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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인돌 
태고의 신비로움 묻어나는 ‘거석문화의 보고’ 
고인돌은 지상이나 지하의 무덤방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얹은 선사 시대의 무덤이다. 고창ㆍ화순ㆍ강화의 

고인돌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이 중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조밀하게 밀집했고 다양한 형식과 크기로 모여 있는 고인돌 야외박물관이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문 화 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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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자체가 박물관 

세계 최대 고인돌 밀집지역인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그 자체가 고인돌 박물관이다. 고창 지역 고인

돌 발굴조사는 1965년 국립박물관이 아산면 상갑리 고인돌 3기에 대해 시행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현재까지 총 1천686기가 발견됐다. 그중 아산면 죽림리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 약 1.8㎞ 범위에 있

는 447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의 고인돌은 숫자뿐만 아니라 형태도 다양하다. 탁자식과 

변형 탁자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고인돌이 

해발 15~65m 등고선을 따라 열 지어 있어 ‘거석문화의 보고’

로 불린다. 고인돌 유적지 앞으로는 고창천이 흘러 전형적인 배

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을 이룬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크게 6코스로 이뤄져 있다. 1~5코스는 

예전의 매산마을이고, 6코스는 도산마을이다. 세계문화유산을 만

나려면 걷거나, 모로모로 탐방열차(일명 코끼리열차)를 타면 된다. 탐

방열차편으로는 4코스와 6코스를 제외한 코스를 돌아볼 수 있는데 3

코스에서 약 10분 동안 하차해 고인돌을 둘러보며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거대한 돌덩어리인 고인돌은 타박타박 걸어서 둘러보는 게 제격이다. 매표소에서 

고인돌교를 지나 죽림선사마을까지 800m쯤 걸어간 뒤 좌우로 뻗은 1~5코스 

탐방로 주변의 고인돌 무리를 둘러보면 된다. 

고인돌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고대 부족국가 지배계층의 무덤 또는 제단

이다. 기반식 고인돌에서 비롯된 순우리말인 고인돌은 큰 돌을 받치고 있

는 ‘괸돌’ 또는 ‘고임돌’에서 유래했는데, ‘지석묘’(支石墓)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대개석묘’(大蓋石墓)라고 하며, 영어로 ‘돌멘’(Dolmen)으로 

불린다. 고인돌은 대부분 큰 돌로 만든 무덤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돼 

청동기 시대에 주로 만들어지다가 철기 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세계에서 발견된 

고인돌 7만여 기 중 남한에 3만여 기, 북한에 1만여 기 등 한반도에 4만

여 기가 존재한다. 주로 서해안 지역을 따라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으며 

고창을 포함한 호남지방에서 발견된 것만 2만여 기에 이른다.

신동찬 문화관광해설사는 “고인돌은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의 고

대문화를 밝히는 유력한 증거물”이라며 “고창 고인돌 유적은 단일 구역으

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인돌의 형식이 한 지역에 분포하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유산”

이라고 말한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

된 유산’으로 인정받았다.

1 변형 탁자식 고인돌. 2 개석식 고인돌. 3 거대한 덮개돌과 단풍. 4 두꺼비 고인돌. 

5, 6, 7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조밀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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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스에는 기반식 15기, 개석식 11기, 변형 탁자식 1기 등 총 41기가 남아 있다. 2002년 태풍 루

사에 의해 침식된 것을 복원한 두꺼비 고인돌은 웅크린 두꺼비가 도약하려는 모습과 

비슷하다. 2코스 구역 맨 위에는 ‘뒤주 고인돌’로 불리는 거대한 기반식 고

인돌이 고창천을 내려다보고 있다. 

덮개돌은 무게가 수십t에서 수백t에 이르는 거대한 돌덩이다. 청동기 시

대에 어떤 방법으로 거대한 돌덩이를 채석하고 이곳까지 운반할 수 있

었을까.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 거대한 기념물을 조성하였을까. 전문가들은 

당시 사회 여러 집단이 협동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했고, 

거족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연유로 규모가 큰 바둑판식 고인돌은 산기슭이나 구릉지, 계곡 끝 평지에서 1기

씩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채석장에서 자른 덮개돌은 통나무를 이용해 굴

려서 이동시켰고 받침돌 사이에 흙을 쌓아 올려 덮개돌을 놓았다. 덮개돌을 올려놓

은 후에는 흙을 부수어 고인돌을 완성했다.

3코스는 성틀봉과 중봉 사이의 산줄기에서 흘러내린 곡간지로 고창 고인돌의 최대 집중 분

포지다. 야트막한 산자락에 바둑판식 37기, 개석식 50기, 기타 41기 등 128기가 밀집돼 있는 

탁자식ㆍ변형 탁자식ㆍ기반식ㆍ개석식 등 다양 

매표소와 고인돌박물관 맨 오른편 중봉의 남쪽 산자락에 1코스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탁자식 

1기, 기반식 12기, 개석식 28기, 형식을 알 수 없는 12기 등 다양한 고인돌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대체로 땅을 파서 무덤방을 만들고 큰 돌을 올려놓는 개석식인데, 얼핏 보기엔 커다란 너럭바위 같

다. 4〜8개 정도의 굄돌을 놓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은 기반식 고인돌은 바둑판 모양이다. 

특히 변형 탁자식 고인돌을 만날 수 있다. ‘군장 고인돌’로 불리는 이 고인돌은 외형(덮개돌의 길이 

340㎝, 높이 150㎝)이 기반식 고인돌인데, 하부구조는 판석 2개가 80㎝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괴

고 있는 변형된 탁자식이다. 흔히 북방식이라고 불리는 탁자식 고인돌은 넓은 판석으로 축조한 무

덤방이 지상에 노출된 형식으로 판석 4매 혹은 6매 이내로 짜 맞춘 무덤방 위에 납작한 덮개돌이 

올려진 것이다. 

군장(원시 부족사회의 우두머리) 고인돌에는 강화도 군장 아들과 매산부락 군장 딸의 애절한 사

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결혼을 반대한 남쪽 군장의 아버지는 딸이 죽은 후 북쪽의 대표

적인 탁자식 고인돌의 받침돌을 세우고, 남쪽의 대표적인 기반식 고인돌의 거대한 덮개돌을 얹어 

둘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1, 5 고창 고인돌의 최대 집중 분포지인 3코스. 2, 3 고인돌은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괸돌’ 또는 ‘고임돌’에서 유래됐다. 4 고인돌 유적지 내에 조성된 국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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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은 억새, 대나무 등과 어우러져 마치 설치미술품을 전시해 놓은 듯하다. 무덤방 위에 올려진 

거대한 돌인 덮개돌은 판석형, 직육면체인 장방형, 볼록렌즈 형태의 장타원형 등 다양하다. 

신동찬 문화관광해설사는 “덮개돌의 일부가 파괴돼 돌무더기가 형성된 것을 볼 때 고인돌의 원래 

기수는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자연적으로 무너지거나, 담장이나 

구들장 등으로 이용되며 훼손됐다”고 말한다.

3코스의 중앙 맨 아래쪽에 있는 지상석곽식 고인돌은 고창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인돌로 ‘고창

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린다. 덮개돌은 길이 3.4ｍ, 너비 3.2ｍ, 두께 1.2ｍ쯤 된다. 장방형의 덮개

돌을 높이 42〜61㎝쯤 되는 기둥 모양 굄돌 3개가 받치고 있다. 고인돌 형식은 바둑판식과 달리 

무덤방이 지상으로 올라와 덮개돌과 맞닿아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판석 4개를 이용해 무덤방을 

만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서쪽의 판석이 없어졌다. 뚫린 서쪽에서 무덤방을 찬찬히 살펴보니 고

인돌이 무덤이라는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삶의 공간이라는 생각

이 든다.

4코스에는 고인돌을 세우기 위한 채석장터가 있다. 채석장은 성틀봉 능선 23곳에서 확인되는데 

쐐기 구멍으로 추정되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석 흔적들이 보인다. 원석 절리면의 틈을 이용해 

쐐기를 박아 떼어내는 방법을 이용했다. 

5코스에서는 크고 작은 고인돌 220기를 만날 수 있다. 능선을 따라 열을 지어 분포된 고인돌이 특

이하다.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집단의 공동묘역이나 지배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무덤의 주인이 누

구인지 알 수 없지만 덮개돌 위에 손을 얹어보니 왠지 모를 태고의 역사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다.

6코스는 고인돌 박물관에서 1㎞ 떨어진 도산마을이다. 해발 고도 43ｍ 구릉에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 1기와 기반식 2기, 개석식 2기 등 총 5기가 분포한다. 이곳의 탁자식 고인돌은 1코스 탁자

식 고인돌과는 달리 강화도나 북한의 것처럼 처마가 넓고 덮개돌이 얇은 형식이다. 길이 350㎝, 폭 

310㎝, 두께 38㎝의 고인돌 덮개돌과 받침돌 2개를 사용했다. 덮개돌 측면에는 옮길 때 줄을 고

정시키기 위한 홈 자국이 있는데 몇 천 년 동안 덮개돌을 떠받치고 선 2개의 받침돌이 신비롭기까

지 하다.

고인돌 유적지 탐방에 앞서 고인돌박물관을 찾는 게 효율적이다. 박물관 상설전시실에는 고인돌의 

제작 과정과 청동기시대 생활상, 세계의 고인돌과 거석문화에 대한 내용이 전시돼 있다. 고인돌을 

운반하는 과정과 매산마을 사람들의 움집 생활, 고창ㆍ화순ㆍ강화 고인돌 유적의 특징 등 우리나라 

고인돌의 분포도, 세계의 문화유산과 고인돌의 변천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고인돌박물관에서는 

청동기시대 각종 유물과 

생활상, 세계의 고인돌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고인돌을 운반하는 

선사인을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만날 수 있다.

고창 고인돌박물관
관람 시간 동절기(11〜2월)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 1월1일, 매주 월요일

입장료 어른 3천 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 원

탐방열차 어른 1천 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