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래 및 스토리

대가야가 멸망한 지(560, 562) 200년이

지난 신라 경덕왕(제위 742-764)에서 헌

덕왕(제위809-825)대에 신라는 이곳에

물산사를 짓고 여기가 불교 신앙지인 사

찰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리면서, 모든 사

람들은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여야 함을

알리는당간지주를세웠다.

당간지주는 두 개의 기둥을 양쪽에 세

우고 그 사이에 긴 대막대나 원통형 쇠기

둥을층층이쌓아올리고(竿) 꼭대기에용

의머리를장식한다음그위에불교를상

징하는깃발(幢)을꽂아여기가불법의도

량으로신성한곳임을알리는표시이다.

3.고령군

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

주 제 : 왕국의 흥망성쇠 한민족의 생명력

시 대 : 통일신라 AD8세기

문화재 유형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당간

분 류 : 보물 제54호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3-5

지산동 당간지주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기둥모두
머리부분이 둥 게 다듬어져있다.

제목 성과 속의 경계, 불교사찰의 상징, 지산동 당간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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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지주의 재료로는 돌과 나무, 쇠가 주로 쓰 는데 현재 돌로 만든 것이 많이 남아있

다. 당간지주가세워져있는이자리는발견된유물로볼때대가야의궁궐터로추정된다.

왕국의 흥망성쇠와 한민족의 생명력

기원 전후 시기에 고령지역에 세워진 고대국가 반로국은 4C경에 대가야로 발전하여 경

상도 서부인 거창 함안지역과 호남동부인 남원까지를 복속시킨 변한지역 강국으로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발생, 성장, 쇠퇴, 사멸이라는 역사의 법칙을 대가야도 거스릴 수 없어 6C경

에들면서부터국운이기울기시작하 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살려보고자 522년 이뇌왕은 신라의 법흥왕과 결혼동맹을 맺기도 하

고, 554년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신라와 관산성에서 피어린 전투를 치르기도 하 다. 세속

적인 정책과 더불어 대가야 왕들은 불교에 의지하기도 하 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 도설지

역시그이름이불교식이다. 고아동고분벽화에는연꽃이남아있다.

대가야가 문을 닫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달은 차면 기우는 법 신라도 전성기를

지나 하대로 접어드는 조짐이 나타났다. 더욱이 대가야 유민들 모두가 신라에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신라는 가야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가야에 6C경 불교가 자리잡

았던것에착안하여그궁성터에절을짓고당간지주를세워이름을물산사로하 다.

세월은 흘러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도 사라지고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이 건국되었

다. 흐르는 세월 속에 대가야 궁성터에 세운 물산사는 자취를 잃고 절이 있었음을 알리는

당간지주만 남았다. 조선태종 13년(1413) 이 부근에 왕조의 국시인 유학을 가르치는 국가

교육기관 향교를 세웠다.

1702년 숙종 28년 현재 위

치에안착하 다.

왕국의 흥망성쇠는 이

자리조차 그냥두지 않았

다. 1910년 이 땅이 일본

에 의해 강점당하자 그들

은 일본서기의 임나일본

부를 실존한 것으로 만들

기 위해 이곳에 1939년
고령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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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대가야국성지비’를 세워 한반도 침탈의 정당성을 억지로 포장하 다. 하지만 무너지

지않을것처럼 위세가하늘을찌르던그들마저태평양전쟁의패배로이땅에서물러갔다.

우리는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길이 전수할 마음으로 독립기념관을 천안에 세우고, 국권

상실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1989년‘임나대가야국성지비’를 독립기념관으로 옮겼다. 고

령군에서는 그 비가 있던 자리에 대가야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자「대가야국성지비」표

석을세웠다.

고령의 산야가 말해주듯 우리 산하는 신

생대에 생긴 것이 거의 없어 부드럽고 여

유롭게 달리는 어머니의 포근한 곡선을 간

직한 땅이다. 산하의 향이었던가, 이 땅

의 겨레 역시 아무리 찢기우고 짓밟혀도

반만년 역사동안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오

는끈질긴생명력을지니고있다. 

아! 고령의 당간지주와 그 일대의 향교

및 대가야국 표석은 새삼 한민족의 기적같

은생명력을드러냄이아닐는지!

우리 풍수는 비보풍수(秘保風水)

풍수는 본래 인간이 살기에 알맞도록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障風得水)의 땅을

찾아 삶을 평화롭게 흘러가게 하는 터를 고르거나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천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풍수에 꼭 맞는 그런 땅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

기에 인간은 자연을 풍수에 맞게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자연이 안고 있는 부족함을 드러내

는 그 곳에 조형물을 짓는다. 한반도는 땅이 넓지 않다. 따라서 풍수에 꼭 맞는 곳은 애당초

찾기 불가능하고 또 일일이 뜯어 고칠 수도 없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히 모자라는 것을 보

(保)하는비보풍수를발전시켰다. 이미풍수가보급된8C 신라역시예외는아닐것이다.

신라가 대가야 궁성터에 절을 지은 것 또한 대가야 유민들의 불심을 일으켜 망국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비보풍수를 적용하여 신라의 국운 역시 원하기

대가야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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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빌었음이다.

풍수로 볼 때 고령은 백두대간 가야산의 지기를 받아 산 좋고 물 좋은 명당이기는 하지만

회천으로 흘러 나가는 동남쪽이 다시 허한 측면이 있다. 허함을 보(保)하기 위해 신라는 옛

대가야궁성터에물산사를짓지않았을까?

소도의 표시인 솟대는 어디에

옛날에는 종교적인 신성구역으로서 세속의 어떤 힘도 그 위력을 잃고 마는 소도가 있었

고, 그 곳에는 긴 장대 끝에 깃발이나 새를 장식한 솟대가 있었다. 성과 속의 분리 표시인 솟

대는 원히자취를감추었을까? 아니면그모양이바뀌었을까?

우리역사에왕권이강화되면서제사장의힘은완전히그것에복속되었다. 고대제사장의

후예로볼수있는무당들역시자기집앞에긴대나무장대를세우고그끝에깃발을단다.

전세계어디를가든종교적숭배장소에는반드시그성스러움을알리는표시물이있다.

절에는 당간지주, 교회나 성당 회교사원(모스크)에는 위로 높이 솟은 첨탑이 있다. 이들 모

두가 현대판 솟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을 앞에 서 있는 거목이나 장승 그리고 오늘날 마

을표지석은솟대로부터자유로울수있을까?

■직접 관련된 유적 :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

■간접 관련된 유적 : 잔존하고 있는 당간지주들

■스토리 가공 분야 : 국가지배이념의 변천과 민족의 유구함, 성과 속의 구별 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