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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는 광주 남한산성 연무관지 발굴조사 보고서다. 유적은 2009년 연무관 주변 일대에 대한 매

장문화재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한얼문화유산연구원)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17일부

터 2010년 5월 14일까지 연무관(유형문화재 제6호)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경기문화재

연구원)가 시행되었다. 조사결과 연무관지 내부에서는 고려시대 유구 및 문화층,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로 이루어진 5차례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었다.

2. 보고서명은 조사지역이 속한 행정구역명과 건물명에 따라‘南漢山城 演武館址’로 부여하 다. 보고서

에는 Ⅰ. 머리말, Ⅱ. 유적의 입지 및 환경 Ⅲ. 조사방법 및 층위, Ⅳ. 조사내용, Ⅴ. 고찰, Ⅵ. 맺음말을

수록하 다.  

3. 유구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 다.

4.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1/80, 유물의 경우 토기·도기 1/3, 기와 1/6, 금속유물 1/2을 원칙으로 하

고, 축소비율을 달리할 경우 별도의 축척을 표시하 다.

5. 유구의 변화양상은‘1~5차’로 나누어 평면도 및 단면도에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하 다. 

6. 토층은 크게 7개층으로 나누고, 주요 토층에 색깔을 입혀 층위와 시기를 구분해 주었다. 

7. 유구의 토층 색조는 조사당시 조사자의 관찰 기록을 따랐으며, 유물의 색조는『신판표준토색첩(新版標

準土色帖)』(일본색채연구소, 1997)을 참고하 다.

8. 유물은 층위별로 수습하 고, 유물의 설명도 층위별로 묶어 설명하 다. 철정과 동전에 대한 유물 설명

은 표로 작성하 고, 나머지 유물은 각각 기술하 다. 

9. 본 조사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광주시와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 으며, 보고서

발간비용은 광주시에서 부담하 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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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머리말

조선시대에 수축된 남한산성은 행궁의 건립과 더불어 인조 4년(1626)에 광주부의 읍치를 옮겨 산성의 방

어체계를 강화하 고, 숙종 9년(1683)에는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행정과 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

다. 인조대에 처음 조성된 남한산성 행궁은 순조대까지 지속적으로 건물이 조성되는데, 후대로 갈수록 행

궁 본래의 기능보다 행궁의 준공과 더불어 옮겨진 광주부 치소로서 행정적인 기능이 중시되었다. 또한 성곽

방어를 위한 다양한 모민정책(募民政策)을 시행하여 숙종대에는 성내 인구가 4천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유

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산성도시로 발전하 다.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연무관(演武館: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

던 곳으로, 인조 2년(1624)에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부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무관은 169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남한산성도(南漢山城圖)」(도면 1, 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에‘연병관’이라 기재되어 있다. 당시 연병관 앞에는 두 개의 깃발이 세워져 있고, 좌측에는 동창(東倉)이,

우측에는 고(營庫)가 그려져 있으며, 주변에는 작은 전각들이 위치해 있다.

연무관은 성 중앙의 북쪽 산기슭 아래에 있는 관해(官力)로, 처음에는‘연무당(鍊武堂)’이라 부르던 것을 숙

종조(1674~1720 재위)에 수어사 김좌명이 개수할 때‘연병관(鍊兵館)’이란 현판을 하사하 고, 정조 기해년

(1779)에‘수어 (守禦營)’이라 개칭하 으나1), 이후에는‘연무관(演武館: 1813년 중수상량문에 보임)’이라

부르고있다. 이곳에서무술을닦은무사들중무예가뛰어난사람은선발되어한양으로진출하 다고한다.

이번 조사지역은 최근에 해체정 실측조사가 실시된 연무관지다. 해당지역과 관련하여 2008년에는 광주

시에서 해체보수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연무관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매장문

화재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2009.3)가 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시행되었다. 시굴조사결

과2) 연무관 해체 후 창건기와 관련된 유구 확인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복원사업의 연

계선상에서 해체보수공사3)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무관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었다.  

광주 연무관지 발굴조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광주 남한산성 연무관지 발굴조사

○ 조사지역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400-1번지 일대

○ 조사면적 : 269㎡

○ 조사기간 : 2009년 12월 17일~2010년 5월 14일

○ 조사단 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권2 「관해(官力)」. 守禦營在城中央北麓之下 古稱練武堂 肅宗朝守禦使金佐明改修扁以練兵館 正
宗己亥改今名. 

1) 『대동지지』경기도 양주 燕山主十年革本州 空其地爲遊幸之所 割餘地分屬傍邑 中宗元年復舊 移州治于佛谷山之陽邑
2) 한얼문화유산연구원·광주시청, 2011, 『남한산성 연무관 주변지역 유적 -연무관 해체보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3) 경기도·광주시, 2011, 『연무관 수리실측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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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장 : 조 유 전(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장 경 호(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현 한울문화재연구원 이사장)

김 동 현(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전 문화재위원)
이 상 해(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김 홍 식(전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현 한울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고 재 용(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1팀장)
조 사 원 : 이 승 연(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김 남 숙(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손 준(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보조원)
보 조 원 : 전 진 성, 강 성 표, 이 주 호(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조원)

○ 연무관지 보수 및 조사경과

1989년 7월 3일~12월 19일 : 연무관 보수공사(새한건축사사무소)
2009년 3월 17일~4월 12일 : 연무관 해체보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09년 5월 13일~2009년 7월 4일 : 연무관 해체정 실측조사(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009년 12월 17일 : 연무관지 발굴조사 착수(경기문화재연구원)
2010년 4월 5일 : 연무관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경기문화재연구원)
2010년 4월 20일 : 연무관지 발굴조사 중간검토회의(경기문화재연구원)
2010년 5월 14일 : 연무관지 발굴조사 완료(경기문화재연구원)
2009년 10월 23일~2010년 8월 18일 : 상량문·상량도리·중수기 보존처리4)(경기문화재연구원)
2010년 10월 29일~2011년 5월 15일 : 연무관 보수공사(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발굴조사의 현장조사는 조유전의 지휘 아래 고재용이 총괄하 고 이승연이 진행하 다. 보고서 간행과 관

련된 주요 실무는 조사담당자인 이승연과 김 화(유물관리팀장)·조은정(유물관리팀 연구원)이 분담하여 진

행하 다. 

유구의 실측은 김남숙·손 준이 담당하 으며, 유구 사진은 손 준이 촬 하 다. 유물 실측과 제도ㆍ탁

본은 김남숙·손 준·강성표·전진성·이주호ㆍ이필자(유물관리팀 보조원)ㆍ이현경(유물관리팀 보조원)

이 담당하 고, 유물 사진은 김 화가 촬 하 다. 유구 실측도면의 전산화 작업은 조은정·이현경이 담당하

고, 금속유물의 보존처리는 김웅신(유물관리팀 연구원)·이윤정(유물관리팀 연구원)이 담당하 다.

보고서의 본문 중 Ⅰ장의 머리말과 Ⅱ장의 유적의 위치 및 환경, Ⅲ장의 조사방법 및 층위는 이승연이 기술

하 고, Ⅳ장의 조사내용 중 유구는 이승연이, 유물은 김지혜(기와), 김남숙(자기), 김효진(도기), 오유정(금

속유물)이 분담하여 기술하 다. Ⅴ장의 고찰은 이승연이 집필하 고, Ⅵ장의 맺음말은 고재용이 작성하

다. 보고서 편집과 교열은 김 화·이승연·조은정이 담당하 고, 고재용, 김성태가 검토한 후 조유전이 최

종 수정·가필하 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조사 진행과 보고서 발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광주시청 관계자

께 감사드린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경기문화재연구원·광주시, 2010.8, 『남한산성 연무관 출토 상량문, 상량도리 보존처리 및 분석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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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古地圖帖』「南漢山城圖」( 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1693년 제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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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남한산성 주변 유적 위치도(上:2006년 편집, ,2010년 수정, 下:2011년 편집, 축척 1:50,000을 60% 축소)

연무관
1 미사동유적 신석기~백제
2 암사동유적 신석기
3 풍납토성 백제
4 몽촌토성 백제
5 방이동고분군 백제
6 석촌동고분군 백제
7 이성산성 청동기~통일신라
8 광주향교 조선
9 교산동건물지 고려~조선
10 춘궁동동사지 고려
11 천왕사지 삼국~조선
12 사충서원 조선
13 신남성서돈대 조선
14 오전리도요지 조선
15 상대원동백자요지 조선

연번 유적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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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연무관지 주변 지형도(1984년 제작, 1996년 수정, 축척 1:5,000)

연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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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입지 및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광주시는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동경 127˚21′~127˚64′, 북위 37˚15′~37˚33′에

위치한다.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광주산맥이 남서방향으로 뻗은 말단에 위치하여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동쪽에는 정암산(正巖山, 403m)·해협산(海狹山, 531m)이 남쪽면에 입지하고, 앵자봉(鶯子峰, 667m)·

천덕봉(天德峰, 635m)이 여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에는 불곡산(佛谷山, 313m)·검단산(黔丹山,

535m)이 성남시와, 남쪽에는 해룡산(海龍山, 367m)이 이천시와 접하고 있다. 중앙에는 용마산(龍馬山,

596m)·태화산(泰華山, 644m)·무갑산(武甲山, 582m)·관산(冠山, 556m)이 있으며 이들 사이로 남한

강(南漢江)의 지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좁은 곡저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용인에서 발원하는 경안천(京安川)은 광주군의 서부를 곡류하면서 능원천(陵原川)·직리천(直里川)·중

대천(中垈川)·목현천(木峴川)과 합류하고 초월면에서 곤지암천(昆池巖川)과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 들

어간다. 남한강은 군의 북쪽을 동서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인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쪽에는 하남

시, 서북쪽에는 서울시 송파구, 남서쪽에는 성남시와 경계를 이룬다. 남한산성은 동경 127˚11′, 북위 37˚

28′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도읍이었던 한양(漢陽)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다. 주봉인 청량산

(淸凉山, 497m)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연주봉(連珠峯, 466m), 동쪽으로 망월봉(望月峰, 502m)·벌봉

(514m), 남쪽 몇 개의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하여 성벽을 축조하 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전체 둘레는 11.76km(본성 9.05km, 외성 2.71km)에 이른다. 성벽의 외부는 급

경사를 이루는데 비해 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균고도 350m 내외의 넓은 구릉성 분지를 이루고 있어

방어에 수월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성 내부에는 10여 석의 벼를 파종할 수 있는 논이 있고, 우물 80개에 샘

45개가 있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여 장기간 방어가 가능한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다.

2. 고고학적 환경

광주시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86년부터이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1986년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당시 도척면 궁평리 3호 돌무지무

덤 아래층에서 찍개· 개·홈날연모 등 21점 수습되었고5), 1996~1997년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

사결과 곤지암천과 그 주변 지역 몸돌·찍개·격지 등의 뗀석기를 수습하 다.6) 1999년에는 실촌면 삼리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충북대학교박물관, 1986, 「광주 궁평리 유적 발굴조사 보고」『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 보고서』.
6)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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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뗀석기가 몇 점 수습된 후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으로 지정된 삼리에 대한 시·발굴조사시 수많

은 석기가 출토되었다.7)

신석기시대 유적은 행정구역상 광주시 역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과거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하

남시로 재편되기 전에 미사동8), 선동9), 춘궁동 유적10)이 있었으며, 서울시 강동구로 재편된 암사동유적11)도

광주시에 속했었다.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보고된 것은 해방전 일본인학자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에 의해 남종면 검천리에서

수습한 무문토기와 석부, 석촉 등을 김원룡 교수가 정리하여 소개하 으며12), 또한 일본인학자 아리미쓰 교

이치(有光敎一)가 오포면 양벌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을 연구하여 유형분석을 시도하 다.13) 1986년 중부고

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당시 실촌면 궁평리에서 고인돌과 무문토기·홍도편이 수습되었고14),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지표조사15)와 광주읍 대전리, 실촌면 신대리·상호향리, 오포면 고산리, 능평 3리, 초월면 쌍

동리16)와 광주읍 역리, 초월면 대쌍령리·용수리17), 광주읍 역리와 경안리18), 장지동19) 등에서 청동기시대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실촌면 대석동유적20), 초월면 국수봉21), 역리 유물산포지22), 장지동 유적23)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비롯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은 그 수가 많지 않으나, 지금의 성남·광주·이천·여주를 지나 장호원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는 고대 신라가 한강 하류에 닿는 주요 교통로 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아차산성-광나루-이성산성-광

주-곤지암-이천-망이산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활발하게 이용되어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15세기 이후에

는 점차 교통로로서 기능이 쇠퇴하는 것으로 보인다.24) 광주 일대는 경안천을 따라 소규모의 분지와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현재 성곽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생활유적이나 지배층의 분묘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로는 연곡리 유물산포지25)와 후자로 대쌍령리26)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군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광주 삼리 유적』.
8)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9) 藤田亮策, 1930, 「櫛目文土器の分布に就いて」, 『청구학총』2.
10) 橫山將三郞, 1953, 「ソウル東郊外の史前遺蹟」, 『문학논총』5·6.
11)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암사동』. ; 국립중앙박물관, 1999, 『암사동 Ⅱ』. ; 국립중앙박물관, 2006, 『암사동 Ⅲ』.

국립중앙박물관, 2007, 『암사동 Ⅳ』.
12) 김원룡, 1965, 『한국사전유적유물지명표』.
13) 有光敎一, 1959, 「朝鮮磨製石劍の硏究」, 『京都大學大學部 考古學叢書』제2책.
14) 충북대학교박물관, 1986, 앞의 보고서.
15)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앞의 보고서.
16)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성남~장호원 도로개설(2공구)건설공사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18)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예정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광주 장지동 취락유적』.
20)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앞의 보고서.
2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위의 보고서.
22)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위의 보고서.
23)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위의 보고서.
24) 서 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18~120쪽.
2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위의 보고서.
26)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대쌍령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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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이후 현 광주시 소재의 고려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매우 적어 도척면 유정리 건물지, 지

월리사지27)등을 들 수 있는 정도다.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한강과 경안천의 수로를 통한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조선초기부터 사옹원(司甕院)

분원(分院)이 설치되어 분원백자의 산지로 유명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백자요지만도 85개소에 달하고 있

다. 1963년부터 광주시 일원을 조사하기 시작한 국립중앙박물관은 1965~1966년 퇴촌면 도마리 백자가마

를 발굴조사한28) 이후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를 종합 정리하 다.29) 이 후 1985년에

는 지표조사로 위치와 규모 등이 파악되어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24개 유적의 88개소가 사적 314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계속해서 가마터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우산리·범천리·선동리 일원

의 가마터를 발굴조사하 으며30), 1991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퇴촌면 관음리, 초월면 지월리, 도척

면 궁평리 가마터 지표조사하 다.31) 또한 우산리 2호 가마터가 발굴조사 되었으며32), 우산리 17호 가마터

가 시굴조사되었다.33)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추가로 87개소

의 가마터를 찾아 약 280여 개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4) 최근 2004년에 실시한 광주시

에 분포된 가마터를 지표조사한 결과 새로이 32개소가 찾아져 가마터는 312개소에 이른다.35) 이밖에도 광주

진우리 유적36)에서 조선시대 건물지와 묘가 조사되었다.

남한산성에는 행궁지를 비롯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다수 소재하고 있다. 지정문화재는 남한산성

이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7호로 지정된 이래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6개소, 경기도 문화재자료 2개소, 경

기도 기념물 3개소 등이며, 비지정문화재는 산성관리청인 수어청을 비롯하여 장대 3개소, 사지 6개소, 옹성

5개소, 봉화대 2개소, 문 4개소, 암문 15개소, 수구문, 우물터 6개소, 비석 43여개, 봉암외성, 한봉외성, 신

남성, 포루, 돈대 등이 있다.37)

3. 역사적 배경

남한산성이 위치한 한강 유역은 백제·고구려·신라의 끊임없는 토분쟁으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다. 남한산성 축성은『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본기(百濟本紀)」온조왕조에 보면“…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怜定疆模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九月 立城闕 十四年

春正月 遷都”라는 기사로 보아 백제 초기에는 남한산성 일대를 한산(漢山)으로 칭하고 산성을 축성한 것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보고서.
28) 국립중앙박물관, 1995,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도마리 1호 요지)』.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국백자도요지』.
3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3,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부 광주 우산리 9호 요지 발굴조사보고)』.
31) 해강도자미술관, 1992, 『광주의 백자요지(Ⅰ)』.
32) 해강도자미술관, 1995,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
33) 해강도자미술관, 1999,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Ⅱ) -17호 백자요지 시굴조사보고서-』.
34)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도 광주 중앙관요 -요지 지표조사보고서-(지도편)』.
35) 조선관요박물관, 2004, 『광주의 조선도자-광주시내 조선시대 도자요지 분포현황』.
36)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진우리 유적』.
3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ㆍ광주군, 2000, 『南漢山城 文化遺蹟-地表調査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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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런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고려시대이며38), 조선시대에 들어 확산되었다.39)

그래서 1639년 병자호란 직후에 백제 시조 온조왕을 기리는 사당을 남한산성 내에 건립하고 충남 직산에

있던 온조 사당을 옮겨 정조 1795년에는 숭렬전(崇烈殿)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985년 한양대학교 박

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고 1999년에는 토지박물관에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시행하 지만 백제

시대 유물 양이 적어 백제때 축성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신라와 관련해서는『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新羅本紀)」문무왕 12년(672)에“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이다(築漢山晝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라는 기록이 있는데 신라가 한산이라고 불린

지역은 한강 이남의 지금의 광주·하남에 해당된다. 지금 이 지역에 남아있는 산성으로는 남한산성·이성산성

(二聖山城, 1,653m)·대모산성(大母山城, 567m)이 있는데 남한산성을 제외하고는 둘레가 4,360보에 해당하

는 성은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문무왕 12년에는 당 병력 4만명이 평양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신라를

침범하려던의도를보이는시기로40) 주장성은이를대비하여북쪽변방을지키기위해축조된것으로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고 다만 광주부사를 지낸 이세화의 묘지명에 1231년 몽

고병의 1차 침입때 광주군민들이‘광주성(廣州城)’으로 피하여 몽고군의 공격을 방어하 으며, 1232년 2차

침입시에도 살리타이(撒禮塔)가 이끄는 몽고군의 주력부대가 광주성을 공격해왔으나 이세화가 물리쳤다41)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광주성은 남한산성으로, 광주에 속한 이성산성은 6세기(진흥왕 14년, 553) 신라에 의

하여 축성되었으나 발굴조사결과 고려시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42) 고려시대 와편이 출토되

는43) 남한산성이 광주성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고려사』의 기록에는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 10만

이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시키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파천하는 상황 속에서 광주에 수레가 머물 을 때 백성들

이 모두 올라갔다는44) 산성 역시 남한산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록 자료나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양

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고려시대의 남한산성은 외침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평상시에는 많

은 주민과 군사들이 거주하며 방어하는 형태의 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5)

조선시대에는 전략적 거점으로 초기부터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에 보면 태종 10년(1410)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세종 원년(1418)에도 남한산성

을 수축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조선초기에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쪽 국경 부근 4군 6진의 진보방어와 함께 왜구 창궐 이후 연해 읍성과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에 대

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사정을 반 한다.46)

남한산성은 임진왜란 때에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 선조 29년(1596)에는 승장 유정(惟政)과 승군 60여

명을 남한산성으로 보내어 산성의 수비와 축성에 대비하도록 조치하 다. 이듬해 발생한 정유재란으로 남한

산성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어 유성룡(柳成龍)이 경기지방에 산성을 수축할 것을 주장하 으며,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 『고려사』권56, 지리 1.
39) 『세종실록』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
40)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제7, 문무왕 2년.
41) 『동국이상국집』12, 「이세화 묘지명」. ; 『조선금석총람』상.
42) 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1991, 『이성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4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1999, 『남한산성 행궁지 -시굴(발굴)조사 보고서』.
44) 『고려사』세가 공민왕 10년 11월 무진.
4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남한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46쪽.
4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위의 보고서,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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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백성을 이주하여 농사와 산성 수비를 함께하는 방안이 제시되자 선조가 이를 명하 다. 광해군대에는

군의 편제를 개편하면서‘양남의 군병은 강도(강화도)를, 공홍도(충청도)의 군병은 남한산성을 그리고 경

기·강원의 군병은 삼각산성(북한산성)과 파주산성(봉서산성)’을 지키게 할 정도로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크

게 부각되었고 광해군 13년(1621)에는 남한산성을 보장지(保障地)로 삼았다.

그 후 인조 2년(1624)부터 인조 4년(1626) 사이에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 는데, 수축결과 성곽

은 둘레가 6,297보가 되었고, 여장 1,897개, 옹성문 3개, 성랑 115개, 문 4개, 암문 16개, 군포 125개를 설

치하 다. 또한 행궁인 상궐과 하궐, 인화관 등을 건립하 으며, 산성의 수어(守禦)를 위하여 성내에 9개의

사찰을 두어 팔도에서 올라온 승군이 숙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 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이후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의 보수 및 증·개축과 함께 남옹성 3개가 신축되

고 연주봉옹성을 비롯한 4개의 옹성에 포루를 설치하여 병자호란에서 청나라가 사용한 홍이포(紅夷砲)라는

공성무기에 대비한 방어력을 증가시켰다.

숙종 12년(1686)에는 봉암성(둘레 962보, 여첩 294타, 암문 4개, 군포 15개)을 신축하 으며, 숙종 14

년(1688)에는 궁실에 따른 제사공간인 재덕당(在德堂)을 세우고, 숙종 19년(1696)에는 한봉성을 신축하

다. 또한 숙종 31년(1705)에는 봉암성에 2개의 포루를 설치하 고, 45년(1719)에는 남격대(신남성)를 신

축하 다.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를 봉안하기 위한 좌전과 사직을 봉안하기 위한 우실을 세웠으며, 정조

22년(1798)에는 행궁의 문루인 한남루를, 순조 17년(1817)에는 유수의 집무처인 좌승당(坐勝堂)과 유차산

루·이위정·이명정·옥천정 등의 누정이 건립되고, 순조 29년(1829)에는 집무처인 일장각이 세워지고 인

화관이 수리되었다. 

정조 3년(1779)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작업이 이루어져 4대문을 수축하고, 기와로 쌓았던

여장을 벽돌로 개축하여 수축된 성의 안둘레는 6,290보, 바깥둘레는 7,295보로 23,666척이 되었다. 여첩은

1,940타로 모두 벽돌로 하 으며, 4개의 문에는 문루가 있고, 옹성이 4개, 암문이 9개이며 군보가 125처이

고 사방에 장대를 세웠다.

사진 1. 연무관지 조사전 전경(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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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연무관지 주변 시·발굴조사 현황(축척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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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연무관지 발굴조사지역 위치도(축척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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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방법 및 층위

조사지역은 어칸의 중심초석인 E3초석을 중심으로 4분한 후 그리드로 구획하 다. 4분한 기준축을 중심

으로 동서 및 남북방향으로‘十’자 트렌치를 구획하여 연무관지의 중심층위를 살펴보고, 초석 및 기단토의

축조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초석열을 중심으로 동서방향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되, 선대유구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일부 확장조사하 다. 

각 탐색트렌치의 폭은 주칸거리의 반을 기본으로 하되 조사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길이는 중심둑에서 연무

관 기단석까지 연장하여 총8개의 트렌치를 구획하 다. 조사결과 고려시대 유구(S1E1Gr 내 트렌치) 1기,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 1기, 현 연무관의 중창 및 중수과정을 보여주는 3차례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었다. 

중심트렌치는 건물지 기초부 축조방식 및 선대유구의 존재유무, 기반토 등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풍화암반토까지 조사하 고, 그 밖의 트렌치는 적심이나 기단굴광선이 확인되는 면까지 정리하고 부분적으

로 탐색피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이상 연무관지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층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1층 - 갈색 사질점토층(현대 연무관지[5차] 보수정비 기단토)

Ⅰ-2층 - 흑갈색 사질점토층(현대 연무관지[5차] 보수정비 기단토)

Ⅰ-3층 - 암갈색 사질점토층(현대~조선시대 연무관지[4차] 기단토)

Ⅱ-1층 - 황갈색 사질점토층(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기단토, 풍화암반파쇄토 혼입된 다짐토) 

Ⅱ-2층 - 갈색 사질점토층(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기단토, 최상면 적심 주변 보토)

Ⅲ층 - 적갈색 사질점토층(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기단토)

a층 - 흑갈색 사질점토층(지형에 따른 성토층, 목탄 다량·기와 소량 포함)

Ⅳ층 - 갈색 사질점토층(고려시대 유구 폐기 후 퇴적층, 목탄 소량·유물 다량 포함)

Ⅴ층 - 황적갈색 사질점토층(고려시대 유구[1차] 관련층, 점성 강함, 목탄 소향·유물 소량 포함)

Ⅵ층 - 암갈색 사질점토층

Ⅶ층 - 풍화암반토층

사진 2. 연무관지 남북방향 중심토층1(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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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연무관지 동서방향 중심토층2(W →E)

사진 4. 연무관지 남북방향 중심토층1(W →E)

사진 5. 연무관지 남북방향 중심토층2(W →E)



도면 6. 연무관지 평면도 및 단면도(축적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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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연무관지 탐색 pit 토층도(축척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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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연무관지 밖 확장Tr 토층도(축척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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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1.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1차)

1) 유구

현 연무관의 기단상면(남동쪽)에서 약 1.2m 아래인 Ⅴ층에서 노출된 유구로, 연무관지의 기초부 및 기반

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S1E1Gr 내에 구획한 2개의 탐색트렌치(5×1.5m, 5×1.9m)에서 고려청자·고려백자·토수기

와·반구병 구연부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유구의 형태는 적심 및 초석으로 추정되나 조사범위가 제한되어 있

어 유구의 규모 및 성격, 조성연대에 관해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이 유구 및 유물과 관련된 층위는 폐기 후 퇴적된 층인 갈색 사질점토층(Ⅳ층)과 유구가 포함된 층인 황적

갈색 사질점토층(Ⅴ층)이며, 그 하부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암갈색 사질토층(Ⅵ층)과 기반토인 풍화암

반토층이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N1E1Gr 내 탐색 피트와 동쪽기단 밖 트렌치에서 연속선상의 토층과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연무

관지의 동쪽 부분이 고려시대 문화층 위에 대지를 정지하여 조성하 음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유구는

발굴되지 않았다.

2) 유물

(1) 기와

① 무문 수키와(도면 9-1, 사진 8-①)

S1E1Gr 동서추가Tr Ⅵ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만 남아 있는 무단식 무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운

모가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1㎠당 9×8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나타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

측으로 0.4㎝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으며, 분할의 기준이 되는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현길이 15.1㎝,

현폭 11.0㎝, 두께 2.1㎝

② 격자문 암키와(도면 9-2, 사진 8-②)

S1E1Gr 동서추가Tr Ⅵ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이 결실된 격자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 사립

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내면에는 1㎠당 9×8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나타나며,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와도는 우측에 남아 있는데, 전면에 나타나

며 폭은 2.3㎝이다.  현길이 20.2㎝, 현폭 14.2㎝, 두께 3.1㎝

③ 어골문 암키와(도면 9-3, 사진 8-③)

S1E1Gr 동서추가Tr Ⅵ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 일부만 남아 있는 어골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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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고려시대 문화층 및 연무관지 중복 양상(S →N)

사진 6. 고려시대 문화층 및 연무관지 중복 양상(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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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되었다. 내면에는 1㎠당 9×9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관찰된다. 현길이

10.1㎝, 현폭 9.4㎝, 두께 2.1㎝

④ 무문 암키와(도면 9-4, 사진 8-④)

S1E1Gr 동서추가Tr Ⅴ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 일부만 남아 있는 무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

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과 내면은 모두 물손질하 으며, 내면에는 포

목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2㎝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

길이 10.0㎝, 현폭 13.2㎝, 두께 1.5㎝

⑤ 어골문 암키와(도면 9-5, 사진 8-⑤)

S1E1Gr 동서추가Tr Ⅴ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과 하단 대부분이 결실된 어골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 운모가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

에서 외측으로 0.3㎝ 폭의 와도흔이 좌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9.5㎝, 현폭 10.3㎝, 두께 2.2㎝

⑥ 격자문 수키와(도면 9-6, 사진 8-⑥)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만 남아 있는 무단식 격자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1㎠당 10×12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나타나며, 점토합흔이 관찰된다. 와도는 좌측에 남아 있는데,

전면에 나타나며 폭은 0.9㎝이다.  현길이 11.4㎝, 현폭 10.2㎝, 두께 2.1㎝

⑦ 어골문 수키와(도면 9-7, 사진 8-⑦)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만 남아 있는 어골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 사

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

면에는 1㎠당 8×7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나타나며, 내면 하단은 5㎝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

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7㎝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7.8㎝, 현폭 14.1㎝, 두께 1.9㎝

⑧ 복합문 수키와(도면 9-8, 사진 9-①)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과 하단 대부분이 결실된 복합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

과 운모가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색 연질로 소성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현길이 11.2㎝, 현폭 11.4㎝, 두께 1.4㎝

⑨ 무문 암키와(도면 9-9, 사진 9-②)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과 하단 대부분이 결실된 무문 암키와이다. 외면에는 물손

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가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갈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내면에는 1㎠당 9×10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나타나며, 연철흔이 확인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

으로 0.4㎝ 폭의 와도흔이 좌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4.6㎝, 현폭 16.8㎝, 두께 2.0㎝

⑩ 무문 암키와(도면 9-10, 사진 9-③)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과 하단 대부분이 결실된 무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가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갈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과 내면은 모두 물손질로 정면하

고, 내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4㎝ 폭의 와도흔

이 좌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3.8㎝, 현폭 10.3㎝, 두께 1.8㎝

⑪ 격자문 암키와(도면 9-11, 사진 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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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기와(1~3:Ⅵ층, 4ㆍ5:Ⅴ층, 6~14:Ⅳ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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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⑤

③

④

⑥ ⑦

사진 8.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기와(①~③:Ⅵ층, ④ㆍ⑤:Ⅴ층, ⑥ㆍ⑦:Ⅳ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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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기와(①~⑦:Ⅳ층)

①

④

③

⑥

⑦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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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만 남아 있는 격자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

면 전체를 물손질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8㎝ 폭의 와도흔

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4.1㎝, 현폭 15.8㎝, 두께 2.1㎝

⑫ 어골문 암키와(도면 9-13, 사진 9-⑤)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만 남아 있는 어골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이 섞

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갈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

면에는 1㎠당 5×8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나타나며, 내면 하단은 5.4㎝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

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1.2㎝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9.4㎝, 현폭 12.7㎝, 두께 3.0㎝

⑬ 어골문 암키와(도면 9-12, 사진 9-⑥)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 일부만 남아 있는 어골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운

모가섞인점토를사용하 으며회색경질로소성되었다. 외면과내면은물손질로정면하 다.  현길이 12.4㎝,

현폭 12.5㎝, 두께 1.6㎝

⑭ 복합문 암키와(도면 9-14, 사진 9-⑦)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과 하단 대부분이 결실된 복합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석

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하게 관찰된

다. 내면에는 1㎠당 6×7의 올수를 가진 포목이 나타나며, 연철흔이 관찰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

측으로 0.5㎝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8.2㎝, 현폭 19.2㎝, 두께 2.7㎝

(2) 자기

① 청자 구연부(도면 10-1, 사진 10-①)

S1E1Gr 동서추가Tr Ⅵ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고 발로 추정된다. 태토는 회색

이며 세사립이 다량 섞여 있어 치 하지 못하다. 유색은 황녹색으로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고 유면이 매끄럽

지 못하다. 구연은 살짝 내만하며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내벽에는 구연부 아래에 1줄의 음각선을 돌

렸다.  현길이 6.0㎝

② 청자 저부(도면 10-2, 사진 10-②)

S1E1Gr 동서Tr Ⅴ층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명은 알 수 없다. 태토는 명

회색이며 세사립과 미세한 기공이 있지만 비교적 치 한 편이다. 유색은 내외면이 다른데 외면은 연황갈색이

고 내면은 연녹갈색으로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기벽은 굽에서 거의 수평으로 뻗어나오며 기벽이 두껍다.

굽은 안굽으로 굽안을 둥 게 돌려 깎아서 가운데가 살짝 튀어나왔으며 접지면의 폭을 좁게 깎았다.  현고

1.9㎝, 복원굽경 5.0㎝

③ 고려백자병 동체부(도면 10-4, 사진 10-③)

S1E1Gr 동서추가Tr Ⅴ층에서 출토되었다. 견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세사립이

섞여 있으며 미세한 기공이 있어 치 하지 못하다. 유색은 연녹갈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견부에 일부

뭉쳐 흘러내렸으며, 용융상태와 시유상태가 좋지 못하다. 일부 기면의 유약은 박리되었다. 내외면 기벽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15.7㎝



④ 고려백자접시 저부(도면 10-3, 사진 10-⑤)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으로 세사립이 섞여

있고 미세한 기공이 있어 치 하지 못하다. 유색은 회백색으로 탁하며 광택이 나지 않는다. 빙렬이 일부 관찰

되며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저면에는 굽경보다 넓은 원각이 돌

아가며 소량의 잡물이 묻어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얕게 깎았다.  현고 2.9㎝, 복원굽경 6.6㎝

⑤ 청자대접 저부(도면 10-5, 사진 10-⑥)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소량의 장석이

섞여 있지만 비교적 치 한 편이다. 유색은 녹갈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하며 박리가 매

우 심하다. 기벽은 굽에서 사선으로 올라간다. 기벽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내저면에는 굽경보다 좁은 원각

이 돌아가며 기벽에는 굵은 모래와 내화토를 함께 빚어 포개구이 하 으며 접지면에도 모래빚음한 흔적이 남

아 있다. 굽접지면에는 유약을 닦아냈다.  현고 3.1㎝, 굽경 5.1~5.5㎝

⑥ 청자접시 저부(도면 10-6, 사진 10-⑦)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저부,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비교적

치 하나 미세한 기공이 확인된다. 유색은 회녹갈색이나 내외면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해 발색이 나지 않으며

표면에 기포가 많이 있다.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 한번 꺾여서 사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는 굽경과 같은 원각을 돌렸다. 굽은 직립굽이며 굽안을 둥 게 돌려 깎아내 가운데가 살짝 튀어나왔다. 접지

면은 유약을 닦아 깨끗하게 정리하 다.  현높이 3.5㎝, 굽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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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자기(1:Ⅵ층, 2ㆍ4:Ⅴ층, 3ㆍ5~10:Ⅳ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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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청자접시(도면 10-7, 사진 10-⑧)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저부가 약 1/4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매

우 치 한 편이다. 유약은 시유하지 않았다. 기벽은 구연에서부터 굽까지 완만한 사선을 이룬다. 기벽은 얇은

편이며 물손질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굽은 평저이다.  고 2.8㎝, 복원구경 9.0㎝, 복원저경 4.4㎝

⑧ 청자 동체부(도면 10-9, 사진 10-④)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명을 알 수 없다. 태토는 밝

은 회색으로 세사립이 섞여 있으나 비교적 치 한 편이다. 유색은 연녹청색으로 유약이 기면에 일부 뭉쳐있

으나 용융상태나 시유상태가 양호하다.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다. 유면에 가는 빙렬이 확인된다. 외면에

는 3줄의 음각선이 있으며, 내면에는 2줄의 음각선을 둘 다.  현길이 4.1㎝

⑨ 청자압출양각연화문 저부(도면 10-10, 사진 10-⑨)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굽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명을 알 수 없다. 태토는

연갈색이며 미세한 기공이 있고 세사립이 섞여 있어 비교적 치 하지 못한 편이다. 유색은 연청색으로 발색

이 좋지 못하며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소성시 잡물이 튀어 기벽에 모래가 붙어 있다. 기벽은 굽에서 사

선으로 올라간다. 내면은 연화문이 압출양각되었다. 굽은 다리굽이며 저부 일부와 굽의 접지면에는 유약을

입히지 않았다.  현고 2.6㎝, 복원굽경 5.2㎝

⑩ 청자 저부(도면 10-8, 사진 10-⑩)

N1E1Gr 동서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굽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명을 알 수 없다. 태토는 연

회갈색으로 세사립이 섞여 있으나 비교적 치 한 편이다. 유색은 연녹청색으로 용융상태와 시유상태가 양호

하다.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다. 유면에 빙렬이 확인된다. 기벽은 굽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며 매우 얇은

편이다. 굽은 평저에 가까우며 깎음새가 단정치 못하다. 내면에는 모래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고 저부에 모래빚음한 흔적이 있다.  현고 1.9㎝, 복원저경 4.0㎝

(3) 도기

① 동체부(도면 11-1, 사진 11-①)

S1E1Gr 동서Tr Ⅴ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암청회색

(5PB 4/1)이고, 속심은 암적회색(5R 3/1)이다. 태토에 굵은 석립과 세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은 격자타날

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현길이 11.6㎝

② 대옹(도면 11-2, 사진 11-⑤~⑦)

S1E1Gr 동서Tr Ⅴ층에서 출토되었다. 옹의 동체와 저부편으로, 상부와 하부편이 각각 존재하나 복원되지

않는다. 경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암청회색(5PB 4/1)이고 속심은 회갈색(7.5YR 4/2)이다. 태토는 세

사립과 석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내면에 박자흔과 정면구에 의한 회전조정흔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격자타

날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상부에는 격자타날문 위로 돌출된 2조의 둥근 돌대가 돌아간다. 바닥은 평저

이다.  현고 22.7㎝, 복원저경 30.8㎝

③ 병 구연부(도면 11-3, 사진 11-②)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반구병의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암청회색(5PB 4/1)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소량의 석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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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자기(①:Ⅵ층, ②ㆍ③:Ⅴ층, ④~⑩:Ⅳ층)

④

①

⑧

⑥

⑨

⑦

⑩

③②

⑤



39

도면 11.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도기(1ㆍ2:Ⅴ층, 3~5:Ⅳ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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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⑤

⑦

⑥

⑧

③

④

사진 11.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도기(①ㆍ⑤~⑦:Ⅴ층, ②~④:Ⅳ층), 금속유물(⑧: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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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있다.  현고 3.6㎝, 복원구경 8.4㎝

④ 병 동체부(도면 11-4, 사진 11-③)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만 일부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

(5Y 5/1)이고 속심은 청회색(5PB 6/1)과 회갈색(7.5YR 5/2)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 있다. 내면 경부

에 조으기흔이 관찰되며, 회전물손질흔도 확인된다. 외면에는 음각으로 2줄의 선문을 돌리고 그 아래 파상문

을 시문하 다.  현길이 6.9㎝

⑤ 병 저부(도면 11-5, 사진 11-④)

S1E1Gr 동서추가Tr Ⅳ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만 일부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외면은 암회색(N

3/0), 내면은 회색(N 4/0)이며, 속심은 적회색(2.5YR 4/1)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섞여 있으며, 내

면에 녹로회전흔이 잘 남아 있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는데 일부는 종방향으로 정면되었다.  현

고 8.8㎝, 복원저경 17.6㎝

(4) 금속유물

① 불명철기(도면 12, 사진 11-⑧)

N1E1 Gr 동서 Tr Ⅴ층에서 출토되었다. 장식품 또

는 의기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 한쪽을

도자의 병부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기부에서 신부로 완

만하게 연결되고 선단부에서‘ㄱ’상으로 꺾여 있다. 신

부의 등쪽에 자를 만들었다. 단면은 장방형이며 두께

차이가 있다.  현길이 13.3㎝, 너비 2.0㎝, 두께

0.4~0.8㎝, 무게 30g

2.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1) 유구

현 연무관의 후면 하부에서 발굴된 남서향한 건물지로, 기단 일부가 유실되고 후면은 조사지역 밖이어서

전체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중복된 유구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무관지의‘十’자 중심그리드상에서 건물 바

깥쪽으로 트렌치(길이 3m, 너비 2m)를 구획하여 조사하 으나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목 구덩

이와 최근에 축대·배수로를 정비하면서 파괴 및 복토된 흔적 등만 남아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전면기단길이는 11.67m, 측면기단길이는 2.65m이다. 양측면기단은 연무관지(2차)를 조

성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무관지 후면 사대(射臺)와 관련된 석렬 하부에 물려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건물지는 풍화암반토층까지 굴토해 준 후 기단석을 놓았는데, 기단석렬의 범위와 초석의 형태, 토층 등을

도면 12. 고려시대 문화층 및 관련 유구 출토 금속유물(Ⅴ층)



42

통해 볼 때,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3칸으로 추정되며, 기단은 자연지형을 따라 놓여져 있어 정면은 최소 2단,

측면은 1∼2단 정도 경사면을 따라 쌓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심굴광선이 잡히는 층위와 적심축조기법, 기단토의 층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선대 건물지(1차)의

기단 내부에 위치한 10기의 초석 가운데 C4초석을 제외하고는 연무관지(2∼3차) 조성시 축조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물지는 기단밖과 상면에 인접하여 창해파문·복합문 수키와, 무문 암키와, 소량의 도기·자기편이 출

토되고, 유구의 노출양상이 연무관지(3차)보다 이르나 건물지의 축이나 초석 및 기단석렬 등의 위치가 연무

관지(3차)와 연속적인 관계에서 해석됨에 따라 초창기 연무관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검토가 필요

하다.

2) 유물

(1) 기와

① 화문 수막새(도면 13-1, 사진 17-①)

N1W1Gr 동서추가Tr Ⅲ층에서 출토되었다. 드림부의 일부만 남아 있는 화문 수막새이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가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주연의 폭은 1.8㎝, 깊이는 0.6㎝이고, 화엽은

1개가 남아 있다. 막새 뒷면에 수키와 접합흔적이 관찰된다.  현길이 6.9㎝, 두께 1.4㎝

② 복합문 수키와(도면 13-2, 사진 17-②)

사진 12.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및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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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및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 세부(S →N)

사진 13.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및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 세부(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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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연무관지(2ㆍ4ㆍ5차) 초석(C6~C4)

사진 15.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및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 세부(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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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E1Gr 동서추가Tr Ⅲ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과 하단 대부분이 결실된 복합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

석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7㎝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6.0㎝, 현폭 10.2㎝, 두께 2.4㎝

③ 무문 암키와(도면 13-3, 사진 17-③)

N1E1Gr 동서추가Tr Ⅲ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만 남아 있는 무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석이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과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

측에서 외측으로 0.7㎝ 폭의 와도흔이 좌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23.9㎝, 현폭 17.3㎝, 두께 2.0㎝

④ 무문 암키와(도면 13-5, 사진 17-④)

N1E1Gr 동서추가Tr Ⅲ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만 남아 있는 무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 사립

이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내면 전체를 물

손질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내면 하단은 4.4㎝ 폭으로 깎고 정면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

서 외측으로 0.7㎝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8.9㎝, 현폭 23.0㎝, 두께 1.7㎝

⑤ 복합문 암키와(도면 13-4, 사진 17-⑤)

N1E1Gr 동서추가Tr Ⅲ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 일부만 남아 있는 복합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

석,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문양은 어골문과 선문인데, 물손질

도면 13.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출토 기와(1~5:Ⅲ층)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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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⑤④

⑦ ⑧⑥

②

사진 17.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 출토 기와(①~⑤:Ⅲ층), 자기(⑥:Ⅲ층), 도기(⑦:Ⅲ층), 금속유물((⑧:a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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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면하여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 전체를 물손질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윤철흔이 보인다. 측

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4㎝ 폭의 와도흔이 좌측에 남아 있으며,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현길이

16.1㎝, 현폭 10.7㎝, 두께 2.0㎝

(3) 자기

① 분청자접시 구연부(도면 14-2, 사진 17-⑥)

S1E1Gr 동서Tr Ⅲ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으나 전체적인 기형으로 보아 접시

로 추정된다. 태토는 회색으로 치 한 편이다. 유색은 연회녹갈색이나 기면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표면에

기포가 많이 있다. 기벽은 구연단에서 사선으로 내려 온 후 한번 꺾이고 다시 사선으로 내려간다. 내면 구연

단에는 1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백토로 상감하 다.  현고 3.1㎝, 복원구경 12.4㎝

(4) 도기

① 항 구연부(도면 14-1, 사진 17-⑦)

N1E1Gr 동서추가Tr Ⅲ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 일부만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흑색(N 2/0)이고,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태토에 세사립이 섞여 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남

아 있다. 현고 3.5㎝, 복원구경 39.0㎝

(5) 금속유물

① 교구형 철편(도면 15, 사진 17-⑧)

N1E1 Gr 동서 Tr a층에서 출토되었다. 용도를 알 수 없으며 결

실되어 일부가‘ㄷ’자 모양으로 남아 있다. 단면은 방형이나 두께 차

이가 있다.  현길이 3.0㎝, 두께0.4~0.8㎝, 무게 5g 

도면 14.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출토 도기(1:Ⅲ층), 자기(2:Ⅲ층)

도면 15.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
출토 금속유물(a층)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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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1) 유구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지로 남서향하고 있다. 정면어칸의 주칸거리는 4m, 제1협칸의 주칸거리는

2.47m, 제2협칸의 주칸거리는 2.68m이다. 건물지의 서측면 기반토는 풍화암반토층으로 약 10㎝ 정도 굴광

하여 기초를 조성하 고, 동남쪽은 지형에 따라 성토해 준 후 기초를 조성하 다. 

초석은 팔각장초석, 원형주좌가 새겨진 자연석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원형주좌(지름 44㎝, 51㎝, 55

㎝)가 새겨진 자연석은 2·3·5행의 내진주열에 사용되었는데, 5행의 내진주 초석 상면에는 일부 콘크리트

로 보수되어 1기만 확인되고 있다. 이들 자연석 초석은 연무관 중창시 옮겨와 재배치되어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된다.

초석을 안치할 적심은 입사기초와 적심석기초를 병용하여 축조하 다. 적심(너비 160~195㎝)은 매우 크

고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조성되었다. 적심의 깊이는 기반토에 따라 다른데, 고려시대 문화층 위에 성토하여

기단이 조성된 부분은 깊이 75~85㎝이며, 풍화암반토에 조성된 경우는 깊이 45㎝ 정도이다.

이 가운데 성토하여 조성된 기단부에 위치한 적심의 축조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름

160~195㎝, 깊이 90㎝ 정도로 굴광한 후, 풍화암반파쇄토가 섞인 사질점토를 30㎝ 정도 넣어 다진 위에

할석을 1단 깔고 다시 사질점토를 여러 층을 다져 굴광한 구덩이를 메우고, 그 위에 적심석을 원형 또는 방형

으로 1단 정도 깔고 초석을 놓았다. 그 후 적심 주변에는 갈색 사질점토(Ⅱ-2층)로 보토해 준 후 전체적으로

풍화암반파쇄토가 섞인 황갈색 사질점토(Ⅱ-1층)를 깔아 기단토를 조성한다. 

중앙열의 C3·D3·E3초석은 풍화암반면에 별도의 굴광 없이 초석을 바로 놓아주었는데, 동일한 기단토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시점에 놓여졌음을 알 수 있다. 적심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나 초석의 용도에 대

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초석 외에도 동바리석이 남아있는데, 주로 전면 퇴칸부에서 확인된다.

이밖에도 후면 퇴칸부 중앙에는 사대(射臺)와 관련되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노출되었으며, 이

는 연무관지(3차)의 기단토의 층위와 맞물려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유물

(1) 기와

① 망와(도면 16-1, 사진 30-①)

S1E1Gr 동서추가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망와편 일부만 남아 있으며, 문양은 용문으로 추정된다. 태

토는 사립과 장석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주연의 폭은 1.2㎝이다. 뒷면에는

암키와 접합흔적이 남아 있다.  현길이 15.6㎝, 두께 2.4㎝

② 어골복합문 수키와(도면 16-2, 사진 30-②)

S1E1Gr 동서추가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 일부만 남은 어골복합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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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조선시대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 세부(S →N) 

사진 18. 조선시대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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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조선시대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 세부(S →N)

사진 20. 조선시대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 세부(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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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조선시대 연무관지(3치) 적심 축조방법(G2ㆍE2초석)

사진 22. 조선시대 연무관지(3~5차) 중복 양상 세부(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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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적심 축조방법(B2ㆍA2초석)

사진 25.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적심 축조방법(B6초석)

사진 26.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적심 축조방법(C3ㆍD3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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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초석과 적심(F2ㆍF1)

사진 28.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초석과 적심(F3)

사진 29.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적심(E6)과 연무관지(4차) 적심(E6)



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

되며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내면 전체를 물손질로 정면하여 포목흔과 연철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내면

하단은 4.8㎝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8㎝ 폭의 와도흔이 좌측에 남

아 있다.  현길이 15.8㎝, 현폭 10.5㎝, 두께 2.8㎝

③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6-3, 사진 30-③) 

N1E1Gr 동서추가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가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

질로 소성되었다. 상단 일부만 남은 유단식 창해파문 수키와이다. 미구는 대부분 결실되었고, 외면과 내면에

자연유가 관찰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4㎝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0.7㎝, 현미구길이 0.7㎝, 폭 5.7㎝, 두께 2.1㎝

④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16-4, 사진 30-④) 

S1E1Gr 동서추가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 일부만 남은 창해파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

이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갈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은 전체를 물손질하여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내면 하단은 4.1㎝ 폭으로

깎기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내측에서외측으로 0.3㎝ 폭의와도흔이우측에남아 있다.  현길이 14.3㎝,

현폭 11.9㎝, 두께 2.6㎝

⑤ 원판형 와제품(도면 16-5, 사진 30-⑤)

N1W1Gr 동서추가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기와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측면에 둥근 형태로 가공한 흔

54

도면 16.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출토 기와(1~5:Ⅱ-1층)

4

5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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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④ ⑤

사진 30.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출토 기와(①~⑤:Ⅱ-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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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고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과 내면

은 물손질로 조정하 다.  길이 6.1㎝, 폭 5.9㎝, 두께 1.9㎝

(2) 자기

① 백자발(도면 17-1, 사진 31-①)

N1W1Gr 동서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저부 일부와 동체부를 포함하여 1/4정도만 남아 있다. 태

토는 대체적으로 백색으로 치 한 편이나 저부는 소성도가 낮아 태토가 미황색을 띤다. 유색은 회백색으로

빙렬이 있고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기벽은 구연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에 이른다. 굽은 오목굽이

며 접지면을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하 다. 저부와 굽쪽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는데 깨진 후 묻은 것으로 추정

된다.  고 7.5㎝, 복원구경 11.4㎝, 복원저경 6.0㎝

② 백자접시 저부(도면 17-2, 사진 31-②)

S1E1Gr 동서추가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는 접시이다. 태토는 회색으로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회백색으로 용융상태와 시유상태가 양호하며,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다. 기벽은 굽

에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외벽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내저면에는 굽경보다 큰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내저면에는 굵은 모래를 받쳤으며 굽에는 흙물을 입인 후 굵은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현고

3.2㎝, 복원굽경 5.0㎝

③ 백자잔(도면 17-3, 사진 31-③)

S1E1Gr 동서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가 1/3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밝은 회백색

으로 미세한 기공이 확인되나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투명유로 밝은 회백색이며 용융상태와 시유상태가 양호하

며,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다. 기벽은 구연부에서 둥근 곡선을 이루며 저부에 이른다. 굽은 평저이고 한번

굽을다듬어깨끗하다. 저부에모래를받쳐구운흔적이남아있다.  고 3.5㎝, 복원구경7.2㎝, 저경 3.2㎝

④ 백자뚜껑(도면 17-4, 사진 31-④)

N1E1Gr 동서추가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꼭지와 신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연회갈색으로 세사

도면 17.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출토 자기(1~6:Ⅱ-1층)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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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다량 혼압되어 있어 치 하지 못하다. 유색은 회갈색으로 용융상태나 소성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기면은

유약을 시유하지 않고 내면 일부만 시유하 다. 기벽은 물레흔과 모으기 흔적이 남아 있다.  현높이 3.4㎝,

꼭지경 4.4㎝

⑤ 백자 저부(도면 17-5, 사진 31-⑤)

N1W1Gr 동서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굽이 일부만 남아 정확한 기명은 알 수 없다. 태토는 회백

색에 치 한 편이며 유색은 푸른빛이 도는 백색으로 매끄럽고 광택이 좋다. 기벽은 사선으로 굽에서 올라간다.

굽은직립굽에굵은모래를받쳐구운흔적이남아있으며일부유약이묻지않았다.  현고 2.1㎝ , 굽경 5.0㎝

⑥ 백자 저부(도면 17-6, 사진 31-⑥)

S1E1Gr 동서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굽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명은 알 수 없다. 태토는 명회

갈색으로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회갈색이고 용융상태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벽은 굽에서 사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는 굵은 모래를 받쳐 구웠으며 굽에도 굵은 모래가

묻어 있다.  현고 2.5㎝, 굽경 4.8㎝

(3) 도기

① 항 구연부(도면 18-1, 사진 31-⑦ㆍ⑧)

N1W1Gr 동서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 일부만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0)이고,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굵은 석립과 세사립이 소량 섞여 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현고 5.9㎝, 복원구경 26.4㎝

② 원판형 토제품(도면 18-2, 사진 31-⑨)

N1E1Gr 동서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도기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측면에 둥근 형태로 가공한 흔적이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외면이 암적회색(2.5YR 3/1)이고, 내면이 흑색(N 2/0)이며, 속심은 암적갈색

(5YR 3/2)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여 있는 점토이다. 지름 3.7㎝, 두께 0.9㎝

③ 원판형 토제품(도면 18-3, 사진 31-⑩)

N1E1Gr 동서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도기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측면에 둥근 형태로 가공한 흔적이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0)이며, 속심은 황회색(2.5Y 5/1)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내면에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지름 1.8㎝, 두께 0.5㎝

도면 18.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출토 도기(1~3:Ⅱ-1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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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⑥

②①

④

⑧

⑪ ⑬⑫⑩⑨

⑤

사진 31.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출토 자기(①~⑥:Ⅱ-1층), 도기(⑦~⑩:Ⅱ-1층), 금속유물(⑪~⑬:Ⅱ-1층)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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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유물

① 불명철기편(도면 19-1, 사진 31-⑪)

N1W1 Gr 동서 Tr Ⅱ-1층에서 출토되었다. 일

부만 남아 있으며 전반적으로 청동녹이 덮혀 있

다.  높이 2.4㎝, 무게 7g

② 철정(도면 19-3, 사진 31-⑫)

N1E1 Gr 동서 추가 Tr Ⅱ-1층에서 출토되었

다. 두부는 무두식이나 꺽여 변형되었으며, 신부

는 휘어져 있고 첨부는 말려 있다. 신부의 단면은

방형이나 첨부로 갈수록 세장방형이다.  길이

23.8㎝, 두께 1.0㎝, 무게170g 

③ 철정(도면 19-2, 사진 31-⑫)

N1E1 Gr 동서 추가 Tr Ⅱ-1층에서 출토되었

다. 두부와 첨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휘어져 있

고 단면이 방형이다.  현길이 6.4㎝, 두께 0.4㎝,

무게 6g 

4.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4차)

1) 유구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지로 이전 시기에 비해 후면 퇴칸부의 주칸거리를 좁혀 조성하 다.

이는 중첩된 적심간의 중심위치와 현 초석의 위치를 살펴볼 때 확인되며, 실제로 외진주열(A6~G6)의 일

부 초석(A6ㆍC6ㆍE6ㆍG6)이 연무관지(3차) 적심 상면에 새로이 적심을 조성하여 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심은 이전 시기(3차)의 적심에 비해 작고 얕게 굴광하여 축조되었으며, 양끝의 초석은 방형으로 치

석된 초석으로 다른 초석들과 형태나 크기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도면 19.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출토 금속유물(1~3:Ⅱ-1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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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3차~5차) 중복 양상 세부(G6ㆍF6초석)

사진 32.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3차~5차) 중복 양상(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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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1) 기와

① 망와(도면 20, 사진 37-①)

N1E1Gr 동서추가Tr Ⅰ-3층에서

출토되었다. 내림부와 암키와부 일부

가 남아 있으며, 문양은 용문으로 추

정된다. 태토는 사립과 장석이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고 회청색 경

질로 소성되었다. 뒷면에는 암키와 접

합흔적이 남아 있다.  현길이 14.0㎝,

두께 2.1㎝

도면 20. 조선시대 ~현대 연무관지(4차) 출토 기와(Ⅰ-3층)

사진 36.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3~4차) 적심(F6)

사진 34.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3~4차) 적심(G6)

사진 37.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4차) 출토 기와(Ⅰ-3층)

사진 35.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3~4차) 적심(E6)



5. 현대 연무관지(5차)

1) 유구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지로 주칸거리(4m)가 넓어 생긴 구조적 결함을 보강해 주기 위해 후면 어칸부

중심열에 기둥을 추가하고 일부 기둥위치를 변경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곧 건물지는 C4·E4·D5·D6초석을 새로 놓아 기둥을 올리고, C3·D3·E3초석 위에 놓 던 기둥은

없애고 중수함에 따라, 어칸부 중앙의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상부 가구에 변화가 생긴 현재의 해체전 연무관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3기의 초석(C4·E4·D5)은 약 50㎝ 깊이로 굴광해 준 후 와편(크기 5㎝ 안팎의 조선후기 기

와편)으로 가득 채운 적심 위에 놓여져 있어 다른 초석의 적심부 조성방식과 차이를 보이며, C4열의 와적적

심 조사과정에서 현대의 쓰레기가 검출됨에 따라 중수시점이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9년 보수공사 당시 전면기단바닥은 기단석의 이완으로 트고 갈라졌으며, 측면·후면기단은 기단석의

유실 및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바닥이 부식된 상태 다. 이에 기단석을 해체하여 재설치하고 기단바닥은 강회

다짐하 으며, 양측면과 후면에는 자연석 배수로를 설치하 다. 

이러한 보수공사와 관련된 토층 및 기단토가 탐색트렌치상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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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연무관지 조사후 전경(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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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조선시대 연무관지(3차) 초석(E5) 및 현대 연무관지(5차) 초석(E4)

사진 42. 현대 연무관지(5차) 초석(D5)

사진 40. 현대 연무관지(5차) 초석(C4)

사진 43. 현대 연무관지(5차) 고막이 벽돌

사진 41. 현대 연무관지(5차) 초석(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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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연무관지 밖 동쪽확장Tr(SW →NE) 사진 45. 연무관지 밖 동쪽확장Tr(W →E)

사진 46. 연무관지 밖 남쪽확장Tr(SW →NE) 사진 47. 연무관지 밖 남쪽확장Tr(N →S)

사진 48. 연무관지 밖 서쪽확장Tr(S →N) 사진 49. 연무관지 밖 북쪽확장Tr(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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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1) 기와

① 화문 수막새(도면 21-1, 사진 50-①)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드림부만 남아 있으며, 좌측과 상단 일부가 결실된 화문 수

막새이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고 회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

운 타원형으로 드림부 하단 턱 중앙이 뾰족하게 튀어 나왔다. 주연의 폭은 1.6~2.0㎝, 깊이는 0.5㎝이다. 화

엽은 단엽으로 4개가 남아 있는데 구성상 8엽으로 보인다. 꽃잎은 주연보다 더 도드라져 있다. 막새 뒷면에

는 수키와 접합부분이 남아 있다.  복원직경 18.9㎝, 두께 1.7㎝

② 초화문 암막새(도면 21-3, 사진 50-②)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고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내림부의 하단만 남아 있는 초화문 암막새이다. 주연의 폭은 2.3~3.1㎝, 깊이는 0.5㎝이다. 막

새 뒷면에 암키와 접합흔적이 보이며,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길이 16.8㎝, 두께 1.9㎝

③ 망와(도면 21-2, 사진 50-③)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내림부의 하단만 남아 있으며, 문양은 거미문이다. 태토는 사립

이다량섞인정선된점토를사용하 고회청색경질로소성되었다. 주연의폭은0.7~0.9㎝, 깊이는0.2~0.5㎝

로좁고얕다. 뒷면에암키와접합부분이남아있고점토합흔이관찰된다.  현길이6.9㎝, 두께1.9㎝

④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1-5, 사진 51-①)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만 남아 있는 유단식 창해파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와도흔이 0.9㎝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4.8㎝, 미구길이 2.2㎝, 폭

9.5㎝, 두께 2.0㎝

⑤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1-4, 사진 51-②)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만 남아 있는 유단식 창해파문 수키와이며, 미구는 결실되었

다. 태토는 장석과 운모가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과 내면에 자연유

가 관찰된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와도흔이 1.1㎝ 폭의 와도흔

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19.0㎝, 폭 12.9㎝, 두께 2.5㎝

⑥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1-6, 사진 51-③)

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이 결실된 창해파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

사립이 섞여 있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이물질이 부착되

어 있다. 내면 전체를 물손질로 정면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내면 하단은 6.1㎝ 폭으로 깎기 조정

하 다. 외면과 내면에서 자연유가 나타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와도흔이 좌측에서 0.6㎝,

우측에서 0.9㎝ 폭으로 확인된다.  현길이 27.0㎝, 폭 14.2㎝, 두께 2.2㎝

⑦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1-7, 사진 51-④)

S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 일부가 결실된 유단식 창해파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사립이 섞여 있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 부분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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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기와(1~8: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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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사진 50.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기와(①~③: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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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면은 전체를 물손질로 정면하여 포목흔이 일부만 남아있으며 1㎠당 올수는 9×9이다. 내면 하단은 6.6

㎝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와도흔이 좌측에서 0.4㎝, 우측에서 0.8㎝

폭으로 확인되며, 분할계선이 관찰된다.  길이 34.8㎝, 폭 18.6㎝, 미구길이 1.1㎝, 두께 2.3㎝

⑧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1-8, 사진 51-⑤)

S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이 남아 있는 유단식 창해파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

이 소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

면 전체를 물손질로 정면하 으며, 연철흔이 관찰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8㎝ 폭의 와도

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22.8㎝, 현폭 13.2㎝, 미구길이 0.8㎝, 두께 2.5㎝

⑨ 창해파문 수키와(도면 22-1, 사진 51-⑥)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 일부가 결실된 유단식 창해파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

과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 전체를 물손질로 정면하 으며, 내면 하단은 5.2㎝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와도흔이 좌측에서 1.4㎝, 우측에서 0.5㎝ 폭으로 확인된다.  길이 29.3㎝, 폭 14.2㎝, 미구길이

1.1㎝, 두께 2.4㎝

⑩ 복합문 수키와(도면 22-2, 사진 52-①)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하단이 결실된 복합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윤철흔이 보이

며,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6㎝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

아 있다.  현길이 26.2㎝, 현폭 12.1㎝, 두께 2.1㎝

⑪ 복합문 수키와(도면 22-3, 사진 52-③)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미구와 하단 일부가 결실된 유단식 복합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

며, 석회가 부착되어 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으며, 윤철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내면 하단은 6.7

㎝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와도흔이 좌측에서 0.4㎝, 우측에서 0.4㎝

폭으로 확인된다.  현길이 34.8㎝, 폭 16.8㎝, 현미구길이 0.5㎝, 두께 2.95㎝

⑫ 복합문 수키와(도면 22-4, 52-②)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이 결실된 복합문 수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 전체를 물

손질로 정면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내면 하단은 4.7㎝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5㎝ 폭의 와도흔이 좌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29.2㎝, 현폭 10.7㎝, 두께 2.4㎝

⑬ 복합문 수키와(도면 22-5, 사진 52-④)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이 결실된 복합문 수키와이며, 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

이 관찰된다. 태토는 장석과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내면 전체를 물손

질로 정면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내면 하단은 4.7㎝ 폭으로 깎기 정면하 다. 측면 분할방법은 좌

측에서 0.5㎝, 우측에서 0.7㎝ 폭으로 확인된다.  현길이 23.2㎝, 폭 13.6㎝, 두께 1.9㎝

⑭ 무문 암키와(도면 23-1, 사진 5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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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기와(1~5: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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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⑤ ⑥

④

②

사진 51.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기와(①~⑥: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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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만 남아 있는 무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석 과 장석, 사

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내면은 물손질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연철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내면에 석회와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측면 분

할방법은내측에서외측으로 0.5㎝폭의와도흔이우측에남아있다. 현길이 19.5㎝, 현폭 19.6㎝, 두께 2.2㎝

⑮ 무문 암키와(도면 23-2, 사진 52-⑥)

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과 하단 대부분이 결실된 무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

석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갈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고, 내면에는 윤철흔과

연철흔이 관찰된다. 측면 분할방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6㎝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21.2㎝, 현폭 11.7㎝, 두께 1.6㎝

⒃ 무문 암키와(도면 23-3, 사진 53-①)

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단이 결실된 무문 암키와이다. 태토는 장석과 세립이 섞

인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내면에 물손질로 정면하

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보이며, 연철흔이 관찰된다. 내면 하단은 2.8㎝ 폭으로 깎기 조정하 다. 측면 분할방

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0.3㎝ 폭의 와도흔이 우측에 남아 있다.  현길이 25.6㎝, 현폭 19.2㎝, 두께 2.4㎝

도면 23.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기와(1~3:Ⅰ-1층)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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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⑤ ⑥

④

사진 52.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기와(①~⑥: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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⒔ 원판형 와제품(도면 23-4, 사진 53-②)

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기와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측면에 둥근 형태로 가공한 흔

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장석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회청색 경질로 소성되었다. 외면과 내면은 물손질

로 정면하 으며, 내면에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길이 8.0㎝, 폭 8.5㎝, 두께 2.6㎝

(2) 자기

① 청자화형전접시(도면 24-1, 사진 53-③)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출토되었다. 구연부만극히일부만남아있다. 태토는회갈색으로치 하다. 유색

은녹갈색으로유약의용융상태가좋은편은아니며빙렬이있다. 구연은외반하여짧은전을이루며기벽은곡선

을이룬다. 전의가장자리는화형(花形)으로표현하 으며평탄하게각을이룬다.  현고2.0㎝, 복원구경10.2㎝

② 청자압출양각국당초문 동체부(도면 24-2, 사진 53-④)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출토되었다. 동체부일부만남아있어정확한기명은알수없다. 태토는회색으로

미세한기공이있으나치 한편이다. 유색은녹색으로전체적인용융상태와소성상태는양호한편이나, 일부기

벽에는잡물이묻어있다. 빙렬이있다. 내벽에는압출양각으로국문초당(菊唐草文)을장식하 다.  현길이5.3㎝

③ 백자발(도면 24-3, 사진 53-⑤)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가 전체 기형의 약 1/2 정도 남아 있

다. 태토는 명회갈색으로 미세한 기공이 있으나 치 한 편이다. 유색은 명청백색이며 유약이 일부 뭉쳐있다.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은 좋은 편이다. 구연은 살짝 외반하 으며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가다 살

짝 꺾인 후 사선으로 굽에 이른다. 기벽에는 물레흔이 보이며 외벽에는 그을음과 흙물이 묻어 있다. 내저면에

는 굵은 모래를 받쳤으며 굽에는 흙물을 입힌 후 굵은 모래를 받친 흔적이 관찰된다. 굽은 오목굽이다.  고

6.5㎝, 복원구경 11.8㎝, 굽경 4.5㎝

④ 백자접시(도면 24-4, 사진 53-⑥)

N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가 전체 기형의 약 1/4정도 남아 있다. 태

토는 연회백색으로 미세한 기공이 있으나 치 한 편이다. 유색은 연회백색이며 용융상태나 시유상태는 양호

한 편이다.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나 빙렬이 있다. 기벽은 둥근 곡선을 이루며 굽에 이른다. 굽은

직립굽이며 굽 주위로 굵은 모래를 받쳐 소성한 흔적이 관찰된다. 구연부에 검게 그을음이 묻어 있다.  고

3.5㎝, 복원구경 10.6㎝, 복원굽경 6.4㎝

⑤ 백자접시(도면 24-5, 사진 54-①)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와 굽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치 한 편이

다. 유색은 연회백색이며 용융상태와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잔존

기벽은 굽에서 사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은 굵은 모래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으며 굽 주위에는 흙물을 입

인 후 굵은 모래를 받쳐 소성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고 2.3㎝, 굽경 5.4㎝

⑥ 백자잔(도면 24-6, 사진 53-⑦)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가 전체 기형의 약 1/3정도 남아 있

다. 태토는 연회백색으로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회색이며 용융상태와 시유상태는 양호하나 기벽에 잡물이

튀었으며 일부 유약이 뭉쳐 흘 다. 유면은 매끄러우며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벽은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굽



74

①

④

⑦

③

⑥

②

⑤

사진 53.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기와(①ㆍ②:Ⅰ-1층), 자기(③~⑦: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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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 내저면에는 잡물이 묻었다. 굽의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묻지 않았다.  고 4.3㎝, 복원구경 6.8㎝,

복원굽경 3.8㎝

⑦ 백자종지(도면 24-7, 사진 54-②)

N1W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가 전체 기형의 약 1/2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미세한 기공이 있으나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회백색으로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하여 저부

쪽은 암회색을 띤다. 유면은 매끄러우며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에 이른다. 굽

은 직립굽이다.  고 4.8㎝, 복원구경 10.2㎝, 복원굽경 5.2㎝

⑧ 백자호 구연부(도면 24-8, 사진 54-③)

N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으나 전체적인 기형으로 보아 호로 추정된

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미세한 기공이 있으나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투명유로 회백색이며 용융상태와 소성상

도면 24.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자기(1~16: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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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양호하다. 유면은 매끄러우며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벽은 두껍다. 구연은 내만하 으며 구연부를 평탄

하게 정리하여 덮개를 올릴 수 있도록 하 다. 기벽에는 잡물이 묻어 있다.  현고 3.2㎝, 복원구경 15㎝

⑨ 백자‘福’문뚜껑(도면 24-10, 사진 54-④)

S1W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뚜껑편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으로 치 한 편이다. 유색

은 명청백색으로 용융상태와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개신부는 완만한 곡

선을 이루고 구순부에 이르며 구순부는 직립한다. 내면 접지면 부분은 유약이 닦아졌으며 받쳐구운 흔적이

관찰된다. 개신부에는‘福’자를 도식화하여 양각하 다.  현고 1.8㎝, 복원저경 9.2㎝

⑩ 백자제기 동체부(도면 24-9, 사진 54-⑤)

N1W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으나 굽의 흔적으로 보아 제기로 추정된

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투명유로 회청백색을 띠며 용융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기벽

은 굽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올라간다. 내저면에는 잡물과 모래들이 붙어있다. 굽은 모두 깨져 있으나 남

아있는 흔적으로 보아 팔각으로 추정된다.  현높이 3.4㎝

⑪ 백자잔탁(도면 24-11, 사진 54-⑥)

N1W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잔좌와 저부는 결실되고 전만 일부 남아 있다.  태토는 명회백

색으로 미세한 기공이 있으나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투명유로 명청백색을 띄며 용융상태나 시유상태가 양호

하다.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빙렬이 있다. 전의 폭은 넓은 편이며 사선으로 위를 향한다. 현고

2.9㎝, 복원구경 12.2㎝

⑫ 백자원판형불명기(도면 24-14, 사진 54-⑦)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원판형으로 정확한 용도와 기명은 알 수 없다. 태토는 명회백

색으로 비교적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투명유로 명회백색이며 용융상태나 시유상태가 양호하며 유면은 매

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자기편을 원형으로 둘레를 돌아가며 가격하여 형태를 제작하 다.  길이 2.9㎝,

두께 0.8㎝

⑬ 청화백자초화문 동체부(도면 24-13, 사진 54-⑧)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 편이나 기형의 형태로 보아 병일 가능성이 크다.

태토는 백색으로 비교적 치 한 편이다. 유색은 투명유로 명청백색이며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유면은 매끄럽

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면에는 청화로 초화문(草花文)을 시문하 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관찰되며 일부

유약이 묻지 않았다.  현길이 3.0㎝, 두께 0.4㎝

⑭ 청화백자 동체부(도면 24-12, 사진 54-⑨)

S1W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으로 비교적 치 한 편이

다. 유색은 투명유로 명청백색이며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면은 완만

한 곡선을 이루며 기면 일부가 청화로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물레흔이 관찰되며 유약이 묻지 않고 일부 유약

이 흘러내렸다. 현고 5.5㎝

⑮ 근대백자 저부(도면 24-16, 사진 54-⑩)

N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굽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명은 알 수 없다. 태토는 백

색으로 치 하다. 유색은 백색으로 용융상태와 시유상태가 양호하며 유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

면은 굽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저면에 흙물이 묻어 있다. 굽은 직립굽이며 접지면은 유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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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4.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자기(①~⑪: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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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이닦아소성하 다. 굽바닥에청화문자가남아있는데정확한명은알수없다.  현고 3.3㎝, 굽경 5.4㎝

⒃ 흑유자 저부(도면 24-15, 사진 54-⑪)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굽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명은 알 수 없다. 태

토는 회흑색으로 소성온도가 낮아 부분적으로 갈색기를 띤다. 미세한 기공과 세사립이 소량 섞여 있다. 유색

은 흑갈색이이다. 기벽은 두꺼우며 굽에서 사선으로 올라간다. 굽은 안굽이며 굽 안쪽으로 가는 모래받침하

여 소성하 다. 외면 저부 일부는 유약을 닦아냈다.  현고 3.5㎝, 복원굽경 9.4㎝

(3) 도기

① 옹 구연부(도면 25-4, 사진 55-①)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0)이고 속심도 회색(N 6/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섞여 있다. 내면에 녹로회전흔이 잘 남아 있

으며, 밖으로 말아붙인 구연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6.6㎝, 복원구경 29.6㎝

② 옹(도면 25-5, 사진 55-③)

N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 일부만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회

색(N 4/0)이고, 속심은 회색(N 6/0)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세사립이 섞여 있다. 구연부는 안에서 밖으

로 말아 붙 으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5.2㎝, 복원구경 29.4㎝

③ 옹(도면 25-6, 사진 55-⑤)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 일부만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3/0)이고 속심은 밝은 회갈색(7.5YR 6/2)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소량 섞여 있다. 내면

에 녹로회전문이 잘 남아 있으며 내·외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다.  현고 3.7㎝, 복원구경 28.0㎝

④ 항 구연부(도면 25-1, 사진 55-②)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3/0)이

며,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섞여 있으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확인

된다. 내·외면에 기벽이 박리되고 잡물이 붙어 기면이 거칠다.  현고 5.1㎝, 복원구경 48.2㎝

⑤ 반(도면 25-7, 사진 55-④)

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 일부만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

이 회색(N 4/0)이고, 속심은 회백색(N 7/0)이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 으나 세사립이 소량 섞여 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한 흔적이 남아 있다.  현고 3.1㎝, 복원구경 39.8㎝

⑥ 저부(도면 25-3, 사진 55-⑥)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편 일부만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상은 외면이 황회색

(2.5Y 5/1), 내면은 회색(N 4/0)이며, 속심은 등색(7.5YR 6/6)과 회색(N 5/0) 이다. 태토는 석립과 세사

립이 섞여 있다. 동체 내면은 격자타날되었으나 전면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이 희미하다. 외면에는

저부와 바닥의 접합흔이 관찰되며 바닥은 평저이다.  현고 12.9㎝, 복원저경 30.2㎝

⑦ 대각 저부(도면 25-2, 사진 55-⑦)

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흑색(N 2/0)이고 속심은 적갈색(5YR 5/4)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이며, 전면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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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도기(1~7: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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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고 5.5㎝, 복원대각경 29.6㎝

⑧ 편병 저부(도면 26-1, 사진 55-⑩)

N1W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편병의 저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외

면이 암회색(N 3/0)과 흑갈색(10YR 3/2)을 띠며, 내면은 암회색(N 3/0)이고, 속심은 적회색(7.5R 6/1)

이다. 바닥은 평저로, 몸체와 바닥을 연결한 부위를 손으로 눌러 다져 지두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지두흔으로

인해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다.  현고 5.8㎝, 복원저경 12.0㎝

⑨ 뚜껑(도면 26-2, 사진 55-⑪)

S1E1Gr 동서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가장자리가 결실되어 전체 형태는 미상인 뚜껑으로, 단추형 뚜껑

꼭지가 달려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상면이 암회색(N 3/0)이고, 바닥이 회색(7.5Y 5/1)이며, 속심은 회색

(N 5/0)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섞여 있는 정선된 점토이며, 상면에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

다.  현고 2.3㎝

⑩ 동체부(도면 26-4, 사진 55-⑧)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외면이 흑갈색

(5YR 2/1)이고, 내면이 암회색(N 3/0)이며, 속심은 암적갈색(2.5YR 3/2)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

선된 점토로 외면에 1조의 덧띠새김문이 돌려져 있으며, 내면에는 박자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5.4㎝

⑪ 파수부(도면 26-3, 사진 55-⑨)

N1W1Gr 남북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기종 미상의 대상파수편으로 연질이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

회색(N 3/1)이고 속심은 적갈색(5YR 5/3)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내·외면에 지두흔이 확

인되며, 파수 가장자리에 종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길이 6.3㎝, 너비 4.0㎝

80

도면 26.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도기(1~7:Ⅰ-1층)

1

2

3

4 5

6 7

8



81

③②①

④

⑥

⑩

⑬ ⑭

⑪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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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⑤

⑮

사진 55.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도기(①~⑮: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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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車’자문 원판형 토제품(도면 26-6, 사진 55-⑬)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도기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측면에 둥근 형태로 가공한 흔적

이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외면이 황회색(2.5Y 6/1)이며, 내면이 암회색(N 3/0)이고, 속심은 회백색

(2.5Y 7/1)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외면에‘車’자를 새겼다.  지름 4.1㎝, 두께 0.7㎝

⑬ 원판형 토제품(도면 26-5, 사진 55-⑭)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도기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측면에 둥근 형태로 가공한 흔적

이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외면이, 내면이 속심은 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내면에 회전물

손질로 정면하 다.  지름 4.1㎝, 두께 0.8㎝

⑭ 원판형 토제품(도면 26-7, 사진 55-⑮)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도기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측면에 둥근 형태로 가공한 흔적

이 남아 있다. 연질이며, 색조는 외면이 황회색(2.5Y 5/1)이고, 내면은 암회색(N 3/0)이며, 속심은 회황색

(2.5Y 6/2)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전면에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지름 5.1㎝,

두께 0.5㎝

⑮ 토제품(도면 26-8, 사진 55-⑫)

N1E1Gr 동서추가Tr Ⅰ-1층에서 출토되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토제품으로 색조는 명갈색(7.5YR 5/6)

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에 기공이 확인되며, 바닥은 편평하다.  지름 3.0㎝,

높이 2.2㎝

(4) 금속유물

① ∼ (28) 철정

① 27-1 56-① 18.4 0.9 0.7 90 N1W1Gr 남북Tr Ⅰ층 완형, 무두식, 두부가꺾여변형됨, 신부는휘어짐.

② 27-2 56-② 6.1 0.7 0.6 11 S1W1Gr 동서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두부가꺾여변형됨, 신부는휘어짐.

③ 27-3 56-③ 16.6 1.1 0.9 90 S1E1Gr 동서Tr Ⅰ층 완형, 무두식, 두부가꺾여변형됨, 신부는휘어짐.

④ 27-4 56-④ 10.2 0.7 0.6 34 N1W1Gr 남북Tr Ⅰ층 완형, 무두식, 신부가크게휘어짐.

⑤ 27-5 56-⑤ 11.1 0.9 0.7 64 S1W1Gr 동서추가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두부가꺾여변형됨.

⑥ 27-6 56-⑥ 22.2 1 0.8 95 N1W1Gr 남북Tr Ⅰ층 완형, 무두식, 두부가꺾여변형됨, 신부는휘어짐.

⑦ 27-7 56-⑦ 21.8 0.9 0.8 95 N1W1Gr 남북Tr Ⅰ층 완형, 무두식, 두부가꺾여변형됨, 신부가약간휘어짐.

신부일부결실, 유두식, 두부는원형, 두부쪽신부단면은상·하면이볼록
⑧ 27-8 56-⑧ 18.1 1.4 1 85 S1E1Gr 동서추가Tr Ⅰ층 하고좌·우면이납작해지는형태, 가운데신부단면은원형, 첨부단면은방

형인세가지형태의단면임. 

⑨ 27-9 56-⑨ 7 0.5 0.4 6 N1W1Gr 동서추가Tr Ⅰ층 완형, 무두식, 신부가크게휘어짐.

⑩ 27-10 56-⑩ 20.1 0.9 0.7 58 N1W1Gr 남북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⑪ 27-11 56-⑪ 19.8 0.7 0.7 33 S1W1Gr 동서Tr Ⅰ층 두부결실, 신부단면은원형, 첨부단면은방형. 종방향으로목질이남아있음.

⑫ 27-12 56-⑫ 20 0.7 0.6 39 S1W1Gr 동서Tr Ⅰ층 두부결실, 신부단면은원형, 첨부단면은방형. 종방향으로목질이남아있음.

⑬ 27-13 56-⑬ 9.6 0.7 0.8 22 S1E1Gr 동쪽확장TrⅠ층 첨부결실, 무두식, 두부는꺾여변형됨.

⑭ 27-14 56-⑭ 9.9 0.5 0.6 14 S1E1Gr 동서추가Tr Ⅰ층 완형, 무두식, 두부는꺾여변형됨.

⑮ 27-15 56-⑮ 7.3 0.7 0.5 8 N1W1Gr 동서Tr Ⅰ층 첨부결실, 무두식, 두부는꺾여변형됨.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현)규격(단위:㎝,g)

출토위치 설명
길이(㎝) 폭(㎝) 두께(㎝) 무게(g)



83

⒃ 27-16 56-⒃ 8.8 0.8 0.5 25 S1W1Gr 동서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신부가양갈래로갈라져꼬인형태임.

⒔ 27-17 56-⒔ 11.3 1 0.7 79 S1W1Gr 동서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두부는꺾여변형됨, 신부가크게휘어짐.

⒕ 27-18 56-⒕ 12.1 0.9 0.7 31 N1W1Gr 동서추가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신부에횡방향의목질흔, 신부는약간휘어짐.

⒖ 27-19 56-⒖ 12.5 1 0.8 55 N1W1Gr 동서Tr Ⅰ층 첨부결실, 무두식, 신부는휘어짐.

⒗ 27-20 56-⒗ 11.3 0.7 0.7 18 S1E1Gr 동서Tr Ⅰ층 두부와첨부일부결실, 첨부에횡방향목질흔.

(21) 27-21 56-(21) 9.8 0.6 0.4 11 N1W1Gr 동서Tr Ⅰ층 완형, 무두식, 신부는약간휘어짐.

(22) 27-22 56-(22) 9.7 0.6 0.4 20 S1W1Gr 남북Tr Ⅰ층 두부결실, 신부가휘어짐.

(23) 27-23 56-(23) 7 0.5 0.4 7 S1W1Gr 동서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신부는휘어짐.

(24) 28-1 56-(24) 7.8 0.5 0.4 6 N1W1Gr 동서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신부는휘어짐.

(25) 28-2 56-(25) 7.4 0.6 0.4 5 N1W1Gr 동서추가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신부는휘어짐.

(26) 28-3 56-(26) 7.3 0.5 0.5 8 S1W1Gr 동서Tr Ⅰ층 신부만남음, 신부는휘어짐.

(27) 28-4 56-(27) 11 0.6 0.5 18 S1E1Gr 동서추가Tr Ⅰ층 완형, 무두식, 신부는휘어짐.

(28) 28-5 56-(28) 8.2 0.6 0.5 13 S1E1Gr 동서Tr Ⅰ층 첨부일부결실, 무두식, 신부는휘어짐.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현)규격(단위:㎝,g)

출토위치 설명
길이(㎝) 폭(㎝) 두께(㎝) 무게(g)

(29) 탄환 5점(도면 26-1 ~ 6, 사진 56-(29))

N1W1Gr 동서Tr Ⅰ층에서1점, N1E1Gr 동서추가Tr Ⅰ층에서4점이출토되었다. 전면부는뾰족하고후면

부는편평하며단면은원형이다. 동일한제작품이다.  길이 4.8㎝, 너비 1.1㎝, 무게 24~25g 

(30) 불명철기편(도면 28-7, 사진 56-(30))

S1G1Gr 동서Tr Ⅰ층에서 출토되었다. 주조품으로 용도를 알 수 없으며 횡단면이 타원형이다.  현길이

3.7㎝, 두께 0.6㎝, 무게 59g

불명청동기편(도면 28-8, 사진 56- )

S1W1Gr 남북Tr Ⅰ층에서 출토되었다. 단면이 얇은 판상이나, 부정형으로 말려 있어 형태나 용도를 파악

하기가 어렵다.  현길이 1.7㎝, 무게 6g 

불명철기편(도면 28-9, 사진 56- )

S1G1Gr 동서Tr Ⅰ층에서 출토되었다. 주조품으로 상하단이 결실되어 용도를 알 수 없으나 하단으로갈수

록 폭이 좁아지고 있어 용기의 다리일 가능성이 있다. 단면은 삼각형이다.  현길이 8.3㎝, 두께 2.2㎝, 무게

142g

∼ 동전

상평통보 5점과 일본동전 1점이 출토되었다. 상평통보는 크기가 다양하며 외연이 일부 닳아있다.

28-10 56-10 3.1 0.2 8 N1W1Gr동서Tr Ⅰ층 상평통보. 청동녹이덮혀부식이심함.

28-11 56-10 3.1 0.2 8 N1W1Gr동서추가Tr Ⅰ층 상평통보. 청동녹이덮혀부식이심함.

28-12 53-10 2.8 0.2 7 N1W1Gr동서Tr Ⅰ층 상평통보. 청동녹이덮혀부식이심함

28-13 56-10 2.4~2.5 0.2 5 N1W1Gr동서추가Tr Ⅰ층 상평통보. 청동녹이덮혀부식이심함.

28-14 56-10 2.5~2.6 0.2 5 N1W1Gr동서추가Tr Ⅰ층 상평통보. 청동녹이덮혀있음.

28-15 56-10 2.4 0.2 5 N1W1Gr동서추가Tr Ⅰ층 일본동전. 청동녹이덮혀있음.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현)규격(단위:㎝,g)

출토위치 설명
직경(㎝) 두께(㎝) 무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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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금속유물(1~23: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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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금속유물(1~15:Ⅰ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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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⑧

(24)~(28)

(29)

(30)⑨~(23)

사진 56. 현대 연무관지(5차) 출토 금속유물(①~ :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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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 연무관지 조사광경

사진 57. 연무관지 조사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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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0. 연무관지 조사광경

사진 59. 연무관지 조사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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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연무관지 학술자문회의 광경

사진 61. 연무관지 학술자문회의 광경



Ⅴ. 고찰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연무관(演武館)은 문무관 시험을 보거나 군사훈련을 거행하던 곳으로, 인조 2년

(1624)에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부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연무관은 1972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2008년 매장문화재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한얼문화유산연구원)가 실시되었고, 2010년 발굴조사(경기문화재연구원)를 통해

연무관이 들어서기 전의 터의 상황과 연무관 창건 후 여러 차례 중수에 이르기까지 변화과정을 밝혀낼 수 있

게 되었다.

이에 발굴조사자료와 문헌사료를 토대로 연무관의 기능과 연혁, 규모와 주변 역, 기초부 축조방법과 조

과정 변천, 조척 등을 살펴봄으로써, 17세기에 창건된 이래 오늘날까지 유지 관리되어온 연무관의 건축

적 특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연무관의 기능과 연혁

연무관은 성 중앙의 북쪽 산기슭 아래에 있는 관해(官力)로, 처음에는‘연무당(鍊武堂)’이라 부르던 것을

숙종조(1674~1720년 재위)에 수어사 김좌명이 개수할 때‘연병관(鍊兵館)’이란 현판을 하사하 다. 정조

기해년(1779)에는‘수어 (守禦營)’이라 개칭하 으며1), 이후에는‘연무관(演武館: 1813년 중수상량문에

보임)’이라 부르고 있다. 

양 (兩營: 守禦廳과 摠戎廳)의 사정을 신이 그 이면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번에 양청

(兩廳) 중에서 만일 하나를 혁파한다면, 군사의 식비가 쓸모없이 외람하던 폐단이 마땅히 그 절반으로 감

하게 될 것입니다. 양 가운데 어느 것을 두고 어느 것을 혁파하느냐에 있어서는 비록 어느 것이 중요하

고 어느 것이 경미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수어 (守禦營)은 남한산성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미 증험해 보인 금성탕지(金城湯池: 방비가 매우 견고한 城)가 되었으니, 곧 다른 날의 진양(晉陽: 국

가가 위급할 때 대피할 수 있는 保障地)과 같은 자리입니다.2)

임금이 남한(南漢)에 있었다. 연병관(鍊兵館)에 나아가 문사(文士)·무사(武士)를 시험하여 문과에

민태혁 등 3인을 뽑고 무과에 이상연 등 15인을 뽑았다.3)

임금이 연병관에 나아가 장사(將士)를 호궤(念饋: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하 다.4)

9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중정남한지』권2 「관해」. 守禦營在城中央北麓之下 古稱練武堂 肅宗朝守禦使金佐明改修扁以練兵館 正宗己亥改今名.
2) 『정조실록』제5권, 정조 2년(1778) 무술 윤6월 24일 임오. 第兩廳事情 臣未沐憬面之如何 而今於兩廳之中 若革其一 兵食

冗濫之弊 當減其半矣. 至於兩營之或存或罷 雖未知孰重孰輕 守營之設置南漢 爲我國已驗之金湯 而卽他日晉陽之地.
3) 『정조실록』제8권, 정조 3년(1779) 기해 8월 8일기미. 上在南漢御鍊兵館試文武士文取閔台爀等三人武取李尙淵等十五人.
4) 『정조실록』제8권, 정조 3년(1779) 기해 8월 10일 신유. 上御鍊兵館 念將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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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대(西將臺)와 남장대(南將臺)를 두루 보았다. 이어 연무관(演武館)에 나아가 야조(夜操: 밤에 군

사를 훈련시키는 것)를 보고 돌아와 행궁에서 경숙(經宿: 임금이 대궐 밖에서 밤을 지내는 것)하 다.5)

이처럼『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왕이 연무관에 들러 군사훈련을 보거나 시험을 보는 등 건물의 용도와 관련

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창건 및 중수시 규모나 평면구성, 배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연무관의 중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료로는 2009년 연무관지 해체보수공사 중 발견된 1건의 상량문과 2건

의 중수기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외목도리(이전에 종도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에서 확인된 묵서에는

1702년(숙종 28)에 입주상량(立柱上樑)하 다고 기록되어 있고, 어칸 종도리 안에 봉안되어 있던 1763년

( 조 39)의 중수기록과 1873년(고종 10년)6)의 중수기에는 중수시기와 공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그림 1. 관련 사료〔①:종도리 상량문(1702), ②:「중수기」(1763), ③:「중수기」(1873), ④:『광주부읍지』(184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고종실록』제4권, 고종 4년(1867) 정묘 9월 11일 신유. 歷臨西將臺南將臺 仍御演武館夜操 還行宮經宿.
『승정원일기』고종 4년(1867) 정묘 9월 11일 신유.

6) 상량문의 첫 부분에‘숭정기원후사계유(崇禎紀元後四癸酉閏六月)’라 기록되어 있어 1813년(순조 13)에 중수한 것으로 계
산되나, 6월에 윤달이 낀 해가 1873년(고종 10)이고, 중수에 참여한 조석우(曺錫雨)와 조희석(趙熙奭)이 각각 유수와 판
관을 역임한 해가 1873년이므로 상량문의 중수연대는 1873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崇禎紀元後四癸酉閏六月’는‘崇禎紀
元後五癸酉閏六月’의 오기다.

① ② ③ ④



1702년에 작성된 상량문의 후기를 살펴보면 중창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묵서에는“天啓乙丑

四月 創建文跡藏於內殿茅五間上道里中 而只其時官員及匠手姓名 而已無上樑文 故依舊例列錄 而舊記謄書幷藏

於內外殿閣第五間上道里中 後考次”라 하여 창건문적을 5칸 규모의 내전 종도리 가운데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참여한 관원 및 장인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 이미 상량문은 없으므로 옛 예에 의거하여 열록하고 옛

기록은 필사하여 내외전각 5칸 종도리 가운데에 보관하니 후에 이를 참고하라고 적혀 있다.

이밖에 1763년의 중수 기록을 보면 공사책임자 및 감독관 외에 부석감관ㆍ번와감관ㆍ목수도편수ㆍ목수부

편수ㆍ석수편수ㆍ와장편수ㆍ야장편수 등의 명단이 실려 있어 목공사를 비롯한 석공사, 지붕공사에 필요한

자재 수습과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873년에는 감독관 외 목수도편수와 부편수만

이 기록되어 있어 목구조 위주의 수리공사가 소규모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주목할 부분은 대개 60년 간격(1702년 상량, 1763년 중수, 1873년 중수)으로 중수

가 이루어진 점과 1702년 중창 당시에도 창건상량문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다는 점,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 중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연무관의 규모와 주변 역

연무관의 규모와 관련하여『광주부읍지』

(1842년경, 규10740)·『광주부읍지』(1871년

경, 규12180)·『광주부읍지』(1899년, 고

915.12-G994b)에는“守禦營在城中央凡一百

間 古稱演武館又學武堂 守禦使金佐明改名鍊兵

正宗朝己亥改今名. 貳衙在守禦營內凡十二間”

(그림 1- ④)이라 하여 수어 (守禦營) 당시 일

백 칸의 큰 규모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무 4년(1900)에 작성된 경기도 광주부 문

외동(門外洞), 현재 산성리『양안(量案)』에는

공해 23좌(座)가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관아

시설은 20여 동 정도로 성내의 서부, 중부, 북

부에 산재하고 있으며 관속들의 청사와 창고시

설로 구별된다. 『양안』에는 관아가 위치한 필지

가 다른 토지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무대(演武臺, 연무관) 북쪽에는 본아사(本

衙舍)가 있었으며, 서쪽에는 전향청(前鄕廳)과 전작청(前作廳)이, 남쪽에는 도로가, 서쪽에는 둑이 위치해

있다. 또한 전향청과 전착청의 서쪽에는 고(營庫)가 있다.7)

92

그림 2.『경기광주부양안(京畿廣州府量案)』(19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김기덕, 2011, 「조선후기 남한산성 관아건축의 변천」, 『건축역사연구』제 20권 6호, 108~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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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의 성조(城操)를 한 방면에서 거행하라고 명하 다. 좌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신이 그저께

연석에서 삼가 연병관(鍊兵館) 앞에서 군병을 시열(試閱)하라는 하교를 받들었으므로 물러나 그곳의 지

형과 규모를 물어보았더니, 좌작진퇴(坐作進退)를 논할 수 없다고 하 습니다. 군대가 좌작진퇴를 하지

못한다면 군용(軍容)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성조를 빠뜨리고 행하지 않은 지가 20년 가

까이 된다고 하니, 이번에 만일 한 방면에서 조련을 행한다면 광주(廣州) 위아래 지역에 있는 아병(牙兵)

2초(哨), 남한산성 안의 승군(僧軍) 1초, 과거에 응시한 무사 가운데 수첩군관(守堞軍官) 200명, 그 나

머지 남한산성 안의 표하군(標下軍)과 잡색군(雜色軍)을 통틀어 계산해 보면 족히 1000명은 됩니다. 길

을 닦는 등의 잡역(雜役)을 제외하고 서남쪽 한 방면에 배열하여 성조를 거행하되, 성상께서 서장대(西

將臺)에 나아가 그 절주(節奏)를 내려다보신다면 좋을 듯합니다.”하여, 그대로 따랐다.8)

명치 3년(1911)에 조사된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와 명치 4년(1912)에 측량된 광

주군 중부 군내면(중부면) 읍내동(산성리) 지적원도를 바탕으로 당시 지적의 분할과 국유지의 범위를 표시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여기에 보면 국유지의 범위는 연무관을 중심으로 그 후면과 전면부 일대는 물론 전향청

ㆍ전작청ㆍ전관창ㆍ 고터 비정되어오는 남한산성초등학교 주변 부지까지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 지적원도에는 연무관이 포함된 400번지와 401번지가 길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南漢山城

圖」(1693년 제작 추정)에도 연무관과 길, 전면 공지가 표시되어 있고, 군사훈련이나 문무관 시험을 보는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일성록』정조 3년(1779) 기해 7월 8일 경인.

그림 3. 『조선고적도보』서장대에서 내려다본 광주읍내 및 행궁(1909~1913년 사이에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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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401번지는 연무관과 관련지어 사용된 공간[연병장ㆍ시험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일성록』정조 3년(1779) 기해 7월 8일의 기사를 통해 볼 때, 연무관 앞의 지형과 규모는 모든 군사들

을 모아놓고 훈련하기에는 비좁았음을 알 수 있다. 높고 탁트인 구릉에 위치한 연무관은 길 건너 넓고 평탄한

대지에서 행해지는 군사훈련을 내려다보기에 적합한 입지에 자리잡았다.

2009년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무관지 주변 일대에 대한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 건물지로 추정되는 형적들과 계단식 석축시설물, 축대 등이 노출되었다. 특히 연무관 뒤편으로는

와건물지가 존재하고, 건물지 대부분에서 구들관련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주거와 관련된 건물로 추정하 으

며, 연무관 뒤편의 석축시설은 이아터로 이어지는 길목에 조성되어 있어 계단식 석축물로 추정하 다. 출토

된 자기류의 중심연대는 17~18세기로 추정되고 있어 연무관 조성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9)

3. 연무관의 기초부 축조방법과 조 과정 변천

연무관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집이다. 건물은 장대석 기단 위에 팔각주초석과 거칠

게 가공된 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웠고, 공포는 초익공으로 장식하 다. 후면의 퇴칸은 강회다짐한 흙바닥으

로 되어 있고 별도의 전면석렬로 구분됨에 따라 사대(射臺)로 추정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한얼문화유산연구원·광주시청, 2011, 앞의 보고서, 97쪽.

그림 4. 광주 연무관지 지적원도(1912년) 그림 5. 『토지조사부』(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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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무관지 적심 축조방법

B2
(3차)

A2
(3차)

C2
(3차)

F2
(3차)

D2
(3차)

C2
(3차)

G6
(4차)

E5
(5차)

G6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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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는 기초부 축조방식 및 선대유구의 존재유무, 기반토 등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칸부에

중심트렌치를 구획하여 풍화암반면까지 조사하 고, 그밖의 트렌치는 적심이나 기단굴광선이 확인되는 면까

지 정리하고 부분적으로 탐색피트를 넣어주어 하부구조를 파악하 다. 

조사결과 연무관지는 크게 5차례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었다. 가장 하부에는 고려시대 유구 및 문화층(1차)

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 조선시대 선대 건물지(2차)와 조선시대~현대 연무관지 중창 및 중수와 관련된 유구

(3~5차)가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정면 3칸 규모의 선대 건물지(2차)는 초창기 연무관과 관련된 유구로 추정되나 향후 검토가 필

요하며, 그 위에 조성된 연무관(3~5차: 정면 5칸, 측면 4칸)은 세 차례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 곧, 중수시

연무관지 후면 퇴칸의 초석이 재배열(4차: 퇴칸측면주칸거리가 좁혀짐)되고, 넓은 어칸 구성에 따른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후대(5차)에 들어서 중앙기둥(D5·D6기둥)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앙 후면부 기둥위

치(C4·E4기둥)를 반 칸 정도 옮겨 들여 6칸으로 구성하 다. 1989년에는 기단석의 해체 후 보수, 배수로

정비, 하인방 마루 및 벽돌 보수, 지붕 및 기와 보수, 단청 도색 및 집입로 계단 보수 등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연무관 모습을 갖춘 3차 시기의 기초부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풍화암반토를 기반

토로 하여 자연지형을 따라 초석 및 기단의 높이를 조절해 가며 조성되었으며, 하부에 퇴적층(고려시대 문화

층)이 있는 곳은 사질점토로 성토한 후 기초부를 축조하 다.

적심은 이러한 기반토의 상태나 초석의 위치, 조성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축조되었으며, 앞서 선

대건물지(2차)의 적심축조방법은 연무관(3차)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위치가 변동되었고, 이후 연무관

(4~5차)의 적심은 연무관(3차)와는 규모나 재료면에서 거칠게 축조되었다.

이는 풍화암반토 및 성토한 기단토를 굴광한 후 사질점토와 할석을 번갈아 깔아준 후 초석을 안치한 경우

(3차: A2ㆍB2ㆍG2ㆍF2), 풍화암반토를 기반토로 하여 별도의 굴광없이 할석을 놓고 초석을 얹은 다음 할

석 주변을 보토해 준 경우(3차: C2ㆍD2), 이전 적심부를 얕게 되파기한 후 할석을 놓고 초석을 얹은 경우

(4차: G6), 풍화암반토를 굴광한 후 기와편을 채워 넣은 후 할석 위에 초석을 얹은 경우(5차: E5)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이들 중 굴광 없이 기반토 위에 바로 놓인 초석에는 기둥이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

며, 풍화암반토를 기반토로 하거나 앞서 적심이 놓 던 자리 위에 축조하는 경우는 적심의 깊이가 얕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건물지의 적심 관련 연구로는 경복궁의 적심을 분석한 논고가 있다. 여기에 보면 경복궁의 건물

유형별 적심을 형태·규모·재료·축조방식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고, 시기별 변천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경복궁 건물지 적심은 총 21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각 건물 유형에 따라 적심도 달리 축조되며, 시기

별로도 적심의 축조방식 및 재료 등이 변화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적심의 형식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경복궁의 경우 조선전기 14~16세기에는 원형잡석적심(Ⅰ-1형식), 말각방형장대석적심(Ⅱ-1형

식), 말각방형잡석+와전적심(Ⅱ-2a형식)만 축조되다가, 조선후기 19세기에 들어 21가지 분류한 모든 적심

이 다양한 축조되었다고 한다.10) 이와 비교해 보면 연무관지의 경우 조선 전시기에 걸쳐 축조되었던 원형잡

석적심(Ⅰ-1형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최인화, 2008, 「경복궁 건물지의 고고학적 연구 -특히 적심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인화, 2009, 「경복궁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연구」, 『문화재』vol.4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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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무관지 조 과정 변천

그림 8. 조선시대 선대건물지(2차)와 연무관지(3~5차) 중복양상(E→W)

1차
고려시대

유구·문화층

2차
선대건물지
(조선시대)

3차
연무관지
(조선시대)

4차
연무관지

(조선시대~현대)

5차
연무관지
(현대)



건물지의 조 시기와 관련하여 출토된 유물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전 연무관의 기단상면

과 주변지역에서는 최근에 사용된 기와와 전돌 외에도 조선시대 도기와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Ⅰ층에서는 백

자대접, 백자잔, 화문막새, 창해파문·복합문·집선문수키와, 무문암키와, 연화문막새를 비롯하여 원형토제

품, 여러 점의 철정과 상평통보 등 현대~조선후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Ⅱ·Ⅲ층에서는 Ⅰ층에서 출토된 것

과 같은 양상의 17~19세기 유물이 소량 출토되었다. Ⅳ~Ⅴ층에서는 청자대접, 고려백자접시, 반구병구연

부편, 도기호, 격자문·어골문암키와, 토수기와 등 12~13세기 유물이 소량 출토되었다.

고려청자는 대개 시유 및 번조상태가 좋지 않으며, 화문이 압인양각된 저부편과 음각선이 돌아간 동체부편

등이 출토되었고, 백자는 화문이 그려진 청화백자를 비롯하여 잔, 접시, 대접 등이, 도기는 대옹·호·동이편

이 소량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원형토제품으로, 현대(5차)~조선시대 연무관지(3차)의 기단토인Ⅰ

~Ⅱ-1층에서 다량 수습되었다. 이는 전면 중앙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주변 기단토에서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 평면형태가 원형인 것을 제외하고는 크기와 재질이 각기 다르며, ‘車’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

는 것도 있어 장기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원형토제품은 남한산성 행궁지와 인화관지,

한흥사지, 국청사지, 법화사지 등 동시기 건물지에서 여러 점 출토되었다.

4. 연무관의 조척

그간의 건물지의 조척 연구가 초석간 중심거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본 건물지의 조척 검토는 연무

관지(3차)의 기둥 배열을 대상으로 하되 현대 연무관 건물의 해체전 실측값을 토대로 각 주칸거리별 조척

과 연속거리별 조척을 중심으로 산정해 보았다(표 1∼2). 그 결과 조척은 정면어칸(4,000mm)과 좌우

제1협칸(2,474mm, 2,463mm)의 주칸거리가 182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 소장 사각유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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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989년 연무관지 보수공사(새한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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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척(308.03mm)으로 산정해 보았을 때 각각 13척과 8척인 완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료를 바탕으로 할 때, 해체시 확인된 종도리의 묵서는 1703년의 기록이고 중수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대대적인 중창은 176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전체적인 가구 구성은 18세기에 이

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조선후기 조척과 관련된 연구자료가 적고, 다른 시기의 조척으로 산출

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조척만으로 건물의 조 시기를 단정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물이 여러 차례 중수되면서 평면 및 가구 변화는 물론 목재가 갖고 있는 특성상 치수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무관의 경우 정면과 후면부의 가구(架構) 차이가 생기고, 동일한 열이라 하더

라도 주칸거리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현존하는 건물이 오히려 정확한 조척을 산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와는 달리 그 값도 각기 다르게 산출되었다. 

유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연구자(보고서)마다 실측위치나 방법이 달라서, 동일한 대상을 놓고 분석하여

도 모든 실측치가 정수척으로 떨어지는 조척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여러 개 또는 각기 다른 조척이 나

오기도 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조척간에는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거나, 일정 배수값이 유사하게 떨어지기

도 하며, 동시대에 통용된 조척이 같더라도 장인에 따라 사용하는 자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조척이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상의 한계를 제외하고 그 결과를 인정한다면 동시기에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에 있어 혼재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 그 진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11)

따라서 연무관 창건(또는 중창시)시 사용된 조척은 308.03mm를 참고하되 동시기에 건립되었던 주변

관 건축물의 조척간 비교를 통해 그 오차범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표 1. 연무관지 조척 산정1(각 주칸거리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이승연, 2011, 「유적발굴조사와건축기술사연구의현황과과제」, 『한국건축기술사연구의방향모색』, 국립문화재연구소.

정면주칸거리 2,686 2,474 4,000 2,463 2,724

숭례문실측치(태조때초창시)
8.3 7.7 12.4 7.6 8.5

(태조1392~1398년) 조척322.1mm

세종때척도제정1430년 조척312.2mm 8.6 7.9 12.8 7.9 8.7

창경궁명정전(성종때건립)
8.6 8 12.9 7.9 8.8

(성종1457~1494년) 조척310.7mm

창덕궁소장사각유척(1820년추정) 조척308.03mm 8.7 8 13 8 8.8

정수척추정시 조척 298.4 309.3 307.7 307.9 302.7

위치 A1∼B1 B1~C1 C1~E1 E1~F1 F1~G1

후면주칸거리 2,661 2,489 2,034 1,984 2,507 2,677”

숭례문실측치(태조때초창시) 322.1mm 8.3 7.7 6.3 6.2 7.8 8.3

세종때척도제정312.2mm 8.5 8 6.5 6.4 8 8.6

창경궁명정전(성종때건립) 310.7mm 8.6 8 6.5 6.4 8.1 8.6

창덕궁소장사각유척(1820년추정) 308.03mm 8.6 8.1 6.6 6.4 8.1 8.7

정수척추정시 조척 295.7 311.1 290.6 283.4 313.4 297.4

위치 A6~B6 B6~C6 C6~D6 D6~E6 E6~F6 F6~G6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연무관(演武館)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인조 2년(1624)

에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부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연무관은 처음에는‘연무당(鍊武堂)’이라 부르

던 것을 숙종조(1674~1720 재위)에 수어사 김좌명이 개수할 때‘연병관(鍊兵館)’이란 현판을 하사하 고,

정조 기해년(1779)에‘수어 (守禦營)’이라 개칭하 으나, 이후에는‘연무관(演武館)’이라 부르고 있다. 

연무관지는 풍화암반토를 기반토로 하여 자연지형을 따라 초석 및 기단의 높이를 조절해 가며 조성되었으

며, 하부에 퇴적층(고려시대 문화층)이 있는 범위에 한해 기초부를 일부 성토한 후 정지하여 축조하 음이

밝혀졌다. 또한 조사지역인 연무관지 내부에서는 크게 5차례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유구 및 문

화층(1차)과 조선후기 창건된 연무관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대 건물지(2차), 연무관지 중창 및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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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무관지 조척 산정2(연속주칸거리별)

정면주칸거리 2,686 5,160 9,160 11,623 14,347

숭례문실측치(태조때초창시) 8.3 16 28.4 36.1 44.5
(태조1392~1398) 조척322.1mm

세종때척도제정 조척312.2mm 8.6 16.5 29.3 37.2 46

창경궁명정전(성종때건립) 8.6 16.6 29.5 37.4 46.2
(성종1457~1494) 조척310.7mm

창덕궁소장사각유척(1820년추정) 조척308.03mm 8.7 16.8 29.7 37.7 46.6

정수척추정시 조척 298.4 303.5 305.3 298 298.9

위치 A1~B1 A1~C1 A1~E1 A1~F1 A1~G1

후면주칸거리 2,661 5,150 7,184 9,168 11,675 14,351”

숭례문실측치(태조때초창시) 322.1mm 8.3 16 22.3 28.5 36.2 44.6

세종때척도제정312.2mm 8.5 16.5 23 29.4 37.4 46

창경궁명정전(성종때건립) 310.7mm 8.6 16.6 23.1 29.5 37.6 46.2

창덕궁소장사각유척(1820년추정) 308.03mm 8.6 16.7 23.3 29.8 37.9 46.6

정수척추정시 조척 295.7 302.9 299.3 295.7 299.4 299

위치 A6~B6 A6~C6 A6~D6 A6~E6 A6~F6 A6~G6

측면주칸거리 1,894 4,248 6,596 8,473

숭례문실측치(태조때초창시) 322.1mm 5.9 13.2 20.5 26.3

세종때척도제정312.2mm 6.1 13.6 21.1 27.1

창경궁명정전(성종때건립) 310.7mm 6.1 13.7 21.2 27.3

창덕궁소장사각유척(1820년추정) 308.03mm 6.1 13.8 21.4 27.5

정수척추정시 조척 316 303 300 303

위치 A1~A2 A1~A3 A1~A5 A1~A6

측면주칸거리 1,894 2,354 1,318 1,030 2,348 1,876”

숭례문실측치(태조때초창시) 322.1mm 5.9 7.3 4.1 3.2 7.3 5.8

세종때척도제정312.2mm 6.1 7.5 4.2 3.3 7.5 6

창경궁명정전(성종때건립) 310.7mm 6.1 7.6 4.2 3.3 7.6 6

창덕궁소장사각유척(1820년추정) 308.03mm 6.1 7.6 4.3 3.3 7.6 6.1

정수척추정시 조척 316 294 330 343 294 313

위치 A1~A2 A2~A3 A3~A4 A4~A5 A3~A5 A5~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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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유구(3~5차)가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정면 3칸 규모의 선대 건물지(2차)는 초창기 연무관과 관련된 유구로 추정되나 향후 검토가 필

요하며, 그 위에 현 연무관지(3차: 정면 5칸, 측면 4칸)가 중창되었다. 이후 연무관지 후면 퇴칸의 주초석이

재배열(4차: 퇴칸측면주칸거리 좁혀짐)되고, 후면 어칸부에 초석이 추가로 배열(5차: 구조적 결함을 보강,

현대 보수정비 추정)되었으며, 기단석의 보수(5차:1989년)가 이루어졌다. 

이들 유구의 중창 및 중수시기와 관련하여 출토유물, 조척 및 해체보수공사 중 발견된 1건의 상량문과 2

건의 중수기를 참고할 만하다. 이 가운데 해체된 종도리에는 1702년(숙종 28)에 입주상량(立柱上樑)한 기록

이, 다른 하나는 1763년( 조 39)의 중수기록이, 나머지 하나에는 1873년(순조 13)의 중수기록이 있어, 대

개 60년 간격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유물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기와편들이 대부분이고 자기는 소량만 출

토되어 시대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조선후기의 유물들로 볼 수 있어 연무관지 조 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무관지(3차)의 조척(표 1∼2 참조)을 살펴보니, 정면어칸(4,000mm)과 좌우제1협칸

(2,474mm, 2,463mm)의 주칸거리가 182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 소장 사각유척의 조척

(308.03mm)으로 산정해 보았을 때 각각 13척과 8척인 완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볼 때, 현 연무관은 1813

년에 중창된 이래 여러 차례 중수되면서 평면 및 가구 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종도리 상량

문의 기록을 참고해 볼 때 1762년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그리드의 중심축을 따라 연무관지 밖 사면에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한 결과, 별다른 유구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연무관지 하부에서 노출된 선대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가 연무관지 밖 북쪽으로 연장될 가능성

이 있고, 연무관지 주변으로는 시굴조사결과와 연관된 조선후기 관 건물들의 징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금번 조사범위가 현재 연무관 및 주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앞서 조사된(2009. 3. 한얼문화유

산연구원) 연무관지 주변 시굴조사결과도 유구의 징후만 참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창건 이래 연무관과 주변

권역에 조 된 건축물의 공간구성과 변화과정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져 연무관지 권역 복원정비시 좀더 많은 기초자료가 확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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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남한산성은 행궁의 건립과 광주부의 읍치이전 이후 성내에 지속적으로 건물이 수축되어 왔으며 행정기능

의 중심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내 인구가 4000명이 넘을 정도로 대표적인 산성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연무관지(경기도 유형문화제 제6호)는 성내 군사들의 군사훈련장으로서 2008년 해체보수공사시 시굴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1차 시굴조사(한얼문화재연구원, 2009)시 창건기와 관련된 유구확인조사의

선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번 2차 발굴조사는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정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연구

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연무관지는 5차례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었고 이들 문화층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3유형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층은 연무관 창건이전 시기로서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된 층이다. 유적의

조사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규모 및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2층은 창건기의 연무관지 관련유구로 추정

되는 문화층이며, 후대건물지와의 중복으로 현재 정면3칸의 건물지로 판단되며 기단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제3~5층은 연무관지의 중창 및 중수와 관련된 문화층이며 남서향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지(3차)와 후

면 퇴칸의 주초석 재배열(4차), 후면 어칸부 초석의 추가배열(5차)등의 보수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들 유구의 중창시기와 관련해서는 출토유물 및 해체 보수공사 중 발견된 상량문 및 2건의 중수기를

통해 1702년(숙종 28)과 1763년( 조 39) 및 1873년(순조 13)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대략 60년 간격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금번 조사를 통해 연무관이 갖는 유적의 성격과 함께 중수기 및 상량문등의 그 축조기록들이 남아있는 점

을 감안하면 남한산성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연무관의 역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범위가 현재의 연무관 주변에 한정되어 있고, 앞서 실시된 시굴조사(한얼문화재연구원, 2008)

결과 역시 주변의 유적 징후만 확인된 결과로서 금번조사에서 확인된 창건기 연무관지(2차)의 변화과정과 범

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무관과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면 한 추가조사를 통해 연무관지

의 변화과정과 관련된 더 많은 기초자료가 확보되길 바라며 이를 통한 연무관지 권역에 대한 복원정비가 이

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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