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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 허가 제2014-0388호(발굴제도과-4013) ‘남한산성 제1남옹성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이다. 

2.  조사는 제1남옹성의 축조방법을 파악하고 부속시설인 포루, 군포, 고대를 확인하여 이후 시행될 성벽의 

기본적인 정비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발굴조사이다. 조사면적은 전체 2,381㎡이며, 

포루구간은 발굴조사(800㎡)로, 용도구간은 시굴조사(1,581㎡)로 진행되었다. 

3.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4. 본문에 삽입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지도를 재편집하였다.

5.  본문 중의 각주번호는 Ⅰ~Ⅳ장은 연속적으로 부여하였으나, Ⅴ장의 고찰은 별도로 부여하였다.

유구관련

6.  용도구간의 시굴트렌치는 수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성벽의 상태가 양호한 곳을 선별하여 

구획하였다. 남쪽부터 1~8까지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Tr.1~3은 남쪽으로 높아지는 구간이므로 남쪽 토층

을 남겼으며, Tr.4~6은 북쪽으로 높아지는 구간이므로 북쪽 토층을 남겼다.

7. 토층번호는 성외측은 로마자로(Ⅰ, Ⅱ, Ⅲ...), 성내측은 아라비아숫자(1, 2, 3)로 부여하였다.

8.  토층도에서 흑색망( )은 구지표(흑갈색 유기물층)를, 황갈색망( )은 기반토를 의미한다. 제1남옹성 

축성이전 또는 축성당시의 구지표 또한 넓은 의미에서 제1남옹성의 기반토 범주안에 포함되지만, 원지형

에서 구지표가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구지표를 깎아내는 등 별도의 인위

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도면에서 잘 보여주기 위하여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9.  토층도에서 축성관련층, 성토층은 축성하기 전 바닥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흙을 깐 경우, 성벽  

하부면석과 기단석축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 외측에 인위적으로 피복한 경우, 성벽 내측의 생활면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성토한 경우를 의미한다.

유물 관련

10.  제1남옹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수습된 기와와 전은 주로 여장에서 쓰였던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자리를 이탈하여 지표에 떨어진 것들이다. 

 층위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층위별로 수습하고  

출토층위를 명기하였으나,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

은 일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수습하고 권역명을  

부여하였다. 

본 보고서에 명기된 유물의 출토위치는 각각 트렌

치의 남쪽주변으로 수습하여 트렌치번호를 부여하

였으며, 정확한 수습명칭은 좌측의 도면과 같다.

11.  유물의 번호는 연속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원고와 도면, 사진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였다.

12.  유물도면의 축소비율은 기와는 1/6, 자기·도기는 1/3, 금속유물은 1/2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부 명문

기와의 경우는 축소비율을 조정하였고 별도의 축척을 표시하였다.

◇ 일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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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산성으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과 성남시 중원

구 은행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봉인 청량산(497m)을 중심으로 북쪽의 연주봉(466m), 동쪽의 망월봉

(502m)과 벌봉(514m), 남쪽의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하여 축성되었다.

남한산성은 195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 취소되어 1971년 

도립공원으로 재지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로 인하여 1970년대의 고증되지 않은 정비사업의 대상에

서 벗어나 오히려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63년에는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6월에는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남한산성은 종묘와 사직을 지닌 행궁을 갖춰 유사시에 대비하여 임시수도 기능을 하도록 한 초대형 성곽

도시인 동시에 광주 읍치가 있는 군사행정도시였다. 또한 남한산성의 성벽에는 시대별로 다른 독특한 축성

방법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선시대 성곽 축성술의 표본이 되고 있다. 성곽의 축성과 

관리 보수는 9개의 승영사찰을 중심으로 한 승군이 300년 이상 맡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거주하

고 제례, 음식, 민속 등의 무형유산이 함께 남아있다는 점 등이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1) 즉 남한산성은 행궁과 군사시설, 도시 기능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본성뿐만 아니라 외성(봉암성·한봉성·신남성), 옹성(연주봉옹성·장경사신지옹성·제1·2·3남옹성)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성곽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한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85년에 지표조사2)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1998년에는 남한산성을 종합

적으로 복원하기로 하면서 역사 주제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에 행궁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연주봉옹성과 장경사신지옹성, 2000년 중반에는 4암문

과 수구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인화관지, 침괘정 주변지역, 2009년 제2·3남옹성, 2010년 국청사지, 2011

년 한흥사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제1남옹성 발굴조사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전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에서 향후 남한산성의 정비·복

원에 필요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구조와 축성방법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조

사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2014년 4월 21일자로 문화재청 허가(허가 제2014-0388호;발굴제도과-4013)를 

받아, 우리 연구원은 2014년 5월 1일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2015년 1월 28일에 완료하였다. 이번 조사는 포

루와 군포, 고대에 대한 발굴조사(800㎡)와, 용도구간에 대한 시굴조사(1,581㎡)로 총 면적 2,381㎡에 대하

여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옹성(甕城)은 포루(砲壘), 고대(高臺), 용도(甬道)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루에는 포좌 8개

소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군포 1개소가, 포좌 상부에는 회곽로와 여장이 확인되었다. 용도 구간의 체성부

에는 옹성 내의 배수를 위한 수구가 설치되었는데, 서쪽 체성부에서 1개소, 동쪽 체성부에서 3개소가 드러

1)  최재헌, 2014, 「남한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와 향후과제」, 『2014 남한산성 역사문화 교원연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

청,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 한양대학교박물관, 1986, 『남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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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리고 서쪽 체성부에서 확인된 1호 수구가 위치한 성벽의 내측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축시설이 

확인되었다.

남한산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는데, 북쪽에는 연주봉옹성, 동쪽에는 장경사신지옹성, 남쪽에는 세 개의 

남옹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제1남옹성을 제외한 다른 옹성은 모두 발굴조사 후 정비·복원이 이루어졌

으며, 제1남옹성이 발굴조사 됨에 따라 남한산성에 설치된 5개의 옹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남한산성 제1남옹성 발굴조사의 개요와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유 적 명 : 남한산성 제1남옹성

2) 조사기간 : 2014년 5월 1일 ~ 2015년 1월 28일

3) 조사지역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산 125번지

3) 조사지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45-1번지

4) 조사면적 : 2,381㎡(발굴–800㎡, 시굴-1,581㎡)

5) 조사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6)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조 유 전(경기문화재연구원장)

자 문 위 원 : 손 영 식(한국전통건축연구소)

심 정 보(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심 광 주(토지주택박물관장)

이 천 우(문화재청 전문위원)

책임조사원 : 조 병 택(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부장)

조 사 원 : 진 수 정(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 우 보 람(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김 유 진(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최 규 환(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직책은 조사당시 기준임

발굴조사의 현장조사는 조유전의 책임 하에 조병택이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였다. 실무는 진수정, 우보

람, 김유진이 담당하였으며, 최규환이 보조하였다. 유구의 사진촬영과 토층도 작성 등 유구도면 작성은 조사 

담당자가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성벽의 3D 이미지 스캔 및 사진실측 도면작성은 ㈜인화엔지니어링에서 담

당하였다. 조사된 자료와 출토유물의 정리 및 유물선별 작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보고서 발간작업은 김성범(경기문화재연구원장)이 총괄하였으며, 진수정이 실무를 진행하였다. 유물의 실

측과 제도는 김유진, 이혜림(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조원)이 작성하고, 기와 탁본은 김유진, 고은정(경기문화재

연구원 보조원)이 담당하였다. 유물사진은 이주호(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가 촬영하고, 김유진이 보조하였

다. 유적 현황도를 비롯한 유구도면은 ㈜인화엔지니어링에서 이미지 스캔 및 사진실측한 데이터를 조은정

(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수정·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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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원고 기술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Ⅰ장의 머리말은 진수정, Ⅱ장 유적의 위치 및 주변환경 중 

1·3·4는 윤수현(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2는 진수정과 윤수현이, Ⅲ장의 조사경과와 방법 및 유적의 

층위는 진수정이 작성하였다. Ⅳ장 조사내용 중 유구는 진수정, 우보람이, 유물은 김유진이 분담하였으며, 

Ⅴ장의 고찰은 진수정, 우보람, 김유진,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가, Ⅵ장의 맺음말은 진수정이 기술하였다. 

고찰에 수록된 ‘남한산성 옹성의 축성사적 의미’는 심광주 토지주택박물관장께 집필을 의뢰하였다. 

부록으로 중요유구의 사진실측 및 3D 스캔자료와 발굴조사 기록사진, 출토유물목록을 수록하였다. 보고

서의 최종 교정과 교열은 김성범과 김영화(경기문화재연구원 유물활용부장)가 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적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셨다. 동경대학교 문학부 교수 사오토메 마사

히로(早乙女雅博), 동경대학교 한국조선문화연구실의 정창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오강원, 한성문화재연구원

의 김병희 원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방향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었다. 또한 발굴조사가 원활히 진

행될 수 있도록 조사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노현균 팀장, 김태완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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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위치 및 주변환경(지도 1)

1. 조사지역 위치 및 자연지리적 환경

경기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광주시의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08′~127°26′, 북위 37°15′~37°33′이다. 

동쪽으로는 여주시, 양평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이천시와 용인시, 서쪽으로는 성남시, 북쪽으로는 하남시,  

남양주시와 연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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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는 정암산(正巖山, 403m)·해협산(海狹山, 531m)이 위치하고, 앵자봉(鶯子峰, 667m)·천덕봉(天德峰, 

635m)이 여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에는 불곡산(佛谷山, 313m)·검단산(黔丹山, 535m)이 성남시와 

접하고, 남쪽에는 해룡산(海龍山, 367m)이 이천시와 접하고 있다. 관내에는 용마산(龍馬山, 596m)·태화산

(泰華山, 644m)·무갑산(武甲山, 582m)·관산(冠山, 556m)이 있으며 이들 사이로 남한강의 지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좁은 곡저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산으로 인하여 계곡과 작은 하천이 많다. 하천은 본류인 한강을 향하여 북

쪽·북동쪽으로 흐르며, 팔당호의 물을 수도권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지에서 시작

된 작은 하천들이 방사상으로 모여 용인에서 발원하는 경안천(京安川)으로 유입된다. 경안천은 광주시의 서

부를 복류하면서 능원천(陵原川)·직리천(直里川)·중대천(中垈川)·목현천(木峴川)과 합류하고 초월면에서 곤

지암천(昆池巖川)과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남한강은 시의 북쪽을 동서로 흐르고 있다.

남한산성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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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남한산성 지형도 및 조사지역 위치(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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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조사지역 근세지도(近世 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19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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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의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Pre-cambrianepoch)에 퇴적된 변성암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육괴(京畿陸塊)라 이른다. 이를 구성하는 변성암 중에는 각종 편마암류들과 석

회규산염암들이 있다.3) 경기육괴 중앙부인 광주시 일대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 복합체는 흑

운모상 편마암 및 석영장석질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의 기후는 중부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하므로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내

며 연평균 기온은 11.1℃로서 봄 평균기온은 11.2℃이며, 여름은 24.8℃, 가을은 12.1℃, 겨울은 –1.8℃로 

온대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연 강수량은 1,321.9㎜로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4)

조사지역인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쪽은 하남시, 

서북쪽은 서울시 송파구, 남서쪽은 성남시와 경계를 이룬다. 남한산성은 조선의 도읍인 한양으로부터 동남

쪽으로 16㎞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청량산(淸凉山, 497m)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연주봉(蓮珠峰, 466m), 동

쪽으로 망월봉(望月峰, 502m)·벌봉(514m), 남쪽 몇 개의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전체 둘레는 11.76㎞(본성 9.05㎞, 외성 2.71㎞), 면적은 528,459.47㎡에 이른다. 

성벽의 외부는 급경사를 이루는데 비해 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균고도 350m 내외의 넓은 구릉성 분

지를 이루고 있어 방어에 수월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성 내부에는 벼를 파종할 수 있는 논이 있고, 우물 

80개, 샘 45개 등 수량이 풍부하여 장기간 방어가 가능한 천혜의 요충지[天作之城]이다.

2. 고고학적 환경5)

광주시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86년으로 이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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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무덤 아래층에서 찍개·밀개·홈날연모 등 21점의 유물이 수습되었고6), 1996~1997년 곤지암천 유역 문화

유적 지표조사 결과 곤지암천과 그 주변지역에서 몸돌·찍개·격지 등의 뗀석기를 수습하였다.7) 1999년에는 

실촌면 삼리에서 뗀석기가 몇점 수습된 후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삼

리 구석기 유적에 대한 시·발굴조사에서 수많은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3개의 문화층이 드러났

으며, 문화층별로 돌감의 질과 형태, 떼기수법, 유물의 구성관계 등의 변화가 엿보여 중부지역 구석기시대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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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특별시, 1988, 「제1편 지질시대」, 『서울의 어제와 오늘』.

4) 광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廣州市史』1권, 광주시, p.31.

5)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고고학적 환경 내용은 우리 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간한 『南漢山城 漢興寺地』 발굴조

사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6) 충북대학교박물관, 1986, 「광주 궁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 보고서』.

7)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8)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3,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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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로 재편되기 전에 미사동9), 선동10), 춘궁동유적11)이 있으며, 서울시 강동구로 재편된 암사동유적12)도 광

주에 속했었다. 1960년 故김원룡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미사동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층위

별로 유적이 확인되어 한강유역 선사문화의 변천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13) 미사동 유적의 

신석기시대 층위 가운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곳에서 수습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5100±140B.

P. (B.C.4000~3370)로 밝혀져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4)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보고된 것은 해방 전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에 의해 남종면 검천리에서 수습한 무

문토기와 석부, 석촉 등을 김원룡 교수가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15),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가 오포면 양

벌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을 연구하여 유형분석을 시도하였다.16) 1986년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당시 실촌면 궁평리에서 고인돌과 무문토기·홍도편이 수습되었고17),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18)에

서는 광주읍 대전리, 실촌면 신대리·상호향리, 오포면 고산리·능평 3리, 초월면 쌍동리19)와 2001년 성남~

장호원간 도로건설구간 지표조사20)에서는 광주읍 장지동·역리, 초월면 대쌍령리·용수리21) 등에서 청동기시

대 유물과 유구가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실촌면 대석동유적22), 초월면 국수봉23), 역리 유물산포지

에서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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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는 한강 하류에 닿는 고대 신라의 주요교통로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아차산성-광나루-이성산성-

광주-곤지암-이천-망이산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활발하게 이용되어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다가, 15세기 

이후에는 점차 교통로의 기능이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24) 한편 생활유적이나 지배층의 분묘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로는 연곡리 유물산포지와 후자로 대쌍령리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군을 그 

예로 들 수 있다.25) 대쌍령리 석곽묘군은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군으로 통일

신라시대 지방통치체제와 교통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도척면 유정리 건물지와 지월리사지가 있다.26) 이밖에 현재 하남시로 재

9)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10) 藤田亮策, 1930, 「櫛目文土器の分布に就いて」, 『청구학총』2.

11) 橫山將三郞, 1953, 「ソウル東郊外の史前遺蹟」, 『문학논총』5·6.

12)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암사동』 ; 국립중앙박물관, 1999, 『암사동 Ⅱ』 ; 국립중앙박물관, 2006, 『암사동 Ⅲ』 ; 국립

중앙박물관, 2007, 『암사동 Ⅳ』.

13) 김원룡, 1961, 「광주 미사리 즐문토기유적」, 『역사학보』14, pp.133~145.

14) 임효재, 1983, 「방사성탄소연대에 의한 한국 신석기문화의 편년연구」,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pp.11~37.

15) 김원룡, 1965,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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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충북대학교박물관, 1986, 앞의 보고서.

18)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앞의 보고서.

19)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군,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예정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1)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현대건설·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8, 『廣州 大雙嶺里 遺蹟』.

22)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앞의 보고서.

23)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군, 2000, 앞의 보고서.

24)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pp.118~120.

25)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현대건설·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8, 앞의 보고서.

26)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군, 2000,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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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된 지역 내에는 옛 광주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절터인 천왕사지(天王寺址)27)와 춘궁동 동사지(春宮洞 桐寺

址)28)가 있으며, 춘궁동 주변에서는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유적29)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남한

산성으로 이읍(移邑)하기 전 고읍치의 교산동 건물지유적(校山洞 建物址遺跡)은 객산 기슭에 있는 대형 건물

지로 통일신라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관영건물지로 추정된다.30) 교산동 건물지에서 남쪽으로 80m 떨

어진 교산동 82번지의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5동과 문지, 축대 등이 발굴

되어 교산동 건물지와 관련된 관영건물이거나 제의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31)

조선시대 광주의 남종면·중부면·퇴촌면 등지는 도자기를 굽는데 필요한 흙, 나무, 물이 풍부하였다. 또

한 제품의 공급지인 서울과 가깝고 한강을 이용한 운반의 편리성으로 사옹원 분원이 설치되어 분원백자의 

산지로 유명했다. 이로 인하여 광주지역의 조선시대 유적은 분원백자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1963년부터 광

주시 일원을 조사하기 시작한 국립중앙박물관은 1965~1966년 퇴촌면 도마리 백자가마를 발굴조사32) 하였

고, 이후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종합 정리하였다.33) 이후 1985년 지표조사를 통해 위치

와 규모 등이 파악되어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24개 유적(88개소)이 사적 제314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계속

된 가마터 조사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우산리·범천리·선동리 일원의 가마터34)를 발굴조사하였으며, 

1991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퇴촌면 관음리, 초월면 지월리, 도척면 궁평리 가마터가 지표조사 되었

다.35) 또한 우산리 2호 가마터의 발굴조사와36) 우산리 17호 가마터의 시굴조사가37) 이루어졌다. 1997년 국

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추가로 87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고38), 이후 

2004년 실시된 조선관요박물관(현 경기도자박물관)의 조사에서 32개소가 새로이 발견되어 가마터는 312개

소에 이른다.39) 2004년 송정동 백자요의 시·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송정동 5호 요지에 대한 정밀조사

가 이루어 졌으며40), 광주 신대리 18호 백자가마터41), 광주 신대리 29호 백자가마터42)가 조사되었다. 이 밖에 

광주 진우리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와 회곽묘, 탄요 등이 발굴되었다.43)

27)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남시, 2001,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남시, 2002, 『하남 천

왕사지 2차 시굴조사 보고서』.

28)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 「광주 춘궁동 동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

사 보고서』.

29)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 『하남 춘궁동·항동 하수관거시설부지내 유적-시굴조사 보고서』 ;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 

『하남 춘궁동 건물지 유적-하남 서부농협창고부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30)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河南市, 2004,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31) 하남역사박물관, 2012, 『하남시 교산동 82번지 건축물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2) 국립중앙박물관, 1995,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도마리 1호 요지)』.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국백자도요지』.

3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3,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부 광주 우산리 9호 요지 발굴조사보고)』.

35) 해강도자미술관, 1992, 『광주의 백자요지(Ⅰ)』.

36) 해강도자미술관, 1995,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

37) 해강도자미술관, 1999,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Ⅱ)-17호 백자요지 시굴조사보고서』.

38)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도 광주 중앙관요-요지 지표조사보고서(지도편)』.

39) 조선관요박물관, 2004, 『광주의 조선도자-광주시내 조선시대 도자요지 분포현황』.

40) 경기도자박물관, 2008, 『광주 송정동 백자요지』.

41) 경기도자박물관, 2008, 『광주 신대리 18호 백자가마터』.

42) 경기도자박물관, 2009, 『광주 신대리 29호 백자가마터』.

43)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한국물류, 2008, 『廣州 鎭牛里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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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는 유사시 적을 방어하는 최후 보장지

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을 거치며 왕실 보장처로 주목받은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 수축이 이루어졌다. 이후 병자호란을 겪은 뒤 본격적인 개축이 이루어졌다.

1876년 개항이후 한국사회가 근대사회로 변화하면서 남한산성의 정치·행정적 위상이 격하되기 시작하였

다.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재로 관리되기는 하였으나 1950~1960년대 본격적인 복원·보수가 이루어지기 전

에는 훼손이 심각하였다.44)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행궁지45), 

연주봉옹성과 장경사신지옹성46), 연무관지47), 제2·3남옹성48), 인화관지49)와 침괘정(枕戈亭) 주변50) 및 수어(守

禦)를 위한 사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51)

남한산성에서 이루어진 학술조사는 1985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98년부

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행궁지는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기획하

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8차에 걸쳐 조사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행궁의 전체적인 범위와 부속건물에 

대한 구조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마당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대형 벽체건물이 확인되어 남한산성이 『삼국사

기』 「신라본기」에 등장하는 주장성에 기원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 하궐터에는 조선시대 초기의 

건물지 흔적이, 후원지역에서는 고려시대와 백제시대 유구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토지박물관에서 연주봉옹성과 장경사신지옹성 등 보수정비가 이루어지는 구간의 성벽에 대

한 발굴조사를 하여 남한산성의 축성기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2005년에는 중원문화재

연구원에서 4암문과 수구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주장성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선대의 성벽유구를 확

인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남한산성 행궁권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화관의 정비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인화관지 1차 시·발굴조사와 침괘정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

루어졌고, 2009년과 2010년에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인화관지 2차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연무관 주변지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경기문화재연구

원에서 연무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연무관을 복원하게 되었다. 2009~2010년에는 제2·3남

옹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성벽 복원·정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0년에 실시된 폐사

44) 광주시, 2010, 『廣州市史』.

4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1999, 『남한산성 행궁지-시굴·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

군, 2000, 『남한행궁지-제2차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시, 2002, 『남한행궁지-제3차 발굴조

사 보고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시, 2003, 『남한행궁지-제4·5차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

물관·경기문화재단, 2004, 『남한행궁지-제6차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문화재단, 2010, 『남

한행궁지-제7·8차 발굴조사 보고서』.

4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도, 2002, 『남한산성-발굴조사 보고서』.

47)  한얼문화유산연구원·광주시청, 2011, 『남한산성 연무관 주변지역 유적』 ; 경기문화재연구원·광주시, 2012, 『남한산성 

연무관지』.

48)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제2·3남옹성』.

49)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인화관지』.

50) 기호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009, 『남한산성 인화관 및 침괘정 주변지역 유적』.

51)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폐사지(국청사지·한흥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 경기문

화재연구원·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014, 『남한산성 한흥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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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한흥사지와 국청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2011~2012년에는 한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

루어져 남한산성이 군사도시로서 역할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호국불교의 상징인 한흥사지를 비롯한 남한산

성내 승영사찰들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산성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남한산성 시·발굴조사 및 발간보고서

연번 유 적 명 조사년도 조 사 대 상 출          전

1 행궁지1차 1998~1999
행궁전역 시굴,  
상궐지 부분 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1999, 『남한산성 행궁
지–시굴·발굴조사보고서』

2 행궁지2차 1999~2000 상궐지 일대 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2000, 『남한행궁지-제
2차 발굴조사보고서』

3
연주봉, 
장경사신지옹성

2000
연주봉옹성,  
장경사신지옹성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도, 2002, 『남한산성 발굴
조사보고서』

4 행궁지3차 2000~2001
상궐주요부분, 좌전지,  
담장지 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시, 2002, 『남한행궁지-제
3차 발굴조사보고서』

5 행궁지4차 2001~2002
서원지, 외곽담장  
남쪽지역 시·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시, 2003, 『남한행궁지-제
4·5차 발굴조사보고서』

6 행궁지5차 2002~2003
서원지, 외곽담장  
남쪽지역 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시, 2003, 『남한행궁지-제
4·5차 발굴조사보고서』

7 행궁지6차 2003~2004
하궐지 및 문지 발굴,  
마당 하층 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문화재단, 2004, 『남한행궁
지-제6차 발굴조사보고서』

8 4암문, 수구지 2005
4암문 및 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2007, 『남한산성 암문
(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附-남한산성 성곽보수 정비공
사 간이조사』

9 행궁지7차 2005~2006
통일신라시대 유구 발굴, 
마당 주변 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문화재단, 2010, 『남한행궁
지-제7·8차 발굴조사보고서』

10 행궁지8차 2006~2007

행궁지 동·남편 시굴,  
한남루지, 연못지, 옥천정
지, 완대정지, 통일신라 
시대 유구 전면 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문화재단, 2010, 『남한행궁
지-제7·8차 발굴조사보고서』

11
인화관 및 
침괘정

2006~2007
인화관 및 침괘정 주변 
지역 유적

기호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09, 『남한
산성 인화관 및 침괘정 주변지역 유적』

12 연무관 2009 연무관 주변지역 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광주시청, 2011, 『남한산성 연무관 
주변지역 유적』

13 제2·3남옹성 2009~2010 제2·3남옹성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
산성 제2·3남옹성』

14 인화관 2009~2010
인화관지 2차 시·발굴 
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
산성 인화관지 2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15 연무관 2010 연무관지 발굴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
산성 연무관지』

16 폐사지 2010
국청사지, 한흥사지 시굴
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
산성 폐사지(국청사지·한흥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17 한흥사지 2011~2012 한흥사지 발굴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4, 『남한
산성 한흥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8 제1남옹성 2014
제1남옹성 포루·고대구간 
발굴, 용도구간 시굴조사

본 보고서

19
외성(봉암성) 
수구 권역

2015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수구(19~20번) 및 성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한강문화재연구원, 2015, 「남한산
성 봉암성(외성) 수구권역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
남한산성 수구문 
주변 성벽

2015
남한산성 수구문 및 주변 
성벽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015, 「광주 남
한산성 수구문 주변 성벽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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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주변유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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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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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남한산성의 축성은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 온조왕조 기사에 나타난다.

“…秋七月就漢山下立柵移慰禮城民戶 八月遣使馬韓 遷都 遂畫彊場 北之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七月 入城闕 十四年 春正月 遷都“

이 기사를 통해 백제 초기 남한산성 일대를 한산(漢山)으로 칭하고 산성을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인식은 『고려사(高麗史)』52)와 『세종실록』 「지리지」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 백제 시조 온

조왕을 기리는 사당인 ‘온조왕사(溫祖王祠)’가 남한산성 내에 건립되었고, 정조 19년(1795) ‘숭렬전(崇烈殿)’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1985년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와 1999년 토지박물관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54)가 진행되었지만 백제 유물의 양이 적어 백제가 축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

이어 신라와 남한산성의 관계는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 문무왕 12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築漢山晝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임을 알려주는 이 기사는 

신라가 한산이라 불렀던 지역은 한강이남 지금의 광주·하남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는 이성산성(二聖山城), 

대모산성(大母山城)이 존재하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둘레가 4,360보의 규모가 큰 산성은 남한산성뿐이다.

고려시대 광주는 한주에서 광주로 개칭되었다. 고려 초기에 호족 왕규(王規)가 태조의 신임으로 대광(大

匡)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잡았는데, 그의 본거지가 지금의 하남시 일원을 포함한 광주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왕규는 자신의 세력 기반인 광주지역에 많은 불사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946년(정종 1) 손자인 광주

원군(廣州院君)을 왕위에 올리려 반란을 도모하였으나 실패하여 반란죄로 그 친족 모두 처형되었다.

983년(성종 2)에는 12목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제하였는데, 이때 광주에 처음 목

을 두었다. 1012년(현종 3)에 12절도사제가 혁파되어 광주에는 안무사가 설치되었으며 전국을 5도양계로 구

분하여 광주는 양광도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고려시대 남한산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광주부사 이세화(李世華)의 묘지명을 통해 고

려시대 남한산성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묘지명에는 1231년 몽고의 1차 침입 때 광주군민들이 ‘광주성’

으로 피하여 몽고군의 공격을 방어하였으며, 1232년 2차 침입시에도 살리타이(撒禮塔)가 이끄는 몽고군의 

주력부대가 광주성을 공격해왔으나 이세화가 물리쳤다고 기록되어있다.55) 남한산성으로 광주에 속한 이성산

성이 533년(진흥왕 14) 신라에 의하여 축성되었으나 발굴조사결과 고려시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

52) 『고려사』권56, 지리 1.

53) 『세종실록』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조.

5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1999, 『남한산성 행궁지-시굴·발굴조사 보고서』.

55) 『동국이상국집』12, 「이세화 묘지명」. ; 김용선 편저, 2012,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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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됨에 따라56) 고려시대 와편이 출토된57) 남한산성을 광주성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사』 1361년(공

민왕 10)의 기사에 ‘홍건적을 피해 백성들이 모두 올라갔다’58)는 산성 역시 남한산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록 자료나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양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고려시대의 남한산성은 외침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평상시에는 많은 주민과 군사들이 거주하며 방어하는 형태의 성은 아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도 광주목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태조의 한양천도에 따라 1395년(태조 4)에 양광도의 수원

부 이하 7개군현과 더불어 광주부는 경기도에 내속되어 좌도에 편입되었다. 1455년(세조 1)에는 좌우전후 

보례에 따라 광주는 근기4진(近畿四鎭)의 좌보(左輔)가 되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는 전략적 거점으로 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錄)』 태종 10년(1410)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세종 원년(1418)에도 남한산성을 수축

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에 따른 결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북쪽 국경 부근 4군 6진의 진보방어와 

함께 왜구 창궐 이후 연해 읍성과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사정을 반영한다.59)

임진왜란 때에도 남한산성은 매우 주요한 방어처로 이용되어 1596년(선조 29)에는 승장 유정(惟政)과 승

군 60여명을 보내어 남한산성의 수비와 축성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듬해 발행한 정유재란으로 남한산

성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어 유성룡(柳成龍)은 경기지방에 산성을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경기

도 백성을 이주하여 농사와 산성 수비를 함께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선조가 이를 윤허하였다. 광해군대에는 

군의 편제를 개편하면서 양남의 군병은 강도[강화도], 공홍도[충청도]의 군병은 남한산성을 그리고 경기·강

원의 군병은 삼각산성[북한산성]과 파주산성[봉서산성]을 지키게 할 정도로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

되어 1621년(광해군 13)에는 남한산성을 보장지(保障地)로 삼았다. 그 후 1624년(인조 2)부터 인조 4년 사이 

남한산성은 대대적인 수축을 통해 둘레 6,297보가 되었고, 여장 1,897개, 옹성문 3개, 성랑 115개, 문 4개, 

암문 16개, 군포 125개를 설치하였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이후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의 보수 및 

증·개축과 함께 남옹성 3개가 신축되었다. 연주봉옹성을 비롯한 4개의 옹성에 포루를 설치하여 병자호란에

서 청나라가 사용한 공성무기인 홍이포(紅夷砲)에 대비한 방어력을 증가시켰다.

1686년(숙종 12)에는 봉암성(蜂巖城, 둘레 962보, 여첩 294타, 암문 4개, 군포15개)을 신축하였으며, 1688

년(숙종 14)에는 궁실에 따른 제공간인 재덕당(在德堂)을 세우고, 1696년(숙종 19)에는 한봉성(漢峰城)을 신

축하였는데, 폐곡성을 이루지 않고 용도(甬道) 형태로 한봉 정상부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축조하였다. 또한 

1705년(숙종 31)에는 봉암성에 2개의 포루를 설치하였고, 1719년(숙종 45)에는 남격대[南格臺, 신남성]를 신

축하여 병자호란 당시 적에게 빼앗겨 산성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3개의 요해처에 대한 축성이 완

료되었다. 1711년(숙종 37)에는 종묘를 봉안하기 위한 좌전(左殿)과 사직을 봉안하기 위한 우실(右室)을 세

웠다. 객관인 인화관(人和館)이 있었으며, 수어청(守禦廳)·제승헌(制勝軒) 등의 관해와 비장청(裨將廳)·교현

관청(敎練官廳)·기패관청(旗牌官廳) 등의 군사시설이 갖추어 졌다. 1798년(정조 22)에는 행궁의 문루인 한남

루(漢南樓)를, 1817년(순조 17)에 유수의 집무처인 좌승당(坐勝堂), 1829년(순조 29)에는 집무처인 일장각(日

56) 한양대학교박물관·경기도, 1991, 『이성산성-3차발굴조사 보고서』.

5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1999, 앞의 보고서.

58) 『고려사』세가 공민왕 10년 11월 무진.

5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남한산성 발굴조사보고서』,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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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閣)이 세워지고, 인화관이 수리되었다.

1779년(정조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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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4개의 문에는 문루가 있고 옹성이 4개 암문이 9개이며 군보가 125처이고 

사방에 고대를 세웠다.

근대 광주지역은 1914년 전국 행정구역 통·폐합 때 의곡면, 왕륜면을 수원면으로 양평군 남종면을 편입

하였고, 1960년대 이후 5개리가 서울시로 편입되었으며, 6개리는 성남시로 편입되었다. 1979년 광주면은 광

주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에는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하남시로 편입되었으며, 2001년 광주군

에서 광주시로 승격되었다.

1935년 식민지통치 시기 경기도는 남한산성 내 유적을 ‘보물고적명소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으나, 훼손

이 심각한 수준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4년 남한산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57년 서고대를 해체·복원하고 영춘정과 영월정을 건립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4·19혁명 후 국

립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복원이 중단되었다가 1963년 사적 제57호로 지정되면서 복원·보수가 재개되었

다. 남한산성은 1964~1965년에 동문, 1966년에 연무관(演武館)과 현절사(顯節祠), 1967년에 지수당과 영월

정(迎月亭), 1969년에 남문, 1970년 침괘정과 숭렬전의 보수·복원이 이루어졌다.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

되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성내 많은 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72년 

연무대, 이서사당과 영월정, 1974년 연못과 성곽부분을 각각 보수·복원하였다. 이후에도 보수와 복원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77~1979년에는 문화재 보수 3개년 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성문, 여장, 북문

과 서문루를 복원하고, 연무관, 청량당 등이 보수되었다. 1990년대에는 성벽 보수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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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한산성 문헌조사

연번 날 짜 내     용 출 전 비 고

1
1603년 2월 18일 
(선조36)

남한산성을 수축하는 일을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함
남한산성의 형세를 이기빈으로 하여금 그려오게 함

선조실록 ·

2
1603년 2월 27일
(선조36)

이기빈이 남한산성의 형세를 살피고 돌아와 이를 보고함 선조실록 ·

3
1603년 4월 11일
(선조36)

비변사에서 남한산성과 죽산산성의 수축에 대해 아룀 선조실록 ·

4
1618년 6월 1일
(광해10)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강화와 수원(水原)에 이미 조치하였으니 
남한산성의 수축은 곧 연주(連珠)의 형세로 병법에 있어 마땅히 
먼저해야할 곳이며, 본성의 형세가 험고한 것은 과연 차자내용
의 서술과 같으니, 사세에 따라 수선하기를 청하니 윤허함 

비변사등록 ·

5
1621년
(광해13)

정조 3년(1779)에 옛 성을 수축하다가 일꾼들이 성의 서편에서 
두 바위를 찾았는데 그 위에 ‘天啓月日’이라는 각자가 있고 나머
지는 모두 뭉개져서 분별할 수 없었다. 광해 13년이 곧 천계 7
년이니 이는 신유년에 축성할 때 기록한 것인 듯하다.

중정남한지
天啓月日 
각자

6
1624년 4월 30일
(인조2)

비변사가 ‘남한산성의 보수공사는 중론이 모두 심기원(沈器遠)이 
담당할만하다’라고하니 아뢴대로 하도록함

비변사등록 ·

7
1624년 6월 27일
(인조2)

비변사에서 남한산성의 수축을 위해 役軍 및 광주목사 목서흠과 
남양부사 류림의 차출을 아뢰니 윤허함 

· 비변사등록 

8
1624년 7월 28일
(인조2)

특진관 이귀가 남한산성을 쌓는 일은 나라의 큰 계책인데 심기
원이 아비의 상을 당하였으니 대신 한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부사를 더 차출하기를 청하니, 상이 비국으로 하여금 후임
자를 차출하도록 함

인조실록 ·

9
1624년
(인조2)

남한산성을 개축하도록 하여, 2년이 지나 완공을 봄 · ·

10
1625년 7월 4일
(인조3)

도체찰사 장만 등이 남한산성의 축성 형세 및 공역을 보고함 인조실록 ·

11
1626년 2월 20일
(인조4)

비변사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에 있어 성의 수축은 마쳤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곳이 많음을 아뢰며, 완성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건의하니 그대로 따름

인조실록 ·

12
1636년 12월 14일
(인조14)

최명길에게 강화를 청하게 하고 상은 남한산성에 도착, 강도로 
가기로 결정함

인조실록 병자호란

병자호란 후 墩堡를 쌓았다 · 한봉

13
1638년
(인조16)

남옹성을 쌓았다 · 남옹성

14
1638년 2월 11일
(인조16)

비변사에서 남한산성을 퇴축하는 일에 대하여 청국에서 힐책할 
일과 공역을 성취하기 어려움을 고함, 무너진 곳만 수축하고 퇴
축하는 일은 정파(停罷)하여 후일을 기다림을 아뢰니 인견할 때 
결정한 대로 시행토록 함

비변사등록 ·

15
1639년 12월 10일
(인조17)

남한산성에 신축한 곳을 일시에 헐어버리는 것은 어려우므로 포
루와 성 가운데를 우선 철거할 것을 청함

인조실록 포루

16
1639년 12월 14일
(인조17)

남한산성 포루를 철거하는 일에 대해 파발로 전송하여 전통 인조실록 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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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날 짜 내     용 출 전 비 고

17
1649년 4월 23일
(인조27)

연성군 이시방이 남한산성의 성첩의 수선과 군량의 비축을 위한 
재목과 기와를 모아놓고 승군의 동원을 아뢰어 청함,
남월대(南月臺)도 쓰러질 형편으로 장마가 닥치기 전에 개축하
려 하나 인력의 소비가 많을 것임, 
포루 등은 칙사 때문에 모두 헐렸으며 기와와 돌을 헛되이 쌓아 
놓고 있음, 반드시 주둔해야 할 곳이 될 것이니 수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뢰고, 단기(單騎)로 왕래하기를 청하니 윤허함

비변사등록 ·

18
1686년 3월 13일 
(숙종 12)

광주유수 윤지선(尹趾善)이 남한산성의 벌바위에 성을 쌓기를 
청함

숙종실록 
보궐정오

　봉암

19
1686년 3월 15일
(숙종12)

3월13일, 대신과 비국당상 인견 입시 때 광주유수 윤지선이 중
지된 봉암의 성쌓는 일을 다시 재개하기를 아뢰니 윤허함,
또, 남한산성 옹성의 수축에 소용되는 군량이 부족하므로 공명
첩의 발급을 청하니 수량을 고쳐 허가함

비변사등록 ·

20
1686년 4월 29일
(숙종12)

4월28일 주강 입시때 광주유수 윤지선이 남한산성에 성을 쌓는 
일은 윤4월 그믐까지는 우선 정지하고 가을에 역사를 마치는 것
을 청하니 그리 하도록함
또, 지형을 따라 물려쌓는 것을 청하니 그리 하도록함

비변사등록 ·

21
1686년
(숙종12)

봉암외성을 쌓았다 중정남한지 봉암외성

22
1692년 10월 4일
(숙종18)

행이조판서 오시복이 봉암 동쪽 6~7백보 되는 거리의 한봉(汗
峯)은 우뚝 솟았고 매우 높으나, 남한산성은 그쪽이 가장 낮아 
이 봉우리에 올라가면 성중을 내려다 볼 수 있음을 아룀, 상이 
품달한대로 쌓도록 함

비변사등록 봉암, 한봉

23
1692년 12월 2일
(숙종18)

대신들과 비국의 재상들을 인견하여, 남한산성의 돈대 쌓는 일 
등을 논의하다

숙종실록 한봉 돈대

24
1692년 12월 4일
(숙종18)

이조판서 오시복이 남한산성 한봉(汗峯)의 두 돈대는 명년 2월 
그믐께에 역사를 시작할 것을 아뢰고, 병조의 여정목(餘丁木)을 
갖다 쓰기를 청하니 윤허함 

비변사등록 한봉

25
1693년 3월 7일
(숙종19)

우의정 민암이 성 밖에 각성(角城)을 쌓아 한봉이 그 안에 들어
가게 하면 좋을듯함을 아룀
오시복은 한봉에 돈대를 설치하여 한봉에서 새성의 동쪽 모퉁이
에 닿도록 쌓아 동쪽의 대로와 차단하는 장벽으로 삼기를 청하
니 상이 진달한대로 쌓도록 함

비변사등록
망월봉,
한봉

26
1693년
(숙종19)

한봉외성을 쌓았다 중정남한지 ·

27
1695년 4월 5일
(숙종21)

한재로 한봉의 축성 중지를 청함, 임금이 윤허함 비변사등록 ·

28
1695년 4월 14일
(숙종21)

한봉에 성을 쌓는 일을 중지하였으나 미처 쌓지 못한 4백여 보
의 땅은 앞으로의 사정을 보아 가면서 성을 쌓기를 청하니, 임
금이 사세를 헤아려 결정하도록 함

비변사등록 ·

29
1699년 3월 6일
(숙종25)

호조판서 민진장(閔鎭長)이 남한산성의 관사와 성곽 및 문루 등
이 기울어졌거나 썩은 곳이 자그마치 2백여 칸에 이르며 성첩도 
손상된 곳이 많음을 아룀, 근래 잦은 흉년으로 역사를 시작하지 
못하였고, 물력이 부족하여 공명첩 발급을 요청하니 윤허함

비변사등록 ·

30
1702년 4월 12일
(숙종28)

예조판서 김진귀가 남한산성 성랑 1백 50곳 가운데 개조 및 수
리 보수해야 할 32곳을 칸수로 계산하니 1백 92칸, 행궁 아래 
객사와 삼문 이하 공해 여러 곳 및 군보·사찰의 수리할 곳까지 
합하면 3백 40~50칸임을 아뢰고, 역사에 필요한 물력이 부족하
여 속첩을 발행하기를 청하니 참작하여 만들어 주도록 함

비변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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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704년 9월 16일
(숙종30)

이유가 말하기를, 신이 수어사로 남한산성의 형세를 살펴보았더
니, 봉암에 증축한 성은 그 지형의 가장 높은 곳을 따라서 개축
하면, 보수(步數)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한봉에서 장경사
가 있는 본성까지 협성을 쌓는다면, 적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
다. 그래서 전에 역사를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는데, 금
년 가을에 이미 합조를 정지하였으니, 도성의 돌을 운반하는 남
은 군사로써 시일을 한정하여 산성에 부역하게 하는 것을 청하
니 임금이 그대로 따름

숙종실록 ·

32
1705년
(숙종31)

봉암의 두 포루를 증축함 중정남한지 봉암

수어사 민진후가 5개의 포루를 증축함 중정남한지 봉암성

한봉성을 훼철함 중정남한지 한봉성

33
1707년 5월 15일
(숙종33)

남한산성의 한봉의 축성·과조를 엄격히 세울 것을 대신들이 건
의함

숙종실록 한봉

34
1710년 2월 22일
(숙종36)

제조 민진후가 남한산성 남격대를 살펴보는 일로 아룀 숙종실록
남격대
돈대

35
1710년 2월 22일
(숙종36)

제조 민진후가 남한산성 남격대에 돈대를 수축하는 여부와 관련
하여 훈련대장 이기하와 함께 살피고 돌아오기를 청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게 함

비변사등록
남격대
돈대

36
1710년 3월 21일
(숙종36)

제조 민진후가 남한산성의 남격대에 돈대를 쌓아 지키기를 청함 숙종실록
남격대
돈대

37
1710년 3월 22일
(숙종36)

제조 민진후가 남한산성의 남격대를 살펴보고 소견을 아뢰니, 
한사람의 말로 단정할 수 없으니 널리 여러 논의들을 물어 처리
하기를 청함,
임금이 이기하와 윤취상의 소견이 같고, 돈대는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서둘러 여쭈어 처리하게 함

비변사등록 남격대

38
1713년 5월 5일
(숙종39)

정해 5월, 판윤 조태채가 남한산성의 한봉도 쌓기를 요청한 것
은 대신 및 수어사의 탑전 결정으로 인하여 한봉에 쌓는 일을 
정지하고, 포루를 더 설치하였으므로 지금 논할 것이 없음을  
아룀,
경인 3월, 약방제조 민진후가 남한의 남격대는 남장대와 마주해
있고, 성안을 굽어보고 있어 전부터 성을 쌓거나 돈대를 쌓자는 
논의가 있었음을 아뢰고, 본청으로 하여 나무를 심고 중봉에 돈
대를 쌓게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서 수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물으니, 임금은 장계에 의해 시행하도록 함

비변사등록
남한등록,
남격대

39
1719년
(숙종45)

신남성(남격대)을 축성하였다 중정남한지 신남성　

40
1720년 9월 19일
(경종즉위년)

수어청에서 남한산성의 신·구 성첩 및 크고 작은 공해에 보수
할 일이 많으나 물력이 미치지 못하여 중지할 수밖에 없으니 가
선첩 작성을 청하니 윤허함

비변사등록 ·

41
1727년 5월 14일
(영조3)

이 달 13일 광주부윤 조명신이 유대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남한산
성의 성 밖 아주 가까운 곳까지 화전을 많이 일구어 장마에 사태
(沙汰)가 난 곳이 있어 성의 기초가 무너질 위험이 높음을 아뢰
고, 화전으로 장차 성첩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100보나 혹 200
보의 한계를 정하여 금단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리하도록 함

비변사등록 ·

42
1727년 10월 20일
(영조3)

부제조 조문명이 지금 남한산성의 고사(庫舍)는 모두 기울거나 
무너졌고 야간조련의 폐지는 거의 10년이나 되었음을 아뢰고, 
관서의 무명 400동을 전처럼 대여하여 고사를 수리하고 또 야간
조련 때의 물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청하니, 임금이 전처럼 대
여토록 함 

비변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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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729년 8월 23일
(영조5년)

윤순이 한봉을 남한산성 안에 넣어 도적이 궐내를 염탐할 수 없
도록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내년의 행행 때 상확(商確)하기로 함

영조실록 한봉

44
1731년 4월2일
(영조7년)

신사철이 남한산성의 성첩을 더 쌓을 것과 전망(戰亡)한 터에는 
비를 세울 것을 청함

영조실록
서장대,
한봉

45
1738년 12월22일
(영조14)

이조판서 조현명이 남한산성 한봉에 축조한 산성의 개축 및 공
명첩으로 경비를 조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수어사가 잘 헤아
리게 하고, 공명첩 지급을 허락함

비변사등록 ·

46
1739년
(영조15)

한봉성을 개축함 중정남한지 한봉성

47
1744년
(영조20)

원성을 중수하여 벽돌로 덮은 것을 철거하고 기와로 덮음, 2년
이 지나 완성됨

중정남한지 원성

48
1752년
(영조28)

신남성에 돈대를 쌓음
승정원일기 
일성록

신남성

신남성에 두 돈대를 이듬해(1753년) 쌓음 중정남한지 신남성

49
1753년 8월 24일
(영조29)

광주유수 홍계희 등이 입시하여, 지난번에 훈련대장 김성응이 
신남성을 살펴보고 조정에 돌아와서 한봉을 이어 쌓을 것을 아
뢰어 윤허를 받은 일을 아뢰고, 다시 장신(將臣)을 보내서 살펴
보게 한 다음에 이어 쌓을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를 청하니, 임금
이 훈련대장과 어영대장이 입시하였을 때에 하문하고 처리하기
로함

비변사등록 ·

50
1779년 6월 18일
(정조3년)

남한산성 보축 공사를 완공함 정조실록 ·

51
1779년
(정조3)

선조(영조)대 기와로 덮은 것을 철거하고 벽돌로 덮음
승정원일기
일성록

원성

남격대를 수축함 일성록 남격대

봉암성을 수축함

중정남한지

봉암성

남옹성을 증개축함 남옹성

52
1780년 2월 6일
(정조4)

수어사 김종수가 남한산성 성가퀴[城堞]의 허물어진 곳이 있어 
순심(巡審)에 나아가야하고, 군기집물(軍器什物)도 세월이 흘러 
파손된 곳이 많지만, 군영의 저축이 비어 재력이 갑자기 마련할 
곳이 없으므로 이미 대신과 상량(商量)한 바 있고 군기를 중수하
는 항목도 성가퀴의 순심 때에 조사한 후에 품정(稟定)하여 역을 
시작하기를 물으니, 그리 하도록함

비변사등록 ·

53
1780년 3월5일
(정조4)

수어사 김종수 등이 입시하여 새로 수축한 치첩(雉堞)은 이미 무
너지고 떨어진 곳이 많아 지금 안으로 습하고 밖으로 벗겨져서 
차례로 무너져 떨어진 곳이 수없이 많으니 여름·가을의 장마와 
흙탕물이 없어진 이후를 기다려 수축을 의논하기를 청함

비변사등록 ·

54
1782년 2월 6일
(정조6)

남한산성의 성이 무너진 곳이 800여첩이며, 체성을 탈잡은 곳이 
없다

일성록 불명

55
178년
(정조 12)

남장대 상층에 루를 세우고 타운루라 함
중정남한지
권1城池

남장대

56
1790년 6월 25일
(정조14)

전우·고사의 곳곳이 무너졌으며 초루는 볏짚을 깔거나 거적으로 
덮여있음, 암문은 파손되고 성첩도 제대로 수축되지 않음

일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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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남한산성실황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간행연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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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고지도첩』 중 「남한산성도」(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17세기 후반)

지도 6. 『해동지도』 중 「남한산성」(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소장, 보물 제1591호, 18세기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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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경과와 방법 및 유적의 층위

1. 조사경과와 방법 

조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4. 03. 17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

2014. 04. 21 : 남한산성 제1남옹성 발굴조사 허가

2014. 04. 21 : (허가 제2014-0388호 : 발굴제도과-4013(2014.04.21.)

2014. 05. 01 : 남한산성 제1남옹성 발굴조사 착수

2014. 05. 22 : 발굴조사 모니터링(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2014. 05. 30 : 1차 현장검토회의(조사방법 및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학술자문)

2014. 07. 02 : 2차 현장검토회의(조사방법 및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학술자문)

2014. 10. 17 : 3차 현장검토회의(조사내용 및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학술자문)

2014. 10. 22 : 4차 현장검토회의(조사내용 및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학술자문)

2014. 11. 03 :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

2014. 11. 03 :  학술자문회의 결과 발굴조사 과정에서 주요 유구가 잘 조사되었으나, 제7암문과 제1남옹

성과의 연결부분, Tr.2 내측에서 확인된 석축유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구조와 성

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추가조사가 필요한 구간은 시굴조사로 진행되어 

전모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추후 용도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 구조와 성격

을 밝힐 필요가 있음

2014. 11. 11 : 5차 현장검토회의(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적해석에 대한 학술자문)

2014. 12. 17 : 제1남옹성 3D 이미지스캔 및 도면작성

2015. 01. 28 : 조사완료

제1남옹성의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길이 166m, 너비 9~20m, 둘레 426m이며, 면적은 2,381㎡이다. 조사

는 발굴(800㎡)과 시굴(1,581㎡)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는 제1남옹성의 남쪽부인 포루와 군포, 고대

에 대하여 진행되었고, 시굴조사는 포루와 본성을 연결하는 용도구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조사 전 제1남옹성은 수목이 우거져 있어 벌목과 예초작업을 먼저 시행하였다. 예초작업 후 현황측량을 

통하여 유적의 정확한 조사범위와 트렌치를 구획하였고,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제1남옹성과 주변의 조사 전 

상황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이번 조사 범위에는 본성에서 제1남옹성으로 통하는 7암문을 비롯한 앞부분의 

일부 통로가 제외되어, 추후 용도구간을 발굴조사로 전환하게 되면 7암문 주변까지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하

여야 할 것이다.

조사 전 제1남옹성의 상태는 포루 내에 있는 포좌의 뚜껑돌을 비롯하여 고대의 남동모서리 측벽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다. 체성부는 성돌이 흘러내려 유실된 동쪽의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잘 남아있는 상태

였으며, 여장의 몸체부는 대부분 훼손된 상태로 기와와 전, 회조각 등이 지표에 산재해 있었다. 제1남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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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는 성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근래에 조성된 통문에서 신남성의 돈대에 설치된 KT 기지국과 공군부

대로 향하는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쪽에는 옹성을 따라 남문으로 향하여 본성의 외측을 탐방할 수 있

는 탐방로가 나 있다. 그리고 용도구간의 중앙지점은 유실된 성벽구간을 이용하여 등산객들이 통로로 이용

하고 있었다.

발굴조사 구간인 고대와 포루는 정비와 복원을 고려하여 부식토를 걷어내고, 최소한의 트렌치를 설치하

여 구조와 축성방법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포루를 축조하기 위한 대지 조성방법과 

축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포루의 내·외측에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Tr.10~12가 

이에 해당되며 Tr.10은 남-북방향이고  Tr.11·12는 동-서방향의 트렌치이다. 특히 Tr.11은 포루 내부의 축

성방법을 파악하고자 구획한 ‘十’자 탐색 트렌치 중 동-서 트렌치와 연결되며, Tr.12는 고대의 축성방법을 

파악하고자 고대 상부에 구획한 탐색트렌치와 연결된다.

포루여장에는 17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여장의 기초부와 회곽로상면을 확인하였으며, 기준 토층이 지나

는 트렌치만 개석상면까지 노출하여 회곽로 조성방법을 살펴보았다.

시굴조사 구간인 甬道는 체성부의 축조방법과 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성토범위, 성토방법을 확인하기 위

하여 옹성의 방향에 맞추어 9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시굴트렌치의 위치는 수구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지형과 체성부의 잔존상태에 맞추어 간격을 달리하여 조정하였다.

제1남옹성의 성벽은 성돌이 흘러내려 유실된 동쪽의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잘 남아있는 상태였으

며, 용도구간의 내성벽은 퇴적토로 덮여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체성부 조사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기단석, 지대석, 기단석축, 뒷채움과 같은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토층조사를 통해 원지형과 구지표, 성

토층을 파악하여 축성방법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2. 유적의 층위

조사결과 제1남옹성은 본성에서 점점 낮아지는 구릉지대인 원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성을 축조했음이 

확인되었는데, 원지형에 따라 성토 높이와 범위, 체성부 높이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1남옹성의 남북토층

을 보면, 원지형은 본성(424m)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낮아지는데, Tr.4가 위치하는 지점에서 해발 407m로 

가장 낮아지며, 고대로 가면서 다시 완만히 높아졌다가(416m), 포루에서 낮아지는(412m) ‘ ’ 형태이다.

동서토층에서 확인되는 원지형은 서쪽에 비해 동쪽이 낮아지는 지형이다. 따라서 용도구간의 생활면을 

조성하고, 성벽을 축성하기 위하여 경사가 낮은 동쪽을 높게 성토하였는데, 특히 Tr.6이 위치하는 본성 인

접부와 제1남옹성의 가장 남쪽부인 포루구간은 동쪽이 서쪽에 비해 레벨이 많이 낮아진다. 용도구간 내부는 

서고동저의 지형을 평평하게 맞추기 위하여 회갈색사질점토와 암회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등을 성토하

여 성벽의 내측 지면을 보강하였다.

제1남옹성 남-북 층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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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형이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한 Tr.4의 동-서 층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면과 사진은 앞장 참고).

제1남옹성의 전체적인 층위는 아래에서부터 기반토(풍화암반토, 갈색사질토, 적갈색점토), 구지표(흑갈색

사질점토, 흑색유기물층), 축성 관련층(구지표 위 축성을 위한 바닥 다지기층, 성벽하부 복토층), 용도내부 

성토층(용도내부 생활면을 맞추기 위한 성토층), 표토로 구분된다.

축성은 기반토인 풍화암반토나 구지표인 유기물침전층 위에 (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정지작업 후 성벽

을 쌓거나, 지형에 따라 구지표 위에 바로 성벽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일부 트렌치에서는 구지표나 기반토

를 완만하게 굴착하여 바닥을 조성한 후 성돌을 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옹성 내부는 레벨을 맞추기 위하여 

기반층 위에 회, 기와편, 전돌편이 섞인 갈색, 적갈색, 암회갈색 사질점토 등을 성토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

으며, 용도 구간 내에서 원지형이 가장 낮은 Tr.4가 위치하는 지점은 280㎝ 가량 성토하여 옹성 내부 레벨

을 맞추었다. 현재는 옹성을 쌓은 후의 생활면은 상당부분 삭박되어 있다. 또한 옹성 내 경사가 가장 낮은 

구간인 남동쪽은 포루와 장대구축을 위해 8m 이상 기단석축을 높여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Tr.4 성벽 외측 층위

Ⅰ-1  : 부식토 표토

Ⅰ-2 : 명갈색사질토
후대 배수로 조성

관련 층

Ⅱ  : 갈색사질점토
성벽 축조 이후
퇴적층

Ⅲ-1 : 명적갈색사질점토

축성관련층

Ⅲ-2 : 적갈색사질점토

Ⅳ-1 : 회갈색사질점토

Ⅳ-2 : 회갈색사질점토

Ⅳ-3 : 명갈색사질점토

Ⅴ  :
흑갈색사질점토
(유기물층)

구지표

Ⅵ-1 : 갈색사질토

기반토Ⅵ-2 : 갈색사질토

Ⅶ  : 풍화암반

Tr.4 성벽 내측 용도구간 층위

1  : 부식토 표토

2-1 : 갈색사질점토

성토층

2-2 : 갈색사질점토

3-1 : 적갈색사질점토

3-2 : 적갈색사질점토

4-1 : 갈색사질점토

4-2 : 명갈색사질점토

4-3 : 갈색사질점토

5-1 : 회갈색사질점토

5-2 : 갈색사질점토

5-3 : 회갈색사질점토

5-4 : 암갈색사질점토

6-1 : 회색사질점토

6-2 : 명갈색 사질토

7  : 황갈색사질점토

8  : 갈색사질점토

9-1 : 암회갈색사질점토

9-2 : 암회갈색사질점토

10  : 갈색사질토
기반토

11 : 풍화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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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제1남옹성 현황도(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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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제1남옹성 평면도(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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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체성부 동쪽 내·외성벽(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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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체성부 서쪽 내·외성벽(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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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제1남옹성 조사전 원경

Ⅳ. 조사내용

남한산성은 북쪽은 경사도가 급하여 천혜의 요새를 갖춘 반면, 남쪽은 완만하여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지형이다. 세 개의 남옹성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는 검단산(정상 524m)이 청에 의해 

점거되어 전쟁을 겪으면서 노출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제2·3남옹성은 1638년 초축 시의 

포루는 바로 1년 후 청나라와의 외교적인 문제로 훼철되었으며, 발굴조사 결과 현재 남아있는 포루의 모습

은 1700년을 전후하여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재의 개축포루 아래 초축포혈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한편, 제1남옹성은 제2·3남옹성과 달리 초축 시 옹성과 포루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고지

도첩』 중 「남한산성도」에 제2·3남옹성이 옹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1남옹성은 남포루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지도 5).

제1남옹성의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길이 166m, 너비 9~20m, 둘레 426m이며, 면적은 2,381㎡이다. 조사

는 발굴(800㎡)과 시굴(1,581㎡)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는 제1남옹성의 남쪽 고대와 포루구간, 시굴

조사는 본성과 포루를 연결하는 용도구간에 대해 이루어졌다.

제1남옹성 

제3남옹성 

제2남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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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2. 제1남옹성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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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제1남옹성 조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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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굴조사

1) 포루(도면 5~13, 사진 4~25)

포루는 돌출시킨 성벽의 내부에서 적을 공격하도록 한 군사 시설물로, 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한 포

좌를 갖추고 있다. 남한산성의 옹성은 단순히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이 아닌 본성의 보호를 위해 이중으로 

성벽을 구축하였고, 적극적인 공격을 위해 옹성의 남쪽 끝에 포루를 설치하였다. 축성 계획 단계에서 포루

를 염두에 두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포루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를 조성

을 하였다. 또한 남한지에 따르면 砲樓가 아닌 砲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누각의 유무에 따라 표현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며60) 남옹성의 포루에는 누각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축성방법

포루를 축조하기 위한 대지 조성방법과 축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포루의 내·외측에 남북방향과 동서방

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Tr.10~12가 이에 해당되며 Tr.10은 남-북방향이고 Tr.11·12는 동-서방향의 

트렌치이다. 특히 Tr.11은 포루 내부의 축성방법을 파악하고자 구획한 ‘十’자 탐색 트렌치 중 동-서 트렌치

와 연결되며, Tr.12는 고대의 축성방법을 파악하고자 고대 상부에 구획한 탐색트렌치와 연결된다.

외부트렌치 조사결과 구지표 위에 8~9m이상의 기단석축을 쌓아 포루의 높이를 높여 사정거리와 시야를 

확보하였다. 용도의 생활면보다 포루의 바닥 높이를 높게 하였으며, 고대 상부의 높이를 본성의 높이와 비

슷하게 맞추었다. 이는 포루의 높이가 능선을 따라 낮아지는 제2·3남옹성과 다른 점으로, 제1남옹성이 지형

상 세 개의 남옹성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신남성과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고대의 용도와도 

유관할 것으로 보인다.

포루의 체성부 축조방법은 내·외협축의 방식으로 축성되었다. 옹성의 남동쪽은 포루를 조성하기 위한 공

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게는 8~9m이상 대형 석재로 정연하게 들여쌓아 대지를 높였다. 옹성의 남쪽과 동

쪽의 원지형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기단석축의 높이가 높고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동쪽은 보축석과 

기단석축을 구지표 위에 계단형태의 층단식으로 경사지게 쌓아올렸다. 서쪽의 기단석축은 동쪽에 비해 낮고 

좁은 범위에서 확인되며, 구지표 혹은 풍화암반위에 성토를 한 후 체성과 따로 보축석을 조성하여 하부구조

의 안정을 꾀하였다.

성벽은 50~80×20~50㎝ 크기의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남쪽은 7~8단, 동쪽은 9~10단, 서쪽은 6~7단 

올려 축성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남쪽과 서쪽은 200~210㎝이며, 동쪽은 230㎝이다. 기울기는 남쪽 68°, 동

쪽 62°, 서쪽 63°로 비슷하다.

여장은 여장 기초석과 여장석이 확인된다. 여장 기초석은 50~90×25~30㎝ 크기의 석재를 이용했으며, 

남쪽 성벽에서 보이는 포좌5와 포좌4 사이의 포혈 이맛돌 상부에서 여장 기초석이 확인된다. 여장은 40~50

×15~20㎝ 크기의 석재를 이용했으며, 동쪽과 서쪽 성벽에는 잘 남아있으나 포루의 전면부인 남쪽은 대부

분 유실되어 기초석만 일부 확인된다.

60) 손영식, 2011, 『한국의 성곽』, 주류성,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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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포루 평면도 및 입면도(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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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포루 전경(①조사전, ②·③조사후)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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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포루 평면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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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포루 단면도(동-서, 남-북)(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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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포루 동쪽 내·외성벽 입면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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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포루 서쪽 내·외성벽 입면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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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포루 남쪽 외성벽 및 내부 포좌 입·단면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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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루 외부(도면 11~13, 사진 5~12)

Tr.10은 옹성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남-북방향의 트렌치이다. 포루 남쪽부의 축조방법을 확인하기 위

하여 기반토인 풍화암반이 나올 때까지 하강하였다. 조사 전 이미 기단석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70㎝를 

하강하니 풍화암반이 나왔다. 풍화암반위에 흑갈색사질점토층(구지표, Ⅳ층)이 확인되었고, 그 상부에 적갈

색사질점토(Ⅲ층)를 깔아 정지한 후 기단석축을 체

성하였다. 기단석축은 15~20㎝규모의 석재를 1~2

단 깔고 상부에 40~60㎝규모의 대형 석재를 올렸

다. 최하단에 놓은 작은 크기의 석재는 회편이 포

함된 적갈색사질점토층 사이에서 확인되었으며 기

초부를 단단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축석부터 잔존하는 여장까지의 높이는 793㎝

이다.

도면 11. Tr.10 동벽 토층도(1:50)

② ③

①

사진 5. Tr.10(①전경, ②포루 하부 토층, ③동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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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1은 포루의 동-서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좌2와 포좌8, 포루여장 Tr.5와 포루여장 Tr.14, 포루 

내부 동-서 트렌치와 연결된다.

Tr.11 동쪽 외측 트렌치는 포좌2와 포루여장 Tr.5와 연결되는 트렌치이다. 옹성 동쪽의 최남단에 위치하

고 있으며, 보축석, 기단석축, 성벽, 여장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 제1남옹성 중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부분

이다. 조사 전 이미 보축석의 하단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기초부의 조성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풍

화암반까지 하강하였다.

보축석은 풍화암반 상부에서 확인된 흑갈색사질점토층(구지표) 바로 위에 별다른 시설 없이 놓았다. 

20~30㎝ 크기의 잡석을 이용하여 너비 약 200㎝, 높이 약 360㎝의 규모로 무질서하게 놓았다.

기단석축은 보축석 상부에 50~60×80~90㎝ 크기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40~50㎝씩 들여

쌓아 계단식으로 마련하였으며, 너비 약 700㎝, 높이 약 615㎝의 규모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벽은 50~60×25~30㎝ 크기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정연하게 4~5단을 쌓고 포혈을 조성하였다. 포

혈의 상부에는 여장을 조성하였다. 여장의 기초부는 20~30×30~40㎝ 크기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정연

하게 쌓았으며, 여장 몸체부는 10~15×30~40㎝ 크기의 납작한 석재 1~2단이 남아있다. 보축석부터 잔존하

고 있는 여장까지의 높이는 13.41m이다.

Tr.11 서쪽 외측 트렌치는 포좌8의 덮개돌을 이용해 후대에 조성한 계단의 남쪽에 위치한다. 계단을 조

성하면서 상부퇴적토를 삭박하여 이미 적갈색사질점토층과 기단석축의 상부가 노출된 상황이었다. 기초부 

조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화암반까지 하강하였다.

트렌치 남쪽에서 기단석축 하부에 보축석이 확인되었다. 보축석은 풍화암반 상부에서 확인된 흑적갈색사

질점토층(구지표, Ⅴ층) 위에 조성되었고, 상부에 명적갈색사질점토(Ⅳ층)를 깔았다. 보축석은 길이와 너비 

10~40㎝, 두께 10~15㎝로 정연하지 않은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흑적갈색사질점토층은 트렌치의 남쪽

과 동쪽 층위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기단석축은 해발 416.8~420.0m 사이의 명적갈색사질점토(Ⅳ층)에 조성되었다. 작은 회편이 포함된 흑갈

색사질점토(Ⅲ층)와 적갈색사질점토(Ⅱ층)를 상부에 복토하여 기초를 단단히 조성하였다. 기단석축은 7~8단 

정도 들여쌓기로 쌓았으며, 하부는 45~55×55~70㎝ 크기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쌓았으며, 상부로 갈수

사진 6. Tr.11 동쪽 외측 토층(①기단석축 하부, ②북쪽)

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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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크기가 작은 25~30㎝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172㎝이며, 40~60×20~40㎝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6~7단을 약 62°의 기울기로 정연

하게 쌓았다. 성벽상부에 여장 기초석과 여장석이 3~4단이 남아있다. 보축석부터 잔존하고 있는 여장까지

의 높이는 478㎝이다.

Tr.12는 고대 상부 동-서 트렌치와 포루여장 Tr.8, 포루여장 Tr.17과 연결된다.

Tr.12 동쪽 외측 트렌치는 동쪽 체성부의 남쪽

에 위치한다. Tr.11의 동쪽 외측과 마찬가지로 보축

석, 기단석축, 성벽, 여장이 모두 확인된다. 조사 전 

성벽사이에서 생장한 수목으로 인해 보축석이 들려 

하단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기초부 조성방법

을 확인하기 위해 풍화암반까지 하강하였다.

보축석은 풍화암반 상부에서 확인된 흑갈색사질

점토층(구지표, Ⅱ층) 바로 위에 별다른 정지작업 

없이 놓았다. 20~30㎝ 크기의 잡석을 이용하여 너

비 약 230㎝, 높이 약 245㎝의 규모로 약 47°의 비

교적 완만한 기울기로 무질서하게 덧대었다.

기단석축은 보축석 상부에 50~60×80~90㎝ 크

기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10~40㎝

씩 들여쌓아 계단식으로 축조하였으며, 너비 약 

589㎝, 높이 약 605㎝의 규모로 약 46°의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150㎝이며, 50~60×25~30㎝ 크

기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4~5단을 약 72°의 기

울기로 정연하게 쌓았다. 

②①

사진 7. Tr.11 서쪽 외측 토층(①성벽 하부, ②북쪽)

사진 8. Tr.12 동쪽 외측 성벽과 성벽하부 토층 



64 65

여장은 기초석으로 보이는 30~50×20~25㎝ 크기의 작은 석재 2단과 상부에 여장의 몸체부로 추정되는 

30~50×15~20㎝ 크기의 납작한 석재가 확인된다. 보축석부터 잔존하고 있는 여장까지의 높이는 11.68m 

이다.

Tr.12 동쪽 내측 트렌치는 고대와 동쪽 성벽사이의 용도에서 포루로 통하는 통로에 위치하며, 폭은 240㎝

이다. 고대와 동쪽성벽의 선후관계 및 통로의 조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트렌치를 구획하고 하강하였다. 조

사 전 잡초 및 잡석을 제거하면서 표토를 정리하였다.

트렌치 바닥에서는 대지조성을 위한 잡석이 적갈색사질점토(8층)와 함께 깔려 나왔고, 그 상부에 7층 명

갈색사질점토, 6층 암흑갈색사질점토, 5층 황갈색사질점토, 4층 갈색사질점토, 3층 암갈색사질점토, 2층 흑갈

색사질점토, 1층 적색점토를 성토하였다. 이는 통로부분의 바닥을 높이고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기단석은 적갈색사질점토층(8층)과 함께 쌓았고, 동쪽 내성벽의 기단석은 상부층인 명갈색사질점

토층(7층)에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고대의 기초부를 먼저 조성한 후, 동쪽 내성벽

의 기초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9. Tr.12 동쪽 외측 토층(①성벽 하부, ②남쪽)

도면 12. Tr.12 동쪽 내측(포루 출입로) 토층도(1:50)

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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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내성벽은 대지조성을 위한 잡석위에 70~90×30~40㎝ 크기의 장대석을 놓고 30~40㎝×20~30㎝ 

크기의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쌓았다. 높이는 170~180㎝이며 7~8단을 약 61°의 기울기로 퇴물림쌓기

로 쌓았다.

Tr.12 서쪽 외측 트렌치는 포루외부의 서쪽 성벽에 위치한다. 기초부의 조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

화암반까지 하강하였고 30여㎝ 하부에서 보축석이 확인되었다. 보축석은 200㎝ 너비로 깔려있으며 하단보

축석의 40㎝ 하부에서 풍화암반이 확인되었다.

풍화암반 상부에 흑적갈색사질점토(구지표, Ⅵ층)가 확인되었고, 그 상부에 명적갈색사질점토(Ⅴ층)를 깔

고 보축석을 조성하였다. 보축석은 30~40×40~50㎝ 크기의 석재를 너비 약 200㎝, 높이 130㎝의 규모로 

정연하지 않게 깔았다. 보축석 상부에 명적갈색사질점토(Ⅴ층)를 덮은 후 ‘U’자형으로 굴토하여 지대석을 놓

았다. 지대석은 높이가 약 40~55㎝인 대형 석재 1~2매를 수직으로 쌓았고, 굴토한 공간에 회편이 포함된 

흑갈색사질점토(Ⅳ층), 암흑갈색사질점토(Ⅲ층), 적갈색사질점토(Ⅱ층)를 채웠다. 보축석과 지대석 사이의 너

비는 70~130㎝이다.

①

② ③

사진 10. Tr.12(①동쪽 전경, ②동쪽 내측 트렌치 북쪽 토층, ③ 동쪽 내측 트렌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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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⑤

②

④

사진 11. Tr.12 서쪽 외측(①전경, ②·③북쪽 토층, ④보축 상태, ⑤보축구간 하부 토층)

성벽은 지대석을 포함하여 200~220㎝의 높이이며, 상부에 50~70×20~25㎝크기의 납작한 장방형석재를 

올려 여장의 기초부를 조성하였고, 두께가 5~15㎝정도의 납작한 석재를 이용하여 여장을 올렸다. 남아있는 

여장의 높이는 80~90㎝이다. 여장부가 안으로 밀리면서 여장석이 들리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 외부에서는 

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축석부터 여장까지의 높이는 47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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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축석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Tr.12와 남쪽에 위치한 Tr.11 사이에 탐색트렌치를 추가하였다. 조사결과 

보축석 2단이 확인되었다. 층위는 상부부터 Ⅰ층 표토, Ⅱ층 적갈색사질점토, Ⅲ층 흑갈색사질점토, Ⅳ층 명

적갈색사질점토, Ⅴ층 흑적갈색사질점토(구지표), Ⅵ층 풍화암반 순이다.

성벽에서 떨어진 하단부에서 확인된 하부 보축석은 구지표 바로 위에 조성되었다. 성벽 가까이에서 확인

된 상부 보축석은 명적갈색사질점토(Ⅳ층)를 깔고 조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부 보축석은 Tr.12 서쪽 외측 

트렌치에서 확인된 보축석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간은 원지형 자체의 경사도가 매우 가파른 곳

으로 성벽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경사 하단부터 하부 보축석을 조성하였고, 성벽 가까이의 상부에는 보축토

를 깔고 상부 보축석을 조성하여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 상부 보축석과 하부 보축석의 거리는 120~150㎝가

량이다. 하부 보축석은 정연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20~40㎝ 크기의 석재를 이용한 것에 비해, 상부 보축석

은 40×20×15~20㎝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3단으로 정연하게 쌓았다. 

도면 13. Tr.12 서쪽 외측 토층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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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①

사진 12. 추가 탐색트렌치(①전경, ②북쪽 토층), 포루 서쪽 전경(③·④)

② 포루 내부(사진 13~15)

포루 내부는 옹성에서 가장 넓고 평평하며, 사방이 포좌로 둘러싸여 군사시설로 이용된 공간이다. 포루 

내부의 규모는 동-서 약 1,260㎝, 남-북 약 800㎝이다. 조사 전 잡풀이 우거져 제초작업과 제토작업을 선행

했으며 부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활면의 상부가 삭박되었다.

조사결과 바닥면에 잡석을 깔고 상부에 명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생활면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 

성벽의 석축은 해발 420.5m까지, 서쪽 성벽의 석축은 해발 419.8m까지 올렸으며, 포루 내부 바닥에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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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위해 깔린 잡석이 해발 420.2m 내외에 조성된 것을 미루어보아 포루의 높이를 수평으로 올리고 바

닥을 다진 후 성벽과 포루를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

포루 내부 남-북 트렌치는 고대 남쪽과 포좌5 사이에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 트렌치이다. 북쪽트렌치는 

5~30㎝ 하강하여 잡석층이 확인되었고, 흑갈색사질점토와 명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정지하였다. 명적갈색

사질점토는 고대, 군포지 주변과 중앙 일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생활면과 관련된 층으로 삭박이 이루어져 

일부만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트렌치 조사결과 포좌 사이의 등성시설 또한 잡석다짐을 한 후 장대

석을 놓았는데 흑갈색사질점토층에 조성하였다.

① ②

사진 13. 포루 내부 전경 (①조사전, ②조사후)

사진 14. 포루 내부 남-북 트렌치 세부(①·②북쪽, ③·④남쪽)

③ ⑦

②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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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포루 내부 동-서 트렌치(①·②전경, ③·④서쪽 토층, ⑤동쪽 전경, ⑥남서쪽 토층) 

③

⑤

④

②①

⑥

포루 내부 동-서 트렌치는 동쪽의 포좌2와 서쪽의 포좌8 사이에 동-서 방향으로 위치한 트렌치이다. 잡

석층은 5~10㎝ 하강하여 확인되었고 그 위에 흑갈색사질점토층을 섞어 깔았다. 또한 트렌치 양쪽 끝에서 

포좌 사이 등성시설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잡석과 흑갈색사질점토를 깐 후 장대석을 놓아 등성시설을 조

성하였다.

전체적인 하강 조사 중에 포좌6·7 앞에서 잡석층이 확인되지 않아 탐색트렌치를 추가하였다. 탐색트렌치

에서도 잡석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명갈색사질토–흑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질점토 순으로 성토되었다. 

이곳은 포루의 평면형태 상 남서쪽으로 약간 돌출된 구간으로 당초 설계계획보다 밖으로 확장되었을 가능

성이 많다. 따라서 잡석다짐층이 다른 구간에 비해 하부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명갈색사질토는 포루 내 다른 트렌치에서 확인되지 않은 층위이다. 흑갈색사질점토와 명적갈색사질점토

는 포루 내 상부시설 조성과 관련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층위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부 층위인 흑갈색사

질점토는 고대시설의 조성과, 상부 층위인 명적갈색사질점토는 포좌 사이의 등성시설과 동쪽 내성벽의 조성

과 관련된 층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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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포좌 조사전 근경

(2) 포좌(도면 14~21, 사진 16~25)

제1남옹성의 포루에는 모두 8개의 포좌가 설치되었다. 포좌는 반원형의 포루성벽을 따라 방사형으로 위

치하고 있다. 편의상 북동쪽에 위치한 포좌를 포좌1이라 명하고 순서대로 포좌8까지 명명하였다.

조사 전 포좌6·7은 입구가 토사로 인해 막혀있었으며, 포좌8은 덮개돌이 유실되어 있었다. 특히 포좌8의 

외부에는 성벽 내·외측을 다닐 수 있는 계단이 조성되어 포혈을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단시

설은 포루 남서쪽에 위치한 쉼터조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단에 사용된 장대석은 포좌의 덮개돌

로 추정된다.

사진 17. 포좌 조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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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포좌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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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포좌1(①조사전, ②입구, ③포혈내측, ④포혈외측, ⑤우측벽, ⑥이방), 우측 등성시설(⑦조사전, ⑧조사후)

①

③ ④

②

⑥

⑧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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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포좌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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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포좌2(①조사전, ②입구, ③포혈내측, ④포혈외측, ⑤우측벽, ⑥이방), 우측 등성시설(⑦조사전, ⑧조사후) 

①

③ ④

②

⑥

⑧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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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포좌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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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포좌3(①조사전, ②입구, ③포혈내측, ④포혈외측, ⑤좌측 벽, ⑥이방), 우측 등성시설(⑦조사전, ⑧조사후) 

①

③ ④

②

⑥

⑧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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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포좌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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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포좌4(①조사전, ②입구, ③포혈내측, ④포혈외측, ⑤우측벽, ⑥이방), 우측 등성시설(⑦조사전, ⑧조사후) 

①

③ ④

②

⑥

⑧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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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포좌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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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포좌5(①조사전, ②입구, ③포혈내측, ④포혈외측, ⑤우측벽, ⑥이방), 우측 등성시설(⑦조사전, ⑧조사후)

①

③ ④

②

⑥

⑧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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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포좌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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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포좌6(①조사전, ②입구, ③포혈내측, ④포혈외측, ⑤우측벽, ⑥이방), 우측 등성시설(⑦조사전, ⑧조사후) 

①

③ ④

②

⑥

⑧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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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포좌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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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포좌7(①조사전, ②입구, ③포혈내측, ④포혈외측, ⑤우측벽, ⑥이방), 우측 등성시설(⑦조사전, ⑧조사후) 

①

③ ④

②

⑥

⑧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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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포좌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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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포좌8(①조사전, ②조사후, ③전경(직상방), ④전경(외측), ⑤포혈내측, ⑥포혈외측, ⑦우측벽, ⑧이방),  

우측 등성시설(⑨조사전, ⑩조사후)

①

③ ④

②

⑩⑨

⑥⑤

⑧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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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좌의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며, 입구 높이는 130~160㎝, 내부 높이는 115~130㎝로 포혈을 향해 좁

아지고 낮아지는 형태이다. 모든 포좌의 내부에는 이방이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 포혈을 바라보며 왼쪽

에 조성되어 있으나, 포좌3의 이방은 오른쪽에 있다. 이방의 규모는 깊이 62~90㎝, 높이 94~110㎝, 면적 

0.4~0.6㎡이다.

포혈은 장방형이며, 크기는 40~60×40~50㎝ 정도이다. 받침돌과 이맛돌, 기둥돌 두 매로 이루어졌으며, 

모를 둥글게 돌린 거석을 면석으로 사용하였다. 받침돌은 길이 80~100㎝, 높이 40~80㎝의 크기로 포혈을 

이룬 여타 석재에 비해 확연히 크다. 기둥돌은 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내부와 외부 

면을 둥글게 다듬었다. 포좌4~6의 포혈 밖으로는 신남성이 조망된다.

포좌의 덮개돌은 유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3~4매로 대략 40~60㎝ 너비의 평평한 석재를 사용하

였다. 포혈의 이맛돌 상부부터 덮었으며 포좌 입구부에 있는 덮개돌은 양옆의 등성시설의 최상부 석재와 둥

글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포좌5의 오른쪽 등성시설에 상부석재가 유실되어 내성벽을 확인한 결과, 포루와 

남쪽의 내성벽을 축조한 후 장대석을 덧붙여 등성시설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좌의 내부 벽에서 

확인되는 강회 제물치장이 등성시설 옆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좌와 등성시설을 조성할 때 

방법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등성시설은 회곽로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포좌의 양옆에 설치되었다. 40~80㎝길이의 장대석을 5~7단 올

렸으며, 최상부 석재는 100㎝이상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였다. 포좌6~8 사이는 여타 등성시설과 달리 폭이 

좁은데, 이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포좌8의 오른쪽 등성시설은 고대 서쪽 

회곽로와 연결된다. 각 포좌의 상세한 속성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포좌 상세정보

단위(㎝) 포좌1 포좌2 포좌3 포좌4 포좌5 포좌6 포좌7 포좌8

포좌

주축방향
N-74°-W
남동동

N-61°-W
남동

N-20°-W
남남동

N-3°-W
남

N-76°-E
남남서

N-70°-E
남남서

N-42°-E
남서

N-68°-W
북서서

바닥길이 432 492 507 434 485 473 381 442

천장길이 198 215 230 231 243 237 196 ·

입구너비 177 175 150 164 194 158 199 236

내부너비 87 89 87 75 65 93 110 73

입구높이 158 147 153 146 147 135 131 ·

내부높이 132 128 131 121 125 117 123 ·

면적(㎡) 5.70 6.49 6.01 5.19 6.28 5.94 5.89 6.83

포혈
높이 40 35 52 44 42 48 40 41(추정)

너비 39 58 59 60 50 60 64 58

이방

길이 76 80 78 88 72 82 90 62

입구너비 85 84 57 65 72 80 91 71

내부너비 52 73 59 65 52 62 50 66

높이 110 97 109 104 94 98 96 89

면적(㎡) 0.52 0.63 0.45 0.57 0.45 0.58 0.6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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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포루 주변 수습유물

(3) 유물

1. 백자 잔(도면 22, 사진 26)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굽은 온전하고 구연부와 동체부가 2/3정도 남아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

토는 회백색의 정선된 점토이며, 유약의 발색은 회색이다. 유약은 광택이 나며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와 

용융상태는 양호하다. 굽은 오목굽이며, 접지면과 굽 내측에는 굵은 모래가 묻어있다.  復原口徑 8.5㎝, 高 

4.3㎝, 굽경 3.8㎝

2. 백자 구연부편(도면 22, 사진 26)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회백

색이며, 기전면에 시유되었다.  현길이 4.0㎝

3. 백자 구연부편(도면 22, 사진 26)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담청

색이며, 기전면에 시유되었다.  현길이 3.5㎝

4. 백자 접시(도면 22, 사진 26)

포좌5와 포좌6사이의 등성시설 바닥에서 수습하였다. 굽은 온전하고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회색으로 광택이 나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면과 굽 주변에는 흙물 섞인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現高 2.3㎝, 굽경 

5.0㎝

5. 백자 저부(도면 22, 사진 26)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동체부와 굽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회색으로 광택이 나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은 수직굽이며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

가 소량 묻어있다. 접지면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現高 3.4㎝, 복원굽경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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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자 발(도면 22, 사진 26)

포좌7과 포좌8 사이에서 수습하였다.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의 정선된 점토이

다. 유약의 발색은 회색이며, 전면에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기면에는 기포와 철반이 몇 군데 확

인된다. 굽은 수직굽이며 접지면에 가는 모래가 소량 묻어있다.  復原口徑 13.7㎝, 高 8.6㎝, 복원굽경 9.0㎝

7~21. 기와

번호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층위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 포흔

길이 (잔존)
너비

두께
분할
계선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7 23 26 수
포루
내부

집선중호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0.2

15.2 2.2~3.3 ○
좌 1/6
우 1/5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하단 자연유 
· ·

1.4

8 23 26 수
포루
내부

집선중호문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2.7)

(11.0) 2.0~2.4 ○ 우 1/2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 6×6
2.1

9 23 27 수
포루
내부

창해파십자
원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3.2)

15.7 2.2~2.5
좌 1/7
우 1/5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 ·
2.8

10 23 27 수
포루
내부

집선 
복합문

갈색
(7.5Y 4/4)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3.2)

15.7 2.5 ○
좌 1/7
우 1/5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 ·
2.8

11 23 27 수
포루
내부

창해파문

암회색
(N 3/0)
속심 
암자흑색
(5PR 3/1)

석영, 장석, 
운모 다량혼입

경질

(21.0)

16.6 2.4~2.8 ·
좌 1/3
우 1/3

안→밖
전면

자연유 부착
· ·

2.9

12 23 27 수
포루
내부

창해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0.2)

16.1 2.1~2.4 ·
좌 2/3
우 1/2

안→밖 · · ·
2.2

13 23 27 수
포루
내부

창해파문
흑색

(N 2/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5.5)

(16.0) 2.5 · 우 1/2 안→밖
외면

자연유 부착
· 8×8

·

14 23 27 암
포루
내부

선문
회색

(N 5/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6.0)

(14.3) 2.8 · 좌 1/2 안→밖 · · ·
·

15 23 28 암
포루
내부

창해파문
회색

(N 4/0)
석영,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7.2)
(12.2) 2.2 · 좌 1/4 · · ·

·

16 24 28 암
포루
내부

창해파문
회색

(N 4/0)
석영,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9.5)
(15.4) 2.2 · 좌 1/5 안→밖 · 윤철흔1 9×8

·

17 24 28 암
포루
내부

무문
회색

(N 4/0)
석영,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3.2)
(16.9) 2.1~2.3 · 우 1/2 안→밖 · · ·

·

18 24 28 암
포루
내부

무문
암회색
(N 3/0)

석영,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0.1)

(19.6) 2.0~2.3 · 좌 1/2 안→밖
하단 내면 
점토 접합흔, 
조정흔

· ·
·

19 24 28 암
포루
내부

무문
회황색

(2.5Y 5/1)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6.4)

(14.5) 2.3 · 우 1/2 안→밖 하단 조정흔 · 9×5
·

20 24 28 암
포루
내부

창해파문
암회색

(N 3/0)1)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7.7)

(16.1) 2.1 · 좌 1/6 안→밖 · 윤철흔1 9×9
·

21 24 28 암
포루
내부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5.9)

(15.2) 2.2 · 우 1/2 안→밖 포흔 윤철흔1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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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포루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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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포루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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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포루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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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포루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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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포루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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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단식전(도면 24, 사진 28)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

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단부의 1/2과 우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상면과 단부는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

면은 거친 편이다. 단부와 하면에는 와도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29.7㎝, 현너비 15.5㎝, 두께 4.0~5.8㎝

23. 반방전(도면 24, 사진 29)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1/2정도가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운모,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15.5㎝, 너비 15.3㎝, 두께 5.4㎝ 

24. 전(도면 24, 사진 29)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에는 호상의 곡선을 두 차례에 걸쳐서 새겨 반원형으로 홈이 파여져 있고, 일부에는 횟물이 묻어있다.  

현길이 17.4㎝, 너비 22.5㎝, 두께 5.0㎝

25. 귀방전(도면 24, 사진 29)

포루내부에서 수습하였다. 귀를 포함한 일부가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15.3㎝, 너비 19.4㎝, 두께 6.0㎝

23 24 25

사진 29. 포루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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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루여장

(1) 유구(도면 25·26, 사진 30~36)

제1남옹성 포루여장은 조사 전 상부 삭박이 이루어져 여장석 일부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

서 회곽로 사용면과 여장조성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회곽로 상부에 2m 간격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하강 

조사하였다. 포루여장에 설치한 트렌치는 총 18개이다. 포루 내부 남-북 중심트렌치와 연결되는 포좌5의 상

부에 있는 여장트렌치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10번까지, 서쪽으로 11~18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제1남옹성은 Tr.3부터 남쪽으로 갈수록 내성벽의 높이가 높아지며, 상부에 회곽로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고대를 지나면서 회곽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성벽을 들여쌓아 퇴물림쌓기하였다. 용도구간의 여장 너비가 

약 80㎝인데 비해 포루의 여장 너비는 85~110㎝로 넓어진다. 특히 포좌 상부에 위치한 여장의 너비는 110㎝

로 가장 넓다. 여장 상부는 거의 유실되었으나, 남아있는 여장의 높이가 0~50㎝에 달하며, 고대 서쪽에 위

치한 여장의 경우 여장 기초부까지 포함해서 90㎝까지 남아있기도 하다. 또한, 고대 서쪽 여장의 경우 세 

개의 타구가 확인되어, 한 타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었다.

한 타의 길이는 375~400㎝이다. 타석은 넓적하고 얇은 석재를 이용하여 여장 중심을 향해 비스듬히 누

워있으며 중간에 수키와를 얹었다. 수키와의 양끝은 회를 이용하여 감쌌으며 규방전을 이용하여 올렸다. 타

석을 기준으로 하부는 두께 20~30㎝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나, 상부는 두께가 5~10㎝를 넘기지 않는 

얇은 석재를 이용하여 올렸다. 전돌, 석재 사이를 강회로 마감하였는데, 제물치장의 두께가 10㎝ 내외로 일

부 전돌이 빠진 부분이 확인되어 충분한 양의 강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포로의 회곽로는 甬道의 회곽로와 마찬가지로 숯과 회편이 포함된 명(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조성하였

는데, 포좌 상부의 경우 자갈을 깔고 성토하였다.

회곽로의 너비는 대체로 120~150㎝로 일정한 너비로 확인되나 포루 남쪽에서는 180~220㎝의 너비로 넓

어진다. 옹성의 남서 모서리에 해당되는 포좌7의 상부에서는 회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포좌7이 조성

된 입지가 여장을 올리고 회곽로를 조성하기에 협소하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루 

남쪽부의 회곽로가 넓어진 부분은 포좌4~6의 상부로 이곳은 포루에서 공격력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회곽로

를 이용하는 군인들의 용이한 이동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적인 포루여장 트렌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루여장 Tr.1은 포좌5의 상부에 위치하며 남옹성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포루 내부 남-북 트렌치

와 포루 남쪽 Tr.10과 연결되는 트렌치이다. 상부 삭박이 심하여 잔존한 층위가 거의 없으며, 상부부터 표

토-적갈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포좌 뚜껑돌 위에 자갈과 회 알갱이를 깔고 회편과 숯편이 포함된 적갈색점

토를 성토하여 회곽로를 조성하였다. 여장과 관련된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회곽로의 규모와 여장

의 유무를 알 수 없다.

포루여장 Tr.8은 옹성의 동남쪽, 용도에서 포루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하며, 고대의 상부 동-서 트렌치와 

연결된다. 조사 전 여장석과 전이 노출되어 있었다. 회곽로의 너비는 약 120㎝이다. 토층은 갈색사질점토(회

편포함)-명갈색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명갈색사질점토층이 회곽로의 사용면으로 추정된다.

포루여장 Tr.17은 고대 서쪽과 성벽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고대와 성벽사이 층위는 a층 표토–b층 암적

갈색사질점토–c층 적갈색사질점토–d층 적갈색사질점토–e층 적색사질점토–f층 흑색사질점토–g층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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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점토–h층 회갈색사질토 순이다(사진 33-⑧ 참고). 회갈색사질토(h층)는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나 불순

물이 거의 섞여있지 않은 층위로 고대의 하부석재와 석재 사이사이에서 확인되어 고대조성과 관련 있는 층

위로 보이며, 갈색사질점토(g층)와 흑색사질점토(f층)는 여장 기초부에 해당하는 30~40㎝크기의 석재사이에

서 확인되어 이와 관련 있는 층위로 보이며 숯, 회, 풍화토 등이 섞여 있는 다짐층이다. 즉, 고대 하부를 조

성한 후 여장 기초부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d와 e층은 고대와 여장사이의 채움토이며, a~c층은 표토와 

퇴적토이다.

①

③

②

사진 30. 포루여장 전경(①·②남동 모서리, ③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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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31.  포루여장 Tr.1 전경(①), 포루여장 Tr.2 동쪽 토층(②), 포루여장 Tr.3 전경(③), 포루여장 Tr.4 전경(④), 

포루여장 Tr.5(⑤·⑥전경, ⑦토층), 포루여장 Tr.6 전경(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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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32.  포루여장 Tr.7(①전경, ②토층), 포루여장 Tr.8(③전경, ④토층), 포루여장 Tr.9(⑤전경, ⑥토층), 포루여장 

Tr.10(⑦전경, ⑧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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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33.  포루여장 Tr.11 전경(①), 포루여장 Tr.15(②전경, ③여장 기초부, ④토층), 포루여장 Tr.16 전경(⑤~⑦), 

포루여장 Tr.17 토층(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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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34. 포루여장 Tr.17(①조사중, ②·⑤전경, ③북쪽 토층, ④남쪽 토층, ⑥·⑦타 조사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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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⑤

⑦

③②

④

⑥

사진 35. 고대 서쪽 포루여장(①·⑥전경, ②·③타 노출상태, ④·⑤·⑦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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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36. 포루여장(①~④고대 서쪽 타 노출상태, ⑤~⑧고대 동쪽 여장과 회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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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포루여장 동쪽 평면도 및 입면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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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포루여장 서쪽 평면도 및 입면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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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26. 백자 잔(도면 27, 사진 26)

고대의 서쪽 회곽로에 위치한 포루여장 Tr.17 주변에서 수습하였다. 동체부와 굽의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회색으로 광택이 나며, 전면에 시유되었

다. 내·외면에서 빙렬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다. 굽은 오목굽이며, 굽내측과 접지면에 흙물 섞

인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1㎝, 복원굽경 5.0㎝

27~30. 기와

번호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등문양 색조 색조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 포흔

전체길이
너비 두께

분할
계선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27 27 37 수
고대서쪽 
회곽로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5

16.1 2.1~2.9 ·
좌 1/2 
우 1/2

안→밖
완형,

내면 하단 조정흔
· 6×6

2.5

28 27 37 수
고대서쪽 
회곽로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3.1

15.2 2.2~2.9 ○
좌 1/4
우 1/2

안→밖
완형,

내면 하단 조정흔
윤철흔 
1곳

·
·

29 27 37 암
고대서쪽 
회곽로

무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4.0)

(11.5) 1.6~2.1 · 우 1/2 안→밖 ·
윤철흔 
1곳

·
·

30 27 37 수
포루여장
Tr.18
타구기와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42.0

18.3 2.4~2.8 ○
좌 1/4
우 1/4

안→밖
완형, 

외면 강회 부착, 
내면 하단 조정흔

· 8×8
(2.9)

31. 무문암키와(도면 28, 사진 38) 

포루여장 Tr.9의 회곽로에서 수습하였다. 상단의 일부만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N 4/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등문양은 무문이며, 내면의 하단에 조정

흔이 있다. 윤철흔이 1곳 확인되었으며, 포의 올수는 7×7이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했으며, 와도흔은 좌

측이 1/3, 우측이 1/4가량 확인된다.  길이 38.8㎝, 너비 28.6㎝, 두께 1.8~2.2㎝

32. 방전(도면 28, 사진 38) 

고대 서쪽 회곽로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37.5㎝, 너비 36.4㎝, 두께 5.4㎝ 

33. 방전(도면 28, 사진 38) 

고대 서쪽 회곽로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의 

일부에는 횟물이 묻어있다.  길이 32.5㎝, 너비 22.0㎝, 두께 4.3㎝

34. 옥개전(도면 28, 사진 38) 

고대 서쪽 회곽로에서 수습하였으며 2/3정도가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

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24.8㎝, 너비 28.3㎝, 두께 3.9~9.2㎝ 

35. 귀방전(도면 28, 사진 38) 

포좌6의 상부에 위치한 회곽로에서 수습하였다. 귀 일부만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

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전면이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

이 30.9㎝, 너비 18.9㎝, 두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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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포루여장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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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포루여장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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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포루여장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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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포루여장 수습유물



114 115

3) 군포

(1) 유구(도면 29, 사진 39~40)

군포는 성을 지키는 군인들의 초소로 성랑으로도 불린다. 『중정남한지』에 따르면 남한산성 내에는 125개

의 군포가 있었다고 한다. 제1남옹성의 포루 내부에서 5개의 초석이 확인되어 군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포의 후면은 고대의 기초부 석축과 인접하여 있으며, 잔존 초석으로 보아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

다. 포루와 관련되어 화약, 포환 등의 무기를 저장하였던 창고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군포의 규모

는 600×200㎝이고, 초석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40~50㎝, 높이 25~30㎝, 초석 간 간격은 200㎝ 정도이

다. 초석 외의 건물지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십자 둑을 구획하여 피트조사를 하였다. 현존 바닥층인 명

적갈색사질점토와 흑갈색사질점토가 확인되었고, 20㎝ 하강하니 잡석이 깔려나왔다. 이 잡석은 포좌와 회곽

로 등성시설의 기초하단부에도 연결되는데, 포루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성토다짐용으로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성토층은 고대 최하단석의 2/3 높이까지 올라오며, 성토층 상면(명적갈색사질점토)

에 군포의 초석이 놓여있다.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기와가 매우 소량이며, 초석 외의 벽체시설이나 다른 흔적이 확인 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제1남옹성에서 확인된 군포는 남한산성 본성 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일반적인 군포와는 구조가 다

른 것으로 파악된다. 초석이 고대의 남측벽과 40㎝ 정도 떨어져 매우 인접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 군포의 

장축 벽은 고대의 남측벽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와건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39. 포루내 군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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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40. 군포 전경(①~③), 유물노출상태(④·⑥), 조사중 전경(⑤), 토층(⑦·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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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36. 백자 대접(도면 29, 사진 41)

군포의 초석 주변에서 수습하였다. 굽은 일부만 남아있으며, 동체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였

다. 태토는 회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담청색으로 광택이 나며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외면에 

빙렬이 보이며, 외면에 기포와 철반이 몇 군데 확인된다. 굽은 수직굽이며, 내저면과 굽 주변에 굵은 모래를 

묻혀 포개구이 하였다.  現高 4.5㎝

37. 철화백자 발(도면 29, 사진 41)

군포의 초석과 고대 사이에서 수습하였다. 굽은 온전하고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적회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명적갈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어 있고 시유상태와 용융상태

는 불량하다. 내·외면에 빙렬이 보이며, 기면에는 기포와 철반이 몇 군데 확인된다. 외면에 철화문양이 일

부 남아있다. 굽은 높은 수직굽이다. 내저면과 굽 주변에는 흙물 섞인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現高 7.2㎝, 굽경 7.5㎝

38. 도기 저부(도면 29, 사진 41)

군포의 초석 주변에서 수습하였다. 저부와 동체부가 일부 남아있어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소량 섞여있다. 경질이며, 전반적인 색조는 암갈색(7.5YR 3/3)이다.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現高 4.3㎝, 復原底徑 24.6㎝

39. 전(도면 29, 사진 41)

군포의 초석 주변에서 수습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20.0㎝, 

현너비 18.1㎝, 두께 4.1㎝ 

40~48. 기와

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 포흔

전체길이
너비 두께

분할
계선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40 29 41 수
군포 초석
주변

창해파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2.7)

(11.0) 2.0~2.4 · 우 1/4 안→밖
내면 하단 

점토 접합흔, 조정흔
연철흔1 6×6

·

41 29 41 수
군포 초석
주변

창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4.1)

15.2 2.4~2.5 ○
좌 1/2
우 1/2

안→밖
외면 자연유,

내면 사방향 빗질흔
윤철흔1 ·

·

42 30 42 암
군포 초석
주변

격자
복합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4.7)

(16.8) 2.1~2.4 · 좌 1/3 안→밖 · 연철흔1 ·
·

43 30 42 암
군포 초석
주변

무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7.2)

(12.2) 2.1~2.5 · 좌 1/5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연철흔1
윤철흔1

·
·

44 30 42 암
군포 초석
주변

무문
황회색

(2.5Y 5/1)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1.3)

(13.5) 2.1~2.5 · 우 1/2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연철흔1
윤철흔1

7×7
·

45 30 42 암
군포 초석
주변

무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9.1)

(16.0) 1.8~2.3 · · · · 연철흔1 6×7
·

46 30 42 암
군포 초석
주변

무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6.8)

(17.3) 1.5 · 우 1/2 안→밖 · 연철흔1 9×8
·

47 30 42 암
군포 초석
주변

무문
명황갈색
(10YR 6/6)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8.4)

(14.2) 2.5~2.8 · 우 1/3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사방향 빗질흔,
하단 조정흔

· ·
·

48 30 42 암
군포 초석
주변

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5.6)

(15.3) 2.4~2.8 · · ·
내면 사방향 
빗질흔

연철흔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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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 군포 평면·단면도(1:70) 및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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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 군포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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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군포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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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군포 주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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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대

(1) 유구(도면 31~35, 사진 43~53)

고대는 5개의 옹성 가운데 유일하게 제1남옹성에만 설치되어 있다. 제1남옹성은 본성이 회절되는 구간에 

위치하여 북서쪽에 위치하는 수어장대와 동쪽에 위치하는 남장대, 제2·3남옹성과의 상호전달을 위해 옹성

내부에 고대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어장대와의 거리는 1.23㎞, 남장대와의 거리는 322m 가량 떨어

져 있다.

고대는 체성부 서쪽으로 붙여 쌓아 용도에서 포루로 진입하는 출입공간을 동쪽에 마련하였으며, 출입공

간의 체성부 내벽은 퇴물림쌓기를 하여 

포루 상부의 회곽로를 안정감 있게 조성

하였다.

제1남옹성의 고대는 포루를 조성하

기 위하여 성토대지를 마련한 후 축조되

었다. 고대의 규모는 27.7×12.4m, 높이 

5.76m이다. 서쪽 체성부에 고대의 측벽

을 붙여 쌓아 동쪽에 너비 240㎝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포루로 통하는 출입로를 

조성하였다.

①

사진 43. 고대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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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측벽은 50~170㎝ 크기의 가공한 대형면석과 쐐기돌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고대는 대형 석재로 

측벽과 북쪽 계단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내부를 잡석과 토사로 채우면서 성토다짐하여 축조하였음이 확인되

었다.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측벽의 내부를 돌을 이용하지 않고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얇게 깔면서 내

부를 견고히 하였다. 북쪽은 대형의 석재를 경사지게 놓아 계단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②

사진 44. 고대 조사후 전경(①남동에서, ②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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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고대 평면도(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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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측벽은 조사 전 남쪽부가 유실되어 전체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면석이 통로에 굴러 떨어져 있었

다. 조사는 장비를 이용하여 위치를 이탈한 면석을 정리한 후 진행하였다. 동쪽 측벽은 17단 정도로 이루어

지며, 기울기는 75°내외, 높이는 576㎝이다. 고대 남쪽 측벽의 최하단석과 고대 북쪽 측벽의 하단석의 높이 

차이는 320㎝나며 북쪽으로 낮아지는 경사지이다. 30㎝ 크기의 방형석재와 63×34㎝, 114×50㎝ 크기의 장

방형석재를 이용하여 대체로 줄눈을 수평에 맞추어 바른층쌓기를 했으며, 계단으로 이용한 북쪽 측벽의 상

단 지점부터는 허튼층쌓기로 측벽을 조성하였다. 면석 간 빈 공간은 쐐기돌을 이용하여 채웠다. 남쪽부의 

유실된 측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형 면석의 뒤에는 15~25㎝ 내외의 잡석을 이용하여 뒷채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동쪽 측벽의 전체 길이는 26.2m이며, 바른층쌓기를 한 측벽의 길이는 약 16m이다.

②

③

①

사진 45. 고대 동쪽 측벽 전경 (①조사전, ③조사후), 남동모서리 뒷채움부 세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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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고대 동·서 측벽 입면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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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측벽은 옹성의 체성부를 먼저 축조한 후 고대의 서쪽 측벽을 쌓아 올렸으며, 체성부와 고대의 측벽

이 맞닿은 공간은 잡석으로 채우고 회곽로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고대의 서쪽 측벽은 회곽로 높이 위쪽으

로만 드러나 있다. 기울기는 54°, 높이는 355㎝ 내외이다. 석재의 크기나 쌓기 방식은 동쪽 측벽과 유사하

나 몇 가지 차이점이 확인된다. 먼저 남서쪽 모서리에 사용된 석재는 남동쪽 모서리에 사용된 둥글게 가공

한 대형 면석이 아니라, 장방형으로 치석한 일반적인 면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회곽로 높이에서 5~6단 정

도는 94×22㎝, 76×37㎝ 크기의 장방형 면석을 사용하여 바른층쌓기 하였는데 줄눈이 경사지게 축조하였

다. 장방형 면석 위로는 소형의 잡석을 이용하여 쌓아올렸으며, 부분적으로 유실되어 토사만 남아있다. 계단

식으로 쌓아올려 상면이 경사를 이루는 서쪽 측벽의 북쪽은 허튼층쌓기로 쌓았으나 상당부분 석재가 유실

되어있다. 서쪽 측벽의 전체 길이는 27.7m이다.

②

③

①

사진 46. 고대 서쪽 측벽 전경 (①조사전, ③조사후), 세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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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측벽은 16단 정도로 이루어지며, 최

하단은 성토하는 과정에서 석재를 놓아 옹성 

이용당시 지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성

벽의 경사도는 73°내외, 높이는 546㎝이다.

40×40㎝ 가량의 방형 석재와 170×47㎝, 

118×58㎝ 정도의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대체로 줄눈을 맞추어 쌓아올렸다. 남측벽의 

최상단에는 장대석을 나란히 놓아 마감하였

으며, 현재는 3매의 장대석이 남아있다. 최상

단 가운데에 놓인 300×75×50㎝ 규모의 대

형 석재 아래로는 200×80㎝의 범위에 석재

가 유실되어 토사가 노출된 상태이다.

남쪽 측벽의 동쪽 모서리는 250×120×

100㎝ 규모의 대형 석재의 한쪽 모서리를 둥

글게 가공하여 모를 죽인 면석으로 마감하였

다. 서쪽 모서리는 체성부의 회곽로로 오르기 

위한 등성시설 위에 고대의 석재를 올리면서 

축조하여 옹성의 서쪽 체성부를 축조한 이후 

고대를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③

②

사진 47. 고대 남쪽 측벽 전경 (①조사전, ③조사후), 서쪽 체성부와 고대 연결부 세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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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측벽은 다른 측벽에 비해 32°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도를 보이며, 170×27, 145×27㎝ 

크기의 장대석과 68×34㎝ 크기의 소형 면석을 

섞어 층단식으로 쌓았다. 동쪽 상부는 석재가 

유실되어있다. 석재를 포개어 쌓았다기 보다는 

고대의 상부로 오르기 위한 길을 잡석을 섞어 

흙으로 경사지게 조성한 후 장대석을 가로방향

으로 얹어 계단처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단으로 이용된 북쪽 측벽의 높이는 737㎝

이다. 측벽 하단에 붙여 남-북 방향으로 설치

한 트렌치(Tr.9)의 토층조사 결과, 고대는 옹성 

체성부의 기반토인 흑갈색 유기물층(구지표) 위

에 적갈색사질점토를 얇게 깐 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갈색사질점토 위에는 50×20㎝ 

규모의 할석을 2단 정도 깔아 지면을 보강한 

후 180×70×45㎝ 규모의 장대석을 놓았다. 고

대의 최하단에 놓인 장대석 아래의 석축은 갈

색사질점토로 덮어 지표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①

③

②

사진 48. 고대 북쪽 측벽 조사전 전경(①), 토층(②고대 하부, ③고대 하부 T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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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 고대 남·북 측벽 입면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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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고대 동-서 단면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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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상부에는 조사 전 기능과 축조시기를 알 수 없는 둔덕형태의 시설과 남측 상부 장대석에 연하여 

확석 2개가 ‘「’자 모양으로 놓여있었다. 확석의 크기는 37×84×15㎝, 42×99×18㎝이며, 한쪽 끝에 직경  

10㎝의 구멍이 뚫려있다. 조사는 둔덕형태의 시설을 기준으로 ‘十’자 형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둔덕형태의 시설은 290×350㎝ 규모의 방형에 가까운 석축으로 확인되었다. 석축은 하부에 부식

토가 깔려 나온 점, 제물치장한 회가 섞여 있는 점, 석축시설 내에서 현대의 볼트와 너트, 방형 워셔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축조 이후 설치된 것으로 고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렌치는 조사 이후 정비를 위해 다시 복토해야 하는 관계로 토사 유출에 어려움이 있어 1m 내외의 깊

이까지만 하강하였다. 토층조사 결과를 지표에서부터 살펴보면, 표토(1층), 고대 조성 마지막 단계에서 상부

를 단단하게 마감처리한 적갈색사질점토(2층), 고대 내부 성토층인 회갈색사질점토(3층)와 판축기법으로 명

갈색사질토와 적갈색사질점토, 흑갈색사질토를 켜켜이 얇게 반복하여 성토한 5층, 고대 가장자리의 채움석

에 포함된 갈색사질점토(4층)가 확인되었다. 

이 중, 5층은 고대를 축조하기 위하여 일정 높이까지 석재를 이용하여 쌓은 후 판축기법과 유사하게 사

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얇게 깔면서 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층에서 확인된 5층은 

고대의 가장자리를 향하면서 둥글게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대의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높게 쌓고, 

가장자리는 둔덕처럼 경사지게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층 위에는 다소 입자가 굵고 푸석한 회갈색사질

점토(4층)를 깔았는데, 4층이 가장 낮은 깊이까지 두껍게 확인된 곳이 동쪽에 설치한 트렌치이다. 이는 조사 

사진 49. 고대 북쪽 측벽 조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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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대의 동쪽 측벽 일부가 무너진 지점과도 가까우며, 고대의 내부 지면강화가 다른 곳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약한 곳을 따라 우수의 유입과 같은 훼손 요인으로 인하여 붕괴된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적갈색사질점토(2층)는 남쪽과 동쪽 트렌치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다른 층에 비해 점성이 많고 단단

하여 고대 상면을 마감하기 위하여 깐 것으로 판단된다. 2층은 고대 남측벽의 상부에 있는 대형 석재를 놓

으면서 같이 조성한 층이다. 1층은 표토층으로 고대 상부에 조성된 방형 석축시설과 관련된 층이다. 또한 

석축시설의 하단에는 여장의 제물치장에 사용된 회덩어리가 전돌 사이에서 탈락된 모습 그대로 확인되어, 

석축시설은 조성시점이 고대와는 관련 없는 후대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축시설 내에서 물미와 ‘太

平’명 암키와가 수습되었다. 확석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35. 고대 상부 석축 평면도 및 토층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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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사진 50. 고대 상부(①전경, ②조사중, ③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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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①

③

⑤

사진 51. 석축시설 전경(①), 고대 상부 동쪽 트렌치 토층(②북벽, ③남벽, ④서벽), 동쪽 측벽 내부 채움석(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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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52.  고대 상부 서쪽 트렌치 토층(①남벽, ②동벽, ③서벽, ④서쪽 측벽 내부 채움석), 고대 상부 남쪽 트렌치 

토층(⑤북벽 토층 및 석축하단 제물치장 강회모습, ⑥서벽, ⑦·⑧남쪽 측벽 내부 채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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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③

①

(2) 유물

49~50. 기와

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 포흔

전체길이
너비 두께

분할
계선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49 36 54 암 석축 내부
太平
명문

갈회색
(10YR 6/1)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1.4) (11.4) 2.0 · · · · · ·

50 36 54 암 석축 내부
太平
명문

갈회색
(10YR 6/1)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5.8) (7.5) 2.0 · · · · · ·

51. 물미(도면 36, 사진 54) 

고대 상부에 위치한 석축시설 내부에서 수습하였다. 완형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 형태이다. 공부의 상면

에는 0.7㎝ 내외의 못 구멍이 있다. 공부의 단면은 원형이 가까우며, 인부의 단면은 제형이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길이 10.2㎝, 공부외경 2.8㎝, 인부너비 1.5㎝, 인부두께 0.5㎝

사진 53. 고대 상부 북쪽 트렌치 토층(①동벽, ②남벽, ③북벽 내부 채움석, ④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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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 세부 

5150

51

49

50

0 5 10㎝ 0 5㎝

사진 54. 고대 상부 수습유물

도면 36. 고대 상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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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굴조사

1) 체성부(도면 37~53, 사진 55~60)

①

②

성벽은 성돌이 흘러내려 유실된 동

쪽의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잘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용도구간의 내벽

은 퇴적토로 덮여 일부만 노출되어 있

는 상태였다. 체성부 조사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기단석, 지대석, 기단석축, 뒷

채움과 같은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였

고, 토층조사를 통해 원지형과 구지표, 

성토층을 파악하여 축성방법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체성부는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인조 2년

(1624)에 수축된 본성은 주로 화강암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 한 것과 비교되

며, 화강편마암은 화강암에 비해 결을 

따라 쉽게 잘라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을 다듬기는 힘든 석재이다.

또한 본성에 비하여 성돌의 크기가 

30~80×20~40㎝로 커지고, 큰 돌 사

이는 쐐기돌을 이용해 틈을 막기도 하

였다. 체성부의 높이는 서쪽보다 동쪽

이 높다. 이는 지형이 서쪽보다 동쪽

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외벽을 

기준으로 동쪽은 180~345㎝, 서쪽은 

120~260㎝ 가량 남아있다.

사진 55. 옹성과 암문 연결부(①), 동쪽 체성부 외성벽(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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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체성부 동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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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체성부 동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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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체성부 동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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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체성부 동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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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 체성부 동쪽 내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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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체성부 동쪽 내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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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체성부 동쪽 내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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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 체성부 동쪽 내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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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동쪽 체성부(①·②외성벽, ③·④내성벽)

②

④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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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사진 57. 동쪽 체성부 내성벽(①), 서쪽 체성부 외성벽(②남에서, ③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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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 체성부 서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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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 체성부 서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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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체성부 서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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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체성부 서쪽 외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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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체성부 서쪽 내성벽 입면분배도(1:100)



156 157

도면 50. 체성부 서쪽 내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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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체성부 서쪽 내성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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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체성부 서쪽 내벽 입면분배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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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체성부 북쪽 내·외성벽 입면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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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①

사진 58. 서쪽 체성부 외성벽(①·②), 서쪽 체성부 내성벽(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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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9. 서쪽 체성부 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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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60. 용도 구간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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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1(도면 54·55, 사진 61~64)

Tr.1은 용도구간에서 가장 남쪽인 고대 북쪽에 위치한다. 본성에서 점차 낮아져 평평한 용도구간을 지나 

남쪽으로 다시 높아지는 지점에 설치되었다. 성벽의 축조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반토인 풍화암반이 나올 

때까지 하강하였다.

조사 전 옹성내부는 여장석 일부와 동쪽 내성벽 4~5단 정도, 서쪽 내성벽은 여장석 일부만 노출된 상태

였다. 동서방향의 토층조사 결과 Tr.1이 위치한 곳의 기반토는 동쪽은 적갈색사질점토이며, 서쪽은 암반맥이 

지나는 풍화암반이다. 성벽은 구지표인 흑갈색 유기물층 위에 쌓았으며, 서쪽 외측 트렌치에서는 성벽 기초

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구지표를 ‘U’자 상으로 굴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①

② ③

⑤④

사진 61. Tr.1 동쪽 전경(①), Tr.1 동쪽 외측(②기와 노출상태, ③외성벽, ④기단석축, ⑤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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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③

⑤

Tr.1 동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4~5단 정도의 성벽이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 결과 기반토인 적갈

색사질점토(Ⅴ층)와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Ⅲ층) 위에 명적갈색사질점토(Ⅱ층)를 깔고 4단의 기단석축을 

마련하였다. 기단석축은 성벽보다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하부 돌의 일부를 겹치게 들여쌓기하여 상부 돌을 

올렸다. 성벽은 기단석축 위에 기단석을 2단 놓고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5단을 더 쌓아올렸으며, 기울기는 

83°로 거의 수직에 가깝다. 석재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석재 간 빈틈은 쐐기돌로 채웠다.

기단석축을 포함한 성벽의 높이는 270㎝이며, 성벽과 여장의 높이는 210㎝이다. 기단석축의 상부는 명적

갈색사질점토(Ⅱ층)로 덮어 지표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단석축의 규모는 직상방에서 보았을 때 너

비 101㎝, 높이 58㎝이다.

한편, 기단석축을 마련하기 위해 성토한 명적갈색사질점토(Ⅱ-1층)의 상부층에서 기와편과 전돌편이 섞

여 노출되었는데, 의도적으로 기와편을 깔면서 성토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72, 사진 61-②, 97).

Tr.1 동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3~4단의 내성벽이 노출된 상태였다.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층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기반토인 적갈색사질점토(8층) 위에 기와편과 회편이 소량 섞인 회갈색사질점토와 암반괴, 

전, 회편이 포함된 적갈색사질점토를 교대로 2~3차례 성토한 후 내성벽을 쌓았다. 트렌치를 설치한 곳의 상

부가 교란되어 내성벽은 현재 6단 정도가 확인되며, 여장은 여장 기단석과 여장석 1단, 그리고 그 사이를 

제물치장한 회가 남아있다. 여장과 내성벽 사이는 잡석과 소형 석재, 회편, 흙으로 채웠다. 성벽에 사용한 

석재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줄눈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석재 간 빈 틈은 쐐기돌로 채웠다. 용도 상

면은 기반토 위에 명갈색사질점토(2층)를 일정한 두께로 성토하여 생활면을 높였다. 내성벽의 높이는 200㎝

이다. 회곽로는 명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152㎝의 폭으로 조성하였다.

사진 62. Tr.1 동쪽 내측(①·②토층, ③내성벽, ④여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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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 서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석 일부와 6~7단의 성벽이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결과 바닥

을 고르기 위해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Ⅲ층)를 ‘U’자 상으로 굴착한 후 축성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기반

토는 풍화암반이다. 구지표 위에는 강회편이 포함된 명적갈색사질점토(Ⅱ-1층)를 깔아 정지한 후 높이 47㎝, 

너비 70㎝의 규모의 기단석축을 마련하였다. 기단석축은 2단으로 이루어지며, 하단의 일부를 겹치게 들여쌓

기하여 상단을 올렸다. 하단의 기단석 하부에는 기단석보다 작은 석재를 한 단 깔아 면을 높였다. 기단석축

의 상부에는 구지표 위에 깔았던 것과 같은 명적갈색사질점토로 덮어 지표상에 노출되지 않게 하였다.

성벽은 20~54×17~23㎝ 규모의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하여 기단석 위로 8단 쌓아올렸다. 

기울기는 78°이며, 성벽에는 배부름이 관찰된다. 기단석축을 포함한 성벽의 높이는 237㎝이며, 성벽과 여장

의 높이는 190㎝이다.

①

③ ④

②

사진 63. Tr.1 서쪽 전경(①), Tr.1 서쪽 외측(②기단석축, ③토층, ④외성벽과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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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4. Tr.1 평면도 및 단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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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 서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석 1단 정도만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결과 지상에 노출되는 

내성벽은 따로 축조하지 않았으며, 보축내벽만 4단 정도가 확인되었다. 여장은 3단 남아있으며, 위로 갈수

록 작고 납작한 석재를 사용하였다. 여장석의 크기는 단별로 균일하여 줄눈이 경사면을 따라 기울어진다. 

석재 사이에는 강회를 이용하여 제물치장하였다. 보축내벽은 들여쌓기 하였으며, 최하단석은 용도구간 내측

으로 많이 돌출되어있다.

축성은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7층) 위에 적갈색사질점토(5-1층)를 얇게 깐 후 보축내벽을 쌓아올렸으

며, 용도구간인 보축내벽의 내측으로는 안으로는 (회)갈색사질점토(6층), 적갈색사질점토(5-1층), 갈색사질

점토(3층), 명갈색사질점토(2층)로 성토하여 생활면을 높이는 동시에 보축내벽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였다. 보축내벽과 여장내측 사이에는 잡석과 소형 석재, 흙으로 채웠다. 보축내벽의 높이는 87㎝ 정도이며,  

보축내벽 하단에서 여장까지의 높이는 141㎝이다. 회곽로는 황갈색사질점토를 깔아 195㎝의 폭으로 조성하

였다.

①

③

⑤ ⑥

②

④

사진 64. Tr.1 서쪽 내측(①·②남벽 토층, ③북벽토층, ④보축내벽과 여장, ⑤여장세부, ⑥여장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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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5. Tr.1 내·외성벽 입면도 및 토층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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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2(도면 56·57, 사진 65~71)

Tr.2는 본성에서 점차 낮아져 평평한 용도구간을 지나 남쪽으로 가면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 외성벽에는 관통형 수구가 설치되었다. 트렌치는 수구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성벽의 축조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반토인 풍화암반이 나올 때까지 하강하였다.

조사 전 옹성내부는 여장석 일부와 동쪽 내성벽 5단, 서쪽 여장 1단이 노출된 상태였다. 동서방향의 토층

조사 결과 Tr.2가 위치한 곳의 기반토는 적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이며, 구지표인 흑갈색 유기물층이 일

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확인된다. Tr.2에서 확인되는 구지표 토층의 양상으로 보아 구지표를 정지한 후 축성

을 위한 바닥다지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Tr.2의 동-서 단면도에서 보면, 기반토 위에 외성벽은 기단석축을 조성한 후 성벽을 구축하였고, 내성벽

은 70㎝ 가량 적갈색사질점토로 성토한 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옹성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생활면

을 조성하였다.

①

②

③ ④

사진 65. Tr.2 동쪽 전경(①), Tr.2 동쪽 외측(②외성벽, ③·④기단석축과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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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2 동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5단의 성벽이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 결과 기반토인 적갈색사질

점토층(Ⅲ층)과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층(트렌치의 북쪽에서만 확인됨) 위에 갈색사질점토(Ⅱ-2층)를 깔고 

성벽보다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7단 정도의 기단석축을 마련하였다. 기단석축 위에는 47~55×42㎝ 정도의 

대형 석재로 기단석을 한 단 놓고, 그 위에 기단석 보다 작은 석재로 성벽을 5~6단 쌓아올렸다. 석재의 크

기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석재 간 빈 틈은 쐐기돌로 채웠다. 성벽의 기울기는 65°이다.

기단석축을 포함한 성벽의 높이는 288㎝이며, 기단석부터 여장까지의 높이는 194㎝이다. 기단석축은 상

층의 석재가 하층 석재의 일부만 맞닿도록 들여쌓기 했으며, 기단석축의 상부는 갈색사질점토(Ⅱ-2층)로 덮

어 지표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단석축의 규모는 직상방에서 보았을 때 너비 150㎝, 높이 77㎝이다.

Tr.2 동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1~2단의 내성벽이 노출된 상태였다. 구지표(4층, 회흑색 유기물층)위에 

적갈색사질점토(2-2층), 명적갈색사질점토(2-1층)와 갈색사질점토(1-1층)로 성토한 후 내성벽을 쌓았다. 트

렌치를 설치한 곳의 상부가 교란되어 내성벽은 현재 4단 정도가 확인되며, 여장은 여장 기단석과 여장석 2

단, 제물치장한 회가 남아있다. 여장과 내성벽 사이는 잡석과 소형 석재, 흙으로 채웠다. 회곽로의 너비는 

215㎝이다. 내성벽의 하부에서 확인되는 구지표의 상면이 완만한 ‘U’자상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도면 57) 

구지표를 일부 정지한 후 축성을 위한 성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성벽과 여장의 높이는 196㎝이다.

①

③

②

④

사진 66. Tr.2 동쪽 내측((①내성벽, ②남벽토층, ③여장, ④여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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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2 서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지표에 수구가 노출되어 있었고, 수구 위로 3단의 성벽과 여장석 1~2단

이 남아있었다. 트렌치 조사결과 구지표(Ⅳ층) 위에 전돌편이 소량 섞인 암갈색사질점토(Ⅲ-3층)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7단의 기단석축을 높이 123㎝, 너비 134㎝의 규모로 마련하였다. 성벽은 39~69×25~40㎝ 

크기의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였으며, 수구는 65×60, 82×67㎝ 규모의 대형 석재로 측벽을 만들어 설치하였

다. 수구의 뚜껑돌(45×20㎝)과 측벽으로 이용한 대형 석재의 상부에는 작은 석재와 쐐기돌을 이용하여 면

석의 줄눈을 맞추었다. 기단석축의 하단에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273㎝의 범위에는 길이 20~40㎝ 크기의 할

석을 무질서하게 덧대어 보축하였으며, 할석 사이에는 점성이 강한 황갈색사질점토가 덮여있었다. 이는 Tr.2

의 서쪽 체성부가 위치한 지형이 급경사이면서 성벽이 완만하게 만곡하는 지점이어서 지면을 보강하기 위

한 시설인 동시에, 출수구에서 물이 배수될 때 지면이 약화되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재를 보축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여 성벽을 보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있는 외성벽의 높이는 154㎝이며, 기단석

축까지의 높이는 278㎝이다. 성벽의 기울기는 수직에 가깝다.

③

①

②

③ ④

사진 67. Tr.2 서쪽 전경(①조사후, ②조사중), Tr.2 서쪽 외측(③보축과 토층, ④외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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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2 서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석 1단 

정도만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결과 여장

석 3단과 입수구가 확인되었다. 여장은 3단 남아

있으며, 위로 갈수록 작고 납작한 석재를 사용하

였다. 여장석의 크기는 단별로 균일하여 줄눈이 

평행하며, 석재 사이에는 강회를 이용하여 제물

치장하였다. 타석으로 추정되는 64×32㎝의 평

평한 석재가 확인되었다. 내성벽은 2단 정도만 

확인되는데, 줄눈을 맞추지 않고 크고 작은 석재

를 섞어 쌓았다. 여장과 내성벽 사이에는 잡석과 

강회, 흙을 섞어 채워 회곽로를 조성하였다. 회

곽로의 너비는 190㎝이다.
사진 69. Tr.2 서쪽 내측 전경

사진 68. Tr.2 서쪽 외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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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성벽에서 서쪽으로 110~190㎝ 떨어진 곳에 석축시설이 확인되어 트렌치의 폭을 넓혀 확장 조사

하였다. 내성벽 최하단석으로부터 65㎝ 아래의 깊이에서 25~30×10~40㎝의 납작한 판석을 깔고, 석축을 

쌓은 것이 확인되었다. 석축과 내성벽 사이의 바닥너비는 70~100㎝이다. 석축시설에 사용한 돌은 체성부에 

사용한 석재보다 작은 크기의 석재로 6~7단 정도 외경하도록 쌓았다. 석축의 방향은 체성부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내성벽과 거리가 멀어진다. 석축시설은 토층조사 결과 용도구간의 생활면을 높이

기 위해 성토할 때 동시에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바닥에 깔린 판석으로 인하여 구지표나 기반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트렌치 조사만 이루어졌으므로, 발굴조사 시 트렌치를 확장하여 전체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70. Tr.2 서쪽 내측(①내성벽과 하부 토층, ②여장세부)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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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①

사진 71. Tr.2 서쪽 내측(①·②석축시설 세부, ③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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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6. Tr.2 평면도 및 단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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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7. Tr.2 내·외성벽 입면도 및 토층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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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3(도면 58·59, 사진 72~76)

Tr.3은 본성에서 내려오는 능선이 평평하게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한다. 성벽의 축조방법을 확인하기 위하

여 기반토인 풍화암반이 나올 때까지 하강하였다. 조사 전 동쪽성벽의 상단은 교란되어 석재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옹성내부는 내성벽 2~3단, 여장석과 여장 기단석의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외성벽은 동

쪽 8단, 서쪽 2~3단이 노출되어 있었다. 동서방향의 토층조사 결과 기반토인 황갈색사질토 바로 위에 확인

되는 구지표 위에 적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로 바닥을 다진 후 축성하였다.

①

③

④②

사진 72. Tr.3 동쪽 전경(①), Tr.3 동쪽 외측(②외성벽, ③남벽토층, ④북벽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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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8. Tr.3 평면도 및 단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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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Tr.3 내·외성벽 입면도 및 토층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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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3 동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8단 정도의 성벽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표토를 제거하고 축성과 관련된 

층을 확인하면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기반토인 황갈색사질점토(Ⅴ층)위에 구지표인 흑갈색사

질점토(Ⅳ층)가 확인되었고, 구지표 상면에 적갈색사질점토(Ⅲ-2층)와 명갈색사질점토(Ⅲ-1층)를 깔아 축성

을 위한 정지작업을 한 후 기단석을 놓았다.

기단석은 2단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아래에는 40×26㎝ 규모의 비교적 작은 돌을 성벽보다 37㎝ 가량 밖

으로 놓았고, 그 위에 길이 86×22㎝의 비교적 긴 장대석을 성벽보다 20㎝ 정도 밖으로 나오게 놓아 체성

을 올리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다. 기단석 위에는 다양한 크기의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10단(높이 215㎝)

의 성벽을 쌓아올렸는데, 줄눈이 비교적 평행하게 나타난다. 성벽 상단에는 여장석 1~2단이 남아있다. 기단

석을 덮기 위한 층으로 갈색사질점토가 확인되었다. 잔존하는 외성벽의 전체 높이는 265㎝이고, 기울기는 

79°이다.

①

③

②

④

Tr.3 동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석 1단이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기반토인 풍화암반토 위에 Tr.4

의 바닥에서 확인된 암회갈색사질점토(9층)와 유사한 암회갈색사질점토(5층), 적갈색사질점토(4층), 다량의 

강회와 전, 기와편이 섞인 갈색사질점토(3층)를 차례로 성토하여 용도구간 내측의 생활면을 높였다. 내성벽 

쪽에 붙여서 성토층 사이에는 30~45×15~30㎝ 규모의 할석을 2열로 비교적 정연하게 성벽 방향으로 놓았

다. 이는 용도의 생활면을 높이기 위한 성토를 하면서 동시에 내성벽의 보축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된다. 용도의 중앙부에는 다량의 기와와 할석이 갈색사질점토(3층)내에 포함되어 확인되었다.

내성벽은 성벽 하단이 교란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으나, 트렌치가 설치된 주변의 성벽 정황으로 보아 

2~3단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73. Tr.3 동쪽 내측(①·②전경, ③남벽토층, ④여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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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은 여장 기단석 1단과 여장석 1단이 확인되며, 외측과 내측 여장석 사이는 잡석과 흙으로 채웠다. 여

장 기단석과 여장석의 사이는 강회로 마감하였다.

Tr.3 서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2~3단 정도의 성벽과 여장석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기반토

인 황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Ⅴ층) 위에 흑갈색 유기물층인 구지표(Ⅳ층)가 6㎝ 정도로 얇게 확인되었

고, 구지표 위에 강회편과 전돌편이 섞인 명갈색사질점토(Ⅲ층)를 깔아 축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였다. 기

단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40×26㎝의 비교적 작은 석재를 놓고, 그 위에 55×22㎝의 더 큰 석재를 이용하

여 성벽을 쌓아올렸다. 대형의 석재 사이의 빈틈은 10㎝ 내외의 쐐기돌을 이용하여 채웠다. 성벽의 하부는 

강회와 전돌편이 섞인 갈색사질점토로 덮었다. 잔존하는 외성벽은 5단 정도이며, 여장까지의 높이는 180㎝

이다. 성벽의 기울기는 75°이다.

① ②

① ②

④③

사진 75. Tr.3 서쪽 전경(①조사중, ②조사후), Tr.3 서쪽 외측(③외성벽, ④토층)

사진 74. Tr.3 동쪽 내측 용도구간 성토층(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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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3의 서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석 1단과 내성벽 3단이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하강조사 결과 

최하단에는 30~55×20~30㎝ 규모의 기단석을 갈색사질점토(Ⅲ층) 위에 놓고, 3단의 성벽을 쌓아올렸다. 석

재의 크기가 다양해 줄눈이 정확하지는 않다. 내성벽의 높이는 95㎝, 여장까지의 높이는 122㎝이다.

(4) Tr.4(도면 60·61, 사진 77~80)

Tr.4는 용도구간에서 원지형의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 외성벽에는 수구가 확인되었다. 

성벽의 축조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반토인 풍화암반이 나올 때까지 하강하였다. 조사 전 옹성내부는 여

장석과 여장 기단석의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동쪽 외성벽은 14단, 서쪽 외성벽은 3단이 노출되어 있었

다. 동서방향의 토층조사 결과 Tr.4가 위치한 곳은 작은 골짜기가 지나가면서 기반토인 풍화암반토가 움푹 

패여 있고, 옹성내부는 위로 3m 이상 성토하여 대지를 높인 후 성벽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쪽 성

벽에는 수구를 설치하여 유적 내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Tr.4 동쪽 외측 트렌치는 성 외벽에 쌓여있던 표토를 제거하면서 인위적인 성토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인위적 성토층과 구지표인 유기물층이 확인되었고, 성벽 기저부와 축

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화암반토까지 하강하였다.

외측 성벽은 조사 전 지표에 수구가 가장 하단에 노출되어 있었고, 수구를 포함하여 14단 정도(218㎝)의 

① ②

④③

사진 76. Tr.3 서쪽 내측(①·②여장과 내성벽, ③남벽토층, ④여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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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이 남아있었다. 성벽은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성하였으며, 성벽의 단수를 헤아리기 힘

들 정도로 면이 고르지 않다. 트렌치 조사결과 지표 아래에 4단 정도의 성벽이 더 확인되었으며,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Ⅴ층) 위에 인위적 성토층인 적갈색사질점토와 회갈색사질점토 위에 축성하였음이 밝혀졌

다. 성벽의 하부에는 45~80×30~36㎝ 정도의 큰 석재를 깔고, 상부에는 33~50×16~25㎝ 정도의 작은 석

재를 이용하였다. 면이 불규칙한 석재를 사용하여 생긴 면석 간 틈에는 10㎝ 내외의 쐐기돌을 이용하여 면

을 맞추었다.

수구는 특히 큰 돌을 이용하여 출수구를 만들었다. 수구 바닥석은 116×31㎝, 뚜껑돌은 75×18㎝, 양측

벽은 39×25, 51×31㎝ 규모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수구의 바닥높이는 해발 410.9m이다.

외성벽의 전체 길이는 293㎝이며, 기울기는 71°이다.

②

④

①

③

사진 77. Tr.4 동쪽 전경(①), Tr.4 동쪽 외측(②·④북벽토층, ③외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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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4 동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 기단석과 여장석 1~2단 정도가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하강결과 

대형 할석이 197㎝ 높이로 무질서하게 노출되었다. 기반암인 풍화암반은 지표에서 300㎝ 아래에서 확인되

었으며, 풍화암반 위에 284㎝ 가량 성토하여 옹성내부를 높였다. 용도 내부는 기반토인 풍화암반과 갈색사

질토(10층) 위에 암회갈색사질점토(9층), 갈색사질점토(8층), 황갈색사질점토(7층), 명갈색사질점토(6층), 회갈

색사질점토(5층)로 성토하였고, 그 위로는 갈색사질점토(4층), 적갈색사질점토(3층), 갈색사질점토(2층)를 깔

아 성토하였다. 이 중 기반토인 10층(갈색사질토)은 입자가 가장 굵고, 사질성분이 강하다. 얇은 두께로 나

타나는 6층(회갈색사질점토)은 유기물이 침착된 회색 점토가 띠상으로 나타나고, 그 아래 얇게 모래가 깔려

있다. 수구의 바닥 높이보다 40㎝ 하부이며, 점토와 모래가 섞여있어 물의 영향을 받은 층으로 판단된다.

보축내벽은 27~83×22~30㎝의 다양한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합하여 

무질서하게 쌓아올렸다.

②

④

①

③

사진 78. Tr.4 동쪽 내측(①조사중 전경, ②조사후 전경), 북벽토층(③), 보축내벽(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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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4 서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3단 정도의 성벽이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결과 지표 아래로 3단

의 성벽이 더 확인되어 전체 성벽의 높이는 176㎝이다. 성벽은 회색유기물층인 구지표 위에 회갈색사질점토

와 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바닥을 고른 후 축성하였다. 가장 하단에는 58~65×44~58㎝ 규모의 대형 석재

를 2단 놓고, 위로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석재를 줄눈을 맞추어 쌓아올렸다. 하단의 대형 석재 사이에는 쐐

기돌을 끼워 빈틈을 보강하였다. 최하단에서 3단까지는 축성당시 지표 아래에 묻히는 범위로 회갈색 점토 

위에 전돌과 회편이 다량 섞인 적갈색사질점토를 같이 성토하여 레벨을 높였다.

외벽에서 확인된 동서방향의 토층은 표토(Ⅰ층)-명적갈색사질점토(Ⅲ-1층, 전 포함, 성토층)-적갈색사질

점토(Ⅲ-2층, 전, 회편 다량 포함, 성토층)-회갈색사질점토(Ⅳ-1, Ⅳ-2층, 성토층)-명갈색사질토(Ⅳ-3층, 모

래, 성토층)-흑갈색사질점토(Ⅴ층, 구지표)-갈색사질토(Ⅵ-1, Ⅵ-2층, 기반토)-암갈색사질토(Ⅵ-3, Ⅵ-4층 

물길형성층, 풍화암반덩어리 포함)-풍화암반(Ⅶ층)으로 이루어진다.

②

④

①

③

사진 79. Tr.4 서쪽 전경(①), Tr.4 서쪽 외측(②북벽토층, ③외성벽, ④북동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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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4 서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 기단석의 일부와 여장석 1~2단이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 결

과 성벽 보축내벽이 160㎝의 폭으로 넓게 조성되었고, 지표 아래 287㎝ 깊이에서 기반토인 갈색사질토(10

층)가 확인되었다. 성벽 내부는 동쪽 내측에 설치된 트렌치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토층양상을 보인다. 풍

화암반 위로 암회갈색사질점토(9층)~회갈색사질점토(5층)를 깔아 원지형의 레벨을 139㎝ 가량 더 높인 후 

축성을 하였다. 보축내벽 하단에는 적갈색사질점토(3층)를 깔아 축성을 위한 바닥 고르기를 하였고, 옹성내

부에는 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용도의 내부 생활면을 높였다.

②

④

①

③

사진 80. Tr.4 서쪽 내측(①내성벽과 여장, ②내벽 하부토층, ③·④북벽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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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0. Tr.4 평면도 및 단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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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1. Tr.4 내·외성벽 입면도 및 토층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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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5(도면 62·63, 사진 81~84)

Tr.5는 본성에서 용도구간으로 낮아지는 경사면에 위치한다. 동쪽 성벽은 Tr.5 지점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성벽 외측으로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사면불안정 현상이 확인되며, 성벽 자체가 밖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 성벽의 축조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반토인 풍화암반이 나올 때까지 하강하였다. 조사 전 

옹성내부는 여장석의 일부와 보축내벽의 상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동쪽 외성벽은 일부가 무너져 있어 유

실된 석재가 많았다. 풍화암반 위에 확인된 구지표 위에 일정부분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후 축성을 하였다. 

Tr.5 동쪽 외측 트렌치에는 조사 전 양쪽에 큰 나무밑둥이 자리하고 있었고, 성벽의 면석이 일부 유실되

어 있었다. 나무뿌리로 인한 성벽에 훼손이 있어 외성벽 자체가 밖으로 많이 밀려나온 상태였다. 조사는 성 

외벽에 쌓여있던 표토를 제거하면서 인위적인 성토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인위적 성토층과 구지표인 유기물층이 확인되었다.

② ③

①

사진 81. Tr.5 동쪽 전경(①), Tr.5 동쪽 외측(②외성벽, ③북벽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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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토는 풍화암반(Ⅷ층)과 황갈색사질점토(Ⅶ층)가 확인되었고,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Ⅴ층)가 일부 

남아있었다. 축성은 구지표 상부에 (적)갈색사질점토(Ⅳ-2층)를 깔고 이루어졌다. 외성벽은 4~5단 정도만 

남아있는데 부정형한 할석과 잡석으로 하단을 쌓고, 그 위는 화강편마암으로 허튼층쌓기로 쌓아올렸다. 

성벽이 훼손되어 정확한 기울기는 알 수 없으며, 잔존 높이는 143㎝이다.

Tr.5 동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 기초부 일부와 보축내벽의 상단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보축내벽이 

용도내측으로 약하게 돌출되어 있다. 트렌치 하강 결과 풍화암반 위에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층이 형성되

었고, 그 위에 명적갈색사질점토(6-2층)를 경사면을 따라 얇게 깐 후 보축내벽을 쌓아올렸다. 이 층은 동쪽 

외측 트렌치에서 확인된 Ⅳ-2층과 유사하다.

보축내벽은 크고 작은 석재를 섞어 무질서하게 쌓았다. 용도구간 내측에는 기와, 전, 회편이 다량 섞인 

적갈색사질점토(6-1층)와 기와, 전, 회편이 포함된 회적갈색사질점토(4층), 기와와 회편이 섞인 암갈색사질

점토(3층)로 성토하여 용도구간의 생활면을 높이는 동시에 보축내벽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여장은 외성벽쪽은 성벽이 밀리면서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내측 여장만 남아있다. 여장 기단석과 여장석 

3단이 확인된다. 여장의 상면레벨은 외성벽이 밖으로 밀리면서 기울어져 보축내벽과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

이다.

① ②

④③

사진 82. Tr.5 동쪽 내측(①·③보축내벽, ②북벽토층, ④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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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5 서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1~2단의 성벽과 여장 기초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 결과 지표

아래 3단의 성벽이 더 확인되어 성벽은 모두 4단, 여장 기초부 2단이 확인되었다. 여장을 포함한 전체 성벽

의 높이는 119㎝이다. 성벽은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Ⅴ층) 위에 강회편이 섞인 암갈색사질점토(Ⅳ-1층)

를 얇게 깔고 축성하였다. 성벽은 경사면을 따라 줄눈이 형성되었다.

축성 후 강회, 기와, 전돌편이 포함된 갈색

사질점토(Ⅲ층)를 덮어 성벽 하부의 2단은 노

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석재는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였으며 크기는 30~55×20㎝ 안팎으로 

높이가 대체로 균일한 편이다. 구지표 아래로

는 기반토인 풍화암반(Ⅷ층)과 황갈색사질점

토(Ⅶ층), 구지표 조성 이전 퇴적층인 갈색사

질점토(Ⅵ층)가 확인되었다.

①

②

④③

사진 83. Tr.5 서쪽 외측(①외성벽, ②전경, ③북벽 토층, ④동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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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Tr.5 평면도 및 단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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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5 서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 기초부만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하강 결과 여장 기초부 아

래에 바로 보축내벽이 확인되었으며, 보

축내벽의 하단석은 33×11㎝ 규모의 작

은 석재로 무질서하게 깔고, 상부에 56×

26㎝ 규모의 비교적 큰 석재로 한 단 쌓

았다. 큰 석재 사이는 작은 석재로 채워 

보축내벽의 상면을 평평하게 최대한 맞추

었다. 여장 기초부의 면석은 노출되는 면

을 평평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기반토인 풍화암반토 위에 구지표가 

얇게 남아있다. 축성은 구지표 위에 명적

갈색사질점토(6-2층)를 깔아 정지한 후 

이루어졌으며, 용도구간 내측은 회갈색사

질점토(5층)와 회적갈색사질점토(4-2층), 

갈색사질점토(4-1층)로 성토하여 생활면

을 높이는 동시에 보축내벽이 지상에 노

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중 4층에는 기

와, 전, 회편이 섞여있다. 보축내벽의 높

이는 65㎝이고, 너비는 63㎝이다. 여장을 

포함한 높이는 114㎝이다. ②

③

①

사진 84. Tr.5 서쪽 내측(①·②북벽토층, ③여장과 보축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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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Tr.5 내·외성벽 입면도 및 토층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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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6(도면 64·65, 사진 85~89)

Tr.6은 본성에서 용도구간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경사면에 위치하며, 본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 

트렌치이다. 성벽의 축조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반토인 풍화암반이 나올 때까지 하강하였다. 조사 전 옹

성내부는 여장석의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Tr.6이 위치한 곳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가 낮아

지는 동시에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지는 지형이다. 따라서 용도구간의 생활면을 조성하고, 성벽을 축성하

기 위하여 경사가 낮은 동쪽을 높게 성토하였는데, 회갈색사질점토와 암회갈색사질점토를 교대로 쌓으면서 

중간 중간에 20~40㎝ 크기의 할석을 열을 맞추어 깔아 성벽의 내측 지면을 보강하였다.

Tr.6 동쪽 외측 트렌치는 조사 전 트렌치의 남쪽에 큰 나무 밑동이 자리하고 있어 트렌치의 위치를 북

쪽으로 조정하였다. 나무뿌리로 인한 성벽 훼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성벽 외측에 쌓여있던  

표토를 제거하고 인위적인 성토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인위적 성토층

과 구지표인 유기물층이 확인되었고, 성벽 기저부와 축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화암반까지 하강 조사하

였다.

성벽은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5층) 위에 회갈색사질점토(4층)를 깔고 축성되었으며, 회갈색점토위에 

20~37×12~23㎝ 규모의 소형 석재를 이용하여 무질서하게 3~4단의 석축을 올린 후, 85~96×26~46㎝ 크

기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성벽의 하단석을 놓았다. 위로는 45×15㎝ 내외의 소형 석재를 이용하여 허튼

층쌓기로 자연 경사면을 따라 쌓아올렸다. 상단에는 납작한 여장석이 2단 정도 남아있다. 성벽 하단의 석축

은 명적갈색사질점토(3층)로 덮어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석축하단부터 여장까지 성벽의 높이는 

253㎝이고, 성벽하단부터 여장까지의 높이는 152㎝이다. 성벽의 기울기는 65°이다.

②①

사진 85. Tr.6 동쪽 외측(①외성벽, ②북벽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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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6 동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 몸체부의 최하단 전과 기초부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70㎝ 하강

한 결과 트렌치내에서 열을 맞춘 할석군이 확인되었다. 할석이 없는 공간에 피트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구지표층(Ⅶ층)이 지표로부터 163㎝ 아래에서 확인되어 원지형이 서쪽보다 동쪽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토층조사 결과 축성은 특히 경사가 낮은 내벽쪽에는 구지표인 암갈색사질점토(7층)위에 암회갈색사질점

토(6-2층)와 회갈색사질점토(6-1층), 적갈색사질점토(5-1, 5-2층)를 깔아 레벨을 높인 후, 30~55×30㎝ 규

모의 할석을 열을 맞추어 남-북 방향으로 깔아 용도구간 내측의 지면을 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석 상부

에는 전체적으로 회갈색사질점토(4층)와 암회갈색사질점토(3층)를 번갈아 가며 성토하여 용도 내부의 생활

면을 높였다.

용도구간의 내측을 성토한 후 내성벽 축성범위에는 적갈색사질점토(2층)를 경사면을 따라 깐 후 여장 기

단석을 비롯한 여장 기초부를 마련하고, 전을 이용하여 여장을 올렸다. 현재 여장 몸체부는 전과 타석으로 

추정되는 넓고 평평한 석재가 확인되었다. 여장 기초부에 사용한 석재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다소 

무질서하게 느껴지고, 여장석 사이사이에는 강회로 마감하여 면을 맞추었다. 전의 상단에는 제물치장의 흔

적이 남아있는데, 제물치장의 폭은 10㎝ 정도이다. 여장 기단석 아래로는 내성벽이나 보축내벽이 확인되지 

않아 할석을 섞어 성토한 후 여장만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④

③

①

사진 86. Tr.6 동쪽 전경(①조사중, ②조사후), 여장토층(③), 내측 북벽토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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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6의 서쪽 외측 성벽은 조사 전 외성벽 일부와 여장석 2~3단이 노출되어 있었다. 토층조사 결과 기반

토인 황갈색사질점토 위에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가 형성되었고, 구지표 위에 성벽 최하단석을 바로 놓았

다. 성벽은 경사면을 따라 비스듬하게 4~5단 정도 쌓았으며, 석재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석재 간 빈틈

은 쐐기돌로 채웠다. 축성 후 외측에는 회갈색사질점토와 강회덩어리가 다량 포함된 회갈색사질점토로 성토

하여 성벽의 3단까지는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성벽하단에서 여장까지의 높이는 147㎝이다.

④

②

②

③

①

①

사진 88. Tr.6 서쪽 외측(①외성벽, ②북벽토층) 

사진 87. Tr.6 동쪽 내측(①·②북벽토층, ③·④동벽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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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6 서쪽 내측 성벽은 조사 전 여장석 일부만 노출되어 있었다. 트렌치 하강 조사 결과 여장 기단석을 

비롯한 여장 기초부와 2~3단의 보축내벽이 확인되었다. 여장 기초부의 내측면은 동쪽 여장의 내측면에 비

해 반듯한 면석과 강회 마감을 이용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였다.

축성은 기반토인 풍화암반 상부에 형성된 구지표(흑갈색사질점토, 7층) 위에 회갈색사질점토(4층)와 암회

갈색사질점토(3층)로 성토하면서 동시에 보축내벽을 쌓아올렸다. 보축내벽의 상면과 여장 기단석까지는 황

갈색회가 다량 포함된 적갈색사질점토(2층)로 덮어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보축내벽에서 여장석

까지의 높이는 111㎝이고, 여장의 높이는 61㎝이다.

④

②

③

①

사진 89. Tr.6 서쪽 전경(①), Tr.6 서쪽 내측(②보축내벽과 여장, ③·④북벽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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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4. Tr.6 평면도 및 단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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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5. Tr.6 내·외성벽 입면도 및 토층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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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Tr.7 평면도 및 단면도, 외성벽 입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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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7(도면 66, 사진 90·91)

Tr.7은 본성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7암문으로 향하는 연결로에 설치하였으며, 본성과 직교하는 트렌치이

다. 조사 전 내부는 여장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외측 성벽에 생장한 잡목을 제거한 결과 수구가 확

인되었다.

Tr.7 내측 트렌치 하강조사 결과 본성의 기저부인 지대석과 보축석, 옹성의 여장 기초부와 회곽로가 확인

되었다. 옹성과 본성 사이의 토층조사 결과, 먼저 본성의 기단석축 상부에 10㎝ 내외의 잡석이 다량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10층)를 지형에 따라 경사지게 피복하고, 명갈색사질점토(7-2층), 회갈색사질점토(8층) 순으

로 덮었다. 본성 지대석과 10층 사이는 갈색사질점토(9층)로 덮었으며, 기단석축 위는 7-2층과 유사한 명갈

색사질점토(7-1층)로 다시 한 번 덮었다. 7-2층은 본성의 외부 성하로를 조성하기 위한 층일 가능성이 크다.

본성을 축성한 지 14년 후 옹성을 축성하면서 성벽 내측의 뒷채움부 상부에 암갈색사질점토(6층), 회갈색

사질점토(5층), 암갈색사질점토(4층)순으로 성토하여 회곽로를 조성하였다. 회곽로 조성 이후의 어느 시점에

서 갈색사질점토(3층)가 퇴적되었으며, 여장 가까이에는 여장에 사용된 회가 대거 유실되면서 갈색사질점토

(2층)가 퇴적되었다. 옹성의 회곽로 레벨은 본성의 기단석 레벨과 비슷하며, 본성 축성 시 피복층 상면보다

는 20~40㎝ 가량 낮다.

여장은 여장 기초부 3단과 얇고 납작한 판석을 이용한 몸체부 1단이 확인되었다. 기초부에 사용된 석재 

사이는 강회로 마감하였다. 남아있는 여장의 높이는 74㎝이다.

Tr.7 외측 성벽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화강편마암으로 허튼층쌓기 하였으며, 성벽의 중간 높이에 배수

구가 조성되었다. 배구수는 입수구가 확인되지 않은 비관통식이며, 뚜껑돌은  삼각형 형태로 치석하여 사용

하였다. 성벽은 해발 418.2m부터 시작되며, 여장까지 297㎝의 높이이다. 성벽의 기울기는 71°이다.

성벽 하단에는 37~55×30㎝ 규모의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한 기단석축이 확인되었다. 기단석축은 열을 

맞추어 해발 416.2~418.2m의 높이에 정연하게 9단 정도 쌓았으며, 해발 416.5m 높이에 놓인 70~101×57㎝ 

규모의 대형 석재로 놓은 열을 기준으로 석재의 크기와 쌓은 방법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확인된 기단석축

의 경사도는 33° 내외이고, 높이는 200㎝이다. 일부가 토압 및 나무뿌리에 의해 붕괴되었으며, 석재 외면이 

층단을 이루며 축조되었다.

기단석축 아래에는 보축석이 해발 413~416.2m 사이에 너비444㎝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보축석은 

43~80×27㎝ 크기의 할석을 무질서하게 덧대어 보축하였다.

옹성에서 암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원지형이 남쪽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급경사 지형이어 지면보강을 

위하여 넓은 범위에 기단석축과 보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옹성 축성 시 조성한 것인지, 본성 조

성 시 본성의 외측 지면보강을 위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다만 남한산성 4암문·수구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61)를 참고할 때 4암문 외측에 설치한 트렌치에서 보이는 기단석축의 양상과 유사하여 본성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기단석축이 넓은 범위에 나타나는 구간은 Tr.2의 서쪽 외측과 포

루의 남동쪽 외측, 남서쪽 외측이 있다. 이 구간들은 성벽이 안으로 회절한다는 점, 성벽 외측의 원지형이 

급경사를 이루어 지면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6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南漢山城-암문(4)·수구지일대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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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⑨

②

④

⑥

⑦

③

①

⑤

사진 90. Tr.7 전경(①~③), 수구(④), 본성 기저부(⑤), 여장(⑥·⑦·⑨), 본성 연결부 토층(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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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⑤

④②

③

사진 91. Tr.8 전경(①·③), 본성 성하로(②전경, ④·⑤유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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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7. Tr.8 평면도 및 단면도, 외성벽 입면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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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구

수구는 서쪽 체성부에 1개소, 동쪽 체성부에서 3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중 2개는 암문으로 연결되는 체성

부에서 971㎝ 간격을 두고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동쪽 체성부에 위치하고 있는 2호 수구는 옹성의 가장 낮

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 체성부에 위치한 2~4호 수구는 입수구가 없는 ‘수로-출수구’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서쪽 체성부의 

수구는 ‘입수구-수로-출수구’의 형태를 갖추어 있으며, 성벽의 하부를 관통한다. 수구의 명칭은 남쪽부터 

번호를 부여하였다.

(1) 1호 수구(도면 68, 사진 93)

1호 수구는 조사 전 서쪽 체성부 외부에서 출수구가 확인되어 내부에 입수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구를 중심으로 Tr.2를 설치하여 입수구를 확인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내부에서 입수구가 확인

되어 ‘입수구-수로-출수구’의 형태를 갖춘 관통형 수구로 밝혀졌다. 출수구는 65×60, 82×67㎝ 규모의 대

형 석재로 측벽을 만들어 외성벽의 하단에 설치하였다. 외측에서 보았을 때 출수구의 양 측벽에 사용된 석

재의 평면형태는 제형에 가깝다. 출수구의 뚜껑돌은 45×20㎝의 비교적 작은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측벽으

로 이용한 대형 석재의 상부에는 작은 석재와 쐐기돌을 이용하여 성돌의 줄눈을 맞추었다.

입수구는 조사 전 지표아래 묻혀있었다.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입수구가 확인되었는데, 내부는 퇴적토

로 인하여 입구가 막혀있었다. 퇴적토를 제거하여 암거형태의 수로를 확인하였다. 입수구에 사용된 석재는 

30~50×17~20㎝ 규모의 부정형 할석이며, 뚜껑돌 1매는 유실되었다. 입수구의 상면은 회곽로를 조성하기 

위한 잡석다짐층이 조성되어 있다.

수로의 길이는 282㎝이며, 출수구의 규모는 28×60㎝ 내외, 입수구의 규모는 18×15㎝ 내외이다. 수로의 

사진 92. 제1남옹성의 수구 위치

4호 수구

3호 수구

2호 수구

1호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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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기울기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바닥의 기울기는 외측으로 5° 정도 경사져 배수가 용이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출수구 하부에는 체성부의 기단석축과 보축구간이 나타나는데, 이는 Tr.2의 서쪽 체성부가 위치한 지형이 

급경사이면서 성벽이 완만하게 만곡하는 지점이어서 지면보강을 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는 동시에 출수구

에서 물이 배수될 때 지면이 약화되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재를 보축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여 

성벽을 보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④

④

③

①

⑤

사진 93. 1호 수구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출수구(③), 수로(④), 입수구(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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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8. 1호 수구 입면도 및 단면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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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호 수구(도면 69, 사진 94)

2호 수구는 조사 전 평거식의 출수구가 동쪽 체성부 외성벽에서 확인되었다. 수구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

하여 수구를 중심으로 Tr.4를 설정하고 하강작업 한 결과, 내부에는 입수구가 없는 ‘수로-출수구’의 형태를 

갖춘 비관통형 수구로 밝혀졌다.

출수구는 116×31㎝ 규모의 장대석을 바닥에 놓고 양 옆에는 39×25, 51×31㎝ 규모의 석재를 놓아 수

로의 측벽으로 이용하였다. 뚜껑돌은 75×18㎝ 규모의 납작한 석재를 이용하여 출수구의 평면형태는 ‘ㅍ’

자 형을 띠며, 규모는 22×26㎝이다. 수구의 바닥높이는 해발 410m이며, 확인되는 수로의 길이는 63㎝이다. 

Tr.4가 위치한 곳은 용도구간에서 원지형의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기반토에서 3m 이상 성토하여 생활

면을 조성하였다. 이는 용도구간 내 물이 집중될 수 있는 지점에 수구의 위치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③

①

⑤

사진 94. 2호 수구 전경(①조사전, ③조사후), 세부(②), 내측(④), 수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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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9. 2호 수구 입면도 및 단면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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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수구(도면 70, 사진 95)

3호 수구는 조사 전 암문으로 연결되는 외성벽의 중간 높이인 해발 419.4m에서 출수구가 확인되었다.  

수구를 중심으로 Tr.7을 설정하고 조사한 결과, 내부에는 입수구가 없는 ‘수로-출수구’의 형태를 갖춘 비

관통형 수구로 밝혀졌다. 출수구의 측벽은 좌측은 2단, 우측은 1단의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뚜껑돌은 83× 

24㎝ 규모의 삼각형 형태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확인되는 수로의 길이는 147㎝이며, 바닥에는 소형 잡석을 

깔았다.

성벽 하단에는 9단의 기단석축과 보축시설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지형이 남쪽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급

경사 지형이어서 지면보강을 위한 시설인 동시에 출수구에서 물이 배수될 때 지면이 약화되어 성벽이 무너

지지 않도록 석재를 보축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여 성벽을 보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④③

①

사진 95. 3호 수구 전경(①·②), 근경(③), 수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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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0. 3호 수구 입면도 및 단면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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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수구(도면 71, 사진 96)

4호 수구는 3호 수구에서 동쪽으로 

971㎝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조사 전 

암문으로 연결되는 외성벽의 중간 높이

에서 출수구가 확인되었다. 수구를 중

심으로 Tr.8을 설정하고 조사한 결과, 

내부에는 입수구가 없는 ‘수로-출수구’

의 형태를 갖춘 비관통형 수구로 밝혀

졌다. 출수구의 규모는 30×19㎝이며,  

84×23㎝ 규모의 납작한 석재를 뚜껑으

로 이용하였다. 수로의 길이는 127㎝이

며, 바닥에는 소형 잡석을 깔았다.

성벽 하단에는 성벽에 사용된 석재

보다 큰 석재를 이용하여 열을 맞추어 

정연하게 쌓은 기단석축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지형이 남쪽으로 급격하게 낮아

지는 급경사 지형이어서 지면보강을 위

한 시설인 동시에 출수구에서 물이 배

수될 때 지면이 약화되어 성벽이 무너

지지 않도록 석재를 보축하여 물의 흐

름을 완만하게 하여 성벽을 보호한 것

으로 추정된다.
②

③

①

사진 96. 4호 수구 전경(①·②), 수로(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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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1. 4호 수구 입면도 및 단면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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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유물

52~57. 기와

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 포흔

전체길이
너비 두께

분할
계선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52 72 97 수
Tr.1 동쪽 외측
명적갈색사질점토

(Ⅱ-1층)

창해파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2.8)

(11.4) 2.4 · 우 1/2 안→밖 · · ·
3.0

53 72 97 수
Tr.1 동쪽 외측
명적갈색사질점토

(Ⅱ-1층)

십자원
복합문

갈회색
(10YR 5/1)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3.7)

(8.4) 2.2 · · ·
내면 사방향 
빗질흔

· ·
·

54 72 97 암
Tr.1 동쪽 외측
명적갈색사질점토

(Ⅱ-1층)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3.3)

(16.8) 2.2 · 좌 1/2 안→밖 · · ·
·

55 72 97 암
Tr.1 동쪽 외측
명적갈색사질점토

(Ⅱ-1층)
집선문

갈회색
(10YR 6/1)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2.0)

(16.0) 2.3 · · ·
내면 하단 
조정흔

· ·
·

56 72 97 암
Tr.1 동쪽 외측
명적갈색사질점토

(Ⅱ-1층)
무문

회색
(N 5/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7.8)

(21.7) 2.3 · 우 1/2 ·
내면 사방향 
빗질흔, 

하단 조정흔
· ·

·

57 72 97 암
Tr.1 동쪽 외측
명적갈색사질점토

(Ⅱ-1층)
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1.8)

(17.2) 2.3 · 우 1/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
·

0 10 20㎝

52

55

56

57

53
54

도면 72. Tr.1 동쪽 외측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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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3

55

54

56

57

58. 백자 접시(도면 73, 사진 98)

Tr.10의 주변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담청색으로 전면에 시

유되었다. 기벽은 둥근 곡선을 이루며, 굽은 짧고 수직굽으로 굽바닥을 깊게 깎았다. 외저면과 굽의 안쪽에 

굵은 모래를 묻혀 번조하였다.  口徑 11.7㎝, 高 3.2㎝, 굽경 6.5㎝

59. 백자 접시(도면 73, 사진 98)

Tr.10의 주변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명회색이며 전면에 시

유되었다. 시유와 용융상태는 불량하고, 내·외면에 기포와 철반이 몇 군데 확인된다. 굽은 짧고 수직굽으로 

사진 97. Tr.1 동쪽 외측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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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바닥을 깊게 깎았다. 내저면과 굽 주변에 유약을 닦아낸 후 흙물 섞인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口

徑 9.8㎝, 高 3.1㎝, 굽경 5.4㎝

60. 청화백자 접시(도면 73, 사진 98)

Tr.10의 주변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담청색이며 전면에 시

유되었다. 기벽은 둥근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청화안료로 壽문양을 시문하였다. 굽은 짧고 수직굽으로 굽

바닥을 깊게 깎았다. 접지면에 유약을 닦아낸 후 흙물이 섞인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口徑 9.8㎝, 

高 3.2㎝, 굽경 5.8㎝

61. 백자 접시(도면 73, 사진 98)

Tr.10의 주변에서 수습하였다. 굽은 온전하며 구연부와 동체부가 1/2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

다. 태토는 백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의 발색은 밝은 회백색이며,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와 용융상태

는 양호하다. 굽은 수직굽이며, 번조 후 접지면과 굽 외면을 갈아낸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0.8㎝, 高 

5.9㎝, 굽경 4.3㎝

62. 백자 대접(도면 73, 사진 98)

Tr.11 서쪽 외측 주변에서 수습하였다. 굽은 온전하며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회색을 띤다. 유약의 발색은 회색이며 시유와 용융상태는 불량하고, 내·외면에서 

빙렬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다. 내저면과 굽주변에 흙물이 섞인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現高 

2.18㎝, 굽경 5.4㎝

63. 백자 대접(도면 73, 사진 98)

Tr.12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

된 점토이며 명회색을 띤다. 유약의 발색은 담황색이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기면에

는 빙렬이 있으며, 기포와 철반이 몇 군데 확인된다.  復原口徑 14.6㎝, 現高 5.8㎝

64. 철화백자 동체부편(도면 73, 사진 98)

Tr.5 동쪽 내측에서 수습하였다. 동체부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회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산화되어 회색이며 광택이 적다. 외면에는 철화문양이 조금 남아있다.  현길이 3.7㎝

65. 백자 구연부편(도면 73, 사진 98)

Tr.4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회색의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전면

에 시유되었으나, 산화되어 회백색이며 광택이 적다.  현길이 3.0㎝

66. 백자 동체부편(도면 73, 사진 99)

Tr.8에 위치한 4호 수구의 출수구에서 수습하였다.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

약의 발색은 회색이며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와 용융상태는 양호하나 기면에 기포가 몇 군데 확인된다. 

내면에 굵은 모래가 일부 확인된다.  현길이 3.9㎝

67. 흑유도기 동체부편(도면 73, 사진 99)

Tr.4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다. 동체부일부만 남아있다. 소성도는 경질이며, 색조는 속심과 내면이 청흑

색(5B 2/1), 외면이 흑갈색(10YR 2/2)이다. 태토는 이물질이 거의 없는 정선된 점토이다. 시유도기로 유약은 

외면에만 시유되었으나, 상태가 불량하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잘 남아있으며, 시유과정에서 묻은 유약이 일

부 확인된다.  현길이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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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기 동체부편(도면 73, 사진 99)

Tr.4 동쪽 내측에서 수습하였다. 동체부일부만 남아있다. 소성도는 경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청색

(5PB 3/1), 속심은 암적회색(5R 3/1)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섞여있는 점토이다. 내면에는 물레흔과 

동심원상의 내박자흔이 잘 남아있으며, 외면에는 물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길이 9.0㎝

69. 도기 동체부편(도면 73, 사진 99)

Tr.3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다. 동체부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청색(5PB 

3/1), 속심은 암적회색(5R 3/1)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섞여있는 점토이다. 내면에는 물레흔과 동심

원상의 내박자흔이 잘 남아있으며, 외면에는 물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길이 9.0㎝

70. 원판형 토제품(도면 73, 사진 99)

Tr.12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다. 도기편을 재가공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소성도는 경질이며, 전

반적인 색조는 암회청색(5B 3/1)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소량 섞여 있는 점토이다.  길이 3.0㎝, 너

비 2.9㎝, 두께 0.6㎝ 

71. 구슬(도면 73, 사진 99)

Tr.11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다. 유리재질이며 완형이다. 형태는 납작한 원형의 구에 가까우며, 가운데 

직경 0.4㎝의 구멍이 관통한다. 색조는 투명한 청색으로 제작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기포가 확인된

다.  길이 0.5㎝, 너비 0.8㎝, 무게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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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8. 수키와

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 포흔

길이
너비 두께

분할
방법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72 74 99 수
Tr.3

서쪽 내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3)

15.9 2.1~2.5 ·
좌 1/2
우 1/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7×7
·

73 74 99 수

Tr.3
동쪽 내측
적갈사질점토

(Ⅳ층)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0.3)

8.7 2.6 · 좌 1/3 안→밖 · · ·
·

74 74 99 수
Tr.4

서쪽 내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2.7

14.6 2.5~2.8 ○
좌 1/2
우 1/2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내면 상부 자연유,
내부 횟물흔 소량

연철흔1 ·
1.1

75 74 99 수
Tr.4

동쪽 외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9.0

16.0 1.8~2.5 ·
좌 1/2
우 1/2

안→밖
완형, 하단 조정흔,
내면 점토 접합흔,
내부 횟물흔 다량

윤철흔1 ·
2.4

76 74 100 수
Tr.4

동쪽 외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5.0
15.2 2.1~2.8 ○

좌 1/5
우 1/4

안→밖

하단 조정흔,
내면 점토 접합흔,
사방향 빗질흔,
내부 횟물흔

윤철흔1 ·
1.7

77 74 100 수

Tr.4
동쪽 내측 
갈색사질점토

(Ⅱ층)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8.5

14.8 2.2~2.4 ·
좌 1/2
우 1/2

안→밖
외면 일부 횟물흔,
내면 사방향 빗질흔

· ·
2.3

78 74 100 수
Tr.5

동쪽 내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2.3

13.6 2.3~2.5 ○
좌 1/6
우 1/6

안→밖
완형에 가까움

내면 사방향 빗질흔,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윤철흔1 9×10
1.1

79 75 100 수
Tr.6

동쪽 내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6.0

15.6 2.0~2.4 ·
좌 1/4
우 1/5

안→밖
완형, 외면 측면 일부와
내면에 자연유

윤철흔1 10×9
3.0

80 75 100 수
Tr.6

서쪽 외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1.5

14.1 1.9~2.5 ○
좌 2/3
우 2/3

안→밖
완형,

내면 하단 조정흔
윤철흔1 10×9

2.6

81 75 100 수
Tr.6

서쪽 외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2.9

14.8 2.1~2.3 ·
좌 1/3
우 1/2

안→밖 측면 일부 결실 윤철흔1 10×11
2.4

82 75 101 수
Tr.6

서쪽 내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8.7

16.8 2.8 ○
좌 6/7
우 3/4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윤철흔1 10×9
2.8

83 75 101 수
Tr.7

내부 연결로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6.0)

(22.9) 4.7~7.6 ·
좌 2/3
우 1/2

안→밖
외면 강회덩어리 부착,
내면 하단 조정흔,
내부 자연유

· ·
·

84 76 101 수
Tr.4

서쪽 외측
세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8.1

16.4 1.6~2.0 ○
좌 1/3
우 2/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점토 접합흔,
사방향 빗질흔

윤철흔1 11×10
1.5

85 76 101 수
Tr.6

서쪽 내측
세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8.0

17.2 2.3~2.6 ○
좌 1/3
우 1/3

안→밖
하단부 일부결실, 외부

 측면 일부와 내면 자연유
윤철흔1 8×10

2.1

86 76 101 수
Tr.6

서쪽 내측
세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8.7

15.3 2.0~2.3 ○
좌 1/5
우 1/7

안→밖
내면 자연유,
하단 조정흔 

· 7×9
2.5

87 76 101 수
Tr.11
서쪽 외측

세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40.3

18.5 2.3~2.5 ·
좌 1/3
우 1/5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윤철흔1 8×10
2.9

88 77 102 수
Tr.3

서쪽 내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9.0
15.3 2.6~2.9 ·

좌 1/3
우 1/2

안→밖
완형,

내면 하단 조정흔
· 8×9

0.5

89 77 102 수
Tr.5

동쪽 내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흑색
(N 2/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2.0
13.9 2.5~2.8 ·

좌 1/5
우 1/4

안→밖
완형, 

내면 점토 접합흔, 
내외면 자연유

윤철흔1 ·
0.7

90 77 102 수
Tr.5

서쪽 내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7.6)

(7.8) 2.2 · 우 1/6 안→밖 내외면 일부 자연유 윤철흔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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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포흔

길이
너비 두께

분할
방법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91 77 102 수
Tr.5

동쪽 내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8.1

13.2 1.8~2.1 ○
좌 1/10
우 1/4

안→밖
완형, 내면 자연유,
사방향 빗질흔,
하단 조정흔

연철흔1 ·
1.4

92 77 102 수
Tr.6

동쪽 내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5

14.4 1.9~2.3 ·
좌 1/3
우 1/2

안→밖
일부 결실
하단 조정흔

·
0.9

93 77 102 수
Tr.6

서쪽 내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흑색
(N 2/0)
속심 암적
회색

(5PR 2/1)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8.4)

13.3 2.1 ·
좌 1/2
우 2/3

·
내외면 자연유,

내면 사방향 빗질흔
· ·

·

94 77 102 수
Tr.12
서쪽 외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7.7)
15.0 2.5~2.7 ○

좌 1/2
우 1/3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 12×12
·

95 78 103 수
Tr.12
서쪽 외측

창해파
종선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9.5
15.2 2.7~3.2 ○ 좌 1/10 안→밖

완형,
내면 하단 조정흔

· ·
0.5

96 78 103 수
Tr.6

서쪽 외측
창해파
원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2.9)

17.1 2.0~2.1 ·
좌 2/3
우 2/3

안→밖

미구 일부 결실,
내면 점토 접합흔,
내면 하단 조정흔, 
사방향 빗질흔

· ·
·

97 78 103 수
Tr.6

서쪽 외측
‘甲子’
명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0.0)

16.1 1.9 ○
좌 1/3
우 1/3

안→밖
상부 일부 결실, 
내면 하단 조정흔

합철흔1 10×11
·

98 78 103 수
Tr.5

동쪽 내측

창해파
차륜
복합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2.0)

14.2 2.1~2.3 ·
좌 1/2
우 3/4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 ·
·

99 78 103 수
Tr.5

서쪽 내측

창해파
차륜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5.0)
15.1 2.4 ○

좌 1/5
우 1/4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윤철흔1 ·
·

100 78 103 수
Tr.6

서쪽 내측

창해파
차륜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장석, 
운모 혼입

경질
39.9

16.5 2.3~2.8 ○
좌 1/3
우 1/5

안→밖
상단 측면 일부 결실,
내면 점토 접합흔

· 
·

2.4

101 79 104 수
Tr.6

서쪽 내측

창해파
차륜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4.5

17.0 2.0~2.3 ·
좌 1/2
우 1/3

안→밖
미구 일부 결실,
내면 하단부 자연유

· ·
2.7

102 79 104 수
Tr.6

서쪽 내측

창해파
차륜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장석, 
운모 혼입

경질
38.7

17.1 2.5~2.7 ·
좌 1/3
우 1/2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 ·
2.7

103 79 104 수
Tr.1

동쪽 외측

창해파
십자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7.5)

16.2 2.2~2.9 ·
좌 1/2
우 2/3

안→밖
내외면 횟물흔,
내면 하단 조정흔,
점토 접합흔

· ·
·

104 79 104 수
Tr.3

서쪽 내측

창해파
십자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장석, 
운모 혼입

경질
(27.0)

15.8 2.3~2.5 ·
좌 1/3
우 1/3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 5×6
·

105 79 104 수
Tr.4

서쪽 외측

창해파
십자원
복합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5.8)

(12.3) 2.5 ○ 좌 1/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
·

106 79 104 수
Tr.4

동쪽 내측

창해파
중호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9)

15.8 2.1~2.3 ·
좌 2/3
우 2/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내외면 일부 자연유

윤철흔1
합철흔1

·
·

107 80 105 수
Tr.3

동쪽 내측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0

8.3 2.4~3.0 · 좌 1/2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
1.2

108 80 105 수
Tr.3

서쪽 내측
격자
복합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6.0

15.2 2.2~2.5 ○
좌 1/4
우 1/4

안→밖
완형, 내면 사방향 
빗질흔,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윤철흔1 5×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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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포흔

길이
너비 두께

분할
방법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미구길이

109 80 105 수
Tr.4

동쪽 외측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4

15.3 1.9~2.4 ·
좌 1/5
우 1/3

안→밖

완형, 내면 점토 
접합흔, 사방향 빗질흔,

하단 조정흔,
일부 횟물흔

윤철흔1
·

0.6

110 80 105 수
Tr.5

동쪽 외측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9

15.3 2.1~2.4 ○
좌 1/2
우 1/2

안→밖
완형,

내면 사방향 빗질흔
윤철흔1 ·

1.5

111 80 105 수
Tr.6

동쪽 내측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4.6

15.9 1.9~2.1 ·
좌 2/3
우 2/3

안→밖
완형,

하단 조정흔
윤철흔1 ·

1.6

112 80 105 수
Tr.6

동쪽 내측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5

15.7 2.2~2.5 ·
좌 1/4
우 1/4

안→밖
하단부 결실,

내면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윤철흔1 10×9
1.5

113 81 106 수
Tr.6

서쪽 내측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3.8

14.6 2.0~2.3 ○
좌 1/5
우 1/2

안→밖
외면 물손질,

내면 하단 조정흔, 
사방향 빗질흔

· ·
1.3

114 81 106 수 Tr.10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2.8

14.6 1.8~2.7 ·
좌 1/3
우 1/2

안→밖

내면 자연유,
사방향 빗질흔,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모래부착

윤철흔1 8×10
1.3

115 81 106 수
Tr.6

서쪽 내측

집선방형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9.6

13.6 2.3~2.5 ○
좌 1/4
우 1/2

안→밖
내면 자연유, 
하단 조정흔 

· 8×9
0.8

116 81 106
Tr.4

서쪽 내측

집선방형
격자
복합문

적갈색
(2.5YR 4/8)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3.0)

(8.6) 1.7~2.5 ○ 우 1/2 안→밖 · 연철흔 7×7
1.0

117 81 106 수
Tr.6

동쪽 내측

집선방형
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3.8)

(9.8) 2.8 · 좌 1/2 안→밖 외면 자연유 · ·
0.9

118 81 106 수
Tr.6

서쪽 내측

집선방형
격자
복합문

명적갈색
(2.5YR 5/8)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5.3)

(14.8) 2.5 · 좌 1/5 안→밖 · · 7×8
1.0

119 81 106 수
Tr.11
동쪽 외측

사격자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2.7

15.9 2.1~2.8 ○
좌 1/2
우 1/3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연철흔1 ·
1.5

120 81 106 수
Tr.6

서쪽 내측
능형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5.3

14.6 2.3~2.5 ○
좌 1/2
우 1/3

안→밖 내부 하단 조정흔 윤철흔1 10×9
1.8

121 82 107 수
Tr.11
동쪽 외측

집선
중호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1.8

15.0 2.7~3.4 ·
좌 1/4
우 1/5

안→밖
내면 하단 
점토 접합흔, 
조정흔

윤철흔1 ·
1.2

122 82 107 수
Tr.4

동쪽 내측

집선
중호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2.8)

14.4 2.2~2.5 ·
좌 1/4
우 1/6

안→밖 · 윤철흔1 ·
0.7

123 82 107 수
Tr.6

동쪽 내측
원형
집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8.3)

14.3 2.3~2.5 ○
좌 1/4
우 1/3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자연유

연철흔1 ·
·

124 82 107 수
Tr.3

서쪽 내측
집선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장석, 
운모 혼입

경질
(17.5)

(10.7) 2.3 · 좌 1/4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자연유
· ·

·

125 82 107 수
Tr.11
동쪽 외측

집선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8.7

12.4 1.8~2.5 · 좌 1/3 안→밖 · 윤철흔1 ·
2.0

126 82 107 수
Tr.12
서쪽 외측

집선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6.3)

(9.6) 2.5~2.9 · 좌 1/2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 ·
3.2

127 82 107 수
Tr.11
동쪽 외측

집선
복합문

둔한 적갈색
(5YR 5/4)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0.7

14.0 2.75 ·
좌 1/5
우 1/5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연철흔1 ·
·

128 82 107 수
Tr.11
동쪽 외측

집선
복합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41.9

17.7 1.8~3.2 ○
좌 1/3
우 1/2

안→밖
내면 자연유, 점토 
접합흔, 하단 조정흔

·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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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1. 암키와

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층위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포흔

길이 너비 두께
분할
계선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129 83 108 암
Tr.6

동쪽 내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2.8) (18.8) 1.4~1.8 · 좌 1/2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윤철흔1
연철흔1

9×9

130 83 108 암
Tr.1

동쪽 외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4.3) (19.6) 2.1~2.5 · 우 1/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연철흔1 5×6

131 83 108 암
Tr.12
서쪽 외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6.9) (17.7) 1.6~2.1 · 좌 1/2 안→밖 · 연철흔1 8×8

132 83 108 암
Tr.1

동쪽 외측
창해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혼입

경질 (19.6) (13.4) 2.1~2.5 · 우 1/4 안→밖 · · ·

133 83 108 암
Tr.1

동쪽 외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3.1) (20.5) 2.2~3.0 · 좌 1/4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연철흔1 6×6

134 83 108 암
Tr.3

동쪽 내측
창해
파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0.5) (15.3) 1.8~2.2 · 우 전면 안→밖 · 연철흔1 ·

135 83 108 암
Tr.12
서쪽 외측
적갈색층

‘太平’
명문

갈회색
(10YR 6/1)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3.0) (8.8) 1.7 · · · · · ·

136 83 108 암
Tr.12
서쪽 외측
적갈색층

‘太平’
명문

갈회색
(10YR 6/1)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1.0) (17.9) 2.2 · 우 1/6 안→밖 · · 10×8

137 84 109 암
Tr.5

서쪽 내측
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0.7) (15.5) 1.8 ○ 우 2/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5×6

138 84 109 암
Tr.6

동쪽 내측
선문

회색
(N 4/0)

석영,장석, 
운모 혼입

경질 39.7 30.0 2.1~2.2 ·
좌 1/2
우 1/2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사방향 빗질흔,
일부 횟물흔

윤철흔1
연철흔1

8×6

139 84 109 암
Tr.6

동쪽 내측
선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5.1) (19.9) 2.6~2.8 · 좌 1/2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

140 84 109 암
Tr.6

서쪽 내측
선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3.1) (14.6) 1.8 · 좌 전면 · 내면 하단 조정흔 · ·

141 84 109 암
Tr.12
서쪽 외측

선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40.5 (22.5) 2.1~2.5 · 우 1/2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연철흔2 9×6

142 84 109 암
Tr.3

서쪽 내측
어골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8.5) (17.7) 2.7 · 우 1/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사방향 빗질흔

· ·

143 84 109 암
Tr.4

동쪽 내측
갈색사점층

선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8.3) (10.1) 2.3 · 우 1/3 안→밖 · · ·

144 84 109 암
Tr.12
서쪽 외측

집선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5.6) (17.0) 2.5 · · · 내면 하단 조정흔 · ·

145 85 110 암
Tr.3

동쪽 내측
무문

갈색
(5YR 4/8)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24.6) (16.0) 2.5~2.7 · 우 2/3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하단 조정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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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종류 출토지 층위 등문양 색조 태토 소성도

크기(㎝), ( )는 현길이 측면분할 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기타

내면포흔

길이 너비 두께
분할
계선

와도흔
와도
방향

포흔 올수

146 85 110 암
Tr.3

동쪽 내측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6.8 (21.5) 1.9~2.4 · 우 1/2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연철흔2 8×7

147 85 110 암
Tr.4

동쪽 내측
(갈색사점층)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1.4) (10.2) 2.1 · 좌 1/2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 ·

148 85 110 암
Tr.4

동쪽 내측
(갈색사점층)

무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5.0) (12.6) 1.8 ○ 우 1/2 안→밖 내외면 횟물 연철흔1 7×7

149 85 110 암
Tr.4

동쪽 내측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0.0) (18.7) 1.6~1.7 · 좌 1/6 안→밖 내면 사방향 빗질흔 · ·

150 85 110 암
Tr.4

서쪽 외측
무문

회색
(N 4/0)

석영,장석, 
운모 혼입

경질 (20.0) (17.9) 1.6~1.9 · · · 내면 하단 조정흔 · ·

151 85 110 암
Tr.4

서쪽 외측
무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6.3 (19.3) 2.1~2.3 ○ 좌 1/5 안→밖 · 연철흔1 8×6

152 85 110 암
Tr.4

동쪽 외측
무문

회색
(N 4/0)

석영,장석, 
운모 혼입

경질 (22.2) (23.9) 1.9~2.3 ○ 좌 1/3 안→밖 ·
윤철흔1
연철흔1
합철흔1

·

153 86 110 암
Tr.4

서쪽 내측
무문

갈색
(5YR 4/8)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5.0) 29.0 2.4~2.9 ·
좌 1/3
우 1/5

안→밖 · 연철흔1 ·

154 86 111 암
Tr.4

서쪽 외측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5.2 (14.1) 1.7~2.2 · 우 1/7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8×9

155 86 111 암
Tr.4

서쪽 내측
무문

회색
(N 4/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4.9 (19.3) 1.8~2.3 · 좌 1/4 안→밖 ·

윤철흔1
연철흔1

·

156 86 111 암
Tr.5

동쪽 내측
무문

갈색
(5YR 4/8)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6.3 (20.5) 1.9~2.1 · 우 1/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연철흔1 ·

157 86 111 암
Tr.5

서쪽 내측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21.3) (16.1) 1.7 ○ 우 1/5 안→밖 ·
윤철흔1
연철흔1

·

158 87 111 암
Tr.6

서쪽 내측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38.7 21.8 1.8~2.9 ·

좌 1/3
우 1/2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점토 접합흔

윤철흔1
연철흔1

11×11

159 87 111 암
Tr.6

서쪽 내측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39.5 27.5 2.2 ·
좌 1/5
우 1/5

안→밖
내면 점토 접합흔,
사방향 빗질흔

윤철흔1
연철흔1

9×8

160 87 111 암
Tr.6

동쪽 내측
무문

회황갈색
(10YR 5/2)

석영, 장석, 
운모 혼입

경질 (19.4) (12.5) 2.4~2.6 · 좌 1/3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

161 87 111 암
Tr.6

동쪽 내측
무문

암회색
(N 3/0)

석영, 장석, 
운모 

다량 혼입
경질 (16.2) 25.1 2.1 ·

좌 1/7
우 1/7

안→밖 내면 하단 조정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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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귀방옥개전(도면 88, 사진 112) 

Tr.11 동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하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

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33.3㎝, 너비 26.6㎝, 두께 5.5~6.8㎝

163. 귀방옥개전(도면 88, 사진 112) 

Tr.1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

이 33.3㎝, 너비 26.6㎝, 두께 5.5~6.8㎝

164. 귀방옥개전(도면 88, 사진 112) 

Tr.3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

이 24.7~35.1㎝, 너비 26.5㎝, 두께 5.5~8.68㎝

165. 옥개전(도면 88, 사진 112) 

Tr.8에 위치한 4호 수구의 출수구 주변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

면은 거친 편이다. 하면의 일부에 강회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 40.8㎝, 너비 29.0㎝, 두께 5.2~11.1㎝

166. 귀방전(도면 89, 사진 112) 

Tr.2 동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

이 35.3㎝, 너비 18.3㎝, 두께 6.2㎝

167. 귀방전(도면 89, 사진 112) 

Tr.12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

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

친 편이다.  현길이 26.0㎝, 현너비 18.2㎝,두께 4.8㎝

168. 귀방전(도면 89, 사진 112) 

Tr.6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하단과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전면이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이 

20.5㎝, 현너비 15.2㎝, 두께 6.1㎝

169. 삼각전(도면 89, 사진 113) 

Tr.4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30.6~38.0㎝, 너비 24.8㎝, 두께 5.8㎝

170. 삼각전(도면 89, 사진 113)

Tr.4 동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27.8~36.9㎝, 너비 23.1㎝, 두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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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삼각전(도면 89, 사진 113)

Tr.1 동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상단의 일부가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

가 매우 높은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에는 형태와 용도를 알 수 

없는 부착물이 확인되었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전면에 자연유가 확인

된다.  현길이 19.5~20.5㎝, 너비 20.0㎝, 두께 5.5~7.1㎝

172. 삼각전(도면 89, 사진 113)

Tr.5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갈색(10YR 6/2)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

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31.2㎝, 너비 12.7~20.0㎝, 두께 6.3㎝

173. 삼각전(도면 89, 사진 113)

Tr.5 동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

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

다.  길이 31.2㎝, 너비 12.7~20.0㎝, 두께 6.3㎝

174. 삼각전(도면 89, 사진 113)

Tr.11 동쪽 외측에서 수습하였고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

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

다.  길이 26.7㎝, 너비 16.2~31.0㎝, 두께 5.6㎝

175. 방전(도면 90, 사진 113) 

Tr.2 서쪽 내측의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

(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31.5㎝, 현너비 14.6㎝, 두께 4.9㎝

176. 방전(도면 90, 사진 113)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

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16.7㎝, 너비 18.0㎝, 두께 4.7㎝

177. 방전(도면 90, 사진 113)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모서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완형에 가깝다. 전반적

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35.2㎝, 너비 22.5㎝, 두께 4.2㎝

178. 방전(도면 90, 사진 113)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

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

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16.1㎝, 너비 17.2㎝, 두께 4.4㎝

179.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만 남아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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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9.9㎝, 현너비 9.5㎝, 두께 5.4㎝

180. 방전(도면 90, 사진 113)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

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11.1㎝, 현너비 11.0㎝, 두께 5.0㎝

181.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

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13.7㎝, 현너비 10.0㎝, 두께 4.3㎝

182.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4 동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에 가깝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

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의 박리, 박락 및 결실이 심하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27.3㎝, 너비 23.3㎝, 두께 6.5㎝

183.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4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

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운모,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

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과 측면에 강횟물이 발라져있다.  현길이 17.9㎝, 현너비 13.7㎝, 두께 4.4㎝

184.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5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

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

이다. 상면에 알 수 없는 명문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길이 23.5㎝, 너비 18.2㎝, 두께 4.8㎝

185.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5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

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

친 편이다.  현길이 21.3㎝, 너비 21.2㎝, 두께 4.7㎝

186.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6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

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

이다.  현길이 27.0㎝, 너비 21.6㎝, 두께 4.3㎝

187. 방전(도면 90, 사진 114) 

Tr.11 동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측면과 하면에 강회덩어리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 27.4㎝, 너비 22.0㎝, 두께 4.5~5.0㎝

188. 반방전(도면 91, 사진 115) 

Tr.1 동쪽 외측 기단석축 주변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

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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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친 편이다. 측면에 강회가 부착되어 있고, 상면에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길이 30.7㎝, 너비 

14.7㎝, 두께 5.0㎝

189. 반방전(도면 91, 사진 115)

Tr.2 서쪽 외측에 위치한 1호 수구의 출수구 주변에서 수습하였다. 모서리 일부만 결실되어 완형에 가깝

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

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이 31.5㎝, 너비 14.6㎝, 두께 4.9㎝

190. 반방전(도면 91, 사진 115)

Tr.3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

이 32.4㎝, 너비 15.7㎝, 두께 5.5㎝

191. 반방전(도면 91, 사진 115)

Tr.4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올리브회색(5Y 4/2)이며 소성도는 경질이

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

다. 상면에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길이 31.7㎝, 너비 15.2㎝, 두께 5.8㎝

192. 반방전(도면 91, 사진 115)

Tr.4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과 모서리 일부만 결실된 완형에 가깝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 

(N 4/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에 ‘○’모양의 문양이 인각되어 있다.  길이 32.5㎝, 너비15.8㎝, 두께 

5.6㎝

193. 반방전(도면 91, 사진 115)

Tr.4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의 측면을 비스듬히 다듬어 단면에서 6개의 면이 확인된다.  길이 31.5㎝, 너비 15.2㎝, 두께 5.9㎝

194. 반방전(도면 91, 사진 116) 

Tr.4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5YR 4/6)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의 양 측면과 윗면을 비스듬히 다듬었다.  길이 31.2㎝, 너비 15.4㎝, 두께 6.0㎝

195. 반방전(도면 91, 사진 116) 

Tr.4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

이 32.2㎝, 너비 14.8㎝, 두께 5.6㎝

196. 반방전(도면 91, 사진 116) 

Tr.5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고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

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

의 한쪽 측면을 다듬었다. 길이 32.9㎝, 너비 14.4㎝, 두께 5.4㎝

197. 반방전(도면 92, 사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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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5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모서리 일부만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

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의 양 측면과 윗면을 비스듬히 다듬었다.  길이 30.4㎝, 너비 14.4㎝, 두께 5.1㎝

198. 반방전(도면 92, 사진 116) 

Tr.5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1/2 정도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

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에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현길이 17.7㎝, 너비 14.7㎝, 두께 5.2㎝

199. 반방전(도면 92, 사진 116) 

Tr.6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고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

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전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상면과 측면에 강회덩어리가 부착

되어 있다.  길이 34.8㎝, 너비 15.7㎝, 두께 4.7~5.2㎝

200. 반방전(도면 92, 사진 116) 

Tr.6 서쪽 내부에서 수습하였고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2.5YR 4/8)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상면의 양 측면을 비스듬히 다듬었다.  길이 31.5㎝, 너비 15.4㎝, 두께 5.8㎝

201. 반방전(도면 92, 사진 117) 

Tr.6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

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길

이 31.5㎝, 너비 14.8㎝, 두께 5.7㎝

202. 유단식전(도면 93, 사진 117) 

Tr.1 동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완형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적회색(5R 3/1)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단면에 와도흔이 확인된다. 상면에 횟물흔적이 보이며, 하면에 강회덩어리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 34.7㎝, 

너비 31.5㎝, 두께 3.2~5.4㎝

203. 유단식전(도면 93, 사진 117) 

Tr.4 동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1/2 정도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

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하면의 양측에 작은 강회덩어리가 부착되어 있다.  현길이 24.4㎝, 너비 33.5㎝, 두께 3.2~6.2㎝

204. 유단식전(도면 93, 사진 117) 

Tr.4 동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N 4/0)이며 소성도는 경

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단의 측면에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20.0㎝, 현너비 20.3㎝, 두께 2.5~4.8㎝

205. 유단식전(도면 93, 사진 117) 

Tr.12 서쪽 외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

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

이다.  길이 34.6㎝, 현너비 12.7㎝, 두께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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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유단식전(도면 93, 사진 117) 

Tr.3 동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측면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다.  현길이 19.2㎝, 현너비 13.3㎝, 두께 2.7~5.5㎝

207. 유단식전(도면 93, 사진 117) 

Tr.7의 여장 상부에서 수습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전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측면에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8.1㎝, 

현너비 17.6㎝, 두께 3.0~5.2㎝

208. 유단식전(도면 93, 사진 117) 

Tr.6 서쪽 내측에서 수습하였으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소성도는 경질이

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점토이다. 상면과 측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면은 거친 편이

다.  현길이 14.7㎝, 현너비 10.0㎝, 두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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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제1남옹성의 축성방법과 내부시설

옹성이란 본래 성곽의 통로인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 반원형으로 돌려서 쌓은 이중의 성벽을 

말하며, 적의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옹성은 본성의 바깥쪽에 길게 돌출한 

형태로 설치되어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옹성이라기보다 용도(甬道)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옹

성의 상단부는 본성의 하단부와 연결시키고 옹성으로 출입하는 암문을 만들었다. 이처럼 체성과 연결시키지 

않고 성벽을 덧붙여 방어력을 보강하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다.1) 

제1남옹성은 제7암문을 통하여 본성과 출입이 가능하며, 서쪽 체성부의 시작은 본성 앞에서 115㎝의 간

격을 두고 시작되며, 동쪽 체성부는 옹성의 평면형태가 길죽한 ‘U’자 형으로 이어지다 제1남옹성의 동쪽에 

위치한 제7암문 방향으로 꺾여 길게 이어진다.

1) 축성방법

제1남옹성이 입지하고 있는 지형은 본성이 위치하는 청량산의 가지능선으로, 본성에서 점점 낮아지다가 

고대가 위치하는 부근에서 높아졌다가 다시 경사가 떨어지는 구릉지대이다. 시·발굴조사 결과 원지형을 최

대한 이용하여 성을 축조했음이 확인되었는데, 원지형에 따라 체성부의 높이, 기단석축과 보축의 유무, 성토 

높이와 범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1남옹성의 남북토층을 보면, 원지형은 본성(424m)을 기준으로 남쪽

으로 낮아지는데, Tr.4가 위치한 지점이 해발 407m로 가장 낮으며, 고대로 가면서 다시 완만히 높아졌다가

(425m), 포루에서 낮아지는(412m) ‘ ’ 형태이다..

제1남옹성의 전체적인 층위는 아래에서부터 기반토(풍화암반토, 적갈색점토), 구지표(흑갈색사질점토, 흑

색유기물층), 축성 관련층(구지표 위 축성을 위한 바닥 조성층, 성벽하부 보호층), 용도내부 성토층(용도내부 

생활면을 맞추기 위한 성토층), 표토로 구분된다.

1) 심광주, 2013, 「남한산성의 특징 및 가치」, 『2013 남한산성 역사문화 교원연수』.

사진 1. 화성 장안문의 옹성 사진 2. 남한산성의 제1남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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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은 기반토인 풍화암반토나 구지표인 유기물침전층 위에 (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정지작업 후 성벽

을 쌓거나, Tr.1의 서쪽 외측, Tr.2 동쪽 내측, Tr.4 서쪽 외측의 토층에서 보이듯 구지표나 기반토를 완만하

게 깎아내거나, ‘U’자상으로 굴착한 후 면석을 놓기도 하였다. 지형에 따라 구지표 위에 바로 성벽을 구축한 

곳도 있다. 옹성 내부는 레벨을 맞추기 위하여 기반층 위에 회, 기와편, 전돌편이 섞인 갈색, 적갈색, 암회갈

색 사질점토 등을 성토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용도 구간 내에서 원지형이 가장 낮은 Tr.4가 위

치하는 지점은 280㎝ 가량 성토하여 옹성 내부 레벨을 맞추었다. 현재는 옹성을 쌓은 후의 생활면은 상당부

분 삭박되어 있다. 또한 옹성 내 경사가 가장 낮은 구간인 남동쪽은 포루와 장대구축을 위해 8m 이상 기단

석축을 쌓아 지대를 높여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제1남옹성 성벽의 축성순서는 먼저 서쪽 성벽을 축조한 후 고대를 서쪽 성벽에 붙여 회곽로 공간을 확보

하고 쌓아올렸다. 고대를 쌓은 후 고대 하단석 1~2단 위로는 포루내부의 바닥조성을 위한 성토다짐을 하여 

생활면을 높였다. 고대와 동쪽 성벽의 선후 관계 및 통로 조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트렌치(Tr.12 동

쪽 내측)의 층위에서 고대의 기초부를 먼저 조성한 후 동쪽 내성벽의 기초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1) 체성부

제1남옹성의 축조는 구지표(축성 전)나 기반토 

위에 점성이 많은 (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축성

을 위한 대지를 조성한 후 이루어졌다. Tr.1의 서

쪽 외측 토층에서 보듯 구지표를 ‘U’자 상으로 굴

착하기도 하였으며, Tr.2의 동쪽 내측 토층에서 보

듯 구지표를 완만하게 깎아낸 후 축성을 위한 바닥

다지기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벽이 만곡하거나, 

원지형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사면불안정이 나

타나는 지점은 기단석축과 보축을 통하여 지면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원지형을 이용하여 구지표나 기반토 

위에 바닥조성을 위한 적갈색사질점토를 전체적으

로 깔았으며, 부분적으로는 구지표를 ‘U’자 상으로 굴착하거나 완만하게 깎아낸 후 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축성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였다.

동서토층에서 확인되는 원지형은 서쪽에 비해 동쪽이 낮은 지형이다. 따라서 용도구간의 생활면을 조성

하고, 성벽을 축성하기 위하여 경사가 낮은 동쪽을 높게 성토하였는데, 특히 Tr.6이 위치하는 본성 인접부와 

제1남옹성 남-북 층위 모식도

성벽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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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남옹성의 가장 남쪽부인 포루구간은 동쪽이 서쪽에 비해 레벨이 많이 낮다. 용도구간 내부는 서고동저의 

지형을 평평하게 맞추기 위하여 회갈색사질점토와 암회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등을 성토하여 성벽의 

내측 지면을 보강하였다. 

체성부는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인조 2년(1624)에 수축한 본성이 주로 화강

암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 한 것과는 비교되며, 화강편마암은 화강암에 비해 결을 따라 쉽게 잘라낼 수 있

지만, 전체적인 모양을 다듬기는 힘든 석재이다. 또한 본성에 비하여 성돌의 크기가 30~80×20~40㎝로 커

지고, 큰 돌 사이에 쐐기돌을 이용해 틈을 막기도 하였다.

체성부의 높이는 서쪽보다 동쪽이 높다. 이는 원지형이 서쪽보다 동쪽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외

성벽을 기준으로 동쪽은 180~345㎝, 서쪽은 120~260㎝ 가량 남아있다. 체성부 축성방법은 성벽 조성방법

과 용도구간 내에 조성된 생활면의 높이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경사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인 본성과 가까운 북쪽(북쪽부터 Tr.6~4)과 경사가 완만하게 높아지는 구간인 중앙부분(Tr.3~1), 포루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본성과 가까운 북쪽(사진 3~7)은 경사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으로 구지표 위에 갈색사질점토

로 일정 부분 성토한 후 기단석을 두지 않고 외성벽을 쌓아올렸다.2) 내벽은 2~3단 정도의 짧은 내측벽 형

태(사진 4)로 생활면 하부에 묻혀 있고, 여장만 생활면 위로 드러난다(사진 3). 별도의 회곽로를 조성하지 않

고, 기반토와 구지표 위에서 여장 기단석까지 할석과 갈색사질점토, 암회갈색사질점토, 적갈색사질점토를 

번갈아 성토하여 생활면을 높였다.

2) Tr.4의 동쪽 외성벽은 최하단을 내어 쌓아 기단석을 조성하였다.

사진 5. Tr.6 동쪽 외성벽사진 4. Tr.6 서쪽 내벽

사진 3. 용도내측 여장(북쪽 본성 연결부)
190cm

구지표 



282 283

두 번째 보이는 체성부 축성방법(사진 8~11)은 가지능선이 평평하게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간(Tr.3~1)으

로 내성벽을 3~5단정도 쌓고 그 위에 회곽로를 조성하였다. 회곽로는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에 잡석과 황갈

색사질점토를 섞어 채워 조성하였다. 동쪽 외성벽은 기단석을 놓은 후 축조하였으며, 남쪽인 Tr.2와 Tr.1쪽

으로 진행하면서는 4~7단의 기단석축(사진 8)을 조성하여 지면을 보강하였다. 성벽은 남쪽으로 가면서 내성

벽의 높이가 높아지고, 외성벽의 기단석축 범위가 넓어진다.3) Tr.3의 내성벽 쪽에 붙여서 성토층 사이에 할

석을 2열로 비교적 정연하게 성벽 방향으로 놓았다(사진 10). 이는 용도의 생활면을 높이기 위한 성토를 하

면서 동시에 내성벽의 보축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Tr.2가 위치한 서쪽 외성벽은 기단석축 하단에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길이 20~40㎝ 크기의 할석을 

무질서하게 덧대어 보축하였으며(사진 9), 할석 사이에는 점성이 강한 황갈색사질점토가 덮여있었다. 이는 

Tr.2의 서쪽 성벽 위치한 지형이 급경사이면서 성벽이 완만하게 만곡하는 지점이어서 지면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인 동시에, 출수구에서 물이 배수될 때 지면이 약화되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재를 보축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여 성벽을 보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Tr.3 서쪽 외성벽은 북쪽구간의 성벽과 마찬가지로 기단석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았다. 

사진 8. Tr.2 동쪽 외성벽 사진 9. Tr.2 서쪽 외성벽

사진 7. Tr.6 동쪽 내벽사진 6. Tr.6 서쪽 외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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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Tr.3 동쪽 내성벽 사진 11 .Tr.3 서쪽 내성벽

세 번째 보이는 체성부 축성방법은 고대가 시작되는 구간부터 포루까지이며, 내외협축의 방식으로 축조

되었다. 이 구간은 가지능선이 남쪽으로 가면서 높아지다가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는 지형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고대를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옹성의 남동쪽은 고대와 포루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하여 800㎝ 이상 대형석재로 기단석축과 보축을 이용하여 대지를 높였다(사진 12).

서쪽 체성부는 동쪽에 비해 기단석축이 좁은 범위로 확인된다. 이는 동쪽의 원지형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며, 지반강화를 위하여 기단석축을 높게 한 것으로 보인다. 옹성 남동부의 기단석축은 계단형태의 층

단식으로 경사지게 쌓아올려 하부구조의 안정을 꾀하였고, 기저부에서 200여㎝의 높이에서 단을 주어 다시 

올렸다. 보축석의 크기는 30~50㎝ 가량이고 단을 이루고 있는 석재는 80㎝ 정도이다. 

사진 13. 남동쪽 내성벽(퇴물림)

사진 12. 남동쪽 외성벽

사진 14. 서쪽 외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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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루

포루는 제1남옹성의 가장 남단에 위치하

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되었

다. 포루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를 조성하였는데, 보축석을 이용

하여 하부구조의 안정을 꾀하고, 기단석축

을 쌓아 지대를 올렸다. 

동쪽은 원지형이 낮아 보축석과 기단석

축의 높이가 높고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보축석은 풍화암반 상부에서 확인된 흑갈

색사질점토층(구지표, Ⅱ층) 바로 위에 별

다른 정지작업 없이 놓았다. 20~30㎝ 크기

의 잡석을 이용하여 너비 200~230㎝, 높이 245~360㎝의 규모로 다른 측벽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약 47°의 

기울기로 무질서하게 덧대었다. 기단석축은 보축석 상부에 50~60×80~90㎝ 크기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10~50㎝씩 들여쌓아 계단식으로 축조하였으며, 너비 약 589~700㎝, 높이 약 605~615㎝의 규

모로 약 46°의 완만한 기울기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벽은 50~60×25~30㎝ 크기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4~5단을 약 72°의 기울기로 정연하게 쌓았다.  

남쪽은 풍화암반위에 흑갈색사질점토층(구지표, Ⅳ층)가 확인되었고, 그 상부에 적갈색사질점토(Ⅲ층)를 

깔아 정지한 후 기단석축을 체성하였다. 기단석축은 15~20㎝ 규모의 석재를 1~2단 깔고 상부에 40~60㎝

규모의 대형 석재를 올렸다. 최하단에 놓은 작은 크기의 석재는 회편이 포함된 적갈색사질점토층 사이에서 

확인되었으며 기초부를 단단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6. 포루 서쪽 외성벽 전경 사진 17. 포루 동쪽 외성벽

사진 15. 포루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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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은 원지형이 높아 기단석축이 동쪽에 비해 낮고 좁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또한 가파른 지형 때문에 

구지표 혹은 풍화암반위에 성토를 한 후 체성과 따로 보축석을 2단 조성하였는데, 성벽에서 서쪽으로 떨어

진 경사 하단에 하부 보축석을 조성하였고, 성벽 가까이의 상부에는 보축토를 깔고 상부 보축석을 조성하여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 보축석이 2단으로 확인된 탐색트렌치의 층위는 상부부터 Ⅰ층 표토-Ⅱ층 적갈색사

질점토-Ⅲ층 흑갈색사질점토-Ⅳ층 명적갈색사질점토-Ⅴ층 흑적갈색사질점토(구지표)-Ⅵ층 풍화암반 순이

다. 성벽에서 떨어진 하단부에서 확인된 하부 보축석은 구지표 바로 위에 조성되었다. 성벽 가까이에서 확

인된 상부 보축석은 Tr.12 서쪽 외측에서 확인된 보축석과 마찬가지로 명적갈색사질점토(Ⅳ층)를 깔고 조성

되었다. 상부 보축석과 하부 보축석의 거리는 120~150㎝ 가량이다. 하부 보축석은 정연하지 않고 무질서하

게 20~40㎝ 크기의 석재를 이용한 것에 비해, 상부 보축석은 40×20×15~20㎝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3

단으로 정연하게 쌓았다.

체성부의 축조방법은 내·외협축의 방식으로 축성되었는데, 50~80×20~50㎝ 크기의 화강편마암을 이

용하여 남쪽은 7~8단, 동쪽은 9~10단, 서쪽은 6~7단 올려 축성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남쪽과 서쪽은 

200~210㎝이며, 동쪽은 230㎝이다. 기울기는 남쪽 68°, 동쪽 62°, 서쪽 63°로 비슷하다.

포루의 내부는 대지조성을 위한 잡석을 흑(적)갈색사질점토와 함께 깔았는데, 이 층은 고대의 기단석을 

포함하고 있. 이 잡석층의 상부에서는 명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층은 포좌 사이의 등성시설과 

동쪽 내성벽의 기초부를 포함하고 있다(도면 12). 이를 보아 포루의 대지조성과 함께 고대의 기초부를 먼저 

조성한 후 포좌와 등성시설, 동쪽 내성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포루 내부의 6·7번 포좌 앞에

서 잡석층이 확인되지 않아 탐색트렌치를 추가하였는데, 층위는 하부부터 명갈색사질토-흑(적)갈색사질점

토-명적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 구간은 포루의 평면형태가 남서쪽으로 약간 돌출된 구간으로 

당초 설계계획보다 밖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잡석다짐층이 다른 구간에 비해 하부에서 확

인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포루의 공간확보를 위해 보축석과 기단석축을 이용하여 지대를 올렸으며, 잡석을 포함한  

흑(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대지를 조성함과 함께 고대의 기초석을 놓았다. 그 상부에 회편을 포함한 명갈색

사질점토를 깔아 포루 내부의 생활면과 포좌, 등성시설, 내성벽의 기초부를 조성하여 포루의 형태를 완성하

였다. 

사진 18. 포루 내부 층위와 전경 사진 19. 포루 출입로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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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시설

(1) 포좌

제1남옹성의 포루에는 모두 8개의 포좌

가 설치되었다. 포좌는 반원형의 포루성벽

을 따라 방사형으로 위치하고 있다. 편의

상 북동쪽에 위치한 포좌를 포좌1이라 명

하고 순서대로 포좌8까지 명명하였다.

포좌의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이며, 내부

와 입구의 너비가 대체로 1:1.7~2.1의 비

율로 입구가 넓다.  

그러나 포좌5와 포좌8의 경우 그 비율

이 1:3에 이르도록 입구가 넓은데, 이는 

포좌5는 포루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

기 때문이며, 포좌8은 북쪽 등성시설이 고대와 연결되도록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포좌의 입구 높

이는 130~160㎝, 내부 높이는 115~130㎝로 포혈을 향해 낮아지는 형태이다. 

모든 포좌의 내부에는 이방이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 포혈을 바라보며 왼쪽에 조성되어 있으나, 포좌3의 

이방은 오른쪽에 있다. 이방의 규모는 깊이 62~90㎝, 높이 94~110㎝이다. 이방의 면적은 포좌의 면적이나 

포좌사이에 위치한 등성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0.4~0.6㎡로 포좌에 필요한 이방의 최소한의 면적이 정해

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혈은 장방형이며, 크기는 40~60×40~50㎝ 정도이다. 받침돌과 이맛돌, 기둥돌 두 매로 이루어졌으며, 

모를 둥글게 돌린 거석을 면석으로 사용하였다. 받침돌은 길이 80~100㎝, 높이 40~80㎝의 크기로 포혈을 

이룬 여타 석재에 비해 확연히 크다. 기둥돌은 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내부와 외부 

면을 둥글게 다듬었다. 포좌4~6의 포혈 밖으로는 신남성이 조망된다. 

포좌의 덮개돌은 유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3~4매로 대략 40~60㎝ 너비의 평평한 석재를 사용하

였다. 포혈의 이맛돌 상부부터 덮었으며 포좌 입구부에 있는 덮개돌은 양옆의 등성시설의 최상부 석재와 둥

글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포좌5의 오른쪽 등성시설에 상부석재가 유실되어 내성벽을 확인한 결과, 포루와 

남쪽의 내성벽을 축조한 후 장대석을 덧붙여 등성시설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좌의 내부 벽에서 

확인되는 강회 제물치장이 등성시설 옆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좌와 등성시설을 조성할 때 

방법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등성시설은 회곽로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포좌의 양옆에 설치되었다. 40~80㎝길이의 장대석을 5~7단 올

렸으며, 최상부 석재는 100㎝이상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였다. 포좌6~8 사이는 여타 등성시설과 달리 폭이 

좁은데, 이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포좌8의 오른쪽 등성시설은 고대 서쪽 

회곽로와 연결된다.

사진 20. 포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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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포

군포는 군사들의 막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조물로 성랑으로도 불린다. 중정남한지 卷一 上篇에 따르면 

‘원성의 안 둘레는 6,290보이니 모두 17리 반이며, 바깥 둘레는 7,295보이니 모두 20리 95보인데 척으로 환

산하면 23,666척이 된다. 여첩은 1,940타인데 모두 벽돌로 덮었으며 문을 낸 곳이 넷으로 문에는 모두 누가 

있고 옹성이 넷, 암문이 아홉, 군포가 125처(각 3칸)인데 사방에 모두 장대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으로 군포가 성 둘레를 따라 125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정남한지 권수(卷首)의 서례(敍例)에는 ‘숯을 묻어둔 것도 훗날 쓰임을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일

년 간격으로 숯을 사서 타첩(垜堞)과 군포(軍舖)에 저장하였으나…’라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연주봉옹성의 

서쪽에 위치하는 본성의 북서모서리에 설치된 매탄처 인근에는 군포터가 확인되었으며,4) 군포의 기능과 용

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한편 비변사등록에는 숙종28년인 1702년 ‘예조판서 김진귀가 남한산성 성랑 1백 50곳 가운데 개조 및 

수리 보수해야 할 32곳을 칸수로 계산하니 1백 92칸, 행궁 아래 객사와 삼문 이하 공해 여러 곳 및 군보·

사찰의 수리할 곳까지 합하면 3백 40~50칸임을 아뢰고, 역사에 필요한 물력이 부족하여 속첩을 발행하기를 

청하니 참작하여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남한산성의 외성인 봉암성이 축조(1686

년)된 이후의 것으로 봉암성을 축조하면서 추가로 25곳의 군포를 더 설치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남한산성 

군포지 지표조사 결과 봉암성에서 16곳의 군포지가 확인되어 기록의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봉암성에서 남쪽

으로 이어지는 한봉성에서는 군포지가 한 군데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1남옹성의 포루내부에는 군포의 초석이 5개 확인되었다. 군포의 후면은 고대의 기초부 석축과 인접하

여 있으며, 잔존하는 초석으로 보아 정면 3칸, 측면 1칸의 600×200㎝ 규모이다. 포루와 관련하여 화약, 포

환 등의 무기를 저장하였던 창고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기와가 매우 소량이며, 

초석 외의 벽체시설이나 석축시설 등 다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남옹성에서 확인된 군포

는 남한산성 본성을 따라 설치된 군포와는 구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초석이 고대의 남측벽과 40㎝ 정

도 떨어져 매우 인접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 군포의 장축 벽은 고대의 남측벽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

며, 기와건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2남옹성에서도 군포가 확인되었는데, 용도에서 포루로 출입하기 위한 홍예문의 바깥쪽에 설치되

었다. 755×330㎝ 규모의 정면 3칸, 측면 1칸 건물지로 측면과 후면이 석축벽체로 이루어져 본성을 따라 설

치된 여타 군포들과 비슷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 고대

고대는 5개의 옹성 가운데 유일하게 제1남옹성에만 설치되어 있다. 제1남옹성은 본성이 회절되는 구간에 

위치하여 북서쪽에 위치하는 수어장대와 동쪽에 위치하는 남장대, 제2·3남옹성과의 상호전달을 위해 옹성

내부에 고대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어장대와의 거리는 1.23㎞, 남장대와의 거리는 322m 가량 떨어

져 있다.

고대는 서쪽 성벽으로 붙여 쌓아 용도에서 포루로 진입하는 출입공간을 동쪽에 마련하였으며, 출입공간

4)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남한산성 군포지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로 보고서는 2016년 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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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쪽 내성벽은 퇴물림쌓기를 하여 포루 상부의 회곽로를 안정감 있게 조성하였다. 제1남옹성의 고대는 

포루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토대지를 마련한 후 축조되었다. 고대의 규모는 27.7×12.4m, 높이 5.76m이다. 

서쪽 체성부에 고대의 측벽을 붙여 쌓아 동쪽에 너비 240㎝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포루로 통하는 출입로

를 조성하였다. 

고대의 측벽은 50~170㎝ 크기의 가공한 대형면석과 쐐기돌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고대는 대형 석재로 

측벽과 북쪽 계단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내부를 잡석과 토사로 채우면서 성토다짐하여 축조하였음이 확인되

었다.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측벽의 내부를 돌을 이용하지 않고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얇게 깔면서 내

부를 견고히 하였다. 북쪽은 대형의 석재를 경사지게 놓아 계단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쪽측벽은 방형석재와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대체로 줄눈을 수평으로 맞추어 바른층쌓기를 했으며, 계

단으로 이용된 북쪽 측벽의 상단 지점부터는 허튼층쌓기로 측벽을 조성하였다. 서쪽측벽은 장방형석재를 사

용하여 바른층쌓기 하였는데, 줄눈이 북쪽으로 낮아지도록 경사지게 축조하였다. 계단으로 이용된 북쪽 측

벽의 상단 지점부터는 동쪽측벽과 마찬가지로 허튼층쌓기로 측벽을 조성하였다. 남쪽측벽은 방형석재와 장

방형석재를 이용하여 대체로 줄눈을 수평으로 맞추어 쌓아올렸다. 최상단에는 장대석을 나란히 놓아 마감하

였다. 남동모서리는 대형 석재의 한쪽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모를 죽인 면석으로 마감하였고, 남서모서

리는 장방형으로 치석한 일반적인 면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서쪽모서리는 체성부의 회곽로로 오르기 위한 

등성시설 위에 고대의 석재를 쌓아올려 옹성의 서쪽 성벽을 구축한 이후 고대를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여장 

제1남옹성의 여장은 지형과 용도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본성의 외벽하단 성하로(城下路)와 용도(甬道)

를 따라 급경사를 이루며 낮아지는 북쪽구간, 옹성의 가장 낮은 구간, 포루를 향해 높아지는 구간, 포루구간

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성과 수평하게 위치하며 암문에서 옹성으로 이어지는 성하로(Tr.7·8)와 용도를 따라 낮아지는 북

쪽구간(Tr.5·6)의 여장은 지대석을 2~3단 올린 후 두께 10여㎝의 납작하고 평평한 여장석을 얹고 그 사이

를 회로 채운 형태이다. 여장석은 1~2단정도 남아 잔존 높이는 20~30㎝ 가량이며 두께는 80~90㎝이다. 이 

구간은 내벽을 올리지 않고 여장의 끝이 생활면으로 사용된 구간이다. 본성 가까이 일부 여장에서 전이 확

인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체성부와 같은 석재를 사용하였다. 

사진 21. 장대 전경(남서에서) 사진 22. 장대 남쪽 측면(남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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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의 가장 낮은 구간(Tr.4)은 지대석을 1~2단 올린 후 납작한 석재와 두께가 두꺼운 막돌을 혼합하여 

여장을 올렸다(사진 24). 여장은 일반적으로 가로 쌓기 방식으로 눕혀서 조성하였는데, 내부여장 일부에서 

25×35㎝ 정도의 면석을 세워쌓기한 여장석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성 체성부에서 보여지는 ‘두개 쌓기’혹은 

‘세개 쌓기’방식의 상징석5)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지형과 용도에 맞추어 축성방법을 달리한 것으

로 추측된다. 여장의 두께가 100~110㎝에 이르도록 두꺼워지는데, 가장 낮은 지형이기도 하지만 하부에 조

성된 수구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루를 향해 높아지는 구간(Tr.1~3)은 내성벽에서 80~130㎝가량 들여 여장이 조성되었고, 성벽상부에 

회곽로(성상로 城上路)가 형성되었다. 포루에 가까운 남쪽 여장은 전돌을 사용하였으며 전돌과 전돌 사이를 

강회로 마감하였다. 이것은 정조3년(1779) 대대적인 보수로 개축한 흔적으로 보인다.  

Tr.3부터 남쪽으로 갈수록 내성벽의 높이가 높아지며 상부에 회곽로가 조성되고 고대를 지나면서 회곽

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성벽을 들여쌓아 퇴물림쌓기하였다.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한 Tr.4 부근의 여장을 

제외한 용도구간의 여장 너비가 약 80㎝인데 비해 포루의 여장 너비는 85~110㎝로 넓어진다. 특히 포좌 상

부에 위치한 여장의 너비는 110㎝로 가장 넓다. 여장 상부는 거의 유실되었으나, 남아있는 여장의 높이가 

0~50㎝에 이른다.

5)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05, 『남한산성 성곽 보수·정비 보고서』 34~35쪽.

사진 25. Tr.1 서쪽 내부 여장 사진 26. Tr.2 서쪽 내부 여장

사진 23. Tr.7 내부 남쪽여장 사진 24. Tr.4 동쪽 내부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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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서쪽에는 여장 기초부까지 포함해서 90㎝까지 남

아있고, 세 개의 타구가 확인되어 한 타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었다. 한 타의 길이는 375~400㎝이다. 『중정남한

지』(1847년)에 따르면 제1남옹성의 ‘둘레는 344보에 여첩

이 109타이다.’고 하였다.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제1남옹성의 상부 둘레 426m를 344보와 척으로 환산했

을 때 주척 20.8㎝를 기준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여첩이 109타라 하였으므로 타의 길이는 약 390㎝

로 추정가능한데 확인된 1타의 길이가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석은 넓적하고 얇은 석재를 이용하

여 여장 중심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있으며 중간에 수키

와를 얹었다. 수키와의 양끝은 회를 이용하여 감쌌으며 규방전을 이용하여 올렸다. 타석을 기준으로 하부는 

두께 20~30㎝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나, 상부는 두께가 5~10㎝를 넘기지 않는 얇은 석재를 이용하여 올

렸다. 전돌, 석재 사이를 강회로 마감하였는데, 제물치장의 두께가 10㎝ 내외로 일부 전돌이 빠진 부분이 확

인되어 충분한 양의 강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7. 포루여장 고대 서쪽 전경

사진 28. 포루 여장(좌부터 포루여장 Tr.5, 15, 17)

여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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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곽로는 甬道의 회곽로와 마찬가지로 숯과 회편이 포함된 명(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조성하였는데, 포

좌 상부의 경우 자갈을 깔고 성토하였다. 옹성의 동남쪽, 용도에서 포루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한 포루여장 

Tr.8의 층위를 보면 갈색사질점토(회편포함)-명갈색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명갈색사질점토층이 회곽로의 

사용면으로 추정된다. 포좌상부의 회곽로는 포루여장1 트렌치의 층위로 확인할 수 있는데, 포좌 뚜껑돌 위

에 자갈과 회알갱이를 깔고 회편과 숯편이 포함된 적갈색점토를 성토하여 회곽로를 조성하였다. 

포루 서쪽의 여장은 고대가 서쪽 체성부쪽으로 붙어있어 회곽로의 너비가 80~90㎝로 좁다. 고대의 서쪽

과 성벽사이에 위치한 포루여장 Tr.17의 층위는 a층 표토–b층 암적갈색사질점토–c층 적갈색사질점토–d층 

적갈색사질점토–e층 적색사질점토–f층 흑색사질점토–g층 갈색사질점토–h층 회갈색사질토 순이다. 회갈

색사질토(h층)는 고대의 하부석재와 석재 사이사이에서 확인되어 고대조성과 관련 있는 층위로 보이며, 갈색

사질점토(g층)와 흑색사질점토(f층)는 여장 기초부에 해당하는 30~40㎝크기의 석재사이에서 확인되어 이와 

관련 있는 층위이다. 즉, 고대 하부를 조성한 후 여장 기초부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d와 e층은 고대와 

여장사이의 채움토이며, a~c층은 표토와 퇴적토이다. 회곽로 사용면은 삭박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회곽로의 너비는 대체로 120~150㎝로 일정한 너비로 확인되나 포루 남쪽에서는 180~220㎝의 너비로 넓

어진다. 옹성의 남서 모서리에 해당되는 포좌7의 상부에서는 회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포좌7이 조성

된 입지가 여장을 올리고 회곽로를 조성하기에 협소하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루 

남쪽부의 회곽로가 넓어진 부분은 포좌4~6의 상부로 이곳은 포루에서 공격력이 집중되는 공간이며, 회곽로

를 이용하는 군인들의 용이한 이동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수정, 우보람)

사진 29. 포루여장 Tr.1 전경 사진 30. 포루여장 Tr.5 토층, 포좌 뚜껑돌 노출 

사진 31. 포루여장 Tr.8 토층 사진 32. 포루여장 Tr.17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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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여장 Tr.8, 17 토층도

사진 35. 남한산성 본성 원형여장 사진 36. 유단식 전 사용예

사진 33. 동쪽 여장과 회곽로 사진 34. 동쪽 여장과 회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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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남옹성 출토유물

1) 기와 

남한산성 제1남옹성 시·발굴조사에서 발굴조사 지역인 포루, 군포, 여장, 고대에서 출토된 유물은 수키와 

11점, 암키와 19점으로 총 30점이다. 시굴조사 지역인 용도(甬道)구간에 조사한 트렌치 내 문화층에서 6점

을 수습하였고, 지표에서 수키와 58점, 암키와 33점 수습하여 시굴조사를 통해 수습된 유물은 총 97점이다. 

이 중 문양대가 비교적 뚜렷하고 완형에 가까운 유물들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 문양의 종류

제1남옹성에서 수습된 기와의 문양은 창해파문계, 집선문계, 어골문계, 선문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문과 명문을 제외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18개의 문양으로 나누었다. 창해파문계는 창해파문, 세창해파

문, 종선복합문, 원집선복합문, 차륜문복합문, 십자원복합문, 중호문으로 나누었으며, 집선문계는 격자복합

문, 집선방형격자복합문, 사격자복합문, 능형집선문, 집선중호복합문, 원형집선문, 집선복합문으로 나누었다. 

제1남옹성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창해파문과 집선문은 조선시대 대표문양으로 함께 확인되는 특징으로

는 기와의 두께가 두껍고 회청색의 경질이다.6)  

또한 어골문과 어골차륜문으로 나누어지는 어골문계 기와는 소량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1남옹성의 수축

이 이미 어골문계의 쇠퇴가 이루어진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명문 기와는 ‘甲子’명 수키와 1점과 ‘太平’명 암키와 4점이 수습되었다.

〈표 1〉 제1남옹성 출토 기와 문양표

창해파문계

창해파문 세창해파문 종선복합문 원집선복합문 차륜문복합문 십자원복합문 중호문

격자복합계

격자복합문 집선방형격자복합문 사격자 복합문 능형집선문 집선중호복합문 원형집선문 집선복합문

6) 고재용, 2003, 『고려~조선시대 평기와의 변천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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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골문계 선문계 명문 무문

어골문 어골차륜문 선문 집선문 ‘甲子’명문 ‘太平’명문

(2) 제작기법에 따른 특징

① 태토구성·소성도·색조

제 1남옹성에서 수습된 평기와에서 제작과정상의 특이한 양상이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태토는 비교

적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사립과 석영 및 운모, 장석들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화도에

서 소성된 경질이다. 또한 소성 시 굳어져 생긴 자연유의 흔적이 확인된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청색이 주

를 이루며 연회색이며 암회색도 일부 확인된다.

② 와도흔과 포흔

측면분할방식은 1/2~1/4의 범위 내에서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분할을 하였다. 

내면의 포흔은 대체로 6~10올 내외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 중 8~9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이것은 당시 기와를 제작하던 당시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제1남옹성 출토 평기와 내면 포흔 올수 분포 표

가로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로
올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1 · · ·

6 · · · · 3 4 · 2 1 · · ·

7 · · · · · 1 5 2 1 · · ·

8 · · · · · · 1 3 2 2 · ·

9 · · · · · · 1 3 1 1 · ·

10 · · · · · · · 3 1 3 1 ·

11 · · · · · · · · · 1 1 ·

12 · · ·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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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께

두께는 1.7~3.2cm정도에서 분포하고 있다. 문양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창해파종선복

합문과 집선복합문이 시문된 기와의 두께는 다소 차이가 크고, 명문기와의 두께는 다른 문양의 기와에 비해 

얇은 편이다.

〈표 3〉 제1남옹성 평기와 두께 표

문양
창해파문계 격자문계

무문 선문 명문
창해파문 종선복합문 원집선문 격자복합문 집선복합문

두께(㎝) 2.1~2.8 1.8~3.2 2.2~2.9 1.9~2.7 1.8~3.2 1.8~3.2 1.8~2.7 1.7~2.2

(3) 출토위치별 분포

제1남옹성에서 수습된 유물 중 층위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로 성벽의 축성당시 층을 다질 때 사용한 

것으로 소량의 기와편과 전편이 확인된다. 이외의 유물은 대부분 지표에서 수습되었는데, 이는 주로 여장에

서 쓰였던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자리를 이탈하여 지표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에서 수습

된 유물은 일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수습하고 권역명을 부여하였다. 본 보고서에 명기된 유물의 출토위치는 

아래의 도면과 같다.

제1남옹성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문양별 분포는 계량화된 개체수가 다소 적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 문양대의 분포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축을 추정하거나 남옹성의 변화과정을 이

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출토된 기와의 문양별 출토위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제1남옹성 지표수습유물 권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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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1남옹성 문양별 수키와 출토위치 현황

        문양 

  출토지 

명문

창해파문계 격자문계

계창해
파문

세창해
파문

종선
복합문

원집선
복합문

차륜문
복합

십자원
복합문

중호문
격자
복합문

집선
방형
격자
복합문

사격자 
복합문

능형
집선문

집선
중호
복합문

원형
집선문

집선
복합문

포루내부 · 3 · · · · 1 1 · · · · 1 · 1 7

고대 서쪽여장 · 1 · · · · · · · 1 · · · · 1 3

군포지 · · · · · · 1 · 1 · · · · · · 2

Tr.1 
동쪽 외측 

· 1 · · · · 1 · · · · · · · · 2

Tr.1 
동쪽 외측 

남쪽기단석축
· · · · · · 1 · · · · · · · · 1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
· 1 · · · · · · · · · · · · · 1

Tr.3 
동쪽 내측

· · · · · · · · 1 · · · · · · 1

Tr.3 
서쪽 내측

· 1 · 1 · · 1 · 1 · · · · · 1 5

Tr.4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
· 1 · · · · · · · · · · · · · 1

Tr.4 
동쪽 내측 

· · · · · · · 1 · · · · 1 · · 2

Tr.4 
동쪽 외측 

· 2 · · · · · · 1 · · · · · · 3

Tr.4 
서쪽 내측

· 1 · · · · · · · 1 · · · · · 2

Tr.4 
서쪽 외측

· · 1 · · · 1 · · · · · · · · 2

Tr.5 
동쪽 내측 

· 1 · 2 · 1 · · · · · · · · · 4

Tr.5 
동쪽 외측 

· · · · · · · · 1 · · · · · · 1

Tr.5 
서쪽 내측 

· · · 1 · 1 · · · · · · · · · 2

Tr.6 
동쪽 내측 

· 1 · 1 · · · · 2 1 · · · 1 · 6

Tr.6 
서쪽 내측

· 1 2 1 · 3 · · 1 2 · 1 · · · 13

Tr.6 
서쪽 외측

1 2 · · 1 · · · · · · · · · · 4

Tr.7 · 1 · · · · · · · · · · · · · 1

Tr.10 · · · · · · · · 1 · · · · · · 1

Tr.11 
동쪽 외측

· · · · · · · · · · 1 · 1 · 2 4

Tr.11 
서쪽 외측

· · 1 · · · · · · · · · · · · 1

Tr.12 
서쪽 외측

· · · 2 · · · · · · · · · 2 4

계 1 17 4 8 1 5 6 2 9 5 1 1 3 1 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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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1남옹성 문양별 암키와 출토위치 현황

                      문양 

      출토지 
명문 창해파문

어골문계 선문계
무문 계

어골문 어골차륜 복합문 선문 집선문

포루내부 · 3 · · 1 1 3 8

포루여장 · · · · · · 2 2

군포 · · · · 1 1 5 7

고대상부 2 · · · · · · 2

Tr.1 동쪽 외측 · · · · 4 · · 4

Tr.1 동쪽 외측 남쪽기단 석축 · 1 · 2 · · · 3

Tr.3 동쪽 내측 · · · 1 · · 2 3

Tr.3 서쪽 내측 · · 1 · · · · 1

Tr.4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 · · · · · 1 2 3

Tr.4 동쪽 내측 · · · · · · 1 1

Tr.4 동쪽 외측 · · · · · · 1 1

Tr.4 서쪽 내측 · · · · · · 2 2

Tr.4 서쪽 외측 · · · · · · 3 3

Tr.5 동쪽 내측 · · · · · · 1 1

Tr.5 서쪽 내측 · · · · 1 · 1 2

Tr.6 동쪽 내측 · 1 · · 1 · · 2

Tr.6북 동쪽 내측 · · · · 1 · 2 3

Tr.6 서쪽 내측 · · · · 1 · 2 3

Tr.12 서쪽 외측 적갈색사질점토층 2 · · · · · · 2

Tr.12 서쪽 외측 · 1 · · 1 1 · 3

계 4 6 1 3 11 4 27 56

2) 전

전은 전실분, 지상건축, 전탑, 성벽 등에 사용되는 건축부재이다. 일반적으로 전 혹은 전돌로 불리우며, 

용도에 따른 분류와 형태에 따른 분류, 그밖에 문양별·크기별의 분류 등으로 구분된다.7) 일반적으로 형태

에 따른 분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1남옹성 출토 전은 형태에 따른 분류를 따르기로 하였다. 

제1남옹성에서 출토된 전은 형태에 따라 방전, 반방전, 귀방전, 옥개방전, 귀방옥개전, 삼각선, 유단식전

으로 구분하였다. 방전은 가로세로가 같은 크기인 전으로 성의 축성등에 사용되는 경우 포방전으로 불리기

도 한다. 반방전은 방전의 1/2크기인 것을 말하며 반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귀방전은 일반적으로 삼각형전

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형태가 거묵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귀방전으로 불려진다. 옥개방전은 평면형태는 방전

이나 단면이 오각형으로 여장 상부에 사용되는 전이다. 귀방옥개전은 평면형태가 귀방전이며, 단면이 오각

형으로 여장상부의 끝을 마감하는데 사용되는 전이다. 삼각전은 평면형태가 제형(梯形)으로 여장의 타에 마

감하는데 사용되는 전이다. 유단식전은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양 끝에 단을 주어 결구맞춤으로 하중을 분산

시키는 동시에 전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남한산성 제2·3남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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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제1남옹성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전은 방전과 반장전이다. 포루의 여장 일부에서 

방전과 반방전을 이용하여 수축한 여장이 포루와 용도 북쪽 일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문헌기록에 1779년

(정조 3)에 영조대 기와로 덮은 것을 철거하고 벽돌로 덮었다는 기록이 있다(승정원일기). 이는 원성에 관련

한 기록이지만 같은 시기에 남옹성을 증개축하였으며(중정남한지), 비슷한 시기에 수축된 수원화성의 경우 

전을 이용하여 성을 수축하였으므로 남옹성의 증개축과정에서 여장석을 대신하여 전을 이용하였을 개연성

이 높다. 그 외에 확인되는 귀방옥개전, 옥개방전, 귀방전, 삼각전, 유단식전은 여장의 타를 만들 때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봉암성의 원형여장에서 그 다양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Tr.3 동쪽 내측 갈색사질점토층에서 방전이 많이 출토되었다. Tr.3 동쪽은 비교적 지형이 낮은 구간

이며, 현재에도 성벽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전을 이용한 증개축 이후에도 성벽에 대한 보

수가 진행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짐층에 전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Tr.4~6 서쪽 내측에서도 전이 다량 확인되었지만 이 구간은 다른 용도구간에 비해 여장에 전이 많이 잔

존해 있는 구간으로 잔존한 전의 수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남한산성 제1남옹성 전 출토 현황

                            문양
     출토지 방전 반방전 귀방전 옥개방전 귀방옥개전 삼각전 유단식전 계

포루내부 2 · 1 · · · 1 4

포루여장 2 · 1 1 · · · 4

군포 1 · · · · · · 1

Tr.1 동쪽 외측 · · · · · · 1 1

Tr.1 동쪽 외측 남쪽기단 석축 · 1 · · · 1 · 2

Tr.1 서쪽 내측 · · · · 1 · · 1

Tr.2 동쪽 외측 · · 1 · · · · 1

Tr.2 서쪽 내측 1 · · · · · · 1

Tr.2 서쪽 외측 · 1 · · · · · 1

Tr.3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 6 · · · · · · 6

Tr.3 동쪽 내측 · · · · · · 1 1

Tr.3 서쪽 내측 · 1 · · 1 · · 2

Tr.4 동쪽 내측 적갈색사질점토층 1 · · · · · · 1

Tr.4 동쪽 내측 1 · · · · · 2 3

Tr.4 동쪽 외측 · · · · · 1 · 1

Tr.4 서쪽 내측 · 3 · · · 1 · 4

Tr.4 서쪽 외측 · 2 · · · 1 · 3

Tr.5 동쪽 내측 · · · · · 1 · 1

Tr.5 서쪽 내측 2 3 · · · · · 5

Tr.6북 동쪽 내측 · 1 · · · · · 1

Tr.6 서쪽 내측 1 2 1 · · · 1 5

Tr.7 · · · · · · 1 1

Tr.8 출수구 · · · 1 · · · 1

Tr.11 동쪽 외부 1 · · · 1 1 · 3

Tr.12 서쪽 외측 · · 1 · · · 1 2

계 18 14 5 2 3 6 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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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한산성 인화관지·연무관지·한흥사지·제2·3옹성 출토유물과의 비교

남한산성은 행궁, 객관인 인화관, 승영사찰인 국청사와 한흥사 등과 함께 1624년(인조 2)부터 수축되었

다. 이후 지속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졌으며, 대대적인 시설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인화관은 광주부의 객관이며 남한산성 행궁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조선고적도보에 

1909년 사진이 남아 있다. 남한산성 호텔이 들어서는 등 새로이 건물이 축조되어 파괴되었다가 2010년 발

굴조사를 통해 초석 및 기단 등 기초부와 유물이 발굴되었다. 인화관지에서 출토된 기와 문양은 창해파문을 

주문양으로 한 복합문들이 출토되었으며, 나말려초기의 대표적 문양인 태선문을 비롯한 승문, 격자문, 어골

문 기와도 소량 확인되었다. 창해파문 평기와류는 남한산성 행궁지에서 출토된 문양과 거의 같아 조성시기

를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8)

연무관은 성 중앙의 북쪽 산기슭아래에 있는 관해(官廨)로,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

로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부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해체보수공사를 추진하던 중 주변지역의 시

굴조사가 실시되었고(2009.3;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연무관 해체 후 창건기와 관련된 유구확인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출토된 유물 중 창해파문, 복합문, 집선문 수키와

는 17~19세기 유물 함께 소량 출토되었다.9)

한흥사는 인조 2년에 새로이 창건된 승영사찰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사찰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되었다가 2010년 시굴조사와 2011~2012년 발굴조사를 통해 그 기초부와 유물이 확

인되었다. 한흥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문양은 집선문과 창해파문 계열의 문양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소량

의 어골문과 무문, 선문기와가 확인되었다. 창해파문은 대체로 종선복합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집선문과 창

해파문이 복합시문된 경우 집선문이 점차 호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줘 집선문에서 창해파문으로 변화

하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4호건물지와 가-7호 건물지에서 청기와가 출토되었다.10) 

제2·3남옹성은 1638년에 제1남옹성과 함께 수축되었다가 청나라의 힐책으로 다음해인 1639년에 훼철되

었다. 이후 봉암외성, 한봉외성과 함께 1700년 전후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2·3남옹성에서 출토된 평

기와의 문양은 서로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대체로 집선문계와 창해파문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3남옹

성의 경우 제2남옹성에서 확인되지 않는 세사격자문과 유사어골문 및 어골복합문 등이 확인되었다.11) 

제1남옹성에서 수습된 평기와의 문양을 인접한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의 문양과 비교하여 유사성을 검토

하고 시기를 추정코자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양 중 창해파문, 차륜복합문, 격자복합문, 집선문, 명문 등에

서 상당한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차륜복합문을 제외한 문양은 인접 유적에서 출토된 문양들과 거의 흡사하

게 확인되어 남한산성 내 4개 유적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격자복합문 기와의 

경우 인화관지, 연무관지, 한흥사지, 제2·3남옹성 출토기와와 거의 흡사하게 확인되어 비슷한 시기에 축조

되었으며, 아울러 동일한 기와제작소로부터 공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2) 

8)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남한산성 인화관지』.
9)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남한산성 연무관지』.
1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남한산성 한흥사지』.
11)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남한산성 제2·3남옹성』.
12)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남한산성 한흥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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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관, 연무관, 한흥사와 제1남옹성의 개축 시기가 14년의 차이가 있으며, 제2·3남옹성의 경우 훼철 후 

1700년대 개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초축 시기의 차이가 있음에도 출토된 기와의 등문양이 비슷한 것은 

보수 및 증·개축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7〉 남한산성 내 관련유적 문양 비교표

        문양

출토지 
창해파문 차륜 복합문 격자복합문 집선문 명문

인화관지

연무관지

제2·3옹성

한흥사지

제1남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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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한산성 제1남옹성 명문기와

제1남옹성에서 ‘甲子’명 기와와 ‘太平’명 기와, 두 가지 종류의 명문기와가 수습되었다.

‘甲子’명 기와는 수키와로 Tr.6 서쪽 외측지표에서 1점이 수습되었고, ‘太平’명 기와는 암키와로 고대 상

부 석축시설에서 2점, Tr.12 서쪽 외측 적갈색사질점토층(Ⅱ층)에서 2점이 수습되어 총 5점의 기와가 수습되

었다. 

(1) ‘甲子’명 수키와

Tr.6 서쪽 외측지표에서 수습된 ‘甲子’명 수키와에서 ‘甲子’라는 명문은 60갑자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남

한산성과 관련 있는 甲子年은 1624년(인조 2)으로 남한산성 본성의 수축이 시작된 해이다. 제1남옹성은 그

보다 후인 1638년(인조 16) 병자호란 이후 본성의 개축과 함께 초축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위치 또한 본성

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트렌치에서 수습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1남옹성 축성 시 본성에 이용되었던 

기와를 재활용했거나 본성의 기와가 흘러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2) ‘太平’명 암키와

‘太平’명 암키와는 고대 상부 석축시설에서 2점, Tr.12번 서쪽 외측의 적갈색사질점토층(Ⅱ층)에서 2점이 

수습되었다. 고대 상부 석축시설은 동반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현대시설물로 추정되며, 명문암키와는 

석축시설 조성 당시 쓸려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Tr.12 서쪽 외측에서 확인된 명문기와의 경우 성벽의 다짐층인 적갈색사질점토층(Ⅱ층)에서 수습되었으

며, 이 층은 제1남옹성의 초축시 조성된 층위이다. 따라서 ‘太平’명 암키와의 제작시기는 제1남옹성의 초축 

시기보다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산성 유적 중 ‘太平’명 암키와가 출토된 예는 2011년 발굴 조사된 남한산성 한흥사지이다. 한흥사

는 1624년 남한산성 수축과 함께 창건되어 20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다. ‘太平’명 암키와가 출토된 건물지는 

가-4~7호건물지 와적층(Ⅲ층), 가-6호건물지 기단토층(Ⅳ층), 나-3호건물지 와적층(Ⅲ층)과 개수(改修)된 고

래둑에서 출토되었다. Ⅲ층은 유구의 사용 및 폐기시점을 알려주는 와적층으로 17~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

‘甲子’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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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래둑의 재료로 사용된 명문기와 역시 재활용의 가능성이 높다.13) 

아직까지 남한산성 내의 다른 유적에서 ‘太平’명 암키와가 출토된 바가 없으며, 제1남옹성과 한흥사지간

의 거리가 인접하고, 축조연대가 14년이 차이가 나는 등을 미루어 볼 때, ‘太平’명 암키와는 한흥사 초창 당

시 제작되어 한흥사 등지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후 제1남옹성의 초축에 재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太平’명 암키와의 시기와 관련해 살펴보면, 한흥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그 사용과 폐기시점이 밝혀진 바 

있고, 금번 남한산성 제1남옹성 발굴조사를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한흥사지

가-5호 건물지 가-7호 건물지

제1남옹성

고대 상부 석축시설 Tr.12 서쪽 외측 적갈색사질점토층

     (김유진, 우보람)

13)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남한산성 한흥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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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한산성 옹성의 축성사적 의미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1) 남한산성 元城의 축성기법과 옹성의 축성배경

남한산성은 古代의 산성을 수축하였으므로 조선시대에 新築되는 산성과 입지가 다르다. 조선시대의 산성

은 성벽 기저부가 능선의 정상부나 정상부에 바로 인접한 지점을 통과하도록 쌓았지만14) 남한산성은 능선 

정상에서 10~20m 정도 아래쪽으로 성벽이 통과하도록 하여, 성벽의 최상부도 구릉 정상부보다 낮고 성벽 

안쪽에 내환도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축성입지만으로도 남한산성은 통일신라시대 성곽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15) 

기록에 따르면 남한산성의 규모도 주장성과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무왕 12년(672)에 쌓은 주장성의 

둘레는 4,360보였으며16) 남한산성이 수축되기 전인 선조대에 측량한 주장성은 布帛尺으로 17,400척이었으 

며17) 포백척 1자의 길이는 46㎝ 이므로 주장성의 둘레는 대략 8㎞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측량으로 확인

된 남한산성의 원성 규모인 7,545m와18) 거의 같다.19)   

또한 남한산성 원성에 있는 4개의 치는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치에 비하여 돌출된 길이가 지나치게 짧은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치는 이성산성을 비롯한 삼국시대의 성곽에서 확인되는 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20) 따라서 남한산성은 성곽시설물의 일부도 주장성의 제도를 따라서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 성돌의 상당수는 주장성의 성돌을 재활용하였다. 남한산성 성돌 중 네 모서리와 표면까

지 둥글고 정교하게 다듬은 화강암 성돌은 크기가 비교적 크고 표면을 납작하게 다듬은 편마암 성돌과 치석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산성수축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인근에서 공급되는 화강편마암이며 멀리

서 가져온 화강암과 현무암 성돌은 주장성 성돌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주장성을 수축하여 남한산성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남한산성 축성방법에는 조선시대의 토

목건축기술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성벽은 축성대상지의 지반을 층단식으로 정지한 후 세종대에 축성된 

도성처럼 길이 1m 내외의 지대석을 놓고 장방형의 성돌을 정연하게 쌓아올렸다. 지대석 위의 성돌은 두께 

20㎝, 너비 30~50㎝의 크기로 네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표면은 판판하게 정다듬을 하였으며, 뒷길이를 길게 

14) 심광주, 2014, 「북한산성의 축성기법」, 『북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정립』, 겨례문화유산연구원, 43쪽.

15) 심광주, 2013, 「계양산성의 축조기법과 축성시기」, 『인천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겨레문화유산연구원, 50쪽.

16)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

17) 『선조실록』 30년(1597) 2월 25일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4,360보의 1步는 당시 營造尺이었던 唐尺으로 6척(대략 1.8m)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남한산성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74쪽.

19)  김육의 남한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산성의 사방 주위로 基址가 완연한 곳은 대개 온조왕이 옛
날에 쌓았던 곳이다. 바로 이를 기초로 그 위에 증축하면서 평탄하고 험난한 지형을 참작하여 高低의 높이를 맞추어 

나갔는데 갑자년(1624, 인조2)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병인년(1626, 인조4) 7월에 완공을 하였다. 산성은 둘레의 총 

길이가 약간 丈尺이요 여장이 1,700첩이며 4門을 설치한 외에 갑절이나 되는 暗門이 시설되었고, 그 속에 가람 일곱 

곳이 새로 건립되었는가 하면 官廨와 創庾 등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谿谷先生集》제8권 기 南漢城記).

20) 배기동·안신원·김윤아, 2003, 『二聖山城-10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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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각추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삼국시대 성돌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두께 15㎝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21), 

남한산성 원성의 성돌은 삼국시대에 비하여 두께는 약간 두꺼워지고, 너비는 약간 좁아져서 정방형에 가까

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성벽의 기울기는 삼국시대의 성벽이 70°~80°정도로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를 유지하는데 비하여 

남한산성의 원성은 60°~70°정도로 원성의 성벽이 훨씬 더 완만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치는 삼

국시대의 장방형치와 유사하게 짧은 것이 특징이나 치 전면의 모서리 기울기가 70°내외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축성기술은 암문, 여장, 옹성, 포루 등과 함께 조선시대의 새로운 축성기술이라고 생각된다. 뒤

채움도 조선시대의 축성기법을 적용하여 좁은 범위에만 잡석으로 뒤채움을 하고 그 뒷부분은 점토와 잡석

을 교차하여 다짐하는 방법으로 하여 석재사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 

특히 성돌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하단부에는 비교적 큰 성돌을 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작은 

성돌로 쌓아 올렸다. 4개의 성문은 홍예식으로 구축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산성의 곳곳에는 고

대산성에서는 없었던 暗門을 설치하여 긴급한 물자수송과 비밀스런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암문이 있는 

곳의 성벽은 回折시켜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암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

한산성에는 모두 16개의 암문이 있는데 암문의 형태는 虹蜺式 暗門에서 平居式 暗門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성벽 위에는 돌로 만든 여장을 설치하였다. 여장에는 근총안 하나에 원총안 2개가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

였다. 돌로 여장을 만들 경우 타구와 총안의 경사면을 매끈하게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총안의 내부는 강회로 

마감하였다. 

제2남옹성에서 동문구간을 포함하여 남한산성 곳곳에는 지금도 일정한 간격으로 체성의 상단부까지 내려

왔던 근총안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 타에는 가운데에 근총안 하나와 양쪽에 원총안 두 개가 배치되었으므로 

근총안과 근총안의 간격을 통하여 인조대에 수축 당시 여장 1타의 크기는 대략 4.4m 정도였음을 알 수 있

다.22) 

그런데 이처럼 조선의 최신 축성기법을 반영하여 수축하였지만 남한산성에는 砲樓가 전혀 설치하지 않았

다. 성곽축조시 포루 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임진왜란 중에 거론되기 시작하여23) 성을 쌓을 때에는 반드시 포

루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화포와 화약을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24)

21) 심광주외, 2001, 『남한산성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14쪽.

22) 이천우, 2006, 「남한산성 축성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4쪽.

23) 『선조실록』 43권 26년(1593) 10월 22일 

     상이 이르기를 ‘砲樓를 해주에 설치하고 싶은데 제도가 어떠한지 모르겠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왜적이 용산창
에다 포루를 설치했었는데 대체로 연대의 제도와 같았고 『紀效新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의 둘레에 羊馬墻

처럼 담을 쌓되 상부에는 大銃筒의 구멍을 뚫고 하부에는 소총통의 구멍을 뚫는데 천 步에 하나씩 설치하여 적이 가
까이 범해 오면 일시에 모두 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壕 안에다 만들기 때문에 적이 감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하
였다. 

24) 『선조실록』 53권 27년(1594) 7월 6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읍의 성곽이 있는 곳에 砲樓를 설치한다면 성을 지켜 적을 방어하는 데 참으로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全州城은 지형이 평탄하여 포의 彈道가 똑바르니 참으로 이처럼 조용한 

때에 포루를 설치하고 그 안에 대포를 배치한다면 비록 천만 명의 강적이라도 함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략) 조
정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보내 성곽의 曲直과 설치하기에 적당한 곳을 가서 보고 백성들을 효유하여 빠른 시일에 설
치하고, 또 도내의 火砲를 모으고 화약을 많이 준비하여 뜻하지 않은 변에 대응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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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는 적의 화포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비책으로 인식되었으며25) 왜란 당시 

이미 수원 독산성을 수축하면서 포루를 설치하기도 하였다.26) 남한산성의 축성 과정에서도 남문에서 동문의 

수구문에 이르는 구간은 지세가 낮아서 적의 진입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포루를 설치하고 다수의 화포를 구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7) 이처럼 왜란을 통하여 전쟁의 양상이 점차 화약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거리 공격으로 바뀌어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지만 정작 

남한산성을 쌓을 때에 화포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인조가 이르기를, “남한산성에는 한 곳도 포루가 없으니 이것이 결점이다” 하니 이서가 아뢰기

를 “포루는 성을 지키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됩니다. 포를 쏘게 되면 연기와 불꽃으로 사방이 어두

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장과 성 위의 좁은 곳에 흙을 메우는 일은 그

만둘 수 없기에 이수일에게 그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하였다.28) 

이를 통하여 볼 때 축성책임자인 李曙는 화포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화

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서는 남한산성의 지세를 믿었거나 당시 

조선이 구비하고 있는 화포의 화력을 고려할 때 봉암성이나 신남성에서 원성을 공격할 수 있는 화포의 존재

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조선은 기존의 조선화포와 다른 신무기인 紅夷砲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

다. 『남한지』의 내용을 보면 인조 14년 12월 23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적이 대포를 망월봉과 남성 맞은편 봉우리에 설치하고 쏘기 시작하였다. 이쪽에서는 신경진이 

천자포를 쏘게 하여 胡將과 군졸 수명을 맞추었다. 적이 또 대포 10여대를 남격대 밖에다 설치하

    『선조실록』 66권 28년(1595) 8월 5일  

     …砲樓가 성을 지키는 데에 가장 절실한 것인데, 都觀察使도 평양에 있을 적에 일찍이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시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이 있는 모든 곳에 포루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만, 화약을 대대적으로 준비한 뒤에야 적
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 『선조실록』 66권 28년(1595) 8월 22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의 술책이 점점 巧詐해져서 후일의 일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성을 쌓을 때에 대포를 막을 수 있
는 계책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중략) 왜적이 전에는 輕銳로운 군사로 곧장 진격하고 조총만 사용하였는데도 우
리 나라 사람들이 막아내지 못하였는데, 만일 성을 공격할 때에 대포를 사용한다면 성을 지키기에 더욱 어려울 것입
니다. 성을 쌓을 때에 마땅히 그 제도를 곡진히 하여 뜻밖의 근심을 엄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26) 『선조실록』 68권 28년(1595) 10월 27일
     …요즈음 水原 禿城은 城堞이 대충 성취되었고 또 砲樓를 설치하였으므로 와서 보는 백성들은 자못 성을 지킬 의사
가 있다 합니다.

27) 『선조실록』 159권 36년(1603) 2월 27일
     …신이 남한산성에 가서 형세를 살펴보니 진세(陣勢)가 곧아 천험의 요새였습니다. 서북쪽에 봉우리가 있고 동남쪽은 

확 트였는데 시내와 우물이 있고 또 논도 있었습니다. 성안에는 산기슭이 서로 가로막고 있었으며 성 바깥쪽에는 한
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었으나 굽어보거나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北門에서 동쪽으로 水口에 이르기까지와 서
쪽으로 남문에 이르기까지의 지세가 성 가운데에서 가장 험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砲樓를 설치할 만한 곳도 있었습
니다. 水口와 南門서부터는 산세가 낮고 약해 반드시 적을 받는 곳이 될 것이므로 성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 

많은 火器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였습니다.

28)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1631)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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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虎蹲砲라 하고 또 紅夷砲라 하는 것인데 탄환이 큰 것은 사발만하고 작은 것도 거위알 만

하여 능히 수 십리를 날 수 있으며, 매양 행궁을 향해 쏘기를 종일토록 그치지 않았다. 사창에 떨

어진 것은 기와집을 세 겹이나 꿰뚫어 땅속에 한 자 남짓이나 들어 박혔고, 또 연하여 성첩을 맞

추어 동성 한 귀가 거의 파괴되어 여장엔 이미 가릴 것이 없게 되고 신경진과 군관과 사복의 관

원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관향에 있던 空席 수백장에다 흙을 담아서 막고 물을 부어서 얼게 하여 

이를 굳혔다.29)

청군의 화포공격으로 남한산성은 많은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동문구간의 손상이 극심했다. 지금도 동문

을 보면 홍예를 중심으로 북쪽부분은 원성벽의 석재가 남아있지만 홍예 중간부터 남쪽구간은 부정형의 대

형석재로 구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구간은 성벽의 축성기법은 남옹성의 축성기법과 유사하므로 병자호

란 당시 홍이포의 공격으로 인하여 붕괴되어 1638년 보수된 구간으로 추정된다. 

2) 남한산성 옹성의 축성과정

병자호란 이후 조선 조정은 즉각적으로 남한산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조 16년(1638)년 초부터 공사

에 착수한다. 당시 성곽공역의 핵심은 세가지로 붕괴된 체성과 치첩 보수공사, 옹성과 포루 설치공사, 망월

대와 남격대 바깥쪽의 포루 설치 공사 등이었다. 

그러나 망월대와 남격대의 포루 설치공사는 공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체성과 치첩 보수공사

와 옹성과 포루 설치공사는 그해 10월에 완료하게 된다. 『谿谷先生集』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산세는 사방이 온통 깎아지른 듯하여 어떻게 부여잡고 올라갈 길이 없는데, 오직 동남쪽 모퉁

이 산기슭만은 약간 경사져 있을 뿐이라서 포루 세곳을 설치해 놓았다. 이와 함게 乾方(북서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에서 성 안을 내려다 볼 수가 있으므로 樓臺 하나를 세운 다음 甬道를 쌓아 성과 

29) 『인조실록』 인조14년 12월 23일.

병자호란 이후 수축된 남한산성 동문구간(좌), 수구문구간(중), 제2남옹성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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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켰다. 그러고는 마침내 주치를 이곳으로 옮겨 인력과 물자를 비축함으로써 은연중에 하나의 

雄鎭이 형성되게 하였다.30)

『谿谷先生集』은 조선시대 문신인 張維의 문집으로 그의 사망연대는 1638년이다. 따라서 그의 문집에 기

록된 南漢城記는 남한산성의 축조시점부터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지는 1638년까지

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병자호란이 끝난 2년 뒤인 인조 16년 이미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화포공격에 대비하

여 대대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때에 남옹성 3개와 연주봉옹성이 신축되고 각 옹

성에는 포루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제2남옹성 포루 앞에 있는 남옹성 무인비에 의하면 1638년 남한산성 수

축에 동원된 축성군은 호남지방에서 올라온 궤군 1,000명에 충청도와 강원도의 승군, 그리고 목수, 석수, 冶

匠, 泥匠 등 각종 匠人 96명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이처럼 발빠른 남한산성 수축은 청의 즉각적인 견제에 직면하게 된다. 남한산성 수축 다

음해인 인조17년(1639) 청나라 사신인 마부달과 그 일행이 남한산성을 돌아보고 수축된 구간의 성벽과 포루

를 철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淸使가 三田渡碑를 가서 보고는 사냥한다는 핑계로 남한산성에 들어가 城堞을 두루 살펴본 다

음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중략) “일찍이 절대 수축하지 말라는 뜻으로 간곡히 말했는데, 오

늘 산성을 두루 보니 산성 안에 네 곳이나 곡식을 쌓아두었고 또 秋草도 저장하였으며 城基를 물

려 쌓고 砲樓도 개설하였으니, 너희 나라가 어떤 奸計를 가지고 있기에 감히 이런 짓을 하는가.(중

략) 국왕이 알도록 아뢰어 해도를 수축한 곳과 남한산성을 우선 허물어버린 다음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기 전까지 馳報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양에 돌아가 보고해서 내가 龍將과 함께 즉시 

다시 나와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 등을 두루 순행하고 各島와 各城의 수축 여부를 일일이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 너희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하였다.31)

이처럼 청의 강력한 반발과 해체 압력에 직면하지만 조선은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여 수축한 포루 중 일

부만 허는 척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황을 보아가며 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응한다. 

…남한산성에 신축한 곳을 일시에 헐어버리는 것은 인력을 마련하기도 어려우니 포루와 성 가

운데 모처를 우선 철거하여 치통할 바탕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날이 따뜻해지기를 천천히 기다려 

점차 철거하되 한결같이 옛 성의 터에 근거하여 견고하고 완전하게 수축하라고 수어사에게 분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32) 

조선의 이런 유연한 전략은 성공하여 청의 사신을 설득한 끝에 새로 수축한 포루만 해체하는 선에서 타

30) 『谿谷先生集』 제8권 기 南漢城記.

31) 『승정원 일기』 인조 17년 12월 7일.

32) 『승정원 일기』 인조 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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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안을 이끌어내게 된다.33) 신축한 포루만 해체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루 중에서도 일부만 해체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옹성에 발굴조사 결과 남1옹성은 초축 이후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2남옹성과 제3남옹성은 포루

부분이 수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기록은 당시 수축된 모든 옹성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제2남옹성과 

제3남옹성의 포루부분만을 철거하였다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수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남옹성은 불명확하지만 제3남옹성은 제1남옹성과 마찬가지로 옹성의 말단부가 곡선을 이루는 형태로 

축조되었다가 해체된 후 다시 축조될 때는 안쪽으로 들여서 말단부를 직선형태로 수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제2남옹성은 처음부터 옹성 말단부가 직선 형태로 축조되었지만 하단에 있었던 포혈을 수축하면서 상단으

로 이동시킨 양상이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었다.34)

반면 長慶寺信地瓮城은 인조 16년 수축당시에는 수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숙종 19년(1693)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남대학교 소장의 「남한산성도」

에는 장경사신지옹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영조 27년(1751)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해동지도」에

는 장경사옹성의 모습이 묘사되기 때문이다.35) 

축성기법으로 볼 때 장경사옹성은 18세기 초, 특히 산성내의 여러 구조물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작업이 

실시되는 영조 24년(1744)에 신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경사신지옹성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구축한 제2암

문도 이때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6)

3) 옹성 축성에 반영된 새로운 축성기법

1637년 1월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조선은 청의 간섭 속에서도 그 다음해인 1638년에 남한산성의 수축을 

단행한다. 주요 수축공사 내용은 홍이포의 공격으로 인하여 훼손된 元城 보수와 함께 적의 화포공격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인조대의 남한산성 수축의 핵심은 옹성 신축과 포루 

33) 『인조실록』 39권 17년(1639) 12월 9일.

     대국의 명을 어찌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헐어버리는 것도 수축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우니, 다시 헤아
려 주시어 새로 설치한 砲樓만 헐어버리게 해 준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마부달이 이에 허락하였다.

34)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남한산성 제2·3남옹성』.
35) 심광주 외, 2001, 『남한산성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52쪽.

36) 심광주 외, 2001, 『남한산성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53쪽.

축성의 시기차를 보여주는 연주봉옹성(좌)과 장경사신지옹성(우)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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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제2남옹성 치의 수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격대에 대응하는 남쪽성벽에는 3개의 옹성을 구축하였으

며 옹성 끝부분에는 각 방면으로 포를 쏠 수 있도록 포루를 구축하였다.37) 

비록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수축공사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체득하게 된 새로운 기술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신축이나 수축된 구간에는 남한산성 원성이나 기존의 전통적인 성곽에서는 확인되지 않

는 새로운 축성기법이 옹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형태의 甕城 축성기법이다. 옹성은 원래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바깥으로 원형이나 

방형으로 쌓는 구조물을 말한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옹성은 방어의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적에 대한 공격지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벽 바깥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까지 甬道 형태로 성벽을 쌓아서 체성벽에 덧붙인 구

조다. 

옹성의 규모도 제1남옹성은 426m, 제2남옹성은 318m, 제3남옹성은 125m, 장경사신지옹성은 159m, 연

주봉옹성은 315m다. 이러한 규모는 일반적인 보루의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서 별개의 성을 덧붙여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옹성을 체성벽에 결합시키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 원성 성벽이 능선을 통과하는 지점을 택하여 

원성 바깥에 있는 소봉의 정상부를 감싸도록 길게 성벽을 쌓은 후 옹성의 상부가 체성벽의 하단부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덧붙여 쌓았다. 일반적인 치성이나 옹성이 체성벽과 같은 높이에서 이어지도록 쌓는데 비하여 

이러한 형태의 축성방식은 기존 성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축성방식이다.

그리고 옹성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점에 있는 암문을 통하여 출입이나 물자공급을 위한 통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이는 옹성을 통하여 암문의 방어력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암문의 전면부

의 여유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이 암문을 공격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성돌의 크기와 가공방법이 체성벽과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남한산성 축성에 사용된 면석

은 화강암과 편마암, 현무암으로 구분된다. 그중 화강암과 현무암 성돌은 주장성 축조에 사용된 성돌을 재

활용한 것이며 편마암 성돌은 남한산성 축성시 가공된 성돌이다.38)

축조 시기를 달리하는 장경사진시옹성을 제외한 4옹성의 성돌은 대부분 인조대에 원성 축조에 사용된 암

37)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0월 16일(을사)조에는 남한산성에 20여개의 포혈이 구축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38) 심광주, 2012, 「주장성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제21집, 한국성곽학회, 132쪽.

옹성 성벽을 체성벽 기저부에 연결시킨 제1남옹성(좌), 원성연결도로(중), 제2남옹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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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동일한 화강편마암이다. 이처럼 원성과 동일한 암질의 석재를 사용하였지만 성돌의 크기와 가공방법

은 원성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돌은 부정형의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남옹성의 경우 너비 

40~60㎝ 크기의 성돌을 면을 맞추어 쌓았으며, 성돌 사이사이에 10㎝ 내외의 쐐기돌을 많이 끼워넣었다. 

이처럼 쐐기돌을 활용한 축성기법은 3개의 남옹성 모두에서 공통적이며, 제2남옹성 치에서도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제2남옹성치는 원래의 치를 헐고 남옹성과 동시기에 길게 내어 쌓은 것으로 보인다. 연주봉옹

성은 성돌의 크기가 30~40㎝로 남옹성보다 작지만 역시 부정형의 성돌을 사용하고 있으며, 쐐기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옹성과 동일한 축성법을 보이고 있다. 연주봉옹성 성벽을 다른 옹성에 비하여 비

교적 작은 돌로 구축한 것은 남옹성과 달리 대봉이 없어 적의 화포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일 가

능성이 있다. 

이처럼 원성 성돌과 달리 성돌의 크기를 대형화하여 성돌의 自重에 의한 안정성을 높였으며 성돌을 부정

형으로 가공하여 성돌과 성돌이 서로를 맞물도록 함으로써 화포 공격 등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넓은 구

간이 동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성벽의 기울기를 현저하게 완만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체성벽의 기울기는 삼국시대의 성벽이 

70~80°정도를 유지하는 데 비하여 남한산성 원성은 60~70°정도로 훨씬 더 완만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

으며, 특히 치 구간에는 대형의 성돌이 사용되었고, 전면 양 모서리의 기울기가 70°내외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남옹성 성벽의 평균경사각은 60°내외로 체성벽보다 더 경사가 완만하며, 특히 말단부가 사각형으

로 마감된 제2남옹성 말단부 양측면의 경사각은 50°~55°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완만한 경사각은 기존의 

축성방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축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옹성에 포루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병자호란 이후 구축되는 옹성에는 제1남옹성에 8개, 제2남옹

성에 9개, 제3남옹성에 5개, 장경사옹성 부근의 체성벽에 2개, 장경사신지옹성에 2개, 연주봉옹성 그리고 봉

암성에 2개 등, 파괴되어 현재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연주봉옹성의 포루를 제외하더라도 28개의 포루가 설

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포루와 화포를 설치할 수 있는 봉우리까지 용도로 연결하여 쌓는 것도 병자호란 

이후의 축성기법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숙종대에는 포루를 갖춘 돈대가 많이 구축되며, 화성 축성단계에 이르면 포루는 공심돈이라는 구조로까

지 발전한다. 墩臺는 신남성 돈대처럼 원래 원성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전략적 요충지에 구축되어 

있었으나 華城에서는 체성벽의 성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화포를 활용한 방어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일한 축성기법을 보여주는 제1남옹성(좌), 제2남옹성(중), 제3남옹성(우)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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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양상은 대부분 병자호란 이후 화포가 攻城武器가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4) 倭城 축성법의 반영 가능성 검토

남한산성 원성 축성시점인 1624년과 수축시점인 1638년은 불과 1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짧은 기간 

이지만 남한산성 옹성에서 확인되는 축성법은 혁명적인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축성기술은 중국병서인 척계광의 『紀效新書』을 통한 중국의 축성기술과 임진왜란시 습득한 倭城 축성기술

을 반영한 결과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다.39)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조선정부는 방어력이 높은 복잡한 구조와 쉽게 무너지지 않은 왜성의 

축성술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함경도의 경성이나 죽주산성 수축시에 왜성의 축성

술을 반영하도록 하였다.40) 

그러나 이러한 성들도 왜성의 성제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기 보다는 왜성의 축성기법 중 성벽을 완경사를 

유지하도록 쌓는 방식과 부정형의 대형 성돌 사용 및 기존성벽에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아 방어력을 보강

하는 정도만 참조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할 것이다. 경성이나 죽주산성을 포함하여 왜성의 성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쌓은 성은 전혀 없으며, 성벽의 경사는 완만하고 부정형의 성돌이 사용했다고 하지만 왜성 성벽의 

전형적인 특징인 천수각이나 복곽식 성벽 쌓기, 성벽모서리의 算木積 쌓기 등의 특징적인 모습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41) 

39) 차용걸, 1981, 「조선후기 관방시설의 변화과정」, 『한국사론』9, 국사편찬위원회, 1981, 65~67쪽.

40)  서영일은 현재 남벽에 남아있는 2개의 치성이 바로 왜성의 축성술을 도입하여 축조한 것이며, 대형석재의 뒷심을 

45°로 기울여 계단식으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은 남해안 연안의 왜성이나 일본 중세의 성벽 축조술을 그대로 채용하
고 있다고 하였다.(서영일, 2015, 안성죽주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안성 죽주산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한
국고대학회, 46쪽)

     그러나 단순 모방이 아닌 왜성의 축성기법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였다는 견해도 있다.(전호수, 2015, 「임진
왜란 직후 죽주산성의 수축과 그 특징」, 『안성 죽주산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한국고대학회, 137쪽)

     太田秀春은 죽주산성은 기본적인 성곽은 종래의 조선의 산성을 답습하고 있지만 성벽 자체에는 일본의 축성기술이 

도입되어 개수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太田秀春, 2009,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朝鮮의 役’의 제문
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56쪽.

41)  황호현, 2009, 「조선시대 남해안 지역 임진왜란기 왜성의 축성법에 관한 연구-배치계획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68쪽.

왜성 축성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성읍성(좌), 죽주산성(중), 남한산성 제2남옹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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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한산성 남옹성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축성법도 왜성의 축성기법을 반영한 성곽 수축이 목적이라

기보다는 화포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축성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

된다. 

병자호란을 통하여 조선은 홍이포라는 신무기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홍이포의 최대사거리는 4~8㎞에 

이르고 유효사거리만도 700m에 달하였다. 청군은 벌봉과 한봉 남격대를 장악하고 이곳에 홍이포를 설치하

고 남산산성을 향하여 포를 쏘았다. 한봉에서 남한산성 동문까지의 거리는 800m이고, 벌봉에서 행궁까지는 

1.9㎞, 남격대에서 행궁까지는 2.2㎞ 거리이다. 

한봉에서 동문까지는 유효사거리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동문구간의 성벽이 집중적으로 훼손되었으며 한

봉이나 남격대에서 포를 쏘면 포탄이 행궁 근처가지 날아와 지붕을 뚫고 땅에 한자 정도나 박힐 정도로 위

력은 대단하였다. 이에 비하여 당시 조선이 구비하고 있었던 천자총동은 탄환의 사거리가 600m에 지나지 

않아 남성벽에서 1.5㎞ 거리에 있는 남격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한봉이나 벌봉에도 미칠 수 없는 상태였다. 

직경 12㎝에 달하는 홍이포 포탄 앞에 작은 성돌로 정연하게 쌓은 성벽은 쉽게 무너졌으므로, 화포공격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축성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추론해 볼 수 있는 남한산성 수축에 반영된 새로운 기술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돌의 크기를 대형화하고 부정형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성돌의 무게를 기존 성돌보다 약 10배 정

도 무겁게 함으로써, 포탄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내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돌을 부정형

으로 가공하여 좌우의 성돌이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성돌이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성벽의 높이를 낮추고 경사를 완만하게 쌓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축성기법은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

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가능하면 경사를 급하게 하고 성벽의 높이를 높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러나 원거리 무기인 화포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벽의 높이를 낮추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쉽게 붕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셋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내탁부를 보강하는 방법이다. 근접 공격이 아닌 원거리 공격으로부터 견

뎌내기 위해서는 면석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내탁부 조성이 필요했다. 남한산성 옹성의 체

성벽과 장대, 제2남옹성치의 축조기법을 보면 내부에는 일정한 높이로 토축을 하고 석축을 덧붙여서 마감하

였음을 볼 수 있는데 축조의 용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보더라도 남한산성 옹성의 축성 방법이 왜식 성제를 채용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화포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한 새로운 축성요소 중 일부가 왜성의 축성방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5) 남한산성 옹성의 축성사적 의미

성곽은 문화유적인 동시에 기술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곽을 쌓기까지는 축성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성을 쌓기 위해서는 축성당시의 다양한 기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곽의 규

모와 축성방법은 축성당시의 무기나 전쟁의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축성기술사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국시대의 축성기술에서부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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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성곽의 특징을 하나의 성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을 구성하고 있

는 여러 시기 성곽 중에서도 남한산성 옹성은 매우 중요한 축성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축성시점이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병자호란 이후 남옹성과 연주봉옹성이 1638년

에 구축되었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해당시기의 축성기법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축성사적으

로 축성기법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인하여 최근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수구문에 이르는 구간이 

축성기법상 남옹성과 거의 유사하므로, 후대에 수축된 것이 아니라 남옹성 축조시 함께 수축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원성 성벽에서 보이는 조선중기의 축성기법이 어떤 중간 단계를 통하여 조

선후기의 축성기법으로 바뀌어 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옹성 중에서도 제1남옹성과 제2남옹성, 제3남옹성, 연주봉옹성과 장경사신지옹성은 축조기법에서 약간씩 

다른 점이 확인된다. 제1남옹성은 포루 말단부가 곡선으로 마감되었으며 내부에 장대가 구축되어 있으며, 

제2남옹성은 포루 말단부가 직선으로 마감되었지만 하단포혈이 수축을 통하여 상단포혈로 변화되었다. 제

3남옹성은 원래는 포루의 말단부가 제1남옹성과 같은 형태였으나 이후 수축과정에서 직선으로 처리되었다. 

장경사신지옹성의 정확한 축성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영조 20년(1744)경에 축성되었으며, 다른 

옹성과 다른 새로운 축성기법을 보여주고 있다.42) 

옹성 중에서도 초축시의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1남옹성이다. 제2남옹성과 제3남옹성은 

초축 이후 청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부 해체되었다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장경사신지옹성은 남옹성에 비하여 100년 정도 뒤에 축성되는데 그 사이에 축성기술이 어떻게 변

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축성배경이 매우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병자호란의 전개과정이 상세

하게 기록되어 있고, 청나라가 명으로부터 노획해온 신무기인 홍이포가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축성기법의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남한산성 원성과 같은 재질의 석재를 사용하여 남옹성을 축조하였지만, 성돌의 가공수법이나 성벽 축조

42) 심광주외, 2001, 『남한산성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53쪽.

옹성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제1남옹성(좌), 연주봉옹성(중),변형된 제3남옹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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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국가적인 관심이나 축성기술의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

응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였음을 알게 해 준다. 

셋째, 새로운 축성기법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한산성은 활과 칼에 의존하는 기존의 전쟁

에서 화약무기가 중심이 되는 전쟁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축성기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과도기적인 축성

기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의 축성 경향은 성돌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성벽의 높이는 낮아지며, 내탁부가 강화되는 양상으로 바뀌어가게 된다. 남한산성 남옹성에 도입된 축성 요

소 중 부정형의 성돌은 점차 가공 성돌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50~60°의 완경사를 유지하도록 한 성곽의 기

울기는 성벽의 안정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방어력이 취약해 짐으로써 성곽의 기울기는 전통성곽의 기울기

로 환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43) 이는 새로운 축성기법이 도입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모든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다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43)  숙종대에 축조된 북한산성 성벽을 살펴보면 성벽의 경사각은 77°~83°로 다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회복되며 성돌
의 형태 역시 부정형에서 정형하게 가공된 성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축성기법이 바뀌게 된다.(심광주, 2014, 「북한
산성의 축성기법」, 『북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정립』, 겨례문화유산연구원, 53쪽).

전통축성기법으로의 환원과정을 보여주는 제2남옹성 치와 봉암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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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한산성의 옹성 - 남옹성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산성으로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과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의 사이에 위치하

고 있다. 주봉인 청량산(497m)

을 중심으로 북쪽의 연주봉

(466m), 동쪽의 망월봉(502m)과 

벌봉(514m), 남쪽의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하여 축성하였다. 

청량산(해발 482m)은 조선 중

엽 이후부터 불리게 된 명칭이

며, 그 이전에는 남한산으로 불

리기도 했다. 남한산은 산의 사

방이 평지여서 밤보다 낮이 길

다고 하여 일장산(日長山), 주장산(晝長山)이라고도 한다. 북한산에 비하여 험준하지 않은 아담한 산세로 등

산객과 탐방객이 매우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평균 표고가 서울보다 높은 천연요새이며, 남한산성의 북

쪽 능선 정상에 서면 맑은 날에는 경복궁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그 옛날 수도방어와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은 본성뿐만 아니라 외성(봉암성, 한봉성, 신남성), 옹성(연주봉옹성, 장경사신지옹성, 제1·2·3남

옹성)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성곽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흔히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

나라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장소로, 종국에는 적의 장수에게 세 번 절을 하고 아홉 번 땅에 머리를 짓이기

며 항복한 삼전도 굴욕의 아픈 역사로 기억되기도 한다. 하지만 남한산성 자체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으

며, 무기의 발달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수와 개축을 하면서 국가의 자주성을 확보해온 역

사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성 밖에서 대포로 공격을 하면서도 섣불리 성안

으로 침입하지는 못하였다. 남한산성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곳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싸움을 한 곳이었으

며, 성안의 물자와 식량이 한정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항복하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인 하멜은 효종으로부터 신무기를 개발하라는 어명을 받는데, 그러던 중 청나라 사신들의 눈을 

피해 남한산성에 숨게 된다. 그가 쓴 표류기에 “이 요새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왕의 피난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였고, 그 곳에는 수천 명이 3년 동안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남한산성의 입지와 축성기술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정약용도 남한산성은 최고의 입지인 

고로봉형(栲栳峰形) 산성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본성의 안쪽은 얕고 평평한 대지(598.195㎡)가 펼쳐지는 반

면 바깥쪽은 높고 험해서 외부에서 공격하기 쉽지 않은 지형이다. 

남한산성의 옹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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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으로 본 남한산성의 축성

남한산성의 시작은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축출하기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에 ‘한산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라고 기록되어 있다. 672년에 8㎞에 

달하는 주장성은 당시 신라가 쌓은 최대 규모의 석축산성이었으며, 한산은 한강 이남의 광주와 하남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광주부사를 지낸 이세화의 묘지명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을 개·수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내 서원지역과 행궁 담장 서쪽과 남쪽 지역의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기와와 건물

지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보아 병사들이 보초를 서면서 숙식을 하였던 군포 같은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일장성 또는 일장산성으로 불려졌다. 태종 때 일장성의 수축문제가 본격

적으로 제기되었고, 태종 13년(1413)에는 각 고을마다 산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는데, 

이때 일장성도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 즉위년(1418)에도 강화도의 교동산성과 함께 수

축한 기록이 있다. 

선조 26년(1593)에 남한산성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며, 광해군 13년(1621)에는 남한산성을 보장지처

로 삼아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인조반정 이후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력 강화와 친명배금의 외교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다.

인조 2년(1624)에는 이괄의 난을 피해서 공주까지 피난을 하게 됨에 따라, 피난 행궁의 필요성이 거론되

었다. 이는 인조 2년부터 2년간 대대적으로 남한산성을 수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매우 중요한 곳으로 부상한다. 당시 전쟁에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의 홍이포라

는 신식용 무기의 사용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47일간 성안에서 항전하다가 결국 치욕스런 의식으로 항복했

지만, 공격과 방어라는 전투상황에서는 남한산성이 청나라에 끝까지 저항하는 근거지의 역할을 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 16년(1638)에는 본성과 더불어 남옹성과 포루가 수축되었으나 청나라의 간섭으로 새

로 쌓은 포루는 허물게 된다.

숙종대에 이르러 남한산성이 내려다보이는 봉우리마다 성을 쌓아 취약점을 보강하게 되는데, 숙종 12년

(1686)에는 봉암외성을, 숙종 19년(1693)에는 한봉외성을, 숙종 45년(1719)에는 신남성을 쌓는다. 이후 영조

와 정조대에도 한봉성과 원성에 대한 수축과 개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 남한산성의 옹성

남한산성에는 5개의 옹성이 축성되었다. 북서쪽에는 연주봉옹성, 동쪽에는 장경사신지옹성, 남쪽에는 3개

의 남옹성이 원성에서 바깥으로 돌출되게 축조되었으며, 화포사용을 위한 포루를 말단부에 설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남한산성의 옹성 축성과 관련한 문헌기록은 헌종 12년(1846) 수어사를 지낸 홍

경모가 쓴 『중정남한지』에 남아있다. 중정남한지 卷一 上篇에 따르면 남옹성은 모두 셋인데 첫 번째 옹성은 

둘레가 344보에 여첩이 109타, 두 번째 옹성은 둘레가 276보에 여첩이 87타, 세 번째 옹성은 둘레가 98보

에 여첩이 31타이고 대포혈이 22이며 모두 돌로 쌓았다. 연주봉옹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231보에 여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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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7타이다. 장경사신지옹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127보에 여첩이 40타이다. 

2000년에 토지박물관에서 연주봉옹성과 장경사신지옹성 등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의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였다.44) 조선시대 이전시기의 성벽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곳곳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에는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제2·3남옹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정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다. 2014년에는 성벽의 정비와 복원에 필요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남옹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 연주봉옹성과 장경사신지옹성

연주봉옹성은 병자호란 후 원성 수축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45), 장유의 『계곡집』권8 「南漢城記」에

는 “서북방의 연주봉에는 대를 세우고 용도(甬道)를 쌓아 붙였다”고 전해진다. 원성에서 연주봉 정상부까지  

좁고 긴 성벽을 쌓아 연결한 것으로 전체 길이는 315m, 성 내부의 면적은 865㎡ 정도이고, 성돌의 크기

는 30~40㎝로 남옹성 보다 작고, 부정형의 할석과 쐐기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남산산성도」와 고종대의  

「군현도」로 보아 포루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굴당시에는 훼손이 심하여 포루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

다.46) 

장경사신지옹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고지도와 실록 등을 비교해 볼 때 숙종 연간으

로 추정하는 견해와, 영조 27년(1751)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해동지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영조 20년(1744)에 산성내의 구조물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작업이 실시되었을 때 축조된 것으로 보

는 견해가 있다. 옹성의 전체 둘레는 159m, 면적은 1,447㎡이며, 2개의 포대를 갖추고 있다. 포대 내에는 

좌측 또는 우측 벽에 작은 이방(耳房)을 설치하여 화약이나 무기들을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성돌은 방형에 

가깝고 길이 40~60㎝, 두께 35~40㎝의 할석을 이용하였다. 

44) 심광주, 정나리, 최형균, 2002, 『南漢山城 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45) 심광주, 2014, 「남한산성 성벽 발굴조사」, 『한국의 고고학』Vol.21.
46) 심광주, 정나리, 최형균, 2002, 『南漢山城 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주봉옹성 장경사신지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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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옹성

본성의 남쪽에 설치된 세 개의 남옹성은 청

나라 홍이포의 화포공격을 겪고 난 후 이에 대

비하여 병자호란 직후 축조되었다. 경사도가 

급격하여 천혜의 요새를 갖춘 북쪽에 비하면 

남쪽은 완만한 지형으로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은 남한산성이 내

려다보이는 성 밖의 동쪽에 있는 벌봉과 한봉, 

남쪽에 있는 검단산 꼭대기에 포대를 구축해서 

홍이포를 성 안으로 쏘아 공격하였다. 홍이포

는 네덜란드에서 청나라를 거쳐 유래된 대포

로 최대사정거리가 2~5㎞이고, 유효사거리가 700m인 전장포다. 한봉에서 쏜 포탄이 원성의 동벽을 무너뜨

리고, 검단산에서 쏜 포탄은 행궁 근처까지 도달하였다고 한다. 남옹성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의해 점

거된 검단산 정상과 마주한 곳이다.

인조 16년(1638)에는 병자호란 당시 도망한 패잔병인 궤군 1,000명을 우선 징발하여 남한산성에 대한 대

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진다. 전쟁과정에서 노출된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남옹성과 포루 및 제2남옹성의 

치가 수축되었다. 당시 개축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금석문인 “南將臺甕城戊寅碑(남장대옹성무인비)”가 발견

되었다. 무인비는 제2남옹성의 포루에 출입문의 기능을 한 홍예문의 내부 석재로 쓰인 장대석이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都廳 通政大夫 守廣州府尹 兼防禦使 洪瑑 別將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崔晩得 領將 御侮將軍 

行龍驤衛 司果 宋孝祥 監役官 前部將 金名律, 前司果 慶以孝, 前部將 金義龍 戊寅 七月 日 木手辺

首 梁南朩十四 石手辺首 姜福朩十三 冶匠 李己嘆朩二 泥匠 金乭屎朩七』

“남옹성(제2남옹성)의 축성을 위한 임시기구인 도청을 설치하였으며, 책임자는 통정대부 수광주

부윤 겸방어사인 홍전이며, 별장에는 절충장군 첨지중추원사인 최만득, 영장에는 어모장군 행용양

위 사과인 송효상, 감역관에는 전부장 김명율, 전사과 경이효, 전부장 김의용을 삼았다. 무인년(인

조 16년, 1638) 7월 일에 준공하였다. 목수편수는 양남 등 14명, 석수편수는 강복 등 13명, 야장은 

이기탄 등 2명, 니장은 김돌시 등 7명이다.”

이때 무너진 원성의 보수 및 개축과 함께 세 개의 남옹성이 축조되었고 연주봉옹성을 포함한 4개의 옹성

에 포루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옹성이 설치된 곳에는 원성으로의 출입을 위한 암문을 설치하

였다. 

지형상 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에는 원성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치가 축성되었으며, 세 개의 남옹성

은 치를 길게 감싸는 형태로 축조되었다. 본성에 주로 사용된 석재는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인데, 남옹성에 

남한산성 남옹성



318 319

사용된 석재는 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였다. 화강편마암은 결을 따라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때의 초축포루는 청나라의 힐책으로 다음 해인 1639년에 훼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남

옹성에 대한 개축은 봉암외성, 한봉외성 등이 축조되는 1700년 전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제2·3

남옹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1638년 당시 초축한 포루와 이후 이루어진 개축포루를 확인하는 성과를 얻

었다. 개축이 이루어진 제2·3남옹성은 말단부가 방형이며, 성벽의 모서리가 ‘）（’형태를 이루는 것과 달리  

제1남옹성은 둥글게 축조된 것으로 보아 제1남옹성의 포루는 1638년 초축포루 그대로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제1남옹성 전경과 포루

제2남옹성 전경과 포루

제3남옹성 전경과 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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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남옹성과 제3남옹성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7) 제2남옹성은 세 개의 남

옹성의 가운데 위치하며, 둘레 318m, 길이 134m, 면적 3,583㎡의 규모이며, 본성 쪽의 동서 양단에는 출입

구가 조성되었다. 9개의 포좌를 갖춘 포루를 비롯하여 수구와 군포지가 각각 1개소 확인되었다. 

다른 옹성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의 포좌를 포루의 三面에 배치하여 적의 공격 시 정면뿐 아니라 양 측면

으로도 공격이 가능하다. 초축포루에는 남쪽에 3개, 동쪽과 서쪽에 각각 4개 모두 11개의 포혈이 남아있으

며, 개축포루에는 동·서, 남쪽에 각각 3개씩 모두 9개의 포혈을 갖추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포루는 개축 

당시의 형태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산성내의 여타 포루가 개방형인데 비하여 체성부와 포루사이에 홍예

문을 설치하여 출입하도록 하였다. 

47)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南漢山城 第2·3南甕城』.

제2남옹성 전경 제2남옹성 포루

제2남옹성 초축포혈 막음모습 제2남옹성 초축포혈(아래)과 개축포혈(위)

제2남옹성 입수구 및 포석시설 제2남옹성 무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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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남옹성의 체성부 외벽은 성토대지를 마련한 후 그 위에 기단석 없이 가장 아래쪽에 가공한 길이 1m 

가량의 큰 돌을 사용하였으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작은 할석재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였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지형을 이용하여 줄눈을 맞추었고, 빈틈에는 쐐기돌을 넣었다. 

수구는 서쪽 체성벽에서 확인되었으며, 입수구와 수로, 출수구가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포석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입수구의 덮개돌도 안전한 형태로 잘 남아있다. 군포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포루

와 인접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화약고로 볼 수 있다.  

제3남옹성은 제3남옹성은 둘레 116m, 길이 55m, 면적 839㎡의 규모로 5개의 옹성 중 가장 작다. 5개의 

포좌를 갖춘 포루를 비롯하여 수구 4개소, 체성부 내에서 계단시설이 확인되었다. 여타 옹성이 본성내부와 

바로 연결되는데 비해 제3남옹성의 출입용 암문은 멀리 떨어져 있다. 체성부 외벽은 풍화암반을 이용하여 

기단석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체성부 전체를 수직에 가깝게 쌓아올렸다. 체성부 바깥쪽에서 확인된 토층으

로 미루어 짐작컨대 최소 2차례의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3남옹성에서도 시기적으로 다른 두 개의 포루가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지상에 남아있는 포

루는 초축포루를 허물고 새로 축조한 것이다. 초축포루는 개축된 포루의 성벽 아래쪽에 일부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형의 곡선형태로 외반하여 쌓았고, 포과로 추정되는 2기의 유구가 동쪽과 서쪽에서 

발견되었다. 제1남옹성과 제2남옹성의 포혈의 형태는 정방형에 가까운데, 제3남옹성의 포혈은 ‘凸’자 형태

로 차이가 있다. 이는 화포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기 위한 타격지점과 사거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3남옹성 초축포루(아래)와 개축포루(위)

제3남옹성 서출수구(아래)와 개축포혈(위)

제3남옹성 등성시설

제3남옹성 동출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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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포루의 포좌는 동벽에 1개, 남벽에 3개, 서벽에 1개가 구축되었다. 수구는 입수구와 출수구로 나눠지는

데, 성 내부에 있는 입수구는 동벽에 2개, 서벽에 2개가 확인되었으나 성외부에 있는 출수구는 동벽에 2개, 

서벽에는 1개만 확인되었다. 서벽에 조성된 수구는 두 곳의 입수구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출수구로 연결

되는 구조이다.

남한산성의 옹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 개의 남옹성은 병자호란 이

후인 인조 16년(1638)에 화포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성된다. 그러나 1년 후 다시 허물게 되는데, 인조 

17년(1639)에 청나라 칙사가 남한산성을 수축한 사실을 알아 큰 문제가 되자 조전대신이 간절히 요청하여 

겨우 새로 축성한 포루만 허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새로 수축한 곳만 허물었다는 기록이 『인조실록』(권

38, 17年)에 남아있다.

이 기록은 제2·3남옹성의 발굴조사에서 상부 생활면과 하부 생활면이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사실이며, 

제2·3남옹성의 현재 남아있는 포루는 1700년 전후에 개축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개축된 포루 아래 남아

있는 초축포루는 1638년 축조되었다가 1639년에 훼철된 포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1남옹성은 청나라

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훼철시키지 않고 초축포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남옹성은 병자호란 당시 청에 의해 점거되었던 검단산 정상(524m)에서의 본성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여 

완충과 차단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비록 병자호란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으나 전쟁과

정에서 노출된 취약점을 보강하고, 당시 확인된 산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 간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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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남한산성은 672년에 신라가 쌓은 최대 규모의 석축산성인 주장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1624년(인조 

2)부터 1626년(인조 4) 사이에 지금의 모습인 본성이 수축되었다. 남한산성은 본성 뿐 아니라 외성인 봉암

성, 한봉성, 신남성과 다섯 개의 옹성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곽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묘와 

사직을 갖춘 행궁을 두어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는 왕실 보장지처로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옹성이란 본래 성문 밖에 반원형으로 돌려서 쌓은 이중의 성벽을 뜻하는 것으로 적이 직접 성문에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서의 옹성은 성문 앞이 아니라, 본성의 바깥쪽에 

길게 돌출시킨 형태로 용도(甬道)와 포루를 조합하여 축조한 것으로 여타 성곽시설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물

이다. 

남한산성에는 다섯 개의 옹성이 있다. 북쪽에는 연주봉옹성, 북동쪽에는 장경사신지옹성, 그리고 남쪽에

는 세 개의 남옹성이 설치되었다. 이 중 남옹성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홍이포라는 화포 공격을 겪고 난 

후인 1638년(인조 16)에 축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개축사실을 기록한 금석문인 ‘남장대옹성무인비’

가 발견되어 뒷받침해 준다. 무인비는 제2남옹성 포루의 출입문 기능을 한 홍예문의 내부 석재로 쓰인 장대

석이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이 때 병자호란으로 인해 무너진 원성을 보수하면서 남옹성을 

축조하였고, 제1남옹성으로 출입하기 위한 제7암문도 같이 축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638년(인조 16) 초축 이후 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제2·3남옹성의 포루는 훼철되었으나, 제1

남옹성은 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1638년에 초축된 옹성과 포루의 모습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영

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古地圖帖』의 「南漢山城圖」에 제2·3남옹성이 ‘擁城’으로 표기되어 있

는 반면 제1남옹성은 ‘南砲樓’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도 일치한다. 

제1남옹성 발굴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지와 원지형

제1남옹성이 입지하고 있는 지형은 본성이 위치하는 청량산의 가지능선으로, 본성에서부터 고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고대가 위치하는 부근에서 다시 높아진다. 동서방향의 원지형은 서쪽에 비해 동쪽이 낮은 지형

이다. 제2·3남옹성이 본성에서 낮아지는 가지능선에 축조되어 포루의 높이가 본성의 레벨보다 20m 가량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제1남옹성은 가지능선이 다시 높아지는 지점에 고대와 포루를 설치하여 고

대와 포루가 위치한 해발이 본성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제1남옹성이 세 개의 남옹성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의해 점거된 검단산 정상과 마주한 곳으로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공격과 

방어를 위한 최적의 시설을 원지형을 이용하여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

1.  체성부는 상단을 기준으로 길이 166m, 너비 9~20m, 둘레 426m, 면적은 2,381㎡이다. 제1남옹성은 

제7암문에서 이어지는 용도구간, 고대, 포루로 구성된다. 포루에는 포좌 8개소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군포 1개소가 확인되었다. 포루와 용도구간의 사이에는 고대를 설치하여 주변의 조망과 상호연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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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였다. 체성부와 포좌 상부에는 회곽로와 여장이, 용도구간의 체성부에는 수구 4개소가 확인

되었다.

2.  포루는 원지형 위에 포루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쪽은 8m 이상, 남서쪽은 2m 

가량 보축과 기단석축을 쌓아 대지를 조성하였다. 포루 내에는 8개의 포좌를 설치하고 포좌 내에는 이

방을 조성하였으며, 포혈은 모를 둥글게 다듬은 거석을 면석으로 사용하였다. 

3.  남한산성의 다섯 개의 옹성 가운데 유일하게 설치된 고대는 옹성과 동시에 축조되었음이 토층조사 결

과 밝혀졌다. 본성의 회절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어장대와 남장대간의 

상호연락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의 축조는 포루조성을 위한 성토대지를 마련한 후 이루

어졌으며, 서쪽 체성부를 축조한 이후 고대의 측벽을 붙여 만들었다. 

4.  군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600×200㎝ 규모로 포루내에 조성되었다. 군포의 후면은 고대의 기초부 

석축과 인접하여 있으며, 화약, 포환 등의 무기를 저장하였던 창고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과

정에서 출토된 기와가 매우 소량인 점, 고대의 남측벽과 인접하여 설치된 점, 초석 외의 벽체시설이나 

석축시설 등 다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군포의 장벽은 고대의 남측벽을 이용하였을 가

능성이 있으며, 기와건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여장은 지형과 용도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성가까이 해발이 높은 지역은 납작한 여장

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나, 가장 낮은 Tr.4부근의 여장은 뚜꺼운 막석을 혼합하여 여장을 쌓았다. 또한, 

포루부분에서 전돌여장이 확인되어 『중정남한지』의 1779년(정조 3)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과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곽로가 형성되는 부근의 여장은 제물치장이 비교적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남쪽으로 갈수록 체성부 상단 외벽면에서 들여쌓고 여장의 두께도 뚜껍게 수축하였다. 특히 

고대 서쪽부 여장 세 곳에서 타구를 확인하였는데 한 타의 길이가 375~400㎝로 『중정남한지』에 기록

된 제1남옹성의 둘레(344보)와 여첩(109타)에 대한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수구는 서쪽 체성부에 1개소, 동쪽 체성부에서 3개소가 확인되었다. 동쪽 체성부에 위치한 2~4호 수

구는 입수구가 없는 ‘수로-출수구’의 형태이다. 서쪽 체성부의 수구는 ‘입수구-수로-출수구’의 형태를 

갖추어 있으며, 성벽의 하부를 관통한다. 

축성방법

1.  축성은 암반을 굴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원지형에 따라 체성부의 높이, 

기단석축과 보축의 유무, 성토높이와 범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축성은 기반토인 풍화암반과 풍화암

반 위에 퇴적된 축성당시의 구지표인 흑갈색사질점토층 위에 (적)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바닥을 조

성한 후 성벽을 쌓아올렸다. 토층조사 결과 부분적으로 구지표를 완만하게 깎아내거나, ‘U’자상으로 

굴착하기도 하였으며, 구지표 바로 위에 성벽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벽이 만곡하거나, 원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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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사면불안정이 나타나는 지점은 기단석축과 보축을 통하여 지면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2.  체성부를 쌓으면서 동시에 옹성 내부는 서고동저의 지형을 평평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암회갈색사질점

토, 적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등을 성토하여 성벽의 내측 지면을 보강하였다. 옹성을 쌓은 후의 

생활면은 상당부분 삭박되었다.

3.  세부적 축성기술은 본성에서 구릉을 따라 내려오면서 지형조건에 따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

며, 구간별로 3개의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본성에서 연결되는 경사가 낮아지는 북쪽 구간은 외성벽

과 2~3단의 내측벽을 갖추고, 옹성 내부는 별도의 회곽로 조성 없이 여장이 생활면 위에 축조된 구간

이다. 둘째, 중앙 구간은 비교적 평평하게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회곽로가 조성되며 외성벽과 

5~6단의 내성벽으로 구성된다. 셋째, 고대와 포루구간의 체성부는 내외협축의 방식으로 축조되며, 포

루 상부의 회곽로를 안정감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내성벽 일부를 퇴물림하여 쌓았다.

4.  체성부는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인조 2년(1624)에 수축한 본성이 주로 화

강암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한 것과는 비교되며, 본성에 비하여 성돌의 크기가 30~80×20~40㎝로 커

지고, 큰 돌 사이에 쐐기돌을 이용해 틈을 막았다. 성벽의 하단에는 부분적으로 지대석이 확인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별도의 지대석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원지형이 낮은 곳은 기단석축을 

쌓은 후 성벽을 올렸다.

출토유물

유물은 도기, 자기, 기와, 전 등의 유물이 다량 수습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물은 

기와와 전이다. 기와는 조선후기에 주로 사용한 창해파문계·집선문계 수키와와 무문·선문 암키와가 확인되

었다. 특히 ‘甲子’명 수키와, ‘太平’명 암키와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전은 방전, 반방전, 귀방전, 옥개전, 옥개

귀방전, 삼각전, 유단식전 등 다양한 전이 출토되었으며, 본성과 가까운 서쪽 체성부 상부와 고대 서쪽 여장 

일부에서 전을 사용한 예가 남아있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언

이번 조사는 용도구간이 시굴조사로 진행되어 제1남옹성의 전체적인 구조를 밝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

계가 있었다. 첫째, Tr.2에서 확인된 석축 유구와 바닥시설은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구와의 관계성을 찾

지 못하였다. 그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장조사를 실시하여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둘

째, 용도구간 체성부의 축성기술이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전면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체성부의 구조와 축성방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성과 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옹성에서 본성내부로 출입하는 연결문인 제7암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계획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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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남한산성 제1남옹성 사진실측 및 3D스캔 자료 

1. 제1남옹성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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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남옹성 남서전경

3. 제1남옹성 북동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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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좌 입면

6. 고대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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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쪽 체성부 입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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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쪽 체성부 입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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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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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검토회의(14.11.11)

포루외부 정리 작업광경

고대상부 석축시설 레벨 작업 

여장 토층조사 

토층도 작성

발굴조사단

여장 토층실측 

부록3

발굴조사 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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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방문(동경대학교;14.05.13)

유적 검토회의(14.07.02)

발굴현장 모니터링(14.05.22)

학술자문회의(14.11.03)

유적방문(한국학중앙연구원;14.09.25)

현장공개설명회(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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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1 백자 잔 22 26

2 백자 구연부편 22 26

3 백자 구연부편 22 26

4 백자 접시 22 26

5 백자 저부 22 26

6 백자 발 22 26

7 수키와 23 26

8 수키와 23 26

9 수키와 23 27

10 수키와 23 27

11 수키와 23 27

12 수키와 23 27

13 수키와 23 27

14 암키와 23 27

15 암키와 23 27

16 암키와 24 28

17 암키와 24 28

18 암키와 24 28

19 암키와 24 28

20 암키와 24 28

21 암키와 24 28

22 유단식전 24 28

23 반방전 24 29

24 전 24 29

25 귀방전 24 29

26 백자 잔 27 26

27 수키와 27 37

28 수키와 27 37

29 암키와 27 37

30 수키와 27 37

31 암키와 28 38

32 방전 28 38

33 방전 28 38

34 옥개전 28 38

35 귀방전 28 38

36 백자 대접 29 41

37 철화백자 발 29 41

38 도기 구연부 29 41

39 전 29 41

40 수키와 29 41

41 수키와 29 41

42 암키와 30 42

43 암키와 30 42

44 암키와 30 42

45 암키와 30 42

46 암키와 30 42

47 암키와 30 42

48 암키와 30 42

49 ‘太平’명 암키와 36 54

50 ‘太平’명 암키와 36 54

51 물미 36 54

52 수키와 72 97

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53 수키와 72 97

54 암키와 72 97

55 암키와 72 97

56 암키와 72 97

57 암키와 72 97

58 백자 접시 73 98

59 백자 접시 73 98

60 청화백자 접시 73 98

61 백자 접시 73 98

62 백자 대접 73 98

63 백자 대접 73 98

64 철화백자 동체부편 73 98

65 백자 구연부편 73 98

66 백자 구연부편 73 99

67 흑유도기 동체부편 73 99

68 도기 동체부편 73 99

69 도기 동체부편 73 99

70 원판형 토제품 73 99

71 구슬 73 99

72 수키와 74 99

73 수키와 74 99

74 수키와 74 99

75 수키와 74 99

76 수키와 74 100

77 수키와 74 100

78 수키와 74 100

79 수키와 75 100

80 수키와 75 100

81 수키와 75 100

82 수키와 75 101

83 수키와 75 101

84 수키와 76 101

85 수키와 76 101

86 수키와 76 101

87 수키와 76 101

88 수키와 77 102

89 수키와 77 102

90 수키와 77 102

91 수키와 77 102

92 수키와 77 102

93 수키와 77 102

94 수키와 77 102

95 수키와 78 103

96 수키와 78 103

97 ‘甲子’명 암키와 78 103

98 수키와 78 103

99 수키와 78 103

100 수키와 78 103

101 수키와 79 104

102 수키와 79 104

103 수키와 79 104

104 수키와 79 104

남한산성 제1남옹성 출토유물목록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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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105 수키와 79 104

106 수키와 79 104

107 수키와 80 105

108 수키와 80 105

109 수키와 80 105

110 수키와 80 105

111 수키와 80 105

112 수키와 80 105

113 수키와 80 105

114 수키와 80 105

115 수키와 81 106

116 수키와 81 106

117 수키와 81 106

118 수키와 81 106

119 수키와 81 106

120 수키와 81 106

121 수키와 82 107

122 수키와 82 107

123 수키와 82 107

124 수키와 82 107

125 수키와 82 107

126 수키와 82 107

127 수키와 82 107

128 수키와 82 107

129 암키와 83 108

130 암키와 83 108

131 암키와 83 108

132 암키와 83 108

133 암키와 83 108

134 암키와 83 108

135 ‘太平’명 암키와 83 108

136 ‘太平’명 암키와 83 108

137 암키와 84 109

138 암키와 84 109

139 암키와 84 109

140 암키와 84 109

141 암키와 84 109

142 암키와 84 109

143 암키와 84 109

144 암키와 84 109

145 암키와 85 110

146 암키와 85 110

147 암키와 85 110

148 암키와 85 110

149 암키와 85 110

150 암키와 85 110

151 암키와 85 110

152 암키와 85 110

153 암키와 86 110

154 암키와 86 111

155 암키와 86 111

156 암키와 86 111

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157 암키와 86 111

158 암키와 87 111

159 암키와 87 111

160 암키와 87 111

161 암키와 87 111

162 귀방옥개전 88 112

163 귀방옥개전 88 112

164 귀방옥개전 88 112

165 옥개전 88 112

166 귀방전 89 112

167 귀방전 89 112

168 귀방전 89 112

169 삼각전 89 113

170 삼각전 89 113

171 삼각전 89 113

172 삼각전 89 113

173 삼각전 89 113

174 삼각전 89 113

175 방전 90 113

176 방전 90 113

177 방전 90 113

178 방전 90 113

179 방전 90 113

180 방전 90 113

181 방전 90 114

182 방전 90 114

183 방전 90 114

184 방전 90 114

185 방전 90 114

186 방전 90 114

187 방전 90 114

188 반방전 91 115

189 반방전 91 115

190 반방전 91 115

191 반방전 91 115

192 반방전 91 115

193 반방전 91 115

194 반방전 91 116

195 반방전 91 116

196 반방전 91 116

197 반방전 92 116

198 반방전 92 116

199 반방전 92 116

200 반방전 92 116

201 반방전 92 117

202 유단식전 93 117

203 유단식전 93 117

204 유단식전 93 117

205 유단식전 93 117

206 유단식전 93 117

207 유단식전 93 117

208 유단식전 9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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