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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1. 사척 져]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는 북한산성 내 성광시젤불얀 성랑과 수구지 및 돈대에 

대한 쟁확한 구조 및 축조공법을 파악하고, 문헌자료 및 동 시기 산생 내 성웹포는 군포)과 벼교 · 검토함으로 

써 이후 시행될 생벽과 성랑의 정비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 본보고서는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내 서암문∼수문구간의 1 soonr 면척을 대상으로 한발굴조사보고서이다. 

3. 조사지역 내 성랑지의 유구번호는 1호∼6호로 부여하였다. 

북한산성 성랑지 좌}는 3차례 실시되었는데 ‘성랑지 및 성벽(2015년 발간)’에서 4기 (1호∼4호), ‘성벽 및 부속 

시설 1차(2016년 발센’조사에서 4기(1호∼4호), ‘성벽 및 부속시얼 2차(본 보고서)’에서 6기(1호∼6호) 총 14기 

가 조사되었다. 성랑지 유구번호는 각각의 조사마다 1호부터 연번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현재 북한산성 생랑의 

수와 위치가 쟁확하께 파악되지 뺨}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 연차별 조새 따라 1호부터 

부여하고 차후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 수정하고자 한다. 

4‘ 본문에 삽입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도를 활용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5. 도변의 방위는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6. 성벽 빛 성랑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은 모두 ν80이다. 

7. 유풀도연의 축소비율은 기와는 1/5, 자기는 1/3을 원칙으로 하였다, 

8. 본분 중의 표와 각주 변호는 I ∼m장은 연속으로 부여하였으나 W장 고찰은 별도로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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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북한산성(사적 제162호)은 r조선왕조실록(朝蘇王朝實緣)』에 중흥산성(며興山뼈U • 북성(北빼잉이란 명 

칭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숙종대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산성의 수축 논쟁과 북한 

행궁터에 대한 논의•>, 축생에 관한 관리들의 논공행상, 숙종과 영조의 행행기사, 고종대 산성의 보수와 

행궁 • 공해 등의 중수 기록 등이 실려 있다. 이 중 북한산성은 숙종 37년(1711) 4월 3일에 착수하여씨 축 

종 38년(1712) 5월에 총융청에서 북한산성의 충성을 쌓기 시작하였고잉, 숙종 38년 10월에는 어영청과 금 

위영이 주관하는 북한산성의 성랑 창고 • 문루 · 못 · 우물을 만드는 역사가 완료되었으며히, 그해 10월 
완공되었다는n 기록이 있다. 

영조 21년(1745)에 성능(性能)"l이 편찬한 지지인 r북한지(北漢誌)」(1745)9)에는 북한산성은 물론 북한행 

궁의 규모와 시설, 위치, 건립연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북한산의 지세와 여러 시설물의 위치 

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북한도(北漢圖)가 실려 있다. 북한산성의 둘레는 7,620보(21리 60보, 12. 7km) 

이며, 여장은 2,807첩, 14개의 성문과 3개의 장대, 행궁, 성랑 143개소, 창름(용屬 ; 경리청상창 • 중창 • 

하창 , 평창 • 호조창 • 훈련도감유영 • 금위영유영 • 어영청유영) 8개소, 사찰 21개소[문수사 • 중흥사 • 용 

암사·보국사·보광사·부왕사 원각사 국녕사,상운사·서암사·태고사 진국사 봉성암·원효암 

등], 루 3개소[항해루 • 산영루 • 세심루]. 교량 7개소, 못 26개소, 우물 99개소가 있었다.'이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는 ‘2015년 북한산성 보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학술발굴조사로산성 내 성곽시설물인 수구와 돈대, 성랑지에 대한 정확한구조 및 축조공법을파 

악하고자 고양시의 의뢰를 받아북한산성 서암문에서 수문 시이의 수구지 1개소와돈대 1개소 및 성랑지 

6개소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로 북한산성 성벽과 부속시설인 수구, 돈 

1) r朝짧王朝實짧l 숙종 이전의 기사에 나타나며, 숙종대 기사에도 1번 기록(숙종 즉위년(1674) 갑인 11월 26일 을유) 기록 

되어 었다. 형조판서 오청위가차자를올려 이덕행(李德훌)의 문집에 있는 말을 인용충흥산생을수축하기를 청하였는 
데, 중흥산성은 곧북한산성으로, 이 일을 비국[비변새에 내렸다C뻐뽑判書吳짧옳l:!ii 련|李德흉文集등폼請修藥中興.LlJ!;X 

中興영n北漢也 事下備局).
2) r조선왕조실록j주로숙종대 기사에서 북한산성과북성의 용례를찾아볼수 있다. 

3) r爾宗實짧j 권50, 숙종 37년(1711) 신묘 6월 9일 정묘,; 숙종 37년(1711) 신묘 7월 13일 정자, 

r爾宗實짧j 권51, 숙종 38년(1712) 임진 11월 m일 기축, 

4) 「爾宗實緣j 권50, 숙종 37년(1711) 신묘 10월 19일 갑술. 

5) 「關宗實緣j 권51, 숙종 38년(1712) 임진 5월 3일 을유. 

6) r關宗實꿇j 권51, 숙종 38년(1712) 임진 10월 8일 무오 

7) 「館宗實斷 권50, 숙종 37년(1711) 선묘 10월 19일 갑술 

8) 생능은북한산성을쌓을때 왈도도총섭의 직책을맡아중흥사에 머무르며 370여 명의 승려들과함께 30여 년간산성을 
수비하였다 

9) 北漢誌j의 내용 구성은 도리(道里) 연혁(펌華) ‘ 산계(山짧) · 성지(城뼈 · 사실(事實) 관원(官員) 장교總校, 更후 
附) 궁전(宮뼈 사찰(혐rJ) ‘ 누관(樓뼈 · 교량(橋梁) 창름(용圍 정계않界) 고객(古뽑) 등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이 ·~t漢옮J城뼈 宮l(l! . 총~I] 樓觀 -橋梁 용鷹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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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생량지에 대한 자료 축적이 증가되어 향후 북한산성 보존 · 정비 계획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시대 후기 산성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문화재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북한산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산성 내 

성벽조사의 경과를정리하면마음과같다. 

조사언도 조사명 조사구간(면적) 조사성과 

성벽현황민단면, 

2012∼2014 
사척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성벽전제, 성문 16, 성람지 42, 

정멀지표조사 50m 단위로구간구분 채석혼 13, 생벽각자 6, 
수구 2동확인조사 

사척 제162호북한산성 생량지 대서문-수문구간, 생량지 4개소, 
2013∼2014 및성벽학솔발굴조사 부왕동암문구간 성벽절깨지 3깨소, 

(허가 제2013-0336호) (5,400m') 중흉산성 

북한산성μ}척 제162호) 
청수동암문-나한봉 구간, 

2014∼2015 성벽 및 부속시껄 발굴조사 
나한봉-나윌봉구간 생랑지 4개소, 

(허가 쩨2014-0383호) 
부왕동암문구간 나한봉치생 

(1,000예 

사적 제162호북한산성 생랑지 1개소, 
서암문-수문구간 

2015∼2016 생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 (l,500m') 
수구지,돈대,내성벽 

(허가 제2015-0096호) 

이번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0 조 사 명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 

。 조 사 지 역 ; 경기도고양시 덕양구북한동산 1-1번지 일원 

。 조 사 면 적 : 1,500뼈 

0 발 굴 허 가 : 제2015-0096호 

。 조 사 기 간 : 2015년 4월 23일∼2016년 12월 31일(실조사일수 111일) 

(학술자문회의 : 2016년 9월 22일∼23일) 

。좌}단구성 

조 사 단 장 : 김 성 범(정기문화재연구원장) 

자 문 위 원 ; 최 병 현(숭실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심 광 주(토지주택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이 병 훈(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조 사 원 : 곽수복(정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 최 상 아(정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상준(경기문화채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강준규(경기문화째연구원 연구원) 

최 규 환(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권 순 성(경기문화채연구원 연구원) 

12 

보고서 

r북한산생 -사쩍 쩨162호 

북한산성 성벽 갱밀지표조사 
보고서--」 (2014) 

r북한산성생량지및 

성벽학술발굴조사 
보고서」 (2015) 

r사쩍 제162.호북한산성 

성벽및부속시셜 

1차 발굴조사」 (2016) 

본보고서 

rA~적 제162.호북한산성 

생벽및부속시껄 
2차 발꿀조Ab (201η 



발굴조사의 현장조사는 김성범의 지휘 아래 이병훈이 현장 책임을 수행하였다. 유구의 조사는 곽수복 

을중심으로 최상아, 박상준이 담당하고 강준규, 최규환, 권순성이 수행하였다. 

보고서 간행과관련된 주요 실무는 김영화의 지휘하에 곽수복과 강미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적의 전체배치도와 유구의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는 (합)한빛토목에서 현황측량 및 사진이미지스 

캔한 내용을 종합하여 김송현(조사연구팀)이 수정 • 편집하였다. 유구 사진은 곽수복 • 최상아 • 박상준이 

촬영하였으며, 유물사진은왜윤(문화쩨사진연구소)이 촬영하였다. 유물의 실측과제도, 탁본은유물활 

용부 강미축이, 보고서의 띤집은 김영화(조사연구팀장) • 강미축이 담당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I 장머리말은김영화, n장유적의 입지와환경, m장조사내용중유구부분은곽수복 

이 기술하였고, 유물부분은 강미숙이 작성하였다. N장 고찰의 유구는 광수복 · 유물은 최상。f가 기술하 

였으며, V장의 맺음말은 김영화가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교정과 교열은 김영화가 담당하였으 

며, 김성명(경기문화재연구원장)이 최종 교열하였다. 

발굴조사와 보고서 발간이 진행되는 동안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 

지않은 도와주신 경기도 관계자 및 고양시 문화예술과 정영안(과장), 윤병열(문화유산활용팀장), 김수현 

(학예연구새에게 감사드리며, 발굴된 자료를자분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지면을 벌어 감사의 뭇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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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유적의 입지와환청 

1. 자연지리적 환정 

고양시는 정기도의 서북쪽에 위치하여 동남쪽으로는 서울시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는 양주시, 북서쪽 

으로는 파주시, 남서쪽으로는 한강을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인접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를살회보면 동쪽 

끝은 덕양구 효자동, 서쪽 끝은 일산서구 구산동, 남쪽 끝은 덕양구 현천동, 북쪽 끝은 덕양구 벽제동으 

로 동서간 거리는 27km, 남북간 거리는 18km이며, 면적은 268.0Skm'에 달한다. 정 • 위도 상의 위치는 동 

경 126。 45, ∼126'。'56, ’ 북위 37°34, ∼37°41' 에 위치하고 있다.11) 

고양시의 지세는동북부가높고 서남부가 낮은 형태로 한강까지 넓은들판이 발달되어 있다. 산세는광 

주산맥의 한 즐기가 고양시 근교에서 도봉산(717m), 북한산(836m) 등의 준봉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산 

의 혐준한산세로부터 뻗어 나온 낮은구릉성 산지가고양시 일대에 산재해 있다. 또 한강이 고양시의 남 

서부를 관류함으로써 그 유역은 넓은 펑야로 이어져 있으며 이 펑야는 한강유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김포의 대부분과 일산의 한강하안 일대를포함한다. 하천의 상류에 발달한산지는동쪽의 북한산, 

북동쪽의 우암산과서북쪽의 고봉산, 서남쪽의 덕양산등이 주봉을 이루어 낮은구릉성 산지의 형태로 한 

강 방면으로 이어져 있고, 한강의 작은 지류인 곡릉천 일대는 대부분이 충적층으로 지형의 높이가 낮아 

항상물이 들어올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현채는 제방을쌓아 비옥한농정지로 활용 되고 었다. 고양시의 

기반암은 대부분 시쟁대 선햄브리0t7]에 속하는 것으로 남부는화강연마암, 북부는 결정편마암계로 구성 

되어 었다.잉) 그리고 고양시의 중앙부는 구릉성 명야지대로서 북한산지에서 발원하는 곡릉천(30.Skm)과 

창릉천(22.Skm)이 남서류하고 있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의 중간성을 나타내며, 계철풍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겨울에는 북 

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아열대 해안 기압권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다. 바람 

은 주간에는 해풍의 영향이 뚜렷하며 야간에는 약한 육용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펑균 기온은 

11.8℃이며, l월 평균기온은 4.9℃, 8월 평균기온은 25.5℃로 연교치는 30.5℃이다. 연명균 강수량은 

1,240mm로서 한반도의 평균치에 접근하며, 7 8월은 우기로 월 350mm의 강수량으로 집중호우를 폼 

반하기도한다.예 

조사지역이 위치한 북한산은 행정구역상 서울 은명구 • 종로구 • 성북구 • 강북구 • 고양시 덕양구에 

걸쳐 있다. 백운봉을주봉으로 하며, 서울 근교의 산 가운데 가장높고 산세가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불리었다. 빽운대 인수봉 · 만경대 3개의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아 있어 그 모양이 

11) 高麗文化財liJf究員, 2006, 「文化遺領分布tt!圖 高揚市」, p,29. 
12) 이동영 ‘ 김주용, 1992, 「지질환경조샤제4기 지질 및 퇴적환경연구 」, 「자연과 옛사람의 삶 자연환경좌}-고고학 
발굴보고-」(일산재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1), 한국선사문화연구소, pp,43-44. 

13) 고양시 홈떼이지(http.‘//www,goya끄g g。.kr) 환정액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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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같아 보이므로 삼각산이라고도 불렀다. 중생대 말기에 지층에 파고든 화강암이 지반의 상승과 첨 

식작용으로 표면에 드러났다가 다시 용회착용을 받아 험준한 바위산이 되었다. 북한산 일대는 백운대, 

인수봉, 만정대 등 20여 개의 높은 봉우리로 이어져 있고, 백인굴, 송추폭포, 육모정, 우이계곡 등 10여 

개의계곡이었다. 

2. 고고학적 환정 

고양시 일대는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중요시되었다. 이 지역은 한강이 남서 

쪽으로 흐르고 북한산준령이 통쪽에 있으며, 그 사이에서 발원한창릉천과곡릉천 유역에 발달한 넓은충 

척명야가펼쳐져있다. 

고양시 일원에서 구석기 유적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양시 화정지구에서 석영제 암 

석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일산 가와지 

유적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씨 최근에는 덕이동 유적15)’ 탄현동 유적16)’ 신원동과 

원흥동유적m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과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지영동 • 가좌동 , 오부자동에 • 원흥동19) 등에서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된 바 있으나, 

관련 유구에 대한확실한상황은 알수 없다. 발굴조사를통해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곳은 대화리 유 

적과 가와지 토탄층이 있다. 대화리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전변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저부 모양은 

첨저형으로 추정되는데, 방사성탄소연대에 의하면 기원전 6,000년 말기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와지 

갈잭토탄에서 출토된 벗살무늬토기는 기원전 5,000년 중반에서 기원전 4,000년 초로 편년된다.'o) 

청동기시대 유적은 무문토기가수습된 일산사리현동 유적과 마제석기가 수습된 운문동 유적이 었다:~ 

그리고 원당동 • 행주내동 • 화정동 • 가좌동 구산동등지에서 남방식 지석묘가조사되었으며,잉) 북방식 지 

석묘는 신원동 • 문봉동 • 시묘동 등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성사동에서 발견된 동모용범(鋼蘇짧휩)은 
이 지역 내에 자체적인 청동기 생산기반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주목되며,2씨 오부자봉에서 발견 

된 반월형 석도와국사봉주변에서 군부대 참호를 따다가수습된 유정식 석검도 이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1씨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2, 앞의 책. 
15) 서올대학교박물관, 2003, 「고양 덕이동공동주택개발지구 발굴조사보고서」. 
16)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고양 탄현동 구석기 유적j 

17)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 「고양 新院洞 元興洞遺鷹j ;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2012, r고양 원흥동 ‘ 
신원동유척-고양삼송지구주변도로 1차문화유적 발(시)굴조λh 

18) 셔울대학교박물관, 1991, 「고양군 화정지구문회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 중앙문화채연구원, 2014, 「고양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고양 도내동도당유적j 
20) 한국션사문화연구소, 1992, 앞의 책 
21) 고양시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1999 「고양시의 역사와문화유객」, pp,434∼442. 

22) 서울대학교박물관, 1991, 앞의책, , 정기도박물관, 2002, r한강」 vol,2, 문화유적(1) 

23) 김원룡, 1965, r韓國史前옳廣흉物地名表J, 서울대학교출판부, 

24) 悔原末治, 1934, r朝健出土鋼j!r關餘η新뺑見」, •A類學雜誌j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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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청동기시대 농경은 이 지역에서도 일반화된 경제생활 방식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엽리 새말유적에서 10개의 볍씨가 가와지 토탄과 새말층 사이어l 있는 검은 

색 빨에서 나왔다. 이 유척에서 나온 볍씨는 Oryza satity japonica로 판단되었는데, 검은색 토탄에서 나 

온 볍씨의 연대는 B.C. 1,534∼1,435년에서 B.C. 907년 사이이고 검은 회색 빨에서 나온 볍씨의 연대는 

B.C. 907∼734년이다.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구산동유적%)’ 고양원홍보금자 
리주택지구내 도내동 도당유적%)’ 고양 도내동 유적2η’ 고양 삼송지구 주변도로내 원흥동 , 도내동 유적%) 

이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가와지 유적에서 다수의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과 두형토기대각편, 민무늬토기 

저부면 등이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발굴조λ까 이루어진 구산동 유적이 있다. 구릉 말단부에 위치 

한 2지점에서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두형토기와 대각, 정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영) 

삼국시대의 유적은 고양 벽절산 유적30)이 대표적이다 역절산유적은 한강유역의 저명지에 독립된 소구 

릉에 해당하며, 고양에서 최초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한성백제시대 유적이다. 주거지 8기, 수혈 2기, 구 

상유구 1기, 척석유구 5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한강 하류에 입 

지한 지리적 위치를 통해 4세기 서진과의 교류를 담당한 거첨으로 추정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토성 

의 성벽일부와수혈주거지 2기, 대형수혈유구 4기, 플라스크형 수혈유구 11기 등이 확인3~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행주산성 토성지3잉와 고봉산성%) 등이 대표적이다. 행주산성(사적 제56호)은 

강안의 돌출된 덕양산 정상(해발 124,9m)을 중심으로 해발 70∼lOOm 사이의 능선을 따라 포곡식으로 축 

조되었다.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과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고봉산성은 명면형태가 원형인 태외식 석축산성이다. 최근에 식A}동 유적없), 도내동 

유적,3잉 원흥동 , 신원동 유적잃)에서 통일신라시대 주거지와 석곽묘 등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고려시대 유적은 원흥리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가 대표적이며, 태고사와 중흉사지 등의 불교유적 

이 남아 있다. 원흥리 신라말 • 고려초기 청자요지(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4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 

기청자요지이다. 건지산 동쪽 산기숨에 자리하며, 언덕을 따라 5∼6개소의 가마터와 대규모 퇴척층이 남 

25) 韓國文f뼈j保護財團, 2011, r高揚九버洞 遺題J.

26)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책, 
27) 걱레문화재연구원, 2012, 「고양도내동 유적」, 
28)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 r고양 원흥동 도내동유적」, 
29) 韓園文f뼈j保護財圖, 2011, 앞의 책. 
30) 정기도박물관, 2C05, 「고양 벽절산유객」 
31) 중앙문화채연구원, 2014, 「고양 벽절산 유적(1차)」 

32) 서울대학교박물관, 1991, 「행주산성」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0, r고양 행주산성공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j , 
고양시사연찬위원회i 2005, 「高揚市史」제2권, p,30‘ 

33) 고양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pp.455∼459. 

34) 정기문화재연구원, 2009, r高陽食좋洞遺題J. 

3히 겨레문회유갓f연구원, 2012, 앞의 책. 
3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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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다. 가마는 전축가마로 장방형 벽돌과 혜갑발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이러한 조성방식은 월주요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흥사지는 고려 초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며, 고려말 원증국사 보우에 의해 중수되었다고 한다. 1103년에 제작된 금고와 1344년에 제작된 

향완이 남아있어 12세기 초 이전에 개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고사는 보우가 창건한 사찰로, 현재 태 

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제611호)와 태고사 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가 남아있다 

이밖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벽제동 유적,잃) 식λ}동 유적,쩌) 도내동 유적,·~ 중산 더부골 유적42) 등에서 

고려시대 석곽묘와 제철관련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벽제동 유적에서는 제철로 • 목탄지 • 저장시설 • 폐 

기장 등의 제철관련 유구에서 노벽편, 슬래그, 송풍관편, 용범편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북한산성 행주산성 등의 관방유적과 서오릉 · 서삼릉 등 왕실묘역, 객사터인 벽 

제관지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산성(사적 제162호)은 고양과 서울 정계의 북한산 정상 능선을 따라축조되 

었다. 체성과 여장으로 이루어진 성벽에 14개소의 성문과 각 1개의 수문과 시구문, 그리고 장대로 이루어 

져 있고, 성내에는 행궁 창고 성랑 및 사찰 • 암자 등이 있다 행주산성(사적 제56호)은 강안의 돌출된 

산봉우리를 통하여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과 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구조를 하고 있다.쩨 

고양지역은 수도 한양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많은능묘가조성되었는데, 서오릉과 서삼릉이 대표적이 

다. 서오릉μ}적 제198호)은 용두동에 위치하며, 동구릉을 제외한 가장 큰 면적의 왕실무림이다. 이밖에 

신원동 • 원흥동 유적, 구산동 유적, 식시동 유적, 도내동 유적μ)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가마, 건물지, 주 

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신원동 • 원흥동 유적45)에서는 저팽한 구릉사변에 분포하고 침향이 정상부를 향하 

고 있는 조선시대 분묘 31기가조사되었다. 

벽제관지(사적 제144호)는 고양군 잭사 및 벽제역의 역관지이다. 벽제역은 한양에서 의주나 중국으로 

가기 위한 역로인 관서로의 첫 번째 역이면서 중국 사신을 영송하던 중요한 역이었다. 인조 3년(1625)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으며, 정청과 폼 서익현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로 조사되었다. 문봉서원은 

고양 8현의 제향을 위해 숙종 4년(1688)에 건립되었다. 

3η 韓國樹$文化뻐흙g院, 1982, 뺑國좁없뼈劉:l:u. 

38)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7, r북한산중흥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39) 수원대학교박물관, 2010, 「고양 벽체통 유적」 
4이 정기문화채연구원, 2009, 앞의 책. 
41) 겨레문회유산연구원, 2012, 앞의 책 
42) 漢陽大學校, 1993, r高陽中山地圖文化遺협-發播調효報告書」 
43)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 앞의 책, p.30. 
44) 걱레문화유산연구원, 2012, 앞의 책, 

정기문화재연구원, 2013, 앞의 책, 
45)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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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배경 

고양지역은 고대국가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지만, 본격적으로 행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흔적으로는 

475년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달을성현, 개백현을 설치한 기록이다.쩨 이후 신라가 한강유 

역을 장악한 진흥황 16년(555)에 북한산순수비를 세웠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으며, 선덕여왕 15년(646) 

에 앞의 달을성현, 개벽현이 한산주에 편입된다. 신하는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채편성 

하였는데, 정덕왕 16년(757)에 한산주는 한주로 개칭되며, 이때 달을성현은 고봉현으로 개벽현은 우왕현 

으로 개칭되어 한양군의 영현이 되었다.쩌 

후삼국시대에는 태봉에 면입되었다가 고려시대 태조 2년(940)에 이르러 헨&군은 양주로, 우왕현은 

행주로 바꾸고 별로로 덕양이란 명칭을 시용하였다.갱) 성종 14년(938)에 양광도에 소속되고, 현종 9년 

(1018)에 다시 고봉현과, 행주현이 양광도 양주의 속현으로 예속되었다. 문종 21년(1067)에 다시 고봉현 

이 남경의 속현으로 예속되었고 이후 남정유수관이 한양부로 격하됨에 따라충렬왕 34년(1308) 고봉현의 

지위도 격하되었다. 공양왕 2년(1390)에 고봉현이 경기좌도에 소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태조 3년(1394) 속현에서 탈피시키고 고봉감무를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쩨 

태종 13년(1413)에 고봉과 덕양을 합하여 고양현으로 명명하였고,50) 종6품관인 현감을 두었다. 성종 원년 

(1470)에 덕종의 능인 경릉과 예종의 능인 창릉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관례에 따라 현에서 군으로 승격시 

켰다:u 이러한상황은 조선후기 8개면, 40개리로 면제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도성이 한양으로 옮겨지면서 도성방어를 외한 중요성으로 북한산성의 축성이 지속적으 

로 거론되었는데, 실질적인 축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조정이 안정된 숙종 37년(1711)에 이루어 

졌다. 숙종 37년 4월에 칙수되어 10월에 완공되기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축성되었다. 

조선 말에 이르러 근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제도가 자주 변화하면서 고양군의 소속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1895년 5월에 칙령 제98로로 23부제 실시에 따라 한성부 고양군이 되었다가 1911년 4월 

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고양군은 9면 50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3년 뒤 고양군은 12면과 155리를 

관힐하게되었다. 

광복 이후 고양군은 서울시의 행정구역 확대에 따라 은평면 • 숭인면 • 독도면의 3개면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지도면 , 신도면 • 원당면 • 중면 • 송포면 • 벽제면의 6개면을 가진 정기도 내에서 가장 작은 면 

적을 관할하는 군 단위 행정구역이 되었다. 1992년 고양시로 승격되었고, 이후 수빽l의 법정동간의 정 

계조정과동의 신설이 있었다_52) 

46) 「三園史음리, 권37, 지리4, 
47) r三園史음c... 권35, 지리2, 

48) 「홈麗史」, 권56, 지리지. 

49) 「太댐實緣J, 권6, 태조 3년(1394) 갑술 9월 28일 을축, 

50) 「太宗實緣J, 권25, 태종 13년(1413) 계사 3월 23일 임인, 

51) r없宗實짧J, 권8, 성종 1년(1470) 정인 10월 13일 정사. 

52) 高앓文f뼈째%펀員, 2006, 앞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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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북한산성 성벽 2차 빌굴조사 유구배치도 

23 



Ill.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의 북서쪽 성벽 구간으로 원효봉(해발 505m)의 남서쪽 능선 중단부 

에 위치한 서암문(西暗門, 해발 200m)에서 원효봉과 의상봉 사이에 형성된 계곡에 축조한 수문 사이의 

능선부이다.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는 북한산성 성벽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중 세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서암문∼수문 구간 내에 위치하는 수구 1개소, 돈대(수문 북쪽 돈대) 17~소, 성량 6 

개소의 구조 파악을 위한조사와성벽 내탁 석축부 1개소의 트렌치 좌}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수구는 기존 보고자료에 입수구 하나에 출수구 둘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자연 함몰 또는 인위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입수구를 추가로 하나 더 확인함으로써 입 

수구와 출수구가 2개임을 밝핵 내었다 또한 수문 북쪽에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돈대를 실제로 확인하 

고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를둘수 있다. 성량은 이미 두차례 조사한성랑과구조상큰 차이를보이지 않 

으며, 북한산성 내 성랑지 복원의 기초자료 축적에 성과를 더하게 되었다. 

1. 성량지 

성랑지는 조사전 서암문∼수문 구간 내에 총 9개소가 유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잔폰 상태가 

불량하여 보존 대책 수립이 시급한 6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조사한 생량은 성벽 회곽로를 따라 위치하는 입지의 특성상성벽 내부를따라 형성된 탐방로(등 

산로)로 인해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이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성랑은 모두 탐방로 형성 및 군시설물(군 참호) 조성으로 인하여 상부 구조의 대부분이 결실 

된 상태였으나, 다행히 잔존하는 벽석 및 석축시설 등으로 어느 정도구조 파악이 가능한 상태이다. 

1) 1호성랑지 

(1) 유구(도변 7, 사진 1∼5) 

1호 생량지는 서암문과 가까운 해발 182m 지점에 위치하며, 조사 전 성랑 전면은 토사로 대부분 덮여 

있었으나측면은초석과석축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성랑중앙으로 탐방로가조성되어 남장벽 벽 

석의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이에 조사 전 탐방로를 우회시킨 후 성랑상부를 덮은 토Aj-를 제거한후 내부 힘몰 석재와 기와를 노출 

시켰다. 이후노출된 석재와기와들에 대해 기록하고제거하면서 벽석의 잔존상태와바닥면을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성량의 부지를조생하기 위하여 구릉사면이 약간완만해지는 부분의 상단은 정지한후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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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남장벽과 서단벽 쪽에 낮게 석축을 쌓았다. 석축시설을 조성 후 상변을 점토 등으로 채워 편I청하 

게 고른 후 벽석을 축조하였다. 

성량의 구조는 정면 3칸(주칸거리 2.2∼2.3m), 측면 1칸(주칸꺼리 2.2m)으로 세장한 건물지이며, 장 

축방향은 성벽과 거의 평행한 동-서 방향이다. 출입시설은 성벽 방향으로 벽석이 트여 있는 곳에 조성된 

것으로판단된다. 

성랑지의 전체 규모(석축 포함)는 길이 966cm, 너비 430cm, 높이(석축기저부-잔존 벽석 상단) 59cm이 

며, 성랑의 규모는 길이 796cm, 너비 303cm, 잔존 높이 23cm이다. 

§χ~‘ 

182.0m 느짧걷껄 

!Il 

!Il 

一∞
N
·。
경
 

‘ 「∼∼

"7z.t 기와 

口 효석 

口성랑벽혀| 

口석축 

0 

-A’ 

뼈 

[j 

「부 

L\J 

A-

씨
}
 

‘
∞ω
·。
그
一
 
|r 

i--N 

。
그
‘|
1
 

M--
|
「
一
∞
ω
·。
경
 

+

+
ll 

+++

111 

1 

피
 

++++

11 

-
∞N
·。
3

「

+
+
+
+
+
+
1

1
|

1 

‘

υ?
+
+
+
+
+
+
+
+
+
+
+
 

샤
 

1+++++++++++++++++++1 

}+++++++++++++++++++++++++ 
+++++++++++++++++++++++++ 

一∞
-
-
。
3

||||i 

-
-
-
-
。
그
‘
 

4m 

25 

2 0 

도면 7. 1호 성람지 평·단면도 및 입면도 



벅체는 할석을 2열로 둡핵 쌓은 후 안확으로 면을 맞뤄 놓은 다옴 내부에 소형 할석과 첨토를 채워 약 

60∼70m의 두께로 조생하였는데, 대부분 절실되고 1단 정도만 남마었다. 생벅을 바라보는 청면은 석벅 

을 쌓지 뱀트여있는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석은 천면 열의 청우모두 척심을 만든후 방형 또는 장방형의 치석된 할석을 사용하였고, 후면 열 또 

한 전면과 풍일하게 치석된 척째를 사용하였으며, 벽체에서 약 ν2정도만 노출된 형태인데 초석 상부에 

기둥을세웠을때 절반정도는노출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생랑 내부쩨는 지봉시셜 조생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 소량 함몰되어 있었으며, 특이한 시설운 

확인되지 않았다. 생랑바닥면은첨성이 있는황갈색샤질토로조생하였다. 

유물은 지봉에 사용되었을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기와의 분양은 수카와는 주로 창해파분이, 암키와는 

모두무분이 확인되었다‘ 

시전 1. 1효 성링지 조사후 전경(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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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종! 2, 1효 성량지 전경(@장홈, 없A뿜(뚫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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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효! 3. 1효 성량지 조사전 젠경(@), 초시후 전경(@북에서, @직상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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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1효 성링지 남흑 석혹 전경{@), 남흑석촉셰부(@·@). 남톨혹 보서리 초석 노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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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효 성링지 남장벽 전경(@), 톨단벽(@전경. @외벅상태, @내벅상태l 서단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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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1.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8, 사진 6)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 

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피운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은 물손질로 인해 포혼 등 

은확인되지 않는다. 내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하였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흔이 확인 

되는데 좌측은 두째의 1/8가량, 우측은 1/6가량 얄게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1.8cm, 폭 15.2cm, 두께 

0.7∼2.5αn 

2.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8, 사진 6) 

상 • 하단의 모서리 일부가 절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가장자리에서 빼 13× 13올의 포혼과 점토합혼이 확인된다. 내면하단은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측 

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4가량, 우측은 2/5가량 그은 후 분할 

하였다. 길이 34.2cm, 폭 14.Scm, 두께 0,9∼2,4때 

3. 장해파문 수키와(도면 9, 사진 6) 

중 • 하단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 

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변에는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은물손질되었고, 하단부는짧게 건장치 

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두께의 1/3, 우측은 1/4 

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0.5cm, 폭 13.9cm, 두께 1,0∼1.8cm 

4.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9, 사진 6) 

미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적혀 있다. 내면의 포흔 등은 물손질로 거의 지워졌으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4.4cm, 폭 13,0cm, 두께 0,8∼2.4cm 

5. 명문창해따문 수키와(도면 9, 사진 6) 

상 • 중단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과 속심은 회 

잭, 내면은 암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따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닮II’명이 찍혀 

있다. 내변의 포혼은 물손질 정변으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양측 모두 두 번 이상 두께의 절반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1.Scm, 폭 15.lcm, 두께 

13∼2 3cm 

6. 명문창해따문 수키와(도면 10, 사진 6) 

중 ‘ 하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 

두 암회잭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 

면의 포흔은물손질 정면으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하단부는건장치기로조정되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0.Scm, 

폭 14.6cm, 두게 0,9∼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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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문창해따문 수키와(도면 10, 사진 7) 

중 · 하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 

두 암회색을 띠는데 고온 소성으로 정도가 높고 광택이 나기도 한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 

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닮|’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절실로 인해 확인되지는 않는다. 내 

면의 포흔은 물손질 정면으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현길이 18.7αn, 

현폭 14.3cm, 두께 1.5∼2.6cm 

8.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0, 사진 η 

중단부만 남아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 

두 암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따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힘||’명이 찍혀 있다. 내 

면의 포흔은물손질로 지워진 상태이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혼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아 

주 얄게, 우측은 1/3가량 그은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15.8cm, 폭 13.9cm, 중단두께 2.8cm 

9.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0, 사진 η 

중단부만 남아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닮||’명이 찍혀 있다. 내면 

에는 lcm'당 9×9올의 포목흔이 가장자리에서 확인된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남아 

있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2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15.4cm, 폭 13.6cm, 중단두께 2.5cm 

10. 무문 암키와(도면 11, 사진 7) 

우측 상단부가 결실되었다. 정질소생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연철흔, 윤철혼과 lcm'당 13 × 13올의 포목흔, 하단의 

포목겹침혼이 확인된다, 내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1/2가량 그은후 분할하였다. 길이 41.0cm, 폭 26.0cm, 두께 1.3∼2.0cm 

11. 무문 암키와(도면 11, 사진 7) 

중 • 하단부가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 

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은무문이며, 내변에는 연철혼과 lcm'당 13 × 13올의 포목혼이 확인된다. 하단은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아주 얄게, 

우측은 두께의 1/2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7.2cm, 폭 27.3cm, 두께 0.8∼1.8cm 

12. 무문 암키와(도면 12, 사진 η 

우측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 

심 모두 회갈색에 가창다. 내면은물손질되어 포목혼이 거의 지워졌으며, 희미하게 연철흔과윤철혼이 확 

인된다. 하단부쪽에 포목겹침흔은잘 남아있으며 짧게 건장치기로 하단을 조정하였다. 남아있는 좌측면 

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2/5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길이 33.8cm, 폭 19.2cm, 두께 1.4∼2.3cm 

13. 무문 암키와(도면 12, 사진 7) 

좌측 중 · 하단부가 남아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 

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목혼이 거의 지워졌으며, 연철흔과 포목겹침흔만 확인 

된다. 내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3가량 그은 와 

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31.8cm, 현폭 19.2cm, 두께 1.3∼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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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호성량지 

(1) 유구(도면 13, 사진 8∼12) 

2호 성랑지는 구릉 하단으로 1호 성랑과 약 38m 떨어진 해발 169.5m 지점에 위치하며, 조사 전 성랑 

전면은 대부분이 토사로 덮혀 있었고, 초석의 상부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성랑 전면쪽으로 탐방로가 조 

성되었으나 다량의 토사가유입되어 상부를 덮고 있는상태여서 다른 성량에 비해 훼손이 덜한 편이었다. 

조사는 성랑상부를 덮은 토사를 제거한 후 내부 함몰 석재와 기와를 노출시켰다. 이후 노출된 석재와 

기와등상태를 기록하고 제거하면서 벽석의 잔존상태와바닥면을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성랑의 부지를조성하기 위하여 구릉사면부 급정사면을 정지한후 지대가낮은 남장벽과 서 

단벽 쪽에 3단 정도의 석축을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석축시설을 조성한후상면을 점토등으로 

채워 편명하게 고른다음성랑 벽석을축조하였다. 

성랑의 구조는 정면 3칸(주칸거리 2. 2∼2.3m), 측면 1칸(주칸거리 2.2m)으로 세장한 건물지이며, 장 

축방향은 성벽과 거의 평행한북서-남동 방향이다. 출입시설은 성벽 방향으로 벽석이 트여 있는곳에 조 

성된것으로판단된다. 

성랑지의 전체 규모(석축 포함)는 길이 840cm, 너비 340cm, 높이(석축기저부-잔존 벽석 상단) 75때이 

며, 성랑의 규모는 길이 770cm, 너비 310cm, 잔존 높이 45cm이다. 

벽제의 축조는 내벽석 1단은 세워 쌓은 후 2단부터 둡혀 쌓았으며, 외벽석은 동단벽 1단은 세워 쌓았고 

서단벽은 둡혀 쌓아 조성하였다. 벽체는 할석을 2열로 변을 맞춰 놓은 다음 내부에 소형 할석과 점토를 

채워 62∼73cm 내외의 두께로 조성하였는데, 현재 대부분 절실되고 1∼3단 정도만 잔존한다. 성벽을 바라 

보는 정면은 석벽을올리지 않아트여있는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석은 전면 열은모두 적심을만든후 방형 또는장방형의 치석된 할석을사용하였고, 후면 열 또한 전 

면과 동일하게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벽체에서 약 1/2 정도만 노출된 형태인데 초석 상부에 기둥 
을세웠을 때 절반 정도는노출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성랑지의 내부에는 지붕조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 소량 함몰되어 있었으며, 특이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랑바닥면은 첨성이 있는황갈잭사질토로조성하였다. 

유물은 지붕에 사용되었던 기와가 출토되었다. 기와의 문양은 수키와는 거의 창해파문계이고, 암키와 

는모두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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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2호 성랑지 평 · 단면도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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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9. 2흘 성량지 초사전 전경(@), 성링 내부 벅석 및 기와함몰삼태((2)), 초시충 헌경(@), 초사후 젠경(@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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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 12. 2호성황지 남동단벅 전경(@), 북셔닫벽 전경(@) 

때유물 

14. 창해피문 수키왜도면 14, 사진 13) 

완형이다. 검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척영 등 쩍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잭조는 내외면 모두 회잭을 면다. 

픔면에는 창혜파운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흔 픔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단부는 건장치기 

로 초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애서 밖으로 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아주 얄게 그은 후 분할 

하였다. 갈이 32.6띠, 폭 14.San, 두께 0‘8∼2.4cm 

15.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4, 사진 13) 

완형이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적영 픔 쩍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잭을 띤 

다. 픔면에는 창해파분이 타날되었으며, 대면은 물손질 쟁면되어 포흔 픔은 확인되지 않고, 벼질흔만 판 

찰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청되었다. 양 측면애는 안에셔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범}있는데 확측은 

ν3, 우측은 ν47}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0.3cm, 폭 14.0m. 두께 0.9∼2.2cm 

16. 참해파몹 수키와(도면 15, 샤전 13) 

완형이다. 청질소생이며, 태토애는 석영 픔 쩍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잭초는 내외면 모두 암회잭을 띤 

다. 등변에는 창혜파운이 타날되었으며. 하단부쪽은 넓게 물손질혜 운양올 지웠마. 내면도불손질되어 포 

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단은 천장치기로 조청되어 었다. 양 측면애는 안에셔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떼 확측은 두째의 1/5가량, 우측은 아주 얄께 그은 후 분활하였다. 걸이 31.4cm, 폭 13. 7an. 두께 

08∼2 6an 

17. 장해파문 수?|왜도면 15, 사진 13) 

일부 철실된 부분이 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청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퉁 척사립이 혼입되어 었 

다. 잭초는 내외면, 촉섬 모두 회잭올 띤마. 퉁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었으며, 내면의 포흔은 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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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잘 남아있는데 1빼당 13X13올의 츰춤한 포목혼이 확인된다.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 

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절반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6.3cm, 폭 15.0cm, 두께 1,4∼2.4cm 

18. 창해따문 수키와(도면 16, 사진 13) 

우측 상단부가 결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의 잭 

조는 암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적갈잭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상 · 하단부는 넓게 물 

손질하여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도 물손질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 

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죄측은 두께의 1/5, 우측은 2/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28.4cm, 폭 12.9cm, 두께 0,7∼2.3때 

19. 창해따문 수키와 (도면 16, 사진 13) 

완형이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에 가 

깝다. 등면에는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은물손질되어 포흔등은확인되지 않는다. 하단부는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두께의 2/5, 우측 

은 1/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0.4cm, 폭 13.4cm, 두께 0,9∼2.3cm 

20. 명운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7, 사진 14) 

완형이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잭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을 띤 

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 

은 물손질로 인해 거의 지워져 희미하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 

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2/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4.9cm, 폭 13.9cm, 두께 

0,8∼2.3cm 

21. 명문첼H파문 수키와(도면 17, 사진 14)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을 띤 

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후訓’명이 찍혀 있다. 내변의 포흔 

은 물손질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가장자리에서 검토합흔만 확인된다. 내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갱되 

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두께의 1/4, 우측은 2/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l 35.8cm, 폭 14.5때, 두께 1.2∼2.6cm 

22.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8, 사진 14) 

우측 미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깡다. 태토에는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 

면, 속심 모두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피운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닮||’명이 

찍혀 있다. 내면에는 lan'당 nxn올의 포목흔이 확인되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5, 우측은 1/3가량 그은 후 분힐하였다. 길이 
36.7cm, 폭 14.lcm, 두께 1. O∼2.5cm 

23. 명문효빼따문 수키왜도면 18, 사진 14)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초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을 띤 

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변의 포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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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손질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점토합흔과 비질흔만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측 

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3, 우측은 1/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 

다. 길이 36.2an, 폭 14.5an, 두께 1.0∼2. 6an 

24.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9, 사진 14)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잭을 띤 

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적혀 있다. 내면의 포혼은 

물손질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하단부족에 포목겹침흔만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남아있는데 양측 모두 두째의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7.6cm, 폭 14.5cm, 두께 1.2∼2. 5cm 

25. 명문장해따문 수키와(도면 19, 사진 14) 

완형이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천반적인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햄||’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물손질로 정변되어 포흔등은확인되지 않으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측면에는안에 

서 밖으로 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모두두께의 절반가량 그은후분할하였다. 길이 38.6cm, 폭 14.8 

CIIl, 두께 1.1∼3. Oan 

26. 명문창해따문 수키와(도면 20, 사진 15) 

일부 절실된 부분이 있으나 완형에 기깝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 

다. 전반적인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혼은 물손질로 거의 지워졌으며, 가장자리에서 lcrn'당 11 

× 11올의 포목흔이 확인된다.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 

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2, 우측은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5.2cm, 폭 14.2an, 두께 

1.0∼2. 6cm 

Zl. 명문창해따문 수키와(도변 20, 사진 15) 

좌측 하단 모서리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갈색을 띠나 내외면 일부는 암회잭을 띠기도 한다. 등면에는창해파문이 타날 

되었으며, 우측 상단부에 ‘햇자가 압인되어 있다. 외면 하단부는 넓게 물손질 정면되었다. 내면도 물손질 

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 

혼이 확인되는데 양측모두두께의 2/5가량그은후분할하였다. 길이 33. 7cm, 폭 15.9an, 두께 0.8∼2.5cm 

28. 장해파복합문 수키와(도면 21, 사진 15)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외면과 속섬은 회갈색을 띠며, 내 

면은 암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복합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가장자리 일부에서 lcrn'당 7x7 

올의 성긴 포목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 

혼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두께의 1/5, 우측은 1/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2. lcm, 폭 13. 7 cm, 두께 

09∼2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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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창해따복합문 수키와(도면 21, 사진 15) 

우측 상단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 

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와 선문의 복합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변에는 lcnf당 13 × 13올의 비 

교적 춤츰한 포목흔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가량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18.3cm, 현폭 13.5cm, 두께 1.4∼1.8cm 

30. 창해따복합문 수키와(도면 21, 사진 15) 

우측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복합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변에는 물손질로 인해 비질흔만 일 

부에서 확인된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2/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1.3cm, 폭 14.5cm, 두께 0.9∼2.4cm 

31. 무문 암키와(도면 22, 사진 16) 

우측 상단부가 절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 

면, 속섬 모두 암회잭에 가깝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목혼은 거의 지워졌으며, 연철흔과 윤철흔, 포목 

겹침흔은 잘 남아있다. 내면하단은 비교적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 

은 와도혼이 남아있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3.6cm, 폭 26.lcm, 두께 

1.5∼2.2cm 

32. 무문 암키와(도면 22, 사진 16) 

하단부만 대부분 결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에 가깝다. 내면의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며, 연철흔과 윤철흔이 확인된다. 내 

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아주 얄 

게, 우측은 두께의 1/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40.9cm, 폭 27.0cm, 두께 0.8∼2.2cm 

33. 무문 암키왜도면 23, 사진 17) 

상단 좌 • 우측면이 결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 

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며, 연철흔과 윤철흔, 포목접침 

흔이 확인된다. 내면하단은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 

아었는데 좌측은 두께의 1/5가량, 우측은 아주 얄게 그은 후 분힐하였다. 길이 41.6cm, 폭 27.7띠, 두께 

1.0∼2.1αn 

34. 무문 암키와(도면 23, 사진 17) 

중 · 하단부가 남아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석사립 소량이 섞인 점토로 정선된 편이다. 전반적인 색 

조는 회색이나 내면하단부는 갈회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1뼈당 15× 15올의 포목흔이 일부 

에서만확인된다. 내면하단은 비교적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그은와도 

흔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아주 얄게, 우측은두께의 1/4가량 그은후분할하였다. 현길이 25.2cm, 폭 28.3cm, 

두께 1.2∼2.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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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성량지 

(1) 유구(도면 24, 사진 18∼21) 

3호 성랑지는 구릉 하단으로 2호 성랑지와 약 55m 떨어진 해발 161m 지점에 위치하며, 조사 전 성랑 

의 상단은 토사로 대부분 덮혀 있었으나 하단 석축과초석 상부 일부가노출되어 있었다. 내성벽 석축 하 

단에 면해 조성되어 탐방로에 의한 훼손은 덜했으나, 급정사지에 위치하여 남동측 석축의 2/3가량이 함 

몰되어 휘손된 상태였다. 

조사는 성랑상부를 덮은 토사를 제거한 후 내부 함몰 석재와 기와를 노출시켰다. 이후 노출된 석재와 

기와등상태를 기록하고 제거하면서 벽석의 잔존상태와바닥면을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성랑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릉사면부 암반층급정사면을 ‘L’자 형태로굴착하여 정지 

한 후 지대가 낮은 남동장벽 쪽으로 9단 정도의 석축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축시설을 조성 후 상 

면을할석과사질토등으로 채워 떤명하게 고른다음성랑 벽석을축조하였다. 

성량의 구조는 정변 3칸(주칸거리 2.1∼2.2m), 측면 1칸(주칸거리 2.1∼2.2m)으로 세장한 건물지이며, 

장축방향은 성벽과 거의 평행한동 서 방향이다. 출입시설은 성벽 방향으로 벽석이 트여 있는곳에 조성 

된것으로판단된다 

성랑지의 전체 규모(석축 포함)는 길이 1,030cm, 너비 490cm, 높이(석축기저부-잔폰 벽석 상단) 177cm 

이며, 성랑규모는길이 783cm, 너비 309cm, 잔존높이 26cm이다. 

벽체는 훼손이 심하여 확실한축조양상을 알수 없으나잔존하는부분으로 볼 때 할석을 2열로둡혀 쌓 

은후 안팎으로 면을 맞춰 놓은 다음 내부에 소형 할석과 점토를 채워 약 60∼68cm의 두께로 조성한 것으 

로 보이며, 현재 대부분 결실되고 1단 정도만 잔존한다. 성벽을 바라보는 정면은 석벽을 올리지 않아 트 

여있는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석은 전면 열은모두 적심을만든후 방형 또는장방형의 치석된 할석을사용하였고, 후면 열 역시 전 

변과 동일하게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벽체에서 약 1/2 정도만 노출된 형태인데 초석 상부에 기둥 
을세웠을 때 절반 정도는노출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성랑의 내부에는 지붕시설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 소량 함몰되어 있었으며, 특이한 시설은 확 

인되지 않았다. 성량의 바닥면은 점성이 있는황갈잭사질토로조성하였다. 

유물은 지봉에 사용되었던 기와가출토되었다. 수키와는 집선문 창해파문이 출토되었는데 창해따문이 

주를 이루며, 창해파문기와 중에는 ‘辛힘||’ 名 명문기와가 확인된다, 암키와는 무문, 창해파문이 출토되었 

으며, 대부분 무문이다. 

65 



160.0m 

@ 

CD 

」α
‘

·。
그
‘
 

159.0m 

~ 

머 

-A‘ 

t?'Zl.l 가와 

口 초석 

며성량벽쳐| 

口 석촉 

며 

m ---

---m-

A 

「쇠 

A-

L\J 

159.0m 

v· 

‘--i 
·
。3
--

--ab----

++ 

|l
++++

j 

ll 

++++•

(1 

++ 

一m
잉
·
。
그
‘
-
-

4m 2 0 

66 

도면 24. 3호 성랑지 평 · 단면도 및 입면도 



Al종! 1a 3효 성할지 초사후 젠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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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종! 19. 3효 성랑지 전경(@조Al전. @조A홈), 성량내뷔전맨) 기와 힘몰 상태(@), 때뷔동단벽) 기와 힘몰상태(@), 
초사후 헌경(@써에서) 

68 



C& 

Al종! 20. 3흘 성활지 초사후 전경(@북에서l 좌l후 남혹 셰부(@), 남혹석혹상태(@), 남장벅 전경(@). 서단벅 내벅상태(@), 
북동혹 보서리 초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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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헨 낀. 3효 성랑지 셔단벽 전경(@), 남장벽 배벅상태(@). 동판벅 외벽상돼(@), 동단벽 배벅상태(@) 

때유물 

35. 집선문 수키왜도면 25, 샤진 2밍 

상단부가 철실되었다. 검질소성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영 픔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잭조는 내외면, 

촉섬 모두 회잭을 띤다. 풍면에는 집션운이 타날되어 었으며. 내면은물손질 정면으로 인해 포흔픔은 확 

인되지 않고. 하단부는짧재 건장치기로조정되었다. 양측면에는안에서 밖으로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 

떼 좌측은 ν2가량, 우측은 ν3가량 그은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6.4an, 폭 13.lm. 두께 1‘2∼2.3an 

36. 창해파문 수키왜도면 25, 사진 2밍 

완형이다. 경질소생이며, 태토에는 굵은 적영 픔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잭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올 

띤다. 픔면에는 창해파분이 타날되었으며, 하단부는 넓게 물손질되어 었다. 내면의 포흔은물손질로 거의 

지워졌으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갱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아주 얄제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1.7an, 폭 13.Ban, 두께 0.9∼2.5an 

'Y. 창해파뭄 수키와(도면 26. 사진 22) 

마구끝부분과 확측 하단부가 철실되었다. 경질소성이나 경도는 낮은 편이며. 태토는소량의 사립이 혼 

입된 쟁션된 태토이다. 잭초는 내외면, 촉섬 모두 탁한 갈잭을 띤다. 동면에는 창해확분이 타날되었으며, 

물손질로 하단부쪽 운양올 지웠다. 내면애서 물손질과 포흔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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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였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양측모두 두께의 1/3가량 그은후분 

할하였다 현길이 35.7cm, 폭 15.2cm, 두께 0.9∼2.3cm 

38. 창해파문 수카와(도면 26, 사진 22)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나 희미하며, 대면도 물손질정면되어 포흔 등은 확 

인되지 않는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2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32.4cm, 폭 

13.8cm, 두께 1.2∼2.lcm 

39. 장해파문 수키와(도변 27, 사진 22) 

상 · 중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 

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은 물손질되었고, 일부에서 비질흔 

이 확인된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6. 7cm, 폭 14.5cm, 두께 1.1∼1.8cm 

40. 명문홀빼따문 수키와(도변 27, 사진 22) 

완형이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굵고 가는 석사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으며, 물손질로 인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고, 점토합흔만 관찰된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6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6.6cm, 

폭 15.2cm, 두께 1.1∼2.5cm 

41.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28, 사진 23) 

측면일부가 절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 

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 

형으로 ‘辛힘II’명이 찍혀 있다. 내면에는 lan'당 gxg올의 포목흔이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하단 

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어 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모두두께의 

1/2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5.2cm, 폭 13.4cm, 두께 1.1∼2.4cm 

42. 명문창해따문 수키왜도면 28, 사진 23) 

완형이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 

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에는 물 

손질로 인해 희미한 포혼이 가장자리에서만 확인된다. 내변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어 있다. 양 측면 

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2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6.4 

cm, 폭 15.3cm, 두께 0.9∼2.9cm 

43.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9, 사진 23)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의 잭조는 회잭 

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초정되어 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 

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3, 우측은 1/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6.4cm,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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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cm, 두께 0.9∼2.9cm 

44.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9, 사진 23) 

완형이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내외면의 잭조는 회색 

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뢰||’명이 찍혀 있다. 내면에는 

1여당 gxg올의 포목혼이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어 있다. 양 측 

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3, 우측은 1/2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 

다. 길이 35.9cm, 폭 14.2cm, 두께 1.0∼2.7cm 

45.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30, 사진 23) 

좌측 하단부가 절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 

는 전반적으로 회색을 띠나 외면 좌측부는 밝은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 

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힘||’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지워졌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 

정되어 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1/3가량 그은후 분할하였 

다. 길이 33.4cm, 폭 14.lcm, 두께 0.8∼2.6cm 

46.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30, 사진 24) 

우측 상단부가 결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 

는 전반적으로 회색을 띠나 내외면 하단부는 암회갈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우측 

상단부에 ‘행’자가 압인되어 었다. 외면 상단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지로 

인해 희미하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두께의 1/4, 우측은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2.4cm, 폭 15.lcm, 두께 1.2∼2.4cm 

47. 장해따복합운 수키와(도면 30, 사진 24)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전반적인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이나 내면 상단부는 고온소성으로 광택이 나는 회흑색을 띤다. 외면 상단 

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변되었으며, 내면도 물손질로 인해 포혼 등은 확인되지 않고, 비질흔만 관찰된 

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2/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 

다. 현길이 21.3cm, 폭 16.2cm, 두께 1.0∼2.2cm 

48. 장해파복합문 수키와(도면 31, 사진 24) 

좌측 상단부가 결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 

외면, 속섬 모두 암적갈잭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복합문이 타날되었으며, 하단부는 넓게 물손질되어 있 

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화측은 두께의 1/2, 우측은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0.8cm, 

폭 13.9cm, 두께 1.1∼2.6cm 

49. 무문 암키와(도면 31, 사진 24) 

일부 결설된 부분이 있으나 완형에 가깡다. 경질소성이나 정도는 낮은 편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황색을 띤다. 내면에는 희미한 포목흔과 함께 윤철 

흔, 연철혼이 확인되며, 하단부쪽에는 포목겹침흔도 관찰된다. 내면하단은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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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2, 우측은 1/4가량 그은 후 분할 

하였다. 길이 41. 9αn, 폭 28.lcm, 두께 0.9∼2 lcm 

50. 무문 암키와(도면 32, 사진 25) 

우측 상단부가 절실되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황회잭을 띤다. 내면에는 lan'당 14 × 14올의 포목흔이 가장자리 일부에서 확인되며, 연철흔과윤철흔, 포 

목겹칭흔도관찰된다. 하단은 비교적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 

혼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4, 우측은 1/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42.6cm, 폭 28.0[:m, 두께 

12∼2 lcm 

51. 무문 암키와(도면 32, 사진 25) 

양 측면이 부분 결실되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잭을 띤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혼은 희미하며, 연철흔, 윤철흔, 포목접첨흔은 잘 남아 었 

다 내면 하단은 비교적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 

는데 화측은 두께의 1/4, 우측은 2/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41. 6cm, 폭 26.9cm, 두께 0.9∼1. 8cm 

52. 무문 암키와(도면 33, 사진 25) 

상 • 중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전반적인 잭조는 회잭 

이나 부분적으로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일부에서만 lcm'당 14 × 14올의 포목혼이 확인 

되며, 연철흔과윤철흔도 확인된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 

께의 1/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2.9cm, 폭 28.2cm, 두께 2. lcm 

53. 무문 암키왜도면 33, 사진 25) 

화측 하단부만 남아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갈잭을 띤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혼이 희미하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좌측 

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3/5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24.Scm, 현폭 12.3cm, 두께 1.3∼2. 8cm 

54. 무문 암키왜도변 33, 사진 25) 

좌측 중 • 하단부가 남아었다. 정질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 

면, 속섬 모두 회갈색에 가깝다. 등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lan'당 15× 15올의 총총한 포목혼이 전면에 

잘 남아있다. 내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두께의 1/2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29.2cm, 현폭 18.Scm, 두께 1.1∼2. 5cm 

55. 창해파문 암키와(도변 33, 사진 25) 

우측 중단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석영립 등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로 정선된 면이 

다. 색조는 내외면, 속섬 모두 회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나 희미하며, 내면에는 물 

손질로 일부에서 lan'당 13X13올의 포목흔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3/5 

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2. lcm, 현폭 20.Scm, 중단두께 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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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24. 3호성랑지 훌토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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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성량지 

(1) 유구(도면 34, 사진 26∼29) 

4호 성랑지는 구릉 하단으로 3호 성량지와 약 72m 떨어진 해발 144.4m 지점에 위치하며, 조사 전 성 

량 상단은 토사로 대부분 덮여 있었으나 육안으로 벽체의 윤곽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탐방로와 

약간 떨어진 위치에 조성되어 탐방로에 의한 훼손은 렬했으나, 주변에 조성된 군사 시설물(참호)에 성랑 

의 적재가 사용되면서 벽석의 상단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는 성랑 상부를 덮은 토사를 제거한 후 내부 함몰 석채와 기와를 노출시켰다. 이후 노출된 석재와 

기와 등 상태를 기록하고 제거하면서 벽석의 잔존 상태와 바닥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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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4호 성랑지 평 · 단먼도 및 입면도 



조사철과, 구릉 농션이 완만한 검사를 이루는 부분에 성랑의 부지를 조성을 위하여 일부 정지한 후 

지대가 낮운 남동장벅 쪽으로 2∼3단 정도의 척촉을 쌓았다. 이렇게 척축시설을 조생 후 상면을 할석과 

사질토품으로 채워 편명하께 고른 다옴 성랑 벽척을축조하였다. 

생랑의 구조는 정면 3랜주칸거리 2.1∼2.2m), 측면 1캔주칸거리 2.l∼2.2m)으로 세장한 건물지이며, 

장축방향윤 성벽과 거의 I명행한 북동-남셔 방*&이다. 출입시셜은 생벽 방향으로 벽척이 트여 있는 곳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랑지의 천쩨 규모(척축 포함)는 길이 832cm, 너벼 515an, 높이(척축기저부

잔존 벽적 상단) 71an이며, 생량의 규모는 길이 783cm. 너벼 313m, 잔존 높이 30m이다. 

벽체는 남서측 외벽석이 철실된 상태이며, 나머지 벽체는상부가 걸설되고 1단만이 남마었다. 남아있는 

부분으로 볼 때 벽쩨의 구조는 할척을 2열로 둡핵 쌓은 후 안팎으로 면을 맞춰 놓은 다옴 내부에 소형 할 

시련 26. 4호 성랑~I 조시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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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첨토를 채워 약 55∼73m의 

두께로 조생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성벽을 바라보는 정면은 쩍 

벽을 올라지 않고 트여었는 구초 

안것으로판단된다. 

초쩍은 전면 멸은 모두 척심을 

만든후방형 포는장방형의 치 

석된 할석을 사용하였고, 후면 

열은 전면과 폼얼하게 치쩍된 

섹재를 사용하였으며. 벽체에셔 

약 ν2 청도만 노출된 형태인데 

초석 상부에 기둥올 세웠올 때 

절반 청도는 노출되었올 것으로 

추청된다. 

성랑의 내부에는 지봉시셜 초 

생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 

가 소량 함몰되어 있었으며. 특 

이한 시셜은 확인되지 않았마. 

생랑 바닥면은 첨성이 었는 황갈 

잭사질토로 초생하였다. 

유물은 지봉에 샤용된 기와가 

출토되었다. 기와의 문양은수키 

와는 주로 ‘辛휩||’ 名이 찍힌 명운 

창혜화운 기와가 확인되었으며. 

암키와는모두 무문이다. 



Al-t! 'O. 4효 성링지 전경(@좌맨. @좌l충. ¢$좌l휘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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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종! 28. 4효 성랑지 남동측 석촉상태(@), 남셔혹 석혹 상태(@), 동장벅 외벅 세부(@). 남뚫벅(@전경, 

@내벅셰부 및 초석 노흩상εII), 납서단벅 내벅상태(@~ 북동단벅 때벅상태(@), 동측보서리 초석 노흩상태(@) 

90 



시전 29. 4효 성링지 조시후전경(남서에세 

때유물 

56. 명문창해파몹 수키와(도면 35. 사진 3이 

완형이다. 경질소생이며, 태토에는 석영 동 굵고 7}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전반적인 잭초는 내외 

면 모두 회잭이나 내면 하단부는 고온소생으로 팡택이 나는 회혹잭을 연다. 픔면에는 창혜파운이 타날되 

어 었으며, 가운데애 가로 며형으로 ‘辛힐1r명이 찍혀 었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되어 포흔 픔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단부는건장치기로조청되어 었다. 양측면에는안애셔 밖으로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떼 좌측 

은 두쩨의 ν2, 우측은 ν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걸이 33.2an. 폭 14.6an, 두께 1.2∼2.7m 

51. 명문창해파문 수키왜도면 35, 샤진 3이 

완형이다. 경질소생이며, 태토에는 석영 픔 굵고 7}는 섹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천반적인 잭초는 내외 

면 회잭이나 하단부 내외면은 고온소성으로 회혹잭올 띠기도 한다. 픔면에는 창해파분이 타날되어 았으 

며, 가운데애 가로 며형으로 ‘辛訊|·명이 찍핵 었다. 내면의 포흔은 불손질로 인해 가장자리 일부에셔만 회 

미하게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청되어 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셔 밖으로 그은와도혼이 확인되 

는데, 확측은두쩨의 2/5, 우측은 ν5가량 그은후분활하였다. 길이 34.0cm. 폭 13.8an, 두쩨 0.7∼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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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명문효h해파문 수키와(도면 36, 사진 3이 

우측 상 · 중단부가 결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만이 혼입된 정선된 첨토이다 잭조 

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띠형으로 ‘言’명이 찍혀 

있으나 ‘힘||’ 명일 가능성도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며, 하단부는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 

되어 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2/5가량 그은 후 분 

할하였다. 길이 33.lcm, 폭 14.5때, 두께 0.9∼2.4cm 

59. 무문 암키와(도면 36, 사진 3이 

좌측부가 컬실되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 

색을 띤다. 등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1떼당 14× 14올의 춤춤한 포목혼과 윤철흔, 연철흔이 잘 남아있 

다. 대면하단은 비교적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2/5가 

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길이 41.6cm, 현폭 18.4cm, 두께 1.0∼2.lcm 

60. 무문 암키와(도면 37, 사진 3이 

우측 중 • 하단부가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 

면, 속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희미한 포목혼과 포목접침흔, 비질흔이 확인된 

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2/5가량 그은 와도흔 

이 확인된다. 현길이 18.3cm, 현폭 20.9cm, 두께 1.0∼2.0cm 

61. 무문 암키와(도면 37, 사진 3이 

좌측 중단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색조는 내외면, 속 

심 모두 회색을 띤다. 내면에는 희미한 포목흔과 연철흔, 윤철흔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 

서 밖으로 두께의 2/5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28.0cm, 현폭 14.8cm, 중단두께 2.2cm 

62. 무문 암키와(도면 37, 사진 30) 

우측 중단부가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이며, 속심은 회갈잭을 띤다. 등변은 무문이며, 내변에는 물손질로 인해 희미한 포목혼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2/5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17.0cm, 현폭 15.6 

m, 중단두께 2.2cm 

63. 무문 암키와(도면 37, 사진 30) 

좌측 중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밝은 회색을 띤다. 등변은 무문이며, 내변에는 물손질로 인해 포목혼이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가장자리에서 lcm'당 14X14올의 포목흔과윤철혼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 

의 1/3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8.4cm, 현폭 13.6cm, 중단두께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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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호성랑지 

(1) 유구(도변 38, 사진 31∼34) 

5호 성랑지는 구릉 하단으로 4호 성랑지와 약 174m 떨어진 해발 115.2m 지점에 위치하며, 성벽 시설인 

수구지의 입수구 서쪽 상탠R 조성되어 있다. 조사 전 성랑 상단은 토사로 대부분 덮혀 있었으나 육안으로 

벽체의 윤곽을 어느 정도확인할수 있었으며 탐방로가조성되면서 벽석의 상단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는 성량 상부륜 덮은 토사를 제거한 후 내부 함몰 석채와 기와를 노출시켰다. 이후 노출된 석재와 

기와 등 상태를 기록하고 제거하면서 벽석의 잔존 상태와 바닥변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구릉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던 성벽이 곡성의 형태로 크게 돌아나가는 부분에 수구를 조성하 

면서 만든 석축 상단에 성랑을 조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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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량의 구조는 정면 3캔혐거리 2.1∼2.3m), 측면 1캔혐f거리 2.1∼2.2뼈으로 세장한 건물지이며, 

장축방향은 생벽과 약 70° 정도 를어진 북서-남풍 방향이다. 출입시설운 생벽 방향으로 벅석이 트여 었 

는 곳에 조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량의 규모는 길이 751m. 너벼 292cm, 잔존 높이 43cm이다. 

벅체는 남셔측 외벽석이 철실된 상태이며, 나매지 벽체는 상단은 결실되고 1∼2단만어 남마였다.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볼 때 할척을 2멸로 둡혀 쌓은후 안땀으로 면을 맞휘 놓운 다옴 내부에는 소형 할석과 점 

토를 채워 약 57∼65an의 두째로 조생하였다. 생벽을 바라보는 정면은 석벽을 올라지 뿔} 트여있는 구 

조이며, 전면 초석 열 A}ol에셔 고빡1 시설이 확인된다. 

초쩍은 전면 열은 모두 척섬을 만든후 방형 또는 장방형의 치적된 할척을 사용하였고, 후면 열은 천면 

파 동일하재 치적된 석재를 샤용하였으며, 벽체에서 약 ν2 정도만 노출된 형태인데 초척 상부에 기둥을 

세웠을 때 절반 정도는 노출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생랑의 내부에는 지봉시셜 조생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소량 함몰되어 있었을 뿔. 특이한 시설 

은확인되지 않았다. 성랑의 바닥면은 첨성이 있는황갈책사질토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지붕에 사용된 기와가 출토되었다. 수키와는 모두 ‘辛訓’ 名이 찍한 창해파운 기와이며, 함키와 

는모두무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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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31. 5효 성랑지 전경(@용|삼빙, @북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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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용. 5흘 성량지 전경(@초시전, g초시충, @초사후댐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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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종! 33. 5효 성랑지 전맨(흩윌귀천경(@), 전먼 초석 및 고막01 셰부@), 북서단벅 내벅상태(@), 북동장벅 전경(@). 
북동장벅 때벅 초석 노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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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34. 5호성랑지 남동단벅 (φ내벽상태. @전경). 서측보서리상태(@). 북측 모서리상태(@) 

때유물 

64. 명문창해파문 수키왜도면 39, 샤진 3비 

상 · 중단부가 남마었다. 경질소생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첨토이다. 고화도로 소생 

되어 전반척인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혹잭을 며며, 외면은 팡빽이 난다. 픔면에는 창해파운이 타날 

되어 있으며, 가운폐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혁 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인혜 일부에셔만 1 

@당 14X14올의 포흔이 확안된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 

께의 ν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0.lan, 폭 14.8띠, 두께 0.9∼2.6cm 

65. 명문창해파몹 수키와(도면 39. 사진 35) 

상 · 종단부가남마았다. 경질소성이며, 태토는소량의 사립이 혼업된 정선된 첨토이다. 잭조는 내외면, 

촉섬 모두 회잭올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운이 타날되어 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혐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지워졌다. 양 측면에는 안에셔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확측은 

두째의 1/6, 우측은 1/4가량 그은 후 분활하였다. 현길이 17.7an, 폭 14.3며, 두쩨 1.4∼2.2m 

66. 명뭄창해파뭄 수키왜도면 39, 사진 3꾀 

중단부가 남아었다. 청질소생이며, 태토에는 석영 픔 석사립이 혼업되어 었다. 잭조는 내외면, 촉섬 모 

두 회색올 띤마. 픔면에는 창혜파운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떼에 가로 띠형으로 ‘辛힘1r명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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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변의 포혼은 물손질로 지워졌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1/3, 

우측은 1/2가량 그은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20.0cm, 폭 14.6cm, 중단두께 2. 4때 

01.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0, 사진 35) 

우측 상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만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내 

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혼은 물손질로 지워졌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2/5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17.Scm, 현폭 11.4cm, 두께 1.1∼2.lcm 

68.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0, 사진 35) 

우측 상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만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외면 

과 속심은 암적갈잭, 내면은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 

로 ‘辛뢰||’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지워졌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4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20.lcm, 현폭 13.2cm, 두께 1.4∼2 4때 

69.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0, 사진 35) 

우측 중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내외 

면, 속심 모두 회갈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지워졌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3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9.9cm, 현폭 14.0cm, 중단두께 2.6cm 

70.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0, 사진 35) 

우측 상단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나 정도는 낮은 편이며, 태토는 소량의 석영립이 혼입된 정선된 검 

토이다. 잭조는 외면과 속심은 황회잭, 내면은 암회잭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 

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힘"’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절실과 마모로 인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다 내면에는 뼈당 13 × 13올의 비교적 조밀한 포목혼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두께의 1/7가량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18.4cm, 현폭 9.5cm, 중단두께 2.7cm 

71.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40, 사진 35) 

화측 상단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나 정도는 보통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만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 

이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갈회색에 가깝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닮"’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물손질로 지워졌으며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5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7.0cm, 현폭 11.0cm, 중단두쩨 2.5cm 

72.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40, 사진 36) 

우측상단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는 석영립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 

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 

로 ‘辛訓’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실로 인해 확인할 수 없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흔 등이 거 

의 지워진 상태이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3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 

이 13.4cm, 현폭 10.4cm, 두께 1.2∼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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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1, 사진 36) 

좌측 중단 일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석영립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 

토이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 

형으로 ‘辛닮||’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혼 등이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5가량그은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4.5cm, 현폭 11,8때, 중단두께 2.5cm 

74.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1, 사진 36) 

중단 일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석영립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첨토이 

다. 잭조는 내외면, 속섬 모두 회색을 띤다. 태토는 굵은 석영립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내외면, 속섬 모두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 

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혼이 희미하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6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2.9cm, 현폭 13.7cm, 중단두께 2.6cm 

75.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1, 사진 36) 

중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소량의 석영립 등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5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2.lcm, 현폭 8.7cm, 중단두께 2.7cm 

76.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1, 사진 36) 

상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영립 소량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피푼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실로 확인할수는 없다. 대면은물손질되어 포흔등은확인되지 않는다. 남 

아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5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4. 7cm, 현폭 8.6cm, 

두께 2.lcm 

77. 명문효빼따문 수키와(도변 41, 사진 36) 

상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 

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실로 인해 알 수 없다. 내면은물손질정면되었다. 현길이 9.7cm, 현폭 8.2cm, 두께 

1 1∼2 lcm 

78.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1, 사진 36) 

중단 일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갈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추정되나 절실로 인해 알수 없다. 내면은물손질 정면되어 포흔등은확인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4가량 그은 와도혼이 남아있다. 현길이 10.4cm, 현폭 6.9αn, 

중단두께 2.9cm 

79.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41, 사진 36) 

중단 일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정선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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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

訓|’명이 찍핵 있다. 내면은물손질 되었으며, 남아있는우측면에는안에서 밖으로두께의 1/3가량그은와 

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8.2cm, 현폭 7.2cm, 중단두쩨 2.7cm 

80. 명문장해파문수키와(도면 41, 사진 36) 

중단 일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은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힘"’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길이 8.2αn, 현폭 8.9cm, 중단두께 3.5cm 

81. 명문창해따문 수키와(도변 42, 사진 36) 

중단 일부가 남아었다. 경질소성이나 경도는 낮은 편이며, 태토는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 

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황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 

로 ‘辛힘||’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절실과 마모로 인해 확인되지는 않는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 

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4가량 그은 와도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길이 9.lcm, 현폭 9.2cm, 중단두께 2.8cm 

82.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42, 사진 37) 

중단 일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나 정도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

힘"’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고, 캠토띠혼이 확인 

된다. 현길이 8.9cm, 현폭 6.5cm, 중단두께 2.7cm 

83.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2, 사진 37) 

중단 일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햄"’명이 찍혀 있 

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되었고,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2/5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5.2cm, 현폭 7.6cm, 중단두께 2.9cm 

84.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42, 사진 37) 

중단 일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햄"’명이 찍혀 있 

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되었다. 현길이 4.6cm, 현폭 5.7cm, 중단두께 2.5cm 

85.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2, 사진 3η 

중단부 극히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정도는 낮은 면으로 태토에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섬 모두 갈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辛뢰||’명이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은물손질되어 있다. 현길이 6.8cm, 현폭 7.0cm, 중단두께 2.5cm 

86.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2, 사진 37) 

중단부 극히 일부가 남아었다. 정질이나 정도는 낮은 편이다. 태토에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밝은 회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피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辛힘||’명이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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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있다. 현길이 6.lcm, 현폭 6.8cm, 중단두께 2.6cm 

ffl. 수키와(도면 42, 사진 37) 

하단 좌측면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 

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면의 타날흔은보이지 않는데, 하단부만 남아있어 물손질로 지워진 것 

으로 추정된다. 내면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으며, 일부에 희미하게 포목흔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좌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10.4cm, 현폭 10.lcm, 하단두께 0.9cm 

88. 수키와(도면 42, 사진 3η 

우측 하단 일부가 남아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나 정선된 편이 

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갈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일부에서 타날혼이 확인되기는 하나 하단부쪽을 

물손질 정면하여 어떤 문양인지는 알 수 없다. 내면도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건장치기로 조정되어 었다. 

남아있는 우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2가량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8.8cm, 현폭 8.7cm, 

중단두께 2.6cm 

89. 무문 암키와(도면 42, 사진 37) 

좌측 하단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밝은 회잭을 띤다. 등면은무문이며, 대면에는 포목겹침흔이 잘 남아있다. 내면 하단은 비교적 

짧게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3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3.1때, 현폭 17.Scm, 두께 1.2∼2.5cm 

90. 무문 암키와(도면 42, 사진 37) 

하단부 가운데부분 일부만 남아있다. 정질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로 정선된 편이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갈잭을 띤다. 내면에는 포목겹침흔이 확인되며, 하단은 건장치기로 짧게 

조정되었다. 현길이 9.8cm, 현폭 10.lcm, 두께 0.9∼2.5cm 

91. 암키와(도면 42, 사진 37) 

우측부 극히 일부가 남아었다. 경질이나 경도는 낮은 펀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을 포함한 사립이 혼 

입되어 있다. 등변에는 타날문이 희미하게 있으나 정확히 알기 어렵고, 내면은 물손질되어 있다. 현길이 

7.7cm, 현폭 4.7cm, 중단두께 2.4cm 

92. 백자 저부(도면 42, 사진 37) 

저부만 1/3가량 남아있다. 굽은 다리굽이며 기벽은 사선으로 벌어진다. 회백색의 태토는 정선되었다. 

백자유가 굽안까지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회백색을 띤다. 접지면과 안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2.7cm, 복원저경 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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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호성랑지 

(1) 유구(도면 43, 사진 38∼41) 

6호 성랑지는 구릉 상단으로 수문 북쪽 돈대와 약 34m 떨어진 해발 106.6m 지점에 위치하며, 조사 천 

성랑 전면은토사로 대부분 덮혀 있었으나남동측의 초석과석축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탐방로가 

조성되어 북동장벽 벽석의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는 성랑상부를 덮은 토사를 제거한 후 내부 함몰 석재와 기와를 노출시켰다. 이후 노출된 석재와 

기와등상태를 기록하고 제거하면서 벽석의 잔존상태와바닥면을확인하였다, 

조사결과, 구릉 능션이 급정사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자연 암반의 암괴들이 다수 형성된 부분에 성 

랑 부지 조성을 위해 암괴들사이에 석축을 쌓고북동쪽 지대가 낮은 곳에 2∼3단 정도의 석축을 암반과 

잇대어 쌓았음을확인하였다. 이렇게 석축시설을 조성 후상면을할석과사질토 등으로 채워 편명하게 고 

른 다음성랑 벽석을축조하였다. 

성량의 구조는 정변 3칸(주칸거리 2,1∼2,2m), 측면 1칸(주칸거리 2,1∼2,2m)으로 세장한 건물지이며, 

장축방향은 성벽과 거의 평행한 북동 남서 방향이다. 출입시설은 성벽 방향으로 벽석이 트여 있는 곳 

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랑지의 전체 규모(석축 포함)는 길이 1,190[:m, 너비 690cm, 높이(석축기저 

부-잔존 벽석 상단) 95cm이며, 성랑의 규모는 길이 724cm, 너비 335cm, 잔존높이 32cm이다. 

벽제는 북동측 외벽석 일부가 절실된 상태이며, 나머지 벽체는 상단은 절실되고 1∼2단만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부분으로 볼 때 벽체의 구조는 할석을 2열로 둡혀 쌓은 후 안팎으로 변을 맞춰 놓은 다음 내부 

에 소형 할석과 점토를 채워 약 49∼83cm의 두께로 조성하였다. 성벽을 바라보는 정면은 석벽을 올리지 

않아트여있는구조이며, 전면 초석 열 사이에서 고막이 시셜이 일부 확인된다. 

초석은 전면 열은 모두 적심을 만든 후 방형 또는장방형의 치석된 할석을사용하였고, 후면 열은 전면 

과 동일하게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벽체에서 약 1/2정도만 노출된 형태인데 초석 상부에 기둥을 

세웠을 때 절반 정도는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변 초석 중 남동모서리 부분은 치석된 할석을 사 

용하지 않고 자연 암반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랑의 내부에는 지붕시설 조성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소량 함몰되어 있었을뿐, 특이한 시설 

은확인되지 않았다. 성량의 바닥면은 점성이 있는황갈잭사질토로조성하였다. 

유물은 지봉에 사용된 기와가 출토되었다. 수키와는 모두 ‘辛訓’ 名이 찍힌 창해파문이며, 암키와는 모 

두무문이다. 

113 



106.0m 

•|
‘
f 

++++++++++++++++ 

•|

+++++++++++++++

‘‘
I 

E
。
.
잊
을
 
|
|
+
+
+
+
+
+
+
+
+
+
+
+
+

「

ι

111 

++++++++ 

1
1
+
+
+
+
+
+

「

μ

111 

++ 
++ 

E

。
.
h。
←-K 

7+++

ll 

+

ll +
|
|
E

。
@
。
「

|1 

E

。
.
h。
←

•K 

• 

A기 

-A’ 

뽑료 

며석축 

잡힐 암반 

C괴 홈 

4m 

/《γ

A-

기와 
口 초석 

I그 성량벽척| 

2 

g뽑 / 

당쫓j강 
(5J ~ 

¢? 

114 

도면 43. 6호 성람지 평 · 단면도 및 입면도 



시종! 38. 6흘 성링지 초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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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효! 39. 6효 성할지 젠경(@초~I전,@효사충,@엎사후(남셔에서)). @성량 내부벅석 및 기와 함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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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힌 40. 6흘 섬랍지 조사후전경(@북서에세, 천면부초석혈 전곁(@남황l서l 납흑석촉전행@). 남돔단벅(@현경,@내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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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종!씨. 6효 성랑지 북셔단벅(@전경,@때벽상태 북톨장벽(φ헌경.@외벅 및 석혹전경i 셔측보서리 자연암반초석상태(@). 
북혹보서리 초석 노출상태뼈) 

때유물 

93. 명문창해파몹 수키와(도면 44, 사진 42) 

완형이다. 청질소성이며, 태토에는석영 등적사립이 혼입되어 었다. 잭초는내외면 모두 암회잭애 가접다. 

픔면에는 창혜파운이 타날되었으며, 7}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햄”’명이 찍혀 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흔 

픔은거의 지워졌으며, 하단부는건장치기로조쟁되어 었다. 양측면에는안애서 밖으로그은와도흔이 확언 

되는떼 양측모두두쩨의 3/5가량그은후분할하였다. 길이 36.0며, 폭 14.9an, 두쩨 12∼'2.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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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4, 사진 42)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물손질되어 포 

혼 등은 거의 지워졌으며, 아래쪽에 포목첩침흔만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 

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5.0 

cm, 폭 14. 7cm, 두께 1.3∼2.5cm 

95.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5, 사진 42) 

좌측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은 

암회색, 속섬은 희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닮||’명이 찍 

혀 있다. 내면은 매끈하게 물손질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어 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절반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6.2cm, 폭 14.9때, 두게 1.6∼2.5cm 

96.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변 45, 사진 42)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 

면은 물손질되었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하였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 

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5가량, 우측은 아주 알게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4.0cm, 폭 14.4cm, 두께 

10∼2 5cm 

'Jl.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46, 사진 42) 

외면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완형에 기깝다. 경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 

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 

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아랫쪽 일부에서만 lcm'당 11× 11올의 포흔이 확인되며, 하 

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 모두 두께의 

1/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4.3cm, 폭 14.0[:m, 두께 1.2∼2.2cm 

98. 명운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6, 사진 42) 

미구부분이 절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따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힘|’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가장자리와 아래쪽 일부에서만 1α『당 14 × 14올의 포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아주 얄게 그은 와도혼이 확인된다. 현길이 33.4띠, 

폭 14.0cm, 두께 10.0∼2.2cm 

99.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7, 사진 43) 

우측 하단 모서리부분이 절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영립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 

으로 ‘辛힘||’명이 찍혀 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어 포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갱되 

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모두 두께의 1/4가량그은후분할하였 

다. 길이 36.2cm, 폭 14.9cm, 두께 1.0∼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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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명문호h해파문 수키와(도변 47, 사진 43)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7}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 

색을 띤다, 등변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힘II’명이 찍혀 있다, 내변의 

포흔은 물손질로 인해 가장자리 일부와 하단부에서만 확인되는데 lcrn'당 12 × 12올의 포목흔 남아었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어 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데, 화측은두께 

의 1/3, 우측은 1/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5,7, 폭 15.5cm, 두께 1.3∼2.7cm 

101.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8, 사진 43) 

완형이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굵고 가는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 

색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휩||’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며, 하단부에 포목겹침흔이 남아있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2, 우측은 2/5가량 그은 후 분할하 

였다. 길이 35.2cm, 폭 14. 7cm, 두께 1.0∼2.5cm 

102. 명문창해파문 수키와(도면 48, 사진 43) 

완형이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어 었다. 잭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을 띤다. 등 

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었으며, 가운데에 가로 띠형으로 ‘辛訓’명이 찍혀 있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 

질로 거의 지워졌으며, 가장자리에 점토합혼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확인되는데 좌측은 두께의 1/5 우측은 1/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33.9cm, 폭 14.0cm, 두께 1.2∼2.2cm 

103. 명문장해파문 수키와{(도면 49, 사진 43) 

상단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잭조는 내외면, 속심 모 

두 회잭을 띤다. 등면에는 창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중단 이하가 결실되어 알 수 없으나 ‘辛訓’명이 

적힌 명문 수키와로 추정된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와도흔은 좌측 1/5, 우측 1/10가량 그어져 

있다. 현길이 14. 7cm, 폭 14.6cm, 두께 1.6∼2.6cm 

104. 무문 암키와(도면 49, 사진 44) 

우측 상단부가 결실되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 등 석사립 소량이 혼입되었으나 정선된 펀이 

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등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해 포혼은 희미하며, 

윤철흔과 연철흔, 아래쪽에 포목겹침흔이 확인된다.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양 측면에는 안에 

서 밖으로 그은 와도혼이 남아있는데 좌측은 두께의 1/3가량, 우측은 1/2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길이 

40.0cm, 폭 25.9cm, 두께 0.9∼2.2αn 

105. 무문 암키와(도면 49, 사진 44) 

하단부만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로 정선된 편이다. 전반적인 잭조 

는 밝은 회잭을 띤다. 내면의 포흔은 물손질로 희미하며, 포목겹침흔이 확인된다.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 

정되었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와도흔이 확인되는데 양측모두두께의 1/5가량그은후분할 

하였다. 현길이 20.2cm, 폭 29.5cm, 두께 1.2∼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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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무문 암키와(도면 50, 사진 44)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첨토이다. 잭조는 전반적으로 

회잭을 띠나 내외면 상단 일부는 암회색을 띠기도 한다. 내변의 포흔은 물손질로 거의 지워졌으며, 연철 

혼과윤철흔포목첩침혼이 확인된다. 양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그은와도흔이 남아있는데 양측 모두 두 

께의 1/5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현길이 33.8때, 현폭 28. 7cm, 두께 1.4∼2.8cm 

107. 무문 암키와(도면 50, 사진 44) 

하단부의 가운데부분 일부가 남아있다. 정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잭이나 외면 일부는 회백색을 띠기도한다. 대변의 포흔은물손질로 희미하며, 포목겹침혼은잘 

남아있다.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현길이 16.4cm, 현폭 14.4cm, 두께 0.8∼2.0cm 

108. 무문 암키와{(도면 50, 사진 44) 

좌측 상 • 중단부가 남아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석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 

면,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띤다.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해 포목혼은 거의 지워졌으나 연철흔과 윤철흔, 합철 

혼이 잘 남아있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4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33.6cm, 

현폭 18. 7cm, 두께 1.6∼2.2cm 

109. 무문 암키와(도면 50, 사진 44) 

좌측부만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며,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로 정선된 편이다. 색조는 내외 

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내면이 포흔은 물손질로 거의 지워졌으며, 연철흔과 윤철흔, 하단의 포목겹 

침혼이 확인된다. 내면 하단은 건장치기로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좌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2 

가량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길이 39.5cm, 현폭 17.lcm, 두께 1.0∼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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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구지 

북한산성 내에는 총 2개소의 수구가 존째한다. 이충 서암분과 수운 사어의 해발 113.lm 되는 지첨에 

1깨소가자리하고 있는수구지를 조사하였다. 

수구지는 셔함문에서 수분으로 이어지는 생벅이 곡성의 형태로 크께 ‘U자형으로 톨아나·7}는 지챔의 

구릉에 형성된 소규모곡부에 축조되었다. 이 지첨운 성벅이 크게 휘어지면서 산성의 수분으로 진입할수 

있는통행로와수분을 초망하기 유리한조건을 갖출곳이다. 

수구지는 지금까지 압수구 1재와 출수구 2개로 조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금번 발굴조사 결과, 

입수구와 출수구가 모두 2개언 쌍구형 수구로 확언되었다. 각각 개별로 연철되었으며, 금번 조사에서 확 

인된 입수구(엽수구 2)는 완전히 매몰된 상태로 확인되었는폐, 이맛롤 둥이 함몰되고 내부에 30∼60m 

크기의 할석이 채워져 있는상태이다. 이와 같은 양엠 인위척으로 예기된 것인지 아니면 맹함거와 같은 

사셜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 

시종! 45. 수구지 조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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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수구(도면 51. 샤진 45∼49) 

업수구는 성벅 축조 시 회팍휠} 연철뼈 총단으로 석축을 쌓아 조성하였으며, 이 총단 석축운 곡부 

양쪽의 검사면을 따라낮마지다가 회팍로와 연철된다. 

수구가 소규모 곡부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성벅이 축조된 후에는 자연 검샤면을 따라 성의 내부로 흘러 

드는유수의 양이 상당하였을 것으로보인다. 이는 이번 조사기깐중에 내린 소량의 강우에도 얼사적으로 

뱃7}를 이루는 것을확언할수 았었다. 업수구로 흘러드는유수는 성벽과 거의 직교하는 내용벽(5호 생량 

지의 석축을 챔함)을 따라 입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이다. 입수구 전면에는 대형 척재를 이용하여 반 

훨 형태의 벌녕을 설치뼈 유속을 늦추도록 하였다. 

전체척인 규모는 생벽 내 천면 길이 575m. 셔측 척축 길이 403an, 높이는 총단척축 기춘으로 압수구 1 

의 바탁면까지 295an이다. 

엽수구 1은 셔측 쩍축시설과 총단 적축 사이를 때형의 할척(일부 치석흔)으로 가로지르는 이맛롤을 놓 

아 조성하였다. 업구의 려는 너벼 134m, 높이 73빼고, 이맛롤의 크기는 길이 146m 이상, 두께 46m 

이다. 출수구로 연철되는 내부 벽면은 내옹벽과 연철된 면척을 사용하였으나 일부는함몰된 상태이고, 바 

닥면은톡별한 시설없이 암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엽수구 2는 이번 발굴초사에서 확언되었다. 초사 전 구릉 상단애서 흘러내련 토사로 완전히 매몰된 상 

태였으며, 상부구조인 이맛돌파 층단 적축틈이 함몰된 상태였다. 매몰된 토사와상부 석째를 제거한후 

확인한 컬과 입수구 전면을 반원 형태로 굴착하여 유수가 모이도룩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입수구의 내부 

는 대형 할섹이 함몰된 상태여셔 쟁확한구조를 확인할수 없었다. 내부에 함몰된 섹째의 크기와 수량 그 

라고출수구와 연접한부분까지 매몰된 것으로볼 때 인위척인 폐기일 가능성도 었다고 추정된다. 입구의 

규모는 너벼 81띠. 높이 49an이고, 이맛돌의 크기는 길이 118an 이상, 두쩨 41m이다. 

시종! 46. 수구지 입수구초사현 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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씌· 

시종! 48. 수구지 입수구1(셔혹) 조사후 젠경《D). 입수구 서흑 석혹상태(@), 입수구 얻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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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49. 수구지 입수구상단 여장 및 회곽로 (@초성상태,@입수구상단 회곽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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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수구(도면 51, 샤진 50∼5밍 

출수구는 외성벽 하단콕부 중뺑12개가 조성되었다. 소규모 곡부 충앙의 자연 암반층을 일부 굴착후 

청지하였으며, 2개의 출수구는 가운데에 하나의 핍롤을 두고 양측면운 석재를 세워 쌓아 수명을 맞훈후 

이맛롤을 외생벅 기저부와 잇대어 조생하였다. 출수구 2개는 서로 분리된 상태이며, 내부에셔 셔로 이어 

지지않는다. 

출수구 1운 입수구 파 연결되어 통하고 았으며, 입구의 형태는방형이교 규모는너비 61.an, 높이 73an이다. 

출수구 2는 내부에 척재가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 입수구 2와는 연결되어 통하지 않고 막혀있는 상태이 

다. 입구 형태는 입수구 1파동일한 방향이고, 규모는 너버 78m, 높이 67an이다. 

출수구 내부는자연 암반층을 바닥면으로 사용하고 었으며. 성벽 축초 시 암반총에 방형 또는 장방형의 

석재로 벽면을조생하고 판석 등으로 상부를 덮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수구 천면은모두 자연 암반총01며, 도수로픔은확언되지 않지만 일부 째석흔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성벽 축조를 위해 채척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도수로의 기능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전 50. 수구지 훌수구 입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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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대(도면 52, 사진 53∼5잉 

서암운 방향에서 구릉의 경사를 따라 성벅이 축죠되어 있는폐 수운과 연첩한곳의 자연 암반이 끝나는 

부문에서 생벽을 마무리 하였다. 돈대는 이 마우리된 성벽의 상부에 수명을 맞훈 후 조성하였다. 북한산 

성의 돈때는 ‘벼변사둥록(備邊司빼빼’에 수분 양쪽으로 2재의 돈대(뺑臺)를 셜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었다. 

이를볼 때 이번에 조사한돈대가 기록에 나오는수운의 북쪽 돈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 돈대의 검우 

수운 남쪽의 대형 자연 함석 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흔척운확인되지 않는다. 

돈대 상단의 생벽 내탁부는 급정사면에 자리하고 었어 단차를 줄이기 위하여 ‘「’자형태로층단 석축이 

축초되어 었으며, 돈대는내탁부와연컬하여 명면사다랴팔로축조하였다. 성벅 내부로 연결되는층단샤 

이(남측 자연 암반과 연결)에 장방형의 치적된 척재로 계단을 조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계단과 생벽 

내탁부총단사이를통로처렴 이용하였던 것으로추정된다. 

돈대의 상단에는 성벽의 상단에 얼치된 명여장과는 다르게 통롤을 치척하여 만든 통롤 명여장을 설치 

하였다. 이러한형태의 여장은주로 성운이나수운둥 중요 시설물에 셜치하는 것이 일반척이어서 북한산 

성 수분을수비하기 위해 셜치한돈대의 종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장은 하나의 회캉함으로 된 통롤을 명여장처렴 다틈은 후 중앙에 근총안 1개(크기 : 너버 18∼19an, 

높이 28∼33a마를 만들었으며, 2개의 여장이 이어지는 부분은 각각 ‘口’ 형태로 형태로 깎아 타구(城口)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통돌 여장에는옥개부분을다듬어 표현해 놓았으며, 기단인 장대석을 하나의 석재 

에셔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성분(대서운, 충성운)의 통돌 여장과 마른 점이다‘ 현재는 대부분 유실 

되고 2개만이 남마았다. 여장의 크기는 길이 120an, 두째 46m. 높이 82cm이다. 

돈대 내부에는 여장파 명행하께 조성한 2멸의 척렬이 확인되는데, 일부 치척된 20∼30an 크기의 석째 

로 면을 맞춰 놓였다. 척렬 외에 특별한 시설이나유물은확인되지 짧}정확한용도는 알수 없었다. 

사천 53. 돈때 원경(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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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닮i 돈때 원경(@남에서), 수문추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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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56. 수문북혹돈대 전경(@장}전,@초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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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흔! fil. 수문북쪽돈대 내부 석훨 노흩상태(@), 여장셰뷔앙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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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58. 수문북쪽 돈때 전경(@). 남혹 입먼φ) 

149 



시종! 59. 수문북혹돈대 얻먼(@서혹 밀번, @동혹 얻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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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성벽 트렌치 좌k도면 53, 샌 59∼%) 

내생벽 조사는 북한산생 성벅이 서암분에서 수운 쪽으로 이어지다가 급경사를 이루며 넓은 곡부와 만 

나는 부분에 축죠한 성벽 내탁층단 석축부쩨 대해 진행하였다‘ 조사 전 이 부분운 대부분 급청A}를 이루 

고 있어 길게 내탁 석축을 축조한 부분으로 함몰된 석재와 잡목 품으로 인해 정확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었다. 

이에 최대한 훨형이 잘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트웬치를 셜치하여, 내생벽의 잔존 상태와 

축초 양상을 따악하그~ 하였다. 조사컬과 총 3단의 적축01 조성된 것으로 확언되었는데, 높이 76∼끄.4an, 

너벼 92∼105m의 단차를두고있다. 아래로갈수록석축의 너버와높이가커지며 안정캄을춘다. 최하단 

석축 아래로는 자연 검사면에 잇때어 보축파 같은 방법으로 척재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 생벽 부분을 보 

면 여장은 대부분 유설되어 기단석에서 총안 바탁면까지만 확인이 된다. 여장 기단척과 연철하여 회팍로 

가 조생되었는데 생벽 축조 후 여장과 동시에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 회팍로는 약 3.5m 정도의 폭을 가 

지며, 약 30an 두째로 황갈잭 사질토(풍화암반토)를 검토와 꺾어 덮었다. 바탁면은 약간의 청사를 두어 

빗물이 생벽 내부로흘러들어가지 않고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전 60. 때성벅 트헨치 조시구간조사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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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효! 61. 때성벅 트렌치 초사구간초사후 젠경(@남해싸|, @직심방), 초사구간 여장 및 회곽획@천경{직상방), @세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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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북한산성은 정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있는 삼각산(三角山)에 축조된 조선시대의 산성이다. 북한 

산성은북쪽의 인수봉 백운대에서 시작된 성벽이 시계방향으로 산의 봉우리와능선을 따라, 의상봉을 거 

친 후 낮아지는 능선이 서남쪽 수구를 이루고 다시 높아져 원효봉을 지나 북향한다. 성벽은 돌로 축조한 

부분은 8.4km이고, 능선으로 이어진 자연 암반을 합한 둘레는 12.7km이다. 북한산성은 원효봉과 의상봉 

의 Aj-0]에 중성문을 축조하여, 내부에 행궁과불교 At찰, 창패 군사관련 관청을 비롯한 중요시설이 집 

중배치되었다. 

북한산성의 역사를 삼국시대로 소급해l도 하는데, 『삼국사기」에 “빽제 개루왕 5년(132년)에 북한산성 

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옹다. 이후에도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백제의 수도를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 

로서의 북한산성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발굴조사 결과에서 삼국시대에 속하는 유물이 전혀 

수습되지 않아 r삼국사기」에 언급된북한산성이 현재의 북한산성인지는알수 없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북한산성 터에 중흥산성〔重興山城, 重願同古뼈이라불리는 성곽시설이 있었는데, 이는 최근의 정 

밀지표조사와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r고려사」 등의 각종문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 북한산은 도성인 한양을 호위하는 진산이자 수도를 지키는 관방지(關防뼈로 주목을 받 

았고, 1674년 숙종의 즉위와 함께 축성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숙종 37년(1711)에야 축성이 결정되고 6 

개월 만에 쌓게 된다. 성곽은 원효봉 • 영취봉 • 백운대 • 만경대 • 용암봉 • 시단봉 • 보현봉 • 문수봉 • 나 

한봉 용혈봉 · 의상봉등 북한산 주요 봉우리와능션을 따라축조되었다. 성벽은쌓을곳의 고도와 경사 

도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였는데, 낮은 곳에는 성벽을 높게 쌓고, 산지가 높아지면 성벽의 높이를 낮추었 

다. 높고 혐준한 능선 정상부에는 아예 성벽을 쌓지 않는 지축여장(只藥女t뽑)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몸 

체인 체성(體빼의 높이는 대체로 평지의 높은 곳이 4m 내외, 산기숨은 3m 내외, 능선의 경우는 2m 내 

외이며, 정상에 가까운 곳은 이보다 더 낮고, 산성 북측의 골짜기 부분은 lOm 정도로 높다. 북한산성에 

는 기록상 모두 16개의 성문(城門)을 두었다. 동서남북 사방에 북문여t門) • 대동문(大東門) • 대성문(大成 

門) • 대남문(大南門) , 대서문(大西門) 등의 큰 문을 배치하고, 그 사이의 주요 길목마다 암문(暗門)을 설 

치했다. 서암문(西暗門) 빽운봉암문(白쫓옳暗門) · 용암문(龍嚴門) 보국문(輔國門) • 청수동암문(淸水洞 

暗門) • 부왕동암문(技王洞暗門) • 가사당함문(빼沙堂暗門)이 었다. 

또 산생 내의 물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수문(水門)을 대서문과 서암문 사이의 계곡부에 설치했는데, 이 

를 문헌에서는 도수문(都水門)이라 한다. 한면 북한산성의 내성에 해당하는 중성庫뼈에 중성문(中城門) 

을두고, 중성문과 연결하여 소규모 암문과수문을하나찍 설치했다. 

성곽에는 전시나 군사훈련 때 지휘소로 사용되는 장대網臺)를 두었다. 시단봉(榮꺼峰) 정상에 동장대 

(東將臺), 715봉과 상원봉(上元峰) 사이에 남장대(南將臺), 중성문 서북쪽의 기린봉購轉)에 북장대(北 

將臺) 등 3개소의 장대가 있었다. 

성곽을 지키는 초소 건물인 성랑(#銀~)은 143개소가 있었으며, 산성 수비와관리를 맡은훈련도감(밟|練 

都뿜 •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細營廳) 등 군영(軍營)의 산성 내 지휘부인 유영(留營) 3개소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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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의 수비와 관리는 군영의 병사들 외에 승려 병사인 승군(띔軍)이 함께 맡았는데, 이를 위해 산 

성 내에 중흥사(重興좋) · 태고새太古좋) 상운사(햄훌좋) 등 11개의 사찰과 원효암(元曉慶) · 봉성암(奉 

聖慶) 등 2개의 암자를 지었다. 지금은 태고사와 상운사, 진국새鎭國훈; 지금의 노적새, 원효암, 봉정암 

등이남아있다. 

북한산성의 내외부에는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인 군챙軍슐)을 설치하였다. 산성 내에 상창Cl: 

용) 중창(며옵) ’ 하창(下용) · 호조창(戶홈옵) · 훈창(힘||용, 훈련도감의 창고) 어창(細용, 어영청의 창 

고) • 금창(禁용, 금위영의 창고) 등 7개소를두었고, 산성 밖의 세검정 지역에 평창(~용)을 설치하였다. 

북한산성 내에는 임금이 행차할 때 거처할행궁(行宮)을조성하였다. 북한산성 행궁은생활공간인 내전 

(內關과 업무공간인 외전(아關을 중심으로 모두 124칸 규모였으며, 왕실 족보와 귀중품, 왕조실록 등을 

보관하는 왕실서고의 역할을 겸하기도 했는데 1915년 북한산성에 있었던 기록적인 폭우로 훼손되었다. 

최근 발굴을 통하여 내전과 외전을 포함한 전체적인 배치가 확인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흑백사 

진이 남아 있어 원형 복원에 도웅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내 성곽시설물인 성랑지와수구에 대한 정확한 구조 및 축조공법 

을 파악하고자 고양시의 의뢰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북한산성 북서측 구간에 해당하는 서암문에서 서암 

문과 대서문 사이 곡부에 위치한 수문 사이의 성랑지 6개소와 수구지 1개소, 성벽 내탁 석축부 1개소에 

대뼈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조사를 진행하던 중수문북측에 조성된 돈대에 대한조A까 필요하 

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가로조사를실시하였다. 

성량지는 모두 6기를 조사하였다. 성량지는 원효봉에서 수문이 위치한 곡부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으며, 이 구간에는 9개소의 성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U되었는데, 확인된 성 

랑충북한산 탐방로와 인접하여 훼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성랑은 이 

미 조사된 북한산성 내 대서문∼수문 구간 및 부왕동암문 구간~)과 청수동암문∼부왕동암문 구간3)에서 확 

인된 성랑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리적인 차이와삼군문(훈련도감 금위영 · 어 

영청)에서 북한산성 축조를 담당하여 쟁긴 약간의 차이는 있다. 

수구지는 서암문에서 수문으로 이어지는북한산성 성벽이 곡성의 형태로 크게 돌아나가는 지점의 구릉 

의 소규모 콕부에 위치한다. 

돈대는수문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나, 남쪽돈대는유실되어 흔적이 확 

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는 북쪽 돈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성벽에서 돈대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측량과 내부 시설 확인에 중점을두고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암문∼수문 구간 내 성벽 중 소규모 곡부사이에 성벽을축조하면서 조성된 성벽 내탁 석 

축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축조 방식을확인하였다. 

1) 문화재청 ‘ 고양시 • 경기문화재단, 2014,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r북한산성 성랑지 및 성벽 학술 발굴조사」 
3) 문화재청 · 고양시 ‘ 정기문화재연구원, 2016,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1차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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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 

1) 성랑지 

성랑지는 6개소를 조사하였다. 이 구간 내에는 북한산성 정멀지표조사에서 9개소의 성랑이 조성되어 있 

음이 확인되었는데, 탐방로 등으로 비교적 훼손이 심한 성량 5개소(1∼4호, 6호)와 수구지와 관련 성랑(5 

호)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1호 성량은 서암문에서 수문으로 이어지는 구릉 능선 해발 182m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성랑 중앙으 

로 북한산 탐방로가 생기면서 상부가 대부분 결실되었다. 초석은 원위치에 잔존하나 장벽 벽석의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석축은 구릉 하단인 서단벽 쪽으로 1∼2단 정도 조성하였으며 회곽로와 연결하기 위해 

30° 정도 틀어져 었다. 2호 성량은 1호 성랑과 약 38m 떨어진 해발 169,5m에 위치하며, 벽석 상부는 결실 

되었으나탐방로와 약간 이격되어 원형이 어느 정도 남아었다. 성랑을축조하기 위해 풍화암반층을굴착한 

후 지대가 낮은 하단은 석축을 2∼3단 쌓았다, 3호 성랑은 내성벽 석축과 연접하여 축조되었으며, 장축방 

향은 성벽과 평행하고 서쪽으로 회곽로와 연결된다. 구릉의 급경사면쪽에 9단 정도 석축을 쌓고 조성하였 

는데, 후면 석축과 벽석 등이 대부분 결실되었다. 4호 성량은 3호 성랑과 약 72m 떨어져 있으며, 구릉 사 

면의 정사가 약칸 완만해지는 부분에 위치한다. 구릉 청사면인 북동측 풍화암반층을 굴착 후 하단에 얄은 

석축을 쌓아 축조하였다. 석축이 조성된 남서측 벽석의 훼손이 심한 상태이나 전체적인 양상은 따악할 수 

있다. 석축 일부(남서 모서리 전면)는 회곽로와 연결퇴어 계단과 같은 형태로 조성하였다. 5호 성량은 수구 

지와 같이 조성되었는데, 벽석의 상부는 대부분 결실되고 1∼2단 정도만이 잔폰한다. 석축은 수구의 측면 

내옹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넓게 콕성과 같은 형태로 성벽이 돌아나가는 부분에 수구를 조성하고 회곽 

로와 연접하여 성량을 축조하였다. 6호 성량은 구룡 농선을 따라 이어진 성벽이 돈대를 조성하면서 끝나는 

데, 이 부분 상단의 대형 암석 사이에 석축을 쌓고 내부를 채워 부지를 조성하여 축조하였다. 

표 1. 성량조사현황 

전체큐모 
성랑규모 추칸거리 벽석높이 벽석너비 석촉늪이 

유구명 (석촉포함) 
(길OIX너비,an) (cm) (최대높Ol,crn) (빼 (최때높이·) 

장단비 

(길OIX너비,cm) 

l효성랑 966x430 796x303 220∼230 23 61∼70 36(2단) 2.6:1 

2효성랑 840x340 770x310 220∼230 45 62∼73 30(3단) 2,5:1 

3효성랑 1,030X490 783X309 210∼220 26 60∼68 151(9단) 2,5:1 

4효성랑 832X515 783X313 210∼220 30 55∼73 41(3단) 2,5:1 

5호성랑 751 × 292 210∼230 43 57∼65 
180 

2.6:1 
(5단, 수구석축) 

6호생랑 1190X690 724× 335 210∼220 32 49∼83 95(3단) 2.2:1 

북한산은 지세가 혐준하여 성벽이 축조된 구릉 능선부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이러한 지형 조건에서 

성랑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릉 능선부에 성벽을 축조한 후 성벽 회곽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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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또는 삭토하고, 청사면의 유실을 막고자 지세에 따라 척축을 2∼5단 정도 계단식으로 들여 쌓아 부지 

를조생하였다. 6호 생량의 청우에는하단곡부로 연절되는 대형 암적과 내생벽 석축사이에 "V’짜 형태로 

m단의 석축을쌓기도 하였다. 

사전 1. 성랑 석혹시설(CD 1혹 @2혹 @ 꿇, @4혹 ®5호, @@호 성랑) 

생량의 구조는 모두 청면 3칸, 측면 1칸으로 청면이 트여있는 구조이고, 단벽과 장벽 내부 벽석은 대 

형의 할석올 일부 세워 쌓은 2호 성량을 쩨외하면 모두 가로로 눔혀 쌓았으며, 외면 벽쩍은 대체로 

가로로 눔혀 쌓았다. 벽석 내부는 소형의 활석과 첨성이 있는 마사토와 기와현 등으로 채웠다. 규모는 길 

이 724∼796cm. 녁벼 292∼335며이며, 장단벼는 6호 성랑이 2.2:1인 것올 쩨외하면 대체로 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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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이다. 6호 성량의 청우 대형 암쩍 사이에 초생한 부지의 좁은 공간에 생랑올 촉초하느라 생량의 너 

비가 더 넓게 초성되었다. 천체 큐모에서는 차이가 었으나 초척 깐의 거리는 정면(2.1∼2.2m), 측면 

(2,2∼2,3m)로 일청하다. 초석은 길이 65∼75an, 폭 30∼40cm 내외의 치쩍된 방형 또는 장방형의 석째를 

사용하였으나, 6호 생량의 남동쪽 모서리에 별도의 초적을 놓지 않고 자연 맘반을 정지하고 그대로 사용 

한젓이특징이다. 

시진Z 성랑초석 형태(<D 1호성랑.@·(3)6호성랑) 

내부에셔는 취사나 난방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생량이 장기간 거주하며 지내는 곳이 

아닌 순찰로 상의 거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에서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 

으로 보아 기와를 이용하여 지봉시셜을 한초척건물지엄을 알수 었다. 

초사구역 내에셔 확인되는 생량지는 남한산생 발굴초싸} 남산 봉수대지 발굴초A써l셔 확인된 건물지 

와비교될수었다. 

남한산생 건물지는 남한산생 수구지 일대 발굴죠사세 당시 생의 내측 명탄대지에서 건물지 2개소가 상 

층과 하층에 컬쳐 충복되어 확인되었으며, 상층 건물지의 30an 정도 아래에서 하층 건물지가 조사되었 

마. 상층 건물지는 3칸Xl칸 규모이며, 하층 건물지는 3칸X2칸이마. 건립시기는 17세기 중반이후로 추 

정하고 었다. 남한산성 건물지의 정우, 북한산성 생량지 이전에 조성된 건물지로 상충과 하충 건물지 간 

에 7-}ol가 확인되는데 건물지의 측면 칸이 하충 건물지 3칸X2칸에서, 상충 건물지 1칸으로 변화되는 요 

습을 보인다. 숙종 시기에 건립된 북한산생 성랑은 이후 영조대까지 원!xl칸규모의 성량이 조생된 걸로 

판단된다. 

쩨1남용성의 포루내부에셔 조사된 군포히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6()()X2()()an 규모로, 5개의 초석이 

확인되었다. 군포의 후면운 고대(高톨)의 기초부 적축과 인접하여 었으며, 포루와 판련하여 화약, 포환 

픔의 무기를 처장하였던 창고기능을 한 것으로 활단된다. 조사과청에셔 출토된 기와가매우 소량이며, 초 

석 외의 벽체시셜이나 척축시셜 등 다른 혼척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쩨1남용정에서 확인된 군포 

는 남한·산생 본생을 따라 설치된 운포와는 구초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며, 축죠연대는 병자호란 1년 후인 

1638년으로 추정하고 였다. 

쩨2남용갱 내부에서도군포밍가확언되었는떼. 용도에셔 포루로출입하기 위한홍예운의 바겉쪽에 셜치 

되었다. 755X33Qan 규모의 정면 3칸, 측면 1칸건물지로측면과후면이 척촉벽체로이루어져 있다. 

4) 충원분화째연구원, 2007, 「남한산생-암훈(4)-수구지일대 발굴죠사」. 
잉 경기품화재연구원, 2015, 땀한·산생 제1남용성」. 
6)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멈한산성 쩨2 · 3남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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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봉수대지 건물지n는 남산 제4봉수대 추정지점 발굴초A뻐서 건물지 2개좌} 확인되었다. 건물지 

1운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추정이 어렵지만, 건물지2의 청우 초석과 벽석 일부가 남아있어 규모 및 조생방 

식을 확언할 수 었다. 건물지2는 3칸Xl칸의 규모이다. 벽석은 2멸이 확언되며, 내벽은 횡방향으로, 외벅 

윤종방향으로 놓여 있는 것이 특정이다. 조생연대는 영초대로확언되었다. 

사진 & 남한산성 군휠@ 빼군포터. @ 져12남용성 내 군휩 

2) 수구지(水口址) 

수구는 생벽 벌이나 충간부에 깨구부를 내어 성 내부찌1셔 발쟁한물을 성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시설로 

우리나라의 모든 생팍은 시기와 성척을 막론하고 이러한 시셜을 갖추고 있다. 이종 규모가 작은 청우는 

수구라고 하며, 규모가크고운의 형식을 갖춘 정우수운(水門)이라 하였다. 

수구의 축초와 설치에 있어 주종을 이루고 가장 많이 쓰인 방식은 깨구식(開口훨이다. 외형은 명거형 

(후提形) 외에 사다리팔형이 우리나라 고대 성팍의 일반객인 형태이나. 초선시대의 운청의 조령 제1판운 

이나한양도성 이칸수운처렵 홍예형(紅옳形)안 경우도 있다. 

η 셔울역사박물판, 2009, r남산 봉수대지 발굴죠사 보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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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생 내에는 총 2깨소의 수구8)가 존재한다. 셔함분어l셔 수운 사어의 혜발 113.lm 되는 지첨에 1깨 

소가자리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충생의 중성분에서 남서쪽상단인 해발 295m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번에 발굴초사한수구지는 셔함분에서 수분으로 이어지는생벅이 곡성의 형태로 크게 ‘U’자형으로돌 

아 나:7}는 지점의 구릉에 형성된 소규모 곡부쩨 축조되었다. 이 지챔운 성벅이 크게 휘어지면셔 산생의 

수문으로 진입할수 있는통행로와수운을 조망하기에 입지상유리한조건인 곳이다. 

시진 4. 북한산성 수구지 과거 전경O훌n년대 종반훨엉) 

수구지는 지금까지 입수구 1개에 출수구가 2개인 것으로 알려져 었었으나, 초사철과 입수구와 출수구 

가모두 2개인 쌍구형 수구로 확인되었다. 모두 생벽 통과식으로, 각각의 압수구와 출수구는 셔로 개별로 

연철되어 었으며, 생 내부의 유수는 업수구를 거쳐 성벽을 통과하여 출수구로 배출되는구초이다. 

엽수구는 구릉의 소큐모 곡부의 유수를 모으기 위하여 구룡 양 샤면으로 생벽 축조와함께 섹축시설(내 

옹벽)을 쌓았으며. 대혐의 할석으로 이맛돌을놓았다. 입구의 형태는 모두 7단료가 긴 장방혐의 형태를 보 

인다. 한편 성 내부에서 보았올 때 왼쪽에 위치한 엽수구 2는 완천히 매몰되어 었었으며, 이맛돌픔.01 함 

몰되고 내부에 30∼60cm 크기의 할적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인위척으로 쩨기된 것 

인지 아니면 맹암거와 같은 시셜인지는 조사여건상 청확하게 확언할수 없었다. 출수구는 외성벽 축짧 

돔시에 이루어졌으며, 자연 암반올 일부굴착하여 가운데에 장방형의 대혐 활석올 세운후 서로 이맛돌올 

연컬하여 놓아 만들었다. 출수구 밖에셔는 온전한 형태의 도수로가 확인되지 않으나, 짜연 암반올 길게 

굴착하여 도수로와 칼은 효과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입수구에셔 출수구의 높이 차는 약 3m. 검사 

도는 25。 내외로 구릉의 청사도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얀다. 수구 내부는 생벽이 두껍게 축초된 상태여서 

8) 수구는 2깨소이며, 수구보다 큰 규모인 흥예혐의 수흘.01 북한산생 북셔쪽과 충생의 충생훈 북족으로 2깨좌} 었었먼 
것으로 전한다. 현째는 암벽에 수훈을 촉죠하였먼 치도흔만잔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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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조사를 진행하지는 뭇했으나 확인되는 부분으로 볼 때 업수구 전면에 할척을 효상으로 돌려셔 낙 

차공을 조성하였다. 바탁에는 판석을놓아 바닥면이 꽤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떼, 압 

수구초업 부분에만 판척을놓았고, 안쪽으로는 자연 암반층을그대로 이용하였다. 

북한산생 수구는 같운 시기에 축조된 청주 상당산성 수구잉’ 팡주 남한산생 산성의 수구1찌와 유사한 형 

태를 보이나 출수구가 성벅 충단에 가깝게 조성된 다른 산생들과 다르게 성벽의 기저·부를 관통하는 형태 

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구와 가장유샤한 형태는 남한산생의 풍운주변에 초성된 수구뿐이다. 남 

한산생 수구분은 대형의 수분이고 단구형인 것에서 차이를 보이나, 자연 암반을 일부만 조청하여 생벅과 

함쩨 벽척을 세우고 그상부로 대형의 이맛돌을 놓은 점, 자연 양반층을 바닥면으로 사용한 점 풍으로볼 

때 전체척언 축초방작운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시힌 5. 같은 시기 산상들의 수구 양상(@북환산성 수구,@남한산성 암뭔:4) 수구. @상당산성 수구. @남한산성 수구룬) 

9) 충원훌화째연구원. 2016. r청주 상당산생-북포루지 및 셔벽 수구지 발굴초사4 
10) 충원분화째연구원, 2007. 앞의 쩍. 
청기훌화째연구원. 2016. r남한산생 수구문』. 

11) 훌화쩨챙 • 고양사 • 경기분화째연구원, 2016,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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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대(澈臺) 

돈대는 셔암분 방향에셔 구릉의 검A}를 따라 생벅이 이어지다가 수분과 연접한 곳의 짜연 함반이 끝나 

는 부분에셔 마무리된 생벅의 상부에 수명을 맞출 후 조성하였다. 이번에 조사한돈대는 떼변챔록(備 

邊뢰離)」에 기록된 수분 양해 셜치된 2깨의 돈대(轉) 충 하나로 수분의 북쪽 돈대인 것으로 추정된 

다. 남쪽 돈대는 수분 남쪽의 대형 자연 암석 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흔척운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생벽 역할을한함반에는치도흔척이 아직도잘남아있다. 

사진 6. 북한산성 수분 위치 전경땀쪽 톨때 내벽으로추정되는 성벽 진존햄 

돈대에 대한 운현 기록인 r벼변사등록I을 보면, 1711년(숙종 ~ m뭘 3일 판부사 이이명(李願命)이 입시하 

여 북한산성의 논의 과청에서 “북한산생의 성벽을축초하면서 뱃가의 두바위를 이용하여 수운올 만들고i 바 

위를 이용하여 돈대(戰臺}를쌓았으니 산성은두돈대에서 시작흔빠.~”라고하였마. 

현재의 위치에 돈대를 셜치한 이유를 살펴보면, 훤효봉과 의상봉 사이의 주 곡부에 수운을 셜치하였는데 

이 위치가북한산성 내에서 지세가가장낮아척으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한곳에다. 이에 성벽 축초 시 보완책 

으로수운의 양 옆에 돈대를 설치하였으며, 나아가수구지가 위치한부분을곡성의 형태로 성벽올 축초하여 

성 외부로부터의 공척에 대벼하였던 것으로보인다. 이러한수운은 내생인 종성에도축조하였는데 종생 수운 

북족의 동일한지형에 같은형태의 돈대가초성되었으나현재는멸실된상태이다. 

12) 『빼훌司빠꿇l 聊宗 37年 10月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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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한 수운 북쪽 돈때는 주 곡부와 연결되면셔 급청사를 이루는 대형 암석 상부애 

위치하는데, 이 부분은 상단의 성벽 내탁부가 봉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 형태로 층단 석축이 

축조되어 었으며, 돈대는 내탁부와 연컬하여 명면 사다랴팔로 축조하였다. 성벽 내부로 연결되는층단 샤 

이(남측 자연 암반과 연결)에는장방형의 치석된 척채로 계단을 조생하였으며, 이 계단과 생벽 내탁부총 

단 사이를 통로쳐렴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돈대에는 성벽의 상단어l 설치된 명여장과는 다르게 통돌을 깎아 만든 통돌 명여장을 셜치하였마. 이러 

한 형태의 여장은 주로 성분이나수운 동중요 시썰물에 셜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셔 북한산생 수운의 수 

벼를 위혜 셜치한돈대가종요한 시셜임을보여춘다. 

여장은 하나의 화강함으로 된 통돌올 명여장처렴 다픔은 후 중앙에 근총안 1개(크기 : 너벼 18∼19an, 

높이 28∼33m)를 만들었으며, 2재의 여장이 이어지는 부분은 각각 ‘o· 형태로 깎아 탁구(캘口)와 같은 형 
태로 만들었다. 통돌 여장에는옥깨부분올 다듬어 표현해 놓았으며, 기단언 장대적올하나의 섹째에셔 표 

현하고 었는떼, 이는다른 성운(대셔운, 충성운)의 통돌 여장과다른 첨이다. 현재는 대부분유실되고 2개 

만어 남아었마. 여장의 크기는 걸이 120an, 두께 46cm, 높이 82an이다. 

돈대 내부에는 여장과 명행하께 초생한 2멸의 적렬이 확인되는데, 일부 치석된 20∼30m 크기의 석째 

로 면올 맞춰 놓였다. 섹렬 외에 특별한 시셜이나유물은확인되지 짧} 정확한용도는 알수 없었다. 

(팍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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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잔 a 북환산성 수분북쪽돋대 전경 및 추정 이동로 

I .,. 

-

시종! 9. 성분통여장형태(@ 수문돈대, @ 충성 수문 돈때, @ 대서문. @충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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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이번 발굴조사에서 유붙은 성랑지에서만 출토되었으며 백자 1점과 평기와 108점 총 109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백지는 5호 성랑지에서, 기와는 1∼6호 성랑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앞선 2차혜의 성벽 발굴조 

세)에서 막새, 도기, 금속유물 등의 유물이 출토된 것에 비해 다양하지 않다. 평기와는 수키와는 79점, 암 

카와는 29점이며 선별은 완형에 가까운 것, 명문이 있는 것, 문양의 형태가 뚜렷하면서 출토빈도가 적은 

것을기준으로하였다. 

출토유물의현황은다음표1과같으며 여기서는평기와의문앙과속성 특정등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표 1. 유구별 출토유물 현황 

기와 
자기 

유물종류 수키와 암키와 져| 

집선문 창해파문 명문창해파복합문 창해띠복합문 기타 무문 창해파문 기타 백자 

1호성랑지 3 6 4 13 

2호생랑지 6 8 3 4 21 

3호성랑지 1 4 7 2 6 1 21 

4호생랑지 3 5 8 

5호성랑지 23 2 2 1 1 29 

6호생랑지 11 6 17 

소계 1 13 58 5 2 27 1 1 1 
109 

계 79 29 1 

1) 문양의종류 

평기와는 수키와가 73%, 암커와가 27%를 차지한다, 수커와의 문양은 집선문과 창해파계로 구분되며, 

창해파계 수키외는 단독문과 복합문으로 나눌수 었다. 집선문은 3호 성량지에서만확인되나, 창해파문계 

열 문양은 1∼6호 성랑지에서 모두 확인된다. 특히 중단부에 ‘辛힘||’명 수키와가 가장많은수량을 차지한다. 

암커와은무문과 창해파문이 출토되었는데, 무문이 대디수를 차지하며, 창해파문은 1점만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명기와는 이전의 성벽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과 문양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 

나 문양의 출토 빈도에서 차이가 있다. 수키와의 경우 이전 조사에서는 집선문계와 창해파문계가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었다면, 이번조사에서는 집선문은 1점이고, 대부분 창해파문 계열이다. 특히 기와 중단부 

에 ‘辛뢰||’명이 찍힌 명문수커와가 54점으로 전체 출토 기와의 68%에 해당한다. 암커와의 정우는 이전 조 

사에서는 무문의 비중이 높았으나 집선문이 다수가 출토되었는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창해파문 1점과 

무문뿐이며 집선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1)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북한산성 성랑지 및 성벽 학술 벨굴조사 보고서」 
정기문화재연구원 문화재갱 고양시, 2016, r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1차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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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명기와분양 

집선문 쐐
 -
鋼

창해파복합문 

騙
쐐
 
T 

2) 제작기법상의특정 

기와는 모두 경질소생으로 잭조는 크게 회잭과 함회잭으로 구분펀다. 태토는 석영 풍 척사렵이 혼입펀 

점토를 샤용하였으며 소생도는 높은 현이다. 기와의 두쩨는 0.8∼2.8cm에 포함되며. 내면에는 불손질흔 

과 빗질혼이 하단부에는 건장치기로 초정한혼척이 님마었다. 포혼은 대부분 물손질로 지워져 었으나 21 

점에서 확인이 가능한떼 뻐내의 올수는 9∼16에 해당하며, 이중 13첨은 올수가 13∼15로 비교척 초밀하 

다. 맘커와에는 연철흔. 윤철흔. 포목첩침혼이 일부 확인된다. 측면 와도흔은 단면 두째의 ν2∼ν7에 분 

포하고 안에셔 밖으로 그어 분할하였다. 

3) 명문기와 

명문은 58점으로 ‘辛힘||’ • ‘決’ • ‘言’名 3종류이마. ‘辛휩||’ 명 55점, ‘혔’명 2점, ‘言’명은 1점이며 모두 수키 

와에서확인훤다. 

‘辛힘|’의 辛은 북한산생 축성 당시의 간지인 辛때(1711년)의 辛으로, 했’운 북한산성 관리청이던 총융챙 

總決뼈의 행’으로 판단된마. ‘辛힘|’과 ‘言’은 타날판에l 새겨진 것으로 ‘言’명은 ‘펌||’명의 타날흔이 첩치면 

셔 川부분이 지워졌거나 ‘訓’율 간확하게 표현했율 가능성도 추쟁해 볼 수 있쨌다. 했’명 기와는 지금까지 

발굴죠사한북한산생 유척$에서 에외없이 모두출토되었다. ‘辛訓|’명 기와는기촌에 2차례 죠사한북한산 

2) 경기푼화재연구원, 2015, 앞의 책 
정기운화재연구훨 • 고양시 • 운화재청, 2016, 앞의 책 
정기운화재연구뭘 • 고양시 2014 「고양북함행궁지 까발굴초사층간보고셔4 
청기문화재연구월 • 고양시, 2015, r고양 확한행궁지 짜 발굴초사 보고셔』. 
정기분화째연구원 • 분화째갱 • 고양시. 20뼈, r고양북한행궁지 3차발굴죠사 보고셔4 
불교문화째연구소, 2015, r북한산 셔암사지 I」.
불교분화재연구소, 2017, r고양 충홈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초사영찌 약식보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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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량지에서 대부분 출토되었으며 이번 조사구간인 셔암분·수운구깐에셔는 다량이 확언되었다. 서함 

운∼수분구간은 ‘辛휠”.명 기와뿔이 아나라 다른구간의 생랑지에 버혜 완형에 가까운 기와가 벼교척 많이 

남아었다. 이는 훨효봉∼서함운∼수운 구간에 현재까지 군사시셜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땐기간 통제구역 

이어셔 생량지 내부에 쌓인 기와가 유실되지 않고 잘 보존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발굴조사 구깐 

성랑지에서 기존에 조사한구깐의 성량지에서 벼해 ‘辛副’명 기와가 다량 출토된 것운 이 구깐<>l 렘|局찌에 

셔 관리 캄독한구간과 얼치하고 있어 이와 연판생을 짐작혜 볼 수 있다. 

표 3. 명묻기와 

.후삐|’ 

3) r뼈宗實앓l 권50, 숙총 37년 3월 21일 
rfifi,필司빠옳l 숙총 37년 3월 28일 

‘1!' ’를 

(최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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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북한산성(사적 제162호)은 r조선왕조실록(朝蘇王朝實鐵)』에 중흥산성(中興山뼈 • 북성(北뼈이란 명칭 

으로도 기록되어 있으며, 1711년(숙종 37) 4월에 칙수하여, 그 해 10월 완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는 북한산성 성벽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중 세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 서암문∼수문 구간 내에 위치하는 성랑 6개소, 수구 1개소, 돈대(수문 북쪽 돈대) 

1개소의 구조 파악을 위한 조사와 성벽 내탁 석축부 17~소의 트렌치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랑지는 정밀지표조사 서암문∼수문 구간에서 확인된 9기의 성랑 중 훼손이 심한 6기를 대상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다. 성랑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조성한 세장한 형태이며,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 

가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기와를 이용하여 지붕을 만든 초석 건물지임을 알수 있다. 벽면은 출입구로 사 

용한 갱면은 벽석은 축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른 세 벽면은 치석한 할석을 2열로 면을 맞춰 

놓은 후 내부에 소형 할석, 기와편, 마사토 등을 채워 쌓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건물지는 굉주 남한산성 

과서울남산봉수대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수구는 북한산성 내에 2개소가 존재하는데, 북한산성 북서쪽 구간에 1개소, 내성인 충성 남쪽에 1개소 

가 자리한다. 이번에 발굴조사한 수구는 북한산성의 북서쪽인 서암문∼수문 구간 내에 위치하는데, 수문 

의 조망을 위해 성벽을 크게 회절시키며 생긴 소규모 곡부에 조성하였다. 수구는 당초 입수구 1개에 출 

수구가 2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조사결과 입수구와출수구가모두 2개인 쌍구형 수구로 확인되었 

다. 입수구와 출수구는 각각 개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성 내부의 유수는 입수구를 거쳐 성벽을 통과하여 

출수구로 배출되는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서암문∼수문 구간 중 최남단에 조성된 돈대(戰臺)는 『비변사등록(備邊司睡鐵)」에 ‘수문 양 

쪽으로 2개의 돈대(懶臺)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된 돈대 중의 하나로, 이번에 조사한 돈대가 기록에 나오 

는 수문의 북쪽돈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 돈대는수문 남쪽의 대형 자연 암석 위에 위치하였던 것으 

로 추정되나 현재 흔적은확인되지 않고 일부 성벽의 역할을 한 암반에 치도흔적이 잘 남아있다. 수문 양 

안에 조성된 돈대의 기능은 잔존하는 돈대 여장의 총안 방향으로 볼 때 북한산성 내에서 가장 낮은 지세 

를 보여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취약한수문의 방어와관련된 것으로추정된다. 

이번 발굴조사의 성과는 북한산성 내에 143곳에 설치된 것으로 더健誌』에 전하는 성랑, 즉 군 초소를 

발굴하여,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랑들과 함께 조선후기 군 초소의 실체를 밝혀내었을 뿐만 아니 

라향후복원을 위한기초자료를확보한 점이다. 

또한문헌기록인 r비변시등록』에 언급된 돈대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돈대의 조성 방법과 내 

부 이동로 파악, 수문 방어시설로의 증거 확보를 통하여 북한산성의 고유성과 역사성,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것이라 평가되며, 향후 북한산성을 세계문회유산으로 등째 신챙하는 데에 힘 

을 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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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현황 
및 성격 

조사기관 
의견검토 

추가의견 

자문위원 의견서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2차 발굴조사 
문화재청 발굴허가 2015-α%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임 일원 

1,500찌 | 조사기판 -」 경기분화재연구원 

20짤없짧 h週캔 | 회의 일시 | 짧않;~~;젊;}를) 
-긍번 벌골조사는 북한산성 성벽 연차 방끌초사 충 셰 밴째모 진행원 받굴로t 서압 
운·수운 구간 수구지 1개소/ 성항지 6개소/ 책대(돈대) 1개소, 내성벽 구조 1개소에 
대해 조사률 진행합. 
-수구지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헌 입수구 1개판 추가로 확인하여 수구의 유형이 
·쌓구행 수구’인 컷융 확인항. 

- ‘備훌히빼錄’에서 수운 양쪽으로 2게의 톤대(적대)관 성치하였다는 내용에 대헤 실 
충하였으며, 적대와 성벽 연결상태, 내부시성; 이홍 경로륜 확인함, 

-성람지는 북한산성 내 143개소 중 6개소에 대헤 초사얀 진행하여 앞서 초사된 성1 
항과 합께 축초방법 퉁을 밝혀 향후 북원읍 위한 기초자요 측걱에 기여함. 

· 랬ε}쩍 "'2~1 b끼갔 책~~001 주1LJ-~)-01 짧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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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위 원 

성 명 ll . I 소 속 

최 병 현 짧~I I 토지주택박물관 
22, 23일 

(
유
 

/ 

.... ~’-- 경기틀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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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목록 

연번 유물명 도먼 사진 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창해파문수키와 8 6 29 창해파복합문수키와 21 15 

2 창해파문수키와 8 6 30 창해따복합분수커와 21 15 

3 창해파문수커와 9 6 31 무문암키와 22 16 

4 명문창해파문수키와 9 6 32 무문암커와 22 16 

5 명문창해파문수키와 9 6 33 무문맘키와 23 17 

6 영문창해파운수키와 10 6 34 무분암커와 23 17 

7 명문창해파문수키와 10 7 35 집선문수커와 25 22 

8 명문창해파문수키와 10 7 36 창해파문수커와 25 22 

9 명문창해파문수키와 10 7 37 창해파문수키와 26 22 

10 무운암키와 11 7 38 창6꽤운수커와 26 22 

11 무문암키와 11 7 39 창해파문수커와 27 22 

12 무문암커와 12 7 40 명문창해파문수키와 27 22 

13 무문암키와 12 7 41 명문창해파문수키와 28 23 

14 창해파운수카와 14 13 42 명문창해파문수키와 28 23 

15 창혜파문수키와 14 13 43 명문창해파문수키와 29 23 

16 창해따문수커와 15 13 44 명문창해파문수키와 29 23 

17 창해파문수키와 15 13 45 명분창해파운수키와 30 23 

18 창해파운수카와 16 13 46 명문창해파문수키와 30 24 

19 창해파문수키와 16 13 47 창해파복합문수키와 30 24 

20 명문창해따문수커와 17 14 48 창해파복합문수키와 31 24 

21 명문창해파문수키와 17 14 49 무운암키와 31 24 

22 명분창해따분수커와 18 14 50 무문암키와 32 25 

23 명문창해파문수키와 18 14 51 무문암커와 32 25 

24 명분창해파문수키와 19 14 52 무문양키와 33 25 

25 명문창해파문수키와 19 14 53 무운암키와 33 25 

26 명분창해따운수커와 20 15 54 무문암키와 33 25 

27 명문창해파문수키와 20 15 55 창해따문양커와 33 25 

28 창해따복합문수커와 21 15 56 명문창해파문수키와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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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57 명문창해파문수키와 35 30 85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2 37 

58 명분창해따분수키와 36 30 86 명분창해파운수커와 42 37 

59 무문암키와 36 30 87 수키와 42 37 

60 무분암커와 37 30 88 수키와 42 37 

61 무문암키와 37 30 89 무문암키와 42 37 

62 무분암커와 37 30 90 무문암커와 42 37 

63 무문암키와 37 30 91 암커와 42 37 

64 명문창해파문수키와 39 35 92 백자저부 42 37 

65 명문창해파문수키와 39 35 93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4 42 

66 명분창해파문수키와 39 35 94 명문창해파운수키와 44 42 

67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0 35 95 명문창해파문수커와 45 42 

68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0 35 96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5 42 

69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0 35 97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6 42 

70 명문창해파문수커와 40 35 98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6 42 

71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0 35 99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7 43 

72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0 36 100 명문창해따문수키와 47 43 

73 명분창해파운수키와 41 36 101 명운창해파운수키와 48 43 

74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1 36 102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8 43 

75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1 36 103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9 43 

76 명문;뼈파문수키와 41 36 104 무문양커와 49 44 

77 명분창해파운수키와 41 36 105 무문암커와 49 44 

78 명문창해파문수키와 41 36 106 무문암커와 50 44 

79 명문창해파문수커와 41 36 107 무문암커와 50 44 

80 명문;뼈파문수카와 41 36 108 무문암커와 50 44 

81 명운창해파운수카와 42 36 109 무분암커와 50 44 

82 명문창해파문수카와 42 37 

83 명문장해파문수커와 42 37 

84 명문;뼈파문수카와 4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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