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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 조 사 명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발굴조사
2. 조사 목적
조사지역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으로 국가사적 제396호로 지정된 유적이며 이
중 토성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금번 조사는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 기저부의 형태, 판축
기법, 중심 토루와 내외피 토루, 내외측 수로, 영정주초석의 간격과 배치상태, 판축용
틀의 사용여부 등 토성의 축성방법과 규모, 기존 성폭의 단면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기
초자료 확보 후 토성 정비․복원사업과 연계 하는데 있다.
3. 조사대상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81-1번지 외 6필지
4. 조사 면적 : 1,000㎡(L:290m)
5. 조사 기간 : 2012년 5월 9일∼2012년 8월 31일 (실조사일수 40일)
6. 조사의뢰자 : 제주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7. 조사 기관 :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8. 조사단 및 자문위원 구성
- 조사단
○ 조 사 단 장 : 고창석(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역사학)
○ 책임조사원 :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부소장, 고고학)
○ 조 사 원 : 김용덕(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고고학)
○ 준 조 사 원 : 윤중현(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고고학)
○ 보

조 원 : 오원홍(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고고학)

- 자문위원
○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 권상열(국립제주박물관장)
○ 백종오(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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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81-17번지 일원으로 지
리적으로는 동경 126°24’12.03”~126°24’46.00”, 북위 33°26’56.70”~ 33°27’19.33”에 위치
한다. 조사대상지인 항파두성은 애월읍 상귀리와 고성리에 걸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하귀리, 동쪽으로는 광령리, 서쪽으로는 장전리, 남쪽으로는 유수암리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애월읍 상귀리와 고성리는 지리적으로 제주도 북서편에 위치하고 있으
며, 해발고도 150m 내외로 제주도 마을 중 중산간마을에 속한다. 조사대상지인 항파두성의
접근성은 제주시와 연결된 중산간도로인 1111도로가 성 앞을 동서로 지나 한립읍과 연결되어
있고, 성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평화로와 연결된 아스팔트도로 및 항파두성 내에서 유수암리로
연결된 도로가 나있어 중산간지역에 위치하지만 교통상 편리한 지역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1㎞ 떨어져 있으며, 해발
고도가 약 150m 내외의 중산간지역이다. 주변 하천으로는 소왕천과 고성천이 있는데 고성천
은 항파두성의 동쪽으로 약 450m 이격되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는 인접하여 소왕천이 흐르
고 있다. 주변의 오름을 살펴보면 북편으로 파군봉(해발 84.5m),

북서편으로 수산봉(해발

121.5m), 고내봉(해발 172m), 과오름(해발 155m), 남편으로는 극락오름(해발 313.5m)등이
위치하고 있지만 항파두성과는 약 2.5~7.25㎞정도 이격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인 항몽
유적지는 유적의 성격상 조망권이 탁월하고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연하천이 있는 등
천혜의 방어적 지형을 가지고 있다.
기후학적 위치는 위도상 온대기후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도 아열대 기후권에 위치한다. 제주
시의 연평균 기온은 15.6~16.0℃로 제주시내권와 서부 지역은 같고 동부 지역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월평균 기온은 5.4~6.0℃이며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월평균 기온은 25.9~26.6℃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703.4㎜이지만 중산간 지대와 산악 지대
의 고도를 감안하여 강수량을 보정하면 실제 강수량은 훨씬 더 증가하여 국내 최다우지에 해
당한다. 제주시의 강수는 주로 온대성 저기압, 장마전선, 태풍에 의하여 발생한다. 온대성 저
기압과 장마 전선에 의한 강수가 동부 지역에서 많은데 비하여 태풍으로 인한 강수는 상대적
으로 북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1).
제주시의 토양은 추자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화산회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토양
모재는 현무암이며 국지적으로 스코리아를 모재로 하는 토양이 분포한다. 제주시는 장기간에
걸친 화산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역이므로 토양 모재의 생성시기와 퇴적 양상이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토양 생성인자의 고도에 따른 수직적인 변화가 크므로 동일한 모재를 지닐지라
도 토양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2).
조사대상지의 토양은 동귀통이 주를 이루며 용당통과 용흥통이 혼재되어 있다. 동귀통은 현

1)
2)

,2006,『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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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지형도(국립지리원 1:25,000)

무암에 기인된 충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이며 해안평탄지에 분포한다. 이 토양의 형태적 특성
을 보면 표토는 암갈색 및 암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이며 심토 및 기층은 암황갈색
및 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 및 미사질식양토이다. 이 토양의 현토지 이용을 보면 대
부분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보리, 유채,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3).
3)

,1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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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주변 일대 지질 도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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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학적 환경
조사대상지는 해발고도 140~180m의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남편으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며 올라오다 조사대상지 인근에 다다르면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고북저의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 일대의 고고학적 유적
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석기시대유적으로는 고성리 유물산포지, 고성리 퍼니빌리조트 진입로부지 내 유적 그리고
외도운동장부지내 유적이 있다. 먼저 고성리 유물산포지4)는 2001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
연구소에서 실시한 르네상스호텔 국토이용계획 변경구역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신석기
시대 유물산포지이다. 조사 당시 호텔 동편 건물과 인접한 Ⅰ구역의 남쪽 경계면에서 문화층
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로 토기편 중에는 신석기시대 조기~
전기로 편년되는 세선융기문토기편과 압인문토기편이 포함되어 있다.
외도운동장부지내 유적5)은 2005년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조사한 유적으로 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확인되었으나 외도운동장부지내 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신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뚜렷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해당하는 고산리식토기이며, 일부 ‘之’자문토기, 점렬문토기이다. 석기는
시굴조사에서 고산리단계의 타제석기인 석촉, 석창, 박편이 출토되었다.
고성리 퍼니빌 리조트 진입로부지 내 유적6)은 고성리 유물산포지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어
입회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층위가 확인되어 2010년에
제주고고학연구소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물은 대부분 자잘한 토기편으로 레벨이 가장
높은 그리드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고석 등 석기도 확인되었다. 토기편이 소량으로 유구
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아 당시 생활반경의 중심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철기시대 및 탐라시대유적으로는 외도동유물산포지7), 하귀리 유물산포지, 외도·광령리
지석묘군, 하귀리 지석묘군, 외도동유적 Ⅰ·Ⅱ8), 하귀1리 유적9) 등이 있다. 외도동 일대의 고
고학적 조사는 1985년에 고인돌조사와 1986년에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
했다10). 당시 조사에 의하면 대략 반경 2㎞ 정도의 대규모 유물산포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경작지 조성, 도로 개설등의 이유로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특히 고인돌
의 경우 1986년 당시 대략 25기 가량이 확인되었으나 수 기가 훼손되거나 멸실된 상태이다.
이후 1998년 문화유적분포지도11)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이 일대 유물산포지 5개소가 확
4)
遺蹟調査報告書 2001-5.
5)
,2007,『
」.
6)
,2010,「
」.
7)
,1998,『
8)
,2005,『
,2007,『
,2010,「
9)
,2010,『
10)
,1986,『

, 2001,『

Hotel 國土利用計劃 變更區域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濟州
』,「

』.
Ⅱ』.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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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제주시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련 주변 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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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발굴조사는 2001년에 조사된 외도동 유적Ⅰ, 2005년에 조사된 외도동유적Ⅱ, 2010년에 성
지요양원증축부지내 발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대규모 마을유적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 등을 종합해 볼 때 탐라시대의 제주도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
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귀1리유적은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으로 2006
년도에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일대는 하귀리 유물산포지 일원으로
유물산포지내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와 공이류 등의 석기들이다. 하귀1리 유적
에서는 신석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20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중심시기는 탐라시
대로 주거지를 비롯해서 지상건물지, 원형건물지 등 주거와 관련된 유구 및 집수정으로 판단
되는 수혈 등 여러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어 당시 취락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
으로 평가된다.
조사대상지 주변 역사시대 유적으로는 상귀리 와요지, 상귀리 절터왓 절터, 고성리 와요지
등이 있다. 상귀리 와요지12)는 기와를 굽던 가마터로 항파두리성 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파두성 북쪽 200m 지점에 위치하는데, 전체 형태는 통가마로 추정되며 내부는 반원형의 모
습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기와편을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12월에 세워진 표적비가 와요지
임을 말해 주고 있다.
상귀리 절터왓 절터13)는 고려시대 사지로 항파두리 북쪽 약 1㎞ 떨어진 지점에 ‘절터왓’,
‘절귀왓’,‘절골’이라는 절터가 있다. 부근에서 도자편과 기와편이 수습되었고 지명 등과 연관시
켜 볼 때 사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찰은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유지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리 와요지14)는 항파두리성 내인 속칭 ‘장털’ 혹은 ‘백토굴’이라 부르는 곳에 위치한다.
현재 가마의 형태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주변에서 항파두리토성에서 출토되는 기와편과 유
사한 기와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항파두리성 내의 건물축조 당시에 만들어진 가마터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지에 대한 조사는 1978년에 민족적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성역화 차원에서 문헌
적·고고학적 고증없이 긴급하게 유적지로 복원된 이래 거의 실시되지 못했다. 이후 간헐적으
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1993년에 북제주군에서 시행하는 고성-산업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공
사에 따른 부분적인 시굴조사가 이뤄졌다. 이 조사를 통해 비록 일부분이지만 토성에 대한 고
고학적 조사를 통해 판축상태와 축조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항몽유적지 자체에 대한
조사는 아니지만, 1993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토성의 북편에 자리한 속칭 ‘구시물’이라는
‘木造구유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시대 대몽항쟁을 펼칠 당시 삼별초군의 급수와 관
련된 유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항몽유적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2002년에 북제주군에서 항몽유적지에 대한 학술조사와 종합
기본정비계획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15). 시·군통폐합 이후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편입되면서
11)
12)
13)
14)

,1998,『
·
·
·

,2002,『
,2002,『
,200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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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시 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몽유적지에 대한 단계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1차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16). 조사
결과 삼별초군과 관련한 고려시대 유구는 추정망루를 포함한 건물지와 수혈유구, 저습지 등
152기가 확인되었다.

3. 三別抄와 濟州島
가. 三別抄의 入島
삼별초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것은 고려 원종 11년(1270) 10월경이다. 그것은 고려사
원종 11년(1270) 11월 3일[己亥]자에, “적(삼별초)이 제주도를 함락시켰다.”17)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삼별초의 主力은 진도에 웅거하고 있었다. 즉, 위책 원종 11년 6월 1일[己巳]자에 의하면, “장
군 裴仲孫, 지유 盧永禧 등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반역하였는데, 承化侯 溫을 협박하여 왕으로 삼고
관부를 설치하여 대장군 劉存奕, 상서좌승 李信孫을 좌우승선으로 삼았다.”18)고 하였고, 3일[辛未]자
에는 “배중손 등이 남의 자녀를 붙잡고 재물을 훔쳐 배에 싣고 남쪽으로 내려갔다.”19)고 하였다. 그
리고 이들은 같은 해 8월 “19일[丙戌]에 진도에 들어가서 그 곳을 거점으로 삼고 여러 고을을 침범
하여 약탈하고 황제의 명령이라고 날조하여 전라도 안찰사로 하여금 백성들을 독촉하여 수확을 끝내
고 海島로 옮겨 살게 하였다.”20)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이 무렵 삼별초의 세력이 제주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按察使 權㫜이 靈巖副
使 金須를 보내어 군사 2백 명으로 제주도를 지키게 하였고, 또 장군 高汝霖에게도 군사 70명을 거
느리고 들어가 김수와 함께 방어에 임하게 하였다.21) 이들이 제주에 들어온 시기는 분명하지 아니하
나, 고여림이 楊東茂 등과 함께 水軍을 이끌고 진도를 쳤었다는 고려사 원종 11년 9월 4일[辛丑]
자의 기록22)을 참조하면, 9월 하순 경이 될 것이다.
더욱이 崔瀣의 拙藁千百 金文正公墓誌銘에는 “김수가 군사를 선발하여 거느리고 탐라에 들어가
고여림과 회동하였는데, 이 때 적은 진도를 지키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23)고 하였다. 그러나 위
책에는 “삼별초가 江都(江華島)에서 人馬와 재물을 약탈하여 배에 싣고 진도로 남하할 때, 이미 탐라
15)
·
,2002,『
』.
16) ( )
,2011,「
」.
17) 

｢
｣
18) 高麗史 元宗 11年條에 ｢六月己巳朔 將軍裴仲孫指諭盧永禧等 領三別抄叛 逼承化侯溫爲王 署置
官府 以大將軍劉存奕尙書左丞李信孫爲左右承宣｣이라 하였다.
19) ｢辛未 剽掠子女財貨 乘舟南下｣
20) ｢丙戌 三別抄入據珍島 侵掠州郡 矯帝旨 令全羅道按察使 督民收穫 徙居海島｣
21) 

｢十一月 賊陷濟州 初按察使權㫜 遣靈巖副使金須以兵二百守濟州
又遣將軍高汝霖 以兵七十繼之｣라 하였다. 高麗史 金應德傳 參照.
22) ｢辛丑 將軍楊東茂・高汝霖等 以舟師討珍島｣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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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24)고 하였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장차 진도를 거점으로 해상 활
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나, 혹은 실패할 경우라도 제주도는 그들의 최후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주도는 당시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진도
로 남하한 직후, 그 일부를 제주도로 보내어 점거케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방어군과 삼별초간의 제주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즉, 明月浦로부터 상륙한 삼
별초의 장수 李文京은 제주의 동쪽으로 이동하여 東濟院에 진을 치고, 김수․고여림 등의 고려 관군과
松淡川(지금의 삼수천)에서 싸웠던 것이다. 동제원과 송담천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 항목에,
東濟院; 在州東九里 有遺址 卽李文京陣兵處
松淡川; 在州東十三里 李文京縱兵焚掠 高汝林[霖]等逆戰於此不克 文京盡殺官軍 據朝天浦
라 하였다. 즉, “동제원은 주 동쪽 9리에 있다. 남은 터가 있는 데, 곧 이문경이 군사를 진쳤던 곳
이다.” 하였고, “송담천은 주 동쪽 13리에 있다. 이문경이 군사를 놓아 불사르고 약탈하매, 고여림 등
이 이곳에서 맞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문경은 관군을 모두 죽이고 조천포에 웅거하였다.”고
하였다.
그 전황에 대해서는 高麗史 金應德傳이나 高麗史節要 원종 11년 11월조에도, “적이 제주도를
공격하니, 김수와 고여림 등이 힘껏 싸우다 전사하였다. 羅州 사람 陳子和가 적 속에 들어가 그 장수
郭延壽를 죽이고 나왔다. 또 들어가서 그와 같이 하니 士卒이 기뻐서 날뛰었다. 조금 뒤에 다시 들어
갔다가 적에게 살해되니, 적이 이긴 기세를 타서 관군을 모조리 죽이고, 마침내 제주를 함락시켰다
.”25)고 하였는데, 고여림 등은 9월 하순경에 제주에 들아가 같은 해 11월 3일 전사하였으므로, 한달
남짓 제주도에 머무른 셈이다. 그 때 진자화는 19세의 나이로 종군하다가 전사하였다. 이리하여 승리
한 이문경은 수륙 교통의 요지인 朝天浦에 웅거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싸움에서 관군이 패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拙藁千百에 의하면, “이에 밤낮으로 보루
를 축조하고 병기를 설비하여 진도의 삼별초가 내습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현지 방어군[守土者]이
망설이며 협력하지 않아 적이 오는 길을 차단하지 못하였다. 김수는 평소 대의로써 사람들을 독려하
였으므로, 사람들이 감동하고 용기도 백배하였다. 싸움에 임하여 적의 선봉을 거의 섬멸하였으나 현
지 주민들이 적을 도왔으므로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고여림과 함께 적진에서 전사하였다.”26)고 하였
다. 즉, 官軍 패배의 이유를, 현지 방어군이 머뭇거리면서 협력하지 않았고, 현지 주민들 또한 적과

24) 

｢
｣
25) 高麗史 金應德傳에는 ｢陳子和亦羅州人也 長身驍勇 按察使權㫜 遣靈巖副使金須 以兵二百守濟州
又使將軍高汝霖率兵七十繼之 子和時年十九亦從軍 及賊攻濟州 須汝霖等力戰死之 子和直入賊中 斬其將
郭延壽以出 又入又如之 士卒喜躍 旣而復入 爲賊所害 賊乘勝盡殺官軍 遂陷濟州｣라 하였고, 


｢及賊攻濟州 須․汝霖等力戰死之 羅州人陳子和 直入賊中 斬其將郭延壽以出

又入亦如之 士卒喜躍 旣而復入 爲賊所害 賊乘勝盡殺官軍｣이라 하였다.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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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통하여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이 삼별초를 도왔다’는 것은 단순히
對蒙 항쟁을 전개하고 있는 삼별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겪어온 관리의 수탈로 인해 삼별초
를 그들의 해방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7)
그 뒤 원종 12년 5월 15일[丁丑]자에는 진도가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게 함락되자, 金通精은 잔
여 세력을 이끌고 그들의 최후의 아성으로 지켜오던 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에 남해현을
점거하여 연해 지방을 쳐서 노략질하고 있던 삼별초의 장수 劉存奕도 삼별초의 잔여 세력이 제주도
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배 80척을 거느리고 들어와 합류했다.28) 이리하여 그들은 김통정을
중심으로 진용을 정비하고 기세를 진작시키기에 부심하게 되었다.

나. 內․外城의 構築
삼별초는 제주도로 거점을 옮긴 후, 우선 방어 시설에 착수했다. 그것은 고려사 원종 13년(127
나. 6월 29일[乙卯]자에, “때에 적은 이미 제주도에 들어가 내․외성을 쌓았는데, 그 험고함을 믿고 날
로 더욱 창궐하여 항상 나와서 노략질하니 연해 지방이 肅然하였다.”29)고 한 것처럼, 城柵을 험고하
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내․외성이란 내성과 외성, 즉 왕궁과 관부 주위를 둘러쌓은 내성[이를 在城,
혹은 궁성이라고도 한다]과 都市 전체를 둘러싼 외성[이를 羅城이라고도 한다]을 말한다. 삼별초가
제주도에 쌓았던 내・외성으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 항목에,
古土城; 在州西南三十六里 周十五里 三別抄所築 今皆頹圮
古長城;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郞高汝林等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缸波頭古城; 在州西四十里 城中有泉 大旱不渴 高麗元宗十二年 遣金方慶討三別抄於珍島 破之 金通精
率三別抄 來據貴日村缸波頭里 築此城拒之 方慶等進攻拔之 令千戶尹邦賨等 領元兵四百 及官軍一千人
留鎭而還
涯月木城; 在州西四十二里 卽三別抄所築 以禦官軍處 今半頹落
이라 하여, 古土城․古長城․缸波頭古城․涯月木城 등 城의 이름이 보인다. 古字는 옛성이란 의미에서
後代에 붙인 것이다.
그 중 內城에 해당되는 것이 缸波頭古城이다. 이 城은 “州 서쪽 40리에 있는 데, 성 안에 샘이 있
어 큰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다. 고려 원종 12년에 金方慶을 보내어 삼별초를 진도에서 토벌하여 깨
치매, 金通精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와서 貴日村 缸波頭里에 웅거하고 이 성을 쌓아서 막았다. 김방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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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나아가 쳐서 함락시키고, 千戶 윤방보을 시켜 元나라 군사 4백 명과 官軍 1천 명을 거느리고
머물면서 진수하게 하고 돌아갔다.”고 하였다. 즉, 이 기록에 의하면, 성의 규모나 축성 재료에 대해
서는 언급이 없으나,30) 오늘날 성의 규모는 둘레 약 7백미터 정도의 정방형의 城이었던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건물은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다. 성 안에는 기와조각이 무수히 흩어져 있었고
가공된 石材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여기서 습득된 기와조각 중에는 唐草무늬가 새겨져 있는 軒平瓦 조각과 ｢高內村‧‧‧辛丑二月‧‧‧
｣이라고 銘文된 조각들이 있어 주목을 끝다.31) ‘신축년’은 가장 가까운 연대를 취하면, 高麗 高宗 28
년(1241)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때에 만들어진 기와가 약 30년 후의 삼별초의 官府 건축에 쓰였
던 것일까? ‘고내촌’이라 한 것도 기와가 만들어진 地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성 내의 이곳 저곳
에는 색상이 선명한 고려청자의 파편도 산재해 있었으며, 거대한 礎石이 점점히 흩어져 있는가 하면,
佛像도 출토된 바 있어 당시 삼별초의 이모저모를 상상케 한다.
다음 外城으로 생각되는 것이 古土城이다. 기록에는 “州 서남쪽 36리에 있는 데, 둘레가 15리이다.
삼별초가 쌓은 것인 데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지금은 그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과거에
그 절단된 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土層과 石塊層을 교대로 하여 십수 층을 쌓은 형적이 있어서 그
축조의 수법을 엿볼 수 있다32). 또 제주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토성이라는 점과 규모면에서 가장 크
다는 점이 자못 주목된다. 더욱이 이 토성은 언덕과 하천을 따라 자연 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주위 15리에 달하는 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며, 성 위에는 항상 나무를 태운 재를 뿌려놓았다가 敵
이 침공할 때 연막 전술을 폈다고 한다. 즉 말 꼬리에 대비를 매달아 달리게 하므로써 자연히 재가
하늘로 날아 올라 연막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성의 면적은 약 24만 평에 달한다고 하며, 동․서․남․
북에 문이 있고 성 안에는 백성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리적으로 볼 때, 주위가 하천과 언덕으
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천연적인 요새지이다.
古長城은 속칭 環海長城이라 부르는 성이다. “바닷가를 따라 둘러 쌓았는 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원종 때에 삼별초가 叛하여 진도에 웅거하매, 왕이 侍郞 高汝林[霖] 등을 탐라에 보내어 군사 1
천 명을 거느리고 이에 대비하면서 이 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즉,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고여림 등이 삼별초를 방어하기 위하여 미리 쌓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여
림이 제주도에 들어가서 얼마되지 아니하여 전사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3백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을 시간과 여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분명히 삼별초측에서 쌓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
다.33)
그러나 앞서 본 拙藁千百에도, ‘김수․고여림 등이 밤낮으로 보루를 축조하고 병기를 설비하였다.'
고 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장성 구축이 시작되었던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전사 후에 삼별초에 의해
계속하여 쌓아진 것으로 보아진다. 더욱이 이 성은 주위가 3백여 리라 하지만 연속해서 해안선을 따
라 쌓은 것이 아니고 바다로부터 적이 상륙하기 쉬운 곳에만 방어의 목적으로 쌓은 것일 것이다. 따
라서 실제로는 3백여 리에 못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遺址로 생각되는 것이 구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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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리,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 등에 남아 있었다는 설들이 있다.34) 제주도의 독특한 火成岩으로 무
질서하게 쌓아졌는데, 높이는 1丈이 안되고 두께도 4,5척을 넘지는 않지만, 이를 단순한 防風, 防潮의
돌담으로 보기엔 규모가 큰 편이며, 따라서 이를 長城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러나 朝鮮 시대에도 환해장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35) 오늘날 거론되는 지역들은 倭寇
나 異樣船의 來侵에 대비해서 쌓아진 것일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모습이 후대에까지 남아 있었으리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涯月木城이 또 있었다. “州 서쪽 42리에 있는 데, 곧 삼별초가 쌓은 것으로서 官軍(高麗軍)
을 막던 곳이다. 지금은 반은 퇴락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그 형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三別抄의 海上活動
제주도에 들어온 후의 삼별초의 활동 내용을 고려사에서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종 12년(127가. 11월 23일[계미]자에, 李昌慶과 文宣烈을 몽고에 보내어, “삼별초의 잔당이
제주로 도망해 들어가서 여러 섬과 포구 사이를 횡행하는 데, 장차 다시 육지로 나올 것이 염려되니
이를 섬멸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36)
○ 동왕 13년(127나. 3월 15일[계유]자에, 삼별초의 잔당이 會寧郡(長興)에 침입하여 漕船[물자
운반선] 4척을 약탈하였다.37)
○ 동년 5월 4일[신유]자에, “삼별초가 大浦[古阜]에 침입하여 조세 운반선 13척을 약탈하였다.”고
전라도 안찰사가 보고하였다. 8일[을축]자에는 경상도 안찰사가 삼별초의 첩자 2명을 잡아 보내었으
며, 15일[정축]자에는 삼별초가 耽津縣을 불사르고 노략질하였다.38)
○ 동년 6월 2일[무자]자에, 전라도 지휘사가, “삼별초의 적선 6척이 安行梁[泰安 반도]을 지나 북
상한다.”고 보고하니, 京城[開京]이 흉흉하였다. 22일[임자]자에는 낭장 李有庇를 원나라에 보내어,
“제주의 역적들이 금년 3월과 4월에 회령․海際(咸平)․海南 등 3현에 침입하여 여러 州縣의 조세 운반
선을 빼앗았으며, 또 5월에는 회령・탐진 두 현에서 크게 노략질하여 갔는데, 무릇 이때를 전후하여
약탈당한 선박이 20척, 양곡이 3천 2백 석, 살해된 자가 12명, 납치된 자가 24명이라”고 보고하였
다.39)
○ 동년 8월 7일[임신]자에, 전라도 貢米 8백 석을 약탈하였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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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9월 13일[무진]자에, 中道 안찰사가, “삼별초가 孤瀾島에 침입하여 戰艦 6척을 불태우고
船匠[목수]을 죽였는가 하면, 造船官인 홍주부사 李行檢과 結城(洪城)․籃浦(保寧)의 監務를 잡아갔
다.”고 보고하였다.41)
○ 동년 11월 15일[기사]자에, 삼별초가 安南(南陽) 도호부에 침입하여 府使 孔愉와 그의 처를 잡
아갔고, 21일[을해]자에 合浦(馬山)에 침입하여 전함 20척을 불태웠으며, 몽고 봉화군[烽卒] 4명을
잡아갔다. 24일[무신]자에는 삼별초가 거제현에 침입하여 전함 3척을 불태우고 현령을 잡아갔으며,
賊船이 또 靈興島(南陽)에 와서 정박하여 주변을 횡행하므로 왕이 忻都에게 騎兵 50명을 청하여 궁
궐을 지키게 했다.42)
○ 원종 14년 정월 22일[병자]자에, 전라도 방호장군 文景秀가 “賊船 10척이 樂安郡[順川]에 침범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8일[임오]자에는 삼별초가 합포에 침입하여 전함 32척을 불태우고 몽고 군
사 10여 명을 생포하여 죽였다.43)
○ 동년 3월 20일[계유]자에, 元帥 金方慶이, “적이 耽津縣에 들어가 防守散員 鄭國甫 등 15명을
죽이고 낭장 吳旦 등 11명을 잡아갔다.”고 보고하였다.44)

이상의 삼별초의 활동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활동은 진도에서와 같이 제주도에 들어온 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즉, 서남해의 연안 지방이나 도서 지역을 침입하여 지방 관리나 몽고인 병사・봉
화군을 살해, 납치하거나 공물 운반선과 전함․貢米․糧穀을 약탈하고 혹은 불태웠던 것이다. 이것은 항
전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는 동시에 적의 해상작전을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 대
상이 연안 지방에 그쳤음은 그만큼 그 세력이 진도에 있을 때에 비해 위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라. 三別抄에 대한 懷柔策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삼별초의 연해 지방에 대한 공략은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난처
해진 것은 고려․元나라 양 진영이었다. 고려가 원종 12년(127가. 11월 23일[계미]에, 李昌慶과 文宣
烈을 몽고에 보내어, “삼별초의 잔당이 제주로 도망해 들어가서 여러 섬과 포구를 횡행하고 있어, 앞
으로 또다시 육지로 나올 것이 염려되니 섬멸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한 것은 고려의 입장이 그만큼
난감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元나라쪽에서도 삼별초와 일본 정벌 문제를 놓고 고심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진도에서 패한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가 웅거하게 되자, 원나라에서는 南宋 또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그들의 전초기지가 상실되었음은 물론 그들 앞에 일본과 제주도 중 어느 쪽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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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벌하는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때문에 元나라의 中書省은 두 지역 정벌 문제를 놓고 의논한
결과, “<고려를 통해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은 아직 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
지 않으나 뒤에 可否間 말이 있을 것이니, 제주를 먼저 정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즉 “탐라는
전에 그 국왕(星主)이 來朝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삼별초가 들어가서 그 국왕을 내쫓고 웅거하여 있
으니, 마땅히 먼저 제주를 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45)
이리하여 원나라의 世祖는 고려의 정벌 요청과 中書省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주도 정벌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별초 정벌은 진도 때와는 사정이 판이했다.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
문에 渡海 작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일본 정벌에 앞서 군사와 전함을 징발하는 것도 원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력의 소모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원나라에서는 부득이 정벌에 앞서
삼별초가 진도에 있을 때와 같이 회유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즉 元宗 13년(127나. 3월 9일[정묘]
에 고려는 합문부사 琴薰을 濟州招諭使로 삼아 元나라에 파견하였고, 그 경과를 高麗史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극히 인자한 사람이 죄를 용서함은 행여 스스로 깨달아 새 마음을 갖게 타이르는 것인 데, 도망
한 적(삼별초)이 사리에 어두워 고집하고 오히려 교만, 방자하여 항복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都省[中
書省]에서 보낸 聖旨를 받들고 항복을 권유하고자 제주초유사를 파견하였다. 합문부사 금훈과 산원
李貞이 4월 15일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역풍을 만나 甫麻島에 정박하였다. 그런데 삼별초
의 金希就․吳仁鳳․田祐 등이 4척의 배를 타고 와서 사신의 배를 빼앗고 사람들을 모두 잡아 그들의 배
에 옮겨 싣고 초유문서를 압수하여 가지고 가서 제주에 있는 김통정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희취
등은 금훈 등을 데리고 추자도에 이르러 억류하였다가 김통정으로부터 회보를 받고 오만한 태도로
금훈 등에게, “너희가 전에 진도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꾀어 마음을 늦추게 하고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공파하였다. 생각컨데, 부모처자의 인정은 가장 애중한 것인데 이미 다 잡아갔으니 이것이 곧
우리의 원한을 뼈에 사무치게 한 것이다. 이제 또 우리를 모두 없애고자 와서 꾀려하니, 너희를 모두
죽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뜻을 누가 가서 알리겠느냐?” 하고, 드디어 노
후한 배 한 척에 사공 한 명과 초유문서를 주어 보내었는 데, 그 일행 중 記官[아전의 하나], 電吏
[심부름군], 梢工[키잡이], 引海[수로 안내자] 등 4명을 죽이고 나머지 사공 10명도 죽이고자 하여
끌고 갔다. 금훈 등은 방황하다가 죽임을 면한 사공 3명을 만나 함께 지난달[4월] 29일에 돌아왔으
므로 귀국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니, 바라건대, 사태를 파악하고 군사를 나누어 맡기어서 적
을 정벌케 하고 뭍 백성들로 하여금 힘입어 살도록 하소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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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금훈 등이 초유사로 임명되어 제주로 가던 도중에 삼별초의 장수들에게 붙들려 추자도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후,47) 동년 5월에 금훈을 직접 몽고에 파견하여 그 간의 사정을 보고한 것이
다. 그런데 김희취 등이 금훈 등을 잡아서 제주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추자도에 억류시킨 것은 제주
도의 사정을 외부에 누설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의 회유책이 이와 같이 실패로 끝나자, 元宗 13년 6월 22일[임자]에는 다시 낭장
李有庇를 몽고에 보내어, “盧孝悌란 자가 전에 역적을 따라갔다가 이 달 14일에 도망해 와서 말하기
를, ‘역적이 배 11척에 군산 390명을 나누어 싣고 경상・전라도의 조세 운반선을 빼앗으려 하고, 또
연해지방을 공략코자 한다.’고 하므로, 연해 고을이 안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전에 표문을 올려 아뢴
바와 같습니다. 장차 전라도 내의 전함 조선소를 침공하여 어지럽힐까 염려되오니, 바라건대, 金州(金
海)에 주둔한 귀국의 군사를 나누어 보내어서 방어케 하소서. 小邦(高麗)의 병사는 활과 갑옷 등을
일찍이 다 회수당하여 군사라 할지라도 맨손과 알몸인 자가 많으니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 경상도
의 官軍 2천명을 감하여 전라도에 나누어 주고 騎士 수백 명으로 조선소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연해 지방을 방어하여 삼별초를 토벌하게 허락하소서."라 하였고, 또 “지난해 9월 초에 高允大 등 6
명이 제주도에서 나와 追討使 金方慶의 휘하에 귀순했는데, 忻都가 여러 차례 屯所로 보내도록 傳諭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주인을 초유하는 터이온 데, 명령에 순종하여 나온 자를 곧 군에 계류
시킨다면 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그런 일은 금하도록 하소서
.”48)라 하였다.
이리하여 원나라는 元宗 13년 8월 1일[병술]에, 侍衛親軍千戶 王岑을 보내어 洪茶丘와 함께 탐라
를 정벌할 계획을 의논케 하였다. 이 때 홍다구는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김통정의 친족이 개성에 많
이 있으니 그들을 제주에 보내어 효유하도록 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그 때에 가서 쳐도 늦지 않
다”49)고 하자, 세조는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취해진 회유책이었다. 이에 홍다구는 김통정
의 조카인 郎將 金贊․李邵와 적장 吳仁節의 친족인 吳桓․吳文․吳伯 등 5명을 제주도로 보내어서 회유
케 하였으나, 김통정 등은 듣지 않고 오히려 金贊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죽여 버렸다.50)

마. 高麗・蒙古軍의 三別抄 征伐
이렇듯 2차의 회유책도 실패로 돌아가자 세조는 원종 13년 12월 11일[을미]에, 삼별초 정벌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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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원종에게 조서를 보내어 군사 6천 명과 사공 3천 명을 징발케 하였다.51) 이에 따라 원종은
抄軍別監[군사징발 담당관]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는 한편, 추밀원 부사 宋松禮와 상장군 徐裕에게
는 군사를 점검케 하였다. 또 百官에게도 戰馬의 사료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水路監船
使로 하여금 여러 도의 전함을 남해로 집결케 하였는데, 元宗 14년(127다. 2월 13일[병신]자에는,
원나라에서 忻都 등에게 탐라를 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52). 이에 따라 원종은 같은 달 20일[계묘]에
中軍行營 兵馬元帥 金方慶으로 하여금 먼저 정예의 기병 8백 명을 거느리고 흔도 등과 함께 출정케
하였다.53) 그리고 30일[계축]에는 대장군 金伯均을 경상도 수로방호사로, 판합문사 李信孫을 충청도
방호사로 임명하여 연안 경비를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 이 때 元宗은 世祖에게 삼별초를 평정한 후 탐라 사람들을 출륙시키지 말고 각기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54) 그런데 동년 3월 26일[기묘]에는 서해도의 전선 20척
이 伽倻召島에 이르러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하였는데, 이 때 南京 판관 任恂․仁州[仁川] 부사 李奭․녹
사 裵淑 및 蒿工・水手[뱃군] 등 115명이 익사하고 또 경상도 전함 27척도 침몰하였다. 집결 과정에
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4월 1일에는 金方慶이, “忻都가 ‘征討軍의 군량은 반드시 3개월분을 준비하라.’ 하였으므로,
만일 이 양을 채우려면 전라도에서 공납하는 쌀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고 하므로, 원종은 宰樞들에게
그 계책을 문의하니, 모두 말하기를, “근래에 여러 道의 조세 운반곡이 모두 소모되고 창고가 비어서
經略司와 제반 공급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상도의 조세를 수송하여 군량을 보충하고, 전라
도의 공급미는 모두 서울 창고로 운반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같이 준비가 갖추어지자 金方慶은 忻都 등과 함께 전라도의 선박 160척에 수륙병 1만여 명을
싣고 탐라 정벌에 나섰다. 당시 정벌군의 편성은 元史 世祖本紀에 의하면, 屯田軍․漢軍․武衛軍이 각
각 2천 명에 高麗 군사 6천 명을 합하여 1만 2천 명이라 하였다.55) 그리고 이들 고려․元나라 연합군
은 원종 14년 2월 瀋南縣(羅州)에 집결하여 작전 계획을 완료하고 그 해 4월 9일에 渡海 작전을 개
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高麗史節要 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56)
金方慶이 忻都 등과 함께 군사 1만여 명과 전함 160척을 거느리고 楸子島에 머물렀다가 바람을 기
다려 제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한 밤에 바람이 세게 불어 갈바를 몰랐다. 날이 새자 이미 제주에 가
까워졌는데, 풍랑이 거세어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金方慶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
식하며, “社稷의 安危가 이 한 거사에 달려 있으니 오늘의 일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은가” 하니 갑자
기 풍랑이 그쳤다. 中軍이 함덕포로부터 상륙하니<4월 28일>, 적이 바위 사이에 매복하였다가 뛰어
나와 크게 외치며 항거하였다. 金方慶이 크게 소리쳐 꾸짖고 여러 배가 아울러 나아가도록 독력하니
隊正 高世和가 앞장서서 적진으로 뛰어 들었다. 이에 사졸들도 앞을 다투며 나아가고, 장군 羅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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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 와서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左軍의 전함 30척도 飛揚島
로부터 곧바로 적진을 찌르니 적은 달아나 內城으로 들어갔다. 관군이 外城을 넘어 들어가 불화살을
사방에서 쏘아대며 공격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덮고 적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이 때 삼별초 측에
서 투항해 온 자가 “적이 형세가 급급하여 도망하려고 꾀하니 급히 공격하십시오” 하였는데, 조금 뒤
에 金通精은 적의 무리 70여 명을 거느리고 산중으로 도망해 들어가고 <뒤에 자살>, 적장 李順恭․曹
時適 등은 상의를 벗고 항복하였다. 金方慶이 장수들을 지휘하며 내성으로 들어가자 부녀자들이 아우
성치며 호곡하므로 金方慶은, “괴수만을 죽일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괴수 金元允
등 6명을 잡아 거리에서 목 베고 사로잡은 잔당 35명과 항복한 자 1천 3백여 명을 여러 배에 나누어
싣고, 그 나머지 주민들은 예전처럼 편히 살게 하였다.57)
적이 평정된 후 忻都는 원나라 군사 5백 명을 주둔시켰고, 金方慶도 장군 宋甫演과 중랑장 康社
臣・尹衡 등으로 하여금 京軍 8백 명과 外別抄 2백 명을 거느리고 머물러 진수하게 하고,58) 나주로
돌아와서 사로잡은 잔당을 베어 죽이고 그 나머지는 불문에 붙였다. 그리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군사
들을 위로하고 모든 지방의 군사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그의 아들 金綏와 지후 金堿・별장 兪甫 등을
왕에게 보내어 승전을 보고 하였다. 또 6월 1일에는 대장군 김수를 원나라에 보내어 삼별초를 평정
한 것을 알렸다.
한편 6월 갑신[3일]에는 삼별초에게 붙잡혀 갔던 安南府使 孔愉와 洪州副使 李行儉이 돌아왔으며,
윤 6월 병진[6일]에는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宋甫演이 적의 괴수 金通精의 시체를 찾아 보고하고,
또 적장 金革正・李奇 등 70여 명을 잡아서 홍다구에게 보내자 모두 죽여 버렸다.59) 이리하여 삼별
초는 역사상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
(고창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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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내용
1. 조사 방법
조사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81-17번지 일원으로 총 6필지이며 면적은
1,000㎡이다. 토성복원구간은 총 290m이며 이 중 5개 지점을 설정하여 총 70m를 발
굴조사 하였다.
각 지점마다 토성의 가장 높은 곳에 중심점을 설정한 후 길이 10m, 성내외측으로 각
각 5m의 트렌치를 구획하였으며 4지점의 경우는 길이 30m, 성내외측으로 각 10m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전에 각 지점마다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였으며 폭 1m의 탐색트렌치를 구획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횡단면을 조사한 뒤 전체적으로 표토제
거작업을 실시하였다. 표토를 제거한 뒤 중심토루와 내외피 토루의 경계를 확인한 뒤
내외피 토루를 제거하면서 와적층 및 영정주 확인 작업을 하였다. 그 뒤 성벽을 절개
및 제토를 통한 평면, 단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저부석축열 및 중심토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토성축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각 지점마다 조
사과정에서 확인된 시설물이나 유구는 실측도를 작성하였으며 전경 및 세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2. 지점별 조사 내용
본 조사는 290m의 토성복원구간을 5지점을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성복원구
간은 전체 항파두성 중 북서쪽에 해당한다. 해발고도는 135~140m를 이루고 있다. 전
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로 북쪽으로 급경사면을 형성하고 있고, 토성 동쪽에서 서쪽으
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며 낮아지고 있다. 성내측은 남쪽이며 성외측은 북쪽이다. 성
내측은 남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높아지는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성외측은 완만한 사
면으로 낮아지다가 급경사면을 이루는 지형이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각 지점마다 중심토루는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내외피 토
루의 경우 감귤과원 경작과 급한 경사로 인한 자연적인 유실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판축토성으로 중심판축토루와 내외피 토루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기
저부석축열, 와적층, 내외피 성토면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심토루를 조성하기 위해
판축틀(거푸집)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정주 및 목주흔 등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판축토성 축성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성벽의 축조는 우선 바닥을 정지한 후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하였다. 기저부석축열은
성벽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07~548㎝ 정도이며
이는 각 지점의 중심토루 폭과 거의 같게 확인되고 있다. 내측 석축열은 외측 석축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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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대상지 지점별 위치 및 등고선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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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이가 26~129㎝ 가량 차이를 두고 확인되고 있다. 조사진행구간 중 동쪽의 1지
점에서 서쪽인 5지점으로 갈수록 높이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쪽에 비해
서쪽으로 갈수록 성 내외측의 경사도가 급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저부석축열에는
영정주를 세우기 위하여 돌출된 초석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1지점의 경우
약 300㎝ 간격으로 조성하였으며 내외측의 초석은 성벽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같은 축
선에서 확인된다.
중심토루는 한 번에 축조한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판축하여 쌓았다. 우선 영정주초석
위에 영정주를 세운 후 횡판목을 결구시켜 쌓은 것으로 추정되나 횡판목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정주와 영정주의 간격과 기저부석축열의 간격으로 미루어 판축틀의 1칸의 규
모는 길이 300㎝, 너비 500㎝ 이상으로 추정되며 내부 판축토루는 점토를 비롯하여 사
질점토 현무암 할석들을 이용하여 판축하였다. 일정높이까지 쌓아올린 후에는 판목을
모두 제거한 후 상면에

2차로 판축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의 높

이는 193~260㎝, 너비는 하단부로 507~548㎝ 내외이며 상단부는 상당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폭을 알 수 없으나 상단보다 폭이 좁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를 쌓은 이후 내외측에 기와를 깐 와적층이 확인된다. 와적층의 범위는 내외
측 기저부석축열에서 150~300㎝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심토루와 와적층의 조성을 완료한 이후 그 위에 내외피 토루를 성토하여 성벽의 축
조를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부분 유실되어 원형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벽의 잔존 폭은 최소 9.1m에서 최대 12.3m 폭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 1지점
전체토성복원구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전 상태는 토성으로 잡목을 비롯하여 잡풀이 자라고 있었다. 성내측은 감귤과원 조
성으로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이며 성외측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조사전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여 토성의 중앙에 중심점을 설정한 후 길이 10m,
내측으로 5m, 외측으로 5m의 규모로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트렌
치 동쪽으로 폭 1m의 탐색트렌치를 구획하여 내외측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트렌
치에서 종단면을 확인한 후 구획된 토성의 표토층을 모두 제거를 하였다. 탐색트렌치
내부에서 확인된 기저부석축열을 중심으로 내외피토루를 제거한 후 성내외측에 와적층
을 노출하였다. 조사결과 중심토루를 비롯하여 외피토루가 확인되었다. 내피토루의 경
우는 표토층에서 10cm 하단으로 와적층이 확인되고 있어 경작과정에서 상당부분 훼손
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적층의 경우는 기저부석축열을 중심으로 내외측 모두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심토루
중심토루는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한 이후 그 위에 판축용틀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흙
을 채워 다지는 과정을 반복하여 축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지점의 경우 탐색트렌치
의 종단면을 확인한 결과 기저부석축열 상단으로 중심토루와 외피토루의 경계선이 수직
선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판축용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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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 및 적석된 할석 상부로 사질토를 다져서 수평을 맞춘 후 그 위로 점토로 판축하였
다. 현재 잔존하는 중심토루의 높이는 약 293㎝이며, 중심토루의 폭은 하단부가 548㎝
로 상단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상단부는 후대의 유실로 인하여 정확한 너비를 알
수 없다.
중심토루는 여러 차례의 공정을 거친 뒤 판축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1지점의 경
우 영정주초석 위에 영정주를 세운 후 횡판목을 결구시켜 쌓은 것으로 추정되나 횡판목
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정주와 영정주의 간격과 기저부석축열의 간격으로 미루어 판
축틀의 1칸의 규모는 길이 약 300㎝, 너비 548㎝로 추정되며 내부 판축토로는 점토를
비롯하여 사질점토 현무암 할석들을 이용하여 판축하였다. 일정높이까지 쌓아올린 후에
는 판목을 모두 제거한 후 상면에 추가적으로 2차 판축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② 기저부석축열
기저부석축열은 바닥을 정지한 후 그 위에 조성하였으며 성벽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
인된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48㎝ 정도이며 이는 중심토루의 폭과 거의 같다.
북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으로 인하여 내측 석축열을 외측 석축열에 비해 높은 위
치에 축조 하였으며 그 차이는 26㎝ 정도이다. 기저부 석축열에는 영정주를 세우기 위
하여 약 300㎝ 간격으로 돌출된 초석을 놓았으며 내외측의 초석은 성벽 진행방향과 직
교하는 같은 축선에서 확인된다. 돌출된 초석은 일정한 간격으로 내외측 모두 같은 선
상에서 확인된다. 약 25㎝ 정도 돌출되었으며 돌출된 초석 간의 간격은 내외측 모두 약
290~300㎝ 내외로 일정하다.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약 40~60㎝로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였다.
내외측의 석축열은 각각 양쪽으로 면을 두고 있으며 석축은 1~2열로 최대 3단까지
확인된다. 내외측 석축열 사이로 부석된 판석들이 전체적으로 확인된다. 석축열의 폭은
외측의 경우 약 45㎝ 내외이며 내측은 50㎝로 외측에 비하여 내측의 폭을 넓게 조성하
였다.
③ 와적층
1지점에서의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모두에서 확인된다. 내측에서 확인되는 와
적층의 조성은 석축열의 내외측 끝단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외측에서 확인되는 와
적층은 동쪽에서 2번째 칸에서부터 서쪽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와적층의 규모는 내측의
경우 폭이 140㎝ 정도이며 외측의 경우 폭이 약 200㎝ 정도이다.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성토시 성토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
다. 와적층은 어골문과 어골문에 복합문이 혼합된 평기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나. 2지점
전체토성복원구간 중 1지점에서 서쪽으로 52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전 상태는 잡목을 비롯하여 잡풀이 자라고 있었다. 성내측은 감귤과원 조성으로 상당부
분 훼손된 상태이며 성외측은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가다 단을 지며 급격한 경사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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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형이다. 조사하기 전 잡목과 잡풀를 제거하여 토성의 중심에 중심점을 설정한 후
길이 10m, 내측으로 5m, 외측으로 5m의 규모로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다. 우선 트렌치 서쪽으로 폭 1m의 탐색트렌치를 구획하여 내외측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다.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종단면을 조사하여 구획된 토성의 표토층을 모두 제거를
하였다. 표토층을 제거하자 성내외측에서 후대의 적석배수로가 확인되었다. 성내측의
적석배수로는 다섯 방향에서 토성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토성을 파괴한 후 성외부로
연결되고 있다.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기저부석축열을 중심으로 내외피 토루를 제거한
후 성내외측에 와적층을 노출하였다. 조사결과 중심토루를 비롯하여 내외피 토루가 확
인되었으며 내외피 토루를 비롯하여 중심토루도 후대의 적석배수로와 자연적인 유실에
의하여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적층의 경우는 기저부석축열을 중심으로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심토루
2지점의 경우 탐색트렌치의 종단면을 확인한 결과 후대 적석배수로의 조성으로 인해
토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저부석축열 상단으로 중심토루와 내외피 토루의 경계면이 수
직선상으로 약 10㎝ 정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판축용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는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한 이후 그 위에 판목시설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흙을
채워 다지는 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루 하단부의 경우 사질토를 다져서
수평을 맞춘 후 그 위로 점토로 판축하여 쌓아 올렸다. 현재 남아 있는 중심토루의 높
이는 252㎝이다. 하단부는 525㎝이며 상단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상단부는 후대
의 유실로 인하여 정확한 너비를 알 수 없다.
중심토루는 여러번의 공정을 거친 뒤 판축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2지점에서는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진행에서는 영정주와 횡판목흔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판축틀의
규모는 알 수 없다.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내부 판축토루는 점토와 사질점토 및 부식
토를 현무암자갈과 혼합하여 판축하였다. 일정높이까지 쌓아올린 후에는 판목을 모두
제거한 후 상면에 추가적으로 2차 판축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기저부석축열
기저부석축열은 지면을 정지한 후 그 위에 조성하였으며 성벽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
인된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25㎝이다. 북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으로 인
하여 내측 석축열은 외측 석축열에 비해 높은 위치에 축조 하였으며 그 차이는 50㎝
정도이다. 기저부 석축열에는 영정주를 세우기 위하여 돌출된 초석을 놓았으며 내외측
의 초석은 성벽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같은 축선에서 확인된다. 돌출된 초석은 내외측
모두 같은 선상에서 확인된다. 약 30㎝ 정도 돌출되었으며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약
40~60㎝로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였다.
내외측의 석축열은 각각 양쪽으로 면을 두고 있으며 석축은 1~2열로 최대 2단까지 확
인된다. 내외측 석축열 사이로 부석된 판석들이 전체적으로 확인된다. 석축열의 폭은
외측의 경우 약 40~50㎝ 내외이며 내측은 50~60㎝㎝로 외측에 비하여 내측의 폭을
넓게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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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와적층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모두에서 확인된다. 내측에서 확인되는 와적층의 조성은
황갈색점토를 내측 기저부석축열 보다 높게 다진 후 그 상단에 기와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외측에서 확인되는 와적층은 기저부석축열에서 이격되어 확인되고 있으며 후대
의 석축배수로에 의해 일부 파괴가 이루어 졌다. 와적층의 규모는 내측의 경우 폭
110~150㎝, 외측의 경우 약 250~300㎝ 정도이다.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성토시 성토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
다. 와적층은 어골문 기와가 주를 이루며 일부 청자류가 같이 확인되었다.
다. 3지점
전체토성복원구간 중 2지점에서 서쪽으로 16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전 상태는 잡목을 비롯하여 잡풀이 자라고 있었다. 성외측은 감귤과원 조성 및 자연적
인 유실로 인하여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로 외피토루는 유실된 상태이다. 성내측은 자연
적인 퇴적이 이루어져 토성 상단까지 높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성외측은 완만하게 경
사져 내려가다 단을 지며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이다. 조사는 길이 10m, 내측으로
5m, 외측으로 5m의 규모로 트렌치를 구획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트렌치 동쪽으로 폭
1m의 탐색트렌치를 구획하여 내외측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종단면을 조사하여 구획된 토성의 표토층을 모두 제거를 하였다. 성내측 표토제거 과정
중 등성시설이 확인되었다. 등성시설은 1m 내외의 현무암할석 4매를 양단에 배치한 후
바닥으로 현무암 할석을 채워 만들었다. 또한 확인된 기저부석축열을 중심으로 내피토
루를 제거한 후 성내측에 와적층을 노출하였다. 조사결과 중심토루를 비롯하여 내피토
루 및 주형석축시설(기계식거치무기 지지구조물)이 확인되었다. 와적층의 경우는 기저
부석축열을 중심으로 내측과 외측 모두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심토루
3지점에서는 동쪽 탐색트렌치의 종단면을 확인한 결과 기저부석축열 상단으로 수직선
상의 경계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판축용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는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한 이후 그 위에 판목시설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흙을 채워 다지는
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 하단부의 경우 사질토와 현무암자갈을 이
용해 수평을 맞춘 후 판축하여 쌓아 올렸다. 중심토루의 높이는 193㎝이다. 하단부는
531㎝ 정도이며 상단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상단부는 후대의 유실로 인하여 정
확한 너비를 알 수 없다.
탐색트렌치에서 보이는 단면을 보아 점토를 비롯하여 사질점토 및 현무암 자갈을 혼
합하여 일정높이까지 판축이 이루어 졌으며 이 후 추가적으로 2차 판축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기저부석축열
탐색트렌치에서 보이는 기저부석축열은 바닥을 정지한 후 그 위에 조성하였으며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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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된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31㎝이며 이는 중심토루의
폭과 거의 같다. 북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으로 인하여 내측 석축열은 외측 석축
열에 비해 높은 위치에 축조 하였으며 그 차이는 62㎝이다. 외측에서 외피토루를 제거
하여 확인된 영정주초석은 약 25㎝ 정도 돌출되었으며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약
40~60㎝로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였다.
내외측의 석축열은 각각 양쪽으로 면을 두고 있으며 석축은 1~2열로 2단이 확인된
다. 내외측 석축열 사이로 부석된 판석들이 전체적으로 확인된다. 석축열의 폭은 외측
의 경우 약 50~65㎝ 내외이며 이며 내측은 60~67㎝로 외측에 비하여 내측의 폭을 넓
게 조성하였다.
③ 와적층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모두에서 확인된다. 내측에서 확인되는 와적층의 조성은
황갈색점토를 내측 기저부석축열 보다 높게 다진 후 그 상단에 기와를 배치하고 있다.
외측부는 상당부 유실되어 와적층이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기저부석축열을 기와가 덮고 있는 형태이다. 와적층의 규모는 내측의 경우 폭 2.5m 외
측의 경우 80㎝ 정도 남아 있다.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성토시 성토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라. 4지점
전체토성복원구간 중 3지점에서 서쪽으로 7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전 상태는 잡목을 비롯하여 잡풀이 자라고 있었다. 성외측은 감귤과원 조성 및 자연적
인 유실로 인하여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로 외피토루는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성내
측은 자연적인 퇴적이 이루어져 토성 상단까지 높이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으며
성외측은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가다 단을 지며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이다. 조사는
길이 30m, 내측으로 10m, 외측으로 10m의 규모로 트렌치를 구획하여 실시하였다. 우
선 트렌치 동쪽으로 폭 1m의 탐색트렌치를 구획하여 내외측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종단면을 조사하여 구획된 토성의 표토층을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확인된 기저부석축열을 중심으로 내외피토루를 제거한 후 성내외측에 와적층을
노출하였다. 성내측으로는 토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내측구를 조성
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내측구 조성을 위해 굴착된 풍화암반토는 토성의 판축토로 사용
되었으며 이는 토성의 횡단면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외피토루의 경우 급한 경사로 인해
자연적으로 상당부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토를 제거하자 기저부석축열을 비롯하
여 와적층이 일부 노출되어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심토루
4지점에서는 동쪽 탐색트렌치의 종단면을 확인한 결과 기저부석축열 상단으로 수직선
상의 경계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판축용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는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한 이후 그 위에 판목시설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흙을 채워 다지는
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루 하단부의 경우 사질토를 다져서 수평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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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위로 풍화암반토와 현무암자갈 등으로 판축하여 쌓아 올렸다. 중심토루의 높이는
223㎝이다. 하단부는 526㎝ 정도이며 상단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상단부는 후대
의 유실로 인하여 정확한 너비를 알 수 없다.
중심토루의 축조는 크게 3단계 과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저부석축열 상단으로 10㎝
내외의 현무암 자갈을 4~5단정도 쌓아 올린 뒤 사질토와 풍화암반토를 번갈아 일정높
이 까지 판축한 뒤 상면에 2차 판축하여 마무리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기저부석축열
기저부석축열은 풍화암반층의 일부를 굴착한 후 그 위에 조성하였으며 성벽의 내외측
에서 모두 확인된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26m 정도이며 이는 중심토루의 폭과
거의 같다. 북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으로 인하여 내측 석축열은 외측 석축열에
비해 높은 위치에 축조 하였으며 그 차이는 91㎝이다. 외측에서 외피토루를 제거하여
확인된 영정주초석간 거리는 약 290㎝ 의 간격을 두고 있고 약 35㎝ 정도 돌출되었으
며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약 40~80㎝로 다양하다.
내외측의 석축열은 각각 양쪽으로 면을 두고 있으며 석축은 1열로 1~2단이 확인된
다. 내외측에 할석을 이용하여 면을 조성하고 사이를 소형 석재들로 채웠다. 석축열의
폭은 외측의 경우 약 25㎝ 내외이며 내측은 30m로 외측에 비하여 내측의 폭을 넓게
조성하였다.
③ 와적층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모두에서 확인된다. 내측에서 확인되는 와적층의 조성은
황갈색점토를 내측 기저부석축열 보다 높게 다진 후 그 상단에 기와를 배치하고 있다.
외측부는 상당부 유실되어 와적층이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기저부석축열을 기와가 덮고 있는 형태이다. 와적층의 규모는 내측의 경우 폭 2.5m, 외
측의 경우 상당부분 유실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는다.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성
토시 성토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마. 5지점
전체토성복원구간 중 4지점에서 서쪽으로 26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전
상태는 잡목을 비롯하여 잡풀이 자라고 있었다. 성외측은 감귤과원 조성 및 자연적인
유실로 인하여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로 외피토루는 유실된 상태이다. 성내측은 자연적
인 퇴적이 이루어져 토성 상단까지 높이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으며 성외측은 완
만하게 경사져 내려가다 단을 지며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이다. 조사전 잡목과 잡
풀를 제거하여 토성의 중심에 중심점을 설정한 후 길이 10m, 내측으로 5m, 외측으로
5m의 규모로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트렌치 동쪽으로 폭 1m의
탐색트렌치를 구획하여 내외측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종단면
을 조사하여 구획된 토성의 표토층을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확인된 기저부석축열을 중
심으로 내외피토루를 제거한 후 성내외측에 와적층을 노출하였다. 성내측으로는 토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내측구를 조성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내측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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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굴착된 풍화암반토는 토성의 판축토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토성의 횡단면상에
서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심토루
5지점에서는 동쪽 탐색트렌치의 종단면을 확인한 결과 기저부석축열 상단으로 수직선
상의 경계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판축용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는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한 이후 그 위에 판목시설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흙을 채워 다지는
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루 하단부의 경우 사질토를 다져서 수평을 맞춘
후 그 위로 점토로 판축하여 쌓아 올렸다. 중심토루의 높이는 260㎝이다. 하단부는
507㎝ 정도이며 상단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상단부는 후대의 유실로 인하여 정
확한 너비를 알 수 없다.
중심토루의 축조과정은 탐색트렌치의 종단면을 조사해 보았을 때 점토를 비롯하여 사
질점토 및 현무암 자갈을 혼합하여 판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일정높이까지 쌓
아올린 후에는 판목을 모두 제거한 후 상면에 2차 판축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추정
된다.
② 기저부석축열
기저부석축열은 생토층의 일부를 굴착한 후 그 위에 조성하였으며 성벽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된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07㎝이며 이는 중심토루의 폭과 거의 같
다. 북쪽으로 떨어지는 지형으로 인하여 내측 석축열을 외측 석축열에 비해 높은 위치
에 축조 하였으며 그 차이는 129㎝로 복원구간 중 가장 넓다. 외측에서 외피토루를 제
거하여 확인된 영정주초석은 약 25㎝ 정도 돌출되었으며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약
40~60㎝로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였다.
내외측의 석축열은 각각 양쪽으로 면을 두고 있으며 석축은 1~2열로 1~2단이 확인
된다. 내외측에 할석을 이용하여 면을 조성하고 사이를 소형 석재들로 채웠다. 석축열
의 폭은 외측의 경우 약 50㎝ 내외이며 내측은 64㎝로 외측에 비하여 내측의 폭을 넓
게 조성하였다.
③ 와적층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모두에서 확인된다. 내측에서 확인되는 와적층의 조성은
석축열의 끝단에서 확인되고 있다. 내피토루의 성토면을 제거하자 와적층이 밀집하여
확인되고 있다. 외측부도 마찬가지로 외피토루의 성토면을 제거하자 와적층이 밀집하여
확인되고 있다. 기저부석축열을 기와가 덮고 있는 형태이다. 와적층의 규모는 내측의
경우 폭 2.4~2.9m, 외측의 경우 1.5~2.4m 남아 있다. 와적층은 중심토루의 내외측 성
토시 성토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 출토유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5개 조사지점의 토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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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중 와적층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와적층내에서 확인된 기와는 평기와로 수키와, 암키와가 주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와
적층내에서 자기편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자기는 상감청자와 중국계 청백자가 확인되
었다. 그외 출토된 유물은 기저부석축열에서 청동제품, 내피토루층에서 맷돌이 출토되
었다.
평기와의 문양은 수지문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수지문을 기본으로 한 복합문도 다
수 확인되었다. 출토된 기와 중 명문기와도 확인되었다. 명문은 ‘郭支村’, ‘卍,자 세겨진
기와로, 이전 조사에 확인된 ’高內村‘ 명문기와 더불어 기와의 출처를 연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청자는 12C를 중심으로 하는 상감청자가 주로 확인되며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편으
로 상감청자병의 경부편과 상감청자대접편 등이 와적층내에서 출토되었다.
청동제품은 청동잔대로 추정되며 4지점 기저부석축열내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동
잔대의 위치나, 단독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제의적 성격의 매납유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맷돌은 4지점의 중심토루와 내피토루 경계선상에서 확인되었다. 맷돌은 제주도 다공질
현무암을 가공한 것으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중앙에 투공되어 있어 맷돌 상판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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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 결과
1. 금번 조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복원사업을 위한 발굴조사이지만, 제주도
최초로 이루어진 항파두리토성에 대한 순수 학술발굴이다.
2.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상귀리 일대로 해발 120~200m
에 해당하는 중산간지대로 전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항파두성
동서쪽에는 고성천과 소왕천이 깊은 계곡을 형성하며 흐르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
을 갖춘 곳이다.
3. 조사는 항파두성 북서편 일대의 토성 중 농로 서편의 290m 구간에 대한 조사로
1,000㎡ 면적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총 5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실
시하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1~5지점 순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4. 조사결과,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에서는 토성의 기본구조인 중심토루, 내외피
토루, 기저부석축열, 와적층, 영정주초석 등이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 진행 결과 각
지점마다 중심토루는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내외피 토루의 경우 감귤과원 경작과 급한
경사로 인한 자연적인 유실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기저부석축열, 와
적층, 내외피 성토면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심토루를 조성하기 위해 판축틀(거푸집)
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정주 및 목주흔 등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판축토성 축성
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성벽의 축조는 우선 바닥을 정지한 후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하였다. 기저부석축열은
성벽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07~548㎝ 정도이며
이는 각 지점의 중심토루 폭과 거의 같게 확인되고 있다. 내측 석축열은 외측 석축열에
비해 높이가 26~129㎝ 가량 차이를 두고 확인되고 있다. 조사진행구간 중 동쪽의 1지
점에서 서쪽인 5지점으로 갈수록 높이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쪽에 비해
서쪽으로 갈수록 성 내외측의 경사도가 급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저부석축열에는
영정주를 세우기 위하여 돌출된 초석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1지점의 경우,
약 300㎝ 간격으로 조성하였으며 내외측의 초석은 성벽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같은 축
선에서 확인된다.
6. 중심토루는 한 번에 축조한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판축하여 쌓았다. 우선 영정주초
석 위에 영정주를 세운 후 횡판목을 결구시켜 쌓은 것으로 추정되나 횡판목흔은 확인되
지 않았다. 영정주와 영정주의 간격과 기저부석축열의 간격으로 미루어 판축틀의 1칸의
규모는 길이 300㎝, 너비 500㎝ 이상으로 추정되며 내부 판축토루는 점토를 비롯하여
사질점토 현무암 할석들을 이용하여 판축하였다. 일정높이까지 쌓아올린 후에는 판목을
모두 제거한 후 상면에 2차로 판축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의 높이
는 193~260㎝, 너비는 하단부로 507~548㎝ 내외이며 상단부는 상당부분 유실되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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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폭을 알 수 없으나 상단보다 폭이 좁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를 쌓은 이
후 내외측에 기와를 깐 와적층이 확인된다. 확인되는 와적층의 범위는 내외측 기저부석
축열에서 150~300㎝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려시대(13C) 토성의 기본적인
구조인 기저부석축열을 포함 중심토루 및 내·외피토루, 와적시설, 측구 등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몽항쟁의 시발점인 강화 중성과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항파두리토성은 기저부석축열 내부에 할석을 이용 부석 또는 적석을 한 후 판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판축토에 다량의 할석이 혼입된 것과 와적층이 기저부석축열과 연접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항파두리 토성이 산정상의 능선이 아닌 구릉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
형적 차이와 양호한 점토 채굴의 어려움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자연적 제약에서 오는 차이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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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단 의견서
1. 금번 조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복원사업을 위한 발굴조사이지만, 제주도
최초로 이루어진 항파두리토성에 대한 순수 학술발굴이다.
2.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상귀리 일대로 해발 120~200m
에 해당하는 중산간지대로 전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항파두성
동서쪽에는 고성천과 소왕천이 깊은 계곡을 형성하며 흐르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
을 갖춘 곳이다.
3. 조사는 항파두성 북서편 일대의 토성 중 농로 서편의 290m 구간에 대한 조사로
1,000㎡ 면적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총 5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실
시하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1~5지점 순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4. 조사결과,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에서는 토성의 기본구조인 중심토루, 내외피
토루, 기저부석축열, 와적층, 영정주초석 등이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 진행 결과 각
지점마다 중심토루는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내외피 토루의 경우 감귤과원 경작과 급한
경사로 인한 자연적인 유실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기저부석축열, 와
적층, 내외피 성토면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심토루를 조성하기 위해 판축틀(거푸집)
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정주 및 목주흔 등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판축토성 축성
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성벽의 축조는 우선 바닥을 정지한 후 기저부석축열을 조성하였다. 기저부석축열은
성벽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내외측 석축열 간의 너비는 507~548㎝ 정도이며
이는 각 지점의 중심토루 폭과 거의 같게 확인되고 있다. 내측 석축열은 외측 석축열에
비해 높이가 26~129㎝ 가량 차이를 두고 확인되고 있다. 조사진행구간 중 동쪽의 1지
점에서 서쪽인 5지점으로 갈수록 높이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쪽에 비해
서쪽으로 갈수록 성 내외측의 경사도가 급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저부석축열에는
영정주를 세우기 위하여 돌출된 초석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1지점의 경우,
약 300㎝ 간격으로 조성하였으며 내외측의 초석은 성벽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같은 축
선에서 확인된다.
6. 중심토루는 한 번에 축조한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판축하여 쌓았다. 우선 영정주초
석 위에 영정주를 세운 후 횡판목을 결구시켜 쌓은 것으로 추정되나 횡판목흔은 확인되
지 않았다. 영정주와 영정주의 간격과 기저부석축열의 간격으로 미루어 판축틀의 1칸의
규모는 길이 300㎝, 너비 500㎝ 이상으로 추정되며 내부 판축토루는 점토를 비롯하여
사질점토 현무암 할석들을 이용하여 판축하였다. 일정높이까지 쌓아올린 후에는 판목을
모두 제거한 후 상면에 2차로 판축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의 높이
는 193~260㎝, 너비는 하단부로 507~548㎝ 내외이며 상단부는 상당부분 유실되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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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폭을 알 수 없으나 상단보다 폭이 좁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를 쌓은 이
후 내외측에 기와를 깐 와적층이 확인된다. 확인되는 와적층의 범위는 내외측 기저부석
축열에서 150~300㎝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려시대(13C) 토성의 기본적인
구조인 기저부석축열을 포함 중심토루 및 내·외피토루, 와적시설, 측구 등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몽항쟁의 시발점인 강화 중성과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항파두리토성은 기저부석축열 내부에 할석을 이용 부석 또는 적석을 한 후 판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판축토에 다량의 할석이 혼입된 것과 와적층이 기저부석축열과 연접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항파두리 토성이 산정상의 능선이 아닌 구릉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
형적 차이와 양호한 점토 채굴의 어려움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자연적 제약에서 오는 차이
로 판단된다.
8. 금번 발굴조사는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복원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번 토성의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기본적인 구조[기저부석축열을 포함 중심토루 및 내·
외피토루, 와적시설, 측구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토성복원사업시 발굴조사
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 39 -

(인)

1차 자문회의 의견서

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발굴조사 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2년 6월 16일(토) 10:3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81-1번지외 6필지 발굴조사현장

○ 자문위원 :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권상열(국립제주박물관장)
1)유적 성격
○ 금번 조사를 통해서 석축기단을 가진 판축토루의 축조방법이 적용된 13세기 후반
고려토성의 축조기법이 세밀하게 파악되는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 1250년 강화중성과 그 이후 진도 용장산성의 축조기법을 절충한 축성방법으로 이
해된다.
2)유적 보존
○ 1구간의 횡단면과 종단면의 판축구조에 대하여 전사 처리하여 향후 학술 및 전시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금후 진행 중인 조사구간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철저히 발굴조사를 하도록 한다.
3)기타 의견
○ 발굴조사 후 곧이어 시행되는 정비공사의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구 구조의 조사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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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문회의 의견서
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2년 07월 26일(목) 10:3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81-1번지외 6필지 발굴조사현장

○ 자문위원 :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권상열(국립제주박물관장)
백종오(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유적 성격
○ 상기 유적의 북벽부 5개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고려후기 판축토성의 기본 구
조에 따른 중심판축토루, 내피토루, 외피토루의 축조공정이 명확하게 밝혀짐.
○ 중심토루는 기저부석축열(간격 5~5.5m 내외)과 내부 부석시설, 목가구 구조물인
판축거푸집(종장목, 횡장목, 중심목주, 보조목주, 횡 ․ 종판목흔)을 축조공정별로 확인
됨.
○ 내외피토루는 외적층 지정 후 피복하였고 내측에는 별도의 구를 조성하여 배수의
원활함을 도모함. 특히 2지점의 내측기단석렬은 4~5단의 석축구조를 보이며 다른
지점과의 차별화된 기단부 조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 3지점 주형석축유구(자료에는
등성시설 추정)는 수성시 활용한 기계식 거치무기의 지지구조물로 파악됨.
2)유적 보존
○ 이상의 조사 성과로 축조공정을 복원하면
① 공간 구획 후 기저부 석축열 조성 ② 영정주 및 목주 가설 후 1차 판축
③ 상면 종횡판목 설치 후 2차 판축 ④ 3차 판축 혹은 내외측 와적층 조성
⑤ 마지막으로 내외측 피목의 5단계로 설정할 수 있음
○ 출토유물은 평기와류, 자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평기와류의 문양배치, 양
식적 속성, 기술적 속성을 비교하면 강화중성유물과 상당한 유사점이 찾아지므로 동
일한 장인집단이 이주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음.
○ 상기 출토유물 역시 13C 후반의 단일시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됨.
3)기타 의견
○ 현 조사구간 중 자문시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하며 이외 지역에 대해
서는 추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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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조사현황도
표 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조사현황표
순
번

조사명

조사내용

출토유물

기저부석축열, 중심토루의 판
1

남문지 성벽조사

축상태, 성의 상단에서 여장과

청자류,기와류

수로가 확인됨.
목조 구유시설(횡판목과 종판
2

구시물 조사

목을 결구하여 용천수를 저장

청자편, 기와류

했던 목조수조시설)이 확인됨.
토성의
3

1차 지표조사

잔존현황,

조사기관
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보조성터,

내성지 건물터, 음용수, 와요

제주대학교박물관

지, 망대와 진지, 관련포구 등

(1996)

이 확인됨.
4

2차 지표조사

5

토성단면 확인조사

토성과 토성 내부에서 동,서,

청자, 원대, 도자기, 분청사

남,북문지와 보조성이 확인됨.

기, 백자, 기와류

토성의 하부 기초석열, 중심토
루의 판축상태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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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류

(재)제주문화예
술재단(2002)
(재)제주문화
예술재단(2003)

6

6

7

토성단면 확인조사

토성복원 구간내
단면조사

토성복원 구간내
분포조사

토성의 하부 기초석열, 중심토
루의 판축상태가 확인됨.

(재)제주문화

기와류

예술재단(2004)

토성의 하부 기초석열, 중심토

청자동체부편, 백자저부편,

루의 판축상태, 와적층이 확인

어골문기와편,

됨.

편, 명문기와편

중호문기와

토성의 하부 기초석열, 중심토
루의 판축상태, 와적층이 확인

(재)불교문화재
연구소(2009)
(재)제주문화

기와

유산연구원

됨.

(2010)

추정내성지 부근과 남동편부
분, 동편의 안오름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를
8

항몽유적시굴조사
1차

실시함. 조사 결과 건물지, 굴
립주건물지,

망루지,

수혈유

구, 소토유구, 적석유구, 석열
유구, 구상유구, 저습지, 폐기

청자, 원대 도자기, 분청사
기, 백자, 기와, 불상좌대,

(재)제주문화

철제주 조괭이, 철촉, 동전,

유산연구원

청동정병, 청동시저, 청동

(2010)

잔

장 등이 확인됨.
항파두성의 중심인 내성지 범
위를 파악하고 내성지 건물지
9

항몽유적시굴조사

내 부속 시설물(건물지, 망루

2차

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석열
유구, 집석유구, 판축시설 등)
이 확인됨.

10

토성복원 구간내
시굴조사

토성의 하부 기초석열, 중심토
루의

판축상태,

내외피토루,

와적층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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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뚜껑편,정화통보, 청동
젓가락,청동바늘, 철촉, 철
정, 철솥, 청자, 중국백자접
시,도기,자기,

고누놀이판,

(재)제주고고학
연구소(2011)

연판문막새기와
함평원보, 소형청자잔, 기
와류

(재)제주고고학
연구소(2011)

도면 6.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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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대상지 전체 평면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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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1지점 평면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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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2,3지점 평면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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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4지점 평면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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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5지점 평면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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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1지점 기저부석축열 및 와적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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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2지점 기저부석축열 및 와적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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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3지점 기저부석축열 및 와적층, 주형석축유구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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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5지점 기저부석축열 및 와적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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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전경(공중촬영)

사진 2. 조사대상지 전경(공중촬영)

- 58 -

사진 3. ①1지점 전경 ②1지점 내측부 횡단면 전경 ③1지점 외측부 기저부석축열 내부 전경 ④1지점
내측부 기저부석축열 내부 전경 ⑤ 1지점 외측부 종단면 중심토루와 외피토루 경계선 전경 ⑥ 1지점
내측부 종단면 전경 ⑦1지점 외측부 영정주 단면 전경 ⑧ 1지점 내측부 와적층 노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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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① 2지점 전경 ② 2지점 후대 석축배수로 노출전경(남에서) ③ 2지점 탐색트렌치내 횡단면 전경 ④ 2지점 외
측부 중심토루와 외피토루 경계 및 경계선 전경 ⑤ 2지점 기저부석축열과 내부 전경 외피토루 제토 후 와적층 노출
전경 ⑥ 2지점 내측부 전경 ⑦ 2지점 외측부 와적층과 후대배수로 중복 전경 ⑧와적층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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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① 3지점 전경 ② 3지점 주형석축유구 전경 ③ 3지점 탐색트렌치 내 기저부석축열 전경 ④ 3지점
탐색트렌치 내 기저부석축열 내부 전경 ⑤ 3지점 중심토루와 내피토루 경계선 전경 ⑥ 3지점 탐색트렌측
내 외측부 횡단면 전경 ⑦ 3지점 내측부 와적층 전경 ⑧ 3지점 외측부 와적층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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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① 4지점 전경 ② 4지점 중심토루와 내외피토루 경계 전경 ③ 4지점 탐색트렌치내 기저부석축열 전경
④ 4지점 탐색트렌치내 중심토루 퇴적상황 ⑤ 4지점 내축부 중심토루와 내피토루 경계선 전경 ⑥ 4지점 내측구 전
경 ⑦ 4지점 내측부 와적층 전경 ⑧ 4지점 외측부 기저부석축열 노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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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① 5지점 전경 ② 5지점 중심토루와 내외피토루 경계 전경 ③ 5지점 탐색트렌치내 기저부석축열 전경 ④
5지점 기저부석축열 상단 와적층 노출 전경 ⑤ 5지점 내측부 중심토루와 내피토루 경계 경계선 전경 ⑥ 5지점 서편
종단면 전경 ⑦ 5지점 내측부 와적층 전경 ⑧ 5지점 외측부 와적층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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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청백자양각모란문소호(元代, 14C)

사진 9. 청자병(좌), 상감청자여지문대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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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청자음각봉황문대접

사진 11. 청동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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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郭支村’ 명문기와

사진 13. ‘卍’자 명문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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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수키와 일괄

사진 15. 암키와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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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記事項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1. 금속
2. 옥석유리

청동잔대

1

맷돌, 갈판

2

청백자양각모란문소호,

3. 토도

48

청자음각앵무문발 등

4. 골각

·

·

5. 목죽초칠

·

·

6. 기타

·

·

·

51점 외 30박스

계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1-1

청동잔대

1

금속

(1.5)

(8.5)

(0.05)

1

4지점

2-1

맷돌

1

석

(35.4)

(35.1)

(8.8)

2

4지점

2-2

갈판

1

석

(29.8)

(41.2)

(9.6)

3

지표수습

3-1

청자 저부편

1

토

6.5

(11.4)

6.5

4

3-2

청백자양각모란문소호

1

토

5.8

6.3

5.5

5

3-3

상감청자 구연부편

1

토

(4.5)

9.6

(0.2~0.4)

6

3-4

청자병 경부편

1

토

(6.0) (3.3~5.2) (0.5~0.7)

7

3-5

수키와

1

토

(44.5)

(18.3)

(0.8~1.8)

8

3-6

수키와

1

토

(45.8)

(17.1)

(1.1~2.9)

9

3-7

수키와

1

토

(47.2)

(17.2)

(0.8~1.5) 10

3-8

곽지촌명 수키와

1

토

(42.2)

(15.4)

(0.8~1.3) 11

3-9

수키와

1

토

(42.5)

(16.0)

(0.9~2.0) 12

3-10

수키와편

1

토

(26.7)

(17.7)

(1.0~2.3) 13

3-11

수키와편

1

토

(25.9)

(16.2)

(2.0~2.4) 14

3-12

암키와

1

토

(41.7)

(27.5)

(0.7~1.3) 15

3-13

곽지촌명 암키와편

1

토

(33.7)

(26.5)

(0.7~2.0) 16

3-14

卍자명 암키와편

1

토

(8.9)

(11.2)

(1.9~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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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

3-15

상감청자 저부편

1

토

7.7

·

3-16

수키와편

1

토

(31.3)

(16.0)

(1.1~1.9) 19

3-17

수키와편

1

토

(33.2)

(16.3)

(0.7~2.1) 20

3-18

수키와편

1

토

(14.9)

(10.3)

(0.6~2.5) 21

3-19

암키와편

1

토

(23.4)

(19.1)

(2.2~2.6) 22

3-20

암키와편

1

토

(22.4)

(20.6)

(1.5~2.8) 23

3-21

암키와편

1

토

(21.5)

(16.0)

(2.0~2.4) 24

3-22

암키와편

1

토

(17.9)

(13.2)

(1.8~2.2) 25

3-23

암키와편

1

토

(11.2)

(16.5)

(1.2~2.1) 26

3-24

청자음각앵무문발

1

토

3.6

(15.2)

3-25

수키와편

1

토

(23.8)

(17.9)

(0.8~2.6) 28

3-26

수키와편

1

토

(24.6)

(14.8)

(2.1~2.3) 29

3-27

수키와편

1

토

(23.5)

(12.4)

(1.2~2.0) 30

3-28

수키와편

1

토

(14.9)

(12.1)

(1.8~2.1) 31

3-29

수키와편

1

토

(21.5)

(11.2)

(1.8~2.2) 32

3-30

암키와편

1

토

(21.7)

(26.3)

(1.8~2.4) 33

3-31

암키와편

1

토

(21.0)

(19.1)

(2.0~2.9) 34

3-32

암키와편

1

토

(27.2)

(18.3)

(1.7~2.3) 35

3-33

암키와편

1

토

(20.3)

(20.2)

(1.5~2.6) 36

3-34

암키와편

1

토

(23.8)

(18.2)

(2.2~2.6) 37

3-35

암키와편

1

토

(12.4)

(7.5)

(1.6~2.2) 38

3-36

卍자명 암키와편

1

토

(14.2)

(10.5)

(2.2~2.5) 39

3-37

卍자명 암키와편

1

토

(11.4)

(8.7)

(1.8~2.0) 40

3-38

수키와

1

토

(43.3)

(17.1)

(0.7~1.6) 41

3-39

수키와

1

토

(43.1)

(17.6)

(0.9~2.4) 42

3-40

수키와

1

토

(37.5)

(17.0)

(0.9~2.0) 43

3-41

수키와

1

토

(36.0)

(15.9)

(1.1~2.4) 44

3-42

수키와편

1

토

(33.6)

(15.3)

(0.8~2.3) 45

3-43

암키와편

1

토

(30.1)

(26.0)

(1.6~3.2) 46

3-44

암키와편

1

토

(26.9)

(26.3)

(0.7~3.4) 47

3-45

암키와편

1

토

(22.0)

(29.7)

(1.1~2.9) 48

3-46

암키와편

1

토

(23.8)

(20.5)

(1.9~2.6) 49

3-47

암키와편

1

토

(23.2)

(22.2)

(1.6~2.1) 50

3-48

암키와편

1

토

(13.9)

(15.2)

(3.3~3.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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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4

18

3지점

27

4지점

5지점

2. 출토유물 사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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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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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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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7

48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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