된다. 이들 

<박 거세신화>의 유사부계의 6개 씨족연합체는 각각 이씨(李氏)․정씨(鄭氏)․

손씨(孫氏)․최씨(崔氏)․배씨(裵氏)․설씨(薛氏)의 씨족시조가 된다는 에서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의 6개 씨족시조가 되는 [자료

2]-① <장산국건국신화>의 고선옥․선인 2세와 유사하다. 차이 은 <박 거세신

화>의 경우 유사부계 쪽이 6개 씨족으로 직 인 분리 양상을 보이는 신 유

사 2세 건국시조가 박 거세로 단일한 반면, [자료2]-① <장산국건국신화>의 경

우 부계가 단일한 신 2세인 씨족시조가 6개의 성씨로 명시 인 분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료2]-① <장산국건국신화>의 2세 가 6개 개 시조로 분리되게 되

면 <박 거세신화>의 박 거세처럼 다기한 씨족시조를 통합하여 부족국가 단

의 건국시조가 서사 으로 등장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자료2]-①의 <장산

국건국신화>는 개 신화가 아니라 건국신화이기 때문에 고선옥․선인의 신성혼 

결과 2세로 탄생한 6개 씨족시조들을 연맹체로 통합할 성읍국가의 건국시조가 

서사  필연성에 의해 출 해야만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의 

서사 개방식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바, 하나는 이미 탄생했던 6개 씨족시조

들이 새로 신성혼을 하여 3세  건국시조를 탄생시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애  신성혼에 의해 2세 를 생산했었던 1세 가 기왕에 탄생한 2세 를 기반으

로 건국시조가 되는 방식이다. 

이 에서 [자료2]-① <장산국건국신화>가 선택한 방식은 후자다. [자료2]-①

-㉱를 보면 에서는 고선옥과 선인의 2세가 개 한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

씨족․김씨족․최씨족의 씨족국가는 다시  부계인 선인의 연계보를 심으로 

씨족연맹체 부족국가를 성립시켰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산국이 1세

기 탈해이사 에 의해 사로국에 병합되기 직 까지 해운 구 재송동에서 반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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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일 에 청동기 문화를 구축하면서 사로국과 유사한 단계의 씨족연맹

체 부족국가로 진행되어갔던 역사  배경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료2]-①-㉱에서 선인이 건국시조로서 성립시켰다고 하는 장산국의 성읍은 아

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록 시간에 의해 와해되거나 개발의 여 로 무 져 있

다 하더라도 지역설화가 이야기하는 지리  지 에 역사  유물 혹은 유 이 실

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장산국 성읍의 발굴 가능성

은 아직 열려있다고 하겠다. 

이 게 본다면 [자료2]-① <장산국건국신화>의 건국시조는 선인이 된다는 것

인데, 기존의 건국신화 텍스트들에 비해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가 좀 

더 차별화 되는 지 은 2  왕 를 계승하는 방식에 있다. 일반 으로 거의 모

든 건국신화는 천부지모가 신성혼의 결과 탄생시킨 2세가 건국시조가 되고 이들

이 다시 신성혼을 하여 3세 에게 왕 를 계승한 뒤 임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다. 컨 , <주몽신화>와 <박 거세신화>에서 건국시조 주몽과 박 거세의 왕

가 각각 주몽․박 거세로부터 이들의 장자인 유리왕․남해왕에게 계승하고 임

종하는 식이다.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가 <주몽신화>․<박 거세신화>

와 같은 기존 건국신화의 2  왕  계승원리와 차별화 되는 지 이 바로 여기

다.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는 씨족건국시조의 2세, 즉 씨족건국시조를 

낳은 천부지모의 3세가 3  계승왕으로 등극하지 않는다. 씨족건국시조의 등극

과 함께 이들의 후계왕 계승구도는 단 되며, 씨족건국시조의 2세가 후계왕으로 

등장해야 할 3  계승의 자리에 다시 1세  천부인 선인이 재등장하여 2  씨족

건국시조들을 통합한 부족 성읍국가의 건국시조로 등극하는 형태다. 1세  천부

의 건국신화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가 장산국 

씨족연맹체의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 씨족신화가 아

니라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 씨족연맹체의 부족 성읍

국가 건국신화인 서사  차별성이 이 부분에서 확인된다. <주몽신화>의 주몽과 

<박 거세신화>의 박 거세는 이미 주변 지역에 존재하는 씨족국가들을 통합한 

씨족공동체 부족국가의 건국시조로 등극한 것53)이지만,53)[자료2]-① <장산국건국

53) <주몽신화>에서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선주국가(先住國家)인 비류국(沸流國)을 정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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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은 씨족시조에 불과하

기 때문에 건국신화의 서사  원리상 이들 씨족들을 연맹체로 통합하여 성읍부

족국가로 재편할 건국시조가 다시  요구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인 건국신화 서사구성의 원리로 보자면 [자료2]-① <장산국건국신화>의 안씨

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을 씨족연맹체로 통합하여 장산국

을 출범시킬 건국시조는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의 2

세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자료2]-① <장산국건국신화>는 이러한 일반 인 방

식을 따르지 않고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을 낳았던 1

세  선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데 있게 된다. 

[자료2]-①-㉲에 이르러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는 3세  건국시조가 

등장해야 할 지 에 1세  천부를 등장시키는 서사  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료2]-①-㉲에서 장산국 건국시조인 선인은 다시 본래의 천신으로 

선거(仙去) 해버리는데, 이때 장산국의 왕  계승은 선인과 고선옥의 2세 인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 씨족시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1세  당사자인 고선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산국의 왕계가  한 번 3세

로 내려가지 않고 1세 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건국신화의 형 인 

클리쉐인 부자계승(父子繼承)이 아니라 부부계승(夫婦繼承)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산국 왕계가 부자계승이 아니라 부부계승이 되면, 장산국의 실질

인 건국시조는 선인이 아니라 고선옥이 된다. 원래 건국신화는 천신 혹은 지신

을 1세  혹은 1세 와 2세 로 한 인간 2세  혹은 3세 가 국가를 성립시키는 

이야기로, 건국시조는 천신․지신․수신 등의 신격이 아니라 이들의 핏 을 이

어받아 인간세상 속에서 출생한 반인반신(半人半神)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

료2]-①-㉱에서 토성을 쌓아 씨족연맹체 부족국가를 성립시켰다가 선거한 선인

은 장산국 건국의 매개자인 것이지 궁극 인 장산국의 건국시조가 될 수 없다는 

으로써 이루어졌고, <박 거세신화>에서 박 거세의 신라 건국은 주지하다시피 6  씨족

들을 연맹체로 통합한 원삼국시  부족국가인 사로국(斯盧國) 건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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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는 장산국의 인간 건국시조를 최

종 으로 등장시킬 서사  필요성을 가지게 된 바, 선인․고선옥의 2세인 안씨

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 씨족시조와 고선옥 에서 선인의 

배우자인 고선옥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자료2]-①-㉲에서 이루어진 고선옥의 

실질 인 장산국 건국시조 등극이라는 것이다. 고선옥의 장산국 건국시조 등극

은 [자료2]-①-㉮와 서사 으로 수미 한 구조를 성성하게 되면서 궁극 으로 

[자료2]-①를 여성건국신화로 완결 짓고 있다.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에서 장산국의 건국과 건국시조로의 등극이 일

반 인 건국신화의 서사 인 원리에 따라 3세 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1세 , 

그것도 1세  여성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필연 인 내  원인은 <장산국신화>

의 기원인 <고선옥당신화>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2]의 <장산국

신화>는 애 부터 <장산국건국신화>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재송동 고씨족 

마을의 마을신화로 존재하던 <고선옥당신화>가 장산국의 건국과 함께 건국신화

화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선인․고선옥의 2세인 안씨쪽․정씨족․박씨족․이씨

족․김씨족․최씨족 씨족시조가 아니라 고선옥이 장산국의 건국신화가 되는 서

사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고선옥당신화>가 <장산국신화>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  재송동 마을신이었던 고선옥을 장산국 건국시조화 하려다 보니 

필연 으로 일반 인 건국신화의 서사원리와 달리 선인․고선옥의 2세인 안씨

쪽․정씨족․박씨족․이씨족․김씨족․최씨족 씨족시조를 건국시조로 등극시키

지 않는 서사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된다. 

실제로 재송2동 <장산국신화>의 기원이 되는 <고선옥당신화>는 <장산국신화> 

향유집단의 발원지인 장산의 해발 600미터 지 에서 배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지 에 천제당(天祭 )과 상산마고당(上山麻姑 )이 같은 신앙권역에 

공존한다. 천제당은 신선이 노닐던 신선바  에 건립되어 있는 바 <고선옥당

신화>의 선인에 한 당산에 응되고, 상산마고당은 고씨할매를 제향 상으로 

한다는 에서 <고선옥당신화>의 고선옥에 한 당산에 해당한다. <장산국신화>

에서 확인되는 바, 고선옥과 선인의 천부지모형 신성혼 서사는 <장산국신화>가 

배태된 장산 천제당․상산마고당의 천부지모형 고선옥당산 신앙 형태와 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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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부지모형 당산신앙 형태는 부산 지역에서 보편 으

로 나타나는 바, 부산 지역권의 당산신앙  특수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부

산 지역권을 벗어나면, 동이남 주변인 충청도 청안(淸安)의 국사당, 강원도 

동(嶺東)의 태백산신당, 강원도 강릉의 령국사당, 경상북도 군 군의 삼장군

당, 여수시 웅천동의 웅산신당(熊山神 ), 강원도 삼척시의 오 잠신당(五金蠶神

) 등에서 천부지모형 당산신앙 형태가 확인54)되는54)바, <장산국신화>의 천부지

모형 신성혼 서사는 북방계 건국신화의 틈입이 아니라 당산신앙의 인식  기반

이 지니는 지역  특수성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천제당과 상산마고당의 제향주체는 바로 장산 해발 47미터의 좌

동․ 동․우동 구석기 유 지 소재 운 마을․ 동마을․미포마을․장지마을․

오산마을․좌동마을55)이다.55)장산 천제당․상산마고당의 제향주체가 6개 마을이

라는 사실은 <장산국신화>에서 고선옥을 6개 씨족연맹체 부족국가의 건국시조로 

등극시킨 추 주체가 장산 인근 6개 마을의 개 시조가 된 고선옥과 선인의 2세

로 나타나는 서사  설정의 인식  기반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송동 마을신화로 존재했다가 원삼국시 에 <장산국신화>화 되었던 

<고선옥당신화>는 기원후 1세기경 탈해이사 에 의해 장산국이 신라로 병합된 

이후 다시  재송동 마을신화로 환원되는 역사  개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

인다.56)56)[자료2]-②는 고선옥이 사후 고씨족 부족마을의 마을신으로 좌정하기까

54) <국사당제>, �한국민속백과사 �, 

국립민속박물 (folkency.nfm.go.kr/kr/topic/detail/1790).

5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56) 당신화→건국신화→당신화로 명확히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재까지의 연구사

에서는 <장산국신화>가 유일하며, 다른 텍스트를 통해 연구된 사례가 없다. <장산국신화>

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확실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아직까지 제 로 

한국신화 연구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양상을 분석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목이 된다

고 본다. 다만, 비근한 씨족 단 의 토템신화가 건국신화의 맥락 속에 재편되었다가 다시 

설화 되는 역사  단계에 해서는 <고구려건국신화>의 체계와 련되어 있는 평양 일

의 <녹족부인설화>에 한 일련의 기존 연구가 있기 때문에, 해당의 선행연구(권도경, 

2008 ｢북한 지역 녹족부인(鹿足夫人) 설의 존재양상과 역사  변동단계에 한 연구｣ 

�국제비교한국학� 16-1; 권도경, 2014 ｢고구려 녹녀호국지모신화의 호남분 와 무속신화 

<칠성풀이>와의 계｣ �동아시아고 학� 33)를 참조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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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과정을 서사화 한 단락으로, <고씨할매신> 텍스트가 재송동 <고선옥당신

화>로서의 마을신화로 성립되기까지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장산국

신화>의 <고선옥당신화>로의 환원과정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2]-②-㉮와 [자료2]-②-㉯는 각각 장산국 건국시조 던 고선옥의 죽음과 재송동 

마을신으로서의 좌정 과정을 서사화 한 부분으로서 허구  혹은 역사  인물의 

죽음과 인격신으로서의 당신으로의 좌정이라는 형 인 당신화 서사구조로 되

어 있다. 고선옥이 당신으로 좌정한 [자료2]-②는 원래의 <고선옥당신화>가 [자

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화 되는 단계에서 소거되었던 것으로,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가 다시 <고선옥당신화>로 환원되는 단계에서 복구되었던 것일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한편, [자료2]-②-㉰는 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고선옥 당제를 [자료2]-②-㉮

에서 [자료2]-②-㉯로 이어지는 <고선옥당신화>의 실증  증거로서 제시한 부분

이다. 이 [자료2]-②-㉰의 증거제시 부분 첨가에 의해 [자료2]-①의 <장산국건

국신화>와 [자료2]-②-㉮에서 [자료2]-②-㉯까지의 <고선옥당신화>는 고선옥당

제유래를 설명하는 서사  근거로 기능이 환된다. [자료2]-②-㉰의 고선옥당

제 행 근거와 결합된 [자료2]-①의 <장산국건국신화>와 [자료2]-②-㉮․[자료

2]-②-㉯의 <고선옥당신화>는 총체 으로 <고선옥당제유래설화>, 혹은 <재송동

당제유래설화>로 재편되게 되는 것이다. 

[자료2]-③은 고선옥과 련된 풍속들의 유래를 이야기한 일종의 <고선옥당신

풍속유래설화>가 된다. 고선옥과 련된 풍속은 세 가지다. [자료2]-②의 <고선

옥당신화>와 련된 [자료2]-③-㉮의 고선옥당제풍속, 재송동 마을사람들이 일

상생활에서 고선옥을 제향하던 민속인 [자료2]-③-㉯의 고씨례(高氏禮) 풍속과 

[자료2]-③-㉰의 제왕반 기자(祈子) 풍속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고선옥 

련 풍속은 마을신으로서의 고선옥이 지녔던 신성능력에 기반한 것으로 고선옥

에 한 재송동 지역민의 신성의식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컨 , 

[자료2]-③-㉯의 고씨례 풍속과 [자료2]-③-㉰의 제왕반 기자 풍속은 고선옥의 

성씨인 고씨(高氏)와 고수례 풍속과의 음운  유사성에 착안한 것으로 재송동 

지역민이 고선옥을 의식주와 생명탄생을 주 하는 마을 풍요의 신격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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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다. [자료2]-③-㉮의 고선옥당제풍속에서 구체화 되

어 있는 제향은 이처럼 고선옥이 재송동 지역민을 해 발휘해 왔다고 믿어져온 

신성능력에 해 재송동 지역민들이 바쳐온 존숭과 숭앙 념의 공동체 인 총

체가 된다는 것이다. 

4. 나오는 말

지 까지 장산국과 동일 거 의 원삼국시  소국으로 언 되어온 내산국․거

칠산국․독로국이 행 부산 역시 동래구 낙민동․수안동 소재 동래패총, 동래

구 복천동 소재 복천동고분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동고분군 등을 거 으로 

한 것이 확실하다면, 행 부산 역시 해운 구 좌동․ 동․우동 유 과 해운

구 반여동 고분군을 거 지로 하여 장산을 끼고 있는 장산국은 내산국․거칠

산국․독로국과 별개의 소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장산국이 행 부산 역

시의 지리  범주 내에서도 각각 별개의 소단  지리  거 을 심으로 발 한 

원삼국시  소국이라면,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의 지리  거 인 마안산․거

칠산․배산 일 와 지리 으로 분리되어 있는 장산 기슭의 재송동에서 하는 

<장산국설화>는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의 일명 <내산국신화>․<거칠산국신

화>․<독로국신화>와 다른 별개의 건국신화가 설화화 된 텍스트일 수 있다. 

통 으로 장산국과 동명이칭의 국가로 인식되어온 국가는 많지만 건국신화가 설

화화 된 경우는 장산국뿐이라는 사실은 장산국의 거 지인 부산 역시 해운 구 

일 와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의 거 지인 부산 역시 동래구 일  에서 

신라의 패권지로 편입되기 이 의 원삼국 시기에 각각 <가야신화>와 <신라신화>

를 성립시켰던 가야국․사로국과 동일층 에서 건국신화를 발 시켰던 것은 장

산국이 치해 있었던 부산 역시 해운 구 일 가 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한

다면 <장산국신화>가 설화화 된  <장산국설화>의 존재는 부산 역시 해운

구 일 의 장산국이 비록 원삼국시  가야국과 사로국 사이에 끼여 있던 약소국

이었다 하더라도, 어도 가야국․사로국이 지녔던 원삼국시  성읍국가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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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산 역시 해운 구 일 의 장산국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 원

삼국시  독자  성읍국가로서의 정체성은 같은 부산 역시역권 소속이었더라도 

건국신화가 없었던 내산국․거칠산국․독로국은 지니지 못했던 것으로서, 부산

역시역권이 원삼국시 에 지니고 있었던 지역  상에 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장산국의 <장산국신화>가 된다는 것을  <장산국설화>는 보여

다.  <장산국설화>는 원래 구석기 시 에서 청동기 이  시기에 장산의 고

당여산신 신화 던 것이 신석기시 에서 청동기시 로의 환시기에 재송동 소

재 마을신화로서의 <고씨할매신>으로 일차 환된 뒤, 청동기시 로 어들면서 

재송동 소재 마을을 거 으로 하여 성읍국가로 성립된 장산국의 건국신화로 재

편되었던 것이 다시 마을신화로 환원된 것으로 생각된다. 

 <장산국설화>는 고선옥이 장산국의 건국시조가 되기까지의 건국기인 <장

산국건국신화>, 고선옥이 사후 고씨족 부족마을의 마을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고선옥당신화>, 고선옥과 련된 풍속들의 유래를 이야기한 일종의 <고선옥당

신풍속유래설화>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산국건국신화>는 신석기시

에서 청동기시 로의 환기에 동․ 동․좌동에서 수 강을 따라 장산을 둘러 

서북진 한 뒤 재송동 일 에 정착한 고씨족이 주변의 여러 다른 씨족들을 병합

한 부족국가를 성립시킴에 따라 고씨족의 우두머리인 고선옥이 건국조가 되었다

는 건국기가 된다. <장산국신화>의 <장산국건국신화> 부분은 지신계 선주 정착

집단인 고씨족과 천신계 후래 이주집단인 선인족이 신성혼을 매개로 연합하여 

다기한 씨족국가를 탄생시킨 뒤 다시 이를 통합한 씨족연맹체 성읍국가인 장산

국을 성립시키고, 건국신화의 형 인 클리쉐인 인간 건국시조로서 여성인 고

선옥을 최종 으로 등극시킨 여성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다. 고선옥과 선인의 천

부지모혼의 결과로 탄생한 2세 가 장산국의 건국시조가 되지 않고 1세  여성

인 고선옥이 장산국의 최종 건국시조로 등극한 것은 애 부터 <장산국건국신화>

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재송동 고씨족 마을의 마을신화로 존재하던 <고선옥

당신화>가 장산국의 건국과 함께 건국신화화 되었던 역사  성립과정과 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송동 마을신화로 존재했다가 원삼국시 에 

<장산국신화>화 되었던 <고선옥당신화>는 기원후 1세기경 탈해이사 에 의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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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이 신라로 병합된 이후 다시  재송동 마을신화로 환원되는 역사  개과

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산국신화>의 두 번째 서사단락이 [자료2]-②는 

고선옥이 사후 고씨족 부족마을의 마을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사화하

고 있는 것도 <장산국신화>의 <고선옥당신화>로의 환원과정과 련되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장산국신화>의 세 번째 서사단락인 <고선옥당신풍속유래설화>

에서 고씨할매당제풍속, 고씨례(高氏禮) 풍속, 기자(祈子) 풍속이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 게 재송동 <고선옥당신화>로 환원되어 있는 <장산국신화>의 실증성을 

입증하기 해 일종의 증거제시로서 덧붙여진 것이 된다.

주제어 : 장산국, <장산국설화>, <장산국신화>, 고선옥, 건국신화

투고일(2019. 4. 10),  심사시작일(2019. 5. 7),  심사완료일(2019. 5. 17)



76·한국문화 86

<Abstract>

Formation process of <Jangsanguk myth> and characteristics of 

foundation myth in <Jangsanguk tale> 
57)

Kwon, Dokyung *

This paper starts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historycal existence of Jangsanguk to 

consider the present <Jangsanguk tale>. Based on this, this paper will inquire the 

mythological characteristics ans reformation of <Jangsanguk myth> in the former stage 

that it was reorganized as the present <Jangsanguk tale>. Untill now, preexistent study 

about <Jangsanguk tale> hasn’t been suggested yet. This paper will be the first study on 

<Jangsanguk tale>.

Key Words : Jangsanguk, <Jangsanguk tale>, <Jangsanguk myth>, Kosunok, 

            formation myth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