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디아스포라 형성과정(19세기~현재)

“장보고 대사의 글로벌개척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릴터!

장보고 한상은 신라인 디아스포라의 도전정신과 열정적인 문화의 정체성을 현재에도 이어가고자 

하는 코리아 디아스포라와의 연결고리 역할.

세계 경제 및 금융, 영화, 미디어를 석권한 유대인과 모국투자로 중국을 G2 반열에 오르도록 기여한 

화교들이 어워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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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육지의 끝이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한반도 서남단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너른 바다를 품에 안은 완도.

지금 완도에서 1200여 년 전 장보고의 

원대한 꿈을 되살리는 

제2의 청해진이 건설되고 있다.

또 다른 항해

21세기 

신항해시대를 여는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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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가 표준 영정 제 21호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명예교수 일랑 이종상 화백 作, 1979년]

규격 116.5cm x 91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장보고(張保皐:~841)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중반을 살았던 인물로 완도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고 당(唐)나라 강소성(江蘇省 서주(徐州))에서 무령군중소장(武寧軍中小將)

으로 활약하다 귀국하여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동북아 해상

무역을 장악했다. 

01 장보고대사 영정 King of the Ocean ChangPoGo



해
상

왕
 장
보
고

I

9

한자 표기

기타

일본의 문헌기록에는 장보고(張寶高)라고 기록되어 있다.즉 보배롭고 높은 존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사람들은 장보고(신라명신, 적산명신)를 

사찰에 모시고 신격화하였는데 그를 부(재물)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문 표기

주일대사를 지낸 미국의 학자 라이샤워의 저서와 논문 (Edwin O. Reischauer, 
En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Law (New York:The 

Ronald Press Co., 1955/Ennin’s Travels in Tang China)”등을  

통해 1955년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를 따라 장보고를 ChangPoGo로 명기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표기이다.

따라서 이를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근거하여 

Jangbogo로 변경할 경우 외국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인명, 단체명 

등은 기존의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ChangPoGo로 표기한다.

ChangPoGo

『번천문집』과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張保皐 표기법을 따랐다. 

02 장보고대사 이름 표기 King of the Ocean ChangPoGo

현재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년 7월 7일) 제3장 7항에서도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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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보고대사 일대기

장보고는 청해(현 완도군)에서 780년대 후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궁복(弓福), 

궁파(弓巴)라 기록되어 있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장보고는 청년기에 

중국 당(唐)나라로 건너 갔다.

서주(徐州)의 무령군(武寧軍)이라는 군대에 

들어가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30세에 병사  

약 천여 명을 거느리는 군중소장(軍中小將)의  

직위까지 올랐다.  

장보고의 어린시절

중국 당나라에서 활약

(무령군중소장 시절)

King of the Ocean ChangP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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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구법(求法)과 무역 등을 위해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보았다.  

먼저 와 거주하던 신라인과 함께 예불을 드리고 정보도 교환하였다.  

법화원은 신라인들의 사랑방 기능을 하였다.

중국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신라노

(新羅奴)는 당시 해적에게 잡혀 노비로 

팔리는 신라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장보고는 신라노의 참상에 큰 충격을  

받고, 신라로 돌아가 해적들을 소탕하고 

바닷길을 개척하겠다고 결심했다.

신라인들을 위한 활동

(적산법화원 설립)

중국 해적들의 신라 양민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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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는 흥덕왕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도적들에게 

잡혀가 중국에서 노비가 된 사람이 많다＂며 “청해에 

진을 설치해 사람들이 붙잡혀 가는 것을 막겠다” 

고 건의했다. 이에 흥덕왕은 그를 청해진 

대사(大使)로 삼고 군사 1만 명을 주었다. 

대사는 청해진 지역의 자치권을 행사

하는 우두머리였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하였다. 

“이곳이 청해이다. 비록 조그마한 

어촌에 불과하지만 곧 우리 손으로 

완벽한 해상의 요새로 바뀌게 될 것이다. 

청해진은 도처에 창궐하는 해적들을 없애는 

전초기지가 되고,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장보고는 통일신라 흥덕왕 때인 828년, 군사 1만을 얻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

들을 소탕하였다. 이후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신념으로 청해진 본영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기상을 떨치며 해양을 개척하였다.

흥덕왕 알현과 해적소탕

동아시아 해상무역 기지, 청해진

청해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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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당나라에 

견당매물사(遣唐賣物使)와  교관선(交關船)을, 

일본에는 회역사(廻易使)를 보내 거점을 확보

했다. 장보고 선단과 청해진은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던, 한•중•일을 잇는 대외 

해상무역활동의 본거지였다. 중국 남부지역

까지 진출하여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이슬람 

도자기, 유리제품 등을 들여와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한 후 동아시아 해상세계를 

석권하지만 신라 왕실의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렸다. 

김우징이 신무왕에 오르는 데 일등공신이 된 그는  

딸을 신무왕의 뒤를 이은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보내려다 중앙 귀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장보고는 중앙에서 보낸 자객 염장에 의해 

피살됐다.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846년에 죽었

다고 기록돼 있다.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은 설치 23년 뒤인 851년 폐지되었다. 청해진 사람들은 강제로 벽골군

(현 전라북도 김제시)으로 이주됐다.

King of the Ocean ChangPoGo

장보고 선단의 문화교류 활동

신라의 왕위 쟁탈전과 장보고 암살

청해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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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 자세히 남아있다. 

장보고가 살았던 당시 당나라의 유명한 문장가인 두목(杜牧 : 803~852)의 『번천문집

(樊川文集)』 권6 「장보고•정년전(張保皐 •鄭年傳)」에 자세히 실려 있고, 중국 정사(正史)인 

『신당서(新唐書)』에 두목의 기록을 인용해 장보고의 내용을 싣고 있다.

일본에는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승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등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은 한결

같이 그의 훌륭한 인품과 업적 등 좋은 평판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하여 여러 

문헌에 장보고가 소개되고 있다.

이렇듯 3개국 정사(正史)에 실린 인물은 우리 역사상 장보고 이외에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다.  

04 문헌기록 King of the Ocean ChangPoGo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803~852)의 문집이다. 이 책의 권6 장보고•정년전에 장보고와 

정년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장보고와 정년을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다.

번천문집(樊川文集) _중국 당(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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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년(인종 23)경에 김부식 등이 왕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정사이다.  

이 중 신라본기 권 제10과 신라본기 권 제11, 

삼국사기 권 44 (열전 제 4)에 장보고대사와 

정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_고려(高麗)

일본 승려 엔닌(794~864)이 당나라의 불교 성지를 돌아보고 기록한 여행기로 모두 4권

이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2권과 4권으로 특히 2권에는 당시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책은 9세기 전반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기록한 정치사 문헌이자, 불교사의 한 측면을 전하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_일본(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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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외래문물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강해지던 시기다.  

공무역으로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민간인들의 소규모 사무역이 시작되고 있던 

이 때, 장보고는 세계를 무대로 초국적 민간자유 무역을 발전시켰다. 중국물건이 신라로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나 일본의 무역품들도 활발하게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본 귀족들에게 공급된 여러가지 생활용품 중에는 

신라에서 생산된 것을 거래하는 직접 무역과 함께, 이슬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 

들어온 것을 일본에 연결하는 중계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05 장보고대사의 해상 활동 King of the Ocean ChangPoGo

영파는 고대부터 중국의 중요한 국제중계 무역항으로 주변 산물이 대형 무역선에 

실려 한국·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신안선도 바로 이곳

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던 배였다. 이 가운데 장보고 선단의 주요 교류 품목인 

월주요청자(越州窯, 해무리굽 자기)가 이곳에서 생산되었는데 장보고대사에 

의해 그 기술이 우라나에 전수되어 훗날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돼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색청자(翡色靑磁)’로 발전하게 된다.

장보고와 해상무역

양자강 하류 양주는 대운하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고대부터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신라인을 비롯, 페르시아·동남아시아의여러 나라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항해하던 

이슬람 상인들의 최종 기착지이기도 했다. 장보고 선단의 교역 활동으로 해상 실크로드는 

이곳에서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결되었다.

양주

영파
(명주)  



신라신라

일본일본

발해 발해 

당당 청해진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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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년대 초 장보고대사가 세운 사찰로 당시의 국제무역항이었던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에 위치하고 있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중심지로 산동성 일대에 

살던 재당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로 유학 온 

신라와 일본 승려들의 안식처 및 동북아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다.

하카타(후쿠오카)에는 장보고 선단이 무역을 하였던 

유적지가 남아있다. 다자이후(大宰府)는 고대 한국·

중국과의 교섭을 관장하던 국가 기관으로 신라 사신

이나 무역상들이 일본에 오면 가장 먼저 일을 보던 곳

이다. 홍려관은 다자이후에 속한 기관으로 상인들을 

접대하거나 숙박을 하던 영빈관이다. 

적산
법화원

하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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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사적 제 308호(1984년 9월 1일 지정)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809 외

면       적 125,400m²(38,000평)

발굴기간 1991 ~ 2001년

발굴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01 국내 유적

완도 청해진 유적(莞島 淸海鎭 遺蹟)

King of the Ocean ChangPoGo

정자에서 바라본 청해진 유적지 전경

당초문 암막새 (통일신라시대)

동이 (통일신라시대)

해무리굽 청자편 (중국/당)

연화문 수막새 (통일신라시대)

청동 허리띠 장식 (통일신라시대)

해무리굽 백자편 (중국/당)

주름무늬병 (통일신라시대)

청동 투각 손잡이 (통일신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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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설치

신라 흥덕왕 3년(828) 장보고는 서남해안의 중심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였다. 이후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신념으로 청해진 본영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기상을 떨치며 해양을 개척하였다. 장보고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장대한 해상항로를 개척하였으며, 청해진을 본거지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계

무역을 실시하고, 이슬람 세계와도 교역한 아시아 최초의 민간 기업인이자 세계적 무역왕이 

되었다.

주요 발굴 성과 (Ⅰ차 발굴 : 1991 ~ 1998년)

-  판축기법으로 이루어진 890m에 달하는 성벽과 내부건물지, 굴립주 건물지, 매납유구 

등을 확인하였으며, 331m 에 달하는 해안 원목렬의 분포 범위 확인과 함께 총 3만 여 점이 

넘는 많은 유물을 발굴하여 장도가 청해진의 주요 근거지였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매납유구는 직경 1m, 깊이 150cm 정도의 원형 구덩이 안에 인위적으로 유물을 매납한  

제사와 관련된 유구이다. 수혈 중앙의 가장 바닥에 회청색 경질 대옹을 바로 안치하고,  

대옹과 수혈벽 사이에 토기편병 2점•철제 솥 2점•한 개체를 반으로 절단하여 각각 나누어 

묻은 철제반 1점 •청동병 1점 • 철제 자물쇠 등의 철기류를 매납하였다. 이들 유구와 

유물은 청해진 조음도에서 중사(中祀)를 거행했다는 『삼국사기 권 32 잡지 1 제사조』의 

기록과 견주어 검토해 보아야 할 자료이다. 또한 국가 제사인 중사가 지내졌던 장도 유적은 

청해진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발굴 전 청해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밭으로 이용되던 청해진 유적지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59년 9월  

17일 사라호 태풍 떄문이었다. 사라호 태풍이 

1200여년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청해진 

유적의 흔적인 목책(원목열)을 일부나마 드러나게 했던 것이다. 이후 1982년에는 국립 

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단이 완도 청해진 유적과 법화 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이 한국방송공사 신춘원단 특별 기획으로 방영되어 청해진에 대한 학계와 일반인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1984년 완도 청해진 유적은 

사적 제 30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부터 완도 청해진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발굴 전 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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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굴 성과 (ⅠⅠ•ⅠⅠⅠ차 발굴 : 1999 ~ 2001년)

-  7차 발굴조사에서는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관련된 해안 출입 겸 접안시설로 ‘ㄷ’자형 

석축석렬 유구와 우물 등 중요 유구들을 발굴하여 청해진의 본영 (本營)이 바로 이 장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  8차 발굴조사에서는 섬 입구 해안지대에서 노출 된 ‘ㄷ’자형 석축석렬 유구와 우물의  

구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어 그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그 앞의 바다 해저 면에서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던 원목렬과 나란히 또 하나의 목책렬이 지나가고 있음을  

새로이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성벽에 나 있는 배수구를 처음으로 발굴조사 하였고,  

청해진의 판축토성 성벽이 내외측 모두 2중 기단 석렬을 깔고 조성한 것도 함께 밝혀

냈다. ‘ㄷ’자형 석축석렬 유구는 21x22m 정도의 규모로서 내외측에 기단석렬을  

깔거나 석심을 쌓고, 그 사이에 판축다짐을 하여 만든 해안 구조물로서 국내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물은 깊이 6m로  

바닥에는 통나무를 ‘井’자형으로 깔아 기초를 잡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만들

었는데 위가 좁고(직경 150cm 내외) 중간이 약간 넓어지다가 (직경 180cm 내외) 바닥은  

다시 좁아지는 모양이다. 우물의 바닥에는 자갈을 약 50cm 두께로 깔아 물을  

정화할 수 있게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우물 바닥에서 사면편병, 주름무늬병 등의  

토기류와 재갈편, 철제자귀, 금제고리 등의 금속제 유물 그리고 어망추, 가락바퀴,  

숫돌 등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편병류는 구연부만 파손된 

채 4점이 나란히 깔려 있어 우물을 축조할 때에 의도적으로 매납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 지며, 이는 우물의 축조 및 사용 시기가 청해진 성의 축성 및 운용시기와 동일하였

음을 증명한다. 또한 깊이 6m의 이 우물은 청해진 뿐만 아니라 항해 하는 장보고 선단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도 서쪽 저지대에서는 성벽의 사이에  

장도 청해진유적지 발굴 전경 장도 매납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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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장도 유적 정비 복원 공사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장좌리 787 

  (장도 일대)

공사기간 2001 ~ 2009년

공사현황  토성 보수공사, 조경 공사,  

탐방로 조성, 유구 복원, 매단 

석축 정비, 사당 복원, 외성문 

복원, 내성문 복원, 고대 복원, 우물 정비, 굴입주 정비 안내판 설치 등등

주요 발굴 결과

완도 청해진 유적에서 발굴조사 된 수 많은 유구와 유물들은 장보고의 해상 활동의 근거지 

로서의 청해진의 실체를 규명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절대연대가 9세기 전반인 

많은 유물들은 앞으로 통일신라시대의 ‘표지유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 청해진 유적 복원현황

좌우 양쪽으로 석축을 하여 막음을 하고, 바닥에는 판석을 깔고 그 사이에는 잡석을 채워 

물이 스며들게 하는 암거식 배수구가 조사되었는데 입구가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물이 

잘 모여들게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판축토성의 배수방법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도 C 지구 우물원목열-시굴조사로 노출된 모습

현재 완도 청해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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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사는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천태종 계열의 사찰이다. 법화사는 청해진 세력과 

무역상인들, 당나라로 가는 구법 승려들의 예배당이자 휴식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총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옛 절터(건물지 7곳)와 기와편, 주름무늬병, 해무리굽 

청자편,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름무늬 토기병 편(8~9세기 유물)과 해무리굽 청자 편 

등의 발굴 유물을 통해 살펴 볼 때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 초기 경까지도 사찰의 창건 및 

조영 시기를 상한 시킬 수 있다.

완도 법화사지

소  재  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461 외

지정현황  전라남도 기념물 제 13호 

(1990년 2월 24일 지정)

면       적 1,881m²(569평)

발굴일정 총 2차(1989 ~ 1991년)

발굴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완도 법화사지 발굴현장 

주름무늬병 (통일신라시대) 인동당초문 암막새 (고려시대) 인동당초문 수막새 (고려시대)

청자음각선문접시 (고려시대) 명문기와 (고려시대)청동촛대 (고려시대)

청동 국자 (고려시대) 숭년중보, 청동 보주형 장신구 (고려시대) 출토당시 골호 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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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화사(法華寺)는 9세기 초 장보고가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이다. 법화사지는 

제주도의 남쪽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다. 

제주도는 일찍이 백제세력권 하에서도 ‘탐라’

라는 국호로 대외교류를 한 지역으로 662년

(신라 문무왕 2년) 신라에 예속된 이후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고대 범선 항해는 조류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 주산군도에서 

한반도로 출발하면 서남해 지역이나 제주도는 반드시 지나게 되는 항로였다. 일본승려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항해 할 떄도 제주도 

남쪽을 거쳐 갔다. 이처럼 제주도는 한반도↔제주도↔중국, 중국↔제주도↔일본, 

중국↔한반도↔제주도↔일본 등 여러 국제교역루트에서 징검다리와 같은 곳이었다. 

장보고는 이러한 중요 기착지인 제주도 남쪽에 법화사를 창건했던 것이다. 이 사찰은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긴 여정의 바닷길 항해에서 안전과 무역 상인들의 정신적 휴식처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1990년에 제주 법화사 앞 대포항(옛 당포)에서 

완도 법화사와 동일한 주초석이 발견되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제주도 법화사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지정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 13호 

(1971년 지정)

제주도 법화사 대웅전 전경

제주도 법화사지

한반도

제주도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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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읍동

상라산성(上羅山城)은 흑산도의 상라산 8부 능선에 반달 모양으로 축성된 석성이다.  

이 성과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이 9~10세기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화사지는 1982년 명지대학교박물관에서 1차 발굴조사를 시작한 후, 1990~1992년

까지 총 4차에 걸쳐 7천여 평의 유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절터와 기와편,상감청자, 백자, 

분청사기, 청동등잔, 석제 불상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발굴 결과 대웅전 터는 108평 규모였으며, 기단의 지대석은 통일

신라시대 대표적인 사찰인 경주 불국사와 같은 2단 구조를 하고 있었다. 

운용문 암막새

도기병 편해무리굽 청자 편

운봉문 수막새 연판문 수막새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청자상감당초문대접 청자상감국화문잔

신안 흑산도 상라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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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가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가 청자 

제작기술 보급이다. 강진군 대구면 (사적 

제 68호)과 칠량면,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사적 제310호) 일대에는 초기 청자 가마터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두 지역 

초기청자 가마터의 자기들은 해무리굽과 

무문의 특징을 가진다. 해무리굽 청자는 

중국 절강성 월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중국에서 7세기부터 등장하여 9세기 전반에 

유행한 도자기이다.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생산요지는 우리나라 중부와 서남부의 

해안을 따라서 분포되어 있다. 이중 해남 

화원면 도요지에 60여기가 집단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대량의 도자기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세력은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청해진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보고시대 중국도자기 출토지

한국출토 : 중국 월주요 해무리굽 청자편 완도 청해진 유적 출토 : 해무리굽 청자편

청자기술 전래된 강진(康津)·해남(海南)

완도 청해진 유적 출토 : 해무리굽 백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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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외 유적

중국

적산법화원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은 장보고대사가 당나라에 살고 있을 신라인들을 위해 세운 

사찰이다. 장보고대사는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인들을 규합하고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의 적산법화원은 1990년 중건하였다. 법화원 내에는 장보고대사 영정이 있다.

소재지 :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기념관(張保皐記念館)은 적산법화원 내에 있으며, 

2005년 개관하였다.기념관 내에는 장보고대사 관련 유물과 

장보고대사 기념비•동상이 있다.

장보고대사 동상

중국 적산법화원

장보고기념관(적산법화원 내)

King of the Ocean ChangP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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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력사 

연력사(延歷寺, 엔랴쿠지)는 일본  

천태종의 총 본산이다. 엔닌(圓仁)이  

당에서 9년 반 동안 구법 활동을  

하고 장보고선단의 도움으로 귀국 

한 후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로 

등극하여 입적하였던 곳이다. 

완도군은 이곳 동사(東寺) 문주루

(文珠樓) 옆에 장보고대사 기념비를 

세웠다.

소재지 :  일본 시가현 대진시

대제부 정청 터

대제부(大帝府)는 당과 신라의 무역사 및 관리들이 공•사무역을 하였던 곳으로 7~12세기 

큐수지역을 관장하였던 행정관청 터이다. 장보고선단은 이곳 대제부를 중심으로 일본과 

무역을 하였다.

소재지 :  일본 후쿠오카 다자이후 시

일본 대제부 정청 터 일본 대제부 정청 터

연력사 장보고대사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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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선원(赤山禪院)에서 매달 5일 적산

대명신의 기념일에 절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외상값 수금이 잘 된다는 속설

에서 나왔다. 적산대명신은 ‘신라명신=

장보고’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적산선원은 고토바라이(금전징수는 

5 나 10이 붙는 날에 행함)의 풍습이 된 

‘상업번성의 절’로서 알려져 있으며, 

창건이래 1100여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적산대명신에게 절을 하는 참관객  적산대명신에게 절을 하는 참관객 

적산선원 

적산선원(赤山禪院)은 엔닌스님의 유언에 따라 제자들이 세운 선원으로 연력사가 있는 

비적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장보고 대사로 추정되는 신라대명신상이 

모셔져 있다.

소재지 :  일본 교토

일본 적산선원 일본 적산선원신라대명신상

유 래 ▶ 결제일을 5, 10, 15일 5의 배수로 정하는 관습으로 본래 매달 5일을 

뜻하는 이쓰카바라이에서 차츰 5, 10, 15일 등을 포함하는 고토바라이 

전통으로 이어졌다.

고토바라이

적산선원. 연등에 쓰인 재물신 ‘적산대명신’을 

모시는 이 절은 매달 5일이면 사업의 번창을 

비는 상인들로  붐빈다. 적산대명신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해상왕 장보고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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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정                  의 나라시대 일본왕족들과 귀족들의 신라물품 구입문서

개                  설   752년 김태렴을 대사로 하는 신라사절단이 가져온 외래품을 사기 위해  

일본왕족과 귀족들이 담당관청에 제출한 목록 및 구입신청서로서  

신라와 무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1차 사료이다.

편찬/발간 경위  일본정부는 752년 신라사절의 외래품을 구입하기 원하는 5위 관등 이상  

고급 귀족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록하여 담당 관청에 제출한 문서이다. 

제출 일자는 752년 6월 15일부터 7월 8일 사이이다.

서 지 적  사 항  1882년부터 1904년에 정창원에 있던 도리게류조병풍(鳥毛立女屛風)을  

해체·수리하던 중 그림의 배면지에 752년 일자의  

종이문서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현재  

약 30편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의 교역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고문서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 귀족들은 신라에서 생산한 

염료, 생활용품, 기물, 문화용품, 약제류 외에도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중국 등에서 생산된 

고가의 향료나 안료 등을 구입하고, 실(絲) 아니면 솜

(綿), 실크(絹 )로 값을 지불했다

신라의 교역품이 기록된 매신라물해
(買新羅物解)

일본 나라의 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66회 
‘쇼소인’전에 선보인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의의와 평가

당시 교역의 물품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또한 당시 일본 귀족들이 구입을 

원했던 외래품의 목록과 

절차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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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출신 정년(鄭年, 생몰년 미상)장군은 본관은 경주이며, 시조인 지백호(智伯虎)의  

27세손이다. 정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당나라 시인 두목이 편찬한 『번천문집』이다. 

이책의 권 6 장보고·정년전엔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번천문집과 삼국사기에 수록된 

정년에 대한 내용을 옮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인 장보고와 정년이라는 자가 자기 나라로부터 서주(徐州)로 와서 군중소장이 

되었다. 장보고의 나이는 30이고 정년의 나이는 열 살이 젊어 장보고를 형이라고 

불렀다. 모두 싸움을 잘하였고,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데 서주에서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정년은 또 바다 밑으로 들어가 50리를 걸어가면서 물을 내뿜지 아니

하였다. 그 용맹과 씩씩함을 비교하면 장보고가 정년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장보고는 

연령으로 정년은 기예(技藝)로서 항상 맞서 서로 지지 아니하였다.

-중략-

정년은 그곳(당)을 떠나 장보고를 뵈었다. 장보고는 함께 술을 마시며 마음껏 즐기

는데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에서 사자가 이르렀다. 대신이 그 임금을 시해 

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며 임금이 없다 하였다. 장보고는 드디어 군사 5천을 나누어  

정년에게 주며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환란을 평정할 수 없다.” 하였다. 정년은  

국도(國都)에 들어가 배반한 자를 베고, 왕을 세우고 보답하였다. 임금은 드디어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대신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번천문집(樊川文集) 삼국사기(三國史記0

03 장보고와 정년 King of the Ocean ChangP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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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장군 영정

규        격 122 x 182cm

소 장 처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추경사

제 작 자  임송희 

(덕성여대 동양화과 교수)

제작년도 2005년

정년장군 기적비

소 재 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장보고공원

건립주체 경주정씨중앙종친회

건립년대 1997년

정년장군 전승비

소 재 지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건립주체   정년장군전승비건립 

추진위원회

건립년대 2005년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동상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기타 

해신 드라마세트장

장보고한상

장보고 기념관

Ⅰ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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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배경 청해진의 옛 터에 장보고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전 국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함

장보고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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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

건립주체  완도군청

면적   대지 14,472m² 

건축면적 1,739m²  

전시면적 730m²

규모 및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1층  로비, 영상실, 기획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휴게실

               2층  상설전시실 

 (1전시실, 바닷실, 2전시실)

개관  2008년 2월 29일(금)

사업개요



King of the O
cean 

C
hangPoG

o

38

• 축  척 : 1/4  

• 현재 선체 길이 : 약 7.9m                            • 현재 돛대 높이 : 약 7.0m  

• 재  료 : 삼나무(선박 목재로는 최고)           • 설  계 : 이창억(울산과학대 교수)

• 제  작 : 마광남(청해진선박연수소장)         • 기  증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의 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경북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선과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에서 출토된 11세기 고려배,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배와 문헌을 

통해 신라시대 배를 추정하였고, 장보고무역선은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것이다.

장보고 무역선

중앙홀 Center Hall A

‘해상왕장보고’ 목조벽화

1200여 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의 무역

활동을 실감나게 형상화함으로써, 바다를 무대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정신과  

웅혼한 기상을 전하고 있다. 장보고 대사의 배는 전시관 내 장보고 무역선과 동일하게  

표현했으며,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 바라다 본 황봉 일대의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1F

중앙홀 Center HallA

기획전시실 Planning Exhibition HallB

휴게실 Rest AreaC

영상실 Video RoomD

A B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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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명 : 해상왕 장보고 (海上王 張保皐)       • 작품규격 : 가로 8,000 × 세로 2,200 × 두께 200mm

• 작품재질 : 피나무( 木, 화면부), 자작나무(紅花莉, 테두리부)

• 제작자 :  육광정(陸光正) 중국공예미술대사(中國工藝美術大師) 남(男) 

1945년 3월 중국 절강성 동양시 출생.  1988년 '중국공예미술대사' 칭호를 수여받았다.

• 기  증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매년 새로운 기획 전시기획전시실 Planning Exhibition Hal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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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전시실

기념관은 완도가 고향인 장보고대사의 실체를 한•중 •일 삼국의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기록을 통해 증명하고, 해양개척 정신을 재조명하는 공간이다. 

상설전시는 뿌리 / 생성 / 제국 / 향해 등 4개의 Zone으로 분류하여 장보고의 

삶과 동북아 해상무역 활동, 해양개척 정신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 신(新)

해양시대 개척 의지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설전시실은 유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기존의 단편적인 전시체계를 탈피하고, 모형과 영상•정보

검색•관람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다.

갈대를 상징하는 LED 조명을 헤치면서 1200여 년 전 장보고대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제1전시실은 완도 개요, 장좌리와 죽청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장보고의 유적, 법화사지, 

장도 청해진 유적, 문헌 속 장보고, 장보고대사의 인적 ,지역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전시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2F

제1전시실 Exhibition Hall No.1 E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서

제2전시실 Exhibition Hall No.2F

제1전시실 Exhibition Hall No.1E

E
F

바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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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시실 Exhibition Hall No.2 F

제2전시실은 장보고와 해상실크로드,장보고선단의 무역활동등을 주제로 중국과 일본

에서의 활동이 전시 연출되어 있습니다. 미래비전 공간에서는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여는 완도”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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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 동상

• 위 치 : 완도읍 청해진로 1565-2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30.7m (동상 15.5m, 좌대 15.2m)

            ※부대시설 : 부조, 조경, 조망시설 등

• 면 적 : 전체면적 51,800m²(15,670평)      • 재 질 : 동상 = 청동, 좌대 = 화강암 + 청동

• 준 공 : 2009년 5월 1일

King of the Ocean ChangP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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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King of the Ocean ChangPoGo

-  기존의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울 수 있는 장보고의 여정•  

 사색•모험이 스토리로 이어지는 테마형 공원이다.

-  신체발달 놀이의 다양성과 ‘장보고’라는 역사적 인물을 테마로 어린이들의 감성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적화된 놀이 및 교육의 장으로 조성되어있으며, 주변에  

 놀이공간 외에도 박물관, 숲 생태놀이 등이 연계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  19종의 다양한 체험시설과 지역 주민들의 커뮤티니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 

 휴게시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등을 고루 배치했다.

• 면적 : 3,800m²(1,150평)              •  2015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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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King of the Ocean ChangPoGo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무형문화재 28호, 1995년 지정)

장좌리 당제는 마을공동체 제의로 매년 음력 

1월 15일 새벽부터 진행된다. 청해진 

유적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당집에서 장보고 

대사를 비롯하여 정년 장군•송징장군•

혜일대사 등 네 분에게 제를 지내고 있다.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1995년부터 시작된 완도 장보고 축제는 2015년부터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완도 출신 장보고대사의 숭고한 업적과 해양개척정신을 계승하고, 완도군의 

전국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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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 드라마세트장 King of the Ocean ChangPoGo

청해포구 세트장

KBS특별기획 드라마「해신」의 촬영장소인 청해포구는 2004년 6월에 완공되었다. 이곳은 

완도읍 대신리 (소세포) 16,000여 평의 부지에 장보고의 유년시절을 촬영한 청해진 마을을 

비롯하여 선착장, 망루, 청해진 본영,객사, 저자거리 등 42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청해

포구, 양주포구, 이도형 진지, 선박 건조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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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인 디아스포라 형성과정(7세기~9세기)

 장보고한상(張保皐韓商) 이란?

장보고 청해진 대사(~891)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통해 개방화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외신라인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성공모델을 계승한 재외동포경제인(한상) 가운데 모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한 경영인을 뜻한다.

 장보고한상(張保皐韓商) 어워드

장보고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으로 계승한 한상(韓商)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주는 

상으로 모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이바지 하는 등 재외동포들 가운데 공로가 가장 큰 한상을 ‘오늘의 

장보고’로 예우해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다.

장보고한상(張保皐韓商)

시대적
배    경 

“당나라로 강제이주”
“일본열도 기술전파”
  ▶▶자발적이주, 타의적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