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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하나

몽골과 최후까지 싸운 삼별초의 정체는?
- 삼별초는 원래 도둑을 잡던 부대였다

야별초(夜別抄)에서 ‘별초(別抄)’라는 말은 ‘가려 뽑은 부대’라는 뜻으로 최우의
집권기에 나라 안에 도둑이 들끓자 용사들을 모아 매일 밤에 순찰, 단속하게
하였는데, 야별초는 곧 야간 치안을 유지하는 요즘으로 치면 도둑 잡는 경찰
부대였던 셈이다. 그 뒤로 도둑들이 더욱 늘어나자 야별초도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어 더욱 덩치가 커지게 되었다.
또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친 병사들로 이루어진 신의군도 여기에
합쳐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삼별초란 최우 시대에 조직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3군으로서,
고려 무신정권의 권력층을 보호하는 사병의 성격과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군대였으며, 최씨정권의 반몽고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러나 원종이 몽고의 지원을 받으며 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
삼별초는 반란을 일으켰다.

문제풀이
1. ‘가려 뽑은 군대’라는 뜻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2. ‘밤을 지키는 용사들’이라는 뜻의 고려시대 경찰부대의 명칭으로서, 삼별초의
기원이 되는 부대는 무엇일까요?

3. 삼별초는 어떠한 부대들로 이루어진 군대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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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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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별초의 항몽전개과정은?

문제풀이

일찍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거의 정복한 원나라(몽고)는 고려 고종 18년(1231)부터
30여년간 7차에 걸쳐 고려를 침략해 왔다. 이에 고려조정은 ‘강화도’를 임시
왕도로 하여 강대한 침략군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마침내 굴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이에 배중손을 장군으로 한 삼별초는 고려를 지키고자
1270년(원종 11) 6월 군사를 규합하여 대몽항전을 결의하였다.

1. 삼별초의 대몽항쟁 격전지를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			

→			

2. 진도, 제주도 삼별초 항몽항쟁의 우두머리 이름은 각각 무엇일까요?

이후 삼별초군은 남쪽으로 내려가 ‘진도’의 용장성을 근거지로 항전하였다.
그러자 고려 정부와 몽고는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해 김방경과 몽고의 장수
흔도, 홍다구 등은 여몽연합군을 만들어 진도를 공격했다. 토벌군과의 싸움
에서 진도가 함락되고 배중손 장군이 전사하므로서 김통정 장군이 잔여 부대를
이끌고 1271년(원종 12) ‘탐라(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 곳에 토성을 쌓고
다시 몽고에 대항할 준비를 했다.
이후 1273(원종 14)에 고려와 몽고 연합군 1만 2천여 명은 1백 60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탐라 정벌에 나섰다. 삼별초군은 끝까지 저항 했으나 워낙 수가
모자라 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삼별초의 항쟁은 1273년 4월에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이 세계 강대국인 몽고와
맞서 끝까지 항쟁을 했다는 것은 고려
무인의 드높은 기상과 자주 호국의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제주도 삼별초의 우두머리

3. 고려군의 상장군으로 삼별초 정벌의 책임자는?

▲ 강화도의 고려궁터

▲ 진도의 용장성

진도 삼별초의 우두머리

▲ 제주도의 항파두리 항몽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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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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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에는
어떠한 유적이 있을까?

고려 원종 14년 흉포한 몽고의 침입에 맞서 40여 년 간 끈질기게 항쟁했던
삼별초군이 장렬한 최후를 맞은 곳이다. 항파두성은 삼별초의 기개를 보여 주기
라도 하듯, 돌과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오늘까지 원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돌쩌귀
삼별초군이 항파두성 성문의 밑틀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춧돌이다.
항파두성에는 네 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하며, 현재 돌쩌귀 10기가 보존되어 있다.

삼별초는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싸움을 계속 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는데, 이로써 삼별초의 항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항몽순의비

살맞은돌

우리 민족의 호국 투쟁사에 길이 남을
삼별초군을 기리기 위하여 1977~1978년
까지 9천여 평의 대지에 항몽순의비를
세웠다.
비석 전면의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란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다.

극락봉에서 삼별초군이 궁술연마시
과녁으로 사용했던 거대한 입석(立石)
으로, 암석 표면에 화살촉이 박혀있었
다고 한다.

토성

장수물

김통정 장군은 삼별초군의 거점 지인
항파두리에 흙을 이용한 길이 3.8㎞(10리)
에 달하는 토성을 쌓아 여몽연합군과
대항하였다.

김통정 장군이 관군에게 쫓기다가 토성
위에서 뛰어 내릴 때 바위에 발자국이
패여 그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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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물
성밖 서민 및 병사들의 음용수로 사용
하였던 물이다.

옹성물

고성천과 소왕천

항파두성 북쪽 극락사 사찰 경내에 있는
생수로, 삼별초가 항파 두리에 웅거할
당시 귀족계급들이 음료수로 사용했던
샘물이다.

항파두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천으로 성의 동편에는 고성천,
서편에는 소왕천이 있어 천연적인 방어 요새를 이루고 있다.

문제풀이
1. 사
 적 제396호로서, 13세기 말엽 몽고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항거한 삼별초군의
보루였던 곳은?
제주

2. 삼별초군이 궁술연마시 과녁으로 사용했던 거대한 입석(立石)의 명칭은?

파군봉(바굼지오름)
파군봉은 해발 약 100m에 이르는 봉우리로 고려시대 여몽연합군의 상륙부대를 맞아
삼별초가 항전했던 전적지다.

3. 김
 통정 장군이 관군에게 쫓기다가 토성 위에서 뛰어 내릴 때 바위에 발자국이
패여 그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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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넷

삼별초 항전 이후의 제주도는?
- 몽고의 지배로 시작된 고난의 세월

삼별초가 무너진 후 몽고는 제주에 탐라총관부라는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지배
한다. 제주를 거대한 목마장으로 삼아 원나라의 군사들이 자그마치 1,500여 명
가량이나 주둔하며 100년 동안 직할령으로 통치한 것이다.
그러나 100년간의 지배는 고려 공민왕의 명을 받은 최영 장군의 공격으로 끝이
나고 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는 몽고의 영향을 받아 생활습관과 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와 동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생각해 보면
몽고에 대항해 제주를 결사항전의 터전으로 삼은 삼별초군이나, 삼별초를
격퇴하고자 상륙한 여몽연합군이나 100년 동안 제주를 지배했던 몽고의
군대나 몽고의 목호들을 몰아내고자 들어온 고려의 관군 모두 제주 사람들
에게 피해를 입히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방인이었을 터이다.

문제풀이
고려시대 몽고의 영향을 받은 풍습(=몽골풍)으로 틀리게 대답한 학생은?
① 미정 : 결
 혼식 때 족두리나 화관을 쓰기 시작했고, 신부의 두 볼에 연지를
찍게 되었어.
② 태석 : 고려후기 조혼(早婚)이 유행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
③ 민주 : 왕의 진지상을 수라(水刺)라고 부르게 되었어.
④ 성수 : ‘장사치’ 등과 같이 단어 끝에 ‘치’라는 글자를 붙이게 되었어.
⑤ 은주 : ‘김치’는 몽고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음식이야.
조혼(早婚) : 성년이 되기 전 어린나이에 일찍 결혼하는 것을 지칭한 용어.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현장학습교재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관련한 구비전설

고려 때의 일이다.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허리가 점점
커 갔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 채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 저럴수가
있느냐고 수군거렸다. 과부는 동네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 남자의 허리에
몰래 실을 묶었는데 지렁이임을 알게 되었다. 과부는 지렁이를 보니 우선
징그러운 생각부터 들었다. 오늘밤도 징그러운 지렁이가 다시 찾아오면
어찌하나 생각하고 그 지렁이를 죽여 버렸다.
이후 과부는 온몸에 비늘이 돋아 나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돋은 아이를 낳았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를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
하여 ‘지렁이 진’자 성(姓)을 붙이고 ‘진통정’이라 불렀다. 이 아이가 바로
‘김통정’인데, 성이 김씨로 된 것은 김씨 가문에서 ‘진’과 ‘김(金)’이 비슷하다
해서 자기네 김씨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렸다. 그래서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어 제주도에 들어와 토성을 쌓았다. 흙으로 내외성을
두르고 안에 궁궐을 지어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한 것이다.
김통정 장군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되 돈이나 쌀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 닷되와 빗자루 하나씩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재와 빗자루를 비축해
두었다가 토성 위를 뱅
돌아가며 재를 뿌렸다.

11

12 고려시대 삼별초 항쟁의 역사 속으로~

어느 해 김방경 장군이 거느리는 고려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왔다. 김통정
장군은 사태가 위급해지자 황급히 사람들을 성안으로 들여놓고 성의
철문을 잠갔다. 이때 너무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아기업개(아기 업저지)’
한 사람을 그만 들여놓지 못하였다. 이것은 실수였다. 김방경 장군은
토성이 너무 높고 철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도리가 없었다. 이 때 아기
업개가 나타나서 열나흘 동안 쇠문을 녹이라고 일러주었다. 이래서 아기
업개 말도 들으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성문을 무너뜨리고 김방경 장군의 군사가 몰려들자, 김통정 장군은
깔고 앉은 쇠방석을 바다 위로 내던졌다. 김통정 장군은 곧 날개를 벌려
쇠방석 위로 날아가 앉았다.
김방경 장군은 다시 아기업개에게 묘책을 의논했다. 아기업개는 장수
하나는 새로 변하고, 또 한 장수는 모기(또는 파리)로 변하면 잡을 수
있으리라 했다. 김방경 장군 군사들은 곧 새와 모기로 변해서 쇠방석
위의 김통정 장군을 따라 갔다.
김통정 장군은 난데 없이 새와 모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김통정의 머리가 뒤쪽으로 젖혀지자 목의 비늘이 거슬
리어 틈새가 생겼다. 이 순간 모기로 변했던 장수가 칼을 빼어 김통정
장군의 목을 비늘 틈새로 내리쳤다. 떨어지는 모가지에 얼른 재를 뿌려
놓았다. 비늘이 온몸에 쫙 깔려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던 김통정 장군의
모가지가 끝내는 떨어지고, 재를 뿌려 놓으니 두 번 다시 모가지가 붙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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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김통정 장군은 죽어가면서 ‘내 백성이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하며
홰를 신은 발로 바위를 꽝 찍었다. 바위에 홰 발자국이 움푹 패고 거기
에서 금방 샘물이 솟아 흘렀다. 이 샘물이 지금도 있는데 횃부리 또는
횃자국물이라 한다.
김통정 장군을 죽인 김방경 장군은 곧 토성 안으로 달려들어 김통정
장군의 처를 잡아냈다. 김통정 장군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밑으로 불을 붙여 태워 죽이니, 매 새끼 아홉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한다.
날개가 돋친 김통정 장군의 자식이니 매 새끼로 임신된 것이다. 김통정
장군의 처가 죽을 때 피가 일대에 흘러 내려 흙이 붉게물들었다. 그래서
‘붉은오름’이란 이름이 생겼다.
애월읍 고성리 전설에는 삼별초군의 제주 입도 과정,삼별초군과 제주
민의 관계, 토성구축 과정, 삼별초군의 대패(大敗) 과정, 날개 달린장수의
비극적인 종말, 역적 가족의 최후, 아기업개 속담, 장수물, 붉은오름 등
여러 가지 이야기 소재를 포함(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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