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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 25호로 지정된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는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 실제 전투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 문헌·
전승·지명 조사,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웅치전투의 주 격전지는 덕봉길
주변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웅치전적지 지정범위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커졌다.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여, 본고에서는 웅치전투의 시·공간성을 재정립하고, 고고학적 성
과를 바탕으로 웅치전투의 역사성과 웅치 ‘옛 길’의 의미를 투영하여, 웅치전적지가 점적
공간이 아닌 선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웅치전
투의 추이에 따라 신기마을〜두목마을 구간, 신기마을〜안덕원 일대 구간, 곰티재길을 포
함한 구간의 3개 범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신기마을에서 안덕원 일대에 이르는 구간, 곰티재길을 포함한 구간을 최종
지정 목표로 삼고, 조사경과와 성과, 지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정범위를 순차적으로
재조정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문화재 활용을 위해, 지정범위
의 조정은 물론, 웅치전투와 전적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 고증이 지속적으로 필
요하고, 특히 덕봉길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는 조사경향에서 탈피하여 안덕원에 이르는 지
역까지 포괄한 전면적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지정범위 조정을 위한 학문적 뒷받침, 고고학적 실증, 그리고 도와 시군의 적극적 협력
을 통해, 웅치전투의 역사성은 물론 임진왜란, 옛 길, 전라도를 아우르는 종합적 활용방안
이 계획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웅치전투, 웅치전적지, 옛 길, 임진왜란, 문화재 지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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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으로 침략한 후, 20여 일만에 한성이 함락된다. 개성마저
함락한 왜군은 조선을 분지지계(分地之計-팔도국할)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6번대 대장
고바야카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를 전라도로 출정시킨다. 고바야카와 타카카게는 226만
9천여 석의 병량을 거두겠다고 호언장담(정구복 2017: 11)하며 전라도 침략을 꾀한다. 그
과정에서 웅치를 넘어 전주부성을 점령하려는 왜군의 전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만든 웅
치전투와 전주로의 재침을 저지한 이치전투 덕분에 전라도는 전쟁의 포화를 면할 수 있
었다. 나아가 임진왜란 초기 왜군의 전주성 함락을 저지했던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덕분
에 임진왜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두 전투에서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이유로는 ①전라관찰사 이광, 도절제사 권율을
비롯한 각 군현의 수령과 장수들이 방어태세를 갖추었고, ②관군과 의병의 사투로 왜군
의 전력이 약화되었으며, ③전라감사 이광과 전주 수성장 이정란의 전주부성 수성을 위
한 노력, ④안덕원에서 황진의 왜적 격퇴, ⑤고경명의 금산성 공격을 들 수 있다(하태규
2017a: 127). 왜군이 호남을 점령할 경우, 이순신 장군의 배후를 칠 수 있다는 전술상의 이
유, 전라도가 곡창지대로서 군량미와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지로 중요한 지역인 점, 그리
고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의병활동을 일으켜 왜군에 저항하였으며, 조선의 상징인 전
주를 지켜내었다는 사실로 보아, 임진왜란사에서 웅치전투가 갖는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웅치전적지는 일찍이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
었고, 1979년에 웅치전적비가 건립되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91년, 당시 전북문
화재 전문위원인 황안웅씨를 비롯한 지역 향토사학자들은 웅치전투의 장소가 곰티재길
(조선후기의 웅치길: 이하 곰티재길)이 아닌 덕봉길(임진왜란 당시 웅치길, 옛 웅치길: 이
1)

2)

하 덕봉길) 일대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전투가 덕봉길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하태규의 논문(하태규 1989)을 고려해도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웅치전투의 주 격전지가
덕봉길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웅치전적지 지정범위는 웅치

1)	웅치와 관련된 길로 덕봉길, 곰티재길, 웅치길, 옛 웅치길 등 다양하다. 곰티재길은 1910년 개설된 신작로 곰티재와 비슷하나,
조선후기의 웅치길 즉 곰티재길을 일컫는다. 반면 덕봉길은 덕봉마을을 지나 소양 두목마을로 이어지는 길로 현재의 연구성과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의 웅치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덕봉길을 곰티재길(웅치길)과 구별하기 위해 옛 웅치길로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덕봉길, 곰티재길을 사용하고, 문맥상 필요한 경우 웅치길, 옛 웅치길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2) 「전북일보」 1991년 5월 3일자, ‘웅치대첩 천인의총 발견’이란 제목으로 특종기사가 1면에 실렸다(진안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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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의 역사성이 결여된 채, 웅치전투의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다.
지정범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의를 바탕으로 학
계는 물론 일반 시민과 시도관계자들은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화재 승격지정 및 보존과
활용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치전투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 상이한 후대의 기록들, 변화하는 길의 위치와 기록, 웅치전투가 벌어진 공간에 대
한 인식 차, 고개라는 특성상 두 지자체에 걸쳐있어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임진왜란 당
시 웅치 및 영로, 웅치전적지의 범위에 대한 협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웅치전투 및 전적지 관련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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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고 고증된 웅치전투의 과정과 의미, 중요성
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필자들이 몸담고 있는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2018년 6월 1일∼10월 1일 진안과 완주에 걸쳐 있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조사결과 웅치전적지에 대한 의미 있는 고고학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후, [완주-진안] 간의 옛 길로 거론되는 적천치길, 덕봉길,
곰티재길과 그 주변을 답사하여 옛 길의 잔존 정도와 전승, 유적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옛 길의 위치와 경로를 수치지도상에 표시하였다. 고고학적 실증이라는 측면에서 웅치전
투가 이루어진 장소를 추정하고, 그 범위와 문화재 지정범위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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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웅치 위치와 영로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
1. 웅치전적지 지정범위의 문제점
본고의 목적이 웅치전적지의 위치와 지정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고, 웅치전투가 [금
산-용담현-진안현]을 거쳐 전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왜군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웅치
고갯마루와 그 일대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웅치 위치와 영로를 정확하게 파악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웅치전적지 위치와 지정범위에서 웅치전투가 이루어졌을까?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1976. 4. 2)로 지정된 웅치전적지는 지정당시에 범위와 면적 없이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으로만 고시되었다. 이후 2008년 12월 웅치전적비가 위치하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8-1의 임야 3,650,609㎡로 위치와 지정범위가 확정되었다(표 9, 그림 5). 현재
지정범위는 곰티재길의 옛 길을 일부만 포함할 뿐이고, 웅치전투의 격전지로 여겨지는
덕봉길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하태규 2017b: 252-255).
더구나 웅치전투가 왜군이 진안 쪽에서 전주성을 함락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조선
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개를 넘기 전의 구역이 전적지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사
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현재 웅치전적지의 지정위치와 범위가 역사적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빗어졌을까? 웅치전적지의 지정
위치가 정확한 지번 없이 소양면 신촌리 일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곰티재길
의 곰티를 임진왜란 때의 웅치로 대응시킨 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추정할 수 있을 뿐
3)

이다.

웅치전적지 지정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1980년대에 지적되어 왔고(하태규 1989),
문헌·고지도·지명 전승을 통하여 웅치 및 웅치전적지의 위치를 고증한 연구가 축적되
었다(하태규 2006, 2007a·b; 완주문화원 외 2016; 완주군·전북문화재연구원 2018; 진안
군·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이목윤 2017). 아래에서는 웅치 및 웅치전적지의 위치와
범위를 오랫동안 고증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한 하태규의 논점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정
리해 보고자한다.

3)	웅치전적지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하던 당초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지정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완주군에 문의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당초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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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웅치 위치 및 영로에 대한 기존논의
[전주-진안]을 넘는 고개는 북에서부터 조약치, 적천치, 웅치, 마치가 있다(표 2·3, 그
림1). 조약치는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소로이며 고갯길이 짧지만 험난하여 잘 이용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천치는 현재의 적천치와 위치가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데, 고갯마루에서 완주 송정마을까지 좁고 급경사를 이룬다. 고지도에 공통적으로 표기
된 것이 웅치와 마치이다. 마치는 진안에서 상관면으로 이어지는 길로 비교적 완만하다
4)

고 기록되어 있다. 웅치 는 현재의 덕봉길, 곰티재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표 2> 고지도에 표기된 [전주-진안] 간 고개 현황
지도
고개

비변사인
방안지도

해동지도

조약치
(鳥躍峙,
×
×
鳥翼峙, (건은공치) (건은공치)
足躍峙)
적천치
(賊川峙,
笛川峙)

○

○
-험준

지승

×

×

광여도

청구도
대동
청구요람 여지도

×
×
×
(건은치) (건은치) (건은치)

×

×

×

1872년 진안군지도
비고
명칭 길형태 진안군 거리

○

○

소로

소로

40리

•소양면 화심리-신원리현 써미트C.C-부귀면
봉암리

33리

•소양면 신촌리 삼중마을송정마을-적천치(440m)부귀면 세동리 적천마을
(적내골)-신기마을장승마을

웅치
(熊峙)

○

○
-험준

○

○

○

○

○

대로

37리

•덕봉길 : 소양면 삼중마을두목마을-웅치-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신기마을장승마을
•곰티재길 :소양면 신원리삼중마을-두목마을신촌마을-월상(월평, 웅상)
마을-곰티재-부귀면
부암마을-우정마을-장승마을

마치
(馬峙)

○

○
-완만

○

○

○

○

○

소로

35리

•상관면 신리-마치리만덕산-곰티재-진안 장승리
삼거리

지리지와 지도에는 웅치의 위치가 거리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해 진안현으로부터의 거리가 대체로 35리 내지 37리로 기록되
어 있을 뿐, 웅치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잔존하는 지리지와 지도

4)	‘웅치(熊峙)’라는 명칭은 고지도와 지리지, 관찬사서류, 사찬사서류에 다양한 명칭으로 등장한다. 『선조실록』 권 40, 선조 25년
7월 5일조에 ‘웅치’라는 명칭이 확인되고,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6월 1일조에 ‘웅현(熊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웅치’와
‘웅현’은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징비록』에는 ‘웅령(熊嶺)’, 『난중잡록』 권1, 1592년 7월조에 ‘웅현’, 『연려실기
술』에 ‘웅티’로 기록되어 있고, 그 외 ‘곰티’, ‘곰치’가 모두 같은 단어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진안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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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분이 임진왜란이 지난 조선후기의 것들이고, 웅치 관련 자료 들이 현재 곰티재길과
덕봉길 두 곳에서 확인되므로, 당시 지도에 표기된 웅치가 임진왜란 당시의 웅치인지,
나아가 현재의 웅치와 같은 곳인지 명확하지 않다.
<표 3> 지리지 및 지도에 나타난 웅치
지리지 및 지도명

제작시기

주요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卷39
全羅道 鎭安縣 山川 條

1530년

•웅령은 현의 서쪽 37리 전주의 경계에 있다
(熊嶺在縣西三十七里全州界)

『新增東國輿地勝覽』卷33
全羅道 全州府 山川 條

1530년

•웅현은 부의 동쪽 47리 진안현 경계에 있다
(熊峴 在府東西四十七里 鎭安縣界)

『鎭安郡誌』舊本

1699년

•전주-진안간 진안쪽 역원으로 가정원과 단령역만 기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요광원과 단령역이 나옴

『備邊司印方眼地圖』
진안지도 지문

18세기 중엽
(1739년 이후)

•마치 험준하고 남서방향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전주와 경계를 이룬다.
웅치 험준하고 서쪽 35리에 있다. 적천치 험준하고 요충서로 븍사방향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건은공치는 험준하고 북쪽으로 45리 떨어져 있고 전주
와 경계를 이룬다
(馬峙險峻甲庚方去五十二里西面全州界, 熊峙險峻西方三十五里, 賊川峙
險峻賊路要衝處辛方巨三十里, 仵隱公峙險阨戌方去四十五里二北面全州界)

『海東地圖』
진안지도 지문

1750년대 초

•마치는 험준하고 50리 떨어져 있다. 웅치는 험준하고 35리 떨어져 있다.
적천치는 험준하고 요충처로 30리 떨어져 있다.
(馬峙險峻五十里, 熊峙險峻三十五里, 賊川峙險峻賊路要衝處三十里)

『與地圖書』 下
全羅道 鎭安 道路 條

1757년∼1765년

『地乘』 전주부

18세기 후반
(1776년 이후)

•웅치 위치 표시

『廣與圖』 전주목

19세기 전반

•웅치 위치 표시

『靑丘要覽』 진안지도

1834년

•웅치 위치 표시. 賊川峙가 웅치 앞에 위치함.

『靑丘圖』 진안지도

1834년

•웅치 위치 표시. 賊川峙가 웅치 앞에 위치함.

『大東輿地圖』

1861년

•웅치 위치 표시

『大東地志』 全州 條

1861∼1866년경

1872년 지방지도
『鎭安郡』 地圖 지문

『大東方輿全圖』

1872년

•웅치는 진안에서 서쪽으로 전주부와 경계를 이루고 35리가 떨어져 있다
(西距全州府界熊峙路三十五里)

•웅치 동쪽 47리 떨어져 있고, 진안과 경계를 이루며 대로이다
(熊峙東四十七里鎭安界大路)
•마 치까지 35리로 전주와 경계를 이루고 소로이다. 웅치까지 37리로
전주와 경계를 이루며 대로이다. 적천치까지 32리로 전주와 경계를
이루고 소로이다(馬峙三十五里全州界小路, 熊峙三十七里全州界大路,
賊川峙三十二里全州界小路)
＊전주부지도에는 전주부에서 웅치까지의 거리를 50리로 기록

19세기 중/후반 추정 •웅치 위치 표시

5) 현재 전주와 진안을 잇는 도로는 1910년 개설된 신작로 곰티재(비포장도로), 1972년 개설된 모래재(모래재터널, 2차선 포장도로),
1997년 개설된 봉룡재를 이용하는 26번국도(4차선), 2007년 개통된 20번 고속국도(곰티터널)가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이들
도로는 모두 근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시대 교통로와 연관 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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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지도에 표기된 [전주-진안] 간 고개 및 옛 길(위:1872년 진안현지도, 아래:1918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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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규(1989)는 이미 전적지의 위치를 현재의 곰티재 일대가 아닌 덕봉마을 일대로 수
정한바 있고, 이후 곰티재가 조선후기 역로상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하고 곰티재를 포함한
광의의 웅치전적지를 추가로 설정하였다(하태규 2007a). 하태규는 웅치전적지의 위치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웅치의 위치 고증, 웅치전투 관련 증거의 확보라는 두 단계를
6)

거쳐서 웅치의 위치가 조선전기와 후기에 걸쳐 변화하였음을 논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과 고지도를 검토하여 조선후기 웅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
주부 및 진안현과 웅치의 거리, 원터를 근거로 조선전기의 웅치 위치를 고증하였다. 웅치
7)

가 조선후기 역로상에 위치한다고 보고, 정확한 위치는 곰티재길과 거의 같다고 보았는
데, 그 근거는 『1872년 지방지도』(진안현지도)에 진안에서 세동리를 지나 우정촌을 오른
쪽에 두고 계곡을 지나 웅치에 이르는 길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1). 또한 곰티재
8)

고갯마루 부근에서 조선후기 역로 수축에 관련한 현감불망비 가 확인되어, 곰티재길을
조선후기 역로상의 웅치로 보았다(하태규 2007a: 8-14). 나아가 조선전기와 후기의 웅치
9)

까지의 거리에 대한 기록 차를 근거 로 웅치의 위치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하
10)

11)

태규 2007a: 14-19). 한편, 건지봉에 있는 전주 최씨 최학부 묘지의 묘비 에 구웅치동이
라 기록된 점, 덕봉길이 근대도로 개설 뒤에도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녔던 길로 원님길이
라고 전해지는 점, 덕봉마을 앞 원터를 임진왜란 이후 폐지된 요광원터로 판단하여, 조선
전기의 웅치길로 덕봉길을 주목하였다(하태규 2007a).
그밖에 사천김씨 김수·김정 형제의 사적기에 건지봉에서 뒤에서 습격하는 적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는 기록, 『호남절의록』에 황진과 함께 웅치전에 참전했던 김익웅이
전사한 곳을 관전동이라 부르는데, 덕봉마을 앞 승고곡의 남쪽 너머 완주군 소양면 관할

6) 한편, 1911년 지도에 웅치가 마을로 표기되고, 1918년 지도에 현 지점(곰티재)에 웅치라고 표기되어 있어, 웅치의 위치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진안군·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204-205).
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 전주부에 따르면, 전주에서 진안방면의 담당 역은 삼례역이고 역로상에 안덕원, 신원이 있고,
진안에서는 단령역이 있는데, 전주로 향하는 역로상에 요광원이 있다(전라도 진안현). 따라서 전주-진안간 교통로 상의 신원과
요광원 사이에 있는 고갯길이 웅치일 것으로 보았다(하태규 2007a: 8-14).
8) 50×100×14㎝로, 전면에 조씨 성을 가진 현감의 행적,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불망비이다. 진안현감 중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부임하는 것은 1740년의 조집명이다. 따라서 이 표석은 1740년 이후 곰티재를 개설하면서 공사에
참여한 관리들의 공적비로 추정된다(완주문화원·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전라문화연구소 2016: 192).
9)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웅치의 위치가 전주에서 47리, 진안현에서 37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1872년 전주부지도』 에는 전주에서
웅치까지 거리가 50리로 기록되어 있어 이전보다 3리가 늘어나 있음을 근거로 든다(하태규 2007a: 14-16).
10)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길목에 [월당원-안덕원-신원-요광원-단령역]이 있으나 가정원은 없다. 그러나
『진안군지』(1699년)에는 진안 쪽에 단령역과 전에 없던 가정원만 존재하고, 그 전에 있던 요광원이 폐하여진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원은 진안현 서쪽 28리 현재의 부귀면 가정리 일대로 여겨진다. 요광원은 진안현 서쪽 32리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덕봉마을 앞 원터가 진안에서 약 13∼14㎞로 32리와 근사하고 길목에서 정상까지 약 2㎞로 웅치와 요광원터의 거리 5리와 유사
하다. 따라서 덕봉마을 원터를 요광원터로 파악하였다(하태규 2007a: 14-19).
11) 	최학부가 병자년 10월 21일에 향년 7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진안의 이북면 적천의 구웅치동(舊熊峙洞)의 도주봉 동록의 최고
높은 산줄기에 장사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1828년 기록)(진안군·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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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약간 평평한 곳의 지명이 관정골인 점, 고개 정상을 지나 완주군 소양면 관할지
역의 산능성에 성을 쌓은 흔적과 진지지형이 존재하고 길가에 무덤으로 보이는 지형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하태규(2007a)는 조선시대 [전주∼진안]간 역로는 전기에
요광원이 있던 덕봉마을을 지나다가, 임진왜란 이후 현재 곰티재길로 변화하였다고 결론
을 내렸다.

Ⅲ. 고고학적 조사성과와 웅치전적지 위치와 범위
1. 웅치전투의 시간적 범위
문헌과 고지도, 전승, 흔적을 통해 하태규(2007a)는 웅치전적지를 3개의 범주로 파악하
였다. 먼저 ①웅치전투를 정담, 변응정이 웅치로부터 10리를 나아가 왜군과 접전을 벌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안에서 전주 안덕원에 이르는 지역을 가장 포괄적 웅치전적지의 범위
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②진안 장승마을에서 세 개의 영로(곰
티재길, 덕봉길, 적천치길)를 통해 소양면 신촌리 삼중마을에 이르는 영역을 웅치 일원으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③전투가 영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곰티재지구는 장승
리부터 부암마을 앞(현 신정제)을 지나 웅치 정상까지가 주 전투지이고, 여기부터 월상리
까지는 아군이 퇴각하면서 산발적 전투를 벌였다고 보았다. 덕봉길지구는 덕봉마을부터
고개정상을 거쳐 왜장바위구간이, 적천치지구는 서쪽은 경사가 급해 실제 전투가 이루어
지기 어려우므로 적천마을에서 고개정상 부근까지가 주 전투지일 것으로 보았다(그림 2).
필자는 Ⅱ장에서 살펴보았
듯이, 기존에 논의된 조선전기
와 후기에 걸쳐 웅치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가 치열하게 벌
어진 곳이 덕봉길 주변이라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그림 2> 하태규(2017a)의 웅치전적지 범위

에서 실시한 시굴조사결과와
문헌기록에 의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건데, 곰티재길·덕봉길·적천치길의 광의의 웅치전적지를 설정한 견해와 범위,
웅치전투 당시의 정담, 이복남, 황박의 진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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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전투가 진안현에 거점을 두고 웅치를 넘어 전주부성으로 진출하려는 왜군과 조선
관군 및 의병의 싸움이고, 안덕원 일대에서 왜군이 패하여 퇴각하였음을 고려할 때, 웅치
전투의 공간적 시·종점은 진안, 안덕원 일대가 분명하다. 그러면 웅치전적지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감안하면, 웅치전적지의 공간
은 웅치전투의 시간성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임진왜란 웅치전투 전후의 경과(하태규 2017a를 바탕으로 재정리)12)13)
일시
4월 12일

경과
•왜군의 일번대 宗義智와 小西行長이 부산 상륙(오후 2시)

4월 14일

•부산진 함락

15일

•동래성 함락

13일

•왜군 침략

17일

•일본군 2번대, 3번대, 4번대가 차례로 부산에 상륙 •2번대는 육로와 해로로 양산과 울산으로 향함
•3번대는 그대로 회항하여 낙동강 하구의 죽도에 정박

18일

•1번대 小西行長가 밀양 점령
•2번대 加藤清正는 양산에 도달(小西行長이 밀양에서 청도, 대구, 상주로 향하는
중로를 취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清正은 동로를 취함)

19일

•2번대 加藤清正 언양 점령
•3번대의 黒田長政과 大友吉統은 해로로 안골포를 공격
•6번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는 부산에 상륙하여 5월 상순에 후속부대가 상륙할 때까지 머무름

20일

•2번대의 加藤清正과 鍋島直茂가 경주성 공격

24일

•상주성전투

30일

•선조 파천

5월 2일

•한성 함락(3일 입성)

•1번대 小西行長이 대구성을 점령
27일

•탄금대 전투

5월 10일 •6번대 현풍으로 진군

18일

•6번대 毛利輝元은 성주, 小早川隆景은 선산, 立花統虎·高橋統増·筑紫広門은 금산에 배치됨

19일

•1번대 小西行長이 임진강으로 출발

27일

•1번대와 2번대가 합류하여 개성 점령. •개성 함락 후, 일본은 한성에서 군의를 열어 각 방면을 팔도군제12)로 운영 :
6번대는 팔도분할에 따라 5월 25일 전라도 출정명령 받고 임진강 남하 •5월말 고경명 의병결성

6월 4일

24일

•임진강 방어선 붕괴

•용인전투13)

5일

•예천전투. 毛利의 무장 吉川広家의 병사가 예천에 모여 의병 수천을 격퇴
•이 즈음 6번대 安国寺恵瓊 등 1,500인의 왜군이 함안방면에서 의령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곽재우가 저지함

9일

•조경업이 선산도착 •小早川隆景과 毛利輝元 만남
•6번대 小早川隆景은 김천-추풍령-황간-영동-양산-순양-무주-금산으로 이동

12일

•6번대 毛利輝元은 開寧(경북 김천시 개령)으로 진군 ⇒ 6번대와 5번대는 연대하여 일본군 연락선을 수비
•고경명 6월11일 담양 출발 14일에 전주도착

14일

•평양 함락

12)	평안도(一番隊 小西行長 외), 함경도(二番隊 加藤清正 외), 황해도(三番隊 黒田長政 외), 강원도(四番隊 毛利吉成 외), 충청도
(五番隊 福島正則 외), 전라도(六番隊 小早川隆景 외), 경상도(七番隊 毛利輝元 외 : 毛利家文書에는 7번대로 나옴. 그러나 松
浦古事記 등에는 6번대와 같은 그룹으로 나오고, 毛利輝元는 실제로 6번대와 행동을 같이 함), 경기도(八番隊 宇喜多秀家 외 :
7번대 소속으로도 나오고, *毛利家文書에는 8번대로 나옴)
13)	왜군이 한성을 공격하는 동안, 전라관찰사 이광(李洸)은 군을 파견하려했지만 수도함락소식을 듣고 퇴각한다. 그러나 지원병이
5만-10만에 이르렀기에 목표를 한성탈환으로 정하고, 한성에서 42km 떨어진 수원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6월4일 백광언(白光
彦), 이지시(李之詩)가 이끄는 1,900명의 조선병사가 용인성을 탈취하려 공격하였지만, 脇坂安治의 가신이 이끄는 수비대 600
인은 원군이 도착하기까지 조선군과의 교전을 피하다, 본군 1,000명이 도착하자 왜군이 반격하여 조선군을 격퇴시키고, 10만인
의 조선군은 대패하여 퇴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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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경과

16일

•무풍장 부항근처 3곳 복병설치하나 다음날 무너짐. 왜군의 무주 외곽 진입
⇒ 조방장 이계정이 육십령 → 장수현 경계 천잠리에 진을 침 ⇒ 구례현감 싸리재 ⇒ 장수현감 중대고개
⇒ 방어사 곽영, 조병장 김종례는 금산 ⇒ 도절제사 권율은 남원 ⇒ 전주 수성장 이정란
•아마 이때 동복현감 황진과 김제군수 정담이 웅치에서 목책을 세우고 방비

22일

•무주 율현에 왜적 허실탐지 •왜군 금산의 제원을 공격(금산군수 권종이 제원 저곡성에서 방어하나 퇴각)

23일
7월 2일

•금산성 함락 •방어사 곽영 고산으로 철수
•왜군 용담에서 장수로 향함 •7월 2일경 황진은 남원으로 파견

5일

•왜군 진안에서 웅치로 공격 •황진을 다시 웅치로 파견

7일

•웅치전투 •小早川隆景의 6번대가 웅치 공격. 이와 동시에 6번대 일부 부대 2,000인이 이치로 향함

8일

•웅치전투 •조선군 안덕원으로 철수 •금산-안코쿠지 합류

9일

•왜군 안덕원 부근 진출 •금산전투. 고경명 등 의병 7,000인이 6번대의 근거지 금산을 공격하나 역습을 당해 괴멸됨.
고경명은 전사(10일). ∴웅치 왜군 철수

10일

•동복현감 황진의 소양평 전투 •왜군 퇴각

17일

•6번대 금산으로 철수

중순

30일
8월 9일
10일
17-18일
27일
9월 17일

•명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중순에 小早川隆景이 한성으로 향함
•立花宗茂가 이끄는 잔존병력은 전라도의 입구인 금산과 무주의 거점을 유지하며 머무름
•청주전투. 6번대 당시 왜군이 청주 정령 •의병 趙憲과 霊圭가 2,600명의 병사를 모아, 청주성을 공격하나 격퇴
당함. 그 날 밤 왜군은 몰래 성을 빠져나와 퇴각
•梁丹山전투. 6번대 立花宗茂가 南平県 監韓楯 500병을 격퇴
•6번대 立花宗茂는 제2차 평양 전투에서 小西行長、大友義統、黒田長政과 더불어 명의 祖承訓과 史儒를 격파
•의병 조헌, 영규 등 1300인이 금산을 공격하지만 역습을 받아 대패.•날짜 미상 17일경 이치전투
•해남현감 변응정 등 금산성 공격, 순절
•9월 중순에는 남아 있던 立花宗茂도 한성으로 이동

*회색 망처리 부분은 웅치전투. *

는 6번대 동향을 나타냄.

하태규(2017a: 126)는 “웅치전투를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진안에서 전주를 점령하
기 위해 웅치를 넘어온 왜군을 물리치고 전주부성과 호남을 지켜낸 일련의 전투”라고 이
야기한다. 나아가 왜군이 이치 공격에 실패한 후 금산성에 머무르다 9월 17일 경상도로
철수하기까지(하태규 2017a: 139)를 임진왜란 때 왜군이 전라도를 공략하려던 일련의 과
정이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웅치전투를 6월 중순부터로 보는 관점, 웅치전투를
왜군이 전라도를 공략하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거시적 관점에서 당시 왜군의 전라
도 공략이 곰티재길, 덕봉길, 적천치길을 통해 모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되면
세 영로를 따라 왜군과 조선군사이에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세
영로를 웅치전투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킨다.
웅치전투를 왜군의 전라도 공략의 한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전
투의 개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은 침략에서 종결까지의 일련의 기간과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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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하지만, 전투는 개별적으로 단시일에 벌어지는 이벤트, 즉 사건이라는 측면이 강하
다. 따라서 6월 중순 경 동복현감 황진이 웅치에 배속되어 성벽을 쌓고 목책을 세워 방비
14)

하며 왜군의 선방을 격퇴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웅치전투는 7월 7일 또는 8일 에 이루어
지고, 그 기세로 9일 왜군이 안덕원 일대까지 진격하고, 7월 10일 황진부대와 왜군과의
격전을 마지막으로 왜군이 퇴각하여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웅치전투의 공간적 범위
웅치전투를 일회적 사건으로 본다면, 7일(8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에 걸친 전투이고 웅
치고개에서의 접전만을 보자면 7일(8일)부터 다음 날 8일 조선군이 안덕원으로 철수하기
까지의 이틀에 해당한다. 이러한 짧은 시간동안 조선군이 적천치, 덕봉길, 곰티재길을 모
두 방어하는 시간과 여력이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왜군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병
15)

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병력 을 이동시키기 좋은 곳을 집중적으로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표 5> 전주-진안간 고갯길의 특성(조성욱 2017)
고개명칭

장승마을-삼중마을간 노선

정상부분

정상높이

적천치

7㎞

급경사

440m

덕봉길

8㎞

완경사

480m

곰티재

9㎞

급경사

430m

웅치의 지리적 특성을 검토한 연구(표 5)에 따르면, 진안 장승마을에서 완주 삼중마을
까지의 거리는 적천치가 가장 짧지만, 적천치와 곰티재는 완주군 방향에서 오를 때 계곡
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완경사이나 고갯마루에 가까울수록 급경사를 이루고 적천치는 경
사가 더 심하다. 따라서 고갯마루 부분의 경사가 급한 적천치길보다는 덕봉길이나 곰티
재길이 편하고, 가마나 물자이동 때에는 능선을 이용하여 비교적 급경사부분이 적은 덕
봉길이 편리하다고 한다(조성욱 2017: 34-35). 인근 주민들의 전언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 적천치길과 곰티재길은 서쪽 골짜기가 험난하여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진안
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202). 따라서 적천치길은 험난하여 대부대가 움직이기
어렵고, 설사 이쪽을 통해 정탐하였더라도 왜군은 전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공
격루트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14)	웅치전투는 『난중잡록』, 『연려실기술』에는 7월 8일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전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선조수정실록』,
『국조보감』, 일본 측 자료에는 7월 7일 새벽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6번대 총 15,700인이다. 고바야카와 타카카게 10,000인, 모리 히데카네(毛利秀包, 小早川秀包) 1,500인, 다치바나 무네시게
(立花鎮虎(宗茂)) 2,500인, 다치바나 나오즈구(立花直次(高橋統増)) 800인,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広門) 900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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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곰티재길은 조선전기에도 덕봉길과 더불어 역로역할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웅치가 [전주-진안]간 역로상에 위치하는 고개로 당시 관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역원의 존재이다. 조선전기에 [전주-진안]간 역로상에 있는 원은 「안덕원-신원-요광원」
으로 요광원 위치가 덕봉마을 원터로 추정(하태규 2007a)되므로, 곰티재길이 조선전기에
교통로로 이용되었더라도 관로로서 이용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더구나 곰티재 서쪽
골짜기가 매우 험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왜군의 진군경로에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완주 및 진안에 걸쳐 있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덕봉길 주변으로 추정진지
터2, 성황당터, 성벽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추정무덤과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봉화터가
확인되었다(표 6, 그림 3).
<표 6> 웅치전적지 시굴조사 현황
구분

허가번호

조사일시

완주

제2018-1076호

진안

제2018-0851호

행정구역

조사면적

조사내용

2018년 8월 23일∼10월 1일

2,655㎡

성황당, 추정진지터2, 건지봉 봉화터

2018년 6월 7일∼9월 30일

25,000㎡

성황당, 추정고분군, 추정성벽

▲ 성황당

▲ 추정진지터2

▲ 추정성벽

▲ 추정무덤
<그림 3> 웅치전투 관련 시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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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당(490m)은 진안과 완주 경계(진안군 : 부귀면 세동리 산 292-2번지, 완주군: 소양
면 신촌리 산 51번지)에 걸쳐 자리한다. 『징비록(懲毖錄)』에 의하면, 왜군들이 전사한 사
람의 시체를 모아 길가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황당은 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16)

17)

추정되고, 이후 성황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성황당은 다양한 크
기와 석재로 쌓여 있고, 평면 타원형에 직경 14.0×27.5m, 최대높이 6m이다(그림 3). 주변
에서 백자편과 기와편, 옹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자기 형태로 보아 임
진왜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진지터2는 성황당을 포함하여 서쪽의 곡부와 산사면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산사면
일대는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어 바로 암반층이 노출되었다. 성황당의 북서쪽 계곡부에
위치하는 추정진지터2는 능선 방향을 따라 ‘人 ’자 또는 ‘ㄷ’자 형태로 최대길이 30.7m, 최
대너비 19.7m, 적석열 너비 4m, 최대높이 3m 정도 확인된다. 적석 내부는 흙이 거의 퇴적
되지 않고 다양한 크기의 각석들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이 아니
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추정성벽은 해발 511.4m 구릉의 북쪽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는데, 작은진친골 맞은편
에 자리한다. 조사지역은 소로를 내면서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성벽 석재의 대부분을 외부로 반출하였다고 한다. 표토를 5∼
10cm정도 걷어내자 길이 28m, 추정너비 10m내외의 성벽이 확인되는데, 1단만 남아 있
다. 일반적인 석성의 경우, 잘 다듬은 대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정성들여 죽조하지만, 본
성벽은 면을 다듬지 않은 할석만을 이용하여 일부 면 맞춤하여 쌓았다. 더구나 성벽은 산
능선을 따라 계속되지 않고, 작은진친골을 중심으로 일부에만 조성되어 남아 있다. 이러
한 양상으로 추정컨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대비하여 웅치를 넘기 위한 왜군의 이동통
로가 되는 가장 좁은 골짜기 양 사면으로 일정거리에만 원지형을 일부 삭평하고, 부분적
으로는 원지반인 암반에 덧대어 석재를 이용하여 쌓고, 곡부에는 목책을 세워 방어선을
18)

구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6)	『징비록』에서는 “왜적은 돌아가다 웅령에 이르러 전사한 사람의 신체를 모두 모아 길가에 묻고 몇 개의 큰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무덤 위에 ‘조선국의 충간의담을 조상하노라(弔朝鮮國忠肝義膽)’라고 팻말을 썼다(悉聚熊嶺戰死者屍 埋路邊作數大冢 立木 其上
書曰 弔朝鮮忠肝義膽 盡嘉其力戰也)”
17)	위 내용은 『춘파당 일월록(春波堂日月錄)』 권8(진안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69), 『朝鮮の役』 제1篇에 기록되어 있다
(진안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86-90). ‘(중략)이 고개 정상에는 여느 재마다 흔히 있는 성황탑이 있다. 많은 오가는
길손들이 한 개씩 주어다 던진 돌멩이가 정상의 산길을 좁히고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다. 내가 주어다 던진 돌도 몇 개 있을 것이
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웅치전적지 중)’ (진안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26)
18)	유성룡의 『징비록』 에는 “웅령에서 막았는데, 목책을 만들어 산길을 가로질러 끊어 놓고서 장병들을 독려하여 종일토록 크게 사워
적병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였다(之於熊嶺 爲木柵橫斷山路 督將士終日大戰 射殺賊兵無算 賊欲退 會日暮矢盡 賊更攻之二
人俱死 軍隊潰 明日賊至全州 官吏欲走州人)”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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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조사지역 외곽의 옛 길로 추정되는 길목에서 무덤으로 보이는 봉분이 확인되었
다. 평면 타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9.7×8.0m정도이다.
이처럼 [전주-진안]간 영로 가운데 지리적 특성상, 경사가 완만한 덕봉길이 이동하기
에 가장 적합하고, 영로임을 반영하는 원터(요광원터), 웅치전투와 관련된 여러 지명, 마
을 주민의 전언, 그리고 전투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추정진지터2의 적석시설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시설된 성벽, 왜군이 철수하면서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등 이 모든 증거와 자료들이 웅치전투가 이루어진 곳으로 덕봉길을 가리킨다. 향후
이 유구들에 대한 발굴조사, 요광원터로 여겨지는 지점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자연과학
적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웅치전투의 주된 전투지가 덕봉길임이 더욱 확실
해질 것이다.

3. 웅치전투의 방어선
웅치전투의 방어선에 대해서는 연구자간 논란이 많다. 방어선에 대한 기록은 『난중잡록
(亂中雜錄)』 권1 7월 8일조에서 보이는데, “8일 적이 웅현(熊峴)을 넘으니 복병장 김제군
수 정담이 싸우다 죽다. 처음에 도복병장인 나주판관 이복남이 중봉에 진을 치고 황박이
그 위에서 지키며 정담은 그 아래서 지키는데, 이광이 장병을 더 보내어 군의 위세를 도
19)

왔다.” 라고 하여 상·중·하로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이형석(1976)
은 선방, 중방, 후방으로 파악한바 있고, 하태규(2007a)는 덕봉길이 주 전적지임을 확인하
고 중방은 웅치의 고갯마루이고, 상의 황박은 덕봉마을 쪽 높은 곳, 하의 정담은 고개마
루 아래에서 왜장바위에 이르는 구간으로 파악하였다(표 7).
웅치전투를 7월 7일(8일)∼10일에 벌어진 전투로 규정한다면, 웅치전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덕봉길로, 방어선은 덕봉길 선상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난중잡록』 권1
7월 8일조에서 “…(전략)…아침 해가 동으로 올라와, 뒤의 적이 산과 골짜기를 덮으며 크
게 몰려오는데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산중턱을 육박하여 여러 부대로 나누어 들어
와 싸우는데 흰 칼날이 어울려 번쩍이고 나는 탄환이 우박 쏟듯 하였다. 뒤를 이어 응원
하는 적이 얼마 안 있다가 또 와서 합세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이니, 형세가 바람 앞에 불
과 같았다. 황박은 화살도 떨어지고 힘도 다 되어 무너져 나주 진중으로 들어갔다. 적병
이 승세를 타고 충돌하여 고갯마루로 오르니 나주의 진 역시 무너졌다. 정담이 말하기를,
‘차라리 적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을지언정, 한 걸음도 후퇴하여 살 수는 없다.’하고,

19)	初八日賊踰熊峴伏兵將金堤郡守鄭湛死之初都伏兵將羅州判官李福男，陣中峰黃璞守其上鄭湛守其下李洸加將添兵以助軍勢
(『亂中雜錄』 卷1, 壬辰年 上, 7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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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히 적과 더불어 육박전을 벌이다 죽었다. 이복남 등은 싸우면서 후퇴하여 안덕원(安
德院)에 전주 동쪽 10리 길에 있다. 군사를 주둔하였다…(전략)…”고 기록되어 있다(완주
20)

문화원 외 2016: 81-82).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일선에서 황박이 싸우다 이복남의 진
중으로 들어가고, 바로 이어 왜군이 고갯마루로 오르면서 나주의 진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웅치고개를 중심으로 전투가 1일 동안 단시간에 치열하게 이루어진 양상을
감안할 때, 덕봉길 선상에 방어선이 구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이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진을 쳤던 곳이라면, 이곳은 1〜3진
중 하나일 것이다. 성벽이 위치하는 곳은 계곡이 급격하게 좁아 들어 방어하기 좋을 뿐만
21)

22)

아니라, 성벽 맞은편에는 ‘깃대봉’ 과 ‘작은진친골(징친골)’ 이 자리하며 일대에 ‘큰여사
리골’이라는 지명 등이 남아 있다(진안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지리적 특성상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웅치전투가 진안에서 전주로 진격하려는 왜군과
이를 방어하는 조선군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고갯마루를 넘지 못하게 방어하는 것이 최선
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갯마루 부근에도 방어진이 구축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벽이 위치하는 곳은 2진 중봉의 이복남이 진을 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 왜군과 격전을
벌인 곳으로 추정된다(표 7, 그림 4).
<표7> 웅치전투의 방어선에 대한 견해

난중잡록

이형석
(1976)

(재)전주문화
유산연구원
(2017)

상-황박

선방

중봉-이복남
하-정담

하태규(2007·2017)

(재)전라문화
유산연구원

광의의
웅치전적지

곰티재지구

덕봉길지구

1진- 오곡,
대피곡, 정리곡

곰티재길

웅치전적비 있는
산봉우리

덕봉마을
높은 곳

1진- 소정골,
여사리골
(추정진지터1)

매복진지 및
이동감시
(MOP)

중방

2진-징친골

덕봉길

고갯마루

고개마루

2진-성벽확인
(작은진천골)

바리케이드

후방

3진-성황당터

적천치길

정상 아래
완주쪽 계곡

고갯마루 아래
왜장바위

3진-성황당터
〜왜장바위

CP 매복진지
목진지

자연히 고갯마루에서 완주 쪽의 적석시설은 고개에서 완주로 넘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의미와 고개 넘어 몰려드는 왜군을 격퇴시키던 방어시설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물론 발

20)	朝日上東後賊大至漫山蔽谷數不可計 肉薄峴腰分運入戰白刃交錯飛丸雹落繼援之賊俄而又至合勢鏖戰勢如風火黃璞天竭力盡潰
入 羅州陣賊兵乘勝衝突上嶺羅陣亦潰湛曰寧加殺一賊而死不可退一步而生敢與賊肉戰而死福男 等且戰且退屯兵于安德院在全州
東十里程(『亂中雜錄』 卷1, 壬辰年 上, 7月 8日)
21) 현재는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으나 이전에 깃대를 꽂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있는 석재가 있었던 곳이라고 전한다.
22)	김제민의 부대가 일종의 심리전술로 깃대를 꼽고 일단 적을 좁은 계곡으로 꾀어 총을 쏘며 몰려든 왜적을 향해 느닷없이 징을 울려
혼란시켰던 곳이며 또 ‘관망대’는 왜적들의 동정을 엿보아 재의 꼭대기에 있는 장수에게 전항을 알려 모든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
록 하였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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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웅치전투의 추정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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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선상을 이루는 외형상 특징을 감안할
때,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므로 CP(Command Post) 또는 매복진지, 목진지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곳에서 왜장바위까지는 비교적 평탄면을 이루는데, 정담의 진
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최후 방어선인 이곳이 뚫리자 왜장바위가 있는 곳까지 후
퇴하여 그곳에서 정담장군이 포위된 후 최후의 격전을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1차 방어선인 황박 부대의 방어진은 어디에 구축되었을까? 현재로서는 확실하
지 않다. 웅치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골짜기를 이루고 양쪽으로 높은 산이 이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황박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정탐을 나온 왜군을 견제 및 격퇴한 장소는 골
23)

24)

짜기 부분이 좁아드는 ‘소정골 ’부근으로 추측된다(그림 4). 그 외 ‘여사골’ , ‘정리곡’, ‘대
피곡’의 지명과 함께 추정 1차 방어선 뒤편으로는 진지터1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가 확
인된다. 이곳이 1차 방어선이라면 주변 지리의 특성상 매복진지 또는 MOP(Mobilization
Observation Post, 이동정찰)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표 7).

Ⅳ. 웅치전적지의 의미와 지정범위 재검토
1. 전적지 사례와 웅치전적지의 의미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과 관련된 문화재는 각각 18개소, 12개소 총 30개소가 지정되었다
(표 8). 문화재의 지정시기는 대체로 1960년대(8개소)와 70년대(9개소)에 몰려 있는데, 이
는 이순신 장군의 성웅화와 관련 깊음을 엿볼 수 있다. 문화재의 성격은 대부분 전적지를
비롯하여 성곽이 대부분이고 일부 무덤, 기념비나 기념장소이다. 지정면적은 1,000㎡내
외〜3,000,000㎡내외로 편차가 있으나, 웅치와 이치전적지를 제외하고 200,000㎡를 넘지
않고, 대부분 100,000㎡미만이다.
지정면적 가운데 웅치전적지가 3,650,609㎡로 가장 넓다. 웅치전적비가 포함되는 이 범
위는 소양면 신촌리 산18-1임으로 단일 번지에 해당한다(표 9). 즉 1976년 처음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당시는 소양면 신촌리 산으로만 고시되었고, 이후 1979년 세워진
웅치전적비가 있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산18-1임의 지번 면적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하태규 2017b: 254). 이러한 과정에서 유추해 볼 때, 웅치전적지의 문화재 지정 역
시 이순신장군의 성웅화 과정,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관련 유적의 성역화의 일환으로 이

23) 일본의 고바야카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부대를 격파시킨 골짜기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24)	‘여사골’은 적장의 정탐과 관련된 말로 전쟁과정 중에서 치열하게 양군의 세작을 활용한 정탐 활동이 이루어진 곳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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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역사적 고증 없이(하태규 2017b: 254), 학술적 연구
의 실체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지적은 분명해 보인다.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는 이미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웅치전투의 실제 장소와의 불일치, 문헌고
증, 전승, 지명, 고고학적 성과를 고려할 때,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는 지정범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웅치전적지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태규
는 조선후기 웅치영로(곰티재길), 임진왜란 당시 웅치 옛 길로 추정되는 덕봉길을 묶고,
문화재 지정이라는 현실적 문제,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
인 덕봉마을에서 왜장바위까지의 구간을 제한적이지만, 전적지로 설정하여 ‘웅치 옛 길
과 웅치전적지’로 명명하여 문화재 범위와 명칭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하태규
2017b: 255).
<표 8>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관련 문화재 지정현황
연번

명칭

지정현황

성격

1

웅치전적지

전라북도 기념물 25호
(1976.4.2)

전적

2

완주 이치전적지

전라북도 기념물 26호
(1976.4.2)

3

금산 이치대첩지

4

연번

명칭

지정현황

성격

10

부산진지성 서문
및 성곽우주석

부산광역시 기념물
19호(1972.6.26.)

성+전적

전적

11

행주산성

사적 56호
(1963.1.21)

전적

충청남도 기념물 154호
(2000.9.20)

전적

12

해유령전첩지

경기도 기념물 39호
(1977.10.13)

전적

영동 추풍령 전적
및 장지현 순절비

충청북도 기념물 96호
(1994.12.30)

전적

13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140
(1964.8.29)

산성+전적

5

상주 임란북천
전적지

경상북도 기념물 77호
(1988.9.23)

전적

14

창원 진해
안골포굴강

경상남도 기념물
143호(1997.7.4)

군사시설
(거북선 정박지)

6

호미산성

경상남도 기념물 101호
산성+전적 15
(1990.12.20)

임진 동래의총

부산광역시 기념물
13호(1972.6.26)

무덤

7

사천산성

경상남도 기념물 144호
산성+전적 16
(1994.9.26)

금산 칠백의총

사적 105호
(1963.1.21)

무덤

8

진주성

사적 118호
(1963.1.2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274호
(1998.11.13)

왜성

9

동래읍성지

부산광역시 기념물 3호
(1972.6.26)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사적 113호
(1963.1..1)

역사적장소
(제승당)

1

호벌치전적지

전라북도 기념물
(1976.4.2.)

전적

7

아산 이충무공묘

사적 112호
(1963.1.21.)

무덤

2

순천왜성

전라남도 기념물 171호
(1999.2.26)

성+전적

8

아산 이충무공
유허

사적155호
(1967.3.18.)

유허

3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사적 114호
(1963.1.21)

전적

9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사적 232호
(1973.6.11.)

전적

임진왜란

성+전적

17 사천 선진리왜성

읍성+전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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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지정현황

성격

연번

명칭

지정현황

성격

4

울산왜성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7호(1997.10.30)

성+전적

10

이충무공
벽파진전첩비

진도향토유적 5호
(2001.10.30)

기념비

5

사천 조명군총

경상남도 기념물 80호
(1985.1.14)

무덤

11

통영 착량묘

경상남도 기념물
13호(1974.2.16.)

사당

6

남원 만인의총

사적 272호(1981.4.1.)

무덤

12

남원읍성

사적 298호
(1982.11.03)

성+전적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가 역사적 진정성을 담은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필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내딛어 신속한 문화재 행정절차
를 위해, 재조정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8>의 문화재 성
격과 지정면적으로 보면, 대부분 특정 유구 또는 유적의 범위로 한정하여 점적으로 지정
되어 있다. 그러나 웅치전투는 교통로를 따라 진안현에서 웅치고개를 넘어 전주부성으로
들어가려는 왜군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전투이다. 즉 웅치전투는 당시의 교
통로상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 재조정을 위해서, 웅치전적지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제한된 점적 공간으로만 파악하기보다 웅치전투가 웅치고개를
넘어 전주부성으로 들어가는 골목과 그 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길’의 의미를
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9> 웅치전적지 면적 변경내용
연번

연도

주소

면적(㎡)

변경내용

1

1937.08.15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8-1

3,706,413

매매

2

1976.04.02

전북기념물 제25호 지정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

3

1976.04.03

4

1999.06.08

5

2002.07.02

6
7

전라북도 고시 제612호
3,706,413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6 제1항 규정에 의해
전산에 등록

3,651,690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18-3(24,677㎡),
18-4(20,046㎡)로 분할 및 건설교통부로 소유권 이전

2005.07.19

3,650,609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8-5(1,081㎡) 분할

2008.12.26

3,650,609

전라북도 고시 제2008-455문화재지정구역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8-1

2.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 재검토
웅치전투를 7월 7일(8일)∼10일 단시일에 벌어진 전투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1진의 황박, 2진의 이복남이 차례로 후퇴하여 최종 방어선인 정담 장군의 진중으로
들어가던 긴박했던 정황, 웅치전투 관련 전승과 고고학적 증거가 모두 덕봉마을 중심으

웅치전적지 위치와 지정범위 재검토 135

로 한 덕봉길 일대에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그리고 웅치전투가 웅치고개를 넘어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웅치전투의 추이에 따라 웅치전적지의 범위를 좀 더 구체
화시켜 3개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5·6).

1) 신기마을∼두목마을 구간
덕봉마을 작은진친골 앞 계곡이 좁아드는 곳에서 급하게 축조된 성벽, 작은진천골 옆
민가 뒤편의 추정무덤, 고갯마루의 성황당터와 추정진지터2가 확인되는 덕봉마을부터
왜장바위까지가 고고학적 증거로 확인되는 웅치전적지의 최소 범위이다. 그러나 고고학
적 증거 외에도 웅치전투를 기록한 문헌, 관련 전승 등을 종합할 때, 웅치전적지의 범위
를 좀 더 확대시켜야 하고, 앞서 언급한 [전주-진안] 간 교통로상에서 전투가 이루어진 점
을 감안해야 한다. 웅치전투가 웅치고갯마루 전후에서 벌어지므로 길의 상징성을 더한다
면, 웅치 고개 좌우를 포함하는 기점이 되는 「신기마을-웅치고개-두목마을」까지가 웅치
전투에서 왜군이 일차적으로 넘어야 하는 관문이었고, 조선군은 철저하게 저지해야 하는
방어선이었다.
현재 추정무덤 일대에는 구길 흔적이 남아 있으나, 웅치고개까지는 덕봉제 및 도로 건
설로 원형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고갯마루를 넘어서 두목마을까지는 옛 길의 원형이 그
대로 남아 있다(그림 5·6). 따라서 웅치전투의 목적과 전투가 벌어진 장소의 의미를 고
려할 때, 덕봉마을〜왜장바위 구간에서 좀 더 확대시켜 신기마을에서 두목마을에 이르는
구간이 전적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신기마을∼두목마을∼삼중리∼안덕원 일대(소양평) 구간
웅치전투는 7일(8일) 진안현에서 웅치고개를 넘어 전주부성으로 들어가려는 왜군을 저
지하기 위해 시작되고, 조선군이 철수하면서 안덕원 일대까지 진출한 왜군을 소양평에서
황진 장군이 격퇴하여 왜군이 퇴각하면서 일단락된다. 이러한 웅치전투의 시작과 결말이
라는 과정을 고려할 때, 「신기마을∼두목마을∼삼중리∼안덕원 일대(소양평)」 구간까지
가 웅치전적지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더구나 웅치고개를 중심으로 한 범위만을 문화재 지정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웅치전투
는 왜군에 패하여 조선군이 철수한 과정까지만 담게 된다. 웅치전투의 결말이 소양평에
서의 최후 저항으로 왜군을 격퇴하여 철수시킴으로써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웅치전
투의 완결성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지정범위의 최종 종착지는 신기마을에서 안덕원에
이르는 전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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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웅치전투 추이에 따른 전적지의 지정범위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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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웅치전적지 지정범위와 덕봉길 주변 지정범위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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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

이 구간에도 웅치전투와 관련된 전승과 지명들이 남아 있다. 현재 알려진 사례(박노석
25)

23017: 195-211, 이목윤 2017)를 살펴보면, 두목마을 에 옛 원터로 알려진 곳이 있다. 현
재 동양초등학교 분교가 있던 자리로, 조선전기 신원터는 조약치로 이어지는 신원마을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몇 해전(30∼40년전) 신원의 옛 역참이 여기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원래의 신원터는 지금의 신원리에 위치한다. 적천치길과 덕봉길, 곰티재길가 만나는 삼
중리에 삼중교가 있는데 이곳은 돌돌모퉁이(장구목)로 이야기 된다. 삼중리의 지명이 임
란 후부터 솔정마을에서 삼중마을로 변화하였다고 하는데, 야간이동을 포기한 적들이 여
기에서 삼중의 경계를 세웠다는 설, 웅치와 구진벌 중간에서 치러진 또 한 번의 전투지라
는 뜻의 삼중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신원마을 입구의 오른쪽 산기슭(일명 대님날) 한쪽을
목왜정 또는 목아정이라고 부른다. 이곳은 왜군이 후퇴하면서 죽은 병사의 목만 잘라 가
져가고 나머지 시신을 이곳에 모아 장사지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구진벌이 좁은목 교
전은 구진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진마을의 원이름은 거북 구(龜)자, 못 진(津)자의 구
진이었으나, 이곳에서 왜군이 아홉 번이나 좁은목을 넘으려고 공격하여 물리쳤다하여 구
진(九進)이라 불린다고 한다. 신교리에 원당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안덕원과 같이 역마를
26)

갈아타는 원과 주막이 있던 마을이다. 원래 이름은 신조리 였다고 한다. 또한 『호남절의
록』에 이정란이 소양평으로 군대를 보내어 구원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신교벌(소양평)의
격전에서 황진이 왜군을 크게 격퇴시켜 왜군이 철수하게 된다(이목윤 2017).

3) 곰티재길을 추가한 구간
웅치전투가 벌어진 곳이 덕봉길임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바꾸어
말해 웅치전투의 주 격전지가 곰티재길이 아닌 덕봉길이라는 결론은 조선후기에 웅치로
기록되어 있는 곰티재와 조선전기 웅치가 같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곰
티재길이 조선전기에 영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웅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조선전기에 곰티재길을 통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
언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천치길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조선전기의 웅치가 폐지되고 현재의 곰티재로 변경되어 후기의 영로로 사용되

25)	두목마을 지명은 동쪽 산이 누에머리 같다하여 누에머리 두(蠹), 화목할 목(睦)이었는데, 웅치전투 당시 목책을 만들어 날랐다
하여 막을 두(杜), 나무 목(木)의 두목으로 지명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26)	이곳에 조선군이 잠시 진을 치는데, 때마침 왜군이 공격해오자, 갑자기 안개처럼 연기가 피어 올랐다고 한다. 왜군이 연기의 시작
되는 곳을 찾아 보자, 원당이라 쓰인 곳에서 나오는데, 안에 미륵불이 안치되어 있고, 미륵불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한다. 왜군이 미륵불 목을 자르자 붉은 피가 흘렀다고 전해진다. 이 원당의 미륵불을 단암사에 모셨고, 원당 앞 마을을 신이 도왔
다하여 신조리(신교리의 옛이름)라고 한다(이목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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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더라도, 웅치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전주-진안] 간 교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역사
성을 고려할 때, 하태규(2017b)의 지적처럼 곰티재길, 덕봉길, 적천치길을 포함하는 웅치
전적지의 범위도 설정가능하다. 다만, 적천치길의 경우, 왜군의 침입을 시사하는 적래천
이라는 지명 외에 웅치전투와 관련된 직간접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적천치가 완주
쪽으로 매우 좁고 급경사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동로로 이용되었을지
라도 대규모 병사가 물자와 더불어 통과해야하는 전투임을 감안할 때, 적천치길을 임진
왜란 당시 웅치전투의 격전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웅치의 역사성과 교
통로로서 길의 의미를 감안할 때, 웅치의 지명이 남아 있는 곰티재길과 덕봉길을 광의의
웅치전적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적천치길은 여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3.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상으로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는 역사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옛 길’의 의미를 더해 점
적인 공간이 아니라 선상의 공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몇 개 구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어떻게 조정해야할 것인가의 실질적 문제가 남아 있다.
도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는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전라북
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 4조(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도
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을 뿐, 문화재와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해 분명
하게 명시된바 없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외에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례 제4조 도
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해당할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정변경절차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할 수 있다. 지정범위는 전적지의 특성상 전투가
이루어진 범위, 길의 의미를 더한다면 옛 길이 되겠지만, 웅치 옛 길 양 옆의 일정 공간이
지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구역을 규정한 자료를 참고하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보
27)

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별표 2> 에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전적지가 포함되는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나,
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항에 적용한다면, 최소 10m, 30m를 기준으로 지정범위를 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m든 30m든 옛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전투가 길을 중심으
27)	성곽과 제방 등은 성벽면 하부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 왕릉, 고분묘 등은 봉토하단에서 5m내지
500m이내의 구역, 사지, 사우지, 전묘지, 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m 내지 30m 이내의 구역,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
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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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좌우 30m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안-전주] 간 고개인 웅치는 노령산
맥(호남정맥)의 장벽을 넘는 안부로서 양쪽의 험준한 경관 안에서만 옛 길과 역사성을 담
보할 수 있다. 따라서 웅치전투의 역사성, 웅치 옛 길의 교통로라는 사회적 특성, 자연지
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옛 길을 중심으로 주변 험준한 산지가 일정부분 포함되어야 고대
경관이 유지될 것이다(그림 5·6).
한편, 문화재 지정범위 조정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정범위 조정안이 공인되어
도 여전히 사유지에 대한 문제, 조사 진행정도와 성과 차이, 두 지자체에 걸쳐 있다는 행
정적 문제가 남아 있어 진통 없이 지정범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 지
정범위 조정만을 목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시굴조사로 확인된 관련 유구에 대한 성격과 시
기파악을 위한 발굴조사, 웅치전투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고증, 두목마을에서 안덕원
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옛 길 정비 및 복원, 웅치전적지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콘텐츠 구축이라는 다각적 측면의 접근(홍성덕 2017)과 성과를 충분히 축적하
여 검토한 후, 지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지정범위를 조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물론 반드시 최종적으로 덕봉길과 안덕원에 이르는
구간, 그리고 곰티재길이 포함되는 구역을 포함한 지정범위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덕봉길과 곰티재길의 지정범위를 설정하고, 곰티재길의 경우, 기
존 전적지 지정범위와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지정해제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웅치전투의 상징성, 그리고 진정성을 감안한 덕봉길, 곰티재길에 대한 지정범
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고학적, 문헌사적, 활용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거듭하여 안덕
원에 이르는 구간을 추가로 지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Ⅴ. 맺음말
웅치전투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이미 인정받았고, 1980년대 후반부
터 제기된 웅치전투의 실제 격전지가 현재의 지정범위가 아닌 덕봉길 주변임은 많은 공
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웅치전투를 바라보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성에 대한 합의와 이해
관계가 엇갈려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금에 이
르렀다. 본고는 웅치전투의 시·공간성을 재정립하고,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웅치전
투의 역사성과 웅치 ‘옛 길’의 의미를 투영하여, 웅치전적지가 점적 공간이 아닌 선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웅치전투의 추이에 따라 크게 3개
범주의 지정범위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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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정범위 재조정이 이
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웅치전투의 주 격전지가 곰티재길이 아닌
덕봉길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지 30년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웅치전투의 의미, 전적지
위치, 지명, 전승 등의 연구성과들이 축적되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웅치전적지
의 재지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조사경과와 성과, 지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정범위 재조정이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대되어야 하되, 최종적으로 신기마을에서 안
덕원 일대에 이르는 옛 길, 곰티재길 구간 일대를 지정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문화재 지정의 목표는 보존을 넘어 활용하여 문화재를 현재화하는 데에 있다. 행정적
절차, 이해관계로 인해 최종 목표인 웅치전투의 완결성을 구현하는 형태로 문화재 지정
범위가 조정되느냐의 여부를 떠나, 웅치전적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웅치전
적지의 지정범위가 역사적 진정성을 담고, 임진왜란 당시 웅치 옛 길이 갖는 의미를 투영
시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웅치전투와 전적
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 고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덕봉길 주변(신기마을∼
월상마을)으로 집중되어 있는 조사경향에서 탈피하여 안덕원에 이르는 지역까지 포괄한
전면적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전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대한 추가 시굴
조사와 정밀발굴조사는 물론, 두목마을, 월상마을을 지나 삼중리, 안덕원에 이르는 구간
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옛 길에 대한 정비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으며 전라도가 갖는 위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웅치전투, 이치전투에서의 승리가 큰 역할을 하였다. 바꾸어 말해, 임
진왜란사에서 전라도가 갖는 역할을 웅치·이치전투로 상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웅
치전적지의 지정범위 조정이라는 과제를 통해 전라북도와 관계 시군의 원활한 협의가 이
루어져, 웅치전투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웅치전투, 임진왜란, 옛 길, 전라도를 아우르는
종합적 활용방안이 구현되기를 바란다.
▶논문접수일(2018.12.27) ▶심사완료일(2019.1.31) ▶게재확정일(2019.2.13)
※감사의 말
지금까지의 웅치전투를 다룬 연구성과들이 없었다면 본고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들이 기존 자료들을 잘못
이해한 부분, 보완 사항 등 본고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 하태규교수님,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신 이상균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웅치 옛 길을 답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완주군민 기자단의 손안나 기자님, 험한 산중을 헤치
며 옛 길과 웅치전투의 흔적을 찾는 데에 동행하며 도움을 주신 웅치보존회 손석기 회장님, 완주군 두목마을 최형근 선생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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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ocation and Designated scope
of the Ungchi Battleground
Seon-haeng Cheon, Chun-kyu Prak, Jin-soo Shim,
Sang-min Cha, Seul-bi Lee
(Jeolla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designated scope of the Ungchi Battleground classified as Historic Site No.
25 in North Jeolla Province on April 2, 1976 does not match the actual battle site of the
Ungchi Battle during the Imjin war.
Given the literature, biography, geographical names, and recent archaeological
achievements since the late 1980s, the main battleground of the Ungchi battle has been
found to be around Deokbong-gil.
As a result, this has raised the need to change the scope of the Ungchi battleground.
Having reviewed various viewpoints, this paper observes that the site of the Ungchi
battleground should not be zoned in the form of points but should be long and linear
along the road. This paper also redefines the time and area of the Ungchi battleground and
reflects the history of the Ungchi battle and the meaning of the Ungchi ‘Old Raod(Yet gil)’
based on archaeological achievements. In particular, the Ungchi battleground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ingi Village – Dumok Village section, Singi Village – Andeokwon
section, and Gomtijae-gil section, according to the Ungchi battle.
Among these, the section which includes Singi Village to Andeokwon and Gomtijaegil, is designated as the target area. This designated scope should be readjusted sequentially
and expanded in stages considering the survey progress, performance and conditions.
In order to utilize the cultural assets, in-depth investigation, research, and verification
of the Ungchi battle and the entire battleground is necessary. In particular, a comprehensive
survey covering the area around Deokbong-gil to the area leading to Andeokwon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A comprehensive use plan that encompasses the Imjin War, the old road(Yet Gil),
and the Jeolla province as well as the history of the Ungchi battle should be planned and
implemented through academic support for readjustment of the scope, archaeological
verification, and active cooperation between cities, counties and provinces.
Key words : Battle of Ungchi, Battleground at Ungchi, Old Road(Yet-gil),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Scope of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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