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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 :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주 제 : 삼국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율령비(律令碑)

시 대 : 신라

문화재 유형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분 류 : 국보 제242호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21  

제목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에게 고하노라, 울진봉평신라비

유래 및 스토리

가까이 하기엔 아직도 너무 먼 그대들에게

삼국이 한반도 내에서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 때로는 뺏고 뺏기는

토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삼국은 나름의 역사를 쓰고 있었다. 그러

나 삼국에게는 원한 힘의 균형시대가 찾아오지 않았다. 백제가 부흥해서 인근 국가가 경

계를 늦추지 못하기도 하 고, 고구려가 강성해져서 백제와 신라를 벌벌 떨게도 하 으며,

신라가강해졌을때는이미백제와고구려의국운이서서히기울고있었다.  

울진과 울진 사람들의 기질은 고구려의 강인하고 활기찬 기운에 큰 향을 받았지만 물

고 물리는 전쟁 속에서 결국 신라 땅에 복속되고 만다. 왜 우리네가 지방민에 대해 차별적

인 신라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불만이 표출되어 주민들은 성을

불태우고 항쟁을 일으켰다. 당시 신라 임금 법흥왕은 직접 신료들을 이끌고 와서 소요사태

를 진압하 다. 또한 사태가 그 지경이 되도록 단속하지 못한 마을 책임자들을 불러 큰 마

을책임자에게는100대씩, 작은마을책임자에게는60대씩장형에처하 다. 

“거벌모라(지금의 울진군 중심지역)와 남미지는 본디 노인(복속된 지역 주민을 낮추어

부른 말)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지만 앞선 시기에 왕께서 크게 법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길

이 좁고 오르막도 험난한 이야은성에 불을 내고 성을 에워싸니 대군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

르 다.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대노촌은 값 다섯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 노

인법을만들라”(울진봉평신라비번역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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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반포 등을 통해 노비

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

었건만, 복속된 지역민이지

만 장차 통일 신라의 이름아

래 하나가 될 그들이기에 포

용하려 애썼건만 돌아온 것

은 고구려 정체성을 일관되

게 내세우며 신라왕의 통치

를 부정하는 반란이라니, 아

직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들이었던가… 신라왕의

고심은커져만갔다. 

왕의 권위를 높이고 다시

는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강력한의지의표명이필요했다. 법흥왕은육부대신들의의

견을 물어 그들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에 대한 내용을 비문으로 남기

게하 다(524년). 이것이바로울진봉평신라비이다. 

오랜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비는 1988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라의 육부

제 실시와 법흥왕의 율령 반포에 대한 기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다. 돌을 다듬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용한 비는 한쪽 면에만 398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전형적인

한문이아니라신라식의독특한한문체를사용하고있어이채롭다.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현재 울진봉평신라비는 울진군 죽

변면 봉평리에 새로이 개관한 울진봉

평신라비전시관으로 옮겨져 당시의

역사와 생활상을 엿보고자 하는 이들

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울진봉평신

라비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자연석 화

강암을 이용하여 비문을 새겼는데 하

울진봉평신라비 울진봉평신라비의 원문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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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로 치솟듯이 세워진 형태는 고구려 장수왕 2년(414년)에 세운 광개토대왕비와 유사한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부터 신라 토 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안정적으로 눕혀 놓은 형

태의비들과는대조적인모습이다.

현재 전시관에는 삼국시대에 발굴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비의 표본들을 함께 전시해

놓고있어한자리에서모두를살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전시관 (삼국시대 비(碑) 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