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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화려한 단풍을 온 대지에 물들이는 10월의 늦가을 주
말,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 거제시에서 학술회의를 주최하고, 저희 연구원이 주관하
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움의 주제인 ‘거제 폐왕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 11호로 지정ㆍ
보호되고 있는 거제시의 상징적인 고대 산성입니다. 거제시의 요청으로 저희 연구
원에서 3차에 걸쳐 시ㆍ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지와 집수지, 건물지 등과 많은 유
물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폐왕성은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 축조되었고, 고려시
대에 재사용되었던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은 성곽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와 함께 고고학과 역사학이 접목되어 폐왕
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거제 폐왕성의 위상이 고대 한ㆍ중ㆍ일 삼국 산
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 훌륭한 학자분들께서 옥고와 함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리를 함
께 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을 전하며, 아무쪼록 이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폐왕성 발굴조사와
연구에 큰 기틀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4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장 신용민

축 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금빛 융단으로 물들었던 들녘에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이 넘치는 이 계절에, 우
리나라 고려시대 의종(毅宗)의 애절한 귀양 역사를 간직한 거제도 ‘廢王城’에 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
포지엄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멀리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거제시를 방문해
주신 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패널 여러분과 이 자리
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거제시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폐왕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에서 삼국시대 집수지를 비롯한 육축시설,
성내 건물지 발굴 등 많은 조사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폐왕성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제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거제의 역사적 뿌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발굴조사를 담당하였던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과
함께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
최하여, 그간의 발굴 성과의 검증과 함께 문헌자료를 통한 거제도와 폐왕성의 시대
별 상관관계를 논의해 보고, 중국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거시적 관
점에서 폐왕성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통해 폐왕성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우
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행정에서 지속적으
로 펼치고 있는 일련의 문화재 복원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유산에 대
한 올바른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문화유산
을 보전하는 일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뜻하신
바 알찬 결실을 거두시는 한 해 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4일

거제시장 김한겸

축 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고즈넉
한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가운데, 삼국시대 이래 우리 거제지역의 관방유적(觀防
遺蹟)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폐왕성의 국제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전
문가 여러분과, 폐왕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제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
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려 폐왕성은 의종 24년(1170년) 상장군 정
중부 등이 난을 일으켜 고려 18대 의종이 폐위되어 거제도로 피난 와서 3년간 머물
렀다고 하여 폐왕성이라 불리우며, 현재는 문화유적 탐방객과 학생들의 유적답사코
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왕성은 당초 고려 18대 의종때 축조된 성으로 알
려졌으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유
물들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이래 거제지역의 관방유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훌륭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통일기 이전 신라성곽의 특징이 잘 보여
지고 있으며, 고려시대 무신집권과정에 나타나는 역사성이 잘 반영된 폐왕성을 국
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개최된 심포지엄도 전문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폐왕성의 철저한 검
증과 역사적 중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폐왕성이 가지는 성격과 특성을 면밀
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
해, 오늘의 심포지움이 우리거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폐왕성의 보존과 가치창출
은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바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한겸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동아세아문화
재연구원, 한국성곽학회, 한국문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4일

국회의원 윤 영

축 사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폐왕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 성곽｣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신용민 동아세아문화재연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본 심포지움을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신 국내외 학계의 저명하신 학자와 관계 인사 여러분
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 둔덕면에 위치한 폐왕성은 1170년 고려 의종이 정중부의 난으로 거제로
피난하여 축성된 성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지난 2004년 폐왕성 복원사업에 따른 발굴조
사 결과 삼국시대에 축성된 거제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폐왕성의 성벽 상부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성벽이 유존하고 기단부에는 삼
국시대 성곽이 잔존하고 있어, 둔덕면 일대가 각종 문화재 자료가 널리 분포하고 있
는 문화유적의 보고임을 감안한다면 이 곳 폐왕성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거
제의 행정과 역사의 중심지인 치소지임을 알 수 있으며, 고려 의종이 폐위되어 3년
간 머물렀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왕성이 현재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史
蹟)으로 승격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사적
(史蹟)으로 지정되어 거제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국제학술심포지움이 그동안의 조사성과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하여 폐왕성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으로 폐왕성의 가치가 재조명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심포지움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내외 석학 여
러분들의 고견이 우리시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더 큰 발전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4일

거제시의회장 옥기재

축 사
오늘 성곽의 박물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거제에서 거제의 가장 대표적인
폐왕성을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우리 한국성곽학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리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고을을 가도 성이 없는 곳은
없어서 성의 나라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주변에서 허물어
져가는 성곽을 선조들이 외침에 대비한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던 자랑스러운 기억의 중심공간으로서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반성하
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성곽을 단순한 건
축물로만 취급하여 성곽에 깃든 역사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예도 없지 않으니 참으
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폐왕성을 지역의 성곽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도
기념물로 지정ㆍ보호하는 한편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 보수나 복원작업
을 시행하여 모범적인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곽은 그저 몇 차례에
걸친 조사만으로 그 성격이 다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폐왕성에
대한 성급한 보수나 복원보다는 아직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문지나 남문지,
수구, 그리고 장대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성곽의 전반적인 구
조와 시대에 따른 변천 상황 등을 학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닐까 합
니다. 이상과 같은 철저한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나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폐왕성을 거제를 대표하는 성곽으로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차후
국가사적의 지정에 대비하는 보다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폐왕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께 감사드리고 깊이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거쳐 거제 폐왕성이 오늘에 다시 살
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4일

한국성곽학회장 차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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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濟 廢王城과 裳郡

1)심

봉 근*

거제도는 우리나라 제주도 다음 가는 큰 섬이며 11개의 유인도와 49개의 무인도
로 구성되어 있고 본섬 둘레 280km, 넓이 395.81㎢이다. 위도 상으로는 동단
120°45´, 서단 128°28´, 남단 34°40´, 북단 35°04´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서쪽 견내량(見乃梁)에 대교를 설치하여 통영시 용남면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동쪽은 부산 가덕도와 멀지 않은 거리이며 현재 연육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또 북쪽은 진해만, 남쪽은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대마도 북안과 대면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지리적 환경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해양성 기후로 인한 아열대성 농작물까
지 수확되고 연평균 1,804mm의 강우량은 농사짓기에도 적합하며 인간이 활동하기
에 편리한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 대우조선소가 도내에 위치
하면서 부분적으로 중공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늘 논의하는 폐왕성은 둔덕면 거림리 산 93번지 일대에 위치한 석축산성을 말
하며 고려 의종 24년(재위기간 A.D. 1146-1170) 정중부 난으로 왕이 폐위 된 뒤 이
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인접한 見乃梁도 당시 의종이 건넜다고
하여 殿下渡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성은 둔덕면과 사등면의 경계지점 야산 정상
(표고 326m) 남서 경사면을 중심으로 평면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이곳 주위에는 근접해서 견내량과 烏壤驛이 위치하는 등 거제도내에서는 육지와 연
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며 고려시대에는 歧城이 주변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최근 폐왕성 발굴조사에서 체성의 축조수법과 문지, 연지, 건물지 등의 구조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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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 밝혀져서 삼국시대에 축조된 거제군 치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치
소로 사용된 성은 남해 고현산성, 하동 고소산성, 창녕 목마산성, 사천 성황당산성,
고성 거류산성, 김해 분산성 등 경남지방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모두 동일 축조
수법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폐왕성이 전기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 축성되
었으나 지금까지 의종이 머물기 위해 축조한 고려시대 성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
나 폐왕성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사용된 거제군 치소였고 의종의 피난은
치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폐왕성 발굴조사 결과는
매우 큰 성과로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裳四里라는 명문기와
는 거제시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 된다. 폐왕성의 구체적인 고고학적 연
구나 문헌적 연구는 나중에 별도 결과 발표와 함께 토론시간에 충분히 논의 될 것
으로 생각되어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폐왕성을 통해서
고대 거제시의 치소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것은 전기한 바와 같이 폐왕성
과 인접한 거림리 부락에서 출토된 裳四里라는 명문기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삼국과 고려시대 巨濟郡縣 治所는 물론 삼한시대 瀆盧國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명문기와
는 최소한 고려이전의 거제군현의 위치가 둔덕면 거림리일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거제군은 문무왕 때 裳郡이었으나
경덕왕 때 巨濟郡으로 개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군
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명문 기와
는 상군이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
론 기와 제작지가 상사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상사리는 당시의 기와 제작과 운반
거리를 생각한다면 기와가 출토된 거림리 주위를 크게 벗어 날 수 없다. 즉 상군 주
위에 상일리에서 시작하여 상사리 이상의 행정지명이 있었을 것이므로 상군은 곧
기와가 출토된 곳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상군이라는 명칭이 생긴 이후 조선시대 세종조에 이르기까지의 거제군현치소는 거
림리를 벗어날 수 없다.
한편 본인은 수차에 걸쳐 삼한시대 弁辰瀆盧國의 위치가 거제도라고 주장하여 왔
다. 그리고 명문기와의 상사리라는 지명의 ‘裳’이 瀆盧라는 어원을 漢譯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고학적 자료는 계속 증가될 것이지만 우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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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문을 보충해서 평소 瀆盧國에 대한 본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1).
뺷三國志뺸 弁辰傳에는 弁辰 24個國 가운데 ‘弁辰瀆盧國’이라는 國名과 “其瀆盧國與
倭境界”2)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이 瀆盧國에 대한 유일한 기사이다. 瀆盧國 위
치비정에 대해서는 크게 거제설과 동래설로 나누어진다. 거제설은 일찍이 다산 정
약용(丁若鏞:1762∼1836)선생의 뺷我邦疆域考뺸에서 “鋪安瀆盧國者 今之巨濟府也 本
裳郡 方言裳曰斗婁技 與瀆盧聲近”3)이라 하여 신라 문무왕때 처음 설치한 상군의
‘裳’은 두루기와 그 소리가 같다고 하고 瀆盧를 ｢도로｣ 또는 ｢두루｣로 읽어 그 소리
가 두루기와 가깝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지연(張志淵:1864∼1921)선생은 뺷我邦疆域
考뺸를 증보하여 뺷大韓彊域考뺸를 편집하면서 역시 거제도를 瀆盧國으로 보았다.
또한 쓰에마쯔(末松保和)는 그의 저서 뺷任那興亡史뺸4)에서 정 다산이 주장하고 아
유가이(鮎貝房之進)가 찬동5)한 거제설에 가담한다고 하였으며 양주동선생은 그의
저서 뺷古歌硏究뺸6)에서 瀆盧는 ‘두루’, ‘도로’로 읽어 거제임을 말했다.
한편 동래설은 요시다(吉田東伍)의 뺷日韓古史斷뺸7) 가야조에서 瀆盧國을 당시 동
래군 다대포(지금의 釜山市 多大洞)에 비정하였고 이병도선생은 뺷韓國史뺸古代編8)
에서 “다산 정약용의 거제도설과 일본 吉田東伍의 동래설이 그것인데 나는 동래설
을 취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중환선생은 뺷白山學報뺸9)에 쓴 瀆盧國考에서 수영
천을 통한 해상교통이 편리한 점, 동래라는 지명은 독로에서 나온 미칭이라는 점,
주변에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 등 유적이 많이 분포한 점, 동래패총
에서 야철지가 발견된 점, 동래 관할인 서면, 다대포 등이 연안의 해상교통 중심지
였던 점을 들어 동래에 비정하였다. 이 설에 대해서는 김정학선생의 뺷任那と日
本뺸10), 천관우선생의 뺷伽耶史硏究뺸11)에서도 따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학들의
1)
2)
3)
4)
5)
6)
7)
8)
9)
10)
11)

沈奉謹, 뺷韓國 南海沿岸地域 城址의 考古學的 硏究뺸, 學硏文化社, 1995.
뺷삼국지뺸 위서 동이전 변진전.
뺷與猶堂全書뺸 경인문화사, 1969.
末松保和 뺷任那興亡史뺸 吉川弘文館 1949.
鮎貝房之進 뺷俗字攷, 俗文攷, 借字攷뺸 太學社, 1952.
양주동 뺷증정 고가연구뺸 일조각, 1965.
吉田東伍 뺷日韓古史斷뺸 富山房, 1977.
이병도 뺷한국사뺸 고대편, 을류문화사, 1959.
정중환 ｢독로국고｣ 뺷백산학보뺸 제8호, 1970.
김정학 뺷任那と日本뺸 小學館, 1977.
천관우 뺷가야사 연구뺸 일조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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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진위를 따지고 싶지 않지만 거제 고현성지와 거
림리유적을 발굴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린 본인의 분석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동래설이다. 뺷三國史記뺸 地理志 東萊郡條에는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
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甑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라 하여 경덕왕 때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대증현을 동평현으로, 갑화
량곡현을 기장현으로 각각 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뺷같은 책뺸 列傳 居道傳
에는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 居柒山國介居隣
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幷呑之志 每年一度集群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
以爲戱樂 時人稱爲馬叔 兩國人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이라는 탈해왕 때 거도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문구에 거칠산국이라는 국명
이 등장하고 있어 일찍부터 동래의 옛 지명이 ‘거칠산’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뒤 뺷高麗史뺸에서도 경덕왕 이전에는 거칠산군12)이라 하고 뺷東國輿地勝覽뺸에서도
“古萇山國 或云 萊山國 新羅取之 置居柒山郡‧‧‧‧‧‧”13)이라 하여 장산국, 내산국, 거
칠산군의 명칭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경덕왕 이전
에는 동래를 거칠산국, 장산국, 내산국, 거칠산군으로 명명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덕왕 때 전국의 지명을 개칭하면서 거칠산군이 동래군으로 개칭된 것이
다. 여기서 동래가 瀆盧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진 것인지 지
금 당장 말할 수 없지만,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동래라는 지명은 낙동강 동쪽에
있는 내산국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던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명이 중국지명과 같
은 것이 많은데 혹시 미칭으로 중국의 봉래나 동래라는 지명을 따왔다든지 하는 측
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인접한 대증현을 동평현이라 하여 같
이 머리에 동을 붙이고 있는 점과 결부시켜 봄직도 하다. 경덕왕 때 김해를 소경으
로 삼았는데 이 경우 소경의 동쪽 아니면 낙동강의 동쪽에 있는 내산국의 의미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덕왕 때 붙인 지명 가운데 동이라는 방향을 붙힌 지명은 양
주(良州) 관하에서도 동래군, 동평현 외에 東安郡(西生面), 東津縣(江東面), 東幾縣
12) 뺷고려사뺸 지리지에 ‘東萊縣 本新羅居柒山郡 景德王 改爲東萊郡 顯宗九年 來屬 後置縣 今有溫
泉’이라 기록하고 있다.
13) 뺷동국여지승람뺸 동래현 건치연혁조와 군명조에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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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東面) 등이 모두 김해 소경이나 낙동강 동쪽에 있고 경주 주변의 南畿亭, 中畿亭,
西畿亭, 北畿亭14) 등도 모두 방향을 의식하고 붙힌 지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독로’에서 ‘동래가 연유한 것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동래의
동은 방향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옳은 듯싶다. 荒嶺山이나 柒山洞이라는 산명이나
지명은 모두 거칠산국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다. 특히 유념할 것은 당시‘瀆’을 ‘독’
으로 발음하지 않고 ‘도’나 ‘두’로 발음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발음에 대해서
는 앞의 뺷古歌硏究뺸에서 양주동선생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 국어사연구의
결과에서도 上古音에는 ‘ㄱ,ㄷ,ㅂ’ 받침이 없었다는 것이 정론으로 되어 있다15). 그
리고 오늘날 ‘吏讀’를 ‘이독’이라 발음하지 않고 ‘이두’라고 발음하는 것은 상고음대
로 발음하고 있는 한 예이다. 따라서 언어학적으로나 현존하는 문헌에는 동래가 ‘독
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래나 김해지방이 고금을 막론하
고 해상교통의 요지라는 점과 동래지방에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4세기 이전의 유적이 적고, 거칠산국이라 해서 유적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16) 유적이 많은 것은 도리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
다.
다음은 거제설이다. 뺷三國史記뺸 地理志 巨濟郡조에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
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州縣 本巨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
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復故”라 하여 문무왕 때 처
음으로 상군을 설치하였고 경덕왕 때 거제군으로 개명하였으며 영현으로 아주, 명
진, 송변17)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뺷高麗史뺸, 뺷東國輿地勝覽뺸 등의 문헌

14) 뺷삼국사기뺸에 의하면 경덕왕때 전국지명의 개명이 있었고 양주 관할의 지명에는 동서남북과
같은 방향을 의식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생각된다. 당시 양주에는 1주 1소경 12군 34현이 속
해 있었다.
15) 김형주 ｢고대국어의 음절종성 ㄱ,ㄷ,ㅂ 음고｣ 뺷석당논총뺸 제14, 1988.
16) 독로국은 3세기 이전의 국명이라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 알려지고 있는 복천동고분, 연 산동
고분 등 동래지방의 고분들은 대략 4세기 이후의 것으로 편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
다. 그리고 가령 해당시기의 유적이 있다고 한다면 거칠산국이나 내산국의 유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어 유적분포를 두고 독로국의 위치를 비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17) 송변의 위치에 대해 여러가지 가설들이 과거에 제시되었으나 뺷대동여지도뺸에는 분명히 가라
산 남쪽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다대리가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다대리 뒷산의 산성은 송변현
치소와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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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서도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도중 발견된 거제군 동헌건
물인 기성관의 객사 상량문에서 “宇制宏明盖權輿於北厥 瀆盧故都‧‧‧‧‧‧”라고 하는
글귀가 나타나 거제가 瀆盧古都임을 말해 주고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고 있는데, 이
상량문은 光緖 18년(1892) 임진 9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함께 나온 또 다른 기성
관 상량문에는 “‧‧‧‧‧‧上古之豆盧建國‧‧‧‧‧‧”이라 기록하여 瀆盧國을 후대에까지
두로국으로 발음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 주목되는 점
은 문무왕 때 처음 거제도에 상군을 설치하였다는 ‘상’이라는 군명의 유래이고, 다른
하나는 늦은 시기에 해당하지만 기성관 상량문에 ‘瀆盧故都’ 또는 ‘豆盧建國’이라는
문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裳’은 현대 사전에서는 분명히 ‘치마 상’이라 적혀 있
다. 따라서 ‘상’은 치마를 나타내는 뜻임에는 틀림없다. 다산선생은 치마를 방언에
두루지(두루기:斗婁枝)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는 옷 위에 걸쳐 입는 두루마기
나 비올 때에 입는 두롱이(도롱이)라는 말은 모두 ‘두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주동선생은 ‘두루, 두리’가 ‘도로, 도리’로 와전되는 것과 같이 周는 回와 같이 ‘돌’
로도 訓된다고 하고 ‘두리, 도리’는 또 ‘裳, 回’자로도 기록된다면서 ‘裳’의 古訓을 ‘두
리, 도리’라고 하였다. 즉 “裳山 在茂朱 四面壁立 層層峻載 如人之裳 故稱裳山”18)이
라 하여 상산이란 지명은 사벽으로 둘러진 첩첩산으로 마치 치마와 같다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여 裳은 원래 두루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弁辰
瀆盧는 ‘두루, 도로’로 읽고, 그 원뜻은 周回이고, 두루는 곧 裳과 그 의미가 통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다산 선생의 두루기의 방언 역시 두루다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
다. 이를 다시 정리한다면 裳은 ‘두루, 도로’ 등 周回한다는 의미이고 瀆盧도 ‘두루,
도로’라 읽어야 하므로 瀆盧의 訓이 곧 裳이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마지
막 문제는 瀆을 ‘두’로 발음하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고음에 ‘ㄱ,

ㄷ, ㅂ’과 같은 받침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국문학계에서는 정설화된 사실이므로 瀆
을 ‘독’이라 읽는 발음은 당시에 없었으므로 ‘두, 도’라 읽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운회(韻會)나 집운(集韻)에서도 독은 두로도 발음한다고 적혀 있다19). 그리고 전기
한 기성관 상량문에서도 “古之豆盧建國”이라 하여 ‘豆’로 발음하고 있다. 따라서 문

18) 뺷세종실록뺸 지리지 전라도조.
19) 鮎貝房之進 ｢借字攷(1)｣ 뺷朝鮮學報뺸 제7집, 1955.

8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무왕 때 처음 裳郡을 둔 것은 두로국을 漢文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
게 본다면 瀆盧는 두루다는 의미, 곧 사방이 바다로 둘러진 섬이라는 뜻이 되고 裳
郡의 裳은 이를 한문식으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덕왕 때의 거제는 곧
삼한시대 瀆盧國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사실 지리적으로도 倭와 가장 인접한 곳
도 동래보다는 거제가 더 가깝다. 뺷東國輿地勝覽뺸 巨濟縣 關防條에 “知世浦營‧‧‧‧‧

‧本國人 往日本者 必於此 待風開洋向對馬州”라고 하여 후대에 속한 일이긴 하지만
일본으로 향하려면 반드시 거제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는 瀆盧國은 거제가 지리적으로나 지명고증에 있어서
도 장점이 많은 편이 된다. 그러나 동래는 거칠산국 또는 내산국이 처음부터 엄연
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도리어 단점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런데 폐왕성과 그 아래 마을 거림리에서 裳四里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의
집중 출토는 상사리가 현재 거림리 부근 지명이고, 상군은 상사리 주변 즉, 거림리
주변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무왕 때 상군은 지금의 거림리
일대와 폐왕성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裳四里의 裳은 裳郡에 연
원되고 裳郡은 다시 瀆盧國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폐왕성은
단순히 고려시대 의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거제시의 역사적 정체성 파악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
는 유적이므로 향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서 영구 보존토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꾸
준한 연구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문헌상에 나타난 폐왕성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뺷高麗史뺸 二卷十九 世家 卷十九 毅宗三年條

｢乙卯 王 單騎 遜于巨濟縣 放太子于珍島縣 是曰 仲夫‧義方‧高等 領兵 迎王弟翼
陽公皓 卽位 明宗三年八月 金甫當 遣人奉王 出居雞林 十月庚申 李義旼 弑王于坤元
寺北淵上 壽四十七 在位二十五年 遜位三年 謚曰莊孝 廟號毅宗 陵曰禧陵 高宗四十
年 加謚剛果｣
뺷高麗史뺸 二卷十九 世家 卷第十九 明宗一年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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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辰 東北面兵馬使諫議大夫金甫當 起兵於東界 欲討鄭仲夫‧李義方 復立前王 東
北面知兵馬事韓彦國 擧兵應之 使張純錫等 至巨濟 奉前王 出居雞林 九月丁酉 捕殺
韓彦國 癸卯 安北都護府 執送甫當等 李義方 殺之於時市 凡文臣 一切誅戮 丁巳 雞林
人 幽前王于客舍 使人守之 冬十月庚申朔 李義旼 出前王 至坤元寺北淵上 獻酒數盃
遂弑之｣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之三十二 巨濟縣 古蹟條

｢屯德歧城 內縣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麗
宗姓 來配之處｣
뺷東國輿地志뺸 卷之四下 慶尙道 巨濟 古蹟條

｢屯德歧城 在縣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麗宗姓 來配
之處｣
뺷輿地圖書뺸 慶尙道 巨濟 古蹟條 ｢屯德歧城 在府西三十里 石城 周一千二尺 高九
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麗宗姓 來配之處｣
뺷增補文獻備考뺸 卷二十七 輿地考十五 關防三 城郭 慶尙道條

｢屯德岐城 在西三十里 石築 周二(一 ?)千兩尺 高九尺 今廢 內有池一｣
뺷慶尙道邑誌뺸 第十一冊 巨濟 巨濟府邑誌 城池條

｢歧城 在府西三十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
뺷慶尙道邑誌뺸 第十一冊 巨濟 巨濟府邑誌 古蹟條

｢歧城遺事 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此 出麗史｣
뺷與圖備志뺸 二 慶尙道 右道 巨濟都護府 城池條

｢屯德歧城 治西北三十里 石築 周一千二尺 高九尺 池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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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大東地志뺸 卷十 慶尙道八邑 巨濟 城池條

｢屯德歧城 西北三十里 周一千二尺 池一｣
뺷嶺南邑誌뺸 第二十五冊 巨濟 城池條 ｢歧城 在府西三十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
有一池｣
뺷嶺南邑誌뺸 第二十五冊 巨濟 古蹟條

｢歧城遺事 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此 出麗史｣
뺷韓國近代邑誌뺸 32 慶尙道26 統營郡誌 古城郭條

｢岐城 在屯德面巨林里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 高麗毅宗二十四年庚寅秋八
月 王幸普賢院 大將軍鄭仲夫 與牽龍散員李義方李高等 謀作亂殺林宗植李復基韓賴
等 盡殺文臣 逼王遜于巨濟築城 以居之名之曰廢王城後 明宗三年癸巳秋八月 東北面
兵馬使金甫當 謀復前王 與錄事張純錫東北面知兵馬事韓彦國等起兵 純錫及柳寅至巨
濟奉前王出居慶州 仲夫義方聞之 使將軍李義旼等 領兵討之 九月義方殺甫當彦國 十
月李義旼殺前王於慶州 義方引前王 至坤元寺北淵上 拉去王脊骨投之 淵中旋風 忽起
塵沙飛揚屍 在水中有日魚龍 不敢傷 張弼仁等密具棺 奉瘞水濱 五年乙未葬禧陵｣
뺷慶尙道輿地集成뺸 巨濟郡邑誌 城池條

｢歧城 在府西三十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
뺷慶尙道輿地集成뺸 巨濟郡邑誌 古蹟條

｢歧城遺事 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此 出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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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헌 철*

Ⅰ. 조사개요
廢王城은 거제시의 서부지역인 둔덕면 거림리 산 95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산성으
로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 11호로 지정ㆍ보호되고 있다.1) 폐왕성은 둔덕면과
사등면의 경계지점의 牛峯山(해발 435m) 줄기 야산(해발 326m)에 위치한 평면 타원
형의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폐왕성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이며, 장축 길이 약
200m, 단축 너비 약 125m로 성벽의 전체 둘레는 526m이며 평면형태가 부정형을 이
루고 있다. 이곳은 서쪽으로 통영 및 견내량과 인접해 있고, 북쪽에는 조선 전기에
축조된 烏良城이 위치하는 등 島內에서는 교통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주변의 多
島海가 한눈에 조망되는 등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에는 거제군
치소로 추정되는 岐城이 주변에 위치하며, 폐왕성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毅宗이
鄭仲夫의 亂으로 폐위된 뒤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 것에서 유래되어 오늘에까지 전
해져 내려오고 있다.
한편 문헌사료에 의하면 폐왕성은 신라 文武大王때 거제에 裳郡이 설치되었다는
뺷三國史記뺸의 기록과 뺷高麗史뺸를 비롯한 조선시대 각종 문헌사료에 기재된 高麗 毅
宗(在位 A.D. 1146~1170)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해진다.
폐왕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2차례에 걸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 도 기념물 지정명칭은 ‘廢王城地’이나, 본고에서는 ‘廢王城’으로 명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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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폐왕성 학술조사 및 복원내용
조사년도

학술조사 및 복원내용

기관

1999

폐왕성지 정밀지표조사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동남쪽 성벽 복원(56.5m)

거제시청

2004

동문지 및 동쪽 성벽 시굴조사

동아문화연구원

2007

집수지 발굴조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집수지 보수 및 복원

거제시청

2009

동문지 발굴조사 및 성내 건물지 시굴조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본고에서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던 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된 문헌자료의 선행검토와 출토유물 및 축조양상을 통해 축조
시기를 추정하고 간단한 고찰을 통해 거제 폐왕성의 성격과 특성의 일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문헌자료 및 주변유적
1. 문헌자료
여기서는 고고학적 자료의 검토 이전에 거제 폐왕성과 관련된 직ㆍ간접적 문헌기
록을 [표 2]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폐왕성 관련 문헌기록
사료

출 전

1

뺷三國史記뺸
卷34 <雜誌>3 地理1

내 용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
因之 領縣三 鵝洲縣 本巨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
松邊縣 景德王改名 今復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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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뺷高麗史뺸
卷19 <世家> 第19 毅宗3
24年 庚寅年

3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巨濟縣> 古跡條

4

뺷增補文獻備考뺸
卷27 <輿地考> 15

5

뺷嶠南誌뺸
卷69 <巨濟郡> 山川, 古蹟

6

뺷韓國近代邑誌뺸
卷32 <慶尙道>26
統營郡誌 古城郭條

己卯 王 單騎遜于巨濟縣 放太子于珍島縣 是日 仲
夫義方高等 領兵 迎王弟翼陽公皓卽位 明宗三年八
月 金甫當遣人奉王 出居鷄林 十月庚申 李義旼弑王
于坤元寺北淵 上壽四十七 在位二十五年 遜位三年
謚曰莊孝 廟號毅宗 陵曰禧陵 高宗四十年 加謚剛果.
屯德岐城 內縣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 高九
尺 內有一池 世傳本朝初 高麗宗姓來配之處.
屯德岐城 在西三十里 石築 周二千兩尺 高九尺 今廢.

〔山川〕屯德川 在郡西北二十里 源出山芳山.〔古
蹟〕屯德岐城 在郡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 世傳李朝初 高麗宗姓來配之處
或云 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處.
岐城 在屯德面巨林里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
池 高麗毅宗二十四年 庚寅秋八月…(中略)…盡殺文臣
逼王遜于巨濟築城 以居之 名之曰廢王城……(下略).

2. 주변유적
1) 沙等城址
통영시 용남면에서 거제시 사등면을 연결하는 거제대교를 건너 거제시청으로 가
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烏梁城址와 城浦山城址가 있다. 현재 성내에 성
내부락이 자리하면서 남쪽과 동쪽 체성 일부와 문지ㆍ치성ㆍ해자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이다. 체성은 평지에 협축한 석축성으로 일반 평지읍성과 같이 외벽은
장대석의 지대석 위에 자연대석의 기단석을 세우고 성석간의 틈새에는 잔돌을 끼워
쌓았다. 내벽은 보다 소석으로 겉쌓기하고 내외벽 사이의 적심은 잡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체성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며 그 구조는 사방에 半圓片門의 옹성문지와
方臺狀의 敵臺, 그리고 주위에는 해자를 둘렀다. 그 중 문지는 서문지와 남문지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동문지는 겨우 흔적만 남은 정도이다. 해안을 의식
하고 옹성 및 체성 개구부는 모두 반대쪽인 남쪽을 향하게 설계하였으며, 체성 개구
부는 확돌을 초석으로 삼은 문루의 흔적이 있다. 또 체성에 덧대어 축조된 적대 및
치성은 문지 사이마다 方臺狀으로 배치하였는데 그 축조수법은 체성과 같다. 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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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의 해자는 체성 둘레를 폭 20m 크기로 삭토하여 자연수가 흐르도록 한 형태이
고 일부 민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존해 있다.
성내 남쪽 기단석에는 “三加始面□□五十一尺門末(間□)五十五尺, 山陰” 등의 명
문이 남아있어 당시 성벽 축조를 위해 인접한 三加縣ㆍ山淸縣의 인력을 동원하여
일정량의 작업구역을 배당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존 높이 4.2m, 체성 너비 기
단부 5m, 상부 4.2m, 둘레 876m이다. 기록에 의하면 세종 4년(1422) 巨昌에서 環島
한 거제도민들이 우선 지금의 신현읍 수월리에 목책을 세워 생활하다가 세종 7년
(1425) 사등성 축조 허락을 받고, 세종 8년(1426) 관아를 옮기고 축조하기 시작하여
세종 30년(1448)에 완성하였다. 이후 文宗 즉위년(1450) 10월에 鄭苯이 치소를 사등
성에서 고현성으로 移築할 것을 건의하여 허락받고 현지 주민들의 건의도 무시한채
다음해 11월 고현성을 축조하여 거제군 치소로 삼았다고 한다.
2) 烏梁城址
오량성은 사등면의 서쪽 지역이며 성은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해안평야에 위치하
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오량성 근처까지 見乃梁의 해안선이 다달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ㆍ조선시대에 거제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驛으로서는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생각된다. 이 성은 1993년 12월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북쪽
雉城 부분이 조사된 바 있으며 나머지 성벽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현
존하는 체성은 지형적으로 東高西低한 충적대지 위에 평면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성의 구조는 체성 사방에 중간을 개구하여 4개소의 문지를 두고 문
지 옆과 城隅에는 方臺狀의 敵臺 및 雉城을 배치하고 체성 바깥에는 폭 20m의 해자
를 두르고 있다. 현재 체성은 북쪽과 동쪽 부분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남쪽과 서쪽
은 일부 복원되어 있다. 문지는 지금도 성내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
므로 그 흔적은 알 수 있으나 도로 포장 등 작은 지형변경이 있어 옹성 등 각종 구
조가 원상대로 잔존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적대 및 치성은 평면 방형의 것이며 모
두 8개소가 확인된다. 성벽의 축조수법은 조선전기에 축조된 일반 평지읍성들과 같
이 지면에 자갈을 깔고 다진 뒤 그 위에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놓고 다시 그 위에
외벽은 자연대석을 세워 기단석으로 삼았으며, 城石間에는 작은 돌을 끼워 쌓았다.
그리고 내벽은 막돌을 이용하여 지면에 수직으로 쌓고 그 사이 적심은 잡석을 채우

20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는 협축 형태이다. 위치에 따라 지대석 아래의 지반에 깔린 자갈층이 이중ㆍ삼중으
로 된 곳도 있다. 이 성은 조선 燕山朝에 석축으로 개축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형태
는 알 수 없다. 현존 둘레 1,150m, 높이 4m, 폭 4.5m 이다.
관련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이곳에 驛을 처음 설치하였다가 고려말 폐지되고
固城 松島驛에 편입되었다. 그 뒤 조선 세종 7년(1425) 8월에 복원되고 조선 연산
6년(1500)에는 驛에 堡를 설치하면서 석축성으로 축조하였다고 한다.
3) 見乃梁 倭城址
見乃梁 倭城은 거제도의 서단부인 견내량 해협이 가로질러 있는 바닷가의 구릉단
부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 사등면 덕호리 267번지 일대이다. 왜성은 광리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광리왜성 혹은 왜성동왜성으로 불리운다. 왜성은 舊 거제대교를 지
나 오른쪽으로 난 해안도로로 약 1km 정도 가면 광리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의 바
로 남쪽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토루로 축조
된 성벽의 윤곽은 확인하기 힘든 상태이다. 거제도에 축성된 나머지 왜성(장문포왜
성ㆍ송진포왜성ㆍ영등왜성)은 산상에 석축으로 축조된데 반해서 견내량왜성은 평
지와 같은 구릉단부에 토축으로 축조되었다. 이곳 견내량은 거제도 내에서 육지와
가장 근접한 곳으로 남해안의 관방과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곳에 왜성이 축조되
었다는 것은 해협을 통과하는 당시 조선수군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견
내량 왜성지는 현재 거의 전 범위가 택지와 밭으로 변해있다. 曲輪은 크게 6개 정도
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이 되는 곡륜의 북쪽과 동쪽으로는 土橋를 사이에 두고 폭
약 12~14m, 깊이 2~3m의 溝를 두르고 있다. 출입구(虎口)의 형태는 平入式으로 산
상에 설치된 왜성의 출입구에서 보이는 복잡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가장
명확하게 잔존하고 있는 토축의 양상으로 보아 성벽은 점토와 잡석을 섞어서 축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구간은 석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훼손이 심해
정확한 양상은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왜성의 서쪽 해안가에서 석축이 일부 확
인되는데 거제도에 축조된 왜성 중에 유일하게 잔존하는 ｢九大圖｣에도 확인되지 않
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왜성과 관계된 석축이라고 판단된다. 견내량왜성의
축성시기는 선조 27년(1593)에 축조되었다는 설과 정유재란 후에 축조되었다는 설
이 있다. 城主에 대해서는 일설에 宗義智家臣이 축조하였다고 전해지며, 伴三千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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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정유재란시의 漆川梁海戰 후에 축조되었다고 추정하고 뺷宇都宮高麗歸陣物語뺸
라는 일본측 기록의 ｢瀨戶の城, 柳川下野居城｣이라는 글에서 견내량왜성을 柳川調
信이 지킨 唐島瀨戶口의 성으로 비정하고 있다.
4) 巨濟 古郡縣治所址
이 유적은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일대에 위치하는 고대 거제군현 치소의 건물지
로 추정되는 유적이며 인근에 있는 폐왕성과 함께 고려시대에는 거제지역의 중심지
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유적이다. 이 유적에 대하여 1996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
해 일부 범위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들은 대부분
건물지의 주변 축대와 초석, 그리고 축대 주변의 유구들이었다. 이러한 유구들의 배
치상태는 전체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선상을 이루는 삼국시대 사원의 가람배
치나 고려ㆍ조선시대 향교 건물의 배치 구조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
한 건물지는 일반 건물이 아닌 관아와 같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건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유물들은 고려시대의 토기와 자기편, 기와편, 철기편, 그리고 조선
시대에 사용된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이었다. 출토유물 중 ‘裳四里’라는 명문이 새겨
진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 명문 기와는 최소한 고려 이전의 거제군현의 위치가 거림
리 일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거제가 문무왕때 裳郡이었으나
경덕왕때 巨濟郡으로 改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확인된 명문 기와는 상
군의 위치가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임을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와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아 거림리 유적 일대가 고려시대의 거제군현 치
소지로 비정되고 있다. 한편 유적의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
이 출토되었으며 발굴조사된 구역이 전체유적의 일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의 유구가 유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마장古墳群
거제 古郡縣治所址가 있는 거림리의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이 마장마을이다. 이
마을은 거제 古郡縣治所址 및 폐왕성지와 관련하여 관아에서 필요한 말을 사육하던
목장이 있어서 마장마을이라고 한다. 마장마을의 북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는 봉분
1기와 석곽묘로 추정되는 석열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봉분의 중앙부에는 남북

22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방향으로 2열의 석열이 확인되는데 잔존상태로 보아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된다.
현재 확인되는 석실은 길이 100cm, 너비 170cm 정도의 규모로 2단 정도가 확인되는
데 상부는 유실되고 하부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묘로 추정되는 석열 역시
1~2단 정도로 확인되는데 상부는 유실되고 하단부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폐왕성 및 古郡縣治所址와 관계있는 고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6) 芳下里古墳群
古郡縣治所址가 있는 巨林里의 맞은편 芳下里에 위치하는 고분군이다. 이 마을에
서 청마생가로 가는 농로를 따라 약 500m를 가면 능선의 말단부인 대나무 숲속에
직경 10~15m, 높이 1.5~3m 크기의 봉분을 가진 고분들이 10여기 정도 남아 있으나
대부분 도굴되어 유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 봉분 상부에는 도굴 구덩이가 많이 확
인되는데 이 구덩이를 통해 유구의 형태로 보아 埋葬主體部는 竪穴式石槨墓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도굴은 대부분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약 4000여평의 면적에 30여기의 봉분이 있
었으나 밭으로 개간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한다. 밭 개간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출토유물을 유추해보면 瓔珞이 달린
長頸壺, 高杯, 環頭大刀, 甲冑, 耳飾 등이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이
나 埋葬主體部의 형태로 보아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조성된 고분군으
로 사료된다.

Ⅲ. 조사내용
폐왕성은 현재까지 거제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성곽으로 알려져 있다.
폐왕성에 대한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먼저 2004년 동쪽 체성과 동
문지2), 2007년 집수지3), 2009년 동문지 및 건물지4) 등이 시ㆍ발굴조사 되었다. 그
2)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巨濟 廢王城-뺸, 2006.
3) _____________________,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4) _____________________, 뺷거제 폐왕성 건물지 발굴(시굴)조사 및 동문지 발굴조사 약보고서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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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폐왕성이 삼국시대에 초축되어 고려시대 전기에 수축되었다는 사실과 제반
축조수법 및 성내시설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축적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 조사된 자료를 통해 폐왕성의 축조수법 및 성내시설의 구
조에 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도면 1. 폐왕성 유구배치도

1. 體城
폐왕성의 체성은 2004년 동쪽 체성부에 국한하여 모두 3곳의 트렌치를 통해 시굴

24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조사되었다. 시굴이라는 한정된 조건으로 인해 체성의 전반적인 축조양상을 파악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09년 동문지 발굴조사에서 문지 주변 체성의 전면조사를
통해 체성의 구조와 축조수법에 대한 자료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폐왕성 체성의 축조수법 및 제반양상은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취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도면 2. 폐왕성 체성(1트렌치) 입ㆍ단면도

초축 체성은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자연경사면을 단면 ‘L’字 또는 계단상의 형
태로 생토면까지 굴착한 후 먼저 외벽이 올라가는 체성 하부보다 넓게 바깥으로
160cm 돌출하여 기단(이후 지정석축5)으로 명칭함)을 조성하였다. 지정석축은

5) 장기인, 뺷한국건축사전뺸, 보성각, 1993.
※ 지정(地釘ㆍ地定) :
①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기초를 보강하거나 내력을 증대시키는 구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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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
하여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추어
평면상태를 유지하고 그 사이
의 빈 공간은 주먹크기 정도의
잡석을 채워넣었다.
지정석축 내부 적심은 할석
과 잡석으로 채워 넣고 외벽과
도판 1. 폐왕성 외벽 체성 축조상태

맞닿는 접지면은 편평한 할석
을 깔아 조성하였다. 그리고

지정석축 상부에는 보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완경사를 이루며 체성과 맞닿아 있
고, 체성 외벽과 내벽은 협축식으로 ‘바른층쌓기’ 수법으로 쌓아올렸는데, 층별 수평
을 맞추기 위한 ‘2열 수평줄눈쌓기’수법도 관찰된다. 내벽은 ‘L’字 또는 계단상의 형
태로 굴착한 후 확보된 풍화암반토에 점토를 섞어 ‘되메우기’를 했고 외벽은 기단
상부에서 체성부로 접하게 기단보축시설을 했다. 면석간 사이의 빈틈은 작은 잡석
을 끼워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이 때 내부 적심은 할석을 이용하여 ‘종석쌓기’로 축
조하였다.
고려시대에 수축된 체성은 먼저 내ㆍ외벽부 초축 체성의 상면을 경사면에 따라
정리한 후 가공하지 않은 할석으로 ‘허튼층쌓기’하여 내ㆍ외벽 면석을 축조하였다.
이때 면석간 빈 공간에는 주먹크기의 잡석을 끼워 보강하였으며 내ㆍ외벽간 적심은
할석과 잡석으로 채워 넣었다.

② 地中에 박아 단단한 지반을 형성하는 말뚝.
③ 말뚝의 옛 이름.
④ 지층을 견실하게 다지거나 건물의 기초 부분을 보강하는 구조 부분의 총칭.
※ 본 고에서는 체성 및 문지의 기초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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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폐왕성 동문지ㆍ체성 조사구간 전경(남→북)

도면 3. 폐왕성 동문지ㆍ체성 조사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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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1Tr외벽 축조수법(동→서)

도판 4. 1Tr내벽 축조수법(서→동)

도판 5. 3Tr외벽 축조수법(동→서)

도판 6. 3Tr내벽 축조수법(서→동)

도판 7. 4Tr외벽 축조수법(동→서)

도판 8. 4Tr내벽 축조수법(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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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門址
동문지는 2004년 시굴조사 당시 문지 외벽부ㆍ내벽부ㆍ육축시설ㆍ개구부ㆍ문루
초석ㆍ인석군ㆍ불명석열ㆍ기준토층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삼국시대 초축
문지 외벽 일부와 육축구조를 제외한 고려시대 수축 문지에 대한 대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수축 문지를 추가 정밀조사한 후
삼국시대 초축된 문지를 조사하여 동문지의 시기별 축조수법과 구조ㆍ규모 등 제반
특징을 밝혔다.
1중 보축

2중 보축

지정석축

2중 보축

체성

체성

육축
육축
초축
수축

도판 9. 동문지 전경(항공사진)

1) 삼국시대 문지(초축)
2004년과 2009년 동문지에 대한 시ㆍ발굴조사를 통해 초축 문지구조가 조사되어
상당히 웅대한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초축 문지 조사는 크게 외벽과 내벽
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외벽에서는 문지와 주변 성벽의 기단, 보축시설,
외벽석 축조수법이 조사되었으며, 내벽에서는 육축구조와 내벽부 축조양상 등이 조
사되었다. 편의상 초축 문지의 구조를 축조공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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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수축)

삼국시대
(초축)

도판 10. 동문지 외벽부 전경(동→서)

제 1공정 :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자연 경사면을 ‘L’字 또는 계단상의 형태
로 굴착하여, 문지가 들어설 지반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4. 제1공정 모식도

제 2공정 : 특히 동문지가 축조된 곳은 자연 경사면의 차이가 크며 내벽에서 외벽
으로의 경사폭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경사면의 기저부 하중 분산을 위한 별도
의 토목기술이 적용된 듯하다. 즉, 외벽부에는 이제까지 신라 산성구조에서 볼 수
없었던 특수한 기단부(지정석축)를 별도로 추가해서 축조하였다. 먼저 외벽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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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체성 하부보다 넓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절토하
여 구축하였다. 평균 높이는 100cm 가량(50~120cm)으로 외부 면석을 정연하게 가공
하여 ‘바른층쌓기’ 수법으로 구축하고, 석재 사이의 빈틈은 잡석을 끼워 넣어 견고성
을 높였다. 기단 내부 적심은 할석과 잡석으로 채워 넣고 외벽과 맞닿는 접지면은
편평한 할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도면 5. 제 2공정 모식도

도판 11. 초축 동문지 외벽 지정석축 세부(동→서)

제 3공정 : 제 2공정으로 마련된 지정석축에서 외벽 체성부는 약 160cm 정도 들
여서 본격적인 체성부를 축조하는 단계이다. 이때에도 문지가 축조되는 지점임을
감안하여 다른 체성부에 비해 훨씬 폭이 넓게 기저부를 축조하여 넓은 곳은 체성
단면 너비가 약 900cm 정도로 육축하였다. 이러한 축조공정 역시 현재까지 삼국시
대 다른 산성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체성 외벽은 ‘바른층쌓기’ 수법으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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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는데, 층별 수평을 맞추기 위한 ‘2열수평줄눈쌓기’ 수법도 관찰되며, 면석 사이
의 빈틈은 작은 잡석을 끼워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이 때 내부 적심은 할석을 이용
하여 ‘종석쌓기’로 축조하였다.

도면 6. 제 3공정 모식도

제 4공정 : 육축 체성을 조성하고 문지와 체성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되
었지만, 다시 한번 문지 주변의 견고성을 더하기 위하여 외벽부 기단석축과 외벽하단
의 접지면을 2중6)에 걸쳐 기단보축으로 보강하여 침하와 배불림 등의 붕괴를 방지토
록 실시한 공정이다. 그 외부에는 흙으로 피복하여 견고성을 더하였다. 세부적인 특징
으로는 현문이 있었던 개구부 주변은 2중 기단보축시설을 하지 않았다.
제 4공정 : 지정석축과 외벽 접지면에 1․2중 보축으로 보강한 후 피복

도면 7. 제 4공정 모식도
6) 1차, 2차라는 용어는 시기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유적의 기단
보축의 경우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1중, 2중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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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초축 동문지 외벽 1ㆍ2중 보축
측면상태(북→남)

도판 13. 초축 동문지 외벽 1ㆍ2중 보축
측면상태(남→북)

도판 14. 동문지 외벽 토층(남→북)

제 5공정 : 외벽과 육축된 내벽을 같이 쌓아 올리는 단계로 내벽 육축부에는 되메
움토로 메워가면서 벽석을 구축하고, 외벽은 제 3공정과 같은 ‘바른층쌓기’ 수법으
로 일정 높이까지(현재 육축 상부면으로 추정) 쌓아 올린 후 외벽과 내벽을(400~
500cm로 추정됨) 협축하여 성벽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남쪽 육축부는 체성과 동시에 축조한데 비해 북쪽 육축은 내벽 축조 이후 육축
을 덧붙인 형태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 내벽부에는 육축을 통해 성벽으로 연결되는 계단시설, 성벽 상부에는 여장이 설
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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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제 5공정 모식도

도판 15. 동문지 남쪽 육축 전경(항공사진)

도판 16. 동문지 남쪽 육축
축조상태(서→동)

도판 17. 동문지 북쪽 육축 전경(항공사진)

도판 18. 동문지 북쪽 육축
축조상태(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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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동문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초축 문지의 대체적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수축 문지 조성시 초축부의 상단부를 수리하고 정리하였기 때문에 초축 문지의 충
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초축 문지의 통로부가 각 육축부의
측벽임을 감안하여 남쪽 수축 내벽부 일부를 절개하여, 초축 문지의 남쪽 측벽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남쪽 측벽이 외벽부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
지만 외벽부쪽에는 붕괴로 인하여 측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측
벽은 수축 체성 중간에 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수축 체성 일부를 들어내어
남ㆍ북쪽 측벽의 진행상황과 초축 문지의 규모 및 제반양상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판 19. 수축 내벽 절개조사 전경(서→동)

도판 20. 수축 내벽 절개조사
세부(북서→남동)

2) 고려시대 문지(수축)
고려시대 문지는 시굴조사 당시 대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문루 초석 일부를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문루 초석 상부에 쌓여있었던 인석군과 무너진 석
재 및 부식토를 제거하여 문루의 정확한 초석 규모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문루
초석은 시굴조사 당시 예상되었던 위치에서 노출되었다. 문루 서남쪽에 시설되었던
초석 2매가 결실되었으나 문지의 형태 파악은 가능하다. 문루의 평면 형태는 前面
3칸, 側面 2칸이며, 전면은 御間 너비 340cm, 夾間 너비 230cm이며, 측면 각 夾間
너비는 180cm로 성의 규모에 비해서 문루는 상당히 웅장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축 문지 개구부 북쪽 측벽에서 내벽부로 약 300cm 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수축 내벽에 직각으로 한겹을 덧댄 석축이 확인된다. 이 석축은 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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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지 북쪽 육축부의 면석으로 추정되었으나, 조사결과 북쪽에 동-서로 이어지
는 고려시대 문루초석과 나란하고 수축 내벽 축조 이후 덧붙인 양상으로 관찰되어
수축 문루와 관련된 석축구조물로 판단된다.

도판 21. 고려시대 문지 전경(항공사진)

동문지 시ㆍ발굴조사에서 밝혀진 고려시대 수축 문지의 구조를 축조공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너진 초축 문지와 그 주변의 체성을 경사면에 따라 상부면을 정리, ②초축 성
벽과의 접지면은 곳에 따라 점토로 정지하거나 계단상으로 성석을 정리하여 문지와
주변의 체성 축조, ③문지 주변 성벽의 내ㆍ외벽간 너비는 평균적으로 초축보다
200cm 가량 좁혀서 쌓은 후 문지 개구부는 초축 문지보다 540cm 가량 좁혀서 시설,

④수축한 문지와 주변 체성은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축조, ⑤문지 내벽부에 개구부
를 중심으로 문루 초석을 배치하여 문루설치(문루 초석은 초축시기 남쪽 육축 상부
면에 3매의 초석을 배치하고 북쪽 초축 내벽 및 육축에 한겹으로 석축 구조물을 덧
붙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수축 당시에도 초축시기에 축조된 내벽부와 육축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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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출되어 부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도면 9. 고려시대 수축 문지 모식도

도판 22. 수축 동문지 북쪽 내벽(서→동) 도판 23. 수축 동문지 남쪽 내벽(서→동)

도판 24. 수축 동문지 북쪽 측벽(남→북) 도판 25. 수축 동문지 남쪽 측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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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수축 동문지 문루 북쪽
석축(남→북)

도판 27. 수축 동문지 문루 북쪽 석축 및
수축 내벽 접합부(남서→북동)

3. 集水池
집수지는 조사전 지표상에 직경 3m 가량의 평면 원형으로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우선적으로 집수지 동쪽에 탐색 피트를 설치하였고, 피트 조사결과 초축 집
수지는 내부에 함몰석재와 자연퇴적토로 메워졌으며, 초축 집수지 폐기 이후 내부
퇴적토를 걷어내고, 1차 수축시의 2차 집수지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차 집
수지는 다시 남쪽 3차 집수지 설치로 인해 이미 남쪽 호안 석축이 유실된 상태였다.
피트 조사와 토층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집수지 내부 퇴적 양상을 비롯하여 1~3차
집수지의 구축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도판 28. 폐왕성 집수지 내부토층(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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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집수지(2차 수축)
3차 집수지는 2차 집수지의 남쪽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으며 할석으로 하부를
채워넣은 다음 상부에는 ‘허튼층쌓
기’로 호안석축을 구성하였다. 1ㆍ2
차 집수지와 비교할 때 가장 조잡
한 구축양상을 보이며 할석으로 대
강의 면을 맞추어 상부 호안석축의
내면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규모는 산성 내 집수지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
단되므로 산성의 기능이 폐기된 후

도판 29. 3차 집수지 조사전 전경

가축 사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차집수지에서
는 기와편 및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로 추정되는 상감청자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
다. 최근까지 염소사육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집수지 남서쪽에 작은 溝
는 너비 30cm, 잔존깊이 30cm, 길이 300cm 정도의 크기로 3차 집수지와 관련된 배
수시설로 판단된다.

도판 30. 3차 집수지 제토후 전경

도판 31. 3차 집수지 조사후 전경

2) 2차 집수지(1차 수축)
2차 집수지는 잔존하는 북서쪽 호안석축으로 미루어 보아 1차 집수지의 내부 퇴
적토를 걷어내고 1겹으로 ‘허튼층쌓기’하여 석재를 쌓아올렸다. 3차 집수지의 석축
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1차 집수지에 비해서는 조잡한 축조수법을 보이며 바닥시
설 또한 할석으로 채워 넣은 양상이다. 내부퇴적토는 6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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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기와ㆍ청자ㆍ목기ㆍ청동유물ㆍ獸骨 등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도판 32. 2차 집수지 전경

도판 33. 2차 집수지 전경

3) 1차 집수지(초축)
1차 집수지는 최초 직경 16.2m로 원형 수혈을 굴착하여 그 내부에 원형의 호안석
축(직경 12.5m)을 조성하였으며, 석축과 굴착선 사이는 황갈색 점토(흑갈색 점토포
함)를 채워 보강하였다. 호안석축은 북쪽이 4단, 동ㆍ서ㆍ남쪽은 3단으로 구축되었
는데 이 중 북쪽에만 시설된 4단 석축은 빗물의 유입에 따른 집수지 호안석축의 붕
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면석의 축조는 ‘바른층쌓기’ 하였으며 사용된 석재
의 재질은 화강암과 점판암으로 대부분 화강암계 할석을 치석하여 이용하였고, 바
닥석과 1단 호안석축의 마감석 부분에는 점판암계 판석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석재
의 규격은 판석의 경우 10×30~50cm이며, 할석을 치석한 면석의 경우 20~30×
40~50cm 정도이다.
1차 집수지의 축조에 있어 가장 주요한 특징은 집수지 바닥석의 중심부에 위치한
1매의 판석이다. 이 판석은 64×86cm의 크기로 주변 바닥석 뿐 아니라 호안석축을
포함하는 연지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석재를 중심으로 호안석축이 각 방
향으로 모두 완연한 대칭구조의 圓池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中心石은 비교
적 두껍고 큰 타원형의 판석을 이용하여 주변 바닥석과 구분하였다.
한편 집수지 동남쪽에 이미 훼손된 바닥부를 이용하여 연지 바닥의 구축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연지 바닥석 아래로 약 60cm 가량의 두께로 점토를 깔아 누
수를 방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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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 1차 집수지 전경(항공사진)

도판 35. 복원 집수지 전경(남→북)

호안석축 底面 및 각단의 높이와 너비(직경)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1차 집수지(초축) 호안석축 규격
너비

東- 西

南- 北

平均

底面

660

670

665

1단 호안석축

690

710

700

2단 호안석축

850

840

845

3단 호안석축

1,050

1,010

1,030

호안석축 외벽

1,225

1,275

1,250

굴착선

1,610

1,630

1,620

높이

東

西

南

北

平均

1단석축

123(6~7단)

127(7단)

136(7단)

127(7단)

128.25

2단석축

124(7단)

128(7단)

100(4단)

120(6~7단)

118

3단석축

52(3단)

66(3~4단)

59(3단)

59(3단)

59

4단석축

ㆍ

ㆍ

ㆍ

63(3~4단)

63

※ 너비는 내부직경을 계측(단위 : cm)

4. 建物址
건물지 조사는 성내 동남쪽 평탄지를 중심으로 크게 1~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1구역은 성내 중심에 형성되어 있는 평탄지로 모두 4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1구역에서 정형한 건물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와 퇴적층, 불명석군, 초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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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대석 등이 노출되어 이들 유구를 중심으로 건물지가 유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와 퇴적층은 출토된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말~통일신라시대에 형성된 것
으로 판단되며, 그 상층에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불명석군이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
대 석군은 藺石과 할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건
물지 담장으로 추정된다.

3구역
2구역
1구역

도판 36.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도판 37. 1구역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2구역은 성내 중심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평탄지로, 해발 305~310m 사이에 위치
한다. 2구역 역시 모두 4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시굴조사의 한계로 건물지의
정확한 구조와 규모는 알 수 없으나 기단으로 판단되는 석열과 초석 등의 구조로
보아 2동의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 석축구조 상부에 퇴적된 흑갈
색사질토에서 고려시대 기와류가 집중 출토되고, 적갈색 점사질토를 기반으로 조성
된 석축 사이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 등의 유물이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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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일신라 ~ 고려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38. 2구역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3구역은 집수지 서쪽에 인접한 곳으로 성내에서 가장 평탄한 지형이다. 해발
300~305m에 위치하며, 3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3구역은 조사 전부터 이미 초석
으로 추정되는 대석이 일부 노출되어 건물지가 유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었다. 표토 아래에서 2기의 석축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정확한 규모와 구조는 알 수
없지만 트렌치에서 관찰되는 평면 양상으로 보아 동쪽은 북동-남서향의 장방형 적
석유구이며, 서쪽은 북동-남서향의 기단과 내부에 초석을 갖춘 건물지로 추정된다.
트렌치 조사시 고려시대 기와류가 집중 출토되어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된다.

도판 39. 3구역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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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토유물
1) 體城

도판 40. 폐왕성 체성 출토 토기류

도판 41. 폐왕성 체성 출토 토기류

체성부에서 조사된 유물은 토기류와 기와류로 구분되며, 이들 유물은 체성의 축
조시기 및 수축시기를 알려주는 근거로 생각된다.
먼저 초축시기와 관련된 토기류는 인화문 토기, 단각고배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
들 유물은 7세기에서 8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유물이다. 이는 초축 상한연대를 설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수축시기와 관련된 토기류는 단선 파상문을 중심으로 소격자(小格子) 타날된 호
류(壺類)가 다수 출토 되었다.

도판 42. 폐왕성 체성 출토 기와류

도판 43. 폐왕성 체성 출토 기와류

다음으로 기와류는 유물 중 출토량이 가장 많은데 초축시기로 판단되는 기와들에
서는 단사선문 또문 단선문의 단판타날, 측면와도에서의 전면와도흔, 1.0cm 내외의
두께 등의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는 고식기와의 특징으로 삼국시대에서 그 제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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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문양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7세기대로 편년 가능하다.
수축시기와 관련된 기와류는 어골문과 집선문, 복합문 등이 중심을 이루는 고려
시대의 기와이며, 이들 기와는 두께는 2.0cm 내외로 제작기법은 거의 동일하며, 대
부분 소편으로 잔존한다. 정확한 시기를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관찰되
는 문양 등으로 보아 중심시기는 11~12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2) 東門址

도판 44. 폐왕성 동문지 출토 토기 및
석기류

도판 45. 폐왕성 동문지 출토 기와류

도판 46. 폐왕성 동문지 출토 ‘裳四里’ 名
기와

도판 47. 폐왕성 동문지 출토 철기류

동문지에서 토기ㆍ석기ㆍ기와ㆍ철기류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토기류는 적갈
색 연질 완편ㆍ보주형 개꼭지편ㆍ수적형인화문 토기편ㆍ주름무늬 토기편 등으로
삼국 ~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을 가진 유물이다. 석기유물은 납석제로 만든 蓋와 용도
불명 석기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 추정된다. 기와류는 삼국시대 단판타날 단
사선문 기와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중판타날 선문기와, 고려시대의 어골문+명

거제 폐왕성의 조사성과 45

문(‘大’名) 및 ‘裳四里’名 기와 등이 수습되었다. 이 중 ‘裳四里’名 기와는 인근 거림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한 것이며, ‘裳四里’는 당시의 행정지역명으로 이해된
다. 따라서 이 유물은 삼국시대에 거제지역에 설치된 ‘裳郡’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
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폐왕성이 거제지역의 군ㆍ현 치소지
로 이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 철기류는 주조철부ㆍ소
도ㆍ철정ㆍ철촉 등이 출토되었으며, 동문지 북쪽 육축을 비롯한 삼국시대 층에서
출토되었다.
3) 集水池

도판 48. 폐왕성 집수지 출토 삼국시대 및 도판 49. 폐왕성 집수지 출토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기와류
기와류

집수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기와ㆍ토기ㆍ자기ㆍ청동유물ㆍ목기와 獸骨 등의
자연유물로 구분된다.
첫째, 기와는 단판 타날의 선조문 기와를 시작으로 어골문ㆍ복합문ㆍ화문 등의
다양한 문양을 가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금번 조사에서 명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기와 등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때 삼국～조선시대의
기와로 판단된다.
둘째, 토기류는 인하문 초기인 7세기 전반부터 여러 가지 변용된 모양으로 기면
을 가득 채우는 8세기 후반까지의 특징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기형에 있어서도 보
주형 꼭지의 개, 유단구연장경호 구연부 및 대각부, 소형대부완 등 7세기부터 8세기
대까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줄무늬병, 단선파상문, 대호 등 9~10세기경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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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으며 타날문 옹, 호 등 12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50. 폐왕성 집수지 출토 삼국시대 및 도판 51. 폐왕성 집수지 출토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토기류
도기류

셋째, 자기는 11세기로 편년되는 청자해무리굽완, 12세기로 편년되는 청자접시류
및 12세기 중ㆍ후반으로 편년되는 ‘靑磁象嵌鴨文梅甁’의 底部片, 14~15세기 초로 편
년되는 대접 및 접시류의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도판 52. 폐왕성 집수지 출토 해무리굽완 도판 53. 폐왕성 집수지 출토 압인문 매병

넷째, 금속기류는 모두 고려시대의 유물로 3점의 用器類와 1점의 화살촉7)이 출토
되었다. 이 중 청동그릇의 1점의 底部 외면에는 ‘唐庖下華月’이라는 名文이 打出技
法으로 陰刻되어 있으며 ‘唐庖’라는 사람이 ‘下華月(좋은시기)’에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 화살촉은 일반적인 화살촉과는 달리 매우 세장한 형태이며 아차산성, 오녀산성, 환도산성 등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조사결과 삼국시대 산성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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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4. 폐왕성 집수지 출토 금속기류 도판 55. 폐왕성 집수지 출토 금속기류 세부

마지막으로 木器와 獸骨은 대부분 2차 집수지 내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유ㆍ멍
에ㆍ방망이ㆍ괭이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2차 집수지 바닥층에서 출토된 멍
에ㆍ구유는 다량의 牛骨과 함께 출토되었다.

도판 56. 폐왕성 집수지 출토 목기류

도판 57. 폐왕성 집수지 출토 수골

4) 建物址
건물지에서는 토기, 기와편, 자기류들이 출토되었다. 그 중 기와의 출토량이 가장
많은데 기와의 문양은 무문, 선조문, 격자문, 어골문 등 다양하다. 출토유물로 보아
삼국 ~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가 유존할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발굴조사를 통
해 확실한 조성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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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8. 1구역 건물지
출토유물

도판 59. 2구역 건물지
출토유물

도판 60. 3구역 건물지
출토유물

Ⅳ. 조사성과
폐왕성은 육지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견내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육지로 향
하는 적을 관망하고 거제도로 들어오는 적을 차단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요새적 성
격의 성곽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거제 폐왕성은 문헌기록과 상부에 나타나는 체성 축조수법 및 지표채집된 유물
등에 의해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테뫼식 산성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3차례에 걸
친 시ㆍ발굴조사 결과 조사된 체성과 동문지, 집수지의 구조 및 출토유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에 초축되었으며, 이후 고려시대에 수축되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뺷三國史記뺸 卷34 <雜誌>3 地理1에서는 ‘’新羅文武王(在位 A.D661~681) 초에 裳郡
을 설치하였고 景德王代(在位 A.D702~737)에 巨濟郡으로 改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그 위치를 살펴 본 결과, 폐왕성이 위치한
둔덕면 거림리 일대가 삼국시대 이래 거제도의 중심지역으로서 裳郡(巨濟郡)의 위
치로 비정할 수 있다. 또한 거림리유적과 페왕성에서 출토된 ‘裳四里’명 기와는 이
들 유적이 거제도의 군ㆍ현 치소지였음을 반증하는 유물로 판단되며, 주변의 마장

ㆍ방하리고분군(삼국~고려시대)등이 분포하고 있어 고대의 산성과 고분의 상호 관
련성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산성(폐왕성)-주거유적(거림리)-고분(마장ㆍ방하리고분
군)이라는 복합성을 주목한다면, 폐왕성이 신라~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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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역으로서 裳郡(巨濟郡)의 치소와 관련되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만으로 폐왕성의 성격을 밝히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향후 남문지 및 서문지, 그리고 성내 건물지 등 폐왕성 내의 다양한 부속시설
과 주변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출토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다면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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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거제 폐왕성의 조사성과｣를 읽고
8)백

종 오*

조헌철 선생님의 발표문은 거제 폐왕성 관련 문헌자료와 주변유적, 동체성과 동
문지, 집수지, 건물지 등의 유구양상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동체
성과 동문지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축조공정의 단계별 복원을 시도하였으며 평면
원형, 단면 계단형의 집수지는 완벽한 구조로 노출되어 향후 산성내 집수시설 연구
의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잘 알려졌듯이 고려시대는 毅宗 24
년(1170)의 武臣亂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다. 이 무신난 이후 의종은
거제현으로, 태자는 진도현으로 유폐되었는데, 이 유폐사건으로 인해 ‘廢王城’이란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동안은 문헌과 구전 속에서만 접할 수 있었는데 동아세
아문화재연구원의 꾸준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고학적 유구와 유물로 실증의 가능성
이 좀더 열리게 되었다. 고려시대 동문지와 2차 저수지, 건물지 등이 그 시기에 해
당하는 좋은 예이다.
발표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간에 이루어진 3차례의 조사성과를 언급하는 만큼
토론자 역시 별다른 이견은 없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라
든지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문제를 발표자께 질의하며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 문지와 여장시설에 대하여
1. 발표문에서는 동문지의 축조공정을 5단계로 나누어 모식도를 통해 자세히 설
명하고 있다. 그 공정을 보면, 제1공정은 지반마련을 위해 L자나 계단상 굴착, 제2
공정은 외벽부 지정석축 조성, 제3공정은 지정석축 안쪽으로 내외벽 기저부 조성,
제4공정은 지정석축과 외벽 접지면에 두 차례 보축 후 피복, 제5공정은 내외협축벽
* 충주대학교 교양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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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 후 등성 및 여장설치 등 모두 5단계로 설정하였다. 나름대로 단면 모식도를 통
해 설득력을 가지는 단계별 공정을 제시해 주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초축시의 현
문식 문지는 어떠한 평면 구조로 추정하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바란다.
참고로, 최근의 연구결과1)에 의하면 입면 凹자 형태의 현문식 신라성문의 구조분
석을 통해 ① 5세기 중후반(문경 고모산성 남문과 서문), ② 5세기 후반(보은 삼년
산성 남문과 동문), ③ 6~7세기(충주산성 동문과 북문, 청주 부모산성 북문), ④ 통
일기(양주 대모산성 동문과 서문, 안성 망이산성 남문과 서문)의 4시기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구분은 발굴조사에서 구조와 축조기법이 명확히 밝혀진 유적이므로 폐
왕성의 동문지와도 좋은 비교 자료가 된다.
2. 그리고 모식도 5단계의 경우 계단(등성)시설 및 여장의 설치를 추정하고 있다.
이중 여장의 기저부나 기단석렬 등의 흔적이 발굴과정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삼국시대 성곽에 여장이 시설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많지만, 실제 충주산성과 삼년산성에서 발굴된 바가 있다. 충주
산성에서는 체성벽 조사시 1986년에 북동 계곡부와 동벽 돌출부2) 그리고 1998년에
동문 북측 성벽3) 등에서 확인되었다. 북동 계곡부 성벽에는 판상할석이 성벽의 내
외쪽으로 길게 깔리듯이 남겨져 있으며 경사도는 10~20도 가량이다. 여장 아래쪽의
너비는 1.1m이며 높이는 72cm인데 내벽은 작은 할석을 6~7단 쌓았다. 또 동벽 돌출
부의 여장은 당초 眉石이 없이 아래쪽 너비 1.15m에 높이 70cm가 남아 있었다. 후
에 수ㆍ개축시 3단위에 있는 석재가 15cm 정도 밖으로 내민 미석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축된 여장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 여장을 보수하면서 새롭게 미
석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여장은 보은 삼년산성의 동문지 계곡부 성벽과 남문지 구간에서 확인된
적이 있다. 역시 미석이 없고 크기는 아래쪽 너비 1.5m, 높이 1.2m 정도이다. 그러

1) 김병희, ｢新羅 城郭 城門의 特徵과 變遷過程 檢討｣, 뺷학예지뺸 1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38~41쪽, 2007.
2) 忠州工業專門大學 博物館, 뺷忠州山城 및 直洞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뺸, 29~34쪽, 1986.
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뺷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査 報告書뺸, 23~25쪽, 1999.

거제 폐왕성의 조사성과 53

나 축조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충주산성의 여장은 현재까지
발굴된 삼국시대 산성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 되었으며 초축시 미석이 없다가 후에
보수하면서 미석을 시설한 것으로 보아 그 발생과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
로 여겨진다. 앞으로 단계별 공정복원에 참고하길 바란다.

○ 집수지와 내부 출토유물에 대하여
3. 집수지는 평면 원형에 단면 계단형을 기본으로 구축되었는데 3차례의 수축이
이루어지며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다. 1차 집수지는 바닥면(床面)의 중심부에 1매의
中心石을 두었으며 이것이 바닥면과 호안석축의 중심을 표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다른 유적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그리고 바닥석 아래로 두께 60cm 정도의 점
토를 깔아 놓았으며 입수구나 출수구, 도수로 등은 시설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집수지를 모두 7세기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예로 남해 대국산성,
광양 마로산성, 충주산성을 들고 있다. 그런데 토론자의 검토에 의하면 이들 집수지
를 모두 7세기대로 편년하기보다는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시기구분을 해야 하
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충주산성 집수지의 경우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을 벗
어나지 않고 있으며 폐왕성은 7세기 후반이후, 광양 마로산성은 8세기 이후로 파악
된다. 즉, 충주산성 집수지 → 폐왕성 집수지 → 마로산성 집수지 순이다. 이들 시
기구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4. 한편 폐왕성 1차 집수지는 7세기대, 2차 집수지는 12세기 전후, 3차 집수지는
조선 이후로 보고 있다. 이중 2차 집수지는 高麗 毅宗 24年(1170)의 폐위와 맞물리
는 시기로 동문지와 동체성의 수축과 비슷한 시기이며 ‘廢王城’이란 명칭의 유래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곳에서는 기와류, 청자류, 목기류, 청동류와 소뼈(牛骨) 등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중 몇 가지 재미난 유물들이 눈에 띤다. 배 모양의 목기와 나
무칼, 소뼈와 청동그릇 등이 그것이다. 발굴조사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4) 목기
유물 중 제사구로 추정되는 주형목기와 목도 등은 의례행위에 사용하는 도구로 알
려져 있으며, 이 2차 집수지가 고려시대 제의행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4)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126~128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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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소뼈는 공반된 멍에나 구유로 볼 때 성내에서 사육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느 시기에 제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훼손상태 역시 예사롭
지 않다.) 청동그릇 역시 ‘唐庖下華月’ 명문이 바닥에 시문된 저부편, 접시편, 뚜껑
편, 대각편 등이 모두 1차 집수지 바닥 층에서 훼기가 심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따
라서 집수지는 물을 저장하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고려시대에는 제의공간으로 활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폐왕성 입구의 안내 표지판을 보면 ‘.... 성안에
는 여러 곳의 건물터와 연못터가 남아있고 북쪽에는 기우제와 산신제를 지냈던 제
단이 있다....’ 고 쓰여 있는데 이 역시 조선 이후에는 제의공간이 북쪽으로 옮겨가
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 공간으로서의 성내 시설물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

○ 명문기와와 관련하여
5. 성내에서는 여러 종류의 명문기와가 수습되었는데 이중 ‘裳四里’명 기와는 뺷三
國史記뺸에 ‘신라 문무왕초에 裳郡을 설치하였고 경덕왕대에 巨濟郡으로 개칭하였다’
는 기록과 잘 부합되며 주변 거림리유적에서도 동일한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당시
폐왕성이 이 지역의 치소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폐왕성 주위로 5개의 봉우리가
감싸고 있으며 중앙에 계룡산이 하늘로 비상하는 형상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
보면 마치 여인이 치마를 두르고 다소곳이 앉은 듯한 형상이라 하여 裳郡으로 불렀
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명문기와가 삼국시대의 기와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태토, 시문
방법, 내외면 상태 등 제반 속성을 살펴보면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전기의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시기라면 당연히 ‘巨濟郡’이나 ‘岐城縣’, ‘巨濟縣’ 등의 명칭을 사용
해야 한다. 왜 신라 때의 지명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명의 보수성에서 찾
을 수 있다. 한번 사용한 지명은 그 지역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고
유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여러 유적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삼국시대 사
용하던 지명이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유물에서 확인된 경우는 안성 봉업사지(‘皆次’,
‘介山’→ 고구려 개차산군, 통일신라 개산군), 파주 오두산성(‘泉’ → 고구려 천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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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양 고봉산성(‘高’ → 고구려 고봉현), 인천 계양산성(‘主夫吐’ → 고구려 주부
토군) 등이 있다.
이런 예는 모두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경우로 남부지방에서는 확인된 예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발표자께서 아시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6. 또 한번 되짚어보아야 할 명문기와로 2009년 발굴된 ‘□福寺□草’명 기와가 있
다. 이 기와는 사찰명과 초명이 합쳐진 것으로 추후 발굴에서 부러진 片을 찾는다
면 사찰 이름은 복원할 수 있겠지만 ‘草’ 앞의 글자는 어떻게 판독해야하는지는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명문기와에 시문된 ‘草’자는 a. ‘草’자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
b. ‘官草’나 c. ‘凡草’의 단어로 쓰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a의 경우 한자의
의미는 명사로 ‘풀이나 갈대’를, 동사로 ‘잇는다’ 라는 뜻을 가진다. 이는 葺瓦와 관
련해 ‘지붕에 기와를 잇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b의 경우 ‘官’은 제작처나 공급처를
나타내는 단어로 기와 불사에 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c의 경우
는 ‘官草’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민간이나 일반인의 주도로 공급된 기와를 뜻하는 것
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예컨대 안성 봉업사지와 망이산성, 이천 안흥사지, 익산 미륵
사지, 강원 감영지 등의 출토품이 있다.
토론자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폐왕성 출토 명문기와의 판독이 안 되는 부분은
c의 ‘凡’자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아직까지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고 사진상에
서 보았을 때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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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의의

1)심종훈 ․ 구형모*

Ⅰ. 머리말
거제도는 선사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으로 영위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
된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보고되어 있다.1)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역사시
대 이후 다수의 성곽이 축조되어 그 중 24개소가 유존하고 있다.
廢王城은 현재까지 거제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성곽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동쪽 체성과 동문지 시굴2), 2007년 집수지 발굴3), 2009년 동문지 및 건물지
에 대한 시ㆍ발굴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성의 초축 및 수축시점 및 축조수법, 성
내 시설물의 대한 성격 등의 기초적인 자료가 축적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거제 폐왕성과 경남지역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 및 고려시대 산성과의 비교를 통해 체성ㆍ문지ㆍ집수지의 특
징과 이에 따른 고고학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거제 폐왕성의 체성ㆍ문지ㆍ집수지 검토
폐왕성은 현재까지의 시ㆍ발굴조사에서 체성부와 동문지, 집수지, 건물지 등을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 東亞文化硏究院, 뺷文化遺蹟分布地圖-巨濟市-뺸, 2005.
2)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巨濟 廢王城-뺸, 2006.
3) _____________________,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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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그 결과 7세기 전반에 초축되어 고려시대 중기에 수축 된 것으로 밝혀
졌다.4)
지금까지 폐왕성의 조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외벽 면석의 바른층쌓기 축조수
법 및 2열 수평줄눈쌓기 수법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단(지정석축)을 조성한 후 성
내부로 160㎝ 들여서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쳐 기단보축을 설치하였다.
문지는 1차적으로 상부에서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문루를 가진 수축문지가 노
출되었고, 그 아래에 육축을 가진 초축 문지의 잔존유구가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졌
다. 초축 문지는 현문식으로 통로부 너비는 약 10m이다. 문지의 통로 측벽선과 외
벽의 2중5) 기단보축의 경계와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 동시
기의 다른 산성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폐왕성만의 독특한 형태이다.

도판 1. 폐왕성 동문지 원경

집수지는 초축 이후 두차례에 걸쳐 축소되면서 지속적인 사용이 있었다. 먼저 3
차 집수지는 직경 3m 가량의 평면 원형으로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였으며 14~15세
기 초로 추정되는 자기류가 수습되었지만, 최근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축
조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4)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巨濟 廢王城 試掘調査 報告書뺸, 2006.
_____________________,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5) 1차, 2차라는 용어는 시기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유적의 기단
보축의 경우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1중, 2중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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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3차 집수지 전경

도판 3. 2차 집수지 근경

도판 4. 초축 집수지 전경

도판 5. 집수지 토층 전경

2차 집수지는 하단 직경 400㎝, 상단 800㎝ 가량의 평면 원형으로서 호안석축은
허튼층쌓기 하였다. 유물은 고려시대의 기와, 청자, 목기, 청동유물, 우골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1차 집수지는 직경 16.2m 가량의 평면 원형으로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
였다. 단면형태는 계단식이며 호안석축은 북쪽이 4단, 동ㆍ서ㆍ남쪽은 3단이다. 또
한 체성에서 보이는 2열 ‘수평줄눈쌓기수법’도 부분적으로 관찰되며, 집수지 바닥의
중앙에 위치한 1매의 판석이 주목된다. 이 판석은 바닥석 뿐 아니라 호안석축을 포
함한 집수지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을 중심축으로 삼고 집수지를 축조
하였던 것으로 추측가능하다.
이렇듯 폐왕성의 초축문지는 이때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구조가 조사되었으며, 집
수지는 정연한 축조수법과 바닥의 중심석 등을 살펴봤을 때 독특한 구조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문지와 집수지의 규모는 폐왕성의 체성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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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편에 해당되어 축조 당시 폐왕성의 중요성이 상당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6)

1. 경남지역 삼국시대 산성과의 비교

거창 거열산성

창녕 목마산성
밀양 추화산성

함양 사근산성
창녕 구진산성

김해 양동산성
의령 벽화산성

함안 성산산성

김해 분산성

하동 고소성

사천 성황당산성

진해 구산성

거제 폐왕성
남해 대국산성
거제 다대산성

도판 6. 경남지역 삼국시대 조사대상 산성 분포도

경남지역에 위치한 산성 중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이 유력한 15개소의 성곽은 <도판 6>과 같다. 본 장에서는 폐왕성과 이들 산성
의 체성 및 문지ㆍ집수지에 대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
1) 체성
체성은 성곽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조사 대상인 산성들은 바른층쌓
기수법으로 축조되었다.
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_____________________, 뺷거제 폐왕성지 건물지 試掘(發掘) 및 동문지 發掘調査 現場說明會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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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벽 면석에 사용된 석재는 너비 : 길이의 비율로 세장방형ㆍ장방형7)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장방형 석재로 축조된 산성의 경우 너비 및 길이의 평균 비율이
1 : 5 정도로, 거열산성을 제외하면 모두 점판암계 또는 니암계 석재를 사용한 특징
을 가지며, 출토유물로 볼 때 모두 6세기대에 초축된 것으로 알려진 산성들이다. 그
러나 외벽 면석으로 사용된 석재의 규격이 동일하지는 않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방형의 석재를 넣어 축조하였다.
이와는 달리 장방형 석재를 사용한 산성은 화강암계 또는 사암계 석재를 사용하
였으며, 평균 비율이 1 : 3정도로서 7세기 이후의 산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
이는 내륙지역의 점판암 및 니암층을 기반으로 한 6세기대 초축 산성과 해안 및 강
안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한 7세기대 초축 산성간의 극명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벽 보강석축은 삼국시대 신라 산성의 특징적인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정
리한 도판 8을 참고할 때, 단면 삼각형과 제형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된다.8) 전체적
인 특징은 외벽 축조양상보다 조잡한데, 내부는 할석과 잡석ㆍ점토 등으로 채웠으
며, 평균 100㎝ 내외의 높이를 이루고 있다. 하단의 너비는 A형의 경우 대부분 100

㎝ 미만인데 비해, B형은 평균 150㎝ 정도로 규모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는 A형
은 삼각형이라는 특성상 너비가 좁은 기저부가 조성되었을 것이며 B형의 경우는 너
비가 A형에 비해 다소 길어 구조적인 제약이 적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A형
인 보축은 6세기대, B형인 보축은 7세기와 8세기대에 축조된 산성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면형태는 경남지역 삼국시대 산성의 시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형에서 B형으로의 변화가 6세기~7세기대에 이루어져 구조적인 안전성
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7) 외벽면석에 사용된 석재는 세장방형ㆍ장방형ㆍ방형등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방형
의 석재는 부분적으로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에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8) 금번에 조사된(2009) 폐왕성의 문지 부분에서는 단면 삼각형의 보강석축이 확인 되었는데, 시작점
이므로 마감처리를 위해 단면 삼각형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지를 제외한 부분의 보강
석축은 2007년 시굴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면 제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곽의 보강석축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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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외벽 면석형태
세장방형 석재(A형)

장방형 석재(B형)

거창
거열산성

밀양
추화산성

의령
벽화산성

사천
성황당산성

창녕
구진산성

거제
폐왕성

진행
구산성

거제
다대산성

함안
성산산성

남해
대국산성

창녕
목마산성

김해
분산성

함양
사근산성

세장방형 - 1 : 5 (너비 : 길이)

하동
고소산성

장 방 형 - 1 : 3 (너비 : 길이)

김해
양동산성

도판 7. 경남지역 삼국시대 산성 외벽 면석형태(심종훈, 200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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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기저부 보강석축 단면형태
삼각형(보축 A형)

제형(보축 B형)

거창
거열산성

밀양
추화산성

의령
벽화산성

사천
성황당산성

창녕
구진산성

거제
폐왕성

진해
구산성

거제
다대산성

함안
성산산성

남해
대국산성

창녕
목마산성

김해
분산성

김해
양동산성

함양
사근산성

하동
고소성

도판 8. 경남지역 삼국시대 산성 외벽 보강석축 단면형태(심종훈, 200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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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지
문지는 성곽의 기본적인 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으
나, 유사시에는 방어상 가장 취약한 부분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산성의 경우 도판 4를 참고할 때, 평문식과 현문식 문지로 대별되는데, 이
중 평문식은 개거식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문식에 속하는 4개소의
산성은 6세기대에 초축되었고, 현문식에 속하는 6개소의 산성은 7세기와 8세기대에
초축된 양상을 보인다.9) 따라서, 경남지역의 삼국시대 산성의 문지는 보강석축과
함께 6세기~7세기대에 현문식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폐왕성은 문지 B형인 현문식에 해당되며, 육축부를 포함한 체성의 넓이는 9m, 양
측벽간의 거리는 약 9m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동시기 다른 조사대상 산성에서 확인
되지 않는 규모이기도 하다. 또한, 문지 하단에 지정석축을 약100㎝ 정도 구축한 후
160㎝정도 들여서 체성을 축조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은 노출된 양상을 봤을 때 비
단 문지 부분만 아니라 체성 전반적으로 구축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집수지
집수지는 농성시 식수, 취사, 세탁 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물이다. 경남
지역 삼국시대 신라 산성에서의 집수지는 평면 및 단면 형태에 따라 3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평면 및 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성산산성), 둘째, 평면 원형 및
단면 계단형인 경우(폐왕성ㆍ다대산성ㆍ대국산성ㆍ사근산성), 셋째, 평면 방형 및
단면 계단형(고소성)인 경우이다.
먼저 평ㆍ단면이 부정형인 집수지는 성산산성에서만 축조되는 형태로 포곡식 산
성에서 보인다. 즉,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계곡부가
있는 산성에 있다. 그리고 평면 원형 및 단면 계단형의 경우 7세기대에 축조된 산성
의 집수지에서 집중된다. 사근산성을 제외하면 모두 테뫼식이며 체성과 동일한 축
조수법으로 구축된 특징을 보인다. 특히 폐왕성의 집수지는 다른 조사대상의 집수

9) 김해 양동산성은 외벽 보축ㆍ세장방형의 면석ㆍ출토유물을 통해 초축시기는 6세기대로 추정
되지만 문지는 현문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6세기에서 7세기대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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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구조
평문식(문지 A형)

현문식(문지 B형)

거창
거열산성

밀양
추화산성

의령
벽화산성

사천
성황당산성

창녕
구진산성

거제
폐왕성

함안
성산산성

거제
다대산성

남해
대국산성

하동
고소성

김해
양동산성

도판 9. 경남지역 삼국시대 산성 문지구조(심종훈, 200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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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지
평ㆍ단면 부정형
(집수지 A형)

유적

평면 원형, 단면 계단형
(집수지 B-1형)

평면 방형, 단면 계단형
(집수지B-2형)

함안
성산산성

거제
폐왕성

거제
다대산성

남해
대국산성

함양
사근산성

하동
고소성

도판 10. 경남지역 삼국시대 산성 집수지 형태(심종훈, 200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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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비해 바닥 중심석 1매를 기준으로 방사상으로 정교하게 축조하였는데 이는 폐왕
성의 독특한 축조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세기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는 광
양의 마로산성10)(도판 11)과 충주산성11)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집수지가 조사되어
이 시기 산성 내 집수지 구조에 있어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평면 방형 및
단면 계단형 집수지는 8세기대에 축조된 고소산성과 최근 신라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보고된 광양 마로산성, 창녕 화왕산성, 문경 고모산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도판
12) 이들 집수지는 각각의 규모와 형태는 다르지만, 평면 및 단면형태가 대체적으로 같
은 양상을 띠며, 8세기 이후 축조된 시기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성산산성 집수지의 평ㆍ단면 형태의 특징이 시기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

토는 추후 요망된다.12) 그런데 평면형태가 원형인 집수지는 7세기대에 구축된 산성

도판 11. 광양 마로산성 圓池(左) 및 출토유물(右)

도판 12. 방형집수지 사례(左:광양 마로산성, 中:창녕 화왕산성, 右:충주산성

10) 순천대학교박물관, ｢광양 마로산성 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5.
1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뺷충주산성뺸, 2005.
12) 성산산성의 부정형 집수지 하부에 초축 된 다른 형태의 집수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추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성산산성 집수지의 성격이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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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고 있으며, 평면형태 방형의 집수지는 8세기대 구축된 산성에서 보이고
있다.13)
이상으로 경남지역의 삼국시대 산성에서 보이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양상(A형ㆍ
B형)으로 구분되며 A형에서 B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산성에서 출토되
는 유물을 통해 살펴본 결과 A형 산성은 초축시기와 관련하여 6세기 중ㆍ후반대로,
B형 산성은 7세기와 8세기대로 편년이 가능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기적인 특징은
산성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즉, A형의 산성들은 가야 또는 백
제와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에 구축되는 양상을 보이며, B형의 산성들
은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축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왕성은 B형 산성에 해당되
며, 전체적인 구조와 입지는 여타의 B형 산성과 유사하지만 그 세부적인 축조수법
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경남지역 고려시대 산성과의 비교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려시대 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그 이후 개ㆍ수축을 거
쳐 계속적으로 사용되거나 폐기되어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다시 수축되어 사용된 경
우가 많다. 또한 몽고군과 왜구의 침략 등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 축조되다 보
니 자연적으로 정교성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견고성이 취약하며 잔존상태가 불량한
것이 대부분이다.14)
본 장에서는 경남지역의 고려시대 산성 중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가 실시된
산성을 선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3) 본고에서는 방형의 집수지를 고소성에서 확인된 1기만을 대상으로 비교를 시도하였다. 하지
만 주변의 산성에서 확인되는 같은 형태의 집수지를 비교할 때 8세기대를 중심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14) 뺷高麗史뺸 卷82 兵志2 城堡
四年 十二月 甲子 憲司上疎曰 諸道州郡山城國家往往遣使修築多發軍丁不日畢功旋致崩毁其弊
甚巨 請自今勿復遣使令守令徵發傍郡軍丁農隙修葺若未畢則停待明年以爲年例.
4년 12월 갑자에 헌사에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각 도, 주, 군의 산성은 국가에서 이따금씩 사신을 보내 수축하는데 흔히 군대를 동원하여 하루도
못 되어 마치니 그것이 다시 곧 허물어져서 폐해가 매우 큽니다. 바라건데 이제부터는 다시 사신을
보내지 말고 고을원들에게 명령하여 곁의 고을 군대를 징발하여 농한기에 수리하게 하고 만약 끝나
지 못하면 정지하였다가 다음 해를 기다려 쌓도록 해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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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전 송대산성

사천 각산산성

남해 금오산성

거제 폐왕성

도판 13. 경남지역 고려시대 조사대상 산성 분포도

남해 금오산성과 삼천포 각산산성ㆍ진주 傳 송대산성은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거제 폐왕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축성되어 고려시대에 개ㆍ수축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판 14. 남해 금오산성

도판 15. 사천 각산산성

금오산성과 각산산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판석형 석재
를 약간 치석하여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지면에서 수직하게 축조되었다. 성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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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 공간에는 주먹크기의 잡석을 채워 넣었다. 두 성 모두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축조되었다.

도판 16. 거제 폐왕성

도판 17. 진주 傳 송대산성

진주 傳 송대산성 성벽은 치석되지 않은 (장)방형 및 부정형 할석을 이용하여 허
튼쌓기 수법으로 축조하였으며, 면석 사이의 빈틈에는 10~30㎝ 정도 크기의 석재를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 입지적으로는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이 조망되지 않고,
당시의 주 교통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해발 300m 이상의 고지에 축조된 것으로 볼
때, 방어의 개념보다는 주민 피난처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생각된다.15)
폐왕성은 부분적으로는 판석형 석재가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일정하지 않은 성석
을 약간 치석하여 허튼층쌓기 하였으며 붕괴된 초축 체성의 상면에 정지층을 시설
한 후 체성을 축조하였다. 축조수법이 조잡한 편이므로 긴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는 남해 금오산성과 사천 각산산성은 개거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진주 傳 송
대산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 파악이 어렵다. 이 중 금오산성 북문지는
동-서 측벽간 너비 380㎝, 내ㆍ외벽간 너비는 620㎝ 정도이다. 초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개구부에는 외벽 끝에 3단의 계단이 놓여져
있다. 초석의 측면 간격은 약 150㎝, 정면 간격은 340㎝ 이다.16)
15) 慶南文化財硏究院, 뺷진주 傳 송대산성 추정동문지 및 건물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의 자료뺸,
2007.
16) 海東文化財硏究院, 뺷남해 금오산성 북문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결과보
고서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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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남해 금오산성

도판 19. 사천 각산산성

폐왕성은 초축 문지 상부에 초석이 잔존하며 문루의 평면 형태는 전면 3칸, 측면
2칸이다. 전면은 어간 너비 340cm, 협간 너비 230cm이며 측면 각 협간 너비는
180cm로 성의 규모에 비해 문루는 상당히 웅장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
다.17) 또한 다른 조사대상 산성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폐왕성에서 확인된 집수지
1중 보축

2중 보축

지정석축

체성

2중 보축

체성

육축
육축
초축
수축

도판 20. 거제 폐왕성 동문지 전경

17)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거제 폐왕성지 건물지 試掘(發掘) 및 동문지 發掘調査 略報告書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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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는 상부직경 800㎝ 정도로, 호안석축은 허튼층쌓기로 축조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이렇듯 금오산성과 각산산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서, 체성의 축조수법
이 판석형 석재를 사용하여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문지는 평문식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또한 금오산성은 평시에는 남해의 치소지로서,18) 왜구에 대비하여 북쪽으로
는 사천만을 통해 진주 등의 내륙으로 향하는 육로를 방어하고 서쪽으로는 남해 본
섬 북쪽의 노량해협을 통해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수로에 대한 1차 방어선으로 각산
산성과의 군사적 연계를 추정할 수 있다.
진주 傳 송대산성은 체성 축조수법으로 볼 때 허튼쌓기를 하였으며, 상기한 두
산성과는 차이가 있다.
폐왕성은 초축 체성 및 문지의 상면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서, 수축 체성 및 문지
를 수축하였는데, 그 수법은 허튼층쌓기로 조잡하게 축조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 산성은 허튼쌓기 및 허튼층쌓기 수법을 이용하였으
며, 또한 외부의 침입에 의해 단기간 축조되다 보니 축조상태가 상당히 조잡함을 확
인할 수 있다.

Ⅲ. 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의의
앞장에서 거제 폐왕성과 경남지역의 삼국시대 산성 및 고려시대 산성에 대해 체
성, 문지, 집수지에 대한 비교를 시도한 결과, 폐왕성은 체성의 축조수법 및 문지의
구조, 성내시설인 집수지 등에서 삼국시대 산성의 제특징과 유사한 점이 확인되었
다. 한편으로는 다른 산성에 비해 넓은 규모를 가지는 문지 및 육축 구조와 지정석
18)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남해 금오산성 지표조사 보고서뺸, 2007.
남해군은 신라 신문왕대에 轉也山郡을 설치하여 경덕왕대에 南海郡으로 개명되었다. 남해군
의 속현은 蘭浦縣(內浦縣)과 平山縣(平西山縣)의 2개소로 고려시대까지 그 명칭이 지속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뺷세종실록뺸에서는 신라 경덕왕 이후로 지속되었던 2개소의 領縣이 고려시
대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들 ‘두 현이 모두 바다의 섬’이라고 기록되어 주목된다. 이는 현재 남
해 본섬과 창선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해 본섬에는 지금의 대국산성을 중심으로 고현산성
등이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유력한 치소지로 비정되고 있다. 반면 창선도에는 현재까지 삼
국시대의 성곽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직 금오산성만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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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구축 후 체성의 축조, 대형 집수지의 뛰어난 축조수법 등에서는 차별화된 양상
을 보인다. 또한 고려시대 산성과의 비교에서 폐왕성은 집수지의 규모 및 문지의
구조가 다른 산성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폐왕성의 이러한 특징은 거
제시의 역사ㆍ지리적인 환경과 관련된다.
거제도는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ㆍ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신분적으로
는 귀족층, 지역적으로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골품체제를 유지하였던 통일신
라시대에 그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제지역과 그 재지세력은 경주인에 비해
일정한 소외를 받고 있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동남 연안지역을 중심
으로 對日 교섭이 활발하였으므로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해상교통의 거점에
있었던 거제지역은 그 역할과 위상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상기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폐왕성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은 거제지역
의 경제적ㆍ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견고하게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
왕성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밀양 추화산성은 밀양지역의 치소성으로 인정되는 곳
으로서, 폐왕성과 동일하게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산성이다. 추화산성의 동문지는 현문식 구조로서 초석을 가진 문루가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며 특이한 점은 문지 외벽에 위치한 장방형의 석재이다. 이 석재는 외벽
쪽으로 50㎝ 가량 돌출되어 있으며, 그 바깥으로 암반을 깎아 만든 계단시설과 이어
지고 있다.20) 이렇듯 추화산성에서도 나타나듯이, 삼국시대의 치소였던 산성에서는
독특한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폐왕성은 동문지에서 출토된 ‘裳四里’銘 기와를 통해 볼 때, 삼국시대
이후에도 치소성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고려시대 들어서 체성의
축조수법에 변화가 생긴다.
남해 금오산성과, 삼천포 각산산성 등 고려시대에 초축된 산성에서는 세장방형의
판석을 이용하여 체성을 축조하였으나 삼국시대에 초축된 이후 개ㆍ수축된 산성에
서는 비교적 두께가 두껍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21)

19) 거제시지편찬위원회, 뺷거제시지뺸 상권, 2002, 354~355쪽 참조.
20) 이동주, ｢밀양지역 고대 치소성에 대한 검토｣, 뺷석당논총뺸 41집, 석당학술원, 2008.
조사자는 문지로 출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현문시설보다 좁은 계단 시설이 설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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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왕성의 집수지는 총 3차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시기는 삼
국~조선시대로 밝혀졌다. 특히 고려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차 집수지 및 수
축 문지, 동문지에서는 다양한 토기 및 자기류를 비롯하여, 목기류, 기와류 등이 출
토되었다. 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류와 기와류이다. 동문지에서 확
인된 기와는 두께 2.0㎝, 어골문과 집선문, 복합문 등이 중심을 이루는 고려시대 기
와이며, 문양 등을 살펴 보았을 때 11~12세기가 중심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21. 자기류

도판 22. 기와류

또한 2차 집수지에서 출토된 청자해무리굽완과 청자접시, 상감청자 매병 등을 통
해서 봤을 때 연대 폭은 10세기 중ㆍ후반 ~ 14세기 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기
류의 연대 폭이 넓은 이유는 의종의 거제도 유배를 전후해서 고려 왕족이나 중앙관
료, 고급승려들의 유배와 연관시킬 수 있다.22) 그리고 수축 문지의 규모와 문루를
가진 문지 구조를 통해서 폐왕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토된 기와류는
11~12세기로 편년되므로 의종 유배로 인해 수축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건물
지는 시굴조사의 한계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출토된 기와를 볼 때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차후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폐왕성의 더욱 정확한 특징과 성
21) 금오산성과 각산산성, 傳 송대산성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지만, 아직까지 경남지역에서 고려
시대 산성에 대한 조사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차후 다른 고려시대 산성
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각 산성들의 특징 및 축조수법이 명확해 질 것이다.
22) 예종 7년(1112) 왕족이 道生 僧統 王竀이 반란을 도모한다는 고발을 당하여 거제현에 귀양을
오게 되었다. 의종 11년(1157)에는 鄭瓜亭曲을 지었던 鄭敍는 거제현으로 유배지를 옮겼으며,
무신정변 직후 의종이 폐위(의종 24년, 1170)되어 거제도로 추방당하였다. 또한 고종 15년
(1228)에는 直學 景儒가 무인정권을 비방했다는 무고를 당하여 거제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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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산

거제시 하청면
폐왕성의 가시거리

통영시 광도면

거제시 사등면
거제시 신현읍

폐왕성

통영시

거림리 유적
거제시 둔덕면
거제시 동부면

미륵산

산달도
한산만

한산도

도판 23. 폐왕성의 가시권

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폐왕성의 명칭은 고려 의종이 유배된 후 생긴 명칭이다. 그 전에는 ‘屯德岐城’으
로 불리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屯德岐城을 폐왕성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뺷신증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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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승람뺸을 비롯한 후대의 많은 지리지나 문헌자료에서 屯德岐城을 고려 宗姓 또
는 의종이 유배를 왔던 곳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23) 또한 GIS기법을 이용해
폐왕성의 가시권역을 살펴보면 도판 2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쪽으로는 고성의
연화산, 서쪽으로는 통영시 미륵산, 남쪽으로는 한산도까지 광범위한 지점을 조망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치소지인 거림리유적과 직선거리로 1.5㎞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종이 폐왕성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을 폐왕성과 경남지역의 삼국 및 고려시대 산성과
의 구조적 특징 비교, 거제도 및 폐왕성과 관련된 직ㆍ간접적 문헌기록을 통해 고고
학적 의의를 추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왕성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성내 건물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왕성은 경남지역의 삼국시대 산성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유사성과 함께
차별성도 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정석축ㆍ집수지의 규모ㆍ문지의 규모 등은
삼국시대 폐왕성이 다른 지역의 산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관
련 사료들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거제도는 의종을 비롯한 고려왕실 및 왕족의 유
배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종이 폐왕성의 기능 및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서 활동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거제도가 유배지라는 한지로의 전

23)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고적조에는 둔덕기성은 현의 서쪽 37리에 있으며
석축의 둘레가 1,002척이고 높이가 9척이다. 성 안에는 못이 하나 있다. ‘本朝 초기에 고려 宗
姓이 유배 와서 머문 곳이라’고 세상에 전한다. 뺷동국여지지뺸 권 4하, 경상도, 거제현, 고적조
에도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석축의 둘레가 1,000척이라 하였으며 뺷여지도서뺸 경상도,
거제부, 고적조에는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는 내용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뺷경상도읍지뺸 11
책, 거제, 고적조에는 기성의 遺事에 ‘고려 의종이 정중부에게 폐위되어 이 곳에 거처하였다.’
고 뺷麗史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뺷영남읍지뺸 25책, 거제 고적조와 뺷경상도여지집성뺸 거제
읍지, 고적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뺷한국근대읍지뺸 32, 경상도, 통영군
지, 성곽조에는 뺷고려사뺸의 의종 및 거제관련 기사까지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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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고급문화 및 불교와 유교문화를 수용하였으며
바로 그 중심에 폐왕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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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의의｣에 대한 토론
24)박

종 익*

거제 폐왕성은 최근 그 발굴조사의 성과로 인해 잘 알려진 고대성곽 중의 하나이
다. 1999년도의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ㆍ발굴조사가 3차례나 실시되었고, 또
한 성벽의 일부와 집수지가 복원되어 한번쯤 찾아보아야 할 고대성곽입니다.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많은 성곽유적이 보수정비를 위해 발굴조사되고 있는 실정
이어서 성곽유적을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호기는 과거
1990년대 초에 많은 성곽유적이 조사가 된 바 있지만(사실 이때는 발굴조사를 하기
보다는 성곽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주된 내용이었음), 최근 보수정비에 앞서 반드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성곽유적을 공부
하기에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정
작 실제 조사현장을 찾기는 쉽지 않는데, 이는 연구자들의 바쁨이라는 핑계를 내세
우고 있지만 사실은 게으름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의의｣에 대한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토
론자로서 사실 그 현장을 자주 찾지 못하였음을 밝히지만, 오늘 토론자로 선정하여
주신 것은 그나마 함안 성산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오랜 기간 담당하였고, 또한 많
은 산성들을 찾아다닌 덕분이라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산성조사는 지표조사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더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천양지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산성에 조금이라
도 관심을 가진 자라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땅 속의
진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발표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한 분들이기에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
성된 내용에 대해 아직 연구성과가 미진한 토론자는 또 다른 유적을 배운다는 입장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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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수준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 거제도에 있는 24개 이상의 성곽 중 폐왕성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성곽으
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보다 더 이른 시기의 성곽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아
직 다대산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벽의 축조모습 등에서 폐왕성보
다 더 빠른 것으로 볼 수 없을까요. 발표자는 체성부분에 있어 다대산성은 장방형
석재, 외벽 기저부 보강석축 단면에서 방형(보축 B형), 문지에서 현문식(문지 B형),
집수지에서는 평면 원형, 단면 계단형(집수지 B-1형) 등으로 그 특징을 서술하면서
폐왕성과 동일한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성곽
이라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요.
2. 발표자는 경남지역 삼국시대 산성과의 비교를 하면서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14
개소의 산성을 모두 개관하고 있습니다만, 혹 모든 성곽의 발굴조사 현장을 직접 답
사하셨는지요. 아니면 조사 후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들 자료에서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거나 혹은 연구자가
간과한 주요한 사실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함안 성산산성의
경우 집수지를 평면 장방형, 단면 부정형(집수지 A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집수지는 그럴지 몰라도 아직 완전한 조사가 되지 않은 그 하부에 초축된
또 다른 형태(하나의 각이 잡힌 형태)의 집수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함안 성산산성의 남문지는 현문식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수지를 설명함에 있어 분명 발굴 조사된 창녕 화왕산성 통일신라시대의
장방형 연지에 붙어 있는 앞선 시기의 삼국시대 연지가 있음이 보고서에 설명되어
져 있는데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3. 체성의 축조에서도 내벽의 경우 ‘L’자 상의 형태로 판다하기 보다는 계단상으
로 굴착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단의 모습으로 이
루어져 그 내부의 토목량을 줄이고, 성돌이 쉽게 무너짐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산성에서는 성돌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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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견고성을 더하여 천년의 세월을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벽의 경우에도 세장방형과 장방형으로 극명한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축조집단의 차이 혹은 축조재료의 부족이나 상이함으로 볼 수는 없을까
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아 대부분이 그러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조금은 더 신중하
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4. 문지 설명에 있어 아직 토론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문
의 설치가 체성부에 이루어져 있지 않고 체성부의 개구부를 통한 후 내부의 육축부
에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할 경우 문루가 있는 문이라면 체성과 문
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러한 예들
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여도 문지는 성벽의 체성
부에 만들어져야만 그 출입을 일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문에서
도 조사성과에서도 초축문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어 이야기하고자합니다.
5. 출토유물 중 기와에 ｢裳四里｣(인근의 거림리유적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
되었다고 함)라고 좌서된 명문이 있는데, 거제도의 옛 지명인 ｢裳郡｣과 관련하여 상
사리라고 읽고 있는데, 혹 ｢第四里｣라고 읽을 수는 없는가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아닌가요. ｢裳｣으로 읽기에는 너무 판이한 글자모습입니다. 혹 ｢第四里｣라고 읽는
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합니까.
6. 기단보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기단을 조성한 후…… 2차에 걸쳐 기단보축을
설치하였다’ 고 하는데, 2차라기 보다는 2중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2차라는 표현은 선후의 시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하여 동문지 외부에 대한 처음의 작업공정을 ‘地釘石築’이라고 하였는
데, 이 역시 기단을 조성하기 위한 보축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기단보축의 단면형태가 삼각형에서 방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기단보축이 전체 성벽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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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에 이루어지는지의 문제 역시 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고대성곽에 기단보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발표자는 어떠한 생각이신지요.
7. 마지막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오늘 ‘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의의’에 대하여 발
표하면서 거제 폐왕성으로 경남지역의 성곽들과 비교 연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
니다. 거제 페왕성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보다 멀리 우리 나라 고대산성의 집결
지라고 할 수 있는 충북지역, 경북지역의 좀 더 원론적이고, 모범적인 고대산성들과
여러 특징들을 비교하여 발표를 하였다면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문을 보고서 느낀 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질문사항을 만들어 보았는
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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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거제와 폐왕성

1)이

영 식*

Ⅰ. 머리말
경상남도 기념물 제 11호(1974년 2월 16일)로 지정되어 있는 廢王城의 명칭은 글
자 그대로 고려시대 1170년에 정중부 등 武臣의 亂으로 폐위된 毅宗이 유배되어 3
년 동안 체류하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1) 그렇기 때문에 廢王城의 중심 연대에 대
해서는 막연히 고려후기 정도로 생각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2)
그러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실시했던 2004년 東門址 부근의 體城에 대한 시
굴조사와 2007년 城內 蓮池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 이외에도 적지
않은 신라시대의 유물과 유구가 확인되어, 고려 의종의 폐왕에 관한 사적 이전에 이
미 신라의 산성 또는 거점성으로 경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3)
*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1) 뺷高麗史뺸 卷19 世家19 毅宗 24年 9月 己卯, 己卯日에 王은 홀몸으로 떠나서 巨濟縣으로 피해갔
으며 太子는 珍島縣으로 추방되었다. 이날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아우인 翼陽公 王皓를 맞아다가 왕위에 앉혔다. 그 후 明宗 3년 8월에 金甫當이 사람을 시켜
王을 모셔다가 鷄林에 있게 하였다. 10월 庚申日에 李義旼이 坤元寺의 북쪽 연못가에서 王을
죽였다. 왕의 향년은 47세요 재위 연수는 25년이며 왕위를 내어놓은 기간은 3년이었다. 시호는
莊孝요 廟號는 毅宗이며 능호는 禧陵이다.
뺷高麗史節要뺸 卷11 毅宗 24年 9月 己卯(1)日에 왕을 巨濟縣으로 추방하고, 태자는 珍島縣으로
추방하였으며, 太孫은 죽였다. 왕의 愛姬 無比는 靑郊驛으로 도망해 숨었는데, 仲夫 등이 죽이
려 하니 太后가 간청하여 죽음을 면하고 王을 따라갔다.
2) 거제시청홈페이지(http://tour.geoje.go.kr), 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등에는 고
려 의종의 사적과 관련된 내용만이 소개 되고 있다.
3) 巨濟市ㆍ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巨濟 廢王城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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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廢王城의 初築이 신라시대로 소급되기는 하였으나, 발표자가 부여받은
주제 ‘三國時代의 巨濟와 廢王城’과는 시기적으로 많은 거리가 있다. 삼국시대란 명
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최근의 조사결과가 신라시대 이전까지 소
급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신라시대를 다루지 않는 것이 옳기는 하겠
으나, 다음 발표가 ‘고려시대의 거제와 廢王城’이기도 하고, 三國時代의 廢王城은 말
할 것도 없고, 三國時代의 巨濟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문헌 및 고고자료는 너
무나 빈약하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고대’라는 조금은 애매한 시대구분의 용어를 쓰기로 하면서,
삼한ㆍ삼국에서 신라시대까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
려를 통합하는 전후의 시기를 ‘고대’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학
회의 운영이나 일반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고대’라는 애매한 용어를 일부러 택
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역사ㆍ고고학적으로 이 시기의 거제와 廢王城에 관해 거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뺷三國志뺸에 보이는 瀆盧國의 比定問題와 뺷三
國史記뺸에 보이는 裳郡과 巨濟郡의 설치, 그리고 3개의 領縣의 위치와 명칭의 변화
에 대한 기술이 고작이며, 발굴조사의 부진으로 각각에 관련된 고고학 자료 역시 전
혀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瀆盧國의 比定問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변한,
곧 가야전기의 거제도를 살펴보고, 신라 중고기 말 ~ 통일기의 裳郡과 巨濟郡의 관
련기사와 廢王城에서 확인된 고고학 자료를 신라 군현제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약
술해보고자 한다.

Ⅱ. 瀆盧國의 位置比定
뺷三國志뺸 魏書 東夷 韓傳 弁辰條가 전하는 瀆盧國에 관한 기술은 아래와 같다.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巨濟 廢王城池｣ 뺷發掘調査現場說明會資料集뺸 95, 2007.
巨濟市ㆍ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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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중략) 有已柢國ㆍ不斯國·弁辰彌離彌凍
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冉奚
國·弁辰半路國·弁樂奴國·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
路國·州鮮國ㆍ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弁辰瀆盧國ㆍ
斯盧國·優由國.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六七百家 總四五萬戶
2.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중략)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중략) 法俗特
嚴峻 /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위의 기록에 따르면 弁辰諸國에는 王이 통치하여 法俗이 특별히 엄준한 12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倭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瀆盧國이 있었다. 이와 같이 弁辰 12國
에는 狗邪國이 김해의 伽耶國으로, 安邪國이 함안의 阿耶國으로 그 실체가 확인되
는 것들이 포함되고 있어(사료 1),4) 같이 기술된 瀆盧國 역시 전기가야의 소국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위치를 둘러싸고, 釜山의 東萊와 慶南의 巨
濟로 보는 생각이 대립되어 오고 있다.5)
東萊說은 ‘독로’와 비슷한 지명의 ‘동래’가 신라 경덕왕 대에 처음 나타난다는 치
명적인 약점을 가지면서도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발굴성과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느
낌이 강하고,6) 巨濟說은 ‘독로’의 音相似 ‘두루기(斗婁技)’의 訓借인 裳이 경덕왕 이
전의 郡名이라는 점과 후대에 倭와 통하였던 기록의 풍부함에 강점을 가지면서도
고고학 자료의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느낌이 있
다.7) 이에 瀆盧國의 위치비정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논점을 정리해 보
4) 뺷三國遺事뺸에 표기된 伽耶國(김해)과 阿耶國(함안)은 각각 뺷三國志뺸의 狗邪國과 安邪國과 같
은 이름의 같은 정치체로, 뺷三國志뺸의 弁辰 또는 弁韓은 加耶前史가 아니라 加耶前期로 봄이
옳다.
5) 吉田東伍, 뺷日韓古史斷뺸(富山房, 1894)와 같이 東萊府 多大浦로 비정했던 생각도 있었으나, 李
丙燾, 뺷韓國史뺸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에서 茶山의 거제도 설을 버리고, 吉田의 동래 설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다대포는 사라지고, 동래읍성의 일원을 가리키는 생각으로 굳어져 갔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들에 별다른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6) 丁仲煥, ｢瀆盧國考｣(뺷白山學報뺸 8, 1970). 李丙燾, 뺷韓國古代史뺸(博英社, 1976). 千寬宇, ｢辰ㆍ弁
韓諸國의 位置試論｣(1976; 뺷加耶史硏究뺸 一潮閣, 1991, 재수록). 金廷鶴, ｢古代國家의 發達(伽
耶)｣(뺷韓國考古學報뺸 12, 1982.6). 金泰植, 뺷加耶聯盟史뺸(一潮閣, 1993). 신경철, ｢삼한시대의 동
래｣(뺷東萊區誌뺸 1995). 백승충,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뺷港都釜山뺸 18,
2002). 許在赫, ｢居柒山國의 成長과 發展｣(뺷伽倻文化뺸 18,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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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뺷三國志뺸가 전하는 변진 12국의 나열에서 瀆盧國은 安邪國에 이어 기록되
고 있으며(사료 1), 뺷三國史記｣ 地理志와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도 巨濟郡을 咸安郡의
바로 뒤에 기록하고 있다.8) 이들 史書와 地理誌의 편찬시기가 상당한 시기 차를 가
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같은 순서로 인접해 나열되어 있음은 의미가 있다. 뺷三
國志뺸 변진조와 뺷三國史記뺸 지리지, 그리고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의 인문지리적 성격
에서 볼 때, 행정구역의 나열은 지리적 인근관계나 상호소통의 빈도와 같은 요소에
서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나열을 생각하면, 安邪國의 자리에는 咸安
郡이, 瀆盧國의 자리에는 巨濟郡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한(전기가야)의 소국이 존재할 만한 지리적 환경이나 인구규모가 가능해
야 할 것이다. 거제도에도 이에 부족하지 않은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토대가 있다.
거제도의 면적은 378.795㎢, 부산시의 765.10㎢에서 근년에 포함되었던 강서구와 기
장군을 제외한 면적 367.16㎢, 加羅國의 고령군 383.97㎢, 駕洛國의 김해시 463.26㎢
등과 거의 비슷한 넓이이다.
뺷三國志뺸는 삼한 1국의 인구를 大國 4~5千家(2만~2만5천명), 小國 6~7百家(3천~3
천5백명)로 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巨濟縣는 뺷世宗實錄地理志뺸(1454년)에 153家의
423名으로 기록되었고9), 뺷慶尙道邑誌뺸(1833년경)에는 6,660戶의 31,502名으로 기록
되었다. 조선의 세종과 고종 대의 인구가 삼한의 소국과 대국 사이에 해당하고 있
다. 세종과 고종 대의 극심한 차이는 380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 때문이기도 하겠으
나, 세종 대 巨濟島의 인구는 다른 縣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10)
7) 丁若鏞, 뺷疆域考뺸 三韓總考, 鏞案 瀆盧國者 今之巨濟府也 <本裳郡 方言 裳曰 斗婁技 與瀆盧
聲近. 弁辰考, … 瀆盧者 巨濟也. 弁辰別考, … 瀆盧者 巨濟也<已見前>. 雖與金官隔以海口 瀆
盧南與倭接 恐非他邑也<巨濟有加羅山 輿覽云 望對馬島最近>. 鮎貝房之進,『俗字攷 俗文攷
借字攷』(太學社, 1952). 末松保和, 뺷任那興亡史뺸(吉川弘文館, 1949). 梁柱東, 뺷增訂 古歌硏究뺸
(一潮閣, 1965). 沈奉謹, 뺷韓國 南海岸地域 城址의 考古學的 硏究뺸(學硏文化社, 1995).
8) 뺷三國史記뺸 卷34 雜志3 地理1, 咸安郡 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玄武縣 本召彡縣 景德王改名 今召彡部曲. 宜寧縣 本獐含縣 景德
王改名 今因之.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洲縣 本巨老
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9) 뺷世宗實錄地理志뺸 慶尙道 巨濟縣
10) 晋州牧: 2,220戶 7,512名, 金海都護府: 1390戶 6,721名, 昌原都護府: 1,094戶 4,955名, 咸安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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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自國의 固城縣이 531戶의 2,885名, 泗勿國의 泗川縣이 370戶의 1817名, 居烈國
의 居昌縣이 505戶의 1,640名, 多沙國의 河東縣이 346戶의 1,108名으로 기록되고 있
다. 뒤에 다시 재론하겠지만 이러한 가야계 소국들의 영역과 인구는 中古期 新羅의
행정구역에서 巨濟縣과 동일한 郡으로 편성되고 있다. 아울러 전기가야에서 삼한
78국 중 大國의 하나였던 狗邪國이 뺷三國遺事뺸 駕洛國記에 100戶의 7萬5千名으로
기록되었지만, 뺷世宗實錄地理志뺸에는 1390戶의 6,721名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에 비
추어 본다면, 같은 시기의 巨濟에는 小國 하나가 존재할 만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
었던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셋째, 瀆盧國은 변진12국 중 하나이고, 변진12국에는 王이 있고 法俗이 엄준하다
고 하였으므로(사료 1ㆍ2), 늦어도 3세기 후반에는 이미 왕국이라 지칭될 만한 정치
체의 형성이나 사회적 진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제도에서 이러한 지
표로 제시 될 수 있는 문헌 및 고고 자료는 전무에 가깝다. 이러한 소국 단계 전후
의 사정을 전하는 자료를 통해 추정을 진전시킬 수밖에 없다.
소국 형성 이전 단계의 자료로는 거제도 전역에 분포하는 支石墓를 비롯한 靑銅
器文化遺蹟이 있다.11) 동북의 하청면과 연초면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17개의 지
석묘는 B.C 5~4C경으로 편년되고, 아주동유적에서 조사된 16기의 지석묘에서는 홍
도ㆍ청동촉ㆍ마제석촉ㆍ마제석검ㆍ옥류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 중기 유적으로 밝혀
졌다.12) 최근에는 장목면 농소유적에서는 12×8m 정도의 묘역시설에 170㎝ 깊이의
토광에 개석을 갖춘 석곽형의 지석묘가 확인되어 가지문의 홍도도 출토되었는데 거
732戶 口3,266名, 咸陽郡; 2,220戶 1,948名, 昆南郡: 271戶 1,300명, 固城縣: 531戶 2,885名, 泗川
縣: 370戶 1817名, 居昌縣: 505戶 1,640名, 河東縣: 346戶 1,108名 등에 비해 巨濟縣은 153戶에
423名의 이례적으로 작은 규모가 기록되고 있다. 오히려 인접의 다른 縣에 비해 거제가 월등
히 넓은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고려 원종 12년(1271)의 倭侵에 대한 空島定策으로 주민들이
居昌으로 이주했다가, 그 僑民의 일부만이 世宗 4년(1422) 복귀 직후의 인구규모가 기록되었
던 때문으로 생각함이 옳을 듯하다.
11) 가야 소국 형성의 시기와 모델을 청동기문화의 지석묘에서 철기문화의 목관ㆍ목곽묘로의 변
화와 전개에서 구하는 발표자 자신의 연구에 대입해 보려는 시도이므로 이하의 연구를 참고
해 주기 바란다.
李永植, ｢九干社會와 駕洛國의 成立｣(뺷伽倻文化｣ 7, 1994.)
______, ｢문헌으로 본 가락국사｣(뺷가야각국사의 재구성뺸, 혜안, 2000.)
______,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여행｣(지식산업사, 2009.)
12) 東亞大學校博物館, 뺷巨濟鵝洲洞遺蹟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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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는 아주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13) 같은 장목면의 德浦ㆍ間谷遺蹟에서는
거제도에서 처음으로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어, 송국리문화를 일본열도에 전파
하던 경유지로서의 성격이 언급되기도 하였다.14)
거제도의 면적에서 볼 때 이러한 발굴조사의 예는 아주 적은 것이어서, 청동기문
화단계의 사회적 밀도를 이에 비례하는 정도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조사 예와 함께 본 발표에서 활용하는 유적조사 사례 중 다수가 최근 거가대교건설
에 따른 조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사례가 부족하였던 것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던 거제도의 경제적 현실에 의한 것으로, 차후 관련의 고
고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개연성은 아주 크다.
지표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90개소의 청동기문화유적이 1시 1읍 9개 면의 거
제도 전역에서 거의 균등한 비율의 분포를 보인다는 점은 중요하다.15) 발표문 끝에
첨부한 <그림 1>의 분포도에서도 그와 같은 특징이 일목요연하게 보이지만, 신현읍
2, 일운면 9, 동부면 3, 남부면 11, 거제면 9, 둔덕면 4, 사등면 7, 연초면 16, 하청면
6, 장목면 15, 동지역 7과 같이 거제의 전역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거제도의 청동기문화유적이 전역에 균등하게 퍼져 확인되는 것은 김해지역에서
駕洛國의 首露王 등장 이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駕洛國, 즉 弁辰狗邪國 성립
이전의 九干社會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김해지역의 支石墓 유적은 9개면 지역에 균
등하게 분포하며, 각 支石墓 군은 서로 비슷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부장품에 있
어서도 상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김해지역의 부와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는 현상이 다음 철기문화단계의 가락국의 성립이라고 할 때,
이상과 같은 거제의 청동기문화유적의 실재와 분포상의 특징은 瀆盧國 이전의 사회
적 토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야계 소국 이후의 변화에서 瀆盧國의 존재를 추정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멸망

13) 慶南考古學硏究所, 뺷巨濟 農所 遺蹟 -巨濟 巨加大橋 接續道路(農所~柳湖)區間 內 遺蹟 發掘調
査報告書뺸, 2007.
1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뺷거제 거가대교 건설구간 내 巨濟 德浦ㆍ間谷遺蹟뺸, 2008, 67쪽.
15) 거제도에 분포하는 청동기문화유적은 거제시ㆍ동아문화연구원, 뺷거제시문화유적분포지도뺸
(2005) 265쪽과 235~238쪽에 89개소로 집계되었으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뺷거제 거가대교
건설구간 내 巨濟 德浦ㆍ間谷遺蹟뺸(2008.3) 63쪽에는 90개소로 증례되었다. 문말에 첨부하는
분포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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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加耶諸國이 신라의 어떠한 행정단위로 편입되었던가를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加耶諸國 중 몇몇의 예를 들어보면, 고령의 대가야국은 大伽倻郡으로, 김해
의 가락국은 金官郡으로, 함안의 아라국은 阿尸良郡으로, 창녕의 비사벌국은 比自
火郡으로, 고성의 고자국은 古自郡으로 각각 편제되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라의 裳郡으로 편제되었던 巨濟에서 병합 이전 단계의 가야계 소국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瀆盧國의 비정에는 동시대의 문헌과 고고자료가 중요하겠지만, 문자기록은 전무
하고, 고고자료 역시 제대로 조사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동래설의 경우에는
복천동고분군의 존재에 의거하는 바가 큰 듯하지만, 사실 4 ~ 6세기의 복천동고분
군은 3세기 후반까지를 서술하고 있는 뺷삼국지뺸의 瀆盧國과 시간적으로 겹쳐지는
것이 없다.
지표조사의 소견에 불과하지만, 거제면 남동리의 南山貝塚은 승석문 타날의 적색
연질토기와 타날문의 회청색경질토기가 패각 층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자는
김해의 회현리패총과 유하리의 하손패총, 고성의 동외동패총, 진해의 용원패총 등
과 입지조건이나 문화적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6) 이러한 유적들과
같은 성격이라면 거제에 존재했던 가야소국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南山貝塚에 인접해 있는 거제면 서상리의 東山遺物散布地
에서도 와질 및 경질 토기의 파편들이 확인되어 같은 시기 생활유적의 존재 가능성
이 점쳐지고 있으며, 일운면의 내도패총 역시 삼한시대의 유적으로 보고되고 있
다.17)
수습조사에 불과하나, 연초면 덕치리의 장터고개古墳群은 가야시기의 분묘로서
거의 유일하게 보고된 유적이다. 1985년 도로공사 중에 파손되었던 것을 국립진주
박물관에서 수습했던 것으로, 단경호 2점 고배 1점 파배 3점 파수부완 1점의 유물이
산란되어 있었다. 石室用 石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木槨墓로 추정
되고 있다.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4~5세기경의 유적으로 편년되고 있어,18) 뺷삼국
지뺸에 서술된 瀆盧國 직후의 문화단계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지
16) 沈奉謹ㆍ李東柱, 뺷巨濟市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뺸, 東亞大博物館, 1995, 40쪽.
17) 巨濟市ㆍ東亞文化硏究院, 뺷巨濟市文化遺蹟分布地圖뺸, 2005, 179쪽.
18) ______________________, 뺷巨濟市文化遺蹟分布地圖뺸, 2005,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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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7개 지역의 17개소를 보고하고 있는데,19) 이 중
에 瀆盧國의 사적과 관련되는 유적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瀆盧國’의 國名과 상통하는 고대 지명의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관련
되는 사료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3a. 東萊郡 本居漆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甑縣, 景德王改名, 今
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뺷三國史記뺸 卷34, 地理1 良州)
3b.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
德王改名 今復故.(뺷三國史記뺸 卷34, 雜志 第3 地理1 良州)
4a. 東萊縣 東至機張縣界二十一里 南至海岸十五里 西至梁山郡界八里 北至梁山郡界
二十九里 距京都九百六十二里.(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23 慶尙道)
4b. 巨濟縣 東至玉浦二十里 西至見乃梁三十七里 至固城縣界水路三里 南至塔串四十
一里 北至永登浦五十里 距京都一千四十四里.(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慶尙道)
5. 字制宏明盖權輿於北闕 瀆盧故都…. 上古之豆盧建國…(光緖18年 9月 巨濟郡 岐城
館 上樑文)20)

동래설은 東萊縣의 ‘동래’와 瀆盧國의 ‘독로’가 音相似인 점에서 근거를 찾고, 거
제설에서는 裳郡의 訓讀이 ‘두루기’이므로 ‘두루’ 또는 ‘도로’가 音借로서 瀆盧와 같
이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료 3a와 같이 東萊는 縣의 명칭으로 경덕왕 때 처음 생긴 지명이었고,
이전까지는 居柒山國이었다. 따라서 東萊는 三韓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기까지 부
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명이다. 더구나 上古音에서 瀆盧가 ‘독로(동노)’와 같
이 받침이 있는 소리로 읽혀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古語硏究의 상식을 더하면
瀆盧를 ‘독로(동노)’로 읽어 ‘동래’와의 音相似를 찾으려는 노력이 처음부터 잘못된
19) 巨濟市ㆍ東亞文化硏究院, 뺷巨濟市文化遺蹟分布地圖뺸, 2005, 265쪽.
20) 沈奉謹, 뺷巨濟巨林里遺蹟뺸,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94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것임을 알게 된다.
반면에 茶山에 의해 처음 주창된 거제설은 문무왕 때 처음 설치되는 裳郡과 이전
에 존재했던 瀆盧國과의 연결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였는데, 마침 ‘두루기’에 대한
音借가 瀆盧(두루, 도로)이고, 訓借가 裳郡이기 때문에 瀆盧=裳郡이라는 해석을 얻
었다. 더구나 裳이 지명으로 쓰인 아래의 예에 따르면 裳의 뜻과 瀆盧의 소리 ‘두루’
또는 ‘도로’가 바다로 둘러싸인 거제도의 지리적 조건을 알맞게 형용하고 있다는 느
낌이 강하다.
6. 裳山, 在縣南十五里 俗乎裳城山 四面壁立 層層峻截 如人之裳 故名.(뺷新增東國輿
地勝覽뺸 卷39 全羅道 茂朱縣 山川)21)

茂朱縣의 남쪽 십리에 있는 裳山은 사면의 벽이 일어서 있고 층층이 솟고 끊어져
사람의 치마와 같아서 부친 이름이라 한다. 사면의 벽이 치마처럼 둘러 있는 형상
이라서 裳山이라했다는 것은 사면이 바다로 둘려진 거제도에도 아주 적절한 형용이
된다. 문무왕 때 처음 설치하였던 裳郡의 지명이 바다에 둘려진 거제도 땅의 형세
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裳郡을 ‘두루기’의 訓借로 보았던 茶山의 卓見이 설득력을 가
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 탄생의 1周年을 ‘돌’이라 하는 것은 ‘한번
돌았다’는 뜻으로, 周의 訓 ‘두루’는 ‘두르다’ 도 되지만, ‘돌다’와 통하는 것으로, ‘두
루’와 ‘돌=도리’가 같고, ‘도리’는 ‘도로’와 같으니, ‘두루’나 ‘도로’에 대한 音借가 瀆盧
였다고 풀이했던 견해를 추가하면,22) 국명과 지명풀이에 의한 독로국의 비정은 거
의 완전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茶山과 같이 裳郡을 ‘두루기’로 풀이하기 보다는 裳이 ‘두루’이고, 郡이 ‘기’를
표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견을 추가해두기로 한다. 이전에도 지적했지
만,23) 瀆盧國의 盧(‘로’)는 삼한의 국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용례이다. 馬韓의 咨

21) 梁柱東, 뺷增訂 古歌硏究뺸, 一潮閣, 1965, 732쪽에서는 뺷世宗實錄地理志뺸에 裳山在茂朱, 四面壁
立 層層峻截 如人之裳 故稱裳山의 기술있다고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 어떤 착오가 있는
듯하다.
22) 梁柱東, 뺷增訂 古歌硏究뺸, 一潮閣, 1965, 732쪽.
23) 李永植, ｢大駕洛과 大加耶의 建國神話｣(뺷제8회 가야사학술회의뺸 金海市, 2002.4.30). 이영식,
뺷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여행뺸, 지식산업사, 2009, 북서쪽 瀆盧(國)의 ‘도(두)로’에 대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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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牟盧國·莫盧國ㆍ狗盧國·冉路國·駟盧國·萬盧國·捷盧國·莫盧國, 弁韓의 半
路國·樂奴國·甘路國·戶路國·瀆盧國, 辰韓의 戶路國ㆍ斯盧國과 같이, 盧·路·
奴 등으로 표기된 ‘로’라는 지명어미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독로국의
‘도로’는 ‘裳’이 되고, 國은 郡으로 바뀌어 표기되었다고 보인다. 후술하는 것과 같이
삼한시대의 ‘國’이 中古期부터 신라의 郡으로 편제되는 것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결국 裳+郡은 두루+기로서, ‘기’가 고대 일본어에서 ‘키’와 같은 소리로, 城을 뜻하는
것과 신라의 城=郡의 용례에 맞추어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 까
한다.
사료 5<그림 2>는 비록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巨濟說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보인다. 조선시대 巨濟縣 官衙의 客舍였던 岐城館의 보수과정에서
발견되었던 2건의 光緖18年(1892) 9月記의 上樑文으로, 거제가 瀆盧의 故都였다는
것과 독로의 또 다른 音借가 豆盧였고 上古에 거제에 건국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의 거제 관아의 관인이 거제도를 독로국의 고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확증이
다.24)
다섯째, 東萊說과 巨濟說 모두에서 이미 수없이 언급하였던 독로국이 倭와 境界
를 接하고 있다는 기록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
이미 바다로 둘려진 지리적 조건이 국명에 반영되었던 것은 상술한 것과 같으나,
신라 경덕왕 때(사료 3b)부터 지금까지 1,250여년 간이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제는 클 巨 건널 濟의 ‘크게 건너다’는 뜻을 가지는 지명이다. ‘크게 건넌다’ 함은
고성반도 말단의 통영에서 지금의 거제대교를 건너는 곳과 같이 아주 좁은 해협을
횡단을 형용하는 것은 아니다. 巨濟縣에서 固城縣의 경계까지 水路로 3里라고 기록
한 것(사료 4b)에 같은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강과 바다를 건너는 나
루의 명칭이 목적지의 이름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라에서 가야로 건너
쪽 巨老(縣)의 ‘거로’는 변한 뿐 아니라, 삼한 공통의 지명어미로 나타나는 ‘로’를 제외하면 거
제도 내에서도 양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어간의 ‘도’와 ‘거’의 차이가 인정될 수 있겠
다.
24) 沈奉謹, 뺷巨濟古縣城址뺸(東亞大學校博物館, 1991)과 沈奉謹, 뺷巨濟巨林里遺蹟뺸(東亞大學校博
物館, 1997) 80~89쪽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아울러 뺷巨濟市誌뺸(2002)에는 上樑文과 함께 ｢新
羅圖｣를 첨부하고 있다. 출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제를 독로국으로 표시한 지도라서
<그림 3>으로 아울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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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낙동강 하구의 나루가 伽倻津이었고, 耽羅의 제주로 건너가던 나루의 이름이
耽津江 하구의 耽津이었다. 巨濟에서 ‘크게 건넌다’ 함은 남동쪽으로 대한해협과 같
은 큰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향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巨濟의 지명 자체가
日本列島로 건너가는 입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다시
이하와 같은 기록들에 의해 다시 한 번 지지되고 있다.
7. 加羅山은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으며, 牧場이 있다. 對馬島를 바라보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慶尙道 巨濟縣 山川)25)
8. 對馬島와 서로 바라보다. 李甫欽의 新城記에, 巨濟는 縣인데, 푸른 바다 복판에
있으며, 對馬島와 서로 바라보고 있다.(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慶尙道 巨濟縣
形勝)26)
9. 鷄龍山烽燧는 남쪽으로 加羅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固城縣 彌勒山에 응한다. 加羅
山烽燧는 북쪽으로 鷄龍山에 응한다.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慶尙道 巨濟縣 烽
燧)27)
10. 加羅山 앞 바다를 ‘日本界’라 표기한 18세기의 뺷海東地圖뺸(뺷海東地圖뺸 巨濟府)28)

日本의 對馬島는 거제도와 서로 마주보이며, 거제 남단의 加羅山에서 가장 가깝
게 보인다 하며(사료 7ㆍ8), 그렇기에 加羅山烽燧가 최남단에 있어 왜적의 침입을
제일 먼저 알리는 第2間烽의 출발지임을 전하고 있다(사료 9). 따라서 뺷海東地圖뺸
(사료 10, <그림 4>)는 加羅山의 앞 바다를 ‘日本界’로 표기하여 일본과의 국경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기록들에서 보이는 ‘巨濟望對馬島最近’은 뺷三國志뺸의 ‘瀆
盧國與倭接界’와 직결되는 서술이다. 더구나 일본에 가장 근접해 있는 加羅山은 가
야문화와 함께 지명으로서 일본열도로 전파되던 출발지의 하나로 생각하기에 충분

25)
26)
27)
28)

加羅山, 在縣南三十里, 有牧場, 望對馬島最近.
與對馬島相望<李甫欽新城記,巨濟爲縣,在滄海中,與對馬島相望>
加羅山烽燧, 北應鷄龍山.
발표문의 말미에 첨부하는 <그림 4>의 右下端部의 記入을 참조할 것.

고대의 거제와 폐왕성 97

하다.
나아가 거제도가 일본과의 최근접지 또는 경계지로서로서의 기술 이외에 거제가
일본열도와 교섭을 가졌던 내용을 전하는 자료들도 적지 않다.
11. 고려 원종 12년(1271) 倭侵으로 땅을 잃고 居昌의 加祚縣으로 이주하였다. (中略)
今上 4년(1422) 壬寅에 옛 섬으로 다시 돌아왔다.(뺷世宗實錄地理志뺸 慶尙道 巨濟
縣)
12. 知世浦營은 縣 동쪽 29리에 있다. 石城이 있는데 둘레 1천 6백 5척, 높이 13척이
다. 성안에 시내 두 개가 있다. 水軍萬戶 1명이 있다. 본국 사람으로 日本에 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 바람을 기다려 배를 띄워 對馬州로 향한다.(뺷新增東國輿地
勝覽뺸 卷32 巨濟縣 關防)29)
13. 왜닥(倭楮)을 柚子島에 심었다.(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巨濟縣 土産)30)
유자도는 縣 북쪽의 크고 작은 두 섬인데 모두 유자나무로 가득하다.(뺷新增東國
輿地勝覽뺸 卷32 巨濟縣 山川)31)
14. 邑城은 石築이다. 둘레 3천 38척, 높이 13척이다. 성안에 샘 셋과 못 둘이 있다.
李甫欽의 記에 前朝 末年에 기강이 무너지고 島夷가 침범하니, 巨濟 백성이 옛터
를 버리고 居昌 境內에 僑寓한 지가 여러 해였다. 우리 太祖께서 天命을 받고 列
聖祖가 대를 이어서 文으로 나라 안을 다스리고 武로써 외적을 막았다. (中略)
山戎과 琉球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闕下에 俯伏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中
略) 하물며 서로 바라보이는 島夷임에랴. (中略) 백성 되기를 원하였으니, 동방에
나라가 있은 이래로 이와 같이 융성한 적이 없었다.(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慶
尙道 巨濟縣 城郭)32)

29) 知世浦營, 縣東二十九里. 有石城周一千六百五尺,高十三尺. 內有二溪. 水軍萬戶一人. 本國人往
日本者, 必於此候風開洋 向對馬州.
30) 倭楮, 種柚子島.
31) 柚子島, 在縣北大小二島滿島皆柚樹.
32) 邑城,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 李甫欽記 前朝之季 紀綱陵夷 島夷侵陵
巨濟之民 棄其舊土 僑寓居昌之境者有年矣. 我太祖受命 列聖相承 文以治內 武以禦亂…(중
략)…山戎琉球 莫不梯山航海俯伏闕下…(중략)…況玆相望之島夷乎…(중략)…願爲國民 自東方
有國而來 未有之盛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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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倭學一人, 通事一人이 예전에 통영에 있었다.(뺷慶尙道邑誌뺸 卷11 巨濟府邑誌 官
職)33)

사료 11은 거제에 왜인이 침범하여 거제의 인민들이 무려 151년 동안이나 거창에
피난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거제와 왜의 전쟁이라는 직접적 충돌을 전하며, 사료 12
는 거제도 동쪽의 知世浦營이 일본으로 가는 저명한 출항지였음을 전하면서 “반드
시 여기에서 바람을 기다려 대마도로 간다” 고 표현하고 있다. 이 통로를 이용한 거
제도와 일본의 교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로 남았
다고 생각된다. 사료 13과 같이 倭의 닥나무가 거제의 柚子島에 심어지는 것도 이
러한 교류의 창구로 기능하였던 흔적 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료 14는 巨濟 邑城을 소개하면서 高麗朝에 있었던 島夷, 즉 섬 오랑캐로 표현
된 왜의 침입과 朝鮮朝에 島夷가 외교를 청해오던 사실을 아울러 기술하고 있다.
전쟁과 교류보다 가깝고 확실한 형식의 대일 외교가 거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
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료 15와 같이 부산포(東萊)와 같이 倭學
과 通事 1인씩이 巨濟府에 두어졌다. 倭學은 倭學訓導의 약칭으로 일본어의 통역을
맡아 보는 정9품의 譯官이며, 通事 역시 정9품의 통역관인데, 倭學과 구별하여 기술
되었던 것으로 보아, 중국어 등의 통역을 맡아 보던 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
다. 일본 뿐 만 아니라 중국과도 통하던 창구로서의 모습은 다음 장에서 서술할 신
라시대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거제지역의 倭와의 교섭은 최근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가야시대의 고고
학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2004년 경남발전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던
장목면 농소리 간곡마을에 위치한 長木古墳이 그것이다.34) 입지조건과 봉토 그리고
횡혈식 석실의 등에서 日本의 前方後圓墳과 榮山江流域의 古墳에서 나타나는 특징
과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재지의 고분형식과 전혀 연결되지 않으며, 거제도의 동북
쪽 끝 부분에서 남해 바다를 조망하는 독립 공간에 단독으로 입지하고, 1세대의 축
33) 倭學一人, 通事一人, 舊在統營.
34)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뺷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 대상부지내 발굴조사 지
도위원회자료집뺸, 2004.
河承哲, ｢巨濟島 長木古墳｣, 뺷고분연구회 제1회 월례발표회자료집뺸, 2005.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뺷巨濟 長木 古墳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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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단절되고 있는 점,35) 봉분을 덮는 葺石과 그 사이에 구부려 매납된 大刀, 연도
의 벽면과 폐쇄 토에 鐵牟와 三枝槍을 꼽는 행위 등에 주목하여, 6세기 전반에 거제
도를 거점으로 왜와의 교역활동에 종사하던 倭系 有力者의 古墳으로 추정되고 있
다.36)
瀆盧國 서술의 하한인 3세기 후반과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지역이 倭地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이 倭人이 활동하고 자신들의 형식에
따른 매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在地 加耶勢力과의 연계를 상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
하다. 倭와 巨濟島의 세력을 연결하던 왜인 무덤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倭人
을 매개로 倭와의 교역을 추진하던 세력의 존재는 加耶小國 정치체의 실재를 증명
해 줄 수 있는 단서이다.
지표조사의 결과이긴 하지만, 長木古墳의 조사자들은 북쪽으로 1.5㎞떨어져 있는
舊永里古墳群을 長木古墳의 倭人을 매개로 倭와의 교역을 전개하고 있던 지역집단
의 묘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軍威峰에서 大峰山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 밀집 조영
되어 있는 고분군에는 직경 15~20m나 되는 大形封土墳과 그를 둘러싼 中小形墳들
이 확인되고 있는 데, 지표조사를 통해 竪穴式石室과 橫穴式石室이 혼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략 5세기 후반에서 6세기경에 조성되었던
고분군으로 장목면 일대 최고 수장층의 묘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長木古墳 서쪽 하단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여러 기의 支石墓, 동쪽 谷間에
위치하는 巨濟農所遺蹟의 습지에서 출토 확인되고 있는 묘역시설을 가진 支石墓와
수많은 陶質土器片과 말목열, 그리고 고상식 건물지 등의 존재에서 추정되고 있는
三國時代의 聚落,37) 여기에 舊永里古墳群과 長木古墳을 나열해 볼 수 있다면, 이들
사이에 倭와 境界를 接하면서, 倭와의 交易을 전개하였을 瀆盧國의 想定은 차후 조
사의 진전에 따라 그 설득력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5) 朴天秀, ｢榮山江流域と加耶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 뺷熊本古墳研究뺸 1, 2003.
36) 河承哲, ｢伽耶地域 石室의 受容과 展開｣, 뺷伽倻文化뺸 18, 2005.
37) 慶南考古學硏究所, 뺷巨濟 農所 遺蹟 -巨濟 巨加大橋 接續道路(農所~柳湖)區間 內 遺蹟 發掘調
査報告書-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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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新羅時代의 廢王城
2007년 6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廢王城 내의 集水池38)
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형 석축의 集水池에서는 세 시기의 유구 층이
노출되어, 初築 以後 크기를 줄여가는 추가 2次의 修築이 확인되었다. 가장 늦은 3
次 集水池는 하단 직경 3m 상단 직경 5m의 조잡한 석축으로 14세기 말 ~ 15세기
초의 상감청자가 출토되었고, 2次 集水池는 하단 직경 4,5m 상단 직경 8m의 허튼쌓
기 석축으로 고려시대의 기와 청자 목기 청동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1次 集水池는
3~4단의 원형 호안석축으로, 바닥 6.65m, 1단 7m, 2단 8.45m, 3단 1.03m, 4단(부분)
12.5m의 직경으로, 삼국시대의 토기류ㆍ기와류ㆍ철제화살촉,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류와 시루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다수의 고려시대 유물도 출토되었다. 고려시대의
유물이 고려 의종 폐왕사적과의 관련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면, 7세기 전반에
서 8세기의 특징들을 보이는 印花文 蓋片과 短脚高杯, 7세기 전후 단판 타날의 선문
기와 등의 출토는 廢王城 집수지의 初築이 7세기 中古期 新羅까지 소급될 수 있음
을 밝혀주게 되었다.39)
막연히 고려시대의 성곽으로 생각해 오던 廢王城이 이미 신라 中古 ~ 統一期에
初築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廢王城과 관련된 해석들을 전혀 새롭게 조명해야 함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려 의종의 폐위와 유배와 관련되기 이전에도 廢王城은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격과 의미 역시 中古期 내지는 統一期의 新羅史 또는
新羅의 地方支配史 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廢王城은 전통시대의 문헌기록에 보이는 정확한 명칭도 아니고, 고려 의종의 폐
왕 사적 이후에나 등장할 수 있는 명칭이지만, 新羅 中古期 초축의 석축 집수지와
적지 않은 유물들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거제도에 대한 신라의 진출과 지배의 시작
을 관련 지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럴 때에 우선 떠오르는 것이 문무왕에
의한 裳郡의 설치와 경덕왕에 의한 巨濟郡의 경영이다. 우선 廢王城이 과연 신라의
裳郡이나 巨濟郡과 어떠한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8) 발굴조사자 이전까지 통상 蓮池로 부르던 것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集水池라 명명하였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하 集水池로 표기하기로 한다.
39)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ㆍ巨濟市,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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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毅宗 24年(1170) 9月 己卯日에 王은 홀몸으로 떠나서 巨濟縣으로 피해갔으며 太
子는 珍島縣으로 추방되었다.(뺷高麗史뺸 卷19 世家19)40)
17a. 屯德岐城은 內縣 서쪽 37里에 있다. 石築의 둘레는 1千2尺이고, 높이는 9尺이
다. 성안에 못 하나가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는 本朝 초기에 高麗 宗姓들
이 유배왔던 곳이라 한다.(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巨濟縣 古蹟)41)
17b. 屯德岐城은 府 서쪽 30里에 있다. 石城으로 둘레는 1千2尺이고, 높이는 9尺이
다. 성안에 못 하나가 있다. 세상에 전하여 오기를 本朝 초기에 高麗 宗姓의 유
배지였다고 한다.(뺷輿地圖書뺸 慶尙道 巨濟 古蹟)42)
17c. 屯德岐城은 서쪽 30里에 있다. 石城으로 둘레는 2千2尺이고, 높이는 9尺이다.
지금은 폐성이다.(뺷增補文獻備考뺸 卷27 輿地考15)
17d. 屯德岐城은 縣의 서쪽 37里에 있고, 石城이다.(뺷燃藜室記述뺸 別集 卷17 邊圉典
故 廢山城 慶尙道 巨濟)
17e. 屯德岐城은 郡의 서쪽 37里에 있다. 石城으로 둘레는 1千2尺이고, 높이는 9尺이
다. 성안에 못 하나가 있다. 세상에 전하여 오기를 本朝 초기에 高麗 宗姓의 유
배지였다고 한다. 혹 말하기를 고려 의종이 정중부에 의해 폐위되어 거처한 곳
이라고 한다.(뺷嶠南誌뺸 卷69 巨濟郡 古蹟)43)
18. 岐城은 둔덕면 거림리 뒤에 있다. 둘레는 1千2尺이며 높이는 9척으로 성 안에 못
이 하나 있다. 고려 의종 24년 8월 (中略) 문신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물러나도록
협박하자 이에 거제에 성을 쌓고 그곳에 거처하였다. 이를 일러 廢王城이라 했
다.(뺷韓國近代邑誌뺸 卷32 慶尙道26 統營郡誌 古城郭)44)

사료 18에 따르면 廢王城의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뺷統營郡誌뺸(1933년) 부
40)
41)
42)
43)

己卯 王單騎遜于巨濟縣 放太子于珍島縣.
屯德岐城, 內縣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 高9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麗宗姓來配之處.
屯德岐城, 在府西三十里 石城 周一千二尺 高9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麗宗姓來配之處.
屯德岐城, 在郡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 高9尺 內有一池 世傳 李朝初 高麗宗姓來配之處.
或云 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處.
44) 岐城, 在屯德面巨林里後 周一千二尺 高9尺 內有一池 高麗毅宗二十四年 庚寅 秋八月 (중략)
盡殺文臣 逼王 遜于巨濟築城以居之 名之曰廢王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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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였다. 처음에는 고려 의종의 유배지가 巨濟縣으로만 표기되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으나(사료 16),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이후의 屯德岐城에 관한 기술에 廢王 관
련의 사적이 보이기도 하고, 못이 하나있다(17a․17b․17e․18)는 내용 역시 금번
集水池의 조사와 상통하고 있어, 屯德岐城이 廢王城과 같은 곳임은 분명한 듯하
다.45)
그러나 屯德岐城에 관한기록은 기껏해야 朝鮮時代 이전을 거슬러 가기 어렵기 때
문에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신라시대 초축의 집수지를 여기에서 찾을 수는 없다.
新羅의 文武王(661~680년)은 巨濟에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하고, 景德王(16년, 757
년)은 巨濟郡으로 개칭하였다. 集水池의 조사에서 추정된 7세기 중반의 연대는 裳
郡의 설치 또는 景德王의 개칭 직전이거나 겹치는 시기이다. 거제도 내의 성곽에서
이렇게 정확히 문헌과 일치하는 유물과 유구가 확인된 적도 없는 상황에서, 裳郡의
治所가 屯德岐城, 곧 廢王城이었을 것으로 보는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46)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裳郡의 治所에 대해서는 이미 古縣城
이나 沙等城으로 보는 생각이 있어 왔다.47) 더구나 위의 屯德岐城은 內縣(사료
17a), 府(사료 17b), 縣(사료 17d), 郡(사료 17e)의 서쪽 30리(사료 17b,c) 또는 37리
(사료 17a,d,e)로 한결같이 기록되고 있다. 內縣, 府, 縣, 郡 앞에 생략된 명칭이란
다름 아닌 巨濟임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巨濟縣, 巨濟府, 巨濟郡 등이 신라 경
덕왕이 裳郡의 이름을 고쳐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巨濟郡과 같은 곳이라면, 거기에
서 서쪽으로 37里 떨어져 있는 屯德岐城을 裳郡의 治所로 생각할 수는 없다.
뒤에 제시하는 사료 20에 보이는 바와 같이, 景德王 대의 개칭에서 治所의 이동
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무왕이 설치한 裳郡과 경덕왕이 개칭한 巨濟郡의
治所는 같은 곳이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또한 裳郡(巨濟郡) 에는 巨老縣(鵝州
縣), 買珍伊縣(溟珍縣), 松邊縣(南垂縣) 등 3개의 領縣이 있었다. 巨老縣은 거제시

45) 다만 사료 17c와 같은 2千2尺의 誤記도 있으나, 한 결 같이 기록된 1千2尺의 둘레가 발굴조사
에서 계측된 526m와 어떤 尺으로 통할 수 있을지의 의문도 있다. 뺷經國大典뺸이 정하는 營造
尺 1尺은 대개 3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尺을 약 52.5㎝ 정도로 환산해야 현재의 526m와
기록의 1002尺이 서로 맞아 들어가게 된다. 다음 장에서 재론해 본다.
46) 沈奉謹, 뺷巨濟巨林里遺蹟뺸, 東亞大學校博物館, 1997. 국가사적승격신청을 위한 경상남도 문화
재위원의 의견서에서도 같은 해석이 개진된 바 있다.
47) 沈奉謹, 뺷巨濟古縣城址뺸, 東亞大學校博物館, 1991,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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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買珍伊縣은 거제면 명진리, 松邊縣은 남부면 塔浦이다.
19. 鵝洲廢縣은 본섬 안에 있으며 縣에서 東으로 16里 떨어져 있다. (中略) 松邊廢縣
또한 본섬에 있다. (中略) 縣에서 南으로 45里 떨어져 있다. 溟珍廢縣 (中略) 縣
에서 南으로 15里 떨어져 있다.(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32 巨濟縣 古蹟)

늦어도 조선 전기에는 폐지되었던 위의 3縣은 문무왕이 설치하고 경덕왕이 개칭
하였던 巨濟郡의 영현이었다. 조선 전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3개 領縣까지 이정의
중심이 되는 縣 역시 직접적으로는 조선전기의 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서술하는 3개 廢縣의 내력이 신라의 裳郡과 巨濟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같은 책의 建置沿革을 포함하여 뺷三國史記뺸 地理志, 뺷高麗史뺸 地理志, 뺷世宗實錄地
理志뺸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상식 같은 것이었다. 신라시대에 설치되었던
3縣의 위치에 대해 특별한 설명 없이 서술하였다는 것은 신라시대와 같았기 때문이
었다. 신라시대의 3縣까지 거리표시의 중심으로 삼았던 巨濟縣이 신라 裳郡과 巨濟
郡의 治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조선전기까지
의 巨濟縣의 治所가 신라 巨濟郡의 治所와 같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한다.
더구나 위에 거리 표시의 중심이 된 縣의 위치를 屯德岐城으로 보아서는 3개 領
縣의 거리와 위치관계가 어울리지 않는다. 屯德岐城은 巨濟縣에서 서쪽으로 37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鵝州(廢)縣은 다시 동쪽으로 16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니,
屯德岐城과 鵝州縣은 무려 53리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기술은 발견할
수 없다. 屯德岐城을 중심으로 본다면 거제면의 溟珍(廢)縣은 南이 아니라 東이 되
어야 할 것이고, 塔浦의 松邊(廢)縣 사이에는 크게 만입한 거제만이 있어 단순히 남
쪽 45리로 묘사될 수 있는 방위나 거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이 廢王城의 집수지에서 확인된 신라 중고기~통일기의 초축 사실을 文
武王대의 裳郡의 설치와 景德王 대의 개칭에 직접 관련시켜 보고자 하였으나 많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48)
48) 沈奉謹, 뺷巨濟巨林里遺蹟뺸(東亞大學校博物館, 1997)에서는 1996년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평
기와 명문 ‘裳四里’를 屯德岐城을 裳郡의 治所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주장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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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廢王城, 즉 屯德岐城이 곧 裳郡의 治所였을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기
는 하다. 廢王城에서 신라 중고기 유물의 출토와 초축을 중시하고, 문제로 삼았던
屯德岐城에 대한 방위와 거리, 또는 신라시대 3개 領縣에 대한 방위와 거리에 대한
서술에서 그 중심 표기 모두를 조선시대의 巨濟縣으로 보면 된다. 즉 屯德岐城과 3
개 領縣에 대한 기술 모두를 世宗조에 巨昌縣의 교포생활을 청산하고 되돌아 와 축
성했던 沙等城이나 古縣城을 기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屯德岐城, 즉 廢
王城이 裳郡의 治所였고, 그렇기 때문에 금번의 조사결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여지
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혼란은 지금까지 다루어 온 巨濟郡(縣)의 治所나 廢王城에 관한 문
헌기록이나 지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문헌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다소의 언급을 했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도와 유적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발표문 끝에 첨부하는 <그림 4>의 뺷海東地圖뺸(18세기)의 지도에는 屯德岐城의 위
치에 성곽의 표시를 하고 岐城으로 기입하고 있는데 반해, <그림 5>의 뺷東輿備攷뺸
(17세기)는 같은 자리를 屯德只城으로 표기하고, 古縣城 동쪽에 治所로서의 巨濟郡
을 표기하면서 아울러 裳郡岐城을 병기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屯德岐城
을 屯德只城으로 표기하여 裳郡岐城과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巨
濟郡(縣)에 裳郡岐城을 병기하여 裳郡의 治所와 그 명칭을 같은 곳으로 표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 더구나 후자의 뺷東輿備攷뺸에는 붉은 삼각형으로 鵝州縣, 溟
珍縣, 松邊縣을 표기하고 縣名의 우측에 裳郡岐城으로 부터의 거리를 기록하고, 좌
측에는 문무왕 대의 巨老, 買珍伊, 경덕왕 대의 南陲(垂)와 같은 異稱을 모두 병기하
고 있어, 신라시대의 裳郡과 3개 領縣에 대해 가장 충실히 기록하려 했던 것으로 보
인다.49) 역시 후자의 뺷東輿備攷뺸가 신라시대의 사실에 가까운 지도처럼 보이기는
나 명문의 판독도 불확실하고, 과연 신라시대에 一二ㆍ三ㆍ里와 같은 행정구역의 구분이 있
었던 가는 보다 더 큰 문제이다. 조선 영조 45년(1769)의 坊里制와 고종 26년(1889)에 面里制
가 실시된 적은 있지만, 신라에서는 왕경지역에 그 가능성이 점쳐질 뿐이다. 또한 거림리유적
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유물이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뺷보고서뺸도 고려시대 巨濟縣의 官衙와
같은 성격으로 서술되기도 하였다. 만일 裳으로 읽힌다 해도 신라시대의 명문으로 보기에는
본격적인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9) 뺷東輿備攷뺸는 2008년 12월 22일 보물 제1596호로 지정.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의 전국 道別
圖 및 郡縣圖 등 32종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책. 道別圖와 郡縣圖를 함께 제작한 複合郡縣圖.
17세기 후반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뺷東國輿地勝覽뺸을 이해하는 참고지도로 제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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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갑자기 어느 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 巨濟官衙의 客舍여던 岐城館의 존재 역시 혼동이 있다. 원래 岐城館
은 조선 성종 원년(1470) 巨濟縣이 府로 승격되면서 행정과 군사를 총괄할 목적으
로 古縣城에 세워진 관아였다. 그러나 선조 26년(1593) 한산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면서 客舍로 그 쓰임새가 변경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古縣城이 함락되면서
불타버렸던 것을 현종 4년(1663)에 지금의 거제면 동상리에 이축하여 사적 제484호
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巨濟面과 古縣城의 岐城이 있었고, 屯德岐城에도 岐城의 존재를 전하는
기록도 있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가장 늦은 1933년의 뺷統營郡誌뺸에서 갑자기 屯
德岐城과 전자의 岐城 사이에 혼동을 일으켜, 屯德岐城의 사실을 岐城이란 명칭 아
래에 기술했던 것에서 비롯된 오류일 수도 있다. 원래는 裳郡岐城과 屯德岐城으로
구분되던 것이 이와 같이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廢王城의 屯德岐城은 巨濟郡의 治所 裳郡岐城과 구별하기 위해 생겨난 명칭이고,
둔덕면의 岐城은 屯德岐城의 오탈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만일 신라 裳郡의 治所가 巨濟縣의 岐城이었다 할지라도, 裳郡岐城과 구별하기 위
해 기록되었던 屯德岐城 역시 신라의 산성으로 축성되었다고 추정해도 좋을 것이
다. 결국 이러한 혼란과 추정이 있는 만큼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대하며 좀 더 시
간을 가지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추측된다. 1책 57장. 지도의 크기가 가로 33∼68㎝, 세로 37∼42㎝로 일정하지 않은 도별도와
군현도를 한 책으로 묶었다. 앞부분은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의 영토와 지역
별 통치 단위를 구분하여 기록한 역사지도를 수록했다. 그 뒤에 都城圖 등의 특수 지역도가
있으며 대부분은 道別圖와 郡縣圖로 되어 있다. 각 지도에는 역사적 사건은 물론 각 지역의
특색, 조선 중기 사찰과 암자, 성곽 및 군사 요충지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 또한 같은
지명이라도 각각 다르게 표기된 곳도 있어 역사, 지리는 물론 지명학, 국어국문학 등 한국학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와 대마도까지를 우리 영토로 표기
하고 있다. 특히 대마도가 남해, 거제와 함께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또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울릉도)와 울릉도(독도) 두 개의 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네이버백과
http://100.naver.com/100.nhn?docid=8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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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新羅時代의 巨濟島
거제도 지표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이외에도 삼국시대로 분류된 것 중에는 廢王
城의 집수지 유적이나 아주동유적과 같이 6세기 중엽에서 8세기에 걸치는 신라 중
고기 ~ 통일기의 지역 진출과 지배를 보여주는 유적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7세
기 중엽 문무왕의 裳郡 설치와 8세기 중엽 경덕왕의 巨濟郡 경영사의 편린을 보여
주는 물적 증거들이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廢王城을 裳郡이나 巨濟郡의 治所로
생각하기에는 넘어야할 장벽도 적지 않아 직결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옥포의
아주동유적은 경덕왕대의 아주현과 문무왕대의 거로현의 실재와 직결되는 자료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50) 따라서 신라인들은 왜 거제에 郡縣을 설치하고,
廢王城을 쌓았으며, 鵝洲洞古墳群에 묻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신라의 주군현제에 관
한 기존 연구의 약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 巨濟郡은 文武王이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했던 곳으로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景
德王이 이름을 고쳐,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領縣은 셋이다. 鵝洲縣은 본래의 巨
老縣을 景德王이 개칭하여 지금 따른다. 溟珍縣은 본래의 買珍伊縣을 景德王이
개칭하여 지금 따른다. 南垂縣은 본래의 松邊縣을 景德王이 개칭하였는데, 지금
은 다시 옛 이름을 회복하였다.(뺷三國史記뺸 卷34 雜誌3 地理1 巨濟郡)51)
21. 昭聖王(昭聖을 昭成으로도 쓴다)이 왕위에 올랐다. (中略) 元年(799) 봄 3월, 菁州
의 居老縣을 (國)學生의 祿邑으로 정하였다.52)

50) 沈奉謹ㆍ朴光春ㆍ金益俊, 뺷巨濟鵝洲洞遺蹟뺸,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慶南文化財硏究院, 뺷巨濟 鵝洲洞古墳群뺸, 200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巨濟 鵝洲洞 古墳群뺸, 2007.
이상과 같이 3차례 발굴조사된 아주동유적은 6세기 중엽(동문, 동아6호)에서 7세기 초(9호분)
의 신라 횡혈식석실 27기(동아11, 경문11, 동문5)가 확인되었고, 은제과대장식(동아2호), 쇠집
게(동아7호), 대부장경호(경문10호 등), 고배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다만 이들은 아주동
고분군이 입지한 구릉 말단부 일부에 대한 조사에 불과하여, 석실의 규모도 작고 유물도 빈
약한 편이나, 위쪽에는 직접적으로는 거로현 또는 아주현, 간접적으로는 裳郡과 巨濟郡의 최
상위 층의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아주동의 내곡고분군에는 직경
7~8M 정도의 봉토를 가지는 6기 이상의 고분도 확인되고 있다.
51)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復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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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新唐書뺸는 문무왕(661~680)이 백제의 땅을 많이 빼앗고, 마침내 고구려의 남쪽
경계까지 이르러, 尙․良․康․熊․全․武․漢․朔․溟州의 9개 州를 설치하고 都
督을 두어, 10개 또는 20개의 郡을 다스렸는데, 郡에는 大守가 있고, 縣에는 小守가
있었다 전한다.53) 문무왕이 처음으로 거제에 裳郡을 설치했던 것은 이러한 시책의
하나였다. 신문왕 5년(685)에 居列州를 나누어 菁州를 두었고, 이로써 전국을 9州 5
小京과 郡縣으로 편제하는 제도가 완비되었으며,54) 그 결과 120개의 郡과 305개의
縣으로 정비되었다. 裳郡은 진주의 菁州에 소속되어, 이때까지 두어졌던 120個 郡
의 하나가 되었고, 巨老․買珍伊․松邊의 3개 領縣 역시 305개 縣의 하나로 편제되
었던 것이다.
裳郡에도 太守를 칭하는 장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이전까지의 幢主를 太守로
개명한 시기는 문무왕 이전에 唐의 衣冠과 年號를 사용하기 시작한 眞德王 2~4년
(648~650)이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다. 550년경에 건립된 ｢丹陽赤城碑｣에 幢主로 기
록되었던 장관이 551년의 ｢明活山城作城碑｣에는 郡中上人으로 나와 550년대 이전
에 郡이 설치되었음이 분명하다.55) 따라서 거제의 裳郡 설치는 이로부터 무려 1세
기 이후의 일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郡으로 편제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늦기는 하였지만 문무왕 때 거제에 군현이 설치되는 것 역시 군사적 긴장과 직접
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新羅 郡縣의 설치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시작되
었다. 신라의 縣이 고구려․백제와의 접경 지역에 처음 설치되었던 것과 같은 이유
였을 것이다. 문무왕의 설치시기가 통합전쟁 완료 직후라는 점과 唐과의 전쟁을 준
비 또는 진행하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일본에 대한 견제와

52) 뺷三國史記뺸 卷10 新羅本紀10 昭聖或(云昭成)王立. …(중략)… 元年春三月, 以菁州居老縣爲學
生祿邑.
53) 뺷新唐書뺸 卷220 列傳145 新羅 (전략) 詔複法敏官爵 然多取百濟地 遂抵高麗南境矣 置尚ㆍ良ㆍ
康ㆍ熊ㆍ全ㆍ武ㆍ漢ㆍ朔ㆍ溟 九州 州有都督 統郡十或二十 郡有大守 縣有小守
54) 뺷三國史記뺸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5年 春, 復置完山州, 以龍元爲摠管. 挺居列州, 以置菁州, 始
備九州, 以大阿湌福世爲摠管. 뺷三國史記뺸는 智證麻立干 4년(503)의 6세기 초에 州郡縣制를 실
시했다고 기록하지만, 시작의 의미가 있을 뿐, 거제에 郡縣이 설치되는 것은 역시 문무왕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55) 뺷隋書뺸 卷81 列傳46에는 開皇十四年(594) 경의 新羅에 十七관등과 外位로 郡縣이 있었다고 기
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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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에 대비한다는 성격은 굳이 상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廢王城의 1차 집수지 바닥에서 출토된 세장한 철제화살촉이 고구려의 아차산성

․오녀산성․환도산성 등의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점56), 1차 집수지의 최대 용적량
의 계산 등은 裳郡과 3개 領縣 설치의 군사적 목적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조사자
는 신라시대 집수지의 최대용적을 166,000ℓ로 추정하였다. 이 용량은 1인이 1일에
필요한 식수를 2ℓ로 계산하면, 100명의 인원이 8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
이라 한다.57) 한번 가득 채우면 2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을 籠城할 수 있는 중요 군사
시설로서의 성격을 부여해도 좋을 것이다.
廢王城이 裳郡의 郡治로 생각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성벽 둘레
526m는 신라 군사방어체제 상에서 廢王城이 가지는 위상을 짐작하는 근거의 하나
가 될 수 있다. 州城 - 郡城 - 縣城의 3단계 종심방어체제가 형성 운영되던 中古期에
1000 ~ 500m의 縣城과 그 사이를 횡으로 메우는 둘레 300m의 堡壘가 전진 배치되
어 있었고, 1,000m 내외의 郡城이 비슷한 규모의 州城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58)
이에 비해 526m의 廢王城은 좀 작은 편으로, 縣城에서도 가장 작은 예에 해당하고,
郡城의 1/2에 불과한 규모이다.
물론 삼국 간의 영역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한강유역의 新州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郡城이 확인되기도 하고, 일본에 대비한다는 군사적 목적이 상정되면서도,
한강유역쟁탈전에 비하면 그 긴장감은 훨씬 완만하였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따라
서 이 규모만 가지고 廢王城은 郡城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거제지
역에서 전방에 배치된 3개의 縣城을 거느리고 菁州의 州城과 협력하기에는 너무 높
고 협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무왕 대의 裳郡岐城과 경덕왕 대의 巨濟郡
岐城에 대한 屯德岐城의 규모와 위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郡城에 거주하는 太守는 城을 주둔기지로 하는 출병의 단위로 기능하면서,59) 屯

56)
57)
58)
59)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ㆍ巨濟市,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129쪽.
_____________________,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2009, 101~102쪽.
서영일,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뺷新羅文化뺸 34, 2009, 25쪽.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계와 郡의 성격｣, 뺷韓國古代史硏究뺸 48, 2007, 120쪽. 신라
는 중고기에 郡을 단위로 하는 外餘甲幢, 곧 法幢軍團을 편성하였다. 郡治에 파견된 幢主나
邏頭 등이 法幢軍團을 자치적으로 지휘 통솔하였다. 중고기 말부터는 郡에 太守를 파견하고
종래의 行政村을 縣으로 개편해 갔다.

고대의 거제와 폐왕성 109

田을 경영하는 중심이기도 하였다. 문무왕 15년(675)에 阿達城(강원도 안협)60) 太守
였던 級湌 漢宣이 인민들에게 정한 날에 일제히 나가 삼(麻) 심을 것을 명령하는 대
목은 城 주변의 주민들을 城 안으로 集住시키고, 농업 생산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일종의 屯田耕作을 연상시킨다.61) 신라가 屯田을 설치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전시동원책으로 경영했을 가능성은 있고, 신 영역이나 접경지역에서 이러한 집단적
농경방식이 채택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62), 마침 廢王城에는 후대의 일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廢王城이 곧 屯德岐城이고, 근처에는 下屯과 上屯의
지명도 분포하고 있다.
신라의 裳郡(巨濟郡) 太守는 문무왕 13년에 처음 설치되는 外司正 1인을 거느리
고, 중고기 수취체제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금석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明活山城作城碑(551년)｣의 郡中上人은 6세기 중반에 郡이
설치되었던 사례가 되지만, 같은 시기거나 직후의 城山山城 木簡에서는 郡의 표현
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6세기 중반에 郡에서 下札木簡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수취
체계에서도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63)
그러나 ｢南山新城碑｣ 第9碑(591) 발견 이후에는 築城해야 할 작업구간을 일단 郡
(또는 部)의 단위로 분할하고, 그것을 다시 예하의 村 또는 里의 단위로 실질적 手
作距離를 배분하던 방식이 확인되고 있다.64) 따라서 第1碑에 보이는 阿良邏頭, 奴
含道使, 營沽道使의 3인은 阿尸良郡, 즉 阿良郡의 모든 지방관의 참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을 대표하면서 형식적으로라도 축성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阿良郡의
60) 李丙燾, 뺷國譯 三國史記뺸, 乙酉文化社, 1976, 685쪽.
61) 뺷三國史記뺸 卷47, 列傳7 素那, (前略) 上元 2年 乙亥年 봄에 阿達城 太守인 級湌 漢宣이 民들
에게 某日 일제히 나가 삼을 심을 것이니 명령을 어기지 말라고 했다. 靺鞨의 첩자가 이를
알고 그 추장에게 돌아가 고했다. 그 날이 되어 백성들이 모두 城을 나가 밭에 있었는데, 靺
鞨이 몰래 병사를 이끌고 성에 들어와 노략질하니 노인과 어린이들이 당황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소나가 분연히 칼을 들고 적을 향해 크게 외치기를 “너희들은 신라에 沈那의 아들 素
那가 있다고 듣지 못했느냐? (中略)” 消那가 몸에 화살을 맞아 고슴도치와 같이 되어 마침내
죽었다.
62) 金昌錫,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뺷韓國古代史硏究뺸 48, 2007, 137~143쪽.
63)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계와 郡의 성격｣, 뺷韓國古代史硏究뺸 48, 2007, 99~101쪽.
64) 李銖勳, ｢南山新城碑의 역역편성과 郡(中)上人-최근 발견된 제9비를 중심으로-｣, 뺷釜山史學뺸
30, 1996.
尹善泰, ｢新羅 中古期의 村과 徒｣, 뺷韓國古代史硏究뺸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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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良邏頭였다.65)

｢永川菁堤碑｣ 貞元銘에서는 元聖王 14년(798)에 永川의 菁堤를 修治할 때 切火와
押喙(押督)의 2郡에서 役夫를 징발하였다고 하였고, ｢關門城石刻(722)｣에서는 骨估,
居七(漆)山(군), 押喙(군), 退火(군), 切火郡, 西良郡 등이 작업구간을 분담하여 관문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8세기에 郡이 菁堤를 수치하거나 關門城을 쌓는 작업의 주
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中古期에 行政村 단위로 역역을 징발하고 城
을 쌓던 관행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측면으로, 8세기 이후의 역역징발과정에서 郡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郡은 수취체계에서도 州와 縣
사이의 중간 행정단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정체성을 확보하
게 되었다.66)
여기에 關門城이 倭賊이 울산만과 영일만의 동해안에 상륙하여 경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쌓았던 성임을 고려한다면, 비록 郡城은 아니지만, 廢王城의 축
조 역시 같은 상황을 상정하기에 용이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關門
城의 축조로 對倭 교섭창구를 폐쇄하고, 巨濟가 속하였던 菁州(진주)로 이전하였던
것과 연결될 수 있을 듯하다.
인접의 固城에는 巨濟의 廢王城과 비슷한 입지 조건과 체성의 축조수법, 그리고
내부에 仙人井이라 불리는 蓮池를 가진 巨流山城이 있다. 나말여초의 전란과 관련
되는 축성이 추정되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租倉으로
읽혀지는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명문기와를 토대로 928년에 珍景 등이 康州
(진주)에서 古子郡(고성)으로 양곡을 운반하던 모습을 추정한 연구가 있다.67) 아울
러 문무왕 3년(663)의 南山新城과 효소왕 대(692~701)의 富山城에서는 裳郡과 같은
시기에 산성 내부에 軍糧과 같은 양곡과 병기를 저장하는 倉庫의 설치가 확인되고
있다.68) 이렇게 裳郡의 시기에는 수취체제의 중심에 郡 太守가 있었다. 孝昭王 10

65)
66)
67)
68)

전덕재, 앞의 논문, 108쪽.
전덕재, 앞의 논문, 118쪽.
李銖勳, ｢固城 巨流山城과 咸安 蓬萊山城의 검토｣, 뺷부대사학뺸 30, 2006.
뺷三國史記뺸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年 봄 정월, 남산신성에 長倉을 지었다. 富山城을 쌓았다.
뺷三國遺事뺸 紀異2 文虎王法敏, 王初卽位 置南山長倉 長五十步 廣十五步 貯米穀兵器 是爲右
倉. 天恩寺西北山上 是爲左倉. 뺷三國遺事뺸 紀異2 孝昭王代, 竹曼郞之徒有得烏(一云谷)級干 隷
名於 ≪風流黃卷≫ 追日仕進 隔旬日不見. 郞喚其母 問爾子何在 母曰 幢典牟梁益宣阿干, 以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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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701) 5月에 靈巖郡 太守 一吉湌 諸逸이 착복의 죄로 곤장 1백대를 맞고 섬으로
귀양을 가던 사례도 이를 방증하는 기록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료 21도 거제에 대한 신라왕권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居
老縣의 祿邑이 지급되는 學生을 國學生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69) 渡唐留學生
이나 內省의 所內學生과 같은 國費留學生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70) 후자의 해석에서는 신라가 8세기 들어 울산방면에 關門城
을 쌓으면서 종래의 대일교통로를 차단하는 대신에, 남해․하동․고성․함안․거
제 등의 남해안을 포함하는 菁州(진주) 방면의 교통로를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 하대에 菁州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菁州
에 속한 巨濟의 居老縣에 국비유학생을 위한 祿邑을 설정하였다는 기록은 새로 개
척되어야 하는 對倭교통로와 함께 對唐교통로 상에 巨濟가 중심 항구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 시기의 居老縣이 국비유학생의 파견을 관장하던
왕실의 직속지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Ⅳ. 맺음말
신라 지방제도의 발전과 전개에서 삼한 소국의 질서가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성되
었음을 전제로 國은 郡으로, 國邑은 郡의 治所로 편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
다.71) 마찬가지로 거제의 瀆盧國은 신라의 裳郡과 巨濟郡으로 편제되었고, 瀆盧國
의 國邑이 裳郡과 巨濟郡의 治所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裳郡이 설치되기 1세기 전에 해당하는 6세기 중엽의 城山山城 木簡에서 보이는

子差富山城倉直 (중략) 時有使吏侃珍管收推火郡, 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 美郞之重士風味,
鄙宣暗塞不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助請, 猶不許. 又以珍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 특히
이 기사에서는 양곡이 城 안으로 운반되고 있었던 것과 城 안에 蓮池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69) 金哲埈, ｢新羅 貴族勢力의 基盤｣, 뺷人文科學뺸 7, 1962; 뺷韓國古代社會硏究뺸 知識産業社, 1975,
재수록
70) 金昌錫, ｢菁州의 祿邑과 香徒｣, 뺷新羅文化뺸 26, 2005.
71) 朱甫暾, ｢韓國 古代 村落史硏究의 進展을 위하여-新羅를 중심으로-｣, 뺷韓國古代史硏究뺸 48,
2007,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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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文城은 ｢昌寧碑｣(561)의 甘文州(557)와 같고, 城山山城 木簡의 及伐城은 ｢南山新
城碑｣ 第9碑(591)에서는 及伐郡으로 나타난다.72) 城山山城 木簡의 △△城의 용례가
물품 수수관계에 관련되어 治所의 의미가 중시된 표현이라면, 兩 碑文의 △△州 또
는 △△郡의 용례는 인민과 영역이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성격이 강하게 의식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裳郡과 郡城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감스럽게도 屯德岐城, 즉 廢王城은 아니지만, 뺷東輿備攷뺸의 표기와 같이 巨濟
縣에 위치한 ‘裳郡岐城’은 행정의 巨濟郡에 대한 군사적 성격이 강한 명칭이었을 것
이다. 행정구역의 성격이 강한 裳郡 보다 군사적 성격이 강하게 포함되었던 裳郡岐
城의 위치와 명칭이 후대까지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던 것은 신라 접경지역의 郡縣
보다는 군사적 긴장관계가 훨씬 약했던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의문 때문에 瀆盧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래설보다 거제설이 훨씬 유력할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裳郡岐城과 屯德岐城, 즉 廢王城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언하
지 못하였다. 이것은 瀆盧國은 巨濟로 좋지만, 瀆盧國의 國邑이 어디였던가를 밝히
지 못한 것과 직접 관련되었다. 역시 그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연성의 문
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근년의 거가대교건설에 따라 발굴 조사되고 있
는 장목일대에 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다. 장목고분과 구영리고분군은 가야시대
수장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고, 장목․연초․거제 일대 지석묘에서 보이는 청동
기 문화의 축적도 두텁다. 고려 의종은 廢王城 앞의 견내량, 즉 殿下渡目을 건넜지
만, 이전시대까지는 장목․연초․거제 일대가 살기에 적합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들이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나쳤다.
아무튼 新羅의 文武王이 巨濟에 裳郡을 설치하고 동부에 巨老縣, 서부에 買珍伊
縣, 남부에 松邊縣의 3개 縣을 두었던 것은 신라왕권의 직접적인 지방통제의 강화
가 巨濟에서 실현되었던 결과였고, 瀆盧國의 加耶史는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되었다.

72) 李銖勳, ｢新羅 中古期 행정촌ㆍ자연촌 문제의 검토-城山山城 木簡과 ｢冷水里碑｣를 중심으로-｣,
뺷韓國古代史硏究뺸 4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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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제도 청동기문화유적 분포도, 뺷巨濟 德浦ㆍ間谷遺蹟뺸 62쪽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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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巨濟縣 官衙 客舍 上樑文 (뺷巨濟市誌뺸 上, 2002, 345쪽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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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新羅圖 (뺷巨濟市誌뺸 上, 2002, 345쪽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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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뺷海東地圖뺸 巨濟府 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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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뺷東輿備攷뺸 巨濟의 裳郡岐城과 屯德只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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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고대의 거제와 폐왕성｣에 대한 토론문
73)노

중 국*

총 평
이번 학술 대회의 목적은 폐왕성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다. 그런데 폐왕성으로 알려진 성을 발굴한 결과 이 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 성이 폐왕성 이전으로 훨씬 올라가게 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이 성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거제도의 역사를 밝히는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
발표자도 이런 각도에서 거제도의 고대 역사를 개관해 보려고 하였다. 먼저 문헌자
료와 고고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거제도는 변한의 독로국이었다는 것과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후 문무왕대에 상군이 설치되었고 그 후 거제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 연혁을 정리한 후 고려시대에 와서 둔덕기성은 폐왕성으로 볼 수 있
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독로국을 거제도에 비정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에 대해서는 토론자
도 의견을 함께 한다. 또 둔덕기성을 폐왕성으로 정리한 논리적 전개와 자료 제시
에도 공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기로 한
다.

질의 사항
1. 독로국은 3세기 후반까지 거제도의 명칭이다. 이후 이 지역은 신라에 편입되
었다. 그리고 문무왕에 거제도를 상군이라 처음으로 칭하였다. 거제도는 문무왕대
에 와서 군으로 편제된 것이다. 그러면 독로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문무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였는지 궁금하다.

* 계명대학교 인문학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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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문 102쪽에 제시된 자료에 의해 둔덕기성과 폐왕성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
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ㆍ고려사 : 의종은 거제현으로 피해갔다.
ㆍ고려사절요 : 왕을 거제현을 추방하였다.
ㆍ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 : 본조 초기에 고려 종성들이 유배되어 온
곳이다.

ㆍ교남지 : 본조 초기에 고려 종성들이 유배되어 온 곳이다. 혹 말하기를 혹
말하기를 고려 의종이 정중부에 의해 폐위되어 거처한 곳이라고 한다.

ㆍ통영군지(1933) : 고려 의종 24년 8월 (中略) 문신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물러나도록 협박하자 이에 거제에 성을 쌓고 그곳에 거처하였다. 이를
일러 廢王城이라 했다.
이를 보면 둔덕기성은 후대로 갈수록 의종과의 관계로 살이 붙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둔덕기성과 의종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한 자료는 교남지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뺷교남지뺸의 이 기사에 대해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뺷교남지뺸
가 언제 편찬되었으며 어떻게 하여 둔덕기성을 의종과 연계시킨 서술이 나오게 되
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가 제시되었으면 한다.
3. 발표자가 광서 18년(1892)에 만들어진 객사상량문은 독로국을 거제도에 비정
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였다. 이 상량문에 ‘瀆盧古都....上古之豆盧建國’라는
글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고자료로 제시한 원본에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다. 사진의 일부만 이 논문에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이 글귀도 나오는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망 사항
1. 발표자는 100쪽에서 “결국 長木古墳 서쪽 하단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여러 기의
支石墓, 동쪽 谷間에 위치하는 巨濟農所遺蹟의 습지에서 출토 확인되고 있는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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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가진 支石墓와 수많은 陶質土器片과 말목열, 그리고 고상식 건물지 등의 존
재에서 추정되고 있는 三國時代의 聚落, 여기에 舊永里古墳群과 長木古墳을 나열해
볼 수 있다면, 이들 사이에 倭와 境界를 接하면서, 倭와의 交易을 전개하였을 瀆盧
國의 想定은 차후 조사의 진전에 따라 그 설득력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라고 고고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고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3세기 이후 7세까
지 이 지역의 존재 양상을 개관해 주었으면 한다.
2. 신라사에서 녹읍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녹읍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는
데 그 자료 중의 하나가 거제도에 설치된 居老縣의 學生祿邑이다. 비록 본 논문이
폐왕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대 거제의 모습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부분
의 하나이므로 거로현의 학생 녹읍의 성격과 의미 등을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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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廢王城’
김광철

- 목 차 Ⅰ. 왜 ‘폐왕성’인가?
Ⅱ. 고려시대 거제 지역사회와 치소성
Ⅲ. 고려후기 거제현의 이동
Ⅳ. 조선초 거제현의 복구와 치소이동

샙地乘샚 巨濟府

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廢王城’

1)김

광 철*

Ⅰ. 왜 ‘폐왕성’인가?
거제 지역사회만큼 수많은 성곽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도 드물다. 일찍부터 이 지
역에 군현조직이 자리잡았는데다, 여말선초 이후 남해 연안이 주요 국방선으로 부
각되면서 해양 방위와 관련한 성곽이 많이 축조된 데 따른 것이다.1) 이 가운데 조
선초까지 축조된 거제 지역 성곽으로는 둔덕기성, 사등성 그리고 이른바 고현성이
있다.
둔덕기성터는 현재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소재 해발 326m의 牛頭山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廢王城’으로 잘 알려진2) 이 성곽은 고려 의종이 정중부 등의 무신난으
로 폐위되어 이 곳에 유배됨으로써 생겨난 호칭으로 알려져 있다. 의종의 유배 그
리고 이의민의 의종 弑害와 이 성곽을 연관시켜 인식하는 과정에서 폐왕성 관련 전
설들이 생겨나, 의종의 폐위와 죽음 등 그 비극적 삶을 애도하기도 하고, 이 성곽이
의종이 유배된 후 축조된 듯한 오해도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이 성곽이 신라통일
기 이래로 치소성으로서, 거제 지역사회의 중심 치소(읍치)로서 오랜 기간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인식은 뒷전이 되기도 하였다.
도대체 이 성곽을 ‘폐왕성’이라 부르고, 이를 의종의 폐위와 유배, 그리고 그 죽음
* 동아대학교 사학과
1) 거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성곽 또는 성지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박물관, 뺷거제시 성지 조사보
고 서뺸, 1995 참조.
2) 경상남도 기념물 제 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명칭도 폐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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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시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폐왕성이라는 호칭은 1931년에
간행된 뺷慶南の城址뺸에서 처음 보인다. 이 책은 경상남도내 주요성곽과 성지에 대
해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시기별로 서술한 다음, 도내에서 조사된 성지
들을 일람표 형식으로 정리하여 첨부하고 있다. 폐왕성의 존재는 첨부된 이 ｢도내
소재 성지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소재지를 통영군 둔덕면 거림리, 축성시
기를 600년전, 축성자를 고려 의종이라 하면서, 의종이 거제도에 유배될 당시에 축
조된 것이라 하였다.3) 한편, 이 일람표에는 통영군의 성지로서 ‘避王城’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재지를 사리면 오량리라고만 소개하고 있을 뿐 다른 설명은 없다.
위 책에서 폐왕성에 대해 의종이 거제도에 유배된 후 축조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도 밝혀놓지 않았다. 참고 도서로 뺷신증동국여지승
람뺸, 뺷증보문헌비고뺸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 지리서에서 의종의 거제 유배와 폐왕
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폐왕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가
1910년대부터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거제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서
술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리서 가운데 ‘폐왕성’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반영된 것은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34년에 간행된 뺷통영군지뺸 단계에서부터이다.
○ 岐城【在屯德面巨林里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 高麗毅宗二十四年庚寅

秋八月, 王幸普賢院, 大將軍鄭仲夫與牽龍散員李義方ㆍ李高等 謀作亂 殺林宗植ㆍ
李復基ㆍ韓賴等, 盡殺文臣, 逼王遜于巨濟, 築城以居之, 名之曰廢王城.…】(뺷統營
郡誌뺸, 고성곽)

기성관련 기록이 뺷통영군지뺸에 수록된 것은 1914년 거제군이 龍南郡(본래 거제의
頭龍浦 ; 현재의 통영)과 병합되어 통영군이 되었기 때문이다. 뺷통영군지뺸에서는 이
지역의 옛 성곽을 소개하면서 기성을 비롯해 사등성 등 11개의 성곽을 열거하고 있
는데, 기성에 대한 소개가 가장 자세하다.
기성에 대한 소개에서 그 둘레와 높이 등 규모는 이전의 지리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高麗’ 이하에서 정중부 등 무신난의 발생과 문신의 살육, 그리고 의종의 폐위
3) 경상남도, 뺷慶南の城址뺸, 1931,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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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제 유배 사실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물론 이 추가 기록은 뺷고려사뺸의 관련
기사에서 빌어온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의종이 거제에 유배된 후 ‘성을 쌓아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성
을 이름하여 ‘폐왕성’이라 불렀다’고 한 점이다. 이 기록대로라면 기성은 의종 유배
후에 축조된 성곽이며, 이후 폐위된 왕이 거주했던 성곽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
인가 ‘폐왕성’으로도 불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유배된 국왕의 처소로 삼기 위해
새롭게 축성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기성이 의종의 거제 유
배 후 비로소 축조된 성곽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의 발굴 성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체성의 특징이나 출토유물을 통해 이 성곽은 적어도 신라통일기에 축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축되었을 가능성
은 배제할 수 없으나 신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의종을 기성에 거처하게 한 것은 당시로서는 이곳이 거제의 유일한 성곽일 뿐 아
니라, 거제의 치소에 자리잡고 있는 치소성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
신집정자들로서도 폐위된 국왕이지만 그 지위를 일정하게 대우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곳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점에서 치소성인 기성
은 적격이었다.
뺷통영군지뺸 단계에서 둔덕기성을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이 후 편찬된 지리서에서
는 ‘폐왕성’으로 상징화되기 시작하였다. 1935년에 간행되는 뺷朝鮮寰輿勝覽뺸 통영군
고적조와 1940년에 간행된 뺷嶠南誌뺸 거제군 고적의 관련 내용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廢王城, 在屯德面(뺷朝鮮寰輿勝覽뺸 통영군 고적조)
○ 屯德岐城, 在郡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高九尺, 內有一池. 世傳, 朝鮮初, 高

麗宗室來配之處.(뺷朝鮮寰輿勝覽뺸 통영군 고적조)
○ 屯德岐城, 在郡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高九尺, 內有一池. 世傳, 李朝初, 高

麗宗姓來配之處. 或云, 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處.(뺷嶠南誌뺸 거제군 고적조)

뺷조선환여승람뺸의 서술은 혼동이 심하다. 같은 고적조에서 폐왕성 항목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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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며, 다시 둔덕기성도 따로 수록하였다. 폐왕성에 대해서는 둔덕면에 있다고
만 하고, 또 둔덕기성은 고려 왕족들의 유배처라고 하였다. 뺷통영군지뺸 단계에서 등
장한 폐왕성을 고려하다 보니 생긴 혼란인 것 같다. 한편 뺷교남지뺸에서는 둔덕기성
하나만을 소개하면서 두가지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다. 고려 왕족의 유배지, 의종의
유배처 모두를 그 후보로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둔덕기성이 폐왕성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34년 간행의 뺷통영
군지뺸에서 비롯된다. 정중부 등 무신의 난으로 의종이 폐위되고, 거제에 유배되어
둔덕기성을 처소로 삼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폐왕성’으로 선뜻
규정하고 상징화한 결과이다. 뺷통영군지뺸는 고려 치소성이었던 岐城을 폐왕성으로
기억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 뺷통영군지뺸 이전의 거제 관련 지리서에서는 기성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을까?
1. 屯德岐城, 在縣西三十七里. 石城, 周一千二尺高九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
麗宗姓來配之處.(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2. 屯德岐城, 在縣西三十七里. 石城, 周一千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麗宗姓來
配之處.(뺷동국여지지(1656)뺸 권 4하, 경상도 거제현 고적)
3. 屯德岐城, 在府西三十里. 石城, 周一千二尺高九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麗
宗姓來配之處.(뺷여지도서(1757-1765)뺸 경상도 김해진관거제부 고적)
4. 屯德岐城【西北三十里 周一千二尺 池一】(뺷대동지지(1861-65)뺸 경상도 거제 城池)
5. 屯德岐城 在西三十里 石築【周二千兩尺 高九尺 今廢】內有池一(뺷증보문헌비고뺸
권 27, 여지고 15, 관방 3, 성곽 3)
6. 巨濟屯德岐城【縣西三十七里】石築(뺷연려실기술뺸 권 17, 邊圉典故, 廢山城)
7. 屯德岐城 在西三十里 我朝開國初 流高麗宗姓于此(뺷嶺誌要選뺸 권 48, 右道, 巨濟,
古跡)
8. 岐城【在府西三十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뺷거제부읍지뺸 (1832) 城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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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岐城遺事【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 處此 出麗史】(뺷거제부읍지뺸 (1832) 古蹟)
10. 岐城【在府西三十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뺷거제부읍지뺸 (1871) 城池)
11. 岐城遺事【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 處此 出麗史】(뺷거제부읍지뺸 (1871) 古蹟)
12. 岐城【在府西三十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뺷거제읍지뺸 (1895) 城池)
13. 岐城遺事【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 處此 出麗史】(뺷거제읍지뺸 (1895) 古蹟)
14. 岐城【在府西三十里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뺷거제군읍지뺸 (1899) 城池)
15. 岐城遺事【高麗毅宗 爲鄭仲夫所廢 處此 出麗史】(뺷거제군읍지뺸 (1899) 古蹟)

위에서 보듯이, 지리서에서 성곽으로서 기성이 기억되기 시작한 것은 뺷신증동국
여지승람뺸 단계부터이다. 뺷경상도지리지뺸나 뺷세종실록지리지뺸, 뺷경상도속찬지리
지뺸 단계까지는 거제의 別號로서 岐城이 소개되었을 뿐 성곽으로서의 기성에 대한
기록은 없다.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이후 뺷여지도서뺸를 비롯한 전국 지리서나 영남
지리서에서는(1-7) 岐城에 대해 그 위치와 규모만 소개하거나 고려 왕족이 유배되어
처소로 삼은 곳이라는 사실4)을 추가하여 기록하고 있다. 성곽의 명칭도 ‘둔덕기성’
이라고 하여 소재지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1832년에 편찬되는 뺷읍지뺸 단계부터(8-15) 城池조에서는 岐城의 위치와
규모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대신에 古蹟조에서 ‘기성유사’라 하여 뺷고려사뺸 기록을
빌어 의종이 정중부에 의해 폐위된 후 유배되어 처소로 삼은 곳이라는 사실을 전하

4) 정부의 조치에 따라 고려 왕족이 거제에 머문 기간은 태조 1년 7월부터 2년 5월까지 10개월,
다시 거제로 유배된 태조 3년 1월부터 수장되는 4월까지 3개월로 모두 1년 남짓이다. 고려 왕
족이 거제에 유배되어 어느 곳에 자리잡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뺷승람뺸에서는 둔덕 岐城을
처소로 삼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고려 왕족이 거제로 유배될 당시, 거제의 治所와 吏民은
거창의 가조현으로 옮겨진지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성은 치소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
으며, 상시적인 행정력도 공백상태였다. 유배된 고려 왕족의 수도 많았을 터이기 때문에 기성
에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뺷승람뺸 등 전국지리서는 고려 왕족이
거제로 유배된 사실에 주목하여 그 처소를 기성과 연관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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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뺷승람뺸 등에서 기록한 ‘고려 왕족의 유배처’라는 사실은 자취를 감추고 대
신에 ‘의종의 폐위와 그 처소’라는 사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기억되고 있는 것이
다.
일제시대 이전에 간행된 거제의 뺷읍지뺸는 모두 4종이 전하고 있는데, 戶口, 先生
案 등 시기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차이가 있지만, 성지, 고적 등은 모두
1832년 간행의 뺷거제부읍지뺸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4개 뺷읍지뺸의 岐城관련
기록도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19세기 초에 간행되는 뺷읍지뺸단계에 와서 岐城에 대한 기억이 고려 왕족의 유배
처에서 고려 국왕 의종의 유배처로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에 따
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취사 선택의 차이일까, 아니면 뺷읍지뺸 찬자들의 역사의식 혹
은 거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영남 각 군현 지리서라고 볼 수 있는 뺷영
지요선뺸도 19세기 말에 찬술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의 차이 때문에 기억
이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뺷읍지뺸 찬자들의 인식방법의 차이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의종 폐위 후 거제 유배나, 고려 왕족의 거제 유배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의종은 무신난으로 폐위되어 거제로 유배되었다.
○ 王將幸普賢院, 至五門前, 召侍臣行酒. 酒酣, 顧左右曰, “壯哉! 此地, 可以練肄兵

法.” 命武臣爲五兵手搏戱. 至昏, 駕近普賢院, 李高與李義方先行矯旨, 集巡檢軍.
王纔入院門, 群臣將退, 高等殺林宗植․李復基․韓賴, 凡扈從文官, 及大小臣僚․
宦寺, 皆遇害. 又殺在京文臣五十餘人, 鄭仲夫等, 以王還宮.(뺷고려사뺸 권 19, 세가,
의종 24년 8월 정축)
○ 晡時, 王入康安殿, 仲夫等又索隨駕內侍十餘人, 宦官十人, 殺之. 王坐修文殿, 飮酒

自若, 使伶官奏樂, 夜半乃寢. 李高․蔡元欲弑王, 梁淑止之. 巡檢軍穿破窓壁, 竊內
帑珍寶. 仲夫逼王, 遷于軍器監, 太子于迎恩館.(뺷고려사뺸 권 19, 세가, 의종 24년 9
월 무인삭)
○ 放王于巨濟縣, 太子于珍島縣, 殺太孫. 王之愛姬無比, 逃匿靑郊驛, 仲夫等, 欲殺之,

太后固請乃免, 從王而行.…仲夫等, 欲撤所殺文臣家. 陳俊止之曰, 吾輩所嫉怨者，
李復基ㆍ韓賴等四五人, 今殺無辜, 亦已甚矣. 若盡撤其家, 其妻子將何寄生. 義方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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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聽, 遂縱兵毀之. 是後, 武人習以爲常, 若有讎怨者, 輒毀其家.(뺷고려사절요뺸 권
11, 의종 24년 9월 기묘)

정중부 등의 무신난은 의종 24년 8월 30일에 발생하였다. 무신들은 의종의 보현
원 행차를 기회로 삼아 거사하고, 왕을 시종하고 있던 문신과 환관, 개경에 남아 있
던 문신 50여명을 살해한 후, 왕을 환궁케 했다. 의종이 궁으로 돌아온 것은 다음날
인 9월 1일 새벽이었다. 무신들은 강안전에 입시하고 있던 내시와 환관 20여명을
살해한 후 국왕마저 시해코자 했다. 그러나 梁淑의 만류로 중지하고 정중부는 대신
에 왕을 군기감에, 태자를 영은관에 각각 유폐시켰다.
의종의 거제현 유배는 군기감에 유폐시킨지 하루만인 9월 2일에 결정되었다. 의
종과 태자는 거제현과 진도현으로 각각 방출하고 태손은 살해한 것이다. 의종의 유
배지로 거제현을 선택한 까닭은 확실치 않다. 거제는 이전에도 왕족의 유배지로 선
택했었던 전례가 적용된 것인지도 모른다. 거제는 일찍부터 일반 관료들의 유배지
였을 뿐만 아니라, 예종대에 문종의 왕자인 부여공(扶餘公) 왕수(王㸂)와 승통(僧統)
왕탱(王竀)이 이곳으로 유배된 바 있다. 뒷날 조선건국 후 고려 왕족이 대거 거제로
유배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곳은 고려 왕실 인물들의 유배와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왕이나 왕족을 유배보내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거제의 지
리적 환경이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바닷섬으로서 일정하게 육지와 격리되었는 데다가, 제주도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중앙으로부터 통제가 수월한 곳이었다. 유배자의 동향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배자들의 이곳에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거나 반기를 들지 못하도
록 하는 데도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종의 거제 유배에는 많지는 않았겠지만 일정하게 시종 인원이 배치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뺷고려사뺸에는 의종이 ‘單騎’로 방출되었다고 하여, 홀로 유뱃길에 나섰음
을 시사하고 있지만, 의종의 모후인 공예태후의 요청으로 의종의 궁첩인 無比가 종
행한 것을 보면, 의종을 시종하는 한편 감시하는 최소한의 인원이 배치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의종은 명종 3년 시해당하기 이전까지 3년 간 거제에 머물고 있었다. 의종이 이
기간 동안에 거제의 어느 곳에 거처하면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를 전해주는 기

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廢王城’ 131

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년간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당시 거제 지역사회
에서는 의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럿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종이 배
를 타고 건너왔다 하여 견내량을 전하도라 하고, 왕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 둔전을
설치했다 하여 둔덕이라는 지명이 생기고, 목마장으로서 마장 등이 전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호칭들도 의종의 거제 유배와 관련있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예컨대 ‘屯德’이라는 명칭이 의종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屯田 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고려시대에도 둔전을 설치하여
군수와 관청경비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종의 유배지 생활을 위해 둔전을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
려 당시 거제에는 왕실 직속지로서 莊處에 해당하는 ‘鍊汀莊’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
문에, 의종의 경제기반은 이곳을 통해 확보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둔덕’은 아무래
도 우리말의 ‘언덕’, ‘구릉’, ‘산등성’과 같은 말로, 이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
까 한다. 밀양에 있는 華嶽山을 屯德山으로도 부르듯이 둔덕이라는 지명과 산천명
이 여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둔덕의 의미가 ‘산’이라는 명칭과 같이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의종이 유배될 당시부터 기성을 폐왕성이라 불렀을 가능성은 없다. 이때까지 기
성은 거제의 치소성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왕성으로 부를 이유는 없었다.
다만 폐위된 의종이 기성에 거처한다는 소문은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당
시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기억
이 오래도록 전승되었을지 의문이다. 뒤에 검토되듯이 의종의 거제 유배후 1세기쯤
지나서 거제 지역사회는 군현 이동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거제현이 거창의 속현
가조현으로 이동되어 수령과 재지세력인 향리 그리고 주민이 거제 지역사회를 떠나
있었다. 그 기간이 또한 1세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종 유배처로서 둔덕기
성의 기억은 단절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둔덕기성
그리고 폐왕성의 기억은 전승된 것이 아니라, 뒷날 어느 시기에 지역 지식인들에 의
해 발견되고 탐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제의 폐왕성은 거제 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호칭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려시
대 국왕의 폐위와 유배는 몇차례 있었다. 獻宗은 숙종의 즉위로 폐위되어 興盛宮으
로 방출된 바 있으며5), 희종은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어 강화현으로 유배되었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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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도 명종 3년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강화에 유배당했으며, 충정왕도 공민왕이 즉
위하면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어 그곳 龍藏寺에 유폐된 바 있다.7) 우왕도 위
화도 회군 후 폐위되어 강화에 안치되었으며, 공양왕도 조선건국으로 페위되어 원
주로 추방되었다가 간성군으로 옮겼고, 삼척부에서 사망했다.
강화도는 역대 폐왕들의 유배지였고, 그 처소도 특정 성곽이나 사찰이었을 가능
성이 높다. 의종의 거제 유배와 폐왕성 지칭과 견준다면, 강화 지역에서 폐왕성, 폐
왕사라 불리는 사례가 많이 확인될법 하다. 그러나 강화 지역에 국왕의 폐위와 유
배사실은 전하고 있지만, ‘폐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성곽이나 지명 등은 찾아지지 않
는다. 용장사에 유폐되었다면 그곳을 폐왕사라 불렀을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
폐왕성의 기억이 1832년의 뺷거제부읍지뺸 단계에서 의종의 거제 유배와 기성을 처
소로 삼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는 뺷읍지뺸 편
찬자들의 역사의식과 지역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뺷고려사뺸에 수록된 역
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폐위와 유배, 그리고 弑害라는 의종의 비극적 삶
을 재조명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국왕의 유배지요, 처소였다는
지역적 자부심의 표현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비록 아직까지는 ‘폐왕성’이라고까
지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뒷날 그렇게 호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의종의 처소를 기성과 연관시킨 것은 고려 성곽으로는 이 성곽이 유일하다는 것
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뺷읍지뺸 편찬자들은 거제 지역 성곽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등성이나 고현성은 조선에 와서 축조된 것이라
는 점도 그 안목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岐城을 의종의 거제 유배 후 처소로 부각
시킨 것은 당시로서는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기성을 폐왕성으로 상징화하고 부각시킴으로써, 잃어버린 부분 또한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 읍성에 해당하는 고려 치소성으로서 기성의 위상은 지워
지고 말았다. ‘폐왕성’이라는 호칭은 그야말로 그 別號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正號化함으로써 낳은 결과이다. 이는 물론『읍지』편찬자들의 의도와도 다른
것으로서, 후대 연구자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5) 뺷고려사뺸 권 10, 세가, 헌종 1년 10월 기사.
6) 뺷고려사뺸 권 21, 세가, 희종 7년 12월 계묘.
7)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12, 경기도 강화도호부 고적 용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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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폐왕 의종이 이곳을 처소로 삼았다는 이유로, 고려 치소성
으로서 기성이라는 호칭을 접어두고 이를 폐왕성으로 부르는 것은 재고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곳에 의종이 유배된 후, 성곽 구조가 전면적으로 달라졌다든가, 기성이
치소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수령의 지방행정이 다른 곳에서 수행되고 있었다면,
폐왕성을 앞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종이 이곳을 처소로 삼은 후에도 성
곽 내에 일부 시설의 증축이나 변용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성곽구조 자체의 변화
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수령은 고려후기 군현 이동이 있기 전까지 계속
이곳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여 치소성으로서의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폐왕성으로 상징화할 때, 무신난과 의종의 비극적 삶이나 무신들의 무단적 행태
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 기성이 지니고 있던 치소성으로서 성곽의
모습 곧 城制와 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라통일기 이래 이 성곽이 겪어왔던
역사적 경험을 읽어내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곳을 ‘폐왕성’으
로 계속 부각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려 치소성으로서의 岐城’을 공식화할 것인가 선
택하는 것이 과제이다.

Ⅱ. 고려시대 거제 지역사회와 치소성
고려 무인집권기, 유교 지식인이며 고위관료를 역임한 李奎報는 그의 교우 李允
甫가 거제현령으로 부임하게 되자 안타까워 하면서 그에게 글을 보내 위로한 바 있
다.8) 이규보는 이 글에서, 거제현을 최남방의 水中 섬, 독한 안개에다 찌는듯이 무
덥고 태풍이 끊이지 않는 곳, 여름에는 벌보다도 큰 모기떼가 주민을 괴롭히는 곳,

8) 予固聞之, 其所謂縣之巨濟者, 炎方之極徼也, 家於水中, 環四面皆瀛海之浩溔也. 毒霧熏蒸, 颶風
不息, 暑月, 有蚊蝱之大於蜂者, 群集噆人, 誠可畏也. 凡官于此, 多是左遷者也. 今足下, 以英偉
之才, 處蓬山之署, 未嘗不汗靑修史, 眉目萬世爲己任. 課其績, 宜受甄昇之命, 迺反落此, 能不悲
哉? 然可賀者有二. 夫天欲成就之, 必先試艱險, 是陰陽之數也. 子無罪而謫, 此必大福將至之漸
也, 是可賀一也. 大抵得道之深者, 多在幽閑闃寂之地, 何則專其心一其入故也. 今子之所之, 地寂
而人稀, 官閑而務簡, 無一事敢干於心者, 常隱几於虛白之空, 嗒然喪耦, 遊於物之初, 則其道之入
也愈深矣. 道旣充中, 面澤外發, 自然還童, 必作神仙中人也. 不知返轅之日. 將莊老其身而來耶?
抑爲安期, 羨門子而至耶? 吾輩亦摳衣問道矣, 是可賀二也. 行矣毋多傷, 時或以吾言慰其情耳. 千
里遠別, 得無垂涕, 挽袖欲留, 其可得乎?(뺷東國李相國全集뺸 권 21, 序, 送李史館赴官巨濟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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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좌천당하거나 유배된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재주가 뛰
어나고 한림원에 있으면서 역사를 편찬하는 사관의 지위에 있던 이윤보 그대가 승
진은 커녕 어떻게 이곳 현령으로 부임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이다.
이규보는 이렇게 친구의 처지를 안타까워 하면서, 나름 그를 위로하느라고, 그렇지
만 축하할 일도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艱險한 곳으로 부임하게 되니 근무를
마치고 오면 天福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벽지 근무를 했으니 뒷날 考課에
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한적
한 곳, 더욱이 직무가 한가로운 곳인지라 자기 수양을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규보는 이렇게 수양하다보면 老子나 莊子가 되던가 신선이 되어 돌아올 것
이니, 차후 우리들이 그대에게 도를 묻게 될 것이라고 추켜 세웠다.
거제현령으로 부임하는 것이 축하할만 한 일이라고 이규보가 말한 내용도 당시
거제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이다. 거제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僻地요 奧地라
는 것, 인적이 드믈고 직무가 별로 없는 閑地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 지역에 대한 이규보의 이같은 인식은 서울을 활동무대로 하는 지식인들의
일반적 경향이었을 것이며, 이는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거제 지역에 대
한 인식도 마찬가지였다.9) 물론 이규보나 지식인들의 이같은 거제 인식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유배지로서의 海島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규보처럼 지식인의 거제 인식이 그야말로 생활공간으로서는 열악한 곳이었지
만, 거제 지역은 오랜 기간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라의 울타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온 곳이다. 거제현은 삼한시대에는 瀆盧國으로, 삼국시대에는 裳郡으
로, 그리고 경덕왕대 군현제 개편에서는 마침내 巨濟郡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이 때 거제군은 鵝洲縣․溟珍縣․南垂縣 셋을 영현으로 삼게 된다.10)
고려시대에도 거제군은 거제현으로 개칭되어 主邑으로서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
었다. 인근의 하동․고성․궐성․천령․거창․함안․의안․화왕․동래군 등이 屬
9) 조선 광해군에서부터 인조 연간에 활동했던 溪谷 張維는 광해군 7년 9월 거제도에 유배당한
洪茂績의 안부를 듣게 되는데, 그 사자가는 유배지 거제도의 사정을 장독 즉 풍토병과 가시덤
불 우거진 울창한 숲으로 인적이 드물고, 여름의 긴 장맛비로 독사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열악
한 자연 환경이라 묘사하였다. 그런가 하면 토지가 척박해 생활 형편이 어려워 내다 팔 물건
도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생활 공간이라고 했다. 뺷谿谷先生集뺸 권 5, 序, 寄洪勉叔序
10) 뺷삼국사기뺸 권 34, 잡지 3, 지리 1, 신라 강주 거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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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으로 강등되는 가운데서도 거제는 현종 9년 군현개편에서 주읍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여, 거제는 경상도 지역의 몇 안되는 주읍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 속읍으로
는 남수현이 송변현으로 개칭되어 경덕왕 이래 3개 현에다, 당분간이기는 하지만
고성도 추가적으로 그 속읍이 되었다.
여기서 거제의 군현명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岐城’에 대해 지적해두고자 한다.
거제의 군현명으로서 기성은 뺷승람뺸에서 거제현의 군현명을 소개하면서 裳郡과 岐
城을 들고, 이들 군현명이 觀風案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관풍안의 내용이 어
떠한지 확인할 길은 없다. 일찍부터 기성이라는 읍호가 있었으며, 조선시대 지식인
들도 거제라는 군현명 대신에 기성으로 지칭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공식의 군
현명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도 뺷거제시지뺸나 일부 연구에서는 거제의 연혁을 다루면서 그 전거를 밝히
지 않은채, 고려 성종 2년부터 현종 9년 이전까지 거제의 군현명은 거제가 아니라
岐城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12목이 설치된 성종 2년에는 기성현으
로 개칭하여 성을 쌓고 12목 가운데 하나인 진주목에 편입되었으며,…성종 14년이
래 개편된 절도사체제에서는 거제지역이 山南道에 속하여 진주절도사의 통제하에
속하였다’11)고 하거나, ‘고려 성종 2년(983)에 산남도에 속하는 岐城縣을 두었으며
현종 3년(1012)에 진주목에 속하는 현이 되어 지금의 고성, 통영군의 대부분을 편입
시켰다.’12)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고려시대 진주목 연혁에 맞춰 거제의 연혁을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太祖, 又改康州. 成宗二年, 初置十二牧, 州其一也. 十四年, 置十二州節度使, 號晉州

定海軍, 屬山南道. 顯宗三年, 廢爲安撫使. 九年, 定爲牧, 爲八牧之一. (뺷고려사뺸 지
리지 진주목)
○本海中島, 新羅文武王, 初置裳郡, 景德王, 改爲巨濟郡. 顯宗九年, 置縣令. 元宗十二

年, 因倭失土, 僑寓居昌縣之加祚縣. 忠烈王時, 倂于管城. 尋復舊. 有北加助音島. 屬
縣三.(뺷고려사뺸 지리지 거제현)
11) 뺷거제시지뺸 역사편, 356쪽.
12) 송철호, ｢거제의 역사와 문화｣, 뺷한국문화연구뺸, 1993,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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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목은 태조대에 강주로 개칭되었고, 성종 2년 12목 설치와 함께 강주목이 된
후, 성종 14년 10도제 시행으로 진주로 개칭되어 산남도로 편제되었다. 현종 3년에
절도사체제가 폐지되고 5도호 72안무사 체제로 개편되면서 진주안무사로 되었다가
같은 왕 9년 군현체제의 개편과 함께 8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진주목의 고려초 연혁이 상세한 반면, 거제현에 대해서는 신라 경덕왕 16년 상군
을 거제군으로 개칭한 후 고려 현종 9년 군현개편때 현령을 파견하여 거제현이 되
었다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성종 2년의 12목 설치, 성종 14년의 10도제 시행,
현종 3년의 5도호 72안무사 체제로의 개편과정에서 거제현이 어떠한 지위와 통속관
계를 가졌는지 이를 확인해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지리지 기록대로라면 거제는
경덕왕대 거제군으로 개칭된 이래 고려초까지도 그 군현명과 읍격을 유지하다가 현
종 9년의 전국적 군현개편에 따라 거제현으로 되고 고성까지 그 속현으로 삼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신라말에서 고려 현종 9년 이전까지 일정 기간 거제현을 기성현으로 지칭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그것은 이미 기성현이라 공식적으로 불리우는 군현이 존재
해 있었기 때문이다.
○ 岐城縣 本高句麗冬斯忽郡,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郡. 至高麗初, 降爲縣, 來屬. 有

菩提津.(뺷고려사뺸 지리지 교주도 기성현)

오늘날 북한의 강원도 창도군에 해당하는 기성현은 고구려 때 동사홀군이었는데,
경덕왕 16년의 군현개편때 기성군이었다가 고려초에 기성현으로 강등되어 교주의
속현이 되었다. 속현이기는 하지만 고려시대에도 기성현이라는 군현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호가 아닌 공식의 군현명으로 이미 기성현이 있는데, 이를 다른
지역의 군현명으로 중복하여 설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제현을 岐城이라 부른 것은 공식의 군현명이기 보다는 別號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 각 군현의 별호 설정은 성종 11년에 이루어지는 바, 거제
현의 별호로 기성도 이 때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시대 거제현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
전기까지 편찬된 각종 지리서와 뺷고려사뺸 관련 기록을 토대로 그 규모와 형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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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와 같이 정리했다.

규

사방 경계

玉浦 20리(25리)

서

見乃梁 37리(31리)

남

塔串 41리(35리)

북

永登浦 50리(45리)

거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사방경
계 *()는 뺷세종실록지리지뺸)

현 남쪽 15리(거제읍성 뺷승람뺸 기준)

鵝洲縣

현 동쪽 15리

松邊縣

현 남쪽 45리

河淸部曲

현 북쪽 20리

古丁部曲

현 소재지

竹吐部曲

현 동쪽 14리

末斤谷鄕

죽토부곡 동쪽

德海鄕

현 동쪽 30리

鍊汀莊

현 동쪽 15리

烏壤驛

현 서쪽 34리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역원

秦仲明

인종 12-15년

진중명 묘지명

李允修

명종 5년 부임. 병부상서에서 좌천

뺷고려사뺸

명종 11년. 우간의대부에서 좌천

뺷고려사절요뺸

李允甫

고종대. 사관으로 있다 좌천. 이규보의 교우

뺷동국이상국집뺸

崔愈恭

고종 10년. 최이 제거 모의하다 숙청당함.

뺷고려사뺸

陳龍甲

고종 13년. 사도에서 왜구 격파

뺷고려사뺸

宋詝

현령

성씨

토성

鄭, 潘, 朴, 尹, 曺, 孫. 아주현 : 田, 文, 葛, 曺, 송변현
: 朴, 孫

래성

羅

속성

辛, 李

촌성

朴, 白. 아주현 :曺

백성성

孫, 曺

부곡성

河淸部曲姓 : 河, 曺. 竹吐部曲姓 : 曺. 末斤谷鄕姓 : 朴.
鍊汀莊姓 : 曺, 申

호
구

전

溟珎縣
속현

향소부곡
등

동

모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고적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고적

뺷세종실록뺸 지리지 성씨

123호
남

423명

여

5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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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경상도지리지뺸

군인

주현군

성곽

屯德岐城
墾田
土貢

경제

토의경종
鹽盆

정용 : 50. 일품군 : 128명

뺷고려사뺸 병지

현 서쪽 37리. 석축, 둘레 1천 2척, 높이 9척, 성안에 못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고적
하나.
709결(수전이 조금 많음)
대구어·문어·생포(生鮑)·미역·우무[牛毛]·표고버
섯·세모(細毛)
뺷경상도지리지뺸ㆍ뺷세종실록
지리지뺸
벼·조·콩·메밀
貢鹽盆 : 12坐. 영등포만호 군수염분 : 2좌
옥포만호 군수염분 : 3좌

고려시대 거제 지역에는 주현인 거제현과 아주현․명진현․송변현 등 3개의 속
현, 하청․고정․죽토부곡, 말근곡․덕해향, 연정장, 오양역 등이 행정단위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고려시대 거제현은 속현 3, 부곡 3, 향 2, 장 1, 역 1개를 관할하는 주
읍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사방경계는 동서 57리, 남북 91리로(현재 동
서 약 22㎞, 남북 약 37㎞), 지금 거제도의 지형처럼 동서보다 남북이 긴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마치 갈매기가 날개짓하며 서북쪽으로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이같은 사방경계 내에서 본현과, 속현, 부곡제 지역 등 각 행정단위들의 위치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위 표에서 각 행정단위의 위치는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단계의
거제의 치소였던 거제읍성(이른바 고현성 ; 지금의 거제시청 소재)을 중심으로 설정
된 것이다. 거제읍성 지역은 고려시대 고정부곡이 자리잡은 곳이다.
속현 가운데 명진현은 이곳으로부터 남쪽 15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지금의
거제면 지역으로 조선 현종 5년(1644)에 거제현의 치소를 이곳으로 옮겼다. 명진현
은 삼국시대 매진이현이었던 것을 경덕왕대 군현개편에 따라 이렇게 개칭되어 거제
군의 영현이 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는 거제현의 속현이 된 것이다. 아주현은 동
쪽 15리 지점부터 자리잡고 있었으며, 지금의 아주동 일대가 그 중심지이다. 아주현
은 본래 거로현으로 경덕왕 16년 아주현으로 개칭되었으며, 학생녹읍이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송변현은 조선전기 거제읍성으로부터 남쪽으로 45리 지점에 위치하
였다. 지금의 남부면 일대가 여기에 해당하며, 경덕왕대 개편에서 남수현이었던 것
을 고려에 들어와 다시 송변현으로 고치고 거제현의 속현으로 삼았다.
부곡제 지역 가운데 하청부곡은 현 북쪽 20리에 위치하였다. 지금의 하청면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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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청포가 있었다. 고정부곡은 조선 문종대 읍성이 축조되어 邑治가 된 곳이다.
죽토부곡은 현으로부터 동쪽 14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하였으므로 고정부곡과 속현
아주현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1789년 간행의 뺷호구총수뺸 거제 연초면 소속
리에 竹土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연초면 일대가 이곳에 해당한다. 말근곡향
은 죽토부곡 동쪽이라 한 것으로 보아 연초면 일대로 추정된다. 덕해향은 동쪽 30
리로 표시하고 있어 동쪽 해안가에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정장은 현 동쪽
15리에 위치한다 했으므로 죽토부곡과 인접해 있었다고 하겠다. 오양역은 현 서쪽
34리에 있다고 했다. 뺷호구총수뺸 거제 사등면 소속리 가운데 오량리가 있는데, 이곳
이 오양역에 해당하며, 오량성이 있는 지금의 사등면 오량리 일대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시대 거제현의 속현 셋은 현재 거제시청을 중심으로 그 남북에 자리잡았으
며, 부곡제 지역은 주로 그 동부와 북부에 위치해 있다.
거제현의 속현과 부곡제 지역의 위치를 고려할 때, 주읍인 거제현은 그 서쪽인
오늘날 둔덕면과 사등면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거제
현의 소속 역이었던 오양역이 사등면 오량리에 소재했다는 점도 고려시대 주읍 거
제현의 영역이 이곳이었음을 말해준다. 진주, 고성 등 육지와 가까운 거제도의 서부
지역에 주읍인 거제현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그 동부와 북부 남부에 분포한 속현과
부곡제 지역을 관할 통제하고 있었다.
거제현은 주읍이었으므로 이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현령이 파견되었다.
거제현령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진중명․이윤수․송저․이윤보․최유
공․진용갑 등 6명 정도 찾을 수 있다. 지리서 등에서는 고려시대 거제현령으로 송
저와 진용갑 2명만 소개하고 있다. 현종 9년 거제현이 되면서 현령이 파견되기 시
작했을 터이지만, 인종대 이전까지 거의 1세기 동안 거제현령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종 13년 이후 고려말까지 150여년 간의 거제현령의 존재도 확인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제현령으로 확인되는 인물들은 12세기초에서부터 13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진중명은 충주 출신으로, 淸塞鎭判官․樹德鎭將 등 지방관으로 있다가 서울에 올
라와 大安寺 御容殿直과 宮闕都監錄事를 역임하면서 공을 세웠으나, 相府의 견제로
중앙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거제현령으로 임명되었다.13) 이윤수는 명종 5년에 거제
현령으로 임명되는데, 병부상서의 지위에 있다가 농민항쟁에 연루되었다고 무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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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都校丞 金允升 등 7명은 海島로 유배되고, 이윤수는 거제현령으로 좌천된 것
이다.14) 송저는 명종 11년 윤3월에 거제현령으로 부임했다.15) 그는 부임하기 전 우
간의대부였는데, 義州分道官을 문신으로 임명하자고 건의하다가 무신들의 불만을
사서 거제현령으로 좌천당했다.16)
이윤보가 거제현령으로 부임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종초일 가능성이 높
다. 그는 陳澕․孫得之․李百順․李奎報․李仁老․崔滋 등과 교유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었으며, 史館과 翰林院
소속의 문한관으로 활동하였다.17)
최유공은 고종 10년 1월에 거제현령으로 부임했다. 그는 추밀원부사 吳壽祺, 장
군 金季鳳, 낭장 高守謙 등과 함께 문신을 다 죽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고 모의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거제현령으로 좌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오수기는 白翎鎭
將軍으로 좌천되었다 살해되었고, 김계봉은 溟州副使로 좌천되었으며, 고수겸은 섬
으로 유배되었다.18) 이듬해 최유공은 김계봉 및 대장군 李克仁과 함께 무인집정 崔
怡를 죽이기로 모의했다가 발각되어 살해되며, 그 黨與 50여 명도 섬으로 유배되었
다.19)
진용갑은 고종 13년 1월 거제현령으로 재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이
때 경상도 연해 州郡에 침입한 왜구를 水軍을 동원해 沙島에서 싸워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20) 그는 고종 16년 5월 전 거제현령의 신분으로 長平鎭將에 임명되는 것으
로 보아, 이전까지 거제현령으로 재임한 것 같다.
이렇듯 고려시대 거제현은 주읍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령인 현
령이 파견되어 본현의 행정은 물론 그 속현과 부곡제 지역을 통할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 고려시대 거제현령이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던 거제 지역사회의
중심지, 즉 치소는 어느 곳에 자리잡았을까? 고려시대 치소는 군현의 중심지로서
13)
14)
15)
16)
17)
18)
19)
20)

｢진중명묘지명｣
뺷고려사뺸 권 19, 세가, 명종 5년(1175) 11월 임자.
뺷고려사절요뺸 권 12, 명종 11년 윤3월.
뺷고려사｣ 권 101, 열전 14, 송저(宋詝)전.
뺷東國李相國全集뺸 권 21, 序, 送李史館赴官巨濟序.
뺷고려사절요뺸 권 15, 고종 10년 1월.
뺷고려사뺸 권 129, 열전 42, 반역, 최충헌전 부 최이(崔怡)전.
뺷고려사뺸 권 22, 세가, 고종 13년(1226) 1월 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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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를 비롯한 지방행정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 들어서고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며, 교통의 중심지이다. 뿐만 아니라 재지세력인 향리들로 구성된 邑司조직이 자
리잡고 있는 곳이다. 치소에는 조선시대 읍성과 같이 치소성이 축조되어 이곳을 중
심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향촌사회를 통제하고 있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주읍인 거제현의 영역은 오늘날 둔덕면과 사등면 일대에 해당
한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 치소가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그 입지조
건을 고려할 때, 둔덕면 거림리 일대이다. 거림리유적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 지역
에서 관아시설로 보이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출토 유물의 특징에서 그 축조시기
와 사용 시기가 주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한다. 특히 ‘裳四里’銘 瓦片
이 발굴됨으로써 이곳은 문무왕대 裳郡이 설치된 이래 그 치소가 되었던 것으로 추
정하였다.21) 관아 시설로 보이는 건물지는 이것이 수령의 처소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공공 시설물이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거제현의 토성으로는 鄭․潘․朴․尹․曺․孫氏 등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고
려후기에 관료를 배출한 거제 반씨의 분포지가 거림리 일대였다는 점도 치소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 있다. 읍사조직은 재지세력인 土姓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읍사가 있는 곳에 치소가 자리잡았다는 점과 연관시켜 보면 거림리 지역이 치소였
음을 알 수 있다.
거림리 지역이 고려시대 거제현의 치소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牛頭峰 또는 牛頭山의 존재이다. 이 우두산은 거제현의 鎭山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제현이 거창의 속현 가조현으로 이동되었을 때, 그곳의 산
명 또한 우두산이었다. 이색이 쓴 ｢巨濟縣牛頭山見菴禪寺重修記｣의 우두산은 가조
현의 그것으로, 거제현이 치소를 가조현으로 이동했을 때에도 우두산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이곳이 치소에 위치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시대 군현의 치소에는 치소성이 설치되어 이곳에 외관청과 읍사 시설이 들어
서 있었다. 치소성은 양계나 남도지역을 통털어 대체로 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
다.22) 고려시대 밀양의 치소성이었던 推火山城이 추화산 정상부에 자리잡았던 것도
21) 동아대학교박물관, 뺷거제 거림리유적뺸, 1997, 82～83쪽.
22) 박종기, ｢경기 북부지역 중세 군현치소와 특수촌락 변화연구｣, 뺷북악사론뺸 8, 2001.
최종석,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뺷역사교육뺸 9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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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이다.23) 이들 치소성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성곽을 그대로 사용하거
나, 나말여초 호족의 근거지였던 토성 혹은 석성이 치소성으로 활용되었다.
거제현의 치소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폐왕성’으로 알려져 있는 屯德岐城이다.
둔덕기성은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거제현 고적조에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
었다.
○ 屯德岐城, 在縣西三十七里. 石築, 周一千二尺, 高九尺, 內有一池. 世傳, 本朝初, 高

麗宗姓來配之處.(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둔덕기성은 조선전기 거제읍성이었던 이른바 고현성으로부터 서쪽 37리 지점에
위치했으며, 석성으로 둘레 1,002척․높이 9척의 규모에 못 1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성곽이 뺷승람뺸 고적조에 실려 있다는 점이나, 조선건국초 고려왕족의 유배처였
다고 한 점은 이 성곽이 고려시대에 기능했던 성곽이었음을 시사한다. ‘기성’이라는
호칭 자체도 이것이 고려시대 거제현의 별호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에 존속했던 성
곽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성터의 시굴조사에 따르면, 체성과 동문지의 구조 및 출토유물을 볼 때 이 성
은 7~8세기를 전후하여 초축되었으며, 그 이후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성터에서 거림리 유적에서 발견
되었던 ‘裳四里’銘 瓦片이 발견된 점도24) 이 성곽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둔덕기성은 신라통일기 이래 신설되어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치소성
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고려후기 거제현의 이동
남해 연안 도서지역인 거제 지역사회는 고려전기까지만 하여도 그 국방선이 양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외부적 충격이 비교적 적은 곳이었다. 다만 나말여초 사회
23) 동아대학교박물관, 뺷밀양 추화산성 시굴조사보고서뺸, 2002.
김광철,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치소 이동｣, 뺷석당논총뺸 41, 2008.
2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뺷거제 폐왕성지 시굴조사 및 동문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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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기에 지방세력이 등장하고 교역을 매개로 한 海賊활동이 빈번한 가운데 거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고, 그 여파는 고려 중기에도 나타났다. 다음에 보
이는 바와 같이 거제 지역사회에 海賊이 발생하여 지역민의 이동을 가져오고 있었
다.
○ 南界, 海賊多起, 以御史中丞鄭應文, 爲宣撫使, 往諭之.(뺷고려사뺸 권 15, 세가, 인종

6년 4월 정사)
○ 公諱冲, 字天隱, 姓王氏, 開州人. 七世祖萬歲寧海公, 我太祖堂弟也.…中年, 遷晋

陽通判, 會海賊八百餘人, 保于巨濟郡界, 暴戾恣睢, 殺越人于貨, 一方騒然. 按察使
李仲ㆍ宣撫使鄭應文等, 往諭之, 而彼昏卒狂鋒蝟斧螗, 以拒王命. 公不忍見義無勇,
單騎走入賊塲. 臥賊帳中數日, 諭以禍福, 艱頑聚聽, 靡然草偃, 遂分北于裔地. 自此,
合境蘇息.(뺷고려묘지명집성뺸 ｢왕충묘지명｣)
○ 東南海安撫使鄭應文奏, “溟珍·松邊·鵝洲三縣海賊, 佐成等八百二十人, 投附, 已

於陜州三岐縣, 置歸厚·就安二場, 晉州宜寧縣, 置和順場, 以處之.” 群臣陳賀.(뺷고
려사뺸 권 15, 인종 6년 10월 임자)

인종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해적은 동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었다.25) 이들 해
적은 東蕃 곧 여진 해적으로 오늘날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인 동계의 연해 주군에
침입했고, 문종대에는 경주 관할 하의 파잠부곡(波潛部曲)까지 노략질 하였다. 숙종
대를 고비로 동해 해적은 일단 주춤했는데, 인종대에 접어들어 남해 연안에 해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타격의 대상이 거제도 지역이었다.
거제도 지역의 해적은 인종 6년(1128) 4월에 발생하여 같은 해 10월에 가서야 진
압되었다. 해적이 발생하자 안찰사 이중과 선무사 정응문이 이들을 설득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주통판으로 부임해 있던 왕충이 해적의 근거지로 직접 가서
담판한 것으로 보인다. 왕충은 禍福論으로 그들을 설득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강온 전략을 구사했을 터이지만, 뒷날 이들의 거류지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보아 해적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을 것으

25) 이창섭, ｢11세기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뺷한국사학보뺸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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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측된다.
정응문의 보고에 따르면, 해적 좌성 등 820명은 투항하는 형식으로 합주의 속현
인 삼기현에 귀후장과 취안장을 설치하고 진주 속현인 의령현에 화순장을 설치하여
이곳을 거류지로 삼도록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군신이 모두
이를 축하했다는 것으로 보아 정부로서도 만족할만한 타협안이었다.
이 때 거제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은 거제현의 속현인 명진․송변․아주현을 근거
지로 삼고 있었다. 이들 해적이 거제 지역과는 관계없는 타 지역의 해적인지, 이들
거제 속현민으로 구성된 해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타 지역이나 외국의 해적
이라면 본현인 거제현도 그 침탈의 대상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세 속현만을 들고 있고, 선무사 정응문을 비롯하여 왕충이 이들을 무력을 동원하여
격퇴하는 방식보다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집단적 거류지
를 확보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적으로 표현된 이들은 지역 주민일 가능성
이 높다. 더욱이 이 사건 이후 고종대 왜구침입 이전까지 남해 지역에서 해적 발생
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는 점도 타 지역이나 외국 해적세력의 침탈로 보기 어려
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저항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인집권기 삼남 지방에서 봉기한 농민항쟁
세력에 대해, 정부는 이들을 ‘南賊’으로 규정했듯이 연해 지역에서 발생한 봉기 세력
이라는 의미로 ‘海賊’이라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거제현의 속현인 명진현, 송변현, 아주현의 항쟁은 정부의 진압책에 따라 발생한
지 6개월만에 마무리 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삼기현과 의령현에 분산 수용하는 방
식으로 이 항쟁에 대응 처리했다. 기록상으로는 투항민에 대한 恩典이었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강제 사민과 같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 처리방식이었다. 어쨌
든 해적 형태의 항쟁 발생과 그 주민의 이동은 거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거제도에 자리잡고 있던 거제현은 고려후기 어느 시기에 폐현이 되어 다른 지역
으로 이동되었다. 거제 지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창군의 속현인 가조현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군현의 이동은 치소와 吏民의 이동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지역
사회의 충격적 사건이다. 거제도에 다시 거제현이 설치되는 것은 조선초인 세종 4
년의 일로, 거제현이 이동과 복구, 그리고 복구 후 몇차례에 걸친 치소 이동은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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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조선전기에 편찬된『동국여지승람』단계까
지의 지리서에서 거제현과 그 속현의 이동을 전해주는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면 다
음과 같다.
1. 巨濟縣 本海中島…元宗十二年, 因倭失土, 僑寓居昌縣之加祚縣. 忠烈王時, 倂于管
城. 尋復舊.(뺷고려사뺸 지리지, 거제현)
2. 加祚縣 本新羅加召縣【因方言相近, 變召爲祚】, 景德王, 改名咸陰, 爲居昌郡領縣,
高麗初, 復古名. 顯宗九年, 來屬. 後還屬居昌. 元宗十二年, 移屬巨濟.(뺷고려사뺸 지
리지, 합천군 속현)
3. 古之裳郡, 新羅文武王初置, 海中島也, 景德王時, 改名巨濟郡. 高麗時, 巨濟縣令.
元宗代至元辛未, 因倭寇, 人物徙陸, 寓居居昌兼加祚縣地. 本朝太宗代, 歲在甲午,
合屬居昌, 幷號稱濟昌縣令, 乙未, 還爲巨濟縣令. 歲在壬寅, 人物復還舊島, 遣知縣
事.(뺷경상도지리지뺸 거제현)
4. 屬縣一, 加祚縣, 三國時, 稱號未詳. 在高麗顯宗時, 合屬居昌. 元宗時至元辛未, 合
屬巨濟. 本朝永樂壬寅, 還屬居昌(뺷경상도지리지뺸 거창현)
5. 巨濟縣 本海中島,…元宗十二年辛未【元至元八年】, 因倭失土, 僑寓居昌之加祚縣.
本朝太宗甲午, 合于居昌, 號濟昌縣, 乙未, 復析爲居昌縣. 今上四年壬寅, 復還舊島,
以四品以上, 充知縣事(뺷세종실록지리지뺸 경상도 거제현)
6. 溟珍縣, 本買珍伊縣, 海中島也. 景德王改名溟珍, 爲巨濟郡領縣, 高麗因之, 後置監
務. 元宗辛未, 避倭出陸, 僑寓晋州任內(뺷세종실록지리지뺸 경상도 진주목 진성현)
7. 屬縣一, 加祚, 本加召縣, 新羅改名减陰, 爲居昌郡領縣, 高麗復古名. 顯宗戊午, 屬陜
州任內, 後移屬居昌【召之變而爲祚, 以方言相近也.】. 元宗辛未, 移屬巨濟, 本朝今
上四年壬寅, 還屬居昌.(뺷세종실록지리지뺸 경상도 거창현)
8. 元宗十二年, 因倭失土, 僑寓居昌縣之加祚縣. 忠烈王時, 倂于管城, 尋罷. 本朝太宗
十四年, 倂于居昌, 號濟昌縣, 又尋罷. 世宗四年, 復還舊島, 爲知縣事, 後改縣令.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건치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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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溟珍廢縣【本新羅買珍伊縣, 景德王改今名, 來屬. 高麗因之, 後置監務. 元宗朝, 避
倭出陸, 僑寓晉州永善縣. 本朝恭靖王朝, 合于江城縣, 稱珍城. 世宗朝, 還本島後來
屬, 去縣南十五里.】(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10. 加祚縣【在縣東十五里, 本新羅加召縣, 因方言相近, 變召爲祚. 景德王, 改咸陰, 來
屬. 高麗初, 復舊名. 顯宗, 屬陝川, 後復來屬. 元宗時, 巨濟縣, 避三別抄之亂, 僑治
于此, 仍稱巨濟. 至我世宗朝, 巨濟還于本島, 縣亦還屬于居昌.】(뺷신증동국여지승
람뺸 권 31, 경상도 거창군 속현)
11. 鵝洲村【巨濟寓加祚時, 以本島內屬縣及驛院等, 倂僑置于加祚之境, 鵝洲縣在郡東
十里, 松邊縣在茂村驛南五里, 烏壤驛亦在加祚之西, 居民, 至今仍稱云】(뺷신증동
국여지승람뺸 권 31, 경상도 거창군 고적)
12. 溟珍部曲【在永善東十五里, 高麗末, 巨濟溟珍浦人, 僑居于此. 入本朝, 還本土, 因
名之.】(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0, 경상도 진주목 고적)
13. 前朝之季, 紀綱陵夷, 島夷侵凌, 巨濟之民, 棄其舊土, 僑寓居昌之境者有年矣.(뺷신
증동국여지승람뺸 거제현 성지 소재 이보흠기)

우선 거제현이 이동되는 시기와 그 요인, 그리고 거창군 속현의 가조현을 선택하
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거제현이 거창군 속현 가조현으로 이동되는 시기
에 대해서는 원종 12년, 원종대, 고려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뺷고려사뺸 지리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리서들은 거제현의 연혁을 소개하면서 원종 12년 신미년설을 채
택하였고,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거제 고적조의 명진폐현, 그리고 거창군 속현 가조
현의 서술(9, 10)에서는 모두 ‘元宗朝’, ‘元宗時’라 하여 연기없이 원종대라고만 전하
고 있다. 한편,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과 진주목 고적조의 명진부곡 서술(12)과 이보흠
의 거제읍성 기문(13)에서는 각각 ‘高麗末’, ‘前朝之季’라 하여 고려말에 이동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의 지리서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은 세종 7년(1425)에 간행되는 뺷경상도지리
지뺸(이하 뺷경지뺸)이다. 원종 12년설은 이 기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뺷고려사뺸 지리지의 내용도 이를 토대로 서술된 것이며, 뺷세종실록지리지뺸(이하 뺷세
지뺸,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이하 뺷승람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뺷여지도서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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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뺷도서뺸)의 경우에는 뺷승람뺸을 계승하여 이후의 사실들만 보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뺷경상도지리지뺸가 편찬된 시기는 세종 7년(1425)이기 때문에, 거제현이 이동되었
다가 복구되는 시기까지 그 과정을 담을 수 있었다. 뺷경지뺸에서는 가조현으로 이동
하는 시기를 ‘元宗代至元辛未’라 하여 원종 12년(1271)으로, 이동 후 거창군과 합쳐
져서 제창현이 된 시기를 ‘本朝太宗代, 歲在甲午’라 하여 태종 14년(1414)으로, 다시
분리된 시기를 ‘乙未, 還爲巨濟縣令’이라 하여 태종 15년(1415)으로, 마침내 거제도
로 거제현이 복구하는 시기를 ‘歲在壬寅, 人物復還舊島, 遣知縣事’라 하여 세종 4년
(1422)으로 기억하고 있다.
거제의 이동시기와 관련한 표현에서 왕대와 당시 원나라 연호인 지원, 그리고 간
지를 함께 쓰고 있어 이 년대에 착오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至元 연호는
원 세조대와 순제대 두 시기에 사용되었지만, 순제 지원 시기는 신미년이 없으므로,
이는 세조 지원이 틀림없고 고려 원종 12년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종 12년에 거제의 이동이 있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은26) 그 출륙 이동의 요인으로 들고 있는 왜구의 침입이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다
는 점 때문이다. 즉, 왜구의 거제 침입은 원종대 이전 고종초에 보이다가 이후 본격
적으로 충정왕대부터 시작하여 공민왕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왜구 침입시기를
고려하여 원종 12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신미년은 辛丑年(공민왕
10년)의 誤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신미년은 원종 12년에서 한
주갑 뒤인 공양왕 3년에 해당하는데, 지리서에서 신미년이라 한 것은 공양왕 3년 신
미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에 이동해온 거제현과 가조현이 통합이 있었기 때문
에 신미년이 거론된 것이라 한다.27) 인근 남해현이 왜구 침입 때문에 진주의 임내
인 대야천부곡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공민왕 7년이었다는 점28)도 감안한 이해방식
이다. 그래서 뺷승람뺸 진주목 고적조의 명진부곡 서술에서 ‘高麗末’이라 한 것과 이
보흠의 ‘거제읍성기’에서 ‘前朝之季’로 표현한 것을 존중하여 고려말에 거제현의 이

26) 박종기, ｢뺷고려사뺸 지리지 역주(6)-진주ㆍ합주편｣, 뺷고려시대연구뺸, 2006.
윤경진, ｢고려말 조선초 교군의 설치와 운영｣, 뺷한국문화뺸 40, 2007.
27) 윤경진, 위의 논문, 184~185쪽.
28) 뺷세종실록지리지뺸 경상도 곤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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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있었다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거제현이 거창군 속현 가조현으로 이동되어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는지 이
를 확인해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색이 쓴 ‘巨濟縣牛頭山見菴禪寺重修記’
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 重修巨濟牛頭山見菴, 以宏幽谷所錄功役始末, 走神勒珠上人求予記. 案其狀, 新羅

哀莊王時, 有僧曰順應, 曰理定, 入中國, 聞寶志公有遺敎曰, “我後三百年, 當有東國
二僧至, 吾道東矣.” 於是, 謁志公眞身, 得其法, 以木爲騾, 仍載華嚴經以歸, 此牛頭
山見菴之所由作也. 山中又有元曉ㆍ義相ㆍ慈明三大士遺跡存焉. 今道正菴, 慈明菴
是已. 見菴旣廢, 未有復其舊者, 至正庚子, 釋小山有風水學, 受其地勝, 謨於順公.
順公與大施主判事金臣佐及其門人曰某曰某, 卽鳩材庇工, 五閱歲而落成於甲辰某
月, 蔚然爲一叢林矣. 於寺之艮隅, 建懶翁影堂, 以致追慕之誠. 於是, 山門之事畢矣.
順師欣然坐對三十八峯, 矜語坐客曰, “天作地藏, 以遺其人如此耶.” 曰此峯, 其名曰
某也, 曰彼峯, 其名曰某也, 歷數三十八, 日惟不足, 順師之愛山也, 可謂成癖矣. 珠
上人言之如此, 故倂著之, 己未六月.(『牧隱文藁』권 5, 記, 巨濟縣牛頭山見菴禪寺
重修之記)

현암사는 가조현에 있는 우두산에 자리잡고 있던 사찰이다. 조선초에는 이 사찰
이 고려 왕족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수륙재를 거행하는 사찰로 지정된 바 있다. 현
암사가 자리잡았던 우두산의 지명은 둔덕 기성의 배후 산의 명칭도 그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조현으로 이동되면서 그 명칭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현암
사는 이전부터 가조현에 자리잡고 있었던 사찰인데, 이 절이 황폐화 되자, 지공의
제자인 승려 달순이 지정 경자년 즉 공민왕 9년(1360)에 중수를 시작하여 5년 만인
갑진년 즉 공민왕 13년에 완공하고 있다.
현암사의 중수를 마친 후 神勒寺의 珠上人이 중수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가져와
이색에게 기문을 부탁함으로써, 이색이 기미년 즉 우왕 5년(1379) 6월에 이 기문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기문의 제명에서 보이듯이 현암사가 가조현에 있었음에도 ‘거
제현우두산현암선사’라 하여 거제현 소재로 표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기문을 작
성한 우왕 5년 당시 가조현은 거제현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암사의 중수
가 공민왕 9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제현은 적어도 이 시기 이전에 가
조현으로 이동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민왕 10년 경에 이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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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견해는 재고를 요한다.
거제현의 이동이 공민왕대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또다른 방증 자료는
후대의 기억이기는 하지만 김종직의 ‘관해루기’에서 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이다.
○ 其南則巨濟也, 自新羅時, 爲重鎭. 逮至麗季, 累經兵燹, 人煙一空, 魑魅所宅, 卷土

而僑寓內地者, 幾百餘年. 當此之時, 又焉有斯樓哉? 雖有之, 顧登而樂之者誰歟? 厥
今聖明, 重煕累洽, 農桑樂業, 海徼尤盛. 合浦轅門, 貔虎如林, 投石拔距, 人思一戰.
巨濟舊壤, 流亡復還, 戶口倍增, 更成樂土. 戍海諸營, 星羅棋布, 黃龍五牙, 檣帆匝
海, 其西之彰善, 其北之海平, 牧馬成群, 雲錦籠山.(뺷佔畢齋文集뺸 권 2, 說, 觀海樓
記)

김종직은 이 기문에서 고려말에 거제가 여러차례 병화 곧 전란을 당하게 되자,
육지로 이동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고려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제현
이 가조현에 僑寓한 기간을 ‘幾百餘年’이라 하여 거의 1백여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김종직의 기억이 정확한지도 의문이지만, 백여년이라는 것이 1백년 남짓인지, 아니
면 백수십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백년 남짓으로 보고, 거제
도로 복귀하는 세종4년(1422)에서 역산할 경우, 고려 충숙왕 9년(1322) 이전에 이동
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김종직의 기억이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
라 하더라도, 공민왕대 이후에야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민왕대 이후라면 僑
寓한 기간이 6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제현의 이동이 고려말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사실은 지리서 기록
속에 숨겨져 있다. 충렬왕대에 거제현이 오늘날 충청북도 옥천에 해당하는 管城에
합병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충렬왕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충렬왕 27년이다.
이 해에 전국에 걸쳐 군현 병합조치가 있었는데, 거제현과 관성군의 병합뿐 아니라,
고성현이 남해현에, 연산군이 가림현에, 고부군이 영관군에, 금양현이 통주에, 강화
현이 인주에, 의성현이 대구에 병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때의 군현 병합은 지리
적 위치를 고려한 인근 군현간의 병합이었다. 그것은 고성을 남해현에 병합한 사례
에서도 드러난다. 만일 거제현이 아직 거제도에 자리잡고 있었다면, 지역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관성군과 병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병합이 필요했다면 인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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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남해나 고성에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관성에 병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거제현이 가조현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조현
과 관성은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병합의 대상으로
삼을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거제현은 충렬왕 27년 이전 어느 시기에 이미 가조현으로 이동되었
고, 이 지역은 거제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제현
은 충렬왕 27년 이전 어느 시기에 가조현으로 이동되었을까? 원종 12년 신미년이라
고 확정하기에는 이와 충돌할 수 있는 사실들도 확인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도 없다. 즉 원종 13년 11월에 삼별초가 거제에 침입하여 전함 3척을 불사르고 현령
을 잡아갔다는 기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 현령을 잡아갔다고 한 것은 거제현
의 치소가 이 때까지 거제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원종 13
년 당시까지도 거제현은 거제도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원종 13년까지 거제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충렬왕 27년 이전 어느 시기
에 이동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뺷경상도지리지뺸 등에서는 왜 원종 12년에 이동
된 것처럼 기록한 것일까? 이는 거제현의 이동 배경을 찾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기
로 한다.
각종 지리서에서는 거제현이 거창군 속현 가조현으로 이동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왜구의 침입’을 들고 있다. 이는 물론 지리서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조선초의 기억도 그러하다.
○ 以慶尙道溟珍縣, 倂于江城郡, 號曰珍城. 溟珍, 古在巨濟之地, 因倭失所, 出居晋州

南鄙, 地狹民小, 監司請倂之.(뺷태조실록뺸 권 15, 태조 7년(1398) 12월 20일 임술)
○ 戶曹據巨濟縣人民等狀告條件啓. 一, 巨濟縣及任內溟珍縣, 前朝之時, 因倭寇失土

出陸, 巨濟縣人物, 寓於居昌, 溟珍縣人物, 寓於江城, 倂號珍城. 歲在壬寅, 復置巨
濟縣, 還其寓居居昌人吏十五名ㆍ官奴婢三十餘名, 溟珍人物, 尙屬江城而不復. 由
是, 巨濟縣人物數少, 不堪其役, 請還溟珍人物于本縣.(뺷세종실록뺸 권 35, 세종 9년
(1427) 1월 13일 임인)

즉, 거제현의 속현이었던 명진현은 진주에 僑寓하였는데, 그 이유도 왜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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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잃어 그런 것이라 하였으며, 세종 9년 호조의 계문에서도 거제현민들의 보고
를 토대로 거제현과 그 속현 명진현이 왜구 때문에 각각 거창과 강성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리서와 이들 기억을 종합하면 거제현의 이동은 왜
구 침입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원종 12년은 물론이고 충정왕 2년
(1350) 이전까지 왜구의 거제 침입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왜구 때문에 이동
된 것이라면 그 시기는 공민왕대 이후라야 합당할 것이다.
경상도 지역 왜구침입 횟수
고종-충목왕

충정왕-공민왕

밀양

2

우왕-공양왕

계

7

9

2

2

8

9

4

4

4

5

1

1

1

5

9

2

5

7

동평

1

1

기장

3

3

경주

4

4

5

8

3

3

1

1

2

1

3

고성

1

3

4

죽림

1

청도
울주

1

언양
양주

1

영산
김해

3

동래

회원(합포)

3

구산

1

의창
진해
웅천

거제

2

1

1

1

2

1

4

남해

2

1

3

사천

3

2

5

하동

1

1

2

진주

5

5

함안

2

2

영선

2

2

반성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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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1

1

산음

1

1

거창

1

1

함양

5

5

단계

1

1

야로

1

1

가수

1

1

86

113

계

6

21

경상도 지역의 왜구침입은 고려말까지 모두 113회 정도 확인된다. 이 가운데 밀
양, 울주, 김해, 동래, 합포 등이 여러차례 침입을 받았다. 지금의 부산과 동부경남
쪽이 더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에 비해 거제는 4회 침입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倭寇慶尙道沿海州郡, 巨濟縣令陳龍甲, 以舟師, 戰于沙島, 斬二級, 賊夜遁.(뺷고려

사뺸 고종 13년 정월 계미)
○ 倭寇固城․竹林․巨濟, 合浦千戶崔禪, 都領梁琯等, 戰破之, 斬獲三百餘級, 倭寇之

侵, 始此.(뺷고려사뺸 충정왕 2년 2월)
○ 倭寇固城․蔚州․巨濟.(뺷고려사뺸 공민왕 10년 4월 병신)
○ 巨濟南海縣投化倭, 叛歸其國.(뺷고려사뺸 18년 7월 신축)
○ 倭寇巨濟, 鎭撫韓元哲獲一艘, 斬十八級.(뺷고려사뺸 창왕 즉위년 8월 무신)

거제 지역에 왜구가 침입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 13년경 부터로, 이 해에 거제현
령 진용갑이 수군을 거느리고 사도에서 싸워 승리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왜구
의 침입이 본격화되는 충정왕 2년에 고성, 죽림에 이어서 거제에 침입하자 합포천
호 최선과 도령 양관 등이 격파하여 300여급을 참수하거나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
다. 왜구는 10여년 뒤인 공민왕 10년에 다시 거제에 침입하였다. 이 때의 피해사례
나 전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한편 공민왕 18년에는 거제의 投化倭가 반란을
일으키고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마 이전 어느 시기에 왜구가 귀화하여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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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고 있었는데, 이 때 거제를 버리고 귀국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창왕 즉위
년에도 왜구가 거제에 침입하는데, 진무인 한원철의 지휘하에 전투를 벌여 배 1척
을 나포하고 18급을 참수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왜구의 침입은 거제에도 밀어닥치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남 연
안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횟수가 잦은 것도 아니었고,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잘
방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구는 공민왕 23년(1374) 4월에 350척의 선단을 이
끌고 합포를 침입, 별다른 저항없이 군영(軍營)과 병선(兵船)을 모두 불사르고 5천
여명의 군사를 살상하고 많은 재물을 약탈한 바 있다.29) 우왕 즉위년 12월에 왜구
는 密城을 침범하여 관청을 불사르고 사람과 재물을 노략질하였다.30) 이에 비해 거
제는 합포나 밀양의 왜구 침입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동시기가 언
제든 군현을 이동할 정도로, 관청이 전소되거나 주민이 약탈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
는 전하지 않고 있다. 거제에 왜구의 침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보아
서는 군현을 이동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왜구 침입이 거제 군현이동의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 삼
별초 항쟁이 거제현의 이동을 가져왔다는 견해가 있다.31) 뺷동국여지승람뺸 거창군
속현 가조현조에서는 ‘元宗時, 巨濟縣, 避三別抄之亂, 僑治于此, 仍稱巨濟.’라 하여,
정확한 연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원종 때에 삼별초난을 피하여 가조현으로 치
소를 옮기고 거제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삼별초 항쟁이 거제 군현 이동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원종 12년 3월과 13
년 11월에 삼별초가 거제 등지를 공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是月, 遣殿中監郭汝弼如蒙古, 陳情表, 略曰,…况今逆賊日益蔓衍, 侵及慶尙道金

州․密城, 加又掠取南海․彰善․巨濟․合浦․珍島等處, 至於濱海部落, 悉皆怯奪,
以故凡所徵歛, 難於應副. 而慶尙․全羅貢賦, 皆未得陸輸, 必以水運, 今逆賊據於
珍島, 玆乃水程之咽喉, 使往來船楫不得過行, 其軍糧․牛料․種子, 雖欲徵歛, 致
之無路.(뺷고려사뺸 원종 12년 3월)

29) 뺷고려사뺸 권 44, 세가, 공민왕 23년 4월 임자
30) 뺷고려사뺸 권 139, 열전 46, 우왕 즉위년 12월
31) 최영호, ｢13세기 거제현의 출륙배경에 대한 검토｣, 뺷석당논총뺸 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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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別抄寇巨濟縣, 焚戰艦三艘, 執縣令而去. 賊船又來泊靈興島, 橫行近境, 王請五十

騎于元帥忻都, 宿衛宮禁.(뺷고려사뺸 원종 13년 11월 기사)

원종 11년(1270) 6월 강화도의 삼별초는 몽골에 복속하여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
의 고려정부에 반기를 들고 봉기하였다. 장군 裴仲孫과 指諭 盧永禧 등이 중심이
되어 承化侯 王溫을 국왕으로 추대한 후 관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하여 개경의
정부와 대립하는 반몽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몽골에 복속한 개경정부를 전면
부정하고, 새로 조직한 그들의 정부야말로 고려의 정통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
었다.
삼별초는 같은 해 8월 진도로 이동하여, 용장성을 구심점으로 개경정부와의 전면
적 대결을 시작하였다. 진도의 삼별초 항쟁세력은 초기에 전라도 연해지역의 세력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후방의 배후지가 되는 제주도를 확보하고, 경상도 남부 연안
지역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넓혀갔다. 남부 연안지역은 풍부한 물산지대인 데다 이
들 물산의 운송로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같이 남해 연안을 장악함으로써 개경 정부
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곽여필이 몽고에 가져간 진정표에 따르면, 삼별초항쟁 지도부는 남해연안에 세력
권을 확보하고자 원종 12년 3월 이후 오늘날의 마산, 김해, 동래, 남해, 창선, 거제
등을 장악하였다. 이보다 앞서 1월에는 밀양지역에서 삼별초 항쟁에 호응하는 대규
모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밀양의 삼별초 호응봉기를 주도한 것은 이곳 재지이족 등
토착세력이었으며, 그 참여인원이 수천명에 이를 정도로 봉기 규모는 방대한 것이
었다. 항쟁세력은 먼저 밀성부사를 죽인 다음 봉기 사실을 여러 군현에 이첩하고,
금주와 청도 수령을 차례로 살해하면서 인근 지방을 장악해 갔다. 경상도 남해 연
안지역이 삼별초 항쟁세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호응봉기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32)
원종 12년 5월 삼별초의 진도정부가 여몽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어 제주도로 거점
을 옮긴 이후에도 남해 연안지역은 여전히 삼별초 항쟁세력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
었다. 거제 지역사회가 삼별초 항쟁의 영향권 안에 다시 들어간 것은 원종 13년
32) 김윤곤, ｢삼별초의 반몽항전과 군현민의 동향｣, 뺷한국 중세의 역사상뺸, 영남대출판부, 2001.
배상현, ｢삼별초의 남해항쟁｣, 뺷역사와 경계뺸 5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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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년) 11월 부터이다. 이 달에 삼별초가 거제현을 공격하여 전함 3척을 불태우고
현령을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 삼별초는 다시 합포를 공격하여 전함
22척을 불사르고 몽고의 烽卒 4명을 생포하여 돌아간 바 있다.
거제에서 불탄 전함이 어떤 전함인지는 확실치 않다. 합포의 전함도 불태워진 것
을 보면 이 때의 전함은 일본정벌을 준비하기 위한 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
별초는 이를 목표로 공격했던 것이다. 더욱이 거제현령을 나포한 것은 거제 지역사
회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여기에는 삼별초만이 아니라 거제 지역 주민들, 특히 재
지세력의 협조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밀양에서 호응봉기가 일어났을 때에
도 그 지역 수령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수령을 살해하거나 나포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며, 여기에 재지세력 등 지역 주민이 가담해
있었다면 뒷날 반역으로 규정하여 징치의 대상으로 삼을 소지도 갖는 것이었다.
원종 13년 11월 거제가 삼별초에 장악된 후 더 이상 삼별초의 공격 사례는 보이
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를 근거지로 삼아 전개했던 삼별초 항쟁마저 원종 14년 4월
여몽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거제 지역은 삼별초 항쟁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종 14년(1273년) 1월에 삼별초가 합포를 공격하여 전함 32
척을 소각하고 몽고 병사 10여명을 잡아 죽이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런 상황이 거제 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별초의 거제 장악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 王謁帝, 奏曰…哈伯, 又使人問宰樞曰, 忻都云帝, 令高麗島居人, 出處陸地, 高麗,

復使島居, 而差勾當使, 有諸, 朴恒曰, 至元七年, 我國, 復都古京, 因朝旨也, 其諸島
之民則未有, 使陸處之命, 但以三別抄叛居珍島, 耽羅, 其忠淸西海諸島, 去賊遠者,
令按堵自若, 全羅, 慶尙, 近賊諸島人, 使出於陸, 避其擄掠耳.(뺷고려사절요뺸 권 20,
충렬왕 4년 7월)

충렬왕 4년 제2차 김방경 무고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왕은 직접 원나라로 들어가
서 그 해명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이 때 從行했던 박항이 몽골 관료 카바이[哈伯]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삼별초 항쟁때 전라․경상도의 여러 섬 사람들을 出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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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노략질당하는 것을 피하게 했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항의 발언을 적극
적으로 해석하면 삼별초 항쟁 시기 정부의 대응책은 남해 연안 지역 도서 주민들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이었고, 거제현의 이동도 이같은 차원의 정부 대책에 따라 이
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시기는 원종 12년이 아니라 그 보다 조금 늦은
시기였다.
거제현의 이동이 삼별초 항쟁때문이라는 것은 뺷승람뺸 단계에 와서 반영되고 있는
데, 이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 뺷승람뺸에서 거제현 건치연혁에서는 이동의 요인
을 倭 때문이라고 하고서 가조현에서는 삼별초 때문이라고 달리 기록하고 있는 것
은 무엇 때문일까?
뺷승람뺸 거창군 속현 가조현조에서 거제현의 이동이 삼별초난 때문이라고 기록된
것은 김종직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직은 가조현에 하룻밤 묵으면서
시 한 수를 남겼는데, 그 시제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縣屬居昌, 高麗三別抄之亂, 巨濟吏民, 渡海奔逬于此, 遂僑寓焉. 本朝初, 還其舊土,

至今號此縣爲巨濟. 又村名, 尙帶鵝洲․松邊․烏攘等稱.(뺷점필재시집뺸 권 7, 시,
宿加祚縣)

즉, 김종직은 자신이 하룻밤 묵고 있는 가조현은 거창의 속현이라고 하면서 이곳
은 삼별초난때 거제의 이민이 바다 건너와서 僑寓했던 곳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김종직이 활동했던 당시까지도 가조현의 고을 이름을 거제라 부르고, 본래 거제현
의 속현과 역이었던 아주․송변․오양 등의 이름이 가조현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김종직은 거제현이 가조현으로 이동하게 된 까닭을 삼별초 항쟁 때문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평소의 거제 인식이『승람』에 반영된 것이라 하
겠다.
김종직은 성종 16년(1485) 3월, 뺷동국여지승람뺸 50권이 완성되었을 때 왕명에 따
라 成俔 등과 함께 그 讎校에 참여한 바 있다. 수교에 참여한 인원은 김종직을 비롯
하여 9명이었으며, 걸린 기간은 8개월이었다. 수교 결과 뺷승람뺸은 50권에서 55권으
로 권수가 늘어날 정도로 상당 부분 보완되었다.33)
33) 뺷점필제문집뺸 권 2, 발, 輿地勝覽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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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 등은 뺷승람뺸을 수교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원칙을 세워 添削과 增損, 수정
보완하였다. 그 가운데 산천·성곽․樓臺·廟刹에 관해서는 計吏나 邸主 즉 향리
등 재지세력의 의견을 듣고, 건치연혁과 풍속, 인물과 古蹟에 관해서는 여러 史書,
諸子, 문집 등을 참고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빠진 것들은 기재하였다고 한다.34)
추정컨대, 본래 노사신 등이 뺷승람뺸 50권을 올릴 때 거창군 속현 가조현의 서술은
뺷고려사뺸 지리지나 뺷세종실록뺸 지리지의 그것과 같이 ‘元宗十二年 移屬巨濟’ 또는
‘元宗辛未 移屬巨濟’로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종직의 수교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현재의 내용과 같이 ‘元宗時, 巨濟縣, 避三別抄之亂, 僑治于此, 仍稱巨濟’로 보완되
었다고 할 것이다. 김종직이 가조현에서 하룻밤 잘 때 그 곳에 대한 기억이 뺷승람뺸
수교 과정에서 반영되었던 것이다. 12년이라 못박지 않고 원종때라고만 기록한 것
도 눈여겨볼만 하다.
그러면 김종직은 왜 거제현의 이동이 삼별초 항쟁 때문이라고 인식했을까? ‘宿加
祚縣’의 시를 쓴 시기35)가 뺷승람뺸 수교에 참여하기 10여년 전이라는 점에서, 뺷승람뺸
수교 과정에서 비로소 알았다기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다. 김종직은 가조현에 머물기 전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나, 방문했을 때 그곳에
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시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김종직은 밀양 출신으로서 삼
별초 항쟁에 대해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밀양 향교 교생들에게 주는 글’에
서 각종 지리지가 밀양의 풍속으로 ‘好鬪爭’을 들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34) 其山川城郭, 樓臺廟刹, 訪諸計吏邸主, 建置風俗人物古蹟, 質之諸史子集, 訛者正之, 缺者載之.
序記詩銘之有關於沿革創修風土景致者, 或因或增, 其非所關者則並削之. 至若諸司官職, 州郡姓
氏, 邊徼烽燧, 特禀睿裁, 添入事要. 天文分野, 亦考漢書, 錄于平壤. 各邑屬縣及鄕所部曲, 今廢
爲村落者, 並附古蹟. 兩界近塞地分及海外對馬等島, 亦附連境之地. 卷首總圖, 則錄祀典所載嶽
瀆洎名山大川, 八道各圖, 則只錄州縣之鎭山, 其四至四到, 並附著于圖面. 所刪雖非一二, 而所
增者實衆, 故更釐爲五十五卷, 凡八閱月, 而迺克完焉.(뺷점필제문집뺸 권 2, 발, 輿地勝覽跋)
35) 이 시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뺷점필재시집뺸에 실린 시들은 지은 시기 순으
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시는 뺷시집뺸 권 7에 실려 있는 바,
같은 권에 실려 있으며 ‘숙가조현’보다 앞에 있는 최숙정국화 관련 시들이 연보에 따르면 성
종 원년 12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권 8 시문의 첫 수는 두류산 기행시인데, 이 또
한 연보에 따르면 성종 3년 8월 5일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숙가조현’은 성종
2년초부터 3년 8월 이전 어느 시기에 쓴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종직은 성종 원년 겨울에 함양
군수로 임명되어 2년 1월 상순에 조령을 거쳐 함양 임소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이 시는 함양
군수로 부임한 후 인근 지역을 시찰하는 중에 남긴 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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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발생했던 삼별초 호응봉기를 언급한 적이 있다. 김종직은 원종 12년 1월
에 시작된 밀양의 삼별초 항쟁이 진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었으며, 2,3월에 걸쳐
거제, 남해 등의 그 영향권 하에 들어 간 사실, 그리고 13년 11월에는 거제에서 전함
3척이 전소되고 거제현령까지 나포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뺷고려사뺸 지
리지나 뺷세종실록뺸 지리지에서 원종 12년에 거제현이 가조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
실에 대해 그 원인을 왜구의 침입이 아니라 삼별초 항쟁 때문이라고 분명히 인식했
던 것이다.
거제현의 이동이 삼별초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삼별초의 침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지하듯이 삼별초 항쟁은 원종 14년 4월
여몽연합군의 제주 정벌로 종식되었다. 이후 원종 15년초부터는 일본정벌을 준비하
는 등 삼별초 항쟁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였다. 만일 삼별초의 침탈을 피하기
위해 거제현을 이동시킨 것이라면, 항쟁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일본정벌을 대비하
기 위해서라도 거제현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왜구 침탈의 염려
때문에 선뜻 복구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왜구의 침입은 이후 70여년 뒤인 충정
왕 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수긍할 수 없다.
거제현의 이동 배경이 삼별초 항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삼
별초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그 침입 직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거제지역 삼별초 항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평가, 즉 징벌적 조치
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삼별초 항쟁에서 전함이 불태워지고 현령이 나포되
었다는 것은 항쟁 세력 내에 거제지역 吏民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고, 이후 삼별초 항쟁이 완전히 진압되는 원종 14년 6월 전후 시기까지 거제지역은
삼별초 영향권 안에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거제지역은 중앙 정부의 지배가 미치
지 않는 자율의 공간이었다.
삼별초 항쟁이 진압되고 나서, 고려 정부는 항쟁이 격화되었던 지역에 대해 징벌
적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의 밀양인 밀성군이다. 충렬왕 원년에 정
부는 밀성군을 귀화부곡으로 강등시켜 경주에 예속시켜버렸다. 주읍으로서 여러 속
읍을 관할하고 있던 곳을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부곡으로 강등시킨 것이다. 밀성군
의 경우 이 지역 출신으로 충렬왕의 측근세력이었던 朴義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1
년 뒤 현으로 복구되었다가 충렬왕 11년에 가서야 원상으로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

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廢王城’ 159

서 본래의 치소였던 추화산성으로부터 치소의 이동을 약속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
짐으로써 복구될 수 있었다.36)
밀성군의 예에 비추어볼 때 거제현의 이동도 항쟁이 진압된 후 정부에 의해 징벌
적 차원에서 군현 이동을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포의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
되었을 것이나, 일본정벌의 전진기지로 삼음으로써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거제현의 이동은 원종 12년이기보다는 원종말 혹은 충렬왕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거제현이 이동해간 곳은 거창군 속현인 가조현이었다. 그 속현 가운데 명진현만
가까운 진주의 속현 강성현으로 이동되었다. 거제도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가조
현으로 이동시킨 까닭은 무엇일까? 뒷날 왜구 때문에 군현 이동이 있을 때 대부분
인근의 육지 군현으로 이동시킨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남해현의 경우 왜구 때문에
공민왕 7년 가까운 진주 임내의 대야천부곡으로 이동시킨 것과 비교해보아도 예외
적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킨 것 자체가 삼별초 항쟁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조현으로 이동시킨 데에는 일정한 배경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
서 보았듯이 일찍이 인종 6년 거제의 속현인 명진, 아주, 송변 지역에서 발생한 해
적 820명이 투항해왔을 때, 정부는 이들을 합천군 속현 삼가현에 분산 수용케 한 바
있다. 삼가현은 가조현과 인접 지역으로서, 이곳에는 이전부터 거제 유민의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통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동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Ⅳ. 거제현의 복구와 치소이동, 그리고 읍성축조
거제현을 이동시킨 후 이 지역은 어떻게 관할했을까? 그 사정을 알려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인근 고성이나 남해를 통해 관할케 했을 가능성도 있다. 거제현이 이
동된 후,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거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로 왜구 문제 정도가 현안
이었다. 더욱이 군현 이동 후 거제 지역은 한때 왜구의 거류지가 되기도 했다.
36) 김광철,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치소 이동｣, 뺷석당논총뺸 4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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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濟南海縣投化倭, 叛歸其國.(뺷고려사뺸 권 31, 세가, 공민왕 18년 7월 신축)
○ 倭掠寧州․溫水․禮山․沔州漕船. 初倭人, 願居巨濟, 永結和親, 國家信而許之, 至

是入寇.(뺷고려사뺸 권 31, 공민왕 18년 11월 무오)

어느 시기부터 投化倭가 거제 지역을 거처로 삼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남
해현에도 이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해현이 공민왕 7년에 진주 임내의
대야천부곡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민왕 7년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때 정부는 왜구 대책 가운데 회유책의 하나로 왜구를 연해 주군에 안집
시키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고, 군현이 이동된 거제와 남해를 그 적지로 삼았던 것이
다.
이처럼 거제현과 그 속현, 부곡제 지역이 이동된 후, 거제 지역사회는 행정의 공
백은 물론 인구의 이산 등으로 폐허화 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고려말에 이르면서
다시 거제 지역의 중요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 西海道都觀察使趙云仡，將行上書曰，“…況我本朝，水近倭島，陸連胡地，固不可

以不虞也. 國界, 自西海, 歷楊廣․全羅, 至于慶尙, 海道, 幾二千餘里, 有水中可居
之洲, 曰大靑․小靑․喬桐․江華․珍島․絶影․南海․巨濟等大島二十, 小島不可
勝數. 皆有沃壤魚鹽之利, 今廢而不資, 爲可嘆已. 乞於五軍將帥, 八道軍官, 各給虎
符金牌, 至于千戶百戶, 授以牌面. 仍以大小海島, 爲其食邑, 傳諸子孫, 則不惟將帥
一身之富貴, 亦且子孫萬世, 衣食有餘矣, 誰不人人各自爲戰乎? 人人各自爲戰, 則
戰艦自備, 兵糧自賫, 而爲遊兵, 無時擊之, 則賊不敢窺覦. 民得以富庶, 煙火相望,
雞犬相聞. 民獲魚鹽之利, 國無漕轉之虞, 祖宗土地, 復全於今日矣.” 昌, 下其書都
堂.(뺷고려사절요뺸 권 33, 창왕 즉위년 9월)

조운흘은 위화도 회군 후인 창왕 즉위년(1388)에 서해도 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되
는데, 그는 임지로 나가면서 상소하여 나라 안에 있는 島嶼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 가운데 큰 섬으로 거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섬들이 토지도 비옥하고 수산
물도 풍부한 곳인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섬들이 개발되어야 외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수산물
의 이익을 얻어 나라는 조세 수납의 근심을 없앨 수 있고 토지도 온전하게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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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조운흘의 상소는 도당에 보내져 의논을 거쳤을 터이지만, 그 실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관료의 도서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거
제의 군현 회복 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이
잦아들면서 민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발적으로 거제도로 유입하게 되면서 그러
한 가능성은 가시화 되어 갔다.
○ 慶尙道水軍都節制使啓, “巨濟ㆍ南海二島, 倭賊往來之地. 近年以來, 賊變寢息, 因

此, 人民避役于二島, 南海二百餘戶, 巨濟三百六十餘戶, 萬一有變, 則必爲所掠. 若
不禁二島居民, 則當置守城軍, 以嚴守禦.”…兵曹議曰, “二島之地, 膏腴可耕, 宜置木
柵, 以庇農民.” 上從之, 仍命待豐年設木柵.(뺷세종실록뺸 권 1, 세종 즉위년 8월 19
일 병신)
○ 慶尙道觀察使啓, “道內巨濟ㆍ南海ㆍ昌善三島, 墾田凡一千一百三十餘結. 附近各官

人民, 多潛入耕稼, 如遇賊變, 被掠可畏. 乞今後禁民入耕.” 上王下政府ㆍ六曹, 與曾
經慶尙道監司ㆍ水陸節制, 使備知形勢者議之. 遂命三島中田多處, 作木柵, 或築土
城, 聽民持兵器入耕, 晝則候望應變, 夜則入城固守. 又令附近各梁兵船守護, 其田少
處, 禁民入耕.(뺷세종실록뺸 권 7, 세종 2년 윤1월 27일 병신)

위 경상도 수군절제사의 보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왜적의 침탈이 잦아들면서
거제와 남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세종 즉위년(1418) 당시
거제에는 360여 호, 남해에는 200여 호나 유입되어 있었다. 물론 이 규모의 호수는
고려말 이래 꾸준히 유입해 들어간 결과일 것이다. 수군절제사는 거제 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수성군을 설치하여 엄중히 방어해야 한다
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대해 병조에서는 거제와 남해의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을
감안 계속 거류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목책을 설치하여 농민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왕이 이 논의를 받아들여 풍년이 드는 시기를 기다려 목
책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거제현의 군현 회복은 가시화 되기에 이른다. 다음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종 2년에는 거제도 지역에 墾田이 상당량 확보되었고, 목책
과 토성도 수축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세종 4년(1422) 초 마침내 거제현이 복구되었다. 군현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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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지 거의 150년만의 일이다. 이 때 거제현이 복구되는 과정과 그 치소의 사정을 알
려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柳廷顯等同議啓曰, “巨濟古縣人民及在前往來耕田沿邊州郡之民, 幷令移入島內, 革

其營田, 分給耕稼, 蠲免租稅. 又令兵船六十六艘守禦.” 從之.(뺷세종실록뺸 권 15, 세
종 4년 2월 25일 임자)
○ 慶尙道觀察使啓, “巨濟島斗入海中, 防禦甚緊, 請以才兼文武者爲縣守.” 從之.(뺷세종

실록뺸 권 18, 세종 4년 12월 10일 계사)
○ 戶曹據巨濟縣人民等狀告條件啓, “一. …歲在壬寅, 復置巨濟縣, 還其寓居居昌人吏

十五名ㆍ官奴婢三十餘名, 溟珍人物, 尙屬江城而不復. 由是, 巨濟縣人物數少, 不堪
其役. 請還溟珍人物于本縣.…一. 壬寅年復立之初, 於深浦水月平, 以各浦船軍, 設
木柵, 暫立官舍. 丙午春, 更相沙等里移邑, 始築城郭.(뺷세종실록뺸 권 35,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 先是, 巨濟縣人上言, “本邑, 舊在島內水月里, 設木柵.”(뺷문종실록뺸 권 7, 문종 1년

5월 6일 계묘)

거제현의 이동이 세종 4년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이미
거제도에 체류하고 있는 주민을 안집시키고 행정을 수행할 치소의 시설을 갖추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동시에 가조현에 있었던 향리와 수령, 그리고 행정요원을 거
제도로 배속시키는 절차를 거쳐 복구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僑寓해온 가조현으
로부터 귀환한 인원은 소규모였던 것 같다. 뒤날 거제현 인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때 人吏 15명과 관노비 30여 명만 귀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성현으로
이동했던 명진현의 주민도 아직 귀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종 4년 거제현이 복구될 당시 치소는 이전 고려시대 치소였던 둔덕기성이 아니
라, 그 동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深浦의 水月平이었다. 그 위치는 이전 고려시대 본
현인 거제현에서 벗어나 고정부곡의 동쪽에 자리잡았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하
는 과정에서 거제현의 치소는 부곡제 지역으로 옮기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전
치소는 폐현된 후 황폐화되었거나, 여말선초 거제도로 주민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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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마도 정벌때 이종무의 정벌군의 집
결지와 출범처가 見內梁과 거제 남쪽의 周原防浦였던 것으로 보아, 옛 치소 지역은
군사 거점인 한편, 왜구가 침입하기 쉬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같이 선택했을 수도 있
다.
새 치소에는 아직 성곽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다. 성곽 시설을 갖추기에는 시일이
촉박했던지 거제 각 포의 선군을 동원하여 목책을 설치하고37) 임시 官舍를 건립하
는 것으로 일단 치소 시설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점에서 수월리의 치소는 한시적으
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곧 새로운 치소의 확보와 성곽 시설을 갖
추어야만 했다.
거제현 치소이동에 대해서는 세종 7년(1425) 2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했다. 새 치소를 마련한지 3년만의 일이다.
○ 兵曹啓, 謹將慶尙道監司及敬差官李自直所啓, 道內巨濟縣移設及本縣守護加定便否,

曹與政府ㆍ諸曹同議, 條列以啓. 一, 今巨濟縣治所, 誠爲不可. 農場狹隘, 人物不得
聚居, 地卑水潤, 三面山壓, 難於守護. 又況賊船易入, 變在不測. 因此, 人物不得安
心, 朝夕難保, 殆非長久之地也. 唯古邑地形, 可以置邑, 非唯農圃之場廣且膏腴, 倭
賊亦不得突入, 人物聚居, 實有利益. 請於今年秋節, 築城移縣. … 命依議得施行.
(뺷세종실록뺸 권 27, 세종 7년(1425) 2월 27일 정묘)
○ 敬差官許誠啓, “臣與慶尙道監司ㆍ都節制使入巨濟島, 看審邑城可當之地. 沙月浦,

人民所居各里不遠, 如有賊變, 易以聚會入堡, 賊船隱泊諸島隔遠, 人民農場亦近, 可
作邑城, 以奠民居.” 從之.(뺷세종실록뺸 권 30,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경상도 감사 이자직의 보고에 근거하여 올린 병조의 계문에 따르면, 수월리의 현
치소는 읍치로서 여러 가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농토가 협소하여 인물이 모
여살기 어렵다는 점, 저지대에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하기 어려운 반면, 적
선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언제 변란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37) 기록상으로는 목책만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수월리 석성은 조선시대 축조된 체성
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목책과 동시에 석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봉근, ｢거제도 성지｣, 뺷석당논총뺸 31, 2002,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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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병조에서는 사월리 치소 대신에 古邑 즉 거제현의 본현이 농토가 넓은 데다
비옥하고 왜적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세이므로 이곳에 성곽을 축조하고 치소를
옮기자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왕은 논의하여 시행하라고 함으로써 치소 이
동이 가시화 되었다.
새 치소의 위치는 沙月浦로 결정되었다. 치소 이동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경차
관 허성과 경상도감사, 도절제사가 함께 거제도로 들어가 새 치소의 적지를 물색한
결과 사월포가 주민들의 거주처와 멀지 않아, 적변이 있을 때 쉽게 入保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邑城을 축조하여 치소로 삼을만 하다고 건의함으로써
마침내 새 치소의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치소의 이동은 세종 8년에 이루어지는데, 읍성의 축조와 규모, 치소의 시설 과정
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戶曹據巨濟縣人民等狀告條件啓, …一, 壬寅年復立之初, 於深浦水月平, 以各浦船

軍, 設木柵, 暫立官舍. 丙午春, 更相沙等里移邑, 始築城郭. 然客舍ㆍ公衙ㆍ國庫ㆍ
官廳, 以新徙不多民力, 數年之內, 難以造成. 請以近處各浦船軍及各官軍人, 不多日
役之營繕.(뺷세종실록뺸 권 35, 세종 9년(1427) 1월 13일 임인)
○ 先是, 巨濟縣人上言, “本邑, 舊在島內水月里, 設木柵. 去丙午年, 移于沙等里, 建設

館舍, 修築城池之功, 至戊辰年, 乃訖.”(뺷문종실록뺸 권 7, 문종 1년(1451) 5월 6일
계묘)
○ 邑石城 周回三百二十一步(뺷세종실록뺸 지리지, 경상도 거제현)
○ 古縣城 在縣西十七里 石築 周二千五百十一尺六寸 高九尺(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 古縣城 卽沙等城 在府北二十里 石城 周二千五百十一尺六寸 高九尺(뺷여지도서뺸

경상도 거제부 고적)
○ 慶尙右道兵馬節制使辛俶晴啓, “今審巨濟邑城及海子. 邑城則改築而增東北一千餘

尺, 誠爲萬全之計. 然雖窄狹低微, 時不頹圯, 請勿改築. 海子則宜令改鑿.” 令兵曹
議之, 議啓曰, “俶晴所啓, 前後牙盾, 無有定論. 況海島居民, 專賴城郭, 以保其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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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擇地堅築, 乃禦外侮. 請令巡察使, 審視便否, 定其城基.” 從之.(뺷문종실록뺸 권 3,
문종 즉위년(1450) 9월 2일 계묘)
○ 都體察使鄭苯馳啓, “臣審巨濟邑城, 周回一千九百十六尺. 初不依法造築, 低微窄狹,

必須改築, 而後一島之民, 可得入保.(뺷문종실록뺸 권 4, 문종 즉위년 10월 28일 무
술)

사등리로 새 치소를 옮긴 것은 병오년 즉 세종 8년으로, 치소 이동과 함께 읍성의
축조와 客舍․公衙․國庫․官廳 등 치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동시에 시작했다.
이같은 시설은 거제현 내 주민의 힘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쉬운 일도 아니었
다. 그래서 세종 9년 1월에는 거제현민들의 요청에 따라 호조가 인근 각 포의 선군
과 군현의 군인을 동원하여 소 운영에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도 시
설을 마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 같다. 문종 1년 거제현민들의 보고에 따
르면 관청 시설과 성지 축조가 무진년 즉 세종 30년에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기 때
문이다.
새 치소의 읍성인 沙等城은 성곽과 海子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문종 즉위년 9
월 경상우도병마절제사 신숙청의 계문에서 읍성은 개축할 필요가 없지만, 해자는
개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읍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뺷세종실록지
리지뺸가 둘레 321보로, 문종 즉위년 도체찰사 鄭苯의 보고에서는 1,916척이라 하였
다. 반면에 뺷동국여지승람뺸 거제현 고적조에서는 고현성의 규모를 둘레 2,511척 6
촌, 높이 9척으로 되어 있어, 둘레만 보면 600여 척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
무래도 문종 즉위년 이후 증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뺷승람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문종 즉위년 신숙청의 계문에서 읍성 동북쪽 1천여 척을 증축한다면 만전의 계
책이 될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증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이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일에 걸쳐 치소 사등리를 중심으로 읍성을 축조하고 관아
시설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거제의 치소를 이동시키자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그것은 사등성의 증축 논의와 맞물려 제기되었다. 사등성을 증축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읍성을 축조하자는 것이었다. 세 번쩨 치소 이동의 요구는 도체찰사 정
분이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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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體察使鄭苯馳啓, “…臣觀古丁部曲, 地勢寬平, 洞壑深密, 且有井泉, 可耕可居之

地頗多. 請移邑城於此, 將以明年十月造築爲便. 且永登浦與玉浦, 相距遙隔, 不得
通望, 居民晝夜布野耕農, 而倭人常相經過往來, 正是要害之地. 請於兩浦之間, 栗浦
設木柵, 抽永登船軍二十ㆍ玉浦三十, 使兩浦軍官一人領之, 遞相往戍. 又知世、吾
兒兩浦之間, 勿士浦道途, 亦遙遠險阻. 儻倭賊乘夜剽竊, 則勢不相聞, 亦難於追逐.
請於兩浦之中, 助羅浦, 以知世兵船二艘ㆍ吾兒三艘, 分泊守禦, 令處置使軍官一人
領戍.” 從之. (뺷문종실록뺸 권 4, 문종 즉위년 10월 28일 무술)

도체찰사 사등성의 개축을 건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읍성을 고정부곡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고정부곡이 그 지세가 넓고 평평하며,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 우
물과 샘을 갖추고 있으며 경작지와 주거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지라는 것이다. 정분은 이곳으로 치소를 옮길 경우, 그 보완책으로서 영등포와 옥
포 사이 율포에 목책을 설치하여 방수케 하고, 지세포와 오아포 사이에 있는 조라포
에 병선을 주둔시켜 방수케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정분은 다음해 10월로 기한을
정하여 축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치소 이동을 기정 사실
화 시켜 나갔다.
치소 이동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제현민들 가운데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거제현민들은 그동안 치소의 이동이 몇차례 있었음을 상기시키
면서, 향리와 노비들이 이제야 토착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다시 치소를 옮긴다면
營繕이 끝이 없어 민생을 해칠 것이라 주장했다. 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출륙하여
移居케 하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 先是, 巨濟縣人上言, “本邑, 舊在島內水月里, 設木柵. 去丙午年, 移于沙等里, 建設

館舍, 修築城池之功, 至戊辰年, 乃訖. 今因都體察使鄭苯審定, 又欲移于古丁里. 本
邑人吏官奴婢, 已皆士著阜盛, 今使移邑, 則營繕無窮. 願勿移設, 以安民生, 如不得
已, 則出陸移居, 以圖長久.”(뺷문종실록뺸 권 7, 문종 1년(1451) 5월 6일 계묘)

이같은 거제현민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왕 문종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이니 거제현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참찬 安崇善은 을축년, 즉 세종 27년에 순찰사
로서 순행하다가 사등성을 둘러 보았는데, 읍성이 지세가 낮고 바다 어귀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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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患難을 당할까 걱정했다고 하면서 옮기자는 의논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반면에 영의정 河演, 좌의정 皇甫仁, 우의정 南智, 좌찬성 金宗瑞 등은 추수를
기다려 예정하고 있는 성터 안의 水源과 산의 형세를 다시 살펴서, 만약 옮겨서 얻
는 편리함이 옛 성보다 갑절이면 옮겨 쌓게 하자는 신중론의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논의를 청취한 문종은 읍성을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당장 올해 가을부
터 축성 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2,3년 늦출 것인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에 정부에서는 거제도가 외적이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서 긴급하므로 가을부터 시작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렇게 해서 치소이동과 읍성 축조가 결정되었다.38) 고정
부곡에 자리잡은 새 치소와 읍성 축조 관련 기록으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 遂傳敎承政院曰, “今年當審慶尙道田品, 若築巨濟城, 則兩事不可竝擧, 除別遣朝官,

令各官守令, 各審境內之田分九等以聞, 無乃可乎? 若遣朝官, 則當遣幾人? 已令鄭
賛成, 議諸政府, 卿等亦宜知之.”(뺷문종실록뺸 권 8, 문종 1년(1451) 6월 25일 임진)
○ 是月, 築慶尙道巨濟縣城.(뺷문종실록뺸 권 10, 문종 1년 11월 30일 갑자)
○ 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鄭苯啓曰, “…遣李皎然于忠淸道, 築瑞山城. 且已築城慶尙

道昆陽ㆍ機張ㆍ東萊ㆍ固城ㆍ巨濟, 則未鑿海子. 鎭海ㆍ河東, 則未築敵臺. 全羅道
興陽ㆍ順天ㆍ光陽, 則未築擁城, 請令本邑鑿築.” 從之.(뺷단종실록뺸 권 2, 단종 즉위
년(1452) 8월 1일 신유)
○ 遣兼知兵曹事金淳于慶尙道, 監築巨濟城.(뺷단종실록뺸 권 7, 단종 1년 8월 26일 경

술)
○ 縣本置沙等里, 地狹隘, 去辛未年, 移排古丁里.(뺷경상도속찬지리지뺸 거제, 주진설

립혁파)
○ 世宗卽位之五年壬寅, 巨濟之民, 願還本土, 命築城郭, 奠厥民居, 設守護, 以禦其侮.

然流民悉集, 城小而無以容, 且乏水泉. 今我主上殿下, 命議政府右贊成晉陽鄭相公
苯, 相陰陽, 觀水泉, 乃移治于舊居之南十里許. 北臨大海, 三面阻山, 原隰寒泉, 可
以永建乃家. 於是, 悉召下道民二萬餘夫, 使永川郡使鄭次恭ㆍ晉陽判官楊淵ㆍ昆陽
38) 이상의 논의 과정은 뺷문종실록뺸 권 7, 문종 1년(1451) 5월 6일 계묘조에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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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使崔性老ㆍ淸道郡使李椅ㆍ泗川縣監張俁ㆍ鎭海縣監金漢珍, 分監其役. 又使縣令
李好誠, 立官舍府庫. 於是, 遠近畢會, 各盡乃心, 城三千六百有餘尺, 屋四十有餘間,
不閱月告成.(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성곽조 소재 이보흠기문)
○ 邑城,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권 32,

경상도 거제현 성곽)

고정부곡에 자리잡은 새 읍성의 축조와 치소의 이동은 문종 1년(1451) 11월에 완
료되었다. 읍성의 축조에는 2만여명의 役夫가 동원되었다. 이들은 영천․진주․곤
양․청도․사천․진해 등지에서 차출되었고, 그곳 수령들이 나누어 감독하여 축성
하였다. 거제현령 이호성은 관사와 부고를 건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해서 둘
레 3,038척․높이 13척, 그리고 3개의 샘과 2개의 못을 설치한 거제읍성이 완공되었
다.
그런데 문종 1년 읍성이 완공될 때, 海子는 굴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단종 즉위
년 8월 도체찰사 정분은 이미 축성한 곤양․동래․기장․고성․거제성에 해자를 파
지 않았다고 하면서 해당 고을에서 굴착할 것을 건의했고, 국왕도 이를 재가하였다.
단종 1년 8월에 김순을 경상도로 보내어, 거제성의 축성을 감독케 했다고 했는데,
이는 해자 굴착을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거제성은 성곽과 해자를 갖춘 읍성
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고정부곡 지역에 자리잡은 새 치소는 조선후기 현종
5년(1664)에 거제현의 속현이었던 명진현으로 이동될 때까지 200년 남짓 읍치로서
거제현의 행정과 군사,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다.
이처럼 세종 4년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수월리에서 사등리로, 다시 사등
리에서 고정부곡(고정리)으로 이동되는 등 세차례의 치소이동이 있었다. 치소가 설
정되는 곳마다, 목책이나 성곽시설, 관사와 부고 등이 설치되어 치소로서 행정시설
을 갖추었다.
마지막으로 치소 이동때마다 축조되었던 읍성의 호칭을 짚어두고자 한다. 현재
거제 지역의 마지막 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고정리의 읍성을 ‘古縣城’ 또는 ‘고현읍
성’으로 지칭하고 있다. ‘古縣’의 의미는 조선후기 거제부의 면리제에서 이곳이 ‘고
현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소재지를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현종 5년 명
진현으로 치소가 이동되면서 옛 치소가 자리잡았던 고정리 지역이 ‘고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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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명진현으로 치소이동 후에 편찬된 뺷여지도서뺸 등 지리서나
뺷읍지뺸에서 이를 ‘고현성’이라 부른 연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단계의 고현성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고정리 읍성이
아니라 사등성이다. 1656년에 간행되는 뺷동국여지지뺸에서도 아직 치소가 고정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縣城’, 사등리성을 고현성으로 지칭하고 있다.39) 명진현으
로 치소가 이동된 후에 편찬된 뺷여지도서뺸에서는 모두 고현이 되었기 때문에 성지
조에 고현성이 있고, 고적조에도 사등리성을 가리키는 고현성이 들어있는 등 혼선
을 빗고 있다. 뺷읍지뺸 등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고정리성은 ‘고현성’으
로, 사등리성은 ‘사등성’으로 정리했다.
치소 이동이 있었던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고현성’이라는 칭호는 존재한다. 남해
현에 고현성이 있는 것도 그 예이다. 고현성이라 불러도 그 호칭에서 치소성이나
읍성이었음을 읽어낼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굳이 이렇게 호칭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거제의 경우 명진현으로 치소가 이동된 후 읍성을 축조하
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고정리성을 ‘고현성’이라 지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단계에서의 호칭을 존중하여, 고
정리성의 경우 ‘고현성’이 아니라 ‘巨濟邑城’으로 지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

39) 뺷동국여지지뺸 권 4하, 경상도 거제현 성곽ㆍ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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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폐왕성｣에 대한 토론문
40)정

의 도*

김광철선생의 논문을 살펴보면 먼저 폐왕성에 대한 연혁을 고찰하면서 고려 의종
이 거제로 유배를 갔다면 당시의 치소인 둔덕기성이 유배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을 폐왕성이라고 칭함으로써 고려시대의 치소인 기성의 본래 위치가 상실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고려시대 거제 지역사회와 치소성과 거제현의 이동, 그리고
조선초 거제현의 복구와 치소이동은 거제가 지리서와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
는지 고찰하고 특히 거제현의 이동과 관련하여 그것이 왜적의 침입이 아니라 삼별
초 항쟁 때문이며 그것이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에 반영된 것은 김종직의 인식 때문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 거제현이 복구된 후 수월리에서 사등리
로 다시 고정부곡으로 치소 이동이 있었는데 고정리성은 고현성이 아니라 거제읍성
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논문은 선생이 이미 발표한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치소이동｣의
속편 격이라 할 수 있고 고려시대의 지역사 연구에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고학전공인 필자가 문헌사에 그다지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어서 토론자로 자격
을 갖추었는지는 스스로도 의문이지만 고고학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거제지역을 조
사하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이나 선생님의 논문에서 쉽게 알 수 없는 몇 가지 사실
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1. 먼저 거제의 명칭에 관한 것이다. 거제는 삼국시대의 ｢상군｣이었다가 경덕왕
대의 군현제 개편에서 ｢거제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군현의 명칭은 앞선 시대

* 한국문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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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를 한문화하거나 미칭을 가져다가 붙이고 있다. ｢추화군｣을 ｢밀성군｣으로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개칭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인데 상군에서 거제로 개
칭한 것은 어느 범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후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두 개
의 현을 통합하면서 이름을 통합하여 부른 창원도호부(의창현과 회원현), 삼가현(삼
기현과 가수현)의 경우를 본다고 하여도 거제는 두 개 이상의 군현이 통합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영현의 이름에 거자가 들어간 예는 아주현의 고명이 거로현뿐이
므로 두 개 이상의 현의 이름을 합하여 칭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거제군의 옛 명칭이 독로국이었다고 한 것은 정약용선생이 뺷아방강역고뺸
에서 거제군이 고대에 독로국이었다고 한 이래 이설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고대사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 결과인지 또는 선생의 의견인지 알고 싶다.
2. 무신난으로 폐위된 의종이 머물렀던 곳을 당시 거제의 치소로 보고 폐왕성이
당시의 치소로 보았다. 그런데 선생께서도 지적하였다시피 고려사에는 의종이 단기
로 거제에 갔다는 기사만 있을 뿐이고 조선초기의 기록에는 고려종성의 유배처라고
하였고 의종과 관련되어 폐왕성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오고 난
다음의 기록이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시대의 지리서에 전하는 이야기가
영·정조대를 지나면서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녕 화
왕성의 창녕조씨 관련 설화나 산청 왕산사의 가야 구형왕의 기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폐왕성이라는 이름은 의종이 실제로 지금의 폐왕성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 고려사에 남
은 기록과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등에 남아 있는 기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의 생각을 알고 싶다.
3. 선생께서는 폐왕성이 고려시대의 치소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폐왕성이
기록에 남아 있는 둔덕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에는
현의 서쪽에 있는 둔덕기성은 둘레가 1002척으로 뺷동국여지지뺸나 뺷여지도서뺸를 비
롯한 대부분의 지리서에도 같은 크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 폐왕성의
둘레는 526m에 달하며 1700척이 넘기 때문에 당시의 치소로 보이는 둔덕기성을 같
은 성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 거제현을 옮기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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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치소는 선생께서도 지적한 거림리 일대가 유력하고 또한 거림리유적은 지리서
에 기록된 방향이나 거리가 일치하고 있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위치는 폐왕성 동
문지에서 출토된 상사리명 기와와 동일한 것이 출토된 거림리유적 일대로 보는 것
이 어떨지 모르겠다. 상사리명 기와는 결국 상일리에서 사리까지를 말하는 것이므
로 거림리유적의 조사자도 지적한 것처럼 상군(거제군)의 치소는 거림리유적 일대
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려시대에 들어서 치소가 산성에서 평산
성 또는 평지성으로 내려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4. 선생께서는 지금의 폐왕성이 위치한 우두산(우봉산)을 거제현의 진산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토론자도 같은 의견이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추화산이 삼별초항
쟁 이전까지의 진산이었는데 도호부로 다시 승격되면서 화악산이 진산이 되고 거제
에서는 우두산이 아마도 상군 이래의 진산이었다가 거제현이 복구되면서 진산은 가
라산이 된다. 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진산이 변하는 것이라면 진산을 정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소가 정하여지면 지역민들이 그 주변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산을 진산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시에
진산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5. 거제현의 이동 배경이 왜구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거창군
가조현조에 원종때 거제현이 삼별초난을 피하여 왔다는 기사와 김종직의 시문을 들
어 삼별초 난으로 비롯되었고 그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
런데 삼별초의 난 때문에 거제현이 가조현으로 갔다고 하였으나 정작 거제현에서는
무엇 때문에 왜구로 실토하여 거창 가조현으로 갔다고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김종
직의 기억 때문에 가조현의 기사를 바꾸었다면 거제현의 기사도 삼별초 난 때문이
었다고 바꾸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삼별초 난으로 고려조정에서
치소를 옮기는 조치를 하였고 이어서 왜구의 침입으로 실제로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제를 떠나야 했던 사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기사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
을까 한다.
그리고 삼별초 난 때문이거나 왜구 때문이거나 간에 거제현이 가조현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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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거제현이
복구될 때 교우해온 가조현으로 부터 귀환한 인원은 소규모에 불과하였으므로 실제
가조현으로 옮겨 갔다는 거제현의 실체는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즉 치소의 이동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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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孫仁杰*

著 ․ 심종훈** 譯

Ⅰ. 머리말
현재까지의 고고자료를 통해 볼 때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된 산성의 연대는 비
교적 이른 시기이다. 사용 시기가 길고 분포지역은 비교적 광범위하며, 靑銅器時代
에서 唐宋時期에 이르는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각 산성의 연대는 다르며, 각 지역
에 분포된 산성은 개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의 유적을 분석해 본
결과 모종의 연계와 답습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산성들은 대체로 자
연ㆍ지리적 환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견고한 城壁을 축조하였고, 정치상의
공방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성 축조에 군사적인 기능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었다.
본문에서는 산성 조사성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
여 다른 시기에 축조된 산성의 특징과 상호 연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여러
학자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

Ⅱ. 內蒙古 및 遼西地域 夏家店 下層文化의 山城
내몽고 및 요서지역의 산성조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1960년 중국
* 중국 길림성 집안박물관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중국 동북지역 산성분포 및 유형과 거제 폐왕성과의 비교 연구 177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내몽고 공작대에서 赤峰지역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고고조
사와 발굴작업을 진행하였다. 1964년부터 英金河 沿岸과 그 上流인 陰河유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42개소의 산성지가 확인되었다. 이 조사를 토대로 1964년 新
店城址, 1974년 西山根城址가 발굴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성의 조사와 연구는 국내
외의 학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산성이라는 특색있는 고고문화의 연구는 끊임
없이 발전되고 있다.1)
1979년 遼西 阜新 平頂山 일대의 고고조사 중 청동기시대의 많은 석축산성이 발
견되었고, 西遼河 하류와 大凌河 유역에서도 夏家店 下層文化에 해당하는 이른시기
의 石城이 발견되었다. 왕미엔허우(王綿厚) 선생은 이러한 산성이 高山型과 高台型
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산세에 의지하여 축조되고, 강변유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며, 형태는 장방형ㆍ방형ㆍ원형ㆍ타원형과 부정형 등으로 다
양하다. 고산형은 대부분 석성으로 燕山 북쪽 산기슭 灤河 상류에서 赤峰 英金河ㆍ
老哈河와 朝陽 大凌河ㆍ阜新 忙牛河 유역 양안의 낮은 산 구릉대지상에 위치한다.
이들 중 가장 전형적인 산성은 赤峰 松山地域 尹家店과 遼寧 北票市 大板鎭 康家屯
의 夏家店 下層文化 石城址를 들 수 있다.2)
1994년 11월 초 中外考古學 발굴연합팀은 赤峰 松山區 서부의 陰河 중ㆍ하류지역
산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산성 분포양상, 산성과 지리환경의 관
계, 각 성지간 관계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모두 51개소의 산성이 조사되었으며, 산
성의 규모를 통해 모두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제 1유형은 대형 산성으로 遲家營山城 1개소가 해당된다. 이 산성은 산성군의 중
심부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85,000㎡이다. 이 성지는 산의 남쪽 비탈을 모두 점유
하고 있으며, 주위는 석재를 이용하여 성벽을 쌓았는데 북측은 방어에 중점을 두었
다. 遲家營石城의 규모와 지리적인 위치를 분석한 결과 이 산성은 중심 성지로 특
수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 2유형은 30,000~60,000㎡의 면적을 가진 중대형 산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산성은 陰河 중ㆍ하류에 6개소가 유존하는데, 남ㆍ북 양안에 각 3개소가 있고, 분포

1) 于建设, 뺷赤峰往事뺸, 远方出版社, 2005.
2) 王綿厚, 뺷髙句丽山城研究뺸, 文物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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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비교적 일정하다.
제 3유형은 10,000~25,000㎡의 면적을 가진 중소형 산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산성은 三座店山城ㆍ孤山子山城과 陰河 南岸의 圪塔山山城이 대표적이며, 모두 10
개소의 유적이 해당된다.
제 4유형은 10,000㎡ 미만의 소형 산성으로 모두 34개소이다. 분포지역은 陰河 양
안의 비교적 중요한 구릉과 고지의 산등성이에 위치한다.
산성은 비교적 陰河 양안의 대지와 낮은 언덕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성
지는 陰河와 멀리 떨어진 주요 지류의 兩岸에 위치하고 있다. 陰河 北岸과 南岸의
일부지역에는 많은 산성이 斷崖 또는 험한 비탈길가에 축조되어 있는데, 한 면은 단
애, 양측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비탈길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산성은 양면 혹은
삼면이 모두 깊고 큰 계곡이나 가파른 경사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배후는 일
반적으로 더 높은 산봉우리로 이루어져있다. 대부분의 성지는 지세에 의지하여 축
조되었다. 각 산성은 규모의 차이가 있으며, 산세와 지형의 변화에 따라 성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며, 다변형도 있다. 산성의 성벽 축조 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데, 하나는 자연석재를 이용하여 쌓아 올린 ‘干插石’(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
로지 석재로만 쌓아올리는 것)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내ㆍ외벽을 석재로 쌓고, 중
간은 土石 다짐토를 채워 넣는 방법이다. 이 두 종류의 성벽 축조방법은 오랫동안
같이 이용되었다.
면적이 비교적 큰 산성은 광활하며, 대부분 높고 넓은 성벽을 축조하였다. 동일
규모의 산성 성벽의 너비는 기본적으로 같고, 성의 규모가 클수록 넓다. 성벽너비가
가장 넓은 곳은 7m 이상이며, 가장 좁은 곳은 겨우 1m 정도이다.
같은 유적에서 각 방향의 성벽간에도 너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활지
에 축조된 성벽이 가장 넓다. 계곡부 가파른 비탈지에 축조된 성벽의 너비는 비교
적 좁고, 강의 단애면 또는 가파른 지형에는 일반적으로 성벽이 없다. 대다수 산성
의 성벽 외측에는 돌출된 반원형의 ‘雉城’이 조성되어 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 내몽고 문물고고연구소에서 三座店遺蹟에 대
한 고고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한 夏家店 下層文化의 石城을
밝혀내었다.3)
三座店遺蹟은 赤峰市 松山區 初頭朗鎭 三座店村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赤峰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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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陰河의 左岸이다. 이 유적은 크고 작은 2개소의 석성이 병
렬로 조합된 구조이며, 서쪽에는 大城, 동쪽에는 小城이 축조되어 있다. 大城의 평
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서쪽은 가파른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ㆍ
북쪽 양쪽에는 석축 성벽과 치성이 축조되어 있다. 성지의 면적은 약 10,000㎡ 정도
이다. 小城은 大城의 동측에 인접하여 붙어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면
적은 약 1,600㎡이다. 북, 동, 남쪽은 석축 성벽과 치성으로 둘러져 있다. 2년에 걸
친 발굴을 통해 9,000㎡ 정도의 면적이 조사되어 大城의 대부분과 小城의 전모가 밝
혀졌다. 주거지 65기, 수혈과 灰坑 49기, 성벽ㆍ치성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뚜
렷한 특징을 가진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성벽과 치성 조사에서는 大城의 성벽 140m가 조사되었고, 성벽 외측에는 15개소
의 치성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각 지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 북
벽의 한 구역에는 내ㆍ외벽을 석재로 구축하고 내부 적심은 황토로 채웠으며, 성벽
의 현존 높이는 350~400cm이다. 동벽의 경우 외벽부에만 석축하였는데, 내벽부는
황토대 가장자리에 석축을 덧대어 축조하였다. 외벽은 최소한 내ㆍ외 2층이고, 어
떤 구역은 토층이 3개층에 이르며 두께는 100cm 정도의 석벽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
다. 성벽 외벽부의 치성은 대체적으로 ‘말발굽형’으로 규모가 높고 크며, 대개 3개의
테를 두른 형태로 석축하였다. 석축 치성과 체성은 맞물리게 쌓아 치밀하고 튼튼하
며, 치성간의 거리는 약 2~4m로 가깝다. 치성은 평면 말발굽형태로 길이 550cm, 너
비 540cm, 높이 150~210cm이다. 안에서 밖까지 3중으로 석재를 쌓아 구축하였으며,
치성의 적심은 황색사립토로 채웠다.
성내에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의 도로가 있다. 그 중 서측 도로는 대형 건
물지 중심의 주거구역과 이어지고 있다. 지면에는 판석을 깔고, 밟아 디딘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다.
성내 건물지는 單圈 또는 雙圈 석축 건물지와 반지하식 건물지 등 몇 가지 종류
의 건물 형식이 있는데, 이 중 雙圈 석축 건물지의 수량이 가장 많고, 單圈 석축 건
물이 다음으로 많다. 산발적으로 말각방형의 반지하식 주거지도 확인되었는데, 주
거면에는 白灰가 발라져 있다.

3) 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 ｢内蒙古赤峰市三座店夏家店下层文化石城遗址｣, 뺷考古뺸, 2007, 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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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圈 석축 건물지는 일반적으로 雙圈 석축 건물지의 부속 건물로 출현하였다. 평
면 원형으로 직경은 300~500cm의 크기이며, 실내에는 밟아 다져진 경화면이 형성되
어 있다. 雙圈의 석축 건물지는 평면 雙圈의 원형으로 직경 700~1,000cm이다. 內圈
과 外圈 사이에는 回廊이 형성되어 있으며, 실내 사용면에는 불을 사용한 흔적이 관
찰될 뿐 아니라 陶鎘ㆍ陶罐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성내에는 약간 다른 형태의 석축 담장이 있는데, 이들은 다수의 주거지와 수혈로
이루어진 20여 개소의 독립적 건축 단위의 하나인 성내촌락 즉, ‘院落’을 형성하고
있다.
수혈과 灰坑의 경우 수혈은 대부분 평면 원형이며 수직으로 굴착된 형태이다. 坑
壁은 석재로 쌓아 구축하였는데, 어떤 것은 자연산석의 가파른 벽면에 한면을 의지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도 다시 석재를 보강하여 주위를 둘러 막았다. 수혈의 직경은
100~200cm 가량이며, 내부에서는 석기 또는 토기가 흔히 발견된다. 성내 얕은 수혈
상의 회갱은 평면형태가 불규칙하다.
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는 태토에 따라 크게 모래가 섞인 토기와 니질 토기로 구분
된다. 모래가 섞인 토기의 주요 기종은 鎘ㆍ甁ㆍ罐ㆍ瓮ㆍ罐形鼎 등이 있으며, 니질
도기에서 흔히 보이는 기종은 鎘ㆍ尊ㆍ鉢 등이 있다. 이는 모두 夏家店 下層文化에
서 흔히 보이는 기형이다. 토기에 장식된 문양은 繩文, 繩文+劃文이 주를 이루며,
이외에도 附加堆文과 戳印文이 있다. 토기는 건물지 거실 내부와 회랑 북쪽에서 집
중적으로 출토되었고, 수혈과 회갱 또는 퇴적층에서도 소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기 종류는 숫돌ㆍ절구ㆍ갈돌ㆍ도끼ㆍ대패ㆍ칼ㆍ餠形器 등이 있다. 어떤 것은
암반에 직접 구멍을 파서 만든 절구 형태도 있다. 숫돌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데,
표면은 편평하고 매끄럽고, 마연하기 앞서 미세 가공한 편은 석축담장 위나 돌무지
에서 많이 보인다. 기타 석기류는 산포되어 있고, 출토위치가 일정하지 않으나 雙圈
건물지의 회랑과 수혈내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三座店山城은 전형적인 夏家店 下層文化 시기의 산성 중 하나이다. 이 유적은 보
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夏家店 下層文化 산성의 배치와 규모, 방식은 많은 지역에
서 후대 산성에서 계승되며, 그 첫째는 환호와 성벽의 상호 조합이다. 이러한 축성
방식은 후대의 성벽과 해자가 상호 결합된 완전한 방어체계가 되며, 성벽과 환호의
결합은 ‘城’과 ‘池’ 결합의 전신이다. 둘째, 성벽 외측의 반원형 시설은 견고한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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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공격해 오는 적을 삼면에서 둘러싸고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효과적인 방어
시설이다. 이러한 성벽 부속 시설은 후대 치성과 각루의 모태가 된다. 셋째, ‘連城’
과 ‘復城’의 결합 구조이다. 三座店遺蹟의 발굴현황과 주변 동일한 성격의 유적 조
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의 유적은 보편적으로 크고 작은 두 개의 성이 결합되
어 배치된 형태로 이해되며, 일종의 공존관계이다. 이러한 현상은 夏家店 下層文化
山城의 기능과 성질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陰河 중ㆍ하류에는 하나의
大城이 중심을 이루고, 주위의 中ㆍ小 산성이 결합되어 전체 성곽을 형성하고 있다.
夏家店 下層文化 산성은 매우 큰 산성이며, 독립적인 정치단위로 고대 제후국의 도
성 규모를 구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夏家店 下層文化는 193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당시 상기한 종류의 유적과 하가점
하층유적을 통칭하여 ‘赤峰二期文化’로 부른다. 1960년 적봉 하가점유적의 발굴조사
중 첫번째 조사에서 밝혀진 하층유적이 ‘夏家店 下層文化’이다. 이것은 遼西地域에
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로 알려져 있다.
분포범위는 서쪽으로 河北省의 桑干河 상류에서 일어나, 동쪽 醫巫閭山，북쪽 西
拉木倫河를 넘어，남쪽의 海河에 이르는 비교적 큰 지역이다. 이것은 遼西地域에
가장 밀집 분포되어 있고, 문화퇴적층이 가장 두꺼운 고고학적 문화 중 하나이며,
어떤 지역은 현대 촌락의 분포밀도를 능가하는 곳도 있다.
현재 이 문화유적은 1,000여 기의 무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유적으로는
赤峰 夏家店ㆍ蜘蛛山(寧城 南山根ㆍ三座店, 敖漢旗 大甸子, 北票 豐下, 建平 水泉)
등이 있으며,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3500년 전이다.

Ⅲ. 遼河 下流 營口地區 靑銅器時代 山城
최근 遼河의 하구언 지역의 좌측 연안인 營口地區에서 산성들이 잇달아 발견되었
다. 이 산성들은 모두 산 정상부의 평탄한 지형에 축조되었으며, 절벽을 끼고 석축
성벽을 축조하였다. 계곡부를 포함하지 않고, 여러 산봉우리를 연결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의 작은 문이 개구되어 있다. 성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청동기시대의
4) 주 1)의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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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와 석기이며, 이 유물들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다. 이들 산성은 현
재 한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여
기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高麗城山山城
牌坊村 高麗城山山城은 蓋州市 甚字街 牌坊村에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산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산과 주변 산들의 높이는 해발 500m 정도이다. 이 산의 정
상부는 西高東低의 지형이며, 성내는 비교적 평탄하다. 성내 남-북 길이는 25m, 동서 너비는 50m이며, 면적은 1,250㎡이다. 전체적인 성내 지형은 동남쪽으로 경사진
비탈을 이루며, 성내에는 원래 1개소의 우물이 있으나 지금은 이미 고갈되었다. 산
성은 산의 험준한 지형을 의지하여 축조되었으며, 성의 서쪽은 높이 수십 미터의 절
벽으로 이루어져 성벽을 축조하지 않았다. 북ㆍ동ㆍ남쪽에는 석축 성벽이 있고, 동
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측에 두 열의 석축 성벽이 덧대어져 있다. 동남쪽
城隅部에는 瞭望臺址가 있다. 성벽은 화강암 자연석재와 약간 가공한 석재를 이용
하여 쌓아 올렸다. 산성의 동남쪽 성벽 모서리 부분에는 1개소의 문이 개구되어 있
으며, 너비 약 130cm, 잔존높이 130cm의 규모이다. 산성 내에서는 모래가 섞인 紅
陶片과 모래가 섞인 갈색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牌坊村 支石墓에서 출토된 토
기편의 陶質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성은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

2. 牽馬嶺山城
牽馬嶺山城은 蓋州市 團甸鄕 牽馬嶺村 동북쪽에 위치한 산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산성의 면적은 약 3,000㎡ 이다. 현재 산성은 동북, 서북, 서남쪽 3면에 성벽 기초의
일부가 유존되어 있고 동남쪽은 절벽이다. 성벽 기단부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
하며, 잔존높이 90~110cm, 잔존너비 80~100cm이다. 서북쪽 성벽은 파손되어, 무너
진 석재들이 산비탈에 산재되어 있다. 성내 지면과 성벽 부근에는 모래가 섞인 회

5) 崔艶茹 等, 뺷营口市文物志뺸, 辽宁民族出版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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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편ㆍ모래가 섞인 홍갈색 토기편ㆍ활석분이 섞인 도기편과 붉은 소토덩이 등의 유
물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물들은 牌坊村 高麗城山山城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한
것으로 두 성은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6)

3. 烙鐵山山城
何家溝 烙鐵山 山城은 營口市 鱍魚圈區 紅旗鎭 何家溝 해발 317m의 烙鐵山에 위
치한다. 정상부는 불규칙한 장방형으로 동남-남북향이다. 성지는 바로 이 정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2,400㎡로 산정 주위에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어떤 곳은 가파른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성벽의 잔존너비는 120cm, 잔존높이 30~80cm이다.
잔존 성벽의 길이는 약 70m 정도로 성문은 동남쪽 성벽 모서리 지점에 개구되어 있
고, 문지 너비는 약 110cm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성의 남면에는 한 겹의 성벽
을 추가로 덧대었다. 성의 동ㆍ북쪽은 비교적 가파른 지형이며, 서ㆍ남쪽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이다. 성내에서는 운모가 섞인 갈색 토기 구연부ㆍ저부ㆍ대각부ㆍ파수
부ㆍ동체부 등의 토기편이 상당수 출토되었으며, 이 유물들은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7)
營口地區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산성은 아직 조사단계에 있고, 세밀하고 정밀한
발굴조사로 명백하게 그 문화를 밝혀야 할 것이며, 이 연구를 통해 모든 遼河 유역
산성의 유형과 명확한 발전에 대한 충분한 의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Ⅳ. 遼寧省ㆍ吉林省의 高句麗 山城
1. 遼寧省․吉林省 高句麗山城의 조사
요령성ㆍ길림성 고구려 산성의 조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각지에서 분산되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학자마다 산성의 고고학적 조사와
결론에 대한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고, 통계수치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6) 주 5)의 前揭書.
7) 崔艶茹, ｢营口地区山城调查与探讨｣, 뺷东北史地뺸, 2009, 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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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춘청(魏存成) 선생은 고구려산성의 조사 통계현황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서
술하였다. 요령성의 고구려 산성은 모두 遼河 동쪽의 광활한 산지에 분포한다. 그
수량은 1985년 쳔따웨이(陳大爲)가 중국 고고학회 제 5차 연회에 제출한 논문에 87
개소가 보고되었으며, 1989년 출판된 뺷東北歷史地理뺸에는 요령성의 고구려 유적 55
개소가 수록되어 있다. 1994년 第 2期 뺷遼海文物學刊뺸에는 신짠산(辛占山)의 ｢遼寧
境內高句麗城址的考察｣과 왕미엔허우(王綿厚)의 ｢鴨綠江右岸高句麗山城綜合硏究｣
등 두 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신짠산(辛占山) 선생은 요령성 내 고구려 산성의
총수량에 대하여 현재 통일된 견해가 없지만 어떤 학자는 그 통계가 80여개소에 이
른다고 하였다. 만약 이 주장에 의하여 군사초소와 둘레 100~200m 가량의 작은 산
성을 포함한다면 총수량은 100여 개소 이상이 될 것이다. 1994년 출판된 뺷高句麗ㆍ
渤海古城址硏究滙編뺸에 수록된 요령성 고구려성지는 모두 90개소이며, 현재까지의
수량 중 가장 많은 것이다. 1995년 쳔따웨이(陳大爲)는 뺷北方文物뺸 第 3期에 발표한

｢遼寧高句麗山城再探｣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산성의 총수
량은 약 70~80개소이다. 만약 소형산성 및 고산에 위치한 망대나 초소 등을 포함한
다면 100여 개소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논문은 요령성 고구려 산성에 대
하여 진행된 상세한 목록이며, 모두 67개소의 산성유적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상기
한 논문 중의 내용과 같이 요령성 경내의 고구려 산성은 현재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다.
길림성 고구려 산성의 분포와 수량은 지금까지 정론이 없다. 뺷東北歷史地理뺸 第
2卷에 수록된 길림성 고구려 성지는 42개소이며, 뺷高句麗ㆍ渤海古城址研究滙編뺸에
수록된 길림성 경내의 고구려 성지는 80개소이다. 1995년 일본에서 출판된 뺷高句麗
的歷史與遺跡뺸에 수록된 길림성 고구려 산성은 51개소이며, 뺷東北歷史地理뺸 第 2卷
에는 39개소 산성이 수록되어 있다. 길림성 고구려 산성의 주요자료의 출처는 이미
공개 발표된 조사보고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길림성 각 縣ㆍ市 문물지에 수록되어
있다.8) 왕미엔허우(王綿厚) 선생 역시 각지의 조사현황으로 진행된 통계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조사 또는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최근 20년간의 조사를 토대
로 중국내 요령성ㆍ길림성 고고 발굴조사자들은 70년대 말부터 문물 전면조사와 전

8) 魏存成, 뺷高句丽遺跡뺸, 文物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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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연구를 종합하여 더욱 큰 범위에서 현존 고구려고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鴨綠江 左岸의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고구려 산성은 최근 20년 동안
배로 증가하였다. 20세기말까지 고문헌과 더불어 실증된 90% 정도의 고구려 산성
은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산발적으로 보고되었다.
공개발표된 자료를 보면, 1989년 쑨찐이(孫進已)ㆍ왕미엔허우(王綿厚)ㆍ펑용치엔
(馮永謙)은 뺷東北歷史地理뺸 第 2卷에 중국 요령성 경내 고구려 고성 55개소, 길림성
경내 42개소를 수록하여, 모두 100여 개소에 달한다. 이것은 중국학자가 공개 발표
한 논저 중 중국 내 고구려 고성의 수량을 가장 많이 수록한 것이다.
1991년 출판된 뺷吉林省文物志뺸에는 길림성 고구려 고성 10여 개소를 수록하고 있
다. 1994년 왕미엔허우(王綿厚)는 뺷鴨綠江右岸高句麗山城綜合硏究뺸에서 중국내에
서 둘레 1,000m 이상의 비교적 대형 고구려 산성 70여 개소를 수록하였다. 1994년
왕위랑(王禹浪)이 펴낸 뺷高句麗渤海古城址硏究滙編뺸에서는 鴨綠江 兩岸의 고구려
고성 190개소를 수록하고 있다. 1996년 뺷吉林省文物地圖集뺸에는 고구려 고성 30여
개소를 수록하고 있다. 1997년 펑용치엔(馮永謙)이 펴낸 뺷高句麗古城輯錄뺸에는 중
국내 고구려 고성 126개소를 수록하고 있다. 1998년 쳔따웨이(陳大爲)가 펴낸 뺷高句
麗山城再探뺸에는 요령성 고구려 산성 67개소를 수록하고 있다. 1999년 쉬르판(徐日
范)이 펴낸 뺷北韓高句麗古城分布和硏究狀況뺸에서는 鴨綠江 左岸에서 발견된 고구
려 고성 40여 개소를 수록하고 있다.
국내외에 이미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중국 요령성에서 조사된 고
구려 고성은 80개소 정도이며, 길림성은 약 40개소, 압록강 좌안에서 한강 이북의
기초적인 조사통계에 따르면 40여 개소이다. 여기에서 비교적 작은 개별 관문과 교
통상의 요새 등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조사된 鴨綠江 兩岸의 중요 고구려 고성은 대
략 160여 개소이다. 이는 뺷舊唐書뺸, ｢高句麗傳｣에 “고구려는 예전에 5部로 나뉘고
176개소의 성이 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실제 조사된 유적 수와 10여 개소
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미 90%가 실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9)
상술한 학자들의 고구려 산성의 조사 통계결과는 각자 다르다. 우리는 지난 몇 년
간의 조사결과 이전의 통계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주 2)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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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떤 산성은 고구려 시기에 축조된 것이 아닌데 고구려 산성으로 간주되어
통계자료에 이용된 현황이 비교적 많다. 예를 들어 營口地區의 馬圈子山城의 축조
시기는 비교적 늦다. 성내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明代의 유물로 이 성 역시 명대에
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몇 명의 학자가 통계에 이용한 고구려 산성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떤 고구려 시기 산성은 아직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本溪의
平頂山山城은 전형적인 고구려 시기의 산성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통계
에는 누락되어 있어 보충되어야 한다.
셋째, 고구려 산성에 대한 인정기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고구려 산성에 포함된
유적 중 일부는 규모가 아주 작은 성지와 단지 일반 석축 담장이 산 계곡부를 두른
유적이 있다. 어떤 학자는 이를 초소 혹은 요새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 산성
으로 생각되는 등 통계수집에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필자는 고구려 산성의 분포ㆍ
수량ㆍ성질ㆍ연대 등 여러 방면의 인정 기준과 깊이 있고, 세밀한 조사 연구로 최선
을 다하여 비교적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高句麗 山城의 유형 및 건축 구조
중국학자들이 고구려 산성의 유형 분류 및 건축 구조에 대하여 논술한 것 중 대
표적으로 웨이춘청(魏存成) 선생과 왕미엔허우(王綿厚) 선생이 연구한 자료가 비교
적 상세하고 확실하다.
웨이춘청(魏存成) 선생은 뺷高句麗遺蹟뺸에서 “고구려 산성의 대부분이 산에 의지
하고 물을 가까이 둔 곳에 축조하였다. 성벽의 방향과 성내 배치가 어려웠기 때문
에 먼저 평지에서 통일된 계획을 세웠다. 다만 방어를 위주로 공수기능을 겸비하기
위하여 그 산세와 지형 선택에서 대체적으로 동일한 몇 가지 유형을 형성하였다.
즉 簸箕型(삼태기형), 山頂型(퇴뫼식)ㆍ築斷爲城型ㆍ左右城型ㆍ內外城型 등 4종류
이다.”라고 하였다. 웨이춘청(魏存成)선생은 귀납적으로 만든 네 가지 유형을 소개
하였는데,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簸箕型(삼태기형)은 抱谷式ㆍ包谷式ㆍ仰盆式ㆍ栲栳峰式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유형의 산성은 環形의 산등성이 위에 많이 축조되며, 산등성이의 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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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나머지 한 면은 낮다. 산세가 험준한 곳과 자연 절벽에는 성벽을 축조하지 않
았으며, 평탄하고 완만한 ‘凹’자형 지형에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내에는 계곡부와 개
활된 비탈지로 형성되어 있다. 이 유형의 산성은 병사 및 백성이 주둔하여 지키거
나 저장기물을 구비하는데 용이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중ㆍ후기 도성 유형과도 같
고, 모든 산성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삼태기형 산성은 대부분 대형ㆍ중
형 산성이다. 소형 산성은 이러한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 삼태기형 산성은 고구려
서부 방어선과 중요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남쪽의 金州 大黑山山城을 비롯하
여, 海城 英城子山城ㆍ沈陽 塔山山城과 石台子山城은 모두 분명한 삼태기형 산성이
다. 鐵嶺 催陳堡山城과 西丰城子山 山城은 대형 삼태기형 산성이다. 요령성의 龍首
山城과 길림성 龍潭山城도 이 유형에 속한다. 연변지역의 圖們 城子山山城과 琿春
薩其城도 모두 강변에 축조된 삼태기형 산성이다.
둘째, 山頂型 山城은 모두 산 정상부에 축조되었으며, 산성내 지세는 높으면서 비
교적 평탄하다. 주위는 대부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한면이 비교적 완만한 경
사면을 가진다. 지형이 완만한 곳에는 성벽을 축조하고, 기타 지역은 절벽지형을 그
대로 이용하였거나 성벽을 다시 축조하기도 하였다. 산성 아래에는 대부분 강이 흐
른다. 고구려 초기 도성인 오녀산성은 전형적인 산정형 산성이다. 이외에 寬甸 虎
山山城ㆍ淸原 南山子山城ㆍ通化 建設山城과 英戈布山城ㆍ吉林 東團山城ㆍ集安 大
川哨所 등이 있다. 이 유형의 산성 중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2개소이며, 특히 虎山
山城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축조되어 있다. 유존하는 대다수 산성은 둘레 1,000m
이하의 소형 산성이며, 일부는 100~200m인 산성도 있다. 따라서 산정형산성은 대부
분 요새나 초소 혹은 大ㆍ中型 산성의 衛城 성격을 띤다.
셋째, 築斷爲城型 산성이라는 명칭은 원래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전형적인 築斷
爲城型 산성은 集安 關馬山城ㆍ盤石 紙房溝壩城과 城子溝壩城이 있다. 관마산성은
‘丁’자형 산곡의 3군데 입구에 성벽을 쌓았으며, 河谷 양변과 더불어 산봉우리를 둘
러싼 산성이다. 2개소 산성 외에 모든 산성은 ‘人’字形 산등성이의 빈틈을 횡으로 성
벽을 축조하였으며, 평면은 인공 성벽을 저변으로 삼고 ‘人’字形 산등성이를 양변으
로 삼은 이등변삼각형 산성을 형성하였다. 인공 성벽은 길지 않고, 몇 백 미터에 그
친다. 다만 산등성이에 성벽을 둘렀으며, 산성의 규모는 동일하지 않다. ‘築斷爲城’
의 지형은 병사와 주민의 주둔과 저장고가 구비되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용면에서

188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볼 때 어떤 것은 요새 또는 초소로 이용되었다.
넷째, 左右城과 內外城型 山城은 좌우에서 서로 연결되거나 내외로 상호 연결된
성을 가리킨다. 두 개 산성 중 하나는 상술한 삼태기형 혹은 산정형 산성일 수 있
다. 左右城型 山城의 예로는 撫順 高爾山城과 柳河 羅通山城이 있다. 모두 대형산
성으로 외형 또한 유사하다. 좌우로 연접되어 있고, ‘肺叶’과 같은 형태이다. 두 성
은 主城과 부수적인 城이며, 주요 유구는 모두 主城內에 집중되어 있다. 고이산성은
東城ㆍ西城ㆍ南衛城ㆍ北衛城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동남쪽 모서리는 3개의 작
은 環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主城은 東城으로 둘레는 2,800m이다. 東ㆍ西城의 지세
는 모두 동ㆍ서ㆍ북쪽 3면이 높고, 남쪽이 낮은 삼태기상의 형태이다. 南衛城은 西
城 서남쪽 모서리와 東城 동남쪽 모서리를 에워싸고 펼쳐진 두 개의 산등성이에 축
조되어 있다. 동ㆍ서 양성은 성 남쪽의 계곡부를 포함하고 있다. 北衛城과 동남쪽
모서리의 3개의 작은 環城은 모두 동성과 서로 연접된 작은 산등성이 위에 축조되
어 있다. 이로 보아 고이산성의 방어계통은 상당히 치밀함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산성은 중간에 하나의 성벽이 있어 성을 양분하며, 내성과 외성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遼寧省 新賓 太子城이 있다. 태자성은 둘레 1,425m로
성내 동ㆍ서 양단의 지세가 높고, 중앙은 ‘凹’字形으로 지형이며, 馬鞍狀의 형태이
다. 이 산성의 동쪽에는 남-북 280m 길이의 성벽이 산성을 동ㆍ서로 양분한다. 이
중 동쪽은 내성으로 둘레 675m이다. 내ㆍ외성 사이에는 성문이 있어 서로 통한다.
조사자는 내성 옹성형식의 비교, 기원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내성이 先築된 후 외성
이 後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左右城과 內外城의 규모는 대ㆍ중ㆍ소형으로 이를 비교하면 둘레 3,000m 이상의
대형 산성 비율이 비교적 크며, 이들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구려 산성의 성벽구조 및 관련시설
고구려 산성의 성벽구조는 석축ㆍ토석혼축과 토축 등 몇 가지가 있으며, 석축이
주를 이룬다. 토석혼축ㆍ토축 구조의 비율은 비교적 적다. 이 중 석축 성벽은 고구
려 초ㆍ중기의 중심지역인 桓仁ㆍ集安ㆍ新賓지역 뿐 아니라 중ㆍ후기의 서부 방어
선에도 상당수가 있다. 고구려산성의 토축구조의 출현과 이용은 고구려 중ㆍ후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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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며, 산성이 위치한 지리환경 및 지질조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석축 성벽의 내ㆍ외벽의 석재는 일반적으로 모두 가공하였는데, 방형 및 장방형
의 형태로 대부분 한쪽은 크고 다른 한쪽은 작은 설형(楔形)이다. 설형석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으며, 新賓 黑溝山城 楔形石의 경우 최대 길이가 90cm인데, 큰 부위는
너비 83cm, 두께 25cm이며, 작은 부위는 너비 40m, 두께 10m이다.(가장 작은 설형
석의 길이는 35cm이며, 큰 부위는 너비 30cm, 두께 16cm, 작은 부위의 너비는
10cm, 두께 5cm이다.) 축조시 큰 부위를 바깥으로 향하고, 작은 부위는 안쪽으로 향
하도록 하였으며, 각 층을 조금씩 안쪽으로 경사지게 축조하여 붕괴를 방지하였다.
성벽의 내부는 편평하게 석층을 조성하고, 각 층은 맞물리게 눌러 쌓았으며, 빈틈은
잡석으로 채워 넣었다.
이러한 구조와 축조수법은 고구려 초ㆍ중기의 桓仁ㆍ新賓ㆍ集安 등의 內地 山城
에서 유행할 뿐 아니라 고구려 중ㆍ후기의 西部 防禦線에서도 여전히 사용된다. 그
예로는 西丰 城子山山城ㆍ鐵嶺 催陳堡山城ㆍ沈陽 石台子山城ㆍ普蘭店 昊姑山城ㆍ
庄河 城山山城ㆍ岫岩娘 娘山山城 등이 있다.
토석혼축의 구조는 대략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내ㆍ외벽을 석축으로 쌓고, 가
운데는 흙 또는 흙+잡석을 채운 것으로 柳河 羅通山城과 鐵嶺 催陳堡山城에서 확인
된다. ② 내부는 석재, 외부를 흙으로 축조한 것이다. 즉, 먼저 비교적 큰 잡석을 이
용하여 單列 성벽을 쌓고 上面에 다시 흙을 쌓아 보강하였다. 대표적으로 撫順 高
爾山城과 龍井 城子山山城을 들 수 있다. ③ 산의 표토와 잡석을 혼합하여 판축한
것으로 開原의 三座山城에서 볼 수 있으며, 황토와 잡석을 섞어 성벽을 쌓은 길림
용담산성도 있다.
토축 구조는 撫順 高爾山城ㆍ遼源 龍首山城 등이 있다. 海城 英城子山城의 경우
운모암 풍화토를 이용하였으며, 吉林 龍潭山城의 경우 황토를 이용하였다. 구축방
법은 대부분 판축을 이용하였으며, 판축층의 두께는 英城子山城이 7~8cm, 龍首山城
10~13cm, 龍潭山城 6~12cm로 일치하지 않는다.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성 성벽의 모퉁이와 높은 지점에는 角臺 혹은 平臺ㆍ
望臺와 哨臺 등을 축조하였는데 이것의 주요 기능은 嘹望이다. 어떤 高臺는 원래
角樓類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장 또한 석축 성벽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한 적지 않은 산성 여장의 내측에는 소형 石穴이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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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후기 산성의 외벽부에는 흔히 치성이 축조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桓仁
高儉地山城ㆍ柳河 羅通山城ㆍ海城 英城子山城ㆍ西丰 城子山山城ㆍ開原 馬家寨山城
과 鐵嶺 催陳堡山城 등의 성지에서 土坑이 발견되다. 그 수량은 각각 다르나 대부
분 원형으로 성벽 내측과 高臺 부근에 위치하며, 大ㆍ小 두 종류가 있다. 高儉地山
城의 북문 부근에서 발견된 土坑의 경우 직경 850cm, 깊이 150cm이다. 羅通山城에
서 발견된 25기의 토갱은 성내 臺地 옆에 위치하는데 남북 길이 약 600cm, 동서 너
비 약 400cm, 깊이 40cm로 밀집 분포되어 있다. 英城子山城은 서쪽 성벽 부근에 경
작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세 성벽 정상부 내측에서 40cm 떨어진 곳에는
20m 또는 25~30m 가량 거리를 두고 직경 30cm의 토갱이 위치하고 있다. 西丰 城子
山山城에서는 모두 144개의 토갱이 있다. 이 중 24개는 望臺 부근에 순서대로 배치
되어 있다. 큰 토갱은 직경 850~1,000cm, 깊이 155~175cm이며, 작은 토갱은 직경
200~500cm，잔존 깊이는 50cm이다. 남벽 내측에는 70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북벽
내측에는 47개가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직경은 1,000cm, 깊이 100~200cm 정도
이다. 開原 馬家寨山城에서 발견된 6개의 토갱도 성벽 내측에 있는데, 큰 토갱은 직
경 700~800cm, 깊이 80cm이며, 작은 토갱은 직경 200~500cm, 깊이 50cm이다. 이러
한 원형 토갱의 성질ㆍ용도에 관해서 그 형태와 규격, 위치에 근거할 때 성을 지키
는 병사들의 주거지로 생각된다. 연계 강화와 방어를 위하여 적지 않은 산성내ㆍ외
에 성을 순환하는 도로가 있다. 어떤 산성에는 해자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산성과 평원성의 조합관계는 고구려 도성의 두드러진 특징일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성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고고학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비교적 분명한 것은 寬甸 虎山山城과 丹東 瑗河尖古城이다.10)
왕미엔허우(王綿厚) 선생은 뺷高句麗古城研究뺸에서 고구려 산성 성벽의 축조 및
유형을 분류하여 조기ㆍ중기ㆍ만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早期의 高句麗 山城
早期 高句麗 山城의 축조상 주요 특징은 산세의 자연방향을 선택하여 산의 험준
10) 주 8)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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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충분히 활용하고, 조잡하게 가공하였거나 가공하지 않은 네모 납작한 楔形石
으로 성벽을 축조하였다. 산의 험준함과 그 지형을 얻어 자연석재로 석축하였는데
이는 조기 고구려 산성 축조의 양대 특징이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고구려 조기 산성 중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인 흘승골성(紇
升骨城, 五女山城) 서벽과 서문을 예로 볼 때 우뚝 솟은 石山 봉우리를 충분히 활용
하여 쌓았으며, 문지 양측은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다. 남벽 아래에는 혼강이 흐르
고 있으며, 험준한 지세를 의지하여 성벽을 쌓았으며, 홀로 우뚝 솟은 천연 장벽이
다. 이외에 富爾江 상류의 黑溝山城ㆍ轉水湖山城ㆍ城仗砬子山城도 모두 천연 절벽
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벽을 쌓았다. 성벽은 단지 계곡과 계곡 사이 낮은 지세의 갈
라진 틈에만 인공적으로 석축하였다. 산의 험준한 절벽을 해자ㆍ斷壁으로 삼은 성
벽은 고구려 조기 산성의 축조형식상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고구려 조기 산성 성벽 축조의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 巨石으로 성벽을 축조한 것
이다. 조기 산성 석축 성벽의 주요한 축조수법은 험준한 산과의 조화로 평탄하고 완
만한 경사지 혹은 계곡ㆍ산 어귀 사이에 석벽을 쌓아올렸다. 조기 산성은 적합한 땅
에서 석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가공형식은 앞이 크고 뒤가 작은 楔形石이
대부분이며, 비교적 원시적이고 조잡한 가공 상태이다. 어떤 경우 자연석재를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청동기시대 하가점 하층문화의 축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녀산성ㆍ흑구산성 등의 인공적인 축조수법은 조기 고구려산성 석축 성벽 구조
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즉 가늘고 긴 돌로 기초를 조성하고, 차례로 단을 이루어 계
단상으로 축조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기단석의 구성은 扁方形ㆍ楔形石이 주를 이
루며, 큰 쪽을 외측, 작은 쪽을 내측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점차 단을 이룬 층은 ‘干揷石’법으로 축조하였다. 내벽부 또는 적심부에는 부정형
석재 또는 土石으로 채워 넣었다. 이 중 납작한 장방형이 주를 이루는 楔形石材를
이용하여 계단식 기단석과 ‘干揷石’식으로 축조한 것은 고구려 조기 산성의 구조적
주요 특징이다.
2) 中期의 高句麗 山城
中期 高句麗 山城은 조기의 축조수법을 계승하였고,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였다.
주요 계승요소는 산의 험준함을 이용하고 돌을 쌓아 축조한다는 것이다. 발전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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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측면은 석재 선택 및 가공의 정연함ㆍ축조수법의 다양화ㆍ토석혼축 수법의 출
현과 女墻ㆍ角樓ㆍ雉城의 출현이다.
중기 고구려 산성 석재의 선택과 가공의 가장 뚜렷한 진보는 ‘楔形石’을 깎고 다
듬어 정교하고 규격화 하였다는 것이다. 이 단계의 楔形石은 비록 네모 납작한 형
태 위주의 자연석이지만 정연한 가공ㆍ방형에 가까운 면석ㆍ매끄럽게 깍고 다듬은
규격화된 석재가 특징이다. 이 종류의 석재는 깎고 다듬은 흔적으로 보아 분명히
망치 등을 사용하였으며, 돌로 타격한 방법과는 구분된다. 이 중 丸都山城ㆍ國內城

ㆍ鳳凰山城 北壁ㆍ虎山山城 南壁ㆍ催陳堡山城과 沈陽 石台子山城 등은 모두 상당
히 규격화된 거석으로 축조되어, 견고하고 정연한 城面이 엿보인다. 이 楔形石은 정
연하고 정밀한 가공으로 인하여 점차 이전과는 다른 통일된 규격을 형성하였다.
고구려 중기 산성 축조수법의 출현은 알맞은 지형에 여러 가지 축조수법에 기인
한 것이며, 토석혼축과 판축형식이 출현하였다. 여러 가지 축조수법이 병존하고, 성
벽 구조의 토석혼축이 출현한 것은 고구려 중기 산성 축조의 뚜렷한 특징이다.
고구려 중기 산성 성벽구조의 또 다른 중요한 진보는 완벽한 옹성 문지 이외에
성벽에 시설된 치성ㆍ각루ㆍ여장이 보편화된 것이다. 고구려 중기 산성은 조기 산
성에 기초를 두고 이러한 성읍 방어시설을 구축하여 더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였다.
3) 晩期의 高句麗 山城
만기 고구려 산성 성벽의 축조 특징은 중기에 완비된 건축시설 외에 판축성벽 및
성벽 외측에 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土石 성벽의 전형적인 유적으로는 晩期
에 축조된 高爾山山城 및 遼河流域의 燕州城山城ㆍ塔山山城과 海城 英城子山城 등
을 들 수 있다. 晩期 雉城의 구조는 沈陽 石台子山城ㆍ燕州城과 鳳凰山山城 등에서
볼 수 있다. 고구려 산성의 치성은 성벽과의 결구가 일체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규
격화 되었으며, 옹성 문지 구조 등과 함께 완전한 방어체계로 구성되었다. 이것으로
산성의 방어ㆍ嘹望이 유리해졌으며, 또 성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능이 더해졌
다.11)

11) 주 2)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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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中國 東北地區 山城의 주요 특징 비교
중국 동북지구 산성은 시기 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나 확실히 많은 공통점이 존재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성에는 아마도 모종의 계승ㆍ발전과 진보의 관계가 존재
하였을 것이다. 西遼河와 大凌河 유역 중심의 夏家店 下層文化 청동기시대 산성이
후대의 高句麗 早期 산성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양 시기 산성간
에는 공통점 혹은 산성 축조의 기원관계가 존재한다. 그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산성지의 선택상 우월한 지리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험준한 高山ㆍ교통
상 요충지와 시야가 넓은 지형을 찾았다. 夏家店 下層文化 시기에는 대부분 하천
주변의 고산과 대지에 분포된 산성을 선택하였거나 혹은 산세의 험춘한 지형특징과
교통이 편리한 자연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고구려 조기 산성의 지세 선택은 계
곡부가 포함된 산봉우리의 험준한 지리적 우세를 더 중시하고 발휘하였다. ‘高山曲
谷’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였는데, 산성지의 선택에 있어 이 이념은 일치하고, 고
구려는 더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둘째, 산성의 평면 배치는 모두 산세에 의지하여, 부정형 산성으로 구축하였다.
험준한 산세와 절벽에는 성벽을 축조하지 않고, 평평하고 완만한 지형에 성벽을 축
조하였다.
셋째, 산성 성벽의 축조방법은 ‘大型溝槽基石’ 방법과 성벽에 편평하게 눌러쌓은
자연 할석재의 ‘干揷石’ 축조방법 등이 있다. 夏家店 下層文化의 高山型山城과 고구
려 시기의 산성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며, 축조수법상 닮아 있는 등 계승관계를 가지
고 있다.
넷째, 夏家店 下層 산성에는 성을 순환하는 도로, 角樓 및 雉城 등의 시설이 확인
되었다. 특히 하가점 하층 산성에서 확인된 치성의 축조는 북방민족이 축조한 高山
石城의 독창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 고구려 및 발해 등의 산성 축조수
법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고대 민족의 문화전통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산성은 지세의 선택에 관계없이 산과 계곡을 끼고 성벽이 불규칙적으로
구축되었다. 성벽ㆍ치성의 축조방법은 예컨대 부정형한 자연석재를 번갈아 쌓아올
린 ‘干插石’ 축조방법으로 생각되며, 비교적 뚜렷한 계승성이 보인다. 夏家店 下層文
化의 산성 전통은 문명국가의 형성에 근거하며, 차츰 차츰 지역 위주의 조기 부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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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국가의 역사단계로 발전되었다. 고구려의 조기 산성의 하나인 오녀산성에
서 수차례의 발굴조사로 청동기시대 유물의 존재가 증명되었고, 활석분이 포함된
홍갈색 토기편ㆍ청동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渾江 유역에 고구려 도성을 조성하기
전 오녀산성을 포함한 혼강유역의 광활한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
였을 뿐 아니라 산성을 축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Ⅵ. 고구려 산성의 주요 특징과 거제 폐왕성과의 비교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 성과를 보면, 고구려와 신라 산성의 축조 이념, 산성의
기본기능, 지리조건의 선택, 축조 구조 및 재료의 운용 등 여러 방면에서는 일부 차
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쌍방 세력은 많은 전쟁에서 서로의 산성을 쟁
탈하였으며, 서로의 산성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산성의 축조상 기본적인 공통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험준한 산세의 지형적 특징과 교통상 편리한 자연조건, 지리적
우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산성의 평면 배치는 모두 산등성
이에 의지하며 축조양상이 불규칙하다. 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한 산성 성벽은 석
축으로 축조되었을 뿐 아니라 토축 성벽도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최종적으로 방어
능력을 증강하고, 군사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고구려 산성은 축조구
조면에서 신라 산성보다 뛰어나지만, 축조수법상 어느 정도의 관계가 존재한다.
거제 폐왕성유적은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 처음 축조되었으며, 그 건축구조상 신
라 산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또 고려시대의 수축을 통해 이 성지는 더욱 완전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한 때 거제지역의 치소지였던 이 산성은 해안방어
요충지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12)
더욱이 거제 폐왕성은 수차례 발굴과 깊이 있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풍부한 고고
학적 성과를 얻었고, 발굴보고도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다. 발표된 연구 성과를 보면
이 성지의 성격ㆍ건축구조 및 기본 특징은 이미 비교적 상세하게 고증되었다.
폐왕성 집수지는 발굴조사로 유구의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집수지는 석재
를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3단으로 이루어진 梯形으로 평면 원형의 구조를 갖추고
12)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뺷文化遺跡 試掘調查 報告書－巨濟 廢王城-뺸, 거제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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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고구려 산성의 ‘蓄水池’ 시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축조구조 등이 매우 유사하다. 아래에서는 열거된 몇 개소의 고구려
산성 축수지 시설을 비교하고자 한다.

1. 五女山城 蓄水池
五女山城 蓄水池는 오녀산 정상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절벽 부근에 위치
한다. 산 정상부 지세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하며, ‘天池’라 부르기도 한다.
평면 장방형으로 石槽와 같은 형태이다. 주변은 대부분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남ㆍ북 벽면은 편평하고 가지런하지만 인공적으로 굴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다. 서벽 하부는 대부분 楔形石으로 구축하였으며，상부는 楔形石ㆍ할석ㆍ판석 등
으로 쌓아올렸는데, 후대에 쌓은 것으로 보인다. 동벽은 3단의 자연석대로 이루어
진 梯形의 구조이며, 축수지 아래까지 연결된다. 축수지 바닥면은 편평하지 않은 기
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수지의 최상단 너비는 3.3~5m이며, 길이는 11.5m, 바닥
면 너비는 3.5~4.8m, 길이는 11m, 깊이는 1.5m이다.14)

2. 丸都山城 蓄水池
丸都山城 蓄水池는 嘹望臺에서 동남쪽으로 30m 떨어진 낮은 지역에 위치한다.
축수지는 평탄지를 수직으로 굴착하였고, 석재로 주변 석축을 조성하였으며, 평면
말각방형의 형태이다. 집수지의 규모는 동벽 35m, 서벽 36.7m, 남벽 37.5m, 북벽
37m이며, 전체 둘레는 146.3m이다. 석축은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이 중 남벽 동단

ㆍ동벽 남단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잔존높이는 1.8m이다.
석축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면은 할석으로 기저부
를 만들고, 너비 2m의 천연암반층에 조성하였다. 내ㆍ외 양측은 楔形石을 삽입하여
쌓아 올렸는데, 석축 외관은 정연하다. 楔形石 사이에는 梭形石을 삽입하였고, 그
사이에는 작은 잡석을 끼워 보강하였다. 석축의 기초를 조성한 후 석축(바깥쪽)은
복토되었는데, 제 2층은 밀도가 비교적 높은 회색 니질토로 형성되어 있고, 최상층
13)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뺷文化遺跡 試掘調查 報告書－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거제시, 2009.
14) 뺷五女山城뺸, 文物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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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황토층이다. 이때 황토는 다져서 세밀하고 단단한 방수ㆍ보호층을 형성하여, 견
고한 기초와 집수된 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15)

3. 石台子山城 蓄水池
石台子山城은 심양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棋盤山 댐의 북안에
위치한다. 고구려 산성 중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적이다.
蓄水池는 산성 중앙부의 양 봉우리 사이 계곡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30m 거리
에는 동문지가 자리잡고 있고, 축수지는 석축 제방과 함께 조성되었다. 석축 제방은
축수지의 서측에 위치하며, 남-북향으로 평면 弓形의 석축으로 조성되어 곡부에 횡
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ㆍ북 양단은 양쪽 산비탈과 매우 가까이 접하고 있다. 축수
지는 석재를 이용하여 직경 약 9m로 단면 梯形, 평면 원통형으로 축조되었고, 매우
정연하다. 석축 외부의 다짐토는 너비 1m의 순수한 황토이며, 다짐토 바깥으로 25m
떨어진 곳에는 축수지 주위를 절반 가량 두르는 環形 석축 담장이 조성되어 있다.
제방과 環形 석축은 축수지의 범위안에 형성되었고, 제방과 정수의 기능과 축수지
의 보호기능으로 축조되었다. 이것은 고구려 산성의 전형적인 축수지 형태이다.16)
거제 폐왕성 집수지(축수지)의 축조 형식과 특징을 보면, 고구려 산성의 축수지
축조의 특징을 계승ㆍ발전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완전한 형태가 되었다. 축조에서
역학적인 각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집수지로 축조된 원형 석축은 비교적 견고하
다. 집수지는 3단으로 단면 제형으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물이며, 넓은 집수면적을
제외하면 집수지의 안정성은 더욱 우수해졌다. 이외에 거제 폐왕성 집수지는 집수
가 적을 때 각 단을 이용하여 揚水할 수 있으며, 체력을 아낄수 있도록 집수지 설계
에 합리성과 친인간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고구려와 신라는 산성의 선택과 지리 및 자연조건 이용ㆍ산성건축 이념과
성의 기본 기능ㆍ축조 구조 및 건축재료의 운용 등 여러 방면에서 대체로 서로 같
은 특징을 가진다.

15) 뺷丸都山城뺸, 文物出版社, 2004.
16) 沈阳市文物考古发掘队, 뺷沈阳石台子髙句丽山城试掘报告뺸, 辽海文物学刊, 1993, 第 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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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중국 동북지역 산성 분포 및 유형과
거제 폐왕성과의 비교 연구｣에 대한 토론문
17)신

용 민*

중국 길림성 집안시박물관 손인걸 선생은 평생 고구려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수많
은 연구논문과 저서를 발간하신 대학자입니다. 금번 거제시청에서 주최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움에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논고를 보내주시고 이 자리
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손인걸 선생의 발표 논고를 이렇게 토론하게 된 기회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손인걸 선생의 발표문에 대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은 논고에서 중국 동북지역 산성의 근원은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성이 시기에 따라 그 기능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방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 도시적인 상징성도 있었
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시기에 따라 산성이 당시 행정, 정치적 중심지로
서의 기능은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주변지역 평지에 위치하
고 있는 평지성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도 복합적으로 검토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2. 고구려 산성에서 보이는 蓄水池 즉, 集水池는 혹시 산성의 기능과 지리적 환
경,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 평면 형태나 규모의 변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거제 폐왕성은 초축시기는 주변지역을 관방하는 방어적 기능을 가진 군사적
의미의 중요성을 가진 산성으로 축성되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왕의 피난처로써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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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되어 사용된 정치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산성에서 여러 시기
에 걸쳐 改築 또는 增築의 예가 있는 산성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역할이 변
화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방어적인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된 것인지 알고 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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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中国东北地区山城分布、类型与巨济废王城比较研究
1)孙

仁 杰*

从目前所掌握的考古资料看，在中国东北地区所发现的山城年代较早，且延用时间
长，分布面较广，上迄青铜时代下至唐宋时期均有分布。在不同的时间，不同的地域
间的山城有着各自的特点，同时从遗迹现象分析可能存在着某种联系和承袭关系。这
些山城多数能充分利用自然和地理环境优势，建筑坚固的城堡，为其政治上的攻防争
战服务，山城所反映的军事功能突出。本文试在对山城调查的基础上，充分吸收前人
的研究成果，有选择的对不同时期山城特点及相互间的联系进行探讨，以求教学界。

Ⅰ. 内蒙及辽西地区夏家店下层文化的山城
对内蒙及辽西地区的山城调查工作开始的年代较早。至1960年中国科学院考古研究
所内蒙古工作队，以赤峰地区为中心，开展全面的考古调查和发掘。从1964年开始沿
英金河及其上游阴河流域进行了调查，发现了42座山城址。在这次调查的基础之上，
于1964年发掘了新店城址，1974年发掘了西山根城址。对山城的调查与研究引起了国
内外学术界的关注，特别是以山城为特色考古文化的研究不断向纵深发展。1)
1979年在辽西阜新平顶山一带的考古调查中，发现了诸多青铜时代石筑山城。在西

辽河流域和大凌河流域，亦发现了规模较大，相当于“夏家店下层文化”的早期石城。
王绵厚先生将这些山城：“主要分为高山型和高台型两类。均依山势而建，沿河流分
布，形状多样，有长方形、方形、圆形、椭圆形和不规则形等。高山型多为石城，集
中分布在燕山北麓，从滦河上游，经赤峰的英金河、老哈河和朝阳的大凌河、阜新的
忙牛河流域两岸的低山丘陵台地之上。其最典型者，可举赤峰松山区尹家店和辽宁北

* 中國 吉林省 集安博物馆
1) 于建设 ≪赤峰往事≫ ≪远方出版社≫ 2005年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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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市大板镇康家屯两地“夏家店下层文化”石城址”。2)
1994年11月初开始，中外考古工作者联合对赤峰松山区西部阴河中下游地区山城进

行考察。调查山城的分布规律，山城与地理环境的关系，以及城址之间的关系。此次
调查共发现山城51座，从山城规模划分四类；
第一类是大型山城只1座，即迟家营山城。位于山城群的中部，山城总占地面积8.5
公顷。其城址占据了整个山的南坡，四周用石块砌有城墙，以北侧为防御重点。从迟
家营石城的规模及所处地理位置分析，是一座中心城址，具有特殊的地位和作用。
第二类是面积在3~6公顷的大中型山城。此类规模山城在阴河中下游共有6座，南、
北两岸各3座，且分布距离比较均匀。
第三类是1～2.5公顷的中小型山城。这类山城以三座店山城、孤山子山城和阴河南
岸的圪塔山山城为代表，一共有10座。
第四类是小于l 公顷的小型山城，此类城址从0.1公顷到0.9公顷，其数量多共有34
座，分布于阴河两岸比较重要的山丘、高地甚至山脊。
山城分布较集中区域在阴河两岸的台地和山岗上，有些城址远离阴河，分布在其主
要支流两岸。在阴河北岸和南岸的部分地区，山城多建在断崖或陡坡边缘，常常是一
面为断崖，两侧为冲沟形成的陡坡，这样两面或三面都是临近深沟大壑或峭壁陡坡，
其背后一般都是更高的山岭。大多城址依地势而建。山城大小规模相差悬殊，因山势
和地形的变化，城的平面呈不规则形、有的多边形。山城的城墙主要有两种砌筑方
式：一种是用自然石块叠压“干插石”垒砌。另一种是两侧用石块堆砌，中间填充土石
夯实。这两种城墙筑法多数时候是同时使用。面积较大的山城，其比较开阔的一面，
大都采用又高又宽的城墙，山城城墙的宽度基本上同城的规模成正比，山城越大城墙
越宽，最宽的在7米以上，最窄的仅1米。同一座城里不同方向的墙宽度也有差别，一
般面向开阔地一面的城墙最宽，临冲沟陡坡一面的城墙较窄，面向河流断崖或陡坡方
向一般都没有城墙。许多山城城墙外侧附有突出的半圆形 “马面”。
2005年至2006年，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对三座店遗址进行了为期两年的考古发

掘，揭露出一座保存基本完整的夏家店下层文化石城。3)
2) 王绵厚 ≪髙句丽山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年12月。
3) 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 ≪内蒙古赤峰市三座店夏家店下层文化石城遗址≫ ≪考古≫ 2007年第7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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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座店遗址位于赤峰市松山区初头朗镇三座店村，地处阴河左岸，距赤峰市约40公
里。该遗址由大小两座并列的石城组成，大城在西，小城在东，大城略呈圆角长方
形，其西面是陡崖，东、北两面有石砌的城墙和马面，城址面积约10000多平方米。小
城紧傍大城东侧，略呈长方形，面积近1600平方米；北、东、南三面都有石砌的城墙
和马面。此次发掘揭露面积9000多平方米，包括大城的绝大部分和小城的全部。清理
房址65座，窖穴和灰坑49座，以及城墙、马面等遗迹；出土了较多特征明确的遗物。
城墙及马面。大城城墙已清理出140米。在城墙外侧共发现15个“马面”。城墙的建筑
方法在不同地段有所差别。其中北城墙一段在两侧用石头包砌，内填黄土，城墙现存
高度为3.5～4米。而东城墙只在外侧砌石，贴附在内侧的黄土台缘上，形成护坡石
壁。城墙外侧砌石至少有内、外两层，有的地段则多达三层，形成厚达1米多的石壁。
城墙外侧的马面大体呈马蹄形，体量高大，多数用三圈砌石筑就。马面石壁与墙体石
壁交错砌筑，坚实紧凑，马面之间的距离很近，大约在2～4米之间。马面平面呈马蹄
形，长5.5、宽5.4、高1.5～2.1米。自内而外由三重砌石构成。马面的中心部分用黄色
细沙土填塞。
在城内发现两条南北向主干道，其中西侧的一条通向大房址为中心的院落。地面铺
砌石板，踏痕较为清楚。
城内房址有单圈、双圈石砌房址及半地穴房址等几种建筑形式，其中双圈石砌房址
的数量最多，单圈石砌房址次之。发现有零星的圆角方形半地穴式房址，居住面抹白
灰。
单圈石砌房址一般作为双圈石砌房址的附属建筑而出现。平面呈圆形，直径3～5
米，室内有硬土踩踏面。双圈石砌房址平面呈双圈圆形，直径7～10米。内圈之中为居
室，内圈与外圈之间形成一周“迥廊"，室内有使用面，其上有用火的痕迹，并遗留有
陶鬲、罐等器物。
院落。在城址内还存在若干条不同走向的石墙，它们把众多房址和窖穴划分成20余
处相对独立的建筑单元—院落。
窖穴和灰坑。窖穴平面多为圆形，直壁竖穴状，坑壁用石块砌筑；也有的一侧依托
自然山石的陡壁，其余部分再用石块补砌围封。窖穴直径为1～2米，出土遗物常见石
器或陶器。城址内还发现浅穴状灰坑，平面形状不甚规则。
山城内出土的陶器，按陶质则分夹砂陶和泥质陶两大类。夹砂陶的主要器类包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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鬲、瓶、罐、瓮、罐形鼎等，泥质陶常见的器类则有鬲、尊、钵等，都属于夏家店下
层文化常见的器形。纹饰以绳纹、绳纹加划纹为主，此外还有附加堆纹和戳印纹。陶
器的出土位置多集中在房址的居室内和逥廊北部，少数见于窖穴、灰坑或地层堆积
中。
出土石器种类有磨石、臼、磨棒、斧、铲、刀、饼形器等。有些臼窝直接凿在大块
基岩之上。磨石比较常见，表面光滑平整，个别磨出一条细窄的糟，多置于石墙上或
夹在乱石中。其他种类的石器随处散见，出土位置不规律，以双圈房址的迴廊和窖穴
内比较集中。
三座店山城是一处典型的夏家店下层文化时期的山城。该遗址最大限度地保留着它
的原始状态。夏家店下层文化山城的营造风格及营造方式在很多地方为后世城堡所继
承。其一，壕沟与城墙相结合，这种筑城方式为后世的城墙与护城河相结合形成完整
的防御体系。而城墙与壕沟相结合，应该是“城"与“池"结合的前身。其二，城墙外的半
圆形建筑，除了加固城墙之外，还可以使进攻者三面受敌，是一种有效的防御设施。
这种城墙附属建筑是后世的马面和角楼的先驱。其三，“连城"和“复城"结构，根据三座
店遗址的发掘情况，以及对周边同类遗址的调查，了解到这类遗址普遍存在着大、小
两座城相互配置的建制，是一种共存关系。这种现象对了解夏家店下层文化山城功能
和性质至关重要。阴河中下游以一个大城为中心，较大城堡结合周围中小城堡形成一
个整体。推测

“夏家店下层文化山城，特别是大型石城，是独立的政治单元，具备古

代方国都城的规模”。4)
夏家店下层文化是于上世纪30年代发现，当时把这种遗存与夏家店上层遗存混在一
起统称为：“赤峰二期文化”。1960年在对赤峰夏家店遗址的发掘中，首次将这次发掘
的下层遗存命名为夏家店下层文化。它是辽西地区已经识别的最早的青铜文化。
分布范围：西起河北的桑干河上游，东到医巫闾山，北越过西拉木伦河，南到海
河。范围较大。它是辽西地区分布密度最高、文化堆积最厚的一种考古学文化，分布
密度有的地方超过现代的村落。
迄今为止，此文化的遗址包括墓葬有千余处，典型遗址有：赤峰夏家店、蜘蛛山；
宁城南山根、三座店；敖汉旗大甸子；北票丰下；建平水泉等。年代距今4000～3500

4) 同 1)。

204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年之间。

Ⅱ. 辽河下游营口地区青铜时代山城
近年来在辽河入海口的左岸营口地区相继发现一批山城，此类型山城都建在群山之
巅较平坦的山顶上，沿悬崖砌筑石墙，不包围山谷，也不连山峰，只开一门且很小。
城内出土遗物皆为青铜时代的陶器和石器，其年代在3000左右。因这些山城仅限于目
前的调查情况，还需要今后大量的工作，在此仅择其要作以介绍。

1. 高丽城山山城
牌坊村高丽城山山城。在盖州市什字街牌坊村南0.5千米的山顶上。此山高于周围诸
山峰，海拔约500余米。该山顶西高东低，城内较为平坦。城内南北长25米，东西宽50
米，面积约1250平方米。从整体看，城内呈向东南倾斜的坡状。城内原有水井一眼，
现已枯竭。山城依山设险，城西面石崖陡峻似壁，高数十米，故没设城墙。北、东、
南面有石筑城墙，为了加强对东面的防守，外侧又加筑两道石墙。城墙东南角有一瞭
望台址。城墙是以花岗岩自然石块与稍经加工的石块砌成。在山城的东南角开有一
门，门宽约1.3米，残高1.3米。山城内出土夹砂红陶片和夹砂褐色陶器残片，陶质与
牌坊村石棚墓中出土的陶片相似。此城应建于青铜时代。5)

2. 牵马岭山城
牵马岭山城。在盖州市团甸乡牵马岭村东北一山顶上。山城面积约3000平方米。现
在山城东北、西北、西南三面保留一部分山城墙基，东南是悬崖。城基部分保留较
好，残高0.90至1.10米，墙存宽约0.80至1.00米。西北城墙被毁，石块散落在山坡上。
在城内地面和城墙附近所见遗物，有夹砂灰陶片、夹砂红褐陶片、夹滑石粉陶片及红
烧土残块。这些遗物与牌坊村高丽城山山城遗物相同，其建城年代亦应相近。6)

5) 崔艳茹等 ≪营口市文物志≫ ≪辽宁民族出版社≫ 1996年。
6) 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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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烙铁山山城
何家沟烙铁山山城。位于营口市鲅鱼圈区红旗镇何家沟海拔317米的烙铁山上。山
顶为不规则的长方形，东南至西北向。城址就位于山顶，面积约2400平方米，沿着山
顶围筑城墙，有的地方利用陡峭的自然山体。现可见墙体宽1.2米，残高0.3—0.8米，
残存城墙约70余米，城门开在城的东南角，门宽约1.1米。为了安全起见，又在城的南
面加筑一道城墙。城的东、北两面较陡，西南两面较缓。城内遗物丰富，多为褐色夹
云母的陶器口沿、器底、器足、器耳、腹部等残片，明显具有青铜时代的特点。7)
口地区发现的青铜时代山城尚处于调查阶段，还需进一步细致工作来弄清其文化面
貌，这对研究整个辽河流域山城类型与演进确有着十分重要意义。

Ⅲ. 吉、辽两省的髙句丽山城
1. 吉、辽两省髙句丽山城的调查
对吉、辽两省髙句丽山城的调查起始年代较早，但多是以各地分散进行的，且各家
调查认识不尽相同，故对山城的结论差距较大，所统计数目亦不一致。魏存成先生对
髙句丽山城的调查统计情况作了全面详细叙述：“辽宁省的高句丽山城皆分布于辽河以
东的广阔山地。其数量，据1985年陈大为在向中国考古学会第五次年会提交的论文中
报道为八十七座。……1989年出版的 ≪东北历史地理≫ 一书，收录该省高句丽城址
共五十五座。……1994年第2期的 ≪辽海文物学刊≫ 同时刊登了辛占山 ≪辽宁境内高
句丽城址的考察≫ 和王绵厚 ≪鸭绿江右岸高句丽山城综合研究≫ 两篇文章。辛占山
认为，辽宁省内的高句丽山城就其总数来说，目前尚无一个统一的说法，有人统计有
八十多座。据其了解，如果包括那些具军事哨所性质、周长在100～200米左右的小“山
城’’在内，总数当在一百座以上。
1994年出版的 ≪高句丽、渤海古城址研究汇编≫ 一书中收录辽宁省高句丽城址共

计九十座，应是迄今数量最多的。
1995年，陈大为在 ≪北方文物≫ 第3期发表 ≪辽宁高句丽山城再探≫ 一文，谈到
7) 崔艳茹 ≪营口地区山城调查与探讨≫ ≪东北史地≫ 2009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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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目前不完全统计，山城的总数约有七八十座。如果再加上若于小型山城以及高山隙

望台哨等，可达百座左右"。该文对辽宁省高句丽山城进行了详细列表，共收录六十七
座。……正如上面有的文章中谈到的对于辽宁省境内的高句丽山城，目前尚无准确数
字。
林省高句丽山城的分布和数量，迄今未有定论。≪东北历史地理≫ 第二卷中收录吉
林省高句丽城址四十二座。≪高句丽、渤海古城址研究汇编≫ 一书中收录的吉林省境
内的高句丽城址为八十座。
1995年日本出版的 ≪高句丽的历史与遗迹≫ 一书中则收录吉林省高句丽山城五十

一座。≪东北历史地理≫·第二卷收录三十九座山城。
林省高句丽山城的主要资料来源，除少量已公开发表的调查报告外，其余大多是来
自吉林省各县、市文物志”。8)
王绵厚先生亦对各地的调查情况进行了统计说：“从调查、发现的广度上看，近20年
在前期工作的基础上，中国境内辽、吉两省考古工作者，从70年代末开始，结合文物
普查和专题研究，在更大范围内较全面地调查了现存高句丽古城。在鸭绿江左岸朝鲜
半岛北部，高句丽山城的发现，近20年来也有成倍增加。至20世纪末，与古文献中印
证的90％左右的高句丽古城，已经被调查发现或有零星报道。从公开发表的材料看：
1989年孙进已、王绵厚、冯永谦等编著 ≪东北历史地理≫ 第二卷，收录了中国辽

宁境内高旬丽古城55座，吉林省境内42座，总计近百座。这是中国学者公开发表的论
著中，在国内外收录高句丽古城最多的第一部著作。
1991年 ≪吉林省文物志≫ 收录本省高句丽古城10余座。
1994年王绵厚在 ≪鸭绿江右岸高句丽山城综合研究≫中，收录了中国境内周长在
1000米以上的较大型高句丽山城70余座。
1994年王禹浪编 ≪高句丽渤海古城址研究汇编≫中，收录鸭绿江两岸高句丽古城
190座。
1996年 ≪吉林省文物地图集≫，收录高句丽古城30余座。
1997年冯永谦著 ≪高句丽古城辑录≫ 收录中国境内高句丽古城126座。
1998年陈大为著 ≪高句丽山城再探≫，收录辽宁高句丽山城67座。

8) 魏存成 ≪髙句丽遗迹≫ ≪文物出版社≫ 200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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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徐日范著 ≪北韩高句丽古城分布和研究状况≫中，统计鸭绿江左岸已发现的

高句丽古城40余座。
综合国内外已发表的材料看，迄今中国辽宁省经调查发现的高句丽古城应在80座左
右；吉林省应在40座左右；而鸭绿江左岸，据初步调查统计的数量，在汉江以北总计
约40余座。这里扣除个别较小的关隘和交通城堡等，迄今已调查可确知的鸭绿江两岸
的重要高句丽古城大约在160座左右。与 ≪旧唐书·高句丽传≫记载，“高句丽旧分为
五部，有城百七十六”，相差只有十余座，已接近90％”。9)
上述学者对髙句丽山城的调查统计结果各不相同，我们通过近几年的调查发现，以
往的统计结果存在以下的问题：
（1）有的山城非是髙句丽时期建筑的，被当作髙句丽山城统计进来，而且这种情况
还比较多。例如营口地区的马圈子山城，该城筑城年代较晚。城内出土的板瓦是明代
的遗物，其城亦是建于明代，故应从几家都统计进髙句丽山城的数目中删掉。
（2）还有些髙句丽时期的山城没有统计进来。例如本溪的平顶山山城是一座典型的
髙句丽时期的山城，在以往的统计中确被漏掉，应补进。
（3）对髙句丽山城认定的标准差距较大。在髙句丽的山城中有一部分规模甚小的城
址和只有一段石墙横断山谷的遗迹，有的学者认为是哨卡或关隘，有的认为是山城，
因此在统计时各有标准。笔者认为对髙句丽山城的分布、数量、性质、年代等诸多方
面的认定，尚需作深入细致调查研究，努力有一个相对明确的结果。

2. 高句丽山城的类型及建筑结构
中国学者对高句丽山城类型的划分及建筑结构的论述，主要是以魏存成先生和王绵
厚先生研究资料较为详实。
魏存成先生的 ≪髙句丽遗迹≫ 书中所述：“高句丽山城大都修在依山傍水之处，城
墙的走向和城内的布局很难像在平地那样能预先有一个统一的规划。但为达到以防御
为主、攻守兼备的作用，其在山势和地形的选择方面又形成了几种大致相同的类型，
即簸箕型、山顶型、“筑断为城”型和左右城、内外城型四种。”魏存成先生对所归纳的
四种类型作了介绍，现摘其要分述于后。
9) 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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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簸箕型山城。簸箕型有的又称为抱谷式、包谷式、仰盆式、栲栳峰式。这些山
城多修在环形山脊之上，山脊往往是三面高、一面低，山势陡峭之处，有的则以自然
悬崖为壁，不筑城墙，而在山势平缓低凹之处修筑城墙。城内有纵深的山谷和开阔的
坡地。这类山城便于兵民驻防和储藏器备。是高句丽中、后期都城中的类型，而且在
其他山城中其数量也是最多的。
簸箕型山城多数为大、中型山城。小型山城这样的地形不大容易。簸箕型山城多为
大、中型，多分布在高句丽西部防线和重要地区。南起金州大黑山山城。海城英城子
山城、沈阳塔山山城和石台子山城都是明确的簸箕型山城。铁岭催阵堡山城和西丰城
子山山城为大型簸箕型山城。辽源龙首山城和吉林龙潭山山城，也都属簸箕型。延边
地区的图们城子山山城和珲春萨其城，也都是修在河流旁边的簸箕型山城。
（2）山顶型山城。皆修筑于山顶之上，山城之内地势高亢，且较平整，四周则多为
悬崖陡壁，或一面稍缓，稍缓之处修筑城墙，其他地方或以悬崖为壁，或再筑城墙。
山城的脚下多有江河流过。高句丽初期都城桓仁五女山城则是此种山城的典型。此
外，还有宽甸虎山山城、清原南山子山城、通化的建设山城和英戈布山城、吉林东团
山城、集安大川哨卡等。在这些山城中，规模较大的是前两座，尤其是虎山山城，位
置相当重要。余下的皆是周长不足1000米的小型小城，个别的才一二百米。因此，山
顶型山城绝大部分属关隘哨卡和大、中型山城的卫城。
（3）“筑断为城’’型山城。“筑断为城"的名称，来源于文献记载。典型的“筑断为城”
型山城，是集安关马山城、盘石的纸房沟坝城和城子沟坝城。关马山城是在丁字形山
谷的三个谷口分别筑墙，与河谷两旁的山峰共同围成的山城。另两座山城皆是在人字
形山脊的缺口处横筑城墙，形成平面以人工墙为底边、人字形山脊为两腰的等腰三角
形山城。人工城墙不长，才几百米，但加上围城的山脊，山城的规模就不同了。“筑断
为城"的地形便于驻兵民、藏器备，但从作用上来看，有的仍属于关隘哨卡。
（4）左右城与内外城型山城。是指左右相连和内外相连、相包的两城，而其中的一
城又可以是上述的簸箕型或山顶型山城。左右城型山城，例如抚顺高尔山城和柳河罗
通山城，皆是大型山城，而且外形相似，左右相连，状如肺叶。两城一主一次，重要
遗迹皆集中于主城内。高尔山城由东城、西城、南卫城、北卫城，以及东南角三个小
的环城组成。主城为东城，周长2800米。东、西城的地势皆是东、西、北三面高，南
面低，呈簸箕状。南卫城是沿着由西城西南角和东城东南角合抱伸出的两个山脊修筑

중국 동북지역 산성분포 및 유형과 거제 폐왕성과의 비교 연구 209

而成，正好将东西两城南侧的谷口包在里边。北卫城和东南角三个小的环城皆修在和
东城相连的小山脊上。可见，高尔山城的防御系统是相当严密的。
一种从外形上看是一座山城，中间有一道城墙将城一分为二，一内一外。此类山城
有辽宁新宾太子城。新宾太子城山城周长1425米，城内东西两端地势高，中间凹，呈
马鞍状。在其东部有280米长的南北墙垣将山城分为东西二城。东为内城，周长675
米。内、外城之间有城门相通。调查者根据内城瓮城形式比较原始等特点，认为内城
先筑，外城后筑。
左右城和内外城的规模，大、中、小型皆有，相比之下，周长3000米以上大型山城
的比例较大，说明它们的地位是很重要的。

3. 髙句丽山城城墙结构及有关设施
高句丽山城的城墙结构有石筑、土石混筑和土筑几种，以石筑的为主，土石混筑、
土筑结构所占的比例较少。其中石筑的城墙，不仅在高句丽初、中期的中心地区桓
仁、集安、新宾占绝对多数，而且在中、后期的西部防线也占多数。高句丽山城土筑
结构的出现和使用，从时代上看属于高句丽中、后期，同时又与山城所在的地理环
境、地质条件有着直接的关系。
石筑城墙内、外壁的石材一般都要经过加工，呈方形或长方形，多是一头大、一头
小的楔形。楔形石的大小不一，如新宾黑沟山城的楔形石，最大的长0.9米，大头宽
0.83、厚0.25米，小头宽0.4、厚0.1米；最小的长0.35米，大头宽0.3、厚0.16米，小头

宽0.1、厚0．05米。砌筑时大头朝外，小头朝内，并逐层稍向内收倾斜，以防坍塌。
墙的内部用扁条拉结石层层交错叠压，缝隙间用碎石填塞，这样砌成的石壁相当坚
固。这种结构和筑法，不仅在高句丽初、中期的桓仁、新宾、集安等腹地山城中流
行，而且在高句丽中、后期的西部防线中仍然使用，如西丰城子山山城、铁岭催阵堡
山城、沈阳石台子山城、普兰店吴姑山城、庄河城山山城、岫岩娘娘城山城等。
土石混筑的结构大致分为三种。一种是内外两侧砌石，中间填土或土加碎石，如柳
河罗通山城和铁岭催阵堡山城。二种是内石外土，即先用较大的碎石块砌成的单列石
墙，上面再堆土加固，如抚顺高尔山城和龙井城子山山城。三种是用山皮土和碎石混
合夯筑，如开原的三座山城。或者是用黄土羼凝灰岩碎石叠筑的如吉林龙潭山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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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筑的结构，如抚顺高尔山城、辽源龙首山城等；有的介绍为云母岩风化土，如海
城英城子山城；有的则介绍为黄土，如吉林龙潭山山城。其构筑方法多经夯打，夯层
厚度也不一致．英城子山城是7～8厘米，龙首山城是10～13厘米，龙潭山山城是6～12
厘米。
为了加强防御，在山城城墙的拐角处和制高点上多筑有角台或平台、望台和哨台
等。其主要作用是嘹望。有的高台上原来还可能筑有角楼之类的建筑。 女墙也是在石
筑城墙上经常可以看到的，在不少山城女墙的内侧又发现成排的小型石洞。
在中、后期山城的城墙外侧还往往修有马面。值得注意的是，在桓仁高俭地山城、
柳河罗通山城、海城英城子山城、西丰城子山山城、开原马家寨山城和铁岭催阵堡山
城等城内皆发现数量不等的土坑，多为圆形，大都分布在城墙内侧和高台附近，有大
小两种。如高俭地山城发现的一个是在北门附近，径长8.5、深1.5米。罗通山城发现
的二十五个土坑在城内台地旁，南北长约6、东西宽约4、深0.4米，排列密集紧凑。英
城子山城除西部城墙由于修整农田看不到外，其他三壁墙体顶部内侧0.4米处，每隔20
米，或25、30米左右就有一处这种直径3米的土坑。西丰城子山山城共发现土坑一百四
十四个。其中二十四个有序地分布在望台附近，大坑直径8.5～10、深1.55～1.75米，
小坑直径2～5、最浅的0.5米。七十个分布在南墙内侧，四十七个分布在北墙内侧，一
般直径10、深1～2米左右。开原马家寨山城发现的六个土坑也是在城墙内侧，大的直
径7～8、深0.8米，小的直径2～5、深0.5米。关于这些圆形土坑的性质、用途，根据其
形制和所在位置，应是戍守兵士的居住址。
为了加强联系和防御，不少山城内、外皆修有环城道路。在有的山城外还发现了壕
沟。
另外，山城与平原城相结合，不仅是高句丽都城的突出特点，而且在一些地方城址
中也存在，如目前考古发现比较清楚的是宽甸虎山山城和丹东瑗河尖古城。10)
绵厚先生在

≪髙句丽古城研究≫

一书中对髙句丽山城城墙的构筑及类型划分为

早、中、晚三期。本文摘要分述。

10) 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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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早期高句丽山城

早期高句丽山城的构筑主要特点是：选择山势的自然走向，充分利用山险，以粗加
工或不加工的扁方楔形石垒筑城垣。利用山险和就地获取自然石材以石垒筑，是早期
高句丽山城修筑的两大特征。
考古发现的高句丽早期山城。如高句丽的第一个都城纥升骨城(五女山城)，其西壁
和西门，就充分利用石屏屹立的山峰为墙，门址两侧为峭崖。其南壁下临浑江处，也
依险为壁，独峙高耸为天然屏障。此外如富尔江上游的黑沟山城、转水湖山城、城墙
砬子山城，都是充分利用天然峭壁为城垣，只在各山脊间地势低缓的豁口处，修筑有
人工石墙。以山险峭壁为堑、断壁为墙是高句丽早期山城构筑形式上的一大特征。
高句丽早期山城城墙构筑第二个特征，是多以巨石垒墙。早期山城以石垒墙的主要
做法是与山险配合，在平缓坡地或谷口、山门间砌筑石墙。早期山城使用石料的选
择，多因地制宜，其加工形式多为大头小尾的扁方锥体楔形石，加工较为原始粗糙。
有的竟直接利用自然石材，具有青铜时代夏家店下层文化的构筑特点。
五女山城、黑沟山城等石壁的人工筑法，代表了早期高句丽山城石筑城垣结构的一
般规律：即以条石为基础，采取逐层阶梯式的内收平铺方法，构成基石，在其上以扁
方形、楔形石为主，采取大头朝外、小头朝内方式，逐层压缝“干插石”法砌筑。在城
墙内侧或墙芯部，则以不规则的石块或土石充填。其中扁长方形为主的楔形石材、阶
梯式内收基石和“干插石”式的逐层修筑方法，是高句丽早期山城构筑的主要特征。
2）中期高句丽山城

中期高句丽山城对早期的修筑方法既有继承，又有发展和进步。继承主要是利用山
险和以石垒筑。而发展和进步则表现为其石料选择加工的规整、修筑方法的多样化、
土石混筑方法的出现和城墙上女墙、角楼、马面的出现。
中期高句丽山城石料的选择和加工，最明显的进步是对“ 楔形石” 修琢的精细和规
范。此阶段的楔形石，虽仍有扁方为主的自然石，但出现了加工规整、大头立面几乎
接近方形、打琢光滑的标准石材。这种石材从修琢的痕迹看，显然用的是铁锤等，明
显区别于以石击打法。其中如丸都山城、国内城、凤凰山城北墙、虎山山城南墙、催
阵堡山城和沈阳石台子山城等，都发现了以这种十分规范的巨石砌筑的坚固、平整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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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面。这种楔形石，由于修整精工，逐渐形成了统一的不同规格。
高句丽中期山城修筑方法出现了因地制宜的多种构筑方法。土石混筑和夯筑形式的
开始出现，多种筑法并存和墙体结构的土、石混筑开始出现，应是高句丽中期山城建
筑的显著特征。
高句丽中期山城城墙结构的另一个重要进步，除瓮门完善外，城墙上的马面、角
楼、女墙亦较普遍。高句丽中期山城在早期山城基础上，对城邑防御设施的构筑，已
经进入一个更完备的阶段。
3）晚期高句丽山城

晚期高句丽山城城墙的构筑特点，除全面继承中期的完备建筑设施外，最显著的特
点是夯筑城墙及城墙外马面的增多。其中土石筑墙的典型代表可举高尔山山城的晚期
构筑城址和辽河流域的燕州城山城、塔山山城和海城英城子山城等；而晚期马面的结
构，则见于沈阳石台子山城、燕州城和凤凰山山城等。高句丽山城的马面，不仅构筑
与城墙浑然一体，而且更加规范，与瓮门结构等共同构成了完整的防御体系，它既有
利于山城的防守、嘹望，又有加固城墙的作用。11)

Ⅳ. 中国东北地区山城主要特征的比较
中国东北地区山城其年代相差甚远，但是确存在着许多共性，这些共性也可能存在
着某种继承、发展和演进的关系。以西辽河和大凌河流域为中心的夏家店下层青铜时
代文化的山城对以后的高句丽早期山城的影响是十分明显的。从两者山城之间所存在
的共性看或存在山城建筑的渊源关系。其共性主要有如下几方面：
（1）在山城址的选择上，均能充分利用优越的地理条件，寻高山险峻之地、有交通
要衢之便和视野开阔之利。夏家店下层文化”的山城多选择沿川谷高山和台地分布，亦
充分利用山势陡峭的地貌特点和交通便利的自然条件。高句丽早期山城地势的选择，
更重视和发挥了选择环抱谷地的山峰险绝等地理上的优势。充分发挥其“高山曲谷”的
优越性。在山城址的选择上其理念是一致的，唯髙句丽又有了一些新的发展。
11) 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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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山城平面布局皆依山势走向，构筑不规则形山城。在山势陡峭和悬崖处不筑
墙，而在山势平缓处筑墙。
（3）山城城墙的构筑方法是大型沟槽基石筑法和在城壁上叠压平辅自然石块的“干
插石”构筑方法等，普遍见于夏家店下层文化中的高山型山城和高句丽时期山城中，在
技法上似有承袭关系。
（4）在夏家店下层山城的结构设施上发现有环城马道、角楼及“马面”的建筑。尤其
是“马面”建筑，这是夏家店下层山城中的发现，是北方民族修筑高山石城的独创性建
筑。这些遗制对高句丽及其后来渤海等民族的山城修筑技法，均具有深远影响，并成
为东北亚古代民族的文化传统。
这些山城无论就其城址地势的选择，城垣随山临谷构筑的不规则性，城墙、“马面”
的修筑方式以及诸如不规则自然石块迭筑或为“ 干插石” 筑法。有着比较明显的继承
性。夏家店下层文化的山城传统是基于文明国家的形成，并逐步建立以地域为主的早
期部族方国或邦国的历史阶段。在高句丽的一些早期山城，例如五女山山城上，多次
发掘证明，存在着青铜时代的遗物，有夹滑石粉的红褐陶片、青铜器残段等。说明浑
江流域在高句丽建都前，已有居民生活在包括五女山山城及其浑江流域的广阔地区，
并且有可能以具备构筑山城的能力。

Ⅴ. 髙句丽山城主要特征与巨济废王城的比较
从目前已知的考古成果看，高句丽与新罗时期山城在建筑理念、山城的基本功能、
地理条件的选择、建筑结构及建筑材料的运用等诸多方面，虽然有一些局部的差异，
但应无本质的区别。势力双方在许多战事之争中互有山城争夺，又互有山城利用，因
此在山城的构筑上基本共性大于个性。例如：选择山势陡峭的地貌特点和交通便利的
自然条件，将地理优势发挥到极致。山城平面布局皆依山脊走势构筑不规则形山城。
充分利用自然资源山城城墙的构筑方法既有石墙也有土墙。最终以增强防御能力，扩
大军事功能为主要目的。高句丽山城在建筑结构方面要优于新罗山城，在修筑技法上
存在有某些联系。巨济废王城遗址始建于新罗时期，在其建筑结构上具有新罗山城的
特征，又经高丽时代的修建与完善，使这座城池更具规模。曾一度成为巨济地区官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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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所在地，该城地处于海防重地，所以历史上价值极高。12)
巨济废王城曾经过多次发掘和深入细致的调查工作，所收获的考古成果丰厚，报告
非常详实，从以发表的研究成果看，对该城址的性质、建筑结构和基本特征都已有了
较详实的考证。对巨济废王城集水池“蓄水池”的发掘调查遗迹结构十分清楚，水池用
石材砌筑，分三级梯形收分，平面呈圆形13)，这些结构的特征，应与髙句丽山城中蓄
水池的设施联系十分密切，其筑法结构亦十分类似。现列举几处髙句丽山城中蓄水池
设施作以比较。

1. 五女山城蓄水池
五女山城蓄水池位于城内山上中部临近西南峭壁的地方，是山顶地势最低洼处，俗
称“天池”。平面呈长方形，状如石槽。四周多为岩壁，南北两壁壁面平齐，但未发现
人工开凿迹象。西壁下部多以楔形石砌筑，上部杂砌楔形石、块石、板石，似为后人
堆砌。东壁为自然石台，略呈三级阶梯状向池内下延。池底为不平整的基岩。池口宽
3.3～5米、长ll.5米、池底宽3.5～4.8米、长11米、深1.5米。14)

2. 丸都山城蓄水池
丸都山城蓄水池位于嘹望台东南30米处的一片洼地中。蓄水池遗迹系平地向下垂直
深挖成池，水池石砌边墙，平面呈圆角方形。东墙长35米，西墙长36.7米，。南墙长
37.5米，北墙长37米，周长146.3米。墙体几经破坏，其中南墙东段、东墙南段保存较

好，见残高1.8米。墙体由内到外共分3层底部为块石垒砌的墙基，起建于池底天然岩
层宽2米。内外两侧以楔形石相对插入垒砌，墙壁外观平整。楔形石间穿插梭形石，其
间缝隙以小型碎石填充。第二层为密度较大的灰色膏泥。最上层为黄土层，起建于墙
体基部，覆盖整个石墙，黄土经夯打，形成细密坚硬的防水保护层，起到巩固墙基和
防止水流外渗的作用。15)

12)
13)
14)
15)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文化遺跡 試掘調查 報告書－巨濟 廢王城≫ 2006。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文化遺跡 試掘調查 報告書－巨濟 廢王城 集水池≫ 2009。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2004。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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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石台子山城蓄水池
石台子山城位于沈阳市东北约35千米棋盘山水库的北岸。是高句丽山城中保存较完
整的一处山城址。
蓄水池位于山城中部两峰谷地之间，东距山城东门址约30米，由拦水石坝与蓄水井
共同组成。拦水石坝位于蓄水井的西侧，为一南北向平面呈弓形的石砌建筑，横亘于
谷口，南北两端与紧接两侧山坡。蓄水池为一石砌圆桶形建筑，池口直径约9米，壁系
楔形石砌筑，十分规整，壁外围夯筑宽约l米的纯净黄土，夯土之外25米处为一半封闭
环形石墙。拦水坝和环形石墙对蓄水井形成了包围，既起到了拦水滤水的作用，又起
到了保护蓄水池的作用，堪为高句丽山城中蓄水池建筑的典范。16)
巨济废王城集水池“蓄水池”从建筑形式到建筑特点看，继承和发展了高句丽山城中
蓄水池建筑的特点，使这一建筑更加合理完善。从建筑力学的角度看，一般水池建作
圆形本身就较为稳固。在将水池分三级阶梯形收分筑成圆形，除扩大了蓄水面积外，
还增强了水池的稳定性。另外，巨济废王城集水池“蓄水池”在水少的时候，可以分三
级提水，更加节省体力在水池设计上更加合理和人性化。
总之，高句丽与新罗在山城选址及地理与自然条件的运用、山城建筑理念和山城的
基本功能、建筑结构及建筑材料的运用等诸多方面，大致相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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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 검토

1)向井一雄*

著 ․ 지강이** 譯

Ⅰ. 머리말
일본의 고대산성 루트는 중국ㆍ한국에서 찾아지기 때문에, 대륙의 성곽과 비교하
는 것은 중요하다고, 항상 지적되어왔지만, 지금까지 비교연구가 반드시 행해졌다
고는 할 수 없다. 최근의 한일 고대산성의 연구에 진전이 있었고, 한국과 중국 동북
부의 성곽에 대해서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예전과 비교하여 현격히 그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다. 20년 전에는 장래의 과제였던 비교연구가 지금은 행할 기
회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거제 폐왕성 국제회의에서, 동시대 일본의 고대
산성과의 비교검토를 해보자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 성곽사에서 일본 고대산성
의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고대산성에 대하여
일본의 고대산성은 90년대 이후 사적정비를 위해 각지에서 발굴조사가 행해졌고,
현재도 북부 큐슈(九州)에서 7개소, 세토나이(瀬戶內)해 연안 중 시코쿠(四國)지역
에서 3개소가 계속 조사 또는 정비 중이다. 1999년에는 큐슈(九州)에서 새롭게 아시
키죠(阿志岐城 : 구칭ㆍ미야지다케(宮地岳)고대산성/후쿠오카(福岡)현 치쿠시노(筑
* 고대산성연구회
** 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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紫野)시), 토우바루산죠(唐原山城 : 후쿠오카(福岡)현 치쿠죠군(筑上郡) 죠모마치(上
毛町))이라고 하는 2개의 산성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어, 일본 고대산성 연구를 둘러
싼 상황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1. 분류ㆍ호칭
일본 고대 산성은 지금까지 조선식 산성과 코우고이시(神籠石)의 2가지로 분류되
어 왔지만, 근년의 조사성과를 얻어 ｢고대산성｣으로서 일괄해서 논해지게 되었다.
뺷일본서기뺸, 뺷속일본기뺸 등 문헌사료에 축성ㆍ修築기사가 있는 산성(소위 조선식
산성)은 12성이 있고, 그 축성 계기ㆍ축성 주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유
적지와 유구가 판명되지 않은 성도 많다1).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산성은 최근, 후
쿠오카(福岡)현에서 새롭게 2성(아시키죠(阿志岐城), 토우바루산죠(唐原山城))이 발
견되어 전부 16성이 됐지만, 그 연대관과 축성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
다.
문헌 미기재 산성에 대해서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식ㆍ형)산성｣이란 호칭이 사
용되었지만, ｢神籠石(코우고이시)｣란 본래 열석이 아니라 ｢신이 앉는 자리(이와쿠
라(磐座) : 神體石)의 일종｣을 가리키는 명칭이고2), 현재는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을
1) 長門國의 성 (長門城), 備後國의 常城ㆍ茨城 등 문헌사료에 명기되었지만 유적지조차 판명되
지 않은 성곽이 존재하고 있다(石松 2008.) 또 高安城과 같이 유적지는 알고 있지만 성역과 외
곽선 구조가 불명한 산성도 있고, 이러한 미발견 성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 필자는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산성 유구는 天武ㆍ持統기 이후의 것이고, 白
村江 전쟁 후의 방위시설 축조라고 하는 天智기 축성의 실태는 간소한 시설 -예를 들면, 책열
등- 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讚岐城山城과 屋嶋城과 같은 ｢삭평단｣조차 동반하지 않
는 ｢책열유구｣라면 지표조사에서의 발견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아스카(飛鳥) 동방의 구릉
위에서는 나성적인 굴립주병(掘立柱塀)(기둥간격 2.4m 등간격)이 발견되었고(相原 2004, 2005),
酒船石유적의 석열과 甘樫丘 동쪽 기슭 유적의 첩석상 石垣 등이 7세기 중엽경의 것이라고 한
다면,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天智기에 축성된 산성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는 이러한 유구에서 유추할 수 있다.
石松好雄, ｢｢長門城｣추정지에 대하여(메모)｣, 뺷연구기요뺸 제12호, 시모노세기(下關)시립고고
박물관, 2008.
相原嘉之, ｢왜경의 “지킴” -고대도시 飛鳥 방위 시스템 구상-｣, 뺷明日香村문화재조사연구기요뺸
제4호, 2004.
相原嘉之, ｢飛鳥의 나성 -飛鳥 동방구릉상의 굴립주병에 대한 억측-｣, 뺷明日香風뺸 95, 2005.
2) 1898년(明治 31), 小林庄次郞씨가 高良山의 유적을 학회에 보고할 때 잘못하여 열석선이 ｢神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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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유적의 명칭으로서도 2004년도에 국가 사적으로 된 오오메구리코메구리야
마시로(大廻小廻山城) 유적, 에이노우산죠(永納山城) 유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코
우고이시(神籠石)란 호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 신문발표에서 발굴조사단계까지
코우고이시(神籠石)의 호칭이 붙여졌던 토우바루코우고이시(唐原神籠石)도 2005년
도의 사적 지정 시에는 ｢토우바루산죠(唐原山城) 유적｣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산성
유적을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코우고이시(神籠石)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고, ｢○○
神籠石｣이란 표기는 앞으로 적어도 연구 논문 등에서는 사용을 삼가 해야 할 것이
다.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분류도 고고학적 분류로서는 실태에 맞
지 않다.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이라 하더라도 몇 갠가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조선식 산성 자체가 다양하다. 選地ㆍ외곽 구조 등의 분석에 의한 유형화와 편년이
지금부터의 유효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분포
일본의 고대산성은 북부 큐슈(九州)~세토나이(瀬戶內)~키나이(畿內)까지 벨트상
石｣라는 명칭으로 소개되었다. 뺷高良山玉垂宮緣起뺸에 의하면, 신전에 이르는 길가를 현재 ｢馬
蹄石｣로 불려지는 신이 앉는 자리(磐座)의 명칭이야말로 ｢神籠石｣이고, 열석은 ｢여덟잎의 돌
깔개(石疊)｣로 불러졌다. ｢神籠石｣으로 불려지는 神體石과 지명은 좁은 식견으로도 전국에 70
예 이상 -북쪽은 후쿠시마(福島)현에서 남쪽은 가고시마(鹿兒島)현까지 분포하고 있고, 皮籠石,
革籠石, 交合石, 皇后石, 香合石, 神護石, 皇護石, 川子石, 코우고우石, 向後石, 高後岩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보이고, 카고, 카우고, 코우고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모른다.
이것은 이미 1910년(明治 43) -神籠石 논쟁의 시기에 柳田國男씨가 뺷역사지리뺸지에서 지적하
여 ｢산지를 둘러싼 돌의 공작물은 신체석의 경계가 되고… 喜田박사의 신령을 진압한다는 것
은, 예의 神籠의 문자로 지금도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柳田1910), 그
후도 喜田씨는 ｢神籠石｣으로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1932년(昭和 7) -뇌산이 사적으로 지정
될 때, ｢神籠石｣이 사적명칭으로서도 사용되어져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산성의 호칭으로서 정
착되어 버렸다. 古賀壽씨와 吉原博見씨도 神籠石이 신이 앉는 자리(; 磐座)의 명칭인 것을 문
헌과 실례를 들어 지적하고 있지만(古賀 1967, 吉原 1982),- 지방연구자의 저작이기 때문에 민
속학자를 포함한 학회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柳田國男, 뺷석신문답뺸, 취정당 (뺷柳田國男全集 15뺸 치쿠마문고 1990 수록 p.83-87), 1910.
柳田國男, ｢神籠石과 관계 있는 지명｣, 뺷역사지리뺸 15-3, 1910.
柳田國男, ｢神籠石에 대하여｣, 뺷역사지리뺸 16-4, 1910.
古賀壽, 뺷高良山神籠石연구사서설 - ｢神籠石｣되는 명칭의 유래와 메이지 이전의 연구사-뺸, 筑
後지구향토연구회, 1967.
吉原博見, 뺷고대거석문화의 연구뺸, 백제사, p.13-479,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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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포하고, 특히 북부 큐슈(九州)에는 14개 성이 밀집하여 분포한다. 반대로 왕
도인 키나이(畿內)에는 타카야스죠(高安城) 하나뿐이고, 대륙에 가까운 일본해 측에
도 분포되지 않는다. 크게 보면 키나이(畿內)를 지키는 종심방어체계(침공루트에 따
른 방위시스템)로 생각되지만, 한국의 여러 곳과 같은 왕도를 지키는 위성방어체계
(環狀 방어망)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 왕도를 지키는 산성군은 필수이지만, 일본의
경우, 최전선만 방어하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최전선의 앞쪽 가장자리 방어체계(국
경방위선)인 북부 큐슈(九州)의 산성 배치는 겐카이나다(玄界灘)연안은 얇고 아리아
케(有明)해 방면이 두터고, 다자이후(大宰府)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상의 배치로 되
어 있다.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이 아사쿠라노미야(朝倉宮)
를 중심으로 한 배치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이메이(齊明)朝 築城說｣은 유명하지
만3) 분포의 중심은 아사쿠라노미야(朝倉宮)보다 북방에 위치하는 다자이후(大宰府)
에 있다. 그래서 북부 큐슈(九州)의 산성 배치는 다자이후(大宰府)에서 뻗어지는 관
도(역로)를 따라 분포하고, 상호간의 거리가 약 20km로 계획적인 배치 상황이다. 아
리아케(有明)해 방면에 많다고 하더라도 그 배치에서는 방어적인 이동을 읽어 낼
수는 없다.
산성군의 분포는 일견 대륙에서의 방어 라인을 이루고 있지만, 세부에는 의문점
도 많다. 먼저 대륙에서의 침공 루트가 되는 겐카이나다(玄界灘)연안에는 카나다노
키(金田城)와 라이잔죠(雷山城) 그리고 오오노죠(大野城)의 3개의 성 밖에 없어 방
어 라인으로서는 약하다. 일본해 측에서 고대산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8세기 이후
의 대외 긴장 시에는 상인도(山陰道)가 서해도와 함께 방어 강화지역으로서 중시되
었다. 일본해 측에 산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고대 산성의 축성 목적을 ｢대외
3) 최근, 八木充씨가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渡辺正氣씨의 齊明 4년 是歲조의 해석이 오역이라고
반론하고 있다(八木 2008). 4년 시세조의 ｢국가｣가 백제를 가리킨다고 해석한 것으로, 이미 牛
島康允씨와 白石成二씨도 같이 지적하고 있지만(牛島 1995, 白石 2007), 八木씨는 뺷서기뺸 기재
의 ｢국가｣ 30개소의 용례도 검토하여, 4년 시세조의 ｢｢국가｣이하는 백제 영내부의 상황설명으
로 봐도 좋다｣고 하였다. 渡辺설의 발표이후, 선행 설논자는 渡辺설을 인용하여 모든 神籠石
계 산성이 齊明기에 축성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齊明 4년 시세조의 渡辺해석에 무비판으로 의
거한 것이고, 八木논문에 의해 선행설이 그 입각점을 잃은 듯 하다.
八木充, ｢백제멸망전후의 전란과 고대산성｣, 뺷일본역사뺸 제722호, 吉川弘文館, 2008.
牛島康允, 뺷검증 白村江의 전쟁뺸, 근대문예사, p.14-15, 1995.
白石成二, 뺷永納山城과 熟田津 -伊予國에서 본 고대산성론뺸, 쇼설리서치총서, p.269-27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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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라는 관점에서는 설명이 곤란하다. 그 분포범위는 6세기 후반~7세기대의 왜왕
권의 지역지배 시책지와 겹쳐지기 때문에 그 축성 목적이 대륙으로부터의 방위를
계기(663년 하쿠손코우(白村江) 패전)로 하면서 서일본 주요부의 지역 지배에 중점
을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選地(占地)
조선반도의 산성에서는 선지형태에서 본 ｢포곡식｣과 ｢테뫼식(山頂式ㆍ鉢卷式)｣
의 분류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양자의 중간적인 산성도 많고 실제로 분류하게 되
면 단순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또 포곡식중에서도 대규모인 것은 ｢연봉식｣으로 불
리는 것도 있다. 고구려 지역에는 대형의 포곡식 산성이 많지만, 백제ㆍ가야 등 한
반도 남부에서는 대부분이 둘레 길이 1km 이하의 중소규모의 테뫼식 산성이다. 일
본의 고대산성은 ｢백제식｣이라고 하지만, 산성의 규모와 형태는 대형의 포곡식 뿐
이고, 오히려 고구려 산성을 지향하고 있다4). 둘레(전체 가장자리 규모)와 성벽 최
저점(수문부)까지의 比高상관도에서는 일본 고대산성의 선지가 크게 2가지 타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1류 (험산성류)] 성벽 최저점비고가 30m 이상이고, 둘레 길이가 2~6km에 이
름.
[선지 2류 (완산성류)] 성벽 최저점은 평지 가까이까지 내려가고, 둘레 길이는
3km를 넘지 않고 대부분 2km 전후에 집중한다.
1류의 대부분은 독립봉에 선지하고 경계선으로서 ｢복합플랜｣을 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오오노죠(大野城)와 키이죠(基肄城)가 수성과 같은 차단성을 병설하고, 다
자이후(大宰府)를 둘러싸는 일종의 나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
른 것도 사누키키야마시로(讚岐城山城)의 저토루의 외곽, 키노죠산죠(鬼城山城) 남
동록의 小水城狀의 토루유구, 야시마노키(屋嶋城)의 보생석루와 같이 산록과 주변
에 차단시설을 하고 있는 예가 있다. 차단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지형(만,
구릉, 단구)을 이용하여 외성 라인으로 하고, 성내 최저점을 배후의 곡분지쪽으로
열린 상황은 1류의 대부분의 산성에서 지적할 수 있고, 방어성을 고려한 경계선으
4) 이것은 점지와 플랜에 한한 이야기고, 성벽ㆍ문 등 성곽구조에 관해서는 그 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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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류는 성벽 최저점인 수문부가 평지까지 내려가고,
평야측으로 정면을 향해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독립봉이 아닌 주산 집단을 배후로
가지는 지봉에 선지하고, 성역 배면측에는 일부 성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도 있다.
열석ㆍ토루가 없는 구간의 대부분은 외곽선의 1/3~1/2이지만, 아시키죠(阿志岐城
의) 경우, 산정 둘레 길이 약 2.5km 중, 성벽 축조구간은 산록측의 불과 1km밖에
안된다. 배면측은 이어지는 산등성이로 공격 받기 쉽고, 성벽이 없는 부분은 너무나
도 길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시설로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2류는 산골짜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성 안에는 경사지뿐으로 평탄지는 거의 없고, 열석ㆍ토루는
산록의 관도(역로)와 관아에서 보이는 장소만 중점적으로 만들어졌고, ｢보여주는｣
효과를 노렸던 것을 알 수 있다5). 1류에 비해 방어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특수ㆍ
양식화된 선지라고 할 수 있다. 1류는 북부 큐슈(九州)~세토나이(瀬戶內)연안에 넓
5) 필자는 2006년 3월 11일에 九州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일한의 고대산성을 캐다)에서
북부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이 산록에서 보이는 장소에만 토루ㆍ열석을 설치하고, 조금 떨어지
면 열석만, 배면ㆍ산등성이의 그림자 등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열석조차 설치하지 않았던
것을 구체적인 사례(鹿毛馬城, 오츠보산성, 女山城, 阿志岐城)를 들어 설명했다(向井 2006). 그
중에서 오츠보산 주변의 역로가 오츠보산과 杵島 산지 사이의 작은 고개를 통과하는 것을 지
적하고, 역로에서의 시점에 의해, 오츠보산의 성벽선이 서측(武雄 분지측)이 아니라 동측(역로
측)에 세워진 이유가 설명되었지만, 그 후, 木下良씨에 의해 오츠보산 동록을 통과하는 역로
복원안이 발표되었다(木下 2009).
狹川眞一씨는 GIS를 이용하여 북부 九州의 고대산성에서의 가시범위를 검토하여, 有明海 연
안의 神籠石계 산성의 가시범위의 검토에서, ｢筑後평야 남반부에 神籠石식 산성에 의해 지켜
지는 지점이 있다.｣고 하지만(狹川 2006), 乘岡實씨도 지적한 대로 당시의 군의 기동력에서 보
면 거점에서의 작전행동범위는 반나절로 왕복 가능한 반경 16km(직선거리로 11km) 정도이고
(村上·乘岡 1999), 원거리 공격 가능한 병기가 없는 고대에서는 수 10km 앞까지 보였다하더
라도 의미가 없다. 이는 봉화의 검토에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向井 2007). 가시범위를
논한다면, 산성에서가 아니라 산성 근방을 통과하는 역로와 군아·국부(또는 그 전신인 관아)
에서 본 산성의 가시범위야말로 중요할 것이다.
向井一雄, ｢일본의 고대산성 -북부 九州를 중심으로-｣, 뺷九州국립박물관 국제 심포지엄 일한의
고대산성을 캐다(예고집)뺸, 九州국립박물관, p.14, 2006.
木下良, 뺷사전 일본고대의 길과 역뺸, 吉川弘文館, p.327-328(杵島驛), 2009.
狹川眞一, ｢고대산성에서의 가시범위｣, 뺷元興寺문화재연구소 연구보고 2005뺸, (재)元興寺문화
재연구소, p.73, 2006.
村上幸雄·乘岡實, 뺷鬼ノ城과 大廻り小廻り(吉備 考古라이브러리2)뺸, 吉備人出版, p.148-149,
1999.
向井一雄, ｢고대 봉화에 대한 기초적 검토｣, 뺷전란의 공간뺸 6호, 전란의 공간편집회, p.105-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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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개하는 것에 비해, 2류는 북부 큐슈(九州)~안에서도 아리아케(有明)해 연안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고, 분포에서도 2류가 1류와는 다른 목적(농성＜군사위
협)을 가지고 축조된 것을 읽어낼 수 있다6).

6) 出宮德尙씨는 ｢(神籠石계 산성)은 물론 위협의 조형, 지역을 군사적으로 위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만들어져 온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매우 관념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실전적
기능면에서 보면… 시설과 설비가 매우 결핍하고, 간략화한 구축 상황에서도, 결구산성으로서
일본열도에서는 통용했다고 생각됩니다｣고 하여, 필자와는 연대관은 다르고, 神籠石계 산성의
군사위협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出宮 2006).
그러나 연대관을 불문하고 ｢축성목적은 … 大野城 등과 같이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시설로서
구축되었다｣와 ｢성＝대외방어용｣이라고 한 연구자는 여전히 많다(村上 2004). 또 神籠石계 산
성이 문헌에 기록이 없는 것에서 ｢지방호족이 조영 주체가 되어 축성되었다｣고 하는 의견도
고고학자의 견해로서 많이 보인다(赤司 2002). 赤司善彦씨는 ｢神籠石식 산성의 대부분은 실전
에는 견딜 수 없을 듯한 입지와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북부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을 평가하
면서도, ｢대외적인 준비로서 大宰府 중심의 방어권이라는 기본 전략은 일관해서 변화하지 않
지만 … 有明海 측도 상정했던 방어망의 확대에 동반하고 … (有明海 측에) 많은 神籠石식 산
성이 축조되어｣라고 한다(赤司 2005).
이에 비해 문헌사학의 八木充씨는 ｢제 2차 조선식 산성으로서, 天智·天武기에 …總領과 초기
국사에 동원된 지방 호족이하 재지민중에 의해 축조되었다｣라고 하였고(주(3) 八木 2008
p.13-14), 狩野久씨도 ｢筑紫, 肥, 豊의 북부 九州, 周防, 伊豫, 吉備의 瀬戶內 연안의 大宰·總領
과 ｢道｣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상정하여 … 군정적인 역할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산성이 세워졌다｣라고 大宰·總領제와 神籠石계 산성을 관련지어 생
각하고 있다(狩野 2005). 필자도 大宰·總領제와 산성과의 관계를 지적해 왔지만(向井 1991,
2001), 고고학에서 본 神籠石계 산성의 군사위협적 성격은 大宰·總領제 아래의 군정적인 역
할을 가진 산성의 실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出宮德尙, ｢키비(吉備) 동부의 거점 大廻小廻산성｣, 뺷大廻小廻山城跡의 수수께끼에 다가가다
-吉備 최대의 고대산성-(국가지정기념 심포지엄기록)뺸, 오카야마시(岡山市) 교육위원회, p.40,
2006.
村上幸雄, ｢鬼ノ城의 개요｣, 뺷吉備지방문화연구뺸 제14호, 就實대학吉備지방문화연구소, p.3334, 2004.
赤司善彦, ｢치쿠시(筑紫)의 고대산성｣, 뺷동아시아의 고대문화뺸 112호, 大和書房, p.74, 2002
赤司善彦, ｢고대의 산성과 그 배경｣, 뺷일본해역역사대계뺸 제1권 고대편, 청문당출판, p.352,
2005.
狩野久, ｢산성과 大宰·總領과 ｢道｣제｣, 뺷永納山城跡 -平成 14년도~16년도 조사보고서-뺸 니시
죠시(西條市) 교육위원회, p.171, 2005.
向井一雄, ｢서일본의 고대산성유적 -유형화와 편년에 대한 시론｣, 뺷고대학연구뺸 제125호,
p.43-44, 1991.
向井一雄, ｢고대산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뺷溝婁뺸 제9·10합병호, 고대산성연구회, p.60-62,
2001.

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 검토 227

4. 토축ㆍ석축
일본의 고대산성의 외곽선은 기본적으로 판축토루가 많고, 전 외곽선을 석축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카나다노키(金田城), 야시마노키(屋嶋城), 사누키키야마시로(讚
岐城山城) 내곽 등 소수파이다. 조선반도에서는 석루가 주류인 것과 대조적이다. 그
러나 능선상의 성벽선이 토축이라도 골짜기를 건너는 부분은 석루로 되고, 골짜기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석루 안에 암거상의 수문(수구)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
다. 수문 석루 위에 토루를 얹는 타입이 비교적 많다. 석루의 돌쌓기에는 야면 쌓기
와 약간 정형 가공한 활석쌓기와 절석쌓기가 있고, 횡으로 이음새가 통과하는 포쌓
기 또는 포축 무너뜨림으로 불리는 기법이 취해지고 있다. 외벽면 각도는 60~80도,
절석쌓기에서는 90도에 가깝고, 토루 외벽도 거의 같은 각도로 복원된다. 석루 내부
의 충진 석재는 보통 외벽재보다 약간 작은 정도이지만, 절석쌓기 석루에서는 밤알
크기의 돌이 사용되는 경우(오츠보야마시로(山城), 죠야마노키(女山城)이 있다. 키
노죠산죠(鬼城山城)에서는 석벽 내부가 판축 부분도 확인되고 있다.
오오노죠(大野城)와 세토나이(瀬戶內)지역의 고대산성의 석루는 야면쌓기로 일괄
되는 경향이 있지만, 비교적 작게 가공도가 낮은 석재를 사용하는 것(야시마노키(屋
嶋城), 사누키키야마시로(讚岐城山城), 하리마노키야마시로(播磨城山城)와 석재는
비교적 크지만 가공도가 낮은 것(오오노죠(大野城), 키이죠(基肄城), 카나다노키(金
田城)), 그리고 대형의 어느 정도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는 것(키노죠산죠(鬼城山城),
이와키산죠(石城山城), 아시키죠(阿志岐城))으로 나눌 수 있다. 키노죠산죠(鬼城山
城)의 석루에서는 석재 사에에 小石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키산죠(石城山城)
와 아시키죠(阿志岐城)에서는「鍵型石」의 사용이 확인되어 절석쌓기 석루와 유사
한 기법이 보여지는 등 산성 간의 석루 구축기술에 차이가 있다. 이것들이 석루의
연대차에 의한 것인가, 지역성에 의한 것인가는 의론 중이지만, 선지와 외곽선 등
다른 지표와 연관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보여, 시기차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절석쌓기 석루와 수문부를 토루와 열석만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례(카게노우
마죠(鹿毛馬城), 오후쿠마야마시로(帶隈山城), 하키노키(杷木城), 토우바루산죠(唐
原山城))는 북부 큐슈(九州)에 한정되어 이 지역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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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축ㆍ내탁
외곽선의 형태에 대해서는 ｢협축(양벽식)｣과 ｢내탁(외벽식)｣의 2종류가 있다. 한
반도의 산성은 산지 능선상에 외곽선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을 이용하여 성
외측에 성벽을 설치하는 내탁형이 되지만, 실제는 성 내측에도 낮은 벽을 만드는 반
협축형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고대산성에서는 성 내측을 산사면에 지탱
시켜 걸치는 듯한 토단(壇)상의 내탁 토루가 압도적으로 많고, 반협축은 오오노죠
(大野城)와 키노죠산죠(鬼城山城) 등에서만 보인다. 반협축은 성벽 높이도 높아
(3~5m) 대인 차단성이 뛰어나고 루의 배후에는 성 안에 통로(차로)가 부설되어 있
다. 토단상 토루의 성벽 높이는 1.5~3m로 낮고, 성벽 천장 부분이 통로를 겸하고 있
는 듯하다. 본체 성벽의 전후에도 토단을 형성하여 「다단식」의 외곽 라인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에는 토단상 토루조차 없는 구간이
많이 보이고, 地山을 L자로 자른 후, 소정의 위치에 열석을 설치하고, 배후에 박아
넣은 정도로 성토하고 있다(라이잔죠(雷山城), 카게노우마죠(鹿毛馬城), 죠야마노키
(女山城), 오후쿠마야마시로(帶隈山城), 오츠보야마시로(山城)). 그 중에는 토우바루
산죠(唐原山城)와 하키노키(杷木城)와 같이 배면의 성토조차 행해진 흔적이 없고,
열석 배치만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토루라고도 할 수 없는 유구는 부분적으로 성
토가 유실되어 버린 듯한 상태가 아니라, 축조 당시부터 토루가 만들어진 부분과 만
들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7).
7) 鹿毛馬城의 경우, 수문에서 좌우의 산등성이에 올라간 각각 200m 부근에서 토루가 없어졌다.
토루의 종단은 직선상으로 후세의 붕괴 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산록을 통과하
는 도로에서의 시야는토루가 끝나는 부근에서 산등성이의 그림자에 들어가 보이기 어렵게 된
다. 같은 상황은 오츠보산성에서도 보이고, 토루의 구축과 열석이 산록에서의 시점을 의식하
여 만들어진다(보이지 않는 장소에는 토루·열석을 설치하지 않고 성벽공사를 생략한다)고 생
각되고, 열석상에 토루가 구축되지 않는 것과 결석 구간의 존재를 가진 미완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阿志岐城은 실제로 토루가 축조된 부분이 약 1.3km, 산정까지 포함한 “보이지 않는 성역”으로
상정되는 선이 약 2.3km로 ｢二日市 지협대에서 御笠평야에 들어오는 루트 …에서는, 정면의
성역은 거의 보이지 않고 … (성역 정면의 御笠지구 A지점에서) 보면, 토루를 실제로 축조했던
부분은 정면에서 확실한 라인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저지에서의 전망이 축조하는 범위를 결
정하는 요소로서 컸다 …｣라고, 보고서에서 산정을 포함한 성역 배후에 토루가 축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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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꺾어진 구조
외곽선이 직선을 한단위로서 주행하여 접속부에 ｢꺾어진 구조｣를 가지는 산성이
세토나이(瀬戶內)의 여러 성과 북부 큐슈(九州)의 일부 산성(고쇼가다니죠(御所ヶ谷
城), 아시키죠(阿志岐城), 라이잔죠(雷山城))에서 볼 수 있다. 오츠보야마시로(山城)
등 아리아케(有明)해 연안부의 산성은 곡선주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외곽선 주행
에 크게 동서 2개의 타입이 존재하고 있다. 곡선주행의 산성 외곽선에도 가끔씩 꺾
어진 구조에 가까운 배석 구간이 보이고, 꺾어진 구조→곡선으로의 추이가 상정된
다. 오오노죠(大野城) 등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산성과 한반도의 산성에 대해서는
일부 꺾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확인 상태이고, 장래
의 발굴·정밀조사가 필요하다8).

7. 열석
토루 구조에 대해서는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의 토루 단
면조사가 선행하였고, 조선식 산성과 세토나이(瀬戶內)의 산성에서는 최근까지 조
사 사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열석 있음, 조선식 산
성=열석 없음이란 이미지가 정착되어 버렸다. 한국에서도 토루 기저부에 열석(기단
석)을 가지는 산성이 검출되기 시작했지만 할석(판석)을 1~2단 쌓기로 되어 있고,
북부 큐슈(九州)와 같은 절석 열석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조사에서 오오노죠(大
野城)와 키쿠치죠(鞠智城), 사누키키야마시로(讚岐城山城)에서도 토루 기저부의 열
석이 확인되고, 분류 지표로서는 열석의 유무보다도 열석의 ｢피복(비노출)｣과 ｢노
출｣이 주목된다. 열석의 피복(토루 내의 매설)은 이와키산죠(石城山城), 오오메구리
코메구리야마시로(大廻小廻山城), 고쇼가다니죠(御所ヶ谷城)에서 검출되어 의문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다(筑紫野市 2008).
筑紫野市 교육위원회, 뺷阿志岐城跡 阿志岐城跡확인조사보고서 (구칭 宮地岳 고대산성)뺸(筑紫
野市 문화재조사보고서 제92집), p.46-47, 2008.
8) 최근 조사에 의해 문헌에 기재 되어 있는 산성에서도 ｢꺾어진｣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屋嶋城
南西斜面外郭線城壁背部, 大野城北石垣城門).
高松市 교육위원회, 뺷屋嶋城跡 Ⅱ -사적천연기념물屋島기초조사사업조사보고서 Ⅱ-뺸, p.26-3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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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고, 한국의 蛇山城에서도 외피판축으로서 보고되고 있다9). 지금까지 열석
의 기능은 단순히 흙을 고정시키는 용이라 했지만, 빗물에 의한 토루 기저부의 침식
보호도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된다10). 토루 배면측에 배수구가 검출되고 있는
사례(오츠보야마시로(山城), 오오메구리코메구리야마시로(大廻小廻山城), 키노죠산
죠(鬼城山城))와 키노죠산죠(鬼城山城)의 기저부 열석 전면과 토루 배면에 부설된
깔개돌도 빗물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토루의 보전에서 보면, 열석을 노출시킬까 어
떨까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라 노출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효과가 상정된다. 열석
의 피복·노출의 상이는 외곽선 주행과 석재 공급의 방법, 석재형상, 놓는 방법과도
대략 일치하고 있다.
[외곽 1류] 꺾어진 구조 - 열석의 피복 - 현지 조달(선지하는 산 주변에서 채석)
- 할석 사용(일부 절석 사용) - 눕혀서 놓음(높이＜깊이)
[외곽 2류] 곡선 구조 - 열석의 노출 - 외부에서의 반입(성 밖의 다른 산에 돌을
자르는 장소를 설치하여 반입) - 절석 사용 - 횡으로 놓음(높이＞깊이) - 열석간 밀
착 - 단차조정면 가공
외곽 2류는 선지 2류와 일치하고, 이 산성군이 선지만이 아니라 외곽구조면에서
도 양식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차조정면 가공(열석 위 테두리선을 갖춘 L
자상으로 자르는 가공)도 2류에 특징적으로 보인다. 외부에서의 석재 반입에 대해
서는 수 km나 떨어진 곳에서 반입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안정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 석재 운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외곽 1류도 선지 1류와 거의
일치하지만 단면 형태에서는 2~3개로 세분할 수 있다(a 반협축, b 토단·저, c 토

9) 최근의 大野城의 조사에서도 외성토(소위 외피판축)가 확인되고 있다.
入佐友一郞,ㆍ林重德, ｢고대의 토목기술 ~특별사적 大野城跡 北石垣·猫坂地區의 사례에서~｣,
뺷역사적 지반구조물의 구축기술 및 보존기술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위원회주최 심포
지엄 No.141)뺸, 사단법인 지반공학회, 2008.
入佐友一郞, ｢산성과 토목기술(大野城跡에서 본 고대의 토목기술)｣, 뺷고대의 후쿠오카(福岡)
(아크로스 福岡문화지 3)뺸, 해조사, p.153, 2009.
10) 鬼ノ城의 복원 토루, 시와죠(志波城)(이와테(岩手)현 모리오카(盛岡)시)의 복원 축지에서는 겨
울의 서리 피해에 의해 특히 토루와 축지의 기저부가 훼손 파괴되어 가는 것이 판명되었고,
토루 기저부의 보호라는 점에서는 열석은 빗물만이 아니라 서리 피해에 대한 것도 크다. 入
佐友一郞씨는 외성토의 역할도 빗물·서리 피해 대책일 가능성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전게(9)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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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고). 최근 확인된 아시키죠(阿志岐城)는 열석 기초에 땅에 엎어져 있는 형태의
석재를 전방에 15~18cm 돌출시켜 나열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키노죠산죠(鬼城山城)
의 각루 기초가 있을 뿐이고, 다른 유례는 볼 수 없다(한국에서는 통일신라기 산성
에 유례가 있다). 아시키죠(阿志岐城)는 선지면에서는 2류, 구조면에서는 1류에 가
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양자의 편년서열을 잇는 위치에 있다. 더욱이 축조 장소
도 다자이후(大宰府) 羅城을 보완하는 선지이고, 금후의 조사가 주목된다11).

8. 열석전면주
열석전면의 주열에 관해서는 오츠보야마시로(山城) 조사시에 ｢책열설｣이 나왔지
만, 그 후 ｢판축공사의 언판지주설｣이 지지되었다. 최근의 조사에서 토루 내부에서
도 주열이 검출된 사례(오츠보야마시로(山城), 카게노우마죠(鹿毛馬城), 고쇼가다니
죠(御所ヶ谷城), 키노죠산죠(鬼城山城))도 증가하고 있고, 토루 구축 전에 세워져 묻
혀진 것이다. 또 판축기법에서 구축되어 있더라도 열석전면주를 가지지 않는 토루
(오오메구리코메구리야마시로(大廻小廻山城)·에이노우산죠(永納山城)12))도 있고,
라이잔죠(雷山城)와 하키노키(杷木城,) 토우바루산죠(唐原山城)와 같이 열석만 배치
하고 상부의 토루를 쌓지 않은 산성에서도 전면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오노죠(大
野城)와 키노죠산죠(鬼城山城)의 전면주는 판축공사 완성 후 빼졌고, 주혈도 깊지
않고, 특별히 파는 방법도 없이 가설적인 것이지만,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
(神籠石)계 산성의 전면주는 뺀 흔적이 없고, 판 방법과 기둥과 열석 간에 넘어짐
방지용의 첨석을 동반하고 있다13). 오츠보야마시로(山城)와 카게노우마죠(鹿毛馬
城)에서 기둥뿌리와 판재·탄화재가 검출되고 있고, 언판지주로서의 사용 후, 토루
위의 테두리에 여장(:女墻 ; 낮은 방어벽) 등을 설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토
루 내외의 기둥은 짝으로 되고 주열 간격은 1.6m(오오노죠(大野城)), 1.8m(고쇼가다
니죠(御所ヶ谷城)) 등 짧은 것도 있지만, 3m 간격의 사례가 많다14). 전후의 기둥을
11) 平成 15~18년도에 걸쳐 범위 확인 조사가 행해졌다(전게(7) 문헌).
12) 平成 15년도의 조사에서 永納山城에서도 3m 간격의 주혈이 3기 검출되었다(H 5-12 트렌치).
西條市 교육위원회, 뺷永納山城跡 -平成 14~16년도 조사보고서-뺸, 2005.
13) 平成 20년도의 大野城 토루 북측 내곽의 조사에서 열석선에 따른 주혈에서 첨석상의 돌더미
가 검출되고 있다(2008년 11월 16일의 고대산성연구회 제39회 예회에서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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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목으로 접속하여 판축이 행해졌다고 생각되지만, 전면주가 없는 사례는 판축공사
의 다양성(언판보호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산성에서도 열석과 동반하는
주열(永定柱)이 검출되고 있지만, 석열 간에 입주하고, 토루에 반쯤 박힌 상태(寄柱
狀)로 설치되어 있다15). 한국에서 영정주간 거리가 삼국시대에는 1.2~1.8m로 짧지
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3m 이상으로 길어진다고 생각된다.

9. 성문
산성의 여러 시설로서는 성벽본체(체성)에 동반하는 성문, 치성, 옹성 등과 성 내
의 건축물(창고, 兵舍, 관리동, 망루 등)과 저수지·우물, 투석용 돌(石彈)의 집적 등
이 생각된다. 최근 조사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성문으로, 16예(오오노죠(大野城)
1, 카나다노키(金田城) 2, 키쿠치죠(鞠智城) 2, 오츠보야마시로(山城) 2, 오후쿠마야
마시로(帶隈山城) 1, 고쇼가다니죠(御所ヶ谷城) 2, 이와키산죠(石城山城) 1, 키노죠
산죠(鬼城山城) 1, 야시마죠(屋嶋城) 4)를 헤아릴 수 있다16). 성문은 세워 바꾸거나
14) 鞠智城에서는 深迫門跡의 토루 : 약 1.8m의 등간격, 서측 토루선 전면 : 2.1m보다도 짧고 드문
드문하며, 서측 토루 정상부 : 1.3~2.3m로 드문드문한 상황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大野城의
경우는 정식 보고가 미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조사 현장 견학 시 교시에 의
하면 鞠智城과 유사한 수치이고, 장소에 따라 흐트러진 점도 유사하다. 石城山城에서도
2.19m의 주열 간격이 보고되어 있고(1.3~1.5m의 기술도 있고), 3m보다 짧은 주열 간격의 그룹
이 존재하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역사공원鞠智城ㆍ溫故創生館, 뺷鞠智城跡 -제28차 조사보고-뺸, p.45, 2007.
阿志岐城에서도 제12 트렌치에서 전면주혈이 1기 검출되었지만, 기둥 간격은 불명하다(전게
(7) 문헌).
15) 御所ヶ谷城, 大野城, 鞠智城에서의 기둥 검출 상황은 이것에 가깝다. 鞠智城에서는 ｢기둥 흔
적은 토루 본체에 반 정도 박힌 듯한 상황으로 발견되었고, 구축 후에도 그대로의 상황으로
잔존하고 있었다｣라고 추정되고 있다(전게(14) 문헌).
16) 최근의 조사에서 大野城에서 4예(原口성문, 北石垣성문, 觀世音寺口성문, 小石垣성문), 鞠智
城 1예(연못 꼬리문)가 발굴 조사되어 21예가 되었다. 唐原山城, 永納山城에서도 성문이 아닐
까라고 추정되는 곳이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 문 유구로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大平村
2005, 西條市 2009). 한편, 大野城 北石垣 성문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문비의 ｢축접금구
(確金)｣가 출토되었다(福岡縣 2007, 小澤 2007). 大野城에서는 석제의 唐居敷(;문기둥을 받치
는 것)(문초석)가 3개소(原口성문, 北石垣성문, 小石垣성문)의 성문에서 새롭게 확인되고 있
다(下高 2008).
福岡縣 교육청총무부문화재보호과, 뺷大野城跡 제 46차 조사(北石垣지구)의 발굴조사 -현지설
명회자료-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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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등 시기적인 변화를 따르는 유구로서 주목되고, 건축 구조의 비교검토에 의해
축성주체와 기술계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성문
에는 ｢평문식(문 입구에 단차가 없음)｣과 ｢현문식(문 입구에 단차가 있음)｣이 있고,
한반도에서의 조사사례에는 현문식이 비교적 많다. 일본에서는 평문식이 일반적이
지만, 키노죠산죠(鬼城山城)와 야시마죠(屋嶋城)는 현문식으로 추정되고 있다17). 키
노죠산죠(鬼城山城)와 카나다노키(金田城)에서 검출된 문의 길 상면의 돌깔개도 조
선반도 북방에 계보가 있다. 또 고대 산성의 성문에는 문초석이 남아 있는 사례가
많고, 원형과 방형의 굴립주용의 도려내는 방법과 초석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세토나이(瀬戶內)의 여러 성(키노죠산죠(鬼城山城), 이와키산죠(石城山城), 하리
마노키야마시로(播磨城山城), 사누키키야마시로(讚岐城山城))에는 공통하여 방형으
로 도려내는 방법을 가지는 ｢コ자형 문초석｣이 보여 양식·촌법이 거의 비슷하여
동일의 축성 주체와 연대가 상정된다. 단 コ자형 문초석에 대해서는 키노죠(鬼ノ城)
예를 제외하고 축접혈(軸摺穴) 가공이 보이지 않는다. 키노죠(鬼ノ城) 북문 문초석
의 축접혈 위치에서 다시 뚫은 상황을 보면, 축접혈 가공은 문초석의 설치 후에 현
장에 맞춰서 행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축접혈 가공이 없는 문초석은 미완성일
가능성이 높다. 또 북부 큐슈(九州)에서는 오오노죠(大野城) 등의 문헌기록에 보이
는 산성에서는 모든 산성에 원형으로 도려내는 방법을 가진 문초석이 있지만, 코우
고이시(神籠石)계 산성에서의 문초석의 현존 예는 없다.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
이시(神籠石)계 산성에 대해서는 문초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석선 따라
성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적은 성문 유구의 조사 예에서 문초석(문기둥을 받치

小澤佳憲, ｢특별사적 大野城跡 北石垣지구의 조사속보｣, 뺷九歷소식뺸 No.26 九州역사자료관,
2007.
下高大輔, 뺷大野城跡·재해복구에 따른 발굴조사의 성과 -觀世音寺口·原口성문, 大石垣- (제
39회 고대산성연구회 레쥬메)뺸, 大宰府市 교육위원회, 2008.
大平村 교육위원회, 뺷唐原山城跡 Ⅱ (大平村문화재조사보고서 제16집)뺸, p.27, 2005.
西條市 교육위원회, 뺷사적 永納山城跡 Ⅰ-수문·성문·내부시설 등 확인조사보고서- (平成
18~20년도 조사)뺸, p.89-95, 2009.
向井一雄, ｢석제 唐居敷의 집성과 연구｣, 뺷지역상연구뺸 제27호, 지역상연구회, 1999.
17) 平成 15년도의 조사에서 屋嶋城 성문의 현문부의 잔존 벽(높이 1.2m)이 검출되어, 국내에서의
현문유구의 최초의 예가 되었다. 그 후 확인된 大野城의 3예(原口성문, 北石垣성문, 觀世音寺
口성문)도 현문형식으로 보여진다(전게(8) 문헌 p.15-18, 전게(16) 福岡縣, 下高 문헌).

234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는 것)은 물론 성문 건물의 주혈조차 검출되지 않는 사례(오후쿠마야마시로(帶隈山
城) 북문, 고쇼가다니죠(御所ヶ谷城) 제2 동문)도 있다18).
성문의 형태 자체는 단순히 문을 여는 형태로 옹성과 치성과 같은 부대시설이 설
치된 사례는 거의 없다19). 단 선지 1류의 산성에서는 성 바깥에서의 진입경로를 수
성 측에 유리하도록, 성문 위치를 산등성이 일대에서 약간 옆에 두어 진입로를 회전
시켜 옆으로 화살을 쏘거나 골짜기 부분에서 성벽을 전방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좌
우에서 부감·협격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있다. 문을 넣었던 장소에 차폐물(담·바
위)를 두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선지 2류의 산성에서는 이러한 방어상의 배려는 거
의 보이지 않는다.

10. 성내 시설
오오노죠(大野城) 등에서 곽내에 초석 창고 건물군이 40~60동 확인되지만, 다른
18) 山口裕平씨는 이러한 ｢건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성문｣에 대해서 방어면을 중시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경우 ｢성내와 성외를 연결하는 통로의 기능 밖에 없었다｣라고 하였고, 또 ｢축성
도중에 폐기된｣ 가능성과 ｢초판의 존재｣, ｢후세의 교란으로 유구면이 삭평되었다｣ 등으로 추
측하고 있지만(山口 2003), 북부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의 적은 수의 성문 조사 예 중에 문 시
설을 가지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그 성격과 목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山口裕平, ｢서일본에서의 고대산성의 성문에 대해서 -그 유형화와 변천-｣, 뺷고문화담총뺸 제50
집(상), 九州고문화연구회, 2003.
19) 국내에서의 ｢치성｣의 사례로는 鬼ノ城의 각루, 屋嶋城의 보생석루 북측의 臺狀으로 튀어나온
것, 金田城의 하나의 城戶 노대(櫓臺) 등이 있지만, 축성 당시의 유구로 확인되는 것은 鬼ノ城
의 각루뿐. 金田城 하나의 성호 옆의 노대에 대해서는 ①기부는 축조 당초의 것으로 상부는
후세의 수축, ②모두 막부시대 말기의 구축물 등 여러 설이 있다. 필자는 일찍부터 하나의 성
호가 ｢문의 흔적｣일까 라는 의문을 나타냈지만(向井 1993), 그 후의 발굴 조사의 소견에서도
하나의 성호는 축성 당초의 성문이 아니라고 한다(小田富士雄씨의 교시에 의함). 최근, 金田
城의 동남모서리 석루에 ｢돌출부｣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對馬市 2008), 하나의 성호와 같이
축성 당초이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하다. ｢옹성｣에 관해서는 외옹성의 사례는 없지만, 내옹성
(승형 :枡形)으로 보이는 사례는 몇 갠가 지적할 수 있다(鬼ノ城서문, 남문, 동문, 북문, 屋嶋
城성문, 大野城大宰府口성문, 御所ヶ谷城동문, 제2서문)(行橋 2006, 전게(8) 문헌).
向井一雄, ｢對馬金田城 하나의 木戶에 대해서｣, 뺷溝婁뺸 제4호, 고대산성연구회, 1993.
長崎縣 對馬市 교육위원회, 뺷고대산성 특별사적 金田城跡 Ⅲ(특별사적 金田城跡 보존수리사
업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개보(남문))뺸, 2008.
行橋市 교육위원회, 뺷사적 御所ヶ谷神籠石 Ⅰ(行橋市문화재조사보고서 제33집)뺸, p.50, 2006.
전게(8) 문헌, 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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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에서는 건물의 검출 사례는 매우 적다. 키노죠산죠(鬼城山城)에서는 성내 전역
을 대상으로 하는 트렌치 조사가 행해져, 창고건물, 兵舍, 대장간 등 기능별의 배치
가 판명되었다20). 일반적으로 고대산성의 성 안에는 식료·무기 등의 비축용의 창
고 건물이 다수 건설된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오오노죠(大野城) 등의 최종 단계의
유구에서 부연된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오오노죠(大野城) 등의 다수의 창고군도
축성 당초부터의 것이 아니라 8세기 이후 증개축이 거듭된 결과로 보여진다. 세토
나이(瀬戶內)의 산성에서 성내 건물의 유구가 확인되는 예는 작고, 성 안에서의 채
집·출토유물도 일정량 확인되고, 건물의 건설 가능한 성내 평탄지 면적도 넓다. 이
에 비해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의 성내 평탄지 면적은 선지
의 검토에서도 보았듯이 축성 당초부터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다.
한국·중국 동북부의 산성에서 성내 저지에 인공적인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본의 고대 산성에서는 키노죠산죠(鬼城山城)와 키쿠치죠(鞠智城), 야시마죠(屋嶋
城,) 고쇼가다니산죠(御所ヶ谷山城) 등 일부 성의 유적에서 그 존재가 지적되고 있
을 뿐이고, 유사 옹성형의 전형이 되는 오오노죠(大野城), 키이죠(基肄城)에서도 저
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고대산성을 대외 방어용(유사의 장기 옹성을 상정)이
라 생각하면, 저수지는 필수의 시설일 것이지만, 유구로서는 그다지 주의되지 않았
다. 저수지는 수문 배면과 함께 유물이 쌓이는 위치에 있어 목제품 등의 현존율도
높다고 기대되고, 키쿠치죠(鞠智城)에서는 목간이 출토하고 있다21).

20) 오카야마(岡山)현 고대 吉備문화재센타에서는 平成 11년도(1999)에 성내의 시굴조사가 행해
지고(岡山縣 2006), 2006년부터 7년 계획으로 성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岡山縣 2009).
岡山縣 교육위원회, 뺷국지정 사적 鬼城山(岡山縣 매장문화재발굴조사보고 203)뺸(平成 11년도
성내시굴조사보고서), 2006.
岡山縣 고대 吉備문화재센터, 뺷平成 20년도 ｢되살아나다! 고대 吉備의 나라 ~수수께기의 鬼
ノ城｣성내확인조사개요뺸, 2009.
21) 鞠智城의 저수지 유적에서는 2008년 11월에 청동제의 보살입상(전체길이 12.7cm)이 출토되었
다(大田 외 2009).
大田幸博ㆍ木崎康弘ㆍ矢野裕介, ｢(44) 熊本縣 山鹿市 鞠智城跡의 발굴조사의 성과에 대해서｣,
뺷일본고고학협회 제75회 총회 연구발표요지뺸, 일본고고학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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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토유물
대부분의 성에서 토기의 지표채집 예도 거의 없고, 발굴조사에서도 출토유물은
극히 적다. 출토상태도 판축토루 안과 건물기단·주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22) 성에
동반하는 것으로도 존속기간의 일시점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배개·배신, 장경
호, 평병 등 출토·지표채집 수혜기의 연대는 7세기 중엽~8세기 전반에 비정되는
것이 많다(아스카(飛鳥) Ⅲ~헤이죠쿄(平城宮) Ⅱ기). 옹파편은 출토 점수가 많지만
연대추정은 어렵다. 유구의 교차 관계에서 추정되는 연대는 오후쿠마야마시로(帶隈
山城) 열석선의 도관 파괴, 죠야마노키(女山城)·토우바루산죠(唐原山城) 곽내의 군
집분, 토우바루산죠(唐原山城) 수문 하층유물 등의 사례에서 6세기말 이전으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비교적 출토유물이 많은 키노죠산죠(鬼城山城)의 경우 성
에서 기능했던 연대는 7세기 중엽~8세기 전반 -특히 7세기 후반(말엽)~8세기 초두
에 큰 절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축성기록이 있는 성과 대부분 동시기에 병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23). 아주 적은 출토유물의 상한연대=초축연대로 하거나, 반
22) 鹿毛馬城에서 1999년 이후의 조사에서, 열석 전면의 주혈 안에서 수혜기의 수병 경부가 출토
되었다(미보고). 赤司善彦씨의 교시에 의하면 연대는 8세기 초두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須原綠, ｢鹿毛馬神籠石(일본 고대산성 연구의 성과와 과제 12)｣, 뺷계간 한국의 고고학뺸 7
(2008봄 호), 한국 서울·주류성출판, p.113-사진 9, 2008.
23) 平成 18년도의 오카야마(岡山)현 고대 吉備문화재센타의 조사에서 A1구(兵舍 <거주지>)에서
7세기 말~8세기 초두의 50점 가까이 수혜기·토사기(土師器)가 다수 출토하여 축성·존속의
시기를 좁혀주는 자료로서 주목되고 있다(전게(20) 岡山縣 2009). 쇼자시(總社市)의 조사 보고
서에서도 ｢鬼ノ城의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근년의 수혜기 연구의 동향에서 보면 飛鳥 Ⅳ기에
서 飛鳥Ⅴ기에 비정된다｣고 하고, 출토유물에서 본 연대는 ｢꽤 한정된 기간｣이 되고, 종래 鬼
ノ城의 축성기는 ｢조선식 산성으로 불러지는 일군의 것과 거의 동시기 아니면 아주 조금 늦
은 시기로 상정｣하여 왔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總社市 2005). 元山敏裕씨는 ｢최근의 수혜기
편년연구에서 TK217과 병행하는 飛鳥Ⅱ를 역연대에서는 7세기 중엽에서 670년경까지로 하는
편년관이 나타나고 있고 … 屋嶋城이 기능으로 한 시기와 맞다｣라고 하여 屋島寺 출토의 배H
와 G뚜껑 손잡이를 屋嶋城 창축 시의 유물로 평가하고 있다(元山 2008). TK217 병행기의 수
혜기 배는 지금까지도 소량이지만, 金田城와 鞠智城에서 출토하고 있고, 7세기 제2/4분기에
비정되어 온 TK217 병행기의 역연대의 수정까지 포함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게(20) 문헌
岡山縣 總社市 교육위원회, 뺷고대산성 鬼ノ城 鬼城山사적 정비에 따른 발굴조사(總社市매장
문화재발굴조사보고 18)뺸, p.200-204, 2005.
元山敏裕, ｢고대산성 屋嶋城에 대하여｣, 뺷역사에서 본 四國 -그 안과 밖-뺸, 지방사연구협의회
편, p.280-28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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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성의 존속 하한연대로 하는 것은 자료 조작의 한계를 넘었고, 현상에서는 오오
노죠(大野城) 등과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24), 많은 산성이 8세기 이
24) 최근 鬼ノ城의 연대에 대해서 제0 수문 외측의 배수구 부근에서 출토된 가공목재 2점과 남문
부근 출토의 탄화재 1점의 AMS연대 측정이 행해졌다. 역사민속박물관팀의 연구 보고에 의하
면 ｢가공재의 연대는 A.D.670년경을 중심으로 전후 10년 정도의 연대로 추정된다｣고 하고 출
토 토기와 ｢연대적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한편, 남문에서 채취된 탄화목재가 3세기후반부터
5세기 초두까지의 연대를 나타냈기 때문에 ｢鬼ノ城가 고분시대를 거슬러 올라 활동의 무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여 보다 오래된 시기의 유구가 있을 듯한 지적을 하고 있다
(今村 외 2007).
같은 연대 측정의 해석 예는 金田城에서도 볼 수 있다(片岡 2005). C14연대 측정의 결과로
640년 전후와 630년 또는 590년 전후의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단계의
내곽 토루가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이미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金田城 빈구시산에서
는 굴립주 건물흔적 내부에 불을 피운 화로 흔적이 검출되고, 화로 흔적의 측정 연대는 670년
전후로 나오고 있다. 또 남문에서 출토된 가공재(보고서에서는 언판)는 650년 전후로 나오고,
鬼ノ城와 같이, 고고학적 이벤트에 따른 시료(확실히 유구에서 동반하는 탄화물 -불태운 흔
적, 토기에 붙은 그을음, 인공적인 가공재 등)의 측정연대는 축성 기사의 667년에 맞다(坂上
2007).
흙 속에는 여러 시대의 탄화물이 혼입되어 있고, 이벤트에 따르지 않은 탄화물은 연대 측정
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전문 연구자라면 숙지하고 있을 것이며(보우만 1998), 고대산성의
창축연대를 오래된 시대로 상정하고 싶어 하는 어딘가의 사혹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
이 든다. 甲元眞之씨는 ｢齊明期의 유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鞠智城의 齊明期 축성설을 발표
하고 있지만(甲元 2006), 甲元씨가 말하는 “齊明期의 유물”이란 TK217 병행기의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된다. 일찍이 葛原克人씨도 鬼ノ城 지표채집 토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 지
름이 작고 내연이 외반한 배개이다 … 늦어도 7세기의 제3/4분기로 봐도 좋다｣고 鬼ノ城 창
축기를 나타내는 유물로서 중시하고 있지만(葛原 1994), 그 후, 고대 토기 연구회의 편년 기
준에 비춰 ｢飛鳥 Ⅲ기(650~680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鬼ノ城의 창축기는 그 때쯤 이
라 할 수 있다. 이 연대관은 극히 미묘한 곳에 있고, 白村江 패전 후의 天智紀 산성과 동시기
의 창설인가, 아니면 약간 올라가는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약간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葛原
1998). 甲元씨는 유물의 실측도조차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적
은 출토 유물만으로 창축연대를 말할 수는 없다. AMS측정연대와 같이, 자료의 한계를 넘은
의견이라 할 수 있다.
今村峯雄ㆍ小林謙一ㆍ新免歲靖ㆍ坂本稔ㆍ谷山雅彦, ｢탄소 14측정에서 본 鬼城山유구의 축
조연대｣ 뺷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제137집 [공동연구]고정도 연대측정법의 활용에 의한
역사자료의 종합적 연구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07.
片岡正人, ｢고대의 방어선 對馬·金田城 언제 구축 -7세기 전반?의 토루- ｢白村江｣후의 정설
에 일석｣, 뺷讀賣新聞뺸 2005/4/7 석간, 2005.
坂上康俊, ｢對馬·金田城의 조사 성과｣, 뺷해로뺸 제4호, 海鳥社, p.16, 20, 2007.
제리단ㆍ보우만(北川浩之 역), 뺷대영박물관 双書(3) 고대를 밝혀내다 -연대측정뺸, 학예서림,
1998.
甲元眞之, ｢鞠智城에 관한 일고찰｣, 뺷肥後考古｣ 제14호, 肥後고고학회, p.28-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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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계속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물량은 나타내고 있다25).

12. 유형화와 편년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산성의 역사적 성격, 특히 그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제설이
있지만, 최근에는 7세기대에 수렴하고 있다. 7세기대라 하더라도 그 축성을 오오노
죠(大野城)(665년) 이전으로 하는가 이후로 하는가에 의해 ｢선행설(7세기 전반)｣과

｢후출설(7세기 후반~8세기 초두)｣로 나눠진다. 선행설을 취하는 연구자는 많지만,
특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헌기록이 없는 것이 오오노죠(大野城) 이
전으로 하는 최대의 이유이다. 선행설도 후출설도 유형화에 관해서는 대차가 없고,

①오오노죠(大野城) 등의 조선식 산성(선지 1류·외곽 1류 a, b), ②세토나이(瀬戶
內)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선지 1류·외곽 1류 a, b, c), ③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선지 2류·외곽 2류)의 3개의 유형을 상정하는 연구자
가 많다. 편년서열의 반대는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의 여러 성의
편년적 자리매김이 논점으로 되고 있다26). ｢사이메이(齊明)천황 西下時 축성설｣의
葛原克人, ｢조선식 산성｣, 뺷일본 고대국가와 성뺸(佐藤宗諄 편), 신인물왕래사, p. 116, 1994.
村上幸雄ㆍ葛原克人, 뺷고대산성·鬼ノ城을 걷다(吉備人選書 2)뺸, 吉備人出版, p.180, 1998.
25) 永納山城(전게(12) 문헌 p.159)에서 8세기 제2 사반기, 御所ヶ谷城(전게(19) 行橋市 2006
p.60-64)에서 8세기대로 비정되는 토사기 배신이 출토되고 있고, 주(22)의 鹿毛馬城 주혈 출
토의 수혜기 수병도 포함하여 神籠石계 산성 이용의 하한연대가 8세기 대에 들어갈 가능성
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6) 선행설의 편년은 ｢제Ⅰ기가 소위 神籠石式(북부 九州)이고, 제Ⅱ기가 神籠石式의 변형((瀬戶
內), 그리고 제Ⅲ기가 소위 조선식의 산성이고｣라 하여, 북부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의 齊明期
축성이 무조건 전제로 되어 있고, 편년 서열의 기준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西谷 1994). 선행설
중에서 유일하게 유물·유구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葛原克人씨의 설명도 ｢神籠石계 산성의
창축기는 天智紀의 여러 성과 비교해서 의외로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 鬼ノ城의
축성은 … 白村江 패전 후에 급조된 天智紀의 여러 성과 비슷하면서도 일시기를 구획하는,
그 이전의 축성기를 암시한다｣고 하여 ｢오래된 전통｣, ｢일시기를 구획한다｣, ｢암시｣등 고고
학적인 논의와는 아주 멀다(葛原 2005). 葛原씨는 鬼ノ城 성문의 사용 척도에 ｢古韓尺｣이 사
용되었다고 하는 설도 발표했지만(葛原 2002), 주(24)의 역사민속박물관 팀의 보고와 甲元 논
문과 같이, 神籠石계 산성의 연대를 왠지 오래된 시기로 하고 싶어 하는 의혹이 있고, 증거
찾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齊明천황이 ｢興事-대토목공사｣를 좋아했던 일 -田身嶺의 兩
槻宮 조영과 궁의 동쪽 산의 石垣-의 기사와 酒船石 유적이 북부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 축조
를 상기시킨다고 하는 연상에 이르러서는 이미 고고학자의 발언이라 생각되지 않는다(小田
1997, 阿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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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이후, 선행설의 연대는 660년경까지 내려졌고, 하쿠손코우(白村江)전쟁 후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의 여러 성의 미완성·방기, 일부 수축 후의 조선식 산성과의
병존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27), 선지, 외곽 구조가 다른 산성이 동시, 같
西谷正, ｢조선식 산성｣, 뺷岩波講座 일본통사뺸 제3권 고대 2, 岩波書店, p.301, 1994.
葛原克人, ｢鬼ノ城와 동아시아｣, 뺷고대를 생각한다 吉備뺸, 吉川弘文館, p.178, 2005.
葛原克人, ｢備中 鬼ノ城의 창축기에 관하여｣, 뺷田辺昭三선생 고희기념논문집뺸, 眞陽社, 2002.
小田和利, ｢神籠石과 水城大堤 -수성의 축제공법에서 본 神籠石의 축조연대에 대해서-｣, 뺷九
州역사자료관 연구논문집뺸 22, p.65, 1997.
阿部義平, ｢고대산성과 대외관계｣, 뺷인류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4 공격과 방어의 궤적뺸, 동양
서림, p.103-106, 2002.
27) 소위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것. ｢齊明천황 西下時 축성설｣의 최초의 제창자인 渡辺正氣씨
는 북부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만 齊明 4년 是歲條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西谷正씨, 小田和
利씨, 狹川眞一씨, 阿部義平씨, 葛原克人씨 등은 渡辺설을 확대 해석하여 齊明 4년 시세조의
繕修城柵을 북부 九州에서瀬戶內에 이르는 神籠石계 산성의 축성(修城)으로 보았다. 그러나
阿部씨 등은 그 후, 최근의 조사성과와의 정합성을 취하기 위해 白村江 전쟁 후의 재이용을
상정하게 되었다. 주(26)에서도 지적했지만, 선행설 -齊明期 축성설 논자는 고고학적 근거가
빈약한 채, 渡辺설의 齊明 4년 시세조의 해석에 의거해서 발표를 반복해 왔지만(阿部 2002,
狹川 2005, 小田 2005, 小澤 2006), 많은 고고학 연구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도 근거가 있다고 오해되어, 九州에서는 문헌사학 연구자까지 齊明期 축성설을 지지하여 이
문제는 심각하다(長 1994, 田中 1996). 天武 7년조의 ｢筑紫지진｣에 의해 高良산성의 북측 열석
선이 붕괴·유실됐다고 하는 설도, 高良산성의 齊明期 축성설이 그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이다
(松村 1990).
전게(26) 阿部 2002.
狹川眞一, ｢神籠石식 산성｣, 뺷聖武東遊 -기마군단 동으로(平成 17년도 四日市시립박물관 기
획전도록)뺸, 2005.
小田和利, ｢수성왕도 방어의 기초｣, 뺷飛鳥왕조사(역사군상 시리즈 특별편집)뺸 학습연구사,
2005.
小澤太郞, ｢神籠石형 산성의 전개 -齊明천황의 朝倉橘廣庭宮과 그 방어망-｣, 뺷도설 南筑後의
역사뺸(大城美和信 감수), 향토출판사, 2006.
長洋一ㆍ신성, ｢｢大宰府｣의 성립｣, 뺷일본고대국가와 성뺸(佐藤宗諄 편), 신인물왕래사, 1994.
田中正日子, ｢朝倉橘廣庭宮과 그 시대｣, 뺷溫故뺸 제24호, 甘木역사자료관, 1996.
松村一良, ｢뺷일본서기뺸 天武 7년조에 보이는 지진과 上津土壘跡에 대해서｣, 뺷九州사학뺸 제98
호, 九州사학연구회, p.20, 1990.
小田富士雄씨는 ｢근년 발굴 조사된 일부의 神籠石 유적(鬼ノ城ㆍ永納山ㆍ御所ヶ谷ㆍ鹿毛馬
등)의 구조에는 조선식 산성과의 공통점, 출토 수혜기에 7세기 후반의 것이 많은 것 등이 알
려져 왔고, 축성 시기는 조선식 산성과 병행하고 있는 사례가 밝혀졌다｣라고 최근의 조사 사
례를 들어 ｢(神籠石계 산성의) 축성 시기에 조선식 산성에 선행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부
정할 수 없고, 그 활동기는 조선식 산성과 병행하고 있는 사례가 밝혀졌다 … 조선식 산성과
도 연대하는 보완 활동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도 추측된다｣라고 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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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기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선행설은 모든 성을 대외방어용으로
하여, 다른 유형의 존재를 지역성으로 보고 있지만, 후출설에서는 시기차와 기능차
(대외방어→율령제화·지역 지배)로서 단계적인 축조과정을 추정하고 있고, 편년
서열은 군사성이 저하해 가는 방향으로 상정되고 있다28).
다 후출설에 가까운 견해를 말하고 있다(小田 2008). 또 小澤佳憲씨도 ｢神籠石식 산성의 축성
은 대략 고대 율령국가가 성립하는 7세기 중엽 경부터 白村江 전쟁 이후의 8세기 전반까지
사이에 행해졌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라 하였고, ｢문제는 축성의 계기를 白村江 이전(예를
들면 齊明천황의 西征 등)으로 보는가, 白村江 이후로 보는가이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양론을 병기하고 있다(小澤 2009).
小田富士雄, ｢개혁ㆍ白村江 이후의 방어시설｣, 뺷大化改新과 고대국가 탄생 -乙巳의 변ㆍ白村
江의 전쟁ㆍ壬申의 난뺸, 신인물왕래사, p.131, 2008.
小澤佳憲, ｢산성과 토목기술(조선식 산성과 神籠石식계 산성)｣, 뺷고대의 후쿠오카(福岡)(아크
로스 福岡문화지 3)뺸, 해조사, p.149-150, 2009.
28) 甲元眞之씨는 졸고(전게(6) 向井 1991)에 대해 ｢向井一雄씨는 神護石이 북부 九州의 교통의
요충과 국부 또는 군아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점을 강조하지만, 九州에서 國制가 정비되
는 것은 持統期 이후이고, 국부와 군아를 神護石과 직접 관계 짓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곤
란[神護石은 神籠石이 바른 표기이지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필자가
추정하는 북부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 축성의 연대는 바로 持統期이고, 九州에서의 국제의 정
비와 연관 있는 시설로 보고 있다. 齊明期 축성을 전제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봐서 곤란｣할
것이지만, ｢持統期 이후｣라면, 무리 없이 국부와 군아와의 대응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전게(24) 甲元 2006 p.36).
葛原克人씨는 ｢정비된 열석과 낮은 지면 구역에 두드러진 특색이 있는 神籠石형 산성은 과
연 天智紀 산성보다 새로운 것일까｣라고 하여, 편년 지표로서 야면쌓기→절석쌓기로의 변천
을 상정하는 졸고를 비판하고,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석조품 제작 기술의 발전 단계를 경
시하고 있는 경향이｣있고, ｢직방체의 석재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기술이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고분의 석관과 횡혈식 석실 축조와 고대산성
축조에 있어서 공사기술의 양적ㆍ질적의 차를 무시한 의견이고, 율령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의 일대 획기라는 관점에서도 수긍되지 않는다(전게(24) 葛原 1994). 小澤太郞씨도
｢할석을 사용하는 조선식 산성보다도 절석을 사용하는 神籠石형 산성이 후출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하여 야면쌓기→절석쌓기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졸고의 편년 지표를 들고 있지만,
필자가 편년 지표로서 중시하는 ｢점지(경계선)｣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小澤
2002).
岩本正二씨는 졸고를 ｢최근 天智朝의 조선식 산성의 전후에 걸쳐서, 그 중에서도 瀬戶內 지
역의 유적은 天智朝의 조선식 산성과 공통하는 요소가 많고, 이보다 오래되거나 동시기이고,
九州의 神籠石계 산성은 天智朝의 조선식 산성과 동시기이거나 새롭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
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행설의 절충 편년안에 대해서 九州와 瀬戶內를 거꾸로
한 내용이고, 필자의 편년안과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岩本 2007).
小澤太郞, ｢북부 九州에 있어서 神籠石형 산성의 배치｣, 뺷究班뺸Ⅱ(매장문화재연구회 25주년
기념논문집), p.44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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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신라 지역의 산성에서는 삼국통일 후, 보다 높은 산악에 입지하는 것과 성
벽이 산의 사면에서 평지로 내려오는 2개의 유형이 성립한다. 높은 산악에 입지하
는 산성은 순수 군사적 성곽으로 삼국시대보다 더욱 대형화되어 간다. 또 평지로
내려오는 평산성(토성)은 고려시대의 고읍성으로 이어지는 성곽으로, 행정적 기능
을 담당했다고 보여진다. 군사→행정으로의 기능의 차이는 성문의 위치와 형식에도
반영하고 있고, 방어에 유리→출입의 편리함, 현문식→평문식으로 바뀐다. 또 한국
에서 열석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 빨라도 백제 말, 일반화하는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
후로 편년이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성곽사의 편년관은 무리없이 후출설과 대
비할 수 있다29).

Ⅲ. 거제 폐왕성과의 비교
거제 폐왕성과의 비교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점을 검토과제로 하고자 한다.

① 점지·평면 플랜(경계선)
② 성벽구조
③ 성문
폐왕성의 점지는 비교적 높은 곳에 입지하고, 일본의 [선지 1류(험산성류)]이지만,
평면 플랜은 비교적 단순한 달걀형을 하고 있고, 지형을 이용한 굴곡부와 치성 등의
방어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선지 1류·외곽 2류]
로 분류되어, 북부 큐슈(九州)의 코우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의 오랜된 단계의 성곽
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거제도 내에서의 중심 집락과 관아, 교통로와의

岩本正二. ｢神籠石｣, 뺷고대 일본과 조선의 도성뺸(中尾芳治ㆍ佐藤興治ㆍ小笠原好彦 편), 미네
르바書房, p.223-224, 2007.
29) 선행설논자는 졸고도 포함하여 후출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지만, 고대산성
유적에 대한 폭에 큰 차가 있기 때문에 후출설논자가 제시하는 몇 갠가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또 연대관으로서 神籠石계 산성의 齊明期 축성이 대 전제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절석 가공의 문제, 교통로와 관아와의 관계, 점지(경계선)에서 본 군사성의
평가, 한국 성곽사의 편년관 등에 대해서는 의논조차 되지 않았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齊明
期 축성에 잘 맞게(정합성을 취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전게(26)
阿部 2002, 葛原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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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관계에서 폐왕성의 입지를 검토하는 것에 의해 폐왕성의 축성 목적이 보다 분
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벽은 석축이지만 ｢내탁｣이고, 한반도 중부의 높은 ｢협축｣성벽을 가지는 성곽과
는 다르다. 한반도 남부의 성곽에 이러한 내탁식의 성벽이 왜 많은가 -필자는 정보
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폐왕성에 관해서 말하면, 일본의 고대산성과의 공통점으로
서 주목된다. 또 신라계 성곽에 특징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기단보축｣은 현재까지
일본의 고대산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왕성의 기단보축을 덮는 ｢보축
피복토｣에 관해서는 최근 오오노죠(大野城) 등에서 확인된 ｢외성토(외피판축)｣와
공통된 용도일지도 모른다. 돌쌓기 기법에 관해서는 약간 정형 가공된 할석쌓기이
고, 횡으로 이음새가 통하는 포쌓기로 불러지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일본의 키노죠
산죠(鬼城山城) 석루에서 많이 이용된 석재 간의 패석은 있지만, 북북 큐슈(九州)의
절석쌓기 석루에서 현저한 ｢鍵型石｣의 사용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문 구조이지만, 먼저 ｢현문식｣인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도 현문
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로는 ｢평문식｣이 많다. 폐왕성 성문이 현문식인 점
을 평가한다면, ｢군사적｣인 축성 목적을 상정할 수 있지만, 평면 플랜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구조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팔각문의 유구는 고려기의 개축에 의한 것이지
만, 초축기의 성문의 건물 유구가 어떤 구조였는가의 해명이 기대된다.
부기 : 본고는 뺷계간 한국의 고고학뺸 창간호(한국 서울·주류성출판사, 2006년 9월)에 게재
되었던 ｢일본 고대산성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가필·수정(특히 주를 대폭으로 보충)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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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 검토｣에
대한 토론
30)나

동 욱*

일본의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고대산성(소위 신롱석계산성)의 축조연대에 대하여
대부분의 일본 학계는 제명기(齊明期) 축성을 대전제한 선행설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절석 가공의 문제, 교통로와 관아와의 관계, 점지에서 본 군
사성의 평가, 한국 성곽사의 편년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헌에 기재된 산
성(소위 조선식산성)보다 늦은 것으로 보는 후출설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고고학적인 분석을 통한 기존의 학설에 대한 진일보한 견해라 생각되며 다음과 같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한국 내의 고대산성은 석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의 고대산성은 외곽
선은 카나다노키(金田城), 야시마노키(屋嶋城), 사누키키야마시로(讚岐城山城) 내곽
등의 석축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기단석을 설치하는 판축토성이 주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판축토성의 발전은 순수 판축토성으로부터 기단석을 설치하는
판축토성으로 발전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며 판축토성에 있어 기단석이 설치되는
시기는 6세기 중반 이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비시대의 중심성인 부소산성의 초
축은 기단 판축토성 보다 선행하는 순수 판축토성으로 일본 고대산성에서 순수 판
축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백촌강전투 이전에 기단석이 설치되는 판축
토성으로 정착된 후, 그 기법이 일본으로 전해졌는지? 특히, 조선식 산성에서 순수
판축단계의 성벽이 확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키노죠산죠(鬼城山城)와 카나다노키(金田城)에서 조사된 문길 상면의 돌깔개
도 한반도 북방에 계보가 있다고 하고, 일본의 고대 산성은 ｢백제식｣이라고 하지만,
* 부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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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지와 플랜상으로 볼 때, 산성의 규모와 형태는 대형의 포곡식뿐으로 오히려 고구
려 산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구려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보은 삼년산성을 비롯한 양주 대모산성, 충주
산성, 사천 성황당산성, 아차산성, 폐왕성 등에서 현문이 조사되었으며 기단보축과
함께 신라의 축조기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고대산성에서 일반적인 평문식과는
달리 키노죠산죠(鬼城山城)와 야시마죠(屋嶋城)는 현문이 조사된 점에서 일본 고대
산성에 나타나는 현문은 그 계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견을 바
랍니다.
3. 발표자는 일본 고대산성의 선지와 관련하여 북부 큐슈(九州) 안에서도 아리아
케(有明)해 연안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는 선지 2류(완산성류)의 성은 선지
1류(험산성류)의 농성 목적과는 다른 군사 위협적 성격으로 대제ㆍ총령(大宰·總領)
제 아래의 군정적인 역할을 가진 산성의 실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선지 2류는 성벽 최저점인 수문부가 평지까지 내려가고, 평야측으로 정면을 향
해서 경계를 이루는 점, 독립봉이 아닌 주산 집단을 배후로 가지는 지봉에 선지하는
점, 성역 배면측에는 일부 성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도 있는 점에서 “배면측은 이
어지는 산등성이 방향에서 공격 받기 쉽고, 성벽이 없는 부분은 너무나도 길기 때문
에 단순히 군사시설로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서로 배치되는 논리는 아
닌지....그리고 군사→행정으로의 기능의 차이라 해도 성벽의 연결성이나 입지적인
면, 축조 당시부터 토루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부분의 존재, 성문 또는 저수시설의
부존 등으로 볼 때, 긴장관계의 해소 또는 어떠한 연유로 공사중인 성의 중지로 인
한 미완성 또는 방기 등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4. 발표자께서 “최근 일본의 고대산성의 조사를 통해 조선식 산성과 신농석식 산
성의 분류 지표로서 열석의 유무보다 열석의 ｢피복(비노출)｣과 ｢노출｣이 주목된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라계 성곽에 특징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기단보축｣은 현
재까지 일본의 고대 산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폐왕성의 기단보축을 덮는 ｢보축
피복토｣에 관해서는 최근 오오노죠(大野城) 등에서 확인된 ｢외성토(외피판축)｣와
공통된 용도일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폐왕성의 보축피복토가 있는 기단보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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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삼각형 기단보축과는 별개로 일본의 고대산성 중 고쇼가타니 동남석축과 유사
한 형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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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巨済 廃王城と日本 古代山城との比較検討
1)向井一雄*

Ⅰ．はじめに
日本の古代山城のルーツは中国ㆍ朝鮮半島に求められるため、大陸の城郭と比較
することは重要であると、つとに指摘されてきたが、今日まで必ずしも比較研究は進
んでいるとはいえない。最近の日韓の古代山城研究の進展は目覚ましく、韓国や中

国東北部の城郭についても地表調査や発掘調査が実施され、かつてに比べ格段にそ
の実態が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20年前には将来の課題であった比較研究を行
う機が熟してきたといえよう。今回、巨済廃王城国際会議において、同時代におけ
る日本の古代山城との比較検討を試みたいと思う。またその過程で朝鮮半島城郭史
における日本古代山城の位置付け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い。

Ⅱ．日本の古代山城について
日本の古代山城は、’90年代以降、史跡整備のため各地で発掘調査が行われるよう
になり、現在でも北部九州で7ヶ所、瀬戸内海沿岸の中四国地域で3ヶ所が継続調査
もしくは整備中である。1999年には九州で新たに、阿志岐城(旧称ㆍ宮地岳古代山城

／福岡県筑紫野市)、唐原山城(福岡県築上郡上毛町)という二つの山城遺跡の存在が
確認され、日本の古代山城研究を取り巻く状況は新たな段階に入ってきているとい
える。

* 古代山城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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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分類ㆍ呼称
日本の古代山城はこれまで朝鮮式山城と神籠石の二つに分類されてきたが、近年
の調査成果を受けて｢古代山城｣として一括して論じられるようになりつつある。뺷日

本書紀뺸 뺷続日本紀뺸など文献史料に築城ㆍ修築記事のある山城(いわゆる朝鮮式山城)
は12城を数え、その築城契機ㆍ築城主体については比較的明らかであるが、遺跡地
や遺構が未判明の城も多い(1)。文献に記載のみられない山城は、最近、福岡県で新
たに2城(阿志岐城、唐原山城)が発見され全部で16 城となったが、その年代観と築城

主体をめぐって論争が続いている。
文献未記載の山城について｢神籠石系(式ㆍ型)山城｣の呼称が使用されているが｢神
籠石(こうごいし)｣とは本来列石のことではなく｢磐座(神体石)の一種｣を指した名称
であり(2)、現在では学史的に使われているに過ぎない。遺跡の名称としても、2004

年度、国史跡となった大廻小廻山城跡、永納山城跡については当初から神籠石の呼
称は用いられていない。また新聞発表から発掘調査段階まで、神籠石の呼称を付け
ていた唐原神籠石も2005年度の史跡指定時には｢唐原山城跡｣に名称変更された。山

城遺跡を表す名称として神籠石が不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神
籠石｣という表記は、今後少なくとも研究論文などでは使用を控えるべきだろう。文
献に記載のあるなしによる分類も考古学的分類としては実態にそぐわない。神籠石
系山城といってもいくつかの類型に分けられるし、朝鮮式山城自体多様である。選
地ㆍ外郭構造などの分析による類型化と編年がこれからの有効な研究方法といえ
る。

2. 分布
日本の古代山城は北部九州～瀬戸内～畿内までベルト状に分布し、特に北部九州
には14城が濃密に分布する。逆に王都である畿内には高安城1城のみで、大陸に近い

日本海側にも分布をみない。大きくみると畿内を守る縦深防御体系(侵攻ルートに沿
う防衛シフト)と捉えられるが、朝鮮諸国のような王都を守る衛星防御体系(環状の防

衛網)を欠いている。朝鮮半島の場合、王都を守る山城群は必須だが、日本の場合、
最前線ばかり固めている印象が強い。最前線の前縁防御体系(国境防衛線)たるべき北

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 검토 257

部九州の山城配置は、玄界灘沿岸に薄く有明海方面に厚い、大宰府を中心とした同
心円状の配置となっている。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が朝倉宮を中心とした配置と
なっているとする｢斉明朝築城説｣は有名だが(3)、分布の中心はむしろ朝倉宮より北

方に位置する大宰府にある。そして北部九州の山城配置は、大宰府から伸びる官道
(駅路)に沿って分布し、相互間の距離が約20kmと計画的な配置状況にある。有明海

方面に多いといっても、その配置からは防衛的なシフトを読み取ることはできない。
山城群の分布は一見大陸からの防衛ラインを成しているが、細部において疑問点
も多い。まず大陸からの侵攻ルートとなる玄界灘沿岸には金田城と雷山城そして大

野城の3城しかなく、防衛ラインとしては弱い。日本海側で古代山城は確認されてい
ないが、8世紀以降の対外緊張時には山陰道が西海道と並んで防衛強化地域として重

視されている。日本海側に山城が造られていない理由は古代山城の築城目的を「対
外防衛」とする観点からは説明が困難である。その分布範囲は6世紀後半～7世紀代
の倭王権の地域支配施策地と重なり合うことから、その築城目的が大陸からの防衛
を契機(663年白村江敗戦)としながらも、西日本主要部の地域支配に重点を置いたも
のであったことが窺える。

3. 選地(占地)
朝鮮半島の山城では選地形態からみた｢包谷式｣と｢テメ式(山頂式ㆍ鉢巻式)｣の分類
が広く使われているが、両者の中間的な山城も多く実際に分類するとなると単純に
は分けられない。また包谷式でも大規模なものを｢連峰式｣と呼ぶこともある。高句麗

地域には大型の包谷式山城が多いが、百済ㆍ伽耶など半島南部では大部分が周長
1km以下の中小規模のテメ式山城である。日本の古代山城は｢百済式｣だとされている
が、山城の規模や形態は大型の包谷式ばかりで、むしろ高句麗山城を指向している
(4)。周長(全周規模)と城壁最低点(水門部)までの比高相関図からは、日本の古代山城
の選地に大きく二つのタイプがあることがわかる。

〔選地1類(嶮山城類)〕城壁最低点比高が30ｍ以上で、周長が2～6kmに及ぶ。
〔選地2類(緩山城類)〕城壁最低点は平地近くまで下り、周長は3kmを越えずほぼ
2km前後に集中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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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類の多くは独立峰に選地し、縄張として「複郭プラン」をとっている場合が多
い。大野城や基肄城が水城のような遮断城を併設し、大宰府を囲む一種の羅城を形

成している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他にも讃岐城山城の低土塁の外郭、鬼城山城
南東麓の小水城状の土塁遺構、屋嶋城の浦生石塁のように山麓や周辺に遮断施設を
設けている例がある。遮断城を持っていなくても、周辺地形(湾、丘陵、段丘)を利用
して外城ラインとし、城内最低点を背後の谷盆地側に開く状況は1類の多くの山城で

指摘でき、防御性を考慮した縄張と評価できる。これに対し2類は城壁最低点である
水門部が平地まで下り、平野側に正面を向けて縄張りされている。独立峰でなく主
山塊を背後に持つ支峰に選地し、城域背面側には一部城壁を設けていない区間もあ
る。列石ㆍ土塁を欠く区間の多くは外郭線の1/3～1/2だが、阿志岐城の場合、想定周

長約2.5kmの内、城壁築造区間は山麓側のわずか1kmしかない。背面側は尾根続きで
攻撃を受けやすく、城壁のない部分はあまりにも長いことから、単なる軍事施設とし
て理解することは難しい。2類は谷を多く取り込んでいる割には城内は傾斜地ばかり
で平坦地に乏しく、列石ㆍ土塁は、山麓の官道(駅路)や官衙から見える場所のみ重点

的に造られており、｢見せる｣効果を狙っていることが窺える(5)。1類に比して防御性
は著しく劣り、特殊ㆍ様式化された選地と言える。1類は北部九州～瀬戸内沿岸に広
く展開するのに対し、2類は北部九州－中でも有明海沿岸を中心に集中分布してお
り、分布からも2類が1類とは異なる目的(籠城＜軍事威嚇)を持って築造されているこ
とが読み取れる(6)。

4. 土築ㆍ石築
日本の古代山城の外郭線は基本的に版築土塁が多く、全外郭線を石築で構築して
いるのは金田城、屋嶋城、讃岐城山城内郭など少数派である。朝鮮半島では石塁が

主流であるのと対照的である。しかし稜線上の城壁線が土築であっても谷を渡る部
分は石塁となり、谷水を排水するために石塁中に暗渠状の水門(水口)を設けている場
合もある。水門石塁の上に土塁を乗せるタイプが比較的多い。石塁の石積みには野
面積みや若干整形加工した割石積みと切石積みがあり、横に目地が通る布積みある
いは布築崩しと呼ばれる技法が取られている。外壁面角度は60～80度、切石積み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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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90度に近く、土塁外壁もほぼ同じ角度に復元される。石塁内部の充填石材は普通

外壁材より若干小さい程度だが、切石積み石塁ではグリ石が用いられている場合(お
つぼ山城、女山城)がある。鬼城山城では石壁内部が版築の箇所も確認されている。

大野城や瀬戸内地域の古代山城の石塁は野面積みと一括される傾向にあるが、比
較的小さく加工度の低い石材を使用するもの(屋嶋城、讃岐城山城、播磨城山城)と石
材は比較的大きいが加工度の低いもの(大野城、基肄城、金田城)、そして大型のある
程度加工された石材を使用するもの(鬼城山城、石城山城、阿志岐城)に分けられる。
鬼城山城石塁では石材の間にカイ石を多用しているが、石城山城や阿志岐城では｢鍵
型石｣の使用が認められ、切石積み石塁と類似した技法がみられるなど、山城間での
石塁構築技術に差異がある。これらが石塁の年代差によるものなのか、地域性によ
るものなのかは議論のあるところだが、選地や外郭線など他の指標と連関して変化
していることが窺え、時期差を反映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切石積み石塁や水門部
を土塁と列石だけで構築している事例(鹿毛馬城、帯隈山城、杷木城、唐原山城)は北

部九州に限られ、この地域の神籠石系山城の特徴といえる。

5. 夾築ㆍ内托
外郭線の形態については｢夾築(両壁式)｣と｢内托(外壁式)｣の2種がある。朝鮮半島
の山城は山地稜線上に外郭線を設けているため、斜面を利用し城外側に城壁を設け
る内托形となるが、実際は城内側にも低い壁を造る半夾築形が一般的である。これ
に対し日本の古代山城では城内側を山の斜面に持たせ掛けるような土段(壇)状の内托

土塁が圧倒的に多く、半夾築は大野城や鬼城山城などにしかみられない。半夾築は
城壁高も高く(3～5ｍ)対人遮断性に優れ、塁の背後には城内通路(車路)が付設されて
いる。土段状土塁の城壁高は1.5～3ｍと低く、城壁天部が通路を兼ねているらしい。

本体城壁の前後にも土段を形成して｢多段式｣の外郭ラインとしている場合が多い。
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には土段状土塁すら設けていない区間が多くみられ、地
山をL字にカットした後、所定位置に列石を据え、背後に裏込め程度に盛土している
(雷山城、鹿毛馬城、女山城、帯隈山城、おつぼ山城)。なかには唐原山城や杷木城の
ように背面の盛土すら行われた痕跡すらなく、列石が配石されただけのところ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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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このような土塁とも呼べない遺構は部分的に盛土が流失していったような状態
ではなく、築造当時から土塁の造られた部分と造られなかった部分があったと考えら
れる(7)。

6. 折れ構造
外郭線が直線を一単位として走行し接続部に｢折れ構造｣を持つ山城が瀬戸内の諸
城と北部九州の一部の山城(御所ヶ谷城、阿志岐城、雷山城)にみられる。おつぼ山城
など有明海沿岸部の山城は曲線走行を基本としており、外郭線走行に大きく東西2つ
のタイプが存在している。曲線走行の山城の外郭線にも時折、折れ構造に近い配石

区間が見受けられ、折れ構造→曲線への推移が想定される。大野城など文献に記載
のある山城や朝鮮半島の山城については、一部折れではないかと指摘されている箇

所もあるが未確認であり、将来の発掘ㆍ精査が必要である(8)。

7. 列石
土塁構造については、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の土塁断面調査が先行し、朝鮮式
山城や瀬戸内の山城では最近まで調査事例に恵まれなかった。そのため神籠石系山
城＝列石あり、朝鮮式山城＝列石なし、といったイメージが定着してしまった。韓国
でも土塁基底部に列石（基壇石）を持つ山城が検出され始めたが、割石(板石)を1～2

段積みとしており、北部九州のような切石列石はみられない。最近の調査で大野城
や鞠智城、讃岐城山城でも土塁基底部の列石が確認されるに及んで、分類指標とし
ては列石の有無よりも列石の｢被覆(非露出)｣と｢露出｣が注目されてくる。列石の被覆
(土塁内に埋設)は石城山城、大廻小廻山城、御所ヶ谷城で検出され疑問の余地はな
く、韓国の蛇山城でも外皮版築として報告されている(9)。これまで列石の機能は単
に土留め用とされていたが、雨水による土塁基底部の浸食保護も重要な役割であっ
たと考えられてきている(10)。土塁背面側に排水溝が検出されている事例(おつぼ山

城、大廻小廻山城、鬼城山城)や鬼城山城の基底部列石前面と土塁背面に付設された
敷石も雨水対策と考えられている。土塁の保全からみれば列石を露出させるかどう
かはあまり問題ではなく、露出については｢見せる｣効果が想定される。列石の被覆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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露出の相違は外郭線走行や石材供給の方法、石材形状、置き方とも概略一致してい
る。

〔外郭1類〕折れ構造－列石の被覆－現地調達(選地する山塊周辺で採石)－割石使
用(一部切石使用)－寝かせ置き(高さ＜奥行き)
〔外郭2類〕曲線構造－列石の露出－外部からの搬入(城外の他山塊に石切場を設け
搬入)－切石使用－横置き(高さ＞奥行き)－列石間密着－段差調整面加工
外郭2類は選地2類と一致し、この山城群が選地だけでなく外郭構造の面でも様式
化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段差調整面加工(列石上縁線を揃えるL字状の切りかぎ加
工)も2類に特徴的にみられる。外部からの石材搬入については、数kmも遠隔地から
搬入している事例もあり、安定供給をはかるためとしても石材運搬そのものが目的
化している感が強い。外郭1類も選地1類とほぼ一致するが、断面形態では2～3つに
細分できる(a半夾築、b土段-低、c土段-高)。最近確認された阿志岐城は列石基礎に
地覆状の石材を前方へ15～18cm突出させて並べており、国内では鬼城山城の角楼基
礎があるだけで、他に類例をみない*(韓国では統一新羅期山城に類例あり)。阿志岐
城は選地面では2類、構造面では1類に近い特徴を持っており、両者の編年序列をつ
なぐ位置にある。さらに築造場所も大宰府羅城を補完する選地であり、今後の調査
が注目される(11)。

8. 列石前面柱
列石前面の柱列に関しては、おつぼ山城の調査時に｢柵列説｣が出されたが、その
後｢版築工事の堰板支柱説｣が支持されるようになった。最近の調査では土塁内部か
らも柱列が検出される事例(おつぼ山城、鹿毛馬城、御所ヶ谷城、鬼城山城)も増加し
ており、土塁構築前に立てられ埋め殺しにされている。また版築技法で構築されて
いても列石前面柱を持たない土塁(大廻小廻山城ㆍ永納山城(12))もあり、雷山城や杷

木城、唐原山城のように列石のみ配し上部の土塁を築いていない山城でも前面柱は
検出されていない。大野城や鬼城山城の前面柱は版築工事の完成後抜き取られてお
り、柱穴も深くなく掘方もない仮設的なものだが、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の前面

柱は抜き取られた痕跡がなく、掘方や柱と列石間に倒れ防止用の添石を伴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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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おつぼ山城や鹿毛馬城では柱根や板材ㆍ炭化材が検出されており、堰板支柱と
しての使用後、土塁上縁に女墻などを設けていた可能性がある。土塁内外の柱は対
となり柱列間隔は1.6m(大野城)、1.8m(御所ヶ谷城)など短いものもあるが3ｍ間隔の

事例が多い(14)。前後の柱を横木で接続して版築が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が、前面柱
のない事例は版築工事の多様性(堰板保持の方法)を示している。韓国の山城でも列石
に伴う柱列(永定柱)が検出されているが、石列間に立柱し、土塁に半ばめり込んだ状

態(寄柱状)で設けられている(15)。韓国では永定柱間距離が三国時代には1.2～1.8m
と短かったが、統一新羅時代以降3m以上に長くなっていくと考えられている。

9. 城門
山城の諸施設としては城壁本体(体城)に伴う城門、雉城、甕城などと城内の建築物
(倉庫、兵舎、管理棟、望楼など)や貯水池ㆍ井戸、石弾の集積などが考えられる。最

近調査例が増加しているのは城門で、16例(大野城1、金田城2、鞠智城2、おつぼ山
城2、帯隈山城1、御所ヶ谷城2、石城山城1、鬼城山城1、屋嶋城4)を数える(16)。城
門は建て替えや閉鎖など時期的変化を追える遺構として注目され、建築構造の比較
検討によって築城主体や技術系譜など多様な情報を得られ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
城門には｢平門式(門入口に段差がない)｣と｢懸門式(門入口に段差を設ける)｣があり、
朝鮮半島での調査事例には懸門式が比較的多い。日本では平門式が一般的だが、鬼
城山城や屋嶋城は懸門式と推定されている(17)。鬼城山城や金田城で検出された門道
床面の石敷きも半島北方に系譜がある。また古代山城の城門には門礎石の残る事例
が多く、円形や方形の掘立柱用の刳り方を持つものと礎石建てのものがある。

瀬戸内の諸城(鬼城山城、石城山城、播磨城山城、讃岐城山城)には共通して方形
刳り方を持つ｢コ字型門礎石｣がみられ、様式ㆍ寸法が酷似し同一の築城主体や年代
を想定させる。ただしコ字型門礎石については、鬼ノ城例を除いて軸摺穴加工がみ
られない。鬼ノ城北門門礎石の軸摺穴位置の再穿孔の状況から、軸摺穴加工は門礎

石の据え付け後に現場合わせで行わ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で、軸摺穴加工のない
門礎石は未完成である可能性が高い。また北部九州では大野城などの文献記録にみ
える山城では、全ての山城に円形の刳り方を持つ門礎石があるが、神籠石系山城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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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門礎石の遺存例はない。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については門礎石が確認されな
いだけでなく、列石線沿いに城門そのものが見当たらない。数少ない城門遺構の調

査例では門礎石(唐居敷)はおろか城門建物の柱穴すら検出されていない事例(帯隈山
城北門、御所ヶ谷城第2東門)がある(18)。
城門の形態自体は単純に開口する形で、甕城や雉城のような付帯施設が設けられ
ている事例はほとんどない(19)。ただし選地1類の山城では城外からの進入経路を守

城側に有利となるよう、城門位置を尾根筋から若干脇に置いて進入路をクランクさ
せ横矢をかけたり、谷部では城壁を前方へ張り出して左右から俯瞰ㆍ挟撃できるよ
う縄張している。門を入った場所に遮蔽物(塀ㆍ岩)を置く事例もある。逆に選地2類
の山城ではこのような防御上の配慮はほとんどみられない。

10. 城内施設
大野城などでは郭内に礎石倉庫建物群が40～60棟確認されているが、他の山城で
は建物の検出事例は非常に少ない。鬼城山城では城内全域を対象とするトレンチ調

査が行われ、倉庫建物、兵舎、鍛冶工房など機能別の配置が判明しつつある(20)。一
般的に古代山城の城内には食料ㆍ武器等の備蓄用の倉庫建物が多数建設されるもの
と思われているが、これは大野城などの最終段階の遺構から敷衍されたイメージに過
ぎない。大野城などの多数の倉庫群も築城当初からのものではなく8世紀以降増改築
を重ねた結果とみられている。瀬戸内の山城では城内建物の遺構が確認されている

例は少ないものの、城内からの表採ㆍ出土遺物も一定量認められ、建物の建設可能
な城内平坦地面積も広い。これに対して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の城内平坦地面積
は、選地の検討でもみたように築城当初から建物を建設する計画があったとは考え
られないほど狭小である。

韓国ㆍ中国東北部の山城では城内低地に人工的な貯水池が設けられているが、日
本の古代山城では鬼城山城や鞠智城、屋嶋城、御所ヶ谷山城など一部の城跡でその
存在が指摘されているだけで、有事籠城型の典型とされる大野城や基肄城でも貯水
池についてはよくわかっていない。古代山城を対外防衛用(有事の長期籠城を想定)と
考えれば、貯水池は必須の施設のはずだが、遺構としてはあまり注意され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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貯水池は水門背面と並んで遺物が集積する位置にあり木製品などの遺存率も高いと
期待されており、鞠智城では木簡が出土している(21)。

11. 出土遺物
大半の城では土器の表採例もほとんどなく、発掘調査でも出土遺物は極めて少な
い。出土状態も版築土塁中や建物基壇ㆍ柱穴からではないため(22)、城に伴うものと
しても存続期間の1時点を示しているにすぎない。坏蓋ㆍ坏身、長頸壺、平瓶など出

土ㆍ表採須恵器の年代は7世紀中葉～8世紀前半に比定されるものが多い(飛鳥Ⅲ～平
城宮Ⅱ期)。甕破片は出土点数が多いが年代推定は難しい。遺構の切り合い関係から
推定される年代は、帯隈山城列石線の陶棺破壊、女山城ㆍ唐原山城郭内の群集墳、
唐原山城水門下層遺物などの事例から、6世紀末以前には遡れない。比較的出土遺物
の多い鬼城山城の場合、城が機能していた年代は7世紀中葉～8世紀前半－特に7世紀

後半(末葉)～8世紀初頭に大きなピークがあるとみられており、築城記録のある城と
ほぼ同時期に併存していたことになる(23)。僅かな出土遺物の上限年代＝初築年代と
したり、逆に城の存続の下限年代とするのは資料操作の限界を越えており、現状で
は大野城などとの先後関係を判断することは難しいが(24)、多くの山城が8世紀以降

使用継続されなかったことを遺物量は示している(25)。

12. 類型化と編年
文献に記載のない山城の歴史的性格、特にその築造年代については諸説あるが、
最近では7世紀代に収斂しつつある。7世紀代といってもその築城を大野城（665年）
以前とするか以後とするかによって、｢先行説(7世紀前半)｣と｢後出説(7世紀後半～8
世紀初頭)｣に分けられる。先行説をとる研究者は多いが、特に明確な根拠があるわけ
ではなく、文献記録のないことが大野城以前とする最大の理由となっている。先行

説も後出説も類型化に関しては大差なく、①大野城などの朝鮮式山城(選地1類ㆍ外
郭1類a,b)、②瀬戸内の神籠石系山城(選地1類ㆍ外郭1類a,b,c)、③北部九州の神籠石
系山城(選地2類ㆍ外郭2類)の三つの類型を想定する研究者は多い。編年序列の逆転は
北部九州の神籠石系諸城の編年的位置付けが論点となっている(26)。｢斉明天皇西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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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築城説｣の提起以降、先行説の年代は660年頃まで引き下げられ、白村江戦後の神
籠石系諸城の未完成ㆍ放棄、一部修築後の朝鮮式山城との併存を認めようとする傾
向にあるが(27)、選地、外郭構造の異なる山城が同時、同契機に造られたとは考えに
くい。先行説は全ての城を対外防衛用とし、異なる類型の存在を地域性とみている
が、後出説では時期差や機能差(対外防衛→律令制化ㆍ地域支配)として段階的な築

造過程を推定しており、編年序列は軍事性の低下していく方向で想定されている
(28)。

百済ㆍ新羅地域の山城では三国統一後、より高い山岳へ立地するものと城壁が山
の斜面から平地へ降りてくる二つの類型が成立する。高い山岳に立地する山城は純

軍事的城郭で三国時代よりさらに大型化していく。また平地へ降りてくる平山城(土
城)は高麗時代の古邑城につながる城郭で、行政的機能を担当したとみられている。
軍事→行政への機能の違いは城門の位置や形式にも反映しており、防御に有利→出
入の便利さ、懸門式→平門式へと推移する。また韓国では列石の出現時期について
早くても百済末、一般化するのは統一新羅時代以降として編年が調整されつつあ
る。このような朝鮮城郭史の編年観は無理なく後出説と対比することができる(29)。

Ⅲ．巨済 廃王城との比較
巨済廃王城との比較に当たって、次の三点を検討課題としたい。
① 占地ㆍ平面プラン(縄張り)
② 城壁構造、
③ 城門
廃王城の占地は比較的高所に立地しており、日本の[選地1類(嶮山城類)]であるが、
平面プランは比較的単純な卵形をしており、地形を利用した屈曲部や雉城などの防
御施設も設けられていない点が特徴といえる。日本の[選地1類ㆍ外郭2類]に分類さ
れ、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の古い段階の城郭と共通点を持っている。この点は巨

済島内での中心集落や官衙、交通路との位置関係から廃王城の立地を検討すること
によって、廃王城の築城目的がより明らかになるもの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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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壁は石築だが｢内托｣で、半島中部の高い「夾築」城壁を持つ城郭とは異なって
いる。半島南部の城郭にこのような内托式の城壁が多いのか－筆者は情報を持たな
いが、廃王城に関していうと、日本の古代山城との共通点として注目される。また

新羅系の城郭に特徴的な技法といわれる｢基壇補築｣は、現在まで日本の古代山城で
は確認されていない。しかし廃王城の基壇補築を覆う｢補築被覆土｣に関しては、最

近大野城などで確認された｢外盛土(外皮版築)｣と共通した用途が考えられるかもしれ
ない。石積み技法に関しては、若干整形加工した割石積みであり、横に目地が通る

布積みと呼ばれる技法が取られている。日本の鬼城山城石塁で多用される石材間の
カイ石はあるが、北部九州の切石積み石塁で顕著な「鍵型石」の使用は認められな
い。

最後に城門構造だが、まず｢懸門式｣である点が上げられる。日本でも懸門の事例
は増加しつつあるが、全体としては｢平門式｣が多い。廃王城城門が懸門式である点
を評価すれば「軍事的」な築城目的が想定できるが、平面プランとの関係では矛盾
した構造といえる。現在の八脚門の遺構は高麗期の改築によるものだが、初築期の

城門の建物遺構がどのような構造だったのか解明が待たれる。
付記：本稿は뺷季刊韓国の考古学뺸創刊号(韓国ソウルㆍ周留城出版社、2006年9月)に掲載され

た｢日本 古代山城研究の成果と課題｣に加筆ㆍ修正(特に註を大幅に補足)したものであ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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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長門国の城(長門城)、備後国の常城ㆍ茨城など文献史料に明記されながら遺跡地すら判明し
ていない城郭が存在している(石松2008)。また高安城のように遺跡地はわかっていても城域や
外郭線の構造が不明な山城もあり、このような未発見城址についてこれまで説得力のある説
明はなされていない。筆者は、現在我々が確認できる山城遺構の多くは天武ㆍ持統期以降の
ものであり、白村江戦後の防衛施設築造として語られる天智期築城の実態は、簡素な施設－
例えば柵列など－だった可能性を想定している。讃岐城山城や屋嶋城のような｢削平段｣すら
伴わない｢柵列遺構｣ならば地表調査では発見は不可能に近い。事実、飛鳥東方の丘陵上では
羅城的な掘立柱塀(柱間2.4m等間)が発見されており(相原2004, 2005)、酒船石遺跡の石列や甘
樫丘東麓遺跡の貼石状石垣などが7世紀中葉頃のものだとすれば、当時の技術的な限界を示す
と共に天智期に築城された山城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か－これらの遺構から類推するこ
とができる。
石松好雄2008 ｢｢長門城｣推定地をめぐって(覚え書き)｣ 뺷研究紀要뺸 第12号 下関市立考古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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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館
相原嘉之2004 ｢倭京の“守り”－古代都市 飛鳥の防衛システム構想－｣ 뺷明日香村文化財調査
研究紀要뺸 第4号
相原嘉之2005 ｢飛鳥の羅城－飛鳥東方丘陵上の掘立柱塀についての憶測－｣ 뺷明日香風뺸95
(2) 1898年(明治31)、小林庄次郎氏が高良山の遺跡を学会に報告した際、誤って列石線が｢神籠
石｣という名称で紹介された。뺷高良山玉垂宮縁起뺸によると、参道沿いの現在｢馬蹄石｣と呼ば
れている磐座の名称こそ｢神籠石｣であり、列石は｢八葉の石畳｣と呼ばれていた。｢神籠石｣と
呼ばれる神体石や地名は管見でも全国で70例以上－北は福島県から南は鹿児島県まで分布し
ており、皮籠石、革籠石、交合石、皇后石、香合石、神護石、皇護石、川子石、こうごう
石、向後石、高後岩など、様々な用字みられ、カゴ、カウゴ、コウゴという語の本来の意味
は分からなくなっている。
このことは既に1910年(明治43)－神籠石論争の時期に、柳田國男氏が뺷歴史地理뺸誌上で指摘
し｢山地を取繞らしたる石の工作物は磐境なりや…喜田博士の神霊の鎮まれる云々は、例の神
籠の文字今尚累を為せるには非ざるか。否歟。｣と疑問を呈していたが(柳田1910)、その後も
喜田氏は｢神籠石｣と呼ぶことを止めず、1932年(昭和7)－雷山が史跡指定される際に、｢神籠
石｣が史跡名称としても使用され、文献に記載のない山城の呼称として定着してしまった。古
賀寿氏や吉原博見氏も、神籠石が磐座の名称であることを文献や実例を上げて指摘している
が(古賀1967, 吉原1982)、一地方研究者の著作であるため民俗学者も含め学会にはほとんど知
られていない。
柳田國男1910 뺷石神問答뺸 聚精堂(뺷柳田國男全集15뺸ちくま文庫1990所収p.83-87)
柳田國男1910 ｢神籠石に関係ある地名｣ 뺷歴史地理뺸15-3
柳田國男1910 ｢神護石に就て｣ 뺷歴史地理뺸16-4
古賀寿1967 뺷高良山神籠石研究史序説－｢神籠石｣なる名称の由来と明治以前の研究史－뺸 筑
後地区郷土研究会
吉原博見1982 뺷古代巨石文化の研究뺸白帝社, p.13-479
(3) 最近、八木充氏が文献史学の立場から渡辺正気氏の斉明四年是歳条の解釈が誤読であると反
論している(八木2008)。四年是歳条の｢国家｣が百済を指すと解釈するもので、既に牛島康允
氏や白石成二氏も同様な指摘をしているが(牛島1995, 白石2007)、八木氏は뺷書紀뺸記載の｢国
家｣30箇所の用例も検討し、四年是歳条の｢｢国家｣以下は百済領内部の状況説明と断じてよい｣
とされた。渡辺説の発表以降、先行説論者は渡辺説を援用して全ての神籠石系山城が斉明期
に築かれたとしてきたが、それらは斉明四年是歳条の渡辺解釈に無批判に依拠しており、八
木論文によって先行説そのものがその立脚点を失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
八木充2008 ｢百済滅亡前後の戦乱と古代山城｣ 뺷日本歴史뺸第722号 吉川弘文館
牛島康允1995 뺷検証白村江の戦い뺸近代文藝社, p.14-15
白石成二2007 뺷永納山城と熟田津－伊予国からみた古代山城論뺸 ソーシアルㆍリサーチ叢書,
p.269-275
(4) これは占地やプランに限った話であり、城壁ㆍ門など城郭構造に関しては彼我の差は大き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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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筆者は、2006年3月11日に九州国立博物館で開催されたシンポジウム(日韓の古代山城を掘る)
で、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が山麓から見える場所のみ土塁ㆍ列石を設け、少し離れると列
石のみ、背面ㆍ尾根の影など見えない場所では列石すら設けていないことを、具体的な事例
(鹿毛馬城、おつぼ山城、女山城、阿志岐城)を上げて説明した(向井2006)。その中でおつぼ山
周辺の駅路がおつぼ山と杵島山地の間の小峠を通過することを指摘し、駅路からの視点に
よって、おつぼ山の城壁線が西側(武雄盆地側)になく東側(駅路側)に築かれている理由が説明
できるとしたが、その後、木下良氏によりおつぼ山東麓を通過する駅路復元案が発表された
(木下2009)。
狭川真一氏はGISを利用して北部九州の古代山城からの可視範囲を検討し、有明海沿岸の神
籠石系山城の可視範囲の検討から、｢筑後平野南半部に神籠石式山城によって護られるべき地
点がある｣とされるが(狭川2006)、乗岡実氏も指摘している通り、当時の軍の機動力からみて
拠点からの作戦行動範囲は半日で往復可能な半径16km(直線距離で11km)程度であり(村上ㆍ
乗岡1999)、遠隔攻撃可能な兵器のない古代では数10km先まで見えたとしても意味がない。
これは烽の検討からも同様の指摘ができる(向井2007)。可視範囲を論じるならば、山城から
ではなく山城近傍を通過する駅路や郡衙ㆍ国府(もしくはその前身官衙)から見た山城の可視
範囲こそ重要であろう。
向井一雄2006 ｢日本の古代山城－北部九州を中心に－｣ 뺷九州国立博物館 国際シンポジウム
日韓の古代山城を掘る(予稿集)뺸九州国立博物館p.14
木下良2009 뺷事典 日本古代の道と駅뺸吉川弘文館, p.327-328(杵島駅)
狭川真一2006 ｢古代山城からの可視範囲｣ 뺷元興寺文化財研究所 研究報告2005뺸 (財)元興寺文
化財研究所, p.73
村上幸雄ㆍ乗岡実1999 뺷鬼ノ城と大廻り小廻り(吉備考古ライブラリィ2)뺸吉備人出版, p.148149
向井一雄2007 ｢古代烽に対する基礎的検討｣ 뺷戦乱の空間뺸6号 戦乱の空間編集会, p.105-106
(6) 出宮徳尚氏は｢(神籠石系山城)はむしろ威しの造形、地域を軍事的に威圧するための一つの道
具として造られて来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非常に観念的評価をしています…実戦的機能面
から見ると…非常に施設や設備の欠落して、簡略化した構築状況でも、結構山城として日本
列島では通用したと考えています｣と述べ、筆者とは年代観は相違するものの、神籠石系山城
の軍事威嚇的性格を指摘されている(出宮2006)。
しかし年代観を問わず｢築城目的は…大野城などと同じく国土防衛のための軍事施設として構
築された｣と｢城＝対外防衛用｣と捉える研究者は依然多い(村上2004)。また神籠石系山城が文
献に記録がないことから｢地方豪族が造営主体となって築城された｣とする意見も考古学者の
見解として多くみられる(赤司2002)。赤司善彦氏は｢神籠石式山城の多くは、実戦には耐えら
れないような立地と構造をなしている｣と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を評価しながらも、｢対外
的な備えとして大宰府中心の防衛圏という基本戦略は一貫して変化しないが…有明海側をも
想定した防衛網の拡大に伴い…(有明海側に)神籠石式山城の多くが築造され｣たとする(赤司
2005)。
これに対し、文献史学の八木充氏は｢第二次朝鮮式山城として、天智ㆍ天武期に…総領や初期
国宰に動員された地方豪族以下在地民衆によって築造された｣とされ(註(3)八木2008 p.13-14)、
狩野久氏も｢筑紫、肥、豊の北部九州、周防、伊予、吉備の瀬戸内沿岸の大宰ㆍ総領と｢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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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は密接な関係があると想定し…軍政的な役割をもつものと考える。そしてまさにこの地域
に山城が築かれている｣と大宰ㆍ総領制と神籠石系山城を関連づけて考えている(狩野2005)。
筆者も大宰ㆍ総領制と山城との関係を指摘してきたが(向井1991, 2001)、考古学からみた神籠
石系山城の軍事威嚇的性格は、大宰ㆍ総領制下の軍政的な役割を持った山城の実態をよく表
し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出宮徳尚2006 ｢吉備東部の拠点大廻小廻山城｣ 뺷大廻小廻山城跡の謎に迫る－吉備最大の古代
山城－(国指定記念シンポジウム記録)뺸 岡山市教育委員会, p.40
村上幸雄2004 ｢鬼ノ城の概要｣ 뺷吉備地方文化研究뺸 第14号 就実大学吉備地方文化研究所,
p.33-34
赤司善彦2002 ｢筑紫の古代山城｣ 뺷東アジアの古代文化뺸 112号 大和書房, p.74
赤司善彦2005 ｢古代の山城とその背景｣ 뺷日本海域歴史大系뺸 第1巻古代篇 清文堂出版, p.352
狩野久2005 ｢山城と大宰ㆍ総領と｢道｣制｣ 뺷永納山城跡－平成14年度～16年度調査報告書－뺸
西条市教育委員会, p.171
向井一雄1991 ｢西日本の古代山城遺跡－類型化と編年についての試論｣ 뺷古代学研究뺸 第125
号, p.43-44
向井一雄2001 ｢古代山城研究の動向と課題｣ 뺷溝婁뺸 第9ㆍ10合併号 古代山城研究会, p.60-62
(7) 鹿毛馬城の場合、水門から左右の尾根に登った各々200m付近で土塁がなくなっている。土塁
の終端は直線状で後世の崩落などによるとは考えにくい。山麓を通過する道路からの視野は
土塁の終わる付近から尾根の影に入り見えにくくなる。同様な状況はおつぼ山城でもみら
れ、土塁の構築や列石が山麓からの視点を意識して造られている(見えない場所には土塁ㆍ列
石を設けず城壁工事を省略する)と考えられ、列石上に土塁が構築されていないことや欠石区
間の存在をもって未完成とは言えない。
阿志岐城は実際に土塁が築造された部分が約1.3km、山頂まで含めた“見なしの城域”である想
定線が約2.3kmで｢二日市地峡帯から御笠平野に入ってくるルート…からは、正面の城域はほ
とんど見えず…(城域正面の御笠地区A地点から)見ると、土塁を実際に築造した部分は正面か
らはっきりとラインを見て取れる…このような、低地からの見通しが築造する範囲を決める
要素として大きかった…｣と、報告書では山頂を含めた城域背後に土塁が築造されていない理
由について解釈している(筑紫野市2008)。
筑紫野市教育委員会2008 뺷阿志岐城跡 阿志岐城跡確認調査報告書(旧称 宮地岳古代山城)뺸
(筑紫野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92集), p.46-47
(8) 最近の調査により、文献に記載のある山城でも｢折れ｣の存在が確認されつつある(屋嶋城南西
斜面外郭線城壁背部、大野城北石垣城門)。
高松市教育委員会2008 뺷屋嶋城跡II－史跡天然記念物屋島基礎調査事業調査報告書II－뺸, p.26
-33
(9) 最近の大野城の調査でも、外盛土(いわゆる外皮版築)が確認されている。
入佐友一郎, 林重徳2008 ｢古代の土木技術～特別史跡大野城跡 北石垣ㆍ猫坂地区の事例か
ら～｣ 뺷歴史的地盤構造物の構築技術および保存技術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 発表論文集(委員
会主催シンポジウムNo.141)뺸 社団法人地盤工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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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佐友一郎2009 ｢山城と土木技術(大野城跡に見る古代の土木技術)｣ 뺷古代の福岡(アクロス福
岡文化誌3)뺸 海鳥社, p153
(10) 鬼ノ城の復元土塁、志波城(岩手県盛岡市)の復元築地では、冬季の霜害によって、特に土塁
や築地の基底部が損壊していくことが判明し、土塁基底部の保護という点では、列石は雨水
だけでなく霜害に対する効果も大きい。入佐友一郎氏は外盛土の役割も雨水ㆍ霜害対策であ
る可能性を推定している(前掲(9)文献)。
(11) 平成15年度～18年度にわたって、範囲確認調査が行われた(前掲(7)文献)。
(12) 平成15年度の調査で永納山城でも3m間隔の柱穴が3基検出された(H15-12トレンチ)。
西条市教育委員会2005 뺷永納山城跡－平成14年度～16年度調査報告書－뺸
(13) 平成20年度の大野城土塁北側内郭の調査で、列石線に伴う柱穴で添石状の石積みが検出され
ている(2008年11月16日の古代山城研究会第39回例会で見学)。
(14) 鞠智城では、深迫門跡の土塁：約1.8mの等間隔、西側土塁線前面：2.1mよりか短くまばら、
西側土塁頂部：1.3～2.3mとまばらな状況だったと報告されている。大野城の場合は正式報告
が未刊のため、正確な数値はわからないが、調査現場見学時の教示によれば、鞠智城と類似
した数値であり、場所によってばらつきがある点も似ている。石城山城でも2.19mの柱列間隔
が報告されており(1.3～1.5mの記述もあり)、3mよりも短い柱列間隔のグループが存在するこ
とは注目しておきたい。
歴史公園鞠智城ㆍ温故創生館2007 뺷鞠智城跡－第28次調査報告－뺸, p.45
阿志岐城でも第12トレンチで前面柱穴が1基検出されたが、柱間隔は不明である(前掲(7)文
献)。
(15) 御所ヶ谷城、大野城、鞠智城での柱の検出状況はこれに近い。鞠智城では｢柱痕跡は、土塁本
体に半分めり込んだような状況で見つかっており、構築後もそのままの状況で残存していた｣
と推察されている(前掲(14)文献)。
(16) 最近の調査で、大野城で4例(原口城門, 北石垣城門, 観世音寺口城門, 小石垣城門)、鞠智城1
例(池の尾門)が発掘調査され21例となった。唐原山城、永納山城でも城門ではないかと推定さ
れる箇所が指摘されているが、門遺構としては確定できていない(大平村2005, 西条市2009)。
なお大野城北石垣城門では国内では初例となる門扉の｢軸摺金具(確金)｣が出土した(福岡県
2007, 小澤2007)。大野城では石製唐居敷(門礎石)が3箇所(原口城門, 北石垣城門,小石垣城門)
の城門で新たに確認されている(下高2008)。
福岡県教育庁総務部文化財保護課2007 뺷大野城跡第46次調査(北石垣地区)の発掘調査－現地
説明会資料－뺸
小澤佳憲2007 ｢特別史跡大野城跡北石垣地区の調査速報｣ 뺷九歴だより뺸No.26 九州歴史資料
館
下高大輔2008 뺷大野城跡ㆍ災害復旧に伴う発掘調査の成果－観世音寺口ㆍ原口城門、大石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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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回古代山城研究会レジメ)뺸 太宰府市教育委員会
大平村教育委員会2005 뺷唐原山城跡II(大平村文化財調査報告書第16集)뺸, p.27
西条市教育委員会2009 뺷史跡 永納山城跡I－水門ㆍ城門ㆍ内部施設等確認調査報告書－(平成
18～20年度調査)뺸, p.89-95
向井一雄1999 ｢石製唐居敷の集成と研究｣ 뺷地域相研究뺸 第27号 地域相研究会
(17) 平成15年度の調査で屋嶋城城門の懸門部の残存壁(高さ1.2m)が検出され、国内での懸門遺構
の初例となった。その後確認された大野城の3例(原口城門, 北石垣城門, 観世音寺口城門)も
懸門形式とみられている(前掲(8)文献p.15-18、前掲(16)福岡県,下高文献)。
(18) 山口裕平氏は、このような｢建物の痕跡が認められない城門｣について、防御面を重視しない
位置にある場合｢城内と城外を結ぶ通路の機能でしか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とし、また｢築城
途中で廃棄された｣可能性や｢礎板の存在｣ ｢後世の攪乱で遺構面が削平された｣などと推測し
ているが(山口2003)、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の数少ない城門調査例の中に扉施設を持たな
いものが存在していることこそ、その性格や目的を如実に示している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
ろうか。
山口裕平2003 ｢西日本における古代山城の城門について－その類型化と変遷－｣ 뺷古文化談
叢뺸 第50集(上)九州古文化研究会
(19) 国内での｢雉城｣の事例としては、鬼ノ城の角楼、屋嶋城の浦生石塁北側の台状張り出し、金
田城の一の城戸の櫓台などがあるが、築城当時の遺構と確認できているものは鬼ノ城の角楼
のみ。金田城一の城戸脇の櫓台については、①基部は築造当初のもので上部は後世の修築、
②全て幕末の構築物、など諸説ある。筆者は早くから一の城戸そのものが｢門跡｣なのか疑問
を呈していたが(向井1993)、その後の発掘調査の所見でも一の城戸は築城当初の城門でない
と考えられるという(小田富士雄氏の教示による)。最近、金田城の東南角石塁に｢突出部｣が
あ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が(対馬市2008)、一の城戸同様、築城当初のものかは検討を要す
る。｢甕城｣に関しては、外甕城の事例はないが、内甕城(枡形)とみられる事例がいくつか指摘
できる(鬼ノ城西門, 南門, 東門, 北門、屋嶋城城門、大野城太宰府口城門、御所ヶ谷城東門,
第二西門) (行橋2006, 前掲(8)文献)。
向井一雄1993 ｢対馬金田城一ノ木戸について｣ 뺷溝婁뺸第4号 古代山城研究会
長崎県対馬市教育委員会2008 뺷古代山城 特別史跡 金田城跡III(特別史跡金田城跡保存修理
事業に伴う発掘調査報告書概報(南門)뺸
行橋市教育委員会2006 뺷史跡 御所ヶ谷神籠石I(行橋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33集)뺸, p.50
前掲(8)文献, p.53-55
(20) 岡山県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では平成11年度(1999)に城内の試掘調査を行い(岡山県2006)、
2006年から7年計画で城内調査を進めている(岡山県2009)。
岡山県教育委員会2006 뺷国指定史跡 鬼城山(岡山県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203)뺸 (平成11年
度城内試掘調査報告書)
岡山県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2009 뺷平成20年度「甦る！古代吉備の国～謎の鬼ノ城」城内
確認調査概要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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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鞠智城の貯水池跡からは2008年11月に青銅製の菩薩立像( 全長12.7cm)が出土した( 大田他
2009)。
大田幸博ㆍ木崎康弘ㆍ矢野裕介2009 ｢(44)熊本県山鹿市鞠智城跡の発掘調査の成果について｣
뺷日本考古学協会第75回総会 研究発表要旨뺸 日本考古学協会
(22) 鹿毛馬城では、1999年以降の調査で、列石前面の柱穴内から須恵器の水瓶頸部が出土してい
る(未報告)。赤司善彦氏の教示によれば、年代は8世紀初頭のものとみられている。
須原緑2008 ｢鹿毛馬神籠石(日本 古代山城研究の成果と課題12)｣ 뺷季刊 韓国の考古学뺸 7
(2008春号) 韓国ソウルㆍ周留城出版, p.113-写真9
(23) 平成18年度の岡山県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の調査では、A1区(兵舎＜居住地＞)で7世紀末～
8世紀初頭の50点近くのまとまった須恵器ㆍ土師器が多数出土し、築城ㆍ存続の時期が絞り込
める資料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前掲(20)岡山県2009)。総社市の調査報告書でも｢鬼ノ城の出
土遺物については近年の須恵器研究の動向からすれば、飛鳥IV期から飛鳥V期に比定される｣
とし、出土遺物からみた年代は｢かなり限定された期間｣となり、従来鬼ノ城の築城期は｢朝鮮
式山城とよばれる一群のものとほぼ同時期か僅かに遅れる時期を想定｣してきたが、再検討が
必要としている(総社市2005)。山元敏裕氏は｢最近の須恵器編年研究ではTK217と併行する飛
鳥IIを暦年代では七世紀中葉から670年頃までとする編年観が示されており…屋嶋城が機能し
た時期と合う｣とし、屋島寺出土の坏HやG蓋つまみを屋嶋城創築時の遺物と評価している(山
元2008)。TK217併行期の須恵器坏はこれまでも少量であるが、金田城や鞠智城で出土してお
り、7世紀第2四半期に比定されてきたTK217併行期の暦年代の修正まで含めた課題といえよ
う。
前掲(20)文献
岡山県総社市教育委員会2005 뺷古代山城 鬼ノ城 鬼城山史跡整備に伴う発掘調査(総社市埋
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18)뺸, p.200-204
山元敏裕2008 ｢古代山城屋嶋城について｣ 뺷歴史に見る四国－その内と外と－뺸 地方史研究協
議会編, p.280-282
(24) 最近鬼ノ城の年代について、第0水門外側の排水溝付近から出土した加工木材2点と南門付近
出土の炭化材1点のAMS年代測定が行われた。歴博チームの研究報告によると｢加工材の年代
はAD670ころを中心に前後十年程度の年代と推定される｣とし出土土器と｢年代的にも整合し
ている」とする一方、南門から採取された炭化木材が3世紀後半から5世紀初頭までの年代を
示したことから｢鬼ノ城が古墳時代に遡って活動の舞台となっていた可能性を窺わせる｣と
し、より古い時期の遺構があるかのような指摘をしている(今村他2007)。
同様な年代測定の解釈例は金田城でもみうけられる(片岡2005)。C14年代測定の結果で640年
前後や630年あるいは590年前後の年代を示すものがあったことから、古い段階の内郭土塁が6
世紀後半～7世紀前半に既に築か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とするが、金田城ビングシ山では堀立
柱建物跡内部に火を焚いた炉跡が検出され、炉跡の測定年代は670年前後と出ている。また南
門から出土した加工材(報告書では堰板)は650年前後と出ており、鬼ノ城同様、考古学的イベ
ントに伴う試料(確実に遺構に伴う炭化物－火焚き痕跡、土器付着の煤、人工的な加工材な
ど)の測定年代は築城記事の667年に整合している(坂上2007)。

274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土中には様々な時代の炭化物が混入しており、イベントに伴わない炭化物を年代測定しても
意味がないことは専門研究者であれば熟知しているはずで(ボウマン1998)、古代山城の創築年
代を古い時代に想定したいという何らかの思惑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疑いたくなる。甲元眞
之氏は｢斉明期の遺物が存在する｣として鞠智城の斉明期築城説を発表されているが( 甲元
2006)、甲元氏のいう“斉明期の遺物”というのはTK217併行期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か
つて葛原克人氏も鬼ノ城表採土器の中から｢最古のものは…径が小ぶりで内縁にかえりのつく
坏蓋である…おそくとも七世紀の第3四半期と見てよい｣と鬼ノ城創築期を示す遺物として重
視していたが(葛原1994)、その後、古代の土器研究会の編年基準に照らして｢飛鳥III期(650～
680年)の範囲に入るので、鬼ノ城の創築期は、そのころに求めざるを得ません。この年代観
は、きわめて微妙なところにあり、白村江敗戦後の天智紀山城と同時期の創設なのか、それ
とも若干さかのぼるのか、判断にむずかしい｣と若干見解を修正している(葛原1998)。甲元氏
は遺物の実測図すら示していないので詳細はわからないが、僅かな出土遺物のみで創築年代
を語ることはできない。AMS測定年代同様、資料の限界を超えた議論といえよう。
今村峯雄ㆍ小林謙一ㆍ新免歳靖ㆍ坂本稔ㆍ谷山雅彦2007 ｢炭素14測定からみた鬼城山遺構の
築造年代｣ 뺷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37集 [共同研究]高精度年代測定法の活用による
歴史資料の総合的研究뺸 国立歴史民俗博物館
片岡正人2005 ｢古代の防衛線対馬ㆍ金田城いつ構築－七世紀前半？の土塁－｢白村江｣後の定
説に一石｣ 뺷讀賣新聞뺸 2005/4/7夕刊
坂上康俊2007 ｢対馬ㆍ金田城の調査成果｣ 뺷海路뺸 第4号 海鳥社, p.16,20
뺷大英博物館双書(3)古代を解き明かす－年代測定뺸
シェリダンㆍボウマン(北川浩之訳)1998
學藝書林
甲元眞之2006 ｢鞠智城についての一考察｣ 뺷肥後考古뺸 第14号 肥後考古学会, p.28-32
葛原克人1994 ｢朝鮮式山城｣ 뺷日本古代国家と城뺸 (佐藤宗諄編) 新人物往来社, p.116
村上幸雄ㆍ葛原克人1998 뺷古代山城ㆍ鬼ノ城を歩く(吉備人選書2)뺸 吉備人出版, p.180
(25) 永納山城(前掲(12)文献p.159)では8世紀第2四半期、御所ヶ谷城(前掲(19)行橋市2006 p.60-64)
では8世紀代に比定される土師器坏身が出土しており、註(22)の鹿毛馬城柱穴出土の須恵器水
瓶も含めて、神籠石系山城利用の下限年代が8世紀代に入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
る。
(26) 先行説の編年は｢第I期がいわゆる神籠石式(北部九州)で、第II期が神籠式の変形(瀬戸内)、そ
して、第III期がいわゆる朝鮮式の山城であって｣といった調子で、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の
斉明期築城が無条件に前提になっており、編年序列の基準は示されていない(西谷1994)。先
行説の中では、唯一遺物ㆍ遺構から考えようとしていた葛原克人氏の説明も｢神籠石系山城の
創築期は、天智紀の諸城とくらべて意外と古い伝統に根ざしている…鬼ノ城の築城は…白村
江敗戦後に急造された天智紀の諸城と近似しながらも一時期を画する、それ以前の築城期を
暗示させる｣というもので、｢古い伝統｣、｢一時期を画する｣、｢暗示｣など考古学的な議論とは
ほど遠い(葛原2005)。葛原氏は鬼ノ城城門の使用尺度に「古韓尺」が使用されたとする説も
発表されているが(葛原2002)、註(24)の歴博チームの報告や甲元論文同様、神籠石系山城の年
代を何とか古い時代にしたいという思惑があって、証拠探しを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
い。斉明天皇が｢興事－大土木工事｣を好んだこと－田身嶺の両槻宮造営や宮の東の山の石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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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記事や酒船石遺跡が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築造を想起させるという連想に至っては、
もはや考古学者の発言とは思えない(小田1997, 阿部2002)。
西谷正1994 ｢朝鮮式山城｣ 뺷岩波講座 日本通史뺸 第3巻古代2 岩波書店, p.301
葛原克人2005 ｢鬼ノ城と東アジア｣ 뺷古代を考える 吉備뺸 吉川弘文館, p.178
葛原克人2002 ｢備中鬼ノ城の創築期をめぐって｣ 뺷田辺昭三先生 古稀記念論文集뺸 真陽社
小田和利1997 ｢神籠石と水城大堤－水城の築堤工法からみた神籠石の築造年代について－｣
뺷九州歴史資料館 研究論集뺸 22, p.65
阿部義平2002 ｢古代山城と対外関係｣ 뺷人類にとって戦いとは4 攻撃と防衛の軌跡뺸 東洋書林,
p.103-106
(27) いわゆる｢折衷案｣と言えるもの。｢斉明天皇西下時築城説｣の最初の提唱者である渡辺正気氏
は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のみ斉明四年是歳条の対象としていたが、西谷正氏、小田和利
氏、狭川真一氏、阿部義平氏、葛原克人氏らは渡辺説を拡大解釈し、斉明四年是歳条の繕修
城柵を北部九州から瀬戸内にいたる神籠石系山城の築城(修築)と捉えた。しかし阿部氏らは
その後、最近の調査成果との整合性を取るために白村江戦後の再利用を想定するようになっ
た。註(26)でも指摘したが、先行説－斉明期築城説論者は、考古学的根拠が薄弱なまま、渡
辺説の斉明四年是歳条の解釈に依拠して発表を繰り返してきたが(阿部2002, 狭川2005, 小田
2005, 小澤2006)、多くの考古学研究者が認めているのだから考古学的にも根拠があるのだと
誤解されて、九州では文献史学研究者まで斉明期築城説を支持するまでこの問題は深刻化し
ている(長1994, 田中1996)。天武七年条の「筑紫地震」によって、高良山城の北側の列石線が
崩壊ㆍ流失したとする説も、高良山城の斉明期築城がその前提としてあるのだろう( 松村
1990)。
前掲(26)阿部2002
狭川真一2005 ｢神籠石式山城｣ 뺷聖武東遊－騎馬軍団東へ(平成17年度 四日市市立博物館 企
画展図録)뺸
小田和利2005 ｢水城 王都防衛の礎｣ 뺷飛鳥王朝史(歴史群像シリーズ特別編集)뺸 学習研究社
小澤太郎2006 ｢神籠石型山城の展開－斉明天皇の朝倉橘広庭宮とその防衛網－｣ 뺷図説南筑後
の歴史뺸 (大城美和信監修) 郷土出版社
長洋一1994 ｢新城｢大宰府｣の成立｣ 뺷日本古代国家と城뺸(佐藤宗諄編)新人物往来社
田中正日子1996 ｢朝倉橘広庭宮とその時代｣ 뺷温故뺸 第24号 甘木歴史資料館
松村一良1990 ｢뺷日本書紀뺸天武七年条にみえる地震と上津土塁跡について｣ 뺷九州史学뺸 第98
号 九州史学研究会, p.20
小田富士雄氏は、｢近年発掘調査された一部の神籠石遺跡(鬼ノ城ㆍ永納山ㆍ御所ヶ谷ㆍ鹿毛
馬など)の構造には、朝鮮式山城との共通点、出土須恵器に七世紀後半代のものが多いことな
どが知られてくると、築城時期は朝鮮式山城と並行している事例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と
最近の調査事例を受けて｢(神籠石系山城の)築城時期に朝鮮式山城に先行するものが存在する
ことは否定できないものの、その活動期は朝鮮式山城と並行している事例が明らかになって
きた…朝鮮式山城とも連携する補完活動的機能を負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も推測される｣と
より後出説に近い見解を述べている(小田2008)。また小澤佳憲氏も｢神籠石式山城の築城はお
およそ古代律令国家が成立する七世紀中頃から白村江の戦い以降の八世紀前半までの間に行
われたと見てよいであろう｣とし、｢問題は築城の契機を白村江以前(例えば斉明天皇の西征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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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と見るか、白村江以降に見るかであるが、今のところ決着はついていない｣と両論併記し
ている(小澤2009)。
小田富士雄2008 ｢改革ㆍ白村江以後の防衛施設｣ 뺷大化改新と古代国家誕生－乙巳の変ㆍ白村
江の戦いㆍ壬申の乱뺸 新人物往来社, p.131
小澤佳憲2009 ｢山城と土木技術(朝鮮式山城と神籠石式系山城)｣ 뺷古代の福岡(アクロス福岡文
化誌3)뺸 海鳥社, p149-150
(28) 甲元眞之氏は、拙稿(前掲(6)向井1991)に対し｢向井一雄氏は神護石が北部九州の交通の要衝や
国府あるいは郡衙との対応関係を示す点を強調するが、九州において国制が整えられるのは
持統期以降であり、国府や郡衙を神護石と直接関係付けることは時期的にみて困難〔神護石
は神籠石が正しいが、原文のママ引用〕｣と批判しているが、筆者の推定する北部九州の神籠
石系山城築城の年代はまさしく持統期であり、九州における国制の整備とリンクした施設と
捉えている。斉明期築城を前提にすれば、｢時期的にみて困難」だろうが、｢持統期以降｣なら
ば、無理なく国府や郡衙との対応関係を考えることが可能だと思う(前掲(24)甲元2006p.36)。
葛原克人氏は、｢整った列石と低い地取りにきわだった特色のある神籠石型山城は、いったい
天智紀山城より新しいものであろうか｣として、編年指標として野面積み→切石積みへの変遷
を想定する拙稿を批判し、｢倭社会における伝統的な石造品製作技術の発展段階を軽視してい
るきらいが｣あり、｢直方体の石材の表面を平滑に仕上げるぐらいそれほど至難な技とは思わ
れない｣と断じているが、古墳の石棺や横穴式石室築造と古代山城築造における工事技術の量
的ㆍ質的な差を無視した議論であり、律令国家形成という古代社会の一大画期という観点か
らも首肯できない(前掲(24)葛原1994)。小澤太郎氏も｢割石を使用する朝鮮式山城よりも、切
石を使用する神籠石型山城の方が後出するとの意見もある｣と野面積み→切石積みへという拙
稿の編年指標を取り上げているが、筆者が編年指標として重視する｢占地(縄張)｣論について
は全く触れられていない(小澤2002)。
岩本正二氏は、拙稿を｢最近は、天智朝の朝鮮式山城の前後にまたがり、そのなかでも瀬戸内
地域の遺跡は天智朝の朝鮮式山城と共通する要素が多く、これより古いか同時期であり、九
州の神籠石系山城は天智朝の朝鮮式山城と同時期か新しいとの見解が出てきている｣と紹介し
ているが、これは先行説の折衷編年案について九州と瀬戸内を逆さました内容であり、筆者
の編年案とは相容れないものである(岩本2007)。
小澤太郎2002 ｢北部九州における神籠石型山城の配置｣ 뺷究班뺸II(埋蔵文化財研究会25周年記
念論文集), p.440
岩本正二2007 ｢神籠石｣ 뺷古代日本と朝鮮の都城뺸 (中尾芳治ㆍ佐藤興治ㆍ小笠原好彦編)ミネ
ルヴァ書房, p.223-224
(29) 先行説論者は、拙稿も含め、後出説に対して批判をしない傾向がみられるが、古代山城遺跡
に対するスタンスに大きな差があるため後出説論者が提示するいくつかの重要なパラダイム
を理解できないのかもしれない。また年代観として神籠石系山城の斉明期築城が大前提に
なっているため、切石加工の問題、交通路や官衙との関係、占地(縄張)からみた軍事性の評
価、朝鮮城郭史の編年観などについて、議論の俎上にも乗らない。同じものを見ながらも、
斉明期築城に都合よく(整合性の取れるように)解釈されているといえよう(前掲(26)阿部2002,
葛原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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